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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位置) 및 조사(調査)전(前) 상태(狀態)

분황사(芬皇寺)는 경주시가지 동편(東便)에 있는 황룡사(皇龍寺)터 북편 약 400m지점

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慶州市) 구황동(九黃洞) 313번지(番地)이다.

분황사에서 동편(東便)으로 멀리는 명활산(明活山)이 보이며, 가까이는 포항으로 이어

지는 산업도로가 남북으로 곧게 뻗어 있다. 서편(西便)은 시가지에서 보문관광단지(普門

觀光團地)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가 북천 둑을 따라서 동쪽으로 나 있는데, 도로 서편

으로는 구황동 사리(사리(沙里), 사리(砂里)) 자연 부락이 있다. 북편(北便)에는 도로와 

접하여 북천(北川)이 흐르며 북천 건너 멀리는 백율사(栢栗寺)가 있는 소금강산이 보인

다. 남편(南便)으로는 경주남산이 멀리 바라보이며 가까이는 황룡사(皇龍寺)터가 인접해 

있다.  황룡사(皇龍寺)터 북쪽으로 포장되지 않은 좁은 도로가 있고 그 끝에 분황사(芬

皇寺) 정문(正門)이 자리잡고 있다. 분황사 정문(3×2칸)은 1979년에 세운 것이며, 정문 

앞에는 경주에서 감포로 이어지는 국도가 동서로 나 있고 서쪽 끝에 주차장이 접해 있

다. 정문 바로 앞에는 당간지주(幢竿支柱) 1기(基)가, 반대쪽 동편에는 지석묘(支石墓) 1

기(基)가 있다. 정문 양쪽으로는 한식(韓式)담장이 둘러져 있으며 담장 동편 모서리에는 

창열각(彰烈閣)이라는 열녀비각이 있다.

정문에 들어서면 국보(國寶) 제30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분황사(芬皇寺) 모전석탑

(模塼石塔)이 3층으로 남아 있다. 정문 서편에는 정문과 함께 세운 화장실 1동(棟)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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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장실 서편에는 종각이 있다. 이 종각은 1980년대 불국사에서 옮겨온 것이며, 종은 

1990년에 분황사(芬皇寺)에서 새로 만들어 달았다고 한다. 탑 동북 편에는 가로 1.97m, 

세로 1m, 높이 0.65m 크기의 화정국사비(和靜國師碑) 대좌(臺座)가 있는데, 위치로 보아

서 제자리는 아닌 것 같다. 탑 북편에는 팔각석정(八角石井)(삼룡변어정(三龍變漁井))이 

있어서 지금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동북 편에 약사여래입상(藥師如來立像)을 모

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법당(法堂)(보광전(普光殿))이 서쪽을 향하고 있다. 이 법당은 

건물의 양식으로 보아 임진왜란(壬辰倭亂) 후에 지은 것으로 생각되며 건물 안에 모셔져 

있는 약사여래입상 역시 조성년대(造成年代)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당 서편에는 민가(民家)와 비슷한 납도리 건물에 일본식 기와로 이은 우진각 지붕

의 지장전(地藏殿)이 동향(東向)하여 법당과 마주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낡은 상태 으

며 발굴 조사를 위하여 1991년 12월에 헐어 내었다. 법당 서북 편에는 1960년대까지 요

사채가 있었으나 동북 편으로 옮겨서 새로 짓고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 요사채 북

편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현대식 화장실 1동(棟)이 담장 동북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탑(塔) 주위를 비롯한 전역(全域)에 큰 느티나무가 심어져 숲을 이루고 있고, 담장 동

남편 모서리에는 탑부재, 연꽃무늬가 새겨진 석등대석, 주춧돌, 기단석 등 여러 가지 석

재를 정리해 두었다. 지금은 창건 당시의 분황사(芬皇寺) 규모를 전혀 알 수 없고, 모전

석탑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사찰(寺刹)이다.

현재 담장으로 둘러져 있는 전체면적은 약 7,904㎡(2,400평)이다

2. 연혁(沿革)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동경잡기(東京雜記) 등의 기록에 의하면 분

황사(芬皇寺)는 신라(新羅) 27대(代)선덕여왕(善德女王) 3년(年)(A.D.634)에 건립되고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新羅) 35대(代) 경덕왕(景德王) 14년(年)(A.D.755)에 분황사

(芬皇寺) 약사동상(藥師銅像)이 마련되었으며(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高麗) 19대(代) 

명종(明宗)(A.D.1170∼1197)때는 (화정국사비(和靜國師碑))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

다.(동경잡기(東京雜記)) 그러나 정확히 언제 폐사되었는지 알 수 없고 현존하는 건물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 조선 후기건물임으로 보아 조선시대 들어와 폐사된 것으로 여겨지

고 있다. 그후 1915년 석탑(石塔) 대개축시(大改築時) 석제사리함(石製舍利函)이 출토

(出土)되어 그 사리함(舍利函)속에서 숭녕통보(崇寧通寶), 상평오수(常平五銖) 등 중국

(中國) 주화(鑄貨)가 발견(發見)됨으로써 고려(高麗)중엽에도(15대(代) 숙종(肅宗), 16대

(代) 예종(睿宗)) 석탑(石塔)이 해체(解體) 수리(修理)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3. 발굴조사경위(發掘調査經緯)

분황사(芬皇寺)는 신라시대(新羅時代) 초기에 창건된 이래 지금까지 법등(法燈)이 이

어지고 있으나 창건당시의 규모는 물론 가람배치(伽藍配置)에 대해서도 일탑가람(一塔

伽藍), 좌전우탑(左殿右塔), 탑원(塔院)과 금당원(金堂院)으로 구성된 양원가람(兩院伽

藍)등 여러 학설이 분분하며, 현재 절안에 남아 있는 모전석탑(模塼石塔)도 1915년에 수

리되어 처음의 모양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1975년에는 동국대학

교 박물관에서 현존 보광전(普光殿) 주위를 약 1개월간 발굴 조사하여 서향(西向)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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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正面) 3칸, 측면(側面) 3칸 규모의 건물 터가 확인되기도 했으나 절의 방향을 정확하

게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지금까지 부분적인 발굴조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가

람배치(伽藍配置)를 확인 할 수 있는 계획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차에 경주

시에서 분황사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사전 발굴조사를 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 옴으로써 

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합동으로 분황사 발굴조사단(단장 조유전)을 조직하여 발굴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창건당시의 가람배치 및 변천과정, 규모를 밝히는 학

술자료를 획득하고 나아가 유적 보존 정비 기본자료를 얻고자 1990년(年) 8월(月) 14일

(日)∼12월(月) 30일(日)에 걸쳐서 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1991년(年) 8월(月) 20일

(日)∼12월(月) 30일(日)에 걸쳐 제 2차 조사 그리고 1992년(年) 4월(月) 21일(日)∼9월

(月)22일(日)에 걸쳐 제 3차 조사를 실시했다.

발굴조사지역(發掘調査地域)은 현(現) 분황사(芬皇寺) 경역내곽(境域內廓) 및 남편일

부(南便一部) 7,800㎡(2,360평(坪))을 대상으로 했고 작업(作業) 연인원(延人員)은 7,977

명(名)(조사원(調査員) 1,284명(名), 인부(人夫) 6,693명(名))에 달했다. 출토유물(出土遺

物)은 다음과 같다.

