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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구층목탑은 신라시대에 백제인 아비지(阿非知)에 의해 설계·시공된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목

탑으로 선덕왕 12년(643)에 시작되어 646년에 완성된 후 1238년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

까지 오랫동안 한국 목탑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황룡사구층목탑의 복원에 관한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굴된 유구와 유물, 문헌적 자료를 통하여 새롭게 고찰될 부분이 있다. 특히 황룡사구층

목탑의 가구구조와 결구에 관한 연구는 복원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나라 전

통기법과 양식에 바탕을 둔 목탑의 구조적·조형적 특성을 규명하기보다는 관련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고려하여 목탑의 보편적 특성 규명에 치우쳐 왔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해당 목탑에 관한 문헌의 재해석과 건립 당시인 7세기 전후 국내의 관련 유구 및 선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황룡사구층목탑의 가구구조와 결구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 다. 즉, 평면의 기둥배

치 모형도, 중요부위별 결구방식, 하앙재 및 추녀 뒤뿌리의 결구방식, 사천주 및 심주의 결구방식 등을

추정 제시하 다. 본인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고대목탑건축의 연구자료에 활용함은 물론 구조기

법과 결구기법의 실체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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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라 황룡사구층목탑의 복원을 위한 가구

구조 및 결구기법에 관한 연구로 그동안 선학들의 연구

중 재해석되거나 간과하지 못한 가구구조와 결구부분

에 대하여 각종 문헌과 유구 및 연구결과를 재고찰하여

비교연구하고, 건립 당시의 기술적인 사고와 조형의식

을 기술적으로 재구성하여 황룡사구층목탑의 중요한

가구구조와 상하층 결구기법을 제시함으로써 복원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당대 관련 문헌 및 유구를 살펴본

후 선행연구를 분석하 으며 동시대 목탑의 구조와 결

구의 유형을 조사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에 따라 연구결

과를 도출하 다.

1. 문헌적 고찰

황룡사구층목탑에 관한 여러 문헌을 고찰한 결과 황

룡사찰주본기(皇龍寺刹柱本記)의 기록연대(871∼873)

로 보아 여타 문헌기록의 근원(根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삼국유사』와『삼국사기』기록은 대부분

황룡사찰주본기(871∼873)의 기록을 발췌 혹은 재인용

하거나 목탑 답사기 정도로 보인다. 또한 황룡사구층목

탑은 장인기예의 특성상 백제에서 사용한 기법과 양식

을 대부분 적용하 을 것으로 보인다.

2. 유구 고찰

경주 남산 부처바위 북면 부조 9층 마애탑은 부조(浮

彫)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탑의 전형

적인 입면체감의 외형과 구조적인 특징을 추정할 수 있

는 직접적인 자료로 사료된다. 그 밖에 고구려 고분벽

화의 공포도와 가구도 그리고 안압지 출토 목부재 유구

는 황룡사구층목탑의 가구와 결구기법을 고찰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론

연구의방법과내용

【 그림 3 】안압지 출토 첨차 부재
(출처 : 황세옥, 『한국건축사』재구성)

【 그림 2 】고구려고분벽화(좌 : 용강대묘, 우 : 안악1호1분)
(출처 : 황세옥, 『한국건축사』재구성)

【 그림 1 】경주 남산 마애조상군 1 
(출처 : 『경주 남산 정 학술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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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분석

황룡사구층목탑에 관하여는 많은 복원안 제안 중 내

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한 권종남

의 복원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권종남은 목탑

의 핵심적인 건축기법을 구조적으로는 층연결방식, 의

장적으로는 입면체감방식으로 구분하여 두 요인 간의

상관성을 고찰하 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겠다.

1. 목탑의 가구구조 분석

고구려의 목탑은 현재까지 발굴된 목탑평면을 바탕으

로 살펴보면 팔각형 목탑구조로 중국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오늘날 응현목탑과 매우 유사

한형태의가구와결구기법이적용되었다고판단된다. 

백제의 목탑은 정사각형 평면 목탑구조가 발굴된 것

으로 보아 고구려의 팔각형 목탑을 사각형 백제목탑으

로 변화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목탑은 하앙

재가 쓰인 5층 이상 7층, 9층 등 고층이 다수를 이루었

다고 보인다.

신라의 목탑은 백제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황룡사구

층목탑이 가장 이른 목탑으로 보이며, 망덕사지동·서

13층 목탑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정사각

형 3층목탑이 주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목탑의 구성이나 형식은 심주의 위치, 평좌유형, 칸

물림, 적층방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심주의 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표식 ③ 지하식

2) 평좌유형 기둥위치에 따른 분류

① 정주조 ② 차주조(상)·전주조(하) 

3) 칸물림에 의한 분류

① 반칸물림(그림 6 좌) ② 온칸물림(그림 6 우)

4) 평면구조형식에 의한 분류

① 팔각형(그림 7 좌)    ② 방형(그림 7 우)

5) 칸수에 의한 분류

①1칸×1칸,  ② 3칸×3칸,  ③ 5칸×5칸,  ④ 7탄×7칸,

⑤ 9칸×9칸

삼국시대의목탑유형

【 그림 4 】심주위치에 따른 분류
(출처 : 강우방·심용철, 『탑』, 도서출판 솔)

【 그림 5 】① 정주조와 ② 차주조(상)·전주조(하) 
(출처 : 국경화, 『중국목조건축의 구조』)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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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층수에 의한 분류

① 3층,  ② 5층,  ③ 7층,  ④ 9층,  ⑤ 10층,  ⑥ 13층

7) 적층방식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목탑은 다수 층이 수직적으로 중첩된 높

은 건물을 의미하며, 다층(多層)01의 목탑은 일반적으

로 적층식과 통층식으로 구분된다.02

(1) 적층식(積層式)03

적층식04은 상하층 사이에 평좌층(平座層)을 설치하

여 상하층 평면을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좌를 사용하는 층 연결방식은 단주(短柱)

를 사용한 독립적인 구조체계를 갖는 평좌층을 상하층

사이에 결구하여 상하층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 평좌

층에서 상하층 평면규모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에 상하층에서 주칸이 일정하게 체감되는 평면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각 층의 주칸을 일정하게 체감

시킬 경우 평면형태에 따라 평좌의 구성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이는 고층 목조탑에 적합한 구조로 판단된다.

