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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함양 용유담’에 얽힌 유래와 전설, 지리산유산기 속의 경관 인식, 지형지질학적 특성 그리고 주변 유구(遺構)와 

바위글씨의 해석과 분석을 통해 이곳의 경관 특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용유담의 명승적 가치와 경관보존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함양의 대표적인 전래승경 ‘금대지리(金臺智異)’가 천왕봉과 용유동에 대한 묘사이듯, 고지도나 고문헌에서 

또한 엄천강의 중심 ‘용유동(龍遊洞) 용유담’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승경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왔다. ‘구룡과 

마적도사’·‘가사어’ 전설과 기우(祈雨)의 주술신인 ‘용신(龍神)의 성소(聖所)’로서의 경관적 은유는 용유담의 본질일 뿐 

아니라 신령함과 장소성을 심화시키는 촉매였다. 선인들의 지리산유산기 속에 드러난 용유담의 핵심적 이

미지는 ‘자맥질하는 용과 관련된 지형경관적 특이성’, ‘다양한 모습과 크기의 포트홀’, ‘와류현상에 의한 여울

목의 폭음(瀑音)’ 그리고 ‘용 전설의 경관적 은유’ 등으로 이들 이미지는 용유담의 장소관성(場所慣性)을 이끌어

왔다. 또한 이곳의 장구소(杖屨所) 바위글씨는 김종직을 비롯하여 김일손·조식·정여창 그리고 강대수 등 

지리산을 생활경관으로 체험하고 인식하였던 경상우도 사림(士林)들의 ‘장구·상영지소(杖屨․觴詠之所)’로서 

기념비적 석문(石文)이자 추모의 표식이다. 또한 용유담 주변의 3단 층계(層階)와 ‘용유담(龍遊潭)’ 바위글씨  

그리고 샘[泉]물을 모으기 위해 가공된 수반(水盤)은 제의터로서 영역성이 감지되는 전통조경적 유구이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용유동문(龍遊洞門), 방장제일산수(方丈第一山水) 등의 바위글씨는 선경지처

(仙境之處) 용유담을 알리는 표식이자, 용유담이 지리산의 대표적 승경이라는 자부심의 표현이다. 그밖에 심진대·

영귀대·강화대 등의 대(臺)는 옛 선인들의 풍류처이자 유계(遊契)의 흔적으로 용유담의 의의를 더해 준다.

용유담의 기묘하고 독특한 경관은 수려한 자연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를 두고 이어져 온 장소관성의 산물이자 

문화경관의 총체(總體)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지리산 용유담은 ‘물리적 실체’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 가치의 중첩을 통해 꾸준히 전승되어온 복합유산으로 명승 지정 조건에 충일(充溢)함이 확인되었다. 

단언컨대 용유담이 갖는 장소성은 물론 지질지형·역사문화적 가치는 그 어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나 논리

로도 폄하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전래 명승의 진수(眞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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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리산 임천강 협곡지대에는 예로부터 용유동(龍游洞)

이란 지명이 존재해 왔다. 그 중 “아홉 용이 놀았다”는 전설

이 깃든 ‘용유담(龍游潭)’은 용의 흔적을 연상시키는 다채로

운 형상의 암반과 거석(巨石)이 계류와 조화를 이룬 곳이다. 

2012년 6월, 문화재청에서는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에

서 수행한 ‘전통명승 동천구곡 학술조사(2007년)를 근거로 

용유담 일원을 국가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다(문화재청 보

도자료, 2011. 12. 08). 그러나 ‘문정댐(일명 지리산댐) 건설’

을 이유로 명승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함양군의 의견서를 받

아들인 문화재청은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문

화재청 보도자료, 2012. 6. 27). 이후 환경부는 2012년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문정댐 건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회는 국토해양부가 문정댐 관련 예산

으로 제시한 2013년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러

나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함양군의 댐 건설 의도

는 지속되고 있으며, 용유담의 명승 지정은 계속 표류 중이

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간, 주민간에 댐 건설과 명승 지정을 

둘러싼 찬반갈등은 소지역적 감정 문제를 넘어 국민적 문제

로 비화되고 있다.01 작금의 사회적 갈등을 생각할 때, 진정 

용유담에 대한 명승으로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이 베어난다. 

실제로 명승자원조사 차원에서의 단편적인 개괄조사를 제

외한다면 용유담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적 연구는 물론 용

유담의 가치 발굴과 경관특성을 다룬 조사 자료조차도 일천

(日淺)할 뿐 아니라 매우 단편적이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

지만 ‘용유담’의 경관적 의의와 가치 확보는 물론 새로운 경

관요소의 발굴 그리고 보존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축

적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용유담 관련 유산기 등 문헌연구와 현장연구

를 통해 용유담에 얽힌 유래와 설화, 옛 선비들의 경관 인식, 

지형지질학적 특성, 현재 남아있는 경물 및 바위글씨 그리

고 정원시설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전래 명승으로서 용유

담의 의의와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 구축이 

용유담의 명승 지정 타당성을 한 차원 더 제고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장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문

헌연구는 고문헌과 고지도 그리고 옛그림 등을 분석02하였

으며, 현장관찰을 통해 지형·지질학적 특성, 경관요소, 바

위글씨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의 

핵심적 자료이자 경관텍스트로 ‘지리산유산기(智異山遊山

記)’를 검토하였다. 유산기에는 유산의 동기와 과정, 산의 지

리적 위치 및 산세, 역사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경관에 대한 

흥취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소현수, 2003; 4) 옛 선인들

의 경관 인식을 유추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지리산 

유산기 중 용유담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하고 그 내용을 

경물과 경색으로 나눠 분석·해석하였다. 유산기 및 용유담 

관련 시문 등 고문헌 원전 및 해석은 한국고전번역원(http://

db.itkc.or.kr)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 상의 웹 서비

스와 함양역사관 홈페이지(http://hamyang.org) 그리고 경

상대학교 한적실 문천각(文泉閣)에 구축된 DB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DB화 되지 않은 한시는 ‘지리산 유람록(최석기 등 

역, 2013: 312~373)’에서 확인하였다. 자료로 활용된 유산기

는 <표 1>과 같다. 

지질 특성은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에서 수행한 ‘전

통명승 동천구곡(洞天九曲) 학술조사보고서(2007)’를 참조

하고, 지질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바위글씨와 유구는 명승

01 용유담 명승 지정에 따른 과정 및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이슬기(2013)의 연구 ‘명승 지정상의 갈등관리방안’에 소상히 소개되고 있다.

02  옛그림은 眞宰 金允謙(1711∼1775)의 ‘金臺對智異全面圖’와 ‘下龍遊潭圖’를 분석·고찰하였으며, 고지도는 1760년도에 제작된 「여지도」, 19C 제작된 ‘동여도’와 ‘광여

도’의 함양부지도, 1872년 지방도(함양군지지도), 청구도, ‘경상도읍지 함양도(1832년)’ 그리고 2005년 수정 제작된 1:25,000 수치지형도[도엽명: 佳興]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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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 예고된 권역 내에서 조사하였으며, 바위글씨는 인

명을 제외한 건에 대한 내용과 의미, 추모인물과 용유담 관

련사항 등을 분석하는 한편 양자 모두 그 위치 및 규모 등을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용유담과 관련된 주

변 경관요소 등을 촬영하고 그 분포사항을 다음지도(http://

map.daum.net)와 지형도상에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를 총합한 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별표 1)에 기재

된 <명승지정 기준>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용유담의 명승적 

가치를 규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옛그림과 설화로 본 용유담

1) 옛그림 분석

 용유담은 경남 함양군 엄천강 상류 마천면과 휴천면 경

계지역인 송정리에 속해 있는데 이곳의 지명 마천(馬川)은 

‘물살이 말처럼 빠름’을, 휴천(休川)은 ‘물살이 쉬어감’을 의미

한다. 용유담 일대의 지명은 현재 지형도나 위성사진에서는 

‘임천’이라 표시되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엄천강’이라 부른다. 