* 기와 및 전돌 종류 : 496점(點)

* 토기(土器) 및 자기(磁器) 종류 : 61점(點)

* 쇠종류 : 20점(點)

* 기타(其他) : 16점(點)(그물추, 굽은옥 등)

* 참고자료(參考資料) : 927점(點)(무늬기와조각), 평기와 83상자 분

* 계 : 1,520점(點)

4. 발굴조사유구(發掘調査遺構)

현(現) 분황사(芬皇寺) 담장 안과 당간지주(幢竿支柱) 주위에 대한 발굴조사를 1990년

(年) 8월(月) 14일(日)부터 1992년(年) 9월(月) 22일(日)까지 3차(次)에 걸쳐서 약 13개

월 동안 실시하여 분황사(芬皇寺)의 가람배치(伽藍配置)일부(一部)인 창건당시(창건당시) 

법당과 그 뒤의 변화, 회랑(회랑)터, 석탑(石塔)남쪽의 석등(石燈)터 등을 확인하 다.

1차년도(次年度)는 현재의 절 안을 동서로 나누어서 탑(塔)을 중심으로 동편을 조사하

여 창건 동편법당터, 1차중건 법당터의 동편일부, 창건 중앙법당터 일부, 동편 회랑터 

일부 등을 확인하 으며 2차년도(次年度)는 그 서편을 조사하여 창건 서편법당터, 1차 

중건 법당터의 서편일부, 창건 중앙법당터의 서북편 일부와 석탑앞 석등터 등을 확인하

다. 3차년도(次年度)에는 지장전 철거지역을 조사하여 창건 서편법당의 동북모서리, 

창건 중앙법당 및 1차중건 법당의 서측면을 확인하여 절 안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계속

해서 절 남쪽의 당간지주 주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다.

절 안에는 나무, 종각(鐘閣), 지장전(地藏殿) 등 장애물(障碍物)이 많았으므로 단위유

구(單位遺構)의 전면노출(全面露出)은 할 수 없었다. 또 관광객(觀光客)과 절에 불편(不

便)을 줄이기 위하여 조사갱 하나 또는 두 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되묻는 방법

(方法)으로 조사(調査)가 진행(進行)되었으므로 법당터 등 각 단위유구(遺構)별로 전경

사진(全景寫眞)을 촬 (撮影)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조사 여건상 어쩔 수 없었음을 밝혀 

둔다.

147



가. 창건법당터(창건법당지(創建法堂址))

1차년도 조사시 탑 동편에서 확인된 방형석군기초유구(方形石群基礎遺構)와 같은 규

모의 방형석군기초유구가 석탑을 중심으로 서편의 대칭되는 지점에서도 확인되어  각각 

동․서 법당터로 추정되었다. 보광전(普光殿)과 지장전(地藏殿) 사이에서 밝혀진 1차 중

건 법당터(정면 7칸, 측면 6칸)의 단면조사중 동․서․남․북 4면의 퇴칸 주춧돌적심 

아랫부분에서 또 다른 방형석군유구 일부가 확인되었는데 이 유구가 중앙 법당터로 추

정된다. 따라서 분황사(芬皇寺)의 창건(創建) 가람배치(伽藍配置)는 탑(塔)을 앞에 두고

『품(品)』자모양의 법당(法堂)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도면 1)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삼(卷第三) 『탑상(塔像)』의 『분황사천수대비(芬皇寺千手大

悲),맹아득안(盲兒得眼)』편에 『경덕왕대(景德王代), 한기리여희명지아(漢岐里女希明之

兒), ……예분황사좌전북벽화천수대비전(詣芬皇寺左殿北壁畵千手大悲前)……』이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기록된 좌전(左殿)이란 우전(右殿)에 대응하는 것임을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경덕왕대(A.D.742∼765)까지는 좌(左), 우전(右殿)을 비롯한 『품

(品)』자형(字形)의 3법당이 존재했음을 추정(推定) 가능(可能)하게 하고 있다.

이 창건법당은 어느 시기에 동․서 두 법당의 기능을 중앙법당이 흡수하여 하나의 큰 

법당으로 바뀌고 난 후, 같은 자리에서 4차례에 걸쳐 중건되면서 법당의 방향도 처음 

남향(南向)에서 서향(西向)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도면 2)

  1) 중앙법당터(중금당지(中金堂址))(사진 1-1, 도면 3)

중앙법당터는 석탑중심에서 북쪽36m 지점, 석탑 남북중심선상에 법당터 중심을 두고 

있다. 1차중건 법당의 건립으로 인하여 유구(遺構)의 윗부분은 모두 없어지고 아랫부분

만 남아 있어서 기둥의 배치나 간격, 건물의 크기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유구(遺構)

를 1차 중건법당의 지반(地盤) 기초(基礎)로 다시 활용하고 있다. 창건 중앙법당터의 평

면규모는 동서 26.6m, 남북 15.4m, 면적 410㎡(124평(坪))로서 남북보다 동서가 긴 장

방형석군유구(長方形石群遺構)이다.

이 석군유구는 황갈색사질토에 자갈이 섞여 단단한 원지반층 위에 암갈색점질토로 형

성된 부지(敷地)를 법당기단 크기만큼 파내고 냇돌(20∼40㎝)과 파낸 흙을 번갈아 가며 

겹겹이 쌓아 올려서 기단을 구축(構築)하 는데 현재 6∼7겹이 남아 있다.

  2) 동편법당터(동금당지(東金堂址))(사진1-2, 도면 4)

1차년도 조사시 석탑의 동북쪽에서 동서 20.3m, 남북 18m, 면적365㎡(110평(坪)) 규

모의 방형석군기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창건 동편법당터로 판단된다. 정확한 위치는 석

탑중심에서 북쪽으로 15.5m, 동쪽으로 25m지점에 법당 중심을 두고 있다. 즉, 석탑(石

塔) 북측 기단북면과 동편법당터의 남쪽면이 일직선상에 놓이고 석탑 동측기단동면과 

동편법당터 서면쪽은 약 7m거리를 두고 있다.

기단토(基壇土) 구성(構成)은 먼저 법당이 세워질 범위를 정하고 지반을 파낸 다음 냇

돌(10∼60㎝)과 파낸 흙을 번갈아 넣어서 겹겹이 쌓았는데, 맨 아래부터 큰돌을 한 겹 

깔고 틈 사이에는 자갈을 채워서 면을 고른 다음, 그 위에 다시 큰돌로 1겹 더 깔았다. 

이렇게 2겹 깐 다음 이보다 조금 작은돌(30∼40㎝)로 한 겹 깔고 그 위에 자갈 섞인 모

래를 10㎝ 두께로 깔았다. 그 위로는 반복하여 돌과 파낸 흙을 번갈아 가면서 쌓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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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서 기단을 구축하 는데, 현재 2.2m의 두께로 8겹이 남아 있다. 그러나 유구의 윗면 

전체가 없어져서 기둥 간격

을 비롯한 건물 평면 모양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3) 서편법당터(서금당지(西金堂址))(사진 2-1, 도면 5)

서편법당터는 석탑중심에 북쪽 15.5m, 서쪽 24m지점에 법당중심을 두고 있다. 즉 석

탑의 남북중심선을 기준으로 동편법당터와 대칭되는 지점이다. 노출된 이 방형석군기초 

유구의 크기는 동서 20.3m, 남북 18m, 면적 365㎡(110평(坪))로서 동편법당터와 같다.

