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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종합적인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돌바둑판의 위치 및 형태 그리고 입지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주변 경물과 각자 그리고 인근의 전

래지명과의관련성분석과해석을통해암각바둑판의본질적특성및장소적의미그리고문화재로서의가치등을파악하고자하 다.

바둑판에 나타난‘네모난 바둑판과 둥근 바둑돌’의 천원지방적(天圓地方的) 형상, 흑백 바둑돌로 표상되는 음양조화 그리고 하늘 회전을 표현한

361로 등은‘우주적 질서가 투사(投射)된 상징체’이다. 또한 원성을 바탕으로 바둑 삼매경에 빠진‘귤중지락(橘中之樂)’과‘상산사호(商山四皓)’그리

고‘난가(爛柯)’모티프는 속세를 벗어난 망우청락(忘憂淸樂)의‘위기선미(圍棋仙味)’를 통해‘인생과 자연’의 관계를 시공간적으로 일치하고자 했던 천

인합일의표상이자우미와소요를추구한고아한풍류 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돌바둑판은 총 18개로 이중 강진 월남사지 돌바둑판, 양산 소한정 돌바둑판, 반룡대 돌바둑판 등 3개소(16.1%)는 이동이 가

능한석국으로분류된반면방학동돌바둑판을비롯한 15개소(83.9%)는자연암반에새긴, 원래장소를이탈하지않은암각바둑판으로밝혀졌다. 돌바

둑판의 입지조건을 유형화한 결과, 계류형 15개소(83.9%), 암봉형 3개소(16.1%)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1,389m)이었다. 총 15개 돌바둑판은 모두 500m 이하의 저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둑판이 새겨진 입지는 속세와 멀지 않은 생활권의

일부 으며 모두 경관성이 탁월한 계곡 및 산봉에 입지하 다. 돌바둑판은 옛 선비들의 풍류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찰되는바 특히 암각바둑

판은 天人合一의 조화를 추구하며 名山大川을 찾아 함께 노니는 풍류도의 정신을 전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궁극적으로 바둑의 전통적인 상징성인

‘은일의 매개체이자 자연귀의의 도에 다다를 수 있는 선비문화의 정수’인 동시에 유선적 취향의 도구로서 자리매김 하 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으로

암각바둑판이 새겨진 단양 소백산 신선봉을 비롯하여 괴산 선국암, 무주 사선암, 장수 신선바위 등은 신선과 관련된 지명의 일체감이 매우 높은 것으

로 미루어 보아‘신선’바위와 암각바둑판이야말로 선계에 대한 숭배와 동경의 소통방식이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된 경관대상이자 조망처로 판단된다.

한편 암각바둑판이 입지하는 장소의 입지유형 등 물리적 환경과 팔경 및 동천구곡의 설정 여부, 유학자 등의 관련 여부를 중심으로 한‘인간활동’그

리고‘상산사호’모티프 및‘난가고사’상징의미 등 3가지를‘장소정체성 판단을 위한 해석 틀’을 기준으로 하여 고찰한 결과, 암각바둑판 주변에 각자

되어있는 동천, 동문 등의 모티프는 주자학적‘구곡팔경’의 개념 보다는 선취적‘선유동천’개념의 공간성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계류형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공간은 유가의 은둔지향적 공간이나 선도적 은일지향적 공간으로 시대추이에 따라 습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산봉형

의 암각바둑판은 별도로 신선 강림의 숭엄지향성이 장소정체성 지배의 중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곳을 포함하여 그 주변

은 동천구곡이나 팔경의 일부로 널리 알려진 승경의 요처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비 및 사대부 계층이 주체인 주변 각자들 중에도 신선 관련 표현어

가다수발견됨에따라바둑판조 의식의이면에는신선경동경을바탕으로한선도적취향이강하게작용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총합할 때 암각바둑판은 조선조 선비들의 은일과 운둔을 통한 자연경 의 문화 현상이 집약적으로 함축된 유산이자 전래 승경의

요처로, 명승과 같은 자연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탁월한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현재 남한내 17개의 돌바둑판 중에서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을 비롯

하여 방학동 암각바둑판, 충주 사로암 암각바둑판, 무주 사선암 암각바둑판, 양산 어곡동 반룡대 석국 등은 세월의 풍파와 사람들의 접촉으로 마모되

면서바위가깨어지거나바둑판줄이희미해지고있다. 또한언양반구대집청정암각바둑판은토사매몰로그형체를확인하기어려운상태이다. 암각

바둑판은자연과바람의흐름을그대로투 한예술적, 문화재적가치가탁월한조형물이자선인들의자연사랑의마음과선계동경의문화가만나이루

어진문화유적으로, 이에대한국내분포현황에대한체계적인정 조사와보존관리가시급하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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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화유산에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사고방식이 그대로

투 되어있으며, 그것을통해자연에서향유하고자하

던선인들의생활문화와자연과함께 위하는가운데삶

속에 배어있는 전통의 향기를 찾을 수 있다(박주성,

2004). 예부터거문고, 바둑, 씨그리고그림을‘금기서화

(琴棋書畵)’라하여‘속세를떠난경지에서의예술적풍류’

이자문인의대표적인고상한취미로간주되어왔다. 바둑

(棋)은우리선인들이여가선용의한방편으로품격있게

즐겨온놀이이자교양으로, 또바둑은나른한일상생활에

서의여유를만끽하는풍류놀이로발전되어왔다(김윤조,

2002; 유주희, 2006·2007). 더나아가서바둑은문화오락

적기능을넘어철학적·신화적담론을생산하는유희이

기도 했다. 이렇듯 막연히 실내 놀이로 알려져 온 바둑의

현장이실내나내원을떠나실외더나아가서깊은산속

이나계류주변에서행해졌다는결정적증거가남아있는

데그흔적이바로‘돌바둑판’또는‘암각바둑판’으로불리

는시설이자전통문화공간이다. 

바둑과 바둑판의 의미는‘물상에 이름붙이기’를 통한

승경의 객체로서 또 전통조경 공간내 실체로서 꾸준히

전승되어 왔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의 경승

지 팔석정은 봉래 양사언의 씨가 다수 남아 있는데 주

변 각각의 바위에는 삼신산을 가리키는 봉래·방장·

주라는 바위 각자와 함께‘바둑 두기 좋은 바위’라는 의

미의‘석평위기(石坪圍碁)’라는 씨가 새겨져 있어 조

선 사대부들의 풍류문화 속에 깃든 바둑의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국내 대표적 별서정원의 하나인 양 서석지에

펼쳐진 돌중에는‘바둑을 두는’돌을 의미하는 기평석과

‘신선이 노니는 돌’인 선유석이 나란히 있음은 결코 우

연이 아니다. 또한「소쇄원도」에 묘사된 중앙 계정 석가

산 옆의‘바둑 두는 장면’이나 소쇄원 사십팔 중 제22

인‘상암대기(床巖對琪 : 평상바위에서 바둑을 두니)’

는선경의면모와별서한정의풍류를보여주기에부족함

이 없다(노재현·박주성, 2010). 더 나아가서 충북 괴산

의 선유구곡 제6곡 난가대와 제7곡 기국암에는 바둑을

두는 신선과 이를 구경하는 나무꾼에 얽힌 고사가 회자

되고 있다(Park Joo-sung, et al, 2010; 노재현·박주성,

2010). 암각바둑판이새겨진바위나주변의신선봉, 신선

대, 신선바위, 선유동, 바둑바위 등의 지명에서 풍기는

물씬한 선취에서 또한 우리는 전래 문화현상 속에 혼재

되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신선과 바둑 풍류의 이미

지와조우하게된다.석국또는돌바둑판은중국이나일본

에서도알려지고있지만, 커다란암반에새겨진암각바둑

판은 국외에서는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유산이다(남치형, 2004; 안 이, 2005). 특히 원

위치를이탈하지않은암각바둑판은일종의암각화로조

성 당시의 위치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

진역사로서선사시대이후사람들의사유체계를직접적

으로 반 한다(김호석, 2008). 따라서 암각화는 문화와

예술, 사상과 종교관의 통합적 의미체이자 상징이기도

하다. 일반의 암각화가 제작자의 미적 안목이 적극적으

로 개입된 조형행위의 산물이라 한다면, 암각바둑판은

바둑 행위를 위한 최적의 공간성과 환경 지원성이 표출

된특별한장소로규정할수있다. 또한특별한조경유적

이자전통문화의탐색근거가아닐수없다. 그러나아쉽

게도 2009년 이전까지 암각바둑판의 실체 및 의미 파악

을 위한 학술적 성격의 연구 역시 시도되지 못하 을 뿐

만 아니라 돌바둑판이나 암각바둑판을 문화재로서의

가치나 전통조경의 유구 및 대상으로 파악하여 진행된

연구는 전무하다. 단지 최근에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앞

서 제시한 몇 편의 연구 이외에는 여타 연구논문은 확인

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내 암각바둑판의 종합적인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암각바둑판 자체의 위치 및 형태

그리고 주변 공간구성과 입지성 등 물리적 환경과 지명

유래, 주변경물과각자등인간활동과의미에대한분석

과 해석을 통해 암각바둑판 입지의‘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을 구명하고 이를 통해 암각바둑판과 주변 경관

의문화재적가치를검토하고자한다. 

본작업은암각바둑판이자리한곳의입지및장소성의

파악을통해전통적이상향인선경의경관특징을조명하

는 작업이기도 하며 전통조경 유적의 문화 역 확대는

물론 문화재 범주를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생활문화

와 착된문화재에대한인식과안목을제고시키는일이

될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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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암각바둑판의 존재는 바둑기사나 바둑서지학자 등에

의해1980년대부터주목받아왔다. 김용국(1975)이「한국

위기사」라는 저술을 통해‘신선놀음으로서의 바둑’을

조명하면서, 합천 해인사의 최치원 바둑 유적과 관련된

쌍계사입구창암노석에각자된쌍계석문의각자나칠불

암에 이르는 층암절벽 위 세이암, 삼신동 등의 필적에서

지리산에 남겨진 고운 최치원과 관련된 선연을 상기한

바있다. 이와함께금강산만폭동의봉래양사언의암각

바둑판, 강원도 금화군 매월대 위의 매월당 김시습의 암

각바둑판그리고경상남도언양의포은정몽주의암각바

둑판 등의 존재를 거론한 바 있다. 또한 황해도 평산 부

동즉가마골에전래되는선암과난가정등‘돌위에새겨

진바둑판’의존재사례를들고이러한전설을기반으로

형성된 평산팔경의 하나인 선암관기의 유래 를 소개한

이래, 「한국바둑인물사(권경언, 1995)」와「한국바둑약사

(권경언, 2002)」를 통해 돌 위에 새겨진 바둑판의 존재는

다양한 버전(version)으로 바둑 관련 서적을 통해 거론

되어왔다.

그러나 암각바둑판의 존재를 처음으로 활자화한 사람

은 단국대 박물관장을 역임한 정 호(1980)로 그는 국립

중앙박물관 발행, 1980년 12월 1일자「박물관신문(제

112호)」을 통해‘단양사인암의 암각바둑판 및 장기판’이

란 제목의 을 올렸다. 이 은 단양의 독특한 풍치와

삼국사기를 통해 본 바둑의 역사, 암각바둑판의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한편 사인암 암각바둑판 주변을‘사인

우탁의 선유처’공간으로 규정하는 등 다소 객관성은

결여되어 있지만 암각바둑판의 존재를 일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월간 바둑」의 편집장이기도 한

이성구(1982)가「월간 바둑」에‘우화등선의 십구로’란

제목으로단양사인암암각바둑판을소개한이후, 이성구

(1996)·구승준(1996)·김미순(1996) 등은‘ 상취재바둑

문화유적 답사기’라는 기획 취재를 시도하 다. 이에

따라 충북 단양 사인암 암각바둑판을 필두로 충주 사로

암각바둑판, 전북 장수군 덕산계곡 용소바둑판, 월전

마을 신선암바둑판 등 실제 암각바둑판 현장뿐만 아니

라일제강점기말조선바둑의일인자노사초국수의생가

인 경남 함양 지곡면 개평리(구기호, 1996b), 경남 기장

동백마을의 자연기석, 신라 바둑 고수 고운 최치원과

관련한 합천 해인사, 매월당 김시습의 바둑문화유적인

강원철원군근남면복주산의신선바위와매월대(구기호,

1996a), 유성룡의 하회마을, 정약용의 다산초당, 백운

거사 이규보의 강화도 두운곡과 백운곡 등의 바둑 관련

대가의생가나거처등을탐방취재한바있다. 

김효형(1999)은 금강산 탐승을 통해 옛날 삼신산의

신선들이절경에취해세월을잊고바둑을두었다는자리

에새긴바둑판등이있다고전제한후, 이바둑판은신라

의 랑, 술랑, 남석랑, 안상랑등四仙이 바둑을둔곳이

라 하여‘사선기반’이라 부르기도 하고, 봄·여름·가을

세 계절에만 이곳에서 바둑을 두었다고 하여‘삼산국’이

라고도 부른다고 하 다. 그러나 암각바둑판의 실체에

주목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99년 이후이다.

양형모(1999) 역시「월간 바둑」에서 상취재 코너를 통

해방학동암각바둑판을소개한바있고이후역시「월간

바둑」에서는‘바둑문화유적, 석국을 찾아서’라는 기획

취재의 일환으로 이성구(2003) 등이 소백산 신선봉 암각

바둑판, 충북괴산선국암바둑판, 경북안동신선바위암

각화, 전북 무주 사선암 바둑판, 강원 횡성 취석 바둑판,

강원 강릉 유상대 바둑판, 강원 강릉 유천동 바둑판, 경

남양산소한정·반룡대바둑판등을현지답사하고돌바

둑판의 실체를 보고하 다. 이들은 문헌과 독자 제보에

의해국내암각바둑판현장을답사하고바둑판의크기와

형태 그리고 그 특징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바

둑판을 새긴 주체를 추정 해석하 다. 더불어 이들 바둑

판의 형태와 구성 그리고 실제 대국이 가능한 지에 주목

하 다. 

한편학술지성격의암각바둑판에관련된연구는「한국

바둑학회지」에기고된남치형(2004)의연구가유일한데,

이 연구에서는 돌바둑판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돌바둑판에대한본격적인학술적접근을하

다. 그결과일본과중국에서도경치좋은곳에바둑판을

가져가 대국을 즐겼다는 기록이나 그림은 남아 있지만

01

이이야기는「평산군지」(평산군, 1926, 규장각 소장; 평산군지편찬위원회, 1993)에 소개되고있으며본연구의Ⅳ장인‘이론적배경’에서상세히소개된다.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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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경우처럼직접자연에바둑판을새긴흔적은아직

발견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어 암각바둑판은 다른 나라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유적임을 지적하 으며,

암각바둑판은 바위에 새긴 조상들의 바둑에 대한 태도,

놀이 문화 전반에 대한 관점 등을 밝히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임에도불구하고연구대상에서소외되어있음을아

쉬워하 다. 이연구에서는암각바둑판의유물로서의가

치, 연대 추정의 문제, 신선사상과의 관련성, 조성 목적

그리고 관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관해 기

존에 알려진 이야기(說)을 검토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덧

붙이는방식을취함으로서바둑학연구의필요성을제안

한바있다. 

이후 Daum 카페(cafe.daum.net/computerbaduk)에 소

개된 이성구(2009)의‘돌바둑판에 대한 고찰, 돌에 새긴

바둑의기록’또한이분야연구에일조하 다. 이 에서

주목되는 것은 돌바둑판을 선비들의 풍류 및 선도문화

또는 신선사상과 관련시켜 그 의미를 제시한 유일한 자

료로서 가치가 크다. 이 에서는 돌바둑판의 형태와 조

성시기 그리고 민속신앙과의 관련성을 제기하 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안내서이자 참고 자료로서

이 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기초조사 자료로 적극 활용되

었다. 이후바둑기사권경언(1995)은단양사인암암각바

둑판과 금강산 만폭동 삼산국의 존재를 기술한 바 있다.

