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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신사
기본계획에따른
신당건축고찰

국문초록
2000년에 발굴된 암 남해신사는 나라의 안녕과 구복을 위한 국가제사시설로 2001년 신당과 삼문을 복원하 다.

해신사는 바다의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남해신사와 동해묘, 그리고 서해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해묘도 복

원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복원된 남해신사의 신당과 삼문은 2000년 발굴도와 내용에 따른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관련 문헌과 고지도 분석, 그리고 발굴내용의 심층분석과 아울러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과 사례분석

을통하여새로운기본계획을연구하게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남해신사 추정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 고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있다.

1. 남해신사는국가에서직접운 한국가제사시설로나라의안녕과기우를지내는악(嶽)·해(海)·독(瀆)을대표하는신당

건축이다. 특히남해신사는중국과일본의국제무역의중심에위치하고있어, 그중요성이강조되었으며, 지리산제단과

함께호남지방의중심적인신당의역할을담당하 다.

2. 해신사에 대한 명칭은 남해신사, 동해묘, 서해단으로 정의되어 불리었다. 그러나 남해신사의 경우 조선 초기와 후기의

명칭이 문헌과 고지도 연구를 통하여 남해신사에서 남해당으로 변하 음을 알 수 있다. 서해단의 경우 조선 초기에는

건축물이 없는 단으로 조성되었다가, 후기에 건축물이 조성된 사당형식으로 변하 음을 고지도 연구를 통하여 추정할

수있었다.

3. 해신사에 대한 고지도 분석은 동해묘의 경우 맞배지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서해단과 남해신사의 경우 팔작지붕

의형태를보여주고있다.

4. 2000년 발굴내용에 의한 용척 분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용척의 사용은 고려시대 남해신사의 규모가 대사(大祀)의 규모

로 개창되었지만 조선시대에 중사(中祀)의 규모로 중창되었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즉 조선시대 중사로 중건

하면서용척의척도로조선시대 조척을사용하 음을알수있었다

5. 상기의 연구결과에 따른 기본계획은 신당의 경우 팔작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3 : 2비율로 계획하 으며,

용두와 용미가 장식된 안초공, 내부의 운공과 파련대공 장식, 그리고 용두의 충량은 해신인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설임을 표현하 다. 중문간채와 대문간채의 경우 향교건축과 같은 규모와 구성으로 계획하 는데, 발굴내용을 기초

로 하 으며, 대문간채 솟을 문의 경우 3칸을 솟을 대문으로 올렸다. 이는 대문간채의 측칸이 맞배지붕의 형태이므로

그비례와형태의조화를고려하 다. 

6. 남해신사의기본계획은계룡산중악단의사례와같이신당과중문간채, 대문간채에이르는2가지의공간, 즉신당공간과

준비 공간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해신사 서쪽에 위치한 우물은 신당건축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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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삼국시대이래부터고려시대와조선시

대에 이르기까지 산과 바다, 그리고 강에 나라를 보호

하고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도와주는신들이있다

고믿었으며, 중요한장소에신당을짓고, 제사를지냈

다. 삼국시대의 오악(五嶽),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악

(嶽)·해(海)·독(瀆)의토속신앙개념이그러하 다. 우

리나라의 5악, 3해, 7독중대표적으로찾을수있는사

당은계룡산중악단, 양양동해묘, 암남해신사, 그리

고 공주의 웅진사당을 들 수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사당은고종대에지어진중악단이며, 나머지는근래에

복원되었다. 최근에지어진사당은대부분맞배지붕에

정면 3칸의 전형적인 조선시대 유교사당의 모습을 하

고있다. 중악단이팔작지붕에화려한장식과단청, 그

리고잡상을놓은것을보면, 상당한건축적차이를보

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시행된 남해신사 발굴과

2001년복원된남해신사신당및삼문을대상으로삼아

토속신앙에근거한신당건축의특성을연구하고, 분석

된연구결과를기초로하여남해신사추정기본계획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정 기본계획은 앞으로 전국에

걸친악·해·독의신당건축복원시에필요한기초자

료와문헌, 사례가될것이며, 나아가유교신당과의비

교연구에있어중요한기초연구의마련이본연구의목

적이다.

연구의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시

행한남해신사종합정비기본계획의연구기간과함께,

2009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추가연구를통하여진

행하 다. 

연구의 방법은 1차로 해신사를 비롯한 신당건축의

인문조사연구즉,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등역사

서와지리서를조사하 으며, 고지도를통한건축의배

치와 형태에대하여 분석을 하 다. 2차로는 대상지인

남해신사의 인문, 환경, 지리, 발굴현황, 그리고 현재

복원된 신당과 삼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 다. 아울

러, 양양동해묘와계룡산중악단의사례분석을통하여

추정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를 완료하 다. 마지막으로

추정기본계획의 개념과 근거를 설정하여 남해신사의

추정기본계획을하 다. 

남해신사의 인문사항과 사례분석

1. 신사의 개념과 해신사

(1) 신사의 정의와 명칭

신사(神祠)는 흔히 신당(神堂)이라는 표현을 혼용하

여 사용한다. 신사는 한국에서 신령을 모시는 곳이며

신사(神祀, 천신에 대한 제사)를 하는 곳으로, 사(靈祠)

라고도부른다01. 신당은민간신앙에서신을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집을 의미한다. 신당의 종류로는 굿당,

용신당(괟神堂), 산신각(山神閣), 무당의도구를위한장

소, 동제당(洞祭堂)02 등이있다. 즉신사는신당과의미

는 같으나 부르는 명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다. 본연구에서는 암의남해신사를연구대상으로하

고 있으므로, 문헌의 고증을 통하여 용어의 사용을 통

일하여인용한다.

남해신사는 남해신사(南海神祠), 남해당(南海堂), 남

해묘(南海廟), 남해사(南海祠) 등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명칭은명칭이나타난문헌을통하여가장적합하게정

의하여야 한다. 우선『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걧)』에

나타난명칭은세조 2년(1456년)과인조 23년(1645년)에

나타나는데, 세조 2년의 본문에는 남해신사(南海神祠)

로표기되어있고, 인조 23년의본문에는남해당(南海

堂)으로표기되어있다. 남해당의표기는전라도지도와

같은 조선후기의 지도와 구전(口傳)에 나타났는데, 남

해당을 용당(괟堂)으로 표기한 지도도 발견되었다. 『동

065 Kim, Sang Tae 남해신사기본계획에따른신당건축고찰

01 위키백과사전

02 동제당은촌락공동체의수호신당이다. 수호신당은 8·15광복이후동제당(洞祭堂)으로통칭하 으나지방마다차이가있어경기·충청지방에서는산신당또는서낭당이라하며

강원지방은서낭당, 호남지방에서는당산, 서울한강변마을에서는부군당(府君堂)이라고한다. 두산백과사전



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

考)』에서는남해신사에대한명칭이악(嶽)·해(海)·독

(瀆)으로구분하여남해(南海)로표기가되어치제(致祭)

에대한설명만나타내었다03.또다른문헌으로는자연

제사(自然祭祀)의 내용 중 남해신사에서 기우제(숭정(崇

禎) 3년, 1630년)를지낸제문의본문04에서남해사(南海

祠)의 표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 대상지의 명칭에 대한 정의는「남해신사(南海神

祠)」, 「남해당(南海堂)」으로함을원칙으로하겠다. 이는

조선최고의공식문헌인조선왕조실록과고지도를통

하여입증된사실이다. 17세기말, 18세기초에지어진

홍만선의『산림경제(山林經濟)』「복거(卜居)」를보면“신

사(神祠)근처에 살림집을 지으면 좋지 않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본연구의대상지가남해신사(南海神祠)로

정의함을입증하는사례라할수있다. 그러므로본연

구대상지의명칭을남해신사(南海神祠)로정의한다.

