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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청평사(淸平寺)는 강원도(江原道) 춘성군(春城郡) 북산면(北山面) 청평리(淸平里) 674에 있

는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사찰(寺刹)로 해발 668m인 청평산(淸平山)(구명(舊名) : 경운산(慶

雲山)) 부용봉(芙蓉峯) 남측 해발 300m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옛부터 「청평산관동빈(淸平山冠東濱)……」1)라 하여 산수(山水)가 수려할 뿐 아

니라 고려(高麗) 진락공(眞樂公) 이자현(李資玄)2)이 37년 동안 은거(隱居)한 땅으로 이름이 

높으며 경내(境內)에는 보물(寶物) 164호(號)인 회전문(廻轉門)과 극락보전(極樂寶殿), 삼성

각(三聖閣)을 비롯한 청평사삼층석탑(淸平寺三層石塔)(일명(一名) : 공주탑(公主塔)), 진락공

부도(眞樂公浮屠), 환적당부도(幻寂堂浮屠), 지(影池)(일명(一名) : 남지(南池)), 청평선동(淸

平仙洞), 청평식암(淸平息庵), 해탈문(解脫門), 적멸보궁(寂滅寶宮) 등이 있으며 사지내(寺址

內)에는 창건(刱建) 당시 건물지(建物址)의 주초석(柱礎石) 기단석(基壇石) 석계단(石階段) 

등 많은 유적(遺蹟)이 있다. 이러한  유적(遺蹟)의 보존(保存)을 위하여 붕괴(崩壞)된 석축

(石築)과 석계단(石階段)을 바로잡고 매몰(埋沒)된 흙을 체토((切)土)하는 등의 사지(寺址) 

정비공사(整備工事)와 병행하여 지(影池)를 발굴조사(發掘調査)하게 되었다. 

  사지정비공사(寺址整備工事) 중에는 문수원중수비편(文殊院重修碑片)과 건물지(建物址)의 

주초석(柱礎石), 기단석(基壇石), 석계단(石階段)등과 석구조물(石構造物)이 다수 노출(露出)

되었으며 지(影池) 발굴조사(發掘調査) 결과(結果) 연못의 규모(規模)를 알 수 있는 축조

당시(築造當時)의 호안석축(護岸石築) 등이 발견(發見)되었다. 

1) 국역 <東文選> Ⅱ p.52 郭輿 「贈淸平 李居士」의 時. 「淸平의 山水가 海東에도 으뜸인데……」

2) 李資玄(1061∼1125) 호 : 息庵 또는 淸平, 자 : 眞精, 시호 : 眞樂, 居士佛敎를 일으킨 대표적 인물로 禪學을 닦  

   고 文殊院을 重建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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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용을 노출(露出)된 유구(遺構)를 중심(中心)으로 밝혀두고자 한다.

1. 沿 革 (연 혁)

  청평사(淸平寺)는 고려(高麗) 광종(光宗) 24년(973) 현선사(永玄禪師)3)가 백암선원(白巖

禪院)으로 창건(創建)한 것을 문종(文宗) 22년4)(1068) 춘주도감창사(春州道監倉使) 이의(李

顗)(이자현(李資玄)의 부(父))가 경운산(慶雲山)의 경치를 사랑하여 백암선원(白巖禪院)의 옛

터에다 절을 짓고 보현원(普賢院)이라 하 다. 그로부터 21년 후(後)인 선종(宣宗) 6년(1098)

에 이자현(李資玄)이 대락서승(大樂署丞)의 벼슬을 버리고 37년 동안 여기에 은거(隱居)하면

서 보현원(普賢院)을 중건(重建)하고 원명(院名)을 문수원(文殊院)5)으로 경운산(慶雲山)을 청

평산(淸平山)6)으로 개칭(改稱)하 다. 또한 절 밖의 계곡(溪谷)에는 암(庵), 당(堂), 정(亭), 

헌(軒) 등을 10여 개소 건립(建立)하 는데 불당은 문성(聞性), 암자는 견성(見性), 산동(山

洞), 식암(息庵) 등으로 명명(命名)하 다.

  인종(仁宗) 8년(1130)에 청평산문수원중수비(淸平山文殊院重修碑)(문수원기(文殊院記) : 김

부철(金富轍) 찬(撰), 진락공문(眞樂公文) : 혜소(慧素) 찬(撰), 탄연(坦然) 서(書))를 건립(建

立)하고 충숙왕(忠肅王) 14년7)(1327)에 문수사시장경비(文殊寺施藏經碑)8) (이제현(李齊賢) 

찬(撰), 이군해(李君侅) 서(書))를 세웠다.

  조선(朝鮮) 세조(世祖) 12년9)(1466) 김시습(金時習)(1435∼1493)이 서향원(瑞香院)을 신건

(新建)하여 은둔(隱遁)하 고 명종(明宗) 12년10)(1557)에 보우선사(普雨禪師)11)가 사우(寺宇)

를 일신(一新) 중건(重建)하고 능인전(能仁殿)을 수선(修繕)하여 절이름을 「경운산 만수성

청평선사(慶雲山 萬壽聖淸平禪寺)」라 하 다. 숙종(肅宗) 37년(1711) 환성화상(喚惺和尙)

이12) 불전(佛殿)과 요사(寮舍)를 수습(修葺)하 다.

  철종(哲宗) 12년(1861) 대웅전(大雄殿)(능인전(能仁殿))이 회록(回祿)되어 익년(翌年) 그 터

에 요사(寮舍)를 건립(建立)하 으나 고종(高宗) 17년13)(1880) 재차(再次) 회록(回祿)되어 당

년 여름에 요사(寮舍)를 다시 짓고 대한(大韓) 고종(高宗) 광무(光武) 4년(1900)에 익랑(翼

廊) 10간(間)을 건립(建立)한 기록(記錄)이 유접사본미사지(楡帖寺本未寺誌) 청평사조(淸平寺

條)에 있다. 

  이 사지(寺誌)에 의하면 각 건물(建物)의 규모(規模)는 극락전(極樂殿) 15평14), 대방(大房) 

3)《東文選》에는 永賢으로 되어 있으나 <文殊院重修碑文> 및 <朝鮮金石攷>, <朝鮮金石總覽>에는 永玄으로 기록  

   되어 있고, <東國與地勝覽>에는 承玄으로 記錄되어 있음.

4) 《東文選》등에는 文宗 23년 戊申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文宗 23년은 己酉(1069)이며 楡岾寺本未寺誌 淸平寺條에  

   는 文宗 22년(1068)으로 記錄됨.

5) 文殊菩薩이 두 번이나 나타난 것을 보고 院名을 文殊院으로 改稱하 다 함.

6) 退溪선생의 <過淸平出有感>에 李資玄의 호(淸平居士)에 따라 고친 것이라 함.

7) 淸平寺誌에 忠肅王 10년(1327) 元 普宗 泰定 4년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西紀 1327년 및 泰定 14년은 忠肅王 14년  

   임.

