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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사구층목탑은 왜 지진에 강했을까?
1. 황룡사구층목탑이 만들어져서 불 타 없어질 때까지 피해 사례와 중건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지진에 따른 피해 사례를 탐구한다.

연구목표

2. 황룡사구층목탑 복원 안 도면을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GSD)으로 분석하여 지진에
얼마나 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현존하는 동시대의 목탑에 내재되어 있는 내진 설계 공법의 원리를 찾아 그 우수함을
입증한다.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황룡사구층목탑 창건과 중건에 대한 문헌 연구
황룡사구층목탑은 신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 9개 국가를 제압한다는 의미에서 9층이
다. 황룡사구층목탑은 경주의 중심에 있으면서 대표적 랜드 마크 기능을 했었다는 것이
다양한 역사기록이나 발굴조사에서 드러나 있다. 황룡사구층목탑은 높이가 약 80m에
이르는 거대한 목탑으로 경주시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경주의 핵심 경관을 조성하
는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황룡사구층목탑은 각 층마다 64개의 동일한 기둥
수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평면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
기 때문에 기둥 간격과 직경 또한 조금씩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황룡사가 입지하고
있는 대지의 지형은 동-서 방향으로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남-북 방향으로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황룡사 원지반은 늪지였으며 이 지역에 황룡사가 완성되기까
지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은 황룡사 창건이전부터 있었던 늪지에 오랜
시일에 걸쳐 뻘흙이 퇴적되고, 사찰을 세우기 위하여 늪지를 매립․축토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조성된 대지 위에 최초의 사찰을 세우고, 다시 단계적으로 건물들을 확장하거
나 새로운 건물들을 배치하여 2차 가람을 완성하였다.

연구내용

○ 황룡사구층목탑의 지진에 관한 문헌 연구
문헌기록에는 황룡사 구층목탑이 수차례 낙뢰를 맞아 수난을 겪었다는 내용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진흥왕 27년(556)에 황룡사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라 성덕
왕 17년(718) 6월에 황룡사탑에 낙뢰가 있었으며 경문왕 8년(868) 6월 또한 낙뢰가
있었다. 신라 경문왕 11년(871)에 황룡사 구층목탑의 개조가 이루어고 이는 신라 문성왕
대(839~857)에 ‘탑이 동북쪽으로 기울어져 고쳐 세우고자 제목을 모은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고쳐 세우지 못하였다는’ 기록의 원인이라고 보인다.
692년 장수왕 때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 후 경덕왕 14년에 망덕사 탑이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하였다. 779년 혜공왕 15년 봄 3월에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지고 죽은 자가 100여명이 발생하였다. 1036년 정종 2년 6월에 서울, 동경 및
상주, 광주, 안변부 관내 주, 현들에서 지진으로 가옥들이 훼손되었고 동경에서는 3일이
지나서야 지진이 멎었다. 1226년 고종 13년 봄 계미일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 해 10월 기축일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을미일에 다시 한 번 지진이 발생하였다.
□ 연구 주제 선정(목적 및 필요성)

연구로 진행한 ‘삼국시대 수학, 황룡사구층목탑 복원을 도와줘!’ 에서는 황룡사구층목
탑은 신라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었지만 당시에는 삼국 가운데 백제의 건축 기술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탑의 건설은 백제의 장인인 아비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삼국유사에
탑의 규모는 상륜부가 시작되는 철반 이상의 높이가 42척, 철반 이하는 183척이라고
적혀 있으며 동위척으로 계산하면 80m 가 넘는 엄청난 크기로 고대 건축사의 미스터리
로 꼽힌다. 아쉽게도 이 목탑은 13세기 몽고 침입으로 불에 타 절터와 탑 터만 남아
있다. 이 목탑의 수학적인 복원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삼국시대의 수학 작도법과 제시된
7가지 복원 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비례체계, 동시대인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 가람배치도와 탑 사이의 관계를 각각 분석 및 적용시켜 결과적으로 2가지의
복원 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복원 안은 3D 프린팅 하여 구현해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학적 비례 분석으로 복원 한 황룡사구층목탑의 복원 안을 바탕으
로 이 목탑이 80m 가 넘는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600여년 동안 여러 차례의 강한
지진에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 목탑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를 탐색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진의 내진
설계 공법, 목조 건물의 결구 방법, 기둥을 세우는 방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고 탐구하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연구 방법
○ 연구방법 1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 황룡사구층목탑 피해 사례와 중건에 대한 문헌 연구

