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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한 산림복구와 생태보전은 남북평화에 기여하고 백두대간의 생태 축을 이어

서 동북아의 자연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

림경영의 다각적 측면에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글로컬문화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관광개발추세와 정책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전략적 방안으로서의 남북 

생태관광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남북 공동의 산림문화유산이자 전통문화콘텐츠로서 유산기를 활용하여 산림

협력방안을 모색한 바는 아직 없다. 유산기(遊山記)는 선조들의 산행과 유람에 관

한 기록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글과 그림들이 산림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시대적

으로는 유산이 성행했던 17~18세기 기록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으며, 그중에서 금

강산 유람 기록이 가장 많다. 

이 연구는 ‘금강산 유산기’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을 

기초로 생태관광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금강산 유산기의 내용분석을 통한 연

구로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산림생태관광협력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생태관광협력은 산림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북아의 생태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태관광 협력은 남북산림협력의 다원화를 통해서 숲해설가, 산림관광전문가 등

의 문화콘텐츠 활동영역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북한의 생태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정책과 현장 동향, 금강산 생태관광지의 실태와 현황의 조사연

구 등 밀도 있는 실용적인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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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글로컬문화전략으로서 생태관광의 가능성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태평화’1)의 구체적이고 상

징적인 현장이다. 생태계의 복구와 보전이 평화의 이니셔티브가 되는 최

전선이기 때문이다. 2015년, 분단70년 제70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청에서 

천리안위성으로 본 남북한 숲의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진을 보면 

DMZ를 사이에 두고 확연하게 구분된 이질적 경관이 육안으로도 뚜렷하

게 식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생태적 단절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2) 

그렇게 인위적으로 뜯어진 경관생태계의 매트릭스를 복원하는 것이 

어쩌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동북아 생태 축을 이어서 지구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글로벌 이슈의 관점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즉, 

남북산림협력의 프로세스가 곧 한반도의 생태평화와 통일의 경관을 꿰매

는 바느질일뿐만 아니라, 지구적 생태복구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남북의 경색된 정치 환경은 남북산림협력 사업에도 예외 

없이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과 북한 당사자만의 순수한 남

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의 변화와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 따

라서 남북관계는 국제적 다자관계의 일부가 되어 글로벌 프로세스 속에

서 작동되고 있는 것3)은 분명한 현실이다. 한편 국제사회가 물리적 역학

관계로 움직이는 것 또한 현실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시대에 탄

소중립과 생태환경보전과 같은 “글로벌 이슈”는 그런 역학관계를 바꾸는 

1) 생태평화는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지향을 담아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분단 현실을 생태적 단절 관점에서 보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평화프로세스라는 의미

로서 사용한다. 즉, 생태적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담론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와 관련

된 논의는 박명규의 “녹색평화”를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박명규 

외, �녹색평화란 무엇인가?�(서울; 아카넷, 2013).

2) https://news.joins.com/article/17451995의 사진 참조

3) S.O. 쿠르바노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 : 과거와 현재(새로운 접근법의 주요방향)｣,

�KINU통일+�, 제2권(제4호), 2016,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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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렛대의 역할을 하면서 로컬에서의 생태평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글로벌 정치환경과 남북의 로컬 현황을 고려하는 남북산림

협력의 다각적 모색으로써, 북한의 산림복구와 생태보전, 그리고 관광협

력이라는 구체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생태관광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다. 생태관광은 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획득한 관광모델로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는 다른 차원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치지향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과 로컬 측면 모두의 생태

문화적 접근이 가능한 글로컬문화전략으로써의 평화프로세스인 셈이다. 

생태관광은 현재 북한의 금강산 관광개발 전략에도 잘 호응할 수 있으

며, 나아가 황금산, 보물산이라고 하는 북한의 산림정책 브랜드4)에도 부

합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14년 ‘원산 ․금강산 국제관

광지대’ 설치를 선포하고, 2025년까지 78억 달러를 투입하여 연간 100

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표의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

발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물론 이는 대규모 관광개발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관광정책

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관광의 기본 가치와 이념에 부합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북한의 체제선전자원으로서의 관광과는 

다른 생태관광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2018

년 전후에는 생태관광개발 관련 연구가 특히 많아졌고5), 2018년 금강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20년 백두산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 

신청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생태관광의 정책적 발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 관련 매체들은 생태관광개발과 운영, 

관련법과 제도, 대학에서의 생태관광관련 교육체제 등이 갖추어져 있음

4) 산림청, �2020 하반기 북한산림톺아보기(통권1호)�,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 2021, 

126쪽. 

5) 북한학술지논문서비스 업체인, nkschola.com의 검색에 의하면, “관광” 키워드의 자료

는 81여건, “생태관광” 키워드의 검색은 8건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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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홍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관광전략 실정에도 부합하고, 국제적인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글로벌 문화적 이슈아래, 현실적

으로 접근 가능한 남북산림협력 방안의 하나로서 생태관광협력이라는 아

이디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의 아

이디어는 금강산 유산기가 남북공통분모를 가진 문화유산으로서 금강산 

관광, 산림생태관광의 측면에서 남북산림협력의 새로운 방안을 열어가

는 글로컬문화전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이에 남북한에

서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산림문화유산이자 기록유산인, 금강산 유산기

를 통해 생태관광콘텐츠 개발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어떻

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공동의 산림문화유산인 ‘금강산 

유산기’의 기초이해와 분석을 통해 이 문화콘텐츠의 생태관광을 위한 현

대적 활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기록유산의 콘

텐츠 개발유형을 적용한 생태관광협력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론은 원전텍스트 분석(Original text analysis)이

다. 원전텍스트 분석 방법은 주로 인문학이나 역사학에서 원전사료 분석

을 통해 얻은 통찰과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학설을 제기하는 정성분

석(Qualitative analysis)의 연구방법론이다.6) 본 연구에서는 유산기의 

디지털 사료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분석의 질적 연구와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7)을 통한 양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6) 고태규, ｢조선시대 금강산 유람기에 대한 여행사(史)적 고찰｣, �관광연구저널�, 제32권

(제9호), 2018, 82쪽.

