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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대목탑
낙수받이고찰

국문초록
목탑의 기단부는기단토와이를 둘러싸는외장, 계단, 그리고기타 시설물로구성되며각각의 구성 요소들은만들어진

시기, 장소, 조 세력에따라그외형을달리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발굴조사를실시한백제, 신라~통일신라의목탑지

에서는 고구려의 목탑지에서 확인된 물받이시설, 중국 건축물의 산수(散水), 일본 목탑지에서 확인된 이누바시리(犬走り)가

확인되지않았다.

일반적으로지붕에서떨어지는우수로부터기단부를보호하기위해서까래는기단선이상으로내 어져야하며이때

떨어지는 낙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시설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이 시설을 낙수받이로

명명하 다. 기발굴조사된5~7세기의한국, 중국, 일본목탑지검토를통해6세기에조 된백제목탑지와 7세기에조

된신라~통일신라목탑지에서낙수받이를확인할수있었다.

백제의 경우 6세기에 조 된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낙수받이가 설치되었으며, 특히 왕흥사지

목탑지의 경우 기단토의 굴광 범위가 당초 백제시대의 기단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실시되어 일본 초기 목탑지에서 확인된

경우와 유사하다. 목탑지 조 에는 고려척이 사용되었고 서까래내 기를 검토하기 위해 평면을 복원한 결과 기단부 길이:

일층탑신 길이:어칸:퇴간의 비례는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 목탑지가 4.9:2.7:1:0.9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왕흥사지 목

탑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군수리사지 목탑지와 왕흥사지 목탑지의 주망관계는 어칸 2.49m, 퇴칸 2.14m로 동일하

게 나타나 당시 목탑 조 에 있어서 일정한 척도 적용 및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7세기에 들어서면서 용

정리사지, 제석사지, 미륵사지 등 전사기는 다른 대형 기단부를 가진 목탑지가 출현하면서 더 이상 낙수받이가 설치되지

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신라~통일신라 목탑지의 경우 묘사지,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목탑지에서 낙수받이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하

다. 묘사지 목탑지의 경우 폭 1.8m 할석렬이, 황룡사지 목탑지는 제2탑구석의 범위가, 사천왕사지 목탑지에서는 하층기

단 지대석의설치 형상이능산리사지목탑지와유사함을검토하여낙수받이임을확인하 다. 신라~통일신라목탑지는그

조 자체가 7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비교적 목탑의 구성요소를 충실히 표현하 지만 사천왕사지 목탑지

조 시점을경계로이러한낙수받이는더이상확인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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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의목탑은삼국시대에불교가전래되어사찰이

만들어지면서부터가장높은위계를가지고있는중심

건물로서역할을했지만현존하는목탑은법주사팔상

전이 유일한 예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목탑에 대한 연

구는대체로발굴조사를통한하부기단부의구축방법,

초석 거리 등에서 확인되는 조척, 심초와 관련된 사

리유물등에대한연구가주로이루어졌으며몇몇목탑

에 대해서는 발굴결과를 중심으로 복원도가 작성되거

나01 부여능산리사지목탑과같이실제복원이되기도

하 다.

특히 최근에는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진

기단부에대해서비교적자세한비교연구가가능한상

황이므로최근그성과를중심으로관련연구가활발하

게이루어지고있다02. 

목탑의기단부는기단토와이를둘러싸는외장, 계

단, 그리고 기타 시설물로 구성되며 각각의 구성 요소

들은만들어진시기, 장소, 조 세력에따라그외형을

달리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남한에서발굴조사가실시된백제,

신라~통일신라의 목탑지에서는 중국, 고구려, 일본의

목탑지와차이점이있다. 고구려목탑지에서확인된물

받이시설03, 중국건축물의산수(散水)04, 일본목탑지에

서 확인된 이누바시리(犬走り)05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삼국시대다른건물지의발굴조사에서

는일부확인되어보고된바있다.

일반적으로서까래가외진주열에서바깥쪽으로내

어졌을때그끝선이기단내부에있게되면처마로

부터 떨어지는 낙수에 의해 기단 상면은 훼손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기단외곽선바깥으로처마가내 어져

서까래끝선은기단외부에만들어지는것이일반적인

방법으로생각된다06. 결국서까래의내민정도는외진

주열에서기단선이상으로내 어져떨어지는낙수등

으로기단상면을보호하고아울러지면을보호하기위

해상기한시설들이설치되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물은 목탑 기단 주변에 설치

되어최종적인 역표시를함과동시에지붕에서떨어

지는우수등에대해지면의보호또는기단부를보강

하는역할을하며외형상이중기단처럼보여져격을높

여주는역할도한다. 그러나역시가장큰기능은우수

의처리로보이며본고에서는이시설물에대해낙수

받이로명명하여부르고자한다. 

본고에서는발굴조사되어실체가확인된 5~7세기

에 축조된 목탑지가 그 연구 대상이다. 특히 5세기는

고구려 정릉사지 목탑지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본격적

으로 목탑이 축조된 시기로 판단되며 이후 6세기에는

백제의부여천도이후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목탑지

등이축조되면서 3×3칸목탑의전형이완성된시기로

보여진다. 이후목탑축조기술은신라와일본에전파되

어 황룡사지 목탑지나 현재 일본에 남아 있는 사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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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대별한국, 중국, 일본목탑지비교표

목탑지 건립
시기

기단부
높이

기단토
구축 기단외장형태기단부길이(A)

정릉사지 5전 7.3 - (굴광) (석조이중기단)
0.6

- - - - -
(0.6 이격)

토성리절터 5 7.7 - - (석조이중기단)
0.7

- - - - -
(1.15 이격)

상오리사지 5후
8

- 삭토 (석조이중기단) 0.8 - - - - -
내부단 24.2X21.8

청암리사지 498 9.5 - 삭토
석조가구식

0.7 - - - - -
단층기단

조팽성불사
534- 지상대기:30 지하기조

굴광판축
석조적석식

3 5X5 20 4 4 7.5:5:1:1
577 지하기조:45 6 단층기단

군수리사지 6중 (12.1) 잔존 0.12 지상판축 (단층기단) (1.2) 3X3 (6.77) (2..49) (2.14) 4.9:2.7:1:0.9

능산리사지 567 (10.32) 1.3 굴광판축 석조가구식
(0.7) (3X3) (5.7) (2.14) (1.78) 4.8:2.7:1:0.8

단층기단
왕흥사지 577 (12.1) - 굴광판축 (단층기단) (0.85) (3X3) (6.77) (2.49) (2.14) 4.9:2.7:1:0.9

비조사 593 12.12 - 굴광판축
석조가구식

1.2 (3X3) - - - -
단층기단

사천왕사(日) 593 11.5 - (굴광판축)
석조가구식

배수구 3X3 6.36 2.42 1.97 4.7:2.6:1:0.8
단층기단

금강사지 7전
상층:(11.3)

잔존 1.2
굴광판축 석조가구식 - (3X3) (6.3) (2.5) (1.9) 4.5:2.5:1:0.8

하층:14.2 단층기단

귤사 606 12.36-12.52 1.6 지상판축
와석병용적식

0.5 이상 3X3 6.96 2.24 2.36 5.5:3.1:1:1.1
단층기단

중궁사 607 상층기단:11.3
잔존1.3 지상판축 석조이중기단

(1)
하층기단:13.5 (1.15 이격) (3X3) (6.78) (2.26) (2.26) 5:3.5:1:1

부소산폐사지 7전-중 7.95-8.05 - 삭토 석조이중기단 - (3X3) - - - -
용정리사지 7전-중 18.5 1.25 이상 굴광판축 (이중기단) - - - - - -

제석사지 7전-중
내측 : 19

2.56
굴광,

(석조가구식기단) - 3X3 8.4 2.8 2.8 6.8:3:1:1
외측 : 21.2 성토판축

묘사지 635 외측 : 원형유구직경:15 1.4 이상 지상판축 석조적석식 (1.8) - - - - -
내측 : 원형유구직경:11 이중기단

미륵사지 639
상층기단:16.83 하층기단

굴광판축
석조가구식

- 3X3 (6.3) (2.1) (2.1) 8:3:1:1
하층기단:18.56 0.185 이중기단

황룡사지 645
동서 28.8

1.57 굴광판축
석조가구식

(1.14) 7X7 22.23 3.176 3.176 9:7:1:1
남북 28.9 단층기단

야중사 650 동서길이:13.62 복원 1.5 (지상판축) 석조가구식 0.9 3X3 5.91 1.97 1.97 6.9:3:1:1
남북길이:12.9 단층기단 (배수구)

산전사 663 12.8-12.9 1.74 굴광판축
석조가구식

1.45 3X3 6.52 2.38 2.07 5.4:2.7:1:0.9
단층기단

법륜사 670
상층기단:12.42 상층기단:1

지상판축
석조적석식

- 3X3 6.315 2.649 1.833 4.7:2.4:1:0.7
하층기단:13.22 하층기단:0.2 이중기단

대관대사 677 35 2 지상판축 - 배수구 5X5 (15) (3) (3) 7:5:1:1

사천왕사지 679 (10.75) 1.4 굴광판축
전석병용가구식

(1.075) 3X3 6.45 2.15 2.15 5:3:1:1
이중기단

본약사사서탑 688 12.7 1.65 지상판축
석조가구식

0.75 3X3 7.2 2.4 2.4 5.3:3:1:1
단층기단

고려사 7후 12.7 (1.5) 지상판축 와적단층기단 1.7 - - - - -
니사폐사 7후 13.8 1.4 지상판축 - 0.4 3X3 7.14 2.38 2.38 5.8:3:1:1

망덕사지 7후 8.3 1.28 지상판축
석조가구식

- 3x3 4.95 1.65 1.65 5:3:1:1
단층기단

석조가구식
이중설치

오산구미사 7후 12 1.45 굴광판축 단층기단 내측(석렬):0.9 3X3 6.6 2.2 2.2 5.5:3:1:1
외측(기와):2.35

즐생폐사 7후 10.2 잔존 0.6 삭토 와적단층기단
배수구

(0.3 이격) 3X3 5.4 1.8 1.8 5.7:3:1:1

해회사 7후 13.2 1.5~1.6 지상판축
석조적석식

0.3 3X3 7.2 2.4 2.4 5.5:3:1:1
단층기단

법기사 706 12.4 1.5 (지상판축) 와적이중기단 - 3X3 6.415 2.655 1.88 4.7:2.4:1:0.7

법륭사 711
상층기단:12.35 상층기단:1.1

- 석조가구식이중기단 1.5 3X3 6.35 2.65 1.85 4.7:2.4:1:0.7
하층기단:14 하층기단:0.7

A:B:C:D
(A:상층기단)

낙수
받이폭 규모 길이(B) 어칸(C) 퇴칸(D)

일층탑신

단위 : m

※(     )는 추정



사, 법륭사목탑지등이만들어질수있는기틀이된것

으로판단된다. 7세기에는백제, 일본등에서일부대형

목탑등이출현하기도하 으나 3×3칸목탑은더욱발

전되어다양한기단부형식으로표현되었음을알수있

다(표 1 참조). 따라서 5~7세기삼국의목탑중낙수받이

로보여지는시설물이확인된사례의비교연구는당연

히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된다. 

먼저 고구려목탑지와 남한 내 목탑지 외 건물지의

낙수받이사례를검토하고백제, 고구려의기술이유입

되었거나그기술자가조 을담당했다고판단되는일

본의목탑지와비록유일한사례이지만중국의조팽성

불사목탑지에대해서도낙수받이와그유존가능성에

대해 검토하 다. 이후 검토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목탑지의기단부발굴결과의검토를통해낙수받이존

재가능성을확인하고그특성과구조를고찰하 다07.

사례 검토

1. 고구려

고구려 목탑지는 정릉사지, 토성리절터, 청암리사

지, 상오리사지, 원오리사지등이발굴조사를통해보고

되었다. 이 중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 원오리사지는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되었고, 이 외 2개소는 해방 이

후조사되었으나원오리사지발굴조사에대해서는건물

지중복으로인해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08.

먼저 장수왕의 평양 천도와 동명왕릉 이건과 관련

하여창건한09 정릉사지목탑지는기단한변길이10가

7.3m이고다시 0.8m 떨어져폭 0.6m로할석을시설하

으며11, 안팎으로판석을세워낙수받이를만든것으

로 판단된다12.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러한 낙수받이

는목탑지에서만확인되고그외건물지에서는물도랑

이설치되어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13.

토성리절터목탑지는기단한변길이가 7.7m로낙

수받이너비는 0.7m이다. 내부에손바닥만한강자갈을

깔고그좌우에청회색점판암을직선으로세웠으며, 물

이바깥으로흐르도록약 5°경사지게설치하 다14. 

상오리사지목탑지는기단한변길이가 8m이고기

단 바깥부분에 폭 0.8m가 되도록 줄지어서 강자갈을

깔았다15.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단은 팔각형이지만

내부건물지는방형으로구축된점이다.

