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정교 유지 조사
(慶州 月凈橋 遺址 調査)
文化財一課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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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序)
신라(新羅)가 다리를 건설(建設)하는 기록은 5세기초(世紀初)가 되어야 보인다.
이 이전에도 다리는 있었을 것이나 아마도 징검다리 같은 것이거나 규모가 적은 목교
(木橋)같은 것들이었을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高句麗)의 지배를 받는 시기인 실성왕(實性王) 12年(413)에 평양주(平
壤州) 대교(大橋)를 신성(新成)했다고 국사기(國史紀)에 보이는데 평양(平壤) 대교(大橋)
가 어느 곳에 있었는가 의문이다.
이때 고구려(高句麗)는 광개토대왕이 돌아가시고 다음 왕(王)인 장수왕(長壽王)이 왕
위(王位)에 오른 해가 된다.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은 서기 409년에 평양(平壤)의 민가
(民家)를 옮기고 장차 국도(國都)를 평양(平壤)으로 옮기려고 기초작업을 하다가 완수하
지 못하고 장수왕(長壽王)이 이를 이어 동왕(同王) 15年(427)에 평양으로 국도(國都)를
옮겼다.
아마도 신라(新羅)가 고구려의 요청에 의하여 고구려 국도건설(國都建設)에 참여하여
평양(平壤) 대교(大橋)를 신성(新成)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일설(一說)은 당시의 평양
(平壤)이 경기도(京畿道) 양주(楊州)로 비정하나 이때 양주(楊州)도 신라의 영토가 아니
고 高句麗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이는 경주지구(慶州地區)의 다리를 보면 금교(金橋)가
서천(西川)에 있었고 평진왕(平眞王)때 만들어진 귀교(鬼橋)가 남천(南天)의 하류(下流)
인 신원사(新元寺) 옆에 있었다.
월성(月城)에서 남산신성(南山新城)으로 가는 남천(南天)에는 유교가 있었다. 원효대
사(元曉大師)가 이 다리를 건너 요석궁공주(瑤石宮公主)와의 인연을 맺는 것을 보면 무
열왕(武烈王) 이전에 가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한 경주지역(慶州地域)의 다리를 보면 경덕왕(景德王) 19年(760)에 궁남(宮南)의 문천
에 월정(月凈) 춘양(春陽)의 두다리를 놓았다는 것인데 동경잡기(東京雜記)에 의하면 ｢
일정교(日精橋)는 일운(一云) 춘양교(春陽橋)니 부동(府東) 남문천상(南蚊川上)에 있고
월정교(月精橋)는 부서남문천상(府西南蚊川上)에 있었으니 두 다리의 유지(遺址)가 아직
남아 있다 하였다.｣
그러니 춘양교(春陽橋)는 일정교(日精橋)라 부르게 되고 월정교(月凈橋)가 월정교(月
精橋)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궁남누교(宮南樓橋)가 원성왕(元聖王) 14年(798)에
불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 다리는 목교(木橋)로서 다리의 수명을 오래 하기 위하여
비를 맞지않게 건물(建物)을 교각 위에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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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승람에 대교(大橋)가 문천상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정교(日精橋), 월정
교(月精橋)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효불효교(孝不孝橋)가 부동육리(府東六里)에 있으며 굴연천교(掘淵川橋)가 부북(府
北)20里에 있으니 일명(一名) 광제원교(廣濟院橋)라 하였다. 이 광제원교(廣濟院橋)는
1845年 홍수로 인하여 강문의 수로(水路)가 바뀌어 부북(府北)15里로 옮겼다는 동경잡
기(東京雜記)의 기록으로 보아 근세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국여지승람(東國
與地勝覽)에 있는 신원교(新元橋)는 귀교(鬼橋)의 딴 이름인 것 같고 동경잡기(東京雜
記)에 기록된 남정교(南亭橋)는 부남(府南) 5里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월정교(月精橋)
를 고려충렬왕(高麗忠烈王) 6年(1280)에 중수(重修)하였던 일이 있다.
그러나 현재(現在) 이 다리들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다만 남천(南川)에 몇개
의 교지(橋址)가 남아있는데 이중에서 경주시(慶州市) 교동(校洞)의 사마소(司馬所)앞
유적(遺蹟)을 지표(地表)에 들어난 것만 경주사적관리사무소(慶州史蹟管理事務所)가 실
측(實測) 조사(調査)하였다. 조사(調査) 기간(期間)은 1975年 4月 15日부터 4月 25日까
지이며 이에 참여한 조사자(調査者)는 필자(筆者)를 위시하여 김세현 박종석 최길환 차
상태 고길희였다.

