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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주첨성대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경주첨성대가 파손되었음을 명시적

으로 전하는 역사기록은 없으며, 파손되었다는 어떤 물증이 제시된 바도 없으므로 원형이 유지되었다는 견해는 별반 무리가 없

다고 평가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첨성대 실측 및 훼손도 조사 보고서』를 면 히 분석

해 보면 첨성대가 원형에서 벗어나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첨성대의 상층부는 심각하게 파손되었다가 원형을 회복하지 못

한 형태로 잘못 복구되었음이 확실하며, 그 물증이 현재 첨성대에 고스라니 남아있다. 

본 연구는 그 증거로 제 29단 정자석이 대각선방향으로 파손되어 있는 점, 제 28단에 있었던 은장이 사라진 점, 제 26단의

장대석 위에 작은 석재 3개가 남아 있는 점, 제 25단과 제 26단 장대석에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4개의 홈이 남아있는 점, 제

25단과 26단의 장대석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는 점 등을 제시한다. 경주첨성대가 처음으로 파손되었다가 원형과 다른 모습으로

복구되었던 시점은 15세기 중반 이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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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주첨성대가 파손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역사

기록은 없다. 첨성대에 관한 최초 기록은『삼국유사』

(1284년경)에 있으며, “『별기』에 따르면 선덕여왕 대에

돌을 다듬어 첨성대를 쌓았다” 라는 내용이다. 『고려

사지리지』(1451)는“신라 선덕여주가 축조한 첨성대가

경주에 있다” 라고만 했다. 경주첨성대는 15세기 중

엽부터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기 시작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1454)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첨성대: 경주부성의남쪽모퉁이에있다. 당태종정

관7년계사년(633)에신라선덕여왕이세웠다. 돌을쌓

아 위는 정사각형, 아래는 둥 게 만들었다. 높이는 19

척 5촌이며, 위의 둘레는 21척 6촌이며, 아래의 둘레는

35척7촌이다. 그가운데가뚫려있어사람들이위로올

라갔다.

@『삼국사절요』(1476)와『동국통감』(1485)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1481)도“본부 동남

쪽 3리에 있다. 선덕여주 때에 돌을 다듬어 대(臺)를 쌓

았는데, 위는 모나고 아래는 둥 다. 높이는 19척이며,

그 안은 비어있어 사람이 안으로 오르내리면서 천문을

관측했다” 라고했으므로별반차이가없다. 

개인의시문에서경주첨성대는변함없는유적으로자

주 묘사되었다. 성균관대사성(大司成), 호조참판 등을

지낸조위(1454~1503)는다음과같은시를남겼다. 

겁화에도타지않고어찌홀로남아@@ @ @ @ @ @ @ @

劫火不燒渠獨在

쌓은돌이비바람을견디고우뚝서있네. @@

石 然風雨外

노나라의관대는지금있기나하는지@@ @ @ @ @ @

中觀臺今有無

신라때의제작이참감탄할만하구나. @ @ @ @ @

時制作堪一噫

조선 조대의 성리학자 이만부(1664~1732)는“선덕

여왕이 쌓은 첨성대가 조금도 기우러짐이 없어 들판 위

에 우뚝 서있다” 라고 했다. 순조 19년(1819)에 세시풍

속에 관한 책인『열양세시기(冽陽歲時記)』를 썼던 김매

순(1776~1840)은 그의 문집에서 첨성대가“마치 새롭게

쌓은 것처럼 완연한 모습” 이라고 했다. 선덕여왕 대

(632~647)에 건립된 경주 첨성대는 원형을 그대로 유

지하거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한편 경주첨성대가 수리되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

기되었다. 박흥수(1979)는첨성대가고려성종(982~997)

때에개축되었으며, 기단부분은그대로둔채상층부분

의 정자석을 지금처럼 다시 놓았다고 주장했다. 1993

년에 설립된 민간문화단체인 신라문화원도 첨성대가

수리되었다고 주장했다. 신라문화원의 홈페이지는“정

자석은 민족항일기와 광복 후에 자리를 바로 잡아서 떨

어지지않게수리를했다고하며수리한사람의말에의

하면그때방향이바뀌었을지도모른다고” 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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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記云 是王代 石築瞻星臺”(『三國遺事』紀 , 善德王知幾三事). 

“又有 瞻星臺(註: 新 善德女主所築)”(『高麗史』卷57, 志 11, 地理 2, 慶尙道). 

“在府城南隅 唐太宗貞觀七年癸巳 新 善德女王所築 石爲之上方下圓 高十九尺五寸 上周圓二十一尺六寸 下周圍三十五尺七寸 通其中 人由中而上”(『世宗實 』地理志, 慶
州府, 瞻星臺). 

『三國史節要』新 善德王 16年 正月; 『東國通鑑』新 善德 主 16年 正月. 

“在府東南三里 善德 主時 石築臺 上方下圓 高十九尺 通其中人由中而上下 以候天文”(『新增東國輿地勝覽』卷 21, 慶尙道, 古跡, 瞻星臺). 

『梅溪集』卷 3, 鷄林八觀; 『新增東國輿地勝覽』卷 21, 慶尙道, 古跡, 瞻星臺.@ 

“善德女主作瞻星 以察天象 至今無少傾 兀立野中”(『息山集』卷 4, 東都雜 ). 

“宛然如新”(『臺山集』卷 3, 瞻星臺). 

김장훈·박상훈 2009, 「첨성대건립에 대한 시공방법론」『문화재』42, pp.40~61; 이동우 2009, 「놀랍게도 꼼꼼히 지은 경주 첨성대: 어떻게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았
을까」『대한토목학회지』355, pp.110~114.

박흥수 1979, 「첨성대의 천문측량」『한국과학사학회지』1－1, p.78. 

http://www.silla.or.kr/gyeongju/ntltrs-p12.html (확인일자: 2012년 6월 1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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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2007: 49)는『경주순창설씨 세헌편』에‘설총

은항상백구정에서놀았는데…이대의상층에대이름

이 있는데 크게 쓴 세 자는 공의 친필’이라는 기록을 제

시하고, “현재 설총이 쓴 씨가 남아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상층부의 일부는 변경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윤성·장활식(2009: 481)은 설총의 친필로 새겼다는

“ 자들은 정으로 쪼아버려 현재는 지워진 흔적만이 첨

성대 창문 위의 제 16단 석재에 어렴풋이 남아 있는 것

으로”보인다고했다.

정연식(2009a: 359)은“현재의 첨성대가 건립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고 했고, 경주가 활성단층지역이므로“첨

성대가지금까지멀쩡한상태로서있는것을의심의눈

초리로 보지 않을 수”없다고 했다. 그러나“첨성대가

도중에 중수되었다 하더라도 당대인들이 가능한 한 원

형을충실히재현하도록노력했을”것으로보았다. 

이처럼경주첨성대가파손혹은보수되었을것이라는

의심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파손 혹은 보수가 이루어

졌음을뒷받침하는 증거가제시된바는없다. 따라서지

금까지의 첨성대연구는 경주첨성대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전제하에서진행되어왔다. 

경주첨성대에 대한 가장 오래된 실측자료는『세종실

록지리지』에 있는데, 높이가 19.5척, 위의 둘레가 21.6

척, 아래의 둘레가 35.7척이라고 했다. 장활식(2012)에

따르면 실측치는 세종 13년(1431)에 표준화된 약 46cm

의 포백척(布帛尺)이라고 한다. 환산해 보면, 높이는

약9.0m, 위둘레는약9.9m, 아래둘레는약16.4m로나

타난다. 

현대의 최초 실측은 1962년 11월에 문화재관리국이

의뢰하여 그해 12월부터 당시 경주박물관장이었던

홍사준 등에 의해 실행되었다. 그 이후에 유복모 등

(1981)과 손호웅·이성민(2003) 등에 의해서도 첨

성대실측이행해졌다. 상세한실측및훼손도조사보고

는 2009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2009년 조사에서 첨성대 높이는 9.07m, 최상단의 지름

은 3.03~3.10m, 최하단의 지름은 5.18~5.19m로 나타났

다. 평균지름에 원주율을 곱하면 위 둘레는 약 9.6m, 아

래 둘레는 약 16.3m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실측자료와 비교해 보면, 높이와 아래 둘레에는 대략

7~10cm의 차이가 있고, 위 둘레에는 약 30cm의 차이가

있다. 세종때의실측은원통형의둘레를직접측정했던

반면, 현대의 실측은 평균지름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첨성대의 몸통 상층부는 원형이 아니라“찌그러진 타원

형”(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27)이기 때문에 지름에 원

주율을곱한추정치는오차를보일수밖에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측보고서(2009: 37)도 경주첨

성대가 보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 다. 첨성대 몸통

상부의 석재와 하부의 석재가 서로 가공방법이 다른데,

“후대에 보수를 하면서 일부 면석이 교체되었다면 아무

래도 가공석공이 달랐을 것이고 따라서 가공기술과 방

법도 달랐을 것이다. 이때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

다”고 했다. 또한 첨성대에 있는 작은 석재 3개에 대해

서도“이 석재가 애초부터 이렇게 작은 석재 는지 아

니면 후대에 끼워 놓은 석재인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그구성이어설픈면이있다”라고했다.

본 연구는 경주첨성대가 오래 전에 허물어졌으며, 그

이후에 원형과는 다른 잘못된 형태로 복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밝힌다. 첨성대의 파손 및 복구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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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 2007 「공론권으로서의첨성대연구」『언론과학연구』7－1, pp.47~77.

장윤성·장활식 2009, 「첨성대 가설」『한국고대사연구』54, pp.463~501. 

정연식 2009a, 「첨성대의기능과형태에관한여러학설비판」『역사학보』204, pp.357~403. 

장활식 2012, 「첨성대옛기록의분석」『신라문화』39, p.142. 

문화재관리국 1962, 「경주첨성대외부실측의뢰」, (국가기록물관리번호 BA0169872). 

홍사준 1963, 「첨성대실측」『고고미술』34, p.395; 홍사준 1965, 「경주첨성대실측조서」『고고미술』56/57, pp.63~65. 

유복모·강인준·양인태 1981, 「경주 첨성대의위치해석에대한고찰」『한국과학사학회지』3-4, pp.80~84. 

손호웅·이성민 2003, 「고 도 레이저 측량, 지반조사 및 고유진동수 측정에 의한 첨성대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회』7-2,
pp.297~30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경주 첨성대실측훼손도평가조사보고서』, pp.1~18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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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으나 제 1차 파손 및 복구가 15세기 중반 이전

에있었다는점과그이후에도파괴가있었다는점이외

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첨성대의 원형을

추정하려노력했지만, 제한된정보로인해제25단과26

단의 일부에국한될수밖에없었다. 경주첨성대의 제25

단 이상이 원형과 다른 형태로 복구되었다는 점은 확실

하다고본다. 

