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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이야기 길

- 옛 절터를 찾아서

찬란했던 시간 속으로의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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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보물을 찾아서

옛 절터를 찾아가는 여행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여행이다. 

폐사지(廢寺址)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절의 

옛 흔적을 말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곳에 화려한 볼거리는 

거의 없다. 이 여행은 상상의 

여행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 

탐험과도 같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거돈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  

● 당산

● 미륵산

● 원주시청

●백마고지 두타연 ●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춘천시

횡성군

원 주 시

원주시

홍천군

양양군

고성군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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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거돈사지 (사적 제168호)

신라 후기인 9세기 경 처음 지어져 

조선 전기까지 유지된 절터이다. 

절터에서는 중문터, 탑, 금당터, 강당터, 

승방터, 회랑 등이 확인되었다.

원주 법천사지 (사적 제466호)

화엄종과 더불어 고려시대 양대 

종단이었던 법상종 사찰로 번성하였으며, 

왕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지광국사 해린이 법천사로 은퇴하면서 

크게 융성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

원주 흥법사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제365호)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로 반출되었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현재는 흥법사지삼층석탑(보물 제464호), 

진공대사탑비(보물 제463호)만이 남아 

있다.

홍천 물걸리사지 (강원도 기념물 제47호)

통일신라시대의 홍양사가 있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542호), 

대좌(보물 제543호), 대좌 및 광배(보물 

제544호), 삼층석탑(보물 제545호)이 

보존되어 있다.

양양 선림원지 (강원도 기념물 제53호)

9세기 초 순응법사에 의해 창건된 후 

홍각선사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으로부터 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절터가 완전히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 건봉사지 (강원도 기념물 제51호)

전국 4대 사찰의 하나로, 520년(신라 

법흥왕 7년) 때 아도화상이 지은 절이다.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사명대사가 승병을 

모집하였는데 모두 6,000여 명이 모여서 

왜적을 무찔렀다고 한다. 

 건봉사지

 선림원지

 물걸리사지

● 치악산 
   국립공원

●월정사

●백담사

●정선5일장

두타연 ●

● 오대산 국립공원

● 설악산 
   국립공원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강릉시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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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화려한 옛날을 보다

문막에서 2차선 국도를 따라 한적한 농촌 마을 사이로 한참

을 달려 원주 거돈사지를 찾아간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족히 200미터가 넘는 너른 절터가 이곳에 있었을 거돈사의 

규모를 말해준다. 지금은 삼층석탑과 원공국사승묘탑비만이 

제 모습을 지키고 있을 뿐,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주춧돌과 

부처를 모셨던 좌대만이 남아 있다. 1984년 처음 유적 보호 

공사를 시작해 몇 차례의 발굴과 복원 정비 사업을 거쳐 지금

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니, 이전에는 이마저도 제대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거돈사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절터가 있

다. 신라시대 말기에 세워져 고려시대에 크게 번성했던 법천

사 터다. 거돈사지가 너른 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과 달리 

법천사지는 절터 한가운데 마을이 들어와 있고 길까지 나 있

어 규모와 형태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절의 입구인 

당간지주의 위치와 발굴 조사 중인 곳곳의 흔적을 퍼즐 맞추

듯 연결하면 거대한 절터가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의 발굴 조사 결과 건물이 19동이나 있었고, 우물도 세 곳이

나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족히 짐작할 수 있겠다. 

원주의 또 다른 폐사지인 흥법사지에서는 더욱 상상력을 발

휘해야 한다. 절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고 

흥법사지삼층석탑과 진공대사탑비만이 남아 옛날에 이곳에 

큰 가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법천사지에는 우리나라 묘탑 가운데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지광국사현묘탑의 

탑비(塔碑, 국보 제59호)가 남아 있다. 

이는 지광국사(984∼1067)가 입적하자 그 

공적을 추모하기 위해 지광국사탑과 함께 

세워놓은 것으로, 비문에는 지광국사가 

불교에 입문해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의 

행적과 공적을 추모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
033-737-2791

◀ 원주 거돈사지

북쪽에 남아 있는 3층석탑(보물 제750호)은 

처음 절이 세워질 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탑의 동쪽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원공국사승묘탑비(보물 제78호)가 

있다.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
033-737-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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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걸리사지에서는 보물 4점 외에도 통

일신라 시대의 금동여래입상 1점, 고려시

대 철불 파편 4점, 철솥 파편 2점, 암막새

기와 4점, 수키와 조각 6점, 암키와 조각 6

점, 청자조각 4점, 토기 조각, 조선시대 백

자 조각 등이 발견됐다. 2003년 절터 일부

에 대한 발굴 조사 사업이 진행됐으나, 이

미 마을이 들어서 있고 여건상 일부 지역

에만 해당돼 전체 절터에 대한 정확한 규

모와 형태는 알 수 없다.

