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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원림의�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ty� in� a� Natural� Setting-the� Nine�

Bends,� Gardens� &� Groves

 

선비들의� '착함'이라는�인간본성의� 인식과� 자연과�동화되고자한� 구곡문화가치를� 통해

문화적� 갈등과�차별을� 해소하고� 상대를�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간다움'을� 추구하여

다문화시대에� 부응하는�새로운� 생활문화로� 정착되기를�기대한다

The� seonbi(Joseon� Confucian� scholars)� understood� that� human� nature� is� good,� and�

the� Nine� Bends� (九曲Ch.� Jiuqu/� Kr.� Gugok)� tradition� valued� being� one� with� nature.�
We� can� learn� from� this� Neo-Confucian� view� how� to� lead� our� lives� in� today’s�

multicultural� era� by� resolving� cultural� conflicts� and� discrimination� as� well� as� by�

seeking� to� practice� huma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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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세션� 4

▣� 11월� 1일(일)� 10：00� ~� 12：00｜구름에리조트� 정원무대

▣� 10：00� ~� 12：00,� Nov.� 1(Sun)｜Gurume� resort� Garden� Stage

좌장

Chair

임노직(한국국학진흥원�수석연구위원)

Lim,� no-jig(The� Korean� Studies� Institute� Senior� Research� Fellow)

연설자

Speaker

기조발표� :� 이동수(안동문화원�원장)

Keynote� Presentation� :� LEE� Dongsu(Andong� Cultural� Center� Director)

패널

Panels

김두한(문학박사)

Kim� Du� Han(Ph.D.� of� Arts)�

김정모(한국일보�대구� 사회부장)

Kim� Jungmo(Hankook� Ilbo� Daegu� Head� of� city� desk)

남준호(사회적기업연구원�겸임연구원)

NAM� JUN� HO(Reserch� institute� for� social� enterprise� adjunct� researcher)

최성달(작가)

Choi� Soung� Dal(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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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장
성� 명 임노직

소� 속 한국국학진흥원

직� 함 수석연구위원�

연구분야 동양�고전학

이메일 njlim@korea.or.kr

학력

영남대�한문학과�박사과정�수료,� 문학박사�

한림대� 부설�태동고전연구소�한학과정�수료

안동대�한문학과�졸업

이력

한국국학진흥원�유교문화박물관장

한국고전적협의회장

한국고전번역원�객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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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r
Name Lim,� No-jig

Affiliatio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itle Senior� Research� Fellow�

Field� of� Study Eastern� Classics� Studies

Email njlim@korea.or.kr

Academic�

Background

Completed� Ph.D.� of� Arts� Program� from�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Yeungnam� University�

Completed� Chiense� Classics,�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Hallym�

University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Chinese� Class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Director� of� Confucian� Culture� Museum,�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President,� Korean� Classics� Preservation� Council

Honorary� Membe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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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설자
성� 명 이동수

소� 속 안동문화원

직� 함 원장

연구분야 동양철학� �

이메일 ceo0996@hanmail.net

학력

대구한의대학교�석사.� 박사

대구한의대학교�동양철학과

영남대학교�전기과

이력

2018� ~� � � � � � � 제15대� 안동문화원�원장

2009� ~� 2012�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장

2006� ~� 2009� 제19대� 안동상공회의소�회장

1995� ~� 1998� 제5대� 경상북도의회�도의원

1991� ~� 1995� 초대� 안동시의회�시의원�

1984� ~� 2008� ㈜한진전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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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aker
Name LEE� Dongsu

Affiliation Andong� Cultural� Center

Title Director

Field� of� Study Oriental� philosophy�

Email ceo0996@hanmail.net

Academic�

Background

Master's� degree� in� Daegu� Haany� University� PhD

Department� of� Oriental� Philosophy,� Daegu� Haany� University

Department� of� Electricity,� Yeungnam� University�

Career�

Background

2018� -� � � � � � � Present� 15th� Director� of� the� Andong� Cultural� Center

2009� -� 2012� Central� Chairman� of� the� Sungkyunkwan� Youth� Judo� Association

2006� -� 2009� 19th� President� of� the� Andon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1995� -� 1998� Member� of� the� 5th�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1991� -� 1995� Member� of� the� first� Andong� City� Council

1984� -� 2008� CEO� of� Hanji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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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양성시대에� 부응하는� 구곡문화의� 가치

이동수(안동문화원� 원장)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통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였

고 세계와 교역을 확대하면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와 있다. 

이러한 전 세계와 교역을 통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여러 경우를 

통해서 국내에 외국인이 정착하면서 민족, 인종,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

민과 공존하는 문화다양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문화 이주민에 대하여 각 문화의 고유한 가

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존중, 자유와 책임, 자연애호, 사랑과 정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도 함께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 이주민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 정체성의 혼란, 경제적 어려움, 인권침

해를 겪으면서 편견과 차별대우로 사회적 약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문화다양성의 존중과 다문화 이주민의 차별, 편견

을 해소해야 하며, 소외계층의 빈곤, 자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빈부격차와 불공정의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나만, 내 가족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의 이기주의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물

질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두가 안정된 사회 복지를 누리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간다움’을 

추구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하여 청빈하게 살면서도 자연과 동화되어 착한 본성을 지켜가고

자 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구곡문화(九曲文化)가 있다.

이 구곡문화에는 인간의 가치 실현을 위한 물욕의 배제, 본성의 각성, 피폐된 영혼의 치유, 가

난하지만 ‘인간다움’을 추구했던 선비문화로서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로움, 허무감, 무력감에 빠져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연사랑과 인간의 가치를 자각함으로서 삶의 의욕을 북돋우어 주는 다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토론하여 새로운 생활문화로 정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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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100세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말이면 산이나 

바닷가로 이름난 걷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주5일 근무로 인한 시간적 여

유가 많아져서 저소비형 체육활동인 등산과 걷기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 지역마다 많은 걷는 길이 조성되거나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름난 길을 보면 안동예던길, 제주올레길, 지리산둘레길, 강원도바우길, 죽령선

비길, 부산갈메길, 남도갯길등을 들 수가 있다. 

지역정서에 맞게 이름 부쳐진 이러한 걷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걸어서 건강도 챙기면서 다른 지역의 색다른 문화와 풍속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옛날부터 전국 140여개소에 선인들이 아름다운 산수계곡을 거닐면서 자연을 관

조하고 심신을 수양하던 구곡길의 구곡문화가 있었다. 

현재 이름난 경북지역의 구곡길을 살펴보면 안동의 도산구곡,하회구곡,임하구곡,고산구곡을 비

롯하여 문경 선유구곡, 예천 수락대구곡, 영주 죽계구곡, 봉화 춘양구곡, 영양 곡강구곡, 포항 덕

계구곡, 경주 옥산구곡, 영천 횡계구곡, 상주 용유구곡, 김천.성주 무흘구곡, 성주 포천구곡, 청도 

운문구곡, 고령 낙강구곡 등 조선시대 선비들의 구곡길은 90여개소가 된다고 한다. 

현대인들이 요즈음 새로이 조성된 걷는 길 외에 이러한 옛선비들의 구곡길과 구곡문화의 가치

를 재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구곡길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은 비단에 수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산천이라 하여 금수강산(錦繡江
山)이라 일컬어지고 예로부터 지역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8경, 10승 등으로 손꼽아 숭상하고, 아

름다운 계곡 물굽이를 9곡으로 일컬어졌다. 이는 산의 경승은 정적(靜的)이므로 음수(陰數)로 일

컬어지고, 흐르는 물은 동적(動的)이므로 양수(陽數)로 일컬어져서 특히 구곡은 양의 최고 극수

인 9수로 손꼽히게 되었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산수자연을 사랑했다. 우리 고유의 선도사상인 풍류도는 산수간에 살면

서 세속적인 것은 피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체험하는 호방한 생활

을 즐겼다. 신라의 화랑을 국선(國仙)이라 하였고 그 교(敎)를 풍류(風流)라고 한 것은 ‘산수를 

찾아 가악(歌樂)을 즐긴데서 생긴 이름이다’라고 하였고 신라 일대(一代)에는 모든 사람이 산수

(山水)에 소요하고 풍월(風月)을 음영(吟詠)했던 것은 모두 우리민족 고유의 선도(仙道) 사상에

서 연유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글을 읽고 후진을 양성하며 자연과 동화

되는 삶을 추구한 고매한 선비를 산림처사(山林處士)라 하여 존중하였다. 

인자요산(仁者樂山)이요 지자요수(智者樂水)라 했다. 산은 가만히 정지(停止)되어 있지만 온갖 

초목과 동식물이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과 같이 한량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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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하는 것이다.  

물은 쉼 없이 흘러 가면서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메워서 소(沼)를 만들고 

고저가 있으면 여울(灘)을 만들어 소리를 내면서 흐른다. 

물은 무리하지 않는다. 그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쉼없이 흘러 바다에 도달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의 겸손하고 성실함을 좋아한다. 유학의 핵심가치인 

인의(仁義)가 바로 산수자연의 동정(動靜)에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맹자는 선비는 ‘인에 거처

하고 의를 따른다’는 거인유의(居仁由義)를 숭상한다고 하였다. 