7)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은 컴퓨터 기반의 도구를 활용하여 웹페이지, 블로그, 전자

저널, 이메일 등 디지털 문서로 된 텍스트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 등의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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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산기와 생태관광의 가치

1. 유산의 목적, 그리고 활동유형

유산기는 조선시대의 산문형식의 하나로서 산수를 유람한 기행문이

다. 제목에 기(記)와 록(錄)을 붙여서 쓰기 때문에 유기, 유산기, 유산록 

등으로 남아있다. 유기, 유산기, 유산록 등은 산뿐만이 아니라 특정 지방

이나 사찰, 호수나 산정, 계곡, 바위 등을 여행하고 그 경험을 기록한 것

을 통칭하는 명칭이라 산수유기(山水遊記)라고도 한다.8) 유산의 가장 오

래된 기록은 1243년 진정국사가 지은 유사불산기(遊四佛山記)로 알려져 

있다. 금강산 유산록이 번역된 것만 170여 편이므로, 현재 전해지는 유

산록은 전체적으로는 수백 편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9)

유산(遊山)이라는 말은 등산에 비해 거의 사용되지 않은 용어이다. 유

산은 입산(入山, 산으로 들어가다), 순산(巡山, 산을 순찰하다) 등의 한

국의 전통적 산림관련 활동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유(遊, 놀다, 여행하다, 떠돌다)와 산(山, mountain)이 결합된 ‘산으로 

놀러 다니다’는 뜻이지만, 전통적으로 유(遊)는 자연과 일체가 되어 자유

롭게 노니는 수준을 의미하는 철학적 개념이기도 하다. 때문에 유산(遊

山)의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가치와 목적, 방법과 기술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유산의 가치와 목적을 살펴보자. 16세기 이후 조선시대의 사대

부들 사이에서는 유산(遊山)은 일종의 학습과 수양의 실천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었다.10) 산에 올라 선현, 명현들의 발자취를 본받아 자신의 덕성

8) 박영민, ｢유산기(遊山記)의 시공간적 추이와 그 의미｣, �민족문화연구�, 제40호, 2004, 

74쪽.

 9) 이혜순, 정하영, 호승희, 김경미, �조선중기의 유산기 문학�, (집문당, 1997), 15쪽에

서 밝히고 있는 숫자가 560이라고 한다.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양상｣, �정

신문화연구�, 제34권(제4호), 2011, 38쪽.

10) 박영민, 위의 글, 7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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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양하고자 하였고, 산의 도체를 알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11) 율곡 

이이는 풍악녹발(楓嶽錄跋)에서 “천지의 모든 물체는 이(理)가 있는 도체

(道體)이므로, 사대부가 산을 유람하면서 산수의 도체를 알지 못하면 산

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했다고 한다.12) 또 퇴계 이황은 유산여독서(遊

山如讀書)라고 하여 자연을 텍스트로 삼아 산을 유람하는 것 자체가 공부

라고 생각한 것이다.13) 

유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산은 일상의 생활을 떠나서 

산천의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다만 이것만이 이유가 아

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시습(金時習)과 사마천이 유람을 통해 문

기(文氣)를 크게 배양한 예를 들어 유람의 동기를 부여하고, 방법적으로

도 경물을 대상으로 습작을 하거나, 역사현장을 찾아 역사의식을 고양하

고, 선현의 자취를 답험(踏驗)하기 위해 유람하기도 하였다.14)

이처럼 유람의 목적과 자세는 경치와 풍물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이

도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하면 산과 물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금강산을 유람하러 떠났다고 한다. 사대부들은 좋은 글을 짓기 위해 도

움이 될 수 있는 문기와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산수 유람을 떠나기도 

하였다. 때문에 유산기에는 유람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경물을 대상으로 

많은 시를 습작(習作)하여 남기고 있는 것이다.15) 

산천의 경치나 즐기기 위해 산에 가는 것을 천박하다 여기기도 하고, 

산행을 통해 과학적인 인식을 하는 것도 요구하기도 한다. 나아가 그저 

11) 오은선, 류태호, ｢등산의 재해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3권(제1호), 2018, 233- 

245쪽.

12) 李珥, �栗谷全書� 권13, ｢洪恥齋仁祐遊楓嶽錄跋｣; 이상균, ｢조선시대 관동유람의 유

행배경｣, �인문과학연구�, 제31호, 2011, 174쪽.

13) 李滉, �退溪集� 권3, ｢讀書如遊山｣.

14) �中宗實錄� 37년(1542) 7월 乙亥. 이상균,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양상｣, �정신문화

연구�, 제34권(제4호), 2011, 47쪽.

15) 위의 글,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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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할 것을 요구

한다. 이익도 북한산을 오르면서, 산성과 행궁을 짓느라 고통 받는 백성

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효과적인 국방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글을 썼

다.16) 이처럼 유산은 다만, 관광이나 오락과는 다른 수양적 도덕적 가치

를 추구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교육적 가치, 생태가치의 수행적 목적을 

추구하는 생태관광의 가치담론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산의 방법과 유형들을 살펴보자면, 유산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그 활동패턴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정치영은 유람 중에 

있었던 관행적인 활동 양상을 시쓰기, 독서와 토론, 제명, 물놀이, 산제

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17) 유산의 활동에서 독서와 시작(詩

作), 토론은 기본적인 활동의 하나이며, 특히, “심경”, “근사록”등이 많이 

읽은 책이고, 주로 유교와 불교, 산의 경치와 역사, 전설과 문화 등에 대

한 다양한 토론을 했다고 알려진다.18) 

관광의 행태와 유형으로 보면, 지금도 전승되고 있는 탁족(濯足)의 물

놀이 활동이라든가, 오늘날 관광지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 폭포에서 

물 미끄럼 타기 같은 놀이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 치폭(馳

瀑)이라고 불리는 이 활동은 어느 산에서나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금강

산에서 주로 행해졌던 관광행태이다. 아울러 금강산 유산에서 특별히 행

해지는 유산활동의 기록은 온천에 관한 것이 많은데, 오늘날의 치유관광

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산제(山祭)의 경우는 지금도 등산인들에 의해 이어져 오는 전통이다. 

