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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oksa is famous for its location and history, compared to other traditional temples in Korea, as seen in

remarks of Monk Doseon in the Shilla Dynasty: "This temple is where the three disasters can not penetrate." In

contrast, the reality is that active researches are not conducted, especially on spatial studies.

Magoksa has its unique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can not be found in other temples of Korea, but the existing

studies on Magoksa have focused on style or design aspects, and the research has placed importance in a

survey form due to the lack of historical materials. The reason for approaching Zhuangzi's philosophy in studying

Magoksa's space is because of the fact that it has affected Zen Buddhism and Pure Land Buddhism of

Mahayana Buddhism, and that Magoksa was completed by Monk Bojo of Zen Buddhism.

It is expected to deduce the meaningful results due to the reasonal aspects of mutual elements by studying

Magoksa as a Buddhism temple through Zhuangzi's philosophy in that context.

In pursuit and reinterpretation of the 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morphological, stylized aspects, but a variety of methodologies might be also presented in understanding the

philosoph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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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마곡사는 한국전통 사찰 중에서도 신라의 고승인 도선대

사가 ‘삼재가 감히 들지 못하는 곳’ 이라 말할 정도로 장소

성과 역사성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그에 비해 공간 연구에

있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마곡사는 한국 전통사찰 중에서도 다른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기존 마곡사

연구는 양식적 측면이나 의장적 측면에 치중되어 연구되

어 왔으며 역사적인 자료의 미흡으로 현황조사 가깝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마곡사 공간을 연구하는데 있어 장자의

사유로 접근하는 이유는 장자의 사유는 대승불교의 선종

과 정토교에 영향을 주었으며 선종의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마곡사가 중건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도가의 장자 사유로 불교의 사찰인 마곡

사 공간을 연구해 봄으로서 사유적 측면의 상통되는 요소로

인해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전통건축의 한국성이라는 본질을 추구하고 재해석

하는데 있어 형태적, 양식적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

전의 사유적 측면을 이해하려 할 때 유연한 사고로 인한

다양한 방법론 또한 제시되리라 본다.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될 때 한국전통건축을 통한 재해석이 답습과 모방이

아닌 진화로서 한국적 공간성이 구축되리라 본다.

1.2. 연구 전제 및 방법

장자의 사유를 통한 마곡사 분석에 있어서 본 연구는

장자가 직접 저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장자의 내편

(內篇)을 이론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였다.

장자 사유로 접근하는데 있어 마곡사에는 많은 용도별

공간들이 구축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양식과 형태론적으

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자 사유로서 맥락적 특성

이 도출되는 구축체제와 공간들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에

임한다. 또한 창건과 중건 과정에서 구축되지 않은 역사

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종각이나 염화당 등의 공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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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체의 상대적 수평관계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킨다.

남원의 영산전이 조선시대 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란

과 화재에 의한 보수나 복원과정에서 변형된 걸로 판단

되므로 삼국시대 창건시 남원만 구축되었다는 점을 감안

하여 영산전의 위치 또한 현재의 위치와 동일한 걸로 판

단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자의 사유와 불교에 관계성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해하고 답사를 통해 체험으로 마곡사 공간을 이

해한다.

둘째, 장자의 사유적 관점으로 마곡사 공간특성을 파

악한다. 창건당시 영산전을 기준으로 하는 남원의 특성

을 파악하고 또한 중건이후 남원과 북원의 가람배치 상

태로서 파악하여 공간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장자의 사유적 관점에서 파악된 특성을 남원의

체계와 남원북원의 체계로 나누어 분석틀에 의해 종합적

으로 비교분석하여 본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장자 사유의 이해

(1) 상대적 존재로서 평등

장자의 상존과 평등은 재물론에서 많이 다루어지는데

재물론에서 말하는 요체는 ‘각각이지만 차별되지 않는

개별자들의 다양한 조화의 세계’ 이며 재물의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코 만물이 동일해지는 ‘획일’이 아니라

‘큰것’은 큰대로 ‘작은것’은 작은대로 평등하게 인정되며

조화를 이루는 ‘제일(齊一)’ 이다.1)

각기 개별적인 개체들은 개체의 고유성과 차이를 지니

면서 그물망 속에서 상호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룬다.

각 물(物)들의 존재방식은 수직적인 체계가 아닌 유기적

인 관계로 평등하게 존재한다.

