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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부석사 내의 여러 경관 중 가장 대표적 경관인 석축을 통해 과거 부석사 내에서 이루어진 공간 활용 연구 

를 통해 부석사 내에서 공간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봄으로써 석축을 통한 공간 활용에 내재된 의미 및 그 특정을 

연구하는데 초점올두고 있다.그결과석축을통한공간활용의 가장큰의의는신 · 구 영역의 자연스러운조화및 연결을가 

농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浮石흉에서 좋흩直으로 쌓여진 석축을 통해 가람이 山地에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平地에 세워진 

사찰과 유사한 가랍구조를 가지며 구성요소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어 山地라는 지형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통시에 가람 

배치에 질서 · 통일 · 조화 퉁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석축을 통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공간 활용이 이루어 

짐으로써 형생된 공간 속에는 다시 질서와 체계가 부여되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이루어진 동시에 부석사 공간 

활용은 주어진 지형을 단순히 받아들이면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간 활용 계획을 설정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부석사， 사찰， 공간 활용， 석축， 질서 및 체계 

Abstract: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whole fields of Buddhism and temples today through 

all scenery visually recognized in temples,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religious facility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space use in Buseoksa in the past through the stone wall,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scenery among various things in the temple. Through it, this study focuses on studying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use through the stone wa1l by investigating how the space has been 

used in the temple. πl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e aim to examine the space use in Buseoksa in the pas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rgest meaning of the space use through the stone wall is to make it 

possible to harmonize and connect the new and old areas natura1ly. Second, although the Buddhist temple has 

been established on the mountain by the stone wall piled on vertically at Buseoksa, the components are 

arranged in a certain interval without any difference to the temple built on the level land. πlat is, we can 

recognize that the space use thrOU!핏 the stone wa1l granted the order . unification . harmony to the Bud아llSt 

temple arrangement as well as overcoming the geographical disadvantage of mountain. Third, the intrinsic 

me따파19 of the stone wa1l is to continue the systematic space use.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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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lat is, it was possible to keep using the space efficiently by giving the order and system in the space, which 

has been formed while using the space in order systematically through the stone wall. 

As seen in Buseoksa, it is possible to keep using the space effectively as the building is arranged order1y at a 

certain interva1 by the stone wall ofvertica1 form and the outside space between the buildings is open. 

Fourth, lastly, the space use at Buseoksa does not simply accept the given topography to use it but adopts the 

efficient method on the situation fIxing the space use plan. 

Key Words : space use, stone wall, order and system, Buseoksa, Buddhist temple 

1. 서론 

D 연구의 배경과목적 

종교문화란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고 모든 사람 

과의 실존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 

으로서， 종교문화의 특정은 “인간의 유한성을 자 

각하고 자기 겸손을 드러내는 겸양(議讓)의 문화” 

라고할수있다. 이러한종교문화의특정에서볼때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자z{하고 자기 겸손을 드러 

내어 숭배하고 있는 선에게 의지할 수 있는 대표적 

인 곳은 불교의 사찰(후刺)， 기독교의 교회(敎會) 그 

리고 천주교의 성당(聖堂)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의 

세 대상 중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은 춤刺로 

서，사찰內에서 이루어진오랜기간동안의 변화및 

결과들은 사찰경관(춤刺景觀)에 잘 드러나 었다. 현 

재 사찰경관은 立地條件과 더불어 츄刺 構成形式 분 

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사찰경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 많은 발전 및 성과가 

이루어졌다. 사찰경관에 관한 연구는사찰건축의 進

入空間 및 사찰 진입방식인 樓下進入과 隔角進入(姜

1) 山水의 맥락， 山水의 형태를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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炯碩1쨌，권혁봉1991)을 비롯하여 불사건축 형식에 

대한 類型分類(安漢培，1985) ， 한국사찰의 立地類型

과 景觀構成 분석을 통한 사찰입지 유형분류(金進 

林，19ÇX)) , 사찰 형식에 內在된 의미(洪光杓， 1991)， 朝

蘇 중 · 후기 사찰 건축에 내재된 구성 원리(金奉烈， 

1989) 그리고 전통건축과 地理體系1)와의 관계를 통 

한 배치체계 규명(李元敎， 1993) 둥과 같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즉， 사찰 立地 및 分布， 사찰 내의 건축 

물에관한형식적특성 · 건축물배치，시대별 · 지역 

별 건축물 차이 및 특성 둥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사찰 전반에 대해 새로운 지식 및 

시각이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 낸 결 

과 및 성과를 토대로 부석사 내에서 가장 대표적 경 

관인 石葉에 초점을 두고 과거 부석사 내에서 이루 

어진 공간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 

로공간 활용은장소 · 입지조건에 따라보편적 또는 

특정 목적 ·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수있다.사찰의 경우사찰내에서 이루어지는공 

간활용은수행 · 예배 ·생활·교육둥과같이 여러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족시키는 방향 

으혹공간활용이 이루어지므로한정된공간내에서 



특정 목적 및 기능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기능이 원 

활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공간에 유연성을부여하는 

방향으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山地에서 담然과 달리 A間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용은반드시추구하는目的· 텀標가있으며그결 

