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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 문화재 지정 및 관리의 객체는 주

로 역사문화재에 집중되어 왔으나 근래에 들어 자연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려

한 자연유산이 각종 개발사업과 경관 교란으로 물리

적 훼손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임에 비추어 

이와 같은 추세는 긴요한 현상이 아닐 수 없으며 추

가적으로 자연문화재의 지정은 물론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명승

( )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문화

재 중 천연기념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 업무는 거의 무관심 수준으로 

방치되어 왔다(김학범 2009a)는 지적도 과언은 아니

다. 1970년 명주 청학동의 소금강이 국가지정 명승 

제1호로 지정된 이후 2009년 12월 말 현재 지정된 명

승은 총 67건이고 1건이 지정 예고되어 있듯이, 2005

년도 이후 지정 건수가 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

황이다. 명승 관련 조사·연구 또한 일천한 실정이었

으나 최근 들어 많은 연구 성과(신승진 2003; 문화재

청 2003·2004·2005·2007b·2007c·2007d·2007e·20

08a·2008b; 이진희 2005; 이재근 2009)를 거두고 있

다. 특히 문화재청이 주체가 되어 ‘명승의 현황과 전

망’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명승의 지

정 확대 및 보존관리, 그리고 활용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고무적이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관적 차원에서 명승은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

이라는 형식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장’

으로서의 사회적 측면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 이미

지를 담는 의미경관’이란 상징성이 강한 문화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승은 기본적으로 지정물 자체

가 갖는 경관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화재이지

만 명승이 갖는 특별한 의미의 문화적 요소(김학범 

2009b)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명승 지정 사례

를 보면 명산뿐만 아니라 평양팔경, 강동팔경, 삼등

팔경, 자산팔경, 해주팔경·해주구팔경, 화산팔경, 연

안팔경, 은률팔경 등의 팔경 각 처와 석담구곡, 삼등

리 36동천 등 동천구곡의 각 처가 다수 명승으로 지

정됨(김학범 2009a)으로써 북한 명승 중 문화경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6.6%(이재근 2009)에 이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래 경승지

의 설정 및 시문 제영의 이면에는 조선시대의 정치적 

이념이었던 유가사상 그리고 선경의 이상세계를 반

영한 도가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대표적 문화경관으로 손꼽을 수 있는 전형적 경

승 유형이 바로 곡( )과 경( ) 그리고 동천( )

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최기수(2009)가 논의한 것과 

같이 형승지, 자연특질과 현상, 인간의 삶의 흔적 등

과 같은 명승 분류체계는 매우 유효하다. 현재 지정

된 명승의 대부분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및 교감에 

의한 문화적 산물이며 또 앞으로 추가 지정될 명승 

또한 이러한 성격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가지정 명승 총 68

건을 대상으로 ‘곡( )’과 ‘경( )’, 또는 ‘동천( )’ 

등 전래 경승과의 연관성을 살핌으로써 옛 선인들이 

풍월주인( )의 심정으로 향유했던 팔경 및 

동천구곡이 바로 현대적 개념의 명승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명승이 소재하는 

지자체에서 홍보되는 현대팔경과 명승과의 연관성도 

함께 고찰함으로써 국가 지정 명승의 이면에 흐르는 

전래경승의 흔적과 그 강도도 함께 추찰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명승 지정기준

의 내용과 변천 과정, 유형 및 지정 추이 그리고 유



132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01, 2010

형 분류상의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둘째, 2009년 12

월 말 기준, 국가지정 명승 68건 전체를 대상으로 팔

경 및 동천구곡 관련 연관성에 대한 문헌 및 자료조

사를 실시하였다. 