첨성대의 본질에 대해서는 천문관측대설, 규표

설, 주비산경설, 수미산제단설, 성제단설,

우물제단설, 도리천 우주우물설, 미륵용신설,

공론권설(김 주 2007), 삼위일체탄강대설, 회위정

설(장윤성·장활식 2009), 대설 등 수많은 해석이

있다. 본 연구는 첨성대 본질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따

르지 않았으며, 오로지 1962년의 경주박물관 첨성대

실측조사결과와 2009년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실측 및

훼손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경주

첨성대의 상징성 해석은 본 연구의 범위 밖에 있다. 

첨성대의현재상태에대한의문점

경주 첨성대는 정사각형 기단부 2층, 둥근 몸통부 27

단, 정사각형 정상부 2단으로 구성되어 총 31단이다. 기

단부은 동서면이 5.34m, 남북면이5.31m이므로 거의 정

사각형이다. 기단부의 하층 지대석은 8매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매몰되어 있다. 기단부의 상층 기단석은 12매

로 추정된다. 첨성대의 높이는 현재의 지표면으로부터

약 9.1m이다. 원통형 몸체의 맨 아랫단을 제 1단이라 한

다. 따라서둥근몸체의최상단은제27단이다. 

기단의방향이정남을향한다거나북두칠성을향한다

는등의속설은사실이아니다. 기단은정남으로부터 19

도 5분 52초만큼 시계반대방향으로 틀어져있다. 한편

선덕여왕 3년(634)에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분황사

모전석탑과선덕여왕15년(646)에완성된 황룡사구층

목탑의 기단은 모두 정남에서 시계방향으로 약 3도 회

전해있다. 동시대탑의 기단방향과 약 22도의 차이를

보이는 첨성대 기단의 방향은 의도적인 설정으로 평가

되고 있다. 첨성대 내부는 약 12단 중간까지 크고 작

은 잡석과 흙으로 채워져 있다. 흙은 각 단을 쌓을 때마

다다졌을것으로여겨진다.

홍사준(1965: 64)에 따르면 제 1~18단의 석재는 외면의

아래위모서리를조금씩깎아내어약간볼록하게만들었

고, 이와는대조적으로제19~27단의석재는외면을수직

으로 가공했다고 한다. 한편 이동우(1998: 63)는 제 1~12

단은 위로 갈수록 안쪽으로 더 물러서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제 13~20단은경사진직선을 이루며, 제 21~23단

은 변환곡선을 이루며, 제 24~27단은 수직을 이룬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를 조합하면 첨성대의 선은 <그림 1>

과같다. 왼쪽그림은첨성대의실측도면이며, 오른쪽그

림은 가로축을 약 7배 과장한 개념도이다. 전상운(196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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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천우(1974: 135), 김기협(1981: 144) 등은 첨성대

의선에심미적인요소가있다고했다.

2009년 실측조사는 원통형 몸체의 석재 외면 가공방

법을 보다 상세하게 분류했는데, <그림 2>에서 가공이

둥근 것이 A형(파랑), 약간 각진 것이 B형(노랑), 매우

각진 것이 C형(빨강)이다. 제 1단부터 제 15단까지의 총

216개 석재는 모두 A형이다. 제 16단부터 27단까지 각

단의 석재구성을 가공유형별로 세어보면 <표 1>과 같

다. 창문 옆에 서있는 문설주 석재 2개, 첨성대 몸통을

가로지르는 장대석 8개, 제 27단 안에 있는 판석 1개 등

은 가공유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제외하 다(국립문

화재연구소 2009: 25). <그림 2>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가공형태의석재들이섞여있는이유는무엇일까? 

<그림 3>에서 제 19단의 장대석 2개가 원형을 이루는

석재들 사이로 뚫고 나와 있는데, 모든 면이 거의 직선

을이루도록잘다듬어져있다. 그림에서푸른점선은

기단의방향을나타낸다. 제 19단장대석은 기단에서시

계방향으로 약 2.5도 틀어져있다. 제 20단에도 장대석 2

개가 있지만 몸통 내부에 숨겨져 있다. 제 20단의 장대

석은모양이반듯하지않은데, 좌측장대석의길이는약

36

본연구에서도면의위쪽은방위표에서볼수있듯정북을원칙으로한다. 첨성대 실측보고서도면들이기단을중심으로그려진것과는대조적이다.36

그림 1 첨성대 선(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88)과 가로축을 과장한 선(필자 작성)

그림 2 외면의 가공형태분류(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38)

표 1 상층부의 석재구성

단 A형 B형 C형 계

27 5 6 4 15
26 0 9 5 14
25 3 8 3 14
24 0 1 13 14
23 0 2 12 14
22 0 2 10 12
21 0 3 10 13
20 0 4 6 10
19 0 5 4 9
18 8 3 0 11
17 3 8 0 11
16 10 1 0 11

직선 면의 수직 쌓기(24단~27단)

직선 면의 변곡 쌓기(21~23단) 

직선 면의 직선 쌓기(19~20단)

곡선 면의 직선 쌓기(13단~18단)

곡선 면의 곡선 쌓기(1단~12단)

모접기 매우 각짐

C형25

20

15

10

B형

A형

모접기 약간 각짐

모접기 둥 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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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cm이며, 우측 장대석은 약 208cm이다. 약 52cm라는

차이가 있다. 장대석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 이동우

(1998: 67)는“버팀목역할을하여공사도중첨성대가내

부로 무너질 위험성을 방지하고 각 단위 석재의 상대위

치를 유지하여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은 물론이며,

심미적 요소도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제 19단의 장대석은 기능적인 요소와 심미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며, 내부에 감춰져 있는 제 20단의 장대석은

기능적인요소만을가진다고볼수있다. 

<그림 4>는 제 25단과 제 26단의 단면도이다. 제 25단

과 26단의중심은각각파란점선이교차하는기단의중

심에서벗어나약간북쪽에있다. 현재첨성대가북쪽으

로 20cm, 서쪽으로 0.7cm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28). 

<그림 4>의 빨간 화살표의 끝에는 각 1개의 홈이 있

다. 제 25단 서편 장대석의 북쪽 끝과 남쪽 끝의 서면에

각1개의홈이있으며, 제 26단북편장대석의서쪽끝과

동쪽 끝의 북면에도 각 1개의 홈이 있다(국립문화재연

구소2009: 31). 

편의상 제 25단 서편의 장대석을 25W, 동편의 장대석

을 25E, 제 26단 북편의 장대석을 26N, 남편의 장대석은

26S로 표시한다. 홈이 있는 장대석은 로 표시하고, 홈

이없는장대석을아무런표시도하지않는다. 

<그림 4>의 서쪽에서 25W 를 정면으로 보면, 북쪽

홈은 ┕모양이며, 남쪽 홈은 ┙모양이다. 북쪽에서 26N

를 정면으로 보면, 동쪽 홈은 ┕모양이고, 서쪽의 홈

은 ■ 모양이다. <사진 1>은 25W 의 남쪽 모서리인데,

홈이 ┙모양이다. 홈에 대해 홍사준(1965: 65)은 석재를

운반하기 위해 밧줄을 감았던 흔적이 아닐까 추정했으

며,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31)는“그사용용도나목적

은무엇인지모르지만분명한것은어떤목적에따른특

별한기능이있는것”이라했다. 

그런데 밧줄을 감았다면 홈은 ┙자로 꺾이지 않았을

것이다. 수직의 일(一)자 모양이 밧줄을 보다 더 단단히

고정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밧줄을 감아서 장대

석을 들어 올렸다면 <그림 5>의 (가)와 같이 올렸을 것

이며, (나)처럼 뒤집어지는 형태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이다. 그렇다면 (다)에서와 같이 장대석을 들어 올릴 때

그림 3 제 19단과 20단의 석재 구성(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74~175) 그림 4 제 25단과 26단의 석재 구성(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77~179)

사진 1 제 25단 남서쪽의 홈(국립문화재연구소2009: 32)그림 5 밧줄 고정용 홈의 위치

19단 20단 25단

25W

26N

25E

26S

26단

(가)26N 의 현재 홈 위치

(나)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밧줄 고정용 홈의 바람직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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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W , 25E, 26N , 26S와 같은장대석을말한다. 

제 25단의 높이와 평균 높이 간의 통계적 거리는 약 -2.92이다({23.5-29.93}/2.20 -2.92). 정규분포에서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작을 값이 나타날 확률은 0.0017에 지나
지않는다.

38

37

에 밧줄 고정용 홈은 밧줄이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 즉

현재 위치의 반대편에 있어야만 밧줄을 효과적으로 고

정할 수 있다. 홈의 모양과 위치를 볼 때, 이 홈의 용도

는 밧줄 고정용이 아님이 분명하다. 과연 그 용도는 무

엇이었을까?

<사진 2>은 26N 의 동쪽 끝인데, 장대석 위에 작은

석재 하나가 놓여있다. 경주첨성대에는 이와 같은 석재

가 3개가 있는데, 모두 제 26단의 장대석 위에 있다(국

립문화재연구소 2009: 26). 이 작은 석재는 관심을 가진

다면, 첨성대 아래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가 있다. 26S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1개씩 있고, 26N 의 동쪽에 1개가

있다. 26N 의서쪽끝위에는없다. 1962년의실측조사

는 3개의 작은 석재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립문

화재연구소(2009: 26)는“26단에 있는 3개의 석재는 매

우 작은 돌로써 방틀심석이 외부로 노출된 부분에 마

치 끼워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 했다. 이 작은 석재의

용도는무엇일까? 왜 3개가남아있을까?

<사진 3>에서 제 25단이 유난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제 25단은 몸통 총 27단 중에서 가장 낮은 단이다(송민

구 1981: 68).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187~188)의 자료

를 사용하여 <표 2>에서 첨성대 상부 각 단의 평균 높

이를 계산했다. 하부의 단은 전반적으로 상부의 단보다

도 더 높다. 동서남북에서 측정한 제 25단의 높이는 약

23.5cm이다. 한편 원통형 몸체 27단에서 각 단의 높이

는 평균이 29.93cm이며, 표준편차가 2.20cm이다. 따라

서제25단은극단적으로낮다. 그이유가무엇일까?

정상부는 <그림 6>과 같이 제 28단의‘입 구(口)’자

모양과 제 29단의‘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많이 일그러져 있다. 제 28단과 29단의

장대석은 전반적으로‘우물 정(井)’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정자석(井字石)’이라고도 한다. 제 28단 북편

장대석의 길이는 297cm, 남쪽 장대석은 295cm이며,

‘口’자 내부공간의 너비는 북쪽이 224.5cm, 남쪽이

222cm이다. 장대석의 너비는 29~31cm이다. 홍사준

(1965: 64~65)에 따르면 제 28단에는“남북의 장석 양

단내측을 약간 파 맞추고 그 돌머리를 맞춘 상단에는

은장(隱裝)을 철로 끼었던 듯 형적(形迹)이”있다. <그

림 6>의 제 28단에 까맣게 표시된 은장은‘금속성 고

리’인데, 맞닿은 석재에 연결된 홈을 파고 그 홈 속에

끼워 넣어서 석재의 상호위치를 고정하는 목적으로 사

용된 것이다. 이러한 은장들이 모두 사라진 이유는 무

엇인가? 