(2) 통층식(通層式)

통층식은 연속구조방식으로서 내진에 차양칸이나

퇴칸이 덧붙는 형식으로 장주와 단주를 혼용하여 상하

층을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최대한 3층 정도05 내부공

간이 요구되는 소규모 건물에 적용되어 고층목탑과 같

은 건물에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중소형 목탑

01 다층(多層)은 중층(重層)이라고하나 2층 이상은모두중층이란의미로혼용해쓰고있어매우높다는의미의다층이란표현을쓰고자한다.
02 전자를 적층구조방식(권종남), 적층형(김봉건), 각층구조형식(장경호), 단주식, 인방형과 암층형(김덕문·김경표), 층단구조(김동현)이라 하고, 후자는 연속구조방식

(권종남), 연속구조형식(장경호), 통층형(김봉건), 통주형(김덕문·김경표)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용어표현의 차이일 뿐 다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본 논
문에서는 김봉건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다. 김봉건은 중첩방식에 따라 적층형과 통층형으로 구분하고, 상층입면의 체감방식에 따라 동일방식·온칸물림방식·반
칸물림방식으로 나누어 방식의 조합에 의해 반칸적층형·동일적층형·온칸통층형·반칸통층형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 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김봉건의 이론
을기본으로한다. 

03 적층식은 단주식 혹은 각층별식이라고도 하며 평좌층을 두는 경우와 하층 내출목살미첨차 위에 입주안물(굤柱鞍物)을 놓고 그 위에 세우는 경우로 구분된다. 평
좌층을두는경우에는불궁사석가탑등이있고하층내출목살미첨차위에두는경우는화순쌍봉사대웅전등이있다.

04 적층식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층의 기단이라고 할 수 있는 평좌층을 설치하는데 평좌층은 하층 지붕과 상층 바닥 사이에 위치하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층(暗層)이라고도 한다. 구조상 하나의 완전한 층을 형성하는 평좌층은 높이에 따라 공간상 완전한 독립된 한 층의 구성체계를 갖추거나 구조체로서 불완전한
한층을형성하게된다.

05 실례로금산사미륵전등이있다.

【 그림 8 】적층식 (출처 : 유돈정, 『중국고대건축사』, p.130)

【 그림 6 】좌 : 반칸물림, 우 : 온칸물림

【 그림 7 】좌 : 팔각형, 우 : 방형
(출처 : 국경화, 『중국목조건축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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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구상의 안정을 주로 탑내의 중앙에서 상하 각 층

으로 관통하는 심주(心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06

통층구조방식은 연결방식에 따라 반칸물림방식과

온칸물림방식으로 구분된다. 온칸물림보다는 주로 하

층 퇴칸길이의 일정길이에 상층의 변주를 세우는 연속

구조방식은 상하층을 연결할 경우 각 층 평면의 주칸은

건물마다 층마다 균일하게 체감되지 않는 의장적 특성

을 갖는다. 구조적으로도 한 개의 장주만으로 지탱하기

어려워 몇 개의 기둥을 이어 쓰는 경우 횡력에 취약하여

잘 쓰이지 않으나 장육존상을 안치하는 경우 높이 7∼

8m 정도의 내부공간이 필요한 경우 적합하다고 본다.

고층목탑인 경우 상륜부 하부와 외진주열 공포상부는

귀틀구조로 구성하여 횡력에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입면체감방식은 건물의 각 층에서 하층보다 상층의

규모를 일정한 비율에 비례하여 줄여가는 기법으로서

체감은 건물의 수평 및 수직 두 방향 모두에 나타난다.

즉, 수평방향의 체감은 상층의 평면길이가 하층보다 짧

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직체감은 상층높이가 하층

높이보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감은 탑신

부(塔身部)와 옥개부(屋蓋部)에서 모두 동시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07 따라서 권종남의 제안복원안처럼

입면체감이 모든 층에서 일정하거나 균일하게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되기보다는 상층의 체감은 하층기둥

직경의 1/2 범위에서 층마다 비례에 따라 다르게 체감

되는 것이 조형적이나 구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황룡사구층목탑의 평면과 기둥에서의 체감률은

매우 작게 나타난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강건하게

작용하게 된다. 대신 처마의 물매와 길이를 조절하여

조형미를 구하는 폭은 상대적으로 증대하게 된다.

1. 평면구조형식

1) 용척(用尺)에 관한 고찰

백제 말기에는 동위척(약 35.04cm)보다는 고려척(약

35.65cm)이 사용되었으며 황룡사구층목탑은 고려척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더 완척(完尺)에 가깝게 된다. 예컨

대 주칸길이를 9척이라고 한다면 동위척인 경우

35.04(동위척)×9척〓3.1536m이나 고려척을 사용하는

경우 35.65(고려척)×9척〓3.2085m로 보다 더 완척에

가까운 수치임을 알 수 있다. 1층 전체 길이는 3.2085m×

7칸〓22.4595m이다.08

고려시대는 동위척·당척·주척 외 통일신라를 계

승한 당대척(29.5cm)이 기본척으로 사용되었다는 가정

06 유돈정, 1978,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p.328.
07 이러한특징은현존하는많은석탑에서잘보여주고있다.
08 고구려의 국내성·장군총·정릉사·금강사·안학궁, 백제의 미륵사·금강사·정림사, 신라의 황룡사 등에 고려척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되어 삼국시대에는 보편

적으로고려척이사용되었다고본다. 유태용, 2001, 『35.6의 고구려자』, 서문문화사, 고구려의사용(pp.103~203).

