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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건립에대한
시공방법론
첨성대의 얼개를 통한 논증

국문초록
첨성대의 구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첨성대 건립을

위한 새로운 시공방법론을 제안하 다. 이는 기존의 시공방법을 첨성대의 건립에 적용할 경우 가설구조물의 설치 및 운

용, 돌을 나르기 위한 기중장비의 설치 및 운용 및 내부 채움 흙의 시공 등에 있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와 첨성대 건립 당

시 신라인들이 보유하 을 것으로 간주되는 장비 사이의 괴리를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첨성대의 얼

개 및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제기되는 기단과 남창구 사이 향(向)의 차이, 원통형 몸통의 일그러진 원형평면, 이웃하는 단

사이의 어긋남, 기울기와 일치하지 않는 각 단 편심의 분포, 외부 수평·수직 줄눈의 완벽한 정렬상태, 내부 채움 흙의 존

재 이유 등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설명이 필요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안된 새로

운 시공방법론은 이 모든 문제와 의문들에 대한 명료한 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제안된 새로운 시공방법론은 첨성대를 축

조한 당시의 건축자가 필연적으로 채택하 을 수 밖에 없었던 시공방법에 가장 가까운 건립방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아울러 현재 첨성대 인근 황남동 일대에 산재하는 크고 작은 고분군의 존재는 이 논문에서 제안된 새로운 시공방

법론을첨성대건립당시의신라인들이자연스럽게사용하 을가능성을암시하고있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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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첨성대는서기 647년신라 27대왕선덕 16년에건립

된석조구조물이다. 그후, 1300여년을지내오면서온갖

풍상과전쟁에도불구하고그아름다운모습이크게훼

손되지않고유지되어오늘에이르고있으며, 1962년에

는국보 31호로지정되었다. 첨성대의아름다움은 <사진

1>에서 보이듯이 곡선과 직선, 원과 정사각형이 어우

러진 조화로움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돌의 단수, 개수

및 방향이 이루는 연한(곐限)과 사시(四時)와의 개연성

및 수학적 상징성은 아름다움에 더하여 신비로움마저

느끼게 한다. 또한 건립당시의 재료와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세계에서가장오래된천문대로서받아

들여지는첨성대는과학과예술에대한우리민족의열

정과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가 자부

심을갖기에부족함이없는귀중한문화유산이며자산

임에틀림없다.

그러나 첨성대의 명성과 중요도에 비하여 그에 대

한역사적기록은수적으로매우적을뿐아니라그나

마내용도너무대략적으로간단하게서술되어있어아

쉬움을 남기고 있다. 첨성대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문헌을 살펴보면 삼국유사(三國遺事, 1281)를 비롯하여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걧地理志, 1454), 신증동국여지승

람(新增東國輿地勝覽, 1481~1499), 동사강목(東史綱目,

1758) 등이있다(문중양, 2006: 25). 즉첨성대건립후 600

년이 지나서야 기록된 삼국유사에는“선덕왕 때 첨성

대가 건립되었다.”라는 단 한마디만 언급되어 있을 뿐

이고, 건립후 800년이지나기록된세종실록지리지에

는첨성대형상에대한간단한묘사와함께“비어있는

속을통하여사람이오르내릴수있다.”라는기록만있

고, 세종실록지리지와비슷한시대에기록된신증동국

여지승람에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에 더하여“남쪽

의 창을 통하여 올라가 별을 관찰하 다.”라는 추가적

인내용이기록되어있을뿐이다. 따라서“별을보는높

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 첨성대(瞻星臺)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오늘날첨성대의기능에대한논란이끊이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이문규, 2004: 8∼

16). 이는 건립당시의 기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건립

후 600년∼800년후에나기록된간결한언급에대한신

뢰도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필연적인 논란이라고 하겠

다. 하지만이논문에서는첨성대의기능이나쓰임새에

대한언급은배제하고오직첨성대의얼개와시공방법

론에대하여만논하기로한다.

첨성대는 다듬은 돌을 쌓아올려 건립된 성벽이나

성문등과비교할때규모가그리크지않은구조물이

기 때문에 자칫 그 건립방법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개연성이높지만, 실제로는원형평면과동시에곡면형

입면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돌의 단수와 개수 및

방향에의미를부여하기위하여세심한시공이요구되

는구조물이다. 첨성대의건립방법에대한후대사람들

의관심없음을반 하듯지금까지발표된첨성대의시

공에대하여언급한논문은단 3편에불과한실정이며,

그나마 일반구조론적으로 간단하게 언급한 논문(송민

구, 1981: 71-72) 1편과저자가동일한비슷한내용의논

043 Kim, Jang Hoon 첨성대건립에대한시공방법론

사진 1첨성대전체모습



문 2편이다(이동우, 1986: 12∼15; 1998: 66∼69). 첨성대의

시공방법에대한연구실적이이렇게적은것은첨성대

의건립과정자체가시공학적(施工學的) 측면에서그다

지의미를부여할정도는아니었을것이라는인식이지

배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첨성대 시공방법 연

구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가제대로형성되지않았기

때문일수도있다. 그러나어느구조물이건‘어떻게지

을것인가’에대한고려가결국합리적인설계뿐만아

니라 최종적인 구조시스템과 형상의 결정에도 지대한

향을미치게됨은오늘날전세계적으로앞을다투며

더높이올라가고있는초고층건물이나더넓은지붕

을덮으려고발전하는대공간구조의건립을통하여인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첨성대의

시공방법규명에대한연구는그자체가매우중요하기

도하거니와이로부터첨성대의구조와현재의모습에

대한합리적인설명을과학적으로추론할수있다는측

면에서의의를갖는다고하겠다.

따라서이논문에서는첨성대의시공방법을논함에

있어첨성대의도면, 얼개, 방향, 내부채움흙, 주변의

지리적인정보등객관적으로얻을수있는현재의자

료들을통하여합리적으로추론할수있는, 즉서기 647

년당시첨성대를시공한건축자가필연적으로채택하

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시공방법에 대한 정황

을전개하고자한다.

첨성대의 얼개

첨성대의 시공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그 얼개의 개

괄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른 여러 문헌에 설명되어 있는 것이지만, 논문의 완

성도를높이기위하여필요하고, 무엇보다도논문의본

론을이해하는데에도움이될것이기때문이다.

첨성대의 최초 실측은 1962년 말부터 1963년 초까

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2, 2009 044

그림 1첨성대얼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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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장 홍사준과 직원들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홍사준, 1963, 1965), 이후 필요에 따라 여

러 연구자와 엔지니어에 의하여 실측되었다(유복모 외,

1995; 손호웅·이성민, 2003). 

