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2, June 2019, pp.196~219.
Copyright©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황룡사 구층목탑은 백제의 장인 아비지(阿非知)에 의해 선덕여왕 13년(645)에 건립

된 것으로 전한다. 이후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고군의 침략으로 사찰이 완전히 불타버리기 전까지 약 700년 동안 당

시대인의 정신문화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상징이자 호국불교의 구심체로서 존재하였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

들이 문헌기록과 발굴조사 자료를 근거로 황룡사 창건 목탑에 대한 구조와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다양한 복원안을 제시

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황룡사 목탑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목탑지의 외형적인 형태와 단순한 목구

조를 가정한 사각구층의 형태였다. 이는 관련 자료의 부족과 제한된 지식으로 인해 황룡사 창건 목탑의 기술적 계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새로운 자료의 발견과 고대 대형 불탑의 구조 체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충분히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진행된 <황룡사 복원 연구>를 통해 정리된 목탑지에 대한 재분석 자료를 근거로 동아시

아 고대 불탑의 구조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속에서 황룡사 창건 목탑의 계보와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황룡사 창건 목탑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걸쳐 적어도 두 번의 큰 중창을 겪는 동안 기단의 규모

와 평면 형식 등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상부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발굴조사 결

과 드러난 유구에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하는 구층목탑과 관련된 흔적은 현재 판축으로 조성된 기단토와 심

초석 정도이며, 그외 초석과 기단 석재 등 대부분은 9세기 이후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황룡사 창건 목탑의 실질적인 구조는 당시 동아시아 대형 불탑의 변화과정 속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기술적 

계보는 북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대형 불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에 표현된 9층 마애

탑의 모습과 황룡사지 강당지에서 출토된 금동제 불탑 난간편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고고자료를 근거로 황룡사 창건 목

탑의 이미지를 추정해본다면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순수한 목구조를 한 

사각구층탑과는 다른 형태로 파악되는데, 아마도 실심체를 갖춘 이원 구조의 팔각구층탑일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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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신라는 법흥왕14년(527)에 불교를 공인하고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를 창건하였다. 이어서 진흥왕 14년(553) 2

월 월성 동편의 습지를 매립하여 신궁(新宮)을 짓던 중 황

룡이 나타난 것이 인연이 되어 절로 고쳐짓기 시작하는

데 이를 황룡사(皇龍寺)라 했다고 『삼국유사(三國遺事)』

는 전한다. 진흥왕 27년(566)에 1차 가람이 완성되었으

며, 이후 진흥왕 35년(574) 금동장육존상(金銅丈六尊像)

이 주성(鑄成)되고 진평왕 6년(584)에 금당이, 선덕여왕 

13년(645)에는 백제의 장인 아비지에 의해 구층탑1(이하

에서는 창건 구층목탑 또는 황룡사 목탑이라 칭함)이 각

각 세워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려 고종 25년

(1238)에 일어난 몽고군의 침략으로 사찰이 완전히 불타

버리기 전까지 약 700년 동안 신라를 대표하는 중심 사찰

로 그 법맥을 이어왔다. 특히 황룡사 창건 구층탑과 관련

한 연기 설화에서 “해동의 여러 나라가 모두 그대의 나라

에 항복할 것”이라는 원향선사(園香禪師)의 말이나 “이웃 

나라들은 항복할 것이며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할 것”이

라는 신인(神人)의 말은 황룡사의 호국불교적 성격을 가

장 잘 대변해준다. 황룡사는 신라인의 불교적 정신문화 

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성지이며 신라 호국정

신의 구심체였다. 하지만 13세기 전반에 소실된 후 사역

은 모두 전답으로 변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황룡사는 재건

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사지 

일대는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1976년 경주관광종합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기 전까지 경주시 구황동이라는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

다. 황룡사는 현재 건물의 기단부와 여러 개의 초석만이 

남겨진 모습이지만, 규모에 있어서 국내 최대급이었을 뿐

만 아니라 사역의 중앙부에 위치한 구층탑의 규모가 225

척(약 80m 내외)이라는 것으로 보아2 오늘날에도 세인의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한 대형 사찰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황룡사는 삼국시대에 신라가 추구하였던 가

장 이상적인 불국토를 실현하려는 무대였고, 당시 구층탑

은 신라 왕경의 도시적 표식물(landmark)이었으며 이웃 

나라 백제의 장인이 함께 참여하고 고구려적 건축 요소도 

담겨 있는 국제 협력의 장이었다. 특히 황룡사 구층탑은 

당대 최고의 기술이 발휘되었던 최첨단 건축 현장이었으

며, 공예·미술·조각·의장 등이 함께 협력했던 종합예술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

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축 연

구로만 한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3 

최근 황룡사 탑지 기단부의 발굴자료를 재분석한 결

과 구층탑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걸쳐 적어도 두 번의 

큰 중창을 겪는 동안 기단의 규모와 평면 형식 등이 변화

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상부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드러난 유

구에서 백제의 아비지가 건축한 것으로 전하는 구층탑과 

관련된 흔적은 현재 판축으로 조성된 기단토와 심초석 정

도이며, 그외 초석과 기단 석재 등의 대부분은 9세기 이

후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4 이는 통일신라 이후 사

리장엄구를 재봉안하면서 초석과 기단 석재를 새로 설치

하였으므로 1층의 규모와 상부 구조가 창건 구층목탑과

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며 고려 시기에도 이 초석들을 재

배치하고 심초석에 뚜껑돌을 설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이전 시기의 구층탑과는 규

모나 구조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 

1 진흥왕 14년(553)에 황룡사를 창건할 당시에 탑이 세워졌을 개연성은 매우 높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본고에서는 선덕여왕 13년

(645)에 아비지에 의해 건립된 구층탑을 창건 목탑으로 보고자 한다. 

2 『三國遺事』 券三 第四 塔像篇. 皇龍寺九層塔條.

3 이왕기, 2012, 「황룡사 가람 배치 재검토에 대한 토론문」 『황룡사 복원연구포럼』, 국립문화재연구소, p.154.

4 배병선, 2012, 「황룡사 9층목탑 복원 연구」 『황룡사 복원연구포럼』, 국립문화재연구소,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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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진행된 <황룡사 복원 연구>

를 통해 정리된 현 목탑지에 대한 재분석 자료를 근거로 동

아시아 고대 불탑의 구조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 속에서 

창건 구층목탑의 계보와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

함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Ⅱ.   목탑지의 분석과  
창건 구층목탑의 인식

1976년부터 약 8년간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3차의 중

수과정을 거쳐 1탑 3금당 형식의 가람을 갖추고 복랑(複

廊)으로 이루어진 황룡사의 가람 모습이 연구자들에 의하

여 상정되었다.5 특히 황룡사 구층탑은 기록상으로만 본다

면 600년간 여섯 차례의 중건을 거쳤는데, 이는 건물 높이

로 인한 낙뢰의 피해가 잦았기 때문이며 중건 규모에 따라

서 황룡사 탑의 건축 제도가 크게 변화되었을 것으로 파악

된다. 그동안 창건 구층목탑의 구조와 형태가 끝까지 지속

되지 못하고 중간에 몇 번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선

학의 지적6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에는 고문헌과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황룡사 구층탑의 건축 제도가 크게 

세 번 정도 바뀐 것으로 보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7 

그동안 발굴 결과와 문헌기록 등을 바탕으로 황룡사 

목탑의 복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여덟 개의 

복원도가 제시되었는데, 장기인, 후지시마 가이치로(藤島

亥治郞), 김정수·박일남, 김동현, 권종남의 안(案)과 김인

호, 북한 제작 복원 모형이 그것이다(그림 1). 황룡사 목탑

에 대하여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처음으로 연구를 시도한 

학자는 장기인과 후지시마 가이치로였다. 장기인은 황룡

사 복원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로 구층탑의 복원도를 작성

한 것인데 무하앙계 공포를 사용하였으며, 1층이 7칸인데 

반해 2층부터 6층까지를 5칸, 7~9층을 3칸으로 하여 체감

시켜나간 구조로 파악하였다.8 또한 후지시마는 황룡사 관

련 기록을 토대로 구층탑의 연혁과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노출된 초석 간의 거리를 실측하여 탑과 금당의 

용척(用尺)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구층탑의 

추정 복원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시하였다.9 탑의 층별 칸 

구성은 장기인의 안과 거의 동일하나 하앙 형식의 공포를 

사용하며 평면 칸수에 관해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점은 특

징인데, 전체적으로 현존하는 일본 목탑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김정수·박일남은 고려 청동탑과 현존하는 중층 

건물 등을 참조하여 1~3층은 7칸, 4~6층은 5칸, 7~8은 3칸, 

9층은 2칸으로 체감률을 높게 적용한 안을 제시하였다.10 

5 문화재관리국, 1984,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 

조유전, 1987, 앞의 논문.  

김동현, 1991, 「경주 황룡사에 대한 유구 내용과 문헌자료와의 비교 검토」 『불교미술』 10, 동국대학교박물관. 

