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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Hwaeom Thoughts, Sipjipum influenced the creation of mountain temples in a way that matched the 
mountain topography.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gardens that appear in traditional Hwaeom 
templ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gardens for each space using Hwaeomsa 
as a study site.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survey, field survey, and spatial analysis survey. First, 
the initial arrangement system of Hwaeomsa was carried out along the branch of a mountain range linking 
Nogodan-Wonsabong-Gakhwangjeon, and the location was determined to prevent flooding of Masancheon from 
Hwaeomsa. Second, the vertical spatial composition of Hwaeomsa according to the sipjipum among the Hwaeom Thoughts 
was made up of stairs, three gates, a pavilion, and huge stone steps. In order to apply the process of performing Sipjipum 
to the sloped terrain, it was composed of Sampumdan, centered on the main stonework of Bojeru and Daeungjeon, 
and a lot of stairs. Third, the external space of Hwaeomsa was divided into courtyard space, semi-courtyard space, 
process space, buffer space, front space, and open space. The courtyard space was used as a space for rites, meditation, 
and residence. Fourth,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location of temple gardens, the types of gardens were divided 
into religious ceremonial space gardens, training and meditation space gardens, gate gardens, residential space gardens, 
and service space gardens. Fifth, religious ceremonial space garden appears in the form of a courtyard space or open 
space, and expresses the world of Yeonhwajang by creating a magnificent garden with large stoneworks, stone towers, 
stone lanterns, Pinus thunbergii Parl.,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is Uyeki, and Acer palmatum Thunb.. Among the 
training and meditation space gardens, Jeokmukdang and Gangwon form a enclosed space as a two-buildings courtyard 
space and form an undecorated garden for Zen medit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tyard space between Manwol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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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소재 화엄사는 2009년 12월 9일에

명승 제64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나말여초에 불교계를 주도

했던 화엄종의 중심 사찰 중의 한 곳이다. 삼국시대 한국에 전

해 내려온 불교는 원래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서 유입된 외래

종교였지만, 한국의 지리환경과 문화환경에 융합 또는 습합되

어져 한국불교로 발전되어져 왔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

의 사찰들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8년 유네스

코로부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양산 통도

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송광사, 해남 대흥사 등 7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쾌

거를 이루게 되었다(유네스코와 유산, 2021). 선정된 곳은 모두

화엄종 사찰 또는 화엄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찰(법주사의 경우

법상종으로 화엄사상과 융합)로 알려졌다. 이들 산사 가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까닭은 종합적인 불교 승원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형, 무형의 문화적 전통을 지속하고 있는

살아있는 불교유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전통사찰의 문

화적 전통의 바탕에는 화엄사상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산지승원은 사실 이곳 이외에도 수많은 가람이 존재

and Bojeru has an open structure as a place for training and residence, forming the most gorgeous garden form with 
Prunus mume S. et Z. and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 wils. planted. The gate Garden is the most important 
garden in Hwaeomsa,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process space that embodies the philosophy of the sipjipum. Camellia 
japonica L. is planted as a road leading to paradise, and there is a rock garden along with the monument group, making 
it the focal point. Finally, through this study, an appropriate research method was obtain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arden of the traditional Hwaeom temple. In the future, we intend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raditional 
temples of different sects using this analysis framework.

Key Words: Branch of a Mountain Range, Sipjipum, Profile Analysis, Courtyard Space, Worship Space Gardens

국문초록

전통사찰의 조성에는 불교사상이나 종파의 영향력이 컸는데, 그중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화엄사상의 핵심은 다양성

의 통일에 있다. 화엄사상 중 십지품은 산지 지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산지사찰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전통 화엄사찰에 나타나는 정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화엄사를 연구대상으로 공간별 정원의 특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는 문헌 조사, 현장 조사 그리고 공간분석 조사 등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화엄사의 초창기

배치체계는 노고단-원사봉-각황전을 잇는 풍수 지맥을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화엄사에 대한 마산천의 침수피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위치가 결정되었다. 둘째, 화엄사상 중 십지품에 의한 화엄사의 수직적 공간구성은 계단, 삼문, 누각, 대석축

등으로 하였다. 십지품 수행과정을 경사 지형에 적용하기 위하여 보제루, 대웅전 대석축과 계단을 중심으로 삼품단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화엄사의 외부공간은 중정공간, 반중정공간, 과정공간, 완충공간, 전면공간, 개방공간 등으로 구분되었

다. 중정공간은 예불과 수행 및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넷째, 화엄사 사찰정원의 유형은 목적과 위치에 따라서 예불공

간정원, 수행공간정원, 산문정원, 주거공간정원, 서비스공간정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예불공간정원은 중정공간과

개방공간 형식으로 나타나며, 대석축, 석탑과 석등, 소나무, 반송, 단풍나무로 장엄한 정원을 조성하여 연화장세계를

표현하였다. 수행공간정원 중 적묵당과 강원은 2동중정공간으로 폐쇄구조를 이루며, 선수행을 위해 무장식의 정원을

이루고 있다. 반면, 만월당과 보제루 사이 중정공간은 수행 및 주거공간으로 열린 구조를 하고 있어 매화나무, 벚나무

등을 식재한 가장 화려한 정원형식을 이루고 있다. 산문정원은 화엄사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정원으로 십지품 사상이

구현된 과정공간이라 하겠다. 극락으로 가는 가로수로 동백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비석군과함께 암석원이 있어 구심점

이 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 화엄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원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을 얻었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종파가 다른 전통사찰에 관해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제어: 풍수지맥, 십지품, 단면분석, 중정공간, 예불공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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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 사찰이 미래에도 그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서는 화엄사찰로서의 문화적 전통과 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도 그러한 필요

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한국의 전통사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화엄사찰에 관한 연구로

좁혀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축약될수 있다. 즉, 사찰

의입지, 사찰의공간구성, 사찰건축과조경등으로나눌수있다.

사찰의 입지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김은양(1998:

41)은 자연적 요인을 받아들이면서도, 불교사상을 결부시키는

사상적 요인을 중시하고, 풍수지리성에 부합될수 있는 상징적

요인 등 다각적이고 다양한 입지선정과정을 고려하여 사찰건

축이 형성되어 왔다고 하였다. 조성호와 성동환(2000: 53-81)

은 화엄사찰의 배치는 비탈진 산중턱경사지에높은 축대를쌓

아올려 가람을 배치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김종원(무연,

2011: 7-24)은 사찰 풍수에 의해 가람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은

영지설(산천숭배사상), 전불가람설(신라땅의 불국토설), 간자

설(간자를 던져서 택지), 관음성지설(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인

보타낙가산), 도참사상설(미래예언설 의거), 피세설(불교박해

를 피한 은둔처), 호국설(군사목적 또는 호국신앙에 의해) 등

이 있다고 하였다. 김석희(2016: 16-17)는 사찰건축의 입지 선

정에 대하여 종교시설로서 불교적 입지관과 자연적 요건을 결

부시키고, 민간신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등 사상적, 자연

적, 사회적 요건이 결합하여 선정됐다.

사찰의 공간구성에 대해서 안영배(1980: 38-43)는 한국건축

의 특성이물처럼연속된공간체계를 이루는 데 있다고보았다.

