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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言

경주(慶州) 불국사(佛國寺)는 1969년도(年度)에 복원계획(復元計劃)이 수립(樹立)되어 

1973年까지 주요(主要) 전당(殿堂)들이 발굴(發掘)되고 복원(復元)되어 퇴락했던 옛모습

을 일신(一新)하고 지금의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기록(記錄)에 보이는 모든 건

물지(建物址)를 전부 확인(確認)하는 발굴(發掘)은 이때 시행(施行)되지 못하 고 추후

(追後)의 작업(作業)으로 미루어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근간(近間)에 들어 불국사(佛國寺)에 다시 대대적(大大的)인 사역(寺域) 정비

불사(整備佛事)가 벌어져 주위경관(周圍景觀)도 고치고 새로운 건물(建物)을 조 (造營)

하고 있으며 이미 일주문(一柱門)과 사천왕문(四天王門), 선원(禪院)과 강원(講院)이 신

축(新築)되었고 앞으로 몇 개의 건물(建物)을 더 지으려 계획(計劃)하고 있다. 이 일연

(一連)의 공사(工事)는 현(現) 최월산(崔月山) 주지(住持)의 주도하(主導下)에 불국사(佛

國寺) 자체사업(自體事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發掘調査)는 이 불사(佛事)의 연속사업(連續事業)인 주지실(住持室) 겸 

응접실(應接室)로 사용할 새 요사(窯舍)의 신축공사(新築工事)중 우연히 지하유구(地下

遺構)가 발견(發見)되어 사전(事前) 발굴(發掘)을 실시(實施)하게 된 것이다. 먼저의 복

원(復元)을 위한 발굴(發掘)에서 제외(除外)되었던 곳이나 기록(記錄)에 보이는 많은 건

물지(建物址) 중 일부라도 확인(確認)할 수 있는 기회(機會)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그 결

과(結果)를 이 지면(紙面)을 빌어 간략(簡略)하게나마 소개하여 두고자 한다.

이 발굴(發掘)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경주고분발굴조사단(慶州古墳發掘調査

團)(김정기(金正基), 김동현(金東賢), 조유전(趙由典), 최병현(崔秉鉉), 남시진(南時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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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金世鉉), 최경희(崔敬嬉), 윤덕향(尹德香))이 맡아 하 으며 발굴조사(發掘調査)

의 소요(所要) 경비(經費)는 불국사(佛國寺)에서 부담하여 주었고 경주시(慶州市)가 행

정적(行政的) 지원(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2. 유적의 위치 및 발굴전 현상(遺蹟의 位置 및 發掘前 現狀)(圖版 1. 

13, 圖面 1)

이번에 발굴(發掘)을 실시(實施)한 곳은 경북(慶北) 경주시(慶州市) 진현동(進峴洞) 불

국사(佛國寺) 경내(境內) 극락전(極樂殿) 북회랑(北廻廊)의 서(西)쪽 끝부분에서 북편(北

便)으로 접(接)하여 있는 대지(臺地) 약 200평으로 최근까지 요사(寮舍)가 자리잡고 있

었던 곳이다. 이 대지(臺地)의 동(東)쪽과 남(南)쪽 동단부(東端部)에는 구(舊) 요사(寮

舍)의 담장이 돌려져 있고 동(東)쪽 담장 넘어로는 극락전(極樂殿) 정북편(正北便)에 전

(前)의 복원(復元)을 위한 발굴시(發掘時) 법화전지(法華殿址)로 추정(推定)하여 주초(柱

礎)를 배열(配列)해둔 건물지(建物址)가 자리잡고 있다. 서(西)쪽으로는 수목(樹木)이 우

거진 낮으막한 능선이 가로막아 있고 북편(北便)으로는 자연석(自然石)으로 쌓은 높이 

1m의 남면(南面)한 석축(石築)이 있어 그 위로 꽤 넓은 대지(臺地)가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現在) 이곳에는 수목(樹木)이 울창하게 들어차 있으나 옛날에는 중요한 전각(殿閣)

이 서있기에 충분한 입지조건(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다. 

조사(調査)를 착수(着手)하기 전(前)의 발굴지역(發掘地域) 현상(現狀)은 구요사(舊寮

舍)를 헐어내고 새 요사(寮舍) 신축(新築)을 막 시작하려던 차에 공사(工事)가 중단(中

斷)되어서 구(舊) 요사(寮舍)에 사용되었던 석재(石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대지

(臺地)의 서북편(西北便)에는 지하실(地下室)을 만들기 위한 동서(東西) 약(約) 7m 남북

(南北) 약(約) 11m 깊이 약(約) 4m의 지하갱(地下坑)이 파여져 있었으며 갱(坑)의 동서

(東西)로는 갱(坑)을 팔 때 나온 흙이 쌓여 있었다. 갱내(坑內)에는 동(東)쪽 벽밑에 장

대석조(長臺石造) 축대(築臺)가 무너져서 장대석(長臺石)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3. 발굴조사 경위(發掘調査 經緯)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최근(最近) 벌어지고 있는 사역정비불사(寺域整備佛事)의 연

결사업(連結事業)으로 불국사(佛國寺) 사찰측(寺刹側)에서 주지실(住持室) 겸 응접실(應

接室)로 사용할 새 요사(寮舍)의 건립(建立)이 계획(計劃)되었다. 이에따라 신축부지(新

築敷地)를 물색한 결과 현재(現在) 사찰(寺刹) 전체(全體)의 건물배치(建物配置)나 향후

(向後) 사역(寺域) 관리상(管理上)의 편의를 고려하여 극락전(極樂殿) 서북편(西北便)에 

기존(旣存)하고 있던 구요사(舊寮舍) 자리가 가장 적당한 입지(立地)로 선정(選定)되었

다. 그래서 구요사(舊寮舍)를 헐어내고 그 위치(位置)에 건축허가(建築許可)를 받아 요

사신축(寮舍新築)에 필요한 부재(部材)를 치목(治木)하는 한편 먼저 지하실(地下室)을 

마련할 자리의 터파기 공사(工事)를 1978年 6月 115일경(日頃)부터 시작하 다. 대지(臺

地)의 서북편(西北便)에 치우쳐 장방형(長方形) 수직갱(垂直坑)을 파내려 갔는데 표토하

(表土下) 2.6m까지는 부식토로 매몰되어 있었고 그 이하부터는 생토층(生土層)이 나타

나 계속하여 표토하(表土下) 4m까지 굴진(掘進)하여 터파기를 완료(完了)하고 지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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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下室) 공사(工事)를 본격적(本格的)으로 시작하려고 하 다. 그런데 이때 심한 비가 

내려 지하갱(地下坑)의 벽(壁)이 무너져 내리면서 동벽(東壁)의 흙이 붕괴(崩壞)된 뒤편

(便)서 생토층(生土層) 바로 위부터 현(現) 지표하(地表下) 약(約) 40㎝까지 높이 약(約) 

1.3m로 장대석(長臺石)으로 정연(整然)하게 서면(西面)하여 쌓은 축대(築臺)가 노출(露

出)되었다.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인식(認識)이 깊은 불국사(佛國寺) 최월산(崔月山) 주

