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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사천왕사는 670년 ‘조창(祖創)’된 이후 ‘개창(攺刱)’을 거쳐 679년에 낙성된 밀교사원이다. 본 연구는 근년의 발

굴조사 성과와 사원건립과정 및 조영척도에 관한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사천왕사건축의 설계기술 해명을 시도한 것이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지 조성에 있어서는, 낭산 남록 상에 1방(坊)의 크기를 상정, 그 남북 폭을 3등분한 후, 그 중 2구획분을 평탄부

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조창’에 있어서는, 평탄면 남단을 경계로 하여 300尺평방의 규모를 상정, 그 중심에 ‘선축기단’을 축조했던 것으

로 추정되는데, 초기구상으로써 문두루(神印)의 장치를 목적으로 한, 외원 2肘(3尺), 내원 1肘(1.5尺)의 단(壇) 평면 의장

을 자체 고안, 그것의 100배를 중심곽 규모 및 배치 계획에 있어서의 근거로 설정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개창’에 있어서는, ‘선축기단’의 중심을 금당 중심으로 고수할 경우 발생되는 목탑·금당간거리 협소 문제를 인지, 

초기구상으로부터 중심곽 규모 및 배치를 조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당탑 및 단석의 배치는, 확정된 중심곽 규모(280尺×320尺)를 대상으로 한 분할에 기초해 결정되었는데, 동서방

향에 있어서는 중심곽 동서 폭을 4등분하는 선상으로 정한 반면, 남북방향에 있어서는 중심곽 짜임새상의 특성에 입각, 

동서회랑의 도리칸 분할과 조정을 통해 익랑 위치를 확정한 후, 이를 기준해 금당·단석을 배치했다고 추정된다.

(5) 당탑 및 단석 등의 규모는 각 건물의 정면 기단 폭에 의해 제어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금당·목탑의 규모는 

중심곽 동서 폭의 4등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단위분수적 분할의 반복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단의 평면 

의장을 전형으로 한 자기유사성에 연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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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라사천왕사는, 선덕왕 9년(640) 이전 안함에 의

해 입안, 문무왕 10년(670) 조창(祖創)을 거쳐, 삼국통

일 직후인 문무왕 19년(679)에 비로소 낙성된 호국 밀교

사원으로,1 신라의 궁성이었던 경주 월성으로부터 동남

쪽으로 약 2.2km 떨어진 낭산 남록에 그 유지가 전한다. 

1922년 고적조사2 이후, 이 사천왕사에 관한 건축사적 연

구는, 유구실측치 분석을 통한 조영척도 판별 및 조영계

획법의 구명,3 건축유구와 밀교 간의 상관관계 해명,4 건

물지에 대한 복원 고찰5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근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한 전면적인 발굴조사

(2006~2012)를 통해, 일찍부터 초석 등 유구 일부가 지표

에 노출되어 있었던 금당지·목탑지·단석지에 더해, 강당

지 및 강당지 서편건물지, 중문지, 동·서·남회랑지와 익랑

지 등 가람중심곽 내 건물지 유구, 그리고 사역 남측의 귀

부, 석교 등이 새로 확인됨으로써,6 제반 관점으로부터의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중 특히 사천

왕사의 조영계획법에 관해서는 종래 몇 가지 설이 제시된 

바 있지만, 대부분 발굴조사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각 설

에서 상정된 가람규모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제 유

구내용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인정되는 점, 지표조사

에 기초해 오판된 가람중심곽 경계부의 위치와 연계해 당

탑 등의 배치 결정방법을 추단한 점, 당탑 등의 평면계획

에 관해 방법론적 맥락에서 검토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된다.

이전의 논고에서는 사천왕사건축의 설계기술 고찰

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사원건립과정의 문제, 그리고 조영

척도의 문제를 재검토했다.7 이제 본고에서는 이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천왕사건축의 설계에 있어서 가람중

심곽의 규모, 가람중심곽을 이루는 각 건물의 규모와 배

치 그리고 평면이 무엇에 기초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

한 해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당사의 제 건축물은 조선 

전기에 폐절된 것으로 확인되나, 주요건물지 기단 및 기

초시설 등 건축 유구의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점, 금

당지 이외에는 유구중첩 양상이나 크게 개수한 흔적이 확

인되지 않는 점, 정밀도가 높은 유구도면이 제공되고 있

는 점 등은 계획 양상의 구명에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

용하는 한편, 건립 주체 및 연대, 경위와 목적 등에 관한 

상세한 문헌기록은 설계의도 추찰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

사천왕사는 신라중대 성전사원 중에서도 수위의 사

격을 지녔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감은사(682)와 더불

어 통일신라 이탑식가람의 전형으로 자리매김되는 바, 발

굴조사 성과에 기초한 사천왕사건축의 설계기술 양상 및 

그 특질에 관한 고찰은, 통일신라 가람계획법의 기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나아가 고대동아시아 불교건축의 

보편성과 특수성 구명의 토대 일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

1 『三國遺事』卷5, 神呪6, 惠通降龍條, “先是宻夲之後有髙僧明朗 入龍宫得神印(梵云文豆婁此云神印) 祖創神逰林(今天王寺) 屢欀隣國之冦”; 『三國史記』卷7, 新羅本

紀7, 文武王19年條, “秋八月…創造東宫 始定内外諸門額號 四天王寺成 増築南山城”

2 朝鮮總督府, 1924, 『古蹟調査報告-大正11年度(第1冊)-』, 朝鮮總督府, pp.15~23.

3 藤島亥治郎, 1930a, 「朝鮮建築史論 其一」 『建築雑誌』44(530), 日本建築学会, pp.300~319; 米田美代治, 1940, 「慶州望德寺の研究-伽藍計畫に就いて四天王寺

及び藤原京薬師寺との関係-」 『朝鮮と建築』19(4), 朝鮮建築会, pp.31~42; 박만식, 1975, 「韓國古代伽藍의 配置 및 平面計劃에 關한 硏究」, 충남대학교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pp.37~42.

4 김상태, 2004, 「新羅時代 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的 相關關係 硏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5~164.

5 한명희, 2010, 「사천왕사 금당의 복원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8~88.

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四天王寺Ⅰ-金堂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四天王寺Ⅱ-回廊內廓 발굴조사보

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四天王寺Ⅲ-回廊外廓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7 이정민·溝口明則, 2019a, 「新羅四天王寺 建立過程 再考」 『건축역사연구』28(2), 한국건축역사학회, pp.77~90; 이정민·溝口明則, 2019b, 「新羅四天王寺建築의 

造營尺度 再論」 『건축역사연구』28(5), 한국건축역사학회,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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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의 구성에 있어

서는, 먼저 사천왕사 조영계획을 둘러싼 연구사를 검토하

고, 이어 (제반 설계양상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은 바, 계획수순 대비 역순이 되겠지만) 당

탑 및 단석 등의 평면계획, 동(同) 배치계획, 가람중심곽 

규모계획의 순으로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사원건립과정

과 연계하여 추정 설계수순을 재구성해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Ⅱ.   사천왕사 조영계획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는 1928년 8월과 

192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천왕사지 현지조사를 실

시, 금당지를 포함한 5개소 건물지를 대상으로 초석중심

간거리 및 건물지중심간거리 등을 실측해, 여기에서 얻

어진 수치자료에 기초해 가람의 조영척도·양지척도의 검

출과 가람일곽의 복원을 시도했다.8 그 분석은, 각 주칸의 

치수계획에 있어서 ‘완수(完數)’, 당탑 등의 배치에 있어서 

‘丈’ 단위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어느 쪽

도 당척(0.9843 곡척=298.27㎜/尺)이 쓰였다고 판단했고, 

회랑이 형성하는 장방형의 치수는 동서 240尺, 남북 300

尺으로 간주했다. 또 ‘동위척(東魏尺)’과 당척 간 1.2배의 

환산관계를 상정한 후지시마는 이 회랑의 치수값에 대해, 

동위척 기준 方100尺의 방격을 상정, 사지 중앙에 금당 

중심을 두고, 동서북 세 방향에 1방격씩, 남측에는 탑을 

고려해 1방격반을 두어 회랑 외측변을 정한 결과로 해석

하고, 나아가 “사지의 배정이나 당탑의 배치에 있어서도 

역시 당척이 사용되었지만, 사지의 분할은 당척으로 행하

면서도 또한 동위척 당시의 조리 또는 조방의 제도가 영

향을 미치고 있어, 대요는 동위척(1.176곡척)에 의한 지

할 위에 당척으로 계획을 행했다”고 하고, ‘그 사이 원만한 

완척적 환산’을 고려한 ‘양척겸용의 보는 법’에 의해, 척도 

변경의 과도기에 행해진 가람치수계획에 있어서 “조금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었다”고 결론했다. 후

지시마는 사천왕사건축의 연구사에 있어서 조영척도와 

조영계획법의 해명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자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연구결과를 근년의 발굴조사 성과에 비추어 보

면, 대소의 문제점이 확인되는데 그 중 지할에 있어서의 

‘조리 또는 조방’제의 영향, ‘양척겸용의 보는 법’에 관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후지시마가 중문 및 삼면 회랑의 

위치를 추단함에 있어서 근거로 했던 것은 당시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던 2개의 초석으로, 하나는 금당지 중심에서 

남으로 172.5尺(이하, 곡척 기준), 가람중축선에서 동으

로 8尺의 지점에서, 다른 하나는 서단석지 서측 약 44尺

의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되어 있다. 후지시마는 전자

를 중문 초석이라고 확신해 이것을 근거로 하여 금당 중

심으로부터 중문을 지나는 남회랑 외측기둥열까지를 180

尺(이하, 당척 기준), 양탑 중심으로부터 동 기둥열까지를 

100尺으로 추단했고, 후자를 서회랑 내측기둥열상의 1개

로 간주해 이것을 회랑 동서 폭 240尺의 방증으로 제시했

다. 이들 초석이 발견된 위치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에 의해 새로 작성된 ‘사천왕사지유구배치도’ 위에 재현해 

보면,9 중문지 및 서회랑지의 적심석군 위치로부터 상기 

2개의 초석은 공히 원위치에서 이탈된 것이었음이 분명

해진다. 즉, 지할에 있어서의 ‘조리 또는 조방’제 영향설, 

‘양척겸용’설은 오판된 중문 및 각 회랑의 위치, 그것에 입

각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불국사의 조영계획과 ‘천군리’ 쌍탑의 의장계

획에 관한 2편의 논문을 통해, 통일신라의 가람계획에 있

어서, “가람일곽의 규모와 조영의 기본이 되는 지할과 단

위의 존재”가 발견되고, 이것이 “각부 당탑의 배치나 규

모의 계획에까지 응용 신전한다”고 제창했던 요네다미요

지(米田美代治)는 다시 1940년, 통일신라 초기에 조영된 

8 藤島亥治郎, 1930a, 앞의 논문, pp.300~319

9 이정민·溝口明則, 2019b, 앞의 논문, p.47, <그림 1> 참고.



83		신라사천왕사건축(新羅四天王寺建築)의 설계기술(設計技術) 고찰(考察)

망덕사가람에도 동일한 기법이 발견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증으로써 마찬가지로 목조이탑식 가람이며, 같은 시

기·같은 지역에 조영된 사천왕사를 들어 고찰했다.10 요네

다는 먼저 망덕사에 대해 양탑간거리의 1/2을 지할단위

로 하여 금당기단 정면 폭을 1단위로, 목탑기단 폭을 1/2

단위로, 목탑 초층의 1주칸을 1/10로 정했다고 하고, 특

히 탑에 한해 “양탑중심거리 : 지할단위 : 탑기단 폭 : 초

층 총주칸 : 초층 주칸한칸 = 20 : 10 : 5 : 3 : 1이 되어, 등

차 및 등비급수적인 비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기

술했다. 이어 요네다는 후지시마의 조사연구결과에 기초

해 사천왕사 금당 및 목탑의 배치와 평면에 대해 고찰을 

행해, 동서양탑 및 ‘경종루’ 중심거리를 120尺(동위척)으

로, 금당기단 정면 폭을 60尺(10尺/칸×5칸+5尺×2)으로, 

목탑초층 총주칸을 18尺(6尺/칸×3칸)으로 복원하고, 이

를 바탕으로, “양탑 및 종경루 중심거리의 절반인 60동위

척은, 금당의 규모나 탑의 규모에 밀접한 기본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과, 탑에 한해 ‘양탑 및 경종루 

중심거리 : 계획단위 : 탑기단 폭? : 초층 총주칸 : 초층 주

칸한칸 =120 : 60 : -? : 18 : 6 = 20 : 10 : ? : 3 : 1’로 요약되

는 점으로부터, “망덕사의 그것과 완전히 부합하는 비례

와 동일 수법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후지시마가 신라

왕경의 ‘조리 또는 조방’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써 가람을 

간주하고, 전자로부터 가람규모가 결정되는 수순의 해명

에 힘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요네다는 가람일곽 내 건축

군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가람계획의 내적 설계논리를 해

명하려고 했던 연구자로 평가된다. 당해 설에 대한 검증

은 본고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나, 사천왕사에 관한 이 고

찰은 어디까지나 망덕사연구에 있어서의 방증자료로 간

략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당탑의 규모나 배치에 있어서 

동위척이 사용되었다고 간주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금당이나 탑의 기단 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불완전한 가설인 점, 가람중심부를 점하는 5개소 건물지

에 한정된 고찰로써, ‘지할과 단위’가 가람일곽 규모와 어

떠한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를 밝히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후 박만식(1975)은 사천왕사가람의 배치기준을 모

색, 중문·탑 중심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탑·금당 중심거리

는 0.9, 금당·강당 중심거리는 1.4, 동서양탑간 중심거리

는 1.5, 회랑 정면 폭은 2.5, 회랑 길이는 3.2의 크기를 취

해 정해졌다고 제창했다.11 그러나 조영척도 및 척수에 대

한 검토가 뒷받침되지 않은 비례론의 제시에 그친 점, 분

석의 기초자료가 된 것은 후지시마의 복원치로, 당해 연

구에 있어서 기준치로 간주된 중문·탑 중심거리 역시 후

지시마의 연구로부터 얻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아쉽다.

