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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에 소재한 무릉계는 역사·경관·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37호로 지정되

었다. 별유천지(別有天地)라 불릴 만한 수려한 비경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과거 많은 선현들의 유람이 있었고, 이들이 남

긴 시문과 각자 등의 역사 유적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무릉계는 두타산(頭陀山) 무명의 한 골짜기였으나 1577년 삼척부사 김효원(金孝元, 1542~1590)의 유람을 통해 ‘무

릉계’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당대 명사들이 유람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된다.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들도 애호

하는 유람 명소였다. 무릉계는 사람들의 유람을 통해 선계·강학처의 의미가 부여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그 명성은 

수그러들지 않아 현재까지도 유람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무릉계를 유람한 사람들은 그 과정이나 감흥을 시문으로 남겼다. 이러한 시문에는 무릉계가 품고 있는 심미적 이미

지가 표현되었으므로, 시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무릉계의 이미지가 형성되어가고 그 명성이 알려진다. 무릉계를 제재로 

한 시문은 무릉계의 장소적 의미와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전거가 되었다. 무릉계에 새겨진 수많은 각자는 무릉계의 명성

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며, 사람들로 인해 그 공간이 어떻게 변모해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시문이나 각자 등은 오늘

날 무릉계의 역사 유적으로 남아 무릉계의 문화사적 의미와 그 명성을 더욱 각인시켜준다. 특히 각자를 통해 조선 후기 

화가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이 무릉계를 유람한 것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무릉계는 일찍이 척주팔경의 하나로 지목되었고 무릉계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무계팔경도 만들어진다.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정수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릉구곡이 설정됨으로써 경관의 장소적 의미를 넘어 

성리가 구현되는 도학의 장소로도 의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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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자연공간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공간

으로 재창조된다. 세간에 칭송받는 명승지는 원래부터 사

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자연공간이었고 이 공간에 사람이 들고, 그 사람을 매개로 

하여 아름다운 명승으로 전파되어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각인되어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 자연공간은 세간에 

유명해지고 역사적 가치를 함유하게 된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은 역사적 가치를 더욱 많이 담고 있다. 

명승으로 지정된 동해시의 무릉계는 두타산과 청옥

산(靑玉山)을 배경으로 한 화강암 계곡의 침식 및 퇴적 

지형의 지질학적 요소와 용추폭포·쌍폭·무릉반석 등 별

천지라 부를 만한 비경을 지니고 있다. 이승휴(李承休, 

1224~1300)가 은거하며 『제왕운기』를 찬술한 역사적 장

소, 삼척부사 김효원의 유람을 통해 이름이 유래된 곳, 무

릉계를 유람한 묵객들의 수많은 시문과 각자, 무계팔경과 

구곡, 두타산성과 삼화사 등과 같은 역사적 요소가 가미

되어 있는 인문사적의 보고이기도 하다. 무릉계의 수려

한 자연경관과 함께 이러한 문화사적 요소는 무릉계가 국

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는 하나의 배경이다. 

그동안 명승이 내포하고 있는 인문학적 배경과 요소

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다.1 선행 연구들

을 통해 명승은 자연과 인문의 복합체로서 예술·경관·학

술적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인식되고 평가받고 있다. 문

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2 각각의 명

승마다 그곳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문화사적 배경을 가

지고 있다. 이 배경은 특정 자연공간이 명승으로 지정되

는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다. 명승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러한 가치를 밝히는 연구가 선행되거나 지정 후에라도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명승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무릉계에 대한 연구는 지역 관광위락자원

으로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의 개

발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3 무릉계곡 일대의 

지형·지질·동식물상·문화환경의 항목을 설정하고 그 특

성을 분석하여 명승지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방법과 명승

지 지정을 위한 체계적인 항목별 분석을 제시한 연구,4 무

릉계곡의 지형경관자원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와 탐방 코스를 제안한 연구5 등이 있

다. 이 연구들은 관광적 가치와 콘텐츠 개발, 명승의 평가

인자 등을 무릉계의 경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연구했다

는 데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릉계의 역사적 가치를 밝

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릉계를 소재로 

남겨진 각종 역사적 사료와 자료 등을 토대로 무릉계가 

명승으로 거듭나게 되는 문화적 인과관계와 역사적 요소

가 축적되게 된 배경, 그리고 무슨 경위로 어떤 역사적 요

소들이 축적되어 있는지 등 명승의 인문학적 이해의 한 

부분을 살펴 무릉계가 자연과 인문의 복합 유산인 명승

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문화사적 배경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무릉계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요

소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써 무릉계가 가지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

욱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 김학범, 2013,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김영사; 신동섭, 2014, 「조선후기 명승에 대한 사실적 인식의 발전: 장동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준, 2017, 「경관유산 명승에 부여된 인문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준·류제헌, 2017, 「전통 명승에 부여된 인문적 가

치의 내용과 실제 사례」 『문화역사지리』 29-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이영배, 2013, 「명승 향유 전통과 현재 활용 상태: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조영남, 2016, 「관동 해안지방 명승 향유 방식의 변화」,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2 2019년 2월 기준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 곳은 112곳이다. 

3 이승철, 1999, 「동해 무릉계곡의 관광자원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이진희, 2006, 「명승 대상지 평가인자 적용에 관한 연구: 동해 무릉계곡, 함양 화림계곡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권동희, 2013, 「동해 무릉계곡의 지형관광자원 분석과 평가」 『한국지형학회지』 20-3, 한국지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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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범위 및 방법

동해시 소재 무릉계는 1977년 강원도의 국가지정 국

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되었다.6 ‘무릉’이라는 이름처럼 선

인(先人)들은 무릉계를 무릉도원과 같은 낙토(樂土)의 세

계로 칭송해왔다. 그 명성이 꾸준히 이어져 2008년 2월 5

일에는 명승 제37호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무릉계는 두타산 무명의 한 곡류(曲流)였다. 1577년 

삼척부사 김효원의 유람을 통해 ‘무릉계’라는 이름이 붙여

지고 본격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무릉

계는 전근대부터 많은 사람들의 유람이 있어왔다. 유람객

들의 입을 통해 무릉계의 명성이 세간에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무릉계는 조선시대의 유람 명소로 

이름을 떨쳤다. 무릉계 유람객은 유람 과정과 소회를 담

은 유람기(遊覽記)를 창작하거나 수많은 제영(題詠)을 남

겼고 자신의 이름을 바위에 새겨놓았다. 이러한 시문들

과 각자는 지금까지 전해오며 무릉계의 역사를 대변해주

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팔경과 구곡이 설정되었다. 무릉계

는 사람들로 인해 자연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

는 것이다. 무릉계가 명승으로 탄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

는 이러한 문화사적 배경과 흔적이 집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이처럼 무릉계가 가지고 있는 문

화사적 배경, 즉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문헌적 

고찰이 수반되므로 분석하고자 하는 역사적 시기는 무릉

계와 관련된 가장 많은 문헌(각자 포함)이 남아 있는 조선

시대이다. 무릉계의 문화사적 배경을 연구 범위로 설정

한 이유는 그간 무릉계에 대한 관광·지질·경관 분야의 연

구는 간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역사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무릉

계는 ‘별유천지’라 불릴 정도로 수려한 비경을 지니고 있

어 수많은 사람들이 유람했고 이들이 남긴 시문과 각자, 

팔경과 구곡 등 인문사적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료들을 분석하면 무릉계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

를 충분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무릉계와 관련된 유람기나 시 

등의 문헌을 참고하고,7 이 중 작자가 무릉계를 직접 유람

하고 지은 시문을 선별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무릉계가 명승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배경을 조선

시대 유행했던 명승 유람 문화와의 인과관계를 통해 살

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재 유람객들이 새겨 놓은 암

각자의 특징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날 무릉계

가 인문사적의 보고로 평가받는 배경을 고찰하고자 하였

다.8 마지막으로 무릉계를 소재로 만들어지는 팔경(八景)

과 구곡(九曲)을 조사·분석하여 무릉계가 지역의 대표 명

승으로 고착화되고, 성리(性理)가 구현되는 도학(道學)의 

장소로 재창조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유람(遊覽)의 명소

우리나라의 유람 문화는 조선 중기 이후 크게 유행

한 문화현상으로 주목된다. 유람은 사대부들이 즐겨 했

고 이들의 대표적 풍류이자 여가문화였다. 산수는 사대

부들이 삶의 지향으로 표현하는 ‘강호(江湖)’였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산수를 유람하고자 했다. 유람을 통해 풍류

를 즐기며 문기(文氣)를 함양하고 자기성찰과 수양의 시

간을 즐겼다. 공자가 태산에 올라 비로소 천하가 작게 보

6 무릉계는 현 행정구역상 동해시에 속해 있으나, 1980년 동해시가 생기기 전에는 삼척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인용한 역사자료는 대부분 

삼척 것이며, 타 지역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밝혀둔다. 

7 무릉계 관련 시문은 배재홍의 『문헌·금석문 자료로 본 두타산 무릉계』(2005, 동해문화원)를 저본으로 참고하였고, 기타 자료의 조사는 한국고전종합DB(http://

db.itkc.or.k)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였다. 