지(住持)는 석축(石築)이 발견(發見)된 당일(當日)인 6月 19日 이 사실을 경주사적관리

사무소(慶州史蹟管理事務所)에 신고(申告)하 고 신고(申告)에 접(接)한 동(同) 사무소

(事務所)에서는 민헌식(閔憲植) 소장(所長)과 유문용(兪門龍) 문화재(文化財) 전문위원

(專門委員)이 즉시 현장(現場)을 답사(踏査)하여 그 처리(處理)를 의논(議論)하던 중 계

속 내린 비로 석축(石築)은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석축(石築)과 아울러 그 동편(東便) 

요사(寮舍) 신축지(新築地)의 사전(事前) 지하유구조사(地下遺構調査)를 한 후에 그 결

과(結果)에 따라 요사(寮舍) 신축여부(新築與否)를 다시 결정(決定)해야 함을 설명(說

明)하여 일단 공사(工事)를 중단(中斷)시키고 발굴(發掘)을 출원(出願)케 함으로써 이 

발굴(發掘)을 실시(實施)하게 된 것이다.

4. 발굴작업(發掘作業)(圖版 2-17, 圖面 2)

발굴작업(發掘作業)은 1978年 8月 7日부터 시작하여 동(同) 26日 노출(露出)된 유구

(遺構)의 실측(實測)을 마치고 발굴단(發掘團)이 철수(撤收)하 는데 작업일수(作業日

數) 19日에 투입(投入)된 인부(人夫)의 연인원(延人員)은 145명(名)이었다. 그동안 6개

소(個所)의 탐색(探索)트렌치를 파고 3개소의 시굴갱(試掘坑)를 넣어 발견(發見)된 유구

(遺構)를 전면적(全面的)으로 노출(露出)시키지는 못하 지만 이곳에 잔존(殘存)하는 유

구(遺構)의 배치상태(配置狀態)를 대략 파악(把握)하고 이 조사(調査)를 마무리 지었다.

1) 트렌치 1號

지하실갱(地下室坑)의 남편(南便)으로 폭(幅) 2m의 트렌치를 설정(設定)하여 구요사

(舊寮舍) 담밑까지 길게 넣었다.

이 트렌치의 동(東)쪽 부분(部分)에서 건물(建物) 동북우(東北隅)에 해당하는 “ㄱ”자

형(字形) 기단지대석(基壇地帶石)이 표토(表土) 직하(直下)에서 나타나고 그 서편(西便)

으로는 트렌치 남벽(南壁)에 접(接)하여 자연석(自然石)과 할석(割石)을 섞어 쌓은 4개

소(個所)의 초석(礎石) 적심석군(積心石群)이 약(約) 2.8m씩의 등간격(等間隔)으로 나타

났다. 적심석(積心石)이 묻힌 흙은 흑회색(黑灰色)으로 부식(腐蝕)된 점질토(粘質土)

는데 그 밑의 지반(地盤)은 명갈색(明褐色) 풍화사질토(風化砂質土)로써 동(東)에서 2번

째 적심석군(積心石群)까지는 표토하(表土下) 약(約) 40㎝에서 노출(露出)되었으나 그 

서편(西便)으로는 급강하(急降下)하여 트렌치 서단(西端)에서는 표토하(表土下) 1.6m에

서 이 토층(土層)이 나왔다. 그리고 적심석군(積心石群)도 동편(東便) 2개(個)는 한겹으

로 얇게 축조(築造)되었으나 서편(西便) 3개(個)는 두껍게 여러겹으로 쌓여 있었으며 가

장 서편(西便) 적심석군(積心石群)은 상면(上面)의 높이가 다른 3개소(個所)보다 약(約) 

1m 낮았다. 이렇게 높이와 수법상(手法上)의 차이(差異)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배치상

태(配置狀態)로 보아서는 4개(個)의 적심석군(積心石群)이 동일건물지(同一建物址)의 것

으로 생각되었다(편의상(便宜上) 건물지(建物址) 1號로 명명(命名)). 그리고 동(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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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와 4번째 적심석군(積心石群) 사이에는 기단지대석(基壇地帶石) 1매(枚)가 교란(攪

亂)된 채 트렌치 남벽(南壁)에 걸려 약간 노출(露出)되었는데 이 건물지(建物址) 서북우

(西北隅)의 것이 교란(攪亂)되어 이동(移動)되었던 것으로 보 다. 4번째 적심석군(積心

石群)의 서편(西便)으로는 부식토중(腐植土中)에 군데군데 가공석편(加工石片)의 구조물

(構造物)이 단편적(斷片的)으로 나타났으나 그 성격(性格)은 알 수 없었다.

이 트렌치의 북벽(北壁)에 접(接)하여는 건물지(建物址) 第1號의 동북우(東北隅) 초석

(礎石) 적심석군(積心石群)의 맞은 편(便)에서부터 서(西)쪽으로 약(約) 150㎝씩의 간격

(間隔)을 두고 3곳에 남북(南北)으로 배치(配置)한 듯한 할석(割石)의 석열(石列) 끝이 

나왔는데 놓인 모양이나 돌이 연기에 그을린 것으로 보아 구들장 고임돌의 바닥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圖版 3. 4)

한편 1號 건물지(建物址)의 동편(東便)에 근접(近接)하여 다른 건물지(建物址)의 기단

석(基壇石)이 표토(表土) 직하(直下)에서 서면(西面)하여 남북(南北)으로 나타나고 기단

석(基壇石)의 동편(東便)은 표토하(表土下) 약(約) 20㎝부터 이 건물지(建物址)의 기단

토(基壇土)로 보이는 적갈색(赤褐色) 점토층(粘土層)이 노출(露出)되었다. 이에 트렌치 

동단부(東端部)를 남(南)쪽으로 확장(擴張)하여 이 건물지(建物址) 기단(基壇) 서남우(西

南隅)를 노출(露出)시켰는데 이 건물지(建物址)는 구(舊) 요사(寮舍) 담장 밖으로 계속

됨을 알 수 있었다. (편의상(便宜上) 건물지(建物址) 2號로 명명(命名)) (圖版 7. 8)

2) 트렌치 2號

대지(臺地)의 동편(東便)으로 치우쳐 폭(幅) 2m로 남북(南北)으로 길게 구(舊) 요사

(寮舍) 남쪽 담밑까지 설정(設定)한 트렌치이다. 트렌치 1號와 만나는 부분(部分)은 폭

(幅) 50㎝씩의 굴제(掘堤)를 두어 트렌치 1號의 북편(北便)은 2-1號 남편(南便)은 2-2

號로 하여 작업(作業)하다가 후(後)에 굴제(掘堤)를 제거(除去)하여 조사(調査)하 다.