황룡사구층목탑

【 그림 9 】통층식 (출처 : 유돈정, 『중국고대건축사』,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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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주칸길이가 9척인 황룡사구층목탑의 현 유구 초석

에 적용할 경우, 주칸길이는 2,655mm가 된다. 이는 사

방 7칸 목탑의 주칸길이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2) 평면구조에 관한 고찰09

선학의 연구를 살펴보면,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

治걏)의 복원안 평면도는 1층은 7×7칸으로, 2층에서 4

층까지는 5×5칸으로, 6층에서 9층까지는 3×3칸 평면

구조로 하 다. 그러나 1층 사방 최외단칸은 차양칸으

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1∼5층까지는 제1협칸을 동일한 길이로 처리하 으

며, 퇴칸을 체감하는 방식을 취하 다. 또한 6∼9층까

지는 사방 3칸구조로 퇴칸길이를 조정하여 균일한 체

감을 갖도록 하 으나, 어칸보다 퇴칸이 더 길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되었다. 가구형식을 살펴보면 1층은

차양칸으로, 2층은 온칸물림방식으로, 3층에서 7층까

지는 반칸물림방식으로 처리하여 상층의 기둥은 모두

하층의 퇴보 위에 올려지게 되며, 8층은 내진고주가 8

층의 변주가 되도록 하 고, 9층은 반칸물림방식으로

처리하 다. 

따라서 최외단칸인 퇴칸 온칸을 차양칸으로 처리한

결과 차양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의 대상으

로 하기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인의 평면도는 1층은 7×7칸, 2∼6층까지는 5

칸, 7∼9층까지는 3×3칸 평면구조를 취하 다. 2층에

서 온칸물림방식으로 체감한 것은 시각적인 안정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기단 위에 놓이는 초층은 상부층의 기

단으로 인식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3∼9층까지는 퇴칸을 1/6로 균일

하게 나누어 상층기둥을 위치시키는 체감방식을 취하

다. 이 방식은 반칸물림방식으로 온칸물림방식과 반

칸물림방식을 혼용함으로써 기존의 보은 법주사 팔상

전의 가구구조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1협칸은 어칸과 동일한 주칸길이를 유지하고, 제2

협칸은 1∼2층은 동일하게, 3∼6층까지는 제2협칸 없

이 퇴칸길이만을 체감·조정시켰다. 7∼8층은 1∼6층

까지의 체감률에 맞추어 어칸보다 퇴칸이 더 넓게, 9층

은 어칸이 퇴칸보다 넓게 조정되었다. 장기인 역시 기

본적으로 평좌층을 설치한 적층식에 층마다 난간을 설

치하 으며, 심주와 사천주가 구조의 핵심으로 1층에

서 2층 사이는 온칸물림방식으로 구성하고 2층에서 6

【 표 1 】복원안 제안 주칸수

장기인 김정수·
박일남 김인호 등도해치랑 북한자료 김동현 권종남 비고

1층 7(퇴칸차양칸처리) 7 7 7(퇴칸차양칸처리) 7+2(차양칸) 7 7

2층 5 7 7 5 7 7 7

3층 5 7 7 5 7 7 7

4층 5 5 5 5 7 7 7

5층 5 5 5 5 5 7 7

6층 5 5 5 3 5 7 7

7층 3 3 3 3 5 7 7

8층 3 3 3 3 3 7 7

9층 3 2 2 3 3 7 7

09 김동현, 1982, 「황룡사 9층목탑의 5개복원안에대한비교」『계간미술』, 1982, 여름, No. 22; 권종남, pp.15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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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까지는 반칸물림방식으로 내진고주와 변주 사이에

퇴보를 걸고 상층기둥을 세웠다. 7층에서 9층까지는 사

천주와 변주 사이에 퇴보를 걸고 퇴보 위에 상층변주를

세워 기본적으로 반칸물림방식이 되도록 가구구성을

취하 다. 무하앙계 2출목만으로 11자(尺) 이상 되는

처마의 하중을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장기

인 역시 등도해치랑(藤島亥治걏)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

여 퇴칸 전체를 체감시키는 절충안적인 복원안을 제시

하 다고 본다.

김정수·박일남이 복원안 제시에서 평면구조는 1∼

3층에서는 7×7칸, 4∼6층에서는 5×5칸, 7∼8층에서

는 3×3칸, 9층은 2칸 구조로 하 으며, 어칸은 사천주

가 놓이는 위치로 전층을 동일한 길이로 처리하 고,

각 층의 평면길이는 1층 주칸길이의 1/3씩 균일하게 체

감시켜 상층의 우주를 배치시켰다. 

김인호는 1∼3층까지는 7×7칸, 4∼6층까지는 5×5

칸, 7~8층까지는 3칸, 9층은 2칸으로 하 다. 즉, 1층에

서 3층까지 3개 층은 내진고주를 세우고 반칸물림방식

으로 처리하여 하층의 퇴칸에 상층의 기둥을 세워 내진

고주가 4층의 변주가 되도록 하 고, 4층에서 6층까지

3개 층은 최고주를 세우고 하층의 퇴칸에 상층의 기둥

을 세워 반칸물림으로 처리하여 최고주가 7층의 변주

가 되도록 하 다. 또한 8층은 최고주 상단부와 사천주

사이에 퇴보를 걸고 그 위에 반칸물림의 9층 기둥을 세

웠다. 그리고 9층 상부는 9층 변주와 사천주를 연결하

는 대들보를 설치하 다. 구조적으로는 1층에서 3층까

지는 사방 7칸이 유지되나 4층에서 6층까지는 사방 5

칸, 7층에서 8층은 3칸, 9층은 사방 2칸이 되도록 하

다. 또한 1층에서 9층까지 체감은 퇴칸의 1/3이 되도록

하 다. 또한 보랑과 난간이 없어 평좌층이 없이 전층

을 횡령에 가장 취약한 반칸물림방식으로 처리하 으

며 하앙재가 쓰이지 않고 주두 위에 3출목으로 처리하

으나 주심포 형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a b

a. 장기인

c. 김인호 d. 후지시마가이지로 e. 북한자료

b. 김정수·박일남

c d

f

e

f. 김동현

【 그림 10 】황룡사9층목탑 (출처 : 김동현, 「황룡사9층목탑의 5개

복원안에 대한 비교」『계간미술』22, 중앙일보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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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추정 복원안 제안은 도면이 아닌 모형으로