동천은 당나라 때 사마승정( : 647 735)

이 기록한 천지궁부도( )에서 지상의 신

선이 산다는 곳을 지칭하는 곳으로(이혁종·최기수 

2009)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공간이며 성리학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주자의 무이구곡 등 구곡과는 차

이를 보이는 개념이다. 또한 ‘동천’이 특별한 개별경

관을 지칭하는 데 비해, ‘구곡’은 주체인물이 자신의 

지향에 따라 몇 개의 동천을 조직( )한 것이다(김

덕현 2008). 본 연구에서는 ‘동천’과 ‘구곡’을 별도 분

리하지 않고 ‘동천구곡’으로 용어를 정리한 이유는 

선행연구(문화재청 2007b;문화재청 2007e·문화재청 

2008a)를 수용, 전통 명승으로서 ‘동천구곡’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활용

개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명승 소재 도·시·군·구 문

화관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내 명승과 지자체 내 

홍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래팔경이나 현대팔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소개

되지 않은 명승에 대해서는 전화로 해당 지자체 담

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자료 확인이 되지 

않는 명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인터넷자

료 검색 및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현 

명승과 전래팔경·동천구곡 그리고 현대팔경의 관련

성을 빈도분석으로 비교 고찰함으로써 현재 지정 명

승의 문화경관적 의미와 상징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때 팔경과의 관련성은 경관적 특수성의 하

나인 시점과 대상의 상호 전이가능성을 고려하여 ‘경

관 대상(장)으로서의 명승’과 ‘시점(장)으로서의 명

승’으로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전래경관이란 문헌 또는 구

전되어온 지역 경승의 집경적( ) 결과로 이루

어진 경관으로 명승 지정 이전, 즉 1970년 이전 지

정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팔경은 

1970년 이후 지역의 관광 홍보 등을 위해 지자체 등 

단체를 중심으로 집경된 팔경을 의미하며 명승 지정 

이전에 이미 설정된 경우도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켰

다. 한편 팔경 이외 포괄적으로 십경( )·십이경

( ) 등 외연이 확대된 경우와 사경( ) 등 축

소된 경우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팔영( ), 팔

승( )도 모두 포괄적으로 팔경의 개념 범주에 포

함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명승이 법률로 규정된 것은 1933년 “조

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한 것이 최

초이나 실제 지정의 토대가 구축된 것은 ‘문화재보호

법’이 제정 이후인 1964년 이후로, 문화재보호법 시

행규칙 제6조의 명승 지정기준에 의해 구체화되었

다. 그러나 이후에도 명승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다

가 1970년에 이르러서야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명

승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이후 1979년까지 단지 7건

만이 지정되었을 뿐이다. 이 중 순수한 자연경승은 

3건이며, 4건은 사찰과 주변 자연경관으로 구성된 

복합된 성격이었으나 복합경관적 명승도 자연경관

을 중심으로 지정·관리되었다. 이 시기 명승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문학적 인식 부족과 명승에 대한 국가

적 지원이 열악함으로 인해 1998년에는 명승 제4호 

해남 대둔산일원과 명승 제5호 승주 송광사·선암사

일원이 명승에서 해제되어 ‘사적 및 명승’으로 재 지

정되는 등 명승 지정의 혼돈이 이어졌다. 이러한 실

정에서 1983년에 지정 기준에서 동굴이 제외되었으

며, 1997년 12월에는 옹진 백령도 두무진이 명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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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되었다. 2000년 3월에는 진도바닷길, 2003

년 10월에 삼각산, 주왕산 주왕계곡, 진안 마이산 

등 3건이 명승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1

년 9월, 명승에 대한 지정 기준이 추가되었는데 이

때의 개정기준에서는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

된 지역에 대한 명승지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경관지역을 포

함하여 명승의 지정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목된다(이

외수 2009). 2007년 8월 29일에는 지정기준을 전면

적으로 개정하여 과거 사적( )으로 분류되던 전

설지·정원을 명승으로 포함하고, 경작지·제방·포

구 등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사·문

화 경관을 지정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

를 꾀하였다. 이외에 담양 소쇄원, 보길도 윤선도 유

적 등과 같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거나 조영한 경우

는 물론 산수가 뛰어나고 문화적 정서를 지닌 청량

산·삼각산 등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2009년 

11월에는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 기존에 사적 및 명

승으로 지정, 관리되어 오던 8개소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재인정하고 국

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 재분류

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문화경관적 성격을 갖는 명승의 

지정이 늘고 있음은 초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사유

로 명기된 문화적 활용성·역사성·문학성·사상적 배

경 등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취지로도 이해

된다. 이는 과거의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경관적 성격으로 

상당 부분 변화시키고 있으며, 문화적 명소 개념이 

명승 지정의 중요 기준이자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

음을 암시한다.

