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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단 발굴에 따른 사당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hrine plan composition from the Ungjindan excavation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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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reveal the periodical form of the 4 staged building sites with the size and the site composition of

the master plan and floor plan of the Ungjindan (altar) from the Ungjindan excavation works in 2011.

In order to project the research results aim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basic study was done with

collecting data about shrine architecture for it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case studies with ancestral facilities

such as the Ak․hae․dok (national-level ancestral ritual to the big mountain, ocean and river) to understand the

exact form of the site plan and architectural composition elements through the general information and excavation

status. In addition, with the current situation and information from the excavation works the planned measurement

scale will be calculated in inference for the size of the construction by stages and speculate the floor plan

composition of the shrin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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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1년 공주 고마나루 북쪽에 있는 웅진단이 발굴 되

었다. 웅진단은 공주의 지명과 관련이 있는 곰신앙과 관

련된 수신제를 올렸던 곳으로, 조선시대 국토의 안위를

위해 제사를 지낸 사묘건축의 대표 유적이며, 공주의 정

체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고마나루에는 곰사당(웅신단)이라는 사당이 웅진단 발굴

지에서 남서쪽으로 200M떨어진 지역에 현존한다. 일제

강점기 미신적 요소의 철거를 이유로 전국의 많은 사당

이 철폐되었을 때, 웅진단도 철폐되었다. 1972년 현재의

곰사당자리에서 돌곰상이 발견되었는데, 그 자리가 예전

의 웅진단이라고 추정하여, 1982년 그 자리에 사당을 짓

고 돌곰상을 재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 이후 곰사당은

1997년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하였

다. 웅진단의 발굴은 문화재적 가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진정성 있는 장소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였다.

현재 전통신앙을 대상으로 하는 악․해․독의 중사규모

사당건축이 전국에 걸쳐 복원이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그 복원에는 정확한 발굴 자료를 기초로 한

경우 보다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정체성 고취를 위해 시

급히 복원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하여, 웅진단 발굴을

통하여 밝혀진 건물터 유적을 통하여 4단계의 건물군에

대한 시대적 판별과 함께, 웅진단 배치와 평면 규모의

공간구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를 추론하기 위해 제사건

축인 사묘건축에 대한 건축특징과 악․해․독의 제사시

설에 대한 인문사항 및 사례를 통하여 기초연구를 하고,

웅진단의 인문사항과 발굴현황을 통하여 정확한 유구의

배치와 건축구성 요소에 대하여 이해한다. 그리고 웅진

단 발굴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계획된 용척을 산정하고,

건축당시의 단계별 건축의 규모와 사당건축의 평면 공간

구성을 나타내는 추정 평면도를 계획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의 시기는 웅진단이 처음 출현하는 통일신라시대로

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2. 사묘건축의 특징과 악․해․독

2.1. 사묘건축의 특징

사묘건축(祠廟建築)은 일반적으로 선현과 자연에의 배

향을 위한 유교관련 제사건축을 의미한다. 단묘(壇廟)건

축이라고도 하는 사묘건축은 주례(周禮)로부터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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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교건축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였으며, 송대의 주자는 건축계획에

있어 유교사상, 즉 성리학의 질서가 깃든 건축을 유도하

였다. 특히 주자가 집필한 주가가례는 고려 말과 조선

초, 사대부의 절대적 예제로서 3칸 대청과 3칸 · 5칸 건축

의 규범을 가져오게 하였다. 조선의 궁궐에서 침전의 대

청이 모두 3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향교의 대성전,

사당건축이 주로 3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택

의 3칸 대청에서 관(冠)·혼(婚)·상(喪)·제(祭) 사례(四禮)

를 거행하였다는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세종 때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

儀)는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

례(凶禮) 등 오례(五禮)에 관한 의식절차를 기록하여 각

종 사묘건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묘건축의 대표적인 건축으로는 종묘와 사직단을 들

수 있다. 종묘와 사직은 주례로부터 시작된 예제건축으

로 그 규모는 대사(大祀)이며 종묘는 사묘(祠廟)의 형식

을, 사직단은 단묘(壇廟)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종묘와 사직단은 각 지방의 객관 정청과 사직단, 여

단, 성황당으로 발전하였다. 종묘의 재실과 왕릉재실 또

한 사묘건축으로 3칸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초의

산천제를 위한 치제인 중사(中祀)규모의 악, 해, 독과 소

사(小祀)의 명산, 명천을 위한 사당 또한 3칸 규모가 일

반적이라 할 수 있다.