▼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활약한 승려인 

진공대사(869∼940)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보물 제463호로 웅장한 기운이 

넘치면서도 섬세하게 조각되어 당시의 높은 

예술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17-2
033-737-2791

한강 물길 따라 자리한 가람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토록 큰 사찰들이 들어선 것은 어떤 배

경 때문일까? 그리고 왜 흔적만 남기고 사라져야 했을까?

그 해답은 지리적 여건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남한강 유역에 

속하는 원주는 한반도 중심에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 부론면은 섬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다. 물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됐고, 너

른 논과 밭은 마을이 더욱 크게 번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

다. 그래서 교통과 경제의 흐름에 중요한 길목인 남한강 유역

은 예부터 이 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한반도의 패권을 차지한

다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로 자리잡았다. 

중요한 지역인 만큼 서로 차지하려는 세력들 사이에 전쟁도 

잦았는데,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 이후, 외세의 침략이 있

을 때마다 원주는 격전지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 

세력이 많이 약화된 데다가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한국전쟁

을 겪으면서 거대했던 가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름 없는 보물들의 보고

홍천 물걸리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여럿 있지만 이름

조차 찾지 못한 절터도 있다. 절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그저 마을의 이름을 따서 물걸리사지라 불리고 있는

데, 통일신라시대 홍양사가 있던 장소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

층석탑 한 기가 서 있는 절터 한편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전

각을 지어 절터에서 발굴된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과 석조비

로자나불좌상(보물 제542호), 대좌(보물 제543호), 대좌 및 광배(보물 제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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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 물걸리사지 

홍천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대찰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고, 

석물들이 남아 있다.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8-1
033-430-2323

를 보관하고 있다.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기에는 너무 

소박해 보이는 건물의 모습에서 옛날의 영화는 사라지고 달

라진 시대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쓸쓸함이 스친다.

첩첩산중에 묻힌 찬란한 불교 문화

양양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태백산맥 줄기의 깊은 계곡에 위

치한 숲이다. 그 숲을 찾아 험난한 산길을 돌고돌아야 선림원

지에 닿는다. 가는 길 내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었던 선림

원은 어떤 곳이었을지 궁금하다. 

선림원은 804년(신라 애장왕 5년)경 순응법사가 창건한 곳으로, 통

일신라 시대의 화려한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크게 융성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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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봉사 불이문, 능파교

건봉사가 전쟁으로 불타 없어질 때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불이문(강원도 

문화재자료 제35호)으로, 홀로 남아 이곳이 

절의 입구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지개 

모양의 다리인 능파교(보물 제1336호)는 

비교적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크다. 

▲ 양양 선림원지

양양군 서면 서림리 424 (미천골 자연휴양림 내)

033-670-2728

사찰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대홍수로 인한 산사

태로 완전히 매몰된 이곳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48년. 신라시대의 동종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종

은 상원사 범종, 에밀레종과 함께 통일신라 범종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한국전쟁 때 파괴되어 지금

은 일부 파편만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

돼 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새롭게 일어서다

치열했던 한국전쟁은 전국 4대 사찰 중 하나로 봉황이 머문

다는 건봉사도 폐허로 만들었다. 건봉사는 한때 승려 수만 

700명이 넘고 규모가 766칸에 이르는 영동 지역 최고의 사

찰이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켜 왜구에 맞서 

싸운 곳으로 유명한데, 적게는 700명에서 많게는 6,000여 

명이 이곳에 모여 싸움에 나섰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건봉사

는 이후에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승병을 일으켜 나라

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호국사찰이었다.  

그러나 이곳 고성은 한국전쟁 당시 휴전을 앞두고 치열하게 

대치했던 전장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유일하게 남은 불이문만이 그 명맥을 이

어오고 있으며, 지금은 옛 절터 옆으로 새롭게 복원된 건물이 

들어서며 옛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가람이 무너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

이 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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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건봉사지 

영동 지역 최대의 사찰이었던 건봉사는 

한국전쟁으로 불타 폐허로 남았다.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
033-682-8100
www.geonbongsa.org

됐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가장 크고 위협적인 것은 전쟁

이었다.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가는 전쟁은 값진 문화 

유산도 파괴해버린 것이다.  