8)《朝鮮金石總覽》上 pp.606∼607, 《高麗名賢集》2, pp.290, 《東文選》《益齊亂藁》 卷 7에 碑文이 있음. 

9) 同 寺誌에 世祖 14년(1466), 明, 憲宗 成火 2년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西紀 1466년 및 成火 2년은 世祖 12년임.

10) 同 寺誌에 明宗 11년(1557), 明西, 世宗 嘉靖 36년으로 되어있으나 西紀 1557년 및 嘉靖 36년은 明宗 12년임.

11) 호 : 虛應堂 또는 懶庵( ?∼1565) 朝鮮 明宗때 僧科를 부활. 極樂殿, 降仙閣 등을 짓고 宮苑의 名花異草를 淸平  

   寺에서 移種하 다고 함.

12) 法諱는 志安(1664∼1729), 《淸平寺實測調査報告》 1984, pp.37∼38 淸平寺를 전부 고쳐지었다 함. 淸平寺誌    

   pp.704∼706에 喚惺和尙의 行狀이 있음.

13) 同 寺誌에 李太王 10년(1880) 淸 德宗 光緖 6년으로 되어 있으나 西紀 1880년 및 光緖 6년은 高宗 17년임.

14) 極樂殿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遺彰은 《朝鮮古蹟圖譜》卷 12 pp.1703∼1707에서 볼 수 있으며 同 架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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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평, 회전문(廻轉門) 6평, 숙사(宿舍) 14평, 산신각(山神閣) 2평, 남편소(南便所) 4평이다. 건

물(建物)의 명칭과 배치는 법전(法殿)을 능인전(能仁殿)이라 하고 능인전(能仁殿) 동측(東側)

에 구광전(九光殿)과 사성전(四聖殿)이 있고 능인전(能仁殿) 남측(南側)에 누각(樓閣)인 강선

각(降仙閣)이 있다. 능인전(能仁殿) 근북측(近北側)에는 극락전(極樂殿)과 산신각(山神閣)이 

있고 사문(寺門)으로 회전문(廻轉門)이 있다.  

  그러나 이 건물(建物)들은 1947년(정해(丁亥)) 정신이상자(精神異常者)의 방화(放火)로 극

락전(極樂殿)이 전소(全燒)되는 등 6.25 동란(動亂)을 겪는 동안 없어지고 회전문(廻轉門)과 

석축(石築), 석계단(石階段)등 건물지(建物址)의 유구(遺構)만 남아 있다. 

  현재(現在)있는 극락보전(極樂寶殿)과 삼성각(三聖閣)은 1977년에 새로 지은 건물(建物)이

며 회전문(廻轉門)은 보물 164호로 지정(指定)(1938년 5월) 되어 있다.

  청평사삼층석탑(淸平寺三層石塔)과 진락공부도(眞樂公浮屠), 환적당부도(幻寂堂浮屠), 설화

당부도(雪花堂浮屠), 청평선동(淸平仙洞), 청평식암(淸平息庵)등의 유적(遺蹟)은 지방(地方)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제 51 호로 지정(指定)(1976년 6월 17일) 관리되어 오다가 1985년 1

월 12일 강원도(江原道) 지방기념물(地方記念物) 제 55 호로 명칭변경지정(名稱變更指定)(지

정면적(指定面積) 75,574㎡)하여 관리(管理) 보존(保存)되고 있다.

2. 推進經緯(추진경위)

  청평사(淸平寺)는 고려시대(高麗時代)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많은 선현(先賢)과 고승(高

僧)이15) 은거(隱居)및 거주(居住)하면서 산학(禪學)을 닦던 거사불교사찰(居士佛敎寺刹)인데 

6.25 동란(動亂)을 겪는 동안 많은 귀중(貴重)한 유적(遺蹟)이 재해(災害)를 입어 소실(燒失)

되었다.

  1977년에 극락보전(極樂寶殿)과 삼성각(三聖閣)은 재건(再建)되었으나 능인전지(能仁殿址)

를 비롯한 건물지(建物址)의 기단(基壇)과 석계단(石階段)등의 유구(遺構)는 매몰(埋沒), 붕

괴(崩壞), 이완(弛緩)되어 보수(補修) 정비(整備)가 요망(要望)되었다.

  1984년에 5천 2백 5십만원(국비 3천 5백만원, 지방비 1천 7백 5십만원)의 예산을 책정(策

定)하여 동(同)년 7월 10일 문화재지정(文化財指定), 정 실측조사(精密實測調査), 지발굴

조사(影池發掘調査), 사지(寺址)의 유구정비(遺構整備) 등에 대한 지침(指針)을 다음과 같이 

강원도(江原道)에 시달하 다.

  ∘ 청평사지(淸平寺址)(극락전(極樂殿), 지(影池), 석축(石築), 석계단(石階段), 건물지(建  

      物址) 등)의 정 (精密) 실측조사보고서 (實測調査報告書) 발간(發刊)

  ∘ 이완, 붕괴된 석계단(石階段)과 석축(石築)을 원형(原形)되로 보수정비(補修整備)하고   

      건물지(建物址)는 잔디를 심는다.

  ∘ 지(影池)를 발굴조사(發掘調査)하여 연못의 성격(性格) 및 형태(形態)를 규명(糾明).

  ∘ 지(影池), 해탈문(解脫門), 적멸보궁(寂滅寶宮) 등을 포함(包含)한 청평사지(淸平寺址)  

      경역 일원을 지방기념물(地方記念物)로 지정검토(指定檢討).

  강원도(江原道) 춘성군(春城郡)에서는 위의 사업지침(事業指針)에 따라 1984년 12월 31일 

청평사(淸平寺) 실측조사보고서(實測調査報告書)를 발간(發刊)하 으며 동(同)년 12월 29일 

    대하여는 杉山信三 著 《麗末鮮初의 木造建築硏究》pp.322∼325에 있음.

15) 永玄, 李資玄(1061∼1125), 坦然(1070∼1159), 承향禪師(1171∼1221), 普愚國師(1301∼1382), 懶翁禪師(1320∼     

     1376), 이상 고려시대. 梅月堂  金時習(1435∼1493), 普雨( ? ∼1565), 喚惺和尙(1664∼172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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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정비공사(整備工事) 계약(契約)을 체결(締結)하 으나 동절기(冬節期)라 12월 

31일 일시중단(一時中斷)하고 1985년 3월 5일 재착공(再着工)하여 동(同)년 8월 22일 준공 

하 다.

  ∘ 시행청(施行廳) : 춘성군(春城郡)

  ∘ 도급자(都給者) : 서원건설(주(株)) 대표 이원민

  ∘ 공사비(工事費) : 33,495,000원

  ∘ 공사내용(工事內容)

    ∙ 사지정비(寺址整備) 및 유구노출정비(遺構露出整備)

    ∙ 기단(基壇) 및 석계단보수(石階段補修)

    ∙ 지(影池) 발굴조사(發掘調査)

    ∙ 보호책(保護柵) 및 안내판 설치등

  공사추진(工事推進)을 위한 지도위원(指導委員), 감독관(監督官), 현장대리(現場代理), 수리

기능공(修理技能工)은 다음과 같다. 

