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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사지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와 강당지 

그리고 회랑지 일부가 확인되었지만, 탑지는 그 위치조차 찾지 못하 으며 나머지 

건물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금당지는 심각한 유구 훼손으로 인해, 건물복원과 관련된 내용은 파악하기 힘

든 상태이다. 그러나 금당지의 기단석은 원상에 가깝게 남아 있었던 이유로 인해, 

전체적인 평면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 다. 금당지에서 가장 주목해

야 할 점은 바로 유구 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금당의 웅장한 규모는 

이 곳에서 출토된 대형 치미를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으며, 만덕사지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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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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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규모를 상상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만덕사지 석탑은 

사찰의 중심 사역이 아닌 주변 지역의 여기저기서 수습된 석재들을 모아 하나의 

탑으로 복원하 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

해서는 중심 사역 내에서 탑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본고에서

는 석탑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고증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 으며, 동시

에 조속히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탑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 다. 

필자는 만덕사지 금당지 북쪽에 위치한 강당지와 좌우 부속건물지는 사찰의 연

대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당지와 좌우 

건물지의 평면 형태와 건물구조만을 기준으로 만덕사지의 창건연대를 판단하면, 

고려시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본고에서 살펴본 만덕사

지 가람은 산지 자락의 지형을 이용해 돌로 축대를 쌓아 대지를 평평하게 조성한 

후, 남쪽에서 북쪽으로 금당과 강당을 배치하고 회랑이 이들을 둘러싼 것으로 추

정하 다. 이러한 가람배치는 기존 학계에서 강조한 것처럼 만덕사지와 선종 가람

의 연관성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또한 필자는 본고에서 만덕사는 범어사, 통도사 등 부산지역의 대규모 가람과 

더불어 통일신라 왕실 혹은 고려 왕실 불교와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 다. 이상과 같이, 만덕사와 고려 왕실과의 연관성은 고려시대 동래 정씨 

세력과 왕실과의 밀착된 배경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부산지역 사찰의 큰 후원자

을 가능성을 제기하 다.   

주제어 : 부산, 만덕사, 범어사, 고려, 북구

Ⅰ. 머리말

북구 만덕동 36번지 일대에 위치한 만덕사지는 부산 불교를 대표하

는 문화유산 중 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1년 만덕사지 주변을 지표 

조사한 결과 불교 유물들이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1972년 만덕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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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념물 3호, 당간지주는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

다. 이후 1977년과 1979년에 실시된 지표조사에서는 건물지 흔적이 확

인되었으며, 주변에 흩어져 있던 석재유물들은 부산시립박물관으로 이

전되어 현재 야외전시장에 복원ㆍ전시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만덕사지는 ‘만덕사’라는 현재의 사찰 이름으로 인해, 고

려 제28대 충혜왕(1315∼1344년)의 서자 석기왕자가 유폐되었던 그 만

덕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과연 이 사찰이 고려 말 격동적인 정치사건

을 함께 한 그 만덕사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

다. 결국 부산시립박물관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부

터  200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단행하 다. 

1990년 제1차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가 발견되었으며, 이후 탑지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 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탑지는 발견되지 

<그림 1> 만덕사지 심 사역 범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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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그림 1>. 2001∼2002년 제3차 발굴에서는 금당지 북쪽의 축대 

위쪽에서 강당지와 부속건물지, 회랑지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만덕사지는 금당지와 강당지 그리고 

이 건물지들을 둘러싼 회랑지가 확인되었으며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세 차례의 발굴조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인 가람배치도는 제시되지 못하 으며, “祇毗寺”명 암ㆍ수키와가 출

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석기왕자가 유폐된 그 만덕사가 이 곳

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역시 도출되지 못하 다. 

그렇다면 발굴팀이 전체적인 가람배치 도면 조차도 제시되지 못한 

주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중심 사역내에서 중심 건물을 구성하는 탑지

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강당지로 추정되는 곳에 현재 김녕 

김씨묘가 위치하고 있어 이 지점을 전면적으로 발굴하지 못하 기 때문

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현재 만덕사지는 세 차례의 발굴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가람의 규모를 포함하여 금당, 강당 등 건

물들의 배치와 그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ㆍ경남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 강당, 회랑이 구

체적으로 확인된 통일신라∼고려시대 사원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의미

에서 본다면, 만덕사지는 고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산지역 사찰과 불교

문화의 핵심자료로 평가되는 범어사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사역의 범

위와 건물배치, 건물 용도 등 일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부산지역 고대 불교 문화의 복원과 불교 문화 유

산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만덕사지가 차지하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를 재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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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의 존재 유무와 그 실체 그리고 존속 시기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Ⅱ장에서는 금당지의 규모와 탑의 

존재 유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Ⅲ장에서는 강당지와 

좌우건물지 그리고 회랑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

서는 만덕사지 가람의 실체와 창건과 폐사에 대해 살펴 볼 계획이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이 원고는 만덕사지 중심 사역을 포함한 사역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음

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자 한다.

Ⅱ. 당지와 탑지

만덕사지는 산지 자락의 지형을 이용해 돌로 축대를 쌓아 평평한 대

지를 조성한 후<그림 2>,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금당—강당 건물이 배

치되고 회랑이 이들을 둘러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발굴조사는 1990

년 오늘날 사찰 입구에서 경내로 진입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금당

지로 추정되어 온 건물지에 대해 이루어졌다<그림 3>. 그러나 발굴조사 

당시 이 유적지는 후대의 경작과 가옥 신축 등으로 인해 파괴가 심각하

여, 유구 상면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남아 있지 않았다.1) 다시 말해, 금

당지로 판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바로 이 건물지는 발

굴팀이 추정한 바와 같이 금당지가 명확한 것인가 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건물지가 1차 발굴조사 당시에는 중심 사역 전체에 대한 발굴이 완

료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건물 성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겠지만, 

3차 발굴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건물지는 금당지로 판

1) 釜山直轄 立博物館, 釜山萬德寺址 , 1993,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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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 건물지는 중심 사역 내에서 중심부