8 무릉계의 암각자는 2018년 동해시에서 3D 작업을 하였다(동해시, 2018,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37호 동해 무릉계곡 금석문 3D 스캔 기록화사업 조사보고서」, 

(주)지트). 본 글에서 분석한 암각자는 이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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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등태산소천하(登泰山小天下)’와 군자의 지덕(智

德)을 산수에 비한 인지지락(仁智之樂)은 사대부들이 산

수를 유람하는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당시 사대부들은 

산수에 담긴 도를 깊이 체득하는 것이 유람을 즐길 줄 아

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9 인지지락은 선인들의 산수독법

(山水讀法)이었다. 

사대부들은 여가가 있을 때마다 별유천지로 이름난 

명승을 수시로 찾아 유람하였다. 무릉계도 사대부들이 

유람을 통해 인지지락을 즐기던 곳이었고, 수려한 경치로 

인해 ‘별유천지’로 칭송받던 유람 명소였다. 무릉계 용추

폭포 입구 바위 전면에 초서 대자(大字)로 ‘별유천지’가 음

각되어 있다. 글씨 왼쪽 방서(傍書)에 의하면 무인(戊寅) 

모춘(暮春)에 광릉귀객(廣陵歸客)이 썼다고 했다. 광릉귀

객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무릉계의 경치에 감

동하여 ‘별유천지’를 새긴 것이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산수를 늘 그리워하

며 생각에서 지우지 못하는 산수벽(山水癖)10을 관념처럼 

지니고 살았다. 잠시라도 기회가 생기면 산수를 유람하

고, 여흥을 잊지 못하여 또 다시 유람하고자 하는 유람벽

으로 이어졌다.11 유람기를 읽거나 그림을 보고 간접 체험

을 하는 와유(臥遊)가 성행할 정도로 사대부들의 유람 욕

구는 대단했다. 지역의 사대부들도 자신이 거처하는 인

근 산수를 찾아 유람하며 풍류를 즐겼었다.

조선시대 유람처로 가장 각광받는 곳은 단연 금강산

이었다. 그러나 도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나 현재의 동해

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금강산은 원거리여서 유람하기 

녹록지 않았고 며칠만에 쉬이 볼 수 있는 산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금강산을 소재로 한 유람기를 보면 짧게는 7일, 

길게는 한 달간 유람하는 경우도 있었다.12 반면 무릉계는 

지역인들이 하루만에도 쉽게 유람할 수 있는 장소였다. 

또한 삼척부사나 삼척을 방문한 외지인들이 여가를 내어 

단기간 유람하기 적합한 장소였다. 

유람의 명소로 이름났던 무릉계는 원래 두타산 무명

의 한 곡류였다. 주지하다시피 무릉계는 김효원이 유람

을 통해 처음 이름이 붙여진 곳이다. 선인들의 무릉계 유

람은 두타산 유람기나 유람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유람 

관련 문헌 외에도 무릉계 암석에 새겨진 무수한 제명(題

名)을 통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사(文士)

들이 무릉계를 유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문헌상 무릉계를 방문하고 가장 먼저 기록을 남긴 

인물은 이승휴로 확인된다. 이승휴는 1289년(충렬왕 15)

에 「보광정기(葆光亭記)」를 썼는데, 여기서 두타산 중대

(中臺), 즉 지금의 무릉계를 유람한 사실과 경승의 수려함

을 서술하고 있다.14 그 다음으로는 고려 말의 문인 이곡

9 이상균, 2011,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양상」 『정신문화연구』 34-4, 한국학중앙연구원.

10 ‘연하지벽(煙霞之癖)’이라고도 한다. 고질병 환자처럼 산수에 중독되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으로 자연의 승경에 대한 혹독한 애착심을 표현할 때 쓴다. 

11 이상균, 2015, 「조선시대 관인들의 탈속인식과 지리산 유람벽」 『남명학연구』 46, 남명학회, p.203.

12 이상균, 2013, 「조선시대 유람문화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

13 두타산 유람 관련 시문과 각자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므로 이 장에서는 무릉계 관련 유람기나 시문들의 개별 내용을 분석하여 사대부들의 무릉계 

유람을 살펴보았다. 

14 『動安居士集』, 動安居士雜著一部, 「葆光亭記」.

사진 1 무릉계 용추폭포의 ‘별유천지’ 암각자(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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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穀, 1298~1351)이 무릉계를 유람하고 기록을 남긴 것

으로 확인된다. 이곡은 무릉계를 유람하고 「진주(眞州) 

중대사 늙은 장로(長老)와 이별하다」는 시를 남겼다. 무

릉계 중대사의 스님과 이별하면서 쓴 시인데, 내용을 소

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上人不出頭陀山 

스님은 두타산 밖으로 나오지 않고 

水雲心迹淸且閑 

마음의 행실이 물과 구름같이 맑고 한가하구나 

我時杖屨扣松關 

내 가끔 지팡이 짚고 솔 대문을 두드렸소만 

石逕犖确難躋攀 

돌길이 험난해 어찌나 오르기 어려운지 

雄觀十四非人寰 

뛰어난 경관 열 네 곳은 인간세상 아니고 

前賢傑句留壁間 

예전 현인의 걸출한 시구 절벽 사이에 남아 있네 

溪橋夕照離思艱 

시냇가 다리에 석양 비추어 이별 생각에 괴롭소만 

俗緣未盡吾何顔 

속세의 인연 다 끊지 못했으니 내 무슨 면목 있으리오 

登樓不覺月再彎 

누대에 올라보니 어느새 달은 다시 초승달 되었으니 

竹西風景欺我頑 

죽서루 풍경이 날 속여 완고하게 하는구나 (후략)15

이곡은 1349년(충정 1) 가을, 금강산과 동해안 지역

을 유람하였고 이를 「동유기」로 남겼다. 「동유기」를 보면 

이곡은 1349년 9월 12일16 삼척현에서 유숙하고 9월 18일

까지 삼척에 머물렀다. 13일 죽서루에 올라 오십천의 팔

영(八詠)17을 살펴보고 교가역으로 가서 유숙하였다.18 이

곡의 시를 보면 중대사 스님과 저녁에 헤어지고 돌아와 

밤에 죽서루에 오른다. 이곡이 유람할 당시 무릉계라는 

명칭이 없었지만, 중대사의 스님과 이별한 것을 통해 현

재의 무릉계를 유람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동유기」

의 내용과 대비해보면 13일 현 무릉계를 유람하며 중대

사에 들렀다가 저녁에 삼척 관아로 돌아와 죽서루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곡의 시에서 주목되는 것은 절벽에 현

인의 시구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무릉계는 고려 말에 이

미 세인(世人)의 유람이 있었고 경승으로 어느 정도 이름

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곡 이후 무릉계를 유람하고 시문을 남긴 사람은 

김효원이다. 무릉계와 관련한 기록 대부분이 시이고, 여

정을 기행문 형식으로 남긴 유람기는 김효원의 「두타산

일기」가 유일하다. 1661년 6월 3일 삼척부사 허목(許穆, 

1595~1682)이 유람하고 「두타산기」를 남기긴 했으나, 이 

글은 기행문 형식인 유기(遊記)가 아니라 산수에 대한 객

관적인 설명과 보고적 성격이 강한 산문이다. 김효원은 

1575년 12월에 삼척부사로 부임했다가 1578년(선조 11) 

4월에 이임하였다. 부사 재임 시절인 1577년 삼척 유생

들과 더불어 3월 20~26일간 무릉계를 포함한 두타산 여

러 곳을 두루 유람하였다. 그리고 그 여정과 소회를 「두타

산일기」라는 기행문으로 남겼고, 이때 유생들과 함께 수

창(酬唱)한 시를 모아 「유중대사시권(遊中臺寺詩卷)」이

라는 별록을 만들었다. 이 시권의 현존 여부는 알 수 없고 

김효원의 문집인 『성암유고』에 17편의 시가 수록되어 전

하고 있다.

15 『稼亭集』 권14, 古詩  「留別眞州中臺寺古長老」.

16 본 글에서 사용한 일제강점기 이전 내용의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17 竹藏古寺·巖控淸潭·依山村舍·臥水木橋·牛背牧童·隴頭饁婦·臨流數魚·隔墻呼僧을 말하는데, 『稼亭集』 권20에 「次三陟西樓八詠詩韻」의 칠언절구가 나온다.