김상태(2004)는 사천왕사 금당지·목탑지·단석지의 

초석 크기로부터 조영척도를 당척으로 판단하고, 유구배

치 현황을 측량해 작성한 도면 위에 5종의 방격모듈을 얹

어 검토한 결과, 300㎜, 600㎜의 당척 모듈이 가장 정합했

다고 하였다.12 또 나아가 그는 『다라니집경』상 규정된 단

의 크기에 착안해, 1肘2尺(당대척 기준)의 환산관계를 상

정한 후, 사천왕사가람의 규모가 경전상의 호국단 규모 

120肘 즉, 方240尺을 윤곽으로 하여 정해졌다고 결론했

다. 당해 연구는 사천왕사건축과 밀교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려 한 것이나, 결론에서 제시된 추정배

치안은 실제 유구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3

위와 같이 발굴조사 이전에 발표된 사천왕사 조영

계획에 관한 기왕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보았는데, 그 한

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람규모계

획에 관해서는 종래 몇 가지 설이 제시된 바 있지만, 각 

10 米田美代治, 1940, 앞의 논문, pp.31~42.

11 박만식, 1975, 앞의 논문, p.42.

12 김상태, 2004, 앞의 논문, pp.159~164·p.201.

13 김동하, 2016, 「신라 사천왕사 창건가람과 창건기 유물 검토-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2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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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 상정된 가람규모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제 

유구내용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인정되는 바, 가람규

모가 무엇에 기초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원점

으로 돌아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당탑 

등의 배치계획에 관해서는 1930년 후지시마의 연구결과

가 발표된 이후, 후지시마의 실측치와 복원도에 기초하

면서도, 배치 결정방법이나 연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발굴조사 성과

에 비추어 보면, 지표조사에 기초해 오판된 가람중심곽 

경계부의 위치, 그것과 연계해 당탑 및 단석의 배치 결정

방법을 추단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셋째, 연구사

초기에 이미 후지시마에 의해 당탑 및 단석의 평면구성

그림 1  사천왕사 중심곽 복원도(필자 작도, 이정민·溝口明則, 2019b, 「新羅四天王寺建築의 造營尺度 再論」 『건축역사연구』28(5), 한국건축역사학회, p.57, ‘그림 5’를 

수정 게재한 것임, 열 등 설계기준선의 추가 상정에 관해서는 본고 pp.91~92에서 상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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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칸치수에 대한 복원 고찰이 이루어졌고 이를 반영

한 복원도도 발표되었지만, 이는 가람중심부를 점하는 5

개소 건물지 즉, 금당지·목탑지·단석지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기단기저부가 지중에 묻혀 있어 건물의 정확한 평

면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던 여건 하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후 근년에 이르기까지 당탑 및 단석 등의 평면계획에 

관해 방법론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는 찾아보

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후지시마의 연구를 비롯

하여 “지표조사 결과에 기초해 제시되었던 건축사학 분

야에서의 사천왕사 관련 제설을, 근년의 발굴조사 성과

에 비추어 검증하고, 여전히 유의미한 지적만을 가려, 이

를 발판 삼아 연구를 한층 진전시키는 일”14이 당면 과제

로 남았다고 하겠다.

다만, 최근에 발표된 관련 연구로써 이정민·미조구

치아키노리(2019)의 연구15와 김숙경·이은비(2019)의 연

구16가 있어 주목된다. 전자는 사천왕사건축의 설계기술 

해명의 선결과제로써 사원건립과정 및 조영척도 문제를 

재검토한 것이고, 후자는 황룡사 연구에 관련해 신라 불

교사원 회랑 건축계획연구의 일부로써 사천왕사의 내용

을 다룬 것이다. 양자 공히 근년의 발굴조사 성과에 기초

한 것으로 조영척도로써 당척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

한 점, 중심곽 동서 폭·동서 목탑간 및 동서 단석간거리·

금당·단석간 남북거리를 각각 280尺·140尺·140尺·70尺으

로, 삼면회랑과 익랑의 보칸을 각각 10尺·9尺으로 본 점 

등에서 견해가 일치한 반면, ①‘선대금당’의 존재를 전제

로 하는 제 편년관에 대한 건축사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에 입각했는지(전자) 아니면 동 편년관에 입각해 현 

금당지를 중건금당지로 간주했는지(후자), ②또 편년관

에 관련해 남북방향에 있어서의 당탑 및 단석 등의 배치

계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17 ③회랑의 도리칸 치수는 

구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전자) 아

니면 9척으로 동일했다고 볼 것인지(후자), 의 문제에 있

어서 견해차를 보인다. 사천왕사 조영계획을 논하는데 

있어 ①의 편년관 문제의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지

만, 이미 전자의 연구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있는 바, 전자

의 후속편에 해당하는 본고에서는 ②, ③의 문제를 포함

한 사천왕사건축의 설계기술 양상 해명에 주력하는 것으

로 한다.

Ⅲ.  사천왕사 당탑 및 단석 등의  
 평면계획

사천왕사 당탑 및 단석 등의 규모와 주칸은 무엇에 

기초해 어떻게 결정되었던 것일까. 조영척도의 고찰 결

과18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금당으로, 상층기단의 규모는 ①지대석의 외

측면을 기준했을 때, 동서 폭 21,179㎜, 남북 폭 14,913㎜

로, 단위길이 294.15㎜, 298.26㎜에서 환산척수는 각각 

72尺, 50尺이 되고, ②지대석의 윗면에 남아 있는 탱주

석 장부홈을 기준했을 때는, 동서 폭 20,703㎜, 남북 폭 

14,430㎜로, 단위길이 295.76㎜, 294.49㎜에서 환산척

수는 각각 70尺, 49尺이 된다. 또, 하층기단의 규모는 ③

금당지 남동측의 지대석을 기준했을 때, 동서 폭 24,771

㎜, 남북 폭 18,540㎜로, 단위길이 294.89㎜, 294.29㎜에

서 환산척수는 각각 84尺, 63尺이 되고, ④금당지 서북측

의 지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서 폭 23,598㎜, 남

북 폭 17,366㎜로, 단위길이 294.98㎜, 294.34㎜에서 환

산척수는 각각 80尺, 59尺이 된다. 그런데 (규모계획의 

14 이정민·溝口明則, 2019a, 앞의 논문, p.78.

15 이정민·溝口明則, 2019a, 앞의 논문, pp.77~90; 이정민·溝口明則, 2019b, 앞의 논문, pp.43~58.

16 김숙경·이은비, 2019, 「유구검토를 통한 6~8세기 신라 불교사원 회랑 건축계획 연구」 『건축역사연구』28(5), 한국건축역사학회, p.21·24.

17 김동하, 2016, 앞의 논문, pp.214~218을 더불어 참조하기 바란다.

18 이정민·溝口明則, 2019b, 앞의 논문, pp.43~58. 신라사천왕사건축의 조영척도를 1尺=294.37㎜(당척)로 추정했다. 특히 가람중심부를 점하는 5개소 건물 즉, 

금당·목탑·단석에 관해서는 해당 논문 pp.50~53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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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것이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우 ②에 있어서의 금당 상층기단의 동서 

폭 70尺은, 후술하는 목탑 상층기단의 폭 35尺의 2배에 

합치할 뿐 아니라, 동서회랑 외측기둥열간거리 280尺의 

1/4, 그리고 동서목탑 중심간거리 140尺, 동서단석 중심

간거리 140尺의 1/2에 해당하는 점에서, 금당 규모계획

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여기에 금

당지 서북측의 지대석은 하층기단 윗면에 설치된 문양

전보다 레벨이 낮은 점에서 원래는 전돌 밑에 묻혀 있었

다고 추정되고 있다.19 이에 최종적으로 하층기단 규모를 

논하는 것은 경우 ③에 준거하게 되는 바, 정리를 해보면 

금당 상층기단의 규모는 동서 70尺·남북 49尺, 하층기단

의 규모는 동서 84尺·남북 63尺으로 계획되었다고 상정

되고, 후자의 치수는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면 7尺씩

을 가산하는 것에 의해 정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체의 도리칸 5칸은 공히 12尺, 보칸 3칸 중 어칸은 15

尺, 협칸은 12尺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 본체의 평면규모

는 도리방향 총주칸 60尺, 보방향 총주칸 39尺, 상층기단

의 내밀기는 사면 공히 5尺이 된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금당 규모계획의 기준으로써 상층기단의 동서 폭

을 전제로 했다고 하면, 도리방향의 경우 계획의 양상은, 

기결정된 기단의 정면 폭에 동일 너비의 완수주칸으로 

조합된 기수(奇數)의 도리칸을 집어넣기 위해 기단내밀

기를 완충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된다.20 이에 비해 보방

향에 있어서는, 상층기단의 남북 폭 49尺이 동서 폭 70尺

의 7/10에 해당하는 점이나, 본체의 모서리칸이 정방형

인 점 등이 참고가 되나, 계획 양상을 단정하기 어렵다. 

덧붙여 차양칸의 보칸은 6.5尺, 차양칸을 포함한 평면규

모는 도리방향 총주칸 73尺, 보방향 총주칸 52尺으로 상

정되는데, 이는 본체 상층기단의 외측면에 차양칸 기둥

을 가능한 한 붙여 설치한 결과 성립된 치수로 이해된다.

다음은 목탑으로, 상층기단의 규모는 ①지대석의 

표 1 사천왕사 당탑 및 단석 등의 평면계획과 배치계획 간의 관계 분석

당탑 및 단석  
등의

배치계획(尺)
건물명

당탑 및 단석 등의 평면계획

규모계획 주칸계획 기단
내밀기

(尺)기단(尺) 평면(尺) 칸수(間) 주칸치수(尺)

가람

중심곽

동서폭

280
(W )

동서

목탑

중심간 

거리

140

(
W
2

)

동서

단석

중심간 

거리

140

(
W
2

)

중

심

부

금당

상층 70×49

(
W
4

)

하층 84×63

본채

60×39
5×3

도리칸 12 12 12 12 12

상층 5
하층 7

보칸 12 15 12

차양칸

73×52
7×5

도리칸 6.5 12 12 12 12 12 6.5

보칸 6.5 12 15 12 6.5

목탑

상층 35×35

(
W
8

)

하층 45×45

21×21 3×3 · 7 7 7
상층 7
하층 5

단석 30×30 15×15 3×3 · 5 5 5 7.5

경

계

부

강당 100×46.5 91×37.5 7×3
도리칸 13 13 13 13 13 13 13

4.5
보칸 8 21.5 8

강당 동서편

건물
94×44 84×36 7×3

도리칸 12 12 12 12 12 12 12 4
(강당측 6)보칸 8 20 8

중문 불명 36×20 3×2
도리칸 12 12 12

불명
보칸 10 10

19 금당 차양칸 증설 이전, 하층기단의 규모는, 상층기단의 규모를 기준하여 사면 5尺씩을 가산하는 것에 의해, 동서 80尺·남북 59尺으로 설정되었다고 추정된다.