과물에는 반드시 특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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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성시기 및 조성 이후의 기록이 전해오지는 

않지만 조성된 당시의 원형이 거의 그대로 유 

지되어 있는 석축을 통해 객관적인 연구가 가 

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 本 陽究에서는 石葉을 主冊究對象으로 택하고 있 

석사 석축을 통해 산지사찰인 부석사에서 이루어 으며， 이를 위해 택한 연구범위는 과거 일주문(一主 

진 공간 활용에 대해 연구하고자하며 그 목적은 다 問)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천왕문 터부터 조사 

음과 같다. 당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첫째， 浮石춤의 대표적 경관인 石葉의 특정 및 내 또한 본 연구는 사찰 및 부석사와 관련된 각종 문 

재된 의미 파악을통해 과거 부석사내에서 이루어 헌 및 연구문헌에 수록된 배치도(1차자료)와 현지 

진 공간 활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답사 및 실측(2차 자료)을 통해 자료를 수집 · 조 

둘째， 石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부석사에서 사 ·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목적에 접근하고 있다. 

의 공간 활용 의의 및 그특정을 살펴보고자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찰 내에서 이루어진 공간 활 

용의 유형 및 분류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며， 현재 

2) 연구대상 및 방법 부석사에서 볼 수 있는 石葉을 통한 결과론적 입장 

에서 結論을 제시하고 있음을 미리 밝히파한다. 

본 연구대상(鼎究對象)인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 

면 북지리 산148번지 봉황산(鳳凰山) 기숨에 위치 

하고 있는 부석사(浮石놓)는 676년 2월 의상대사 

(義뼈大師)에 의해 창건(創建)된 산지입지형(山地 

立地型) 사찰(놓체)로서 약 15。의 뼈料地에 造營되 

어 있다. 본 연구는 사찰경관 중의 하나인 석축을 

통해 공간 활용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데 덤的 

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석사를 선정하 

고있다. 

@창건당시건축물수·규모특히사찰內의건 

축물 배치 둥에 관한 기록 不在로 창건 당시 

모습은 파악할 수 없지만， 창건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 위치 하고 있다. 

@부석사 내의 구성요소들은 석축과 직 ·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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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재정，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부석사 
전체배치도를 토대로 작성 

〈그림-1) 연구범위 



浮石츄 E葉景觀과 휴체 空間 활용에 관한 考察

2. 우리나라 佛敎뭘剩 및 空聞配置
개관 

1) 우리나라삼국시대의 불사건축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으로 수용된 시기는 고 

구려 소수림왕(小默林王) 2년(372)으로서 , 고구려 

시대의 대표적인 가람배치형식은 일탑삼금당식이 

라고 할 수 었다. 고구려시대의 불사건축을 볼 수 

있는 정릉사지는 대규모 장방형 구역 안에 南北 輔

을 따라 좌우회랑으로 둘러싸인 5개의 구역이 있 

으며 중심구역에는 중앙에 양1형 목탑지， 목탑지 

좌우로 장방형의 금당， 북쪽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회랑 너머 금당， 종루 및 경루 그리고 강당으로 추 

정되는건물이 있어당시에 이미사찰내에서 필요 

로 하는 기능 및 목적에 맞게 가람배치 및 구성요 

소가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백제시대의 전형적인 가람배치형식은 1 

탑을 중심으로 중문-탑-금당-강당의 건축물이 자 

오선상에 놓이게 되도록 좌우대칭으로 배치하고 

회랑으로 돌린 1금당1탑식가람으로서， 백제 무왕 

대인 7세기 초(6어년-640년)에 창건된 것으로 추 

〈그림-2) 정릉사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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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미륙사지의 경우 가람배치는 西搭院， 東搭

院， 中搭院의 3개 港院이 ‘品字型’ 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가람배치는 1金堂1搭式빼藍配置 

임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가람배치형식은 삼국시대의 

가람배치형식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황룡사지 

에서 볼 수 있는데， 훨興王 14년(553)에 착공되어 

완성되는데 %년이 소요된 황룡사는 닫刺로서 -

搭式뼈n藍配置를 따르고 있다. 

특히 남북 자오선 中心輔上에 남회랑， 중앙에 중 

문·목탑·금당·강당·좌우에경루·종루·동 

금당 · 서금당 그리고 몇 개의 건물들이 대청되어 

배치되어있다. 

출처 : 윤장섭， 한국의 건축， p. 133 

〈그림-3) 미록사 가람 추정도(장경호 작성) 

출처 : 윤장섭， 한국의 건축， p.164 

〈그림-4) 황룡사지 최종 가람배치 



2) 統一新羅時代의 불사건축 

통일신라시대 불사 가람배치는 佛舍利를 安置한 

탑을 중심으로 하던 1탑식 가람배치에서 佛像을 

안치한 금당을 중심으로 그 앞에 2개의 탑을 시립 

(持立)하는 2탑식 가람배치로 발전되었다. 