18 『稼亭集』 권5, 記 「東遊記」. “十二日 宿三陟縣 明日登西樓 縱觀所謂五十川八詠者 出至交柯驛 驛去縣治三十里 於十五里臨海斷崖上有元帥臺 亦絶景也 小酌其上 遂

宿驛舍 十八日 宿沃原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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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원이 유람할 당시 무릉계는 이름이 없었고 중대

사 앞의 수려한 계곡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다만 두타산

과 중대사 앞의 계곡은 당시 영동의 경승으로 이미 이름

이 나있던 곳이었다. 김효원은 「두타산일기」 첫머리에 두

타산의 명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천하에 산수로 이름난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곳이 없고, 우

리나라에서 산수로 이름난 고을은 영동만 한 곳이 없다. 영동

의 산수 중 기묘한 경치로 이름난 곳은 금강산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두타산이다. (중략) 두타산은 바로 삼척부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골짜기의 깊숙함과 수석의 기이함이 사람들

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 오래되었다. 금년 봄에 내가 공무에 지

친 나머지 한 번 속세를 벗어나 심신을 씻어야겠다고 생각하여 

김안경(金安慶)·최인기(崔仁起)·정유성(鄭惟誠)·김안복(金安

福) 등과 더불어 두타산을 찾기로 약속하였다.19 

조선시대 관동지역의 유람기를 보면 단연 금강산의 

경승을 으뜸으로 꼽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유람하는 

곳을 드는 것이 상례였다. 김효원도 금강산 다음으로 두

타산을 꼽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두타산의 기

이함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이 오래되었다고 한 것

이다. 앞서 이곡의 시에서처럼 두타산과 더불어 무릉계

는 김효원의 유람 이전에 이미 경승으로 이름난 지 오래

되었던 것이다. 김효원 또한 그 명성을 알고 공무에 여가

를 내어 두타산을 유람하고 있다. 

두타산은 김효원의 유람 이전부터 명성을 얻고 있었

지만 무릉계는 그곳을 대표할 만한 명칭이 없었다. 허목은 

「두타산기」에서 중대사 앞의 계곡을 ‘무릉계’라 하였고, 무

릉계를 비롯하여 산속 하천·암석이 아름다운 곳은 모두 김

효원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20 무릉계라는 이름이 사람

들에게 널리 회자되는 것은 김효원이 이름을 짓고부터이

다. 김효원은 유람 중 3월 22일 지금의 무릉반석을 보고 1천

여명이 앉을 수 있겠다고 감탄하였다. 그는 이곳을 반학대

(伴鶴臺)·기표함(棄瓢巖)·무릉계라 이름붙이고 반석 위에 

자신의 별호를 썼다. 김효원은 ‘구화진인(九華眞人)’21이라

는 별호를 새겼고 동행한 삼척 유생들도 각각의 별호를 새

겼다.22 다만 아쉬운 점은 ‘무릉계’를 비롯한 별호를 바위에 

붓으로 쓰기만 했지 각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 김효

원 일행이 ‘무릉계’라 이름붙인 각자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

다. 그러나 김효원의 「두타산일기」를 통해 음력 3월 22일이 

무릉계 명칭이 탄생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3 

김효원의 「두타산일기」나 시들을 보면 김효원은 무릉

계를 탈속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무릉계를 선계로 

칭하고 자신을 신선에 빗대며 세속을 벗어나 풍류를 즐기

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 또한 동행한 유생들과는 시를 수창

하며 문기를 함양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김효원은 무릉

계 유람에서 유선(儒仙)의 면모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김

효원이 도교를 신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에서 무릉계

를 선계로 상징하는 제재(題材)나 배경으로 표현한 것이다. 

김효원은 신선의 기분을 내면서도 무릉계 유람을 통

해 공자의 ‘등태산소천하’를 깨닫고 있다.24 그리고 산을 

유람하는 데 반드시 뜻이 있어야 하고, 물체를 살펴봄에

19 『省菴遺稿』 권2, 遊山錄 「頭陀山日記」. “天之下 名山水而國者 莫如海東 海之東 名山水而州者 莫如嶺東 嶺東之山水 以奇勝名者 金剛爲最 其次頭陀 (中略) 頭陀實

在三陟府之西北 洞壑之邃 水石之奇 膾炙人口者久矣 今年春 余困於朱墨 思一脫灑 與金君安慶 崔君仁起 鄭君惟誠 金君安福約”.

20 『記言』 권37, 陟州記事 「頭陀山記」. “中臺在山中川石之衢 最佳寺 其前溪曰武陵溪 山中川石之名 皆舊使君金侯孝元名之”.

21 ‘구화(九華)’는 돌이 매우 기이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이룬 별천지를 의미한다. 

22 『省菴遺稿』 권2, 遊山錄 「頭陀山日記」. “二十二日己酉 步出松門 沿溪而下 有一白石 鋪在水中 可坐千餘人 下筆題字 滑不能停 攀崖斜轉 尋一石丘 左咽飛泉右倚懸

巖 紅花一叢 碧松一蔭 前後相向 似若擁護然 仍名之曰伴鶴臺 曰棄瓢巖 曰武陵溪題名其上 有曰九華眞人者”.

23 지금의 무릉계곡은 통상 용추폭포에서 무릉반석까지 이어지는 약 4㎞의 구간을 일컫는데, 김효원이 무릉계라 칭한 곳은 현재 무릉반석이 있는 계곡만을 일컫는 

것이다. 

24 『省菴遺稿』 권2, 遊山錄 「頭陀山日記」. “向使自安佚於白練伴鶴之間而不一至焉 則豈容識吾夫子小魯小天下之意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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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며, 함께 간 유생들에게 반드시 

공부할 것을 강조하였다.25 유람을 완물상지(玩物喪志)의 

경계를 깨닫고 구도의 체득을 위한 일로 생각하는 유학자

의 면모도 아울러 풍기고 있다. 김효원의 유람은 무릉계

를 선계이자 유학자의 구도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래서 

조경(趙絅, 1586~1669)은 김효원의 「두타산일기」에 소서

(小序)를 쓰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다.

이 글을 아름다운 절경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것뿐만 아니

라 그 지론이 의미심장하고 좋아 가히 선비들이 받들고 규례로 

삼을 만하다. 독자들은 글만 따라 읽지 말고 글 속의 진리를 깨

달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26

무릉계를 애호하여 수차례 유람하고 많은 시를 남

긴 인물은 영·정조대의 명신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이었다. 1751년 7월부터 1752년 8월까지 약 1년간 삼척에

서 귀양살이 한 채제공은 삼척지역을 두루 유람하였고,27 

귀양 중 무릉계를 5회 이상이나 유람할 만큼 무릉계를 애

호하였다. 외지인으로는 채제공이 가장 무릉계를 애호했

던 인물로 보인다. 채제공이 죄인의 몸으로 귀양을 오긴 

했으나 거경관인(居京官人)으로의 세도를 유지하고 있었

다. 그러므로 채제공의 유람에는 삼척부사나 강릉부사 등

의 현직 관료들과 지역 유생들이 함께했다. 삼척지역을 

유람하고 수창한 시를 모아 『망미록(望美錄)』이란 시집을 

만들기도 했다. 여기 무릉계 시 16수가 수록되어 있다. 

채제공은 무릉계의 경치에 매혹되어 유람에 몇 날이 

지나는 줄도 잊을 정도였다. 무릉계 유람 중 사찰에서의 기

거가 편하여 집에 있는 것 같을 정도라고 그 소회를 시로 읊

기도 했다.28 채제공이 귀양살이 중 무릉계 유람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는 귀양살이를 끝내고 도성으로 돌아가면

서 지은 「무릉계와 이별하며」라는 다음의 시에 잘 드러난다.

怊悵眞珠雲月色

슬프고 슬프도다 진주의 구름과 달빛이여

就中難別武陵溪

그 중 특히 무릉계와의 이별이 어렵구나

素練橫空百川飛

흰 명주 허공에 가로질렀는가 모든 시냇물 나는 듯하고

赤暈蕩日千花齊

붉은 햇무리 빛을 쓸어내니 온갖 꽃 가지런하네

石銜霜雪終夜明

돌은 서리와 눈을 머금어 밤새도록 빛나고 

路入烟霞當晝迷

길은 안개와 노을에 가려 낮인데도 헤매겠네 

我來幾度不歸去

내가 찾아와 돌아가지 못한 것 몇 번인가

僧亦相迎無齟齬

승려 또한 서로 맞이하길 기대에 어긋남 없네

流水東逝雲北歸

흐르는 물 동쪽으로 가고 구름은 북으로 돌아가니

人事悠悠無定所

사람 일도 끝이 없어 정해진 바 없다네 

多謝山禽如惜別

산새에게 많은 인사 나누니 이별을 안타깝게 여기는 듯 

夕陽啼在松深處

석양 아래 솔 숲 깊은 곳에서 우는구나29

25 『省菴遺稿』 권1, 五言古詩 「遊頭陀山」. “看山亦有意 觀物宜非漫 寄語同志者 用功須大段”.

26 『省菴遺稿』 권2, 遊山錄 「頭陀山日記」. “此文 非但敍事絶佳 其持論惑好 可爲士子矜式 讀者毋徒以文 體認其實地可也 龍洲趙絅小序”. 

27 채제공은 지평으로 있을 때 어떤 중인(中人)과 분산(墳山) 문제로 송사를 벌이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집의 이훈(李塤)이 이 일을 문제 삼아 영조에게 채제

공을 처벌할 것을 상서하였고, 채제공은 삼척으로 유배되었다(『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 3월 28일 을축 조; 『영조실록』 권73, 27년 윤5월 14일 기묘 조). 

28 『樊巖集』 권7, 詩 望美錄 下, 「又吟」. “蕭寺安身到似家”. 

