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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사는 문무왕대에 시창하여 신문왕 2년(682)에 완공된 신라중대의 불교사원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감은사지 

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고, 역사학 분야 등에서의 문헌연구 성과를 참고로 하여, 신라감은사건축의 조영계획 양상 

및 특질, 그리고 그것과 당시의 정치·사회적, 종교적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감은사 중심곽 내 당탑 및 회랑, 중문과 강당 등 모든 건축물은, 기단부를 기준하여, 方216尺(고구려척, 추정단

위치수 353.30㎜)의 윤곽에 남거나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만파식적설화’

와 유교예악사상과의 관계, ‘이견대’의 명칭과 『주역』과의 관계, ‘감은사지출토 태극무늬장대석’과 『주역』과의 관계 등

으로부터 확인되는, 동해구 유적(대왕암·이견대·감은사)에 서린 신라중대왕실의 ‘유교정치이념의 표방’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은사가람의 설계초기단계에 있어서, 잠재하는 규모계획의 기준으로부터 이

차적 조정으로서, 『주역』 계사상의 ‘건지책 216’으로부터 수를 취해 가람중심곽규모의 결정기준으로 삼은 결과로 추정

된다. 감은사 당탑 등의 배치계획은, 方216尺의 윤곽 내, 가장자리로부터 중심부로, 즉 가람중축선상 중문·강당의 배

치 및 금당 남북위치의 결정, (중문·강당·금당 측면에 각각) 남회랑·강당동서편건물·익랑 배치, 동서회랑의 배치, 동서

석탑 중심위치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찰된다.

(2) 감은사건축에 있어서의 유불공존적 양상은, 『금광명경(金光明經)』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왕의 화

신인 용이 용혈(龍穴)을 통해 금당기단 내에 들어 선요(旋繞) 즉, 공경·숭봉(崇奉)을 행함으로써 “陰陽調和時不越序 日

月星宿不失常度 風雨隨時無諸災横” 등의 무량공덕이 얻어지기를, 그리고 일월에 비유되는 부처의 광명이, 새로이 유

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운영해 나갈 국가, 신라의 사방 천하(天=乾, 건지책 216尺 규모의 가람중심곽)에 길이 두루 

비춰지기를 염원한 문무왕의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찰된다. 그리고 그 구상 및 실현에 있어서는 유불습합적 사상 경

향을 가졌던, 그리고 문무왕이 유언으로서 국사로 삼기를 당부했고 신문왕 즉위 후 국로로 임명되었던, 경흥(憬興)이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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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감은사는 문무왕대에 시창하여 신문왕 2년(682)에 

완공된 신라중대의 불교사원이다.1 이 절의 폐사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고려말 공민왕 즉위년(1351)경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2 월성 동동남 25㎞, 현 경주시 양

북면 용당리 동해변(옛 이름, 동해구3)에 그 유지가 전하

고 있다. 감은사지는, 문헌사료상 절의 창건 주체와 목

적, 연대가 확인되는 점, 당사 신라중대 성전사원 중 하나

로서 국가적으로 중시되었던 점, 금당지 석상(石床)유구

의 특수한 구조가 창건연기의 신이함과 부합하는 점, 장

중한 동서석탑이 창건 당시의 원형을 간직한 채 현존하는 

점 등에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사지 조사 및 정비 등

의 이력을 살펴보면, 우선 1923년 우메하라 스에지(梅原

末治)에 의한 지표조사,4 1929년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

亥治郎)에 의한 사지 실측 및 금당 복원고찰, 당탑배치법·

지할법 검토가 행해졌고,5 이후 1959년 국립박물관에 의

한 부분 발굴조사(1차 발굴조사), 1959~1960년 동 박물관 

학술조사단에 의한 서탑해체수리가 이루어졌으며,6 다시 

1979~1980년 월성군·문화재연구소에 의한 전면 발굴조

사(2차 발굴조사), 1982년 사지 정비공사 및 미발굴지역

조사,7 그리고 1995~1996년 문화재관리국에 의한 동탑해

체수리,8 2003~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한 서탑 부

분해체수리 및 보존처리9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이와 궤를 같이하여, 제 분야로부터 꾸준히 관련 연구성

과가 축적되어 왔는데 개괄하면, 역사학 분야에서는 『삼

국유사』 문무왕법민조·만파식적조,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하·직관지 등의 문헌사료를 기초로 한, 감은사창건

의 정치사회적·사상적 배경, 조영주체와 목적, 역사적 성

격과 의의에 관한 고찰 등이 이루어졌고,10 고고학·미술사

학·건축사학 분야에서는 감은사지 1·2차 발굴조사 및 석

탑 해체수리조사 성과 등 유구로부터 얻어진 고고학적 정

보를 기초로 한, 입지 및 가람배치, 조영척도, 석탑 의장

계획과 구조, 사리장엄구, 건축적 특성, 불교사상과 가람

배치와의 상관성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1

이처럼 감은사에 관해서는, 100년에 가까운 연구사

를 통해 다각도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이미 많

은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져 있지만, 일면 건축 형태의 필

연성 즉, 구상으로부터 건축 형태의 결착에 이르게 된 필

연적인 경위, 그것에 대한 해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

1 『三國遺事』 卷2, 紀異2, 万波息笛條, “第三十一神文大王諱政明 金氏 開耀元年辛巳七月七日即位 爲聖考文武大王創感恩寺扵東海邊(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

始創此寺 未畢而崩爲海龍 其子神文立開耀二年畢 排金堂砌下東向開一穴 乃龍之入寺旋繞之備 盖遺詔之藏骨處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龍現形処名利見臺)”.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198~202, 청동반자 명문 참조.

3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7, 文武王二十一年條, “秋七月一日 王薨 謚曰文武 羣臣以遺言 葬東海口大石上 俗傳王化爲龍 仍指其石爲大王石”.

4 동양문고 우메하라고고자료 화상데이터베이스(東洋文庫 梅原考古資料 画像データベース), 청구기호 116-1163-4107~4110 참조.

5 藤島亥治郎, 1930, 「朝鮮建築史論 其四」, 『建築雑誌』 44(535), 日本建築学会, pp.1370~1376.

6 김재원·윤무병, 1961, 『感恩寺址發掘調査報告書』, 을유문화사.

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8 계림문화재연구원, 2011, 『경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해체수리보고서』, 경주시.

9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 편, 2005, 『감은사지서삼층석탑』,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 편, 2010, 

『감은사지서삼층석탑: 수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10 김상현, 1981,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한국사연구』 34, 한국사연구회, pp.1~27.

11 장헌덕, 1994, 「감은사지 동탑의 평면과 입면비에 관한 고찰」, 『문화재』 27, 국립문화재연구소, pp.238~266; 김상태, 2007, 「감은사의 사리장엄에 의한 2탑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6(2), 한국건축역사학회, pp.137~152; 한정호, 2007, 「감은사지 삼층석탑 창건 과정과 意匠計劃에 대한 연구」, 『미

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253, 한국미술사학회, pp.5~30; 김영옥, 2007, 「감은사 금당의 용혈에 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9,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pp.141~168; 양종현, 2007, 「感恩寺와 日本 本藥師寺의 意匠計劃을 통한 比較 考察」, 『불교미술사학』 5, 불교미술사학회, pp.41~67; 남시진, 2009, 「感恩寺 

建築特性에 관한 硏究」, 경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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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관련해, 감은사건축의 조영계

획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감은사 중심곽은 “남북길이보다 동서너비가 

2m 가량 넓은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12로 인식되어 왔고, 

가람중심곽이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된 요인으로서, 지형의 

영향,13 고대가람 평면형식의 답습,14 거대 동서석탑의 배

치15 등이 언급된 바 있지만, 공히 추정 수준에 그치는 것

이었다. 즉, 감은사 중심곽의 형태가 무엇에 의거해 어떻

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둘째, 금당의 배치계획에 관련해, 회랑일곽 내 

“對角線이 交叉하는 中心點에 金堂의 中心을 正確하게 一

致”시켰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16 전후 설계수순이 

불명하다. 즉, 일견 동·서·남회랑의 외측기둥열과 강당 및 

강당 동서편건물의 동서중심선을 기준했을 경우를 전제

한 것으로 보이는데, 1·2차 발굴조사보고서의 조영척도 

고찰 결과에 의거해 동 기준의 동서폭(73.47m)과 남북폭

(66.25m)을 고구려척으로 환산했을 경우 얻어지는 척수

는 각각 208尺, 187.5尺 전후로,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삼면회랑과 강당 및 강당 동

서편건물의 상대위치관계 결정과정이 제시되지 않는 이

상, 그러한 양상을 설계방법과 직결시켜 이해하기는 어렵

다고 판단된다. 셋째, “東·西 石塔의 位置가 그 三面을 包

圍하는 廻廊으로부터 똑같은 距離에 配置”되었고, “그 間

隔은 石塔의 下層基壇 폭과 同一”하다라는 1차 발굴조사

보고서상의 지적은,17 이후 “감은사지 동탑의 전체 높이는 

지대석 평면의 2배”가 된다는 설,18 그리고 “석탑 지대석의 

폭(650㎝)은 감은사 前庭 동서 길이(6,500㎝)의 10분의 1

의 규모로 설정”되었고, “석탑 전체 높이(1,300㎝)는 바로 

지대석의 2배와 일치”하며, 석탑은 “주변을 두르고 있는 

각 회랑 基壇의 內側 지대석 끝에서 각각 석탑 전체의 높

이만큼 떨어진 지점에” 그 중심이 두어졌다는 설로 전개

되었지만,19 역시 삼면회랑의 배치는 어떻게 결정되었는

지, 그리고 가람중심곽 규모계획으로부터 배치 및 평면계

획에 이르는 전체적인 설계수순상 상기의 양상이, 어떠한 

맥락에 놓인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20 넷째, 이탑식 

가람배치에 관련해, 감은사 동·서탑 사리장엄의 차이에 

착안, 동 사리장엄을 『법화경』 견보탑품 이불병좌의 묘사

로 정의하고, 나아가 『법화경』 이불병좌사상이 감은사 이

탑식 가람배치의 교리적 근거가 되었다고 결론한 연구,21 

호국불교 이념으로 건립된 감은사 등은 『금광명경』을 근

본으로 했다는 연구22가 있어 주목되나, 탑의 배치형식과 

불교사상과의 상관성에 한정된 의론으로, 그것이 감은사

1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233.

