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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은 그 항구불변성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힘과 

영험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믿어져 왔으며 고대로

부터 신성한 주술적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최덕원 

1987). 또한 돌은 물, 식물 소재와 더불어 정원의 삼

대요소이자 우주의 근원 물질로서 불이나 물에 강

할 뿐 아니라 그 형상적 다양함과 문양의 신비스러

움으로 인해 신성시되어 왔다(민경현 1985). 특정한 

타계관( )과 풍양관념( ) 등을 배경으

로 한 거석기념물 건립 풍습은 일종의 종교적 복합

체로서 전파된 것으로 믿어지며, 유럽 대륙 거석문

화(megalithic culture)의 산물 대부분은 계통적으로 관

련되어 있고, 최근에서야 가장 오래된 중심지는 동

아시아 한반도 지역이었다고 인정되고 있다(변광현 

2000). 우리나라 정원문화의 원류를 거석문화로 정

의한 민경현(1998)은 자연의 힘에 순응하면서 고유

의 문화를 발전시켜온 한민족의 문화 창조 이면에는 

부등변( ) 삼재( )의 천·지·인( · · )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정원문화가 정착되었다

고 보았다. 또한 그 대표적 정원 유적으로 1 2C경 

삼국시대 초기 조성된 경북 고령읍 지산동( ) 

고분수석군( ), 7C경 조성된 강원도 속초

시 설악동 선정사 선원(계조암 정토정원) 그리고 11

12C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춘성군 청평

리 청평사 문수원 선원을 들었다. 이 이전에도 지석

묘 등 국내에서 돌을 이용한 문화현상은 유구하며 돌

이 갖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

을 맺어왔다. 한편 일본에서는 12세기 말에 선종이 

전해지면서 선종 사원의 건축과 정원 양식도 전해졌

는데, 선종에서는 설법보다는 좌선을 중요시했기 때

문에 화려함보다는 내면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취향을 잘 살릴 수 있는 돌에 주목하

게 되었다. 그 결과 탄생된 대표적 조경양식이 바로 

고산수정원( )이다.

필자는 국내 전통정원에서의 괴석 이용실태를 연

구하던 중 충남 논산 노성산성 주변에서 다수의 선

돌(Menhir, )이 떼지어 형성된 돌무리(이하 총

석으로 지칭)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초기 연구진행 

과정에서 산성 주변에는 다수 지역에 입석이 산재하

며 그중 가장 밀도가 높게 분포한 산성내 남문지 주

변의 총석군( )은 그 초기의 생성 원인이 어떻

든지 간에 인간의 신앙 또는 생활공간의 대상이 되었

을 뿐 아니라 의미가치가 누적된 상징적 거석문화의 

흔적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특히 일련의 총석

은 의도적으로 가공, 조성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한 흔적이 다수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인위적 돌짜임

으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현재 이곳 노성산 내부에서는 산성 이외의 

문화재적 가치가 확인된 것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논산시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조차 총석의 

가치와 중요성은 물론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

하고 있지 못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노성산성 모우( )’는 논산시에서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지정한 논산팔경의 하나로서, 노성산 내 다

수의 수석군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은 논산팔경01의 

하나인 노성산성의 관방유적( )으로서의 가

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의 발굴 차원에

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성산성 일대에 

01 논산팔경은 1996년 논산시에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의견을 취합한 후 관촉사 은진미륵을 비롯한 논산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이름난 경승지 

및 명승고적 11곳을 1차적으로 선정한 뒤 논산시의회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논산교육청, 논산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논산지부 등의 의견을 모아 

1996년 3월 30일 확정한 논산의 대표적인 명승지 8곳이다. 제1경 관촉사 조광(朝光), 제2경 탑정호 명홍(鳴鴻), 제3경 대둔산 낙조(落照), 제4경 계백장군 유

적 전승지 청풍(淸風), 제5경 쌍계사 석종, 제6경 개태사 백운(白雲), 제7경 옥녀봉 금강(錦江) 명월(明月), 제8경 노성산성 모우(暮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http://nonsa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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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한 입석의 분포를 파악하는 한편 그중 가장 밀

도가 높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총석사’를 

중심으로 수석( ) 구성으로 본 정원적 특성을 구

명함으로써 노성산 내 역사문화경관 발굴에 일조하

는 한편 총석사의 선원( )적 정원 유구 흔적과 돌

짜임 기법을 확인하고자 한다.

노성산성( )은 논산시 노성면과 상월면 

사이에 있는 표고 348m의 노성산 정상부에서 중복

부에 걸쳐 축성된 석축산성으로 1995년 8월 2일 사

적 393호로 지정되었다(<그림 1> 참조). 주변에는 

중요민속자료 제190호로 지정된 명재(윤증)고택과 

노성향교(충남기념물 제118호)가 있으며 산성 남측

의 애향공원에서 노성산 정상에 이르는 다양한 접

근로가 있다. 노성산성은 성벽의 둘레 894m, 면적 

52,148m2로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 산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규모가 크고, 또 오

랜 기간에 걸쳐 사용된 성이기 때문에 성내에는 많

은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다. 노성산성은 그 위치

나 규모, 축성법 등으로 볼 때 논산시의 역사·문화

적 위치를 대변해 주는 유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고

대사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

한 유적 중에 하나이다(이남석 2002). 현재 일부 복

원된 노성산성 남문지 주변 평탄지에는 2005년경부

터 유불선을 합친 신흥종교인 금강대교( ) 

노성분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본 연구대상 중 가장 핵심적인 총석이 발견된 곳

은 바로 이 근처이며 이곳은 남문지로 추정되는 곳

으로 이미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친 이 일대 시·발굴조사가 있었다. 조

사 결과, 본 연구의 중점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

급이 없이 제2건물지 주변 평면도상에 총석의 위치

를 간단히 표시하고 삼신암과 칠성암이라 기재한 바 

있다. 1993년 이전에는 금강대교의 예배전( )

