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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lguksa Temple, a typical temple of Silla was lost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there are records of reconstructing

in its record, Bulguksa Sajeok. There is no record after that. And reconstructing was stopped due to lack of money and repair

works were conducted for two times in Japanese colonial era. First repair work was from 1989 to 1919 and second repair

work was conducted from 1922 to 1925. After Liberation, Bulguksa Temple Restor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1969

and the construction has started since 1970 after excavation investigation to complete in 1973.3)

The shape of south arcade without walls in the main temple of Bulguksa was found in a blue print of Bulguksa in Japanese

colonial era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now and a picture of Bulguksa in 1902 taken by Sekino Tadashi. It ver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Gupumyeonji which was discovered in restoration work in 1970s and a legend of Muyoungtap. And a

stair from the hall of Paradise to the main temple was introduced as a stair including Pure Land Buddhism doctrine in many

literature materials, but a blue print of Bulguksa in Japanese colonial era and reports of excavation investigation in 1970s

verified that it was a temporary stair built by Japan and its meaning was given later. This research checked the scenery of

Bulguksa Temple before Japanese colonial era and it is intended for basic data to conduct restoration or reconstruction projec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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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불국사(佛國寺)는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임진왜란으로 완전 소실된 이후 1805년까지 중수와 중건을 거듭하였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가 재정상태가 어려워지면서 불국사의 중수는 중단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한 수리공사가 

크게 2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되었다. 해방이후, 1969년 불국사 복원위원회가 설립되고 발굴조사 후 197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1973년에 준공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불국사의 일제강점기 건축도면과 1902년 불국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의 자료, 1973년에 발간된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이후의 불국사의 경관의 변화를 확인하여 향후 복원이나 재정비 사업의 진행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국사는 19세기 초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그 후 사세가 약해졌고 그 후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우월함을 표출하려는 무분별한 수리공사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자료와 연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경관 변화가 있었다. 둘째, 구품연지(九品蓮池)는 고문헌에서 구품연지의 의미와 영지(影池)의 기능이 함께 언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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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그 명칭을 확정할 수 없고 실제로 발굴조사된 위치가 극락전이 아닌 대웅전 아래 공간이었기 때문에 구품연지의 교리적 

의미와 발굴위치가 맞지 않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다. 구품연지는 창건초기부터 영지(影池)로서 역할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며 

불국사의 사세가 약해짐에 따라 연지(蓮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극락전의 존재와 교리상 알맞은 구품연지(九品蓮池)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셋째, 대웅전 남회랑의 경관을 촬영한 1902년 세키노 타다시의 사진을 확인할 결과 당시 

남회랑의 벽체가 없었고 191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도면에서도 벽이 없는 회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970년대 복원공사 뒤의 남회랑의 모습과는 다른데 불국사의 전체적인 경관과 함께 탑이 비추면서 아래쪽 

지당이 영지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근거 자료였다. 넷째, 48계단은 계단 숫자와 관련하여 정토불교와 관련된 48대원, 16관법,

대웅전의 관점에서의 승가시 3도로로 해석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중인 일제강점기의 불국사 도면과 사진, 발굴조사자

료를 확인한 결과 원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48계단에 대한 올바른 스토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구품연지, 불국사, 영지, 회랑, 48계단

Ⅰ. 서론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景德王) 10년(751년) 김대성(金大城,

700-754)에 의해 창건된 여러 불교사상이 종합적으로 구현되

어 있는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임진왜란에 왜병의 방화로 

석탑과 석교 등을 제외한 2,000여칸의 전각이 모두 전소 되었

고 불국사의 재건은 임진왜란 종전 직후부터 시작되어 약 100

여년 만인 1659년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다[1]. 또한 사적 제502

호로 지정 되어있고 1995년 12월에는 석굴암과 함께 그 중요성

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하지만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일신라시대 당시의 불국사 원형경관을 찾

기 힘들고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1969년에 시작되어 1973년에 준공된 불

국사복원공사는 상부가구의 추정복원, 짧은 복원설계 시간, 대

상 건물들의 복원시기 설정1), 건물양식의 혼재, 현존건물의 임

의개조, 측면으로 우회하는 진입로의 개설로 인한 경관의 변형,

고대 평면과 후대가구의 불일치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

다[2]. 물론 이러한 복원사업이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에 의

해 완공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다[3]. 하지만 복원은 문화

재보존을 목표로 하는 행위이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원형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추정에 의한 복원이 될 가능성이 많고 

건축유구를 통하여 후손들의 건축적 상상력을 제한하고 과거

의 건축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전달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복원작업의 착수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2].