청암리사지목탑지는기단한변길이가 9.5m이고

다시 0.8m 떨어져 폭 0.6m로 할석을 시설하 고 물받

009 Tahk, Kyung Baek 한국고대목탑낙수받이고찰

03 落水溝란이름도사용되었지만‘溝’란표현에는‘도랑’이란의미가있어설치방법에있어도랑으로마련된경우에는오히려배수구와가까워져원래의표현에있어서는적절하
지않다고판단된다.
金正基, 1991, 「高句麗定겓寺址및土城里寺址發掘報告槪要와考察」『佛敎美術 10』, 東國大學校博物館, p. 14 / 이강근, 2005, 「高句麗八角形建物址에대한연구」『先史와古代』
통권제23호, p. 10

04 괢敦楨箸/鄭沃根·韓東洙·겳鎬永共譯, 2003, 『중국고대건축사』, 圖書出版世進社, p. 182

05 이누바시리는실제낙수받이시설로만보기는어려운점이있으나그외형이나기능은낙수받이시설과유사하다. 특히 서까래내 기는이누바시리보다더바깥범위에설치되
지만실제낙수는이누바시리상면에떨어지게하 다.

06 韓旭, 2008, 「遺構를通한 6·7世紀百濟伽걄建物의겖原的硏究」, 弘益大學校博士論文, p. 162

07 남한 내 목탑지 건립시기는 정자 과 공동으로 작성한 졸고(정자 ·탁경백, 2007, 위의 논문)를 따랐다. 그러나 조원창은 용정리사지의 건립시기에 대해서 금당지 상층 건물지
에서확인된판단첨형식와당을통해그건립시기를 5세기말에서 6세기초반으로편년하 다.(조원창, 2008, 위의 논문, pp. 71-72) 그러나판단첨형식의와당의편년은맞지만
이와당은금당지에서만확인되었으며사지건립이전에이미건물이들어섰음을고려해보면(조원창, 2003, 「百濟熊津期夫餘괟井里下層寺院의性格」『韓國上古史學報』제42
호, 韓國上古史學會, pp. 87-108) 실제 목탑지는금당지하층건물지건립시기와차이가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그 외북한, 중국, 일본의목탑지에대해서는각발굴조사보고서
를참조하 음을밝혀둔다.

08 小泉顯夫, 1938, 「第五泥佛出土地元五里廢寺址の調査」『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硏究會, pp. 63-72

09 북한학계에서는정릉사지의창건시점을고구려가평양으로수도를옮긴 427년전후로파악하고있다.

10 한인호는정릉사, 상오리절터, 토성리절터목탑지는모두이중기단으로소개하고있으며 8각형평면의기초부분과물받이부분있는데기초부분은웃기단, 물받이부분과기초부분

의 사이에 아무런 시설도 없는 부분은 아랫기단으로 보았다.(한인호, 1988, 「고구려의 탑터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력사과학』제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사회과학출판사, p.

41) 이후 남한학계에서는 먼저 조원창이 한인호의 논고를 중심으로 정릉사지 목탑지를 최초의 이중기단으로 보았으며,(조원창, 2004, 『百濟 建築技術의 對日傳播』, 서경, pp.

138-139) 이강근도한인호의논고를중심으로 8각나무탑기초구조의특징을①총기초형식의깊은돌기초를판것②기단을 2중으로형성한것③물받이시설을한것④탑심

초석이없는점으로정리하면서다만정릉사지목탑지의총기초형식의기초부분겉면에있는 2개의큰둥근돌에대해서만전제헌의안(전제헌, 1994, 『동명왕릉에대한연구』,

사회과학출판사, pp. 152-153)과 비교하여문제점을제시하여한인호의성과를인정하 다.(이강근, 2005, 앞의 논문, pp. 17-18) 그러나기초부분은웃기단, 물받이부분과기초

부분의사이에아무런시설도없는부분을아랫기단으로보는것은목탑지를가로지르는탐색갱조사를통한토층조사, 하층기단이놓여지기위한지대석이나기타시설의구축

부분에대한검증없이다소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이시설부분안둘레에절석(切石)을세워서배열하 다.

이 절석은 일제강점기에는 아랫기단의 보호시설로 파

악하 으나16, 해방 이후 북한학자들은 물받이로 인식

하고있다17. 

이상과같이고구려목탑지는대체로팔각형의기단

형태를가지고있는데기단부외곽에는모두낙수받이

가설치되었다. 그재료로는대체로강자갈과할석으로

각 기단별 길이는 차이가 있지만 낙수받이 폭은

0.6~0.8m 내외에 분포하고 있고 정릉사지와 청암리사

지목탑지는기단외곽에서일정부분떨어져시설되었

으며 토성리절터의 목탑지 낙수받이는 외각으로 약간

의경사도가확인되었다. 

특히 북한학자인 남일룡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 목

탑인 경우 기와가 여러 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고 있다18. 그러나 김정기는 낙수의 양은 지

붕이 차지하는 절대면적 즉, 지붕으로 덮인 부분의 평

면적의크고작음에좌우되는것으로반박하 고백제

나신라의고대목탑지에서이러한시설이나타나지않

고일본고대또는중세가람대부분의건물기단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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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정릉사지목탑평면도
이강근, 2005, 「高句麗八角形建物址에대한연구」

가
가

0 5m

그림 3토성리절터목탑지평면세부도
남일룡, 1987, 「황해북도봉산군토성리고구려절터에대하여」

0 3m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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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인호, 1981, 「정릉사건축의평면구성에대하여」『력사과학 8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 30

12 金正基, 위의논문, p. 18

13 金正基, 위의논문, p. 11

14 그외목탑지의서쪽, 북쪽건물지에서도물받이가확인되었다.

남일룡, 1987, 「황해북도봉산군토성리고구려절터에대하여」『조선고고연구』1987년제4호,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pp. 8-9

15 金聖雨, 1988, 「高句麗佛寺計劃의變遷 -上五里寺址를중심으로 -」『大韓建築學會論文集』4卷5號通卷19號 1988年 10月, p. 236

16 小泉顯夫, 1940, 「第二平壤淸岩里廢寺址の調査槪報」『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硏究會, p. 10

그림 4상오리사지목탑평면도
金聖雨, 1988, 「高句麗佛寺計劃의變遷-上五里寺址를중심으로-」

그림 5청암리사지목탑지남쪽기단부분평면도
小泉顯夫, 1940, 「第二平壤淸岩里廢寺址の調査槪報」

0 1 2 3m



서낙수구시설이설치된점으로미루어이를고구려가

람의 향으로보고있다19.

2. 국내 목탑지 외 건물지

현재까지고구려목탑지외에백제나신라~통일신

라 목탑지에서 낙수받이가 별도로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다른 건물지에서는 일부 낙수받이로추

정되는시설이보고된바있다. 

일제강점기에조사가실시된동남리사지금당지는

동서정면이 30.3m, 남북측면이 21.2m로조사되었는데

주변의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낙수물을 받기 위해

기단앞면외곽에 91㎝의폭으로판석을세웠음이확인

되었다20. 

미륵사지중원금당의경우서, 남, 북측기단밖으

로 1.8~2.1m 지역에는 30~40㎝크기의잡석이깔려노

출되었는데 낙수물받이를 겸한 지반보강을 위한 시설

로 추정되었다21. 특히 보완조사를 통해 하층기단면석

보다사방 2.1m 정도넓게되파기한후바닥면부터호

박석을진흙과모래등과섞어다져올린것으로조사

되었다22.

1985년에발굴조사된부여용정리건물지는기단과

연접하여일정폭의부석이확인되었는데기단석재보다

규모가 작으며 그 윗면을 골라 반반하게 깔았다. 조사

당시동서향으로확인된기단부의중앙을경계로그축

조기법이 다른데, 동편은 기단석에서 30~40㎝가량 간

격을띄우고 60~70㎝폭으로부석을깔았으나, 서편으

로는하단의기단석에바로붙여서최대폭약 60~70㎝

가량 되게 시설하 다. 또 부석 상면의 경사도도 중앙

을경계로서편이동편보다약간더기울어져있다. 기

단외곽에이와같은부석을돌린것은, 지붕에서떨어

지는낙수로인하여지면이패이는것을방지하기위한

시설로추정하 다23.

용정리사지금당지하층건물지의탐색조사에서도

부석열이 확인되었는데 남편 지역은 명갈색점질토를

5~10㎝굴광한후소할석으로내외측면을일정하게맞

추고중심부에소격지석을채운후수평을이루도록하

다. 동편, 서편, 북편 역시 5~10㎝를 굴광한 후 남편

보다다소큰할석재와소판석을폭 70~75㎝가되도록

내외측면에일정하게열을맞추고수평도고르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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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미륵사지중금당지남서편기단부전경
文化財硏究所文化財管理局, 1989, 『彌겇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圖版編

사진 2용정리건물지서편기단부전경
尹武炳·굃康承, 1985, 「夫餘괟井里百濟建物址發掘調査報告書」

17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1975,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p. 78

18 남일룡, 위의논문, p. 11

19 김정기, 앞의논문, p. 22

20 石田茂作·齋藤忠 1940, 「第四夫餘に於けろ百濟寺址の調査」『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硏究 , p. 39

21 文化財硏究所文化財管理局, 1989, 『彌겇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p. 76

22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6, 『彌겇寺址遺蹟發掘調査報告書』Ⅱ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學術硏究叢書第13輯, p. 112

23 尹武炳·굃康承, 1985, 「夫餘괟井里百濟建物址發掘調査報告書」『百濟硏究』제16집,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pp. 65-66



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단석과 관련된 하부 보강시

설로판단하 다24. 

그러나 이 부석유구가 보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살펴본미륵사지중금당에서보여준구축법과같

이 일체화하여 시설해야 하지만 발굴조사에서 이러한

흔적은확인되지않았다. 물론기단외장을하기위해서

기단토를일부정리하여만들고바로연접하여보강시

설이구축되어야하지만이부석유구는별도로구축된

것으로미루어낙수받이경계시설로보아도무방할것

이다. 

2004년에발굴조사된왕흥사지중심사역북서편에

위치한부속건물지는지대석을석재로 1~2단마련한

후그위에평기와를쌓아올린와적기단으로조성되었

다. 그리고 서편 기단석에 연접한 외곽에서 폭 50~60

㎝의 와적시설이 남북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이 확인되

었고북편일부는방형으로교란된구덩이로인하여유

실된상태이다.

이 와적시설은 암키와를 뉘어서 일렬로 구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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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용정리사지금당하부건물지토층도 扶餘文化財硏究所, 1993, 『괟井里寺址』

8
9

10 12 13
11

14

C

1 와적층

2 황갈색 사질점토 + 황적색점질토

3 명갈색 사질토

4 황갈색 사질점토

5 명감색점토

6 암갈색사질점토

7 굵은 모래퇴적층 + 암갈색 점질토

8 적갈색사질점토

9 적갈색 사질점토

10 암갈색 사질점토

11 황갈색 사질점토

12 연갈색 사질점토

13 황갈색 사질점토

14 명갈색 사질점토

● 범례

그림 7 2004 왕흥사지발굴조사유구배치도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4, 『곐報』

24 扶餘文化財硏究所, 1993, 『괟井里寺址』扶餘文化財硏究所學術硏究叢書第5輯, p. 16·63



그안에수직으로촘촘하게세워놓아보도시설로추정

되었다25. 실제 이러한 시설이 보도로 사용된 예는 일

본 귤사의 입구에서 보여진 바 있고 최근 발굴조사된

대전상대동유적에서는이와유사한유구가확인되기

도하 다26. 

그러나이시설을보도로보기에는그폭이지나치

게협소하고기단부에연접하여설치된점으로미루어

기단보강시설이자낙수받이의기능을했던것으로판

단된다.

최근에 다시 발굴조사가 실시된 정림사지 강당지

기단 외장은 와평적식기단으로 보강시설이 별도로 구

축되어 있다. 기단이 노출되는 최상면에 기단 외장을

보강하고자내측에서별도의기와를이용하여그안쪽

면이기단쪽으로향하게세워고정시켰다. 외측에서는

약 55㎝정도의폭으로기와편이혼입된보강토를기단

면에서외곽으로경사지도록시설하고, 그가장자리에

는 암키와를 경사지도록 뒤집어서 마무리하여 외곽으

로 리는것을방지하기위한보강시설인것으로보

고되었다 27. 

그러나내측에서의기와시설은보강시설로보는것

이타당하다고생각되지만외측의시설은보강토를기

단면에서부터 경사지게 처리하여 물흐름이 외곽으로

가능하게 축조하 고 외곽에 암키와를 경사지게 설치

하면서경계범위를명확하게하고있다는점에서낙수

받이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강당지 동편 후면

에서 일부 석재로 만들어진 외곽석도 확인된 바 있어

일부다른재료를경계로만들었을가능성이있다.

이상과같이발굴조사된건물지에서낙수받이로보

고된 사례와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륵사지 중금당지와 같이 그 범위를 굴광한 후

다져올려져서축조되어낙수받이의기능과아울러기

단보강의역할을했던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사례는

왕흥사지부속건물지도이러한사례로볼수있으며정

림사지 강당지는 내·외 보강시설로 모두 축조하면서

동시에 외측 보강시설은 낙수받이의 기능이 가능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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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4, 「2. 부여왕흥사지(사적제427호)」「곐報」, pp. 45-47

26 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대전서남부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상대동(중동골) 유적」현장설명자료, p. 10

27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8, 「부여정림사지발굴조사(제8차) 약보고서」, p. 6 

사진 3일본귤사입구 사진 4대전상대동유적

사진 5정림사지강당지기단보강시설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8, 「부여정림사지발굴조사(제8차) 약보고서」



것으로확인되었다. 