2. 교지(橋址)
교각(橋脚)에 편의상 설명(說明)을 위하여 호수(號數)를 붙인다.
가. 교각(橋脚) 第1號
이 교각(橋脚)은 교안북(橋岸北)에서 12m 60cm 남(南)으로 떨어져 있었다.
강바닥은 암반위에 모래층을 이루고 있는데 第2虎 교각(橋脚)과 같은 유구(遺構)가 밑
에 깔리고 그 위에다가 장대석을 쌓은 교각을 설치했던 것이다.
이 구조를 보면 장대석을 2m80cm의 간격을 두고 양가를 싸 올리고 그 안에는 공자
형(工字形) 버팀을 장대석으로 주고 내부는 큰 잡석으로 채웠다. 그리고 물을 처음 받는
교각(橋脚) 앞면은 화살촉 모양의 삼각형으로 처리하여 수압을 적게 받게하였다. 물이
빠져 나가는 교각(橋脚) 뒷면도 역시 같은 방볍으로 처리하였다.
이 삼각형 양면의 길이는 또같이 2m였으며 앞뒤가 똑같은 것이였으나 물에 부디치던
앞면은 끝부분의 유구(遺構)가 교란되어 있었다.
이 삼각형 끝부분은 4모진 돌을 마름몰 설치하였는데 이돌은 크기가
1m20cm×1m18cm×60cm였다.
이 돌 옆에는 사다리꼴로 된 두개의 돌이 양 옆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돌은 마름모로
놓은 네모진 돌과 장대석과를 연결시키는 가운데 끼여있다. 그래서 마름모로 놓인 돌과
사다리 꼴 돌은 길이가 40cm, 폭이 6cm, 은장머리가 12cm나 되는 은장으로 연결했던
홈이 양옆으로 하나씩 파여있다. 또한 마름모로 놓은 삼각형 끝 부분의 돌에는 지름이
40cm의 둥근 구멍이 파여있고 그 옆에 지름 6cm의 작은 구멍이 둥글게 뚫려있다.
이것은 석주를 세웠던 곶이 구멍이라 생각된다. 6cm의 작은 구멍은 큰 석주가 움직이
지 않게하는 곶이가 박혔던 것인지 의문시 되기도 했다.
사다리꼴 돌은 물면에 노출되는 면의 길이는 80cm가 하나 90cm가 하나였다. 이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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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선으로 놓인 장대석과 연결되었는데 여기도 앞에 기록한 것과 같은 은장 하나씩으
로 연결되어 있었다.
장대석은 北 교안(橋岸)쪽 면만이 1단 온전히 남아있는데 삼각형이 남아있는 뒷면에
서 그 놓인 순서대로 보면 1m75cm×65cm×60cm, 1m75cm×55cm×60cm,
2m55cm×60cm×60cm, 1m73cm×60cm×60cm, 2m56cm×70cm×60cm의 큰 장대석이 놓
여있는데 이것은 은장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 장대석중 3개는 지름 6cm
의 구멍이 파여 있다.
물결에 처음 부딪치던 교각(橋脚) 앞면의 삼각형 부분에는 마름모로 놓은 공은 없어
지고 사다리꼴 돌 두개가 제 위치에 남아 있는데 그것은 먼저 설명한 크기와도 비슷하
다.
역시 이 사다리꼴 돌에는 마름모로 놓았던 돌과 장대석과를 사이에서 연결하는 양쪽
의 은장구멍이 파여 있다. 이 은장의 크기도 역시 같다 강쪽 교각면에는 장대석 하나가
제 위치에 남아 있는데 크기는 2m86cm×66cm×60cm였다.
이를 미루어 이 교각(橋脚)의 두께는 2m80cm가 된다.
교각 내부는 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교각 앞쪽에서 3m80cm의 안으로 공자(工字)
로 짯는데 그 가로지른 장대석은 1m 45cm×60cm×60cm였다.
그리고 교각 뒤에서 안으로 5m80cm되는 곳에 역시 공자로 장대석을 짯는데 그 크기
는 1m 47cm×62cm×60cm였다.
그외의 내부는 잡석으로 채웠다.
교각(橋脚)옆으로 무너진 석재(石材)가 그대로 흩어져 있는데 은장으로 연결했던 사다
리꼴 들이 3개가 있고 6cm의 구멍이 파인 마름모꼴 석새가 하나있으며 1m85cm에서
80cm 내외의 긴 장대석이 13개가 있고 교각내부 채움돌로 썼던 것으로 생각되는 석재
가 흩어져 있었다.
이 교각의 삼각형 부분을 복원한 수치로 보면 교각의 폭이 13m 80cm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調査)는 발굴(發掘)을 하지 않고 지표(地表)의 유구(遺構)를 조사한
것이어서 이 교각(橋脚) 밑의 구조는 확실히 조사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노출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큰 방형의 초석 교지(橋址)에 第2 교각에서