 

명승( , Scenic Sites)은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

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조선

왕조실록에 나타나는 명승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용

어는 경승( ), 승지( ), 승구( ), 승소(

), 승적( ) 등이 있고 기타 명승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용어로는 절경( ), 경치( ), 경관(

), 풍경( ), 경개( ) 등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전통명승인 팔경( ) 및 구곡( )과 동천

( )이 나타나고 있다(이외수 2009). 명승지 유형

은 명승 지정기준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연명승지와 

역사문화명승지로 대별되는데 자연명승지는 ‘자연에 

의해 형성된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으로 예술적·경관

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 또는 저명한 것’이라 정

의되며 역사문화명승지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의

해 형성된 자연과 인문의 복합체로서 예술적·경관

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 또는 저명한 것’이라 정

의하고 있다. 따라서 명승이란 ‘자연의 역사와 인간

의 역사로 이룩된 자연물·자연현상 또는 자연과 인

문의 복합체로서 예술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뛰

어난 것 또는 저명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명승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훌륭하고 이름난 경치’, 명승지

는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지형이 다양하고 산수가 수려

한 곳이 많아 예로부터 선조들은 시나 서화로 그 아

름다움을 표현하고 마애각자 등으로 자취를 남기고

자 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그 속에서 삶터로 

삼거나 여생을 즐기거나 은둔하여 후학을 양성하기

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승경들은 뛰어난 자연경

관을 감상하고 풍류를 즐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문학은 물론 사상과 이상을 펼치는 중요한 

장소였다. 또한 전통적인 명승지에서는 대부분 누·

정·대( · · )가 만들어졌거나 지정되었고 정자

와 누각은 그곳의 자연경관을 지배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닌 자연에 동화될 수 있는 규모와 소박한 아

름다움을 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게 설치되었다.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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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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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와 누각은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풍류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경관의 일부가 되는 객체적 요소로서 경관적 

가치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경관을 지배하고 

상업적 감상의 장소로만 활용하려는 현대사회의 이기

적 건축물들과 비교할 때 자연과 동화하며 문화를 만

들어간 정자와 누각은 우리 국토의 경관을 보존하고 

특정한 경관을 품제하는 팔경·구곡의 요처이자 시점

( )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래 제시된 <그림 2>의 평양팔경은 대동강변의 

여덟 곳의 아름다움을 제시한 것으로 을밀대, 부벽

루, 보통문 등 옛 고적을 시점 또는 대상으로 하는 사

계절 자연 및 생활 속의 정경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

팔경도에는 각 장면마다 자연경관과 하나가 된 문화

경관 즉, 누·정·대 등이 중심적 경관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속에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게 묘사

된 인간군상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평양팔경은 단순한 자연 풍경뿐만 아니

라 계절감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일상적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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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되는 

문화적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 평양팔경

의 각 경을 명승 제1호로 선정한 것은 고구려의 도읍

지 그리고 수도 평양의 대표성도 있지만 전래문화경

관으로서의 역사성을 담은 상징경관이자 의미경관으

로 구현하고자 하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한

다. 또한 <그림 3>은 북한의 명승(연번 16)인 황해남

도 벽성군에 소재한 석담구곡( )을 그린 고산

구곡시화병(국보 237호)이다. 1579년 율곡 이이가 이

곳의 자연경치를 ‘고산구곡가’에 담아 노래한 후부터 

석담구곡의 경치가 더욱 유명해졌다. 석담구곡이 있

는 석담천은 벽성군의 북부 신천군 경계에 솟은 지남

산(623m)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약 8km 구간을 

아홉 굽이로 돌아 흘러내린다. 석담구곡도에서는 율

곡 이이의 산수문화와 자연에 대한 성리학적 가치관

을 반영하여 특정 경물요소는 강조하여 크게 그리거

나 별도의 질감효과를 주어 묘사함으로써 세부적 경

관 요소의 묘사에 택리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유교

적 산수관을 표현하였다(김수진·심우경 2005). 석

담구곡은 율곡이라는 명인( )을 만나 명소( )

가 되었고 석담구곡이라는 문화공간의 향유는 지속되

어 왔다. 현재 북한에서는 관암, 화암, 취병, 송애, 은

병, 조협, 풍암, 금탄, 문산 등을 별도의 명승으로 지

정하고 있으며, 인근에 수고 27m, 근원경 10m의 석

담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 제129호로 지정되어 있다

(http://nature.cha.go.kr). 

