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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世紀
百濟·新갥建築의基礎部比較硏究
寺刹遺蹟을 中心으로

국문초록
본 연구는 건축학적 관점에서 고대건축의 기초부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하여 건축유구의 확인이 가능한 백제 및 신라

의 사찰유적을 중심으로 초석형태와 초석을 정치시키기 위한 적심, 하부기초의 유형과 시기적 변천의 과정을 살펴보고,

백제와 신라의 건물성격에 따른 기초·적심·초석의 시공기법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조사대상으로

는 기발굴되었거나 현재 발굴중인 유적가운데 사찰을 중심으로 하 으며,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유적의 자료는 참고

로 활용하 다. 특히 유구의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고구려의 유적은 북한에서의 연구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현지확인이 가능한 유적은 현지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정비 등으로 현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발굴보고

서를 바탕으로 조사하 다. 조사 후, 각 유적에서 사용된 초석 및 그 하부의 적심과 기초를 각 유형별로 정리·분류하고

이를 시기별·사용건물별로 변천과정을 고찰하 으며, 유형 및 건물성격에 따른 특성과 백제·신라의 건축기법을 비교·

고찰하 다. 

그결과백제와신라는기초, 적심, 초석의사용에있어서서로차이를보이며, 또한그러한차이점을통하여황룡사의

목탑이외의건물에서도백제건축기술이사용되었을가능성을살펴볼수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교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소수의 유적만을 대상으로 고찰된 것으로 향후 보다 많은

건축유적의발굴성과에따라축적되는자료들을통해지속적으로보완되어야할것이다.

주제어 | 백제, 신라, 기단, 적심,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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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인간이 일정한 장소에 정주하면서 단을 쌓고 건물

을세우는전통은꽤오래전부터이다. 이미이집트와메

소포타미아에서는 이렇게 단을 쌓아 왕의 무덤

(pyramid), 혹은 신전(ziggurat)으로 사용하 으며, 이런

전통은 그리스로 이어져 초석과 함께 하나의 형식

(order)으로 굳어지기도 하 다. 따라서 단쌓기는 신성

함과고귀함을나타내는건축적표현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전통건축역시자연조건에순응하면서

목재를 기본으로 하여 이미 선사시대 수혈주거에서부

터발달되었다고생각되며대지보다높게단을설치하

고그위에초석과기둥을세우고공포를갖는형태의

목조건축양식은중국한(漢)나라의 향으로고구려등

에서이미발전하고있었던것으로여겨진다01. 그러나

언제부터 이러한 형식의 건물을 건축하 는지는 명확

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수혈식 건물지와는 달리

대지보다높게단을쌓은기단과관련하여서는고구려

고분벽화등의상류주거의모습에서볼수있으며청암

리사지팔각건물지등종교적건물에서사용된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초석과 관련하여서는 삼국사기의 기

록에 고구려의 2대왕인 유리왕의 기사와 관련하여 초

석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02, 김도경은 그의 논문에서

초석의사용을신석기시대부터로보기도하 다03. 따

라서상당히이른시기부터목조건축의발전과함께기

단과초석을사용하 을것으로생각되며주로중요건

물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성격은 역시 고귀

함과 신성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적으로는

상부의 하중을 지면에 온전히 전달함으로서 건축물을

안정되게서있도록하는역할을담당하 던것으로생

각된다. 

하지만이러한전통건축의중요한구성요소인기단

과초석을포함하는기초부에대한연구는그다지많지

않았으며 주로 건축학의 분야보다는 고고학의 분야에

서이루어졌던것으로생각된다.

기단에대한연구로는장기인04, 김동현05 등이저서

에서그유형과구성에대해설명하고있으며논문으로

는장경호06와조원창07의연구등이있으나단을구축

하기위한기초보다는대부분단의외장인기단에대한

설명에머무르고있으며, 정자 08은목탑심초의설치

방법에대해설명하면서목탑에한하여기초의시공기

술에대해언급하고있다.

초석에대한연구로는장기인09, 김동현10, 이왕기11

등이저서에서초석형태에따른설명과유형구분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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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박언곤,『한국건축사강록』, 문운당, 1998, pp. 21-23

02「...聞柱礎間겭有聲就而見之礎石有七겏...」三國史記卷第十三高句麗本紀第一瑠璃明王條.

03 김도경은신석기시대움집의기둥세우기방식을 4가지로나누고그중하나를초석형으로분류하 다. 
김도경, 한국고대목조건축의형성과정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p. 34

04 장기인, 『목조』, 한국건축대계5, 보성각, 2003
장기인, 『석조』, 한국건축대계7, 보성각, 1997

05 김동현, 『한국고건축단장(하)』, 통문관, 1977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기법』, 발언, 1998

06 장경호는미륵사지와황룡사지의기단을비교·연구하여백제식기단과신라식기단의차이를설명하 다. 
장경호,『백제사찰건축에관한연구』,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8

07 조원창은재료에따른기단유형별특성과기단축조기술의대일전파양상과최근백제목탑지기초부의축조기법에대하여연구하 다. 
조원창, 「백제목탑지편년과기초부축조기법에관한연구」, 건축역사연구제59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08
조원창,『백제건축기술의대일전파』, 상명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조원창, 「백제혼축기단의연구」, 건축역사연구제4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6. 06
조원창, 「신라와적기단의형식과편년」, 신라문화제28집, 동국대학교신라문화연구소, 2006. 08
조원창, 「백제기단축조술의대신라전파」, 건축역사연구제4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5. 06 
조원창, 「사찰건축으로본가구기단의변천연구」, 백제문화제32집,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2003 
조원창, 「백제이층기단축조술의일본비조사전파」, 백제연구제35집,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1. 02
조원창, 「백제와적기단에대한일연구」, 백제문화제29집,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2000. 12

08 정자 , 『한국고대목탑지기단및심초부의축조기법연구』, 숭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09 장기인은그의저서에서시기별로초석의형태를사례를통해간략히설명하고형태에따른유형을구분하여설명하 으나유형구분에서는시대별특성을설명하고있지는않다.
장기인, 『목조』, 한국건축대계5, 보성각, 2003. 장기인, 『석조』, 한국건축대계7, 보성각, 1997



고 있으며, 논문으로는 이호석12과 김상태13, 한욱14의

것이있다.