현대인들이 구곡길을 걸으면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욕심과 사특한 생각을 버린다면 남을 배려

하고 사랑하는 인의 정신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풍을 진작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구곡길을 걸으며 선인들의 참다운 삶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구곡의 설정은 자신의 삶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도학의 실천과 이상의 실현을 이루고

자 하는 것이다. 유학자들은 산수를 풍류의 공간과 삶의 영역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천리(天
理)를 체득하고 심성을 존양(存養)하는 철학적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구곡길에는 이름없는 자연

에 애정을 쏟아, 산과 바위 혹은 계곡의 물굽이에 이름을 붙이고 시를 지어 생명을 불어넣은 구

곡문화의 주인이 있다. 구곡의 시에는 자신의 고상한 지취(旨趣)를 담아 이상적 삶의 공간으로 

삼은 것이 구곡문화이다. 

구곡의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거기에 선인들의 ‘인간다움’을 추구한 삶이 녹아있고 그 

후손들이 조상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정성이 서려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남아있

는 유적도 중요하지만 그 유적에 담긴 인물의 인간다운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선인들의 삶이 후세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선조에 

대한 존경과 긍지를 갖고서 수백년동안 그 유적을 보존하기에 안간 힘을 쓴다. 전란을 당하여 

소멸되어도 또 다시 짓고 허물어지면 고치고 해서 수백년의 세월을 지켜온 것은 바로 그 훌륭한 

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자연사랑’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구곡길에는 주자와 퇴계의 도학사상과 철학이 담겨있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자연을 도에 이르는 첩경으로 여겨 아름다운 자연을 원림으로 삼고 산수지

락을 추구하면서 은거구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와 노래를 통하여 물아일체의 삶을 추구하였

다. 이러한 정서적 활동이 바로 구곡설정과 구곡시가의 창작이었다. 

조선 선비들은 인간이란 사욕에 치우치는 현실적 모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으

로, 인간이 ‘하늘’과 하나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이란 명제를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

함으로써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수행의 방법이 곧 구곡원림의 조성이며 그 의지를 구곡시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구곡문화는 퇴계이후로 산수자연을 찬미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자의 도학과 퇴계의 사



실천세션 4
구곡원림의 문화적 다양성

19

상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유행된 바 있는데, 당시 주자와 퇴계는 조선 시대 선비들에게 

절대적인 이상이었으며 흠모의 대상이었다. 

주자와 퇴계의 무이도가에 차운하고 자신의 이상향을 조성하는 것이 곧 주자와 퇴계의 도학을 

계승하는 길이며 군자의 삶이 되기도 하였다. 현대인들에게 주자와 퇴계의 철학사상을 공부하고 

구곡길을 걷는 것은 곧 착한 본성을 지켜가고자 하는 ‘인간다움’의 실현인 것이다. 

넷째 구곡길은 세파에 찌들고 오염된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세척하는 길이다.  

우리는 휴식없는 과도한 노동과 돈에 대한 집착, 온갖 욕망과 이해가 난무하는 세속의 삶속에

서 사람의 마음이 황폐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에 선인들의 가르침이 있는 구곡길을 걸

으면서 물질에 얽매여 잃어버린 자신을 되돌아 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 숲길이나 해

변길, 산길이나 강변길을 걸으면서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 보는것, 자연의 아름다움과 춘하추동

의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과 동화하여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것 등이 황폐하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며 구곡길을 걷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 

구곡길에는 선인들의 아름다운 삶과 유적과 시가 남아 있어서 현대사회에 피폐해진 심성을 순

화하고 자연과 동화(同和)해서 영혼을 맑게 하고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의미있는 걷는 길

이기 때문에 바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출하여 여유있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 일상에 지쳐서 

허덕이는 삶 속에서 일탈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 하는 것, ‘진정 삶이란 무엇이며 나는 무

엇인가!’ 하는 깊은 철학적 사색에 잠겨 보는것,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명상을 통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생각한 사람

이라면 삶의 의욕을 되찾는 행복한 길이 될것이다.

다섯째  '워라밸'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의미있는 문화향유의 장소가 될수도 있다. 

현대인들의 의식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워라벨’ 문화가 

새로운 사회적 트랜드로 등장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돈은 적게 받더라도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소확행(小確幸)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구곡길은 문화향유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이 일시적 쾌락을 즐기는 레져나 돈 많이 드는 해외관광이 아니

라 고행을 체험하는 산티아고 길을 걷는다거나 독일의 철학자의 길이나 성지순례 길을 세계인들

이 즐겨 찾고 있다. 구곡길의 의미를 잘 홍보하고 발전시킨다면 돈 들여서 외국에 가서 고행을 

체험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심신을 성찰하고 영혼을 살찌우며 소확행을 만족시켜 줄 명소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지금 경북에는 많은 세계문화유산과 아세아지역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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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개소중에 5개소가 경북에 있다. 서원과 구곡원림은 서로 유학사상

과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선비들의 이상적 삶이 담긴 구곡원림은 인류 보편

적 가치가 있는 복합문화유산이라 생각되어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각지역마다 구곡문화단체를 결성하여 서로 교류하고 답사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금번 인문가치포럼에서 구곡문화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통해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구곡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유산등재에 밑

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실천세션 4
구곡원림의 문화적 다양성

21

The� Value� of� Gugok� Culture� in� an� Age� of�

Cultural� Diversity

LEE� Dongsu(Andong� Cultural� Center� Director)
  

Korean has undergone seismic social changes over the past half century. 

These changes have led to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globalization on 

the economic front and democratization on the political front. The rapid expansion of trade 

with the rest of the world has enabled the nation to emerge as one of the world’s top ten 

economic powerhouses, placing it on the threshold of joining the ranks of advanced 

nations. 

The growing human, material and cultural exchanges with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as the increasing inflow of foreigners through diverse channels have ushered the nation into 

an age of cultural diversity where Korean nationals live in harmonious coexistence with 

immigrants with divergent ethnic, linguistic,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s.

This situation calls on Korean people to be more open-minded to the diversity and 

unique values of the immigrants’ different cultures by embracing such universally shared 

values as respect for human life, freedom, accountability, protection of nature, compassion, 

and justice while endeavoring to preserve their own traditions and culture. In reality, 

however, immigrants are often relegated to the periphery of society, being forced to endure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resulting from language barriers, cultural differences, confused 

identity, economic hardships, and human rights infringements. 

All humans are entitled to be treated equally and have their rights respected. Korea needs 

to overcome various obstacles in order to gain global recognition as an advanced nation. 

The greatest of them is achieving social cohesion by foster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eradicating bias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helping economically marginalized 

people out of poverty, curtailing suicides, narrowing economic gaps between rich and poor, 

and reducing social injustice.  

The nation needs to reject the extreme form of selfishness that preoccupies people with 

achieving material wealth for themselves or their own families to the exclusion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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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aterialistic mentality of putting money before humans and move toward a ‘happy’ 

society where every member enjoys stable social welfare while pursuing the universal value 

of humanity. 

The value of ‘humanity’ constitutes the very foundation of Gugok (‘Nine-Valley’) culture 

passed down to us from the Confucian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who cherished 

honest poverty and sought to protect the benign nature of humans by being one with 

nature. 

The pursuit of humanity in the face of poverty by Joseon scholars rejected preoccupation 

with material wealth while emphasizing reflections on human nature and the healing of 

ailing souls. Revisiting the spirit of Gugok culture at this juncture will provide an escape to 

those facing confused values, isolation from society, despair, and helplessness that can 

deprive them of a will to live, plunge them into depression and ultimately drive them to 

suicide. Humanity-inspired Gugok culture can instead help them reconnect with nature, 

recover their lost human values, and muster a fresh will to live. The forum will set the 

stage for discussions about how this process can lead to a new living culture compatible 

with growing multiculturalism in our society.

Improving standards of living and growing interest in healthy longevity are driving a 

growing number of people to escape to mountains and seashores over weekends to enjoy 

trekking along well-known trails. Greater amounts of free time afforded by a five-day 

work week are also motivating people to gravitate toward the economical outdoor activities 

of mountain-climbing and walking.  

This trend has inspired local governments to competitively develop trekking routes to lure 

those interested in walking in nature. To name some well-known such routes, there are the 

Andong-Yedeon Trail, Jeju-Olle Trail, Jirisan Mountain Loop Trail, Gangneung Bow Road, 

Jungnyeong-Seonbi Trail, Busan-Galmaetgil Trail, and Namdo-Gaetgil Trail.

Various factor drive people to flock to these trails, on top of their names well-suited for 

each location. The most important of them is that walking these trails allows people to be 

in close touch with nature while helping them keep in shape, with the added bonus of 

being able to appreciate the different cultures and traditions of individual destinations. 

Competing with big-name trails are Gugok trails scattered in 140 locations across the 

nation that used to be walked by ancient scholars as a means of cultivating mental and 

physical strength in unison with nature. These trails are steeped in Gugok culture. 