산제는 유람하는 동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활동이다. 흔히 주로, 높은 산

지에서는 날씨에 따라서 급변하는 풍경이라 몇 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있듯이, 그 경관을 보게 해달라는 비는 내용이다. 주로 백두산이

16) 이욱, ｢조선시대 풍류와 유산(遊山)｣, �내일을 여는 역사�, 제28호, 2007, 237쪽.

17) 정치영,｢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 �역사민속학�, 제42호, 2013, 37-70쪽.

18) 위의 글,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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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리산과 같은 곳의 유산을 할 경우에 있었던 활동이다. 산신에게 기

원하는 사언문(四言文)을 지어 첫닭이 울 때 일행과 산에 올라 향을 피우

고 백두산의 산신에게 빌었다는 내용이 전해진다.19) 

한편, 지금도 면면히 이어져 오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제명(題銘), 

암각 활동도 유산문화의 일부였다. 조선시대 유산활동에는 바위에 시나 

글자를 새기고, 자기 이름을 새기는 제명이 두드러진 문화현상의 하나였

다. 바위에 글을 새길 공간이 없다고 불평을 할 정도로 성행했었다고 한

다.20) 이는 유산의 방법과 가치 측면에서도 재고해봐야 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산기에서 제시되는 유산활동의 덕목

으로서 청유(淸遊)의 개념은 주목해야할 유람활동의 자세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청유를 생태관광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와유라고 

하는 유산기의 제 유형을 관광콘텐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태관광담론과 관광콘텐츠로서 청유(淸遊)와 와유(臥遊)의 의미

청유(淸遊)는 유람활동 중에서 깨끗하고 속되지 않은 유람을 말한다.21) 

유산활동을 하면서 악사들을 대동하여 춤추며 놀고 마시는, 방탕하고 속

된 경우도 있었으며22) 오늘날에도 관광지의 유물에 낙서를 해서 입방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듯이, 지나친 제명으로 눈살을 찌푸린 경우도 있었

다. 당시에도 연암 박지원이 유람지마다 새겨진 김홍연이란 이름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대목이 있다고 한다.23) 

19) 徐淇修, �篠齋集� 卷3, 遊白頭山記; 위의 글, 37-70쪽.

20) 위의 글, 37-70쪽.

21) 이상균, 위의 글, 174쪽.

22) 홍성민, ｢退溪의 遊山記에 나타난 성리학적 삶의 이상- 有我와 無我의 융합적 경계를 

중심으로｣, �동서철학�. 제41호, 2014, 181쪽.

23) 이상균, ｢조선시대 유람의 유행에 따른 문화촉진 양상｣, �大東文化硏究�, 제80호, 

2012,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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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가지 유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백창은 이른바 유

산오계(遊山五戒)라고 하는 다음 다섯 가지의 유산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관리의 행차와 동행하지 말라. 둘째, 동반자가 많으면 안 된다. 셋

째, 조급한 마음을 버려라. 넷째, 승려를 다그치지 마라, 다섯째, 힘을 헤

아려 경로를 정해라.24) 당연한 것이지만, 관리에 얹혀서 가면 목적의 제

약을 받고 민폐를 끼치게 된다. 또 지금의 관광으로 치면 교통과 정보, 

해설과 체험 등을 총체적으로 제공했던 산속의 가이드로서의 승려에 대

한 오만한 태도는 결국 청유(淸遊)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은 지금도 유효한 관광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산에서 저속한 활동이나 관광지의 훼손과 같은 것을 금하는 이 유산오계

와 청유(淸遊)의 개념은 오늘날의 LNT(Leave No Trace) 운동처럼 깨끗

한 관광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생태관광윤리에 해당되는 활동 원칙과 

부합한다.25) 

다음은 유산활동을 통해 생산된 2차 콘텐츠로서 만들어지는 와유(臥

遊)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유명한 관광지의 산이나 상상의 산을 인공

적으로 만들어 집안을 꾸며 감상하는 일이나 유산기를 읽고 산수화를 통

해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와유(臥遊)라고 한다. 즉, 와유(臥遊)는 글자 

그대로 누워서 노는, 누워서 관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건강

상의 이유로나 경제적인 이유로 관광지를 직접 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관광지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생산된 유산기록이나 그림들을 와유

기, 와유도라 말한다.26) 

정조도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지역의 경승을 직접 유람하고 싶었으나 

가지 못하자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던 김홍도 등으로 하여금 관동지역의 

기행사경도를 그려오도록 하였다고 한다.27) 인기 있는 금강산 와유도는 

24) 강혜규, ｢농재 홍백창의 동유기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41-145쪽.

25) https://lnt.org/ 이 단체의 홈페이지.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할 이유와 활동방법 등

을 소개하고 있다.

26) 이종묵, ｢조선시대 臥遊 文化 硏究｣, �진단학보�, 제98호, 2004, 81-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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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수십억에 경매된다. 한편, 와유 게임도 있는데 팔선 와유도

라고 하는 놀이는 우리나라 명승지 81곳을 선정하여 게임을 통해 문장을 

지으며 팔도유람을 하는 놀이이다.28) 이처럼 와유는 출판콘텐츠로서, 

미술콘텐츠로서, 게임콘텐츠로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와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표출되었던 다양한 온라인 관광콘텐츠와 유

사한 개념의 비대면 콘텐츠 투어를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실감콘텐츠의 

기술적 제고는 와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

타버스의 세계에서는 와유의 새로운 양상을 전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접촉이 어려운 남북대치의 상황에서 가상적 접근을 통한 콘

텐츠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유산의 목적과 가치, 유산의 활동 유형, 그리고 간접

적인 방식인 비대면 콘텐츠 투어의 양상, 그리고 관광윤리라고 할 수 있

는 유산의 태도와 자세에 비추어, 유산기에는 생태관광의 가치담론과 방

법이 구현될만한 전통문화콘텐츠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유산(遊山)의 문화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 속에 이미 분명한 생태

관광의 패러다임을 구축해 왔다. 이 남북공동의 산림문화유산인 유산기

에서 발견되는 독창적인 청유의 관광 이념과 가치, 관광의 태도, 관광의 

다양한 패턴과 방법, 그리고 와유의 비대면 콘텐츠의 가능성을 통해, 세

계의 보편적인 생태관광에 어필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면, 생태관광이 남

북산림협력의 물꼬를 트는 글로컬문화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금강산 유산기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생태관광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

기 위해 금강산 유산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27) 이상균, ｢조선시대 關東遊覽의 유행 배경｣, 176쪽.