따라서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과정적 공간(전위공간), 주

요 공간, 부공간(핵심공간), 매체공간, 승화공간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전통사찰의 공간 특성을밝힌바가 있다. 조남두(1998:

13-31)는 불교의 전래 및 전성시대였던 삼국시대에서 통일신

라 시대를 걸쳐서 불교를 이끌었던 화엄신앙은 당시 사찰공간

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김동선(1999: 75-106)은

선암사의 공간분석을 위해 과정적 영역, 주불전 영역, 부불전

영역, 요사채영역, 기타 영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영경과 이

병인(2002: 43-44)은 사찰 경내의 토지이용을 관광객 출입이

제한되는 성역공간, 출입이 가능하나언행에 제한이 있는 종교

공간, 성역 및 종교공간 등으로 구분하였다.

화엄사찰의 건축 특징에 대하여김봉렬(1989: 95-104)은 삼

국시대에 특징적이었던 일당일탑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중정 중심에 탑을 위치시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런

특징은 화엄종 교리와도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화엄사상의 핵

심이 ‘하나가 전체가 되며, 전체가 하나가 되는 다양성 속의 통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성현경(1997: 18-23)은 요

사를 승려들이 거처하는집이라 하였으며, 기능상 나누면 강당,

선당, 승당, 노전, 방사 등이 있다고 보았다. 김은양(1998: 37)

은 전남지방 사찰 주불전의 배치형식은 화엄계 사찰일 때 산지

형 배치로 우진각 진입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익정(2002: 5-9)은 사찰을 구성하는 건축물을 7종으로 구성

된다고 보았다. 7당이란원래 중국에서생겨난것으로금당, 강

당, 탑, 식당, 종루, 경장, 승방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강당

의역할이 중요하였는데, 통일신라말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하

는 건물이었으나, 조선 시대에 와서는 누각이 그 역할을 대신

했다고 하였다.

사찰조경에 관한 연구로 강신갑(1984: 9)은 전남지방 5대

사찰의 식재 경향을 연구하면서 사찰의 식재 공간을건물의 위

계에 따라서 전각, 당과 방, 누와 문, 암자, 부도전과 비림등으

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에 따른 식재수목, 식재유형 등을 구

분하였다. 김용기 등(2000: 26-38)은 한국 사찰이 가지는 지형

처리는 불교가 지닌상징성을 구체화할수 있는 기법으로 보고

있으며, 지형의 고저, 규모, 경관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난다고 보았다. 홍광표(2004: 122-126)는 사찰조경을 불교적 경

관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사찰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불

교의 이상향적 세계를 장엄하고 불교적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특수한 경관을 만든다고 정의하였다. 백두인

(2011: 15-23)은 전남지역 사찰의 조경식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화엄사 지역 등에 대하여 식재 공간을 크게 진입영역, 대

웅전영역, 선원영역 등 세 곳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바가 있다.

김규원과 심우경(2013: 85-88)은 사찰림의 문화경관적 의미로

선종사찰과 소나무림의 관계에서 찾은 바가 있다.

본 연구대상지인 화엄사에 관한 연구로 이기우(2008: 21)는

우리나라 사찰림을 크게 10곳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

리산 화엄사는 입구의 소나무숲, 경내의느티나무숲, 그리고 주

변의 계곡 서어나무숲등으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있다. 정병삼

(2012: 152-159)은 화엄사 중창주로 연기를 들고 있다. 그는

화엄과 기신을병행하며, 새로운사상 경향을 선도하였으며, 장

륙전에는 60화엄을 석경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 화엄사찰로서의 화엄사가 가지는 특

징을 이해한다는 기존의 연구가 충분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

인다. 그러나 전통사찰정원에 대하여는 최근에 조서연(2020:

43-53)이 범어사 사찰정원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 유일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찰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사찰과 정원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당시, 지금의 절이라 표

현되는 것은 오직 ‘수행하는 승려들의 거주처’로서 한정되었다.



이행열․신현실 : 한국 전통사찰의 정원 문화경관 연구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3호(2021년 9월)� � 177

아바사(avasa, 住處)와 아라마(arāma, 園林) 두 가지가 있는데,

아바사라 함은 우기에 사용하는 임시적 거주처(住處)를 말하

며, 아라마(arāma)는 영구적 거주처를 일컬으며 원림(園林)이

라번역된다. 이아라마가확장되어종합적성격을띠게된것이

승가라마(saṁhāāa), 즉 중원(衆園)이라고 한다(권봉식, 1998:

12; 김진덕, 2002: 6).

사찰의 기원을 정원이라는큰틀에서볼때 불교신앙의 특징

이 사찰의 정원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지 승원 또한 정원이

면서 가람의 역할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사

찰에서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성과 그와 대응되는 정원의 형

성이 화엄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

은 한국의 산지 승원이 가지는 가치와 특징을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것이라할수 있다. 따라서본연구는 화엄사찰 중

의 하나인 화엄사를 대상으로 하여 화엄사상이미친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다음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화엄사상 중의 하나

인 십지품 개념이 가지는 사찰의 입지와 배치에 대한 관련성,

건축공간에 의해 형성되는 중정공간을 중심으로 배열되는 사

찰공간의 특징, 그러한 공간배치에 대응하는 사찰정원의 유형

별 특징과 정원공간에 나타나는 기물의 출현방식 등을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

대상지의 지리적 위치는 그림 1과 같이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다. 지리적으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세 개의

도가 합쳐진 곳에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접경지역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접점이 되는 지역으로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곳에는 또한 백두대간의

중추맥 중의 하나였던 지리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화엄사가 자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구례 화엄사는 신라 불교의 중심 사상인 화엄의근본도량의

하나로신라 오악중 남악으로알려진지리산남쪽자락에위치

한 유서 깊은 명찰이라 하겠다(정병삼 등, 2000: 8). 화엄사의

창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한역사 기록이없으나, 앞에서본것처

럼 진흥왕 5년(544)에 인도승 연기조사가 창건하였다는 설을

들 수 있다. 한국불교연구원(1996: 20) 등은 이견이 있지만 초

창은 진흥왕 5년(544)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79년에 발견된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의 기록에 의

하면 ‘연기는 황룡사 승려로 경덕왕 13년(754) 8월부터 시작하

여 이듬해 2월에 완성했다’는점을볼때 화엄사 창건을 이때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하겠다(문화재청, 2009: 74). 따라서 화엄

사 창건연대와 인물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한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운실정이나 진흥왕 5년 무렵에 초창되었으며, 경덕왕 13년

에와서연기조사때문에더확대된 가람의면모를 가진것으로

보는것이 통일된 학설이다. 고려 시대에는태조 26년(943) 왕

명에 따라 도선에 의해서 중수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세종 6년(1426)

선정대본산으로 승격되는 위치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선조 25

년(1592) 발발한 임진왜란을 통하여 사찰 전체가 전소되거나

파손돼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후에 인조8년(1630) 벽

암대사(성총)에 의해 대웅전 중건이 시작되고숙종 25년(1699)

성능대사(계파)에 의해 장륙전(각황전) 등이 중건돼어느정도

본래의 면모를 찾을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1911) 시대에는 조

선사찰령에 의해 30본산제가 시행되면서 화엄사는 말사로 전락

하기도 하였으나, 1924년 다시 31본산이 추가되면서 선교양종

의 지리산 대본산으로 그 지위를 되찾기도 하여 오늘의 화엄사

로 그 전통을 이어져 오게 되었다(문화재청, 2009: 78-79).