물(物)에는 저것이 아닌 것이 없고, 물(物)에는 이것 아

닌 것이 없다. 모든 존재자들은 어느 쪽의 시각을 기준으

로 삼느냐에 따라 객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기도 한

다. ‘이것’ 과 ‘저것’은 상대적인 개념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2) 이것과 저것은 나란히 동시에 생기는 개념이기 때

문에 어느 한쪽이 높고 낮음의 우열이 가려지지도 않는다.

구멍이 큰 바람을 만나면 큰소리가 나며 작은 바람을 만

1)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사회평론, 2009, p.156

2) 정용선, 장자 마음을 열어주는 위대한 우화, 도서출판 간장, 2011, p.81

나면 작은 소리가 나고 바람이 멈추면 소리 또한 사라진다.

이렇듯 구멍의 소리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바람이 구멍

을 만나 구멍의 소리로 실상의 존재로 생성되는 것이다.

열림이 있으면 닫힘이 존재한다. 열림이 없다면 닫힘

이라는 개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장자의 사유에서는 절대적인 이분법적인 구분을 두지

않는다. 모든 물(物)이 연속적인 하나의 그물망에서 평등

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2> 상대적 수평, 수직관계의 공간적 개념

(2) 물화(物化)로서 생성

장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로 생성, 변

화하는 것을 ‘물화物化’라고 부른다.3) ‘물화’로 알려진 예

로 ‘나비의 꿈’을 들 수 있다.

곽상은 장주가 장주로서, 나비가 나비로서 자기 충족

적인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이 변화하여 다른

것이 되어 그 세계 자체가 변용되는 사태를 장자의 물화

로 설명한다.4) 개체가 변화하여 다시 변화를 낳고 다시

그것이 전체의 변화가 된다는 것이다.

지상의 수증기가 상승하여 온도차에 의해 구름으로 변

화되고 구름은 다시 비로 변화되어 지상으로 떨어져 물

로 변화된다. 이렇듯 어떠한 개별적 존재는 다른 존재와

의 만남에서 실상이 변화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연속

적 선상에서 끊임없이 유도한다.

변화의 필연성은 변화의 연속성으로 성립된다. 개체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변화 와중에 변화의 존재로 물화

(物化)인 것이다.

<그림 3> 변화와 생성으로서의 실재

플라톤은 세계자체의 실재를 참된 모습 ‘이데아(idea)’

와 거짓된 모습 ‘현상(appearance)’ 으로 구분한다. 또한

변화되는 모습을 존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장자는 변화되는 세계자체가 실상이라고 하고

3) 나카시마 다카히로, 장자 닭이 되어 때를 알려라, 조영렬 역, 글항

아리, 2010, p.197

4) 위의 책,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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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한다. 변화의 흐름 속에

서 생성이 오고 그 변화의 흐름으로 소멸이 온다고 한다.

즉 변화의 흐름, 물화(物化)가 실상인 것이다. 이러한 물화

는 무한한 개체의 생성에서 전체의 생성으로 변화한다.

<그림 4> 변화와 생성의 공간적 개념

(3) 이중적 시간성

장자에게 시간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하나는 필

연적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하는 시간이다.

필연적 시간이란 생존, 영달, 부귀 등과 그것을 잃어가

는 죽음, 빈궁, 불명예 등을 일컫는다. 이에 반해 창조의

시간은 외부적인 변화에 인해 내면의 조화를 혼란시키지

않아 조화와 기쁨을 잃지 않는 독자적인 체험을 말한다.5)

장자의 내편 ‘대종사’에서는 “얻는 것은 시간이고, 잃는 것

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得者時也. 失者順也).”하고 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초년을 얻고 중년을 얻고 말년을 얻

는다. 또한 중년이 되어서는 초년을 잃고 말년에는 중년

을 잃는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필연의 시간인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이다. 이미 얻은 시간

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이다.

창조되는 시간이란 인간의 마음에서 창조된 시간을 말

한다. 변화의 득, 실이 구분되지 않고 변화에 동요되지

않는 화평과 기쁨의 변화인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

고 미래에 기대하지 않는, 그 변화 그 자체에 일체화하

여 변화에 체험하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인 것이다. 매순

간 현재는 사라지고 매순간 현재가 생겨나는 변화에서

영원한 현재로서 마음의 기쁨과 고요를 가지는 창조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영원한 현재를 향유하고 체험하고

만끽하는 삶 자체인 것이다.