13 황수영, 1961, 「感恩寺, 金載元ㆍ尹武炳共著 國立博物舘 特別調査報告 第2册 서울乙酉文化社刊 1961. 32×26 本文 P.97. 圖版 85. 英文要約 P.20」, 『역사학

보』 15, 역사학회, p.144.

14 남시진, 2009, 앞의 논문, p.79.

15 김영옥, 2001, 「感恩寺 建築에 관한 硏究」, 경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7~28.

16 김재원·윤무병, 1961, 앞의 책, p.9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233.

17 김재원·윤무병, 1961, 앞의 책, p.95.

18 장헌덕, 1994, 앞의 논문, pp.242~243, 247, 249.

19 한정호, 2007, 앞의 논문, p.25.

20 고유섭의 관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考古學》第11卷 第3號(昭和15年 3月)에 米田美代治씨의 「佛國寺多寶塔の比例構成に就いて」라는 一文이 있다. 그 要領

을 들면 이러하다. (중략) 이상은 塔婆 내지 伽藍의 구성에 있어서 算數的 嚴整律이 지배하고 있는, 따라서 그곳에 古典的 美를 느끼는 이유를 설명한 재미있는 

硏究이나 그러면 어찌하여 이러한 分數律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根本 動機에 대한 理由 說明은 없다. 이들의 硏究 방법도 결국엔 이러한 근본 문제까지 이르

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偶然 對 偶然의 설명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算數의 遊戱에만 떨어지기 쉬운 것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전개시키는가는 앞날의 

期待處일까 한다.”(고유섭, 1993, 『韓國塔婆의 硏究』, 동방문화사, pp.110~112).

21 김상태, 2007, 앞의 논문, pp.137~152.

22 양종현, 2007, 앞의 논문,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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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체상의 결착 경위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 요컨

대, 신라감은사건축에 있어서 가람중심곽의 규모 및 가람

일곽을 이루는 당탑 등의 배치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건축 전체상의 구상과 당시의 정치

사회적·종교적 환경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감은사 금당지 석상유구의 경우, 『삼국유사』 만파식

적조상의 기록, “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爲海龍 其子神文立開耀二年畢 排金堂砌下東向

開一穴 乃龍之入寺旋繞之備”과의 대조를 통해, 구상으

그림 1   감은사지 중심곽 유구실측도(필자 작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도면 3. 감은사 가람배치도

(중심곽)’를 바탕으로 계측·가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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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건축 형태의 결착에 이르게 된 일련의 특수한 경

위를 추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만, 이처럼 목적과 더

불어 형태화의 수단·방법까지 상술하고 있는 기사는 극

히 드물다. 즉, 문헌사료에 적힌 것은 주로 주체와 목적, 

시기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기술 양상의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인데, 구상으로부터 건축 형태의 

결착에 이르게 된 필연적인 경위 즉, 건축 형태의 필연

성 해명을 위해서는, 유구 자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

석을 바탕으로 기술 양상과 특질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

것을 문헌사료상의 주체와 목적, 시기 등의 역사적 사실

에 비추어, 설계의도를 밝혀 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

지 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고, 역사학 분야 등에서의 

문헌연구 성과를 참고로 하여, 신라감은사건축의 조영계

획 양상 및 특질, 그리고 그것과 당시의 정치·사회적, 종

교적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에 있어서는 먼저 감은사건축의 조영척도 문

제 및 감은사 중심곽 내 당탑지 등의 상대위치관계를 정

리하고, 이어 시야를 넓혀, 역사학 분야 등에서의 문헌연

구 성과를 참고로 하여, 동해구를 무대로 한 신라중대왕

실의 정치이념 표방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것과 감은사건

축 간의 관계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고찰 내용을 기초

로 하여 신라감은사건축의 조영계획 양상 및 특질을 설계

수순으로서 재구성해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Ⅱ. 감은사건축의 조영척도 재고

감은사건축의 조영척도와 조영계획에 관한 선행연

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지시마 가이지로는 1929년 8월, 감은사 금당지 석

상(石床)유구 밑 기초석 중심간거리를 실측해 이를 기초

로 조영척도 검출을 시도했는데, 해당 실측치들을 “이른

바 당척으로 환산해도 완척은 구할 수 없”는 바, “뭔가 다

른 척도에 의한 것 같다”고 하며, 일단 주칸완수제를 전

제로 단위치수 1.03곡척(≒312.12㎜)를 상정, “약간 당척

이 늘어난 자를 사용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23 또, 금당지

에서 상정한 척도로 감은사 당탑 배치와 ‘지할’ 계획에 대

한 복원 고찰을 시도해, 그것은 “동서남북 각 300尺을 각 

6등분해 당탑 배치의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금당을 먼저 

300尺 정방형의 중앙에, 탑을 그 남쪽 50尺에 두었고, 중

문은 다시 남쪽 50尺에 있었으며, 회랑은 동서 200尺, 남

북 200尺 전후로 이를 둘러싸, 중문 앞에 석단을 쌓고 누

교를 놓은 것, 마치 불국사와 비슷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24 

그런데 이후 국립박물관 측은 1959년 10월부터 12

월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기단 상면에 잔존하는 석

상유구의 구조를 밝혀내고, 초석 밑 방형석의 중심간거리

를 재어 ‘東魏尺’과 당척으로 환산해 오차를 비교하는 방

법, 즉 주칸완수제에 입각해 단위치수 1.159~1.17곡척(≒

351.21~354.54㎜)의 ‘東魏尺’이 감은사금당의 조영에 사

용되었다고 판단했다.25 그리고, 가람배치에 관해서는, 

“廻廊으로서 區劃된 伽藍 中樞部의 全形은 地形에 左右

된 탓인지 南北 길이보다 東西의 폭이 더 넓게 만들어”졌

고, “이 옆으로 약간 길쭉한 廻廊 郭內에는 그 對角線이 交

叉하는 中心點에 金堂의 中心을 正確하게 一致시켜서 자

리잡게” 했으며, 금당 양 측면에 연결되는 “中廻廊의 通過

로 말미암아 廻廊 境內는 南北으로 똑같은 크기에 兩分

되어 있다”고 했다. 또, “東·西石塔의 位置가 그 三面을 包

圍하는 廻廊으로부터 똑같은 距離에 配置”되었고, “그 間

隔은 石塔의 下層基壇 폭과 同一”하여, “主要 堂塔의 配置

는 均齊하고도 緻密한 計劃下에 整然하게 이루어”졌다고  

23 藤島亥治郎, 1930, 앞의 논문, pp.1373~1374.

24 藤島亥治郎, 1930, 앞의 논문, p.1376.

25 김재원·윤무병, 1961, 앞의 책,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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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6 그리고 이로부터 약 20년후, 1979년 4월부터 1980

년 7월까지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2차 발굴조사가 행해졌

는데, 연구소 측은 금당지 초석 밑 방형석의 중심간거리 

및 강당지 초석 중심간거리로부터 실측치를 취해, 역시 

주칸완수제를 전제로 ‘고려척’과 당척의 환산비를 비교하

는 방법을 통해 ‘고려척’(단위척 350㎜를 기준)이 감은사

건축의 조영에 사용되었다고 했다.27

한편 박동민(2007)은, 확률 프로그램을 자체 고안, 

주칸계획에 있어서의 ‘완척’ 및 ‘반척’ 사용 가능성을 전

제로 감은사 금당지·강당지의 ‘주칸’실측치를 검토해, 반

척을 고려했을 경우 “금당과 강당의 실측치 모두에서 

29.3~4㎝의 수치가 작은 차이이긴 하나 가장 우세하게 나

타났으며, 두 그래프의 양상도 비슷한 점을 보아 감은사

의 주칸은 반척을 기본 단위로 계획되었으며, 계획에 사

용된 영조척은 29.3~4㎝”의 당척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감은사는 “이른바 쌍탑식 가람배치의 전형”으로, “당척이 

사용됨이 밝혀짐에 따라 쌍탑식 가람배치와 당척이 7세

기 말에 함께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했다.28

하지만 같은 시기에 한정호(2007)는, 감은사지 관련 

보고서에 수록된 실측치와 실측도면을 기초로 석탑의 의

장계획을 분석해, “감은사지 석탑 지대석의 폭(650㎝)은 

감은사 前庭 동서 길이(6,500㎝)의 10분의 1의 규모로 설

정”되었고, “복원된 지대석의 길이를 기준으로 석탑 전체 

높이(1,300㎝)는 바로 지대석의 2배와 일치”하며, “상륜부

는 석탑 전체 높이의 4분의 1의 높이로 계획”되었다고 하

며, 조영척도에 관해서는 감은사 1, 2차 발굴조사보고서

의 고찰 결과를 수용, “복원된 석탑 지대석의 길이 650㎝

를 고려척으로 환산하면 18.5高麗尺(650÷35.121≒18.50)