우리나라의 전통적 명승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며 

그 성격 또한 매우 다양하여 명승을 한마디로 정의하

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경승지는 그 시대의 대표적 정치이념이었던 

유교문화를 접목한 장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곡과 경 그리고 동천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추적할 수 있는바, 팔경구

곡은 동양의 2대 산수문화요 문화산수라 표현한 이상

주(2008)의 견해가 전혀 근거 없는 표현만은 아닐 것

이다. 현재 공식적인 지정 분류별 팔경으로 구분되

고 있는 명승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동팔경

의 일부인 명승 제27호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

암’, 명승 제28호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그리고 단

양팔경의 일부인 명승 제44호 48호에 해당하는 ‘도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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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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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담삼봉’, ‘석문’, ‘구담봉’, ‘사인암’, ‘옥순봉’ 등 총 7건

에 불과하다. 또한 동천유적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제

36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과 명승 제53호 ‘거창 수

승대’, 그리고 명승 제60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등 3건이며 구곡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현재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분류 기

준으로만 논의하자면 전체 명승 중 팔경 및 동천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지 14.7%(10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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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현재의 명승 지정기준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개 항목의 지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여섯 번째 항목과 같이 ‘세계 문화 및 자

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

저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한 부분

이 있지만 명승의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지정을 염두

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정 기준에 입각

해 명승의 유형을 검토해 보면 명승 27호인 ‘양양 낙산

사 의상대와 홍련암’, 명승 28호인 ‘삼척 죽서루와 오

십천’은 일출 또는 낙조가 뛰어난 저명한 경관 전망지

점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단양팔경의 하나인 ‘도담

삼봉’ 역시 ‘하천 조망점 등 저명한 경관 전망지점’으로 

유형 분류함으로써 단양팔경이나 관동팔경의 전래팔

경적 승경을 ‘저명한 경관점’이라는 가치와 의미로 제

한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2>에서 발견되듯 ‘1.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이 30건(44.1%)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

며 이 중 가장 보편적 경승의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산

악이 15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로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의 유형분류에 해당되는 

명승이 21개소(30.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원과 옛

길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최근의 지정 추이를 반영하

고 있다. 그리고 다음 순으로 ‘3. 저명한 경관 전망지

점’이 총 9건(13.2%)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자 또는 하

천 호안이 경승의 요처( )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그 밖에 ‘4.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

난 곳’은 2009년 말 기존 사적 및 명승에서 명승으로 

재분류된 ‘속리산 법주사 일원’ 등을 포함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등의 추가 지정에 힘입어 

7건(10.3%)을 차지하였다. 한편 ‘2. 동·식물의 서식

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은 다소 분류 기준이 모호하

지만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단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표 2>와 같은 분류체계는 다소 성격이 중복된 명

승의 유형 분류이므로, 역사문화적 가치에 따른 미시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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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적 요소보다는 거시적 경관우세요소인 지형경관

적 가치 특성에 따라 분류가 좌우되는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상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

하여 강철기(2008)는 문화역사경관 정의에 대한 모호

함과 문화경관에 대한 ‘소극적인 협의의 정의’를 문제

로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과의 경관적 가

치 충돌시 분류유형 ‘2.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

이 뛰어난 곳’은 실제적으로 서식지로서의 고유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에 앞서 

명승 유형으로 별도 분류되기에는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갯벌에 형성된 갈대밭과 천연기념

물 흑두루미 등의 조류 월동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 등 생태경관의 조화를 경승 내용으로 하는 명승 

