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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주 남산의 불적에 대한 본격적 조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
불적조사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경주 남산 불적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선행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주 남산의 불적조사는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한일병합을 전후한 초기 조사는 예비 조사 정도로 간
주되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 조사로 후속 조사의 발판이 되었고, 1910년대에 남산이 불적의
보고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1915년 경주에서 반출되어 경성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에 출품된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은 관람객의 눈길을 가장 끄는 미술관 중앙홀에 전
시되어 세간에 불적으로서의 경주 남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약사여래좌상은 남산 불상 중에서 가장 원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공진회에 출품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반출은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구상된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서 진행되었다.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은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중심이 되어 구상된 식민 이데올로기인 ‘일선동조론’과 ‘조
선정체성론’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 한복판에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석굴암을 안치시킴
으로써 일본 제국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려는 기획이었다. 그러나 그 구상이 무산되자 석굴
암 본존불 대신에 경성으로 반출된 것이 다름 아닌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이었다.
약사여래좌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11년 세키노 다다시가 실시했으나 그 위치를 세키노에게 알린 것은 모로
가 히데오나 고다이라 료조와 같은 경주 거주 일본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 현지인은 총독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공
진회에 출품할 만한 불상을 찾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여래좌상은 총독부와 세키노 다다시, 그리고 경주 거주 일
본인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경성으로 반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주 남산의 불적이 그 신비의 베일을 벗
기는 과정이기도 했다. 요컨대 초기 남산 불적조사는 기초 조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1915년 공진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데라우치 총독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순수한 학문적 목적
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이 좌절되고 경성으로 반출될 가능성이 컸던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이 현지에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에는 경주 조선인의 저항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자세히 논할 수 없었으나 그들
을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로 부각시킬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데라우치 마사타케, 세키노 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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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문

이러한 경주 남산의 위상 변화에는 경주 남산 삼릉
계 약사여래좌상이 1915년 경성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

경주 남산의 불적에 대한 본격적 조사는 일제강점기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로 약칭함)에 출

일본인 학자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경

품되어 관람객의 눈길을 가장 끄는 미술관 중앙홀에 전시

주 남산 불적조사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경주 남산 불적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선행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경주 남
산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은 남산 석불 중에서 원상태를 가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경주 남산에 대한 불적조사는

장 잘 유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불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1902년 건축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8-1935]에 의

이 약사여래좌상이 1915년 공진회 출품을 위하여 경주에

한 조사가 단서가 되어 1906년 역사학자 이마니시 류[今

서 반출된 이후 계속 서울에 남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

西龍, 1875-1932]의 조사, 1909년 세키노의 재조사, 인류

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발견되고 반출되었는지에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3]의 조사로 이어졌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다. 그러나 경주에 대한 초기 고적 조사는 접근성이 좋은

1940년 경주 남산의 불적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경

평지에 위치한 고분이나 사지, 성지(城址)를 중심으로 실

주 남산의 불적』에서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1878-

시되었고, 남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1923년

1958]는 이 좌상에 관하여 “대정 4년(1915) 데라우치[寺

까지는 오히려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 1882-1954], 고

內正毅, 1852-1919] 총독에 의하여 경성에 옮겨져 지금도

다이라 료조[小平亮三, 생몰년 미상), 오사카 긴타로[大坂

총독부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4고 간단히 그 반출 경위

金太郞, 1877-?], 다나카 가메쿠마[田中龜熊, 생몰년 미상]

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등 지역 인사들이 남산 불적의 실태 파악에 큰 역할을 맡
았다.1

이 석불의 원위치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망각되어

그런데 일제강점기 초기에 경주 남산은 일본인에게

있었으나 나는 당시 사진과 이전공사에 관계된 노인의 안내

어떻게 인식되어 있었을까? 병합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인

로 겨우 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 지점은) 거암과

1914년에 발행된 경주 안내서인 『신라고적 경주안내』를

거암 사이 중간에 매우 좁은 작은 평지가 있는데, 이 불상은

살펴보면, 남산은 “여기는 사지도 많이 있으나 석기시대

그 중앙에서 서쪽을 향하여 안치된 것으로, 이전 당시 대석을

유물이 속속 나온다고 하니 대충 볼 가치는 있다”2라고 소

파냈을 때의 구멍 흔적은 다행히도 여전히 남아 있어 그 지점

개되었다. 당시 경주 남산은 불적이라기보다는 선사시대

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 (이렇게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유물을 수집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0

곳에 이 불상을 만들고, 예배한 것은) 심원한 불교교의를 나

년에 발행된 『신라구도 경주지』에는 동남산을 중심으로

타내기 위하여 산속의 신성한 자리를 골라 안치한 것이다. 그

남산의 불적이 구체적인 관광 코스로 소개되었다.3 이처

러므로 이 불상과 같은 경우는 박물관의 하나의 미술품으로

럼 1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사이에 경주 남산은 불적

바라보는 것보다 원위치의 환경과 함께 있음으로써 중대한

의 보고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의미와 영위(靈威)가 내포되는 것이며 이것은 남산의 계곡을

1

小場恒吉, 1940, 『慶州南山の佛蹟』, 朝鮮總督府, p.1.

2

小川雄三, 1914, 『新羅古蹟慶州案內』, 朝鮮新聞慶北支社, p.107.

3

奧田悌, 1920, 『新羅舊道 慶州誌』, 玉村書店, p.7.

4

小場恒吉, 앞의 책,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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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5

이상과 같이 오바는 25년 전에 일어난 약사여래좌상

지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1902년 세키노의 조사

의 경성 반출을 조심스럽게 비판했다. 총독부가 발행한

이 조사는 근대기 최초로 실시된 본격적인 한반도

내부관계자의 기술에도 이러한 비판이 나온 것을 보면 일

고적 조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7 7월 상순부터 9월 상

제강점기 당시도 이 불상의 반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순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된 그의 한반도 조사에서 경주에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 조사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다.

오바와 같이 남산 불적 조사에 참여한 고이즈미 아

조사지는 남문 대종(聖德大王神鍾), 분황사 9층탑, 월성

키오[小泉顯夫, 1897-1993]는 해방 후 회고록에서 “(삼릉

빙고, 내물왕릉, 미추왕릉, 첨성대, 향교·공묘(孔廟), 불국

계에는) 경성 총독부박물관 중앙홀에 옮겨진 약사여래좌

사, 백률사, 서악서원, 태종묘 등으로 석굴암과 남산은 기

상의 옛터 등도 있으나 생략하고…”라 기술하고 약사여래

록에서 빠져 있다.8 석굴암에 관하여 세키노가 몰랐는지,

좌상의 반출 경위에 관하여 침묵했다.

