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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에 사용된 석재는 안산암 재질에 해당하는데 경주 인근에서
몇 곳의 후보지가 확인된다. 후보지를 답사한 결과 울산 당사동 일대에 분포하는 당사리안
산암과 외형 및 암석의 구조적 특징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사리안산암의 분포는
울산 당사동 일대에 널리 분포하는데 산출상태가 석탑에 사용된 석재에서 보이는 판상의
절리, 암자색 산화철 성분의 산화면 등이 동일하다. 특히 암자색으로 산화되는 절리면은
후대에 풍화된 것이 아니고 절리면을 따라 산화된 것이다. 이러한 암석의 구조적인 특징
은 산화된 면을 따라 절리되거나 채석을 하기에 용이하여 석탑의 재료로서 최적의 산출 상
태를 보인다. 석재의 인식은 당사리안산암 산지 일대의 유적을 검토한 결과 강동지역에 거
점을 두고 생활했던 삼국시대인들로 부터 알려졌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 지역의 불교문화
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채석지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석재가 다량으로 확인되는 계곡부와 해안가의 석재를 채석하여 사용한 것으
로 추정하였으나 당사리안산암이 분포하는 일대로 넓게 비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된다.
주제어 : 분황사 모전석탑, 안산암, 당사리안산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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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주에 위치한 분황사는 634년(선덕여왕 3년)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분황사 탑
은 현재 국보 제30호로 한국에서 창건 연대가 알려진 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탑으로 사방
에는 동물 석상이 세워져 있다.
사찰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분황(芬皇)이란 ‘향기 나는 황제’란 의미로 선덕여왕이 신라 최
초로 여왕에 올라선 것을 내외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
는 고고학적인 자료는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에서 가위 등 여성과 관련
된 유물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 분황사에는 자장과 원효가 머물렀으며, 당대 최
고의 화가였던 솔거의 관음보살상은 신화(神畵)로 알려질 만큼 유명했다고 한다. 신라시
대 이후 고려시대에는 원효의 화쟁국사비가 세워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임진왜란 때
화를 당하고 광해군 때 약사여래가 조성되었다. 이렇듯 분황사는 창건이후 오랜 기간 동
안 신불의 대상이 되었던 고찰임을 알 수 있다.
분황사는 창건 이후 최소 3차례 이상 가람배치 변천과정을 거쳐 지금은 3차 중건 금당
인 보광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창건 가람은 석탑을 남쪽 중앙에 배치하고 그 북쪽
에 남향의 삼금당을 ‘품(品)’자형으로 배치한 소위 ‘일탑삼금당식’ 가람배치였다.(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2006·2015)
본고의 작성 목적은 분황사 모전석탑의 석재 산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탑의
연구는 주로 조형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정작 탑을 구성하고 있는 석재의 산지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석재의 산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석탑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
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
로 생각된다.
석재로 제작된 유물의 분
석을 통해 특정한 산지가 확
인되는 석재라면 그 자체로
서 교류, 생활범위 등 다양
한 고고학적 해석을 할 수 있
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
지는 것은 물론(이기성 2006:
36) 인문학적인 의미도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전경(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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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의 분석을 통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물의 암질동
정을 통한 산지추정이며, 두 번째는 석재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의 결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고고학적 성과는 전자의 경우 교류 등에 관한 제 양상을 검
토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제작 및 실험을 통해 유물의 제작과 석재의 상관 및 효율
성과 관련한 기능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고고학적 접근의 토대
가 될 수 있는 석제유물의 암석동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통일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재 산지 연구에 문제점이 되는 몇 가지 이유로
는 이기성(2006)과 황창한(201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물의 단면을 잘라서 관찰하는 등의
파괴분석이나 편광현미경 관찰을 위한 박편을 제작할 수 없는 점, 석재의 표면이 마연되
어 있거나 풍화되어 육안관찰이 용이하지 않은 점, 유적주변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의 인
식부족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으로 황창한(2010, 2012)에 의해 대응석재의 채집과
분석을 통한 산지추정 방법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일련의 논고가 작성된 바 있다.(황창한
2010, 2011, 2014) 대응석재를 통한 분석방법은 산지를 답사하여 유물과 동일한 석재를 채
집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산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유물을 파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
선의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필자가 분황사 모전석탑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석탑재로 사용된 암석이 경주시
내에서는 산출되지 않은 암석으로서 산지추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석재
를 사용했던 특별한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구성은 분황사 모전석탑의 석재를 분석한 후 지질도를 검토하여 석재 산지의 가
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직접 답사하여 동일한 석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석재에 대한 인식과정과 이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산지 주변의 유적을 검토
함으로서 약간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약사
신라 석탑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부 응회암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외
에 소성한 전(塼)을 사용하여 축조하는데 분황사 탑은 석재를 벽돌모양으로 가공하여 사
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름도 모전석탑으로 명명되고 있다. 석탑의 재료로
서 돌을 사용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으나 인도에서 방형 석재를 가공하여 불탑
을 축조한 작법이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김준영 2014: 102-110)과 목탑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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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반영구적 재료의 착안(張忠植 1987: 83)이라는 논고가 참조
된다.
통일신라 이전에 세운 모전탑의 원형에 대해서는 5층, 7층, 9층 등으로 이견이 있는 상
황이나 현재는 3층만 잔존하며 규모는 높이 9.3m 정도이다. 신라탑은 전탑양식이 유행하
여 백제의 미륵사지 목탑구조 모방 전탑과 결합하여 통일신라 탑의 정형을 이루었다. 탑
의 축조 시기는 분황사의 창건과 동시에 건립되었다고 생각되나 뒤에 몇 차례 보수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동경잡기(東京雜記)』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왜병에 의하여 허물어지
고 그 뒤 분황사에서 개축하려다가 또 허물어뜨렸다고 하나 그 실상은 알 수 없다. 1915
년에는 일본인들이 해체수리 하였는데 현재의 상태는 이때의 현상대로 복원한 것이다.
이 때 2층과 3층 사이에서 석함(石函) 속에 안치되었던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가 발견되
었다. 각종 옥류(玉類)와 패류(貝類), 금·은제의 바늘, 침통(針筒)·가위 등과 함께 숭녕
통보(崇寧通寶)·상평오수(常平五銖) 등 옛 화폐가 발견되어 고려 숙종 내지 예종 연간에
탑이 수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480-482)
탑의 기단(基壇)은 한 변의 길이가 약 13m, 높이 약 1.06m의 화강암 석재로 쌓은 단층
기단인데, 밑에는 상당히 큰 돌을 사용하였고 탑신(塔身) 밑이 약 36㎝ 높아져 경사를 이
루었다. 기단 위에는 네 모퉁이에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 한 마리씩을 배치하였는데, 두
마리는 수컷, 두 마리는 암컷이다.
1)