3칸×3칸의 평면

(내진과 외진)

3칸×3칸의 입면

(어칸과 협칸)
3칸×3칸의 단면(5량가)

<표 1> 3칸×3칸 구성의 특징

사묘건축에서 가장 많이 구성되고 있는 3칸 구성 평면

의 경우, 정면 3칸 × 측면 3칸으로 구성된 경우와 정면 3

칸 ×측면 2칸의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중 3×3칸의 구성

은 조선시대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형식

으로 내부공간이 내진(內陣)과 외진(外陣)으로 나뉘고,

정면과 측면에서 각각 어칸(御間)과 협간(狹間)칸이 구분

되며, 상부가구를 5량가(五樑架)로 구성하는 등 구조와

의장에서 ‘조정이 가능한 양적 규모를 갖는 최소의 단위’

이기도 하다.1)

조선시대의 사묘건축은 세 번의 큰 변화를 가지게 된

1) 전봉희·이강민, 3칸×3칸․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6, pp.7-9 3칸×3칸이 전체 전각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불전(佛殿)의 경우 정면3칸 : 79.5%, 측면3칸 : 66%, 3칸×3칸 :

50.6%이며, 향교 대성전(鄕校 大成殿)의 경우 정면3칸 : 79.2%, 측

면3칸:77.9%, 3칸×3칸:62.8%로 분석되었다.

다. 조선 초기 국조오례의의 제정에 따른 건축형태와 규

모의 통일, 임진왜란에 따른 소실과 재건, 그리고 일제강

점기의 사묘정비와 현대의 복원이 그 변화이다. 국조오

례의의 재정은 조선 초기 성리학적사고관에 입각한 국가

정체성을 위한 수많은 사묘의 건립과정에서 생긴 다양하

고 무분별한 건축형태와 규모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

다. 17세기 중엽,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걸친 혼란기를

거친 조선은 소실된 국가와 왕실의 사묘를 복구하기 시

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묘의 재건이 예전의 규모와 형

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기란 어려웠다. 궁궐과 관아,

객사와 향교 등의 관립기관의 복구는 수많은 목재와 석

재, 그리고 장인들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

사묘는 다른 건축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축소와 함께 형

태의 간소화과정을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묘와 왕

릉의 재실 등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건축에서

다양한 재료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팔작지붕이 주를

이루었던 재실건축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서는 간단

하고 쉽게 지을 수 있는 맛배지붕의 사용이 나타났다.2)

國朝五禮儀序例 卷之一 吉禮 壇廟圖說-15C
宗廟儀軌 宗廟全圖

- 숙종23년(1697)

<표 2> 종묘 어재실 지붕의 시대적 변화

조선후기 왕릉재실의 건축에 대한 기존의 사례연구3)

를 보면, 가구법과 지붕모양 분석에서 국조오례의 재정

전의 재실에서는 팔작지붕과 맛배지붕 모두 나타나지만,

오례의 재정 후에는 지붕은 팔작지붕, 가구법은 1고주 5

량가로 정착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조선후기 사

묘건축의 지붕형태에 있어 팔작지붕의 일반적 사용에 대

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민족정신 말

살정책으로, 이러한 사묘건축도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현재 각 자방자치단체는 훼철되어 없어진 사묘들을 발굴

하여 복원하고 있다. 그러나 복원계획과정에서 발굴에

따른 고증된 복원보다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시급한 복원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정면 3칸 ×