6 황룡사 탑의 건축 제도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창건 구층탑이 지속되다가 제3차 중건 시 탑을 다시 세운 것으로 본 견해(조유전)와 3차 중건 시까지는 약간 변하

지만 제4차 중성 시에는 많은 목재를 들여 9년의 긴 공사 기간을 거쳐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본 견해(권종남)가 있다. 이들은 모두 두 번의 큰 변화가 창건 구층탑에 있

었다고 한다.                                                                                                                                                                                                              - 

조유전, 1987, 「신라 황룡사 가람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4~5.                                                                                                          - 

권종남, 2006, 『황룡사구층탑』, 미술문화, p.206.

7 황룡사 제1목탑의 건축 제도는 심주를 세워서 완성한 창건 목탑으로 높이가 225척이며 2차 중성 시(645~871년)까지 존속하였다. 제2목탑의 건축 제도는 많은 

재목을 모아 2년여의 공사를 통해 옛 것을 헐고 새롭게 세우면서 높이가 22장으로 약간 축소되었고 목탑의 형식은 사리와 찰주가 있었던 내부 및 저층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유지한 채 상층부와 외관 등만 바뀐 것으로 3차 중수(871~1021년)까지로, 제3목탑의 건축 제도는 제4차 중성 이후부터 폐사 시(1021~1238

년)까지로 공사 기간은 9년이나 소요되었으므로 탑 일부분의 해체 수리가 아닌 거의 재건에 가까운 큰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 

윤일이, 2011, 「황룡사 목탑의 가구구조」 『황룡사 복원 고증 연구』(황룡사연구총서 8), p.23. 

8 장기인, 1976, 「황룡사 9층목탑 복원공사」, 삼성건축설계사무소. 

9 藤島亥治郞, 1976, 『韓の建築文化』, 藝艸堂. 

10 김정수·박일남, 1981, 「황룡사 9층목탑의 형태 추정에 관한 연구」 『건축』 제25권 제102호,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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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황룡사 구층탑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체계

화시킨 김동현은 기존 복원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11한 후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 조영 당시 동아시아 목구조의 흐름

을 고려하여 균일 체감 방식이지만 체감률이 다른 안보다 

낮으며 평좌를 사용한 적층 구조로 이루어진 복원안을 제

시하였다.12 또한 권종남은 중국·일본 목탑의 구조 형식을 

비교하여 하앙식 공포를 사용한 황룡사 구층탑의 추정 복

원안을 제시하였는데 입면과 더불어 내부 가구 구조에 대

해서도 언급하였다.13 

그동안 발표된 황룡사 구층탑의 다양한 복원안은 여

러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주로 쟁점으로 논

의되고 있는 것은 층 연결 방식에 있어서는 층단주를 이

용한 평좌를 구성하여 구조된 적층 방식(김동현/1992)인

지 혹은 상하층을 관통하는 고주를 이용한 통주 방식(장

경호/1991)인지 하는 문제와, 입면의 체감률은 남산 탑곡

이나 동 시기 유물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각층 칸

수의 설정은 물론이고 목탑의 구조와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으므로 구조적·의장적인 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백제의 장인 아비지가 구층목탑의 건립에 참여하였다

는 기록에서 백제의 하앙 형식 공포가 사용되었는지 혹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무하양 형식의 공포인지의 문제, 심주

는 여러 개의 단주를 연접시킨 구조인지의 여부, 초층이 

7칸인 것은 동일하나 2층부터 주칸이 동일하게 7칸으로 

설정된 것인지 혹은 5칸으로 줄어들었는지의 여부 등 대

체로 구층탑의 구조 및 의장 모습에 대한 것이다.

황룡사 목탑은 창건을 포함하여 6차의 중건을 거쳤

고 최소한 세 번 이상 목탑 제도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황룡사 목탑 복원안

은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

며 명확한 시점에 대한 검토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황룡사 목탑은 삼국~고려

시대에 걸쳐 존재했었고 여러 번의 중건을 거쳤기 때문

에 복원 시 시대별 특성 혹은 목구조의 계보적 특성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14은 타당하다. 즉 현재 황룡사지

에 남아 있는 목탑지 유구가 선덕여왕 14년(645) 창건 당

시의 것인지, 경문왕 11년(871)에 진행된 3차 중성 시의 

모습인지, 아니면 고려 현종 13년(1021)에 완료된 4차 중

11 김동현, 1982, 「황룡사 9층목탑의 5개 복원안에 대한 비교」 『계간미술』 22.

12 김동현, 1992, 「黃龍寺の建築計劃に關する硏究」, 東京大學 博士學位論文.

13 권종남, 1998, 「한국 고대 목탑의 구조 및 의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윤일이, 2011, 앞의 논문, p.34.  

그림 1 황룡사 구층탑 복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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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의 것인지 등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은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의 구조와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빼놓

을 수 없는 작업이며, 또한 현 목탑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은 그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던 황룡사 목탑 복원안의 

진정성과도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 의미와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황룡사 목탑의 영건 관련 기록과 실제 유구를 

비교하여 양식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변화를 연구하려

는 새로운 시도는 2005년의 <황룡사 복원 고증연구>에

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유구의 어느 부분이 언제 조성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으며, 문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황룡사 가람이 여러 차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탑

은 삼국시대 선덕여왕에 의해 창건된 이후 몽골과의 전쟁

으로 소진될 때까지 모두 사면 7칸 규모인 것처럼 알려지

게 된 것이다.15 이는 현재 남아 있는 유구에 대한 심층적

인 분석을 통하여 목탑지의 변화과정을 검증해보고자 하

는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으며 적극적이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것이자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황룡사 목탑지

의 심초석 하부에서는 진단구 혹은 지진구로 보이는 백자

항아리·동경·금동제태환이식·청동완 등이 수습되어 창건 

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나 심초석 상면

의 사리공 내부 출토 유물은 창건과 제3차 중수 때에 넣

은 유물들이 혼재하고 있는 점, 사천주 초석은 다듬지 않

은 형태이고 사천주 초석의 하부에서 기단 갑석, 기단 탱

주석으로 추정되는 부재들이 출토되어 4차 중건과 그 이

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사천주 초석까지 손댄 큰 공사가 

있었던 점, 초석의 모양이 일률적이지 않고 초석 적심석 

사이에 와편과 부식토가 들어가 있는 등 재시공된 초석과 

적심이 없는 초석이 존재한 점, 목탑지 서북쪽 모서리의 

기단 지대석은 길이 2.9m로서 서쪽 상면에 촉구멍이 파

여 있고 내면이 다듬어져 있는 점, 목탑지 심초석의 사리

공을 중심으로 직경 90㎝의 원형 기둥을 세웠던 주좌 흔

적이 나타나서 심초석 상면에 놓여 있는 대석괴는 후에 

설치된 점 등은 중건 시 초석의 이동과 변화를 엿볼 수 있

는 것이다. 이는 발굴보고서에서도 창건 구층목탑의 중

건 혹은 보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16 현 목탑지

에서 창건 당시의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방형의 기단

토와 심초석 정도이며 사천주 초석 하부는 최소 한 번 이

상의 큰 공사를 하였고, 외진주 초석과 기단석 및 제2탑

구석도 전체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목탑

지의 중심 부분에는 창건 목탑의 모습이, 외곽 부분에는 

최종 목탑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17 

또한 목탑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목탑지의 기단 규모 

등에 대한 분석적인 검토와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의 실체

에 기술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연구도 있다.18 이에 의

하면 황룡사 목탑에 대한 기록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황룡사찰주본기(皇龍寺刹柱本

紀)』, 『고려사(高麗史)』, 『혜심무의자시집(慧諶無衣子詩

集)』,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영

건기록과 목탑지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정밀한 비교를 통

하여 황룡사 목탑의 건축 형식을 삼국시대 창건 목탑, 통

일신라 경문왕대 중건 목탑, 고려 현종대 중건 목탑으로 

나누고 있다. 특히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특징적인 사건

과 황룡사 목탑의 창건 및 중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서 황룡사 목탑은 창건 후 적어도 다섯 차례 정도 중건되

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중 경문왕대에 진행된 3차 중수 

기록은 탑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 30여 년간 재목을 모은 

15 배병선, 2012, 앞의 글, p.97.

16 문화재관리국, 1984, 앞의 책, pp.56~59.

17 윤일이, 2011, 앞의 논문, pp.23~30.

