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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청평사(淸平寺)는 강원도(江原道) 춘성군(春城郡) 북내면(北內面) 청평리(淸平里) 산

(山)674에 있는 고려시대창건사찰(高麗時代創建寺刹)로 1973년에 조성(造成)된 소양댐에서 

선편으로 북서측(北西側)으로 15분정도 가면 사찰입구(寺刹入口)의 선착장에 이르게 되는데 

선착장의 위치는 소양댐의 수위(水位)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선착장에서 부터는 우측

으로 부용계곡이 있고 좌측으로는 청평사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따라 약(約) 20분 비탈

길을 오르게 되면 거북바위, 구성폭포(九聲瀑布), 지(影池)(일명(一名) 남지(南池))를 지나 

청평사(淸平寺)에 이르게 된다. 

이 사지(寺址)는 해발  668m의 청평산(淸平山) 부용봉(芙蓉峯)을 배산(背山)으로 자연경사

를 따라 남향(南向) 하 는데 법전(法殿)이었던 능인전지(能仁殿址)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1975年 건립한 극락전(極樂殿), 산신각(山神閣)이 있고 동쪽으로는 구광전지(九光殿址) 사성

전지(四聖殿址)가 있으며 능인전지(能仁殿址)와 일직선상에 항선각지(降仙閣址)가 있어 현재

까지 남아 있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익공계양식(翼工系樣式)의 목조건물(木造建物)인 회전문

(廻轉門)(보물제 164호(寶物 第164號))과 축(軸)을 이루고 있다.(도면 1, 2 사진31 참조)  

회전문(廻轉門)의 서측(西側)으로는 1983年에 건립(建立)한 료사(寮寺)가 있는데 이 건물

(建物)의 서측(西側)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환적당부암(幻寂堂浮庵), 해탈문(解脫門), 적멸보

궁(寂滅寶宮), 청평선동(淸平仙洞), 청평식암(淸平息庵) 등이 있으나 건물(建物)은 근년(近年)

에 복원(復元)한 것이다.

이 사지(寺址)는 1984년부터 2년간에 걸쳐 국비지원으로 사지내(寺址內)의 붕괴된 석축(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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築)과 계단(階段) 등을 정비(整備)하 는데 그때 일부 건물지(建物址)의 초석(礎石)과 기단석

(基壇石)이 노출(露出)되었다. 

또한 사지(寺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지입구(寺址入口)의 지(影池)를 정비하 는데 

이 지(影池)에 대하여는 관련 학회에서 많은 연구논문(硏究論文)이 발표(發表)1)되어 있어 

정비(整備)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지침(整備指針)을 위한 수습 발굴조사가 시행되었

는데 축조당시(築造當時)의 호안석축(護岸石築) 등이 발견(發見)되어 1986∼1987年에 걸쳐 

정비(整備) 복원(復元)되었다.

능인전지(能仁殿址)는 1987年 청평사(淸平寺)의 대웅전(大雄殿) 복원(復元) 신청에 의하여 

복원(복원)을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 수집의 목적(目的)으로 수습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시행(施行)되었다. 이 조사(調査)에서 건물(建物)의 평면(平面)을 결정(決定)할 수 있는 초석

(礎石), 적심석(積心石), 건물(建物)의 북측(北側) 기단(基壇)이 확인되었는데 이들 유구(遺

構)를 중심으로 그 조사내용(調査內容)을 밝혀 두고자 한다.

1. 연혁(沿革)

청평사(淸平寺)는 금강산에 있었던 유첩사(楡帖寺)의 말사(末寺)이었으므로 그 기록(記錄)

은 유첩사본말사지(楡帖寺本末寺誌)와 청평산문수원기(淸平山文殊院記)2)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록(記錄)에 의하면 고려(高麗) 광종(光宗) 24年(973) 당승(唐僧) 현(永玄)이 경운산

(慶雲山) 현청평산(現淸平山)에 백암선원(白巖禪院)을 개창(開刱)하 는데 문종(文宗)22年

(1068) 좌산기상대지추 원사(左散騎常待知樞密院事) 춘주도감창사(春州道監倉使) 이두(李

頭)가 백암선원(白巖禪院)을 중건(重建)하여 보현암(普賢庵)이라 개칭(改稱)하 다. 그후 선

종(宣宗) 6年(1089) 기사(己巳)에 대악서승(大樂暑丞) 이자현(李資玄)(부(父), 이두(李頭))이 

관직(官職)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隱居)하면서 문수보살(文殊菩薩)의 명응(冥應)을 재견(再

見)하고 원명(院名)을 문수(文殊)라하고 산명(山名)을 청평(淸平)이라 하여 산내(山內)에 팔

암(八庵)을 지어 견성(見性), 양신(養神), 칠성(七星), 선동(仙洞), 등운(騰雲), 복희(福禧), 지

장(地藏), 식암(息庵)이라 하 다.

인조(仁祖) 3年(1125) 이자현(李資玄)이 65세로 세상을 떠나자 진악공(眞樂公)이라는 시호

(諡號)를 받았는데 그는 그의 시(詩)를 당(堂)에 남겨 두었고 문열공(文烈公) 김부식(金富軾)

은 그의 전기를 지어 세상에 폈다.3)

인종(仁宗)8年 경술(庚戌)(1130)에 청평산(淸平山)문수원중수비(文殊院重修碑)를 건립(建

立)하고 충숙왕(忠肅王)14年 정묘(丁卯)(1327)에 문수원시장경비(文殊院施藏經碑)4)를 세웠다.

조선(朝鮮)세조(世祖)12年 병술(丙戌)(1466)에 생육신(生六臣)의 한사람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 이곳에 서향원(瑞香院)을 신건(新建)하여 은둔(隱遁)하 다고 하나 서향원

1) 高麗初期에 築造된 文殊院 庭苑에 관한 調査硏究 韓國庭苑學會誌 第1卷 第1號, (1982).

2) 이 碑는 高麗仁宗8年(1130) 淸平寺에 建立한 碑로 碑文은 金富轍이 짓고 碑陰은 慧素가 지었다. 兩面의 씨는  

   모두 神稟四賢中의 한 사람이었던 坦然(1070∼1159)이 썼다.