(2) 악(嶽)·해(海)·독(瀆) 개념과 해신사

우리나라는 일찍이 산천과 바다에 대한 사신(祀神)

행위가성행하 으며, 이러한민간풍속은개인의구복

은 물론, 마을의 공동체적 동제(洞祭)로써 지금도 그대

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에서도 삼국시대 이래로 사전

(祀典)체계를운 하여왔다. 조선시대악(嶽)·해(海)·

독(瀆)에 대한 치제(致祭)는『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

覽)』에 잘 나타나 있다. 악으로는 남악(南嶽)은 남원(南

原) 지리산(智異山), 중악(中嶽)은 삼각산(三角山), 서악

(西嶽)은 개성(開城)의 송악(松嶽), 북악(겗嶽)은 정평(定

平) 비백산(鼻白山)이고, 바다［海］로는 동해(東海)는 양

양(襄陽), 남해(南海)는 나주(羅州), 서해(西海)는 풍천(豊

川)이며, 독으로는 남(南)이 공주(公州)의 웅진(熊津)과

양산(겳山)의가야진(伽倻津), 중(中)이한강(漢江), 서(西)

는 장단(長湍)의 덕진(德津)과 평양(平壤)의 평양강(平壤

江), 의주(義州)의 압록강(鴨걥江), 북(겗)은 경원(慶源)의

두만강(豆滿江)으로되어있다(그림 1 참조)05 . 따라서남

해신사(南海神祠, 현재 전남 암군 시종면 옥야리 소재)는

동해신묘(東海神廟, 강원양양군양양읍조산리소재), 서해

단(西海壇, 황해도 풍천)과 함께 해신(海神)을 모시고 해

신에대한묘사(廟祠)로써국가의주관으로치제하 던

곳이었다.

(3) 해신사의 고지도 분석

전라도 나주목( 암)의 남해신사, 강원도 양양부의

동해묘, 황해도풍천부의서해단은조선시대고지도에

그명칭과함께표기가되어있음을고지도연구를통

해확인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 18세기중엽에제작

된 비변사인방안지도, 19세기 초의 광여도, 1872년 지

방도, 그리고여지도에표기된해신사의지도를분석하

다. 

우선명칭에대한비교를하 다. 남해신사의경우

4개의지도모두남해당으로표현되었고, 동해묘또한

모든지도에서동해묘라표현되었다. 서해단의경우광

여도에서는 서해신묘, 여지도에서는 서해신단으로 표

현되었다. 본연구에서남해당명칭의정의를남해신사

라한것과차이를보이고있는데, 상기 1절 1항신사의

정의와명칭에서언급한바와같이문헌상조선초기와

후기의건축명칭변화와함께대상지도가모두조선후

기에 만들어진 점을 비교하여 보면, 조선 초기에는 남

해신사, 조선후기에는남해당이라고표현하 던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해단의 경우 서해신묘라고 표현

한것을보면, 사(祠), 묘(廟), 당(堂)을혼용하여서사용

하 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여기서주목해야할

점은 사당을 칭할 때, 경국대전에서는 집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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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암군·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 암남해신사지』, 학연문화사, p. 17

04 維崇楨三年歲次庚午四月庚戊朔二十三日壬申. 羅州牧使張維.敢昭告于南海之神. 伏以水者. 坎德也.海又衆水所歸.至陰之墟也.蛟괟之所涵育雲雨之所蒸泄.河潤○及九里. 海之至

大者乎. 國家崇杞海嶽.而南溟之祠. 實在此土. 一方之內.如有雨暘不겭. 生告病. 則 神之着也. 今玆旱 爲 . 걐秀不實.高田巳坼. 下田將 . 民之不得耕種者過半. 農夫遑遑有大

命近止之憂. 겭旬日不雨. 奄過芒種之候. 則神維惠以甘 . 無可及矣. 維爲是懼. 躬禱于錦城山之神. 而不家靈 . 故敢赴 子神馬. 겭維誠有不至. 괋有不處. 則罪在 維之身. 斯民乃

天之民. 而亦神之所 也. 갎忍之饑而死乎. 伏○速 玄機. 賜以澤. 無任析 望之至. 尙饗(南海祠祈雨文, 1630).

05『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 1, 京都上檀廟條.



묘(廟), 집이없을경우단(檀)이라한것이다. 즉서해단

의 경우 조선 초기에 사당건축이 없는 단으로 조성된

해신사가 후기로 가면서 사당건축을 조성하 을 가능

성이있다고추정할수있다.

규모에 대한 비교는 비변사인방안지도, 광여도,

1872년지방도에서는다른주요건축물과같은규모로

묘사하 는데, 단여지도에서만작은규모의건축물형

태로 표현하 다. 이는 남해신사, 동해묘, 서해단 모두

공통된모습으로표현되었는데, 동해묘의경우 1872년

지방도와여지도에서문간채가표현되었다. 이는동해

묘가 다른 신사에 비하여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보다,

지도를그리는화사가보다정 하게묘사하 다할수

있다. 양양부 동해묘의 다른 지도와 비교하여 볼 때

1872년지방도와여지도가매우자세히표현된점과실

제적인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동해묘보다 남해신사와

서해단이었다는점이이를입증한다.

건물의형태비교는지붕의모습에대한분석인데,

모든지도에서공통적으로같은지도내에서는같은지

붕의모습을사용하고있으며, 팔작과우진각지붕형태

로표현하 다. 이는건물을자세히묘사하 을경우에

는팔작지붕을, 간략하게표현하 을경우우진각지붕

으로 표현하 다. 다만, 동해묘의 경우 1872년 지방도

에서 맞배지붕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현재 지어진

동해묘의사당건축지붕이맞배지붕으로, 복원할때지

붕형태의근거가되었을가능성이있다. 그러나남해신

사와 서해묘의 경우 지도의 표현에서는 맞배지붕보다

는팔작지붕의형태를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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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팔도총도(八道總圖, 1530)의 조선시대악(嶽)·해(海)·독(瀆)과 해신사



2. 남해신사의 인문분석

(1) 역사문헌분석

① 남해신사의 관련설화

남해신사는고려현종과매우깊은인연이있는데,

관련설화는다음과같다. 고려현종원년(1010) 고려의

친송정책에불만을품은거란족의성종은군사 40만을

이끌고침략하 다. 이에현종은남쪽으로피난을하게

되었는데, 당시 나주 고을에 속한 곳이었으나 현재

암군시종면옥야리로되어있는남해포에서잠을자게

되었다. 그날 밤 꿈에 백발의 수신이 나타나 몽탄으로

피신하라는암시를주어현종은즉시한밤중에신하를

이끌고몽탄으로피신하 다. 이곳에서거란군격전이

있었는데, 관군이승리를거두어장수하공진을인질로

삼아군사를재정비하여현종은무사히환궁할수있게

되었다. 이후 자신을 도와준 꿈속의 백발수신을 위해

남해포에 당을 짓고 인근 6개 고을(나주, 암, 해남, 강

진, 광, 함평)의 수령들로 하여금 일년에 한차례씩 제

사를지내게했다. 또한제사를지내기위해오는제관

들은하마비에서내려신당까지걸어들어오게하 다.