또 바둑서지학자이자 바둑문화재 수집가인 안 이

(2005)는 한국바둑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연화문 돌바둑판의 출현’과‘세조와 매화문 바둑판’을

설명하면서전남강진월남사가람터의돌바둑판과방학

동 암각바둑판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이승우(2010)는

「바둑의역사와문화」란저술을통해한국의바둑문화를

소개하면서충주사로암암각바둑판과단양사인암의암

각바둑판을소개한바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 및 고찰 기고

된 내용의 대부분은 몇몇 석국 또는 돌바둑판의 존재를

알리거나 단순히‘바둑판으로서의 돌과 암각’에 주목하

기 때문에 암각바둑판이 새겨진 입지 및 장소성은 물

론 주변에 펼쳐진 문화환경적 단서의 재구성을 통한‘장

소중심적 공간으로서의 암경 특성’이라는 경관 및 조경

적측면의문화적가치는거의소외되었다. 

한편 야외에 조 된 암각바둑판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단지 한국 바위 그림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울산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울주두동면천천리암각화그리고 일칠포리

암각화 등 선사시대 암각화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꾸

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선사시대 암각화 관련 대부

분의연구는조경이나경관적측면에서의연구로취급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황기원

(2006)이 울산 반구대암각화를 사례로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부여를위한제언으로반구대암각화의문화경관적

가치와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이 유일하다. 순수한 조경

적 역에서 암각바둑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연원은

깊지 않다. 그나마도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이룩한 다음

3편의연구만이알려져있다.

노재현 등(2010)은 다양한 문화경관이 혼재한 충남

태안 백화산을 중심으로 다층적 장소성과 경관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을동천 마애각 바위 상부에

조성된 암각바둑판에 주목한 바 있다. 이 때 태을암 마

애불 前面에 조성된‘태을동천’각자를 중심으로 한 계류

및 연못공간인 일소계와 감모대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암각바둑판을 통해 조선 중기 이후 유학자들에 의해 이

루어진유선적문화현상의기저현상으로조선말기에팽

배된유·불·선의합일사상을지목한바있다.

특히 바둑은 옛 선비들의 풍류와 접한 관계가 있다

는데주목하 으며암각바둑판의조 자와실제대국장

면을 담은 일제강점기 초기의 사진을 통해 금기서화의

문화현상으로 바둑풍류가 유전되고 있음을 확증한 바

있다. 따라서 암각바둑판은 자연 합일 측면에서도 더할

수 없는 풍류로 선취적 색채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조경계에최초로보고한바있다.

이후 Park, Joo-sung, et al(2010)은 국내 구곡 중 신선

사상적 색채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괴산 선유구

곡을 중심으로 구곡 경물 제명에 깃든 상징성과 선도적

관점에서 본 경관적 특징을 풀이하고자 하 다. 이 연구

에서는 1곡 선유동문을 비롯해 3곡 학소암, 4곡 연단로

그리고 7곡 난가대와 8곡 바둑판의 형상을 한 커다란

암반인 기국암 등의 경물명에 주목한 결과, 선유구곡은

신선과관련된경물과환경지원성을바탕으로깃든신선

과 관련된 고사 등에는 불로장생의 염원이 깃들어 있음

을 밝힌 바 있다. 선유구곡은 풍류나 도학의 성취수단



17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4

보다는 신선사상과 관련된 선도적 발상과 신선 관련 모

티브즉長生과不死, 신령성, 신선놀음등의결속구조로

보다현세적관점으로변형되어왔으며사회적요인으로

조선시대 선비문화와 맞물리면서‘奇’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속에서 구곡팔경의 역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풍류문화로정착되어왔음을연구성과로제시하 다. 

또한노재현등(2011)은국내구곡중선유구곡과함께

신선 사상적 색채가 가장 농후한 충북 괴산 갈은구곡을

중심으로제명에깃든상징성과구곡시에나타난경관적

특징을 선도적 관점에서 풀이하 다. 특히 시각적 종점

(visual terminal)이기도한9곡선국암 암각바둑판의 입지

와의미에주목하 다. 이연구를통해바둑이신선의도

락임을 여실히 반 하고 있고 이는 바둑 9품계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 으며, 이에

대한공간이야기구조는‘신선의세계로들어섬(起)’-‘신

선의 세계가 펼쳐진(承)’-‘신선과 함께 함(轉)’-‘신선이

됨(結)’으로 해석하 으며 심층구조로는 바둑 9품계의

‘입신공간’으로 수직 상승하는 서사구조로 정리하 다.

이를바탕으로강선- 선경 - 선약 - 선학 - 선유 - 은선의6

가지를 주제로 한 갈은구곡의 경관스토리보드를 제시하

으며 또한 갈은구곡에는 선계지향 및 선계동경, 장생

불사와 은일의 정취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

조한 바 있다. 또한 결론적으로 신선사상을 대변하는 장

생불사의 신선은 현대 조경의 주요 경관연출 모티프가

될 것을 밝히고 자연의 불변성과 신령성 그리고 이와 같

은 특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변 산수경관의 항상성이

야말로한국적조경설계에서담아야할중요한가치임을

역설한바있다.

이와같은연구성과나최근의연구동향으로볼때암각

바둑판을 포함한 돌바둑판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바둑

학회 등을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 중요성 또한 인지

되어왔던것으로판단된다. 또한자연속에조 된바둑

판의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일부 의식 있는 집단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조경분야 특히 전통

조경분야에서돌바둑판특히암각바둑판의존재가부상

되게 된 것은 2010년 이후의 일로서 그 전까지는 이러한

유적 및 조 공간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은 물론 소개조차

이루어지지않고방치된대상이었음은매우아쉬운현실

이아닐수없다. 

따라서 이들 암각바둑판의 존재 부각은 물론 각 공간

의입지및장소성분석및해석을통해암각바둑판이입

지한 공간의 특징과 유형을 검토하는 것은 옛 선인들이

추구했던 승경관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암각바둑판의 장소적 특징과 경관 특성을 밝히고 이런

조 행위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찾는 작업은 보다 풍요

롭고의미있는역사문화경관과자연문화재의부활과부

흥을위해서도매우유익한작업이될것이다. 

연구방법

1. 용어의 정리

바둑의 한자어인‘위기(圍棋)’라는 용어에서‘바둑 기’

로사용되는한자에는기( ), 기(碁), 기(棋) 등이있는데

(남치형, 2004), 이는 바둑판을 만든 재료의 차이에 따른

분류로고대에는나무뿌리가주재료임에따라 로하

다가 이후 돌을 깎아 만들거나 자연석에 새긴 것은‘기

(碁)’로 하 다(김용국, 1975).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로‘기(棋)’,‘위기(圍棋)’를, 일본에서는‘기(碁)’를사용

하고있다. 기(碁)는바둑알이돌로만들어졌음을, 그리고

기(棋)와 기( )는 바둑판이 나무로 만들어졌음을 강조

한 용어이다. 본 연구는 재질이 돌로 이루어진 돌바둑판

(stone-go-board) 이연구의주대상이므로한자로설명하

자면 원칙적으로‘기(碁)’가 가장 합당한 표현이다. 한편

바둑판은한자로기국, 기평, 기반, 문추, 문평, 추평등많

은 이름으로 불려 왔지만 가장 오래전부터 또 널리 불린

한자는 棋局으로 그 뜻은 우리말 이름‘바둑판’과도 잘

부합된다(김용국, 1975). 남치형(2004)은 계곡이나 산 정

상과같은경치좋은곳의널찍한바위에터를잡아새겨

놓은 바둑판을‘돌바둑판’이란 이름으로 설명한 바 있다.

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는 이미 돌바둑판을‘석국’이란

02

김인만(1999)의「바둑용어사전」에 의하면 돌바둑판을 stone board로 기록하 으며 이 때 이 의미는‘재질이 돌로 된 바둑판’,‘산천의 바위에 새겨진 바둑판’그리고‘바둑판
을만드는데사용되는바둑판돌’등으로정의한바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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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정리하고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돌을깎아만들

고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portable) 바둑판, 즉‘바둑판

돌’을 石局으로 정리하는 한편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자연상태의암반을이용해바둑판을새긴것에한정하여

‘암각바둑판’으로 협의의 정의를 내리기로 한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모두 이동이 어려운 돌 위에 선을 그어 만들

었다는 측면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돌바둑판으로 총칭한

다. 그리고선험연구및바둑학회의용어(양동환등편저,

2005)를 차용하여 바둑의 한자어로는 圍棋라는 용어를

채용하 으며 바둑을 두는 것을 대국, 바둑 두는 사람을

기자, 바둑알을 기자, 바둑알을 담아두는 통인 바둑집을

기통으로정의한다. 

2. 연구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암각바둑판의 입지 및 장소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이사장 허동수)

의 발행지인「월간 바둑」등에서 이미 그 실체를 확인한

남한 소재 15개 모든 돌바둑판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연구과정에서실체가확인된2개소의암각바둑판을추가

하 다. 더불어 현지 사진촬 등으로 그 실체가 명확히

확인된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에 소재한 금강산

만폭동암각바둑판을추가연구대상에포함시켰다. 따라

서조사된돌바둑판입지는총18개소이다.   

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이5가지로집약된다.

첫째, 바둑의상징성고찰

둘째, 암각바둑판의위치확인및유형분류

셋째, 암각바둑판 주변의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파악

넷째, 암각바둑판 주변에 새겨진 刻字 분석을 통한

입지및장소성해석

다섯째, 암각바둑판의 전통조경적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분석으로구분된다. 

3.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자료조사, 현장실측조사 그리고 해

당 돌바둑판 인근의 주민, 향토사학자 및 전문가 인터뷰

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및 자료조사는 국내외

바둑 관련 논문과 서적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특히

「월간 바둑」에 기고된‘바둑문화유적답사기(1996)’와

‘바둑문화유적 석국을 찾아서(이성구 등, 2003·2004)’

를 집중 탐구하고 예비조사 자료로 활용하 다. 현장실

측조사는 암각바둑판을 중심으로 돌바둑판의 제원 및

형태, 특징 등을 기록하는 한편 돌바둑판이 그려진 암반

의 크기와 높이 등을 실측하 으며 주변에 새겨진 刻字

를 기록하고 사진 촬 하 다. 또한 암각바둑판의 위치

를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5,000 수치지도에 표시하

으며거리및규모등을측량하 다. 그리고정확한입지

좌표를표시하기위해Garrmin GPS 60csx 수신기로GPS

좌표를측정하여기록하고도면화하 다.

국토지리정보원 제작 1/25,000지형도와 1/5,000 지형

도에 해당 암각파둑판의 위치는 물론 주변의 지명 및 각

자 그리고 주요 경관구성요소를 표시하 다. 한편 초서

체 및 고어로 이루어진 각자에 대해서는 금석문 학자 및

서예가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 다. 또한 돌바둑판이 입

지한 해당 공간은 물론 주변 공간과 관련된‘동천구곡’

및‘팔경’과의 연련성을 관련 군지 및 읍지 등의 향토지

를 통해 병행 고찰하 으며, 구곡전문가 중원대학교 이

상주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한편 암각바둑판이 자리한

공간의 입지 및 장소정체성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리

할 목적으로 기존 연구사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

<표 1>과 같은 암각바둑판의 장소정체성 파악을 위한

‘분석및해석틀’을고안하 다. 

중요분석및해석항목은‘물리적환경(입지유형과표

고)’과‘인간활동(팔경 및 동천구곡의 설정 여부, 관련

유학자)’그리고‘의미(상산사호 각자의 유무 및 난가고

사의 전승 유무)’등 3가지 장소정체성 평가항목을 기준

으로 설정하 다. 이 때 팔경 및 구곡의 설정이 이루어

졌거나 설정 및 조 자가 유학자일 경우는 상대적으로

03

Relph(1976)는 장소정체성은 종합적 장소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장소를 구성하는 3가지 구성요소인 물리적 국면, 활동적 국면 그리고 상징적 국면들의 상호작용
즉이들간의의미가연관되는방식과연계에의해형성된다고보았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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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적 운둔지향적 공간에 가깝다고 본 반면, 반대의

경우는신선사상적은일지향의성격이상대적으로강한

것으로취급하 다. 또한입지공간유형에따라서는심산

계류형은 절대적 은둔의 속성이 그리고 비심산 계류형

은 상대적 운둔의 속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 으며 산

봉형역시같은범주로분류하 다. 인터뷰는각대상돌

바둑판이 입지한 주변 마을의 원로와 관리자를 대상으

로 하 으며 별도로 정우 선생, 최성침선생, 박온섭선

생, 김재봉선생, 김성기선생 등 지역의 향토사학자들의

도움으로이루어졌다. 또한바둑전문가이성구(전「월간

바둑」편집장), 안 이선생(「다시쓰는한국바둑사」저자,

바둑서지학자), 남치형교수(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이

승우선생(바둑문화연구가, 「청석기담」『바둑의 역사와

문화』저자)과 그리고 임창순(임창순 바둑교실·연구실

원장) 등 바둑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돌바둑판의

존재 및 관련정보를 제공 받았다. 또한「한국기원」으로

부터 관련자료 및 사진 등을 제공받았으며 특히 이승우

선생으로 부터「적정록해설(하)」등 고문헌 자료와 조언

을 들었다. 바위 각자 번역은 서예가 전규호선생과 전라

금석문연구회(전북 전주) 김진돈 회장의 도움으로 수행

되었다. 그리고관련문헌의한시번역및해석은울산대

학교 성범중교수와 중원대학교 이상주교수(구곡전문

가)의 번역내용을 주로 참조하 으며 고려대학교 한문

학과 심경호교수의 감수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자된 인

명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

스템(http://people.aks.ac.kr)을 활용하 다. 또한 금강산

만폭동 소재 암각바둑판의 사진자료는 경북 구미에 거

주하는 도 주원장(구미 치과의원)의 자료 협조로 이루

어졌다. 본연구의연구흐름도(Study flow)는<그림1>과

같으나 지면 관계상 본 고에서는 이론적 배경 중‘선비

문화와 풍류’가 배제되었으며 총 18개 돌바둑판 현장에

대한 각각의 입지 및 장소성에 대해서는 담지 못하는

대신종합표로서갈음하게되었음을밝혀둔다.

이론적배경

1. 바둑판과 그 문화의 상징성

바둑은색채에서인간의미학적심리를충족시켜줄뿐

아니라그모양에서동양적조형미의최초의구성요소인

원형과 방형을 표현한다. 특히 바둑의 형상에 주목해

설정 설정 설정 유 유 전승
비설정 비설정 비설정 무 무 비전승

深山型

非深山型

高山型

低山型

산
봉
형

계
류
형

표 1 암각바둑판의 장소정체성 파악을 위한‘분석 및 해석 틀’

물리적 환경

입지유형 八景의 設定

인간 활동

동천구곡의 설정

洞天(洞門) 九曲
관련 儒學者

商山四皓(四老) 

刻字의 有無
爛柯故事의 傳承

의미

설정 설정 설정 유 유 전승
비설정 비설정 비설정 무 무 비전승

설정 설정 설정 유 유 전승
비설정 비설정 비설정 무 무 비전승

설정 설정 설정 유 유 전승
비설정 비설정 비설정 무 무 비전승

설정 설정 유 유 전승
비설정 비설정 비설정 무 무 비전승

설정 설정 유 유 전승
비설정 비설정 비설정 무 무 비전승

설정 설정 유 유 전승
비설정 비설정 비설정 무 무 비전승

설정 설정 유 유 전승
비설정 비설정 비설정 무 무 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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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네모난바둑판과둥근바둑돌은‘천원지방’을형상

화한 것이고, 음과 양을 흑백 棋子의 색으로 나타내고,

하늘이 회전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361로라는 것이다.

바둑은 하도 천문 등과 비교되는 易 또는 曆의 사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안 이, 2005; 문용직, 2005). 만물의 수

는하나로부터시작된다. 반면에는361로의눈이있고‘1’

이라는수의근원은천원으로부터발하며사방을운용한

다. 360이라는 수는 하늘이 일회전하는 일수를 표현하는

것이며 네 귀로 나뉘는 것은 춘하추동 사계절을 의미한

다. 외주의합계가72로인것은1년을72절후로구분하는

것과같으며, 360개의바둑알의흑백반반인것은음과양

을표시하는것이다. 고대로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무수

한바둑이두어졌지만동일한국면의바둑은한판도재현

되지않았다. 이것이야말로일일신(日日新)의의미를함축

하는 것이다(이승우, 2002·2010). <그림 6>은 일본 자료

「적정록해설(하)」를 통해 본‘삼원기례국’을 설명한 것으

로서 바둑의 방위와 삼원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24절기는天圓이며 는人圓이며地의9방위는地圓

이며 이 때 元이란, 우주간의 원동력이다. 24절기를 순역

의 수 및 9방으로 배치한 것으로 절기는 동지에서 시작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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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3절기마다 순역은 9수로 헤아린다. 또한 기반의선

을평이라하고선과선사이를괘라고한다. 바둑판은네

모지고 정적이지만 바둑알은 둥 고 동적이다. 기국, 기

자의 형태와 천체 구성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것이 앞서

언급한천체관측설이다. 