   碑文은 「東文選 第64卷」 「朝鮮金石總覽 卷上 pp.322∼328」에 소개되어 있는데 淸平寺의 初創年代 및 李資  

   玄의 행적이 상세히 記錄되었다. 

3) 三國遺事 卷3寶藏奉老 普德移庵에……郞永徽元年庚戌(A.D.650) 六月也 未幾國減 今景福寺有飛來方文是也 眞樂  

   公留詩在堂 文烈公著傳行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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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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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290등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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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瑞香院)의 위치(位置)는 현재 알 길이 없다.

조선(朝鮮)명종(明宗)12年 정사(丁巳)(1557)에 허응(虛應) 보우선사(普雨禪師)5)가 사자(寺

字)를 일신중건(一新重建)하고 능인보전(能仁寶殿)을 수선(修繕)하여 만수성청평단사(萬壽聖

淸平禪寺)라 하고 법전(法殿)을 능인보전(能仁寶殿), 법전(法殿)의 동(東)쪽에 구광전(九光

殿), 사성전(四聖殿)이 있는데 구광전(九光殿)에는 일월성신(一月星辰)의 그림이 있었고 사성

전(四聖殿)에는 유불선도(儒佛仙道)의 장서(藏書)를 두었다 한다. 또한 법전(法殿)의 북쪽에

는 극락전(極樂殿)이 있는데 보우(普雨)가 건립(建立)한 것이며 웅장하고 화려함은 비할 데

가 없다고 하 다. 기둥에는 모두 세모시로 싸고 그 위에 금칠(金漆)을 하 다고 하 다. 법

당(法堂)의 남쪽으로 누각(樓閣)을 만들어 항선각(降仙閣)이라하고 선왕(先王)의 삼위판(三位

板)을 봉안(奉安)하고 북쪽으로는 불전(佛殿)을 향하 다6)고 하니 법전(法殿)과 일직선상에 

놓 음을 알 수 있다.

숙종(肅宗) 37年 신묘(辛卯)(1711)에 환성지안강백(喚惺志安講伯)이 불전(佛殿)과 료사(寮

寺)를 전부(全部) 수즙(修葺)하 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철종(哲宗)12年 신유(辛酉)(1861)에 대웅전(大雄殿) 능인보전(能仁寶殿)이 회록(回祿)되어 

그다음해 임술(壬戌)(1862)에 본당(本堂)기지(基址)에 료사(寮寺)를 건립(建立)하 는데 고종

(高宗)17年 경진(庚辰)(1880)에 재차(再次) 회록(回祿)되어 당년(當年) 여름에 료사(寮寺)를 

중건(重建)하 다 한다.

대한(大韓) 고종(高宗)광무(光武)4年(1900)에 익랑십간(翼廊十間)을 지었다는 기록(記錄)이 

사지(寺誌)에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이때의 건물기록(建物記錄)을 보면 극락전(極樂殿)(15평(坪)), 대방(大房)(36평(坪)), 숙사

(宿舍)(14평(坪)), 산신각(山神閣)(2평(坪)), 남편소(南便所)(4평(坪))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들은 6․25동란을 전후하여 정신이상자(精神異常者)자의 방화(放火)로 

극락전(極樂殿)이 전소(全燒)되는 등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燒失)되고 회전문(廻轉門)과 건

물지(建物址)의 축대(築臺), 주초석(柱礎石) 등이 남아 있을 뿐이다. 1977年 극락전(極樂殿), 

산신각(山神閣)을 건립하고 그후 료사(寮寺)를 지었으며 석조물(石造物)로는 청평사(淸平寺)

삼층석탑(三層石塔), 진악공부도(眞樂公浮屠), 환적당부도(幻寂堂浮屠)가 있으며 청평사(淸平

寺)일원(一圓)(75,574㎡)은 1985年 1月 12日 강원도(江原道) 지방기념물(地方記念物) 제(第)55

호(號)로 지정(指定)되었다.

2. 발굴조사(發掘調査) 경위(經緯) 

1984年 춘성군청(春城郡廳)은 청평사지(淸平寺址)를 정비(整備)하고자 강원대학교(江原大

學校) 부설(附設) 산업기술연구소(産業技術硏究所)에 의뢰하여 사지내(寺址內)의 중요석조물

(重要石造物)과 기타 문헌 자료에 의한 청평사(淸平寺) 실측조사보고서(實測調査報告書)7)를 

발행(發行)하여 사지(寺址) 정비(整備)의 기본자료(基本資料)를 마련하 다. 1985年이 기본자

료(基本資料)에 의한 정비공사(整備工事)가 시행되어 사지중심곽(寺址中心廓)의 건물지(建物

5) 朝鮮 明宗代의 僧(?∼1565)으로 文定王后의 후원을 받아 僧科를 부활하는 등 佛敎를 부흥하 다. 

6) 楡帖寺本末寺誌 淸平寺條에 文定大妃時, 僧普雨重修文殊院,  增基舊制敞而大之, 極基宏麗 更號慶雲山萬壽聖 淸平  

   禪寺 法殿名日能仁殿, 殿之東, 有九光殿, 四聖殿, 九光殿則畵日月星辰而張之, 四星殿則取儒佛仙道四 西而藏之, 法  

   殿近北 有極樂殿 亦普雨之所建也, 基宏麗彩……法堂之南 建一樓 名日降仙閣 造先王三位板 奉安於此 北向佛     

   殿…… 

7) 淸平寺實測調査報告書, 1984. 12. 31發行 春城郡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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址)가 정비(整備)되면서 그동안 관련 학계에서 많은 관심과 논문(論文)이 발표(發表)되었던 

지(影址)에 대하여는 정비(整備)에 신중을 기하고자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원형

(原形)확인을 위한 수습발굴을 해주도록 요청하 는데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는 

이 안건을 학술조사기능을 갖춘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 의뢰하 다. 문화재연구소(文

化財硏究所)는 1985年 7月 5日부터 7月 29日까지 시굴(試掘)조사(調査)를 시행(施行)하여 서

측호안(西側護岸)과 남측호안(南側護岸), 연못의 바닥주변을 조사(調査)하여 원형(原形)으로 

추정(推定)되는 일부(一部) 호안(護岸)을 확인하고 한정된 예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調

査)를 진행(進行)하지 못했다.