으로 환산되며, 상륜부를 포함한 석탑 전체의 높이 1,300

㎝는 37高麗尺으로 복원된다”고 했다.29 또, “감은사지 석

탑의 규모와 위치는 가람의 평면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서 결정된 것”으로, “감은사지 석탑은 주변을 두르고 있는 

각 회랑 基壇의 內側 지대석 끝에서 각각 석탑 전체의 높

이만큼 떨어진 지점에 석탑의 중심을 배치”하고 있어, “석

탑의 중심을 기점으로 석탑 전체를 익랑이나 회랑으로 직

각으로 눕힐 경우 刹柱의 끝은 각 회랑의 內側 基壇 지대

석의 끝 선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30

그리고 김영필(2009)은, 감은사 1차 발굴조사보고서

로부터 감은사 금당지 H형기초석 중심간거리를 취해 이

를 당척과 고구려척의 추정단위치수로 나눠 환산척수를 

비교한 결과, “고구려척을 적용했을 때 정수배에 가깝다”

는 점을 재확인하고, “통일신라시대초기 영조척은 과도기

적으로 고구려척과 당척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

했다.31

그런가 하면 김숙경·이은비(2019)는, 유구검토를 통

한 신라 불교사원 회랑 건축계획 연구에 관련해, “감은사

지 보고서(1997)에는 모든 회랑의 주칸 크기가 2.9m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문과 강당의 주칸크기 정면 3.5m, 측

면 2.9m와 2.6m, 회랑의 주칸크기 2.9m 등을 고려해 보

면 영조척은 290~291㎜로 볼 수 있으며 회랑은 모두 10척

으로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며,32 “금당지 하부 초석

간의 실측치를 기준으로 검출한 290㎜”를 ‘감은사 가람배

치 영조척’으로 상정해, “전정의 양 탑이 금당과 중문의 중

심간 거리 중앙에 위치하며 가람 중축선에서 동서로 각기 

65척씩 이격되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동·서회랑

26 김재원·윤무병, 1961, 앞의 책, pp.94~95.

2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p.228~233.

28 박동민, 2007, 「7세기 이전 古代 伽藍 營造尺 추정」,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4~108, 131~132.

29 한정호, 2007, 앞의 논문, pp.18~19, 25.

30 한정호, 2007, 앞의 논문, p.25.

31 김영필, 2009, 「韓國傳統建築의 尺度 硏究」,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9~101.

32 김숙경·이은비, 2019, 「유구검토를 통한 신라 불교사원 회랑 건축계획 기초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p.234.



24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1

의 바깥 주열선까지 60척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금

당과 익랑으로 양분된 공간은 전정이 금당중심에서 강당

까지 105척, 후정이 남회랑까지 95척의 거리를 두고 있어 

전정이 10척 정도 더 넓다”고 이해하기도 했다.33

이처럼 종래 감은사건축의 조영척도에 관해서는 고

구려척으로 판단한 1·2차 발굴조사보고서상의 견해가 대

체로 수용되어 온 한편, 일부 당척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

되어 병립하는 상태이며, 조영계획에 관한 제설은 조영척

도에 관한 각 연구자의 판단에 기초해 입론되어 왔다고 

하겠는데, 감은사건축의 조영계획 고찰에 있어서는 선결

과제로서 조영척도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 이

하 그에 관한 각 설의 판별 근거를 비판적 관점에서 재검

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고구려척 사용 가능성에 관련해, 감은사 2차 발

굴조사보고서에서는 당척과 ‘고려척’의 단위치수를 각각 

298㎜와 350㎜로 특정하고, 금당지 및 강당지 기초석 중

심간거리를 각 단위치수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고려척

이 당척보다 완수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감은사의 영조척을 추정함에 있어서 1차 발굴조사보

고서에 밝힌 것처럼 고려척이 당척보다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고구려척과 당척 간에는 배수관계가 성

립하며, 단위치수가 갖는 일정 범위를 인정할 경우, 그 범

위 내에서 고구려척과 당척의 가능성은 공존하는 바, 엄

밀히 말해 조영척도 판별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

분은 매우 한정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당척설의 경우는 어떠할까. 후지시마는 감

은사 금당지 중앙 동측(정면 퇴칸·측면 어칸) 등에 잔존

한 기초석간거리를 8.24곡척, 13.30곡척 등으로 계측하

고, “이른바 당척으로 환산해도 완척은 구할 수 없”었지만, 

임시로 이를 8, 13 등으로 나눠 여기에서 산출된 1.03곡척

(약 312.1㎜)을 “약간 당척이 늘어난” 감은사건축의 조영

척도 단위치수로 가정했다.34 그런데, 제시된 1.03곡척은 

현존 당척의 단위치수 범위에 대비해 상한에 해당할 만큼 

긴 것인 한편, (편년관보다는 후지시마의 지리관에 기인한 

것 아닌가 여겨지지만) 소위 ‘동위척’에 대한 검토 내용은 

제시된 것이 없다. 한편, 박동민은 확률 프로그램을 통해 

금당지·강당지의 ‘주칸’실측치를 분석한 결과, “금당과 강

당의 실측치 모두에서 29.3~4㎝의 수치가 작은 차이이긴 

하나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두 그래프의 양상도 비슷

한 점을 보아 감은사의 주칸은 반척을 기본 단위로 계획되

었으며, 계획에 사용된 영조척은 29.3~4㎝”의 당척으로 추

정된다고 했는데, 2순위 35.2~4㎝의 ‘고려척’과의 ‘작은 차

이’란 것은, ‘예상 영조척’의 단위치수의 장단이 확률상 미

치는 영향이 인정되는 상황하에, 조영척도 판별의 근거가 

될 만큼 결정적인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35 또, 김숙경·

이은비는 “감은사지 보고서(1997)에는 모든 회랑의 주칸 

크기가 2.9m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문과 강당의 주칸크

기 정면 3.5m, 측면 2.9m와 2.6m, 회랑의 주칸크기 2.9m 

등을 고려해 보면 영조척은 290~291㎜로 볼 수 있으며 회

랑은 모두 10척으로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며, “금

당지 하부 초석간의 실측치를 기준으로 검출한 290㎜”를 

‘감은사 가람배치 영조척’으로 상정했지만, 제시된 290㎜

는 현존 당척의 단위치수 범위에 대비해 하한에 해당할 만

큼 짧고,36 과연 2차 발굴조사보고서 본문에는 남회랑지·

서회랑지·서익랑지의 주칸에 대해 “보칸과 도리칸이 모두 

2.9m의 등간격”이라 적혀 있지만,37 보고서에 실린 유구도

면을 1차 자료로 한 도상 계측을 통해, 구간에 따른 차이

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3 김숙경·이은비, 2019, 「유구검토를 통한 6~8세기 신라 불교사원 회랑 건축계획 연구」, 『건축역사연구』 28(5), 한국건축역사학회, p.21.

34 藤島亥治郎, 1930, 앞의 논문, pp.1373~1374.

35 박동민, 2007, 앞의 논문, pp.106~108, <표4-96>·<표4-98>·<표4-101> 참조.

36 이정민·미조구치 아키노리, 2019, 「新羅四天王寺建築의 造營尺度 再論」, 『건축역사연구』28(5), 한국건축역사학회, pp.48~49.

3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p.110, 112, 119,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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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감은사지 건물지간거리 및 단위치수별 환산척수(당척의 경우, 단위치수 범위 내 292～300㎜의 구간을 잘라 기재했음, 음영부분은 ‘환산척수가 丈 단위로 수렴 

하는 구간’을 나타낸 것임, 비고란에는 丈 단위의 척수를 상정했을 때 얻어지는 조영척도의 단위치수를 기재했음)

유구실측치(㎜) 조영척도
조영척도의 단위치수(㎜/尺)

비고
환산척수(尺)

동서

방향

동서석탑 중심간거리

(H1, ②-④) 38624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1.13

110.35 110.04 109.73 109.42 109.11 108.80 108.49 108.19 　 110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297.11

132.27 131.82 131.37 130.93 130.49 130.05 129.61 129.18 128.75 130

동서회랑지 외측기단열간

거리(H2) 76407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218.31 217.68 217.07 216.45 215.84 215.23 214.63 214.03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293.87

261.67 260.77 259.89 259.01 258.13 257.26 256.40 255.54 254.69 260

동서회랑지 외측초석열간

거리(H3) 73469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209.91 209.31 208.72 208.13 207.54 206.95 206.37 205.80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293.88

251.61 250.75 249.89 249.05 248.21 247.37 246.54 245.72 244.90 250

동서회랑지 중심선간거리

(H4, ①-⑤) 70660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3.30

201.89 201.31 200.74 200.17 199.60 199.04 198.48 197.93 　 200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294.42

241.99 241.16 240.34 239.53 238.72 237.91 237.11 236.32 235.53 240

동서회랑지 내측초석열간

거리(H5) 67851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193.86 193.31 192.76 192.21 191.67 191.13 190.59 190.06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295.00

