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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의삼동의 누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누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

발 하였으며, 누정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매개로 선조들의 풍류문화와 선비문화를 활용하여 누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풍류와 선비문화의 주요 소재인 바둑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누정의 운치

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바둑이라는 소재를 누정이라는 공간으로 옮겨 옴으로

써 풍류와 선비문화의 체험은 물론이고 지역 홍보 및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정적인 공간인 누정

에서 풍류·선비문화의 소재를 ‘달’이라는 매개체와 접목하여 야간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시

행하는 방안이다.

이상의 방안은 전국에 산재한 누정에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만큼 우리나라에 누정이 많다는 말이 되고, 동시에 문

화재 활용을 위한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콘텐츠를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어떻게 

개발하여 활용할 것인가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단순히 문화재를 이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원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제간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재 보존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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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적 소

산인 누정을 중심으로 그에 내재된 문화적 텍스트를 활용

하여 누정이라는 문화유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까?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 문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신성장 고부

가가치 산업으로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

을 포함한 문화는 역사성과 독창성, 그리고 종합성이 내

재된 그릇이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텍스

트로서의 구실을 하고,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산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신상구와 이창업, 2008; 

311).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를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가치를 극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영화나 드라

마, 한국대중음악(K-Pop)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과 결

합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대변된다. 이와 달리, 문화의 독

창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

리나라, 지역만의 특색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에서 지역의 역사나 건축물 등과 같은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의 이미지를 개

선하고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한 방법은 유서 깊은 문화유

산을 다수 보유한 우리에게 있어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유산 중 누정에 주목하였다. 누

정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며 전국

에 걸쳐 수많은 누정이 건립되었다. 이와 같은 누정이 건립

된 장소의 공통점은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는 점이다. 이른

바 ‘동천洞天’1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누정이 있었

으며, 그 곳에서 즐기던 풍류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

다. 누정은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는데(허균과 이갑철, 2012; 13), 이는 

누정의 목적은 건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

과 어우러진 행위 즉, 풍류생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누정에서의 풍류생활을 즐긴 주체는 선비계층으로서 누

정문화라는 말은 곧 선비문화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는 누정이 단순히 건축물이라는 물리적 소산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된 인문적인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정을 포함한 문화유산은 물리적인 

복원 및 정비에 치우쳐 그 속에 내재된 문화를 제대로 향

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대인들은 서양문화에 오랫동

안 동화되어 살아오면서 서구와 우리 것에 대한 혼돈을 넘

어 우리 정신의 상실 속에 처해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

가고 있다(이갑규 등, 2012; 5).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지역

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여 상품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누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건축학, 조경학

적 측면에서 조영배경, 공간특성 등에 대한 연구와 인문학

적 측면에서 문학과 사상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으며, 활용적인 측면(정용수, 2006)에서는 밀양지방 누정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 

동향이 말해주듯 누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활용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한 누정

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1   ‘동천洞天’이라는 용어는 당나라 때 사마승정司馬承禎(647~735)의 「천지궁부도天地宮府圖」에서 신선이 사는 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는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의 이규보의 시가에서 ‘신선의 집(洞天仙宅)’으로 등장한 기록이 있으며(이혁종과 최기수, 2009; 104), 조선시대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의 바위에 암각을 하거나 시문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동천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장소이자 신선들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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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

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누정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정비하고 자원화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발

전적으로 계승 및 활용 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역에 수많은 누정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전통문화로서 보존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풍류와 선비문화

의 무대인 누정의 가치를 조명하여 그 활용방안을 찾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지는 안동지역과 함께 영남지역의 

선비문화를 대표하며 탐방로가 조성되어 도보권 내에서 누

정의 연계성과 밀집도가 높은 함양군, 거창군 일원의 누정

을 선정하였으며, 활용가치 및 활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

여 안의삼동安義三洞의 경승으로 이름이 높았던 화림동 계

곡변의 함양의 정자 5개소와 인접한 거창 수승대 요수정

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표 1과 사진 1 참조). 연구

방법은 해당 누정에 관련된 문헌자료2 등을 분석하였으며, 

2014년 8월 23일과 9월 9일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누정의 선비문화와 풍류문화를 적

용한 활용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Ⅱ. 문화재 활용에 관한 이론 검토

문화재 활용의 연원은 서양에서 시작된 고미술품 전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 건물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문제는 1904년 마드리드 선언에 처음 나타나는데 여기서

는 기념물을 ‘죽은 기념물’과 ‘살아있는 기념물’로 분류하여 

활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나타난다(문화재청, 2007; 10). ‘활

용’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그것이 지닌 능력이나 기능을 잘 

살려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재 활용이

란 문화재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

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문화재청, 2007; 16).

