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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불교 유적지인 사찰과 사지의 공간적인 입지 특징을 GIS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찰의 입지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동일한 불교 유적이

상황에 따라 사찰 또는 사지로 존재하는 현상을 공간입지와 입지 경쟁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사찰이 사지에 대하여 지니는 경쟁력은 일반적인 시설물 입지

의 결과와는 다른 특징을 보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입지 특징을 보였다. 춘천과 원주

같은 도시지역의 경우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사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대부분

의 사찰은 상대적으로 입지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에 삼척의 경우는 사지에

비하여 사찰의 입지환경이 우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한민

족과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불교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생각된다.

주요어 : 불교유적, 입지환경, GIS, 삼각다이어그램

ABSTRACT

This study conducts quantitative analysis with the use of GIS of characteristics of Buddhism

relics spatial locations such as Buddhist temple sites. With the intention of analysis of the generally

known Buddhist temple site locations from spatial side, following the Buddhism relics sites state,

the present conditions of Buddhist temple sites was analyzed from the spatial point of view.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that, comparing with general location analysis,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ompetitive strength which maintains Buddhist temple sites functioning until

now are showing. In case of such cities as Chuncheon and Wonju, Buddhist temples exist in

the areas of high locational competitiveness, and most of them were located in the areas which

with relatively poor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comparing with Samchuk city case, the

location environment of Buddhist temples there turned out to be excellent. Such results show

that we can discove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Buddhism which holds the entire history for

the space calle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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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배경

불교가 한반도에 전파된 시기는 삼국시대인

4세기경이다. 그 후 삼국은 불교를 국교로 받

아들였으며, 이러한 불교는 통일신라시대와 고

려시대에 전성기를 누렸고 유교사회였던 조선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도 한국사회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 처럼 오랜 기간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불교는 한반도 곳곳에

다양한 불교 문화유적을 생성하였으며 그 대

표적인 것이 사찰이다.

기독교의 교회와 천주교의 성당이 주로 주

민 거주지와 가까운 도심에 위치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교의 사찰은 깊은 산중에서부터

도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입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불교가 지니는 특유의 사상

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 미친 불교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인문․사회분야에서 불교문화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다양한 입지 유형을 보이고 있는 사

찰의 공간적 입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

으나 무엇보다도 사찰의 입지 분석을 위한 기

초자료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즉, 사찰의 공간적 위

치 파악과 각 사찰의 입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자료의 부족, 대용량의 공간자료를 처리

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 등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사찰의 입지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자

료들의 부재에 따른 한계는 문화재청에서 수

행하고 있는 문화유적 분포지도 구축과 국토

지리정보원과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GIS 기반의 다양한 공간데이터의 구축사업으

로 인하여 상당부분 극복되었다.

GIS 분야에서의 문화유적에 관한 선행연구

로는 GIS 기반의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연구(문병채 등, 2003)와 인터넷 GIS를

이용한 문화유적의 서비스 방법에 관한 연구

(양해근과 신해진, 2006), 문화역사지리학 분야

에서의 GIS와 원격탐사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장은미와 박경, 2000), 문화유적의 공간적

입지 유형 분석(김창환과 배선학, 2006)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시계열적으로

구분하면 문화유적분야에서의 GIS 활용 가능

성에 대한 연구, 문화유적의 GIS 데이터베이

스화 연구, 인터넷 GIS를 이용한 문화유적의

서비스 방안 연구, 문화유적의 입지 특성에 관

한 공간 분석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에서

더 나아가 특정 문화유적의 입지를 공간과 시

간의 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즉, 최근에 구축된 다양한 GIS

기반의 공간자료들을 바탕으로, 타 종교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입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사찰의 공간 입지 환경을 현존하는 사찰

과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는 사지로 구분하

여 분석하고, 그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지역

단위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찰

과 사지의 입지 분석 결과와 지역의 종교인구

비율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적인 사찰과 사지로 한정하였다. 대부분

의 불교 유적은 사찰과 사지에 위치하므로 사

찰과 사지의 입지는 일반적인 불교 유적의 입

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사찰은 현재에도

운영 관리되고 있는 불교 유적지인 반면에 사

지는 특정 시대에 존재하였던 불교 유적지로

현재에는 그 터만 남아 있는 유적지이다. 공간

입지의 관점에서 볼 때 사찰은 사지에 비하여

공간입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쟁력에 대한 분

석을 위해 불교 유적지를 사찰과 사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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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사찰과 사지의 상대적 공간 입지 
분석 절차

하였다. 즉, 사찰과 사지의 비교 분석은 현재

시점에서의 불교 유적에 대한 입지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

으며,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두 불교

유적지를 비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유형별 지역

별 공간 입지 특징을 접근성, 고도, 용수확보

가능성 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은 앞에서도 언급한 불교 유적인 사찰과 사지

이다. 그리고 사찰과 사지는 그 자체가 현재의

존재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 유형이다.