그러나현재하마비는남해신사가훼철된후최근까지

존재하다농로확장공사로인하여매몰되어그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묘당에 대한 표현으로는 가장

상단에위치하 고, 건물주위에용이사방으로조각되

어있었으며, 특히서까래나용마루에는용비늘단청과

용각으로장식되어있었다. 이로인하여많은사람들이

감히묘당에접근하기어려웠다고전해진다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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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해신사의고지도비교표

지도

남
해
신
사

비변사인방안지도(18세기중엽) 광여도(19세기초) 1872년지방도 여지도

출처 :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고지도

호남지도나주 나주목 나주지도 전라도나주목

동

해

묘

동지도1책양양 양양부 양양읍지도 동해묘부분도

서

해

단

해서지도풍천 풍천부 풍천부지도 황해도풍천부



② 문헌기록과 종사의 규모

남해신사에 관한 문헌기록으로는 고려 현종 19년

(1028) 사전에 처음 등록되었는데 종사의 규모를 대사

로 하고 있는 기록이『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보이고 있다. 『동국여지승람 나주목 사묘조(東國與地勝

覽갥州牧祠廟條)』에서보면남해신사는본래나주의종

남면에위치해있었으나, 1914년행정구역개편을하면

서 암군 시종면에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래 남해

신사는국사로서중사(中祀)에속하 으며, 나무목사가

주관하여 치제(致祭)를 했던 곳이다. 현재는 그 유허지

만 남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춘추로 나라에서 향과 축

문을내려제사를지낸기록이있다. 『조선왕조실록(朝

鮮王朝實걧)』에도남해당에대한기록이있는데, 세조 2

년 3월 28일에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겳誠

之)가 악진해독(嶽鎭海瀆)에 대하여 상소(上疏)를 올린

에서“…또 동해·남해·서해의 신사(神祠)는 모두

개성(開城)을 기준하여 정하 기 때문에 또한 방위(方

位)가 어긋나니, 빌건대 예관(괋官)에게 명하여 고정(考

定)을상세히더하게하고,…”라하여 3해의신사(神祠)

에대한언급과더불어신사에대한방위를조정, 동해

신(東海神)을 강릉(江겓)에, 서해(西海)는 인천(仁川)에,

남해(南海)는 순천(順天)에, 북해(겗海)는 갑산(甲山)에

이제(移祭)하기를주청)하여바꾸기를청한 이있다. 

인조 23년 2월 2일에는“전라도 지리산·금성산·

남해당에여제를설행하라.”는부제와함께“전라도지

리산(智굋山)·금성산(錦城山)·남해당(南海堂)에 향과

축문을 보내어 여제( 祭)를 설행하 다. 전라도에 지

난겨울부터전염병이크게번져사망자가계속발생하

으므로 온 도내에 청결한 곳이 없었다.”라고 기술되

어있다. 이는남해당이지리산의하악단, 금성산의산

신제와더불어전라도를대표하는제사지 음을알수

있다. 하악단은현재그유적을알수없어서규모를파

악할수없으나, 같은목적의중악단이현존하고있어

그규모를짐작할수있다. 중악단의규모가중사규모

임을 감안하면 남해당 역시 중사규모이므로 남해신사

가전라도를대표하는제사지를넘어서전국규모의매

우큰제사지임을알수있다. 이는다음의기록에서도

입증되는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61권오례

의(五禮儀)』에서 1899년 10월 고종황제가 장예원에 내

린소서에는오악에지낸국종과같은수준의제사 다

는 기록이 보인다. 즉 오악과 같은 수준은 남해신사가

전국규모의제사지임을말하고있다. 또한같은문헌에

서남해당의해신종은오삼품관이상의관리와주현구

령이 맡고 축문은 국왕이 직접 관여하며, 식복과 수작

을하지않은풍습으로기록되어있다. 위와같은문헌

고찰을통해남해신사는유적의규모와중요성이확인

되었고, 현재우리나라에서유일하게유구가확인된해

신제임을알수있다07.

(2) 지리환경분석

남해신사는 고려 현종때부터 일제침략기이전까지

국태민안(國泰民安)과풍농(豊農)·풍어(豊漁)를위해국

가에서 주도하여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우리나라 3대

해신사 중 하나이다. 남해신사가 위치한 지역은 당시

나주고을에속한지역이었으나 1895년(고종2년)에행정

제도개편으로 암군에편입되었다.

남해신사지는 1998년목포대학교박물관에의한발

굴조사결과신당, 내삼문, 외삼문등건물지와담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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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전라도지도( ·정조때)

06 암군·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 암남해신사지』, 학연문화사, pp. 17-18

07 암군·한국전통문화학교부설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05, 『남해신사종합정비기본계획』, 동아원색, pp. 16-18



주변시설물이 확인되었다. 암군에서는 발굴조사 보

고서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2001년 신당과 내삼문

일부를 복원하 으며 2003년부터 암군 주관의 해신

제를지내고있다.

한국지형도에나타난 1900년대초반남해신사의주

변은 현재의 산강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용지확보를위한개척사업으로인하여나타난결

과라 할 수 있다. 나주군의 대표적인 포구 던 남해포

는 개척사업으로 인하여 이전의 모습을 잃게 되었다.

고려시대와조선시대, 중국과일본의상인들이배를포

구에정박하고해신에게제사를지낸후출항을하 다

는사실은남해포가매우큰규모의국제상선이정박할

수있는항구 음을의미한다. 이는남해신사의중요성

을말해주는하나의사실이다.

3. 신당건축의 사례분석

(1) 양양 동해묘(東海廟)

① 개요

강원도양양군에위치한동해묘는시도기념물 73호

로 나라에서 동해신에게 풍농풍어(豊農豊魚)와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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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척이전과이후의남해신사주변현황

a. 개척하기이전의남해신사지주변복원지도 b. 2002년 11월 국토지리정보원촬 항공사진

그림 3한국지형도(1914∼1919)에서의남해신당



안녕을기원하기위하여제사를지내던곳이다. 동해묘

는해신(海神)을모신묘사(廟祠)로국가의주관으로치

제하던곳이었으며, 그중에서도동해신묘는가장중요

시했던곳이었다. 그건립시기는정확히알수없으나

『高麗史』에“원종원년 승지양주사 별호양산 유동해신

사(元宗元年 陞知襄州事 別號襄山 有東海神祠)”라는 기록

으로볼때고려시대부터이미존속했었음을알수있

으며, 조선 초기에 사전(祀典)이 정비되면서 중사(中祀)

로설정되었고이때부터국가적인제사처로정비된것

으로 보인다. 동해신묘는 서해의 풍천, 남해의 나주와

함께 우리나라 삼해(三海)의 해신에게 국가 주관으로

치제하 던역사유적으로지정·보존가치가크다.

동해묘가창건된시기는정확히알수없으나『고려

사』를통해고려시대에이미창건되어조선초기에국

가제사장소로정비되었던것으로보인다. 북서쪽으로

대나무와 솔밭이 있고, 서쪽은 민가와 접해있다. 남쪽

과동쪽은밭으로이용되고있으며, 높은대지위에새

로 지은 신당이 1동 있는데 일제시대에 철폐되었다가

1993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신당의 서북쪽으로 정조

24년(1800)에 관찰사 남공철이 을 지은‘양양동해신

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가있다. 