인간적 세계에 상존하는 이분법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다. 장자는 필연적인 시간이 흐르는 가

운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영원한 현재, 그리고 창조해

나가는 시간 속에 향유를 말한다.

<그림 5> 필연적 시간성과 창조적 시간성

5) 김상희, 장자: 혼돈(混沌)으로의 전환과 독유(獨遊)의 세계, 이화여

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45

<그림 6> 필연적 시간성과 창조적 시간성의 공간적 개념

(4) 탈중심성

장자가 보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 자연은 인간이 언어

로 구분하고 개념을 고정시키기 이전에는 경계선을 가진

적이 없다. 세계는 고정된 실체도 모양도, 인과적 질서

도,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그리고 중심도 갖지 않는다.6)

개체들의 생성과 변화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어떤 중심이 주체가 되어 질서를 유지

하는 것이 아니다. 중심에 의한 종속적인 질서가 아닌

탈중심적 관계 속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개별적 개체의 존재성은 서구의 합리적 사유처럼 초월

적 존재가 상정되고 그에 따른 수직적 체계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고 그물망처럼 수평적, 우연적 개념으로 존

재한다. 세계는 변화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거치기 때문

에 어떠한 불변의 중심성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7> 중심에 의한 질서와 탈중심에 의한 질서

자연의 세계는 불변적인 주재자에 의해 개체들이 의지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개체 스스로 반응하는 것이

지 확정적 질서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개체와 개체 간

에도 확정적 경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8> 중심, 탈중심적 질서의 공간적 개념

2.2. 장자의 사유와 불교의 관계성

(1) 불교와 만물제동

장자가 남겨놓은 과제 ‘만물제동의 경지에 드는 일’ 과

씨름하며 해결에 성공한 것은 도가의 후계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불교의 선종이고, 정토교 였다고 말해도 무방하

다.7)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된 불교는 소승불교가 가졌

6)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사회평론, 2009,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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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객관적 해석을 지양하고 체

험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대승불교로 확립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불교도는 노장사상의 깊이를 이해하려 하였

다. 장자의 만물제동의 사유는 불교도 승조에 의해 이치

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한 ‘반야8)의 공의

(公義)’에 도달할 수 있었다.

(2) 장자사유로서 불교사상의 논거

중국 남북조 시대에 유교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논

쟁이 신멸불멸논쟁(神滅不滅 論爭)이다. 신멸론 입장에서

는 형(신체)이 죽으면 신(정신, 혼) 또한 사라진다는 입

장이었고 불교의 입장에서는 ‘형’과 ‘신’의 분리와 합일의

논거로 장자의 재물론을 내세우며 신불멸론 입장에서 윤

회나 삼세보응 사상을 보증을 받게 된다.

장자에서는 꿈에서 나타나는 ‘형’과 ‘신’의 분리 그리고

타자와의 혼의 교섭을 이야기 하는데 불교 또한 장자의

사유와 맥락을 같이 하며 논쟁의 논거로서 내새웠다.

<그림 9> 신멸론적 개념과 신불멸론적 개념

2.3. 마곡사 개요

마곡사는 현존하는 사찰 중에 남북 두 개의 원(院)으

로 양분되어 있는 유일한 사찰이다.

하나의 사찰이 개울을 경계로 양분된 예는 지금은 폐

찰이 된 서산 보원사지가 있다.9) 진입 또한 개천을 따라

진입하며 북원을 우회하면서 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

전체적인 개천의 흐름은 태극형상을 갖추고 있다.

남원의 극점인 영산전은 동향을 향해 자리잡고 있으며

북원의 극점인 대광보전과 대웅보전은 남향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산지가람의 특성인 레벨에 의한 구축이

아닌 평지가람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평지가람의 형식

을 취하다 보니 지리적 협소성이 영산전과 대광보전, 대

웅보전의 배치적 향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마곡사의 오층석탑은 밀교의 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오

층석탑이 중건이후 세워진 걸로 보아 전체적인 마곡사의

구축체계에는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창건시 남원의 체제로 유지되다가 보조국사 지눌에 의

해 양분적 체계로 중건되면서 현재의 가람의 모습을 갖

추고 있다.

7) 나카시마 다카히로, 장자 닭이 되어 때를 알려라, 조영렬 역, 글항

아리, 2010, p.52

8) 반야(般若)는 범어로는 프라즈나(prajna)이며, 인간이 진실한 생명

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원적인 지혜를 말한다.