과 관리사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그림 9> 참조), 성

벽에 인접한 주변지역은 대다수가 밭으로 경작되었

다. 이곳은 성내의 평탄면 중에서 가장 넓은 장소에 

해당하며, 금강대교 주건물을 중심으로 동서에 각각 

우물이 1기씩 있다. 주변 지형과 성내에서의 위치, 

평탄면의 넓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성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건물이 있던 장소로 추정되지만 이미 금강

대교 노성본원의 새로운 건물이 증축되었고(<그림 

9> 참조)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진 

관계로 부분적인 형질변경과 지형적 교란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수석( )에서의 ‘수( )’는 ‘심는다’는 뜻으로 

수목과 더불어 자연석을 조화 있게 앉히듯 심는 기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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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http://terms.naver.com)을 의미한다. 수석정원(

, Soo-Suk garden)이란 개념은 민경현(1933

2005)이 처음으로 제안한, 전통적인 돌을 이용한 정

원기법의 하나로서 그 기법의 어원은 고구려시대

에 두고 있다(민경현 1985). 또한 총석의 ‘총( )’이

란 그 어원의 형성상, “풀이 떼 지어 나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착( )’의 아랫부분을 제외한 윗부분과 음

( )을 나타내는 취( )로 이루어짐”으로서 풀숲 또

는 ‘떼 지어 모이다’(http://hanja.naver.com)란 사전적 

정의에 따라 ‘총석( )’이란 떼 지어 서 있는 돌무

리를 지칭한다. 또한 본 연구주대상지 입구에 각자

된 ‘ ’란 마애명을 존중하여 연구진행의 편의

상 연구대상지의 지칭을 ‘총석사’라 하였으며 이는 

실제 이 근방 절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설정한 고

유명이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 등의 문헌 및 

주민 인터뷰 결과, 실제로 인근에 사찰이 존재하였

을 확률은 매우 높다.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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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 흐름도<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일련의 연구진행 계획 중 논산시 노성산 입석의 

분포 및 배치특성에 초점을 둔 1차년도 연구계획의 

일부 성과로 금년에도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및 자료조사와 인터뷰 그리고 현

장 관찰 및 실측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범위는 

노성산 남측 주입구인 애향공원에서 산 정상에 이르

는 폭 2m 이상 접근로와 주변을 조사회랑으로 설정

하고 입석의 유무를 조사하는 등(<그림 2> 참조) 1차

적으로 노성산 남부 사면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수석의 개념과 형상 분

류, 수석방법의 이론고찰을 통해 조사 분석의 기준

을 마련하는 한편 선원( ) 등 전통정원 및 민속

학적 사례조사를 통해 비교 용어 선택 및 분석 틀

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조사는 조선시

대 노성현 고지도를 통해 노성산성의 장소적 인

식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

람 , 동국여지지 그리고 대동지지 등을 통

해 노성현 관련 고문헌 자료를 고찰하였다. 또한 공

주대학교박물관[편] 노성산성 내 건물유지 시·

발굴조사보고서 를 토대로 총석 주변에 대한 지

표조사를 대신하였다. 인터뷰대상은 금강대도 노

성본원장 경송( ) 김용집 옹(충남 논산시 노성

면 송당리 1-3)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노성산 정상을 중심으로 남사

면 일대(<그림 3> 참조) 총 9개소의 입석지를 중심

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진 촬영하였으며 

GPS좌표를 변환하여 그 위치를 수치지형도에 표시

하였다. 또한 집중 연구대상으로 현 금강대도 노성

본원 동측 총석(이후 총석사)에 대해서는 <그림 4>

와 같이 각 돌에 대해 고유 번호를 부여한 뒤 평판측

량과 함께 각 돌에 대해 높이, 폭 그리고 인근 수석과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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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 등을 줄자를 통해 측정하고 나침판을 이용, 

돌의 배향성을 측각하는 한편 주변 수목명을 파악하

고 도면에 표기하였다. 그리고 돌에 새겨진 각자를 탁

본하고 기록하는 한편 돌의 형상 및 석질을 기재하

였다. 또한 주변에 조성 된 연못과 우물지 등에 대해

서도 줄자로 길이와 높이 등을 측정하였다. 이와 같

이 측정, 측각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측 평면도와 정면

도 등을 작성한 뒤 도면분석 및 유사 정원 사례의 비

교 고찰을 통해 수석의 배치 특성과 구성기법을 추론

하였다. 

민경현(1998)은 돌을 사용하여 뜰을 꾸미는 방법

에는 거석( ), 입석( ), 치석( ), 수석(

)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으나 그중 합리적인 기

법이자 용어가 수석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수석 개념

의 변천을 음양론으로 정리하면서 제단석에서 볼 수 

있는 거석은 지( )와 음( )에 해당되고, 입석은 천

( )과 양( )의 개념이며, 고인돌[ ]은 음과 양을 

화합한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돌이 지닌 물리

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영원성을 강조하여, 풀

이나 나무와 같이 땅에 심는 수석기법이 개발된 것으

로 보았다.

수석의 종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나 조성 

목적, 기능 그리고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 구분

을 제시하면 신선사상 등을 구현한 구상수석, 제천

의식을 위해 꾸민 제단석과 선돌로 나타나는 신앙수

석, 우주의 섭리나 영험스러운 생물상을 상징한 상징

수석, 주변의 산수경관을 그대로 도입한 실경수석 등

이 있으며 그 외에 축경수석과 실용수석 등으로 구분

된다. 또한 기능 및 목적에 따라 신원수석, 분묘수석, 

궁원수석, 공원수석, 사원수석 그리고 민가수석 등으

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거석문화의 기원은 석기시대로 보고 

있다. 한흥수(1935)는 국내 거석의 유형을 선돌(단석 

또는 입석), 고인돌(거석, 지석 또는 탁석), 칠성바위, 

돌무덤(석총)으로 세분하였으며 김병모(1981)는 입

석, 석관묘, 지석묘로 구분한 바 있고 안계복(1995)은 

선돌, 고인돌 그리고 돌무덤의 분류 개념의 적정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최덕원(1987)은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거석행위로 이루어진 돌을 들돌, 거석, 등돌, 

【 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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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돌 등으로 설명하였다.