화엄사 중창과정에 관하여는박채원(2013: 95-98)의 연구가

있는데, 4차에걸쳐서 진행되었다고추정하였다. 즉, 화엄사 창

건을 544년이라고 하겠으나 실질적인 창건은 화엄경 석경이 제

작되었다고 하는 경덕왕 14년(755)으로 보고 있다. 이때 배치

는 완사봉을 주산으로 동향으로 일탑일금당 형식으로 동쪽에

서 진입하는 배치를 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2차 중창 시기는

헌강왕 원년(875) 도선국사에 의해 이루어진 장륙전과 화엄경

석경이 조성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는 장륙전 뒤편에

효대로 알려진 사사자삼층탑과 공양탑이 만들어지면서 남쪽으

로 진입로도함께개설된것으로추정하고 있다. 3차시기는 고그림 1.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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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태조 26년(943)에서 문종 대에 걸쳐서 현재의 대웅전 위치

에 대웅전 영역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위치에 대하여

는 기존의 장륙전이 있는 석축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방향으로

석축을 쌓고 대웅전을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차 중창

시기는임진왜란때왜적이화엄사를전소한뒤인조 8년(1630)

벽암대사가 대웅전 중창공사를 하였고, 숙종 25년(1699) 계파

대사가 다시 장륙전(나중에 각황전으로 개명)을 중창한 시기

로 보고 있다.

화엄사의 변화는 창건기로부터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특히

임진왜란을 통해 사찰의 면모가 모두 파괴되었다는 점에서 창

건기의 면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화엄사 사찰이 가지는본래의 특징을 일부만 살펴볼수밖에없

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관점을 본래의 문

화경관을 연구하기보다는 지금 현존하는 사찰의 모습에서 사

찰정원의 문화경관을 연구하는 데 있음을 전제로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통사찰이며 화엄십찰 중의 하나로 오늘날까지

유적이 남아있는 화엄사를 대상으로 하여 화엄사찰로서의 공

간 특성과 산지 사찰정원의 문화경관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조사는 문헌 조사, 현장 조사 그리고 공간분석 조사 등으로

진행하였다. 문헌 조사는 화엄사와 관련된 논문과 조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현장 조사는 화엄사를 직접 방문 조사

하여 사찰의 입지환경, 배치, 외부공간, 경관 등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는 모두 2차에걸쳐서 진행되었는데 2019년 7월 25일

∼7월 29일, 2020년 8월 17일∼8월 2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공

간분석은 지리정보시스템(QGIS, v.3.16), 캐드시스템(AutoCad,

v.2019) 등을 사용하여 전통사찰의 입지분석(지형분석, 공간속

성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이론적 배경

1) 화엄사상
화엄사상의 중심이 되는 경전을 화엄경이라 하는데, 본래 대

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서 왔으며, 부처에 더 비중을

주는 사상이다. ‘대방광’이란 ‘크고넓은깨달음의 세계’를뜻하

며 ‘불화엄’이란 위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불타를 꽃으로 장

엄한다는뜻이다. 경전의 입체적 표현인 사찰의 기본적 성격은

사바세계에 나타난 불국토의 현현이며 각 건축물은 불법의 상

징이다(이향희, 2001: 8). 화엄경의 한역은 크게 60 화엄, 80 화

엄, 40 화엄으로 나누는데, 60 화엄을 기준으로 구성을 보면 34

품, 7처, 8회, 10지로 이루어져 있다. 처(處)란 설법 장소, 회

(會)란거기 모인회중을뜻한다. 지(地)란설법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크게 지상, 하늘, 다시 지상으로 나눈다. 이것은설법이

진전됨에 따라 자리가 올라가고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의 수

행이 나아감에 따라 마음이돼가는 과정을 상세하게묘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화엄경을 십지품(十地品) 또는 입법계품(入

法界品)을 중시하는 사상이라고도 한다. 화엄경에서 십지품이

란보살이밟는 십지(十地)의 체계를 논한것으로 표 1과 같이

제1지에서 제6지까지를자리행(自利行), 제7지와 제8지는 이타

행(利他行), 제9지와 제10지는 수행(修行)이라고 하여 크게 3

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의 화엄사찰은 십지품의 수행과정에 맞

추어공간구조를적용하고 있는것으로평가된다(조남두, 1998:

20-31). 사찰의 진입과정을 십지품에 비교해서 적용한 연구는

김보현 등의 연구(김보현, 2003: 69-71)가 있다. 부석사 내의

석축 10단계를 십지품의 각 단계로 구분하여 가람배치 해석에

적용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화엄사 석축을 대상으로 그

적용성을 살펴보고자한다. 십지품 10단계는 크게 구분하면자

리행, 이타행, 수행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각각의 과정은 그 수

행의 정도에 따라서 하단품, 중단품, 상단품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조서연, 2020: 29-31). 자리행은 자신의 성불만을 추구하

는단계라고볼수있다. 따라서가장낮은하단품으로볼수있

다. 반면, 이타행은 자신의 견성만이 아니라, 타인의 성불까지

추구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따라서 중단품으로 볼 수 있다. 마

표 1. 십지품과 삼품단

지(地)� 명칭 설명 삼품단�구분

1 환희지(歡喜地) 크고�큰�환희심�경지

자리행

(⾃利⾏)
하단품

2 이구지(離垢地) 번뇌의�때를�버리기

3 발광지(發光地) 10가지�깊은�마음닦기

4 염혜지(焰慧地) 지혜의�불로�번뇌�태우기

5 난승지(難勝地) 끊기�어려운�무명�끊기

6 현전지(現前地)
보살단계로� 10가지�평등�

깨닫기

7 원행지(遠⾏地)
성문,�연각(보살)의�

이승(⼆乘)�경지�떠나기 이타행

(利他⾏)
중단품

8 부동지(不動地) 흔들림�없이�보살행의�경지

9 선혜지(善彗地)
지혜가�뛰어난�보살로�

사무애변으로�설법하기 수행

(修⾏)
상단품

10 법운지(法雲地)
지혜의�구름이�감로의�비를�

내리는�경지

자료:�조남두(1998:� 24-31),�조서연(2020:� 29-31).�필자�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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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수행은드디어견성의 단계로 어느하나에도걸림이없이

자유자래로 설법을 이룰 수 있는 단계라 하겠으며 상단품으로

볼수 있다. 일반인이 성불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크게 세 단

계의 품성으로본다는점에서 삼단품이라 부를 수 있다. 표 1에

그 관계를 정리하였다.

화엄종의 교리 사상에 부합되는 부처님을 모신 전각은 크게

대적광전, 대광명전, 비로전 등으로 불린다. 대적광전의 뜻은

빛의 세계, 모든것을감싸고 모든것을키우는 진리의빛이며,

그 빛이 가득한궁전, 그궁전을 사찰에다 옮겨 놓았으니그곳

이 대적광전이다. 대적광전은 연화장(蓮華藏,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으로 장엄된)세계의 교주인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모신 건물이다. 화엄종의 맥을 계승하는 사찰에서는 주로 이

전각을 주불전으로 건립하고 있다(김현준, 1997: 210-224).

