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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이 북한산이라는 문화 영역에서 갖는 의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북한산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불교문화가 성행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사찰이 건립된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다. 조

선 후기 북한산 승영사찰(僧營寺刹)의 건립은 기본적으로 신앙 기도처로서 사찰의 기능을 가졌지만 북한산성 축성이 중

요 배경으로 작용한 만큼 북한산의 지정학적 위치, 교통로, 관방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이 매우 주목되는 

북한산 불교문화의 특징이다.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석조부도, 석탑, 마애불, 석불, 탑비(석비), 석등, 당간지주, 마애사리탑 

등으로 구분되는데 비교적 다양한 유형이 남아 있다. 시대별 특징은 신라 불교미술이 경기지역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

주며 고려 전기와 조선 후기에 석조미술이 가장 많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부터 북한산 일원 사찰은 왕실 원찰

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북한산성 축성이 불교 석조미술 증가에 가장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

였다. 분포 현황을 보면 통일신라 석조미술은 남쪽에서부터 등장하며 고려 전기까지는 북한산 서쪽에 주로 조성되었다.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는 북한산 동쪽지역에 다수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에 한강을 이용해 서해안 

방향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신라의 군사적 목적과 조선 후기 북한산성 축성에 따른 도성 방어 목적으로 변화하면서 북한

산의 중심 사찰도 변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은 불교 도입 이래 다양한 유형이 꾸준히 조성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새로운 도상

과 유형이 등장하고 사례가 많지 않은 특징적인 양식이 등장한다는 점,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 분사리 부도의 건립, 조선 

후기 불교신앙 흐름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와 가치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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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대부터 명산(名山)은 산신신앙, 산천제 등 산악신

앙과 연관이 깊었으며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불교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많은 사찰과 불교미술이 조성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명산에 불교와 관련된 유

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어

쩌면 명산으로서의 인문지리적 중요성이 불교유적 형성

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북한산은 불

교가 전래된 이래 신라, 고려, 조선까지 불교 신앙처로 중

요시되었고 그 결과 꾸준히 불상, 불화, 석탑, 부도 등 다

수의 불교미술이 조성되어왔다. 또한 북한산의 봉우리 

이름인 문수봉, 보현봉, 나한봉, 승가봉, 의상봉, 원효봉 

등은 불교와 관련된 이름으로 이 역시 북한산이 이 지역 

불교 신앙 중심지로 역사·지리적 중요성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산 일원에는 시대적 흐름과 다

양한 정치·사회적 사건 속에서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으

나 통일신라~고려 및 조선 초기까지의 대부분의 사찰은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북한산에 축조된 북한

산성은 북한산 일원의 사찰 건립과 운영에 큰 변화의 계

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존하는 북한산 일원 사

찰의 경우 북한산성의 축조와 관리를 위해 승영사찰(僧

營寺刹)로서 조선 후기에 중건되거나 건립되어 운영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산 내 사찰 건립은 불교 신앙 중

심지이자 북한산성 관리를 위한 승영사찰 건립 등 인문지

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북한산 내 사찰 건립은 건축, 불상, 공예, 회화, 

석조미술 등 다양한 불교미술의 조성도 가져왔으며 현재

는 대부분 고려와 조선시대의 것들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북한산의 불교유적에 대해서는 30여 년간 북

한산성의 축성과 승영사찰 창건과 중창에 큰 공적을 쌓

은 화엄사 승려 계파 성능(桂波 聖能)이 남긴 『북한지(北

漢誌)』(1745년)에 자세히 나와 있다.1 이 책에는 북한산성 

내에 건립된 10개 사찰(암자 2개 포함)의 위치와 창건주, 

규모 등을 소개하고 있어 현재 북한산성 내 사찰의 위치

와 연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본격적으로 북한산의 불교유적에 대한 연구는 1960

년대부터 단편적으로 개별 유적과 유물에 대한 조사가 있

어왔다.2 이후 1999년에는 북한산의 불교유적 지표조사

를 통해 북한산의 불적 현황과 불교미술에 대해 종합적으

로 정리되어3 북한산 불교유적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

는 데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서

울역사박물관에 의한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

고서에서는 그간의 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북한산 일원의 

불교유적을 정리하였다.4 2010년에는 문화재청·(재)불교

문화재연구소에서 전국 폐사지를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서울·경기 편에 북한산 일원의 사지에 대

해서도 정리된 바 있다.5 2016년 북한산성의 문헌, 사찰, 

민속, 지리, 풍수, 지명 등에 대한 연구논문집에서 북한산

성의 불교문화재에 대해서 정리되기도 하였다.6

북한산 불교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중흥사지, 삼

1 『北漢誌』에 기록된 사찰은 그 규모로 볼 때 100칸 이상과 그 이하의 사찰로 나누어볼 수 있고, 그 외에 30칸 이하 2개의 암자가 있었다. 100칸 이상의 사찰로 

보국사, 상운사, 서암사, 부왕사, 태고사 등이 있었고, 100칸 이하에는 용암사, 보광사, 원각사, 국녕사, 진국사가 있었다. 그리고 암자로 25칸의 봉성암, 10칸의 

원효암이 있었다(윤기엽, 2014, 「북한산성의 승영사찰 –사찰의 역할과 운영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5, 한국국학진흥원, p.499 각주 16 인용).

2 정명호, 1961, 「三川寺址 入口 磨崖如來像」 『미술사학연구』 10, 한국미술사학회, p.5; 최순우, 1965,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碑」 『美術資料』 10, 국립중앙박물

관, pp.15~18; 문명대, 1968.2, 「北漢山僧伽寺 石塔材」 『미술사학연구』 9, 한국미술사학회, p.380.

3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 1999, 『북한산의 불교유적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

4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Ⅱ』;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Ⅲ』.

5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韓國의 寺址』.

6 임남수, 2016, 「북한산성의 불교문화재」 『北漢山城 연구논문집』,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pp.35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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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지, 서암사지, 부왕사지 등 사지에서 주로 실시되었

다. 중흥사지는 1996년 1차 발굴조사를 실시7하여 대웅전

과 요사채가 복원되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팔도

도총섭 승영지와 만세루 주변에 대한 2, 3차 발굴조사를 

실시8하여 북한산성 축성 후 승영사찰로서의 위상과 면모

를 보여주는 학술자료를 확인하였다. 삼천사지(대지암지)

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대

지국사비 귀부를 덮었던 암괴를 제거하고 귀부 주변의 건

물지, 부도재, 석탑재, 비편 등을 찾아내는 등 그동안 부족

했던 고고학적·미술사적 성과를 확인하였다.9 서암사지는 

2006년에 대방지역에 대한 1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10 

2013년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 후기 인법당과 창고

시설 등 건물지 2동과 담장지 등을 확인하였다.11 부왕사지

는 2018년 사역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극락전

지, 만세루지, 승방 등의 건물지 6기와 축대 7기, 우물지 등

을 확인하였다.12 발굴조사가 실시된 사지들은 고려시대 삼

천사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선 후기 승영사찰로 북한

산 불교유적의 성격과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13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

대 이후 불교조각과 석조미술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에 대

한 연구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북한산 불교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14

지금까지 북한산 내 불교유적과 불교미술에 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사지, 불교조각, 석조미술 등에 대

한 현황 파악과 사지 또는 유물 중심의 개별적인 고찰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생각되나 북한산이라는 문화 영

역에서 갖는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석조미술

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이전이 어렵고 대부분 조성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북한산 일원 불교미술

의 시대별 추이와 전개과정을 살피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양식 분석 위주

로 시대적 특징을 파악하는 미술사적 방법을 기초로 하며 

문헌자료, 발굴조사 성과 등의 자료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선행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양식 및 시대별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39기를 연구대상으

로 선별하여 석조미술의 현황 및 양식 특징에 대해 고찰

하여 시대별 특징과 분포 상황이 의미하는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산의 인문지리적 환

경, 교통로 및 관방체계와 석조미술의 조성이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으로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의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서 고

찰해보고자 한다.

7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7, 『重興寺址 : 發掘調査 報告書』.

8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8, 『북한산 중흥사지 Ⅱ』.

9 서울역사박물관, 2011,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0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8, 『北漢山 西巖寺址 1』.

11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北漢山 西巖寺址 2』. 

12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8, 『고양 북한산 부왕사지 유적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3 북한산성이 축성된 후에 건립된 산성 내 10개 사찰은 모두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목적으로 조성된 승영사찰이었다. 승영사찰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연

구 참조. 윤기엽, 2014, 「북한산성의 승영사찰 –사찰의 역할과 운영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5, 한국국학진흥원, pp.493~533.

14 남동신, 2000, 「북한산 승가대사상과 승가신앙」 『서울학연구』 14, 서울학연구소, pp.5~48; 정지희, 2006, 「北漢山 西部지역 고려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191~212; 정지희, 2009, 「北漢山 三川寺址 大智國師碑 龜趺 硏究」 『강좌미술사』 32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51~73; 최성은, 

2009, 「慈氏閣의 불상과 화엄십찰 靑潭寺」 『강좌미술사』 32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23~49; 엄기표, 2011a, 「서울지역 佛敎文化의 展開 過程과 特徵 -石

造美術을 中心으로-」 『鄕土서울』 77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p.145~206; 이숙희, 2015, 「북한산 도선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인문과학연구』 20호, 덕

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49~74; 조태건, 2016, 「도선사 관음보살좌상을 통해 본 18세기 서울지역으로의 불상 이운 배경 : 북한산성 승영사찰 개창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2집, 불교미술사학회, pp.253~277; 정성권, 2017, 「여래형 복식착용 보살상의 등장과 전개 -청담사지 자씨각 보살상을 중심으로-」 

『東岳美術史學』 22호, 동악미술사학회, pp.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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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한산은 서울과 경기북부에 걸쳐 있는 산으로, 현재의 행정구역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동일한 문화 형성을 이뤄왔다고 여겨지므로 현재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논문의 서술과정에서 서울·경기지역이란 표현은 북한산 영역에 해당하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본 논문의 연구대상 범위를 북한산 일원으로 설정하였지만, 북한산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명확하게 행정구역으로 구분하

기도 어렵다. 다만 본 논문에서 설정한 북한산 일원은 도봉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이령길을 북쪽 한계로 설정하였으며, 남쪽은 장의사와 청담사까지로 설정

하였다. 그 이유는 도봉산은 조선 전기부터 많은 학자들이 도봉산을 유람하고 남긴 시문을 통해 북한산과는 다른 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담사가 세

워졌다는 부아악은 신라시대 사용하였던 삼각산, 즉 북한산의 다른 명칭이므로 청담사도 북한산 사찰로 포함하였다. 또한 장의사는 7세기 북한산주에 세운 사찰

로, 603년 신라와 고구려의 북한산성 전투 이후 604년 신라는 남천주를 폐지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설치하는데 위치는 북한산성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의사

가 북한산주에 세워진 사찰이라는 점과 현재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북한산 일원 사찰로 포함시켰다. 서쪽 경계는 은평구 불광동-진관동에서 송추로 이어지는 길

을 경계로 설정하였고, 동쪽 경계는 우이령을 기점으로 우이동-수유동-삼양동-정릉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경계로 설정하였다.

16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 불교 공인 이듬해인 385년 한산주(漢山州)에 사찰을 짓고 10명의 승려를 출가시켜 그 절에 머물게 했다는 기록(『三國遺事』 卷3, 興法 

難陀闢濟 條 “明年乙酉創佛寺於新都漢山州, 度僧十人, 此百濟佛法之始”)으로 볼 때 서울지역에는 이미 4세기 후반부터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당시의 사찰이 전형적인 가람의 면모는 갖추지 못했겠지만 백제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사찰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엄기표, 2006, 「일상에서

의 불교장식」 『불교의 나라 백제, 사비성』, 부여군·한국전통문화학교; 엄기표, 2011a, 앞의 논문, p.148 재인용).

17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譯註韓國古代金石文』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소, pp.68~74;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 1999, 앞의 보고

서, p.32, 71.

18 실제로 북한산에 석굴 또는 굴사(窟寺)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다수 남아 있는데, 승가사의 승가굴, 문수사 석굴 등이 대표적으로, 이를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

부터 북한산에 불교문화가 확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 『燕山君日記』 54권, 연산 10년 7월 17일 을사 조. “藏義寺佛令兩宗僧徒, 移之三角山內外寺, 竝黜僧空之”. 