현재 탑신부는 3층까지 남아 있으며 회흑색의 안산암(安山岩) 을 작은 벽돌모양으로 다
듬어서 쌓았는데 위의 폭이 아래폭보다 약간 좁다. 탑신 4면에는 입구가 뚫려져 있는 감
실(龕室)을 개설하고, 입구 좌우에 거의 원각(圓刻)에 가까운 인왕상(仁王像)을 배치하였
으며 두 짝의 돌문을 달아 여닫게 하였다.
분황사와 석탑의 연구는 주로 사찰의 창건배경, 가람배치, 조성배경 등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치미 등의 유물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었다.(정영선 2008, 김
준영 2014, 박경식 1999·2013) 이외에 석탑의 보존과학적 진단 등과 관련한 논고가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분황사 탑의 광물학적 특성에 대한 논고가 있으나(서정민 외 2018)
석재의 산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이렇듯 분황사와 모전석탑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탑에 대한 연구 또한 조형, 조성시기 등으로 탑의 석재
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1)	석탑의 석재분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등에 안산암으로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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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석탑의 분석 및 관찰
1. 석재의 분석
석재의 재질을 분석하는 방법은 전술하였듯이 파괴분석과 비파괴분석이 있다. 본고에
서는 파괴분석이 여의치 않으므로 비파괴분석인 육안분석과 현미경분석을 병행하였다.
분황사 모전석탑의 외형을 볼 때 약 2가지 석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석재는 화강암과 안
산암인데 이중에서 기단부와 인왕상, 석물 등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였고, 가장 규모가 큰
탑신부는 안산암을 사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경주는 불국사화강암으로 둘러싸인 분지
로 화강암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따라서 경주의 수많은 건축물과 조형물의 축조
에는 화강암이 우세하게 사용되었다. 그런데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암회
색 또는 암자색의 색조를 띠는 석재(그림 2)는 기존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산암 재
질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안산암 재질의 암석은 경주 인근에서 손쉽게 확보될 수 있
는 암석이 아닌 점이 주목된다. 분황사 모전석탑 석재의 현미경 사진은 필자가 분황사 모
전석탑의 잔여 석재에서 촬영한 것으로 풍화된 외면의 산화철 부분의 색조와 단면의 입
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동일한 암석임을 확인하였다. 상세 현미경 사
진은 그림 3과 같다. 이 안산암은 사진과 같이 육안으로 광물의 입자를 관찰 할 수 있는
현정질 조직이며 사장석과 각섬석 반정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그림 2〉 1 : 분황사 모전석탑 잔여 석재, 2 : 석재 세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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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황사 모전석탑의 석재 현미경 사진(좌 : 풍화된 외면, 우 : 신선한 단면)

