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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방장(坊牆)에 관한 연구

– 황룡사 및 그 주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Bang Walls in the Capital of Silla

- With a focus on the Hwangnyongsa Temple and its surroundings -

현 승 욱*1)

Hyun, Seung-Wook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Abstract

Bang walls surround the four sides of Band in ancient capital cities of East Asia where the Bang system was

in operation. There are ongoing research efforts for the structure of a capital city and Bang system around the

capital of Silla, but there is a huge shortage of research on Bang walls.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Bang walls in the capital of Silla around the Hwangnyongsa Temple and its surroundings. The findings show

that the Bang walls in the capital of Silla were built with a mix of earth and stone and with tiled roofs on top.

The sizes of Bang walls were distinguished from the walls of individual structure groups inside Bang and

closely related to the Bang size and the width of adjacent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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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장(坊牆)은 방제(坊制)가 시행되었던 동아시아 고

대 도성에서 방(坊)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말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신라왕경을 중심으로 고

대 도성의 구조 및 방제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

왔으며 관련 성과도 적지 않았다.1) 하지만, 방장 자체

* Corresponding Author : hsw@kangwon.ac.kr

본 연구는 2020년 7월 24일 진행된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

및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황룡사 남편 방장(坊

牆)에 관한 고찰」을 심화·발전시킨 연구임.

1)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전덕재,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2009; 황인호, 「신라 왕경의 계획도시화 과정 연구」, 신라

사학보 17권 17호, 2009; 황인호, 「신라왕경 중심부의 방리 구조와

변천」,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정비 및 활용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2015; 전덕재, 「신라 왕경의 방에 대한 종합적 고찰」, 신라왕경 중

심구역 방 정비 및 활용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2015; 양정석, 「신

라 왕경의 도시체계」, 신라왕경 중심구역 방 정비 및 활용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2015; 이은석, 「황룡사 건립과 신라 왕경의 조성」,

황룡사지 발굴조사 4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2016; 차순철, 「신라

왕경의 도로와 도시구조」, 신라 왕경과 월성의 공간과 기능, 2019

등

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방장에 대한

언급 역시 도성 내 방의 구획, 도로 및 배수로 체계

등의 서술에서 일부 나타날 뿐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첫째, 조사된 방장 유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도 좋지 못하다는 점, 둘째,

발굴조사 시 담장은 주요 유적에 비해 우선 순위 및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점, 셋째, 도성 내 궁장, 방장, 개

별 건축군 내외부 담장 등 여러 담장 간의 명확한 구

분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라왕경 방장의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황룡사 남편 광장에서 이제

까지 확인된 방장 중 가장 긴 구간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황룡사 및 그 주변에서 발굴 조사된

방장 유적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시기

발해 및 당의 방장 자료도 함께 검토하여 신라왕경 방

장만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황룡사 및 그 주변 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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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황룡사 담장(방장)

황룡사는 신라왕경의 방 4개 면적에 해당하는 사역

범위를 가진 대형 사찰이다. 따라서, 황룡사 사방을 둘

러싸고 있는 외곽 담장은 방장의 역할도 함께 하였다.

이에 기존 황룡사 담장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그 유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북편 및 동편 담장(방장)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2)

황룡사 북편에서는 선후대 담장 유구가 모두 확인되

는데, 이들은 나란히 포개어지지 않고 일정 구간에서

서로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선대 담장이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남쪽으로 점차 휘어지므로 서쪽에서는

선대 담장이 북쪽에, 동쪽에서는 후대 담장이 북쪽에

놓이게 된다. 선후대 담장은 모두 가장자리에 냇돌을

쌓고 내부에 작은 돌과 흙을 채워 넣은 형태이며, 그

너비는 대략 1.0∼1.6m 정도이다.