또한이와는달리초석및초석하부기초의평면형

태에 의해 기둥의 단면을 유추한 양재 ·주남철15의

연구가있는정도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건축학적관점에서기초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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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조사대상유적

유적명 지정사항 위치 유적년대 관 련 자 료

용정리사지 충남기념물 48 충남부여 6C전 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군, 용정리사지, 1993

능산리사지 사적 434 충남부여 567* 부여군, 능사, 2000

왕흥사지 사적 427 충남부여 57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왕흥사발굴중간보고 I, 200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문화를찾아서, 2007

군수리사지 사적 44 충남부여 6C중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년보, 200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문화를찾아서, 2006, 2007

정림사지 사적 301 충남부여 6C중 윤무병, 정림사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대학교박물관·충청남도

금강사지 사적 435 충남부여 6C후~7C전 윤무병, 금강사, 국립박물관, 1969

성주사지
사적 307 충남보령 599* 보령시·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오합사지)

미륵사지 사적 150 전북익산 634*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미륵사, 1996

제석사지 사적 405 전북익산 7C전
원광대학교마한백제연구소·익산시, 익산제석사지시굴조사보고서, 199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문화를찾아서, 2007

부소산폐사지 충남기념물 161 충남부여 7C중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1996

` 김 배외, 공주서혈사지에관한조사연구(1), 백제문화 vol. 4 

서혈사지 충남기념물 37 충남공주 통일신라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1970.  김 배외, 공주서혈사지에관한조사연구(2), 

백제문화 vol. 5,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1971

황룡사지 사적 6 경북경주 569*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황룡사, 1984

분황사 경북경주 63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발굴조사보고서 I, 200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지브로슈어

사천왕사지 사적 8 경북경주 67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연고고 vol. 15, 2008. 0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보 vol. 17, 2006

감은사지 사적 31 경북경주 682*
국립경주문화재연구·경주시, 감은사, 1997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감은사지종합정비기본계획, 2007

망덕사지 사적 7 경북경주 68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연고고 vol. 18, 2008.10

고선사지 - 7C후 문화재관리국·경주사적관리사무소, 고선사지발굴조사보고서, 1977

천관사지 사적 340 경북경주 8C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천관사지, 2004

장항리사지 사적 45 경북경주 8C중 -

*는창건년대

10 김동현은그의저서에서초석에대한개념과유적지별초석의형태에따른설명을하고있다.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기법』, 발언, 1998

11 이왕기는그의저서에서백제지역의초석의형태를다른지역의초석과비교하여설명하고자하 다. 
이왕기, 『백제사찰건축의조형과기술』, 주류성, 2006

12 이호석은당시(1976년)까지발굴조사된유구중초석에주목하여초석의형태를시기별로분류하여소개하고있다. 
이호석, 『한국목조건축의주초석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76

13 김상태는사천왕사후면동·서건물지초석의장식성에대해서불교경전에의한해석을하 다. 
김상태,「사천왕사초석의장식에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제16권1호, 2007. 02

14 한욱은고대의백제, 신라, 일본의초석형태에따른유형을분류하고이에의한공간위계의특성을비교하 다. 
한욱, 「고대백제·신라·일본의초석형태에따른공간위계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제17권 6호, 2008. 12

15 양재 ·주남철,「한국고대건축의기둥단면형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제185호, 2004. 03



대한고찰을하기위하여건축유구의확인이가능한백

제및신라의사찰유적을중심으로초석형태와초석을

정치시키기위한적심, 하부기초의유형과시기적변천

의과정을살펴보고백제와신라의건물성격에따른기

초·초석의시공기법의차이점을규명하는것을목적으

로하 다. 이것은고대건축과관련한실증적자료가부

족한현실에서건축유구의해석및고대건축의모습을

추정하기위한하나의도구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대상으로서의고대목조건축물가운데현존하

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건축유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있을뿐이다. 따라서조사대상으로는기발굴되었거

나 현재 발굴중인 유적을 대상으로 고찰하 으며, 그

가운데에서도사찰을중심으로하 다. 사찰을중심대

상으로 한 것은 다른 건축유구들에 비해 각 건물지의

성격이분명하고또한고고학적자료와문헌자료등을

통하여그건축년대를비교적정확히알수있기때문

이다. 또한초석·적심·기초의상관관계를함께고찰

할수있는유적을대상으로하 다. 한편, 조사대상은

아니지만일부유적의자료는참고로활용하 으며, 특

히유구의직접적인확인이불가능한고구려의유적은

북한에서의연구자료를참고자료로활용하 다.

이에따라현지확인이가능한유적은현지조사를

통하여자료를수집하 으며, 정비등으로현지확인이

불가능한경우는기발간된발굴보고서를바탕으로조

사하 다. 조사후, 각유적에서사용된초석및그하부

의적심과기초를각유형별로정리·분류하고이를시

기별·사용건물별로변천과정을고찰하 으며, 유형별

상관관계 및 건물성격에 따른 시공기법을 비교·고찰

하 다. 

주요조사대상유적은<표 1>과같다.

기초부의 형태 유형분류

기초부는건물구성에있어서최하부룰말하며 <그

림 1>과 같이 상부구조의 하중을 받아서 안전하게 지

반에전달하는역할을하는기초16와기초의막음시설

물로서의기단17, 기초상면에놓여상부의하중을기초

에전달하는초석18과초석을안정되게정치(定置)시키

는 시설인 적심 그리고 기초상면마감으로서의 기단면

등 5가지로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초부의 구성요소 가운데 구조적

역할을갖는기초, 적심, 초석을중심으로분류하 다.

1. 기초의 유형

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받아서 안전하게 지반

또는 지정(地釘)에 전달하는 건물 최하부의 구조부분19

으로, 지정(地定)20과 기초로 구분하기도 한다21.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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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기초부의구성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기법』, 발언, 1998. 일부수정

기단
기초

적심

초석

기단면

16 장기인, 『목조』, 한국건축대계5, 보성각, 2003. p. 136

17 김동현, 『한국고건축단장(하)』, 통문관, 1977. p. 64

18 초석은기둥밑에놓이는건축요소로서벽부에포함시키는경우도있으나여기에서는상부로부터의하중을기초또는지면에전달하는기능에의해기초부에포함하 다.

19 장기인, 『목조』, 한국건축대계5, 보성각, 2003. p. 136

20 지정(地釘)은원래땅에박은말뚝을뜻하지만일본말지교(地形, 地業)의번안용어로쓰이기때문에지정(地定)이란말로고쳤으며구미각국에서는지정이란말이따로없고모두기
초라고한다. 지정닺기(조선어사전, 문세 편저: ①집지을터의무른땅을달고질하다②기초를세우다)란뜻에서딴것이다. 
장기인, 『목조』, 한국건축대계5, 보성각, 2003. p.17



만대체적으로구분하기어려워지정을기초의일부로

서포함하여보기도한다.

(1) 온통기초

온통기초는건물의기단크기만큼기초를조성한것

이다. 여기에는감은사지강당지에서와같이원래의대

지를 깎아내어 기초를 조성하는 삭토기초와 정림사지

금당지에서같이대지를조성한후흙을쌓아다져기초

를조성하는성토다짐기초가있다. 이와함께성토다짐

기초와유사하나제석사지금당지에서보이듯이대지를

조성한후판축을행한지상판축기초가있다. 또한기단

크기혹은보다크게대지를파내고그내부를판축또

는돌을쌓아올려기초를만드는굴광기초등으로분류

할수있다. 이러한굴광기초가운데에서익산제석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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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제석사지목탑(굴광판축기초)사진 1제석사지금당(지상판축기초)

사진 4전인용사지(독립적석기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현장설명자료」, 2006

사진 3관북리대형건물지(독립토축기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연보』, 2005

21 지정 : 대개기초하기전에집지을터를만들기위해높은곳은깍고낮은곳은성토하여대지를조성하는일.  

기초 : 지정을하고나서건물이들어설자리에기둥의침하를방지하기위해지반을보강하거나개량하는일. 