『燕山君日記』 54권, 연산 10년 7월 29일 정사 조. “藏義寺佛, 令僧徒八月十五日前, 盡移他處。淨業院、安庵寺尼僧皆移接于韓致亨家, 內佛堂移于興天寺, 香林寺佛

移于檜巖寺”.

20 『燕山君日記』 61권, 연산 10년 7월 29일 경진 조. “撤去藏義寺, 於其基, 廣築花階, 栽各種花卉。別選地於洞口, 作離宮, 亦築花階” .

Ⅱ.   북한산의 사찰 건립과 
불교 석조미술 현황 

1. 북한산 사찰 건립 현황

북한산이 있는 서울·경기지역15은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사찰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16 현재

까지 사찰 관련 유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북한산 역시 마

찬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산 진흥왕순수비의 비문에 ‘도인

(道人)이 석굴(石窟)에 살고 있다’는 구절이 있어17 6세기 

후반에 북한산에서 수행을 하는 승려들이 존재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18 

7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산에 사찰이 건립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의사(莊義寺), 안양사(安養寺), 청

담사(靑潭寺), 승가사(僧伽寺)가 기록과 절터 유적으로 

확인된다. 장의사(莊義寺)는 태종무열왕이 659년 황산벌

에서 백제와 싸우다 전사한 장춘랑(長春郞)과 파랑(罷郞)

의 후손들에게 상을 내리고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북한산주

에 세운 사찰로 현재 세검정초등학교 자리이다. 절터의 

흔적은 거의 확인할 수 없으나 당간지주가 남아 있어 사

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의사는 고려 초 원종대사 찬

유(燦幽, 869~958)가 구족계를 받았으며 법인국사 탄문

(坦文, 900~975), 자정국존 자안(子安(彌授), 1240~1327) 

등 고승들이 주석했으며 예종, 인종, 의종 등이 남경을 순

행하면서 다녀가는 등 지속적으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또한 조선 태조~명종에 이르는 역대 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장의사에서 기우제(祈雨祭), 수륙재

(水陸齋)를 지내거나 선왕 및 왕비의 기망재(祈望齋)를 

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왕실과의 밀접한 관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504년 2월 연

산군이 장의사를 철거하고 불상과 승려를 삼각산 안팎의 

절로 내보내고19 1506년 꽃밭으로 조성하면서 폐사된 것

으로 보인다.20 

안양사(安養寺)는 661년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

信)과 말갈 장군 생해(生偕)가 술천성(述川城, 지금의 여

주)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는

데, 북한산성의 성주(城主) 동타천(冬陀川)이 적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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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파괴된 망루(望樓)를 보수하기 위해 안양사 창고

를 헐어 그 재목을 사용하였다는 기록21으로 볼 때 북한산

성 내에 위치했던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22 청담사(靑潭

寺)는 의상(義湘)이 지은 화엄십찰(華嚴十刹)23의 하나로 

한주 부아산(漢州 負兒山)에 세워졌다는 기록으로 북한

산에 위치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청담사는 그동안 정

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는데 2008년 은평 뉴타운 개발 도

중 이뤄진 발굴조사에서 진관내동 자씨각(慈氏閣) 주변

에서 ‘청담사(靑潭寺)’ 명(銘) 암키와가 발견되어 이곳이 

청담사터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자씨각 내 석조보살입상, 주변에 있는 석탑

재, 석불좌상 등이 남아 있어 이 주변이 절터였음은 분명

한 것으로 생각된다.24

승가사(僧伽寺)는 756년 신라 수태(秀台) 스님이 서

역 출신 승가대사(僧伽大師)의 행적을 듣고 그를 경모하

는 뜻에서 절을 지어 굴에 승가대사의 상을 모시고 승가

사라 했다고 전한다.25 고려시대에는 기우제를 지내거나 

왕실과 종친들을 위해 시주를 했던 것26으로 보아 마찬가

지로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24년 조성된 승가대사상이 봉안되어 있고 마애여래좌

상, 석탑재 등이 남아 있어 특히 고려 초기에 북한산 일대

에서 중요 사찰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인다.27 이후 세종·

세조대에 왕실의 축수재(祝壽齋), 약사법회28 등이 설해지

고 있어 조선 초기에도 사찰의 위상이 여전히 높았던 것

으로 보인다.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소실되었으

나 조선 후기 여러 차례 중수되었으며 1907년 고종 때에

는 명성황후와 엄상궁의 후원으로 중건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북한산의 사찰들은 왕실의 후원

을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앞서 언급한 장

의사를 비롯하여 청담사는 목종(穆宗)이 태후의 원찰로 

삼은 사찰29이며, 향림사(香林寺)는 거란 침입 시 1010년, 

1018년 태조의 재궁(梓宮)을 두 차례나 이안했던 사찰30

로 역시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림

사에 대해서는 『북한지』에는 “비봉 남쪽에 있으나 지금은 

21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5 태종무열왕 8년 조. “五月九日 一云十一日, 高句麗將軍惱音信與靺鞨將軍生偕合軍, 來攻述川城, 不克. 移攻北漢山城, 列抛車飛石, 所

當陴屋輙壞. 城主大舍冬陁川, 使人擲鐵蒺藜於城外, 人馬不能行, 又破安養寺廩廥, 輸其材, 隨城壞處, 卽構爲樓櫓, 結絙網, 懸牛馬皮·綿衣, 內設弩砲以守”.

22 이병도, 1977,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p.89.

23 崔致遠, 「唐大薦福寺故寺主翻經大德法藏和尙傳」 『大正新修大藏經』 50-285상. “海東華嚴大學之所有十山焉 中岳公山美理寺 南岳智異山華嚴寺 北岳浮石寺 康州

迦耶山海印寺 普光寺 熊州迦耶峽普願寺 鷄龍山岬寺 良州金井山梵語寺 毘瑟山玉泉寺 全州母山國神寺 更有如漢州負兒山靑潭寺也 此十餘所”.

24 물론 기록상의 청담사가 현재 ‘청담사명’ 명문 기와가 출토된 절터가 확실한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박성희, 2008, 「서울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

구(3지구 A-2지점) - ‘청담사(靑潭寺)’ 명문 기와 출토 고려시대 건물지」 『한국의 고고학』 2008년 여름호(8호), 주류성, p.69)도 있으나, 자씨각 내 석조보살입상

과 주변의 석탑재, 석불좌상 등 남아 있는 유물로 볼 때 자씨각 일대는 나말여초에 이미 경영되었다가 고려 중기와 여말선초에 연이어 불사를 선행하며 법맥을 

이어온 청담사의 옛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최성은, 2009, 「慈氏閣의 불상과 화엄십찰 靑潭寺」 『강좌미술사』 32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24~40)도 있어 

이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남아 있는 석조유물은 북한산 일원에 조성된 불교 석조미술로서의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고 석조유물

의 분석을 통해 조성시기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절터가 청담사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적어도 ‘청담사명’ 기와

가 출토된 만큼 청담사와 관련이 있었던 곳이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25 李預, 「三角山重修僧伽崛記」 『東文選』 권64, 記文;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三卷 佛宇 條.

26 『高麗史』 世家 卷第十一, 肅宗 四年 戊寅. 

『高麗史』 世家 卷第十三, 睿宗 五年 庚寅.

27 엄기표, 2011a, 「서울지역 佛敎文化의 展開 過程과 特徵 -石造美術을 中心으로-」 『鄕土서울』 77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150.

28 『世宗實錄』 第十六卷, 世宗 4年 5月 4日(庚申). “谷山府院君 延嗣宗于僧伽寺, 設藥師精勤”. 

『世祖實錄』 第二卷, 世祖 1年 9月 23日(乙未). “忠勳府設誕辰祝壽齋于三角山 僧伽寺”.

29  『高麗史』 世家 卷第三, 穆宗 二年 己亥. 

30 『高麗史』 世家 卷第四, 顯宗 七年 壬辰. 

『高麗史』 世家 卷第四, 顯宗 九年 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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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1745년 이전에 폐사된 것

으로 보이다. 신혈사(神穴寺)는 안종(安宗)의 아들인 대

량원군(大良院君)이 천추태후가 목숨을 위협하자 노승이 

기지로 목숨을 구해준 사찰이다.31 1090년 선종(宣宗)이 

신혈사에 행차하여 오백나한재를 지냈으며,32 숙종, 예종 

역시 신혈사에 행차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왕

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신혈

사의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없다.33 

삼천사(三川寺)는 『북한지』에 의하면 신라시대 창건

된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고려 현종이 1020년 현화사(玄

化寺)를 완공하자 초대 주지로 당시 삼천사주(三川寺主)

였던 법경(法鏡)을 임명하였다는 현화사비(玄化寺碑)의 

기록34과 사지에 남아 있는 유구와 유물로 볼 때 신라시

대 창건설은 신뢰하기 어렵다. 1027년 사찰의 양조에 대

한 금령을 어기고 술을 빚은 사찰로 장의사·삼천사·청연

사(靑淵寺) 등이 열거된 것으로 볼 때35 고려 초기 장의사, 

삼천사 등 북한산 일원 사찰들의 사세(寺勢)가 매우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북한지』에 이미 폐사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 18세기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삼천

사는 사찰 입구의 마애여래입상, 대지암터의 대지국사 귀

부 등 다양한 석조유물이 이른 시기부터 주목받아왔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부도전지 등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밖에 북한산성 대남문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문수

사(文殊寺)는 고려 예종 4년(1109년)에 창건했다고 전해

지며 1167년 의종이 승가사, 장의사에 행차할 때 문수사

에도 행차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36 조선 문종대에

는 1451년 연창공주가 중창하기도 하였다.37 경국사(慶國

寺)는 고려 말기 청암사(靑巖寺)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사

찰로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봉국사, 흥천사와 함께 정릉의 

원찰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38 영취사(靈鷲寺)는 대각

국사 의천(1055~1101)이 머무르며 남긴 시39와 사찰에 남

아 있는 오층석탑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량사(淸凉寺)는 북한산에 있던 고려 중기

의 사찰로 전하나 1897년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현재 위

치로 옮겼다.40

도선사(道詵寺)의 전신은 도성암(道成庵)인데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나 구체적인 기록이나 이를 입

증할 만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고려시대의 유

적과 유물이 전하고 있어41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창건되

어 법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선사는 조선 초

31 『高麗史』 世家 卷第四, 顯宗 元年. “穆宗九年, 移寓三角山神穴寺, 太后屢遣人謀害. 寺有老僧, 穴地於室而匿之, 上置臥榻, 以防不測”.

32 『高麗史』 世家 卷第十, 宣宗 七年 10月 27日(戊午). “戊午 幸神穴寺, 設五百羅漢齋”.

33 『韓國寺刹全書』에서는 북한산 서쪽 계곡부 하단에 위치한 진관동삼천리곡사지를 신혈사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

구소, 2010, 『韓國의 寺址(上)』, p.81).

34 허홍식 편, 1984, 「玄化寺碑」 『韓國金石全文』 중세상, 아세아문화사, pp.441~453. “遂命三川寺主王師都僧統法鏡住持”.

35 『高麗寺』 世家 卷第五, 顯宗 十八年 6月 14日(癸未). “楊州奏 “㽵義·三川·靑淵等寺僧犯禁釀酒, 共米三百六十餘石, 請依律斷罪” 從之”.

36 『高麗史』 世家 卷第十八, 毅宗 21年 9月 5日(己巳). “幸三角山僧伽·文殊·藏義等寺”.

37 『文宗實錄』 第七卷, 文宗 1年 5月 5日(壬寅). “聞 ‘若等劾延昌尉重創古寺’, 將何以處之? 昔所司欲毁觀音窟, 世宗命勿毁, 其故何也? 對曰: "不毁觀音窟之由, 臣等未

及知之。臣等近日, 聞重創文殊寺, 招幹事僧, 問之, 則云: ‘延昌尉嘗建佛宇於家北, 尋毁之, 今以其材, 重創此寺。’ 臣等參考受敎, 或因雨漏傾危處起正及遮陽外, 其他

新造間閣, 竝令禁防, 雖或因傾危改造者, 不告于官, 則亦令破取。此寺例當破取。" 上命承政院, 考營繕禁止條件以聞, 謂洪緖曰: "立法云: ‘撤舊改新’, 則延昌公主, 因

古基重創, 固無不可。宜更詳考各年立法之意, 如其違法, 則禁之可也”.