보이는 방형의 홈이 파여 있고 돌면이 물에 씻기여 달아 있었다.
이것을 보면 이 교각(橋脚)은 밑에 깔려 있는 교각(橋脚)이 먼저되고 위에 다시 쌓은
것이 후에 된 것이었다.
또한 장대석 교각 유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북교안(北橋岸)의 사마소(司馬所) 쪽으로
2m55×70cm×60cm의 장대석이 하나 모래속에 반쯤 묻혀 있는데 교각(橋脚)쪽으로 향한
면에 영광대(影光臺)란 글자가 깊고 크게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장대석 교각면의 2단이
상 어느 곳에 축조되었던 부재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 돌이 무너지면서 글자가 꺼꾸로
뒤 엎혀 있기 때문이다.
이 교각의 돌 다듬은 솜씨는 정다듬 한번정도를 한 것이였고 채석당시 석정 자리들이
손바닥처럼 나 있는데 이것은 신라의 채석수법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
다.
나. 교각(橋脚) 제2號
제2호 교각(橋脚) 중심(中心)은 제1號 교각(橋脚) 중심(中心)에서 12m 60cm 남(南)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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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떨어진 강(江) 중심(中心)쪽에 설치(設置)되어 있었다.
이 유구(遺構)는 교각(橋脚)의 가장 밑받침석이 한단 깔려 있는데 강바닥 암바위의 모
래층에 깊이 박아 견고하게 설치되었다. 이 교각(橋脚)은 물에 받치는 면이나 물이 빠지
는 면을 삼각형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큰 초석 네개씩을 앞뒤로 배치하고 그 사이는 장대석과 네모진 큰 둘로 틈이없이 박
아서 견고하게 하였다.
앞면의 4개의 초석 面만을 보면 1m85cm×1m85cm, 1m85cm×1m85cm,
1m85cm×1m70cm, 1m75cm×1m70cm, 이며 뒷면의 4개의 초석면은 1m89m×1m68cm,
1m84cm×1m73cm, 1m80cm×1m75, 1m85cm×1m65cm이다.
이들 방형 초석속에 1m20cm×1m20cm정도의 면을 깊이 3cm정도로 턱이지게 파여 있
다. 여기에는 8개의 방형 석주가 섰거나 목주(木主)가 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각(橋脚) 가운데는 길이가 2m에서 1m80cm이며 넓이가 76cm에서 50cm의
장대석 7개가 종으로 놓여있고 1m86cm×1m83cm의 큰 방형석 하나와
1m69cm×1m×16cm의 작은 방형석(方形石) 하나가 놓여 있다.
이 교각은 이 이상 더 잡석을 채우거나 석단(石段)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기
초 전부인 것 같다.
이 교지(橋址)는 물에 달아서 면이 곱게 깍이여 있다.
그리고 은장을 사용하거나 구명을 뚫은 것이 없다.
제1號 교각과 같이 이 교각(橋脚)위에 다시 교각(橋脚)이 설치되었던 것이 모두 물에
떠내려가고 가장 견고한 초석만 남아 있는 것이였다.
이 초석은 황룡사지(皇龍寺址)나 분황사(芬黃寺)의 초석과 연결되는 일면이 있어 통일
(統一) 이전(以前)의 유구(遺構)로 보인다.
이 교각(橋脚)의 돌 두께는 완전(完全)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강(江) 바닥을 파면 알수 있으나 발굴(發掘)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굴(發掘)을 하면 교각(橋脚)의 기초부분을 파괴하여 강물이 범람할때 유실이
나 또는 변형의 염려도 있었다.
이 초석 밑에 심초석을 놓고 그 위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암반 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석 1면이 노출된 부분을 재어보니 두께가 76cm 정도 되었다.
이 교각(橋脚)은 폭이 13m이고 두께가 약 3m50cm로서 第1號교각보다 두꺼운 것이었
다.
다. 교각(橋脚) 第3號
第2號 교각(橋脚) 중심(中心)에서 第3號 교각(橋脚) 중심(中心)까지가 역시 12m60cm
였다.
이 교각(橋脚)도 第2號 교각(橋脚)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 진 것이다.
물에