기초를 쌓은 방법은 동편법당터와 같이 정해진 크기로 지반(地盤)을 파낸 다음 10∼

60㎝ 크기의 냇돌과 파낸 흙을 번갈아 넣어서 겹겹이 쌓았는데, 역시 윗부분이 없어져

서 기둥배치와 평면모양은 알 수 없고 기초 아랫부분만 2.3m의 두께로 9겹이 남아 있

었다. 기단토 단면조사중(斷面調査中) 잘게 부서진 약간의 토기조각과 기와조각이 기단

토속에서 출토되어 유구의 시대(時代) 편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창건(創建) 당시의 분황사(芬皇寺) 가람배치(伽藍配置)는 고구려(高句麗) 지역

에서 볼 수 있는 『품(品)』자 모양의 가람배치와 비슷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高句麗) 지역의 『품(品)』자 모양 가람배치(청암리(淸岩里)절터, 정릉사(定陵寺)

터 등)는 중앙법당과 동편법당, 서편법당의 정면(正面)이 탑을 향하고 동․서 두 법당이 

마주 보고 있는데 비해 이번에 분황사(芬皇寺)에서 확인된 동․서 두 법당터는 중앙법

당터와 함께 3법당의 정면이 모두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고구려지역의 『품(品)』

자 모양 가람배치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중앙법당

서편  

  

법당

동편  

  

법당

  

목탑

중  문

  

   * 청암리사지가람배치도       * 분황사창건가람배치도

     (淸岩里寺址伽藍配置圖)         (芬皇寺創建伽藍配置圖)

나. 1차중건 법당터(사진 2-2와 3, 도면 3)

1차조사(次調査)에서 정면(正面) 7칸 측면(側面) 6칸으로 법당터의 대체적인 규모가 

밝혀졌던 유구로서, 법당터의 중심은 창건 중앙법당터와 같이 석탑중심에서 북쪽으로 

36m 지점의 석탑 남북중심선상에 놓여 있고 창건 중앙법당터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동편법당

중앙법당

서편법당

석탑

149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삼(卷第三) 『탑상(塔像)』에는, 경덕왕 14년(A.D. 755)에 분

황사(芬皇寺) 약사동상(藥師銅像)을 주성(鑄成) 했는데 본피부(本彼部)의 강고내말(强古

乃末)이 306,700근의 구리를 사용해서 만든 신라에서 가장 큰 불상이라 한다. 창건 121

년 후에 새로 주성한 큰 불상을 모시기 위해서 3법당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 중건법당을 

건립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1차중건 법당터의 기초유구는 창건 중앙법당터는 물론이고 창건 

동․서편 법당터의 북쪽부분에서도 겹쳐서 노출되는데 동서 28.4m, 남북 20m, 면적 

568㎡(172평)의 대규모 법당터임을 알 수 있다.

기단토는 기와조각이 약간 섞인 황갈색과 암갈색의 점질토로 구축한 다음 주춧돌이 

놓일 자리만 되 파기하여 냇돌과 파낸 흙을 겹겹이 쌓아 올려서 주춧돌 적심 기초를 만

들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았다. 주춧돌적심 기초는 직경2m 안팎으로 10∼20㎝ 크기의 

냇돌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정면(正面) 7칸, 측면(側面) 6칸 규모로 남향(南向)한 법당터

이며 기둥간격은 정면의 어간(御間)과 제 1 래간(來間)은 4.8m, 제 2 래간(來間)은 

4.2m, 퇴간(退間)은 2.8m이다.

현존하는 보광전이 1차 중건 법당의 동쪽부분에 자리하고 있어 유구의 전면노출은 불

가능하 으나 서쪽부분의 평면조사(平面調査), 결과, 측면(側面)은 6칸으로서 바깥두리 

중앙에만 고주(高柱)를 배치하 으며 안두리는 5칸으로 중심부를 통칸으로 구성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이 1차 중건 법당터 역시 서향(西向)한 2차 중건 법당이 그 위에 세워짐에 

따라 주춧돌적심  윗부분은 남아 있지 않고 기단토(基壇土)(기와조각이 섞인 황갈색점

질토) 안에서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로 편년(編年)되는 꽃과 새무늬(화조문(花鳥

文)) 암막새가 출토되어 통일 신라시대 또는 그 이후에 세워졌던 법당으로 추정된다.

기단은 바깥 주춧돌적심 중심에서 1.3m거리를 두고 화강석으로 다듬은 길이 1.2∼

1.7m의 모접기한 지대석(地臺石)이 일부 남아 있어서 가구식기단(架構式基壇)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북측(北側) 기단부에서는 모접기한 지대석의 윗층에서 면이 바

른 장대석을 지대석으로 사용한 후대 유구가 중복상태로 노출되었고, 동남(東南)모서리 

기단부의 지대석은 모접기한 것과 면이 바른 것이 같이 노출되었다. 이것은 건물의 규

모는 변하지 않았더라도 기단은 대폭적인 수리(修理)가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현재 

기단의 면석(面石)과 갑석(甲石)이 제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없으나, 절 안에 많이 흩어

져 있는 석물조사(石物調査)를 실시하면 남아 있는 지대석(地臺石)과 함께 일부 기단(基

壇)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2차중건 법당터(사진 4-1, 도면 3)

1차 년도 조사시에 확인된 법당터로서 석탑 남북중심에서 북쪽으로 36m, 동쪽으로 

5m지점에 법당터 중심을 두고 있다. 발굴 조사된 보광전(普光殿) 북편과 동편에서 방형

주좌(方形柱座)의 큰 주춧돌이 땅위에 나타나 있었으며, 1차 중건 법당 다음에 축소되어 

세워진 서향한 법당터이다.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3칸으로 면적 126㎡(38평(坪))크기이다. 기둥간격은 정면 

어간(御間)이 5.3m, 양쪽 래간(來間)이 3.1m이고 측면 어칸은 4.6m, 양쪽 협칸은 3.1m

이다. 주춧돌은 1변 0.8m안팎의 사각주좌(四角柱座)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서 동쪽 바깥

두리 주춧돌 2개와 북쪽 바깥두리 주춧돌 4개는 제자리에 남아 있으나 남면 주춧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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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 법당의 전체평면모양은 보광전이 이 유구 위에 세워져 있어서 밝힐 수 없었다. 1

차 중건 법당터와의 정확한 연대 차이는 확인할 수 없으나 1차 중건 법당터 기단토위에

서 황갈색점질토와 부식토가 섞인 흙으로 기단을 축토(築土)하고 있어서 1차 중건 법당

터보다 늦은 시대의 법당이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라. 3차중건 법당(현보광전(現普光錢))(사진 4-2)

현재 남아 있는 법당(法堂)으로서 석탑중심(石塔中心)에서 북쪽으로 36m, 동쪽으로 

5.5m떨어진 지점에 중심을 둔 서향(西向)의 건물(建物)이다. 정면(正面) 3칸, 측면(側面) 

2칸 (13평(坪))크기인데, 기둥간격은 정면 어간(御間)이 2.6m, 퇴간(退間)이 각각 2.2m

이며, 측면은 2간(間)이 각각 3.15m로서 등간격(等間隔)이다.]

