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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龍仁 深谷書院은 趙光祖1)와 梁彭孫2)의 위패를 모시는 서원으로 京畿道 龍仁市 上峴洞에 위치하고 있다.

朝鮮 孝宗 元年(1650)에 창건되어 같은 해에 賜額된 곳으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도 훼철되지 않아 조

선서원건축연구에있어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서원이위치하는주변지형은광교산과형제봉에서이어지는얕은구릉의경사지에위치하며서향을하고

있다. 서원의 뒤쪽은 우거진 수목이 서원을 에워싸고 있고, 앞쪽은 비교적 넓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지

금은주변일대가도시화되면서도로와아파트등에둘러싸여있다. 

심곡서원은 1972년에 경기지방문화재 제 7호로 지정된 이래 여러차례의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하고있다3). 

현재 건물은비교적단조롭게구성되어있으며, ‘前學後廟’의배치를이루고있다. 祠堂·講堂인日昭堂4),

내삼문, 외삼문, 홍살문 등이 중심 축선상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고 내삼문과 일소당 사이 좌·우측에 齋室의

역할을하는고직사와장서각이있다. 

본발굴의목적은현재남아있는강당주변에대한발굴조사를통하여심곡서원건축물의배치및권역의변

화에대한정확한정보를획득하고이를토대로향후심곡서원정비·복원의방향과범위를설정하는것이다. 

발굴조사는건물이없는공간중일소당앞마당 244㎡를 대상으로 2004년 9월 15일 문화재청허가를얻

은후, 2004년 10월 6일에현장조사에착수하여, 동년 12월 24일에조사를마무리하 다. 

조사결과, 조선 후기로 판단되는 담장지와 축대가 각각 1기 씩 확인되었으며, 일소당의 이전 기단 아래에

서난방시설아궁이 1기가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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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중종때사림파의 수로급진적인개혁을추진하다가己卯士禍로희생을당하 다(Ⅲ. 조광조의생애와정치사상참조).
2) 조선후기 대표적인 문인화가로서, 조광조와 생원시에 같이 등과한 것을 시작으로 유배도 같이 갔으며, 조광조의 시신을 수습한

인연으로 1958년심곡서원에추배되었다. 
3) 보수공사내역은다음과같다(주요건물보수기록만취합).

年 度 내 용 비 고
1972 지방문화재로지정. 경기지방문화재제7호
1974 외삼문해체및복원, 강당, 내삼문, 사당보수및단청.
1975 담장 65m 신축및복원, 서고보수, 홍살문및일각문복원.
1977 담장 52.5m 해체복원.
1982 서무보수, 사당보수, 계단해체보수.
1986 일소당기단보수및외삼문단청.
1988 강당, 장서각보수.
1996 일소당, 장서각, 내삼문보수.
1997 일소당, 장서각, 내삼문보수.
1998 외삼문, 내삼문단청, 협문보수, 사당배수로보수.
2004 담장신축, 일소당기와보수등.

4) 日昭堂은조광조가기묘사화때사사당하면서남긴절명시구에서따온것이다.
愛君如愛父憂國如憂家白日臨下生昭昭照丹衷(『中宗實錄』14年 12月 6日條).



이번조사를위한조사단구성은다음과같다5). 

조 사 단 장 : 장 경호(前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 도 위 원 : 김 동현(한국전통문화학교석좌교수, 문화재위원) 

김 동욱(경기대학교교수, 문화재위원) 

책임조사원 : 김 성수(기전문화재연구원조사 3팀장) 

조 사 원 : 김 태근(前기전문화재연구원연구원, 現 대한주택공사) 

최 진호(기전문화재연구원위촉조사원, 現 기전문화재연구원연구원) 외

본 발굴조사는장경호의책임하에현장조사는김성수가전체적인진행을하 고, 김태근,최진호가실무를

담당하 다. 현장조사에 있어 유구의 사진촬 은 김태근, 최진호가 분담하 으며, 유구의 실측은 최진호가

전담하 다. 보고서 작업은 김성수가 전체적인 진행을 맡고, 김 화, 최진호가 관련 실무를 분담하 다. 유

물의 실측과제도는김유진이, 유물사진촬 은장종빈이담당하 다. 본문의 원고는최진호가유구를, 김성

수 유물을 담당하 으며, 고찰은 최진호와 김성수가 분담하 다. 보고서의 편집은 김 화가 전담하 다. 본

보고서의 교정·교열은 김성수·김 화가 담당하고 김성태가 검토, 수정한 후 윤근일이 최종적으로 검토하

다. 

이번발굴조사와관련하여일일이성함을거론하지는못하지만조사기간중현장을방문하여조언을주신

여러분과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은용인시관계자께지면으로나마깊은감사를

드린다. 

Ⅱ. 주변환경

1. 위치와 자연환경

조사지역은행정구역상京畿道龍仁市上峴洞 203-2번지 일대로북위 37°19′, 동경 127°4′에 자리한

다. 용인지역은경기도의동남부에위치하여동쪽은利川市, 서쪽은 水原市·華城市, 남쪽은 安城市, 북쪽은

城南市, 동북쪽은 廣州市와 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北西에서 南東방향으로 긴 菱形의 형태이며, 북위 37°

05′~37°22′, 동경 127°01′~127°26′에위치한다. 

기후는전형적인대륙성기후를보이며연평균기온은 10.3℃~11.3℃ 내외이고, 1월의평균기온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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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단소속과직위는조사당시를기준으로하 으며, 현재의직위를함께표시하 다.



℃, 8월의평균기온은 26℃이며, 일교차가심하다. 산지가많아연강수량은 1,100㎜~1,300㎜ 내외로강수

량의대부분은여름에집중된다. 

용인시의 전체적인 지형은 동북부는 廣州山脈, 동남부는 車嶺山脈에서 뻗어 온 지맥으로 인해 산지가 형

성되어있고, 山間溪谷에작은하천이발달하 으며, 그 주변으로침식분지가형성되어있다. 용인시의서쪽

은 바라산(428m), 백운산(567m), 광교산(582m), 형제봉(448m) 등이 남북 방향으로 이어져 있으며, 동

쪽은발이봉(514m), 노고봉(574m), 정광산(563m), 태화산(620m), 건지산(411m), 수정산(344m) 등이

위치해 있다. 남북으로 연결된 이 산지들 사이에는 남북방향의 하천들이 흘러 浸蝕低地와 沖積地를 형성하

고 있는데, 서쪽의 炭川과 新葛川 유역에는 沖積層과 低位浸蝕丘陵이 발달하 으며, 경부고속도로가 이 저

지대를 통과하고 있다. 중앙부에는 金鶴川·慶安川·振威川을 따라 남북방향의 低地帶가 형성되어 있으며,

용인시청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 광주행 국도와 남으로 안성행 국도가 지나간다. 동남부에는

남한강으로유입하는淸美川이동남방향으로흐르고있다. 

용인시의 대부분의 지역은 선캄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과 화강암질편마암 등 편암이 주로 분포하며 동단

과 서단에는 대보화강암이, 구성읍 일대에는 시대미상의 각섬석이 분포한다. 토양은 적황색토와 암설토 등

이다. 주요저수지로는 이동·기흥·송진·지곡저수지 등이 있고, 산지가 많아 무푸리고개, 정수리고개, 박

석고개, 대지고개등곳곳에고개가있다. 

심곡서원은광교산과형제봉의사면말단부에위치하고있어, 뒤편으로는우거진수목이서원을둘러싸고

있다. 앞편은 넓은들판으로전망이트여있었으나, 현재는 주변일대가도시화되면서아파트에둘러쌓여있

다. 심곡서원남쪽으로는 43번국도가동서방향으로지나가고있다6). 

2. 고고·역사학적 환경

용인지역은 최근 들어 고고학적 조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특히 수지·죽전·구갈·신갈·마

북·언남등에서고고학조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이에따라새로운자료들이계속확인되고있다. 

용인지역은 큰 강이 지나는 곳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하천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형 또한 낮은 구릉성

산지와 좁은 충적평야 등이 교대로 형성되어 그 사이 사이에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환경은구석기시대이래로이지역에서끊임없이사람들이거주할수있도록하 으며, 그 결

과는유적의분포상황을통해쉽게알수있다. 

9

6) 자연지리적환경에대한기술은다음의책을참고하 다.
서울大學校博物館, 1996, 『龍仁市의文化遺蹟-용인시매장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p. 9.
한신大學校博物館, 1999, 『龍仁市竹田地區文化遺蹟및民俗調査報告書』, p. 14.
京畿道博物館, 2000, 『龍仁壬辰山城緊急發掘調査報告書』, pp. 28~29.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1,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16, pp. 387~389.



용인시에서구석기시대유적은평창리유적7)만이발굴조사를통해알려져있었으나최근구성읍동백리8)

등에서도 유적이 발굴조사 되었고, 이 밖에도 죽전1리 등 많은 지역에서 유물이 산포되어 확인되고 있어 추

후좀더많은유적이확인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아직 발굴된 곳은 없으나,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타제석기와 마제석기가 보정

리 연원부락에서 채집되었으며, 빗살무늬토기편이 기흥읍 상갈리9)와 구갈리, 죽전 지역10)에서 수습되었다.