The northern Kyeongbook Province is home to ninety of these trails, and the most famed 

of them include Dosan Gugok, Hahoe Gugok, Imha Gugok, and Gosan Gugok in 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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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oo Gugok in Moonkyeong, Sooraktae Gugok in Yecheon, Jookgye Gugok in Yeongjoo, 

Chooyang Gugok in Ponghwa, Gokgan Gugok in Yeongyang, Deokkye Gugok in Pohang, 

Oksan Gugok in Keyongjoo, Hoynggye Gugok in Yeongcheon, Yongyoo Gugok in Sangjoo, 

Moohul Gugok in Kimcheon and Seongjoo, Pocheon Gugok in Pocheon, Unmoon Gugok in 

Cheongdo, and Nakang Gugok in Goryeong.

Several factors can explain the recent surge of public interest in these tradition-steeped 

Gugok trails and Gugok culture and the rediscovery of their values, in contrast to the more 

modern trails mentioned earlier. 

First, Gugok trails are steeped in nature, history and culture. 

Historically,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alled ‘ a ‘Land Draped with Embroidered 

Brocade’ for its natural beauty. Each region boasted its collection of scenic destinations, 

which were popularly referred to with names like ‘8 Scenic Places’ or ’10 Scenic 

Destinations’. Of them, a winding mountain valley with numerous scenic spots along the 

way was called a ‘9-Valley’ or ‘Gugok’. In terms of integers, scenic spots in a mountain 

are negative integers because they are static, whereas the stream that skirts around them are 

positive integers for its dynamic flow. As a positive single-digit integer, 9 is the highest, 

which explains why ‘Gugok’ stands for the highest level of scenic beauty. 

The Korean people have been known for their love of nature since ancient times. The 

followers of the nation’s traditional philosophy of ‘poongryoo’ or refined enjoyment of arts 

and entertainment chose to dwell in scenic mountains with streams and sought unity with 

nature, away from the secular world. The ‘Hwarang’ group of the ancient Silla Kingdom, 

akin to modern-day boy scouts, upheld Taoism-inspired ‘poongryoo’ as their guiding 

philosophy, and made a habit of traveling to scenic mountains with streams and indulging 

in music and poetry in the midst of nature. During the Silla period, not only the Hwarang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relished the joy of appreciating arts in scenic surroundings. 

Along the same lines, high-minded scholars who rejected high-ranking positions within the 

government in favor of a life in nature while sending time reading literature and teaching 

young scholars were revered as ‘hermit scholars’. 

Confucius once said ‘Virtuous men like mountains, and wise men like streams.’ 

Mountains stand still but have a big heart enough to embrace all the flora and fauna 

inhabiting them, as big as the hearts of mothers who offer love without limits. That’s why 

virtuous men are drawn to mountains.

In contrast, streams flow endlessly, skirting rocks standing in their way, filling in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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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s to create pools, and making a gushing sound when they turn into rapids over 

undulating terrain. 

Streams never strain to do change anything. They just keep flowing, seeking lower places, 

in an ever self-deprecating manner, until they reach and empty into the sea.  That’s why 

wise men are drawn to the humbleness and consistency of streams. It is to be noted that 

the values of benevolence and justice, which are the centerpiece of Confucianism, are closely 

aligned with the values mountains and streams stand for. For this reason, Mencius once 

said, ‘Right-minded scholars reside in benevolence and pursue justice’. Walking Gugok trails 

will help modern people internalize these lofty values inside, thereby, casting off greed and 

evil ideas, and instead being more thoughtful and kinder to others in the spirit of 

benevolence and more righteous in the spirit of justice. 

Second, walking Gugok trails will provide a chance to reflect on the lives of ancient 

scholars and derive wisdom from such reflections that will enrich their own lives. 

Embracing the ideals of Gugok means aligning our own lives with them and endeavoring 

to put them into practice. Confucian scholars perceived mountains and streams not just the 

space of life and artistic enjoyment but also a philosophical space in which to reflect on 

the principles of universe and discipline their minds. Along a Gugok trail, you will come 

across the traces of ancient scholars who had such a deep affection for nameless features of 

nature so that they gave names to mountains, rocks and bends in the stream and imbued 

life into them by creating poetry in their honor. Gugok poetry, therefore, is loaded with the 

ideals those scholars strove to practice in their own lives, which makes it a vital part of 

Gugok culture. 

At every turn on a Gugok trail, we find a piece of nature steeped in the lives of 

Confucian scholars who sought to realize humanity in that space. Therefore, walking the 

trail is a way of us expressing our desire to follow in their footsteps.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se trails should count for us not just as historic relics but as spaces that bring us in 

touch with the lives of the ancient scholars who walked through them before us. Their lives 

were lofty enough to become a good model for their offspring, It is therefore only natural 

that the descendants have striven hard to preserve the relics their ancestors left behind overs 

hundreds of years, out of respect for, and pride in, them. The descendants’ efforts to keep 

those relics intact and to reconstruct them when they were ruined in war are a 

manifestation of their desire to carry on their descendants’ commitment to humanity and 

their love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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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Gugok trails are living testimony to the moral philosophies of Chu Hsi and the 

eminent scholar, Toegye. 

Confucian scholars of the Joseon Kingdom regarded nature as a path for reaching truth. 

So, they pursued a hermit’s life in mountains with streams in order to be y immersed in 

the pleasure of enjoying nature while entertaining themselves with music and poetry, with 

the ultimate goal of becoming one with nature. This lifestyle gave birth to Gugok poetry. 

Joseon scholars perceived human beings as innately vulnerable to the temptation of 

personal greed, which imposes intrinsic limitations on them. They regarded unity with the 

heavens as a way of overcoming those vulnerabilities and limitations and tried to achieve it 

by building themselves a ‘Gugok pavilion’ deep in a valley and using it as a residence as 

well as a place for practicing self-discipline and expressed their desire to do so in what is 

now called Gugok poetry. 

This lifestyle or Gugok culture later developed beyond an appreciation of nature to be 

integrated into Chu His’s Taoism and Toegye’s philology, making it popular among scholars 

who worshiped the two figures as their models. 

These scholars tried to align themselves with the philosophies of Chu His and Toegye by 

creating songs and poetry modeled after those of the two eminent scholars and using that 

practice as a way of setting their own ideals. For modern people, studying Chu His’ and 

Toegye’s philosophies and walking Gugok trails will be an expression of their desire to 

cultivate good-naturedness and practice humanity. 

Fourth, walking Gugok trails will help us cleanse our minds and souls of all the secular 

concerns that contaminate them.  

We witness that restless labor, driven by an obsessive pursuit of money and other secular 

desires, is ravaging our minds and souls. When we hear that alarm bell going off in our 

heads, we might as well escape to one of the Gugok trails for a walk that will remind us 

of the wise teachings of our ancestors and provide us with a chance to reflect on ourselves 

caught up in a blind pursuit of material wealth. Such a walk, like the strolls you take 

through a forest, in a mountain or along a river, will help us reconnect with nature, feel 

the different seasons it is cycling through, and experience how such feelings can enrich our 

souls by purifying them and healing them of the things that make them sick. 

This way, trekking along a Gugok trail will provide us with an escape from the 

humdrum of our daily lives, during which we can slow down, give ourselves a chance to 

recharge while getting lost in some deep thought about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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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has ‘What is life and where am I?’ or ‘What is the right way of living?’ Such 

meditation in nature can heal our scarred souls and evoke a feeling of gratefulness for our 

lives, and rekindle the will to live in people with severe depression, thereby, making them 

cast off any thought about suicide.

Fifth, Gugok trails can be a place where pursuers of the idea of balanced work and life 

can satisfy their thirst for cultural experience. 

Rising income and changing perspectives about work have recently brought into focus the 

importance of balancing work and life. Young generations are increasingly more attracted to 

a lifestyle that emphasizes happiness and satisfaction in life. These young people see no 

value in working long hours just to earn more money. Instead, they are looking for chances 

to experience happiness in life, even if it comes in small measures and at the cost of 

reduced income. More and more people are now turning away from pursuing transient 

pleasures or expensive world tours to spend their leisure time walking trails steeped in 

history and spirituality such as the Camino de Santiago and other pilgrimage routes or trails 

in Germany that allow you to trace the life of a famous philosopher. Gugok trails are 

Korean’s answer to these world-renowned trails. They offer local people a chance to reflect 

on life and cultivate spiritual and physical strength without having to spend money and 

time to go abroad for similar experiences. Well thought-out plans to publicize this value of 

Gugok trails can make them popular destinations for people looking for easy access to 

experiencing the happiness of living a cultured life within the nation.

Sixth, Gugok trails are worth being protec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The northern Gyeongsang Province is home to a slew of World and Asian cultural assets. 

In 2019, nine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were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Five of them are in the northern Gyeongsang Province. Like Confucian 

academies that pay tribute to Confucianism, Gugok pavilions are living testimony to the 

spirit of Confucian scholars who sought truth in unity with nature. This historical 

importance as well as their scenic settings in nature make the Gugok pavilions are cultural 

assets that need to be preserved and shared with the rest of the world. Getting these places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will require organized efforts including 

establishing Gugok cultural groups nationwide and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m in a bid to create a consensus among the residents on the need to pursue tha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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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incerely hope that this year’s Human Values Forum will serve an opportunity to raise 

the public awareness of the value of Gugok culture and secure support and interest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its preservation so that they will pave the way for 

the culture to be recognized as global heritage by the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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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제16회� 한성기문학상�수상(2009)

건동대학교�교수(1993.� 2.� 18.� ~� 2008.� 6.� 30.)