부딪치는

앞면의

방형

초석

4개는

그

면이

1m85cm×1m85cm,

1m75cm×1m85cm, 1m85cm×1m85cm, 1m75cm×1m85cm이며 물이 빠지는 뒷면 4개의
초석은 그 면이 1m89cm×1m65cm, 1m80cm×1m75cm, 1m85cm×1m65cm,
1m84cm×1m73cm였다.
이들 초석 면(面)에는 第2號 교각(橋脚)에서 본것과 같은 홈이 파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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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각(橋脚) 끝의 한돌에는 지름 40cm의 둥근 구멍이 파여 있다. 앞뒤 초석사
이는 1m80cm 내외의 장대석 8개가 종으로 끼여있고 1m10cm 정도의 방형석도 끼여있
다.
그런에 이 방형석(方形石) 세개중 하나에 은장의 반쪽 홈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접하
여 연결되게 놓였던 돌이므로 원래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에 보수하면서 끼워지니
것 같다.
이 3개의 방형석(方形石)은 장대석으로 끼워졌던 곳을 채운 것이거나 아니면 최초에
는 초석 8개만이 하나의 교각(橋脚)을 이루고 가운데 장대석도 없었던 것인 것 같기도
하다.
돌의 석질과 다듬은 수법이 초석과 장대석은 달랐다. 이 장대석(長臺石)은 후에 삼각
형 면을 처리한 교각(橋脚)으로 중수(重修)할때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끼운 것인
것 같기도 했다.
이 교각의 폭은 13m이고 두께는 3m50cm 내외가 된다.
第2號 교각과 같은 규모이다.
라. 교각(橋脚) 第4號
第3號 교각(橋脚) 중심(中心)에서 第4號 교각(橋脚) 중심(中心)까지 거리는 12m60cm
였다.
그리고 남교안(南橋岸)에서 第4號 교각(橋脚) 중심(中心)까지도 12m60cm였다
이 교각(橋脚)은 第1號 교각(橋脚)과 같은 구조였다.
물을 처음 받는 교각 앞면에 1m16cm×1m25cm의 방형석(方形石)을 마름모로 놓고 그
양옆으로 사다리꼴 돌하나씩을 끼우고 이 사다리꼴 돌이 양쪽으로 놓인 두줄의 외곽 장
대석(長臺石)에 연결되게 되어 있다. 돌과 돌사이의 연결점에는 길이 40cm 넓이 6cm
은장머리 12cm나 되는 은장으로 연결했던 홈이 파여 있다.
그리고 교각 面은 장대석(長臺石)으로 쌓았는데 2m80cm×65cm×80cm나 되는 큰 장
대석에서부터 83cm×60cm×80cm의 작은 장대석까지 6개의 장대석이 놓여 있고 방형석
(方形石)