38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Ⅱ』, p.364.

39  「留題三角山靈鷲寺」, 『大覺國師文集』 . “(靈)鷲峰泉石稱閑情 尋到方思隱姓名 只爲敎義弘護急 未遑栖止樂平生”.

40 서울역사박물관, 2011,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p.34.

41 1972년 청담대종사의 사리탑 부지를 터파기할 때 고려시대 조성된 범종(梵鐘)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당시 소형 청동범종 1점, 청동숟가락 5

점, 청동젓가락 1짝, 청동국자 2점, 동경 1점, 동전 1점 등 총 11점이 수습되었다(엄기표, 2011a, 앞의 논문, p.152 각주 10번 인용). 그리고 사찰 입구에 고려

시대 제작으로 보이는 석탑부재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부터 사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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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세종의 딸인 정의공주의 원찰이 되었으며 정의공주

는 남편 안맹담과 함께 1451년에 문수사를 중창하는 등 

중창불사를 크게 일으켰다.42 도선사는 18세기까지도 사

찰이 존속했으며 19세기에 들어서는 당시 세력가인 안동

김씨 일가에서 후원하여 칠성각 등이 중수되었다.43 이후 

1887년 진신사리를 봉안한 칠층석탑을 세웠으며 이와 함

께 마애불입상, 석등이 남아 있어 19세기 도선사의 사세

(寺勢)를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때 건립되어 왕실과 긴밀한 관

계를 유지했던 사찰들이 여전히 유지되며 왕실과 밀접한 

모습을 보이는데 위에서 언급한 장의사, 진관사, 승가사, 

도선사 등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가 되면 북한산 사찰 

건립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도성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산성을 

축조하기로 했고 숙종 37년(1711년) 10월 북한산성이 축

성되었다. 이때 전국 사찰의 많은 승려들이 축성과 방위

에 동원되었고 승군이 주둔하는 승영사찰이 성내에 새로 

건립되게 된다. 북한산성 승영사찰의 건립은 화엄사 승려 

계파 성능이 산성에 주둔한 승도(僧徒) 전체를 지휘·감독

하며 이뤄졌다. 성능은 산성이 완공된 후 승대장 겸 팔도

도총섭의 직책을 맡아 30여 년간 머물면서 산성 내의 승

군을 지휘·감독하였다. 축성 당시 산성 내에는 중흥사(重

興寺)만 존재하였으므로 축성 및 승군이 머물기 위한 사

찰 건립이 필요했다. 중흥사는 1713년 136칸 규모44로 중

창되었으며 승대장이 머물던 사찰로 산성 내 승영사찰을 

총괄하는 곳이었다. 다른 승영사찰의 건립을 보면 북한

산성을 3군문으로 나누어 담당을 정하고 소속 사찰이 축

성과 관리를 분담했다. 산성 북쪽의 훈련도감 소속으로

는 상운사(祥雲寺, 1722년), 서암사(西巖寺, 1711년 이후), 

진국사(鎭國寺, 1711년 이후)가 해당하며 산성 동쪽 금위

영 소속으로는 보국사(輔國寺, 1711년 이후), 보광사(普

光寺, 1711년 이후), 용암사(龍巖寺, 1711년 이후), 태고사

(太古寺, 1711년 이후)가 해당하고 산성 서쪽 어영청 소

속으로는 국녕사(國寧寺, 1713년), 원각사(元覺寺, 1711

년 이후), 부왕사(扶旺寺, 1717년)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상운사는 경내에 고려시대 석탑재가 전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무렵에 중창된 것으로 보이며, 용암사는 현재 사찰은 

폐사되었으나 고려시대 석탑이 남아 있어 마찬가지로 조

선 후기에 중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태고사는 태고 보

우(太古 普愚, 1301~1382)가 창건한 태고암을 중창한 것

인데 보우가 중흥사 주지로 부임하여 절을 중창하면서 자

신의 수행처로 삼은 암자가 태고암이다. 따라서 태고사는 

창건 당시부터 중흥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찰이었다. 

이외에도 봉성암(奉聖庵)은 『북한지』에 의하면 1713년 25

칸 규모로 성능이 창건한 암자인데 현재 전(傳) 성능대사 

부도로 알려진 석조부도가 남아 있다. 화계사(華溪寺)는 

고려 법인국사 탄문(坦文)이 지은 보덕암(普德庵)을 전신

으로 보지만 현재의 자리로 옮겨 지은 것은 조선 중종 17

년(1522년)이므로45 조선시대 창건으로 봐야 할 것이다. 

1618년 화재로 전소되었으나 덕흥대원군 가문의 시주로 

중창되었고 1866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시주를 받아 불전

과 승방을 중수하였다. 1870년 고종의 후원으로 시왕전을 

중수하는 등 조선 후기에 왕실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사찰이다. 당시 서울·경기 일원의 사찰은 도성과 가깝

다는 이유로 왕실의 원당사찰로 기능했던 경우가 많았는

데 화계사, 도선사 등 북한산 사찰들도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현봉 아래 위치한 일선사(一禪寺)는 도선국사

가 창건했다고 전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며 정릉계곡에 위

42 이숙희, 2015, 「북한산 도선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인문과학연구』 20호,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51·57.

43 이숙희, 앞의 논문, p.58.

44 『北漢誌』(1745)에는 136칸, 『東國輿地備考』(高宗代 편찬)에는 149칸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北漢誌』의 기록이 중창 당시의 모습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따랐다.

45 釋道月, 1938, 「三角山華溪寺重修緣起文」 『三角山華溪寺略誌』, 삼각산화계사종무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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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내원사(內院寺)는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창건되었

다고 전하지만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으나, 두 사찰 일

원에서 조선시대 유물들이 산포하고 있어 조선시대 창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효봉 아래 위치한 원효암(元

曉庵)은 신라시대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나 확실치는 

않다. 다만 『북한지』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명(寺名)이 알려지지 않

은 정릉동사지, 우이동사지, 수유동사지 등 고려 중기~조

선 후기로 추정되는 절터들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록이나 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산 사찰 현황을 창건시기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46 삼국시대 사찰은 모두 신라에 의해 창

건된 것으로, 당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북한산 

일대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통일

신라 말 화엄십찰로 알려진 청담사가 북한산에 자리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이는 당시 서울지역이 

수도 경주와 멀리 떨어진 변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보다 일찍 사찰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북한산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 일찍부터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북한산에 다수의 사찰이 건립되었

는데, 특히 삼천사, 진관사, 신혈사, 향림사 등은 창건부

터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 

전기에는 전반적으로 숭유억불의 분위기에 의해 불교계

가 위축되어 불사(佛事)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실과도 긴밀

한 관계를 맺었던 북한산 일원 사찰들은 여전히 조선 왕

실과 종친들의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이 특징

이다. 조선 후기 북한산 사찰 건립의 가장 큰 계기는 북한

산성의 축성이다. 중흥사를 비롯하여 10여개의 사찰들이 

기존의 사찰이 중창되거나 새로이 창건되고 있어 호국불

교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왕실의 지원 아래 중수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북한산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불교문화가 성행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꾸

준히 사찰이 건립된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많은 사찰들이 고려~조선시대 동안 왕실과 밀접

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고려시대는 서울이 남경(南京)으

로서 중요시되었고, 조선시대는 도성과 가까웠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가장 많은 사찰 건립과 중창은 조선시대에 

이뤄졌는데 조선 후기 북한산성 축성으로 인해 승영사찰 

건립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선 후기 북한산 승

영사찰의 건립은 기본적으로 신앙 기도처로서 사찰의 기

능을 가졌지만, 북한산성 축성이 중요 배경으로 작용한 

만큼 북한산의 지정학적 위치, 교통로, 관방체계와도 밀

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이 매우 주목되는 북한산 불교문

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석조미술 유형과 양식적 특징

불교미술 중에서 석조미술은 비교적 원위치를 고수

하고 있고 재질 특성상 내구성이 강하여 고의에 의한 훼

손을 제외하면 대체로 제작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

므로 사찰의 운영시기 및 불교미술의 변화와 전개과정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불교 관련 석조

미술은 석탑, 석불, 석조부도, 석비(탑비), 당간지주, 마애

불, 마애사리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석

조부도, 석탑, 마애불, 석불, 탑비(석비), 석등, 당간지주, 

마애사리탑 등으로 구분되는데 비교적 다양한 유형이 남

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량으로 보면 석조부도가 가장 많

이 남아 있고 석탑, 석불, 마애불 순으로 확인된다. 석조

부도는 대지국사탑, 원증국사탑 등 고려시대 2기를 비롯

46 사명을 알 수 없거나 남아 있는 석조유물이 없으며 창건 및 운영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사찰(사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특정한 유적이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사찰(청량사)은 제외하였다. 현재까지 지표조사 등을 통해 알려진 사지들은 대부분 고려 중기~조선 후기로 <표 1>로 정리한 사찰 현황과 부합하므로 이들을 제

외해도 시대별 특징을 검토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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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산 사찰 건립 현황

연번 사찰명 창건시기(연도) 폐사시기(연도) 중요 석조유물 비고

1 莊義寺 삼국시대(659년) 조선시대(1506년) 장의사지 당간지주 왕실 원찰

2 安養寺 삼국시대(661년) ? -

3 靑潭寺 통일신라 말 ? 진관동 석조여래입상, 석불좌상, 석탑재 등

4 僧伽寺 통일신라(756년) 현존
구기리 마애여래좌상, 승가대사상 및 광배, 석탑재, 성월당대

선사 부도 및 비 등
왕실 원찰

5 津寬寺 고려시대 현존 혜월당 대선사탑 왕실 원찰

6 香林寺 고려시대 조선시대(1745년 이전) 향림사지 석탑재

7 神穴寺 고려시대 ? - 왕실 원찰

8 三川寺 고려시대 조선시대(1745년 이전)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대지국사 귀부, 석탑재, 석조부도재, 

석등재 등

9 文殊寺 고려시대 현존 - 왕실 원찰

10 慶國寺 고려시대 현존 - 왕실 원찰

11 靈鷲寺 고려시대 현존 영취사 오층석탑

12 道詵寺 고려시대 현존 석탑재, 마애불입상, 칠층석탑, 석등, 김상궁 사리탑 등 왕실 원찰

13 重興寺 고려시대 현존(1713년 중창) - 승영사찰

14 祥雲寺 고려시대 현존(1722년 중창) 석탑재, 석조여래좌상, 마애선각불상 승영사찰

15 龍巖寺 고려시대 1950년대(1711년 이후 중창) 용암사지 석탑재 등 승영사찰

16 太古寺 고려시대(1341년) 현존(1711년 이후 중창) 원증국사 탑 및 탑비, 조선시대 석조부도 3기 등 승영사찰

17 華溪寺 조선 중기(1522년) 현존 - 왕실 원찰

18 西巖寺 조선 후기(1711년 이후) 현존 - 승영사찰

19 鎭國寺 조선 후기(1711년 이후)
현존

(현 사찰명 : 노적사)
- 승영사찰

20 輔國寺 조선 후기(1711년 이후) 19세기 이후 - 승영사찰

21 普光寺 조선 후기(1711년 이후) 19세기 이후 - 승영사찰

22 國寧寺 조선 후기(1713년) 현존 - 승영사찰

23 元覺寺 조선 후기(1711년 이후) 19세기 이후 - 승영사찰

24 扶旺寺 조선 후기(1717년) 1950년대 기봉당찬유지탑, 일명승탑 등 승영사찰

25 奉聖庵 조선 후기(1713년) 현존 傳 성능대사 부도, 보련당대사탑 등 승영사찰

26 一禪寺 조선 후기 현존 -

27 內院寺 조선 후기 현존 -

28 元曉庵 조선 후기 현존 -

하여 주로 조선 후기에 석종형 부도가 집중되어 있다. 이

와 함께 탑비 3기는 대지국사탑, 원증국사탑, 성월당대선

사탑과 함께 건립된 것으로 석조부도와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석탑은 대부분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이 남아 있으

