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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月池) 서측 호안의 
출수시설(出水施設)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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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월지의 서측 호안 일대에 존재했던 출수구(出水口)와 구거(溝渠)를 재조명하고, 서측 호안의 출수시설이 월지의 역사적 배

수체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출수구의 위치와 형태, 월지 북서측 구거와 서측 호안 출수구의 관계성, 서

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1975년 발굴조사로 확인된 서측 호안의 출수구는 1922년 실측도면에 기록된 수낙구(水落口)와 동일시설로 판단된다. 따라서 1920

년대 이전부터 월지의 서측 호안에는 별도의 출수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측 호안 출수구는 장방형 석재를 가공한 시설이며, 

수위조절을 위한 4개의 배수공(排水孔)이 설치되어 있었다. 배수공을 통한 출수방식은 월지 북측 호안에서 조사된 출수시설과 동일하다.

1913년 제작된 지적도에서는 월지의 북서측 외곽으로 구거가 확인된다. 구거와 출수구는 근거리에 위치하며, 동일한 축선을 형성

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거와 출수구는 월지의 배수체계와 연관된 유기적 시설로 판단된다. 특히 월지 북서측 구거는 서측 호안 출수시설

의 조성시기를 1910년대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단초다. 출수구의 배수공을 통해 유입된 물은 구거를 통해 월지의 북서측 일대로 배출

되었다.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된다. 첫 번째는 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 기록되었다는 점, 월지의 

북서측 일대가 농경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에 근거한 ‘조선시대의 농업용 관개시설’이다. 두 번째는 출수구가 월지의 수제선(水際線)을 형

성하는 하층 호안석축에 설치되었다는 점, 최상단 배수공의 높이가 월지의 만수위(滿水位)와 유사하다는 점에 근거한 ‘월지 조영 당시의 

수위조절용 출수시설’이다. 관련 근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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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주 월성(月城)의 동궁에 조영된 월지(月池)는 구황

동원지(九皇洞苑池), 용강동원지(龍江洞苑池)와 더불어 고

대 신라의 조경문화를 대표하는 정원유적이다. 『삼국사기

(三國史記)』의 기록을 근거로 통일신라시대 문무왕(文武

王) 연간에 조영되었다고 전해지는 월지는 조선시대에 이르

러 대부분 폐허가 되면서 안압지(雁鴨池), 안하지(安夏池) 

등으로 불렸다. 1974년에 이르러 경주 종합개발계획의 일환

으로 추진되던 월성지구 정화사업에 따라 월지의 준설작

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각종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후 

1975년 3월부터 1976년 12월까지 발굴조사가 시행되었고, 

월지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발굴조사 결

과 3개의 섬을 포함한 호안석축의 길이는 약 1.3㎞로 밝혀졌

고, 건물지 26개동, 담장지 8개소, 입수시설 1개소 등이 확인

되었다.1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월지의 호안석축 복원공사

가 진행되었고,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서측 호안 건물지의 

복원과 유구정비, 주변 조경공사 등이 완료되었다.2

발굴조사와 복원정비공사 이후 건축학, 역사학, 민속

학, 고고학을 비롯한 제분야에서 동궁과 월지에 관한 괄목

할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월지의 조영배경과 목적, 조

경양식과 기법, 경관구조와 변화, 유지관리 등에 관한 조경

학 분야의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지는 인공

적 건축물과 자연적 정원을 조화시킨 궁원(宮苑)으로서 바

다를 상징한 호안의 평면형태, 삼도(三島)의 구성, 경석(景

石)과 괴석의 배치, 연꽃 식재용 귀틀 등의 다양한 정원 조

영기법이 적용되었다.3 또한 월지의 배수체계(配水體系)와 

관련된 입·출수시설도 독특한 형태와 구조로 주목받고 있

다. 월지의 남동측 일대에서는 2단의 수조(水槽)와 폭포를 

포함하여 총 6단계 과정으로 수원을 공급하는 입수시설

이 확인되었다(사진 1A). 북측 호안에서도 석구(石溝), 목구

(木溝)을 비롯하여 수위조절 용도의 출수구(出水口)로 구

성된 출수시설4이 조사되었다(사진 1B). 특히 목구의 북쪽 

20m 지점에서 조사된 장대석군(長臺石群)은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유구이며, 월지의 배수체계와 관련된 유의미한 발

굴성과 중 하나였다(사진 1C).

1 고경희, 1989, 『안압지』, 대원사, p.18.

2 조유전, 1981, 雁鴨池 發掘調査와 復元,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Vol.2 No.1, p.234.

3 한국전통조경학회, 2011, 『동양조경문화사』, 대가, pp.71~73.