또한 바둑알의 원형은 이를 확대 해석하면 대우주라

할 수도 있고, 축소해석하면 소우주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다(이승우, 1992). 이런 의미를 함축하여 문용직

(2005)은 바둑을‘우주적 질서가 투사된 실체’로 규정하

기도하 다. 

바둑판에는 가로 세로줄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

다. 현재바둑판의형태와달리우리고유의바둑인순장

바둑에는 미리 정해진 포석을 알리는 화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림7>에서와같이우리나라고유의순장바둑

은 네 군데 귀와 변, 그리고 중앙 한 복판에 17개의 돌을

미리놓고백1, 흑2, 백3, 흑4로바둑이시작된다. 현대바

둑에서포석의비중은절대적으로포석을구상하는단계

에서 제한시간의 대부분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장바둑은 포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

므로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대국의 묘미가 나지 않는 바

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천 년 이상 이 재

래식 룰(rule)을 고집한 화점 있는 전통바둑판으로서의

전형적 면모가 바로 순장바둑판이다(그림 7, 8 참조). 순

장바둑은 포석 과정 없이 두는 대신 시작할 때부터 바로

싸움바둑이 된다. 포석이 없는 대신 중반전투에 흥미가

배가되지만 승부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바둑이다. 순장

바둑의묘미는얻으면잃는것이있고, 잃으면얻는것이

있다는 조화에 있다(안 이, 2005; 이승우, 2010). 순장의

어원은 순랏길로 궁성 수비를 하는 종3품 이상의 벼슬아

치를의미한다고하며「논어」에나오듯이천원을북극성

으로 볼 때 이를 둘러싸 지키는 순장바둑의 형태는 조선

성리학의 세계관과 맥이 맞닿아 있다고 여겨진다

(http://blog.daum.net/ kmb2274/12775736).

또한바둑은후술할‘난가’‘귤중지락’등의선도적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전승되어 왔다. 더불어 바둑은 한국과
그림 6 바둑판과 24절기를 상징한 三元起例局

*범례 : ①④ : 24절기가 1元, ② : 순역이 1元, ③ 地가 1元으로구성

*자료 : 適情錄解說·下(1980), 오청원 등 : p.424.

그림 7 순장바둑의 기본 (자료:안 이, 2005, p.22.) 그림 8 순장바둑의 배치도 (자료:http://blog.daum.net/kmb 2274/127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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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문화오락으로기능하면서도한편으로는그수준

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상징과 예술 장르를 생산하는 유

희이기도했다. 그대표적인장르중의하나가바둑을제

재로 한 그림이다. 유주희(2006)는 산수인물화와 풍속화

의 다양한 장면 중‘위기’모티프(motif)에 주목하여‘조선

시대 위기도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문인들은

위기도를통해은일, 초탈, 무욕의상태에도달하고자하

는데이러한탈속적상징성으로인해신선과은일자들

에대한고사를그릴때위기도와함께그렸다고밝힌바

있다. 잘 알려진 이야기로 이규보(1168~1241)의「사륜정

기」에는 정자에 바퀴를 달아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그 안에서 棋·琴·詩·酒 등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는

데, 이는 경승지에서 소요하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풍류

상을 엿볼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홍형순·이원호,

2006). 

조선시대 전기의 위기 문화는 왕족과 사대부, 서민 등

다양한계층이향유할수있게되어, 풍류이자유희적도

구로서 바둑을 즐겼는데, 문화행위는 유희로 흐르고 있

었지만 이상 가치는 유유자적하던 태도에 두고 있었다.

조선시대전시기에걸쳐위기사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

것은위기문화를즐기던선비의유유자적하던태도인데

(유주희, 2006), 주로 이는 은일자나 신선에 자신을 의탁

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둑을 모티프로 한

그림은은일거사를주제로한소경산수인물화에서탁족,

관폭, 탄금등과더불어그려지기도하고중국秦나라말

의 은일거사인 상산사호를 그린「사호위기도」가 그려지

기도하 다. 이밖에문회의전범이되는난정수계·기로

회·향산고회·서원아집·동원아집 등의 아회에서도

위기 장면은 빈번히 묘사되고 있다(송희경, 2005). 이렇

듯 조선시대 바둑문화는 다양한 향유층에 의해 다층적

바둑관이형성된것으로보이며바둑의전통적인상징성

인‘은일의 매개체이자 道에 다다를 수 있는 선비문화의

정수라는 관념과 더불어 고상한 유희 및 오락을 위한

유선적취향의도구로서자리매김하 음을알수있다.

2. 선유후부가설화(仙遊朽斧柯說話)와

난가고(爛柯考)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의 근원

설화를한자어로‘선유후부가설화’라고도하며이는전국

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설이다(김용국, 1975; 강재철,

1980; 이승우, 1992; 안 이, 2005). 

6세기경 중국에서 간행된「술이기(述異記)」에는 다음

과같은이야기가전한다. 

信安縣有懸室坂, 晉中朝時, 有民王質, 伐木至石室

中, 見童子四人彈琴而歌. 質因留倚柯聽之, 童子以一

物如棗核與質, 質含之, 便不復饑俄. 頃童子曰 : “其

歸.”承聲而去, 斧柯 然爛盡, 旣歸, 質去家已數十

年, 親情凋落, 無復向時比矣.

‘신안현에는 현실판이 있다. 진나라 중조 때에 왕질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무를 하러 석실에 갔다가

동자 네 명이 금(琴)을 타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왕질이 곁에 머무르며 도끼자루에 기대어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동자가 대추씨와 비슷한 것을 왕질에게

주었다. 왕질이이를먹자문득배고픈줄을모르게되

었다. 이윽고동자가“돌아가시오”라고하자그소리를

듣고서 가려는데, 도끼자루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

었다. 그리고 마을에 돌아오니 왕질이 집을 떠난지 이

미 수십년이 지난 후 고 친족들은 늙고 쇠미하여 옛

날의모습이온데간데없었다.’

이렇듯 왕질의 전설에서 유래한 난가는 그 후 바둑을

뜻하는말로쓰이게되었다. 흔히어떤재미있는일에몰

두하여시간가는줄모르고있는것을일컬어“신선놀음

에도끼자루썩는줄모른다”고한다. 이때신선놀음이란

바둑을뜻한다. 그신선들이바둑을둔산을앞서설명한

난가산이라 하 고, 왕질이 본 신선들이 둔 바둑을 기록

한 난가도가 송나라 기사인 이일민이 지은「망우청락

이밖에 문헌자료는 송대(宋代)에 편술한「태평환우기(太平 宇記)」에 담긴 기록이 있다. 그 줄거리는 임방의「술이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이밖에 명대(明代)의 왕세정
(王世貞)이 편술한「회도열선전전(繪圖列仙全傳)」에도 난가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거의 비슷하나 왕질이 석실산에 머물 던 기간이 수백 년이었다는
것과 왕질이 마을에서 다시 입산수도하여 신선으로 변했다는 점이 상이하다. 이상 네 가지 전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첫째, 왕질은 서민이고 나무꾼이라는 것. 둘째, 동
자의 숫자가 수명, 2명, 4명의 세 가지가 있으나 두 사람이 바둑대국의 논리에 합당하다는 점, 셋째, 왕질이 석실산에 머물 던 기간이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차이가
심하다는점등다분히신선전설에서등장하는상투적표현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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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집」에 수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한다(김용국, 1975). 이

설화는 또 다른 몇 가지의 변형체가 있다. 먼저「晉書」

에 수록된 내용은 왕질이 입산하여 나무를 자르는데, 두

동자가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앉아 얼마동안

구경하다가 귀가하려고 일어설 즈음에 도끼자루는 이미

썩어 있었다. 이와 같은 고사를 종합할 때, 바둑을 두는

동선들과의 시간은 신화적인 시간이었고 왕질의 시간은

현세적시간(김석하, 1973)이었음이발견된다.

이와같은설화는국내에서도유전되어최치원과관련

된 설화로 전해지고 있는데 즉 신라 말기의 대 문장가

최치원을 신선으로 추앙하며, 그의 선인적 생활과 장생

불사를찬미한뜻이담겨있는바둑설화 로전해져오고

있음또한매우주목된다. 

한편 황해도 평산읍에 가마골, 즉 부동마을에는 평산

팔경의 하나인‘선암관기’의 경관이 전래되고 있다. 즉

옛날신선들이바둑을두었다고전해지는은선암과난가

정이 있어, 조선조 중기의 문신 구졸 민진량(1601~1671)

이 만년에 선 이 있는 곳에 움막을 짓고 퇴관한거하면

서 벽에다‘난가재’라는 편액을 걸어놓고 시서를 탐구하

며(http://people.aks.ac.kr) 이곳에서 청유한정의 인사들

과신선놀음의바둑을둔장소라고알려져있다. 

다음은오산김성양의「선암관기」를표제어로한시이다.

岩花絶俗鎖烟霞

바위꽃은속세를끊어안개노을에잠겼고

落子聲中歲月斜

바둑돌놓는소리에세월이기우누나

莫使傍人看久住

곁엣사람에게오랫동안보게하질말아라

樵歌 爛處却忌家

도끼자루썩어도집에돌아가길잊을테니

이명소와전래이야기는「평산군지(평산군, 1926, 서울

대규장각소장)」에

“隱仙岩’在金岩面斧洞 流水之中石面刻棋石 右

仙遊去近有梁鷹洙愼炳來趙天植題名其上”

“금암면 부동의 흐르는 물 가운데 바위면에 바둑판이

새겨져 있다. 옛 신선이 놀다 간 곳이다. 근래에 양응수,

신병래, 조천식이그위에이름을새겨놓았다.”라고기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유후부가설화와 난가고는 위기

삼매 중에서 세월의 번망을 잊을 수 있는 승경에서 바둑

행위의 주체가 됨으로서‘위기선미’로 통하는‘신선의

고상한 취미’를 음미하고자 하는 옛 선인들의 선계지향

적동경의식이잘녹아있는고사라할수있다.

3. 귤중지락(橘中之樂)과 상산사호(商山四皓)

중국 내륙 쪽 깊숙이 들어앉은 파촉(현재의 사천성)

지방의 어느 농가 울타리에 수 백 년 묵은 커다란 감귤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해 유난히 큰 귤 한 개가 매달려

있어그집주인이한여름동안조심스럽게잘가꾸었더니

세말 들이 단지만큼이나 크게 자랐다. 대대로 착하게

살아왔던 이 집 식구들은 필시 무슨 吉兆일 것으로 짐작

하고다익었을때조심스럽게큰귤을반으로쪼개니귤

속에는 좌우 두 쌍의 노인 네 사람이 두 틀의 바둑판을

놓고 오로(바둑의 흑백돌, 바둑을 말함) 삼매경에 흠뻑

빠져 있었다, 오히려 큰 귤을 갈라놓아 신선놀음의 무르

익은 경지를 깨뜨려 버린 것을 심히 질책하면서 땅으로

껑충 뛰어 내리더니 별안간 분출하는 샘물의 안개 속에

하얀 용으로 돌변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은 과연 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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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은신라말기의대문호로서 12세에 중국유학의길을떠나 18세 되던해에당나라과거시험빈공과에장원급제한후 10년 동안크게文名을떨치다가귀국하여文
臣의 요직을 지내면서 나날이 문란해지는 국정을 바로잡으려 노심초사하며‘時務改革案’같은 훌륭한 방책을 제안해 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직을 사퇴해 버리고 말
았다. 그 후 심산유곡에 은둔해 있는 高僧, 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시문을 읊고 바둑을 두고 그야말로 속세를 초월한 수도생활에 전념했다. 최치원이 가장 오래 머물던 곳
은 지리산 청학동과 가야산 홍류동이었다. 언제인가 가야산 아래에 사는 나무꾼이 도끼를 메고 산중 깊숙이 나무를 찍으러 들어갔다. 얼마를 들어가다 보니 한 점잖은 선
비와 얼굴이 검은 노승이 바위 위에 마주 앉아 한가롭게 바둑을 두고 있었다. 선비가“黔丹禪師, 이번엔 그대가 진다.”라고 말하니 노승은“문장 고운, 그대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대꾸하더라는 것이다. 지나가던 나무꾼도 그만 신선놀음에 정신이 팔려 나무할 일도 잊은 채 도끼를 집고 서서 바둑 구경에 넋을 잃었다. 얼마 후 바둑 한
판이 끝났는데 도끼자루는 썩어 버렸고 해는 서산에 기울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은 나무꾼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 선비, 즉 최치원이 시장하겠다고 말하며 솜조각
같은 것을 주면서 먹어 보라고 했다. 나무꾼이 씹어 보니 된장을 묻힌 것같이 찝찔한 맛이 이상해서 뱉어 버렸다. “그것을 삼키면 너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데 뱉어 버
렸으니 도리가 없구나.”라고 최치원이 말하니 나무꾼은 섭섭한 심정으로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집에서는 그 동안 아내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3
년상을치 다는것이다. 즉, 최치원과검단선사가신선바둑한판을두는동안에이미인간세상에서는 3년의세월이흘러가버렸다는이야기다. 

「평산군지」(1926)에는 樵柯가樵歌로되어있으나‘歌’는‘柯’의誤字인듯하다.

「평산군지」(1926)에는‘右’로되어있으나문맥상‘古’의잘못인듯하다.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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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누구 느냐는 의문이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유명한‘상산사호’라고주석을붙 다는것이다. 

상산은중국섬서성상현동쪽에위치한명산으로어지

러운 난세를 피하여 숨어살기에 알맞은 험준한 산으로

秦나라말기정치가혼탁하고전쟁이끊이지않았던시대

에상산깊숙이은둔하여바둑두는일로낙을삼던동원

공, 기리계, 하황공, 녹리선생네사람이모두머리카락·

수염·눈썹이하얗게신백발노인이었으므로이들을가

리켜‘상산사호’라 불 는데,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고조

(B.C 247~B.C 195)가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게 되어 이

들 원로를 중용하려고 했으나 끝내 고사한 채 여전히 깊

은 산 중에서 바둑으로 소일하며 난세를 피하여 숨어살

았다. 간혹 나무꾼이 나무하러 입산했다가 풍신 좋은 백

발노인 네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넓은 바위에 둘러앉

아 바둑 두는 광경을 보고 돌아와서 그 들의 고상한 이

야기를전했을뿐이었다. 

<그림 9>는 이유신(생몰년도 미상)의「귤헌납량도」

로서사랑채에서의아회장면을그린것이다.‘ㄱ’자로꺾

인사랑채주위에는화목, 화분, 괴석등이배치되어있으

며, 사랑채 내부에는 금기서화를 즐기는 인물상과 바둑

판, 지필묵, 거문고, 서가 등의 소도구들이 있다. 사랑채

앞에는화분, 괴석이있고, 건물주위에는울창한나무들이

배치되어성하의풍경이묘사되어있다. 화면좌측상단에

수관을피해자리잡고있는아래와같은제시가보인다.

동쪽창아래에서바둑을두고

석류꽃은오월의서늘함을더하네

거문고를연주하려하나아직손님은오질않고

우아한곡조는시문과어울리는구나.

화면우측상단에‘귤헌납량’이라는화제가있는데, 이는

‘귤중지락’의 이명을 차용한 것이다. 조찬한(1572~1631)

또한 귤중대기과제를 남기고 있는데‘귤중지락’은 課題

로제시될만큼보편적인고사 음을알수있다.