② 배치 및 규모

동해묘는1993년부터현재부지에정면3칸측면2칸

규모의 신당이 완공되었다. 시설내용 및 규모는 제단

(신당)이 6칸 1동(13.2평), 동서재가각 2칸 2동(각 4.4평),

신문 3칸 1동(6.6평), 전사청 2칸 1동(13.2평). 담장토담

130m로향교와비슷한배치를보여주고있다. 현재발

굴을 시행하지 않은 채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신당의위치와배치는알수없다. 

(2) 계룡산 중악단(鷄龍山 中嶽壇)

① 개요

계룡산 중악단 신당은 보물 1293호로 단의 창건시

기는 태조 3년(1394)이며, 현재 조성시기는 고종 16년

(1876)이다. 중악단은 1394년조선태조이성계가창건

하고조선고종 16년에월주(月珠)화상이중수하 으며

명성황후가 상악단(묘향산), 중악단(계룡산), 하악단(지

리산)으로 개칭하고 봄, 가을에 향(香), 축(祝), 폐(弊)로

국가에서제(祭)를올렸다. 계룡산신원사중악단은조

선시대의전형적인산신제단으로, 중심축선을벗어나

지 않는 좌우대칭의 배치수법은 전형적인 단묘(壇廟)

건축으로, 옛부터이러한배치기법은단묘건축이나권

위를유지해야하는건축에철저히적용되어왔다. 중국

의천단(天壇), 지단(地壇)의각종시설물도이러한배치

기법을 따르고 있고, 서울의 사직단(社稷壇), 종묘정전

등에서엄격한중심축선대칭적배치를볼수있다. 중

악단에서도이와같은단묘건축의배치기법이엄격하

게적용되어있음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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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동해묘의전경과공포의장상세

a. 동해묘의전경 b. 동해묘의공포의장



② 배치 및 규모

중악단의 배치구성은 중심축선을 따라 대문간채,

중문간채, 중악단본전이일직선상으로나란히배치되

고주위를담으로둘러싸고있다. 중악단배치는크게 2

개의 마당으로 형성된다. 하나는 대문과 중문 사이의

앞마당(前庭)이고, 또 하나는 중문을 들어서면 본전(중

악단) 앞에 만들어진 중정(中庭-중심마당)이다. 전정(前

庭)의크기는약 10×10m 정도이다. 

대문간 좌우에는 실을 2칸씩 덧붙여 정면 7칸으로

만들고양끝에서후면으로 2칸씩‘ㄱ’자로꺾어진실

을연결했다. 전정과본전사이에는정면 5칸의중문채

가 횡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 이 중문채는 가운데 3

칸을문으로만들고, 좌우 1칸씩은방을꾸몄다. 대문간

채와는달리평면이‘一’자형이다. 중문채와본전사이

에는 가운데로 길게 한 단 높인 일종의‘신도(神道)’가

있다. 이 길의 폭은 1.55m로 양쪽에 장대석을 놓고 가

운데에는바닥(塼)을깔아두었다. 

③ 건축기법

중악단본전은정면 3칸, 측면 3칸, 8.325m×5.28m

의 장방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중악단 본전의 평면계

획은정면대측면의비를 1.49:1로하 다. 이비는 3:2

에가까운수치로한국건축의보편적인평면비례를보

여주는것이다. 특징적인것은내부후면벽에단을설

치한것이다. 

사찰건축에서는불단을후면벽에붙이지않고약

간의간격을두는데반해, 산신단을후면벽에붙여설

치하고 정과 위패를 모시는 것은 이 건물의 용도가

사당의용도임을말해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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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중악단신당 그림 5계룡산중악단투상도
출처: 이왕기, ‘중악단의건축적고찰’, 『계룡산산신제복원조사보고서』, 2004

그림 6중악단신당평면도
출처 : 계룡산중악단보수공사수리보고서, 2001



정면 단 아래에 모셔진 위패에는‘계룡산 산신위’

(鷄龍山 山神位)라고 쓰여 있다. 신원사 중악단의 전체

역을구성한형식은유교의사당형식이고, 대문채와

중문채를구성한수법은대갓집의주택형식, 그리고본

전건물은불교법당형식이다. 본전의지붕은궁궐건물

같이 장식이 되어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다. 주변 담은

제일하단에자연석을깔고위로갈수록점차작은돌

을삼회물로쌓아올라가다가상부에서와편으로문양

을넣어마무리하 다. 조선후기가되면건축기법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초석, 기둥, 보와 같은 주

요구조부재의가공을정갈하게마름질하지않고초벌

정도로 거칠게 가공한 것을 사용하 다. 또한 건물

내·외부에조각장식이크게늘어난다. 그러나중악단

의 경우 주요 구조재를 매우 정갈하게 가공한 것으로

사용하고있다. 

남해신사 발굴현황과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1. 남해신사 발굴현황

남해신사유적은 암군의지정기념물 97호로서발

굴조사는유적이위치하고있는남해포의세자갓을중

심으로실시하 다. 이조사는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1997년 10월 30일부터 1998년 1월 31일까지 발굴조사

가 이루어 졌다. 유적의 전체적인 분포형태는 세자갓

구릉정상부에남해포지석묘군(支石墓群), 남쪽구릉사

면에 2단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남해당 제사유적(南海

堂 祭祀遺蹟),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동쪽사면의 수혈주

거지(竪穴住居址) 1기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발굴조사

를시작할당시에는잡목들과풀로우거져있어유적의

많은부분이파괴되거나유실되어있었다. 더구나유적

주변은석재를구하기가어렵기때문에마을앞도로공

사나민가보수공사를위해남해당유적의석재와시설

물 등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다. 특히, 묘당으로추정되는시설물의중앙부분에

는민묘가위치하고민묘의주인은 암군에거주하던

김주빈씨로그후손에의해남해당의건물이해체되고

현재의민묘가위치하게되었다. 발굴조사가시작되면

서묘의이전을추진했으나후손들의거주지가불투명

하므로현상태를유지하면서발굴조사를실시하 다.

전체적인 기준점은 제사유적의 중심장소로 추정되는

묘당으로현재는민묘가위치하고있는곳을설정하

다. 이중심점을기준으로하여남북(60m), 동서(60m)로

전체범위를설정한다음 15m 크기의 grid로구획하

다. 조사는 제사유적, 지석묘, 주거지 순으로 실시하

다. 남북으로 trench를설치한결과표토층은유물포함

층의상부가파괴되면서이루어진것으로수습되는유

물은교란되어나타나고유물포함층은겨우원상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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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중악단담장입면도 출처 : 계룡산중악단보수공사수리보고서, 2001



지하고있는것으로보 다. 그러나 trench 과정상에서

출토된자기편과기와편등에서어느정도시간폭을볼

수있기때문에제사행위가상당기간존속되었다고생

각되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이것을 밝히기는 어려웠

다. 그리고기록에나타난것을보면 14세기초에세워

진것과 20세기에해체된사실만을알수있었다. 근래

에는새마을사업으로인해제사유적에관련된전체적

인 시설물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목근, 갈근에 의해

침투된토양은퇴적된유물의원상에변형을가져왔다.

그결과토양이부식되어전반적으로토층의파악을어

렵게 하 다. 유구의 전반적인 토층은 여러 이물질이

섞여있는지표층, 유물포함층인암갈색부식토층, 생토

층인적갈색사질토층으로이루어져있었다.