연구내용

- 황룡사구층목탑 600년 동안의 지진 사례 문헌 연구
- 전통목조 건축구조에 대한 문헌 연구
○ 연구방법 2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 황룡사구층목탑의 학계 복원안의 복원설계도를 이용하여 실제 설계도면 파악
- 황룡사구층목탑 건축에 사용된 목조 결구법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황룡사구층목탑에 사용된 나무들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하중을 측정해
황룡사구층목탑의 전체 하중 구하기
- 지진력, 풍하중, 적설 하중 등 가상의 외력을 주어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GSD)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기
○ 연구방법 3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 동시대의 목탑을 분석하여 황룡사구층목탑에 내재되어 있는 내진설계공법의 원리
탐구
- 황룡사구층목탑에 내재되어 있는 내진설계공법의 원리와 현재의 내진설계공법과
비교분석하여 그 우수함을 입증한다.
□ 연구 활동 및 과정
○ 목구조의 내진 설계 탐구
- 지진에 대해 정리, 내진설계에 대해 정리, 목구조 구조물의 결구법의 형태에 대해
정리, 지진에 약한 높이 조사, 내진설계의 기준, 비례와 내진설계, 황룡사구층목탑의
설계도면 찾기,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GSD)에 대한 공부, 황룡사구층목탑의 중량

○ 구조해석프로그램 분석
- 문화재 내진 기준, MIDAS 프로그램 부재 설정, 좌굴, 가세, 세장비, 공포에 대해 조사,
황룡사구층목탑의 각 층의 높이와 기둥 간의 거리 정리

연구내용

- 외부하중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기둥의 해석
・보의 해석
・기초의 해석
・지붕의 해석
□ 연구 결과
○ 황룡사구층목탑이 만들어져서 불 타 없어질 때까지 피해 사례와 중건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지진에 따른 피해 사례를 탐구하였다.
○ 황룡사구층목탑 복원 안 도면을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GSD)으로 분석하여 지진에
얼마나 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 현존하는 동시대의 목탑에 내재되어 있는 내진 설계 공법의 원리를 찾아 그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 결과 해석 및 논의
○ 무엇이 내진 성능을 가지고 있었는가?
○ 구조적 내구성이 충분히 있었다.
○ 내진 설계 기준에 맞는 가구식 구법의 축조

연구성과
□ 결론 및 제언(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삼국시대 건축에 사용된 건축 도구와 축조 기술 분석을 통하여 고대 건축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GSD) 분석으로 고대 건축 속에 숨겨져 있는 내진 설계 공법을
이해하여 지진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고대 목조 구조물의 내진 설계 공법으로 지진에 취약한 문화재와 현대 건축물 등의
구조물들을 보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대 건축 구조물의 우수함을 알게 되고 그 우수함을 다른 건축물을 설계할 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학생들의 황룡사구층목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어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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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보고서 >
Ⅰ. 서론