  ∘ 고증(考證) 및 지도(指導) : 김동현(金東賢)(보존과학연구실장(保存科學硏究室長))

                  : 윤홍로(尹洪璐)(문화재보수과장(文化財補修科長))

                  : 손 식(孫永植)(토목기사(土木技士)) 

  ∘ 감독관(監督官) :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이상필(李相弼)(토목기사(土木技士)), 춘  

성군청(春城郡廳) 이양찬(李洋燦)(토목기사보(土木技士補))

  ∘ 현장대리(現場代理) : 서원건설(주(株)) 정복 (문화재보수기술자(文化財補修技術者))

  ∘ 기능공(技能工) : 서원건설(주(株)) 석 공(石 工) : 윤석호, 드잡이공 : 홍성표

  ∘ 준공검사관(竣工檢査官) : 황명호(黃命浩)(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토목기사(土木技  

士))

  

3.  寺址整備(사지정비)

가. 사지(寺址)의 현황(現況)

  사지(寺址)는 청평산(淸平山) 부용봉(芙蓉峰)을 배후(背後)에 두고 동서(東西)가 구릉(丘

陵)인 협소(狹小) (동서(東西) 42m, 남북(南北) 135m)한 계곡(溪谷) 사이에 가람(伽藍)을 배

치(配置)하 는데 가람(伽藍) 입구에는 서(西)에서 동(東)으로 서천(西川)이 흐르며, 여기에 

걸친 선동교(仙洞僑)를 지나 약간 오르면 우측(右側)에 석축단(石築壇)(고(高) 1.9m)과 9단

(段)의 석계단(石階段)(폭(幅) 3m)이 있다. (도면(圖面) 17 참조). 이 계단(階段)을 올라가면 

비교적 넓은 공지(空地)(동서(東西) 37m, 남북(南北) 24.5m)가 있으며, 여기서 본전(本殿)이 

있었던 능인전지(能仁殿址)까지 올라가는 데는 8.45m의 고저차(高低差)가 있어  5개의 석축

단(石築壇)과 함께 석계단(石階段)으로 조성(造成)되어 있다. (도면(圖面) 4 참조)

  공지(空地)의 서측(西側)에는 비좌(碑座) 1기가 있고 도랑 건너에는 1984년에 건립(建立)

한 요사(寮舍)가 있다. 북측(北側)에 있는 4단(段)의 석계단(石階段)을 지나면 조선명종대(朝

鮮明宗代)(1546∼1566)에 건립(建立)한 정면(正面) 3간(間)(19.3척(尺), 측면(側面) 1간

(間)(10.1척(尺))의 회전문(廻轉門)이 8단(段)의 석계단(石階段)(폭(幅) 3m)과 석축단(石築壇)

(고(高) 1.2m) 위에 있다. 회전문(廻轉門) 좌우(左右)의 석축단(石築壇)에는 6개의 주초석(柱

礎石)이 좌우(左右) 3간(間)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회랑지(廻廊址)로 추정(推定)된다. 

(사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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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門)을 지나 판석(板石)을 깐 통로(通路)(폭(幅) 3m, 연장(延長) 5m) 끝에 7단(段)의 

석계단(石階段)(폭(幅) 3m) 석축단(石築壇)(고(高) 1.74m) 이 있다. (도면(圖面) 16 참조) 이 

석축(石築)은 대소(大小)의 가공한 자연석(自然石)을 이용하여 정교(精巧)하게 쌓았는데, 서

측 석축(石築) 하부(下部)에는 폭(幅) 25cm, 고(高) 23cm의 수구(水口)가 있고 (사진 2 참

조) 석계단(石階段) 좌우(左右) 기단(基壇) 위에는 10개의 주초석(柱礎石)이 있는데 좌측(左

側)은 3간(間), 우측(右側)은 5간(間)이다. (사진 3, 도면(圖面) 13 참조)

  다시 이 계단(階段)을 오르면 동서(東西) 42m, 남북(南北) 13m의 건물지(建物址)인데 초

석(礎石)과 기단석(基壇石) 일부가 매몰(埋沒)되어 있었다. 이 건물지(建物址)에는 중정(中

庭)으로 오르는 7단(段)의 석계단(石階段)(폭(幅) 2.7m)과 함께 기단(基壇)(고(高) 1.68m)이 

있는데 기단석(基壇石)은 비교적 큰 장태석(長台石)을 사용하여 5단(段)으로 쌓았는데 2단

(段)은 매몰(埋沒)되어 있었다. (도면(圖面) 12, 15 참조) 계단(階段) 전면(前面)에는 원형 초

석(礎石)이 동서(東西) 3.5m(1간(間)), 남북(南北) 2.5m 간격(4간(間))으로 놓여 있고, 구조(構

造)나 상태(狀態)로 보아 누각(樓閣)인 강선각지(降仙閣址)로 추정(推定)된다. (사진 4 참조)

 

<사진 1> 회전문(廻轉門)과 석계단(石階段)(南→北)   

<사진 2> 수구(水口) (南→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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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석계단(石階段)과 주초석(柱礎石) (南→北)   

<사진 4>추정(推定) 강선각지(降仙閣址)의 초석(礎石), 석계단(石階段), 기단(基壇) (南→北)  

  이 기단(基壇) 위에도 동서(東西)로 주초석(柱礎石)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랑(廻廊)이 붙

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중정(中庭)은 동서(東西) 14.5m, 남북(南北)  10m인데 가

운데에는 판석(板石)을 깐 통로(通路)(폭(幅) 2m, 연장(延長) 8m)가 본전(本殿) (능인전지(能

仁殿址))으로 오르는 7단(段)의 석계단(石階段)과 연결(連結)된다. 이 석계단(石階段) 양측에

는 태극(太極) 등의 문양(文樣)이 있는 소맷돌이 있고 그 좌우측(左右側)에는 큰 장태석(長

台石)으로 쌓은 웅려(雄麗)한 능인전지(能仁殿址)의 기단(基壇)(4단(段), 고(高) 2m)이 있다. 

(도면 9.14 참조)

  중정(中庭)의 동(東) 서측(西側)에도 큰 장태석(長台石) 기단(基壇)(3단(段) 고(高) 1.03m) 

위에 초석(礎石)들이 있는데 동편(東便) 건물지(建物址)는 구광전지(九光殿址)와 사성전지(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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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殿址)로 추정(推定)된다. (도면(圖面) 10,11 참조)

  능인전지(能仁殿址) 후면(後面)은 급한 경사지(傾斜地)이고 극락전(極樂殿)은 그 북구(北

丘) 좌측(左側)에 있고 우측(右側)에는 삼성각(三聖閣)이 있다. (도면(圖面) 2,3 참조)

나. 建物址 整備(건물지 정비)

1) 능인전지(能仁殿址)

  능인전지(能仁殿址)는 동서(東西) 26m, 남북(南北) 10m인데 유구(遺構)가 잘 남아 있는 

동편지역(東便地域)은 동서(東西) 13m, 남북(南北) 9m(도면(圖面) 35.4평)로 대방(大房)의 면

적(面積)(36평)과 거의 같으며 정면(正面) 8간(間)에는 9개의 주초석(柱礎石)이 정연(整然)하

게 남아 있다. 