제사유적은오랫동안유구의지표면이거의제토되

어있어유구의흔적들을여러군데에서노출시키고있

으므로 확인된 유구의 흔적과 trench상에서 확인된 유

구의흔적을근거로하여조사를실시하 다. 조사과정

에서 수습된 유물은 Pit 별로 분류하여 수습하 다. 조

사 결과 출토된 유구, 유물들 가운데 제사유적에서 조

사된것을보면남해신당의규모나형태가양호하게남

아있다. 이는 남해신당이 현재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3

대해신사중유일하게시설물의흔적을확인할수있

는유적이란것을보여주는것이다. 출토된유물중 15

세기경에제작된제기용분청사기로보아이곳에서조

선초부터 제사가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전

이나백자로보아 17세기부터상당히성대한행사가이

루어졌다고보이며, 유물의대부분은조선시대말과 20

세기초일제시대의것들이다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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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발굴지전경

그림 8유적구획도(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그림 9남해신사발굴도(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2. 발굴에 따른 복원된 신당건축 분석

(1) 현황

발굴당시의 배치현황을 알 수 있는 발굴도는 신당

과 중문간채, 대문간채의 역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상기의발굴도에서나타난바와같이이미초석이망실

된상태에서초석및석렬의기초가조금나타나있었

을뿐정확한건축유구가발견되지는않았다. 암군은

2001년에 발굴도를 기초로 한 복원공사를 시작하 는

데, 현재 신당과 내삼문만이 복원되었고, 다른 건축물

과시설물은복원되지않은상황이다. 

역사문헌에 의한 배치규모는 중사(中祀)규모로 양

양의동해묘와중악단의규모와비슷하다. 

(2) 배치분석

남해신사의배치는전형적인유교건축배치를기초

로 하고 있다. 이는 제례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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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암군·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 암남해신사지』, 학연문화사, pp. 18-21

사진 4현재남해신사의삼문과신당의전경

그림 10 2001년 계획배치복원도(은하건축)



서원, 단묘건축에서그배치의유사성을찾을수있다. 

최상의 위치에 신당이 위치하고 신당 아래는 보도

가 있어 중문간채(내삼문)와 연결되고 있다. 삼문의 양

옆에는 익실(혹은 익사)이 있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

비공간혹은관리공간으로보이며, 그아래로는대문간

채(외삼문)로추정되는발굴지가있다.

(3) 신당

신당의규모는정면 7m, 측면 9.4m로, 초석이남아

있지않기때문에건물의정확한규모는알수없다. 묘

당은주변지형보다높게조성되도록주변을낮게삭토

하여조성하 고, 현높이는약 20cm 정도이지만민묘

조성시많은부분이파괴되거나유실된것으로추정된

다. 표토부분을약 10cm 제토한부분에서생토층이확

인되었다. 

남해신당은일반적으로제사건축에많이쓰이는맞

배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마곡 즉 조로(앙곡)가

있는모습이다. 지붕의측면을풍판으로막아합각처리

를하여측면가구를노출시키지않았다. 

공포구조는 1출목 2익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이는주심포형식의발전에서나타난모습이라고할

수있다. 일반적인사당건축의공포형식이주심포혹은

출목익공을 사용함은 남해신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해신당의 익공은 그 쇠서의 내 기가 약하

고, 매우 간략하게 되어있다. 내부구조는 대들보와 종

보로이루어진 5량집으로도리가 5개로이루어진건축

이다. 종도리는종보위의판대공으로받치고있고, 내

부의 의장은 조각의 경우 매우 적었으며, 단아한 모로

단청으로내부를장식하 다.

신당 내부구조의 특성은 구조에 맞지 않는 충량이

존재한다는것인데, 이는복원되기이전신당의모습을

묘사한옛어른들의증언에따라복원후에추가로설

치한것이다. 

평면적특성으로는제사건축에서보이는전퇴의복

도공간이반칸으로이루어져있는데, 공포부를받치고

있는평주로이루어져있다. 내부는전면의평주보다높

은 고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면은 전면과 같은 평주

로 이루어져 있다. 즉 남해신당은 1고주 2익공계의 전

형적인제사건축의목구조모습을보여주고있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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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신당지발굴도(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사진 5현재복원된남해신당의현황

a. 2001년 계획신당복원도(은하건축) b. 남해신당의정면 c. 남해신당의측면 d. 전퇴부분의1고주2익공의목구조모습



(4) 내삼문

내삼문은정면 3칸, 측면 2칸의전형적인삼문의규

모를보여주고있다. 중앙어칸의폭은다른협칸과비

교하여 2배에 가까운 폭을 만들어 정면성을 강조하

다. 그리고삼문의높이를여타다른신당삼문의규모

보다높게하 는데, 이는현재삼문의양옆으로계획

예정인익사즉문간채를고려하여계획하 을것이다.

즉삼문을솟을대문으로하여양옆의익사가놓여문

의격을높이고자하는의도가있었음을알수있다. 삼

문의공포의장은초익공의형식으로신당의 1출목 2익

공형식과격을맞추고자함이다. 쇠서는신당의경우보

다내 기가매우강하다. 단청의경우신당과같은모

로단청을 하 다. 내부구조는 신당의 5량구조와 달리

작은규모의 3량구조를하 고, 종보위에판대공으로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삼문의 중앙 어칸 위에

는향교와서원과같이묘당건축문에장식되는홍살

이있어남해신사의격을말해주고있다.

3. 타당성 검토와 계획용척

(1) 현황 및 여건 분석

남해신사지는 사유지로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었으

나, 마한문화공원의 개발로 인하여 연계 발전을 통한

복원을 이루게 되었다. 남해포를 통한 기존의 접근이

매우어려웠으나, 마한문화공원의개발을통하여접근

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주위의 건축물은 주로 주택

이많았으나, 마한문화공원의개발로인하여새로운시

설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남해신사가 언덕에 위치했

음에도불구하고마한문화공원의개발로인한시계차

단으로가시적접근성(Landmark)에문제가노출되었다.

마한문화공원의 개발 및 남해신사의 연계로 관람동선

과주차장의체계화및정비가이루어졌지만, 관리동선

은기존의남해포로경유하는도로로접근하기때문에

관리동선을위한접근도로의정비가필요하다. 현재복

원된신당과삼문은건축적인재해석이필요하고, 척도

와 규모, 구조, 의장 등 계획 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문간채의 경우 중앙 진입과 동측 진입

에 대한 해석과 함께, 1998년 발굴시의 건축 자문위원

에게자문을구하여진입에대한정확한타당성을입증

해야한다.

(2) 타당성 분석

고려시대이후조선시대에이르기까지나라에서발

생한국란, 환란과역병등어려운일이발생하 을때

와 길일에는 나라를 지켜주는 산신, 용왕신 등에게 제

사를 지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우리문화를 말살하려

는일제의정책에의하여많은제사지가훼철되기에이

르 다. 남해신사는이러한제사시설중해신에게제사

를 지내는 중사(中祀)의 규모이다. 현재 3곳의 해신사

중 유일하게 그 유구가 남아있고, 유적지에 부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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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복원된신당건축은신사(신당)건축의특성을고려치않은채, 일반적인유교식사당건축의특성을고려하여계획되었다. 우선지붕의형태도중악단의사례가있음에도, 맞배지붕

으로계획하 으며, 평면 또한전퇴구성으로 하여신당보다는 사당건축의 형태를보여주고 있다. 이는 동해묘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신당관련 인물들의 용장식 증언에도불구

하고해신과관련없는장식을사용하 거나, 엄숙한일반사당건축의의장수법을채용한점이복원된신당건축의문제점이라할수있다.