불국사와 관련된 조경사와 건축사 분야의 연구는 다수가 있

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대웅전의 남회랑과 구품

연지, 계단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Hong(1994)은 불국사의 

연지에 대한 고찰에서 연지의 위치와 형태, 석축기법, 기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영지(影池)와 구품연지(九品蓮池)와의 

복합적 기능을 제시하였다[4]. Choo(1997)는 영지의 목적으로 

조성된 구품연지가 연무효과를 연출하는 기법으로 설계되어 

이를 현대의 사찰이나 일상경관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5]. Kim et al.(2011)은 불국사 조영에 보이는 정토사상

의 요소로서 구품지(九品池)가 극락전에 속하며 정토와 예토

의 공간구분의 기준이었고 구품지에서 안양문-극락전-계단-대

웅전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상승구조로 해석하였다[6]. Joo

(2012)는 구품연지와 관련하여 남회랑의 복원 안으로 석난간

을 두른 석단의 형태를 제안하였다[7]. 계단과 관련된 유일한 

연구로 Yeom(2009)은 3도 16계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48서원

과 16관법의 의미 외에 대웅전 영역의 관점에서 도리천과 3도

로(道路)의 의미를 제시하였다[8]. 또한 Kim(1999)은 불국사

복원공사로 진행된 불전의 설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기하

고 연구결과의 지속적인 축적이 바탕이 된 신중한 복원이 필요

함을 언급하였다[2]. 본 연구를 통하여 일제강점기 이후의 불

국사 경관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복원

이나 재정비 사업의 진행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Ⅱ.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사진과 도면을 통해 변화과정의 확

인이 가능한 불국사 대웅전(大雄殿)의 남회랑(南回廊)의 변화

와 관련한 구품연지(九品蓮池)와의 의미관계, 극락전(極樂殿)

에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48계단의 진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Figure 1 참조). 연구방법은 첫째, 불국사의 창건당시 모습은 

석단, 석교 일부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이 없으므로 현재 국

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일제강점기의 건축도면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 시기에 남겨진 도면은 총 36매로, 1918년의 건축도

면이 18매이며, 1923년의 도면이 2매, 1924년의 도면이 16매이

다. 도면의 내용을 보면, 1918년의 도면은 청운교(靑雲橋)와 백

운교(白雲橋), 연화교(蓮花橋)와 칠보교(七寶橋), 그 주위의 

석축기단(石垣), 대웅전과 극락전의 기단을 수선하는 내용이

며, 1923년의 도면은 연화교와 칠보교의 보수도면이 1매, 범영

루(泛影樓)의 기단부를 수선하는 도면이 1매이다. 1924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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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다보탑(多寶塔)을 수선하는 도면이 6매 있으며, 나머지는 

10매는 대웅전과 극락전, 그 사이의 석축기단(石垣)을 수선하

는 도면이다[9]. 둘째, 경주지역의 불교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20세기 초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1902년 

6월 동경제국대학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는 62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경주 개성 서울 주변에 분포한 건축물을 중심

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8월 18일부터 

시작된 경주지역 조사에서는 불국사, 분황사 등의 불교유적지

들을 직접 다니면서 이와 관련된 유적유물들을 함께 조사하였

다. 당시 세키노 타다시의 조사성과물은 1904년에 발간한 「한

국건축조사보고(韓國建築調査報告)」[10]에 정리되어 있어 1976

년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발간된「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佛國寺復元工事報告書)」

[11]와 함께 비교 고찰하였다.

a: Ground Plan of Bulguksa

Temple in 1902

 b: Completed building drawing of

Bulguksa Temple in 1924(prediction)

c: Ground Plan of Bulguksa Temple in 2015

Figure 1. Building arrangement of Bulguksa Temple
a.[10], b.[9], c.[12][13]., Edited by researcher.