문학과언어학회장(2006.� 6.� ~� 2007.� 6.)

한국문인협회�안동지부장(2004.� 2.� ~� 2006.� 2.)�

현대시학지에�김춘수�시인의� 추천을� 받아�시인으로�등단(1988)

경북대학교·효성여자대학교·대구대학교�등�시간강사(1984.� 3.� 12.� ~� 199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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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el
Name Kim� Du� Han

Affiliation

Title Ph.D.� of� Arts

Field� of� Study Korean� Literature� Modern� Poetry

Email 1993010@hanmail.net

Academic�

Background

Ph.D.� of� Arts(Majored� in� Korean� Literature� Modern� Poetry� Major,� Graduate� School,�

Daegu� Catholic� University,� 1991)

Master� of� Arts(Majored� in� Korean� Literature� Modern� Poetry,�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84)

Bachelor� of� Arts(Majored�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ge� of� Humanit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78)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Majored� in� Local-self� Governing� Body,�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6)

Career�

Background

Won� the� 16th� Hanseong-Gi� Literature� Award(2009)

Professor,� Kundong� University(1993.� 2.� 18.� ~� 2008.� 6.� 30.)

Direct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2006.� 6.� ~� 2007.� 6.)

Branch� Manager,� Korean� Writers� Association,� Andong(2004.� 2.� ~� 2006.� 2.)�

Started� as� a� poet� on� Modern� Poetry� at� the� recommendation� of� poet� Kim� Chun-�

soo(1988)

Part-time� Lectur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Hyosung� Women's� University·�

Daegu� University(1984.� 3.� 12.� ~� 199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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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문화의� 사회적� 가치� 검토�

김두한(문학박사)

구곡문화의 원형은 주자가 무의정사를 건립하고 무의구곡을 경영하면서 무의구곡가를 지은 데

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15세기 중엽 성리학과 함께 그 전성기를 맞이하

였다가 실학이 융성한 영·정조 시대에 이르면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구곡문화는 ‘구곡’과 ‘정사’

와 ‘구곡가’, 그리고 ‘구곡 감상하기’라는 네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요소들 하나하나에 대하

여 그 사회적 가치를 검토해본다.

‘구곡’은 이름을 붙이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자연이다. 신라의 화랑은 이 자연(명산대천)

을 찾아다나며 호연지기를 길렀고, 고려의 민초는 이 자연 속에 살면서 <청산별곡>이란 가요를 

남겼으며, 조선의 많은 백성들은 한시나 시조, 가사 등으로 이것을 읊거나 그림으로 그렸다. 이

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찾고,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자연은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 따라서 이 

자연은 훼손되지 않은 채로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사’는 문화재이다. 그 자체로 역사성과 미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적 안목에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려 보존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하겠다.

‘구곡가’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우리나라에서 주자의 무의구곡가를 수용할 때, 그것을 ‘산수시’

로 받아들인 경우와 문이재도(文以載道)의 관점에서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시로 받아들인 경우

의 두 유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퇴계가 전자, 우암이 후자의 대표 격이다. 김춘수는 이미지를 

서술적 이미지(이미지 그 자체가 목적인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관념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인 이미지)로 나누었는데, 이 구분을 따른다면 전자의 유형은 서술적 이미지로 된 시, 후자의 

유형은 관념적 이미지로 된 시로 무의구곡가를 받아들였다고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읊어진 

조선의 구곡가는 서술적 이미지로 이루어진 것과 비유적 이미지로 이루어진 것의 두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런데 한국시는 박목월의 <청노루>와 같은 서술적 이미지로 이루어진 시의 단

계를 지나 김춘수의 무의미시나 이승훈의 비대상시를 경험한 지도 오래 되었다. 그리고 비유적 

이미지로 이루어진 구곡가에 내재한 의미는 실학의 등장과 함께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구곡가를 오늘에 답습하는 것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찾기란 쉽지 않으며, 그 사회적 가치 또

한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 하겠다.  

‘구곡 감상하기’는 현대인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구곡’은 영구히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고, ‘정사’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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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가려 보존해야 할 문화재이며, ‘구곡가’는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은 보존하되 현시

점에서 그것은 답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새로이 태어나야 할 문학이고, ‘구곡 감상

하기’는 현대인의 심신건강에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곡문화는 한 마디로 보존과 함께 창조적으로 거듭나야 할 

문화라 하겠는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구곡문화가 꽃을 피우던 당시

에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문화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위정자나 위정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밥을 먹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으며, 가장 억압받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연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할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실현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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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ng� the� Social� Value� of�

the� Culture� of� Gugok

Kim� Du� Han(Ph.D.� of� Arts)

The origin of the culture of Gugok can be found in the song of Mui Gugok by Zhu Xi. 

Zhu Xi established Mui Jeongsa and managed Mui Gugok. This culture entered Korea and 

reached its peak in the mid-15th century with Neo-Confucianism. When this culture faced 

its decline, the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received the most support during the era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There are four components of the Gugok culture, which 

are Gugok, Jeongsa, the song of Gugok, and appreciating Gugok. I would like to touch on 

the social value of each component. 

Gugok (nine river bends) is a natural landscape that existed even before its naming. The 

Flowering Knights of the Silla kingdom strengthened their great spirits here, which includes 

splendid mountains and large rivers. The people of Goryeo created Cheongsanbyeolgok (the 

song of the green mountain) in this natural landscape. During the Joseon dynasty, people 

were inspired by nature and wrote Chinese poetry, traditional poem, and lyrics, and made 

paintings. This tradition persists even today. Many people make a visit to create artistic 

works such as poetry or painting based on their appreciation of nature. This natural 

landscape is our living environment which we interact with.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its social value, we should preserve this landscape. 

Jeongsa (house of scholars) is a cultural heritage. It has historic value and aesthetic 

quality as well. Thus, we should preserve Jeongsa selectively and realize its social value by 

taking advice from experts. 

The next component is the song of Gugok. When Korea first learned about the song of 

Mui Gugok by Zhu Xi, there were mainly two groups that reacted differently. The first 

group believed this song is a poetry about nature and landscape. The other group thought 

this is a work about the idea of Ipdochaje (reaching certain stage of studying the way); 

this observation is from the perspective that literary works convey “the way.” Yi Hwang is 

a famous scholar from the first group, and Song Si-Yeol is famous from the secon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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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un-Su explained that there are two categories of image. First, there is narrative 

image (image that exists to serve its purpose). Second, there is metaphorical image (image 

that exists to portray an idea). In this context, the first group thought the song of Mui 

Gugok conveys narrative image and the second group thought the song is a poetry with 

image that portrays an idea. Simply put, the song of Gugok in Joseon has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one consists of narrative image and the other consists of metaphorical 

image. Koreans are familiar with various sub-genres of poetry such as “Blue Deer” by Park 

Mok-Wol, which includes narrative image. We also have so-called meaningless poetry by 

Kim Chun-Su and poetry without object by Lee Seung-Hun. The metaphorical significance 

of the song of Gugok was not truly appreciated after the emergence of the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Thus, it will be challenging to find literary significance of studying the 

song of Gugok as it is, or to identify social value of doing so. 

Appreciating Gugok is valuable since it can better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In sum, Gugok is a natural landscape that must be preserved forever, and Jeongsa is a 

cultural heritage that must be selectively preserved. The song of Gugok should be 

maintained, but only the works with historic value should be renewed with creative mind. 

Appreciating Gugok is beneficial to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The culture of Gugok should be preserved and also renewed with creative mind. First, we 

should reflect on ourselves. There are people without access to culture, and it was not 

different in the time of the Gugok culture. Politicians or those who aspire to join politics 

should sympathize with the vulnerable. They should join the poorest for supper, wear what 

the poorest people wear, and share experience with the most oppressed. When socially 

vulnerable people can enjoy culture and nature, we can realize the social value that is 

needed in 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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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널
성� 명 김정모�

소� 속 한국일보�대구�

직� 함 사회부장

연구분야 정치�북한�경제� 헌법

이메일 baekdu3000@hanmail.net

학력

호서대학교�대학원�법학(헌법학)� 박사� 졸업(충남�천안)

경북대학교�대학원�경제학(농경제학)� 박사� 수료(대구)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북한학� 석사� 졸업(서울�종로)

경남대학교�법정대학�정치외교학과�졸업(경남� 마산)

대창고등학교�졸업(경북�예천읍)

이력

경북대학교�계약직�교수

경북일보�청와대�출입기자

경북일보�논설위원

대구일보�논설위원,� 편집장

경북일보�경상매일신문�하나신문�기자,� 정치부� 사회부� 데스크

영남대학교�안동대학교�경남도립대�강사

백두광학�대표

(주)안동간고등어식품�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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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Kim� Jungmo�

Affiliation Hankook� Ilbo� Daegu

Title Head� of� city� desk

Field� of� Study Politics� North� Korea� Economy� Constitution�

Email baekdu3000@hanmail.net

Academic�

Background

PhD� (Constitutional� study)� at� the� Graduate� School� of� Law,� Hoseo� University�

(Cheonan,� Chungnam)