사진 6 현재복원된남해신당신문의현황사진

a. 신당신문정면 b. 신당신문측면 c. 삼문의초익공익공형식공포와모로단청 d. 삼문어칸의홍살장식



되어있는사례이므로완전복원에대한타당한이유를

말해주고있다. 이에남해신사의복원은민족문화의복

원과 지역사회의 구심점에 대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매우중요한사안이라할수있다. 이는 마한문화공원

및주변의고분군등과함께월출산의도갑사를비롯한

국립공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암의 관광문화시설의

벨트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유적발굴에 의한 확

실한고증과철저한기본계획을통하여후세에물려줄

문화유산으로재창출할것이다.

(3) 계획용척

기본계획에 있어 발굴지에서 나타난 유구를 통한

용척의산출은가장기본자료라할수있다. 남해신사

지의발굴을통한용척의연구는기본계획의기초척도

가된다. 발굴보고서에의하면신당의규모는정면 7m,

측면 9.40m의규모로초석은발견되지않았고, 기단의

규모만실측되었다. 내삼문문간채의경우동편만이유

구가 나타났는데(서편의 경우 적심석이 매우 적게 나타났

다), 정면 3칸의 10.10m 규모이고, 측면 1칸의 2m 규모

로실측되었다. 그러나삼문익사의경우는초석이발견

되지않았다.

대문간채, 즉 외삼문의 규모는 동쪽은 정면 3칸,

11.2m의규모이고, 측면 1칸, 2.8m의규모로조사되었

으며, 서쪽은정면 1칸의 2.8m규모만조사되었고, 정면

3칸, 8.4m와측면 1칸, 2.8m로추정하 다. 

다음은 발굴된 치수와 계획시 사용한 용척과의 관

계를살펴보겠다. 초석의발굴이이루어지지않아적심

과적심사이의치수로용척을계산하 다.

내삼문동익사의정면 3칸의치수는 10.10m의규모

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계산하여 보면 1010㎝÷3≒

336.67㎝로 1칸의 거리가 약 336.67㎝이다. 이는 11척

의 규모로 336.67㎝÷11≒30.60으로 1척 30.60의 용척

임을알수있다. 대문간채(외삼문) 동익사의정면 3칸

의치수로계산해보면, 1120㎝÷3≒373.33㎝이고, 이를

12칸으로 나누어보면 373.33㎝÷12≒31.11㎝이다. 이

와같은결과는남해신사의훼철과정에서의변형, 분묘

지와 농토지 이용에 따른 변형, 실측오차 등으로 인하

여 용척의 오차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발굴

실측에 대한 측량값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용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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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발굴보고서에나온건축대상지의실측데이터

발굴지

신당 정면(7m), 측면(9.40m) 

삼문동익사(내삼문) 정면 3칸(10.10m), 측면 1칸(2m)

동쪽은정면 3칸(11.2m), 측면 1칸(2.8m)

대문간채(외삼문) 서쪽은정면 1칸(2.8m)만조사됨, 

추정은정면 3칸(8.4m), 측면 1칸(2.8m)

규 모

표 3 발굴실측데이터에의한용척환산표

대 상 지 규 모

용 척 환 산

고려시대, 조선초기용척 조선시대용척세종12년이후

32.21㎝ 31.22㎝

비 고

신당
동·서 7m 21.73尺 22.42尺

남·북 9.4m 29.18尺 30.11尺

정면3칸 10.10m 31.36尺 32.35尺
1칸 11척규모

내삼문 동
32.35/3=10.78

측면 2m 6.21尺 6.41尺(6.5尺)
조선시대 조척

31.22×6.5=202.93

정면3칸 11.2m 34.77尺 35.87尺
1칸 12척규모

외삼문
동

35.87/3=11.96척

측면 2.8m 8.69尺 8.97尺(9尺)
조선시대 조척

31.22×9=280.98

서 정면 2.8m 〃 〃 〃



으로환산해보면다음의표와같은결과를나타난다.

상기표의결과로볼때남해신사의용척은조선시

대 조척으로 세종 12년 이후에 제도 개혁시 바뀌게

된 용척이 사용되었다. 즉 고려와 조선 초기에 사용되

었던 1척(尺) 32.21cm의 용척의 경우 신당 동서 21.73

척, 남북 29.18척이고, 내삼문의경우정면 31.36척, 측

면 6.21척이며, 외삼문의 경우에는 동익사 정면 34.77

척, 측면 8.69척이고서익사정면 8.69척으로척환산정

수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31.22cm의 조척

은신당의경우동서 22.42척, 남북 30.11척으로남북에

서정수배가이루었으며, 내삼문의경우정면 32.35척,

측면 6.41척으로환산이되었는데, 이를통해정면을 1

칸 11척기준으로, 측면은 6.5척기준으로하여이루어

졌음을알았다. 또한외삼문의경우정면은 12척, 측면

은 9척의 규모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려시대 남해신사의 규모가 대사(大祀)의

규모로 개창되었지만 조선시대에 중사(中祀)의 규모로

중창되었다는기록을뒷받침하는내용이라할수있다.

즉조선시대중사로중건하면서용척의척도도조선시

대 조척으로사용하 음을알수있다10.

상기의 결과는 용척의 적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계산의 결과 용척 오차는 30.60㎝,

31.11㎝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용척의 오차로 인하

여조선시대 조척인 31.22cm의모듈로계획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조척으로 계

획하게될경우삼문익사의계획에모듈계획, 비례, 시

공의 어려움 등 제약된 조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 현재복원된신당과삼문의경우 1척 30cm의모듈

로 계획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용척의 오차 등으로 인

한 척도의 기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척과 기존의

복원모듈인 30cm모듈용척을사용하고자한다.

남해신사 추정 기본계획

1. 추정 기본계획의 개념과 근거

(1) 기본계획의 개념

남해신사 기본계획은 이미 신당건축과, 삼문이 복

원되었기때문에기존의복원된건축물을고려하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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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암군·한국전통문화학교부설한국전통문화연구소, 2005, 『남해신사종합정비기본계획』, 동아원색, pp. 30-32

사진 7개척하기이전의남해신사지전경복원이미지



밖의건축물들을계획하는 Alt.1과기존건축물을고려

하지않고새로이계획을하는Alt.2가있다.

첫 번째 기존 복원된 건축물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Alt.1은, 발굴에따른중문간채, 대문간채등을계획하여

야한다. 기존의건축을고려하지않을 Alt.2는신당, 중

문간채, 그리고대문간채에이르는대지전반에걸친기

본계획을하여야한다. Alt.2의계획의경우기존복원설

계를철회하고, 기존에지어진건축물을다시복원해야

하기때문에예산수립에매우심각한문제를초래할수

있다. 그러나남해신사가국가차원에서운 되고, 나라

의안녕을기원하는중요시설이기때문에기존건축의

복원설계에있어문제점이발생될경우에는새로이복

원계획을함이타당하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본기

본계획은Alt.2를기본으로하여계획하고자한다.

기본계획의개념은해신사로서바다와의관계성과

접근성, 그리고 신당이 가지는 기능을 충실히 계획에

반 하는것이다. 

(2) 기본계획의 근거기준

기본계획의 근거기준은 첫째, 발굴을 통한 유구의

확인과 함께, 발굴도 등 발굴내용을 기준으로 배치를

완성한다. 둘째, 문헌과고지도등관련인문자료를통

하여 건축의 형태와 공간구성을 계획한다. 셋째, 동해

묘, 중악단등같은기능을가진사례를분석하여설계

에 적용하여 계획한다. 넷째, 신당건축의 건축특성을

조사하여설계에반 한다. 마지막으로관련전문가와

대상지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규모,

의장등을참고한다. 