20 물론 선행결정된 기단정면 폭 내에 동일 너비의 완수주칸으로 조합된 기수의 도리칸을 확정함에 있어서, 상부구조와도 관련되는 기단내밀기에 대한 고려가 배제

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말이다. (탁경백, 2009, 「한국 고대목탑 낙수받이 고찰」 『문화재』42(2), 국립문화재연구소, pp.32~34; 한욱, 2009, 「遺構를 通한 6·7

世紀 百濟伽藍 建物의 復原的 硏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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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폭 10,862㎜로, 단위길이 

293.57㎜에서 환산척수는 37尺이 되고, ②동탑지 동측면 

지대석의 윗면에 남아 있는 탱주석 장부홈을 기준으로 했

을 때는 폭 10,338㎜로, 단위길이 295.37㎜에서 환산척수

는 35尺이 된다. 또, 하층기단의 규모는 ③서탑지 서측면·

북측면 지대석을 기준했을 때, 폭 13,339㎜로, 단위길이 

296.42㎜에서 환산척수는 45尺이 된다. 규모계획의 기조

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우 ②에 있어서 목탑 

상층기단의 폭 35尺으로, 이는 전술한 금당 상층기단의 

동서 폭 70尺의 1/2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동서회랑 외

측기둥열간거리 280尺의 1/8, 그리고 동서목탑 중심간거

리 140尺, 동서단석 중심간거리 140尺의 1/4에 해당하는 

점에서, 목탑 규모계획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정리하면, 목탑 상층기단의 규모

는 한변길이 35尺, 하층기단의 규모는 한변길이 45尺으

로 계획되었다고 상정되고, 후자의 치수는 전자를 기준하

여 사방 5尺씩을 가산하는 것에 의해 정해졌던 것으로 추

정된다. 한편, 동탑지의 동측면·남측면에 잔존하는 초석

들로부터, 목탑 초층 3칸은 동일 너비로 계획되었다고 보

이며, 실측치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초층 어칸을 7尺

으로 했을 때 목탑 초층의 평면규모는 한변 총주칸 21尺, 

상층기단의 내밀기는 사방 7尺으로 상정되는데, 목탑 규

모계획의 기준으로써 역시 상층기단의 폭을 전제로 했다

고 하면, 상층기단의 한변길이 35尺을 5등분하는 것에 의

해 초층 주칸과 기단내밀기를 동시에 정했을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단석으로, 잔존하는 적심석군으로부터 추

정되는 기단 한변길이는 약 8.9m, 이를 초석중심간거리 

분석에서 검출된 추정 단위길이 295.49㎜로 나누면 환산

척수는 30.12尺이 되는 바, 단석 기단의 규모는 한변길이 

30尺으로 계획되었다고 상정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

석 기단의 한변길이는 가람중심곽 동서 폭, 동서목탑간·

동서단석간거리, 금당·목탑의 기단 폭 간에 성립하는 간

명한 배수관계와는 무관한 것이 되지만, 금당 상층기단의 

동서 폭이 70尺, 후술하는 강당 기단의 동서 폭이 정확히 

100尺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丈 단위를 취해 기단의 

규모를 정한다고 하는 기법적 경향에 따라 결정되었을 가

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잔존 초석으로부터 단석

의 주칸은 사방 3칸 공히 5尺으로 판단되는데, 이 때 단석

의 평면규모는 한변 총주칸 15尺, 기단내밀기는 사방 7.5

尺이 된다. 단석 규모계획의 기준으로는 역시 기단 폭을 

전제로 했다고 하면, 기단의 한변길이 30尺을 4등분하는 

것에 의해 총주칸과 기단내밀기를 동시에 결정한 다음, 

다시 총주칸 15尺을 3등분해 각 주칸을 결정한다는 수순

이 상정된다. 이처럼 기단 폭을 대상으로 한 단위분수적 

연산을 통해 주칸과 기단내밀기를 대등하게 결정한다고 

하는 계획 양상은, 전술한 (역시 정방형 평면인) 목탑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네 번째는 강당 및 강당 서편건물의 평면계획을 고

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강당지로부터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는 남서측 기단모서리와 기단열, 그리고 초석

적심석군 7개소와 계단지 2개소에 한정되는 바, 현시점에

서 강당 평면계획의 전모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강당 규

모계획의 기준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단과 주

칸과의 관계를 연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단서가 여기에서 얻어진다. 즉, 가람중축선을 기준하여 

동서 대칭을 상정했을 때, 잔존하는 남서측 기단모서리

로부터 추정되는 강당 기단의 동서 폭은 약 29.4m로, 단

위길이 294.00㎜에서 그것의 환산척수는 정확히 100尺이 

된다. 앞서 금당 상층기단의 동서 폭이 70尺, 단석 기단의 

한변길이가 30尺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했지만, 이 

강당 기단의 동서 폭 100尺은, 가람중심곽 동서 폭, 동서

목탑간·동서단석간거리, 금당·목탑의 기단 폭 간에 성립

하는 간명한 배수관계와는 별개로, 丈 단위를 취해 기단

의 폭(특히 장방형 평면의 건물에 있어서는 기단의 정면 

폭)을 정한다고 하는 설계 규범이, 사천왕사건축의 평면

계획에 있어서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유의미한 치수로 이해된다. 이어, 가람중축선을 기

준하여 초석적심석군 7개소의 대칭을 상정했을 때, 강당

의 도리칸은 7칸, 주칸은 공히 13尺으로 추정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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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강당의 평면규모는 도리방향 총주칸 91尺, 기단내밀

기는 양측 공히 4.5尺이 된다. 강당 규모계획의 기준으로

써 기단의 동서 폭을 전제로 했다고 하면, 도리방향에 있

어서의 계획 양상은 금당과 마찬가지로, 기결정된 기단의 

정면 폭에 동일 너비의 완수주칸으로 조합된 기수의 도리

칸을 집어넣기 위해 기단내밀기를 완충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된다. 또, 강당 기단의 남북 폭과 보칸 구성에 대해

서는 추후 검증을 요하게 되지만, 강당과 강당 서편건물

의 동서방향 중심선이 합치한다는 전제하에 검토하면, 펜

스 북편에 잔존하는 방형초석 1개와 전술한 초석적심석

군 7개소와의 상대위치 관계로부터, 강당 기단의 남북 폭

은 46.5尺, 보칸 3칸 중 어칸은 21.5尺, 협칸은 8尺, 기단

내밀기는 공히 4.5尺으로 추정된다.21

한편, 강당 서편건물의 기단 규모는 동서 94尺, 남

북 44尺, 도리칸 7칸은 공히 12尺, 보칸 3칸 중, 어칸은 20

尺, 협칸은 각 8尺으로 추정된다. 이 때 강당 서편건물의 

평면규모는 도리방향 총주칸 84尺, 보방향 총주칸 36尺

이 되는데, 기단내밀기는 강당과 접하는 면에 한해 6尺, 

나머지 3면은 공히 4尺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강당 

서편건물 기단의 동서 폭 94尺은,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

나는 치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가람중심곽 동서 폭 

280尺에서 강당 기단의 동서 폭 100尺을 제한 나머지가 

동서 각각 90尺이 되고, 여기에 (동서회랑의 기단내밀기

와 동일하게 설정된) 강당 서편건물의 외측 기단내밀기 4

尺을 더한 결과로써 94尺이라는 치수를 이해할 때, 기단

의 동서 폭이 당해 건물의 규모계획에 있어서 기준이 되

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 번째는 중문으로, 잔존하는 7개소의 초석적심

석군으로부터 도리칸 3칸은 공히 12尺, 보칸 2칸은 각 10

尺, 중문의 규모는 도리방향 총주칸 36尺, 보방향 총주칸 

20尺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의 기단부는 대

부분 유실되었고, 당시의 기단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서 근거될 만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중문 규모계획의 

양상이나 기단과 주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하기 어렵

지만, 남회랑의 기단내밀기 4尺을 하한으로서 참고하고, 

목탑의 기단내밀기 7尺을 차용해, 중문의 기단 규모를 동

서 50尺, 남북 34尺 정도로 상정해 둔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사천왕사 당탑 및 단석 등의 평

면계획에 있어서의 기법적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다. 첫째, 당탑 및 단석의 규모계획에 있어서는, 기단의 

폭 (특히 장방형 평면의 건물에 있어서는 기단의 정면 폭)

이 기준이 되었던 점, 금당·목탑의 규모는 가람중심곽 동

서 폭·동서목탑간 및 동서단석간거리와의 수리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던 점, 금당·단석·강당의 규모가 丈 단위로 

정해졌던 점은 특기된다. 둘째, 당탑 및 단석의 주칸계획

에 있어서는, 도리칸을 기수로, 그리고 동일한 너비의 완

수주칸으로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방형 평면

의 건물인 목탑·단석의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기단 폭을 

대상으로 한 단위분수적 연산을 통해 기단내밀기와 주칸

을 대등하게 결정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결정된 

기단의 정면 폭에 동일 너비의 완수주칸으로 조합된 기수

의 도리칸을 집어넣기 위해 기단내밀기를 완충적으로 다

룬 금당·강당 등 장방형 건물의 경우와는 대조를 이룬다.

당탑 및 단석의 평면계획에 관련해서 고찰의 여지가 

남는 부분은, 장방형 평면 건물의 규모계획에 있어서의 

기단 안길이의 유의성, 그리고 주칸계획에 있어서의 보

칸의 결정 양상으로, 이에 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운 점

도 있지만, 중문 보칸이 남회랑 보칸과 동일 너비로 계획

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바, 중문을 포함해 가람중심곽 

경계부에 배치된 장방형 평면의 건물에 있어서의 보칸 결

정의 양상에 대해서는 회랑 주칸의 구성방법과 연계해 후

술토록 한다.

21 강당 측면 어칸 및 협칸은 각각 6.3~6.4m, 2.4m 정도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6, 「사지(寺址) 발굴경과」 『경주 고분 관

계 도서』, F107-003-001-010~011, “제5적심석에서는 제1열과 제2열과의 간격은 6.4m, 제6적심석에서는 6.3m…제3열과 제2열과의 간격은 좁아 2.4m이

다.”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doc.do?pseq=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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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천왕사 당탑 및 단석 등의 
배치계획

당탑 및 단석 등의 배치에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요

네다의 설(1940)로, 그는 통일신라시대의 가람조영에 관

해 “지할과 단위를 두어 간단한 비례 하에, 각 당탑의 규

모나 배치에 응용 신장하는 연대관계의 존재는 당식 가람

계획법의 근간을 이룬다”고 제창하고, 사천왕사의 계획단

위로써 ‘양탑 및 경종루 중심거리의 절반, 60동위척’을 지

목했다.22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설은 가람중심부를 점하

는 5개소의 건물지, 즉 금당지·목탑지·단석지만을 대상으

로 한 유구실측치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그와 같은 ‘연대

관계’가 가람중심곽의 규모 그것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

지에 대해 밝히지 못한 점, 탑의 기단 폭이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된 가설인 점, 그리고 당탑의 규모나 

배치의 결정에 있어서 동위척이 사용되었다고 간주하면

서도 근거 제시가 없었던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

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가람중심곽 동서 폭 280尺·양탑

간거리 및 양단석간거리 공히 140尺·금당기단 정면 폭 70

尺·탑 기단 폭 35尺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그와 같은 ‘연

대관계의 존재’를 지적한 요네다의 설은 탁견이라고 여겨

진다. 그런데 남북방향에서는 중문지·강당지 중심간거리 

310尺, 금당지·단석지간 남북거리 70尺이 丈 단위의 환산

척수로써 확인될 뿐, 중문지·금당지 중심간거리와 금당

지·강당지 중심간거리는 각각 158.5尺, 151.5尺, 중문지·

목탑지간, 목탑지·금당지간 남북거리는 각각 76尺, 82.5

尺,23 단석지·강당지간 남북거리는 81.5尺으로, 동서방향

에서와 같은 연대관계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1). 남북방향에 있어서 당탑 및 단석의 

상대위치는 어떻게 정해졌던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금당-익랑-동서회랑으로 연결되는 

가람중심곽의 짜임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가람중

심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당의 남북방향 위치는 익

랑을 매개로 동서회랑의 도리칸 치수계획과 밀접한 관련

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서회랑의 도리

칸 치수는 구간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익랑 

기준 남측 구간의 경우, 남회랑 북측기둥열·익랑 남측기

둥열간(구간 ①)거리 42,329㎜를 단위길이 294.37㎜로 환

산하면 143.80尺으로, 이것을 16칸으로 나누면, 이 구간

에서의 동서회랑의 도리칸 1칸의 치수는 8.99尺이 되는 

한편, 익랑 기준 북측 구간의 경우, 익랑 북측기둥열·동서

회랑 북단간(구간 ②)거리 35,924㎜를 단위길이 294.37㎜

로 환산하면 122.04尺으로, 이것을 14칸으로 나누면, 동

서회랑의 도리칸 1칸은 8.72尺 정도로 확인된다.24 익랑

지의 남측·북측기둥열간거리에서 상정되는 익랑의 보칸

은 9尺으로, 이는 구간 ①에서의 동서회랑의 도리칸과 일

치한다. 즉, 동서회랑의 도리칸은, 익랑을 기준하여 남측 

구간에 있어서는 완수주칸을, 북측 구간에 있어서는 우수

리가 붙은 주칸을 취했다는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동서

회랑의 주칸계획에 있어서, 익랑을 기준하여 남측·북측의 

도리칸 치수와 칸수가 다르게 결정된 경위는 어떠한 것이

었을까.

이하, 건물지간거리 분석 결과와 각 구간의 동서회

랑 도리칸 치수에 기초해 동서회랑의 주칸구성법을 재

구성해 보기로 한다(그림 1, 2 참조).25 우선 - 열간거

리는 88,420㎜로, 단위길이 294.73㎜에서 300尺으로 수

렴한다. 열을 기준하여 구간 ①의 동서회랑 16칸을 북

측으로 반전하면, 남회랑과 교차하는 회랑 모서리부분 

22 米田美代治, 1940, 앞의 논문, pp.31~42.