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강당지와 좌우 부속건물지의 남쪽에 소재하기 

때문에 금당지로 판단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훼손이 심각한 현재의 금당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복원

할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금당지는 발굴 당시 기단석이 원상태에 가

깝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평면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

다. 우선 현재 노출된 서기단과 남기단은 증축 혹은 개축되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동기단과 북기단은 기존 초축기단이 그대로 유지되

어 온 것으로 판명되었다. 현재 금당지 기단은 동서 길이×남북 너비가 

24.90×20.40m이며 창건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크기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4>. 증개축은 토층과 출토유물을 통해 고려시대에 이루어졌던 것

<그림 2> 만덕사지 심 사역 건물배치 추정 측면도

(부산광역시 북구청․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만덕사지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보고서, 2021, 190쪽 그림 Ⅳ-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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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만덕사지 발굴조사와 유구 평면도

(釜山直轄 立博物館, 釜山萬德寺址Ⅲ, 2007 그림 3 참고로  필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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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되었다.2) 

금당지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점은 바로 건물지 규모가 상당히 크다

는 사실이다.  24.90×20.40m(길이×폭)의 규모는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

사지 금당지 기단의 규모인 55.30×30.30m보다는 작으나,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사지 금당 크기 21.20×14.00m, 감은사지 23.80×17.60m, 인용사

지 21.50×19.60m 등 왕실에서 발원하여 수도 경주에 건립한 사찰의 금

당보다는 더욱 크다(표 1, 그림 4 참고).3) 

<표 1> 만덕사지 당지와 기타 사원지 당 규모(길이×폭, 단  m)

사원지 이름 당(기단)

만덕사지 24.90×20.40

사천왕사지 21.20×14.00(상층기단)

감은사지 23.80×17.60(하층기단)

(전)인용사지 21.50×19.60

울산 축사지 16.10×16.40

천군리사지 55.30×30.30(하층기단)

숭복사지 14.70×9.60

합천 암사지 16.16×15.45(3×3칸)

거창 임불리 천덕사지 26×?(7×2칸)

울산 간월사지 13.77×10.72

고선사지 18.50×16.50

양주 회암사 25.00×21.00

또한 통일신라시대 지방에 건립된 사찰이었던 합천 암사지 금당지 

기단의 규모(길이×폭) 16.16×15.45m, 울산 간월사지 금당지 13.77× 

10.72m와 비교하여도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고려 태조 왕

2) 釜山直轄 立博物館, 앞의 책, 1993, 20쪽.
3) 박윤배, ｢통일신라시대 가람배치와 석탑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50∼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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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건립한 개태사지 금당지의 기단 규모 23.85×17.90(길이×폭)보다 

크며, 고려 말∼조선 중기 왕실 후원으로 대가람을 형성한 양주 회암사

지 금당지(보광전지) 25.00×21.00m와도 규모가 유사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표 1>.  

이처럼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만덕사지 금당지는 유구 주변에서 

출토된 치미의 크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더 입증할 수 있다. 만덕사지 

치미는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치미와도 그 크기가 비교될 정도로 대형 

사이즈로 복원된다<그림 5>. 이처럼 대형 치미가 지붕에 올려진 만덕사

지 금당은 이 사찰의 위상이 남달랐고 높았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단서

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4> 만덕사지 당지 규모와 비교자료(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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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덕사지 금당지 규모가 대형이라면 내부에 봉안되었던 주존 

불상 역시 그 크기가 대형이었거나 혹은 많은 수량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곳에서는 불상이 출토되

지 않았으며 심지어 불상을 안치한 기초시설조차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덕사지 금당 서기단지 모서리 부분에서 불상 대좌로 추정

되는 臺石이 출토되었다는 사실과 일제강점기 사찰 아래쪽 계곡에서 석

불상이 존재했었다4)는 내용들은 차후 만덕사지 금당 내부에 봉안된 불

상을 복원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과거 통일신라시대 중심 사역에서 금당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고찰해 본 적이 있다. 사천왕사, 감은사 등 7세기대 사역 내에서 금

4) 釜山直轄 立博物館, 釜山萬德寺址Ⅱ , 1998, 12쪽.

<그림 5> 만덕사지 당지 출토 치미와 비교자료(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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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5%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해 천군동사지, 불국사 

등 8세기대 사찰에서는 10%까지 다다르는 정도로 금당 건물의 상대비

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5) 만덕사지 금당지 규모가 기

타 건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출현한 

특징과 그 궤도를 함께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심 사역에서 금당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또 다른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만덕사지 금당

지 앞쪽 공간 혹은 중심 사역에서 탑지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지에 대한 것이다. 발굴 결과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과연 만덕사지 

중심 사역에는 탑이 조성되지 않

았던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굴상황과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

펴보아야 할 거 같다.

1996년 부산시립박물관은 탑지

를 확인하기 위해 금당지 앞쪽 공

터를 발굴조사 하 으나, 유구를 

발견하지 못했다<그림 3>.6) 그러

나 당시 조사는 금당지 서남쪽의 

일부 지점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으

며, 현재 법당과 요사채 건물이 들

어서 있는 금당지 동남쪽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탑의 존재 여부를 단언할 

5) 양은경, ｢신라의 사원｣, 신라고고학 개론상, 진인진, 2014, 269～271쪽.
6) 釜山直轄 立博物館, 釜山萬德寺址Ⅱ , 1998, 9～35쪽.

<그림 6> 만덕사지 석탑 

(釜山直轄 立博物館, 釜山萬德寺址, 
1993, 33쪽 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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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만덕사지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탑지 혹은 탑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지만, 1979년 2월 부산시립박물관은 만덕사지 주변 일대

에서 석탑의 부재들을 수습하여 현재 부산시립박물관 정원에 3.35m의 

3층 석탑으로 복원해 놓았다<그림 6>. 박경원은 당시 수습된 석재들 중 

동일한 규격의 2층 옥개석이 2매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원래 만덕

사지에는 쌍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 다.7) 이에 더 나아가 서치상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만덕사 금당 앞쪽에 쌍탑이 배치된 가람배

치도를 작성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 다<그림 10-1>. 