2) 민제성, 조선후기 왕릉재실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통건축

연구 통권 제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1.06, p.114

3) 민제성, 앞의 논문,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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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2칸의 맛배지붕으로 된 사당건축을 모형으로 복원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발굴과 발굴

도면의 작성,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고증을 바탕으

로 한 복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2.2. 악․해․독의 인문고찰

통일신라 때의 국가 제사는 전국의 명산과 대천을 대

사, 중사, 소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중사

(中祀)는 5악, 4진, 4독으로 구성되었으며, 웅천하(熊川

河)는 4독 가운데 서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는 백제

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의 경

우 사전(祀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조선시대의 방식과

내용적으로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경우, 1414년(태종 14)에 제정된 산천 제사

제도에 의하면 중사(中祀) 13처 가운데 웅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웅진단에서의 제사는 국가적 사전(祀典)의 일환

으로 이루어졌다.『세종실록(世宗實錄)』에 따르면 악

(嶽), 해(海), 독(瀆) 및 명산대천에 대한 제사는 중춘(仲

春)과 중추(仲秋) 상순에 연 2회 정기적으로 거행되었다

고 한다.4)

통일신라와 고려에 이은 조선시대 악·해·독에 대한 치

제(致祭)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481)』에 잘

나타나 있다. 악은 남악(南嶽)-남원(南原) 지리산(智異

山), 중악(中嶽)-삼각산(三角山), 서악(西嶽)-개성(開城)

송악(松嶽), 북악(北嶽)-정평(定平) 비백산(鼻白山)이고,

바다는 동해(東海)-양양(襄陽), 남해(南海)-나주(羅州),

서해(西海)-풍천(豊川)이며, 독은 남(南)-공주(公州) 웅진

(熊津)과 양산(梁山) 가야진(伽倻津), 중(中)-한강(漢江),

서(西)-장단(長湍) 덕진(德津)과 평양(平壤) 평양강(平壤

江), 의주(義州) 압록강(鴨綠江), 북(北)-경원(慶源) 두만

강(豆滿江)으로 되어 있다.

<그림 1> 팔도총도(16세기) - 4악, 3해, 7독

4) 디지털공주문화대전, 웅진사 터

2.3. 중사규모의 악․해․독 사묘건축 사례

악․해․독의 전통신앙의 사묘건축은 일제강점기에 일

제의 한민족 사상을 말살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 폐철되

었다. 현재 옛 건축이 남아 있는 것은 계룡의 중악단과

양산의 가야진사이다. 현재 지리산의 남악사, 영암의 남

해신사, 양양의 동해신사, 공주의 웅신사는 복원이 되었

는데, 남악사는 온당리에 원래 터가 있었으나 화엄사에

새로 지었으며, 공주의 웅신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웅진단터에서 남서 200M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성의

문화재적 가치로 인하여 사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사규모의 악․해․독의 사례는 기존의 건물이 남아

있는 중악단과 가야진사, 그리고 실제 위치에 사당을 복

원한 남해신사와 동해묘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규

모는 대부분의 사당건축에서 보이는 3칸의 5량의 구성인

데 반하여, 가야진사는 1칸으로 되어 있어 중사의 규모

로서 사당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계룡의 중악단은 다른 사례의 사당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팔작지붕의 지붕형태, 사찰 불전에서 많이 보이는

정면3칸과 측면3칸의 평면 공간구성, 일반적인 사당에서

보이는 익공의 공포의장이 아닌 다포의 구성, 용장식과

잡상, 토수 등 궁궐건축에서 사용된 장식의 사용 등이

특징이다. 이는 중악단이 계룡산 신원사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불교건축의 영향을 받았고, 중악단이 조선말기

왕실의 지원에 의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궁궐건축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중악단에서 보이는 또 다

른 특징은 중문간채와 대문간채에 있는데, 이는 남해신

사의 발굴에서 보이는 평면구성과 매우 흡사하다. 이와

같은 평면구성의 원인으로는 중악단과 남해신사의 위치

가 읍내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

기 위한 인근 수령들이 기거하는 공간일 가능성이 농후

하다. 남해신사와 동해묘, 그리고 가야진사는 전형적인

유교식의 평면구성과 지붕형태, 장식을 보이고 있다.