김왕직, 『알기쉬운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8

●온통기초

●독립기초

●혼합기초

삭토기초

성토기초

지상판축기초

굴광기초

그림 2 초석하부기초유형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③』, 2007. 수정편집



목탑지와같이내부를판축하여기초를조성한굴광판

축기초와경주분황사창건금당지와같이돌을쌓아올

려조성한굴광적석기초로다시나눌수있다. 

(2) 독립기초

독립기초는건물기단전체에대해기초를조성하는

것이아닌주로상부의하중이하부의지면에직접전

달되는일부에만기초를설치한것이다. 이것은일정한

크기로대지를파내고그내부를흙또는돌을쌓아조

성한 것이다. 부여 관북리 대형건물지 등에서 보이는

내부를흙으로다져만든독립토축기초와경주전인용

사지등에서보이는돌을쌓아만든독립적석기초로분

류할수있다. 

(3) 줄기초

줄기초는 독립기초를 서로 연결한 것으로 설명할

수있으며황룡사지강당동편건물지선대유구에서볼

수있다.

(4) 혼합기초

혼합기초는온통기초와독립기초를함께조성한것

으로능산리사지중문지등에서볼수있다. 이것은기

단보다 조금 크게 대지를 파내고 그 내부를 판축하여

기초를설치한후또다시그내부를일정한크기로파

낸후기초를조성한것이다.

2. 초석의 유형22

초석은건물의기초가되는돌로서기둥의밑에놓

여상부로부터의하중을기단등지면으로전달하는역

할을담당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으며23, 크게자연석

을그대로사용한자연초석과일정한형태로가공하여

사용한가공초석으로나누어진다. 가공초석은그초석

면의형태에따라방형·원형·기타초석으로나누어지

며또, 주좌의유무에따라무주좌초석과주좌초석으로

나누어진다. 주좌초석은또그단수에따라 1단의것과

2단의것으로분류하 다24.

또한가공초석은초각의다듬기정도에따라사천왕

사금당지와같이채석상태의것(석재가공下)과망덕사

지 동탑지와 같이 일정한 크기로 다듬은 것(석재가공

中), 그리고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과 같이 정연하게

다듬은것(석재가공上)의세종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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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능산리사지중문지(혼합기초)
국립부여박물관, 『능사』, 2000

그림 3초석의유형

22 초석의유형분류는다음의논문에따랐다. 

한욱, 「고대백제·신라·일본의초석형태에따른공간위계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제17권 6호, 2008. 12

23 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ⅱ. 장기인, 『건축용어사전』, 보성각, 1993

iii. 김동현, 『한국목조건축의기법』, 발언, 1998. p. 117

24 조사대상유적의초석에는모두원형의주좌가사용되었다.



초석각부의명칭은<그림 4>와같다.

3. 적심의 유형

초석을 기초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초석을 올려

놓을자리에기초면을일부파내고돌을놓은후초석

을 놓아 초석이 안정되도록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

다. 이러한시설을적심이라고하며초석이안정되도록

놓은돌을적심석이라고한다. 

적심의형태는적심석의시공방법에따라다음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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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군수리사지금당 : A형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백제문화를찾아서』, 2007

사진 7분황사대형건물지 : C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2005

사진 8분황사후대건물지 : D형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분황사』, 2005

그림 6미륵사지강당 : B형
문화재관리국, 『미륵사』, 1989

그림 4가공초석각부의명칭
장기인,『석조』, 한국건축대계7, 보성각, 1997. 내용정리

그림 5적심구조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매장문화재조사연구방법론③』, 2007

적심 적심석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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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백제의기초·적심·초석현황

유 적 명 건 물 지 명 기 초 적 심 석 초 석 평 면 주 좌 단 수 초 각 가 공

용정리사지 금당(상층) 성토 자연석 없음 하
6C전 목탑지 굴광판축

군수리사지 금당지 성토 A형 방형 없음 중
6C중 목탑지 성토 A형

정림사지
금당지 성토 D형

6C중
목탑지? 굴광판축
강당지 삭토 ? 방형 없음 중
중문지 성토 D형
금당지 혼합 A형
목탑지 혼합 -

퇴칸서 자연석 없음 하

강당지
퇴칸동

성토 B형
원형 없음 중

본실동 원형/방형 없음 중
본실서 자연석 없음 하

중문지 혼합 A형
동·서회랑지 성토 - 자연석 없음 하
남회랑지 성토 -

서회랑밖소형건물지 성토 ? 자연석 없음 하

공방지I
퇴칸

성토 ?
원형 없음 중

본실 자연석 없음 하

공방지II
퇴칸

성토 D형
원형 없음 중

본실 자연석 없음 하
불명건물지I 퇴칸/본실 성토 ? 자연석 없음 하
불명건물지II 퇴칸/본실 성토 ? 자연석 없음 하

D구소형건물지 성토 - - -
F구건물지(b) 원형 없음 중

목탑지 혼합 A형
금당지 굴광판축 B형
목탑지 굴광판축 -
강당지 성토 -
중문지 판축 -
남회랑지 성토 -
서회랑지 성토 - 원형 없음 중
서승방지 성토? B형
금당지 굴광판축 A형 기타 기타 상
목탑지 굴광판축 - - - -

회랑지 성토 B형
원형 1단 중
원형 없음 중

강당지
내외진

성토 B형
방형 1단 중

퇴칸 원형 1단 중
동승방지 성토 B형 원형 없음 상

제석사지 금당지 지상판축
7C 전 목탑지 굴광판축

1차금당 성토
1차강당 성토
1차중문 성토

1차동·서회랑 성토
2차금당 판축
2차강당 성토
2차중문 성토

2차동·서회랑 성토
금당지 삭토
목탑지 삭토
중문지 판축
서회랑지 삭토
동회랑지 판축 원형 없음 상
3차금당 성토 C형 방형 2단 중
3차강당 성토 ?
3차중문 성토 C형 방형 2단 중

3차동·서회랑 지 성토 D형

서혈사지 금당지 성토 D형
방형 2단 하
기타 2단 하

능산리사지
567*

왕흥사지(577*)
금강사지

6C 후~7C 전

미륵사지
634*

오합사지
7C 중

부소산폐사지
7C 중

성주사지
9C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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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라의기초·적심·초석현황