문화재 활용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들어와서 생긴 것

이 아니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문화재의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3 ‘원형유지’를 강조하는 문화재의 성

격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만 법 제정 당시부터 활용에 대한 

인식은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문화재 활용

표 1. 연구대상 누정

구분 관련인물 문화재 지정 비고

함양군

농월정弄月亭 지족당知足堂 박명부朴明榑(1571~1639) • 화재로 소실(복원 계획 중)

화림동

동호정東湖亭 동호東湖 장만리章萬里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1호

군자정君子亭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1450~1504)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0호

거연정居然亭 화림재花林齋 전시서 全時敍(1601~?)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433호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6호(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심원정尋源亭 돈암遯庵 정지영鄭芝榮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82호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5호(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심진동

거창군 요수정樂水亭 요수樂水 신권愼權(1501~1573)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23호 
•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53호(거창 수승대)

원학동

2 연구대상 누정에 관련된 기문 등을 종합해 놓은 『함양누정지(상)』을 분석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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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서야 문화재 활용의 필요성이 커

지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4

이 같은 문화재 활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

고 구체적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연구

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간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문화재 활

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2000년대 중반에 서삼릉의 관광

자원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있었고,5 최근 들어 조선왕릉

의 활용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6가 수행되는 등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활용방안에 관

한 연구들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누정의 가치와 현황

1. 누정의 가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한 곳에는 대부분 

누정이 있었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었을 뿐만 

아니라 누정 입지의 의도와 동기, 그것을 만든 이들의 마음

이 어우러진 것이었다. 누정은 건물 자체에 유한하지 않고 

주변의 자연 속으로 무한하게 함으로써 인공과 자연의 상

호 교감을 가능케 하였다. 즉 장소에 의지하는 건물을 의미

하며 자연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런 누정은 산수

가 좋은 곳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것이어서 사람들의 정서

를 순화시키고 우리 민족과는 친근했던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임의제, 2010; 1).

누정은 주로 따뜻한 남쪽지방에서 더욱 발달했지만, 

전국 어디를 가나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민족과 친

근한 문화로 이어져 왔다. 전망 좋은 마을 어귀, 발아래 강

을 드리운 언덕,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아늑한 숲 언저

리 등, 경관이 빼어난 곳에는 어김없이 누정이 자리하고 있

다. 고려시대의 문인 안축安軸(1287~1348)이 그의 「취운정

기翠雲亭記」에서, “대개 누정이 지어져 있는 곳은 높고 훤히 

트인 곳이 아니면 그윽하고 깊숙한 곳이다.”7라고 한 바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누정은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져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기에 대

부분 일상의 번잡한 물상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

는 것은 당연하다(박영주, 2001; 170~171).

이러한 누정은 우리 민족의 자연관과 인생관을 잘 나

타내주는 문화적 산물이다. 학문과 예술을 싹트게 하는 창

조적인 산실이었으며, 강학을 행하고 시상을 일깨우는 정신

적 향유의 거점이었다. 또한 자연을 완상하며 시를 읊고 한

담을 나누는 풍류의 공간이었으며, 자유로운 정신이 발휘

되는 인격수련의 장이기도 하였다. 누정은 지금 우리들에게

도,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며 물과 바람의 흐름을 느끼고 달

과 별을 쳐다보면서, 감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다(민주식, 2011; 76).

이처럼 누정은 인간이 주변 자연환경과 교감하고, 선

조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산으로 자아와

의 합일을 찾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 안의삼동 누정의 개요

안의삼동은 화림동花林洞, 심진동尋眞洞, 원학동猿鶴洞

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는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대지면과 거창군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에 걸친 지

역으로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안의삼동으로 불렸

4   문화재 활용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들은 문화재청, 2006,『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연구』;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10, 『문화재 유형별 활용 길라잡이』; 문화재청, 2011,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장호수, 2006, 「문화재 활용론-활용의 개념과 범

주에 대하여」 『인문콘텐츠』 제7호, 인문콘텐츠학회; 류호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47(1),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양우, 2014, 『조선왕릉 활용사업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문화재 47(4),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있다.

5 박구원·박진우·지봉구, 2007, 「서삼릉의 사회적 변용과 특성으로부터 본 왕릉의 관광자원화 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0), 한국콘텐츠학회.

6 박양우, 2014, 앞의 논문.

7 大抵 樓亭之作 不在高曠 則在幽深 : 安軸, 「翠雲亭記」 『謹齋集』 卷1記(『高麗名賢集·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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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지역이다. 함양은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릴 만큼 예로부

터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또 유서 깊은 향교와 서

원, 누정 등이 다수 남아있으며, 누정은 『함양군지』에 소개

된 것만도 150여개나 된다. 함양은 거창과 함께 영남지역 

누정문화의 보고寶庫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근처에는 어

김없이 누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누정은 선비의 풍류와 은

일隱逸의 쉼터이자, 시서詩書를 논하는 장소였다.