29 『樊巖集』 권7, 詩 望美錄 下, 「別武陵溪」.



29  Lee, Sangkyun  동해 무릉계(武陵溪) 명승 탄생의 문화사적(文化史的) 배경

30 『樊巖集』 권7, 詩 望美錄 上, 「宿指祖菴」. 

31 『樊巖集』 권7, 詩 望美錄 下, 「武陵小睡 白雲上人忽至 喜賦以贈」.

32 『樊巖集』 권7, 詩 望美錄 上, 「重訪武陵 吟奉玉壺」. “肩輿迥踏白雲梯 屑窣聲生積葉蹊”.

33 『本庵續集』 권1, 詩 「武陵溪」. “招提催出小籃回”.

34 이상균, 2012, 「조선시대 유람을 통한 사대부의 교유양상」 『사학연구』 106, 한국사학회, pp.114~115.

35 『柏谷先祖詩集』 冊4, 七律 「頭陀寺贈海上人」.

36 정시한(丁時翰, 1625~1707)이 1686~1688년 600일 동안 전국을 유람하고 남긴 『산중일기』에도 300여개소의 사찰과 승려의 이름 50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삼척을 떠나는 아쉬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 중 무

릉계와 이별하기 특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무릉계의 경

치, 유람 중 무릉계에 매료되어 떠나기 싫었던 심정, 승려

들과의 인연 등 삼척 귀양살이 중 무릉계 유람의 모든 소

회를 함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채제공의 무릉

계 유람 시에는 스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 지조암이

나 중대사의 승려들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기 때

문이다.30 이 시에서도 승려와의 만남을 빼놓지 않고 적고 

있다. 오대산에서 온 백운(白雲)이라는 승려도 함께하였

는데 둘은 무척이나 친한 사이였다. 채제공이 어느 날 무

릉계에서 졸고 있는데 백운 스님이 도착하자 기쁜 나머지 

시를 읊어주기도 한다.31

사대부들의 유람에 승려들이 함께하는 것은 그리 이

상한 일이 아니었다. 사대부들이 주로 찾던 유람처는 산

이었으므로 가장 많이 만난 방외인은 승려였다. 조선시

대 산속 이름난 명승지에는 어김없이 사찰이나 암자가 

있었다. 승려들이 명승의 토박이 주인이었고 명승을 찾

는 사대부들의 유람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산

을 유람할 때 인근 사찰에서 숙식하였고 승려들의 안내

를 받으며 승려들이 메는 가마를 타고 다녔다. 이러한 승

려들을 ‘지로승(指路僧)’·‘남여승(藍輿僧)’이라고 하였다. 

채제공도 승려들의 가마를 타고 무릉계를 유람했고,32 

1762년 무릉계를 유람한 김종후(金鍾厚, 1721~1780)도 

절에 재촉하여 승려들이 매는 가마를 탔다.33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불교의식을 폄하하고 비판했지만 유람 중 

승려를 만나 교유하기 좋아하는 사대부들도 있었다. 유

람 중 작시(作詩)를 잘하는 승려를 만나면 서로 수창하

며 교유하였다. 학식이 있는 승려와는 유·불도에 대해 담

론하며 학문적 견해를 나누기도 했다.34 김득신(金得臣, 

1604~1684)도 무릉계 유람 중 승려들과 교유하며 시를 

써주기도 한다.35 그러므로 사대부들의 유람 기록에는 많

은 승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36 즉 무릉계의 중대사와 

이후 중대사 터에 건립된 삼화사는 무릉계 유람의 거점

이었다. 

이처럼 무릉계는 김효원·허목·채제공 등 당대 명사

들이 유람함으로써 명성을 얻는다. 무릉계는 유람과 관련

된 시문과 바위에 새겨진 제명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호하는 유람 명소였음을 알 수 있다. 무릉계 유람의 성

행은 조선 말기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강회계(講會契)·

금란계(金蘭契) 등 지역 계원들의 유람이 꾸준히 이어졌

고, 이러한 전통으로 현재까지도 무릉계가 관광명소로 각

광받고 있는 것이다. 무릉계를 유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곳을 별유천지로 여겼다. 유람을 통해 무릉계라는 명칭

이 생기고, 그 수려한 별유천지의 경관이 사람들의 입에 

널리 회자 되어 더욱 유람 명소로 고착화되어갔다. 무릉

계가 명승으로 탄생하게 되는 가장 큰 문화사적 요인 중 

하나는 유람이었고 유람의 명소로 각광받았기 때문이다.

Ⅳ. 시문과 각자 

무릉계는 사람들의 유람을 통해 명소화되고 선계·강

학처의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더불어 

창작된 무릉계 관련 시문과 계곡에 새겨진 무수한 제명은 

무릉계의 인문사적으로 남아 무릉계의 역사를 대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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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무릉계 유람 관련 시문

작자 생몰년 유람 관련 시문 출전 유람 경위 유람 일시

李 穀 1298~1351 「留別眞州中臺寺古長老」 시 1수 『稼亭集』 권14 관동 일대 유람 시 1349년 9월 13일

金時習 1435~1493 「東觀音寺洞」 시 1수 『梅月堂詩集』 권9 유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金孝元 1542~1590
「頭陀山日記」 1편·「頭陀山和贈同遊邑子」 등 

시 17수
『省菴遺稿』 권1~2 삼척부사 재임 1577년 3월 20~26일

許 穆 1595~1682 「頭陀山記」 1편 『記言』 권37 삼척부사 재임 1661년 6월

尹舜擧 1596~1668 「次贈三陟使君金建中震標」 등 시 3수 『童土集』 권3
친구 김진표의 삼척부사 재임 시절 또는 본인 

영월군수 재임 시절 유람한 것으로 추정
미상

金弘郁 1602~1654 「武陵溪」 시 2수 『鶴洲全集』 권5
강원도 암행어사로 삼척을 방문했을 때 

유람한 것으로 추정
1637년 추정

金得臣 1604~1684 「向頭陀馬上有得」 등 시 9수 『柏谷先祖詩集』 책4 미상 미상

李秉淵 1671~1751 「武陵溪盤石」 시 1수 『槎川詩抄』 권下
삼척부사 재임 시 

(금란정 밑 암벽에 유람 일시 각자)
1734년 3월

申光漢 1684~1555 「詠頭陁嶺上長松」 등 시 4수 『企齋集』 권5 유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沈 錥 1685~1753 「訪武陵溪」 등 시 2수 『樗村遺稿』 권5
양양부사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 관동을 

유람할 때로 추정
1713년 추정

權 萬 1688~1749
「陟州歸後金仲綏履萬以詩戱之反其意次酬」 

시 1수
『江左集』 권2 미상 미상

申光洙 1712~1775 「中臺法堂聽解玉佩歌」 등 시 2수 『石北集』 권9 미상 미상

李敏輔 1717~1799 「竹西樓春興八首次子美」 등 시 3수 『豊墅集』 권2 삼척부사 재임 시 추정 1770~1771년 추정

蔡濟恭 1720~1799 「宿指祖菴」 등 시 16수
『樊巖集』 권6, 

「望美錄」
삼척으로 유배 1751년 가을

金鍾厚 1721~1780 「武陵溪」 시 1수 『本庵續集』 권1  영동지역을 유람할 때로 추정 1762년 추정

鄭元容 1783~1873 「山行隈隩水聲高~」 시 1수 『眞珠誌』 산천조 강원도관찰사 재임 시 추정 1827년 추정

許 秀 ?~?37 「山行數里見平泉~」 시 1수 『眞珠誌』 산천조 미상 미상

李東標 미상 「湖海風塵隔幾重~」 시 1수 『眞珠誌』 산천조 삼척부사 재임 시 추정 1697~1698년간 추정

郭 鋾 미상 「七月秋生銀漢澄~」 시 1수 『眞珠誌』 산천조 미상 미상

未 詳 - 「黃鳥啼時麗景新~」 등 시 2수 『眞珠誌』 산천조 - -

37 이후 생몰년이 불분명한 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 표시를 하지 않았다.

무릉계와 관련된 문헌은 사서(史書)·지리지·문집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무릉계 시

문과 각자를 살펴보도록 한다. 시문은 무릉계를 유람하

고 그 전반을 묘사한 것을 고찰하고, 각자는 분량이 많아 

이를 모두 소개하기란 지면상으로 불가능하므로 특징적

이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골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무릉계 유람 관련 시문의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 시문 중 산문 형식의 유람기는 2편이고 시가 66

수이다. 유람기는 유람의 여정을 적은 것이므로 유람의 

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는 그 내용을 통해 작자의 

무릉계 유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문을 창작한 사

람 중 삼척부사로 두타산을 유람한 인물은 김효원·허목·

이민보·이병연·이동표 등 5명이다. 삼척부사 중 신광한의 

시는 무릉계를 유람하면서 사물을 직접 보고 지은 유람시

가 아니다. 시제가 되는 곳을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요청 등에 의해 제영하여 부치는 기제시(寄題詩)

이다. 현재 전하는 신광한의 시만 놓고 보았을 때 신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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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릉계를 유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광한의 시는 

유람시가 아니다. 