232.37 231.57 230.79 230.00 229.23 228.45 227.69 226.93 226.17 230

동서회랑지 내측기단열간

거리(H6) 64913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185.47 184.94 184.41 183.89 183.37 182.85 182.34 181.83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295.06

222.30 221.55 220.79 220.04 219.30 218.56 217.83 217.10 216.38 220

남북

방향

중문지·강당지 중심간거리

(V1, Ⓐ-Ⓓ) 64815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185.19 184.66 184.13 183.61 183.09 182.58 182.06 181.55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294.61

221.97 221.21 220.46 219.71 218.97 218.23 217.50 216.77 216.05 220

중문지·금당지 중심간거리

(V2, Ⓐ-Ⓒ) 31933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4.81

91.24 90.98 90.72 90.46 90.21 89.95 89.70 89.45 　 90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109.36 108.99 108.62 108.25 107.88 107.52 107.16 106.80 106.44 　

금당지·강당지 중심간거리

(V3, Ⓒ-Ⓓ) 32882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93.95 93.68 93.41 93.15 92.89 92.63 92.37 92.11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298.93

112.61 112.23 111.84 111.46 111.09 110.71 110.34 109.97 109.61 110

중문지·동서석탑간 남북거리

(V4, Ⓐ-Ⓑ) 15988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45.68 45.55 45.42 45.29 45.16 45.04 44.91 44.78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54.75 54.57 54.38 54.20 54.01 53.83 53.65 53.47 53.29  

동서석탑·금당지간 남북거리

(V5, Ⓑ-Ⓒ) 15945

고구려척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45.56 45.43 45.30 45.17 45.04 44.92 44.79 44.66 　  

당척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54.61 54.42 54.23 54.05 53.87 53.69 53.51 53.33 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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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사지의 경우 건물지 초석중심간거리 분석에 있

어서는 유구 잔존상태로부터 대상 건물지가 한정되는데

다가 전술한 대로 고구려척과 당척 간 배수관계가 성립해 

가능성이 병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건물지간거리 분석

에 있어서도 ‘단위치수 범위 내 환산척수가 丈 단위로 수

렴하는 구간’38이 고구려척과 당척 양방에서 확인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며, 석조물 유구실측치 분석에 관련해서는 

석재 가공상태가 거칠고 풍화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정밀

한 실측치를 획득하기 어려운 바, 조영척도 판별은 사실 

용이하지 않다. 즉, 감은사건축의 조영척도 판별에 있어

서는 단언하기 이른 부분들이 없지 않다.

실정은 이와 같아 조영척도 판별에 있어서의 보다 

유력한 단서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건물지 초석중심간거리 분석으로 되돌아

가 다음 두 항목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하나는 금당 모서

리칸(정면 퇴칸·측면 협칸)이다. 해당 부분의 기초석 중

심간거리는 평균 2481㎜로, ‘단위치수 범위 내에서 환산

척수가 尺 단위로 수렴하는 구간’39은, 고구려척 쪽에서만 

1개소(354.43㎜×7尺)가 확인된다. 즉, 주칸완수제를 전

제로 할 경우, 금당 정면 어칸·협칸의 경우와는 달리, 가

능성이 병존하지 않는 것이다. 반척 가능성까지 고려한

다면 당척 8.5尺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정단위치

표 2   감은사지 건물지 초석중심간거리 일람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229～232 도표상의 금당

지·강당지 초석중심간거리를 재정리한 것임, 단, 강당지 보칸의 경우 항목을 줄이고 평균값을 재산출해 기재했음, 괄호 안의 값은 평균값 산출에서 있어서 제외했

음, 금당지·강당지의 기둥열번호는 공히 서남모서리를 시점으로 했음)

구분 유구실측치(㎜)

금당지

도리칸

 ①-② ②-③ ③-④ ④-⑤ ⑤-⑥

Ⓓ 2487 3494 3518 3510 -

Ⓒ 2440 3473 3549 3490 -

Ⓑ 2481 3510 3543 3473 2487

Ⓐ 2493 3512 - - -

평균 2475 3497 3537 3491 2487

보칸

 ① ② ③ ④ ⑤ ⑥ 평균

Ⓒ-Ⓓ 2470 2533 2457 2460 2517 - 2487

Ⓑ-Ⓒ 4110 4061 4094 4109 4079 - 4091

Ⓐ-Ⓑ 2490 2472 2466 - - - 2476

강당지

도리칸

 ④-⑤ ⑤-⑥ ⑥-⑦ ⑦-⑧ ⑧-⑨

Ⓔ 3515 3512 3530 3531 3673

Ⓓ 3537 3505 3489 3562 3675

Ⓒ - - - - -

Ⓑ 3515 3516 3531 - -

Ⓐ 3504 3520 3568 - -

평균 3518 3513 3530 3547 3674

보칸

 ④ ⑤ ⑥ ⑦ ⑧ ⑨ 평균

Ⓓ-Ⓔ 2642 2603 2635 2634 2627 2640 2630

Ⓑ-Ⓓ 5290
(7948)

5268 5290 - - 5283

Ⓐ-Ⓑ 2626 2672 2676 - - 2658

서회랑지 보칸 익랑기준 남측구간 2809 / 익랑기준 북측구간 3268

남회랑지 보칸 2863

익랑지 보칸 2823

38 이정민·미조구치 아키노리, 2019, 앞의 논문, pp.48, 50.

39 이정민·미조구치 아키노리, 2019, 앞의 논문, pp.5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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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짧기도 하거니와, (총주칸 고구려척 30尺을 4등분해 

어칸 15尺·협칸 7.5尺으로 정했다고 추찰되는) 강당 측면 

협칸40의 경우와는 달리, 반척 주칸을 취하게 되는 경위가 

불명한 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금당 측면 어

칸의 기초석 중심간거리는 평균 4091㎜로, 고구려척 11.5

尺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41 다른 하나는 삼

면 회랑의 보칸인데, 도상 계측을 통해 확인되는 삼면 회

랑지의 내외측 초석 및 초석적심석군열간거리는 서회랑

지(익랑기준 남측구간에 한함42) 2809㎜, 남회랑지 2863

㎜, 익랑지 2823㎜로,43 ‘단위치수 범위 내에서 환산척수

가 尺 단위로 수렴하는 구간’은, 고구려척 쪽에서만 2개소

(서회랑지 351.13㎜×8尺, 익랑지 352.88㎜×8尺)가 확인

된다. 즉, 삼면 회랑의 보칸은 공히 고구려척 8尺으로 계

획되었다고 추정된다.44 위의 두 항목에 대한 검토 내용은 

건물지 초석중심간거리 분석 중 일부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들 분석결과는, 감은사건축의 조영에 사용된 자의 종류

를 고구려척으로 볼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금당지 모서리칸 초석중심간거리가 완수

척인 고구려척 7尺으로 나누어떨어지는 점, 그리고 서회

랑지(익랑기준 남측구간) 내외측초석열간거리 및 익랑

지 남북측초석열간거리가 공히 완수척인 고구려척 8尺으

로 나누어떨어지는 점으로부터 볼 때, (1·2차 발굴조사보

고서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신라감은사건축의 조영에는 

고구려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고구려척 범위 내에서 상정되는 건물지간거리 등의 

환산척수는 동서석탑 중심간거리 110尺, 동서회랑지 중

심선간거리 200尺, 중문지(남회랑지)·동서석탑간 남북거

리 45尺, 동서석탑·금당지(익랑지)간 남북거리 45尺, 중

문지·금당지 중심간거리(남회랑지·익랑지 중심선간거리) 

90尺, 중문지·강당지 중심간거리 183.5尺으로, 조영척도

의 단위치수를 특정하기란 어렵지만, 여기에서는 동서회

랑지 중심선간거리(70660㎜)를 200尺으로 상정했을 때 

얻어지는 단위치수 353.30㎜를 들어두고자 한다.

Ⅲ.   감은사건축의 계획이념과  
설계기술 고찰

1.   동해구 유적과 신라중대왕실의  

유교정치이념과의 관계

전술의 조영척도 고찰 및 가람중심곽 내 당탑 등의 상

대위치관계 확인 결과로부터, 고구려척 단위치수 범위 내

에서 건물지간거리의 ‘환산척수가 丈 단위로 수렴’하는 개

소는, 동서회랑지 중심선간거리 200尺, 동서석탑 중심간거

4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231.

41 김도경, 2010,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평면과 용척 분석」,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p.364, <표3-37> 참조.

42 서회랑지 익랑기준 북측구간에 있어서의 내외측 초석적심석군열간거리는 3268㎜로, ‘단위치수 범위 내에서 환산척수가 尺 단위로 수렴하는 구간’은 당척 쪽에

서만 1개소(297.09×11尺)가 확인되는데, “서측열 초석은 원래의 자리에서 서쪽으로 40~50㎝ 옮겨진 상태로 노출된 것으로 보아 보칸과 도리칸이 창건 유구에 

비하여 조금씩 넓어졌”던 것으로 파악된 바(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114), 여기에서는 참고하지 않는다.

43 <그림 1> 참조.

44 이는 1차 발굴조사보고서상의 견해와 일치한다.(김재원·윤무병, 1961, 앞의 책, p.89) 단, 보고서에서는 “廻廊建築은 東西南北이 모두 같은 間隔의 기둥 사이 칫

수로 整然하게 計劃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지만, 삼면회랑의 도리칸은 구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참조.