여러 개의 정원석을 모아 수석하는 경우, 정원석

의 기본형은 돌의 형상을 위주로 하여 높이, 폭, 용

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다. 즉 구석( ), 학

석( ), 산형석( )과 같은 상징적인 형상의 

돌을 제외하면 주형석( ), 방형석( ), 단

석( ), 반석( ), 평석( ), 판석( ) 등으

로 나눌 수 있고, 능각( )에 따라 직립석( )

과 사석( )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사석은 다시 

그 형태에 따라 사립석( )과 사행석( )으

로 세분된다. 또한 돌의 높이와 폭의 비례를 기준으

로 입석( )과 평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다

섯 가지 기본형인 입석과 평석, 산형석, 영상석(

), 현애석( )을 오행으로 풀이하면 목[입석], 

수[평석], 화[현애석], 토[산형석], 금[영상석] 등 오행

상생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민경현(1998)의 이러한 

분류는 중국식 분류인 평반석( ), 추형석(

), 동체석( ), 현애석, 앙와석( )이나 일

본의 분류형인 영상석, 동체석, 심체석( ), 기

형석( ) 그리고 기각석( )과는 다소 차별

화된 분류 방법으로 보인다.

우주공간이 천지인의 삼재에 의해 구성되는 이치

를 상징한 수석기법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돌을 배

치함으로써 부등변삼각형상의 균제미와 함께 심경미

( )를 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석( )·

종석( )·첨석( )으로 이루어지는 삼산석(

)과 삼존석형( )으로 나타나며 이 밖에 품

자형( )의 수석기법으로 논의된다. 더불어 다섯 

개의 돌을 심는 방법은 삼석에 두 개의 돌을 더하여 

3:2, 2:2:1, 3:1:1의 유형으로 나타나는 한편 3:5:7의 

복합수석법은 천지인을 상징한 세 개의 정원석을 주

경으로 하고, 다섯 개의 정원석을 종석으로 연결하여 

일곱 개의 정원석으로 첨경을 꾸민 3:5:7의 복합수석

법으로 전개된다. 

국내에서 자연 또는 인공의 돌을 이용한 수석정원

의 사례는 정토정원( )의 유구인 선원( )

에서 대부분 발견되며 이 중 대표적 선원을 중심으로 

돌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계조암 인근에 위치한다. 

계조암은 신라 선덕여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지

은 암자로 동산( ) 각지( ) 봉정( ) 등 세 

분의 조사( )가 수도하였으며, 뒤이어 원효와 의

상대사가 수도하였다 하여 계조( )라고 명명되

었다고 한다. 민경현이 1983년 발견,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정토정원으로 학회에 보고하였다. 의상대사

(625 702)가 설악산의 지맥인 천후산(해발 950m) 

중복 남쪽 산록의 평지에 조성한 것으로 그 규모는 

3,900m2다. 삼존석과 극락현( )이라 음각된 반

석이 선원의 핵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경공

간에는 좌선석과 계석, 경석 그리고 축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경요소로 자연폭포와 인공폭포 그리고 암자

로 구성되고 있다.

고려 선종6년(1089) 이자연이 관직을 버리고 입

산, 은거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강원도 춘성군 북상면 

청평리에 위치하며 1090~1110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민경현 우경국 1982). 선( )의 도량으

로 첩석식의 수석정원을 주축으로 하여 남지와 정자, 

수구식정원과 같은 임천정원의 두 가지 유형이 서천

변의 평지와 계곡, 산지 등 세 곳에 분산되어 있다. 

이 중 완경사지인 중원에는 크고 작은 178개의 산석

으로 첩석이 이루어졌으며, 급경사지인 북원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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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의 산석을 층으로 쌓아올리는 등 첩석식 수석정

원기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남원 주경공간에는 좌

선석, 계석, 지석, 경석이 갖추어져 있으며 대경공간

에는 거북의 무리와 삼산의 수석군이 존재한다. 

고려 충렬왕 때 동안거사 이승휴(1224~1300)가 

삼척 두타연 계곡에 조성한 선원이다. 윤영활과 강창

모(2000)의 연구에 의하면 문헌상 나타난 천은사 선

원의 구성요소는 용안당, 보광정, 표음정, 지락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용계

가 있고, 서쪽 밭의 언덕 위에는 용안당, 당의 남쪽에

는 샘이 있다. 그리고 샘 위에 보광정이 있었고 보광

정 가운데는 엷은 돌로 바닥을 포장한 표음정이라는 

연못이 있다. 공간의 구성은 입지와 구조 기능 등을 

토대로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찰공간, 수

양공간, 진입공간, 실용공간 그리고 휴양공간으로 조

성되었음을 추론하였다.

노성산성은 표고 328m의 노성산 정상부에 축조

되어 있는 삼태기식(퇴메식) 석축산성으로 『신증동국

여지승람』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권18 

니산현( ) 성곽조에는 “노산성은 돌로 쌓았는

데, 둘레가 1,950척이고 높이가 8척이며, 그 안에 네 

개의 우물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성은 

현에서 북쪽으로 5리 떨어진 노산 위에 있으며, 성산

이라고도 불렸다(    ).”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5>에서 제시한 5개 니산

【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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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지도에서도 노성산성은 치소 정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산성을 부각함으로써 산성내 봉우리의 존재를 

강조하여 표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대부

분 봉수대를 부각하여 기재하고 있다. 

한편 노산성이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축성된 것

인지에 대해서는 고문헌상 특별한 설명이 없다. 다만 

둘레와 성벽의 높이, 그리고 에 있던 4개의 우물

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이처럼 노성산성에 대한 첫기록인 『신

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별다른 주목할 만한 기록은 없

지만 노성산성이 당시의 니산현 치소에서 그다지 멀

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산

성이 다른 일반 산성과는 다르며,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금

폐( )”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15세

기 말까지도 산성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추측케 해 준다.