알면서도 못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남산에 관해서는 그

오늘날까지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의 경성 반출에 관

가 참고했다고 한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경잡기』에 남산

한 자세한 경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일

에 남은 사지로 용장사나 천룡사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

본인 학자 사이에도 그것을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아 세키노가 남산에 불적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문화재 정책의 오점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일정이나 접근성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없었던 것

생각된다.

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이 어떻게 발견되

이 조사에 관한 내용은 1904년에 발행된 『한국건축조

고 반출되었는지 한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추적

사보고』에 정리되었다. 여기서 남산에 관해서는 경주 남

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표면적인 답사 정

쪽에 “鰲山(또는 金鰲山이라고도 칭함)”이 있고, 성벽 중에

도로 인식되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경주 남산의

남산성이 있다는 것만 기술되었고, 포석정마저 언급되지

초기 불적조사의 상황과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않았다.9 이것을 보아도 세키노는 1902년 남산을 답사했다
하더라도 남산성만 잠깐 보았을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Ⅱ. 1910년까지의 경주
  남산 불적조사

2. 1906년 이마니시의 조사
이마니시는 1906년 가을 17일 내지 18일 동안 경주

1915년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은 어떻게 발견되고 경

에 머물면서 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 내용은 1911년에

성으로 반출되었을까? 우선 세키노와 이마니시의 남산

발표한 『신라구도 경주의 지세 및 유적유물』에 정리되었

불적조사6, 그리고 현지인의 조사를 중심으로 1910년까

다. 경주 체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마니시가 남긴 남산

5

小場恒吉, 앞의 책, pp.38~39.

6

도리이 류조의 조사는 선사유물 채집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으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7

1902년 세키노의 한반도 조사의 상황이나 성격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있어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8

關野貞, 2009, 『關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pp.122~123.

9

關野貞, 1904,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學,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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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는 어느 사지인지 분명하지 않아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이마니시의 남산에 대한 조사는 1902년의 세키노의
조사보다는 발전되었으나 놓친 부분이 여전히 많았다. 예
를 들면 창림사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남간사 당간지주의
존재마저 놓쳤다. 이때까지 경주 남산은 적어도 일본인 사
이에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1 이마니시가 작성한 지도. 남산 주변, 표시는 연구자.

3. 1909년 세키노의 조사
이 조사는 대한제국 탁지부 건축소로부터 위촉을 받

에 관한 기록은 세키노의 보고서보다 훨씬 풍부하다.

아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목적 중의 하나는 조선에 남은

우선 이마니시의 남산에 대한 관심은 남산성에 있었

유적·유물의 가치를 “갑·을·병·정”이라는 네 등급으로 매

던 것 같고, 실제로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부근에서 고와,

기고 보존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었다.13 9월 하순부터

토기, 불상의 파편 등을 채집하고 돌아갔다고 한다.10 이

12월 하순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된 이 조사에서 경주에 대

마니시가 본 많은 기와나 토기편은 남산성 안에 있었던

한 조사는 12월 8일부터 15일 정도까지 실시되었다. 세키

장창지(長倉址)에서 출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노나 야쓰이가 남긴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다닌 유적지는

마니시의 이러한 기술은 남산이 석기나 토기를 채집하는

월성, 미륵석불(송화산), 분황사, 첨성대, 황남리·서악리

장소로 널리 인식되는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11

고분(발굴조사 포함), 불국사, 괘릉 등이었다.14

이마니시는 남산의 다른 유적에 관해서는 나정과 남

이 조사에서 일행이 남산을 답사한 일기나 야장(필

산 서쪽 기슭에 있는 사지에 불탑이 있고, 동북 기슭에 무

드 노트)과 같은 1차적 기록은 없는 것 같으나 모로가 히

너진 작은 불탑과 그 옆에 석불입상이 있다고 기록했다.12

데오는 그때 석굴암이나 남산 계곡의 일부 등 꽤 넓은 범

이마니시는 경주에서 본인이 답사한 유적지를 표시한 지

위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고 기록했다.15 1909년 조사에

도를 <사진 1>과 같이 작성했는데, 이것을 보면 나정에

관한 보고서인 ‘조선건축약보고’에는 남산유적으로는 유

가까운 사지는 창림사지인 것이 분명하고 동북 기슭 사지

일하게 포석정만 “갑”으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16 그들이

10 今西龍, 1970, 「新羅舊都慶州の地勢及び其遺蹟遺物」『新羅史硏究』, 國書刊行會, pp.104~106(원래 1911년 1월 『東洋學報』 제1권 제1호에서 발표되었음).
11 불적뿐만 아니라 석기나 토기의 보고라는 남산에 대한 인식은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되었다. 일본인 고고학자 스기하라 소스케[杉原莊介, 1913~1983]는 1932
년 경주 거주 “김씨”의 안내를 받아 남산에서 석기와 토기를 채집한 경험을 기행문에 남긴 바가 있다. 그 기행문을 통해서 그의 주요 관심이 남산의 불적이 아니
라 석기나 토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杉原莊介, 1933, 「慶州南山に遺蹟を探る」 『ドルメン』, 岡書院, pp. 44-49.).

12 今西龍, 1970, 앞의 글, pp.117~119.
13 關野貞, 1910, 「朝鮮建築調査略報告」 『朝鮮藝術の硏究』, p.2. 이 조사부터 세키노의 조사에 야쓰이 세이쓰[谷井濟一, 1880~1959]와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

一, 1882-?]가 참여하게 되었다. 1902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1909년 세키노의 한반도 조사의 상황이나 성격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있어 본고에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14 高橋潔, 2001, 「關野貞を中心とした朝鮮古蹟調査行程-1909年(明治42年)~1915年(大正4年)-」 『考古學史硏究』第9號, 京都 木曜クラブ, p.30.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야쓰이 세이쓰는 혼자 경주에 남아 황남리·서악리 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했다.
15 諸鹿央雄, 1935, 「故關野博士と朝鮮慶州」 『夢殿 14 別卷(關野博士追悼集)』, 鵤故鄕舍, p.188.
16 關野貞, 1910, 앞의 책, p.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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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을 답사한 것은 확실하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

경주에 대한 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되

다고 할 수는 없다.