4 출수에 연관된 출수구와 수로 등의 제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출수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진 1. 발굴조사로 확인된 월지의 입·출수시설. (A) 입수시설, (B) 출수시설(석구), (C) 출수시설(장대석군) (출처: A·B-문화재관리국, 1993 / C-고경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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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78년 간행된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

면 발굴조사 당시 월지의 북측 호안뿐만 아니라 서측 호안

에서도 또 하나의 출수구가 확인되었다(그림 1A·1B). 서측 

호안 출수구는 하단부에서만 파손흔적 일부가 확인될 정

도로 온전한 상태였다(그림 1C). 배수공(排水孔)을 갖춘 장

방형 석재의 출수구에 대해 조사단은 “발굴조사 전부터 월

지의 물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 존재했으며, 근년(近年)에 설

치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하였다.5 조사단은 서측 호안 

출수구도 월지의 배수와 연관된 시설로 이해했다. 다만 당

시의 출수구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발굴조사 도

면과 도판에서도 출수구만이 유일하게 확인되며, 출수로

(出水路)와 같은 연계시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발굴

조사 이전에 시행된 준설공사에서는 월지의 물을 빼내기 

위한 별도의 조치도 있었다. 1974년 작성된 안압지 준설공

사 지침에 의하면 월지의 제방 일부를 절단하고, 수로를 조

성하여 내부의 물을 외부로 배출시켰다.6

발굴조사 당시 서측 호안 출수구는 구전(口傳)을 통

해 조사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설치된 시설로 인식되

었다. 따라서 서측 호안 출수구는 월지의 역사적 가치와 밀

접한 관계가 없는 시설로 간주되었고, 개략적인 조사내용만

이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서측 호안 출수구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요하는 정황들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배수공을 통한 출수방식은 북측 호안 출수구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최상단 배수공의 높이는 조사단원

이 추론한 월지의 만수위(滿水位)와도 유사하다. 또한 월지

의 북서측 외곽에는 출수로로 추정되는 구거(溝渠)가 존재

하고 있었으며, 출수구와 구거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었을 가

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수구와 구거를 비롯

한 서측 호안 출수시설을 중심으로 월지의 배수체계에 관

한 실상과 내력을 재조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서측 호안의 출수시설에 관한 시론적 고찰을 통해 월지의 

남동측 입수시설과 북측 호안 출수시설에 집중되었던 배수

체계 논의를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p.56.

6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1974, 경주월성지구안압지준설조사 -안압지 준설공사-, 문화재관리국, 관리번호 BA0119551. “ ... 물을 빼기 위하여 수로를 낸 

뚝의 단면도를 자세히 작성한다....”

그림 1.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월지 서측 호안 출수구. (A) 평면, (B) 입면, (C) 도판 (출처: 문화재관리국, 1993, 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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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월지의 서측 호안 일대에 존재했던 출수시

설의 실체를 재조명하고, 해당 출수시설이 월지의 원형 또

는 문화경관적 변화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서측 호안 출수구의 위치

와 형태, 월지 북서측 구거와 서측 호안 출수구의 관계,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을 중점적으로 분

석하였다. 먼저 서측 호안 출수구의 위치와 형태에서는 

1932년 하라 히로시(原凞, はら ひろし)7가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1920년대에 존재한 ‘수낙구(水落口)’와 1970년대에 

발굴조사로 확인된 서측 호안 ‘출수구’의 동질성을 밝히고, 

출수구 설치시점의 하한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발굴조사보

고서에 수록된 서측 호안 출수구의 조사내용과 도면들을 

토대로 출수구의 제원과 형태적 특징을 재검토하고, 발굴 

이후 복원된 북측 호안 출수구와의 형태적·기능적 연관성

을 파악하였다. 이어 월지 북서측 구거와 서측 호안 출수

구의 관계에서는 1950~60년대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하

라 히로시가 작성한 실측도면을 토대로 월지 북서측 일대

에 존재했지만 현재는 사라진 구거의 실체를 새롭게 조명

하였다. 특히 지적원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거의 

위치와 평면형태를 토대로 구거와 출수구 사이의 위치적·

기능적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측 호안 출수

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에서는 서측 호안 출수시설이 월

지의 역사적 배수체계와 관련되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고문헌, 도면, 발굴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설에 따라 유의미한 근거와 정황들을 

파악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서측 호안 출수구의 위치와 형태

서측 호안 출수구는 북측과 서측 호안이 연결되는 지

점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10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었다

(그림 2). 그런데 서측 호안 출수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1932

년 하라 히로시가 일본 원예학회잡지(園芸学会雑誌)에 발

표한 朝鮮新羅臨海殿庭園(一)8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

라 히로시의 논문에도 월지의 서측 호안에 존재하던 출수

시설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하라 히로시는 동궁과 월지 일

대를 임해전정원(臨海殿庭園)으로 지칭하고, 정원의 내력

을 개괄하는 한편 전지(殿址), 못(池), 수류(水流), 경석(景

石), 축산(築山)의 편목별로 당시의 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하

였다.9 특히 못(池)에 관한 기술에서 “(월지의) 북서쪽 모퉁

7 하라 히로시(原凞, 1868-1934)는 일본의 농학자(農學者)이자 조원가(造園家)다.