9) 조명화 외 2인, 마곡사, 빛깔있는 책들, 1998, p.45

3. 장자 사유로서 마곡사 공간 특성

3.1. 상대적 존재로서 평등

(1) 남원과 북원의 상대성과 평등

마곡사는 계류에 의해 남원과 북원으로 양분적 체제로

구축되어 있다. 남원은 영산전을 주축으로 북원은 대광

보전과 대웅보전을 주축으로 독립되고 양분된 축으로 구

축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찰의 체계는 일주문 - 천왕문

- 해탈문 - 불전 순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곡사는 이

러한 체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마곡사는 일주문을 거쳐

남원의 해탈문을 먼저 통과하게 되고 천왕문을 거쳐 북

원의 대광보전으로 유도된다. 오히려 남원의 영산전을

도달점으로 하여 북원에서 반대로 진입 시 일반적인 사

찰의 진입 체계가 형성된다.

일주문 위치가 창건시에는 현재의 위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10> 마곡사의 양분적 체계

양상현은 사찰건축 서사구조의 전형적인 전개를 ‘고

(苦)-집(潗)-멸(滅)-도(道)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10) 북원

의 대광보전과 대웅보전을 궁극적인 도달점으로 설정했

을 때 남원이 고집(苦潗)이 되는 것이고 북원이 멸도(滅

道)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남원의 영산전을 도달점으로

보면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전개가 되는 것이다. 즉 양쪽

의 멸도(滅道)가 함께 고집(苦潗)을 공유하는 체계를 지

닌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수직적인 위계로서의 체계가

아닌 수평적인 평등으로서의 체계로 볼 수 있다. 남원과

북원이 서로의 개체적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상생하는 체

계인 것이다. 이쪽으로 가도 멸도(滅道)가 존재하고 저쪽

으로 가도 멸도(滅道)가 존재하는 것이다.

장자는 이 세계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고

한다. 이것과 저것의 구분아래 대립이 아닌 조화로서 평

등하게 존재하며 하나로서 평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2) 대광보전과 대웅보전의 상대성과 평등

마곡사 북원에 진입하게 되면 대광보전과 대웅보전의

10) 노양종, 공주 마곡사의 건축공간 및 의장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6,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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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열린다. 대광보전은 비로자나불11)이 모셔져 있고

대웅보전에는 석가불이 주존불로 모셔져 있다. 대광보전

뒤편으로 이중기단 위에 이층구조로 대웅보전이 구축되

어 있다. 두 불전은 어느 한쪽의 중심축에 의해 일직선

적 축으로 균형적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다. 가장 특징적

인 것은 정면에서 보았을 시 두 개의 불전으로 분리되어

보이나 북원에 진입하면 두 개의 불전이 오층석탑을 기

준으로 하여 하나의 불전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두 개

의 불전이 중첩되어 하나의 불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두 개의 불전이 하나의 불전이 되는 것이고 하

Position 남원과 북원의 양분적 구성, 대광보전 대웅보전

Space image

Space feature

마곡사는 계류에 의해 남원과 북원으로 양분적 체계를 지니고

있다. 남원의 영산전과 북원의 대광보전, 대웅보전이 극점으로

구축되어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서사적 구조로 볼 때 진입 시

에는 북원의 대광보전과 대웅보전을 극점으로 고집멸도(苦集滅

道)의 과정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나감에 있어서도 남원의

영산전을 극점으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서사적 구조를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구성체계는 남원과 북원의 양

분적인 체계에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천왕문과 혜탈문의 순서

가 바뀌어 나타나는 것이다. 어떠한 상대적 방향에도 같은 서

사구조를 취하며 수평적 평등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남원의 멸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원의 멸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고집이 없다면 멸도 또한 존재 할 수 없는 이

유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고유적 차이를 지니면서 평등으로

서 일원화 되는 것이다.

대광보전과 대웅보전은 구축레벨 또한 다르며 배치에 있어 어

느 한쪽의 일직선 축에 의해 배치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

나 대광보전의 수평성과 대웅보전의 수직성이 중첩 되어 균형

잡힌 하나로 구축된 불전의 모습을 가진다. 또한 대웅보전은

외부에서 이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하나의 공

간으로 되어 있다.