  북측(北側) 극락전(極樂殿)과 삼성각(三聖閣) 전면(前面)의 경관에 맞지 않는 견치석 석축

(石築)(고(高) 84cm, 연장(延長) 22.5m)은 해체(解體)하여 경관에 맞도록 다시 쌓았다.(고(高) 

84cm, 연장(延長) 13m) 토사(土砂)가 흘러내리는 북측(北側)의 경사지(傾斜地)는 완만한 경

사(傾斜)가 되도록 정리(整理)하여 잔디를 심고, 매몰(埋沒)된 부분은 체토(切土)하여 자연석

(自然石) 석축(石築)과 배수로(排水路)를 노출(露出)시켰으나 원형(原形)인지는 확인(確認)되

지 않았다. (사진 5 참조)

<사진 5> 능인전지(能仁殿址) 자연석(自然石) 배수로(排水路)와 기단석(基壇石)   

<사진 6> 동측(東側) 자연암반(自然岩盤) 및 활주초석(活柱礎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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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석계단(石階段) 노출(露出) (東→西)   

<사진 8> 동측(東側) 중정(中庭) 및 동편(東便) 건물지(建物址) (西→東)   

  동북측(東北側) 후편지역(後地域便)의 매몰(埋沒)된 흙을 30∼95cm 정도로 체토(切土)하던 

중 문수원중수비편(文殊院重修碑片) 8편(片)이 출토되었으며 기단석(基壇石) 7.5m, 주초석

(柱礎石) 5개를 노출(露出)시켰다. 동측(東側) 단부(端部)는 자연(自然)암반(岩盤)을 깎아서 

기단(基壇)으로 이용한 것 같으며, 운두에 연화문양(蓮花文樣)이 있는 활주초석(活柱礎石) 3

개를 수습(收拾)하여 제 위치에 놓았다. (사진 6 참조)

  중정(中庭) 동편(東便) 건물지(建物址)에서 능인전지(能仁殿址)로 오르는 4단(段)의 석계단

(石階段)(폭(幅) 2m)이 매몰(埋沒)된 것을 노출(露出)시켜 정비(整備)하고 건물지(建物址)에

는 잔디를 심었다. (도면(圖面) 5, 8 사진 7 참조)

2) 중정(中庭) 동(東), 서(西) 편건물지(便建物址)

  중정(中庭) 동편(東便) 건물지(建物址)는 동서(東西) 23m내외, 남북(南北) 13m 내외의 공

지(空地)로 동측(東側)은 구릉(丘陵)이고 북측(北側)은 계곡(溪谷)이다.

83



<사진 9> 방형(方形) 주초석(柱礎石)    

<사진 10> 동편(東便) 건물지(建物址) 석계단(石階段) (南→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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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서측(西側) 중정(中庭) 및 서편(西便) 건물지(建物址) (東→西)   

<사진 12> 동편(東便) 건물지(建物址) 석계단(石階段) (南→北)   

  건물지(建物址)는 와편(瓦片)섞인 흙으로 20∼30cm 정도가 매몰(埋沒)된 것을 체토(切土)

하여 초석(礎石) 7개와 기단석(基壇石) 7.2m,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판석(板石) 2㎡를 노출

(露出)시켰다. 

  노출(露出)된 유구(遺構)를 보면, 서측(西側)(중정측(中庭側))에는 15개의 초석군(礎石群)이 

있는데 동서(東西) 2간(間)(5m), 남북(南北) 3간(間)(7.5m)이고 (사진 8 참조), 이 건물지(建

物址) 동측(東側)에는 기단석(基壇石)과 판석(板石) 등 장대석 일부와 초석(礎石) 4개가 노출

(露出)되었는데, 초석(礎石)의 형태는 여러 종류이고 제일 동쪽의 것은 방형초석(方形礎石)

이다. (사진 9 참조) 노출(露出)된 주초석(柱礎石)의 형태(形態)로 보아 건물(建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推測)되나 규모(規模)는 알수 없고 다만 2개의 건물지(建物址)가 옛 구광전(九

光殿)과 사성전지(四聖殿址)인 것으로 추정(推定)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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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지(建物址) 서남측(西南側)(중정측(中庭側)) 첫째 간(間)에서 4단(段)의 석계단(石階

段)(폭(幅) 3.0m)이 노출(露出)되었는데, 중정(中庭) 기단측(基壇側)에도 잡석기초의 흔적(痕

迹)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단(基壇)이나 석계단(石階段)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推測)되나 장

태석(長台石)은 유실(遺失)되었고 석계단(石階段) 전면(前面)은 회랑지(廻廊址)인 것으로 추

정(推定)할 수 있다. (사진 10 참조)

  이 건물지(建物址) 북측의 소계곡(小溪谷)에 있는 석축(石築) 밑에는 와편(瓦片)을 묻은 

흔적(痕迹)이 있으며 동측 구릉(丘陵) 밑으로는 배수로(排水路)가 있을 것으로 추측(推測)되

는데 앞으로 더 조사(調査)를 하여야 확인(確認)될 것 같다.

  중정(中庭) 서편(西便) 건물지(建物址)는 동서(東西) 10.5m, 북남(北南) 10m의 공지(空地)

로 서측은 구릉(丘陵)에 접(接)한 폭(幅) 70cm의 도랑이 북(北)에서 남(南)으로 흐른다. 건물

지(建物址)는 와편(瓦片)섞인 흙으로 20∼30cm 정도 매몰(埋沒)된 것을 체토(切土)하여 초석

(礎石)을 노출(露出)시켰는데 8개의 초석군(礎石群)은 동서(東西) 1간(間)(4m), 남북(南北) 3

간(間)(8.5m)이다.

  이 건물지(建物址) 북측(北側)은 능인전지(能仁殿址)와 접(接)하고 서측(西側)에는 극락전

(極樂殿)으로 오르는 폭(幅) 3.5m의 통로(通路) 옆에 가로 36cm, 세로 40cm 높이 1.0m의 석

주(石柱)가 있다. (사진 11 참조)

  건물지(建物址) 동남측(東南側)에서 기단(基壇)과 접(接)하여 4단(段)의 석계단(石階段)(폭

(幅) 1.3m)이 노출(露出)되었는데 동측(東側)의 계단(階段)과는 다르게 기단(基壇)과 첫째 초

석(礎石) 사이에서 남측(南側) 회랑지(廻廊址)와 연결(連結)된다. (사진 12 참조)

  중정(中庭)의 동(東)․서(西) 기단(基壇) 가운데 있는 구멍 후편(後便)을 조사(調査)하 으

나 유구(遺構)등이 노출(露出)되지 않아 되메우고 건물지(建物址)에는 잔디를 심어 정비(整

備)하 다. (국면(國面) 5, 6, 10, 11 참조)

3) 중정(中庭)과 회랑지(廻廊址)

  중정(中庭)은 동서(東西) 14.5m, 남북(南北) 10m인데 가운데는 폭(幅) 2m의 통로(通路)가 

남북(南北)으로 있다. 통로(通路)에는 자연판석(自然板石)이 깔려있고 폭(幅) 30cm의 장태석

(長台石) 갓돌이 있는데 중정(中庭)의 판석(板石)은 갓돌보다 17cm 낮은 지점에서 노출(露

出)되었다. 