이를통해이지역에신석기시대유적이존재하 을가능성도있음을알수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전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종류나 수에서 다른 시기의 유적에 비해 월등

하게나타난다. 청동기시대의유구는지석묘, 석관묘, 입석, 주거지등다양하다. 지금까지용인지역에서확

인된청동기시대유적은구갈리11), 죽전리12), 임진산13), 봉명리14) 등지에서주거지가조사되었고, 왕산리, 주

북리, 상하리, 맹리, 근삼리, 매산리, 사암리, 서천리, 신완리 등지에서는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남

방식과 북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현면 초부리에서 세형동검의 용범이 확인된 적이 있으며, 기타

석부·석촉·석검등이여러곳에서수습되었다15). 

삼국시대에 용인은 백제 역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와 관련된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수지읍

풍덕천리16), 기흥읍구갈리17), 구성읍보정리18) 등에서조사되었으며, 고분은죽전리19), 마북리20), 청덕리21) 등

지에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주구토광묘가 상갈리, 마북리, 두창리 등에서 확인

되어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혈 유구가 내대지22), 보정리 고분군 동측부23), 소실마을24), 구갈

리25), 덕리26) 등지에서파악되었다. 이외에도백제토기편이청덕리27), 언남리등에서수습되었다. 

10

7) 京畿道博物館·서울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2000, 『龍仁坪倉里舊石器遺蹟發掘調査報告書』.
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5, 『龍仁東柏宅地開發地區內龍仁東柏里中里遺蹟Ⅲ』-舊石器遺蹟-. 
9) 명지대학교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2003, 『기흥상갈지구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
1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1, 『龍仁竹田宅地開發豫定地區內대덕골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
11) 명지대학교박물관, 1997, 『기흥구갈3지구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
12) 주 7) 참조.
13) 李仁淑·白種伍, 2000, 『龍仁壬辰山城』京畿道博物館·三星物産(株)住宅部門.
1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0, 『용인시봉명리공장건설부지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5) 畿甸文化財硏究院, 2002, 『龍仁興德地區宅地開發事業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16) 한신大學校博物館, 1998, 『龍仁水枝百濟住居址』.
17)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器興舊葛(3)宅地開發地區內龍仁舊葛里遺蹟』. 
18)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용인삼막곡~연수원간도로개설구간내유적발굴조사」(1~5차회의자료).
19) 주 8) 참조.
2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龍仁竹田宅地開發地區內대덕골遺蹟』. 
21)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龍仁淸德里百濟竪穴遺構』.
22)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2, 「龍仁竹田地區 4區域文化遺蹟精密試掘調査指導委員會議資料」.
2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신갈~수지간도로확·포장공사예정구간문화유적발굴조사」(5차회의자료).

—————————————, 2006, 「신갈~수지간도로확·포장공사예정구간문화유적발굴조사」(6차회의자료).
2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龍仁寶亭里소실遺蹟試·發掘調査報告書』.
25) 주 13) 참조.
2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신갈~수지간도로확·포장공사예정구간문화유적발굴조사」(1차회의자료).
2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용인동백~죽전간도로구간내문화유적시·발굴조사보고서』.



신라와 관련된 유적도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는 보정리28), 마북리 등지에서 확인되었고, 고분은 보정리 고

분군이조사되었다. 이 외에도성복리요지29)와 언남리유적30)과 같은건물지도확인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용인은 여러 가지 유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고분·도기요지·청자요지·건물지

등은고고미술사적으로매우중요한위치를점하는유적들이다. 분묘유적은마북리정광지구31), 단국대신축

부지32), 상갈리33), 보정리 삼막곡, 소실34)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이들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석곽묘에서 토광

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청자, 철기류, 청동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건물지는 죽전리

완장이골35), 마북리사지36) 및 건물지37), 언남리등에서확인되었다. 용인지역에서조사된고려시대부터조선

시대 가마터는 총 64개소로 모현면을 제외한 용인시 전역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발굴조사된 유적은 수지읍

죽전리도기가마Ⅰ·Ⅱ유적38), 보정리39), 죽전리도기가마40), 동백지구내도기가마와이동면서리중덕고려

백자가마41), 서리 상반 고려백자가마42) 뿐이고 나머지가마터는지표조사만된유적이다. 고려시대의용인지

역은 생산유적에서 매장유적까지 다양한 유적·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 용인지역이 개경 주변에서 물자

유통과생산의중심지로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 던지역이었음을알수있다. 

조선시대에는각종도요지와산성·봉수등의관방유적43), 건물지44) 등의 유적이상당수증가하게되는데,

이는 임진왜란 등을 비롯한 외적의 침입과 생산물자의 이동경로로서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에 용인이

위치한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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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신大學校博物館, 2002, 『용인보정리고분군지표조사』.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3, 「용인보정리고분군」(발굴조사회의자료).

29) 한신大學校博物館, 2004, 『龍仁星福洞統一新羅窯址』. 
30) 세종대학교박물관, 2001, 『龍仁彦南里遺蹟』.
31) 京畿道博物館, 2001, 『龍仁麻北里高麗古墳群』.
32) 단국대학교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龍仁麻北里遺蹟』.
33) 주 6) 참조.
34) 주 21) 참조.
35) 畿甸文化財硏究院, 2004, 『龍仁竹田宅地開發事業地區內완장이골建物址發掘調査報告書』.
36) 한신大學校博物館, 2003, 『龍仁麻北里寺址』.
37) 世宗大學校博物館, 2003, 『龍仁麻北里』.

한신大學校博物館, 2004, 「용인마북리근린생활시설신축부지내문화유적발굴조사」.
38) 畿甸文化財硏究院, 2001, 『龍仁竹田宅地開發地區內대덕골및陶器가마Ⅰ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

———————————, 『龍仁竹田宅地開發地區內竹田里陶器가마Ⅱ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
39)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龍仁寶亭里靑磁窯址』.
40)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3, 『용인죽전지구문화유적발굴조사(34지점) 약보고서』. 
41) 호암미술관,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Ⅱ』.
42) 畿甸文化財硏究院,, 2001, 「용인이동서리상반고려백자요지발굴조사」(1차회의자료).

————————————, 2002, 「용인이동서리상반고려백자요지발굴조사」(2차회의자료).
————————————, 2003, 「용인이동서리상반고려백자요지발굴조사」(3차회의자료).
————————————, 2005, 「용인이동서리상반고려백자요지발굴조사」(4차회의자료).
————————————, 2006, 「용인이동서리상반고려백자요지발굴조사」(5차회의자료).

43) 한신大學校博物館, 2001, 「龍仁麻北里石築遺蹟」,『京畿南部의朝鮮時代遺蹟』.
京畿道博物館, 2000, 『龍仁壬辰山城緊急發掘調査報告書』.

4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1, 『龍仁新葛宅地開發事業地區內發掘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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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위치도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위치도(1/50,000) 

연번 유 적 명
1 성복리 통일신라요지
2 죽전 대덕골 유적
3 죽전 백제토기 산포지
4 죽전 내대지 유적
5 죽전 도기가마Ⅰ 유적
6 죽전 도기가마Ⅱ 유적
7 이의동 고분
8 수지 백제 주거지
9 임진산성
10 보정리 청자가마 유적
11 고려 고분군(단국대 부지내)
12 보정리 유물산포지Ⅰ
13 연원마을 추정 성지
14 상현리 와요지
15 보정리 소실유적
16 마북리 식축유구
17 마북리 고려 고분군(정광지구)
18 마북리사지

연번 유 적 명
19 보정리 고분군
20 보정리 삼막곡 유적
21 마북리 중세건물지
22 언남리 유적(세종대)
23 마북리 건물지(세종대)
24 언남리 유적(한신대)
25 역말 분묘군
26 마북리 백제 토광묘
27 현화사지
28 이의동 유물산포지Ⅰ
29 이의동 유물산포지Ⅱ
30 하동 유물산포지Ⅰ
31 하동 추정 지석묘
32 신갈리 유적
33 덕리 유적
34 구갈리 유적
35 상갈리 유물산포지
36 상갈리 유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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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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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고지도 1(해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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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고지도 2(대동여지도, 1861년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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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근세지도(조선총독부 발행, 1919년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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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위치도(1/5,000) 

조광조묘

하마비

심곡서원



Ⅲ. 深谷書院의 역사적 배경

1. 趙光祖의 生涯

조광조의字는孝直이며, 號는靜菴, 본관은咸陽이다. 成宗 13(1482)年 사헌부감찰을지낸아버지趙元

綱과어머니驪興閔氏의사이에서출생하 다. 

17세 때 부친을 따라 平北 魚川(지금의 변) 任所로 갔다. 이때 어천에서 멀지 않은 熙川에 戊午士禍로

연루되어유배온金宏弼에게서 을배우게된다. 

19세에는 부친상을 당하여 묘 옆에 묘막을 짓고 3년상을 치루었다. 21세 때, 집을 龍仁 선 밑에 지었

다. 小學·近思錄·四書로써위주를삼고, 모든經書와性理學에대한 들과通鑑綱目등을읽었다. 

29세 되던해봄進士會試에壯元으로급제하고, 이를 계기로성균관에들어가게되었다. 34세에 乙科第

一人에급제하 다. 典籍·監察을거쳐司諫院正言을拜하 다. 中宗 10年부터 14年(1515~1519)의 기간

동안, 조광조는성균관전적으로관직에나선이후同副承旨, 副堤學을거쳐大司憲을거쳤다. 

정언으로있을때, 조광조는朴元宗, 李荇, 金安老 등反正공신들이주장한王妃申氏폐출론을반대하

다. 이후, 그는士林의領袖로尊敬과信望을받았으며, 자신이해야할일을놓고물러선적이없었다. 1517

년 홍문관 부제학 때는 정몽주, 김굉필을 문묘에 종사할 것과 성삼문, 박팽년을 증포해 줄 것을 요구하 다.