남아 있는 2차 중건 법당터 주춧돌 보다 위에 세워져 있는데, 건물의 양식으로 보아 

임진왜란(壬辰倭亂) 후에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 석탑주위조사(사진5-1, 도면6)

창건당시의 『품(品)』자 모양 3법당과 관련된 석탑(石塔)의 기단(基壇)을 확인하기 

위하여 석탑의 기단 바깥으로 탐색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석탑기단(石塔基壇)은 

교란층((攪亂層)(석탑부재가 많이 섞인 흑갈색부식토) 위에 놓여 있었으며 창건당시의 

석탑기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구는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석탑 남쪽

기단 밖 일부에 걸쳐서 평면형태(平面形態)가 일정하지 않은 석군(石群)이 넓게 깔려 있

었다. 부식토(腐植土)가 섞인 암갈색점질토에서 20∼50㎝ 크기의 냇돌이 조 하게 깔렸

으나 석군 안에서 석탑부재(石塔部材)(안산암조각)와 약간의 기와조각이 같이 출토(出

土)되고 있어서 창건당시(創建當時)에 이루어진 토층(土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석탑의 1층 탑신 바깥에서 석축기단 바깥까지의 거리가 3m나 되고 시멘트를 바

른 석축기단이 석탑부재가 많이 섞인 흑갈색 부식토층 위에 놓여 있음을 볼 때 탑을 수

리하면서 기단을 넓히는 등 보수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바. 회랑터(회랑지(回廊址)(사진 5-2))

현(現) 분황사(芬皇寺) 동편 담장 밖 약 1m 거리를 두고 남북으로 길게 회랑터가 확

인되었는데 동서 1칸의 단랑(單廊)이다. 주춧돌은 화강석으로 다듬은 사각주좌(四角柱

座)가 새겨진 네모진 주춧돌과 면이 바른 자연석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동서 기둥간

격은 2.7m이고, 남북 기둥간격은 3.5m로서 14칸이 확인되었다 기단(基壇)은 주춧돌 중

심에서 1.5m의 거리를 두고 동․서 양쪽에서 노출되었으며, 모접기한 장대석과 면이 바

른 장대석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기단은 여러 번 수리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기단토 

속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말기(末期) 또는 그 뒤에 세웠

던 것으로 여겨진다. 

회랑의 남․북 양쪽 끝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남쪽 끝은 도로가 있어서 조사할 수 없

었고, 북쪽은 유구가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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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석등터(석등지(石燈址))(사진 6-1)

석탑 남쪽의 남북중심선상에서 화강석으로 만든 석등지대석이 노출되었다. 석탑 남면 

기단바깥쪽에서 5.1m지점에 석등터 중심을 두고, 2매의 네모진 긴 돌을 남북으로 맞대

어 놓은 일변 1.85m 크기의 정방형(正方形)이다. 가장자리에서 안으로 14㎝ 들어가서 

높이 3㎝ 의 몰딩된 단(段)을 두었으며, 중심부분은 그 위에 놓일 석등(石燈) 하대석(下

臺石)과 잘 맞도록 오목하게 따내져 있다. 가장자리는 잔다듬으로 곱게 다듬었고 중심

부의 오목한 부분은 거친

정다듬을 하 다. 이 지대석(地臺石)위에 놓 던 석등(石燈) 상(上)․하(下) 연화대석

(蓮花臺石) 2점(點)이 동남모서리에 정리되어 있다.

아. 절 안 서편조사

1차 년도 조사시 동편 담장 밖으로 밝혀진 후대 회랑터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탑을 중

심으로 서편 대칭되는 지점을 조사한 결과, 동편과는 달리 회랑터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30여 년 전(前)만하여도 분황사(芬皇寺)의 서쪽 담장이 지장전과 바로 접해 있었

고 그 서쪽에는 민가(民家)가 있었는데, 이때의 지표가 분황사(芬皇寺) 절 안쪽보다 40㎝ 

정도 낮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회랑터를 비롯한 많은 유구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지장전 서편 15m 지점과 종각(鐘閣) 북편 9m 지점에서 석렬(石列)이 노출되었다.

1) 지장전서편 석렬(石列)

현 지표아래 90㎝ 지점의 암갈색점질토층에서 면(面)을 동쪽으로 향한 자연석 석렬이 

노출되었다. 40㎝ 안팎의 큰돌로 면을 맞추고 그 안쪽은 20∼30㎝  정도의 돌로 짜 놓

았다. 현재남북길이 약 5m, 동서폭 약 6.5m가 확인되었으나, 서편 담장 밖으로 계속 되

고 있어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2) 종각북편 석렬(石列)

현 지표아래 60㎝  지점의 암갈색점질토층에서 면(面)을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자연

석 석렬이 노출되었다 이곳 역시 큰돌(40㎝ 안팎)로써 면을 맞추고 안쪽은 조금 작은 

돌을 채웠으나 동쪽 끝 부분은 교란이 심하여 정확한 끝을 알 수 없었다. 서쪽으로는 

서편 담장 밖으로 연장되고 있어서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자. 절 남편(당간지주 주위)조사

분황사(芬皇寺) 남북중심선에서 서쪽으로 36m, 석탑중심에서 남쪽으로 62m되는 지점

에 분황사(芬皇寺)의 유구로 판단되는 당간지주(幢竿支柱) 1기(基)가 남아 있다.(사진 

6-2) 65×40×370㎝  크기의 지주석 2매를 70㎝  간격을 두고 남북으로 배치했으며 그 

사이에는 귀부를 조각한 받침석을 동쪽으로 향하게 놓았다. 받침석에 귀부를 조각한 것

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귀부의 조각형태를 보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에 세운 것

으로 추정된다. 지주석(支柱石)은 별 다른 장식없이 바깥쪽의 모만 접었으며 당간을 세

워 고정시킬 수 있는 지름 16㎝ 되는 3개의 간공(竿孔)이 1.25m간격으로 뚫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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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간지주 남편 담장기초석열(사진 7-1)

당간지주 남쪽 3m 지점에 냇돌을 사용하여 1.1,m의 폭으로 양면(兩面)을 바르게 맞춘 

담장 기초석열이 동서로 길게 40여m 노출되었다. 당간지주와의 간격으로 보아 분황사

(芬皇寺)의 남쪽 담장일 것으로 추정하 으나 석탑 남북중심선에서 서쪽으로 73m 떨어

진 지점에서 방향이 꺾인 채 남쪽으로 계속 노출되고 있어서 분황사(芬皇寺)의 담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석축배수로(사진 7-2)

남쪽으로 꺾인 담장과 5.7m의 간격을 둔 서쪽에서는 남북으로 길게 놓인 일직선(一直

線) 형태의 석축배수로(石築排水路)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배수로는 3차례에 걸쳐 폭

(幅)과 방향(方向)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바닥은 후대(後代)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차(次)배수로(排水路)는 40∼50㎝ 크기의 냇돌을 사용하여 1.8m의 간격을 두고 양쪽

면을 마주보게 석축을 쌓아 배수로 벽(壁)으로 사용하 는데, 처음 배수로 석축은 후대

(後代) 배수로(排水路)로 인하여 대부분 무너져 없어지고 아랫단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

었다. 자갈이 많이 섞인 암갈색사질토의 원지반을 배수로의 폭보다 양쪽으로 30㎝씩 더 

파내고 바닥을 고른 다음 냇돌로 석축을 쌓으면서 뒷부분은 암갈색점질토를 채워 넣었

다. 배수로 바닥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여 지금까지 노출된 유구만으로는 물이 흐

른 방향을 알 수 없다.(모전석탑의 1층탑신 하단부 보다 약 3m 낮음) 석축내부에는 기

와조각과 토기조각이 많이 섞인 흑갈색모래가 30㎝로 채워져 있어 물이 흘 음은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남북길이 30㎝를 확인하 는데 남, 북쪽 모두 조사지역 밖으로 계속되

고 있어 전체적인 평면 형태나 길이는 알 수 없다.