Completion� of� doctorate� course� in� Economics� (Agricultural�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Daegu)

Master's� degree� in� North�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Jongno,� Seoul)

Bachelor'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ollege�

of� Law,� Kyungnam� University(Masan,� Gyeongnam)

Graduated� from� Daechang� High� School(Yecheon-eup,� Gyeongbuk)

Career�

Background

Contract�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Newsman� accredited� with� the� Blue� House,� Gyeongbuk� Ilbo

Editorial� Writer,� Gyeongbuk� Ilbo

Editorial� Writer� and� Editor� in� Chief,� Daegu� Ilbo�

Reporter� for� Kyungpook� Ilbo,� Gyeongsang� Maeil� Newspaper,� Hana� Newspaper,�

Political� desk� and� city� desk

Lecturer� at� Yeungnam� University,� Andong� University,� University� of� Gyeongnam�

CEO� of� Baekdu� Optical

CEO� of� Andong� Salted� Mackerel� Food�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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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원림� 문화의� 현대적� 발전� 모색

김정모(한국일보� 대구� 사회부장)

구곡원림 문화는 옛 지식인인 선비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본다. 오늘날에 그 

구곡원림 문화를 찾아보는 것은 현대인들도 옛 문화를 재발견하고 현대적으로 응용할 가치가 있

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피폐해진 심신을 건강하고 영혼을 맑게 하고 호연지기

를 기르는 첩경이 구곡원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구곡 원림의 공간으로부터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자 한다. 

올해 코로나19 역병으로 국내외가 떠들썩하다. 뿐 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현

대사회에서 ‘결핍’의 문제는 역설적이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바둑의 

최고 고수를 이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

대이기도 하다.

여기에 재난, 전염병, 경제 공황이라는 현대판 삼재(三災)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헬조선’이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삼재와 버금가는 악재들이 일상인 나라가 되었다. 미래에도 없

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한국인의 행복한 삶은 정녕 불가능한가. 난세(亂世)에 살아갈 대안은 무엇

인가. 인문지리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정치를 분석하는 ‘지정학’이라는 학문분야도 있지만 한국의 

지리적 공간은 세계적인 자원 가치가 있다. 

송 나라 때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의 은거지인 무이구곡(武夷九曲)이 조선화된 대표적

인 구곡으로는 율곡 이이(李珥)가 황해도 해주의 고산에서 구곡을 경영한 ‘고산구곡(高山九曲)과 

퇴계 이황의 안동 ’도산구곡‘과 강원도 화천의 ’곡운구곡‘ 등이 유명하다. 도산구곡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언급을 생략한다. 

이이는 은거했던 황해도 해주의 고산구곡을 경영하면서 고산구곡가를 시조의 형식을 빌려서 

한글로 지었다. 각 굽이의 경치를 하루와 1년의 시간 흐름 속에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

생과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해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는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고산구곡에 대해 이이의 서현손(庶玄孫)인 이석이 ‘고산구곡도’를 그려 김수증에게 주었고 김

수증으로부터 그 작품을 증여받은 송시열은 김수증, 김수항 등 9명에게 고산구곡가의 차운시를 

짓게 했다. 국보 제237호로 지정된 ‘고산구곡시화병(高山九曲詩畵屛)’이다. 고산구곡의 경치와 

시를 모아 화원과 문인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문신들이 시를 쓴 것 등을 한데 모아 병풍으로 

꾸민 것이다. 이이의 ‘고산구곡가’와 송시열의 고산구곡가 한역시 및 김수항을 비롯한 서인계 기

호학파 선비들의 역화시(譯和詩)가 김조순 등 당대 일문의 문신들 글씨로 적혀 있다. 여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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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폭마다 김가순(金可淳)이 쓴 제시(題詩)가 있다.

강원도 화천에는 곡운구곡이 있다. 화천군 사내면 사내천을 따라 이어지는 아홉 굽이인 곡운

구곡을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1624~1702년)이 사내면에 있는 유거지와 함께 그린 것이 17

세기 실경산수화로  유명한 `곡운구곡도첩'이다. 한국 회화에서 중요한 그림으로 거론돼 왔다. 화

첩은 김수증이 쓴 `곡운구곡산도(曲雲九曲山圖)'라고 쓴 글씨와 유거지를 그린 `농수정도(水亭
圖)', 일곡(一曲) 방화계(榜花溪)부터 구곡(九曲) 첩석대(疊石臺)까지 10점의 그림으로 이뤄졌다. 

김수증이 평양 화사 조세걸을 불러 직접 구곡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곡마다 초상화를 그리

는 것처럼 했다. 김수증은 사화와 당쟁으로 어지러웠던 1675년에 화천 은거지(隱居地)로 들어가

면서 시작됐다. 

최근에 걷기 길 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 요즘 각광받고 있어 걷는 길의 관광자원화와 사회적 가치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고 본다. 한국관광공사가 ‘우리집 근처 가볍게 걷기 좋은 길’로 달마다 걷기여행길을 선정한 것

도 그 일환의 하나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산티아고와 톨레도 길도 참고할 만하다.

현대가 아닌 중세 도시에 가까운 스페인 옛 수도 톨레도. 에스파냐가 1560년 마드리드로 천도

하기 전까지 톨레도는 6세기부터 16세기 중반까지 900여년 동안 에스파냐의 왕도였다. 성 내부

로 들어가기 전 건너는 '알칸타라 다리'는 천연 해자 기능을 하는 톨레도를 휘돌아 흐르는 타호

강 위에 서 있다. 다양한 문화가 발달한 톨레도를 자동차가 아닌 도보로만 여행할 수 있다.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이하 산티아고) 순례길’은 세계적인 걷는 길이다. 프랑스와 국경을 가르

는 스페인 북부의 피레네산맥을 넘어 팜플로나의 광활한 해바라기밭과 벌판, 높고 낮은 산과 깊

고 얕은 계곡 등 800㎞의 길인데, 한 달 넘게 걸어서 산티아고 대성당 광장에 도착하는 엄청나

게 긴 여정이다.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의 이름은 9세기 무렵 예수의 12제자 중 첫 순교자인 야고보(히브리어)

의 유해가 ‘별이 쏟아지는 밤’에 발견됐다고 해서 지어졌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러 나섰던 길이 

곧 순례길이 됐다. 산티아고는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이다. 산티아고는 1982년 요한 바오로 2

세가 교황으로는 처음 방문한 데 이어 1993년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기독교인뿐 아니라 전 세계 여행자들의 인기를 끄는 여행지가 됐다.

지난 2018년 경북도는 안동의 도산구곡, 성주~김천 무흘구곡, 문경 선유구곡, 영주 죽계구곡, 

상주~문경 쌍룡구곡 등 경북의 5개 구곡을 트레킹 명품길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또 도내 산재한 

43곳의 구곡원림도 연차적으로 연계하고 옛길을 복원하는 등 백두대간 구곡 종주코스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예천 금당실과 안동 옛 선성현도 톨레도처럼 보존적 개발이 가능하다. 금당실의 매력은 '전통'

과 ‘다양성의 조화’다. 한민족 전통 원시 종교인 칠성 신앙이 담긴 고인돌 형식의 바위, 용문사 

용문공소(성당) 금곡교회(장로교) 용문교회(침례교) 서원 등과 가톨릭, 장로교 침례교 유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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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마을이다. 특히 마을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은 좁디 좁은 십리에 달하는 골목길들은 금당

실에서 느껴지는 오묘함을 더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미노타우르스를 처치하기 위해 테세우스가 

걸었던 '크레타 미궁'은 긴장의 미로이지만 금당실 골목길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안로

(安路)’다. 딱히 목적을 정하지 않고 시간이 근대 이전으로 멈춘 듯한 기분을 느끼며 걷기만 해

도 마음이 치유된다. 해질 무렵 문경과 예천의 경계산인 국사봉과 맞닿은 권문해의 고향 대수마

을(죽림리)을 석양빛이 붉게 물들인다. 수천년의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곳, 오랜 세월 한국인과 영욕을 함께한 금당실의 매력이다. 법부대신 이유인의 향저(鄕邸)인 일

명 아흔아홉칸 집터는 조선 말과 대한제국 일본강점기 초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시대를 산 이

유인의 흔적이다. 이 집은 6.25전쟁 중에는 인민군 단위부대 사령부가 되기도 했다. 복원해놓고 

다양한 형태의 시대 물건 기념품을 판매해보면 어떨까. 

국내에서도 경기도 용인시 은이성지에서 안성시 미리내성지로 이어지는 순례길이 조성된다. 