8 原凞, 1932, 朝鮮新羅臨海殿庭園(一), 園芸学会雑誌 Vol.3 No.2.

9 하라 히로시는 1922년부터 1925년까지 3회에 걸쳐 임해전 일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안계복, 2015, 신라 동궁과 월지의 경관변화 추정에 관한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3 No.1, p.14.)

그림 2. 발굴조사로 확인된 서측 호안 출수구와 북측 호안 출수구의 위치

 (출처:문화재관리국, 1993, 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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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처에 수낙구(水落口)가 설치되어 있다”는 대목이 등장

한다.10 수낙구의 제원과 기능에 관한 부연설명은 없다. 현재 

일본에서도 수낙구라는 용어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

낙구는 ‘폭포 등 물이 흘러 떨어지는 곳’ 또는 ‘하수 등이 흘

러 나오는 곳’을 의미하는 일본어 ‘낙구(落口, おちぐち)’와 유

사한 시설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라 히로시가 언급한 수낙

구는 월지의 배수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출수시설로 이해

할 수 있다. 하라 히로시의 논문을 토대로 안계복(2015)도 

월지에는 2개소의 출수구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

혔다.11 특히 하라 히로시가 1922년에 실측하고, 논문에 수

록한 신라임해전정원실측도(新羅臨海殿庭園實測圖)에서도 

월지의 서측 호안 일대에 존재했던 수낙구가 별도의 심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 3).

10 原凞, 1932, 앞의 논문, p.19. “... 北西隅に近く水落口が設けられ、...”

11 안계복, 2015, 앞의 논문, p.20.

그림 3. 신라임해전정원실측도의 수낙구. A: 신라임해전정원실측도, B: 수낙구의 위치, C: 범례에 표기된 수낙구(출처:하라 히로시, 1932, 필자 편집)

A B C

그림 4. 신라임해전정원실측도(━)와 

 안압지 및 주변건물지 발굴평면도(━)의 중첩도면

그림 5. 중첩도면에서 유사한 위치로 확인되는 수낙구와 출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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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사실은 하라 히로시가 표기한 수낙구와 발굴

조사로 확인된 서측 호안 출수구의 위치가 매우 유사하다

는 점이다. 하라 히로시가 작성한 신라임해전정원실측도

와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안압지 및 주변건물

지 발굴평면도를 중첩할 경우에도 수낙구와 출수구의 위

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4·5)12 기능적 측면뿐

만 아니라 위치적 측면에서도 서측 호안의 수낙구와 출수

구의 동질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조사시점의 간극이 존재

하지만 1920년대 하라 히로시가 조사한 ‘수낙구’와 1970년

대 발굴조사로 확인된 ‘출수구’는 동일시설로 이해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서측 호안 출수구가 발굴조사 이전부터 존

재했다는 조사단의 설명도 수낙구와 출수구의 연관성을 시

사한다. 하라 히로시의 조사자료만으로는 서측 호안 출수구

의 설치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1922년 이

전부터 출수구(수낙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출수구의 설치시점은 적어도 1920년대 이전으로 소급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출수구의 규모와 

형태는 “출수를 위한 장방형 석재의 높이가 1.8m이며, 배

수를 위한 4개의 둥근 구멍이 파여 있었다”고 설명되어 있

다.13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도면과 도판을 토대로 출

수구의 규모와 형태를 재도해한 결과, 전체적인 규모는 약 

120㎝(w)×85㎝(d)×180㎝(h)이며, 원형 배수공의 간격은 

약 35~40cm, 직경은 약 12㎝로 확인된다(그림 6).14 배수

공은 목재마개의 개폐를 통해 월지 내부의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굴조사 과정에서도 총 6점의 목재마

개가 수습되었다. 출수구 아래에는 상하 2단의 대석(臺石)

이 설치되어 있었다. 대석의 상부와 하부 너비는 각각 

80㎝, 65㎝ 정도이며, 전체 높이는 약 45㎝이다. 특히 출

수구의 정면 일부는 양각(陽刻)으로 미세하게 가공되어 

12 두 도면은 임해전지 일대에서 조사된 석구(石溝) 유구를 기준으로 중첩하였다.

13 문화재관리국, 1978, 앞의 책, p.56.

14 출수구의 최하단 배수공은 발굴조사보고서 도판에서 비교적 원형(圓形)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지만, 도면에서는 반원형과 유사하게 작도되어 있다. 따라서 

출수구의 재도해 과정에서는 도판을 참고한 형태로 최하단 배수공을 작도하였다.

그림 6. 서측 호안 출수구의 형태와 규모 도해(좌:평면 / 우:입면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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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철형(凸形)과 유사하다. 또한 대석의 

상부는 방형으로, 하부는 상부보다 돌출된 원형으로 가공

되어 있었다. 출수구와 대석의 조형의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형태적 측면에서는 의장적 기교가 가미된 시설로 판단된다.