하지만 이전 시대의 사찰과 비교했을 때 구성요 

소 數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가람배치는 이 

전시대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구려 시 

대 사찰부터 통일신라시대 사찰 내의 구성요소는 

수행 · 예배 · 생활 · 교육 기능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사 

찰 내에서의 공간 활용은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기 

능 및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동 

시에 좌우 대칭의 배치를 통해 공간 내에 질서와 

체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다. 

@ 망덕 사지 @ 불국사 금당원 @ 감은사지 

쁨휠 
@ 천꾼리사지 @ 사천왕사지 @ 일본 동대사 

때 꽉I J 룰 I 
출처 : 윤장섭， 한국의 건축， p. 200 

〈그림-5) 2탑식 가람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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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高麗時代의 불사건축 

고려시대 가람배치는 2탑식 가람배치와 1탑식 

가람배치로서， 2탑식 가람배치의 경우 현존하는 

遺構가 적어 2탑식 가람배치가 고려시대의 일반적 

인 가람배치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홍왕사지에 

서 고구려 시대의 양1 목탑지로 추정되는 석조기 

단이 있다는 점과 불일사지 가람 중앙의 배치가 중 

문-석탑-금당-강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고려시대에도 이전 시대의 구성요소 및 배 

치형식이 계승 · 반영되었음을 알수 있다. 

1) 쭈，，)줬양 @ 혔껴ft찌 였) 셔얘#책 ‘Ð 써!i'd*얘 ítl 셔\H!l+얘 

출처 : 윤장섭， 한국의 건축， p.324 

〈그림-6) 흥왕사지 유적 배치도 

4) 朝蘇時代의 불사건축 

조선시대 佛좋 가람배치는 龍門山 上元춤의 觀

音現相圖2) 도회(圖續)에 나타난 배치형식과 「朝蘇

三十一本山寫률集」에 실려 있는 奉恩춤의 배치형 

식3)이 朝蘇時代의 가람배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계곡 가운데에 重層으로 보이는 本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전(臨嚴)， 전방 우측에 석탑， 석탑 앞쪽에 重開樓， 중각루 앞에는 單層
門， 중각루 양측 좌우에 무랑(?，廠)이 연결되어 있으며， 무랑 兩端에 평면이 직각으로 꺾어진 부분에는 정면을 향한 건물이 양쪽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건물 뒤에는 석탑을 놓여 있음. 

3) 가장 깊은 곳에 대웅전， 그 基혐 아래 화우에 송료(個寶)， 中展 전면에 樓， 樓 앞에 문이 배치되어 있음. 

-131-



浮E휴 E훌景觀과 를놓체 空間 활용에 관한 考察

현재 조선시대 사찰의 가랍배치를 볼 수 있는 많 

은 사찰 중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熊浦面) 송천 

리(松Jl I 里) 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숭림사는 산지 

가람의 기본적 배치유형인 4동중정형(四陳中廣 

形) 배치를 따르고 있다. 

지형 특성상 우화루를 중심으로 상하에 1단씩 단 

이 조성되어 건축물의 배치가 이루어져 있으며， 주 

불전인 보광전은 2단의 석축이 쌓여진 곳에 배치 

되어 있는데，가람배치는둥고선과수평그리고둥 

고선 진행방향과는 수직을 이루며 조성된 대지 위 

에 이루어져 있지만， 사찰 내의 구성요소 역시 이 

전시대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

출처 : 국랍문화재연구소， 숭림사 탱우전， p. 124-1 

〈그림-η 숭림사 평면 배치도 

3. 浮石솔 웰j建 및 變選過程

U 浮石좋옵IJ建 

적 세계관의 근저(根底)에 있는 것은 신령이 세계 

와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으로서， 무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福) . 수명(壽命) 그리고 재물(財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었다. 

즉， 神靈의 도움으로 빈곤과 불안에서 벗어나 풍 

요롭고 복된 생활을 하려는 소복종교(所福宗敎)인 

동시에 철저한 타력신앙(他力信때)이었으므로 보 

살사상(홈藏思想)을 중심으로 他力信때을 갖고 새 

로 들어 온 대승불교(大乘佛敎)와 잘 맞았다고 할 

수있다. 

물론 在來神이 있는 이상 불교와 기존 종교 사이 

의 교섭은 불가결했으며， 특히 종교의 경우 종교를 

수용하는 주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종교의식 구조 

가 수용형태를 결정하므로 신불습합(神佛習合) 현 

상 및 기존 신앙체계와의 습합을 통해 일반 민중에 

게 신앙되고 실천되어진 민속불교가 생겨나면서 

정착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 진위(훨健) 및 신빙성은 낮지만 부석사 

창건 설화에 나타난 권종이부(歡宗異部) 오 백 여 

명의 표현을 통해 부석사 역시 토착신앙과의 습합 

을토대로창건이 이루어졌지만그과정이 순탄하 

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할 수 있다. 