었다. 경주 조사지는 남산성지, 명활성지, 흥덕·헌덕 기타
왕릉, 금오산 서면 약사석상·석가석상, 첨성대, 망덕사지,

4. 경주 현지인의 조사

구황리사지, 분황사, 일정·월정교지, 정혜사지, 옥산정사

이상과 같이 1909년까지의 조사로 심릉계 약사여래

(독락당), 옥산서원 등이었다.18 여기서 드디어 약사여래

좌상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지인

좌상이 등장한다. 이때 조사 내용을 반영한 1914년 발행

의 활동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바 쓰네키치는 남

된 보고서에 약사여래좌상이 가까운 데에 있는 석가여래

산 불적 실태 파악에 경주 거주 일본인의 활동이 크게 이

좌상과 함께 “갑”으로 소개되었다.19 여기에 약사여래좌상

바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인뿐만 아니라 현지 조

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

선인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고이즈미 아키오
에 따르면 남산에서 수정을 채굴하는 조선인이 일찍부터
불적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채집한 수정
이나 토기를 환금하기 위하여 경주 중심가에 나올 때마다
남산에서 본 석불이나 석탑의 위치를 일본인에게 알려 주
고 용돈을 벌거나 때로는 길잡이를 하여 일당을 받았다고
한다.17
이처럼 경주 남산 불적은 주로 경주 현지인을 통해
서 신비의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록을 거의 남
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삼릉계

사진 2 삼릉계에 있었을 때의 약사여래좌상.

약사여래좌상도 1909~1910년경 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발행 보고서에는 약사여래좌상을 조사하게
된 경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다행히도 세키노가 남긴

Ⅲ.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의
  조사·반출과 공진회 전시

야장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20 여기에서 세키노는 약사여
래좌상에 관하여 그 형태를 설명하면서 걸작까지는 아니
지만 신라 후기를 대표하는 가작(佳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 약사여래좌상이 조사되어 경성으로 반출되
고 공진회에서 전시되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자.

1909년까지 남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던
세키노가 깊은 산속에 있었던 약사여래좌상을 바로 찾아
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주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1. 1911년 세키노의 조사
이 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실시되었고,

약사여래좌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야장이 10월 28일에 작

17 小泉顯夫, 1986, 『朝鮮古代遺跡の遍歷 –發掘調査三十年の回想』, 六興出版, pp.132~133.
18 高橋潔, 2001, 앞의 글, p.34.
19 關野貞, 1914, 『朝鮮古蹟調査略報告』, p.8. 명칭은 각각 “금오산서면약사석상(金鰲山西面藥師石像)”, “금오산서면석가석상(金鰲山西面釋迦石像)”으로 소개되었다.
20 『關野貞フィールドカード』（도쿄대학 종합연구박물관 고이시카와분간[東京大學綜合硏究博物館小石川分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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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세키노 일행이 경주에 들어간 것

상과 아미타입상에 관해서는 1915년 3월경 총독부 관료

은 10월 27일이었는데, 도착한 다음 날에 약사여래좌상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생몰년 미상]와 스에마쓰 구마

을 찾으러 바로 남산에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세키노의

히코[末松熊彦, 1870-?]가 논에 쓰러져 있었던 것을 발견

약사여래좌상 조사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옮겼다는 증언이 있어22 이 불상들이 1915년 봄에 함

한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1915년 공진회 출품과 관련된

께 반출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23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공진회 전시
2. 약사여래좌상의 반출
1911년 세키노가 조사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약사
여래좌상은 1915년 경주를 떠나 경복궁 내 공진회 회장
에 지어진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그러나 그 반출 경위
를 기록한 공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신문
기사나 관계자가 남긴 글을 통하여 경위를 추적할 수밖에
없다. 1914년 10월 9일자 “매일신보”는 공진회와 관련하
여 “최근 경주에서 발굴한 신라조의 석불 삼체는 미술관
중앙에 설(設)할 일실 정면에 안치하고 주위에는 유명한

사진 3 공진회에서 전시된 약사여래좌상. 사진 4 석굴암 본존불. 국립중앙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물관 소장 유리건판.

경주 석굴암 석조조각의 모형으로써 할 계획”이라고 보도
했다. 여기서 나온 “석불 삼체”가 남산의 약사여래좌상과

공진회는 경복궁에서 1915년 9월 11월부터 10월 31

후술할 감산사 석불입상 2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까지 개최되었다. 그 개최 목적에는 다양한 함의가 있

공진회는 1915년 9월 11일에 개회되었기 때문에 약 1년

었으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선 각도의 물산을 모아서 전

전에 벌써 약사여래좌상의 경성 이전계획이 있었던 것을

시함으로써 병합 이후 조선통치의 성과를 과시하고 앞으

알 수 있다.

로의 지침을 제공하려는 기획이었다.24

반출에 관해서는 1915년 3월 2일자 “매일신보”에 “공

미술관은 회장 동북부에 신축된 서양식 건물이었으

진회 미술관에서는 그 유명한 경주의 석불 삼구를 진열하

며 공진회 종료 후 허물지 않고 총독부박물관으로 사용되

기로 결정하고 근근 도착할 터인데 남대문에 도착하는 동

었다. 약사여래좌상과 감산사 2체 불상이 전시된 모습은

시에 경복궁 내로 운반하리라더라”라고 보도했다. “남대

다음과 같다.

문에 근근 도착”이라는 내용을 통해 1915년 3, 4월경에 기
차를 이용하여21 불상을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같이 반출

미술 본관 계단 아래 중앙에는 경주 남산의 석불을 안치

되어 약사여래좌상의 ‘협시불’처럼 전시된 감산사 미륵입

하고 그 좌우에는 감산사지 석불 2체를 배치했다…중앙홀 양

21 경주역이 생긴 것은 1918년이어서, 대구까지는 자동차나 인력으로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22 中吉功, 1956, 「新羅甘山寺石造彌勒・阿彌陀像について」 『朝鮮学報』 9, 朝鮮学会, pp.275~276.
23 모로가 히데오는 약사불좌상과 감산사 불상의 반출 시기를 1915년 8월로 기록했다. 그 일정은 공진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어서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기록이
다(諸鹿央雄, 1916, 『新羅寺蹟考』, p.18.).

24 朝鮮總督府, 1916,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1卷, 서언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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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벽에는 경주 석굴암의 불상 14체의 석고 모형(등신대)을

1.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해체 수리

설치하고 천장에는 천인상을 그렸다. 25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석굴암을 경성으로 이전하려
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어 경주에서 해체
수리가 실시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하 그 전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무라와 오사카의 기록
한일병합 직전 1910년 6월 경주군 서기로 부임한 일
본인 기무라 시즈오[木村靜雄, ?-1927]는 석굴암 이전 계
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사진 5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 벽면을 장식한 석굴암 부조상. 『共進會報告書』 第3卷.