제(第)2차(次) 조사(調査)는 1986年 8月 23日부터 9月 20日까지 진행(進行)하 는데 전년

도(前年度)에 설정(設定)했던 B.M를 중심으로 동서남북(東西南北)에 폭(幅) 2m의 Tr.로 현

(現)호안(護岸)에서 직각방향으로 먼저 조사(調査)가 진행(進行)된 후 호안(護岸)의 장변(長

邊)을 따라 전면(全面)발굴조사(發掘調査)를 하 다.

이 조사(調査)에서 원형(原形)으로 추정(推定)되는 호안(護岸)이 확인되어 발굴조사(發掘調

査)가 진행중(進行中)이던 9月 14日 지(影址)의 북동측(北東側) 야외현장(野外現場)에서 지

도위원회(指導委員會)를 개최(開催)하 는데 지도위원(指導委員) 및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指導委員) : 민경현(閔庚玄)(한국정원학회장(韓國庭苑學會長))

      김정기(金正基)(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정재훈(鄭在鑂)(조경학회회원(造景學會會員) 현(現)문화재관리국장(文  

                                    化財管理局長))

조사책임자(調査責任者) : 조유전(趙由典)(현(現)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미술공예연구  

                                         실장(美術工藝硏究室長))

조사원(調査員) : 이상필(李相弼)(현(現)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보수과(補修課) 사목  

                                  기좌(士木技佐))

     장헌덕(張憲德)(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김성명(金成明)(현(現)청주국립박물관(淸州國立博物館) 학예연구사(學藝  

                                  硏究士))

관련참석자 : 최성익(춘성군청(春城郡廳) 부군수(副郡守))

      심용섭(강원도청(江原道廳) 학예연구관(學藝硏究官))

            박 무길(강원도청(江原道廳), 문화재계장(文化財係長))

            이 우(춘성군청(春城郡廳), 공보계장(公報係長))

            임태용(춘성군청(春城郡廳), 공보실(公報室))

            정복용(서원건설회장)

이 지도위원회(指導委員會)에서 지금까지의 발굴조사(發掘調査)된 유구(遺構)가 원형(原

形)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결정사항(決定事項)에 대한 호안(護岸)의 정비공사(整備工事)는 

그해 12월로 마무리 되었다.

1987年 1月 청평사(淸平寺) 주지(住持)는 정비(整備)된 사지내(寺址內)의 능인보전(能仁普

殿址)지에 대웅보전(大雄寶殿)을 건립(建立)하고자 강원도(江原道)를 경유하여 문화재관리국

(文化財管理局)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 는데 이 안건은 문화재(文化財) 제(第)1분과위원

회(分科委員會)에서 심의되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 다.

1. 우선적으로 사적지정(史蹟指定)을 검토함이 좋겠으며.

2. 대웅전(大雄殿) 복원(復元)은 관계 문헌(文獻) 등을 통해 원형(原形)대로 복원(復元)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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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指導)해 나가도록 함이 좋을 것이며.

3. 종합기본계획(綜合基本計劃)을 수립 후 정비(整備)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는 결정을 하 다.

이러한 결정사항에 대해 청평사(淸平寺) 주지(住持)는 1987年 4月 16日 강원도(江原道)를 

경유하여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사찰측에서 부담

하는 조건으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면서 관계 전문가의 지도 요청을 하 다. 이 안건에 대해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는 발굴조사지도(發掘調査指導)는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

所)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 고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는 6月 6日부터 대웅보전(大

雄寶殿) 복원(復元)을 위한 수습발굴조사를 시행한 후 여러차례에 걸쳐 조사(調査)에 수반되

는 유구(遺構)의 조사(調査), 유물(遺物)의 실측(實側), 사진촬 을 하 는데 발굴조사(發掘調

査)가 마무리 되어갈 무렵인 6月 21日 청평사(淸平寺) 현장(現場)에서 발굴조사지도위원회

(發掘調査指導委員會)를 개최하 다. 이 지도위원회(指導委員會)의 위원(委員) 및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指導委員)  : 김정기(金正基)(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정재훈(鄭在鑂)(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

                     장경호(張慶浩)(문화재연구소장(文化財硏究所長))

조사위원(調査委員) : 김동현(金東賢)(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專門委員))

                    이호관(李浩官)(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專門委員))

조사책임자(調査責任者) : 조유전(趙由典)(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미술공예연구실장   

                                          (美術工藝硏究室長))

조사원(調査員) : 장헌덕(張憲德)(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이석작(李錫綽)(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관련 참석자 : 정태진(鄭泰辰)(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문화재(文化財)1과장(課長))

              최헌 (강원도청 문화공보담당관)

              홍순호(강원도 춘성군수)

              박무길(강원도청 문화재 계장)

              심용섭(강원도청 학예연구관)

              이한수(춘성군청 문화공보실장)

              남계해(춘성군청 관광계장)

              정복용(서원건설 회장)

              손석진(청평사 주지)

이 지도위원회(指導委員會)에서 발굴조사(發掘調査)된 건물지(建物址) 유구(遺構)의 주간

(柱間), 지붕형식, 전면(全面) 기단(基壇)의 성격(性格), 관련 건물지(建物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많은 지도의견(指導意見)이 있었는데 능인보전(能仁普殿)이었을때의 건물규모(建物規

模)는 현재 나타나 있는 유구(遺構)와 같이 정면(正面)3간(間), 측면(側面)3간(間)으로 지붕은 

회전문(廻轉門)과 마찬가지로 맞배집일 가능성이 많단든 의견(意見)이 지배적이었다.

3. 지(影址) 발굴조사(發掘調査)

가. 위치(位置) 및 발굴전(發掘前) 현황(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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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첩사본미사지(楡帖寺本未寺誌) 청평사조(淸平寺條)에 「 지재사하일리(影址在寺下一里) 

지수대수대한(池水大水大旱) 불증불감(不增不減) 견성암재원봉(見性庵在園峯) 이 낙소소(而

影落昭昭) 승행여재지중(僧行如在池中)」이라 하여 연못의 위치(位置)를 밝혀주고 있다.

