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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 하고, 곧바로 석굴암 수

리공사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른 시기에 수리공

사를 했고,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는 1967년에 출간되
었다. 이 수리공사와 보고서는 극명하게 대립하는 원형 논

쟁을 야기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에 관한 학술
논의는 현재까지 부족했다. 이제까지 석굴암은 조각 예술

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여기서는 건축 예
술의 측면에서 석굴암을 논한다.

석굴암의 건축 형태는 돔 전면의 붕괴와 세 차례의 수리

공사를 거치면서 변형되었다. 각 단계별로 변화와 건축 성
격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서로 다른 5 가지 석굴암으로

구별된다: ①석굴암-원형(751~1900년), ②석굴암-붕괴
(1900~13년), ③석굴암-수리1(1915~20년), ④석굴암-수

리2(1923~61년), ⑤석굴암-수리3(1964~현재). 1964년의 수리공사에서 사각형 전실을 넓히고, 전

실 공간에 목조 가옥을 얹어 모든 공간을 실내화 했다. 따라서, ‘석굴암-수리3’은 ‘석굴암-원형’과 전
혀 다른 건축 형태와 공간 구성으로 인지된다.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축 전문가
를 수리공사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했다. 당시에 고건축 보존 분야가 학술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으

므로,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외시켰다. 수리공사 주관자들은 석굴
암을 ‘건축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석굴암 건축을 예술로 간주하려면, 전체와 부분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주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미술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이 수리공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건축 예술에 대한 몰이해를 극복하
지 못하여, 석굴암의 건축 원형에 대한 무모한 참사를 야기했다.

둘째, ‘석굴암-원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비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건축적 오류를 범했다.

겸재의 경주 <골굴석굴도>와, 석굴 상부의 기와 사진, 및 제1차 수리공사에서 출토된 철제물들로 전

실의 목조 가구를 추측했다. ‘대불상시준선(對佛像視準線)’이라는 비합리적 설계 개념을 도입해서
건축 형태에 대한 몰이해를 해소하려 했다. 건축 설계의 추론은 재료에 따른 시공 기술과 기능에 따

른 공간 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종합적 분석 없이 비전문가의 단순 추측에 의존해서 복
원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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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건축 도면에 대한 몰이해로 발생한 두 문제점들이다. 먼저, 일제강점기 수리공사의 도면은 시공

을 위한 ‘설계 도면’인데, 이것을 ‘실측 도면’으로 오인했다. 따라서 석굴암의 건축 원형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오류는 허위 도면을 생산했다는 점이다. 보고서
에는 일제강점기 수리공사에서 생산했다고 명시한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제2도 上段 佛像

位置 平面及表側 肘石伏圖(日政設計 其二)>와 <제3도 石窟庵 保存工事 設計平面圖(日政設計
其三)>는 일제강점기의 도면이 아니고, 한국정부가 생산했음이 분명하다.

Abstract

After colonizing Joseon, Imperial Japan immediately started the repair work of Seokguram Grotto. The Korean government also performed repair at an early stage and published the “Seokguram Repair Report” in 1967. The repair work and report created a
fiercely conflicting debate on the original form of the grotto, but academic discussions
on the report have been insufficient to date. Seokguram has been mainly discussed as

The architectural form of Seokguram was changed through the collapse of the entire

dome and three repair works. An analysis of the changes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t each stage shows the five different types of Seokguram: (1) Archetype (751-1900),
(2) Collapse (1900-1913), (3) Repair 1 (1915-1920), (4) Repair 2 (1923-1961), and (5) Repair

3 (1964-Present). During the repair work in 1964, all spaces were made indoor by expanding the front enclosure and putting a wooden structure on top of it. Thus, ‘Seokguram – Repair 3’ is perceived as a completely different architectural form and spatial
composition from ‘Seokguram – Original.’

A critical review of the “Seokguram Repair Report” s the problems as follows.