2-1號에서는 표토하(表土下) 20㎝까지 부식토(腐植土)가 덮혀 있었고, 그 이하(以下)

부터는 회색(灰色) 점질토층(粘質土層)이 나타나면서 자연석(自然石)을 상면(上面)만 가

공(加工)하여 만든 초석(礎石) 4개(個)가 남(南)쪽 굴제(堀堤) 밑에서부터 대강 1열(列)

이 되게 노출(露出)되었으나 간격(間隔)은 일정(一定)치 않았고 남(南)에서부터 첫칸은 

248㎝ 둘째칸은 204㎝ 셋째칸은 348㎝ 으며 가장 북쪽 초석(礎石)은 후술(後述)하는 

트렌치 3號의 부석유구(敷石遺構) 동남우(東南隅)에 해당되어 이들이 모두 단일(單一) 

유구(遺構)의 것인지는 의문이었다.

남(南)쪽 세 초석(礎石)의 동편(東便)으로 125㎝ 떨어진 지점(地點)에서는 동(東)으로 

면(面)한 지대석열(地帶石列)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초석(礎石)들보다 훨씬 낮고 지대석

(地帶石)이 묻힌 토층(土層)도 초석(礎石)이 묻힌 회색(灰色) 점질토(粘質土)와는 달리 

그 밑에 나타나는 명갈색(明褐色) 점질토(粘質土)이어서 초석(礎石)보다 앞서는 시대(時

代)의 유구(遺構)로 생각되었다. 트렌치 북단(北端) 가까이에는 동벽(東壁)쪽으로 할석

(割石)과 자연석(自然石)이 섞인 석열(石列)이 남북(南北)으로 약(約) 1.7m 나타났으나 

그 성격(性格)은 알 수 없었다. (圖版 7)

2-2號에서는 트렌치 동벽(東壁)에 접(接)하여 건물지(建物址) 1號의 동(東)쪽 기단석

(基壇石) 유지(遺址)가 나타나 트렌치를 동편(東便)으로 1m 더 확장(擴張)하여 노출(露

出)시켰는데 남(南)쪽으로는 지대석(地臺石) 유지(遺址)를 따라서 구(舊) 요사(寮舍) 담

장 바로 밑까지 발굴(發掘)했으나 현존(現存)하는 담장의 바로 안쪽에 이보다 전대(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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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의 담장 밑뿌리가 지대석(地臺石) 유지(遺址)보다 더 깊게 닿아 있어 이 부분(部分)

은 완전(完全) 유실(流失)되어 건물지(建物址) 남(南)쪽 끝을 확인(確認)할 수 없었다.

초석(礎石) 적심석군(積心石群)이 이 트렌치에서 1개소(個所) 발견(發見)되었는데 트

렌치 1號의 이 건물지(建物址) 동북우(東北隅) 초석(礎石) 적심석군(積心石群)과는 약

(約) 5m 떨어져 있어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대석(地臺石) 유지(遺址)의 내측(內側)인 이 건물지(建物址)의 기단내(基壇內)에 북

(北)쪽 굴제(堀堤)에서 남(南)으로 2.4m까지 지대석열(地臺石列)이 나타났는데 이 석열

(石列)은 트렌치 2-1號의 지대석열(地臺石列)과 1열(列)이 되었고 또한 이 트렌치 남

(南)쪽 부분(部分)에서는 전물지(建物址)  1號의 지대석(地臺石) 유지(遺址)의 동(東)쪽

에 바로 붙여서 또 하나의 지대석열(地臺石列)이 약(約) 2.7m 나타났는데 이것도 건물

지(建物址) 1號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앞서 설명(說明)한 지대석(地臺石)과 “레벨”이 같

아 같은 시기(時期)의 유구(遺構)로 생각되었다. (圖版 5)

3) 트렌치 3號

트렌치 1號와 평행(平行)되게 대지(臺地)의 북편(北便)에 설정(設定)하 으며 트렌치 

2號와 교차(交叉)되어 서편(西便)을 3-1號 동편(東便)을 3-2號로 하 으나 후(後)에 모

두 굴제(堀堤)를 제거(除去)하 다.

3-1號의 동(東)쪽 부분(部分)에서는 표토하(表土下) 약(約) 50㎝에서 직경(直徑) 40㎝ 

내외(內外)의 상면(上面)이 고른 자연석(自然石)을 깔은 유구(遺構)가 나타나 트렌치를 

남북(南北)으로 확장(擴張)하여 전면(全面) 노출(露出)시켰다. 이 부석유구(敷石遺構)의 

서편(西便)에서는 별(別)다른 구조물(構造物)이 없이 표토하(表土下) 60㎝ 하(下)에서 

황갈색(黃褐色) 풍화(風化) 점질토(粘質土)가 나왔다. (圖版 10)

3-2號에서는 특별한 유구(遺構)는 보이지 않았다.

4) 트렌치 4號

트렌치 1號의 서단(西端)에서 건물지(建物址) 1號의 서(西)쪽 끝을 확인(確認)하지 못

하 기 때문에 트렌치 1號와 평행(平行)되게 그 남(南)쪽에 설정(設定)하 다. 그러나 

극심(極甚)한 교란(攪亂)으로 건물지(建物址) 1號의 관련 유구(遺構)는 찾아볼 수 없었

으며 동(東)에서 서(西)로 갈수록 부식토층(腐植土層)이 깊어져 트렌치 서단(西端)에서

는 표토하(表土下) 160㎝에서야 끝이 나고 그 밑에 생토층(生土層)으로 보이는 황갈색

(黃褐色) 풍화(風化) 사질토층(砂質土層)이 나와 트렌치 1號와 같은 상태(狀態)를 보

다. 부식토층(腐植土層)에는 장대석열(長台石列) 혹은 할석조(割石造) 석군(石群)들이 

군데군데 나타났으며 교란(攪亂)되고 중복(重複)되어 그 성격(性格)을 파악(把握)하기가 

어려웠다. (圖版 6)

5) 트렌치 5號

트렌치 3-2號에서 건물지(建物址) 2號의 북단(北端)이 확인(確認)되지 않아 트렌치 1

號와의 사이 중간(中間)에 이 트렌치를 설치(設置)하 는데 건물지(建物址) 상면(上面)

은 크게 교란(攪亂)되었으나 기단토(基壇土)는 북(北)쪽으로 계속되었다. 그래서 트렌치 

3-2號까지 확장(擴張)하여 작업하 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세(後世)의 교란(攪亂)이 

심(甚)하여 건물지(建物址) 2號의 북단부(北端部)를 식별(識別)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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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南北)으로 시굴갱(試掘坑) 3號를 넣었는데 건물지(建物址) 2號의 기단토(基壇土)인 

적갈색(赤褐色) 점토층(粘土層)은 남(南)쪽 기단지대석(基壇地台石)의 북(北)쪽 9.9m 지

점(地點)에서 급강하(急降下)하여 낮아져서 10.8m 지점(地點)에서 끝이 났다. 그런데 일

단(一段) 낮아진 적갈색(赤褐色) 점토층(粘土層)의 위에는 후세(後世) 축토(築土)로 보

이는 흑회색(黑灰色) 부식토층(腐植土層)과 적갈색(赤褐色) 사질토(砂質土)가 차례로 덮

여있어 어느시기에 건물지(建物址) 2號의 북단부(北端部) 기단토(基壇土)를 깎아내고 그 

위에 다른 시공(施工)이 있었던 것 같아  건물지(建物址) 2號의 북단(北端)을 단정하기

는 어려웠으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표토하(表土下) 

110㎝인 적갈색(赤褐色) 점토층(粘土層)의 바닥에서는 생토층(生土層)인 단단한 황갈색

(黃褐色) 풍화(風化) 암반층(岩盤層)의 북(北)쪽 끝부분부터는 더 낮아지고 있었다. (圖

版 9, 圖面 4②)

6) 트렌치 6號

지하실갱(地下室坑)의 동벽(東壁)에서 발견(發見)되었던 장대석(長台石) 축대(築台)가 

그 남편(南便)을 지나는 트렌치 1號와 4號의 서(西)쪽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그 끝을 확

인(確認)하기 위하여 지하실갱(地下室坑) 남단부(南端部)에서 바로 이어서 판 트렌치이

다.