2차(次)배수로(排水路)는 1차 배수로 석축 맨 아랫단의 윗면을 바닥으로 정하고 30㎝

안팎의 냇돌을 사용하여 1.3m의 폭으로 석축을 쌓아 배수로 벽을 만들었다. 동쪽벽을 1

차 배수로와 거의 같은 선상(線上)에 놓아 1차 배수로의 동벽 석축을 부분적으로 이용하

으며 서쪽벽은 안으로 50㎝정도 들여쌓고 기와조각이 많이 섞인 부식토로 뒷 채움을 

하 다. 석축도 매우 엉성하여 정확한 층위는 알 수 없으나 현재 3∼5단이 남아 있다. 배

수로의 방향은 1차에 비해 북쪽부분이 서쪽으로 약 2도 꺾 으며 두 배수로의 벽이 교차

하는 부분은 노출된 유구의 중간부분이다. 확인된 전체길이는 1차 배수로와 같다.

3차(次)배수로(排水路)는 1, 2차 배수로의 남쪽부분에서 10여m가 노출되었는데 2차 

배수로의 동쪽벽은 그대로 사용하고 서쪽 벽만 안으로 20㎝ 들여쌓아 폭이 1.1m로 줄

어들었다. 20∼30㎝ 크기의 냇돌로 쌓은 석축이 2단정도 남아 있는데 석축 맨 아랫부분

이 2차 배수로의 바닥보다 35㎝ 높다.

3) 배수로서편 건물터 (사진 8-1)

배수로 서쪽 약 10m 지점에는 남북3칸만 확인된 작은 건물터의 동쪽부분이 노출되었

다. 윗면이 편편한 50㎝안팎의 자연석을 주춧돌로 사용했으며 남북 주칸거리는 약 1.6m

이다. 건물의 서쪽부분은 조사지역 밖으로 벗어나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

4) 당간지주 동북편 석곽 (사진 8-2)

당간지주주위 조사지역의 동북모서리에서 동서 길이 210㎝, 남북 폭 55∼65㎝(양쪽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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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중앙 65㎝) 크기의 장방형(長方形) 석곽유구(石槨遺構)가 노출되었다. 자갈 섞인 

암갈색사질토층을 파낸 뒤 바닥에 암갈색점질토를 얇게 깔고 15㎝안팎의 냇돌로 허튼층 

쌓기를 하 는데, 현재 4∼5단의 석축(石築)이 남아 있다.

석축(石築) 내부(內部)에는 약간의 토기조각과 기와조각이 섞인 암갈색점질토가 채워

져 있는데 후대(後代)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출토유물(出土遺物)

지금까지 3차(次)에 걸쳐 조사(調査)를 실시한 결과, 기와 종류를 비롯한 59점(點)의 

각종유물(各種遺物)을 수습(收拾)하 다. 이 가운데 기와 및 전돌 종류가 496점(點)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토기 및 자기 종류가 61점(點), 쇠 종류가 20점(點), 그물추, 굽은 옥 

등의 기타종류가 16점(點)에 이른다. 그 밖의 참고자료(參考資料)로 무늬기와 조각 972

점(點), 평기와 83 상자 분도 함께 수습하 다.

가. 기와 및 전돌 종류

기와 및 전돌 종류는 암막새 159점(點), 수막새 270점(點), 연목 기와 3점(點), 곱새 

기와 1점(點), 도깨비얼굴 기와 5점(點), 박공 막새 4점(點), 특수기와 26점(點)을 비롯

하여 연꽃무늬 전돌 9점(點), 민무늬 전돌 13점(點) 등이 함께 수습되었다. 이 가운데에

서 암, 수막새가 짝을 이루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1차(次)중건(重建) 법당터의 기단

토(基壇土) 안에서 출토(出土)된 꽃과 새무늬 암막새와 바깥 구역에 보상꽃무늬를 배치

하고 안 구역에는 연꽃무늬를 배치한 복합무늬 수막새가 짝을 이루며, 1차(次)중건(重

建) 법당터의 서북편(西北便) 기단 바깥에서 무더기로 함께 출토(出土)된 꽃과 새무늬 

암막새와 풀꽃무늬 수막새가 짝을 이루고 있다. 앞에 언급(言及)한 막새는 창건(創建) 

법당(法堂)에 사용했던 것이며, 뒤의 막새는 1차(次)중건(重建) 법당(法堂)에 최종적(最

終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서 유물(遺物)의 편년(編年)이 밝혀지면 1차(次)중건(重建) 

법당의 하한년대(下限年代)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황사에서 수습된 기와 종류의 대체적인 편년(編年)을 보면, 고신라시대(古新羅時代)

에서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는 분황사 창건 이후 지

금까지 법등(法燈)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1) 암막새

수습(收拾)된 암막새를 가지고 드림새에 새겨진 무늬를 기준으로 하여 나누어 보면 

당초무늬 (당초문(唐草文)), 풀꽃무늬(초화문(草花文)), 비천무늬, 꽃과 새무늬(화조문(花

鳥文)), 도깨비 눈무늬(귀목문(鬼目文)), 연꽃무늬(연화문(蓮花文)), 용무늬 등(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꽃과 새무늬 (91점(點)), 당초무늬 (34점(點))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어 분황사(芬皇寺)에 주로 사용(使用)된 종류(種類)로 추정된다.

  ① 꽃과 새무늬

꽃과 새무늬 암막새는 분황사(芬皇寺)의 대표적인 암막새로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중건(次重建) 법당(法堂)터의 기단토(基壇土) 속에서 출토된 종류와 1차 

중건 법당터의 기단밖 교란층(攪亂層)에서 출토된 종류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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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前記)한 종류는 드림새의 가운데에 3잎의 보상꽃무늬를 삼각형으로 새기고 그 

양쪽으로는 같은 형식의 보상꽃무늬를 역삼각형으로 배치하 다. 그 사이에는 제비모양

의 나르는 새를 바깥을 향하여 배치했는데, 드림새의 양끝에 다시 같은 형식의 보상꽃

무늬를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그 안에 다시 위의 나르는 새를 가운데를 향하게 배치하

다. 다시 말하면 3잎의 보상꽃무늬를 삼각형으로 새긴 뒤에 바로, 거꾸로 반복적(反復

的)으로 놓으면서 5군데에 배치하고 그 사이마다 마주 보고 나르는 새를 새겼으며, 드

림새의 양끝에는 남은 공간만큼 보상꽃무늬군(群)과 새의 일부를 배치하여 반복 효과를 

노렸다, 테두리에는 구슬 띠를 새겼으며, 막새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대칭이 된다. 지금까지 보상꽃이나 새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9가지 형식에 

53점(點)이 수습되었는데 같은 계열의 무늬로 분류된다. 출토(出土) 층위(層位)를 감안

하면 통일신라(統一新羅) 전기(前期)로 편년할 수 있으나, 무늬의 선(線)이 가늘고 입체

감(立體感)이 약한 편이다.(사진 9-1)