Second, the organizers did not conjecture ‘Seokguram – Archetype’ based on a comprehensive architectural judgment

Third, incomprehension of architectural drawings caused two problems. First, the blueprint of the repair wor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a ‘blueprint’ for construction, but it was mistaken for a ‘survey blueprint.’ Therefore, it wa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direction in which to approach the architectural archetype of Seokguram. Finally, a serious error was that the report produced a false blueprint. The report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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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s a blueprint stating that it was produced from repair work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however, it is clear that “No.2 上段 佛像位置 平面及表側 肘石伏圖 (日

政設計 其二)” and “No. 3 石窟庵 保存工事 設計平面圖 (日政設計 其三)” were not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ere produc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1. 서론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1995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계문
화유산은 14 곳이며, 북한의 3곳을 포함하면, 한반도에 총 17 곳의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들 중에, 제1항목 ‘인간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 한반도
의 세계문화유산은, ‘석굴암과 불국사’ 및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뿐이다.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 하고, 곧바로 석굴암 수리공사를 시작했다. 식민지 정부는 석굴암을 근

대 개념의 예술 문화재로 정립하여 널리 선전하고자 했다. 잊힌 석굴암은 식민지 정부에 의해 찬란한 문
화재 유적으로서 다시 재발견되고, 과거 조선의 표상이 되었다. 당시 일본의 고건축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석굴암을 세계의 독보적 걸작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식민지 정부는 수리공사를 서둘러 추진할 동기가 미
흡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른 시기에 석굴암 수리공사를 했다. 수리공사는 1961년 9월에 시작해서 1964년 6월
에 마무리되었다. 식민지 정부의 문화재 정책이 의도했던 바와는 정 반대로, 석굴암은 한국 문화의 정수
로 이미 자리 잡았다. 그래서 한국 국민은 누구나 석굴암 수리공사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정부 권력
과 언론 또한 그러했다.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는 1967년 12월에 출간되었고, 그 보고서에는 당시 수

준에서 수리공사의 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수리공사와 보고서는 극명하게 대립하는 원형 논

쟁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학술 논의는 현재까지 부족했
다. 이제까지 석굴암은 조각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여기서는 이를 벗어나, 건축 예술
의 측면에서 석굴암을 논하려 한다.

그림-1 석굴암의 서로 다른 두 평면: ‘석굴암-수리1’과 ‘석굴암-수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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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굴암 건축의 역사

석굴암은 석불사라는 이름으로 751년에 김대성이 창건한 사찰의 석굴 불당이다. [삼국유사]의 창건
설화에 따르면, 돔 천장의 중앙에 놓을 연화문 덮개 돌이 세 조각으로 쪼개졌으나, 김대성의 꿈속에
나타난 천신이 그 조각들을 감쪽같이 짜 맞추어 놓고 돌아갔다고 한다. 현재 돔 천장의 중앙에 얹힌

덮개 돌은 세 조각으로 갈라져 있다. 빗물이 덮개 돌의 깨진 틈으로 새어 들지 못하도록, 창건부터 기
와를 사용해서 배수에 신경을 썼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석굴암의 관리가 별 무리 없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에는 배불정책의 영향을 받아 관리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에는 ‘석불사’가 불국사에 속한 암자인 양, ‘석굴암(石窟庵)’으로 불리게 된다. 그런데 석불사

석굴을 ‘석굴’로 부르고, 석불사에 딸린 요사채 암자만을 ‘암(庵)’ 혹은 ‘석굴암’이라고 구분
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석굴과 암자 모두를 포함해서 석굴암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현재 통용되

는 것과 같이, ‘석굴’만을 ‘석굴암’이라는 고유명사로 부르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 이후라
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석굴암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조선 후기의 문헌 자료를 해석함
에 있어서 요사채 암자의 중수를 석굴의 중수로 오인할 개연성이 항상 내재한다.

조선 후기에 석굴암은 고적 명승지였다. 1688년 5월 15일 석굴암을 방문한 정시한은 그의 [산중일

기] 권하(卷下)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석굴암에 도착해 석굴을 올랐다’고
하여, 석굴과 암자를 구분했다. 또한 ‘불상과 개석 등이 모두 바르다’고 하여, 90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석굴암의 보존 상태가 양호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현재 ‘통로’라고 여기는 공간
을 ‘무지개 모양의 석문’이라고 묘사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석문은 문짝이 아니라 문틀을 지칭
한다고 할 수 있다.