며 도선사에 조선 후기에 건립된 칠층석탑 1기가 확인된

다. 마애불은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삼천사지 마애여래

입상, 도선사 마애불입상이 대형 암벽에 조성되어 있으며 

상운사에 선각마애불좌상 1기가 확인된다. 석불은 진관

동 석조보살입상, 진관동 아미타불좌상과 함께 승가사 석

조승가대사상이 고려시대의 것으로 잘 남아 있으며 상운

사 석조여래좌상은 1497년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후기에는 도선사 석조독성상 1기가 확인된다. 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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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삼천사지에서 발견된 방형 연화대좌가 석등 부재로 확

인되었고 도선사에 조선 후기 건립된 석등 1기가 확인된

다. 당간지주는 장의사지 당간지주 1기만 확인되며, 마애

사리탑은 도선사 김상궁 마애사리탑 1기가 확인된다. 이

들 가운데 원형이 잘 남아 있는 주요 석조미술을 중심으

로 양식 특징을 검토하여 북한산 불교미술의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지국사 부도는 발굴조사에서 지대석과 측면에 안

상이 조각된 하대석만 확인되었고 탑신부와 상륜부는 결

실되었다. 대지국사탑비는 비신은 파손되었고 귀부와 

이수는 분리되어 있다. 귀부는 지대석과 동일석으로 조

성되었고 지대석은 방형이나 상단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

리하였다. 앞·뒷발 모두 ‘ㄴ’자형으로 전방을 향하고 있으

며 발 부분에 귀갑대를 접어 올려 표면에 주름문을 표현

하고 있고, 다리 뒤쪽으로는 중첩된 타원형 모양으로 주

모(肘毛)47가 표현되어 있다. 귀갑대 외곽으로 세로 방향

의 주름대를 만들고 그 위쪽으로 연주문대를 장식하였으

며 귀갑 안에는 ‘왕(王)’자가 새겨져 있다. 귀두는 입 좌우

로 갈퀴형 지느러미가 조각되어 있으며 측면에 송곳니가 

나와 있는 등 전형적인 용두형(龍頭形)이다. 비좌는 귀

부 상면 중앙에 낮게 마련되었는데 그 주위는 연화문으

로 장식되어 있다. 이수는 장방형 모양으로 정면에 용 2

마리가 마주보며 보주를 맞대고 있고 구름문으로 장식되

어 있으며, 상면 중앙에는 4엽으로 구성된 원형의 연화

문이 살짝 돌출되어 장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귀갑대 연

주문 표현, ‘ㄴ’자형 발 등은 현화시비(玄化寺碑, 1022년), 

칠장사 혜소국사비(七長寺 慧炤國師碑, 1060년), 봉선홍

경사비갈(奉先弘慶寺碑碣, 1026년), 법천사 지광국사현

묘탑비(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碑, 1085년), 금산사 혜덕

왕사 진응탑비(金山寺 慧德王師眞應塔碑, 1111년) 등 일

부 귀부에서만 볼 수 있다.48 당시 현화사가 법상종 사찰

의 중심이었고49 현화사 주지를 역임한 법경이 삼천사에 

주석한 점 등으로 보아 법상종 출신 승려들의 탑비를 조

성한 동일 장인집단이나 그 유파에 의해 건립되었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50 대지국사탑비의 건립시

기는 치석수법 및 기록을 종합해볼 때 1046~1050년으로 

추정된다.51

47 주모(肘毛)는 다리 관절 부분에 표현된 털로 용의 신체적 특징 중 하나이다. 

48 정지희, 2009, 「北漢山 三川寺址 大智國師碑 龜趺 硏究」 『강좌미술사』 32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61~65; 엄기표, 2011a, 앞의 논문, p.170. 

49 법상종은 현화사의 창건과 함께 당시 불교계의 중심세력이 되어 크게 발전하였으며, 고려 중기 화엄종과 함께 고려 불교계를 주도하여 많은 국사와 왕사를 배출

하였다. 현화사비를 계승한 고려 중기 법상종계 탑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박상준, 2006, 「고려중기 법상종계 비(碑) 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한국

불교미술사학회, pp.165~190.

50 엄기표, 2011b, 「삼천사 대지국사탑비의 양식과 미술사적 의의」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p.430.

51 엄기표, 2011b, 앞의 논문, p.431.

사진 1   대지국사탑비 귀부. 사진 2 대지국사탑비 귀부 앞발.

사진 3 대지국사탑비 귀두. 사진 4 현화사비.

사진 5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사진 6   혜소국사비(사진: 문화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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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김희경, 1967, 「傳 僊鳳寺址 七層石塔」 『考古美術』 통권 84호, 고고미술동인회, pp.317~318.

53 이 옥개석 부재에 대해 대지국사의 부도재가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합각부 마루 끝에 선각으로 귀꽃을 장식하는 방식이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기법이고 

각 변의 길이가 불규칙하고 정교하지 못한 치석수법을 보여주고 있어 대지국사 법경의 승탑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엄기표, 2011b, 앞

의 논문, p.432).

54 보개와 보주 사이에 연화문의 보륜이 삽입되어 있는데, 재질과 조각수법으로 보아 원래 부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증국사 부도는 태고 보우(1301~1382)의 사리탑으

로 기본적으로 팔각원당형 부도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장대석 8매를 이용하여 지대석을 마련하였고 그 위로 기

단부를 올려놓았다. 기단 하대석은 평면 방형에 측면마

다 이중의 음각선으로 장방형 액(額)을 구획하여 장식하

였고, 상면에는 팔각형의 낮은 받침을 두고 그 위로 8엽

의 복련 연화문을 조각하여 중대받침을 두었다. 중대석

은 팔각형으로 각 모서리마다 원형으로 기둥을 모각하였

고, 각 면은 장방형 액을 구획하고 그 안에 십자형으로 꽃

문양을 장식하였다. 상대석은 하대석의 복련 연화문과 

대칭을 이루는 앙련으로 연판 내의 고사리형 장식이 동일

하다. 탑신석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석종형으로 표면

에 글자나 장식은 없다. 탑신석이 팔각형에서 원형으로 

변화하는 것은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1017년)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송광사 불일보조국사 감로탑(1213년), 연탄 

심원사 석조부도(고려 말기) 등에서 볼 수 있다. 옥개석

은 팔각형으로 아래 부분에 탑신석을 끼우는 1단 받침을 

두고 그 외곽으로 16엽의 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옥개석

은 팔각형으로 전체적으로 두껍고 둔중한 인상인데 모서

리 귀꽃 장식 높이만큼 처마를 두껍게 표현하였다. 귀꽃 

문양은 상대석, 하대석 연화문 연판 내에 장식된 문양과 

유사하다. 두꺼운 처마 부분에는 장막형 장식이 3개씩 드

리워졌다. 이러한 장식은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나주 

서문 팔각 석등, 전(傳) 선봉사지 칠층석탑52 등 고려시대 

석조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삼천사지에서 출토된 

팔각형 옥개석53도 처마 부분에 장막형 장식이 표현되어 

있어 시기성을 보여준다. 상륜부는 원형의 보륜을 올리

고 옥개석과 같은 모양의 보개를 올리고 보주를 올렸다.54 

탑비는 대웅전 왼쪽 보호각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형

의 지대석 위에 귀부를 함께 조성하였으며 비신과 이수

를 올렸다. 앞·뒷발은 몸에 비하면 작게 표현되어 있고 형

식화된 모습이다. 육각형의 귀갑문이 촘촘하게 조각되어 

있으나 형식화되어 있고 비좌나 귀갑대 등에 별다른 장식

은 없다. 귀두는 직립형이고 입 좌우에 물갈퀴형 지느러

미가 조각되었으며 측면에 송곳니가 위아래로 어긋나게 

밖으로 나와 있다. 이수도 직사각형으로 괴체화되었으며 

구름문과 용문도 형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는 통일신라 탑비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형

식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려 말기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부도와 탑비는 1385년에 건립되었다.

사진 7 태고사 원증국사탑. 사진 8 원증국사탑 옥개석.

사진 9 삼천사지 팔각형 옥개석. 사진 10 원증국사탑비 귀부.

사진 11 태고사 석종형 부도 1. 사진 12 태고사 석종형 부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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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는 주로 석종형 부도가 남아 있는데 삼

천사, 태고사, 봉성암, 승가사, 진관사 등 고루 분포되어 

있다. 태고사에는 조선 후기 석종형 부도 3기가 나란히 

있는데 3기의 형태가 전부 다르다. 승가사 성월당대선사

탑은 일반적인 석종형 부도의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탑신 

표면에 ‘성월당대선사(城月堂大禪師)’라고 당호가 음각되

어 있다. 성월당은 1780년 승가사를 재건한 승려로, 탑비

의 ‘가경7년임술8월일립(嘉慶七年壬戌八月日立)’ 명문으

로 1802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석조부도 중 특히 승영사찰 중창을 주도

한 성능대사의 것으로 전하는 석조부도가 남아 있는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전(傳) 성능대사의 부도로 알려진 석조

부도는 봉성암 사역 내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팔각원당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4매의 장대석

을 엇물려 지대석을 마련하고 1매의 방형 하대석을 올렸

다. 하대석 상면은 원형의 높은 받침을 마련하여 중대석

을 받치고 있는데 모서리 부분은 중심이 안쪽으로 들어가 

호형을 이루는 꽃잎 모양으로 조각하여 나름 장식성이 보

인다. 중대석은 위아래가 눌린 원구형의 형태로 표면엔 

아무런 조식이 없다. 상대석은 팔각형으로 측면에 한 단 

턱을 마련한 것 외에 별다른 장식이 없으나, 상면에는 모

서리 각마다 음각선을 한 줄 새겨 약간의 장식성과 기능

성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탑신 역시 팔각형으로 표면에 

별다른 조식이 없지만 위로 갈수록 둥글게 치석하고 있

다. 옥개석은 아랫부분에 호각형의 여러 단을 조출하였

고 지붕선은 완만하며 처마를 두껍게 표현하였다. 옥개

석 모서리마다 귀꽃을 새겼는데 음각선으로만 고사리 문

사진 16 부왕사지 기봉당찬유탑. 사진 17 부왕사지 일명승탑.

사진 18 삼천사지 석종형 부도. 사진 19 진관사 혜월당대선사탑.

사진 20 봉성암 전(傳) 성능대사 부도. 사진 21 성능대사 부도 하대석 세부.

사진 22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 사진 23 회암사지 나옹선사 부도.

사진 13 태고사 석종형 부도 3.

사진 14 성월당대선사탑 및 석비. 사진 15 봉성암 보련당대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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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임남수, 2016, 앞의 논문, p.383.

56 이수정, 2009, 「조선 전기 승탑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8~53.

57 최성은, 2008, 「고려 현종대 석탑부조의 연구」 『강좌미술사』 30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209~247.

58 문명대, 1968.2, 「北漢山僧伽寺 石塔材」 『미술사학연구』 9, 한국미술사학회, p.380.

양을 장식하였다. 우동선은 두툼하게 표현하였으며 상륜

부는 보륜과 보주를 올렸다. 