<사진 13> 중정(中庭) 서편지역(西便地域) 판석(板石) (南→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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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노출(露出)된 석구조물(石構造物) 현황(現況)    

<도면 1> 방형(方形) 배수로(排水路)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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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연판석(自然板石)은 10cm 정도 매몰(埋沒)되어 있었고 규격(規格)은 불규칙(不規則)

한데 자연(自然)스럽게 깔았다. 판석(板石)의 두께는 12cm내외이고 판석(板石) 밑에는 마사

토 층이었다. (사진 13참조) 판석(板石)이 없는 부분에는 공사(工事)중에 노출(露出)된 판석

(板石)중 규격(規格)이 맞는 것만 골라서 보충하 고 통로(通路)의 이완된 갓돌은 해체(解

體) 보수(補修)하 다. 

  중정(中庭) 동측(東側)과 서측(西側)의 기단(基壇)가까이는 가로 94cm, 세로 82cm, 두께 

57cm의 석구조물(石構造物)이 있는데 판석(板石)과 같은 높이로 설치(設置)되어 있고 가운

데는 직경 26cm의 구멍이 있다. 구멍 외부는 3.5cm의 운두로 가공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확인(確認)되지 않았다. (사진 14참조)

 중정(中庭)의 남측(南側) 양 모서리에는 두께 15cm의 방형(方形) 배수로(排水路) 뚜껑이 노

출(露出)되었는데 동측(東側)에 있는 것은 가로 세로 60cm이고 서측(西側)은 61.5cm× 

62.5cm 이다.

  이 뚜껑에는 직경 7cm인 구멍이 5개(個)가 있고 둘레에는 폭(幅) 5cm정도, 높이 1cm정도

의 운두가 있다. (사진 15, 도면(圖面) 1 참조)

  이 뚜껑은 판석(板石)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뚜껑밑에는 편편한 자연석(自然石)을 

깔았는데 뚜껑과는 15cm의 공간(空間)이 있다. 

  이것은 중정지역(中庭地域)이 주위보다 낮아서 배수(排水)가 되지 않으므로 하수(下水)를 

이곳으로 집수(集水)하여 남측(南側) 기단(基壇)의 수구(水口)(배수구(排水口) 뚜껑보다 1.2m 

낮음)를 통(通)하여 배수(排水)시키기 위한 구조(構造)로 추정(推定)된다. 

 

 

<사진 15> 방형(方形) 배수로(排水路) 뚜껑(동측(東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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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중정(中庭) 남측(南側) 회랑지(廻廊址) (東→西)   

<사진 17> 노출(露出)된 반원형평주초석(半圓形平柱礎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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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추정(推定) 강선각지초석 및 기단노출 유구현황(降仙閣址礎石 및 基壇露出 遺構現況) (北→南)

<사진 19> 추정 강선각지(推定 降仙閣址) (南→北)   

  

  중정(中庭) 남측(南側) 회랑지(廻廊址)는 동서(東西) 24m, 남북(南北) 5m의 공지(空地)인

데 동측(東側)은 비교적 유구(遺構)가 잘 남아있다.(사진 16 참조) 동(東) 서편(西便) 지역(地

域)은 20∼40cm가 매몰(埋沒)되었는데 절토(切土)하여 평면(平面)으로 정비(整備)하 다. 절

토(切土) 중 동측(東側)에서 반원형평주초석(半圓形平柱礎石) 2개가 노출(露出)되었는데, 초

석(礎石)의 형상으로 보아 하방(下枋) 고막이석이 결실된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사진 17 

참조) 이 건물지(建物址)에도 잔디를 심고 통로(通路)에는 마사토를 깔아서 정리(整理)하

다. (도면(圖面)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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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선각지(降仙閣址)(추정(推定))

  동서(東西) 42m, 남북(南北) 13m의 공지(空地)인데 중정(中庭) 남측(南側)의 회랑지(廻廊

址)와 연결(連結)되는 석계단(石階段) 전면(前面)에서 직경 40cm정도의 원형일단주좌초석(圓

形一段柱座礎石)과 기단석(基壇石)이 노출(露出)되었다. (사진 18 참조)

  노출(露出)된 초석(礎石)은 동서(東西) 1간(間)(3.5m), 남북(南北) 4간(間)(10.5m)의 건물지

(建物址)인데 석계단(石階段)(중정전면(中庭前面)) 위의 회랑지(廻廊址) 초석(礎石)과 상하

(上下) 같은 직선상(直線上)에 놓여있어 청평사지(淸平寺誌)에 있는 누각(樓閣)인 강선각지

(降仙閣址)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사진 19 참조)

  이 건물지(建物址)는 와편(瓦片) 섞인 흙으로 30∼70cm정도가 덮혀 있었고 그 밑은 마사

토층인데 마사토 바닥의 높이와 초석주좌(礎石柱座) 운두밑의 높이는 서로 같아서 그 높이

와 같이 체토(切土)하 다. 

  이 지역(地域)에서 폭(幅) 30의 장태석(長台石) 기단(基壇) 27m(동측(東側) 14.3m, 서측(西

側) 12.7m)와 주초석(柱礎石)들이 노출(露出)(사진 20,21참조)되어 건물지(建物址)의 흔적(痕

迹)을 찾을 수 있는데, 남측(南側)의 석축단(石築壇)에 박혀있는 초석(礎石)과 노출(露出)된 

초석(礎石)을 보면 석계단(石階段)위에는 회전문(廻轉門)(3간(間))과 같은 문지(門址)(3간

(間))이고, 좌우측(左右側)은 회랑지(廻廊址)인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동측(東側)의 공지(空地)에는 별도의 건물(建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推測)되는 초석군

(礎石群)이 노출(露出)되었으나 건물지(建物址)의 형태(形態)는 알 수 없다. 

  추정(推定) 강선각지(降仙閣址)의 장태석기단(長台石基壇)과 석계단(石階段)은 2단(段)이 

매몰(埋沒)되었고 석재(石材)는 이완되어 있어 완전(完全) 해체보수(解體補修)하 다. 