낙수받이 경계의 재료로는 판석, 할석, 기와 등이

다양하게사용되었으며내부의채움재료역시할석, 다

짐흙, 기와등이사용되었다.

3. 중국

현재중국의사례로비교할만한목탑지는동위, 북

제의 수도(A.D. 534~577) 던 업성( 城)의 조팽성불사

(趙彭城佛寺) 목탑지이다. 지상대기길이약 30m, 지하

기초부 길이 약 45m, 깊이 약 6m로 확인되었고 구축

방법은 항토( 土)위주로 여기에 소량의 전석( 石)이

보충되었다. 특히남측의답도양측에부서진회색벽

돌을 깔아 만든 산수(散水)가 있는데, 넓이는 대략 3m

로 확인되었다. 특히 설치범위는 전체 기단부를 구축

하기 위해 실시한 굴광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28. 

4. 일본

일본 목탑지에서 낙수받이로 볼 수 있는 이누바시

리는 비조사(飛鳥寺) 목탑지부터 7세기 목탑지까지 확

인되었다. 특히 각 발굴조사를 통해 비교적 자세한 사

항이소개되고있어검토하기가용이한편이다. 발굴조

사에서보고된사례는많지않지만기단외곽에부석열

등이확인된사례가있어이러한시설들에대해처마내

기등을검토하여실제어떠한시설이었는지구명해

보도록하겠다. 먼저 593년에만들어진비조사목탑지

기단부는지대석을기준으로한전체길이는 12.12m이

지만 실제 기단부를 만들기 위한 굴광의 범위는 약

11.05m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방에서 약 50㎝정도

안으로 들여 기단토가 구성되어 기단외장인 석조가구

식단층기단은 별도로 폭 70㎝, 깊이 30㎝의 구를 마련

하고그내부는다져서구축하 다.

이외곽에이누바시리가마련되는데끝선은할석을

정연하게 면을 맞추어 시설하 으며 기단면과 가까운

부분이 높고 지면과 가까운 부분은 낮아 조금 경사져

있다. 전체폭은 1.2m 정도이고참도와연결되나조금

높게설정되었다. 따라서실제이누바시리를포함한전

체 기단부의 길이는 14.52m가 되며 기단외장 및 낙수

받이를위해서는별도로판축등은이루어지지않은것

으로판단된다29. 

650년에창건된야중사(野中寺) 목탑지는금당과탑

이마주보고있는특이한배치를하고있으며 1983년에

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2, 2009 014

28 朱岩石, 2006, 「 城遺跡趙彭城東魏겗齊 寺跡の調査と發掘」『곎史と文化』東겗 院大 論集第40 , 東겗 院大 術硏究會, pp. 44-46

29 갘良 立文化財究所, 1972, 『飛鳥寺 掘調査報告』제4판, 陽社, pp. 17-18

사진 6조팽성불사목탑지(위에서본모습)
朱岩石, 2006, 「 城遺跡趙彭城東魏겗齊佛寺跡の調査と發掘」

그림 8비조사목탑지; 발굴조사평면도
갘良 立文化財究所, 1972, 『飛鳥寺 掘調査報告』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심초석과 외진주초석은 있지

만 내부에 사천주초석이 없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

다. 기단토의 구축방법은 지상판축형으로 비조사에서

보여졌던 기단부와 굴광부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렵지만 이누바시리와 우락구(雨갳溝)가 확인되었다.

이누바시리에는기단석외측에폭 90㎝로얕은모래층

이 퇴적되고 부분적으로 어린아이의 주먹만한 크기의

강자갈돌이남아있었다. 그외측으로다시높이약 7~9

㎝의단이형성되어있는데이부분이우락구이다30.

676년에완성된산전사(山田寺) 목탑지는전체기단

의한변길이는 12.8~12.9m이고이누바시리를포함한

전체 한 변 길이는 15.7m이다. 실제 기단부를 만들기

위한 굴광의 범위는 남북 약 14.5m, 동서 약 15.7m로

확인되어비조사와는달리이누바시리까지를포함하

다. 지대석과 이누바시리 경계석은 판축 후 다시 굴광

하여 설치하 으며 기단 지대석 외면부터 이누바시리

경계석외면까지는약 1.45m로추정된다. 경계석은대

체로 폭 30~40cm, 길이 40~50cm 정도의 판석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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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산전사탑지기단(동변) 지대석및이누바시리
갘良文化財硏究所, 2002, 『山田寺 掘調査報告-本文編-』

그림 9야중사목탑지발굴조사평면도
羽曳野市 育委員 , 1986, 『野中寺一搭跡 掘調査報告一』

사진 7본약사사서탑지기단이누바시리(동에서)
奈겵 立文化財硏究所, 1997, 『奈겵 立文化財硏究所年報 1997-Ⅱ』

그림 11고려사지탑지기단북서부실측도
山城町敎育委員 , 1989, 『史跡高麗寺跡』

30 羽曳野市敎育委員 ,1986, 『野中寺一搭跡 掘調査報告一』羽曳野市埋葬文化財調査報告書13, p. 35



치하 지만, 남면에서는화강암, 서면에서는전을일부

사용하 다. 내측에는경계석과동질인소형의판석을

깔은흔적이부분적으로남아있다31.

688년에 창건한 본약사사(本藥師寺) 목탑지에서는

기단외측에서호박돌로된이누바시리와배수구가확

인되었다. 이누바시리는 기단 지대석부터 폭은 약

75cm이고낙수구는양측의면석사이에 2매의돌을시

설하여폭약 60cm, 깊이약 10cm이고내측구획석이

이누바시리구획석을겸하도록하 다32.

역시 7세기후반의고려사(高麗寺) 목탑지에서도낙

수받이가보고되었는데와적기단외곽에폭약 1.7m로

바깥쪽으로약간경사지게두가지종류의할석으로시

설하 다33. 니사폐사(尼寺廢寺) 목탑지에서도 폭 약

0.4m인 이누바시리가 확인되었고34 해회사(海會寺) 목

탑지는폭 30㎝의이누바시리가확인되었다 35. 

오산구미사( 山久米寺) 목탑지기단토는현재보고

된바에의하면남측과북측이약간차이가있다. 기단

토구축은굴광한후판축하여이루어졌는데남측은거

의기단의범위보다약 1m 정도외곽부터굴광이이루

어진 후 기단선 직하로는 판축이 이루어지고 1m 외곽

의 범위는 성토되었다. 북측도 역시 기단선 범위보다

1m 정도 외곽부터 굴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남측과는달리전체범위가판축된것으로보여진다36.

기단선외곽으로이누바시리가확인되었는데내측에는

폭 0.9m의 석열, 외측에는 한변 2.35m로 기와를 설치

하 다. 내측과 외측 이누바시리 간에는 약간의 높이

차가있다37. 

그러나이처럼발굴조사가실시되어확실하게낙수

받이로보고된경우도있지만유구의훼손과유실로이

누바시리로보기어려운경우도있었다.

606년에창건한것으로알려진귤사(橘寺) 목탑지는

일부분만남아전모를알기는어려웠으나, 발굴조사결

과증축이있었음을확인하 다. 기단부는처음만들어

진화강암기단과나중에증축한응회암기단이확인되었

다. 화강암기단은 외진주열에서 남측에서는 2.65m, 동

측에서는 2.78m 떨어져확인되었고초층탑신의길이는

6.96m로 보고되어 기단 한 변의 길이는 12.26~12.52m

정도이다. 그외곽에다시한변길이 13.36m 정도의응

회암기단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발굴조사 당시 화강암

기단과 응회암기단 사이 폭 50㎝ 정도의 할석으로 된

부석열이확인되었다. 

이부석열은작은자갈돌로되어있으며상면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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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오산구미사탑지기단단면도 奈겵 立文化財硏究所, 1988, 「奧山久米寺の調査(1987-1次)」『飛鳥·藤原宮 掘調査槪報18』

31 갘良文化財硏究所, 2002, 『山田寺 掘調査報告』- 本文編 -, 갘良文化財硏究所創立50周年記念갘良文化財硏究所 術報第63冊, pp. 135-140

32 花谷浩, 1997, 「本 師寺の 掘調査」『 敎芸術235 』, 每日新聞社, p. 68

33 奧村淸一걏, 1989, 「高麗寺跡(京都府)」『 敎芸術』174 , 每日新聞社, p. 38

34 香芝市敎育委員 , 2003, 『尼寺廢寺Ⅰ-겗廢寺の調査』, 明新印刷株式 社, p. 22

35 泉南市敎育委員 , 1987, 『海 寺遺跡 掘調査報告書』- 本文編, p. 30

36 실제판축과성토를구분하는것은발굴조사에서어려운일이지만대체적으로수평상흙이쌓여있게되면판축으로, 경사져서흙이쌓여지면성토한것으로구분될수있다.

37 奈겵 立文化財硏究所飛鳥 原宮跡 掘調査部, 1988, 「奧山久米寺の調査(1987-1次)」『飛鳥·藤原宮 掘調査槪報18』, p. 66



평하고응회암기단의지대석과그높이가같은것으로

보여그위치나시설상태는초창한화강암기단과관련

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으나, 후대에 증축한 응회암 기

단의후면보강석열일가능성도있어사실상어떠한용

도인지 확인되지 않아 귤사의 목탑지에서는 이누바시

리시설여부에대해서는알수없었다. 

그러나고대건축의지붕규모는기단선보다큰것

이일반적으로보여지며지붕은결국외진주에서바깥

쪽으로내 어지는서까래길이에따라결정되는것이

다. 이 서까래 길이는 목구조의 특성상 퇴칸의 길이와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차적인 포작

부재위에다시출목을두어그균형점을보다바깥으

로이동시켜서까래를보다많이내미는것이가능했다

고보여진다38. 결국서까래내 기의길이는퇴칸의길

이와 다시 출목된 길이만큼 합쳐져 안전하게 내 수

있는길이가결정될수있는것이다. 

특히현존하고있는일본목탑에서고대목탑의원

형을가장잘보여주고있다는법륭사(法隆寺) 오층목탑

퇴칸의 길이는 1.85m이지만 하앙 위에 출목이 외진주

열에서 2m 정도 내 어져 설치되었고 결국 서까래는

출목 위치에서 다시 2.3m 정도 더 내 어져 설치되었

다. 법륜사(法輪寺) 삼층목탑에서도 퇴칸 길이는 약

1.8m, 출목은 1.7m 정도내 어져있고, 출목상에서서

까래의 내민 길이도 역시 1.7m 정도이다. 법기사(法起

寺) 삼층목탑의퇴칸길이는 1.88m이고 1.6m 정도가내

어져출목이설치되었으나서까래는오히려 2m 정도

내 어져설치되었다. 따라서출목의위치에따라서까

래가더많이내 어져설치되었음을알수있으며법륭

사목탑에서는퇴칸의길이보다출목을더많이내 었

지만이후법륜사, 법기사목탑에서는그내 어진정도

가퇴칸길이보다는작아졌음을알수있다. 그러나역

시법륭사목탑의구조법을고려한다면고대목탑에서

는퇴칸길이와유사하게출목을내 었음을알수있다. 

017 Tahk, Kyung Baek 한국고대목탑낙수받이고찰

38 韓旭, 앞의논문, pp. 152-162

사진 8귤사목탑지발굴전경-동에서
갘良 立 原考古 究所, 1999, 『橘寺』

그림 13법륭사, 법륜사, 법기사목탑출목내 기비교도

법륭사 오층목탑

2M 1.7M 1.6M

법륜사 삼층목탑 법기사 삼층목탑



귤사초층탑신퇴칸길이는 2.36m로서까래는외진

주에서 2.36m 전후로 내 기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남측과동측에서확인된외진주열에서기

단까지의 거리가 2.65~2.78m이므로 실제 그 차이는

29~42㎝에불과하여실제로는하앙에서출목을설치하

지않더라도기단선외부로서까래가내 어졌을것으

로판단된다. 따라서기단사이의부석열은이누바시리

일가능성이있다. 

중궁사(中宮寺) 목탑지의 경우에도 기단 외측으로

약 1.15m 떨어져 할석으로 만들어진 폭 1m의 부석이

확인되었다39. 중궁사 목탑지 기단부는 석조이중기단

으로하층기단한변길이 13.5m, 상층기단한변길이

11.3m, 부석유구를포함한한변길이는 17.5m이다. 초

층탑신의 전체 길이는 6.8m로 보고되어 외진주열에서

상층기단선까지의거리는 2.25m, 하층기단선까지의거

리는 3.35m, 부석유구가 포함되는 거리의 범위는

4.35m~5.35m이다. 따라서 서까래내 기는 퇴칸의 길

이를 2.26m(전체길이의 1/3)로가정할때최소한 2.26m

의내 기가가능하다. 여기서다시출목을 1m 정도내

어 설치한 것으로 가정하면 서까래내 기는 3.36m,

2m 전면에 설치한 것으로 가정하면 4.26m가 된다. 따

라서출목위치가외진주에서 1~2m 범위에있으면서

까래는 부석유구 상면에 놓여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부석유구역시이누바시리로추정해볼수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는 8개소의 목탑지에서 이누

바시리가 보고되었으며 퇴칸과 출목, 서까래내 기를

고려하여귤사, 중궁사에서확인된유구에대해서도이

누바시리임을검토하 다.