2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조선 사람의 조선여행�,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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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금강산 유산기의 내용분석과 시사점

1. 금강산 유산기의 선행연구와 연구자료

금강산은 중국인들조차 “바라건대,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 

보고 싶네.”(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라는 시구를 지으며, 그리워하고 

동경했다는 곳이었다.29)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염원은 남달랐을 것

이다. 때문에 금강산 유람기에서는 이 소원을 이룬 것에 대한 기쁨들이 

곳곳이 담겨 있다.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었던 만큼 찾는 이도 많고 유람

록도 많은 곳이다.

금강산 유람기는 고려 말부터 시작하여 조선말까지 지속적으로 만들

어져 왔다. 금강산을 유람하고 남긴 유람록은 현재 번역된 것만 모두 170

여 편에 이르고 있다30) 이 연구에서는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한국

학토대사업단 ‘금강산유람록 번역 및 주해’ 팀에서 번역한 금강산 유람록 

작품을 토대로 관광콘텐츠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와 데이

터는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http://waks.aks.ac.kr) 자료를 기반으

로 분석한다.  

금강산 유람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우선, 금강산 유산기 20편을 대상으

로 여행의 동기와 경로 등을 통해 당시의 여행관행을 살핀 정치영의 연구

가 있다.31) 이 연구에 따르면 여행 동기는 크게 산수 감상과 심신수련 그

리고 금강산의 문화체험으로 요약된다. 민윤숙은 금강산 유람의 통시적 

고찰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시대적인 의미의 문화사적 해석을 시도했

29) 민윤숙, ｢금강산 유람의 통시적 고찰을 위한 시론｣, �민속학연구�, 제27호, 2010, 119

쪽. 주석에서 이 구절은 고려말 금강산 관련 유산기에서부터 왕조실록, 조선시대 유산

기에 반복적으로 인용된다고 적고 있다. 

30) 현재 번역되어 있는 금강산 유람기는 한국학진흥사업 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http:// 

waks.aks.ac.kr

31) 정치영, ｢금강산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제15권(제3호), 200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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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이영숙은 경로를 통한 금강산 유람의 변천을 살폈는데, 유람의 빈

도와 인원이 18세기 후반에 압도적으로 늘어났으며, 이에 유람객 상호간

의 내용이 자주 등장하며, 지방에서의 유람인물이 확대되고, 객점에서의 

숙식해결 현상이 늘어나는 점을 분석하였다.33) 고태규는 금강산 유람기

의 여행사적 고찰을 통해, 여행의 행태와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

해 금강산 여행의 동기와 시기, 기간, 거리, 경로, 동반자, 여행가이드, 

여행경비, 이동수단, 숙박수단, 식음료 유형, 여행체험, 여행선물, 여행

안전 및 사고 등을 사례를 통해 도출하고 분석하였다.34)

이들 선행연구들은 금강산 유산기들 속에서 구체적인 관광의식과 관

광행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광코스와 콘텐츠의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

행연구를 기반으로, 관광콘텐츠의 기본 구성요소에 따른 금강산 유산기 

속의 유람 특성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2. 금강산 유산기의 주요 내용분석

1) 여행동기와 목적

고태규는 금강산 여행의 동기를 여가와 치유, 그리고 공무로 구분하고 

있다.35) 여가 자체를 목적으로 금강산 유람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정

엽(鄭曄)이 금강록(金剛錄) 적고 있듯이 금강산 구경이 소원이었는데 늘

그막에 인근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 그 소원을 이루게 된 경우도 많다. 금

강산 인근의 지역 부임이나 업무를 통해 금강산 유람한 경우는 공무가 여

행의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민윤숙, 위의 글.

33) 이영숙, ｢경로를 통한 금강산 유람의 변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제77호, 2020, 

한국한문학회, 9-42쪽.

34) 고태규. 위의 글.

35) 위의 글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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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한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을 돌아보고, 김수증은 회

양도호부에 이동표는 양양현감으로 부임하여 금강산 유람의 기회를 얻는

다. 이밖에도 간성, 통천, 안변 등에 부임하거나 친인척 친구의 재직을 

기회로 금강산을 찾는 경우들도 많았다. 때문에 금강산 유람은 친구와 

친인척을 동반한 경우가 많다. 물론 유람이라고 하더라도 홍인우(洪仁

祐)가 관동록(關東錄)에 쓴 것처럼, “우리가 멀리 유람을 온 것은 산수 때

문만이 아니네.”라면서 유람의 목적 자체를 좀 더 정신적 고양의 측면에 

두기도 한다.

치유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온천욕도 금강산의 여행의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한다. 주로 고성 온정리에 있는 온천에서의 온천욕을 위한 여행

인 것이다. 유산기 중에서 13건에 온정동에 관한 기록이 있다. 남효온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는 “을유일(5일). 온정에 들어가 목욕하였다. 