엄천강이란 지명은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에서도 

엿보인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지리산 북쪽 골짜기 물

이 합쳐져 임천과 용유담이 되어 고을 남쪽에 있는 엄천에 

이르는데, 시내를 따라 위아래의 천석(泉石)이 아주 뛰어나

고 기이하다(이중환 저 이익성 역, 2006: 181)”고 묘사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용유담은 탁월한 비경(秘境)을 간

직한 곳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함양군지(함양군지편

찬위원회, 981: 484~485)에는 용유담을 “엄천의 상류인 강암

(江巖)으로 중첩된 준봉외악(峻峰巍嶽)과 비룡상천(飛龍上

天) 형상의 별유천지(別有天地)”라는 매우 수사적 미사어구

로 용유담을 소개하고 있다. 19C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동여

도<그림 1a>에서는 운봉에서부터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상

류로부터 풍천-마천-임천-엄천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마천면 

가흥리 소재의 안국사(安國寺) 안쪽에는 ‘용유동(龍遊洞)’03

이란 지명이 보인다. 또한 1843년 제작된 청구도에서도 용유

동과 안국사 그리고 군자사(君子寺)란 지명이 또렷하다. 한

편 1872년 지방도(함양군지지도)에서는 엄천면 수계 중심에 

‘용유동’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역시 19C 제작된 광여도 함양

부지도에서는 ‘임천용유담(臨川龍遊潭)’이라 명기되고 있어

<그림 1b>임천강의 중심이 곧 용유담임을 알게 한다.

한편 용유담을 묘사한 옛그림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림 

2a>는 지리산의 파노라믹한 경관을 간결한 선과 점으로 묘

【 표 1 】 유산기 분석 대상 자료 목록표

03  金正浩의 大東地志 咸陽郡條, 山水編에서는 “산의 북쪽에는 靈源洞, 龍遊洞, 碧雲洞, 楸城洞의 네 골짜기와 鍮店村이 있는데, 모두 명승지이다.”고 용유동의 존재를 설

명하고 있다.

구분 자료 저자(생몰연도) 저술시기(유람일자) 출전

遊山記

遊頭流錄 佔畢齋 金宗直(1431∼1492) 1472년 8월14일∼18일 佔畢齋文集 券2, 東文選(頭流紀行錄)

續頭流錄(頭流記行錄) 濯纓 金馹孫(1464∼1498) 1489년 4월14일∼28일 續東文選 21券, 濯纓文集 

遊頭流山紀行篇 錦溪 黃俊良(1517∼1563) 1545년 4월
錦溪先生文集卷之一 外集, 「龍遊潭與兪同年

子玉偕行」

遊頭流錄 南冥 曺植(1501∼1572) 1558년 4월10일∼25일 南冥集

頭流山紀行錄 松巖 梁大樸(1543∼1592) 1586년 9월2일∼12일 靑溪集 卷之四 

頭流山日錄 感樹齋 朴汝樑(1554∼1611) 1610년 9월2일∼8일 感樹齋先生文集 卷之六

遊頭流山錄 於于堂 柳夢寅(1559∼1623) 1611년 3월29일∼4월8일 於宇集 後集 券2

智異山記 眉叟 許穆(1595∼1682) 1640년 9월(?) 記言 卷之二十八 下篇

智異山記(遊頭流山記) 久堂 朴長遠(1612~1672) 1643년 8월22일 久堂先生集 卷之十五 

山中日記 愚潭 丁時翰 (1625∼1707) 1686년 4월15일(용유담) 愚潭集

遊龍遊潭記 東谿 趙龜命(1693∼1737) 1724년 東谿集 卷之二 

方丈遊錄 遲菴 李東沆(1736∼1804) 1790년 遲菴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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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그림으로 현재 함양팔경의 제2경이기도 한 ‘금대지리

(金臺智異)’ 즉 ‘금대산(851m) 금대에서 조망한 지리산의 경

관’으로 추정된다. 금대는 지리산 전망이 탁월한 팔대(八臺) 

중에서도 으뜸으로, 그림에서는 지리산 북부 산지를 동서로 

양분하는 용유동 중심의 사선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좌측에는 협곡으로 둘러싸인 물줄기를 강조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림 속 하천은 지리산 주능선 북쪽의 달궁과 심원

계곡, 뱀사골, 백무동계곡, 칠선계곡 등의 물이 합류해 이루

어진 엄천으로, 그 중심에 용유담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 

2b> 역시 김윤겸이 그린 ‘하용유담도’로서 용유담의 핵심경

관을 묘사한 것이다. 위쪽의 계류가 둘로 나누는 폭포 지점

의 기암이 현재 암수 2마리로 구성된 두꺼비바위<사진 2d>

로 추정된다. 이 폭포의 명칭은 ‘천진폭포(天津瀑布)’이며 폭

포를 이루는 바위는 ‘청진대’로 확인된다(함양군과 함양문화

원, 2009: 160). 그림 상에는 수직절리로 해체되어 드러난 하

상 양안(兩岸)으로 소나무로 추정되는 수목의 군총(群叢)이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왼쪽에 돌출된 지역은 후술하게 될 용

유담의 중심지역으로 보이며, 오른쪽 하단에는 용유담을 완

상하는 선비인 듯한 3인이 보이고 그 뒤로는 현재 사태골로 

보이는 지점에 가옥 4채가 묘사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금

【 그림 1 】 고지도 속의 용유동과 용유담

a. 동여도(함양 부분)

c. 「금대대지리전면(金臺對智異全面)」, 18C, 지본수흑(紙本水墨),

    29.7×34.7㎝, 국립중앙박물관 

b. 광여도(함양부지도 부분)

d. 「하룡유담(下龍遊潭)」, 18C, 지본담채(紙本淡彩), 30.6×30.8㎝,

    동아대박물관

【 그림 2 】 김윤겸의 용유담 그림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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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못 중앙에 섬인 듯 보이는 원만한 구릉의 너럭바위 

지대가 남아있으며 물속에 대부분이 잠긴 거력이 역력하다.

2) 용유담 설화 분석

용유담 하류에 널린 바위 덩어리들은 ‘용의 배설물’이고, 

하안(河岸)의 검은색 암맥(巖脈)<사진 2e>은 ‘용트림하는 용

의 흔적’이며, 못 속에 드러난 바위는 자맥질한 ‘용의 머리’

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용유담에서 용이 솟구쳐 오를 것 같

은 강렬한 잔상(殘像)효과와 생동감을 전달한다. 이와 같

이 거령(巨靈)의 신물(神物)로서 용과 관련된 지형의 비유

(metaphor)와 색채연상(color association)으로 인해 용유담

의 장소 관성(慣性)은 꾸준히 전승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

우(祈雨)의 주술신(呪術神)인 신룡(神龍)에게 제를 지내는 

장소로도 꾸준히 관념화되어 왔다. 그 실례로 영남학파의 조

종(祖宗)인 김종직이 함양군수로 재직시 이곳에서 해마다 춘

령(春令)을 반포하는 행사를 가졌다. ‘용유담 화대허(龍遊潭 

和大虛)’라는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시는 “용유담에서 기우제를 올리고 천둥과 비가 오기를 기원

하니, 신령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듯하다”04는 내용의 제의풍

경을 묘사한 것이다. 김종직의 ‘용유담시문(佔畢齋集 卷之

七)’에도 용유담 신룡에게 강우를 기원하는 경건함이 드러나

고 있으며, 김일손의 『속두류록』에서도 김종직이 행한 기우

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와 같이 용유담은 경관 그 자체도 

장관(壯觀)이지만, 관(官)에서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함양 산

천의 근원이 되는 정서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기도 하

였다. 또한 별주부전에서 등장했을 법한 ‘거북이가 토끼 간

을 찾기 위해 뭍으로 나왔다가 토끼를 놓쳐서 용왕으로부터 

벌을 받아 바위로 변했다는 ‘거북설화’와 관련된 거북바위가 

존재한다(함양군지편찬위원회, 2011: 485). 이 바위는 평수

위에는 거북바위로 인식되지만 만수위 때에는 일부 물에 잠

겨 머리 윗부분만 드러나, 이 때 모습은 마치 못 속에 잠영(潛

泳)하는 용의 형상을 띄게 된다<사진 1 참조>.

용유담과 관련한 대표적 설화로는 신라 무열왕(재위 654년

~661년) 시기부터 전해지는 ‘마적도사(馬跡道師)와 구룡(九

龍) 전설’은 용유담의 유래가 되었을 법한 이곳의 기관(奇觀) 

형성의 중요한 이야기 풀(pool)이 된다. ‘아홉 마리의 용이 싸

우는 소리’, ‘우레 같은 폭포수 소리’, ‘나귀 울음소리’ ‘나귀방

04  金宗直, 佔畢齋集 卷之九 詩, “俯瞰狂瀾仰絶壁 危途詰曲不盈尺 我每班春試其險 不獨羊膓能折軸 磵中顚倒萬萬石 竇穴雕鎪誰究得 欲刊蒼蘚灑墨痕 怪語未許追噴薄 

兀然坐嘯想玄功 彷彿飣餖兼罍尊 神龍勸汝一杯酒 胡乃酣眠愁地主 斯民征輸及布縷 所望於龍只雷雨 離離百谷未穎栗 穢政恐致天翁怒 往年響應不可忘 肯將虎頭煩水

府 層崖竚立風泠泠 欻霍若有神靈聽.”

