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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art of strategies for wise use of village wetlan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applying it to the
storytelling of garden culture based on the old literature records, by modernizing the scenery of the former Hansan
(Hansan-myeon, Gisan-myeon, Whayang-myeon currently) area i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It reinterpreted the
landscape recorded in “Shinjeung-donggukyeojiseungram (新增東國輿地勝覽)”, “Mokeun-sigo (牧隱詩稿)”, and “Seonghosaseol (星湖僿說)” in a modern sense, and was designed to be used as a storytelling resource for garden culture by comparing
the locations in the current topography maps.
The 30 small village wetlands less than 625m2 were found out in old Hansan area, currently Hansan-myeon, Kisan-myeon,
Whayang-myeon. For the 8 scenic views of Hansan, 1) Sungjeongamsong (崇井巖松), 2) Ilgwangseogbyeog (日光石壁),
3) Goseogsimdong (孤石深洞), 4) Hoisagobong (回寺高峯), 5) Wonsansugo (圓山戍鼓), 6) Jinpoguibeom (鎭浦歸帆),
7) Abyagwonnong (鴨野勸農), 8) Ungjingwanjo (熊津觀釣) etc. were derived.

Key Words: Shinjeung-donggukyeojiseungram (新增東國輿地勝覽), Mokeun-sigo (牧隱詩稿), Seongho-sasol (星湖僿
說), Geumgang, Storytelling, Wise Use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마을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문헌 기록을 토대로 충청남도 서천군 옛 한산(현재의
한산면, 기산면, 화양면 일대)의 경관을 노래한 한산팔경을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정원문화 스토리텔링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목은시고(牧隱詩稿), 성호사설(星湖僿
說)에 기록된 한산팔경을 발굴하여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였고, 현재의 지형도에서 해당 위치를 비교하여 도면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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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정원문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옛 한산군 지역인 한산면, 기산면, 화양면 일대에서 조사된 면적 625m2 이하의 소규모 생활권 마을습지는 30개소로
나타났으며, 한산8경으로는 1) 숭정암송(崇井巖松), 2) 일광석벽(日光石壁), 3) 고석심동(孤石深洞), 4) 회사고봉(回寺高峯),
5) 원산수고(圓山戍鼓), 6) 진포귀범(鎭浦歸帆), 7) 압야권농(鴨野勸農), 8) 웅진관조(熊津觀釣 등이 도출되었다.

주제어: 신증동국여지승람, 목은시고, 성호사설, 금강, 스토리텔링, 현명한 이용
Ⅰ. 서론

생태자원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생태계서비스라는 이
름으로 부르며,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 지원(부양)서비스,
조절서비스 및 문화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정원
은 지역의 자연생태와 문화현상이 반영된 고유의 장소성을 담
고 있으며, 문화현상과 미적 감상, 체험 등을 내포하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생태계서비스의 4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복
합 공간이며, 특히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접근하여 그 혜
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생태계 문화서비스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도시 및 마을에 산재되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습지정원은 일반적인 습지
가 제공하는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저감, 물질순환 등과 같은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경제적 이익, 친수 레
크레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여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점에서 소규모
습지정원의 생태적 문화적 의미를 진단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정원문화와 생태
계 문화서비스 연구(Lobo, 2001; 박미옥, 2015a), 비오톱정원
계획 및 모니터링 연구(박미옥과 구본학, 2015; 2016; 박미옥,
2016a), 정원 생태문화기능 연구(Jenks, 2004; 박미옥, 2015a),
정원기능 연구(Chiesura, 2004; 박미옥 2017c), 정원기능 및 개
념 연구(Hunt, 1999; Fox, 2004; Carver, 2012; 박미옥 등,
2018), 한국형 K-garden 연구(박미옥, 2017a), 수생정원 친수
디자인 연구(박미옥, 2017b) 등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지
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정원문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마을습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옛 문헌 기록을 토대로 충청남도 서천군 옛 한산 일대의 경관
을 노래한 한산팔경을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정
원문화 스토리텔링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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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옛 중국과의 주요 통로로서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
던 충청남도 서천군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서천군은 한산팔
경을 노래한 한산8영(韓山八詠) 등 옛 경관을 묘사한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문화적 의의가 있는
지역이다.
1914년 서천군으로 통합되기까지 서천군은 서천군과 비인군,
한산군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산팔경은 옛 한산면으로서 현
재는 대체로 금강하구일대의 한산면, 화양면, 기산면 등을 포함
한다. 이 일대는 호남지방과 연결되는 관문이기도 하다(그림 1).