이처럼 함양군과 거창군 일대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계곡과 하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역사와 인물 

등 인문적인 환경이 조화된 지역으로 자연과 인문 요소가 

결집된 결과물인 누정이 다수 세워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

해 누정의 기능은 점차 쇠퇴하여 그저 과거의 문화를 간직

한 채 박제화 되어 있으며, 그나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누정은 관리의 부실로 인해 점차 퇴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누정의 이용 현황

현재 상기의 정자들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문화재

를 접할 수 있도록 모두 개방되어 있다. 이는 문화재 보존

과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존상 심각한 위험이 

없는 문화재는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재의 추세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목조 문화재는 그 특성상 이용하지 않

고 방치하면 건물이 퇴락하기가 쉽기 때문에 개방하여 이

용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지인 함양군, 거창군만 해도 수많은 

누정이 있고, 이를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누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누정에 단순히 

관광객들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인들이 누정을 그저 잠시 올

라 쉬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누정의 물

리적인 보수·정비에 국한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누정이 입지한 지역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본 

연구대상의 누정들은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입지하고 도

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다. 도시 내의 현대

에 지어진 누정들은 그나마 노인들을 위주로 다수가 이용

하고 있지만, 군 단위 행정구역에 입지한 누정들은 이용 빈

도가 적을뿐더러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다수가 이

사진 1.  안의삼동의 누정 (자료 : 필자촬영)

a : 농월정 터 b : 동호정 c : 군자정

d : 거연정 일원 e : 심원정 f : 요수정 일원의 수승대 거북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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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진 채 누정은 방치되고 주기적인 보

수공사만 이루어지는 것이 현주소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누정 자체에 대한 관리의 소홀로 

건물이 퇴락하거나 먼지가 가득 쌓여있어 방문객들은 누정

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며, 또한 누정 주변의 자연경

관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창건 당시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격

한 사회 변화로 인해 과거 누정이 담당했던 기능이 현대사

회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누정

이라는 하드웨어를 활용할 소프트웨어의 부재로 인해 일반 

대중이 보기에 전국 어디에나 있는 비슷한 형태의 누정에 

특별한 감흥을 느끼기가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문화재 활용의 분류체계인 

교육적, 관광적, 산업적 측면에서 누정의 이용현황에 대해

서 살펴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교문화 및 선비문화 체험 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누정

보다는 서원이나 향교와 같은 곳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있으며, 수학여행의 경우에도 누정은 인기 있는 코

스가 아니며 주로 경주, 제주도나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

이다. 답사의 경우에는 소수의 전공자나 일반인들이 해설자

의 인솔에 따라 수동적으로 잠시 스쳐지나가는 형태가 대

부분이다.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안의삼동지역의 경우 농월정 관

광지, 수승대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누정은 

주요 테마가 되지 못하고 여름철 피서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들이 피서나 캠핑을 즐기는 형태가 대부분

으로 누정 본연의 의미와 가치는 상실되었다. 또한 무분별

한 관광지 개발로 인해 숙박 및 식당 등 편의시설이 난립하

면서 누정 주변의 자연경관은 훼손되어 가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 또한 상황이 다르지는 않다. 문화는 현

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안의삼동 누정

의 경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활용이 매우 부족하다. 누정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안의

삼동 누정의 선비·풍류문화를 영상콘텐츠, 테마파크, 웹·

유비쿼터스 콘텐츠화를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Ⅳ. 누정의 풍류와 선비문화

연구대상 누정과 관련하여 조선 중기 이후 함양지방 

누정에 대한 상량문, 누정기, 중수기, 시문 등을 집대성한 

『함양누정지咸陽樓亭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누정에

서 이루어졌던 행위를 정리해 보면 장구지소杖屨之所,8 소요

逍遙, 거문고나 가야금 연주, 시 짓기, 낚시, 음주, 자연경관 

감상, 독서, 강론 등이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러한 행위들에

서 볼 수 있듯이 장구지소와 소요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정

적인 것들이다. 즉 누정은 정적인 활동이 주가 되는 공간이

었고 활용에 있어서도 선비문화, 풍류문화는 정적인 행위와 

결부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헌에 기록된 

행위 외에도 흔히 누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풍류, 선비문

화라는 큰 범주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표 2. 『함양누정지』를 통해 분석한 연구 대상 누정에서 이루어진 행위

구분 기록에 나타나는 행위

농월정弄月亭
장구지소杖屨之所, 소요逍遙, 거문고 연주, 자연(달) 
감상, 시 짓기 

동호정東湖亭
낚시, 음주, 소요, 사색, 자연의 소리(바람에 날리는 
풀소리, 새소리) 감상, 시 짓기, 자연감상

군자정君子亭 독서, 장구지소, 낚시, 곡수연, 달구경, 자연감상

거연정居然亭 강론, 거문고 연주, 독서

심원정尋源亭 장구지소, 탄금彈琴, 자연감상

누정의 여러 기능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의

미는 풍류를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 있다(민주식, 2011; 98). 

8 ‘지팡이에 의지해, 짚신을 신고 노닐던 곳’이란 의미로 선현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장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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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류’라는 단어의 의미와 

풍류의 주체였던 ‘선비문화’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풍류風流’라는 말을 한자어 그대로 풀어보면 ‘바람의 

흐름’이다. 풍류가 어느 한곳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처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나 

매인 일을 떠나서 노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풍류(바람이 정체되거나 막히지 않고 흐

르는 것)를 생각해 보면, 풍류라는 단어 속에는 ‘자유’, ‘자

연스러움’, ‘변화’, ‘움직임’, ‘아름다움’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안계복, 2005; 151). 여기서 자세히 다루

지는 않겠지만 고대부터 풍류라는 말은 나타나며, 고려시

대를 거쳐 이어졌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유흥이 아니었다. 