1518년대사헌으로있을때는賢良科를실시하게해신진사류를등용하 다. 

조광조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정치형태는 堯·舜·禹 三代의 王道政治 다. 따라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

해서는임금의마음가짐이중요하다고보고임금이먼저솔선수범을해줄것을강조하 다. 

그러나, 왕의 보수적인 경향에 조광조가 정면으로 맞서게 되자, 중종은 왕권을 위협하는 부담스러운 존재

로느끼게되었다. 중종의 심정을눈치챈南袞은반대세력을규합하 으며, 洪景舟는중종을설득하 다. 중

종 14(1519)年 11月 15日(乙巳) 밤, 중종의 명명에 의하여 神武門이 열리고 洪景舟, 沈貞, 南袞 등이 대궐

로 들어가므로 己卯士禍는 시작되었다. 그날 밤, 조광조를 비롯한 金淨, 金湜 등이 투옥되었다. 그들은 조광

조등의목을베고, 처자를종으로삼으며, 재산을몰수할것을구형하 으나, 당시 의정鄭光弼등의옹호

와성균관유생들의상소로, 11월 17일각각유배를보냈다. 

이후, 남아있는조광조지지세력에의하여구제운동이일어나게되자, 남곤등은귀양간조광조를죽이고

그 지지세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후환을 없애려고 하 다. 중종 14(1519)年 12月 16日, 조광조는 유배

지인 전라도 화순 능주에서 서른 여덟살의 나이로 사약을 받는다. 이로써 그의 이상정치의 꿈은 사라지고,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도 대부분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선비의 의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각성시켜

주었으며, 義理를추구하는정신을더욱강인하게연마시켜주는힘의원천이되었다. 

그후, 仁宗 元年(1545), 太學生 朴謹등의상소로그학문의被誣事實이확인되어原爵을회복하 고, 宣

祖 2年(1569)에 道德博聞과 以正服人으로서 文正이라諡하고, 趙憲과 李珥가 상소하여 文廟에 從享할 것을

청하다가, 光海君 2年(1610)에 비로서文廟에從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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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광조 관련 연혁

18

年 代 내 용

성종 13년(1428) 8월 10일에한성에서출생.

연산군 4년(1498) 寒暄堂金宏弼의문하에들어가수학함.

연산군 5년(1499) 韓山李氏와결혼.

연산군 6년(1500) 부친상을당함.

연산군 8년(1502) 부친묘소아래에草堂을지음.

중종 5년(1510) 進士시험에 1등으로합격, 成均館에입학. 여름, 松都의天磨山, 聖居山에서독서함. 

중종 10년(1515)
砥平의龍門寺에서독서함. 成均館의천거로造紙署司紙가됨. 문과을고에합격. 成均館典籍이
됨. 사헌부감찰이됨. 11월에사간원정언이되다. 朴祥등의처벌을주장한大司諫李荇등의
파직을啓請하여체직시킴. 長子趙定이출생. 

중종 11년(1516)
호조·예조·공조좌랑을거쳐홍문관부수찬겸경연검토관및춘추관의서기관이됨. 수찬으로
승진되고겸직은전과같음.

중종 12년(1517)
홍문관교리가되어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을겸함. 홍문관응교가되어經筵侍讀官春秋官編
修官承文院校勘을겸함. 寒喧堂에게벼슬과시호를추증하고文廟에從祀하는일을계청하 으
나허락받지못함. 梅竹軒成三問. 琴軒朴彭年과朱溪源의褒贈을계청함. 弘文館典翰이됨.

중종 13년(1518)

홍문관부제학이되어經筵參贊官春秋館修贊官을겸하다. 병으로사직하 으나, 허락받지못함.
貢物의폐단을진계함. 賢良科의설치를계청하여허락됨. 同副承旨가됨. 병으로사직하 으나
허락받지못함. 다시홍문관부제학이됨. 휴가를허락받아龍仁에서省墓함. 同知成均館事를겸
함. 上疏하여昭格署의革破를계청함. 大司憲이됨. 次子趙容이태어나다. 

중종 14년(1519)

체직되었으나右相安塘의계청으로유임됨. 다시홍문관부제학이됨. 同知成均館事를겸함. 다
시대사헌이됨. 靖國功臣의改正을계청하여허락되다. 南袞·沈貞·洪景舟등의密告로하옥되
다. 綾城에安置되다. 성균관유생李若水등이상소하여伸救하다. 대사헌柳雲이계품하여伸救
함. 12월 20일, 賜死됨.

중종 15년(1520) 龍仁深谷里에安葬됨. 金世弼이入對하여伸救하다. 梁彭孫이綾州中條山아래祠堂을건립하다.

중종 36년(1520) 金安國이入對하여職牒의還給을계청하 으나허락받지못하다. 

인종원년(1545) 官爵의복원이이루어짐.

명종 12년(1557) 부인한산이씨사망, 묘소를서쪽편으로옮겨합장.

선조원년(1568) 文正이라는시호가내려짐.

선조 3년(1570) 능성에竹樹書院이세워짐.

선조 6년(1573) 楊州의옛寧國寺터에道峯書院이건립됨.

선조 9년(1576) 희천에스승한훤당과함께그를기리는兩賢祠가세워짐.

선조 14년(1573) 李珥가先生과李滉의文廟從祀를계청하다.

효종 1년(1650) 묘소아래에深谷書院이세워짐.

효종 7년(1656) 楊根에迷原書院이건립되어향사되다.

숙종 7년(1681)
李箕疇·李選이수집한遺文·事蹟과 5대손趙渭·의家藏草本등을모아朴世妥가定稿本을완
성하다. 이 定稿本을 5대손조위수가附錄을줄이고年譜를除外하여南原에서간행하다(湖本).

숙종 11년(1685) 朴世妥가大邱에서문집을중간하다(嶺本).

고종 29년(1892) 梁會淵이湖南儒林들과협의하여관찰사閔正植의후원으로綾州三芝齋에서문집을중간하다.

1935년 韓圭復·李弼薰등이龍仁에서문집을중간하다.



2. 趙光祖의 政治思想

조광조는 체계적인 저술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정치사상의 본질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

재 전해지는 그의 문집에는 중종 10年, 謁聖文科에 응시할 때의 策題와 對策文이 남아 있다45). 이것이 현재

까지알수있는언행가운데서가장長文이며가장체계적인 일것이라고생각된다. 

중종이 성균관생들에게 제시한 문제 자체도 당시의 현실과 관련이 있으며, 조광조의 답안도 당시의 현안

문제에대한견해를잘반 하고있으므로, 이 내용으로그의정치사상을파악할수있다46). 

중종의문제는 3가지내용으로구성되어있었다. 

첫째, 孔子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三年이면 이룰 수 있다 하 는데, 기강과 법도가 이미 무너진 周

나라 말기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공자가 이룰 수 있는 정치의 효과가 과연 어떠한 것이며, 그 실적을 볼 수

있겠는가? 

둘째, 중종은자신이즉위한지 10年인데나라의기강이서지못하고법도를정하지못하 는데그까닭은

어디에있는가? 

셋째, 성균관 유생들에게 공자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堯·舜時代에 뜻을 두었을 것이니 옛날의 善治를 이

루고자한다면먼저할일이무엇인가47)? 

조광조는네부분으로나누어자신의견해를밝혀나갔다. 序文에서, 중종자신이유교적인가르침의본질

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나라의 기강과 법도를 세우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강조하 다. 

조광조는 정치를 맡으면 3年 이내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공자의 말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과 일이

다르다할지라도그근본이되는道와心은하나뿐임을강조하 다. 세상 만사가성하고쇠하는변화가있을

지라도 천하의 근본인 도는 변함이 없으므로, 주나라는 망하고 말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변치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堯·舜의 도는 후세에 전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이

것은 결국 중종 때의 정치·사회적인 문제는 왕을 비롯하여 사대부들의 마음이 공자의 도에서 멀어졌기 때

문임을강조했다고볼수있다48). 따라서공자의가르침이그사회의명백한목표가되어야할것임을강조하

다49). 이것이策題의첫번째대답이었다. 

조광조는천하의일에는근본이되는것과끝이되는것이있음을지적하면서근본이바르게되면끝이다

스려짐은 당연하며 이것이 곧 정치의 근본이라 했다. 근본이란“道는 정치를 펴나가는 원인이 되고, 마음은

정치를펴나가는근본이되고精誠은도를행하는要點이되는것”이라고했다. 그러므로, 마음을바르게하

고 그 도를 펴서 정치를 함에 仁을 얻게 되고 사물을 처리함에 義를 얻게 되어서 어떤 일도 도에서 나오므로

부자의 윤리, 군신의 구분이 그 이치를 얻게 되고, 天地의 經論도 또한 歸結되니 이것이 堯·舜·禹의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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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靜菴先生文集』卷2, 對策.
46) 朴英珠, 1994, 「靜菴趙光祖硏究」, 檀國大碩士學位論文, p. 18.
47) 『靜菴先生文集』卷2, 對策.
48) 朴英珠, 1994, 위의 , p. 22
49) 鄭社熙, 1997, 「趙光祖의道德國家의理想」, 『韓國史市民講座』10, 一潮閣, pp. 54~55.



지도라고 하 다. 그러므로 중종에게 정사와 문서도구의 말단으로 기강과 법도를 삼지 말고, 마음의 묘용으

로써나라의기강과법도를세우라고간하 다. 