【 사진 1 】 거북바위와 용바위

a. 평수위일 때의 거북바위 b. 만수위일 때의 용(머리)바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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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金宗直, 詩, http://db.itkc.or.kr. 雲峯金訓導 送示袈裟魚一尾 “達空寺下水梭花 紫鬣斑鱗味更嘉” 佔畢齋集卷之十.

06 柳夢寅, 雜識, http://db.itkc.or.kr. 遊頭流山錄 潭有魚 名袈裟魚 鱗有紋成稻田袈裟之狀. 於于集後集卷之六.

07 李睟光, 芝峯類說 卷二十, 禽蟲部 鱗介 袈裟魚出智異山溪水中 長不滿尺 色赤如松魚 其味甚美 形如着袈裟僧故名 山下人 數歲僅一見 乃異物也 或謂感松氣而生.

08  李德懋, 靑莊館全書 第49卷 耳目口心書 二. “지리산 속에 소[湫]가 있는데 沼 위에 소나무가 죽 늘어서 있어 그 그림자가 항시 그 沼 속에 쌓여 있다. 거기서 나는 고기

의 무늬가 매우 아롱아롱하여 가사 같으므로 이름을 가사어라 하니, 대개 소나무 그림자대로 변화한 것이다. 구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삶아서 먹으면 병이 없게 되고, 

오래 살게 된다고 한다.”

09  안세현(2007; 19~20)은 「유두류산록」에서는 기발한 경물 묘사와 참신한 비유법·의인법의 활용하여 ① 용유담의 폭포와 바위, ② 용의 설화를 활용한 바위 그리고 

③ 유몽인의 장난과 용의 조화를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10 梁大樸, 靑溪集 卷之四, “自此峽束淸潭 黛蓄膏渟 平者深黑 峻者白 斗折虵行 與山升降 而恠石離列 若頦頷齦齶者數十里 雖比之金剛萬瀑 亦無甚愧焉.”

울’ 등의 소리경관과 ‘장기에 몰두한 마적도사’ ‘죽은 나귀와 

그곳에 남겨진 나귀바위와 장기판’ 관련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는 서사구조(敍事構造: Narrative structure)는 ‘마적도사와 

구룡’ 전설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1권, ‘경상도 함양군 형승조’에서

는 “용유담 물에 물고기가 있는데 등에 스님의 ‘가사(袈裟)’와 

같은 무늬가 있는 까닭으로 가사어(袈裟魚)라 한다.”고 하였

으며 점필재집(卷之十)에서도 가사어의 서식과 그 형태에 대

해 언급하고 있다.05 그리고 유몽인의 유두류산록(於于集 後

集 卷之六)에서는 용유담 가사어의 형상을 적고 있으며06 조

식의 『유두류록』과 『연려실기술』에서도 가사어의 존재가 확

인된다. 또한 1614년 저술된 『지봉유설(芝峯類說, 卷二十)』

에서도 지리산 계곡의 가사어에 대해 적고 있고07 이덕무(李

德懋: 1741~1793)의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二)에서도 소

나무의 그림자 때문에 무늬가 변했다고 추론한 가사어의 

기록이 보인다.08

2. 유산기 속의 용유담

유산기에는 관산(觀山)과 요산(樂山)의 이념이 융합되어 

나타난다. 지리산 유산기는 금강산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

지하는데 1463년 이륙(李陸: 1438~1498)의 『지리산기』를 필

두로 근세까지 약 90여 편이 발굴되었다(노근지, 2010: 23). 

옛 선인들은 함양이나 북부 지리산 등정로로 용유담을 지나, 

휴천면 남호리 ‘절터마을’이라 부르는 엄천사(嚴川寺)를 거

쳐 천왕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전기 영남사림

의 조종(祖宗)인 ‘김종직의 지리산 유람’은 이후 조선 지식인

에게 있어 지리산 유람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용유담은 입

지상 지리산 유람을 위해 스쳐 지나가는 길목이지만, 용유

담을 체험한 선인들은 하나같이 용유담의 존재를 놓치지 않

고 상세히 묘사하였다. 특히 유몽인의 『유두류산록』에서의 

기암괴석 묘사는 매우 세밀하고도 다채롭다. 그의 유람기에 

따르면 바위가 떨어져 나간 부분은 ‘용이 발톱으로 할퀸 곳’

으로, 움푹 꺼져 둥근 곳은 ‘용이 움트고 있는 곳’으로, 또 갈

라져 골이 깊게 파인 곳은 ‘용이 뚫고 나간 곳’으로 표현하는 

등 용의 역동적인 행위와 결부시키면서 바위 형상의 특이성

을 강조하고 있다.09 김일손의 『속두류록』에서는 “못은 남에

서 북으로 깊이 패여 아득하고 바윗돌이 기이하여 인간세상

에서 멀리 떠나 천리 길을 온 듯하였다”하였고 “용유담 바위

의 비늘 같은 흠들은 밭을 갈아엎은 것 같다. 항아리와 가마

솥처럼 생긴 바위도 있는데 사람들은 용이 사용하던 그릇이

라고 말한다.”고 용유담의 기관을 기록하였다. 양대박의 『두

류산기행록』에서도 “못이 협곡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깊어

서 시퍼렇게 보였다. 평평한 곳은 매우 시퍼렇게 보였고 급

류가 흐르는 곳은 흰 물결이 쏟아져 내릴 듯하였다. 잇몸처

럼 생긴 기이한 바위가 여기저기 서 있는데, 몇 십 리나 이어

져 있었다. 이곳은 금강산 만폭동(萬瀑洞)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10고 읊음으로써 용유담의 절경을 금

강산 만폭동에 비견하였다. <표 2>는 용유담 관련 유산기의 

내용을 발췌하고 그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유산기에 등

장하는 경물로는 당연히 용유담을 지칭하는 못(潭) 뿐만 아

니라 돌(石)이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 특히 못가의 다양하고 

기괴한 형상의 바위는 용유담의 지형적 특질과 풍토성을 잘 

대변하는 경물요소로서 유몽인의 『유두류산록』에서는 ‘우뚝

우뚝 솟은 바위’, ‘높고 낮고, 일어나고 엎드린 천차만별 형상

의 바위’ ‘갈라져 뻥 뚫린 바위 속’ 등 장엄하고 다채로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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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미수 허목(眉叟 許穆: 1595~1682)

의 『지리산기』에서는 주변의 형상을 ‘교룡(蛟龍)이 꿈틀거

리는 듯, 규룡(虯龍)이 서려있는 듯’ 표현하면서 온갖 형상의 

바위와 그 기이함을 상세히 적고 있는데, 황준량의 『유두류

산기행편』에서의 ‘와옥룡(臥玉龍)’이란 표현은 정시한의 『산

중일기』에서 보이는 ‘신룡(神龍)이 감고 뒹군 흔적’과 동일한 

맥락의 표현으로 용유담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 조귀명의 『용유담기』에서는 “용이 머리를 숙

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한 바위(若龍之抑首而撥尾也者)”라

는 표현11 또한 용과 관련된 용유담의 장소정체성을 문학적

으로 심화시킨 표현이다. 한편 못의 깊이와 형상 및 주변 돌

의 기이함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용유담에서 세차게 흐르는 

물살과 그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허목의 『지리산기』와 조귀

명의 『유용유담기』에서는 ‘용솟음’과 ‘소용돌이치는 물’로 와

류현상(渦流現象: turbulence)에 의한 경관 특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정시한의 『산중일기』에서는 ‘우레 같은 물소리’로 이

동항의 방장유록에서는 ‘소용돌이치고 요동치는 물소리’ 등

으로 용유담 여울목의 소리경관(soundscape)을 공감각화 

하였다. 그밖에 양대박의 『두류산기행록』에서는 ‘신령들의 

천 년 묵은 자취’, ‘푸른 벼랑’, ‘삼(杉)나무·소나무·붉은 꽃’ 

등의 표현으로 용유담의 공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때 삼

나무는 일본 특산종으로, 17C 초반 지리산에 삼나무가 분포

하였다는 기록은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산중일

기』에 등장하는 ‘붉은 꽃’은 정시한의 용유담 유람일이 숙종

12년(1686년) 4월 14일(음력)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철쭉

(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으로 추정된

다. 황준량의 『유두류산기행편』에서는 “수많은 층으로 분리

된 바위 틈에는 철쭉으로 단장하여 꿰매고(更有千層躑躅粧

石縫)”라는 표현을 통해 ‘척촉(躑躅)’ 즉 철쭉이 바위틈에 무

수히 피어있음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에는 철쭉

이나 산철쭉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도 5월 용유담가 임연부(林緣部)와 바위틈에는 산철쭉이 우

점하고 있다. 이밖에도 허목의 『지리산기』에서는 용유담 아

래는 1리쯤 이어진 긴 여울을 수잔뢰(水潺瀨)라 하였으며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엄뢰(嚴瀨)가 된다고 적고 있다. 이밖에 

유산기에는 용당(龍堂), 나무로 엮은 다리, 천석(泉石), 동학

석장(洞壑石場), 가사어 등의 경물이 등장하고 있다.