대상

분류

중악단 남해신사 동해묘 가야진사

지역 중악 남해 동해 남독

위치 충남 공주시 계룡 전남 영암군 시종 강원 양양 경남 양산시 원동

시기 1876 2001복원 1993복원
1708년

(1965년이건)

규모 3×3 3×1.5 3×2 1×1

구조 5량 5량 5량 3량

지붕 팔작 맛배 맛배 맛배

공포 다포 1출목 2익공 초익공 초익공

장식성 강함(불교,궁궐) 약함(유교식) 약함(유교식) 약함(유교식)

발굴 현존 1998년 × 2010년

문간채 대․중문간채 대․중문간채 신문(삼문) 신문(삼문)

부속채 × 부속채 발굴 동․서재, 전사청 용산재

문화재 보물 1293호 전라남도 97호 강원도 73호 경상남도 7호

<표 3> 중사규모의 악․해․독 사묘건축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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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제소(熊津祭所) 웅진제단(熊津祭壇) 제단(祭壇)

해동지도 여지도 지승 호서전도 충청도읍지 1872년지도 광여도 공산지

<표 4> 고지도를 통해 본 웅진단의 명칭

3. 웅진단의 인문사항과 발굴현황

3.1. 웅진단의 인문사항

백제시대에는 곰나루에서 제의가 행해졌는데, 백제 멸

망 이후 통일신라 때에는 서독(西瀆), 고려시대와 조선시

대에는 웅진연소(熊津衍所), 이후 웅진사(熊津祠)로 변천

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에 이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

地勝覽, 1530)』에서는 공주의 사묘에 대하여 자세히 표

현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웅진원(熊津院)은 웅

진 언덕에 있다. 사묘 사직단(社稷壇)은 주 서쪽에 있다.

문묘(文廟)는 향교에 있다. 성황사(城隍祠)는 공산(公山)

에 있다. 계룡산사(鷄龍山祠)는 계룡산 남쪽에 있다. 신

라 때에 오악(五岳)에 견주어 중사(中祀)로 기록되어 있

는데, 본조(本朝)에서는 명산이라 하여 소사(小祀)로 정

하여 매년 봄·가을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서 제사

하게 한다. 웅진사(熊津祠)는 웅진 남쪽 기슭에 있다. 신

라 때에는 서독(西瀆)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조에서는

남독(南瀆)으로 삼고, 중사(中祀)로 정하여 봄·가을에 향

과 축문을 내려서 제사하게 한다. 여단(厲壇)은 주 북쪽

에 있다. 고적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대명일통지(大明

一統志)에, “웅진은 옛날 백제국의 바다 어구에 있는데,

당(唐) 나라에서 이곳에 도독부(都督府)를 두었다.” 라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웅진단에 대한 기사는, 태종 13

년 10월 5일 “내시를 보내어 계룡산 신과 웅진의 신에게

제사하다”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여러 기록이 있다.5)

3.2. 웅진단의 명칭

웅진단의 명칭은 웅진사(熊津祠), 웅진단(熊津壇), 웅진

제소(熊津祭所), 웅진제단(熊津祭壇)으로 표기되었다. 웅

진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웅진제소는 해동지도의

공주목, 여지도의 2책 3열, 지승(地乘)의 공주목 (公州

牧), 호서전도 공주목에서 총 4회 표기 되었다. 웅진제단

은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그리고 1872년 지방도의 공주

5) 웅진단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태종 13년 10월 5일(신해),

태종 14년 8월 21일(신유), 세종 19년 3월 13일(계묘), 세종29년 2

월 13일(을사), 세조2년 3월 28일(정유), 성종25년 12월 23일(무인),

중종11년 4월 17일(무진), 인조 12년 5월 5일(경인)로 총 8편의 기

사가 있다.