그러나 필자는 위의 쌍탑 복원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던지고 

싶다. 첫째,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 복원된 3층 석탑은 한 곳에서 수습

7) 朴敬源, ｢萬德寺址 三層石塔 復原移建｣, 부산직학시립박물관연보3, 1981, 299～
300쪽.

<그림 7> 만덕사지 석탑 부재 수습지  

(朴敬源, ｢萬德寺址 三層石塔 復原移建｣, 부산직학시립박물관연보3, 
1981, 302쪽  참고로 필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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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석재들을 모아 복원된 탑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만약 3m 이상 높

이의 석탑이 금당지 앞쪽에 건립되었다면, 1996년 탑지 발굴조사 당시 

탑의 축기부가 확인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던진 반대 의견에 대해 살펴보자. 1979년 만덕사지 주

변에서 수습된 석부재들은 총 7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중 석탑의 부

재들은 5곳에서 수습되었다<그림 7>.8) 이 지점들은 만덕사지의 중심 

사역이 아니라, 사역에서 서쪽으로 100m 혹은 서북쪽으로 50m, 200m, 

서남쪽으로 3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결국 현재 우리가 만덕사지 3층 석탑으로 알고 있는 탑은 중심 사역

이 아닌 그 외부에 흩어져 있던 석재들을 수습하여 하나의 탑으로 복원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석탑 부재들이 발견된 지점에는 

원래 석탑이 존재하 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만덕

사지 금당 앞쪽이 아니라 회랑 바깥쪽의 서쪽 역 혹은 서북쪽 역 혹

은 남쪽 역에 석탑이 위치하 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3번 지점, 즉 만

덕사 중심 사역으로부터 서쪽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석재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중심 사역의 서쪽에 석탑이 

존재하 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시한 반대 견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석탑을 건립하고자 계획한다면 탑을 만들기 이전에 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탑 아래쪽을 튼튼하게 다지는 여러 시설들을 하 다. 흔

히 오늘날 이러한 시설들은 기저부 혹은 축기부로 명명되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탑 아래부분의 기초부에서 발견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축기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통일신라∼고려시대 

사례로는 합천 암사지 3층 석탑,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울산 축

사지 3층 석탑을 꼽을 수 있다<그림 8>. 이들은 기단 아랫부분에서 적

8) 朴敬源, 앞의 논문, 1981, 302쪽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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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 또는 토석혼축(土石混築)의 축조방법으로 기저부를 조성한 시설

들이 발견되었다.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의 탑 기저부는 방형의 수혈을 파고 돌과 흙

을 교대로 섞어서 판축한 즉 토석혼축 방법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기

저부 축조방식은 황룡사 9층 목탑을 비롯해서 사천왕사지 서목탑지, 인

용사지 3층 석탑지, 천관사지, 미탄사지 3층 석탑지 등 경주지역 통일신

라시대 목탑 혹은 석탑의 기저부와 동일하다.9) 축사지 동서탑 역시 

굴광 바닥부터 1m 높이까지는 주로 사질토와 돌을 섞어 층층이 쌓아 올

렸으며, 그 위층은 사질토+돌층, 사질점토+돌층을 교대로 쌓아 기초부 

9)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ㆍ창녕군, 창녕 술정리사지-동ㆍ서삼층석탑 주변지역 발굴조

사보고서, 2011, 97～100쪽.

<그림 8> 축사지 동탑 기 부

(울산박물관, 울산 율리 축사지발굴조사보고서Ⅱ, 2018, 43∼69쪽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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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를 조성하 다<그림 8>. 축사지 석탑의 기저부 축조방식은 경주 

남리사지 동서석탑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0)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만덕사지 탑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 보

기로 하자. 사역 경내에 탑이 조성되었다면 금당 앞쪽 공간에서는 탑 축

기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쌍탑이라고 가정한다면 금당지 남서편과 남동

편에서 각각 확인되어야 하고, 1탑이라고 하여도 금당지 남쪽에서 확인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당 앞쪽을 발굴한 결과 어떤 곳에서도 석탑

을 건립한 기저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덕사지는 탑이 조성되지 않았던 무탑가람이었던 것일까? 

굴불사지 등 통일신라 가람에서 무탑가람은 발견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삼국～고려시대 사찰에서 탑은 금당 앞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고선사지를 비롯하여 법광사지, 창림사지, 부석

사 등 통일신라～고려시대 사찰에서 탑은 지형적, 불교적, 경제적 이유

로 인해 금당과 구분된 별도의 구역에 배치되었거나,11) 금당 앞ㆍ뒤쪽

에 시대를 달리하며 탑이 건립되었거나,12) 혹은 금당이 조성될 당시에

10) 울산박물관, 울산 율리 축사지발굴조사보고서Ⅱ, 2018, 67～69쪽.
11) 고선사는 발굴 결과 창건 당시 건축물의 배치가 金 區, 塔區, 北區의 세 구역으로 구

분된다. 금당구는 사찰의 경내에서 오른쪽에 위치하며 금당을 중심으로 한 구역이며, 
서쪽에는 석탑을 중심으로 하는 탑구가 위치한다. 북쪽에도 건물지들이 발견되었는

데 북구로 명명되며 승려가 기거한 僧院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금당, 탑, 외곽

의 건물들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각각의 고유한 역을 형성한 가람배치는 우리나라 

고대 사찰 배치에서 특이한 예에 속한다(문화재관리국ㆍ경주사적관리사무소, 고
선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977, 39쪽. 박보경, ｢경주 고선사지 가람배치와 삼층석탑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8∼41쪽). 포항 법광사지 역시 금당구역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탑이 설치된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법광사지 발굴조사중간보고Ⅰ, 2013; 포항법광사지 발굴조사중간보고Ⅱ, 
2015; 포항법광사지 발굴조사중간보고Ⅲ, 2016; 포항법광사지 발굴조사중간보

고Ⅳ, 2019; 포항법광사지 발굴조사중간보고Ⅵ, 2019).
12) 창림사는 최초의 신라 궁궐지 고 이후 사찰로 전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역

의 범위도 광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삼층석탑

과 함께 계단식으로 조 된 최하단에서도 탑이 발굴되었다(계림문화재연구소,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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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탑이 없었으나 후대에 건립되는13)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만덕사지 금당지 남쪽은 현재 요사채 등 현대식 건물이 

자리잡고 있어 발굴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탑의 유무를 확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

덕사지 탑에 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체 차후 발굴조사를 통

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Ⅲ. 강당지와 회랑지

금당지 남쪽에서는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당지 북쪽의 상황

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01∼2002년 이루어진 제3차 발

굴조사 결과, 금당지 북쪽의 축대 위쪽에서는 강당지와 좌우 부속건물

지 그리고 회랑지, 계단지가 발견ㆍ조사되었다<그림 3>. 그러나 김녕김

씨 묘소가 강당지로 추정되는 유구의 중앙에 위치하 으며 김녕김씨 문

중의 강한 반대로 인해, 강당지 유구 전체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 다. 