임필대도 1767년에 석굴암을 방문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그 역시 ‘암자[小庵]’와 ‘석굴’을 구별
했으며, 석굴이 ‘용마루나 처마 없이 돌로 쌓아 만들었으며, 문설주와 문지방이 없으며 바위로 문

을 삼았다’고 했다. 석굴암의 외부 모습과 내부 본존불 및 돔 형상을 묘사하고,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닌 것 같다고 감탄하고 있어, 당시 보존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91년 손영기가 지은 「석굴중수상동문(石窟重修上棟文)」은 제목을 통해 ‘석굴’의 중수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동문의 대상이 암자인지 석굴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제목과 내용

으로 미루어 석굴을 수리할 당시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상동문은 650여자로 이루어
진 변려문(騈儷文)으로, 수리 상황을 추상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
다. 최근 최영성은 이 상동문의 ‘용궁 제도(龍宮之制), 초창(草創), 도량증중(道場增重), 채화(採
畵)’등의 단어를 토대로 ‘감실(龕室) 위에 기와를 덮고 전정부(前庭部)에 지붕을 얹은 중층(重層)
의 목조 건축물’이 지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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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영성의 주장은 훗날의 조사 상황을 살펴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 만일 1891년에 석굴암 전
실에 목조 건축을 얹는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목조 건축의 자취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1913년

의 제1차 수리공사에서 목조 건축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1891년의 석굴 중수는
돔 위에 목조 지붕틀 없이 기와만을 덮는 공사였으며, 전실부의 변경과 같은 석굴 자체를 변경하는
수리는 아니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석굴 자체를 변경하는 수리가 매우 어렵고 값비싼 공
사임을 고려할 때에 더욱 그렇다.

1913년경에 찍힌 그림-2 사진을 보면, 돔 전면부가 무너져 구멍이 나 있다. 이 붕괴에 대해서 이능화[
상현]는 두 편의 글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석굴암의 최초 사진이 1909년경이므로,
1891년 중수 이후의 18년 동안에 석굴암의 돔 전면이 붕괴했고, 그 이전에 석굴암 원형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보존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1913년 4월 구니에다 히로시(國枝博) 기사가 현지 조사를 하고 수리계획을 세워, 제1차 석굴암 수
리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수리공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했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는 당시 일본에서

고건축 복원의 최고 전문가였으며, 한국 전통건축과 예술 분야에서도 일인자였다. ‘당초 복원’을

중시하던 당시 수리공사의 일반 원칙을 생각해 볼 때, 세키노는 석굴암 건축 원형의 전실 상부에 목
조 가옥이 존재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 확실하다. 석굴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재조

립하면서 그 위에 콘크리트 두겁을 씌웠다. 수리공사는 1915년 9월에 끝났으며, 총공사비는 22,724
원54전이었다.

그림-2 석굴암의 돔 전면이 붕괴된 당시 모습의 사진
1917년 7월, 조선총독부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제2차 수리공사를 600원의 공사비
를 들여 했다. 제2차 수리공사는 불상 면에 계속해서 악화되는 오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한 응급조치였다. 제2차 수리공사에서는 석굴암 건축 형태에 아무런 변형도 발생하
지 않았다.

제3차 수리공사는 1920년 9월부터 1923년 9월까지 시행되었으며, 공사비는 16,985원이었다.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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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의 위에 ‘아치형 연결석(連結石)’을 새로 만들어 설치했다. 이 아치형 장식 돌은 창건 당시의

아치형 파편으로 추정되는 것이 부근에서 발견되어 그것에 의거해서 만들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리공사에 명시된 목적 중에 하나가 미관 개선이었다. 정면 미관의 완
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장식적 요소를 자의적으로 첨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1961년 9월 수리공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1964년 6월에 본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수리

공사에서 전실 입구의 마지막에 접혀 있던 좌우 팔부신중의 두 판석들을 펴서 사각형 전실을 넓혔다
(그림-1을 참조). 수리공사 주관자들은 ‘석굴암 건축 원형’에서 전실이 펴져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일 수 없다. 1913~15년에 작성한 <석굴암 재래 기초 평면도>와 제1차 수리공사 이
전의 사진 자료들이 그 증거로 남아있다. 석굴암 전실은 분명히 접혀 있었다.