법도를 정하고 기강을 세우는 데는 대신을 공경하고 정치를 맡길 것을 권고하 다. 임금은 혼자는 다스리

지못하고대신에게맡겨야다스리는도가서게되며임금이스스로다맡고대신의도움이없으면모든교화

가일어나지못하며하늘이되고임금이되는도를크게잃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조광조는중종이 10여

년동안의노력에도정치의실효를거두지못한것은믿을만한대신에게정치를맡기지않고스스로혼자해

결하려고만하 기때문이라고생각하 다. 이것이策題의두번째대답이었다. 

중종의 마지막 策題인 삼대의 이상정치를 오늘에 행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는요구에 대하여, 조광조

는“明道와 謹獨”이라는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 다. 정치란 곧“도를 밝히는 것(명도)”

이며, 정치를 하는 사람은“홀로있을 때라도항상삼가는태도로자신이지켜야할도리를지키며서(근독)”

살아가는군자라는것이다. 도라는것은하늘의도리를따름을말하는것이기때문에, 정치의궁극적인목적

은그시대그사회가마땅히지향해야할도덕적인가치를실현하는것이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이러한원칙도자신의마음안에서벗어나는일은없기때문에자신의마음속에서이도의본체가

瞭然하게 밝혀져야지 잠시라도 밝지 못한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 다. 몸소 지키면서 실천

해가는사람이될때, 비로서바른정치를펼수있는사람이된다는것이그의핵심적논리 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광조는 먼저 정치를 통하여 이룩하고자하는 크고 선한 이념적인 目標를 분명하

게 제시하고 정치에 임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러한 가치를 엄격히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성현의 이상정치는

재현될 수있다고 확신하 다. 따라서, “3개월이면 충분하며 3년이면 다 이룰 수 있다”고 한 공자의 본뜻은

바로이러한것임을지적한것이다. 

3. 심곡서원 관련 문헌

용인상현동은조광조가부친을장례한후, 여막을짓고시묘하던곳이며또한조광조의묘소가있는곳으

로 일찍부터 서원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정몽주를 제향하던 忠烈書院에 입향하

여오다가묘소아래서원이건립되면서위패를옮기게되었다. 

심곡서원과 관련된 기록은「深谷書院講堂記(1673)」, 「深谷書院重修記(1871)」, 「深谷書院重建記

(1937)」에서확인할수있었다50). 

이들 기록에 의하면, 宣祖 38(1605)年에 지방 유생들에 의해 조광조의 묘소 곁에 사당만을 세웠다. 하지

만, 병자호란에 병화를 입어 황폐해진 뒤 50여년 후 博士 孫公倬이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와서 다시 正堂(祠

堂)을세웠으나나머지는세우지못하 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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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龍仁郡誌編纂委員會, 1990, 『龍仁郡誌』, pp. 1582~1588.
51) 閔丙承, 「深谷書院重建記」, “‥博士孫公倬去卑湫就夾塏重建正堂而餘屋未完‥”.



이후 孝宗 1年(1650)에 청천당 심수경 등의 상소에 의하여“深谷”이란 사액을 받고 서원의 형식을 갖추

었다고 한다. 이 중 강당은 孝宗 8년(1657) 가을에 착공하고 이듬해 봄에 준공하 다52). 심곡서원에는 사

당·강당외에도臨沈樓, 聞香閣이 있었다고전한다53). 흥선대원군의서원철폐54) 당시 훼철되지않고존속한

서원으로같은해에중수한기록이확인된다55). 

1935년에 작성된「深谷書院重建記」에 따르면, 오랫동안 손을 보지 못하여 퇴락되어 있던 건물을이 해에

유림들의 기부로 재력을 모아 사당을 고치고 강당을 새로 지었다고 한다56). 이후 일제강점기때 건물이 철폐

되어, 1972년문화재로지정된후에경기도에서여러차례중수하 다57). 

《深谷書院講堂記》

奧自仁明兩朝以來 先生之道 大明於世 雖婦人孺子 莫不誦其名 稱其德 後雖有能言之士 更無容贅其辭矣 惟

太學康惟善之疏 是伸寃明道第一文字 而論先生源派者 未免有可疑 其以圃隱 爲東方理學之宗者 善圃隱始以程

朱之說 啓片扁東土 其橫竪說話 直契無違 則其謂之理學之宗者 理學 不亦宜乎 至其以金司藝叔滋 爲傳圃隱之

學於冶隱 以授其子畢齋 以至於金文敬公 而遂及於先生 則竊恐不得爲不易之定論也 先生授受之統非後學所敢

議 然竊以諸老先生之尙論及 以先生言論風旨 觀之 則竊謂中間數君子特以發其端而已 惟受學於文敬公者 不可

誣也 盖先生負特立之資 膺奎明之會 不絲師傳 獨契道妙 由濂洛關萄之學 上求乎大學語孟中庸之旨 規模正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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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宋時烈, 「深谷書院講堂記」, “‥其後章甫縉紳又合謀鳩材經始於丁酉之秋訖功於戊戌之春藏修遊息之所於是略備矣‥”.
53) 閔丙承, 「深谷書院重建記」, “‥寧陵元年庚寅賜院額知事李公揚顯繼建講堂山仰齋而臨沈聞香等閣後又次弟增築‥”.

현재 심곡서원 관계자들과 주민들에 의하면, 외삼문과 일소당 사이 좌우측에 동재와 서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문헌자
료및이번발굴조사에서는확인되지않았다.

54) 흥선대원군은 1871년에 47개소의 서원과 사우를 제외하고 모두 훼철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서원이 지방양반들의 경제 근거
지인 동시에 세도 가문들의 권력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존치의 기준은 1선현 1서원만 존치할 것, 전통 깊은 명문 서원일 것,
나라와 도학을 위해 충절을 바친 선현의 서원일 것 등이었다. 그러나, 최대 명문 서원이었던 송시열의 화양서원이 가장 먼저
철폐된 것이나 경기도 일대 소규모의 서원들이 존치된 점을 통해, 존치의 판단기준은 서원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비대해진 서원들을 정비하여 정치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김봉렬, 1998, 『서원
건축』, 대원사).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당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심곡서원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당시 정치권과의 관련이 적었을
것이라고생각해볼수있다. 

55) 1871년에중수한후, 기록한「深谷書院重修記」를통해알수있다. 
56) 閔丙承, 「深谷書院重建記」.
“‥今何敢更贅 是役也 增·以廣其制 儀門改作 增土以高其基 肄業之館 ··之室 巍然炳然 頓還舊規 以之··垣之環繞 ····
序之布列道路橋深無不繕修齊任及儒林諸君子賢勞以·於成皆可書也‥”.

57) 심곡서원에대한참고문헌은다음과같다.
1. 경기도, 1999, 『경기도지정문화재실측조사보고서』.
2. 경기대학교소성학술연구원, 2004, 『경기지역의서원』.
3. 김봉렬, 1998, 『서원건축』, 대원사.
4. 이상해, 1998, 『書院』, 열화당.
5. 龍仁郡誌編纂委員會, 1990, 『龍仁郡誌』.