2) 전통사찰과 정원
서론에서 본 것처럼 사찰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사찰과 정원

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아라마가 확장되어 종합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이 승가라마(saṁhāāa), 즉 중원(衆園)이라

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밖의 용어로는 비하라(毘訶羅)와

아란야(阿蘭若) 등이 있다. 비하라란 대일경(大日經)의설명

에 의하면 ‘머무는 곳(住處)’이며 유행처(遊行處)의 뜻으로 많

은 수행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택(舍宅)을 뜻한다. 이

곳에는 예불당(caitya)도 있으며, 정사(精舍)라 번역되기도 한

다. 아란야(阿蘭若, araṇa)는 원래 ‘숲속’이란 뜻으로, 세속을

멀리하는 곳, 새 우는 소리를 제외한다면 모두 번잡함에서 벗

어나 있는 곳으로 수행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김진덕, 2002: 6-7). 따라서 사찰의 뜻에는 정원 또는 원림이

라는 개념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 유래에 대하여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눌지왕 때 중 묵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에 도착

하니 고을 사람 모례가 자기 집안에 굴방을 만들어 그를 머물

게 했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모례(毛禮)의 이두 표기가 변하여

‘절’로 바뀌었으며, 이 ‘모례의 집’이 바로 우리 땅 최초의 절의

모습이라고 하였다(김현준, 1997: 20).

화엄경에서는 사찰의 기본적인 성격을 사바세계에 나타난

불국토의 현현이며, 각건축물은 불법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그

특징은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아라냐법 보리도량에서처음 바

른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그곳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었으며

가장 묘한 보배바퀴와 여러 가지 훌륭한 꽃과 깨끗한 마니로

장엄하게 꾸몄으므로 온갖 빛깔들이 그지없이 나타났다’라고

하였다(이향희, 2001: 8). 또한 ‘관무량수경(일명 관경)’에서도

불국토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다. 관무량수경의 중심은 16

관법이다. 그중 제3 지상관(地想觀)에서 사찰의 입지는 산지라

하더라도 석단을 쌓아평탄한 터를 조성해야하며, 제4 보수관

(寶樹觀)에서는극락가는 도로의 양쪽에는 7줄의 가로수를 심

어야 하며, 제5 보지관(寶池觀)에서는 오색 연꽃이 핀 연못으

로 조성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제6 보루관(寶樓觀)에서는 극

락세계의 경계는 500억누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제7

화좌관은 극락 중앙에는 아미타불이 연화대좌에 앉아 있는 청

정도량의 모습이 특징이라 하였다(권봉식, 1998: 16-19). 따라

서 사찰에서 외부공간 구성 요소로 이러한 특징 즉 석단의 조

성, 가로수와 연못, 누각의 설치와 연화보좌가 중앙에 있는 모

습이 사찰의 극락세계를 표현하는 건축과 정원의 모습이다.

2. 사찰의 배치 특성

화엄사는북쪽에서 남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창

과정을 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의 배치와는 다른 모습

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박채원, 2013: 95). 따라서 화엄

사의 배치 축은 동서축과 남북축이함께병존하는 양상을 보이

면서 초기의 비로자나불 중심의 불전 모습과 3차 이후의 석가

모니불 중심의 불전 모습이함께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

겠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화엄사상이 다른 종파의 사상과 습

합되는 과정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치 특징은

화엄사의 풍수지맥 분석을 통하여서도확인이 된다. 원래 화엄

사는 연화부수형국을 취하고 있다(이동영, 2000: 244). 그 모습

은 그림 2a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화엄사가 입지한 모습을 1/5000 등고선(수치

지도)을 이용하여 수치표고모델(DEM)을 만들어 능선분석

(aspects analysis)을 해보면 그림 2b와 같이 나타난다. 즉, 노

고단-종석대-무명봉-원사봉(또는 완사봉)으로 이어지는 주맥

a.�연화부수형�풍수도 b.�풍수지맥도

그림 2. 화엄사 풍수지맥 분석
자료:� a,� 이동영(2000:� 244);� b,� 연구자.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7 no. 3

180�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3호(2021년 9월)� �

을 따라 내려오다 무명봉에서 각황전으로 분기하는 능선에 의

해 풍수맥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화부수형국과

같이 노고단에서 직접 분기해서 내려오는 능선에 의해 풍수맥

이 흐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남북축선상에 있는 대웅

전으로 풍수지맥이 연한다는 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동서축을 따르는 풍수지맥에 의해서 각황전이 먼저 중심전각

으로 위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은 사찰의 동쪽 계곡을 따라서 흘러가는 마산천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살펴볼수 있다. 앞의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해

서 단면분석(profile analysis)을 해 보면 마산천은 화엄사를 우

측에서 감아 돌면서 곡류하는 하천으로 노고단-형제봉을 잇는

분수계와 앞서 살펴본 노고단-종석대-차일봉-원사봉을 잇는

분수계 사이에 있다. 따라서 화엄사에 직접 수해를 입힐 수 있

는 위험한 수계라고 하겠다. 그래서 마산천과 화엄사의높이차

를 살펴보기 위해 표 2, 그림 3과 같이 분석해본결과, 주요 전

각들의 표고점은 일주문과 금강문 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마산

천의 표고점보다높은 곳에 있는것을볼수 있다. 따라서집중

호우 시기에 하천보다낮은 지역은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화엄

사 초창기에 원사봉 지맥과 연결되는 현재의 각황전 위치에 강

당을 배치하고, 일직선으로금당, 탑, 문을설치하며, 강당은높

은 축대 위에 조성했다고 추정한 박채원(2013: 95-98)의 학설

이 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가람 초창기부터 마산천의 침수피

해를 피하려고 풍수지리 이론을 빌어서 배치했다고 하겠다.

3. 사찰의 건물용도와 배치 특성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법당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려 초기까지는 이 전각을 금당이라고 하였다(김현준, 1997:

164). 금당이라는 명칭은 부처님의 몸이 금색을 띠고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이후 전각의 명칭을 붙이는 데 있어 본

존불의 성격에 따라 붙이게 되는데, 가령 석가모니를 봉안할

경우에는 대웅전이라고 하듯이 구체적인 명명이 이루어지면서

법당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게 되었다. 금당지앞에는 석탑을 법

당지 앞에는 석등을 두는 것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화엄사의

경우, 대웅전앞의 마당에는 석탑 2기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대웅전은 법당으로 봐야 하며, 그 앞의 마당은 대웅전 영역에

속한다고 하겠다. 반면 각황전앞에는 석등이 있으므로 강당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각황전 터는 원래 장육전

이 있었으며, 화엄경을 돌에새긴 화엄석경이 있었으나 임진왜

란 때 파괴되었으며, 숙종 28년(1702) 때 다시 지으며 각황전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웅전과 각황전의 관계는 초기에는 각

황전을 중심으로 하는 금당의 위치가 중심이었으나, 3차 중수

기에는 각황전은 강당의 위치로, 대웅전은 법당의 위치로 분화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화엄사의 전체 배치는 법당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배치체계가 되었다.

사찰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각과 건축물들이 하나의 통일

된 공간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 각각 전각의 이용행태는 예

불, 수행과 교육, 진입, 주거, 행정, 기물, 기타(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엄사에서 이에 해당하는 전각 또는 건축

물은 표 3, 그림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사찰의 건

축배치 특성을 보면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삼문(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을 거치면서 주거와 행정 등의 반 세속적인 영역이 전

개되며, 천왕문을 경계로 해서 수행과 교육 영역이 전개된다.