황룡사 동편 담장 역시 선후대 담장이 나타나는데,

북편 담장과는 달리 서로 평행하게 놓여있어 황룡사

사역이 동쪽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대 담장

의 너비는 1.4∼1.6m 정도이며, 담장 몸체에서 바깥으

로 0.8m, 안쪽으로 0.7m 지점에서 일렬로 고르게 쌓은

기단석렬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후대 담장의

너비는 약 2m로 황룡사 담장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담

장 지대석 1단 만이 남아있으며, 담장 외면에 맞추어

냇돌을 가지런히 정렬하고 내부에는 작은 돌과 흙을

채워 넣은 형태이다.∼

a) 북편 서측 후대(左) 및 선대(右) b) 북편 동측 후대

c) 동편 선대 d) 동편 후대

그림 1. 황룡사 북편 및 동편 담장(방장)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담장 복원정비

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

사 담장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3, 66쪽, 61∼63쪽; 현승욱, 황룡사

담장 고증연구, 황룡사지 발굴조사 40주년 기념 국내학술대회,

2016.10.25.

기본계획, 2013, 61, 63, 66쪽)

2-2. 황룡사 남편 광장 내 방장

황룡사 남문 전면 광장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5년부

터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6년부터 시작된 2차 발굴조

사에서 황룡사 남편 광장 내 방장이 확인되었다.

이 방장은 황룡사 남편 광장의 남쪽경계에 위치하

며, 광장보다 60㎝ 정도 높은 레벨 위에 놓여있다. 조

사된 담장은 약 280m 정도인데, 상당히 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황룡

사 남문 중심에서 서쪽으로 25m 지점에서 방장이

8.5m 정도 끊겨 있고 그 남쪽에서 조벽(照壁) 형태의

차단담장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 도성 방장에

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형식으로 향후 상세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3)

방장의 너비는 1.5m 정도이며 최대 4단까지 남아

있었다. 기반층을 얕게 굴착하여 냇돌을 채워 넣고, 그

위에 적갈색 사질점토와 20㎝ 내외의 냇돌을 사용하여

성토한 다음, 냇돌과 흙을 사용하여 몸체를 쌓았다. 또

한, 방장 내외에서 기와편이 다량 확인되었고 당시 방

장 지붕에서 떨어진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 기와를 올린 방장임을 알 수 있다.4)

그림 2. 황룡사 남편 광장 내 방장 유구현황도(부분 편집)

(출처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룡사 남쪽담장 외곽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20, 수정)

3) 문을 대신하여 사용된 조벽 형태의 차단담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도성의 방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

한 사례이다. 이는 방장 라인에서 남쪽으로 1m 정도 떨어져 조성되

었는데, 길이 9m, 너비 1.4m로 조사되었으며, 그 축조방법은 양 옆

으로 길게 이어진 기존 방장과 거의 같았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룡사 광장과 도시Ⅱ-방 도로와 광장-, 2020, 79쪽)

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룡사 광장과 도시Ⅱ-방 도로와 광장

-, 2020,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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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룡사 남편 광장 내 방장 현황(上) 및 단면 양상(下)

(출처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제공)

2-3. 신라왕경지구 S1E1 방장

S1E1 유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황룡사 사역 동편

의 신라왕경 유적은 1987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되어, 총 18개소의 추정 가옥이 확인되었다. 비록 추정

가옥, 즉 주거 유적이므로 다른 황룡사 주변 유적들과

성격이 다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도 방장이 나타나

므로 함께 검토하였다. 18개소 가옥 중 제14, 17, 18호

가옥을 제외한 15개소 가옥의 일부 담장들은 방 사방

에 면하고 있어 방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이 가운

데 방의 남서쪽 모서리각에 위치하고 있는 제1호 가옥

의 남편 및 서편 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호 가옥 남편의 동서로 이어지는 담장은 방의 남

편 도로와 접하고 있다. 시간차를 두고 거의 같은 위

치에서 개축한 흔적이 나타나는데, 선대 담장은 후대

담장의 20㎝ 정도 아래에서 노출되었으며, 직경 15∼

20㎝ 내외의 냇돌을 사용하여 석재의 반듯한 면이 바

깥쪽을 향하도록 0.9m의 너비로 내외열을 맞추어 축조

되었다. 후대 담장은 선대 담장 상부에 주로 1m, 최대

1.2m 너비로 쌓아 올렸는데, 직경 20∼30㎝ 크기의 냇

돌이 사용되었고 내부에는 보다 작은 냇돌과 황갈색점

사질토를 채워 다졌다.

제1호 가옥 서편의 남북으로 이어지는 담장은 방의

서편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남편 동서담장과 마찬가

지로 2차에 걸쳐 축조되었다. 선대 담장은 직경 20㎝

미만의 냇돌 사용하고 너비 0.9m 내외로 축조되었고,

후대 담장은 직경 20∼40㎝ 정도의 냇돌 사용하여 너

비 1m 내외로 축조되었다.