발굴조사전(發掘調査前) 이 지(影址)는 사다리꼴의 방지(方池)로 남북(南北)17m, 동서

(東西) 8∼12m로 북측에 폭(幅) 1.3m 높이 50㎝의 자연석으로 쌓은 둑이 있어 2개의 연못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호안(護岸)은 3∼5단(段)의 자연석(自然石)을 1∼1.3m의 높이로 비껴 쌓기하 고 동측호안

(東側護岸)은 3군데에 凹형(形)을 하 으며 북측(北側)은 2∼3단(段)의 비교적 큰돌로 조화

(調和)있게 쌓아 여기에서 복류수가 흘러 나오게 하 다.

연못의 수위(水位)는 30㎝정도로 얕았으며 지중(池中)에는 삼신산(三神山)(봉래(蓬萊), 방

우(方又), 주(瀛州)을 상징한다는 큰 돌 3개가 놓여 있었다.

남동측(南東側) 모서리에는 후대(後代)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폭(幅)30㎝, 높이 30㎝의 

자연석(自然石) 노출배수구(露出排水口)가 있었으나 지중(池中)의 물은 배수로(排水路) 바로 

밑의 암거(暗渠)를 통해서 흘러 나오고 있었다.(사진1 참조)

연못의 주위에는 소나무,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식생하고 개울측의 축대(築臺)는 거

의 허물어져 있었고 연못의 남측 경사지에는 황매화나무가 군식(群植)되어 있었다.(사진2 참

조)

나. 발굴조사(發掘調査)

1985年 7月 5日부터 7月 29日까지 호안(護岸)의 원형(原形)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시(試掘

調査時) 현(現)호안(護岸)의 뒷편으로 1∼1.5m위치에서 현재(現在)의 호안(護岸)보다 전시대

(前時代)로 추정(推定)되는 일부(一部) 석열(石列)이 노출(露出)되었으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더 이상의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진행(進行)하지 못했다. 1986年 8月 23日 전년도(前年度)에 

설정(設定)했던 연못 남측 호안(護岸)의 B.M에서 사방으로 2m의 방안을 만들고 호안(護岸)

의 뒷편으로 말목을 박아 기준점을 설정하고 조사(調査)를 진행(進行)하 다.

서측 호안(護岸)은 작년도에 나타났던 유구(遺構)를 중심으로 현(現)호안(護岸)의 뒷편으

로 폭(幅) 2m의 Tr.을 북측 호안의 연결선까지 일자형(一字形)으로 넣었는데 북측호안의 연

결부분에서 완전(完全)한 형태의 모서리 부분이 확인되었다(사진6 참조). 이 호안은 5단(段)

으로 상단(上段)은 지표(地表)에서 60㎝밑에 있었고 전체높이는 140㎝이었다.

하부(下部)의 기초석(基礎石)은 북측(北側) 호안의 끝에서 맞추어 가공을 하지 않은 화강

석을 사용(使用)하 는데 마치 장대석(長臺石) 같았고 그 크기는 높이 18㎝, 길이 80㎝이었

다. 그위로는 20∼30㎝의 자연석(自然石)으로 평축(平築)쌓기를 했으나 최상단(最上段)은 두

께 10㎝정도의 다듬지 않은 판석(板石)을 올려 놓았다.(사진7, 8 참조)

이 호안의 뒷채움은 호박돌과 황갈색의 점토로 다져 놓았다. 조사(調査)가 진행(進行)되면

서 서측(西側) 호안이 거의 드러났는데 호안 일부가 교란되기는 했지만 북측 모서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초석(基礎石)은 큰 돌로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사진7 참조) 서측(西側) 호안 

조사(調査)에 이어 남측(南側) 호안(護岸)을 조사(調査)하 다. Tr.은 서측(西側)에서와 같이 

폭(幅) 2m로 남동측(南東側) 모서리까지 연결시켰다.(사진10 참조) 이 남측(南側) 호안은 서

측(西側)에 비하여 호안의 교란 상태가 심했으며 서측(西側) 보다는 큰돌로 쌓았는데 남서

측(南西側) 모서리는 길다란 냇돌로 마감하여 서측(西側) 모서리에서와 같은 판석(板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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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사진11, 12 참조)

남동측(南東側) 모서리 부분은 큰 돌 몇 개만 있었고 이 부분에서 암거(暗渠)로 물이 흘

러가고 있었는데 연못의 배수시설을 알 수 있는 목재(木材)로 된 물홈통이 노출(露出)되었

다.

이 물홈통은 길이 170㎝, 폭(幅) 25㎝, 높이 20㎝로 나무의 절반을 쪼개어 양쪽을 파내고 

서로 엎어 놓았는데 부식은 심했지만 그때까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목재(木材)는 

발굴후 시편(試片)을 채취하여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서 산림청 임업시험연구소에 

의뢰하여 수종(樹種)을 분석해본 결과 버드나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물홈통은 현(現)호안(護岸)보다 1.2m뒤에서 노출(露出)되었고 표면(表面)에 검은 

옻칠을 한듯한 흔적이 보 다. 따라서 이 배수구와 남동측(南東側) 호안의 연결선이 만나는 

것으로 보아 현(現)호안(護岸)은 후대(後代)에 변형된 것으로 추정(推定)해 볼 수 있었다.(사

진13, 14 참조) 이 모서리에서 동측(東側)으로 폭(幅) 2m의 Tr.을 북측 호안까지 연결하여 

동측(東側) 호안의 뒷부분을 조사(調査)하 는데 현(現)호안(護岸)의 1.8m 뒤에서 자연냇돌

의 호안이 노출(露出)되었다.(사진 15 참조)

이 호안의 상태(狀態)는 서측 호안과 같이 완전(完全)하지는 않고 심하게 교란된 편이었

지만 현(現)호안(護岸)의 뒷채움이 완전(完全)한 부식토위에 있었고 요형(凹形) 내외부(內外

部)의 하부를 조사(調査)한 결과 연못의 바닥이 뒤에 노출(露出)된 호안까지 연결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사진16 참조) 또한 노출(露出)된 호안의 뒷채움은 서측(西側)에서와 마찬

가지로 호박돌과 황갈색 점토질로 단단히 다져놓아 수압(水壓)에도 잘 견딜수 있게 하 다. 