한국정부의 수리공사는 ‘석굴암 건축 원형’의 파괴라고 부를 만 하다. 전실 입구의 벽면을 펴서 전
개함과 동시에, 전실 공간에 목조 가옥을 얹어 모든 공간을 실내화 했다. 그러므로 전실은 더 이상 햇

빛이 직접 닿는 외부 공간이 아니다. ‘석굴암 건축 원형’에서는 주실 면적(약 39.9m2)이 통로 면
적(약 9.5m2)과 전실 면적(약 23.3m2)의 합(약 31.8m2)보다 충분히 크다. 그러나 전실을 펼침으로

해서 전실 면적과 통로 면적의 합(약 40.5m2)이 주실 면적을 넘어섰다. 건축 공간의 바닥 면적에서
주종의 위계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또한 전실 공간의 새로 확장된 영역에서는 주실 입구의 아치형

이맛돌이 광배를 가리게 되어 불두와 광배의 온전한 시각적 정합이 깨어지는 치명적 현상이 발생한
다. 한국정부 수리공사는 석굴암 보존을 ‘미술조각품 보존’의 관점에서 다루었지, 건축 형태와 공
간을 보존한다는 관점에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의 석굴암 수리공사는 건축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로 빚어진 ‘석굴암 건축 원형’의 참사였다.

도표-1 석굴암 건축 형태의 변화 연대표

도표-2 서로 다른 석굴암 건축 형태의 존속 기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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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굴암의 5 종류 건축 형태

석굴암의 건축 형태는 돔 전면의 붕괴와 세 차례의 수리공사를 거치면서 변형되어 왔다. 각 단계별로

변화하는 내용과 건축 성격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서로 다른 5 가지의 석굴암으로 구별된다. 그것들

은 ①석굴암-원형(751~1900년), ②석굴암-붕괴(1900~13년), ③석굴암-수리1(1915~20년), ④석

굴암-수리2(1923~61년), ⑤석굴암-수리3(1964~현재)이다.창건 이후로부터 1891~1909년 돔 전면
이 붕괴된 시점까지, 석굴암의 건축 형태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약 1,150여년 간의 창건 석굴암의 건축 형태는 ‘석굴암-원형’으로 칭한다.

1891년에 석굴 돔의 상부에 기와를 얹는 수리공사가 행해진 이후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돔 전

면이 붕괴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붕괴 시점과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돔
전면이 붕괴된 상태의 건축 형태를 ‘석굴암-붕괴’라고 칭한다. ‘석굴암-원형’에서 ‘석굴암-붕

괴’로 변화는 단지 일부분이 훼손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석굴암-붕괴’로부터 수리공사를 신
중하고 용의주도하게 실행했다면, ‘석굴암-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어긋남 없이 가능했을 것이다.

1913~15년 수리공사는 건식 석굴암을 습식 석굴암으로 변형했다. 석굴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
하면서, 그 위에 콘크리트 두겁을 씌웠다. 축조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건축 형태의 내재적 성격은 완

전히 달라졌다. 습식 공법의 결과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공기 유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했다. 발생한 이끼와 오탁 및 이를 제거하는데 사용한 증기세척 작업은 조각 석상 면의
풍화를 촉진했다. 결로 현상은 조선총독부의 복원 전문가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치명적 오류였

다. 제1차 수리공사의 결과를 ‘석굴암-수리1’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건축 형태와 공간 구성의 인지
라는 측면에서, ‘석굴암-수리1’은 ‘석굴암-원형’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3 ‘석굴암-수리2’에서 통로 입구의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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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23년 수리공사는 석굴암의 건축 형태에 장식적 변화를 가했다. ‘석굴암-수리1’에서 통로 입구

의 좌우 두 기둥들은 독립해 서있었고, 통로 공간을 덮은 아치형 천장석(barrel vault)의 단면이 밖
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런데, 통로 입구의 위에 ‘아치형 연결석’을 새로 만들어 설치했고, 이 장식

돌은 통로 천장석의 단면을 뒤로 감추었다. 이 장식적 변화의 결과를 ‘석굴암-수리2’이라고 칭한다.

두 기둥과 아치형 연결석이 형성하는 연속된 몰딩 장식은 가상 문틀로 강력하게 지각된다.(그림-3을
참조) 통로 입구의 가상 경계가 명료하게 지각됨으로 해서, 전실 공간을 통로 공간으로부터 분리해

서 인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치형 연결석의 첨가는 건축 공간의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석굴암에 중
대한 변화였다.