Ⅲ. 결과 및 고찰

1. 주요 시기별 불국사 경관변화의 개요

1) 일제강점기

조선 선조 26년(1593) 5월 임진왜란으로 2,000여 칸이 불탄 

이후 불국사는 선조 37년(1604) 무렵부터 복구와 중건이 시작

되어 순조 5년(1805)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국가적으로 또는 

승려들에 의하여 중수가 이루어졌다. 이후 불국사는 사세가 기

울어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1905

년경에 발생한 자하문 회랑의 붕괴와 1910년 경 무설전의 도괴

로 불국사의 주요 건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1919년에 실시하였

고 1924년경에는 전체적인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였다(Figure 1

참조). 이 기간 동안 사원전면의 석교, 석단 등의 복원, 다보탑

의 완전해체와 법당의 중수가 있었다. 또한 1934년과 1935년 

사이에는 대석축의 수리가 있었다[1].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세키노 타다시가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1902년 경주를 방문

하여 불국사의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조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는 1908년 동경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주요 조

선 문화재에 대한 실측작업을 하였고 일제강점기 초반의 문화

재 관련 공사의 기본 방향은 세키노 타다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불국사의 수리․복원 역시 그가 설정한 방향에 따른 것으로 파

악되는데,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경영을 일본인들에게 홍보하

기 위한 방안으로 석굴암과 불국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사업

을 착수하였다[14].

2) 제3, 4공화국 시기

1966년 9월 5일에 있었던 석가탑의 훼손사건2)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9월 7일에 문화재위원회가 발족되어 현장점검을 마

친 후 10월 13일 대책위원 3명의 입회하에 석가탑의 해체작업

이 이루어졌다. 이 때 2층 옥개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전신주

가 부러지면서 1층 옥개석과 기단 갑석, 3층 탑신석이 파손되

었지만 사리장엄구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

經) 등의 중요유물이 발견되었다[14]. 이후 1969년 5월 12일에 

호국정신의 함양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명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불국사의 복원공사가 시작되었다. 1969

년 8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64일간에 걸친 불국사 사지 발

굴조사가 실시되었고 1970년 1월 23일 설계안이 마련되어, 7월 

6일 복원고증위원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의 공사는 1970년 7월 29일  착공되어 1971년 5월 31일 

준공되었다. 구품연지는 1971년 3월 8일 제9차 불국사 복원 고

증위원회가 개최되고 구품연지의 발굴결과를 보고하였으나 불

국사 광장의 수목과 유구의 교란과 관람객 수용의 기능을 감안

하여 복원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후 재원의 마련이 어려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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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1972년 2월 1일에 회랑, 익랑, 경루의 공사가 시작되고 7월 30

일에 마무리되었다. 이후 주변 정비공사를 마치고 1973년 7월 

3일에 최종적으로 준공되었다[11](Figure 2 참조).

a: Panoramic View of Bulguksa Temple in 1969

b: Panoramic View of Bulguksa Temple in 1974

Figure 2. Panoramic View of Bulguksa Temple
a. [15](Control Number: CET0047565), b. [15](Control Number: CET

0054520)

2. 구품연지(九品蓮池)와 대웅전 남회랑(大雄殿 南

回廊)의 경관변화 

1) 발굴조사된 구품연지(九品蓮池)의 의문점

구품연지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 나오는 연못으로

서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사람이 3품 3생의 9단계별로 연대(蓮

臺)에 앉을 자리를 배치 받는데 이 9단계의 연지를 구품연지라 

한다[16]. 구품연지는 구품도(九品圖)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극락에 다시 태어날 때의 아홉 등급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중앙에 위치한 연지에서 극락왕생하는 중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3 참조). 현재 불국사의 구품연지로 언급되고 

있는 지당(池塘)은 1970년 10월의 발굴조사 결과, 청운교 남쪽

의 위치에서 통일신라시대 석축으로 확인된 동서 39.5m, 남북 

25.5m 깊이 2~3m인 타원형의 모습이 드러났다. 당시 발굴된 

지당의 고인 물에 석가탑이 비친 사진을 보고서에 싣기도 하였

다(Figure 5-f 참조). 하지만 유구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지 못

하고 많은 관광객의 유입, 예산의 부족, 수목의 제거부담, 인부 

감소, 기온 급강하 등의 이유로 다시 매몰하였다[11](Figure 4

참조).