(2) 부석사 입지선정 요인 

통일신라시대에 사찰이 산지에 입지하였던 요인 

으로는 〈표-1) 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시대의 산악 

숭배(山돕뿔拜) 신앙， 삼국통일 후의 어지러운 국 

내 정세를 안정시키려는 왕권 및 국방 강화를 위한 

정치 ·군사적 요인 그리고통일신라 말기에 도입 

(1) 부석사 창건 및 토착신앙과의 관계 된 선종(輝宗)과 풍수리지설(風水地理說)의 영향 

신라 문무왕(文武王) 16년(676년 2월) 의상대사 으로 수도생활(修道生活)에 적합한 장소로서 산지 

에 의해 부석사가 창건될 당시 신라에는 무교(뽀 에서 사찰의 창건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敎)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무교 부석사의 경우 첫째 부석사가 봉황산(鳳凰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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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산과의 關係에 따른 사찰입지 분류 

출처 : 김용기 외2， 신라사찰의 입지와 공간 구성의 형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p.7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석사 역시 산악 

숭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기존 민간신앙 또는 仙風세 

력과의 習合을 통해 불교의 정착 · 토착화 더 나아 

가 기존 민간신앙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목적을 위 

해 민간신앙의 근거지였던 지금의 위치에서 부석 

사를 창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仙風의 思'1훌는 담然과 A間은 서로 交感하 

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 그리고 현재와 과거는 분리 

되지 않으므로 인간과 자연은 等質l生이라는 調和

觀이지만， 佛敎의 思堆는육체와 영혼을분리하고， 

현재를 과거의 業報로서 부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목적의 추구를 위해 입지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 세속을 벗어나 자신만의 화엄 

출처 : 김보현외 2, 부석사， p. 69-71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사상을펼치려는목적 및 이를위한충분한공간 

확보차원에서 지금의 위치를택했다고할수있으 

며， 마지막으로 신라중대 7세기 후반 무열왕(654-

661)부터 효소왕(692-702)사이 에 창건된 37개의 

사찰중 21개사찰이 경주및그 인근지역에 건립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불교교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을 택해 입지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할수있다. 

(3) 浮E휴 빼藍配置 햄鍵 
十地品을 통한 해석은 부석사가 華嚴宗刺로서 

법화경이 說하는 보살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과 道程을 말한 것이 화엄경의 ‘十地品’ 과 

‘入法界品’ 이므로 현재 부석사 내의 석축이 10단 

인 점， 입법계품의 최종 단계인 34품 ‘입법계품’ 대 

〈그림-8) 十地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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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훌싫흉農홉1 

출처: 김봉멸， 한국건축의 계획과정:부석사， 이상건축， p.88 

• I 
훌짧댁&휠§ 

〈그림-9) 삼배구품도 

자재천의 제 10지가 생멸이 없는 아미타여래의 서 

방 극락 세계이므로 화엄사상에 입각하여 부석사 

가람배치를 해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삼배구품을 통한 해석은 정토신앙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 정토신앙의 근본경전은 무량 

수경(無量壽經) , 아미타경(阿播院經) , 관무량수경 

(觀無量壽經)으로서 경전에는 중생들이 서방정토 

(西方博土)인 극락세계(極樂世界)에 이르는 단계 

(段階)를 3, 또는 세분화하여 아홉 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 중생의 근기(根機)를 3종류로 나누어 설명하 

는 것이 삼배왕생(三輩往生) , 이것을 다시 용류로 

나누어 왕생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 구품왕생(九 

品往生) 그리고 삼배왕생과 구품왕생을 묶어 삼배 

구품이라고 하는데， 부석사 가람배치는 바로 삼배 

구품을 구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浮石춤 地理體系를 통한 解釋으로서 , 

현재 安養樓 상단부와 安養樓 하단부의 30。정도 

굴절된 配置 輔 그리고 굴절된 축파 일치하는 석축 

의 방향을 통해 두 개의 축선이 부석사 전체 가람 

의 기준이 된다는 해석으로서 , 무량수전 축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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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근거는 전면의 案山 그리고 安養樓 하단 첼鐘 

聞의 배치 축 근거는 도솔봉(뺏率峰)과 運華峰에 

있다는것이다. 

즉， 의상대사가 海東 華嚴의 개창자라는 사실과 

부석사가 바로 해동화엄의 종찰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당시 화엄경 ‘입법계품’ 의 弼院뺑向에 근 

거하여 미타불을 본존불로 모시지만， 의상대사가 

구현하려 했던 화엄의 세계는 연화장 세계인 만큼 

연화봉부터 태백산까지가 연화장의 세계인 동시 

에 부석사는바로 이 연화장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佛法을 信때하여 福을 얻으라는 國家의 

敎示가 있을 정도로 傳來初期 불교신앙은 주술 

적 · 현세적 · 기복적 요소가 강한 중국 불교의 영 

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현세의 이익을 기원하는 경 

향이 강하였다. 특히 삼국시대에 성행한 대승불교 

는 소승불교에서 주술이나 기복을 금하는 것과 달 

리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어 現世利益的 · 기복적 

신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往生極樂을 약속하는 미타신앙은 두 가 

지의 이익을가져다준다고생각되었는데，크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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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浮E휴의 地理體系 澈念適

세적 이익인無量壽를누리게하는것과현세의 이 

익이 來生에 가서 다시 再生된다는 것으로서， 이때 

영원의 彼뿜에 관심을 가지는 정토신앙이 싹튼다 

고할수있다. 