工夫嚴密粹然聖賢之道而純乎帝王之法矣雖能行之一時而傳之於候者可以愈久而無弊矣鳴呼此豈人力之所

如哉 天寶啓之也 朝廷旣從祀文廟 則其崇報也 極矣 而京外章甫 又卽丘墓之傍 建祠妥靈 而講堂則未遑也 其後

章甫縉紳又合謀鳩材經始於丁酉之秋訖功於戊戌之春藏修遊息之所於是略備矣而先生五世孫今三山使君渭

馬 爲諸生求記於余余以爲先生之生於我東者實如濂溪之宋朝也豈必授受次第如實珠然後乃爲道學之傳哉凡

後人之登斯堂者 不徒想像乎先生容色聲音 而必須講求乎先生之所學不過近宗乎程朱之脈 而上求乎洙泗之妙旨

而已 夫出口入耳 爲名無寶者 固先生之所深恥也 況於浮靡藻繪之習哉 盖嘗聞 書院之設 莫盛之宋朝 其勸戒院

士之設 莫備於張南軒嶽麓之記矣 細而飮食起居之節 近而事親從兄之實 微而天理人欲之際 則可謂無餘蘊 而晦

翁猶以爲未究乎下學之功而必使養之於未發之前祭之於將發之際善則擴充之惡則克去之夫二子之說卽先生

之所服習 而受用者也 然則欲求先生之學者 捨是宜無他說也 抑先生遺事 有逸於諸書者 先生從文敬於熙川之時

年僅十七矣 文敬得一美味 將來送母夫人 守者不謹 爲鳥圓所擢 文敬聲氣頗羈 先生進曰 先生奉養之誠則誠矣

而君子辭氣不可須馬放過也文敬不覺膝前執手曰我非汝師而汝實我師也終日晴晴先生資質之美固度越今古

而文敬服善之量亦有所相發於先生矣熙川之遺老至今傳爲美談此宜揭於斯堂故橙著之

時崇禎癸丑十月日恩津宋時烈記

《深谷書院重修記》

駒城之西 深谷之南 卽我靜菴趙先生侍墓之地 衣履之藏 而里有菅然院宇 是先生妥靈之所也 宣廟乙巳 儒生

創建之 孝宗庚寅 朝家賜額之 春秋焉舍菜 朝半焉焚香 庭階之涓潔 巾袍之整肅 足以可觀也 攝齊而升堂 則先生

之驚域如聞短折而入其室則先生之動容如覩幾百年間後生小子之尊慕景仰有所矣

鳴呼 歲月滋久 風雨磨塾 土漏傍洗 東傾西頹 肱肱乎將顚 不可以院矣 士林與之憂歎 行路爲之咨嗟 覓余不

寇 添居院長之副 責有所歸 則其所兢懼 豈後於人 於是二元長及諸儒生 相與謀而講究方便 或者曰譬如將墜之

器 炚起整之然後 器可完而勞可輕矣 苟或曰姑徐徐云爾 則無及於器 而勞又倍矣 是院之修 亦類也 若不及今圖

之得無整器者所笑乎 僉曰然 遂啓期倂功 棟邏之傾者正之 檣垣之頹者築之 架板之缺者補之 凡費日若干 費財

若干敦其事者講師孟輔渟也相其役者掌議李弼薰有司金正沂諸氏也自是院貌載新禮容整齊舊儀復覩甚日

成甚日成

扮歟創建之功重修之勞有是焉有終焉則前後多士之誠意曷不乶乎噫先生之於後學受而欲賢之念不昧後

學之於先生敬而追慕之意先生陟降之靈其必曰諸生之入吾院者無徒以楹茄之輪奐芹藻之芳爲足必相如祗栗

讀書名義 孝於父母 友又兄弟 睦宗族愼交友 敬其長愛其幼 母負吾冥冥中期望 則吾之靈 其永寧于玆院矣 上所

云如覩如聞者此也然則爲吾曹者曷不冽念交勉也哉

是我辛未仲春旣望後學上黨韓圭復謹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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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谷書院重建記》

若夫輔世長民成

久遠之業者 莫大乎敎化之隆 而敎化之本 則尊賢重道 人倫之所以明 風俗之所以厚也 我靜菴先生 以命世特

起之才 遠紹傍搜 充而爲德行 發而爲事業入而事君 則必思堯舜其君 出而理民 則必欲堯舜其民 全體 大用之學

講之明 而行之力 豈非斯道 自任者歟 旣歿之後 自本朝 而著食夫子朝廷 穆陵乙巳 邦人士服先生之敎 感先生之

德 訟入院祠于龍人之深谷 春秋饗獻祠之厄丙子兵雍 爲鞠奔者 五十年 博士孫公倬 去卑湫 就麥塏 重建正堂 而

餘屋未完 寧陵元年 庚寅 賜院額 知事李公揚顯 繼建講堂山仰齋 而臨深聞香等閣 後又次弟增築 邊豆秩秩 絃誦

洋洋 歲月滋久 風雨蹇屋 困於撑柱 臨深山仰聞香閣 章乃撤而未克經始 距今六十三年前 疊院毁撤時 深谷書院

以先生曾盧墓之地 衣履之藏 得菅然而存 明陵朝 有御製詩 我家文忠公謹識其下方以爲傳寶 後二百年 壬申 韓

承旨圭復改粧復奉 院任孟輔淳 李義善 慨然以興作自任曰 今焉未集厥功 非體列聖賢之義 又非昭明吾道之甚也

受謀同志 岡不奔走 從事以菲以力 迭相燒助 駙事於癸酉四月 訖功於丕月三十日 改建正堂 自內三門 至外三門

諺漏者輔之 邪傾者正之 朽壤者新之 裁正方隅 崇峻堂陛 像設如在 邈乎嵩岱之峻極 爛若星斗之麗天 文獻之微

前有淸陰 金文正公 華陽老子 陶菴李文正公 備述之 今何敢更贅 是役也 增冷以廣其制 儀門改作 增土以高其基

肄業之館亮墩之室巍然炳然頓還舊規以至揆垣之環繞個序之布列道路橋深無不繕修齊任及儒林諸君子賢

勞以玉於成 皆可書也 旣落之後 諸章甫 屬丙承爲記 以講歲月 竊念猥當授簡之末 俎豆之事 喜聞而樂道之 烏可

以不敏辭 鳴呼天步恨艱難 慄爲四十年星霜士氣日挫 斯文不絶如陸 慄然有陽復之漸 是爲吾黨賀 然師生之講肄

於斯者徒有修學之名而不切問近思則不幾於梔辭蠟言之歸宜責其躬以成德達才而收夫風俗益厚敎化大行不

負我烈培養之恩于以明先生道體之廣博方可謂依瞻之本藏修之工兩得其道

先生歿後四百五十年孟秋後學驪興閔丙承講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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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심곡서원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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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경과 및 층위

조사대상지역은경기도용인시상현동에위치한심곡서원의강당인일소당앞마당약 244㎡ (약 74평)으

로현존구조물과수목은그대로두고잔여공간에대하여발굴조사를실시하 다. 

조사면적이협소하 기때문에일소당과내삼문의중간지점에임의의점을기준점으로설정하고, 전체층위

를파악하기위해폭 1m의十字둑을구획하 다. 일소당남편에서부터시계방향으로 1~4구역으로명명하

다. 1~2구역에는폭1m의탐색트렌치를설치·조사하여퇴적양상을확인한후전면제토를실시하 다. 

남겨진 둑의 토층에서는 건물의 중수흔적을 확인하려고 하 으며, 그 결과 평면에서 구지표가 확인됨과

동시에 조선후기의 건물지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토층은 표토층(Ⅰ층)과 암갈색 사질점토층(Ⅱ

층), 연갈색 사질점토층(Ⅲ층)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58), 하부에 암석들이 포함된 연갈색 점토층(Ⅳ층-기반

층)이 확인되었다. 연갈색 점토층 상면이 원지형으로서 북쪽에서는 완만하다가 남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심

해지며, 동에서서로경사지고있어구릉의지형을그대로이용하여건물을배치했음을알수있었다. 

확인된 토층을 바탕으로 조사지역의 퇴적층을 전면제토하는 과정에서 일소당 기단 아래면(4구역)에서는

현재 일소당 건물 이전의 기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기단 아래면에서는 난방시설의 아궁이로 볼 수 있는

유구가확인되어문헌기록과같이여러번의변화과정이있었음을확인할수있었다.59)

3구역에서는 동서방향의 석렬(추정 담장지)과 함께 남북방향의 석축이 확인되었다. 추정 담장지는 3~4

구역의 둑으로 이어지는 양상이었으므로 3~4구역 둑 일부를 제거하여 석렬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 으나,

1m 정도이어진후끊어진상태로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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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 2구역(조사지역의남쪽부분)의 경우퇴적층아래에서곧바로자연층이확인되었다. 근대에많은교란이있었던것으로판단
되며, 특히 2구역에서는근대의폐기와를매립한구덩이를확인할수있었다.

59) 현재 일소당 기단은 막돌 바른층쌓기로 되어 있는 반면, 아래에 노출된 기단은 막돌쌓기와 빗쌓기가 혼용되어 나타난다. 이전
시기의기단은 1999년도 실측조사보고서에나타난기단사진에서막돌쌓기와빗쌓기를확인할수있다. 따라서, 현재의기단은
1999년도이후에새로쌓은것으로판단된다.

도면 7. 유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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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사내용

1. 유구

1) 담장지 및 축대(도면 9, 사진 9~16)

조사지역의 3구역에서 확인되었다. 3구역은 문화층인 연갈색 점토층의 상면을 기준으로 노출하 다. 해

발고도 80m 지점에서, 남북방향 1열의축대와동서방향의추정담장지가확인되었다. 

추정담장지는현존길이 460cm, 폭 70~80cm의규모이다. 북측전열은길이 40~50cm의큰자연석을

배치한 반면 후열은 20~30cm의 자연석으로 채워 놓았는데, 이를 통해 북측을 바깥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 석렬은형태로보아담장지가확실하여 4구역으로연장될것을감안하여둑을일부제거하고같

은 깊이로 조사하 지만 약 1m 정도 연장된 후 끊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축선은 자서방향에서 5°틀어져

있으며, 이는현존배치건물의축선과동일하다. 

추정 담장지의서측상부에서는남북방향석렬이확인되었다. 석렬은 현존길이 650cm, 폭 60~70cm의

규모이다. 추정 담장지와는 달리 폭 60~70cm의 대형석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석재의 크기와 배치형

태로보아석축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석축동편은길이 30~40cm의석재들로채워놓았다. 

추정담장지와 축대의 선후관계는 층위상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평면구조로 보아 담장이있던 곳

의담장을허물고축대를그앞쪽으로보다폭넓게쌓은것으로보아축대가나중에만들어졌을가능성이높

은것으로판단되며, 이 축대가축조당시담장안쪽에위치하 다면서원의담장내넓이가상당히넓혀졌을

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2) 일소당 이전 기단(도면 10, 사진 17) 

조사지역의 4구역 제토 결과, 일소당의 이전 기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9년에 발행된『京畿道指定文

化財 實測調査報告書』의 심곡서원 강당의 도면과 사진에 이 기단의 존재60)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기단은 1999년도실측조사이후다시축조하 음을알수있다.

현재, 일소당 기단은 막돌 바른층 쌓기로 되어 있는 반면, 아래에서 노출된 기단은 막돌쌓기와 빗쌓기가

혼용되어나타나고있다. 암석들을포함한연갈색점토(Ⅳ층)를기반으로하여축조되었으며, 기단의아래에

서건물난방시설의아궁이로보이는유구 1기가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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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京畿道, 1999, 『京畿道指定文化財實測調査報告書』, pp. 101~102.



