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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연합뉴스 한류기획단 단장 기조발표

서봉사 瑞鳳寺, 워밍업은 끝났다

죽어야겠다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라

  언제부터라고는 기억을 하지 못 하나, 꼭 이맘쯤이면 나는 언제나 서봉사지에 들른다. 

째질 만큼 기분이 좋으면 좋아서, 아니면 마음 달랠 일 있으면 그럴 적에 언제나 가 보

고 싶은 곳 첫손에 꼽히는 데가 이곳 서봉사지다. 왜 그럴까? 

  올해는 여유가 좀 있다 해서 그런지, 아니면 째질 일도 달랠 일도 없는 그저 그런 날

이 계속해서인지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맘쯤 서봉사지 중턱에 올라 우두커니 앉아있노라

면 그 전면에 병풍처럼 둘러친 앞산 광교산 중턱을 띠처럼 두른 낙엽송 단풍이 그리 아

름다울 수 없다. 낙엽송은 단풍나무와는 사뭇 다른 단풍과 그것이 주변 산림과 어우러져 

오묘한 색채를 내는데, 내가 화가라면 그에서 무슨 새로운 미술 흐름을 바꿀 만한 단초

를 찾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감흥이 깊다. 서봉사지가 어떤 곳인가 묻거든 나는 말한다. 

이맘쯤 그 중턱에 올라 낙엽송 단풍을 바라보라고 말이다. 

  돌이켜 보면 내가 이쪽과 연을 맺기 시작한 때는 얼추 10년이 넘어 처음 왔을 그때는 

주변 풍광도 사뭇 달라, 요새야 그로 향하는 양쪽 계곡이 광풍이라 불러야 할 만치 천지

개벽해서 그 이전을 간직하고픈 사람들한테는 실망만 안겨줄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서

봉사가 안고가야 할 숙명 아니겠는가 싶다. 주변 모두가 변해 가는데 언제까지 유독 서

봉사와 그 계곡만 고즈넉으로 남아 달라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만큼 주변도 변했고, 

무엇보다 서봉사지도 천지개벽했다. 

  처음 발을 딛던 그때는 그 계곡이 끝나는 지점 카페도 없었다고 기억하고, 그에서 시

작하는 계곡 길엔 철망을 쳐 놓았으니, 사유지라 해서 이곳 땅 소유주가 출입조차 막기

도 했으니, 그리하여 등산객들이 낸 그 샛길을 이용하기도 했더랬다. 이 문제가 지금은 

해결되었는지 내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계곡 아래서 서봉사지로 통하는 이 계곡일 

문제는 여전히 잠복한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 담당 부서에

서는 무던히도 머리를 아파하는 것으로 안다. 이는 결국 ‘서봉사지를 어찌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접근할 적에 그 과정에 쉽지만은 않다는 복선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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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 양 옆길 치렁치렁한 칡 이파리가 이제는 숨을 다해가는 이 무렵, 그것들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서봉사지로 오르는 그 길은 비록 짧으나, 그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부채질하는 그런 숨결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죽고자 하고, 그래서 모름지기 죽고야 말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대미를 장식할 이승으로 나는 감히 서봉사지를 추천한다. 

급격한 주변 환경변화와 절터 

  처음 내가 서봉사지를 찾았을 적에는 물론 그 어떤 개발 광풍도 없었다. 예서 개발 광

풍이란 ‘손댐’을 말하니, 그 손댐이란 발굴조사 혹은 보수정비를 말한다. 그땐 갖은 잡풀

이 치렁치렁했고, 그러면서도 전면 현오국사탑비와 그 비각만큼은 그때도 보물이라 해서

인지 그런대로 정비가 된 정도였고, 나머지는 잡풀더미였다. 그런 잡풀 숲에서도 석축만

큼은 아주 잘 남아 아! 이 정도로 살아남아 고마웠다. 석탑 부재 중 상륜부 쪽을 구성했

을 석재로 상기하거니와, 그런 석재 하나가 탑비 앞에 있었다. 그 석재가 그리 아름다워 

하마터면 지고 내려올 뻔했다고 고백해 둔다. 

  최근의 급격한 주변 환경 변화는 서봉사지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그 변화를 간

단히 요약하면 도심 절터로의 변화다. 이는 서봉사지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본

다. 이는 결국 서봉사지를 향한 개발욕구다. 당장 그것이 소속한 용인시만 봐도 이미 인

구 백만을 넘긴 대도시로 변모했거니와 그러한 변화에 우리 서봉사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이 문제를 고민했으면 싶다. 

  해발 582미터,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아니하는 적당한 광교산光敎山 남쪽 기슭에 터 잡은 서

봉사지가 이른바 요즘의 도시생활 대세라는 ‘힐링’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주변 일대 뛰어난 자연환경은 무엇보다 매력으로 다가온다.

  나는 ‘워밍업은 끝났다’는 제목을 썼다. 무엇을 위한 워밍업인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

생할 것인가 하는 뜀박질이 남았다는 뜻이다. 이 뛰어난 자연경관과 버무려 그 풍모를 

어찌 바꿀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다.

  이곳이 잡풀더미였던 때가 불과 10년 전이다. 그런 잡풀더미가 발굴현장으로 바뀌리

라고는 나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때로는 지나치게 헌신적으로 보이는 이 지역 어떤 학예

연구사가 이걸 어떻게든 활용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발굴조사를 밀어붙일 때만 해도 가능

한 일일까 갸우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서봉사지가 적어도 중심 사역寺域(발굴면적 

기준 1만6천97㎡)만큼은 2013∼2017년 4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면모를 드러

냈으니 참말로 격세지감이다. 물론 발굴조사라는 측면에서 이른바 동원東院과 서원西院 터

로 추정하는 곳이 남기는 했지만, 얼추 그 중심 골격을 드러낸 셈이다. 지하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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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사는 조선 태조 시대에 왕실의 복을 기원하는 근간 사찰인 자복사資福寺가 되기에 부

족함이 없음을 보여줬다. 

  사찰 입지로는 비교적 가파른 산 중턱을 계단식으로 깎고 다져 조성한 서봉사는 현재

는 터만 남아 그렇지 예컨대 2017년 마지막 4차 조사에서 드러난 3단 지역 축대가 동

서 길이 약 90m에 폭 40m 규모에 높이 7∼9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에 각종 

건물이 꽉 들어찬 것으로 밝혀져 이곳이 한창 번성했을 그 무렵에는 그 압도적인 위용

을 자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오국사 탑비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존재했음이 분명한 이 

절이 언제쯤 처음 들어섰는지는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는 아니했다. 내 기억에 고려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흔적은 쉽게 드러나지 아니해서 아무래도 고려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앞서 언급한 편린을 제외하고 서봉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광교산 일대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격전지 중 한 곳이었으며, 나아가 반란자 소굴로서도 심심찮

게 역사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지금이야 턱밑까지 치고 들어온 개발붐에 그런 모

습을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개발 이전 광교산은 곳곳에 유곡幽谷을 갖춘 심산深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모는 이곳에서 적지 않은 무기류가 출토된다는 점에 

비추어 서봉사 이야기를 더욱 풍부히 만들 재료로 나는 본다. 

산지가람 전면 발굴의 전범

  서봉사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어우러졌다는 말을 했지만, 이 대목은 실은 우리 여타 산

지가람이라면 거의 다 갖춘 특징이라 유별난 강점이라 꼽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록 일

부 미조사 구간이 남기는 했지만 이렇게 처절하리만치 완전하게 조사된 산지가람은 국내

에서도 손을 꼽을 정도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산지가람의 정의를 어찌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테지만, 내가 기억하기로 

서봉사지와 같은 전형적인 산지가람으로 비교적 넓은 구역이 조사된 곳으로는 경주 남산 

중턱 천룡사지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천룡사지만 해도 발굴조사기관인 화랑문화재

연구원 오승연 원장 전언에 의하면 “전체 사역 중 대략 60% 정도를 발굴한 것으로 본

다”고 하며, 나아가 남산 기슭이라 하지만, 나 역시도 현장 방문을 통해 두어 번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지만, 그곳이 자리한 데는 산 중턱 평탄 대지라 제반 사정이 서

봉사지와는 왕청 다르다. 그 외에도 여주 고달사지며 파주 혜음원지 같은 데가 대대적인 

발굴을 하기는 했지만, 서봉사지에 견주면 평야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경사가 가파른 

산 중턱에다가 계단식 대지를 조성해 만든 가람 터가 발굴을 통해 제대로 전모를 드러

내기는 실상 서봉사지가 첫 번째 주자이자 유일한 사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봉사지

가 지닌 특징 중 하나로 이 대목은 대서특필해야 한다고 본다.



12 / 2020 용인 서봉사지 학술심포지엄

  중심 사역 조사를 통해 서봉사지에서는 27개 동 건물터와 축대 등을 확인하고, 고려

시대 이래 조선시대에 걸치는 기와와 자기류, 불상편 등의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 영

주 부석사처럼 경사에 따라 계단식으로 건축물을 배치한 양상이 현재까지 총 6단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성과는 향후 산지가람 조사는 물론이요, 현재도 운영 중인 산지가

람을 연구할 적에 서봉사지가 언제나 선구자나 가늠자 같은 역할을 예약한다. 특히 올해

와 같은 물 폭탄 시대에 저와 같은 산사 가람의 전면발굴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반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밀어붙인 행정당국(용

인시)의 역할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서봉사가 뚫은 돌파구

  살다살다 내가 별꼴을 다 본다. 내가 처음 이 업계 몸담을 적만 해도 문화재의 ‘문’자

만 들어도 해당 지역 이해관계하는 사람들이 질겁을 하고는 그런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했으니, 실제 그런 현장에서 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꺼냈다가 테러를 

당한 곳도 있다. 문화재가 이른바 극혐의 시대인 그때 새로운 제도로 등록문화재 제도란 

것이 도입되었으니, 이 등록문화재는 규제보다는 진흥 위주였음에도 등록예고와 동시에 

그 건물주가 해당 문화재를 때려 부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만큼 문화재로서는 험악

한 시대였다.

  한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전국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난리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재 보호장치와 그를 위한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이 크게 변한 건 아닌데 너도나도 문

화재 지정 혹은 등록을 못해 환장한 나라 같다. 너도나도, 이런저런 지자체가 이런 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지정해 달라, 문화재로 등록해 달라 하면서 다투어 문화재청으로 질

주한다. 도대체 내 눈을 의심할 만한 변화다. 그때도 문화재로 지정하면, 내 돈 한 푼 

안 들이거나 혹은 아주 적게 들이면서 국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었음에도 그 사이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는 서로 먼저 문화재 지

정 혹은 등록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나는 이를 별꼴이라 한다. 내가 너무 오래 문

화재 업계에 종사했나 보다.

  이러다 보니 그 전에는 문화재청이 골치 아파졌다. 어떻게 하면 저 밀려드는 문화재 

지정 혹은 등록 속도를 완화하고 그 욕구를 감퇴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각종 교묘한 장치를 동원해 그 욕구를 막고자 했다. 물론 

허울은 좋아서 사유재산 보호니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기는 했는데, 아무튼 음모는 

교활했다. 예컨대 문화재구역 혹은 그 보호구역 이해당사자 동의를 다 받아야 지정한다 

했는가 하면, 모름지기 지방 문화재를 먼저 거쳐야 국가에 의한 문화재 지정을 하게 한

다는 다단계 판매방식을 쓰기도 했다. 뿐인가 절터와 같은 사적 후보지에 대해서는 듣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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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못한 제어장치를 들고 나왔으니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 확산 억제방지책이 “전체 사

역寺域을 확인해야 문화재 지정을 검토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조건을 내단 것이 대표적

이다. 세상에 전체 사역을 확인해야 사적 후보지가 된다는 발상 혹은 근거가 문화재보호

법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초법적인 근거를 들어 문화

재 지정을 방해공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장치들이 문화재 지정 혹은 등록 욕구를 완화시킨 것은 좋은데, 새로운 문제가 

유발했다. 정작 보호해야 할 문화재를 개발과 같은 데다가 무방비로 노출하는 역효과를 

빚고 만 것이다. 전체 사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이 하염없이 연기된 

문화재 구역과 그 주변에는 야금야금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는가 하면, 정작 보호해야 

할 문화재구역은 지자체가 사유지를 매입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몰려버

리고 만 것이다. 그런 사유지들은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가 매입해야 하지만, 그 매입을 

위한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봉사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직 동산문화재이자 기념물에 속하는 현오국사비만 보

물로 지정됐을 뿐, 그 절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었다. 오직 기댈 곳은 사

역을 구성하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 110번지가 용인시 소유, 산 111번지가 

산림청 소유라는 국공유지라는 점 하나뿐이었다. 이런 토지 소유 특성 말고도 절터 보호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구역에 대한 보호책이 있어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때 용인시가 주목한 대목이 현오국사비였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탑비는 그 주변 

1,600㎡가 문화재보호구역이었다. 국보 보물의 경우 이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인지 그 

시행령인지에 따라 5년 단위로 그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 용인시는 바로 이 대목

을 노리고 파고든 것이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2017년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신청하

여 이듬해인 2018년, 용인시는 현오국사탑비 보호구역을 전체 사역을 포함하는 1만

6,000㎡를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봉사지 사역 전체

는 현오국사비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비로소 그 전체를 보호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용인시는 오는 2022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68억원을 투입하는 절터 보존 

· 정비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봉사지와 비슷한 고민을 동반한 문화재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런 현장에 용인

시가 취한 이 방식은 가늠자다. 특히 현장에서 문화재 정책을 수행하면서 비슷한 고민에 

처한 사람들은 이 방식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고 나는 본다. 이렇게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보니 이제 절터에 대한 제반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용인시가 

돌파구를 마련한 이 문화재 보호방식은 한국문화재 정책사에서 대서특필해야 한다고 나

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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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산 중턱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잔디밭이 아닌 탑! 

  워밍업은 끝났다. 발굴조사도 중심구역이 완료되었으며, 그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

로 확대되었으니, 서봉사는 이제 도약을 위한 돋움만 남았을 뿐이다. 이제 새로운 그림

을 그려야 한다. 발굴조사를 벌인 목적도 보존정비를 위한 것 아니었던가? 이제 본선이 

남은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로 어찌할 것인가?

  내가 알기로 절터 보존정비를 위한 사업에 용인시가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안다. 그에서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는 없다. 아직 사업 초창기라 그랜드디자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섣불리 그 궁극의 그림은 이러해야 한다

고 주장하거나 윽박할 수는 없다. 다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시급히 서봉사에 필요한 것

이 무엇인가는 모름지기 짚고 싶은 대목이 있으니, 이 자리에 내가 선 이유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좋다. 

  논한다.

  내가 이 광교산 남쪽 중턱, 이 뛰어난 조망을 자랑하는 서봉사에서 보고 싶은 것은 잔

디밭이 아니다. 잔디밭, 지긋지긋하다. 문화재 보존정비랍시며, 이곳저곳 잔디밭 조성한 

꼴 신물나게 봤다. 잔디밭 조성하려고 그토록 오랜 기간 적지 않은 돈을 투하해가며 발

굴했던가? 잔디밭 조성이 보존정비 궁극의 지향점인가? 잔디밭 보려고 발굴했던가? 그럴

러면 뭐하러 발굴했단 말인가? 잔디밭을 조성한들 이 골짜기에서 그걸 대체 어떻게 관

리한단 말인가? 잔디 놀이는 집어쳐야 한다. 이건 비단 서봉사지만이 아니라 잔디밭으로 

변모한 전국의 발굴현장에 내가 내는 눌함吶喊이다. 잔디밭을 만들 요량이면 차라리 발굴 

이전처럼 잡풀더미로 놓아두는 편이 낫다. 