전(傳) 성능대사 부도의 건립시기는 조선 후기로 추

정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작례로 용문사 정지국사 부

도(1398년)를 볼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용문사 

부도의 경우 전 성능대사 부도와는 달리 상대석과 하대

석이 연꽃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고, 비록 한 면뿐이지만 

탑신석에 문비가 조각되어 있는 등 이전 시기의 부도들

이 보여준 장식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각 부분에

서 장식적인 요소들이 생략된 성능대사 부도는 조선 후

기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55 이와 비교해볼 수 있는 다

른 사례로 회암사지 지공선사 부도와 나옹선사 부도를 

볼 수 있다. 이들은 고려 말에 건립되었다가 1821년 붕괴

된 후 재건한 것56으로 고려 말의 양식을 어느 정도 유지

하려 했지만 전체적으로 장식이 줄어들고 간략화된 모

습을 보이고 있어 조선 후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리고 지공선사 부도와 나옹선사 부도의 중대석은 장식

이 없이 위·아래가 눌린 팔각형 형태를 보이는데 팔각형

과 원구형의 차이만 있을 뿐 성능대사 부도와 거의 유사

하다. 또한 지공선사 부도와 나옹선사 부도의 탑신은 위·

아래가 둥글게 치석되었는데 성능대사 부도 역시 탑신 

윗부분을 둥글게 치석하고 있어 친연성을 보인다. 이러

한 전체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성능대사 부도는 조선 후

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 유행한 석종형 부

도가 아닌 팔각원당형의 형식을 채택한 것은 북한산에서 

성능대사가 차지하는 존재감과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석탑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영취사 오층석탑

과 도선사 칠층석탑뿐이고 대부분은 탑재가 부분적으로

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진

관동 석탑재인데 측면에 안상이 장식된 석탑 기단석은 안

상 내부에 꽃머리 장식 표현이 제천 사자빈신사지 석탑과 

같은 요소로 고려 11세기 석조미술 특징으로 보인다.57 그 

아래 방형 석재 역시 안상 석탑재와 동일 석탑 부재로 보

인다. 승가사에도 고려시대 석탑 부재가 남아 있는데 탑

신석과 안상이 새겨진 지대석이 있었던 것58으로 보이나 

현재는 찾을 수 없다. 현재는 탱주 1주가 모각된 상층기

단석 1매와 옥개석 1매만 승가굴 앞에 놓여 있다. 이 석탑

부재의 주목되는 특징은 옥개석 처마 부분에 장엄공이 뚫

려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통일신라 석탑부터 확인

되는 특징으로 작례가 많지 않아 주목되는 점이다. 상운

사에도 석탑부재가 남아 있는데 2층 기단에 3층 탑신을 

올린 일반형 석탑이다. 1층 옥개석과 2·3층 탑신부를 보

수하여 세워져 있다. 상·하층 기단에는 탱주 1주가 얕게 

모각되어 있으며 초층탑신받침으로 연화문이 조각된 별

석받침을 올렸고 1층 탑신에는 감실이 마련되어 있다. 용

암사지 석탑은 1층 탑신석 1매, 상대갑석 1매, 옥개석 1매

가 확인되며 형태가 다른 소형의 옥개석도 1점 확인된다. 

탑신석에는 원형의 사리공이 남아 있고 상대갑석에는 각

형 2단의 탑신받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옥개석 옥개받침

사진 24 회암사지 지공선사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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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단이다. 북한산에 남아 있는 석탑 중 비교적 큰 규모

에 속하며 치석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통일신라 말의 석탑 양식을 계승하여 고려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취사 오층석탑은 석탑의 규

모는 작지만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1층에는 소형

의 감실이 마련되어 있고 각 층의 탑신 높이가 낮게 하층 

옥개석과 동일석으로 부재의 단일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체적인 치석수법과 특징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선사 칠층석탑은 기록에 의

하면 1887년(고종 24년)에 동호(東湖) 스님이 석탑을 세

우고 진신사리를 봉안했다고 전하는데59 구체적인 건립시

기를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석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산에 조성된 마애불 중 승가사의 구기동 마애여

래좌상은 통일신라 마애불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고

려적인 요소가 반영된, 북한산에서 가장 대형의 마애불이

자 가장 이른 시기의 불상이다. 화려한 연화대좌 위에 결

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선정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발

가락, 손가락, 가슴의 유두 표현 등이 매우 사실적이고 대

담하며, 상호는 부조로 표현된 신체에 비해 거의 환조에 

가까운 고부조로 표현하였다. 머리 위에는 연화문이 화

려하게 장식된 팔각형의 보개석을 올렸으며 주변의 광배 

바깥으로 사각형의 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보호각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60은 삼

천사지로 올라가는 계곡에 건립된 삼천사 경내에 위치하

고 있다. 현재는 사찰 내에 있고 계단과 예배 공간이 마

련되어 있어 가까이 볼 수 있으나 과거에는 계곡 아래에

59 엄기표, 2011a, 「서울지역 佛敎文化의 展開 過程과 特徵 -石造美術을 中心으로-」 『鄕土서울』 77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175.

60 정명호, 1961, 「三川寺址 入口 磨崖如來像」 『미술사학연구』 10, 한국미술사학회, p.5.

사진 33 도선사 칠층석탑.

사진 25   진관동 석탑재(사진: 정성권 

박사 제공).

사진 26 승가사 석탑재.

사진 31 영취사 오층석탑. 사진 32 도선사 고려시대 석탑재.

사진 27 상운사 석탑 탑신부. 사진 28 향림사지 석탑재.

사진 29 용암사지 석탑재 1. 사진 30 용암사지 석탑재 2.



10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1

서 올려다보는 위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화좌 위에 

양발을 팔(八)자형으로 벌려 서있는 형태이고 통견의 옷

주름이 양팔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으며 가슴 아래 

띠 매듭이 표현되어 있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고 

상호는 원형의 얼굴로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신광과 두

광은 따로 표현하였는데 두광은 이중 원형 돋을대 형태

로 다른 장식은 없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사각형 홈이 남

아 있어 보호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기동 마애여

래좌상이 신체에 비해 얼굴 부분이 고부조로 조각된 것

과 달리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은 전체적으로 얼굴과 신

체의 부조 높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각기

법상 특징은 태평 2년명 마애약사불좌상(977년)과 강화 

하점면 석불입상과 유사하다.61 전체적인 조각수법과 양

식으로 볼 때 고려 전기인 11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

다.62 도선사 마애불은 현재 불상에 매우 가깝게 직사각형

의 보호각이 감싸고 있어 답답한 인상을 준다. 전체적으

로 부조가 낮게 표현되어 있고 신체 표현과 옷주름 표현 

등 내부는 선각으로만 처리하고 있어 고려 마애불의 형식

을 따르고 있으나 경직된 자세와 방형의 넓적한 얼굴, 거

기에 턱수염과 코밑 수염이 민간신앙의 산신 이미지를 풍

기고 있다.63 조성시기를 17~18세기64로 추정하기도 하지

만 1903년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65 상운사에는 선

각으로 조성된 마애불좌상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조각

수법으로 보아 시대가 내려올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광

배처럼 보이는 종형의 외곽 형태가 도선사 김상궁 마애

사리탑처럼 표현되어 있어 마애사리탑이 유행한 조선 후

기~근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8년 인수봉 

중간지점 암벽에 선각으로 조성된 마애불이 발견되었다. 

선으로 새긴 선각으로 조성된 이 마애불은 원형의 두광

과 머리와 어깨까지만 표현되어 있다. 바로 옆에 ‘미륵(彌

勒)’이란 글씨가 함께 새겨져 있는데 형식과 수법으로 보

아 근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66

진관동 자씨각 내 석조보살입상은 보관을 쓰고 여래

형 대의를 입은 보살상으로 나말여초기에 등장하는 새로

운 유형이다.67 조성시기는 나말여초,68 통일신라 양식을 

61 정지희, 2006, 「北漢山 西部지역 고려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206.

62 정지희, 앞의 논문, p.209. 한편 12~13세기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태호·이경화, 2003, 『한국의 마애불』, 다른세상, p.173).

63 이태호·이경화, 2003, 앞의 책, p.196.

64 이태호·이경화, 2003, 앞의 책, p.195.

65 엄기표, 2011a, 앞의 논문, p.180.

66 불교신문, 「삼각산 인수봉서 ‘마애불’ 발견」, 2008.11.01자 기사 참조.

67 최성은, 2009, 「慈氏閣의 불상과 화엄십찰 靑潭寺」 『강좌미술사』 32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33.

68 정지희, 2006, 「北漢山 西部지역 고려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204.

사진 34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사진 35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사진 36 도선사 마애불입상. 사진 37 상운사 선각마애불좌상.

사진 38   인수봉 마애불(사진: 불교신

문 기사에서 인용).

사진 39   진관동 석조보살입상(사진: 

정성권 박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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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엄기표, 2011a, 앞의 논문, p.167.

70 최성은, 2009, 앞의 논문, p.44.

71 정성권, 2017, 「여래형 복식착용 보살상의 등장과 전개 -청담사지 자씨각 보살상을 중심으로-」 『東岳美術史學』 22호, 동악미술사학회, pp.116~117. 

72 남동신은 부처의 상이 아닌 승려의 단독상에 광배를 배치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고려 현종 이후 승가굴에 대한 대대적인 중수 사실을 언급하면서 석조광배

와 승가대사상의 조성시기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남동신, 2000, 「북한산 승가대사상과 승가신앙」 『서울학연구』 14, 서울학연구소, pp.5~48).

73 남동신, 앞의 논문, p.27.

74 임남수, 앞의 논문, p.367.

75 이숙희, 2015, 「북한산 도선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인문과학연구』 20호,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68.

충실히 계승한 고려 초기,69 고려 중기70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여래형 복식 착용 보살상이 11세기부터 제작되었

으며 황해도 금천군 영파리 석조보살입상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11세기 전반으로 추정한 최근 견해71가 주목된다. 

석조아미타불좌상은 훼손이 매우 심해 하체 부분만 남아 

있는데 아미타불상 특유의 아미타정인 수인을 결하고 있

으며 옷주름 형식으로 보아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이 석

조아미타불좌상 아래는 연화문이 장식된 방형 석재 2매, 

측면에 안상이 2구씩 조각된 방형 석재 1매, 상면에 받침 

1단만 조출된 방형 석재 1매 순으로 쌓여 있다. 연화문은 

각각 단엽과 복엽으로 다른 모양이며 대칭되도록 맞닿아 

있는데 불상대좌로 추정되나 현재 아미타불상의 것은 아

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석조미술의 특징을 종합해볼 때 

진관동 자씨각 일원 석조유물은 대체적으로 고려 초기 11

세기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은 아니지만 승가사의 승가대사상도 석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승가대사상은 현재는 

호분을 제거하여 원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등신대의 크기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두건을 쓰고 있으며 

왼손은 옷 속에 감추고 있고 가슴 앞으로 올린 오른손은 

검지를 올리고 있는데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목에도 힘줄이 표현되어 있고 얼굴은 뺨과 이마에 주름까

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승가대사상의 뒤에는 화려

한 석조광배가 배치되어 있는데 뒷면의 명문을 통해 태평 

4년(1024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72 이외에 승가사 

비좌석이 1기 있는데 연화문 표현기법과 귀꽃 조각, 「삼

각산중수승가굴기(三角山重修僧伽崛記)」(1106년)의 비

신을 고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73 상운사 석조여래좌

상은 보수의 흔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무릎 폭이 좁고 높으며 어깨 폭에 비해 넓지 않고 상체에 

입체감이 부족하여 안정감을 주진 않는다. 또한 신체에 

비해 손과 발이 매우 작게 표현되어 있고 옷주름도 형식

적이며 얼굴도 신체에 비해 큰 편이다. 전체적으로 평면

적이고 도식화된 옷주름, 사실적이지 못한 조각수법 등을 

보여주는데 바닥 묵서명에 의해 1497년에 조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74 도선사 석조독성상은 삼성각 안에 봉안

되어 있는데 머리를 깎은 승려의 모습에 눈썹을 길게 강

조하여 나반존자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개분축원문(改

粉祝願文)』에 의하면 1876년에 개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75

석등은 삼천사지 발굴조사 당시 B지구에서 방형 연

화대좌가 발견되었는데 상면에 사각형의 홈이 시공되어 

사진 40   진관동 석조아미타불좌(사진: 

정성권 박사 제공).

사진 41 승가사 승가대사상. 사진 42 승가사 비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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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석등 부재로 보인다. 조선 후기 건립된 석등은 도선

사에 1기가 확인되는데 도선사 마애불과 칠층석탑이 조

성되었던 무렵에 함께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석등은 방형 평면의 사각석등으로 대좌와 화사석까지 1

석으로 조성되었고 옥개석은 별도의 1석으로 올렸다. 조

선 후기 왕실의 원찰로 후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왕릉의 장명등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산에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석조미술은 

통일신라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의사지 당간

지주이다. 북한산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불교 관련 석조미술품이다.76 장의사지 당간

지주는 별다른 장식 없이 간략하게 치석하였는데 지주 상

단부를 둥글게 처리하면서 외곽 모서리는 모죽임하여 치

석하는 등 나름의 장식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전체적

으로는 소박한 모습이다. 이러한 양식은 경주지역을 중

심으로 분포하다가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

는데77 장의사지 당간지주는 경주지역보다 치석수법이 정

교하지 못하고 둔중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 사찰의 창건 

시 건립된 것이기보다는 통일신라 중기에서 말기 사이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78 

마애사리탑은 도선사에서 용암문 방향으로 오르는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데 상부에 사각형 홈을 마련하였

고 하부에 일반적인 석비의 형태로 안쪽을 파내어 마애비

를 새기고 ‘김상궁정광 화지사리탑(金尙宮淨光 花之舍利

塔)’을 2줄로 음각한 후 왼쪽에 ‘동치계유10월일립(同治癸

酉十月日立)’이라 음각하여 부도의 주인공은 김상궁이고 

1873년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Ⅲ.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의 
전개와 분포 특징

1. 시대별 전개에 따른 특징

지금까지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을 유형별로 구분하

여 양식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

시기를 함께 검토하였는데 시대별로 정리해보면 통일신

라 1기, 고려시대 19기, 조선시대 18기, 근대 1기 등으로 

39기를 확인하였다. 수량을 보면 고려~조선시대에 집중 

조성되었는데 앞에서 살펴본 사찰 건립 현황과 같은 흐름

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석조미술 조성이 매우 활발했

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시대별로 석조미술의 전개과정과 조성 흐름을 살펴

보면 삼국시대부터 북한산에 불교문화가 들어왔을 것으

로 추정되지만 이와 관련한 불교미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통일신라시대 석조미술은 장의사지 당간지주 1기만 확인

76 엄기표, 2011a, 앞의 논문, p.159.