상술한 남편 동서담장과 서편 남북담장은 가옥의 경

계일 뿐만 아니라 방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가

옥의 담장들과 연결성을 갖게 되는데, 동쪽과 북쪽으

로 각각 연결되는 이웃한 가옥의 담장과 비교하여 볼

때, 담장의 중심축, 축조기법, 규모 등의 양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백 수십미터에 달하는 방

장이 같은 공정으로 일시에 축조되었다기보다는 각 가

옥의 조성 시, 분할 축조되었음을 반영하는 근거로 볼

수 있으며,5) 이러한 특징은 황룡사 및 그 주변 방장들

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 신라왕경지구 S1E1 전체(上) 및 제1호 가옥(下)

유구배치도

(출처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왕경 발굴조사보고서Ⅰ,

2002, 61, 63쪽)

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왕경 발굴조사보고서Ⅰ, 2002, 62∼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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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탄사지 담장(방장)

황룡사 사역 남편에 위치하고 있는 미탄사지에서도

발굴조사를 통해 방장이 확인되었다. 2014년 미탄사지

2차 시·발굴조사에서 확인된 4호 담장은 미탄사지 중

심사역 동편에 위치하여, 황룡사 기준 그리드로 볼 때

S3E0방과 S3E1방의 경계를 이루는 방장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18년 미탄사지 3차 발굴조사에서는 앞서

확인된 4호 담장의 남쪽 연장선 상에 위치한 1호 담장

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2차 조사에서 확인된 4호 담장의 너비는 1.1∼2m

정도인데, 북쪽과 남쪽 담장의 너비가 다소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담장 상단에 적심들이

중복되면서 기존의 대형 담장은 방향이나 형태만 유지

하고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하게 확인되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하였다. 상태가 가장 양호한 북쪽 담장은 직경

30∼40㎝ 크기의 냇돌을 바른면에 맞추어 쌓고 내부에

20∼30㎝ 정도의 냇돌을 채워 넣어 축조되었다.6)

그림 5. 미탄사지 4호 담장(2차 조사) 유구배치도 및 전경

(출처 :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시·발굴조사 보고서, 2014, 60쪽, 71 편집)

이후 3차 조사에서 확인된 1호 담장은 문지와 함께

발견되었는데, 미탄사지 동편 남북도로 및 배수로와

접하고 있었다. 잔존 양상이 양호한 부분의 담장 너비

는 약 1.2m로 조사되었다.7)

6)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시·발굴조사 보고

서, 2014, 70쪽

7) (재)불교문화재연구소, 경주 미탄사지 3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11, 31∼32쪽

그림 6. 미탄사지 1호 담장(3차 조사) 유구배치도 및 전경

(출처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경주 미탄사지 3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9.11, 17, 31쪽 편집)

또한, 상술한 담장과 함께 조사되었던 미탄사지 사

역 내부 담장, 즉 2차 조사 시 1, 2, 3호 담장과 3차

조사 시 5, 7, 8호 담장은 그 너비가 0.8∼1.0m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장과 내부담장의 규모가 서로 다

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2-5. 황룡사 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방장

황룡사 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16

년 황룡사 서편폐사지 남쪽 구역 시굴조사가 진행되었

다. 이를 통해, 도로, 배수로, 담장 등이 조사되었는데,

도로와 접하는 일부 담장이 방장으로 추정된다. 이 가

운데 3개소의 방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

a) S25∼50, W50∼75 남북트렌치에서 확인된 동서

방향 담장이다. 석재 1단이 남아있었으며, 직경 19∼38

㎝ 크기의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너비 1.05m로 축조

되었다. 동쪽으로 황룡사 남편 도로 및 광장과 연결되

는동서도로에 면하는 담장이다.

b) S100∼125, 0∼W25 동서트렌치에서 확인된 남북

방향 담장 2기이다. 방과 방 사이 도로인 남북도로 양

쪽으로 담장이 확인되었는데, 석재 1단씩만이 남아있

었고, 담장의 너비는 동쪽 0.66m, 서쪽 0.8m 정도로

조사되었다.

c) S175∼200, W25∼50 남북트렌치에서 확인된 동

서방향 담장이다. 석재는 1단 남아있으며 그 너비는

0.89m 정도이다.