Figure 3. Gupumteang Drawing of Donghwasa Temple in 1841
[17].

불국사 구품연지와 관련된 고문헌은 15세기 김시습(金時習,

1434~1493)의 시(詩) 「불국사(佛國寺)」3)와 1740년 승려 동

은(東隱)이 기록한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서 

연화․칠보교와 함께 구품연지(九品蓮池)가 주요 건물로 언급

되어 있고, 1798년(정조(正祖) 22년) ‘가경(嘉慶) 3年 무오(戊

午) 연못의 연잎을 뒤집다’ 라는 기록이 있다[11]. 초의선사(草

衣禪師, 1786~1866)가 1817년에 쓴 시(詩) 「불국사회고(佛國

寺懷古)」4), 추사 김정희의 시(詩) 「제초의불국사시후(題草

衣佛國寺詩後)」5), 오쿠다 야스시(奧田悌)가 1920년에 발간한 

「신라구도 경주지(新羅舊都 慶州誌)」의 부록인 「경주명승

시집(慶州名勝詩集)」에 포함되어 있는 이반계(李磻溪)6)의 

「불국사(佛國寺)」7)에서 ‘寺影池中見’ 구절, 1929년 8월 14일

자 동아일보에서 현진건 고도순례 8편8)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품연지’라는 단어는 먼저 「불국사고금창기」의 주요 건

물소개 부분[11]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또한 동 문헌의 “연못

의 연잎을 뒤집다”라는 기록[11]에서 연지임을 추정하여 1970

년에 발굴된 원지유적이 현재까지 구품연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김시습의 시에서 “높고 낮은 누각들 맑은 물에 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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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upumyeonji pond site in 1908 b: South Corridor of Daeungjeon Hall c: Half-round stone-pipe channel d: Gupumyeonji pond site

e: Excavation completed form f: Seokgatap Pagoda reflected on

Gupumyeonji Pond

g: Remains ichnography of

Gupumyeonji Pond

h: Beomyoungru Pavilion reflected on the

stone basin

Figure 4. Gupumyeonji Pond of Bulguksa Temple
a.[18], e․f․g.[11]

(高低樓閣映漣漪)”라는 부분[19]과 초의선사 시의 “승천교 밖

의 구련지에 칠보누대 아롱지고, 무영탑의 그림자를 보노라니 

아사녀가 와서 보는 듯 하구나(昇天橋外九蓮池 七寶樓臺水底

移 無影塔看還有影 阿斯來鑑到今疑)” 부분을 보면 연지(蓮池)

가 아닌 영지(影池)로서의 모습도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의선사의 시에서는 구련지로 불리고 있어 연지로 생각

될 수 있으나 칠보누대와 무영탑이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

로 보아 식물이 심겨져 있지 않은 영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문헌에서 구품연지와 영지의 기능이 함께 언급되어 있어 발

굴조사 된 불국사의 지당에 대한 명칭을 구품연지로 확정하기

에는 애매한 점이 있고 1970년 불국사복원공사 당시 일부에서 

연지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다는 전 문화재관리국 연구실장 

김정기 씨의 인터뷰가 있었다[20]. 또한 발굴조사 된 위치가 

극락전과 안양문 아래쪽이 아닌 대웅전, 자하문 아래쪽 공간이

었기 때문에 구품연지의 교리적 의미에 따른 위치에도 맞지 않

는 문제점이 있다(Figure 1 참조).