첨성대의얼개는 <그림 1>에서보이듯이크게나누

어 기단부, 원통형 몸통 및 상부 정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는잘다듬어진여러개의돌들로구성된 2

개의단이고, 아랫단은 5.36m×5.36m×0.395m의크기

로 대부분이 땅속에 묻혀 있으며, 윗단은 5.18m×

5.18m×0.395m의크기로지표면위에있다. 기단면의

방향은 정남으로부터 동쪽으로 19°만큼 돌아간 방향

을 향하고 있으며(문중양, 2006: 22), 그 모서리는 동지

일출의방위와일치한다(송민구, 1981: 56).

첨성대의몸통은화강암 27개단의원통형으로모르

타르(mortar 접착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채 단순접촉식

으로쌓아올려져있으며, 실측도를참고하여산정한제

12단부터제29단까지내부채움흙위로노출된총212

개단위석재의무게는 0.5kN∼8.7kN(평균 3.6 kN)으로

추정된다(이동우, 1986: 6, 11; 1998: 61, 64). 이는 원통형

몸통 제12단 아래 제1단부터 제11단까지의 단에 놓인

나머지단위석재의무게는이보다훨씬더무거우리라

는것을암시하고있다고하겠다. 또한현장측정결과,

제12단부터 제15단 사이의 외부표면으로부터 내부표

면까지의 최대깊이는 대체로 850∼950m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장훈, 2008). 몸통의외부지름은제1단의

4.93m부터제23단의 2.85m까지들여쌓기를통하여비

선형적으로 변화하며 줄어들지만, 제23단부터 제27단

까지는 변치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하여 첨성대의 아

름다운입면곡선이만들어진다. 잘다듬어진외부표면

과는 달리 몸통 내부표면은 돌을 다듬지 않은 상태로

쌓아 불규칙하게 들쑥날쑥하다. 몸통의 중앙에는

0.91m×0.91m 크기의창(窓)이뚫려있는데창의중앙

이정남(正南)으로부터동쪽으로 16°방향을향하고있

다(문중양, 2006: 22). 혹자는 이 창을 남쪽을 향하여 뚫

린 창이라고 하여 남창구(南窓口)라고 부르기도 한다.

창의 양옆에는 제13단부터 제15단까지 이르는 3개단

높이의역시돌로된문설주가있으며, 지표면으로부터

창아래까지의높이는 4.16m이다. 몸통내부제12단까

지는잡석과흙이섞여채워져있기때문에창을통해

서첨성대내부로들어서면마치지표면으로부터제12

단높이의땅을딛고서있는것과같은셈이된다. 이로

써원통형몸통을이루는돌의단수는창아래로 12개

단창위로 12개단을합하여모두 24개단이되고, 창높

이 3개단을합하면모두 27개단이된다.

몸통의제19단에는원형평면을가로질러마구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평행한 한 쌍의 돌막대가 있고, 제20

단에는제19단의평행한돌막대위에받쳐진역시원형

평면을가로지르는, 그렇지만마구리는내부에머물러

있는평행한한쌍의돌막대가있어서두쌍의돌막대

가 교차하며 평면상 정자형(井字形)을 이루고 있다. 제

25단과제26단에걸쳐서도이와비슷한내부정자석이

있는데이들의마구리는모두몸통밖으로조금씩튀어

나와밖에서보아알아볼수있을정도이다.

원통형몸통꼭대기제27단위에는잘다듬어진사

각형단면의정자석 2개단이올려져있다. 이들꼭대기

정자석은몸통내부제19단, 제20단, 제25단및제26단

의정자석과는달리돌막대가서로교차되는부분이마

치목재를다듬어홈을파서맞춘것처럼잘맞추어져

있다. 또한내부정자석을이루며제26단을가로지르는

평행한 돌막대 위에는 원통형 몸통 내부 절반을 덮는

판석이설치되어있다.

이모두를고려하여정리하면, 첨성대는기단부 2개

단, 원통형몸통 27개단그리고꼭대기정자석 2개단을

합하여 모두 31개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땅속에 묻힌

기단부 아랫단을 제외하면 모두 30개단으로 지표면으

로부터약 9.1m의높이가되어 1개단평균높이는 0.3m

인셈이된다. 따라서원통형몸통을구성하는돌의수

는정자석을제외하면 362개가되고, 이에창양옆의문

설주 2개를 합하면 364개가 되며, 여기에 제26단 정자

석위에올려진판석을합하면모두 365개가된다.

실측자료에따르면첨성대는 1995년현재동쪽으로

1°기울어져 있고 원형몸통 상층부 원과 하단부 원의

중심간격차가 200mm인것으로보고되어있다(유복모

외, 1995: 44). 더최근에측정된실측자료에따르면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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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동쪽으로 0.7°, 북쪽으로 1.9°, 그리고 전체적으로

는북동쪽으로 2°기울어져있다고보고되어있다(손호

웅·이성민, 2003: 281∼283). 그러나 첨성대 기울기에 대

한두연구보고서의차이는 1995년부터 2003년사이에

첨성대의기울기가그차이만큼더심화되었다고보기보

다는측정장비의발전및정 화에따른차이라고보는

것이더타당하다고생각한다. 또한실측평면도에따르

면꼭대기정자석은약 10°가량우회전하여평행사변

형을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이동우, 1986: 7; 1998: 62). 

첨성대 시공방법론

1. 기존의 시공방법론

첨성대 축조방법에 대하여 언급한 문헌에 따르면

기단부완성후상부구조를가설구조물(falsework) 없이

4단계로 나누어 시공하 다고 추정한다. 즉“① 제1단

부터제12단까지내부에흙을채우면서각단을쌓은 1

단계공사, ②제13단부터제20단까지남창구설치를포

함하여첫번째내부정자석을제19단과제20단에도입

한 2단계공사, ③제21단부터제27단까지두번째의내

부정자석을제25단과제26단에도입하고제27단을쌓

아상부정자석을받도록한 3단계공사, 그리고④마지

막단계로서상부정자석을제28단과제29단에쌓아공

사를마감하 을것”이라는주장이다(이동우, 1986: 12∼

15; 1998: 66∼69). 그러나첨성대시공방법에대한이러한

설명은현재의시대를살아가는누구에게나무리없이

합리적으로들릴수있지만, 너무일반론적일뿐더러오

늘날과같은과학기술이발달하지못하 다고간주되는

건립 당시 첨성대의 축조에 있어서“어떻게”와 관련된

여러의문들은그대로남아있을수밖에없다. 즉위에서

주장한대로과연가설구조물없이첨성대의건립이가

능할수있었는지, 석재를어떻게원하는높이까지들어

올리고원하는위치로이동하여쌓기위한기중장비가

있었다면그것은어떠하여야하는지, 내부채움흙은어

떻게채울수있었는지등을생각해보기로한다.