서로 다른 차이를 지닌 사물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면서 수평적

인 평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Drawing

Technique

양분된 극점으로 서사구조의 공유

수직적 매스와 수평적 매스의 중첩

이중적 구조의 내부 단일화

Extraction

keyword
수평성, 상대적 일원성, 상호 존재성

<표 1> 상대적 존재로서 평등

11)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은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vairocana)

이며 불교의 진리를 신격화한 광명의 부처이다. 또한 화엄신앙의

본존불이기도 하다.

나의 불전이 두 개의 불전이 되는 것이다. 대광보전의

수평성과 대웅보전의 수직성이 하나의 불전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두 불전이 수평성만 존재한다면 하나가 될

수 없었고 또한 수직성만 있었다고 해도 하나의 불전 모

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수평성과 수직성이 서

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평등하게 존재하고 또한 조화

로서 상대적 일원화 되는 것이다.

대웅보전은 외부서 보면 이층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

나 내부는 하나의 공간으로 형성된다. 둘(two)이 하나

(one)가 되는 것이고 하나(one)가 둘(two)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즉 상대적 일원화 되는 것이다.

장자는 끊임없이 사물은 서로를 낳는다고 한다.12) 서로가 서

로를 낳기에 상대적 차이 속에 상호 존재적으로 평등한 것이다.

3.2. 물화로서 생성

(1) 중정에 의한 물화와 생성

채가 유(有)라면 그 채에 담아지는 중정은 무(無)라

Position 매화당, 요사, 심검당

Space image

Space feature

중정은 비움을 담는다. 그 비움은 항상 변화되는 존재로서 실

상의 변화로 존재한다. 그 변화는 고정불변이 아닌 변화의 새

로운 모습으로 유(有)와 무(無)가 하나 되어 물화로서 새로운

생성의 실상을 만들어 낸다. ‘ㄷ’ 자형 중정은 일점 투시도 기

법에 의해 비움인 무(無)가 매스처럼 유형적인 모습으로 지각

된다. 중정에 담아지는 세계의 변화되는 모습은 채와 함께 변

화의 연속으로 존재한다. 그 변화는 항상 새로운 변화의 존재

를 또한 생성한다. 이러한 중정의 공간은 확정적인 공간이 아

닌 불확정적인 공간으로서 시비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

낮이 밤으로 변화될 때 단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확

정적인 경계를 두고 변화되지 않듯이 중정의 변화와 생성 또

한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물화로서 개체의 생성은 단절이 아닌 연속적으로 순환되면서

유동적으로 무한으로 이루어진다.

Drawing

Technique
사이공간 체계로 매스분리

일점투시도 기법

Extraction

keyword
불확정성, 연속성, 유동성, 가변성

<표 2> 물화로서 생성

12) 이종선, 장자미학의 해체론적 성격연구, 한국동양예술학회 동양예

술 제10호, p.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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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극락세계의 표현인 아미타오존도

할 수 있다.

마곡사에서 중정을 갖고 있는 곳이 남원의 매화당과

북원의 요사와 심검당이다. 이곳의 중정들은 모두 ‘ㄷ’

자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요사는 채로서만 중정을 이룬

형식이 아닌 후방 담에 의해 ‘ㄷ’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

다. ‘ㄷ’ 자형 형식은 일점 투시도 기법이 강하게 지각되

어 그에 따른 중정의 무(無) 또한 강조되어 지각된다. 무

(無)가 유(有)의 형체처럼 매스감이 들기 때문이다. 구조

상 무(無)의 관입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ㅁ’ 자형 중정은

평면적인 무(無)를 담는다면 ‘ㄷ’자 형 중정은 입체적 무

(無)를 담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으로 되는 것이고 술을 담

으면 술그릇이 되는 것이며, 약을 담으면 약그릇이 되는

것이다. 개체가 변화 속에 생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러한 변화 자체가 실상인 것이고 물화(物化)인 것이다.

물화(物化)는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동시에 불확정적인

존재로서 실상이라 볼 수 있다.

중정에 담아진 무(無)는 불변적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 속에 존재로서 존재한다. 중정이 맑은

햇살을 담고 있다가 소나기가 내리면 검은 구름과 더불

어 비와 소리를 담고, 비가 멈추면 다시 물방울 소리와

햇살을 담는다. 담아지는 변화에 따라 채는 변화하며 연

속적인 변화는 실상이 되는 것이다.