2) 일제강점기의 대웅전 남회랑(大雄殿南回廊)의 경관변화

현재 불국사의 벽체가 있는 회랑의 구조로는 탑이 비추지 않

으므로 영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데 회랑의 과거 구조와 

관련하여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1902년 일본인 건축학자 세키노 타다시(關野 貞)는 경주를 

찾아 불국사를 조사하였고 그 기록과 사진을 남겨 놓고 있

다. 그리하여 한일합방을 전후하여서는 불국사는 겨우 소수

의 승려가 있을 뿐 거의 공사(空寺)의 비운을 당하였다고 전

한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1910년에 이르는 사이에 무설전이 

도괴(倒壞)되었으며 사중의 석조물, 예컨대 다보탑의 석사자

나 석조부도(光學부도)가 일본으로 반출됨에 이르렀던 것이

다. 또 자하문에 연결되었던 전면의 낭무(廊廡)도 1905년경

에 붕괴되었다. 다만 오늘에 이르러 매우 애석한 것은 이때

의 중수에 관한 기록이나 사진 같은 것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사실이다[11].

이 기록을 통해 문화재관리국은 1902년의 사진자료를 존재

를 확인하였지만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모습의 회

랑을 남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2년에 촬영된 세키노 타

다시의 사진을 확인한 결과, 자하문과 범영루 사이의 벽체가 

없는 남회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Figure 5-a, 5-c 참조). 이 

사진은 불국사 최초의 사진기록으로서 뒤에 만들어진 조선고

적도보에서도 그대로 사용 되었다(Figure 5-b 참조). 또한 

1918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도면에서도 벽

이 없는 회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d, 5-e 참

조). 이는 1905년에 회랑이 붕괴되고 수리공사를 위해 복원설

계도를 작성한 것으로 회랑에 벽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설계한 

것으로 추측되며 불국사의 지당이 탑영지(塔影池)인 근거자료

가 된다.

3) 대웅전 남회랑과 영지와의 관계검토

회랑의 벽체의 유무는 자하문 아래 지당이 앞서 언급한 여러 

고문헌에 영지로서의 기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벽체

가 없다면 석가탑의 모습과 그 일대의 경관이 그대로 지당에 

비추게 되어 고문헌에서 언급된 경관이 그대로 연출되고 1970

년에 발굴된 지당은 구품연지가 아닌 영지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Figure 6 참조). 또한 한국사찰의 영지는 신라시대부터

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사찰의 주 진입공간에 위치하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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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cade in 1902

 

b: Facade in 1902(Joseongojuckdobo)

c: Jahamun Door, Corridor, Cheongungyo

Bridges in 1902

 
d: Building repair change drawing of Bulguksa Temple,

Gyeongju in 1918(prediction)

e: Building repair change drawing of Bul

guksa Temple in 1918(prediction)/

Corridor Section 18

Figure 5. Corridor of Bulguksa Temple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c.[10], b.[21], d․e.[9].

  

양은 타원형으로 알(卵)의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영지의 축조

는 석조(石造)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물의 투영을 위해 잔잔한 

수면을 유지해야하므로 물고기나 식물을 기르지 않고 잔잔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복류수(伏流水)로 입수한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종교적 상징인 불(佛,) 탑(塔), 산봉우리(山) 등을 끌어

들여 수면에 비추는 기능을 하는 인경법(引景法)을 사용한다

[22]. 이는 불국사의 지당의 특징과 모두 일치하는데 1970년 

10월의 발굴조사 결과에서 지당은 후대에 교란이 있었지만 축

조방식이 풍화된 사질 생토층을 인위적으로 깎고 길이 0.7~

1m에 달하는 거대한 암석으로 돌아가며 쌓은 것으로 이는 통

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축석방법이며 형태 또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다[11](Figure 4-g 참조). 또한 극락전 앞이 아닌 대

a: Ground Plan

 

b: A-A' Section

  

Figure 6. Relationship of South Corridor and Reflecting Pond

a.[14]. Edited by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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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전 앞쪽에 위치하여 주 출입동선 상에 위치하고 입수 방법도 

역시 잠류(潛流)기법을 이용하여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23](Figure 1, 4-c 참조). 발굴조사 당시 발굴 터의 