(1) 가설구조물의 사용 여부

가설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이 건립당

시구조물의저항력이충분치않은경우콘크리트가충

분히양생되어제강도를발휘하기까지, 또는조적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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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가설구조물의상상도

a. 전체적인가설구조물의모습 b. 작업대가높아질수록길어지는내민팔



취를건립할때처럼아취의형태가갖추어져독자적인

힘의전달경로를확보하기까지임시로자중(自重)과건

설하중을 부담하도록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첨성대

와같이조적과동시에중력에의하여자체무게와형태

를유지할수있도록조성된구조물에서는가설구조물

이필요치않다는주장에는분명히타당성이있다. 하지

만가설구조물의역할이시공시구조물의자중을임시

로 지지하는 것 외에 시공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대

(platform)로도 사용되어야 하고, 쌓아올릴 석재와 연장

들을올려놓을수도있어야함을감안하면 <그림 2>와

같은가설구조물의존재는절대적으로필요하게된다.

첨성대 건립 시 가설구조물의 필요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기존의 시공방법론에 따라 시공순서를 재구성

하여보기로한다. 그러나평균 300mm 높이의석재를

외부지름이 4.93m인 제1단부터 2.85m인 제23단까지

높아지면서 매단마다 들여쌓기를 하여 비선형 곡면의

입면을구현하여야하는첨성대의구조를생각하면문

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석재를

매단마다 들여쌓으면서 첨성대와 작업대와의 사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려면 <그림 2(b)>와 같이 가설구

조물 작업대의 내민 팔 길이는 위로 오를수록 첨성대

쪽으로길어져가설구조물지지대로부터최대 1m 이상

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평균 무게 3.6kN 이상의 석재

를첨성대의제위치에쌓으려면, 우선 1m 캔틸레버작

업대위에석재를올려놓을수있어야하고, 작업대위

에서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첨성

대의원통형몸통주위를따라이런시공과정을수행한

후에야다음단의쌓기를시작할수있다. 하지만이런

방식으로시공을하려면작업대의높이가첨성대의건

립이 진척됨에 따라 한 단의 석재에 해당하는 만큼씩

높아져야하는데, 과연가설구조물로서목재를사용하

을 그 당시의 여건에서 작업대의 강(剛)함을 유지하

면서 높이를 300mm 한 단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가능하 을것인지의문이드는대목이다.

첨성대 원통형 몸통 제1단의 외부지름이 4.93m이

고, 제23단의외부지름이 2.85m인상황에서첨성대외

부를 둘러서 설치된 가설구조물이 작업자들에게 안정

적인 작업대를 제공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강(剛)하지

않다면, 평균 무게 3.6kN을 훨씬 넘는 무게의 석재를

제위치에쌓기위하여첨성대의내부공간에도가설구

조물이 설치되어야 함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에 묘사하 듯이 당시 가설구조물이 목재로

지어졌을가능성이높고, 일반적으로이런임시구조물

은 강접합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우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내부가설구조물이필요하지만, 동시에들여쌓

기를통하여위로오르면서원통형몸통의지름이줄어

들기때문에첨성대완성후에는철거가불가능할수도

있는 가설구조물을 첨성대 내부에 설치하 을 것이라

는추론은설득력이떨어진다. 따라서이는제12단까지

채워진내부채움흙의존재이유가될수있다. 즉내

부채움흙은첨성대축조시일하는사람들의첨성대

내부의작업대역할을하 을것이라는점을생각할수

있다. 그렇다면 왜 원통형 몸통 12단까지만 내부 채움

흙이채워져있는것인지, 즉왜남창구아래면까지만

흙이채워져있는것인지, 그위단부터는왜흙이채워

져있지않은것인지는여전히의문으로남게된다.

제12단이후부터는내부채움흙이없고, 외부가설

구조물이 높아질수록 작업대는 횡방향으로 더욱 유연

해질것이기때문에내부가설구조물의필요성은더욱

절실해지지만, 첨성대의 내부공간은 꼭대기로 향할수

록좁아지고, 제19단과제20단그리고제25단과제26단

내부에는정자석이설치되기때문에첨성대내부에가

설구조물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게된다. 더욱이내부가설구조물을설치하 다고하

더라도첨성대완공후내부가설구조물을철거하는일

은또다른난관으로남게된다. 이렇게설치와해체가

어려운 내부 가설구조물을 사용하 을 가능성은 그만

큼낮아보인다.

결론적으로기존의제안된시공방법대로첨성대를

시공할경우가설구조물은절대적으로필요하지만, 첨

성대의얼개및건립시정황상일반적으로생각할수

있는<그림 2>의비계(飛階, scaffolding)와같은류(類)의

가설구조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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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재의 쌓기 및 기중장비

석재를 첨성대의 각단 요소요소에 쌓으려면 먼저

석재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석재의 운반이

라 함은 석재의 생산지로부터 시공현장까지 이동시키

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시공현장에서 석재를 쌓

고자하는첨성대내위치까지수직·수평으로이동시

키는것을뜻한다.

첨성대를이루는석재의총수는기단석을제외하고

원통형몸통부 362개, 문설주 2개, 상부판석 1개를합

하여 365개이고, 여기에 내부 정자석 8개와 꼭대기 정

자석 8개를합치면모두 381개가된다. 이돌들을제위

치에쌓기위해서는무게 0.5kN∼8.7kN 이상의돌들을

먼저 소정의 높이까지 수직으로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높이에서 수평으로 외부지름 4.93m의 제1단

으로부터외부지름 2.85m의제23단에이르기까지그리

고그위로제27단의원통형몸통꼭대기와상부정자

석에이르기까지첨성대의원형몸통둘레에두루걸쳐

이동시켜안착시킬수있어야한다. 이러한요구조건은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의 사용이 보편화 된 오늘날에는

큰문제가되지않겠지만, 지금부터 1,360년전인서기

647년에 3차원의이동성을갖춘마땅한기중장비가있

었으리라고는생각되지않는다.