  그렇다고 나는 섣부른 건물 복원을 찬성하지 않는다. 건물 복원해서 어디에다 써먹는

단 말이며, 그 운영은 그렇다면 대한불교조계종단에 위임할 것인가? 효용도 없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건물 복원은 복원과는 전연 무관계한 간단한 조망용 관람 데크나 작은 

정자 정도다. 그 이상은 동의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종래 서봉사지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는 말할 것도 없이 현오국사비다. 이 탑비 없는 서

봉사지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거나 반감한다. 그래서 탑비는 서봉사지의 반감기다. 이 탑

비가 본래 자리인지 아닌지는 아직 드러나지 아니했다고 보거니와, 그렇다 해서 나는 그 

원위치 확인을 표방하는 발굴은 반대한다.

  이런 탑비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건대 본래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거니와, 

만약 현재 자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는 어찌할 것인가? 본래 자리를 찾는다 한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가 누리는 역사성을 어찌할 것인가? 서봉사지의 절대 존재 기반인 

탑비는 건드릴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현재의 비각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가? 탑비 자체를 옥죄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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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판단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비단 이 탑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니와, 나

는 우선 비각이 있어야 하는지를 의심하니 아예 없애 버리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하다고 

보며, 그것이 아니라 해도, 이런 절터에 그 역사성과는 거리가 멀다 해도 저와 같은 전

통 건물 하나쯤 있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는 이 비각 역시 다른 지역 그런 건축물이 그렇듯이 탑비 자체를 옥죄는 느낌을 

많이 주거니와 그것을 존치한다고 가정할 때 비각은 높여야 하며, 감옥살이 느낌을 주는 

사방 나무 빗장들은 다 치우거나, 적어도 전면은 트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꼭 이 탑비

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지역 비슷한 보호각에 대해서도 나는 줄곧 주

창하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석탑 복원 문제다. 이곳 석탑은 도괴倒壞한 상태로 각 부재가 흩어진 상태

였거니와, 발굴조사 이전에도 이 정도 부재라면 복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 발굴성과로도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본다. 다만 하나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

니, 석탑 부재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지점을 발굴했더니 석탑 본래 자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있었을 법한 곳을 찾은 것도 아니다. 도대체 이 석

탑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이 현재로서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현

재로서는 섣불리 복원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석탑 본래 자리가 어디건 관계없이 조망성 혹은 역사성 회복 차원

에서 가장 먼저 석탑을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나중에 그 본래 자리를 찾으면야 천만다

행이겠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이런 절터라면 그런 절터를 확인하는 조형물로 석탑만한 

것이 없다. 석탑 부재가 없는 가운데서 섣불리 석탑을 복원한다면 외려 역사성을 훼손하

겠지만, 상당한 부재들이 남은 상태다. 이는 서봉사를 위한 축복이다. 

  무엇보다 나는 이 석탑을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 부재들이 집중으로 발견된 지점이 

아니라면, 절터 전체의 조망성을 보여주는 적당한 곳을 찾아 그곳에다 복원해야 한다고 

본다. 나중에 제자리를 찾으면 그대로 옮기면 될 일 아닌가? 그 옮기는 일이 무슨 대역

사이겠는가? 요새 같은 시대에 반나절이면 끝나는 일이다. 어디건 그 자리에 복원하되, 

이 자리는 임시임을 안내판 등을 통해 독자나 방문자들한테 안내하면 된다. 

  석탑이 서야 서봉사지는 서봉사로 비로소 우뚝 선다. 현오국사비와 석탑이 어우러진 

서봉사를 보고 싶다. 서봉사지가 아닌 서봉사를 나는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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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조선시대 불전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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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용인 서봉사지는 일찍이 ‘현오국사탑비’와 함께 학계의 관심을 받던 곳으로 몇 차례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쳐 대략적인 사찰로서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가 확보

되었다. 서봉사지의 발굴조사는 2012년에 수립된 �용인 서봉사지 종합정비계획�(한양대

학교 문화재연구소, 2012)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경과를 보면 2013년에 1차 시굴과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에 2차 발굴조사, 2015년에는 3차 발굴조사, 2016년부

터 2017년까지는 4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서봉사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일단락 

되었다. 용인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용인 서봉사지 복원정비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

((재)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2018)을 수립하였다. 용인 서봉사지는 종합정비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근거로 순차적인 발굴조사 시행, 그 결과를 반영한 종합정비계획의 수정계

획1)이 수립되고,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문화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

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2018년 보고서에 종합정비계획 수정계획이란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나, 계획의 수립 성격을 보면 발

굴조사 이후의 정비계획으로서 기존 종합정비계획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필자가 임의로 ‘수정계

획’이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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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봉사지에 대한 정비계획의 시행 또는 전제조건 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여러 차

례 진행되었다. 2016년과 2019년에 서봉사지를 특별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와 용인시의 

불교유적이라는 큰 틀 속의 서봉사지 조명이 이뤄졌다.2) 세 번의 학술세미나를 통해 ‘용

인 서봉사지의 가람 배치와 건축 유구의 검토’, ‘서봉사의 연혁과 현오국사’, ‘서봉사의 

현오국사비와 석조유물의 미술사적 의의’, ‘서봉사의 가람배치와 주변 사찰과의 관계’, 

‘서봉사지의 정비와 활용방안’이 발표되어, 인문적 배경, 석조미술, 건축유구, 가람배치, 

문화재 활용 등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발표문 역시 서봉사지 정

비를 위한 실시설계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좀 더 실효적인 정비를 위해 마련된 학술대회

의 한 부분으로 준비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봉사지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근래 집중

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건축유구 분석과 해석, 정비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굴조사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차원이라면 별도의 학술연구

가 진행되어 세세한 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3) 발굴조사 결과보다 더 나아간 유

구 해석은 해당 발굴유구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유적과 문화사적 배경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 개인에 의한 

재검토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본 발표문은 서봉사지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조사 또는 비교검토의 획기적인 사례가 

추가 규명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사역 전체에 대한 유구 재검토는 다소 어렵다는 현실적

인 한계 속에서 사찰건축의 핵심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불전4) 자체에 대해서만 시험적인 

재검토를 시도한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불전의 경우 여러 고고학적 조사에서 중요한 

유구로 다뤄질 뿐만 아니라 건축학에서도 단일 건축유형 중 궁궐 이상으로 여러 연구자

가 다뤘던 대상으로 많은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고, 서봉사지의 사찰유적이라는 유형적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하는 유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적 탐색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

으리라 판단하였다. 

2) �용인 서봉사지 학술대회 –시민과 공감하는 문화재 발굴, 정비 그리고 활용�, 용인시･(재)한백문화재

연구원, 201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고고미술분야 제8회 특별전 기념 학술대회 -용인 서봉

사지의 의의와 향후 활용방안�,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한국문화사학회, 2019.; �용인 불교문화

재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용인 불교미술의 재조명�, 용인시･불교문화재연구소, 2019

3) 기존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는 ‘파주 혜음원지’에 

대한 행궁영역 고증연구(2018)와 불전영역 고증연구(2020 진행중)가 있다. 두 고증연구 모두 별도의 

학술연구용역으로 진행되었으며, 고려의 궁궐유적과 사찰유적에 대한 비교분석과 더불어 불교사, 생

활사 등 인문적 배경 검토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서봉사지에 대한 해석 역시 기초자료에 대

한 검토를 별도의 학술연구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차원의 학술세미나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4) 발굴조사보고서와 정비계획에서는 일관되게 ‘금당(金堂)’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조사 초기

에는 조선시대 유구로 규명되기 이전이라 시대를 모르는 상황에서 중심예불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조선시대 유구로 확인된 현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금

당’이라 표현하는 것은 다소 회의적인 면이 있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금당’이란 명칭 대신에 고

려~조선시대에 통용되는 명칭인 ‘불전(佛殿)’이라는 전각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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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봉사지 조사 경과도

(�서봉사지Ⅲ -4차 발굴조사 보고서�, 용인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2019,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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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단 조선시대 유구 중 불전지에 대한 조사현황과 기존 논의

1. 3단 유구 조사과정과 내용

  3단 불전지는 2013년에 진행된 시굴조사를 통해 처음 확인되었고, 이어서 진행된 발

굴조사에서 불전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5) 2013년의 1차 발굴조사는 사실

상 3단의 불전지 자체에 대한 조사였다. 이후 2014년에는 1차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3단 전역을 대상으로 2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불전지를 포함한 일원의 건물지를 확인

하였다.6)

  우선, 처음으로 불전지를 확인한 시굴조사의 내용을 보면, 3단의 시굴트렌치 E5-1, 2

와 F5-2, 37)에서 초석과 적심, 기단 유구가 확인되고, 연화문 수막새와 어골문, 수파문 

와편이 출토되었다. 조사단은 이 건물지를 정면 3칸, 측면 3~4간 규모의 금당지로 추정

하고 추가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림 2> 불전지 1차 발굴조사 유구현황도 1 (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103쪽)

5) �용인 서봉사지 시굴 및 1차 발굴조사�, 용인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6) �용인 서봉사지 Ⅱ -2차 발굴조사�, 용인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7) 보고서 본문에 ‘F-2, 3’라 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2015,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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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불전지 1차발굴조사 유구현황도 2 (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105쪽)

<그림 4> 불전지 부분 항공사진 –2차 발굴조사 후(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8쪽, 부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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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전지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1차 발굴조사에서 완료되었고, 2차 발굴조사에서는 불

전지에 연속된 측면과 전면의 건물지 확인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불전지 양옆에 온돌유

구가 포함된 곁채가 확인되었고, 그 앞쪽으로도 불전 앞마당 좌우에 2동의 건물이 마주

보고 있으며, 불전 전면에는 누각을 배치하여 누하진입의 동선 체계를 구성하였다는 결

론을 끌어냈다. 3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특이사항으로는 불전 앞마당과 3-4 건물지 하

부에서 고려시기 유구(석렬1, 2; 적심)가 확인되어 불전지 하부뿐만 아니라 3단 전역에 

고려시기 유구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과 석탑과 비각, 석등의 흔적을 

앞마당 좌우의 건물 후면에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2차 발굴조사의 출토유물은 전반적

으로 1차 발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3단의 일부 건물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된 3

차발굴에서는 3-12건물지에서 금동보관이 출토되었다.

<그림 5> 1차 발굴조사 출토 불상편과 막새 기와

<그림 6> 2차 발굴조사 출토 금동보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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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전지에 대한 기존 해석

  1차 발굴조사 이후 조사단은 보고서의 종합고찰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건축유구에 

대한 해석과 건축형태 추정을 제시하였다.8) 외곽의 기단석재는 상부의 유실 없이 보존

된 것으로 보고, 초석과 적심, 하방, 불단 시설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기단은 1

차례 시기를 달리하여 보수하여 재사용한 모습을 확인하였다. 즉, 2시기에 걸친 유구가 

누적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건물지에 대해서는 외곽의 적심과 초석을 바탕으로 3X3칸의 건축물로 추정하고, 내부

에 어칸 후면에서 보이는 석재를 불단의 흔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단은 건물의 평면

에 대해 불단이 후벽에 붙어 있는 후치형 불단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9)

<그림 7> 조사단이 제시한 불전지 건축평면 비교 사례 (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176, 177쪽)

  조사단의 이러한 견해는 이후 진행된 2차례의 학술세미나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수

립과정에서도 큰 이견은 제시되지 않았다.10)

8) 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5, 173~178쪽

9) 보고서에서 전면에 툇간이 형성된 사례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툇간이 구성되었다는 결론 제시하지 

않고 있다. 

10) 불전과 연속된 일련의 건물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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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단 불전지 유구와 평면 검토

  기존 조사단의 조사내용은 과거 다른 사찰의 사례에 비한다면 상당히 충실하고 자세

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황에 대한 해석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고 생

각된다. 이는 조사 결과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고고학적 학술조사과정의 경우 

실재하는 현상에 대한 규명과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그에 대한 해석과 상부 건축물에 

대한 추정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상상과 가정이 가능하여 벌어지는 견해의 차이로 

이해하여야 한다. 

1. 기둥배치와 평면 검토

<그림 8> 불전지 주망 추정도

  불전지 건축유구에서 우선 주망(柱網)을 살펴보면 외곽을 기준으로 양측면에 4개의 초

석이 확인되어 3칸으로 추정하고, 앞쪽은 초석 1기가 결실되고 적심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3칸으로 보이다. 후면도 전면과 기둥열이 거의 일치하여 초석 4기 즉 기

둥 4개에 의한 3칸 규모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조사단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문

제는 불전 내부의 초석과 전면 기단, 불단에 대한 부분이다. 내부의 초석을 보면 주망에 

일치하면서 건물의 앞쪽에만 초석이 있고, 뒤쪽으로는 초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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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온전한 모습으로 본다면 주망을 구성

하는 16개의 기둥 중에서 후열의 2개(그

림 8의 원 부분)를 줄인 후열감주법(後列

減柱法)이 적용된 평면으로 이해된다. 그

런데 우리나라에서 후열감주법이 적용된 

평면은 궁전에서 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불전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11) 내부 전열에 기둥이 배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내공간이 협소해진

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단과 불전 내 예

배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궁궐건축에서는 보이지만, 불전에서는 현존하는 사례는 없다. 건

축구조에서 일직이 발달한 감주법 즉, 내부 기둥을 줄이는 방식은 중국 남선사 대전에서

도 나타나고 있어 8세기 무렵부터 이미 사용된 기법이다. 불전 내 의식 거행과 맞물려 

보급된 평면으로 이해되고 있다. 결국 후열감주법이 적용된 3×3칸 불전으로 보기에는 

여러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봉사지 불전을 후열감주법이 적용된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2가지 가능

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후열의 초석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이다. 조사단에서 불

단의 흔적으로 추정한 유구를 적심으로 본다면 상부 초석의 유실 가능성도 가정할 수 

있다. 물론 두덩이의 석재 중 동쪽의 경우 적심으로 보기에는 빈약한 면이 있어 그 가능

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가

정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는 경우의 수이다. 건물의 규모를 3×3칸이라 가정하고 주망 

내부에 모두 초석이 배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통칸정치법에 해당하는 기둥배치로 국내 

사례로는 수덕사 대웅전(1308년 초창)12)과 부석사 무량수전(1376년 중수), 거조암 영산

전(1375 초창), 법주사 원통보전(1624년 중창)이 있다. 이 중에서 법주사 원통보전13)만 

임진왜란 이후의 건축물이고 나머지 세 사례는 고려후기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규모면에

서는 서봉사지 불전이 11.2×7.8m로 수덕사 대웅전 14.2×10.7m 보다는 작고 법주사 

원통보전 8.4×7.8m보다는 큰 편이다. 통칸정치법을 가정하였을 경우 불단은 후면에 붙

는 방식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1) 전봉희, 이강민, �3칸X3칸 한국 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2) 수덕사 대웅전 측면에는 대들보 허리를 받치고 있는 샛기둥이 있어 중앙의 기둥열이 감주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기둥은 구조적인 기능의 장치라기보다는 측면 벽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도 

판단 할 수 있어 감주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13) 조서 후기 건축물인 법주사 원통보전에 통칸정치법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

다. 일반적으로 요잡의식을 위한 공간구성으로 보거나, 모임지붕 구성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림 9> 후열감주법이 적용된 창경궁 명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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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덕사 대웅전 평면도

<그림 11> 부석사 무량수전 평면도

<그림 12> 법주사 원통보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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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정수사 법당 평면도와 단면도

<그림 14> 개목사 원통전 평면도와 단면도

  두 번재 대안은 초석 유구의 결실은 없다는 전제하에, 불전지의 건축유구 자체가 재건

된 이후 1차례의 증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다. 이는 원 건물을 3×2칸으로 보고 전면의 

1칸을 툇간으로 가정한 것으로 이미 조사단에서 사례로 든 정수사 법당(1423년 중창, 

1689년 중수)과 개목사 원통전(1457 초창, 조선중기 중수 추정)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

다. 두 건물 모두 전면 툇간이 후대 증축된 것으로, 정수사는 원 건물이 3×3칸이었으나 

전면을 증축하여 3×4칸이 되었고, 개목사는 3×1칸 건물이었으나 증축하여 3×2칸14)이 

되었다. 두 건물 모두 증축의 흔적이 지붕의 측면 형태에서도 확인되는데, 건물 지붕면의 

길이가 앞뒤가 다르게 나타나 증축부가 좀 더 길게 뻗어 나와 있다. 이 같은 증축행위는 

실내공간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다. 서봉사지 3단 불전지의 경우 측면 목조가

구를 알 수 없어서 증축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면의 기둥열과 기단과

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서봉사지

14) 개목사의 전면 툇간의 경우 폭이 협소하여 이를 반칸으로 보아 측면을 1.5칸으로 보기도 있다.