여기서 귤중지락의 내면적 의미와 귤과 바둑판의 연

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둑판이 바로 귤 모양이

다. 귤 속은 수많은 알갱이를 감싼 조각 덩어리가 8개에

서 10개로 평균 9개가 있는데 간혹 7개와 11개짜리도

보이지만 평균 9개엔 변함이 없고, 9개가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인다. 이것은 바로 바둑판의 9궁을 나타낸다. 앞

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바둑판은 귤 속 같은 무한한 우주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체로서 설정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귤을 반으로 자르면 두 틀의 바둑판

이 되는 이치이다. 즉 원을 방으로 나타낸 이치이자 천

원과 변 그리고 귀의 특수성이 있는 바둑판의 특성상

귤을 반으로 자른 두 틀의 바둑판이 이치에 부합되는

것이다(이승우, 2010). 또한 상산사호도의 기본적인 도

상이 네 명의 노인이 신선처럼 묘사되고, 그들 가운데

바둑판이 놓이는 형태를, 기호학적으로 사신도와 하도

낙서가 결합된 분화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네

신령스러운 동물들은 상산과 사호로 변하 고 하도 낙

서의 수리적인 형이상학적 사각형은 실체화된 바둑판

이 좀 더 구체화되고 복잡화된 음양적 놀이판으로 바뀌

었다. 「삼재화첩」 에실린백련지운 의「상산사호도」

를 보면 화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노송 뒤의 폭포를

배경으로 전면에 인물들을 배치하여 화면을 꽉 채우고

있다. 이른봄날암반위에새긴바둑판에둘러앉은사호

들은 탈속의 시간과 공간을 노닐고 있고 차 끓이는 다동

을통해무위경을표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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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橘軒納凉圖 (자료:이유신, 18세기, 지본 담채, 35.5×30cm, 개인 소장)

이유신은사랑채, 모정, 연지의 아회를춘하추동의계절별로나누어「浦洞春池圖」「杏亭秋賞圖」「可軒勸梅圖」를그렸는데그중「橘軒納凉圖」는여름장면이다. 

「三才畵帖」의 三才란 우주와 인간세계를 상징하는 天·地·人을 의미한다. 삼재화첩은 이런 요소를 응용하여 天文圖와 地圖, 그리고 人間界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구성되
어있다.  

「耘谷行錄 卷之二」에 실려 있다. 원천석의 본관은 原州이고 자는 子正, 호는 耘谷이며, 원주 원씨의 중시조이다. 운곡은 고려 말의 혼란한 정계를 개탄하여, 치악산에 들어
가 은둔생활을 하 다. 그는 그 곳에서 부모를 봉양하고 농사를 지으며 李穡 등과 교유하며 지냈다. 조선의 太宗이 된 李芳遠을 그의 왕자시절에 가르친 바 있어, 1400년
태종이 즉위한 뒤로 여러 차례 벼슬을 내리고 그를 불 으나 응하지 않았다. 태종이 직접 그를 집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 다. 이에 태종은 溪石에 올라 집 지키는
할머니에게선물을주고, 그의 아들泂을基川 : 지금의 豊基현감에임명하 는데, 이 계석을太宗臺라고부른다. 지금도 치악산覺林寺곁에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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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운곡 원천석(1330~?) 의「제사호도」라는 시로

서 바둑을 매우 좋아했던 운곡이 산속으로 들어가 한거

했던‘물아일여’한탈속의경지를잘묘사하고있다. 

題四皓圖

사호도를읊다

共入商山裏

상산깊은곳에다함께들어와

霜 歲月深

어느덧세월흘러귀밑머리하얗게세어

松陰棋一局

소나무그늘아래서바둑을두며

揮斷世途心

세상으로향한마음모두털어버렸네

상산사호의 고사는「사호위기도」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기도를 묘사한 한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인한사들의 성사로 여겨졌으며 아름답고 조용한 자연

풍경과 함께 근심을 잊고 한가롭게 바둑판을 마주 대하

고 있는 정경이란 거의 신선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그림 10>의 중국 난가산도(a)와 일본의

향산구로도(b)와 같이 바둑을 공통 제재 및 주제로 삼아

상호 조응하는 가운데 일종의 맥락을 유지하며, 동양

삼국의 은일문화를 상징하는 주요 모티프로 자리잡아

왔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귤중지락이우주의공간적

개념을 설명했다면, 난가는 우주의 시간적 개념을 강조

한키워드로양자모두바둑이‘망우청락’을지향하는신

선의 도락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선경의 경지에 이

른모습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고하겠다.

결과및고찰

본 연구 수행을 위한 현장 조사로 확인되거나 발굴한

돌바둑판은 총 17개소에 이른다. 이 중 15개소의 돌바둑

판은「월간 바둑」등의 기획 기사를 통해 이미 그 실체가

알려진곳이며나머지2개소는본연구의탐문조사및문

헌조사 과정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연구 사례지이다. 덧

붙여 인터넷조사와 기사 등으로 확인된 북한 금강산 소

재 만폭동 암각바둑판을 포함한 총 18개소 암각 바둑판

의전국분포는그림11과같다. 서울및경기권에는서울

방학동암각바둑판 단1기가전해오며, 강원도4기, 충청

도 5기, 전라도 5기 그리고 경상도에 3기가 분포하고 있

다. 특히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속리산·월악산·소백산·덕유산국립공원등을중심

으로 총 8기가 집중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총 18개소

의 돌바둑판에 대해 인터뷰와 문헌기록을 참고하여 돌

바둑판의입지및경관특성그리고장소성과주변의경물

및각자된내용등을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암각바둑판의 유형 및 입지특성

1) 돌바둑판 유형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러 곳에서 돌바둑판이

발견되었다. 이는 매우 주목되는 현상으로, 중국에서

10

그림 10 爛柯山圖와 香山九老圖 (자료:http://go.yenching.edu.hk/chhis.htm)

a. 爛柯山圖(中國 明. 張以寧) b. 香山九老圖(日本,
1823. 岳亭五岳)

그림 11 확인된 돌바둑판의 전국 분포지

<범례>

1: 방학동 암각바둑판
2: 유상대 암각바둑판
3: 유천동 암각바둑판
4: 취석 암각바둑판
5: 사로암 암각바둑판
6: 사인암 암각바둑판
7: 선국암 암각바둑판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13: 월전 방선암 신선바위 암각

바둑판
14: 월남사지 석국
15: 소한정 석국
16: 반룡대 석국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18: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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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둑판 명칭
도엽 위치

유형
지도 수치지도 위도 경도

1. 방학동 암각바둑판 NJ 52-9-12-1 의정부(377051) E127°01′13″ N37°39′52″ 암각바둑판

2. 유상대 암각바둑판 NJ 52-10-05-3 사기막(378043) E128°45′37″ N37°51′12″ 암각바둑판

3. 유천동 암각바둑판 NJ 52-10-05-3 사기막(378043) E128°51′47″ N37°45′46″ 암각바둑판

4. 취석 암각바둑판 NJ 52-10-15-2 횡 성(377122) E127°53′38″ N37°28′26″ 암각바둑판

5. 사로암 암각바둑판 NJ 52-14-02-1 황 강(368011) E128°03′39″ N36°53′59″ 암각바둑판

6. 사인암 암각바둑판 NJ 52-14-03-1 단 양(368021) E128°20′17″ N36°53′11″ 암각바둑판

7. 선국암 암각바둑판 NJ 52-14-08-1 도 원(367081) E127°51′48″ N36°43′31″ 암각바둑판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NJ 52-14-04-1 순 흥(368031) E128°30′41″ N36°59′30″ 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NJ 52-13-02-3 태 안(366023) E126°17′55″ N36°46′01″ 암각바둑판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NI 52-2-01-1 무 풍(357041) E127°48′57″ N35°57′00″ 암각바둑판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NI 52-2-01-1 무 풍(357041) E127°45′58″ N35°57′30″ 암각바둑판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NI 52-1-14-3 반 암(357073) E127°32′31″ N35°36′09″ 암각바둑판

13. 월전 방선암 암각바둑판 NI 52-14-08-1 대 량(357033) E127°35′34″ N35°46′21″ 암각바둑판

14. 월남사지 석국
NJ 52-5-15-2 암(346034)

E126°42′48″ N34°44′37″ 석국
NJ 52-5-07-4 성 전(346072)

15. 소한정 석국 NJ 52-14-08-1
통도사(359091)

E126°00′24″ N35°23′26″ 석국
내 포(358122)

16. 반룡대 석국 NI 52-14-08-1
통도사(359091)

E129°01′15″ N35°23′03″ 석국
내 포(358122)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NI 52-2-13-4 언 양(359054) E129°10′25″ N35°36′30″ 암각바둑판

18. 금강산 삼선국 암각바둑판 E128°38′04″ N38°38′04″ 암각바둑판

표 2 암각바둑판의 위치 정보

돌바둑판 명칭 소재지 유형 입지유형 표고(m)

1. 방학동 암각바둑판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해등촌) A 계류형 69

2. 유상대 암각바둑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유등리 A 계류형 86

3. 유천동 암각바둑판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A 산봉형 72

4. 취석 암각바둑판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A 계류형 193

5 .사로암 돌바둑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A 〃 205

6. 사인암 암각바둑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A 〃 218

7. 선국암 암각바둑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A 〃 235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A 산봉형 1,389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A 계류형 211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A 산봉형 761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A 계류형 422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A 계류형 556

13. 방선암 암각바둑판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월현리 A 〃 434

14. 월남사지 석국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B 〃 147

15. 소한정 석국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B 〃 198

16. 반룡대 석국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B 〃 61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A 〃 83

18.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 강원도(북한) 금강군 內剛里 A 〃 727

표 3 조사 대상 돌바둑판의 현황과 유형

* 범례: A-암각바둑판, B-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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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각바둑판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고 단지, 돌로 만든

바둑판, 즉 본 연구의 개념으로의 석국을‘석각위기반’

이라 하여 알려진 명소가 있을 뿐이며 일본에서는 茶人

으로 유명한 天利休(1521~1591)가 豊臣秀吉(1536~1598)

과 대국을 즐겼다는 이동 가능한 돌에 조각한 석국이 보

존되어 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암각바둑판은 한국 고

유의바둑문화유산이자소중한전통공간으로보아야할

것이다.

본연구를통해남한에서발견된돌바둑판은모두17개

소이며 북한에 1개소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돌바둑판은

단순히나무바둑판에대응하는개념이아닐뿐아니라바

둑 관련 유물 중에서 바둑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높

다. 그런데나무바둑판은재질상오랫동안전해져내려오

기 어렵다. 하지만 나무바둑판과 달리 돌바둑판은 자연

상태로 수백 년, 때로는 천 년 넘게 이어져 왔다. 따라서

돌바둑판은바둑관련유적유물이적은우리나라바둑사

연구에 좋은 재료가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암각바둑

판은바둑판의입지특성및장소정체성을이해하는데매

우 소중한 자료로서 문화의 기록이며 전통 조경공간 그

자체로파악된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총18개의 돌바둑판 중 암각바

둑판은 15개(83.9%) 으며 석국은 3개(16.1%)로 집계되

었다. 조사대상18개의돌바둑판중강진월남사지돌바

둑판과 양산 소한정 돌바둑판 및 반룡대 돌바둑판 등 3

개만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석국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15개소의 돌바둑판은 암각바둑판으로 판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돌바둑판은 원위치를 이탈하지 않는, 고

유장소성을갖는시설임을방증할수있다. 특히방학동

돌바둑판은외형상석국의형태로보 으나정 관찰결

과 암석의 뿌리가 매우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18개돌바둑판의1/25,000 도엽번호및GPS좌표는<표2>

와같다. 

2) 입지 유형

조사대상총18개소의돌바둑판이어느장소에입지하

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단으로 돌바둑판이 조성된 공간

특성을 현장 및 지도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장 대표적 돌바둑판의 입지유형은 계류형

이다. 이는 암각바둑판이 계곡에 입지하는 경우로 주로

청류를 즐기면서 신선 바둑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

장 전형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돌 바둑판은

주로계류에인접한친수공간적입지조건을보이며이때

주된조망요소는근경으로계곡을흐르는물과원경으로

펼쳐지는 산봉이나 기암절벽 등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돌바둑판은 방학동 암각바둑판을 비롯하여 총

15개(83.9%)로분류되었다. 한편또다른유형은산정상

에 가까운 곳에 바둑판이 입지한 경우로 이 분류형은

강릉유천동암각바둑판을비롯하여소백산신선봉암각

바둑판그리고무주사선암암각바둑판등3개소로나타

났다. 이 분류형은 산봉형으로 정의하 으며 모두 암각

바둑판 유형으로 조망대상은 부감되는 대원경의 파노라

믹한 능선이나 바다 그리고 아스라이 펼쳐지는 속세의

마을등이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조사대상 돌바둑판 중 가장 높

은 곳에 위치한 암각바둑판은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

판으로 1,389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가장 낮은

곳에분포하는암각바둑판은유상대암각바둑판으로해

발 86m지역에 위치하 다. 그러나 전체 돌바둑판 중 가

장 저지대에 입지한 것은 61m 높이에 입지한 양산 반룡

대 석국으로 나타났다. 입지유형에 관계없이 총 18개 돌

바둑판의 평균 표고는 336m로 분석되었으며, 산봉형은

평균 734.3m, 계류형은 256.3m의 높이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파악되었다. 이중14개의돌바둑판은500m 이하

의 저산지에 입지함으로서 숭배형의 산악형 입지 특성

보다는접근성이높은일상생활형입지조건을기본으로

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계류형돌바둑판의경우, 정확한그림 12 암각바둑판의 수직적 위치

<범례> 1: 방학동 암각바둑판, 2: 유상대 암각바둑판, 3: 유천동 암각바둑판, 4: 취석
암각바둑판, 5: 사로암암각바둑판 6: 사인암암각바둑판, 7: 선국암 암각바
둑판, 8: 소백산신선봉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암각바둑판, 10: 사선암암
각바둑판, 11: 일사대 소일국암각바둑판, 12:덕산 용소암각바둑판, 13: 방선
암 암각바둑판, 14: 월남사지석국, 15: 소한정 석국, 16: 반룡대 석국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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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연고를 통해 확인된 18개소의 돌바둑판

1: 방학동 암각바둑판 2: 유상대 암각바둑판 3: 유천동 암각바둑판

4: 취석 암각바둑판 5: 사로암 암각바둑판 6: 사인암 암각바둑판

7: 선국암 암각바둑판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13: 월전 방선암 신선바위 암각바둑판 14: 월남사지 석국 15: 소한정 석국

16:반룡대 석국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18: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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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실행하지 못한 만폭동 삼선국을 제외하고 평균

표고는 221.7m를 보여 대부분 너럭바위 등 하천 침식이

심하게 이루어진 산 하단부의 수마 반석임을 추정할 수

있다.

2. 돌바둑판의 제원 및 보존상태

1) 돌바둑판의 형식

조사대상18개돌바둑판중반구대암각바둑판과금강

산만폭동암각바둑판을제외하고총16개암각바둑판의

형식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의돌바둑판은암반위에자등의도구를대고직접날카

로운 쇠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바둑줄을 새긴 음각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서울 방학동 암각바둑판과

강릉유천동땅재봉암각바둑판은바둑판크기의정방형

면적을 남기고 그 주위를 깎아낸 뒤 남겨진 정방형 돌

위에 바둑판을 새겨 양각함으로서 보다 입체감을 살린

조형적특수성을보여주고있다. 한편순장바둑의상징인

화점이표시되지않은바둑판은강릉유천동암각바둑판

과, 단양사인암암각바둑판, 소백산신선봉암각바둑판,

무주 사선암 암각바둑판 그리고 반룡대 석국 등 총 5개

바둑판이었다. 강릉 유천동 암각바둑판과 괴산 선국암

암각바둑판은‘×’표 화점이 식별되었으며 장수 방선암

암각바둑판은25개의까마귀점이발견되었다. 또한강진

월남사지석국은꽃술16개의천원꽃술무늬가찍혀있다.