따라서 현재 부석사의 가람배치는 특정 사상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화엄 

사상， 정토사상， 풍수사상 둥 부석사 창건 당시부 

터 함께한 여러 사상 및 교리의 영향을 받아 이루 

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보다 넓은 연구 

는 추후 과제로 남기파 한다. 

2) 浮石츄變選過程 

(1 ) 統-新羅時代

오늘날 부석사 창건 당시에 관한 기록 不在로 창 

건 당시 부석사 춤域에 관한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 

지 않지만， 섬국시대부터 石짧은 산지에 많이 조성 

되었으며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예배굴(軍威 三

尊짧) . 봉화 · 영주지역의 廳崔石짧(奉化 北技里

石짧， 榮州 可興里 石짧， 慶州 骨짧魔 廳屋石짧) 그 

리고 여러 葉造石짧퉁이 山地에 조영되어 있었다. 

의상대사 역시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 옹 해에 落山춤의 觀音짧에서 觀世音홈藏에 

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과 현재 부석사 무 

량수전 왼쪽의 浮石 및 주변 환경， 부석사 창건 설 

화 및 토속신앙과의 습합 동을 고려할 때 창건 당 

시 부석사는 현재 무량수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百濟의 경우에 

도 웅진시대에 산지에 많은 석굴사원이 엽然石짧 

과 목조건축물 갖추며 창건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석사는 현재 무량수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서 창건→ 중창 • 석축 조성을 통한 대규모 중창 

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규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2) 高麗時代

高麗時代에 불교계에 나타난 특정은 첫째， 사찰 

營建 주체에 國家 · 慣個뿐만 아니라 일반 個A의 

참여로써 營建 주체에 따라 造營된 건축물의 규모 

및 그 數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두 번째 특정 

으로는 宗派와 관계없이 산을 뒤로 하는 사찰의 입 

지조건이 나타나면서 완만한 願料地를 몇 개의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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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당후5-6. (") 
rJ (") 

출처: 문호}재정， 2002, p.116 순흥읍지 추정도를 토대로 작성. 

〈그림-11) 1740 년경 부석사 

은 段으로 하여 건축물을 배치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정은 사찰 내에서의 構成要素

증가및변화로서，以前시대의 경우하나의 佛嚴에 

여러 개의 불상이 봉안되었던 것과는 달리 고려시 

대에는 하나의 불상을 모시는 독자적인 願開이 나 

타나면서 불전의 分化 즉， 禮拜用 전각에 변화가 나 

타나는 동시에 사찰에서 생활을 하며 수행을 하는 

승려들을 위한 공간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전체적 

으로사찰의 구성요소에 변화가발생하였다. 

하지만부석사의 경우위에서설명한특정들이 어 

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전해오는 기록이 없어 고 

려시대에 이루어진 변화 및 발전에 대해서는 정확 

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無量壽願 중 

창 · 祖師 · 중수 · 圓騙國師陣 건립， 대장경 인사(印 

寫) 둥에 관한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에도 부석사 내 

에서 많은 발전 및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朝輔춤代 및 오늘날의 부석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 태종(太宗) . 세종(世 

宗)대에는유교사회 기틀마련과동시에 억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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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되었던 시기로서， 세종 6년(1424) 선교양종 

36개의 사찰만을 남겨 놓고 두 종파에 18 사찰씩 

나누어 소속시키면서 국가가 공인한 36개 사찰에 

한해 토지를주고상주할승려의 수를정하였다. 

비록 부석사는 輝敎兩宗 36춤에는 제외되었지 

만， 조선시대에도 부석사 내에서는 많은 변화 및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1740년경에 발간된 순홍읍 

지(順興몸誌)를 통해 조선 후기 부석사에 대해 파 

악할수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16년부터 1919년 사이에 

이루어진 보수 및 1977년부터 1980년 사이에 진행 

된 부석사 보수정화사업과 이후에 이루어진 지속 

적인 발전을 통해 부석사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부석사 가 

람배치와 오늘날의 부석사 가람배치는 구성요소에 

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뿐 춤域에는 큰 차이가 없 

으며， 특히 일반적으로 산지사찰에서 자유로운 가 

람배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부석사에서 이루어 

진 가람배치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 있어 

다른 산지사찰과의 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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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오늘날의 부석사 

4. 石葉을 통한 공간 활용 

1) 石藥의 造成

일반적으로 석축의 造成은 경사면 붕괴 방지 및 

안정을위해조성된다. 