 

<사진 20> 기단석(基壇石)과 초석(礎石)(동측(東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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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기단석(基壇石) 및 초석(礎石)(서측(西側)) 東→西   

<사진 22> 기단(基壇) 및 석계단(石階段)과 초석(礎石)(西→東)   

<사진 23> 동측(東側) 기단(基壇) 및 수구(水口)(南→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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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태석기단(長台石基壇)의 높이는 1.8m정도이고 30cm 높이의 지대석(地臺石) 위에 

33cm, 68cm, 24cm의 3단(段)의 면석(面石)과, 25cm 높이의 갑석(甲石)으로 쌓았다. 석계단

(石階段)은 폭(幅) 2.7m 높이 1.6m (7단(段))인데 기단(基壇)의 갑석(甲石)은 계단석(階段石)

과 겸용하도록 되어있다. 계단(階段) 전면(前面)에 초석(礎石)과 기단(基壇)위의 초석(礎石)

으로 보아 누각(樓閣)밑의 계단(階段)인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사진 22 참조) 가운데 면석

(面石)을 큰돌로 쌓은 것은 중정지역(中庭地域)의 기단(基壇)과 같으며 이와 같은 기단(基

壇)은 증암사지(橧岩寺址)16)에서도 볼 수 있다. 

  기단(基壇)의 동측(東側)과 서측(西側)에는 지태석(地台石)위에 수구(水口)가 노출(露出)되

었는데 동측(東側)의 수구(水口)는 폭(幅) 25cm 고(高) 23이고(사진 23 참조) 서측(西側)은 

상폭(上幅) 25cm, 하폭(下幅) 38cm, 고(高) 17cm이다. (사진 24 참조)

 수구(水口)의 밑바닥은 오목(凹)하게 가공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하 으며 수구(水口) 뒤에

는 길쭉한 자연석(自然石)을 수구(水口)의 폭(幅)과 같이 설치하여 기단배후(基壇背後)의 우

수(雨水)와 중정지역(中庭地域)의 배수구(排水口) 뚜껑으로 모인 하수(下水)가 이 수구(水口)

를 통(通)하여 배수(排水)되도록 한 것 같다. 

  이 수구(水口) 앞 지역(地域)은 10∼15cm정도 더 절토(切土)하여 기단지대석(基壇地臺石)

과 건물지(建物址)의 기단석(基壇石)을 노출(露出)시켜야 하나 극락전(極樂殿)으로 오르는 

통로(通路)가 정비(整備)되지 않아 평면(平面)으로 두었다. 앞으로 통로지역(通路地域)을 정

비(整備)할 때는 이 지역(地域)을 절토(切土)하여 유구(遺構)를 노출(露出)시켜야 할 것이며 

동편지역(東便地域)에는 중정(中庭)에 있는 배수구(排水口) 뚜껑과 같은 유구(遺構)가 발견

(發見)될 것으로 예측(豫測)한다. 

  이 건물지(建物址)에도 잔디를 심고 통로에는 마사토를 깔았다. (도면(圖面) 5, 6, 12, 15 

참조)

<사진 24> 서측기단(西側基壇) 및 수구(南→北)   

16) 橧岩寺는 京畿道 楊州郡에 있는 高麗時代의 寺刹로 忠肅王 15년(1328) 指空禪師가 創建하고 禑王 2년(1376) 懶  

    翁禪師가 重建하 다. 懶翁禪師(1320∼1376)는 無學大師의 스승으로 恭愍王 16년(1367) 淸平寺 福禧庵에서 居  

    住하 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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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소맷돌 보수전현황(補修前現況)(東→西)   

다. 其他 整備(기타 정비)

  중정(中庭)에서 능인전지(能仁殿址)로 오르는 석계단(石階段)은 이완되고 소맷돌은 손상

(損傷) 균열(龜裂)되어 있었다(사진 25 참조). 손상(損傷) 균열(龜裂)된 부분의 접착은 에폭

시계 합성수지  접착제 아랄다이트 AW106(주제)과 HY837(경화제)을 10 : 3.5의 비율로  혼

합하여 양 면에 고르게 접착시킨 후 고무줄로 견고하게 동여맨  다음 24시간이상 접착 경화 

시켰으며 접착면이 결손(缺損)된 부분은 동 수지에 동질의 석분을 3 : 7의 비율로 혼합 수

지 몰탈을 만들어서 충진 경화시킨후 경화된 면을 기존면과 동일하게 표면 처리하여 석계단

(石階段)과 함께 완전(完全) 해체(解體) 보수(補修)하 다. (사진 26. 도면(圖面) 9, 14 참조)

<사진 26> 소맷돌 보수후현황(補修前現況)(東→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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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맷돌의 접착 보수는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보존과학연구실(保存科學硏究室) 정형

균(鄭亨均) 연구원(硏究員)이 기술지도(技術指導)하 다. 

4. 文殊院重修碑片 出土(문수원중수비편 출토)

  이 비(碑)는 고려(高麗) 인종(仁宗) 8년(年)(1130)에 건립(建立)한 것으로 비문(碑文)은 김

부철(金富轍)이 짓고 비음(碑陰)은 <제청평산거토진락공지문(祭淸平山居土眞樂公之文)>으로 

혜소(慧素)가 지었으나 씨는 신품4현(神品四賢)인 탄연(坦然)17)(1070∼1159)의 필적(筆蹟)

이다. 

  비문(碑文)에는 백암선원(白巖禪院)의 창건(創建)과 보현원(普賢院)의 중건(重建), 문수원

(文殊院)의 증수(增修), 이자현(李資玄)의 내력(來歷)과 은거생활(隱居生活), 저술한 문장등이 

적혀 있는데 이 비문(碑文)은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상(上)(pp. 328∼328) 및《동문

선(東文選)》제(第) 64 권(卷),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권(卷) 46, 《유점사본미사지

(楡岾寺本未寺誌)》,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해동금석원

(海東金石苑)》등의 금석서(金石書) 지리지(地理誌)에 있고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제(第) 6 권(卷)에는 동비(同碑)의 사진이 있다.

  이 비(碑)는 청평사(淸平寺) 전면(前面) 서편(西便)에 있는 것을 1914년에 당시 국보(國寶)

로서 극락보전(極樂寶殿)에 옮겨졌고 1947년 극락전(極樂殿)이 전소(全燒)되어 능인전(能仁

殿)에 보관하여 오던 중 1.4후퇴(後退) 이후 능인전(能仁殿) 등이 재난(災難)을 당할 때 매몰

(埋沒)되었다. 1968년 황수 (黃壽永), 문명대(文明大), 신 훈(申榮勳)씨가 1차(次) 발굴(發

掘)하여 수습(收拾)한 비편(碑片)은 총 51편(片)18)이고, 현재(現在) 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 보관되고 있는 비편수(碑片數)와 자수(字數)는 다음과 같다.

  

구분區分
비편수

碑片數

이재이전의 자수

罹災以前의 

字    數

비편의 자수

碑片의 字數

자수에대한비율

字數에 對한 比  

 率

비      고    備    考

비표면

碑表面
32片 494字 340字 68.8%

∘이재이전(罹災以前)의 자수(字數)

는 완비(完碑)의 전문(全文) 자수(字

數)가 아니며 조선금석총람(朝鮮金

石總覽)이나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

圖譜)의 사진(寫眞)에 의(依)하여 계

수(計數)한 자(字)임.