북측 호안 출수시설에서는 배수공을 갖춘 대석과 출

수구의 지붕돌로 추정되는 우진각 형태의 개석(蓋石)이 확

인되었다(사진 2). 대석은 길이 150㎝, 폭 30㎝의 2단 별석

(別石)으로 구성되었다. 상단과 하단 이음부분의 배수공은 

약 15㎝의 직경이며, 목재마개로 막힌 상태였다(사진 3).15 

상단 석재의 윗면에도 직경 7㎝ 정도의 반원형 배수공이 

가공되어 있었다. 특히 상단 석재의 윗면에는 폭 15㎝, 길이 

100㎝, 깊이 1㎝의 장방형 홈이 파여 있었고, 개석의 아랫

면에도 길이 100㎝, 폭 30㎝, 깊이 1㎝의 홈이 파여 있었다. 

따라서 대석과 개석의 전반적 형태를 토대로 북측 호안 출

수구는 비신(碑身)을 갖춘 비석(碑石)과 유사한 구조로 추

정되고 있다. 비신으로 볼 수 있는 부재가 발견되지 않은 상

태에서 조사단은 출수구(비신)의 형태와 기능을 다음과 같

이 유추하였다.

“물을 빼는 시설은 2.1m 높이의 큰 장대석 같은 돌에 

위에서 밑으로 네 개의 구멍을 뚫어 이 구멍에 나무마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유지할 수면(水面)에 따라 

못 물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16

그런데 조사단이 추정한 북측 호안 출수구의 형태, 즉 

‘배수공을 갖춘 큰 장방형 석재’는 서측 호안 출수구의 형

태와도 매우 유사하다. 물론 배수공의 유무는 대석의 형태

와 목재마개를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사진 3). 반면 

배수공의 수량을 4개로 특정한 점은 서측 호안 출수구에

서 조사된 배수공의 수량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발굴

조사로 확인된 유구에서 북측 호안 출수구의 배수공 수량

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로는 서측 호안 출수구가 유일하기 

15 북측 호안 출수시설의 목구(木溝)에서도 목재마개가 꽂혀 있는 상태의 배수공이 조사되었으며, 직경은 약 15㎝이다.

16 문화재관리국, 1978, 앞의 책, p.384.

사진 2. 북측 호안 출수구의 대석과 개석(출처:문화재관리국, 1993)

사진 3. 대석의 배수공과 목재마개

 (출처:고경희, 1989)

사진 4. 복원 직후의 북측 호안 출수구

 (출처:정재훈, 1978)

사진 5. 현재의 북측 호안 출수구

 (출처: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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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발굴조사 직후부터 시행된 월지의 호안석축 복

원공사 과정에서 북측 호안 출수구의 비신은 3개의 배수공

을 가진 형태로 복원(재현)되었다.17 배수공의 수량에 차이

가 있지만 조사단이 추정한 형태와도 흡사하다(사진 4·5). 

따라서 서측 호안 출수구는 북측 호안 출수구에서 확인되

지 않은 비신의 원형 추정과 실물 복원을 위한 참조대상으

로 활용되었다고 추정된다.18

2. 월지 북서측 구거(溝渠)와 서측 호안 출수구의 관계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서측 호안 출수구가 

월지의 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시설로 설명되었다. 지당(池

塘)의 일반적인 배수체계를 고려하면 출수구를 통해 유입

된 물은 출수로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가도록 계획된다. 그러

나 월지에서는 서측 호안 출수구의 후면부 호안에 대한 정

밀조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수로의 현존 여부는 확

인되지 않았다. 이송(1984)도 월지의 호안석축 이하 연못 바

닥까지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호안석

축 이상과 연못바닥 하부(토층)에 대한 추측이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19 그런데 1954년과 1968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서 월지 북서측 제방20의 외곽으로 남북방향의 구거가 뚜렷

17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대석과 개석에 파인 홈을 근거로 출수구가 대석, 비신, 개석이 비석처럼 결구(結構)되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비신 위에 개석을 올려두는 형식으로 복원되었다.

18 참조여부는 월지 호안석축 복원정비에 관한 정비계획보고서 또는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자료의 구득은 불가한 상황

이다. 국가기록원에도 월지의 복원정비에 관한 기록물이 다수 소장되어 있지만 북측 호안 출수구의 복원에 관련된 문서나 설계도서는 찾아볼 수 없다.

19 이송, 1984, 한국고대정원과 일본고대정원과의 비교연구-안압지와 동원지를 통하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1 No.3, p.271.