30 / 2020 용인 서봉사지 학술심포지엄

의 경우 발굴조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선대의 기단 위에 후대의 건축물이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기단의 확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조사내용을 보면 불전지의 기단은 

모두 3단으로 확인하였고, 최상단의 기단은 초석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 여기에는 다

양한 석재가 혼용되어 있어 후대 여러 차례 보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단은 보고 있다. 

이러한 기단의 양상이 맞는다면, 초석이 기단의 제일 끝선에 있는 모습으로 일반적인 초

석의 배치방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기단의 위치가 맞는다는 가정 속에 초석이 기단의 끝

선에 위치하는 경우는 증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치하는 초석을 기단선에 맞춰 

배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우는 딱히 생각되지 않는다. 마치 추녀를 보강하기 위해 활주

를 설치할 때 기단석 위에 설치되는 모습과 비슷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5> 불전지 기단열 위치 -도면

<그림 16> 불전지 기단열 위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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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본 불전 평면에 대한 두 가지 대안에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각

기 남아있다. 우선 통칸정치법으로 주망이 이뤄졌다고 가정한 첫 번째 대안의 경우 ‘전

면 초석이 기단과 맞물려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뾰족한 해답

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초석의 결실이 확실한지에 대한 현장 검토 역시 필요하다. 

전면 증축의 가능성을 살펴본 두 번째 대안은 측면의 기둥 간격이 증축의 양상으로 보

기에 다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될 수 있다. 서측면 기준으로 측면의 기둥 간격을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2,050㎜, 3,550㎜, 2,170㎜로 어칸을 두고 양쪽에 같은 너비의 

협칸을 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만약 전면을 증축된 툇간으로 보아 원건물이 측면 2칸

의 건축물이라면 기둥 간격은 등간격으로 배치되

었을 가능성이 큰데, 서봉사지 불전지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물론 측면 2칸 건축물 중 기둥 

간격이 등간격을 이루지 않은 사례도 있다. 청주 

안심사 대웅전(1606년 재건 추정)의 경우 측면의 

기둥 간격이 3,149㎜, 1,992㎜로 등간격을 이루

지 않고 있어 참조가 된다.

  두 가지 대안에서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점도 남아있다. 건물의 도리방향 기둥 간격이 일

반적인 규범을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유구의 초석을 기준으로 제시된 기둥간격의 실측

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3,905㎜, 3,520㎜, 3,730㎜로 어칸이 가장 좁고 서쪽 협칸이 

가장 넓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조선시대 건물의 중수 또는 중창 과정에서 실내를 조

금씩 넓혀 기둥이 초석의 중앙을 벗어나는 경우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40cm 이상 어칸

이 협칸보다 좁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선 부분이다. 건물 전체 너비를 

삼등분하면 기둥간격은 3,733㎜이고 초석과의 위치 관계는 <그림 18>과 같다. 이 정도

로 초석을 벗어난 기둥배치가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17> 안심사 대웅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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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불전지 유구 평면, 단면, 남측입면 (정비공사 도면 필자 수정,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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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단 검토

  조사단은 불전지 내부 어칸 후면쪽의 석재 무더기

를 불단유구로 보고 있다. 불단 이외 다른 가능성은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초기부터 불단으

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고찰에서 불단의 배치

방식을 검토한 내용에서도 어칸 기둥 간격만큼의 방

형불단이 설치된 상황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불단의 배치를 검토하기 전에 건물 바닥

의 마감, 불단의 형태와 하부 유구의 관계 등 몇 가

지 선행검토할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이를 먼저 짚

어보고자 한다. 

  서봉사지는 1~4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전(塼) 유

물은 2점 확인되는데15) 조선시대 불전이 위치한 3단

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16) 불전지 내부의 

문화층 표면을 보아도 전이 깔려 있었던 정황은 보

이지 않는다. 이는 곧 불전 내부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

려~조선초까지는 불전 내에 전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조선 초부터 서서히 내부의 바닥은 마루를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

다. 수덕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전 등 고려시기 건축물도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마루

가 설치되었다. 무위사 극락전은 조선초 건축물로 1430년 초창 당시에는 바닥이 방전

(方塼)으로 되어 있었으나, 1476년 수륙사로 지정되면서 내부에 마루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조선시대 불전건축의 일반적 경향과 서봉사지 불전지의 출토유물로 보면 

불전 내부는 처음부터 마루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루가 설치된 바닥을 가

정하면 소규모 불단은 일반적으로 마루의 귀틀 위에 놓이기 때문에 별도의 하부시설이 

필요치 않고,18) 법주사 대웅보전과 같이 중층전각에 대형 소조불이 봉안되면서도 불단을 

초석과 기둥을 사용한 구조물로 구성하고 있다. 목조로 제작한 불단 하부에 별도의 지대

석을 설치하는 사례는 수덕사 대웅전이 있다. 수덕사 대웅전의 석가모니불 대좌는 팔각

형 평면의 팔각대좌로 볼 수가 있는데, 목조로 불단과 같이 바닥에서부터 설치되었다는 

15) 3차 발굴에서 고려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5-1건물지 Ⅳ층과 6-3건물지 Ⅳ층에서 각각 편으로 출토

되었다.

16) 4~6단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보아도 기와 등 다른 유물의 출토 양상에 비해 전의 출토수량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17) 무위사 극락전의 내부 방전은 1958년 수리공사 당시 확인되었으며, 마루의 설치시기에 대한 추론도 

당시 수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다.(�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1958.)

18) 불단의 너비가 기둥열과 비슷하게 나가는 이유 중 하나를 마루 귀틀과 연관을 지어 보는 견해도 있

다. (안대환, �조선시대 사찰 주불전에서 불단위치와 목가구의 상관성과 시대적 변화�, 연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1)

<그림 19> 조사단 추정 불단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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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강조하여 대좌형 수미단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 대좌의 제작시기는 건물의 

초창연대(1308년)와 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사진을 보면 대좌 하부에 

별도의 지대석을 설치한 모습이 보인다. 수덕사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목조대좌

형 수미단으로 고대부터 고려대까지 일반적인 석조대좌가 목조로 전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하부의 지대석 역시 이러한 전환기에 불전 내부에 방전이 

깔리는 상황과 맞물려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덕사의 경우 고려말 석조대좌에

서 목조대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전으로 마감된 불전에 설치된다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사례로 이를 마루가 설치되는 조선시대 불전과 동일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서봉사

지 불전지 역시 후자에 속하여 불단 하부에 별도의 지대석 또는 기초가 설치되었을 가

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야 한다. 

<그림 20> 법주사 대웅보전 불단 하부 사진과 단면도(�법주사 대웅전 실측·수리보고서�, 2005)

<그림 21> 수덕사 대웅전 불단 현황과 일제강점기 해체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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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칸 후면 초석에 연결된 석재는 어떤 용도일까? 라는 물음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

을 찾기는 어렵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은 앞서 평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

시한 것과 같이 결실 초석의 적심일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벽

체 하부 구조물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불전 내부에 벽체가 설치되는 경우는 고대 금당지

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불전의 평면에서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마치 감실(龕

室)이 설치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상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순천 송

광사 관음전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순천 송광사 관음전은 1902년 고종 황제의 

성수망육(星壽望六: 51세)을 맞아 사액된 황실 기도처, 즉 원당(願堂)으로, 1903년에 건

립되면서 당시에는 성수전(星壽殿)이라 편액하였다. 이후, 1957년 경내의 옛 관음전을 

해체하면서 황실의 위패를 봉안하였던 전각의 감실에 목조 관세음보살상을 옮겨 보관하

게 되면서 관음전이라 이름을 고치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내부 감실 구성을 보면 고

주를 세우고 어칸 후면 기둥과 고주 사이에 벽을 세워 감실을 구성한 모습을 볼 수 있

다. 감실 부분의 마루는 한 단을 높여 공간에 위계를 부여하였고, 불단은 마루 위에 직

접 설치하였다. 벽체 하부는 마루의 귀틀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체 수리

가 이뤄진 적이 없어 정확한 구조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건물 외벽의 구성법의 경우 

벽체 하부에 하인방을 설치하고 그 밑을 고맥이로 막는 설치법을 감안해 보면, 이곳에는 

하인방과 고맥이 사이에 귀틀이 자리하지 않을까 추측만 가능하다.

<그림 22> 순천 송광사 관음전 전경과 내부 감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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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서봉사지 3단에 있는 불전지를 대상으로 평면과 불단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자면, 기존의 후열감주법이 적용된 불단 후치형 평면의 추정은 

다소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정치법에 의한 주망구성, 전면 툇칸의 증축 가능성, 감실의 

설치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가정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혹 ‘그중 어떤 모습이 

원형인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현시점에서 규명하기 불가능한 부분으

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후 새롭게 제시되는 자료와 조사･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서봉사지의 추후 보존관리와 후속되는 학술조사에 대해 몇 가지 개인적인 의

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정비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서봉사지의 의미를 어디에 두

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관리 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보물로 지정된 ‘현

오국사탑비’에 초점을 맞춰 고려대 사역이 조사와 정비의 중심인지, 아니면 고려부터 조

선시대까지 연속된 시간의 흐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추가학술조사의 필요성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현오국사탑비의 

보존방안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불전지의 정비방안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한 가지 우

려되는 부분은 더 이상의 학술고증연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근래에 진행된 파

주 혜음원지에 대한 학술고증연구를 보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성격을 새롭게 규

명하고,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 건축구조물로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진행된 정비공사로 기존 조사자료의 한계만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다. 서봉사지의 경우 

발굴조사가 일단락된 현시점에서 그 결과물을 다른 시각에서 고증 검토하는 작업이 시급

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속적인 상호보완의 과정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된 

정비공사의 내용대로라면, 고증을 위한 현장 검토가 앞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

을 고려하여 고증조사와 정비공사 사이의 균형과 시기 조절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용어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고학과 건축학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쉽게 고쳐지지 않을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봉사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오인되고 있는 ‘금당’과 ‘하방’이라는 표현은 이후 

분명한 사용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금당’과 ‘불전’ 모두 불상과 같은 예경(禮敬)

의 대상을 봉안하는 장소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두 용어의 사용 시기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분하여 쓸 필요가 있다. 실제 역사적 

사례를 보면 현재 하동 쌍계사에는 금당(金堂)과 대웅전이라는 두 건물이 각기 영역의 

주불전 역할을 하고 있다. 금당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이 임진왜란 이후 대규모 

중창되기 이전부터 존속해오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금당으로 편액된 건물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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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오래된 영역을 보존하면서, 새롭게 대웅전 영역을 조성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도 금당이란 표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한 것이라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

다. 그런데 서봉사지의 경우 조사 초기에 조선시대 유구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당이라 지칭하고 있어 불교건축의 시대적 맥락에 오해를 주고 있다고 느낀다. 보고서

에 자주 등장하는 ‘하방’이란 용어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건축에서 ‘하방’

은 ‘하인방’의 줄임말로 기둥과 기둥을 횡방향으로 잡아주는 부재를 인방이라 하고 그 

설치 위치에 따라 상･중･하인방이라 부르는 목조 부재의 이름이다. 이 하인방 아래에 고

맥이가 석재로 설치되어 발굴유구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봉사지 관련 보

고서와 안내서에는 고맥이와 관련된 유구를 모두 하방이라 표기하고 있다. ‘고맥이’라는 

용어는 고고학과 건축학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고맥이라는 

보편적 용어를 쓰지 않고 목부재 용어인 하방을 유구의 명칭으로 사용한 연유가 무엇인

지 알 수 없으나, 기존의 수많은 다른 조사서와 연구성과물, 문화재 해설 등과 상충되는 

‘하방’이라는 표현은 꼭 되짚어보고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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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선 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소장 토론문

「용인 서봉사지의 건축유구 분석 및 정비방향 

검토」에 대한 토론문

  도윤수 선생님이 발표하신 원고 잘 보았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3단 조

선시대 불전지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꼼꼼하게 해주신 점에 감사드

립니다. 토론자는 과거 서봉사의 건축적 실체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발표자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려 합니다.

용도와 규모

  토론자는 건물지 분석에 앞서 먼저 유적의 배치와 공간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구조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굴조사 자

문회의시 모두가 서봉사지 3단 건물지의 최상층 유구의 구조에 대해 주목할 때 토론자는 

하부에 고려시대 유구가 있고 그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3단 불전지 하부의 고려 건물지는 주변의 다른 유구들과 함께 일곽을 이루는데 

금당 구역과는 중심축을 달리하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4동중정 형식의 사찰과는 

달리 안마당이 매우 협소하고 앞뒤의 건물이 매우 인접하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발굴조사 결과로 볼 때 중심건물은 정면은 3칸, 측면은 2칸 또는 3칸 규모로, 

5-6단 축대 위에 남서향으로 위치한 금당지의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좌우에 탑과 탑비 자리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의 결과로 추론한 결과 토론자는 서봉사지의 3~4단 유구들을 고려시대 탑비전(조

사전) 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산 삼천사지, 개성 영통사지, 원주 법천사지, 부석사, 

칠장사 등 많은 고려시대 사찰 또는 사지에서 조사전 영역이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

음을 볼 때 이곳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에 열거한 사찰이나 사지의 경우 조사전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은 2칸 이하인 경

우가 많습니다. 이는 서봉사지 3단 최상층 불전지의 규모와 구조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발굴조사시 최상층 유구의 상태가 좋으므로 이를 보존키로 

하여 하부의 고려 건물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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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과 가구

  현재의 최상층 유구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인데 발표자는 평면 구조상 전후퇴 구

조에서 내부 기둥중 후열의 기둥을 감주하거나 측면 2칸 건물에 전퇴를 부가한 두 가지 

형식으로 검토한 바 있고 후자쪽에 무게를 둔 듯합니다. 그 사례로서 강화 정수사 법당과 

안동 개목사 원통전을 들고 있으며 모두 조선전기 건립하여 조선중기 이후에 전퇴를 부가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는 개목사 원통전의 경우 조선전기에 전퇴 구조

로 계획하여 건립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정수사 법당의 

경우 후면 초석렬과 전퇴 초석렬의 레벨이 다르고 두공의 형식도 현저히 차이가 있으나 

개목사 원통전의 경우 후면 초석렬 레벨과 전퇴의 초석 레벨이 동일하고 뺄목 형상도 유

사하여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사 법당과 거의 유사한 예로는 고려후기에 건립하고 

조선중기에 전퇴를 증축한 사리원 성불사 극락전의 소실전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서봉사지의 3단 불전지의 경우 전면 기단 안쪽에 다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초석을 

설치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후대에 증축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초석의 크

기가 커서 건물의 처마를 지탱하는 퇴칸 기둥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토론자는 

건물 전면에 기둥 없는 눈썹마루를 부설한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석 하부에 석축을 

설치한 건물이나 유구의 사례를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불전 전면의 눈썹마루는 진입전 

전이공간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안동 봉정사 대웅전, 개성 관음사 대웅전, 해주 

귀진사 극락전 등의 건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봉사지 3단 불전지를 전면에 마루가 부설된 구조의 건물로 가정하면, 규모는 정면 3

칸, 측면 2칸이 되고 측면 주칸이 협소하므로 발굴단이 추정한 것과 같이 불단이 건물 뒷

벽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언급한 하부 고려시대 사

원의 조사전 규모와 유사하게 되므로 주목됩니다. 다만 고려 유구 위에 조선시대 정면3칸, 

측면 2칸의 건물을 중창한 것인지 고려시대 건물을 그대로 두고 앞에 마루를 부설한 것인

지는 상하의 유구 사이 중복관계가 제대로 조사되어야만 밝혀질 문제라 생각됩니다.