이 동측(東側) 호안의 동쪽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축대(築臺)를 쌓아 연

못을 보축(保築)하 으나 축대(築臺)는 거의 허물어 지고 2∼3단(段)만 잔존(殘存)하 다.(사

진18 참조)

남측(南側) 호안의 남측으로는 경사진 면을 따라 황매화가 심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6단

(段)의 축대(築臺)가 노출(露出)되어 이 축대선(築臺線)은 남서측(南西側) 모퉁이까지 연결이 

되는데 남서측(南西側)에서는 자연경사에 따라 축대(築臺)의 높이를 조정하 다. 또 이 축대

(築臺)의 2m 앞에는 한단 낮아지는 축대(築臺)가 있어 상단(上段)의 축대(築臺)를 보축(保

築)하고 있었다.(사진19, 20, 21, 22 참조)

북측(北側) 호안에 연결된 입수구(入水口)는 북측으로 10.5m까지 대소(大小) 자연석(自然

石)을 50∼80㎝ 두께로 중첩되게 깔아 항상 깨끗한 물이 스며 들어오게 했는데 그 밑바닥은 

왕모래층이었다.

이 입수구(入水口)의 북측 끝으로는 4단(段)의 석단(石段)을 두어 토사(土砂)의 유입(流入)

을 방지한 것 같으며 석단(石段)의 높이는 제(第)일단(一段) 20㎝, 제(第)2단(段) 40㎝, 제

(第)3단(段) 45㎝, 제(第)4단(段) 50㎝로 자연경사에 맞추었다.(사진 23, 24 참조)

또한 이 입수구(入水口)의 유구(遺構) 확인을 위하여 북측 호안의 끝에서 폭(幅) 2m의 

Tr.로 선동교가 있는 개울까지 연장하여 정 조사를 실시(實施)하 으나 입수구(入水口) 시

설로 추정(推定)되는 유구(遺構)는 확인되지 않았다.(사진24 참조)

또한 이 지(影址)와 관련지어 북구(北丘) 주변에 정자(亭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推

定)되어 건물지(建物址) 확인조사도 병행하 으나 건물지(建物址)로 추정(推定)할 만할 유구

(遺構)는 없었다.

발굴조사(發掘調査)의 마지막 단계로 연못내부의 바닥과 상지(上池)로 나뉜 축대(築臺)부

분을 조사(調査)하 다. 동서(東西) 호안석과 연결된 이 축대(築臺)의 하부는 연못의 부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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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얹혀 있었으며 매우 조잡하 고 연못의 전체적인 경사도에 맞추어 보면 후대(後代)에 

변형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연못 바닥의 조사(調査)를 위해서는 연못의 물을 완전히 

배수시켜야 했으나 바닥에서 나오는 샘물로 불가능하 고 연못의 가운데에 폭(幅) 1m의 둑

을 만들어 동쪽을 먼저 조사(調査)하고 난 다음 서쪽을 조사하 는데 조사(調査)를 위한 배

수는 기존의 암거(暗渠)를 이용(利用)하 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5∼20㎝ 정도가 매몰(埋沒)되어 뻘층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아래로는 

가는 모래층 10∼15㎝, 검은 진흙 층 45∼50㎝, 왕모래층 30∼35㎝, 자연냇돌층이었다. 연못

의 물은 북에서부터 남으로 구배를 따라 자연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었는데 북쪽과 남쪽의 

레벨 차이는 약(約) 40㎝이었다.(도면11 참조)

바닥조사에 이어 지중(池中)에 있는 큰돌의 하부를 조사(調査)하여 이 돌의 원위치(原位

置) 여부를 확인하 는데 남측(南側)에서 정면으로 보아 서측(西側) 호안에 접하여 있는 큰

돌과 3개의 돌은 원래 이곳에 있었던 돌을 이용(利用)하 고 서측(西側) 호안에 접해있는 

바로 다음돌은 안정을 잡기 위해 작은 돌을 끼웠음을 볼 수 있어 이 연못의 조성시(造成時), 

인공적(人工的)으로 갖다 놓았음을 추정(推定)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지(影址)가 만

들어지기전 이곳은 늪지로 연못을 만들기에 적합한 곳이었음을 나타내는 부식된 잡초와 바

닥에서는 많은 양(量)의 샘물이 나오고 있었다.

발굴조사(發掘調査)가 마무리 되어갈 무렵인 9月 14日 이곳 현장(現場)에서 지도위원회(指

導委員會)를 개최하여 그동안 발굴조사(發掘調査)된 유구(遺構)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

정을 하여 복원공사(復元工事)의 기본(基本)지침(指針)을 마련하 다.

1) 서측호안(西側護岸)은 노출(露出)된 유구(遺構)를 따라 서북측(西北側) 모서리의 호안

(護岸)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복원(復元)한다.

2) 남측호안(南側護岸)도 노출(露出)된 유구(遺構)를 따라 복원(復元)하되 전면(前面)에 나

타난 축대(築臺)를 살리고 축대(築臺)를 쌓을 때 지장을 주는 나무는 제거하며 아랫단의 축

대(築臺)는 2∼3단(段)만 노출(露出)되게 한다.

3) 동측호안(東側護岸)도 발굴(發掘)된 유구(遺構)에 따라 복원(復元)하되 凹된 하부(下部)

를 재조사(再調査)하고 개울측의 축대(築臺)를 쌓아 지(影址)를 보호(保護)할 수 있도록 

한다. 

4) 북측호안(北側護岸)은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교란된 호안석(護岸石)은 다시 쌓는

다.

5) 북측호안(北側護岸) 주변에 있는 나무는 제거하고 노출(露出)된 석단(石段)을 정비(整

備)하여 오봉산(五峯山)의 봉우리가 연못에 비치게 하여 지(影址)의 뜻을 살린다.