유 적 명 건 물 지 명 기 초 적 심 석 초 석 평 면 주 좌 단 수 초 각 가 공

황룡사지
중금당지

내외진
굴광판축 D형

방형 없음 하

584 차양칸 방형 없음 중

강당지 독립 C형 방형 없음 중/하

동금당지 독립 C형

서금당지 굴광판축 C형 방형 없음 하

중문지 독립 C형 방형 없음 중

남회랑지 독립 D형
방형 없음 중

방형 2단 중

서회랑지 독립 D형
방형 없음 중

방형 2단 중

창건금당지 굴광적석 -

창건동금당지 굴광적석 C형

창건서금당지 굴광적석 D형

동회랑지 성토 D형
방형 없음 중

자연석 없음 하

북편대형건물지 ? D형

사천주 A/D형 방형 없음 하

목탑지 내진 굴광적석 A/D형 방형 없음 하

외진 A/D형 방형 없음 중/하

금당지 성토 방형 2단 하

동·서탑지 굴광적석 B형 방형 없음 중

후면동·서건물지 성토 D형 기타 기타 중

금당서익랑지 성토 D형 방형 2단 중

금당지 성토 D형 방형 2단 중

강당지 성토 D형 방형 2단 중

동회랑지 성토 D형

서회랑지 성토 ? 방형 2단 중

중문지 성토 D형 방형 2단 중

서익랑지 성토 D형 방형 2단 중

공방터 성토 D형 방형 2단 중

망덕사지
금당지 방형 2단 중

685
목탑지 방형 없음 중

기타 방형 2단 중

금당지 성토 D형 원형 기타 중

강당지 성토 D형

중문지 독립 D형

서회랑(금당) ? D형

익랑(금당) ? D형 원형 1단 중

남회랑지(탑) 독립 D형 원형 없음 중

서회랑지(탑) ? D형
원형 1단 중

원형 없음 중

북회랑지(탑) 성토 D형 원형 1단 중

건물지1 성토 D형

건물지2 성토 D형

건물지3 독립 D형

건물지4 ? D형

건물지5 ? D형

건물지6 독립 D형

건물지7 ? D형

건물지8 ? D형

분황사 1차중건금당지 독립 C형 방형 2단 하

755~ 2차중건금당지 성토 D형 방형 없음 하

장항리사지
금당지

내진 방형 없음 중

8C중 외진 방형 2단 중

황룡사지 추정경루(854) 독립 C형 방형 없음 중

854 추정종루(854) 독립 C형 방형 없음 중

황룡사지

6C중~7C중

분황사

634

황룡사

645

사천왕사지

679

감은사지

682

고선사지

7C후

천관사지

8C중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미륵사지 금당에서와

같이 적심석이 없는 경우(적심 A형), 둘째는 미륵사지

회랑과강당에서와같이초석이움직이지않도록쐐기

처럼 설치한 경우(적심 B형), 셋째는 분황사 금당과 북

편대형건물지등에서보이는원형으로외곽을두르고

그내부를보다작은돌로채워넣은경우(적심 C형), 넷

째는비교적굵은돌을이용하여전체적인형태가원형

이되도록설치한경우(적심D형) 등이다. 

시기에 따른 기초부의 변천

1. 초석형태의 변천25

백제의 사비시기 이전에 사용된 초석은 거의 발견

되지않았다 26. 조사대상유적가운데가장이른시기의

것은 6C 전기의용정리사지로금당에서는자연석을방

형의형태로거칠게다듬은자연초석이사용되고있다.

따라서대체적으로 7C 중기의미륵사지전까지는자연

초석이광범위하게사용되었던것으로생각된다. 하지

만 그 가운데에서 6C 중기의 군수리사지의 금당과 정

림사지의 강당에서는 방형 초석면의 초석이 사용되었

으며, 능산리사지강당과공방에서는원형초석면의초

석이 사용되었다. 아직 주좌를 만들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자연초석을 기본으로, 부분적으로

위계를나타내고자하는건물만가공초석을사용한것

으로추정할수있다. 그러나 7C 중기의미륵사지에서

는 전체건물에 대해 가공초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와서야자연초석보다는가공초석이사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초석형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중심건물(금당, 강당)에는 방형초석면의 초석

이, 부속건물(회랑, 승방)에서는 원형초석면을 갖는 초

석이사용되고있으며, 특히강당과회랑초석에는초석

면 위에 원형주좌를돌출시키고있다. 방형주좌나 2단

주좌는나타나지않았다.

초각의가공형태를살펴보면대체로초석면보다조

금 크게 가공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7C 중기의 미륵사

지의동승방지에서는초석면의크기로잘가공된예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초각을 초석면의 형태로 가공하

지않고채석상태그대로사용한초석은나타나지않는

다. 따라서백제시대에는석재를일정한크기로가공한

후상면에초석면혹은 1단의주좌를돌출시키는형태

의초석을사용한것으로판단된다.

신라시대의유적으로는황룡사지와분황사가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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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본문의내용은다음의논문내용일부를정리하 다. 

한욱, 「고대백제·신라·일본의초석형태에따른공간위계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제17권 6호, 2008. 12

한욱, 『유구를통한 6·7세기백제가람건물의복원적연구』, 홍익대학교박사논문, 2008. 12

26 공주추정왕궁지에서방형의초석면을갖는초석이2개발견되었으나백제시대의것으로추정될뿐명확하지는않다. 

金永培, 「百濟王宮跡」, 『百濟の考古學』, 雄山閣, 1972. pp. 166-68

사진 9미륵사지강당초석(방형-원형주좌1단-초각가공중) 사진 10미륵사지동승방초석(원형-무주좌-초각가공상)



나 분황사의 발굴에서 발견된 초석은 8C 중기의 것으

로 여겨지므로 황룡사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황

룡사지에서는 6C 후기에건립된것으로판단되는금당

초석의경우방형초석면를갖는형태가일반적으로사

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경향은 9C 중엽에건

립된종루·경루로까지이어지며또한통일신라시기의

사천왕사지와 감은사지에도 사용되었다. 한편 원형초

석면는 6C 중기 황룡사지 회랑에서 잠시 보이지만 이

후 보이지 않다가 7C 후기 고선사지에서 다시 나타나

고 있다. 고선사지에서의 원형초석면은 일부건물만이

아니라유적내대부분의건물에서사용되고있다. 

주좌의사용은백제보다늦은7C 후기에나타나고있

으며특히 1단의원형주좌를갖는백제와는달리 2단의

주좌를갖는초석이사용되었다. 이것은백제와신라보

다는 2세기앞서고구려에서주좌가사용되었던것으로

볼 때 고구려로부터의 향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7>.

또한고선사지금당지에서발견된초석에는원형의초석

면위에여러단의원형주좌를갖는형태가보여특이하

다. 이것은주좌가보다장식화되는경향으로보여진다.

초각의 가공형태를 보면 백제와는 달리 대체로 8C

중기까지초각을일정한형태로가공하지않고넓은자

연석그대로두는유형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음을

알수있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채석상태로 초각을 두고 그 상

면에 초석면과 2단의 주좌를 만드는 유형이 일반적으

로사용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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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고구려건물의초석
한인호, 『조선중세건축유적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5

그림 8시기별초석형태의변천

1. 안학궁터 2~5.동대자집자리
6. 부벽루 7.천추무덤
8. 집안일대 9. 정릉사터

사진 11황룡사지금당초석(방형-무주좌-?) 사진 12경주사천왕사지금당초석(방형-원형주좌2단-초각가공하) 



2. 기초의 변천

백제지역의기초는조사대상유적지를기준으로볼

때전시기에걸쳐대부분성토기초가보편적으로사용

되고있으며, 특징적으로는판축기초가사용되고있다.