또한 태안 태을동천 암각바둑판은 20C 초에 음각된 것

으로 9개의 현대 화점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순장바둑의포석을알려주는화점17개가새겨진

돌바둑판은 총 7개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 꽃술무늬

화점은 조선바둑 또는 순장바둑의 상징과 같은 것으로

이와같은바둑판의표식은돌바둑판이주로조선시대에

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안 이(2005)는 돌

바둑판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둘레줄, 돌통, 양각 등이

정교해지는데 이는 바둑판이 형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체처럼진일보하고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

본연구를통해국내에전해오는돌바둑판의보존상태

는 심각한 수준이며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까

닭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현상으로 마모되고

형체를 알아보기에 어려운 돌바둑판도 많다. 또한 도로

개설 및 하천 유실 등으로 심각한 훼손과 멸실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대부분의돌바둑판은계곡이나산정상에

돌바둑판 명칭 표현방식 규모(cm) 화점 유무 보존상태 특징 소개 제보

1. 방학동 암각바둑판 陽刻 52×52 꽃술무늬 17(19) 마모 왕실과 관련 추정 99. 04 김 복(고서전문가)

2. 유상대 암각바둑판 陰刻 54.5×55.5 꽃술무늬 17 선명 04. 01 김기설

3. 유천동 암각바둑판 陽刻 43.5(48.5) ×표 화점 1 정교 무속신앙 04. 02 김기설

4. 취석 암각바둑판 陰刻 42.8 꽃술무늬 17 정교 취석시집 03. 12 인터넷

5. 사로암 암각바둑판 陰刻 54×54 꽃술무늬 17 선명 연이문고 96. 02 이승우

6. 사인암 암각바둑판 陰刻 50×49.5 화점 無 선명 덧줄 표시 96. 01 정 호

7. 선국암 암각바둑판 陰刻 48×47 ×표점 화점 17 선명 바둑시 03. 09 인터넷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陰刻 41(39)×42 화점 無 희미 최고지대 03. 06 임창순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陰刻 64×64 현대 화점 9 선명 96. 04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陰刻 80(82)×80(82) 화점 無 마모 最大 80. 10 동아일보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陰刻 49.0×49.0 꽃술무늬 19 마모 11. 04 이선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陰刻 60×60cm 꽃술무늬 17 정교 96. 12 이 욱

13. 방선암 암각바둑판 陰刻 41.5(44.5)×42.0(38.5) 까마귀점 25 조악 사다리꼴 96. 12 이 욱

14. 월남사지 석국 陰刻 59.5×59.8 천원꽃-꽃술 16 정교 最古 00. 11 안 이

15. 소한정 석국 陰刻 40×40 꽃술무늬 17 선명 04. 03 우민하

16. 반룡대 석국 陰刻 43.5(44.2)×44.5 화점 無 마모 장기, 고누 04. 03 우민하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미확인
미확인

18.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 陰刻

표 4 돌바둑판의 제원



입지함으로써수마에깎이는가하면토사에의해마모와

매립등이일어나기도하고또한개발과인위적훼손으로

많은 유구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뿐만 아니라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할수록 기상변화에 따른 자연 마모

에더욱강하게노출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2) 돌바둑판의 규모 및 형태

현대바둑판은가로세로42.5cm×45.5cm(1자4치×1자

5치)의직사각형이다(그림14의굵은선참조). 나무로된

순장바둑판은대개35.5cm~39.5cm의정방형이다. 조사된

돌바둑판중가장규모가큰것은사선암암각바둑판으로

크기가 80(82)cm×80(82)cm 다(표 4, 그림 14 참조). 그

다음으로큰것은태을동천암각바둑판으로64cm×64cm

다. 그 다음이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60cm×60cm)

그리고강진월남사지석국(59.5cm×59.8cm) 등의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가장 작은 규모의 바둑판은 양산 소한정 석국

으로 40cm×40cm규모 으며 소백산의 41(39)cm×42cm

그리고 41.5(44.5)cm×42.0(38.5)cm 크기의 월전 방선암

암각바둑판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바둑판 크기를

189 Park, Joo Sung 입지와 장소 특성으로 본 암각바둑판의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

구분 명 소 명 바둑판의 크기(cm×cm) 바둑판면적(㎠) 암반의 규모(m×m) 기반암면적(㎡)

1 방학동 암각바둑판 52×52cm 2,704 1.1×1.4m 1.54

2 유상대 암각바둑판 54.5×55.5cm 3025 4.4×3.2m 14.08

3 유천동 암각바둑판 48.5×48.5cm 2,352 2.6×2.4m 6.24

4 취석 암각바둑판 42.8×42.8cm 1,832 7.8×6.3m 49.14

5 사로암 암각바둑판 54×54cm 2,916 1.5×1.3m 1.95

6 사인암 암각바둑판 50×49.5cm 2,475 5.3×3.6m 19.08

7 선국암 암각바둑판 48×47cm 2,256 6.7×5.7m 38.19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41×42cm 1,722 0.68×0.56m 0.213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64x64cm 1,743 3.7×3.2m 11.84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82×82cm 6,806 8.7×7.5m 65.25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49×49cm 2,401 3.4×3.1m 10.54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60×60cm 3,600 3.6×2.3m 8.28

13 월전 방선암 암각바둑판 44.5×42.0cm 1,869 2.2×2.2m 4.84

표 5 암각바둑판 크기와 기반암의 면적

그림 14 돌바둑판의 크기 비교

<범례>
1: 방학동 암각바둑판
2: 유상대 암각바둑판
3: 유천동 암각바둑판
4: 취석 암각바둑판
5: 사로암 암각바둑판
6: 사인암 암각바둑판
7: 선국암 암각바둑판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13: 월전 방선암 신선바위 암각바둑판
14: 월남사지 석국
15: 소한정 석국
16: 반룡대 석국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18: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

15
16

9 8
7

4
3 13

11 6 1
2 5

1412

10

그림 15 기반암의 크기 비교

표 6 암각바둑판과 기반암의 크기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

요인
상관계수

유의확률
면적A 면적B

Pearson 상관계수 1 .565* 0.05

면적A 유의확률(양쪽) .044

N 13 13

Pearson 상관계수 .565* 1

면적B 유의확률(양쪽) .044

N 13 13

<범례>
1: 방학동 암각바둑판
2: 유상대 암각바둑판
3: 유천동 암각바둑판
4: 취석 암각바둑판
5: 사로암 암각바둑판
6: 사인암 암각바둑판
7: 선국암 암각바둑판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13: 월전 방선암 신선바위 암각바둑판
14: 월남사지 석국
15: 소한정 석국
16: 반룡대 석국

1

8

13

11

3
9 4

12
2 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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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돌바둑판의 크기는 예외적인 사선암바둑판을

제외하면가로세로평균49.09cm×48.21cm가된다. 이는

크기로 볼 때도 대부분의 돌바둑판들이 실제로 바둑을

두는데문제가없음을알수있다.

3) 기반암의 규모

기반암은 암각바둑판에서만 볼 수 있는 臺石의 형태

로서 표 7에서 보듯이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무주 사선암

암각바둑판으로 8.7m×7.5m(65.25㎡)의 크기를 보 다.

그다음으로규모가큰것은횡성의취석암각바둑판으로

7.8m×6.3m(49.14㎡)이었으며 이어서 무주 일사대 암각

바둑판이3.4m×3.1m(35.84㎡)의순으로나타났다. 이와

반면에규모가작은암각바둑판은서울방학동암각바둑

판 1.1m×1.4m(1.54㎡), 충주 사로암 암각바둑판은 1.5m

×1.3m(1.95㎡)으로기반암이매우작은형태로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그림13에서보는바와같이암각바둑판의

실제 크기는 기반암의 크기에 비례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바둑판 크기와 기반암 크기에 대한 상관성 분석

을목적으로한Pearson 상관계수분석결과는5%로수준

명소명
암반의 형태 암반의 규모

주변 정자 및 경물 특징 입지구분
방위 높이(㎝) (m×m)

趙能衡무덤, 돌확(복련 장식, 높이 26㎝, 
바국집(외경16.5㎝

德水 李氏

1. 방학동 암각바둑판 90-270(E-W) 20~25㎝ 1.1×1.4 외경60㎝, 내경55㎝), 연단로(추정), 시루봉, 世葬地, 

연산군묘, 양효경묘, 정의공주묘, 
내경11.5㎝)

酒席溪

2. 유상대 암각바둑판 120-300(NW-SE) 4.4×3.2 白雲寺, 流觴曲水渠, 장기판, 白雲寺洞門, 璜魚臺 계곡

3. 유천동 암각바둑판 160-340(N-S) 2.6×2.4
땅재봉(120m), 奇巖, 비각, 역두바위, 소문혈바위, 

女寶巖, 腎岩(좆바위, 불알바위), 晦菴影堂(朱熹影幀)
무속신앙 산마루

4. 취석 암각바둑판 90-270(E-W) 7.8×6.3 醉石亭, 광대소, 구룡소, 승학대 취석시집 계곡

5. 사로암 암각바둑판 160-340(N-S) 1.5×1.3 수리봉(450), 암·수바위연이문고 계곡

6. 사인암 암각바둑판 150-330(NW-SE) 5.3×3.6 三聖閣, 장기판 첫 소개 계곡

7. 선국암 암각바둑판 120-300(NW-SE) 45-60 6.7×5.7 마당바위, 군자산(947m), 옥녀봉(596m) 바둑시 계곡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90-270(E-W 130 0.68×0.56 祭壇的 공간 最高 산 정상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130-310(NW-SE) 3.7×3.2 太乙庵, 三聖閣, 感慕臺, 태안마애삼존불 산 중턱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60-240(NE-SW) 15 8.7×7.5 벌한천, 사선암 最大 산등성이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120-300(NW-SE) 120 3.4×3.1 서벽정, 일소대, 수성대, 원당천 계곡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30-210(NE-SW) 3.6×2.3 윗용소, 아랫용소, 龍林川 계곡

13. 월전 방선암 암각바둑판 0-180(N-S) 1.8 2.2×2.2 溪北川, 풍욕대, 세연대, 매계천 마을개울

14. 월남사지 석국 170-350(N-S)
월남저수지, 월남소류지, 월남사지, 座石(2), 절터, 월남사지3층

석가산, 석함
最古

석탑(보물 제289호)

15. 소한정 석국 20-200(N-S)
洗心塘, 三美川, 小閒亭, 千年石佛, 雙淸閣, 北臺, 

계곡 별서
東臺, 七星臺, 杏松壇

16. 반룡대 석국 20-200(N-S) 由山川, 어곡교, 석단, 느티나무, 팽나무, 상수리나무 장기판, 고누판(3) 마을계곡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集淸亭, 포은대, 반고서원유허비, 반구대, 반구서원, 반구대암각화(국보 285호),

비례봉, 유선대 천전리각석(국보 147호)

18. 삼선국 암각바둑판 금강문, 청룡담

표 7 암각바둑판의 입지 및 주변 경물

미확인

그림 16 암각바둑판과 기반암의 크기

<범례> 1: 방학동 암각바둑판, 2: 유상대 암각바둑판, 3: 유천동암각바둑판, 4: 취석
암각바둑판, 5: 사로암 암각바둑판, 6: 사인암암각바둑판, 7: 선국암 암각바
둑판, 8: 소백산 신선봉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암각바둑판, 10: 사선암 암
각바둑판, 11: 일사대 소일국암각바둑판, 12: 덕산 용소암각바둑판, 13: 신
선바위암각바둑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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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7, 그림 13

참조). 따라서 실제 암각바둑판은 일단 기반암의 크기에

비례하여여유폭을설정한대국의합목적성등실제편의

성에 부합되는 크기를 준거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4) 돌바둑판의 坐向

MC-2 Suunto나침반을이용하여돌바둑판을중심으로

대국자가 좌장한 축을 장축으로 상정하 을 때를 가정

하고 장축의 좌향을 분석하 다(표 7, 그림 17 참조).

월남사지 돌바둑판과 월전 방선암 암각바둑판은 거의

정남북 방향의 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또한 소한정 석국

과 반룡대 석국 그리고 유천동 땅재봉 암각바둑판과

사로암 암각바둑판도 남북방향에 가까운 좌향을 보

다. 유상대 암각바둑판, 선국암 암각바둑판, 일사대 소

일국 암각바둑판은 모두 북서-남동(NW-SE)방향으로

장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바둑판 좌향의 뚜렷한

일관성은발견되지않았다. 이와같은이유는여러가지

로추정해볼수있지만암각바둑판의경우, 경관이탁월

한 승경이나 초점경관으로의 조망이 확보된 지점에서

‘선유적 의미’를 강조할 목적으로 바둑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바둑판을 새길만한 높이와 넓이를 갖는 平石

의선택이자유롭지는 않았을것으로본다. 뿐만아니라

너럭바위 등에 바둑판을 새길 때도 대국의 용이성 보다

는 조망 확보 및 특정 경물로의 방향성 등을 먼저 고려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돌바둑판의 규모와 입지조건

에따른접근성등으로미루어볼때대부분돌바둑판이

실제 대국에 사용됐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어떤경우이든그입지공간의지형및경관을우선고려

하여 그 조건에 최대한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둑판을

새긴것으로추정된다.
그림 17 돌바둑판의 향 배치

<범례>

1: 방학동 암각바둑판
2: 유상대 암각바둑판
3: 유천동 암각바둑판
4: 취석 암각바둑판
5: 사로암 암각바둑판
6: 사인암 암각바둑판
7: 선국암 암각바둑판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13: 월전 방선암 신선바위 암각바둑판
14: 월남사지 석국
15: 소한정 석국
16:반룡대 석국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18: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

돌바둑판 명칭 추정 제작연대 추정 조 자 관련자

1. 방학동 암각바둑판 19세기 초반 왕실과 관련 추정 이안눌, 세조

2. 유상대 암각바둑판 18세기 추정

3. 유천동 암각바둑판 1946년 4월 白達燮, 咸鐘龜

4. 취석 암각바둑판 1654년 최문발

5. 사로암 암각바둑판 1853년 老川·老岡·老灘·老湖 (四老兄弟)

6. 사인암 암각바둑판 고려 14세기~18세기 전 우탁

7. 선국암 암각바둑판 이인문 (1745∼1821)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1923년 김해 김씨, 金圭恒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17~18세기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20세기 초 淵齊 宋秉璿 宋秉珣, 金炳頊, 李德夏, 李炳奎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헌종15년(1849년) 황희

13. 방선암 암각바둑판 16세기 후반 元世大, 陸海應, 金昌悅 陸炳國

14. 월남사지 석국 고려 13세기 진각국사

15. 소한정 석국 1910년 우규동

16. 반룡대 석국 1870년 淳采 鄭相淳 世連 鄭世基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1713년 이후 雲岩 崔信基

18. 삼선국 암각바둑판 봉래 양사언 金喆遠

표 8 돌바둑판의 조성 추정연대 및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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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돌바둑판의 조형자 추정

조선시대 바둑은‘소요와 우미를 추구한 고아한 풍류’

라는전통적상징성이지속되는가운데실제바둑문화의

목적은 유희와 오락 추구에 치중되었다. 풍류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겁게 살아가는 유유자적하는 삶의 지혜

와멋을가리킨다.‘文’을숭상했던지성적인고려·조선

시대선비들은가무를즐기고철따라물좋고산좋은명

승을찾아노닐면서자연과함께기상을키워나가는생활

을 했다. 바둑은 실내에서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간편

하게즐길수있는가장적합한풍류도구 다. 특히계곡

의 바위에 바둑판을 새겨 놓고 바둑을 즐기는 것은 자연

과의 합일 측면에서도 더할 수 없는 풍류 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돌바둑판의 조형연대와 조 자를 밝혀

내기란 자료가 부족한 지금,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단지 구전되는 내용과 문헌기록 그리고 인터뷰에

의존해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바둑판은 시기적으로 고려시대 2개, 조선시대

11개, 일제시대 1개가 된다. 이 중 19세기 이후에 8개가

집중돼 있다. 이는 조선후기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바둑

이 민간에까지 널리 보급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외

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충남 태안 태을동천 암각

바둑판은1923년김해김씨김규항이제작한것으로확인

된다. 이 바둑판은 순장바둑판이 아닌 현대의 화점 9개

가 찍힌 현대바둑판이다. 또한 1946년 백달섭과 함종구

가새겼다는땅재봉암각바둑판, 1853년사로형제가새겼

다는 것이 연이문고에 기록된 충주 사로암 암각바둑판,

효종5년(1654년) 취석 최문발(1607~1673 : 선조40년~

현종14년)이 새긴 강원 횡성 취석 암각바둑판, 고종7년

(1870년) 일정씨 정상순(순채)과 정세기(세련)가 새긴

것이 확실시되는 경남 양산 반룡대 석국과 1910년 우규

동(1850~1929)이 새긴 양산 소한정 석국 등 6개소이다.