황룡사구층목탑은 찬란한 문화를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설과 스토리를 갖춘 곳이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년) 새로운 대궐을 본궁 남쪽에 짓다가 황룡이 나타났으므로 대궐을 사찰로 고쳐
황룡사로 하고 17년인 569년에 완성했다고 한다. 신라에서 최고 규모의 사찰로 지금까지 발굴조사
결과 동서 288m, 남북 281m에 면적만 8만 2000여 m 에 이른다고 한다. 황룡사의 자랑거리인 황룡사
구층목탑은 643년 선덕 여왕 때 자장 율사의 건의로 만들어졌다. 구층은 주변 9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는다는 것을 뜻한다. 13세기 몽고 침입으로 불에 타 절터와
탑 터만 남아 있다. 황룡사구층목탑은 신라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었지만 당시에는 삼국 가운데 백제
의 건축 기술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탑의 건설은 백제의 장인인 아비지에 의해 이루어졌다. 삼국유
사에 탑의 규모는 상륜부가 시작되는 철반 이상의 높이가 42척, 철반 이하는 183척이라고 적혀 있으
며 동위척으로 계산하면 80m 가 넘는 엄청난 크기로 고대 건축사의 미스터리로 꼽힌다.
황룡사구층목탑에 대한 문헌기록으로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황룡사 찰주본기>, <고려사>,
<무의자시집> 등 있다. 이 문헌 기록에서는 황룡사구층목탑의 연혁, 조성연대, 조성설화, 건립 계획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라 선덕여왕대의 창건부터 고려 고종대의 몽고 침략으로 인해 황룡사구층목
탑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내용으로는 황룡사구층목탑의 창건
연기에 관한 것, 창건 공사 및 탑의 규모에 관한 것, 창건 후 탑의 재해 및 중수 혹은 중건에 관한
것 등 목탑의 외부 구조나 건축의장기법과 관련, 목탑의 구조를 파악할만한 내용이 들어있다.
황룡사구층목탑은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약 25층에 달하는 높이인데, 건축물의 평균 높이가 2층에
불과한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며 기술난이도만 보면 지금의 250층짜리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맞먹는
다. 변방국가 신라는 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구층 목탑 건설을 위해 백제의 장인을 스카우트하
고 인도와 중국의 선진 수학기술을 적극 수용했다. 이처럼 황룡사구층목탑은 당대 세계최고 수준의
건축기술과 도전정신이 집약된 초대형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하지만 몽고의 침입 때 불에 타서 지금
현재 없어졌다.
따라서 황룡사구층목탑이 불에 타기 전에 수차례 지진이 왔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황룡사구층목탑이 만ㅁ들어져서 불 타 없어질 때까지 피해 사례와 중건에 대한 문헌면구를
통해 지진에 따른 피해 사례를 탐구한다.
둘째, 황룡사구층목탑 복원 안 도면을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GSD)으로 분석하여 지진에 얼마나
강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현존하는 동시대의 목탑에 내재되어 있는 내진 설계 공법의 원리를 찾아 그 우수함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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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황룡사구층목탑 복원에 관한 선행연구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 황룡사 구층목탑의 복원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미륵사지 석탑의
체감비를 이용한 복원이며 이를 통해 225척이라 알려진 황룡사구층목탑의 높이에 고려척을 적용한
높이와 유사한 77.5m의 높이로 복원 안의 결과를 내었다. 두 번째는 신라시대 석탑들의 체감비를
이용한 복원이며 225척에 당척을 적용한 결과와 유사한 62.31m로 복원 안의 결과를 내었다. 세
번째는 가람배치도를 이용한 복원이고 이를 통해 황룡사구층목탑의 높이가 79m라는 결과를 내었다.
황룡사구층목탑 복원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이 목탑은 신라 선덕여왕(AD 643)에 건립되어 고려
고종(AD 1238) 몽고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기까지 약 600여년 동안 여러 차례의 지진을 겪었다. 특히
혜공왕 15년(779년)에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목탑에
대한 지진 피해 사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600여년 동안 지진에
의한 피해 사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사실에서 이 목탑은 내진 설계 공법을
통해 설계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황룡사구층목탑의 맞춤, 이음, 가새, 공포, 비례 등의 신라시대의 목조건축 기술을 조사하고 무엇이
내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목탑에 내재되어 있는 내진 설계 공법의 원리를 찾아 그
우수함을 찾아본다.

2.

황룡사구층목탑 600년 동안의 지진 사례 문헌 연구
경덕왕(통일신라 35대 왕) 14년에 망덕사 탑이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하였고, 혜공왕(통일신라 36대 왕)

15년에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 100명이 발생하였다. 또한, 정종(고려 3대 왕) 2
년에는 지진으로 가옥들이 훼손되었고 고종(조선 26대 왕) 13년에는 지진이 3번 발생하였다.

3.

전통목조 건축구조에 대한 문헌 연구
목재는 직경와 길이에 제한이 있고, 재질도 균일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

지만, 당시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며, 자체 무게에 비하여 비교
적 강도가 크다. 또한, 이음과 맞춤을 이용하였다.

[Fig. 1] 전통목조 건축구조

4. 황룡사구층목탑 복원 안

황룡사 구층목탑은 현재까지 여덟 가지의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장기인, 후지시마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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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김인호, 김정수-박일남, 김동현, 권종남,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계획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1 장기인 계획안
장기인의 계획안은 1976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체높이 80.4m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주칸수가
줄어드는 연속식 구조이다.
1층은 7칸, 2층~6층은 5칸, 7층~9층은 3칸으로 주칸 수가 줄어들고 있다. 6층에서 좌우 퇴칸의
너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공포가 중첩되고 창호가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층~9층까지 체감 기울기 85°로, 상륜부 : 탑신부 = 1 : 1.46의 비율을 가진다.
2.2 후지시마가이지로 계획안
후지시마가이지로 계획안은 1976년에 전체높이 69.1m로 다른 안에 비해 낮게 계획되어 있다.
하앙식 공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일본에 하앙식 공포가 많이 남아있고 아비지가
백제의 장인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주칸 수가 줄어들고 사이가 균일하게 체감되지 못하는 모습이고 체감 기울기는 84°를 이루며
상륜부 : 탑신부 = 1:4.91 상륜부가 전체높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

