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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circumstances around the establishment of the Seonyu Eight Scenic Spots (仙遊八景) in 

Gogunsan Isla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 of each viewing point. The study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scenic spots were first established in 1969, their content and sequences have been changed several times, 

and their names have also been changed to some extent. Until the 1970s, these scenic spots did not have official names for 

them and were often specified as ‘Gogunsan Eight Scenic Spots’, and excluded ‘the Musan Twelve Peaks (巫山十二峰)’. In 

addition, viewing points of the eight scenic spots varied across periods. This suggests that, for the early form of Seonyu Eight 

Scenic Spots, the picturesque scenery of Gogunsan Islands, and Seonyudo Island in particular, was chosen, while eight scenic 

spots in its vicinity were regarded.

Second, the Seonyu Eight Scenic Spots of the early 2000s, which has all eight scenic spots of now, follows the nomenclature 

of the traditional eight scenic spots by specifying the sequence number with a refined name in four syllables. Its first scenic 

spot was Mangju Waterfall (望主瀑 ) and its eighth scenic spot was Seonyu Sunset (仙遊落照); currently, the first scenic 

spot is Seonyu Sunset and the second scenic spot is Mangju Waterfall. Such change in the sequence of viewing points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representative landscape resources between the periods.

Third, the lack of structure and finesse due to continuous changes is directed related to the identity issue of the Seonyu 

Eight Scenic Spots. Above all, it is unclear by whom and when Seonyu Eight Scenic Spots was established, and there are 

clear traces of following the eight scenic spots in the neighboring areas such as Okgu (沃溝) and Impi (臨陂)’s Eight Scenic 

Spots. Moreover, it is evaluated to have an unrefined, incomplete structure due to the lack of clarity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viewing objects, when to view, and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Fourth, the first scenic spot, Seonyu Sunset, has the image that dominates the entire Eight Scenic Spots. The temporary 

landscape, the sunset, became the best view because it was perceived as the entirety of the landscape created by the fusion 

of the beautiful natural elements of Seonyudo Island. Therefore, there is ample room for raising the value of other landscape 

resources of Gogunsan Islands by utilizing the existing perception of exploring the entire landscape of Seonyudo Island and 

Gogunsan Islands starting with Seonyu Sunset. This likely requires additional work to imbue each viewing point with identity 

and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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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고군산 선유팔경이 설정된 경위와 각 경점의 경관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9년 이래 설정된 경점은 수차례 그 내용과 순서가 바뀌었고 표제어 또한 일정한 변천과정이 확인된다. 70년대까지 알려진 

팔경은 공식적인 팔경명이 없거나 고군산팔경으로 명명된 경우가 많았으며, 무산십이봉이 제외된 구성을 보인다. 또한 팔경의 경점이 

시기별로 제각각인 유형도 나타나는데, 따라서 선유팔경의 초기 형태는 인근 지역의 팔경을 참조하되, 고군산군도 특히 선유도의 

경승이 취사선택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현재와 같은 팔경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나타나는 2000년대 초의 선유팔경은 순번이 명시되어 있고 표제어가 네 글자로 

정제되어 있어 전통적인 팔경의 명명법을 따르고 있다. 이때 제1경이 망주폭포로 설정되고 선유낙조가 제8경으로 구분되기도 하 는데, 

현재는 제1경이 선유낙조, 제2경이 망주폭포의 순서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경처 순서의 변화는 시기별 대표 경관자원이 달랐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셋째, 정체성과 완결성이 약한 점은 선유팔경에 내재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설정주체와 설정시기가 모호하며, 선행되는 

옥구팔경, 임피팔경 등 인근 지역의 팔경사례를 답습한 흔적이 역력하다. 또한 경관대상에 대한 지식정보, 조망하는 시점의 명시, 

역사․문화적 배경 등이 모호하여 정제되지 않은 불완전한 체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제1경 선유낙조는 전체 경점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팔경 전체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일시적 경관인 낙조가 

제일의 경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선유도의 아름다운 자연적 요소들이 융합하여 만들어진 경관의 총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선유낙조를 기점으로 선유도 및 고군산군도 전체 경관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기왕의 인식을 활용하여, 다른 고군산군도 

경관자원의 가치 고양시킬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각 경점의 정체성과 완결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군산시, 낙조, 명승, 선유도, 섬 관광

Ⅰ. 서론

서해에서 가장 많은 유인도를 보유한 고군산군도는 옛 이름

이 ‘군산도’ 던 선유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63개 섬의 무리

를 말한다. 과거의 선유도는 호남의 중요한 군사적 요해처이자 

중국을 잇는 사단항로 주요한 기항지로 기능하여 수많은 어선

과 상선들이 배를 대는 국제항으로 번화를 구가했었다. 지금은 

그러한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해안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위락시설과 퇴락한 어촌 풍경이 역사의 퇴적 위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건설된 이래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를 잇는 연도교가 완공됨에 따라 선유도

는 고군산군도 제일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주지하듯 선유도에는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선유팔경이 

있다. 선유팔경은 과거 고군산팔경으로 불렸다. 즉, 고군산군도

의 경승을 대표하는 여덟 경점을 가려낸 것이 선유팔경이란 것

인데, 실제 선유팔경의 경점 대부분은 선유도에 위치하거나 선

유도 내부에서 조망되는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유도

가 주변 섬을 거느리는 중심섬의 역할을 해왔던 기왕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역

사적․문화적 정체성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유팔경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인식이 토

착적인 정서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경으로 묶어 놓

고 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2000년대에만 해

도 선유팔경은 선유낙조가 아닌 망주폭포를 제1경으로 시작하

고 팔경의 순서도 지금과 같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예 팔경의 순서

가 없거나 집경된 요소가 조금씩 달랐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은 선유팔경의 공간체계가 완결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

기 및 조선시대에 제작된 사료에서도 팔경을 기록한 기사는 없

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선유팔경이 전래의 팔경이라 믿어지

고 있는 대중적 통념과 반하는 부분으로, 팔경의 시원적 구성

과 시간에 따른 구조화 과정의 추적을 통해 그 시말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선유팔경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희소하며1)

Gunsan Cultural Center(2002), Kim(2003) 등의 개설서[2][3] 

및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4]에서 선유팔경에 대한 단편적

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마저도 시기에 따라 설정

된 내용이 같지 않은데, 경제(景題)의 잦은 변동은 선유팔경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한 가지 지

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얼마 전만 해도 고군산군도의 관광이 

선유팔경의 타이틀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또한 홍보되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공간틀이 와해되는 등 선유팔경을 대하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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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조가 달라진 점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연유는 선유팔경에 대한 군산시의 태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려했듯이 선유팔경이 지역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진정성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의 잦은 변동과 정제되지 않은 표제어 

구성 등 불완전한 형식을 보이는 선유팔경을 대상으로 집경구

상의 경위 및 각 경점의 역사적․경관적 특징을 구명하여 경점 

설정의 논리를 조명해 보는데 일차적 목표를 둔다. 나아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유팔경의 정체성과 완결성을 강화하는 방

안을 모색함으로써 활용성을 제고해 보는 것 역시 본 연구에서 

달성해 보고자 하는 최종목표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의 관점과 방법

본 연구는 고군산군도에 설정된 팔경인 선유팔경을 대상으

로 세 가지 문제를 고찰하 다. 즉, (1)선유팔경의 설정변화를 

추적하고, (2)각 경점에 대한 역사문화경관으로 잠재력을 제시

하는 한편, (3)정체성 및 활용성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

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점과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되었다. 

첫째, 선유팔경의 시원적 형태와 그것의 형성에 개입한 사회

적 인자를 파악하려면 먼저 지시하는 탐방 표적 및 경점 표제

의 변화를 역추적하여 그것을 시간순으로 도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선유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직접적으로 노출된 신문

기사에서 팔경의 시원적 기술과 경점의 변화상을 포착하여 도

표로 정리하는 한편 시기별로 중시되었던 경점의 분석을 통해 

그것의 사회경제적 향을 도출해 낼 것이다.   

둘째, 선유팔경의 정체성은 곧 지역 정체성을 말하며, 그것

은 고군산 지역 토착민들의 역사적, 문화적 경관체험에서 비롯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경점에 내재된 역사문화경관

의 유무형 요소를 추출하는 작업은 선유팔경의 정체성을 발견

하는 유효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

는 사료와 고지도에 담긴 경점의 특성을 탐색하는 한편 현지에 

가시되는 조망구도 및 현장성의 파악을 통해 선유팔경에 종합

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참조점을 마련해 보았다. 

셋째, 선유팔경에 내재된 모호하고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

고, 본연의 역사적 성격과 정체성을 강화해 본다면 경관의 가

치가 증대됨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 및 장소마케팅에 일조하

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유팔경의 정

체성 확보를 전제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관광상품의 요건을 탐색함으로써, 관광 잠재력과 활용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2. 분석자료

고군산군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대부분 역사, 도서, 해양, 민

속 분야의 사료연구나 실태조사에 치중되어 있으며, 선유팔경

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독연구는 없다. 당장에 참조해 볼 만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선유팔경의 경점으로 

설정된 경관자원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료 및 일제강

점기 이후의 신문기사에서 선유팔경에 대한 기술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 분석을 위해 선별된 자료의 종류와 내용은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된 사료는 군산도를 비롯한 주변 군도의 지리정보

가 나타난 대동지지(大東地志) 및 호남진지(湖南鎭誌)(奎
12188) 2권 ｢고군산진지여사례병록성책(古群山鎭誌 事例幷

成冊)｣[5] 등 조선말에 편찬된 지리서이다. 여기에는 무산십이

봉, 망주봉, 선유봉, 장자봉 등 고군산군도의 경승지에 관련된 

당대의 지리 현황과 인문경관적 요소가 언급되어 있다. 특히 

선유팔경과 관련해서는 망주봉, 평사낙안, 무산십이봉, 월 대 

등의 기술이 참조된다. 그밖에 고려시대 군산도의 지형환경이 

묘사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도 관련된 

부분을 발췌․분석할 것이다. 

둘째,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역사적인 경승을 시각화 한 자료

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1872년 ｢만경현고군

산진지도(萬 縣古群山鎭地圖)｣(奎 10432)[5]를 살폈다. 본고

는 각 경점에 관련된 지도의 부분을 제시하여 팔경의 지역 원

형이 되는 지리인식을 구명할 것이다. 