2. 석탑의 관찰
점토를 소성하여 제작한 전돌은 정확한 규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탑을 구성하고 있
는 벽돌의 크기가 모두 균등하다.(그림 4-1) 반면 분황사 모전석탑의 경우와 같이 석재를
치석해서 사용한 석재는 길이와 폭에서 그림4-2와 같이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석재의 경우도 화강암과 같이 가공이 용이한 암석의 경우는 정확히 크기를 통일할
수 있겠지만 안산암의 경우 매우 견고하며 노두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크랙이 심하

〈그림 4〉 1 : 신세동 7층 전탑, 2 : 분황사 모전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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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시간과 공력을 들인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공정
이 될 것이다.
탑의 외형을 구성하는 석재는 마연과 고타를 통해 면을 정교하게 다듬어 사용하였고 내
부는 어느 정도 방형 또는 불규칙한 각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축조의 효율성을 높였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분황사 모전석탑에 사용된 암석은 석재의 특징
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제작한 후 전체 길이를 맞추어 나가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석재의 두께이다. 탑신부의 석재를 구성하고 있는 횡단위의 석재를 살
펴보면 각각 약 3㎝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석재가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두께의
석재를 횡단위의 축조에 사용하여 시각적으로는 마치 동일한 규격의 석재를 사용한 것처
럼 느껴진다.(그림 5-1) 이것은 석재를 채석할 당시 자연적인 절리면을 따라 채석하였거
나 붕적된 석재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절리 된 석재를 사용
한 것은 그림 2-1과 같이 탑 외곽에 모아둔 잔여 석재를 통해서도 관찰 가능하다. 석탑의
색조 중에서 붉게 산화철이 피복된 석재가 다수 확인되는데 이러한 면을 따라 자연적으
로 절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분황사 모전석탑에 사용된 암석은 일정한
두께로 자연적인 절리가 이루어지며, 절리된 표면에는 산화철 성분이 피복되어 암자색을
띠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자연적으로 절리된 석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께에
서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그림 5-2와 같이 두 장을 포개어 높이를 맞추기도 한다.

〈그림 5〉 1 : 동일한 두께 석재의 횡적사용, 2 : 석재의 높이 맞춤

2) 이러한 안산암 산출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판상으로 절리 되는 안산암지대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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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지조사
1. 석재 후보지 선정
우선 분황사 모전석탑이 위치해 있는 경주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질을
분석한 후 석재 산지의 후보지를 검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질도를 분
석한 결과 안산암이 산출되는 3개 권역(도면 6-A,B,C)과 유사한 화산암류가 산출되는 1
개의 권역(도면 6-D)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 후보지는 도면 몇과 같이 경주의 서쪽에 대
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신라층군 안산암 지대(A)이며, 다른 곳은 경주의 동쪽에 위치한 반
곡리안산암 지대(B), 경주의 남동쪽에 위치한 울산의 강동지역의 당사리안산암 지대(C)
이다. 본 야외조사에서는 D지대에 해당하는 효동리화산암류는 지질도상에 안산암 지대
로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외 답사지로 선정하였다.