3. 지형경관으로 본 용유담

용유담 협곡의 입·출구는 직각으로 꺾이면서 굽이치는 

좁은 유로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울목 구간에서는 수많

은 거력들이 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와 쌓여있다(문화재청, 

2007: 125). 박종관과 성지현(1998: 28)이 지적하였듯이 암

반이 쪼개어 갈라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암반하상은 특히 지

형학적 보존가치가 높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구명은 

11  趙龜命, 東谿集 卷之二. 圍若環玦 䨟若樽罍 其後數丈石 痕作蹊 蜿蜒以接之 若龍之抑首而撥尾也者 磨礱瑩滑 狀極詭怪 潭之名所由起也.

【 표 2 】 지리산유산기에 표현된 용유담의 경관상과 공간 인식

저서 유산기 내용
등장 경관

경물 경색

유두류록

(김종직)

 ●  해공은 군자사로 가고, 법종은 묘정사로 가고, 태허(조위), 극기(유호인), 백원

(한백원)은 용유담으로 놀러감

 ● 나(김종직)는 등귀재를 넘어서 곧장 군재로 돌아옴

 ● 용유담

 ● 등귀재

 ● 군재

 ● 관련 없음

속두류록

(두류기행록:

(김일손)

 ● 못의 남북이 유심하고 기절하여 진속(塵俗)이 천리나 가로막힌 것 같음

 ● 기묘한 형상의 못

 ● 이곳은 점필공이 군수로 계실 적에 비를 빌고 재숙(齋宿)하던 곳

 ● 못가의 돌이 새로 갈아놓은 밭골과 같이 완연히 뻗어간 흔적이 있음

 ● 돌이 항아리도 같고, 가마솥도 같은 것이 있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음

 ● 자못 산골물의 물살이 급해서 물과 돌이 굴러가면서 서로 부딪기를 오래함

 ● 진속

 ● 재숙소

 ● 못가의 돌

 ● 유심한 못

 ● 천리나 가로막힌 것 같은 진속

 ● 밭골과 같이 완연히 뻗어간 돌 흔적

 ● 급한 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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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유산기 내용
등장 경관

경물 경색

유두류산기

행편(황준량)

 ● 거대한 절벽이 신선의 도끼를 단절하고 낭떠러지에 청록색의 병풍이 펼쳐 있네

 ● 홀연히 뛰쳐나온 듯 펼쳐진 용유담 

 ● 그 누구의 재주이길래 이토록 교묘한 바위들이 아로새겨졌는가 

 ● 구불구불하게 맞닿은 고래 같은 바위를 세차게 흐르는 물 

 ● 길게 뻗어 거꾸로 누워있는 신령스런 옥룡을 그 누가 분명히 보았을고

 ● 수많은 층으로 분리된 바위틈을 철쭉이 화장하여 꿰매고

 ● 이곳저곳 나뒹구는 수많은 술통에 담긴 술은 언제나 익어 마실련가

 ● 신선의 도끼

 ● 용유담

 ● 석경(石鯨)

 ● 와옥룡(臥玉龍)

 ● 척촉(躑躅)

 ● 구준(臼樽)

 ● 술통

 ● 청록색 병풍

 ● 세차게 흐르는 물 

 ●  길게 뻗어 거꾸로 누워있는 신령스런 옥룡

 ● 수많은 층으로 분리된 바위틈

 ● 철쭉으로 단장

유두류록

(조식)

 ●  건장한 승려 등에 업혀서 돌을 뛰어넘으며 건넘. 낭떠러지에 가까이 있는 바위가 

자연스럽게 臺를 이루었는데 그 바위를 대암(臺巖)이라 함

 ● 시퍼렇게 보이는 깊은 연못을 겁이 나 내려다볼 수 없음

 ●  연못에 사는 물고기를 가사어라 부르는데, 조각조각 붙은 논 혹은 한 조각씩 

기워 만든 가사 같은 모양의 비늘이 있다 함.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물고기로, 

오직 이 못에서만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름

 ● 어부를 시켜 그물로 잡게 하였으나, 수심이 깊어 한 마리도 못 잡음

 ● 대암

 ● 연못

 ● 가사어

 ● 깊은 산, 세차게 흘러 내리는 물

 ● 수심이 깊어 시퍼런 못

두류산기행록

 (양대박)

 ● 가슴이 두근거리고 넋이 나갈 지경임

 ● 가까이서 구경하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음 

 ●  위대하고나, 조물주가 이 경관을 만들어냄이여. 비록 한창려나 이적선이 있다 

하더라도 수수방관하며 한 마디도 못했을 것임

 ● 신령들의 천 년 묵은 자취, 푸른 벼랑에 남은 흔적 있네

 ● 벼랑

 ● 신령들의 천년 자취

 ● 푸른 벼랑

 ● 한유나 이백 등 문장가도 크게 놀랄 절경

두류산일록

(박여량)

 ● 동·서쪽으로 보나 그 장엄한 경관이 빼어났고 수석도 기괴함

 ● 이곳은 용이 놀던 곳이라서 이런 기이한 자취가 있음

 ●  천지가 개벽한 뒤에 물과 돌이 서로 부딪치고 깎여 돌출되거나 구멍이 뚫리

거나 우뚝 솟거나 움푹 패여 저절로 만들어짐

 ● 용유담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치우친 곳에 용왕당이 있음

 ● 수석

 ● 용왕당

 ● 용이 놀던 곳

 ● 사방의 장엄한 경관

 ● 수석의 기괴한 형상

유두류산록

(유몽인)

 ● 층층의 봉우리가 겹겹이 둘러 바위가 많음

 ● 푸른 杉나무와 붉은 소나무가 울창함

 ● 일자로 뻗은 거대한 바위가 양쪽 언덕으로 갈라져 큰 협곡을 이룸

 ● 세차게 쏟아져 흰 물결이 튀어 오름

 ●  돌이 사나운 물결에 깎여 움푹 패이기도 하고, 불쑥 솟구치기도 하고, 우뚝우뚝 

솟아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평탄하여 마당처럼 되기도 함

 ● 높고 낮고 일어나고 엎드린 것이 수백 보나 펼쳐져, 형상이 천만가지로 다름

 ●  (승려들이)돌이 떨어져나간 곳을 가리키며 용이 할퀸 곳이라 하고, 돌이 둥글

게 패인 곳을 용이 서리고 있던 곳이라 함

 ● 바위 속이 갈라져 뻥 뚫린 곳은 용이 뚫고 나간 곳

 ● 삼나무

 ● 소나무

 ● 바위 협곡

 ● 층층의 봉우리

 ● 겹겹이 두룬 바위

 ● 울창한 숲

 ● 세차게 쏟아지는 흰 물결

 ● 우뚝우뚝 솟은 바위

 ● 천차만별 형상의 바위

 ● 갈라지고 뻥 뚫린 바위

지리산기

(허목)

 ● 홍수나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내는 곳임

 ●  용유담의 물은 반야봉 아래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흘러 임계(臨溪)가 되고, 

또 다시 흘러 용유담이 됨

 ● 깊은 골짜기와 너럭바위가 있고, 양쪽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물이 흐름

 ●  너럭바위 위에는 돌구덩이[石坎], 돌구멍[石竇], 돌웅덩이[石坑]가 있어 마치 

교룡이 꿈틀거리는 듯, 규룡이 서려 있는 듯 온갖 형상의 바위들은 기이함

 ●  물은 깊어 검게 보이는데, 용솟음치거나 소용돌이치기도 하고, 빙빙 돌거나 

하얀 물거품을 뿜어내기도 함. 깊은 물길이 1리나 뻗어 있음 

 ●  그 아래는 긴 여울이 또 1리쯤 펼쳐졌는데, 수잔뢰(水潺瀨)라 함. 이 물이 동쪽

으로 흘러 마천의 엄뢰가 됨

 ● 너럭바위

 ● 동학석장(洞壑石場)