비록 이들의 유구 상태가 좋지 못하나, 방과 방 사

이의 도로와 연접한 a 방장 규모가 방 내부 도로 양측

에 위치한 b, c 방장 규모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방장의 규모와 연접한 도로의 규모 사이에는 일정

8)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구황동 707 일원 유적-황룡사역사문화

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2018, 27, 48,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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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림 7. 황룡사 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방장

유구분포 추정도

(출처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구황동 707 일원

유적-황룡사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2018, 76쪽)

a) S25∼50, W50~75 남북트렌치 출토 방장

b) S100∼125, 0∼W25 동서트렌치 출토 방장

c) S175∼200, W25∼50 남북트렌치 출토 방장

그림 8. 황룡사 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방장 유구

(출처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구황동 707 일원

유적-황룡사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2018, 104, 128, 148쪽 편집)

2-6. 황남동 98-2번지 대형담장

2014년 경주 황남동 98-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에서 동서방향으로 놓인 대형담장이 확인되었다. 이

담장은 황룡사 주변 방장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신라

왕경 내의 주요한 담장인 동시에 담장의 규모, 하부

축조방법 등에서 좋은 참고가 되므로 본 장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담장은 기초부와 상부 몸체로 구성된다. 기초부는

그 너비가 1.9∼2.5m이며, 직경 12∼54㎝ 내외의 천석

을 흙과 섞어 바닥에 1∼2단 깔고 그 위에 잔자갈과

모래가 섞인 점토를 깔아 축조하였다. 몸체는 그 너비

가 1.3∼1.6m로 기초부 위에 축조하였는데 큰 할석을

사용하여 담장 양쪽으로 면을 맞추어 쌓아 올렸으며,

내부에는 직경 20∼70㎝ 내외의 천석과 할석을 흙과

혼합하여 채워 넣었다. 담장 측면 중앙에서는 배수구

도 확인되었다. 발굴 당시 담장의 규모는 잔존 길이

9m, 잔존 높이는 약 0.76∼1.02m로 확인되었다.9)

그림 9. 황남동 98-2번지 대형담장 전경(북서-남동)(上) 및

대형담장 동쪽 단벽(서-동)(下)

(출처 : 필자 촬영(2014.11.7.), 동국문화재연구원, 경주 황남동

98-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4.11, 21쪽 편집)

9) 동국문화재연구원, 경주 황남동 98-2번지 유적 발굴결과 보고서,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16 경북4, 2016, 325∼327쪽; 동국

문화재연구원, 경주 황남동 98-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

굴조사 약보고서, 2014.11, 20∼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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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담장 기초부 규모와 배수시설의 존재

로 미루어 보아, 이 담장을 단순한 건물을 위한 시설

이 아닌 방리 구획이나 공공건물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것, 즉 담장 동편의 대형 관사 밀집군(첨성대 일

대)과 서편의 고분군을 구분하는 경계시설로 추정하였

다.10) 이러한 추정을 근거로 한다면 황남동 98-2번지

대형담장은 신라왕경 내 방장일 가능성이 충분하며,

방장 몸체 하부 및 기초부 축조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하겠다.

2-7. 소결

이상으로 황룡사 및 그 주변 방장 유적을 살펴보았

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황룡사 및 그 주변 방장 유적

유 적 명 너비(m)
하부

축조방식

황룡사지

북편 담장(선·후대) 1.0-1.6

토석혼축동편 담장(선대) 1.4-1.6

동편 담장(후대) 2.0

황룡사

남편 광장

방장 1.5
토석혼축

차단 담장 1.4

신라왕경지구

S1E1

1호 가옥 남편

동서담장

1차 : 0.9

2차 : 1-1.2
토석혼축

1호 가옥 서편

남북담장

1차 : 0.9

2차 : 1

미탄사지
4호 담장(2차 조사) 1.1-2

토석혼축
1호 담장(3차 조사) 1.2

황룡사

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a) S25∼50,

W50∼75

남북트렌치

동서방향 담장

1.05

토석혼축

b) S100∼125,

0∼W25 동서트렌치

남북방향 담장

동 : 0.66

서 : 0.8

c) S175∼200,

W25∼50

남북트렌치

동서방향 담장

0.89

황남동

98-2번지
대형담장 1.3-1.6 토석혼축

이를 통해, 신라왕경 방장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방장은 대략 일정한 너비를 보인다. 주거유적