2. 팔경 해석 및 적용
본 연구에서 고찰한 옛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
輿地勝覽), 목은시고(牧隱詩稿), 성호사설(星湖僿說)에 기
록된 한산팔경을 발굴하여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였고, 현재
의 지형도에서 해당 위치를 비교하여 도면화함으로써 기 발굴
된 마을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정원문화
를 위한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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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습지
옛 한산군 지역인 한산면, 기산면, 화양면 일대에서 조사된
면적 625m2 이하의 소규모 생활권 마을습지는 30개소로 나타
났다. 한산면에서는 14개소, 기산면에서는 12개소, 화양면에서
는 4개소로 각각 나타났다(그림 2).
소규모 생활권 마을습지 외에도 개인 사유지 내에 분포한 마
을습지와 면적이 625m2 이상인 마을습지가 15개소로 나타났다.
그 외 생활권에서 벗어나 마을습지에 나타나지 않은 습지들
도 금강하류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한산지역의 중요한 경
관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2. 문헌에 나타난 한산8경
1)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의 증보판으로서, 동국여지승람은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
리지에 동문선에 수록된 동국문사(東國文士)의 시문을 첨
가하고, 남송(南宋)의 방여승람(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
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참고하여 1481년에 완성하였으며,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경제․역사․행정․군사․
사회․민속․예술․인물 및 주요 문인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소개된 종합 지리지이자 백과사전이며, 조선전기의 사회구조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은 성종과 연산군 대에 수정 작업을 거쳐 1530
년(중종 25)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
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

그림 2. 소규모 생활권 마을습지 현황

東國輿地勝覽)을 간행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모두 5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1∼2 경도(京都),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
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
∼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
안도로 각각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의 앞부분에 각 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고 도의 연혁․풍속․묘사(廟社)․능침(陵能)․궁궐․관부․
학교․토산․효자․열녀․성곽․산천․누정․사사(寺社)․역
원(驛院)․교량 등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조선전도인 <팔도총도(八道總圖)>
와 8도의 도별지도 등 총 9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어 지도와
지지(地誌)가 결합된 복합자료로서 지도의 판심(版心)에 ‘동람
도(東覽圖)’라고 쓰여 있어 주로 동람도라고도 불린다. 지도의
정밀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왜곡된 부분도 많으나, 조선시대 전
기의 지형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8도의 주요 군현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그림 4).
2) 목은시고, 성호사설
목은시고는 이색(李穡; 1328∼1396)의 목은집을 국역한
것이다. 이색은 고려말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등과 함께 삼은
(三隱)의 한사람으로 정방폐지, 삼년상을 제도화하고, 권근․
김종직․변계량 등을 배출시켜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고려 우왕의 사부였으며,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이성계와 대항하여 창왕을 옹립시키는 등 마지막까지 고려를
지키고자 하다가 유배당하기도 했다. 조선 태조가 한산백에 책
봉했으나 사양했다, 목은집은 역사전환기를 증언하는 자료이며

그림 3. 팔도총도(자료: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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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팔도총도 충청도(자료: 서울역사박물관)