도면 8. 중심둑 토층도(남-북,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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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백



도면 9. 추정 담장지 및 축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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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궁이(도면 11, 사진 18~21) 

일소당 전면 계단석 북측, ‘경기지방문화재 제 7호’가 각인된 비석 아래에서 소토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비석을 다른곳으로옮긴후, 조사를 실시하 지만, 일소당 이전기단(빗쌓기 기단) 아래쪽으로유구가계속

연결되고있어전면조사는할수없었다. 

현재 3/4 정도노출된것으로판단되며, 평면형태는장타원형으로추정된다. 장축길이는현존 220cm, 단

축길이는현존 116cm이며, 깊이는 30cm이다. 장축방향은N-6°-E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단단하지 않은 할석들이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유구의 상부 구조물에 사용되었

던 석재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아래에는 숯과 함께 소토가 나타나고 있으며, 토층을 통해 최소한 3회 이상

의작업을한것으로판단된다. 북측내벽에는황색의불맞은흔적이확인된다. 

북벽에서 30~4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사선의 석렬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아궁이 앞쪽을 높게 마

감하여재와숯이날리지않도록한시설인것으로추정된다. 

이 유구는 잔존상태로보아 이전시기건물의난방시설아궁이에해당할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판단

된다.

도면 10. 일소당 이전 기단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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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일소당 기단 하부 아궁이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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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심곡서원내에서출토된유물은조선후기에서부터근대의기와를비롯하여, 자기, 도기로대별할수있으

나, 대부분의 기와가 근래에 보수과정에서 다시 뭍힌 것이고 수습된 유물의 대부분은 근래의 중수과정에서

생긴복토층에서수습한것이고, 확인된유구와직접관련된유물은없는상태이다. 

1) 도기 및 자기류

① 도기 항아리편(도면 12-1, 사진 25-①) 

도기항아리의구연부편으로대부분이결실되어전체크기는알수없다. 태토는매우고운점토를사용하

으며, 드물게 0.5mm 정도의 장석으로 보이는 석립이 끼어 있다. 소성상태가 양호하여 단면 적갈색을 띤

다. 전체적인 표면 색조는 흑색에 가까운 갈색을 띠지만 외면 일부에는 백황색의 자연유가 형성된 곳도 있

다. 구연은내면은내경하는것으로끝나지단단부가수평으로꺾여밖으로나간형태이다. 전체적인형태로

보아대형의항아리인것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잔존높이 7.2cm, 복원구경 21.25cm 

② 백자 제기(도면 12-2, 사진 25-③) 

굽부분과신부일부가남아있는제기로전체기형은도면복원가능한상태이다. 태토는고운점토를이용

하 으며, 이물질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 전체적인 색조는 순백색에 회색이 약간 가미된 것과 같으며 소

성상태는양호하다. 굽은 위가약간좁은원통형으로굽바닥은점토물과매우고운모래를섞은받침을하여

소성한흔적이보인다. 신부는 편평하게나가다끝부분에서살짝들려올라가는모양을하고있으며, 상면에

는 굵은 모래받침을 하여 겹쳐 구운 흔적이 나타난다. 굽바닥은 안쪽은 둥 게, 바깥쪽은 직각에 가깝게 처

리하 다.  높이 5.5cm, 복원구경 15.2cm, 복원굽경 8.0cm 

③ 백자 대접(도면 12-3, 사진 25-④) 

전체의 1/3 정도가 남아 있으며, 색조는 회백색에 가깝다. 이물이 들어가지 않은 고운 점토를 사용하

다. 기형은 굽부분에서 완만하게 꺾인 후 넓게 바라지다 구연단에서 미미하게 외반하다 마무리되었다. 바닥

은 오목굽으로 굽부분만 점토물을 바른 후 고운 모래를 붙인 형태로 받침을 하 다. 내면에는 고운 모래 받

침을한것이띠모양으로돌아가고있다.  높이 5.5cm, 복원구경 16.4cm, 굽경 5.0cm 

④ 백자 대접(도면 12-4, 사진 25-⑤) 

원기형의 1/5 정도가 남아 있으며, 태토는 정선된 공운 점토를 사용하 다. 단변은 회색이 약간 가미된

백색이며, 외면은 회백색이다. 기형은 굽이 약간 높아지고 신부도 넓게 퍼지다 급격히 꺾여 올라간 후 마무

리되는형태이며, 구연단은남아있지않다. 굽은 목굽이며, 굽의 절반정도의높이까지점토물에담근후모

래를 덧붙인 굽받침을 하고 있다. 내면바닥에는 굵은 모래받침 띠가 돌아가고 있다.  잔존높이 5.85cm, 복

원굽경 6.45cm 

⑤ 백자 대접(도면 12-5, 사진 25-⑥) 

전체기형의 1/5 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단면과 외면 모두 회색을

띠고있다. 바닥과굽의두꺼운부분은적갈색을띠며, 이 부분은표면 2mm 정도만회색을띤다. 굽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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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도기, 자기, 금속기) 

0 5 10cm

1

2 3

4 5

6 7

8
9

10

0 5 10cm



진오목굽으로굽은직각에가깝게올라가다신부에서벌어지며, 신부는넓게벌어지다급격히꺾여올라간

다. 구연은결실되었다. 굽바닥은굽높이의 1/3 정도를점토물에담근후모래를붙여받침을만들었으며바

닥내면에도굵은모래받침을한흔적이띠를이루며돌아가고있다. 외면 전체에는성형과정에서생긴굴곡

이비교적선명하게나타나있다.  잔존높이 5.45cm, 복원굽경 6.55cm 

⑥ 백자 저부(도면 12-6, 사진 25-⑦) 

전체의 1/4 정도가 남은것으로추측된다. 태토는 정선된점토를사용하 으며, 내외면 모두회색조를띠

고있다. 굽부분의두꺼운부분은좀더짙은회색을띠고있다. 기형은대접인것으로판단된다. 굽은 오목굽

으로 받침은 점토물에 담근 후 모래를 덧붙 다. 내면 바닥 또한 굵은 모래받침을 하여 구운 흔전이 보이고

있다. 내면일부에는철화문이희미하게남아있는부분이있다.  잔존높이 4.0cm, 복원굽경 6.0cm 

⑦ 백자 저부(도면 12-7, 사진 25-⑧) 

백자대접편인것으로판단되지만잔존부위가너무작아전체적인기형은알수없다. 정선된점토를사용

하 으며, 단면과 내외면 모두 백색을 띠며, 표면은 유약의 두께 및 성질에 의해 황색의 느낌이 조금 있다.

도립삼각굽으로 내저원각은 굽 외면지름보다약간 넓다. 굽바닥은 끝부분 일부에만 희미하게 점토흔이 있으

며, 굽받침은 아주 고운 모래를 얇게 깔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릇 내외면에 빙열이 형성되어 있다. 내저

에 굽받침흔이 없고 굽바닥도 매우 깨끗한 것으로 보아 갑발 안에서 소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높이

3.5cm, 복원굽경 7.15cm 

⑧ 백자 저부(도면 12-8, 사진 25-⑨) 

바닥부분만남아있어전체적인기형은알수없다. 정선된점토를사용하 으며, 색조는전체적으로회백

색을띤다. 오목굽이며, 점토물을바른모래받침을하 다. 내면은가는모래받침을한흔적이있다.  잔존높

이 3.35cm, 굽경 4.45cm 

⑨ 백자 저부(도면 12-9, 사진 25-⑩) 

오목굽의 대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운 점토를 사용하 다. 소성상태가 좋지 않아 전체적인 색조가 고르

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회백색을 띠지만 반점과 같은 분홍색의 엷은 얼룩이 져 있다. 굽받침은 굽 전체에 점

토물을 바르고 모래를 붇 으며, 내면도 고운 모래받침을 한 흔적이 보인다. 내저에는 굽보다 큰 원각이 돌

아가고있다.  잔존높이 5.0cm, 복원굽경 4.6cm 

2) 기와류

① 수키와(도면 13-1, 사진 26-①) 

회청색 경질의 청해파문 유단식 수키와편으로,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언강은 직립한 형태이며, 미구의 대

부분은결실되었다. 태토는굵은석립과석 이다량함유되었다. 등면은장판의타날판을좌우로시문하 으

며, 상·하부는물솔질정면하 다. 내면은종방향물솔질을하여, 포목흔이대부분확인되지않는다. 하부에

는 5㎝의 길이를, 0.5㎝의 두께로 건장치기를 하 다. 측면은 모두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3정도로 와도를

그어분할하 다.  길이 36㎝, 폭 15㎝, 두께 2.2㎝, 미구길이 2㎝, 폭 10㎝, 두께 1.3㎝, 언강높이 1㎝

② 수키와(도면 13-2, 사진 26-②) 

회청색 경질의 청해파문 수키와편으로, 지표에서 수습되었으며, 상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굵은 석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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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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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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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이 다량 함유되었다. 등면은 장판의 타날판을 좌우로 시문하 으며, 하부는 물손질 정면하 다. 내면은

종방향물솔질을하여, 포목흔이대부분확인되지않으나, 1㎠ 당 5×6의올수를가진포목을사용하 던것

으로 판단된다. 하부에는 4.5㎝의 길이를, 0.5㎝의 두께로 건장치기를 하 다. 측면은 모두 안에서 밖으로

두께의 1/3정도로와도를그어분할하 다.  잔존길이 24.5㎝, 폭 15.5㎝, 두께 2.5㎝. 