병술일(6일). 목욕하였다. 정해일(7일). 목욕하였다. 무자일(8일). 목욕

하고 나와 쉬었다.”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  

2) 여행시기와 주요코스

성과포털(http://waks.aks.ac.kr) 금강산 유람기 DB에 들어 있는 

자료 75건의 유람일시의 분포를 분석해보면 유람기 중에서는 8월, 9월의 

가을철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다음이 3, 4월 봄철이다. 유람기에

서는 윤3월과 윤7월이 각 2건씩 들어 있는데, 봄과 가을에 들어간다. 이 

유람의 행태로 보면 금강산의 단풍이 관광에서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계

절적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3, 4월의 봄철이 다음으로 많이 

찾고 있다. 아울러 여행기간은 여행거리나 여행 경로에 따라서 2~3일의 

단기에서 2개월까지 기간은 다양하다. 

금강산 여행 경로는 출발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양에서 

경흥로를 통해서 내금강으로 가서 내무재를 넘어 외금강을 통해 강릉양

양을 거쳐 한양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경흥로는 조선의 6대

로 중의 하나로 역원(驛院)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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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강산 내에서의 주요 장소 분석

릉 양양을 통해서 외금강을 거쳐서 내금강, 경흥로를 통해 한양으로 들

어오는 코스이다. 

유람장소를 분석해보기 위해서, 주요 일정에 게시되어 있는 지명을 중

심으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유람기의 작가 75명이 다녀간 주요 

숙박 장소와 관람 장소를 통해 금강산 유람의 핵심장소와 주요 거점 등을 

파악해보려는 것이다. 금강산 내 여행코스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사람이 거쳐 간 곳은 표훈사였다. 다음으로 장안사와 만폭동, 유점

사, 정양사, 마하연, 신계사 등의 순서로 분포가 많았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보면, 당시의 주요사찰을 통한 문화체험이 금강산 유람의 주요 

관광콘텐츠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많이 언급될수록 글자가 글자를 크게 하여 표시되는 

단어 구름(word cloud)으로 금강산 유산기에서 이동, 숙박 등으로 언급

된 장소를 텍스트 분석기(https://voyant-tools.org)로 추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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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와 이미지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표훈사가 127회, 유점사가 113회, 

장안사가 89회 언급된다. 

3) 이동수단과 숙박 및 음식

유람의 이동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말이다. 유산록의 37건 

이상에서 말을 타고 이동한 기록이 있고 신광하의 동유기행(東遊紀行)에

는 조랑말에 대한 기록이 심육과 신인석의 유람록에는 노새를 타고 가는 

기록이 나온다. 금강산 안에서는 승려들이 메고 다니는 가마를 타고 다

닌 경우가 많았고, 이런 모습은 정선의 신묘년 풍악도첩에서 가마를 대

령하고 있는 금강산 그림에도 등장한다. 금강산에서의 승려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오늘날의 운전사와 같은 역할은 물론, 계곡과 봉우리 

이름, 생태적 특이 사항 등의 생태해설과 사찰의 내력과 전설에 대한 문

화해설을 맡은 해설가의 역할도 했다. 

총석정, 금란굴 등의 해금강 관광 시에는 주로 고성 간성지방의 수령

이 제공하는 배를 타고 관람했다. 유람객들이 이용했던 숙박 장소는 여

행경로에서의 조건에 따라 다양했다. 경흥로 등의 기본노선에서는 역참

들을 활용하고, 관아가 있는 곳에서는 객사를 사찰이 있는 곳에서는 선

방과 같은 곳을 빌려서 사용했으며, 노비의 집이나 민가를 활용하기도 

하였고, 일기에 따라서 노숙을 한 경우도 있었다. 

아무래도 여행지에서의 음식은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유람록에는 

다양한 음식이 등장한다. 특히, 금강산의 지리적인 여건과 사찰의 특성

을 반영한 음식이 많이 등장하는데, 칡가루와 오디반찬, 솔잎가루 등은 

일상에서 맛보기 어려운 것이다. 

임홍량은 관동기행(關東記行)에서 “석이, 목이, 고사리, 웅초, 표고, 

도라지, 산갓, 산삼 같은 것이 섞여서 앞에 진설되어 있었다. 그 맛이 담

백하고 그 냄새가 향기로워, 입에 들어가자마자 상큼하여 겨우 몇 젓가

락 먹었을 뿐인데 이미 고기 맛은 잊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사찰음식을 

상찬하였다. 한밤중에 갈증이 나서 얻어먹었다는 산배와 산포도도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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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특산일 것이다. 

송환기는 동유일기(東遊日記)에서 “관아의 부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는 매 식사에 송이버섯을 소반에 내어왔고, 매번 아침 식사와 혹은 점심 

식사에는 칡가루와 뽕나무 오디 반찬이 있었다. 이것은 모두 산속의 맛

있는 음식으로 다른 감영에는 없는 것이다”고 적었다. 금강산 유람은 이

러한 산채와 과일만이 아니라, 해금강 유람을 통해서, 전복, 소라, 홍합 

등 해산물 음식을 체험하게 된다. 

채지홍은 동정기(東征記)에서 “후평포 사람들이 번번이 해산물을 보내

왔는데 해삼 ․조개 ․연어 ․방어 ․대구 ․팔초 등 서남지방에는 없는 것이었

다. 광어와 판어(板魚)는 같이 가자미(鰈)라고 부르는데, 중국에는 없는 

것이었다. 삶고 구우니 눈으로 배부르고, 입으로는 이미 무릴 지경이었

다.”고 쓰고 있다. 물론 이렇게 얻어먹는 것만이 아니라 채취해서 먹는 

음식들도 있다. 개살구를 따먹거나 당귀같은 약초를 캐서 먹기도 하고, 

눈에 꿀물을 타먹기도 한다. 

4) 유산 활동의 유형

유람활동의 기본은 풍경과 문화에 대한 감상이다. 경치를 감상하며 시

를 짓고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임홍량은 관동기행(關東記行)에서 “솔

바람이 얼굴에 불어오고, 물에 비친 달빛이 희미하니 불현듯 인간세상을 

떠나 속세를 벗어난 듯한 생각이 들었다. 절구 한 수를 읊었다.”고 적는다. 