강당지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중앙

에 건물 1동을 중심으로 좌우에 건물이 1동씩 배치된 전체적인 평면 형

태는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 강당지의 기단부는 좌우 건물지에 비

해 남북쪽으로 튀어나온 평면 형태라는 사실도 확인하 다. 강당지와 

동쪽 부속건물지의 기단부(축대)는 초축의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

배동 산6-1번지 일원 창림사지 내 유적 발(시)굴조사 조사성과약보고서, 2011). 이
를 통해 최소한 창림사에는 2기 이상의 탑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김정희

가 실견하 다는 사리장업구 중 탑원기가 봉안되었던 창림사 석탑은 현재 절터에 복

원된 석탑과는 별도의 석탑으로 추정되고 있다(신용철, ｢慶州 南山 出所 國王慶應造

無垢淨塔願記와 無垢淨塔｣, 동악미술사학15, 2013, 7∼27쪽).
13) 오세덕, ｢부석사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고찰｣, 신라사학보 28, 2013, 227∼248쪽.



부산 만덕사지 가람배치와 창건연대  193

되었으나, 서쪽 부속건물지는 한 차례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발굴팀은 서쪽 건물지 증축기단의 축조방식이 금당지 증개축 

당시의 기단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로 보아 금당지와 강

당 서쪽 건물지는 동일한 시기에 증축된 것으로 보았다.14)   

동쪽 부속건물지의 규모는 11.0×7.6m(길이×폭)이며, 서쪽 부속건물

지는 15.2×10.4m로 증축 이후의 규모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석 배열상태를 기준으로 동쪽 건물지는 2×2칸, 서쪽 건물지는 

초축 당시에는 동쪽 건물지와 동일하게 2×2칸이었으나, 증축 시 3×2칸

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9>. 중앙의 강당지는 발굴되지 못

하 으나 무덤 내 초석 사이 거리를 기준으로 3×3칸의 건물로 추정되기

도 하 다.15) 

제3차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내용은 바로 회랑지의 발견이다. 회

14) 福泉博物館, 釜山萬德寺址Ⅲ , 2007, 33쪽.
15) 福泉博物館,  앞의 책, 2007, 33∼34ㆍ109∼110쪽.

<그림 9> 만덕사지 강당 동서편 건물지                

(釜山直轄 立博物館, 앞의 책, 2007, 27, 31쪽)    



194  항도부산 43

   

<그림 10-1> 만덕사지 가람배치도 

(서치상,  ｢미궁 속의 7백년｣, 
부산의 불교건축, 2014)

<그림 10-2> 만덕사지 가람배치도

(부산광역시 북구청․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책, 2021, 191쪽 )

<그림 10-3> 만덕사지 창건 

당시 가람배치도

(부산광역시 북구청․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책, 2021, 191쪽 )

<그림 10-4> 만덕사지 수 

이후 가람배치도

(부산광역시 북구청․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책, 2021, 19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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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지는 동서 부속건물지에서 “ㄱ”자형을 이루며 꺾여 연결된 후 북쪽 

축대 위편의 동서쪽을 지나 남쪽 축대 위 금당지 동서쪽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었다<그림 9>. 또한 동서 회랑지의 발견을 통해, 제2차 발

굴 당시 금당지 남쪽에서 확인된 초석이 회랑지의 일부라는 추정도 가

능하게 하 다<그림 3>. 초석과 석열로 확인된 회랑지는 동서 부속건물

지 좌우에서부터 뻗어 나와 금당지 좌우 공간을 지나 금당지 남쪽 공간

까지 이어지는 형태를 이루며, 사역은 회랑지에 의해 안과 밖으로 구분

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세 차례의 발굴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만덕사지 중심사

역 내에 배치된 건물들의 배치양상을 복원해 보자.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창건 당시의 가람배치도를 작성하면  그림 10-2, 

<그림 11> 만덕사지 조감도

(부산광역시 북구청․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책, 2021,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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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발굴내용을 기초로 하여, 중수 혹은 중

건된 이후 만덕사지 가람배치도를 작성하면 그림 10-4로 복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건 이후 만덕사지 가람의 조감도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림 11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한 일련의 가람배치도와 조감

도는 전체 사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제시

된 도면들이기 때문에, 차후 발굴조사를 통해 수정 또는 보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이번 논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당지와 부속건물지의 평면 

형태와 건물지 동수 그리고 회랑과 서로 연결되는 것은 사찰의 연대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당은 

법문을 설법하고 예배 등 법식이 행하여진 장소로, 나말여초 이래로는 

승려의 생활공간으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고려시대 이후에

는 흔히 법당으로 명명되기도 하 다.16)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우리나라 고대 강당지는 건물 동수에 근거하면, 

건물 1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3동의 건물로 구성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덕사지의 사례에서처럼 3동의 건물로 구성된 강당지

는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황룡사지 등 삼국시대부터 확인되며 감은

사지, 축사지 등 통일신라시대 가람을 비롯하여 순천 금둔사지,17) 안

양 안양사지,18) 양주 회암사지19) 등 고려～조선시대 사찰에서 계속해

서 발견되고 있다<그림 12>. 

16) 홍병화, ｢우리나라 사찰건축에서 봉설과 강설 공간의 변화과정｣, 건축역사연구 71, 
2010, 110쪽. 