보제루 누각을 통하여 사찰영역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 즉

예불중심의 불법 영역이 전개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러한 배

치체계는 화엄사찰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산사 가람

에 나타나는 산지지형을 이용하면서 베풀게 되는 배치형식이라

고 생각되지만, 후술하는 십지품에 따른 수직적 공간분할을 고

려해 보면 화엄사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식이라고 할

표 2. 공간별 단면분석표

번호 공간명
주요�지점별�표고점(m)

사찰영역 하천(좌안) 하천(우안)

1 대웅전 253.32� 240.30� 240.00�

2 각황전 255.00� 240.00� 240.00�

3 보제루 247.92� 239.65� 238.97�

4 천왕문 241.74� 235.00� 236.85�

5 금강문 238.32� 233.16� 239.94�

6 일주문 228.82� 230.00� 230.18�

그림 3. 공간별 단면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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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기타 종파의 사찰을 통

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4. 화엄사의 십지품 배치와 삼품단

앞의 ‘1) 화엄사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사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십지품이 있으며, 표 2에서 구분했던 십지품 각

각의 단계를 화엄사에 적용하여 본 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

었다.

우선 일주문으로부터 대웅전과 각황전에 이르는 경로를 따라

서 나타나는 계단을 대상으로 각각의 높이를 계측하여 그 결과

를 그림 5,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 일주문에서 금강문

에 이르는공간은 제1지 환희지로세속을 떠나서 불법의연화장

으로들어가는첫번째관문이되며, 환희지또한속세에서벗어

표 3. 화엄사의 용도별 건축물 현황

용도 건물명

예불
각황전,� 대웅전,� 원통전,� 영전,� 영산전,� 명부전,� 나

한전,�산신각,�탑전,�부도전

수행/교육 보제루,�강원,�적묵당

진입 일주문,�금강문,�해탈문,�천왕문,�상왕문,�선조문

행정 종무소,�성보박물관

주거
범음료,� 청풍당,� 덕장전,� 광학당,� 만월당,� 삼전,� 원

융료,�템플스테이

기물 범종각,�운고각,�부도,�게시판

기타(서비스) 수각,�매점,�목욕탕,�화장실

그림 4. 건물용도별 현황

그림 5. 십지품 분석

표 4. 심지품(삼품단)과 각각의 경관특징 분석표

번호� 공간명
십지품�

구분
공간구성요소

계단

수

단�높이

(m)

삼품단�

구분

1
일주문�

공간
1,�환희지

석축담장,�계단,�

느티나무
4 0.35 하품단

2
금강문�

공간
2.�이구지

석축,�계단,�화계,�

동백나무
1 0.18 하품단

3
금강문�

공간
2.�이구지

석축,�계단,�화계,�

동백나무
1 0.2 하품단

4
금강문�

공간
2.�이구지

석축,�계단,�화계,�

동백나무
1 0.43 하품단

5
금강문�

공간
2.�이구지

석축,�계단,�식재�

없음
6 1.1 하품단

6
천왕문�

공간
3.�발광지

석축,�계단,�화계,�

동백나무
3 0.62 하품단

7
천왕문�

공간
4.�염혜지

석축,�계단,�화계,�

동백나무
3 0.65 하품단

8
천왕문�

공간
5.�난승지

석축,�계단,�화계,�

동백나무
4 0.9 하품단

9
천왕문�

공간
6.�현전지

석축,�계단,�

배롱나무
5 1.1 하품단

10
보제루�

공간
7.�원행지

보제루�대석축,�

계단,�화계,�

동백나무,�반송,�

소나무,�모과나무

7 　1.4 중품단

11
보제루�

공간
8.�부동지

보제루�대석축,�

계단,�화계
20 　4.0 중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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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된대서 오는 환희심을 나타내는 영역에 해당한다. 일주문

에서 금강문에 이르는 단계는번뇌의 때를 버리는 과정으로 비

교적 지난한 과정이될수 있다. 따라서 제2지 이구지에 해당한

다. 화엄사의 경우, 여러계단이 조금씩 나누어져서금강문에 이

르게한다. 마치우리의번뇌를 쉽게 버리지 못하기때문에서서

히 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읽힌다. 번뇌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비로소 수행을 위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듯이 제3지부터

점차제6지 현전지에 이르게 되는데 천왕문까지의 영역이 된다.

금강문과 천왕문은 사찰을 외부의 불경한 요인들로부터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마치 번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련의 과정을 지키는 역할과 마찬가지라 하겠다.

천왕문에서 보제루까지는 중단품으로 제7지 원행지에서 제8

지부동지까지보살의과정이된다. 이과정은앞단계에서비록

번뇌의 고리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세속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

기 마련이므로 더욱 수행정진 하기 위한 단계로 보제루 공간에

는 범종각과 운조루가 청음으로 탈속화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마지막 단계는 보제루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나타나는 대웅

전 중정공간으로 여기는 제9지 선혜지에서 지혜의설법이 보제

루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마지막대석축과 계단을 통하여 대웅

전과 각황전 앞의 예불공간에 이르게 된다. 제10지 법운지는

부처님의 연화장세계를 만나게 되는 불법의 공간으로 상단품

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단과 삼문, 누각 그리고 대석축 등의 과정을 통하

여 연화장의 세계에 이르게 되는 화엄사의 공간체계는 십지품

의 단계별 수행과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화엄사찰의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5. 사찰의 공간구성 특징

한국 전통사찰의 외부공간은 4동의 전각에 의해 위요되는

중정공간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산지중정

형(김봉렬, 1989: 113) 또는 사동중정형 배치라고 하겠다(김세

현, 2012: 27). 주로 17∼18세기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주불전,

문루, 좌우의 승방 등에 의해서 안마당이 감싸여지는 배치는

자연히정원을 조성하기에 알맞은 공간으로 된다. 따라서 화엄

사의 외부공간을 중정공간을 중심으로 과정공간, 반중정공간,

완충공간, 전면공간 그리고 개방공간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

면 표 5와 그림 6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과정공간은 진입통로

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반중정공간은 2동 또는 3동의 전각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 전면공간은 전각의 전면부에 조성되는 공

간, 완충공간은 석축 등과 같이 단차이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

개방공간은 전면이 개방된 형태의 공간으로 정의하여 사용하

였다.

표 4. 계속

번호� 공간명
십지품�

구분
공간구성요소

계단

수

단�높이

(m)

삼품단�

구분

12
보제루�

공간
9.�선혜지

보제루에서�대웅전�

중정으로�가는�

석축,�계단,�운종각

10 1.8　 상품단

13

대웅전-

각황전�

대공간

10.�

법운지

대웅전�대석축,�

계단,�화계,�괘불대,�

동오층석탑,�

서오층석탑

19 3.6 상품단

14

대웅전-

각황전�

대공간

10.�

법운지

각황전�대석축,�

계단,�화계,�

서오층석탑,�음수대

21 　4.2 상품단

표 5. 화엄사 외부공간의 유형분석

번호 외부공간�유형 관련�건축물 공간성격

1

과정공간

일주문-금강문 진입공간

3 천왕문-보제루 진입공간

4 보제루�앞 중심공간

5 운고각�측면공간 주변공간

5 천왕문�측면공간 진입공간

7 일주문�앞 진입광장

19 청풍당과�박물관�사이�통로 진입공간

12

중정공간

청풍당�중정 주변공간

13 적묵당�중정 주변공간

2 금강문-천왕문 진입공간

5
보제루-적묵당-대웅전석축-각

황전석축
중심공간

8 종무소�중정 주변공간

11

반중정공간

만월당�중정 주변공간

14 명부전�측면 주변공간

19 상가�전면공간 기타공간

9 박물관�전면 주변공간

4 완충공간 보제루�하단층 진입공간

6 전면공간 대웅전�앞,�각황전�앞 중심공간

15

개방공간

삼전 주변공간

16 대웅전�뒷편�공간 상징공간

17 부도군 상징공간

18 사사자삼층석탑(효대) 상징공간



이행열․신현실 : 한국 전통사찰의 정원 문화경관 연구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3호(2021년 9월)� � 183