23 남회랑 남측기둥열·목탑간, 목탑·금당간 남북거리를 각각 75尺, 80尺으로 상정하기도 한다.(김숙경·이은비, 2019, 앞의 논문, p.21) 그러나, 특히 후자의 경우, 

당척의 단위 길이 범위 내에서 환산척수가 丈 단위로 수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정민·溝口明則, 2019b, 앞의 논문, p.48·50)

24 사천왕사의 전 회랑의 도리칸이 9尺(1尺=29.5㎝)으로 동일하게 계획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김숙경·이은비, 2019, 앞의 논문, p.24) 이러한 상정은 (익

랑 기준 남측 구간의 동서회랑을 제하고는) 구간별 실측치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25 익랑 기준 북측 구간의 동서회랑 도리칸 치수 상정에 있어서는, 잔존 상태가 양호한 동회랑지 -  × ⑤, 서회랑지 -  × ① 구간의 적심석군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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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칸을 제외한 동서회랑의 도리방향 총 주칸은 33칸×9

尺=297尺이 되고, 그 북단은 열에 3尺 차이로 근접한

다. 이것으로부터 추론되는 설계 수순은 다음과 같다. 우

선 - 열간의 300尺을 기수(寄數)인 33칸으로 나누면 

9.0909…尺/칸이 된다(수순 ①). 다음 자릿수를 정리해 

회랑 도리칸을 9尺으로 정하고, 열을 기준하여 33칸을 

전개한 다음, 정확히 그 중간이 되는 17번째의 칸, 그것

을 익랑과 교차하는 칸으로 정한다(수순 ②). 이어서 

열을 기준하여 남측으로 동서회랑의 도리칸 2칸분, 즉 9

×2=18尺을 취해, 이것에 기초해 강당 동서편건물의 보방

향 총 주칸을 정한다(수순 ③). 마지막으로 익랑 북측기

둥열· 열간거리에서, 강당 동서편건물의 보칸 및 전면 

기단의 내밀기, 그리고 동서회랑 북단의 박공내밀기를 제

한 나머지 구간을, 동서회랑의 도리칸 14칸(당초 16칸에

서 2칸을 제한 것)으로 분할해, 도리칸 8.7尺을 얻는다(수

순 ④). 즉, 동서회랑의 도리칸 치수계획의 초기단계에서

는 아마도 완수주칸의 배수가 성립하는 계획이 지향되었

겠지만, 강당 동서편건물의 규모계획 결정 등이 우선됨으

로써, 완수주칸의 배수의 값을 취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

고, 우수리가 붙은 주칸치수로 등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완수주칸의 간편성과 확실

함을 우선해, 일부에 그것을 위한 조정이 가해졌던 것으

로 이해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문지·금당지 중심간거

리와 금당지·강당지 중심간거리는 각각 158.5尺, 151.5尺

그림 2 사천왕사 중심곽 동서회랑의 주칸구성법(필자 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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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당의 중심은 중문·강당 간의 정확히 절반의 위치

가 아닌, 북으로 약간 편향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각각의 

상대위치가 丈 단위의 척수로 정해졌다고도 보이지 않는

다. 요컨대, 상기와 같은 일련의 추정수순 고찰로부터, 남

북방향에 있어서의 금당의 위치는, 동서방향에서와 같은 

수리적 관계 혹은 ‘연대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서회

랑의 도리칸 분할에 기초해 정해진 익랑의 위치, 그것에 

종속해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목탑과 단석의 경우는 어떠할까. 우선 금당지·단석

지간 남북거리는 70尺으로, 단석의 위치는 익랑의 중심

선이자, 금당의 동서방향 중심선이기도 한 열을 기준하

여 정해졌다고 판단되는데, 당해 거리가 70尺으로 정해

진 것은, 동서방향에 있어서 목탑·단석의 배치와 당탑의 

규모 결정의 단서가 되었던 ‘丈 단위에 기초한 간명한 배

수관계’가, 남북방향에 있어서의 건물 배치계획에도 부분

적이지만,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런데 중문지·

목탑지간 남북거리와 목탑지·금당지간 남북거리는 각각 

76尺, 82.5尺으로, 일견해서는 목탑의 상대위치가 결정

된 경위가 파악되지 않는다. 즉, 목탑의 중심은 중문·금당

간의 남북 중앙이 아닌, 남으로 약간 편향된 위치를 점하

고 있고, 금당지·단석지간 남북거리와는 달리, 그 상대위

치가 丈 단위의 척수로 정해진 것도 아닐뿐더러, 동서회

랑의 도리칸과의 관련성도 희박하다. 남북방향에 있어서 

목탑의 위치는 어떻게 정해졌던 것일까. 후술하겠지만, 

목탑지·선축기단유구26 간 남북거리 76尺이, 남회랑지 외

측초석적심석군열 즉, 부지 평탄면의 남단으로부터 선축

기단유구 중심까지의 거리 150尺의 1/2에 근사한 점으로

부터, 동서목탑의 남북방향 위치는, 잠정적인 초기구상에 

있어서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추

정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가람중심곽 규모계획

과 연계해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Ⅴ. 사천왕사 가람중심곽 규모계획

동서방향의 경우, 양탑간거리 및 양단석간거리를 2

배한 길이가 동서회랑 외측기둥열간거리와 근소한 차이

로 일치하는 점으로부터, 가람중심곽 동서 폭 그리고 당

탑 및 단석의 상대위치 결정에 관계된 설계기준선은 ①열

과 ⑤열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가람중심곽 동서 폭은 

280尺으로 간주된다.27 같은 관점에서, 남북방향에 있어 

우선 주목되는 것은 열로, 남회랑의 외측기둥열인 동시

에 중문의 중심을 지난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이 가람중

심곽 남측경계부에 있어서 주된 설계기준선이었다고 보

아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고찰을 더해 보고자 하는 부

분은, 가람중심곽 남북 폭의 결정에 관계했을 가람중심

곽 북측경계부의 설계기준선이다. 남북방향에 있어서 건

물간거리가 丈 단위의 척수로 정해진 부분은 몇 곳으로 

한정되는데, 그 중 중문·강당간거리 즉, - 열간거리가 

310尺, 동서회랑의 주칸계획에 있어서 설계기준이 되었

던 - 열간거리가 300尺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일단 가

람중심곽 북측경계부에 있어서 열은 중요하게 다루어

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가람중심곽의 경계를 이

루는 삼면회랑의 보칸이 어느 것이나 10尺, 그리고 가람

중심곽 북측경계부에 있어서 열을 기준하여 강당 서편

건물의 전면에서 3번째의 기둥열(이하, 열로 함)까지, 

즉 강당 서편건물의 측면 어칸의 1/2이 10尺으로, 합치하

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동서회랑의 도리칸 분할에 있어

서 열과 열이 세트로 남·북측의 설계기준선으로 쓰였

다고 추론했지만, 상술의 정합성으로부터, 열과는 별개

로 열에 대응하는 가람중심곽 북측경계부의 설계기준

선, 열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

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동서방향에 있어서 ①-⑤열, 그

리고 남북방향에 있어서 - 열로부터 그려지는 장방형

26 ‘선축(先築)기단유구’에 관해서는, 이정민·溝口明則, 2019a, 앞의 논문, p.78·pp.81~84를 참조하기 바란다.

27 이정민·溝口明則, 2019b, 앞의 논문, 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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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람 윤곽은 280尺×320尺으로, 그 윤곽으로부터 사면 

10尺씩을 내측으로 띄워 회랑의 보칸을 정했다고 추정된

다. 다만, 가람중심곽 북측경계부에 있어서는 강당의 동·

서편에 북회랑이 아닌 강당에 버금하는 규모의 건물이 배

치됨에 따라, 당초 가람중심곽 남북 폭의 결정에 관계된 

설계기준선으로써 열이 먼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열로부터 파생된 열

만이 눈에 띄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

제는 가람규모계획의 초기 양상에 관한 것이다. 상기의 

고찰로부터 판단되는 사천왕사 가람중심곽의 규모는 280

尺×320尺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가람규모는 무엇에 

기초해 어떻게 정해졌던 것일까.

사천왕사 가람규모계획에 관한 종래의 제설과 그 한

계에 대해서는 앞서 연구사부분에서 정리했지만, 재고

찰을 요하는 것은 사천왕사가람과 신라왕경 방제(坊制)

와의 관계이다. 즉, “동위척 당시의 조리제 또는 조방제

의 영향 하에, 사천왕사의 지할이 동위척 100尺을 그 단

위로 했다”라는 후지시마의 설(1930)은,28 지표조사에 기

초해 상정된 가람중심곽의 규모 즉, 동서 240尺, 남북 300

尺(당척 기준)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토 결과, 상정된 가

람의 규모는 실제 유구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된 바, 근거를 잃었다고 하겠으나, 그것으로써 가람과 방

제 간에 다른 형태의 상관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까지 배

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종래 신라왕경연구에 있어

서, 방제 시행범위의 동남쪽 경계는, 지적도 등을 기초로, 

대개 남천(南川)·망덕사지 부근(사천왕사지 기준, 남남동 

약 340m)으로 추정되어 왔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

해서는 견해차가 있고,29 동 부근에 있어서의 방제 시행시

기에 관해서도, 사천왕사 낙성(679) 이전 설,30 문무왕대

(재위 661~681년)~신문왕대(재위 681~692) 설,31 신문왕

대 설,32 경덕왕 19년(760) 완성 설33 등 복수의 견해가 병

립해 있다. 즉, 사천왕사가람과 신라왕경 방제와의 시·공

간적 관계는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는 무엇보

다 사료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나, 여기에서는 『三

國遺事』월명사 도솔가조, 1913년에 작성된 축척 1/1200

의 지적원도,34 1922년에 작성된 사천왕사지 실측도,35 그

리고 근년의 발굴조사 성과에 기초해 새로 작성된 사천왕

사 가람복원도36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가람과 방제와의 

관계에 대해 재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신라중대에 있

어서 낭산 서측일대의 지표 양상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관련 사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1) 景德王十九年庚子四月朔 二日竝現 浹旬不滅 日官

奏 請緣僧 作散花功德則可禳 於是潔壇於朝元殿 駕幸靑陽樓 

望緣僧 時有月明師 ①行于阡陌時之南路 王使召之 命開壇作

啓 明奏云 臣僧但屬於國仙之徒 只解鄕歌 不閑聲梵 王曰 旣卜

緣僧 雖用鄕歌可也 明乃作兜率歌賦之 其詞曰 (中略) 旣而日

怪卽滅 王嘉之 賜品茶一襲水精染珠百八箇

A.2) 明常居四天王寺 善吹笛 ②嘗月夜吹過門前大路 月

馭爲之停輪 因名其路曰月明里 師亦以是著名

(『三國遺事』卷5, 感通7, 月明師兜率歌)

28 藤島亥治郎, 1930a, 앞의 논문, p.318.

29 이현태, 2012, 「新羅 王京의 里坊區劃 및 範圍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신라문화』4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33~134.

30 藤島亥治郎, 1930a, 앞의 논문, p.315; 藤島亥治郎, 1930b, 「朝鮮建築史論 其二」 『建築雑誌』44(531), 日本建築学会, p.467.

31 여호규, 2002, 「新羅 都城의 空間構成과 王京制의 성립과정」 『서울학연구』18,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pp.67~68.

32 전덕재, 2011,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209, 역사학회, pp.15~16.

33 김재홍, 2013, 「신라 왕경의 개발 과정과 발전 단계」 『한국사학보』52, 고려사학회, pp.219~220. 

34 1913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원본은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참조.

35 동양문고 우메하라고고자료 화상데이터베이스(東洋文庫 梅原考古資料 画像データベース), 청구기호 116-1171-4153 참조

36 이정민·溝口明則, 2019b, 앞의 논문, p.57, <그림 5> 사천왕사 중심곽 복원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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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A는 신라 경덕왕대(재위 742~765)의 승려인 월

명사(月明師)의 행적에 관한 기사이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A.1)의 ①‘行于阡陌時之南路’에 있어서의 ‘시(時)’자

의 해석으로, 종래 이에 관해서는, 문맥상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 ‘사(寺)’자의 오자라는 설, ‘치(畤)’자의 오자라는 

설 등이 제시된 바 있지만,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37 

‘천맥(阡陌)’은 중국 진한대(秦漢代)의 전제(田制)에 관련

된 용어로, 그 특징에 관해서는, “성외의 길”이자 “수 량(輛)

의 수레가 다닐 수 있는 큰 길”로, “성내의 간선도로인 가

(街)는, 성외의 천맥으로 통하고 있었던” 점, “곧바른 도로”

로, 각각 “동서·남북에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었던 점, “전

작(田作)의 길과 관계”가 있고, 천맥 그것이 “경지(耕地)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되어 있다.38 이들 제

반 특성으로부터 볼 때 ‘천맥’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전간

(田間)의 길을 나타내는 용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전술한 부분에서의 ‘시(時)’자의 해석이 부자연스럽게 느껴

져 왔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B. 侵巷街阡陌 杖七十 種植 笞五十 穿垣 杖六十 雖種植 

無防廢 不坐 主司不禁 同罪

(『高麗史』巻85, 志巻39, 刑法2, 禁令)

C. 在金城南 新羅憲康王 遊鶴城 至開雲浦 忽有一人奇形

詭服 詣王前 歌舞讚德 從王入京 自號處容 每月夜歌舞於市 竟

不知其所在 時以為神 其歌舞處 後人名爲月明巷

(『新增東國輿地勝覽』巻21, 慶州, 月明巷)

사료 B는 당률(唐律)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고려 

대의 관계법령인데, 이것으로부터 신라중대에 있어서도 

천맥이 항가(巷街)와 더불어 공공의 길로써 법제에 기초

해 유지 관리되고 있었음이 유추되는 한편, 천맥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길로써 항가가 있었음을 재인식하게 된

다. 사료 A.1)의 ①‘行于阡陌時之南路’에서의 ‘시(時)’자가 

오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상태와 시기를 한정하는 기능

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남로’는 당초 천맥으로써 

존속하다가 이후 어느 시점엔가 주변 일대가 경지 상태로

부터 시가지화됨에 따라 항가로 바뀌었거나, 혹은 더 이

상 법제에 기초해 유지 관리가 되지 않게 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변화 양상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찬자 일

연은 ‘阡陌時之南路’ 즉 ‘천맥 때의 남로’와 같은 형태의 기

술을 남겼던 것으로 추찰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주목되

는 것은 ‘천맥시(阡陌時)’로 수식되는 ‘남로(南路)’인데, 이 

길이 실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해서는 

동 조에 경덕왕이 ‘가행(駕幸)’하여 스스로 연이 있는 승려

를 기다렸다고 하는 청양루(靑陽樓)가 단서가 되지 않을

까 한다. 이 청양루의 위치는 확실치 않지만, 월명사가 월

성 동남측 사천왕사의 승려였고, 고려시대 청양문(靑陽

門)이 궁궐의 동문(東門)으로 추정되는 것으로부터, 청양

루는 왕궁의 동문에 설치되었던 누각이었을 것으로 이해

하는 견해,39 그리고 ‘청양(靑陽)’의 의미가 춘(春)·동(東)

에 상응하는 점이나 월성의 동측은 사천왕사가 위치했

던 낭산이 전망되는 위치였던 점으로부터 청양루는 월성 

동측의 누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40가 제시되

어 있다. 『爾雅』「釋天」에 ‘春爲靑陽’이라 있고,41 당해 유교

경전이 이미 강수(强首, ?~692) 등 신라중대의 유학자들

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점,42 경덕왕 19년(760), 월성 서남

측에 월정교, 동남측에 춘양교가 놓였던 점43으로 보아도, 

37 김완진, 2003, 「국어학에서 살펴 본 월명 향가의 특성」 『새국어생활』13(3), 국립국어원, pp.174~176.