풍류가 근본적으로 ‘노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외형

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쾌락,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만으로 

그칠 경우에는 ‘풍류’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여러 예

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문장이건, 주연이건, 가무건, 산수 간

에 노니는 것이건 간에 그것이 사물·현상의 본질에 접근하

는 것일 때, 즉 사물·현상의 극까지 추구해 들어가는 것일 

때 비로소 ‘풍류’의 의미영역에 포괄될 수 있다는 것이다(신

은경, 1999; 66). 바로 이러한 고차원적인 풍류 행위가 나타

나는 곳이 바로 누정이다. 자연적인 배경에 누정이라는 요

소가 첨가되고 여기에 인문적인 요소가 결합될 때 비로소 

누정의 풍류문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한편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누정이 있고, 앞서 언급

한 인문적 요소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비문화’이

다. 누정에 있어 선비문화는 풍류와 함께 빼놓을 수 없다. 

그만큼 선비계층은 누정의 주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누정에서 풍류를 향유했던 선비들의 문화란 어떤 것이었을

까? 우선 선비라는 계층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선비라는 의미는 시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개 ‘선비’란 

우리나라 고대국가에서 이미 도덕이 고결하고 지조가 높은 

사람을 일컬었으며, 이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사상과 유

행儒行을 실천하는 학덕을 겸비한 학자이며 정치인이요, 자

연과 예술을 사랑하며 즐기는 지성인을 지칭하는 말로 불

리어졌음을 알 수 있다(곽성기, 2012; 128).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선비의 의미는 주로 조선시대 누정을 대상으로 하였

기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선비의 개념으로 보

는 것이 의미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계층인 선비들과 관련해 교육적인 의미에

서 ‘선비정신’이란 말을 강조하기도 한다. 선비정신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인仁’을 실천하는 인간존중의 정신, 청렴함

과 검소함, 명분과 의리, 관용과 달관의 정신(곽성기, 2012; 

131~133)으로, 이러한 덕목을 바탕으로 유가의 이상적인 인

간상인 군자君子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선비정신인 것이다.

선비들은 벼슬을 그만두면 낙향하거나 자연으로 돌아

가야 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자연에 근원을 둔 선비들

의 사고는 형이상학적 상부구조로서 천명사상에 근원을 두

고, 그 하부구조로서는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윤리구조에 뿌

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김길동, 1991; 51). 선비들의 정신세계

가 공간에 투영된 예는 삶의 희로애락喜怒哀樂이 펼쳐지는 

주택에서보다는 선비들이 학문과 휴식을 목적으로 지은 자

연 속의 누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모든 불필

요한 군더더기가 사라지고 가장 절제되고 축소된 공간만이 

남아 주변의 자연과 일체가 된다(곽성기, 2012; 136).

이상과 같이 누정은 풍류의 장이자 선비들의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공간으로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선비 

계층의 삶과 정신이 녹아든 문화적 집약체라 할 수 있다.

Ⅴ. 누정문화의 현대적 활용방안 모색

1. 안의삼동 지역의 누정 활용 현황과 문제점

현재 함양군은 화림동 계곡을 따라 세워진 정자를 탐

방할 수 있도록 ‘선비문화탐방로’라는 탐방코스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년 여의 사업기간을 거쳐 2006년에 목재

데크로 조성되었다(사진 2와 3 참조). 이 코스는 거연정에

서 농월정까지의 구간으로 총 6.2km의 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국도를 따라 있던 누정을 도보로 안전하게 탐

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선비문화’라는 명칭을 붙인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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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만 코스에 정자가 몇 채 있는 것 외에는 선비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그저 계곡을 따라 수목이 어우

러진 길을 걷는 일반적인 트래킹 코스에 불과하다는 느낌

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누정이라는 물리적 요소만을 내세워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

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누정의 선비문화와 같은 무형의 

자원 즉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창군 수승대와 요수정 주변은 수려한 자연경

관과 유교적 문화경관이 어우러진 곳이지만 현재는 수승대 

관광지로 개발되어 여름철이면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사진 4 참조). 이들에게 수승대와 요수정의 

역사적 가치는 중요치 않으며 그 주변은 대규모의 주차장

과 공연장, 각종 편의시설 등으로 인해 옛 경관은 찾아 볼 

수 없다. 훌륭한 문화와 자연이 조화된 요수정 일원에 대해 

관官에서는 그저 손쉬운 방법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여 세수

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누정문화의 활용방안

그동안 우리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이를 활용한 여

러 사례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통문화

의 원형에 대한 이해 없이 기획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지

니고 있으며, 문화재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가 많았다. 이는 관련예산이 부족하고 시행자와 수요자의 

의식이 부족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

형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더라도 이를 콘텐츠화하기 위

한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원형을 충실히 활용하지 않은 문화콘텐츠의 개발

은 곧 지역적 독자성(individuality)을 잃어버리고 전통성을 

상실한 흥미 위주의 콘텐츠 개발을 초래하였다. 개별 프로

그램간에 긴밀한 연관성 없이 그저 잡다한 문화축제의 혼

합에 그치고 있고, 일관성 없는 축제는 매년 회가 거듭될수

록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근간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결국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차별화되지 않는 산발

적인 콘텐츠의 나열을 가져왔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도 축제의 주관자와 참가자 모두 스스로 주체의식과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홍제연, 2009; 230~231).