제 29단은 많이 파손되어 있으며, 정남으로부터 시

계반대방향으로 약 13도 27분 틀어져 있다. 제 29단은

38

37

사진 2 제 26단 북동쪽의 작은 석재(국립문화재연구소2009: 32) 사진 3 높이가 유난히 낮은 제 25단(필자촬 )

표 2 첨성대 상단부 각 단의 높이(단위: cm)

20단 21단 22단 23단 24단 25단 26단 27단

동 34 31 28 28 26 25 25 29

서 33 32 28 28 26 22 25 27

남 34 32 30 28 25 24 26 24

북 33 34 28 28 26 23 28 29

평균 33.5 32.2 28.5 28.0 25.75 23.5 26.0 27.3

26단

24단
2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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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단 내부공간의세로와제 29단 내부공간의가로는국립문화재연구소(2009)의 도면에표시되어있지않다. 39

그림 6 제 28단(이동우 1998: 76)과 제 29단(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82) 사진 4 첨성대 제 29단의 파손상태(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34, 66) 

장대석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반턱을 따서 서로 고

정시켰다. 결합부분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33)는“헐거워짐은 있지만 거의 완벽한 맞춤이라 할

수”있다고 했다. 제 29단의 동편과 서편 장대석의 길

이는 모두 303cm이다. ‘우물 정(井)’자 내부 공간의 너

비는 222cm인데, 제 28단 내부 공간의 한 변 길이인

222~224.5cm와 일치한다. 정상부의 제 28단과 29단

은 한 변의 길이가 약 222cm인 정사각형의 내부공간

을 이루도록 쌓았다고 볼 수 있다. 제 29단 장대석의

너비는 21~24cm이며, 제 28단의 장대석보다 좁다.

현재 첨성대 최상단의‘우물 정(井)’자 장대석은 <사

진 4>와 같이 북서쪽과 남동쪽 모퉁이가 떨어져나갔

고, 북동쪽의 모퉁이에 금이 가있다. 석재가 약화되어

탈락했다면 반턱을 따낸 부분 중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파손이 발생했을 것이다. 북동쪽 모

퉁이의 금이 간 부분과 남동쪽 모퉁이의 깨진 부분은

구조적으로 취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서

쪽 모퉁이는 대각선 방향으로 깨져 있다. 이처럼 깨진

이유는무엇인가?

첨성대 몸통의 중앙 3단에는 창 또는 문으로 추정되

는 가로 98cm, 세로 93cm의 창문이 있으며, 좌우에 문

설주 역할의 석재가 각 1개씩 세워져 있다. 창문은 정

남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15도 58분 3초만큼 틀어져

있다(유목모 외 1981: 83). 그런데 <사진 5>의 첨성대

창문 바로 아래 석재에 파인 흔적이 있다. 남천우

(1974: 131)는“사다리가 사용되었을 것은 추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출입창문 하부에는 그러한 흔적이

뚜렷이 남겨져”있다고 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31)도“개구부가 창인지 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개구부 하단에 있는 받침석에 홈이 파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문 역할이 있었던 것만은 확인할 수”있

다고 하여 사다리를 놓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

다리를 놓은 흔적으로 보이는 홈은 언제 만들어진 것

인가? 

첨성대 제 27단 내부에는 제 26단의 장대석 위에 걸

터앉은 판석 한 개가 있다. <그림 7>에 대해 홍사준

(1965: 65)은“제 27단 수평면과 같이 동측에 판석으로

내부를 깔았으며 서측에는 마루를 놓은 듯 3개석(제

27단 석근)에 し자형으로 파져있다”고 했다. 국립문화

재연구소(2009: 29)는“원래부터 이 판석이 하나 는

지 아니면 두개 는데 지금은 한 개만 있는 것인지, 또

는 판목이 있었는지는”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판석은 원래부터 있던 것인가? 원래부터 사람들이

첨성대 위로 오르내렸다고 가정한다면, 판석은 하나만

있었다고 봐야한다. 반쯤 열린 공간으로 올라간 다음

에 판목으로 열린 공간을 막으면 한 변이 약 222cm인

정사각형의 공간이 제 27단의 높이에서 확보되었을 것

이다. 판목을 걸치기 위해 파낸 듯한 し자 형태의 홈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그림 7>의 석재 A는 왜 판석

을 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 

39

297cm

303cm

303cm

222cm

222cm

224.5cm

222cm

295cm

29~31cm

21~24cm

28단 2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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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과잘못된복구의증거

경주첨성대는 일견 완전한 모습이지만 군데군데에서

파손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6> 하나만으로도

첨성대가 파손된 후에 잘못된 형태로 다시 쌓여져 있음

을확신할수있다. 

<사진 6>은 26N 의서쪽모퉁이다. 장대석의측면에

홈이 ■ 모양으로 남아 있으며, 장대석의 윗면은 얕은

반구(半球) 형태로 볼록하게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 장

대석위에는공간이뻥뚫려있다. 첨성대의원형이이와

같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주첨성

대는 파손된 후에 원형을 회복하지 못한 형태로 복구되

어있음이확실하다. 

1. 제 29단을 들어냈다는 증거

홍사준(1963: 395)은 제 28단에 대해 4개의“장대석을

막맞춤하여 쇠은장으로 결삭(結索)하 는데 현재는 쇠

은장이 없다”라고 했으며, 이어 홍사준(1965: 64)은“돌

머리를맞춘상단에는은장을철로끼었던듯형적이있

다”라고 은장이 사라졌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립

문화재연구소(2009: 33)는 제 28단의 석재들이“완벽한

맞춤에의해연결한것이아니라거의이음수준에가깝

다”고 했다. 석재들의 상호위치를 고정시키는 목적으로

은장이원래사용되었음이분명하다. 

‘철’혹은‘쇠’라는표현을볼때, 홍사준은은장이사

라진자리에서쇠의녹을발견했을것이라추측된다. 그

런데이쇠은장은자취만을남겨두고사라져버렸다. 이

동우(1998: 73)는“28단이 상부 정자석의 이음매에 사용

한 나비장쇠(은장)는 아마 부식되어 없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만일 오랜 세월동안에 모두 부식되어 없어졌다

면 은장이 있었던 아래의 석재 표면에는 녹물이 흘러내

렸던 뚜렷한 흔적이 반드시 남았을 것인데, 현재 그런

흔적은없다. 그렇다면은장은부식되어버린것이아니

라물리적인힘으로제거되었다고봐야한다. 

현재제28단은제29단의장대석에의해거의덮여있

다. 물론 제 28단의 장대석 너비가 29~31cm이며, 제 29

단의 장대석 너비가 21~24cm이므로 완전히 덮인 것은

아니다. 덮여있는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의 (가) 제 28단의 단면도는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181)의실측도면을다시그린것이며, 은장형적의크기,

위치, 형태는 이동우(1998: 76)가 사용한 홍사준의 실측

도면에서 추출한 것이다. (나)의 제 29단 장대석 조립

도는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183)의 그림을 다시 그려,

장대석의윗면을얇게색칠하고, 반턱을따낸부분을짙

게 색칠하여 도면에서 구분이 되도록 했다. (다)에서 제

28단과 제 29단의 단면도를 겹쳐보았다. (다)는 은장과

색칠을 제외하면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182)의 실측

도면과동일하다. 

(다)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은장의 형적은 제 29단의

서쪽과 동쪽 장대석에 의해 완전히 덮여있으며, 그 중

의 일부는 제 29단의 북쪽과 남쪽 장대석의 반턱을 딴

40

사진 5 첨성대 창문 하단의 홈(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31) 그림 7 제 27단 내부의 판석(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80, 23)

<그림 6> 제 28단의 이동우(1998: 76) 도면이 홍사준의도면과정확하게일치함을재미과학자이동우박사가확인해주었다. 도움에 감사드린다.40

석재A

1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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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의해 다시 덮여있다. 은장의 형적은 장대석 너

비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제 29단을 들어내지 않고서는

관찰이불가능하다. 

첨성대의 원형에서는 제 28단과 제 29단의 내부 口 공

간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되었을 것이므로 은장은 반드

시 제29단의장대석으로 덮여있었을 것이다. 제 29단의

아래에감춰져있었으며, 제 28단장대석윗면의홈에끼

워져 있던 4개의 은장이 사라진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 홍사준의 실측 이전에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

제 29단이 탈락한 상태에서 제 28단의 은장이 홈에서

분리되었다고 볼수밖에없다. 

1962년의 조사에서 홍사준이 어떻게 은장의 형적을

발견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사진 7>은 국가기록

원의 1958~1964년 첨성대 사진이다. 1962년의 실측

이 있기 이전의 사진에서 당시 제 28단과 29단의 배치

가현재와크게다르지않았음을볼수있다.

따라서 은장의 형적이 1962년의 실측조사 당시에 노

출되어있었다고보기어렵다. 홍사준은제28단의결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제 29단을 조심스럽게 약간 들어

올렸거나 회전시켰을 것이다. “수리한 사람의 말에 의

하면 그때 방향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신라문화원

의 홈페이지 내용을 신뢰하면 제 28단은 그대로 두고,

제 29단만을약간회전시켰을 가능성이있다. 물론조사

이후에 29단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켰을 것이므로 이때

정자석의 방향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

다. 1964년의사진에서그런증거를찾아볼수없다. 

2. 제 27단 이상을 다시 쌓은 증거

현재 제 26단 장대석 위에는 3개의 작은 석재가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26)는“이 석재가 애초부터 이

렇게 작은 석재 는지 아니면 후대에 끼워 놓은 석재인42

41

사진 6 제 26단 북서쪽의 홈과 빈 공간(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32) 그림 8 제 29단 아래에 감춰져 있던 4개의 은장

1958년(CET0069674), 1959년(CET0040622), 1960년(CET0069420), 1964년(CET0053879). 

사진들은각도가서로달라원근감으로인해판단의착오를일으키기쉽다. 필자는 보다더큰사진의각부분을확대하여면 하게비교해보았다.42

41

사진 7 첨성대 실측(1962) 직전과 직후의 경주첨성대 상층부 상태(국가기록원사진)

1958년 1959년 1960년 1964년

(가) (나)

28단 29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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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확인할 수”없다고 했다. 원형에서 몸통 각 단의

높이가 지금과 같이 거의 일정했다면, 이러한 작은 석

재들은 원형에서부터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본다. 작은

석재 없이 장대석을 포함하는 단의 높이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178, 180)에 따르면, 25W

의 높이는 18.5~19.5cm이며, 26N 의 높이는 20.0~

21.5cm이다. 25E와 26S의 높이는 실측자료에 없으므로

26S의높이를추정해본다. 