(경주에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귀를 의심
할 명령이 관찰사로부터 내려왔다. 말하기에 “불국사의 주조

약사여래좌상은 미술관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눈에

불과 석굴암 전체를 경성으로 운반하라”는 엄명이었다. 그리

들어오는 중앙홀에 전시되었다. 그것은 한반도 미술을

고 운반의 계산서를 보내라는 것이었는데 군수는 논의할 필

대표하는 가장 우수한 유물로 약사여래좌상이 선택된

요도 없이 복종할 태도였으나 나는…유물이라는 것은 그 땅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주변에 석굴암

에 정착해야 역사의 증빙이 되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김으로

부조상 14체의 석고 모형을 배치한 점이다(사진 5). 그

써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은 무척 무모한 짓이다, 그대로 따르면

사실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사진 3>과 <사진 4>를 비

안 된다고 생각해서…묵살하기로 했다. (병합이 되어 관제도

교하면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은 ‘협시불’을 배치하고 천

바뀌어) 나의 명령 불복종은 효과를 나타내어 (그 계획은) 유

장에 강서고분 벽화 천인상 모사를 그리는 등 다소 각색

야무야가 되었다. 26

된 요소도 있으나 석굴암을 기본 모티프로 약사여래좌
상을 “본존불”로 안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약사여
래좌상 반출의 함의는 석굴암과 관련하여 논할 필요가

또 1915년 경주공립보통학교에 부임한 오사카 긴타
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있다.
병합 이후 제반 정무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고대미술에

Ⅳ. 석굴암과 공진회

깊은 이해를 가지신 당시 총독 데라우치 백작은 우선 석굴암
의 보존에 큰 관심을 기울이셨다. 현지보존이 이상적이지만

여기서 상기할 만한 것은 약사여래좌상 반출에 앞서

당시 지방의 상황으로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하

거론된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1913년부터 시작된 해체

면 경성으로 옮기려고 하셨다. 바로 (당시 그 지역을 관할했

수리이다. 이하 당시 석굴암의 상황을 공진회와 관련하

던) 장기군에 조사를 명령했다. 놀란 것이 장기군이었다. 표

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 561m 산꼭대기에서 감포항까지 약 4리(일본의 1리는 약

25 稻田春水, 1915, 「朝鮮公進會美術館の一瞥」 『考古學雜誌』6-3, 考古學會, pp.66~67. 천인상은 강서고분 벽화를 모사한 것이었다(朝鮮總督府, 1916, 앞의 책, p.55.).
26 木村靜雄, 1924, 『朝鮮に老朽して』,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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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m)의 도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귀중한 석상
38체와 석굴부재를 완벽하게 운반해야 한다. 자신있게 견적
할 사람이 없어 그 실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현지에서 보존하기로 결정되었다. 27

이상의 기록을 통해서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은 한일
병합을 전후하여 데라우치 총독(병합 전은 통감)이 주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2) 집요하게 지속된 이전계획

사진 6 기코의 복명서 일부. 표시는 연구자가 함.

기무라와 오사카의 글을 통해서 지금까지 석굴암 이
전계획은 기무라의 반대나 기술적 혹은 재정적 어려움으

석굴암을 현지에서 보존하는지 혹은 경성으로 이전하는

로 인하여 병합 직후 바로 무산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자료를 통해서 그 계획은 뜻밖에도 오래 지
속된 것이 확인된다.
주지된 바와 같이 석굴암은 1907년경 일본인에 의하

여 “재발견”되었고, 1909년 4월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기코가 복명서를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2
년 7월 이왕직 사무관으로 이왕가박물관을 담당하고 있
었던 스에마쓰 구마히코가 어느 월간지에 흥미 깊은 글을
기고한 바가 있다. 스에마쓰는 당시 일본인 사이에 일반

1849-1910] 부통감이 시찰함으로써 동양미술의 최고 걸

적으로 유포하고 있었던 신라예술에 대한 예찬과 조선시

작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석굴암은 심각하게

대 예술에 대한 비하가 뒤섞인 조선예술관을 피력하면서

훼손되어 있었으며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것으

석굴암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로 보이는데, 1912년 6월 총독부는 석굴암의 보존 상태를
세계의 보물을 사람이 관상하러 찾아가기 매우 어려운

파악하기 위하여 기사 기코 도모타카[木子智隆, 생몰년
미상]를 현장으로 파견했다.

벽지 산중에 풍상우설(風霜雨雪)의 박해에 노출되는 대로 방

기코는 조사를 마치고 1912년 6월 25일 복명서에

치하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여전히 다소 덮는 부재가

“궁륭상 천장 3분의 1이 추락하고 이대로 방치하면 3분의

남아 있으나 벌써 천장 일부가 추락하여 언제 풍수해로 인하

2가 추락하여 주변 불상을 훼손시키고 본존을 파괴하여

여 이 귀중한 천하의 보물을 부서뜨릴지 모른다. 많은 국비를

동양에서 비견할 것이 없는 미술품을 멸망하게 만든다”

투입하여 이것을 경복궁 내 등에 이전하든지 혹은 일단 대수

라고 위기감이 넘치는 표현으로 보고했다(사진 6).28 얼핏

리를 하든지 해주기 바란다. 29

보면 이 복명서는 석굴암의 현지 보존을 전제로 하여 수
리하는 것을 호소하는 글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심스럽

위는 당시 조선 유일의 박물관이었던 이왕가박물관

게 이것을 읽으면 오직 수리가 절박한 것을 호소했을 뿐,

의 실무 담당자가 기고한 글이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27 大坂金太郞, 1931, 『趣味の慶州』, 慶州古蹟保存會, pp.103~104.
2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국립중앙박물관 HP에서 열람 가능함).
29 末松熊彦, 1912, 「朝鮮美術私觀」 『朝鮮及滿洲』 제52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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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마쓰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데라우치 총독의 의

영 경복궁에 보관·전시할지 그 타당성에 관하여 일정 기간

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석굴암 경성

팽팽한 논의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석굴암 경성 이전

이전계획은 당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총독부 내부

계획은 병합 직후 바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 그 뒤 2년 정도

에서 거론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복궁이

공진회 개최와 관련하여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석굴암의 새로운 자리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

총독부가 정확히 언제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을 완전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복궁은 1915년 공진회의 회

히 포기하고 현지에서 수리·보존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

장으로 사용된 자리이다. 스에마쓰는 공진회에 석굴암을

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같은 해 11월 7일부터 11월

‘출품’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 기사를 기고한 것으로 생

9일까지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시찰했을 때, 보존에 각

각된다. 실제로 스에마쓰는 1914년 7월 공진회 사무원에

별히 신경을 쓰도록 석굴암 주지 스님에게 50원을 하사한

임명되어3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5년 봄 공진회 출품

사실31로 미루어 아마 이때는 벌써 현지 보존으로 확정되

을 위하여 감산사 석불 2체를 경성으로 옮기는 등 그 준

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포기된 이유가 직접 언

비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다.