20 월지의 실제 호안석축과는 범위, 축조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진 6. 월지 북서측 구거의 위치와 변화양상. (A) 1954년, (B) 1968년, (C) 1967년, (D) 1977년, (E) 1992년, (F) 2014년 

 (출처: A·B·D·E-국토지리정보원 / C-문화재관리국, 1978 / F-Daum지도)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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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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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확인된다(사진 6A·6B). 특히 구거의 남측 종단부가 월

지의 북서측 제방과 연결된 상태라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월지 북서측 구거는 발굴조사 시점에도 존재했고, 준설용 수

로와 연결되어 물을 배출하는 용도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발굴조사 직후부터 진행된 월지의 복원정비 과정에서 구거

의 남측부터 점차 매립되었고, 현재는 완전히 복개된 상태다 

(사진 6C-6F).

월지 북서측 구거는 하라 히로시가 작성한 신라임해전

정원실측도에서도 나타난다(그림 7). 해당 도면에서 구거의 

유수(流水) 방향은 북쪽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구거의 남측 

종단부는 수낙구의 서측에 인접하고 있다. 화살표 형식으로 

표기된 수낙구의 심볼은 월지의 물이 서쪽 방향으로 배출되

어 구거에 합류되던 출수체계를 시사한다. 특히 1913년 제

작된 지적원도에서도 ‘L’ 형태의 ‘구거(溝)’ 필지가 동일하게 

확인된다(그림 8). 동쪽으로 굴절된 형태의 남측 종단부는 

당시 월지의 범위로 측량된 ‘못(池)’ 필지와 연접하고 있다. 

특히 구거의 지적선을 발굴조사 평면도에 중첩시킬 경우 남

측 종단부의 횡방향 축선을 기준으로 약 5m 이내에 출수구

가 위치한다(그림 9). 따라서 당시 월지의 배수체계에서 북

서측 구거는 서측 호안 출수구와 유기적 관계의 시설로 이

해할 수 있으며, 두 시설의 설치시점은 적어도 1913년 이전

으로 소급될 수 있다. 또한 북서측 구거와 서측 호안 출수

구 사이에는 약 5m의 이격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호안 내

부에는 구거와 출수구를 연결하는 암거형 출수로가 설치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출수구로 배출된 월지의 물이 암

거형 출수로를 통해 구거에 유입된 이후 북쪽방향으로 약 

50m를 흘러가며, 월지 북측에 위치한 동서방향의 구거21로 

다시 합류되는 배수체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발굴조사 이후 

시행된 복원정비 과정에서 구거가 완전히 매립되었기 때문

에 현재는 지적선을 통해 구거의 위치와 평면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다(그림 10).

그림 7. 신라임해전정원실측도에 표기된 수낙구와 구거의 유수 방향

그림 8. 1913년 지적원도에 기록된 구거(溝)와 

 월지(池)의 필지

그림 9. 월지 북서측 구거와 서측 호안 출수구의 

 위치관계

그림 10. 항공사진을 통해 본 구거와 

 출수구의 위치(출처: Daum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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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

월지의 복원공사 이전까지 서측 호안에는 출수구와 구

거로 구성된 일련의 출수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서

측 호안 출수시설에 대해서는 조성사실뿐만 아니라 조성시

기와 성격에 관한 규명도 필요하다. 조성시기와 성격에 따라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는 다양한 관점에

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지는 약 1300년 전

의 고대 정원유적이며, 당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 빈약하다. 따라서 월지의 원형에 관한 이해와 해석은 주

로 발굴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조영 이후의 변

화상도 실증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안계복(2015)은 

문무왕 연간의 조영시점(674년)부터 하라 히로시의 조사시

점(1922년)까지 월지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

문에 원형경관을 추정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22 

현재도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을 확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전무하다. 추가의 고고학적 증거도 기대

하기 어려우며, 출수구의 소재(所在)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지적원도의 제작시점을 고려하면 출수구와 

구거를 비롯한 서측 호안 출수시설은 1910년대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하라 히로시의 실측도면

에 표기된 수낙구의 위치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20

년대 월지 북측과 서측 호안의 수제선(水際線)은 1970년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호안보다 확장된 범위였다. 수낙

구는 발굴조사로 확인된 실제 서측 호안의 출수구와 동일

하기 때문에 1920년대 당시 월지의 수제선에 위치하지 않

는다. 반면 수낙구와 더불어 당시 월지의 북동측 일대에 존

재했던 출수시설(수문과 출수로)은 수제선과 분명하게 연관

되어 있었다(그림 11).23 1979년에 작성된 안압지조경공사설

계변경 문건에 의하면 북동측 출수시설은 일제강점기 당시 

월지의 물을 배출하기 위해 무넘기24 방식으로 조성된 시설

로 기록되어 있다.25 또한 하라 히로시는 북동측 출수시설에 

대해 월지의 동북쪽 만입부(灣入部)에 필요 이상의 물을 빼

내는 용도로 석갑(石閘)이 설치되어 있고, 석갑을 통해 떨어

진 물이 동쪽에서 흘러오는 ‘천지구(天池溝)’라는 수로로 빠

져 나간다고 설명했다.26 즉 서측 호안의 출수구(수낙구)와 

북동측 출수시설의 수문은 수제선과의 연관관계뿐만 아니

라 형태와 규모, 출수방식과 체계 등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21 하라 히로시는 이 구거의 명칭을 천지구(天池溝)라고 표기하였지만 구체적 의미는 파악하기 어렵다.