③ 수키와(도면 14-1, 사진 27-①) 

회청색 경질의 청해파문 유단식 수키와편으로,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언강의 경사는 매우 낮으며, 미구의

대부분은 결실되었다. 태토는 굵은 석립과 석 이 다량 함유되었다. 등면은 장판의 타날판을 좌우로 시문하

으며, 상·하부는 물솔질 정면하 다. 내면은 1㎠ 당 4×5의 올수를 가진 포목을 사용하 다. 하부에는

5.5㎝의길이를, 0.5㎝의두께로건장치기를하 다. 측면은모두안에서밖으로두께의 1/3~1/2정도로와

도를 그어 분할하 다.  잔존길이 31.5㎝, 폭 14㎝, 두께 2㎝, 잔존 미구 길이 1.5㎝, 잔존폭 7.5㎝, 두께

1.4㎝. 

④ 수키와(도면 14-2, 사진 27-②) 

갈색 연질의 세격자문 수키와편으로, 석렬에서 출토되었다. 미구 부분이 결실된 상부 일부만 확인되었다.

정선된 태토에부분사립이소량함유되었다. 등면은 장판의타날판을좌우로시문하 으며, 길이 0.4㎝, 폭

1㎝의 크기로 세격자문이 구성되어 있다. 종방향의 물솔질이 일부 확인되었다. 내면은 종방향 물솔질을 하

여, 포목흔이확인되지않는다. 측면은우측에안에서바깥으로두께의 1/5~1/4정도로와도를그어분할하

다.  잔존길이 15㎝, 잔존폭10㎝, 두께 2.2㎝, 언강높이 1.4㎝. 

3) 기타

① 청동 젓가락(도면 12-10, 사진 25-②) 

양끝단이결실되어전체적인크기는알수없다.표면부식이진행된상태이나전반적으로잔존상태가양호

한편이다. 단면은윗부분은능형에가까우며아래부분은원형이다.  잔존길이 12.5cm, 두께 0.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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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考察

1. 유구 및 유물

이번발굴조사는대상면적이극히협소하고관련건물도그대로존재하고있어드러난유구에대해전모

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조사는 하지 못하 다. 또한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이미 있던 구조물도 여러

차례의 중건·중수과정에서 파괴되어 없어진 것이 더 많아 각 유구의 성격과 규모,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결론은내리지는못하는상태이다. 

조사된 유구 가운데근대이전의유구는담장과축대등으로형태와축조방법등에서특기할만한사항은

확인되지않았다. 유구의규모도축대의경우현재담장바깥으로연장되는것으로확인되어전체규모는확

인할 수 없었다. 담장의 경우도 전체 유구를 모두 노출시키기는 하 지만 현재 노출된 것이 원래 담장의 모

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중간에 중건·중수과정에서 일부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장 끝에 연결된

축대가 순서상 후대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담장은 축대를 확장함과 동시에 바깥쪽으로 좀더 내어 쌓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축대 축조시의 담장의 위치는 현 조사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담장바깥쪽에위치하 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출토유물 가운데 유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유구의 상하한을 유물로 판

단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심곡서원 창건기의 것일 가능성

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조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또한 근대의 기와를 제외하면, 소량의 백자와 도기편 등이 전부로 대부분이 유

구와관련없는상부층에서출토되었다. 자기의 특징은오목굽에모래받침을하고, 굽이 높아진것이있는것

등으로 보았을 때 17세기가 중심연대인 것으로 판단되며, 도립삼각굽의 백자 1점은 16세기 후반에 소속시

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통형 굽의 제기는 18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목굽에 내저원각이 있

는 백자 1점은 원각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속성들이 17세기 자기에 가까워 17세기 전반으로 보아도 무

리가없을것이다. 이렇게보면, 심곡서원출토자기는 16세기후반부터 18세기까지폭넓게볼수있으나중

심연대는 17세기로볼수있으며, 심곡서원의창건시기와어느정도맞는다고볼수있다. 기와류는청해파문

에미구가있는기와가주류를이루고있으며, 연대는자기의중심연대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것으로보인

다. 세격자문이 타날된 기와(도면 14-2, 사진 27-②)는 발굴조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인

속성으로 볼 때, 조선시대 기와로는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폭이 좁은 어골문의 변형으로 보아 고려시

대에소속시켜도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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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서원건축물의 배치

이번 발굴조사의 대상인 深谷書院은 己卯士禍로 희생을 당한 조광조를 배향하기 위하여 朝鮮 孝宗 元年

(1650)에 세워진서원이며, 대원군의서원철폐령에서도훼철되지않은 47개소서원중의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선현과의 인적 관련성이 큰 곳이나 행정의 중심지로부터 주로 원거리에 있는 풍수

가 수려한 곳에 건립된다.61) 서원 내에는 祠堂이라는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배향되는 主

享者는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생지나 유배지 또는 주향자 자신이 생존

때 세운 서당의 위치에 서원이 건립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용인은 조광조가 부친을 장례한 후 廬幕을 짓

고 侍墓하던 곳으로, 조광조의 묘소 또한 이 곳에 있기 때문에 심곡서원 건립 시 이 점이 감안 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원건축의 배치형태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기본 골격은 중국의 孔子墓 나 서원건축 등

유교 교육시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성균관이나 향교의 건축 등을 통해 제도화된 기본개념이 지

역별, 시대별로 약간씩 다르게 변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원건축은 성균관이나 향교 건축과는 근본

적으로큰차이가있는데, 前墓後學의개념이서원건축에서는찾아볼수없다는것이다. 

서원건축의 배치를 유형별로 나누는 데는 여러 가지 인자를 들 수 있는데, 주된 결정 인자는 廟·學의 배

치및위계성그리고강학공간의구성형태이다.62) 서원의배치양상은祠堂과講堂, 齋舍의위치에따라前齋

舍後講堂型, 前講堂後齋舍型, 竝列型으로대별된다. 

前齋舍後講堂型의 형태는 서원건축 盛期의 가장 대표적인 배치형태로서 末期까지 여러 진화과정을 거치

면서 존재해 왔다. 이러한 형태는 前底後高의 대지조건과 前學後廟의 배치형태로서 사당이 가장 후면 고지

에 위치하고, 전면 低地에 講堂과 齋舍가 위치하는 형식으로, 재사가 강당보다 전면에 위치하는 형태이다.

正門, 中門, 講堂, 祠堂이 일직선상에 있고 강당 전면에 동재 및 서재가 배치되어 있다. 慶南의 南溪書院

(1552)에서 최초로 나타난 배치형식으로 조선시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주로 17C 후반까

지많이축조되었다. 

前講堂後齋舍型의형태는서원건축배치형태중前齋舍後講堂型형식과더불어가장많이나타나는유형

으로서 주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판단된다.63) 前底後高의 대지조건이나 평지에 건립되었으

며, 前講堂後齋舍型에서 齋舍가 講堂 후면으로 옮겨간 형태이다. 주로 16C 말부터 18C 초까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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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실제로 古地圖를 통하여 분석된 서원의 입지를 살펴보면, 서원건축은 행정의 중심지로부터 주로 원거리에 설립되고 향교건축은
주로근거리에위치하여그설립위치에현격한차이를보여준다(金銀重, 1994, 『韓國의書院建築』, 文運堂, p. 21). 

62) 金銀重, 1994, 위의책, p. 30. 
63) 金銀重, 1994, 위의책, p. 34. 



竝列型은강학공간과제향공간이서로병렬로배치된형태로서재사의위치에따라前講堂後齋舍型, 前齋

舍後講堂型으로세분된다64). 

심곡서원(1650)은 前講堂後齋舍型의 배치형태로서, 正門, 中門, 講堂, 祠堂이 일직선 상에 위치하고, 강

당 뒤에 東齋만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재나 서재 중 1개가 생략된 형태의 서원으로는 新安書院

(1588), 謙川書院(1711) 등으로, 16C 말부터 18C 초까지나타나고있다. 

심곡서원은 발굴조사 결과, 강당의 이전 기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기단은 자연석 기단으로서 갑석

등이 없으며, 막돌 막쌓기와 빗쌓기를 혼용해서 축조하 다. 1999년도『京畿道指定文化財實測調査報告書』

에 실린 도면과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가능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기단은 1999년도 실측 조사 이후 조성

하 음을확인할수있었다. 

강당 전면의 공간에서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일렬의 축대와 동서로 이어지는 추정 담장지가 확인되었다.