급된 기록은 없으나 재정적, 기술적 어려움과 더불어 앞

그런데 1912년 10월 30일자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
은 기사를 게재했다.

의 『매일신보』 기사에서 언급된 경주 조선인들의 반대 여
론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주의 고보(古寶)의 유설

3) 석굴암 해체 수리와 구니에다 히로시(國枝博)

경주에 있는 신라 고도의 다보탑과 석굴암의 불적 등

이상과 같이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은 무산되었고,

을 총독부에서 경성으로 이전·보관한다는 유설이 전해져 경

1913년 11월부터 1915년 8월까지 경주에서 해체 수리가

주지방의 조선인 등은 크게 떠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실시되었다. 1913년 4월 총독부는 석굴암의 수리 방법

은 완전한 오보로 전혀 근거가 없다. 총독부는 절대로 경성으

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사 구니에다 히로시(國枝博, 1879-

로 이전할 의사가 없으며, 다만 그 보존과 수리에 관해서는 지

1943)를 경주로 파견했다. 구니에다는 복명서에서 전체

금 상황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수리비도 거액이 되기 때문에

적으로 해체하고 콘크리트로 보완하는 방법을 견적서에

그 방법으로 총독부에서 보관할 필요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첨부하면서 제안했다(사진 7).32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총

혹시 수리보존의 방법에 관하여 이러한 오보가 전해졌을지도

독부에서 석굴암 현지 보존이 확정된 상황에서 구니에다

모른다고 한다(연구자가 기사 문체를 현대식으로 바꾸었음).

가 파견되었고, 구니에다도 현지 보존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석굴암의 수리는 구니에다의 제

이상과 같이 총독부는 어용신문 『매일신보』를 통하

안을 바탕으로 실행되었다. 다만 같은 해 11월부터 수리

여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을 “유설”로 부정했다. 그러나 위

가 시작되었을 때 총독부 기사 이지마 겐노스케[飯島源之

스에마쓰의 기고문을 보면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은 좀처

助, 생몰년 미상]가 현장을 맡았고, 구니에다는 경성에서

럼 소멸하지 않았고, 총독부에서는 기코의 보고를 받은 뒤

이지마를 지휘했다.33

석굴암을 현지에서 보존할지, 혹은 공진회에 ‘출품’하여 영
30 朝鮮總督府, 1916, 앞의 책, p.33.
31 1912년 11월 14일, 「寺內總督慶州行(三)」 『每日申報』.
3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국립중앙박물관 HP에서 열람 가능).
33 黃壽永, 1967,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 文化財管理局,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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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었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다
름 아닌 데라우치 총독이었다. 이하 데라우치가 무엇을
노렸는지 살펴보자.

1) 데라우치와 석굴암
데라우치가 직접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에 관하여 언
급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그의 사상이나 행동을 통
해서 여러가지 추론을 할 수 있다. 데라우치의 조선사관
은 ‘일선동조론’과 ‘조선정체성론’으로 일관되어 있었다.
사진 7 구니에다의 복명서. ‘콘크리트’ 사용을 제안한 부분.

그가 생각하기에 고대 일본과 관련되어 신라왕조는 고도
로 발달된 문화를 이룩했으나 그 뒤 중국의 영향을 크게

무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공진회 미술관 <사진 8>의 건

받아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조선왕조는

립 공사가 시작된 것은 1914년 6월이지만 구니에다가 그

국력이 쇠퇴하여 멸망하고 말았다. 한일병합은 조선이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은 확실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일본과 뿌리를 같이 했던 고대로 회귀하여 과거의 영광을

이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이 석굴암을 기본 모티프로 구성

되찾으려고 하는 기획이었다. 데라우치에게 신라 최고의

되었으나 그것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석굴암의

미술 작품인 석굴암을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에 안치

구조를 그 수리 계획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하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시각화하는 작업이었

구니에다였음이 확실하다.

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면 그것은 본
인들이 정복한 유교 중심의 조선왕조를 불교를 내세움으

2.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야망

로써 부정하고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선언하려는 시도였

물론 일개 기사에 지나지 않은 구니에다가 석굴암의

다고 할 수 있다.34 요컨대 데라우치의 석굴암 경성 이전

보존·수리 정책이나 공진회 미술관의 설계를 혼자서 결
정하고 실행했다고 볼 수 없다. 그는 위로부터 내려온 명

사진 8 공진회 미술관. 『共進會報告書』 第3卷.

사진 9 해체 수리 당시의 11면 관음 부조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34 석굴암 경주 이전계획에 대한 데라우치의 사고방식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했다.
李成市, 2004, 「朝鮮王朝の象徵空簡と博物館」『植民地近代の視座』, 岩波書店.
李成市, 2004, 「コロニアリズムと近代歷史學-植民地統治下の朝鮮史編修と古蹟調査を中心に-」 『植民地主義と歷史學-そのまなざしが殘したもの』, 刀水書房.
강희정, 2012, 『나라의 정화(精華), 조선의 표상(表象) : 일제강점기 석굴암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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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그의 제국주의적 야망에서 착상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총독부박물관에 대하여 데라우치가 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라우치는 그가 1912년 11

인 깊은 관심을 감안하면 석굴암을 기본 모티프로 공진회

월 경주를 시찰하기 직전까지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을 포

미술관 중앙홀을 꾸미는 계획도 데라우치가 직접 구상하

기하지 못하고 집요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여 건축기사 구니에다에게 지시하고 구체화시켰다고 보

다. 그뿐 아니라 이전계획이 무산된 뒤에도 데라우치는

는 것이 타당하다.39

어떤 형태든 그 계획을 살리려고 했다. 이전계획이 무산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데라우치는 조선왕조의 상징

된 뒤 석굴암 해체 수리가 실시되었을 때 석굴암 본존불

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곳에 석굴암을 고스란히 옮겨 새

주변의 벽에 장식된 부조상들(사진 9)을 본뜨고 석고로

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그것

된 복제품을 제작하여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에 안치된 약

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자 ‘차선책’으로 공진회 미술

사여래좌상 주변을 장식하게 했다. 물론 이것이 데라우

관 중앙홀을 석굴암처럼 꾸미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

치가 직접 지시한 것인지 데라우치의 뜻을 눈치챈 구니에

다. 이때 석굴암 본존불 대신에 안치된 것이 다름 아닌 남

다가 착상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전계획에 대한 데라우치

산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이었다.