지하실갱(地下室坑)을 얼마 벗어나지 않아 장대석(長台石)이 2단(段)으로 쌓인 석축

(石築)의 남(南)쪽 끝이 나왔는데 상단(上段)의 장대석(長台石)은 상면(上面)이 남(南)으

로 경사(傾斜)지게 다듬은 것이었다. 석축(石築)의 끝에는 바닥돌과 같은 레벨에 석구

(石溝)가 동서(東西) 방향(方向)으로 놓여있었고 이 석구(石溝)의 위에는 자연석(自然

石)으로 남면(南面)한 석축(石築)이 낮게 쌓여 동(東)으로 계속되었다. 이에 트렌치 3號 

연장부(延長部)안에 시굴갱(試掘坑) 1號와 2號를 넣은 결과(結果) 1號까지는 자연석(自

然石)의 석축(石築)이 계속되었으나 2號에서는 바로 생토층(生土層)인 황갈색(黃褐色) 

풍화사질토층(風化砂質土層)이 나타나고 석축(石築)은 계속되지 않았다. (圖版 14-16)

이상(以上)의 트렌치 작업(作業) 외(外)에 이번 발굴(發掘)작업으로 판 것은 아니나 

이미 파져있는 지하실갱(地下室坑) 북벽(北壁)을 정리(整理)하여 석축(石築) 서편(西便)

의 토층(土層) 단면(斷面)을 조사(調査)하 다. 

여기서 나타난 토층(土層)을 보면 대개 표토하(表土下) 2.7m까지는 흑색(黑色) 부식

토층(腐植土層)이 계속 되었는데 그 속에는 불탄 와편(瓦片)이 섞인 소토층(燒土層)이 

들어가 있기도 하 다. 축석(築石) 앞으로 3.7m 까지의 부식토층(腐植土層) 아래에는 두

께 약(約) 50㎝로 황색(黃色) 점질토(粘質土)가 깔려 있었고 이 토층(土層)의 서단(西

端) 약 1.4m에는 직경(直徑) 30㎝ 내외(內外)의 할석(割石)이 박힌 석군(石群)이 있었는

데 이것은 지대석(地台石)이나 다른 석물(石物)의 적심석군(積心石君)을 단면(斷面)으로 

짤라 놓은 모양 같았다. 이 석군(石群)의 서편(西便)에는 부식토층(腐植土層) 밑에 적갈

색(赤葛色) 사력층(砂礫層)이 약 40㎝ 두께로 나타났는데 이 층(層)은 인공(人工)적으로 

단단히 다진 층(層)이었다. 그리고 점토층(粘土層)과 사력토층(砂礫土層)의 아래에는 바

로 생토층(生土層)인 황갈색(黃褐色) 풍화(風化) 사암층(砂岩層)이었다.

이와 같은 축대(築台) 서편(西便) 토층(土層)과 축대(築台) 동편(東便)과 남편(南便)의 

트렌치 작업(作業)에서 나타난 토층상태(土層狀態)를 종합(綜合) 검토(檢討)하여 보면 

축대(築台) 서편(西便)은 당초(當初)에 토함산(吐含山) 한 줄기의 계곡(溪谷)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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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추측(推測)된다. 그것은 이번 발굴(發掘)을 실시(實施)한 대지(台地)의 서편(西便)

에 낮은 능선(稜線)이 막아 서있고 대지(台地) 남편(南便) 즉 극락전서편(極樂殿西便)은 

현재(現在)도 지반(地盤)이 크게 낮은 상태(狀態)로서도 증명된다. 그리고 축대(築台)는 

원지형(原地形)이 유지되어 있을 당시 계곡(溪谷)의 동쪽 기슭에 쌓아올려 그 동편(東

便)을 대지(台地)로 조성(造成)하 던 것인데 어느 시기에 계곡(溪谷)을 막아서 지금의 

지형(地形)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推測)된다.(圖版 17, 圖面 4-①)

5. 발굴유구(發掘遺構)

이상(以上)과 같은 발굴조사(發掘調査)를 통(通)하여 이 지역(地域)에는 여러개의 건

축유구(建築遺構)가 잔존(殘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유구(遺構)들이 서

로 중복(重復)되고 교란(攪亂)되어 그 실상(實狀)을 전부(全部) 파악(把握)하기는 어려

웠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략이나마 윤곽(輪廓)이 잡히는 건물지(建物址) 2개소(個所)와 

부석유구(敷石遺構) 그리고 석축(石築)에 대하여 간략(簡略)히 기술(記述)해 두고자 한

다.(圖面 2)

1) 건물지(建物址) 1號(圖版 3-5)

트렌치 1號와 2-2號에서 기단(基壇) 외연부(外緣部) 일부(一部)가 확인(確認)된 건물

지(建物址)로서 발굴(發掘) 결과(結果) 대부분(大部分)이 파괴(破壞) 교란(攪亂)되어 전

모(全模)를 밝힐 수 없었다.

잔존(殘存)된 유구(遺構)를 살펴보면 높이 약(約) 40㎝되는 ㄱ  자형의 동북우(東

北隅) 기단(基壇) 지대석(地台石)이 원위치(原位置)대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 남편(南便)

으로 7.4m까지 東쪽기단(基壇) 지대석(地台石)의 유지(遺止)로서 홈이 파여져 있었으며 

홈의 서벽(西壁)으로 붙어서 적심석(積心石)이 1열(列)로 놓여 있었으나 그 끝은 유실

(流失)되어 찾지 못했다. 주초석(柱礎石)은 일기(一基)도 잔존(殘存)치 않았고 다만 북

(北)쪽과 동(東)쪽 외진열(外陣列)의 초석(礎石) 적심석군(積心石群) 5개소(個所)가 발견

(發見)되었는데 동서(東西) 주간(柱間)은 2.8m씩의 간격(間隔)을 두고 동북우(東北隅)에

서 3간(間)까지가 확인(確認)되었고 남북주간(南北柱間)은 동북우(東北隅) 적심석군(積

心石群)에서 남(南)으로 약(約) 5.0m나 떨어져 적심석군(積心石群)이 있어 그 중간(中

間)에 하나 더 있었던 적심석군(積心石群)이 유실(流失)된 것으로 보여 그 구간(區間)이 

2간(間)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주심(柱心)과 기단외연(基壇外連)과의 거리는 

주초석(柱礎石)이 없어 확실(確實)치 않지만 외진열(外陣列) 초석(礎石) 적심석군(積心

石群) 중심(中心)에서 지대석(地台石) 외연(外緣)까지의 거리는 동(東)쪽이 약 1.7m 북

(北)쪽은 약(約) 1.1m 다.