주칸과 영조척

  발표자는 정면의 주칸 치수에서 어칸이 좌협칸보다 400mm 이상 작다고 하여 주칸은 

3,733mm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역시 <정비공사 도면>의 주칸 

설정은 도면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한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어칸의 3,550mm가 

측면 중앙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좌우 협칸은 약간 더 크다는 사실은 주목됩니다. 

수덕사 대웅전 등 몇몇 건물에서 각 주칸의 길이가 동일하지만 기둥 안쏠림 때문에 어

칸이 미세하게 협소한 경우는 발견되나 어칸이 협칸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불전지 유구의 주칸치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정면과 측면 주

칸의 영조척 분석을 통해 정확한 주칸을 역산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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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연구의 필요성

  이상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는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현 단계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토론자도 황룡사지와 

미륵사지의 복원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발굴조사된 유적과 건축적 해석 사이에는 일치하

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며, 복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현재 시점

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껴 그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서봉사지도 발굴조사 결과가 바로 유구 정비로 직접 이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유일한 해결책은 복원연구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유적에 손대는 것은 문화재 보존의 원칙

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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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선시대 서봉사지에 대한 재인식

  용인 광교산에 위치한 서봉사지는 1999년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물 9

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현오국사탑비가 위치한 고려시대의 사지로서만 알려졌다.

(양정석, 1998) 1999년의 조사에서 채집된 유물을 통해 이곳이 고려시대뿐 아니라 그 이

전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오랜 시간 사찰로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중앙승가대학교, 1999) 이후 2009년의 조사에서는 기존의 서봉사 범위로 이야기된 

현오국사탑비를 중심으로 한 구역은 보고서에서 중원이라고 명명된 하나의 권역일 뿐이

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동원과 서원을 합하여 모두 3개의 원으로 구성된 매우 넓

은 사역을 가지고 있었음도 알게 되었다.(수원대학교 박물관, 2009) 그리고 2013년 이 

지역에 대한 시굴 조사가 발굴 조사로 이어지면서 서봉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적인 

조사가 시작된다.(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2016, 2019)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확인된 고

고학적인 유적과 유물은 기존의 고려시대 중심의 서봉사지 인식이 조선시대 중심의 서봉

사지 인식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서봉사지의 조선시대 가람의 

조성시기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당시 서봉사지의 사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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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봉사지 3단 대지 건축군의 조성시기에 대한 인식

  서봉사지는 2013년 시굴조사가 발굴조사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총 3권의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2016, 2019) 

  1차 발굴조사는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6단의 평탄 대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인식된 3단 대지에서 금당지로 추정된 유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된 유구

가 조성된 시기는 공반된 유물의 편년을 바탕으로 조선시대로 이해되었으며, 이 유구는 

이후 보고서를 통해 건물지 1이라는 명칭으로 정리되었다. 

  2014년에 이루어진 2차 발굴조사는 1차 조사에서 확인된 3단 대지의 건물지 1 주변

을 확장하여 실행되었는데, 조사 결과 건물지 1을 포함한 4개의 건물지가 'ㅁ'자형으로 

배치된 건물지군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주변에서 10여 동 이상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3단 대지의 건축물들은 새롭게 명칭이 붙게 되는데, 여기서 'ㅁ'

자형 배치에서 북쪽의 건물지 1은 3-1 건물지, 'ㅁ'자의 동쪽은 3-4 건물지, 서쪽은 

3-5 건물지, 3단 대지를 구획하는 축대에 붙어 있는 남쪽 문루식 건물지는 3-6 건물지

로 명명하였다.

<그림 1> 3단 전체 현황도(2,3차 보고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ㅁ'자형의 배치를 4개의 건물이 소위 '중정'을 둘러싸고 조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중정식, 보다 명확히는 사동중정식 가람배치의 전형적인 예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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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3차와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었

다. 이를 통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축대와 개별 건물지의 하부와 중정에서 고려시대

의 유구가 확인되어 3단 대지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단속적이기 하지

만 사찰의 중심으로서 운영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통해 확인된 유적이 언제 조성되고 운영되었는가에 대해 조사보고

서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인식을 제시하였다. 

  우선 보고서에서는 고려시대에 이미 총 6단의 축대를 쌓아 각 단별로 건물을 조성하

여 사용하였는데, 그중 5, 6단이 중심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3단 이상의 영역은 

성격을 달리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운영되던 서봉사는 자연재해 등으로 사세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가 15세기 조선시대 태종대에 국가지정사찰인 자복사로 지정되면서 

부흥기를 맞이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자복사로 지정된 서봉사는 그 사역의 중심을 5, 6단에서 3단으로 이동하였는

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자연재해로 인한 경험이 투영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3단

을 중심으로 사동중정형 가람배치가 이루어진 것도 이때로 추정하였다. 이 당시 중창을 

통해 3단에 모두 13동의 건물 배치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이후 18세기까지 

서봉사지 3단 구역은 사찰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보고서를 통해 볼 때 3단 구역의 조선시대 가람은 태종 7년 즉 1407년 주변

의 사찰들을 통폐합하면서 자복사로 선정된 이후 조성되어 18세기 정도까지 운영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자복사로 선정된 이후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른 후에 

3단 영역에서 현재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배치구조를 갖은 사찰이 조성되었는지는 명확

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

히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Ⅲ. 유물로 보는 서봉사지 3단 대지 건축군의 조성 시기 검토

  서봉사지에서는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2016년 서봉사

지 학술대회에서는 이 중 대표되는 유물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연호명 명문기와, 역

시 제작시기를 편년할 수 있는 자기류, 그리고 3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3-12건물지의 아

궁이 퇴적층에서 확인된 금동보관을 들어 조영시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1)

1) 김종길, 2016, 서봉사지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 용인 서봉사지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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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발표문에서는 이 금동보관이 다른 보살상의 보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15세기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더불어 출토된 유물 중 비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년

이 가능한 유물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해당 유적의 시기를 파악하였다. 이중 출토된 

연호명 기와는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밝힐 수 있어 사찰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으로 보았다. 우선 ‘成化三年’ 명 기와편이 3단 건물지 지표에서 1점이 수습되었는데, 성

화 3년은 1467년으로 세조 13년으로 이때 기와가 제작된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특

정한 건물에 이 기와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2> 성화3년 명 막새

  

<그림 3> 가정32년 명 막새

  이와 함께 ‘嘉靖三十二年’ 명 기와편도 다량 출토되었는데, 가정 32년은 1553년 명종 

8년이다. 이 기와편은 3단 대지 건축군의 중정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춭토되었다.

  이외에 1차 발굴조사 3-1 건물지에서 2점이 확인된 崇禎 명 기와편이 있는데, 이 기

와는 숭정 년간인 1628-1644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3단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1407년 이후 1467년, 1553년, 그리고 1628년에서 1644년 사이에 

3차례의 창건, 혹은 중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즉, 18세기 사역의 기능이 

상실되기 이전 15세기 중반, 그리고 16세기 중반, 마지막으로 17세기 이후 어느 시점에 

기와를 제작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중 성화 3년 명기와를 통해 볼 때 1467년이라는 제작 시기가 분명하므로, 자복사로 

선정된 1407년에서 성화 3년명 기와를 사용한 특정한 작업이 이루어진 1467년 사이에 

3단의 대지에 조선시대의 가람이 새롭게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렇게 3단 대지의 건축군이 처음으로 조성되는 시기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그다

지 관심을 끌지 못하였던 유물에 대해서도 새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청기와의 

존재이다. 



제2주제 용인 서봉사지 조선시대 가람과 청기와 / 49

Ⅳ. 서봉사지 출토 청기와의 검토

  서봉사지의 청기와는 2015년 보고서에서2) 처음 보고 되었는데, 당시에는 외면에 녹

유를 시유한 녹유기와로 이해되었다. 이 기와편은 지표에서 수습된 것이기 때문에 유구

의 편년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인식은 2016년 보고서에서도 동일했는데,3) 이는 분류기준을 2015년의 

보고서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들 청기와는 2차 조사와 3차 조사과정에서 모두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이었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관찰만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구분은 녹유의 수키와편들로 특징으로는 외면은 녹청색, 내면은 암적

갈색, 그리고 속심은 적갈색이라는 색조가 서술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4차 발굴조사의 

성과가 담긴 보고서 Ⅲ에서4) 변화하였는데, 외면에 청록색 유약이 확인되는 청기와로 기

술된 것이다. 인식의 변화에 따라 색조에 대한 기술방식도 녹청색에서 청록색으로 변화

하게 되었다.

<그림 4> 서봉사지 청기와편(보고서Ⅰ) <그림 5> 서봉사지 청기와편(보고서 Ⅲ)

<그림 6> 서봉사지 청기와편(보고서 Ⅱ)

2) 용인시, 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용인 서봉사지Ⅰ – 시굴 및 1차 발굴조사 -.

3) 용인시,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용인 서봉사지 Ⅱ– 2,3차 발굴조사 -.

4) 용인시,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용인 서봉사지 Ⅲ– 4차 발굴조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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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드디어 서봉사지에도 청기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이 보고서를 통해 정

리되었다. 게다가 이 유물은 이전과는 달리 지표수집된 것이 아니라 1단 축대 1구간이

라고 하는 출토 위치가 확인된 첫 청기와 유물이다. 

<그림 7> 1단 대지와 1단 축대

  현재 서봉사 현오국사비가 위치한 서봉사지 중원 지역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6단의 축대로 대지가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단의 남쪽에 위치한 축대를 각 

단의 축대로 이름하였다. 1단 축대는 서봉사지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1단 중앙부 

평탄지와 북서쪽 평탄지, 2단 건물지와의 경계를 위해 조성한 축대이다.

<그림 8> 1단 축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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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단 축대의 1구간은 1단 중앙부 평탄지 일대에 자리하며, 2단 건물지의 북쪽에 자

리하고 있는 동-서 방향의 축대로 단면을 통해 볼 때 상, 중, 하 3단의 계단식으로 조성

되어 있다. 

  이 축대와 1단 대지가 있는 지역은 토층 조사를 통해 최하단에 고려시대 층위가 있었

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위에 축대가 만들어졌는데, 1단 축대도 다른 축대와 마찬가지

로 몇 차례의 개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1단 중앙부 평탄지 일대에 자리한 동

-서향의 축대의 1구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물은 분청사기 등이 포함되지 않는 백자

들이었다. 이들 유물은 상단과 중단 사이 퇴적토에서 백자편들이 뒤집혀 포개져 있는 상

태로 출토되었다. 백자 제작 시기는 대략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 정도로 파악된

다.5) 따라서 이 축대는 이 백자들보다는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유물과 함께 잔존 길이가 17.15cm에 이르는 청기와편이 한 점 확인되었다. 외면에 청

록색 유약이 일부 박락된 상태로 확인된 이 청기와의 제작시기는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함께 출토된 자기편과 비슷한 17세기 전반 이전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Ⅴ. 청기와를 통해 본 서봉사의 위상

  이와 같이 서봉사지에서는 그간의 조사를 통해 총 5점의 청기와편이 확인되었다. 그리

고 이들 청기와는 지표수습을 포함하여 3단 축대 위 지역, 즉 조선시대 가람이 위치하였

던 곳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이 조선시대 가람에 있는 건축물 중에는 청기와를 사

용한 건물이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기와가 사용된 건물에서 바로 확인되었다면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기와가 확인된 다른 유적이나 청기와와 관

련된 문헌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청기와는 유물 자체가 출토량이 적다 보니 이에 대한 편년을 기반으로 한 이해

도 없었고, 그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경복궁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과정에서 상당량의 청기와가 출토되면서 차츰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청기와 건축물이나 청기와 자체에 대한 첫 연구

는 2008년 경복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청기와편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서 시작되었다.6)

이후 경복궁 출토 청기와편의 제작 시기는 15세기였으며 여러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사용처는 근정전과 사정전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제시되기

도 하였다.7) 이와는 별도로 2010년에는 조선 전기 궁궐뿐 아니라 사찰에서도 청기와가 

5) 김태홍, 2017, 조선 중기 지방백자의 기형분석과 변화양상, 야외고고학 26.

6) 홍종욱 외, 2008, 경복궁 출토 기와의 자연과학적 조사 연구, 보존과학연구 29.

7) 이인숙, 2012, 경복궁 출토 청기와의 제작 시기 및 사용 건물 검토, 고고학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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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사례를 문헌 자료와 발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발표되

었다.8)

  2015년에는 보성 개흥사지 발굴조사 성과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출토된 청기와를 중심

으로 조선시대 청기와 출토 사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9)

  발표자도 이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청기와는 특정한 건물에 사용되며, 그것을 사용한 

건물의 위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10) 다만 개흥사지 보고서에서는 이들 청기와

편이 개흥사 3기의 표지적 유물로 보아 시기를 광해군대 이후로 보고 있으나, 발표자는 

이와는 달리 기와의 형태와 속성을 통해 볼 때 조선 전기 개흥사 2기로 1호 건물지(불

전) 좌우에 3호와 4호 건물지가 조성되어 있었던 시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림 9> 보성 개흥사지 2기 유구 현황도

8) 손신영, 2010, 조선시대 청기와에 대한 인식과 실재, 강좌미술사 35.

9) 최인창, 2015, 보성 개흥사지 시, 발굴조사 성과, 보성 개흥사지 발굴과 그 의의.