1961~64년 한국정부 수리공사에서 전실 입구의 마지막에 접혀 있던 좌우 팔부신중의 두 판석들을

펴서 사각형 전실을 넓혔다. 동시에, 전실 공간에 목조 가옥을 얹어 모든 공간을 실내화 했다. 이 수

리공사의 결과를 ‘석굴암-수리3’이라고 칭한다. ‘석굴암-수리3’의 공간 구성에서, 주실 공간은 바닥

면적의 넓이로 독점적 우위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불두와 광배의 온전한 시지각적 정합이
훼손되는 현상이 중심축 선상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그림-4 석굴암 두 평면의 서로 다른 공간 구성: ‘석굴암-원형’과 ‘석굴암-수리3’
한국정부 수리공사는 석굴암의 건축 형태와 공간 구성을 예술로 여기지 않았다. 석굴암을 건축 예

술로 간주하려면, 존재하는 전체와 부분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수리공사
의 주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건축 공간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석굴암-원형’의 평면

은 주실 공간과 그 외 공간으로 양분되어 인지되지만, ‘석굴암-수리3’의 평면은 주실과 통로 및 전
실이 각기 독립된 영역의 공간으로 인지된다.(그림-4를 참조) ‘석굴암-원형’은 ‘석굴암-수리3’
과 전혀 다른 공간 구성과 건축 형태로 인지된다. 따라서 ‘석굴암-수리3’는 ‘석굴암-원형’과 동
일한 건축 예술일 수 없다

.4. 한국 정부의 석굴암 수리공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축 전문가를

수리공사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했다.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미술사학자와 고고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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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굴암 수리공사의 목적이 조각 보존에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에 고건축과 건물 보존 분야가 학술
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으므로,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외시켰다.

수리공사 주관자들은 석굴암을 ‘건축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석굴암 건축에 존재하

는 전체와 부분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복원공사가 시작해야 하는데, 주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미술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이 수리공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건축 예술
에 대한 몰이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석굴암의 건축 원형에 대한 무모한 참사를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둘째, ‘석굴암-원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비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건축적 오류를 범했다.
겸재의 경주 <골굴석굴도>(보고서의 사진 도판 제22도)와, 석굴 상부의 기와 사진(보고서 사진 도판

제25도), 및 제1차 수리공사에서 출토된 철제물들(보고서 105쪽 제46도, 47도)로 전실의 목조 가구
를 허구적으로 추측했다. 복원공사 주관자들은 ‘대불상시준선(對佛像視準線)’이라는 비합리적 설

계 개념을 도입해서, 건축 형태에 대한 몰이해를 해소하려 했다. 건축 설계의 추론은 재료에 따른 시
공 기술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종합적 분석 없이 비전문가의 단순
추측에 의존해서 복원이 결정되었다.

셋째, 건축 도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발생한 두 문제점들이다. 먼저, 조선총독부 수리공사에서 생

산한 도면은 시공을 위한 ‘설계 도면’인데, 이것을 현황을 측량한 ‘실측 도면’으로 오인했다. 조선총독
부의 도면 제목이 <~~~ 준공도(竣工圖)>라고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다. 따라서 수

리공사의 주관자들은 준공도 치수와 실측 치수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석굴암의 건축 원형에 접근하는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오류는 허위 도면을 생산했다는 점이다.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의 뒤쪽에는

조선총독부 수리공사에서 생산했다고 명시한 세 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제2도
上段 佛像位置 平面及表側 肘石伏圖 (日政設計 其二)>, < 제3도 石窟庵 保存工事 設計 平面圖

(日政設計 其三)>의 두 평면도는 일제강점기 수리공사에서 생산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그림-5와

-6을 참조) 현재 전하는 일제강점기 수리공사의 건축 도면들 중에 이 두 개가 없다. 또한 시공 디테일
을 틀리게 표현한 부분이 여럿 보이고, 좌우 비대칭으로 그려져 있다. 도면 제목이 비전문적 문구이

고, 관례적 건축 평면이 아니다. 시공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두 평면도는
한국정부의 수리공사에서 임의로 새로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그림-5< 제2도 上段 佛像位置 平面及表側 肘石伏圖(日政設計 其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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