3.3. 이중적 시간성

(1) 상징적 오브제에 의한 이중적 시간성

장자는 필연적인 시간과 창조되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마곡사의 해탈문에는 금강역사상과 보현, 문수 동자상

이 모셔져 있고 천왕문에는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다. 금

강역사의 공격과 방어의 자세나 사천왕의 발로 악귀를

밟고 있는 형상은 불법을 수호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해탈문과 천왕문은 진입동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장방형 건물로 중앙어칸을 개방하

여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인간이 극점인 불전을 향해 가는 시간은 필연적인 시

간인 것이고 해탈문과 천왕문에서 상징적 오브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간은 창조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영산전에 주존불 석가불이나 대광보전의 비로자나불의

형상에서 초현실적인 존재인 부처와 교감을 하는 시간을

창조한다.

상징적 오브제를 매개로 하여 인간은 교감을 통해 신

체가 놓여있는 필연적 시간성에서 벗어나 창조된 시간으

로서 초현실적 시간과 세계에 놓이게 된다.

인간의 의식이 드라마나 영화 속의 장면과 시나리오에

빠져들어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가상적 현실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

간 의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간, 즉 창조되는 시간인

것이다. 정량적인 시간이 아닌 무한하게 생성되는 시간

인 것이다.

부처님 세계의 초현실적인 존재들이 상징적 오브제로

서 구축되어 현실세계에서 인간의 의식에 작용하여 초현

실적인 시간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인간의 신체는 필연

Position 해탈문, 천왕문, 불전

Space image

Space feature

해탈문의 금강역사상이나 천왕문의 사천왕상 그리고 불전의

부처의 상은 초현실적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상

징적인 오브제를 접하는 인간의 의식은 초현실적인 환경으로

시간성을 두게 된다. 즉 인간의 의식에 창조되는 시간성이다.

사찰의 극점인 불전에 향하는 신체. 그리고 상징적 오브제

앞에 있는 존재로서의 신체는 필연적인 시간성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의식에 초현실적 세계를 상상하고 교감하는 것은 창

조되는 무한한 시간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필연적 시간성을 정량화된 수학적 시간성이라면 창조되는 시

간성은 무한한 의식으로서의 시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꿈에서 인간이 초현실적 상황에서 보내는 시간성 또한 창조

된 시간성으로 보면 될 것이다.

Drawing

Technique
상징적 오브제 구축

초현실적 시나리오

Extraction

keyword
무한성, 초현실성

<표 3> 이중적 시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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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진입동선 축

Space image

Space feature

산지가람의 특징은 레벨과 의한 중심에 의한 위계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지만 마곡사는 평지가람의 형식으로 중심에 의한

위계적 측면보다 평등적 수평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진입특성에서 잘 나타나는데 중심에 의한 일직

선적 축이나 레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탈문과 천왕문 그리

고 북원으로 진입하는 다리는 각각의 분절된 축으로 탈중심적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각 개체들은 중심에 의한 객체롤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이 고유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탈중심

성 아래 상호관계로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Drawing

남원축 북원축

Technique
수평적 구축

축의 분절

Extraction

keyword
중심해체, 탈위계성

<표 4> 탈중심성

적인 시간성에 놓여 있지만 의식은 초현실적인 시간에

놓이는 것이다.

장자는 인간의 시간 창조능력으로 물(物)의 갈등으로

부터 해방 될 수 있다고 한다.13) 이러한 능력이 불가의

반야의 공의에 이르게 하는 것일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중적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3.4. 탈중심성

산지가람에서는 레벨과 중심성에 의한 위계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마곡사는 평지가람에 형식을 취하

고 있으며 특히 자연의 형세에 거스르지 않으려는 의도

를 많이 엿볼 수 있다. 영산전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 대

칭적 요소를 제외하면 마곡사에서 중심에 의한 대칭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진입동선으로 볼 때 축의

분절에 의한 비대칭적 배치가 이를 말해준다. 해탈문과

천왕문 그리고 다리를 건너 대광보전으로 진입할 시 탈

중심적 진입동선 체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해탈문과

천왕문의 그림틀로 인지하면 다음공간의 정면성이 분절

13) 김상희, 장자: 혼돈(混沌)으로의 전환과 독유(獨遊)의 세계, 이화여

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46

에 의한 일직선 축이 아닌 탈중심적 축의 성격을 지닌다.

선종사상은 평등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산속에 있더

라도 산 아래 평지에 단의 차이가 없이 가람을 배치하는

것은 이러한 교리가 내포되어 있다.14)

대광보전은 교종 화엄사상의 주존불인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지만 가람의 구성적 측면은 중심이 해체된 체

계로 탈위계적인 것이다.