10) 양정석, 2015, 보성 개흥사지 시,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토론문, 보성 개흥사지 발굴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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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성 개흥사지 1호 건물지 출토 청기와

  이와는 별도로 당시 청기와가 철저히 국가의 주도하에 제작되었던 상황임을 염두에 

둘 때 위상이나 격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는 경복궁과 같은 궁궐에서도 청기와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궁궐의 정전(正

殿)인 근정전과 사정전을 제외하면 경복궁의 다른 건물에는 청기와를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이인숙, 2012)

  따라서 궁궐이나 국가권위건축이 아닌 사찰에 이러한 청기와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국

가, 또는 왕실에서 이를 인정하였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17세기가 되면 이전의 

청기와 제작 기술이 끊어지고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청기와도 많이 퇴화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문헌자료를 통해 궁궐 이외에 사찰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

기도 한다. 조선 초기의 원각사와 봉선사 등에서 청기와를 사용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당

시 왕실과 관련된 원찰에는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회암사지,11)

영국사지,12) 중흥사지,13) 그리고 개흥사지14) 등 사지 발굴조사과정에서 청기와가 지속적

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개흥사지의 경우 다른 사찰보다 많은 수량이 확인되어 기

존의 용마루 위에 1매, 혹은 3매를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림마루, 추녀마루 등 건물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에 상당량을 올렸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최인창, 2015)

11) 경기문화재연구원, 2017, 회암사지 4.

12) 충청대 박물관, 1998, 영동 영국사.

13) 불교문화재연구소, 2018, 북한산 중흥사2.

14) 불교문화재연구소, 2019, 보성 개흥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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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청기와 출토 위치(최인창, 2015) 



제2주제 용인 서봉사지 조선시대 가람과 청기와 / 55

  그런데 이런 청기와가 확인되는 사찰과 그 사찰 수준이 있는 곳은 세조대를 전후로 

창건 또는 중건이 명확한 경우가 많았다. 이후에도 청기와를 사용한 경우가 사찰에서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청기와를 사용한 사찰 중 가장 먼저 조영된 사찰

은 원각사이다. 세조실록 세조 10년조에는 이때, 즉 1464년에 원각사 중건에 청기와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후 성종실록 성종 19년조(1488)에도 봉선사에 청기와가 사용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불사와 관련하여서는 세종 10년 이후부터 청기

와 사용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 이전에는 사찰에 청기와를 사용하지 않았

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다른 사찰에 사용하려다 멈추었던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세조 년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 사찰은 기록상

으로 볼 때 왕실의 원찰이었다. 따라서 일단 세조대 이후 왕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청기와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전 기존의 소위 사동중정형 가람이라는 용어로 설명되었던 것과는 조금 방

향을 달리하여 불전지 동·서 양측에 온돌시설이 설치된 건물지가 연접하는 전각 구성이 

亞 자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이를 조선 전기 왕실의 원찰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었

던 불전 좌우의 上室과 연결하여 이해한 적이 있다.15)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의 건축군이 조성되는 시기는 자복사 선정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세조 년간 제작된 와당의 존재, 역시 15세기로 여겨

지는 금동보관의 존재 등을 통해 이미 부각대 세조대의 다양한 불사에 더해 5점 확인된 

청기와의 존재는 세조대에 서봉사지 3단 건축군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매

우 높음을 보여준다. 

  물론 편년 폭이 상대적으로 긴 기와편으로 특정한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은 분명하다. 그러나 청기와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축물을 조영하고 그러한 건축

물의 배치가 세조대를 중심으로 한 왕실 사원과 동일한 가람배치 구조를 적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당시 서봉사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은 분명하다.

15) 양정석, 2019, 용인 서봉사지의 가람 배치와 건축 유구의 검토, 용인 불교미술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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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한백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토론문

「용인 서봉사지 조선시대 가람과 청기와」에

대한 토론문

  양정석 선생님께서는 서봉사지의 3단 대지 조성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복사로 지

정된 15세기 이후 서봉사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직접 조사를 참여했던 토론자

의 입장에서 유구 분석에 있어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글이었다. 

  서봉사지는 『서봉사현옥구사탑비』를 통해 12세기에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초축시기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지표조사 당시에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일부 확인되어 유적의 편년은 고려시대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본 연구원에서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서봉사지에 대한 가람의 변화에 대해 조선시대 

태종 7년(1407)에 자복사로 지정되던 해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 당시에 3단 

주요 건물의 구성은 완성되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嘉靖三十二年’銘과 ‘崇禎’銘 

명문기와를 통해 명종 8년(1553)과 숭정년간(1628~1644)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

로 보았다.

  이 글에서는 출토유물 중 청기와에 집중하여 사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청기

와를 사용한 사찰은 조선시대 세조대 왕실사찰과 관련이 있으며, 3단의 전체적인 조성은 

본격적인 조성은 이 시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 즉, 세조

대에 3단 전체 가람의 구성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중심 

건물지인 사동중정형 가람은 이보다는 이른시기인 자복사 지정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조사보고서에서 분석하였듯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발표자이신 양정석 선생

님께서도 공감하신다고 생각한다.

  서봉사지 3단 대지의 조성 과정에서 조선시대 자복사 이후 세조대까지 일련의 변화는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복사 지정 이전 시기의 3단 대지 조성 및 

변화, 즉, 고려시대 13세기 무렵 산사태로 인해 중원의 중심사역(5 ․ 6단)이 폐기된 후 

자복사로 지정되기까지 서봉사지의 변화상은 명확하지 않다. 

  서봉사지는 동원 ․ 중원 ․ 서원을 포함하는 3원 체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자께서 

보고한 바 있다. 3단의 대지 조성에 대한 검토는 이러한 3원 체제와 유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초 자복사로 지정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사세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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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역의 중심은 어디였을까? 선후관계

는 어떻게 되는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즉, 고려시대 중심사역(5 ․ 6단)이 폐기된 후 

상단부로 사역의 중심을 이동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궁금

증이다.

  조사 당시 3단에서는 동원으로 연결되는 답도 일부가 확인된 바 있다. 답도를 통해 

중원과 동원은 함께 운용되었다는 것은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가람의 변화에서 ①중원

과 동원의 동시기 운영, ②동원으로 이동 후 중원으로 확장 운영, ③중원으로 이동 후 

동원 확장 운영 등 세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따라서 서봉사지의 3원 체제 내에

서 대지 조성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발표자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3주제 발표 …

용인 서봉사지 가람배치 특성 검토

[발표] 한지만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토론] 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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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만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제3주제

용인 서봉사지 가람배치 특성 검토

목 차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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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Ⅰ. 머리말

  서봉사지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에 걸쳐 있는 광교산(光敎山, 582m) 남동쪽 사면

의 중단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 110번지 일

원이다. 뒤로 광교산을 주산으로 삼았고, 남쪽 전방으로는 형제봉(448m), 서쪽으로는 비

로봉(490m)를 바라보고 있다. 사역 양측의 둘레로 광교산의 줄기와 계곡이 깊게 두르고 

있다.

  서봉사(瑞峰寺)는 창건이나 그 이후로 전개된 사찰의 연혁에 관해 기록한 문헌 사료는 

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사지에 고려시대 중엽 1185년(명종 15)에 건립된 ‘서봉

사현오국사탑비(瑞峰寺玄悟國師塔碑)’(보물 제9호, 1963년 지정)가 남아있어, 서봉사가 고

려시대부터 현오국사(玄悟國師) 종린(宗璘, 1127-1179)과 관련된 화엄종(華嚴宗) 사찰로 

존재했다는 점과, 왕족 출신 국사의 비가 건립된 사원으로서의 위상 정도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조선시대 사료 중에는 서봉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드물게 

남아있는데, 모두 현오국사비의 존재만 간략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비는 서봉사를 

대표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최근에 들어와서 진행되었다. 1999년에는 서봉사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 오랜 시간 사찰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1). 2009년에는 사지 일대에 대한 정밀한 지표조사를 통해 현오국사비가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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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그 동쪽과 서쪽 능선에도 가람의 흔적이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현오국사비가 있

는 중원을 중심으로 동원과 서원이 더해진 3원으로 구성된 매우 넓은 사역을 가지고 있

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수습된 유물에 근거해 사원의 운영시기가 통일신라시대까지 올라

가며, 이후로 고려, 조선시대에 전성기를 누리가다 19세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었

다2).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년부터 현오국사비가 있는 중원 가람(이하 서봉사) 일대

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2013년의 시굴 및 1차 발굴조사3)에서는 남

북으로 긴 경사지를 6단의 계단 형태로 사역을 조성했고, 위에서부터 1-4단지 영역은 

남향, 아래의 5-6단지 영역은 남서향으로 각기 축을 다르게 조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고

려시대와 조선시대 층위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3단지의 핵심시설인 불전지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2·3차 발굴조사4)에서는, 유구가 많이 남아있는 3

단지와 5, 6단지를 중심으로 건물지들이 집중 조사되었다. 3단지에서는 불전지 주변으로 

‘ㅁ’자형으로 배치된 10동 이상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일부 조선시대 유구 하부에서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5, 6단지에서는 고려시대 건물지가 출토되었고, 조선시대

에는 이 일대가 이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 진행된 4차 발굴조사5)에서는 사역 최상부의 1, 2단지 일

대에 일부 잔존하는 고려 및 조선시대 건물지과, 3단지 서남쪽 끝에서 변소 유구가 조사

되었으며, 현재 현오국사비각이 위치한 4단지 일대가 근래 비각 건립 당시 새로 조성되

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남쪽의 사역 입구에서 6, 5단지를 지나 3단지까지 경

사지를 따라 조성된 진입시설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리고 서봉사지가 입지한 광교산 일대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교통의 결절지로서, 삼남 

지방에서 도성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가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었다. 서쪽으로는 삼

남에서 올라오는 길이 수원을 거쳐 광교산 서쪽을 타고 북으로 이어지고, 영남에서 충청 

내륙을 거쳐 올라오는 길은 용인을 지나 광교산 동쪽을 타고 도성으로 들어가며, 광교산 

남쪽으로는 수원에서 광주를 지나 영서 내륙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어진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유물과 유구만 가지고 제한된 조건에서 서봉사의 역사를 파악하고 이해하

는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된다.

  이상과 같은 조사와 이에 근거한 연구 등을 통해 기존에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

던 서봉사 가람의 변천과정과 그 원인, 그리고 사원이 경영되었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역 전체에 걸쳐 고려시대부터 사람이 경영되다가 산사태로 가

1) 중앙승가대학교 외, �용인의 옛 절터: 서봉사지․문수사지․박곡리사지 외 정밀조사보고서�, 용인시, 

1999.

2) 수원대학교박물관, �용인 서봉사지 사역조사보고서�, 경기도, 2009.

3)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용인 서봉사지 발굴조사보고서 – 시굴 및 1차 발굴조사�, 2015.

4)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용인 서봉사지 Ⅱ – 2·3차 발굴조사�, 2016.

5)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용인 서봉사지 Ⅲ – 4차 발굴조사 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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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일시에 붕괴되었고, 이후에 복구되어 조선시대 말까지 유지된 가람은 3단지 이북 

일대에 국한되었다는 가람 변화의 큰 틀이 파악되었다.

<그림 1> 서봉사지 유구 배치(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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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에 사원의 중심 영역으로 기능했던 남쪽 영역과, 

조선시대에 사찰로 경영되었던 북쪽 영역, 그리고 고려시대 창건 당시에 조성되어 조선

시대 말 폐사 때까지 이용되었던 진입시설이 드러나게 되었다. 즉, 현재의 서봉사지 가

람 유구는 한 사찰에 서로 다른 두 시대에 사찰의 핵심 공간으로 경영되었던 영역이 동

시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본 발표에서는 서봉사지와 관련된 기존의 조사 및 연구자료 검토를 통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경영되었던 두 영역의 가람배치의 특성을 살피고, 그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한편, 서봉사지는 뒤에서 다시 고찰하겠지만 고려시대에 화엄종 사찰로 경영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천태종, 선종으로 강제로 통폐합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조선시

대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종파의 변화가 서봉사의 가람배치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켰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찰이 본래 가지고 있던 종파적 

성격이 옅어지고 통불교사원화 되어가는 보편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선행연구와 서봉사의 연혁

1. 선행연구

  서봉사지의 발굴성과와 유적의 특징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6년부

터 2019년까지 여러 학술대회를 통해 그 윤곽이 발표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적 및 

주요 유구와 유물의 특성과 연혁의 큰 틀이 대부분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4차 발굴조사가 진행된 2016년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조사원으로 발굴에 직

접 참여했던 김종길은 그간의 발굴 성과를 요약 발표하였다6). 고려시대 유구가 집중적

으로 나온 5, 6단지 일대의 가람 구성이, 5단지의 추정 정면 5칸, 측면2칸 규모의 대형 

건물지(5-3 건물지)를 핵심으로 그 전면의 6단지에 마당이 조성되고 이 마당을 동·서 

양측의 익랑과 전면의 문지(6-5 건물지)로 둘러싸 ‘ㅁ’자형 배치를 이룬다고 했다. 이 영

역의 동측으로 남쪽의 사역 입구에서부터 위쪽의 3단지에 이르는 경사지를 계단 형태로 

조성한 진입시설이 고려시대에 축조되었다고 했다.

6) 김종길, ｢서봉사지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 �용인 서봉사지 학술대회 – 시민과 공감하는 문화재 발

굴, 정비 그리고 활용�, 2016. 12., pp.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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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 6단지 일대 유구배치 현황(김종길, 2016)

<그림 3> 3단지 일대 유구배치 현황(김종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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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유구가 집중 분포하는 3단지 일대에서는, 중심 구역이 추정 불전지(3-1 건

물지) 전면에 마당을 두고, 마당의 동(3-4 건물지)·서(3-5 건물지) 양 측에 요사(寮舍), 

전면에 문루(門樓, 3-6 건물지)을 만드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산지가람의 사동중정형(四棟

中庭型) 배치를 이룬다고 했다. 중정에 면한 동쪽 요사의 동측과 이와 대칭을 이루는 서

쪽 요사의 서측에 각각 석탑(동)과 추정 석등(서)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석탑과 추정 

석등은 원래 자리가 아니라 후대에 옮겨진 것이라 했다. 추정 석등자리는 현오국사비각

이 있던 곳을 추정했다. 그리고 불전지 전면 기단 하부, 중정 하부에서 고려시대 석렬

이, 동측 요사 유구의 남쪽 부엌 하부에서 고려시대 적심이 각각 확인되었다고 했다.

  발굴조사가 일단락된 2019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에서 서봉사지가 조명되었

다. 먼저 최태선은 고려시대에는 5, 6단지 일대가 가람의 중심영역으로 경영되다가, 

1185년 현오국사탑비가 건립되면서 3단지 일대가 탑비전(塔碑殿) 영역으로 조성되어 운

영되었으며, 고려 말에 산사태로 가람이 붕괴된 이후에는, 3단지 일대에 가람을 중건하

여 이곳을 중심으로 조선 말까지 사찰이 경영되었다고 보았다7).

  김철웅은 비문에 왕족으로 나오는 현오국사 종린이 비문에 언급된 인물인 대방공(帶方

公) 왕보(王俌, ?-1128)8)의 아들로,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 원명국

사(圓明國師) 징엄(澄儼, 1090-1141)의 화엄종을 계승한 화엄종 승려였고, 고려시대 서

봉사는 화엄종 사찰이었으며, 종린이 입적한 후 서봉사에서 활약하고 있던 종린의 제자

들의 청에 의해 서봉사에 그의 비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조선시대 초에 

서봉사가 천태종의 자복사로 지정된 것은 유의미한 종파의 변화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철웅의 논고에 대해 박용진은 토론문에서 조선시대에 서봉사에서 �영가진각선사증도가

(永嘉眞覺禪師證道歌)�,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불설예수시왕경

(佛說豫修十王經)�,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1578년, 선조 11) 등의 다양한 불서가 간행

된 점을 추가로 제시했다9).