1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황룡사 복원 제1차 심화연구』, pp.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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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승려와 관인들이 공사에 직접 참여한 것, “始廢舊造

新”하였다는 기록19으로 보아 3차 중수에서는 창건 구층

목탑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목탑이 조영되었음을 제시

하며, 645년 이후 몇 차례의 자연재해와 720년의 부분적

인 중수를 거쳐 새롭게 탑이 조영되기 전인 871년까지만 

창건 구층목탑이 존속하였던 것으로 보았다.20 또한 『황룡

사찰주본기』에 의하면 건축에 참여한 집단은 백제의 장

인 아비지와 이간 용춘이 주축이 되었고 장인 200명이 참

여한 것으로 보아 백제의 건축 기술이 창건 구층목탑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鐵盤己上 

高七步, 己下高三十步三尺”21나 “鐵盤己上高四十二尺己

下一百八十三尺 慈藏以五臺所授舍利百粒 分安於柱中 幷

通度寺戒壇及太和寺塔”22이라는 기록으로 구층탑의 구조

는 철반과 찰주가 있고 심주를 세워 그곳에 사리를 봉안

한 구조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발굴조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현재의 목탑

지는 굴광 판축기초 구조에 있어서 판축기초의 되파기 각

도가 서로 다른 점이 보이는데, 작업 동선으로 이용되는 

부분의 되파기 각을 비교적 완만하게 처리한 점과 굴광 

계획선이 건축물 평면 크기와 맞지 않게 시공된 점은 주

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이미 선학의 연구에 의해 삼국~고

려시대의 지역별 굴광 판축기초 건물지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굴광 판축기초 공법은 백제에서 신라

로 전파된 기술23로서 굴광 계획선과 시공한 건축물의 평

면 크기는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황룡사 목탑의 경우에

는 상층 기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크기와 위치가 일치하

지 않으며24 탑구석으로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더 큰 것임

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리고 굴광 계획선을 기준으로 창건 구층목탑의 평

면 구조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주망 배

치(격자형/방사형), 평면 칸수(5×5칸/7×7칸), 주칸 크기

(등간격/부등간격), 기단 형식(단층/이중), 차양칸 설치 여

부, 심초 및 사천주 설치 여부 등의 문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주망 배치는 일반적인 격자형도 적용될 수 있지만 

백제 목탑지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본다면 방사형 주망 배

치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방으로 차양칸이 설치된다면 평

면 칸수는 5×5칸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주칸 크기가 

현재의 간격인 3.17m보다 클 경우라면 실심체 구조를 가

지는 구조여야 하며 발굴조사 시 심초석 하부에서 통일신

라시대의 금동투조판불과 청동완, 청동합 등이 출토되었

고 사리공에 봉안된 사리기 내함으로 볼 때 현존 심초석은 

창건기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와 함께 5

×5칸 이상을 가지는 대형 건물에서는 구조적으로 사천주

가 생략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창건 구층목탑에서

는 현재와는 달리 사천주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파악

된다. 결국 건축물의 규모만을 추정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서는 창건 당시의 평면형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더욱

이 평면형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상부 구조

를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황룡사 창건 구

층목탑과 같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층간 연결 방식이

19 文聖大王之代年□ 旣久向東北傾國家恐墜擬將改作□ 致衆材三十餘年其未改構 今上卽位十一年咸通辛卯歲恨□ 傾乃命親弟上宰相伊干魏弘爲今 臣寺主惠與爲聞

僧及脩臨典...(중략)...道俗以其年八月十二日始廢舊造新. 『皇龍寺刹柱本紀』 第2板(內面).  

20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앞의 책, p.46.

21 『皇龍寺刹柱本紀』 第1板(內面).

22 『三國遺事』 券三 第四 塔像篇 皇龍寺九層塔條.

23 조원창, 2009, 「황룡사 중건 가람 금당지 기단 축조술의 계통」 『문화사학』 32. 

한욱, 2009, 「6~8세기 백제·신라 건축의 축기부 비교 연구」 『문화재』 42-2. pp.128~131.  

24 목탑지 굴광 계획선의 크기는 동서 약 28.3m, 남북 약 29.7m이나, 목탑의 평면 크기는 상층기단 지대석 외연을 기준으로 동서 95.2척, 남북 95.5척이다. 

이는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0.3m, 0.28m 정도, 남쪽은 약 1.11m 정도 작으며, 북쪽으로는 약 1.6m 정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대석 외연에

서 5.2척 거리에 탑구석이 설치되어 있어서 목탑의 이동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앞의 책,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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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면의 체감률, 공포 형식, 심주의 형식, 차양칸 설치 

여부 등은 서로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상부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25 

특히 현재 남아 있는 목탑지가 고려 때의 중건 범위

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이는 고려 

현종 12년(1021)에 목탑이 북쪽으로 기울어서 조유궁(朝

遊宮)의 재목을 사용하여 9년 동안 지었다고 한 기록26을 

발굴조사 시 확인된 토층도와 비교해볼 때 고려시대의 적

심은 통일신라대에 조성된 기단 상면을 되파기하여 조성

하였으므로 창건 당시의 목탑 적심은 대부분 파괴되어 남

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적심은 고려 때 중건한 목탑의 

것으로 완전한 격자형 주열로 이루어져 있어 상부 구조는 

한 변 7칸의 거대한 건물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목탑

에 사용된 영조척은 335㎜ 내외의 송관척(宋官尺)에 가까

운 용척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 목

탑의 주칸 거리인 3,176㎜를 9.5자로 나누어보면 한 자가 

334㎜ 정도로 산출되고 있으며(그림 3), 이것은 고려시

대 건물인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강릉 객사문 

등 대부분의 고려시대 건물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현 황룡사 목탑지의 영조척은 334㎜이며 한 칸이 

9.5척으로 고려시대에 중건된 것이라는 분석27은 황룡사 

25 현재로서는 황룡사 목탑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을 통하여 창건 구층목탑과 관련된 유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창건 당시의 정확한 평면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앞의 책, pp.55~71.

26 『高麗史』 「世家」. 顯宗三年五月...撤慶州朝遊宮以其材修皇龍寺塔.

27 목탑의 기단 지대석 외연을 기점으로 측정한 길이는 총 28.9m이다. 이를 334㎜ 영조척을 적용하여 환산하면 86.5자가 된다. 목탑은 총 7칸으로 계획되었으므로 

평면 한 변의 길이는 총 66.5자(9.5×7칸)가 되고 외진 기둥으로부터 기단 끝까지는 10자로 정확하게 떨어진다.  

배병선, 2012, 앞의 논문, pp.96~113.

약 28.3m

약 29.7m

그림 2   황룡사 목탑지 굴광 판축 규모(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황룡사 복원 제1차 심화연구』,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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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尺

기단전장 28.9m

그림 3   황룡사 목탑지 영조척 분석(배병선, 2012, 「황룡사 9층목탑 복원 연구」, p.107).

A-A'

9尺 9尺 9尺 4.5尺

1尺=353mm

1尺=334mm

1尺=334mm

B.M.-2500%

8.3尺

10尺 9.5尺 9.5尺 9.5尺 4.75尺

10尺 10尺 10尺 5尺

창건 구층목탑의 상부 구조를 추적하는 데 간과할 수 없

는 중요한 견해로 평가된다.

어쨌든 현재 남아 있는 황룡사지 목탑지는 선덕여왕 

14년(645)에 조성된 구층탑의 흔적과 통일신라 이후 붕

괴에 직면한 창건 구층목탑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에 걸쳐 추가된 흔적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창건 당시의 원형이 변형된 현재의 상태를 근거로 

구층탑을 복원하려는 것은 형태와 구조가 불명확한 탑의 

그림자를 좇아 창건 구층목탑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므

로 더욱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Ⅲ.   동아시아 불탑의  
전개 양상과 구조 체계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은 절이다. 절의 중심은 

사리를 보관하는 불탑이며, 불탑은 오랜 기간 절의 중심

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탑은 간

다라 및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한국·일본으로 전래되

었는데, 탑 고유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황룡사 창건 구층

목탑의 구조는 고대 동아시아 불탑 건축의 형성과 전개과

정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동아시아 고대 불탑 가운데 먼저 인도의 스투파는 

기대·복발·평두·산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산치탑(Sanchi)은 둥근 기단 위에 반원형 동산으로 이루

어지고 꼭대기 부분은 평평하고 그 위에 돌난간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는 영광과 영예를 상징하는 천개 또는 보개가 

있으며 그것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다. 반원형 돔 주위의 

기단부에는 좁은 통로가 있어서 예배자의 행렬이 이 통로

를 따라 스투파를 돌게 되어 있다. 스투파의 내부에서 발

견된 유물은 기단부 또는 꼭대기 등에도 안치되나 대부

분은 중심축에 위치하여 정상부 보개로 연결된다. 이러

한 양식의 스투파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에 세

워진 기념물이며, 이것이 간다라 지역으로 전달되면서 한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둥근 기단은 사각형으로 바뀌고 

사방에 계단이 마련되며, 사각 기단에는 벽기둥, 주열, 불

상을 안치한 벽감 등 건축적인 구조가 표현되었다. 예배

자들이 스투파를 돌며 벽감에 모신 불상에 기도를 드리는 

성로로 사용된다. 이후 대좌는 3·4층으로 된 탑신으로 발

전하며 상부의 상륜은 보개가 11개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형체는 날씬하고 높아지는데, 이러한 스투파는 대략 서기 

150년부터 400년 사이에 많이 세워졌다. 