 ● 양애수류(兩崖水流)

 ● 석감·석두·석갱

 ● 수잔뢰

 ● 깊은 골짜기와 너럭바위

 ● 기우제 지내는 못

 ● 교룡이 꿈틀거림

 ● 규룡이 서려 있음

 ● 검게 보이는 물

 ● 용솟음·소용돌이치는 물

 ● 빙빙 돌거나 하얀 물거품을 뿜는 물

 ● 긴 여울물길

유두류산기

(박장원)

 ● 수심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그 위에는 모두 흰 돌이 깔려 있음

 ● 물에 잠긴 돌 빛이 깊고 맑았으며 높고 낮은 돌 위에 수백 명이 족히 앉을 수 있음 

 ● 돌 위에 앉아 술 몇 잔을 주고받음

 ●  악사로 하여금 피리를 불게 하였는데, 그 소리가 돌을 쪼개고 구름을 뚫어 마치 

깊은 물속의 용이 신음하는 소리와도 같음

 ● 못, 돌

 ● 너럭바위

 ● 헤아릴 수 없는 수심과 흰 돌

 ● 물에 잠긴 깊고 맑은 돌빛

 ●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바위

 ● 용의 신음과 같은 피리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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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유산기 내용
등장 경관

경물 경색

산중일기

(정시한)

 ● 하얀 돌이 한 골짜기 수백리 사이에 어지럽게 솟아 있음

 ●  물소리가 땅을 흔들어 우레처럼 은은하게 들리고 냇물은 검푸른 빛으로 깊어서 

모래톱이 없었음

 ●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를 못함

 ●  좌우에 붉은 꽃이 가득 피어 있고 바위 상하에는 신룡이 감고 뒹군 흔적이 특이함

 ● 냇물

 ● 붉은 꽃

 ● 못 속에 솟은 흰 돌

 ● 검푸른 냇물

 ● 우레 같은 물소리

 ● 신룡이 감고 뒹군 흔적

용유담기

(조구명)

 ● 지세가 깊고 그윽하며, 바위들이 모두 개의 송곳니처럼 뾰족하게 솟아 있음

 ● 물길이 굽이굽이 소용돌이치며 세차게 흘러내리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음

 ● 용당이 맞은편 언덕에 나무로 엮어 만든 다리가 놓여 있음

 ●  다리 옆의 바위들을 넘어서 동쪽으로 백여 보를 가니, 큰 바위가 언덕에 붙어 

가로놓여 있는데, 그 모양이 둥글기도 하고, 타원형이기도 한 것이 패옥 같았고, 

움푹 파인 곳은 술잔과 술통 같음

 ●  그 너머 몇 길이나 되는 바위에는 길 같은 흔적이 굽이굽이 이어졌고, 마치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함

 ● 갈고 다듬은 듯 반질반질하여 그 형상이 지극히 괴이함

 ● 지리산 북쪽에 펼쳐진 천석 가운데 용유담이 가장 빼어남 

 ●  그 기세와 장관을 좋아하여 조우명에게 바위의 남쪽 벽면에 다섯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아래에 내가 “바위가 깎이고 냇물이 세차게 흐르니, 용이 

노하고 신이 놀란 듯하다(石抉川駛龍怒神驚)”라는 여덟 글자를 적고 후에 석공

을 시켜 새겨 넣도록 함

 ● 용당

 ● 나무로 엮은 다리

 ● 천석

 ● 깊고 그윽한 지세

 ● 송곳니처럼 뾰족하게 솟아있는 바위

 ●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물

 ●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한 바위

 ● 기괴한 형상의 바위

 ● 갈고 다듬은 듯 반질반질한 형상

방장유록

(이동항)

 ● 활 모양으로 큰 돌이 계곡에 쌓여 있음

 ●  돌은 지붕마루 같은 것, 평평한 자리 같은 것, 둥근 북 같은 것, 큰 항아리 같

은 것, 큰 북 같은 것, 성난 호랑이 같은 것, 질주하는 용 같은 것, 서 있는 것, 

엎드려 있는 것, 기대어 있는 것, 쭈그리고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그득히 

널려 있음

 ● 기이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형상을 이루 다 표현키 어려움

 ●  계곡 가운데로는 큰 돌이 나 있는 홈통으로 물길이 나 있는데, 세찬 물줄기가 

요란스럽게 소용돌이치고 요동치면서 흘러내려 드넓은 못을 만듦

 ●  못은 수리에 곧게 걸쳐 있고, 양쪽의 골짜기에는 묶어세운 듯한 소나무 수만 

그루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어둡고 컴컴함

 ● 돌

 ● 물길

 ● 송림

 ● 활 모양으로 계곡에 쌓여 있는 큰 돌

 ● 기이한 형상의 돌

 ●  소용돌이치고 요동치면서 흘러내려 

드넓은 못

 ● 어둡고 컴컴함 골짜기

용유담의 곡류하도를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흔드

는 모양”이라 극찬했고, 수직절리로 해체되어 드러난 하상을 

“돌이 모두 개의 이빨처럼 나있다(石皆犬牙).”고 묘사했다. 

용유담 장소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경관요소인 못[潭]은 

평수위 기준으로 폭이 30~50m, 길이 약 250m에 달하며, 협

곡을 이루는 하도는 한 방향의 수직절리들이 깊게 풍화, 침

식되어 형성되는 반면,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는 수직절리들

이 밀도 높게 분포하면서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용

유담의 지형경관적 특성은 임천강 상류의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장방형의 편평한 호수가 형성되고 하도변에 노출된 암

반은 마식지형(磨蝕地形)을 이룬다는 점이다. 용유담의 지

형지질적 특이성은 무성한 삼림으로 위요된 넓고 깊은 못, 

주변의 수많은 거력들과 와류현상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판

단된다. 용유담 곳곳에는 1m 내외의 포트홀이 분포하는데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경이 8.7 × 4.2m 크기에 이

르는 것도 있다. 인제 내린천, 가평 가평천, 울산 작괘천 등에

서 볼 수 있는 전형적 포트홀(전홍근, 2010; 전홍근과 박종관, 

2011; 김태형 등, 2013)이 이곳 용유담에서도 광범위하고 다

양하게 나타난다. 『연려실기술』(별집 제16권)에서는 “용유

담의 양쪽에는 바윗돌이 평평하게 깔리고 겹쳐 쌓였는데 다 

갈아놓은 것 같다. 가로 놓이기도 하고 옆으로 펴지기도 하

고 또 어떤 것은 큰 장독을 닮았는데 그 깊이는 바닥이 없고, 

어떤 것은 술단지 같기도 하여 천 가지 만 가지로 기기괴괴

하다.” 고 기술하고 있다. 김종직의 시에서는 “용유담 가에는 

인용자료 :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함양역사관 홈페이지(http://hamyang.org), 최석기 등 역, 2013, 『지리산 유람록』 pp. 31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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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들이 오랫동안 닳아서 작은 것은 술동이 같고 큰 것은 구

덩이 같네. 조화옹이야 이를 용이하게 만들어 냈으리”12라는 

묘사 대목이 보이는데 이는 포트홀을 술통과 구덩이에 비유

한 것이다. 황준량의 『유두류산기행편』에서도 포트홀을 술

동이에 비교한 표현이 보인다. 또한 허목의 『지리산기』에서

도 너럭바위에 형성된 지질학적 특성을 “‘돌구덩이[石坎]’, ‘돌

구멍[石竇]’, ‘돌웅덩이[石坑]’ 등 온갖 형상의 바위가 마치 교

룡이 꿈틀거리는 듯, 규룡이 서려 있는 듯 기이하다.”13고 표

현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용유담 돌개구멍 즉 포트홀의 다양

함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2 참조>. 포트홀은 국

내외의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지정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

용하고 있으며,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융합적 성격을 

띠는 지질유산 중의 하나이다(김태형 등, 2013: 75).

한편 용유교 상류로 50여m 쯤 벽송능선 끝자락의 절벽 

틈새에서 흘러내리는 암반수를 모우는 샘과 수반이 있고, 이

곳에서 연결된 작은 수계와 같은 방향으로 마그마가 암석 

틈을 따라 맥상으로 관입한 판상의 화성암체인 암맥(巖脈: 

dike)이 엄천강을 가로질러 반대편 하안에 맞닿아 있다<사

진 2e 참조>. 이러한 지질경관적 특성은 김일손의 『속두류

록』에서 “못가의 돌이 새로 갈아놓은 밭골과 같이 완연히 뻗

어간 흔적이 있고”14라는 대목에서도 읽혀진다. 갈수기엔 이

러한 경관상이 더욱 구체적인 형상과 색감의 용무늬가 드러

날 것으로 보인다.