첨성대의 건립이 석탑 쌓기 또는 축성과 유사하다

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지만, 석탑이나 성벽의 얼개는

첨성대와 같지 않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석탑은 지

면에서돌을다듬은후원하는높이로들어올려위·

아래단과의 1차원적맞춤만고려하면충분하고, 축성

의경우는직선내지매우완만한곡률의연속된면을

따라석재를 2차원적으로쌓으면된다. 반면, 첨성대의

경우는 석재의 위·아래뿐만 아니라 좌·우의 맞춤과

함께지름 4.93m로부터 2.85m까지줄어가며비선형곡

선을 이루는 원둘레를 따라 석재를 3차원적으로 쌓아

야함과동시에수평·수직줄눈이전체적으로조화로

워야하는등훨씬더까다로운공정이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제안된 시공방법에 따라 첨성대 매

단마다석재를쌓기위하여생각할수있는가능한방

안은 두가지이다. 첫째는석재를 필요한 높이까지 들

어올릴수있는 1차원적기중장비가있어서가설구조

물의 작업대에 돌을 올려놓으면, 작업대 위에서 원하

는 위치로수평 이동하여 가는방법이다. 그러나이는

앞서 언급한 가설작업대의 견고성 및 매 단의 높이로

상향 확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로 귀

착된다. 둘째는가설구조물대신기중장비를첨성대에

바짝붙여설치하여돌을원하는높이로들여올려쌓

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기중장비에는 돌이

놓일 위치를 조정하는 최소한의 인력이 작업할 수 있

는공간을설치할수있어야하고, 이작업대는첨성대

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

다. 또한첨성대의 높이가높아짐에 따라 첨성대의 직

경이줄어들기때문에일정한높이에서줄에매단채로

돌을 수평으로 최대 1m까지 첨성대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기중장비 자체가 첨성대 둘레

를 따라 한 바퀴 이동할 수 있어야 한 단의 돌을 쌓는

작업이마무리되고, 그다음단쌓기를시작할수있게

된다.

결론적으로기존의제안된시공방법대로첨성대를

시공할경우무거운석재를들어올려제위치에놓을

수있는기중장비가절대적으로필요하지만, 첨성대의

얼개및건립시정황상요구되는기중장비가존재하

을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고할수있다.

(3) 내부 채움 흙의 시공

내부채움흙은첨성대의매단을쌓은후다음단

을 쌓기 전에 채워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제안

된시공방법에서흙을채우는방법으로는두가지를생

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작업자가 등짐을 지고 작업대에

올라가서 첨성대 내부에 흙을 부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이는흙짐을진작업자가지상으로부터작업대

로올라갈수있는통로를필요로한다. 다른하나는돌

을들어올리듯이기중장비를통하여흙짐을들어올린

후 작업대 위에서 수평 이동하여 첨성대 내부에 흙을

채우는것이다. 그러나이두가지방법모두가설구조

물의존재여부및작업대로부터첨성대로의접근성의

문제로귀결되어앞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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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의 시공방법론에 대한 결론

앞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의시공방법에따라첨

성대를 축조할 경우 가설구조물의 설치 및 운용, 기중

장비의설치및운용, 석재의쌓기및내부채움흙채

우기등에이르는모든시공요소에대한의문이제기되

지만, 마땅한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1,360여

년 전, 즉 서기 647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오늘날우리에게익숙한기존의시공방법을첨

성대의건립에그대로적용하려다보니우리가추측하

는당시의기술수준과기존의시공방법과의괴리를메

우지못한때문이다. 그러므로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

주관적이거나 당시 기술수준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

어나관찰가능한객관적사실에근거한추론을통하여

새로운시공방법론을제기할필요가대두된다.

2. 관찰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문

첨성대의 얼개와 현재 상태, 실측도면, 실측자료,

첨성대주변의정황등현재관찰가능한객관적사실

을 살필 수 있다면, 그리고 객관적 관찰로부터 제기되

는여러의문에대하여합리적인답을유추할수있다

면, 이는 첨성대의 시공방법론 추론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암시하는근거로사용될수있다. 이과정에서입

수한 도면(이동우, 2008)을 분석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모사(模寫)하 고, 모사의 정확성을 보이기 위하여 입

수한도면의평면과컴퓨터로그린평면을 <그림 3>에

비교하 다.

(1) 기단과 남창구 사이 향(向)의 차이

실측자료에따르면, 첨성대기단면의방향은정남

으로부터동쪽으로 19°만큼돌아간방향을향하고있

으며(문중양, 2006: 22), 그모서리는동지일출의방위와

일치한다고보고되어있다(송민구, 1981: 56). 또한남창

구의 중앙은 정남(正南)으로부터 동쪽으로 16°방향을

향하고있다고보고되어있다(문중양, 2006: 22).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바로 기단

면중앙과남창구중앙이서로간에 3°의차이를보이

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실측도면에서도 감지할

수있다(이동우, 2008). 왜이런차이가만들어졌을까? 당

시의기술수준이부족해서인가, 의도적인것인가, 아니

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 던 것인가? 정교

한석굴암과석가탑및다보탑을축조할정도 던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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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실측도와모사한평면의비교

a. 원래의실측도 b. 컴퓨터로모사한평면도



의기술수준으로볼때기단면과남창구의방향이서

로일치하도록축조하는것은그리어려운일이아님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3°의 차이

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첨성대의 기하학

적 특성이 수학적(조용욱, 1999: 20-21) 종교적(문중양,

2006: 27-36) 의미를가지고있고, 이를구성하는단의수

와 돌의 수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유복모외, 1995: 43), 그놓여있는방향또한연한(곐限)

과사시(四時)와개연성이있음은(송민구, 1981: 63-71) 이

미보고된바이지만, 기단면중앙과남창구중앙의서

로간에이루는 3°의각도차이에의미를부여한기록

은 그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3°의

차이가나도록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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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기단면과남창구가이루는방위각 3°의차이

기단부

남창구
3°

19°

그림 5원통형몸통원형평면의일그러짐

a. 제3단 b. 제6단 c. 제9단

d. 제12단 e. 제15단 f. 제18단

g. 제21단 h. 제24단 i. 제27단



그러므로정리하자면남창구를건립할당시에는어

떤연유에서인지일꾼들이기단면을볼수없는상황

에처해있었으며, 기단면을놓을당시에정남(正南)의

판단근거로삼았던일출과해그림자의방향이남창구

를 설치할 당시에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미 변화해

있었으므로절대적인방향에대한기준이없는처지에

서 3°의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었다고추론한다면지

나친비약일까?