이 건물지(建物止)의 기단토(基壇土)에는 초석(礎石)과 함께 거의 유실(流失)되어 기

단(基壇)의 높이나 주초상태(柱礎狀態)를 알 수 없지만 적심석군(積心石群) 사이의 토양

(土壤)으로 보아 흑회색(黑灰色)의 부식(腐蝕)된 점질토(粘質土)이었고 기단토(基壇土) 

아래의 지반(地盤)은 황갈색(黃褐色) 풍화(風化) 사질토(砂質土)로서 동편(東便)은 높고 

서편(西便)은 낮아 동(東)쪽의 적심석군(積心石群)은 바로 이 토층(土層)위에 얇게 축조

(築造)하 으나 서편(西便)은 기단토(基壇土)와 함께 적심석(積心石)도 두껍게 쌓아 올

렸던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45



이 건물지(建物址)는 극락전(極樂殿) 북회랑(北廻廊)에 근접(近接)하여 있었던 것으로 

기단토(基壇土) 속에 포함(包含)된 조선시대(朝鮮時代) 자기편(磁器片)으로 보아 건립년

대(建立年代)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推測)되며 주간(柱間)은 현재(現

在) 동서(東西) 3간(間) 남북(南北) 2간(間)까지 확인(確認)되었으나 주위의 여건(與件)

으로 보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동서(東西) 장축(長

軸)으로 남향(南向)한 건물(建物)이 서 있었던 것으로 추측(推測)될 뿐이다.

2) 건물지(建物址) 2號(圖版 7-9)

트렌치 1號와 5號 연장부(延長部)에서 확인(確認)된 건물지(建物址)로 기단(基壇) 서

단부(西壇部)만이 이번 발굴지역(發掘地域)에 들어 있었다.

기단(基壇) 상면(上面)은 대부분(大部分) 유실(流失)되어 주초(柱礎)의 배치(配置)는 

흔적(痕迹)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며 기단토(基壇土)는 생토층(生土層)인 황갈색(黃褐色) 

풍화(風化) 암반(巖盤)위에 적갈색(赤褐色)의 고운 점토(粘土)를 다져 축조(築造)한 것

으로 지대석(地臺石) 상면(上面)에서 기단토(基壇土) 바닥까지는 약(約) 1m 깊이 다. 

기단석(基壇石)의 구조(構造)는 지대석(地臺石)만 있는 간단(簡單)한 형식(型式)으로 서

남부(西南部) 부근(附近)에 높이 약(約) 45㎝에 길이 2m 내외(內外)의 화강암(花剛岩)으

로 다듬은 지대석(地臺石)이 비교적(比較的) 잘 남아 있어 기단(基壇)의 남단(南壇)과 

서단(西端)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기단(基壇)의 동서규모(東西規模)는 알 수 없었으나 

이번에 확인(確認)된 것은 서남우(西南隅)에서 동(東)으로 3.6m 까지 고 남북규모(南北

規模)는 시굴갱(試掘坑)3號에서 확인(確認)된 기단토(基壇土) 북단(北端)이 서남우(西南隅) 

지대석(地臺石)에서부터 약(約) 10.8m 거리 던 것으로 보아 대개 이 정도(程度) 던 것

으로 추측(推測)된다.

이 건물지(建物址)는 기단토(基壇土)의 축조상태(築造狀態)로 보아 건물지(建物址) 1

(號)와는 류(類)를 달리하여 꽤 공(功)을 들여 만든 건물지(建物址)로 현재(現在)로서는 

정확(正確)한 규모(規模)와 주간(柱間)을 알 수 없지만 주위의 상황으로 보아 장축(長

軸)은 남북(南北)으로 두었을 것으로 추측(推測)되며 만일 구요사(舊寮舍) 담장밖으로 

발굴(發掘)을 확대(擴大)하면 기단(基壇)의 규모(規模)만은 확인(確認)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3) 부석유구(敷石遺構)(圖版 10-11)

트렌치 3號에서 확인(確認)되었다.

동서(東西) 4.2m 남북(南北) 3m의 장방형(長方形) 구간(區間)에 직경(直徑) 40㎝ 내

외(內外)의 상면(上面)이 고른 자연석(自然石)을 비교적(比較的) 정연(整然)하게 깔았는

데 서편(西便)의 동서(東西) 1.2m 남북(南北) 2.6m 범위(範圍)는 1단(段) 낮고 외연(外

緣)이 바르게 돌이 놓여 다른 구조물(構造物)이 놓이기에 꼭 알맞게 되어 있어 원래(原

來) 수조(水槽)가 놓 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 서편(西便)에 접(接)하는 2개

(個)의 석열(石列)이 약(約) 40㎝의 사이를 두고 남북(南北)으로 뻗어있었는데 이것은 

간단(簡單)한 배수시설(排水施設)로 보 으며 부석유구(敷石遺構)의 사우(四隅)에는 자

연석(自然石)이지만 상면(上面)이 고른 돌이 약간 높게 놓여있어 주초석(柱礎石)으로 사

용(使用)되었던 것 같았으며 따라서 부석유구(敷石遺構) 위에 목조가구(木造架構)가 있

었던 것으로 추측(推測)되며 이 부석유구(敷石遺構)는 수각지(水閣址)가 아니었을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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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그리고 트렌치 2號에서 발견(發見)된 4개(個)의 자연석(自然石)으로 된 초석중

(礎石中) 가장 북쪽 것은 바로 이 부석유구(敷石遺構)의 동남우(東南隅) 것으로 남쪽 3

개와 간격(間隔)이 맞지 않아 의문이기는 하지만 만일 같은 유구(遺構)의 것이라면 간단

(簡單)한 회랑(廻廊)이 남(南)으로 뻗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관련 유구가 없어 확실(確實)하게 말할 수는 없다.

4) 석축(石築)(圖版 12-18)

지하실갱(地下室坑) 동벽(東壁)에서 서향(西向)하여 나타났던 장대석조(長臺石造) 축

대(築臺)이나 이미 무너져버려 정확(正確)한 조사(調査)는 불가능(不可能)하 다. 그러

나 다행히도 무너지기 직전에 촬 (撮影)하 던 사진(寫眞)이 있어 이를 이용(利用)하여 

무너진 석재(石材)를 조사(調査)하 고 트렌치 6號를 파 남(南)쪽 끝을 찾았다.

석축(石築)은 전술(前術)한 바 있는 발굴지역(發掘地域) 북편(北便)의 일단(一段) 높은 

대지(臺地)의 남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지하실갱(地下室坑)의 동북우(東

北隅)에 그 단면(斷面)이 노출(露出)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거칠게 다듬은 석괴(石塊)를 

3단(段)으로 쌓고 그 남편으로 이어서 장대석조(長臺石造) 축대(築臺)를 쌓았던 것이다.