성격의 신라왕경지구 S1E1 방장, 방 내부 도로에 면하

는 황룡사 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b, c 담장

10) 동국문화재연구원, 경주 황남동 98-2번지 유적 발굴결과 보고

서,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16 경북4, 2016, 370쪽

을 제외하면, 황룡사 및 그 주변 방장의 너비는 1.05m

에서 2m까지 나타나며, 대략적인 평균값은 1.3∼1.4m

정도이다.

둘째, 방장의 축조방식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방장 몸체 하부는 일정 크기의 냇돌로 양쪽 외면을 가

지런히 맞추고, 그 안에 보다 작은 냇돌과 흙 등을 채

워 넣어 축조되었다. 다만, 방장 몸체 상부 유구는 확

인하지 못하여 몸체 상부의 축조방식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셋째, 방장 몸체 아래에 기초부를 조성한 사례도 있

었다. 황룡사 남편 광장 내 담장과 황남동 98-2번지

대형담장에서 방장 기초부 단면을 확인하였는데, 기초

부는 방장 몸체 하부 너비의 약 1.5배 정도 땅을 파고,

그 안에 일정 크기의 냇돌과 흙을 채워 넣어 조성하였

다.

3. 발해 및 당의 방장

3-1. 발해 상경성 방장

발해 상경성 발굴조사에서도 방장이 확인되었다.

1963∼64년 북한 사회과학원과 중국 과학원고고연구소

로 이루어진 조중 공동 고고학발굴대에 의하여 상경성

리방(里坊)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방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작대로 서편에 해당하는 서

반성의 동쪽에서 제1열 북에서부터 2번째 리방의 북벽

과 서벽을 조사한 바 있다.

이때 확인된 방장은 크기와 형태가 다른 돌로 흙을

물려 쌓았는데 몸체 너비는 1.1m이며, 기초부 양쪽에

1.8m 너비로 다시 한 줄의 돌을 깔아 조성하였다. 지

면 관찰과 시추 결과, 다른 방장들도 이와 같거나 혹

은 비슷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11)

그림 10. 발해 상경성 서반성 제1열 2번째 방의 북편

동서방장 유규 현황 및 배치도

(출처 :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도판24;

11)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중국동북지방의 유적발굴보고(1963∼

1965),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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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헌, 발해문화, 사회과학원출판사, 1971, 21쪽)

이후, 2004년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보다 상세한

방장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 때에는 주작대로 동편

에 해당하는 동반성의 제1열 1번째 방의 서편 남북방

장이 조사되었는데, 방장의 너비는 1.4∼1.5m이며, 몸

체는 양측을 외열에 맞추어 비교적 큰 돌로 불규칙적

으로 쌓고, 내부에 황색점토와 돌을 넣은 구조이다.

단면 조사를 통해 방장 하부의 축조방법도 추정 가

능하였는데, 일단 너비 2.15m, 깊이 0.7∼0.8m 정도의

기초부를 파낸 다음 점성이 강한 회갈색 흙을 다져 넣

은 다음 그 위에 몸체를 쌓아 올린 방식이었다.

또한, 방장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확인되었다. 방장 동측 북단에 남북 길이 4m, 동서 폭

2m 정도의 벽체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돌들이 쌓여 있는 퇴적 흔적이 조사되었다. 가장 바깥

선이 방장 기초부 동측으로부터 2.4∼2.5m 떨어져있는

것으로 보아, 방장 높이는 2.5m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측 가장자리에서 와편이 발견되므로 방장

은 기와를 올린 담장으로 추정되었다. 방장 서측에서

는 이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상술한 퇴적

흔적은 방장이 동쪽으로 무너져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12)

그림 11. 발해 상경성 동반성 제1열 제1방 서편 남북방장

유구 현황(上), 배치도(中), 단면도(下)

(출처 : 黑龍江省文物考古硏究所, 渤海上京城, 文物出版社,

2009, 614, 615쪽, 圖版111)