이밖에일사대소일국돌바둑판은연제송병선이나그의

아우 송병순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금강산

만폭동 삼선국 암각바둑판은 봉래 양사언이 조성한 것

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으나 주변에 각자된 인물인 김

철원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장수 방선암 암각바둑

판은‘원세대’,‘육해응’,‘김창열’,‘육병국’등4인이조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중 고려시대에 새겼다는 바둑판

들은 대부분 기록이 확실하지 않다. 전남 강진 월남사지

돌바둑판은바둑판이나온월남사가고려후기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창건했다는점때문에그시기로추정

되지만정확하지는않다.

충북단양사인암바둑판은백운우탁(1263~1342)이사

인암에서한거했다는점하나로고려시대로추정되고있

으나기록상으로18세기가돼서야바둑의존재가시문에

등장한다. 조선 조 때 이조참판을 지낸 홍낙인

(1729~1777년)이 사인암을 읊은 시에‘바둑 두는 소리’가

나온다는점에서그이전으로추측될뿐이다.

오늘날남아있는돌바둑판은몇곳을제외하고는실제

로 바둑을 두기에 쾌적한 조건은 아니다. 햇빛과 비바람

은 고사하고 밤이면 등불에 의지해야 하는 자연 노천에

위치한것을보면꼭실생활용으로만만들어진것이아님

을알수있다. 바둑이천문과역의상징적표현으로받아

들여졌기때문으로추측하는것도바로이러한연유에서

이다. 그 속에 은둔자의 안빈낙도의 모습도 선연하다.

그러므로이런종류의돌바둑판은성리학적유취의표현

이라기보다는신선에대한숭앙과동경의표현으로보는

것이타당하다고하겠다.

3. 암각바둑판의 의의 및 가치

18개소의암각바둑판과주변현장을조사하고이에대

한장소성및경관특성을분석및해석한결과, 다음과같

은4개의함의가도출되었다. 

1) 신선의 도락을 통한 선계 지향

자연 속에서 노니는 유오의 신선은 우리 선조들이 고

통스러운 현실을 넘어 안주하고 싶어 한 신선사상의 이

상적인 세계 속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에 자연을 찾아

은거한 선비들의 정신세계 한쪽에는 늘 신선을 갈망하

는사유가무성히자라고있었다. 또한구곡팔경을 경

하고 향유했던 선비들의 내면에는 현실 속에서 신선을

만나거나 스스로 신선이 되는 별유천지로서 자신들이

사는 공간이 바로 이상향이라는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

다. 경관이 수려한 계곡이나 산정에 조성된 암각바둑판

과그주변은신선이기거하며향유했던별유천지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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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학동 암각바둑판 酒川滄屛 子弔書 주천(酒川)에 明月洞門, 谿水石, 臥瀑, 延月巖三瀑,, 歸鹿溪山, 臥雲瀑, 溪

푸른 병풍을 치었다. 

元堂

2. 유상대 암각바둑판 流觴臺, 白雲亭洞門 滿月山 白雲洞天 午星, 韓福履, 權寧武, 朴榮東, 朴鐘

鳴, 崔燦洙, 金鎬撤, 高德在

3. 유천동 암각바둑판 非禮不動

4. 취석 암각바둑판 醉石

5. 사로암 암각바둑판 控 山水 雌雄巖石, 老川, 老岡, 老灘, 老湖

6. 사인암 암각바둑판 朗原君重遊 姜時永, 金德根, 張杰容, 吳遂元, 

吳遂,采 吳命觀, 李翊宰, 李命宰, 

李裕宰, 宋正熙, 姜履元, 一齋 韓光植,

五沙 李鼎運, 趙明鼎, 趙成夏, 黃 ,

金宗濩, 李翊夏, 郡守 李敬植 등

다수

7. 선국암 암각바둑판 仙局 , 四老同庚 古松流水齋, 七鶴洞天 降僊臺

玉女峰頭日欲斜 我棋未了各歸家.

明朝有意重來見, 黑白都爲石上花.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太乙洞天, 一笑溪, 金海金氏藏譜 , 同年臺, 降仙臺 金圭恒

癸亥孟秋海超金圭恒題, 感慕臺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첫번째 벽: 有司 河馝秀, 李鍾華, 李鍾浩, 原 四仙巖, 招鶴

두번째 벽: 午圃 權喆魯 安東人

柏南 河 鉉 晉陽人

雲坡 河在萬 晉陽人

石癡 李海敎 興陽人

세번째 벽: 辛未 四月 後學 興陽 李時發 晉陽

河泰羲 謹題

네 번째 벽: 四公杖 之所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少一局 武夷溪, 桃花潭

宋秉珣, 金炳頊, 李德夏, 李炳奎 永棄人間事 吾道付滄洲

원히 인간의 일을 버리고

나의 길을 창주(滄洲)에 붙인다.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柳日秀 南皐 逍遙處 申鎔休 蘆隱 兪致中, 黃龍岡

花發山無事 石鳴水有心, 小金剛

13. 월전 방선암 신선바위 訪仙岩 元世大, 陸海應, 金昌悅, 陸炳國

14. 월남사지 석국

15. 소한정 석국 洗心塘, 三美川, 小閒亭, 千年石佛 禹奎東 棲息處

표 9 암각바둑판 및 주변의 각자

돌 바둑판 명칭
암각바둑판 주변

각자 내용

인근

非人名 人名

爛洞牀, 成氏別業, 七曲, 雲華臺(胤之 李胤

永), 淸冷臺, 退藏, 一柱擎天 百川廻瀾(崇禎

四元溫城 鄭晩錫書)

獨立不懼 遯世無憫(胤之 李胤永)靑山綠水有

歸夢 白石淸泉聞此言(尹之衡) 청산의 녹수는

돌아갈 꿈 있는데 백석(白石)의 맑은 뜻으로

이 말을 묻는다네.

有暖芬盡 有色英 雲華之石 愼莫전명(元靈 李

麟祥)卓爾弗 確乎不拔

朗原君 重遊 癸酉冬

繩直準平 玉色金聲 仰之彌高 魏平無名 辛未

春 胤之 定夫 元靈 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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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모티프로 구성된 산수정원적 특성이 잘 간직되어

있는장소로서전통조경공간작정의원형을잘보여주고

있다고하겠다. 신선의거처는천상과현세의선경을말

하는데, 현세의 선계를 흔히 무릉도원이라 한다. 도연명

의「귀거래사」와「도화원기」는 중국문학상에도 높이

평가된 작품이지만 선계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그래서

승경은 곧 무릉이요, 무릉은 곧 선계다. 옛 신선의 자취

를그리며, 혹은지상의선계를꿈꾸는일은은일의구체

적 표징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앞선

이들의 자취를 통해 스스로의 처신의 거울로 삼으려 했

고, 현실의질곡에서온전히벗어날수있는, 진세의속물

적 가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을 관념화함으로

써 구체적 은일의 場이 그들 앞에 펼쳐지기를 고대하

다. 유선적 삶의 지향은 현실을 도피하여 은둔생활을 하

면서 선계와 선인에 대한 갈망이나 동경에서 기인한 것

이다. 그들의 은둔 장소가 바로 자연이었고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옛 선인들은 현실의 질곡에서 완전히 벗어

날수있는공간으로선경을노래했다. 또한유선적삶의

구현은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자연의 공간을

선경으로 여기고 자신을 신선과 동일시 여겼다. 이러한

유선적 상상력은 산수, 즉 자연을 토대로 문화적 경관

으로전환되었다. 

본연구수행을위한현장답사과정에서가장각인되어

남은돌바둑판이입지한공간의인식은우리가쉽게주변

에서 조우할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암각바둑판이새겨진곳은모두하나같이수려한경관의

중심(대상 또는 대상장)이거나 또는 조망점(시점 또는

시점장)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계류형 암각바둑판

모두는 맑은 옥류가 흐르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계곡

의 너럭바위나 기암 석벽으로 둘러쳐진 계류 주변 등의

입지 여건이 보여 주듯이 매우 경관이 탁월한 절승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산봉형의 암각바둑판 또한 대원경

의조망성이확보된봉우리에입지함으로서수려한전망

이 확보된 승경의 요처에 자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불어 소백산 신선봉을 비롯하여 괴산 선국암, 무주

사선암, 장수 신선바위 등 신선과 관련 지명을 배경으로

암각바둑판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신선사상 내지는 선도

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먼저 바둑판

발견 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도(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을 포함), 충청북도와 전라북도가

각 4기로 대부분 이들 3개 도가 연구 대상 돌 바둑판 중

총 66.7%의 돌바둑판 소재지가 되고 있다. 또한 15개의

16. 반룡대 석국 盤龍臺, 休龍蓮, 釣臺, □溪, 石彫 거북 鄭相淳, 鄭世基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遊仙臺, 仙一局, 盤龜, 圃隱臺, 玉泉仙洞, 花發山無事 石鳴水有心 柳得源, 李奎奭, 兵使 李民秀,

鶴巢臺, 龜淵, 浣花 鳳凰, 鶴그림(2), 彩雲巖, 꽃이 피니 산에는 아무일 없고, 縣監 白致彦, 金漢寔

觀魚臺, 賢局岩, 王到巖, 望仙臺 돌에 부딪혀 우니 물에는

마음이 있네.

雲岩主人 崔信基

圃隱臺泳慕辭

高臺如削立 一氣渾然天

百丈彌堅石 千秋不舍川 溪山

長日月 松柏自雲煙 惟有淸風在

彷徨九曲邊 宋璨奎 撰

18. 삼선국 암각바둑판 三山局, 蓬萊楓岳 元化洞天, 金喆遠 五仙, 金剛門 다수

11

표 9 (계속)

돌 바둑판 명칭
암각바둑판 주변

각자 내용

인근

非人名 人名

浣花는浣花草堂의略語로, 杜甫(712-770)가 일찍이성도에寓居할때거주했던집인데, 浣花溪 가에있었으므로이렇게이름했던것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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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둑판은 모두 암각바둑판으로서 백두대간에 인접해

있다는점도주목된다. 그중금강산만폭동암각바둑판,

강릉 오대산 부근 유상대 암각바둑판,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월악산 사로암 암각바둑판, 속리산 선국암

암각바둑판, 덕유산 사선암·방선암 암각바둑판, 장안

산 장수 용소바둑판 그리고 월출산 월남사지 석국 등

9개 바둑판이 백두대간에 접해 있을 뿐 아니라 국립

공원 등 자연공원지역이거나 그 인근에 입지하고 있다.

여기에 방학동 암각바둑판 또한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고있다.

암각바둑판이 새겨진 암반이나 주변 바위에는 다수의

각자<표 9 참조>와 이름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각자의

내용은주로강선대, 동천, 동문, 선동, 선국

암, 사선암, 방선암 등 신선‘仙’자를 전부지명소 및 중부

지명소로 하는 지명일 뿐 아니라 초학, 사로동경, 반구,

학소대, 난가상 등으로 모두 신선 및 선계지향적 등가물

로서속세를탈피한신선같은삶을추구하고자했던선인

들의 염원과 장소지향적 속성이 강렬히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상징물은안락한공간에서은일자는신선의경지

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을 것으로 궁극적으

로 신선사상적 선도 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로서

충분하다. 

또한 선유구곡 및 사인암 암각바둑판 그리고 반구대

암각바둑판에서와같이‘난가대’나‘난가상’등에서발견

되는「난가고사」가 그대로 재현됨으로서 바둑 행위가

‘신선놀음’임을 여실히 반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암각

바둑판이 입지한 공간에서는 선계지향적 은일의 유선적

취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반구대 암각바둑판이 입지

한 반구대와 집청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들에서 볼 수 있

듯이‘선일국’이나‘유선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선취

적 경관묘사를 통해 인간세상과 격리된 신선 세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선경은 고대로 소급할수

록몽환적이며, 유토피아적이던것이시대의변천에따라

점차가시적이며현실적차원으로접근해왔음을보여주

는전형적유물로보아도큰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박은순(1997)에 따르면 조선 후기 이전에는 진경이 대개

속세와 동떨어진 신선들이 사는 이상향으로서의 선경과

같은뜻으로사용되었다. 당시까지사용된진경이나선경

이란용어는진짜신선이사는세계를의미하는것이아니

라 기이하고도 절묘한 풍광을 가진 지역을 가리키는 말

(이연재, 1989)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선계 동경은 단지

허상이 아니라 바둑 행위 등 신선 도락을 통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현실세계 다. 선경은 결국 도연명의

무릉도원이나 이에 대한 한국적 전개 유형인 만수동,

청학동과 같은 몽환적 이상향(김석하, 1973)으로 나타나

는가 하면 승경의 요처에 암각 바둑판을 조 하는 행위

를통해서도구현되었다.

따라서 무릉도원이나 신선경의 세계를 연상시킬 만큼

뛰어난 암각바둑판 주변의 풍광은 돌바둑판이 조 된

공간의 대표적이자 전형적 입지특성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는바둑이옛선비들의풍류와 접한관계가있

으며, 원성을상징하는바위에새긴암각바둑판의조형

과바둑행위는무릉도원별유천지로의지향을위한의지

으며 신선의 도락으로 승화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2) 遊仙과 崇拜의 이중주, 신선바위와 돌바둑판

신령스럽고 험스러운 바위나 장소 또는 그 암경은

구전과 문헌의 기록을 통해 신선강유지처 등의 숭배의

대상으로 전승되어 왔다. 즉 장소에 대한 의미전달자는

가깝게는 지역 주민에서 관료들 그리고 탐방자들까지

다양하게 지형적인 특성이나 역사적인 사실, 지역 전설,

언어적인유사성등을이끌어지명이의미하는바와일정

지역이그와같은이름으로불리게된연원으로설명하고

자하 으며이는결국민간어원설의사유가되었다. 특히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주민에 의해 숭배가 전승된 경우

특별한 감정에서 형성된‘민속성’이나‘지역성’등이 중요

한 역할을 하 을 것이다. 중국 절강성 석실산을 무대로

왕질이라는나무꾼이겪었던“신선놀음에도끼자루썩는

줄 모른다”는 바둑설화 난가일몽은 암각바둑판 조형의

중요한설계모티프의하나이기도하다. 

특히 신라 말기의 대 문장가 고운 최치원을 신선으로

추앙하며, 그의 선인적 생활과 장생불사를 찬미한 뜻이

담겨있는난가고의바둑설화로전해져왔다. 귤중지락이

우주의공간적개념을설명했다면, 난가는우주의시간적

개념을 강조한 키워드로 양자 모두 바둑이‘망우청락’의

신선의 도락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선경의 경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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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모습을상징하고있다.

이와 같이 소통과 전승을 통해 특정한 바위는 조망이

탁월하여대원경의지각이가능한조망처이자승경으로

자리매김 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특히 신선 관련 바위

의 지명과 암각바둑판이 자연스럽게 결부되어지고 또

폭넓게 정착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반구대

암각바둑판과 같이 오랜 문학적 연원을 지닌 유선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유선시에

나타난 선계 형상은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구체적 의미

와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사유가 잘 드러난다(정민,

2002). 또한조망처에서하계조감을통해드러나는진토

인식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속을 떠난 선계 체험을 통해 현실의 갈등과 질곡을

서정적으로 극복하고자 할 때 전망이 좋고, 보다 하늘

에 가까운 바위는 求仙의 흥취를 노래하거나 또는 선취

적 즐거움을 취하고자 한 선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자유와 초월을 칭송하는 동경의 무대로써 부족함이

없었을것이다.

소백산신선봉(1,389m)은 소백산 봉우리중 네번째로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이‘신선봉’으로 불려 왔던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곳이신선의도락처 음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또한

전북장수군계북면월현리에소재한방선암암각바둑판

또한 바둑판이 새겨진 바위를‘신선바위’로 지칭하고

있음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명소로서 구전되어 왔음

을알수있다. 이와같이신선바위와암각바둑판은여러

경로와다양한문화경관속에서신선숭배와선계동경의

소통방식을 통해 면면히 유전된 문화적 경관으로서의

특성또한매우주목되는현상이다.

3)‘상산사호’모티프 재현을 통한 신선경 구축

조선시대「사호위기도」는 선도적 은일관의 상징 모티

프로, 속인이쉽게찾을수없는이들만의이상적공간에

서 방해받지 않은 채 은일하는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中隱, 市隱, 樵隱 등 다양한 은일의

범주 중 산중에서 은일하는 것인 (유주희, 2006)을

추구한 공간이 바로 암각바둑판이 새겨진 곳이 아닐까

한다.