[Fig. 3] 후지시마가이지로
계획안

[Fig. 2] 장기인 계획안

2.3 김정수, 박일남 계획안
김정수, 박일남 계획안은 전체높이 86.8m로 1981년에 제시하였다. 1층부터 5층은 부분 연속 구조
방식이고 6층 이상은 적층 구조 방식이다. 퇴칸의 공포가 맞붙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김인호의 계획
안과 비슷하며 기단의 모서리에 석수가 올려져 있다. 체감 기울기 83°, 상륜부 : 탑신부 = 1:4.38의
수치를 보여 비교적 상륜부의 비율이 작다.

- 3 -

2.4 김동현 계획안 1, 2
김동현은 1982년, 1992년 두가지 계획안을 제시하였고, 전체 높이 79.2m로 외형은 두 안이 비슷하
다. 각층의 주칸 수를 균일하게 9층까지 7칸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칸의 너비도 일정하게
체감할 수 있다. 2안은 탑신의 높이가 높아졌으며 상부에 광창이 설치되었고, 공포 사이에 인자화반
을 사용하여 구조적 보강을 하였다. 체감 기울기 85°, 상륜부와 탑신부의 비율은 1안으 1:4.08,
2안은 1:3.89로 차이가 크지 않다.
2.5 권종남 계획안
권종남 계획안은 전체높이 79m 2006년에 제시되었으며 김동현 계획안처럼 모든 층이 동일하게
7칸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균일한 입면 체감이 가능하다. 각층의 옥개부에 적층식 구조의 특징인
암층이 나타난다. 체감 기울기 86°체감차이가 가장 작고, 상륜부와 탑신부의 비율은 1:4.39이다.
2.6 김인호 계획안
기단은 우주와 탱주를 모두 갖춘 완전한 가구식 기단을 이루고 있으나, 유구와는 다르게 정면에
계단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다. 전체높이 82m로 역시 퇴칸에서 적절한 주칸너비를 유지하지 못하여
3층과 6층의 퇴칸 공포가 중첩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체감 기울기 81° 여타 계획안에 비해
체감률이 큰편이며, 상륜부 : 탑신부 = 1:3.93의 수치를 보인다.

[Fig. 5] 김동현 계획안 1, 2
[Fig. 4] 김정수 박일남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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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권종남 계획안

[Fig. 7] 김인호 계획안

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계획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체높이 79.5m
적층 구조 방식
기울기 85°

[Fig. 8]