4. 바위글씨로 본 용유담

용유교에서 근년에 지은 반야정사를 가로질러 약 130m 

정도 용유담 좌안을 거슬러 오르면 지리산 유산기의 주체 김

종직·조식·김일손 등 영남 선비들의 소요처(逍遙處)였음

을 상기시키는 바위글씨가 나타난다<표 3내 그림 참조>. 이

곳은 김윤겸의 그림 ‘하용유담’에서 왼쪽에서 돌출된 암반으

로, 바위글씨가 밀집된 곳은 총 3개 바위가 일체감을 같고 구

12  金宗直, 龍遊潭 時文, 佔畢齋集 卷之七, 龍遊潭畔石磨礱 小若窪樽大埳空 造化兒能容易辦.

13  許穆, 智異山記 卷之二十八 下篇  記言, 石上有石坎 石竇 石坑 若蛟螭蜿蜒 蟠屈蚪虯 奇詭百狀.

14  金馹孫, 濯纓集, 濯纓先生文集 卷之五 錄, 潭石鱗鱗 如田之畇畇 多宛然之迹.

【 사진 2 】 용유담의 지질지형경관

c. 포트홀 3

a. 포트홀 1 b. 포트홀 2

d. 두꺼비바위(左 수컷, 右 암컷) e. 하안의 검은색의 암맥(巖脈)

a b

c d

e



92·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1

성되어 있는데, 중앙 위쪽의 갓 모양으로 덮여진 바위(이하 

갓돌)로 인해 중심 몸돌은 감실(龕室)과도 같은 특성을 보인

다. 갓돌 바로 아래 7.0 × 4.2m 크기의 바위에는 ‘인묘 은 사

혜평 강공 현지지(仁廟 恩 賜惠平 姜公 顯之地)’라 세로쓰기

로 되어 있으며 몸돌 오른쪽 바위(이하 옆돌)가 맞닿아 있는

데 여기에는 ‘문충공점필재김선생(文忠公佔畢齋金先生)’이

라 음각(陰刻)되어 있다. 정면에 높이 솟은 몸돌(이하 장구

소바위)에는 ‘문정공남명조선생(文貞公南冥曺先生)’, ‘문민

공탁영김선생(文愍公濯纓金先生)’, ‘문헌공일두정선생(文獻

公一蠹鄭先生)’의 순(우에서 좌로)으로 쓰여져 있고 그 밑으

로 가로쓰기로 ‘장구소(杖屨所)’라 쓰여 있다. 그리고 그 왼

쪽에는 ‘한사강선생대수영귀소(寒沙姜先生大遂詠歸所)’란 

글자가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이상의 글씨는 해서체로 

쓰여 있으며 그밖에 이 바위와 인근에는 다수의 인명(人名)

이 새겨져 있다.

‘장구(지)소’란 협의의 정의로는 ‘지팡이(杖)와 나막신(屨)

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의미로 선현에게는 쉬어가는 장소이

며, 후학이나 자손들에게는 숭모와 기념의 장소이기도 하다

(노재현 등, 2011: 31). 김종직의 『유두류록』에서는 14일 행

적에 대해 “엄천을 지나 화암에서 쉬었다. (중략) 길이 갈라

져 말에서 내려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다.”고 기

술하였다. 정종(正宗)의 문묘(文廟) 고유문(告由文)에서 “두

류산이 천겹인데 짚신 신고 지팡이로 거닐었다(頭流千疊逍

遙杖屨)”라는 표현이 보인다(정재경, 1987: 193). 조식의 『유

두류록』에는 4월 1일(경오일) 행적에서도 “동행한 사람들은 

각자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짚신을 신고 새끼로 동여매고서 

남쪽으로 하산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짚신과 지팡이가 보인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종직은 『유두류록』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함양군수 시절 용유담에서 수차례 기우제를 주

도한 바 있으며, 김일손 또한 정여창과 함께 지리산을 등정

하고 『속두류록』을 저술한 바 있다. 『유두류록』에 의하면, 조

식 역시 세 번이나 용유담에 왕래하였음이 확인된다. 한사

(寒沙) 강대수(姜大遂: 1591~1658) 또한 『한사선생년보(寒

沙先生年譜)』(1899)에 따르면 인조8년(1630년), 영남관찰사 

재직 중 하동 섬진강에 배를 띄우고 용유담으로 거슬러 올

라 천왕봉에 올랐음이 기재되어 있다. 더군다나 『한사선생

문집(寒沙先生文集 卷之二)』에 ‘용유담’과 ‘천왕봉’이란 시제

(詩題)가 확인됨에 따라 실제 강대수 또한 지리산을 등정하

고 용유담에서 시를 읊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장구소바위에 

음각된 “인묘 은 사혜평 강공 현지지”이란 바위글씨는 “조선

조 인조(재위기간: 1623~1649)가 진주강씨 혜평공(惠平公) 

강문회(姜文會: 1433~1499)에게 하사(下賜)한 사폐지(賜弊

地)라는 의미”로, 후손들의 인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강

문회의 12·13대손에 의해 각서(刻書)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3 】 용유담 장구소 바위글씨 분석

내용 숭모 인물 본관 용유담과의 관계 비고 위치

文忠公佔畢齋 金先生
金宗直

(1431~1492)
善山金氏

함양군수로 재직, 기우제 

주도, 遊頭流錄 저술

<바위글씨 위치 범례>

A: 갓돌, B: 몰돌, C: 옆돌

d

文獻公一蠹鄭先生

杖屨所

鄭汝昌

(1450~1504)
河東鄭氏

김일손의 지리산 등정시 

동행

b文愍公濯纓金先生

杖屨所

金馹孫

(1464~1498)
金海金氏 續頭流錄 저술

文貞公南冥曺先生 

杖屨所

曺植

(1501~1572)
昌寧曺氏 遊頭流錄 저술, 용유담에 3차례 행차, 시조 「頭流山兩湍水」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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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숭모 인물 본관 용유담과의 관계 비고 위치

寒沙姜先生

大遊詠歸所

姜大遂

(1591~1658)
晉州姜氏

인조8년(1630년), 龍遊潭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리산 천왕봉 등정, 

용유담 시를 읊음

寒岡 鄭逑의 제자, 

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
d

仁廟 恩 賜惠平 

姜公 顯之地

惠平公 姜文會

(1433~1499)

晋陽(晉州)

姜氏
仁祖(재위기간: 1623~1649)가 惠平 姜公에게 하사한 賜弊地

十二孫 在誠 在範 在南 

在甲 十三世 宗孫 順基
c

이는 1923년 발행된 『개벽』제34호에 실린 ‘지리산보(智異山

譜:  39~42)’에서도 확인되며 구룡정에 게판(揭板)된 「구룡정

기(九龍亭記)」의 편액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다<표 3 참조>.

영남사림의 조종 김종직을 시작으로 한 숭모(崇慕)의 마

음은 이곳 장구소바위에 바위글씨로 누적되고 그 뜻 또한 응

집(凝集)되었다. 용유담 장구소바위의 글씨는 ‘명인과의 만

남을 통한 명소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석문(石文)이자 문

화경관임을 여실히 알려주고 있다. 한편 이 장구소바위로부

터 약 10m쯤 상류로 오르면 용유담 지역 중 가장 넓고 비교

적 경사가 낮은 지역이 펼쳐진다. 이 지역은 앞서 지질경관적 

특성에서도 밝혔듯이 용의 움직임으로 회자되는 규칙적 암

맥이 강 건너까지 연결되며 작은 골을 이룬다. 주변에는 3단

의 층계로 이루어져 있고 상단 입면에 90 × 22㎝ 크기의 예서

체로 ‘용유담(龍遊潭)’이라 음각되어, 일정한 영역성을 감지

하게 된다<사진 3>. 