의 야망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알 수 있다.

2) 데라우치와 공진회 미술관

Ⅴ.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조사·반출의 함의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비슷한 시기에 기획된 것
이 공진회이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공진회는 1913년부
터 구상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35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계

이상과 같은 경위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약사여
래좌상의 조사·반출의 함의를 검토해 보자.

획은 한일병합을 전후한 꽤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36 데라우치는 공진회의 미술관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1. 1911년 세키노의 조사와 경주 현지인

1915년 12월 개관된 총독부박물관37에 관하여 남다른 관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을 처음

을 기울였다고 한다. 1922년부터 일본 패전까지 조선 고적

으로 근대적으로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세키노

조사를 주도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892-1960]는 그

다다시였다. 그는 1911년 11월 27일 경주에 도착하자마

러한 데라우치의 자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자 다음날 바로 삼릉계를 올라가서 약사여래좌상을 관찰
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1911년 이전의 조사에서 세키노

(박물관 설립에 관한) 서류에는 자세한 부분까지 데라우

는 남산을 깊이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인의 힘

치 총독의 요청을 파란 연필로 기입하고, 담당자의 답변이 적

으로 약사여래좌상의 위치를 조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

힌 부전에 또 빨간 연필로 의견을 기입하였는데, 박물관 창설

고 경주 현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

에 총독 스스로 관심이 깊은 것은 장관이었다. 38

이 확실하다.

35 朝鮮總督府, 1916, 앞의 책, p.1.
36 宮﨑涼子, 2020, 『未完の聖地-景福宮 宮域再編事業の100年』, 京都大學學術出版會, pp.93~105.
37 『조선총독부 관보』(1915년 11월 19일 자).
38 藤田亮策, 1958, 「ビリケン總督―朝鮮の思い出(1)」 『親和』 52, 日韓親和會, p.3.
39 원래 공진회 미술관 설계는 독일인 건축가 데 라란데(Georg de Lalande)가 중심이 되어 구상되었으나 그가 1914년 8월 사망한 뒤에는 구니에다가 주도하
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구니에다는 총독부 청사 설계에도 참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宮﨑涼子, 2020, 앞의 책, pp.78~80;84~90;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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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경주 남산 불적에 대한 초기 조사는 학
문과는 괴리가 큰 데라우치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큰 영향
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반출 불상의 선택

사진 10 공진회 미술관에 출품된 고다이라가 소유한 기와. 共進會報告書』 第3卷.

1911년 이전의 세키노의 경주 조사를 살펴보면 신라
능묘와 불국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유물을 제쳐놓고 우선 삼릉계를 올라간 데는 강한
의도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직접적인 근거 자료는
없으나 세키노는 데라우치의 명령을 받아 공진회에 출품
하는 불상 후보를 찾으러 갔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는 여

사진 11 ‘청와대’ 불상. 조선고적도보』 卷5. 사진 12 미륵곡 좌상. 필자 촬영.

전히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이 살아 있었던 시기였으나 데
라우치는 이전계획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석굴암 본

약사여래좌상은 경주에서 가장 원상태를 잘 유지하

존불을 대신할 수 있는 불상을 찾도록 세키노에게 요청한

고 아름답다는 단순한 이유로 경성으로 반출된 것이 아니

것으로 추측된다.

다. 경성으로 반출할 불상은 석굴암 본존불을 대신해야 했

그럼 세키노에게 약사여래좌상의 존재를 알려준 경

기 때문에 석굴암 본존불과 유사한 형태를 띤 석불좌상임

주 현지인은 누구였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바 쓰

을 전제 조건으로 물색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전제 조건

네키치는 남산 초기 불적조사에 큰 역할을 한 경주 현지

에 맞춰 되도록 손상이 없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려고 한

인으로 모로가 히데오, 고다이라 료조, 오사카 긴타로, 다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상

나카 가메쿠마를 들었다. 그중에 제보자가 있다고 생각

은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이외에 2체가 있었다. 하나는 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특히 모로가와 고다이라가 가장

거사지(移車寺址)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측되는 소위 ‘청

의심된다. 모로가와 고다이라는 본인들이 수집하고 소유

와대 불상’이고(사진 11), 다른 하나는 현재도 원위치 혹은

하고 있는 신라 토기나 기와를 공진회에 ‘고고자료’로 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이다(사진

품한 바가 있다(사진 10).40 이에 그들은 총독부와 공진회

12). 이 3체 중에서 왜 약사여래좌상이 선택되었을까?

출품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총독부로부터 경주에서 경성으로 운

1) ‘청와대 불상’ 경성 반출

반할 수 있는 좋은 불상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 남산

‘청와대 불상’의 원위치에 관해서는 이거사지인지 혹

을 답사한 결과 약사여래좌상을 찾아냈고, 그것을 세키노

은 남산인지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졌다.41 그러나 최근

에게 알린 것으로 추측된다.

모로가 히데오가 남긴 기록에 이거사지에 관하여 “예전

40 徐丙協, 1916, 『共進會實錄』, 博文社, p.576.
41 임영애, 2017, 「일명 ‘청와대 불상’의 내력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Vol.296,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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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전한 석불좌상 1체가 존재했으나 지난 다이쇼 2년

1939년에는 총독부 기사 오가와 게키치[小川敬吉,

(1913) 총독 관저로 옮겼다”는 기술42이 있는 것이 확인되

1882-1950]가 총독 관저에 있는 석불 대좌가 총독부박물

어 그것이 원래 이거사에 있었던 불상임이 거의 확정되

관 경주분관 마당에 있다는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러 경

었다.43 그리고 오사카 긴타로가 중심이 되어 정리된 경주

주에 파견된 바가 있다. 오가와는 경주분관의 대좌는 관

유적·유물에 관한 조서(이하 『조서』라고 칭함)44에는 “총

저 불상의 대좌가 아닌 것을 확인했는데, 관저 불상이 경

독 관저에 있는 석불좌상은 다이쇼 원년(1912) 데라우치

성에 반출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사진 14).