정확한 체감률이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

나 1층이 9×9칸, 2∼4층까지는 7×7칸, 5∼7층까지는

5×5칸, 8∼9층은 3×3칸 구조로 되어 있으며 2∼4층까

지는 툇간길이를 1/4 정도씩 조정하여 체감률을 맞췄

고, 6∼9층까지는 1층 제1협칸 길이를 1/4씩 조정하여

전체 체감률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방 7칸 외

에 별도의 차양칸을 설치한 것으로 차양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하기 곤란하여 더 이상

생략한다.

김동현의 2번째 추정 복원안은 초안보다 늘어난 보

랑의 폭이 사용을 염두에 둔 듯하나 매우 좁아 사용하

기보다는 형식적인 난간으로 보인다. 또한 전 층의 주

칸수는 7칸으로 동일하게 하 는데, 체감은 2층 이상

각 층에서 직하층 외진주 직경만큼 줄여 평좌층 내측으

로 세웠으며 각 층 주칸길이는 동일하게 처리하 다.

이는 각 층의 기둥을 층단(層斷)구조로 하 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포는 하앙재를 사용

하지 않고 각 층에서 2출목의 주심포로 하여 처마길이

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권종남은 전층의 주칸수를 7칸으로 하 으며, 1층의

주칸길이를 정면과 측면 각각 9자로 보고 층마다 0.5척

씩 균일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주칸길이를 설정하 다.

이는 매우 합리적으로 체감시킨 듯하나 1층이 주칸길

이를 9척으로 하여 전체길이가 63척인 데 반하여 9층은

주칸길이가 35척으로 4칸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28척

이 체감된다. 이를 고구려척으로 계산하면 약 10m가

체감된다. 이는 체감이 매우 강한 경우로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는 기둥의 위치마다 체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층마다 평좌

층과 층고가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권종남의 복원안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무

리가 있다고 본다. 

상기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김동현과 권종남을

제외한 복원안은 조선중기에 건립된 보은 법주사팔상

전에 쓰인 반칸물림형 통층식이 결합된 복원안으로 고

대목탑의 황룡사구층목탑 복원에 따른 사실적 접근에

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양칸에 대한 명

확한 제시와 검토가 미진한 듯하여 보다 더 깊은 연구

가 요망된다고 하겠다.10

권종남은 황룡사구층목탑의 주칸수가 5칸 이상인

경우11 전층의 주칸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상하층

주열을 내진일치 외진불일치와 내외진불일치로 구분

하 다. 그러나 모서리칸인 퇴칸에서만 입면체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하층주열위치는 전층에서 모두

외진불일치 내진일치가 이루어지며, 각 층에서 줄어

드는 주칸길이를 감안하여 동일하게 주칸길이를 잡는

경우 상·하층주열의 위치는 내·외진 모두 불일치하

게 된다.

그리고 층연결기법이 내진일치 외진불일치인 경우

권종남은 연속구조인 경우에 상관된다고 하 으나 이

는 연속구조인 통층구조와 적층구조 모두 가능한 기법

이며, 내외진불일치인 경우 층연결방식은 적층식인 경

우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권종

남 역시 적층구조와의 상관성을 기술하고 있다. 입면

체감방식에 있어서 내진일치 외진불일치인 경우 불균

일하다고 하 으며 앞서 연구한 통층방식과 적층방식

10 이러한 근거에대하여“이번 발굴로 노출되어있던 규모보다한 칸 더 있음이알려졌다”는 이론이 제시되고있다. 이호석, 1976, 「한국목조건축의주초석에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p.25 그러나『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에서 차양칸 문제는 처음부
터취급하지를않았다.

11 권종남, 2006, 『한국고대목탑의구조와의장황룡사구층탑』, 미술문화, p.131.

(„fi¨› 09)¨†……¿`  2013.4.19 5:31 PM  ˘ ` 147   G4-150 ¡»  ˙`‚ ¯˝



148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1

을 절충적으로 제안한 장기인이나 김정수·박일남 등

의 복원에서도 균일한 입면체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입면인 경우 권종남이 제안한 바와 같이 매층마다

0.5척(약 18cm)씩 균일하게 체감되는 경우 축하중이 기

둥 중심선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감은 있으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비례하여 수평·수직 규모가 체

감되는 상황에 맞출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정확한 체감

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층마다 체감되는 비율에 의한 비례체감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은 기둥의 직경이 되는 것

이 조형적·구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수평적인 체감은 하층기둥의 직경과 직결되는바, 1층

전체길이 사방 22.4595m에서 9층의 전체길이는 사방

약16.6129m가 된다. 이 길이는 초층 주칸길이가 3.2m

임을 감안할 때 완만한 체감을 갖게 되는 조형의 특징

을 갖는다. 이때 처마길이도 동일한 비율에 의한 비례

로 줄어들게 된다. 수직적인 체감은 평좌를 설치하는

적층식 고층목탑인 경우 각 기둥은 체감률에 따라 상층

으로 올라갈수록 기둥이 안쪽에 위치하므로 귀솟음이

나 안쏠림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본다.12

황룡사구층목탑은 외형적으로 9층목탑이나 동일한

높이의 평좌층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17층이 된다. 선행

연구들은 적층식인 경우 평좌층의 높이를 산정하지 않

아 실제로 층마다 평좌층의 높이와 매 층 높이가 정확

하게 산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기술

한바와 같이 평좌층이 온전한 한 층을 이루는 경우와

불안전한 층을 이루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평좌층은 고층목탑인 경우 상하층을 연결하는 매개체

로서 구조적으로 상층의 기단이 되는 것일 뿐 공간적으

로는 완전한 한 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층으

로 올라갈수록 받는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중에 비

례하여 기둥의 직경은 작아지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다. 