한편 노성산성과 관련시켜서 볼만한 것은 불우

( )와 봉수( )에 대한 기록으로 “탑사가 성산

에 있다( ).”라는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탑사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이 시기에 성내

에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수에 대해

서는 “성산 봉수는 남쪽으로는 은진현의 황화산과 응

하고, 북쪽으로는 공주의 월성산과 응한다(  

 ).”는 기록으로 

보아 황화산성의 봉수를 받아 공주의 월성상 정상부

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지

리지( )』(1454)에 의하면 “봉화가 관아

의 북쪽 산성에 한 군데 있다. 서쪽으로 은진 노산(

)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공주 효포산( )

에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였다. 이 봉수시설 역시 언

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성 안에 봉수

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노성산성이 주변지역

을 제압할 수 있는 위치에 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에서도 노성산성에 대한 기록을 찾

아볼 수 있는데 “노산성은 석성으로 둘레가 1,950척

이며, 산에는 5개의 우물이 있다. 오래전에 수축하였

는데, 모두 퇴락되어 폐성이 되었다(   

    

 ).”라 적고 있다. 아울러 노

산에 대하여 “노산은 현에서 북쪽으로 3리 지점에 있

다. 니산현의 진산으로 일명 성산이라고도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우물 개소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노성산성이 한번 

수축된 사실과 성으로서의 기능이 폐기된 상황을 설

명하고 있다.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시기는 조선조 

현종(1659~1674)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 『신증동국여

지승람』이 편찬될 때까지만 해도 노성산성은 산성으로

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폐성이 되어 버

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서는 「성곽」 에서 다루었는 데 비해 『동국여지지』에

서는 「고적」 조에서 다루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

다(이남석 2002). 『대동지지』(상) 충청도 노성현 성지

조에서도 역시 “노산고성은 둘레가 1,950척인데, 우물 

4개가 있다( , ).”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그전까지는 니산( )이라고 부르

던 명칭이 노성으로 바뀌고 있어 이미 이 시기에는 노

성산성이 고성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기록은 모두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이며, 

실질적으로는 산성내 총석의 존재는 물론 사찰의 기

록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고 있는 것이 없이 노성

산성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 하나의 고성으로 이해되

고 있었으며, 그 안에 있는 봉수가 더 큰 관심의 대상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성산성의 봉수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에 대한 기록으로 ‘탑

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은 총석사의 장소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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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라 생각된다.  

입석은 말 그대로 서 있는 돌로 매우 오래된 거석

문화의 흔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거석문화가 시작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소 견해가 다르지만 

청동기시대와 농업생활로 전환되는 신석기시대로 보

는 관점이 지배적이다(한규량 1984). 조강봉(2004)은 

입석의 기능에 대해 무덤, 풍요, 수호 등의 기능을 전

제하고 그중 풍요의 기능으로서 거석숭배, 성기숭배, 

칠성숭배, 달숭배 그리고 거북숭배의 유형을 제시하

였으며 민경현(1989)은 영토 표시로서의 기능에 주목

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조사 결과,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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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내부에서 3개소, 산성 외부에서 6개소 등 총 9개

소의 입석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제1입석지와 

제3입석지 그리고 제9입석지는 평지에 입지하며, 중

점 연구대상인 제6입석지는 경사지와 평지에 걸쳐 분

포하는데(<그림 6 7> 참조), 본 1차 연구에서는 평

지 부분의 수석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일

단 평지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입석지는 

대부분 경사지에 입지한다. 돌의 형태를 살펴보면 입

석 위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6입석지는 입석, 산형

석, 평석이 혼재되어 발견되며 그 돌 조합기법에서도 

특치( ), 군치( ) 그리고 산치( )의 복합적 

경향을 띠고 있다. 역시 산성내 산 정상으로 이르는 

남사면 경사지의 제708입석지에서는 입석과 산석이 

혼합된 형태로 군치 또는 산치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

다. 한편 특이하게도 제9입석지는 입석 이외에 거석

의 형태와 혼합되어 있다. <그림 7-f>의 돌은 입석

지 9에서 발견된 것으로 3기의 입석 이외에 2개의 들

돌( )으로 구성된 첩지( )의 특수한 형태이다. 

최덕원(1987)은 들돌의 수는 암수 음양의 조화이며, 

삼신( )[ · ]사상과 오행원리 및 칠성숭배

의 사유관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고대 생산신앙

의 제의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노성산의 수석군 중 가장 수석 밀집도가 높고 인

위적 흔적이 강한 곳은 남문지 상단의 제6입석지로 

입구 중심 돌에 ‘총석사( )’라 각자( )되어 

있다(<그림 11-a> 참조). 이와 같은 마애각은 이곳이 

‘돌들이 떼 지어 있는 절’이라는 의미로 보이며 그로 

말미암아 절 또는 돌무리군의 명칭을 ‘총석사’라 했음

을 알 수 있다. 돌과 관련된 사찰지명의 유사 사례로 

동국여지승람 권8에서는 이천도호부 대덕산에 소

【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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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입석사( )란 사찰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

지명총람에 의하면 이 입석사는 현 경기도 이천군 호

법면 동산리 소재의 사찰로, 사찰에는 선돌 즉 입석

이 있는데 그 크기가 2m, 너비 80cm, 두께 20cm이

며 돌에 부처가 새겨져 있다 한다. 조강봉(2004)에 의

하면 옛 거석문화는 옛 지명과 옛 사찰명의 소재가 

되었으며 그 이름은 지명에 고착되어 지금까지 불리

고 있음을 전제하고 그 실증적 사례로 입석사를 비롯

하여 선석사( ), 서진암( ), 입암사(

), 선암사( ), 선암사( ), 신암사(

), 선암사( ) 등을 들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의 탑사 존재 사실과 

관련, 총석사의 입석은, 이 근방에 존재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사찰 등 불교문화는 물론 민간신앙 등 노성