77 엄기표, 2004, 『한국의 당간과 당간지주』, 학연문화사, p.150.

78 엄기표, 앞의 책, p.309.

사진 43 도선사 석등.

사진 44 도선사 김상궁 마애사리탑. 사진 45 장의사지 당간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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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현황

연번 시대 석조미술명 지정 위치

1 통일신라 장의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235호 종로구 신영동 219-4

2 고려 초기 진관동 석조아미타불좌상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51호 은평구 진관내동 97-1

3 고려 초기 진관동 석조보살입상 서울시 유형 제315호 은평구 진관내동 97-1

4 고려 초기 진관동 석탑재 비지정 은평구 진관내동 97-1

5 고려 전기(석조광배 : 1024년) 승가사 석조승가대사상 및 석조광배 보물 제1000호 종로구 구기동 산1

6 고려 전기 승가사 석탑재 비지정 종로구 구기동 산1

7 고려 전기(1106년 이후) 승가사 비좌석 비지정 종로구 구기동 산1

8 고려 전기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215호 종로구 구기동 산2

9 고려 전기(1046년~1050년 사이)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산1-1

10 고려 전기 삼천사지 석조부도재(지대석, 하대석)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산1-1

11 고려 전기 삼천사지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657호 은평구 진관동 산25-2

12 고려 후기 삼천사지 팔각형 옥개석 및 팔각형 대석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산1-1

13 고려 후기 삼천사지 방형 석등재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산1-1

14 고려 후기 용암사지 석탑재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2

15 고려 후기 영취사 오층석탑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40호 서울시 정릉동 산1

16 고려 후기 향림사지 석탑재 비지정 서울시 불광동 산42-1

17 고려 후기 상운사 석탑재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370

18 고려 후기 도선사 석탑재 비지정 강북구 우이동 264

19 고려 후기(1385년) 태고사 원증국사탑 보물 제749호 고양시 북한동 산15

20 고려 후기(1385년)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보물 제611호 고양시 북한동 산15

21 조선 전기(1497년) 상운사 석조여래좌상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370

22 조선 후기 봉성암 傳 성능대사탑 경기도 유형 제188호 고양시 북한동 산1-1

23 조선 후기(1792년) 봉성암 보련당대사탑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산15

24 조선 후기 태고사 석조부도 3기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산15

25 조선 후기(1802년) 승가사 성월당대선사 부도 및 비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산15

26 조선 후기(1876년 이전) 도선사 석조독성상 서울시 유형 제192호 강북구 우이동 264

27 조선 후기(1887년) 도선사 칠층석탑 비지정 강북구 우이동 264

28 조선 후기 도선사 석등 비지정 강북구 우이동 264

29 조선 후기 도선사 마애불입상 서울시 유형 제34호 강북구 우이동 264

30 조선 후기 도선사 김상궁 마애사리탑 비지정 강북구 우이동 산68-1

31 조선 후기 부왕사지 기봉당찬유탑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178

32 조선 후기 부왕사지 일명승탑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178

33 조선 후기 삼천사지 석종형 부도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산1-1

34 조선 후기 진관사 혜월당 대선사탑 비지정 은평구 진관동 354

35 조선 후기~근대 상운사 선각마애불좌상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370

36 근대 인수봉 마애불 비지정 고양시 북한동 산1-1

되고 있다. 신라는 일찍부터 영역 확대를 위한 교통로를 

사방으로 개설하였고 이는 통일의 기반이 되었으며 통일 

후에는 이러한 교통로를 통해 경주 중심이었던 신라의 문

화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불교미술 역시 예외는 아니

었다. 9세기 신라 석조물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면

서 각기 특정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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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각 지역 내 주요 사찰이 건립된 명산(名山)을 중심으로 

석조미술이 활발히 조성되었다.79 그러나 그에 비해 서울·

경기지역에는 통일신라시대 석조미술이 소수만 남아 있

는데 이 지역이 수도였던 경주에서는 매우 변방지역에 해

당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80 그러나 북한산은 553년 진흥

왕이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순행하는 등 영토 확장을 위

해 노력한 곳이었다. 따라서 통일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명

복을 빌던 사찰인 장의사가 창건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청담사는 통일신라 말 화엄십찰의 하나로 당

시 전국적으로 화엄종이 성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전기·후기 모두 석조미술이 활발히 건립

되는데 고려의 수도가 개경으로 정해지자 서울지역이 남

쪽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남

경이 설치되는 등 고려사회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

게 된다. 북한산은 파주-고양과 연결되는 지점이고 왕들

의 행차를 위한 행궁이 파주 혜음원에 건립되게 되자 쉽

게 접근이 가능했다. 『북한지』에서는 북한산성의 교통망

과 주변지역과 연결된 지리적 상태에 대해서 “동쪽은 양

주목(楊洲牧)까지 10리, 서쪽은 고양군(高陽郡)까지 30

리, 남쪽은 도성까지 10리, 북쪽은 홍복산(弘福山)까지 

20리”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북한산의 지

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북한산 아래로 한강

을 통해 남쪽과 서해안 방면 진출이 용이하므로 지정학

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다

수의 사찰이 창건되거나 중창되었으며 석탑, 석불, 부도

와 탑비, 마애불, 석등 등 석조미술 역시 활발하게 조성되

었다. 대부분 점차 고려화된 양식이 반영되는데 삼천사

지 대지국사탑비처럼 치석수법과 양식이 법상종의 중심 

사찰이었던 현화사에 남아 있는 석비나 법상종 출신 승려

들의 탑비와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는 점은 주목되는 특징

이다.81 아울러 원증국사탑과 탑비는 고려 후기의 형식화

되는 부도와 귀부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북한산의 고

려 전·후기 석조부도와 탑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여 살

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석탑은 고려 후기에 수량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는데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점차 

규모가 작아지고 간략해지는 등 일반적인 고려 후기 석

탑 흐름을 보여준다. 마애불과 석불 역시 마찬가지로 통

일신라시대 불상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점차 고려

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려 전기에만 주로 조성되고 있

다. 석불은 이운과 망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마애불은 자

연암반에 조성되어 위치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마애불 조

성은 고려 후기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국 초기부터 숭유억불을 

표 3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유형에 따른 시대별 수량 현황 

구 분

시 대 별

계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대

석탑 - - 2 5 - 1 - 8

석불 - - 3 - 1 1 - 5

석조부도 - - 1 2 - 10 - 13

석비(탑비) - - 2 1 - 1 - 4

석등 - - - 1 - 1 - 2

마애불 - - 2 - - 2 1 5

마애부도 - - - - - 1 - 1

당간지주 - 1 - - - - - 1

계 - 1 10 9 1 17 1 39

79 이순영, 2015, 「江原地域의 新羅 石造美術 擴散과 傳播經路 -인제 한계사지 석조미술을 중심으로-」 『豪佛 鄭永鎬 博士 八旬頌祝紀念論叢』, p.396.

80 이는 경주에서 경기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즉 문화 전파 경로가 배경이 된다. 경주에서 경기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는 상주에서 갈라져 보은↔청주↔진천

↔안성↔한주↔패강진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일찍부터 활용되었는데, 경기도 내에 통일신라 석조미술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안성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안성지역은 이 경로에서 서해안 방면과 한강 이북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의 길목에 해당되므로 통일 이후 신라가 중점적으로 관리

했던 거점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서해안 방면과 한강 이북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전처럼 강화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미

술의 확산도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정성권, 2013.3,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죽산

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6, 부산경남사학회, pp.28~29.

81 엄기표, 2011a, 앞의 논문,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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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로 점차 불교가 위축되게 되자 북한산 불교문화도 새

로운 사찰 창건보다는 기존 사찰의 중창을 중심으로 이뤄

진다. 그러나 이들도 대부분 왕실의 후원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었다. 따라서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도 이 시기에 가

장 적은 수량만 남아 있어 전반적으로 조선 전기의 상황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이후 승

군의 활약과 더불어 영·정조대의 문화 융성기를 맞아 많

은 사찰들이 중창 또는 창건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불교미

술 역시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승군의 활

약으로 인해 승려에 대한 예우가 높아지고 석조부도의 건

립이 성행하게 되는데 북한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 후

기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의 폭발적 증가는 단연 석조부도

로 조선 후기 석조미술의 전체 수량에서 50% 이상의 비중

을 차지한다. 이는 북한산성의 축성에 따른 승영사찰이 중

창된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승영사찰 중창

을 이끈 계파 성능의 부도부터 다수의 석종형 부도가 전해

지고 있어 조선 후기 북한산에서 활약했던 승려가 매우 많

았으며 승려들의 지위가 조선 전기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석탑, 석등, 마애불, 마애사리탑 등 다양

한 유형의 조선 후기 석조미술이 도선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주목되는 점인데, 왕실의 후원은 물론 김상궁 마애사

리탑에서 보듯이 궁녀의 후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왕실 

기도처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이 시기 불교미술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마

지막으로 근대에 북한산에 조성된 인수봉 마애불은 북한

산 불교미술의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분포에 따른 특징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의 분포 현황을 살피기 위해 기

본적으로 방위를 기준으로 지형과 능선 형태, 현재 주로 이

용되는 등산로 현황, 사찰과 석조미술의 현황 등을 고려하

여 네 지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백운대·인수봉에서 북

쪽 방향으로 우이령으로 내려가는 능선의 북쪽지역, 의상

봉·증취봉·나한봉·문수봉 자락에서 삼천사·진관사 방향으

로 내려가는 능선의 서쪽지역, 용암봉·일출봉으로 연결되

는 북한산성 성곽을 포함하여 동쪽자락으로 내려가는 능

선의 동쪽지역, 승가봉·비봉·향로봉으로 연결되어 그 아래

쪽 능선으로 내려가는 남쪽지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렇게 구분한 지역별로 석조미술이 분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북쪽지역은 근대에 조성된 인수봉 마애불 이외

에는 남아 있는 석조미술이 없으며 주요 사찰도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인수봉 아래 지형이 험준하고 북쪽으로 교통로

상으로도 연결되지 않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된다. 

남쪽지역에는 북한산에서 가장 이른 시기 석조미술

인 장의사지 당간지주가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남쪽

에서 서울로 진입할 경우 한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맞닿

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일찍이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

지한 후 영유권을 과시하기 위해 순수비(巡狩碑)를 세운 

북한산 비봉(碑峯)은 한강과 그 이남이 한눈에 내려다보

이는 곳으로, 특히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이 서해 쪽으로 

가는 것이 잘 조망되고 있어 한강유역과 서해로 진출하

기 위해 북진한 신라에게 이 지역은 매우 중요한 방어 거

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82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

를 보면 안성-이천-(용인)-광주-하남을 거쳐 아차산-북한

산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북진 방향으로 봤을 때 신라가 

가장 먼저 진출한 북한산 지역은 남쪽지역이며 이 경로를 

따라 석조미술도 이 지역에 가장 먼저 건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남쪽지역에 해당하는 승가사는 

승가대사상, 구기동 마애여래좌상 등 고려 전기의 석조미

술이 집중되어 있는데 756년 승려 수태가 승가대사상을 

조성한 이래 꾸준히 승가신앙이 이어져오고 고려시대 왕

실의 후원과 승가신앙의 확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83

82 서영일, 1999,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p.241.