누정의 풍류와 선비문화라는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는 활용의 질, 지역의 문화적 자

부심 고취와 지역의 역량 증진, 선비문화와 연계된 콘텐츠 

사진 2.  선비문화탐방로 안내판 (자료 : 필자촬영) 사진 3.  선비문화탐방로 군자정 구간 (자료 : 필자촬영)

사진 4.  수승대 일원의 물놀이장 (자료 : 필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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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다양성 추구에 있을 것이다. 누정의 밀집도가 높은 

안의삼동 지역은 유형의 자원(Hardware) 기반이 잘 갖추

어져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풍류와 선비문화라는 콘텐츠

(Software)를 활용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풍류문화와 선비문화를 어떻게 누정과 

접목하여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즉 누정의 다양한 기능 중 현대적으

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콘텐츠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

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누정의 가치와 풍류문화, 선비문화에 대해 안

의삼동 누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일반인들의 누정에 대한 

인식 및 현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누정의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떠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누정 활용의 기

본 방향은 문화재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

서 기존의 관광 및 답사코스 개발,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은 문화유산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누정 활용의 이론적인 접근보다

는 실증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누정의 속성

은 정적인 것에 가까우므로 정적인 활용에 중점을 두고 앞

서 살펴 본 누정에서 이루어진 풍류·선비문화 중 실현 가

능성이 높은 소재를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러한 활용방안에 있어서 고려할 점으로 현실성, 차별

성,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상기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함양누정지』에 나타난 행위를 중심으로 풍류·선비문

화로서 바둑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누정의 운치를 더해주는 프로그램 기획; 안의삼동 달빛

기행과 연계(가칭)

누정의 명명은 주로 자연물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으며 

‘달’의 경우 전국의 많은 누정 명으로 사용되었다. 정적인 이

미지인 ‘달’이라는 자연물을 누정 활용에 접목시키는 것은 누

정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달이라는 소재는 누정의 명칭과 선비들의 시에 단골 소

재로 등장하는 만큼 누정과 분리할 수 없는 매개체이다.

안의삼동 지역의 누정 또한 마찬가지로 『함양누정지』

에 등장하는 시문을 보면 자연물(달)과 관련된 내용이 다

수 보인다. 농월정弄月亭의 경우 직역하면 ‘달을 희롱하는 정

자’란 의미로 달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선비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다. 농월정이 자리 잡은 월연암月淵岩 또한 달을 

소재로 붙여진 이름으로 누정에 있어 달은 단순한 자연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안의삼동의 다른 누정에도 달

을 직접적으로 누정 명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달이라는 자

연물과 깊은 연관이 있음은 관련 시문 등에서 나타난다.

최근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 있어 달빛기행이라는 

주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창덕궁 달빛기행’, ‘신라 달빛기

행’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타 시도에서 이를 벤치마

킹할 정도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다만 안의

삼동 지역은 앞에 언급한 창덕궁, 경주와는 달리 지리적 여

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밖에 없다. 창덕궁의 경우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야간이

라도 접근성이 좋고, 경주의 경우 숙박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함양과 거창 지역의 경우 도시로

부터의 접근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야간 프로그램의 경우 

숙박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함양군과 거창군 일원에는 누정 외에도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고택, 서원 등 역사·문화자원 기반이 갖추

어져 있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시기를 이용한 야간 프로

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등 연계자원을 

활용하여 선비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실 안의삼동 지역은 누정 

뿐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곳이며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이다. 다만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리적 한계

로 인해 그동안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함양 개평마을에는 일두 정여창 고택을 비롯한 많은 

한옥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개평마을은 문화재청에서 지

원하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인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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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체험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교문화의 밀집

도가 높은 곳이다. 수승대 근처에 위치한 거창신씨居昌愼氏

의 집성촌인 황산마을의 경우 원학고가, 신창범고가, 신종

범고가, 신순범고가 등에서 한옥체험 및 숙박을 할 수 있으

며, 이와 함께 서원, 향교 등과 같은 유교문화의 정수를 경

험할 수 있고 지리산 둘레길 등 연계 탐방시설이 잘 갖추어

져 있다. 