공간적 범위는 춘천, 원주, 삼척, 속초, 양양

등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지역의 시군을 대상

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사찰과 사지의 공간적인 입지 특징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접근

성과 용수활용가능성, 고도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각각의 사찰과 사지에 대한

상대적 입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역별로 비교하여 사찰과 사지의 입지에 대

한 지역적인 차이 유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각 사찰과 사지의 공간 입지를 점수

화하여 지역별로 사찰과 사지의 입지 특징을

분석하였다.

사찰과 사지의 상대적인 공간 입지 분석은

①분석 기준도와 분석 대상도 구축, ②분석 기

준도와 분석 대상도를 이용한 공간 입지 값

측정, ③분석지표들로부터 측정된 값들의 표준

화 값 계산, ④삼각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분석

대상들의 상대적 입지 특징 분석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그림 1). 그리고 사찰과 사지에 대

한 공간 입지 점수는 분석 대상도와 분석 기

준도로부터 계산된 표준화 값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사찰과 사지의 공간적 입지 분석에 사용된

분석지표는 선행연구(김창환과 배선학, 2006)

에 근거하여 상대고도, 도로망도를 이용한 접

근성, 수계망도를 이용한 용수확보 가능성을

사용하였다.

각 분석지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연구대상인 각각의 사찰과 사지에 대하여 그

값을 측정하였다. 상대고도의 기준표고는 해당

시군의 시․군청이 위치한 지점의 높이 값을

적용하였으며, 접근성은 국도와 지방도로부터

의 거리 값을 적용하였다. 용수확보 가능성은

현재의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정하

천(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그 대상으로 하여

거리 값을 측정하였다. 이는 사찰이 대중화하

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용수확보

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이 외에도

사찰과 사지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입지 요소들 사이의 가

중치(중요도) 또한 다양할 수 있으나, 분석 모

델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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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연구 지역

이렇게 각각의 사찰과 사지에 대하여 측정

된 값은 삼각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상대적인

관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과

정을 거쳤다.

분석지표별로 측정된 값들은 동일한 척도로

변환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측정값의 표준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분석지표에서 측

정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도출한 1차

방정식에 대입하는 방법과 퍼지함수식에 대입

하는 방법에 의한 결과를 삼각다이어그램에서

비교한 후 실측값의 표준화 방법을 결정하였

다. 그 결과 1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측정된 값

들을 표준화 할 경우 측정값들이 등간격으로

배분되어 삼각다이어그램에서 각 분석지표들

사이의 차별화가 잘 표현되지 않고, 전체적으

로 삼각다이어그램의 중앙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그림 2). 반면에 퍼지함수로부터 산출

된 표준화 값들은 삼각다이어그램에서 각각의

분석지표들의 특징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다(그

림 3). 그 외 백분위수에 의한 측정값 표준화

방법은 1차 방정식에 의한 표준화 방법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중력모형에 의한

측정값 표준화 방법은 다양한 공간 입지 특징

을 보이는 사찰과 사지의 입지 분석에는 적합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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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1차 방정식으로 산출된 표준화 값
에 의한 사찰과 사지의 입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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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퍼지함수로 산출된 표준화 값에 
의한 사찰과 사지의 입지 분석

사찰의 공간적 입지 특징 분석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강원도의 춘천, 원주, 삼척, 속

초, 양양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속초

와 양양은 동일권역으로 통합하여 분석을 수

행하고 지역명은 양양으로 통일하였다. 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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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지형특징을 살펴보면 양양과 삼척은 동

해안과 태백산맥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며, 춘

천과 원주는 영서지역이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다. 춘천은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에는

한강의 지류인 섬강과 치악산 국립공원이 포

함되어 있다. 양양은 양양남대천과 설악산 국

립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삼척은 삼척오십천

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다. 춘천과 양양이 동

일 위선에 위치하며, 원주와 삼척이 동일 위선

에 위치한다.

2. 자료 수집 및 GIS DB 구축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찰과 사지에 대한 공

간데이터는 문화재청과 연구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작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활용하

여 구축하였다. 연구지역인 춘천, 원주, 양양,

삼척의 사찰과 사지 수는 모두 121개로 조사

되었다. GIS 데이터 구축은 한국측지계의 중

부원점으로 통일하였다.