목재강도는 삼국시대 가장 많이 쓰인 졸참나무인 경

우 압축강도는 보통 510㎏/cm2,13 상수리나무와 굴참나

무는 530㎏/cm2, 밤나무는 390㎏/cm2 정도로 기계적 강

도가 높게 나타난다. 참나무 목제기둥이 받는 하중은

평균 1cm2당 516㎏으로 계산하는 경우 매우 안전한 구

조적 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

구상태는 도구의 발전보다는 목재의 특성에 좌우된다

고 할 수 있다. 고려척을 사용하는 경우를 근거로 평면

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3) 평면도

12 중국에서 평좌의 귀솟음은 건물 귀솟음의 절반정도이다. 안쏠림은 항상 귀솟음과 함께 적용되는 기법이다. 만약 귀솟음을 두는 경우 정면과 측면이 동일한 칸수
와동일한주칸길이이므로전면과측면은동일하게처리한다. 즉, 어칸을 기준으로귀솟음전체를 10으로 보면제1내진협칸 3, 제2내진협칸 3, 퇴칸 4 비율로 높
아진다. 또한 외진주는귀솟음이나안쏠림과함께후림도적용시킨다.

13 조재명외 3인, 1998, 『원색세계목재도감』, 선진문화사, p.53.

【 그림 11 】초층불단 및 재료마감

(„fi¨› 09)¨†……¿`  2013.4.19 5:32 PM  ˘ ` 148   G4-150 ¡»  ˙`‚ ¯˝



149 ● Hwang, Se Ok 황룡사구층목탑 가구 및 결구기법에 관한 추론적 고찰

1층 평면은 고려척을 적용하는 경우, 9척×35.65cm〓

3.2085m가 된다. 따라서 전체길이는 3.2085m×7칸〓

22.4598m가 총길이가 된다. 목탑은 정면과 측면이 각

각 7칸으로 정방형이며, 전체길이는 사방 약 22.4595m

로 확인되었다. 이는 22.2m÷7칸〓3.2m로 주칸길이는

고려척으로 계산하는 경우 정확하게 완척(完尺)이 된

다. 특히 초층에서 사천주는 벽체를 설치하고, 정면과

측면 어칸 좌우 제1 협칸에는 사방 불상을 동·서·

남·북방향으로 안치하 으며 불단 하부는 마감을 하

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하 다고 판단된다. 그밖

에 제2협칸, 퇴칸 및 기단 상부는 방전을 깔았다고 판단

된다. 

2층의 주칸길이는 약 3.0942m, 3층은 약 2.9856m, 

4층은 약 2.8799m, 5층은 약 2.7770m, 6층은 약

2.6770m, 7층은 약 2.5799m, 8층은 약 2.4856m, 9층은

약 2.3942m 정도가 된다. 따라서 1층 전체길이 사방

22.4598m보다 4.7m가 줄어든 17.7598m가 된다. 매 상

층 기둥은 하층주경의 1/2 범위 내(매 층 평균 약

261mm 정도 체감)에서 주칸의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

하게 된다(그림 13). 

층마다 체감된 상태의 전체길이를 균일분등하게 주

칸길이를 설정하게 되므로 전체는 물론 각 단위주칸 역

시 정사각형이 되고 좌우기둥과 기둥머리에서 결구 또

한 대각선 기둥뿐만 아니라 직선축을 유지하게 된다. 즉

일치하게 된다. 단지 평좌층에서 상하기둥의 만남이 직

경이 다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전층

모서리칸 기둥배치 평면도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6층 평면도 7층 평면도

8층 평면도 9층 평면도

【 그림 12 】평면도

【 그림 13 】1~9층 모서리칸 기둥 배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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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단

『황룡사연구총서 1』「황룡사 유적의 건축학적 고

찰」, p.70 “목탑지에서는 상층기단과 지대석과 하층기

단 지대석, 하층기단 지대석과 탑구석 사이에 전돌이

깔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어『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과는 다르게 이중탑구가 아닌

이중기단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상층기단에서 제2

내진주초석 사이에는 전돌로 마감하 을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고 기술하 다. 이는 내부 평면계획, 계단의

설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본 논문에서 밝

힌 바와 같이 동서 좌우 제2내진협칸14에 계단이 위치

하 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단의

결구는 우주와 탱주의 양옆을 파서 끼워지도록 하여 면

석이 앞으로 려나지 못하도록 하 다.

5) 초석

황룡사 목탑기단의 초석은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

는 어칸과 좌우 제1협칸의 초석은 상면이 평탄(平坦)한

방형(方形)에 가까운 석재를 사용했고 상면(上面)을 방

형으로 치석하지 않은 자연석으로도 보이는 것이었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그 외부의 초석으로 거의 방형의

석괴(石塊) 상면을 정방형으로 각출(刻出)하여 만든 방

형초석 턱이 한단의 방형초석이고 그 턱의 높이도 5cm

정도 다. 따라서 기단 상면 중앙은 방전을 깔지 않은

상태로 혹은 불단 등의 시설을 했을 것이고 그 바깥은

전을 깐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석에 주좌가 있는 것

과 없는 것의 차이는 창건 이후 사찰로서 운 되어 오

면서 증축, 개축, 중건 등의 불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럴

때마다 초석들이 제작 사용되기 쉽기 때문에 주좌가 있

는 초석은 후보물로 판단된다.