6) 추정(推定) 입수구(入水口)는 원형(原形)대로 살리고 주변을 정리(整理)한다.

7) 연못의 동서(東西)로 연결해 놓은 축대(築臺)는 후대(後代)에 변형된 것이므로 헐어 버

린다.

8) 남동측(南東側) 모서리의 암거배수구(暗渠排水口)와 위에 노출(露出)되어 있는 배수구

도 그 기능을 살린다.

9) 연못의 바닥에 깔려있는 뻘흙층은 제거하고 흰모래를 10㎝정도 깔아 마무리 한다.

10) 연못 호안주변은 현재와 같이 황갈색 점토와 작은돌로 다짐을 하여 돌이 조금씩만 보

이도록 한다.

11) 정원유적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12)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도지방기념물로 되어 있는 청평사지 일원은 그대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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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사지(淸平寺址)와 지(影址)는 사적지정(史蹟指定)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 지(影

址)는 이러한 발굴조사(發掘調査)와 방침결정(方針決定)에 의하여 1986年 12月 호안(護岸)정

비공사(整備工事)가 완료되었고 1987年 주변의 축대공사(築臺工事)가 마무리되었다.(도면4, 

5, 6, 7, 8 참조, 사진26, 27 참조)

지(影址)의 남측(南側) 전면(前面) 바위상면에 가로로 마모가 심한 음각(陰刻)된 명문(銘

文)이 있는데 판독(判讀)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禪   處   如   心   心

慶   慶   是   □   生

山   安   □   種   祖

          樂   藥   □   □   和

                   □   巳   □   □

4. 능인전지(能仁殿址) 발굴조사(發掘調査)

가. 발굴조사(發掘調査)

1987年 6月 6日 비가 그친 오후에 능인전지(能仁殿址) 현장(現場)에서 간단한 개토제(開土

祭)를 지냈다. 발굴대상(發掘對像) 면적은 약(約) 60평(坪)에 달했지만 1985年 정비공사시 건

물지내(建物址內)의 토사(土砂)를 제토(除土)하 기 때문에 일부 초석(礎石)이 노출(露出)되

어 있었고 전면(前面)의 기단(基壇)과 계단(階段)도 잘 정비(整備)되어 있었다.(사진28, 29, 

30 참조)

T.R설정(設定)은 중앙계단(中央階段)의 중심(中心)에서 북쪽으로 2m되는 곳에 기준점(基

準點)을 설정(設定)하고 3m의 T.R로 동(東)으로는 E₁, E₂, E₃, E₄, 북으로는 N₁, N₂, 

N₃, N₄에 50㎝의 둑을 남기면서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진행하 다. N₁의 E₁, E₂, E₃

구역에서는 1985年 정비공사시(整備工事時) 2개의 초석(礎石)이 노출(露出)되어 있었으나 초

석(礎石)의 성격규명(性格糾明)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건물지(建物址)의 전면기단(前面基壇)

으로 보아 N₁의 E₂, E₃구간의 초석(礎石)은 우주초석(隅柱礎石)으로 추정(推定)해 볼 수 

있었고 초석(礎石)에는 주좌(柱座)와 고맥이가 양각되어 있었는데 주좌(柱座)의 직경은 45㎝

정도 다. 초석하부(礎石下部)의 적심석(積心石)은 갈색의 마사토위에 자연석 3∼4단(壇)으

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 다. B.M에서 N₁E₁구간의 초석(礎石) 윗면은 일부 파괴되어 있었

고 주좌(柱座)는 45㎝로 우주초석(隅柱礎石)과 동일(同一)하 다. 초석하부(礎石下部)의 적심

석(積心石)도 자연석 2∼3단으로 우주초석(隅柱礎石)과 동일(同一)하 으나 약간의 회다짐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B.M에서 N₁W₁구간에도 노출(露出) 되어 있는 초석(礎石)이 

있었으나 윗면은 많이 파괴되었고 약간의 고맥이 흔적만 남아 있었다.

초석하부(礎石下部)의 적심석(積心石)도 N₁E₁초석(礎石)과 마찬가지 다. N₁의 W₂, 

W₃에서는 초석(礎石)이 잔존(殘存)해있지 않았는데 현지표하(現地表下) 30㎝에서 자연석

(自然石)의 적심석(積心石)만 노출(露出)되었다. 적심(積心)은 2∼3단(段)으로 절반정도는 교

란되어 있었다.

이 적심(積心)에서 북으로 2.4m되는 곳에 일부 적심석(積心石)이 노출(露出)되었으나 N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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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에 절반 정도 걸쳐져 있어 둑을 제거하 는데 이 적심은 냇돌로 거의 원형을 이루고 있었

으며 잔존한 2∼3단의 적심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고 적심의 높이 또한 남서측 모서리와 마

찬가지 다.

이 적심석과 평행선상에 놓이는 남동측 우주 초석에서 2.4m되는 곳에서는 적심(積心)의 

흔적만 남아 있었고 지반은 거의 암반에 가까운 석비례층으로 단단하 으며 N₁, N₂의 E

₁, E₂, E₃, W₁, W₂, W₃에서는 전술(前述)한 양측면 적심(積心)을 제외하고는 노출

(露出)되는 유구(遺構)가 거의 없었고 일부 와편(瓦片)만 출토(出土)되었다. E₁, E₂, E₃에

서는 지면상에 한 개의 초석(礎石)이 노출(露出)되어 있었으나 전면(前面)에 놓인 초석(礎

石)과는 Level이 맞지 않았고 이 구간의 현지표 20㎝ 밑에서 2개의 초석(礎石)이 노출(露出)

되었는데 초석하부(礎石下部)의 적심석(積心石)은 전면(前面)과 동일(同一)하 다. 이 초석

(礎石)과 평행선상에 놓이는 N₂∼N₃의 W₁, W₂, W₃조사에서 2개의 초석(礎石)과 측

면(側面) 적심(積心)이 확인되었는데 N₂∼W₁초석(礎石)은 N₂∼E₁초석(礎石)과 Level이 

같았고 W₁, W₂초석(礎石)과 E₁,E₂초석(礎石)의 Level이 같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 

초석(礎石)은 거의 일직선상에 놓여 있었다. W₂∼W₃사이에서는 현지표(現地表) 30㎝밑에

서 적심석(積心石)만 확인되었는데 서측면(西側面)의 노출(露出)된 유구(遺構)와 일직선상에 

놓 다.