즉， 경사면에 盛土가 이루어질 경우 시간이 지나 

면서 盛土부분에 하중이 추가되어 미끄러질 가능 

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石葉을 조성하 

지만， 사찰의 경우 특히 부석사와 같은 산지사찰은 

(1) 

(3) 

경우에 따라 급변하는 자연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 

출되어 있으므로 사찰 춤域 內外의 경사면 안정， 

사찰 內에서의 종교행사 및 예배 공간 확보， 수행 

생활 및 構成要素 증가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수용 

하기 위해 석축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사면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크게 경사면을 따 

르는 방법과 수직으로 쌓는 방법으로서 , 1煩料面 안 

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네 가지 형태를 

도출하면다음과같다. 

현재 부석사에서 볼수있는석축형태는 3번 .4 

(2) 

(4) 

〈그림-13) 사먼 안정을 위한 네 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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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헝석축 

〈그림-14) 난간형 · 계단형 석축 비교 

번 형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1번과 4번 형태를 

중심으로 1번을 난간형으로， 華直으로 쌓은 4번을 

계단형으로 칭하여 설명하파 한다 4) 

(1) 석축형태 비교 및 계단형 석축의 효과 

@ 난간형 ·계단형 석축 비교 

부석사에서 볼 수 있는 석축 형태는 계단형으로 

서， 계단형 석축을 난간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두 

석축형태의가장큰차이는기울기라고할수었다. 

기울기 차이에 따라 조성된 향地 면적은 적용된 

석축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동시에 계단형 

석축이 난간형 석축에 비해 평지를 얻기 힘든 산지 

라는 지형적 불리함을 감소시켜 더 넓은 뿔地를 조 

성하는데효과적임을알수있다. 

그리고 계단형 석축의 造成은 바라보는 지점에 

따라 경사면이 끝나는 지점과 경사면이 시작되는 

지점 두 곳에서 쌓여 질 수 있다. 

경사면이 끝나는 지점에서 석축을 쌓을 경우 盛

土(00) ， 반대로 경사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석축 

을 쌓을 경우에는 切土가 이루어지므로(æ) ， oo번 

방법의 경우 성토의 발생으로 충분한 바닥 다짐이 

1현 짧효 
혈:.. .. ε환 

--를→.，.，--‘《써‘ 

1합 환따규 i 
환효효f 

웰뺀 럼썼짝걱::... 

〈그림-15) 계단형 석축의 쌓이는 위치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흙을 필요로 하 

며， æ번방법의 경우@번방법에 비해 석축을쌓 

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오랜 기간동안 다져진 

지반을 직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土壓에 대해 안 

정성이 더 높은 장점이 있다. 

즉， 각각의 방법은 요구되는 조건(건축물 규모 및 

數) 및 그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 활용되었을 가능 

성이높다고할수있다. 

또한 계단형 석축을 통한 공간 활용을 통해 산지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배치되는 건축물에 질서가 

부여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이 分散되지 않아 요구 

되는 기능 및 효과를 얻을수 있다. 

즉，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공간 활용이 이루어져 

형성된 공간 속에 다시 질서와 체계가 부여됨으로 

써，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외부 공간은 서로 개 

방되므로 지속적인 효과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였 

다고할수있다. 

@ 계단형 석축의 효과 

두 석축 형태의 비교를 통해 계단형 석축이 山地

에서의 사찰형성 및 사찰이 필요로하는 평지 형성 

4) 1번은 비탈면을 따라 이루어지지만 전체의 형태로 볼 때 난간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을 난간형으로 그리고 4번 
을계단형으로칭하파한다. 

-138-



地理學論훌 저144호 (2004. 9) 

출처 : 이앙규 4외， 토목시공학， 보문당 , p.151 그림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16) 토공단먼과 계단형 석축 앞 계단 종단면도 

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효과 

를 형성되는 평지 면적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난간형 석축을 계단형 석축 앞에 놓인 계단과 동일 

하게적용꾀한다 5) 

즉， 난간형 석축을 계단형 석축 앞에 놓인 계단과 

통일하게 볼 경우 계단의 수평거리는 〈그림-15) 에 

밭웰 12.4m ￡력 14.6m 
뉴 2.3m녁 뉴----t 

6.7m 

겨|단 1 (1: 0.9) 겨I탄 2 (1 : 1.45) 

￡럭 11.7m 헐럭 I1.4m 
← 2.않3m녁 •--• 

1.7m 

겨|단 5(1: 1. 35) 계단 6 ( 1 : 1. 21 ) 

서 보았듯이 석축 위 또는 아래에서 새롭게 형성되 

는평지의폭이된다. 