17) 순천시ㆍ순천대학박물관,  天 金芚寺址 , 2004, 35～174쪽. 통일신라 9세기 유구

로 판단 180～182쪽.
18) 한울문화재연구원, 안양시 (구)유유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9.10: 안

양시 (구)유유부지내 유적 추가발굴조사 약보고서, 2010.8. 
19) 경기도박물관ㆍ경기문화재연구원, 檜巖寺Ⅱ7ㆍ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2003, 40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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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사찰에서 강당지와 좌우 건물지는 처음에는 강당지 좌우에만 

배치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강당지와 금당지 좌우, 마지막으로 두 건

물이 합쳐지는 전개 양상을 보인다.20) 이에 비해 신라와 통일신라의 강

당 좌우 건물지는 백제와는 달리 강당지 좌우에만 배치되며 강당을 중

심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21) 

만덕사지 강당지와 좌우 건물지는 평면 형태와 건물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보령 성주사지 3차 중건 시 강당지, 순천 금둔사지 법당지, 양

20) 김낙중, ｢백제 사비기 사찰의 가람배치와 조 의 특징｣, 한국상고사학보 74, 2011, 
203～230쪽. 정자 , ｢부여 정림사지 가람배치와 편년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76, 2012, 135～162쪽. 한나래, ｢부여 정림사지 가람배치와 편년적 검토｣, 동아시

아 고대사지 비교연구(Ⅲ)-강당지ㆍ승방지ㆍ부속건물지ㆍ문지ㆍ회랑지편,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 2012, 384～386쪽.
21) 한나래, ｢신라 사찰 강당 좌우 건물지의 유형과 성격-백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275～293쪽.

<그림 12> 강당지와 좌우 부속건물지(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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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회암사지와 유사성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만덕사지 강당지의 좌우 

부속건물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강당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강설이 행하여진 공간으로 보고 있지만, 강당 좌우 건물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백제 사비기 사찰의 경우, 경루와 종루지22) 혹은 공방지, 승방지

로서 승려들의 생활, 휴게, 사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3) 이와 같이, 백제 사비기 강당지 좌우 부속건물

지의 용도로서 주목받은 휴게 공간이라는 개념은 신라 가람에서는 다른 

기능으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말해 황룡사지 중건가람(584～645년)과 감은사지 등 고신라와 

통일신라시대 강당지 좌우 부속건물지는 생활공간이 아닌 의식적 행위

가 이루어진 공간, 즉 예배공간으로서 기능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24) 그러나 나말여초 선종의 유입과 함께 선종 사찰을 중심으

로 강당 옆쪽에는 방장, 당이 배치되었으며, 고승과 주지가 이 곳에서 

거주하거나 혹은 祖師의 진 이 모셔졌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

되기도 하 다.25) 

만덕사지 강당 좌우 부속건물지는 바닥에 방형 전돌이 깔려 있었으

며, 고려 청자편들이 출토되었고 심지어 “佛房”명 기와, “東”, “□□西”

명 기와가 출토되었다<그림 13>. 이러한 조사내용들은 좌우 부속 건물

지가 승려들이 거주한 공간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두 곳에서는 구들 혹은 온돌시설도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26) 생

22) 정자 , ｢6～7세기 백제 사찰 내 강당 좌우 건물지의 변천과정 고찰｣, 건축역사연구
19-6, 2010, 137～154쪽.

23) 정자 , 앞의 논문, 2010, 147쪽. 한나래, 앞의 논문, 2012, 383～384쪽.
24) 한나래, 앞의 논문, 2012, 293～296쪽.
25) 이승연,  앞의 논문, 2011, 75～122쪽.
26) 합천 암사지 A구역은 승당지로 승려들의 생활공간으로 회랑식 건물이다. 평면은 

‘ㄷ’자 혹은 ‘ㅁ’자형 형태로 구성되었으나 건물지 내부에서는 아궁이를 가진 온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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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결국 강당지와 좌우 건물지의 평면 형태와 용도를 통해 만덕사지의 

연대를 판단하면, 고려 혹은 나말여초로 추정할 수 있으며 경주를 중심

설, 각종 생활유물들이 수습된 이유로 인해, 승려들의 의식주 해결하는 공간으로 추

정되었다(동아대학교박물관, 陜川靈巖寺址Ⅱ, 2005, 46～51쪽).

<그림 13> 만덕사지 가람과 기와, 고려청자 출토 지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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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통일신라시대 전통이 엿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강당 좌우 건물지와 회랑지의 평면 형태 그리고 둘의 관계이다. 능산리

사지를 대표로 하는 백제 가람과 황룡사를 필두로 한 신라 가람, 그리고 

감은사지, 축사지 등 통일신라시대 회랑지는 강당 좌우 부속건물지의 

남쪽에서부터 시작되어 사역 남쪽 공간을 휘감고 있다<그림 14>. 

만덕사지 강당지+좌우 부속건물지의 평면구조와 가장 유사한 사례

로 언급되었던 성주사지 3차 중건 가람에서 회랑지는 “凹”자형을 보이

고 있으며, 9세기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둔사지는 회랑지 자리에 

요사채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27)    

27) 순천시ㆍ순천대학박물관, 앞의 책, 35～174ㆍ180～182쪽.

<그림 14> 만덕사지 회랑지와 비교자료(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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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지의 부속건물지와 회랑지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는 실상사의 고

려시대 가람이 비교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거 같다.28) 사실 실상사 통일

신라시대 창건 가람에서도 회랑지는 강당지 좌우에서 연결되지만 강당

지 옆쪽에서 부속건물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덕사지와는 다소 차

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강당지와 부속건물지, 회랑지를 통해 본 만덕사지는 기본적으

로 통일신라 경주지역 사찰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강당지, 회

랑지를 기준으로 창건연대를 추정하면 고려시대로 비정될 가능성이 더

욱 높다.    