셋째, 분석된 신문기사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 

해당되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6]에서 ‘선유팔경’, ‘고군산

팔경’, ‘선유도’ 등의 검색어로 일제강점기에서 2000년대까지의 

기사를 추출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선유팔경의 경점 변화 추적

1) 현재: 선유팔경의 정체성 문제의 대두

근래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선유팔경은 제1경 선유낙조, 제

2경 명사십리, 제3경 망주폭포, 제4경 평사낙안, 제5경 삼도귀

범, 제6경 장자어화, 제7경 월 단풍, 제8경 무산십이봉으로 구

성된다(Figure 1). 언뜻 보아 상기 여덟 경점에서 눈에 띄는 부

분은 1경에서 3경까지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경관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서해에서도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는 

선유낙조,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운 백사장이 있어 1960년대 

이후 피서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룬 명사십리 해수욕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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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atus of the Seonyu Eight Scenic Spots’s Distribution 

큰 비가 내리면 7~8개의 물줄기가 쏟아지는 망주폭포 등이 1

경부터 차례로 설정된 것이다. 이를 볼 때 선유팔경은 지역 경

관자원의 저명도를 기준으로 순서화․목록화함으로써 섬을 방

문한 이들에게 어떤 대상을 둘러보아야 하는지를 알리는 관광 

안내의 역할을 하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이러한 팔경 순서는 다

분히 근대 이후의 경관인식을 반 하고 있어 전래의 것인지는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그런 진정성 문제와 상관없이 선유

팔경은 그동안 대중들에게 선유도의 대표적 볼거리에 대한 정

보를 잘 전달해 주었고, 관광객을 선유도로 유인할 수 있었던 

매력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팔경으로 인한 섬의 

사회경제적 측면이 진정성의 문제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긍정

적인 향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2018년 6월 4일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이 국가지

정문화재 명승 제113호로 지정된 전후로 이러한 팔경체계에 미

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경점과 표제어는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이면서, 팔경의 순번이 ‘제1경’, ‘제2경’, ‘제3경’에서 ‘첫

째’, ‘둘째’, ‘셋째’ 등으로 변화된 것이다. 같은 시기에 군산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도 선유팔경에 관한 설명내용이 축소․

수정되기도 했는데 이는 전래팔경으로 믿어졌던 선유팔경의 

진정성을 제고한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먼저 

‘디지털 군산문화대전’[7]에 게시된 선유팔경 관련 부분을 확

인해 보자.

“첫 번째는 ‘선유낙조’이다. 신선이 노닐 정도로 아름다운 노을이

라는 뜻이다. 쟁반에 쇳물을 부어놓은 듯 이 거리던 태양이 하늘

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올망졸망 모여 있는 섬 사이 수평선 

머로 얼굴을 감추는 모습이 선유 팔경의 첫번째 명소다. 같은 자

리에서 보는 일출 한 유명한 볼거리다.

두 번째는 ‘명사십리’다. 곱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이 길게 뻗어 있

다는 의미다. 선착장에서 갯벌을 지나면 명사십리로 불리는 해수

욕장이다. 에는 부근에 해당화가 만발했으나 재는 볼 수 없

다. 고운 모래사장이 4㎞가량 이어져 아름답다. 달빛에 반사되는 

밤의 정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세 번째는 ‘망주 폭포’이다. 여름철에 망주 (152m) 암벽을 타

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일고여덟 개의 물 기를 일컫는다. 암벽 

우리 두 개가 정다운 부부처럼 마주 보며 있는데, 선유도로 유배 

온 충신이 우리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임 을 그리워했다는 

설이 해진다.

네 번째는 ‘평사낙안’이다. 모래사장에 날아와 앉는 한 마리 기러

기의 형상을 의미한다. 망주 과 진말 사이 모래사장에 자리를 잡

고 있는 팽나무 한 그루가 있다. 사방으로 뻗은 나뭇가지가 기러

기 형상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재는 형체를 알아보

기 어려울 정도로 나무가 말라버렸다.

다섯 번째는 ‘삼도귀범’이다. 세 척의 돛배가 귀향한다는 뜻이다. 

선유도와 무녀도를 잇는 다리 간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무인도

가 만선을 알리는 기를 꽂고 들어오는 세 척의 돛배처럼 보여 붙

여진 이름이다. 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섬 주민들의 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문구다.

여섯 번째는 ‘장자어화’이다. 장자도에서 어업 작업을 하는 배들의 

불빛이라는 뜻이다. 선유도와 이웃한 장자도 해역이 황  어장임

을 에둘러 표 했다. 장자도 해역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 수백 

척의 배들이 몰려와 야간 작업을 할 때 불야성을 이루어 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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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Contents about the Seonyu Eight Scenic Spots in Tourist Information Brochures 

볼거리 다고 한다.

일곱 번째는 ‘월 단풍’이다. 신시도 월 (199m)의 가을 경

을 일컫는다. 시월 하순이 지나면 월 의 단풍이 붉게 물드는

데, 화려한 그림을 수놓은 병풍을 보는 듯하다고 해서 나온 말이

다. 신라 시  최치원이 이곳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 소리가 국

까지 들렸다는 설이 해진다.

여덟 번째는 ‘무산십이 ’이다. 선유도를 연꽃처럼 둥그 게 둘러

싸고 있는 방축도, 말도, 명도 등 열두 개의 산 우리 형상이 늘

어선 병사들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열두 우리

가 도 에서 마치 춤을 추듯 나타났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장

을 연출하기도 한다[7].”

상기 내용은 선유도에 게시된 안내판 및 고군산군도 관광안

내 브로슈어의 내용과 대동소하다(Figure 2). 그렇다면 선유팔

경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되, 기존 팔경의 경점을 

해체하여 별개의 관광대상으로 설명하는 군산시의 최근 행보

와는 달리, 현지에서는 여전히 선유팔경의 공간틀로 섬의 기본

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이런 인식은 오래가지 못 갈 것으로 예상되며, 근래 관광객

의 폭발적인 증가로 각종 개발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각 경점의 

조망경관 역시 변형․훼손되고 있어 팔경의 진정성은 더욱 약

화될 것으로 보인다.

2) 1990~2000년대: 선유팔경 경점 설정의 완결

2018년 전후 경점의 순서가 사라졌지만, 현 상태의 선유팔경

에는 경점 8개소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만 

해도 선유팔경은 선유낙조가 아닌 망주폭포를 제1경으로 하고 

팔경의 순서도 지금과 같지 않았던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

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예 팔경의 순서가 

없거나 설정된 요소도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상은 

선유팔경의 공간체계가 완결된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을 시사해 준다(Table 1).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조선시대 사료에서 선유팔경

이나 고군산팔경을 기록한 기사가 발견되지 않는 점이다. 일반

적인 이름난 경승에는 명유로부터 일개 무명의 선비에 이르기

까지 그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남긴 글이 남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선유도를 비롯하여 고군산군도의 제(諸) 섬을 통틀어 

유자들이 남긴 시문 한 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사철 관광

객으로 북적이는 현재의 선유도와 달리, 과거에는 유람의 목적

으로 군산도를 방문한 경우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

로 여겨진다. 다만 1832년 편찬된 호남진지(湖南鎭誌)에서 

고군산진 주변의 자연․인문환경으로 존재하는 산, 섬, 지명, 

고적을 소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유도의 경승은 대체로 군산

진에 부임한 관원들에 의해 인식되고 향유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을 알게된다. 이처럼 선유도의 역사에서 흔한 유람문학의 족적

이 남겨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선유도가 고려시대 이래 왜구의 

침입이 반복되는 위험지역인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유팔경이 설정되기 전, 지역 경승으로 존재하던 경점

의 시원적 경관인식은 토착민과 일정 기간 섬에 거주한 외부인

의 경관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선유팔경 설정 시기의 상한을 일제강점기로 추

정해 볼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자료에서도 마찬가

지로 팔경에 대한 기록은 물론이고 각 경처에서 지금과 같은 

경관인식이 나타나지 않는 점도 의문이다. 실제 신문기사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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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the Dong-A Daily 

News(1969)
The Kyunghyang 
Shinmun(1976)

Han and Lee

(1981)
Gunsansi(199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1)

Gunsan Cultural 

Center(2002);

Kim(2003)

The present Eight 

Scenic Spots

The 1
st

Kyeong
Myungsa-Sipri Myungsa-Sipri Wolyeongsan-Danpung Myungsa-Sipri Seonyu-Nakjo

Mangju-Pokpo

(望主瀑 )

Seonyu-Nakjo

(仙遊落照)

The 2
nd

Kyeong
Wolkyeongdae Mangjubomg Jangja-Eohwa Seonyu-Nakjo Samdo-Kwuibeom

Myungsa-Sipri

(明沙十里) 

Myungsa-Sipri

(明沙十里)

The 3
rd

Kyeong
Seonyu-Nakjo Pyeongsa-Nakan Samdo-Kwuibeom Mangjubomg Jangja-Eohwa

Pyeongsa-Nakan

(平沙落雁)

Mangju-Pokpo

(望主瀑 )

The 4
th

Kyeong
Pyeongsa-Nakan Seonyu-Nakjo Munyeo-12bong Samdo-Kwuibeom Wolyeong-Danpung

Samdo-Kwuibeom

(三島歸 )

Pyeongsa-Nakan

(平沙落雁)

The 5
th

Kyeong
Jangja-Eohwa Wolyeongdae Musan-12bong Pyeongsa-Nakan

Jangja-Eohwa

(壯子 火)

Samdo-Kwuibeom

(三島歸 )

The 6
th

Kyeong
Samdo-Kwuibeom Seonyubong Pyeongsa-Nakan Musan-12bong

Musan-12bong

(巫山十二峰)

Jangja-Eohwa

(壯子 火)

The 7
th

Kyeong
Mangjubomg Oryongdang Wolyeongdae Mangju-Pokpo

Wolyeong-Danpung

(月影丹楓)

Wolyeong-Danpung

(月影丹楓)

The 8
th

Kyeong
Mangju-Pokpo Deungdae-Wonkyung Myungsa-Sipri

Seonyu-Nakjo

(仙遊落照)

Musan-12bong

(巫山十二峰)

Table 1. The Transition Process of Seonyu Eight Scenic Spots

색을 통해 살펴보면, ‘선유팔경’ 또는 ‘고군산팔경’이란 이름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다. 게다가 

팔경의 경명(景名)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60~80년대

에서야 본격적인 팔경의 집경구상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후는 낙조를 중심으로 한, 팔경의 재구조화가 

있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먼저, 현재와 같은 팔경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나타나는 

2000년대의 선유팔경부터 살펴보자. 여기에는 경처의 순번이 

명시되어 있고 표제어가 네 글자로 정제되어 있어 전통적인 팔

경의 명명법을 따르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2000년대 초

반에 간행된 군산의 지명유래(2002), 군산 답사․여행의 길

잡이(2003) 등의 개설서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

다[2][3]. 하지만 전술하 듯이 지금과는 상이한 집경 순서의 

선유팔경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1경 망주폭포, 2경 명사십리, 3

경 평사낙안, 4경 삼도귀범, 5경 장자어화, 6경 무산십이봉, 7경 

월 단풍, 8경 선유낙조가 그것이다. 군산시청 학예연구사로 

있던 저자는 이러한 경점의 순서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밝

히지 않았으나, 당시 선유도의 상황을 헤아려 본다면 그 경위

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90년대는 선유도와 군산항을 

연결하는 배편이 증가하여 관광객의 증가세가 뚜렷했던 시기

다. 이에 군산시는 선유도의 경승을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키

기 위해 그때까지 정제되지 않았던 기존 팔경체계를 다듬어 순

번을 매기고 네 글자의 표제로 공식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1999년 한겨레신문 기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팔경의 집

경요소를 기록하고 있어 이미 팔경 개념의 정비가 완료된 상황

임을 볼 수 있다.

“선유도엔 로부터 ‘선유팔경’으로 칭송돼 온 볼거리들이 있다. 