분황사

〈그림 6〉 지질도 및 야외조사 위치도(김남장 외 1971, 박양대 외 1968 필자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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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 및 지질 분석
유적에서 확인된 석재의 산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질도의 분
석과 분황사 모전석탑 석재의 특징을 토대로 하였으며, 조사지점은 그림 6에 표시된 A~D
지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1) 신라층군 안산암(그림 6-A)
신라층군 안산암은 경주의 서쪽에 대규모로 분포하는 안산암 지대이다. 이 안산암 지대
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서쪽에 해당하며 북쪽으로는 영천 북안면 신촌리 일대가 북한계
선이며 남쪽으로는 양산, 부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신라층군 안산암의 대표암상은 안산반암, 각력질 안산암 및 안산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암은 신라통의 대구층이나 건천리층을 관입하여 있고, 불국사화강암이나, 언양화
강암, 섬록암, 석영안산암에 의해 관입당해 있다. 이 안산암대는 암상도 너무 다양하여
세분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한다.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가장 인접한 신라층군 안산암 지대는 서쪽으로 약 7㎞ 정도 떨어
진 경주시 율동 산97번지 일원의 벽도산 봉우리 일대이다. 이곳은 지질도 상으로 안산암
지대이지만 일부 시작되는 지점으로 암상이 노출되지 않고 풍화대가 형성되어 토양화 되
어 있다. 본격적인 안산암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7㎞ 정도를
더 지나야 한다. 즉 분황사 석탑에서 약 14㎞ 정도 이격되어 있는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일원에서 본격적으로 안산암지대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
으로는 단석산 신선사가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안산암의 특징적인 암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질도를 참조하면 이곳에서 산출되는 신라층군 안산암에 대해 구성광물을 들어 설명
하였지만 물리적으로 산출되는 특징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계곡부에서 산출
되는 안산암은 대부분 괴상으로 불규칙한 크기의 암석들이 산재하여 석재로서 부적합하
다. 또한 안산암이 대표적으로 노두에 노출되어 있는 단석산을 참조한다면 그림 7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괴상으로 풍화되거나 절리 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판상으로 절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절리 되는 두께 또한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라층군
의 안산암은 석탑의 석재로 다듬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곳에서 확인
한 특징 중 한 가지는 산화철 성분으로 풍화된 암자색의 면을 따라 절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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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석산에 노출되어 있는 신라층군 안산암의 특징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석재의 산지 연구 157

2) 범곡리층군 범곡리안산암과 응회암(그림 6-B)
범곡리 안산암 지대는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동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12㎞ 지점에 위치
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이다. 불국사가 위치한 토함산의 동쪽
에 해당한다. 이곳에도 비교적 대규모의 안산암이 분포하는데 신생대 제3기에 형성된 범
곡리안산암 및 응회암 지대이다. 범곡리안산암의 산출상태는 노두에 노출된 부분은 거의
희박하며 계곡 등에서 안산암 모암층이 확인된다. 안산암의 색조는 암흑색이며 자갈은
괴상이며 계곡에 노출되어 있는 안산암의 구조적인 특징은 그림 8과 같이 불규칙한 절리
가 발달해 있는 형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석재도 역시 벽돌 모양으로 치석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8〉 범곡리안산암(사진에서 흑색의 암석이 안산암 모암에 해당하며, 그 위를 화강암 역석이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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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리안산암(그림 6-C)
당사리 안산암은 행정구역상 울산의 동부지역에 위치하는 울산 북구 당사동 일대에 광
범위하게 분포하는 암석을 특징으로 하여 명명되었다.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당사리 안산
암의 분포권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6㎞ 정도로 신라통 안산암 및 범곡리안산암지대 보다
는 원거리에 해당한다.

〈그림 9〉 상 : 계곡부의 출토상태, 중 : 해안가의 출토상태, 하 : 해안가의 절리와 출토상태
(상 : 울산 북구 어물동 1276-2번지 계곡부 일원, 중·하 : 울산 북구 구유동 34-2번지 해안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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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리 안산암에 대한 지질학적인 연구를 참조하면(윤성효 외 2000) 울산 동부지역 당
사리 화산암류는 다량의 안산암질 화성쇄설암류내에 안산암 용암류가 협재되어 산출된
다. 안산암은 유상구조와 판상절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일부 관입상에서는 소규모
주상절리가 나타타기도 한다. 이러한 안산암류는 호층으로 반복되어 층상구조를 나타내
면서 분포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분황사 모전석탑의 특징으로 검토되었던 판상절리가
특징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당사리안산암 분포권을 답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울산 강동지역의 당사리안산암은 지질도상 안산암이 분포하는 계곡부와 해안가를 중심
으로 다량 확인된다. 확인되는 특징은 판상절리된 형태로 두께 5~15㎝ 정도의 평평한 석
재이다. 그림 9·10과 같이 표면은 암자색으로 산화철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산화면
은 종방향 횡방향에서 모두 확인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판상의 절리는 종방향 횡방향
에서 모두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분황사 모전석탑의 석재에서도 공통
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또한 조직의 현미경사진은 그림 10과 같은데 그림 3의 분황사
모전석탑 석재의 현미경 사진과 동일한 암석조직을 보인다.