제25호 순천만은 새로운 명승유형의 지평을 열고 있

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논의 사항인 팔경 중 

관동팔경이나 단양팔경과 같은 실체론적 대상으로 시

점이 분명한 정자팔경( ) 등에는 ‘3. 저명한 

경관 전망지점’과 같은 분류 유형이 유효할 수 있으나 

시점이 불분명한 읍치팔경( ) 등의 의미론적 

팔경은 대부분 ‘3’의 분류 유형과 ‘4. 역사·문화 경관

적 가치가 뛰어난 곳’ 등의 분류 기준이 혼재된 사례

가 대부분임을 볼 때 명승의 취급 및 분류기준으로는 

다소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 명승은 명인( )과 명소( )의 만남으로 

성립되는 바,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이나 교감이 배

제된 자연경관은 결코 명승이라 보기 어렵다(이종묵 

2006; 최석기 2008). <그림 4>는 함흥십경의 하나인 

구경대를 묘사한 1868년경 백은배의 작품이다. 함흥

십경은 숙종 때 함흥감사로 부임했던 약천( ) 남

구만이 설정한 전래팔경으로 일우암( ), 일악폭

포( ), 금수굴( ), 제성단( ), 구

경대( ), 광포( ), 낙민루( ), 격구정

( ), 지락정( ), 본궁심전( )(신정

일 2006)으로 이 중 구경대는 말 그대로 저명한 경관

을 구경하는 조망지점으로 명승의 개념을 가장 적나

라하게 보여주는 승경이지만 ‘남구만십경’으로 불리

면서 쌓여온 전래경승의 문화 전승성은 단순한 조망

점이란 물리적 가치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분류 기준으로서 지정된 명승

의 인문학적 가치 특성을 충실히 파악하기는 부족함

이 있다고 본다. 

【 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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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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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된 총 68건의 명승이 전래팔경과 동천구

곡 그리고 현대팔경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를 탐색할 목적으로 문헌자료 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명승 68건 중 전래팔경과 관련된 명승은 26건

(45.6%)이었으며 이 중 경관대상(장)으로서의 경관구

성을 보인 명승은 17개소이며 경관(시점)으로의 경관

구성을 보인 명승은 9건의 15.8%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팔경으로 활용되는 명승은 총 29건의 50.9%였으

며 이 중 경관대상(장) 26건(45.6%), 경관시점(장) 3

건(5.3%)으로 밝혀졌다. 또한 명승 중 동천구곡과 관

련성 있는 명승은 7건의 12.3%였다. 관동팔경의 하

나인 명승 제27호인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은 

관동팔경은 물론 낙산팔경, 의상삼경 그리고 낙가사

경의 시점장으로 중복 지정된 전래팔경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양양팔경, 동해안팔경 등으로도 선정된 현

대팔경이기도 하다. 역시 관동팔경의 하나인 명승 제

28호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그림 3> 참조)은 전래팔

경인 삼척팔경 또는 삼척의 옛 지명인 척주팔경의 대

상이자 죽서루팔경의 시점으로도 의의를 보이고 있

다. 또한 현대팔경인 삼척팔경은 강원도 선정, 강원

팔경, 동해안팔경(<그림 8> 참조) 으로도 중복 지정

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명승 제39

호 남해 금산은 거금팔경이란 전래팔경의 대상이자 

시점으로, 또한 현재 남해12경의 대상이자 금산 38경 

또는 경남41경의 시점이자 대상으로서의 특성이 발견

되고 있다. 또한 <그림 6>의 ‘제천 의림지와 제림’은 

우리나라 고대의 대표적 수리시설인 의림지와 제방 

위의 제림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정자와 누각 등이 

어우러져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역사적 경승지 중의 

하나인 수리시설이다. 예로부터 단양사군 지역의 대

표적 명소(문화재청 보도자료 2006. 9. 26)로 알려져 

있는 전통 저수지로서 유일한 국내 생활 명승이라 할 

수 있다. 전래팔경으로는 제천팔경 1·2의 대상이자 

의림지팔경의 시점이며 제천십경이란 현대팔경의 대

상이기도 하다.