후기(後記)한 종류는 앞에 설명한 형식보다 무늬의 선(線)이 굵고 볼륨이 크며, 유물 

자체도 비교적 대형(大形)에 속한다. 드림새의 중심에 5개의 잎으로 구성된 꽃을 비스듬

히 위에서 본 형태로 놓고 양쪽에 풀잎 하나씩을 붙여서 하나의 꽃송이를 새겼다. 이 

꽃송이의 양쪽에 두 마리의 물오리를 마주 보게 배치하 으나 오리는 목을 돌려 부리를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다. 물오리의 뒤쪽 즉, 드림새의 양끝에는 3개씩의 풀잎을 배치하

여 공간을 메꾸었다. 테두리에는 구슬띠를 촘촘하게 배치하 으나, 좌우 양끝에는 테두

리를 만들지 않았다. 이 형식도 역시 좌우(左右)대칭(對稱)을 이루고 있다. 이 꽃과 새

무늬 암막새와 풀꽃무늬 수막새가 1차 중건(次重建) 법당(法堂)터의 기단밖 교란층(攪亂

層)에서 무더기로 출토된 점을 감안하면 1차 중건 법당이 허물어질 때에 같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35점(點)이 출토되어 단일무늬 형식의 암막새로는 제

일 많은 양을 기록했다. 드림새의 크기나 무늬의 양식(樣式)을 보면 통일신라(統一新羅) 

말기(末期)나 고려(高麗) 초기(初期)로 편년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많은 연구가 있어

야 밝혀 질 것으로 기대된다.(사진 9-2)

  ② 당초무늬

당초무늬 암막새는 지금까지 18종류에 34점(點)이 출토되어 분황사(芬皇寺) 기와의 

문양형식(文樣形式)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나 완형으로 출토된 것

이 거의 없어 무늬의 정확한 고찰이 힘든 편이다.(사진 9-3)

  ③풀꽃무늬

풀꽃무늬 암막새는 고려시대(高麗時代) 이후의 후대 양식이 주(主)를 이룬다. 지금까

지 5종류에 13점(點)이 출토되었다.(사진 9-4)

  ④ 도깨비 눈무늬

도깨비 눈무늬는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와서 나타나는 무늬의 형식(形式)으로서, 지금

까지 3종류에 4점(點)이 출토되었다. 완형(完形)으로 출토된 것이 없어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드림새 면에 반구형(半球形)의 돌기(突起)를 새기고 그 주위에는 

원형돌선(圓形突線)을 돌려 도깨비 눈무늬를 만들었다.(사진 9-5)

  ⑤ 연꽃무늬

연꽃무늬 암막새는 2종류에 각 1점(點)씩 출토되었다. 도깨비 눈무늬 암막새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문양형식으로 판단되는데, 도깨비 눈의 둘레에 8∼10장의 연꽃무늬를 새

겼다.(사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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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기 타

위에 언급한 형식 외에도 비천무늬, 용무늬, 명문(銘文)암막새 등이 출토된 바 있으나 

수량이 적고 파편이 대부분이다.

명문(銘文)암막새는 『만력십육년(萬曆十六年)……대주법행(代主法行)』이 양각(陽刻)

된 형식(사진 9-7) 4점(點)과 『만력사십오년정사(萬曆四十五年丁巳)……』가 양각(陽

刻)된 형식(사진 9-8) 2점(點)이 출토되었다. 모두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기와로서 전자

(前者)는 선조(宣祖) 21년(A.D. 1588), 후자(後者)는 광해군(光海君) 10년(A.D. 1617)에 

제작한 기와임을 나타내고 있다.

2) 수막새

지금까지 수습된 수막새를 무늬별로 분류(分類)해 보면, 연꽃무늬, 복합무늬, 풀꽃무

늬, 도깨비 눈무늬, 보상꽃무늬, 새무늬 등(等)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연꽃무

늬는 고신라시대(古新羅時代)의 홑잎 6엽 형식에서 씨방에 도깨비 눈무늬를 새긴 고려

시대(高麗時代)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토되었으며, 암막새와 짝을 이루는 복합

무늬, 풀꽃무늬의 두 종류도 제법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① 연꽃무늬

분황사(芬皇寺)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에서 홑잎형식이 

41종류에 106점(點), 짝잎 형식이 5종류로서 각 1점(點)씩, 겹잎형식이 27종류에 73점

(點) 등으로 무늬의 형식(形式) 또한 매우 다양하다. 홑잎을 보면, 분황사(芬皇寺)의 창

건(創建) 연대(年代)보다도 편년(編年)이 올라가는 6엽 형식을 비롯하여 8엽, 10엽, 12

엽 등 다양한 형식의 수막새가 수습되었으며, 드물게는 13엽 형식도 보이고 있다.(사진 

10-1)

짝잎은 비교적 형식(形式)과 수량(數量)이 적은 편이다.(사진 10-2) 겹잎은 홑잎 못지 

않게 다양한 형식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로 편년(編年)

할 수 있는 것들이다.(사진 10-3, 4)

  ② 복합무늬

복합무늬 수막새는 지금까지 7종류에 49점(點)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이 드림새의 바

깥구역에 보상꽃무늬, 안 구역에 짝잎 연꽃무늬를 새겼으며, 씨방에 해당되는 중심부에

는 연씨 대신에 작은 연꽃무늬를 새겼다.(사진 10-5) 이 형식은 1차 중건(次重建) 法堂

터의 기단토속에서 출토된 바 있는 꽃과 새무늬 암막새와 짝을 이루어 출토된 바 있어

서 같은 연대(年代)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안 구역과 바깥구역의 무늬배

치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1점(點) 출토되어 이채를 띠고 있다.

  ③ 풀꽃무늬

풀꽃무늬 수막새는 1차 중건(次重建) 법당터의 기단 밖 교란층(攪亂層)에서 위에 언급

한 바 있는 꽃과 새무늬 암막새와 반출(伴出)된 형식이 대부분이다.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풀잎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두종류가 있는데, 비교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출토수량이 13점(點)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형을 보면, 꽃판에는 6장의 꽃잎으

로 구성된 한송이의 꽃을 아랫부분 가운데에 두고 양쪽으로 끝이 위로 치솟은 긴 풀잎

을 하나씩 배치하 으며, 윗부분에도 가운데에 한송이의 꽃을 두고 양쪽으로 긴 넝쿨 

잎으로 늘어뜨려 아래에서 위로 치솟은 잎과 닿을 듯하게 만들었다. 씨방에는 가운데에 

꽃을 두고 그 주위로 4장의 풀잎을 배치하 다. 테두리에는 구슬 띠를 촘촘하게 박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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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테두리와 꽃판, 씨방 사이에는 굵은 돌기선을 돌려 윤곽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꽃송

이, 풀잎, 구슬띠 등의 무늬가 반출(伴出)된 꽃과 새무늬 암막새와 흡사하다.(사진 10-6)

3점(點)이 출토된 B형은 크기, 구슬띠, 돌기선 등은 A형과 같으나 꽃판과 씨방의 무

늬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A형은 꽃판의 위 부분에도 꽃송이를 배치했으나 B형은 좌

우 양쪽에 6장의 꽃잎을 가진 꽃송이를 두고 여기서 윗쪽으로 향한 풀잎을 배치하여 두 

잎이 정점(頂點)에서 만나게 하 다. 씨방에는 4장의 꽃잎으로 꽃송이를 만들고 중심(中

心)에 끝이 잘린 꽃술을 만들었으며, 주위에는 4장의 풀잎을 배치하 다.