한편 중국의 탑은 인도의 스투파와 다른 형태로 발

전하였다. 하부 구조의 층이나 계단을 늘림으로써 수직

적 성향이 한층 더 강조되었고, 각층을 구별하는 띠돌림

이 발전해서 넓이가 각각 다른 지붕이 돌출되었다. 각층

은 하나하나 포개어 놓은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게 만들

어졌고, 반원형 돔은 점점 작아져 상륜부의 받침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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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중국식 탑의 발전은 문헌자료에 의하면 4세기 

전반에 벌써 다층목탑이 건립되었고, 450년이나 500년경

에는 중국 북부의 운강석굴이나 용문석굴의 부조에서 완

전히 발달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 자체의 망루나 

누각과 같은 건축 구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탑

의 재료는 나무·벽돌·돌·금속 등이 다양하게 쓰였고, 형식

은 단층형·누각탑(다층탑)·밀첨탑·라마탑·금강보좌탑·화

탑 등이고, 평면 형태는 4각형·6각형·8각형·12각형 등이 

있다. 이러한 중국식 탑은 5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 한국

과 일본 탑의 기본형이 되었다.28

한반도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4세기 후반이다. 고구

려에서는 372년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되어 성문사와 

이불란사가 건립되었고, 광개토왕은 평양에 구사(九寺)

를 창건하였다. 백제는 384년 동진으로부터 호승이 와 불

사(佛寺)를 세우고 승려 10명을 둔 것을 시작하여 7세기 

전반에 백제 불교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불교가 중국을 

통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찰은 중국식 건축으로 지어

졌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건축술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

에 전파되었다. 신라는 527년에 불교가 공인되어 7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융성하게 되었다. 흥륜사와 영흥사가 

건립되었고 이어서 황룡사·분황사·삼량사 등이 창건되었

으며, 8세기가 되자 신라의 불교는 황금시대를 맞아 산중 

깊은 곳에도 절이 세워졌다. 한국의 초기 불탑 형식은 누

각식 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재료에 따라 목탑·석탑·

전탑·금속탑이 조영되었다. 평면 형태는 방형 또는 팔각

형 등 다각형인데, 목탑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많

이 세워졌으며 거듭된 병란으로 불타버려 현존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법주사 팔상전(1626년)이나 쌍봉사 대웅전

(1690년/1984년 화재로 소실 후 재건)이 있다. 전탑과 석

탑은 크게 유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은 석탑

은 독립적인 노선을 이루며 크게 발전하여 현재 전국에 

1,000여기 이상이 남아 있다. 

일본은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해진 아스카(飛鳥)시

대 초기부터 목탑이 조영되었다. 최초의 목탑은 『일본서

기(日本書紀)』에 의하면 585년에 건설된 오노오카(大野

丘)의 북탑이나 그 형식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확인 가능

한 탑은 593년에 심주를 세우고 596년에 완성된 아스카

데라(飛鳥寺)의 목탑으로 백제에서 건너간 공장에 의해 

세워졌다. 기단의 한 변은 12.1m로 호류지(法隆寺) 오층

탑과 거의 같은 크기여서 층수도 5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타치바나데라(橘寺), 시텐노지(四天

王寺), 주구지(中宮寺) 등에서도 당시 목탑의 존재가 밝

혀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초기 불탑은 목탑이 먼저 지어졌다. 목

탑의 형식은 중층 누각식이 주류이고, 평면 형태는 방형

과 팔각형의 다각형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불탑은 전탑

과 석탑으로 재료의 변화가 이어졌는데, 이는 불교의 숭

배 대상이 사리를 봉안한 탑에서 불상을 모시는 금당으로 

옮겨가는 것에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화재·지진·낙뢰

에 취약한 재료의 문제, 다각 목조 건물을 세울 때 필요한 

기술의 문제, 나무라는 재료적 특성이 갖는 잦은 개축으

로 요구되는 자금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탑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흙이나 벽돌로 뼈

대를 만들고 목조로 외장을 꾸민 전목탑이 세워졌고, 우

리나라에서는 7세기 말부터 석탑이 주로 조영되었으며, 

일본에서는 3칸과 높이 5층 이내의 중소형 목탑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목탑지 유구를 통해 각국의 목탑 규모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대부분 대형 목탑이 건축되었고, 일

본에서는 중소형 목탑이 선호되었다. 한국에서도 대형과 

중소형의 목탑이 동시에 세워졌는데, 대체적으로 중국에

서 한국·일본으로 갈수록 목탑의 규모가 대형에서 중소

형으로 축소되고 있다.29

28 디트리히 젝켈 지음, 백승길 옮김, 1985, 『불교미술』, pp.119~149.

29 윤일이, 2011, 앞의 논문,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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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고대 건축의 기술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다면 불탑의 구조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30 첫 번째 유형은 내부와 외부의 구조체가 별개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 체계이다. 내부의 구조체가 중심부

를 형성하고 외부의 구조체는 부가적 방식으로 구성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불탑 건축에서 요구되는 두 가

지 필수적인 구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조합한 구조 체

계라 할 수 있다. 즉 수직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한 대

응 구조로서 조적식 구조를 취하고 이 구조체의 외피를 

형성하면서 수평력에 대응하는 구조로서 가구식 구조를 

취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건축 기술에 대한 한계를 두 가

지 방식의 혼합 구조로 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단위 부재를 쌓는 조적식 구조로서 

내부와 외부를 통합하는 일원화된 구조 체계이다. 이원 

구조 체계와의 상관성을 살펴본다면 내부 구조체가 외부

로 표출되는 경우로 구조체 자체가 표면화되는 개념이

다. 수직 하중을 형성하는 구조체 자체의 무게를 경감하

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동(空洞)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

한 조적식 구조 체계는 공동의 내부 공간에 횡부재를 삽

입하여 수평력에 대응하기도 하나 밀실한 내부 구조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횡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부 공간을 형성하고 상층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공

간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조적식 구조 

체계로 일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면에서 가구식 구

조를 표현하려는 노력은 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 구조와는 연관

되지 않았으며 아치형의 창호나 지붕과 처마를 내쌓기로 

하는 방식은 조적식 구조 개념이 충실히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가구식 구조로서 내부와 외부를 통

합하는 일원화된 구조 체계이다. 이원 구조 체계와의 상

관성을 고려해보면 외부의 구조가 골조화를 이루면서 내

부까지 관입되는 유형으로 구조체 자체가 형상을 구현하

게 된다. 수평력의 대응에 보다 의미를 두고 강조한 구조 

방식으로 수직적인 하중 전달에 유리하도록 육중한 벽체

를 버리고 전체적으로 구조의 경량화를 의도한 것으로 판

단된다. 심주는 상륜부만을 지지하는 독립적인 부재이지

만 전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시 횡력 대응에 기여

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다만 상층으로의 공간 활용은 불

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상륜부를 제외한 부분의 규모는 상

징적인 의미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가구식 

구조의 특성상 부재 길이의 한계가 평면과 높이 규모의 

결정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 체계의 상관성은 개별적인 이원적 구조 

원리가 공존하는 체계에서 하나의 구조로 통합되고자 하

는 과정에 따른 대응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원 구조 

체계는 5~6세기 중국 북위의 황실과 관련한 대형 불탑 건

축에서 나타나는 구조 체계로서 이후 대형 불탑 건축에

서 일원적 구조 체계보다 비교적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일원적 구조 체계는 불탑 건축으로서 주안점을 어디

에 두는가에 따라 각각의 유형으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인 다층 구조 확보와 성소로서

의 상징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공통적으로 지속

되어왔으나 층별 공간의 확보와 상층으로의 수직적 이동

에 대한 공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은 조적식 구조 체계로 

통합된 반면 불탑의 자립과 존속을 위하여 규모가 축소되

면서 횡력 대응을 위해 구조적으로 최적화하려는 노력은 

가구식 구조 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Ⅳ. 백제 대형 불탑의 구조와 계보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과 같은 대형 불탑을 동아시아 

고대 불탑의 구조 체계 속에서 찾는다면 과연 어떤 유형

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백제 아비

30 조은경, 2011, 「미륵사지 석탑의 구조체계와 축조 해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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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의해 황룡사 구층탑이 완성되었다는 기록과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보다 먼저 건축된 백제의 대형 불탑에서 우

선적으로 그 흔적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제석사지와 미륵사지에 남아 있는 탑지에 대한 치밀한 검

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제석사지의 경우31 목탑지의 기단 규모는 

21.2m(하층), 19m(상층)이나 이중기단과는 별도로 목탑

의 중심부에는 한 변이 11.2m인 방형의 단 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그림 4-A). 지하 굴광 축기부는 

0.76m로 비교적 얕은 굴광부를 갖는 반면 지상으로 올려

쌓은 기단 내부토는 무려 2.52m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 

최대 3.28m의 높이를 갖는다.32 이와 같이 높은 기단토의 

축조는 단지 내부시설로서의 단이 아니라 중국 영녕사 목

탑지나 조평성 불사 등의 경우와 같은 내부 구조체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고대 동아시아의 대형 다층 