  

Ⅳ. 창건연 와 후원세력

지금까지 평면 형태와 구조,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만덕사지 가람배

치와 건물지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가람배치를 근

거로 하여 만덕사지의 연대와 후원세력 등 그 특징에 대해 계속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이번 원고를 통해 파악한 만덕사지 가람의 양상과 특징을 정

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지가람임에도 불구하

고 금당지와 강당지가 회랑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삼국∼통일신라시

대 가람의 전통을 계승하 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둘째, 2개의 축대로 

대지를 평평하게 조성하여 역을 구획한 후 축대 위쪽에 건물들을 배

치한 것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가람배치 역시 통일신라시대 출현하

으며, 고려 초기에 이르러서는 보편적인 양상으로 확인된다.29) 셋째, 

2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실상사Ⅱ, 2006, 60쪽.
29) 평지가람이 보편적이던 삼국～통일신라시대 가람에서 점차 경사지를 이용한 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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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지는 강당지와 좌우 부속건물지로 구성되었으며, 각 건물은 1棟 1

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강당지와 좌우 건물지 모두 평

면 형태가 장방형이 아닌 정방형을 이루면서 회랑과 서로 연결되는 특

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은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 가람과 유사성

이 더욱 지적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서술한 가람배치의 특징들을 통해, 만덕사지 창건

연대를 포함한 존속시기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필자가 앞에서 열거한 가

람배치의 내용과 특징을 통한 만덕사지의 창건연대는 넓게는 고려시대, 

좁게는 나말여초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현 

람으로 변화는 고려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된다(김상태, ｢회아사지의 건축사적 

위치와 가지｣, 회암사의 건축-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Ⅴ, 회암사지박물관, 2017, 
72～73쪽).

<그림 15> 만덕사지 출토 명문 기와

(그림 속 “2차, 3차”는 발굴보고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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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가람배치만을 기준으로 창건과 존속시기를 고찰하는 작업은 

그 한계성이 지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史料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만덕

사지 창건 혹은 존속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료는 찾을 수 없는 현실

이다. 이 시점에서 주목되는 자료가 바로 출토유물이며, 이들은 창건연

대와 존속연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만덕사지에서 출토된 “기비사”명 기와는 사찰의 창건과 불교신앙 그

리고 존속시기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그림 15>. 기비사는 삼중대사 혜거가 주지로 주석하 던 사찰

이며, 이 사찰은 고려시대 창건되어 고려 후기까지 크게 번창한 후 조선

시대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0) 또한 만덕사지 3차 발굴 당시 

발굴된 “송선사”명 기와는 만덕사로부터 서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통일신라 말∼고려시대 송선사와 동시에 공급된 기와로 파악되

고 있다.31) 

그런데 만덕사지에서 출토된 기와 중 통일신라 후기로 편년되는 사

례들이 있다. 이에 필자는 만덕사지 창건연대를 간략하게 추정해 보기 

위해 이들의 출토지점을 찾아보았다<그림 13>. 그 결과 이 기와들은 금

당지 주변과 강당지+좌우 건물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으며, 회랑

지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기와는 금당, 

강당, 회랑 등 중심 사역 내 모든 건물지에서 발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

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들을 모두 종합하여 만덕사지의 창건연대를 고찰한 결과, 

두 가지 추정안을 도출하 다. 첫째, 통일신라시대 후반 금당건물과 강

30) 송계현ㆍ최정혜, ｢만덕사지 발굴조사 개보｣, 박물관연구논집 13, 1993, 103～108
쪽. 최정혜, ｢부산 만덕동사지 사명 고찰｣, 박물관연구논집 11, 2004, 1～12쪽.

31) 최정혜, ｢부산 송선사지와 출토 유물｣, 박물관연구논집 15, 2009, 5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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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건물이 일차적으로 조성되었으며, 고려에 접어든 후 회랑이 추가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다. 둘째, 고려 전기 금당, 강당, 회랑의 중심 사역 

건물들이 동시에 조성되었을 추정안이다.  

우선 만덕사지의 창건연대를 통일신라시대로 추정하는 연구자들은 

부산ㆍ경남지역 불교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들은 나말여초 

성행한 선불교와 만덕사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만덕사는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것으로 간주하 다.32) 

통일신라시대 부산ㆍ경남지역 대표적인 선종 사찰로는 합천 암사

지, 창원 봉림사지가 있으며,33) 이 중 암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9세

32) 채상식, ｢웅장했던 불교의 희미한 기억, 만덕사지｣, 부산, 역사향기를 찾아서, 부산

은행, 2005, 97～103쪽.

<그림 16> 만덕사지와 암사, 림사 가람배치(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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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통일신라 말기에 창건되어 고려 말기까지 유지된 사찰로 (서)금당지-

석탑지-중문지 혹은 회랑지가 창건 가람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6>. 그

러나 이후 중개축을 통해 건물 방향축도 바뀌었으며, 고려시대 새로 건

립된 건물들은 승방과 요사채 등 승려와 관련된 건물들이 많아졌다.34)  

봉림사지 역시 신라 말기 창건된 선종 사찰로 조선시대까지 존속되

었다. 발굴 결과 창건 가람은 사역 중앙에 석탑지가 자리하며, (서)연지-

석탑-금당(동)이 중심축을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건과 재

건을 거치면서 봉림사에는 선당, 탑비, 조사당(추정), 요사채 등 승려의 

수행 또는 생활공간이 늘어난 것으로 판명되었다<그림 16>.35)

암사지와 봉림사지는 산지에 조성된 선종 사찰로 가람배치는 1탑1

금당식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시대 교종가람의 구조를 유지하

지만,36) 고려에 이르면 예불공간인 불전보다 강당과 선당의 기능이 강

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대 가람에서 승려들의 생활공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선불교 수용과 관련을 가지며,37) 가람에서 승려의 수행처와 생활처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시기는 고려 10～11세기로 추정되고 있다.38) 또

한 중심축선에 금당과 더불어 주지가 거처하는 방장을 배치하는 것은 

선종사원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39)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

33) 柳炯均, ｢경상지역 고려사원의 특징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53, 2006, 161～182
쪽. 구산우,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봉림산문｣, 한국중세사연구
25, 2008, 157～191쪽. 배상현, ｢고고학적 조사 성과로 본 고려시대 경남지역의 불교