산행을 하면서 직접 등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많지는 않지만 승려를 

가이드로 하여 비로봉을 등정하거나 혼자서 등정을 하기도 한다. 성제원

은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에 비로봉을 오른 소감을 “나도 없었고 만물

도 없었소.”라고 쓰고 있다. 금강산 유람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활동

은 치폭(馳瀑)이다. 남효온은 “장난을 좋아하는 자들은 폭포 위에서 나뭇

가지를 꺾어 그 위에 앉아, 물 위에 놓고 흐름을 타고 내려온다. 잘 타는 

사람은 순조롭게 내려오지만, 잘 못타는 사람은 거꾸로 내려온다. 거꾸

로 내려오면 머리와 눈이 물에 빠져 한참 만에 다시 나오게 되니, 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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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 중에 재미있다고 웃지 않는 이가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금강산 일대의 민속축제를 구경하거나 사찰의 행사를 구경하는 것도 

문화체험이다. 또, 유산에서 흔히 행해지던 제명(題銘)을 통해 금강산의 

만폭동에 이름을 쓰거나 시를 쓰는 일도 많았다.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유람 중의 운치 있는 활동이다. 여행 중에 악공을 동반하여 피리를 불고 

연주를 하기도 했고, 지방 관리들에 베푸는 연회를 즐기기도 한다. 양대

박은 금강산기행록(金剛山紀行錄)에 이렇게 쓰고 있다. “수만 개의 구멍

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으며, 수천 개의 암벽에서 폭포 소리가 들리기에 

어린 종을 불러 피리를 불게 하였다. 뼛속까지 시려 잠들지도 못하니, 또

한 속세에 물든 나의 귀도 깨울 만했다. 밤새도록 감상하다가 동틀 무렵 

잠자리에 들었다.” 

금강산 유람에서 특기할 만한 활동은 온천욕이다. 최유해는 영동산수

기(嶺東山水記)에서 신계 응암의 온천에 대해 “온천수를 끓인 물처럼 뜨

거웠고, 물맛은 매우 달았으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병을 치료하는

데 최적이었다.”다고 적고 있다. 

아울러 오늘날의 고래관광, 해양생태관광이라고 할 만한 활동도 있다. 

홍인우는 고래가 물을 뿜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죽은 고래를 보고, “고

래의 배가 작은 배[舟]를 삼킬 만하였고, 수염이 턱 아래에 나 있었다.”고 

쓰고 있다. 또 남효온은 “죽도의 대나무 아래 바위 위에 해달(海獺)이 줄

을 이뤄 무리지어 우는데, 울음소리가 물소리와 합해져 해안을 진동시켰

다.”며 해양 동물에 대한 체험을 적고 있다. 

윤휴가 풍악록(楓嶽錄)에 적고 있는 “백양쑥, 물쑥, 참쑥, 사자발쑥, 다

복쑥, 제비쑥, 벌쑥” 등의 야생풀 이름 맞추기와 같은 것은 오늘날 생태체

험과 다르지 않다. 유산기에 등장하는 수종들은 매우 다양하다. 황경연은 

구룡연기(九龍淵記)에서“그 골짜기에는 회(檜)나무, 잣나무, 굴거리 나

무, 소나무, 단풍나무, 위성류, 감탕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많아 골짜기 

입구에 닿기도 전에 이미 음산한 기운이 가득하다.”고 쓰고 있다.  임홍량

은 관동기행에서“소나무, 삼나무, 전나무, 잣나무, 녹나무, 자작나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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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자단(紫檀), 황양목(黃楊木), 백양목(白楊木), 측백, 동청(冬靑), 목

련, 오가목(五加木), 철쭉나무”등 다양한 수종을 동정하고 있다. 유산기

에 등장하는 식물의 콘텐츠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유람의 소회들도 중요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홍인우는 금강산의 입구에서 “단발령을 지나, 산짐승과 물새는 날아

오르며 울면서도 사람을 피하지 않아 완연히 신선의 마을인 듯하였다.”

고 묘사하고 있다. 또 금강산의 밤을 “산위의 달이 빛나고 온 세상이 고

요하였다. 정신과 육신이 서늘하고 맑아져 문을 열고 조용히 앉아 있으

니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IV. 금강산 유산기를 활용한 생태관광콘텐츠 개발과 협력 방안

1. 생태관광콘텐츠 개발의 범주와 요소

다음 <표 1>는 앞서 금강산 유산기 속에서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

광콘텐츠 개발의 범주와 구성요소를 관광기반, 관광장소, 관광상품의 측

면에서 남북 생태관광 협력과 개발의 요소를 정리해 본 것이다. 이 구분

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중복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관광콘텐츠

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우선, 관광기반이 되는 시설 

인프라는 그 자체로 관광장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광을 위한 플

랫폼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길과 코스, 이동수단과 숙박시설, 모두가 

관광의 인프라이자 관광콘텐츠이다. 유산기 속에서 등장하는 시설 혹은 

거점 키워드 들은 좋은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숙박장

소나 조랑말과 가마와 같은 이동수단도 관광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관광

협력에는 이러한 시설 인프라이자 관광플랫폼으로서의 관광콘텐츠 협력

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 주체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관광대상이다. 자연, 사회, 문화, 

산업, 장소의 모든 것이 관광콘텐츠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관광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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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생태관광콘텐츠 개발과 협력의 요소

구분 구성요소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과 협력 요소

관광

기반

-관광 기반(코스, 길, 데크 등), 

해설안내서비스 센터, 기반시

설/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전기, 통신, 상하수도, 교통(모

빌리티)/선박, 항공기, 버스, 

숙박/호텔, 콘도, 팬션, 캠핑카

-주요 유산기의 코스 속의 기반시설과 교

통수단 등

-유산기 속 주요거점 키워드(驛, 菴, 亭, 

潭, 臺, 店,)

-주요코스(도로), 고갯길

-역원, 암자, 정자, 조망대, 상점, 유적지

-배, 말, 조랑말, 가마

관광

대상

-자연, 사회, 문화, 산업, 장소

(건축물, 박물관, 컨벤션센터, 

쇼핑센터, 카지노, 레스터랑, 

박물관, 테마파크, 수목원, 식

물원, 산업단지, 대학교)