불탑의 축조 기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내부 구조체

의 상부에 거대한 방형의 심초석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

록에서 “塔下礎石”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초석의 아래 부

분은 탑신부가 아니라 기단부로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발굴조사 내용을 통해 심초석을 중심으로 하부

에 불단과 같은 단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추정한 

바 있는데, 중심에 심초석과 밀실하게 다져진 판축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높은 기단부가 형성되어 벽면에는 불

감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탑지에서 발견된 높이

가 1m 정도 되는 초석은 상부에 원형으로 면을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측면에는 면석과 같은 부재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 이것이 불감이 조성된 기단의 측면을 구성하는 

부재 중 하나였을 가능성도 높다.33 

따라서 제석사 목탑이 7층이라는 문헌기록에 근거

하여 층수를 고려한 평면과 구조의 추정을 시도해본다면 

상층 기단면의 폭은 390㎝ 정도로 외진열과 내진열이 모

두 이 상층 기단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초석의 

크기(가로 72~93㎝, 세로 85~98㎝)를 고려했을 때 초석

의 중심선은 내부 불단 지대석의 바깥쪽, 또한 상층 기단

면으로부터 최소 70㎝ 이상 안쪽에 배치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주칸 거리는 250㎝ 정도가 적정할 것으

로 판단되며, 이를 제석사 목탑지의 기단 크기를 고려하

여 배치하면 상층 기단면에 7칸의 외진을 구성하는 외진

주열과 내진주열이 배치된다. 외진주열에는 장초석을 사

용하여 내진주열과의 레벨 차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또한 고대를 형성하는 축기부의 하부를 마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B).34 

한편 미륵사지 서탑의 구조 체계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백제의 대형 불탑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알

려주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석탑은 해체 전 6층까지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1층까지 해체를 진행하면

서 확인된 미륵사지 서탑의 평면 구조는 현존하는 가구식 

31 제석사지는 남북 중심축선상에 중문-탑-금당-강당-승방을 배치하고 주변을 회랑과 동·서 건물로 구획하였으며, 사역의 규모는 서건물지의 외측 기단과 북승방지의 

북측 기단, 중문지의 남측 축기부를 기준으로 동서 115m, 남북 173m로 1탑 1금당식의 백제 사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3, 『제석사지 Ⅱ』.

3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1, 『제석사지 Ⅰ』.

33 조은경, 2011, 앞의 논문, p.257. 

34 조은경, 2017, 「6~7세기 백제왕도 사찰 건축의 성격」 『6~7세기 백제사에 있어서 익산의 위상』.

그림 4 제석사지 목탑지 평면 및 기둥 배치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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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체계의 불탑 건축의 그것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주칸 거리는 2.5m이며 전체 탑신의 폭은 7.5m 정도에 불

과하지만 1층 내부에는 심주석이 존재하며 최소 4층 높이

까지 수직으로 쌓여져 있고 그 위로 찰주가 세워졌을 가

능성이 높다. 심주석 1층 부분은 내부 공간에 노출되면서 

정교하게 가공된 것을 볼 수 있는데 1단 심주석의 상면에

는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다.35 

미륵사지 서탑은 주초석과 기둥석이 명확하게 표

현되어 있어서 3×3칸의 평면 구성을 하고 있다. 초석은 

정방형으로 귀기둥의 초석을 제외하면 각면에 2개씩 모

두 12개의 초석이 놓여 있는데 외부 입면에서 볼 수 있듯

이 각 부재는 정확하게 개별 부재로서 표현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내부에는 기둥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측면 벽석을 2단 또는 3단으로 쌓아 

각 방향 통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즉 내부에는 사천주

와 같은 내진주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4개의 구획으로 

나눠지는 방형 적심은 외부 부재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36 즉 4개의 적심부가 실심체와 같이 석탑

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외부 입

면부재를 제외한 내부 구조는 정연한 축조 기법이라기보

다는 석재와 흙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적심체를 

이루고 있어 내·외부의 분리 구조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A). 이러한 적심석의 분포는 수직응력 및 변위의 

전체 분포 양상 측면에서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는데(그림 5-B), 적심석을 채운 경우 최대 수직

응력이 30~50% 정도 감소하였고 1층의 경우에도 약 12% 

감소하였다.37 이러한 내·외부의 분리 구조 체계는 내부를 

항토 등의 실심체로 축조하고 외부를 목조로 축조하는 

혼합 구조의 이원 구조 체계로서 북위 영녕사, 북제 조팽

성 불사 등 북위 시기 황실 사원의 대형 불탑 건축에 적용

되었던 건축 기술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불탑 건축에 사

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실심체는 이원 구조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기단부와 일체형을 이루며 하

나의 거대한 돈대로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체감을 형성하

면서 상당한 안전성과 강성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 

미륵사지 서탑에서 볼 수 있는 내·외 이분의 구조 체

계와 내부 구조체의 축조 등은 당시 중국 남조의 건축이 

갖고 있던 가구식 구조와는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 미

륵사지 서탑은 단순히 가구식 구조 체계의 외형을 갖고 

있는 ‘목탑의 번안’이 아니라 조적식 구조 체계의 역학적 

특성을 인지하고 가구식 구조 체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소화해낸 당시 ‘불탑 구조 체계의 새로운 해석과 적용’으

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내부와 외부로 분리되

는 구조 체계의 독특한 적용 방식으로서 ‘석탑’으로 규정

되는 우리나라 불탑 건축 구조 체계의 성립을 가능케 하

였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38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시원

형 석탑으로서 미륵사지 서탑은 후대에 끼친 영향이 큰 

35 미륵사지 영조척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려척(35.636㎝)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미륵사지 서탑의 사리공 크기(25×25×26㎝)와 심주석 크기(100×75㎝), 

심초석 길이(150㎝), 1층 초석 한 변의 길이(평균 100㎝), 주칸 거리(약 250㎝), 1층 탑신 전체 폭(약 825㎝), 주초석 전체 폭(850㎝) 등으로 보아 남조척이 용척

으로 함께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배병선, 2011,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계획안」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p.141.

36 조은경, 2009, 「미륵사지 서탑 축조의 구조 원리에 관한 기초연구」 『문화재』 42권 2호, p.98.

3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미륵사지 석탑 구조 안전성 평가 연구』.

38 조은경, 2011, 앞의 논문, p.240.

그림 5 미륵사지 석탑 1층 평면 및 하중 전달 경로 해석도.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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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특히 석탑의 기단부 구성에서 

본다면 비교적 이른 시기의 대형 석탑은 탑신부에서 부재 

구성을 단순화하거나 통재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지만, 기단부에서는 적심부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면서 상

부로부터의 하중을 지지하고 이를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

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륵사지 서탑에서는 수직 하중의 

지지가 초석과 초반석을 통하여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로

서 기단 구성 부재와 분리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

였던 것이다.39 

7세기 전반 백제의 미륵사지 서탑 조영은 새로운 시

도였다. 유사한 사례가 없는 3원 병렬식의 독특한 가람 

배치와 주요 건물인 금당의 초반석과 초석의 이중 구조,40 

평면의 비례, 동·서탑의 기단부 구조 등에서 보더라도 이

전 백제의 건축과는 다른 구조와 형식을 가졌다. 그동

안 6세기 중반까지 존속한 남조의 양(梁)에 의한 영향력

은 불교의 흥성과 함께 백제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무녕

왕과 성왕이 통치했던 기간에 지대하였을 것으로 이해되

며, 미륵사를 비롯한 백제의 건축에는 남조의 발달된 건

축 문화가 수용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6세기 후

반이 되자 신라가 남북조와 직접 교류하고 백제가 북조와 

교류를 재개하였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는 백

제의 한강 유역 회복과 상실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북조와의 교류를 재개하고 북제에 이은 북

주·수 등 북조 왕조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자

극으로 작용하였다. 6세기 후반 백제는 한강 유역의 회복

을 위하여 고구려와 신라를 동시에 대적하는 상황이 전개

되었으나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의 전사를 계기로 

이후 신라는 고구려와의 긴밀한 관계를 도모하였을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신라에 대하여는 직접적으

로 공격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북조 왕조와의 교섭을 통하

여 고구려의 관심을 서북쪽으로 돌려놓기 위한 견제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7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변

화하면서 신라는 중국과의 교류를 원하였고 백제의 대외

정책은 신라와 수의 교섭 저지와 빼앗긴 영토의 회복이라

는 두 가지 국면으로 전개되었다.41 

7세기 전반 무렵 백제와 수·당의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문화 교류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부각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세기를 전후하여 위덕왕대 여

섯 차례, 무왕대 네 차례에 걸쳐 수에 사신을 파견한 기록

이 보이며, 무왕대 당과의 교류는 모두 13회 정도가 확인

되고 있다. 주로 고구려의 견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목

적에 따른 조공 관련 기사가 대부분이지만, 백제가 북조

와의 교류에 치중한 점과 관련하여 6세기 후반 이후에 북

조계 문물이 널리 유행하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그

림 6). 특히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흑유관이나 익산 왕궁

리 유적과 부여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점화문병 조각 

등은 북조계 자기와 연결되며 관북리 출토 금동광배, 능

산리 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에서 보이는 인장와의 전통은 

북위의 영향으로 언급되고 있다.42 또한 능산리 사지와 정

림사지 출토 소조보살상·승상·호법상 등의 표현 기법이

나 제작 방법은 중국 북조의 소조상들과 유사하며, 특히 

손빚기 성형과 소성 방식 등은 낙양 영녕사 출토품의 제

작 방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43 또

한 이러한 제작 기법은 능산리 사지뿐 아니라 제석사지 

39 조은경, 2011, 앞의 논문, p.264.