  이어서 진정환은 서봉사지에서 출토된 불교석조미술품에 대한 양식적 분석에 더해 현

오국사와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에 대한 문헌과 관

련 연구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서봉사지 불교석조미술품의 양식사적 의의, 서봉사의 창

건과 현오국사비 건립의 배경과 이후의 주요 연혁을 밝혔다. 이 연구는 특히 고려시대 

불교계의 흐름 속에서 서봉사와 현오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7) 최태선, ｢서봉사지의 가람배치와 주변 사찰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관 고고미술분야 제8

회 특별전 기념 학술대회 – 용인 서봉사지의 의의와 향후 활용방안�, 2019. 10., pp. 63-78.

8) 대방공은 15대 왕 숙종(1095-1105 재위)의 5남이다. 숙종의 장남은 16대 왕 예종(1105-1122 재위)

이고, 4남은 원명국사(圓明國師) 징엄(澄儼, 1090-1141)인데, 징엄은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을 이은 화엄종 승려로 1141년(인종 19) 인종의 명으로 현오국사의 수계(授戒) 스승이 되

었다. 대방공은 17대 인종(1123-1146 재위)이 즉위하자 외척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자겸(李資

謙, ?-1126)에 의해 경산부(京山府: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로 추방되었다가 1128년(인종 6)에 그곳에

서 죽었다.

9) 김철웅, ｢용인 서봉사의 연혁과 현오국사｣,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관 고고미술분야 제8회 특별전 기

념 학술대회 – 용인 서봉사지의 의의와 향후 활용방안�, 2019. 10., pp.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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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김철웅과 마찬가지로 고려 왕족 출신 현

오국사를 그의 비문에 나오는 인물인 대방공 왕

보의 아들로 추정했다10). 1185년(명종 15)에 건

립된 현오국사비에 대해, 방형의 받침 위에 덮개 

없이 비신 상부의 양쪽 모서리를 비스듬하게 잘

라 규형(圭形)으로 만든 비신을 올려놓은 단순한 

형태는, 고려시대 비의 형태가 귀부이수형(龜趺螭

首形) 비에서 방부규형(方趺圭形)으로 변모한 최

초의 사례로 보았다. 규형의 단순한 비신 형태는 

왕실 예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비의 격에 맞

지 않는 현재의 비부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새로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3단지 동편의 석탑지 주변에서 수습된 탑 부

재들에 대한 양식적 분석을 통해 서봉사의 석탑

이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10세기 후

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았고, 용인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석탑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3단지 서편의 추정 비각지 폐기 후에 조

성된 지대석 유구가 인근에서 확인된 팔각 대좌 등과 연관된 석등지라로 추정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이 팔각 대좌가 석등 부재가 아니라 사지에서 출토된 팔각의 연화대좌와 

중대석 등과 함께 불대좌를 구성하는 부재이며, 양식상 9세기 말에서 10세기 말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석조미술품에 대한 양식 편년에 고려 불교계 동향 분석을 더해 서봉사는 고려 

초 10세기 후반, 구체적으로는 광종에 의해 왕권강화 차원에서 교통의 요지에 화엄종 사

찰로 창건되었고, 1185년 현오국사비 건립 때 가람이 중창된 것으로 보았다. 현오국사 생

전에 그와의 인연이 확인되지 않은 서봉사에 비가 조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비가 건립될 

무렵 서봉사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현오국사 문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서봉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 관계로 13세기 전반 몽골의 침입으로 황폐해졌고, 이

후 원간섭기(1259-1356)에는 서봉사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기 위해 권문세가

가 의도적으로 중창하면서 해당 권문세가와 관련된 종파에 속하게 했을 것이며, 이것이 

조선 초 태종대에 서봉사가 천태종의 자복사로 정해진 배경이 되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양정석11)은 조선시대 유구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3단지 일대의 유구 배치

에 집중하였다. 먼저 불전지 동·서 양측에 온돌시설이 설치된 건물지가 연접하는 전각 

10) �고려사�에는 대방군의 아들로 왕유(王瑜) 한 명만 나오는데, 진정환은 현오국사를 대방군이 1128년

(인종 6) 유배지에서 죽기 전해에 낳은 서자(庶子)로 보았다.

11) 양정석, ｢용인 서봉사지의 가람 배치와 건축 유구의 검토｣, �용인 불교문화재 가치 규명을 위한 학

술대회 – 용인 불교미술의 재조명�, 2019. 11., pp. 120-130.

<그림 4> 현오국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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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주목하여, 이들 유구는 단지 요사가 아니라 조선 전기 왕실 원찰 관련 기록에 나

오는 불전 동·서의 상실(上室)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을 보았고, 불전 앞 마당 동·서의 

요사 유구 역시 조선 전기 왕실 원찰에서 보이는 승당과 선당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

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당 동쪽 요사 내부의 남쪽 부엌 자리 하부에서 출토된 고려

시대 적심 유구에 대해서도 조선 전기 불전 앞마당을 구획하는 남횡랑(南橫廊)의 흔적으

로 볼 수 있으며, 이후에 동·서의 요사가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조

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종합해서 발굴을 통해 확인된 3단지 일대의 사동중정혈 가

람배치는, 조선 전기에 조성된 가람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의 전란으로 소실되고 난 

뒤 17세기에 재건한 것이지만 전각의 규모나 배치는 조선 전기의 틀이 유지되었다고 보

는 발굴단의 견해에 대해, 실제로는 마당 동·서의 요사와 문루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변

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 서봉사의 연혁

  서봉사의 연혁을 알 수 있는 문자 사료는 극히 소략하여, 창건 관련 기록은 없고, 고

려시대 기록으로는 1185년(현종 15)에 건립된 현오국사비밖에 없으며, 조선시대 기록은 

왕조실록, 지리지류에 사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

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그에 기초해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 가능한 서봉사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건 시기는 진정환의 견해에 따라 석탑과 추정 석조 팔각 불대좌가 제작된 10

세기 후반 광종대(949-975)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배경과 관련하여 진정환

은 서봉사지 석탑 부재와 유사한 양식을 갖는 하남 하사창동 삼층석탑이 961년(광종 

12)에 창건된 광주(廣州) 동사(桐寺) 조영 당시 건립된 것이며, 이는 광종이 연호를 준풍

(峻豐)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한 960년 바로 직후라는 점, 이와 더불어 현존 최대의 

철불인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이 광종이 그가 집권하기 전까지 대립했던 왕규

(王規, ?-945)의 근거지였던 광주 일대의 호족을 제압하고 황제가 된 치적을 대외에 내

세우기 위해 조성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광종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 매산리 석조여래입상이 개성에서 삼남지방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분기점인 죽주

산성(竹州山城) 동편에 조성된 것 역시 같은 의도로 보았다. 이 연장선상에서 광종이 교

통상 주요 결절점에 인접한 광교산에 당시 주도적인 종파였던 화엄종의 사찰을 창건했을 

것으로 보았다12).

  창건 이후 확인되는 연혁은 1179년(명종 9)에 입적한 종린의 비가 건립된 것이다. 비

문에 의하면 1179년 6월 29일에 입적하자, 개경 동남쪽 귀법사(歸法寺)에 유해를 임시 

12) 진정환, 위의 글,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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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했다가 7월 16일에 국사(國師)에 책봉하고 현오(玄悟)라는 시호를 추증했다. 7월 17

일 동림산(東林山) 기슭에서 다비하고, 11월에 장단현(長湍縣) 대탁산(大倬山)에 안장했으

며, 1185년 2월에 왕명으로 서봉사에 비를 세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역 일대에

서 제작기법상 12세기보다 이른 것으로 편년되는 명문와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1185년 현오국사비 건립을 계기로 그와 관련된 가람의 영건과 중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고려 후기에 서봉사는 몽골군 병화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몽골군은 

1231년 1차 침입 당시부터 경기 남부 일대를 유린했고, 이듬해 2차 침입 때에는 광주

와 용일 일대를 침략하면서, 광주성(廣州城)에서 고려군에 지고, 용인의 처인성(處仁城) 

전투에서는 적장 살리타이(撒禮塔)가 고려군의 승려 출신 장수 김윤후(金允侯)에게 사살

당했는데, 이를 계기로 이후의 침략 때 용인 일대의 사찰들이 유린의 대상이 되었고 교

통로상의 요지에 위치한 서봉사 역시 그 피해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후 원간섭기

(1259-1356)에는 서봉사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기 위해 권문세가가 의도적으

로 사찰을 중창하면서 해당 권문세가와 관련된 천태종(天台宗)에 속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3).

  발굴조사 결과, 출토 유물을 고려할 때 5, 6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고려시대 서

봉사의 가람은 13세기 이후 어느 시기에 산사태를 당해 폐허가 된다고 보고되었다14). 

만약 13세기 전반 몽골군에 의해 서봉사 가람이 소실되었다면, 이 산사태는 권문세가가 

가람을 중창한 이후이며, 산사태로 가람이 붕괴된 이후 여말선초 무렵에 재차 중창되었

을 것이다. 다만, 발굴과정에서 몽골군에 의한 가람 소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승려의 출가를 억제하고 사원전(寺院田)을 축소하는 불교억제책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15). 태조는 출가를 억제하는 도첩제(度牒制)를 시행했고, 태종

대에는 사원전 축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1402년(태종 2) 서운관(書雲觀)의 진언

에 따라 사사전(寺社田)을 없애고 군자감(軍資監)에 소속시켰다. 1405년에는 도선(道詵) 

밀기의 비보사사(裨補寺社)와 답산기(踏山記)에 수록된 사찰을 일정 수만 남기도록 했다. 

1406년에는 11종의 242개 사찰만 국가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여기에 다시 차등을 두

어 한양과 개경의 선·교 각 1사에 승려 100명을, 각 지방에서 국가의 복을 비는 자복사

(慈福寺)에는 10명의 승려와 승려 1명당 토지 23결과 노비 1명을 각각 인정했다.

  1407년에는 이전의 242개 사찰 정리안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산수 좋은 곳의 

대가람을 선정해 전 해의 혁파 때 없어진 사원을 대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종을 7

종을 통합하고 여기에 속하는 88개 명찰을 자복사로 지정했는데, 조계종 24사, 천태종 

17사, 화엄종 11사, 자은종 17사, 중신종 8사, 총남종 8사, 시흥종 3사로 정리되었다. 

이 88개 사찰의 이름이 �태종실록�(14권 7년 12월 2일 조)에 나오는데, 이 중에 천태

13) 몽골 침략에 의한 서봉사 소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정환, 위의 글, pp. 51-52 참조.

14)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9, p. 263.

15) 이하 조선 초 불교 억제책은 정병삼, �한국불교사�, 푸른역사, 2020., pp. 440-4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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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자복사의 하나로 용구(龍駒)16)의 서봉사가 나온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서

봉사의 유일한 기록이다. 고려 후기에 재건된 서봉사가 조선 초기에는 전국 88개 명찰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의 규모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원 축소 정책의 정점은 1424년(세종 6) 국가가 인정하는 사원을 선·교 양종의 36

사로 대폭 축소하는 조치였다. 기존의 7종 중에서 조계·천태·총남의 3종을 함해 선종(禪

宗)으로, 화엄·자은·중신·시흥의 4종을 합쳐 교종(敎宗)으로 통합해 양종으로 축소시키고, 

이에 속하는 36개 사찰에만 사원전을 인정하고 소속 승려들의 인원을 배정했는데, 여기

에 서봉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발굴된 유물을 통해 조선 전기에도 가람 조영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

다는 것이 확인된다. 3단지에서 ‘成化三年’명 암막새가 출토된 점과 3단지의 3-12 건물

지에서 제작기법과 양식상 15세기로 추정되는 불, 보살의 금동보관 부재편들이 수습된 

점으로 보아, 1467년(세조 13)을 전후한 세조대(1455-1468)에 전각을 확충하고 새로 

불·보살상을 제작해 봉안하는 등 활발한 조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세조는 조선 최고의 숭불군주로 왕명으로 원찰(願刹) 정인사(正因寺, 1459), 원각사

(圓覺寺, 1465) 등을 창건하고 회암사(檜巖寺, 1462)와 상원사(上院寺, 1466)를 중창하는 

등 활발한 사찰 조영활동을 벌였고, 사원 보호를 위해 잡역을 면제하고 관원과 유생의 

사찰 출입을 제한했으며, 해인사(海印寺)의 고려대장경 50질을 인경하기도 했다. 또 세조

는 친히 여러 사찰을 찾아 신앙을 확인했는데, 그 때마다 보살이 현신(現身)하고, 부처가 

방광(放光)하고, 사리가 분신(分身)하는 등 여러 기적적인 일어났다는 일은 유명하다17). 

당시 서봉사의 가람 조영이 왕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숭불군주 세조 재위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에 가람 규모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1530년에 증보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第

10卷｢龍仁縣｣｢佛宇｣)에는 ‘서봉사가 광교산에 있고, 고려의 이지명(李知命, 1127-1191)

이 지은 현오국사비명(玄悟國師碑銘)이 있다’는 간략한 정보가 전한다.

  중기에 들어와서는 3단지에서 ‘嘉定三十二年’명 암막새가 출토되어, 1553년(명종 8) 

무렵 3단지 일대의 가람 중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는 어린 명종

(1545-1567 재위)을 대신해 문정왕후(1501-1565)가 섭정할 때였다.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왕실 원당인 내원당(內願堂)을 여러 곳에 확대 지정하고, 보우(普雨, ?-1565)

를 적극 후원하여 승과(僧科)를 부활시키고 도첩제를 재시행했으며, 회암사, 청평사(淸平

寺), 봉은사(奉恩寺), 보현사(普賢寺) 등을 중수하는 등 불교부흥사업을 추진했다18). 세조 

때 더불어 억불정책 기조 속에서 숭불 군주에 의한 불교보호정책이 간헐적으로 시행될 

때마다 서봉사의 가람 조영이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한편, 3단지 일부 건물지 하부에서 기와퇴적층과 소토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

16) 용인의 옛 지명으로 고려 초부터 용구현(龍駒縣)으로 불렸으며, 조선 초 1413년(태종 13) 처인현(處

仁縣)과 합해 용인현(龍仁縣)이 되었다.

17) 세조의 각종 숭불활동에 대해서는 정병삼, 위의 책, p. 449 참조.

18) 정병삼, 위의 책, pp. 47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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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가람이 전소된 후 중건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소실 시기는 임진왜란(1592) 혹은 

병자호란(1636)과 관련될 가능성 제시되었다19).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에 관군과 왜군이 

벌인 첫 전투가 광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용인전투였는데, 당시 서봉사가 관군의 거

점으로 사용되었고 전투 과정에서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병자호란 때에는 남한산

성에 고립된 인조를 구원하기 위해 각 도에서 징집된 근왕병(勤王兵) 중에서 전라에서 

올라온 근왕병이 광교산에 진을 치고 청군을 맞아 대승을 거둔 바 있다20). 이 과정에서 

서봉사 사람이 적병의 공격으로 소실되었을 것이다. 3단지 불전지에서 ‘崇禎’명 암막새가 

출토되어, 전란 이후 숭정연간(1628-1644)에 불전을 비롯한 가람의 중건 공역이 이루어

졌다고 추정된다.