표 3   감은사건축의 조영척도에 대한 제 견해

구분 조영척도 추정단위치수

후지시마 가이지로(1930)
‘당척이 

늘어난 자’
1.03‘尺’(≒312.12㎜)

김재원·윤무병(1961) ‘동위척’
1.159~1.17‘尺’

(≒351.21~354.5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1997) ‘고려척’ 350㎜

박동민(2007) ‘당척’ 29.3~4㎝

한정호(2007) ‘고려척’ 35.121㎝

김영필(2009) ‘고구려척’ -

남시진(2009) ‘고려척’ 356.328㎜

김숙경·이은비(2019) - 290~291㎜

이정민(2021) ‘고구려척’ 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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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110尺, 중문지·금당지 중심간거리(남회랑지·익랑지 중

심선간거리) 90尺으로 한정됨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감은사 중심곽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중심곽 내 당탑 등

의 배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결정되었던 것일

까. 여기에서는, 동으로 동회랑 동측기단, 서로 서회랑 서

측기단, 남으로 중문 남측기단, 북으로 강당 북측기단에 각 

변이 정합하는, 方216尺의 윤곽에 주목하고자 한다. 종래 

감은사 중심곽은, “남북길이보다 동서너비가 2m 가량 넓

그림 2   감은사 중심곽 복원도(필자 작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感恩寺: 發掘調査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도면 3. 감은사 가람배치도(중심곽)’

를 바탕으로 분석·고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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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인식되어 왔고,45 “橫長의 寺

觀은 말할것도 없이 地形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

지만,46 감은사 중심곽 내 당탑 및 회랑, 중문과 강당 등 모

든 건축물은, 기단부를 기준하여, 方216尺의 윤곽에 남거

나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

데 후술하겠지만, 이는 우연한 것이 아닌 조영주체의 분명

한 목적의식, 즉 (일견 모순처럼 보이나) 대왕암·감은사·이

견대를 대상으로 한 신라중대왕실의 유교정치이념 표방 

의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역사학 분야에서의 문헌연구 성과 및 고고자료 등을 참고

로 하여, 이른바 동해구 유적(대왕암·감은사·이견대)47과 

신라중대왕실의 유교정치이념 표방 의지와의 관계를 검토

한 다음, 상기 감은사 중심곽규모 方216尺의 연원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김상현은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1981) 중 ‘政治思想的 意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48

만파식적이 만들어 진 것은 신문왕 2년 5월의 일이다. (중

략) 만파식적설화에는 崇奉佛法하고 守護邦家하려 했던 문무

왕의 염원이 내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신문왕의 정치이상 혹

은 정치이념도 하나의 目的素로 투영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략) 이 설화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메세

지, 특히 신문왕의 정치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聖王이 소리로써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유교의 예악사상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聖王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瑞徵이라고 한 말은 

「儒敎國思想의 안목인 예악」49으로써 치국의 방편을 삼고자 했

던 정치적인 이념이 강조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유가

의 경세방편으로는 보통 禮·樂·政·刑을 들지만, 「禮는 민심을 

절제하고, 樂은 민심은 和하게 하며, 政은 이(禮·樂)를 행하는 

것이고, 刑은 이에 어긋남을 방지하는 것」50이기에, 儒家의 정

치이념은 禮·樂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禮·樂·刑·

政은 모두 인민의 마음을 같게해서 治道로 나온다는 점에서 궁

극적으로는 하나」51라고 할 수 있지만 말이다. 「소리로써 천하

를 다스린다」고 한 것은, 「聲音의 길은 治道와 통하고」,52 「소리

를 살펴 音을 알고, 음을 살펴 악을 알며, 樂을 살펴 정치를 안

다」53고 하면서 「禮樂을 모두 얻으면 이를 德이 있다고 한다」54

고 강조하는 예악사상과 통한다. (중략) 「원성왕이 만파식적을 

전해 받음으로 해서 天恩을 후하게 입고 그 덕이 널리 빛났다」

고 한 것을 통해서도 만파식적이 갖는 예악사상적 의의를 찾

아볼 수 있다. 만파식적을 전해 받음으로써 天恩을 후하게 입

었다는 것은 「악은 하늘에 말미암아 만들어 진 것」55이고, 또 德

이 널리 빛났다고 하는 것은 「樂은 德의 華」56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 대는 합한 후에 소리가 난다」고 한 龍의 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음양의 화합 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악의 공능

이 다양성을 합하는데 있음」57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樂이 종묘중에 있으면 君臣上下가 함께 들어 和順치 않을 수 

4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233.

46 주13) 참조.

47 황수영·안장헌, 1994, 『신라의 동해구』, 열화당, pp.20~34; 황수영, 1994, 「新羅 東海口의 文化遺蹟」, 『문화사학』 2, 한국문화사학회, pp.39~51.

48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p.16~27.

49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李完裁, 1968, 「禮樂論」, 『東洋文化』 6·7合, p.38 재인용.

50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禮記』 樂記篇, “禮節民心 樂和民聲 政以行之 刑以防之” 재인용.

51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禮記』 “禮樂刑政 其極一也 所以同民心 而出治道也” 재인용.

52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禮記』 “聲音之道 與政通矣” 재인용.

53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禮記』 “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而治道備矣” 재인용.

54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禮記』 “禮樂皆得 謂之有德” 재인용.

55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禮記』 “樂由天作” 재인용.

56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禮記』 “樂者德之華也” 재인용.

57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李完裁, 1968, 앞의 논문, p.5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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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族長鄕里 중에 있으면 長幼가 함께 들으므로 和順치 않

을 수 없으며, 閨門중에 있다면 父子兄弟가 함께 들으므로 和

親하지 않을 수 없는 것」,58 이것이 곧 악의 현실적인 功能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樂이 행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耳

目이 총명해지면, 혈기가 화평하고 풍속을 바꾸어 천하가 모두 

평안해지기」59 때문이다.

『예기(禮記)』를 전거로 하여 만파식적설화와 유교예

악사상과의 상관성을 적시한 위의 견해는, 동해구 유적의 

사상적 기조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에 “藏骨處名大王岩 寺

名感恩寺 後見龍現形処名利見臺”라 했는데,60 『고려사』 악

지 삼국속악 신라조에서는 (대왕암·감은사와 더불어 만파

식적설화의 장이 되는) 이견대(利見臺)의 명칭이 “取易利

見大人之意” 즉, 『주역(周易)』의 이견대인의 뜻에서 취해

졌다고 했다.61 과연 『주역』 상경건전 제1(上經乾傳第一)

에 “九二 見龍在田利見大人 (중략) 九五 飛龍在天利見大

人”이라 확인된다.62 또한 이에 더해, 『삼국사기』 직관상에 

“國學 屬礼部 神文王二年置 (중략) 教授之法 以周易·尚書·

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라 있어63 『주역』

과 전술의 『예기』가 신문왕 2년 설치된 신라 국학의 교재

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해구를 무대로 한 신문왕

대의 유교정치이념 표방 의지는 한층 선명해진다 하겠다.

2. 감은사 중심곽규모 方216尺의 연원

그런데, 동해구를 무대로 한 신라중대왕실의 유교정

치이념 표방은 상기의 그것에 국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즉, 감은사지에서 2점의 태극무늬 장대석이 확인되

었던 것이다. 한 점은 1959년도 1차 발굴조사 시, 금당지

기단 동남모서리 전면에서 발견된 것이고, 다른 한 점은 

1979~1980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2차 발굴조사 시, 곽외

남측 석축 앞 연못에서 출토된 것인데,64 각 보고서에서는 

“태극의 형상처럼 생긴” 문양으로 보거나 “태극무늬는 그 

계통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무늬가 갑자기 생긴 것이

거나 태극사상에 의하여 금당 석재의 무늬로 채택되었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억측이기는 하지만, 이 태극무늬와 

유사한 백제와당의 무늬에서 보이는 파문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다”라 하여 유보적 또는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원건축 유구로부터 확인되었다는 점이 

모순처럼 보여질 뿐, 태극무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65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견대의 명칭이 『주역』 상경

건전 제1에서 취해졌던 것처럼, 감은사지출토 상기 장대

58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禮記』 樂記篇 재인용.

59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1에서 『禮記』 “樂而行而倫淸耳目聰明 血氣和平 移風易俗天下皆寧” 재인용.

60 『三國遺事』 卷2, 紀異2, 万波息笛條, “第三十一神文大王諱政明 金氏 開耀元年辛巳七月七日即位 爲聖考文武大王創感恩寺扵東海邊(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

始創此寺 未畢而崩爲海龍 其子神文立開耀二年畢 排金堂砌下東向開一穴 乃龍之入寺旋繞之備 盖遺詔之藏骨處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龍現形処名利見臺)”.

61 『高麗史』卷71, 志卷25, 樂2, 三國俗樂, 新羅條, “利見臺 世傳 羅王父子久相失 及得之 築臺相見 極父子之懽 作此以歌之 號其臺曰利見 盖取易利見大人之意也 王

父子無相失之理 或出會隣國 或爲質子 未可知也”.

62 王弼 注·孔穎達 疏,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2000, 『周易正義』, 北京大學出版社, pp.3, 7.

63 『三國史記』卷38, 雜志7, 職官上, “國學 屬礼部 神文王二年置 (중략) 教授之法 以周易·尚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文選 分而爲之業 愽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周易·

論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論語·孝經 或以尚書·論語·孝經·文選 教授之 諸生 讀書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基義 兼明論語·孝經者爲上 讀

曲禮·論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能兼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或差筭學愽士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六章 教授之”

64 김재원·윤무병, 1961, 앞의 책, pp.32~33, <도판13>의 1·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p.216~217, p.345 <사진103>의 8·9 참조. 