그것들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모습을 되짚어 보자. ❶망주폭포=

비가 오면 망주 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 ❷선유낙조=해변

에서 바라보는 선유도 일몰. ❸삼도귀범(三島歸 )= 리도 등 

선유도 앞 세 섬이 귀향하는 고깃배처럼 보이는 모습, ❹장자어화

(壯子 火): 장자도 앞바다에서 밤에 고지를 잡는 배들의 불 켠 

모습. 오늘날엔 어족자원 고갈로 처럼 무리 지어 고기 잡는 

배들을 볼 수 없다. ❺명사십리 해당화=해수욕장 주변에 피는 해

당화의 모습. 그러나 재는 자연상태의 해당화가 거의 사라져 버

렸다. ❻무산12 (舞山12峰)=말도에서 방축도로 이어져 있는 

12개의 우리가 춤을 추는 것 같다는 뜻. ❼월 단풍(月影丹

楓)=신시도의 쁜 단풍. ❽평사낙안.” (한겨 신문 1999년 

7월 22일, 18면 기사, ｢무성한 들꽃, 여치들의 낙원｣)[6]

이어서 아래 1996~98년 기사에는 순서 없이 8경의 경점이 

나열되었으나, 그 내용은 위 기사 내용과 상통한다. 다만 지금

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명사십리 해당화’처럼 표제어가 네 

글자로 통일되지 못한 경명이 섞여 있는 정도이다. ‘명사십리 

해당화’는 선유도 북섬과 남섬을 연결하는 긴 해안사구에 핀 

해당화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표제는 ‘명사십리’로 축약된 

상황이다. 즉, 표제어에서 지시하는 경관대상이 해당화에서 모

래톱으로 바뀐 것이다. 선유도에서 자생하는 해당화 군락이 사

라진 지 오래되어 ‘명사십리’를 경명으로 설정한 저간의 사정은 

이해되지만, 아무래도 해수욕장의 이름인 ‘명사십리 해수욕장’

을 제2경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관광지로 삼고자 하는 당국의 

의견이 반 된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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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정은 매일경제 1997년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선

유명사십리해수욕장’을 팔경의 하나로 기술한 것인데, 섬의 역

사적 기억으로 존재하는 해당화나 명사십리보다는 해수욕장에 

방점이 찍힌 경명으로 소개되었다. 그런가 하면 제6경 무산십

이봉의 경우, 12개의 봉우리가 춤을 춘다든지(舞), 무사(武士)

들이 늘어선 형상으로 해석되었다. 다른 자료에는 열두 무녀

(巫女)들이 춤추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 중

국 사천성 무산(巫山)이 선경으로 묘사되어 문학작품과 원림

의 주요한 소재가 되었던 사실을 간과한 임의적 서술로 여겨진

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지역에서 명명된 무산십이봉이란 

지명은 정조 연간 군산진을 거쳐간 한 관원에서 비롯되었으며, 

위와 같이 봉무(峰舞), 무사, 무녀를 빗대어 제명(題名)한 것은 

아니었다.

“선유도를 제 로 보려면 ‘선유8경’ 정도는 알고 떠나야 한다. 비

가 오면 암 에서 쏟아지는 망주폭포, 해변에서 바라보는 선유낙

조, 3개의 무인도가 고깃배처럼 보이는 ‘삼도귀범’, 장자도 앞바

다에서 밤에 고기를 잡는 모습이 불꽃 같다는 ‘장자어화’, 이면 

해수욕장 주변에 피는 ‘명사십리 해당화’,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이

어져 있는 12개의 우리가 춤을 추는 것 같다는 ‘무산12 ’, 신

시도의 ‘월 단풍’, 기러기 모양으로 갯벌로 이루어진 모래톱 ‘평

사낙안’. ‘월 단풍’을 빼고는 모두 에 찾아야 한다.” (경향신문

 1998년 2월 11일, 여행․ 져 섹션 1면, ｢ 실은 바닷길…‘8

선’들의 마 ｣)[6]

“선유도에서 멀리 안개에 가려 가물가물 보이는 열두 우리 무산

12경 앞바다의 낙조의 ‘선유낙조’로 일컬어지며 바다와 하늘과 사

람과 섬까지 온통 진주홍빛으로 물들인다. 유리알처럼 고운 모래

밭이 활처럼 십 리에 이르는 ‘선유명사십리해수욕장’, 하얀 모래톱

에 기러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모양의 ‘평사낙안’은 잊지 못할 이

곳의 자랑이다. 이밖에도 ‘삼도귀범’, ‘창자어화’, ‘ 월단풍’ 등 선

유팔경의 풍경이 곳곳에 자태를 뽐낸다.” (매일경제 1997년 5

월 30일 47면 기사, ｢바닷바람 벗삼아 트 킹｣)[6] 

“선유도에서는 고군산열도가 자랑하는 고군산 8경 가운데 7가지

를 즐길 수 있다. 피서객이 몰리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철에

는 해당화가 해안선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특히 녁 무렵 붉은 해

가 지면서 바다와 온 섬을 붉게 물들이는 선유낙조는 장 이다. 이

밖에 선착장 앞에 우뚝 속은 섬 3개가 만선으로 돌아오는 배 세척

을 닮았다는 삼도귀범, 해수욕장 을 병풍처럼 둘어선 섬들의 

12개 우리가 당당한 무사 형상을 띠었다는 무산 십이 , 장자

도로 모여드는 고깃배의 아름다운 불빛을 묘사한 장자어화 등은 8

경 가운데 선유가 간직한 7경에 든다.” (한겨 신문 1996년 6

월 7일 17면 기사 ｢서해 수놓은 ‘고군산 7경’ 선유도｣)[6] 

한편 옥구군이 군산시에 편입된 직후 출간된 군산시사
(1991)에는 선유팔경을 명사십리, 선유낙조, 망주봉, 삼도귀범, 

무산십이봉, 평사낙안, 월 대, 등대원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처의 순서는 없고 장자어화의 자리에 등대원경이 나타나고, 

월 단풍이 월 대로 달리 기술된 점이 다르다[8]. 군산시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록물의 기술이 이러하다면, 90년대 초까지

는 선유팔경의 공간체계가 완성되지 않았고 적어도 90년대 후

반이 되어서야 통일되지 않은 경점의 선별․교감․확정의 과

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1960~70년대: 선유팔경의 집경구상 시기  

1970년대 이전 선유팔경에 대한 기록은 주로 신문기사의 여

행정보란에서 발견된다. 대체로 여름에 가볼 만한 피서지를 소

개하면서, 선유도에 팔경이 있고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다는 

짧은 글이 주를 이룬다. 60년대의 선유도는 서해 오지의 낙도

(落島)로 외지인의 출입이 드문 섬이었다. 사흘에 한 번씩 있

는 배편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고 하며2), 한국전쟁의 피해

가 전혀 없을 정도로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섬이었다고 

한다3). 광복 전에는 어로산업의 호황으로 수십 척의 대형 선박

을 운 하여 부자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낡은 십여 

척의 낡고 작은 배로 고기잡이를 하는 등 섬 전체가 빈곤에 시

달리던 때 다는 기사도 보인다4). 그러던 사정이 70년대 후반

이 되면 하루에 여객선이 하루 세 번 운항할 정도가 되어 여름 

피서객을 비롯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선유팔

경이 조금씩 외지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신문기사의 

경로로 전달되었던 것이 주요했다. 

당시의 신문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팔경명 없이 선유도에 

팔경이 있다고 소개하거나, ‘선유팔경’과 ‘고군산팔경’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고군산팔경은 1971년부터, 

선유팔경은 1977년 기사부터 발견되어 고군산팔경의 명칭이 

시기적으로 좀 더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

과 할수록 선유팔경으로 명명한 사례가 우세하게 발견되어 경

점이 모여 있는 선유도 중심으로 팔경의 구조화가 진행된 정황

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살펴보면, 조사된 신문기사 중 가장 이

른 자료인 동아일보 1969년 7월 12일 기사에는 팔경명이 나

타나지 않고, 무산십이봉을 제외한 나머지 팔경의 집경요소가 

모두 거론되어 있다. 지시된 경점의 오기가 많으나 이를 열거

하면 순서대로 (1)명사십리, (2)월 대, (3)선유낙조, (4)평사

낙안, (5)장자어화, (6)삼도귀범, (7)망주봉, (8)망주폭포이다. 

이중 월 대는 ‘월경대’로 표기되었고, 망주봉과 망주폭포가 각

각 경점으로 설정된 점이 확인되나 무산십이봉의 경우 팔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밖에 ‘월경대’, ‘삼도규포’, ‘만주봉’ 등의 

오기는 아마도 취재기자가 현지 주민들이 구술한 그대로를 기

술한 것이 아닐까 한다. 더 이른 시기의 신문기사는 찾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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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대로라면 1969년 이전에 고군산팔경의 집경구상이 

이루어져 대략적인 공간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群山항에서 서남방 十五km 치에 있는 섬. 명사십리 월경 , 

선유낙조, 평사낙안, 장자어화, 삼도규포, 만주 , 망규폭포 등 

八경이 있으며 해수욕장도 있다.” (동아일보 1969년 7월 12

일 6면 기사 ｢山 시원한 招待席 水｣)[6]

그런가 하면 1976년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때묻지 않은 비

경’을 팔경의 특징으로 꼽았다. 제시된 경점은 일곱 개에 지나

지 않는다. 순서대로 명사십리, 망주봉, 평사낙안, 선유낙조, 월

대, 선유봉, 오룡당 등인데, 1969년 기사와 비교해 볼 때 여전

히 무산십이봉은 포함되지 않았고, 선유봉, 오룡당이 새롭게 언

급된 점이 특이하다. 사실 지금의 선유팔경에 선유도의 주산이

자 도서명의 근거가 된 선유봉이 제외된 점이 의문이었다. 또

한 오룡묘는 군산정과 더불어 선유도를 대표하는 명물로 오래

전부터 이름을 알렸고 현전하는 최고( 古)의 그리고 유일한 

고적인바 오룡묘가 팔경의 하나로 고려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

운 발상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팔경의 이색적인 요

소들은 누군가에 의해 고군산 지역에 새롭게 설정된 팔경의 시

원적 정보가 지역사회에 완전히 공유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

을 추정케 해주는 부분으로 특기해 볼 만 하다. 대중들은 고군

산에 팔경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의 상세

한 내용은 조금씩 달리 구전되었던 것 같다. 이후의 신문기사

에 등장하는 팔경이 제각각인 것만 보아도, 정착민이 임의로 

지역의 명승고적을 선별하여 팔경의 경관요소를 첨삭했던 당

시의 분위기를 얼마간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970년대는 

팔경의 구성요소가 제안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동의 내지

는 합의에 이르는 내적 수렴과정을 거친 시기 다고 규정된다. 

“고군산열도의 심에 있어 군산과 변산반도의 삼각 을 이루는 

곳으로 군산에서 뱃길로 2시간 반 거리. 최근에 알려진 곳으로 

때묻지 않은 비경을 그 로 지니고 있다. 명사십리, 망주 , 평사

낙원, 선유낙조, 월 , 선유 , 오룡당 등 8경에 신선이 놀랐

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방갈로가 한 곳 있을 뿐이고 50여 가

구에 민박이 가능, 망주 에서 흐르는 약수를 식수로 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6년 7월 15일 6면 기사 ｢곳곳에 때묻지 않은 

祕境․情趣 가득 絶景의 뱃길 西海千里｣)[6]

4) 고군산군도 관련 학술조사의 선유팔경 기록 

그동안 고군산군도를 대상으로 시행된 학술조사에서 선유팔

경의 현황을 기록한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에 2000

년대 이전의 연구 중, 자연경관을 연구의 범위로 삼지 않은 고

고, 민속 분야의 조사를 제외하면 두 건의 학술조사가 찾아진

다. 한국자연보존협회에서 발간한 고군산군도 종합학술조사

보고서(1981)와 고군산군도를 전라북도의 명승자원으로 검토

한 명승자원조사 보고서(전북)(2001)이 그것이다. 