22 안계복, 2015, 앞의 논문, p.14.

23 안계복(2015)은 북동측 출수시설이 월지의 원형과 관련된 북측 호안 출수시설보다 동북쪽 방향에 치우친 상황을 주변 농토의 관개를 위해 변형된 결과로 

해석하였다.(안계복, 2015, 앞의 논문, p.15.)

24 차고 남은 물이 흘러넘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종의 둑.

25 정비공사 당시 북동측 출수시설은 기능을 상실했고,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매몰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국가기록원 소장문서, 1979, 안

압지조경공사설계변경, 문화재관리국, 관리번호 BA0004390)

26 原凞, 1932, 앞의 논문, p.19. “...東北隅の灣入部に余水吐の石閘が築かれてゐる。 水は落ちて、 傍側近距に於て東より流れて來る水路天池溝に泩が

れる。...”

그림 11. 1920년대 월지의 수제선과 출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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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27 결국 서측 호안 출수시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북동측 출수시설과 상이한 형식으로서 수제선의 점진적 변

형단계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서측 호안 

출수시설을 근대 이전의 역사적 배수체계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근거와 정황들도 확인된다. 따라서 월지의 

원형 또는 문화경관적 변화상과 관련하여 서측 호안 출수시

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

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월지를 제언(堤堰)으로 인식한 기록과 월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근거한 ‘조선시대의 농업용 관개시

설(灌漑施設)’이다. 조선 전기의 문인 김시습(金時習, 1435-

1493)은 월지에 관한 제영시(題詠詩)에서 “신라 망국의 일이

지만, 지금의 봄물은 좋은 벼를 기른다(此是新羅亡國事, 而

今春水長嘉禾)”28고 기록하였다. ‘봄물’과 ‘좋은 벼’는 조선시

대 농업문화와 관련된 월지의 실상을 함축하고 있다. 강석근

(2017)은 유락(遊樂)의 장소였던 월지가 벼농사에 물을 공

급하는 저수지로 변한 상황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

다.29 특히 1757년(영조33)부터 1765년(영조41)까지의 전국 

읍지를 집대성한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도 월지는 ‘안압

제(雁鴨堤)’라는 저수지로 등장한다. ‘안압제’는 경주부(慶

州府)의 동쪽 5리에 있으며, 둘레 1210척, 깊이 3척의 규모

로 기록되어 있다.30 1832년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1871

년 『영남읍지(嶺南邑誌)』에서도 동일한 둘레와 수심의 ‘안압

제’가 등장한다.31

‘안압제’는 월지의 문화경관적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

는 단초로서 신라 왕실의 유락공간이었던 월지가 조선시대

에 농업용수 확보 목적의 저수지로 전용된 사실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제언의 기능은 물의 저장과 배출이며, 농경지

그림 12. 1913년 지적원도에 나타난 월지 북서측 일대의 토지이용양상 그림 13. 서측 호안 하층석축에 부속된 출수구

27 특히 북동측 일대에 출수시설이 신규로 조성되었다는 점은 당시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기능적 비효율성에 따른 배수체계 개선 의도를 시사한다. 다만 구

거에 유수 방향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기능 상실 단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28 『매월당집(梅月堂集)』, 卷之十二, 遊金鰲錄, 安夏池舊址.

29 강석근, 2017, ‘안압지’의 이름과 ‘안압부평(雁鴨浮萍)’의 의미 연구 -안압지(雁鴨池) 제영시(題詠詩)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Vol.68, p.151.

30 『여지도서(輿地圖書)』, 慶尙道, 慶州, 堤堰. “雁鴨堤在府東五里周一千二百十尺深三尺”

31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慶州, 堤堰. “鴈鴨堤周一千二百十尺深三尺” / 『영남읍지(嶺南邑誌)』, 慶州, 堤堰. “鴈鴨堤周一千二百十尺㴱三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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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출수시설이 조성된다.32 따라

서 조선시대의 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 변모한 상황을 가정

하면 서측 호안 출수시설은 주변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개시설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후

기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의 토지이용양상을 유추할 수 있

는 지적원도에서도 월지 북서측 일대가 주로 농경지로 이

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12). 오늘날에도 월지 

북서측 일대에는 농경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

나 소규모 배수공을 통한 관개가 수문개폐 방식보다 비효율

적이라는 점33 그리고 출수구의 구성부재와 외관에서 의장

성이 나타난다는 점, 조선시대 월지의 수제선 범위가 분명하

지 않다는 점에서는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시원을 조선시대

의 농업용 관개시설로 단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출수구의 위치와 형태에 근거한 ‘월지 조영 