특히 지상판축기초의 경우는 백제에서만 나타나고 있

다. 이와함께왕궁지로추정되는관북리나왕궁리유적

의대형건물지에서사용된, 초석의하부를방형으로파

내고판축하여채운독립토축기초역시백제에서만나

타나는특징적인기초방법이다27. 한편 6C 중기의능산

리사지와왕흥사지등에서는굴광판축기초와독립토축

기초가함께시공된혼합기초도나타나고있다.

삭토기초는일부산지에세워진사찰유적에서나타

나고있다.

적심의유형을살펴보면백제지역에서는대체로적

심이없거나있더라도초석이움직이지않도록적심석

을쐐기처럼둔형태가대부분이다. 특히굴광판축기초

와 독립토축기초에 있어서는 적심이 없거나 적심시설

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부의 판축된 기

초가 충분히 지내력을 확보해 주므로 그 위에 놓은 초

석은별도의적심을필요로하지않았을가능성이크다.

또한 성토다짐기초에 있어서도 미륵사지 회랑과 강당

등을보면초석의하부를팽이형태로뾰족하게가공하

여기초에박아넣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때적심

석은초석의하부기초를보강한다기보다는초석이움

직이지않도록고정하는역할을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백제지역에서사용되는적심의유형은초각

을초석면의형태로가공하여사용하는것에대한설명

이된다.

반면신라지역에서는대체로성토기초혹은독립적

석기초가대부분인것을알수있다. 6C 후기~7C 전기

의 황룡사와 분황사에서는 독립적석기초가 일반적인

기초형태로여겨지며, 7C 후기에는성토기초가일반적

인기초유형이었던것으로생각된다. 이것은백제지역

의기초와는양상을달리하는것이다. 

한편황룡사지의목탑및중금당, 서금당에는백제

에서와같은굴광기초가사용되었다28 .

삭토기초는역시일부산지에세워진사찰유적에서

찾을수있다.

적심에 있어서도 신라는 백제지역과 그 유형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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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왕궁리대형건물지독립토축기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연보』, 2005

사진 14미륵사지추정회랑지초석하부면

27 이런기초유형은 6C 전기의북위낙양 녕사유적에서도발견되었다. 

갘良文化財硏究所, 『겗魏洛陽永寧寺』, 1998

28 삼국유사의 기사에 따라 황룡사 목탑의 건립에는 백제의 아비지에 의해 백제건축기술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되어왔으며, 이에 대해 양정석은 아비지가 담당한 부분은 기단부 위

의탑신에한한것으로생각하 다. 그러나일반적으로굴광판축기초는백제지역에서주로나타나고있으며따라서목탑과중금당, 서금당에사용된굴광판축기초는백제기술에

의한것일가능성이크다. 이것은백제의장인들이신라목탑의건립을위해어느날갑자기유입된것이아니라목탑건립을전후한시기에보다지속적인교류가있었을가능성을

보여준다.

三國遺事第3卷第4 塔像篇黃龍寺九層塔條, 「..請工匠於百濟然後方可乃以寶帛請於百濟匠名阿非知受命而걐經營木石...」.

겳正錫, 「新갥·黃龍寺九層木塔の造成に する比較史的檢討」,『곎史と文化』第40 , 東겗學院大學學術硏究會, 2006. p. 227



리하고있다. 신라의경우는기초를만든후초석크기

보다조금크고오목하게다시파내고여기에원형으로

냇돌이나 할석을 채워 넣은 형태의 적심을 만들고 있

다. 7C 중기까지는원형으로돌을놓은후그내부를보

다작은돌로채우는형태의적심이일반적으로사용되

고 있으며29, 7C 후기부터는 적절한 크기의 돌을 단지

원형에가깝게배치하여놓은다소거친형태의적심이

사용되고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판축의 경우보다 적심내부의

공극이크게되어지내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상대적

으로초석의면적을넓혀야할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

상부에드러나는초석면과주좌이외의초각부분을가

공하지않고넓게남겨두는방법이일반적으로사용된

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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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황룡사건물지기초 문화재관리국, 『황룡사』, 1984

황룡사목탑지토층

황룡사강당지토층

사진 15 고구려안학궁남중문적심석
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안학궁조사보고서』, 2006

그림 10시기별기초유형의변천

그림 11시기별적심유형의변천

29 이런유형의적심석은고구려의안학궁에서도발견되었다<사진 15>.



건물에 따른 기초부의 사용

1. 건물 위계에 따른 초석유형30

조사대상유적을 중심으로 백제사찰에서의 건물에

따른 사용 초석유형을 살펴보면 방형초석면의 초석은

금당·강당에서, 원형은회랑등부속건물에서발견되

고 있다31. 물론 건물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서 초석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능산리사지 강당이나 공방,

미륵사지의 승방 등의 건물구조는 동·서에 벽식구조

로생각되는방형의실을둘러싸고퇴칸혹은차양칸이

붙는형식의건물로서대체로벽체를형성하는부분의

심주에는자연초석을, 둘러싸는퇴칸에는원형의가공

초석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외부로 기둥이 드

러나는 곳에는 가공초석을 사용하 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위계에 따라 위계가 높은 건물에는

방형초석면, 위계가낮은건물에는원형초석면으로가

공하 던것으로생각된다. 이것은기단면과도관련된

것으로방형초석은전돌등의마감을, 원형의초석면은

회축, 또는토축의마감을위한것으로여겨진다. 이것

은의례를위한정적인공간과생활을위한동적인공

간을구분하여초석면의형태를달리사용한것으로도

이해할수있을것이다. 

한편 미륵사지에서는 비교적 위계가 낮은 강당과

회랑의초석에서만주좌가사용되고있으며, 이것은주

좌가격이높은건물에사용되어권위를나타낸다는일

반적인 생각과는 상반된다. 이에 대하여 주질(柱 )의

사용가능성과 그 실증적 자료로서 풍납토성출토의 10

각초석장식등이제시되기도하 다32. 

따라서위계가높은금당등에서의방형초석면만을

갖는초석은그상면에다양한형태로화려하게장식된

주질을 올려놓음으로서 위계에 따른 권위를 나타내었

을가능성이있다. 이와함께금당과같은상위급은아

니지만건물의성격과위상에따라비교적위계를표현

하여야 할 경우 이러한 주질을 변형한 주좌를 초석면

위에돋을새김하여주질보다격을낮추어사용한것으

로생각된다. 

한편신라의 경우 6C 중기의 황룡사지에서는 회랑

을제외하면대체로건물의위계에관계없이대부분의

건물에서방형초석면만을갖는초석을사용하고있다.

또 7C 후기의 사천왕사지, 감은사지 등에서는 대체적

으로건물에방형초석면을갖는초석또는방형초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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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본문의내용은다음의논문내용을정리한것이다. 

한욱, 「고대백제·신라·일본의초석형태에따른공간위계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제17권 6호, 2008. 12

31 백제지역에서발견된초석은상당수가있으나원위치를유지하고있는초석은많지않은편이다. 따라서사례가적어이를일반화기어려운문제점이있긴하지만백제의대표적

인초석형태로서인식되는방형초석면을갖는초석이많이발견되는것으로보아일반화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32 이에대해서는다음의논문을참조. 