먼저 고군산군도 종합학술조사보고서에는 비교적 이른 시

기, 주민 인터뷰로 수집된 고군산팔경의 정보가 수록되어 참조

해 볼 만 하다[9]. 당시 1980년 7월 24~29일 동안 20여 명이 

고군산군도에 파견되어 분야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중 인문

사회문화 분야에서 지역주민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고군산팔경

에 관한 기술이 채록되었는데, 월 산 단풍, 장자어화, 삼도귀

범과 무녀십이봉(巫女十二峰)의 4가지가 고군산팔경으로 소개

되었다. 이 중에서 무산십이봉은 ‘무녀십이봉’으로 기록되었다. 

논고의 설명을 옮겨보면, “무녀십이봉은 고군산 지역의 열두 

섬을 지칭하고 있는데, 봉우리마다 무의(巫 )가 베풀어진다는 

뜻에서 무산(巫山)이라 불리우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앞서 살

펴본 것과 같이 중국 사천성 무산현에 있는 열두 봉우리의 문

화적 표상에 비의된 것이 아니라, ‘무녀가 벌이는 무의’를 모티

브로 명명된 경우이다. 곧 열두 봉우리의 무녀가 춤추는 모습

이 곧 무산이라는 것인데, 당시 섬 주민들이 임의로 해석한 정

보 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무녀의 형상을 본떴다는 설명은 

후대에 덧붙여진 말일뿐이다. 이후 무산십이봉이 구체적으로 

팔경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늘어선 무녀’의 형상은 

‘늘어선 병사’의 형상으로 대체되기도 하 다. 그런가 하면, 삼

도귀범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고군산 지역을 드나

드는 선박들이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의 삼도를 지나는 모습을 

일컬어 삼도귀범이라 했던 것인데, 이 역시 무녀도에 속한 세 

무인도를 삼도귀범이라 했던 정보에 무지했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자료는 2001년 ‘전국 명승 자

원조사’이다[10]. 이 학술조사에 참여했던 전라북도 조사 연구

원은 세간에 알려진 ‘고군산팔경’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각각에 추천등급을 매겼다. 실제로 명승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고군산군도의 경관자원을 팔경체계로 수집하고 본격

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최초의 연구란 점에서 눈길을 끄는 자료

임에 틀림없다. 해당 연구자가 선유도를 방문하여 현지조사까

지 거쳤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당시 구득 가능한 자료를 모아 

각 경점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남긴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보

고서에는 팔경의 경처 순번은 매기지 않고, 선유낙조, 삼도귀

범, 장자어화, 월 대(월 단풍), 평사낙안, 무산12봉, 망주봉

(망주폭포), 명사십리의 순서로 기술되었다. 그밖에 몇 가지 특

기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유낙조의 조망지점을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특정하

고 있다. 그리고 망주봉의 낙조뿐만 아니라 일출도 일품이라는 

하나의 단서도 남겨졌다. 보다 이른 시점의 신문기사에서 확인

해 보았듯이, 선유낙조의 조망지점은 대체로 해수욕장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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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unsan 8Kyeong

(群山八景)

Impi 8Kyeong

(臨陂八景)

Okgu 8Kyeong

(沃溝八景)

Wido 8Kyeong

(蝟島八景)

Byeonsan 8Kyeong

(邊山八景)

Biin 8Kyeong

(庇仁八景)

Samho 8Kyeong

(三湖八景)

Hansan 8Kyeong

(韓山八景)

The 1
st

Kyeong

Yongdang-Yau

(龍塘夜雨)

Toseong-Banryun

(土城半輪)

Oksan-Chunu

(玉山春雨)

Naewon-Mojong

(內院暮鐘)

Ungyeon-Jodae

(熊淵釣臺)

Mimang-Daehae

(微茫大海)

Kyuljeong-Chuwol

(橘亭秋月)

Sungjeong-Amsong

(崇井巖松)

The 2
nd

Kyeong

Jangam-Nakjo

(長巖落照)

Jangje-Yusu

(長堤柳樹)

Wolru-Cheongyeon

(月樓晴煙)

Jeonggeum-Chuiyeon

(井金炊煙) 

Jikso-Pokpo

(直沼瀑 )

Eunyeong-Sodo

(隱映 島)

Jukrim-Yau

(竹林夜雨)

Ilgwang-Seokbyeok

(日光石壁)

The 3
rd

Kyeong

Haemang-Chuwol

(海望秋月)

Hanrim-Danpung

(翰林丹楓)

Hwasan-Nakjo

(花山落照)

Sikdo-Eoga

(食島 歌)

Sosa-Mojong

( 寺暮鐘)

Jungjung-Sinru

(重重蜃樓)

Nokmun-Nojo

(鹿門怒潮)

Goseok-Simdong

(孤石深洞)

The 4
th

Kyeong

Heukgi-Joeo

(黑璣釣魚)

Yongji-Nakan

(龍池落雁)

Seolrim-Mojong

(雪林暮鐘)

Mangbong-Jaeweol

(望峰霽月)

Wolmyeong-Muae

(月明霧靄)

Jeomjeom-Nagye

(點點螺髻)

Yongsan-Nakjo

(龍山落照)

Hoesa-Gobong

(回寺高峯)

The 5
th

Kyeong

Bongsan-Moseol

(烽山暮雪)

Sinchang-Myeongu

(新濸眠鷗)

Jangam-Eohwa

(長岩 火)

Bongsan-Chulwun

(鳳山出雲)

Seohae-Nakjo

(西海落照) 

Dunyeong-Sugo

(芚營戍鼓)

Baekdo-Kwuibeom

(白島歸 )

Wonsan-Sugo

(圓山戍鼓)

The 6
th

Kyeong

Jukseong-Chunha

(竹城春霞)

Bocheon-Mojong

(寶泉暮鍾)

Pyeongsa-Nakan

(平沙落雁)

Seonso-Kwuibeom

(船所歸 )

Chaeseok-Beomju

(彩石 舟)

Yeonpo-Kwuibeom

(煙浦歸 )

Seokreum-Kuiun

(石凜歸雲)

Jinpo-Kwuibeom

(鎭浦歸 )

The 7
th

Kyeong

Kungpo-Kwuibeom

(弓浦歸 )

Seoho-Kwuibeom

(西湖歸 )

Upo-Kwuibeom

(牛浦歸 )

Wangdeung-Nakjo

(旺嶝落照)

Jipo-Sinkyeong

(止浦神景)

Songpyeong-Chuwol

(松坪秋月)

Yigok-Myeongsa

(梨谷明沙)

Apya-Kwonnong

(鴨野勸農)

The 8
th

Kyeong

Seopo-Nakan

(西浦落雁)

Oseong-Nakjo

(五聖落照)

Obong-Manghae

(五峰望海)

Yongyeon-Changjo

(龍淵漲潮)

Jaeam-Gojeok

(開巖古跡) 

Kwansa-Mojong

(觀寺暮鍾) 

Hongkuk-Eohwa

(紅國 火)

Ungjin-Kwanjo

(熊津觀釣)

Table 2. The Various Kinds of Eight Scenic Spots in the West Sea Islands and Coastal Areas near Gunsan  

식된 바 있다. 둘째, 칠산 앞바다의 조기잡이가 잘 되던 황금어

장의 시절을 회고하게 한다는 장자어화의 설명이나 평사낙안

의 팽나무가 거친 풍파에도 꺾이지 않고 이어온 것이 선유도 

주민들의 끈기를 상징해 준다는 기술 역시 흥미를 주는 해석이

나, 이 역시 이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던 내용이

다. 셋째, 망주봉을 ‘큰 망주봉’, ‘작은 망주봉’으로 지시하면서, 

당시에도 팔경의 경점으로 ‘망주봉’과 ‘망주폭포’가 혼동되고 

있음을 지적하 다. 넷째, 지금의 선유팔경에서 유독 조망지점

을 찾기 어려운 것이 월 단풍이다. 이는 월 단풍이 단지 풍

경이 아름다운 지점의 실경을 말한다기보다 최치원의 역사성

을 수렴한 상징경관이었기 때문이란 판단이다. 이 보고서에서

는 월 대 곧 월 단풍이 고군산팔경에서 인지도가 낮다는 것

을 설명하면서, 월 단풍을 조망하는 시점이 신시도 앞바다

다고 말했다. 즉, 해상 위에서 가을철 병풍처럼 펼쳐진 월 봉

의 형상을 감상한다는 것인데, 당시 지역주민들의 구술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5) 소상팔경(瀟湘八景)의 전형 및 인근 지역 팔경의 참작

주지하다시피 한중일 삼국의 팔경은 동아시아 문화권 공통 

모티브인 소상팔경의 보편적․전형적 풍경 텍스트가 전승․변

용된 내용을 위주로 한다. 우리나라의 전국 군읍에도 으레 팔

경이 있어 소상팔경의 정형에 빗댄 경제(景題)를 통해 지역 산

수자연의 아름다움을 현시하는 한편 지역 고유의 지리적․역

사적 맥락을 표제의 창작을 통해 구현하 다. 고군산군도의 지

리 범위, 구체적으로 선유도를 경계로 설정된 선유팔경에도 ‘평

사낙안’, ‘삼도귀범’, ‘선유낙조’ 등의 표제를 통해 그러한 팔경 

전형의 고전적 표상이 참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에 대

응되는 소상팔경의 경명은 ‘평사낙안’, ‘원포귀범(遠浦歸 )’, 

‘어촌석조( 村夕照)’이다. 각각은 모래펄에 내려앉는 기러기 

떼, 먼바다로부터 돌아오는 돛단배, 어촌에 찾아든 저녁놀을 뜻

한다. 물론 선유팔경의 설정자는 ‘평사낙안’, ‘귀범’, ‘낙조(석

조)’의 표제로써 소상팔경이 갖는 관념적이면서 이상화된 풍경

을 선유도에서 재현해 보고자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세 경점 면면을 살펴보면, 섬의 경승으로 존재

하는 지리형상들은 소상팔경 텍스트의 표층적 답습을 넘어 각

각의 표제에 잘 녹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삼도귀범의 

경우, 조선시대 이래 고군산도의 경승으로 회자된 삼도(三島)

의 역사전승과 세 섬이 모여 있는 독특한 형상을 ‘귀범’의 전형

과 연관시킨 참신한 제명으로 여겨진다. 소상팔경의 단순 참작

이 아닌, 지역 맥락과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한 노력이 읽혀지

는 부분이다. 다만 선유낙조의 경우 선유도로 도서명이 변경된 

시점이 1914년이므로 전래의 경승으로 정착된 경관자원은 아

닌데, 세간에 명소로 이름난 드넓은 해수욕장에서 조망하는 낙

조이면서 고군산 지역을 대표하여 성립된 시점장이므로 팔경

의 하나로 설정되기 충분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해 두고자 하는 점은 현 군산시의 행정권역

에 편입된 군산, 임피, 옥구 지역에 선행되는 팔경의 참작 문제

이다(Table 2). 이 중에서 ‘낙안’, ‘귀범’, ‘낙조’는 군산팔경, 임

피팔경, 옥구팔경, 위도팔경 등에도 나타나는 것들이며, 옥구팔

경의 ‘어화’ 콘셉트나 임피팔경의 ‘단풍’도 선유팔경에 들어있

는 공통된 소재이다. 따라서 고군산팔경(선유팔경)의 집경구상 

당시 소상팔경의 문화전통뿐만 아니라 인근 도서해안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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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Photo Filmed in the Seonyu Beach