고인 물에 석가탑이 비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Figure

4-f참조). 문헌 및 사진, 도면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불

국사의 지당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역할이 바뀌어졌을 것

으로 보인다. 창건 때부터 지당은 탑을 비추는 자리에 위치하

고 식물을 심지 않아 영지로서 원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하

지만 점차 불국사의 사세가 약해지면서 관리를 하지 못하다가 

연(蓮)이 심겨진 이후 연지로 불리게 되었고 극락세계를 상징

하는 극락전, 연화교, 칠보교의 명칭으로 인해 그에 해당하는 

구품연지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극락전(極樂殿) 48계단(階段)의 경관변화

현재 대웅전 서쪽에 극락전의 뒤를 통하여 대웅전으로 올라

가는 3도 16계단의 소위 48계단이라 불리는 석계단이 있다

(Figure 7-a 참조). 이 계단은 불국사를 소개하는 아래의 인용

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계단의 총 합계 숫자와 관련하여 아

미타 48원을 상징하는 계단으로 해석되어 왔고 최근에는 아미

타 48원(阿彌陀 四十八願), 16관법(十六觀法)9)의 해석과 함께 

대웅전 영역의 관점에서 ‘승가시 3도로(僧迦尸 三道路)10)’로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 된 바 있다[8].

․  극락전에서 법화경의 영산불국을 상징하는 대웅전으로 통하

여 올라가는 길에는 3열을 지어 계단을 쌓았다. 그 각각은 

16계단이어서 모두 합하면 48계단이 된다. 이것은 곧 아미

타불의 48원을 상징한다[3].

․  대웅전 서편 회랑 북쪽에 문이 있고, 문밖에 거대한 층층다

리가 있어 극락전 동북편 마당으로 내려서게 되었다. 아주 

완만한 각도로 설치된 층계는 세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 

구역 층계가 16개씩이어서 합계 48개로 되었는데 이를 아미

타 48원을 상징하는 것이라 한다[24].

․  서원과 동원의 연결통로는 대웅전 서익랑 끝에 극락전과 연

결되는 석계단이다. 높이 21척(尺), 폭 12.7척인데 3칸으로 

된 석계에는 각 16계단의 계단석이 설치되어있어 총 48계단이 

된다. 이것은 곧 아미타불의 48원(願)을 상징한다 [25].

․  극락전 뒤쪽으로는 대웅전과 이어주는 3열의 돌계단이 각각 

16간으로 모두 48단을 이루고 있다. 이는 아미타여래가 48가

지 원을 내어 극락세계를 건립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26].

하지만 1970년의 대웅전 서회랑지 공사에서 이 계단의 치석

수법이 부자연스럽고 공간․조형상의 어색함이 느껴져 발굴조사

를 실시한 결과 적심석이 보이지 않았고 양회가 다량으로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며 아래와 같이 결론짓고 있다(Figure 7-e 참조).

․  이 결과 현존했던 석계단은 만일 당초에 이와 비슷한 계단이 

이곳에 있었으며 그 유구를 완전히 흔적도 남기지 않게 제거

한 뒤에 다시 그 자리에 만든 것이 아니면 일정(日政) 수리 

시에 편의적으로 신설한 계단이 틀림없다. 조사자의 견해로

서는 후자의 경우를 정확한 판단으로 생각했던 것이다[11].

오히려 48계단이 아니라 현재의 법화전지에서 무설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대웅전 서회랑지 북반부의 발굴조사 결

과에서 3칸에 걸친 대계단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Figure 7-f

참조). 이는 48계단이 일제강점기에 임의로 시공된 것임을 보

여주며 복원공사보고서에는 발견된 대계단지와 48계단의 연관

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아마도 일인(日人)들이 수리할 때 서회랑 북단에 주간(株間) 

3간(間)에 걸친 대계단의 흔적을 확인하여 편의상 필요했던 

신축계단에 이 사실을 반영시켜 약간의 복원적인 수법을 보

인 것이 아니였던가 생각되었다[11].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의 공사에서 이 대상지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1929년 

사진과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중인 일제강점기의 불국사 도면에

서 그 변화 모습을 현재의 모습과 비교,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 참조). Figure 8-b, 8-c, 8-d의 도면은 각각 1918년과 

1924년에 작성된 것으로 일제가 아직 공사를 하기 전의 모습이

다. 살펴보면 극락전과 대웅전 사이는 경사면으로 되어 있으나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고 이동할 수 있는 3, 4단의 계단과 경사

로가 보이지만 현재 48계단의 위치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후 

1924년 자료 Figure 8-e부터 Figure 8-h의 준공도를 끝으로 경

사지가 정리된 모습이 보이고 48계단이 새롭게 만들어진 모습

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1924년 자료인 Figure 8-d와 

Figure 8-e의 도면에서 큰 변화가 보이므로 계단이 만들어진 

시기는 1924년으로 추정된다. 준공 5년 후인 1929년의 모습이 

Figure 7-c 사진이다.