이상의 내용으로 각각 계획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먼저 구조형식에 있어서 김동현과 권종남의
두 가지 계획안은 적층구조, 나머지 계획안은 연속구조를 차용하였다. 적층구조는 중국의 불궁사
석가탑, 우리나라의 쌍봉사 대웅전, 일본의 법륭사 오중탑, 법기사 삼중탑 등에서 나타나는 목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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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층단주를 사용하여 한 층씩 쌓아올려 각층을 이루며 평면의 주칸 수나 형태에 관계없이
입면의 균일한 체감을 이룰 수 있는 구조이다. 연속구조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중층
전각에서 사용하는 구조방식으로 하층의 내진주가 상층까지 올라가 상층의 구조를 지지하는 방식이
다. 하지만 층수가 많아질수록 하층의 퇴보가 받는 힘이 증대하여 고층의 건물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방식으로 각층에서 균일한 입면의 체감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5. 황룡사구층목탑 건축에 사용된 목조 결구법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1 이음
2.1.1 장부이음
∙통장부이음 : 한 부재가 다른 부재에 통으로 끼이는 이음으로, 부재 단면 크기가 서로 다른
부재 간 이음방식이다.
∙장부이음 : 한 부재의 마구리에 장부를 내고, 다른 부재에 장부 홈을 파서 밀어 넣는 이음
방식이다.
∙맞장부이음 : 두 부재에 서로 길게 장부를 내어 물리는 이음방식으로, 맞턱이음이라고도 한
다.
∙턱솔이음 : 한 부재에는 홈을 파고 다른 한 부재에는 턱솔을 내어 물리게 하는 이음방식이
다. 턱솔의 모양은 –자, ㄱ자, T자, ㄷ자, ㅁ자, ╋자 등이 있다. 홈이음이라고도 한다.
∙십자쌍장부이음 : 부재의 마구리에 대각선상의 두 장부를 내어 서로 물리는 이음방식이다.
∙주먹장부이음 : 한 부재의 마구리에 주먹장부를 만들고 다른 부재에는 주먹장부 홈을 파서
결구시킨 이음방식이다.
∙반턱주먹장부이음 : 부재의 마구리 높이의 반을 주먹장부로 만들어 다른 부재의 주먹장부
홈에 끼이게 하는 이음방식이다.
∙턱걸이주먹장부이음 : 하단에 턱을 둔 주먹장부를 내고 주먹장부 홈을 판 다른 부재를 내려
물리는 이음방식이다.
∙두겁주먹장부이음 : 상단을 덮을 수 있도록 두겁을 두어 하단의 주먹장부를 외부에서 보이
지 않게 하는 이음방식이다.
∙숨은주먹장부이음 : 반턱주먹장부의 일부에만 턱을 두어 외부에서 맞댄이음처럼 보이게 하
는 이음방식이다.
∙쌍주먹장부이음 : 두 부재 중 하나 재에 한 깡의 주먹장부를 만들고 다른 재에는 주먹장 홈
을 파서 결합 시킨 이음방식이다.
∙겹주먹장부이음 : 한 부재 마구리에 턱이 진 상·하 두 단에 각각 주먹장부를 내고 다른 부
재에는 두 단의 주먹장부 홈을 만들어 끼우는 이음방식이다.
∙내외주먹장부이음 : 각 부재를 상·하 두 단으로 나누고 주먹장부와 주먹장부 홈을 모두 내
어 서로 끼우는 이음방식이다.
∙메뚜기장부이음 : 두 부재 중 한쪽은 메뚜기 머리처럼 생긴 긴 장부를 내고 다른 쪽은 같은
형태의 홈을 내어 물리는 이음방식이다.
2.1.2 턱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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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턱이음 : 두 부재의 마구리를 각각 반씩 따내어 서로 물리는 이음으로, 목부재의 이음 중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갈퀴이음 : 각 부재의 반턱을 경사지게 따내어 서로 물리는 이음으로, 비교적 간단한 이음
방식이다.
2.1.3 엇걸이이음
∙엇걸이이음 : 각 부재를 턱을 내어 걷어낸 다음, 마구리 한쪽에 –자형 턱솔을 내어 서로 엇
거는 이음방식이다.
∙엇걸이빗턱이음 : 각 부재의 중앙에 경사진 턱을 내어 걷어낸 다음, 마구리 한쪽에 –자형
턱솔을 내어 서로 엇거는 이음방식이다.
∙엇걸이촉이음 : 각 부재를 턱에 내어 걷어낸 다음, 마구리 끝의 –자형 턱솔에 촉을 덧붙여
T자형 턱솔을 두어 서로 엇거는 이음방식이다. 이음 중심에는 산지를 꽂아 보강한다.
∙엇걸이홈이음 : 각 부재를 턱을 내어 걷어내고, 마구리 끝의 중앙에 홈을 판 –자형 턱솔을
내어 서로 엇거는 이음방식이다.
2.1.4 빗이음
∙빗이음 : 수평부재 마구리를 경사지게 따내어 서로 맞댄 이음방식이다.
∙엇빗이음 : 부재의 마구리를 두 갈래로 엇갈리게 내어 서로 물리는 이음방식이다.