송민구(1981: 68)는 제 26단의 높이를 0.8~0.91척이라

했다. 1척을 10/33m으로 환산하면 24.2~27.6cm이다.

따라서 제 26단의 어떤 석재도 높이 28cm를 초과할 수

없다. <사진 8>에 작은 석재 아래에 26S가 있다. 26S 높

이와 그 오른쪽에 있는 석재 높이의 비율을 구해보면

약 0.7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26S의 높이는 19.6cm를

초과할수없다. 따라서제25단과26단장대석의높이는

대략18.5~21.5cm 범위내에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한편 첨성대에서 가장 낮은 단인 제 25단의 평균높이

는 23.5cm이며, 첨성대의 몸통을 구성하는 둥근 외면

의 석재 중에서 높이가 가장 낮은 것은 제 25단에 있는

20.8cm이다(송민구 1981: 68). <사진 8>의 26S 장대석

은 첨성대 몸통을 구성하는 어떤 석재보다도 높이가 낮

다. 따라서 장대석을 포함하여 어떤 단을 쌓을 때, 작은

석재 없이는 일정한 높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본다. 

이 작은 석재는 원형에서도 장대석 위에 있었을 것이

다.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만들어진 어떤 이유가 있었

다고 본다. 다시 말해, 작은 석재는 제작과정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특정 목

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처럼 만들었다고 본다. 이‘작

은 석재’는 장대석 위의 공간을 막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막음돌’이라부른다. 

제 25단과 제 26단의 장대석 4개는 현재와 같이 누워

있어야 하며, <그림 9>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워질

수없다.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177, 179)의실측결과에

따르면 25W 를 세웠을때의 높이는 44cm이며, 26N

높이는 43cm이다. 한편 첨성대 몸통 석재 중에서 가장

높은것은제1단에있으며38.6cm이다(송민구1981: 68).

전체 27단의 평균 높이는 남쪽을 기준으로 약 29.9cm이

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88). 장대석을 세웠다면,

그 단은 너무 높아서 어떤 몸통 석재도 그 높이를 맞출

수가없었다. 

경주첨성대에는 원래 4개의 막음돌이 있었을 것이다.

1개는 유실되었다고 본다. 현재 남아있는 막음돌 3개는

모두 제 26단의 장대석 위에 있다.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북동, 남동, 남서쪽에 각각 1개씩 있으며, 북서

쪽에는 없다. 막음돌이 없는 제 26단의 북서쪽 장대석

위에빈공간이존재한다.

그렇다면 <그림 10> 북서쪽의 빈 공간에 원래는 막음

돌 하나가 있었으나 어떤 이유로 탈락했다고 봐야한다.

자연적으로 탈락했을 가능성은 없다. 제 27단뿐만이 아

니라 제 28, 29단이 제 26단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

26단에 있던 막음돌 하나가 그냥 빠져 달아났다고 상상

하기 어렵다. 막음돌이 탈락했다면 제 27단과 그 위의

사진 8 제 26단 남동쪽의 공간 막음(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36) 그림 9 장대석이누워있어야하는이유(국립문화재연구소2009: 30; 필자작성)

26단

25단

43cm

4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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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탈락했다고 봐야한다. 그렇다

면제27단이상은다시쌓은것이다. 

막음돌을 후대에 끼워놓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결론

은 달라지지 않는다. <사진 2>와 <사진 8>을 볼 때, 막

음돌이 헐거운 공간에 삽입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진 2>의 막음돌은 제 27단 석재의 하중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제 27단 이상을 다시 쌓지 않

고서야 제 26단의 장대석 위에다 막음돌을 이처럼 끼워

넣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적어도

첨성대 제 27단 이상을 다시 쌓지 않았다면, 막음돌 3개

가이처럼남아있을수는없다고본다. 

제 27단 이상은 다시 쌓았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문

제는 제 26단 북서쪽의 현재 비어있는 공간에 원래 막

음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있다. <사진 6>에서

볼 수 있듯이, 26N 의 윗면에 얕은 반구와 같은 볼록

가공이 있다. 그 위에 평편한 막음돌을 올려놓았다면

이격이 생겼을 것임은 빤한 일이다. 수많은 성벽을 쌓

은 경험이 있었던 신라인들이 이처럼 허술한 형태로

첨성대를 쌓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스

럽게 발생하는 의문은 26N 의 동쪽 끝의 상태이다.

26N 서쪽 끝 윗면의 볼록 가공이 동쪽 끝에도 있는지

가 궁금하다. 그러나 현재 그 위에 막음돌이 놓여있기

때문에확인할수가없다. 

제 27단 이상을 다시 쌓았다는 주장이 성립된다면,

<그림 7>에서 돌출되어 판석을 어내는 듯 보이는

석재 A는 잘못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주변

석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석재는 <사진 9>에서도

나타난다. 석재 A가 지나치게 긴 반면, 석재 B는 지나

치게 짧다. 이러한 석재배치가 교란의 결과라고 한다

면, 다시 쌓기가 제 27단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래 단에 있던 돌이 제 27단으로 잘못 올라와 있다고

봐야할것이다. 

<사진 9>의 화살표로 표시한 높이에 석재 끝을 쪼아

낸 흔적은 기존의 견해대로 첨성대를 올랐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판목을 놓았던 자리로 추정한다. 홈을 만

든 시점은 향후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다.

만약 첨성대 하단에서 석재 B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

높이와 동일 형태의 홈을 가진 석재가 발견된다면, 판

목은 첨성대가 무너지기 이전부터 사용되었으며, 현재

그 석재가 위치하는 단까지는 무너졌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만약 첨성대 하단에서 이와 일치하는 홈을 가진

석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홈은 첨성대가 잘못 복구된

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사진 5>의 창문 아래 홈도

기존의 견해대로 사다리를 놓은 자리일 것이며, 판목을

놓은시점과연관되었을 가능성이높다. 

<사진 9>의 석재 C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어

떤 용도가 있었는지 혹은 누군가가 첨성대 내부의 흙속

에서 파낸 후에 이곳에 올려놓은 것인지는 필자가 직접

관찰한바가없어서언급하기어렵다. 

43

그림 10 막음돌의 배치(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32, 36; 필자 촬 사진 포함) 사진 9 제 27단 내부의 깎인 흔적(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4)

『三國史記』에따르면자비마립간 13년(470)에 三年山城, 14년(471)에 芼 城, 17년(474)에 一牟城, 沙尸城, 廣石城, 沓達城, 仇禮城, 坐 城 등을쌓았다. 43

석재B

26단

석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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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5단 이상을 다시 쌓은 증거

<사진10>의제25단장대석아래에작은굄돌하나가

있다. 굄돌의 형태를 볼 때, 사라져버린 막음돌은 아니

라고 판단된다. 과연 첨성대를 처음 쌓을 때부터 이런

굄돌을 사용했던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굄

돌은 첨성대가 최소한 25단까지 붕괴된 후에 다시 쌓았

다는 증거가 된다. 만일 이 굄돌을 막음돌이라 본다면,

제 25단 이상을 다시 쌓았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굄

돌이 첨성대의 다른 곳에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로

서는알수없다. 

첨성대는 최소한 제 25단까지 붕괴된 것을 다시 쌓았

다고 본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 25단과 26단의

구조에대한추정이필요하다. 다음과같다. 

첫째, 26N 의 서쪽 모퉁이의 홈은 현재 ■ 모양이지

만, 원래는 ┚ 모양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의 적절

함은<그림11>에서볼수있다. 

<그림 11>은 25W 를 서쪽에서, 26N 을 북쪽에서

정면으로 보았을 때에 각각 나타나는 홈의 현재 상태이

다. 26N 의 서쪽의 홈은 ■ 모양이지만, 나머지 3개의

홈은 석재의 외면 상단에서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석재

의 안쪽 방향으로 직각으로 꺾어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6N 의 서쪽 끝의 홈은 원래 ┚ 모양이

었지만, 파손되어 ■ 모양이 되었다고 본다. 이 파손된

홈은<사진6>에서다시살펴볼수있다. 

둘째, 홈이 있는 장대석 2개는 길이, 형태, 홈의 위치

가 거의 같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했다고 본다. 홈이 없

는 25E와 26S도 서로 같은 기능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홈이 있는 장대석과 홈이 없는 장대석은 서로 다른 기

능을했다고본다.

<그림12>에서홈이없는25E와26S는길이가261cm로

정확하게일치한다. 홈이있는25W 와26N 의길이는

246~247cm이다. 홈이있는장대석이홈이없는장대석보

다14~15cm 더짧다(국립문화재연구소2009: 177, 179). 

<그림 13>은 장대석을 회전시켜 형태와 길이를 비교

한 것이다. (가)는 제 25단의 장대석이며, (나)는 제 26단

의 장대석이다. (다)에서 26N 와 25W 의 상단 모양은

거의 같지만, 하단 모양에 약간 차이가 있다. 25E는 상단

그림 12 장대석의 용도 구분(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77, 179) 그림 13 제25단과제26단장대석의비교

사진 10 제 25단 장대석 아래의 작은 굄돌(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4) 그림 11 정면에서 본 홈의 형태와 크기(단위: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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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25W 혹은 26N 와 거의 동일하며, 하단 모양

은 26N 혹은 26S와 비슷하다. 25E에서 눈에 띄는 점은

홈이있는장대석의길이와일치하는지점에서비스듬히

변형되어있다. 이것이제작과정의실수 는지혹은후대

에발생한파손이었는지는향후면 한조사가필요하다.

26S는언뜻보기에는다른장대석과모양이비슷하게느

껴지지만, 윗부분의끝이확연하게다르다. 26S의윗부분

과아랫부분은거의대칭을이룬다. 

셋째, 홈은 고정 장치의 일부 다고 본다. 홈의 용도를

추정하기위해서는다른석재유물에남아있는홈을고찰

할필요가있다. 

<그림 14>의 (가)는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의 십자형

간구(杆溝)이다. 비록 첨성대보다는 후대의 제작이지만,

박흥국(2006)에따르면석재에이처럼홈을파서만든간

구에는 철(鐵)로 만든 간(杆)을 끼워 당간을 고정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나)는 첨성대 제 28단에

은장을 끼웠던 형적(이동우 1998: 76)인데, 여기에 철로

만든 은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는 한정호(2007)가

제시한 감은사지 동탑의 복원도인데, 사리공 옆의“찰주

공에 굴착된 원공은 찰주를 고정하기 위한 용도임이 분

명하다”고했다.

25W 와 26N 의 홈도 금속제품을 끼워서 첨성대에

고정시키는 용도 이외의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현재

장대석의 배치상태에서 관찰이 어려운 장대석의 반대편

에도 이와 대칭되는 홈이 있다면 홈이 고정장치의 일부

임은거의확정적이며, 만일홈이없다고하더라도<그림

15>의 (가)에서처럼 철판을 구부리던지 해서 반드시 반

대편도 고정시켰을 것으로 본다. 이 고정장치는 무엇보

다도 상단에 있는 석재의 하중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었

을것인데, 고정장치가최상단인제27단에위치할수없

었던 이유일 것이다. 반구 형태의 가공도 고정장치의 일

부 다고 본다. 홈이 있는 장대석 위에는 막음돌이 아닌

고정장치가있었을것이다. (나)와같이고정장치가배치

되었다고본다.