민족 문화의 귀한 자료로서 한자문화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
한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목은시고 제3권에서는 목은의 한산8영을 수록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를 지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 집이 있는 한산은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우리 부자가
중국의 제과(制科)에 급제한 까닭으로 천하가 모두 동국에 한
산이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그 훌륭한 경치를 가
장(歌章)으로 전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팔영(八詠)을 짓는
바이다.”
또한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제30
권에서는 목은(牧隱) 이색이 한산팔영을 지은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산은 바다를 낀 작은 고을로서 산천의 기관(奇觀)은 전
혀 없는 곳이었으나, 문정공은, ‘부자가 제과에 올라 온 천하 사
람이 조선에 한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으니, 불가불 표하
여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따라서 팔경의 시를 지었
다(韓山旁海小邑絶無山川竒觀文靖乃謂其父子登制科天下人知
朝鮮有韓山則不可不表以出也扵是作八景詩)”라고 설명한다.
즉, 목은의 고향인 충청도 한산에 대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
리기 위해 팔경에 관한 시를 지었다는 것이다.
3) 한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4권∼20권 충청도 편에 수록되어 있
다. 한산군, 서천군, 비인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산군은 제
17권에, 서천군은 제19권에, 비인현은 제20권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7권에 의하면, 한산군은 백제의 마산
현(馬山縣)이었으며, 신라 때 가림군 마산현으로 편입되었다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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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종 13년에 한산군으로 불렸다. 동으로는 임천군, 남으로
는 전라도 임피현(臨陂縣)과 함열현(咸悅縣), 서로는 서천군,
북으로는 홍산현(鴻山縣)과 인접하며, 서울까지는 459리이다.
한편, 대동지지에 의하면 한산군은 백제 우두성(牛頭城)이었으
며, 신라 신문왕 6년에 마산현으로 편입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9권에 의하면, 서천군은 백제 설림
군(또는 남양)이었으며 신라 경덕왕 때 서림군, 고려 현종 9년
가림현에 속했다. 동으로는 한산군, 남으로는 전라도 옥구현,
서로는 비인현, 북으로는 홍산현 등과 인접하며, 서울은 약 470
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0권에 의하면, 비인현은 백제 비중
현(比衆縣)이었는데, 신라 때 서림군(西林郡) 비인현으로 편입
되었다. 동으로는 홍산현(鴻山縣), 서는 서해안, 남으로는 서천
군, 북으로는 남포현(藍浦縣) 등과 인접하며, 서울까지는 496
리이다. 한편, 대동지지에 의하면 비인현은 백제 비물(比勿) 또
는 비중(比衆)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웅주도독부(熊州都督府)
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3. 한산팔경의 의미와 해석
1) 한산팔영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7권 한산면 편 [팔경]에는 목은 이
색의 한산팔영을 소개하고 있다. 한산읍성을 중심으로 오라리
(성외리)의 들판을 전면으로 금강하류와 한산벌을 둘러싼 경
관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한산팔영은 목은시고 제3권에서도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한산팔영을 지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한산팔영을 소나무로 시작한 것은 스스로 책려하는 뜻이고,
낚시질로 마친 것은 곧음을 생각한 것이며, 그다음의 일광은
동방에서 나와 원근에 두루 미침을 의미한 것이고, 그다음의
고석(孤石)은 확고한 그 바탕에 드러난 그 우뚝함을 취한 것이
며, 그다음의 회사는 군의 사적을 중히 여기는 뜻이고, 그다음
의 원산은 병사를 삼가는 뜻이며, 그다음의 진포는 백성의 이
로움을 보인 것이고, 그다음의 압야는 백성의 생활을 정립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벼운 일로부터 중한 일로 들어가서 말단적
인 것을 먼저 말하고 근본적인 것을 뒤에 말한 것은 곧 진문
(晉問)의 글이 당에서 마친 것을 본받은 것이니, 고을의 선사
들은 감조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목은의 한산팔영은 다음과 같다.
(1)숭정암송(崇井巖松)
“峯頭蒼石聳 松頂白雲連 羅漢堂寥闃 居僧雜敎禪 / 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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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대기 마루엔 푸른 돌 솟아났고, 소나무 머리 위엔 흰구름 이
어 있네. 절(나한당)하나 적막하게 있어, 스님들 교종과 선종이
섞여있네”라고 노래하였다.
(2)일광석벽(日光石壁)
“崔嵬插平野 縹緲俯長天 翠壁僧窓小 佛燈空半懸 / 높다랗게
들판에 우뚝 서 있어, 까마득히 먼 하늘을 굽어보네. 푸른 벽엔
절의 창문 조그맣고, 불등이 공중에 걸려있네”라고 노래하였다.
(3)고석심동(孤石深洞)
“平野行將盡 回峯望更高 一區幽僻處 梵刹本來孤 / 평편한
들판 다 지날 무렵, 되돌아 봉우리 돌아보니 다시 높아라. 한
구역 그윽하고 치우친 곳에, 절 하나 처음부터 외로이 서 있구
나”라고 노래하였다.
(4)회사고봉(回寺高峯)
“後嶺如三角 前峯入半空 前峯入半空 遮莫有狂風 / 뒷 고개
는 마치 삼각을 이루고, 앞 봉우리는 하늘로 들었구나. 지나던
배 쇠 닻줄 드리우니, 아예 광풍 막아서 불지않게 하여라”라고
노래하였다.

(5)원산수고(圓山戍鼓)

“海嶠傳烽火 閭閻壓浪波 百年無事地 戍鼓夕陽多 / 바다 한
복판 뾰족한 봉우리 봉화 전하는데, 민가에선 출렁이는 파도
싫어하네. 백년을 아무 일 없던 이 땅인데, 수자리 북소리 어이
석양에 시끄럽게 울리는가”라고 노래하였다.