이 밖에 조선시대의 풀꽃무늬 수막새 5점(點)이 출토되어 조선시대(朝鮮時代)에도 불

사(佛事)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도깨비 눈무늬

도깨비 눈무늬는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나타나는 기와의 대표적인 무늬형식으로서 분

황사(芬皇寺)에서는 5종류에 8점(點)이 출토(出土)되었다.(사진 11-1)

  ⑤ 보상꽃무늬

보상꽃무늬 수막새는 지금까지 2종류에 각 1점(點)씩이 출토되었다. 꽃판에 8장의 보

상꽃무늬를 새기고 씨방에는 1＋6개의 연씨를 배치하 으며, 테두리에는 구슬띠 무늬를 

촘촘하게 박았다.(사진 11-2)

  ⑥ 새무늬

새무늬 수막새는 2종류에 4점(點)이 출토되었다. 두마리의 새를 마주 보게 세우고 윗

부분에는 활짝 핀 꽃을 배치하 다.(사진 11-3)

3) 연목 기와

연목 기와는 지금까지 3종류에 각 1점(點)씩이 출토되었다. 처음부터 연목 기와로 제

작(製作)한 2종류와 수막새로 만든 것이 1종류 보인다. 처음부터 연목 기와로 제작한 2

종류는 연꽃무늬를 새겼으나 파편으로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사진 

11-4) 후기(後記)한 것은 1차 중건 법당의 북쪽 기단 밖에서 다수 출토된 형식의 풀꽃

무늬 수막새를 기와잇기 과정에서 수키와를 떼어 내고 드림새 중심에 와정(瓦釘)구멍을 

뚫어 연목 기와로 사용한 것이다.

4) 곱새 기와

분황사(芬皇寺) 발굴조사에서 곱새 기와는 단 1점(點)만이 출토되어 매우 희귀(稀貴)

한 기와로 분류(分類)된다. 곱새 기와 자체는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내림새만 완전(完

全)한 형태로 

남아 있는데, 8엽의 단판 연꽃무늬가 새겨진 것이다.(사진 11-5)

5) 도깨비얼굴 기와

도깨비얼굴 기와도 5점(點)이 수습되었다. 파편으로 수습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같은 형식을 가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사진 11-6)

6) 박공막새

박공막새도 4점(點)이 수습되었는데 모두 형식을 달리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꽃과 새

무늬 암막새의 드림새에다가 암키와의 접합(接合)위치(位置)만 바꾼 것이 2점(點)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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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꽃과 새무늬의 대표적인 두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다.(사진 12-1)

7) 특수 기와

특수 기와로 분류한 형식의 대다수가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사다리꼴 내지는 오각형

의 납작한 소형 기와이다. 지금까지 5종류에 26점(點)이 수습되었다.(사진 12-2)

8) 연꽃무늬 전돌

이번 분황사(芬皇寺)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무늬 전돌은 모두 연꽃무늬 전돌인데, 지금

까지 3종류에 9점(點)이 수습되었다.(사진 12-3)

나. 토기 및 자기 종류

1) 토기

지금까지 수습한 토기류는 사발(완(盌)) 21점, 단지(호(壺)) 2점, 합(합(盒)) 4점, 발

(발(鉢)) 점, 굽다리접시 고배(고배(高杯)) 2점, 뚜껑(개배(蓋杯)) 8점 등 6종류에 40점이

다. 그러나 토기류의 대다수가 당간지주(幢竿支柱)남쪽의 담장기초석을 주위에서 수습

되어 분황사(芬皇寺)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담장의 

남쪽에서 뚜껑과 짝을 이루어 수습된 3점(點)의 합 (유개합(有蓋盒)2, 무개합(無蓋盒)1)

은 암갈색 점질토의 바닥에 인위적으로 놓아 둔 것으로 보여 좋은 연구자료로 평가된

다.(사진 12-4, 5, 6, 13-1)

2) 자기류는 출토수량, 종류 등이 토기보다 적은 편이다. 지금까지 사발(완(盌)) 10점, 

호(壺) 1점, 접시 6점, 병 1점 등 5종류에 21점이 수습되었다.(사진 13-2, 3)

다. 쇠 종류

쇠 종류는 지금까지 20점(點)이 출토되어 기와나 토기에 비해 극히 적은 수량이다. 그

러나 요사체 앞의 교란층(攪亂層)에서 출토된 청동제(靑銅製) 이형장식구(異形裝飾具) 1

점(點)과 청동제용기(靑銅製容器) 3점(點)은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 청동제 이형장식구

요사채 앞의 건물터를 조사하던 중 지표 하 40cm의 흑갈색 부식토 층에서 출토되었

다. 이 유물의 크기는 전체 높이 11.5cm, 직경 5,5cm인데, 이를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윗부분은 3cm 높이의 사자 한 마리가 머리를 완전히 뒤로 돌린 채 앉아 있는

데 머리 가운데에 구멍이 뚫렸으며, 앞다리, 몸체, 꼬리 등이 입체적(立體的)으로 세

(細密)하게 표현되어 있다. 가운데 부분은 직경 3.5cm 크기의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위에 8장의 연꽃잎을 조각하여 앙연(仰蓮)과 복연(覆蓮)을 구성하 다. 아fot부분은 

5cm 높이로 횡단면(橫斷面)이 팔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직경

이 커져서 부채살처럼 되어있다. 바닥의 직경은 5.5cm로서 평평하게 만들었다. 사자의 

머리에 뚫린 구멍이나 전체적인 모양을 볼 때, 매달아 쓸 수 있는 추(錘)로 판단된

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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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동제 용기

전기(前記)한 이형장식구와 같은 위치에서 수습하 는데, 지표 하 60cm의 흑갈색 부

식토층에서 3점(點)이 포개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입술은 2단으로 접어서 넓게 벌어져 있고 바닥에는 수직으로 된 굽이 있는 형식(形

式)으로서 3점(點)이 모두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는 조금씩 다르다. 큰 것이 입지름 

8.8cm, 높이 3cm이며, 가운데 것이 입지름 8cm, 높이 2.2cm, 작은 것이 입지름 7.7cm, 

높이 2cm이다.(사진 13-5)

라. 기 타

위에서 언급한 유물 이외에 굽은 옥, 그물추 등의 기타 유물이 16점(點) 수습되었다.