또한 김시습의 시 「동관음사동」은 『매월당집』의 「유

관서록」 편에 실려 있어 이 시가 두타산 관음사를 읊은 것

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나머지 무릉계 시를 남긴 이곡·윤

순거·김홍욱·김득신·심육·권만·신광수·채제공·김종후·정

원용·허수·곽도 등은 무릉계를 유람하였다. 시문에서 유

람한 일시가 정확히 파악되는 인물은 유람기를 남긴 김효

원·허목이고 나머지 인물들은 시의 내용, 관력, 무릉계에 

제명된 각자 등을 통해 유람 여부가 확인된다. 

무릉계 유람 시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유람자가 

유람을 일시적 행락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시문으로 남

겨 향후 유람의 도구서가 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앞 

사람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새로이 기록하고 앞 사

람의 것이 미진하면 보충하는 것이 관례였다.38 대부분의 

유람자들은 자신의 유람 기록을 후대 사람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었다. 김효원의 「두타산일기」 말미에 조경이 소

서를 붙일 때도 후일 김효원의 유람기를 독자들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효원에 이어 무릉계를 유람한 

허목도 유람 전 김효원의 「두타산일기」를 참고한 후 유람

을 결행했다.

무릉계 유람과 관련된 시문은 산문 형식의 유람기보

다 유람시가 월등히 많다. 당시 산수라는 주제는 시를 창

작함에 있어 천기(天機)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소

재였다.39 그러므로 당시 문인들은 유람을 하면서 보고 느

낀 경물을 대상으로 수많은 시를 습작하여 남기고 있다. 

유람한 경물을 표현하는 사경의 방편으로 유람기나 그림

보다 시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40 문사들에 의해 창작된 

유람 시문은 조선 후기에 편찬되는 지지의 산천·명승·누

정·고적·제영 항목 등 다양한 편목에 수록된다. 『진주지』

나 『삼척군지』 등에도 무릉계 시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무릉계와 관련된 시문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무릉계

를 유람하지 않아도 그 의미와 명성을 잘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구득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무릉계에 새겨진 각자

는 현장에서 무릉계의 명성을 직접 보여준다. 다만 사진

이 없던 시절 방문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알 수 없었다는 단

점이 있다. 그러나 각자는 무릉계 자연에 새겨진 역사 유

적으로 남아 오늘날 무릉계의 명성을 가장 확증적으로 드

러내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승지에 가면 바위 곳곳에 인명이나 시 

등이 각자되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무릉계도 무수히 

많은 각자가 남아 있다. 사람들이 유람을 하면서 새겨놓

은 것들이다. 호암·석장·학소대·용추폭포 등의 반석이나 

암벽에 각자가 들어차 있다. 특히 무릉반석에는 무려 850

여명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다. 제명된 이들은 삼척

부사·토포사·관찰사·계원 등 사대부에서 일반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시기도 광복 직후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금석에 각자하는 것은 인물의 행적이나 기타 남기고

자 한 내용을 오래 남기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지류

보다 멸실의 우려가 적고 오래가는 돌이나 금속에 각자했

을 때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유

람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승지에 새긴 글씨들이 누적되어 

이름난 장소에는 일찍부터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글씨들

이 빼곡히 새겨지게 된다. 각자는 현지의 돌 위에 유람자

가 붓으로 직접 쓰거나 종이에 써준 글을 석공에게 주어 

새기게 했다. 절벽이나 위험한 곳에 새겨진 각자들과 대

형 글씨 대부분은 유람자가 종이에 써준 것을 석공이 받

아다가 새긴 것이다. 석공을 대동하지 않으면 승려를 시

켰는데, 각자만 전담하는 승려를 ‘각승(刻僧)’이라고 했

다. 정식(鄭栻, 1664~1719)은 가야산을 유람할 때 각승 해

환(海環)을 시켜 홍류동의 돌에 자신의 당호와 이름을 새

38 이종묵, 1997, 「遊山의 풍속과 遊記類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pp.386~387.

39 고연희, 1997, 「김창흡·이병연의 산수시와 정선의 산수화 비교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0, 한국한문학회, pp.305~306.

40 이상균, 2011, 앞의 논문,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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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41 대형 글씨들은 붉은 인주를 발라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대부분 

인주가 지워지지만, 거창 수승대 등에는 붉은 각자들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 

무릉계 암각자의 백미는 대자 초서로 새겨진 ‘武陵

仙源 中臺泉石 頭陀洞天’이다. 글씨 밑에 ‘玉壺居士書 辛

未’라고 새겨 놓았다. 즉 옥호거사가 쓴 글이다. 옥호거사

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1955년 김정경(金鼎卿)이 

편찬한 『삼척향토지』에 양사언이 강릉부사 재직 시 새겼

다고 처음 기록하였다.42 

이 초서 대자와 같이 무릉계의 경관을 묘사한 각자

는 호암·중대동문·무릉계·제일산천·산고수장·운집용고

(雲集龍苦)·학소대·별유천지·용추 등이고 나머지 대부분

은 인명이다. 무릉반석 약 850명, 도석폭포 약 70명, 호암 

약 15명, 학소대 약 1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명단은 

삼척부사나 토포사 등의 관리들이고, 가장 많은 것은 계

원 명단이다. 강회계원 32명, 금란계원 40명(무릉반석), 

금란계원 171명(금란정), 임진갑원(壬辰甲員) 30명, 신축

경우원(辛丑庚友員) 64명, 동란계원(東蘭契員) 47명, 무

술계원(戊戌契員) 37명, 금원갑원(金源甲員) 25명, 경인

창우갑(庚寅昌友甲) 43명, 동신계원(同信契員) 9명, 향란

계원(香蘭契員) 9명, 임인갑원(壬寅甲員) 40명, 무신동지

(戊申同志) 5명, 병자갑원(丙子甲員) 19명, 명칭을 알 수 

없는 몇몇 계원 99명 등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43 강회계

나 금란계처럼 지역의 강학 모임도 있으나 대부분이 친

목을 위한 동갑계이다. 이 계들은 대부분 1900년대 이후

의 모임이고 향란계원의 명단은 1960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된다. 무릉계는 조선과 근대를 거쳐 현대까지도 그 

유람 명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이 각자들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무릉계 석각 중 가장 특이한 것으로 꼽히는 것은 금

란계원의 이름 상단에 새겨진 난(蘭) 각화(刻畵)이다. 금

란계를 상징하기 위해 새겨놓은 것이다. 석각은 인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문양이나 그림을 새겨 넣기도 했

다. 명단과 난은 금란정 옆 바위와 무릉반석 등 2곳에 새

겨 있다. 이 난의 그림은 강릉·동해·삼척 지역에서 활동했

던 문인이자 서화가인 심지황(沈之潢, 1888~1964)이 그

린 것으로 확신된다. 심지황은 금란계원으로 활동하였고 

반석 2곳에 난과 함께 각자된 금란계원의 이름에도 포함

되어 있다. 1947년 금란계원들이 건립한 금란정의 해서·

전서 현판 2개를 심지황이 썼는데, 여기에도 금란계를 상

징하는 난을 그려 넣었다.

41 『明庵集』 권5, 錄 「伽倻山錄」. “有海環僧乃刻僧也 刻余堂號姓名於紅流洞石面”.

42 김정경 편저·배재홍 옮김, 2016, 『삼척향토지』, 삼척시립박물관, p.106.

43 배재홍, 2005, 앞의 책, pp.127~147; 동해시, 2018, 앞의 용역보고서 참조.

사진 2 무릉계 반석 각자 모습과 ‘武陵仙源 中臺泉石 頭陀洞天’(동해시).

사진 3   금란정 바위와 무릉계 반석에 새겨진 금란계원 명단과 난 3D, 심지황이 

쓴 금란정 현판(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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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계의 각자된 인물 중 주목되는 것은 조선 후기

의 화가 겸재 정선이다. 용추폭포 앞 왼쪽 절벽에 ‘金履

素·履裕·金樂祐·李秉□·鄭敾·洪遇箕’ 순으로 새겨져 있다. 

1788년 김홍도(金弘道, 1745~?)가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 

일대를 기행 사경 할 때 무릉계에 들러 그림을 남겼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 후기 금강산과 관동팔경은 화원들이 기행 사경

을 위해 꼭 한 번쯤은 유람하는 곳이었다. 무릉계 각자를 

통해 정선도 관동지역 경치를 사경하면서 무릉계에 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정선은 1711·1712·1747년 3차

에 걸쳐 금강산을 사경하는데, 1711년 그림은 「신묘년풍

악도첩」, 1747년 그림은 「해악전신첩」으로 전해지고 1712

년의 그림은 전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강릉이나 삼척지

역을 소재로 한 그림이 없다. 이때는 금강산만 유람하고 

강릉·삼척 일대는 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733

년 현재 포항의 청하(淸河)현감으로 부임하여 1735년까

지 재임하면서 동해안 북쪽 흡곡의 시중대부터 울진의 망

양정 등 관동지역 동해안 명승을 사생하고 이때 사생한 

그림을 토대로 1738년 「관동명승첩」을 남기는데, 여기에 

죽서루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 삼척지역을 다녀갔음이 확

인된다. 