싯줄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흡사 달이 밝아오는 것 같도다”라
고 노래하였다.
2) 한산팔영의 공간 적용
한산8영이 노래한 8경 요소를 도면으로 나타내면 그림 5와
같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숭정암송(崇井巖松)
숭정암송의 배경인 숭정산은 한산면 서쪽에 인접한 기산면
황사리에 위치하며 정상에 오르면 기암괴석이 소나무와 어울
려 아름다움을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기슭에는 목은 이색선생
의 문헌서원과 분묘가 모셔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숭정원(崇井院)은 서쪽 7리
에 있고 숭정사(崇井寺)는 기린산(麒麟山)에 있으며, 기린산은
서쪽 5리에 있다. 현재 기린산이라는 지명은 없으나 숭정산 문
헌서원 북쪽 기린봉 지점으로 판단된다.
(2)일광석벽(日光石壁)
일광사(日光寺) 절의 돌로 쌓은 높고 푸른벽에 작은 창문 하
나 덩그마니 달려있고 담벼락 끝에 불등을 매달은 풍경을 노래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취봉산(鷲峯山)에 있으며, 취
봉산은 군 남쪽 5리에 있다. 현재 위치는 명확하지 않으나 옛
한산읍성터 남쪽의 어성산 일대로 추측된다.

(6)진포귀범(鎭浦歸帆)
“細雨桃花浪 淸霜蘆葉秋 歸帆何處落 渺渺一扁舟 / 가는 비
내려 복사꽃 물결 일고, 맑은 서리에 갈대 잎엔 가을이 물드는
구나. 돌아가는 돛단배 어느 곳에 머물려나, 아득히 조각배 한
점 떠돌아 가네”라고 노래하였다.
(7)압야권농(鴨野勸農)
“川原平似砥 川原平似砥 太守催星駕 巡田欲夕曛 / 냇가 들
판은 반반하여 숫돌 같고, 논의 벼들은 질펀하기를 구름 같구
나. 원님은 행차를 재촉하고, 들판 돌아보니 땅거미 지는구나”
라고 노래하였다.
(8)웅진관조(熊津觀釣
“馬邑山橫障 熊津水染苔 釣絲風裏裊 恰得月明回 / 마읍은
병풍처럼 산으로 둘렀고, 웅진 금강물은 이끼빛 물들었구나. 낚