지난 1월 용인시는 천주교 수원교구청 대강당에서 ‘명품 순례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천주교 관련 역사적 명소인 은이성지와 손골·한덕골 성지, 고촌골 공소, 이윤일 요한 묘역 일대

에 명품 순례길을 만들어 세계적인 순례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은이성지~미리내성

지 일대에 2.0∼12.5㎞에 이르는 5개 코스의 순례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사색하며 힐링할 공간으

로 만들 계획이다. 은이성지는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15세 때 세례를 받고 신학생

으로 선발된 곳으로 첫 사목 생활을 해 당시 처음으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고, 순교하

기 전 마지막 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하다. 미리내성지는 김대건 신부와 병오박해 때 처형된 

순교자 열두 명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걷기 길을 거들었다. 비무장지대에 산티아고길과 같은 평화의 길을 

만들자며 ‘안보관광’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 구곡원림은 현대인들이 옛 문

화를 재발견하고 피폐해진 심신을 건강하고 영혼을 자유롭고 맑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구곡 원림의 공간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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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rn� Approach� to� Advancing� Gugokwonrim�

Culture

Kim� Jungmo(Hankook� Ilbo� Daegu� Head� of� city� desk)

Gugokwonrim culture is a way of life for the seonbi, traditional Korean scholars of 

history, who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The rediscovery of Gugokwonrim culture is part 

of the movement of modern people identifying past culture and finding new applications in 

the present. In short, this culture may be the key to reinvigorating the tired hearts and 

bodies of the present-day people, brightening up the soul and revitalizing and expanding 

the spirit. This paper will attempt to find a response against contemporary issues in Korea’s 

forest(wonrim) of nine valleys(gugok).

The COVID-19 pandemic has countries in uproar, and the problem of deficient needs is 

a paradox, in this unprecedented age of plentifulness. Modern society has advanced so 

much so that scientific advances have created artificial intelligence, Alphago, that has 

dethroned human champions of Go. Yet, this age is rife with uncertainties.

Furthermore, the modern-day versions of samjae, or three disasters -- natural disaster, 

epidemic, and economic crisis -- occur cyclically. A scornful term comparing Korea to 

Hell, hell Joseon, has cropped up, amidst the unending disasters that are perpetuated. The 

future seems bleak. Will Koreans ever attain happiness? What is the key to surviving a 

chaotic era? The subject of geopolitics, the study of politics through geography on the basis 

of human values, is an established scholarly field. However, Korea’s geographic location has 

innumerable potential value.

Zhu Xi, who compiled Neo-Confucianism during the Song Dynasty, resided in seclusion in 

the Muigugok(武夷九曲). The Gosangugok(高山九曲) of Yulgok Yi Yi, where he navigated 

the gugok, was located in the mountains in Haeju, Hwanghae-do, takes after Zhu Xi’s 

abode, but had distinct Joseon features. Toegye Yi Hwang’s Dosangugok of Andong and 

Gokungugok of Hwacheon, Gangwon-do are all familiar to us. Dosangugok is already well 

known to us, so we shall not mention it here.

While Yi Yi walked the Gosangugok of Haeju, Hwanghae-do, he borrowed from the S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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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of traditional poetry writing to write the Gosangugokga(Nine Poems of Gosan) in 

Hangul(Korean letters). These poems recounted the pathways of the mountains in one-day 

and one-year’s time passage which were contemplations on life and nature which led to 

discoveries of universal truths.

Yi Yi’s descendant Yi Seok drew the Gosangugokdo(Folding Screen with Scenes of a 

High Mountain with Nine Valleys), which was based on the Gosangugokga, and gave it to 

Kim Soo Jeung, who then passed the folding screen onto Song Si Yeol, who tasked nine 

scholars, including Kim Soo Jeung and Kim Joo Hang to write derivative poems from the 

Gosangugokga. This resulted in the Gosangugoksihwabyung(Folding Screens with Poetry 

based on the Gosangugokga), which is Korea’s National Treasure No. 237. The paintings 

and poems drawn up by scholars and artists were gathered to form this folding screen. Yi 

Yi’s Gosangugokga and Song Si Yeol’s Chinese character translation were included, as well 

as Seo In factions’ semiotics scholars’ derivative works, written by top calligraphy scholars 

of the era. In each of the column spaces are poems written by Kim Ga Soon.

Gokungugok is located in Hwacheon, Gangwon-do. Its nine valleys follow the path of the 

Hwacheon-gun’s Saenam-myeon Saenamcheon. Gokun Kim Soo Jeung (金壽增·1624~1702) 

drew his famous Gokungugokdocheup, a 17th century landscape panorama of the artists’ 

secluded dwelling and its surrounding. It is a centerpiece of Korean art history. This artbook 

consists of the calligraphy that reads ‘Gokungugoksando(曲雲九曲山圖)’ along with 10 

paintings including the Nongsoojeongdo(籠水亭圖), which focused on the dwelling, and the 

Ilgok(一曲) Banghwagye(榜花溪), and Gugok(九曲) Cheopseokdae(疊石臺). Kim Soo Jeung 

brought the Pyongyang artist Jo Se Gul to the various spots in the nine valleys and had 

him paint the scene as if painting a portrait. Kim So Jeung started this project in 1675, a 

time of discord in Confucian scholarship when he began his seclusion in Hwacheon.

Recently, there is a boom in developing hiking trails. As outdoor activity is discouraged, 

people are suffering from ‘Corona Blues’. Therefore, the hiking trails have much social value 

as tourism resources. This is in line with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s program of 

monthly designations of ‘Trails near my home for a light hike’.

The world-renowned Santiago and Toledo trails are also worth noting here.

Spain’s former capital Toledo is less a modern city than a Middle Age city. Before Reino 

de España moved its capital to Madrid in 1560, Toledo was Spain’s capital city for 900 

years from the 6th Century to the mid-16th Century. The Alcántara Bridge that one must 

cross in order to enter the castle stands above Lake Tahoe, a natural moat for the castle. 

Toledo’s rich culture can be experienced only on foot, rather than by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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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utes of Santiago de Compostela is famous world-wide. This route winds up and 

over the Pyrenees, which cuts across France and Northern Spain, into Pamplona’s vast 

sunflower fields, is an 800km long road which goes low and high into mountains, and deep 

and shallow into the valleys. At the end of the month-long sojourn, the traveler arrives at 

the Santiago Cathedral Plaza.

The name Santiago de Compostela is attributed back to the 9th Century, when the 

remains of Jacob, one of Jesus’ Twelve Disciples and the first Martyr, was discovered 

during a ‘night of cascading stars.’ His path of evangelism became a pilgrimage route. 

Santiago is the Spanish name of Jacob. This pilgrimage route was visited by John Paul II in 

1982, after he became Pope, and in 1993 was designate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becoming a popular destination for not only Christians but for travels throughout the 

world.

In 2018, the Province of Gyeongbuk announced that it would develop the five gugok - 

Andong’s Dosangugok, Sungju~Gimcheon’s Muheulgugok, Mungyeong’s Seonyugugok, 

Yeongju’s Jukgyegugok, Sangju~Mungyeong’s Ssangryonggugok - as brand-name trails. 

Also, the Province is connecting the 43 Gugokwonrim and refurbishing old pathways to 

create the Baekdu Mountain Range Gugok Hiking Course. Yecheon’s Geumdangsil and 

Andong’s old Sunsunghyun can also undergo conservative development like Toledo. 

Geumdangsil’s attraction lies in its traditional value and harmonious diversity. Dolmens 

erected in the fashion of the primitive Korean religion, the Chilsung faith resides beside the 

Yongmunsa Yongmun Prayer House (Catholic), Geumgok Church (Presbyterian), Yongmun 

Church (Baptist), and Confucian schools, forming a veritable melting pot of Catholic, 

Presbyterian, Baptist, and Confucian faiths. The spiderweb-like alleys that stretch across a 

span of around 5km add to the strange depths of Geumdangsil. While the Cretan Labyrinth 

was the anxiety-filled path Theseus walked on to defeat the Minotaur, Geumdangsil’s alleys 

are comforting and nurturing. An impromptu walkabout gives the traveler a sense that time 

has turned back to pre-modern times, and gives a wholesome feeling. At sundown, 

Guksabong, the boundary peak between Mungyeong and Yecheon, which is adjoined by the 

township of Daesu(Jukrim-ri), the birthplace of Kwon Moon Hae, burns bright with the 

sunset. It is a place of contemplation, of passages of millennia. It is a timeless place for 

Koreans, an overlooking seat of history. This sums up the charm of Geumdangsil. 

The site of the Imperial judge Lee Yoo In’s home, the so-called 99-room house, is a 

testament to the precarious position the Joseon Dynasty was in, just previous to succumbing 

to Imperial Japan’s annexation. That home housed a North Korean military command as 



46

well. What if we were to rebuild it, and make souvenirs inspired by such history?

A pilgrimage trail is set to open in Korea as well, spanning from Gyeonggi-do 

Yongin-si’s Holy Land of St. Gim Daegeon to Ansung-si’s Mirinai Holy Site. In January 

this year, Yongin-si also signed the “MOU for Building a Brand-name Pilgrimage Route,” 

at the Catholic Suwon Dioceses’ cathedral hall. A brand-name pilgrimage route will be 

created, connecting the historic Holy Land of St. Gim Daegeon, Holy Site of 

Songol-Handukgol, Gochongol Prayer House, and St. Joannes Lee Yeun Il’s Burial Site. 

Yongin-si plans to create five 2~12.5km pilgrimage routes in the vicinity of the Holy Land 

of St. Gim Daegeon~Mirinai Holy Site, giving citizens a place for contemplation and 

healing their tired hearts and bodies. The Holy Land of St. Gim Daegeon is the site of 

Korea’s first priest, Kim Dae Geon’s baptism at age 15, acceptance into seminary, first 

pastoral activity and first mass with his congregation, and his last mass before martyrdom. 