 

b: The Photo Filmed in the Top of Mangjubong Peak

 

c: The Photo Filmed in Top of Seonyu Peak

Figure 3. The Types of Sunset View(the Seonyu-Nakjo) by Visual Point Change 

선행되는 팔경 사례를 참조하여 만든 정황도 상호 비교를 통해 

드러나며, 정황상 현 군산시의 지역경계에 속해 있던 임피팔경

과 옥구팔경의 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서해안을 따라 살펴보면, 변산팔경, 비

인팔경, 삼호팔경(거문도팔경) 및 금강 유역의 한산팔경 등의 

사례도 참조된다. 변산팔경은 일제강점기에 설정된 것이고, 비

인팔경, 삼호팔경과 한산팔경은 전래팔경으로 구분되는데, 여

기에도 ‘낙조’, ‘귀범’ 등의 표제어가 나타난다. 이러한 대상들은 

포구 및 연해안에서 발견되는 향토경관의 자연대상들로서, 팔

경 설정 당시 자연스럽게 지역 풍경의 표상으로 선별되고 표제

의 창작을 통해 대표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선유팔경의 경관특성 및 조망경관

1) 제1경 선유낙조

지금 선유도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전체를 대표하는 경관 

이미지는 단연 선유낙조로 모아진다. 여기에는 망주봉과 명사

십리의 긴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가운데 잔잔한 바다와 하늘 그

리고 날아가는 갈매기도 붉은 색조로 변하는 그림 같은 장면이 

기대된다. 과거에는 팔경 중에서도 제8경으로 설정되었지만 다

른 경처보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은 팔경을 

대표하는 제1경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선유도를 방문한 이

들에게 기대되는 낙조장면은 대체로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는 일몰을 가리키며, 고군산군도의 섬 사이로 해가 질 

때 바다와 하늘이 붉게 물드는 장면이 선유낙조의 대표 이미지

로 간주되어 왔다. 즉,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중에 친숙한 선유

도해수욕장에서 감상되는 일몰이 선유낙조로 이해되었던 것이

다. 이는 신문기사 및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들이 대부분 명사

십리 해수욕장에서 촬 된 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선유낙조는 임피팔경 제8경 오성낙조(五聖

落照)나 옥구팔경 제3경 화산낙조(花山落照) 등에서 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유팔경에 망주봉, 명사십리, 

평사낙안, 삼도 등 선유도에서 볼 수 있는 이름난 경승이 포함

된 반면, 선유도의 주봉이자 신선경을 표상하는 선유봉이 빠진 

점은 의문이었다. 선유팔경이 고군산을 대표하는 팔경임을 고

려해 본다면 선유낙조는 넓은 의미에서 고군산군도에서 보는 

낙조나 선유도에서 조망하는 낙조로 읽혀지기도 한다. 그러나 

선유팔경이 고군산의 대표적 경승을 선별한 지리체계라는 점

에서 선유낙조는 선유봉에 조망지점을 둔 낙조라는 설명이 보

다 타당해 보인다. 

일단 1969년 이후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선유낙조의 감상지

점은 한결같이 해수욕장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다가 관광객

의 선유도의 방문이 늘어났던 90년대에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한 낙조의 전경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바로 해수욕장에 연

접해 있는 망주봉 정상에서 촬 된 낙조경관인데 이는 해변에

서 가시되는 단조로운 일몰(Figure 3a)에 비해 주변 지형요소

가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한 전경관을 보여준다(Figure 3b). 하

지만 지금 현지에서 배포되고 있는 관광안내 브로슈어의 낙조 

이미지는 선유봉 동쪽 능선에서 장자도, 관리도를 배경으로 촬

된 일몰이다(Figure 3c). 이 역시 고고도에서 감상하는 낙조

이므로 개방감이 뛰어나 망주봉에서 보는 것과 맞먹는 장관을 

보여준다. 낙조장면의 대상장이 서쪽 하늘과 바다에 한정된 점

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만, 망주봉 정상에서 제대로 조망되지 

않는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의 모습과 장자교의 형태가 낙조의 

일광과 조화되는 정경은 망주봉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감

상적인 풍경을 만들어 준다. 이처럼 선유낙조로 대표되는 다수

의 낙조 조망지점은 특유의 경관구도가 갖는 나름의 우위를 내

세우며 경쟁적으로 분포해 있다. ‘선유낙조’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우수한 경관의 질이 확보된 다수의 시점이 형성된 것인데, 

이러한 점은 한두 개의 조망지점을 갖는 여타의 낙조명소와 차

별되는 선유낙조의 독보적 가치로 평가된다.

한편 상기 관광안내 브로슈어에는 “선유도 어디서든 일몰을 

감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유도 해수욕장과 장자도 해넘

이 사진촬  포인트를 추천한다”는 설명이 달려있다. 이러한 

시각대로라면 선유낙조는 종래의 인식과 같이 ‘선유도의 낙조’

로 풀이될 여지가 농후하다. 즉, 선유도에서 보는 일몰이 모두 

선유낙조라는 의미인데, 명확한 향유대상이 지시된 선유팔경의 

설정방식과 이질적인 대목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망주폭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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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nlarged Part from ｢The Map of Mangyeonghyun Gogunsan Position｣ 

b: The Photo Filmed in the Seonyu

   Beach

  c: The Photo Filmed near the

Seonyu Beach

Figure 4. The Myungsa-Sipri’s View from Old Map and Photo

사십리, 평사낙안, 삼도귀범 등은 경관 표적이 분명한 경점이

며, 월 단풍의 경우 신시도 월 봉이라는 경관 대상을 주제로 

한다. 그렇다면 선유낙조도 선유도 섬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

라 ‘선유봉에서 보는 낙조’라야 타당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

로 여겨진다. 따라서 저간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관광안내 브

로슈어에 게재된 사진이 대중적인 일몰 시점인 선유도 해수욕

장을 제쳐두고 선유봉 정상 부근에서 촬 된 것은 선유팔경의 

경처설정 논리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제2경 명사십리(明沙十里)

명사십리의 일반적인 의미는 십리 구간에 펼쳐진 이름난 사

취라는 뜻을 갖는다. 보통 이름난 해변 모래사장들에는 명사

십리라는 별칭이 붙는다. 선유도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언제부

터 명사십리라 불려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1872년 만경현 ｢

고군산진지도｣에 ‘明沙十里’의 표기가 뚜렷한 것으로 보아 지

명의 역사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4a). 그리고 같은 

시기 김정호의 대동지지(1861~1866년)에도 군산도 명사십

리가 나타난다. 여기서는 망주암 아래 길게 뻗은 모래 언덕을 

세속에서 부르는 말이 ‘십리명사(十里明沙) 격안해당(隔岸海

棠)’이라고 소개되었다5). 또한 앞서 살펴본 1969년의 고군산

팔경에도 전래지명으로 전승된 명사십리가 확인되어, 팔경의 

설정자가 지역의 경승을 선별할 때 이를 빼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동지지의 기술과 같이 ‘명사십리’에는 ‘해당화’라

는 대구가 붙어야 한다. 실제 선유도에도 과거 해안을 따라 해

당화 군락이 일대장관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위적으

로 식재된 것이 대부분이고 자연 상태의 식생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일설에 의하면 당뇨에 좋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뽑아

가서 선유도에 남아나는 해당화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전국의 팔경 중 선유팔경처럼 명사십리가 팔경의 

경관요소로 설정된 경우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물론 명사십

리는 길게 뻗어 있는 모래 선로가 남악산, 망주봉, 선유봉 등의 

산자락에 둘러싸여 신선경을 뽐내고 있는 점에서 경처로 설정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지만,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던 

당대의 이용현황이 반 된 까닭도 큰 것으로 여겨진다. 

3) 제3경 망주봉(望主峰) 또는 망주폭포(望主瀑 )

선유도 북쪽에 두 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진 높이 104.5m의 

망주봉은 예나 지금이나 섬을 대표하는 절경이자 산악의 풍치

를 뽐내는 경승으로 사랑받아 왔다. 우람한 몸체를 가진 쌍봉

의 석벽이 햇빛에 반짝거리는 망주봉의 모습은 주변 장자도, 

대장도를 비롯하여 무녀도 무녀봉, 신시도 월 봉과 대각산에

서 한눈에 들어오며, 시점을 어디에 두건 눈길을 멈추게 할 만

큼 탁월한 비경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주변을 압도하며 우뚝 

솟아 있는 망주봉은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하는 

천연미를 보여주는 동시에 선유도의 지리적 지표를 알리는 랜

드마크로 기능해 왔다. 그런 이유로 망주봉은 선유팔경 중에서

도 제1경의 위상을 차지했던 적이 있었으나, 근래에 설명되고 

있는 팔경에는 관광자원의 가치나 대외적인 명성이 고려되었

는지, 선유낙조와 명사십리에 이은 세 번째 경처로 려났다. 

팔경의 구상단계에서 망주봉이 팔경 중 제1경으로 설정된 것은 

선유도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를 대표하는 경승으로 손색이 

없었기 때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도 덧붙일 수 있겠다. 

첫째, 망주봉은 조선시대에 별신제를 지낸 곳으로 과거에는 

부정한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 기록 중에는 서긍(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

高麗圖經)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섬에 상륙한 뒤 군산정(群

山亭)의 배후에 있는 양봉(兩峰)을 인상 깊게 보았던 것 같다. 

6일 정해 아침에 물을 타고 운항하여 진각(辰角)에 군산도에 

이르러 정박하 다. 그 산은 열두 우리가 잇달아 연결되어 있는

데[其山十二峯相連], 둥그 게 둘러쳐 있는 것이 성과 같다[環遶

如城]. ( 략) 반사가 채색으로 치장한 배를 보내어 우리에게 

군산정(群山亭)에 올라와 만나주기를 청하 다. 그 정자는 바다

에 다가서 있고 뒤는 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後倚兩峰], 그 

두 우리는 나란히 우뚝 서 있어 벽을 이루고 수백 길이나 치

솟아 있다. 문 밖에는 공해(公廨)  10여 칸이 있고, 서쪽 가까운 

작은 산 에는 오룡묘(五龍廟)와 자복사(資福寺)가 있다.  서

쪽에 숭산행궁(崧山行宮)이 있고, 좌우 후로 민가 10여 호가 있

다6).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6 海道 3 ｢群山島｣)[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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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록에서 망주봉의 형상은 이국의 사신의 눈에 비친 군산

도의 첫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주요 건물들의 위치가 망주

봉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망주봉이 고군산군도를 통틀

어 가장 두드러지는 지표물이자 이를 중심으로 주변지형을 식

별하는 표지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게 해준다. 물론 

선유도의 지리정보를 인식하는데 있어 망주봉이 갖고 있는 지

형적 표상과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상징성은 현재도 유효하다

고 할 수 있다. 