∙빗턱이음 : 빗턱을 내어 서로 물린 이음방식이다.
∙빗걸이이음 : 빗턱을 2단으로 따내어 서로 물린 이음방식이다.
∙엇턱이음 : 수평 부재의 반턱은 경사지게 하고 반턱은 수직으로 따내어 서로 물리는 이음방
식이다.
∙반턱빗이음 : 부재의 마구리를 절반으로 나누어 윗단을 45°, 아랫단을 135°로 걷어내고,
다른 부재는 반대로 절반을 걷어내어 서로 잇는 이음방식이다. 반턱엇빗이음이라고도 한다.
2.1.5 은장이음
∙나비장이음 : 두 부재를 맞대고 위아래 같은 형태의 홈을 만들어 별도의 부재를 홈에 끼워
연결하는 이음방식이다. 홈에 끼운 부재의 모양이 나비 형태를 하여 나비장이음이라고 한
다.
∙자촉이음 : 부재 중앙부에 너비의 1/3 정도의 홈을 낸 후, 마구리를 맞대고 홈에 별도 부재
인 자촉을 끼워 넣는 이음방식이다.
∙도투마리 은장이음 : 두 부재의 이음자리에 방형 은장을 끼워서 잇는 이음방식으로 은장의
형태가 도투마리와 비슷하다.
2.1.6 촉이음
∙촉이음 : 두 부재를 촉으로 연결하는 이음방식이다.
2.2 맞춤
2.2.1 장부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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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부맞춤 : 부재의 한 끝이 다른 큰 부재의 홈에 통으로 끼인 결구방식으로, 통맞춤이라
고도 한다.
∙장부맞춤 : 한 재의 마구리에 장부를 내고 다른 재에 파놓은 장부 홈에 맞추는 결구방식이
다.
∙쌍장부맞춤 : 한 부재 마구리에 장부를 두 갈래로 내어 만든 쌍장부를 다른 재의 쌍장부 홈
에 끼워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십자쌍장부맞춤 : 한 재 마구리에 대각으로 쌍장부를 만들고 다른 재에 쌍장부 홈을 파서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안장맞춤 : 경사재를 수평 부재에 맞출 때, 경사재 끝을 두 갈래로 내고, 수평 부재에 비스
듬히 끼워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흘림장부맞춤 : 한 부재가 다른 부재에 경사로 맞추어질 때, 경사재에 장부를 내어 수평재
에 비스듬히 끼이게 결구하는 결구방식이다.
∙가름장장부맞춤 : 한 부재의 마구리에 쌍장부를 내고 그 사이에 작은 장부를 하나 더 내어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턱장부맞춤 : 한 부재에 턱을 둔 장부를 내고 다른 부재에 끼워 맞춘 결구방식이다.
∙쌍턱장부맞춤 : 한 부재의 양쪽에 턱을 둔 장부를 내고 다른 부재에 끼워 맞추는 결구방식
이다.
∙빗턱장부맞춤 : 한 부재에 턱을 둔 장부를 내어 다른 부재에 끼워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턱솔장부맞춤 : 짧고 얄팍한 장부인 턱솔을 낸 한 재를 다른 재의 홈에 끼워 맞춘 결구방식
이다.
∙턱솔턱장부맞춤 : 한재의 양쪽에 턱을 둔 턱장부를 내고, 다른 재의 장부 홈에 끼워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지옥장부맞춤 : 장부를 다른 재에 꿰뚫어 맞추고 나서, 맞은편에서 장부 중간에 벌림쐐기를
박아 고정하는 맞춤방식이다.
∙주먹장부맞춤 : 한 부재의 마구리에 주먹장부를 내고, 다른 부재에 주먹장부 홈을 두어 위
에서 아래로 끼워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턱걸이주먹장부맞춤 : 한 부재 마구리에 턱에 걸쳐진 주먹장부를 내고 주먹장부 홈을 판 다
른 부재를 내려 물리는 결구방식이다.
∙두겁주먹장부맞춤 : 한 재 마구리에 주먹장부를 내고 다른 재에 주먹장부 홈을 두어 위에서
아래로 끼워 싸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쌍주먹장부맞춤 : 수평재 마구리에 쌍주먹장부를 만들고 수직재에 쌍주먹장부 홈을 두어 내
려 끼우는 결구방식이다.
∙내림주먹장부맞춤 : 수평부재 단면 춤의 1/3~1/2 정도를 주먹장부로 만들고 수평부재 높이
보다 주먹장부만큼 더 높게 판 장부 홈에 끼운 후 위에서 아래오 내려 맞춘 결구방식이다.
∙메뚜기장부맞춤 : 부재의 장부 형태를 메뚜기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 내려 끼우는 맞춤방식
이다.
∙빗장부맞춤 : 장부 한 쪽을 경사면으로 하여 끼워 넣는 결구방식이다.
∙부채장부맞춤 : 한 부재의 마구리에 부채모양으로 된 장부를 내고 다른 부재에 내려 끼우는
결구방식이다.
∙갈퀴맞춤 : 한 재 마구리에 반주먹장부형으로 깎아 내려 끼우는 결구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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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턱맞춤