분석 기준인 도로와 하천, 표고는 별도의 주

제도로 제작하였다. 사찰과 사지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로도는 축척 1:5,000 수치지

도에서 국도와 지방도를 추출한 후 교통지도

를 사용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구축하

였다. 용수 확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천

도는 법정하천인 국가하천과 지방1․2급 하천

을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고도값 측정을 위한

표고도는 축척 1:5,000 수치지형도에서 등고선

과 표고점을 추출한 후 이를 DEM으로 변환

하여 구축하였다.

분 류 분석 지표 비 고

고도
표고점,
등고선

축척 1：5,000
수치지도

접근성 도로 국도, 지방도

용수확보
가능성

수계(하천)
국가하천,

지방1⋅2급 하천

TABLE 1. 분석 기준도 제작

FIGURE 5. 사찰⋅사지 분포도

FIGURE 6. 고도

FIGURE 7.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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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사지에 대한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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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사찰에 대한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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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지역별 하천과의 거리 측정값

FIGURE 8. 하천 

3. 삼각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사찰과 사지의 

상대적 입지 분석

1) 사찰과 사지에 대한 공간 입지 값 측정

연구지역의 사찰과 사지에 대한 공간 입지

값은 도로와의 거리, 하천과의 거리, 고도라는

세 가지 요소로 측정되었다. 사찰과 사지를 포

함하는 전체 사례에 대한 측정값에서는 하천

과의 거리에서는 2㎞지점과 4㎞지점에서 각각

그래프 기울기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최대 거

리는 약 6㎞이다. 도로와의 거리에서는 2㎞지

점과 3㎞지점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

였으며, 국도와 지방도로부터 3㎞이내에 대부

분의 사찰과 사지가 위치한다. 고도값은 500m

를 전후로 하여 그래프의 기울기에서 변화가

생겼으며, 1㎞이내에 대부분의 사찰과 사지가

위치한다(그림 9). 사찰과 사지로 분리하여 측

정하였을 때 사지는 사찰과 사지 전체에 대한

측정값과 유사한 측정 결과를 보였으나(그림

10), 사찰의 경우는 하천과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약 500m지점, 2㎞지점(하천)과 1.5㎞지점(도로)

에서 각각 기울기가 변화하였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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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지역별 도로와의 거리 측정값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사례 수)

(m)

삼척 양양 원주 춘천

FIGURE 14. 지역별 상대 고도 측정값

각 분석지표의 지역별 측정값을 살펴보면

하천과의 거리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춘천과

원주의 경우 약 2㎞지점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삼척과 양양은 특별한 변동 없이 지

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천과의 최

대 거리는 약 6㎞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그림 12). 도로와의 거리는 춘천

과 원주, 삼척이 거의 비슷한 분포 유형을 보

이고 있으며, 양양은 500m～1㎞ 사이에서 급

증하는 형태를 보인다. 도로와의 최대 거리는

춘천, 원주, 삼척이 약 3㎞이고, 양양은 약 2㎞

로 나타났다(그림 13). 상대고도 값은 모든 지

역에서 약 200m를 전후로 하여 급격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발에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상대고도를 약 200m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그림 14).

2) 문화유적별 공간 입지 값 표준화

각각의 사찰과 사지의 공간적 입지 특징을

앞에서 측정한 세 가지 분석지표 사이의 상대

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

도값과 거리값이라는 서로 다른 측정 기준으

로 측정된 분석지표 값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는 측정 단위를 통일시키는 표준화 과정이 필

요하며, 이것이 분석지표의 표준화이다. 분석

지표의 표준화를 위한 방법에는 백분위수, 중

력모형, 퍼지이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퍼지(fuzzy)

함수를 이용한 표준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퍼

지 함수를 이용한 표준화 방법은 이미 토지적

성평가의 공간분석 분야에 활용되는 등 연속

적인 값을 갖는 공간분석 분야에서 활용 가능

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이희연, 2000; 채미옥

과 오용준, 2003). 이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에서 사용되고 있는 퍼지 함수식을 적용하였

다(표 2).

퍼지 함수를 이용한 표준화값 산출을 위해

서는 최소임계치와 최대임계치 그리고 측정치

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측정치는 GIS를 이용

하여 각각의 사찰과 사지에 대한 분석지표(고

도, 접근성, 용수확보가능성)를 계산한 값이다.

그리고 최소임계치와 최대임계치는 각각 최고

값과 최저값의 경계가 되는 값이다. 이 연구에

서의 최소임계치와 최대임계치 값은 각각 상

위 10%와 하위 10% 값을 이용하여 설정하였

다. 최소임계치 이하의 값은 ‘100’점이 부여되

고 최대임계치 이상의 값은 ‘0’점이 부여된다.