함양과 거창의 안의삼동 지역은 단순히 누정을 활용

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유교문화자원, 자연자원 등을 접목

한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의 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다

수의 수련시설(인산연수원, 국사문화원, 다볕자연학교, 동

사섭 행복마을, 황석산청소년수련원)도 갖추고 있어 청소년

들의 유교 예절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한 자연휴양림(대봉산 자연휴양림, 산삼 자연휴

양림, 용추 자연휴양림, 지리산 자연휴양림)이 있어 가족단

위 관광객들 위한 기반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야간 프로그램의 경우 누정에서 다도를 즐기며 누정

에 대한 해설과 달빛을 감상하고, 국악 연주를 듣는 프로

그램을 기획하여 현대인들에게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신적 힐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박 2일 프로그

램은 주말을 이용해서 타지에서 온 참여자를 위한 것으로 

야간 프로그램에 고택에서의 숙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다. 맞춤형의 경우 단체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세부 프로그

램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안의삼동 달빛기행 1박 2일 프로그램 시행(안)

시간 내용

18시
농월정 관광지 주차장에서 시작, 안의삼동 누정 탐방
(정자에 올라 차 마시기, 거문고 공연 감상)

21시 개평마을, 황산마을 등 고택에서의 한옥체험 및 숙박

익일 8시
조식 후 유교문화 탐방(전통문화 체험, 서원 및 향교 탐방), 
자연유산 탐방 등

익일 12시 프로그램 종료

어둠이 내린 달 빛 밝은 밤 누정이나 한옥에서 거문고

나 가야금 연주를 들어 본 사람이라면 우리문화의 멋을 잊

을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많은 국악 관련 행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대부분 도시나 관광지, 실내 공연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획일화되어 정체성이 없으

며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비하면 그 감흥이 다르다. 

거문고, 가야금 연주와 같은 국악은 전통한옥을 배경으로 

자연과 어우러질 때 참 멋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한편 거창 수승대의 경우 연중 관광객의 대부분이 피

서철인 7, 8월에 집중된다. 수승대 관광지는 여름철 1박 2일

의 캠핑을 즐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용해 야

간 국악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여름 피서지로 기능하

고 있는 수승대의 가치와 홍보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수승대 관광지에는 편의시설과 현대식 공연장이 

있지만 수승대 요수정이나 옆에 있는 관수루觀水樓를 활용

한 국악연주는 현대식 기계음악보다 사람들의 정서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고, 방치되어 관심 밖에 있는 누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당 누정과 지역의 브랜드 가치

를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누정은 정적인 성격이 강하고 상기의 방안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바탕이 되는 것이 와유9문화라 

할 수 있다. 정적인 공간인 누정은 와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익李瀷

은 “와유라는 것은 몸은 누워있으나 정신이 노니는 것이다. 

정신은 마음의 영靈이요 영은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 불

빛처럼 순식간에 만 리를 갈 수 있기에 사물에 기대지 않

아도 될 듯하다.”라고 하였다(이종묵, 2014; 5, 재인용). 이처

럼 와유는 정적인 유람을 하는 고차원적인 풍류였다. 당시

의 지식인인 선비들은 현실을 저버리고 유람만을 다닐 수 

없었기에 차선책이 바로 현실 공간에 자신이 동경하는 공

간을 조영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와유의 

9 가장 보편적인 와유의 의미는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으로 명승이나 고적을 그린 그림을 보며 즐김을 이르는 말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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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가 바로 누정이다.

누정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누정에 올라 오감五感

으로 자연을 느끼는 것이다. 안의삼동 누정 중 ‘농월정’이란 

이름과 ‘월연암’에서 알 수 있듯이 달이 뜬 야간이 누정에서 

와유를 즐기기에는 적합한 시간이다. 현재 궁궐 야간개방 

등 야간에 이루어지는 문화유산관련 행사에서 입장권이 조

기 매진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야간에 즐기는 문화유

산 체험은 국민들의 정서와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누정에서 펼쳐진 풍류·선비문화의 단골 소재; 바둑 

대회(대국) 개최의 장소로 활용

바둑은 우리나라 풍류문화를 대표하며 선비문화의 

소재로 널리 애용되어 왔다. 박주성(2011)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암각바둑판은 18개소가 조사되었고 대부분이 경승지

에 입지한다고 하였다(표 4 참조). 이는 누정의 입지와 일맥

상통하며 각종 누정기와 누정의 주변 모습을 묘사한 회화

에 바둑에 대한 내용과 묘사가 나타나고 있어 바둑은 누정

문화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바둑은 신선사상과 결

합하여 전승되어 왔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

에서 오락으로 기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순 오락 수준

을 넘어 문화적 상징과 예술 장르를 생산하는 풍류문화이

기도 했다(박주성, 2011; 23). 바둑의 정체성을 두고 예술

이니, 스포츠니, 오락이니, 잡기니 여러 견해들이 있으나 조

선시대에는 선비들의 품격 높은 교양의 하나로 인식되었으

며 사예四藝10의 하나로 들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놀이와는 

엄연히 다른 품위 있는 놀이로 대접 받게 되었다(안영이, 

2005).

이러한 바둑 문화는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한국

10  조선시대 선비가 갖추어야 할 사예는 금琴·기碁·서書·화畵, 곧 거문고·바둑·글씨·그림이었다.