목지도에서 총 3회의 표기가 되었다. 광여도와 호서도에

는 제소, 공주목 공산지와 충청좌우도도회아사세지도(忠

淸左右道都會衙舍細地圖)에서는 웅진단을 제단으로 표기

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웅진단의 사용명칭을 고찰한 결과 웅진제소와

웅진제단의 명칭 사용이 가장 많았으나, 이는 지도상의

상징적인인 표기일 가능성6)이 있다. 문헌적 표현을 따르

는 것이 타당하며, 사묘건축에서의 편액은 보통 사(祠),

묘(廟), 당(堂), 단(壇)의 표현이 일반적이므로, 웅진사(熊

津祠) 또는 웅진단(熊津壇)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진다.

3.3. 웅진단의 발굴현황

2011년 9월부터 실시한 웅진단의 발굴조사는 기존 단

(壇)으로만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

다. 현재 발굴 위치의 남쪽에 있는 웅신단(곰사당)의 경

우 그 위치와 존재의 불확신성으로 인하여, 웅진단의 발

굴은 기존의 정확한 웅진단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조사라 할 수 있다.

발굴지는 곰사당으로부터 북동쪽으로 200여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향을 하고 있는 기와건물지

웅진단 조사지역도 건물지 발굴현황

<표 5> 웅진단의 조사지역과 발굴현황사진

6) 남해신사의 경우에도, 1872년지도에서는 용당으로 표기되었으며,

가야진의 경우 해동지도에서는 伽倻津壇,, 광여도, 비변사印방안지

도에서는 伽倻津祭壇이 표시되어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伽倻津祠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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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기별 건물지 발굴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작도)

1동과 담장이 발굴되었다. 건물의 소실원인은 화재이며,

부분적인 축소·확대 등의 흔적이 나타났으며, 여러 차례

개·보수의 모습도 보였다.

건물지의 조성시기는 조선초기에서 후기사이로, 총 5

시기로 나타났는데, 1차시기는 기단석렬과 추정적심1기,

그리고 담장석렬이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유구가 발견된 것은 2차시기로 동·북·서

면의 담장석렬과 적심 8기가 나타났다. 특히 적심은 남

북의 장방형7)으로 규모는 150～170㎝×240～316㎝이며,

크고 작은 할석을 2층으로 구축하였다. 장방형적심에 두

개의 초석을 올렸으며, 이는 퇴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장방형적심을 통해 추정하는 건물의 규모

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3차시기의 유구는 장방형적심 6기, 원형적심 1기, 담장

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장방형 적심은 2시기의 것을 재

활용하여 규모를 크게 하였는데, 원형적심의 경우 북쪽

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화재이후 건물을 축소하여 재

건하면서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담장석렬의 경우도

적심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축소와 함께 보강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4차시기 관련유구는 심방석렬과 담장석렬, 5차시기는

적심의 흔적만 확인되었다.8)

4. 웅진단의 유구분석과 평면구성

7) 장방형적심이 조사된 사례로는 경복궁 소주방지(內燒廚房址본채건

물지, 福會堂址본채건물지)와 서산 해미읍성(제 26건물지)이 있다.

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공주 고마나루 웅신단발굴조사 개략보고

서, 2011.11, pp.9-10

4.1. 발굴의 유구분석

웅진단의 발굴을 통한 유구는 총 5시기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시기 중 특히 2차시기와 3차시기의 유구

의 변화가 눈에 띈다. 각 시기별 유구의 특징을 간단하

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1차시기 : 가장 초기의 유구로 발견된 흔적이 적어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단석렬이 2시기의 장적심과

간섭이 있는 것을 보면 초기에 작은 규모의 사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북쪽의 동쪽 2번째 장적심에 간섭이 되

어있는 원형 적심은 목조건축이었음 보여준다.