그리고 최소임계치와 최대임계치 사이의 값은

표 2에서 제시한 함수식에 적용하여 계산되며

‘0’～‘100’ 사이의 값이 부여된다(그림 15).

3) 삼각다이어그램에 의한 사찰과 사지의

입지 특성 분석

사찰과 사지의 공간적 입지 특징을 GIS와

삼각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삼각

다이어그램은 세 개의 서로 다른 지표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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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기준/임계치 유   형 퍼지 함수

상대

고도

상대 고도

(c:-10m d:350m)

S-shaped

(Monotonically

decreasing)

c

d
접근성

도로로부터의 거리

(c:130m d:2,490m)

용수확보

가능성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c:220m d:4,300m)

FIGURE 15. 퍼지 함수 그래프와 임계치

FIGURE 16. 삼각다이어그램
(김창환과 배선학, 2006)

구   분 함    수    식 비  고

monotonically

decreasing

   



cos


× 




(a≤ω≤b)

   

a : 최소임계치

b : 최대임계치

ω : 측정값

μ : 퍼지점수

채미옥과 오용준, 2003, 77.(재인용)

TABLE 2. 공간 입지 값의 표준화를 위한 fuzzy 함수식

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자연지

리 분야에서는 모래․실트․점토간의 입경분

석 결과표현에 활용되며, 경제 분야에서는 특

정지역에 대한 1․2․3차 산업 사이의 상관도

를 나타내는데 많이 활용된다. 삼각다이어그램

을 이용한 상대적인 입지특징 분석의 원리는

삼각형의 각 변에 분석지표의 축을 배정하고,

세 가지 분석지표가 갖는 점수값을 삼각형 내

부에 특정 지점에 상대적인 위치로 표시하는

것이다(그림 16). 이때 삼각다이어그램의 각

변에 입력되는 값은 퍼지함수를 이용하여 산

출한 표준화값이다. 이 연구에서는 삼각다이어

그램 제작 소프트웨어인 Tridraw2.6을 사용하

여 삼각다이어그램 상에 사찰과 사지의 상대

적 입지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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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사지의 상대적 입지

FIGURE 19. 사찰의 상대적 입지

FIGURE 17. 삼각다이어그램에 표현된 사찰과 
사지의 입지 유형 설명(김창환과 배선학, 
2006)

사찰과 사지는 삼각다이어그램에서 입지하

는 위치에 따라 A에서 G까지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림 17). 삼각다이어그램에서 A

유형은 고도점수값과 도로접근성값, 용수확보

가능성값이 모두 대등하다. B 유형은 고도점

수값이 도로접근성값과 용수확보가능성값에

비하여 매우 높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위치하지만 도로와 하천으로부터 떨어

져 있는 지역이다. C 유형은 용수확보가능성

값이 고도점수값과 도로접근성값에 비하여 매

우 높은 지역으로, 하천 가까지에 위치하지만

고도가 높고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에 해당한다. D 유형은 도로접근성값이 고도

점수값과 용수확보가능성값에 비하여 매우 높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도로 가까이에 위치하지만

고도가 높고 하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찰 또는 사지이다(김창환과 배선학, 2006).

이러한 삼각다이어그램 상에서의 공간적 입

지 특성을 기준으로 사찰과 사지의 유형별, 지

역별 분포 특성을 삼각다이어그램에 표현하고

이를 분석하였다(그림 18～그림 23).

먼저 사찰과 사지를 유형별 분류하였다. 사

찰과 사지의 차이점은 오늘날에도 해당 유적

이 도태되지 않고 유지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즉, 사찰은 사지에 비하여 상대적인 위치 경쟁

력을 지니고 현재까지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사지는 시대적으로 특정 시점에

는 위치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오늘날

에는 그 경쟁력을 상실하여 사라진 불교 유적

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삼각 다이어그램을 이

용한 분석 결과 사지는 삼각다이어그램에서

고도점수값과, 도로접근성값, 용수확보가능성

값이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A 구역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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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춘천의 사찰과 사지 입지

    
FIGURE 21. 원주의 사찰과 사지 입지

FIGURE 22. 삼척의 사찰과 사지 입지

    
FIGURE 23. 속초⋅양양의 사찰과 사지 입지

F, G 구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었다. 그

에 비하여 사찰은 A 구역과 D, F 구역의 입

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찰은 사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고 도로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오늘날 산중에 입지하고

있는 주요 사찰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이다.