사원｣, 한국중세사연구 38, 2014, 405～436쪽.
34) 동아대학교박물관, 陜川靈巖寺址Ⅰ, 1985; 陜川靈巖寺址Ⅱ, 2005.
35)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昌原鳳林寺址, 2000, 187～197쪽.
36) 배상현, ｢고고학적 조사 성과로 본 신라말～고려초의 禪門 광장-봉림산 봉림사를 중

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4, 2012, 136～170쪽. 한지만, ｢나말여초 구산선문 가람

구성의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6, 49～58쪽.
37) 최태선, ｢신라ㆍ고려전기 가람의 조 연구-經典 範과 공간조성을 중심으로｣, 부산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57～162쪽.
38) 김상태, 앞의 논문, 2017,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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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만덕사지는 승려와 관련

된 시설들이 많이 확인된 것

도 아니며, 금당지 뒤편의 강

당지와 부속건물지 역시 방장

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자

료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만덕사지는 선종 사찰로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

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신라～고려시대 부산

과 그 인근지역에 건립된 사

찰로는 만덕사 이외에 범어사, 장안사,40) 용당동 月天寺址41), 양산 통도

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할 수 있다<그림 17>. 이 중 장안사와 용당

동 유적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통일신라～고려와 관련된 구체적

인 가람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발굴이 진행되지 않은 범어사와 

통도사 역시 창건 가람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42) 

그러나 범어사와 통도사는 의상, 자장의 화엄사상과 계율, 불사리신앙

39) 한지만, ｢고려시대 선종사원과 회암사｣, 회암사의 건축-회암사지박물관 연구총서

Ⅴ, 회암사지박물관, 2017, 72～73쪽.
40) 부산박물관ㆍ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장안사Ⅰ, 2017, 164～166쪽.
41) 부산시 남구에 위치하며 유구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사역 전모를 확인할 수 없었

다. 그러나 포구 주변에 위치하 던 소규모 사지로 추정되며, 무엇보다 월천사명 암

키와편과 불두편은 이 곳에 불교 건축물이 존재하 음을 암시한다. 특히 “□守寺”, 
“月天寺”명 암키와는 사찰 이름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격자문, 어
골문 등 8가지 문양을 가진 암키와를 통해 건물지는 고려 전중기에 조 되었으며, 백
자와 분청사기가 출토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존속기간은 고려시대를 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경남문화재연구원, 釜山 龍塘洞 遺蹟, 2017, 19～242쪽).
42) 조원 , ｢삼국ㆍ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문화재｣, 항도부산 19, 2003, 160～164

쪽.

<그림 17> 고려시  부산지역 사찰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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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현된 사찰이며,43) 신라 왕실과 연결되어 있는 위상이 높은 사찰로 

여겨지고 있다.44) 

통일신라～고려시대 만덕사지가 소재한 금정산에는 범어사와 송선

사 등 크고 작은 사찰과 암자가 소재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부산

의 행정중심지는 동래고읍성지, 동평현성지, 기장고읍성지가 소재한 망

미동, 당감동, 기장읍 교리 일대로 추정되지만,45) 지금까지 사찰관련 시

설은 금정산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렇다면 통일신라～고려시대 금정산 일대 크고 작은 사찰의 조성을  

후원한 세력가는 누구 을지 궁금하다. 역사학자들은 부산지역 세력가

문으로서 동래 정씨를 주목하 는데, 정씨 세력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지

역 호족세력으로 성장하 으며, 이들은 대일교섭을 담당할 정도로 세도

가문이었다고 한다.46) 고려 11세기대부터 동래 정씨는 鄭穆을 시작으

로 중앙정계에서 활약하기 시작하 다고 한다. 특히 손자 鄭敍는 고려 

최고 외척세력이었던 定安任氏와 혼인하 고, 정서의 딸은 鐵原崔氏 가

문과 혼인하는 등 12세기 동래 정씨는 중앙 귀족가문으로까지 성장하

다고 추정되고 있다.47) 

이와 같이, 고려시대 부산은 중앙과 연결된 지방 호족세력이 존재하

으며, 이들이 불교를 후원하여 만덕사와 같은 대규모 사찰의 조 을 

가능하게 하 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금정산과 인접

한 곳에 위치한 통도사는 고려 11세기 말 이후 왕실과 밀착된 사원으로 

43) 조명제, ｢경남의 불교문화｣, 경남학 32, 2011, 12～17쪽.   
44) 채상식, ｢고려중기 통도사의 사격과 역사적 의미｣, 한국문화연구 3, 1990, 51～70

쪽.
45) 복천박물관, 고고학으로 본 부산의 역사, 2008, 122～163쪽.
46) 이종봉, ｢삼국ㆍ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항도부산 19, 2003, 237～

242쪽.
47) 채상식, ｢고려중기의 정치정세와 東萊鄭氏｣, 역사와 경계 28ㆍ29, 2005, 285～307

쪽.



208  항도부산 43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48)과 범어사 역시 고려시대 이르러 대규모 중

창이 이루어졌다는 점49)은 부산에서 불교를 후원하는 세력이 존재하

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일반적으로 가람배치에서 중요한 건물로는 중문, 탑, 금당, 강당이 거

론된다. 만덕사지는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

을 뿐 나머지 건물지는 미완의 발굴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탑지

는 그 위치조차 찾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본고는 가람배치의 핵심이 되는 금당, 강당, 탑, 회랑을 과감하게 만덕

사지에 대입시켜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발굴결과를 재검토하 으며, 건물지의 

존재 유무와 그 규모를 밝히고자 노력하 다. 또한 부산지역에는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일신라∼고려시대 가람이 없는 배경으로 인

해, 경주지역 신라 왕실 사원지를 포함하여 고려시대 지방 사원지까지 

비교자료로 이용하 다. 만덕사지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 발

굴조사 결과, 산지 자락의 지형을 이용해 돌로 축대를 쌓아 평평한 대지

를 조성한 후, 남쪽에서 북쪽으로 금당과 강당이 배치되고 회랑이 이들

을 둘러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금당지는 심각한 유구 훼손으로 인해 건물복원과 관련된 내용

은 파악하기 힘든 상태 다. 그러나 금당지의 기단석은 원상에 가깝게 

48) 채상식, 앞의 논문, 1990, 51～70쪽. 이철헌, ｢통도사 가람배치의 변화와 의미｣, 문
화와 융합 42-12, 2020, 15～34쪽.