83 남동신, 앞의 논문,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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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서

쪽지역과 동쪽지역이다. 그러나 두 지역에 조성된 석조미

술을 살펴보면 집중 조성된 시기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

는데, 대체적으로 서쪽지역은 고려 전기 석조미술이 분포

되어 있고 동쪽지역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후기의 석조미

술이 집중되어 있다. Ⅱ장에서 살펴본 결과 고려시대 왕과 

왕실 관련 인물들이 진관사, 승가사, 향림사, 신혈사, 문수

사 등 주로 북한산 서쪽과 남쪽지역에 위치한 사찰로의 행

차가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삼천사 주지로 있던 법경 스님

은 현화사의 초대 주지로 임명되는 등 마찬가지로 왕실과 

관계가 깊다. 이렇듯 북한산 서쪽지역에 고려 전기에 해당

하는 사찰과 석조미술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은 당시의 

교통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려 전기에 개성에서 서

울 방향으로 향하는 길은 개성-장단-적성-양주-의정부-서

울로 통하는 길과 장단-임진나루-파주-고양-서울로 통하

는 길, 두 가지였다. 전자는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온 길이고 임진나루와 혜음령을 연

결하는 길은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문

종 21년(1067년)부터 남경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양주를 

거치지 않고 파주를 거쳐서 남경으로 통하는, 즉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 파주-(혜음령)-고양 교통

로가 새로운 교통로가 각광받게 되었다.84 그러나 이 길은 

이전부터 고려 왕들이 북한산 사찰에 행차할 때 교통로로 

이용하던 길이었다.85 따라서 북한산 서쪽지역은 고양-파

주-개경으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고려 전기부터 국왕의 행

차가 잦았고 왕실 원찰로서 막대한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사찰의 풍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석조

미술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산 동쪽지역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석조미술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서쪽지역과 남쪽지역 일

대에도 조선 후기 석종형 부도가 확인되지만, 특히 동쪽지

역에 다수 집중되어 있다. 고려 후기에는 태고 보우가 중

흥사에 주석하면서 불사를 중창하고 태고암을 짓고 머물

렀던 까닭에 보우의 부도와 탑비가 여기에 건립되었다. 그

리고 조선 후기 석조미술의 증가는 북한산성의 축성이 계

기가 되었다. 북한산성 주변의 승영사찰 가운데 석조미

술이 남아 있는 곳은 상운사, 태고사, 용암사, 부왕사, 봉

성암 등으로 상운사를 제외하면 모두 동쪽지역에 해당한

다. 아무래도 승영사찰의 중심인 중흥사가 동쪽지역에 위

치하고 있어 이 일대가 석조미술 조성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쪽지역에 해당하는 상운사도 조선 후기에 중

창된 승영사찰로 고려시대 석탑부터 석조미술은 아니지

만 조선 후기 18세기에 조성된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이 남

아 있는 등 조선 후기 북한산 서쪽지역에서 불교미술이 가

장 활발했던 곳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동쪽지역에서 다수

의 석조미술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도선사인데, 조선 전기

부터 왕실 원찰로서 사세가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되며 조

선 후기 다시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중창된 것으로 보인

다. 이 당시 석탑, 석등, 마애불의 조성은 물론 법당과 대

방, 칠성각 등의 중수와 신축이 있었는데, 칠성각 신축은 

조선 후기 안동김씨의 중심인물로 세도정치를 폈던 김좌

근(1797~1869)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86 따라서 북

한산 동쪽지역에 석조미술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은 조

선 후기 북한산성 축성에 따른 승영사찰의 중창과 그에 따

84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4차-』, pp.50~51, p.66.

85 선종 7년(1090년)에 왕과 태후는 삼각산에 있는 승가굴, 장의사, 인수사, 신혈사 등의 사찰에 행차하였다. 10월 병오일에 개경을 출발해 삼각산으로 행차하였는데, 5일째인 

경술일에 승가굴에 도착하였다. 돌아올 때는 무오일에 신혈사에 행차하였다가 4일째인 신유일에 개경에 도착하였다. 왕래에 소요된 날짜가 4~5일로 짧고, 행차한 사찰들이 

삼각산 서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벽지(벽제)-혜음령-파주-임진 등을 통과하는 빠른 길, 즉 ‘임진도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특히 돌아올 때 신혈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면 선

종은 신혈사에서 혜음령을 넘어 직로로 북상하여 왔을 것이다(김철웅, 2015, 「개경·남경 간의 교통과 혜음원」 『고려행궁 혜음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136).

86 한편 19세기 후반 북한산 일대 왕실 원찰로 분류되는 진관사, 도선사, 화계사 등은 중창하면서 삼남지방의 불상이 이운되어 봉안되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승영

사찰의 중창과 왕실 원찰의 중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조태건, 2016, 「도선사 관음보살좌상을 통해 본 18세기 서울

지역으로의 불상 이운 배경 : 북한산성 승영사찰 개창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2집, 불교미술사학회, pp.25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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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승려들의 활약이 있었고 유력 가문의 후원 및 왕실 원

찰로서 도선사의 중창이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의 
미술사적 의의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

선,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조성되었다. 이들

은 시대 양식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한국 석조미술

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지만 북한산의 전체적인 불

교문화 흐름 속에서 석조미술의 조성을 검토해본 결과 시

대별로 분포 현황이 변화하고 다양한 유형이 등장하고 있

으며 그 안에서 나름의 주목할 만한 양식 특징을 보여주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하여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의 미술사적 의

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가운데 이전에 없던 새

로운 유형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관동 석

그림 1 북한산 지역별 석조미술 분포 현황(항공 사진: Daum 지도 활용).

•서쪽지역 석조미술 : 14기

 - 진관동 석조보살입상(고)

 - 진관동 석조아미타불좌상(고)

 - 진관동 석탑재(고)

 -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고)/ 

석조부도(고)/마애여래입상(고)/ 

팔각형 옥개석(고)/방형 석등(고)

 - 향림사지 석탑(고)

 -   상운사 석탑(고)/석불좌상(조)/ 

선각마애불좌상(조)

 - 삼천사지 석종형부도(조)

 - 진관사 혜월당대선사탑(조)

•남쪽지역 석조미술 : 8기

 - 장의사지 당간지주(통신)

 - 승가사 승가대사상(고)/석조광배(고)

 - 승가사 석탑재(고)/비좌석(고)

 - 구기동 마애여래좌상(고)

 - 승가사 성월당대선사탑 및 비(조)

•북쪽지역 석조미술 : 1기

 - 인수봉 마애불(근)

•동쪽지역 석조미술 : 16기

 - 태고사 원증국사탑 및 탑비(고)

 - 용암사지 석탑(고)

 - 영취사 오층석탑(고)

 -   봉성암 성능대사 부도(조)/ 

보련당대사탑(조)

 - 태고사 석종형 부도 3기(조)

 - 부왕사지 기봉당찬유탑(조)

 - 부왕사지 일명승탑(조)

 -   도선사 석탑(조)/석등(조)/마애불(조) 

석조독성상(조)/ 

김상궁마애사리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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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살입상은 여래형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보살상으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여래

상이다.87 이러한 유형은 원주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원주 

봉산동 신선암 석조보살입상, 황해도 금천군 영파리 석조

보살입상, 서울 광진구 상부암 석조보살입상 등으로 주로 

10세기 후반~11세기에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처럼 새로

운 유형의 여래상들이 대부분이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

고 있다는 견해88는 앞서 고려 전기 북한산 서쪽지역이 고

양-파주-임진나루-개경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에 해당

한다는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주목되며 진관동 석조

보살입상이 고려 전기에 등장한 새로운 도상이라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승가사의 승가대사상은 지금까지 

국내 유일의 인물초상 조각으로 손과 얼굴의 사실적인 표

현, 등신대로 조성된 신체 등 조각수법도 매우 우수하며 

특히 머리에 있는 정혈(頂穴)은 우리나라 승가상만의 도

상적 특징일 수 있어89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 

다음으로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중 승가사 석탑의 

경우 옥개석 처마 부분에 장엄공(莊嚴孔)90이 뚫려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석탑 표면의 장엄공은 고선사지 삼층석

탑의 1층 탑신 남면의 문비 내부에서부터 확인되는데, 본

격적으로 석탑 전체 표면에 등장하는 것은 758년 김천 갈

항사지 삼층석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엄공은 그

동안 옥개석 모서리에 조성되는 풍경공과 함께 석탑 표면

을 장식하기 위해 금속제 장식을 꽂았던 구멍으로 추정되

고 있다.91 장엄공이 조성된 석탑들로 대표적인 통일신라 

석탑으로는 경주 전(傳) 인용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령 

성주사지 서삼층석탑,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의성 관

덕동 삼층석탑, 흥전리사지 삼층석탑 등으로 대부분 8세

기 후반에서 9세기대에 건립되었다. 이러한 석탑들은 현

재까지 뚜렷한 지역적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아마

도 특별한 조탑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개별 석

탑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어 아직까지 장엄공이 조성된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다. 다만 기존에 이미 조성

되었던 석탑을 후대에 장엄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발생했

거나 최초 석탑 설계 당시부터 표면 장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성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92 후대

에 장엄을 추가한 경우는 김천 갈항사지 삼층석탑에서 확

인되나93 대부분은 건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엄을 고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석탑으로는 현재까지 승

가사 석탑 외에는 장엄공이 뚫린 석탑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신라 때 발생한 석탑 표면에 장엄공

을 뚫어 장식하는 방식이 고려시대 승가사 석탑으로 이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87 정성권, 2017, 앞의 논문, p.92.

88 정성권, 2017, 앞의 논문, p.122.

89 남동신, 2010, 앞의 논문, pp.15~19.

90 일반적으로 석탑 옥개석에 풍경을 달기 위해 뚫은 구멍을 풍경공, 풍탁공 등으로 부르지만, 이와 달리 석탑 갑석, 탑신, 옥개석 등 표면에 구멍을 뚫은 석탑들이 

있다. 이러한 구멍들은 포괄적으로 석탑의 표면에 장엄(莊嚴) 또는 장식(裝飾)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엄공(莊嚴孔)’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91 이순영, 2015.8, 「삼척지역 신라석탑의 양식과 특징」 『이사부와 동해』 10호, 한국이사부학회, pp.131~132.

92 이순영, 2015.8, 앞의 논문, pp.130~131.

93 임재완, 2015, 「葛項寺址 東·西 三層石塔에 대한 考察」 『동악미술사학』 17, 동악미술사학회, pp.651~673.

사진 46   원주 봉산동 신선암 석조

보살입상.

사진 47   광진구 상부암 석조보살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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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상운사 석탑의 초층탑신받침에 별석받침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탑에

서 초층탑신받침은 갑석 상면에 받침이 조출되는 형식으

로 나타나는데 통일신라시대부터 받침을 별석으로 삽입

하는 방식이 등장한다.94 갑석 상면에 받침을 조출하고 그 

위에 다시 별석의 초층탑신받침을 올리는 형식은 보령 성

주사지에 건립된 석탑 4기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이후 고

려시대에 들어서면 초층탑신받침의 변화는 1층 탑신받침

뿐만 아니라 각 층마다 별석받침을 감입하는 방식, 초층

탑신받침 자체를 연화문으로 변화시키는 방식, 탑신받침

을 1층 탑신석 하단에 모각하는 방식과 별석받침을 앙련

형 또는 복련형의 연화형으로 조성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95 서울·경기지역에서 별석 초층탑

신받침을 보이는 예로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홍제동 오

층석탑, 그리고 상운사 석탑을 들 수 있다. 어비리 삼층석

탑은 나말여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

하고 성주사지 석탑과 같이 갑석에 탑신받침을 조출하고 

다시 별석 탑신받침을 올린 형식을 따르고 있다. 홍제동 

오층석탑은 각 층마다 별석받침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서

울지역에서는 유일하다. 그리고 갑석에 탑신받침을 조출

하고 그 위에 올린 별석 초층탑신받침에 앙련의 연화문을 

장식한 예는 서울·경기지역에서는 상운사 석탑이 유일하

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상운사 석탑은 서울·경기지역

에 건립된 고려 석탑의 초층탑신받침 변화 양상을 보여준

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네 번째, 북한산 석조부도 중 분사리 부도가 건립되

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분사리 부도는 왕실과 밀접한 관

련을 가졌거나 불교계에서 상당한 예우를 받았던 고승이 

입적한 후 다비식을 거쳐 수습된 사리를 고승이 생전에 

주석했거나 하산한 사찰, 입적한 사찰, 중수한 사찰, 법인

(法印)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주석하고 있는 사찰 등에 사

리를 나누어 부도를 세운 것을 말한다.96 한국에서의 분

사리 부도 건립 기원은 지공에서 시작되어 나옹과 태고

로 계승되었으며 이후 조선시대로 계승된다.97 원증국사

는 소설암(小雪庵)에서 입적하자 사리를 수습하여 북한

산 태고사를 비롯하여 사나사, 양산사, 소설암, 청송사에 

사진 48 보령 성주사지 서삼층석탑 장엄공.