또 그 위로 12m를 오르면 경사지에 윗변 56㎝, 아랫변 70

㎝ 그리고 높이 78㎝, 깊이 약 20㎝의 사다리꼴 형태의 샘[泉]

물을 모으기 위한 수반(水盤)이 존재한다<사진 4>. 수반 우

측에 난 입수구는 폭 16㎝, 아래로 난 출수구는 폭 20㎝로 인

위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역력한데 이곳에서 넘쳐흐른 물은 

역시 가공을 더한 도수로(導水路)를 통해 용유담으로 흘러

든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정방형으로 측면 입구를 마

감한 별도의 샘 형태의 암굴(暗窟)이 조성되어 있다. 본 연구

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지만 용유담 거북바위 상류에도 

160㎝×43㎝ 크기의 해서체로 쓴 또 다른 ‘용유담(龍遊潭)’ 바

위글씨가 나타난다<사진 5a>. 이 글씨 좌측으로 약 2m 건너 

동일한 암상에는 ‘방장제일강산(方丈第一江山)’이라 음각되

어 있는 바 이는 방장산(方丈山)이란 별칭을 갖는 지리산의 

【 사진 3 】 용유담 제단 추정의 석계(石階) 【 사진 4 】 샘(泉)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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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 용유담 바위글씨

c. 용유동천(龍遊洞天)a. 용유담(龍遊潭) 1 b. 용유담(龍遊潭) 2

d. 심진대(尋眞臺) e. 영귀대(咏歸臺) f. 강화대(康和臺)

제일 승경이 바로 이곳 용유담이라는 자부심이 담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용유담에서 약 3㎞ 떨어진 임천강 상류인 

옛 탄수대 암벽에는 ‘방장제일문(方丈第一門)’이란 바위글씨

가 존재한다. 또한 용유담 주변에는 ‘용유동천(龍遊洞天)’, ‘심

진대(尋眞臺)’, 영귀대(咏歸臺)’, ‘강화대(康和臺)’라 각서한 해

서체 바위글씨가 있다<사진 5 참조>. 

이 중 용유동천은 ‘용유동 용유담’이 신선이 사는 세계임

을 알리는 표식(標式)이다. 동천은 흔히 동문(洞門) 또는 동

학(洞壑)으로도 설명되는데 허목의 「지리산기」에서는 “깊은 

골짜기와 너럭바위가 있고, 양쪽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물이 

흐르네(洞壑石場 兩崖水流)”라고 용유담 협곡을 묘사했으

며, 한사 강대수의 용유담 시에서도 “수석은 맑고 싸늘하여 

동학은 그윽하네(水石淸泠洞壑幽)”와 같이 동학이 등장한

다. 용유담이 깊고 큰 골짜기를 배경으로 한 동천으로 인식

【 사진 6 】 용유담 시설과 바위글씨의 위치 (바탕자료 : http://map.daum.net)

<범례>  a: 암수 두꺼비바위, b: 구룡정(九龍亭), c: 샘(泉), d: 용바위(일명 거북바위), e: 장리소(杖屨所)바위, f: 용유동천(龍遊洞天), 
         g: 심진대(尋眞臺), h: 영귀대(咏歸臺), i: 강화대(康和臺), j: 용유담(龍遊潭)1, k: 방장제일강산(方丈第一江山), l: 용유담(龍遊潭)2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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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刘晨과 阮肇의 병칭으로 모두 중국 晉나라 때 竹林七賢에 든 사람들로서 다 老莊의 사상을 좋아하였고, 특히 好酒家로 이름이 높았음(http://www.yetgle.com). 

16  黃俊良, 錦溪先生文集卷之一 外集 詩 龍遊潭, 與兪同年子玉偕行. 流水桃花滿洞春 聯裾劉阮共尋眞 潭邊袖盡驪珠去 爲報神蛟莫我嗔.

17  옛 안의현의 安義三洞인 花林洞, 尋眞洞, 猿鶴洞과 동일 지명인지 별도의 지명인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

되었음은 어쩌면 당연하다. 동천은 단순히 ‘신선이 사는 세

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자들에게는 도학적 사고의 

산물인 동시에 바위글씨 주체들의 선계(仙界) 동경의식이 반

영된 장소이다. 용유동천 또한 이상향의 의미와 함께 선현들

의 장구소로서의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

준량의 ‘용유담’ 시에서도 “복사꽃 가득 흐르는 봄날 용유담

에 유완(劉阮)15과 같이 ‘진(眞)’을 찾으러 간다(流水桃花滿洞

春 聯裾劉阮共尋眞)”16는 표현이 등장하며 황준량의 「유두

류산기행」편에도 ‘심진동(尋眞洞)’17이란 시제의 오언율시가 

있다. 여기서 ‘심진’이란 ‘진리’ 또는 진정한 자아(自我)를 찾는

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경물명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용유담 

중심의 양안 바위에는 ‘영귀대’, ‘강화대’ 등이 바위글씨로 명

명되어 있는데 대(臺) 아래는 각각 ‘홍상준(洪相俊)외 16명’, 

‘김희곤(金熙坤) 등 9인’, ‘강동혈(姜東血)외 8인’ 등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어 이곳이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시사(詩社)를 위

한 유계(遊契)의 장소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못 위 도로변에는 아홉 마리

의 용과 관련된 전설을 기리는 구룡정이 건립되었다. 이밖에 

조선 인조(1595~1649)시대 경상도 안음(安陰)의 유림(儒林)

인 신경직(慎景稷)의 용유담 시에서는 ‘용유담상도선암(龍遊

潭上道船巖)’이란 시구로 미루어 보아 ‘도선암’이라 명명된 바

위가 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바위의 정체는 확인하지 못하였

다. 그리고 조귀명의 『유용유담기』(1724)에 소개되고 있는 ‘석

결천사용노신경(石抉川駛龍怒神驚)’ 바위글씨는 본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특징적 바위와 시

설 그리고 바위글씨의 위치는 <사진 6>과 같다. 특히 상·하

용유담의 경계를 이루는 용바위(거북바위)의 GIS좌표는 북위 

35° 24'37. 78″N, 동경 127° 42'35. 36″으로 확인되었다.

5. 명승적 가치로 총합한 용유담

1) 용유담의 고유 가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용유담의 가치를 <표 4>의 「문

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명기된 ‘국가지정 문화재 명

승’ 지정 기준과 비교하였다. 전체 6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용유담은 명승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복합적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발견된다. 첫째, 시행령 제1항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하안과 산악’으로서의 가치가 그것이다. 이는 용유담 주변에 

형성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포트홀이 보이는 전형적인 경

관성에 준거한다. 둘째, 천왕봉로와 용유교 그리고 구룡정에

서의 조망경관은 제3항의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과 관련

한 나목의 조건에 부합된다. 셋째, 용유담은 명현들의 소요

처이자 지리산 유산의 길목으로서의 저명한 역사문화경관

【 표 4 】 용유담의 명승적 가치

명승 지정기준
용유담의 명승적 가치

항 목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

화산·하천·해안·하안·도서 등

▶ 자연경관이 뛰어난 하안과 산악

▶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전형적 포트홀

2.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누(樓)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

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 장구소바위와 용유담 제단에서의 탁월한 조망성

▶ 천왕봉로와 용유교, 구룡정에서의 조망



96·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1

적 가치를 지니는 바 장구소바위에 새겨진 추념과 숭모의 표

현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유담가에 암각(巖刻)된 

용유동천, 강화대, 심진대, 영귀대 등의 바위글씨는 제4항의 

조건과 명확히 일치된다. 여기에 더하여 넷째, 다수의 문헌

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용유담이라는 한정된 공간은 ‘전설지’

로서의 의미로 충일해 있다. 즉 다수의 문헌기록은 마적도사

와 구룡 및 가사어 전설 그리고 남아있는 샘 유구와 제단 등

은 ‘관 주도로 기우제를 지낸 곳’이라는 장소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함양 용유담은 제5항 나목의 조건을 충족

하고도 남음이 있는 승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용유담은 그 자체가 복합유산으로 성격이 강하게 

발견되는 바 용유담의 기묘하고 특이한 경관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를 두고 전승되어온 문화경관의 독특한 

총체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용유담의 가치를 고려할 때, 

함양 용유담은 단순한 ‘물리적 실체로서의 경관’ 뿐만 아니

라 역사문화적 가치의 오랜 중첩으로 승화된 전래 명승으로

서 문화재적 가치로 충만하다.

2) 연계경관으로서 용유담 주변

현재 용유교를 기점으로, 천왕봉로(60번 국도)의 함양 또

는 산청 방면 약 650m 지점에는 ‘용담입문(龍潭入門)’이란 

바위글씨가 있는데 이는 산청 방면 행인들에게는 이곳이 용

유담의 입구임을 알리는 표식으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반대편 용유담 상류 천왕봉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마천면 의

탄마을을 지나 실상사방면에 이르는 엄천강변 우안에는 ‘탄

수대(灘叟臺)’라는 명소가 있었고 이곳 암벽에는 ‘방장제일

문(方丈第一門)’이라는 바위글씨를 비롯하여 ‘탄수이공장구

명승 지정기준
용유담의 명승적 가치

항 목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협곡·

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사구, 

하천의 발원지, 동천·대(臺), 바위, 동굴 등

▶  名賢들의 逍遙處로서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협곡과 장구소바위

▶  용유동천, 방장제일강산, 심진대, 강화대, 영귀대 

등 바위와 바위글씨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

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원림·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 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 官에서 祈雨祭를 지낸 곳

▶ 馬跡도사와 九龍전설

▶ 袈裟魚 전설

6.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

치를 갖는 것

▶ 자연유산으로서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

【 그림 3 】 주변의 용유담 관련 경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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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현재 이곳은 도로 개설에 따라 탄수대는 거의 파손되었고 더 이상의 암벽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경 옹벽 형식의 축대이자 터널을 조성하였으며 터널 상부 전후

면에 ‘方丈第一門’이라 표시하였다.