한욱, 「고대백제·신라·일본의초석형태에따른공간위계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제17권 6호, 2008.12

사진 16풍납토성출토 10각초석장식 사진 17고선사지금당초석
국립경주박물관소장



과원형주좌를갖는초석을사용하고있으며, 고선사지

에서는원형초석면을갖는형태의초석이건물의위계

와는상관없이사용되는경향을보여준다. 황룡사지의

경우백제의기술이직접적으로수용된것으로생각되

므로방형초석면을갖는초석은주질의사용과연관지

을 수 있다. 이후 사천왕사지 등에서 보이는 방형초석

면과 원형주좌를 갖는 형태의 초석은 일반적으로 2단

의주좌를가지며이후고선사지금당지에서는여러단

의 주좌를 갖는 형태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주좌의변천은주질을사용하기보다는주좌를

보다장식화함으로써위계를표현한것으로판단되며

7C 후기이후에는이러한경향이보편화되면서건물의

위계와상관없이동일건축유적내에서개별건물의위

계만이아니라건축유적전체의위계를나타내는방법

으로서방형초석면위에 2단의주좌를갖는초석이보

편적으로사용된것으로생각된다.

2. 건물성격에 따른 기초유형

백제지역에있어서굴광판축기초는주로목탑과일

부 금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성토

기초가 사용되었다. 이 외에 6C 중기의 능산리사지에

서는목탑과금당, 중문에서혼합기초가사용되고있는

데비슷한시기의왕흥사지목탑지에서도같은기초가

사용되는것으로보아당시의보편적인목탑지의기초

유형인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 목탑지 및 금당지 등에서 사용된 굴광판축

기초의사용은기단상부의건물형태와연관지여생각

해볼수있다. 목탑은일반적으로 3층, 5층, 7층, 9층등

중층의건물로세워지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목탑

지를중심으로굴광판축기초가사용된것은이기초유

형이중층의건물에사용되는기초유형이기때문인것

으로생각된다. 그러므로굴광판축기초가사용된금당

등의 건물 역시 중층의 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능산리사지, 미륵사지금당의복원안은중층으로제시

되고있다33. 

반면신라지역에서는황룡사지중금당, 서금당에서

는 굴광판축기초가, 목탑에서는 굴광적석기초가 사용

되고 있으나 그밖에 건물에서는 독립적석기초가 사용

되었다. 굴광판축기초가 중층의 건물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대해서는앞에서설명하 다. 황룡사지목탑

에사용된굴광적석기초역시중층의건물에사용던기

초인것으로생각할수있다. 이에따라황룡사지의경

우 동금당은 고대의 사찰배치원리인 좌우대칭원리에

의해굴광판축기초가사용된서금당과같은형태의건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층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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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초에의해판단할때 2종의미륵사복원모형가운데동·서금당이단층인미륵사지유물전시관소장모형보다는동·서금당도중층으로복원된전국립전주박물관소장모형(현

미륵사지유물전시관소장)이보다타당한복원안으로생각된다.

사진 18미륵사복원모형
전국립전주박물관소장

사진 19황룡사복원모형
국립경주박물관소장



이있다. 이것은중층건물의기초로굴광판축기초이외

에 독립적석기초도 신라에서는 사용하 을 가능성을

나타내고있다. 하지만황룡사의동금당의예를통하여

볼때굴광판축기초가아닌독립기초의경우상부하중

을 분산하기 위하여 기둥의 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8C 중기의 천관사지까지 이어지기

는 하지만 대체로 7C 후기 이후로는 건물과는 상관없

이성토기초가일반적인기초유형인것으로여겨진다. 

기초부 각 요소의 상관관계

이 장에서는 <표 2>와 <표 3>을 통하여 기초부를

이루는 각 요소(기초, 적심, 초석)별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

백제에 있어서 건물용도의 따른 기초의 유형을 살

펴보면먼저금당의경우일반적으로성토혹은굴광판

축의기초방식을주로사용하 던것으로보인다. 목탑

의경우에있어서는굴광판축혹은혼합형의방법이사

용되었다. 강당의경우에있어서는성토의기법이중문

에 있어서는 굴광판축의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

외회랑, 승방등부속건물, 기타성격을알수없는건

물지의경우에있어서는대체로성토의방법으로기단

이 구축되었다. 굴광적석기초나 독립적석기초는 발견

되지않았다. 

기초유형에따른적심유형을살펴보면삭토기초의

경우는부여부소산성내서복사지의금당과목탑지에

사용된기법이지만상부적심이발견되지않아기초유

형에 따른 적심유형을 확인 할 수 없다. 성토기초에는

주로 적심석을 쐐기처럼 둔 B형의 적심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지상판축의예는익산제석사지금당이있

으나현재발굴중이며상부의적심은확인되지않았다.

독립토축은 관북리 대형건물지 및 왕궁리 대형건물지

등에사용된기초형식으로상부에적심이발견되지않

아확실히는알수없으나적심석없이기초위에바로

초석을얹는 A형의적심이사용되었을가능성이높다.

혼합기초는부여능산리사지금당등에사용된기법으

로역시상부에적심시설이발견되지않고있어적심이

없는A형의적심이사용되었을가능성이높다.

적심유형에따른초각의가공정도를살펴보면적심

A형에는 반듯하게 가공된 초각가공 상의 유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적심 B형에는 일정한 크기로 가공된 초

각가공 중의 유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가공하지 않은

초각가공하의사례는자연초석에한하여나타나고있

으므로가공초석에서는초각역시일정한크기로가공

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백제에서 금당의 기초부는 성토 또는 굴광

판축기법의 기초와 A형 또는 B형의 적심, 초각가공유

형중또는상의초석으로구성되었음을알수있다. 목

탑은 굴광판축 또는 혼합기초를 사용하 고 A형의 적

심, 초각가공유형 상의 초석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당, 중문, 회랑, 부속건물 등은 주로 성토기초

를가지고있으며B형적심과초각가공유형중을갖는

초석으로기초부가구성되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 경향은 하부의 기초가 판축 등 온통기초에

의해 비교적 견고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부의적심과초석은구조적보강이필요하지않은것

으로추정된다.

신라에있어서는금당의경우는성토및굴광판축,

굴광적석, 독립석축기초등의다양한기초방법이사용

되고있으나성토기초가가장일반적으로사용하는기

초방법인것으로보인다. 목탑에있어서는판축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강당은 삭토, 성토, 독립석축기초 등

이사용되었으나어느것이주된방법인지는판단하기

어렵다. 중문, 회랑, 기타건물에있어서는가장일반적

인성토기초가주로사용되었으며종루등부속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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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목탑지기초유형

기초유형

성 토 군수리사지

삭 토 서복사지

굴광판축
용정리사지, 정림사지, 

금강사지, 미륵사지, 제석사지
사천왕사지

굴광적석 황룡사지

혼 합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백제유적 신라유적



있어서는 성토기초와 독립석축기초가 사용되었다. 여

기서백제와비교하여특이한것은백제에서사용되었

던독립토축기초나혼합기초의예는없는반면백제지

역에서사용되지않았던굴광석축기초와독립적석기초

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재료에 의해 생기

는 차이점으로서 백제지역에서는 흙을 주된 기초재료

로 사용하 으나 신라지역에서는 돌을 사용하는 경향

을보인다고생각된다.