산성의 기능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생활과 

【 그림 8 】  

【 그림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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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되거나 습합하여 존재하여 왔을 것으로 믿어짐에 

따라 자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9>에서와 같이 현재 주연구대상지 서측

에 크게 자라잡고 있는 금강대도 노성본원의 증축

을 목적으로 2003년 이 일대 약 2,400m2에 대한 건

물지시·발굴조사가 있었다. 또한 이에 앞서 1994

년 공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서 전체 산성의 현황

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황조사 당

시 성벽의 구간별 현황과 더불어 성 내부에서 확인

되는 건물지·우물지·장대지·봉수대 등의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이루어졌다. 주민의 전언( )에 의하

면 30~40년 전까지도 2건물지 <그림 9-b>가 위치

한 자리에 조그만 절이 있었다고 한다. 금강대교가 

1950년 이후에 처음으로 지역에 터를 잡았을 당시에

도 그 건물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고 하

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시·발굴조사보고 내용 중 연

구 대상지와 관련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문지 총석과 가까운 곳 제2건물지 전방에는 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건물지는 북을 기준으로 75° 

편서하여 동서방향으로 장축을 이루고 있으며, 건물

의 향은 남향집이었다고 한다. 초석의 배치를 통해서 

확인된 건물의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쪽 전방부가 이미 훼손된 상태

이므로 확증하기는 곤란하나 동서길이 장벽의 규모로 

볼 때 이보다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조

사를 통해서 확인된 건물의 규모는 동서 길이 720cm, 

남북 너비 510cm이다. 내부에서 확인되는 시설로는 

온돌시설02과 초석이 있는데 초석의 배치에서 주목

되는 것은 건물 내부의 내진주가 후면 중앙의 어칸에 

대칭되는 배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이와 같은 배

치는 사찰건축에 있어서 일종의 불단을 구성하는 요

소로 추정되고 있다(이남석 2002). 지표조사 초반 탐

문조사과정에서 이 지역에 사찰이 있었다고 전하는 

내용이나 발굴된  중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

는 ‘ ’명의 이나 조선시대 ‘ ’ 등으로 미

루어 볼 때 불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을 비롯한 

에는 온돌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반해서, 이 

건물지에서는 온돌시설이 확인되었다.

총석사 수석의 규모 및 형태 등은 <표 2>에서 보

는 바와 같다. 육안으로 보아 독립성이 인정되는 수

석의 수는 총 24개로 확인되었으며, 석질은 모두 화

강암으로 인근 입석도 대부분 화강암이지만 간혹 석

영도 발견되었다. 수석의 형상은 입석 7개(29.2%), 

평석 3개(12.5%), 산형석 2개(8.3%) 그리고 영상석 

12개(50.0%)로 분류되었다. 수석고는 최대 402cm에

서 최소 29cm로 평균 크기는 148.1cm 이었으며, 돌 

크기에 따른 표준편차는 116.7cm였다. 또한 수석의 

02

【 그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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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폭은 290cm, 최소폭은 48cm이었으며, 평균 최대

폭은 157.8cm였으며, 이에 따른 돌 간 표준편차는 상

대적으로 낮은 67.0cm를 보임으로써 입석과 평석이 

혼합된 돌 구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석의 좌향은 수석 전면이 뚜렷이 인정되는 15

개 수석만을 대상으로 측각한 결과, 270°를 기준으로 

볼 때 정서향(W) 1개, 북서향(NW) 5개 또는 남서향

(SW) 9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지

향성( )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석 간의 최단거

리는 3.4cm였고 최대거리는 89.2cm이었으며 이에 따

라 수석 간 평균거리는 23.6cm로 분석되었다. 

<그림 12>는 ‘총석사’라 각자된 수석(A8-1)의 전

면 경관사진과 스케치로 경사지에 계단으로 제6입석

지 후면에 해당한다. 이 계단을 통한 접근로는 불규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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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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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한 판석 등으로 가공하여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성

한 것으로 일명 ‘총석사’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통로는 결국 <그림 12>에서 보이

는 삼신암(A-3)과 칠성암(A-5)을 가로질러,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탄건물지로 이르는 석문

( )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와 <그림 13>은 현장 실측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

로 AutoCAD를 이용하여 작성한 총석사 수석군의 입

면도와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의 c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석문은 성( )과 속( )의 경계로

서 현재 금강대교 건물이 일견( )되는 것과 같이, 

과거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찰 등 건물지로의 

시각축을 유도함으로써 은폐와 노출을 통한 ‘점진적

인 경관연출(progressive realization)을 유도하는 데도 크

게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역방향에서 본다면  

<그림 11>의 d에서와 같이 외부 세계, 즉 속세로 나

가는 문이자 일망무제한 외부경관을 틀에 넣는 통경

선(vista)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물지는 산성 조성 시 샘을 활용하여 식수원으로 

삼기 위한 우물로 조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도 

식수로 쓰고 있을 만큼 풍부한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기록에서 보이는 4개 우물지 중 하나로 보인다. 우

물의 호안석은 자연석 깬 돌로 처리되고 있으며, 주

변은 지형과 자연석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샘( )으로

서의 영역성을 한정하였다. 북측은 3단의 석축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사철나무로 산울타리가 되어 있다. 아

【 그림 13 】 

【 그림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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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도 우물 주변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우

물 뚜껑은 철재로 만들어 놓았다. 한편 우물지 남측

으로 약 5m 떨어진 곳에는 가로 5.5m×세로 3.5m×

높이 0.7m가량의 방지형 연못이 있으나 담수되어 있

지는 않다(<그림 14> 참조). 금강대도 노성본원장 경

송( ) 김용집 옹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에 조

성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나 바로 상부에 우물지 등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유사한 기능

을 갖는 공간이 존재하였거나 기존 유구나 매립지에 

재조성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도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

우물지 동측 수석 상단부에서는 북두칠성을 표상

하여 구멍을 표식한 것으로 보이는 성혈( )이 발

견되었다<그림 15>. 구멍의 수는 모두 7개로서 북두

칠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성혈은 대부분 청동기시대 

고인돌 사회에서 주술적인 의례로 풍요와 다산을 기

【 그림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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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의례를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파낸 바위구멍

이라 할 수 있다(김창고 2007). 익산 미륵산 장군봉 

아래 남동쪽에도 이와 매우 흡사한 성혈이 있다.