38 楠山修作, 1969, 「阡陌の研究」 『東方学』38, 東方学会, pp.18~30; 古賀登, 1980, 『漢長安城と阡陌·県郷亭里制度』, 雄山閣, pp.97~98.

39 이영호, 2005,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95~196.

40 이임수, 2007, 『향가와 서라벌 기행』, 박이정, pp.50~51.

41 『爾雅』釋天, “春爲靑陽 夏爲朱明 秋爲白藏 冬爲玄英 四氣和謂之玉燭”

42 『三國史記』卷46, 列傳6, “强首 中原京沙梁人也父昔諦奈麻 (中略) 遂就師讀孝經曲禮爾雅文選”

43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十九年 (中略) 二月 宮中穿大池 又於宮南蚊川之上 起月淨春陽二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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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A.1)에 보이는 청양루는 월성 동측에 위치했을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阡陌時之南路’는 월성 동측으

로부터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월

성 북측 인왕동 556번지 유적의 도로·돌담·건물지유구는 

6세기 중~말엽,44 월성 동북측의 황룡사지 동남측 왕경유

적(S1E1)의 남측외곽 동서도로는 6세기 말~7세기, 방(坊)

은 7세기 후반,45 월성 남측의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국립

경주박물관 남측확장부지내 유적)의 坊내 건물지는 7세

기 후반부터로 편년되고 있고,46 월성 동측 및 동남측의 

시야는 남북으로 뻗은 낭산에 의해 차폐되는 바, 검토 범

위는 월성 동남측, 낭산 서측일대로 한정된다. 그런데, 옥

다리들사지 목탑지 이남, 낭산 남쪽 봉우리의 서측일대는 

저습하여 후대에까지 경지 상태로 존속했을 것으로 추측

되는 바, 사료 C에 보이는 헌강왕대(재위 875~886) 월성 

남측 시가지의 남단은 동 사지 목탑지 이북, 즉 낭산 북쪽 

봉우리의 서측일대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렇다면, 사료 

A.1)의 ‘阡陌時之南路’는 현 옥다리들과 내리들 사이를 동

서로 연하는 선상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그림 3  사천왕사 중심곽과 낭산 서측일대 격자형 토지구획 흔적 등과의 관계(필자 작도, 1913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생산·축척 1/1200의 지적원도를 바탕으

로 했음, 우측 상단의 색인도는 1912년 일본 육지측량부 제판·축척 1/50,000의 지도를 활용했음, Xn·Yn 등은 격자형 토지구획선의 교차점에 매긴 임시번호임).

4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遺蹟-發屈調査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132. 

4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新羅王京 發掘調査報告書Ⅰ(本文)-皇龍寺址 東便 S1E1地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554·557.

46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Ⅱ-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2차) 발굴조사-』, 신라문화유산연구원, 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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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중대 경덕왕 19년(760)경, 낭산 서측일대는 시가지가 

아닌 경지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격자형 토지구획은 

시행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도로·돌담·측구를 갖춘 시가

지의 방(坊)이 아닌, 4방위에 따른 직선도로와 구획만 존

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사천왕사가람과 격자형 토지구획 및 도

로와의 상대위치 관계는 어떠했을까. 우선, 사료 A.2) ②

의 사천왕사 ‘門前大路’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후지시

마(1930)는 사천왕사복원론에서 이 사료를 들어, “월명

사는 경덕왕대(A.D.742~766)의 화랑을 지낸 사람이므

로, 적어도 이 이전에 남문 앞에 대로가 있었고, 연도(沿

道)의 마을 이름을, 그 후 월명리(月明里)라 칭했다고 이

해된다. 지도상에서 고찰컨대, 황룡사 문전의 대로로부

터 마침 동위척 3里에 사천왕사 문전도로가 있는 것이 되

고, 신라왕경의 규모로서는 1里마다(헤이안·헤이조 양경

이 1방마다) 대로를 둔 듯하니, 이 문헌과 실제와는 완전

히 합치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이, 사천왕사 주

변 역시 왕경의 일부로서 계획된 것인 유력한 증명이 되

는 것 아닐까 여겨진다”고 하고,47 다시 신라왕경복원론

에서 “왕경의 동남부는 적어도 사천왕사 남대문전대로까

지 미쳤다”, 또 “망덕사 부지 및 그 부근은 이 절 건립 때

에 확장된 조리(條里)같다”고 결론하고,48 이것을 왕경 복

원에 있어서의 한 근거로 하였다. 후지시마의 신라왕경

복원론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었던 것은, 1913년에 작

성된 축척 1/1200의 지적도로 보이는데,49 낭산 서측일대

의 들판이 경지 정리되기 이전의 토지 경계·지목, 그리

고 사지의 남·북측이 각각 신작로와 철로에 의해 훼손되

기 이전의 지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적

도는 고찰에 있어서 유력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임에 틀

림없다. 그런데, 이 지적도 위에, 근년의 발굴조사 성과에 

기초해 새로 작성된 사천왕사 가람복원도를 얹어 부감하

면, 이 설의 문제점이 드러난다(그림 3). 즉, 후지시마는 

‘문전’을 ‘남대문전’으로 간주, 절의 남쪽을 동서로 가로지

르는, 폭 60尺(동위척)의 간선도로, 즉 왕경최남단의 ‘경

극로(京極路)’를 상정했던 것이지만,50 지적도상, 절의 남

쪽으로부터는 남대문이나 남대문전대로 등 방제와 관계

된다고 보일만한 어떠한 흔적도 확인할 수 없다. 사천왕

사 ‘문전대로’라는 것은 어디를 지나고 있었던, 어떠한 성

격의 도로였을까. 지적도상, 사천왕사 가람중심곽의 부

근을 지나는 도로는 셋이 있어, 하나는 남천변으로부터 

동으로 곧게 뻗어, 낭산 서록을 따라 흐르는 개천에 이르

러(이하, 이 구간의 도로를 ‘동서로’로 함), 남으로 나아가

는 도로, 또 하나는 낭산 서록에 따라 남하한 뒤, 동으로 

굽어 사천왕사 가람중심곽 바로 뒤를 통과하는 도로(이

하, 동·서측 개천 간의 도로를 ‘배후로’로 함), 나머지 하나

는 배후로의 연장선상에서, 낭산 동측으로 나아가는 도

로가 그것인데, 그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바로 ‘동서로’이

다. 이 도로의 폭은 일단 3.5m 전후로 확인되는데, 그 직

선 구간은 480m에 달하고, 그것의 선형이 가진 영향력은 

낭산 남록을 넘어 낭산 동측의 들판 상에까지 미치고 있

다. 즉, 지적도로부터 보는 한, 사천왕사 가람중심곽 부

근에 있어서 ‘대로(大路)’라고 칭해질만한 조건을 갖춘 도

로는 ‘동서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전(門前)’에서의 문(門)이라는 것은, 사역의 경

계에 설치된 커다란 문51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동익랑지

와 동회랑지가 교차하는 지점의 회랑기단 외측에서는 계

단기초로 보이는 유구가 확인되었고, 이로부터 익랑·회랑

의 교차부에 곽외로 통하는 작은 문이 설치되었다고 추정

47 藤島亥治郎, 1930a, 앞의 논문, p.319.

48 藤島亥治郎, 1930b, 앞의 논문, pp.461~463.

49 藤島亥治郎, 1930b, 앞의 논문, p.464.

50 藤島亥治郎, 1930a, 앞의 논문, p.329.

51 藤島亥治郎, 1930a, 앞의 논문, 附圖第5. 四天王寺及望徳寺四至推測圖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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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52 또, 서회랑지 서측 약 10.2m 지점에서 보도

의 연석(緣石)으로 보이는 남북으로 뻗은 2개의 석렬53이 

검출되었는데, 서익랑지 서단(西端)의 서측에서 시작한 

석렬이 북측으로 약 50m, 즉 강당지 서편건물지의 측면

을 지나 ‘배후로’의 직전까지 확인된 사실로부터 서익랑·

서회랑의 교차부에서 출문해 보도와 ‘배후로’를 거쳐 ‘동

서로’의 동단(東端)에 이르는 경로가 상정된다. 이것은 곽

내로부터 궁성인 월성(月城)에 이르는 최단 경로의 일부

가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지형도 등으로부터 확인되는 

서익랑지 서단 부근과 낭산 서측 경지와의 표고차는 약 

8.6~8.9m로,54 현재에도 전자의 위치로부터 후자의 서쪽 

끝 즉, 남천변까지 조망되는 바, 당대(當代)에 서익랑과 

서회랑이 교차하는 부분에 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

으로부터 ‘동서로’가, 또 역으로 ‘동서로’로부터 문이 조망

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요컨대, 사천왕사와 월

성과의 상대위치 관계, 그리고 양자 간의 주 경로, 지형조

건 등을 고려할 때, 다름 아닌 ‘동서로’ 그것이, 사료 A.2)

에서 사천왕사 ‘문전대로’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찰되는 것이다. 지적도상, 월성 동남측, 낭산·남천간의 

경지로부터 보이는 격자형 토지구획의 흔적, 그리고 동

서남북의 4방위에 따르는 직선도로의 존재는, 후지시마 

이후, 다수의 신라왕경연구자들에 의해 재확인되어 왔는

데,55 동 경지 내, 4방위에 따르는 직선도로 중 최남단에 

위치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서로’이다. 북에서 남으로 길

게 뻗은 도로(이하, ‘남북로’로 함)는 동서로와 직교한 후, 

곧 남천 건너의 남산 동록을 향해 서측으로 굽는다. 또 격

자형 토지구획의 흔적은, 동서로 이북에서 비교적 분명하

게 나타나는 반면, 그 이남에서는 유무를 확언하기 어렵

다. 이러한 점에서, 동서로 그것이 낭산 서측일대에 있어

서의 격자형 토지구획 범위의 남쪽 경계를 이루었을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사천왕사 가람중심

곽은 격자형 토지구획 범위의 남쪽 경계에 외접해 있었

던 것이 된다. 다음으로, 가람중심곽과 배후로(가람중심

곽 바로 뒤를 지나는 도로)와의 관계에 주목된다(그림 3, 

4). 종래 이 배후로는 자연 발생된 것으로도 간주되어 왔

는데,56 주의 깊게 살펴보면, 가람중심곽의 동서 폭에 맞

춰 강당 및 강당 동서편건물을 북측으로 우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대로 동서로의 선형이 가진 영향

력은 낭산 동측에까지 미치고 있고, 일단 배후로의 시·

종점도 그 영향 하에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서

로의 축을 동측으로 그대로 연장할 경우, 그것은 가람중

심곽의 북측변, 강당 및 강당 동서편건물 위를 지나게 된

다. 배후로와 동서로가 동시대의 것이라면, 그리고 배후

로의 선형이 개설 당시의 원형 그대로의 것이라고 한다

면, 낭산 서측일대의 격자형 토지구획은 사천왕사 낙성

(679)보다 늦은 시기에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고고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다. 낭산 남록에 있

어서, 낭산 서측일대의 것과 동질의, 정연한 격자형 토지

구획이 시행되었을 가능성도, 실재하는 구획 위에 사천왕

사 가람중심곽이 조영되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

되면서도, 배후로 개설 이전, 동서로의 연장선상에 곧게 

뻗은 도로 선형이 상정되어 있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가람중축선과 남북로와의 관계는 어

떠할까. 지적도상 양자간거리는 약 385m로 확인되는데, 

이를 낭산 서측일대의 격자형 토지구획 1구획의 동서길

이 약 150m(남북길이는 약 147m)로 나눠 보면 2.57 정도

가 되어, 0.5배수로 나누어떨어지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5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앞의 책, p.165.

5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앞의 책, p.123. 보고서에서는 이를 담장의 기초 석렬로 추정했는데, 160~170cm의 폭에 대비해 20~40cm 크기의 할석은 담

장 기초석으로서는 작다고 판단된다.

54 국립경주박물관,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10,000-』,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p.163·186.

55 이현태, 2012, 앞의 논문, pp.110~133.

56 장충식, 1996, 「新羅 狼山遺蹟의 諸問題(Ⅰ)-四天王寺址를 中心으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1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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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서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즉, 낭산 남록의 지

형을 보면, 동측은 보문들로부터 남류하는 개천에, 서측

은 낭산 서록을 따라 역시 남류하는 폭이 좁은 개천에 각

각 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목상 양 개천의 내

측은 전(田)·대(垈)·묘(墓)의 고조(高燥)한 땅으로, 외측

은 답(畓), 즉 저습지(低濕地)로 구분되는 점으로부터, 사

역은 동·서측의 개천을 양측 경계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데, 금당지(지적도상 947번지·田)가 그 중간

지점을 점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사천왕사 가람중축선

은, 격자형 토지구획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다기보다는, 

낭산 남록의 지형적 맥락에 입각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가람중심곽 규모와 坊의 크기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전술한대로, 지적도상 낭산 서

측일대의 격자형 토지구획 1구획의 크기는 동서 약 150m, 

남북 약 147m로 확인된다. 그런데, 신라왕경의 1坊의 크

기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개 

동서 160~165m, 남북 140~145m로 추정되고 있다.57 즉, 

그림 4 사천왕사 중심곽과 사역 내 지형과의 관계(필자 작도, 우메하라 고고자료 중 1922년 작성된 사천왕사지 실측도를 바탕으로 했음).