정선의 금강산과 관동지역 사경에는 평생의 친구인 

이병연이 함께한다.44 1711년과 1712년 정선이 금강산을 

사경할 때 이병연은 김화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둘이 

함께 금강산을 유람한다. 정선이 청하현감으로 오기 직

전인 1732년 이병연은 삼척부사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

병연은 1736년 4월까지 삼척부사를 지냈다. 정선은 관

동지역을 사경할 때 삼척에서 이병연을 만난 것이다. 용

추폭포에 정선의 이름과 함께 새겨진 ‘李秉□’는 이병연

의 이름으로 확증된다. 무릉계 금란정 주변 무릉반석에

는 1734년(갑인년) 3월에 새긴 이병연의 이름이 진보현

감[眞寶守, 경북 청송] 홍우기(洪遇箕, 1685~?)와 함께 남

아 있다. 이병연과 홍우기는 김재현(金載顯, 1627~1700)

의 사위 조정의(趙正誼)의 딸들에게 장가들어 둘은 동서

지간이다.45 여기에는 정선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지 않

으나, 앞서 용추폭포에는 홍우기의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다. 정선의 무릉계 그림은 남아 있지 않았지만 이병연·

홍우기와 함께 1734년 3월 무릉계를 유람한 것이다. 정선

이 그린 죽서루 그림을 보면 오십천을 선유(船遊)하는 배

에 세 사람이 타있고, 죽서루에 기생 셋이 이들을 기다리

고 있다. 정선이 죽서루를 그릴 때 이병연·홍우기와 함께 

죽서루에서 연회를 즐기는 장면을 함께 묘사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44 한국고전번역원의 이병연 연보 참조.

45  『萬家譜』(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9책(林川趙氏) 32면; 『寒水齋集』 권25, 神道碑 「參判金公 載顯 神道碑銘 幷序」. “外孫男明迪進士明遇 女正

郞李秉淵 靑陵君模 進士洪遇箕 生員金聖澤 趙出也”.

사진 4 용추폭포에 새겨진 ‘정선’ 제명 3D(동해시).

그림 1 김홍도, 「금강사군첩」 중 무릉계, 1788, 견본담채, 30×44㎝,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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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릉계는 당대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가 그림으로 

남겼고, 정선 또한 유람했던 명소였다. 전대부터 누적되

어온 무릉계의 시문과 각자는 후대로 갈수록 집적되어 무

릉계의 명성을 더욱 알리게 되는 전거가 되었고, 지금도 

무릉계의 역사 유적으로 남아 무릉계의 문화사적 의미와 

그 명성을 더욱 각인시켜주고 있다. 

Ⅴ. 팔경과 구곡

중국에서 유입된 문화 중 팔경과 구곡은 조선에서 가

장 유행한 양대 명승 문화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

려 말부터 국내의 경승을 대상으로 팔경이 만들어지는데, 

김극기(金克己, 1379~1463)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한국의 

팔경시를 창작하였다. 김극기는 사신의 임무를 띠고 강릉

에 갔다가 승경에 취해 「강릉팔경시」를 남겼는데, 이 시가 

한국팔경시의 효시이다.46 관동팔경도 강릉의 경승을 시

작으로 이른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관동팔경은 

16~17세기 초 문인들의 인식 속에서 정형화되었다.47 

조선 후기에는 관동팔경을 필두로 전국의 각 지역마

다 팔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삼척지역에도 척주팔경이 만

들어지고 척주팔경 중 하나인 무릉계에는 별도의 팔경이 

만들어진다. 1610~1611년 삼척부사를 지낸 민인백(閔仁

伯, 1552~1626)은 “삼척 죽서루의 경승이 관동팔경 중의 

최고이며 재차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다시 화폭을 보

았고… 중대산[무릉계]은 산수의 경치가 기묘하여 사람들

이 소금강이라 칭한다”고 칭송하였다.48 

지금의 동해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 팔경은 홍병덕(洪秉德, 1780~?)의 홍도(紅

桃)팔경, 최윤상(崔潤祥, 1810~1853)의 삼화·무계(武溪)

팔경이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최병희(崔秉熙, 

1905~1986)가 만든 홍도(紅桃)팔경, 무명씨의 비천(飛

川)팔경이 있다.49 특히 최윤상은 1884년 봄 무릉계에 무

릉정을 건립하고 주위에 복숭아나무 1만여 그루를 심어 

무릉도원의 정취를 만들었을 만큼 무릉계를 애호했던 

인물이다.50 최윤상은 무릉정에서 독서하며 백이(伯夷)

를 숭상하고 도연명(陶淵明)을 읊조리며 공부의 정취로 

사진 5   무릉반석 이병연·홍우기 제명 3D(동해시). 

그림 2 정선, 「관동명승첩」 중 죽서루, 1738, 지본담채, 32×58㎝, 간송미술관.

46 안장리, 2002,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pp.46~51.

47 관동팔경의 정형화 과정과 장소는 이상균(2013), 앞의 논문, pp.27~33 참조.

48 『苔泉集』 권5, 遊賞 「三陟竹西樓」. “三陟竹西樓之勝 爲關東八景之最 無庸更議 曾看畫幅 (中略) 有中臺山 山水奇勝 人稱小金剛”.

49 삼화동파수회, 2015, 『파수안향토지』, pp.139~142.

50 무릉정은 중대사 옛터 남쪽에 있었으나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산불에 소실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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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다.51 최윤상이 정한 삼화팔경은 용추비폭(龍湫飛

爆)·호암어화(虎岩漁火)·무릉화류(武陵花柳) 등 현재 삼

화동과 무릉계와 관련된 장소이다. 그러나 최윤상은 무

릉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아래와 같이 무계(武

溪)팔경을 별도로 정하고 시를 남긴다.

① 옥봉제색(玉峰霽色) : 비 개인 후 옥봉의 풍경

烟雨前宵鎖北峰 

전날 밤 보슬비로 북산(北山) 문 잠겼더니

朝來洗出似芙蓉 

아침 되자 씻고 나온 부용 같네 

幽人睡起開窓早 

은일자 잠에서 깨어 일찍 창을 열고

收攬晴光幾盪胸 

맑은 저 빛 거머쥐고 몇 번이나 가슴을 씻었을꼬

② 방현춘경(榜峴春耕) : 방현의 봄 밭갈이 

望杏瞻蒲春事稠 

살구 보고 부들 보니 봄 일 바쁘겠구나 

縱橫白水散平疇 

가로 세로 맑은 물 평평한 두둑에 흩어지네

觀耕最是田家樂 

밭갈이 보노라니 이것이 농가의 최고 낙이지 

預占黃雲十頃秋 

가을 너른 들판의 풍년이 미리 점쳐지네 

③ 정사낙안(汀沙落雁) : 모래톱의 기러기

汀沙鋪雪水縈回

눈 덮인 모래톱에 제자리 맴도는 물 

落雁雙雙一陣開 

기러기 떼 쌍쌍이 내려앉아 한데 진을 폈네 

最愛夜深霜月白 

제일 좋아하는 깊은 밤 서리 달은 하얗고 

枕邊淸叫數聲來 

베갯머리에 맑은 울음소리 들려오네 

④ 석경귀승(石逕歸僧) : 돌길로 돌아가는 승려

荷笠飜飜帶夕暉

석양 빛 맞으며 펄럭이는 삿갓이여 

雲崖何處啓禪扉

구름 벼랑 끝 어느 곳에 선문(禪門) 열러 가는지

遙知石逕孤筇響 

멀리서도 알겠노라 돌길 짚는 외로운 죽장 소리 

驚起林間宿鳥飛 

숲속에 잠든 새 놀라서 깨어 날아오르네

⑤ 부계어화(浮溪漁火) : 계곡에서 떠오르는 고기잡이 불빛

設網投竿此夜多

그물치고 낚시 드리우는 것 이 밤에 부쩍 늘어 

搖搖漁火暎江波 

흔들흔들 고깃배 등불 강 물결에 비치누나 

煙消日出渾無迹 

안개 걷히고 날 밝자 흐릿하게 자취는 없어지고 

竹裡家家曬綠簔 

대밭 속 집집마다 푸른 도롱이 말리는구나 

⑥ 금곡취연(金谷炊烟) : 금곡의 밥 짓는 연기

綠竹靑蔥井畔連 

푸르디푸른 녹죽(綠竹)은 밭가에 이어 있고

前臨漁渚傍平田 

앞은 고기 잡는 강이요 뒤는 평평한 밭이네

烹銀炊玉家家興 

집집마다 물고기 삶고 밥 지으니 

散盡東西一抹烟 

동서로 흩어져 없어지는 한 가닥 연기 

⑦ 전강풍범(前江風帆) : 앞강의 돛단배

淸川一派海門通 

맑은 내 한 갈래 바다의 문으로 통하고

賈客帆檣倚便風

51 김정경 편저·배재홍 옮김, 앞의 책,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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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국 오대(五代) 송나라 초기의 화가인 이성(李成)을 가리킨다. 선조가 당나라 황실의 종친으로 섬서성 사람인데 청주에 살다가 산동성 영구에 정착하였다. 이성

을 가리킬 때 ‘영구’라고 쓴다.