∙반턱맞춤 : 두 부재를 서로 높이의 반 만큼 따내어 맞춘 결구방식으로, 십자맞춤이라고도
한다. 이때 위에 있는 부재를 업힐장, 밑에 있는 부재를 받을장이라고 한다.
∙반턱연귀맞춤 : 부재의 중앙부분은 각각 받을장과 업힐장으로, 반턱맞춤을 하고 그 주변부
분은 45°로 치목하여 연귀맞춤을 한 결구방식이다.
∙삼분턱맞춤 : 방향이 서로 다른 세 부재가 평면상에서 맞추어질 때 각 부재 춤을 1/3씩 따
내어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양걸침턱맞춤 : 수평재 양쪽에 턱을 따고 직교하는 다른 부재가 걸친 결구방식이다.
∙외걸침턱맞춤 : 수평재에 한쪽 가장자리만 턱을 따고 직교하는 다른 부재가 걸친 결구방식
이다.
∙어깨빗따기맞춤 : 수평재 위에 경사재가 걸쳐질 때 수평재의 어깨를 비스듬히 깎아내어 경
사부재를 거는 결구방식이다.
∙새부리따기맞춤 : 수평재 위에 걸쳐지는 경사재의 밑부분을 새의 부리모양으로 파내어 결구
하는 방식이다.
2.2.3 숭어턱맞춤
∙숭어턱맞춤 : 보의 목이 기둥 화통가지나 주두, 재주두 등에 끼이고, 수평방향으로 직교되는
도리가 두겁을 두고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2.2.4 촉맞춤
∙촉맞춤 : 두 부재에 구멍을 뚫어 이에 맞는 목재의 촉을 따로 끼워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2.2.5 연귀맞춤
∙연귀산지맞춤 : 두 부재의 마구리를 45° 또는 경사각으로 대고, 옆에서 산지로 내어 물리
는 결구방식이다.
∙연귀장부맞춤 : 연귀로 된 중간에 장부를 내어 물리는 결구방식이다.
∙연귀쌍장부맞춤 : 상단에는 연귀로 맞추고 하단에는 쌍장부를 내어 물리는 결구방식이다.
∙반연귀맞춤 : 부재의 춤을 반턱으로 하여 상단만 연귀맞춤하는 결구방식이다.
∙바깥연귀맞춤 : 바깥쪽은 연귀로 맞추고 안쪽은 장부로 맞추는 결구방식이다.
∙안팎연귀맞춤 : 안쪽과 바깥쪽은 연귀로 하고 그 내부는 맞대거나 장부 또는 촉으로 물리게
하는 결구방식이다.
∙제비촉맞춤 : 한 재 좌우를 연귀 내어 다른 재에 물리는 결구방식이다.
∙연귀괴불쪽맞춤 : 두 부재를 연귀로 맞대고 바깥쪽에 별도 부재인 삼각형 괴불쪽을 끼워 물
린 결구방식이다.
∙삼방연귀맞춤 :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세 방향의 부재가 모두 연귀로 물리는 결구방식이다.
∙사개연귀맞춤 : 각 부재의 상·하단은 연귀로 하고, 중간은 여러 갈래의 주먹장부로 물리는
결구방식이다.
∙숨은사개연귀맞춤 : 안쪽은 여러 갈래의 주먹장을 내어 물리고 바깥쪽은 연귀로 맞댄 결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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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쪽매
2.3.1 턱쪽매
∙반턱쪽매 : 널의 옆을 두께의 반 만큼 턱지게 깎고 서로 반턱이 겹치게 물려 널깔기하는 쪽
매방식으로 턱쪽매, 변탕쪽매, 변탕붙임이라고도 한다.
∙빗쪽매 : 널 옆을 빗깎아 옆으로 대어 붙이는 쪽매방식이다.
∙오늬쪽매 : 널의 옆을 중간이 뾰족하게 V자형의 경사면으로 대패질하고 다른 부재에 그와
맞먹는 홈을 파서 물리게 끼는 쪽매방식이다.
2.3.2 혀쪽매
∙제혀쪽매 : 널의 한 측면은 높이의 1/3 정도로 혀를 내고, 다른 한 측면은 홈을 내어 서로
끼이게 하는 쪽매방식이다.
∙딴혀쪽매 : 널의 양측면을 동일한 형태로 홈을 내고, 두 널의 홈에 별도의 나무쪽을 끼우는
쪽매방식이다.
∙양제혀쪽매 : 널 한 면의 상·하단에 혀와 홈을 내어 끼우는 쪽매방식이다.
∙턱제혀쪽매 : 널의 측면에 턱이 있는 혀를 내어 끼우는 쪽매방식이다.
2.3.3 은장쪽매
∙나비장쪽매 : 널의 상면에 반쪽 나비장 홈을 파서 두 널을 맞대고, 별도의 나비장으로 연결
하는 쪽매방식이다.
∙거멀띠장쪽매 : 맞댄 널의 상단에 주먹장부 홈을 파서, 별도의 거멀띠장으로 끼워대는 쪽매
방식이다.
∙틈막이대쪽매 : 널의 측면에 같은 형태의 반턱을 만들어 두 널의 상단은 맞대고, 하단은 별
도의 틈막이대로 메꾸는 쪽매방식이다.
∙은살대꽂기 : 널 측면에 은살대를 꽂아 연결하는 쪽매방식이다.
2.3.4 기둥 밑의 결구
∙그렝이질방식 : 주초에 놓인 기둥의 밑 바닥면을 주좌면의 굴곡에 따라 밑뿌리를 깎아 주초
에 밀착시켜 고정하는 맞춤방식이다.
∙촉맞춤방식 : 평주와 우주의 밑 부분, 동자주(포동자) 및 대공의 밑 부분, 중층 건물의 상층
기둥 밑 부분의 맞춤방식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황룡사구층목탑 피해 사례와 중건에 대한 문헌 연구