먼저재료로는경계를표시하기위해서는강자갈을

면을맞추어시설하거나판석등을시설하 다. 내부에

설치된 재료도 대체로 할석이 대부분이지만 산전사의

경우에는판석을깔아시설하 다. 크기는해회사목탑

지에서 확인된 폭 0.3m부터 오산구미사에서보여지는

2열의낙수받이폭인 3.25m까지다양한범위로확인되

었으며단일낙수받이중가장큰범위는고려사목탑

지가 1.7m로가장넓다. 대체로기단의형식은야중사,

중궁사 목탑지를 제외하고는 단층기단이 대부분이고

기단의한변길이도대체로유사하다.

기단토의굴광범위는비조사목탑지의경우에는낙

수받이 범위보다 작게 내부에서 기단토가 만들어졌으

나산전사목탑지는낙수받이범위를포함하여굴광이

이루어졌고 오산구미사 목탑지는 내측은 포함되어 있

으나외측은포함되지않는다.

남한 목탑지 낙수받이

1. 발굴조사 현황

현재까지남한에서목탑지는총 12개소가발굴조사

되었다<표 2>. 다만북한에소재한목탑지에대해서는

본고의사례검토에서언급하 으므로제외하 다. 남

한 내 목탑지는 일제강점기부터 경주의 사천왕사지를

시작으로총 3개소가발굴조사되었고망덕사지는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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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稻垣晋也, 1973, 「 中宮跡寺 掘現狀」『日本곎史(C)四月 』, 吉川弘文館, p. 122

표 2 남한목탑지발굴조사현황

연번 목 탑 지 발굴기간 발굴기관(자)

01 군수리사지
1935-1936 石田茂作·齊藤忠

2005-200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02 능산리사지 1993-2002 국립부여박물관

03 왕흥사지 2000-200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04 금강사지 1964, 1966 국립박물관

1942 藤澤一夫·米田美代治

05 부소산폐사지
문화재연구소

1980 충남대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06 용정리사지 1991-9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07 제석사지 200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08 묘사지 1978,1981 문화재연구소

09 미륵사지 1981, 1985 문화재연구소

10 황룡사지 1976-1983 문화재연구소

11 사천왕사지
1921 조선총독부

2006-200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2 망덕사지 1969 문화재연구소



조사없이전체사역에대한측량후복원도등이작성

되었다40. 

최근에들어와일제강점기에발굴조사된목탑지에

대해서재조사되었고, 특히백제사비시대의목탑지에

대해발굴조사가많이이루어져그성과가축적되었다.

발굴조사는대체로국가기관인문화재연구소나중앙박

물관이주도하 으며현재도경주사천왕사지, 익산제

석사지가발굴조사중에있다. 

그러나 기 조사되었거나 조사중인 12개 목탑지 중

낙수받이로 보여지는 중국의 산수나 일본의 이누바시

리가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제

까지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백제, 신라(통일신라) 목탑

지의낙수받이설치여부를검토해보고그구조와특성

을살펴보고자한다.

2. 백제 목탑지

(1) 군수리사지 목탑지

① 발굴성과41

군수리사지는 전체적으로 구릉상대지에 위치하며

이중목탑지는한변 14.14m 평면정방형으로단단한

고토양토인 쐐기층을 평탄하게 정지하여 자리를 마련

하 다. 

일제강점기에한차례조사되었던목탑지42에대해

최근 재발굴조사하여 새롭게 심초석을 설치하기 위한

사도, 기단부의구축방법등을확인할수있었다. 기단

토구축방법을알기위한탐색갱조사를통해단면토

층은크게생토층과기단토로양분되어있으며목탑지

전적기단을사이에두고목탑지내부에서확인된생토

층이그대로목탑지외곽까지연결되고토층상으로중

축한흔적이나기단토를구축하기위해굴립한굴광선

은확인되지않았다.

기단형식은사방에전을가로로세운전적기단으로

기단토를‘U’자형으로 폭 30㎝, 깊이 10㎝로 따낸 후

정중앙에 전을 횡으로 세우고 안팎으로 가는 모래+굵

은모래+연한적갈색사질점토를채워단단하게고정하

다. 기단외부에서보면전상부는 12㎝정도만노출

되도록하 고, 내부에서보면상부 5㎝정도만보이도

록 하여 나머지는 지하에 묻히도록 구축하 다. 전은

길이 36.5㎝, 폭 18㎝, 두께 4.5㎝또는길이 25.5㎝, 폭

5㎝의 회(청)색연질제로 색조·경도 등은 불균일하

다. 서북편모서리에서는전이아닌소형석재로마무리

하 는데하부에서기와와전편이섞인사질토가확인

되었고, 북측계단지의 소형석재가 시설된 하부에서도

이와동일한양상이확인되어부분적인보수는이루어

졌던것으로판단하 다.

평면상의 기둥자리는 1~2차 조사43 시 7개소, 3차

조사에서 5개소, 4차조사에서 4개소가 추가로 확인되

어각면에 4개씩, 모두 16개소의기둥자리가확인되었

다. 이기둥자리는전적기단에서건물지내부방향으로

100~110㎝ 떨어져 있어 한 변 길이 약 12m 정도이며

차양칸과관련있을것으로추정되었으나, 모서리부분

에서는확인되지않았다. 말각방형으로굴착한후목주

를세운굴립주와목주흔적이확인되지않은기둥자리

로대별된다. 기둥을세운구멍에서는목탄편, 전편등

의유물이확인되었다. 기둥자리에서확인된목주지름

은 20~30㎝이며깊이는잔존기단토아래로약 30㎝이

고간격은대체로 2.7~3m이다. 

또한일층탑신의기둥자리로추정되는원형상유구

가 각각 2개씩 2셋트가 확인되었다. 먼저 동측 기단에

서 2.3m 간격을두고남북일직선상에 2개가 3m 간격으

로구축된것이확인되었는데다른곳에서는확인되지

않았다. 토제적심44으로그내부를적갈색+황갈색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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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米田美代治저·申榮勳역, 1975, 「慶州望德寺의硏究」『韓 上代建築의硏究』, 東夷文化硏究院·東山文化社, pp. 93-104

41 발굴조사의성과는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6, 「부여군수리사지제4차발굴조사약보고서」, pp. 9-11을참조하 다.

42 石田茂作, 1937, 「扶 軍守里 寺址 掘調査(槪要)」『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跡硏究 , pp. 45-55

43 1935~1936년 2차례에걸쳐조사가이루어져목탑, 금당, 강당이남북일직선상에놓인백제사찰가람구조로확인되었다. 특히목탑지심초석의상면위치에서 2점의불상이출토

되어그시기를가늠해볼수있지만세부도면이남아있지않아심주위치및심초석상의출토위치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알수없다(石田茂作, 1937, 위보고서).



점토로단단하게다져넣었다. 확인된규모는 80×90×

40㎝(남측), 100×76×42㎝(북측)으로 평면상 말각방형

을하고있다.

심초구덩이주변에서확인된원형상유구는심초석

북동편에 1개소, 남동편에 1개소가 4m 간격을두고남

북으로 배치되어 있다. 북동편에 위치한 기둥자리는

1~2차조사당시심초석을조사하기위해부분적으로

파괴한것으로보이며북남편에위치한적심자라는후

대에교란된원형수혈유구에의해일부가파괴되었다.

북남편에 있는 기둥자리를 통해 보면 평면 100×90×

32㎝말각방형으로구축되었으며채움토는적갈색+황

갈색사질점토로 견고하게 다졌으며 유물이 포함되어

있지않은것으로보고되었다.

② 낙수받이 설치여부 검토

먼저기단부높이를보면유사한시기에건립된능

산리사지목탑지나금강사지목탑지의기단복원높이

는 모두 1m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군수리사지

목탑지만그높이가 12㎝인점은목탑이사찰에서갖는

위계나일반건물지의기단으로보아도낮은것으로판

단된다. 따라서 만약 이 시설이 기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을세우거나눕혀서계속쌓아올려일정정도의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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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초석을지지하고자초석하부에할석, 와편, 점토등으로둥그렇게만든시설이적심으로, 제작방법이나재료에따라차이가난다. 보통백제건물지에서확인되는적심은기단토

를 굴광하여 흙으로만 단단하게 채워 넣었는데 이는 신라~통일신라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축조방법과 크게 차이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 재료에 따른 구분으로 土製積心과

石製積心으로구분하여용어를사용하고자하 다.

사진 9군수리사지목탑지전경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부여군수리절터」브로슈어



이를확보하거나뒷채움이되는상태에서기와등을눕

혀서쌓을수밖에없다고판단된다. 실제로일본사정

폐사(寺町 寺)의 경우 전을 가로로 세워 그 위에 기와

를평적하여기단외장을하고있다. 그러나이경우기

와를 평적한 유구가 확인되었고 만들어진 시기가 7세

기전기로이미일본에서는귤사이후다양한기단축조

법이확보된상태로판단된다. 또한기와를평적했다면

상당수의 기와량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고

된바에의하면이러한사실은없다.

따라서사실상기단외장은전을세운 1단이전부인

것으로보는편이타당하며이시설이과연기단인지에

대해서는사실상면 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이전적기단에서 1m 정도안쪽에서확인된수

혈유구는차양칸의유구로해석할경우모서리에기둥

이없는구조가되어매우특이한구조가될것이다. 이

는차양칸우주에서추녀가놓여져야하는데기둥이없

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다. 혹은 비교적 하중

을 덜 받는 위치에서 수혈유구 내에 굴립주를 세우고

모서리부분에만하중을더받는것으로인식하여석재

초석을사용했을가능성이있다. 그러나석재초석을사

용했다 하더라도 적심의 흔적이 확인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이수혈유구에대해서도재해석할여

지가 있다. 특히 내부에 목주가 남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목재기둥이 세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기

한바와같이이목재기둥을차양칸의기둥으로보기에

는다소어려운점이있다.

여기서 다시 군수리사지 기단토 구축에 대해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군수리사지 목탑지는 지반 자체가

단단하여건물지정지후사도를만들어심초를안치하

고다시되묻은후그위에판축45 등을통해기단토를

일정높이까지구축하 을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

이기단토는과연어떻게구축할수있을지의문이생

긴다. 일반적으로 판축은 흙이나 작은 할석 등을 섞어

서달고를가지고단단하게다져일정두께만큼구축하

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판축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끝이마감되지않는다면시공하는판축토는계속옆

으로 려나갈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결국판축

되는범위만큼만은마감을하여판축토가외부로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군수리사지 목

탑지역시지상에서기단토를구축하기위해서는이러

한 시설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단선

주변의 16개수혈유구는이러한마감재를가설하기위

한 작업용 기둥으로 판단되어진다. 수직 기둥을

2.7~3m 정도간격으로세운후그사이에목재를가로

로연결한후그내부에흙등을넣어판축하여기단토

를만들었던것으로판단되는것이다. 모서리에서수혈

유구가확인되지않은것은사실상각모서리에서는서

로맞닿아연결하는것이아니라수직으로만나는면보

다더밖으로재료가뻗어나가면모서리부분에는일부

러기둥을세우지않았도될것으로추정된다. 이는법

륭사목탑지의기단부구축상상도를보더라도어렵지

않게이해될수있는부분이며(그림 14 참조) 동시에이

중기단 상층부분의 기단토 구축방법에 대해서도 짐작

을가능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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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최근 판축이란 용어가 잘못 쓰여졌다는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박원호·서치상, 2008, 「판축(版築)공법의 해석 오류에 관한 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

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pp. 113-124). 그러나이는지나치게중국의사전적해석에의존된것으로보이며실제한국이나일본에서版의사용여부보다版처럼사용될수있

는즉, 굴광한후의기단토의 경사면등을版으로삼아여기에흙을여러번깔아달구등으로다져다짐이실시되어 판의형상으로 확인된것이다. 따라서당초판축이란용어가

지적한 바에서 사용되면서 파급된 것은 중국의 사용 예가 아닌 한국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해석 오류가 아닌 용어의 정의와 사용

에있어한국적인변용으로판단된다.

사진 10일본사정폐사탑북편기단
三次市敎育委員 , 1982, 『備後寺町 寺-推定三谷寺跡第3次 掘調査槪報』



따라서 이 수혈유구에 대해서 기단토를 만들기 위

한 마감재의 수직기둥 자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그렇다면 상면 기단토의 범위는 사방 12m 정도가

될것이나역시높이는알수없다. 그러나기단토의범

위가사방 12m라면당초설명한전적기단까지의거리

는 각 면에서 약 1m 정도가 되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뒷채움해가면서기단부를설치해야된다.