총독의 경주 순시 때 이거사지에 있는 것을 금융조합 이
관저에 있는 석불은 다이쇼 원년(1912)경, 데라우치 총

사 고다이라 료조에 의해 옮겨진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
로 기록된 바가 있다(사진 13).

독이 경주를 순시하셨을 때, 이 불상을 보시고 또 몇 번 돌아
보시고 열심히 보신 일이 있었다. 당시 경주 금융조합 고다이
라 씨는 총독이 마음에 드신 명불(名佛)이라고 생각하여 바로
이것을 경성 관저에 운반한 것이라고 한다. 45

이상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불상’은 1912년
데라우치가 경주 순시 때 마음에 든 것을 눈치챈 고다이
라가 총독 관저에 운반했다고 생각되어 왔다.46 그러나 당
시 일개의 민간인이 무단으로 큰 불상을 총독 관저에 운

사진 13 『조서』에서 이거사지 석불좌상의 판출이 언급된 부분.

사진 14 오가와의 복명서 해당 부분.

42 諸鹿央雄, 1916, 앞의 책, p.12.
43 연합뉴스, 2018년 10월 16일, ‘청와대 불상 원위치는 경주 이거사, 결정적 증거 나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6036800005?input=1195m)

4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이 조서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김동하의 연구가 있다. 김동하, 2013, 「일제강점기 경주지역 불교유적조사와 경주고적보존회의 ‘慶州
古蹟及遺物調書’」 『불교미술사학』 Vol.15.

4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국립중앙박물관 HP에서 열람 가능함).
46 데라우치가 이 불상을 본 것은 고다이라의 자택이었다는 설이 유포되어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 오히려 『조서』에는 데라우치가 이거사지에서 그
불상을 직접 본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 그 장소에 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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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놓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불

유사하고 미술적으로 탁월하며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위

상의 반출은 데라우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인 학자들은 초기에 미륵

그 경위가 윤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곡 좌상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불상의 반출 시기가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이 무산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

1940년에 발행된 『남산의 불적』에는 이 불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다. 데라우치가 이 불상에 대해 집요한 관심을 보인 것
은 석굴암 본존불을 대신할 수 있는 불상으로 보았기 때

사지 상단 중앙에 동쪽을 향하여 안치되었다. 10년 전

문일 것이다. 데라우치가 경주를 시찰한 1912년에는 세

까지는 작은 당으로 덮여 있었으나 지금은 노천에 있다. 일찍

키노의 보고를 통해서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의 존재는 총

한번 넘어진 흔적이 있다. 그 위치도 창조되었을 때 그대로인

독부에 전달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데라우치는 만

지는 분명하지 않다. 48

약 약사여래좌상을 경성으로 옮길 수 없게 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이 불상을 우선 경성으로 옮기자고 생각했을 것
이다. 약사여래좌상의 경성 반출이 어떤 사정으로 불가
능하게 되었다면 이 불상이 그 대신에 공진회 미술관 중
앙홀에 전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위 기술을 보면 일찍부터 조선인이 관리하고 있었는
데, 일본인의 조사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한편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
어 있다(사진 15).

물론 이상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추론이다. 다만
이거사지 불상의 경성 반출은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깊
이 관련되어 석굴암 본존불과 유사한 석불좌상을 경성으
로 모으려는 역학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현지에 남게 된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석굴암 본존불을 대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후보’는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앞으로 ‘미륵곡 좌상’으로 약
칭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륵곡 좌상을 언제, 누가 본
격적으로 조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세키노가 삼릉계

사진 15 조서』에서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이 언급된 부분.

약사여래좌상을 본 1911년 조사에서 그가 미륵곡 좌상을
본 흔적은 없다. 세키노는 1915년 7월에도 경주를 조사한

석불은 좌상이며 석가불이지만 왠지 마을사람은 이것

적이 있고, 남산리 이요당(二樂堂), 남산사지, 그리고 삼

을 미륵보살이라고 부르고 골의 이름도 미륵곡이라고 부르고

존석불과 사면불석(오늘날의 ‘칠불암’)을 답사한 기록이

있다. 석불의 조각 수법은 뛰어나고 남산 석불 중 완전히 남

있어47 이때 근처에 있는 미륵곡 좌상도 볼 수 있었을 텐

아 있는 것이다. (남산의 석불이) 대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다

데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석굴암 본존불과

행히도 오랫동안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건물 내에 안치되었기

47 關野貞, 2009, 앞의 책, p.229. 諸鹿央雄, 1935, 앞의 글, pp.188~189.
48 小場恒吉, 1940, 앞의 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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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금 대좌석과 광배 일부에 결손이 있을 뿐, 거의 완전

에 전시하게 된 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

에 가까운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잘된 일이라

다. 큰 중앙홀 가운데 안치하는 불상으로서 삼릉계 약사

고 할 수 있다…

여래좌상은 다소 작아 보여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
한 ‘협시불’이 물색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에도 언제 일본인에 의한 조사가 시작되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불상들은 감산사지 주변

는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미륵곡 좌상이 오래전부터 지

의 논에 쓰러져 있었는데, 1915년 3월경 총독부 관료 와

역 조선인의 신앙 대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

타나베 아키라와 스에마쓰 구마히코가 발견하여 경성으

던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조서』에는 불상의 소유는 나

로 옮겼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1914년에도 세키노와 따

라(國)로 되어 있으나 토지 소유자로 내남면 탑리 김하준

로 고적을 조사하러 경상북도에 파견된 바가 있다.51 다만

(金河駿)과 배반리 최영헌(崔泳憲)이라는 조선인 두 사람

스에마쓰가 이왕가박물관을 담당하고 1914년 7월 공진회

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사무원에 임명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들의 조사는 학술

주변의 조선인은 미륵곡 좌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간

조사가 아니라 오직 공진회 미술관에 전시할 미술 자료를

직하고 있어, 그곳은 사찰로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찾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고적 조사를 전담하지

높다. 게다가 명확한 토지 소유자도 있었다. 아무리 불상

도, 경주에 살지도 않았던 그들이 바로 감산사지에 가서

본체가 국유라 할지라도 일본인 학자들은 쉽게 손을 댈

그 불상들을 발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키노가 삼릉

수 없었고, 더군다나 그것을 경성으로 반출하는 것은 여

계 약사여래좌상을 조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모

의치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삼릉계 약사여래좌

로가나 고다이라와 같은 경주 일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얻

상과 이거사지 석불좌상은 폐사지에 남은 유물로 미륵곡

어 그들이 그 불상들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좌상처럼 지역 조선인의 신앙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

이 불상들이 경성에 반출되었을 때 데라우치 총독은

인다. 게다가 『조서』에는 그 불상들의 소재지에 있는 토

“시기적절한 방책”을 얻었다고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52

지 소유자는 기재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부지가 ‘산림’으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라우치는 공진회 미술관

로 분류되어 토지 소유자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 설계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일본인들이 미륵곡 좌상보다 손을 대기 쉬운 불상 2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그의 태도를 보면 데라우치가 직접

경성으로 옮겼다고 판단된다.