비이면

碑裏面
18片 165字 55字 33.3%

합계合計 51片 659字 395字 59.9%

  1985년 5월 25일 능인전지(能仁殿址) 동북후편지역(東北後便地域)을 절토(切土)하던 중 지

표하(地表下) 30∼95cm에서 비편(碑片) 8편(片)이 출토(出土)되어 비문(碑文)을 확인(確認)한 

바 문수원중수비편(文殊院重修碑片)의 일부 다.

  비편(碑片)은 무문편(無文片) 3편(片)과 유문편(有文片)이 5편(片)인데 비표면(碑表面)인 <

청평산(淸平山) 문수원기(文殊院)記)>가 3편(片)(사진 27, 28, 29 참조)이고 비음(碑陰)인 <

17) 坦然은 高麗 文宗 23년(1069)∼毅宗 12년(1158) 때의 僧으로 호 : 黙庵, 시호 大鑑, 神品四賢의 神品二賢으로   

   「眞樂公 淸平山文殊院記」와 「예천북룡사비」「삼각산숭기굴 중수비」를 썼으며 횡서의 대가임.

18) 黃壽永 《淸平寺 文殊院碑片의 調査》 考古美術 下卷 pp.453∼457, 碑片은 碑表面 32片, 裏面 18片으로 合計   

    50片이나 同 調査에는 合計가 51片으로 記錄된 바 1片은 誤記 또는 無碑片으로 推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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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평산거토진락공지문(祭淸平山居土眞樂公之文)>가 2편(片)이다. (사진 30, 31 참조)

  자수(字數)는 표면(表面)이 24자(字)이고, 리면(裏面)은 45자(字)인데, 자수(字數)에 대(對)

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區 分)

비편수

(碑片數)

(이재이전)罹

災以前의 

자수(字數)

비편(碑片)의 

자수(字數)

자수(字數)에 

대(對)한 

비율(比率)

비 고(備 考)

비표면

(碑表面)
3편(片) 494자(字) 24자(字) 4.8% ∘이재이전(罹災以前)의 자수

(字數)는 완비(完碑)의 전문

(全文) 자수(字數)가 아니며 

한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

覽)이나 조선고적도보(朝鮮古

蹟圖譜)의 사진(寫眞)에 의하

여 計數한 字임.

비이면

(碑裏面)
2편(片) 165자(字) 45자(字) 27.2%

무문편

(無文片)
3편(片)

합계

(合計)
8편(片) 659자(字) 69자(字) 10.4%

  1차 출토(出土)된 비편(碑片)과 금번(今番) 출토(出土)된 비편(碑片)을 합하면 다음과 같이 

복원(復元)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구분

(區分)

비편수

(碑片數)

이재이전(罹

災以前)의 

자수(字數)

비편(碑片)의 

자수(字數)

자수(字數)에 

대(對)한 

비율(比率)

비  고(備  考)

비표면

(碑表面)
35片 494자(字) 364자(字) 73.6%

∘합계(合計)의 비편수(碑片

數)는 무문편(無文片) 3편(片)

을 포함한 수임.

∘합계(合計)의 비편수(碑片

數)는 1차 발굴 분을 50편으

로 하 음.

비이면

(碑裏面)
20片 165자(字) 100자(字) 60.6%

합계

(合計)
58片 659자(字) 464자(字) 70.4%

 

 지금까지 출토(出土)된 비편(碑片)의 자수(字數)가 100%가 되지 못하는 것은 석질(石質)이 

취약(脆弱)하고 켜가 일어나므로 해서 원비(原碑)의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

로 더 이상의 출토(出土)는 기대(期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아울러 문수사

시장경비(文殊寺施藏經碑)19)에 대하여도 관심(關心)을 가지고 있었으나 흔적(痕迹)은 찾을 

수 없었다. 앞으로 회전문(廻轉門) 동측 및 남측지역등 정비(整備)하지 않은 지역(地域)을 

정비(整備)하거나 발굴조사(發掘調査)할 경우 이 비(碑)가 발견(發見)되기를 기대(期待)한다.

19) 有元高麗國淸平山 文殊寺施藏經碑는 忠肅王 14년(1327)에 元의 皇后가 鮒馬國인 高麗의 淸平寺에 佛經과 돈 1  

    만 꾸러미를 시주하여, 그 利息으로 황태자와 황자의 복을 빌게 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비로 碑文은 〈益齋  

    亂藁〉卷 7, 및 〈東文選〉, 〈朝鮮金石總覽〉上 pp.606∼607, 〈高麗名賢集〉2, p.290 등에 실려 있다.

96



<사진 27> 비표면(碑表面)<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p.323, 9行 및 11行   

<사진 28> 비표면(碑表面)<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p.324, 6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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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비표면(碑表面)<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p.324, 6行   

<사진 30> 비이면(碑裏面)<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p.324, 8行 및 10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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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비이면(碑裏面)<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p.324, 9行∼13行   

5.  影池 發掘調査( 지 발굴조사)

가. 위치(位置)및 현황(現況)

  사지(寺誌)20)에 「 지재사하일리(影池在寺下一里) 지수대수대한(池水大水大旱) 불증불멸

(不增不滅) 견성암재원봉(見性庵在遠峯) 이 락소소(而影落昭昭) 승행여재지중(僧行如在池

中)」라 하여 연못의 위치(位置)와 상태(狀態)를 밝혀주고 있다. 지(影池)는 일명(一名) 남

지(南池)라고도 하며 남북(南北) 17m, 동서(東西) 8∼12m의 사다리꼴의 방지(方池)이고 북

측에는 폭(幅) 1.3m, 고(高) 0.5m의 둑이 동서(東西)로 축조(築造)되어 있어 2개의 연못 형

태(形態)를 이루고 있다.

  지안(池姲)은 3∼5단(段)의 자연석(自然石)을 1.0∼1.3m의 높이로 쌓았는데 동측(東側)의 

지안(池姲)의 수완식(水灣式)(凹형(形))으로 자연(自然)스럽고, 남측(南側)과 서측(西側)은 견

치석 쌓기이다. 북측(北側)은 2∼3단(段)의 자연석(自然石)을 조화(調和)되게 쌓았으며 이곳

에서 복류수가 나오고 있다. 

 연못 바닥은 뻘 흙으로 덮혀 있었고 수위(水位)는 20∼30cm를 유지하고 있다. 연못 주위는 

소나무, 단풍나무 등 수목이 다수 식생하고 남측 경사지에는 매화나무가 군식(群植)되어 있

다.

  남동측(南東側) 모서리에는 폭(幅) 30cm, 높이 30cm의 자연석(自然石) 노출(露出) 배수로

(排水路)가 있고 동(東)․서(西) 남측(南側)의 호안(護岸) 바깥은 점토바닥이며 연못 북구(北

丘)에는 대소(大小)의 자연석(自然石)이 첩석(疊石)21)되어 있다.