(2) 원통형 몸통의 불완전한 원형(圓形)

실측도(이동우, 2008)로부터 투사(透寫, tracing)하여

그린 <그림 5>에서보이듯이첨성대원통형몸통부각

단의평면은완전한원이아니라원으로부터조금씩일

그러진형태이다. 또한각단평면상일그러진원의방

향도북동쪽으로는원의밖으로이탈하는방향으로일

그러져 있는 반면, 남서쪽으로는 원의 안으로 향하는

방향으로일그러져있다. 아울러주목할것은기단부에

가까운아래단일수록일그러진정도가그리심하지않

지만, 단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일그러진 정도는

점점심해지고, 일그러진원형평면원주의범위도점차

넓어지고있다는것이다. 무엇때문에일그러진원형평

면이만들어진것일까? 일그러진형태가일정한방향성

을가지고있다는것은무엇때문일까? 더구나위의단

으로갈수록그일그러진정도가더욱심해진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당장에

구하지는못하겠지만, 평면상원의일그러짐이나방향

051 Kim, Jang Hoon 첨성대건립에대한시공방법론

그림 6이웃하는단사이의어긋남

a. 제2단/제3단 b. 제5단/제6단 c. 제8단/제9단

d. 제11단/제12단 e. 제14단/제15단 f. 제17단/제18단

g. 제20단/제21단 h. 제23단/제24단 i. 제26단/제27단



성그리고일그러진정도가심해지는형상등이건축자

가의도한바는아닐것임에틀림없다. 그렇게하여얻

을수있는유익함이없기때문이다.

(3) 이웃하는 단 사이의 어긋남

역시실측도(이동우, 2008)로부터투사(透寫, tracing)하

여그린그림을살펴보면, <그림 5>의원통형몸통의각

단평면상일그러진원형평면의경우와는달리<그림6>

에서보이듯이이웃하는단사이의어긋난형태는일정

한방향성을보이고있지도않거니와어긋난정도역시

단의위치가높아진다고하여더심하여지지도않음을

알수있다. 즉불규칙적으로어긋난상태이다. 이는첨

성대가북동쪽으로2°정도기울어지는과정에서발생한

어긋남이라고는볼수없는분명한이유가되기도한다.

비록원형평면이일그러져있고이웃하는단과단이서

로조금씩어긋나있기는하지만, 각단의석재들은흐

트러짐이없는원형평면을이루고있는점또한특이한

사항이다. 만일일그러지거나어긋난것이지진에의한

진동이나 무거운 중장비가 가까이서 통과하며 일으킨

진동에 의한 것이라면, 일그러짐이나 어긋남은 모르타

르없이쌓여진원형평면을이루는석재들의불규칙한

흐트러짐을수반하여야하는데흐트러짐없는원형평면

의어긋남은첨성대각단원형평면의일그러짐이나이

웃하는단사이의어긋남이진동에의한것이아님을말

해주고있다고하겠다. 그렇다면이웃하는단과단이불

규칙적으로어긋나게된이유는무엇때문일까?

(4) 원통형 몸통의 기울기 및 편심거리

손호웅·이성민(2003: 282, 283, 293)은 3차원레이저

스캐닝기술을이용하여측정한원통형몸통의기울기

와 제1단최하단부원의중심에대한 각단 원중심의

편심거리를 보고하 다. 이들 자료는 원통형 몸통 각

단의동-서방향과남-북방향에대하여측정된것으로

서객관적사실을논하기위하여 <그림 7>에다시정리

하 다. 동-서방향보다남-북방향으로의기울기와편

심이 더욱 심하며, 결과적으로 동-북 방향으로 기울어

져있는 첨성대의 현재 모습을 반 하고 있다. <그림

7a>에서보이듯이원통형몸통제1단최하단부에서측

정된기울기는제1단이기단위에직접놓이므로부동

침하에의한기단부의기울기라고해석할수있겠지만,

제2단부터 제27단에 이르는 단의 기울기는 각 단별로

들쑥날쑥할뿐만아니라단의위치가위로올라갈수록

기울기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림 7b>는남-북

방향의편심을 Y-축으로하고, 동-서방향편심을 X-축

으로하여각단중심의상대적위치를 2차원적으로나

타내었으며, 그래프 상 숫자는 각 단의 단수를 의미한

다. 기울기와마찬가지로단의위치가올라갈수록편심

이증가함과아울러그크기또한들쑥날쑥함을알수

있다. 그러므로원통형몸통의모든단원의중심이일

직선위에있다면, 3차원정 측량을통하여밝혀진동

쪽으로기울어진 0.745°로부터계산되는편심거리는지

표위로돌출된기단한단과원통형몸통의높이를합하

여약 8.4m로산정할경우109mm이어야함에도불구하

고 37mm로 측정되었으며, 북쪽으로 기울어진 1.91°로

부터 계산되는 편심거리는 280mm이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178mm로측정되어큰오차를보이고있다.

만일 원통형 몸통의 기울기가 단지 기단부의 부동

침하에의한것이었다면상식이말하는바는 <그림 7a>

에보이는각단의기울기는상수(常겤)로서일정한값

이어야하고, <그림 7b>에보이는각단중심의상대위

치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 위에 놓여있어야 한

다. 그러나 실측된 바와 같이 기울기와 중심의 상대위

치가각단별로들쑥날쑥하게변하면서동시에단의위

치가위로올라갈수록그크기가증가하는정황을합리

적으로설명하려면다음의두가지논리중하나를선

택할수밖에없게된다. 즉처음에는완벽한위치에놓

여있던석재가어떤이유로인하여측정당시의위치

로서로미끄러져움직 던지아니면처음부터그렇게

지어졌던지 둘 중 하나로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게

된다. 하지만석재가서로미끄러져이동하려면미끄러

뜨리려는힘이석재와석재사이에존재하는마찰력을

능가하여야하는데기껏해야 2°정도기울어진상태에

서중력에의하여작용하게되는힘의수평분력으로는

돌과 돌 사이의 마찰계수를 극복할 수 없음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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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실측자료(손호웅·이성민, 2003)로부터재구성한원통형몸통의기울기및편심거리

a. 입면의기울기

b. 원통형몸통의편심



않게짐작할수있다. 그러면어떤힘이육중한돌과돌

사이의 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지진이나 첨성대

근처를지나는중장비에의한진동을떠올릴수도있겠

지만, 무작위적(無作爲的, random) 진동에 의하여 석재

가 미끄러져 움직 다고 하기에는 원통형 몸통 각 단

석재의배열이그런대로완벽하고, 외부의 3차원곡면

에 불연속면이 존재하지 않으며, 너무나 가지런한 수

평·수직 줄눈의 정렬을 설명할 도리가 없게 된다. 그

렇다면첨성대건립당시신라의건축자가처음부터기

울기와 중심의 상대위치가 들쑥날쑥하게 변하면서 동

시에높이가올라갈수록그크기가증가하는것을수용

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무엇이었을까?