고정장치의 용도는 첨성대 외부로 무엇인가를 돌출시

키기 위한 목적 이외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림 15>의 (다)에서와 같이 첨성대 제 25단의 서편에는

남쪽과북쪽으로돌출된부착물이각각1개씩그리고제

26단의북편에는서쪽과동쪽으로돌출된부착물이각각

1개씩 있었을 것이다. 부착물은 현재 어떤 흔적도 남아

46

45

44

그림 14 석재에파인홈의용도(필자촬 ; 이동우1987: 76; 한정호2007: 17~18) 그림 15 제 25, 26단의 고정장치와 부착물

박흥국 2006, 「신라 三杆孔관통형당간지주에대한고찰」『신라문화』28, p.103.

한정호 2007, 「감은사지삼층석탑창건과정과意匠計劃에대한연구」『미술사학연구』253, p.18. 

첨성대 3차원표면모델링결과(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57)를 배경 그림으로사용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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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막음돌과 고정장치의 추정된 원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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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않기때문에크기, 형태, 고정장치와의결합방법등

을추정하기어렵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홈은25W

와 26N 의 끝 부분 측면에 각각 2개씩 있었을 것이

다. 둘째, 25W 와26N 는동일한기능을했을것이다.

셋째, 25W 와26N 의각홈에는고정장치가끼워져있

었을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모두 만족된다면, 고정장치와

막음돌은<그림16>와같이배치되어있었다고볼수있

다. 홈이 있는 장대석 위에 고정장치, 홈이 없는 장대석

위에막음돌이놓여있었을것이다. <그림16>를원형에

서의 배치라고 가정하고 제 25단과 26단의 현재 상태와

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그림17>은첨성대의북서쪽상단에서25W 과26N

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두 장대석에 모두 홈이 있으므

로 25W 과 26N 위에는 원래 각각 고정장치가 있었

다고 본다. 그런데 25W 위에서 고정장치는 사라져버

렸지만 빈공간이 없다. 한편 26N 위에는 고정장치가

없어진 후에 빈 공간이 남아있다. 제 25단 장대석 위에

빈 공간이 남아있지 않음은 제 25단 이상을 잘못 쌓았기

때문일것이다. 

<그림 18>은 첨성대의 북동쪽 상단에서 25E와 26N

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왼쪽의 배치도에 의하면 25E 위

에는막음돌이있어야하며, 26N 위에는고정장치가제

거된빈공간이있어야한다. 그런데막음돌이있어야하

는 25E 위에는 막음돌이 없으며, 빈 공간이 있어야 할

26N 위에막음돌이놓여있다. 

<그림 19>는 첨성대의 남동쪽 상단에서 25E와 26S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두 장대석에 모두 홈이 없으므로

25E와26S 위에막음돌이각각1개씩있어야만한다. 25E

위에막음돌이없으며, 26S 위에는막음돌이남아있다. 

<그림 20>도 마찬가지이다. 남서쪽에서 25W 와 26S

가 교차한다. 25W 위에는 빈 공간, 26S 위에는 막음돌

이 있어야 한다. 26S 위에 막음돌은 있지만, 25W 위에

빈공간이없다. 제 25단과26단에는이와같은교란의흔

적이그대로남아있다. 

26N 서쪽 위의 빈 공간은 첨성대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막음돌 1개가 없어졌음은 첨성대

를 다시 쌓았음을 의미하며, 막음돌의 위치가 모두 제 26

단으로 올라가있음은 첨성대가 잘못된 형태로 쌓아졌음

그림 17 북서쪽의 배치와 현재 상태

그림 18 북동쪽의 배치와 현재 상태

25단 26단

25단 2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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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미한다. 현재제25단에는막음돌이하나도없음에도

불구하고장대석위에는빈공간이없다. 제26단에는홈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장대석 위에 막음돌 3개가 배치되어

있고, 막음돌이없는북서쪽에만빈공간이남아있다. 

현재 제 25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원래 25E

위에는 막음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첨성대 상단을 다시 쌓으면서 제 25단 위에

빈 공간을 두지 않았으며, 막음돌 3개를 모두 제 26단에

배치해버렸던것이다. 이에따라제25단에는장대석높

이와비슷한매우낮은석재들이배치되었던것이다. 

26N 서쪽 모퉁이의 홈은 원래 ┚ 형태 지만, 파손

으로 인해 ■가 되었다고 했는데, 파손은 고정장치가 제

거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

격이 강하게 가해지지 않았다면 ┚가 ■로 변하지는 않

았을것이다.

사라져버린 4개 부착물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았을 가

능성이 포착된다. 장대석 홈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 <그

림 21>에서 왼쪽 25W 의 2개 홈을 비교해 보면, 입구

크기에 약 1cm의 차이가 있다. 이 홈에 금속성 고정장치

를 끼웠다면 약 1cm 차이를 단순한 오차로 보기 어렵다.

제 25단 홈의 높이는 모두 약 7cm이다. 그러나 제 26단

홈의 높이는 8.5~9cm이다. 홈의 높이가 크게는 약 2cm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도 단순한 오차로 보기 어려

우며, 고정 장치의 크기가 서로 달랐다고 볼 수밖에 없

다. 고정장치의크기가서로달랐다면, 부착물의크기도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착물에는 어떤 심미

적혹은상징적요소가있었을가능성이매우높다. 

첨성대의상세한입면도와개별석재의형태및치수를

알수없으므로현재공개된첨성대실측자료에기초하여

첨성대가어느단까지무너졌는가를평가하기란어렵다.

<그림2>에서제15단이하의석재가모두A형으로나타

나므로제15단이하는대체적으로원형을유지하고있다

그림 19 남동쪽의 배치와 현재 상태

그림 20 남서쪽의 배치와 현재 상태

그림 21 홈의 크기 차이(단위: mm)

25단 26단

25단 2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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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첨성대가 의도적으로 파괴되

었다고가정한다면대체적으로파괴범위는창문바로위

의제16단혹은창문맨아랫단인제13단까지로볼수있

다. 제12단이하가파괴되었을가능성은낮다고본다. 

파손과복구의시점

경주첨성대가 선덕여왕대(632~647)에 건립된 이후로

언제 파손되었으며, 언제 복구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파손과복구가몇차례만있었는지혹은여러차례에걸쳐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경주첨성대가 파손되었다는

명시적인기록은없다.

현재의 경주첨성대가 원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록이 있다. 머리말에서 거론되었

던『경주순창설씨세헌편』의설총관련기록이다. 설총은

태종무열왕대(654~661)에 원효와 요석공주 사이에서 태

어났으며, 경덕왕대(742~765)까지 생존했다고 한다.

이두(吏 )를집대성했으며, 강수, 최치원과함께신라의

3대 문장가로 손꼽히는 설총은 김유신, 최치원과 함께

경주서악서원에 향사되어 있다. 경주순창설씨 족보에

는다음과같이기록되어있다. 

첨성대에있는백구정에서자주노닐었다.@

常遊於白鷗亭而瞻星臺

상층에대의이름3자가크게남아있다. 

上上層有臺名三大字

설총의친필로행한일이다.

親筆焉事

이기록이첨성대연구에서주목받지못했던이유는아

마2가지일것이다. 첫번째이유는경주첨성대에설총의

친필로 새겼다는 이름 3자가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현재의 첨성대가 원형을 잃은 상태라고 본다

면, 더 이상 이 기록을 무조건 의심할 수 없다. 설총의

씨로첨성대에이름을새겼을가능성을평가해볼필요가

있다. <사진11>은‘影光臺( 광대)’라는대이름3자가새

겨진석재인데, 경덕왕19년(760)에완성된 경주월정교

의유지내에있던것이다. 현재복원공사가진행중인월

정교혹은그주변에‘ 광대’라는높은‘대’가있었을것

이다. 어쨌든<사진11>을볼때, 경주첨성대위에도이

처럼 대의 이름을 새겼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설총의 친

52

51

50

49

4847

『三國史記』卷46, 傳6, 薛聰; 『三國遺事』義解, 元曉 羈. 

채인환 2001, 「원효의사상과설총의업적」『어문연구』29-4, p.345. 

“弘儒侯開國公文昌公以次 享”(『孤雲集』孤雲先生事蹟, 家乘). 

『慶州淳昌薛氏世獻篇』弘儒侯史蹟. 

“宮中穿大池又於宮南蚊川之上起月淨·春陽二橋”(『三國史記』景德王 19年 2月). 

사진은 필자가 2005년 여름에일정교지의북편기단의동쪽에서촬 한것이다. 현재 인근의사마소(司馬所) 곁으로 옮겨져있다. 52

51

50

49

48

47

사진 11 경주 월정교지의‘ 광대(影光臺)’금석문(필자 촬 ) 그림 22 와다유지(和田雄治 1917: 148)의 첨성대 원형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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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을 바탕으로 새겼다는 대의 이름은‘대의 이름’이었다

고하므로‘瞻星臺(첨성대)’ 다고봐야할것이다.

두번째이유는‘첨성대에백구정이있다’는구절때문

이다. 백구정(白鷗亭)이 첨성대에[而瞻星臺] 있었다고 했

는데, 첨성대에‘백구(白鷗)’라는 이름의 정자(亭子)가

있었다는 이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경주첨성

대에 정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없었기 때문

에이기록은그동안적극적으로수용될수가없었다. 

첨성대에 대한 최초의 현대적 연구를 수행한 와다유

지(和田雄治 1917: 148)는 경주첨성대의 상층부에 <그

림 22>와 같이 목조건물이 있었다고 추측했다. 그는

첨성대 위에 관측기구를 설치하여 상시로 천문관측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관측기구와 관측자를 위한 공간으

로반드시목조건물이있었어야했다고생각한듯싶다. 

그의추측은우리학자들에의해첨성대연구가진행되

면서 부정되었다. 1963년에 홍사준은「한국일보」, 1963

년에 박동현은「동아일보」, 1970년에 심운택은「천문월

보」를 통해 각각 첨성대에서의 천문관측방법에 대한 견

해를 발표했는데, 홍사준은 관측자가 제 27단 내부에

반듯이 누워서 하늘 한가운데를 쳐다봤을 것이라 했고,

박동현과 심운택은 첨성대를 개방식 돔(dome) 구조로

보았다. ‘개방식 돔’이란 첨성대 상층부가 어떤 건물도

없는탁트인공간임을의미한다. 이러한견해는학계의

통설로 계승되어왔다. 경주첨성대 위에 관측기구를 설

치하여 상시로 천문관측을 했다는 와다유지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본 연구에서 살피지 않는다. 그러나 첨성대

위에 목조건물이 있었다는@ 그의 막연했던 추측은 우연

히도옳았을가능성이어느정도있다. 