상부에서출토된유물의시기를통해볼때, 심곡서원과관련있는유구라고판단된다. 하지만, 발굴조사지역

이매우협소하고, 확인된유구또한중수과정에서부분적으로파괴된것이기때문에이번조사결과를가지

고 창건 당시 및 중건·중수과정을 파악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므로 추후 보완조사의 결과를 함께 검토

해보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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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朝鮮 前期(~16C)의 서원은 儒家의 上下觀, 差別觀에 근거하여, 서원건축을 구성하고 있는“개체들”을 그 기능에 따라 主從關
係로서일차적으로한정시켰다. 齋는 講堂에종속되어강당의전면좌우에배열되며폐합된四合院을형성하게되고, 講堂과 祠
堂은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정신적 측면에서는 祠堂이 主, 실제적인 목적에서는 講堂이 主) 아래 전후관계의 배열로 형식화된
다. 또한, 하나의질서체계하에모든기능단위를배열하려는線的사고가지배적이었다. 따라서, 講堂과祠堂그리고강당의전
면 좌우에 兩齋를 두는 四合院式의 배열과 하나의 질서체계 하에 모든 기능단위를 배열하려는 外三門, 講堂, 祠堂을 차례로 두
는三進式의배열은 1542年(南溪書院) 이후새롭게등장한서원의건축유형을형식화하여이후서원건축의전형이되고있다.
17C 초에는 退溪學派系列의 서원이 주로 건립되어 嶺南地方이 중심이 되었으나, 17C 중반 이후 斯文의 정통은 栗谷學派로 이
어져 畿湖地方에 주로 서원이 건립된다. 사림파의 분열로 인한 배향인의 선정과 서원건축의 형식적 차이를 연관시켜 볼 때,
17~18C 남과 기호지방의서원에서보여지는구성방식으로軸의分化와空間의統合現像을들수있다. 퇴계학파 계열의서
원은 두 개의 중심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강당과 사당의 관계를 전후관계로부터 좌우관계로 동등하게 강조하
다. 율곡학파의서원은전후관계라는기존의질서체계를따르면서하나의공간으로사당과강당의 역을통합하는사합원식의
구성으로 변화되고 있다. 강당 앞에 놓이던 양재가 강당의 뒤에 위치하게 되어, 사당과 강당의 전면에 각각 존재하던 중심공간
을사당과강당사이즉, 강당의후면에놓이도록한것이다. 강당과사당사이에중심공간이형성됨에따라강당과외삼문사이
의공간은강당의후원으로전환되고, 실질적인출입도외삼문이아니라, 고직사를통해중심공간으로직접출입되기도한다(金
東永, 1991, 「朝鮮後期書院建築의構成體系에관한硏究」, 서울시립대학교건축공학과석사학위논문, pp. 56~90).
기호학파계열의성리학자인金麟厚, 趙光祖, 吳斗寅, 宋浚吉등을배향하고있는筆巖書院, 深谷書院, 德峰書院, 興巖書院등에
서이와같은현상이공통적으로나타나는것을통해, 심곡서원은기호학파의사상에입각하여서원을건축한것으로판단된다. 



Ⅶ. 맺음말

龍仁 深谷書院은 趙光祖와 梁彭孫의 위패를 모시는 서원으로 朝鮮 孝宗 元年(1650)에 창건되어 같은 해

에 賜額되었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도 훼철되지 않아 조선 서원 건축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심곡서원및 주변 정비사업의일환으로, 당초 심곡서원의 건물배치 및 중건경과 등에 대

한정확한정보를획득하여학술자료로삼는동시에추후진행될정비사업의기초자료를확보하는데목적을

두고있다. 

조사대상지역은 현지 여건상 일소당 앞마당의 244㎡로 한정하여 2004년 10월 6일부터 동년 12월 24일

까지발굴조사를실시하 다. 

발굴조사결과당초예상과는달리한정된범위에서축대와기단, 불탄흔적등의유구가비교적단순한형

태로남아있는것을확인하 다. 유물 또한출토량은많지만대부분근래에보수과정에서뭍힌것들이고이

전의 심곡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은 극소량만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지역의 층위에서도 나

타났듯이 건물의 대부분이 구릉사면에 위치하여 중수·중건시 이전 구조물을 상당부분 정리하고 다시 건축

을 하 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에서 확인된 담장과 축대 등은 위치와 방향 등에 있어 현존 건물의

배치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서원 내에 어떠한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현재까지의조사결과로는정확히파악할수없는상태이다. 

이번조사의결과를가지고향후심곡서원의정비계획에활용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후속조치가필요

한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이번조사에서확인된유구는당초심곡서원관련구조물의일부로그마저도온전하게남아있는것

은 아니다. 따라서 담장내의 다른 곳을 추가로 시굴하여 잔존구조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전체적인양상파악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발굴조사에서확인된축대는현재담장바깥으로연장되고있어다른곳의추가조사여부와는별도

로추후유구의범위를확인하는조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서원 담장 외부지역은 앞쪽의 주차장부지를 포함하여 되도록이면 넓은 지역을 상대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서원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건물내지시설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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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사진 2. 하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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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심곡서원 전경



사진 4. 조광조 묘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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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조광조 묘역 전경



사진 6. 2구역 동벽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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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심곡서원 조사전 전경



사진 8. 3구역 동벽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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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2구역 폐와무더기



사진 10. 3구역 담장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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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3구역 조사중 전경



사진 12. 3구역 담장지 및 축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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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3구역 담장지 및 축대 전경



사진 14. 3구역 담장지 조사 완료 후 전경(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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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3구역 담장지 조사 완료 후 전경(동에서) 



사진 16. 3구역 조사 완료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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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3구역 담당지 확장부 전경



사진 18. 추정 난방시설 아궁이 조사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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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일소당 이전기단 노출 전경



사진 20. 아궁이 조사후 전경

54

사진 19. 아궁이 내부 토층



사진 22. 발굴조사 완료 후 전경(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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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아궁이 조사후 전경



사진 24. 발굴조사 작업광경

56

사진 23. 발굴조사 완료 후 전경(남동에서) 



사진 25.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도기, 자기, 금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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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⑤ ⑥ ⑦

⑧ ⑨ ⑩

③ ④



사진 26.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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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사진 27.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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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調査報告書 抄錄

報 告 書 名

發 行 機 關

執筆·編輯者

調 査 綠 由

調 査 擔 當 者

遺 蹟 所 在 地

調 査 面 積

調 査 種 別

名 稱

住 所

T E L F A X

경기문화재단부설기전문화재연구원·용인시

김성수, 최진호

정비복원을위한학술발굴

경기도용인시상현동 203-2번지

담장지 조선 1 백자

축대 조선 1 백자

아궁이 조선 1 @

건물기단 조선 1 @

김성수, 김태근, 최진호

약 244㎡(약 74평)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6-1

031) 898-7990 031) 898-7991

龍仁深谷書院 發行日 2006年 12月 22日



■ 현장조사

- 조 사 : 김성수, 김태근, 최진호

- 유구실측 : 최진호

■ 보고서

- 원 고 : 김성수, 최진호

- 편 집 : 김 화

- 유 물 실 측 : 김유진

- 제 도 : 김유진

- 유물사진촬 : 장종빈

- 교 열 : 김성태, 김 화, 김성수

學術調査報告 第76冊

龍仁 深谷書院

2006年 12月 22日 印刷
2006年 12月 22日 發行

編 輯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
發 行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硏究院

龍 仁 市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031)898-7990   fax 031)898-7991

印刷處 경기정판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2-1
☏031)250-3362~4   fax 031)251-5852

(비매품)


	용인 심곡서원
	일러두기
	목차
	Ⅰ. 머리말
	Ⅱ. 주변환경
	1. 위치와 자연환경
	2. 고고·역사학적 환경

	Ⅲ. 심곡서원의 역사적 배경
	1. 조광조의 생애
	2. 조광조의 정치사상
	3. 심곡서원 관련 문헌

	Ⅳ. 조사경과 및 층위
	Ⅴ. 조사내용
	1. 유구
	1) 담장지 및 축대(도면 9, 사진 9~16)
	2) 일소당 이전 기단(도면 10, 사진 17)
	3) 아궁이(도면 11, 사진 18~21)

	2. 유물
	1) 도기 및 자기류
	2) 기와류
	3) 기타


	Ⅵ. 고찰
	1. 유구 및 유물
	2. 조선시대 서원건축물의 배치

	Ⅶ. 맺음말

	조사보고서 초록
	판권지
	표목차
	표 1. 조광조 관련 연혁

	그림목차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위치도(1/50,000)
	도면 2. 조사지역 고지도 1(해동지도)
	도면 3. 조사지역 고지도 2(대동여지도, 1861년 간))
	도면 4. 조사지역 근세지도(조선총독부 발행, 1919년 간)
	도면 5. 조사지역 위치도(1/5,000)
	도면 6. 심곡서원 배치도
	도면 7. 유구 현황도
	도면 8. 중심둑 토층도(남-북, 동-서)
	도면 9. 추정 담장지 및 축대 평·단면도
	도면 10. 일소당 이전 기단 입면도
	도면 11. 일소당 기단 하부 아궁이 평·단면도
	도면 12.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도기, 자기, 금속기)
	도면 13.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기와)
	도면 14.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기와)

	사진목차
	사진 1. 심곡서원 전경
	사진 2. 하마비
	사진 3. 조광조 묘역 전경
	사진 4. 조광조 묘 근경
	사진 5. 심곡서원 조사전 전경
	사진 6. 2구역 동벽 토층
	사진 7. 2구역 폐와무더기
	사진 8. 3구역 동벽 토층
	사진 9. 3구역 조사중 전경
	사진 10. 3구역 담장지 전경
	사진 11. 3구역 담장지 및 축대 전경
	사진 12. 3구역 담장지 및 축대 전경
	사진 13. 3구역 담장지 조사 완료 후 전경(동에서)
	사진 14. 3구역 담장지 조사 완료 후 전경(서에서)
	사진 15. 3구역 담당지 확장부 전경
	사진 16. 3구역 조사 완료 후 전경
	사진 17. 일소당 이전기단 노출 전경
	사진 18. 추정 난방시설 아궁이 조사전 전경
	사진 19. 아궁이 내부 토층
	사진 20. 아궁이 조사후 전경
	사진 21. 아궁이 조사후 전경
	사진 22. 발굴조사 완료 후 전경(북서에서)
	사진 23. 발굴조사 완료 후 전경(남동에서)
	사진 24. 발굴조사 작업광경
	사진 25.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도기, 자기, 금속기)
	사진 26.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기와)
	사진 27. 조사지역 내 출토유물(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