또한 <그림 7>은 명승 중 유일하게 마을숲의 형태

를 보여주는 저명한 식물군락지인 개호송숲과 정자가 

함께하는 명승으로 허주부군산수유첩(

) 에 팔경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안동 

주변 낙동강변에 전래되는 임하구곡 또는 임하26경의 

하나인 전래경승지이다. 

【 그림 7 】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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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주 청학동 소금

강, 동해 무릉계곡, 죽서루, 낙산사 등은 강원도에서 

지정한 동해안팔경이라는 현대팔경의 일부로서, 이 

지역 연계관광 홍보는 물론 영동 지역의 관광 브랜드

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김종하와 배현미(2006)

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96년 이후 전통팔경을 따르지 

않고 변형된 명칭 및 내용을 반영한 현대팔경이 지역

의 경관자원을 단순한 관광상품으로 인식하여 홍보

되고있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래팔

경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상업주의적 측면만 강조

한 현대팔경의 지정 및 홍보관리는 철저히 경계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이미지의 개선 및 비전 제

시 그리고 지역 경관의 자원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재

가 갖는 보전중심적 사고를 허물고 지역 관광 활성화

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대팔경의 의의와 시

사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 전래팔

경의 명승 지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경승지

의 가치와 의미가 유전되고 통시대적( )으로 

향유할만한 가치가 명승에 내재되어 있음이 검증되는 

절차라고도 생각된다.

【 그림 8 】  

【 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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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곡 유형이 명승으로 지정된 것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 관련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즉, 이산구

곡의 일부인 진안 마이산(명승 제12호), 도산구곡의 

일부인 봉화 청량산(명승 제23호), 임하구곡의 일부

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명승 제26호) 그리고 운

암구곡의 일부인 단양 사인암(명승 제47호) 등 4건이 

명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전통 명승의 범주에 가장 합당한 유형이 바로 동

천구곡이라는 최석기(2008)의 지적과 같이 구곡은 앞

으로 추가 지정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

이다. 특히 지명도가 높고 전형성이 탁월한 전래 구

곡에 대한 적극적 명승 지정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

구된다. 더불어 동천 명승으로 지정된 것은 앞서 밝

힌 바와 같이 3건이지만 이외의 동천 관련 명승은 다

수 발견되었다. 마이동천의 일부인 진안 마이산(명승 

제12호), 선대동천 또는 백석동천의 일부인 예천 선

몽대(명승 제19호), 쌍류동천이 포함된 성락원(명승 

제35호), 청하동천과 관련된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명승 제60호) 그리고 성락원(명승 제35호)과 서울 부

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호)을 비롯하여 도화동천과 

청린동천 등 다수의 동천 흔적이 남아있는 서울 백악

산(명승 제67호)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또한 금

오동천과 같은 경관영향권에 속하며 금오동화의 각자

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구미 채미정(명승 제52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수승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쳤던 ‘안의삼동( )’ 중 하나인 원학

동 계곡 한가운데 위치하는 화강암 암반으로 깊고 긴 

계곡과 주변 임야와 어우러져 탁월한 자연경관을 보

여준다. ‘수승대’ 명칭과 관련하여 퇴계 이황의 개명

시와 갈천 임훈의 화답시가 전하고, 수승대 양쪽에 

위치하는 요수정과 관수루 등이 잘 남아 있어 요산요

수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장소적 상징성이 큰 경승지로 명승의 취지에 매우 부

합되는 곳이기도 하다(그림 9-e 참조). 또한 예천 선

몽대 숲에는 ‘선대동천( )’, ‘산하호대(

)’와 같은 각자가 쓰여 있어(그림 9-a) 역시 옛 선

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983년 세운 우암선

생유적비에는 “······백송동천( )의 저 외

연한 병암( )은 옛 선몽대 동주( ) 우암선생의 

경해( )가 깃든 곳이요” 등으로 보아 이곳 선몽대 

하천의 동천적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정원 명승으로 지정된 성락원은 물의 흐름

에 따라 앞뜰, 안뜰, 바깥뜰 등 세 개의 경역으로 구

분되는데, 앞뜰은 두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쌍류동천과 안뜰 앞을 막아 아늑하