바위에 각자가 된 수석은 모두 5개이며 마애불이 

선각된 입석은 하나이다(<그림 16> 참조). 이 중 입

석과 관련한 신앙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총석

사 이외에 삼신암과 칠성암이다. 사찰 전각의 하나인 

칠성각은 삼신각과 함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

어 민간신앙과 결합한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대한불

교 조계종 실상사 1977: 56쪽) 사찰에서 삼성각은 칠

성과 독성 및 산신 세 분을 한곳에 모셔놓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누어 모셨을 때는 별도로 칠성각(

), 독성각( ), 산신각( )이라 부른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발행,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에 의하면 민속신앙에서 칠성신앙은 산신신앙과 함께 

중요한 신앙이 되고 있다. 산신신앙이 집안의 재앙

을 덜게 하고자 한다면 칠성신앙은 인간의 수명, 자

녀의 장수를 목적으로 성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

경전 1980). 또한 ‘칠성’이란 북두칠성을 일컫는 것으

로, 사찰에 칠성을 모시게 된 것은 중국의 도교사상

이 불교와 융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

다. 칠성은 최고신을 대신하여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

재하는 역할을 지닌 것으로 믿어졌고(김승혜 1987) 

또한 명을 길게 이어준다는 장수신( )으로 민간

으로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김

낙필(2003)은 칠성신앙은 불교에서 수용되었으나 도

교적 뿌리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

【 그림 15 】 

【 그림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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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두칠성의 신앙 또한 여타 민속신앙과 함께 인

도, 한국, 중국 등에서 삼국시대 이미 존재하여 왔던 

것을 불교와 도교가 전래됨으로써 이들 민간신앙을 

융섭함으로써 불교신앙의 활성화를 기한 것으로 본다

(서경전 1980).

이와 같은 산신과 칠성의 의미로 판단할 때 삼신

암과 칠성암의 각자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불교

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민간신앙과 결합한 흔적의 

하나로 결국 불교 또는 도교적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각자 이전과 그 이후의 용도 

및 기능이 이와 같았다고는 단정 짓기 어렵다. 

수석 A-1에는 <그림 16-a>와 같은 마애불이 선

각되어 있는데 이는 미술사학적 연구 대상으로 충분

해 보인다. 아쉽게도 마멸도가 심해 뚜렷한 표정을 

추론하기는 여렵지만 전체적인 도상의 윤곽은 확인된

다. 전체적으로 보아 전고( )는 약 113cm에 이르

며 보주형 광배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이 

어려우며 육계가 없어 승상( )으로도 보이는 불두

와 법의에 가려진 수인( )이 특징적이다. 복식은 

법의를 별도로 걸친 형태이다. 

박홍국(2005)은 경주 남산의 마애불 중에서 비교

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남산 

북부에 ‘수인( )이 법의( )에 가려져 있는 마

애불’이 집중되어 있음을 주목하고 일련의 연구를 통

해 이들 불상의 조성시기가 중국, 일본의 조상( ) 

예와 같이 대부분 8세기 초 이전에 조성한 것으로 추

정한 바 있으며 이 형식의 불상들은 비록 일시적으로 

유행했고 그 이후에는 채택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

한 바 있다. 최성은(1994)은 후백제 견훤 시기의 불

교조각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전통

성이 없는 신생국가다운 장식성으로 다소 경쾌한 성

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경화(2006)

는 전북대 박물관 소장 봉림사지 석조삼존불을 후백

제시대 대표적인 작품으로 들며 특히 그 세부 특징으

로 날렵한 선들에 의해 세부가 또렷하고 본존의 두상

은 결여된 채 수인 등은 전통 양식에서 변형되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의 마애불은 봉

림사지 석조삼존불 광배 후면의 부조상<그림 17>과 

그 도상이 매우 유사해 보인다. 특히 육계가 없어 승

상으로도 보이는 불두의 형태나, 얼굴 표정에서 유사

점이 발견되며 법의에 의해 수인이 가려진 특성 등도 

일치한다. 현재 알려진 논산시 소재 마애불은 2점이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부적면 신풍리 여래입상(충남 

지정문화재 제54호)이며 또 한 점은 연산면 송정리

의 삼존불 입상이다. 이는 모두 고려시대 조성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본 연구 대상과 유사한 마애

불은 공주시 알락산 지장보살입상<그림 18>으로 보

인다. 알락산은 공주대학교 배산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곳에는 현재도 묘암사( )란 사찰이 위치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장방형의 얇은 감실에 선각된 것으

로 머리는 소발의 승머리로 오른손으로는 80cm 정도 

되는 석장을 파지하고 있으며 왼손은 가슴 아래 놓여 

있다. 머리엔 보주형 광배가 선각되어 있는데 상호는 

마멸도가 심해 표정을 살필 수가 없다. 이 작품은 고

려시대 말기 작품으로 편년되고 있다(조원창 1998). 