“외진주 초석에 고막이초석이 있는 것은 초석과 초

석 사이에 벽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사

천주 초석 하부에도 고막이초석이 다수 출토”되어 보

은 법주사 팔상전처럼 사천주 사방에 벽체를 구성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막이초석이 놓이는 벽체의 하부에는 하인방

이 설치되는 벽체로 구성되며 기둥과 하인방은 고식인

통맞춤으로 결구되었다고 판단된다. 벽체가 없는 주칸

【 그림 15 】황룡사목탑초석 종류별 분포도
(출처 : 『황룡사연구총설 1』)

14 일반적으로 중앙칸을 중심으로 협칸1, 협칸2, 퇴칸 순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중앙칸을 중심으로 밖으로 향하여 제1내진협칸, 제2내진협칸, 퇴칸으로 명명하는 것
이일반적이다. 『황룡사연구총서1』, p.96에서는퇴칸옆칸을제1내진주열이라고해서용어상의혼란이야기된다. 

【 그림 14 】황룡사 목탑 기단단면
(출처 : 김정기, 「삼국시대의 목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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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익산 미륵사지석탑 초층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

방의 설치가 생략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주를 받치는 대석(臺石)15 상부는 심초석

상부에 물흐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홈을 팠다고 본

다. 이는“부재의 수축과 압축으로 탑 전체가 밑으로 내

려앉게 되었을 때 심주는 종재(縱材)이므로 탑신과 달

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탑신과의 상륜하부의 노반

부분에서 생겨 이곳으로 빗물이 들어오게”16 되기 때문

에 물흐름 홈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탑신과 심

주의 결구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6) 계단

외부계단은『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

pp.61~62의 기록에 의하면“기단지에서는 계단지가 발

견되었는데 남면에서 3개소, 북·동·서측에서 각각 1

개씩 확인되었다. 남면에서는 건물 중앙의 어칸 앞쪽

중앙계단지가 있고 동·서로 주칸 1칸을 지나 제2협칸

앞쪽에 중앙계단지와 동일한 계단지가 있었다”고 기술

하고 있다. 내부계단은 각 층 제2내진협칸에 위치하여

퇴칸 1/2 지점까지 차지하여 <그림 11>의 초층불단 및

재료마감과 같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입면구조형식

목탑의 입면은 기둥과 평좌층의 유무 및 처마길이,

난간 등에 의해 어느 정도 결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이

전에는 주칸길이보다 층고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고층목탑은 주칸길이보다 층높이가 초층에서 약 1.5배,

2층 이상에서는 1.2배 정도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

해이다. 따라서 1층 높이는 주칸길이 3.2085m보다 1.5

배 높은 4.8m가 되며 같은 높이의 평좌층 높이를 포함하

면 약 9.6m 정도가 된다. 이때 2층 높이는 약 7.4058m,

3층 높이는 7.1380m, 4층 높이는 6.898m, 5층 높이는

【 그림 16 】심초석물흐름홈 (출처 : 『황룡사연구총설 1』) 【 그림 17 】계단추정도

15 황수 박사는『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 p.369에서 이 대석을 연좌석(宴坐石)이라고 하고, 그 하부돌, 즉 사리함을 넣은 석재를 심초석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리함을 넣는 석재는 사리함석 또는 심초석의 적심석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러한 예는 익산 미륵사지 중금당지 초반석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수있다. 그리고심주를받치는대석은연좌석이아니라심초석이라고하는것이옳다고본다.

16『법주사팔상전수리공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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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1m, 6층 높이는 6.432m, 7층 높이는 6.2056m, 8층

높이는 약 6.0067m, 9층 높이는 2.8971m 정도가 되며,

9층 바닥에서 철반(鐵盤) 높이까지 해서 약 6m로 계산

하면, 창건 시 건물 총높이는 약 65.2395mm로 초창기

의 철반 이하 높이와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종

남은 체감에 관하여 0.5척씩 균일하게 상층마다 체감된

다고 제안하 으나 논리적으로는 상층마다 축소된 규

모에 비례하여, 체감 역시 0.5척보다는 작은 수치로 체

감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17 즉, 수평·수직으로 줄어든

만큼에 비례하여 체감비례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

다. 기둥의 위치마다 체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때 기준은 기둥직경이 되어

야 하며, 축하중 중심선 범위 내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도면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

다.

3. 단면구조형식

1) 평좌층

적층식에서 평좌층은 구조적으로는 상·하층을 연

결하는 매개체로서 상층의 기단이 되는 구조체(柱盤)이

다. 그러나 내부 계단을 이용하여 상층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공간적 구조체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경우 평좌층

은 하나의 완벽한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런 경

우에 평좌층은 하부층과 동일한 천장높이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공간적 의미보다는 상층 기단으로서의 구

조체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상

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때 평좌층은

하층높이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평좌층이

근본적으로 기준층과 다른 점은 기둥의 위치가 다른 상

층을 세우기 위하여 평방과 같은 귀틀부재와 그 귀틀구

조재를 받치기 위한 창방과 같은 부재가 쓰이고 횡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귀틀구조가 쓰인다는 점이다. 또한 얼

개방식은 하층공포부재위에 수장폭의 귀틀구조를 포개

어 적층하고 그 위에 받침목을 올려놓고 체감시킨 평좌

17 0.5척×8층〓4척×35.65cm/1尺≒1.4m 균일체감으로판단되나, 1층에서 63척이최상층에서 35척(권종남논문, p.215)으로 5m 정도체감되어다르게기술된다.

【 그림 18 】추정 입면도 【 그림 19 】추정 단면도

【 그림 20 】평좌층 내 기둥 상·하 결구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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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기둥을 올려놓는다. 그 위에는 평좌층 마루를 깔게

된다. 평좌층 기둥상부는 창방과 평방을 올리고 그 위

에 차주조로 체감된 상층 기둥을 올려놓는다. 즉, 평좌

층(平坐層)은 상층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반(柱盤)이라

고 말할 수 있다. 각 층의 상·하기둥은 평좌층 지붕 속

에서 그림과 같이 결구된다. 결구는 딴촉 혹은 긴장부

촉에 비녀산지가 보강된다고 하겠다. 