게 감싸 만든 용두가산이 있다. 물줄기 속 암벽에 행

서체로 새긴 ‘쌍류동천’이란 마애각은 성락원의 지맥

을 보호하는 뜻이 내포된 동천적 정원 특성을 잘 보

여준다(<그림 9-c>참조). 그리고 백석동천 역시 백악

산 뒷자락에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 백사골에 조성된 

동천으로 주변에 흰 돌이 많고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

여 “백석동천”이라 불린다. ‘백석’이란 중국의 명산인 

‘백석산( )’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흰 돌이 많은 

백악산을 ‘백석산’에 비견한 이름이다. 백석동천은 자

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건물지와 연못지 등이 남아 있

다. 2009년 11월 지정된 명승 제60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은 거북모양의 너럭바위 위에 세운 청암정

( )과 마을 앞을 흐르는 석천계곡에 있는 석천

정( )과 내성천 계류( )의 ‘청하동천’이란 마

애각<그림 9-f>은 유곡마을의 대표경관으로, 주변의 

울창한 송림과 수석( )이 잘 어우러져 있다.

<표 3>과 <표 4>의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 명

승의 팔경 및 동천구곡과의 관련성을 종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지정 명승 총 68건 중 전래팔경 관련 

명승은 46건으로 67.7%로 나타났다. 이 중 경관대상

(장)으로 팔경에 포함된 명승은 38건(55.9%)이었으며 

경관시점(장)으로 팔경에 포함된 명승은 8건(11.8%)

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합산하면 46건(67.7%)이 전래

팔경과 관련된 명승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현대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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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총 40건(48.9%)의 명승

이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래팔경과 현대팔경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명승은 단지 11건(16.1%)

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동천과 관련된 명승은 8건

(11.8%)이었으며 구곡과 관련된 명승은 4건(5.9%)으

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전래팔경 및 현대팔경과 또

는 동천구곡과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 명승은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제6호), 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제

15호), 예천 선몽대 일원(제19호), 구룡령 옛길(제29

호), 예천 초간정 원림(제51호), 구미 채미정(제52호) 

그리고 담양 명옥헌 원림(제58호) 등 불과 6건뿐이었

으며 나머지 91.2%에 해당되는 62건의 명승은 동천

구곡 및 팔경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

준으로 각 명승은 팔경 및 동천구곡과 평균 2.03건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 명승 지정 추이와 분류 유형의 변천 및 분류

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 총 68

건을 대상으로 전래팔경 및 동천구곡 그리고 현대팔

경과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전래경승적 의미와 가치가 

현재에도 유전되고 있음을 추적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경관적 성격을 갖는 명승의 지정

이 늘고 있음은 초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사유로 명

기된 문화적 활용성·역사성·문학성·사상적 배경 등

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고정원과 전망점 등 문화적 명소 개념이 명승 지

정의 중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 현

상이다.

둘째, 명승 지정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 30건(44.16%),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21건(30.9%), ‘저명한 경관 전망지

점’ 9건(13.2%) ‘역사·문화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 

7건(10.3%)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

어난 곳’ 1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현재 명승 분류기준에 따르면 팔경지로 분

【 그림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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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는 명승은 7건, 동천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3건에 

불과하며 구곡으로 분류되는 명승은 없다. 따라서 외

형적으로 전체 명승 중 팔경 및 동천구곡으로 분류되

는 명승은 도합 10건(14.7%)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문헌자료 및 인터넷 분석에 따른 전래팔경 

관련 명승은 46건(67.7%)이고 이 중 경관대상(장)으

로 팔경에 포함된 명승은 38건(55.9%), 경관시점(장)

으로 팔경에 포함된 명승은 8건(11.8%)으로 집계됨에 

따라 총 46건(67.7%)의 명승이 전래팔경과 관련된 명

승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동천과 관련된 명승은 8건(11.8%)이고 구

곡과 관련된 명승은 4건(5.9%)이며, 총 40건(48.9%)의 

명승이 현대팔경으로 설정되어 지역 명소로서의 역활

과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전래팔경 및 현대팔경 또는 동천구곡과 

관련된 명승은 총 62건(91.2%)으로 외형적 분류와는 

달리 지정 명승 대부분은 경관에 내재된 역사적·문화

적 의미와 깊숙이 관련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명승 문화재 지

정 및 분류방향에 대한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복된 명승의 유형 분류시, 미시적 요소인 