지소(灘叟李公杖屨之所)’ 등이 기록된 명소는 현재도 잔존

한다.18 이곳은 전북 남원시 운봉읍과 인월면 등 서부 지리

산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지름길로의 상징적 요점이기도 하

다. 또한 근방의 금대암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리산 천

왕봉을 비롯한 지리능선 조망의 최적지이다. 그리고 휴천면 

용유담 하부에 위치한 세진대 또한 마적도사와의 전설이 깃

든 곳으로, 용유담 조망처이자 그 자체만으로도 보존이 요망

되는 문화경관으로 용유담과 연계한 보전 및 활용방안이 요

망되는 명소이다<그림 3 참조>.

결론

용유담 관련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용유담에 얽힌 유

래와 전설, 옛 선비들의 유산기, 지형지질학적 특성, 현재 남

아있는 유구와 바위글씨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문화경관

으로써 용유담의 의의와 옛 선인들의 공간 인식을 살핌으로

써 용유담의 명승적 가치와 보존 당위성을 찾고자 한 본 연

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양의 대표적인 전래승경 ‘금대지리’가 천왕봉과 

용유동을 묘사한 것이듯 고지도나 문헌 또한 용유담은 엄

천강의 중심이자 용유동의 대표적인 승경으로서 자리매

김 되어왔다. 

둘째, ‘용유담’에 대한 경관 인식의 핵심은 용신신앙을 기

저로 한 신령스러움과 용의 자취와 관련된 지질학적 경관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구룡과 마적도사’, ‘가사어’ 전설

은 용유담에 깃든 의미경관의 본질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기우의 주술신인 용신이 거주한다고 믿는 성소이자 

주변 암석과 연상되는 구룡·용의 자맥질·신룡·교룡·규

룡·와옥룡 등 용과 관련된 어휘는 용유담의 신비감과 장소

성을 심화시키는 촉매이자 용유담 장소전승의 핵심요소이다. 

셋째, 용유담 관련 지리산유산기를 비롯한 고문헌을 통해 

확인된, 선인들이 용유담에 대해 가졌던 공간 인식의 핵심은 

‘용이 머문다는 지명’과 맞물린 깊고 푸른 못과 동학, 와류현

상에 의한 우레와 같은 폭포음 그리고 용의 역동성과 생동감

을 연상시키는 천석의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특히 용유담의 

포트홀은 그 수에서나 크기와 형태의 다양함으로 볼 때 용유

담 공간 인식의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넷째, 용유담 중심에 놓인 장구소 등 바위글씨는 김종직

을 비롯하여 김일손, 조식, 정여창 그리고 강대수 등 지리산

과 호흡하였던 경상우도 지리산권 사림들의 장구상영지소

(杖屨觴詠之所)로서 기념비적 장소이자 추모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 그 주변에 위치한 제단을 닮은 3단의 층계와 ‘용유

담(龍遊潭)’ 바위글씨 그리고 인위적으로 가공한 샘[泉]물을 

모으기 위한 수반은 제의터로서 영역성을 느끼기에 부족함

이 없는 전통조경적 유구로 추정된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용유동문(龍遊

洞門)’ 바위글씨는 용유담을 선경에 비유한 상징적 관문의 

표식이며 ‘방장제일산수(方丈第一山水)’는 용유담이 지리산

의 대표적 승경이라는 자부심이 담긴 것이다. 또한 심진대, 

영귀대, 강화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용유담은 자연과 호흡

하고자 하였던 옛 선인들이 시사(詩社)를 위한 유계(遊契)의 

장소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옛 탄수대터 위의 ‘방장제일문’과 ‘탄수이공장구

지소’ 바위글씨 그리고 지리산과 엄천강 조망의 최적지 금대

산과 금대암도 함께 연동하여 보존되어야 할 명소이다. 또한 

마적도사와의 전설이 깃든 세진대와 마적암 그리고 군자사

지 등도 용유담과 관련한 중요 유적이자 문화경관으로 연계 

보전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용유담의 가치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의 ‘국

가지정 문화재 명승’ 지정 기준과 비교한 결과, 용유담은 전

체 6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명승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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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용유담의 가

치를 고려할 때, 용유담은 단순한 물리적 실체로서의 경관이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의 오랜 중첩으로 승화된 전래 명승

으로서의 장소성과 문화재적 가치로 충만하다. 지리산 용유

담은 그 자체가 복합유산으로 용유담의 기묘하고 특이한 경

관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오랜 역사를 두고 전승 누적되어

온 문화경관의 독특한 총체(總體)임을 보여준다. 단언컨대 

지리산 용유담이 갖고 있는 장소적 가치는 물론 지질지형·

역사문화적 가치는 그 어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나 논리

로도 폄하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전래 경승의 진수(眞

髓)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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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yudam of Hamyang’, the Significance 
and Value as a Traditional Scenic Plac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and analyze the origin story and the legends associated with 

Yongyudam(龍遊潭, Dragon Creek), its scenic and spatial description in Climbing Writings(遊山記: 

Yusangi Notes), its geographical and geological features, its surrounding remains and letters chiseled 

on the rocks through the field study and the study on literatures associated with it so to identify its 

significance and value and then to ensure justification on preservation of Yongyudam scenic sit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As the traditional scenic place ‘Geumdae-Jiri(金臺智異)’ representing Hamyang-gun(咸陽郡) depicts 

Mount Cheonwangbong and ‘Yongyudong Village(龍遊洞)’, ancient maps and literatures have 

positioned Yongyudam as the center of Eomcheon-river Creek as well as the representing scenic site of 

Yongyudong Village. Core images in the spatial awareness of Yongyudam described in our ancestors’ 

Climbing Writings Notes on Jirisan Mount are ‘geographical and scenic peculiarity associated with 

swimming dragons’, ‘potholes in various shapes and sizes scattered on rocks’, ‘ loud sound generated 

by swirling from shoals’ and ‘the scenic metaphor from the dragon legend’, which have led scenic 

features of Yongyudam scenic site. In addition, significant scenic metaphors from legends such as 

‘Nine Dragons and Ascetic Majeog’ and ‘Kasaya Fish’ as well as ‘ the Holy Place of Dragon God’, the 

rain calling magic god have descended not only as the very nature of Yongyudam scenic site but also 

the catalyst deepening its mystic and place nature. On the other hand, Jangguso Place(杖屨所, Place 

of Scholars) in the vicinity of Yongyudam was the place of resting and amusement for scholars from 

Yeongnam Province, to name a few, Kim Il-son, Cho Sik, Jung Yeo-chang and Kang Dae-su, where 

they experienced and recognized Jirisan Mount as the scenic living place. Letters Carved on the rocks 

at Jangguso Place are memorial tributes and monumental signs. Around Yongyudam, there are 3 

stairs, letters chiseled on the rocks and the water rock artificially built to collect clean water, which are 

traditional scenic remains detectable of territoriality as the ritual place. In addition, The letters on the 

rock at Yongyudong-mun(龍遊洞門)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by this study are the sign promoting 

Yongyudam as the place of splendid landscape. The laconism, ‘It is the Greatest Water in Jir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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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方丈第一山水)’ on a rock expresses the pride of Yongyudam as the representing scenic place 

of Mount Jirisan. Other than those, standing rocks such as Simjindae Rock, Yeong-gwidae Rock and 

Ganghwadae Rock show the sign that they are used as amusement and gathering places for ancestor 

scholars, which add significance to Yongyudam.

By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verify that Yongyudam in Mount Jirisan is not simply ‘the scenic 

place in the tangible reality’ but also has seamlessly inherited as the traditional scenic attraction 

spiritualized by overlapped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Yongyudam, as the combined heritage by 

itself, shows that it is the product of the place nature as well as unique ensemble of cultural scenic 

attraction inherited through long history based on natural scenery. It is certain that not only the place 

value but also geographical, ge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of Yongyudam are the essence 

of traditional scenic attraction, which should not be disparaged or damaged by whatever political or 

economic interests and log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