  ‘崇禎’명 명문와 이후로는 연호가 적힌 막새는 전혀 출토되지 않고, 막새의 제작 역시 

급감하는 양상을 보여21), 숭정연간의 가람 재건 이후로는 대규모 가람 중건은 이루어지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799년(정조 23)에 간행된 �범우고(梵宇攷)�(｢京畿道·龍仁｣)에

는 ‘서봉사는 광교산에 있다. 현오국사비가 있는데, 고려의 이지명이 짓고 류공권(柳公

權, 1132-1196)이 썼으며, 금(金) 대정(大定) 25년(1185년, 고려 명종 15)에 세웠다(瑞

峯寺. 俱在光敎山. 有玄悟國師碑, 高麗李知命撰, 柳公權書, 金大定二十五年立.)’고 되어 있어 

사찰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명맥만 유지하다가 19세기에 이르러 폐사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세기 초에 일본인이 쓴 �사탑고적고(寺塔古蹟攷)�에는 폐사

되어 절은 밭으로 변했고, 마모가 심해 글자 판독이 어려운 현오국사비와 무너진 석탑만 

남아있다고 했다.

Ⅲ. 유구 현황과 가람배치 특성

1. 5, 6단지 : 고려시대 가람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봉사지 유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사역 내 각기 다른 

영역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조성된 가람이 공존하는 형태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서봉사가 고려 말 13세기 이후에 홍수에 의한 

산사태를 당해 가람이 파괴되었다가 복구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5, 6단지 일대에서는 표토층(Ⅰ층) 아래 조선시대 문화층(Ⅱ층) 하부에 홍

수 및 산사태층(Ⅲ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서 고려시대 문화층(Ⅳ층)이 

19)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6, p. 34.

20)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5, pp. 168-169.

21) 김종길, 위의 글,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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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22). 이에 반해 상부의 1-3단지 일대에는 1단지 일부 등에서 수해를 당한 흔

적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대체로 조선시대 문화층 바로 아래에서 고려시대 문화층이 확

인되고 있어23), 이 일대는 상대적으로 산사태의 피해가 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고려 말 13세기 이후에 홍수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서봉사 가람을 덮

쳤는데, 이 산사태로 특히 5, 6단지 일대가 완전히 매몰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상

부의 1-3단지 일대도 부분적인 피해를 보았던 것을 보인다. 이후의 복구하는 과정에서

는 완전히 매몰되어버린 5, 6단지 일대는 폐기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던 상부의 

1-3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가람을 중건했으며, 이후 조선시대에도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중수와 개보수를 거치면서 사찰을 경영해 갔을 것이다. 그 결과 서봉사지에

서는 5, 6단지의 고려시대 가람과 1-3단지 일대에는 조선시대 가람 유구가 함께 드러나

게 된 것이다.

<그림 5> 5, 6단지 건물지 현황((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5, 6단지 일대의 가람 유구는 고려 말 13세기 이후 산사태로 붕괴된 이후 폐기된 상

태로 매몰되어 있다가 발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북, 동쪽 일부는 2011년에 배수로 

조성 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전면

에 마당을 면하고 있는 5-3 건물지이다. 잔존하는 초석과 적심의 상태만 보면 정면 4

22)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6, pp. 68-69.

23)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6,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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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측면 2칸 규모로 보이지만, 유구의 일부가 배수로 공사로 인해 파괴된 점, 전면의 

마당에 면한 기단에 설치된 계단의 위치, 전방 동·서 양측의 익랑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였을 가능성이 크다. 전면에 3단으로 조성된 기단은 높이가 

약 2.3m에 달하고, 초석 지름이 약 1.2m, 기둥 간격이 4.5m에 이르는24) 당당하고 장

대한 건물이었다. 사역 전체로 볼 때 이 일대가 고려시대 서봉사의 중심 영역이었고, 가

람배치와 건물 규모의 측면에서 5-3 건물지는 주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려시대 서봉사는 화엄종 사찰이었고, 주불전에는 화엄종의 주불인 법신(法身) 비로자나

불(毗盧遮那佛)이 붕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불전의 정면 칸수가 5칸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주불전에는 비로자나불 독존이 아니라, 보신(報身) 노사나불(盧舍那佛, 동), 화산(化身)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서)을 더한 화엄의 삼신불(三身佛)을 봉안했을 가능성25)이 크다.

<그림 6> 5, 6단지 유구 평면 배치 추정((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발굴도면 위에 재작도)

  5단지 동쪽으로는 경사면을 따라 상부의 3단지까지 이어지는 계단 형태의 진입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서 건물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며, 서쪽으로는 몇 몇 건물지가 확

24)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9, p. 261.

25)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 교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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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유구의 상태로 보아 5-3 건물지 서측에 인접하여 건물이 있었을 것이나 적심 1

기 이외에 건물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그 서쪽으로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을 남쪽 사

역 밖으로 배수하기 위한 수로가 북→남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다시 그 서쪽에서 

확인된 5-3건물지 역시 동쪽의 수로와 서쪽의 조선시대 5-1 건물지로 인해 유구가 파

괴되어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배수를 위한 물길을 과감하게 가람 안으로 끌어들여 건물들 

사이로 물이 흐르도록 만든 것이다. 5-2 건물지 동편을 지난 물길은 아래 6단의 6-2, 

6-3 건물지 사이를 지나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과감한 배수 방식은 

순수하게 배수를 위한 수로를 만드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기 좋게 꾸며 조

경장치로  활용함으로써 청정한 가람을 장엄하는 요소로도 이용되었을 것이다. 고려시대 

사찰에서는 이처럼 배수를 처리를 위한 물길을 과감하게 가람 안으로 끌어들여 장엄을 

위한 조경 장치로 적극 이용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1122년(예종 17)년에 건립된 

파주의 혜음원(惠陰院)과 1376년(우왕 2)에 중건된 양주의 회암사(檜巖寺) 등의 절터 유

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히 혜음원지의 배수 시설이 볼 만하다.

<그림 7> 파주 혜음원지 배수시설
  

<그림 8> 양주 회암사지 배수시설

  불전 아래 6단지에는 불전 폭 보다 조금 좁은 마당을 조성하고 동·서 양측과 남쪽에 

회랑(回廊)을 둘러 구획하였다. 동쪽의 회낭은 유구가 심하게 유실되어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된 서쪽 회랑 6-4 건물지와 유사한 형태와 규

모였을 것이다. 남쪽의 회랑은 6단지 축대 끝에 조성되었는데, 동-서로 곧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각이 조금 꺾인 형상이다. 이중에서 서쪽의 추정 정면 3칸 부분은 

남쪽 축대에 계단 시설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6단지로 드나드는 문이 설치되어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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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건물지 서편으로는 동일한 정면 3칸, 측면 1칸 간살을 갖는 6-3, 6-2, 6-126) 건

물지가 횡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6-2 건물지와 6-3 건물지 사이로는 배수로가 설치

되어 있다. 6-3 건물지 내부 북쪽에서는 하부에 온돌이 설치된 이전 시기 건물지 유구 

일부가 확인되어, 이 일대가 승려들이 거처하는 요사(寮舍) 영역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불일사지 배치(리화선, 1993) <그림 10> 흥왕사지 배치

<그림 11> 정국안화사 중심부 가람배치 추정도 <그림 12> 고려 말 회암사 중심부 가람배치 추정도

26) 6-1 건물지는 초석과 적심이 남쪽의 2칸 부분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북쪽 부분이 조선시대에 조성된 

5-1 건물지 남쪽 기단 하부에 중복되어 있어, 당초 건물은 정면 3칸 규모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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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된 결과만으로 건물지의 당초 내부 공간 이용 방식과, 13세기 전반 몽골 침략에 

의한 피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5-6단지 일대의 불전 일곽의 모습

은 회랑으로 정연하게 구획한 고려 초 창건 당시의 가람배치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불일사(佛日寺, 951년 창건), 흥왕사(興王寺, 1067년 창건), 12세기 전반 �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묘사된 안화사(安和寺, 1118년 중창) 등과 같이 

고려 전기 무렵까지 건립된 주요 사찰들에서 회랑으로 구획된 정연한 배치를 볼 수 있

다. 그런데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불전 앞 마당 전방의 회랑은 대체로 유지되지만, 좌우 

양측의 회랑이 다른 용도의 전각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27), 1376년(우왕 2)에 

중창된 양주 회암사에서 그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사찰의 회랑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비춰 볼 때 서봉사지 5, 6단지 일곽의 가람배치는 지방의 산간에 

입지한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불전 앞 마당이 회랑으로 정연하게 구획되는 고려 전기의 

모습을 잘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양식상 고려 초 서봉사 창건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28)되는 석탑은 3단지 

동편에서 무너진 상태로 지대석 일부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탑

이 자리한 하부에서 선대 유구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기단 일부가 확인되어, 탑이 후대에 

옮겨진 것이 밝혀졌다29). 고려시대 서봉사 가람의 중심이 5, 6단지 일대이고, 5-3 건물

지를 주불전지로 본다면, 창건 당시 탑이 있던 위치는 불전 앞 6단지의 마당이었을 것이

다. 화엄종 사찰의 가람배치와 탑의 관계에 대해 김봉렬은 고려시대 이전에 창건되어 화

엄종을 유지해갔던 사찰의 경우 대부분 불전 앞 중정의 중앙에 탑이 위치하고 있는 점

이 특징이라고 했는데30), 공주 마곡사(麻谷寺, 640년 창건, 13세기 건탑)와 울진 불영사

(佛影寺, 651년 창건, 840년 건탑)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서봉사지 

6단지 마당에서는 탑을 놓았던 기초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곳을 고려시대 서봉사의 

탑이 있던 원위치로 비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31).

27) 이정국, ｢고려시대 사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pp. 157-163.

28) 진정환, 위의 글, p. 43.

29)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6, p. 199.

30) 김봉렬, 위의 논문, pp. 96-98.

31) 그러나 발굴조사 자료를 검토한 바, 탑의 원위치를 찾기 위해 6단지 마당 일대에 대한 하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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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마곡사 대광보전과 오층석탑

  
<그림 14> 불영사 대적광전과 삼층석탑(문화재청)

2. 1-3단지 : 조선시대 가람

  조선시대 유구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5단지 북쪽의 1-3단지 일대의 건물지

들은 5, 6단지의 건물과 배치축을 조

금 달리하여 정남향에 가깝고, 5, 6단

지의 배치는 서쪽으로 약간 틀어진 양

상인데, 이는 자연 지형에 순응하여 터

를 조성하고 가람을 배치한 결과이다. 

특히 3단지의 핵심 건물로 불전지로 

추정되는 3-1 건물지에서 앞을 내다보

면, 광교산에서 뻗어 나와 서봉사의 서

쪽을 타고 내리는 내맥이 일으킨 형제봉을 안산(案山)으로 삼아 시선축의 중앙에 두었는

데, 이러한 풍수적 경관 관념도 이 일대의 가람배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일대에서는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그 위에 현재의 조선시대 

유구가 조성되어 있다. 5, 6단지에서와 같이 현저한 산사태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

며, 불전지와 그 동쪽에 위치한 건물 유구의 상부에 소토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 일

대가 화재로 소실된 이후 중건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32), 소실 원인으로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과의 관련성이 제시되었다33).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 일대의 가람배치는 조

선시대를 통해 경영되었던 서봉사가 19세기 말 무렵 폐사되기 직전의 상태이다.

  최상부의 1단지에서는 건물지의 흔적만 확인될 뿐이다. 그 아래 2단지에서는 동-서로 나

32)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6, p. 65.

33)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6, p. 34.

<그림 15> 3단지 불전지에서 조망되는 형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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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히 배치된 4개의 조선시대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유구의 잔존 상태가 양호하

지 못해 구체적인 건물의 형태와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이중에서 가운데 위치한 2-2, 

2-3 건물지에서는 온돌과 아궁이 시설이 확인되어 이 일대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일대의 핵심 영역은 불전지가 있는 3단지 영역이며, 노출된 유구는 모두 조선시대

에 조성된 것들이다. 중심 건물인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불전 3-1 건물지 앞에 불

전 기단과 비슷한 크기의 마당을 두고, 마당의 동(3-4 건물지)·서(3-5 건물지) 양측에 

온돌을 시설한 요사를 배치하고, 남쪽의 3단지 축대 끝에 면해 3-6 건물지를 두어 불전 

영역으로 드나드는 문으로 이용했다. 불전의 동·서 양측으로도 온돌을 갖는 건물지들이 

이어지며, 중정에 면한 요사의 양측 바깥으로도 다시 작은 마당을 구성하고 건물(3-9, 

3-13 건물지)을 두어 마당 공간을 구획했는데, 이들 건물 유구에서도 모두 온돌시설이 

잔존한다. 그리고 이 동·서 양쪽에 구성된 작은 마당에서 석탑지(동)와 추정 비각지(서)

가 각각 확인되었다. 3단지 서남쪽 모서리의 낮은 곳에서는 변소 시설(3-10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굴되었다.

<그림 16> 3단지 건물지 현황((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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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각지

석탑지

<그림 17> 3단지 조선시대 유구 평면 배치 추정((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발굴도면 위에 재작도)

  불전 앞에 반듯한 모양의 중정을 구성하고 있는 점은 5, 6단지의 고려시대 가람배치

와 상통하지만, 3단지의 경우 중정의 동·서 양측에 면한 건물이 회랑이 아니라 온돌이 

시설된 요사라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불전 앞 마당의 양측에 승려들의 요

사가 바로 면하도록 배치하는 방식은, 회암사지와 같이 고려 말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지

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보편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당의 남쪽 끝에 문을 두는 방식도 6단지의 고려시대 가람과 비슷하다. 그러나 건물

의 기단을 이용해 출입 시설을 만드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6단지의 경우 축대 전면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6단지 레벨로 올라온 다음 문을 지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3단지

의 경우 축대의 중앙부를 파내어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3-6 건물지)을 놓은 방식

이다. 즉, 축대 전면에 설치된 계단을 오른 다음, 건물 하부에 마련된 통로를 지나 다시 

계단을 올라 마당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누하진입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런

데 하부의 통로 바닥에서 기단 윗면까지의 높이가 1.6m 정도이고, 기단 위에 놓이는 초

석의 높이까지 감안하면, 통로 상부에 놓이는 3-6 건물지는 단층 건물이었을 것이다. 가

람배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전 자리에서 보면 이 위에 다시 중층의 누각이 서면 전

방의 경관이 완전히 가려져 답답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층의 전각을 놓았을 가능

성이 크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산지사찰의 문루는 대부분 불전쪽에서 내다보면 단층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으며, 바깥에서 볼 때에도 누의 형태로 짓는 경우도 많지만, 단층인 경

우도 많다34). 서봉사의 문루는 내·외부 모두 단층의 건물이었을 것이다.

34) 김봉렬, 위의 논문, pp.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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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개심사 안양루 외부 전경
  

<그림 19> 개심사 안양루 내부 전경

<그림 20> 화암사 우화루 외부 전경
  

<그림 21> 화암사 우화루 내부 전경

<그림 22> 부석사 안양루 외부 전경
  

<그림 23> 부석사 안양루 내부 전경

  3단지 가람배치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불전 양측에 요사가 인접해 있는 점이다. 

두 건물지 모두 ‘凹’자형 평면으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에서 온돌과 부엌 공간

이 확인 되었으며, 동쪽의 3-2 건물의 경우 몸채 앞뒤로 퇴칸이 구성되어 있는 점이 서

쪽의 3-3 건물지와 차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불전 양측에 승려가 거처하는 건물을 인

접해 짓는 방식은 조선 후기 사찰에서는 유례가 없고, 문헌을 통해 가람의 면모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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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조선 전기 원찰에서 일부 확인된다는 것이 이경미의 연구35)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형태적으로 불전 양측에 건물이 연접해 ‘亞’자형 평면을 이루는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삼척 흥전리 사지와 같은 통인신라시대 사찰에서부터 나타난다. 다만 흥전리 사

지의 경우 금당 좌우에 연접한 건물이 승려의 거처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고려 말에 중창된 회암사의 경우 불전은 아니지만 선종사원의 주지(住持)의 공간을 구성

하는 영역에서 정청(正廳)의 동·서 양측에 방장(方丈)이 붙은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이 방

장은 온돌을 설치한 주지의 거처였다.