그림 5. 한산8경 위치(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역소개와 현재의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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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석심동(孤石深洞)
고석사(孤石寺) 절이 외롭게 홀로 서 있는 모습을 노래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석사는 월명산(月明山)에
있고 월명산은 군 북쪽 11리에 있다. 현재 지명은 불분명하나
월성산 일대로 추측된다.
(4)회사고봉(回寺高峯)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회사(回寺)는 한산면의 진산
(鎭山)인 건지산(乾至山) 북쪽에 있다. 건지산은 현재 한산면
의 서쪽 지역인 한산향교와 봉서사, 건지산성 일대를 포함한다.
(5)원산수고(圓山戍鼓)
지금의 화야연 옥포리 일대를 도루메라고 하는데 도루메 서
남쪽 둥근 산을 원산(圓山)이라 부른다. 원산 위에서는 바다에
서 들려오는 바닷물 소리가 북소리처럼 번진다고 하여 수고라
불리며, 한때 수고정(戍鼓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라에 의하면 원산은 와포(瓦浦)와 아포(芽
浦) 사이에 있다. 와포는 곧 바다의 별포(別浦)이다. 아포는 진
포의 하류이다. 또, 곡현(曲峴)에서 나오는 물과 서천군 금부현
(金富峴)과 비인현 모동(茅洞)의 물이 이곳에서 합류하여 바
다로 들어간다.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망루와 봉수대가 있었던 경관으로
한때 1881년 한산군수 홍종관의 횡포에 못이긴 민중의 봉기에
의해 함락된 원산읍성이 위치한다.
(6)진포귀범(鎭浦歸帆)
진포(鎭浦)는 대체로 금강 하구 일대로서 장항에서 임천까
지를 일컫는다. 속칭 곰개나루로 부르는데 이는 현재의 한산면
신성리에서 전북 익산군 웅포로 건너다니는 금강변의 포구에 해
당된다. 시의 내용 중 갈대잎, 나루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전
라도 웅포와 연결되는 신성리 곰개나루 일대로 볼 수 있다. 현재
의 신성리 갈대밭은 금강하구둑 건설로 확산된 것으로 추측되
며 그러므로 갈대잎으로는 위치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 이 일대에서 왜구와 싸운 진포해전은 고려 말기
1380년(우왕 6) 8월 왜구는 군선 5백 척의 대규모 전단을 이끌
고 충청․전라지역을 노략질하기 위해 금강을 거슬러 와서는
진포 앞바다에서 진을 쳤다.
17권 임천군 조에 의하면, 고다진(古多津), 강경진(江景津),
청포진(菁浦津), 남당진(南堂津; 용연포龍淵浦;고다진의 하류),
상지포진(上之浦津) 등 여섯 나루는 모두 공주 웅진(熊津)의
하류로서 한산군 일대에서는 진포라 불린다.
19권 서천군 조에 의하면, 진포는 군 남쪽 26리에 있는 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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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浦)로서 임천 고다진으로부터 서천포(舒川浦)까지를 통칭
진포라 이르는데, 그 사이의 모든 진포(津浦)는 모두 진포 영
역에 해당된다.
34권 전라도 임피현 조에 의하면, 진포는 임피현의 북쪽 17
리에 있다. 공주의 웅진이 부여에 이르러 꺾어져 남쪽으로 용
안현(龍安縣)의 동쪽에 이르고, 돌아 나와서 서쪽으로 바다로
들어가는데, 진포는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34권 전라도 옥구현 조에 의하면, 진포는 현의 북쪽에 있는
데, 어량(魚梁)이 있다.
(7)압야권농(鴨野勸農)
압야는 송곡리와 종지리 일대에 넓게 자리 잡은 오라리 들판
을 의미하며. 압야권농은 추수 끝난 들녘에 기러기 떼가 내려
와 쉬었다 날아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호전집 제4권 ‘한산의 임지로 가는 홍성망
과 이별하며(別洪聖望之任韓山)’에서는 “압야와 웅진에서 장
차 한번 물어보라(鴨野熊津將問訊)”는 표현이 나타난다.
(8)웅진관조(熊津觀釣)
산으로 둘러싸인 금강변에서 낚시로 마음을 수양하는 모습
을 그리고 있다. 웅진은 한산의 진산인 기린봉 남쪽을 감싸고
흐르며, 공주에서 서천까지 이르는 금강하류 일대를 웅진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지점이라기보다는 강가 전체를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옛 문헌 기록을 토대로 충청남도 서천군 옛 한산
일대의 경관을 노래한 한산팔경을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해석
함으로써 정원문화 스토리텔링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행하였다. 옛 문헌으로는 조선 전기의 제도와 사회적 구조, 문
화 등을 알 수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한산8영 시를 지은 이색의 목은시고(牧隱詩稿), 한
산8영의 의미와 배경을 기록한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
등을 고찰하였다. 이들 문헌에 기록된 한산팔경을 발굴하여 현
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였고, 현재의 지형도에서 해당 위치를 비
교하여 도면화함으로써 정원문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옛 한산군 지역인 한산면, 기산면, 화양면 일대에서 조사된
면적 625m2 이하의 소규모 생활권 마을습지는 30개소로 나타
났으며, 한산8경으로는 1) 숭정암송(崇井巖松), 2) 일광석벽
(日光石壁), 3) 고석심동(孤石深洞), 4) 회사고봉(回寺高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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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수고(圓山戍鼓), 6) 진포귀범(鎭浦歸帆), 7) 압야권농
(鴨野勸農), 8) 웅진관조(熊津觀釣) 등이 도출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의 증보판으로서 5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청도편은
권14∼20에 수록되었고, 본 연구 대상지인 한산과 관련된 부분
은 한산군은 제17권에, 서천군은 제19권에, 비인현은 제20권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제6경 진포와 관련된 기록이 전라도
편 제34권 임피현과 옥구현에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옛 문헌에 나타난 한산8경의 의미와 위치를 확인
하고 생활권 마을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스토리텔링 자원
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문헌에 기
록된 한산8영을 발굴 해석하고 한산8경의 위치를 찾아내어 도
면으로 표현하여 스토리 자원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였
으며, 후속연구로서 한산8영이 담고 있는 시각적 또는 경관생
태적 의미를 해석하여 스토리를 발굴 창출하고, 이를 마을습지
와 연계하여 생태문화자원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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