허균(1569~1618)은 그의 시평서『학산초담(鶴山樵

談)』을 통해 여러 사람의 시를 품평했는데, 여기에는 홍

적(1549~1591)의시가‘절실하게적었다’라고평가되어

있다. 홍적의 행적은 그의 문집『하의유고』(1692)에 자

세히 남아 있는데, 선조 13년(1580) 가을에 혜성이 출현

하자, ‘첨성대’에서 측후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한

다. 이‘첨성대’는 관상감의 관리 하에 있던 서울의

간의대를 말한다. 이때 홍적은 김응남(1546~1598), 이

산보(1539~1594), 김수(1537~1615), 한효순(1543~1621)

과함께순번을돌아가며혜성을관측했다. 이들은혜성

출현이라는 천변관리를 위해 긴급 투입된 특수인원으

로 보인다. 이후의 일이지만 김응남은 선조 27년(1494)

에 우의정, 그 이듬해에 좌의정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들이 천문현상 혹은 그 해석과 관련하여 남다른 지식

을 가졌던 인물로 당시에 평가되었음은 분명하다고 본

다. 홍적의시문은다음과같다. 

대는비어있어도여전히반월이며

臺空猶半月

각은없어졌지만여전히첨성이다.

閣廢舊瞻星

“대는 비어있어도 여전히 반월이다”는“반월성 위에

있던 높은 대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반월성으로

불리고 있다”는 의미이거나, “반월성은 대와 같이 높고

평편한 곳에 위치하는데, 그 대가 지금은 비어있지만 여

전히반월이라불리고있다”는의미일것인데, 후자가더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각(閣)은 이미 없어졌지만 첨성

대의 이름은 여전히‘첨성’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각은

첨성대주변에있었거나경주첨성대위에있었다고생각

59

58

57

56

55

54

53

필자는‘ ’이라는“ 자들은 정으로 쪼아버려 현재는 지워진 흔적만이 첨성대 창문 위의 제 16단 석재에 어렴풋이 남아 있는 것”(장윤성·장활식 2009: 481)이라
주장했으나잘못된주장이었다. 경주첨성대의원형에서‘ ’이라는명칭은성립되지않았으며, ‘瞻星臺’라는이름을첨성대최상단에새겼다고견해를수정한다. 제 16
단의흔적은의문으로남겨둔다.

和田雄治 1917, 「慶州瞻星臺ノ說」『朝鮮古代觀測記 調査報告』, 朝鮮總督府觀測所. 

전상운 1979, 「첨성대연구약사」『한국과학사학회지』, 1-1, p.78.

“彗星見受命測候瞻星臺 應南李山甫 韓孝純 番”(『荷衣遺稿』荷衣遺稿年譜, 宣祖 13年 秋). 

“開陽門外皆有觀天臺(註: 俗名曰 瞻星臺)”(『書雲觀志』卷1, 官 ); 『肅宗實 』10年 12月 10日; 『英祖實 』20年 1月 14日; 『正祖實 』17年 1月 16日. 

『宣祖實 』卷 57, 27年 11月 6日; 『宣祖實 』卷 60, 28年 2月 8日. 

@『惺所覆 藁』卷 26, 鶴山樵談.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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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일반적으로‘대(臺)’는 높고 평편한 곳, ‘정(亭)’은

기둥과 지붕이 있는 구조, ‘각(閣)’은 기둥, 울타리, 지붕

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 “경주첨성대에‘백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는『경주순창설씨 세헌편』의 기록과“첨

성대에 원래 각이 있었으나 없어져버렸다”는 홍적의 기

록은 경주첨성대에 어떤 형태로든 정각(亭閣)이 있었음

을 전한다. 이 기록들은 감당하기가 매우 벅찬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무시할수없다고본다. 

경주첨성대에정각과설총의 씨가있었다는가정하

에서파손시점을살펴본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는경

주첨성대의 형태를‘위는 정사각형이고 아래는 원형이

다’라고 했다. 15세기 중반의 경주첨성대는 현재의 상태

와별반차이가없었다고볼수있다. 따라서15세기중반

이전의파손범위는정각과첨성대몸통부상단의부착물

을 포함했다고 본다. 또한 15세기 중반 이전에 실시된 경

주첨성대의 복구과정에서 파손된 첨성대 상단도 교체되

었다고보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15세기중반

이후에경주첨성대상단에설총의친필이남아있었다면,

그 사실은 기록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록이 없

는 점으로 봐서, 15세기 중반 이전에 상단 석재를 교체했

을가능성이높다. 둘째, 15세기이전의파손은첨성대상

단은물론이며그보다아랫단에있었던부착물의유실을

유발할정도로광범위한것이었다. 따라서설총의 씨가

새겨져 있었던 상단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재 은장이 유실된 제 28단과 상당부분 파손되어 있는

제29단에설총의 씨가새겨졌다고볼수있는어떤흔

적도 없다. 김 주(2007, 49)는“설총이 쓴 씨가 남아있

지 않은 점으로 보아 상층부의 일부는 변경 가능성이 있

다”고 주장했는데, 변경은 15세기 중반 이전에 발생했다

고본다. 

15세기중반이전의파손을유발했던요소는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다. 자연재해로 파손되었다면, 효소왕 7년

(674) 7월과 성덕왕 2년(713)에 발생했던 경주의 홍수

혹은혜공왕15년(779) 3월에경주에서발생하여100여명

의사망자를내었던지진 등을생각해볼수있다. 경주

북천의 범람에 대비한 제방의 구축이 분황사 건립(634)

이후에거의완료되었다고본다면, 홍수보다는지진이

원인이었을가능성이더높다. 경주첨성대가정치적혹은

종교적상징물이라는해석을채택한다면, 대내적인상황

의 변화로 인해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외적의 침입

으로본다면, 무자비하고광범위한파괴가있었던13세

기몽고의침략을지목할수있다. 고려고종25년(1238)에

몽고군은 경주를 침입하여 황룡사구층목탑을 모두 불태

워버렸다. 이때에인근에있던경주첨성대가파괴되었

을가능성은매우높다. 

“첨성대는고려성종(982~997)때에개축했다고전한다”

는박흥수(1979: 78)의주장은문헌기록이제시되기전에는

받아들일수없다. 경주첨성대를개축했다는기록은『고려

사』, 『고려사절요』등의사서와금석문은물론이며고려시

대및조선시대의어떤기록에서도나타나지않는다. 그

가전해들었던내용은첨성대에관한수많은속설들 중

의 하나 다고 본다. 박흥수의 지자기설은 남천우(1974:

134)에의해부정되었으며, 정연식(2009a: 366)은지자기

의발견이11세기의송(宋)에서이루어진점을들어지자기

설이성립하지않음을다시한번명확히밝혔다. 본 연

구가 고려성종 때에 개축했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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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都大水”(『三國史記』孝昭王 7年 7月); “京都大水 死者衆”(『三國史記』聖德王 2年 7月). 

“京都地震壞民屋死者百餘人”(『三國史記』惠恭王 15年 春3月). 

이기봉 2002, 「중고기신라왕경에서불교의공인과도시의변화」『신라문화』20, pp.280~282. 

김상현, 2007, 「민족문화유산의수난과보존의역사」『문화사학』27, pp.1071~1088. 

“又高宗十 年戊戌冬月西山兵火塔寺丈 殿宇皆災”(『三國遺事』塔像, 皇龍寺九層塔). 

성종 16년(997) 8월에왕이동경(東京: 경주)을방문했다가병이들어그해 10월에운명했다는기록이있다(『高麗史』卷3, 成宗 16年). 이때수리했다고볼만한근거는없다.

현재경주첨성대관광안내판은“정남(正南)쪽의석단에는아래로부터제 13단과제 15단사이에네모난출입구가”있다고하는데, 경주첨성대의석단(기단)이정남을향한다는것은
속설이다. 시계반대방향으로약19도회전해있다. 이처럼경주첨성대에대한오해는수없이많다.

지자기설은 1973년에발표되었으며, 『한국과학사학회지』창간호(1979)에실렸다. 

磁極은宋의司天監이었던沈括(1031~1095)이『夢溪筆談』에처음서술했다고여겨진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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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덕여왕 대에 지자기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

우며, 지자기 방향에 첨성대 기단을 맞추었다고 보기 어

려우며, 고려 성종 대에 첨성대를 수리했다고 보기 어려

우며, 수리하면서 첨성대 기단이 지자기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리과정에서 정자

석을 당시의 지자기 방향으로 돌려놓았을 이유가 있었

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상단의 석재를 교체한 이후에 경주첨성대는 적어도

또 한 차례의 시련을 경험했음이 분명하다. 제 29단 장

대석의파손과제28단은장의유실은상단석재를교체

한 이후에 발생했다고 봐야한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 이후에 경주첨성대가 파괴되었다는 명시적인 역

사기록은 없다. 차천로( 天輅: 1556~1615)는 임진왜란

(1592~1598) 이후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시

문을많이남겼는데, 다음은그중의하나이다. 

萬家墟井少人烟

폐허가된마을에는사람도연기도없고,

景物荒凉又暮秊

풍경과문물은황량한데날은저물어간다.

山下舊宮零 盡

산아래옛궁궐은모두허물어져없어졌고,

靈光何處覓巍然

드높은 광전( 光殿)의모습은찾을길이없구나. 

瞻星臺畔樹無煙

첨성대곁의수풀에도연기는없는데,

石破天傾問幾秊

돌이깨지고하늘이기울어짐이도대체웬일인가?

亡國如鴻山不

홍수가난것처럼나라는망했는데, 산은늙지않았네.

夕陽寒望 蒼然

석양에산이더욱창연하니쓸쓸히바라만볼뿐이다.

경주첨성대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시는 석양을 배경

으로 하며, 신라의 문물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금오산과

첨성대만이 남아서 세월의 무상함을 전한다는 내용이

다. 그런데 위의 시는 첨성대도 파괴되어버려 산만이 남

아 있다고 했다. 이 시는 제목이 없으며, 「약보(藥圃) 정

탁(鄭琢: 1526~1605)을 차운(次韻)함」으로만 적혀있는

데, 제 2, 6구의 운(韻)이‘秊(년)’이고, 제 4, 8구의 운이

‘然(연)’이다. 따라서 제 5, 6구가 서로 접한 관계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첨성대 주변에 인기척이란 없고[無

煙], 돌이 깨어졌으며[石破], 하늘이 기울었다[天傾]고 했

다. 제 1, 2구에서 전쟁이 끝난 황량한 마을 풍경을 그리

기시작하여제7, 8구에이르기까지첨성대주변이극도

로 처참한 상태로 남았음을 전하는 이 시는 전대가 아닌

당대의폐허를묘사했다고본다. 