53 삼화동파수회, 앞의 책, pp.141~142의 원문과 해석본을 참고하여 문맥이 어색한 부분은 일부 필자가 재번역하였다. 

54 『澤堂續集』 권5, 詩 「日遊亭十景 竝後序」. 이식은 일유정십경을 莎峯霽色·斗郊春耕·汀沙落雁·石逕歸僧·蘇文古城·彌勒曉鍾·右浮瀛漁火·金灘炊煙·前江風帆·獨山雪

松으로 정하고 제영했다.

55 『靑城集』 권7, 記 「華陽洞記」. “獨於巴串 昏眼頓明 淸流白石 豁然可意 三陟武夷溪差可擬也”.

56 ‘어랑은 도원의 길을 다시금 찾았다만, 오직 인간 세상 속에 별천지가 있는 것을’이라는 뜻으로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상인의 돛배 하나 순풍에 의지했네

此景最宜亭上看 

이 경치 마땅히 최고라 정자에 올라 바라보니 

營丘水墨畫江東 

영구(營丘)52가 수묵으로 강동을 그려 놓은 듯

⑧ 독산설송(獨山雪松) : 독산의 눈 덮인 소나무

山名爲獨已超群 

산 이름을 독이라 하는 것도 여럿 가운데 뛰어난데

況有長松勢入雲 

하물며 구름 뚫을 듯 기세의 장송이 있네

黛色三冬元自秀 

검푸른 색 겨울에 더욱 빼어나니 

風聲十里更堪聞 

십 리의 바람 소리 다시 들을 만하네53

그런데 무계팔경은 이식(李植, 1584~1647)이 공주 

금강 상류의 일유정(日遊亭)에 정한 십경과 그 제영 내용

까지 거의 동일하다.54 최윤상은 당대 문장가였던 이식의 

일유정십경과 그 제영을 차용하여 무계팔경을 정한 것으

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정형화된 팔경은 단순히 명승지 여덟 곳

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경승의 대명사로서의 의미를 가

지며 지역 자연경관의 정수를 말한다. 그러므로 무릉계

는 조선시대 팔경문화의 전통 속에서 지역의 가장 아름다

운 경관을 품은 곳으로 정평이 나있었다고 할 수 있다. 

팔경은 경승이라는 수려한 자연현상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구곡은 경승에 설정된다는 보편성도 가지고 

있으나 사상적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는 공간의 의미가 

강하다. 이황(李滉, 1501~1570)과 이이(李珥, 1536~1584)

를 중심으로 성리학이 심화되는 16세기에 이르면 조선에 

수용된 주자의 무이구곡 영향으로 사대부들에 의해 많은 

구곡원림이 설정되고 경영되었다. 성리학을 신봉했던 사

대부들은 학문사상은 물론 생활방식까지 주자를 전범으

로 삼으려 했다. 「무이도가(武夷櫂歌)」가 내포한 사상을 

이해하려 하거나 그 시를 차운하여 주자의 학문적 성향을 

따르려 했다.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은 화양구곡 중 제9곡인 

파곶(巴串)의 물과 돌을 보면서 삼척의 무이계(武夷溪)와 

비견할 만하다고 하였다.55 이 무이계는 무릉계를 칭하는 

것이다. 성대중은 무릉계를 무이계로 고쳐 불렀다. 성대

중이 무릉계를 찾은 것은 1783년부터 이듬해까지 흥해군

수로 재직할 때로 보인다. 성대중이 무릉계를 무이계로 

칭하긴 했으나 구곡을 직접 설정하지는 않았다. 무릉구

곡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계팔경을 만든 최윤상이 정하

였다. 강순원(姜舜元)이 쓴 무릉정의 기문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는데, 여기 최윤상이 무릉구곡을 정한 경위가 잘 

드러나 있다.

무릉정은 척주 청옥산 속에 있다. 이 정자는 곧 최공이 독

서하는 곳으로 만 그루의 복숭아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었으

니, 산골의 경치가 무릉도원과 비슷하다. 이 정자 이름을 무릉

정이라 하였다. 산 좌우 눈앞의 삼라만상은 경치가 아름다운

데 각기 명칭이 붙어 있으니 이것이 이 정자의 구곡이다. 우연

히 회옹(晦翁) 주희가 지은 「무이구곡」 가운데 ‘漁郞更覓桃源

路 除是人間別有天’56이라는 구절을 읊다가 문득 검은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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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배재홍, 2005, 앞의 책, pp.100~101에서 재인용.

58 중국의 九州를 아홉 점의 연기로 여겨 말한 것이다. 당(唐)나라 이하(李賀)의 「몽천시(夢天詩)」에 “멀리 중국을 바라보니 아홉 점의 연기라네[遙望齊州九點煙]”라

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천하가 한 점의 연기와 같이 작게 보인다는 뜻이다.

59 28수에 속한 별자리 중 하나로 견우성이다.

은 산수를 즐김에 진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옛날 이문순공

[이황]이 「도산십이곡」을 지었고, 이문성공[이이]이 「석담구곡」

을 지었으며, 송문정공[송시열]이 「화양구곡」을 지었는데, 공

이 학문을 함에 오로지 세 선생의 이루어놓은 본보기를 따랐으

니 그 학문의 순정(純正)을 또한 알 수 있다.57

최윤상이 정한 무릉구곡은 1곡 맹호암(猛虎巖), 2

곡 와룡추(臥龍湫), 3곡 학소대(鶴巢臺), 4곡 운영교(雲影

橋), 5곡 방화계(訪花溪), 6곡 수류천(隨柳川), 7곡 함월지

(涵月池), 8곡 낙하담(落霞潭), 9곡 영귀탄(詠歸灘)이다. 

그가 지은 「무릉구곡가」는 다음과 같다.

서곡(序曲) 무릉반석(武陵盤石)

武陵亭上仰仙靈

무릉정에 올라 신령스런 선경을 바라보니

岩下寒流曲曲淸 

바위 아래 시원한 물결 굽이굽이 맑아라

箇裡眞源誰溯得

그 속 진원을 누가 거슬러 올라 찾으리오만

付余歌棹數三聲

내 뱃노래 서너 곡 읊어보네

일곡(一曲) 맹호암(猛虎巖)

一曲溪沈繫我船

일곡이라 물 깊은 곳 배를 매어놓으니

岩高猛虎俯臨川

바위 높은 곳에서 맹호가 웅크려 냇가를 보네 

溯流漸上淸虛裡

물을 거슬러 점점 오르니 맑고 공허한 속내가

可笑塵尕九點煙

가히 속세를 작은 구점연(九點煙)58으로 비웃을 만하네

이곡(二曲) 와룡추(臥龍湫) 

二曲溪環萬疊峯 

이곡이라 계곡이 만첩 봉우리 둘러

臥龍湫下步從容 

와룡추 아래로 조용히 흘러가네 

江湖遠處看牛斗 

강호를 멀리한 곳에서 우두성(牛斗星)59 바라보니

銀漢遙應接九重 

은하수는 아득히 깊은 곳에서 비치네 

삼곡(三曲) 학소대(鶴巢臺)

三曲淸冷泛我船

삼곡이라 맑고 맑아 배를 띄우니

臺空鶴去已多年

대는 비어 있고 학은 떠난 지 이미 여러 해

登高府瞰塵間事

높이 올라 숙이고 내려다보니 세상일 티끌 같아

逝者如斯堪自憐

가는 것이 하늘의 이치와 같으니 가련하도다

사곡(四曲) 운영교(雲影橋)

四曲深幽鎖翠岩

사곡이라 그윽이 깊은 곳 푸른 빛 두른 암벽

岩間雲影畵

암벽 사이 구름 그림자 모포(毛布)를 그린 것 같네 

一橋延袤橫千丈 

다리 하나 천장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듯

誰敢憑許俯碧潭 

누가 감히 기대어 푸른 연못 굽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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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불(道佛)의 허무의 학을 일컫는 말로 노장학을 지칭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61 삼화동파수회, 앞의 책, pp.142~144의 원문과 해석본을 참고하여 문맥이 어색한 부분은 일부 필자가 재번역하였다. 

62 무릉구곡 시와 가사는 배재홍, 2005, 앞의 책, pp.100~101ㆍpp.114~117을 참조.