둘째,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망주봉에 위치한 주요 시설

물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는데, 군산정과 오룡묘, 자복사가 그것

이다. 사신의 접시설이었던 군산정은 송과의 교류가 끊어지

고 고려말 왜구의 극심한 침략으로 사라졌던 것 같고, 관사(官

寺) 던 자복사의 경우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서긍이 

기록한 군산도의 건물 중 유일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

은 오룡묘이다. 고군산군도에서 해신, 용신 및 도신(島神)을 모

신 각 섬의 사당이 근대 이후 전통의 단절을 겪으면서 훼철될 

때, 오룡묘는 재건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

었다. 이는 고군산군도 전체 섬의 별신제가 주로 오룡당을 중

심으로 연행된 것에서 알 수 있듯[12] 고군산군도의 마을신앙

을 대표하는 자리에 망주봉과 오룡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망주봉은 선유팔경 중에서도 이야깃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다. 정감록의 범씨 천년도읍을 믿고 북쪽을 바라보며 서 

있던 부부가 굳어져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나, 고군산으로 유

배 온 선비가 망주봉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하

여 망주봉이라 칭해졌다는 지명유래, 그리고 오룡묘 윗당의 주

신으로 안치된 임씨할머니의 신이한 행적 등은[3], 망주봉이 

선유도의 성소이자 마을의 정서적․심리적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넷째, 조선시대의 망주봉은 남섬에 있는 군산진과 마주했기 

때문에 진 의 관원이 늘 접하는 일상경관이었다. 이들은 군산

도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풍광을 보여주는 망주봉을 바라보며, 

‘대의를 굽히지 않는 자(大義不屈 )’, ‘이 지방의 장관(此地之

壯觀)’, ‘세한의 모습(歲寒之態)’, ‘임금에 대한 축수(祝壽)’ 등

의 인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남진지(湖南鎭誌)
2권 ｢고군산진지여사례병록성책(古群山鎭誌 事例幷 成冊)｣ 

명산조에서 잘 설명된다. 

 

망주 은 진안과 마주한다. 북쪽으로 거리가 2리 정도인데 암

(雙巖)이 우뚝 솟아 사면이 깎아지른 듯하다. 괴연(魁然)하여 마

치 의를 끼고 굽히지 않는 것 같으니 참으로 이 지방의 장 이

다. 매달린 벽과 외로운 구름이 정정(亭亭)하여 세한(歲寒)의 

모습이 있다. 이르는 곳마다 사(臺榭)가 여럿 있어 화축(華

祝)7)에 이바지하는 모습이다. 우리 북쪽에 돌우물이 있는데 

이름이 용정(龍井)이다. 우리 남쪽 유배객 교리(校理) 이징명

(李徵明)이 아들 덕수(德壽)와 아우 징하(徵夏)의 이름을 돌에 

새겼다. (湖南鎭誌 2권 ｢古群山鎭誌 事例幷 成冊｣)

위의 묘사를 종합해 보면 망주봉은 그 명칭과 암봉의 우뚝한 

외관에 의해 굳건하고 의연한 선비의 기상으로 형상화되어 있

다. 여기에 더해 망주봉은 고군산도에 유배 온 자들을 대하는 

섬사람들의 낭만적 정서가 덧대어져 충정을 표상하는 상징물

로 감정이입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 고군산 유배인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한 Kim(2012)에 따르면, 이곳에 온 유배인 중에는 정

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들어온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실세한 정

치인이며, 또한 세련된 상위 문화를 몸에 익힌 양반들이었다고 

전한다[14]. 특히 윗글의 마지막에 언급된 망주봉 각자의 존재

는 서해 오지 낙도에 유배 온 유력 정치인의 행적이 망주봉의 

형상과 중첩되어 상통한 장소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 바위글씨

는 일가가 함께 유배 온 이징명, 이징하, 이덕수8)의 3인이 망

주봉 아래에 새긴 것으로, 응당 경승의 암벽에 각자를 새겨 기

념하는 문인들의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겠으나 망주봉에 선행

된 장소 의미에 포섭됨을 알 수 있다. 지금 망주봉 아래에는 

‘내선완입(內選莞入)’과 ‘李徵明, 徵夏, 德壽’의 바위글씨가 온

전하게 남아 있다. 모두 망주봉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실

물로 활용 가능한 소재들이다.

 

Figure 5. A Letters Carved on the Foot of the Mangjubong Peak

이상과 같이 망주봉은 고군산군도에서도 경관적인 우위에 

있는 지리적 기표와 내재된 역사․문화적 기의에 의해 고군산

팔경 중 최상위에 있는 인문경관으로 인식되어, 선유팔경의 집

경구상 단계에서 제1경으로 고려된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의 경

명은 망주봉이 아니라 망주폭포이다. 망주폭포는 어느 정도 강

우량이 확보된 우천 시에나 나타나는 일시적 경관이며, 평소에

는 폭포수로 흐른 물줄기가 오랜 세월 침식을 이루어 암벽에 

그어진 세로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폭포는 망주봉에 부여된 

전래의 의미나 상징성과는 거리가 멀어, 전승된 경관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간취된다. 즉, 전승된 장소의 

의미와 상관없이, 비가 올 때만 볼 수 있는 현상적 희소성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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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nlarged Part from ｢The Map of Mangyeonghyun Gogunsan Position｣  

a: A Vertical Line Traces of Cascade

 

b: A Scene of Cascade on Rainy Day 

 

Figure 6. The Mangju-Pokpo’s View from Old Map and Photo

(b: Produced by Jeong, Jong-Guk)

a: A Enlarged Part from ｢The Map of Mangyeonghyun Gogunsan Position｣ 

b: The Photo Filmed in the Top of

   Mangjubong Peak

 c: The Photo Filmed in the Top of

   Mangjubong Peak (in winter)

Figure 7. The Pyeongsa-Nakan’s View from Old Map and Photo

(c: Produced by Jeong, Jongkuk)

상적 흥미과 연관시킨 발상이 ‘폭포’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폭

포가 떨어지는 소경관은 섬에 거주하면서 경험한 지역민이 아

니면 그 특색을 잡아낼 수 없는 장면이다. 따라서 선유팔경의 

설정자는 그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이었을 것으로 여

겨지며, 폭포라는 경제를 통해 신성성, 강직함, 의연함과 같은 

망주봉이 담지하는 속성보다 흥밋거리로서 장소 이미지를 나

타내고자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제4경 평사낙안(平沙落雁)

선유도 망주봉과 진말 사이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평사낙안

은 기러기 형상의 작은 섬을 말한다(Figure 7b). 소상팔경의 

하나인 평사낙안은 넓은 모래톱에 기러기가 잠시 내려앉아 쉬

는 곳이란 뜻으로서 팔경의 단골 소재로 사용된 표제어이다. 

전국에 ‘평사낙안’ 또는 ‘○○낙안’이라 이름 붙은 곳의 환경은 

주로 강이나 포구 주변에 마련된 섬, 언덕 또는 사구 등인데, 

선유도의 평사낙안은 늘 기러기가 모여 쉬고 있어 그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환경조건을 보여준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선유도에서 지금 부르는 

평사낙안이 전래의 지명이 아니란 점이다. 호남진지에는 “사

초(沙草)의 형상이 마치 용주(龍珠) 같다”고 하여 여의주로 그 

형태가 묘사되었다. ｢만경현 고군산진지도｣를 찾아보아도 비슷

한 명칭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진지 앞쪽 바다에 초서(草嶼)가 

넓게 펼쳐진 가운데 물벼룩 모양의 모래섬이 있고 이 가운데에 

‘여의주(如意珠)’라 기입된 글씨가 뚜렷이 확인된다(Figure 

7a). 옆에는 작은 글씨로 ‘地形如此, 故號云’이라는 설명을 달아

주어 지형의 모양 때문에 여의주로 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평사낙안이란 명칭은 토착 지명과 관련 없는 후대에 생긴 

것이 분명하다. 특히 옥구팔경 제6경인 평사낙안과의 연관성도 

고려되는데, 소상팔경의 텍스트 원전이 전국 팔경에 무수히 차

용되었던 점에서 팔경의 단골 소재를 쓴 것에 지나지 않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평사낙안은 선유2구 해안도로, 선유도 해수욕장 및 샛터마을

로 가는 도로 위 어디서든 볼 수 있으나 이런 위치는 본래부터 

향유되던 조망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러기 모양

을 한 평사낙안의 온전한 형태를 보려면 망주봉 위나 고군산진

지터가 있는 선유2구 마을 뒷산에 올라야 한다. 특히 망주봉 위

에서 보는 평사낙안은 기러기 모양으로 굽은 특이한 형태가 가

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5) 제5경 삼도귀범(三島歸 )  

삼도귀범은 소상팔경 및 인근 지역의 팔경 표제어로 자주 

등장하는 ‘귀범’을 소재로 하되, ‘장구도’, ‘주삼섬’, ‘앞삼섬’의 

세 무인도가 모여 있는 형상을 고기잡이배가 만선으로 돌아오

는 것에 비의되어 팔경으로 설정되었다. 이 세 섬을 ‘삼도’로 

명명한 것은 호남진지에서도 확인되며, 세 개의 섬이 한데 

모여 있는 독특한 형상 때문에 삼신산과 연관하여 경색을 표

현한 점이 인상적이다. 즉, 삼도를 보면 ‘신선의 별장(仙庄)’이 

있는 것 같고, 발해 동쪽에 산다는 여섯 마리 큰 거북인 육오

(六鰲)가 삼산을 짊어진 전설이 연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관

자로 하여금 바로 곁에 있는 선유봉의 신선 이미지와 융합해 

섬에서 선계의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심미체험을 가능케 했으

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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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nlarged Part from ｢The Map of Mangyeonghyun Gogunsan Position｣ 

b: The Photo Filmed in the Top of Seonyubong Peak

c: The Photo Filmed in Jangjado Island

Figure 8. The Samdo-Kwuibeom’s View from Old Map and Photo

남해문(南海門)의 오른쪽에 있는데 하나의 구역을 이룬다. 정좌

하고 깊이 가로막  마치 신선의 별장에 있는 듯하다. 옛 시에 ‘육

오(六鰲)의 죽은 엔 이미 서리가 내렸으니, 삼산은 흘러가서 어

디에 있는고[六鰲骨已霜, 三山流安在]9)’가 바로 이것을 이른 것

이다. (湖南鎭誌 2권 ｢古群山鎭誌 事例幷 成冊｣)

삼도귀범은 선유봉 정상에서 볼 때 그 형태가 가장 잘 조망

된다(Figure 8b). 건너편 무녀봉에서도 세 섬의 형상이 잘 나

타날 것이나 신선이 모여 바둑두는 형상이는 선유봉에 시점을 

두는 것이 선계의 의미가 좀 더 부각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그밖에 선유교 위, 장자도 해안에서도 특색 있는 삼도귀

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으나(Figure 8c), 현지조사 결과 선

유봉 정상에서 본 무녀봉을 배경으로 한 삼도귀범의 형태가 가

장 뛰어났다. 

6) 제6경 장자(長子, 長 , 莊子)10)어화( 火)

과거 장자도 어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해의 야간 고기잡이 

풍경이 장자어화이다. 선행되는 팔경은 앞서 살펴본 옥구팔경

의 장암어화(長岩 火)가 있었으며, 조기잡이와 새우잡이가 성

황이었던 시절 선유도의 활기찬 해상경관을 '장자어화'라는 표

제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고군산 최고의 어장인 

고군산도 연해의 고기잡이 풍경은 택리지에 다음과 같이 기

술되었다.