N₃∼N₄의 E₂, E₃의 조사(調査)에서는 현지표(現地表) 30∼70㎝ 밑에서 2개의 초석

(礎石)이 노출(露出)되어 전면(前面)의 초석(礎石)과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었고 이들 초석(礎

石)과 평행선상에 놓이는 N₃의 W₁, W₂, W₃에서도 2개의 초석(礎石)이 노출(露出)되어 

건물(建物)의 주간(柱間)을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基礎資料)가 되었다.(사진 32, 33, 34 참

조)

건물(建物)의 기단(基壇)은 서측(西側)과 북측(北側)에서 노출(露出)되었는데 서측(西側)에

서는 전면기단(前面基壇)의 끝에서 390㎝되는 곳에서 서측(西側)으로 꺾여 전면(前面) 기단

(基壇)과 같은 장대석(張臺石)으로 처리되었고 그 모퉁이에는 3단의 계단(28㎝×90㎝)을 놓

아 능인전(能仁殿)으로 오르도록 되어 있었다.(사진35 참조)

북측기단(北側基壇)은 현지표(現地表)의 150㎝밑에서 노출(露出) 되었는데 다듬질한 면

(面)이 북측(北側)으로 되어 있는 장대석으로 동북측(東北側) 모서리까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사진36 참조)

북측축대(北側築臺)는 북측기단(北側基壇)에서 100∼120㎝뒤에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

었는데 이 부근에서는 잘 다듬질된 다량(多量)의 장대석(張臺石)이 노출(露出)되었고 현재 

극락전으로 오르는 모퉁이에서는 축대(築臺)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 축대(築臺)의 선(線)

은 동북측(東北側) 모서리의 큰 암반선과 거의 일직선을 이루었다. 

출토유물(出土遺物)은 거의가 와편(瓦片)과 자기편(磁器片)인데 건물지(建物址)의 전면(全

面)에서 출토되었고 특(特)히 북측축대(北側築臺)와 서측(西側) 모서리에서 다량(多量) 출토

(出土)되어 능인전(能仁殿)이 소실(燒失)된 후 후대(後代)에 건물(建物)을 지으면서 와편(瓦

片)을 한곳에 버린 듯 하 다. 와당(瓦當)의 문양(文樣)은 조선시대(朝鮮時代) 궁궐(宮闕)에

서 볼 수 있는 기하문(畿何紋)과 사찰(寺刹)에서 볼 수 있는 범자문(梵字紋) 등이고 북측축

대(北側築臺) 조사(調査)에서 은젓가락 1쌍(길이 22㎝) 가경통보(嘉慶通寶) 1점(點)8)(직경 2

㎝)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發掘調査)가 마무리 되면서 건물지(建物址)의 중앙(中央)에서 동측(東側)으로 복

8) 嘉慶通寶는 1796∼1820사이에 주조되어 통용 되었던 中國淸代의 화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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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卜字形)의 탐색 T.R을 넣어 토층(土層)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하 다.

이 조사(調査)에서 표토층(表土層) 15㎝, 모래+갈색진흙 10㎝, 마시토 65㎝, 황색진흙 13

㎝, 고운모래 7㎝, 황색진흙 10㎝, 왕모래층 80㎝, 호박돌 2∼3단(段), 진흙이 섞인 굵은 모래

층 80㎝순(順)으로 판축(版築)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건물지(建物址)의 중앙(中央)에서 남

측(南側)으로는 경사진 면을 따라 자연배수가 되고 있었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깊어지는 

원지반(原地盤)을 이루어 건물지(建物址)의 동측(東側)은 완전(完全)한 암반(岩盤)위에 기초

(基礎)를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서 7月 6日 1개월간의 발굴조사(發掘調査)를 마무리 지었는데 추후 발굴조사(發掘調

査)가 시행(施行)되어 사지내(寺址內)의 많은 건물지(建物址)와 청평산문수시장경비(淸平山

文殊施藏經碑)의 위치(位置), 회전문(廻轉門) 전면(前面)에 있었다는 연못의 위치 등이 확인

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 노출(露出)된 유구(遺構)에 의한 주간결정(柱間決定)

이 사지(寺址)는 전술(前述)한 연혁(沿革)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高麗時代)부터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중건(重建), 중수(重修) 되었으나 창건당시(創建當

時)의 위치(位置)와 규모(規模)는 거의 알 길이 없다. 다만 조선(朝鮮)명종대(明宗代)에 보우

선사(普雨禪師)가 사우(寺宇)를 중건(重建)한 후 법전(法殿)을 능인보전(能仁普殿)이라 하

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 현재와 같은 사지(寺址)의 배치형식(配置形式)을 하 을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그후 법전(法殿)이었던 능인보전(能仁普殿)은 소실(燒失)되고 이곳에 여러차

례에 걸쳐 건물이 중건(重建)되었으나 6․25동란을 전후하여 폐허되었다. 

이번 발굴조사(發掘調査)에서 일부 노출(露出) 되어있는 초석(礎石)과 나타난 유구(遺構)

를 종합(綜合)해볼 때 이 건물(建物)이 전면(前面) 기단(基壇)과 격식(格式)에 맞는 건물(建

物)이라면 전면주간(前面柱間)은 16척(尺)(480㎝)식(式) 정면(正面)3간(間)이고 측면(側面)은 

적심(積心)과 적심간(積心間)의 거리로 보아 8척(尺)(240㎝), 15척(尺)(450㎝), 8척(尺)(240㎝)

으로 3간(間)임을 알 수 있었는데 건물(建物)의 중앙후측(中央後側)으로는 2개의 고주(高柱)

를 세워 후불벽(後佛壁)을 만들고 불단(佛壇)을 짰음을 추정(推定)해 볼 수 있었다. 또한 고

주초석(高柱礎石) 양옆으로 2개의 초석(礎石)과 건물지(建物址) 일부에서 후대건물(後代建

物) 부엌의 고래로 보이는 시설(施設)과 적심석(積心石)이 있었으나 건물(建物)의 평면(平面)

을 결정(決定)하는 자료(資料)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 다.