49) 한정호, ｢범어사의 역사와 건축, 석조유물과 공예｣, 범어사의 불교미술, 선인, 
2011, 10～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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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었던 이유로 인해 전체적인 평면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 다. 발굴 당시 금당지는 고려시대 증개축이 이루어진 유구라고 

판단하 으나 창건연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금당지에

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유구 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다. 금당의 웅장한 규모는 이 곳에서 출토된 대형 치미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으며, 만덕사지의 위상과 규모를 상상하는데 결정적

인 자료가 되고 있다.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는 만덕사지에서 수습된 석재들을 이용하여 

복원한 석탑이 1기 전시되어 있다. 이 탑은 금당지 남쪽에서 쌍탑으로 

존재하 을 것으로 복원되기도 하 지만,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탑지와 

관련된 유구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복원된 석탑의 부재들은 만

덕사지 사역 중심지 내부가 아닌 외부 여기저기서 수습한 것들이기 때

문에 차후 석탑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탑지가 중심 사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 만덕사

지 가람은 무탑 가람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 다. 그러나 우리나

라 삼국∼고려시대 사찰에서 탑은 금당 앞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었으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역 외부에 배치된 경우도 존재하는 이

유로 인해 속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하 다. 만덕사지 석탑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심 사역 내외부 구역이 조속히 발굴 조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필자는 이번 논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당지와 좌우 부속건물지

의 평면 형태와 건물지 동수, 회랑과 서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만덕사지 

연대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

덕사지 강당지와 좌우 건물지는 평면 형태와 건물구조를 기준으로 판

단하면 고려시대 사원지와의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강당지는 중

앙에 위치한 강당 자체 유구가 발굴되지 못한 이유로 인해, 강당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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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건물지의 용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좌우 건물지는 유구 상황과 출토유물을 통해, 생

활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 다. 또한 

강당지 좌우 건물지에서부터 회랑이 바로 연결되는 “ㅁ”자형 평면 구

조는 통일신라 말기 가람보다는 고려시대 가람과 더욱 친연성이 확인

되는 것으로 판단하 다.

마지막 장에서 필자는 만덕사지의 창건연대와 창건세력에 대해 고찰

하 다. 가람배치를 기준으로 하여 창건연대를 판단하면, 통일신라 후

반보다는 고려시대로 비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 다. 그러나 

만덕사지 가람배치와 부산 경남지역 선종 가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양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 다. 

또한 만덕사지를 포함한 부산지역의 대가람이었던 범어사와 통도사

는 통일신라 왕실 혹은 고려 왕실 불교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무엇보다 필자는 고려시대 부산의 동래 정씨 세력은 고려 왕실과 

밀착되어 있었던 정치적인 배경에 주목하 으며, 그들은 만덕사의 창건

과 중개축에 큰 후원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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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rigins and Architectural Layout of Mandeoksa 

Temple site in Busan

Yang, Eun-Gyeng 

The Mandeoksa Temple site was excavated on three occasions between 

1990 and 2002, resulting in the discovery of the remains of the main dharma 

hall (Golden Hall), the lecture hall, and parts of the galleries. However, the 

pagoda and other temple facilities have yet to be identified or confirmed. 

The excavation of the site of the main dharma hall revealed that the 

remaining structures had been heavily damaged, leaving no clues or 

information about its origin, history or restoration. Fortunately, the 

foundation stones had been preserved almost fully intact, providing evidence 

about the floor layout and the size of the building. What is particularly 

notable about the discoveries made at this site is the fact that the remaining 

structure of the main dharma hall is impressively large. In this context, the 

remarkably large ridge-end tile (chimi) found at the site is regarded as 

decisive proof of the status and sheer size of Mandeoksa Temple.

The surveys conducted as a part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stone 

pagoda of Mandeoksa Temple, currently held at the Busan Museum, was 

once restored using stones collected from the vicinity of the temple site, 

rather than from the central area where it was presumed to have been 

located. The surveys also revealed that originally there was no pagoda at the 

center of the temple’s sanctuary, which means that any future restoration of 

the pagoda will have to be rigorously based on precise historical evidence 

and, therefore, that further research will be required to answer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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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regarding the pagoda.

This study shows that the remains of the lecture hall situated behind the 

main dharma hall and the other temple facilities on both its sides are 

important resources for studies on the origin and background of Mandeoksa 

Temple. In fact, the architectural layout and structures of the buildings 

suggest that the temple was originally built during the Goryeo period. 

Furthermore, the structural remains and artifacts discovered at the sites of 

the buildings that originally flanked the lecture hall suggest that they had 

nothing to do with the actual daily life of the monastic community.

The archaeological study of the site shows that Mandeoksa Temple was 

built on a tract of land that was levelled out by building retaining walls and 

making the most of the topographical features of the mountainous area in 

which the temple was located, and that the temple’s principal buildings, 

notably the main dharma hall and the lecture hall, were built on a 

south-north axis and surrounded by galleries. The architectural layout also 

suggests that,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view, Mandeoksa Temple was 

not connected with the Seon (Chan, or Zen) Buddhism of the Goryeo period 

in any significant way. Meanwhile, the study concludes that it is highly 

possible that Mandeoksa Templ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royal 

households of Unified Silla or Goryeo, as was the case with Beomeosa 

Temple, one of the largest and oldest Buddhist temples in the Busan area, 

and Tongdosa Temple in Yangsan. The connection between Manseok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of Goryeo can be explained by the close 

relationship maintained between the royal family of Goryeo and the 

Dongnae Jeong clan, which was - or so it is conjectured - the major patron 

of Buddhist temples in the area around present-day Busan. 

Key Words : Busan, Mandeoksa Temple, Beomeosa Temple, Goryeo, Buk-g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