- 2차시기 : 6기의 장적심(가로 150～170㎝×세로 24

0～316㎝)과 동, 서, 북의 담장지(너비 약 60～110㎝)가

나타났다. 남과 북의 장적심에 전퇴와 후퇴의 2열 초석

이 놓이게 되는 정면 3칸×측면 3칸 규모의 사당임을 알

수 있다. 동쪽 담장지 하단에 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다. 화재로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차시기 : 2차시기의 북쪽 장적심을 모두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원형적심을 놓아 중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3칸×측면 2칸의 2차시기보다 적은 규모의 사당임을

알 수 있다. 규모의 축소에 따라 담장도 2차시기보다 남

쪽에 배치되어 있다. 일제시대에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 4차시기 : 3차시기보다 축소된 규모이다. 초석 적심

이 1기 보이나, 3차시기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사당위치에 새로운 건조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 5차시기 : 훼손된 이후 묘지 등 발굴 이전의 상태이다.

전체 발굴도면 1차시기 2차시기

3차시기 4차시기 5차시기

<표 6> 각 시기별 발굴도면의 분류(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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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획용척

발굴된 유적의 분석과 복원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용된 용척이다. 웅진단은 통일신라에 이어, 고

려, 조선,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하였던 사묘이다.

특히 발굴에서 2차시기와 3차시기의 건물지가 서로 다르

게 나타났는데, 2차시기와 3차시기의 경계에서 분청사기

가 발견되었음을 볼 때, 2차시기의 건물지는 고려시대에

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차시기의 용척은 고려시대에서 조선

시대 초기인 세종 12년(1430년)까지 사용된 32.21㎝를 사

용하고자 한다.

3차시기의 건물지의 경우 조선중기이후의 건물일 가능

성9)이 높다. 2차시기의 화재로 인한 3차시기의 중건은

그 원인이 임진왜란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임진왜

란시 대부분의 사묘건축이 전소되었음을 볼 때, 웅진단

도 그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12년 이후에 주로 사용되었던 31.22㎝를 사용하고

자 한다. 다만, 3차시기가 조선초기일 가능성을 대비하여

32.21㎝의 용척 또한 검토하고자 한다.

4.3. 웅진단의 규모와 평면형태

웅진단 발굴도면을 통하여 규모와 평면형태를 분석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시

기별 도면의 분류, 각 시기에 따른 영조척 선정, 영조척

을 Module로 하여 만든 Grid를 이용한 초석의 위치 추

정(CAD Data와 이미지를 이용한 비교), 초석 배열을 통

한 건물규모 산정, 규모와 평면형태 그리고, 배치 공간

구성분석의 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구의 분포와 형태가 비교적 상세하게

표출된 2차시기와 3차시기의 건축규모와 형태를 추정하

고자 하였다.

(1) 2차시기 웅진단 건축의 규모와 평면형태

가. 규모산정 과정

2차시기의 규모와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초석의

배치를 위해 분류된 2차시기 발굴 CAD Data를 조정하였

다. 장적심 1열과 2열의 행과 열을 맞추지 못하면 초석열

이 자오선으로 놓지 못하기 때문에, Grid를 올리기 전 남

북의 장적심 위치조정을 우선 시행하였다. 다음, 2차시기

만을 추출한 Cad Data위에 1430년 이전의 용척인 32.21

㎝의 Grid를 올렸다.(<표 7> 순서1) 초석의 위치를 잡기

위해 건축용도에 맞는 초석간격을 참고하여 배치하였는

데, 가장 적절한 초석 위치를 찾기 위해, 발굴이미지와

CAD Data와의 비교분석도 동시에 시행하였다.(순서2) 확

인된 초석의 위치와 담장, 그리고 추정 문지에 대한 위치

9) 웅진단에 묘사된 각종 지도를 보면, 정면 3칸 규모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와 규모 또한 용척 Gri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순서3)