당시의 수위조절용 출수시설’이다. 월지의 서측 호안에서 1

호~4호 건물지 기단의 호안석축은 1단으로 구성되었다. 반

면 5호 건물지가 위치한 구간은 상층과 하층의 계단식 호

안석축으로 축조되었다. 출수구가 위치한 구간도 계단식 석

축으로 축조되었고, 출수구는 하층 호안석축에 부속된 형

태로 조사되었다(그림 13). 하층석축과 출수구의 정연한 배

치관계를 통해 하층석축의 매몰 또는 교란 이전부터 출수

구가 존재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또한 서측 호안의 하층

석축은 동·남·북측의 호안석축 그리고 세 섬의 호안석축과 

동일한 높이로 축조되었다.34 다시 말해 월지의 수제선은 서

측 호안의 상층석축이 아닌 하층석축에 형성되었다.35 결국 

서측 호안의 하층석축에 부속된 출수구는 월지 본연의 수

제선과 만수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배수공을 통한 출수

방식도 북측 호안 출수구와 동일하게 월지의 수위조절을 위

한 목적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월지의 발굴조사단원이었던 고경희(1989)는 월

지의 만수위를 지면에서부터 약 1.6m로 이해했다.36 주목할 

사실은 서측 호안 출수구의 최상단 배수공부터 지면까지

의 높이도 약 1.6m라는 점이다(그림 6). 하단부의 배수공 3

개소를 목재마개로 막고, 최상단 배수공을 개방하면 월지의 

만수위를 1.6m 높이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다. 결국 출수구

를 비롯한 서측 호안 출수시설은 월지의 조영단계부터 계획

된 수위조절 측면에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37 또

한 북측 호안 출수구에서 확인된 우진각 형태의 지붕돌을 

고려하면 서측 호안 출수구의 의장적 특징도 왕실 정원으

로서의 기교를 보여주는 의도적 조치로 해석된다. 북측 호

안 출수구처럼 서측 호안 출수구가 월지 동남측 입수시설의 

대칭적 위치에 설치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전통

공간에서는 입·출수시설의 대칭적 배치방식이 지당 조성

에 관한 일반적 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측 

32 김현희·최기엽, 1990, 韓國 傳統灌漑施設의 類型과 立地特性, 응용지리 No.13, p.78, 83.

33 수문개폐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는 김제 벽골제나 수원 만석거(萬石渠)가 대표적이다. 고대 수리시설로 잘 알려진 김제 벽골제에는 현재 장생거와 경장거

의 2개 수문이 남아 있다. 만석거는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연간에 수원 화성 장안문 북쪽에 조성된 저수지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수

갑전도(水閘全圖)에는 만석거에 설치되었던 수문이 도설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34 한국전통조경학회, 2011, 앞의 책, p.72.

35 조사단은 하층 호안석축이 거의 물에 잠기고, 그 위에 놓인 자연괴석들이 수면 위에 떠있는 듯한 경관이 연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문화재관리국, 

1978, 앞의 책, p.55.)

36 고경희, 1989, 앞의 책, p.36.

37 월지의 북측과 서측 호안에 2개소의 출수시설을 조성한 의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황상일(2007)은 월지를 수량이 많은 용천(湧泉)이라고 밝히면서 강

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상당한 수량이 확보되었을 것으로 분석하였고(황상일, 2007, 고대 경주 지역의 홍수 가능성과 인간 활동, 대한지리학회지 Vol.42 

No.6, p.894.), 홍광표(2016)도 월지의 조성목적을 저류지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입출수시설이 저류지로서의 온전한 기능 유지를 위한 의도적 시설이

라고 밝혔다(홍광표, 2016, 월지 조성 목적의 중의성(重意性)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4 No.3, pp.68~76.). 따라서 이원적(二元的)으로 구성된 

출수시설은 월지의 만수위를 넘는 과도한 수량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수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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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 출수시설을 월지의 원형요소로 전제하면 조선시대까

지 존속되던 출수시설이 농업용 관개시설로 전용되었다는 

가설 제기도 가능하지만 뚜렷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Ⅳ. 결론

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월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

된 서측 호안 출수구를 재조명하고, 출수구와 구거로 구성

된 서측 호안 출수시설이 월지의 역사적 배수체계와 연관

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발굴조사 당시의 서측 호안 

출수구는 조사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설치되었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출수구와 구거를 비롯한 서측 호안 출

수시설을 월지의 원형 또는 문화경관적 변화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정황들이 일부 확인된다. 세부적으

로는 서측 호안 출수구의 위치와 형태를 재검토하고, 월지 

북서측 구거와 서측 호안 출수구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한

편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975년 발굴조사로 확인된 서측 호안의 ‘출수구’와 

1922년 하라 히로시가 조사한 ‘수낙구’는 위치와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시설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전에 따른 발굴

조사단의 설명과 달리 1920년대 이전부터 이미 서측 호안

에 별도의 출수시설이 존재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

다. 출수구는 장방형 석재를 가공한 시설이며, 세부규모는 

약 120㎝×85㎝×180㎝로 확인된다. 또한 출수구에는 수

위조절 목적의 배수공이 설치되어 있었고, 배수공을 통한 

출수방식은 북측 호안 출수시설과 동일하다. 특히 서측 호

안 출수구는 북측 호안 출수구의 복원과 관련된 참조대상

으로 추정된다.