용도에 관해서는 “內部 佛壇 밑 周圍에 깔아 받친 地臺石”으로 추정하는 견해(김재원·윤무병, 1961, 앞의 책, pp.32~33)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사중기(寺中記)

상의 기록, “排金堂砌下東向開一穴 乃龍之入寺旋繞之備”와 관련해, 감은사 금당의 용혈입구 구성 등에 사용된 석조부재로 추정하는 견해(김영옥, 2007, 앞의 논

문, pp.154~155)가 제시되어 있다.

65 백인수·김태식, 2011, 「감은사지 태극 장대석의 수리천문학적 의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3), 한국콘텐츠학회, pp.460~466; 서근식, 2016, 「역학사상 

입장에서 본 ‘이견대(利見臺)’의 의미 연구」, 『한국철학논집』 51, 한국철학사연구회,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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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태극무늬 역시 『주역』 계사상 제7의 “易有太極 是生

兩儀”에서 취해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66

그런데, 이 『주역』 계사상 제7에 다시 “乾之策 

二百一十有六 坤之策 百四十有四”라 확인된다.67 전술

한 바와 같이, 감은사 중심곽 내 당탑 및 회랑, 중문과 강

당 등 모든 건축물은, 기단부를 기준하여, 方216尺의 윤

곽에 남거나 부족함 없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확

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만파식적설화와 유교예악사상과

의 관계, ‘이견대’의 명칭과 『주역』과의 관계, 감은사지출

토 태극무늬장대석과 『주역』과의 관계 등으로부터 확인

되는, 동해구 유적(대왕암·감은사·이견대)에 서린 신라중

대왕실의 ‘유교정치이념의 표방’의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실로 판단되며, 그것은 다름 아닌 감은사가람

의 설계초기단계에 있어서 『주역』 계사상의 ‘건지책 216’

으로부터 수를 취해 가람중심곽규모의 결정기준으로 삼

은 결과로 추찰된다. 물론, 신라중대에 들어서 신라 황룡

사나 백제 미륵사와 같은 거대사찰은 더 이상 건립되지 

않고, “그것은 시대상황상 국가 중심적 종교가 되어야 할 

동기부여도 약하고 정치화된 종교의 목적을 더 이상 용

납해 주지 않았기 때문”68이며, 사천왕사·감은사 등에 설

치된 ‘성전’은 “국가의 관부였던 만큼 佛敎界 統制와도 밀

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고찰되는 점에서,69 가령 方

100步의 1/4(方250高句麗尺=方300唐尺)과 같은, 가람일

곽 규모계획상의 규제가 감은사 중심곽규모 方216尺(고

구려척)의 확정에 앞서 잠재하는 규모계획의 기준으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찰되지만 말이다. 한편, 건

축설계에 있어서 역(易)에서 취한 수를 사용한다는 사고

방식은 가까이 당 고종대의 명당(明堂) 제도를 둘러싼 논

66 서근식, 2016, 위의 논문, pp.103~107. 아울러 신상후의 《周易正義》해제로부터 관련 내용을 발췌해 적어 둔다. “《周易》은 卦·卦辭·爻辭 및 十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卦·卦辭·爻辭는 經에 해당하고, 十翼은 이것들을 부연설명한 해석서로서 傳에 해당한다. (중략) 十翼은 <彖傳> 上·下, <象傳> 上·下, <繫辭傳> 上·

下 및 <文言傳>, <說卦傳>, <序卦傳>, <雜卦傳>의 7종 10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략) 十翼 가운데 철학성이 가장 돋보이는 <繫辭傳>은 《周經》의 성립 

근거와 그 기능, 經文의 해석법, 우주발생론, 존재론 등을 담고 있는바, 그 성격이 총론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략) <繫辭傳>에 “易에는 太極이 있으니, 이

것이 兩儀를 낳고 兩儀가 四象을 낳고 四象이 八卦를 낳았다 하였다. 이는 우주 생성에 대한 설명이자 易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태초의 우

주는 太極으로부터 발생하여 兩儀, 四象, 八卦로 분화되고, 이러한 분화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만물이 생성된다. (중략) 太極은 철학적으로 매우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용어이다. 우주 발생의 측면에서 보면 太極은 우주의 始原이며, 개별 존재들의 측면에서 보면 太極은 제1원리이다. (중략) 易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 

太極이다.”(왕필 주·한강백 주·공영달 소, 성백효·신상후 역, 2013, 『(譯註) 周易正義1: 十三經注疏』, 전통문화연구회, pp.46~59).

67 王弼 注·孔穎達 疏, 2000, 앞의 책, p.331.

68 대한건축학회 편, 2003, 『한국건축사』, 기문당, p.233.

69 이영호, 1993, 「新羅 成典寺院의 成立」,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4,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281~284, 286.

사진 1   감은사지출토 태극무늬장대석(김재원·윤무병, 1961, 『感恩寺址發掘調査報告書』, 을유문화사, ‘도판13’의 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感恩寺: 發掘調

査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345 ‘사진103’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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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는데70 여기에서 한 가

지, 중국의 예제건축인 명당과는 달리, 신라감은사는 어

디까지나 사원건축이라는 점에서 추가 고찰이 요구된다. 

김상현은 앞의 논문의 맺는말에서, “만파식적설화를 통

한 유교정치이념의 표방이 불교사상과의 대립이나 갈등

을 전제로 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 설화에서 유교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요소가 더불어 나타나는 것도 또한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는데,71 “죽은 뒤에 호국대룡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고자 한다”라는 문무왕

의 평소 염원에 대해, 측근의 지의법사(智義法師)는 “용

이란 축생보(畜生報)가 되는데 어찌합니까?”라 하며 (다

름 아닌 유불공존적 건축 구상에 대한 것이었을) 의아심

을 표하고 있었던 점으로부터 볼 때,72 당시 불교계에 있

어서 감은사건축의 기조가 될 일련의 유불공존적 건축 구

상이 처음부터 생소하지 않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

다고 추찰된다. 다만, “나는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

랜 지라, 만약 나쁜 응보를 받아 축생이 된다면 짐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문무왕의 대답에서 확인되듯,73 불법을 숭

봉하면서도 정치이념으로서는 새로이 유교를 지향했던74 

왕의 뜻이 그러한 것이었고, 왕의 의지로부터 그 같은 염

원과 구상이 신라동해구 감은사라는 건축 실체로 구현되

어 가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의 실현이 궁극적으로는 진

골 출신의 무열왕계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치

적 과제 즉, 왕권의 정당화 및 확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점75에서, 감은사건축에 있어서의 유불공존적 양

상은, 진골 출신 무열왕계의 “왕권의 정당화 및 중대전제

왕권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투영된 문화

변용의 결과로 이해된다고 하겠지만, 어떤 이유로 감은사

건축에 있어서 유불공존적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

는 “根本動機에 대한 理由說明”은 본질적 문제로 남게 된

다. 이에 관해서는 사료의 편린에 의지해 추론해 갈 수밖

에 없다. 유불습합적 맥락에서 감은사건축 구상을 사상

적으로 뒷받침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憬興法師可爲國

師 不忘朕命”이라 문무왕이 유언으로서 국사(國師)로 삼

기를 당부했던, 그리고 신문왕 즉위 후 국로(國老)로 임명

되었던 경흥(憬興)7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흥사 사문 

70 김일권, 2000, 「唐宋代의 明堂儀禮 변천과 그 天文宇宙論적 운용」, 『종교와 문화』 6,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p.217~220; 张一兵, 2005, 『明堂制度研究』, 

中华书局, pp.429~440.

71 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27.

72 『三國遺事』 卷2, 紀異2, 文武王法敏條, “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龍 崇奉佛法守護邦家 法師曰 龍爲畜報何 王曰 我猒世間榮華久矣 若麤報爲畜則

雅合朕懷矣”.

73 주)72 참조.

74 “중고기에는 중앙 귀족세력과 공유하고 있던 기존의 종교 전통에 입각한 정치사상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왕실의 권위를 초월하려 하

였다. 그러나 불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종교사상이 아니고, 또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제도적 문제를 제시해줄 수 있는 사상도 아니었으므로, 정치

사상의 새로운 장을 열거나 왕의 현실적 권위와 권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중고기 귀족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김춘추계

는, 더 이상 전통적인 신성왕권적 정치사상이나 피상적 권위 수식 같은 방법에 입각한 불교적 정치사상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대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실질적으

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수립을 가능케 한다고 믿은 유교적 정치사상을 적극 도입하게 된다.”(나희라, 2005,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p.170).

75 “만파식적 설화 형성의 지리적인 배경은 문무왕해중릉·이견대·감은사 등 소위 동해구 유적으로 되어 있다. 동해구 유적은 통일의 영주 문무왕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적이고, 이는 그가 죽어 欲鎭倭兵하려했던 염원과도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설화의 시대적 배경은 문무왕의 죽음과 신문왕의 즉위가 교차하는, 즉 통

일신라의 초기로 되어 있다. 이 설화는, 여기에 관련된 문무왕·신문왕·김유신 등의 인물이나, 형성된 시기 및 지역 등을 감안할 때, 지배계층에 의해 형성·유포된 

것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이 설화에는 지배계층의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스며 있다. 그 정치적 목적이란 무열왕권의 정당화 및 중대전제왕권의 확립으로써, 당시

의 역사적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략) 신라에는 中古聖骨時代에 성립된 신라삼보가 있었다. 신라삼보는 中古聖骨時代의 불교적인 정치이념의 표방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만파식적은 중대 무열왕권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강조하려고 한 상징적인 보물이고, 또 이를 통해 유교정치이념을 

표방하고 있었다.”(김상현, 1981, 앞의 논문, pp.26~27).