장대석(長臺石) 축대(築臺)의 길이는 모두 약(約) 8.6m 는데 북(北)쪽 5m까지는 높

이 1.3m가량으로 상면(上面)이 수평(水平)되게 장대석(長臺石)을 5단(段)으로 쌓았고 그 

남(南)쪽은 점차로 단수(段數)를 줄이면서 가장 위에 얹히는 돌의 상면(上面)을 경사(傾

斜)지게 다듬어 남(南)쪽으로 오면서 점차 높이를 체감(遞減)하여 가장 끝에는 장대석

(長臺石)이 2단(段)으로 놓이게 하 다. 그리고 이 축대(築臺)는 생토층(生土層) 바로 위

에서부터 축조(築造)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법(手法)은 아마 석축(石築)을 축조(築造)할 

당시 자연경사(自然傾斜)에 맞추어 쌓았던 것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트렌치 작업(作業)에서 트렌치 3號의 서단(西端)보다 트렌치 1號와 4號의 서단(西端)에

서 생토층(生土層)인 황갈색(黃褐色) 풍화(風化) 사질토층(砂質土層)이 훨씬 낮게 나타

난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하겠다.

그리고 이 석축(石築)은 발굴완료후(發掘完了後) 앞의 사진(寫眞)을 참고(參考)하고 

지하실갱(地下室坑) 터파기 공사(工事)에 참여(參與)한 목격자(木擊者)들의 기억(記憶)

을 되살려 복원(復元)하 다.

한편 석축(石築)의 남단(南壇)으로 접(接)하여 나온 석구(石溝)는 폭 80㎝의 상면(上

面)을 수평(水平)으로 다듬은 바닥돌 위에 높이 20㎝의 측벽석(側壁石)을 세운 “凹”형으

로 길이는 1.3m에 불과(不過)하여 어떤 용도로 여기에 놓 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석구(石溝) 위부터 자연석(自然石)을 2-3단(段) 쌓은 얕은 석축(石築)은 장대석(長

臺石) 축대(築臺)와 직각(直角)이 되게 동(東)으로 계속된 것인데 시굴갱(試掘坑) 1, 2號

에서 나타난 결과(結果)를 보면 원지반(原地盤)이 서(西)에서 동(東)으로 높아져 이 석

축(石築)도 동(東)으로 가면서 얕아져 자연(自然)스럽게 끝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출토유물(出土遺物)

발굴작업(發掘作業)을 통(通)하여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은 다수(多數)의 개와류(蓋

瓦類)와 약간의 토기(土器) 그리고 청자(靑磁), 백자파편(白磁破片) 등으로 통일신라시

대(統一新羅時代)에서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는 각시대(各時代)에 걸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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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와류(蓋瓦類)는 전(前)의 복원(復元)을 위(爲)한 발굴시(發掘時) 출토(出土)되

어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에 수록(收錄)된 것이 많았다. 따라

서 여기서는 목록(目錄)을 게재(揭載)하여 점수(點數)를 밝히고 전게(前揭) 보고서(報告

書)에 소개되지 않은 것만 언급(言及)하여 중복(重復)을 피(避)하기로 하고 토기(土器)

와 자기(磁器)는 거의 모두가 세편(細片)이어서 기형(器形)을 알 수 있는 토기(土器) 몇 

점만 기술(記述)하고자 한다.

1) 개와류(蓋瓦類)

(1) 숫막새 기와

번호

(番號)
문  양(文 樣) 점수(點數) 비  고(備   考)

①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 파편(破片) 2점(點)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삽도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揷圖)103

②            〃 파편 1점              〃         106

③ 복판연화문(複瓣蓮花文) 파편 1점              〃          85

④            〃         〃              〃          80

⑤            〃         〃              〃          83

⑥
  중판연화문(重瓣蓮花文) 완형(完形) 2점(點) 

파편 7점

             〃          87

⑦            〃 완형 1점              〃          99

⑧            〃 파편 2점              〃         100

⑨            〃 파편 1점              〃          93

⑩            〃         〃              〃          90

⑪            〃 파편 2점              〃          86

⑫            〃         〃              〃          62

⑬            〃 파편 1점

⑭            〃         〃

⑮            〃         〃

⒃ 중판국화상문(重瓣菊花狀文) 파편 4점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삽도 75

⒔ 중판보상화문(重瓣寶相花文) 파편 2점              〃         101

⒕  일진문(日陣文) 파편 1점              〃         112

⒖            〃 파편 1점              〃         113

⒗ 읍상문(邑狀文) 파편 1점        〃         109

⑬ 중판연화문(重瓣蓮花文) 숫막새(圖版 19)

태토(胎土)는 비교적(比較的) 정선(精選)되었으며 흑회색(黑灰色)의 견고(堅固)한 와

당(瓦當)으로 주연(周緣)과 판면일부(瓣面一部)가 파손(破損)되었다. 중방(中房)은 상면

(上面)이 손상(損傷)되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반구형(半球形)으로 높게 융기(隆起) 

시킨 것 같고 그 주위에는 중방(中房)을 중심(中心)으로 2엽(葉)의 받침있는 화형문(花

形文)을 높게 부조(浮彫)하 다. 연판(蓮瓣)은 끝이 뾰족한 협판(狹瓣)을 중판(重瓣)으로 

배치(配置)하 는데 외판(外辦)은 내판(內辦)들 사이에 판단(瓣端)만 보이도록 하 다. 

내곡(內曲)된 판면(瓣面)에는 3줄의 엽맥(葉脈)을 돌선(突線)으로 표시하고 있다. 半徑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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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중판연화문(重瓣蓮花文) 숫막새(圖版 20의 좌(左))

사립(砂粒)이 많이 섞인 태토(胎土)에 회색(灰色) 연질(軟質)로 파편(破片)이며 와당면

(瓦當面)도 마멸(磨滅)이 심(甚)하다. 낮게 융기(隆起)된 자방(子房)에는 연자(蓮子)가 

배열(配列)되었으며 연판(蓮辦)은 중판(重辦)으로 배치(配置)되었는데 내판(內辦)은 윤

곽선(輪郭線)이 2중(重)으로 돌려지고 설형돌기(舌形突起)가 있는 단판(單辦)이며 외판

(外辦)은 강기선(降起線)으로 판면(辦面)을 2등분(等分)하여 각각 설형돌기(舌形突起)가 

하나씩 있는 복판(復辦)으로 되어 있다. 주연(周緣)은 낮고 좁은데 연주문(蓮珠文)이 시

문(施文)되었다. 반경(半徑) 8㎝ 두께 2.5㎝

⑮ 중판연화문(重辦蓮花文) 숫막새(圖版 20의 右)

소파편(小破片)으로 사립(砂粒)이 많은 태토(胎土)에 흑회색(黑灰色) 경질(硬質)이다. 