물론 계단형 석축은 경사면이 시작되는 점 또는 

끝나는 점 에서 쌓일 수 있지만， (그림-18) 에서 볼 

수 있듯이 ‘가로 길이 (x)와 폭(y)’ 6)은 같으므로 

Ym 길이만큼 평지가 석축 아래 부분 또는 위에서 

밭렐 I1.~ ￡뢰 1 2m 

•J. 6m • ← 2.6m 내 

겨|딴 3 (1 : 0.75) 겨i단 4 ( 1 : 1.3) 

혈럭 Io.9m 혈럭 14.5m 

←--녁 •----t 
1.3m 6.앙n 

껴|단 7 ( 1 : 1.44) 체단 6 ( 1 : 1.31) 

〈그림-17) 계단의 수직거리에 대한수평거리 비율 

5) 이러한가정은 난간형과계단형두형태만을비교할때 난간형이제공하는평지면적이가장작으며 계단형이제공하는평지면 
적이 가장 넓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가로길이와 폭을 구하기 위해 5아n 줄자와 laser mark point 기기를 이용하여 실측하였지만， 석축 가로 길이는 줄자의 특성상 긴 
거리를측정하는경우줄자가늘어지는단점이 있었으며 또한지면이 고르지 않고식물의 영향으로오차가발생하여 이를보완하 
기 위해 2회 측정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폭의 경우 각 석축 앞에 있는 계단의 수평거리를 측정하여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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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계단형 석축을 통해 형성되는 대지 위치 

만들어진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새롭게 형성되는 

평지 면적은 차이가 없다. 

그리고 무량수전 앞 석축부터 식당이 위치하고 

있는 석축까지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9) 석축 범위 

계단형 석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지 면적은 

1516.6m'(약 458평)로서 7) 조성된 대지는 나누어져 

있어 그 효과를 객관적인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최 

〈표 4-1) 조성되는 평지 면적 

소한 배치되는 건축물의 坐向8)에 일정한 효과를 

주었다고할수었다. 

그림 (A)는 현재 부석사 내에서 볼 수 있는 형태 

로서， 계단형 석축 적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간에 질서가 부여되 

어있다. 

이에 비해 (B)와 (C) 형태는 산지 경사면을 따라 

석축이 조성되어 있어 건축물의 규모가 작아지는 

동시에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건 

축물의 배치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는 (B)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배치 형 

태로서， (A) 형태와 같은 규모의 건축물 배치는 가 

능하지만， 이 경우 건축물이 아닌 외부에서의 활동 

을 위한 공간은 줄어드는 동시에 건축물 앞은 출입 

을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되므로 (A)에 비해 효율 

적인 공간 활용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단형 석축을 적용한 공간 활용은 단순 

히 산지에서 보다 넓은 대지를 제공동}는 것만01 아 

7) 앞에서 밝혔듯。l 산출된 면적에는오차가 있으며， 평지면적은 어디까지나난간형과 계단형만의 비교에 의한 결과로서， 가장 적은 
평지 면적을 제공하는 난간형에 비해 계단형일 경우 제공되는 평지면적임. 

8) 단순히 위치하고자리 잡아바라보는것이 아닌부석사의 경우사찰내의 건축물이 세로또는가로로배치될수 있도록 영향을미 
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중축에도 영향올 미칠 수 있다. 

-140-



繼
[

니
 

〔
니
 R
니
 터
니
 터
니
 

n
니
 R
니
 터
니
 

」않r-

地理學論훌훌 제44호 (2004.9) 

口
麗
n

혈
 

灣
섹
잭
 
쩔M
 쨌
 

口
贊n패
관
 

E그건훌물 E그 

ε그 E그 
變灣變혔鍵뿔뿔했灣뿔$ 

E그 ε그 
變픔篇뚫옳灣繼驚혔 

亡그 E그 
확펙때햄繼鐵뚫째쫓찌驚편 

꿇션- 났션-
〈그림-20) 경사면 조성 형태에 따른 건축물 배치 가상도 

니라 건축물의 효율적 배치 및 발생할 수 있는 변 

화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2) 石藥配置 및흐름. 

(1) 1]葉의 配置

석축 배치는 무량수전 앞부터 현재 식당이 위치 

하고 있는 곳까지 배치되어 있어 공간 활용에 있어 

효과적인 계단형 석축이 사찰 상단 영역부터 하단 

영역까지 통일된 방법(법칙)으로 적용되어 있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공간에 我序가 부여되어 있다 

고할수있다. 

특히 석축을 배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석축이 시작되는곳으로서，부석사창건당시 岩石

이 사람들에게 신성시되었다는 점과 무량수전 阿

爛院佛의 좌향(西坐東向) . 중심 건물의 南向 원칙 

〈그림-21) 석축 배치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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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체적 산출의 예(A 메 

존중을 고려할 때 석축은 시대에 따라 발생하는 변 

화 수용 및 주불전이 모셔져 있는무량수전에 충분 

한 대지를 조생하기 위해 쌓여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단형 석축과 유사한 형태를 갖는 34m 
높이의 돌로 쌓여진 智異山地 階段式 논의 경우 대 

개 고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계단식 논이 

조성되며， 특히 계단형 석축은 지형의 높이 차이에 

따라 쌓여지므로 위와 아래 또는 아래 · 중간 · 위 

영역에서 동시에 쌓여질 수 있다. 

따라서 부석사석축배치 역시 반드시 위에서 아래 

로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안뿜 아래 영역 

을 중창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영역이라고 할 때 석 

축조성은 위에서 아래로진행되었다고할수 있다. 

(2) ~葉의 흐름 
석축의 흐름은 等高線 흐름과 직각을 이루고 있으 

며， 특히 둥고선과 석축이 수평을 이루는 동시에 그 

위에 건축물의 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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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낮아지는 지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면의 기복을 최소화시키면서 盛土와 切土의 균형 

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다. 