20) 《楡帖寺本未寺誌》淸平寺條(1942) pp.68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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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굴조사(發掘調査)

  연못의 발굴조사(發掘調査)는 1985년 7월 5일 시작하여 7월 29일 까지 하 다.

 발굴(發掘)은 원형(原形) 조사(調査)부터 하 는데 연못 남서측(南西側) 모서리 현(現) 호안

석축(護岸石築) 바깥 2.5m에서 축조(築造) 당시(當時)의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호안석축(護

岸石築)을 발견(發見)하 다.

  이 석축(石築)의 상단(上段)은 지표(地表)에서 60cm 밑에 있고 기초석(基礎石)은 1.2m에

서 발견(發見)되었다. 기초석(基礎石)은 화강석으로 높이 18cm, 길이 80cm이며, 그 위에는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자연석(自然石)을 4단(段)으로 쌓았는데 윗단(段)은 판석(板石)이다.

  지층(地層)은 지표(地表)에서 13cm는 고운모래층 50cm는 검은진흙층, 35cm는 왕모래층이

다. (도면(圖面) 2, 사진 32 참조)

<사진 32> 원래(原來)의 호안석축노출동서(護岸石築露出)(東→西)   

<圖面 2> 지서북(影池西北)모서리 호안노출단면(護岸露出斷面)   

21) 《高麗初期에 築造된 文殊院 庭苑에 關한 調査 硏究》(韓國庭苑學會誌) 第 1卷 第 1號(1982)  p.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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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3> 연못바닥 단면도(斷面圖)   

  서측(西側)의 현호안석축(現護岸石築) 배후(背後)(트랜치 3개소)를 조사(調査)하 으나 모

두 이와 같은 상태(狀態)로 축조(築造)되어 있었고 기초(基礎) 깊이도 같았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보아 현재(現在)의 연못은 축소 변형된 것으로 추측(推測)되며 현(現) 서

(西)․남측(南側)의 견치석 호안석축(護岸石築)과 지내(池內)의 뚝은 후대(後代)에 축조(築

造)한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동측(東側)의 수만식(水灣式) 호안석축(護岸石築) 배후(背後)를(폭(幅) 1.8m, 연장(延長) 

7.0m, 깊이 1.67m) 조사하 으나 기초석(基礎石)은 발견(發見)되지 않았고 토질(土質)은 부

식토 다. 호안(護岸) 바깥은 지표(地表) 20cm정도 밑에서 자연냇돌이 1단(段)으로 편편하게 

깔려있는 것을 확인(確認)하 다.

  지(影池)의 바닥은 5∼20cm가 퇴적(堆積)되어 있었으며 그 밑에는 모래층 10∼15cm, 진

흙층 45∼50cm, 왕모래층 30∼53cm이고 그 밑은 자연 냇돌로 다짐되어 있었다. (도면(圖面) 

3 참조)

  북측 입수구(入水口)는 대소(大小) 자연석(自然石)을 50∼89cm 정도의 두께로 적석(積石)

되어 있고 그 밑은 모래층이다. 입수구(入水口)는 북측(北側)으로 10.5m까지 시설(施設)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개의 석단(石段)이 있다. 이 석단(石段)들은 토사(土砂)등의 유입(流入)을 

방지할 목적(目的)으로 설치(設置)한 것 같다. 석단(石段)의 높이는 북측(北側)의 호안석축

(護岸石築)보다 1단(段)은 20cm, 2단(段)은 40cm, 3단(段)은 1.6m, 4단(段)은 2.1m 높게 축조

(築造)되어 있다.(사진 33, 도면(圖面)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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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지전경(影池全景) 및 입수구(入水口)의 석단(石段)(北→南)   

<圖面 4> 입수구지역(入水口地域)의 석단(石段)   

  지(影池) 동남측 모서리에는 폭(幅) 30cm, 고(高) 30cm 길이 5m의 자연석(自然石) 노출

배수로(露出排水路)가 있으며 그 밑으로 암거 배수구가 있다. 연못의 물은 이 암거를 통하여 

하천(河川)으로 배수(排水)되는데 배수구 끝부분에는 큰 자연석(自然石)(1.0m×1.7m)을 놓아 

그 위에 물이 떨어지도록 하 다.

  동측(東側) 하천(河川)과 남측(南側)의 경사지에는 자연석(自然石)을 쌓아서 지(影池)를 

보호(保護)하는 시설(施設)을 하 다. (도면(圖面) 18 참조)

  이번 조사(調査)에서 인공수로(人工水路)와 건물지(建物址)는 확인(確認)되지 않았으며 

지(影池)의 호안석축(護岸石築) 원형(原形)을 찾아내기 위한 발굴조사(發掘調査)와 지(影

池) 북구(北丘)는 앞으로 더 조사(調査)를 하여 인공수로(人工水路) 및 건물지(建物址)등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지(影池) 발굴조사(發掘調査)는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미술공예연구실(美術工藝

硏究室) 조유전(趙由典) 학술연구관(學術硏究官), 장헌덕(張憲德) 연구사(硏究士), 김성(金成

明) 학예연구사(學藝硏究士)가 담당하 다.

102



        圖 面 目 錄 

圖面 1) 淸平寺 遺蹟 配置圖

圖面 2) 寺址 및 影池 配置 平面圖

圖面 3) 寺址現況 平面圖

圖面 4) 基壇 및 石階段 配置圖

圖面 5) 淸平寺遺構露出平面圖

圖面 6, 7, 8) 寺址斷面圖

圖面 9, 10, 11, 12, 13) “가”“나”“다”“라”“마” 基壇(石築)立面圖

圖面 14, 15, 16, 17) “가”“나”“다”“라” 石階段 상세도

圖面 18) 影池 現況 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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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청평사유적배치도(淸平寺遺蹟配置圖)  

(도면 2) 청평사(淸平寺) 및 지배치(影地配置) 평면도(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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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청평사지(淸平寺地) 현황(現況) 평면도(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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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기단(基壇) 및 석계단배치도(石階段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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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청평사 유구노출(淸平寺遺構露出) 평면도(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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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사지(寺地) 단면도(斷面圖)  

(도면 7) 사지(寺地) 단면도(斷面圖)

(도면 8) 사지(寺地) 단면도(斷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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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가”기단(基壇) 석축입면도(石築立面圖)(整備後)

(도면 10) “나”기단(基壇) 석축입면도(石築立面圖)(整備後)

(도면 11) “다”기단(基壇) 석축입면도(石築立面圖)(整備後)

(도면 12) “라”기단(基壇) 석축입면도(石築立面圖)(整備後)

(도면 13) “마”기단(基壇) 석축입면도(石築立面圖)(整備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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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가” 계단(階段) 상세도

(도면 15) “나” 석계단(石階段) 상세도

(도면 16) “다” 석계단(石階段) 상세도

(도면 17) “라” 석계단(石階段)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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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지현황(影地現況) 평면도(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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