중판(重辦)으로 배치(配置)된 연판(蓮瓣)은 내외판(內外瓣)이 모두 선형돌기(舌形突起)

가 2개(個)씩 배치(配置)된 복판형식(復瓣形式)이며 외판(外瓣)의 판간(瓣間)에는 삼각

형(三角形) 문양(文樣)이 시문(施文)되었다. 주연(周緣)과 연판(蓮瓣) 사이에는 소립(小

粒)의 주문(珠文)이 돌려져 있고 판면(瓣面)과 거의 갖게 낮은 주연(周緣)은 내외(內外)

로 돌선대(突線帶)가 돌려지고 그 안에 연주문(蓮珠文)이 촘촘히 배치(配置)되었다. 그

리고 이 와당(瓦當)의 하악(下顎) 앙면(仰面)에는 편행(偏行)하는 파상당초문(波狀唐草

文)이 시문(施文)되어있다.

(2) 암막새 기와

번호

(番號)
문 양(文 樣) 점수(點數) 비  고 (備  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봉황당초문(鳳凰唐草文)

당초문(唐草文)

〃

〃

당초문(唐草文)(박공(朴工)기와)

운문(雲文)(박공(朴工)기와)

괴수운문(怪獸雲文)

〃

〃

사엽화문(四葉花文)

일운문(日揮文)

우설형명문(牛舌形銘文)

파편(破片)1점(點)

파편 2점

파편 1점

〃

〃

〃

파편 9점

파편 3점

파편 7점

파편 5점

파편 2점

파편 1점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삽도

(佛國寺復元工事報告書揷圖)120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삽도115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삽도119

           〃           132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삽도133

② 당초문(唐草文) 암막새(圖版 21)

굵은 사립(砂粒)이 많이 섞인 태토(胎土)에 흑회색(黑灰色)의 경질(硬質)로 된 와당

(瓦當)으로 소파편(小破片)이다 연주(蓮珠)가 좁고 낮은 주연대(周緣帶) 안에 진폭(振

幅)이 완만한 줄기에서 가지가 길게 뻗어나 끝이 말려드는 당초문(唐草文)이 시문(施文)

되었는데 가지가 분기(分岐)하는 곳과 두줄씩 뻗어난 가지의 끝에는 간단(簡單)한 화문

(花文)이 배치(配置)되었다. 파손되어 확실치는 않지만 문양(文樣)은 중심(中心)에서 대

칭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하악앙면(下顎仰面)에는 편행당초문(扁行唐草文)이 시문(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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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되었다. 폭(幅) 6㎝ 두께 2㎝ 

③ 당초문(唐草文) 암막새(圖版 22)

비교적(比較的) 정선(精選)된 태토(胎土)에 회색(灰色) 연질(軟質)의 와당(瓦當) 파편

(破片)이다. 주연부(周緣部)는 마멸(磨滅)이 심(甚)하여 알 수 없고 내부(內部)에는 당초

문(唐草文)이 시문(施文)되었는데 진폭(振幅)이 큰 줄기의 완곡부(만(灣)曲部)에서 2줄

로 갈라지는 가지가 뻗어나와 각각 반대 방향으로 말려들었다. 폭(幅) 6㎝ 두께 2㎝

④ 당초문(唐草文) 암막새(圖版 23)

사립(砂粒)이 많이 섞인 태토(胎土)에 흑회색(黑灰色)의 경질(硬質) 와당편(瓦當片)이

다. 상하(上下) 돌대(突帶)가 돌려지고 연주(連珠)가 배열(配列)된 주연(周緣)안에 당초

문(唐草文)이 시문(施文)되었는데 중심(中心)에서 좌우(左右)로 진폭(振幅)이 큰 줄기가 

뻗어나가고 가지가 잘라져 나와 완곡부(婉曲部)안에 “파르멧트”를 형성(形成)하고 있다. 

폭(幅) 6㎝ 두께 3㎝

⑤ 당초문(唐草文) 박공(朴工)기와(圖版 24의 좌(左))

사립(砂粒)이 많이 섞인 태토(胎土)에 회색(灰色) 경질(硬質)로 암막새의 내림세가 거

꾸로 붙은 박공(朴工)기와 소파편(小破片)이다. 연주(連珠)가 배열(配列)된 좁고 낮은 주

연대(周緣帶) 안에 당초문(唐草文)이 시문(施文)되었다. 폭(幅) 5.5㎝ 두께 2.3㎝

⑥ 운문(雲文) 박공(朴工)기와(圖版 24의 우(右))

굵은 사립(砂粒)이 많이 섞인 태토(胎土)에 회색경질(灰色硬質)의 소형(小形) 박(朴)공

기와 파편(破片)이다. 연주(連珠)가 배열(配列)된 주연대(周緣帶)안에 위아래로 말리고 

방향 바꾸어 가며 나는 괴운문(怪雲文)이 시문(施文)되었다. 폭(幅) 2.9㎝ 두께 1.7㎝

⑧ 괴수운문(怪獸雲文) 암막새(圖版 25)

비교적(比較的) 정선(精選)된 태토(胎土)에 회색(灰色) 경질(硬質) 암막새 파편(破片)

이다. 연주(連珠)가 배열(配列)된 좁은 주연대(周緣帶) 안에 중심(中心)에 괴수(怪獸)의 

얼굴을 평면적(平面的)으로 시문(施文)하고 그 양편(兩便)에 양출선(陽出線)으로 표현

(表現)한 간화(簡化)된 괴운문(怪雲文)을 배치(配置)하 다. 폭(幅) 6.3㎝ 후(厚) 2.5㎝

⑫ 우설형(牛舌形) 명문(銘文) 암막새(圖版 26)

비교적(比較的) 정선(精選)된 태토(胎土)에 흑회색(黑灰色) 경질(硬質)의 조선시대(朝

鮮時代) 우설형(牛舌形) 암막새 파편(破片)으로 종(縱)으로 돌선(突線)을 여러줄 양출

(陽出)시켜 구획(區劃)하고 명문(銘文)을 배치(配置)하 다. 대개 시주(施主)에 관계된 

내용(內容)같으나 결실(缺失)된 부분(部分)이 많아 확실(確實)치 않다.

(3) 기  타(基  他)

① 귀면와(鬼面瓦) 파편(破片) 2점(點)(圖版 27)

비교적(比較的) 정선(精選)된 태토(胎土)에 회색(灰色) 경질(硬質) 괴면와(怪面瓦)의 

좌측(左側)과 우측(右側) 하단부(下端部) 파편(破片)으로 1점은 주연(珠緣)에 연주문(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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珠文)이 다른 1점(點)은 당초문(唐草文)이 시문(施文)되었다.

② 치미(鴟尾) 파편(破片) 3점(點)(圖版 28)

세사(細砂)가 다량(多量) 섞인 태토(胎土)에 표면(表面)이 회색(灰色)을 띠는 치미(鴟

尾)의 깃부(部) 파편(破片)들이다.

③ 명문(銘文) 평와(平瓦) 1점(點)(圖版 29)

굵은 사립(砂粒)이 섞인 태토(胎土)에 회색(灰色)을 띠는 숫기와 파편(破片)으로 내면

(內面)에는 마포흔(麻布痕)이 있고 등의 한 쪽에 치우쳐 「불국(佛國)」이라는 음각(陰

刻) 명문(銘文)이 있다.