괴산속리산자락의갈은구곡에는강선대(3곡)와칠학

동천(7곡) 그리고 선국암(9곡)까지 신선과 동천 그리고

바둑의 선경적 모티브가 잘 묘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국암에는 실제 암각바둑판과 바둑돌을 넣을 수 있는

2개기통이패여있고,‘사로동경’즉‘네사람의동갑내기

가 놀다’라는 귀가 새겨져 있다. 이는‘상산사호’를

지칭한 것으로, 세상을 등지고 심산유곡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던 동원공, 기리계, 녹리선생, 하황공을 지칭

하지만 상산사호는 신선을 간주하는 은유적 표현으로도

널리 회자되었다. 상산사호의 상징적 의미는 비단 이곳

만이 아니다. 충주의 사로암 암각바둑판에서 발견되는

노천, 노강, 노탄, 노호 등 사로형제의 의미 또한 그렇다.

무주사선암암각바둑판이새겨진사선암그자체가신라

화랑인남석행, 술랑, 랑, 안상등네국선이 즐겨찾았

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사선암 암벽에 아로 새겨진

두번째벽 : 오포권철노 안동인, 백남하현 진양인, 운파

하재만 진양인 그리고 석치 이해교 흥양인 또한 바위에

4인명을 새겨 이름을 남김으로서 유선적 풍류행위를

기념하고 그들만의 유거지로서의 역성을 구축하고자

했던 행위로 보인다. 네 번째 벽에 각자된‘사공장구지

소(四公杖 之所)’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낙관인 셈이

다. 뿐만아니라전북장수방선암암각바둑판옆석벽에

새겨둔‘訪仙’의 행위주체로 새겨진‘원세대’,‘육해응’,

‘김창열’,‘육병국’등 4인명 또한 다름 아닌 상산사호의

현신인것이다. 

또한 바둑은 하도 천문 등과 관련되는 易 또는 曆의

사상으로 이해되는 한편‘난가’‘귤중’등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한·중 양국의 역사 속을 약진한다. 자연에

만들어진 암각바둑판은 바둑 구경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난가지몽’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는 바둑을

‘인생의축소판’으로이해하고또그렇게부르기를주저

하지않는다. 이러한 보편적인식의이면에는수세기동

안 많은 선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스며있기도 하거니와

인생과바둑의유사점에기인한다(양상국, 2001). 원성

을 바탕으로 한 돌에 새긴 바둑판과 바둑 삼매경에 빠진

4명의 노인(신선)과 또 그것을 지켜보는 나무꾼은 천인

합일의 표상이자‘인생과 자연’의 관계를 시공간적으로

일치하고자 했던 옛 선인의 바람이 농축된 문화적 결정

체가아닐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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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팔경 및 동천구곡의 풍류처

신라시대 최치원 이래 화랑과 선비들은 일종의 원시

적 공동선으로서의 천인합일의 길을 풍류의 길로 삼아

명산대천을찾아함께노니는유오산수의풍류도를실천

하여왔다(고은, 1997). 조선시대바둑문화는다양한향유

층에 의해 다층적 바둑관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바둑

의 전통적인 상징성인‘은일의 매개체이자 자연귀의의

道에다다를수있는선비문화의정수’라는관념이팽배

해있었다. 더불어유희및오락을위한유선적도구로서

자리매김하 음을알수있다. 이를통해볼때이미지적

한 바와 같이 바둑은 고상하고 운치 있는 선비의 풍류

문화와 선취적 공간 분위기를 묘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모티브이자소재로서폭넓고지속적으로전승되고인식

되어 왔다. 갈은구곡을 비롯한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장소에는성리학적유취보다는선유적신선세계에대한

동경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

이다(노재현등, 2011).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암각바둑판이 입지한 공간은 국

내 산수문화의 2대 핵심 문화이자(이상주, 2007·2008)

유가들의 성리학적 가르침을 자연에서 찾기 위한 방편

으로 설정·경 되었던 팔경 및 구곡문화와 매우 접

하게 연관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표 10 참조). 즉 서원

팔경 제2경(압곡계곡 취석정)은 바로 횡성 취석 암각

바둑판의 주체이며, 사인암 암각바둑판은 운선구곡 제

7곡(사인암)이자 단양팔경의 제4경(사인암)이다. 장수

팔경 제5경인 용추만풍은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의 경관

이미지이다. 반계구곡 제9곡(반구대)이자 반구십 제

5경(포은대)이며현울산팔경제2경(구정모우)인반구대

암각바둑판은‘옥천선동’의 주무대이기도 하다. 강릉

유상대 암각바둑판은 퇴곡팔경 제4경(어대비폭)의 경관

적 향권내에 있으며 무계구곡 제4곡 인‘일사대’는

일사대 암각바둑판의 대상장이며 무주구천동 33경의

제6경이기도 하다. 더불어 갈은구곡 제9곡 선국암과 제

7곡인‘칠학동천’은 괴산 선국암 암각바둑판의 실체이

며 環景이다. 또한 월전 방선암 암각바둑판은 장수팔경

제1경인 매산청풍의 핵심이자 매산십경 제9경인‘방선

암’그 자체이다.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은‘봉래풍악

원화동천’의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방학동 암각바둑판

은‘명월동문’권역에 있으며 유천동 암각바둑판은 경포

팔경 제7경인 환선취적(신선들의 피리소리)의 객체이

기도 하다. 태을동천 암각바둑판은 태안팔경 제1경인

돌바둑판 명칭 관련 구곡동천(동문) 관련 팔경

1. 방학동 암각바둑판 明月洞門

2. 유상대 암각바둑판 退谷八景(제4경 魚臺飛瀑)의 경관권

3. 유천동 암각바둑판 鏡浦八景(제7경 喚仙吹笛)

4. 취석 암각바둑판 書院八景(제2경 鴨谷溪谷 醉石亭)

5. 사로암 암각바둑판

6. 사인암 암각바둑판 雲仙九曲(7곡 舍人岩) 丹陽八景(4경 舍人岩)

7. 선국암 암각바둑판 葛隱九曲(七鶴洞天:7곡, 9곡: 仙局岩)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太乙洞天 泰安八景(제1경 白華山)·蘇城八景(3경 太乙落照의 시점장)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武溪九曲(1곡 隱龜 ) 무주구천동33경(2경 隱龜岩, 일명 降仙臺)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武夷洞, 武溪九曲(4곡 一士臺; 水城臺) 무주구천동33경(6경 一士臺)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장수팔경(5경 龍秋晩風)

13. 월전 방선암 암각바둑판 장수팔경(1경 梅山淸風) 梅山十景(제9경 방선암)

14. 월남사지 석국

15. 소한정 석국 소한정12경

16. 반룡대 석국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磻溪九曲(9곡 盤龜臺), 玉泉仙洞 盤龜十詠(제5경 圃隱臺), 울산팔경(제2경 鷗亭暮雨)

18.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 蓬萊楓嶽 元化洞天

표 10 돌바둑판의 입지와 구곡동천 팔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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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산에 위치하며 소성팔경 제3경인 태을낙조의 시점

장이기도 하다. 또한 소한정 석국은 소한정 12경의 주요

경물이자 신선소거지지를 증거하는 전통조경 요소이기

도하다. 

조선시대 누정이 자연 관조의 眺望臺로, 자연에 대한

몰입과 환입 선경의 매체로서 독특한 조형성과 의장을

지니고있는것과유사한방식으로암각바둑판은지역의

승경이자 명소이자 선환적인 이미지를 주는 처소이자

은자의 소요처로 관념화 된 최적의 공간이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암각바둑판과 정자터 등은 주변경관과 더

불어한국전통조경의원형을간직한대표적정원유적이

자조경문화의주요 역이라할수있다.

성기옥(1998)은16·17세기사대부시분석을바탕으로

‘신선모티프’를사상의차원이아니라미학적차원에서

또인식의차원이아니라표현의차원에서수용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선경에 도달하기 위한 특히 암각바둑판

은 경관이 수려한 곳을 택해 바위에 조각한 것이 대부분

으로 주변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형의 각자와 관련 전래

지명을 통해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문화적

실체’이자‘은유(metaphor)’로판단된다. 뿐만아니라대

부분의 돌바둑판이 새겨진 장소나 주변경물은 지역의

승경이자 명소로서 꾸준히 유흥상경의 중심처로 자리잡

아 왔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조형된 암각바둑

판은 이러한 의미에서 유토피아적 관점에 기반을 둔

시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정서적 상관물로서

의 풍류적 기능 이외에 구조적 틀로서 은일지향적 사유

가담긴표상이아닐수없다. 

또한암각바둑판은바위에바둑판을새긴것에불과해

바둑줄과 화점밖에 없지만, 그 주변에 남긴 다양한 유형

의 각서와 암각화는 주변의 공간과 장소성을 고이 간직

하고있을뿐아니라지나온시간에대한많은역사를이

야기한다. 지금까지고찰한바로는암각바둑판들이한결

같이 지역의 명소이며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계곡 등

에 다양한 서체의 각자 등과 함께 새겨져 있으며, 그 제

작시기가대체적으로조선시대에집중돼있다는점그리

고대부분구전되고있는행위주체가사대부계층의선비

들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밝혀짐을 볼 때 암각바둑판이

옛 선비들의 풍류와 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강릉 유상대 암각바둑판 주변에서 발견

되는 유상곡수의 유거와‘백운정동문’그리고 단양 사인

암 남조천과 울산 반구대 암각바둑판 주변에서도 유상

곡수의 문화흔적이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선비문화

의 풍류 도락으로서의 암각바둑판의 역할 또한 간과

할 수없다. 

4. 암각바둑판 입지의 장소정체성

암각바둑판이 입지하는 장소의 구성요소는 크게 입지

유형과 표고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환경과 팔경 및 동천

구곡의 설정 여부 그리고 유학자 등의 관련 여부를 중심

으로한‘인간활동’그리고‘상산사호’각자의유무및‘난

가고사’의전승유무등의상징의미등3가지장소정체성

평가항목을‘분석및해석의틀’을기준으로고찰하 다. 

이때장소의구성요소중인간활동이라함은암각바둑

판이 입지한 일정 공간 안에서 그들이 공유하 던 가치

및신념그리고행위특성등을추론할수있는단서로본

연구에서는 각자 등을 통한 시적 언어나 경물 이름 붙이

기를 위한 각자명 이나 승경의 일부로서의 개념 설정 등

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또한 상징의미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있다고보며이들요인의총화가결국암각바둑판의

장소정체성을규정짓는요인으로판단된다. 바둑판이새

겨진장소는상징과의미를공유하면서경험을함께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창조되고 알려져 왔을 것이 확실하다.

이는 요컨대 Relph(1976)의 장소성 구성요소인 물리적·

활동적·상징적 국면의 세가지 측면과 일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암각바둑판이 새겨진 공간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부분 맑은 물이 흐르는 산지 계류형이 대부분으로 특

히백두대간인접지나자연공원적아취가강한심산유곡

임을알수있다. 그러나이들공간대부분은접근성측면

에서는절대적은둔이보장될정도의오지라고단정하기

는 힘들 것으로 현세적 은일처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

김석하(1973)는 許筠(1569~1618)이「閑情錄」에서 16부분으로 분류한 은둔자의 유형을 참고로, 편의적 발상에 의해 絶對隱遁主義者, 相對隱遁主義者 그리고 見機出世主義
者로은둔자의유형을구분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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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장소정체성의 형성은 인간의 정체성과

장소정체성과의‘동일시’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동일시

는 연관과 연계에 대한 개념인 진솔성(authencity)으로

파악된다고 볼 때(김지희, 2004) 절대적 은둔의 개념이

아닌 상대은둔주의자들의 피난처 로서 역활도 무시할

수 없다. 여하간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암각바둑판 입지

의개별성의요체는심산유곡과천부적경관성을바탕으

로한장소애착의장소인것으로귀결된다.

이 때 암각바둑판이 입지한 장소가 지역 고유의 지역

성을 반 한 풍토적 특징을 가장 잘 반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계류가 흐르는 계곡에서의 수량

과 초목의 사계절 변화는 더욱 차별화된 풍경을 만끽하

기에 매우 유효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또한 인간활동적

측면에서 볼 때 암각바둑판이 새겨진 공간은 지역 승경

의 요처로서 팔경 구곡과 매우 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암각바둑판의 조 과 팔경구곡 설정

의선후관계를현재명확히파악하는것은불가능하겠지

만 팔경이나 구곡이 설정될 정도의 뛰어난 승경임에는

분명하다. 단순히 암각바둑판 주변에 무수히 새겨진

관찰사, 지방 수령 등의 인명 각자를 통한 문인계급이나

학자층의전유물적공간으로치부하거나또는구곡팔경

이 조선조 사대부나 선비 등 성리학을 추구한 문인들의

사상과이상을추구하기위한대상이었다고편협한정의

를내리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 함께 신라 이후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전기를 통

해서피세자들의현실초월철학을실현할은일의무대로

암각바둑판의 입지를 한정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

이다. 암각바둑판주변에각자되어있는동천, 동문등의

모티프는 선도적 취향의 그것으로 주자학적‘구곡팔경’

의 개념 보다는 선취적‘선유동천’개념으로의 공간성

모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암각바둑판

주변에서 발견되어지는‘상산사호’각자는 한적과 퇴휴

를 넘어 雅致와 高逸의 장소로 승화된 공간성까지 발견

하게 된다. 요컨데 암각바둑판의 조 자나 이 공간을

활용하 을 주체는治者계층의 유학자 을 것임은 부인

하기 어렵다. 따라서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공간은 유가

의 운둔지향적 공간이나 선도적 은일지향적 공간이었을

것으로추정하기에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보인다.

한편 산봉형 암각바둑판의 장소정체성은 다른 차원에

서의 성격이 엿보인다. 특히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이나 무주 사선암 암각바둑판은 보다 상징적 성격의

장소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신선봉이나 사선암과

같은 신선 장소적 지명 이외에 사선암 암각바둑판은

신라의 네 국선의 바둑행위 이후 사선암으로 전래되

면서 신선하강의 전설이 잉태된 곳이다. 또한 산 아래

벌한마을에서도 시지각되는 경관적 향권에 위치하여

신성한 곳으로 전승되었다. 뿐만 아니라 벌한마을 서쪽

에 위치한 거칠봉 또한 일곱 신선이 살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무주군지편찬위원회, 2004) 사선암

암벽에 각자된‘초학(招鶴)’의 의미는 신선을 부른다는

의미와 맞닿아있으며 이는 그리 오랜 연륜을 갖지 않는

각자 흔적으로 지금도 장소성이 꾸준히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곳은‘신선강림의 숭엄지향’공간으로

서의 성격이 짙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소백산

신선봉의 암각바둑판 또한 자연 숭배와 신선 하강의

강렬한 바램이 응축된 결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

이 바위 지명에는‘신선 바둑’또는‘신선 하강’과 관련

된 전설을 잉태하고 있는 지명이 상당수 있음은 앞서

제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 신선봉이나 사선봉과 같이 봉

이라는 의미에는‘높은 곳에 있는’이라는 의미 이외에

‘하늘과 맞닿아 있는’그리고‘우러러 올려보는’등의

숭배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음 또한 주목된다(그림 18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장소정체성 규정에도 불구하

고 고려 이후「도화원기」의 도화원이 유가의 이상향인

동시에 선유적 낙원으로서도 동경 추구된 사실에 비추

어 볼 때, 유가와 도가는 전래로 이단시되기도 했지만,

시대추이에따라습합되어상통, 유사한점이많음또한

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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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각바둑판의 보존적 가치

현재18개의바둑판중에서소백산신선봉바둑판을비

롯하여 방학동바둑판, 무주 사선암바둑판, 양산 반룡대

바둑판등은세월의풍파와사람들의접촉으로마모되면

서 바위가 깨어지거나 바둑판 줄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이돌바둑판을어떻게보존관리하고연구

해 나가야 하는 점은 바둑계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계승

차원에서도숙제로남는다.

최근도봉서원주변의11개의바위 씨가일괄서울시

문화재(도봉서원 과 각석군 :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것을유념할필요가있다.