그러나 실제 많은 목탑지들이 기단토를 정리하여

기단외장을실시하므로그설득력이떨어진다. 오히려

사방 12m 바로외곽에기단을설치하는것이합리적이

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단의 범위는 다른

재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한 변 길이는 12m 전후로

보여지며그외곽에설치된전적기단으로보고된시설

은낙수받이의외곽경계시설로판단된다. 

만약 기단의 범위가 12m 전후이고 14m 정도의 범

위에낙수받이경계시설이있는것으로가정한다면이

는 동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여지는 능산리사지(상층

기단:10.3m) 일본 비조사(12.12m), 사천왕사 목탑지

(11.5m)의기단범위와유사하다할수있다.

이처럼낙수받이가있다고판단된다면내부평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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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법륭사목탑지기단부구축상상복원도 西岡常一외, 1980, 『法隆寺』世界最古の木造建築



서확인된원형수혈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먼저사용된 조척에대해서검토할필

요가있다. 

전체낙수받이를포함한한변길이는 14.14m로보

고되어이는고려척46으로환산하면 40척이다. 또한사

용된전도길이 36.5㎝, 폭 18㎝, 두께 4.5㎝또는길이

25.5㎝, 폭 5㎝으로 보고되어 고려척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무방할것이다. 그러나동측기단주변에서확인

된 3m 간격의 원형유구는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아 외진주열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그 위치도 당초

에는 14m 정도의기단에서내부로 2.3m 간격을둔것

이지만 12m 내외의기단으로본다면 1.3m밖에되지않

아 상당히 협소한 공간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원형유

구는작업공간을위한수혈로판단되며, 심초주변에서

확인되어 사천주 적심으로 보고된 원형유구도 심초석

을 중심으로 대칭시켜 본다면 남북길이는 4m 이지만

동서길이는 2.2m에불과해세장방형이되어도저히사

천주와관련있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따

라서이원형유구도실제주망과는관련이없는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조척을기준으로목탑의실제평

면은어떠했는지고찰할필요가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목탑지는 현존하는 것이 없

기때문에본고에서는비록복원되었지만가장유사한

시기에만들어진것으로판단되는일본사천왕사목탑

비례분석을통해평면복원을고찰하여보겠다. 일본사

천왕사는 부여에서 확인되는 1탑 1금당식의 전형적인

가람배치로 백제의 가람배치가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판단되는중요한사례이다47. 따라서일본사천왕사목

탑의비례분석을통해어느정도백제목탑지의수치적

분석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사천왕사목탑은전체기단길이:일층탑신길이:어

칸:퇴간의 비가 4.7:2.6:1:0.8로 확인되었다(표 1 참조).

여기서군수리사지목탑지기단부길이를 12m로가정

하여 대입하면(표 3 참조) 기단 길이 12.1m, 일층 탑신

길이 6.76m, 어칸 2.49m, 퇴칸길이 2.14m 정도로추정

이가능하며길이의비는 4.9:2.7:1:0.9 정도이다.

위와 같이 각 평면 비례복원을 통해 서까래내 기

에대해서도검토가가능하다. 우선외진주열에서기단

선까지의거리는약 2.7m 정도이며낙수받이까지의거

리는약 3.7m이다. 우선퇴칸은 2.14m 이므로외진주열

에서 기본적으로 2.14m까지는 서까래내 기가 가능하

고기검토한일본목탑의출목내 기를고려해본다면

최대 1.56m 길이의 서까래내 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이다. 따라서당초보고된전적기단은낙수받이의경계

로볼수있는충분한근거가마련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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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군수리사지목탑지평면비례복원

비례
수치

환산척
(1척-0.356m)

척수
조정

조정
수치 비 례

기단길이 12m 33.71척 34척 12.1m 4.9

일층탑신 6.63m 18.62척 19척 6.77m 2.7

길 이

어칸 2.55m 7.16척 7척 2.49m 1

퇴칸 2.04m 5.73척 6척 2.14m 0.9

그림 15군수리사지목탑지평면복원도

46 여기서는고려척을 35.6㎝로적용하 으며이는부소산성내방형건물지, 비조사, 법륭사등에서사용되어건물지적용에있어합리적인수치로판단하 다.

尹張燮, 1975, 「韓國의造營尺度」『大韓建築學會誌』19卷63號75年4月, 大韓建築學會, pp. 6-7

47 조원창, 위의책, p. 15



(2)  능산리사지 목탑지

① 발굴성과48

부여군부여읍능산리산 15-1번지에위치한능산리

사지는부여나성(夫餘羅城)과연접하여외곽에위치하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발굴

조사 결과 1탑 1금당의 가람배치와 백제금동대향로(국

보 제287호), 목탑지 내부에서‘昌王銘’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 심주편등이확인되었다. 석조사리감의명문49

을바탕으로사찰의건립시기는567년으로밝혀졌다.

목탑지는이중기단으로상층기단길이 10.3m, 하층

기단 길이 11.79~11.73m이고 구지표면에서 잔존하는

기단높이는약 33㎝이나전체추정높이는약 1.3m로

보고되었다.

기단은치석된화강암으로만들어진방형의이중기

단으로 북편기단과 서편기단의 북쪽은 하층기단과 상

층기단지대석까지남아있었고그외부분은하층기단

만이일부잔존한것으로보고되었다. 하층기단지대석

은대체로길이 40~60㎝, 폭 15~20㎝이며높이는 6~10

㎝이다. 네 모서리에는 방형에 가까운 넓은 화강암을

놓았다. 상층기단은하층기단에서약 70㎝안쪽에마련

되었는데 지대석은 하층기단보다는 긴 화강암 장대석

을나란히배열하 다. 장대석의크기는약 100~130㎝,

폭은약 50~96㎝전후이다. 이상층기단지대석의바깥

면에서안쪽으로약 11㎝지점에기단면석을세우기위

한턱이마련되었다. 그러나하층기단석의상부에는갑

석을놓을수있는홈이나턱이마련되지않았고약간

비스듬한경사면을이루고있는기단토위에곧바로목

탑에서흘러내린기와편들이쌓여있어하층기단과상

층기단사이에는처음부터갑석이놓이지않았던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대석 상면에 목탑이 무너지면서

놓인 기와편들과 목탑편들이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알

수있다50.

② 낙수받이 설치여부 검토

능산리사지목탑지의낙수받이설치여부는먼저보

고내용대로하층기단지대석은보여지는면이치석된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저자는 목탑에

서흘러내린기와편을근거로하층기단과상층기단사

이에는 갑석이 놓여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다.

그렇다면 지대석으로 구획만 되어있는 것을 하층기단

으로판단해야하는지검토가필요하다. 특히상층기단

지대석의홈은일직선으로연결되어탱주가없이면석

만세워졌을것으로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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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능산리사지목탑지발굴평·단면도
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圖面·圖版편

48 발굴조사의성과는國立扶餘博物館, 2000, 『陵寺』本文,圖面·圖版편을참조하 다.

49 석조사리감에마련된감실의전면양쪽에각각 10자씩의 씨가각자되어있었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百濟昌王十三秊太歲在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백제창왕 13년에공주가사리를공양했다.

國立扶餘博物館, 2000, 위의책, 본문편 p. 139

50 國立扶餘博物館, 2000, 앞의책, p. 24



일반적으로기단외장에있어서석조기단은크게적

석구조와가구식구조로구분될수있다. 적석구조는할

석 등으로 면만을 맞추어 쌓는 식의 외양이며, 가구식

구조는 지대석+면석+갑석의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가구식구조라도면석에탱주나우주, 혹은면석자체에

문양이포함되는경우가있으며갑석은부연이마련된

판석이설치되기도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면석상부

마감만으로끝나는경우도있다. 

이가구식구조의근간을이루는지대석(地臺石, 址臺

石)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번째는 지댓돌의 의미

로 기단의 갓둘레에 쌓은 돌이고 두번째 의미는 병풍

석, 난간의 기초부에 까는 초지대석 위에 설치하는 대

석이란의미이다51. 물론지대석이란의미에는그상면

에 다른 부재가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능산리사지목탑지의하층기단지

대석 위에는 기단면석이나 기단갑석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마감되었다. 아울러상층기단지대석에서하층

기단지대석사이의경사면은다른이유가있었던것으

로판단된다. 

이처럼 하층기단 지대석에 갑석이 올려져 있지 않

은 점, 상층기단 지대석 면부터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

진점은보고된하층기단지대석이낙수받이의경계석

으로볼수있는충분한근거라고판단된다. 특히비스

듬한경사면은떨어진낙수의원활한흐름을위해설치

된것으로보여지며이러한경사도는고구려토성리절

터목탑지에서도이미확인된바있다. 

그렇다면 능산리사지 목탑지는 기단 한 변 길이가

10.3m, 낙수받이포함한변길이 11.73~11.79m로보아

야 할 것이다52. 한가지 아쉬운 점은 능산리사지 목탑

지의경우기단부를통과하는탐색갱조사가없어중심

부토층을제외하고는세부토층을알수없다. 중심부

토층으로 미루어 기단토는 굴광판축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나굴광범위등은전혀알수없다.

조척은군수리사지목탑지와같이고려척을사용

했던것으로보여진다53. 상면은모두삭평되어수혈흔

적도확인되지않았지만군수리사지목탑지의적용방

법과같이일본사천왕사목탑지를대상으로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전체 기단 길이 10.3m, 일층 탑신 길이

5.7m, 어칸 2.2m, 퇴칸길이 1.8m 정도로평면이복원되

며이를다시 조척에대해검토해본다면다음과같다.

위와 같이 본다면 실제 서까래내 기에 대해서 검

토가가능할것이다. 우선외진주열에서기단선까지의

거리는 2.3m이고 낙수받이까지의 거리는 약 3m이다.

퇴칸은약 1.8m이므로외진주열에서기본적으로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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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능산리사지목탑지평면비례복원

비례
수치

환산척
(1척-0.356m)

척수
조정

조정
수치 비 례

기단길이 10.3m 28.9척 29척 10.32m 4.8

일층탑신
5.7m 16척 16척 5.7m 2.7

길 이

어칸 2.19m 6.2척 6척 2.14m 1

퇴칸 1.75m 4.9척 5척 1.78m 0.8

그림 17능산리사지목탑지평면복원도

51 張起仁, 1998, 『新編韓國建築辭典』, 普成閣, p. 140 3926항

52 능산리사지금당지도 하층기단지대석에서상층기단지대석까지 높이는약 5㎝로갑석등이놓여지기에는 어렵다. 따라서보고된하층기단지대석은낙수받이경계석으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國立扶餘博物館, 2000, 위의 책, 본문편 p. 27). 그러나 조원창은 정림사지 금당지 하층기단의 구조와는 전혀 다르게 시설하여 분명 차이가 있음에

도불구하고능산리사지금당지, 목탑지기단을治石基壇으로판단하 다(조원창, 2004, 위의책, pp. 144-151).

53 석조사리감도높이 74㎝, 너비각 50㎝로고려척으로 2척, 1.4척이다.



까지는 서까래내 기가 가능하다. 여기서 출목내 기

가 0.5~1.2m 범위에서결정되면당초보고된하층기단

지대석을낙수받이경계석으로볼수있는충분한근거

가마련된것으로판단된다. 

(3) 왕흥사지

① 발굴성과54

부여군 규암면 신리 37-2번지 등에 위치한 왕흥사

지는 2000년부터현재까지발굴조사가진행되고있다.

발굴조사 결과 1탑 1금당 가람배치와 목탑지내부에서

사리장엄구와공양물이확인되었고청동사리함명문55

을바탕으로사찰의건립시기는 577년으로밝혀졌다.

목탑지기단한변길이는 12.2m로크기 30㎝내외

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 으며, 비교적 큰 석재 사

이에작은석재를채워넣어면을맞추었다. 기단외측에

는고려시대유물포함층을‘U'자형으로굴착하여시설

한 크기 60~100㎝의 장방형 판석이 현재 북편에 2매,

서편에 5매, 남편에 1매가남아있다. 이시설의한 변

길이는 14m이다56.

평면상에서 7개의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크기 80×

60㎝, 깊이 40㎝내외로평면장방형을띄며모두목탑

축조공정상만들어진작업공인것으로추정된다.

기단토조성을위한굴광은 2차정지층에서시작되

어현재남아있는기단토상면에서약80㎝아래까지이

루어졌다. 남북길이는북편내측기단에서부터남편내측

기단까지약 12m이고최하부는약 40㎝두께의황갈색

사질점토로 성토하 고, 그 상부는 적갈색사질점토 및

황갈색사질점토를이용해5㎝내외로반복다짐하 다. 

② 낙수받이 설치여부 검토

먼저 당초 하층기단 지대석으로 파악한 시설물은

고려시대에만들어진것으로확인이되었다. 그러나기

단토를만들기위한굴광범위는기단크기에가까와기

단토 구축 범위는 기단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있지만기단외측에낙수받이시설여부는알수없

다. 또한낙수받이시설이있었다하더라도고려시대에

재굴광하 기 때문에 이미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흔적

은남아있지않았을것이다. 