Mirinai Holy Site is the burial site of Father Kim Dae Geon and the twelve martyrs who 

died during the Persecution of 1846.

President Moon Jae In also encouraged the establishment of walking trails in 2018. He 

put forward a plan for a hiking trail along the DMZ for ‘Security Tourism’ which would 

promote a spirit of peace, in the likeness of the Santiago Pilgrimage Trail. Government 

support can be secured. Gugokwonrim has the social value of reinvigorating the tired hearts 

and bodies of the present-day people, brightening up the soul, and revitalizing and 

expanding the spirit. The forest (wonrim) of nine valleys (gugok) may be the answer to 

modern peoples’ h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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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원림의� 문화적� 다양성

남준호(사회적기업연구원� 겸임연구원)

우리의 구곡문화는 산과 하천이라는 자연경관과 서원 및 정사와 같은 인문경관이 함께 어우러

지는 복합적인 전통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우리의 문화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강한 유학적 전통은 구곡문화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며, 산간 

분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크고 작은 하천 및 수려한 자연환경은 구곡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요

인이 되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안전한 청정 환경을 찾고 있고 단체가 아닌 개인별 소규모를 선호하는 변화

된 관광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형 관광지 개발에서 탈피해 자연 속에서 힐링과 치

유를 제공하는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특화된 장소를 명소로 개발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 뭔가 이득

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친 사회적인 가치들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실현해 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곡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통한 역사, 문화, 사상의 이해와 

재해석의 관점에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나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도 중요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어야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오늘 특별히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사례로 소개

하고 구곡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산업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관심있는 기업은 SK로서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

와 마찬가지로 3대 분야로 나누어 측정하고 공개하며 보상하고 있다. 

1. 경제간접 기여성과(기업 활동을 통해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 

2. 비즈니스 사회성과(제품·서비스 개발, 생산, 판매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 

3. 사회공헌 사회성과(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 

또한, CSV(Creating Shared Value) 즉,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하며 기업의 사

회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정의부여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실천세션 4
구곡원림의 문화적 다양성

51

(사례) SK는 최근 중고자동차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공유차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중

고차 사업이 재무적으로는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 내려진 결정이다. 또 계열사별로 해오던 김장행사를 중단하고, 그 비용만큼 김치 전문 사회

적 기업 제품을 구매해 돌리기로 했다. 사내 바자회도 사회적 기업의 최신 상품을 구입해 파는 

쪽으로 바꿨다. SK 관계자는 “기존 방식이 임직원들에게 사회공헌활동 경험을 주는 효과는 있었

으나 받는 쪽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비용 대비 사회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

경을 설명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존, 공생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에서 구곡문화와 더불어 지역의 공존과 상생의 발전 방안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1. 댐 수몰지역 주변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대마경작이나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주변지역민에게 부가가치 창출 

2. 계곡을 끼고 있는 산촌지역에 산촌빌리지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3.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과 신체의 건강 회복과 공동소득 창출 및 사회환원

4. 치유의 숲 조성 (치유센터, 치유숲길, 각종 체험시설, 건강측정실) 

5. 계곡 주변의 산림자원의 간벌재를 이용한 목제품 제작으로 소득 창출과 사계절 자연 

   식물원 조성

6. 전국 유일의 양 댐의 통수지역 일대의 관광자원화 (산과 계곡을 연결하는 짚라인 설치, 운영)

7. 자연환경인 강과 계곡을 연결하는 뗏목이나 레프팅 체험 행사 

8. 댐과 마을을 연결하는 수륙양용버스 운영

9. 구곡길 산책로 트레킹 체험 상설화 

10. 구곡길 주변 산악자전거 대회 유치

11. 산촌마을 로컬푸드 직판매장 설치 

12. 산악 모노레일 열차 설치

13. 자연 경관을 활용한 수변이나 산상 트레킹 코스 개발 및 전망대 설치

14. 퇴계이황과 월천조목의 사제간에 서신을 주고 받았던 교육적 가치를 향유하는 사문수간길 

    조성  

15. 3대 문화권사업 관련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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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diversity� in� a� Natural� Setting—the� Nine�

Bends,� Gardens� &� Groves

NAM� JUN� HO
(Reserch� institute� for� social� enterprise� adjunct� researcher)

The Korean Gugok culture is a traditional culture with special values as it is a complex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where natural landscape such as mountains and rivers is 

harmonized with human-made landscape such as Seowon (lecture hall) and Jeongsa 

(vihara). 

In particular, the strong local Confucian tradition has been a driving force to sustain 

Gugok culture for a long time. The large and small rivers and th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formed between the mountain basins became important factors to develop 

Gugok culture.

The current tourism paradigm has been changed to seek a safe and clean environment 

due to COVID-19 and it also prefers small-scale individuals rather than group tourists. 

The need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is paradigm and break away from the development 

of large tourist destinations is emerging. Specialized places in unknown areas need to be 

developed so that they can provide healing and resting in nature as a tourist attraction.

Social values are pro-social values that benefit and help the community in terms of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community where we live together. And realizing social 

values mean that we are giving efforts to realize those values and finally achieve them.

In general, the social value of Gugok culture develops the meaning and values of the 

regional cultural heritages in the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and reinterpreting history, 

culture and ideology through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s. By doing so, expanding 

opportunities for cultural enjoyment and forest healing is important, but it must be helpful 

in vitalizing the local economy or job cre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value.

Therefore, I would like to make a special demonstration on a method to measure 

corporate social values and an industrialization method that improves social values which 

can be used as an indicator to maximize the social value of Gugok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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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s a representative Korean company that is interested in social values and it is 

measuring, disclosing and rewarding social values by dividing them into three major areas, 

just as they do on economic values. 

1. Indirect economic contribution performance (a value that indirectly contributes to the 

economy through business activities) 

2. Business social performance (a social value generated through product and servic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ales) 

3. Socially contributing social performance (a value created through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o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the term Creating Shared Value (CSV) often appears and there is a 

movement to give a new defini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ample) SK recently decided to increase investment in shared vehicles instead of closing 

the used car business. Although the used car business is performing well financially, it is a 

decision made with many negative factors in terms of social value. Also, the company 

decided to stop the kimchi preparing event that was held by each subsidiary and use the 

cost for the event to purchase and distribute products of a kimchi-specialized social 

enterprise. The in-house bazaar also changed to buy and sell the latest products from social 

enterprises. "Although the existing method had the effect of giving employees experience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e social value to the cost decreased as the satisfaction of the 

recipients decreased", said SK personnel, explaining the background.

The spirit of the new era is to pursue coexistence values with various stakeholder in 

order to openly discuss various problem-solving ideas, endeavor to realize them and make 

meaningful contributions to make a better world. Under such idea, I propose the following 

ways to develop regional coexistence, along with Gugok culture. 

1. Utilizing the idle areas around the dam submerged area, providing tourist attractions 

through hemp cultivation or landscape agriculture and creating added value for local 

residents 

2. Restoring village communities through the creation of a mountain village in the 

mountain areas along the valley

3. Restoring mental and physical health, creation of joint income and social return 

through healing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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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reating a healing forest(healing center, healing forest road, various experience facilities, 

health monitoring center) 

5. Creating income and natural botanical gardens for all seasons by manufacturing wood 

products using thinned wood from forest resources around the valley

6. Making tourist attractions in the water flowing areas of the only two dams in the 

country(installing and operating zip-lines connecting mountains and valleys)

7. Raft or rafting experience event that connects the natural environment of river and valley

8. Operating an amphibious bus connecting the dam and village

9. Permanently establishing the Gugok-gil trail trekking experience 

10. Opening a mountain bike competition around Gugok-gil

11. Establishing a local food store in the mountain village 

12. Installing mountain monorail trains

13. Developing a trekking course on the waterside or mountain and installing an observatory 

using natural scenery 

14. Establishing Sammunsugan-gil that allows visitors to enjoy the educational value from 

correspondence between a teacher and student: Toegye Yi Hwang and Wolcheon Jomok  

15. Establishing various events in connection with related facilities for the project of three 

major cult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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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구경을�거닐다(2019년)� /� 구곡에서�노닐다(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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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원림의� 한국적� 전개� �

최성달(작가)

구곡(九曲)이란 산을 끼고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풍경이 아름다운 아홉 굽이 소를 

말하는데 주자가 최초로 36개의 봉우리와 99개의 암석, 11개의 골짜기와 9개의 여울, 5개의 웅

덩이, 8개의 고개가 있는 중국 동남쪽 최고의 명승지인 복건성 무이산에 무이정사를 짓고 아홉 

굽이마다 학문적 의미를 담은 곡을 부쳤는데 그것이 바로 무이도가다. 주자의 무이구곡이 우리

나라에 처음 알려진 것은 고려 말 안향을 통해 주자학이 전해지면서부터다. 고려말 광연 스님의 

‘분제득구곡계송우’라는 시나 양촌 권근의 시에서 무이산의 정자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말 무렵에 벌써 주자의 구곡시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양상은 표면적인 것인 뿐 주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은 건 1543년 조선에서 처음으로 

주자대전이 간행되고, 이를 감명 깊게 읽은 퇴계 선생이 1547년 주희의 무이도가 십수에 차운시

를 쓰면서부터다. 율곡의 고산구곡가는 퇴계 사후에 지어졌다. 1578년 해주관찰사로 있을 때 무

이산 은병정사를 제5곡에 짓고 무이도가에 영향을 받아 '고산구곡가'를 지었다. 율곡의 학문을 

계승한 우암도 화양계곡에 은거하면서 그 곳을 화양구곡이라 이름 짓는 등 조선후기로 내려오면

서 주자를 흠모한 유학자들의 구곡 경영이 꽃을 피웠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안동에도 도산구곡과 

하회구곡 그리고 고산칠곡과 임하구곡이 남아있다. 