40 초석 아래에 초반석이 설치된 구조는 북위 영녕사 목탑과 북위 조팽성 불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張馭寰 지음, 한동수 옮김, 1997, 「북위시기 낙양 영녕사탑에 관한 복원연구」 『건축역사연구』 6권 2호, pp.148~149. 

41 박윤선, 2006,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교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9.

42 성윤길, 2006, 「부여 관북리 출토 금동광배」 『미술자료』 74, pp.76~78. 

정치영, 2011, 「백제·고구려와 위진남북조 제와술 비교 연구」 『중앙고고연구』 8호, pp.136~139.  

김환희, 2014, 「백제 사비기 인장와의 변천과 제작공정 체계화」,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5~69.  

43 이병호, 2006, 「부여 정림사지 소조상의 제작시기와 계통」 『미술자료』 7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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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장에서도 확인되어 7세기 전반대에도 그 영향은 지

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미륵사의 조영이 이루어지는 7세기 전반은 수·

당 시기에 해당하며 따라서 7세기를 전후한 수·당의 불교

문화가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수·당대의 불교문화가 사상적으로 동부 지역과 강남 

지역의 불교로서 장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융합되어 나타

나지만 불교조각 양식에 있어서는 북조의 전통이 계승된 

장안 지역의 조각 양식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

다.44 수는 남북조 시기의 분열을 통일하고 문제와 양제에 

걸쳐 숭불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당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장안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다. 양제 시기에 동도(東都)로 건설된 낙양 역시 불

교문화의 중심이 되었는데, 장안과 낙양 지역의 불교조각 

양식이 북제와 북주의 양식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다는 점

은 주목된다. 북주의 장안 지역을 중심으로 수미산, 산서 

지역에 영향을 미친 원령 통견식 석가입상의 도상적 특

징, 교령삼 착의, 쌍령하수식 통견의 착의 형식 등은 북주 

그림 6   백제 사비기 북조계 유물 및 낙양 영녕사 목탑지 관련 자료

불상광배(관북리 출토)

흑유관(부소산성 출토) 청자접화문병편(정림사지 출토)

소조상(능산리사지 출토)

낙양 영녕사 목탑지및 복원안 양홍훈(楊鴻勳) (張馭寰, 2000)

소조상 북위 보태2년명(532년) 불상광배

소조상(정림사지 출토) 인장와

44 양은경, 2002, 「수대 장안·낙양지역 불교조각 연구」 『강좌미술사』 1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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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북제의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수대에 성행한 도

상적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제석사지 폐기장 출토 

7세기대 소조상편에서 보이는 북조적 영향은 당시 수·당

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동 시기의 양식적 특성일 가능

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은 미륵사

지 서탑의 구조에서 보이는 기술적 계보와도 깊게 연관되

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의  
구조와 이미지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의 실체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문헌과 고

고학 자료로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당시 

동아시아의 대형 불탑에 적용된 조탑 기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

를 종합해본다면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의 구조는 당시 동

아시아 대형 불탑 건축에 널리 적용된 이원 구조 체계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

다. 그럼 고고자료로서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실제 건축은 아니

지만 경주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에 모사된 9층탑과 7층탑

에 주목해보아야 하는데, 특히 얕은 부조와 선각으로 구

성된 마애탑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창건 구층목탑

의 이미지를 추정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남산 탑곡 마애탑은 동남산에 위치한 옥룡암에서 

50m 정도 올라가면 높이 9m, 둘레 30m에 이르는 큰 바위

에 새겨져 있다. 거대한 바위의 북면에는 삼존상, 여래상, 

비천상, 승상, 목탑, 사자, 인왕상, 나무 등 제상이 새겨져 

있어 장관을 이루는데, 더욱이 바위 남면 앞쪽에 있는 석

조여래입상과 삼층석탑을 제외하면 이 바위에 새겨진 여

러 형상들은 모두 얕은 부조로 조각되어 있어 마치 생생

한 벽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그림 7). 특히 남

산 탑곡 마애조상군의 제작 시기는 7세기 중엽~8세기 초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45 탑곡 조각 중에서 

북면에 새겨진 9층과 7층의 마애탑은 신라의 목탑을 복원

하는 데 있어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

하는 예가 없는 고대 대형 불탑의 구조와 의장을 반영하

고 있는 것이어서 그동안 연구자의 주목을 받아왔다.46 

여기에서 9층으로 표현된 마애탑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단은 이층이며 하층 기단보다 상층 기단의 

높이가 높다. 이층 기단 위에 9층의 탑신부가 표현되어 

있는데, 1층 처마는 하층 기단만큼 내밀었고 상층 기단

은 처마 안쪽에 형성되어 있다. 처마 끝에는 풍탁이 달려  

45 박홍국, 2004, 「수인이 법의에 가려진 신라 불상 소고」 『신라문화』 26, pp.305~312.

46 朝鮮總督府, 1940, 『慶州南山の佛蹟』(朝鮮寶物古蹟圖錄 第2). 

황수영·김길웅, 1990, 『경주 남산 탑곡의 사방불암』, 통도사성보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 Ⅲ』.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경주 남산』. 

최민희, 2004, 「경주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 Ⅰ 북쪽면의 마애9층탑 상륜부 변천에 관한 고찰」 『경주문화논총』 제7집. 

箱崎和久, 2007, 「경주 남산 탑곡 마애탑에 관한 건축적 연구」 『한일문화재논집 Ⅰ』, pp.436~461. 

그림 7   경주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 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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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47 탑신과 각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각층 탑신은 내부를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각각의 중

심부가 수직으로 구분되고 있다. 9층의 옥개 위에는 정치

한 상륜이 조각되어 있는데 크기나 각 부분의 간격, 비율

은 현존하는 일본의 목탑과 거의 유사하다.

이 9층 마애탑에서 추정할 수 있는 평면 규모는 모사

된 기둥의 배치로 보아 2×2칸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는 실제적인 9층탑의 구조를 갖춘 것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평면이 5×5칸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며48 

비교적 도드라지게 부조한 부분의 양단을 기둥의 위치로 

보면 바위에 표현된 탑의 도상은 주요한 구조체를 중심으

로 모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그림 8). 특히 2개소의 

구획 중심부에 표현된 수직선은 탑이 부조된 깊이에 주목

하여 자세히 살펴볼 때 외부의 평면을 표현한 부분보다 얕

은 부조로 되어 있어 이보다 안쪽, 즉 내부의 구조체를 표

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49 마치 2칸의 평면처럼 보이는 중

요한 내부의 구조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일종의 투영 방식

으로 표현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중앙에 모사된 기

둥의 좌우에 표현된 수직선은 1층부터 9층까지 연속적으

로 이어지고 있어서 내부 구조체가 수직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50 이러한 내부 구조체의 구조 방식이 

별도의 가구식 구조체를 형성하였는지 또는 토목 혼합 구

조의 실심체와 같은 구조로 형성되었는지는 명확하게 판

단하기 어려우나 9층 정도의 규모를 갖는 고대 불탑 건축

에서 내부에 구조체를 형성하고 외부 부재를 부가하여 구

조적으로 분리되는 이원 구조체가 응용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내부 구조체가 독립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미륵사지 서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

교적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9층 마애탑의 우측(서쪽)에 모사되어 있는 7층

탑 역시 기단의 규모나 높이, 탑신의 안쏠림 표현, 탑신 

각층을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눈 점, 전각에 풍탁을 단 것 

등 탑의 세부적인 모습이 좌측(동쪽)의 9층탑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서 7층탑의 구조 또한 9층 마애탑과 

같은 구조 체계를 갖춘 대형 불탑으로 파악될 수 있다. 특

히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에 표현된 9층 마애탑은 당시 신

라의 왕경에 실재하였던 황룡사 구층탑을 모사한 것이거

나 이와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

므로 그 좌측에 위치한 7층탑 또한 당시 왕경에 실재하였

던 탑을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되고 있다.51 이를 더욱 구

체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황룡사 구층목탑과 그 북쪽에 위

치한 분황사탑을 여기에 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52 

47 각층 처마 끝에 달린 풍탁은 반원형으로 어깨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반전 없이 아랫단으로 이어져 연호상을 이룬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풍탁은 일본 야마다데라

(山田寺) 출토품과 동일한 것이어서 적어도 8세기 초에 유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箱崎和久, 2007, 앞의 논문, p.442.