4. 마곡사 공간 종합분석

3장에서 장자 사유로 마곡사 공간특성을 파악하고 그

에 따른 공간특성을 창건시기의 남원 중심체계와 중건에

따른 남원과 북원의 양분적 체계로 분석을 한다. 창건과

중건의 시기적 구분으로 분석함은 시대적 사유에 따른

영향으로 다른 사찰과 달리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

다고 보기 때문이다.

4.1. 장자사유와 마곡사 공간 특성관계

장자 사유로의 공간 특성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 존재로서 평등의 특성은 수평성, 상대적

일원성, 상호존재성으로 도출된다.

둘째, 물화의 생성은 불확정성, 연속성, 유동성, 가변성

으로 도출된다.

셋째, 이중적 시간성은 무한성과 초현실성으로 도출된다.

넷째, 탈중심성은 중심해체와 탈위계성으로 도출된다.

<그림 12> 장자사유와 마곡사 공간 특성관계

4.2. 창건시기 구축체제에 따른 분석

창건시 마곡사는 남원만 구축되었다. 현재의 구축체제

에서 천왕문과 해탈문의 구축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으

로 보아 창건시에는 남원 영산전을 중심으로 현재의 일

주문 위치에서 진입한 것이 아니고 계류 건너편, 즉 북

원방향에 일주문이 존재하여 진입했을 가능성이 또한 지

니고 있다. 북원방향에서 진입했다면 일반적인 사찰의

진입체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14) 김도경, 사찰의 앞마당과 뒷마당, 대한불교진흥원, 2011,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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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사유 공간특성 분포 분석내용

상대적

존재로서

평등

상대적일원성 ◯ 장자의 사유로서 도출된 공간특성으로 남

원을 분석해보면 상대적 존재로서 평등성

으로서의 특성이 미비하게 나타나는 걸로

나타난다. 물화로서 생성적 측면은 영산

전을 중심으로 사이공간을 두고 매화당의

‘ㄷ’ 자형 중정을 지니고 있어 분포도가

높게 나오는 걸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적 시간성으로서의 특성은 남원에 금

강역사와 사천왕상 그리고 영산전의 석가

불 등의 상징적 오브제가 초현실적 개념

으로 필연적 시간성과 창조되는 시간성을

만들어 분포도가 높게 나오는 걸로 분석

된다.

탈중심성은 진입체계에서는 해탈문과 천

왕문의 축의 분절로 인해 탈 위계성과 중

심 해체적 측면이 강조되어 나타나지만

영산전을 중심으로 매화당 등이 중심에

의한 직교체계를 지니고 있어 남원 전체

로 판단했을 시 탈중심성의 분포가 강조

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없고 미비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존재성 ◯

수평성 ◯

물화로서

생성

가변성 ●

불확정성 ●

유동성 ●

연속성 ●

이중적

시간성

무한성 ●

초현실성 ●

탈중심성
탈위계성 ◐

중심해체 ◐

고: ● 중:◐ 저:◯

<표 5> 창건시기 구축체제 분석

4.3. 중건시기 구축체제에 따른 분석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북원이 중건된 양분적 체제는

선종의 사유가 많은 영향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곡사의 오층석탑의 밀교의 양식 때문에 북원이 중건 시

밀교의 영향으로 판단하는 선행연구도 있지만 오층석탑

이 중건이후 구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방향에서

는 밀교 양식적 측면을 마곡사의 전체적 맥락으로 보아

미비하다 판단하고 고려되지 않았다. 장자의 사유에 영

향을 받은 선종은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번성하였기 때

문이다.

장자사유 공간특성 분포 분석내용

상대적

존재로서

평등

상대적일원성 ● 중건시기에 구축된 남원과 북원의 양분

적 체제로 분석해보면 상대적 존재로서

평등의 공간특성이 남원체제로만 분석한

것과 달리 강조되어 나타난다. 남원과

북원이 고집을 공유하면서 멸도의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광보전

과 대웅보전이 상대적 고유성을 유지하

면서 일원화 되기 때문이다.

북원의 요사와 심검당의 ‘ㄷ’ 형 중정은

물화로서 생성의 공간특성을 나타나게

하는 걸로 분석된다.