-관광 주요대상지, 주요 장소

-유산기속 주요 키워드 관광지(庵, 峴, 巖, 

嶺, 洞, 院, 佛, 村)

-유산기속 주요관광장소(표훈사, 유점사, 

장안사, 정양사, 해산정, 마하연, 만폭

동, 신계사, 백화암, 삼일포, 보덕굴)

-생태관광 대상의 복원과 발굴

관광

상품

-축제, 공연, 전시, 해설, 답사, 

체험, 액티비티

-음식

-토산품, 공예품, 특산품, 기

념품

-시짓기, 피리 음악감상, 치폭(물미끄럼)

-사찰 및 지방의 민속제 및 행사

-비로봉 등정, 사찰림 산책

-식물생태관찰, 고래관광, 해양생태관광

-온천 치유관광

-음식문화콘텐츠(전통 금강산 특산)

로서의 대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관광 지원시설로서의 숙박 장소가 

아니라, 호텔 그 자체가 목적물이라면 이것은 관광 대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산기 속에 등장하는 장소 1위부터 10위까지는 사찰이 

가장 많이 있다. 그리고 고개, 동굴, 바위, 계곡, 봉우리, 불상, 희귀한 

식물과 동물 등은 구체적인 관광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자

원, 바위와 폭포 등 절경에 대한 생태관광자원의 관상가치의 평가 등의 

협력도 필요하다. 

관광 상품은 관광기반과 대상에서 파생되는 구체적인 상품들이다. 대

상지에서의 축제, 공연, 전시, 해설, 답사, 체험, 액티비티 등의 다양한 

것들이 생태관광 상품으로 많은 것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



164  문화콘텐츠연구 제26호

강산의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금강산 채식은 생태적 보양을 위한 음식문화콘텐츠이다. 유산

기 속에 등장하는, “즉시 고기 맛을 잊게” 만드는 음식문화콘텐츠는 오늘

날과 같은 위험과 불안사회의 “푸드테라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강산 유산기 속에 등장하는 식물만으로도 충분한 생태관광

이 될 수 있다. 해금강에서의 고래와 해달의 해양생태관광과 내금강 외

금강에서의 산림생태관광의 조합은 세계 어디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경

쟁력 있는 생태관광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강산의 온천을 

통한 전통적인 치유관광은 오늘날 우리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산기를 활용한 단계적 콘텐츠 개발 협력방안

문화유산의 유형은 무형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록

문화유산 등의 유형들이 있다. 기록문화유산은 국가나 지방관청의 기록

물, 개인의 문집, 구비문학자료 등의 모든 기록물인데, 이 기록문화유산

이야말로 “콘텐츠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에는 당대의 구체적

인 정신세계와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유산기도 이 기록문

화유산이다. 

기록문화유산을 통한 산림협력은 <표 2>와 같은 단계적 콘텐츠 개발

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어

야 할 것은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의 발굴과 조사, 그리고 번역과 보

존협력이다. 이를테면 이미 번역된 기록문화유산의 조사와 아직 번역되

지 않는 금강산 유산기의 발굴 조사를 위한 학술교류협력이 가장 우선적

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어서 순차적으로 개발협력, 그리고 체험과 운영

이라는 기본적인 단계의 콘텐츠 개발협력을 산림협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와 개발협력의 과정에서 유산기 속의 생태문화자원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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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금강산 유산기를 활용한 콘텐츠개발 협력과 활용방안

프로세스 주요내용

학술교류 ↓
발굴 조사, 번역, 현장조사, 보존 협력

(문화원형, 생물다양성, 지역다양성 조사 등)

개발협력

(지식 공유, 

관리)↓

디지타이징, 스토리지,

 압축기술 협력
관광기반 구축 협력

정보분류체계, DB, 클라우드 관광 대상지 복구 협력

학제간 협력, 재현, 전시, 

고증, 표준화

관광 상품 개발

(관광, 해설, 치유, 체험)

VR, AR 실감콘텐츠개발, 

메타버스 등

관광 상품 개발

(음식, 축제, 액티비티)

체험, 운영 온/오프 생태관광(청유와 와유의 협력)

출처 : 최인화,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콘텐츠 자원화 연구�, 문화재청, 2020. 

128쪽 ; 유동환, ｢한국전통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 제12호, 

2008. 12쪽 참고해 재구성

물다양성, 지역다양성의 조사협력도 필요할 것이며, 이는 남북협력의 성

숙도에 따라서 IT기반의 스마트 관광, 비대면 콘텐츠로서의 “와유”를 위

한 “메타버스 금강산”구축이라든가, 기타 법과 제도적 산림생태관광의 

정책분야 협력까지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금강산 유산기들에 대한 콘텐츠 원형의 발굴 조사와 번역, 

보존의 가장 단계적인 디지털 협력과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적 교류 관광

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과정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향후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런 구상과 연구가 시의성과 실효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남북관광

협력의 실행 가능한 전제조건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이다. 남북대치 현실 속에서 남북관

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현격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남북관광협력

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치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과 의지

가 남북관광협력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

서 지적하였듯이, 남북문제는 남북의 독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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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다자간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의 국제적 정치환경도 중요한 전제가 

된다. 특히, 북핵과 국제사회 제재의 글로벌 정치 환경은 남북관광협력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를 기반으로 남북관광협력

을 위한 남북 생태관광의 제반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 그 여건을 감안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태관광협력이 이러한 전제들을 바꾸어 나갈 수단

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전략적 도구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천 가능한 방향과 아이디어의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남북의 공동의 산림문화유산인 금강산 유산기 속의 관광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과 방안을 통해서 남북관광협력의 실마리

를 찾아보고, 생태관광협력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남북과 동북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과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이 방향이 타당하다면, 방법 또한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가

능한 수준에서의 가능한 방법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정부의 정책의지를 

독려할 수 있고 국제 정치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실천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선다. 남북과 국제적 

여건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스 자이델 재단36)은 북한의 생태

환경문제를 매개로 하는 그린데탕트37)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36) 1987년부터 한반도의 화해와 관련한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 사

무소는, 한국에서는 DMZ와 같은 접경지역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하고, 북한에서는 환

경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활동들과 이를 통한 지역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가능한 여건 속에서 

다양한 남북관련 심포지엄과 이벤트를 만들어가고, 출판물을 제공하고 있다. https:// 

korea.hss.de

37) 그린데탕트는  정치, 군사적 신뢰의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태 ․환경 분야의 실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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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협력 역시 “준비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열려 있다. 이 논문

도 그 준비의 하나일 수 있다. 