4개가 놓여 있다. 장대석과 장대석을 은장으로 연결한 것이 하나 있고 교각

내부에 공자(工字)로 끼운 장대석이 있는데 이는 1m50cm×85cm×80cm의 것이였다.
이 공자(工字) 부분의 연결점에 은장으로 서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던 홈이 파여있
다.
그리고 지름 6cm의 구멍이 장대석, 8개처에 있으며 교각 내부는 적당히 큰 돌로 채웠
다.
교각(橋脚)뒤끝의 삼각형 처리 부분에 1m20cm×1m26cm×80cm의 방형석(方形石)을
마름몰 놓았고 이 돌 중앙에 지름 6cm의 둥근 구멍이 뚫여있다.
그리고 양 옆으로 사다리꼴형 돌두개가 양쪽으로 놓여 있는데 이 돌들은 역시 장대석
과 삼각형끝의 방형석(方形石)을 연결하는 은장의 홈이 한면에 하나씩 파여 있다.
장대석 설치부분에 64cm×90cm×80cm의 방형석(方形石)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지름
40cm의 둥근 구멍이 파여 있다.
외곽(外廓)으로 무너진 돌들이 있는데 역시 이와 같은 구조로 쌓였던 석재(石材)가 무
너진 것이였다.
이 교각(橋脚)의 밑 바닥에는 第2號 第3號 교각(橋脚)과 같은 유구(遺構)가 박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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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바닥의 유구(遺構)는 표면(表面)이 물에 깎이어 달아있었다.
그래서 위에 노출된 第4號 교각(橋脚)의 유구(遺構)는 강바닥에 매몰되어 있는 초석과
같이 만들어 진것이 아니라 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第4號 노출 교각(橋脚)의 폭은 13m80cm이며 두께는 2m80cm였다.
이것은 第1號 교각과 같은 것이었다.
마. 북(北) 교안(橋岸)
北 교안(橋岸)의 석대(石臺) 위에는 지금 사마소(司馬所)의 건물(建物)이있다.
처음 교대(橋臺)로 쌓였던 장대석(長臺石) 축대(築臺)가 있는데 다소 변형 되었겠지만
그때의 석재(石材)는 많이 남아있었다.
이 장대석(長臺石) 석축(石축)의 남측(南側) 길이는 23m35cm이며 높이가 2m37cm로
서 길이가 1m이상(以上) 폭은 35cm 내외의 장대석(長臺石) 5단(段)으로 쌓았다.
이 석단(石段) 위에는 사마소(司馬所)의 담장을 설치(設置)하고 있는데 이 사마소(司馬
所)를 건립(建立)할 때 교대(橋臺)의 돌을 많이 헐어다 썼을 것으로 보이며 사마소(司馬
所) 동(東)쪽 석축(石築) 면(面)도 교대(橋臺) 돌이었다. 그러나 이 북(北) 교대(橋臺)는
사마소(司馬所)의 집터가 왼 그 높이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 남(南) 교안(橋岸)
교안(橋岸)의 대석(臺石) 일부가 남천(南川) 강뚝에 묻히어 있는데 노출된 석대(石臺)
길이가 1m 이상이며 폭이 40cm되는 큰 장대석으로 정연하게 쌓여있다.
가장 완전히 남은 부분(部分)은 6단(段)으로 쌓아서 높이가 지반에서 2m32cm 정도이
고 길이가 44m 27cm였다.
이것을 보면 교안(橋岸)은 상당히 길게 강안(江岸)을 장대석(長臺石)으로 쌓고 교대
(橋臺)의 높이는 지금의 6段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
이 남교안(南橋岸) 장대석(長臺石)과 북교안(北橋岸)의 장대석(長臺石) 석축(石築)은
같은 구조로 쌓았고 같은 둘이며 교대(橋臺)로서 틀림없는 유구(遺構)였다.

3. 결어(結語)
교지(橋址)로 본 이 다리는 4개의 교각(橋脚)을 12m60cm씩 간격으로 세우고 두번에
걸쳐 만들어진 교각(橋脚)이었다.
다리의 총 길이는 63m가 되고 다리 폭은 14m 내외가 되었다.
第3號 第4, 교각(橋脚)에서 볼수있는 최초의 다리는 8개의 돌기둥이나 나무기둥을 네
개씩 모아 세운 교각이였으며 교각(橋脚)과 교각(橋脚) 사이에는 나무를 걸어서 두꺼운
판자를 깔았거나 판석을 깔았을 것이다.
교각(橋脚)과 교각(橋脚)과의 12m60cm의 간격은 석재로 보를 걸기에는 너무 긴 거리
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석교인 서울 수표교는 교각(橋脚)과의 거리가 3m 내외이며 가장
긴 석교(石橋)였던 서울 살곶이 다리는 교각(橋脚)의 간격의 일정하지 않지만 가장 긴
것이 3m80cm이다.
그러므로 12m60cm는 나무로 걸어야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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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곶이 다리나 수표교의 석주(石柱) 교각(橋脚) 밑에는 방형 초석으로 받쳐 있는데 월
정교(月凈橋) 교각도 석주(石柱)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교각의 전후(前後)를 삼각형으로 처리하여 물의 힘을 적게 받게 만든 구조는
발달된 양식이었다.
수압을 받는 면적을 적게하기 위하여 이렇게 삼각형이나 마름모로 처리한 것은 수표
교나 살곶이 다리의 교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교각의 석주(石柱)는 마름모로 세워져있다.
이 삼각형 교각은 마름모로 놓은 초석 위에다 꽂이가 있는 석주(石柱)를 전후(前後)에
세우고 장대석으로 상당한 높이까지 쌓아 올려서 요즘 보는 교각(橋脚)과 같이 석대(石
臺)를 만들고 석대(石臺)와 석대(石臺)를 나무를 걸쳐서 판자를 깔았을 것이며 난간같은
장식도 했을 것이다.
만일 목교(木橋)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하여 긴 회랑 같은 건물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목교(木橋)가 비를 맞으면 40年을 넘길 수 없으므로 비를 맞지 않게 긴 회랑같은