57 여호규, 2002, 앞의 논문,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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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길이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가람중심곽 규모

와 후자 1坊의 크기 간에 상관관계를 보여 주목된다. <그

림 4>는 1922년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에 의해 작성

된 사천왕사지 실측도58 위에, 근년의 발굴조사 성과에 기

초해 새로 작성한 가람복원도59를 얹어본 것인데, 살펴보

면 우선 도면상에서, 가람중심곽 동측 941~945번지(垈·

田)의 서측 필지경계, 그리고 가람중심곽 서측 929번지

(田)의 동측 필지경계를 따라 남북으로 사면(斜面)이 존

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 사면은 사천왕사가람의 

조영에 수반된 절성토(切盛土),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인

공적인 법면(法面)의 잔존 부분으로 보이는데, 양측 사면

간의 거리는 계측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방

(坊)의 추정 동서길이에 합치한다. 다음으로 중문 남측 

동서귀부 바로 앞, 950번지(田)의 남측 필지경계로부터 

강당 북측기단(추정)까지의 거리는 약 144m로, 방의 추

정 남북길이의 범위 내에 든다. 또, 가람중심곽 규모, 동

서 280尺(①-⑤열간 약 82.4m), 남북 320尺( - 열간 약 

94.2m)의 2배와 1.5배는 각각 방의 추정 동서길이·남북

길이의 범위 내에 든다. 여기에 더해, 중문 남측 동서귀부

간거리(약 32.7m)60의 5배는, 방의 추정 동서길이의 범위 

내에 든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사천왕사 건립에 있어

서, 우선 낭산 남록에 (낭산 서측일대의 격자형 토지구획

과는 별개로) 1방(坊)의 크기를 상정하고, 그것의 남북 폭

을 3등분해 북쪽 2구획분을 평탄부로, 남쪽 1구획분을 경

사부로 조성한 다음, 평탄부의 동서 폭을 4등분해 중앙 2

구획분을 가람중심곽의 동서 폭으로 정했을 가능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평탄부의 넓이는 1방의 2/3가 

되고, 가람중심곽 규모는 1방의 1/3에 해당하게 된다. 또, 

낭산 남록 상 가람중심곽의 남북방향 위치는 상기 분할에 

의해 확정된다.61

그런데 가람중심곽 규모는 부지조성공사 단계에서 

1방의 크기에 대한 단위분수적 분할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이전의 논고에서, 부지 평

탄면의 남단(남회랑지 외측초석적심석군열 부근)으로부

터 금당지 내 선축기단유구 중심까지의 거리가 약 150尺

(당척)으로 확인되는 점으로부터, “정식적인 조영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초기구상”에 의해, 평탄면의 

남단을 경계로 하여 方300尺(方50步)의 가람규모를 상

정, 그 중심에 선축기단을 축조한 것이며, “가람일곽 규모 

및 일곽 내 당탑 등의 상대위치와 규모가 확정 건립되는 

단계에 있어서, 다시 부지 평탄면의 南限을 기준하여 북

으로 가람일곽이 전개되고, 새로 확정된 일곽 내 금당의 

상대위치와 규모가 구현된 결과, 선축기단유구와 금당지 

양자,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62 부지조성공사 단계에서 가람중심곽 규모까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선축기단유구와 금당지 

양자의 중심이 남북방향으로 어긋나는 것과 같은 부정합

의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가람중심곽 규모 결정에 관련해 1방의 크기에 대한 

단위분수적 분할을 통해 결정된 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낭산 남록 상 부지조성공사의 윤곽에 한정해 이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가람중심곽 규모 확정

에 이르기까지는 일련의 조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되는

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까지 가람규모계획에 있어서의 신라왕경 방제

의 영향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정리하면, 신라중대 낭

산 서측일대에 격자형 토지구획은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

이나 그 행해진 시점을 특정할 수 없고, 가람중심곽과 구

58 주35) 참조

59 주36) 참조

6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앞의 책, p.66.

61 <그림 4>의 석조물유구 분포 양상으로부터 볼 때, 배후로 이북, 특히 중심곽 북서측에도 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나, 개창계획에 입각한 것이었는지 불분

명한 바,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62 이정민·溝口明則, 2019a, 앞의 논문, p.87.



99		신라사천왕사건축(新羅四天王寺建築)의 설계기술(設計技術) 고찰(考察)

획도로 등과의 관계로부터 볼 때 정합성이 높다고 할 수

도 없지만, 가람중심곽 규모와 1坊의 크기와의 관계, 그

리고 낭산 남록 상 가람중심곽의 남북 위치와 1坊의 크기

를 대상으로 한 단위분수적 분할과의 관계는 개연성을 나

타낸다. 요컨대, 낭산 남록 상 사천왕사 부지조성공사, 그

리고 가람중심곽의 남북방향 위치 및 규모 결정에 있어

서, 신라왕경의 1坊의 크기를 차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Ⅵ. 가람중심곽 규모, 당탑 등의 
배치 및 평면 계획에 걸쳐 
나타나는 수리적 관계의 연원, 
그리고 계획 기준의 설정 및 
조정의 경위

여기까지 사천왕사 당탑 등의 평면 및 배치계획, 가

람중심곽 규모계획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이제 남은 문

그림 5  사천왕사 조창(祖創) 당시의 초기구상안(추정)과 개창(攺刱) 계획과의 관계 분석(필자 작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四天王寺I-金堂址 발굴조사보고

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63~64, ‘도면 4 사천왕사지 유구배치도’, p.128, ‘도면 19 금당지 선대 기단 부석 마지막단 평면도’를 바탕으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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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다음의 2가지로 정리된다. 그 중 하나는 가람중심곽 

규모, 당탑 등의 배치 및 평면 계획에 걸쳐 확인되는 수리

적 관계가 어떠한 연원을 갖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

른 하나는 초기구상된 가람규모 方300尺(당척)으로부터 

가람중심곽 규모(280尺×320尺)의 확정에 이르게 된 경

위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들 문제는 계

획의 초기 양상에 관련된 것으로, 관계 사료는 극히 한정

되지만 기왕의 연구결과를 참고해 가며 고찰을 진행하기

로 한다.

우선 전자의 문제와 관련해 다시 주목되는 것은 『다

라니집경』 보집회단법상 호국단 규모 120肘(240尺)설63이

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해 설은 발굴조사 이전 시기에 제

시된 것으로, 여기에서 상정된 가람중심곽 경계부의 위치

(즉, 가람중심곽의 규모) 및 건축 구성은 발굴조사를 통

해 확인된 실제의 유구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지만,64 “사천왕사의 배치개념은 금광명경의 사천

왕 개념과 함께, 밀교수행법인 호마법에 의한 호국사상이

고, 배치구성원리는 관정경의 문두루작도법과 다라니경

의 보집회단법, 밀교의 우주론에 의한 기하학적 배치형태

로 적용된 신라만의 독창적인 건축형식이다”65라고 하는 

설의 요지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

점인 단석지 유구로 되돌아가, 작단(作壇)에 있어서의 길

이단위 ‘주(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구실측치 분석을 기

초로 하여, 사천왕사 작단법의 규범적 특질을 파악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상기 전자의 문제에 대한 구명을 시도

해 보기로 한다. 장충식(1996·2002)이66 ‘금당 후방 좌우대

칭의 위치에서 각기 圓孔을 지닌 12개의 특수한 초석이 있

는’ 유구를 문두루비법(文豆婁秘法)과 관련된 단석(壇席)

으로 추정한 이후, 해당 유구는 대체로 ‘단석지(壇席址)’

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연구에서는 주로 『불설

관정경』에 제시된 원목문두루의 규격(員木文頭婁…縱廣

七七分)에 의거해 문두루법과 단석지 유구간의 상관관계 

해명이 시도되었지만,67 해석에 있어 몇 가지 문제는 차치

하더라도, 해당 경전상 확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목문

두루 자체의 규격으로, 그것을 작단의 규범과 관련짓는 데

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그러한 점에서 사천왕사 단석의 평

면 크기 및 의장은 특정 경전에 의거했다기보다 ‘자체 고

안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단석 초석의 초석면 한변의 길이는 약 88㎝

에 달하는데, 이에 대비해 초석중심간거리는 약 1.48m로 

상당히 협소하다. 사천왕사 단석평면(총칸·기단)의 크기 

및 의장은 무엇에 기초해 어떻게 결정되었던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길이단위, ‘주(肘)’에 재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역 밀교경궤(經軌)상 제시되는, 밀단법(密壇法)에 있어서

의 기본 길이단위는 주(肘, hasta)이다.68 사실 주량(肘量) 

그것은, 인도와 중국의 단위체계간에 접점을 어디에 두느

냐에 주된 영향을 받는, 그리고 기준척을 어떤 것으로 보

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불확정적인 것이었으나, 

고대동아시아불교에 있어서의 주량 인식의 계통은, ①2尺

1肘·8尺1弓(한척 계열, 弓＝尋),69 1.6尺１肘·6.4尺1弓(당

63 주12) 참조. 

64 주13) 참조.

65 김상태, 2004, 앞의 논문, p.201.

66 장충식, 1996, 앞의 논문, pp.20~24·p.29; 장충식, 2002, 「신라 사천왕사지 단석의 고찰」 『불교학보』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12~16.

67 장충식, 2002, 앞의 논문, pp.14~15; 김상태, 2007,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16(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pp.7~8·p.10.

68 隋 寶貴合·曇無讖譯, 『合部金光明經』, 大正藏16, 386c25~26, “縱廣七肘以爲道場 以華散著道場中”; 唐 阿地瞿多譯, 『陀羅尼集經』, 大正藏18, 886a29~b03, “其

法壇量 若爲帝王一百二十肘 若受法壇方十六肘十二肘等 若懺悔壇及治病壇皆作水壇 四肘以下一肘以上悉得通用”; 唐 善無畏·一行譯,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

經』, 大正藏18, 11b05~06, “如其自肘量 陷作光明壇 四節爲周界 中表金剛印”; 唐 金剛智譯,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大正藏18, 239c13~14, “次以搓緊合雜

繩 具足端嚴 稱其肘量 智者隨其力能 以繩絣其壇 壇形四方”; 唐 輸波迦羅譯, 『蘇悉地羯囉經』, 大正藏18, 633a05~06, “平治其地 作曼荼羅量百八肘”

69 西晋 竺法護譯, 『舍頭諌太子二十八宿經』, 大正藏21, 416c09, “二尺爲一肘 四肘爲長弓”; 隋 閣那崛多譯, 『佛本行集經』, 大正藏3, 710a10, “二尺一肘 四肘一弓”



101		신라사천왕사건축(新羅四天王寺建築)의 설계기술(設計技術) 고찰(考察)

대척),70 ②1.5尺1肘·6尺1弓(한척 계열, 弓＝歩),71 ③1.8尺1

肘·7.2尺1弓(한척 계열),72 1.5尺1肘·6尺1弓(당대척),73 ④의

식을 주관하는 아사리(阿闍梨)의 팔꿈치길이(인체척)74로 

대별된다. 신라밀교에 있어서 길이단위 주(肘)가 인식되

고 있었음은, 신라승 현초(玄超)아사리가 지었다고 전하

는 『最勝太子別檀供養儀軌』에 ‘其壇髙一尺廣四肘’라 적혀 

있는 점75에서 방증되며, 일연이 『삼국유사』 가섭불연좌석

조76에 ‘宴坐石在佛殿後靣 甞一謁焉 石之髙可五六尺 來圍

僅三肘幢立而平頂’라 적었던 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상기 주량 인식의 계통에 입각해, 신라사천

왕사 작단에 있어서의 주량 및 주수(肘數) 계획의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 즉 전술한 대로, 단석을 포함한 

사천왕사건축의 조영에는 당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때의 단석 총주칸·기단 한변

의 크기는 각각 15尺·30尺으로, 1.5尺1肘(당대척)의 주량

을 상정했을 경우에서만 10肘·20肘이라는 간명한 환산주

수가 얻어지는 바, 이러한 점에서 사천왕사의 작단에 있어

서는, ④아사리의 팔꿈치길이(인체척)라는 인식에 기초하

면서도, ③1.5尺1肘·6尺1弓(당대척)의 주량을 취했을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그로써 조영척도와의 접점도 마련

되었다고 이해된다.77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단석 초석의 주좌·초석면 한변의 크기가 각각 1.5尺·3尺78 

즉, 1肘·2肘로, 단석 초석의 평면(주좌·초석면) 크기 및 의

장의 10배가, 단석평면(총칸·기단)의 그것에 정합하는 점

이다. 환언하면 전자와 후자는 서로 닮은꼴로, 그 닮음비

는 1:10이 되는 것이다.79 이는 사천왕사 작단법의 규범적 

특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작단의 규범과 사천

왕사 건축계획 간의 상관관계 구명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

서가 될 수 있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이전의 논고에서, 남회랑지 외측초석

적심석군열(중문지 중심)으로부터 선축기단유구 중심까

지의 거리는 약 44.1m로, 이를 당척으로 환산하면 약 150

尺이 얻어지는 점으로부터, ‘정식적인 조영계획이 확정되

기 이전의, 잠정적인 초기구상’으로서, 부지 평탄면의 남

단을 기준하여 方300尺(方50步)의 가람중심곽 규모가 구

상되었고, 그 중심에 ‘이후 금당 건립 시 쓰일 것을 전제로 

하여’ 선축기단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그렇

다면 (어디까지나 方300尺의 규모가 선행조건이 되지만) 

상기 닮은꼴·닮음비의 관계로부터, ①단(壇) 즉, 단석 초석

의 평면(주좌·초석면) 크기 및 의장을 본(本)으로 삼고, ②

본의 10배를 단석평면(총칸·기단) 계획의 기준으로, ③본

의 100배를 가람중심곽(중핵부·일곽) 규모 및 배치 계획

70 唐 普光述, 『俱舍論記』, 大正藏41, 193a01~08, “若依此間計一踰繕那成里數者 謂一肘有一尺六寸 四肘爲一弓 一弓有六尺四寸 五百弓爲一倶盧舍 計五百弓有

三千二百尺 八倶盧舍爲一踰繕那 計八倶盧舍有二萬五千六百尺 以五尺爲一歩計有五千一百二十歩 以三百六十歩爲一里 計有一十四里餘八十歩爲一踰繕那”.