초석의 위치가 확인된 후, 초석의 간격, 즉 간사이 치

수를 통하여 규모를 산정하였는데, 분석결과 규모는 정

면 6.44m(20尺)×측면 5.473m(17尺)로 35.25㎡(10.68坪)로

나타났다(순서4). 기단은 정면 1.288m(4尺), 좌측면․우측

면․배면은 0.966m(3尺)의 규모인데, 배면의 경우 북쪽

담장과 간섭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순서5) 이는

담장지의 성격과 기단 계획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건물의 규모를 볼 때, 건물의 지붕은 조

선 초기 사묘건축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정면과 측면의

비가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에 구축하기 유리한 팔작지붕

이 가장 유력한 지붕형태라 할 수 있다.10)

나. 문간채와 우물의 존재유무

웅진단의 발굴결과 정문에 대한 어떠한 유구도 발견되

지 않았다. 아마 일제강점기 훼철이후 민간시설과 묘가

들어서면서 유실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문존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묘는 유교건축으로 좌우대칭과 위

계, 그리고 정면성의 강조가 그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건축의 정문을 삼문으로 만들어 위계를 높이게 하는

것이다. 정문의 규모는 두 가지로 가설될 수 있다. 문간

채구성과 담장으로 된 솟을대문이다. 첫 번째, 문간채의

구성은 가장 설득력이 있다. 현재 남아있거나 복원된 사

례 중, 남해신사와 중악단에서 2중으로 된 문간채가 있기

때문이다. 발굴도를 보면, 동·서담장지가 남쪽으로 길게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간채의 존재를 말해준다

1 2 3

4 5

<표 7> 2차시기 건축 규모 산정

10) 김상태·장헌덕, 남해신사 기본계획에 따른 신당건축 고찰, 문화재

제42권 제2호, 2009, pp.8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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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3차시기 건축 규모 산정

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담장으로 된 솟을대문이다.

이는 다른 사례 등에서 문간채의 용도가 사묘지역이 읍

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변지역의 고위관리가 머무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또한 제기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

용했던 것을 볼 때, 공주는 웅진단과 읍치가 가까이 있어

문간채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2차시기의 또 다른 특징으로 동쪽 담장지 하단

에 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는데, 이는 동쪽 하단의 장

적심으로부터 3.22m(10尺)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웅

진단 동쪽에 고직사가 위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

며, 복원 및 정비계획을 통한 복원공사 시 반드시 주변발

굴을 통하여 그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물지에 대한 발굴이다. 악·독·해 등 사

묘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축유구는 우물지이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새벽에 정한수의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사묘주변에 깨끗한 우물지가 위치한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11)

(2) 3차시기 웅진단 건축의 규모와 평면형태

3차시기 초석열의 배치에 의한 평면규모의 산정방식은

2차시기의 Grid를 이용한 방법과 일치한다. 1340년 이전

의 용척인 32.21㎝와 이후의 31.22㎝ 용척을 기준으로 두

용척의 Grid를 CAD Data위에 놓아, 장적심안의 전면 퇴

칸 초석배열과 후면의 단위 원형적심 및 동측 2기의 장

11) 남해신사 또한 우물지가 발견되었는데, 바닷가인데 불구하고 민물의 우

물이 나왔다. 그러나 복원공사 시 우물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적심안의 초석배열과의 배치비교를 통하여 초석의 적정

배치를 구성하였다(순서1, 2, 5, 6). <표 8>은 두 용척을

기준으로 한 규모산정의 과정을 통한 결과이다. 두 용척

모두 척도에 의한 규모는 정면 21尺×측면 13尺이었다.