2. 남해신사 추정 기본계획11

(1) 배치계획

계획의근거기준을통한자료및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 신당평면의 비례, 복원된 삼문

의 높이비례, 축대의 높이, 그리고 신당의 지붕형식과

의장장식 등 현재 복원된 건축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연구에서의남해신사기본배치계획은앞절에서언

급한Alt.2의경우로계획한다. 

배치계획은 2000년에실행된발굴을통하여작도된

<그림 9>와 같은 발굴현황도를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

하 다. 발굴도에서는 신당의 기단 위치, 중문간채와

대문간채의규모와초석위치, 그리고담장의현황등이

표현되었다. 

<사진 9>는신당, 중문간채, 대문간채, 그리고담장

을계획하여배치도를완성한도면이다. 여기서특이한

점은서남편에위치한협문인데, 이는남해신사서쪽에

위치한우물의접근을위한입구이다. 

남해신사는서쪽과남쪽이바닷물로이루어진포구

에위치한묘당이다. 남해포를위시한남해신사주위는

항상민물이필요한장소인데, 남해신사지의복원된신

당과삼문의중간지점에서서쪽제방옆에위치한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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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현재남해신사와우물터

11 남해신사추정기본계획안의도면과투시도는한국전통문화학교건축사연구실에서 2005년작도하 다.



지가 발견되었다. 현재 그 형태는 찾아 볼 수 없으나,

우물지에서지속적으로물이흐르고있음을발견할수

있다. 바로 남해신사지 서쪽에 위치한 우물이 이 지역

의 유일한 민물우물이고 제일 맑고 맛이 좋은 최상의

물이었음이 인터뷰를 통하여 전해진다. 제사지에서의

물은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물을 사용하 는데, 의물

(儀物)인정한수는제사에없어서는안될제일중요한

요소이다. 우물의상부는장대석을 4방향정(井)자형으

로 귀틀을 짜서 만들고, 그 위에 사모지붕으로 우물을

보호하는시설을만든다. 

(2) 평면계획

① 신당의 평면계획

신당의 규모는 정면 3칸(전체 7.2m), 측면 2칸(전체

4.8m)의 규모로 계획한다. 3장 3절의 계획용척에 의하

여 30cm모듈로계획하 다. 기둥의형태는남해신사의

중심건물인신당의격을맞추어둥근기둥(圓柱)으로하

여격식을갖춘다.

현재복원된신당은전퇴로된복도를두기위하여

측면간사이가다르게계획되었는데(사진 5 참조), 본연

구에서의계획안에서는측면간사이를같게하여계획

하 다. 이는다음의입면계획과의장계획의팔작지붕

과용초각의안초공계획때문이다.

② 중간채와 대문간채의 평면계획

중문간채는현재복원이되지않는부분이다. 2000년

발굴도에의하면, 기단석으로추정되는석렬은많은부

분파손되어형태를확인할 수없고초석은동서 2열

로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동편(익사)의 규모는 정

면 3칸(전체 10.10m), 측면 1칸(2m)이며, 배수구 시설임

을나타내는세사질성분이배수구통로에서확인되었

다. 서편(익사)의규모는정면 1칸, 측면은초석을확인

할수없었으나, 추정컨대, 정면 2칸측면 1칸으로사료

된다. 이를통하여추정기본계획에있어, 중문은어칸

(2.4m)과 좌우 협칸 1칸(1.5m)으로정면 3칸(전체 5.4m),

측면 1칸(2.7m) 규모이며익사, 즉측칸은좌·우 3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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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추정기본계획배치도와투시도 도면작성 : 한국전통문화학교건축사연구실에서2005년작도(이후모든도면포함)

a. 추정기본계획안배치도 b. 추정기본계획안조감도

그림 12신당평면도의추정계획안



칸 2.7m), 측면 1칸(2.7m)의 전체길이 21.6m의 규모로

계획하 다. 기둥의 형태는 삼문을 둥근기둥으로 하

여 격식을 갖추었고, 익사의 기둥형태는 각기둥으로

하 다.

대문간채는현재삼문이복원되어있다. 그러나현

재석축이너무높게조성되어있으며, 삼문또한그높

이가높고, 현재의문을활용할경우독립된익사를계

획하여야하는데, 대문간채가독립된경우는드물기때

문에대문간채를새롭게계획하 다. 2000년발굴도면

에의하면, 시설물의흔적은하단남쪽가장자리부분과

동서 양편에 보인다. 동-서 초석렬의 배치가 동일선상

에 놓여 있으며, 주춧돌의 존재여부는 확인하기 어렵

다. 동쪽은 정면 3칸(전체 11.2m), 측면 1칸(2.8m)이며,

서쪽은정면 1칸(2.8m)만조사되었다. 전체길이를비교

하여 정면 3칸(전체 8.4m), 측면 1칸(2.8m)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대문간채의 발굴에 따라 추정 기본계

획은삼문형식으로 2.7m, 전체길이 23.7m로하 으며,

대문은정면 3칸(1칸 2.7m), 측면 2칸(1칸 2.4m)으로, 익

사는좌·우 2칸(1칸 3.9m), 측면 1칸(4.8m)으로계획하

다. 기둥의형태는삼문을둥근기둥으로하여격식을

갖추었으며, 익사는 방주로 하 다. 측칸이 4.8m로 장

대하므로퇴칸을고려할수있다12. 

상기의 발굴도면을 통한 계획에 있어, 발굴내용과

다른규모로계획하 다. 이는발굴도면의스케일과내

용의 설명에 오기가 있어, 본 연구자가 현장실측을 하

으며, 실측결과를가지고계획용척환산을통하여추

정기본계획을하 다.

(3) 구조 및 입·단면계획

① 신당의 입·단면계획

신당의 지붕은 계룡산 중악단 신당건축과 같은 형

식의팔작지붕으로계획하 다. 계획의근거는우선고

지도에서나타난지붕의묘사가다른건축과비교하여

보았을때화려한처마를강조하 음을알수있고, 평

면의 비례는 정면대 측면의 비가 7.2m:4.8m, 즉 3:2로

팔작지붕의비례에적당하다. 마지막으로남해신사관

련전문가와주민들의인터뷰를통해용장식은안초공

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2, 2009 082

표 4 중문간채와대문간채평면의2000년발굴도와추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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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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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문 간 체 대 문 간 체

12 <사진 9>의추정기본계획안투시도에서는대문간채에퇴칸을둔형식으로도식하 다.



의장식으로추정13할수있어, 팔작지붕의형태로계획

하 다. 구조는조선시대대표적구조형식인다포형식으

로도리가5개인5량집의규모이다. 공포는내·외1출목

으로작은규모의공포의장으로계획하 다. 

② 중문간채와 대문간채의 입·단면계획

중문간채와대문간채는신당의공간을출입하기위

한문으로향교의내삼문과외삼문형태로계획하 다.

중문의경우일반적인내삼문과좌우의익사가붙는형

태인데반하여, 대문간채의경우계룡산중악단의대문

형태와는다르게계획하 다. 대문간채의평면가로비

는중악단에비하여길게형성되었으며, 중악단의경우

지붕의형태가팔작지붕인데반하여, 남해신사는맞배

지붕형태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평면형태도중악단

의 ㄷ자형이 아닌 一자형으로 하 고, 어칸만을 솟을

문으로만들기에는그모습이매우어색하고협소하게

구성되기때문에대문전체를솟을문으로하 다.