이처럼 1918년 일제수리 이전의 도면과 이후 1924년 도면을 

통해 일제가 임의로 경사면을 정비하면서 신축한 내용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현재 48계단은 원래의 경관이 아닐 것으로 판

단되고 이와 관련된 교리적 해석 또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앞으로 48계단이 관람동선에서 중요한 위치이므로 계

속 이용은 하겠지만 48대원과 16관법, 승가시 3도로와 같은 내

용 보다는 당시 사진이나 발굴내용에 근거하여 현재 경관에 대

한 올바른 스토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자료를 통하여 불국사의 경관요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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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irs between Daeungjeon Hall and Geungna

kjeon Hall in 2014

 
b: Stairs between Museuljeon Hall and Bubhwajeonji in

2014

 
c: Stairs between Daeungjeon Hall and

Geungnakjeon Hall in 1929

 

d: West Corridor part of Daeungjeon Hall in 1970
 
e: Stairs between Daeungjeon Hall and Geungnak

jeon Hall in 1970

 
f: Stairs between Museuljeon Hall and Bubhwa

jeonji in 1970

Figure 7. West Corridor of Daeungjeon Hall
c.[27], d․e․f.[11]

a: Building arrangement drawing of

Bulguksa Temple, Gyeongju in

2015

b: Measured drawing of Bulguksa

Temple, Gyeongju in 1918

(predicti on)

c: Building arrangement drawing of

Bulguksa Te mple, Gyeongju in

1918

d: Building arrangement drawing of

Bulguksa Temple, Gyeongju(21)

in 1924(prediction)

e: Building arrangement drawing of

Bulguksa Temple(1) in 1924

(prediction)

f: Building arrangement drawing of

Bulguksa Temple(2) in 1924

(prediction)

g: Building arrangement drawing of

Bulguksa Temple, Gyeongju(25)

in 1924

h: Completed building drawing of

Bulguksa Temple in 1924

(predicti on)

Figure 8. Architectural drawings of Bulguksa Temple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12], b-g.[9]. Edited by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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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고찰해보고자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국사는 19세기 초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그 후 사세

가 약해졌고 그 후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우월함을 표출하려는 

무분별한 수리공사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자료

와 연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경관 변화

가 있었다.

둘째, 구품연지는 고문헌에서 구품연지의 의미와 영지의 기

능이 함께 언급되어 있어 그 명칭을 구품연지로 확정할 수 없

고 실제로 발굴조사된 위치가 극락전이 아닌 대웅전 아래 공간

이었기 때문에 구품연지의 교리적 의미와 발굴위치가 맞지 않

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었다. 구품연지는 원래 창건초기에 영지

로 조영되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불국사의 사세가 약해짐에 따

라 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극락전, 안양문, 연화․칠보교

와 교리적 해석에 알맞은 구품연지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하

였다.

셋째, 대웅전 남회랑의 경관을 촬영한 1902년 세키노 타다시

의 사진을 확인할 결과 남회랑의 벽체가 없었고 1918년에 작성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강점기 도면에서도 벽이 없는 회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불국사의 전체적인 경관과 함

께 석가탑이 비추면서 아래쪽 지당이 탑영지로서의 기능을 했

다는 근거 자료이다.