기초유형에 대한 적심유형을 살펴보면 삭토, 성토

기초는돌을가급적거칠게다듬어원형에가깝게설치

한D형의적심이사용되었으며굴광판축기초에는 B형

의적심이, 독립석축기초에서는원형으로돌을놓은후

내부를작은돌로채우는 C형또는D형의적심이사용

되었다. 이것은역시 A형또는 B형의적심유형이주로

사용된백제와비교된다. 

적심유형에대한석재의초각가공유형을살펴보면

B, C, D형의 적심의 경우 주로 초각가공 중의 유형을,

A형의적심도초각가공중의유형사용하고있다. 특이

한 것은 시기가 이를수록 초각가공 하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초각가공유형 역시 백제와 비교가

된다. 이것은하부기초가온통기초를사용하는백제와

는달리독립기초를주로사용하는신라에있어서는초

석위에세워지는건물의안정을위하여보다큰지내력

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즉 상부의 적심

과초석의유형역시구조를보강하기위한형태로사

용한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신라에서의금당기초부는성토기초와 D형

의적심과초각가공중또는하유형의초석으로, 목탑

은굴광판축기초와 A 또는 B형의적심유형, 그리고초

각가공중또는상의유형을갖는초석으로구성되었으

며 강당, 중문, 회랑, 부속건물, 기타건물의 경우에 있

어서는 성토기초가 혹은 독립적석기초가 사용되었고

적심유형으로는 D형이, 초각가공 중을 갖는 초석으로

구성되었음을알수있다.

백제 건축기술의 신라 전파

삼국유사의기사에의하면황룡사목탑의건립에는

백제의장인인아비지가참여한것을알수있다34. 이

것은당시고층의목조건축물인목탑을건립할기술이

없었던신라는뛰어난건축기술을가지고있었던백제

의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 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기록에의해백제의기술이신라에전파된것은

의심의여지가없다. 그러나백제의도입범위에대해서

는여러의견이있다35. 

본 장에서는 기초의 비교를 통해 당시 백제건축기

술의전파양상을고찰해보고자한다. 

황룡사지에 있어서 각 건물지의 기초를 살펴보면

목탑, 중금당, 서금당에서만온통기초인굴광기초가사

용되었으며, 그밖의건물에서는독립적석기초가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와 <표 3>, 그리고 5장의

결과에 의하면 굴광기초는 백제지역에서 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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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請工匠於百濟然後方可乃以寶帛請於百濟匠名阿非知受命而걐經營木石...」

三國遺事第3卷第4 塔像篇黃龍寺九層塔條.

35 양정석은아비지가담당한부분은기단부위의탑신에한한것으로보았다.

겳正錫, 「新갥·黃龍寺九層木塔の造成に する比較史的檢討」, 『곎史と文化』第40 , 東겗學院大學學術硏究會, 2006. p. 227

조원창은백제목탑지의축기부축조기법을통하여황룡사목탑축기부에대해백제기술의전파가능성을추정하 다. 

조원창, 「백제목탑지편년과축기부구축기법에관한연구」, 『건축역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제17권 4호, 2008. 08

그림 12황룡사지건물별기초유형

굴광판축기초
굴광적석기초
독립적석기초



고있으며신라지역에서는황룡사와분황사등일부에

서만볼수있다. 반대로독립적석기초는백제지역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다. 백제와 신라의 기초축조 방법이

서로달랐으며이에따라황룡사의목탑과중금당, 서금

당에사용된굴광기초는굴광기초가주로사용된백제

로부터의 향에의한것일가능성이높다. 

황룡사창건가람의조성당시에는신라에서굴광판

축기단이 아직까지 일반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

는데, 이것은중건금당좌우의동서건물지 1차건물지

와창건기회랑등에서확인할수있듯이창건가람시기

의유구는대부분독립기초방식을채용하고있기때문

이다. 그리고중건금당과 서건물지의 2차건물 축조 시

새롭게굴광하여온통기초를만들고있다. 그렇다면창

건가람시기의 중금당 역시 좌우의 1차 동·서금당지

와 동일한 방식인 독립기초방식이었을 가능성도 생각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동일한 황룡사지 내에서도 다른

건물지의경우몇차례증축과정이있었던것으로보이

지만온통기초가확인된것은구층목탑, 중건금당그리

고 2차서금당지등일부뿐이다. 그렇다면창건가람이

완성된지불과 5년만에이전금당의흔적을완전히제

거하고그기초부터새롭게구축하 다는것이무엇을

의미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황룡사는원래신라의신궁조성이진행되는가운데

황룡이 등장함으로써 사찰로 계획이 변경되어 건립된

것이다. 

고대에 있어서 건축배치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중

심건물은남향으로앉히고좌우는대칭이되도록하는

배치형식이가장일반적이다. 황룡사역시예외는아니

어서목탑과금당이건립되어사찰로서의면모가갖추

어지는시기의배치는중금당을중심으로좌우에각각

동금당과 서금당을 배치하고 전면에는 목탑과 후면에

는강당을배치하는중심축을갖는좌우대칭형의배치

를갖고있었을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여기서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것은 동금당과 서금당의 기

초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동금당은독립적석기

초이며서금당은굴광판축기초이다. 따라서기초의형

식이다르다. 기초의형식이다른것은그위에세워지

는건축물의형태가달랐을것으로생각할수있다. 하

지만황룡사의경우그사찰의위상을감안한다면건물

의형태가달랐을것으로생각하기어렵다. 그렇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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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고대가람배치형태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2002. 일부수정

① 청암리사지 ② 비조사지 ③ 황룡사지 ④ 미륵사지 ⑤ 정림사지

⑥ 군수리사지 ⑦ 천군리사지 ⑧ 감은사지 ⑨ 불국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그림 14용정리사지목탑기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용정리사지』, 1993

●범례
Ⅰ 준판축층
Ⅱ 판축층
Ⅲ 판축층
Ⅳ 표토층
Ⅴ 생토층

① A-Á   토층도

철분층

철분층

Ⅰ

Ⅱ

Ⅲ

Ⅳ

되파기선

A

그림 15황룡사지금당기초
문화재관리국, 『황룡사』, 1984

A-Á



로다른기술혹은기술자들에의해건물이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동금당에 사용된 독립적석기초

의경우황룡사의여러건물지에일반적으로사용된기

초임을생각한다면, 특히서금당의 1차건물지의기초가

독립기초 음을생각하면독립적석기초는전통적인기

술로, 서금당에사용된기술은신기술혹은기존의장인

과는다른장인들에의해건립된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서금당지에사용된굴광판축기초는동일한

기초가주로사용되고있는백제로부터전래되었을가

능성이높다.

이러한백제로부터전래된선진기술인굴광기초의

기법은백제의경우에는주로사질토와점질토를교대

로다져시공하는데반하여신라의황룡사금당에서는

자갈을 섞어 시공하는 등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

판축층을 3개층위로구분하여시공하고있는것은백

제의판축기법과매우유사하다고할수있다. 