2) 하앙구조

황룡사구층목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마지붕

길이가 길고 경사가 완만한 지붕물매를 이루기 때문에

공포부재를 형성하는 출목을 이용한 처마길이는 한계

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출목의 한계인 주심포 2출목

과 하앙부재의 사용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하앙재

는 평좌층 벽체를 이루는 적층된 귀틀구조에서 경사지

게 통맞춤되고 이출목 소로 위에 놓이게 된다.

3) 처마지붕 및 공포개념도

공포부재는 기둥 위에 주두가 놓이고 주두 위에 형

상이 같은 도리방향 첨차부재와 보방향의 첨차살미가

반턱맞춤으로 교차되며, 첨차 위에는 촉으로 결구되는

소로가 놓여 평좌층을 이루는 수장폭의 중첩된 부재 위

에 소로가 놓이고 그 위에 경사방향으로 하앙재가 걸치

는 2출목 하앙식이 된다. 이때 중첩된 상면이 하앙재 폭

정도로 파인 중첩부재에 통맞춤으로 하앙부재가 끼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뒷뿌리는 평좌기둥머리에서

뺄목된 상태로 창방과 결구된다. 이는 마치 완주 화암사

극락전에서 하앙부재가 사선으로 절단된 보 위에서 결

구되는 방법과 동일한 결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보랑 및 난간

보랑(步걉)의 장선 구조체는 평좌층의 구조체가 뺄

목형식으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장선 위에 바닥판을 까

는 형식이라고 본다. 구조체 선단하부는 첨차와 같이

직절되고 4번의 권쇄가 이루어진 교두형이라고 판단된

【 그림 23 】처마지붕하앙구조【 그림 21 】평좌층 평면도

【 그림 22 】옥개부 가구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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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간(欄干)의 높이는 최소한 고려척으로 3자(尺)정

도이며, 난간폭은 4자 정도로 판단된다. 통일신라 초기

유물로 알려진 안압지에서 출토한 난간부재가 쓰 을

것으로 판단된다.18

4. 부위별 결구기법

1) 기단부

초석과 기둥은 하중, 결구, 구조, 마감 등 일정한 비

례관계를 갖는다. 보통 초석은 기둥직경의 2∼3배 정도

이며, 두께는 1.5배 정도로 상부하중을 잘 지탱할 수 있

는 크기가 되어야 한다. 초석과 기둥은 그렝이질을 하

지 않고 평평하게 가공한 초석 주좌19 위에 맞댄이음으

로 배흘림기둥을 세웠다고 본다.

우주는 고맥이초석으로 보아 모서리칸에 벽체가 설

치되었다고 판단된다. 어칸은 판장문을 설치하 으며,

제1협칸과 제2협칸 고맥이초석이 사용된 점으로 보아

역시 벽체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수직재인 기둥은 수평재인 인방과 통맞춤으로 결구

되는 것이 청동기시대부터 백이주에 쓰 던 고식(古式)

이다. 이러한 방식은 봉정사 극락전 기둥과 하인방 결

구에 쓰 다. 이때 주먹장부로 결구하는 경우, 인방을

먼저 초석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기둥을 결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 다고 판단된다. 

2) 탑신부

기둥상부는 사괘맞춤, 기둥하부는 하층 평좌층에 자

촉(自纏)으로, 상부는 주두와 결구되도록 촉구멍을 만

들었다고 본다. 

기둥상부에서 창방재는 주먹장으로 결구되고 기둥

위에는 기둥과 촉으로 결구되는 주두를 올렸으며, 그

위에 2출목의 공포부재가 짜 다고 보인다. 공포부재

위에서 소로는 그 하부를 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첨차와 첨차살미는 반턱맞춤으로 짜인다. 하앙

재 뒤뿌리는 들리지 않도록 기둥하부 평방과 같은 귀틀

재에 결구된다.

첨차 선단부는 직절하고 그 하부는 교두형으로 처리

한 것으로 고식일수록 권쇄(券겣) 부분에 여러 번 생기

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압지 출토 첨차 선단 하단부에

서 4번의 권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도 4

번의 꺾임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두의 굽은 내반된 곡면이며, 굽받침이 없는 주두

를 사용하 다고 보인다. 또한 모서리에서는 귀공포의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병첨(일두4승식)이 쓰 다고

본다.

3) 상륜부

탑파의 상륜부는 노반(露盤)-복발(覆鉢)-앙화(仰

花)-보륜(寶輪)-보개(寶蓋)-수연(水煙)-용차(괟굯)-

보주(寶珠)가 찰주(刹柱)에 의해 끼워져 설치되는데 상

【 그림 24 】첨차하부 권쇄 (출처 : 국경화, p.262)

18 주남철, 1984, 「목조건축의연구」『고고미술』162·163, 한국미술사학회, 1984. 9. 15. 
19“초석에 주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초석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

고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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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부의 각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일정한 형상을

갖는다.20 이러한 유구 등을 자료로 상륜부를 작도하면

다음과 같은 형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황룡사구층목탑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

려의 팔각목탑을 변화 발전시킨 백제의 사각목탑 구조

방식으로 건립한 우리나라 최고의 목탑조형·구조방식

으로 당대의 최고의 건탑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고 판단된다. 조형적으로 시각적인 안정감과 구조적인

안전감을 고려한 완만한 체감률과 횡력과 상·하층 뒤

틀림방지를 위한 전층 주칸 간의 귀틀구조는 전층 상하

는 물론 평좌층 내의 가구구조를 보다 강화시키게 된다.

지금까지 황룡사구층목탑에 관하여 문헌, 유구 및 선

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 다.

1. 초석과 기둥의 결구는 주좌부분을 평탄하게 다듬

은 후 그 위에 올려놓고 상부하중에 의하여 유지

되도록 하는 맞댄이음방식을 취하 을 것으로 추

정된다.