그러나백제기단석렬에서고려기단석렬까지의폭

이 0.9m로 이미 검토한 군수리사지 목탑지 낙수받이

폭 1.2m, 능산리사지목탑지낙수받이폭 0.7m인점으

로미루어외형상낙수받이너비로충분하다고판단된

다. 또한 조사결과 고려시대 시설이 가장 양호하게 잔

존하는 서편기단을 보면 백제기단에서 고려 석렬까지

경사로 내려가는 점은 고려시대에 계획적으로 삭평하

지않은이상처음부터경사지어조성한것으로보여지

고 이러한 점은 능산리사지 목탑지와 유사한 점이 있

다. 또한 목탑 지붕에서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

와류도대체로고려기단석렬외곽에서확인되어백제

기단석렬과 고려시대 석렬 사이에 낙수받이가 설치되

었을것으로추정된다. 평면상확인된수혈은정형성이

없어기둥자리로추정하기는어렵다. 

서까래내 기를통한낙수받이설치여부를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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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굴조사의성과는國立夫餘文化財硏究所, 2008, 「夫餘王興寺址第9次發掘調査겫報告」를참조하 다.

55 청동사리함 동체 전면부에 5자6행의 음각으로“丁酉年二月/十五日百濟/王昌爲亡王/子立刹本舍/利二枚葬時/神化爲三”(정유년(577년)2월 15일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해 사

찰을세우고본래사리두매를묻었을때신의조화로셋이되었다)이라는명문이있다.

國立夫餘文化財硏究所, 2007, 「夫餘王興寺址第8次發掘調査겫報告」, p. 10

56 당초 2007년발굴조사에서는이시설을하층기단지대석으로보고이중기단으로파악하 다.

사진 11왕흥사지목탑지북편기단부토층양상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8, 「夫餘王興寺址第9次發掘調査겫報告」



고자평면상복원에필요한 조척검토를위해고려척

을 적용하면 목탑지 기단부 길이 34.3척, 금당지 정면

기단부길이 63.7척, 측면기단부길이 46.6척으로환산

되며, 한척(22.6㎝)57로 적용하면 각각 54척, 100.5척,

73.5척이다. 

먼저 기단길이의 비례로만 사천왕사 목탑의 전체

기단 길이:일층 탑신 길이:어칸:퇴간의 비인

4.7:2.6:1:0.8로적용해보면전체기단길이 12.2m, 일층

탑신길이 6.75m, 어칸 2.6m, 퇴칸길이 2.08m 정도가

된다. 이를 다시 각각 고려척과 한척으로 환산하여 전

체 비례를 보면 고려척의 경우 각 길이의 비가

4.9:2.7:1:0.9, 한척의경우 4.6:2.5:1:0.8 정도가되어전

체적으로고려척이사용되었을가능성이더높다. 고려

척으로 조정한 각 길이는 기단길이 12.1m, 어칸길이

2.49m, 퇴칸길이 2.14m이다. 특히 왕흥사지 목탑지의

평면 복원 길이는 군수리사지 목탑지와 같은 점을 알

수있다.

위와같이본다면우선외진주열에서기단선까지의

거리는 2.725m 이고낙수받이까지의거리는약 3.625m

이다. 퇴칸은 2.14m로외진주열에서기본적으로 2.14m

까지는 서까래내 기가 가능하다. 여기서 출목내 기

는 최대 1.485m 범위 내에서 결정되면 고려 기단석렬

의위치에당초낙수받이경계석이있었을가능성이있

다고판단된다.

(4) 금강사지

① 발굴성과58

부여군은산면 금공리 13-1번지일대인월미산 산

록에 위치한 금강사지는 1964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발굴조사가실시되어 1탑 1금당의가람배치가확

인되었다. 당시발견된연화문수막새를바탕으로대체

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

된다.

목탑지 규모는 판축토를 기준으로 복원하면 약

14.2m59의 정방형이고 잔존 기단 높이는 약 1.2m정도

이다. 기단은 적갈색 계통의 풍화암반층을 지하로 약

0.6m 굴착한뒤두께약 1.8m로판축하여마련하 다.

판축양상은황갈색점질토에아주소량의석괴가섞인

층을 5~6㎝씩 정연하게 쌓으면서 아래로 갈수록 얇게

구축하 다. 특히판축토의주변으로폭약 60㎝, 깊이

9~12㎝ 정도의 얕은 요구(凹溝)가 확인되었는데 이 자

리를기단지대석이빠져나간자리로짐작하 다. 특히

동북쪽과서북쪽모서리에놓일지대석이하나씩발견

되었는데상면에동자주가세워지도록가공되었다. 한

가지주목할점은금강사지의기단토구축범위도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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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왕흥사지목탑지평면비례복원

비례
수치

환산척 척수조정 조정수치 비 례

고려척 한척 고려척 한척 고려척 한척 고려척 한척

기단 12.2m 34.3척 55.4척 34척 55척 12..1m 12..43m 4.9 4.6

길이

일층

탑신 6.75m 18.8척 29.6척 19척 30척 6.77m 6.78m 2.7 2.5

길이

어칸 2.6m 7.3척 11.5척 7척 12척 2.49m 2.71m 1 1

퇴칸 2.08m 5.9척 9.3척 6척 9척 2.14m 2.03m 0.9 0.8

그림 18왕흥사지목탑지평면복원도

57 尹張燮, 앞의논문, p. 6

58 발굴조사의성과는尹武炳, 1969, 『갏剛寺-扶餘郡恩山面琴公里百濟寺址發掘報告』,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第七冊, 國立博物館을참조하 다.

59 보고서의단위는尺으로나와있으나본고에서는 1尺=30.3㎝로환산하 다.



지대석이빠져나간요구(凹溝)의지점까지로보고되었

으며, 동시에 창건시의 판축기단토는 지대석으로부터

안쪽으로약 1.5m 들어와서계단상을이루면서높아진

다고 하 다. 이 지대석이 빠져나간 자리와 잔존하고

있는 기단토를 고려하여 전체 기단 높이는 1.5m 이상

으로보고이중기단으로파악하 다.

② 낙수받이 설치여부 검토

당초금강사지목탑지는군수리사지목탑지와유사

한 규모로 보고되었으며60, 하층기단 지대석부터 1.5m

안쪽에서 계단상의 기단토가 형성되어 상층기단의 위

치도확인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하층기단한변

길이는 14.2m, 상층기단이한변길이는 11.2m로볼수

있을것이다. 따라서이제까지검토한사례에서목탑지

중 완전한 이중기단으로 확인되는 사례이다. 다만 그

외곽에서낙수받이시설등은기단의개보수로인하여

더이상확인되지않았다.

조 척은 동위척(東魏尺)으로 파악하여 기단 한 변

길이는 40척으로보고되었고61, 사천왕사목탑평면비

례로 고찰해보면 금강사지 목탑지 평면의 기단 길이

11.3m, 일층 탑신 길이 6.3m, 어칸 2.5m, 퇴칸 길이

1.9m 정도가된다. 

아래와 같이 본다면 실제 서까래내 기에 대해서

검토가가능할것이다. 우선외진주열에서상층기단선

까지의 거리는 2.5m이고 하층기단까지의 거리는 약

3.95m이다. 퇴칸은 1.9m 이므로 외진주열에서 기본적

으로 1.9m까지는서까래내 기가가능하다. 여기서출

목내 기를 고려해본다면 2.5m 이상 서까래내 기가

결정되면낙수는하층기단외곽으로떨어지게된다. 법

륭사 목탑지의출목내 기가 2.3m인 점을 고려해보면

이는충분히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금강사지목탑지는지금까지확인된기단부

중가장완전한이중기단의형식을취하고있으며낙수

받이는기단개·보수로인하여더이상확인할수없다.

아울러 이후 조 된 부소산폐사지, 용정리사지, 제

석사지, 미륵사지등 7세기이후에만들어진목탑지에

서도낙수받이의설치여부를검토하기어렵거나없었

던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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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尹武炳, 1969, 앞보고서, p. 38

61 보고자는 동위척 1척을 실측치 척도의 1.16배로 환산하 다(尹武炳, 1969, 위 보고서, pp. 34-38). 이 수치는 당시 실측된 곡척인 30.3㎝의 1.16배로 보면 보고서상의 동위척은

35.148㎝가된다.

그림 19금강사지목탑지발굴평·단면도
國立博物館, 1969, 『갏剛寺-扶餘郡恩山面琴公里百濟寺址發掘報告』

표 6 금강사지목탑지평면비례복원

비례
수치

환산척
(1척-0.352m)

척수
조정

조정
수치 비 례

상층기단
11.2m 31.8척 32척 11.3m 4.5

길 이

일층탑신
6.2m 17.6척 18척 6.3m 2.5

길 이

어칸 2.4m 6.8척 7척 2.5m 1

퇴칸 1.9m 5.4척 5.5척 1.9m 0.8



3. 신라~통일신라 목탑지

(1) 묘사지 목탑지

① 발굴성과62

경북경주시사정동 285-4번지일대에위치한 묘

사지63는 1978년에는 서탑지를, 1981년에는 동탑지가

확인되어 팔각형 목탑이 2개가 있는 쌍탑가람임이 확

인되었다. 

조사결과서탑과동탑이거의동일한규모와구조

로 확인되었는데, 서탑지는 불탄 와편이 섞인 소토층

위(재건층)에 2~3열의대형할석을 1.8m 폭으로원형으

로축조하 는데직경은 20m이다. 이할석열에서 2.5m

안쪽에 지대석의 적심석열이 서편에서 팔각형태로 직

경 약 15m, 한 변 길이 6.2m 정도로 확인되었다. 다시

그내부에직경 11m의원형구간에직경 40~50㎝의자

연석과할석을병용하여 2~3단을쌓았고, 바닥의상면

은평평한돌을고르게깔아놓았으며외곽에는이중으

로 할석을 돌려 쌓은 기단이 확인되었다. 외측렬은 90

㎝, 내측렬은 50㎝높이로각각 1단, 3~4단으로축조하

고내부에는바닥돌위에대형자연석을남북으로열

을 맞추어 놓았으며, 이 자연석 사이는 상면까지 자갈

로채워져있었다64.

그위로유구상면까지점토와잔자갈을번갈아섞

어 정연하게 쌓았는데 먼저 점토를 10㎝ 정도 두께로

다지고, 그위에잔자갈을한두겹깔고다시그위에점

토를 다져 반복하여 깔았으며 남아 있는 자갈층은 약

1.2m 높이로 5단정도남아있다.

동탑지도 역시 팔각형건물지로 기단 전체 직경은

10.5m, 한변길이는약 4.5m 내외로확인되었다. 기단

범위 내부에서 대형 할석이 있고 그 사이에는 직경 20

㎝ 내외 크기의 자연석과 점토로 다져져 있어 서탑지

기단으로미루어기단부전체상부가유실되고하부만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 외곽에 길이 30~100㎝,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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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묘사지서탑지평면모식도

62 발굴조사성과는申昌秀, 2002, 「興輪寺의發掘成果檢討」, 『新갥文化』第20輯東國大學校新갥文化硏究所, pp. 290-294를참조하 다.

63 묘사지에대한명칭은관련학자마다이견(金煐泰외, 2002, 『新갥文化』第20輯興輪寺의綜合的硏究, 東國大學校新갥文化硏究所)이있으나, 최근당초 묘사지로비정된경

주공업고등학교배수시설설치부지내발굴조사에서‘ 興輪寺’로추정되는기와편이확인되어현재의흥륜사는 묘사지로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64 申昌秀, 2002, 위의 논문에따르면최외곽할석열의직경 19m, 그 안쪽의팔각형지대석의 직경은 15m, 한 변 길이는 7.7m로 기술하 는데, 실제 작도하면전체적인 길이가일

부맞지않는다. 특히최외곽의석렬은동탑에서는직경약 20.5m로확인되었고팔각형지대석의한변길이가 7.7m가되기위해서는직경이 18m 이상이되어야하므로본고에

서는설명을바탕으로재작도한도면으로기술하 음을밝혀둔다.

사진 12 묘사지동탑지전경
申昌秀, 2002, 「興輪寺의發掘成果檢討」, 『新갥文化』第20輯



30~50㎝ 크기의 상면이 평평한 자연석을 시설하 고

여기서 40㎝안쪽에다시같은크기의자연석을맞추어

돌렸다. 기단 외주부터 5~5.5m 떨어진 위치에 원형으

로돌아가는할석열이확인되어서탑지에서확인된석

열과동일한부대시설로판단되었다. 특히동탑지기단

안에서“괈廟之寺”명명문와가발견되었다.

② 낙수받이 설치여부 검토

발굴조사에서확인된서탑지와동탑지의탑신부는

직경 11m 정도, 외곽 기단의 직경은 15m 정도로 추정

된다. 특히기단부는양탑지에서확인된직경 20m, 폭

1.8m의할석열안쪽으로 2.5m 떨어져위치하고있다65.

〈그림 20〉에서알수있듯이이시설물은기단부와

거의연접되어있어마치고구려목탑지에서확인되는

낙수받이와유사한형태를하고있다. 또한일부고구려

목탑지에서확인된낙수받이와기단사이에빈공간도

약 70㎝정도확인되고있다. 따라서이시설물은낙수

받이혹은기단의보강시설물로보아야함은틀림없다.