건

물을 지으면 100年쯤 견디기가 어렵지 않다. 이 다리가 평교(平橋)냐 무지개 다리였나
는 알 수 없으나 가운데 교각을 높이하면 무지개 다리같이 될수 있을 것이나 이것은 평
교(平橋)였을

것이 더 타당하다.

이제 이 다리에 대하여 기록으로 살펴보면 이 다리는 도성(都城)인 월성(月城)에서 남
산성(南山城)에 가는 가장 큰 다리다.
태종무열왕대(太宗武烈王代)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남산(南山)에서 요성궁으로 오는
데 건느는 유교(楡橋)는 이 다리로 비정되는데 이 유교(楡橋)가 황룡사지(皇龍寺址)나
분황사(芬皇寺)에서 볼수 있는 방형초석으로 교각(橋脚)기초를 한 유구(遺構)에 기둥을
세워서 만들었던 다리가 아닌가 한다.
진평왕대(眞平王代) 남산성(南山城)을 쌓으면서 도구(都構)에서 남산성(南山城)에 나
가는 다리도 만들었거나 이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덕왕(景德王)19(760)年에 보이는 월정(月凈)과 춘양(春楊)의 이교중(二橋中)
월정교(月凈橋)는 이 유교(楡橋)를 새로 헐고 튼튼하게 중건(重建)한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장대석(長臺石) 축대를 쌓는 수법도 삼국시대(三國時代) 유적(遺蹟) 축대에서는 볼 수
없고 현재 이 교지(橋址)에 남아 있는 그런 것은 신라(新羅) 8세기가 되어야 많이 보인
다. 문무왕대(文武王代)의 안압지(雁鴨池) 축대도 장대(長臺)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작
은 절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춘양교(春楊橋)는 現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 西편 남천(南川)에 무너져 있는 교지(橋
址)로 볼수 있으며 이 다리의 돌 다듬은 솜씨가 월정교(月凈橋)의 석재들과 같은 솜씨
이며 석질도 같다.
사실은 이 두다리를 정밀히 같이 조사하여 규명하면 더욱 정밀한 비교가 될 것인데
여의치 못하여 미흡하게 되었다. 이 일정교(日精橋)의 교안(橋岸) 석대(石臺)도 장대석
으로 쌓았는데 현재 동(東)편 교대(橋臺)가 박물관(博物館) 축대에 일부(一部)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第1號 교각(橋脚)에서 발견(發見)된 영광대(影光臺)란 글씨는 어느 시대에 새
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광(影光)과 월정(月凈)은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 이 다리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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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月凈橋) 또는 월정교(月精橋)인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혹시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의 중수시(重修時)에 새겼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조사(調査) 실측(實測)은 교지(橋址)의 현상 보존(保存)과 지표(地表)에 나타난
유구(遺構)의 실측도작성(實測圖作成) 및 그 일단을 조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려(高麗)나 조선시대(朝鮮時代)에도 이같이 큰 다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더
구나 다리 폭이 14m 내외(內外)의 넓은 것은 잘 볼 수 없는 것으로 신라(新羅) 경도(京
都)의 도로(道路)를 추정하는데도 일고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발달된 다리건설의 기술
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교지(橋址)이다.
조선왕조(朝鮮王朝)의 큰 석교였던 살곶이 다리의 폭이 6m이며 한성(漢城)가운데 놓
였던 수표교의 폭이 8m이다.
다음에 필요(必要)한 경우에 발굴(發掘)을 통한 정밀한 조사(調査)가 있을 것을 미루
워 보면서 간단한 지표조사(地表調査)의 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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橋脚 第 3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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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側橋台 (其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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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側 橋台 (其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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