48 조은경, 2009, 앞의 논문, p.104.

49 조은경, 2011, 앞의 논문, p.244.

50 중심부에 새겨진 수직선을 문비상의 표현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箱崎和久, 2007, 앞의 논문, p.441. 

51 마애탑에서 현재 보이는 탑의 조상은 당시에 실제로 세워져 있던 탑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箱崎和久, 2007, 앞의 논문, p.445. 

52 남산 탑곡 마애탑은 동남산 해목령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경주 시가지를 바라다보면 황룡사와 분황사가 북서 방향(10~11시 방향)으로 멀리 보인다. 

특히 남쪽에 위치한 황룡사가 먼저 눈에 뛰며 그 뒤로 가깝게 분황사가 시야에 들어옴을 알 수 있는데, 탑곡에 표현된 마애탑은 이곳에서 보이는 황룡사 구층탑과 

그 북편에 위치한 분황사탑을 이곳의 대형 암벽에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   경주 남산 탑곡 마애탑 구조 추정도(조은경, 2009, 『문화재』 42권 2호,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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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설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지적받을 수도 있지

만 탑곡 마애조상군에 표현된 7층탑은 황룡사 구층탑과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분황사탑 또한 원래는 이원 

구조체를 갖춘 목탑이었을지도 모른다. 

분황사는 신라 선덕왕 3년(634)에 조성되었다.53 분

황사탑은 방형의 석조 기단 위에 안산암을 전돌 모양으로 

치석하여 탑신부를 축조한 모전석탑이다. 기단부의 평면 

규모는 13m 정도이고 1층 탑신의 한 변 길이는 6.55m이

다. 탑신의 면적에 2배에 달하는 넓은 방형 기단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만한데, 이에 대하여 『조선고적

도보』에 실린 수리 전 모습과 비교하면 층단이 져 있고 기

단의 폭도 현재의 상태보다 작아 보인다는 점에서 원형

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지만54 탑 전체의 크기

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55 분황사탑의 

기단부 폭이 탑신에 비해 2배 정도로 넓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기단 상면의 활용이나 별도의 공간 형성 등에 대

한 기능적인 면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관련자료의 부족

으로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추정은 곤란한 상황이다.56 하

지만 1층 탑신의 4면 중앙에는 모두 4개소의 감실이 설

치되어 있으며 감실의 내부 규모는 폭 1.24~1.48m, 깊이 

1.32~1.62m, 높이 1.50~1.71m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

한 분황사탑의 1층 평면은 구조체의 각면 중앙부가 감입

되어 감실만 형성되었을 뿐 내부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중국 북위 시기의 현존 사례와 다소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렇게 공간의 내부가 밀

실하게 채워진 경우에는 실심전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1층에서만은 중심부에 빈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분황사탑은 벽돌 모양으로 가공한 안산암을 하나하

나 쌓아 올린 축조 방식 때문에 외형에서 전탑의 인상을 

풍기고 있다. 현재의 모습은 임란 이후에 무너져내린 2층 

이상의 탑신부를 1915년에 다시 쌓은 결과이며, 수리 이

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비교하여도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한 1915년 수축 이전 분황사탑의 모습에 대해

서는 15~17세기에 쓰인 『매월당집(梅月堂集)』57·『사가시

집보유삼(四佳詩集補遺三)』58·『퇴우당집(退憂堂集)』59·『동

경잡기(東京雜記)』60·『수종재집(守宗齊集)』61·『연재선생문

집(淵齊先生文集)』62에 관련 내용이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해보면 분황사탑은 원래 고탑식

의 중층형 탑이었지만 임란을 거치면서 2층 이상은 무너

져 없어졌고, 17세기에는 기단을 포함한 1층 탑신 이하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 붕괴된 상층부에서 사리구가 발견

53 『三國史記』 券第五 新羅本紀 第五 善德王 三年條.

54 문화재관리국, 1992, 『분황사 실측조사보고서』, pp.17~27.

55 藤島亥治郞, 1933, 『建築雜誌』 1933-12. 

56 분황사의 방형 단층 기단은 중국 목조건축물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하지만, 북인도의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방형의 기단이 발전하였고 이것이 기단 위에서의 요잡 

행위를 비롯한 여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특징이었음에 주목한 견해도 있다.  

김준영, 2006, 「분황사의 창건과 모전석탑의 조성 배경」,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1~45.

57 石塔正嶙峋 仰看難躋擧 層層春草長 級級蘚花斑 空洞元無佛. 『梅月堂集』 券12, 遊金鰲錄 芬皇寺石塔.

58 芬皇寺對黃龍寺 千載遺基草自新 白塔亭亭如喚客. 『四佳詩集補遺三』 券3, 輿地勝覺 慶州十二詠. 

59 寺前有塔 今毁只存一層 周圍幾至六七間 四面階作石門 門傍石上 刻爲人形 製造極巧 所築之石 狀若甄壁而其色靑黑 叩之出金鐵聲 問諸僧徒則以爲此石非凡石... 居

僧言寺中有芬皇寺塔中所得舍利可觀 使之持來則出自櫃中 以綿袱十襲 納于銀盒 所謂舍利 有色靑者有色白者 共三箇 其大如黃豆 幷與小珠四五介而藏之 且有水精

一 圓形如鼓子 光芒燭人 明徹可鑑 又有金銀緘各一 藏于靑琉璃小箇 見之可怪. 『退憂堂集』 券10, 南征錄.

60 芬皇寺九層塔 新羅三寶之一也 壬辰之亂 賊毁其半 後有愚僧 欲改築 又毁其半 得一珠 形如碁子 光似水精 擧而燭之則洞見其外 太陽照處 以綿近之則 火發燃綿 今

藏在栢栗寺. 『東京雜記』 券2, 古蹟.

61 有芬皇寺 寺有塔 以石方築甚奇 羅代三寶之一也 凡九層而見毁於倭亂 今存者二層餘. 『守宗齊集』 券8, 南遊日記. 

62 陵南有芬皇寺 築石塔九層 是羅代三寶之一 而見毁於倭亂 只如二層. 『淵齊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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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이것을 백률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 어느 시

기에 사리구를 재납하면서 분황사탑을 수축하였고 이것

이 1915년 수리 이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다.63 결국 분황

사탑의 1층 탑신과 자연석으로 축조된 방형의 단층 형식

의 기단부만큼은 17세기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잘 다듬어진 장대석으로 마

무리된 기단 상부와 장대석 하부의 ‘그랭이’ 흔적으로 보

아 적어도 8세기 후반까지 그 상한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6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세기 전반~8세

기 후반 무렵에 실재하였던 분황사탑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현실에서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에 표

현된 9층탑의 모습이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을 표현한 것

이라면 7층탑은 분황사탑의 구조와 원형에 접근할 수 있

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65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최근 소개된 황룡사지 출토 유물 가운데에는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66 이미 이 유물에 대하여 목

조건축물의 가구 형식을 한 금속제 공예품일 것이라고 조

심스럽게 추정한 견해도 있지만67 필자는 이 유물이 황룡

사 창건 구층목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암시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과 

더욱 심도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유물은 청동에 금 도금을 한 금속 제품으로서 건

물의 난간 기둥과 난간 살대이며, 파손된 상태로 모두 14

점이 확인되었다(그림 9). 대부분이 길이 20~30㎝ 전후의 

작은 편이며, 화재로 심하게 그을리고 뒤틀린 모습이어서 

유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

지만 현재 남아 있는 유물 가운데 몇 점은 다행히 파손되

기 이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 

이 금속제 공예품의 전체적인 형태를 추정해볼 수 있다. 

먼저 난간편 S13은 직경 10㎜ 정도 되는 직선상의 청동봉

이 길이 260㎜로 길게 이어지다 ‘ㄱ’자상으로 꺾이는 변곡 

지점에서 다시 100㎜ 정도 직선상으로 이어진 형태를 이

루고 있는데 ‘ㄱ’자상으로 꺾인 내각은 약 137°를 이룬다. 

난간 기둥의 흔적이 남아 있는 S3은 길이 9.5㎝ 정도이며 

난간 기둥과 난간 기둥의 간격은 87㎜이고, 난간 기둥이 

위치한 곳에서 ‘ㄱ’자상으로 다시 꺾이는데 그 내각은 약 

135°이다. 유물이 파손되고 화재로 인해 뒤틀린 부분도 

있지만 난간편 S13과 S3은 변곡 지점 내각이 135°를 이루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8각형인 것임

을 알 수 있으며, S13의 꺾임점과 중간 소로의 중심점의 

거리로 난간편의 길이를 추정해본다면 평면 크기는 직경 

40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선단부가 약간 뒤틀린 S7은 난간 내측면으로 

추정되는데 난간이 ‘ㄱ’자상으로 꺾이는 변곡 지점에 원형

의 구멍이 있다. 이러한 원형 구멍은 난간편 S9에서도 동

일한 위치에서 발견되고 있어 기능상 각 부재의 연결 구

멍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난간대를 주조한 후 난간 살대

를 별도로 결합한 구조를 한 난간편 S1과 심하게 뒤틀린 

63 김준영, 2013, 「분황사석탑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50~56. 