그러나 선각 마애불의 조성연대 및 존명의 파악 

등은 본 연구자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

【 그림 17 】 【 그림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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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며 이 분야 전문가의 도움

을 통한 후속 연구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돌의 규모 및 주변 구성시설을 살펴볼 

때 총석사 수석은 한국 선원의 경관구성이나 유형과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선원( )은 선

종 사원의 담장 밖 자연 속에 따로 조성한 좌선공간

으로 앞서 사례 연구에서도 개관하였듯이 주로 민경

현의 연구 성과를 통해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림 12>와 <그림 13>은 총석사 수석의 핵심적 

공간으로 추정되는 곳의 북측 부분만을 표현한 실측

평면도와 정면도이다. 왼쪽 네 개의 수석 중 A-3(삼

신암)와 A-4는 석질이나 수직절리 방향을 볼 때 거

의 일체화된 형태로 보인다. 삼신암이라는 마애각으

로 미루어 볼 때 이 공간은 세 개의 숭배 바위로 구

성된 공간임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는 불교와 습합된 민간신앙적 차원에서 삼신각과 같

은 치성( )의 장소라고도 보인다. A-2를 제외한 3

개의 돌은 2개의 입석과 하나의 평석(A-2)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부등변삼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이 

형태는 민경현(1988)이 계조암 정토현의 주경으로 조

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삼존수석( )의 유형

과 매우 흡사하다. 일반적으로 삼존수석은 불가의 삼

존을 상징한 것으로 중앙에 심은 입석의 경석은 정토

종의 주불인 아미타불을 상징하고 전면 좌우의 경석

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각각 상징화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천지인의 삼재사상

과 품자형( )의 배석원리가 작용된 것으로 이

를 전통수석의 기본형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

을 바탕으로 추론한다면 A-1에 음각된 도상의 존명

( )은 관세음보살로 추정(<그림 16-a> 참조)되지

만 선각마애불의 존명이나 도상에 대한 결론은 유보

하기로 한다. 한편 A-5(칠성암), A-8.1(총석사) 그

리고 A-8과 A-6, A-6.1, A-7 그리고 A-9, A-10, 

A-11 수석의 중점은 각각 부등변 삼각형을 만들며 

3:3:3의 배치로 이들 세 중심 역시 확산된 부등변 삼

각형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0> 참조).

선원 인공경관의 주된 요소는 정적인 돌과 동적

인 물로 구성되며 좌선을 위한 좌선암( )과 대

경수석군( )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그림 19> 참조). 특히 총석사의 수석 배치와 

유사한 사례로 문수원 선원의 남원을 들 수 있는데,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2개 또는 3개

의 좌선암과 부등변삼각형으로 구성된 대경수석군

의 존재는 거의 동일한 유형의 수석구성 패턴으로 보

인다. 가장 대표적 선원으로 꼽는 선정원 선원에서, 

좌선암에서 93cm 떨어진 후면에 길이 315cm, 높이 

59~103cm 크기의 병풍석을 세우고 그 중간에 높이 

70cm의 타원형 경석을 수석한 것과 유사한 공간 구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개 평석 모두 바로 옆에 

발판의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계석( )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좌선석의 높이로 보아 계석의 필요성은 인

정되지 않는다. 또한 산형석으로 상징화된 삼신산(

)은 총석사에서는 입석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삼

신암( )이라는 마애각자로 볼 때, 동일한 상징

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서측의 세 무리의 산

형석은 부등변삼각형으로 수석처리 되고 있다. 

총림사의 수석군의 면모를 볼 때, 역시 동측의 수

【 그림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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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군과 서측의 우물지 또는 샘( )과 연못이 존재한

다.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공간에 3개의 

평석이 고루 분포하며 그 전면에 입석 또는 영상석

이 둘러 배치됨으로써 주경( )과 대경( )이 동

일 축선 상에 존재한다. 한편 공양암과 좌선암(A-2, 

B-4, B-11)의 형태는 마름모꼴 또는 방형을 하고 있

으며 높이는 각각 160cm, 40cm 그리고 165cm를 유지

하고 있는데 수석 B-4와 B-11은 대상 수석군 또는 

산 아래로 전망을 향하고 있으나 A-2의 경우 보살암

과 바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참선의 용도보다는 제

수에 이용되는 음식이나 도구 등을 올려놓는 일명 공

양암( )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장 남측에 위치한 일련의 총석은 좌선암

(B-11)을 기점으로 대장암( : B-10)이 놓여 있

【 그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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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장암은 수석고 306m, 최대폭 290cm로 전체 총

석무리를 이끄는 대장처럼 전면에 돌출한 입석으로 

‘대장( )’의 의미나 상징성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가 필요하다. <그림 19>로 볼 때 이 공간의 수석 구성

법은 천지인을 상징한 세 개의 정원석을 주경으로 하

고, 다섯 개의 정원석을 종석으로 연결하여 일곱 개

의 정원석으로 첨경을 꾸민 3:5:7의 복합수석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변의 수목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구역

의 삼신암과 칠성암 주변으로는 상수리나무(Qurcus 

acutissima)와 산벗나무(Purnus sargentii)가 B구역의 좌

선암과 대장암 후면에는 산벚나무와 느티나무(Zelkova 

serrata)가 수석과 함께 자생하며 우물지 동측에는 배

롱나무(Ligistromia indica) 2주가 식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노성산성 일대의 장소정체성과 산성내

외부에 산재한 입석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그중 가장 

밀도가 높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총석사’를 

중심으로 ‘수석( ) 구성적 정원유구’로서의 특성

을 구명함으로써 노성산 내 역사문화경관 발굴에 일

조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총석사의 선원( )적 정원 

유구의 흔적과 그 조성기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문헌 및 고지도 분석 결과, 노성산성의 존

재, 봉수대로서의 역할, 4개의 우물지의 존재가 강조

되어 부각되고 있으나 이 지역에 산재한 입석 및 총

석의 존재에 대한 단서는 전무하며 단지 신증동국여

지승람 불우조에 대한 기록으로 ‘탑사’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헌 및 탐문조사 결과 이 지역의 사찰 존

재설과 발굴된 ‘관음사( )’명의 와편으로 미루

어 볼 때 오래전부터 불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시·발굴조사 결과, 기존 불전과는 달리 온돌시설을 

갖춘 건물지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관찰조사 결과 산성내부에서 3개소, 산성 

외부에서 6개소 등 총 9개소의 입석지가 확인되었고 

제6입석지는 입석, 산형석, 평석이 혼재되며 그 돌 조

합기법에서도 특치( ), 군치( ) 그리고 산치

( )의 복합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위

적 조성 흔적이 강하였으며 제9입석지는 입석 이외에 

거석의 형태와 혼합되어 있음을 볼 때 조성 목적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총석사 입석의 실측조사 결과, 수석의 수

는 총 24개로 수석고는 29 402cm, 수석폭은 48

290cm로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였으며 수석 간 평

균거리는 23.56cm로 나타났다. 또한 수석의 형상은 

입석, 평석, 산형석 그리고 영상석 등 다양한 돌을 특

치( ), 군치( )하였으나 돌의 좌향은 서향(W)

으로의 일관된 지향성이 발견되었다. 