차천로가 송도(松都: 개성)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산 아래 옛 궁궐’은 경주 금오산 아래의 신라궁궐이 아

닌 개성 송악산 아래의 고려궁궐일 가능성이 높다. 고려

시대의 개성첨성대는 남효온(1454~1492)의 기행문인

『송경록』에 나타나는데, 그는 조선 성종 16년(1485) 9월

9일에 고려 옛 궁궐 옆의 첨성대를 방문했다고 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임제(1549~1587)도 개성 첨성

대에서시를남겼다(장활식2012: 130~131). 만약임진왜

란으로 높이 2.8m인 개성첨성대가 파괴되었다면, 신라

왕궁 곁에 서있던 높이 9.1m인 경주첨성대가 파괴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임진왜란 때에 왜군은 경주를

침입하여분황사의모전석탑을파괴해버렸다. 이때에

경주첨성대가파손되었을가능성이매우높다고본다. 

첨성대상단의석재를교체한이후에발생했던파괴가

매우 잔인하게 자행되었음은 흔적으로 남아있다. 제 29

단의파손상태를다시한번살펴보면, 북편장대석의서

쪽이 대각선 방향으로 깨져 모퉁이가 없어졌으며, 동쪽

에는 금이 가있다. 남편 장대석의 동쪽 모퉁이도 떨어져

나가 버렸다. 제 29단의 장대석 4개는 반턱을 동일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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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山續集』卷 1, 七言絶句.  

“歷覽諸宮之墟旋訪瞻星臺遇野祭士女於乾德殿基”(『秋江集』卷 6, 松京 ).  

박경식 1999, 「분황사모전석탑에대한고찰」『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20, p.1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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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딴 후에 서로 모양을 맞추었는데, 누워있는 서편과

동편의 장대석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엎어져 있

는북편과남편의장대석은파손정도가매우심각하다.

제 29단 북서쪽 장대석의 대각선 방향 파손은 누군가

가 첨성대 상층에 올라가서 쇠망치로 두들겨 파손하지

않았다면, 장대석이 땅에 떨어지면서 파손되었다고 봐

야할것이다. 자연상태에서 이러한파손이발생할수는

없다고본다. 그런데제29단의장대석을땅에떨어뜨리

는일은쉽지않았다. <그림23>의 (가)처럼밧줄을묶고

지상에서 소, 말, 병사들이 끌어내리는 방법은 소수 인

원으로는 불가능했다. 제 29단에는 개당 약 0.5톤이

넘는 4개 장대석들이 반턱구조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

고, 제 28단에도 개당 0.5~0.8톤의 4개 장대석들이 은장

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약 3m x 3m 크기의 4톤 이

상인 정자석을 그림에서처럼 각도를 두고 끌어내리는

것은쉽지않았다. 

그렇다면제29단부터분리하여해체했다고봐야한다.

분리해체를했다면 (나)에서와같이현재파손이가장심

각한부분에서시작되었음이분명하다. 정자석의북서쪽

과 동남쪽의 모퉁이가 깨져나가면서 제 29단은 1개의 고

정된 단에서 4개의 장대석으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현재

제29단에남아있는파손형태는의도적인파괴의흔적으

로 본다. 이처럼 무자비하게 파괴가 진행되었다면, 제 29

단만이 희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 28단도 은장을 제거

하여장대석을서로분리한뒤에땅으로떨어뜨렸다고봐

야한다. 파괴가제25단까지진행된것은분명하며, 그아

랫단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후의 복구는 땅에

떨어져있던석재들을수습하여다시쌓는수준으로진행

되었을것이다. 

첨성대 창문 아래에 사다리를 놓았던 시점과 제 27단

내부에 판목을 놓았던 시점은 추정하기 어렵다. 사람들

이 경주첨성대를 오르내렸음은 분명하다. 『승정원일기』

에따르면, 조가재위44년(1768)에홍계희(1703~1771)

에게“경주첨성대 위로 직접 올라가 보았는가?”라고 물

으니, “첨성대 안쪽의 돌이 층계를 이루고 있어 오를 수

가 있습니다. 사인(使人)에게 오르라하여 첨성대 꼭대기

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물

론 첨성대 내부에는 돌계단이 없었을 것이다. 연로했던

홍계희는 경주첨성대에 직접 오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조에게거짓을고하게되었던것이다.@

<사진 12>는 1910년에 출간된『조선명승기』에 실린

73

72

@제 29단의 장대석길이는약 3m, 너비는 약 0.21m, 높이는 약 0.3m이다. 화강암의평균 도치는 2,675kg/㎥이다(이동우 1998: 64).

@“上曰, 此外無古蹟耶? 啓禧曰, 半月城之傍, 有瞻星臺, 石築十餘丈, 下臺則方而上則圓, 自下丈餘有竇, 從竇以入, 則以石爲階級, 緣之而上, 可以出坐上頭矣. 上曰, 卿登其上耶?
啓禧曰, 使人從竇而上, 出至最高處矣”(『承政院日記』英祖 44年 2月1日). 

@정연식 2010, 「조선시대관상감觀天臺와경주瞻星臺의입지조건비교」『한국고대사연구』60, p.336. 74

73

72

그림 23 첨성대 파괴과정의 상상도

사진 12 1910년이전의첨성대(조선총독부 1916,『조선고적도보3』도판번호960) 사진 13 1929년이전의첨성대(Andreas Eckardt 1929, 『조선미술사』: 45)와
최근의 첨성대(국립문화재연구원 2009: 36)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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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라고 한다. 제 28단 및 29단의 형태와 방향을

포함한 1910년 이전 첨성대의 전반적인 형태가 현재의

형태와현저하게다르다고보기어렵다. 

<사진 13>의 왼쪽 사진은 독일인 선교사 에카르트

(Andreas Eckardt)가 우리나라에 체류했던 기간인

1909~1928년의 어느 시점에 찍은 것인데, 부분적으로

확대했다. 첨성대 남동쪽의 정자석 모퉁이가 깨져있으

며, 제24단의석재가약간이탈되어그아래에짙은그림

자를드리우고있고, 그두단아래의석재는약간 려들

어가 위쪽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상태

는 1929년 이전, <사진 7>의 1959년, <사진 13> 오른쪽의

2009년에서도거의변함없이나타난다. 따라서일본강점

기에 첨성대를 대규모로 보수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

다. 1910년 이후에 다시 쌓았다면, 1929년 이전에 이처럼

변형을일으켰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광복 이후에 첨성대가 보수되지 않았음은 확실하다.

첨성대는 한국전쟁(1950~1953) 동안에 북동편에 인접했

던 경주-부산 간의 국도 위로 육중한 탱크가 지나가면서

기울어졌을가능성이제기되었다. 또한주변의논물이

유입되어 첨성대 지반을 침하시켜 기울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1968년에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정책을 수립하라는 대

통령의 지시에 따라 첨성대 지반 보강공사 혹은 첨성대

의 장소이전이 논의되었다. 찬반양론 끝에 1969년에

140만원의예산으로이루어진‘첨성대보수공사’는 새

로 팔각형의 철책을 설치하고, 빗물 처리를 위한 배수구

를 만들고, 첨성대가 심하게 기울어져 보이는 착시현상

을 교정하기 위해 화단을 만들고, 첨성대 기울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좌표를 부착하는 환경정화작업 수준으로 이

루어졌다. 첨성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는 없었다.

이때의배수구공사는첨성대북편에서상습적으로발생

했던침수문제를해결하여첨성대보존에도움을주었다

고 본다. 1976년 9월에 태풍으로 인해 첨성대 상단이 심

각하게변형되어무너질위험이있다고보고되었지만,

그이후에도첨성대에대한직접적인보수는이루어지지

않았다. 첨성대 주변 정화작업만이 수차례 진행되었다.

현재첨성대의기울어짐은실시간으로감시되고있다.

제 25단과제26단의원형추정

선덕여왕이세운경주첨성대의원형을추정하기란어

렵다. 몇차례의파괴와복구가어떤범위로진행되었는

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원형’의 추정

은 제 25, 26단에 잘못 배치된 일부 석재들을 파악하여

대략자리를맞추어보는수준에머문다. 

첨성대에서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기단부이다. 따라서 기단의 방향은 첨성대

옛모습의 추정에있어결정적인 역할을한다. 1962년과

2009년의 실측조사는 기단석을 12매로 추정했다. 이는

석재구성을 <그림 24>의 (가)와 같이 보았다는 말이다.

기단 내부의 석재 배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첨성대 기

단의 중심축이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19도 회전한 동서

축인것만큼은분명하다. 

<그림 24>의 (나)에 기단의 방향, 창문의 방향(화살

표), 현재 상태에서 부착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동그라미)를표시하 다. 그런데조화와균형이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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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5

74

@동아일보, 1962년 3월 18일, 3면 기사, 「첨성대중태」

@동아일보, 1965년 8월 20일, 3면 기사, 「더럽혀진古都」

@동아일보, 1968년 3월 16일, 5면 기사, 「첨성대보존」

@문화재관리국 1969, 「국보 제31호 첨성대보수사업실시」(국가기록물관리번호: BA0120224)

@조선일보, 1976년 10월 1일 7면 기사, 「첨성대상단망가져」79

78

77

76

75

그림 24 장대석 방향의 교란 가능성

(가) (나) (다)
25

25 25

25

26

26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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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첨성대에서 가장 두

드러진 특징이 창문이라면, 창문을 중심으로 부착물은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다)에서와 같이 제 28, 29단의

방향과 부착물의 위치를 기단과 평행하도록 수정해 봐

도이상하기는매마찬가지이다. 

장대석을 회전시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

보면, <그림 25>의 (가)와 같은 배치가 일단 가능하다.

(가)는 제 25단과 26단 장대석의 상대적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 45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킨 것이다. 그

런데 <그림 15>의 (다)와 <그림24>의 (나)와 (다), <그림

25>의 (가)에서 고정장치의 크기와 부착물의 위치는 이

해를 돕기 위해 과장되게 그려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실제로 고정장치는 도판에서와 같이 장대석의 끝으

로부터 길게 뻗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정장치의

끝에 달려있던 부착물은 외부에서 고정장치가 보이지

않도록 첨성대 외면에 거의 달라붙어 있었다고 봐야 한

다. 그렇다면 <그림 25>의 (나)에서처럼 제 25단의 부착

물과 제 26단의 부착물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부착

물의높이가각단의높이보다낮지않았다면이러한장

대석 배치는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의 제 25단과 26단 장대석 배치는 부착물과 고정장치가

없었던 상태에서는 가능했지만, 부착물이 있었던 상태

에서는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5>의

(가)도 높이 약 30cm 이상의 부착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역시불가능한배치이다. 