다음으로 사찰과 사지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춘천과 원주는 삼각다이어그램의

A 구역에 집중된 입지 형태를 보이는 반면에,

삼척과 양양은 삼각다이어그램에서 분산된 입

지 형태를 보였다. 춘천과 원주는 자연환경적

인 특징으로 인하여 하천과의 거리에서 차이

를 보였다. 즉, 춘천의 경우 상대적으로 하천

과의 거리가 가까웠으나 원주는 하천과의 거

리가 멀었다. 삼척은 접근성이 우수한 A, F,

D 구역에 입지하는 비율이 높다. 양양은 극히

분산된 형태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도로접근

성이 낮고 상대고도가 높은 지역에 사찰과 사

지가 입지하고 있다. 지역별 분류를 볼 때 전

반적으로 춘천과 원주 등 오랜 기간 그 지역

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온 지역은 삼각다

이어그램에서 각 변수에 대한 입지값이 동등

한 A 구역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에

양양의 경우는 분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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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춘천의 사찰과 사지 입지값

    
FIGURE 25. 원주의 사찰과 사지 입지값

FIGURE 26. 삼척의 사찰과 사지 입지값

    
FIGURE 27. 양양의 사찰과 사지 입지값

4. 종합 입지값 의한 사찰과 사지의 입지 

특성 분석

접근성값과 상대고도값, 용수확보가능성값을

이용한 삼각다이어그램 분석은 사찰과 사지의

입지에 있어서 각 분석요소들의 상대적인 중

요도에 대한 분석이다. 그러므로 삼각다이어그

램에 의한 분석 결과가 각각의 사찰과 사지의

입지 지점에 대한 우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

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삼각다이어그램을

이용한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찰

과 사지의 입지 분석값을 종합한 후 이를 지

도화하여 분석하였다.

종합 입지값에 대한 분석 결과 춘천은 사찰

과 사지의 종합 입지값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

으나, 종합 입지값이 높은 지역은 현재 대부분

사지로 남아있다. 이는 현재 춘천의 불교 기반

시설이 급격히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원

주는 사찰과 사지의 전체 숫자와 종합 입지값

에 있어서 춘천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종

합 입지값이 높은 사찰이 도심 내에 다수 위

치하고 있으며, 비록 종합 입지값은 낮지만 치

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찰이 입

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춘천에 비하여 불교 기

반시설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삼척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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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인구수(명) 종교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강원도 1,465,279 46 23 16 5

춘천시 234,362 48 19 21 7

원주시 237,089 50 21 21 7

삼척시 83,791 38 24 9 3

속초시 81,979 45 25 14 5

양양군 28,190 45 30 11 3

(자료 : 통계청, 1995)

TABLE 3. 지역별 종교 인구 비율

사찰과 사지의 숫자에 비하여 종합 입지값이

높은 사찰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인다. 도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삼

척의 불교 기반시설은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양양도 사찰과 사지의 숫자와 종합 입지

값을 고려할 때 사찰의 분포 등에 있어서 불

교 기반시설이 우수한 편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영서지역에

비하여 영동지역의 사찰의 입지가 우수하였으

며, 위도상으로는 북쪽에 위치한 춘천과 양양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원주와

삼척에 사찰이 많이 입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시군단위의 종교인구 조사의 결과와도 상당부

분 일치를 보인다(표 3). 통계청의 자료에 의

하면 시 지역에 해당하는 춘천과 원주의 불교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군지역인 양

양과 삼척의 불교 인구 비율은 높다. 그리고

시지역인 춘천과 원주의 경우에서도 사찰의

도심 내 입지 비율이 높은 원주의 불교 인구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시군 단

위로 볼 때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찰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불교 인구비율은 높으며,

상대적으로 도시화 비율이 낮은 군 지역의 불

교 인구비율과 도심 내 사찰 입지 비율은 높

게 나타났다.

결론 및 고찰

이 연구는 불교 유적지인 사찰과 사지의 공

간적인 입지 특징을 GIS를 이용하여 계량적으

로 분석한 것이다. 동일한 불교 유적이 상황에

따라 사찰과 사지로 존재하는 현상을 공간입

지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찰과

사지가 지역에 따라 어떠한 분포 유형을 보이

는가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오늘날 사찰이 사지에 대하여 지

니는 경쟁력은 일반적인 입지분석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도시화가

진행된 춘천과 원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

간 입지값이 높은 지역에 사찰이 아닌 사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찰은 상대적으

로 입지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

다. 반면에 삼척의 경우는 입지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사찰이 다수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간분석의 결과는 지역별 불교인

구 비율과도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찰과 사지는 지역

에 따라 서로 다른 입지 특징을 보이고 있었

다. 이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지정학적 위치 등 다양한 원인이 사찰의 입지

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연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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