71 唐 窺基撰, 『瑜伽師地論略纂』, 大正藏43, 17b12~13, “倶盧舍 即五百弓 一弓六尺 即三千尺 成五百歩”; 唐 義淨譯, 『根本說一切有部百一羯磨』, 大正藏24, 

467c14~15, “若准内教 八倶盧舍爲一瑜膳那 一倶盧舍有五百弓 弓有一歩數 准其歩數纔一里半餘”.

72 唐 道宣撰, 『四分律刪繁補闕行事鈔』, 大正藏40, 130b18~20, “四分云 空靜處去村五百弓 弓長四肘用中肘量也 則一肘長一尺八寸 六尺爲歩 積之便有若干里也”; 

唐道宣 撰, 『中天竺舍衞國祇洹寺圖經』, 大正藏45, 891a15~16, “佛在人倍人 人長八尺佛則丈六 人肘姫周尺八寸肘三尺六寸也”.

73 唐 道宣撰, 『關中創立戒壇圖經』, 大正藏45, 810b19~21, “人肘長唐尺一尺五寸 則佛肘三尺”.

74 唐 阿地瞿多譯, 『陀羅尼集經』, 大正藏18, 886b03~04, “其肘長短 隨其呪師臂肘長短以爲量數”.

75 落合俊典, 2010, 「東アジアにおける仏教写本研究の現況と研究方法」 『불교학리뷰』7,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pp.22~23·p.29.

76 『三國遺事』卷3, 塔像4, 迦葉佛宴坐石條, “玉龍集及慈藏傳 與諸家傳紀皆云 新羅月城東龍宫南有迦葉佛宴坐石 其地即前佛時伽藍之墟也 今皇龍寺之地即七伽藍之

一也…宴坐石在佛殿後靣 甞一謁焉 石之髙可五六尺 來圍僅三肘幢立而平頂 真興創寺已來再經災火石有拆裂處 寺僧貼䥫爲護”.

77 120肘(240尺)설에서는 2尺1肘(당대척 기준)의 주량을 상정했으나, 그것은 단석지가 아니라 ‘당척 2척(尺)의 모듈로 이루어진 가람 배치임’을 전제로 해 추정된, 

주량 인식의 계통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길이의 것으로 파악된다.

78 이정민·溝口明則, 2019b, 앞의 논문, p.54~55.

79 닮은꼴은 ‘크기만 다르고 모양이 같은 둘 이상의 도형’, 닮음비는 ‘닮은꼴의 관계에 있는 도형에서 대응하는 두 선분의 비’로 정의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

전 ‘닮은꼴’, ‘닮음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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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유추되는 것이

다. 『삼국유사』 문호왕법민조에, 낭산 남쪽 신유림에서 문

두루비법 설행으로 발현된 공능으로써, 신라 국경 해상에 

이른 외적을 격퇴하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만약 당시 그와 같이 단의 평면 크기 및 의장을 본으로 한 

계획 기준의 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필연성은 문

두루법 설행으로 발현되는 ‘더할 수 없이 큰 힘’80의 작용 원

리를, 건축 실체를 통해 대중에게 교시하고 그로써 한 시

대의 믿음을 환상으로나마 얻고자 했음81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다만, ①의 단석 초석 평면과 ②의 단석평면 간의 닮

은꼴·닮음비의 관계는 명백히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③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관계와 실제 가람중심곽

(중핵부·일곽) 규모 및 배치 간에 얼마간의 차이가 있어 

해석이 요구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념이 실제로 구현되

는 단계에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 미조정이 이루어졌던 것

으로 추측된다. 이하, 목탑·금당간거리 문제를 들어 제시

하면서 그 미조정의 경위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유

구도면상 목탑지·금당지 기단지대석간 남북거리는 상·하

층기단을 기준으로 해 각각 약 11.9m, 약 9.0m로 확인된

다. 선축기단유구와 금당지, 양자의 중심은 남북방향으

로 어긋나 있는데, 전자의 중심은 후자를 기준해 남으로 

약 2.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82 전술의 초기구상에 

입각해 선축기단유구의 중심에 맞춰 금당 상·하층기단 

규모를 재현할 경우, 목탑·금당 기단간 남북거리는 상·하

층기단지대석을 기준해 각각 약 9.4m, 6.4m가 된다. 이

는 금당 측면 기단 폭(상층 약 14.4m·하층 약 17.4m83)이

나 목탑 기단 폭(상층 약 10.3m, 하층 약 13.3m)보다 좁

은 것이며, 특히 하층기단지대석 기준 시의 약 6.4m는 삼

면회랑 보칸의 2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서 추정컨대, 설계자는 정식적인 조영계획상 당탑 및 단

석 등의 규모·배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③의 잠정적인 

초기구상에 입각해 축조된 선축기단유구의 중심을 금당

의 중심으로 고수할 경우 비로소 직면하게 되는, 목탑·금

당간거리 협소 문제를 인지했던 것 아닐까 한다. 그리고 

부지 평탄면의 남단( 열)을 경계로 한 당탑 및 단석 등의 

남북방향 위치 결정에 있어서, 금당의 중심이 선축기단

유구의 중심을 기준해 북으로 약 2.5m 떨어진 지점에 새

로 설정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서목탑의 남북방향 위치

( 열)는, 잠정적인 초기구상에 있어서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한 결정은 

다름 아닌 목탑·금당간거리를 조금 더 확보해 두고자 하

는 설계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선

축기단유구로부터 금당으로의 중심 이동거리가 2.5m 정

도라는 점에서, 목탑·금당간거리 문제의 해결만을 목적

으로 ③의 계획 기준으로부터 가람중심곽(중핵부·일곽) 

규모 및 배치의 미조정을 행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

렵지 않을까 여겨진다. 미조정 그것은, 어쩌면 보다 근본

적인 문제로써 가람중축선상 중문·금당·강당을 두는 가

람 배치 형식을 취함으로써 갖게 되는 정면 폭 대비 가람

중심곽 안길이를 더 깊게 두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념과 실제는 다

소 분리되는 양상을 띠게 되지만, 가람중심곽(중핵부·일

곽) 규모 및 배치의 확정에 있어서는 당초의 가람중심곽 

크기 方300尺을 기준하여, 동서 폭에서 20尺을 빼, 남북 

폭에 그 분 20尺을 더한다고 하는 조정을 통해, 가람중심

곽 동서 폭을 4등분하는 지점 간의 거리가 공히 70尺 즉 7

丈으로 나누어떨어지도록 하면서도, 당초 기준이 되었던 

면적이 근사적이나마 유지되도록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요컨대, 이는 다름 아닌 미조정에 따른, 단의 평면 

80 『東國李相國全集』卷39, 佛道疏, 서경 금강사(金剛寺) 문두루도량문(文豆婁道場文), “化不可思 廣被恒沙之刹 力無能勝 莫尊神印之門”.

81 『梅月堂集』卷12, 「遊金鰲錄」, “天王寺址(今爲人家) 文豆婁法出西天 神印宗源自朗傳 明信一期雖幻得(明信卽左氏語) 不知玆事可安邊”.

82 선축기단유구와 금당지의 상대위치 관계에 관해서는 <그림 5> 및 이정민·溝口明則, 2019a, 앞의 논문, p.82·86을 참조할 것.

83 금당 차양칸 증설 이전의 하층기단 규모(추정), 동서 80尺·남북 59尺을 기준으로 한다. 주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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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및 의장을 본으로 한 자기유사성84의 약화를 최소화

하려는 의지로 이해된다.

Ⅶ. 사천왕사건축의 설계기술 양상 
및 그 특질

이상, 근년의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성과 및 기수행

된 사천왕사 건립과정 재고, 조영척도 재론의 성과를 기

초로, 사천왕사건축의 설계기술 양상과 그 특질의 구명을 

시도했다. 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사천왕사 건립은 선덕왕 9년(640) 이전 안함에 

의해 입안되었고, 이후 문무왕 재위초(661~) 논의를 거

쳐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러한 편년관을 기초

로, 가람중심곽 규모계획에 관련해, 후지시마의 ‘方100동

위척 단위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재고찰을 수행한 

결과, 낭산 서측일대의 격자형 토지구획이 이루어진 시기

는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1920년대 초반의 사지 

지표 양상으로부터 볼 때, 사천왕사 부지조성공사(670년 

이전 추정)에 있어서, 낭산 남록 상에 1방(坊)의 크기(460

尺×400尺, 고구려척 기준)를 상정, 그 남북 폭을 3등분한 

후, 남쪽 1구획분을 제외한 나머지 2구획분을 평탄부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문무왕 10년(670)의 ‘이채백영사(以彩帛營寺)’ 즉 

‘조창(祖創)’에 관련해서는, 당 침공의 긴박한 상황하에 

잠정적인 초기구상에 입각, 부지 평탄면의 남단을 경계

로 하여 方300尺(당척)의 가람중심곽 규모를 상정하고 그 

중심에 이후 금당 건립 시 쓰일 것을 전제로 하여 ‘선축기

단’을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러한 초기구상

에 관련해 김상태의 ‘方120肘(240尺) 규모설’로부터 재고

한 결과, 조창 당시 밀교승 명랑은, 기조성된 부지 여건을 

전제로,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상 문두루법의 공

능 표현을 염두에 두고, 아사리(阿闍梨)의 팔꿈치길이라

는 인식에 기초하되 1.5尺1肘(당대척 기준)의 주량(肘量)

을 취해, 원목문두루 즉 신인(神印)의 장치를 목적으로 

한, 외원 2肘(3尺), 내원 1肘(1.5尺), 원공 0.5肘(0.75尺)

의 단(壇, 이후 개창(攺刱) 시 이른바 단석 ‘초석’으로 구현

됨)의 평면 의장을 자체 고안, 나아가 문두루법 설행으로 

발현되는 ‘더할 수 없이 큰 힘’의 작용 원리를 건축 실체

를 통해 대중에게 교시하고자, 단의 평면 크기 및 의장을 

본(本)으로 삼고 본의 10배를 단석 평면계획의 기준으로, 

본의 100배를 가람중심곽 규모 및 배치 계획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설정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이후 문무왕 10~12년(670~672)경 수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창(攺刱)’ 계획 즉, 정식적인 조영계획에 있어

서는 잠정적인 초기구상에 입각해 축조된 선축기단유구

의 중심을 금당의 중심으로 고수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목탑·금당간거리 협소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계기로 초

기구상에 있어서의 계획 기준으로부터 가람중심곽 규모 

및 배치의 조정을 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 

그 조정의 실행에 있어서는 초기구상에 있어서의 가람중

심곽 규모, 方300尺을 기준, 동서 폭에서 20尺을 감해, 남

북 폭에 그 분 20尺을 더해 늘린다는 조정(정식 가람중심

곽 규모, 280尺×320尺 확정)을 통해, 중심곽 동서 폭을 4

등분하는 지점 간의 거리가 공히 70尺 즉, 7丈으로 나누

어 떨어지도록 하면서도, 당초 기준이 되었던 면적이 근

사적이나마 유지되도록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

조정에 따른 (단의 평면 크기 및 의장을 본으로 한) 자기

유사성의 약화를 최소화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4)사천왕사 당탑 및 단석의 배치는 가람중심곽 규

모를 대상으로 한 분할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분할의 방

식은 방향에 따라 달랐다고 판단된다. 즉, 동서방향에 있

어서는 ‘중심곽 동서 폭 280尺을 4등분한다’라는 선 굵고 

간명한 구상에 기초해, 가람중축선상에 금당을, 중심곽 

84 ‘부분을 확대할 때 자기가 포함된 전체와 닮은 모습을 보여 주는 성질’로 정의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본고에서는 ‘부분과,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본질

을 공유하며 닮은 모습을 보이는 성질’로 의미를 한정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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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폭을 4등분하는 지점에 동서목탑과 동서단석을 배