64 경덕왕대에 축조된 불국사, 석굴암, 월정교와 같은 당시의 건축물에서 석물의 가공법으로 ‘그랭이’ 공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분황사탑을 8세기 후반 무렵에 

건립 또는 수축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박홍국, 2000, 『한국의 전탑 연구』, p.158. 

65 분황사탑의 규모에 대하여 『東京雜記』와 『淵齊先生文集』에서는 ‘九層塔’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황룡사 구층탑의 誤記인지 분황사탑에 대한 誤傳인지 분명하

지 않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新羅三寶’라는 점만을 제외하면 분황사탑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므로 ‘九層’이라는 표현은 분황사탑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

다고 한다. (김준영, 2013, 앞의 논문, p.54) 그러나 8세기 후반 이후 개축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66 이 유물은 황룡사지 제3차년도(1978년) 발굴조사 시 강당지 북서쪽에서 출토된 것이나, 발굴조사보고서에는 정식으로 보고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최근 발간된 유물 

자료집에 수록되어 유물의 형태와 성격에 대한 기초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황룡사 출토 유물자료집 -유물로 본 신라 황룡사-』, pp.146~149.

67 김동열·천득염, 2014, 「황룡사지 출토 금동난간편 명문 검토」 『건축역사연구』 23권 6호,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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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대 S2에는 각각 ‘육(六)’ 과 ‘칠(七)’이라는 명문이 확

인되는데, 상태가 양호한 S1의 경우 난간 기둥과 기둥 간

격은 약 112㎜로서 난간편 S3에서 ‘凸’자상의 흔적을 보이

는 난간 기둥 간의 간격보다 25㎜ 정도 간격이 더 넓은 형

태이다. 이는 난간편에 새겨진 명문과 기둥 간격 차를 고

려한다면 이 14점의 금동난간편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

갈수록 부재의 치수가 평면과 입면상으로 체감이 이루어

지는 건축물의 형태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S7·S9에서 확인된 변곡 지점의 원형 구멍은 현재 남아 있

지 않은 상하부의 별개 편을 연결시키는 구멍으로서 이를 

통하여 블록 형태의 각층이 서로 조립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특히 S2의 ‘칠(七)’이라는 명문은 금동 난간으로 구성

된 유물의 원래 형태가 7층 이상의 다층형 금속제 공예품

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이 금동난간편의 연대는 S1에서 보이는 ‘만(卍)’자형 

난간 살대에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이 같은 ‘만(卍)’자형 

난간 살대는 안압지 출토 목조 난간 살대와 감은사지 출

토 빗완자 무늬 석재, 그리고 칠곡 송림사 오층석탑 사리

장엄구에 표현된 난간 살대와 동일한 패턴이며, 8세기대

의 것으로 파악되는 일본 호류지 금당 및 목탑 난간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황룡사 강당지 북쪽에서 출토

된 금동난간편은 크게 보아 ‘만(卍)’자형 난간 살대가 유

행하던 통일신라 시기(7~8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편상으로 남겨진 이 유물이 7~8세기대에 

제작된 다층 형태를 한 공예품이라면 이는 분명 당시에 

존재하였던 구체적인 실물을 대상으로 삼아 축소·제작한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고, 그 대상이 바로 신라 왕경의 랜

드마크로 존재하였던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은 아니었을

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고려해본다면 지금까지 사

각구층목탑으로 인식되어왔던 황룡사 탑은 창건 당시에

는 아마도 이원 구조 체계를 한 팔각구층목탑의 이미지

가 아니었을까? 향후 그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기대해본다.

 Ⅵ. 맺음말

문화유적의 복원은 오직 상세한 기록과 증거에 의거

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추측이나 짐작에 근거해서는 안 되

는 것이다.68 나아가 복원 건물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사

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격

적인 황룡사 구층탑의 복원 연구에 앞서서 추가적인 발

굴조사와 출토된 유물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황룡사 창건 구

층목탑의 복원 연구에 관해서는 복원안을 작성한 것만으

68 이상해, 2011, 「세계유산제도의 이해와 고도 익산의 문화유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국제포럼』, p.13.

그림 9 황룡사지 출토 금동난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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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고대 목탑의 복원 연구는 그 

성격상 목탑의 구조와 의장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의 

검토가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지금까지 작성된 복원안들

은 정보와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료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만으로도 연구자

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복원안

은 제시된 근거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또

한 한국 고대 건축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

로 중층 목조 건축 및 목탑의 건축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아울러 황룡사 구층탑의 복원 연구에 직접적인 근

거가 될 수 있는 구조와 의장 관련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69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문헌기록과 발굴조사 자료

를 근거로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에 대한 구조와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다양한 복원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그들

이 제시한 황룡사 구목층탑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현재 남

아 있는 목탑지의 외형적인 형태와 단순한 목구조를 가정

하여 사각구층의 형태로 그 모습을 추정해왔다. 이는 관

련 자료의 부족과 제한된 지식으로 인해 황룡사 창건 구

층목탑의 기술적 계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

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새로운 자료의 발견과 고대 대형 

불탑의 구조 체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충분히 수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에 표현된 9층 마애탑

의 모습과 황룡사지 강당지에서 출토된 금동난간편의 분

석을 통하여 획득한 최근의 사실들을 근거로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의 이미지를 추정해본다면 외형상으로뿐만 아

니라 구조적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순수

한 목구조를 한 사각구층탑과는 다른 형태일 것으로 파

악되며, 나아가 실심체를 갖춘 이원 구조의 팔각구층탑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황룡사 창건 구층목탑의 실질적인 구조

에 대한 심화 연구와 더불어 동아시아 대형 불탑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백

제 목탑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시

급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69 권종남, 2006, 『皇龍寺九層塔』, 미술문화, pp.16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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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amguk Yusa, the nine-story wooden pagoda at Hwangnyongsa Temple was built by a Baekje 

artisan named Abiji in 645. Until the temple was burnt down completely during the Mongol invasion of  Korea in 

1238, it was the greatest symbol of  the spiritual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at that time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hought in the country for about 700 years. At present, the only remaining 

features of  Hwangnyongsa Temple, which is now in ruins, are the pagoda’s stylobate and several foundation stones.

In the past, many researchers made diverse inferences concerning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ructure and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wooden pagoda at Hwangnyongsa Temple, based on written records and excavation data. 

However, this information, together with the remaining external structure of  the pagoda site and the assumption 

that it was a simple wooden structure, actually suggest that it was a rectangular-shaped nine-story pagoda. 

It is assumed that such ideas were suggested at a time when there was a lack of  relevant data and limited 

knowledge on the subject, as well as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technical lineage of  the wooden pagoda at 

Hwangnyongsa Temple; therefore, these ideas should be revised in respect of  the discovery of  new data and an 

improved level of  awareness about the structural features of  large ancient Buddhist pagodas.

This study focused on the necessity of  raising awareness of  the lineage and structure of  the wooden pagoda at 

Hwangnyongsa Temple and gaining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system of  ancient Buddhist pagodas 

in East Asia. The study is based on a reanalysis of  data about the site of  the wooden pagoda obtained through 

research on the restoration of  Hwangnyongsa Temple, which has been ongoing since 2005. It is estimated that the 

wooden pagoda underwent at least two large-scale repairs between the Unified Silla and Goryeo periods, during 

which the size of  the stylobate and the floor plan were changed and, accordingly, the upper structure was modified 

to a significant degree. Judging by the features discovered during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traces relating to 

the nine-story wooden pagoda built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clude the earth on which the stylobate 

was built and the central pillar’s supporting stone, which had been reinstalled using the rammed earth technique, 

as well as other foundation stones and stylobate stone materials that most probably date back to the ninth century 

or earlier. It seems that the foundation stones and stylobate stone materials were new when the reliquaries were 

enshrined again in the pagoda after the Unified Silla period, so the first story and upper structure would have been 

of  a markedly different size to those of  the original wooden pagoda. In addition, during the Goryeo period,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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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stones were rearranged, and the cover stone was newly installed; therefore, the pagoda would seem to 

have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n size and structure compared to previous periods. 

Consequently, the actual structure of  the original wooden pagoda at Hwangnyongsa Temple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changes in large Buddhist pagodas built in East Asia at that time, and the technical 

lineage should start with the large Buddhist pagodas of  the Baekje dynasty,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Northern 

dynasty of  China. Furthermore, based on the archeological data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images of  the 

nine-story rock-carved pagoda depicted on the Rock-carved Buddhas in Tapgok Valley at Namsan Mountain in 

Gyeongju, and the gilt-bronze rail fragments excavated from the lecture hall at the site of  Hwangnyongsa Temple, 

the wooden pagoda would appear to have originally been an octagonal nine-story pagoda with a dual structure, 

rather than a simple rectangular woode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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