76 三國遺事』卷5, 感通7, 憬興遇聖條, “神文王代大徳憬興姓水氏 熊川州人也 年十八出家逰刄三藏望重一時 開耀元年文武王將昇遐顧命於神文曰 憬興法師可爲國師 

不忘朕命 神文即位曲爲國老住三郎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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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교(願曉)의 『금광명최승왕경현추』에 인용된 경흥의 주

소로부터, 경흥이 안사고 주석본 『한서』 천문지 내용을 직

접 인용한 부분과 『한서』 율력지에서 구체화된 음양 율려 

사상을 원용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흥의 사상적 경향을 

유불습합적 맥락에서 조망”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77 

그 안사고 주석본의 『한서』 율력지에 음양·율려와 더불

어 ‘태극(太極)’이 산견되며, 맹강(孟康)의 주석이지만 ‘건

지책수이백일십육(乾之策數二百一十六)’도 역시 확인된

다.78 문무왕이 유언으로서 구태여 웅천주 출신의 경흥을 

국사로 삼도록 당부했던 것은, 삼국통일 이후 백제 유민

들에 대한 융화책의 일환이기도 했겠지만,79 무엇보다 신

라중대왕실의 유교정치이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

라중대 불교계를 조율해 나아갈 인물로서 경흥이 적임이

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감은사건축의 구상이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가람중심곽의 중심이자 금당의 중심

에 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시고,80 왕의 화신인 용이 용혈

(龍穴)을 통해 금당기단 내에 들어 선요(旋繞)81 즉, 『금광

명경』에 대한 공경·숭봉불법을 행함으로써 “陰陽調和時

不越序 日月星宿不失常度 風雨隨時無諸災横”82 등의 무량

한 공덕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佛月清淨 滿足莊嚴 佛日

暉曜 放千光明”,83 “如日天子憐愍衆生故 與七寶宮殿倶繞

四天下 爲衆生除諸冷濕照諸闇冥令各得所”84라 있음에, 월

궁(月宮, 동탑 사리장엄85·내함 수정보주)과 일궁(日宮, 서

탑 사리장엄86·내함 화염수정보주)의 광명이, 새로이 유교

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운영해 나갈 국가 신라의 사방 천

하(天=乾, 건지책 216尺 규모의 가람중심곽)에 두루 길이 

77 김일권, 2000, 「元曉와 憬興의 『金光明經』 註疏에 나타난 신라의 天文 星宿 世界觀」, 『신라문화』 17·18합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68~175. 한편, 

“경흥이 유불 융합을 강조한 것은 다름 아니라 불교가 유교보다 우위의 사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고, “경흥의 유불 융합 사상은 의자왕의 불교정책에 대

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김수태, 2009, 「백제 의자왕대의 불교: 경흥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4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p.122~125).

78 班固 撰·顔師古 注, 1962, 『漢書』, 中華書局, pp.957, 964, 981, 985, 986, 1000, 1002.

79 한태식, 1991, 「憬興의 生涯에 관한 再考察」, 『불교학보』 2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194~200.

80 三國遺事』卷4, 義解5, 賢瑜珈海華嚴條에 “翌日感恩寺奏 昨日午時海水漲溢至佛殿階前 晡時而還 王益信敬之”라 있어, 감은사금당에 부처를 모셨던 것은 분명해 

보이나, 주불 및 봉안 형태는 불명하다. 그런데, “형식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반증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출현은 당연히 동시기 신앙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쌍탑가람의 신앙적 배경으로 7세기 중엽이후 신라 호국불교의 소의경전으로 채택되었던 합부금광명경”에 주목, “경전에 수록된 「三身

分別品」과 「捨身品」을 통해 쌍탑 건립의 교리적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 견해(한정호, 2010, 「신라 쌍탑가람의 출현과 신앙적 배경」, 『석당논총』 46, 동아대

학교 석당학술원, pp.179~212)가 있어 주목된다. 『합부금광명경』 삼신분별품상 삼신(三身)은 화신(化身)·응신(應身)·법신(法身)으로, ‘여여(如如)하고 여여한 지

혜’를 법신(法身)이라 하였다. 비로자나불은, “모든 부처님의 진신(眞身：육신이 아닌 진리의 모습)인 법신불(法身佛)”로, ‘널리 비추다’라는 뜻의 범어 바이로차나

(vairocana)를 음역한 것이 비로자나라고 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여기에서는,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에서 각각, 사면에 사천왕상 1구씩을 압출한 외

함 포함 사리장엄구가 확인된 점(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pp.36~55), 그리고 감은사지 2차 발굴조사시 

“중앙에 圓形으로 突起된 寶珠모양의 타오르는 해를 施文”한 내림새 2종(발광의 수가 다른 점에 주목됨)이 강당 동서편건물지 및 서회랑지에서 다수 출토된 것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317, 사진75의 3·4; p.150, 삽도67의 9·10; p.151 참조)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연화장세계에 살며 그 몸

은 법계(法界)에 두루 차서 큰 광명을 내비치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 즉, 비로자나(毘盧遮那)불(국립국어원 참조)을 모셨던 것으로 추정한다.

81 주1) “排金堂砌下東向開一穴 乃龍之入寺旋繞之備”;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222 및 p.254 사진12의 1·2; 김영옥, 2007, 앞의 논문, 

pp.156~158 참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1997, 앞의 책, p.317, 사진75의 6; p.150 삽도67의 12; p.151도 더불어 참조하기 바란다.

82 隋 寶貴合·北涼 曇無讖譯, 『合部金光明經』, 大正藏16, 383a07~12, “以是因縁故 此閻浮提安隱豐樂 人民熾盛大地沃壤 陰陽調和時不越序 日月星宿不失常度 風

雨隨時無諸災横 人民豐溢自足於財 心無貪悋亦無 画像嫉妬等行十善 其人壽終多生天上 天宮充滿増益天衆”.

83 隋 寶貴合·北涼 曇無讖譯, 『合部金光明經』, 大正藏16, 385b06~07, “佛月清淨 滿足莊嚴 佛日暉曜 放千光明”; 385b14~17, “佛眞法身 猶如虚空 應物現形 如水

中月 無有障礙 如焔如化 是故我今 稽首佛月”.

84 願曉等集, 『金光明最勝王經玄樞』, 大正藏56, 667b06~14, “興云 菩薩處胎經第四云 日宮縱廣五十一由旬 月宮四十九由旬 日放一千光 月放一億光 大集第二十八

云 在日天器十千由旬 住宮縱廣三萬二千由旬 立世經第五云 月宮名旃檀 天子同名 日宮名修野 天子同名 此二宮殿團固如鼓 住四十餘劫 智度論第三十五云 如日天

子憐愍衆生故 與七寶宮殿倶繞四天下 爲衆生除諸冷濕照諸闇冥令各得所”(김일권, 2000, 앞의 논문, pp.172~175 참조).

8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앞의 책, pp.55~81.

86 김재원·윤무병, 1961, 앞의 책, pp.67~81, 도면 14~22, 도판 40~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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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춰지기를 염원했고, 왕의 그러한 뜻이, 월출과 일출이 

실견되는 동해구 그곳에 감은사건축으로서 구현되었던 

것 아닐까 한다.

3. 감은사 중심곽의 추정설계수순

감은사 조영에 있어서의 신라중대왕실의 ‘유교정치

이념의 표방’ 의지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면, 감은사

건축의 조영계획 양상은 비로소 분명해진다. 方216尺의 

윤곽을 전제했을 때 추정되는 감은사 중심곽의 설계수순

은 다음과 같다.

(1) 가령 方100步의 1/4과 같은 잠재하는 규모계획

의 기준으로부터 이차적 조정으로서, 『주역』 계사상 건지

책 216으로부터 수를 취해 가람중심곽규모 方216尺을 결

정한다.

(2) 가람중축선상 남·북에 각각, 평면규모가 결정된 

중문과 강당을 배치하되, 각각의 남·북측기단은 方216尺

의 윤곽선에 내접하도록 한다.

(3) 중문·강당 중심간거리를 등분하여 얻어지는 척

수를 丈 단위로 정리해 90尺을 얻은 후, 중문 중심을 기준

해 북으로 90尺 떨어진 지점을 금당 중심으로 한다.

(4) 중문·강당·금당의 양측에 각각 남회랑·강당 동서

편건물·익랑을 배치하되, 전·후자의 동서중심선은 일치

되도록 한다.

(5) 가람중심곽 동·서에 각각, 주칸 및 기단내밀기가 

결정된 동·서회랑을 배치하되, 각각의 동·서측기단은 方

216尺의 윤곽선에 내접하도록 한다.

(6) 삼면회랑(남회랑·익랑·동서회랑)의 각 중심선으

로부터 동일한 거리(45尺)가 되는 지점을 동서석탑의 중

심으로 한다. (그 결과, 동서석탑 중심간거리는 110尺이 

된다.)