문화유산이란우리의역사를말해주고, 오늘날우리를

존재하게하는원동력이며계속해서이를후손에게전수

해야 할 前代의 문화적 소산이다. 문화유산에는 우리

선조들의삶과사고방식이그대로투 되어있으며, 우리

는 그것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상상하고 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암각바둑판은 세속으로부터 초탈한 무릉도원으

로의 자족감과 선경의식을 보여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상징체 으며 선비들의 기품 있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도구 다.  오늘날 남아있는 암각바둑판은 몇 곳

을제외하고는실제일상의생활바둑공간으로는부적합

하다. 특히 햇빛과 비바람으로 이용상 시간과 계절적

제약이 따르고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음을 보면 순수한

실생활용 목적의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국이 가능할뿐 아니라 바둑이 역(易)

과 역(曆)의 상징성과 선도와 풍류의 상징적 의미체임을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전통문화 특히 신선사상과 주자

학적선비문화를동시에연결하는의미체이자문화결정

체가 아닐 수 없다. 한국 바둑문화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한암각바둑판은그자체의가치뿐만이아니

라 그것이 새겨져 있는 장소의 조망경관적 특징에 주목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암각바둑판의 보존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며자연상태그대로방치해놓고있기때문에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풍화현상으로 마모되고 형체를 알아

보기에 어려운 것도 많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매몰되

고파쇄된것또한많을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안타깝

게도 조사대상 돌바둑판 중 문화재 자료로 등재된 것은

단 한 점도 없다(표 11 참조). 단지 사인암 암각바둑판이

돌바둑판 명칭 관련 문화재 관련 공원 비고

1. 방학동 암각바둑판 북한산국립공원

2. 유상대 암각바둑판 오대산국립공원

3. 유천동 암각바둑판

4. 취석 암각바둑판

5. 사로암 암각바둑판 월악산국립공원

6. 사인암 암각바둑판 명승 제47호 단양 사인암

7. 선국암 암각바둑판 지정 안됨 속리산국립공원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소백산국립공원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덕유산국립공원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명승 제55호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지정 안됨 장안산군립공원

13. 월전 방선암 암각바둑판

14. 월남사지 석국 월출산국립공원

15. 소한정 석국 문화재자료 제189호 어곡동 우규동별서

16. 반룡대 석국 지정 안됨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18.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 북한 소재 금강산

표 11 조사 대상 돌바둑판의 문화재 및 자 공원 지정 현황

지정 안됨

지정 안됨

지정 안됨

지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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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한사인암은명승제47호인‘단양사인암’으로, 일사

대 암각바둑판은 명승 제55호‘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에 입지되어 있으며 양산 소한정 석국은 문화재자료 제

189호인‘어곡동 우규동별서’의 부지내 입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재까지 책임 있는 기관의 전수 조사 조차 한번

실시해 본적이 없다. 거의 대부분이 자연에 방치되어

풍화작용과인간의접촉에의해마모되고파손되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조형성이 탁월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방학동의 암각바둑판과 횡성 수동계곡 취석 암각바둑판

그리고 선국암 암각바둑판 등 훼손의 우려가 높고 비교

적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탁월한 곳만이라도 먼저

시급하게 보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무주의

사선암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사선암 일대 및 충주 공이

동의 사로 암각바둑판 주변 암수바위 일대 등은 명승 등

으로 가치 파악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만 독립

적으로문화재적가치가높은언양읍대곡리반구대암각

화 주변의 반구대 병암각과 집청정은 단위 문화재로

지정하고그주변은명승으로지정하는방안도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할것으로본다.

결론

바둑은 동양의 중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유희

및오락문화로기능하면서도한편으로는그수준을넘어

철학적·신화적담론을생산하는존재기도했다.

본 연구는 한국 전통정원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암각바둑판을 비롯한 돌바둑판의

종합적인현황조사분석을통해암각바둑판자체의위치

및 형태 그리고 입지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지명 유래,

주변 경물과 각자 그리고 인근의 전래지명과의 관련성

분석과 해석을 통해 암각바둑판의 조성의미 및 바둑

두기 행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 던 옛 선인들의 풍류

정신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민간 어원적

으로 신선사상의 흔적이 장소와 결합하여 고착화된

‘신선(仙)’관련 바위 지명도 함께 주목하 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돌바둑판이 새겨진 곳의 장소정체성과

경관적특성의파악을통해전통조경적이상향의하나인

선경(仙境)의 경관 특징을 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며

전통조경유적의홍보와보존을위한밑거름이될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연구조사분석된내용을토대로결론을집약

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바둑판에나타난‘네모난바둑판과둥근바둑돌’

의 천원지방적 형상, 흑백 바둑돌의 색으로 표상되는

음양조화그리고하늘회전을표현한361로등은‘우주적

질서가 투사된 상징체’이다. 또한 원성을 바탕으로

바둑 삼매경에 빠진‘귤중지락’과‘상산사호’그리고

‘난가’모티프는 속세를 벗어난 망우청락의‘위기선미’

를통해‘인생과자연’의관계를시공간적으로일치하고

자 했던 천인합일의 표상이자 美와 逍遙를 추구한

고아한풍류 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돌바둑판은 총 1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강진 월남사지 돌바둑판, 양산 소한

정 돌바둑판과 반룡대 돌바둑판 등 3개(16.1%)는 이동

이 가능한 석국으로 분류되었으며 방학동 암각바둑판을

비롯한 15개(83.9%)는 자연 암반에 새긴, 원래 장소를

이탈하지않은암각바둑판으로밝혀졌다. 

셋째, 돌바둑판은 입지조건을 유형화한 결과, 계류형

15개소(83.9%), 암봉형 3개소(16.1%)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돌바둑판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은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1,389m)이었다. 총 15개 돌바둑판은

모두 500m 이하의 저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둑판이새겨진입지는속세와멀지않은일상생활권의

일부 던것으로보인다. 

넷째, 전통 바둑판의 형태인 화점 17개의 순장바둑판

은 총 7개로 나타난 가운데, 화점의 유무·수·형태의

다양함으로 보아 돌바둑판의 조형 문화가 오랜 시기에

걸쳐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된 돌바둑

판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무주 사선암 암각바둑판

(80(82)cm× 80(82)cm)이었던 반면에 가장 규모가 작은

것은 양산 소한정 석국(40cm×40cm)이었다. 바둑판의

규모가 가로 세로의 평균 49cm×48cm로 밝혀짐에 따라

실제바둑을두기에무리가없었을것으로보인다.

다섯째, 바둑판이새겨진臺石인기반암은무주사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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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각바둑판( 8.7m×7.5m (65.25㎡))이었으며 횡성 취석

암각바둑판(7.8m×6.3m(49.14㎡)]), 괴산선국암암각바둑

판(6.7m×5.7m(37.05㎡))의 순이었다. 한편 규모가 가장

작은 암각바둑판은 서울 방학동 암각바둑판(1.1m×

1.4m(1.54㎡))으로 나타났다. 한편 돌바둑판 좌향의 뚜렷

한일관성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볼때, 바둑판이입지

한공간의지형및경관을우선고려한뒤그조건에최대

한부응하는방향으로바둑판을새긴것으로추정된다.

여섯째, 암각바둑판은 모두 경관성이 탁월한 계곡 및

산봉에 입지하 다. 따라서 옛 선비들의 풍류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암각바둑판은 천인

합일의 조화를 추구하며 명산대천을 찾아 함께 노니는

풍류도의 정신을 전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궁극적으

로 바둑의 전통적인 상징성인‘은일의 매개체이자 자연

귀의의道에다다를수있는선비문화의정수’인동시에

유선적취향의도구로서자리매김하 음을알수있다.

일곱째, 암각바둑판은고대로소급할수록몽환적이며,

불가접이라 관념되던 신선사상이 점차 가시적이며 현실

적 차원으로 구현된 단서로 보인다. 단양 소백산 신선봉

을 비롯하여 괴산 선국암, 무주 사선암, 장수 신선바위

등 신선과 관련된 지명과 암각바둑판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선바위와 암각바둑판이야

말로 선계에 대한 숭배와 동경의 소통방식이 가장 함축

적으로표현된경관대상이자조망처이다.

여덟째, 암각바둑판이 입지하는 장소의 입지유형 등

물리적환경과팔경및동천구곡의설정여부, 유학자등

의관련여부를중심으로한인간활동그리고‘상산사호’

모티프 및‘난가고사’상징의미 등 3가지를‘장소정체성

판단을위한해석틀’을기준으로하여고찰한결과, 암각

바둑판 주변에 각자 되어있는 동천, 동문 등의 모티프는

주자학적‘구곡팔경’의 개념 보다는 선취적‘선유동천’

개념의 공간성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

로계류형암각바둑판이조성된공간은유가의은둔지향

적 공간이나 선도적 은일지향적 공간으로 시대추이에

따라 습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산봉형의 암각바둑

판은별도로신선강림의숭엄지향성이장소정체성지배

의중요요인으로평가된다.

아홉째, 암각바둑판이 조성된 곳을 포함하여 그 주변

은 대부분 동천구곡이나 팔경의 일부로 널리 알려진

승경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선비 및 사대부 계층이 주체

인 주변 각자들 중에도 신선 관련 표현어가 다수 발견됨

에 따라 바둑판 조 의식의 이면에는 신선경 동경을

바탕으로한선도적취향이강하게작용하고있다. 암각

바둑판은 조선조 선비들의 은일과 운둔을 통한 자연

경 의 문화 현상이 집약적으로 함축된 유산이자 전래

승경의 요처로 자연문화재 명승에 부합되는 문화경관

적유구이다.

현재 남한내 17개의 돌바둑판 중에서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을 비롯하여 방학동 암각바둑판, 충주 사로

암 암각바둑판, 무주 사선암 암각바둑판, 양산 어곡동

반룡대 석국 등은 세월의 풍파와 사람들의 접촉으로

마모되면서 바위가 깨어지거나 바둑판 줄이 희미해지고

있다. 또한 언양 반구대 집청정 암각바둑판은 토사 매몰

로그형체를확인하기어려운상태이다. 

암각바둑판은 자연과 바람의 흐름을 그대로 투 한

예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조형물로 선인들의 자연

사랑의 자취와 선계동경의 문화가 만나 이루어진 전통

조경유적으로 보존관리가 시급한 대상이며 암각바둑판

은 물론 주변 장소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탁월한 승경

의요처에형성된핵심문화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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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 bears significant meanings in terms of cultural and entertaining functions in Asia Eastern such as China and Japan. Beyond the mere entertaining level, it

produces philosophical and mythic discourse as well. As a part of effort to seek an identity of Korean traditional garden culture, this study traced back to find meanings
of rock-go-board and taste for the arts which ancestors pursued in playing Go game, through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correlation among origin of place name,
nearby scenery, carved letters and vicinal handed-down place name. At the same time, their position, shape and location types were interpreted through
comprehensive research and analysis of stone-go- boards including rock-go-board. Particularly, it focused on the rock names related to Sundoism(仙道) Ideal world,
fixed due to a connection between traces of Sundoism and places in a folk etymology. Series of this work is to highlight features of the immortal sceneries, one of
traditional landscaping ideals, by understanding place identity and scenic features of where the rock-go-boards are carved. These works are expected to become
foundation for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the traditional landscaping remains. The conten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ound stone and square board for round sky and angled land, black and white color for harmony of yin and yang and 361paths for rotating sky are symbols
projecting order of universe. Sayings of Gyuljungjirak(橘中之樂), Sangsansaho(商山四皓), Nangagosa(爛柯故事) formed based on the idea of eternity stand for union of
sky and sun. It indicates Go game which matches life and nature spatiotemporally and elegant taste for arts pursuing beauty and leisure. 

Second, the stone-go-boards found through this research, are 18 in total. 3 of those(16.1%), Gangjin Weolnamsaji, Yangsan Sohanjeong and Banryongdae ones
were classified into movable Seokguk and 15(83.9%) including Banghakdong were turned out to be non-movable rock-go- boards carved on natural rocks. 

Third, upon the result of materializing location types of rock-go- boards, 15 are mountain stream type(83.9%) and 3 are rock peak type(16.1%). Among those, the
one at Sobaeksam Sinseonbong is located at the highest place(1,389m). Considering the fact that all of 15 rock-go- boards were found at mountainous areas lower than
500m, it is recognizable that where the Go- boards are the parts of the living space, not far from secular world. 

Fourth, there are 7 Sunjang(巡將) Go with 17 Hwajeoms(花點), which is a traditional Go board type, but their existences, numbers and shapes of Hwajeom appear
variously. Based on the fact, it is recognizable that culture of making go-board had been handed down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mong the studied rock-go-
boards, the biggest one was Muju Sasunam[80(82)cm×80(82)cm] while the smallest one was Yangsan Sohandjeong Seokguk (40cm×40cm). The dimension of length
and breadth are both 49cm×48cm on average, which is realistic size for actual Go play. 

Fifth, the biggest bed rock, an under-masonry with carved Go-board on it, was one in Muju Sasunam[8.7m×7.5m(65.25㎡)], followed by ones in Hoengseong
Chuiseok[7.8m×6.3m(49.14㎡)] and Goisan Sungukam[6.7m×5.7m(37.14㎡)]. Meanwhile, the smallest rock-go-board was turned out to be one in Seoul Banghak-
dong. There was no consistency in directions of the Go-boards, which gives a hint that geographical features and sceneries of locations were considered first and then
these were carved toward an optimal direction corresponding to the conditions. 

Sixth, rock-go-boards were all located in valleys and peaks of mountains with breathtaking scenery. It seems closely related to ancestors’taste for arts. Particularly,
rock-go-boards are apprehended as facilities related to taste for arts for having leisure in many mountains and big streams under the idea of union of sky and human as
a primitive communal line. Go became a medium of hermits, which is a traditional image of Go-game, and symbol of amusement and entertainment with the idea that
Go is an essence of scholar culture enabling to reach the Tao of turning back to nature.    Seventh, the further ancient time going back to, the more dreamlike the Go-
boards are. It is an evident for that Sundoism, which used to be unacceptable once, became more visible and realistic. Considering the high relation between rock-go-
boards and Sundoism relevant names such as Sundoism peak in Danyang Sobaeksan, 4 hermits rock in Muju and Sundoism hermit rock in Jangsu, Sundoism hermit
rocks and rock-go- boards are sceneries and observation spots to express a communication of worship and longing for Sundoism. 

Eighth, 3 elements-physical environment such as location type of the rock- go-boards, human activities concentrated on 8 sceneries and Dongcheongugok(洞天九曲)
setup and relevancy to Confucian scholars, as well as ‘Sangsansaho’motif and ‘Nangagosa’symbolic meaning were used as interpretation tools in order to judge the
place identity. Upon the result, spatial investigation is required with respect to Sunyoodongcheon(仙遊洞天) concept based on enjoyment to unify with the nature rather
than Dongcheongugok concept of neo-Confucian, for Dongcheon and Dongmoon(洞門) motives carved around the rock-go-boards. Generally, places where mountain
stream type rock-go-boards were formed were hermit spaces of Confucianism or Sundoism. They are considered to have compromised one other with the change of
times. Particularly, in the rock-go-board at the mountain peak, sublimity-oriented advent of Sundoism is considered as a significant factor to control place identity. 

Ninth, including where the rock-go-boards were established, the vicinal areas are well-known as parts of Dongcheongugok and Palkyung(八景) mostly. In addition,
many of Sundoism relevant expressions were discovered even in the neighboring carvings written by scholars and nobility, which means sophisticated taste based on
longing for Sundoism worl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making go-board. 

The rock-go-board is an integration of cultural phenomena naturally managed by seclusion of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as well as remains and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landscaping. Some rock-go-boards out of 17 discovered in South Korea, including ones in Sobaeksan Sinsunbong, Banghak-dong, Chungju Gongili,
Muju Sasunam, Yangsan Eogokdong Banryongdae Seokguk, are damaged such as cracks in rocks or fainted lines by hardships of time and hand stains. Worse yet, in
case of Eunyang Bangudae Jipcheongjeong board,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shape due to being buried. Rock-go-boards are valuable sculptures in terms of cultural
asset and artwork since they reflect ancestors’love for nature and longing for Sundoism world.  Therefore, they should be maintained properly with right preservation
method. Not only rock-boards itself but also peripheral places are excellent cultural heritages and crucial cultural assets. In addition, vicinal sceneries of where rock-go-
boards and pavilion spots are the representative remains of embracing prototype of Korean traditional landscaping and major parts of cultural proper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