다만 고주초석(高柱礎石) 양옆의 2개 초석(礎石)은 다른 초석(礎石)에 비하여 15㎝정도 더 

낮아 능인보전(能仁普殿) 건물(建物)보다도 더 앞서가는 건물(建物)의 초석(礎石)임을 추정

(推定)해 볼 수 있는데 2개의 초석(礎石)으로 건물(建物)의 평면(平面)을 생각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적심석(積心石)은 노출(露出)되지 않았다. 또한 건물지(建物

址)의 서편(西便)으로는 노출(露出)된 장대석(張臺石)의 기단(基壇)위에 일부(一部) 적심석

(積心石)이 노출(露出)되었으나 교란이 심하여 능인보전(能仁普殿)의 건물(建物)과 어떤 관

련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능인보전지((能仁普殿址)의 전면(前面) 기

단(基壇)과 중앙계단(中央階段)은 타사지(他寺址)에서 찾아보기 드문 것으로 이 사찰(寺刹)

의 웅장했던 당시(當時)의 옛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으며 이 건물(建物)의 건립(建立) 연대

(年代)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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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發掘調査前 影池全景(발굴조사전 지전경)

 사진2 發掘調査前 南東側(발굴조사전 남동측) 모서리부분

 사진3 發掘調査前 南西(발굴조사전 남서)모서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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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4 發掘調査前 上․下池區分 築臺(발굴조사전 상․하지구분 축대)

 사진5 整備前 東側 護岸(정비전 동측 호암)

 사진6 西側 胡雁(남측)(호안)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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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7 西側護岸 露出狀態 北→南(서측호안 노출상태 남→북)

 사진8 西北側(남북측)모서리부분 護岸石 露出狀態(호안석 노출상태)

 사진9 西側 護岸石 露出狀態 (南→北)(서측 호안석 노출상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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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0 南側護岸 露出狀態(남측호안 노출상태)

 사진11 西南側(남서측) 모서리부분 胡雁石(호안석)

 사진12 西南側(남서측) 모서리 護岸下部(호안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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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3 배수로부분 확인조사

 사진14 배수로부분 확인조사

 사진15 東側 護岸石 露出狀態(동측 호안석 노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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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6 東側 護岸 요下部 調査(동측호안 요하부 조사)

 사진17 東側 護岸 요下部 調査(동측호안 요하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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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8 개울측 築臺殘存(축대잔존) 狀態(상태)

 사진19 影池南側 護岸前面 다짐 狀態( 지남측 호안전면 다짐 상태)

 사진20 影池前面 築臺殘存 狀態( 지전면 축대 잔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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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1 影池前面 築臺南東 ( 지전면 축대남동) 모서리부분

 사진22 前面築臺 最下部 殘存部分(전면축대 최하부 잔존부분)

 사진23 北側 入水口(北→南)(북측 입수구(북→남))

 사진24 影池北側 築臺殘存 部分( 지북측 축대잔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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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5 北側 入水口(북측 입수구) 연결상태 확인조사

 사진26 整備復元(정비복원)된 影池( 지)(北→南(북→남))

 사진27 整備復元(정비복원)된 護岸石(호안석) 詳細(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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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8 能仁殿址 整備前 狀態(능인전지 정부전 상태)(84년 촬 )

 사진29 能仁殿址 整備後 發掘前 狀態(능인전지 정비후 발굴전 상태)(86년 촬 )

 사진30 發掘調査前 能仁殿址 前面全景(발굴조사전 능인전지 전면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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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1 淸平寺 廻轉門(寶物 第164號)(청평사 회전문(보물 제164호))

 사진32 能仁殿址 發掘調査(능인전지 발굴조사)

 사진33 能仁殿址 露出遺構 全景(능인전지 노출유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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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4 能仁殿址 北側 礎石 露出 狀態(능인전지 북측 초석 노출 상태)

 사진35 能仁殿址 西側基壇(능인전지 서측기단)과 階段 露出狀態(계단 노출상태)

 사진36 北側基壇(북측기단)과 築臺 露出狀態(축대 노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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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7 南東 隅柱 礎石(남동 우주 초석)

 사진38 北側基壇石 露出狀態(북측기단석 노출상태

 사진39 能仁殿址 前面 中央階段 側面(능인전지 전면 중앙계단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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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40 能仁殿址 出土(능인전지 출토) 암막새片(편)

 사진41 能仁殿址 出土(능인전지 출토) 암막새片(편)

 사진42 能仁殿址 出土(능인전지 출토) 숫막새片(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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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43 能仁殿址 出土(능인전지 출토) 숫막새片(편)

 사진44 能仁殿址 出土(능인전지 출토) 숫막새

 사진45 能仁殿址 出土(능인전지 출토) 은 젓가락 1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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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1 淸平寺 遺蹟配置圖(청평사 유적배치도)

 도면2 淸平寺址 配置圖(청평사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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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淸平寺址(청평사지)

 도면4 影池 發掘 平面圖( 지 발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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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5 影池北側 護岸 實測圖( 지북측 호안 실측도)

 도면6 影池北側 護岸 復元圖( 지북측 호안 복원도)

 도면7 影池南側 護岸 實測圖( 지남측 호안 실측도)

 도면8 影池南側 護岸 復元圖( 지남측 호안 복원도)

118



 도면9 影池西側 護岸 實測圖( 지서측 호안 실측도)

 도면10 影池西側 護岸 復元圖( 지서측 호안 복원도)

 도면11 影池東側 護岸 實測圖( 지동측 호안 실측도)

 도면12 影池東側 護岸 復元圖( 지동측 호안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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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13 影池 復元計劃 平面圖( 지 복원계획 평면도)

 도면14 能仁殿址 發掘平面圖(능인전지 발굴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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