2. 고맥이석 위 하인방은 기둥하부에서 하인방 밑선

이 내부 방전 위선에서 마감되도록 올려서 기둥에

통맞춤으로 결구되었다고 추정된다. 

3. 하인방은 문이 설치되는 경우 문지방 역할을 하

며,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 설치되는 상하 창틀은

좌우 기둥에 통맞춤으로 결구되며, 좌우 창틀은

상하 창틀에 끼어지도록 결구하 다고 추정된다.

4. 기둥은 권쇄(券겣)기법에 따라 기둥상부를 줄여나

가는 기법이 쓰인 배흘림기둥이었다고 추정된다. 

5. 기둥 상부에는 창방이 통맞춤으로 끼이거나 기둥

위 중심에서 오늘날과 같은 주먹장 맞춤으로 결구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상하층 기둥은 평좌층 내부 천장 속 상층 마루바

닥 바로 밑에서 결부된다.

7. 주두위에는 하단에 놓이는 첨차와 살미첨차가 선

단에서 직절되고 선단하부가 4단 정도 권쇄(券겣)

된 동일한 형상으로 십자로 교체되어 사갈주두 위

에서 반턱맞춤으로 결구되었다고 추정된다. 

8. 첨차와 살미첨차 위에는 주두와 동일한 형상의 소

【 그림 25 】추정복원도

결론

20 황룡사구층목탑 역시 이러한 일반적인 형상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륜부에 대하여 삼국시대에는 수연의 모습이 없었거나 아니면 최소
한다른모습으로되었다고주장하면서이는후대에추가하면서변형된것으로완전한모습의수연으로현존하는최초의예가마애9층탑이될수도있을것이라
고제기하기도하 다. 최민희, 『탑골마애조상군Ⅰ의고찰(Ⅱ)』,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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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올리고 소로와 하부부재와는 촉으로 결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9. 소로 위 상단의 첨차와 첨차살미는 소로를 위치시

켜 상부에 놓이는 하앙재를 지지할 수 있는 외목

도리를 받도록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

10. 하앙재 허리는 평좌층 벽체에 짜이는 수장폭의

귀틀식 적층구조 위에 사선방향으로 통맞춤으로

짜이며, 하앙재 뒤뿌리는 평좌층 내부에서 주심

위에 얹히는 하앙재와 기둥의 주칸에 위치시키

는 하앙재는 기둥을 연결하는 창방 밑에서 하앙

재폭으로 파인 홈에 통맞춤으로 끼워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앙재 밑뿌리는 경사에 직각방향

으로 절단하고 하단부에서 서까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소로 위에 수장폭의 부재를 설치하며, 하

앙재 뿌리는 평좌층 내부에서 한 자 정도의 뺄목

상태로 결구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평좌층 내

귀틀구조는 좌우 반턱으로 교차하면서 짜여서

횡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므로 수십 년간 기울

어진 채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1. 서까래는 부연과 서까래가 쓰이는 겹처마이며,

3/10 정도로 매우 완만한 서까래물매를 유지하

다고 추정된다. 

12. 평고대는 고식(古式)인 통평고대를 사용하 다

고 추정된다.

13. 추녀상부와 사래하부가 합치되도록 하고 촉으로

결구하여 추녀부분의 들림을 방지하 다고 추정

된다. 

14. 최상층 옥개부 내부는 찰주와 심주가 결구되어

구조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횡력에 대응하여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틀구조형식을 취하

다고 판단되며, 이는 고대(古代)부터 목탑에

쓰이는 결구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하중

을 지지하는 외진주공포 상부와 상륜부 하부에

는 귀틀구조로 짜 다고 추정된다.

15. 보랑(步걉)의 구조체는 내진칸의 구조체를 연장

하여 바닥판을 설치하여 장선이 되도록 구성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선의 선단은 역시 첨차의

끝단과 동일하게 직절 하단은 4단 교두형(翹頭

形)으로 처리하 다고 추정된다.

16. 모든 맞춤은 창방이나 평방의 뺄목처럼 일정길

이를 확보하여 건물의 뒤틀림, 이탈 등 변형 시

견딜 수 있도록 하 다고 추정된다.

이상 여러 문헌과 유구를 고찰하고 선학의 연구를

고찰 분석하여 황룡사구층목탑의 주요한 가구구조와

결구기법을 추론적으로 제시하 다. 그리고 이러한 제

시는 선학들의 노력 결과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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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ructure Composition and Joining Methods
of Pyungjwa-Floor in Nine Floor Wooden Stupa of
HWANGYONGSA Temple

Abstract

The wooden stupa of Hwangyongsa temple - which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master craftsman Abigi

of the Baekje Dynasty during the Silla Dynasty between the 12th year of Queen Seondeok (AD 643) and AD

646 - can be regarded as a typical Korean wooden stupa. However, it was destroyed by fire during an invasion

by the Mongolians in AD 1238 during the Koryo Dynasty. In spite of progress in research for the restoration of

the wooden stupa, there are some remains to be re-considered in regard to ruins, relics and literature previously

discovered.In particular, research conducted on frame construction and structure can be considered an important

basis for restoration. However, previous studies seem to have not attempted to establish structural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wooden stupa based on the indigenous techniques and styles of traditional Korea, but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wooden stupa biased toward cultural interchange with neighbouring countries. As

such, in this study the frame construction and structure of the wooden stupa of Hwangyongsa temple were

analysed and considered in detail based on the re-interpretation of literature which can be a clue about the

structure of the stupa, related ruins of the 7th century period, and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this paper

supposed and presented a model picture for the plane arrangement of pillars, structural methods for Dwibburi

(뒤뿌리) of Haangjae (하앙재), Shimju (심주), and other key areas. The author hopes that this study contributes

substantially to research on the wooden stupa of ancient Korea and to the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and

structural methods.

Key Words the Wooden Stupa of Hwangyongsa Temple, restoration, construction, structure, Haangjae, Sachunju, S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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