치했다고 인정되는 반면, 남북방향에 있어서는 ‘300尺(중

심곽 남북 폭 320尺-회랑 보칸 10尺×2)을 기수인 33칸(동

서회랑의 도리칸 수)으로 나눈다’는 세세한 분할과, ‘우수

리가 붙은 주칸 9.0909…尺의 끝수를 정리해 완수주칸 9

尺으로 한다’는 수의 조작(操作)에 기초해 익랑의 위치(회

랑 모서리부분 1칸 제외, 남으로부터 17번째 칸)를 선행 

결정했다고 추정되는 것인데, 특히 남북방향에 있어서 동

서회랑의 도리칸 분할과 주칸 조정이 금당의 배치보다 선

행된 것은, 금당-익랑-동서회랑으로 연결되는 가람중심

곽의 짜임새상의 특성, 즉 금당의 남북방향 위치가 익랑

을 매개로 동서회랑의 도리칸 치수계획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갖게 되는 조건하에, 익랑을 염두에 두고 300尺을 기

수칸으로 분할하면서도, 동서회랑의 도리칸 치수가 우수

리가 붙는 상태로 남는 것을 기피, 완수로 떨어지기를 의

도했던 것에 기인했다고 이해된다. 또 금당은 익랑을 기

준하여, 이어 동서단석은 익랑을 기준으로 하여 북으로 

70尺을 띄워 그 남북방향 위치를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동서목탑의 남북방향 위치는 초기구상에 있어서의 

그것(方300尺을 기준해 남으로부터 제1사분위 즉, 부지 

평탄면의 남단을 기준해 북으로 75尺이 되는 지점을 동서

로 연하는 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판

단되며, 그러한 결정은 가람중심곽 규모 및 배치 조정상

의 제반 여건하에 목탑·금당간거리를 조금 더 확보해 두

고자 하는 설계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5)사천왕사 당탑 및 단석 등의 평면계획에 관해서는 

이하의 3가지 기법적 경향이 확인된다. 첫째, 당탑 및 단

석 등의 규모는 각 건물의 정면기단 폭에 의해 제어되었

던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금당·목탑의 규모는 가람중심

곽 동서 폭의 4등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단위분수적 분할

의 반복(가람중심곽 동서 폭 : 동서목탑간 및 동서단석간

거리 : 금당기단 정면 폭 : 목탑 기단 폭 = 280尺 : 140尺 : 

70尺 : 35尺 = 1 : 1/2 : 1/4 : 1/8)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판

단되는데, 이는 역시 단의 평면 의장을 본으로 한 자기유

사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밖에 단석의 규모

는 단의 평면 크기의 10배를 취해 30尺으로, 강당의 규모

는 가람중심곽 동서 폭의 1/3을 염두에 두되, 丈 단위를 

취해 100尺으로 정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당탑 및 

단석의 도리칸은 공히 기수칸이자 동일 너비의 완수주칸

으로 구성되었는데, 정방형 평면인 목탑·단석의 경우 기

단 폭을 등분함으로써 기단내밀기와 주칸을 대등하게 다

루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장방형 평면인 금당·강당 등

의 경우에는, 기결정된 기단 정면 폭에 기수칸이자 동일 

너비의 완수주칸으로 조합된 도리칸을 얹어 넣는 과정에

서 기단내밀기가 완충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

다. 셋째, 중문 등 가람중심곽 경계부에 배치된 건물의 보

칸 결정에 있어서는, 계획 초기단계에서 먼저 정해진 회

랑 보칸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이러한 일련의 설계기술 양상 중, ①자연 지형인 

낭산 남록 상에 신라왕경 방제로부터 1坊의 크기를 끌어

다 적용, 그것의 단위분수적 분할을 통해 부지 조성의 윤

곽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단(壇, 즉 

단석 ‘초석’)의 평면 크기 및 의장을 본으로 한 자기유사성 

구현의 인식체계 설정 그것이, 조창에 관련해서는 초기구

상으로서의 가람규모 상정 및 선축기단의 중심 위치 결정

에, 정식적인 조영계획 즉 개창계획에 관련해서는, 특히 

동서방향에 있어서 가람중심곽 규모계획, 당탑 및 단석

의 배치계획, 평면계획 등 설계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 요인으로서 작용했다고 이해되는 점, ③반면 남북방

향에 있어서는, 금당의 위치가 익랑을 매개로 동서회랑의 

도리칸 치수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는 조건하에 

동서회랑의 도리칸 분할과 주칸의 조정을 금당 등의 배치

보다 선행하는 등 가람중심곽의 짜임새상 조우하게 되는 

현실적 제 문제에 대해 수의 조작을 통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는 설계기술의 실제적 양상이 확인되는 점, ④그리하

여 확정된 가람중심곽 규모를 기저에 두고, 그 위에 방향

에 따라 상이한 두 가지 설계논리가 날줄과 씨줄처럼 교

차하며 이념과 실제의 양립을 실현하고 있었다고 인정되

는 점 등에 대해서는 신라사천왕사건축의 설계기술이 갖

는 특질에 관련해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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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맺음말

설계의 과정에는 복수의 단계가 있다. 초기의 단계

일수록 단순명쾌한 계획성이 있지만 수치상의 미조정 등

을 통해 2차, 3차의 조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경위로, 이

것은 설계의 미숙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는 관념

적 구상에서 실제 실현가능한 단계로 계획이 진행하는 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 가람중심곽 북단, 기존의 동해남

부선 철로로 인해 확인되지 못한 강당지 기단의 남북 폭

과 보칸 구성에 관해서는 1936년의 철도공사구간발굴조

사 자료를 검토해 불확실성의 범위를 좁히고, 차후 그것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또, 귀부·비각지 남측, 경주·울산간도로로 

인해 확인되지 못한 사역 남단에 관해서는 1913년의 지

적원도(1/1200)를, 근년의 발굴조사 범위에 들지 않았던 

가람중심곽 동서측 대지(臺地) 평탄면 양 단부의 지형정

보 등에 관해서는 1922년 우메하라의 사지실측도를 기초

자료로 해 고찰을 수행했다. 그러나 향후 해당 부분에 대

한 추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그로써 새로운 고고학적 사

실이 확인된다면, 재확인의 기회를 얻고 싶다고 생각한

다. 그 외에, ‘문두루법 구현에 대한 당시의 인식체계’ 구

명의 단서를, 경흥(憬興)의 『金光明最勝王經略贊』에서 구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관련 자료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 사원 건립 과정 재고, 조영척도 재론으로부터 본고, 설계기술 고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천왕사건축 관련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된 대부분의 유구

도면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공의 발굴 조사 보고서로부터 얻어졌다. 경주 사천왕사지 발굴조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 우메하라 고고자

료(梅原考古資料) 중 사천왕사지 관련 일부 자료의 원본 열람 및 복사, 본고에의 게재를 허가해 주신 일본 공익재단법인 동양문고(東洋文庫)에도 감사드린다. 마지

막으로, 본고를 포함한 상기 일련의 연구의 상당 부분은, 일본 일반재단법인 청봉장학재단(青峰奨学財団) 2015년도·2016년도 장학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것이다. 

지면을 빌려 사의를 표한다.



10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3

참고문헌

•『東國李相國全集』

•『梅月堂集』

•『三國史記』

•『三國遺事』

•『爾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新羅王京 發掘調査報告書Ⅰ(本文)-皇龍寺址 東便 S1E1地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554·55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遺蹟-發屈調査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132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四天王寺I-金堂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63~64, p.128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四天王寺II-回廊內廓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16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四天王寺III-回廊外廓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66·123

•국립경주박물관,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10,000-』,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p.163·18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936, 「사지(寺址) 발굴경과」 『경주 고분 관계 도서』, F107-003-001-010~011

• 김동하, 2016, 「신라 사천왕사 창건가람과 창건기 유물 검토-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23, 한국고대사탐구학회, 
pp.214~218, p.239

•김상태, 2004, 「新羅時代 伽藍의 構成原理와 密敎的 相關關係 硏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5~164, p.201

•김상태, 2007, 「사천왕사 초석의 장식에 관한 연구」 『한국내디자인학회논문집』16(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pp.7~8, p.10

•김숙경·이은비, 2019, 「유구검토를 통한 6~8세기 신라 불교사원 회랑 건축계획연구」 『건축역사연구』28(5), 한국건축역사학회, p.21·24

•김완진, 2003, 「국어학에서 살펴 본 월명 향가의 특성」 『새국어생활』13(3), 국립국어원, pp.174~176

•김재홍, 2013, 「신라 왕경의 개발 과정과 발전 단계」 『한국사학보』52, 고려사학회, pp.219~220

•박만식, 1975, 「韓國古代伽藍의 配置 및 平面計劃에 關한 硏究」,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7~42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II-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2차) 발굴조사-』, 신라문화유산연구원, pp.273~274

•여호규, 2002, 「新羅 都城의 空間構成과 王京制의 성립과정」 『서울학연구』18,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p.40, pp.67~68

•이영호, 2005,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2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95~196

•이임수, 2007, 『향가와 서라벌 기행』, 박이정, pp.50~51

•이정민·溝口明則, 2019a, 「新羅四天王寺 建立過程 再考」 『건축역사연구』28(2), 한국건축역사학회, pp.77~90

•이정민·溝口明則, 2019b, 「新羅四天王寺建築의 造營尺度 再論」 『건축역사연구』28(5), 한국건축역사학회, pp.43~58

•이현태, 2012, 「新羅 王京의 里坊區劃 및 範圍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신라문화』4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10~134

• 장충식, 1996, 「新羅 狼山遺蹟의 諸問題(Ⅰ)-四天王寺址를 中心으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1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8~29

•장충식, 2002, 「신라 사천왕사지 단석의 고찰」 『불교학보』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pp.12~16

•전덕재, 2011, 「신라의 王京과 小京」 『역사학보』209, 역사학회, pp.15~16

•탁경백, 2009, 「한국 고대목탑 낙수받이 고찰」 『문화재』42(2), 국립문화재연구소, pp.32~34

•한명희, 2010, 「사천왕사 금당의 복원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8~88



107		신라사천왕사건축(新羅四天王寺建築)의 설계기술(設計技術) 고찰(考察)

참고문헌

•한욱, 2009, 「遺構를 通한 6·7世紀 百濟伽藍 建物의 復原的 硏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2

•古賀登, 1980, 『漢長安城と阡陌·県郷亭里制度』, 雄山閣, pp.97~98

•落合俊典, 2010, 「東アジアにおける仏教写本研究の現況と研究方法」 『불교학리뷰』7,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pp.22~23, p.29

•楠山修作, 1969, 「阡陌の研究」 『東方学』38, 東方学会, pp.18~30

•藤島亥治郎, 1930a, 「朝鮮建築史論 其一」 『建築雑誌』44(530), 日本建築学会, pp.300~319, p.329

•藤島亥治郎, 1930b, 「朝鮮建築史論 其二」 『建築雑誌』44(531), 日本建築学会, pp.461~464, p.467

•米田美代治, 1940, 「慶州望德寺の研究-伽藍計畫に就いて四天王寺及び藤原京薬師寺との関係-」 『朝鮮と建築』19(4), 朝鮮建築会, pp.31~42

•朝鮮總督府, 1924, 『古蹟調査報告-大正11年度(第1冊)-』, 朝鮮總督府, pp.15~2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3, September 2020, pp.80~109.
Copyright©2020,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0.53.3.80

Study on the Planning Method of the Sacheonwangsa 
Temple Architecture in Silla

The Sacheonwangsa Temple in Silla is an esoteric temple that was founded provisionally in 670, and was 

completed in 679. This study attempted to elucidate the planning method of  the Sacheonwangsa Temple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on excavations and investigations into its construction processes and construction measures 

thereof.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he site construction, assuming the size of  one Bang (坊) on the south 

of  Nangsan Mountain, after dividing the north-south width into three equal part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wo of  

these parts were set to the flat portion. (2) In the ‘Jochang (祖創, 670)’, it is estimated that an area of  300 cheoks by 

300 cheoks was postulated on the flat surface, and, as an initial conception, the mandala's plane design of  the outer 

square 2 hasta (3 cheoks) and inner square 1 hasta (1.5 cheoks) was originally devised for the setting of  ‘Mudra (神

印)’, and an area 100 times greater has been set as the basis in the scale and layout planning of  the central block. (3) 

During ‘Gaechang (攺刱, ~679)’, it is judged that because of  the narrowness of  the distance between the Pagoda 

and Geumdang Hall, which occurs when the center of  the Geumdang Hall coincides with the center of  ‘the first 

stage of  the foundation (先築基壇)’, the scale and layout planning were adjusted from the initial conception. (4) 

The arrangement of  the building was determined by dividing the fixed size of  the central block (280 cheoks by 

320 cheoks). Specifically, the east-west direction is set on the quartile’s line of  the east-west width of  the central 

block, and in contrast, the north-south direction is based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block. It 

is presumed that the position of  the transept was determined through the division and adjustment of  the column 

spacing of  the east-west corridor, then the Geumdang Hall and Altar were based on this. (5) The scale of  the 

Geumdang Hall and Pagoda is determined by the petition of  the division by the unit fraction starting from the 

quartile's line of  the central block’s east-west width. This planning is understood to be based on the self-similarity, 

which is rooted in the mandala’s plane design as the model.

Abstract

Jeongmin Lee* Research Assoc., Dept. of Architecture, Faculty of Science and Engineering, Waseda University, Japan

Akinori Mizoguchi Guest Professor, Research Council, Waseda University, Japan

*Corresponding Author : harock2010@naver.com

Keywords   Silla, Esoteric Buddhism, Sacheonwangsa temple, Construction plan, Planning method

Received  2020. 05. 21 ● Revised  2020. 07. 22 ● Accepted  2020. 08. 11



109		신라사천왕사건축(新羅四天王寺建築)의 설계기술(設計技術) 고찰(考察)
M

UN
HW

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3, No.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