1) 과정공간의 구성
과정공간은 진입통로 또는 연결구간 역할을 한다. 화엄사의

과정공간은 우선 삼문(三門) 즉 일주문-금강문-천왕문 순으로

진행되는 연결구간이 되며, 앞의 십지품 분석에서 나왔듯이 하

단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럿의 계단을 통하여점진적으로높

아져 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속으로부터 정

각을 이룬 부처님의 세계로 진입하는 여정을 거치게 된다. 이

러한 과정공간은 일직선의 축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이는 연

속적인 경관을 구축하도록 비스듬하게 휘어진 구조를 가진다

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과정공간은 장소와 장소, 건물과 건물

을 연결한다는점에서 보제루와청풍당 사이, 운고각과범종각

사이에는 횡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 중정공간의 구성
화엄사에서 4동건물에 의해 형성되는 중정공간은 예불공간

과 수행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웅전과 각황전앞의

대석축과 계단이 만드는 수직면과함께보제루, 적묵당에 의해

서 만들어지는 공간은 십지품의 선혜지가 배풀어지는 중심공

간이 되고 있다.

예불공간은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을 드리는 사찰에서 가장

중심되는 공간이다. 화엄사의 예불드리는 불전은 각황전, 대웅

전, 원통전, 나한전, 영전, 명부전, 탑전(적멸보궁), 봉향각(영

산전) 등이 있다.

수행공간은 사찰 내에 스님들이 강학하거나 참선하는 공간

을 지칭하며, 적묵당과 강원 사이에 나타난다. 이곳은 두 채의

건물이 ‘ㄱ자’ 형태로 마주 앉은 모습에 의해 폐쇄성이높은 공

간이 되고 있어 이곳에서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주거공간은 요사(要舍)라고도 하는데, 사찰에서 스님

들이 거처하는 집을 말한다(박현정, 2008). 승려들이 생활하고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하였지만, 일반대중들도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주거공간인 원응료와 청풍당,

범음료 사이에도 중정공간이 나타나며, 종무소가 있는 행정지

원 및 템플스테이 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사찰에 있어서 중정공간은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활동

지역을 의미한다.

3) 반중정공간의 구성
반중정공간은 한 동 또는 두 동의 건물에 의해 한쪽이 열린

(개방된) 구조를 가진 중정공간을 의미한다. 주로 ‘ㄱ자’ 형태

로건물이 있을 때 형성된다. 그러나 만월당의 경우 ‘ㄷ자형’ 건

물로 수행과 주거가 병행되는 공간이며, 천왕문과 과정공간이

인접해 있으면서 반은 개방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수

행공간으로서는 부적절한 형태라고 보인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는지 만월당 전면을 담장으로 차단하여 폐쇄적

인 구조로 전환하였다. 반중정공간은 절반의 개방성과 폐쇄성

을 함께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담장에 의해서 그러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4) 개방공간의 구성
개방공간은 사방이 트여서막힘이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화

엄사에는 이러한 공간이 여럿 있지만 주목할 공간은 세 곳이

있다. 화엄사의 특징을 말한다면 여럿 있지만, 그중에 으뜸은

효대(사사자삼층석탑)라 하겠다. 각황전 뒷산 중턱에 널찍한

터가 있는데 여기를 효대라고 하며, 사사자삼층석탑과 석등이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방이 탁 트여서 멀리 섬진강 자

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또, 한 곳은 대웅전 뒤편 우측에

있는 삼전(三殿)으로 주지 스님이 기거하는 곳이다. 이곳은낮

은 담장으로 둘러싸서 주변과 분리된 경관을 연출한다. 이곳은

막혔지만 막히지 않은(낮은 담장으로 인해) 개방된 공간이다.

마지막개방공간으로 대웅전뒤편에 있는 1.5ｍ 정도의높이로

평평하게 대를 조성한 곳이다. 아무런 조형물이나건물이없으

며, 나무 묘목만을 심어둔 곳으로 완충공간과 함께 향후의 공

간적 확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완충 및 전면공간
화엄사 보제루와 대웅전과 각황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대

석축에 의해 조성된 대계단이다. 높이가 각각 4ｍ와 3.6ｍ, 4.2

그림 6. 외부공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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ｍ에 이른다. 따라서 자연히 수직의 석축이 조성되므로 그 전

면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완충공간역할을 하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화엄사에는 대웅전과 각황전 두 개의 전각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듯이 조성돼있다. 따라서 이들과 대석축 사이

에 별도의 전면공간을 조성하여 각각의 예불공간에 대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여 공간적 개방성을 부여함으로써 연화장의 장

엄을 더욱 고조시키게 한다. 이러한 점이 화엄사 외부공간의

특징이다.

6. 화엄사의 정원구조

사찰정원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은 전통사찰의 경우 별도로

구분되고 있지않다. 따라서 전통사찰 정원의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구분한 외부공간의 유형을 토대로 해서 사찰

만이 가지고 있는 정원형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사찰공간의 외부공간 형식의 토대 아래에서 그림 7,

표 6과 같이 예불공간정원, 수행공간정원, 산문정원, 주거공간

정원, 서비스공간정원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예불공간정원
사찰의 중심공간은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을올리는 예불공간

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전각으로는 대웅전, 각황전, 나한전,

원통전, 영전, 명부전 등이 된다. 그 외에도 성보박물관과 효대

또한야외 또는 실내에서 예불을올리는 공간이라 하겠다. 따라

그림 7. 정원의 유형 분석

표 6. 유형별 정원과 특징

정원구분 정원명칭 정원기능 정원구성요소 식재식물

예불공간

정원

성보박물관

정원
전정 화단,�비석

동백나무,�

느티나무,�화단

나한전정원 장식화단 석축,�노거수 홍매화

대웅전-각황

전�전정
전정

사자탑,�석등,�

소나무,�수국

소나무,�수국,�

잔디밭

대웅전-각황

전정원
중정

화단,�괘불대,�

음수대,�석탑�

2기,�수목화단

배롱나무,�소나무,�

모과나무,�반송,�

단풍나무

효대정원 장식정원

사사자삼층석탑

,�석등,�탑전,�

산신각,�노거수

느티나무

수행공간

정원

보제루석축

정원2
전정

화계,�관목�

열식

반송,�동백나무,�

모과나무

보제루석축

정원1
전정

화계,�관목�

독립수

소나무,�모과나무,�

매화나무

보제루전정 장식화단

화단,�독립수,�

관목,�석축�위�

화단,�잔디

벚나무,�잔디화단

적묵당-강원

정원
화단 투시형�대문 수목�없음.