또한 지면 위의 건축물 배치만을 볼 경우 건축물 

의 배치 축은 갑자기 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 

만， 석축의 흐름은 ‘나선’ 형으로서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석축을 통한 공간 활용은 공간 전체에 걸쳐 

주어진 지형조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형과 조화 

를 이루고 있으며， 토량(체적)에서 간단히 살펴보 

면다음과같다. 

〈그림-22)은 둥고선 흐름과 대지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그림으로서， 임의로 

280m를 基準 높이로 설정한 상태에서 같은 면적 

의 대지를 조성할 경우 (A)의 체적은 458.3m'이며， 

(B)는 677.9m'이다. 

따라서 山地에서의 공간 활용은 동고선과 수평， 

흐름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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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같이 뿔地 造營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 적인 가람구조 및 형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을알수있으며，그결과전형적인 東西길이가南 산지사찰에서의 석축을통한공간활용의 의의 및 

北 길이보다 긴 장방형으로 사역이 조성되었음을 특정 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알수있다. 

따라서 석축의 흐름 및 배치를 통해 부석사 내에 

서의 공간활용은주어진지형을단순히 받아들이 

면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공간 활용 계획을 설 

정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 

졌음을알수있다. 

특히 춤域이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기하학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 건축물 배치 및 공간 흐름의 연 

속성이 가능한동시에 집약적인공간활용이 나타 

나고있다. 

3) 계단형 석축을 통한 공간 활용 의의 

다른 산지 사찰과는 달리 계단형 석축을 적극적 

으로 활용한 부석사 가람배치는 산지사찰에서 볼 

수 있는 자유식 배치가 아닌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부석사 가람배치의 형태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 석축이 조성된 이후 세워진 다른 산 

지사찰과의 구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 가람배치형식은 

고구려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독자성보 

다는 공유성이 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단형 석축을 통한 부석사 내에서의 공 

간활용및가람배치는통일신라말선종의 성행에 

따라 평지에서 산지로 가람의 입지가 바뀌면서 형 

성될 수 있는 여러 가람배치 양식의 하나라고 할 

수있다. 

물론 평지사찰과 산지사찰의 가장 큰 차이는 回

願의 유무이지만， 평지사찰과 산지사찰의 차이를 

사찰 내의 구성요소 有無로 구분하기 보다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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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일반적으로 공간 개념은 3개의 축을 가지는 좌표 

체계로서， 上下 · 前後 · 左右 · 內外로도 표현되고 

있다. 

또한공간활용은특정 및보편적인목적을추구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 활용 방식 및 결과는 

서로다르다. 

특히 공간 활용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 

경과의 작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공간 활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공간 활용이 이루어진 공간 속에 

는 다시 공간 활용이 수반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지속적인 공간 활 

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공간 

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내 · 외부공간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찰의 경우 사찰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요구 

에 부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다양한 

경관이 형성된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 공간 활용은 진행되는 장소 · 목적 · 

방식 · 지형조건에따라그범위 및 결과가다양하 

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찰 내에서 이루어진 공 

간 활용에 접근하기 위해 부석사의 대표적 경관인 

석축을통해 과거 부석사내에서 이루어진공간활 

용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석축을 통한 공간 활용의 가장 큰 의의는 

신 · 구 영역의 자연스러운 조화 및 연결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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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하였다는것이다. 

부석사 창건은 현재 무량수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으며，그아래 영역은후에새롭게 

중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축을 통한 공간 활 

용은창건당시의 영역과새롭게조성된영역을자 

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浮石춤에서 華直으로 쌓여진 석축을 통해 

가람이 山地에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平地에 

세워진 사찰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즉， 석축을 통한 

공간 활용은 山地라는 지형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동시에 가람배치에 질서 · 통일 · 조화 둥을 부여 

하였음을알수있다. 

셋째， 石葉에 內在된 의미는 체계적인 공간 활용 

을 지속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석축을 통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공간 활용 

이 이루어지면 형성된 공간 속에는 다시 질서와 체 

계가 부여됨으로써 계속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부석사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 형태의 석축을 통 

해 건축물은 일정 간격으로 질서 있게 배치되는 동 

시에다시 건축물과건축물사이의 외부공간은개 

방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공간 활용이 가 

능했음을알수있다. 

넷째， 조선시대 사찰과는 달리 부석사 내의 가람 

배치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시기 

적으로 부석사 내에서 석축이 조성된 이후 세워진 

다른 산지사찰과의 구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찰의 가람배치형식이 독자성보다는 

공유성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석축을 통한 공간 

활용은 통일신라 말 선종의 성행에 따라 평지에서 

산지로 가람의 입지가 바뀌면서 형성될 수 있는 여 

러 가랍배치 양식의 하나로서 평지사찰의 가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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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식을 산지사찰에 적용하였다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석사 공간 활용은 주어진 지형을 

단순히 받아들이면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간 활용 계획을 설정한 상황에서 가장 효 

율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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