지시하여 감산사지 입상 2체를 경성으로 반출하여 삼릉계

끝으로 공진회 중앙홀에서 마치 ‘협시불’처럼 약사여

약사여래좌상의 ‘협시불’로 전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래좌상 옆에 전시된 감산사지 미륵입상과 아미타입상49에

Ⅵ. 결론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50

이 불상 2체는 미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훌륭한
것이지만 입상이기 때문에 석굴암 본존불을 대신할 수 없

경주 남산의 불적조사는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었다. 그래도 경성으로 반출되고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

시작되어 한일병합을 전후한 초기 조사는 예비 조사 정도

49 <사진 3> 공진회 미술관 중앙홀에 전시된 약사여래좌상의 좌우 계단 밑에 전시된 것이 이 불상들이며, 왼쪽이 미륵입상, 오른쪽이 아미타입상이다.
50 둘 다 광배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연대가 정확한 통일신라기 불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中吉功, 1956, 앞의 글, pp.276~277).
51 정규홍, 2018, 『구한말·일제강점기 경상도지역의 문화재 수난일지』, 경상북도·(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p.327.
52 中吉功, 1956, 앞의 글,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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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되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출될 가능성이 컸던 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이 현지에서 보

기초 조사로 후속 조사의 발판이 되었고, 1910년대에 남

존될 수 있었던 것은 경주 조선인의 저항이 적지 않은 영

산이 불적의 보고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자세히 논할 수 없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1915년 경주에서 반출되

었으나 그들을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를 움직이는

어 경성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

주체로 부각시킬 연구가 요구된다.

회에 출품된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은 관람객의 눈길을 가
장 끄는 미술관 중앙홀에 전시되어 세간에 불적으로서의
경주 남산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약사여래좌상은 남산 불상 중에서 가장 원상태를
잘 유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공진회에 출품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그 반출은 한일병합
을 전후하여 구상된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었다.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은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중심이 되어 구상되어 식민 이데올로기인 ‘일
선동조론’과 ‘조선정체성론’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의 상징
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 한복판에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
는 석굴암을 안치시킴으로써 일본 제국에 의한 새로운 시
대가 열린 것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려는 기획이었다. 그
러나 그 계획이 무산되자 석굴암 본존불 대신에 경성으로
반출된 것이 다름 아닌 삼릉계 약사여래좌상이었다.
약사여래좌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1911년 세키
노 다다시가 실시했으나 그 위치를 세키노에게 알린 것은
모로가 히데오나 고다이라 료조와 같은 경주 거주 일본인
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 현지인은 총독부로부터 요
청을 받아 공진회에 출품할 만한 불상을 찾고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 약사여래좌상은 총독부와 세키노 다다시,
그리고 경주 거주 일본인들 사이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경성으로 반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주 남산의
불적이 그 신비의 베일을 벗는 과정이기도 했다.
요컨대 초기 남산 불적조사는 기초 조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과 1915년
공진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데라우치 총독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
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석굴암 경성 이전계획이 좌절되고 경성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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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veys of Buddhist ruins at Namsan in Gyeongju began in earnes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undertaken
by Japanese scholars. These surveys of Buddhist remains in Namsan made during the colonial period should be seen
as previous research which cannot be ignored in any in-depth study of Buddhist ruins in Gyeongju.
Full-scale surveys of Buddhist ruins at Namsan began in the 1920s. Previous surveys conducted around the time
of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are generally viewed as only representing preliminary investigations
and, thus,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However, these early survey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led to the
Buddhist ruins on Namsan becoming widely known in the 1910s and served as the foundations for later studies. The
removal of the Seated Medicine Buddha from Samneung Valley in Gyeongju in 1915 and its subsequent exhibition
at the Joseon Local Products Expo, which marked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Japanese administration of Korea,
was especially important in garnering attention for Namsan’s wealth of Buddhist artifacts, as the statue was placed in
the main hall of the art museum and attracted a great deal of interest from visitors.
It is typically thought that this Seated Medicine Buddha was exhibited in 1915 because it was the most beautiful
and well-preserved statue from Namsan. However, the removal of this statue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oposed
move of the Seokguram statue to Seoul around the time of Korea’s annexation. The plan to move Seokguram

to Seoul was primarily devised by Terauchi Masatake, and the plan, based on Ilseontongjo- ron ('日鮮同祖論'), a

historical theory that prehistoric Korean and Japanese people were of the same blood, and Joseon Jeongcheasoeng-

ron (‘朝鮮停滯性論’), a historical theory arguing that development had stagnated in Korea, was intended to be a visual
demonstration of a new era for Korea. This new era was to proceed under the rule of the Japanese Empire through

the dissolution of Gyeongbokgung, the symbol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ould be replaced with past glories
as symbolized by the statue of Buddha. However, as the plan floundered, the replacement for Seokguram in Seoul
ended up being none other than the Seated Medicine Buddha of Samneung Valley.
Surveys of the Seated Medicine Buddha began in 1911, administered by Sekino Tadashi, but he likely learned
of the statue’s location from Moroga Hideo or Kodaira Ryozo, Japanese residents of Gyeongju. It is also probable
that these Japanese residents received a reques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o find a Buddha
statue that was worthy of being displayed at exhibitions. In this way, we can say that the transfer of the Seated
Medicine Buddha to Seoul was the result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General, Sekino Tad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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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apanese residents of Gyeongju. This also had the effect of removing the magical veil which had shrouded the
Buddhist ruins of Namsan.
In other words, while the early surveys of Buddhist ruins on Namsan are significant,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the surveys were undertaken for purely academic purposes, as they were deeply related to the imperial ambitions of
Governor-General Terauchi which encompassed the plans to move Seokguram to Seoul and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1915 Expo.
It should also be pointed out that the failure of the plan to move Seokguram to Seoul and the preservation of
the Seated Stone Buddha of Mireuggok at Namsan was in no small part due to resistance from Korean residents
in Gyeongju. Although it is not described in detail in the paper, research is needed which shows that the Korean
residents of Gyeongju were not simple bystanders, but agents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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