장소 의미보다는 거시적 요소인 지형경관적 특성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천연

기념물과의 경관적 가치 충돌시 생물학적 서식지로서

의 고유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동·식

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은 독자적 명승 유

형으로 분류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소 위주의 

팔경은 시점 위주의 팔경과는 달리 인문학적 가치 특

성을 담는 분류 유형으로 보기엔 모호함이 많음을 볼 

때 명승 유형의 분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팔경은 물론 구곡 및 동천 등에 대한 중복 지정 등의 

문제점을 포함, 명승의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의 장

( )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명승은 자연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선인과 자연과

의 만남을 통한 교감의 장소로 역사성과 문화성이 함

축된 명소이다. 따라서 팔경, 동천구곡이야말로 전통

적 명승의 가치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장소성을 지닌 

문화경관이며 명승의 대표적 유형으로도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이때 시점 위주의 정자팔경과 장소 위주의 

읍치팔경을 구분할 수 있는 명승 유형의 제안과 합리

적 지정 면적을 강구할 수 있는 기법의 모색이 요구된

다. 구곡 또한 연계경관적 성격이 뛰어나지만 승경의 

거점이 분명한 경우는 별도 분리하여 명승으로 지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전래팔경에 대한 선별적 

명승 자원조사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10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자

비에 의해 수행되었다.

【 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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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gress of domestic cultural properties designation, the changes and problems in 

classification were examined, and the relationship among Traditional Pal-kyung, Dongcheon-gukok, and 

Modern Pal-kyung were investigated targeting total of 68 cases of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of 

scenic sites in order to show that the traditional significance and value are being inherited toda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crease in scenic site designations with historical, cultural, and scenic characteristics can be 

viewed as an active intent to embrace the concepts such as cultural utilities, historical characteristics, literary 

value, and ideological backgrounds, which were specified as the basis for designation in the early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Accordingly, it is very encouraging that the concept of cultural attractions such as 

traditional gardens and observatory points are regarded as an important standard for designation of scenic 

sites. 

Second, as for the classification of scenic sites per type, it was found that ‘places with excellent natural 

scenery’ were 44.16%(30 cases), followed by ‘famous buildings or gardens and places with important 

legend’ occupying 30.9%(21 cases), ‘places with famous scenery’ occupying 13.2%(9 cases),‘places with 

outstanding historical· cultural and scenic value’ that occupying 10.3%(7 cases), and ‘animal and vegetation 

habitat with beautiful scenery’ (1 case).

Third, according to the current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scenic sites, there were only 7 cases which 

could be classified into Pal-kyungs(Famous 8 Sceneries) and 3 cases classified into Dongcheon(beautiful 

scenery surrounded by mountains and rivers), but there was no Gugok(beautiful valleys). Consequently, in 

terms of external appearance, the scenic sites among the total scenic sites that could be classified into Pal-

kyung and Gugok were only 14.7%(10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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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traditional scenic sites based on literal references and Internet analysis occupied 67.7%(46 

cases), which were found to be scenic sites related to the traditional Pal-kyung among which 38 cases(55.9% 

of 46 cases) were included based on the scenery and 8 cases(11.8% of 46 cases) were included due to the 

scenery at the time. 

Fifth, there were 8(11.8%) scenic sites which were related to Dongcheon, and 4 cases(5.9%) related 

to Gugok. Also, it was found that total of 40(48.9%) scenic sites designated as modern scenic sites were 

playing the role of local scenic sites, and they were used as the tourism advertising contents.

Sixth,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62 cases(91.2%) of scenic sites in total related to traditional 

and modern Pal-kyung or Dongcheon-gugok, and unlike explicit classifications, most of the designated 

scenic sites were found to be deeply connected wit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contained in the 

scenaries.

 Key Words : Scenic Sites, Pal-Kyung, Doncheon-Gugok, Cultural Landscape, Cultural Proper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