이중적 시간성은 양분체제에서 남원의

금강역사와 사천왕상 그리고 석가불과

북원의 비로자나불 등의 오브제가 초현

실적 개념으로 이중적 시간성을 강조되

어 나타나게 하는 걸로 분석된다.

탈중심성 북원의 중심에 의한 직교적인

구축체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남원의

진입체계에서의 축 분절과 더불어 양분

적 체제에서 더욱 탈중심성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상대적존재성 ●

수평성 ●

물화로서

생성

가변성 ●

불확정성 ●

유동성 ●

연속성 ●

이중적

시간성

무한성 ●

초현실성 ●

탈중심성
탈위계성 ●

중심해체 ●

고: ● 중:◐ 저:◯

<표 6> 중건시기 구축체제 분석

4.4. 소결

창건시기 구축체제와 중건시기 구축체제로 분석해 보

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첫째, 상대적 존재로서 평등은 창건시기의 남원체제로

만은 공간특성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나 중건시 양분

적 체제의 구축으로 인하여 공간특성이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물화로서의 생성은 창건시기와 중건시기의 체제

에서도 공간특성이 나타나는 걸로 분석된다.

셋째, 이중적 시간성은 창건시의 체제에서도 공간특성

이 도출되지만 중건시의 체제인 양분적 체제에서 상징

적 오브제의 증가로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는 걸로 파악

된다.

넷째, 탈중심성은 창건시 체제에서는 영산전을 중심으

로 하는 일부공간이 직교방식 배치로 이루어져 있다. 이

로 인해 해탈문과 천왕문 진입체제에서 분절된 축에 의

해 탈중심성을 지닌다 할지라도 탈중심성이 강조되어 나

타난다고 할 수 없다. 중건시의 양분적 체제에 이르러

북원의 분절된 축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탈중심성 강조되

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 창건과 중건에 따른 특성비교

5. 결론

본 연구는 장자의 사유로 마곡사 공간을 분석하였다.

장자의 사유가 대승불교인 선종과 정토교에 영향을 주

었으며 이러한 선종과 정토교는 우리나라에 토착되고

번성 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장자의 사유로 마곡사를

분석함은 한국전통사찰 연구에 있어 의미를 가질 수 있

다고 판단된다. 연구결과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마곡사는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중건되면서 선

종의 평등사상이 강하게 작용된 걸로 판단된다. 중건에

따른 양분적 체제로 분석할 때 상대적 존재로서의 평등

적 공간특성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찰구조인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체계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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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곡사는 일직선상이 아닌 순환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가 남원과 북원의 양분적 체제를 가능

하게 하였으며 평등사상이 강조되기도 한다. 선종의 평

등사상은 장자의 사유와도 상통되는 점이다.

둘째, 장자의 사유로 창건시를 분석해 보면 상대적 존

재로서의 평등의 공간특성과 탈중심성의 공간특성이 강

조 되지 않고 오히려 해탈문과 천왕문을 제외한 건물들

의 배치가 영산전을 중심으로 직교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건시에는 위계를 중시하는 교종의 영향과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구축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으로 볼 때 일주문의 위치가 현 위치가 아닌

북원쪽에 위치하여 남원으로 진입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

성도 추론해 볼 수 있다. 북원이 중건되면서 해탈문과

천왕문이 탈중심성이 북원과 상호관계적 개념으로 바뀌

면서 마곡사 전체구성의 탈중심성이 강조된 걸로 볼 수

있다.

셋째, 장자는 이중적 시간성을 말한다. 상징적 오브제

는 이중적 시간성을 만들어내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이

러한 이중적 시간성은 불교의 신불멸론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며 마곡사 또한 금강역사상이나 사천왕상 그리고

여러 불상을 통해 초현실적 공간성에 따른 시간성이 나

타난다. 현실의 필연적 시간성과 더불어 이중적 시간성

을 지니게 된다.

넷째, 변화의 실상을 본질로 보는 장자의 물화는 중정

에서 더욱 강조되며 마곡사에서도 공간특성이 도출된다.

자연의 변화 그리고 지각에 강조를 둔 전반적인 한국

전통건축처럼 마곡사 또한 이러한 맥락을 같이한다.

다양한 사고로 한국 전통건축공간을 접근할 때 더욱

발전적인 한국성에 의한 현대적 재해석이 나오리라 본

다. 가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유적 관점으

로도 본질적인 한국전통건축 공간연구가 필요한 걸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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