삼전정원 장식정원

화단,�수도,�

창고,�화단,�

분재

소나무,�잔디밭

만월당정원 장식정원
화단,�석등,�

노거수

매화나무,�반송,�

벚나무

산문정원

천왕문정원 전정
화계,�비석군,�

독립수,�바위

단풍나무,�

배롱나무

금강문정원 전정 화단,�열식

동백나무,�

매화나무,�

배롱나무

보제루정원 장식정원

화단,�석등�

2기,�벤치� 2기,�

수목,�매점

소나무,�잣나무,�

매화,�벚나무

일주문광장

정원
전정

담장,�암석원,�

느티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주거업무

공간정원

광학당_템

플스테이_

종무소정원

장식정원
수도,�상가,�

노거수
느티나무

주거공간

정원

청풍당전정
파운데이션

정원

화계,�관목�

열식
동백나무,�반송

청풍당정원 장식정원 화단 동백나무

서비스

공간정원

대웅전�

후정
후정

석축�위�

잔디밭,�관목�

정형식재

배롱나무,�

동백나무,�반송

관정료정원 장식정원 화단,�석축
배롱나무,�

매화나무,�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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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 공간은 외부공간 형식상 중정공간 또는 개방공간을 취

하게 된다. 예불공간은 십지품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0지 법운

지에 해당하며, 가장 장엄한 연화장세계를 상징하게 된다. 그러

므로 어느공간보다 화려한 정원형식을 가지게 되며, 여러가지

종류의 기물과 장식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화엄사는 대웅전과

각황전이 직교하는 방식으로 배치된 관계로 사찰에서 가장 높

은 위치에 있으며, 두 개의 축이 함께 만나는 교점을 대석축에

의해 강조함으로써 정원의 공간감도 더욱 상승하는 효과를 주

게 된다. 그 교차점에 나한전이 있으며, 그 진입하는 곳에 화엄

사의홍매화가 있어 정신을집중시키는효과를준다. 그러나 하

단의 중정공간은 2개의 탑을 중심으로 하여 어느 곳보다 장엄

한 느낌의 소나무와 반송, 단풍나무 등으로 장식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복원 수리 중이라 볼 수 없지만, 화엄사

효대 또한 개방공간으로서 예불공간정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곳은 느티나무로 구성되고 있는데, 사사자삼층석탑과 석등의

의미와함께화엄사와 원경의 섬진강을 조망할수 있다는점에

서 새소리와 함께 시청각적 공감각 형식의 정원이라 하겠다.

2) 수행공간정원
화엄사는 선교양종을 아우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수행하

는 공간은 적묵당과 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곳은 2동

중정형 공간으로 정원이없는 선지식 공간이라 하겠다. 삼전은

주지 스님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독립된 영역에 위치하는데, 소

나무 두 그루가 정결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개방형 공간

으로 이루어져 수행하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담장 주변

을 수목이나 죽림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만

월당은 현재는 담장으로 폐쇄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천왕문에

서 보제루로 진입하는 과정공간으로서 많은 사람의 왕래가 이

루어지므로 매화, 소나무, 잣나무 등과 같은 수목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어 화엄사에서 가장 화려한 정원공간이 된다. 특히

조주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庭前栢樹子)’ 선문답의 잣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보제루는 누각형식으로 강당으로 사용되는 개방된 공간으로

산지가람인 화엄사찰의 특징이라 하겠다. 경사지형을 이용

하기 때문에높은 석축이 발생하게 되며, 시각적인 완충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정원의 특징이기도 한 화계형식을 도입

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대웅전-각황전정원과 비교하면 이

곳의 화계는 동백나무, 반송, 모과나무, 소나무 등으로 더욱더

화려하게 조성하는 점이 특징이다.

3) 산문정원
화엄사 산문 즉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으로 이어지는 과정

공간은 세속에서 수미산의 화엄장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공간

이 되며, 화엄사찰의 주요한 특징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십지품

에서 본 것처럼 이곳은 제1지품 ‘환희지’에서 제6지품 ‘현전지’

까지 이르는 수행의 여정을 안내하는 공간이라 하겠다. 특히

일주문에서 금강문 사이는 ‘관무량수경’ 중 제4 보수관에서 말

하는극락가는 도로 양쪽으로 가로수를 7줄 심어야하는것처

럼화엄사에서는 동백나무로 이 길을 꾸미고 있다. 비록키는 6

∼7ｍ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한 경지를 연출

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점은 최근에 산문을 지나는 길을 모

두 화강석 판석으로 포장하여 예스러운 정취를 훼손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일주문, 천왕문에는눈에 잘 띄지않는 석정이 있

는데 원래 있던 바위였는지 모르지만, 일주문느티나무 아래와

천왕문 비석군 옆에 몇 개의 바위들이 무언의 석정원을 만들고

있다. 화엄사찰이 주는암묵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는점에

서 산문정원의 일부가 되고 있다.

4) 주거공간정원
사찰의 행정과 생활공간인 요사채도 중정공간 또는 반중정

공간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중청풍당을 중심으로 원융료, 범

음료가 이루는 3동중정공간의 정원구성은 비교적 화려한 형식

의 정원을 이루고 있다. 돌로 된 화단을 중심으로 동백나무로

건물전면을 꾸미거나 담장 아래 공간을 꾸미는 형식으로 정원

을 만들고 있다. 반면 광학당, 덕장전과 종무소는템플스테이와

함께 복합업무주거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주변의 상가까지 포

함하면 가장번잡한 공간이 된다. 다행히일주문에서금강문까

지 가는 산문정원이 있어 다행이라 하겠다. 반면 4동중정공간

에는 담장의 느티나무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정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군중 속의 고적감을 대비시키고 있다.

5) 서비스공간정원
대웅전 뒷면에는 개방공간 형식의 축대가 있으며, 여기에는

묘목을 식재한 정원이 있다. 아직 묘목 수준이라서 정원으로

부르기는 미흡하지만 특별한 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곳으로 향

후 방향에 따라서 정원의 형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일주문 뒤에 위치한 관정료는 상가건물로 성보박물관과 같은

형식의 석축과 화단으로 정원이 조성돼 있는데, 아직 수목의

수령이 짧아서 제대로 된 정원 분위기 연출은 미흡하다.

7. 정원의 경물(景物)요소

사찰정원에서 중요한 경물요소로는 크게 돌(석재), 나무, 목

재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화엄사의 경우, 그림 8과 표 7과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RDEN DESIGN : vol. 7 no. 3

186�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7권 제3호(2021년 9월)� �

같이 분석되었다. 기물의 종류로는 석탑, 석등, 괘불대, 당간지

주, 비석 등이 중요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종류에 따라 나타

나는 위치가 결정되지만, 사찰의 기물은 대개 예불공간정원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는것을볼수 있다. 그리고 비석 등과 같

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물은 산문정원에서 이정표의 역

할을 하면서 시각적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엄사에서 특기할점은홍매화인데 천연기념물제485호(2007.

12. 08)로 지정된 화엄매(일명 들매화)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

이 알려져 있다. 화엄매는 길상암에 있으며 수령 450년으로 추

정된다.

Ⅳ. 결론

전통사찰의 조성에는 불교사상이나 종파의 영향력이 컸는데,

그중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상은 화엄사상이었다. 화엄사찰

의 배치체계는 십지품을 중심으로 하여 산지 지형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찰을 조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따라서 그동안 간과됐던 전통사찰에 나타나는 정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물 중심의 공간구성만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을 둘러싼 외부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사찰의 정원 영역을

인식할필요가 있다. 화엄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공간별 정원

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화엄사 사찰배치체계는 지리산 노고단-종석대-무명봉(원사

봉)-각황전으로 연결되는 풍수지맥을 따라서 조성되었으며,

마산천과 화엄사 간의 단면분석(profile analysis)을 통해 보

면 일주문과금강문 구역은 마산천 양안의 표고점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마산천으로부터 침수피해를 피

하려고 화엄사 1차조성시기부터 강당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위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화엄사 사찰건물의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예불, 수행, 교

육, 진입, 주거, 행정, 기물(조형물),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사찰배치체계를 살펴보면 삼문 중 천왕문을 중심으로 수행

과 교육 영역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보제루 누

각을 통해서는 예불중심의 불법영역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점은 3에서 진행된 십지품에 따른분석과 같

은 맥락에 의한 수직적 공간구성 특징이다.