이시설물의보다정확한성격을파악하기위해서

까래내 기를검토하지않을수없다. 물론고구려목탑

지와굉장한친연성을보이고있지만현존하는목탑이

없어가장오래된팔각목탑인중국불궁사(佛宮寺) 석가

탑(釋迦塔)과 비교해보고자한다. 응현목탑이라고도불

리는 이 탑은 1056년에 건립되었고 각 층마다 평좌(平

坐, 천장속의층)가설치된각층구조방식66으로하층기단

은 방형, 상층기단은 팔각형이다. 상층기단부 전체 직

경 35.47m, 일층탑신 전체 직경 23.69m, 한 변 길이

9.83m, 일층 탑신의 서까래내 기가 약 4.25m67로 일

층지붕은모두상층기단상면에위치하게된다. 

묘사지 목탑지의 추정 기단 직경이 약 15m임을

고려할 때 불궁사 석가탑은 상층기단으로만 비교해도

약 2.3배 이상 큰 평면을 가지고 있다. 결국 묘사지

서목탑지의 경우 추정 탑신부에서 할석열까지 2m, 할

석열외각까지 4.5m로서까래내 기가 2m~4.5m 범위

내가되면할석열은낙수받이시설로그기능을할수

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법륭사 오중목탑의 한 변

길이는 6.35m이지만 서까래내 기는 약 4.5m로 불궁

사석가탑과큰차이가없어탑의규모가서까래의내

기를종속하지않는다는것을보여주고있으며동시

에목구조의특성상서까래내 기가 4.5m인경우추녀

는그값의 1.4배정도의길이인 6.3m가되므로서까래

내 기의값은 4.5m가한계로판단된다. 

(2) 황룡사지 목탑지

① 발굴성과68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에 위치한 황룡사지는 월

성과임해전지, 분황사와인접한경주최고의사찰이었

다. 1976년부터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3차례의 증축관

계가확인되었으며 1탑 3금당형식의가람구조를밝혀

내었다. 『三國史記』, 『三國遺事69』, 「황룡사찰주본기(皇

龍寺刹柱本紀)」, 『고려사(高麗史)』등에그창건배경, 백

제장인인아비지초청, 완성시기(645년)등많은기사들

을확인할수있다.

먼저 기단토를 조성하기 위해 구지표면에서 동서

32.45m, 남북 30.63m 범위를굴토하 다. 굴토의깊이

는 약 1.37m로 당시의 생토층으로 판단되는 흑색니토

층까지이고여기서다시하층은대부분회청색자갈+사

질토층이나 서측에서 일부 갈색자갈+사질토층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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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탑신부내에이중으로할석을쌓은기단이축조되어이시설을기단부로볼수있지만직경 15m 범위에서확인된지대석의역할과기능이모호해지고전제적으로목탑의규모도

기단에비해굉장히왜소해진다. 따라서이기단은내부에별도의단(불단등)을만들기위한시설물로보여져탑신부의크기를 11m로판단하 다.

66 목탑에 적용가능한 구조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단주만을 사용하여 상하층을 연결하는 각층구조방식과 장주로써 구조적 핵을 형성하고 여기에 단주를 퇴보상에

얹어상하층을 연결하는 연속구조방식으로 구분할 수있다. 각층구조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는불궁사 석가탑, 법륭사 오중목탑, 법기사 삼중목탑 등이있으며연속구조방식의 대

표적인사례는법주사팔상전이있다(權鍾湳, 위의논문, pp. 189-192).

67 陣明 , 2001, 『 木塔』, 文物出版社, 測 4-6

68 발굴조사성과는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 1984, 『皇龍寺發掘調査報告書』를참조하 다.

69『三國遺事』, 「皇龍寺九層塔條」



되었다. 이흑색니토층상부부터그위에자갈층+적갈

색점토층(土石層)을 20여층으로시설하 다. 즉, 초석상

면부터 깊이 0.79m~3.73m로 전체 높이는 2.94m에 이

른다. 시설방법은 자갈을 수평으로 깔고 그 사이에 적

갈색점토층을충진하 다. 이토석층은서측지점에서

는 높고 동측 지점에서는 낮은 지점에서 설치되었다.

조사 결과 남측 탐색갱에서는 외진주열부터 바깥쪽으

로 2.88m 떨어진곳, 즉제1탑구지대석으로부터안쪽

으로 0.52m 떨어진곳에서약 70°의경사로, 북측탐색

갱에서는제1탑구지대석하부부터시작되며, 이층에

서 초석을 설치하기 위한 되파기가 이루어졌다. 가장

상부에서 확인된 층은 초석상면부터 0.79m 깊이까지

흑색부식토와황갈색점토가확인되었다. 

기단외장에서는 건물지 지대석 및 제1탑구석, 제2

탑구석이확인되었다. 먼저건물지지대석은대체적으

로각면외진주열에서약 3.4m 떨어진곳에서확인되

었으며전체적으로 9개가확인되었고 1단쇠시리를갖

고있으며그위에면석이올려지도록되어있다. 특히

이지대석은기단토구축층중토석층이다시굴광되어

놓여진 것으로 판단되나 남측에서는 적색점토층 위에

시설되었다. 그외곽으로는다시이중으로탑구석이설

치되었다. 제1탑구석은 기단 지대석부터 바깥으로 약

1.58m 거리에서, 제2탑구석은제1탑구석부터바깥으로

약 1.14m 거리에서장대석이한줄로놓여진상태로확

인되었다. 설치 높이는 제1탑구지대석은 기단 지대석

보다 15㎝낮게, 제2탑구지대석은제1탑구지대석상면

보다 7.5㎝얕게되어있어기단지대석으로점차로얕

게하여지면과맞닿게하 다. 탑구측상부토층은와

편이혼입된황갈색점토층이고그하부에바로적색점

토층이, 그하부에는전체적인정지토로보여지는흑색

니토층이확인되며가장상부층위에는방형전이시설

된것으로확인되었다.

② 낙수받이 설치여부 검토

이제까지황룡사목탑지는 2개의외곽탑구석을가

지고있는목탑지로인식되었다. 그러나실제기단토굴

광범위를살펴보면제1탑구지대석범위와일치하며북

측면에서만제1탑구지대석안쪽범위에서설정되었다.

목탑지에서굴광을한경우는기단토를만들기위해하

부로부터판축등의방법을통해단단한조성토를얻고

자함이다. 따라서굴광범위내에는목탑내부의기단토

를사용할정도의단단한땅이조성되어지며이범위를

전후하여 기단외장이 실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황룡

사지목탑지에서는제1탑구석까지는일부범위가차이

가 있지만 굴광하여 판축공법으로 기단토를 조성하

지만 제2탑구석은 성토대지 위에 그대로 설치하 다.

이는이제까지지대석의설치로같은제1, 제2 탑구석으

031 Tahk, Kyung Baek 한국고대목탑낙수받이고찰

그림 21황룡사지목탑지의각 역개념도

그림 22황룡사목탑요첨및공포구조개념도
權鍾湳, 1998, 「韓國 古代 木塔의 構造 및 意匠에 관한 硏究:皇龍寺 木塔의
겖元的考察을중심으로」

3.2m 2.4m 1.5m 1m

4.9m



로판단했던것에대해재고할만한여지가있는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보았던낙수받이의구축방법에있어

기단토구축이굴광판축으로실시된경우낙수받이범

위까지는대체로포함하지않고기단외장범위와같거

나 조금 더 크게 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다. 즉, 황

룡사지목탑지의제1탑구석범위까지는당초기단부로

조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현재 목탑

지의 기단 높이는 1.57m로 사실 단층기단으로 설치된

경우, 물론 탑구석의 높이로 인하여 조금 더 낮아지겠

지만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당초 제1탑구

지대석까지 굴광한 것은 이중기단으로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있지않았나생각된다.

그렇다면 제2탑구석으로 명명했던 범위에 대해서

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낙수받이로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먼저 기단토

구축방법이 굴광판축이지만 굴광한 흔적은 제1탑구석

범위까지만실시되었고, 그내부토층도와편이혼입된

황갈색점토층으로 비교적 낙수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시공된점이다. 또한평면상의길이로비교하여도실제

외진주에서기단선까지의거리는 3.4m, 제1탑구석까지

의거리는 4.98m, 제2탑구석까지의거리는 6.12m이다.

현재 평면상 조사된 주칸은 약 3.2m로 우선 서까래내

기에서출목을설치하지않더라도이길이까지는서

까래가 설치될 수 있다. 여기에 다시 출목조정이 된다

면제1탑구석까지의범위는기단이라는인식하에처마

내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황룡사지 목탑의

복원안70에 따르면 출목의 위치를 외진주 중심에서

2.4m, 전체처마내 기를 4.9m로하여어느정도타당

성이있다고하겠다.

(3) 사천왕사지 목탑지

① 발굴성과71

경주시 배반동 935-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천왕

사지는일제강점기에여러차례유물수습및측량조사

가 실시된 바 있으며72, 2006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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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權鍾湳, 1998, 앞의논문, pp. 197-201

71 발굴조사 성과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 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사천왕사지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7,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현

장설명회자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사천왕사지발굴조사성과와의의」「신라호국의염원四天王寺」2008 학술연구심포지움자료참조

7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앞의자료, p. 28 표1.경주사천왕사지조사현황참조

사진 13사천왕사서목탑지전경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6, 「사천왕사지발굴조사」



구소가연차적으로발굴조사를실시하고있다.

현재까지발표된자료에의하면동·서목탑은평면

3×3칸방형이고하층기단73 한변길이 12.9m, 상층기

단한변길이 10.75m, 기단전체높이는약 1.4m이다.

기단토는대지를정지한후큰할석과천석을쌓고그

위에풍화암반이섞인사질점토를다져서편평하게한

후동일한과정으로 11단을판축하여성토하 다. 판축

두께는 사천초석 상면에서 바닥층까지의 깊이는 약

230㎝이고, 판축범위는 상층기단 지대석에서 220㎝까

지이격되어방형으로한변길이약 15m에해당된다.

기단형태는 가구식전석축기단으로 하층기단은 치

석된 지대석을 외곽에 시설하 는데 상층기단 지대석

까지의 1m의내부공간은흙으로만다져져있고계단

에 의해 단절되어 있다. 상층기단은 하층기단에서 약

1m 안쪽에 지대석을 설치하 고 상면에 일정 간격을

두고 탱주와 우주를 마련하 다. 특히 우주와 탱주 옆

에는당초문이시문된장방형전을쌓아올렸고, 당초문

전으로구획된공간에각각녹유전을설치하여면석이

용도로사용되도로하 다. 

평면상 초석은 제자리를 대체로 이탈하고 있지만

제위치에 가까운 사천주 초석간의 거리는 약 2.15m이

고, 대체로외진주간의거리도동일한것으로보여진다.

② 낙수받이 설치여부 검토

사천왕사지목탑지는발굴조사결과비교적하부구

조가 잘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성과에 따른

하층기단에대해서는검토의여지가있다. 하층기단부

는지대석으로만놓여져마치부여능산리사지목탑지

에서보여지는구조와유사하다. 육안으로확인하여도

상층기단과하층기단지대석간의높이차가크지않아

사실상 하층기단은 지대석만 설치하고 상층기단과의

공간은흙으로만다짐하여마감하 다. 

따라서지대석만놓여져있는상태에서하층기단으

로의판단은검토의여지가있으며이는기단부를통과

하는탐색갱조사등이향후실시된다면충분히명확하

게규명될것으로판단된다.

목탑의 조척은 주칸의 길이가 고려척 6척, 기단

부 길이는 30척으로 환산되어 역시 고려척이 사용된

것을알수있다.

만약현재의하층기단부를낙수받이로볼수있다면

서까래내 기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 외진주간의

거리는 2.15m이고 외진주에서 기단 외곽선까지도

2.15m로같다. 외진주에서추정낙수받이까지의거리는

3.225m로 실제 출목간 거리를 약 1m로 한다면 하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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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천왕사지목탑지평면비례

비례
수치

환산척
(1척-0.356m)

척수
조정

조정
수치 비 례

기단길이 10.75m 30.2척 30척 10.68m 5

일층탑신
6.45m 18.1척 18척 6.45m 3

길 이

어칸 2.15m 6척 6척 2.15m 1

퇴칸 2.15m 6척 6척 2.15m 1

그림 23사천왕사지서목탑지평면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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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충분히낙수받이로그기능을할수있을것이다. 

목탑지에서 특이한 점은 전체 탑신의 길이가 추정

낙수받이한변길이의 1/2이고주칸간격이기단부간

격과도일치하는점으로미루어목탑의조 계획이처

음부터 일정한 비례를 가지고 조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예로판단된다.

그러나 기록상 거의 동시기에 조 이 완성되었고

주변에위치한망덕사지목탑지는발굴조사결과기단

부 외곽에서 전혀 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망덕사지 목탑의 구조가 첨탑형식으로 추정되어74

기단부구성도차이가있었을것으로판단되는점이다.