텅 빈 이곳에서 남아 있는 흔적을 밑그림 삼아 그 위에 상상

의 가람을 세워본다. 그곳에서는 웅장한 대웅전이 세워지고 

화려한 불상과 탱화, 단청 그리고 은은한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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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진전사지

강원도 기념물 제52호. 진전사는 

우리나라에 선종을 들여온 도의선사가 

창건한 절이자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14세 때 출가한 절로 이름나 있다. 

마을에는 절이 없어질 때, 스님들이 절터 

위에 있는 연못에 범종과 불상을 던져 

수장하고 떠났다는 슬픈 전설이 전해져 

온다.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

033-670-2728

 횡성 풍수원성당 구 사제관

등록문화재 제163호. 강원도 최초의 성당인 

풍수원성당은 한국에서 네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며,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이기도 하다. 이중 사제관은 1912년에 

착공하여 1913년 10월 1일 준공한 것으로, 

1997년 수리 후 현재 유물전시관으로 사용 

중이다.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유현1길 30

033-343-4597

 고성 화암사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4호. 신라 혜공왕 

때 진표율사가 세운 절이다. 수차례 소실과 

재건을 반복하다 1864년(조선 고종 1년)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암사 위에 

있는 수바위에는 바위에서 쌀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욕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로 163-100

033-633-1525

 미천골자연휴양림

크고 작은 폭포를 만들며 굽이쳐 

흐르는 미천골계곡을 끼고 있다. 

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외에도 불바라기약수터, 재래봉(토종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이 있어 문화 

유적 탐방과 자연 교육을 겸할 수 있다.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

033-673-1806

 간현유원지

원주천과 삼산천이 합류하는 간현 협곡에 

자리한 간현유원지는 백사장과 수심이 얕은 

맑은 강물 때문에 여름이면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다.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장이 있으며,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두몽폭포와 암벽 등반 코스로 유명한 소금산 

암벽공원 등의 볼거리가 있다.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28

033-737-4765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229호. 70∼150년 정도 된 

소나무가 500그루 정도 되는 숲이 있으며, 

백로와 왜가리는 이곳에 둥지를 틀어 

번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에는 

전체 숫자가 2,000마리 이상 되었으나, 

현재는 환경 악화로 점차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양양군 현남면 포매리 122-3

함께 가보면 좋을 
곳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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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부론면 시골 마을 한편에 있는 법천사지는 불교 미술이나 조각을 공부하

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꼭 들르는 곳이다. 이제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절

터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광국사탑비 때문이다. 

고려 문종 때 국사를 지낸 지광국사 해린(海麟, 984~1070)을 기리기 위해 지

광국사가 입적한 지 15년이 지난 1085년 건립된 승탑으로 고려시대 불교 문

화를 대표하는 문화 유물로 손꼽힌다. 

지광국사탑비는 크게 비석의 받침돌인 귀부(龜趺), 비문을 새긴 몸돌인 비신

(碑身), 머릿돌인 이수( 首)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모두 고려시대 최고의 

예술품으로 큰 가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신 상단에 새겨진 용화세계 문양

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한 조각으로 우리나라 석각 예술의 

정수로 불린다. 

이런 보물을 품은 법천사는 신라시대에 지어져 고려시대에 크게 발전했는데, 

전성기에는 1,000여 명의 승려가 머물던 사찰이었다. 아침 저녁이면 쌀 씻는 

물이 남한강 변까지 뿌옇게 흘러들어갔다는 말이 전할 정도니 그 규모를 짐

작케 한다. 이후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는 뛰어난 문사들이 공부를 하면서 

거쳐간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크게 발전했던 사찰이었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며 건물은 완전히 불타

고 보물들은 대부분 도난당해 반출되었다. 지광국사탑비와 함께 있었던 지광

국사탑 역시 강제로 옮겨져 여러 곳을 거치다가 지금은 경복궁에 자리하고 

있다. 지켜주지 못한 문화재들이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

록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안은 커다란 숙제이다.

● 길에서 만난 이야기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고려가 
남긴 

최고의 
예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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