12) 黑龍江省文物考古硏究所, 渤海上京城, 文物出版社, 2009, 612∼

615쪽

3-2. 당 장안성 안정방 방장

당 장안성 발굴조사는 1957년 대명궁 조사로 시작되

어, 1959∼62년 정식으로 성벽, 방, 도로 등의 전면적

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1963년 약보고서에 따르면, 황

성 남쪽의 36개 방과 동시와 서시의 좌우 4개 방의 범

위가 비교적 명확하였으며, 일부 방에 국한되나 방장

의 기초부가 비교적 잘 남아있었고 방장의 흔적도 부

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방장의 기초부 너비는 2.5

∼3m 정도로 대략 같았으며, 각 방장들은 약 2m 정도

의 이격 거리를 두고 도로의 측구와 접하고 있었다.13)

이후 당 장안성 일부 방들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안정방(安定坊)은 도심 구제발굴

성격으로 1987년 7∼8월에 조사되었다. 방 면적의 1/4

에 해당하는 서북쪽 부분의 조사가 주로 진행되었으

며, 그 결과 십자로, 방장, 우물 등이 확인되었다.

십자로는 동서방향 도로가 비교적 잘 남아있었는데,

도로 너비는 약 6m이고, 도로에서 남북 양측으로 각각

0.6∼0.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로와 평행하게 뻗은

동서방향 방장이 확인되었다. 방장은 토질이 매우 단

단한 판축담장으로 잔존 높이는 0.1m 정도, 기저부 너

비는 1.4∼1.5m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된 방장 하부에서 남북방향 도로가 확인

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를 남북방향 도로가 수대

또는 당대 초기에 조성되어 성당시기까지 사용되다가

방 내부 귀족 저택 등의 확장으로 인하여 남북도로가

폐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14)

그림 12. 당 장안성 안정방(左) 및 방장(右) 유구 배치도

(출처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西安唐城工作隊,

唐长安城安定坊发掘记, 考古 1989年04期, 319, 321쪽)

3-3. 당 낙양성 영인방 방장

당 낙양성 발굴조사에서도 방장이 확인되었다. 낙양

성의 주작대로에 해당하는 천가(天街)의 좌측 1번째

13) 中国科学院考古研究所西安唐城发掘队, 唐代长安城考古纪略, 考

古 1963年11期, 595, 603쪽

1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西安唐城工作隊, 唐长安城安定坊发掘

记, 考古 1989年04期, 319∼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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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 영인방(寧仁坊 또는 寧人坊)에 대한 조사는 그

동안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1997∼99년 정정문

(定鼎門) 발굴조사에서 이와 인접한 영인방 동편에 대

한 조사가, 2011∼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실크로

드 신청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영인방 및 주변지역 조

사가 각각 진행되었고, 이후 2013년 영인방에 대한 단

독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비교적 상세한 방장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15)

그림 13. 당 낙양성 영인방 위치(붉은색 표시)

(출처 : 洛阳市文物考古研究院 等,

隋唐洛阳城寧人坊遗址发掘简报, 洛阳考古 2014年2期, p.63)

조사 결과, 영인방 사방으로 방장 및 방문이 확인되

었으며, 각 방문은 내부 십자형 도로와 연결되었다. 방

장 기저부 너비는 동편 방장 약 1.65m로 가장 컸고,

남편 방장 1.3∼1.45m, 서편 방장 1.3∼1.6m로 각각 나

타났다. 방문의 너비 역시 동문이 3.3m 정도로 가장

컸으며, 남문과 서문이 2.25∼2.8m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동편 방장 및 방문의 규모가 큰 것은 영인방의

동편이 수당 낙양성의 주작대로에 해당하는 천가(天

街)와 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장과 이에 접하는 도로 사

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서편 방장에 대한 단면조사도 진행되어, 그 결과 판

축담장의 근거가 확인되었다. 서문 양 옆으로 연결된

방장 조사에서 서문의 북쪽 방장은 너비 1.6m, 남쪽

방장은 너비 1.3m로 나타났으며, 방장의 기저부만 남

15) 洛阳市文物考古研究院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洛阳唐城队, 隋

唐洛阳城宁人坊遗址发掘简报, 洛阳考古 2014年2期, 63쪽

아있었는데, 다른 포함물 없이 홍갈색토를 세밀하게

다진 판축으로 축조되었다. 판축층은 전기와 후기로

다시 구분되며, 전기는 황갈색, 후기는 홍갈색을 띄고

있었다. 전체 판축 높이는 전기 0.6m 내외, 후기

0.35m 내외이며, 각 판축층 높이는 전기 10∼20㎝, 후

기 5∼10㎝로 조사되었다.16)