특히이러한 첨탑인경우결국낙수는기단면에떨어

지게되어별도의낙수처리시설이있을것으로판단되

지만현재로서는알수없다.

4. 낙수받이 구조와 특성

지금까지 백제, 신라~통일신라 목탑지의 낙수받이

설치 여부를 검토하 다. 검토 결과 백제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목탑지와 신라의 묘사지와 황

룡사지목탑지, 그리고통일신라의사천왕사지목탑지

에서낙수받이설치를확인할수있었다.

먼저군수리사지목탑지에서는낙수받이의경계는

별도로 굴광하여 전을 세워 그 경계로 하 으며 폭은

1.02m 정도 던것으로보여진다. 다만낙수받이상면

에별다른마감시설이없는것은원래의대지조성토가

고토양토로충분히단단한굳기를가져그대로활용했

을것으로보여진다. 

능산리사지목탑지의경우당초하층기단지대석으

로보여진부재는낙수받이의경계석으로보여지며폭

은 0.7m 정도이고 내부는 외측으로 약간 경사지게 하

다. 

왕흥사지목탑지에서는낙수받이위치에고려시대

의기단석열이설치되었으나검토결과낙수받이설치

가능성이있으며, 경계위치는현존하는고려기단석렬

의자리로볼수있고그폭은 1.05m 정도, 내부는외측

으로약간경사지게하 다.

묘사지목탑지는고구려사지의목탑지와유사하

게당초기단부와낙수받이사이에폭 0.7m의빈공간

이확인되며외곽경계시설은확인되지않았지만내측

은 대형할석을 1.8m 폭으로 평면상 원형이 되도록 설

치하 다. 기단부확인결과팔각목탑으로낙수받이역

시팔각형으로설치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황룡사지 목탑지에서는 당초 제1, 제2탑구석으로

보고된사항에대해검토한결과기단토굴광등을고

려하여제2탑구석을낙수받이경계석으로확인하 다.

낙수받이경계는장대석을한줄로놓았고기단면에서

2.94m 이격되어 있으며 기단 지대석보다 22.5㎝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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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낙수받이개요

경계 폭(m) 상면마감 특이사항

군수리사지 전 1.02
고토양토

이용
-

능산리사지
지대석형

부재
0.7 - 내부경사면

왕흥사지 (석열) 1.05 - 내부경사면

묘사지 - 1.8 할석 팔각형

황룡사지 장대석 1.14 전 하부다짐층

사천왕사지 장대석 1 흙 -



설치하 다. 실제 내부 폭은 1.14m 정도이다. 특히 낙

수받이 하부에 와편이 혼입된 황갈색점토층으로 단단

하게 시공하 으며 상면에는 전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천왕사목탑지에서당초하층기단으로보고된치

석된 장대석이 낙수받이의 경계석으로 확인되었으며

폭은 1m이고내부공간은흙으로만다져져있는것으

로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각 목탑지의 낙수받이를 살펴본 결과

낙수받이의경계는장대석이주로사용되었다. 그폭은

묘사지가가장넓은폭인 1.8m이나대체로 1m 전후

로설치하 다. 상면마감은백제목탑지에서는확인되

지않았지만신라, 통일신라목탑지에서는할석, 전, 흙

다짐등다양한재료가확인되었다. 그러나낙수받이의

설치목적이지붕에서떨어지는우수로부터지면을보

호한다는점을고려해보면상면마감은반드시필요했

을것으로판단된다.

사례 검토에서 살펴본 고구려 목탑지를 포함하여

대체로낙수받이는 5세기~7세기까지확인되었다. 특히

백제사비시대중 6세기대에조 된군수리사지, 능산

리사지, 왕흥사지목탑지에서는모두낙수받이로볼수

있는시설이확인된점은그이후만들어진백제의다

른목탑지와는차별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7세기에 축조된 금강사지, 부소산폐사지 목탑지에서

이러한낙수받이가확인되지않는것은금강사지낙수

받이설치여부검토에서살펴보았듯이이단계부터본

격적인이중기단의구조가확립되고용정리사지, 제석

사지, 미륵사지등사찰조 자체가수도의중심외곽

에서이루어지면서목탑구조역시변화되어기단부역

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7세기 전반~

중반에 확인되는 백제의 대형목탑들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가속시켰을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고구려목탑과어느정도친연성이있는 7세

기전반의신라 묘사지목탑지에서는역시유사한낙

수받이시설이확인되었고, 백제의장인인아비지가만

들었다고 전해지는 황룡사 목탑지에서도 낙수받이가

있는것으로확인되어시기적차이가있지만낙수받이

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통일이된이후사천왕사지목탑지를

하한선으로더이상낙수받이는확인되지않았다. 

이는 목탑 기단부에서 필요했던 의장상의 효과나

실제 대지조성토를 보호하고자 했던 낙수받이가 이중

기단의 확립, 낙수받이를 대신하는 배수구의 설치, 신

라가통일한이후목탑에서석탑으로의전환등으로결

국 낙수받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그

설치가필요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경주의감

은사지삼층석탑의탑구등에서보여지는형태와그건

축적내용은목탑의낙수받이에서그시원을찾아야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기 발굴조사된 5~7세기의 중국, 한국, 일

본목탑지검토를통해한국고대목탑지에서의낙수받

이설치여부를검토하 다.

먼저 사례 검토를 통해 고구려 목탑지에서는 낙수

받이가 0.6~0.8m 폭으로기단외곽에서일정거리이상

떨어지거나연접하여설치되었고토성리절터목탑지에

서는원활한배수를위하여경사면도확인되었다. 국내

목탑지외건물지에서확인된시설에대해서는일부기

단보강및낙수받이로보는경우가있었다.

중국과 일본 목탑지에서는 그 명칭은 다르지만 낙

수받이의기능을하는시설물인산수(散水)와이누바시

리(犬走り)가설치되었다. 중국 조팽성불사목탑지에서

는 3m의 폭으로 확인되었고, 일본의 경우 5~7세기 사

이에 10개의 목탑지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빨리

만들어졌다고판단되는비조사목탑지부터 7세기후반

의 고려사, 니사폐사, 해회사 목탑지에서 이러한 시설

물이확인되었다. 또한발굴조사에서명확히확인되지

않았던귤사, 중궁사목탑지는확인된유구와서까래내

기검토등을통해이누바시리를확인하 다. 

이러한사례검토를통해한국의백제와신라, 통일

신라 목탑지에 대한 낙수받이 설치 검토 결과 다음과

035 Tahk, Kyung Baek 한국고대목탑낙수받이고찰



같은결론을얻을수있었다.

백제목탑지의경우 6세기에조 된군수리사지, 능

산리사지,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낙수받이가 설치되었

다. 낙수받이의 폭은 각각 1.02m, 0.7m, 1.05m로 확인

되었다. 경계의마감은전이나치석된석재로하 으며

특히 능산리사지 목탑지에서는 경사면이 확인되었다.

기단토의굴광범위는군수리사지목탑지는고토양토를

대지조성토로사용하여굴광하지않았으며능산리사지

목탑지에서는확인되지않아현재로서는논의할수없

다. 다만왕흥사지목탑지의경우기단토의굴광범위가

당초 백제시대의 기단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실시되어

일본초기목탑지에서확인된경우와유사하다. 

서까래내 기 검토를 통해 목탑지 조 에 대체로

고려척이사용되었고일본사천왕사목탑과비례를통

해 평면을 복원한 결과 기단부 길이:일층탑신 길이:어

칸:퇴간의 비례는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 목탑지에서

는 4.9:2.7:1:0.9로동일하게나타났으며, 능산리사지목

탑지에서는 4.8:2.7:1:08로 확인되어 다소 차이가 확인

되었다. 그러나군수리사지목탑지와왕흥사지목탑지

의주망관계는어칸 2.49m, 퇴칸 2.14m로동일하게나

타나당시목탑조 에있어서는일정한척도적용및

계획이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신라~통일신라목탑지의경우 묘사지,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목탑지에서 낙수받이가 설치된 것으로 판

단하 다. 묘사지목탑지의경우팔각형평면으로불

궁사오층목탑과비례분석을통해보고되었던폭 1.8m

할석열을 낙수받이로 판단하 다. 황룡사지 목탑지는

두개의탑구석을가진것으로보고되었지만기단굴광

범위가 제1탑구석 범위와 일치하고 있고 제2탑구석은

얕게 굴광하여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 음이 확인되어

제2탑구석범위를낙수받이로판단하 다. 사천왕사지

목탑지는 현재도 발굴조사가 진행중으로 하층기단 지

대석의놓여진형상이백제능산리사지목탑지와동일

하고 서까래내 기를 검토하여 낙수받이 시설임을 확

인하 다. 또한전체탑신의길이가낙수받이한변길

이의 1/2이고주칸간격이외진주열에서기단선까지와

일치하는점으로미루어백제목탑지와마찬가지로일

정한계획하에목탑이조 된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백제 목탑지는 6세기까지만 낙수받이가 확

인되었고 신라~통일신라 목탑지는 7세기 중반까지 낙

수받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백제에서는 이미 6

세기부터 목탑이 조 되었고 동시기에 만들어진 목탑

지에서는 낙수받이의 설치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

여진다. 그러나 백제 목탑도 7세기에 들어서면용정리

사지, 제석사지, 미륵사지등전대와는다른대형기단

부를 가진 목탑지가 출현하면서 더 이상 전대의 목탑

구성이유지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신라~통일신라목탑지는그조 자체가 7

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어 초기에는 비교적 낙수받

이를비롯한목탑의구성요소를충실히표현하 을것

으로보여진다. 그러나사천왕사지목탑지조 을경계

로이러한낙수받이는더이상확인되지않아자체적으

로이시설물이소멸된것으로보여진다. 

이는 7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층기단의 확립과 더불

어 대형 목탑지의 출현, 목탑에서 석탑으로의 전환 등

으로인하여더이상낙수받이가만들어질필요가없었

던것으로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고대목탑의 낙수받이 설치 여부에 대

해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하 으며 6개의 한

국고대목탑지에서낙수받이의여부를검토한결과낙

수받이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낙수받이는 지붕에서

떨어지는우수의처리뿐만아니라의장상의역할도일

정부분했을것으로판단되며향후목탑지뿐만이아니

라건물지의발굴이나복원도작성에있어낙수받이의

유무에대해서반드시고려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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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aksubaji(horizontal gutter)’ of
Ancient Wooden Pagodas in Korea

Abstract

The foundations of ancient wooden pagoda consist of the stylobate soil, exteriors, stairways and etc. The fa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e, region and the architects. As a result of  many archaeological researches, we

have the data of horizontal gutters as a part of  the foundations of ancient wooden pagodas in Gogureyo, China,

Japan. But so far archaeological researches have not revealed such data in Baekje and Silla~Unified Silla period

wooden pagodas. 

In genarally, the eaves must protrude as much as the outer line of the foundation to protect its upper side from rain.

The purpose of the aforementioned horizontal gutter was to protect the foundations of ancient wooden pagodas. In

this article, we call this horizontal gutter the Naksubaji.

After researching many archaeological findings of ancient wooden pagodas of China, Korea and Japan from 5th

century to 7th century, it is suggested that the Naksubaji was installed to wooden pagodas of Baekje period in 6th

century and Silla~Unified Silla periods in 7th century. 

In wooden pagodas of Baekje period in 6th century, Naksubajis were found in wooden pagodas of Gunsurisaji

temple site, Neungsanrisaji temple site, Wangheungsaji temple site. Especially in case of the Wangheungsaji temple

site, presumed line to make stylobate of wooden pagoda in Baekje period was confirmed by archaeological research

and this case is similar to the early period wooden pagodas in Japan.

Goryeocheok(ruler used in the Three Kingdoms) was used to construct wooden pagodas. According to the restoration

plan of wooden pagodas to verify the protrusion of eaves, the ratio of the length of the foundation:the length of 1st

storied building:the length of the center:the length of the corner was 4.9:2.7:1:0.9  between Gunsurisaji temple site

pagoda and Wangheungsaji temple site pagoda . Also I found tne same length of tne 1st storied building between

Gunsurisaji temple site pagoda and Wangheungsaji temple site pagoda. Therefore the exact scales and planning were

adapted to the establishment of wooden pagodas in 6th century in Baekje period. But the Naksubaji was not

producted after 6th century in Baekje period. Because the big wooden pagoda had been appeared, they were needed

other style of the foundation.

In wooden pagodas which were made in Silla~Unified Silla periods in 7th century, I found the Naksubaji in wooden

pagodas in Youngmyosajl temple site, Hwangnyongsaji temple site, Sacheonwangsa temple site. The line of stone in

Youngmyosajl temple site, the 2nd line expressed the area of pagoda, the relative analysis of the lower foundation

between Neungsanrisaji temple site pagoda and Sacheonwangsa temple site pagoda were examined the Naksubaji.

In Silla~Unified Silla periods, the establishment of wooden pagodas was started at 7th century. So they had the

exactly details of wooden pagoda, but we had no data of the Naksubaji after the time made Sacheonwangsa temple site.

Keywords | Wooden pagoda, Naksubaji(Horizontal Gutter), Foundation, Stylobate soil, Protrusion of 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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