이와함께분황사창건금당지에서는굴광적석기초

를사용하 는데이것은매우특징적인것으로생각되

었다36. 하지만 이러한 기법 역시 백제의 미륵사지 동

탑하부기초에서 나타나고 있어 신라만의 독특한 기법

이라고보기에는어렵다. 

이와같이기초유형의특성을볼때굴광기초에있어

서는백제와신라는매우유사성을가지며백제에서보

다일반적으로사용된것으로보인다. 이기술은백제에

서신라로전파된기술일가능성이크다고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백제의 기초축조

기술이신라로전파되는데에는 2차에걸친시기가있

었음을알수있다.

첫번째시기는흙을이용하여판축하되판축시상

하층의구분을두어시공방법혹은재료를달리하여사

용하는기법의전파이며두번째시기는할석을사용하

여판축하는기법의전파이다.

이것은 그 시기적으로 보아 미륵사지의 건립 이전

에이미백제에서신라로의기술전파가있었다는것과

또아비지에의한황룡사목탑의건립이전에이미또

한번의기술전파가있었다는것을보여준다.

왜냐하면황룡사중금당과서금당에사용된판축의

기술은 백제에서의 판축기술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

다. 황룡사중금당의중건시기는 584년의신라의장인

이백제의미륵사건립공사에참여한시기보다앞서기

때문이다. 

당시백제로부터의문물전파가신라로크게이루어

졌으며, 특히 불교적 향이 크게 작용하 다면 일본

등에직접기술자를파견하여사찰건립을도왔던백제

로서는마찬가지로앞선건축기술을가진백제의장인

을파견하여신라의사찰조 을도왔을가능성도부정

할수없다. 

특히유적으로남아있는고대건축유적가운데가장

큰규모를갖는황룡사금당의건립시장육존상을안치

시키기위한대규모의건물을건축할기술을가지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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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미륵사지목탑기초
정자 ,『한국고대목탑지기단및심초부의축조기법연구』, 숭실대학교석사
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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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백제기초기술의신라전파

구분 시 기

1차
6C 후기 층급에의한굴광판축기초 자갈혼입

파급기술

2차
파급기술

7C 중기 적석을이용한굴광적석기초

기초기법 비 고

36 이유형의기초는사천왕사목탑지에서도사용되었다.



었는지에대한의문이다. 황룡사의신라최대의불상인

장육존상을 모시기 위한 금당을 다시 만드는데 10년의

세월이걸렸다. 1차가람의건립에 17년이걸린것을감

안할때금당한동을만드는데걸린 10년은상당히긴

시간임에틀림없다. 특히황룡사지중금당의평면을보

면내진내부를통칸으로처리하여감주시키고있기때

문이다. 이렇게긴시간이걸린데에는장육존상을모실

만한대형건물을건축할건축적기술이없었던신라로서

는백제로부터의건축기술자의도입을꾀하지않았을까

한다. 더욱이기초의유형을통해서이같은추측은타당

한것으로생각된다. 즉황룡사중금당의중건에백제의

장인들이어떠한형태로든참여하 을것이라는점이다.

이들은이후서금당의중건에도참여하게된다.

이후 신라의 기술자들이 백제의 미륵사지 건립에

참여하여다시금백제로부터기술을배우게된다. 이들

미륵사건립에참여하 던신라의기술자집단이신라

로 귀국한 뒤 분황사 금당의 공사에 참여하 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목탑공사에도 참여하 을 것으로도 생

각할수있다. 혹은새로운백제의기술자집단이신라

에유입되었을가능성도있다. 

이와 함께 황룡사의 기초부에 있어서 백제기술의

도입을확인할수있는또다른요소는적심이다. 황룡

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판축으로 시공된 목탑과

중금당지의 기초부에서 적심석을 시설한 것과 그렇지

않은것의 2종류의적심을확인하 는데이가운데적

심석을시설한것을고고학적증거에의해후대에보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7. 따라서 초기에 사용된 적

심석을시설하지않은것은주로백제에서사용된유형

이므로역시백제의기술이적용되었을것으로추정하

여볼수있다. 이와같이황룡사의건립에는목탑만이

아니라 중금당과 서금당에도 백제의 기술이 적용되었

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 보다

지속적인건축적교류가있었을가능성을보여준다. 그

러나통일이후에는기초에있어서굴광기초는나타나

지않고성토기초혹은독립기초가보편적으로사용되

는것으로보아통일이후에는신라의건축기술이독자

적으로발전하 던것으로여겨진다.

결론

지금까지백제와신라의사찰건축유적에있어서기

초와 적심, 초석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시기

와 건물에 따른 사용상의 차이점을 고찰하 다. 그 내

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백제와신라의초석사용은시기뿐만아니라

건물의위계에있어서도차이점을나타내며, 특히신라

에있어서주좌의사용은백제에비해사용시기가늦지

만보다폭넓게사용되었다. 

둘째, 기초는백제와신라모두성토기초가보편적

으로 사용되었으나 주요 건물에 있어서 백제건축에서

는흙을이용한굴광판축기초가, 신라건축에서는돌을

이용한독립적석기초가특징적으로사용되었다.

셋째, 적심은 백제에서는 없거나 초석을 고정시키

기 위한 쐐기형태의 유형이 사용되었으나 신라에서는

7C 전기이전에는원형으로돌을두르고그내부에보

다작은돌을채운유형이, 7C 중기이후에는비교적굵

은 돌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한

유형이사용되었다.

넷째, 목탑등중층의건물에는주로굴광기초를사

용하 을가능성이있으며, 이것은고대건축복원을위

한유적해석의실마리를제공한다.

다섯째, 백제에서신라로의건축기술의전파는 2차

에 걸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황룡사 목탑 뿐

만 아니라, 중금당, 서금당과 분황사의 창건금당의 기

초에도백제의기술이활용되었을가능성이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비교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있는소수의유적만을대상으로고찰된것으로향후

보다많은건축유적의발굴성과에따라축적되는자료

들을통해지속적으로보완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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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Part of Foundation between Baekje and
Silla from 6th to 8th Century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oundation and basestone which can be seen in remains of Baekje

and Silla in beginning study of them in ancient Korean architecture. This is a close investigation that division of the

shape of the basestone and the type of Jeoksim(積心, the supporting part under the basestone) and foundation under the

ground. Also it can be seen that the difference of construction technique and the relation with each part. The research

objects are the remains of temples which had been excavated or are been excavating now in Baekje area and in Silla

from 6th to 8th century. Results of research published in north Korea are quoted for the remains in Goguryeo being

unable to be seen as they are in north Korea. If it had been possible to visit the sites, the materials would have been

collected from the direct investigation. Otherwise they are collected from the excavaion results published. 

After that the basestone and the foundation could be divided according to several types.

Also each types can be compared and studied according to times and building use. The results are follows. There

are some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Baekje and Silla in the technique of foundation, jeoksim, and basestone.

Through them it is possible that the arhitectural technique of Baekje had been introduced to not only wooden pagoda

in the erection of hwangryongsa temple.

These results are considered limited in a few remains grasped the characteristics so it should be complemented

continuously as the outcome of excavation of architectural remains will be accumu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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