〈그림 10〉 당사리안산암 지대의 석재(상 : 평면 및 측면형태, 하 : 현미경사진 외면과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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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동리화산암류(그림 6-D)
답사지에 포함되었던 효동리화산암류는 현지를 답사한 결과 대부분 풍화가 진행되어
석재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일부 하천에서 안산암질 석재가 확인되나 분황사 탑에 사용
된 석재의 산출상태와는 구조적으로 이질적이며, 산출지 또한 노두에서 신선한 암석의
확인이 불가하여 상세 설명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Ⅴ. 검토
1. 석재 산지의 비정
상기한 바와 같이 야외조사를 통해 분황사 모전석탑에 사용된 석재를 검토한 결과 몇
개의 후보지 중에서 당사리안산암 지대의 석재가 구조적인 특징 및 외형적 특징에서 분
황사 모전석답과 동일한 암석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당사리안산암 지대를 분황사 모전석
탑석재의 산지로 비정하고자 한다.

2. 석재의 채석과 제작 장소
분황사 모전석탑에 사용된 석재의 채석은 당사리안산암의 구조적인 특징인 판상절리가
이루어진 노두부분을 확인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일부 계곡부에서 암석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로 노출이 이루어진 곳은 드물다. 반면 해안가에서는 당사리안산암
이 노두에 노출된 부분이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며 절리된 석재도 쉽게 확인되었다. 이러
한 점으로 본다면 석재의 채석 또는 채취는 당사리 안산암이 분포하는 해안가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광범위한 지대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기 때
문에 계곡부의 채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보
다 정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석재의 재단과 제작 장소 역시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증거는 없으나 불필요한 형태의 암
석을 운반한다면 노동력이 증가될 것은 확실하다. 또한 석재를 마연할 경우 다량의 물이
필요하므로 수량이 비교적 풍부한 계곡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탑의 특성상 현장에서 규격에 맞게 재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적당한 석재를
확보하여 현장으로 이동한 후 현지에서 세부 공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크다고 추정된
다. 분황사 주변은 알천(북천)이 있어 수량이 풍부하므로 마연공정에도 유리했을 것이다.
분황사 일대의 발굴조사에서 이러한 점을 주목한다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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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탑 석재의 인식
분황사 모전석탑에 당사리안산암이 사용되었다면 당시 신라인들은 어떻게 석재의 존
재를 알게 되었을까? 혹시 석탑축조 이전에 이러한 석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사용했던 신
라시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필자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2006
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울산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사되었던 유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울산산하동유적 Ⅱ·Ⅲ)