(7) 석탑 전체높이는 석탑 중심으로부터 삼면회랑 

내측기단까지의 거리로 하고, 석탑 지대석의 폭은 석탑 

전체높이의 1/2로 한다.87 

Ⅳ. 결론

이상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지 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고, 역사학 분야 등에서의 문헌연구 성과를 참

고로 하여, 신라감은사건축의 조영계획 양상 및 특질, 그

리고 그것과 당시의 정치·사회적, 종교적 환경 간의 관계

에 대한 구명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감은사의 조영척도에 관해서는, 1·2차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주칸완수제를 전제로 한 금당지 및 강당지 초

석중심간거리 분석을 통해 조영에 있어서 고구려척이 사

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 이후 해당 견해가 주로 수용되고 

있는 한편, 일부 당척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건

물지 초석중심간거리 등의 분석에 있어서 고구려척과 당

척 간 배수관계가 성립해 가능성이 병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금당지 모서리칸(정면 퇴칸·측면 협칸) 초석중심

간거리의 경우, ‘단위치수 범위 내에서 환산척수가 尺 단

위로 수렴하는 구간’은 고구려척 쪽에서만 1개소가 확인

되는 점, 그리고 서회랑지(익랑기준 남측구간) 및 익랑지

의 내외측 혹은 남북측 초석열간거리를 분석한 결과, 공

히 고구려척의 ‘단위치수 범위 내에서 환산척수가 尺 단

위로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

라감은사건축의 조영에 사용된 자의 종류는 역시 고구려

척으로 판단된다. 조영척도의 추정단위길이를 특정하기

란 어렵지만, 동서회랑 중심선간거리를 200尺으로 상정

했을 때 얻어지는 단위길이 353.30㎜를 들 수 있다.

(2) 종래 감은사 중심곽은, “남북길이보다 동서너비

가 2m가량 넓은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인식되어 왔고, 

87 장충식은, “신라의 석탑은 7세기 전반 芬皇寺石塔에서 출발”했고, “7세기 후반을 고비로 하여 새로운 典型樣式의 석탑을 이룩하여 이후 신라 一世를 통하여 이같

은 석탑 양식으로서 一般化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며, 특히 “전형석탑 양식으로서 그 초기에 놓아야 할 중요한 石塔”의 하나로서 ‘感恩寺址 東西三層石塔’을 지목

했고, “이들 7세기 후반의 석탑이 바로 신라 전형양식 석탑 형식의 길을 여는 것”이라 평가했다(장충식, 1987, 『新羅石塔硏究』, 일지사, pp.113, 119,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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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박흥수, 1999, 『韓.中度量衡制度史』,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p.537~540.

“횡장의 사관은 말할 것도 없이 지형에 따른 것”으로 간주

되기도 했지만, 검토 결과, 감은사 중심곽 내 당탑 및 회

랑, 중문과 강당 등 모든 건축물은, 기단부를 기준하여, 

方216尺(고구려척)의 윤곽에 남거나 부족함 없이 정확하

게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만파식적

설화와 유교예악사상과의 관계, ‘이견대’의 명칭과 『주역』

과의 관계, 감은사지출토 태극무늬장대석과 『주역』과의 

관계 등으로부터 확인되는, 동해구 유적(대왕암·감은사·

이견대)에 서린 신라중대왕권의 ‘유교정치이념의 표방’의

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은

사가람의 설계초기단계에 있어서, 가령 方100步의 1/4과 

같은 잠재하는 규모계획의 기준을 바탕에 두되, 『주역』 계

사상의 ‘건지책 216’으로부터 수를 취해 가람중심곽규모

의 결정기준으로 삼은 결과로 추찰된다. 감은사 당탑 등

의 배치계획은, 方216尺의 윤곽 내, 가장자리로부터 중심

부로, 즉 가람중축선상 중문·강당의 배치 및 금당 남북위

치의 결정, (중문·강당·금당 측면에 각각) 남회랑·강당동

서편건물·익랑 배치, 동서회랑의 배치, 동서석탑 중심 위

치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감은사건축에 있어서의 유불공존적 양상은, 가

람중심곽의 중심이자 금당의 중심에 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왕의 화신인 용이 용혈(龍穴)을 통해 금당기단 내

에 들어 선요(旋繞) 즉, 『금광명경』에 대한 공경·숭봉을 

행함으로써 “陰陽調和時不越序 日月星宿不失常度 風雨

隨時無諸災横” 등의 무량 공덕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佛

月清淨 滿足莊嚴 佛日暉曜 放千光明”, “如日天子憐愍衆

生故 與七寶宮殿倶繞四天下 爲衆生除諸冷濕照諸闇冥令

各得所”라 있음에, 월궁(月宮, 동탑 사리장엄·내함 수정

보주)과 일궁(日宮, 서탑 사리장엄·내함 화염수정보주)의 

광명이, 새로이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운영해 나갈 

국가 신라의 사방 천하(天=乾, 건지책 216尺 규모의 가람

중심곽)에 모두 둘러 길이 비춰지기를 염원한 문무왕의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찰되며, 그 구상 및 실현에 있어

서는 유불습합적 사상 경향을 가졌던, 그리고 문무왕이 

유언으로서 국사(國師)로 삼기를 당부했고 신문왕 즉위 

후 국로(國老)로 임명되었던, 경흥(憬興)이 깊이 관여했

을 것으로 추측된다.

박흥수는 “景德王 10年(751)에 大相 金大城에 의하

여 始創”된 “佛國寺의 造營計劃과 基準尺度”에 관련해, 후

지시마의 실측치와 더불어 “佛國寺의 區劃單位는 唐尺 

43尺이었음”을 제창한 요네다의 설을 제시한 후, “佛國寺

의 始創 때 造營計劃用 基準尺”이 설에서 주장하는 대로 

“길이가 29.779㎝인 唐大尺이었다면 區劃單位 길이 43

尺”과 ‘多寶塔心’과 ‘釋迦塔心과의 거리’ 86尺 등은 “단순

한 數値일 뿐”이나, “基準尺을 多寶塔의 造營用尺인 35.52

㎝의 箕田尺(高句麗尺)이었다고 본다면” 각각 “36數, 72

數” 등 즉, “易數들로 古人들이 즐겨 使用했던 數”가 얻어

지는 바, “基準尺은 箕田尺이었다고 보아야 했다”고 기술

했다.88 이는 도량형사적 관점에서 이뤄진 고찰이지만, 사

원건축 조영계획에 있어서의 ‘역수(易數)’의 사용 가능성

을 적시한 탁견이라 여겨지는 한편, 불국사에서의 그것은 

다름 아닌 감은사건축으로부터의 인식 전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찰된다. 본고에서는 역수(易數)에 착안, 고찰을 

전개해 감은사건축과 신라중대왕권의 “유교정치이념의 

표방”의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지적하고, 이로써 드러나는 

감은사건축의 조영계획 양상을 제시했지만, 동시대 건축

에 있어서의 상기 의지의 영향 범위에 대해 폭넓게 검토

하지 못했다. 또, 조영계획에 관련해서는 석조물 유구실

측치 분석, 석탑 의장계획 재검토 등을 과제로 남겼다. 이

들 부분에 관해서는, 금후 다른 기회를 얻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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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

•『金光明最勝王經玄樞』.

•『三國史記』.

•『三國遺事』.

•『合部金光明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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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unsa Temple is a Buddhist temple from the mid-Silla period. Construction began during the reign of  King 

Munmu and was completed during the second year of  King Sinmun’s reign (682).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sults 

of  excavations at the Gameunsa Temple site, exploring the findings presented in the literature in the field of  history.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plan of  Gameunsa Temple and its correlation 

with the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environment of  the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First, it is confirmed that all of  the buildings in the central block of  

Gameunsa Temple, such as the pagoda and corridor, the central gate, and the auditorium, fit within 216 cheoks by 

216 cheoks (Goguryeo unit of  measurement, estimated dimensions 353.30 mm), in terms of  the base structure. 

This fact is highly significant considering the intent of  the King in the mid-Silla period to advocate Confucian 

political ideals at the Donghaegu sites (Daewangam, Igyeondae Pavilion, and Gameunsa Temple), as confirm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pasikjeok legend’ and the Confucianism of  the etiquette and the music;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me of  the ‘Igyeondae Pavilion’ and the ‘I Ch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egeuk 

stones excavated from the Gameunsa Temple site’ and the ‘I Ching.’ Additionally, it may be presumed that the 

number in the “Qian 216” on the Xici shang of  ‘I Ching’ was used as a basis for determining the size of  the central 

block in the early stages of  the design of  Gameunsa Temple. The layout of  the halls and pagodas of  Gameunsa 

Temple was planned to be within a 216-cheok-by-216-cheok area, from the edge to the center, i.e., on the central axis 

of  the temple, in the following order: the central gate and auditorium, the north-south position of  Geumdang Hall, 

the south corridor, the east-west buildings of  the auditorium and the winged corridor, the east-west corridor, and 

the central position of  the east-west stone pagoda. (2)  Second, the coexistence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in 

the architecture of  Gameunsa Temple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Golden Light Sutra, originating from 

the aspirations of  King Munmu to obtain the immeasurable merits (陰陽調和時不越序 日月星宿不失常度 風雨隨時

無諸災横) and the light of  the Buddha, which is metaphorically represented by the sun and the moon illuminating 

the whole world of  Silla, a new nation with a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for a long time by “circumambulating the 

Buddha (旋繞)”. It is also presumed that Gyeongheung, who was appointed by King Munmu to be the Guksa in his 

will and appointed as the Gukro after the enthronement of  King Sinmun, was deeply involved in the conception and 

realization of  the syncretism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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