그렇다면 제 25단의 장대석과 제 26단의 장대석은 현

재와같이단을달리하여서로교차한것이아니라서로

평행했을가능성이 높다. 제 25단의장대석과 제26단의

장대석을 각각 독립적으로 회전시킨다면 (다)의 배치도

가능하며, (라)의 배치도 가능하다. 가능한 배치는 무수

하겠지만, 부착물의배치가기단의방향혹은창문의방

향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라)의 배치가 가장 유

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의문은 과연 부착물이 제 25

단에 2개, 제 26단에 2개씩 있었던 것인가이다. <그림

그림 25 장대석과 부착물의 원래 위치 추정

그림 26 장대석의 현재 배치와 추정된 원형에서의 배치

(가) (나)

(가)

26단25단

위치 바꿈

26단25단

(나)

(다) (라)

25

25

246cm

246cm

261cm

261cm
261cm

247cm 247cm

261cm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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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혹은 <그림 26>의 (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제 25

단의 장대석 2개는 길이가 서로 다르며, 제 26단의 장대

석2개도길이가서로다르다. 

25W 와 26S의 자리를 맞바꾸면, 제 25단의 장대석

은 모두 261cm이며, 제 26단 장대석은 246~247cm이 된

다.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현재

의 장대석 배치는 부착물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배치이

므로 제25단과 26단에교란이 있었음이분명하다. 장대

석의짝은맞추는것이옳다고본다. 

그렇다면 앞서 본 논문에서 행했던 추론은 수정이 불

가피하다. ‘원형’에서 장대석의 위치가 현재 위치와 달

랐다면, 홈의위치와막음돌의위치도현재와달랐을것

이다. ‘원형’에서의 배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논의가필요하다. 

첫째, 원형에서 261cm 장대석과 246~247cm 장대석

중에서어떤것이더위에있었을까? 첨성대는하부에서

들여쌓았고, 제 28~29단도 들여쌓았다. 짧은

246~247cm 장대석이 위에 있었고, 긴 261cm 장대석이

아래에있었다고보는것이자연스럽다. 따라서홈이있

는 25W 와 26N 이 제 26단에 있었고, 홈이 없는 25E

와26S가제25단에있었다고볼수있다. 

둘째, 제 26단의장대석은어떻게배치되었을까? 기단,

제 19단, 제 26단의방향이일치했다고본다면제26단의

장대석은 남쪽과 북쪽에 각 1개씩 배치되어 시계반대방

향으로 19도에 가깝게 회전해 있었을 것이다. 물론 기단

의방향과교차했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 

셋째, 현재 제 26단의 장대석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놓

여있는 제 25단의 장대석은 원래 어떤 방향을 향했을까?

이방향은막음돌의목적과함께파악될필요가있다. 고

정장치 4개가 모두 제 26단에 있었다면 막음돌 4개는 모

두 제 25단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긴 장대석 위에

막음돌을 놓아 높이를 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긴 장대

석위에는무엇이있었기에막음돌을배치했던것일까? 

‘원형’에서 긴 장대석의 위에는 짧은 장대석이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 25단의 긴 장대석이 제

26단의 짧은 장대석과 단을 달리하여 서로 평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장대석에는 버팀대 역할

(이동우 1998: 67) 이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었다고 봐

야 하며, 막음돌의 용도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막음

돌에 어떤 용도가 있었다면 제 25단의 고정장치와 관련

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4개의 홈과 4개의 막음돌이

서로무관하다고 보기어렵다. 이러한단정이옳다면제

25단과26단의장대석은서로평행했을것이다.

넷째, <그림27>에서장대석주변의석재를살펴본다.

그림은 실측도면을 그대로 회전시킨 것이다. 원호를 이

루는 석재 중에서 짙게 색칠한 석재는 반드시 장대석의

끝부분에 위치해야하며, 엷게 색칠한 석재는 짙은 석재

에의해둘러싸여있어야만한다. <그림27>의외면이둥

근 석재들은 장대석 주변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배치될

수 없도록 형태를 갖춘 것들이다. ‘원형’에서도 첨성대

상단의 장대석 곁에 있었을 것이다. (가)는 현재 첨성대

25단의도면을회전시킨것인데, 서편과동편장대석주

변 석재가 이루는 원호의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첨성대가현재잘못복구되어있기때문이다. 첨

성대 제 25단은 심각한 비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복구되

어 있다. (나)는 제 26단의 상태이며, (다)는 원호의 크기

순서대로 장대석과 주변석재를 정렬한 것이다. (라)의

배치가 훨씬 균형을 이룬다. 25W 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석재와 함께 제 26단으로 옮겨야만 원(圓)에 가까

운형태를이룰수있음을알수가있다. 

짧은 장대석 주위에는 작은 원호, 긴 장대석 주위에는

큰 원호를 이루도록 석재를 배열한 점은 첨성대를 마지

막으로 복구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첨성

그림 27 제 25, 26단 장대석 주변의 석재

(가)

25W 25E 26N 26S

25W 26N 26S 25E

26S 25E 26N 25W

(다)

(라)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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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단의 단면을 원으로 만들려 노력했음을 의미한다.

25W 와 26S의 자리를 맞바꾸어 놓았더라면 현재 첨성

대상단은원에더욱가까웠을것이다. 

<그림 28>의 (가)는 현재 제 25단과 26단의 장대석 위

치, 홈의위치, 막음돌의위치등을나타낸다. (나)는‘원

형’에서의배치를추정한것이다. ‘원형’에서홈이있는

장대석은 모두 제 26단에 있었고, 막음돌 4개는 제 25단

에 있었다고 보았다. 25W 와 그 바깥에서 원호를 이

루는 석재들은 26S와 그 바깥에서 원호를 이루는 석재

들과 자리를 맞바꾸었다. 제 25단과 26단의 장대석은

서로 평행하게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19도 회전해 있었

다고 보았다. 추정된‘원형’에서 찌그러짐이 덜함은 당

연한결과라고본다.@ 

고정장치는 금속재 을 것이지만, 부착물이 금속재

는지 혹은 석재 는지는 알 수 없다. 석재 다면 자

연스런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부착물은 제 28단 및 29

단의 네 모퉁이 아래에 있었을 것인데, 첨성대의 상단

에 있었으므로 위로 향했다고 본다. 첨성대 제 28단은

각지며, 제 27단은 둥 다. 그러므로 현재 제 28단의 네

모퉁이 아래에는 공간이 뚫려있다. 부착물은 제 28단

하단 네 모퉁이의 뚫어진 공간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 본다. 25W 에서 홈 간의 간격은 227cm, 26N 에서

홈 간의 간격은 223.5cm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177~179). 한편 제 28단 口자 안쪽 공간의 너비는 북쪽

이 224.5cm이며, 남쪽이 222cm이다. 따라서 부착물은

제28단하단까지거의수직으로올라갔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원형’에 대한 추정이 결코 만족스러

운 수준은 아니다. 제 25단과 26단의 석재들이 서로 자

리바꿈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석재의 원래 위

치를 결정짓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제 25, 26단의

석재 중에서는 지나치게 높이가 낮아 어떤 단에도 놓기

어려운 것들이 다수가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석재들

이후대에가공되었다면, 문제는훨씬복잡해진다. 

평행하는 장대석 간에 막음돌만큼의 높이가 필요했

던 이유는 제 26단의 짧은 장대석 위에 있었던 고정장

치 혹은 부착물의 하부 혹은 일부를 제 25단의 긴 장대

석의 돌출부분이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

우 높다. 경우의 수가 많으며, 어떤 형태이었는가를 추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장대석의 홈은 석재의 상

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장치가 반드시 제 26

단 위에 있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림 28> (나)의 추

정된‘원형’의 제 26단에서 장대석의 위치를 서로 바꾸

고, 장대석의 아랫면과 윗면을 뒤집어 놓으면 홈은 장

대석의아래쪽에있게된다. ‘원형’에서홈이장대석아

래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원래부터

짧고 홈이 있는 장대석이 제 26단, 길고 홈이 없는 장대

석이 제 25단에 있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

자면 장대석의 아래 위를 뒤집어 놓으면 고정장치는 제

27단에위치했을수도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의문이 있다. 첨성대의‘원형’에

대한 퍼즐 맞추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림 28 현재의 석재 배열과 추정된 원형에서의 석재 배열

(가)

25단 26단 25단 26단

(나)



97 Chang, Hwal Sik 경주첨성대의 파손과 잘못된 복구

맺음말

본 연구는 경주첨성대가 원형을 잃은 형태로 오래 전

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안타까운 결론을 내린다. 본

연구의 결론이 옳다면, 경주첨성대에 관한 많은 연구는

원점에서부터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첨성대의 기능, 본질, 상징성을 다룬 많은 연구는

현재 경주첨성대가 원형 혹은 원형에 가깝다는 가정 하

에서 전개되어 왔다. 필자 역시 현재의 장대석 배치가

원형이라는 가정 하에 첨성대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었

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은잘못되었다고본다. 

언젠가는 첨성대를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다시 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원시점에 대해 필자가 언급할

바가 아니지만, 그 선행절차로 첨성대를 구성하는 개별

석재의 형태와 치수를 측정하여 공개하고, 고고학자를

비롯한 관심 있는 학자들의 지혜의 수렴을 통해 최대한

첨성대 원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복원에 앞서 행해질 주변지역의

발굴 작업에서 첨성대에 원래 있었던 부착물이 파손된

형태로나마 발견되어 언젠가는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이루어지기를바랄뿐이다. 

첨성대가 파손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해서 첨성대의

가치가 반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첨성대

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덕

여왕대에 건립되어 1,36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낸 우리

의 귀중하고 신비로운 문화유산임은 분명하다. 이 고유

한 문화유산의 원형과 시련은 앞으로도 보다 상세히 밝

혀야할과제로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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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eomseongdae, Korea's so-called "star-gazing tower" located in the former Silla Dynasty capital of Gyeongju, is
generally believed to have maintained its original shape since its construction in 647. The stone structure was closely
examined and measured by Gyeongju National Museum in 1962 and reexamined by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2009.@ 

This research noted the following structural anomalies of Cheomseongdae. A corner of the top rectangle layer was
broken diagonally in a form that can never be attributed to a natural cause. The four metal clamps under the top rectangle
layer had been missing. Four grooves, with unknown usage, exist on the sides of the long rectangular stones projected out
of the circular body at the second and third circular layers from the top. On the second circular layer from the top, there
are three flat stones, less than a half as tall as their surrounding stones. The average height of the third circular layer from
the top is only 23.5 cm, while the overall average of the entire 27 circular layers is 29.9cm.@ 

This research postulates that all these anomalies are due to prior destructions and improper restorations of the structure.
The first destruction and restoration of Cheomsengdae was likely to have occurred before the mid 15th century. The
damages might include a pavilion on the top of the structure and a stone with the name of the structure carved in. The
Mongolian invasion in the 13th century was a most likely cause. After the restoration, the structure suffered at least another
attack. The damages on the top layer and the missing iron clamps were due to the later attack. The grooves and flat stones
were to house holding device that affixed certain objects to the outer surface of the circular body. The metal or stone
objects might have faced upward at the four corners of Chemseongdae, bridging the gaps between the rectangle layers
and circular layers. The current Chemseongdae lost at least the four affixed objects, four holding devices, and one flat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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