(5) 수평·수직 줄눈의 정렬상태

원통형 몸통을 구성하는 돌의 외부로 노출된 표면

은 잘 다듬어져 있으며 각 단 원형평면의 곡률(曲겂,

curvature)에 따라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돌

과돌이수평으로만나는위단과아랫단의접촉면과수

직으로만나는좌우의접촉면을보면석재의모든부분

이이와같이평활하게다듬어졌을것으로기대되지만,

실제로첨성대내부에들어가보면전혀다듬어지지않

은 상태로 울룩불룩 튀어져 나온 돌의 쌓여진 모습과

좌우상하로이웃하는돌과돌사이에불규칙하게분포

된온갖부정형의틈새를보게되는데(김장훈, 2008), 이

는첨성대의단아한외형과는전혀어울리지않는모습

이다. 첨성대 각 단의 원형평면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각단의표면에노출된단과단간의돌의곡률

또한서로다를수밖에없는데각단별로곡률을잘구

현해 내고 있다. 또한 좌우상하로 이웃하는 돌과 돌이

만나는면을아무리평활하게다듬었다고하더라도원

통형몸통 27개단 362개의돌을쌓는과정에서외부로

노출된각단의깊이 850∼950mm의넓적한돌과돌이

이루는줄눈을모르타르를사용하지않은상태에서수

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렬하는 것은

절대로쉽지않은노릇임에도불구하고현재첨성대의

단과단사이및돌과돌사이수평·수직줄눈의정렬

상태는 부분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매우 완

벽한것으로보인다. 돌을쌓기전에외부로노출된표

면과 함께 돌의 좌우상하 접촉면을 미리 다듬었다면,

돌하나하나의다듬어지는면의각도를정 하게작업

하지않는한, 현재볼수있는수평·수직줄눈의정렬

상태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첨성대의모든돌을축조한이후에원통형몸통의외부

로노출된표면을다듬었다는것인가?

(6) 내부 채움 흙의 존재

첨성대내부에는흙과잡석이섞인내부채움흙이

원형몸통제12단까지채워져있다. 첨성대건립을완성

한후건축자가내부채움흙을제거하지않고그대로

남겨둔까닭을따져보면두가지를생각할수있다. 먼

저첨성대를축조할당시들여쌓기로돌을쌓을때쌓

인돌들이첨성대내부로기울어져떨어지는것을방지

함과 동시에 공사도중에는 작업발판으로 이용되었을

것이고, 건립후에는구조물전체의무게중심을더욱아

래에 위치시킴으로써 첨성대의 구조적 안정(構造的 安

定, structural stability)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할수도있다(이동우, 1986: 13-16; 1998: 67-70). 이러

한 생각은 구조나 시공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타당성을보이고있다. 그러나부분적으로의문의여지

가 있음도 사실이다. 즉 그렇다면 왜 흙을 제12단까지

만채웠는가를묻지않을수없게된다. 구조물전체의

무게중심을 첨성대의 아래에 가까이 위치시킴으로써

안정을도모하 다는추론은왜흙을제12단까지만채

웠는가에대한설명이될수있지만, 들여쌓기로인하여

첨성대내부로돌이떨어지는것을방지하려고하 다

면 그리고 공사도중의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려고 하

다면, 흙을첨성대꼭대기까지채웠어야하지않았을까?

다른 하나는 첨성대 내부의 흙을 제거하는 작업의

어려움이야말로 채움 흙을 첨성대 내부에 남겨두었어

야만하는사정이었을것이라는생각이다. 이는첨성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남창구이

고, 그크기가가로와세로로각각 910mm이며, 위치는

지표면으로부터 4.16m의 높이에 있음을 고려할 때 매

우설득력이높다. 이렇게어려운작업조건을극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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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까지 굳이 흙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흙을제거할계획이었다면, 애초에남창구를기단위에

만들어서그곳을통하여흙을제거하 을것이고, 채움

흙도제거하기쉬운모래성분의흙을사용하 을것이

기때문이다.

3. 새로운 시공방법론 제안

(1) 기존 시공방법론의 문제

앞서 언급하 던 기존의 시공방법론을 고려할 때

지적된문제점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첨성대의건립을위하여필요한가설구조물은첨성대

의얼개및형상의특성을고려할때일정한단의높이

에서 작업을 하려면 지지대로부터 첨성대 몸통 쪽으

로내민팔구조의작업대를갖추어야하고, 돌의축조

와함께매단의높이가높아짐에따라작업대의높이

를조절할수있어야하며, 동시에작업대위에서돌을

이동시키고 안정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는데서기 647년당시에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는

가설구조물의설치및운용이가능하 겠는가?

•석재를쌓기위하여첨성대의원통형몸통곳곳에까

지 석재를 나르기 위한 기중장비는 3차원 이동성을

갖추었거나, 매 단의 석재를 쌓을 때마다 원통형 몸

통주변을따라한바퀴씩이동설치할수있어야하

는데이같은장비가서기 647년당시에있었으리라

고생각하는것은무리이다. 나아가두경우모두견

고하고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가설구조물의 작업대를

필요로한다.

•원통형몸통내부에채울흙을이동하기위하여등짐

을 져서 나를 경우 등짐을 진 작업자들이 작업대로

올라갈 수 있는 접근 통로가 필요하며, 기중장비를

이용하여 나를 경우 석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설구

조물의작업대와기중장비를필요로한다.

(2) 관찰 가능한 객관적 사실로부터 제기된 의문

이에 더하여 관찰 가능한 객관적 사실로부터 제기

된의문점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실측도면에 따르면 첨성대의 기단면 중앙과 남창구

중앙의방위각이서로간에 3°의차이를보이고있는

데이에대한이유가분명하지않다.

•실측도면에따르면원통형몸통각단의평면이조금

씩일그러진원의형태이고단의위치가위로올라갈

수록일그러진정도는점점심해지며, 일그러진원형

평면원주의범위도점차넓어지고있는데이에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평면 상 나가고 들어간

일그러진부분이일정한방향성을띄고있다.

•실측도면에따르면이웃하는단과단사이에는불규

칙한어긋남이존재하며, 평면의일그러진원형의경

우와달리일정한방향성을보이지도않고어긋난정

도역시단의위치가높아진다고하여더심하여지지

도않는다.