그림 14. 당 낙양성 영인방 서편 방장 단면도(④는 당대

말기층, ⑤는 당대 초기층)

(출처 : 洛阳市文物考古研究院 等,

隋唐洛阳城宁人坊遗址发掘简报, 洛阳考古 2014年2期, 66쪽)

한편, 당 낙양성 관련 문헌을 통하여, 당시 방장의

재료 및 높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17)

“洛阳县申界内坊墙因雨颓倒，比令修筑。坊人诉称：皆合

当面自筑。不伏率坊内众人共修。”卢储判云：“坊人以东

里北郭，则邑居各异；黔娄猗顿，乃家产不侔。奚事薄

言，伫遵恒式；既资众力，须顺人心。垣高不可及肩，板

筑何妨当面？”18)

여기에서 ‘坊墙因雨颓倒’, 즉 방장이 비로 인해 무너

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흙을 재료로 한 판

축담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垣高不可及肩’의 표현으

로 보아 당시 방장은 사람의 어깨 높이를 넘지 못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에 면한 도로에서 방 내부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으로, 당시 조정에서 방

내부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정된 높이라고 생

각할 수도 있다.19) 이는 백성의 관리 및 통제 수단으

로 운영되던 방제(坊制)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라 하

겠다.

16) 洛阳市文物考古研究院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洛阳唐城队, 隋

唐洛阳城宁人坊遗址发掘简报, 洛阳考古 2014年2期, 65, 70쪽

17) 赵晓军, 从宁仁坊考古看隋唐洛阳城里坊的形态结构, 洛阳师范学

院学报, vol.37 no.9, 2018.9, 44∼45쪽

18)『全唐文』 卷267 载有卢俑《對築墻判》

19) 赵晓军, 从宁仁坊考古看隋唐洛阳城里坊的形态结构, 洛阳师范学

院学报, vol.37 no.9, 2018.9,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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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굴조사와 문헌을 근거로 하여, 최근 영인

방에 대한 재현이 이루어졌다. 2019년 1월 제1차 천가

남단 보호전시공정이 완공되었는데, 이는 수당 낙양성

‘양방일가(兩坊一街)’, 즉 영인방과 명효방(明教坊), 그

리고 두 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천가를 재현한 것이

다. 두 방은 방장, 내부도로 등이 재현되었는데, 방장

은 너비 1.6m 판축담장과 향나무 식재구간으로 나누어

다양한 높이로 재현되었다. 천가는 정정문으로부터 안

쪽으로 길이 500m 구간을 따라 도로, 어도, 측구 등이

재현되었다.20)

그림 15. 당 낙양성 ‘양방일가(兩坊一街)’ 보호전시공정

(출처 : 「重磅！隋唐洛阳城“两坊一街”即将完工！

将再现天街盛景！」, 洛阳晚报, 2019年1月19日)

3-4. 당대 도상자료

당대 도상자료에서도 당 장안성 방장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장안도(長安圖)」는 북송시기 여대방(呂大防)이 구

도(舊圖)와 기타 문헌들을 참고하여 비석에 새긴 당

장안성의 지도이다. 현재 비록 일부분이 남아있으나,

장안성 내 방의 구조가 잘 드러나 있어 방의 규모, 내

부도로, 방장 및 방문의 위치, 내부 건물 유형 등을 파

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방장은 지붕을 올린

판축담장으로 추정 가능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돈황 막고굴 벽화에서도 방장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성당 23굴 남벽에는 법화경변 중 대형

저택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중 담장, 즉 안에는

담장(회랑)이, 밖에는 판축담장이 저택을 에워싸고 있

다. 비록 명확한 방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방장과 접하

고 있는 저택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20) 「重磅！隋唐洛阳城“两坊一街”即将完工！将再现天街盛景！」,

洛阳晚报, 2019年1月19日

생각된다.