오곡(五曲) 방화계(訪花溪)

五曲山中漸入深

오곡이라 산중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면

訪花溪上繞平林

방화계 위 평지에 수풀이 둘러 있네

澄淸不息源尤遠

맑은 물 쉴 새 없이 흘러 더욱 아득하니

却就玄虛洗我心

문득 나아가 현허(玄虛)60한 내 마음 씻어보리라

육곡(六曲) 수류천(隨柳川) 구파노인은

六曲前頭翠作灣

육곡이라 앞머리 푸름이 물굽이 지어낸 듯

依門楊柳晝尙關

버드나무 문 의지하려니 대낮에도 닫혔어라

主人所樂求仁智

주인이 즐기고 구하는 바는 인지(仁智)인데

誰識心機着處閒

누가 내 마음 아는지 딛는 곳마다 한가해라 

칠곡(七曲) 함월지(涵月池)

七曲涵池月潛灘

칠곡이라 달이 못에 가라앉고 여울에 잠겼는데

風煙耩許老夫看

바람이 안개를 걷어 늙은이 보길 허락하네

是非夢遠身無事

시비는 꿈같이 요원하나 이 몸 아무 일 없는데

上下天光照膽寒

상하로 하늘빛이 간담을 서늘히 비추는구나 

팔곡(八曲) 낙하담(落霞潭)

八曲風烟使我開 

팔곡이라 바람과 연무가 나로 하여금 개인 듯

落霞潭下水濚回 

낙하담 아래는 휘돌아 나가는 물이로세

閒中每揭蓬窓看

한가함 가운데 매양 봉창 들어 바라보니

明暗無常自去來

아침저녁으로 무상함이 저절로 오고가네

구곡(九曲) 영귀탄(詠歸灘)

九曲詠歸眼豁然

구곡이라 시 읊고 돌아오려니 눈 활짝 트이고

灘頭煙歇見平川

여울머리 안개 걷히니 들내가 보이는도다

耶知攀木緣崖處

나무를 부여잡고 벼랑 오르는 곳 알겠다만

抛得寄觀咫尺天

버리는 것 터득하니 지척에서 하늘을 보겠네61

최윤상은 무릉정에서 독서하며 이황·이이·송시열

(宋時烈, 1607~1689)과 같은 당대 성현을 본받아 무릉계

에서 구곡원림을 경영한 것이다. 무릉계를 하나의 도체

로 인식하고 자신의 학문을 궁구하며 이상세계를 꿈꾸었

다. 무릉구곡은 최윤상의 사후에도 지역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었다. 조선 말기의 문인인 윤수구(尹寗求)·조중목

(趙重穆) 등이 무릉구곡에 시를 남겼고 윤용구(尹用求, 

1853~1939)·민종식(閔宗植, 1861~1917) 등은 가사를 남

기기도 했다.62 

조선의 사대부들은 무이구곡에 시가를 붙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곡도를 그리며 구곡문화를 만들어갔다. 

주자의 「무이구곡도」를 그려 무이산을 상상하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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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들이 경영하였던 구곡을 그림으로 남겼다. 최윤상의 

무릉구곡을 그린 「무릉구곡도」도 현존하고 있다. 이 「무

릉구곡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란정 현판을 쓴 인물

인 심지황이 그렸다. 

무릉구곡은 최윤상이 정하고 경영한 이후 지역 유림

들이 그 의미를 담아 시가를 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

림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즉 무릉계는 성리학적 도가 

구현되는 도학적 의미의 공간으로도 각인되었던 것이다. 

무릉계는 팔경화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의 장소적 

의미를 넘어 구곡까지 설정됨으로써 성리가 구현되는 도

학의 장소로도 의미가 부여되고 있었던 것이다. 

Ⅵ. 맺음말

무릉계는 자연과 인문의 복합공간으로 역사ㆍ경

관ㆍ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다. 별유천지라 불릴 정

도로 수려한 비경을 지니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유람했

고, 이들이 남긴 시문과 각자, 팔경과 구곡 등 역사 유적

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두타산 무명의 한 골짜기였던 무릉계는 삼척부사 김

효원의 유람을 통해 본격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다. 김효원이 ‘무릉계’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후 사

람들이 ‘무릉계’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허목ㆍ채제공 

등 당대 명사들이 유람함으로써 명성을 얻게 된다. 무릉

계는 유람객들의 입을 통해 세간에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

들을 불러 모았다.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외

부 인사들도 애호하는 유람 명소로 각광받았고 유람 명소

로 더욱 고착화되어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릉계는 

선계ㆍ강학처의 의미가 부여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다. 그 명성은 조선 말기에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현재까

지도 유람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무릉계는 유람과 더불어 많은 시문이 창작되고 현지

에는 다녀간 사람의 흔적이 제명된 각자가 남아 있다. 무

릉계를 유람한 사람은 유람을 일시적 행락으로 끝내지 않

고 시문으로 남겼다. 이 시문에는 무릉계가 주는 심미적

인 문화적 여향(餘香)이 표현되어 있었고, 이러한 과정 속

에서 무릉계의 이미지가 형성되어가고 그 명성이 알려진

다. 즉 무릉계를 제재로 한 시문은 무릉계를 유람하지 않

아도 그 의미와 명성을 알릴 수 있는 전거가 되었다. 무릉

계에 새겨진 각자는 현장에서 무릉계의 명성을 직접 보여

주며 사람들로 인해 이 자연공간이 어떻게 변모해가는지

를 대변해주고 있다. 시문이나 각자 등은 오늘날 무릉계

그림 3   심지황, 「무릉구곡도」 부분, 지본채색, 개인 소장(동해문화원 홈페이지 게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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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 유적으로 남아 무릉계의 문화사적 의미와 그 명

성을 더욱 각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이번 각자의 조사를 

통해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이 무릉계를 다녀간 것이 

확증되었다.

무릉계는 조선에서 유행한 양대 명승문화였던 팔경

과 구곡의 영향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일찍이 척주팔

경의 하나로 지목되었고 지역 유림에 의해 무릉계만을 대

상으로 한 별도의 무계팔경이 만들어진다. 무릉계는 지

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자연경관의 정수로 인

정받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구곡까지 설정됨으로써 경

관의 장소적 의미를 넘어 지역 유림들에게 성리가 구현되

는 도학의 장소로도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처럼 무릉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그에 걸맞

는 문화적 층위가 두텁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

적 층위는 문화사적 배경과 그 흔적의 집적으로 이루어졌

고 무릉계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이 연구는 많은 대중들과 연구자들이 명승으로서 무

릉계가 가지는 내재적 가치와 문화사적 의미를 보다 구

체적으로 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릉

계로 한정한 연구이긴 하나 향후 명승의 문화사를 고찰

하는 등 명승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증대시키

는 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는 사례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

해본다. 

아울러 향후 무릉계에 주목해야 할 사항은 본 논문

에서 제시한 시문이나 각자 등의 기록 속에 나타나는 무

릉계의 장소적 의미와 같은 문화 경관상, 선현들이 무릉

계곡의 어떠한 대상을 보고 그 심상이 문화적으로 형성되

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

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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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左集』, 『企齋集』, 『稼亭集』, 『記言』, 『動安居士集』, 『童土集』, 『萬家譜』, 『明庵集』, 『梅月堂詩集』, 『柏谷先祖詩集』, 『樊巖集』, 『本庵續集』, 『槎川詩

抄』, 『石北集』, 『省菴遺稿』, 『樗村遺稿』, 『朝鮮王朝實錄』, 『眞珠誌』, 『淸溪集』, 『苔泉集』, 『澤堂續集』, 『豊墅集』, 『鶴洲全集』, 『寒水齋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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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eung Valley was designed as a place of  scenic beauty. It was called a utopia because of  its unexplored regions. 

Many people traveled to this place and wrote poetry and prose describing it. It represented a culturally historic site 

and an example of  the changing of  cultural spaces. 

Mureung Valley was one of  the nameless valleys in Duta Mountain, but “Mureunggye” was named by Kim 

Hyon Won, who was a governor of  Samcheok.. The valley acquired a reputation for many people’s visiting. It was a 

famous space because local residents liked the place, and famous people also loved the place. This place was adapted 

into a cultural place with a link to the immortal world and an educational place by people’s travel stories. The place 

maintained a reputation until now and took center stage as a famous travel space. One of  the reasons it became a 

place of  famous scenic beauty is travel.

People who travel to Mureung Valley created poetry and prose containing their excitement and travel stories. As 

the poetry and prose had esthetic images of  Mureung Valley, people understood the place. The poetry and prose 

showed the meaning of  the place and the changing process. These codified the reputation in the place.

Mureung Valley was pointed out in one of  the Cheokju-Palkyoungs. However, Mugye-Palkyoung (only for 

Mureung Valley) was made. It was understood as the most beautiful scenery in the place and it had the meaning of  

the ethics place which embodied Neo Confucianism. 

Mureung Valley has a great natural landscape and cultural history background. That is how this place of  scenic 

beauty was created. 

Abstract

The Cultural History of Mureung Valley, the Scenic 
Site designated as National Cultural Property

Lee, Sangkyun
Gangwon Province

Corresponding Author : l96105025@korea.kr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1, March 2019, pp.22~43.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eyword    Mureung Valley, a place of scenic beauty(名勝), Travel, poetry and prose(詩文), Sculpted words(刻字), Palkyoung, Gugok(九曲)

Received  2018. 09. 21 ● Revised  2018. 10. 29 ● Accepted  2019. 01. 28



43  Lee, Sangkyun  동해 무릉계(武陵溪) 명승 탄생의 문화사적(文化史的) 배경

M
UN

HW
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