•원통형 몸통 기울기와 각 단 중심의 상대적 위치가

각단별로들쑥날쑥할뿐만아니라단의위치가위로

올라갈수록기울기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

한들쑥날쑥한불규칙성으로말미암아기울기로부터

계산된편심거리와측정된값사이에큰차이가존재

할수밖에없게된다.

•원통형몸통각단의잘다듬어진외부표면과모르타

르없이축조된깊이 850∼950mm의넓적한돌과돌

사이 수평·수직 줄눈의 완벽한 정렬상태는 석재가

축조된후다듬질작업을하 을가능성을암시하고

있다.

•원통형몸통의제12단까지만채워져있는내부채움

흙의존재이유에대하여구조적안정을위한것이라

는결과론적추론은가능하지만실제로당시의건축

자가어떤의도를가지고내부에채운흙을남겨두었

는지에대한이유는분명하지않다고하는것이옳을

것이다.

(3) 새로운 시공방법론

기존의시공방법을지금부터 1,300여년전인서기

647년당시첨성대의축조에그대로적용하 을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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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측도면에

따른첨성대의얼개및현재상태를관찰하 을때제

기된의문점에대하여답변가능한시공방법론을제시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첨성대를 축조한 당시의

건축자가 필연적으로 채택하 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방법에가장가까운건립방법이될수있지않을까?

이논문을통하여제시하고자하는새로운시공방법

론에서는 기존의 시공방법을 첨성대의 건립에 적용할

경우그실현가능성에대한의문의중심에서있는가

설구조물의사용을배제하고자한다. 그대신에첨성대

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가설구조물의 역할을

대신할수있는다른방안을강구하 다. 즉 <그림 8>과

같이흙을가설구조물의용도로이용하여첨성대를축

조하면(Kim and Park, 2009: 31-33) 기존의시공방법을

적용함에있어제기된문제점을극복함과동시에첨성

대의 얼개 및 현재 상태로부터 제기된 여러 의문에도

답변이 가능하다. 여기서 흙을 이용한 첨성대 건립을

재구성해보기로한다.

(1) 먼저 지반을 다진 후 기단부 돌판을 설치한다.

기단에 설치될 석재를 생산지로부터 지표면을 통하여

옮겨와야하는과정에대한논의는여기서제외하기로

한다.

(2) 기단부를설치한후원통형몸통의돌을지표면

위로 거나끌어서이동시킬수있도록적절한경사를

유지하며 기단부 높이만큼 그 사방 주변에 흙을 쌓아

다진다.

(3) 원통형몸통의매단을쌓은후, 현재단의높이

까지단의안에는흙을채워다지고, 단의밖에도흙을

쌓아다지되다음단에쌓을석재를지표면위로 거

나끌어서이동시켜올수있도록적절한경사를유지하

도록한다. 이렇게하여첨성대단의수가증가함에따

라외부에쌓아다진경사진흙의높이는높아지며, 적

절한경사를유지하기위하여경사가시작되는지점도

첨성대가높아지면서점점멀어져흙으로쌓은완만한

산성의규모가점차커지게된다.

(4) 안으로는흙을채우고밖으로는완만한경사를

이루도록흙을쌓으며각단을쌓는 (3)의과정을첨성

대의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한다. 한 단의 석재를

옮겨와쌓을때에는그바로아래단의석재들은가지

런히원형평면을이루며표면만노출된상태이므로표

면으로부터 2단이상아래의단들은흙에가려서보이

지않게된다. 따라서남창구를설치할때에는기단면

을보는것이불가능하게되기때문에남창구의중앙과

기단면의중앙의방위각이 3°의차이가날수있는충

분한상황이되는것이다. 또한석재를쌓을때바로아

래단의표면만볼수있는상황은왜원형평면이일그

러진원의모습을할수밖에없게되었는지, 왜이웃하

는 단과 단이 어긋나게 되었는지, 왜 기울기와 편심거

리의분포가단별로들쑥날쑥하는지, 왜기울기로부터

계산된편심거리가측정치와다른지에대한충분한이

유가되는것이다.

(5) 공사를 마친 후 내부에 채워진 흙을 제거하는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제20단 내부 정자석 위로는

내부에 흙을 채우지 않고 밖에만 흙을 쌓아 다지면서

꼭대기상부정자석을쌓기까지석재쌓기를계속한다.

이 과정에서 제1단부터 제20단까지는 원통형 몸통 안

팎에 흙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팎의 토압이 평형을

이루므로각단의석재에가해지는실질적인토압은없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20단부터 다음의 내부 정

자석이놓이는제25단과제26단까지의높이가 1.5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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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므로내부에흙을채우지않더라도밖에쌓여진흙

과제20단까지채워진내부의흙을밟고작업을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제25단과 제26단의 내부 정자석

이설치된후에는그내부정자석들을내부발판삼아

그위단의작업을계속하여꼭대기의상부정자석을설

치하기까지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림 9>와 같

이제19단및제20단의내부정자석과제25단및제26

단의 내부정자석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토압에 대한

저항메카니즘을제공하기때문에내부채움흙이제21

단부터는없더라도토압에대한각단의안정에는문제

가없을것으로생각된다.

(6) 상부정자석을설치함으로써첨성대의모든석

재를쌓은후에는첨성대는실제적으로흙으로쌓아만

든완만하게경사진작은동산속에묻혀있는셈이된

다. 상부 정자석은 표면을 정교하게 다듬고 양 끝부분

에홈을파서마치목재처럼맞춘것으로서석재를다

듬은후쌓인흙위로 거나끌어서첨성대상부로옮

겨왔을 수도 있고, 혹은 운반 도중의 손상을 염려하여

원석을운반하여온후동산위첨성대꼭대기옆에서

다듬어맞춤작업을하 을가능성도있다.

(7) 다음 단계는 흙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원통형

몸통의최상부로부터흙을제거하는과정은흙을적절

한 경사로 쌓으면서 다져야 하는 작업에 비하여 그리

어려운공사는아니었으리라고생각된다. 이과정에서

생각할수있는것은상부정자석의경우와마찬가지로

적절한크기로잘라서옮겨와쌓았던각단돌의외부

로노출된표면을어렵지않게다듬을수있었을것이

고, 돌과 돌 사이의 수직·수평 줄눈의 정렬을 완벽하

게맞출수있었을것이다. 흙을제거하면서돌의노출

된표면을다듬는작업은안정된흙위에서, 적절한높

이에서, 나아가건립이완성된구조물위에수행하 기

때문에 최상의 작업환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있다.