〈그림 11〉 울산산하동유적 삼국시대 고분군 분포도(울산문화재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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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산하지구 일대는 당사리안산암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가의 단구 지형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조선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삼국시대~통
일신라시대의 대규모 고분군이 확인되었다.(그림 11) 고분의 중심연대는 4세기 후반에서
6세기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까지 지속적으로 고분이 축조되었다. 고분의 수만
수백여기로 이 지역이 신라시대의 중요한 거점지역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집
단의 성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통해 고찰이 이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도록 하
겠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고분을 축조한 석재이다. 발굴조사 당시 필자가 실견한
바에 따르면 석곽을 축조할 때 사용한 석재의 대부분이 바로 당사리안산암이다. 당시 석
곽을 축조했던 신라인들은 당사리안산암을 주로 이용했는데 축조된 석재는 분황사모전
석탑과 같이 정밀하게 가공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연한 석재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석재의 두께는 물론 붉은 산화철 면을 따라 판
상절리된 형태가 분황사 모전석탑의 탑신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신라시대 이곳
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세력에 의해 이곳 당사리안산암의 석재가 탑의 축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사리안산암이 분포하는 어물동
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어물동마애여래좌상이 있어 당시 불교를 통해 내외적인 통합을 이
루려는 신라시대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던 지역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12〉 울산산하동유적 삼국시대 석곽의 당사리안산암 석재 이용 사례
(울산문화재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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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이상으로 분황사 모전석탑에 사용된 석재의 원산지를 추정해 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분황사 모전 석탑에 사용된 석재는 안산암 재질에 해당하는데
경주 인근에서는 산출되지 않는 암석이다. 따라서 주변지역을 답사한 결과 울산 당사동
일대에 분포하는 당사리안산암과 외형 및 암석의 구조적 특징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
었다.
당사리안산암의 분포는 울산 당사동 일대에 널리 분포하는데 산출상태가 석탑에 사용
된 석재에서 보이는 판상의 절리, 암자색의 산화면, 석재의 입자 등이 동일한데 특히 암
자색으로 산화되는 절리면은 후대에 산화된 것이 아니고 절리면을 따라 산화된 것이다.
이러한 암석의 구조적인 특징은 산화된 면을 따라 절리되거나 채석을 하기에 용이하여
석탑의 재료로서 최적의 산출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석재의 인식은 당사리안산암 분포
지 주변의 유적을 검토한 결과 강동지역에 거점을 두고 생활했던 삼국시대인들로 부터
알려졌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지역의 불교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채석지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안산암의 노두와 석재로 볼 때 해안가에서 석재를 채석 또는 채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계곡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사리
안산암이 분포하는 일대로 넓게 비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후기
본고를 작성한 후 박홍국(위덕대학교)선생님으로부터 석탑의 석재와 유사한 암석을 확
인하였다는 제보가 있었다. 선생님은 옥류 원석 탐사(박홍국 2018)를 하던 중 이곳을 확
인하였으며 필자가 분황사석탑에 관한 논고를 작성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셨다.
이에 2월 28일 선생님과 동행하여 현장을 답사한 결과 석재가 확인된 장소는 경주시 효동
리 1702-2번지 일원의 하천으로 필자가 논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효동리화산암
류가 분포하는 지역이었다. 하천에서 석재를 확인한 결과 판상으로 절리된 석재의 형태
및 구조가 당사리안산암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3-상) 그런데 이곳에서 확
인된 암석은 전체적으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석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신선한 암석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필자는 이곳의 암석이 퇴적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3월 2일과
3일에 재차 이곳을 답사하여 계곡의 상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하천으로부터 상류쪽으

164

제34호

로 약 600m지점에서 안산암이 붕괴되어 있는 단애면을 확인하였다.(그림 13-하) 이곳의
암석층은 하류에서 확인된 석재와 동일한 양상이다. 분황사 석탑의 석재가 대부분 각재
로 모암에서 채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곳의 암석을 직접적으로 사
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사리안산암을 무
덤축조재로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사용하였던 집단이 석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
은 고고학적인 해석과도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필자의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귀중한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주신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사의를 표한다. 또한 분황사
관련 문헌자료를 제공해주신 차순철(서라벌문화재연구원)선생님께도 사의를 표한다.

〈그림 13〉효동리화산암류(상 : 하천과 석재, 하 : 안산암 노출 단애면 및 붕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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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Production area of Bunhwangsa
pagoda stone in Gyeongju
Chang-han Hwang
(Uls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 stone used Bunhwangsa pagoda is andesite. This stone isn’t checked around
Gyeongju. Therefore, checking the result of surrounding area, it is understood the identical
things of Dangsari-Andesite. Dnagsari-andesite is widely spread around Dangsadong in
Ulsan. The state of andesite is same with stone used Bunhwangsa pagoda and structural
features. The feature is identical with sheeting joint and red oxidation on the stone used
pagoda.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se stones are come off with oxidized side or easy to
quarry stones. So it appears the optimum production state as the materials of pagoda. The
recognition of these stones are known from the Three Kingdoms era’s people according
to checking remains. Also, through this stone, we thought that it had something to do with
Buddhist culture of this area As of now, we don't check exact trace of stone pit but it seems
reasonable that this is a range of Dangsari-Andesite.
Key words : Bunhwangsa

pagoda, Andesite, Dangsari-Andesite, a place o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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