그림 8. 화엄사의 경물 배치도

표 7. 화엄사 경물 현황

재료 명�칭 특기사항

석재

동오층석탑

9세기� 말∼10세기� 초� 건립,� 백제계� 석탑� 양

식,� 단층기단� 오층석탑.� 보물� 제123호(1963.�

1.� 21.)

서오층석탑
9세기�후반� 건립,� 기단부� 2층의�오층석탑,� 보

물�제133호(1963.� 1.� 21.)

각황전�앞�

석등

팔각형�구조.� 규모가�국내�및�동양�최대�석등.�

국보�제12호(1962.� 12.� 20).

원통전�앞�

사자탑

9세기�후반�건립,� 2층�기단�구조,�탑신은�방주

형,�일명�노주.�보물�제300호(1963.� 1.� 21)

사사자

삼층석탑

8세기� 중엽� 건립.� 효대에� 건립된� 탑,� 2층� 기

단� 위� 3층� 탑신.� 상층� 기단에� 사자와� 공양상

(또는�스님상)을�배치.�전형적�신라석탑�양식에

서�벗어난�형태,�국보�제35호(1962.� 12.� 20)

벽암국일도

대선사비

벽암(각성)국일도대선사비.� 조선� 시대� 현종� 4

년(1663)� 조성.�높이� 355.5cm

괘불대 3기

금봉당우익

대선사비

대화엄사중층공덕주�금봉당우익대선사비,� 1929

년�건립,�높이� 270.5cm,�모두� 3기�있음.

석등 3기

음수대 2기

당간지주 조선�시대�조성된�것으로�추정.

석등(효대)

8세기� 중엽� 건립.� 사사자삼층석탑� 앞에� 일직

선으로� 배치된� 석등.� 간주석에� 공양상을� 배치

한� 특수형.� 자장율사가� 연기조사의� 효심을� 기

려서� 조성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8∼9세기�

작품으로�추정.

사과�박공필

종희사공덕비

사과� 박공필종희사공덕비,� 1929년� 건립,� 높

이� 202cm.

수목 홍매화
숙종� 28년(1702)� 계파대사가�장육전�중건�때�

함께�심었다고�하는�매화로�흑매로도�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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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엄사상의 특징 중 하나가 십지품으로 불자의 수행과정을

열 가지 단계로 나누어설명한다. 화엄사 배치체계에 있어서

십지품 사상과의 관련을 파악하기 위해 계단과 석축의 단수

와 높이를 분석한 결과,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구간이 제1

지 환희지에서 제6지 현현지까지 적용되었으며, 보제루를 기

준으로 하여 제7지 원행지, 제8지 부동지를, 대웅전과 각황

전에 이르는 구간은 제9지 선혜지와 제10지 법운지가 적용

된것을 알 수 있다. 계단, 삼문, 누각 그리고 대석축의 과정

을 통해서 불법의 연화장세계로 인도한다는 십지품에 의한

공간체계는 화엄사의 특징이다.

4. 한국 전통사찰의 외부공간을 건물들의 조합에 따라서 중정

공간, 과정공간, 반중정공간, 완충공간, 전면공간, 개방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중심이 되는 중정공간은 예불과 수행공간, 주거공간으

로 이용되며, 반중정공간은 주거, 상가, 교육 등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개방공간으로효대, 삼전, 대웅전뒤축대 등

이 있으며, 완충과 전면공간은 화엄사의 대계단과 석축을 보

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과정공간은 삼문과 보제루와

같이진입통로또는연결구간으로이용되는것을알수있다.

5. 화엄사의 정원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공간의 유형을 토

대로 예불공간정원, 수행공간정원, 산문정원, 주거공간정원,

서비스공간정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예불공간정원은

중정공간 또는 개방공간 형식으로 나타나며, 대웅전-각황전

축에 의한 중정공간의 경우 연화장세계를 장엄하기 위해 소

나무, 반송, 단풍나무와 두 기의 석탑에 의해 정원이 조성되

는 반면, 대웅전과 각황전 전면공간은 마찬가지로 장엄하기

위해 석등과 석탑, 그리고 홍매화에 의해 정원을 꾸미고 있

다. 각황전 뒷면의 효대(사사자삼층석탑과 석등) 또한 섬진

강 조망과 느티나무만으로 정원을 구성하고 있어서 단순한

배치에 의해서도 정원을 장엄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라

하겠다.

6. 수행공간정원은 적묵당-강원의 2동중정공간은 선정을 위해

아무 장식이 없는 정원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삼전의 경

우 낮은 담장과 소나무 두 그루, 분재만으로 정원을 구성하

고 있으나, 주변의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상황이

라 차폐할 수 있는 완충식재가 필요하다. 만월당과 보제루

사이의 중정공간은 가장 번잡한 공간으로 이전에는 소나무,

반송, 벚나무, 매화, 잣나무, 동백나무, 모과, 석등, 매점등이

화계를 통해 가장 화려한 정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최

근만월당과 중정공간 사이를 다시 담장으로 구획하면서격

리된 공간으로 정원을 재구성하였다.

7. 산문정원은 일주문에서 천왕문에 이르는 십지품 사상이 구

현된 과정공간으로 화엄사의 특징적 공간이다. 여기는 ‘관무

량수경’ 중 제4 보수관에 의해극락가는 가로수길을 동백나

무로 재현한 공간이 된다. 비록 아직 완성된 길은 아니지만,

일주문과 천왕문 주변의암석정원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주

거공간정원 중청풍당-원융료-범음료가 다른주거공간에 비

해 동백나무와느티나무 등으로 비교적 화려한 정원을 구성

하고 있다. 반면 광학당-덕장전-종무소-템플스테이 공간은

행정과 주거복합공간으로 장식하고 있지 않지만, 인접한 산

문공간정원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서비스공간정원으로 대

웅전 뒤축대 부분은 현재 묘목 수준의 관목을 식재한 곳으

로 아직 진행 중인 정원이다.

8. 화엄사는 연화장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석탑, 석등, 괘불대,

당간지주, 비석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기물을 배치하고

있다. 주로 예불공간정원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는데, 비석 등

과 같은 기물은 산문공간정원에서 이정표 또는 랜드마크 역

할을 하고 있다. 화엄사의 특기할 수목으로 나한전 앞의 수

령 300여 년의 홍매화를 들 수 있다.

9.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원문화경관에 대한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선 드론 촬영과 같이 더 구체적인 실증조사와 면

담 등과 같은 구조분석이필요하지만, 사찰공간이 가지고 있

는 종교적인 수행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하겠다.

10. 이상과 같이 제한적이지만 문헌 자료, 실측자료, 그리고 사

찰정원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공간 유형 해석으로 전통 화

엄사찰이 가지고 있는 사찰정원문화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

는 연구방법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틀을 이

용하여 화엄사찰, 관음사찰, 미륵사찰 등과 같이 종파가 다

른 전통사찰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산지 가람

에 대한 문화경관적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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