2)토기류(土器類)

① 토기호(土器壺) 3점(點)(圖版 30-32)

가운데가 약간 내곡(內曲)한 평저(平底)에서 점점 벌어져 어깨 부분에서 가장 넓어졌

다가 다시 좁아져 구연부(口緣部)를 형성(形成)하 다. 구연(口緣)은 마치 요즈음의 옹

기(甕器)독의 입처럼 밖으로 바래졌으며 견부(肩部) 양편(兩便)에는 대상(帶狀) 손잡이

가 하나식 달렸다. 모두 연질토기(軟質土器)로 대(大), 중(中) 2개(個)는 내면(內面)과 

표면(表面) 하부(下部)가 회백색(灰白色)을 띠고 표면(表面) 상부(上部)는 흑회색(黑灰

色)인데 소형(小型) 1개(個)는 내외면(內外面)이 모두 흑회색(黑灰色)이다.

大: 고(高) 28.8㎝ 구경(口徑) 28.9㎝ 복경(腹徑) 36.0㎝ 저경(底徑) 15.0㎝

中: 고(高) 24.5㎝ 구경(口徑)  未詳  복경(腹徑) 31.8㎝ 저경(底徑) 15.7㎝

小: 고(高) 25.0㎝ 구경(口徑) 24.0㎝ 복경(腹徑) 29.8㎝ 저경(底徑) 15.2㎝

② 토기반형용기(土器盤形容器)(圖版 33)

가운데가 약간 내곡(內曲)한 평저(平底)에서 점점 벌어져 외반(外班)한 구연(口緣) 직

하(直下)에서 약간 좁아졌다. 내면(內面)은 회백색(灰白色) 표면(表面)은 흑회색(黑灰色)

을 띠는 연질토기(軟質土器)이다. 고(高) 11.5㎝ 구경(口徑) 29.9㎝ 저경(底徑) 16.3㎝

7. 결 언(結 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불국사(佛國寺) 요사신축지(寮舍新築地)에 대한 발굴

조사(發掘調査)는 지하실(地下室) 터파기 공사중(工事中)에 우연히 발견(發見)된 석축

(石築)이 발단(發端)이 되어 실시(實施)하게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대지(臺地) 전체에 

대(對)한 발굴조사(發掘調査)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요사(寮舍) 신축공사(新築工事)는 계

획기간(計劃期間)보다 훨씬 지연되게 되었다. 사실 불국사(佛國寺) 같은 중요(重要) 대

찰내(大刹內)에서는 어느곳을 손대도 유구(遺構)가 걸리지 않는 것이 드물 것이고 따라

서 경내(境內)에 건물(建物)의 신축(新築)이나 현상(現狀)을 변경(變更)하는 일에는 신

중(愼重)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발굴(發掘)을 실시(實施)한 지역(地域)도 예외(例外)는 아니어서 여기서도 복

잡한 여러 가지 유구(遺構)가 발견(發見)되었다. 그러나 이 유구(遺構)들은 각(各) 시대

(時代)를 달리하여 근세(近世)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地域)에서 이루어졌던 건축물(建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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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의 잔해(殘骸)로서 서로 중복교란(重複攪亂)되고 파손(破損)되어 어느 하나도 그 전

모(全模)를 밝힐 수 없었던 것이 유감(遺感)이었다.

유구(遺構)의 배치(配置)나 출토유물(出土遺物)의 성격(性格)으로 보아서 이 지역(地

域)은 아마도 최근(最近)까지 계속 주거공간(住居空間)으로 사용(使用)되어 왔던 것 같

은데 다만 건물지(建物地) 2號는 불전(佛殿)이나 다른 종교적(宗敎的) 용도를 가진 건물

(建物)자리 을 지도 모르겠다.

이 유구(遺構)들의 정확(正確)한 조성년대(造成年代)는 알 길이 없지만 축조상태(築造

狀態)나 배치(配置) 및 토층(土層)으로 보아 건물지(建物地) 2號와 석축(石築)이 가장 

앞서고 건물지(建物地) 1號와 부석유구(敷石遺構)는 이보다 훨씬 후대(後代)의 것으로 

판단(判斷)된다.

 

圖版 1. 발굴전상태(發掘前狀態) (西에서)

圖版 2. 발굴후(發掘後) 전경(全景) (西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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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 트렌치 1號 전경(全景) (西에서)

圖版 4. 건물지(建物址) 1號 동서우(東西隅) (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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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5. 트렌치 2-2號의 건물지(建物址) 1號 東쪽 기단부(基壇部) 노출상태(露出狀態) 
(北            에서)

圖版 6. 트렌치 4號 전경(全景) (西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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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7. 트렌치 2號 전경(全景) (南에서)
 

圖版 8. 건물지(建物址) 2號 기단(基壇) 서남우(西南隅) 노출상태(露出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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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9. 시굴갱(試掘坑) 3號 동벽노출상태(東壁露出狀態)

圖版 10. 트렌치 3號 부석유구(敷石遺構) 노출상태(露出狀態) (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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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1. 부석유구(敷石遺構) 서편(西便) 배수구(排水溝) (北에서)

圖版 12. 장대석축대(長臺石築臺) 노출상태(露出狀態) (西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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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3. 장대석축대(長臺石築臺) 붕괴상태(崩壞狀態) (西에서)

圖版 14. 장대석축대(長臺石築臺) 남단부(南端部) 노출상태(露出狀態) (西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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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5. 석구노출상태(石溝露出狀態) (東에서)

圖版 16. 시굴갱(試掘坑) 1號 자연석노출상태(自然石露出狀態) (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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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7. 지하실갱(地下室坑) 북벽(北壁) 토층상태(土層狀態) (南에서)

圖版 18. 장대석축대(長臺石築臺) 복원상태(復元狀態)

圖版 19. 중판연화문(重瓣蓮花文) 숫막새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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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0. 중판연화문(重瓣蓮花文) 숫막새 ⑭⑮

圖版 21. 당초문(唐草文) 암막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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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2. 당초문(唐草文) 암막새 ③

圖版 23. 당초문(唐草文) 암막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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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4. 당초문(唐草文) 박공(朴工)기와 ⑤, 운문박공(雲文朴工) 기와 ⑥

圖版 25. 괴수운문(怪獸雲文) 암막새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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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6. 우설형명문(牛舌形銘文) 암막새 ⑫

圖版 27. 귀면와편(鬼面瓦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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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8. ○ 미편(尾片)

圖版 29. 명문평와편(銘文平瓦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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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0. 토기호(土器壺(大))

圖版 31. 토기호(土器壺(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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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2. 토기호(土器壺(小))

圖版 33. 토기반형용기(土器盤形容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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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 발굴전 현상 평면도(發掘前 現狀 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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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 발굴유구평면도(發掘遺構平面圖)

69



圖面 3. 유구단면도(遺構斷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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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4. 토층도(土層圖)

      ① 지하실갱북벽토층도(地下室坑北壁土層圖)
      ② 시굴갱호동벽토층도(試掘坑號東壁土層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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