원각사(1465) 상원사(1466)

봉선사(1469) 정인사(1471 중창)

<그림 24> 조선 전기 원찰 가람배치 추정도(이경미, 2009)

35) 이경미,  ｢기문으로 본 세조연간 왕실원찰의 전각평면과 가람배치｣, �건축역사연구� 15권 5호, 

2009. 10., pp.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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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삼척 흥전리 사지 금당 유구(문화재청)
   

<그림 26> 고려 말 회암사의 정청과 방장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면 서봉사지의 불전 동·서 요사체가 인접한 배치는 조선 전기

에 만들어져 폐사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고려시대에 3단

지 일대의 가람이 형성되는 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7> 추정 비각지(발굴보고서, 2016)

  

<그림 28> 추정 비각지 초석

  우선 이 일대는 고려 중기 1185년의 현오국사비 건립과 관련이 크다. 3단지 서쪽 중

정에서 출토된 추정 비각지는, 유구의 동쪽 일부가 동편의 3-5 건물지 기단 아래에 묻

혀 있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으나, 내부에 방형으로 다듬은 주초 위에 정교하게 원

형 주좌를 새긴 고맥이 초석 2개가 남아있다. 그리고 가공된 건축부재들이 3단지 서쪽 

일대에서만 주로 확인되는 점, 현재 4단지에 있는 근래에 조성된 비각의 규모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 유구를 비각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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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비와 함께 부도(浮屠)가 건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선행연

구에서는 1185년 현오국사탑비가 건립되면서 3단지 일대가 탑비전(塔碑殿) 영역으로 조

성되어 운영되다가, 고려 말 산사태 이후 중건되어 조선시대에 사찰로 운영되었다고 하

여, 이 일대가 처음에 현오국사 탑비전으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37). 그러나 연

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오국사는 1179년 입적한 그해 7월에 동림산(東林山) 기슭에

서 다비하고 장단현(長湍縣) 대탁산(大倬山)에 안장했다고 했으니 그의 부도는 대탁산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현오국시비의 제액(題額)이 문화재지정명칭인 ‘서봉사현

오국사탑비’가 아니라 ‘高麗國大華嚴浮石寺住持贈諡玄悟國師碑銘幷序’, 즉 ‘塔碑銘’이 아니

라 ‘碑銘’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당시 서봉사에 부도는 건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엄기표는 국내에서 고승이 입적한 뒤에 수습한 영골(靈骨)이나 사리를 여러 

사원에 나누어 봉안하고 부도를 세우는 일은,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입적한 지공(指空, 

?-1363)의 영골의 일부가 고려로 옮겨져 온 것을, 그의 제자 선각왕사(禪覺王師) 나옹(懶

翁, 1320∼1376)과 그 문도들이 주도하여 회암사(檜巖寺), 화장사(華藏寺), 안심사(安心

寺) 등지에 안장하고 부도를 건립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분사리(分舍利) 부도 

건립은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었다고 했다38).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1185년 서봉사에는 현오국사비만 건립되었고, 그 위치는 현재

의 3단지 추정 비각지일 가능성이 크다. 부도는 건립되지 않더라도 비와 더불어 영당(影

堂)이나 조사당(祖師堂) 등을 지어 현오국사의 영정을 봉안하고 명복을 비는 원당(願堂)으

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당시 영당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우선 시대는 맞

지 않지만 전퇴칸을 갖는 다소 이례적인 평

면을 갖는 불전 자리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러한 평면의 불전 유구에 대해 2013년 발

굴조사 당시 원래는 영당으로 사용되다가 

후대에 불전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는 자문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39). 이와 관

련하여 고려 초 951년(광종 1) 광종이 생모 

신명순성왕후(神明順成王后)의 진전(眞殿) 사

찰로 개경 보봉산(寶鳳山) 남록에 창건한 불

일사(佛日寺)의 가람터를 보면, 중심가람 서

북쪽 뒤에 별도로 마련된 영역에 회랑으로 

36)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6, p. 201. 한편, 보고서에는 두 개의 초석 중에서 동쪽의 초

석(a2)은 적심 위에 놓인 원래 자리의 것이고, 서쪽의 초석(a1)은 하부에서 수해로 인해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갈색 모래층이 확인된 점을 들어 이 일대가 수해로 붕괴된 뒤에 이 비각을 건립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초석 하부에 적심이 없이 퇴적층이 있다는 것은, 이 초석이 건물을 짓기 위해 그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라, 폐사 이후에 어떤 이유로 원래의 위치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7) 최태선, 위의 글, pp. 75-76.

38) 엄기표, ｢고려-조선시대 분사리 부도의 건립 기록과 양상 그리고 조성 배경｣, �불교미술사학�제20

집, 불교미술사학회, 2015, pp. 117-166.

39)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5, p. 349.

<그림 29> 불일사지 추정 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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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된 일곽이 있고 이곳이 왕후의 진전원

(眞殿院)으로 추정되는데40), 그 정전의 평면 

형태가 3단지 불전처럼 전퇴간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 결과 현재의 불전지는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으로 가람이 소실된 

이후, 기존 건물의 이중기단 위에 기단을 

한 단 더 조성한 다음 초석으로 놓고 건물

을 지은 것으로 파악되어41), 고려시대의 영

당 평면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은 그

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려 말에 

산사태로 가람이 붕괴된 이후, 여말선초 무렵에 이곳 3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가람이 재

편될 때에도 중심불전의 격에 맞게 전각을 개축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하층 기단 

아래에서 고려시대 석렬이 확인되고 있어 여말선초에 개축되었을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

다. 또한 16세기 중엽 보우(普雨)가 중창한 청평사(淸平寺) 극락보전(極樂寶殿, 1950년 

방화로 소실)과 같이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전면에 개방된 퇴칸을 갖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불전 평면이 영당과 무관하게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분명 있다.

  이상과 같이 적어도 고려 말 산사태 이후 여말선초에 3단지 일대에 본격적인 가람을 

중건하기 이전까지는 불전 자리에 영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지금의 불전자리에 영당이 있었다면, 당초 비각의 위치도 불전 앞마당에 조성되어 일곽

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비각의 당초 위치는 서쪽 중정의 

비각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불전 앞마당에서는 중앙에 남북으로 낸 답도 아래에서 동-서

방향의 고려시대 석렬만 확인되었을 뿐 비각 등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

여 비각지 북쪽의 건물지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각지 북쪽에 위치한 3-8 건물지는 북쪽 사면의 붕괴로 인해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서쪽은 3-9건물지, 동쪽으로는 3-3 건물지 아래에 중복되어 있

는 모양이다. 이 건물지 내부에서 고려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그 안에서 다량의 고려

시대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양상에 비추어 고려시대 유구가 폐기되고 그 자리를 정

지하여 조선시대 건물을 조성했다가 재차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42). 비각지와의 위치

관계로 볼 때 3-8 건물지 하부의 고려시대 건물 유구는 영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남쪽

의 비각과 함께 현오국사를 기념하는 영당 일곽을 구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0) 대한건축학회 편, �한국건축통사�, 기문당, 2014., pp. 288-289.

41)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5, p. 192.

42)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 p. 146.

<그림 30> 일제강점기 청평사 극락보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유리건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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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8

비각지

<그림 31> 비각지와 3-8 건물지 일대 유구 배치

<그림 32> 석탑지 유구 배치

(발굴보고서, 2016)

  
<그림 33> 3-2 건물지 유구 배치

(발굴보고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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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동쪽 중정의 석탑지를 살펴보자. 석탑지는 불전 앞마당의 동쪽에 면한 요사 

3-4 건물지 동편의 중정에 위치하며, 가람 서쪽의 비각지와 대칭을 이루고 있다. 탑 자

리에는 지대석만 원위치에 남았고, 나머지 부재들은 붕괴되어 주변에서 흩어진 상태로 

수습되었다. 탑지 동쪽으로는 3-13 건물지가 있고, 남쪽으로도 건물지가 확인되는데, 유

구의 잔존 상태로 보아 3-4, 3-13 건물지보다 선행하는 유구로 보이며, 3-4, 3-13 건

물지가 조성되면서 폐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탑이 앉은 자리를 보면 중정의 동쪽에 

치우쳐, 탑의 동측 지대석 자리가 중정의 동쪽 배수로 석렬과 중복되어 있다. 이것은 후

대에 3-13 건물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 석탑지 북쪽으로는 불전 

동편에 인접한 3-2 건물지가 위치한다.

  우선 9세기 후반 서봉사 창건 당시 6단지 불전 앞 마당 중앙에 위치해 있던 석탑이 

이곳으로 옮겨진 시기는, 13세기 후반 산사태로 가람이 붕괴된 이후, 여말선초 무렵에 

3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가람을 중건한 때였을 것이다. 당시 3단지 중앙에는 불전이 있

었고, 서쪽에는 현오국사비와 영당이 일곽을 이루고 있었다. 불전지 앞마당에서 석탑을 

놓았던 기초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석탑을 3단지로 옮겨올 당시부터 지금

의 석탑지 자리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산사태 이후에 가람을 새로 정비하면서 석탑의 배경이 되는 북쪽 자리에 요

사보다는 부불전이나 보살전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관련하여 석탑지 바로 

북쪽에 위치한 3-2 건물지를 보면, 남쪽의 기단이 상·하 2단으로 되어있고, 하층 기단

이 남쪽으로 넓게 조성되어 있다. 이와 대칭되는 불전 서쪽의 3-3 건물지와 비교해보면, 

3-2 건물지 전면의 하층 기단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넓게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로 인해 그 남쪽에서 불전 앞마당의 동쪽에 면하고 있는 3-4건물지의 북쪽 기단도 남쪽

으로 밀려 내려와, 맞은편 마당 서쪽의 3-5 건물지와 대칭을 이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구 양상으로 볼 때, 여말선초 석탑을 이곳으로 옮겨오고 가람을 재정빌 할 당시에는 

이곳에 전면에 의례용 넓은 기단을 둔 부불전이나 보살전이 조성되어 석탑과 대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불전 동·서에 요사가 인접해 亞자형 배치를 이룬 모습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져 폐사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빨라도 양란을 겪

은 뒤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원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적어도 조선 전기 동안에는 불전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현오국사 영당과 비각, 동

쪽에는 부불전 혹은 보살전과 석탑이 각각 일곽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3주제 용인 서봉사지 가람배치 특성 검토 / 87

Ⅳ. 맺음말

  고려 초 9세기 후반에 창건된 화엄종 사찰 서봉사의 가람은 대체로 현재와 같이 광교

산 남록의 경사지를 6개의 단지로 조성하고 가람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람

의 중심 영역은 5, 6단지 일대로, 정면 5칸의 장대한 불전을 짓고, 그 앞 마당을 회랑으

로 둘러 정연하게 일곽을 형성했으며, 마당 중앙에 삼층석탑을 세워 전형적인 화엄종 가

람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중기에는 1185년에 현오국사의 비를 3단지 일대에 조성하면서, 불전 서쪽에 영

당과 비각을 조성해 현오국사의 행적을 기념하고 명복을 비는 공간으로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각의 위치는 폐사 때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후기 몽골군의 병화에 의한 가람의 소실 흔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고

려 말 13세기 이후에 홍수로 인한 산사태를 당해 가람의 중심영역인 5, 6 단지 일대가 

완전히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후 여말선초 무렵에 가람을 복구할 때에는 산사태로 

매몰된 5, 6 단지 일대는 폐기하고, 3단지 영역을 중심으로 가람을 새롭게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6단지 마당에 있던 석탑이 3단지 불전 동편으로 옮겨졌고, 당시 석탑 북쪽, 즉 

불전 동쪽에는 석탑에 대응하는 부불전 혹은 보살전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초기에는 자복사로 지정될 정도로 사원의 위상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피해를 당한 이후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원을 유지해 갔고, 

폐사 직전 3단지 일곽의 건물 구성은 발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불전 이외에는 대부분

의 전각이 승려들의 거처로만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봉사지는 현재와 같이 고려시대 가람과 조선시대 가람이 공존하는 형태로 세상을 모습

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조선 초에는 3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가람이 운영되고 있

었는데, 이 가람만으로 태종 7년에 자복사로 지정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의문

은 발굴이 이루어진 사역 동쪽과 서쪽에서 확인된 동원과 서원 가람에 대한 조사가 이

루어져야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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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소장 토론문

「용인 서봉사지 가람배치 특성 검토」에

대한 토론문

  서봉사지는 근래 발굴조사 이후 사역의 정비와 해석의 과정에 놓여 있다. 발표자들께

서  말씀하셨지만 서봉사에 관한 사료는 극히 소략하여 터에 남아있는 현오국사탑비(보

물 9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여러 동의 건물지와 유물 

등이 대량으로 확인됨으로써 사역의 대체적인 범위는 물론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말까지 

경영되었으며, 각 시기별로 영역을 달리하여 사역을 조성한 점 등을 파악하였다. 사료는 

희소하지만 실증자료를 통해 서봉사의 실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간 발굴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몇 차례 학술발표를 통해 서봉사의 실체에 

차근차근 접근해 가고 있으나 특히 이번에 토론을 맡게 된 ｢용인 서봉사지 가람배치 특

성 검토｣는 불교건축사를 연구하는 전문연구자의 진지한 시각과 접근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발표문에 대해 큰 이견은 없으나 토론자의 궁금증 위주로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한다. 

  고려전기까지 주요 사찰에 나타나는 특징은 회랑으로 구획된 정연한 배치를 들 수 있

다. 차음 불전 앞마당 전방의 회랑(조선시대 기록에서는 橫廊으로 표현하기도 함)은 대체

로 유지되지만, 좌우 양측의 회랑은 다른 용도로 대체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서봉사지 

5·6단지 일대의 가람배치는 불전 앞마당이 회랑으로 정연하게 구획되는 고려전기의 모

습을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6-4, 6-6 건물지를 회랑으로 해석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린다. 

  3단지 일대는 조선시대 사역으로 드러났다. 중심사역을 기준으로 좌우에 건물지가 밀

집해 있어서 이 중심사역 외의 상황은 기존의 기문 연구에서 본 사찰의 구성과는 조금 

차이가 보인다. 즉 기존 기문에서 살핀 사찰들은 종축선이 강한 배치라면 3단지 일대는 

횡방향으로 사역을 조성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얼핏 

보자면 상원사(1466) 기록을 도시한 배치와 유사하다고 이해되는데). 

  선행한 발표자 가운데는 3단지 일대를 현오국사 탑비전으로 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

하였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탑비는 조성되었지만 부도가 건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풀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해본다. 기 발표된 탑비전으로 출발했을 가능성에 

대한 생각과(물론 글에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현오국사가 입적한 그 해에



90 / 2020 용인 서봉사지 학술심포지엄

(1179) 동림산 기슭에서 다비하고 장단현 대탁산에 안장했다는 내용에 따라 서봉사에는 

부도 없이 탑비만 건립한 것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는데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는 해석

인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부도와 비는 한 조를 이루는 추세와 달리 이런 전

개 이유를 듣고 싶다. 

  발표문은 전체적인 영역의 변화는 조사단의 의견과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별 영역이 지닌 개별 가람배치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발표문에서는 영역별 가람배치에 관해서는 해석을 유보하고 있으나 (현 단계의 한계

이긴 해도) 첨언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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