(4) 의장계획

남해신사는중악단이산신당인데반하여해신사이

므로용왕과관련된시설임을표현해야하며, 민간신앙

의건축이므로유교건축의엄숙함을지키기보다는화

083 Kim, Sang Tae 남해신사기본계획에따른신당건축고찰

그림 13 신당의기본계획입면도와단면도

a. 신당정면도 b. 신당우측측면도 c. 신당횡단면도 d. 신당종단면도

그림 15 신사추정기본계획의장계획

a. 신당안초공과공포의장 b. 신당파련대공공포 c. 신당충량과반자 d. 신당잡상조각

그림 14 중문간채와대문간채의기본계획입면도와단면도

a. 중문간채입면도 b. 중문간채단면도 c. 대문간채입면도 d. 대문간채단면도

13 팔작지붕의계획은현대이전에지어진신당건축으로유일하게현존하는계룡산중악단이팔작지붕인점, 고지도에서나타난지붕의형태가합각면이있어팔작의가능성을보여

준 점, 신당건축에 관한 구전과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한 용장식이 용두의 형식을 가진 안초공(용장식의 안초공을 가진 건축은 대부분이 팔작지붕이다.)이란 점이 계획의 기

준이되었다.



려하게치장하 다. 신당의의장은격식을높이고자지

붕처마마루에잡상을배열하고, 창방과평방을연결하

는 안초공은 정면 밖에는 용두(괟頭)로 내부에는 용미

(괟尾)로 장식하여 용왕신(海神)이 거주하는 공간을 묘

사하 다. 내부의장은 운공과 파련대공으로 웅장하고

풍부한내부공간을만들고, 충량의장식을용두로하여

용왕과의관계를묘사하 다. 지붕의잡상은남해신사

가 국가가직접운 한국가제사시설14임을알리는상

징적 조각으로 처마마루의 길이를 고려하여 5기를 배

치하 다.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남해신사 추정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 고찰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정의할수있다.

1. 남해신사는 국가에서 직접 운 한 국가 제사시설로

나라의 안녕과 기우를 지내는 악·해·독을 대표하

는신당건축이다. 특히남해신사는중국과일본의국

제무역의중심에위치하고있어, 그중요성이강조되

었으며, 지리산제단과함께호남지방의중심적인신

당의역할을담당하 다.

2. 해신사에 대한 명칭은 남해신사, 동해묘, 서해단으

로 정의되어 불리었다. 그러나 남해신사의 경우 조

선초기와후기의명칭이문헌과고지도연구를통하

여, 남해신사에서 남해당으로 변하 음을 알 수 있

다. 서해단의 경우 조선초기에는 건축물이 없는 단

으로조성되었다가, 후기에건축물이조성된사당형

식으로변하 음을고지도연구를통하여추정할수

있었다.

3. 해신사에대한고지도분석은동해묘의경우맞배지

붕의형태를보여주고있으나, 서해단과남해신사의

경우팔작지붕의형태를보여주고있다.

4. 2000년발굴내용에의한용척분석결과나타난다양

한용척의사용은고려시대남해신사의규모가대사

(大祀)의규모로개창되었지만조선시대에중사(中祀)

의 규모로 중창되었다는 기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다. 즉 조선시대 중사로 중건하면서 용척의 척도로

조선시대 조척을사용하 음을알수있었다.

5. 상기의연구결과에따른기본계획은신당의경우팔

작지붕의정면 3칸측면 2칸규모로 3:2비율로계획

하 으며, 용두와 용미가 장식된 안초공, 내부의 운

공과파련대공장식, 그리고용두의충량은해신인용

왕신에게제사를지내는시설임을표현하 다. 중문

간채와대문간채경우향교건축과같은규모와구성

으로계획하 는데, 발굴내용을기초로하 으며, 대

문간채의솟을문의경우 3칸을솟을대문으로올렸

다. 이는대문간채의측칸이맞배지붕의형태이므로

그비례와형태의조화를고려하 다. 

6. 남해신사의 기본계획은 계룡산 중악단의 사례와 같

이신당과중문간채, 대문간채에이르는 2가지의공

간, 즉 신당 공간과 준비공간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있었으며, 남해신사서쪽에위치한우물은신당건

축을구성하는매우중요한요소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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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asic Planning of the 
Nam-Hae Sin-Sa Architecture

Abstract
The Nam-Hae Sin-sa, the South Sea shrine in Yeong-Am, Korea was a national institution for public peace and

bliss, was excavated in 2000, and the shrine and the 3-way-gate were reconstructed in 2001. Hae Sin-sa, the Sea

shrine is a place for religious service separated into the Nam-Hae Sin-sa, the Dong-Hae Myo, and the Seo-Hae Dan.

The Dong-Hae Myo was reconstructed, but restored shrine and 3-way-gate of the Nam-Hae Sin-sa is not perfect in

comparison with excavation plan in 2000, therefore new reconstruction was researched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

the analysis of historical maps and excavation results, the interview with the concerned people and the case study.

This research defines the analysis of the Plan of the Nam-Hae Sin-sa Reconstruction as follows.

1. The Nam-Hae Sin-sa was the institution for religious service operated by national direct management, represents

the shrine for public peace and bliss on the Mountain, the Sea, and the River. Especially the Nam-Hae Sin-sa had

an important position on the pivot of international trade with China and Japan, and had a role of main shrine with

another one in the Mt. Ji-ri San.

2. The name of the Sea shrine was called as Nam-Hae Sin-sa(the South Sea shrine), Dong-Hae Myo(the East Sea shrine),

Seo-Hae Dan(the West Sea shrine). But the name of the South Sea shrine had changed in the early period of Chosun

as Nam-Hae Sin-sa to the later Chosun as Nam-Hae Dang through the research of related literature and historical

map. Such as the Seo-Hae Dan, it was constructed for the Dan, the flat raised-floor without buildings, and changed

to the type of Sa-Dang with addition of buildings.

3. The historical map of Hae Sin-sa informs the types of the roof, the Mat-bae roof was used in the Dong-Hae Myo,

but the Pal-jak roof was showed in the Seo-Hae Dan and the Nam-Hae Sin-sa.

4.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Yong-Ch'uck the unit length, Nam-Hae Sin-sa was reconstructed in the period of

Koryo on large scale, but it was restored in the Chosun on middle scale. And the Unit of Yong Ch'uck was changed

into Yeong-jo Ch'uck in the period of Chosun.

5. As the results, The Plan of the Nam-Hae Sin-sa Reconstruction designed the new shrine into the 3 Kan front and

the 2 Kan side with 3:2 scale. An-ch'o-gong with Yong-du and Yong Mi the ornaments represents head and tail of

dragon, the Un-gong and the ornament of Pa-ryun-dae-gong in the building, and the Ch'ung-ryang of the Yong-du

show the image of the institution for religious service for the god of the sea who look like dragon. The inner gate

building and the main entrance were designed as same plan and scale as Hyang-gyo, the Korean Traditional School

and Shrine of Confucianism, on the basis of results of excavation. Raise the 3-tall gate of the main entrance with

harmony of the scale and the shape, because the side of gate building has the Mat-bae roof.

6. This research shows that Plan of the Nam-Hae Sin-sa Reconstruction is composed into shrine space and reservation

space from the main entrance to inner gate and shrine like Jung-ak Dan in the Mt. Gye-ryong San, and it also

informs the well in the west side of Sin-sa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plan of shrin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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