항구 앞쪽에는 어량(魚梁)이 있어 매년 여름 고기잡이 철이면 

각 고을의 상선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안개를 피우듯 북 며 

배 에서 어물을 매한다. 주민은 이를 통해 치부하여 앞다투어 

택과 의식을 마련하는데 호화롭고 사치스럽기가 육지 사람들보

다 심하다. (택리지 복거총론)

윗글처럼 고군산도에 구름처럼 몰려든 수백 척의 배들은 밤

이면 휘황찬란한 불빛을 밝혀 일대장관을 이루었다. 장자봉(현 

대장봉) 중턱에 있는 신당 이름이 어화대( 火臺) 던 것은 장

자도의 앞바다의 조기잡이 중선배들이 켜 놓은 집어등 불빛이 

불야성을 이룬 데서 연유한다. 그만큼 ‘어화’의 산업경관은 지

역 정체성을 대변하는 풍경으로 전승되어 ‘장자어화’의 경점을 

만들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몇 개의 작은 불빛만 점점이 떠 있을 정도로 

어로활동이 축소되어 장자어화의 진풍경은 볼 수 없다. 

7) 제7경 월영단풍(月影丹楓)

월 단풍은 가을철 붉게 물든 월 봉의 풍경을 지시한다. 

1980년대 이전에는 ‘월 대’, ‘월 산 단풍’으로 소개되기도 했

으나, 90년대 이후의 선유팔경에는 ‘월 단풍’으로 고착되었다. 

월 단풍의 시점은 일부 기록에서, 해상에서 보는 월 봉으로 

설명되는 등 월 봉 내부에서 향유되기보다는 대체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경관으로 설명되기도 했다. 문제는 월

단풍이 선유팔경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집경구상을 보여준다

는 점이다. 가을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가 설정되었다

지만, 다른 경처의 설정 방식과 이질적인 수준이 감지된다. 실

제 고군산 지역의 섬 주민들도 월 단풍이 팔경에 들 만큼 탁

월한 경관상을 보여주지 못하며, 여타의 팔경 경처에 비해 경

관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가을철 고군산군도 어디에서도 단풍을 볼 수 있음에도, 유독 

선유도에서 멀리 떨어진 월 봉의 단풍이 절경으로 선정된 것

은 일단, 고군산의 경승을 두루 섭렵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그러나 팔경의 다른 일곱 경점이 선유도와 그 인근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월 대’ 또는 ‘월 단풍’은 단풍이라는 계

절적 요인보다는 최치원의 역사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위적 

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실 전국적으로 최치원이 다녀간 

장소는 경승으로 회자되었고 유서 깊은 문호유적(文豪遺跡)의 

반열에 올랐다. 모두 1,000여 년 동안 그를 흠모하는 이들의 탐

방이 끊이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월 단풍을 제외한 선

유팔경은 선유도에 위치하거나 선유도에서 조망 가능한 거리

에 있다. 이와는 달리 월 봉은 망주봉이나 선유봉에 올라야지

만 그 윤곽이 보일 정도로 선유도에서 세세히 감상 될만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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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nlarged Part from ｢The Map of Mangyeonghyun Gogunsan Position｣ 

b: The Photo Filmed in the Top of Mangjubong Peak

c: The View of Wolyeongbong Peak 

Figure 9. The Wolyeong-Danpung’s View from Old Map and Photo

리도 아니며(Figure 9b), 월 봉의 단풍이 팔경에 들 만큼 특

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월 단풍은 최치원의 역사

성이 깃든 월 대를 팔경에 포함시키되 단풍이란 자연적 요소

를 부가한 결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선유도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어 원경의 산으로밖에 가시되지 않는 월 봉의 

조망이 평이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풍이 들어 붉게 물

든 것을 그 특색으로 꾸민 것이다. 이미 임피팔경 제3경으로 한

림산에 단풍이 든 아름다움을 뜻하는 ‘한림단풍(翰林丹楓)’의 

선행이 있었기에 참조할 만한 대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고군산군도에 설정된 팔경은 ‘고군산팔경’이라 불릴 정

도로 넓은 지역적 범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다녀간 어디든 명

승의 반열에 올랐던 최치원의 역사성까지 수렴되기까지 하여, 

전래된 인문경관의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하되 그것을 선유도

로 유인해 보고자 하는 의도마저 엿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선유팔경에는 서해 제일의 낙조기관인 선

유낙조와 유배문화․선비문화가 쌍봉의 절경과 오버랩된 망주

봉이 있다. 또한 무산십이봉과 삼도의 신선경도 내재되어 있는

가 하면, 황금어장의 기억을 회고하는 삼도귀범, 장자어화의 향

토경관도 있다. 이것만으로도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긍심을 표출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나 설정자는 여기에 역사

적인 ‘최치원 열풍’의 또 하나의 발상지인 신시도 월 대를 추

가했다. 이로서 고군산팔경 곧 선유팔경의 형식적 체계가 완성

되었다고 보며, 여타 지역의 팔경과 버금가는 오히려 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연․인문 역량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8) 제8경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峯)

무산십이봉은 선유도 북쪽 해상에 위치한 횡경도, 방축도, 

광대도, 명도, 보농도, 말도 등의 열도가 연이어 열두 봉우리로 

조망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호남진지에서 고군산 명승의 

첫 번째로 거론된 무산십이봉은 중국 지리서인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에 기록될 정도로 송과 고려를 오가는 해상에서 

특징적으로 보 던 열도의 장관으로 회자되어 왔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에서도 “그 산은 열두 봉우리가 잇달아 연결되어 있

는데(其山十二峯相連), 둥그렇게 둘러쳐 있는 것이 성과 같다

(環遶如城)”라고 하여, 군산도의 첫인상으로 기술되기도 했는

데, 이 묘사는 대명일통지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다. 이처럼 

고려시대 이래 ‘십이봉’으로 불렸던 열도는 정조 연간의 문신이

었던 조각(趙恪)에 의해 지금과 같이 제명되었다. 

무산십이 은 가로로 서해를 막고 아울러 바깥으로 해문(海門)이 

있다. 만력 연간 경신년에 지방 이 고을이 쇠락하여 규모를 갖추

지 못하자 주부로 이속시켰는데 이때  명일통지에 “열두 

우리가 아롱지며 빛난다(十二峯斑斑)”고 실려 있다. 지난날 참의

(參議) 조각(趙恪)이 이것으로 산의 이름 지어 증거로 삼고 상소

를 올려 다시 장(營 )을 설치해달라고 청했을 뿐이다. (湖南

鎭誌 2권 ｢古群山鎭誌 事例幷 成冊｣)

무산십이봉은 선유도 해수욕장이나 장자도 해안에서는 일부

가 가시되며, 열 두 봉우리 전체를 한 장면에 담으려면 남악산 

서쪽 산록이나 남악리 몽돌해수욕장에서 봐야 한다(Figure 

10b). 조사결과 남악산 위에서 보는 전망이 좀 더 좋은 편이나 

수목의 차폐로 가시되는 시점이 제한적이었다. 차후 무산십이

봉의 대표 조망지점이 특정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조망시

설 및 수목의 정비가 요구된다.  

3. 선유팔경의 집경논리에 나타난 문제와 제언

1) 선유팔경의 정체성․완결성 강화

망주봉 일원이 명승 제113호로 지정될 즈음, 개편된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게시물에서 선유팔경의 달라진 위상이 

감지되었다. 기존의 홈페이지상 고군산군도 여행안내 내용은 

선유팔경의 각 경점을 중심으로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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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nlarged Part from ｢The Map of Mangyeonghyun Gogunsan Position｣ 

b: The Photo Filmed in the Seonyudo Mongdol Beach 

Figure 10. The Musan-12bong’s View from Old Map and Photo

그런데 근래에 게시된 콘텐츠는 팔경의 공간틀을 해체하여 각

각의 장소를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별개의 관광자원으로 설명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유팔경에 대한 간략한 기본정보는 남겨 

놓았는데, 1969년 이후 몇 차례 경처의 순번이 바뀐 점을 의식

하 는지 ‘제○경’식의 경번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선유팔경을 

주요 관광지로 전면에 내세우던 과거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

진 부분이다. 

그 이유를 추정하자면, 2017년 ‘군산 선유도 명승지정 자원

조사’에서 선유팔경이 전래팔경이 아닌 근현대기에 설정된 것

으로 결론지은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선유팔경을 고군

산 지역에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역사적 유산으로 믿고 있던 

군산시 당국의 입장에서는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며,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의 홈페이지 콘텐츠 

구성은 선유팔경을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타

협점을 찾은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인접한 군산팔경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기에 설정된 팔경은 허다히 많으며, 오히려 팔경의 공모

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계획하는 지자체의 많은 시

도가 있었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시점까지 고군산

군도 관광에 있어, 특히 선유도를 관광 명소화하는 데에 팔경

의 공간틀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 또한 60년대 이전의 빈곤했던 시절 고군산팔경의 설정을 

통해 섬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해 낙도에 지나지 않던 고군산 

지역의 위상을 선양해 보고자 했던 지역민의 애환도 고려되어

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선유팔경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재된 모호하고 불완전한 요소를 제거하고, 본연

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그 가치를 고양해 보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한 방도가 아닐까 한다. 이는 고군산군도의 오

랜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그리고 누대에 걸친 토착민의 정서가 

반 된 지역 경관자원의 가치를 확립하는 효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관

광상품을 창출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망주봉, 선유낙조, 명사십리 등 선유도

에 소재한 주요 경관자원의 보존․활용을 전제로 선유팔경의 

집경논리를 선명히 부각시키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무엇

보다 선유팔경에서 경점 설정 인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간의 

정체성과 완결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다. 지금 선유팔경은 설정주체와 설정시기가 모호하며, 초기 형

태로부터 오랫동안 구전을 거친 탓에 정형성이 약한 문제를 안

고 있다. 현시점에서 팔경을 내세우지 않고도 각 경점에 대한 

경관특징과 산수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여지는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고군산군도의 경관자원이 이미 팔경의 공간인식으

로 구조화되어 있어 팔경의 공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유

효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선유팔경은 선행되는 옥구팔경, 임피팔

경 등 인근의 팔경사례를 답습한 흔적이 역력하고, 시원적 개

념은 고군산군도 전체를 망라하는 고군산팔경으로 구상되었다. 