정면은 3칸으로 각 7尺이며, 측면은 전퇴가 5칸, 내진이

8척이었다.(순서4, 8) 다만, 1340년 이전의 평면의 규모는

6.762m×4.186m로 면적은 28.31㎡(8.58坪)이다.(순서3) 2차

시기보다 2.1평이나 적은 규모이다. 사용 용척이 32.21㎝

인 점을 보면, 화재이후 20%나 적은 규모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다른

건축과의 상관관계속에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임진왜란을 통한 관아관련 건

축의 복구와 맞물려 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임진왜란 이후 관아건축의 복구는 규모의 축소와 함께,

구조의 간략화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단의 규모

는 전․후면 4尺(1.288m), 측면 3尺(0.966m)의 규모로 산

정하었다.

1340년 이후의 평면규모는 6.552m×4.056m로, 면적은

26.57㎡(8.05坪)이다.(순서7) 32.21㎝의 용척기준 산정보다

반평의 차이가 났다. 기단의 경우 전면 5尺(1.56m), 배면

과 측면은 3尺(0.936m)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용척이 작

아짐에 따라, 1340년 이전의 경우보다 장적심과 원형적

심에 일치되는 초석의 배열 차이에 의해 생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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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웅진단 발굴에 따른 사당의 평

면구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중사규모의 사묘건축인 악․해․독의 사당은 명

산대천에 대한 치제를 하는 공간으로 조선시대 유교건축

의 기본 칸수인 정면3칸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사당건축

으로서의 규범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계룡의 중악단은

불교사원안에 있는 조건으로 인하여 불교건축의 건축형

태와 의장수법이 보이고 있으며, 왕실관련 시설로 궁궐

의 의장수법 또한 보이고 있다.

둘째, 웅진단의 발굴결과 현재의 모습이전에 총 4차에

걸친 건축배치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2차시기와

3차시기에 특징적인 유구의 변화를 보여 웅진단의 활발

한 조영시기라고 판단된다.

셋째, 2차시기의 사당의 공간구성은 정면3칸×측면3칸

의 규모로, 같은 시기의 유구열에서 분청사기가 발견되

어 고려에서 조선초기에 이르는 시기임을 알 수 있었으

며, 당시의 용척인 32.21㎝로 Grid를 이용하여 장적심위

에 초석을 배열한 결과 정면 20척×측면 17척의 규모였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배면 기단과 담장이 서로 교차

하게 발굴되어 차후 정밀한 2차 발굴 및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보인다.

넷째, 3차시기의 사당건축의 공간구성을 분석하기 위

한 전제조건은 적용된 용척의 결정이다. 2차시기보다 규

모가 작게 중건되었으며, 2차시기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

되었던 것을 보면, 중건시기를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430년 이전의 용척사용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430년대 이전 용척인

32.21㎝와 그 이후의 용척인 31.22㎝의 두 용척을 사용하

여 Grid법을 이용한 적정 공간규모를 산정하였다. 두 용

척의 길이차가 적은 결과로 인하여, 규모는 두 용척 모

두 정면 21척×측면 13척의 규모로 정면 칸사이가 모두 7

척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측면의 경우 또한

전퇴 5척×내진 8척으로 전형적인 전퇴구성의 사당건축의

평면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부속건물지의 유무에 있어 담장을 제외한 정

문의 건물지가 발굴되지 않았다. 이는 일제강점기 훼철

에 이은 묘지조성 시 교란되었기 때문이다. 웅진단의 정

문지에 대한 추정은 두 가지로, 중악단과 남해신사의 사

례와 같이 중문간채와 대문간채의 구성과 동해묘와 가야

진사와 같이 삼문만이 존재하는 구성이다. 웅진단의 경

우 동해묘와 가야진사와 같이 삼문구성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웅진단의 위치가 읍치와 가까운 곳에 입지했기 때

문에 치제를 주제하기 위한 수령이 사당 부속채에 기거

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웅진단의 2차시

기에 건물지의 동남편에 작은 문지가 발굴되었는데, 인

근에 고직사 존재의 추정 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웅진단의 건축규모가 발굴현황과 차이가 있음을 보

여준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웅진단의 복원계획을 위하여

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한 2차 발굴이 필요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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