V. 결론

금강산 유산기는 남북이 함께 보유하고 있는 공동의 산림문화유산이

다. 때문에 금강산 유산기는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생태관광자원 중에서

는 가장 상호 접근성이 높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금강산은 북에 있지

만, 역사적 정신 공간으로서의 금강산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은 단순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지닌 곳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관광문화의 발신지였으며, 이제는 

남북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때문에 금강산

의 유산기를 매개로 한 생태관광협력은 정치군사적으로는 긴장완화와 평

화구축의 지렛대가 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인적교류와 유대, 인간성의 

회복하는 공간이 되며, 경제적으로는 통일경제의 활로 모색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생태적으로는 금강산 보호보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남북공동의 산림문화유산인 유산기에는 관광의 이념과 가치, 관

광의 태도, 관광의 다양한 방법이 담겨 있다. 이는 세계의 보편적인 생태

관광의 원칙과도 잘 부합하면서도, 남북 공통의 전통유산 활용한 독창적

인 생태관광브랜드, 생태관광콘텐츠 개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

라서 생태관광협력의 목표와 비전은 안으로 수렴하는 산림협력이 아니

라, 밖으로 확장하는 산림협력으로서,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생태평

화체제의 구축에 기여하는 글로컬문화전략의 가능성이 있다. 

능한 교류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부 북한정

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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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는 남북 모두 원전들이 번역되어 있으나 아직 공유되지 않았거

나 발굴되지 않은 문화유산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산림협력에서

의 기초적인 조사와 발굴부터 교류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협력의 단계적 방법은 남북공동학술연구, 국제공동학술대회와 같은 교

류, 생태관광콘텐츠 공동개발과 같은 개발협력 생태관광시범사업 운영 

등을 예시할 수 있다. 

공동연구개발에는 금강산 유산기 속의 관광자원(사찰, 비석, 암각 등

의 역사자원, 계곡, 폭포, 암벽, 경관, 식물, 동물 등의 생태자원, 금강산 

이야기, 전설, 신화 등의 문화자원)의 공동조사 및 활용방안 모색도 필요

하다. 여기에는 유산의 현대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협력을 통해 뉴미디

어 콘텐츠 활용방안, OSMU 전략을 위한 새로운 적용기술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의 급변에 따라 협력 상대가 호응할 수 있는 여

건이 아니라면, 또 이 방향과 아이디어를 긍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준비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번역되어 나와 있는 금강산 유

산기 DB를 통한 좀 더 치밀한 콘텐츠 발굴과 조사도 필요하다. DB속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코스 개발과 해설콘텐츠, 음식문화콘텐츠, 

치유콘텐츠의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고, 와유의 다양한 가상 콘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장 실물관광이 실현될 수 없을 지라도 메타버스 관

광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 자체가 그린데탕트로서

의 남북 생태관광협력, 산림협력을 추동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태관광협력과 콘텐츠 개발의 프로세스는 향후 

금강산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

태관광은 산림벌채와 훼손 없이 산림의 생태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

하는 활동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지역공동체의 경제발전과 녹색일자

리, 그리고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제시되는 산림이용의 중요한 패러다

임이다. 남북산림협력의 다원화를 통해서 숲해설가, 산림관광전문가 등

의 문화콘텐츠 활동영역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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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강산 유산기에 대한 심층 분석은 물론, 남북한 생태관광에 대

한 심도 있는 추가연구를 통해 남북의 생태관광 수용태세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책적 활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모

두의 생태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시장 동향, 금강산 생태관광지의 

실태와 현황의 조사연구 등 밀도 있고 실용적인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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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cotourism Cooperation Using the 

Forest Cultural Heritage in South and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Geumgangsan Yusangi 

(Geumgang Mountain Travels) -

YOU, Young Cho

North Korea’s forest restoration and ecological conserv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ter-Korean peace and help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by linking the ecological axis between the Baekdu belts. 

For this purpose, a Glocal (global and local) cultural strategy of North-South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cessary in the multifaceted 

aspects of forest management. Recently, in light of North Korea’s tourism 

development trends and policies, the need for inter-Korean ecological tourism 

cooperation as such a strategic plan is increasing.

The Yusangi is a North-South forest cultural heritage with traditional 

cultural content. A Yusangi-based forestry cooperation plan has yet to be 

attempted. The Yusangi is a record of ancestors’ mountain trips and 

excursions, and many related texts and pictures remain as forest cultural 

heritage. Records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hen mountaineering 

was popular, predominate, and records of excursions to Mt. Geumgang 

predominate.

This research seeks a plan for inter-Korean ecological tourism cooper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cological tourism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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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ed on the Geumgangsan Yusangi. This study presents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ecotourism contents development and forest ecotourism cooperation 

through content analysis of the Geumgangsan Yusangi.

Through a new paradigm shift in forestry cooperation and sustainable 

cooperation, inter-Korean ecotourism cooper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 ecological 

peace in Northeast Asia. Ecotourism cooperation will als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cultural content activities such as forest interpreters and forest 

tour experts by diversifying north-south forestry cooperation. 

More intensive and practical follow-up research, such as detailed policies 

and on-site trends in North Korean ecotourism, as well as surveys and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and current status of Mt. Gumgang ecotourism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Ecotourism, 

Geumgangsan Yusangi (Geumgang Mountain Travels), 

Cultural Heritage of Forestry, Glocal (Global and Local) 

Cultural Strate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