(8) 흙을제거하는작업이원통형몸통제12단에이

르게 되면 남창구가 지표면위로 완전히 노출된다. 이

단계에서는 남창구를 통하여 제13단부터 제 20단까지

채워져 있는 내부 채움 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있다. 어쩌면내부채움흙의제거작업을쉽게하기

위하여제13단부터모래를사용하여내부흙채움을하

을 수도 있다. 모래로 내부를 채울 경우에는 제25단

과제26단에내부정자석이설치됨에도불구하고남창

구를통한흙의제거작업이쉽게이루어질수있기때

문에꼭대기까지내부흙채움을하 을가능성도생각

할수있다. 제12단아래로 2∼3단위의모든외부흙이

제거된이시점은첨성대가완공된후꼭대기로오르

기 위한 사다리를 첨성대 내부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큰어려움없이사다리를설치할수있는최적의

시간임을그당시건축자는간과하지않았을것이다.

(9) 흙을제거하는작업을기단부가지표면위로노

출되기까지계속하면첨성대건립을위한모든과정이

마치게됨과동시에공사는종료된다.

(4) 새로운 시공방법론을 지지하는 유물

이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시공방법론의 요지는

석조구조물을건립하기위하여과연그당시신라사

람들이흙으로첨성대를덮을만한동산을쌓아만들었

겠는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첨성대의 지표로부터 꼭

대기까지의높이가 9.1m이니, 건립당시에는기단부의

아랫단역시지표면위로노출되었다고가정하면, 첨성

대의전체높이는 9.5m 정도가된다. 따라서흙을쌓아

만든동산의높이도 9.5m 정도 을것이다. 돌을동산

위로 거나끌어서운반할경우 20°경사각을고려한

다면그리고첨성대를중심으로원추형에가까이흙을

쌓는다고 가정하면, 동산 아래의 지름은 약 52m 정도

가된다. 높이 9.5m에아래지름 52m 정도의동산을축

조한 사례는 첨성대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

다. 그것도신라인들이조성한동산을직접볼수있다.

즉 <그림 10>에서 보이듯이 첨성대에 바로 인접해 있

는황남동일대에만 23기의크고작은고분이산재하고

있으며그중에는첨성대를건립하기위하여쌓았을것

으로추정되는동산의크기를훨씬능가하는것들이얼

마든지있다. 황남대총의경우와같이정상부까지의높

이가지표면으로부터 23m에이르고, 남북(南겗) 바닥의

최대길이가 114m, 동서(東西) 바닥의지름은남·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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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겗墳) 모두 거의 동일하게 82m 정도 되는 거대한

동산도있고, 천마총의경우와같이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2.7m, 바닥의 지름이 47m 정도 되는 비슷한

크기의동산도있다(문화재연구소, 1985). 첨성대주변의

이 같은 고분군의 존재는 첨성대 건립을 위하여 높이

9.5m, 밑면너비 52m의동산을쌓는것이당시신라인

들에게전혀이상할것없는극히자연스러운시공방법

이었을수있다는것을암시한다고하겠다.

결론

기존의시공방법을첨성대의건립에그대로적용할

경우여러문제들이지적되었다. 즉가설구조물은필요

하 겠지만설치및운용에있어서서기 1360년전당

시의것으로생각되는기술수준으로보아적절하지않

았을것으로판단되는높은견고성과확장가능성에대

한문제, 석재를쌓고흙을나르기위한기중장비의이

동성에대한문제들이지적되었다. 이와아울러첨성대

의얼개및현재관찰가능한상태와관련하여서도여

러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즉 기단면 중앙과 남창구 중

앙의방위각이이루는 3°의각도차에대한의문, 첨성

대원통형몸통평면의일그러진원형에대한의문, 이

웃하는아래·위단사이의어긋남에대한의문, 첨성대

의 기울기와 원통형 몸통 편심 간의 불일치, 그럼에도

불구하고원통형몸통 27개단석재의잘다듬어진외부

표면의곡률및수평·수직줄눈의완벽한정렬상태에

대한 의문, 제12단까지만 채워진 내부 채움 흙에 대한

의문들이제기되었다. 이논문에서는이러한기존의시

공방법의 적용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현재 상태의

관찰로부터제기된의문을해결할수있는새로운시공

방법론을제시하 는데, 이는석재의축조와더불어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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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내부에는 흙을 쌓아 다지고, 동시에 외부에는 경

사지게 흙을 쌓아 석재의 접근로 및 일꾼들의 발판을

구축함으로써가설구조물과기중장비를설치하지않고

서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시공방법론에서는

위에 지적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며, 제기된 모

든 의문에 대한 답이 명료해진다. 제안된 새로운 시공

방법론이 첨성대를 축조한 당시의 건축자가 필연적으

로채택하 을수밖에없었던시공방법에가장가까운

건립방법이었을가능성을지지하는유물로는첨성대에

근접하여분포된황남동일대의고분군이있다. 황남대

총과천마총의넉넉한크기는당시의신라인들이첨성

대를 덮는 작업용 동산을 얼마든지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것을암시한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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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Methodology for 
Chum-Sung-Dae
Validation through the Present Configuration

Abstract

A new construction methodology has been proposed on a scientific basis to reason a rational explanation for the

structure and the present configuration of Chum-Sung-Da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way to otherwise explain the

gap between our expectation that the people in Shilla are assumed to be and the problems, such as the use of a

temporary supporting structure including falsework, the use of a conveying device for stonework and the practice of

soil fill, raised when the construction method in nowadays is applied to the structure. Furthermore, it is because the

questions, such as the difference of an azimuth angle between the southward opening and the square podium, the

skewed circular plan in layers of the body, misalignment between neighboring layers of the body, disagreement

between the inclination due to slight sidesway and the eccentricity in each layer of the circular body, perfectly aligned

vertical and horizontal joints and the existence of soil fill, raised from the present configuration of Chum-Sung-Dae,

also require a reasonable explanation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if any. Therefore, the proposed new construction

methodology, in which the soil hill outside as well as the soil fill inside the Chum-Sung-Dae may have been utilized

as a temporary scaffolding system for construction, is the highly probable one that the builders of Chum-Sung-Dae

might have inevitably employed. The existence of great tombs, scattered in Hwang-Nam-Dong close to Chum-Sung-

Dae, implies that the people of Shilla might have accepted the proposed new construction methodology as a natural

one.

Keywords | Soil fill; misalignment between neighboring layers; construction methodology; skewed circular plan;
Chum-Sung-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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