넷째, 48계단은 계단 숫자와 관련하여 정토불교와 관련된 48

대원, 16관법, 대웅전의 관점에서의 승가시 3도로로 해석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관중인 일제강점기의 불국사 도면과 

사진, 발굴조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

어 앞으로 48계단에 대한 올바른 스토리를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대웅전 남회랑과 구품연지와의 관계, 48계

단에 한정하여 고찰한 관계로 일제강점기 불국사의 전체적인 

경관변화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고 다양한 모습이 담긴 사

진자료가 많지 않아 일부 문헌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후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고 발굴하면 

더욱 다양한 경관요소의 변화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신라왕경에 대한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이 시작되고 있

는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불국사의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주 1) 안양문(安養門)-강릉 임영관 삼문(江陵 臨瀛館 三門)의 고려말 

조선초 양식, 비로전(毘盧殿)-고려말 양식(복화반, 항아리형보전
돌), 관음전(觀音殿)-조선초기 양식, 회랑(回廊)-조선중기이후 
양식[2]

주 2) 도굴범에 의해 탑의 일부가 들어올려지고 파손되었다.(경향신문 
기사, 1966년 9월 14일자 5면)

주 3) 돌깎아 사다리 만들어 작은 못 누르니, 높고 낮은 누각들 맑은 
물에 비치네(斲石爲梯壓小池. 高低樓閣映漣漪.)

주 4) 승천교 밖의 구연지에 칠보누대 아롱지고(昇天橋外九蓮池 七寶

樓臺水底移)[28].

주 5) 연지의 다보탑이 법흥의 연대라서(蓮地寶塔法興年)[28].

주 6) 이반계(李磻溪)는 조선 중기 때의 사람으로 추정되는 남경희(南

景熙)가 지은 「여이반계용회양오동유내원(與李磻溪用晦養吾同

遊內院)」에 나온다. 이는 ‘이반계와 용회, 양오와 함께 내원사에
서 노닐다.’라는 뜻이다. 작자인 남경희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
나 제목에 이양오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초의 인물일 가
능성이 크다. 이양오는 경섬(慶暹)[1562~1620]이 1607년에 통신
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다녀와서 그 견문을 적은 『해사록』
에 경섬을 전별(餞別)한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나오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이반계 또한 17세기의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29].

주 7) 佛老千年國 客來八月時 山高秋色早 樓廻夕陽遲 寺影池中見 人功

石上知 羅麗俱寂寞 梵字莫言衰[30]

주 8) 동아일보 1929년 8월 14일 기사.

황홀한 광경 : 층층상하에는 손잡이 돌이 우뚝우뚝 서고 쇠사슬
인지 은사슬인지 둘러꾸민 흔적이 아직도 남았다. 귀인이 절을 
찾을때엔 저편 못가에 내려 그림배를 타고 들어와 다시 보교를 
타고 이 돌층층대를 지나 절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단다. 넓은 
못에 연꽃이 만발한데 다리밑으로 돌아드는 맑은 흐름엔 으리으
리한 누각과 석불의 그림자가 용의 모양으로 그리고 그 위로 소
리없이 떠나가는 그림배! 나는 당년의 광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스스로 황홀하였다. 활동사진에서 본 물의 도시 베니스의 달빛 
긴 바닷가에 그림배를 서어가는 청춘남녀의 광경이 서언하게 나
타난다.

주 9) 불교에서 극락왕생(極樂往生)을 위하여 극락세계를 관상(觀想)

하는 관법. ①해를 생각하는 관(日想觀), ②물을 생각하는 관(水

想觀), ③땅을 생각하는 관(地想觀), ④나무를 생각하는 관(寶樹

觀), ⑤연못의 물을 생각하는 관(寶池觀), ⑥누각을 생각하는 관
(寶樓觀), ⑦연화좌(蓮華座)를 생각하는 관(華座觀), ⑧형상을 
생각하는 관(像觀), ⑨몸을 보는 관(眞身觀), ⑩관세음보살을 생
각하는 관(觀音觀), ⑪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관(勢至觀), ⑫두
루 생각하는 관(普觀), ⑬여러가지를 생각하는 관(雜想觀), ⑭상
배에 나는 관(上輩觀), ⑮중배에 나는 관(中輩觀), ⑯하배에 나
는 관(下輩觀)

주 10) 붓다는 기원정사에서 제석천의 권유로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
으로 올라 3개월 동안 선법강당에서 설법을 한다. 그리고 마지
막 7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제석천에게 신통을 사용하지 않는 지
상으로의 하강의도를 피력하고 도리천에서 지상인 승가시에 이
르는 보배계단이 제석천의 주도로 화작(化作)되게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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