표 4.  전국 경승지에 분포한 암각바둑판의 현황

암각바둑판 소재지 입지유형 주변 누정 및 경물

1. 방학동 암각바둑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
조능형趙能衡 무덤, 돌확, 연단로(추정), 시루봉, 연산군 묘, 양효공 안맹담·
정의공주 묘

2, 유상대 암각바둑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유둥리 계곡 白雲寺, 流觴曲水渠, 장기판, 白雲寺洞門, 璜魚臺

3. 유천동 암각바둑판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산마루 땅재봉(120m), 奇巖, 비각, 역두바위, 소문혈바위, 女寶巖, 腎巖, 晦菴影堂

4. 취석 암각바둑판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압곡리 계곡 취석정, 광대소, 구룡소, 승학대

5. 사로암 암각바둑판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계곡 수리봉(450m), 암·수바위

6. 사인암 암각바둑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계곡 三聖閣, 장기판

7. 선국암 암각바둑판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계곡 마당바위, 군자산(947m), 옥녀봉(596m)

8. 소백산 신선봉 암각바둑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정상 祭壇的 공간

9. 태을동천 암각바둑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산중턱 太乙庵, 三聖閣, 惑慕臺, 태안마애삼존불

10. 사선암 암각바둑판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산등성이 벌한천, 사선암

11. 일사대 소일국 암각바둑판 전라북도 부주군 설천면 두길리 계곡 서벽정, 일소대, 수성대, 원당천

12. 덕산 용소 암각바둑판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계곡 윗용소, 아랫용소, 龍林川

13. 방선암 암각바둑판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월현리 마을개울 溪北川, 풍욕대, 세연대, 매계천

14. 월남사지 석국石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절터 월남저수지, 월남소류지, 월남사지, 座石, 석가산, 석함

15. 소한정 석국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계곡 별서 洗心塘, 三美川, 소한정, 천년석불, 雙淸閣, 北臺, 東臺, 七星臺, 杏松壇

16. 반룡대 석국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마을계곡 由山川, 어곡교, 석단, 느티나무, 팽나무, 상수리나무

17. 반구대 암각바둑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 集淸亭, 포은대, 반구대, 반구서원, 비례봉, 유선대

18. 금강산 만폭동 암각바둑판 북한 - 금강문, 청룡담

* 자료 : 박주성, 2011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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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http://www.gallup.co.kr/)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

인 중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은 20.3%로 국내 바둑 인구

는 약 7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바둑 인구의 저변

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문들은 바둑코너를 지면에 할애하

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대국을 중계하는 등 국민들의 정서

를 반영하고 있다. 

안의삼동지역의 누정은 역사적, 상징적 맥락에서 바

둑대회의 장이 될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현

재 (사)대한바둑협회와 (재)한국기원 등의 주관으로 매년 

많은 국내·국제 바둑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인터넷 중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각 시도 바둑협회까지 합치면 그 

저변은 넓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바둑대회는 대부

분 기원이나 강당을 대국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필자의 주

장은 바로 이 대국장을 누정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것이

다. 바둑은 우리 전통문화인 만큼 누정은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일회성 이벤트의 성격이 짙었지만 지난 2005년 

많은 관심 속에 이창호 9단과 옥득진 2단의 정식 대국이 

창덕궁 후원 부용정에서 열리기도 하였다(사진 5 참조). 국

무총리를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대국을 벌이고, 

케이블 채널에서 TV 중계가 이루어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후원과 한국 전통의 미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고 생각된다.

안의삼동 지역 또한 각 지역 대회는 그 지역의 누정

을 활용하여 충분히 치를 수 있을 것이고, 예선을 거쳐 특

정 지역에서 대국을 개최한다면 지역문화의 홍보나 지역경

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사)

대한바둑협회에서 개최한 바둑대회는 88개에 이른다.11 각 

대회에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수백 명이 참가하며 기업의 

후원을 받아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회들 중 일부

를 (사)대한바둑협회, (재)한국기원과의 협의 하에 누정을 

대국장으로 활용한다면 누정의 활용도를 상당 부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함양군에서는 경남지역 바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사초배 바둑대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장

소는 함양군 내의 고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인

원을 모아서 단 시간에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기타 바둑대회와 차별화 되는 점이 부족하다. 이러한 대회

를 안의삼동 누정에 분산해서 치른다면 비용과 인력의 문

제는 있겠지만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본다. 한 지역에 누정

의 밀집도가 안의삼동만큼 높은 곳이 드물기 때문에 대국

장의 분산에 있어서도 충분한 이점이 있다. 많은 참가 인원

이 문제가 된다면 예선을 거친 인원만 누정에서 대국을 치

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표 5 참조).