다섯째, 문헌 기록상 4개의 우물지 중 하나로 추

정되는 총석사 서측 우물지는 주변의 자연석을 활용

해 3단의 석축으로 영역성을 한정하였다. 인근 수석

에는 북두칠성의 성혈( )이 발견되었고 우물지 남

측으로 약 5m 떨어진 곳에는 방지형 연못이 존재한

다. 또한 총석사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돌계단이나 

폭원 약 70cm의 통로역할을 하는 석문( )은 조성 

흔적이 역력하다.

여섯째, 총석사라 각자된 입석을 포함하여 삼신

암, 칠성암, 대장암 등으로 마애각자된 5개의 수석과 

존명( ) 관세음보살로 추정되는 선각 마애불이 발

견되었는데, 이는 불교와 민간신앙이 결합된 흔적으

로 칠성신앙 및 산신신앙적 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로 보이나 수석 시기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국내에 알려진 정토정원의 유구와 비교할 

때 수석의 구성기법으로 보아 입석과 형상석 이외의 

3개의 평석은 선원의 대표적 구성요소가 되는 좌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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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보살암을 

마주하는 평석은 삼산석( )을 상징화하여 조성

된 것으로 참선의 목적보다는 제수를 위한 공양암으

로 추정된다. 

여덟째, 총석사 수석의 구성은 입면이나 평면구성

상 천지인 삼재( )를 형상화한 삼존석형(

)을 바탕으로 부등변삼각형의 3:5:7 복합수석법으

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때 동 공간의 입석군은 참선

을 목적으로 돌짜임된 축경식( ) 정원 유구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노성산성내 입석의 존재와 총석의 정원

유구로서의 면모를 찾기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 및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극히 한정된 

관계로 총석사의 입석의 유래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없는 것을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데에 제한점일 수밖

에 없다. 또한 본 연구자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 암석

학적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음

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 지역 일대 입석

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정밀조사와 국내

외 유사사례로 알려진 선원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풀

지 못한 부분이 조금씩 구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2010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

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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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grasp the present situation, shapes and meaning of the standing 

stones and rock pillars in the whole area of Noseong Mountain Fortress in Nonsan City which have never 

been academically reported yet. Accordingly,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to grasp the spatial identity of 

Noseong Mt. and Noseong Mountain Fortress and the dispersion of standing stones scattered around inside 

and outside Noseong Mountain Fortress, while the shap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ton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focusing on Chongsuk Temple, which was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density 

of standing stones and greatest values for preservation as a cultural property. 

In consideration of the reference to the ‘Top Sa’ (tower temple) at the ‘Bul Woo Jo’ (Article about 

Buddhism Houses) of ‘Shinjoong Dongguk Yeoji Seungram’, theoretical existence of the temple according 

to surveying investigation, and the excavation records of roof tile pieces with the name of ‘Gwan Eum 

Temple’, it is presumed that there had been a Buddhist sanctum inside the fortress and it could be connected 

to the carved letters, ‘Chongsuk Temple’. According the observation survey, the 6th place of standing 

stones among many other places inside the fortress shows that Chongsuk Temple appears to have the strong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ly constructed space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of trees and stones, the composite 

trend of tree and stone composition, and trace of the adjacent well and strand and the construction of 

stairway leading to the stone gate. Along with the constellation of the Big Dipper carved on a rock at 

the same space, the stones, on which the letters of ‘Shinseonam’, ‘Chilseongam’ and ‘Daejangam’ were 

carved, including ‘Chongsuksa’, and the carved statue of Buddha, which was assumed to be Avalokitesvara 

Guan Yin, have offered clue which make it possible to infer that the space was a space for Chilseong 

and Mountain god(Folk Belief) that had originated from the combination of Buddhism, Taoism and folk 

religion. According to the actual measurement of standing stones at Chonsuk Temple, it was identifi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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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height among 24 stones in total, ranging from 402~29cm and the averaged 

distance between each stone appeared to be 23.6cm.  And the shape of stones appeared to be standing 

or flat, and various stones such as mountain-like stones and Buddha-like stones were placed in a special 

arrangement or assorted arrangement, but the direction of the stones had a consistency pointing to the west. 

And comparing to the trace of construction of ZEN Landscape Garden well known in the country, the three 

flat stones except for the standing and shaped stones appeared to have the shape of meditation statue, which 

is the typical formational factors of a ZEN Landscape Garden, on the basis of formational technique of 

stones.

Among them, the flat stone facing the Buddhist saint statue, was formed by way of symbolization of 

three-mountain stone, which was assumed to be an offering stone for sacrificial food rather than carrying 

out ZEN Medit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ormation of standing stones at Chong-suk Temple, which was 

carried out in the composite stoning method based using the scalene triangle with ratio of 3:5:7 in order to 

seek the in-depth beauty based on the stone statues of three Buddhas where the three factors such as heaven, 

earth and humans are embodied  in the elevated or flat formation, the stones at Chongsuk Temple and the 

space seemed to the trace of contracted garden construction that was formed with stones for a temple, so 

that could be used for ZEN meditation.

Key Words : Chongsuk-Sa, Standing Stone, Noseong Mountain Fortress, ZEN Landscape Garden, Sto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