또한 팔경의 내용이나 경처의 순번이 확립된 것이 그리 오래되

지 않은데, 경관대상에 대한 지식정보의 안내 부재, 조망지점의 

불명확, 역사․문화 배경 등이 정제되지 않은 등 불완전한 체

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군산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고증 

및 체계적인 이론화 작업의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선유팔경의 공간체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에 

후속되어야 할 작업은 1980~90년대에 훼손된 일부 경처의 경

관을 보존․정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어족자원의 고갈로 예전 

같은 야간 어획의 경관을 볼 수 없는 장자어화나 평사낙안 위

에 고사한 팽나무는 제외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복구해 볼 수 

있는 곳은 개발과정에서 훼손․축소된 명사십리의 원형경관이

다. 일반적으로 명사십리에는 해당화의 꽃 이름이 붙는다. 곧 

‘명사십리 해당화’인데, 선유도의 명물인 해변을 따라 만발했던 

해당화는 사라진지 오래이다. 명사십리 즉, 선유도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선유도에서도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공간이

자 선유낙조 및 수려한 섬 경관을 두루 보여주는 핵심적인 조

망지점이다. 드넓은 명사십리의 백사장에 심각한 훼손이 가해

진 1999년에 시멘트 해안도로를 개설한 당시에도 자연상태의 

해당화가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쉬

운 대로 둑방길 곳곳에 송림과 해당화가 경관식재로서 심어진 

상태이다. 근래에는 연도교의 완공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

나 주차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이제는 이에 대한 타당한 복

원정비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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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유낙조를 중심으로 한 팔경탐방 유도 

고군산군도의 ‘경관인식’은 선유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

는 선유팔경의 내용적․물리적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대상은 팔경의 순서대로 선유낙조, 명사

십리, 망주봉이다. 이러한 3대 경점은 선유도에서도 대중들의 

방문 빈도와 관광만족도가 높은 핵심적인 관광지이기도 하지

만, 선유팔경의 구성에서도 중심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근래 망주봉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3호로 

지정되면서, 이 일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가시화된 선유도의 

중심적인 지역으로 부상했다. 특히 본고는 대외적으로 관광 잠

재력과 유인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제1경 선유낙조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현 군산시에 위치한 옛 임피팔경과 옥구팔경을 제외하고, 서

해안 지방의 팔경 중에는 낙조가 경점으로 설정된 곳이 몇 군

데 있다. 변산팔경의 제5경 서해낙조, 강화팔경의 제3경 적석낙

조, 화성팔경의 제4경 궁평낙조, 용유팔경(인천)의 제1경 왕산

낙조 등이 그것인데(Table 2), 대체로 전래팔경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표제어로 집경된 낙조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주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에 일몰명소를 

포함시켜 관광자원의 가치를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

다. 선유낙조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지자체에서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근래의 시각과 맥락에서 만

들어졌다기 보다, 1960년대 이전, 섬의 공동체 또는 이곳에 일

정기간 체류했던 식자들이 선유도의 수려한 풍광을 자발적으

로 해석한 여덟 개의 공간틀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차이는 선유낙조가 팔경 전체 경점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이미지를 갖는 데 있다. 이는 

경점의 명성에 따라 산발적 또는 수평적 위계로 설정된 여타 

지역의 팔경 낙조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다. 나아가 선유팔경

에서 낙조가 갖는 우월적인 표상은 그것의 순번으로도 재차 확

인된다. 고군산팔경 곧, 선유팔경의 공간개념이 구상되던 시기

인 1960~70년대에는 각 경처의 순번은 없고 7~8개의 경처만 

나열되던 것이 1990년대에는 명사십리가 제1경, 선유낙조가 제

2경으로 설정되는 등 구체적인 순번이 정해졌고, 2000년대에 

제1경이 망주폭포로 설정되면서 선유낙조가 제8경으로 구분되

기도 하 다. 이후로 제1경이 선유낙조, 제2경이 망주폭포의 순

서로 확정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시기별로 대표하는 경관자

원이 달랐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대목이다. 즉, 관광행위에 있

어 해수욕장의 이용을 중시하는 인식에서 점차 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에 대해 관심 갖게 되어 망주봉이 초경(初景)으로 재

설정되었고, 어느 시점부터 제8경이었던 선유낙조가 망주봉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전술하 듯, 이러한 변화에는 선유도의 관광정보를 소개하

면서 낙조를 비중 있게 다뤘던 매스컴의 향이 컸다. 실제로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게재된 선유팔경 관련 기사 내용은 황홀

한 낙조장면에 대한 찬사와 낙조의 조망지점에 대한 기사거리

로 채워졌다. 이런 기사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선유

도=선유낙조’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했고, 망주봉을 비롯한 선

유팔경의 각 경처가 선유낙조의 보조적인 경관으로 이해시키

는데 일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대중적인 인식에서 선유

도는 낙조가 아름다운 섬이었을 것이고, 선유도를 찾은 대다수

의 행락객들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유명한 낙조

를 감상하고 주변에 위치한 다른 경점들도 둘러보는 방식으로 

관광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

안 지속되면서 팔경의 경관 위계도 지금과 같이 변화된 것인데, 

현 선유팔경의 집경순서는 위치나 경관적 가치와 관계없이 그

러한 사회적 지명도를 반 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처럼 선유낙조는 지역 자연경관의 매력, 매스컴의 개입, 

관광객의 향유방식 등 3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유도 제1의 경관

자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 결과 근래에 재구성된 선유팔경

의 중심에는 선유낙조가 있었고 현지를 방문한 대중들은 가장 

유명하고 친숙한 대상인 낙조를 통해 선유도와 선유팔경을 이

해하고 있다. 지금이야 동적인 관광행태를 추구하는 대중적 취

향에 의해 해수욕장 한편에 설치된 거대한 짚라인이 인기를 구

가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선유낙조에 대한 관성적 

이미지는 고군산군도 관광을 주도하는 지배적인 향력을 유

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낙조는 해질녘 찰

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일시적 조망대상이자 자연현상일 뿐 구

체적 지시대상이 없다. 그러나 지표물의 상황에 따라 낙조 경

관의 질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선유낙

조는 선유도 전체의 아름다운 자연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만들

어진 경관 총체로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즉, 선유도, 장자도, 대

장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섬이 조화되어 만든 낙

조가 선유낙조란 것이다. 따라서 선유낙조를 통해 선유도 및 

고군산군도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기왕의 인식을 활용하여, 

지역 경관자원의 가치를 고양시킬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며, 그 

공간의 형식은 바로 선유팔경이 적합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고군산 선유팔경이 설정된 경위와 각 경점의 경관

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유팔경은 고군산군도 특히 선유도를 중심으로 설정

된 팔경으로, 제1경 선유낙조, 제2경 명사십리, 제3경 망주폭포, 

제4경 평사낙안, 제5경 삼도귀범, 제6경, 장자어화, 제7경 월

단풍, 제8경 무산십이봉으로 구성된다. 신문기사를 통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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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려진 1969년 이래 설정된 경점은 몇 차례 그 내용과 순서

가 바뀌었고 표제어 또한 일정한 변천과정이 확인된다. 먼저 

70년대까지 알려진 팔경은 공식적인 팔경명이 없거나 고군산

팔경으로 명명된 경우가 많았으며, 무산십이봉이 제외된 구성

을 보인다. 또한 망주봉, 오룡당, 등대원경이 들어 있는 등 팔경

의 구성요소가 제각각인 유형도 나타난다. 따라서 선유팔경의 

시원적 형태는 팔경 원전인 소상팔경의 표제 및 인근 지역의 

팔경을 참조하되, 고군산의 경관요소를 첨삭하는 지역사회의 

내적 수렴과정을 거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와 같은 팔경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나타나는 

2000년대 초의 선유팔경은 순번이 명시되어 있고 표제어가 네 

글자로 정제되어 있어 전통적인 팔경의 제명을 따르고 있다. 

이때 제1경이 망주폭포로 설정되고 선유낙조가 제8경으로 구

분되기도 하 는데, 현재는 제1경이 선유낙조, 제2경이 망주폭

포의 순서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경처 순서의 변화는 시기별 

대표 경관자원이 달랐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셋째, 선유팔경은 설정주체와 설정시기가 모호하며, 선행되

는 옥구팔경, 임피팔경 등 인근 지역의 팔경사례를 답습한 흔

적이 역력하여 정체성과 완결성이 약한 문제가 있다. 그밖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열거하자면, 선유팔경은 그 시원적 개념이 

고군산군도 전체를 망라하는 고군산팔경으로 구상되었으나, 어

느 순간부터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유인력을 갖게 되어 선유도

에 편중된 장소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경처의 순번이 확립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데, 경관대상에 대한 지식정보, 조망하

는 시점의 명시, 역사․문화적 배경 등의 제반 공간논리를 강

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최종적인 선유팔경에서 제1경으로 설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유낙조는 전체 경점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팔경 

전체를 지배하는 주도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일시적 경관인 낙

조가 제일의 경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메스컴의 향도 있었

으나 그것이 선유도의 아름다운 자연적 요소들이 융합하여 만

들어진 경관의 총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선유낙

조를 기점으로 선유도 및 고군산군도 전체 경관을 탐색해 보고

자 하는 기왕의 인식을 활용하여, 다른 고군산군도 경관자원의 

가치를 제고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각각의 경점의 완결성과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1) 그동안 선유팔경을 다룬 논고는 Huh(2010)가 유일하다시피 하다[1]. 

여기서는 새만금 지역의 팔경인 고군산팔경, 위도팔경, 군산팔경, 변

산팔경의 4개 종류를 대상으로 경명의 비교와 탐방 표적에 대한 고

찰을 통해 서해안 지방 팔경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 다. 

주2) 동아일보 1961년 7월 16일 4면 기사 ｢섬(9): 仙遊島｣

주3) 경향신문 1969년 12월 8일 7면 기사 ｢波濤에 갇힌 文名의 疎外지

대 섬｣

주4) 경향신문 1962년 8월 21일 7면 ｢낙도의 오늘(1): 생활｣

주5) “망주암은 진의 안산으로 북쪽으로 2리 떨어져 있다. 쌍암이 우뚝 천 

길로 서 있고 사면이 깎은 듯하다. 그 오른쪽에 또 ‘용출암(龍出岩)’

이 있는데 하나의 구멍이 가로로 뚫려 있다. 바위 아래 모래 언덕 

한 줄기가 길게 뻗어 서쪽 바다를 가로막아 절로 장성(長城)을 이

루는데 세속에서 일컫기를 ‘십리명사(十里明沙) 격안해당(隔岸海

棠)’이라 한다.” (대동지지 제6책 11권 ｢고군산도진(古羣山島鎭)｣, 

필자 역)

주6) 六日丁亥。乘早潮行。辰刻。至群山島拋泊。其山十二峰相連。環遶如

城。… 請使副上群山亭相見。其亭。瀕海。後倚兩峰。相並特高。壁

立數百仞。門外有公廨十餘間。近西 山上。有五龍廟，資福寺。又西

有崧山行宮。左右前後。居民十數家。

주7) ‘화봉삼축(華 三祝)’의 준말로 복을 비는 말이다. 요임금이 화(華: 

지금의 龍溪縣 서북) 지방을 순행할 때, 그곳의 봉인( 人)이 요임금

의 덕을 찬양하여, ‘성인은 장수[壽]하시고, 성인은 부(富)하시고, 성

인은 다남(多男)하시라’고 축복했다는 고사에 유래한다. 이 고사에 

근거하여 임금에게 경축의 인사말을 올릴 때 자주 사용했다(한국고

전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13].

주8) 이징명(李徵明, 1648~1699)과 그의 아우 이징하(李徵夏, 1655~ 

1727)는 1689년 기사환국으로 많은 조신들이 죽거나 유배되었을 때 

고군산으로 유배되었다가, 1694년 4월 적거(謫居) 6년 만에 갑술옥

사가 일어나고 희빈 장씨가 쫓겨나자 다시 관직에 기용되었다. 이징

하의 아들 이덕수(李德壽, 1673∼1744)는 훗날 이조판서, 공조판서

를 비롯한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다

는 평가를 받았다[1].

주9) 이백(李白)의 시 ｢등고구이망원해(登高邱而望遠海)｣

주10) 사료에 기록된 장자도와 장자봉의 한자명이 여럿 나타난다. 먼저 

대동지지에는 ‘莊子峯’이라 하면서 ‘長尺島’란 이명이 있다고 했

다. 호남진지에도 ‘莊子峯’이라 하여 명칭의 변화는 없으나, ｢고군

산진지도｣의 표기는 ‘長 峰’으로 달리 나타난다. 일제강점기 던 

1928년 동아일보 ｢도서순례｣ 고군산열도편에는 ‘莊子峯’으로 기록되

어 있어 이것이 원명(原名)이었을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의 

공식적 지명은 ‘長子’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장자어화는 한자로 ‘長

子 火’가 될 것이나, 이러한 지명이 1912년경 일제에 의한 지명변

화임을 감안하여, 본고에는 다수의 원 지명을 함께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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