퇴계는 자신이 직접 도산구곡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자처럼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거나 

제자인 약봉 형제들과 임하구곡을 유람하는 것에서 보듯 구곡 경영에서 선비의 이상향을 찾은 

듯하다. 도산구곡은 퇴계의 장구지소에 퇴계학을 계승한 후계 이이순, 하계 이가순, 광뢰 이야순 

등 후학들에 이해 구곡시가 창작되고 구곡경영이 이뤄졌다. 도산구곡의 유형은 크게 3가지의 형

태다. 첫째는 월천곡에서 단사곡 사이에 구곡을 설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산서원에서 농운정사

까지 설정하는 경우다. 셋째는 운암곡에서 청량곡까지를 설정한 경우인데 현재는 하계 이가순이 

설정하고 경영한 1곡 운암곡, 2곡 월천곡, 3곡 오담곡, 4곡 분천곡, 5곡 탁영담, 6곡 천사곡 7곡 

단사곡, 8곡 고산곡,9곡 청량곡이 도산구곡으로 이해되고 있다. 약봉김극일이 설정하고 의성김씨

가 반변천을 중심으로 전개한 임하구곡은 1곡 경포대, 2곡 한송정, 3곡 백운정, 4곡 아양루, 5곡 

송석정, 6곡 선유정, 7곡 도연, 8곡 모로굴, 9곡 쌍경대인데 특이한 점은 구곡 경영이 벌써 퇴계 

생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율곡의 고산구곡가가 퇴계 사후인 1578년에 지어졌지만 임하구곡

이라는 명칭이 퇴계의 시에서 발견되고 그의 고제자인 약봉의 문집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임하구곡 경영은 문학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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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구곡은 현재 월오헌 류일춘(1724~1810)과 남옹 류건춘(1739~1807)이 설정한 두 종류가 

남아 있다. 류일춘의 하회구곡은 낙동강을 따라 약 10km에 걸쳐 전개되어 있다. 1곡 형호, 2곡 

종연, 3곡 적벽, 4곡 임암, 5곡 하회, 6곡 수림, 7곡 수암, 8곡 병산, 9곡 정동 순이다. 류건춘의 

하회구곡은 낙동강을 따라 6.5km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1곡 병산, 2곡 남포, 3곡 수림, 4곡 겸

암정, 5곡 만송, 6곡 옥연, 7곡 도포, 8곡 화천, 9곡 병암 순이다. 대산 이상정이 설정한 고산칠

곡은 1곡이 늠연교, 2곡이 세심대 3곡이 유연대다. 그리고 4곡은 고산정사 5곡은 삼촌대 6곡이 

무금정 마지막으로 7곡이 무릉이다. 이중 그의 강학 활동이 이뤄진 고산정사가 있는 4곡이 상징

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자를 존숭한 조선의 유학자들은 주자가 은거해 학문을 

닦은 무이구곡을 학문적 이상향으로 동경하면서 화양구곡, 무흘구곡 등 전국에 150여개의 구곡

이 생겨났으며 경북에도 43여 개의 구곡이 있다.



60

Development� of� Gugokwonrim(Nine� Valley�

Garden)� in� Korea

Choi� Coung� Dal(Author)

Gugok (meaning nine valleys, 九曲) refers to a winding river with nine meanders and 

curves with beautiful scenery along the mountain. Zhu Xi firstly built Wyuijeongsa Temple 

on Wuyisan Mountain in Bokgun Province, China’s best scenic spot in southeastern China 

with 36 peaks, 99 rocks, 11 valleys, nine rapids, five pools, and eight hills, and sang the Wuyi 

Poem, which is a song to each of its nine valleys while relating them to academic learning.

Zhu Xi's Wuyi-gugok was first known in Korea when the Zhu Xi school of 

Neo-Confucianism was introduced by An Hyang at the end of Goryeo. Considering that 

the temple in Wuyisan Mountain was cited in the poem "Bunjegeuk Gugok Gyesongu" by 

Buddhist monk Gwang-yeon and in the poem of Gwon Geun (Yangchon) in late Goryeo, 

it seems that Zhu Xi's Gugok poem was already popular in Korea around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However, the popularity at that time was superficial. Zhu Xi has become famous after 

the Zhuzi daquan is published in Joseon for the first time in 1543, and Toegye is impressed 

by it and compose ten poems using the rhythms of Zhu Xi’s Wuyi Poem in 1547.

Yulgok's Gosan-gugok Poem was written after Toegye's death. In 1578, when he was a 

governor of Haeju, he built Eunbyeongjeongsa Temple in the fifth valley and composed  the 

"Gosan-gugok Poem" influenced by Wuyi Poem. Wooam, who followed Yulgok's studies 

lived a secluded life in Hwayang Valley and named the place Hwayang-gugok. Towards 

the end of Joseon, Gugok management thrived thanks to scholars who admired Zhu Xi, 

which resulted in Dosan-gugok, Hahoe-gugok, Gosan-chilgok, and Imha-gugok in Andong.

Toegye did not build Dosan-gugok himself, but he seems to have found the ideal of 

Seonbi (scholar) from Gugok management, as shown by exchanging letters with his disciples 

or touring Imha-gugok with his disciples, Yakbong brothers like Zhu Xi. In the case of 

Dosan-gugok, Lee Yi-soon (Whogye), Yi Ga-soon (Hagye), Yi Ya-soon (Gwangryae), and 

other younger students followed Toegye's studies at his "Janggujiso" and they co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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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gok poems and manage the Gugok. Roughly, there are three types of Dosan-gugok. The 

first type is to build Gugok between Wolcheon-gok and Dansa-gok. The second is to 

build from the Dosan Seowon Academy to Nongwoonjeongsa Temple. The third type is to 

build from Woonam-gok to Cheongryang-gok. Today, Dosan-gugok refers to the one built 

and managed by Yi Ga-soon (Hagye), which is Woonam-gok as the first, Wolcheon-gok 

as the second, Odam-gok as the third, Buncheon-gok as the fourth, Takyoung-dam as the 

fifth, Cheonsa-gok as the sixth, Dansa-gok as the seventh, Gosan-gok as the eighth, and 

Cheongryang-gok as the ninth.

The Imha-gugok was built by Kim Geuk-il (Yakbong) and was developed centered on 

the Banbyeon-cheon Stream by the Uisong Kims. Its first gok is Gyeongpodae, the second 

is Hansongjeong Pavilion, the third is Baewoonjeong Pavilion, the fourth is Ayangru, the 

fifth is Songsukjeong Pavilion, the sixth is Sunyoojeong Pavilion, the seventh is Doyeon, the 

eighth is Morogool, and the ninth is SSanggyeongda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Gugok 

management started during Toegye's lifetime. Considering that Yulgok's Gosan-gugok Poem 

was composed after the death of Toegye in 1578 while Imha-gugok is found in Toegye's 

poem as well as in the collection of one of his best disciples Yakbong's works, it seems 

that Imha-gugok management holds significant implication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Currently, there are two types of Hahoe-gugok. The one built by Ryu Il-chun 

(Wolohhun, 1724-1810) and another on by Ryu Geon-chun (Namong, 1739-1807). Ryu 

Il-chun's Hahoe-gugok stretches about 10 kilometer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Its first 

gok is Hyeongho, the second is Jongyeon, the third is Jeokbyeok, the fourth is Imam, the 

fifth is Hahoe, the sixth is Soorim, the seventh is Sooam, the eighth is Byeongsan, and the 

ninth is Jeongdong. Ryu Geon-chun's Hahoe-gugok is built at 6.5 km along the 

Nakdonggang River. Its first gok is Byeongsan, the second is Nampo, the third is Surim, 

the fourth is Gyeomamjeong Pavilion, the fifth is Mansong, the sixth is Okyeon, the seventh 

is Dopo, the eighth is Hwacheon, and the ninth is Byeongam. The Gosan-chilgok built by 

Yi Sang-jeong (Daesan) has Neumyeongyo as the first gok, Saesimdae as the second, 

Yuyeondae as the third, Gosanjeongsa Temple as the fourth, Samchondae as the fifth, 

Mugeumjeong as the sixth, and Mureung as the seventh gok. Among these, the fourth gok 

of Gosanjeongsa Temple is the most symbolic place as he performed educational activities 

there. Likewise, as Confucian scholars of Joseon revered Zhu Xi and admired Wuyi-gugok 

where Zhu Xi lived in seclusion and studied as an academic ideal, they built 150 Gugoks 

nationwide such as Hwayang-gugok and Muheul-gugok, and there are approximately 43 

Gugoks in Gyeongsangbuk-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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