그리고 만당 85굴 북벽에는 화엄경변에 나오는 화엄

성(華嚴城)이 연화 가운데에 표현되어 있다. 성 내부는

방리제와 같은 격자식 구조이며, 하나의 격자가 하나

의 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당 장안성의 모습을 참

고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가정한다면, 당시

방장은 그림과 같은 판축담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림 16. 여대방 장안도 중 대명궁 부분도

(출처 : 바이두 도편(http://image.baidu.com))

a) 성당 23굴 남벽

b) 만당 85굴 북벽

그림 17. 돈황 막고굴 벽화 중 추정 방장의 모습

(출처 : 孫儒僩, 孫毅華 主編, 敦煌石窟全集 21 建築畵卷,

商務印書館, 2001, 170,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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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이상으로 발해 및 당의 방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발해 및 당 방장 유적 및 기록

유적 및 문헌 너비(m) 높이(m) 축조방식

발해

상경성

서반성 제1열

제2방

북편 동서방장

몸체:1.1

기초부:1.8
-

토석혼축
동반성 제1열

제1방

서편 남북방장

몸체:1.4-1.5

기초부:2.15
≤2.5

당

장안성

안정방

서북쪽 방 내부

동서방장

기저부(몸체)

:1.4-1.5

기초부:2.5-3

- 판축

당

낙양성

영인방

동편 방장
기저부(몸체)

:1.65
-

판축

(서편방장

판축층

두께

전기

10-20㎝

후기

5-10㎝)

남편 방장
기저부(몸체)

:1.3-1.45
-

서편 방장
기저부(몸체)

:1.3-1.6
-

당

낙양성

『全唐文』문헌

기록
- ≤어깨높이 판축

이를 통해, 발해와 당 도성의 방장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발해와 당 방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축

조방식이다. 발해 상경성 방장은 토석혼축으로 축조되

어 앞서 살펴본 신라왕경의 방장과 거의 유사하나, 당

장안성 및 낙양성 방장에는 판축기법이 사용되었다.

둘째, 방장 몸체 하부(기저부) 너비의 차이이다. 당

의 방장이 발해의 것보다 그 너비가 조금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축조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즉 판축담장은 일반적으로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사

다리꼴 모양이므로 몸체 하부 너비가 토석혼축 담장에

비하여 다소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방장 높이의 차이이다. 비록, 방장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한정적이기는 하나, 주어

진 근거로 추정한다면 2.5m 정도의 발해 방장이 어깨

높이의 당 방장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황룡사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신라왕경

의 방장을 살펴보고, 상호 비교를 위하여 발해 상경성

과 당 장안성 및 낙양성 방장도 검토하였다. 그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라왕경 방장은 돌과 흙을 함께 섞어 쌓는

토석혼축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이는 발해 상경성 방

장과는 매우 유사하나 당의 방장에서 보이는 판축방식

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축조방식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방장을 세울 위치에 방장 몸체 너비의 약 1.5배

정도로 땅을 파낸 후, 일정 크기의 냇돌과 흙을 쌓아

기초부를 조성한다. 그 다음 방장 몸체를 세우는데, 일

정 크기의 냇돌로 양쪽 바깥면을 가지런하게 맞추어

쌓고 그 안에보다 작은 냇돌과 흙을 채워 넣어 쌓아

올린다. 이때, 방장 몸체 전체를 토석혼축 방식으로 쌓

았는지, 몸체 하부만을 토석혼축 방식으로 쌓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21)

둘째, 신라왕경 방장은 몸체 하부 너비가 약 1.3∼

1.4m 내외로 추정된다. 물론 이 추정치는 주어진 사례

의 대략적인 평균값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신라왕경

방장과 거의 유사한 축조방식을 보이는 발해 상경성

방장의 너비와 대략 일치하는 값이다.

셋째, 신라왕경 방장은 상부에 기와지붕을 올린 담

장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장 최근 발굴 조사된 황룡사

남편 광장 내 방장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발해

와 당의 방장에서도 모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넷째, 신라왕경 방장은 도성 내 일정한 위계에 의하

여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탄사지나 황룡사

역사문화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는데, 방장은 방 내부 개별 건축군의 담장이나 방 내

부 도로에 면하는 담장보다 크게 축조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신라왕경 방장의 구체적인 형태를

그림이나 도면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고대

도성의 방장을 단독으로 다루어 고찰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후 기존 담장연구와 연계

하여 방장 상부구조에 대한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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