사진 49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장엄공.

94 최초의 별석 초층탑신받침은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일반형 석탑에서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등장하는 것은 8세기 후반부터이다. 이에 대해

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순영, 2014, 「新羅 石塔에서 別石 塔身받침의 形式과 特徵」 『新羅史學報』 32, 신라사학회, pp.389~432.

95 고려 석탑의 탑신받침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홍대한, 2007, 「高麗初 石塔의 塔身받침 造形特性에 관한 硏究 -塔身받침의 起源과 變化를 중심으로-」 

『文化史學』 27, 한국문화사학회, pp.615~620.

96 엄기표, 2015, 「高麗-朝鮮時代 分舍利 浮屠의 建立 記錄과 樣相 그리고 造成 背景」 『불교미술사학』 20호, 불교미술사학회, p.119.

97 지공의 분사리 부도는 회암사, 화장사, 안심사에 건립되었고, 나옹의 분사리 부도는 신륵사, 회암사, 화장사, 정양사, 영전사, 안심사에 건립되었다(홍성익, 

2017, 「한국 승려 分舍利 부도의 양식과 법맥」 『인문과학연구』 53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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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리 부도를 건립한다. 북한산 태고사 부도만 팔각원당

형이고 사나사에 건립된 부도는 석종형 부도이다. 이는 보

우가 중흥사에 주석하면서 중창불사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보우를 중신조

(重新祖)라고 불렀다는 점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98 

조선 후기에 들어와 서산대사 휴정 이후부터 분사

리 부도 건립이 본격화된다.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전란

을 겪으면서 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보여준 호국불

교로서의 대응은 조선 후기 불교의 위상과 승려들의 지위

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후 불교계가 정비되면서 

고승들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면서 주도세력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99 많은 고승들의 분사리 부도가 건립되었다.100 

계파 성능은 생몰년이 명확하지 않지만 행적으로 보아 

1750년대 중반 입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101 북한산 봉성

암 석조부도 1기와 화엄사, 해인사에 각각 석조부도 1기

가 남아 있어 분사리 부도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

한산 봉성암에 건립된 석조부도는 팔각원당형이고 화엄

사와 해인사는 석종형 부도라는 점이 주목되는데, 계파 

성능이 북한산에서 승영사찰을 중창하고 관리하면서 북

한산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화엄사의 분사리 부도는 성능이 1699

년(숙종 25년)에 화엄사의 장륙전 중수를 시작하여 3년 

만에 완공하였던 행적이 있었던 까닭에 건립된 것으로 추

정된다. 주목되는 점은 화엄사에 건립된 계파당 부도가 

일반적인 석종형 부도와 달리 상륜부 형태가 가운데 지름 

약 8㎝의 구멍이 뚫린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 용뉴를 고

리 형태로 단순화시킨 범종을 모방한 범종형 석조부도라

는 점이다.102 범종형 부도는 다른 일반적인 석종형 부도

에 비해 공력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으로 볼 때 범

종형 부도의 주인공이 생전에 불교계에서 위치가 상당했

던 고승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103 모든 분사리 

부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사리 부도에 범종형 부

도가 해당된다는 것은 계파 성능의 위상과 예우를 짐작할 

98 김상영, 2016, 「태고 보우와 북한산 중흥사의 불교사적 위상」 『北漢山城 연구논문집』,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p.115.

99 엄기표, 2005, 「朝鮮時代 分舍利에 의한 石造浮屠의 建立」 『전통문화논총』 3, 한국전통문화학교, p.187.

100 조선 후기 승려들의 분사리 부도 건립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엄기표, 2015, 「高麗-朝鮮時代 分舍利 浮屠의 建立 記錄과 樣相 그리고 造成 背景」 『불교미술

사학』 20호, 불교미술사학회, pp.124~150.

101 朴昌鎬, 1996, 「朝鮮時代 石鐘型浮屠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2.

102 이순영, 2013.12, 「朝鮮後期 梵鍾型 石造浮屠의 樣式과 特徵」 『文化史學』 40호, 한국문화사학회, p.160.

103 태고사의 석종형 부도 중에서 탑신에 원형으로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사진 12 참조). 이는 범종의 당좌를 형식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

는데, 연곽이나 연뢰 등 다른 세부적인 표현이 생략되었으나 범종형 석조부도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종형 부도 탑신에 당좌를 모방한 것은 내장사 무가당 

부도에서도 볼 수 있다(이순영, 앞의 논문, p.167 참조).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범종형 석조부도 가운데 분사리 부도가 많다는 것과 조선 후기에 태고사의 위상으

로 볼 때 이 부도 역시 조선 후기 태고사에 머물렀던 고승의 부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50 양평 사나사 원증국사 부도.

사진 51 화엄사 계파당 부도. 사진 52 해인사 홍제암 계파당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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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04 이처럼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가운데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조부도 가운데 원증국사 부도와 전

(傳) 성능대사 부도는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의 석조부도 

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분사리 부도

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선사에 조성된 다양한 석조미술을 통

해 조선 후기 당시의 불교미술의 성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선 후기는 이전에 위축되었

던 불교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전국적으로 불사가 

늘어나고 불교미술의 조성도 활발하던 시기였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에 많은 사찰이 중창되는데 왕실이나 유력 

가문의 후원으로 가능했다. 대표적으로 흥천사, 화계사, 

흥국사, 보광사 등이 왕실의 후원으로 중창되거나 신축

되고 다양한 불교미술이 조성되었다. 이중 도선사는 석

조독성상, 마애불, 칠층석탑, 석등, 김상궁 마애사리탑 등 

한 사찰 내에 매우 다양한 석조미술이 조성되었다는 점

에서 주목된다. 특히 마애불-석탑-석등이 한 공간에 조성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예불 공간 조성은 매우 드문 사례

이다. 한편 독성신앙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신앙과 결합

해 불교적으로 새롭게 전개된 독특한 신앙 형태로서 조선 

후기에 널리 유행하였다.105 도선사에 석조독성상이 조성

되어 있고 도선사 마애불이 산신과 같은 토속적인 느낌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도선사는 민간신앙

과 불교가 결합된 조선 후기 불교신앙의 흐름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Ⅴ. 맺음말

북한산은 고대부터 산신신앙의 중심지였으며 불교

가 전래된 이후에는 불교 신앙처로서 중요시되어온 명산

이다. 명산이 갖는 지리적 특징, 사상, 종교, 그리고 그 안

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결합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리

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적일 것이다. 따라서 

명산에 문화유적이 많음은 오히려 이 산이 명산인 또 다

른 이유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서울·경

기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인 북한산에 조성된 불교 석조미

술의 유형과 양식 특징을 살펴보고 시대별 전개에 따른 

특징 및 분포에 따른 특징,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산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불교문화가 성행

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사찰이 건립

된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다. 특히 많은 사찰들이 고려~조

선시대 동안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고려시대

는 서울이 남경(南京)으로서 중요시되었고, 조선시대는 

도성과 가까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장 많은 사찰 건

립과 중창은 조선시대에 이뤄졌는데 조선 후기 북한산성 

축성으로 인해 승영사찰 건립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따

라서 조선 후기 북한산 승영사찰은 기본적으로 신앙 기

도처로서 사찰의 기능을 가졌겠지만 북한산성 축성이 중

요 배경으로 작용한 만큼 북한산의 지정학적 위치, 교통

로, 관방체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북한산 불교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은 석조부도, 석탑, 마애불, 석

불, 탑비(석비), 석등, 당간지주, 마애사리탑 등 비교적 

다양한 유형이 남아 있는데 통일신라 1기, 고려시대 19

기, 조선시대 18기, 근대 1기 등 39기를 확인하였다. 시대

별 특징은 신라 불교미술이 경기지역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며 고려 전기와 조선 후기에 석조미술이 가장 많

이 조성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북한산 사찰은 왕실 원

찰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북한산성 축성이 석조미술 증가에 가장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분포 현황을 보면 남쪽지역에 가장 먼저 불

교 석조미술이 조성되었는데 이는 한강유역을 방어하기 

위한 거점으로 북한산성을 활용했던 신라의 군사적 목적

104 이순영, 2013.12, 앞의 논문, p.178.

105 이숙희, 앞의 논문,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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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진 교통로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산 불교 석조미술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서쪽지역

과 동쪽지역이다. 그러나 두 지역에 조성된 불교 석조미

술을 살펴보면 집중 조성된 시기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서쪽지역은 고려 전기 석조미술이 

분포되어 있고 동쪽지역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후기의 

석조미술이 집중되어 있다. 북한산 동쪽지역에 승영사찰

의 중심인 중흥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일대에 석조미술

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은 조선 후기 북한산성 축성에 

따른 도성 방어 목적으로 사찰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북

한산의 불교 중심 거점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의 미술사적 의의

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진관동 석조보살

입상, 승가사 승가대사상 등 새로운 도상과 유형의 등장, 

둘째, 승가사 석탑이 서울·경기지역에 남아 있는 고려시

대 유일의 장엄공 장식 석탑이라는 것, 셋째, 상운사 석탑

이 서울·경기지역의 유일한 연화문 별석 초층탑신받침을 

보인다는 것, 넷째, 원증국사 부도, 전(傳) 성능대사 부도

가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의 분사리 부도로 건립되었다

는 것, 마지막으로 도선사 석조미술의 다양성과 조선 후

기 불교신앙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진은 필자 촬영

사사

본 논문은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2018 경기도 북한산성 연구 

보존 및 활성화 학술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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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Buddhist stone art in the cultural zone of  Mt. 

Bukhan. Mt. Bukhan witnessed the prevalence of  Buddhist culture in and around it since the introduction of  Korean 

Buddhism and served as the center of  Buddhist culture in the nation, where new Buddhist temples continued to 

be built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Joseon Period. Of the characteristics of  its Buddhist culture, it is 

very noteworthy that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temples in and around it in the latter half  of  Joseon supported 

the function of  Buddhist temples as basic places of  worship. These military templ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mountain’s geopolitical location, traffic routes, and position in the national defense system-- its mountain fortress 

was an important defense facility. 

The stone art works of  Mt. Bukhan can be categorized into various types, including stone stupas, stone pagodas, 

rock-carved Buddhas, stone Buddhas, towers and monuments (stone monuments), stone lanterns, flagpole 

supports, and rock-carved sarira pagodas. There are diverse types of  stone art left on the mountain. As for its period 

characteristics, it is clear that the Buddhist art of  Silla spread even to the Gyeonggi region, and that most of  the 

works of  stone art were created during the first half  of  Goryeo and the latter half  of  Joseon. Starting in Goryeo, the 

Buddhist temples of  the mountain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the royal court by operating as the royal buddhist 

shrine for the royal family.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the construction of  the Bukhan mountain fortress became 

the most important opportunity to produce stone art. As for the distribution of  the stone artwork, it was usually 

created in the west part of  the mountain from Unified Silla to the first half  of  Goryeo and in the southern and 

eastern parts of  the mountain from the latter half  of  Goryeo to the latter half  of  Joseon. It is estimated that central 

Buddhist temples of  the mountain changed due to Silla's military goal of  advancing toward the west coast along 

the Han River in its early day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Bukhan mountain fortress in the latter half  of  Joseon to 

protect the capital city. 

Finally, the stone art of  Mt. Bukhan holds very high significance in art history because various types of  stone art 

continued to be created on and around the mountain, the stone artwork of  the mountain reflected representative 

styles for each period, and e rare and ofthe works produced on the mountain exemplified rare and unique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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