표 5.  바둑대회 시행(안)

시간 내용

(1) 대회준비
대국 참여 인원들의 참가비를 기반으로 하여 대국장 
설치 및 장식

(2) 예선 참가 인원이 많을 경우 예선은 기존의 강당 등에서 시행

(3) 본선 진출자
A조 : 농월정, B조 : 동호정, C조 : 군자정, D조 : 거연정, 
E조 : 심원정 등으로 구분하여 대국장 설치

(4) 결승전
주변 경치가 가장 뛰어난 거창 수승대(요수정)에서 결승 
대국 실시

사진 5.    2005년 창덕궁 후원 부용정에서의 대국
   (자료 :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506/ 

200506200341.html)

11 www.kbaduk.or.kr(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의 대회일정 공고 내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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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참가비(어린이 5,000원/성인 20,000원/팀당 

100,000원)를 인상하여 보다 품격 있는 대회로 만들어 가

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민들의 여가활동 품격을 보다 높

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숙박업소, 지역 민박 등의 이익 창

출이 기대되는 만큼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여기에 프로 바둑기사들의 대국을 유치하여 치른다면 

지역 홍보효과와 상징적인 의미 또한 높을 것이다. 

이상 안의삼동 누정의 활용방안에 대해 실증적인 측

면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방안

에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것이 의

도와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산업·관광·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누정을 비롯한 문화유산 활용에 있어 시행자와 수요

자의 입장,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풍류·선비문화에 대해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향유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다 깊은 통찰과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안의삼동의 누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누

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목

적으로 시작되었다. 안의삼동이라는 지역은 수려한 자연과 

유교문화의 흔적이 다수 남아있는 고장으로서 선비문화와 

풍류문화의 흔적이 누정에 남아있는 곳이다. 이러한 많은 

누정들이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늘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정은 우리나라 산수가 수려한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인 탓에 그동안 관심이 부족하였고, 주기적

인 보수만 이루어지는 물리적 실체로 인식하여 왔다. 하지

만 누정은 과거 선비계층의 풍류문화가 벌어진 주된 공간

이었으며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적 소산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누정의 밀집도가 높은 안의삼동 

지역을 중심으로 누정의 가치를 살펴보고, 누정이라는 물

리적 공간을 매개로 선조들의 풍류문화와 선비문화를 활

용하여 실증적인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으며, 구체적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정의 운치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

써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최근 활용사례에서 달빛기

행이라는 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듯이 누정과 달은 훌륭한 

조합이 될 수 있다. 정적인 공간인 누정에서 풍류·선비문

화의 소재들을 접목하여 참여자들의 사정에 맞게 야간 프

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를 홍보하고 운영하여 안의삼동 지역

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누정에서 이루어진 풍류와 선비문화의 주요 소

재인 바둑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바

둑 인구의 저변이 넓고 현재 많은 바둑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바둑이

라는 전통문화를 누정이라는 공간으로 옮겨 옴으로써 풍

류와 선비문화의 체험은 물론이고 지역 홍보 및 경제적 효

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방안은 안의삼동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산재한 누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이는 그만

큼 우리나라에 누정이 많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문화유산

을 활용한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

러한 콘텐츠를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어떻게 

개발하여 활용할 것인가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단순히 문화재를 이용하는 수준에서 벗

어나 문화원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

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제간의 지속

적인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 활용은 보존이라는 본질적인 

가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누정 활용에 관한 방안들을 실증적인 관점

에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안의삼동 지역의 누정만이 가지

는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치 못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이는 안의삼동 지역 누정만의 활용방안이라기 보다

는 안의삼동 지역의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자는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누정이 단순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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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아닌 문화의 산물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문화재 활용

의 소재로 발굴하고자 한 것에 의의를 두었으며, 문화재 활

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 학문적 상황에서 탐색적인 연

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누정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누정이 이 

장소에 세워졌으며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즉 누정의 핵심은 열린 공간이라는 점이다. 누

정이 단순히 물리적 실체로만 존재할 때 생명력이 없는 죽

은 공간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관리에 있

어서 누정,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누정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인식이 높아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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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egan with the purpose of awakening an interest in Korean Nu-jung and seeking application plan 

based on Nu-jung of Aneuisamdong. Also it intends to suggest activation plan of Nu-jung while using the culture 

of taste for the arts and classical scholar of ancestors with the physical place named Nu-jung as the medium.

As concrete ways to activate Nu-jung, we suggested plans which use the game of go(Baduk), main material 

of the culture of taste for the arts and classical scholar, and increase availability by planning a program adding 

picturesqueness of Nu-jung. By bringing the material named the game of go(Baduk) to the place named Nu-

jung, we suggested the plan capable of experiencing the culture of taste for the arts and classical scholar and 

also expecting local promotion and economical effect. And the plan is to design and conduct night program, 1 

night 2 days program, tailored program, and so on by combining the material of the culture of taste for the arts 

and classical scholar with the medium named ‘Dal(the moon)’ in the static place named Nu-jung.

The plans above are applicable to most of Nu-jung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which means that we have 

a lot of Nu-jung in Korea and, at the same time, we have abundant contents to be used as cultural properties. 

Now it’s important how to develop and use these contents through the connection with various academic 

fields in terms of managing cultural properties. By understanding the value of the original form of culture 

while emerging from simply using cultural properties, we can use cultural properties in a higher level. For this, 

preserving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supported by continuous interdisciplina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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