1913년 제작 지적원도에서는 월지의 북서측 외곽으

로 ‘L’ 형태의 구거가 확인된다. 특히 구거의 남측 종단부와 

서측 호안 출수구는 약 5m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하며, 횡

방향의 동일한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월지의 

배수체계에서 구거와 출수구는 유기적 관계의 시설로 판

단된다. 특히 월지 북서측 구거는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

성시기를 1910년대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단초다. 현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호안석축 내부에는 구거와 출

수구를 연결하는 암거형 출수로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출수구로 유입된 물은 암거형 출수로와 구거를 통해 

월지의 북서측 일대로 배출되었다.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은 두 가지 측

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월지가 조선시대의 농업

과 관련된 장소로 묘사되었다는 점, 월지가 안압제라는 농

업용 저수지로 기록되었다는 점, 구거가 위치한 월지 북서

측 일대의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에 근거한 

‘조선시대의 농업용 관개시설’이다. 두 번째는 출수구가 월

지의 수제선을 형성하는 하층 호안석축에 부속되었다는 

점, 배수공을 통한 출수방식이 북측 호안 출수구와 동일하

다는 점, 출수구 최상단 배수공의 높이와 월지의 만수위

가 약 1.6m로 유사하다는 점에 근거한 ‘월지 조영 당시의 

수위조절용 출수시설’이다. 관련 근거와 정황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시원은 후자의 가설

에 무게를 둘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서측 호안 출수시설에 관한 시론적 

고찰을 통해 월지의 배수체계에 관한 논의대상을 확장하

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근거자료의 부족으

로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실체는 포괄적으로 규명되지 못

했다. 예를 들어 월지 조영 당시의 출수시설이 조선시대에 

관개시설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처럼 제기 가능한 여러 가

설에 대해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또한 통일신라

시대와 조선시대에 관련된 일부 논의와 달리 고려시대 월

지의 실상과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

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도 분명한 연구적 한계다. 서측 

호안 출수시설의 조성시기와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루어진 일부 작위적 추론들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다양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후속과제의 필

요성을 절감한다. 나아가 현재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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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 동측 왕경유적의 고고학적 성과에 이어 향후 월지 북

서측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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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 Drainage Facility of the 
Western Shore in Wolji Pond

This study highlights a drainage gate and a ditch, which existed around the whole area of the western shore 

of Wolji Pond(月池) and focuses on a possible connection between the drainage facility on the western shore 

and the historical drainage system of Wolji Pond. Specifically, it primarily considered locations and the form 

of a drainage 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western ditch of Wolji Pond and the drainage gate, and the 

establishment period and the character of the drainage facility on the western shore.

The drainage gate found in excavation in 1975 is determined as the same facility as Surakgu(水落口) recorded 

on an actual measurement drawing, 1922. Therefor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re were already the drainage 

facility in the western shore of Wolji Pond before the 1920s. The drainage gate constructed by processing 

rectangular stones has four drainage holes for controlling water level. The way of the drainage through the 

drainage holes is the same as that of the northern shore of Wolji Pond.

From a cadastral map drawn in 1913, it is found that the ditch existed in northwest of Wolji Pond. The 

ditch was proximate to the drainage gate and shared the same axes. Hence, the ditch and the drainage gate 

are determined as a organic facility connected to the drainage system of Wolji Pond. In particular, the ditch 

existed in northwest of Wolji Pond is the basis for judging that the drainage facility in the western shore were 

established before the 1910s. Water flowed in through drainage holes of the drainage gate is drained into the 

northwest of Wolji Pond, through the ditch.

The establishment period and the intention of the drainage facility on the western shore can be interpreted 

in two aspects. First, they might be 'a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y in the Joseon era', given that Wolji Pond was 

recorded as a agricultural reservoir, and that the whole northwestern area of Wolji Pond was used as farm land 

areas. Second, they might be 'a drainage facility for controlling the water level in creating Wolji Pond', given 

that the drainage gate was annexed to the lower shore forming the waterline of Wolji Pond, and that the hight 

of drainage holes on top of the drainage gate was similar to the full water level of Wolji Pond. Considering the 

related grounds and circumstance, the latter possibility is high.

Abstract

Oh, Jun-Young

Department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Graduate School of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piscez27@naver.com

Keywords  Wolji Pond, Anapji Pond, Drainage System, Drainage Facility, Anapje Reservoir

Received 2018. 06. 29 ● Revised 2018. 08. 13 ● Accepted 2018. 08.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