1) 굽은 옥

석탑 동북편의 지표 하 90cm지점 흑갈색 부식토층에서 굽은 옥 2점(點)이 출토되었

다. 2점(點)모두 청색 빛을 띠며 빙열이 많은 편이고 납짝하다. 한점은 반달 모양으로 

생겨 윗쪽에 구멍이 뚫렸고 다른 한점은 삼각형에 가깝게 생겨 역시 윗쪽에 구멍이 뚫

려 있다. 크기는 각각 2.5cm, 2.2cm이다.(사진 13-6)

6. 맺 음 말

분황사(芬皇寺) 창건년대(創建年代)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제오(卷第五)에 선덕왕(善

德王) 3년(年)(A.D. 634)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창건당시의 가람배치에 관한 내용은 기록

이나 유구를 통하여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3차(次)에 걸친 발굴조사로 

방탑석군기초유구(方形石群基礎遺構)(창건동편법당터)와 같은 성격의 유구가 탑을 중심

으로 서편 대칭되는 지점(창건서편법당터)에서 확인되고 탑 북편의 1차 중건 법당터 아

래에서 이와 비슷한 석군유구(창건중앙법당터)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탑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 서쪽에 1개소씩 법당을 배치한 옛 고구려(高句麗) 지역의 『품品』

자 모양 가람배치와 비슷한 형식이 신라(新羅)지역에서 처음 밝혀짐으로써 지금까지의 

일탑가람(一塔伽藍1) 좌전우탑(左殿右塔2), 서전동탑(西殿東塔3),양원가람(兩院伽藍4) 등 

분황사(芬皇寺) 가람배치(伽藍配置)에 대한 여러 學說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옛 고구려 지역에서 밝혀진 『품(品)』자 모양 가람배치는 3법당의 정면이 모두 탑

(塔)을 향하고 있는 반면, 분황사(芬黃寺)는 탑을 중앙법당 앞쪽에 두고 3법당이 모두 

남향(南向)하고 있는 것이 고구려지역의 『품(品)』자 모양 가람배치와 다른 신라지역

의 『품(品)』자 모양 가람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가람배치는 오랜 기간을 지나

면서 일탑삼법당(一塔三法堂)에서 일탑일법당(一塔一法堂)으로 변하는데, 중앙법당은 창

건 이후 같은 자리에서 최소한 4차례에 걸쳐 확대 또는 축소되면서 향방(向方)도 남향

1)1)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一志社, 1974) p.142

2)2) 高裕燮, 韓國塔婆의 硏究(同和出版社, 1981) pp.159∼161

3)3) 尹張燮, 韓國建築史(東明社, 1987) p.104

4)4) 金正基, “韓國古代伽藍의 實態와 考察”, 美術史學論叢(蕉雨黃水永博士古稀記念論叢

刊行委員會, 1988)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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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향으로 바뀌었다.

이 일탑삼법당(一塔三法堂)(품자형(品字形) 가람배치는 경덕왕대(景德王代)(A.D. 74

2∼765)까지 존속하 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삼국유사(三國遺事) 권제삼(卷第三) 탑상

(塔像) 『분황사천수대비 맹아득안(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편의 『경덕왕대, 한기리

여희명지아(景德王代 漢岐里女希明之兒),……예분황사좌전북벽화천수대비전(詣芬皇寺左

殿北壁畵千手大悲前)

…』에서 좌전(左殿)이 아니고 우전(右殿)에 대응하는 좌전(左殿)으로 해석되기 때문

이다. 그 뒤 일탑일법당(一塔一法堂)으로 변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삼국유사(三國遺

事) 권제삼(卷第三) 탑상(塔像)『황용사종 분황사약사 봉덕사종(皇龍寺鐘 芬皇寺藥師 奉

德寺鐘』편의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경덕왕 14년(A.D. 755)에 분황사(芬皇寺) 약

사동상(藥師銅像)을 주성(鑄成)했으며, 본피부(本彼部)의 강고내말(强古乃末)이 306,700

근(斤)의 구리를 사용해서 신라(新羅)에서 가장 큰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새로 주성

(鑄成)한 불상은 무게로 볼 때 이웃한 황용사(皇龍寺) 장육존상(丈六尊像)을 만드는데 

사용한 양의 9배가 되는데, 이 거대한 불상을 모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상에 걸맞는 

규모의 법당이 요구되므로 동․서 두 법당을 중앙법당으로 흡수 통일하 던 것으로 생

각된다. 또 목조건물(木造建物)의 수명(壽命)은 대체로 100년(年)이 지나면 대대적인 중

수가 요구되는 시기인데, 새로운 약사동상주성(藥師銅像鑄成)이 창건 121년(年)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때에 동․서 법당이 중앙법당에 흡수되어 중건

(重建)되었다고 보면, 『품(品)』자모양의 3법당은 창건(創建) 이후 景德王 14년(年)이

전까지 존속하고 1차 중건(次重建) 법당(法堂)은 경덕왕 14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 가능

하게 된다. 

법당의 기단축조(基壇築造) 방법(方法)은 황룡사(皇龍寺) 목탑터의 기단 축조방법과 

같이 지반을 일정한 깊이로 파내고 냇돌과 흙을 번갈아 넣어서 겹겹이 쌓아 올린 축조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신라지역(新羅地域)의 가람배치(伽藍配置)가 황용사(黃龍寺) 목탑터의 기단 축

조방법과 같이 지반을 일정한 깊이로 파내고 냇돌과 흙을 번갈아 넣어서 겹겹이 쌓아 

올린 기단 축조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신라지역(新羅地域)의 가람배치(伽藍配置)가 황용사(黃龍寺)에 이어 분황사(芬

皇寺)에서도 새로운 모양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라지역의 가람배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연차적인 조사가 계속 진행되어서 중문(中

門), 강당(講堂), 회랑(廻廊) 등 분황사(芬皇寺) 창건가람(創建伽藍)의 규모가 모두 밝혀

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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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창건 중앙법당터 상세

사진 1-2 창건 동편법당터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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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창건 서편법당터 상세

사진 2-2 창건 서편법당터와 1차중건 법당터의 중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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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1차중건 법당터(서(西)에서)

사진 3-2 1차중건 법당터(동(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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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2차중건 법당터 상세

사진 4-2 3차중건 법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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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석탑주위 석군 상세

사진 5-2 회랑터(남(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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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1 석등지대석

사진 6-2 당간지주(동(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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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1 당간지주남편 담장기초석열(서(西)에서)

사진 7-2 당간지주서편 석축배수로(남(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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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1 배수로서편 건물터(남(南)에서)

사진 8-2 당간지주동북편 석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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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1 꽃과 새무늬 암막새

사진 9-2 꽃과 새무늬 암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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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3 당초무늬 암막새

사진 9-4 풀꽃무늬 암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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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5 도깨비 눈무늬 암막새

사진 9-6 연꽃무늬 암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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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7 명문 암막새「…대주법행(代主法行)」

사진 9-8 명문 암막새「만력사십오년(萬歷四十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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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1 연꽃무늬 수막새(홑잎)

사진 10-2 연꽃무늬 수막새(짝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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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3 연꽃무늬 수막새(겹잎)

사진 10-4 연꽃무늬 수막새(겹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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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5 복합무늬 수막새

사진 10-6 풀꽃무늬 수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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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1 도깨비 눈무늬 수막새

사진 11-2 보상꽃무늬 수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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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3 새무늬 수막새

사진 11-4 연목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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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5 곱새기와

사진 11-6 도깨비얼굴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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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1 박공막새

사진 12-2 특수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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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3 연꽃무늬 전돌

사진 12-4 토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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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5 토기 합

사진 12-6 토기 파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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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1 심발형 무문토기

사진 13-2 자기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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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3 자기 완

사진 13-4 청동제 이형장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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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5 청동제 용기

사진 13-6 굽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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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분황사발굴조사현황도

도면 2 분황사 법당 변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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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창건 중앙법당터 및 1차중건법당터 평면도

도면 4 창건 동편법당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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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창건 서편법당터 평면도

도면 6 석탑주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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