2. 황룡사구층목탑 600년 동안의 지진 사례 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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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목조 건축구조에 대한 문헌 연구

4. 황룡사구층목탑의 학계 복원안의 복원설계도를 이용하여 실제 설계도면 파악

5. 황룡사구층목탑 건축에 사용된 목조 결구법에 대한 조사 및 연구

6. 황룡사구층목탑에 사용된 나무들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하중을 측정해 황룡사
구층목탑의 전체 하중 구하기
7. 지진력, 풍하중, 적설 하중 등 가상의 외력을 주어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GSD)을 이용
하여 시뮬레이션하기
8. 황룡사구층목탑에 내재되어 있는 내진설계공법의 원리와 현재의 내진설계공법과 비교분
석하여 그 우수함을 입증

Ⅳ. 연구 결과
황룡사구층목탑의 복원 설계도서는 본 연구와 연계하였을 때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보
다 구체적으로 제안한 권종남의 복원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문헌적 고찰에 의한 황룡사 건립(645년)부터 소실(1238년)까지 경주지역 포함 주변지역에서의 지진
기록은 총 62회의 지진이 있었으며, 진도는 약 Ⅱ~Ⅳ정도로 조사되었다.
황룡사구층목탑에 관한 문헌의 재해석과 건립 당시 7세기 전후 국내의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가구구조와 결구의 기법은 평면 및 입면, 단면을 구체적으로 분석 고찰하였으며, 특히 횡력(지진력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귀틀구조 방식이 사용되었다.
지진 대응 설계 방식은 제진, 내진, 면진설계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고대 목탑 구조 및
건축물은 기초(기단 포함)와 지반의 면진 구조방식에 의해 구축되었다.

Ⅴ. 고찰

목구조 구조물의 결구법의 형태에 대해 정리, 지진에 약한 높이 조사, 내진설계의 기준, 비
례와 내진설계, 황룡사구층목탑의 설계도면 찾기,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GSD)에 대한 공
부, 황룡사구층목탑의 중량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문화재 내진 기준, MIDAS 프로그램 부재 설정, 좌굴, 가세, 세장비, 공포에 대해 조사, 황룡사구
층목탑의 각 층의 높이와 기둥 간의 거리 등을 알아볼 것이다.

- 11 -

위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해석 프로그램(midas GSD)에 초기 값을 입력하여 지진의
강도를 높여보고 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견뎌내는지 알아볼 것이다.
현재 내진 설계 기준과 황룡사 구층목탑의 내진 설계를 비교해본다. 그것을 이용해 황룡사
구층목탑의 내진 설계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고대 목탑의 결구기법과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목구조 방식 및 기초설계를
알 수 있었다.
황룡사구층목탑에 사용된 주요부재의 목재는 삼국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졸참나무(510㎏/㎠),
상수리나무 및 굴참나무(530㎏/㎠), 밤나무(390/㎠) 등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이는 외부 외력(압축강도)에 대한 현재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210㎏/㎠)보다는 최대 2.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목조구조물의 결구방식은 맞춤과 이음 등 밀실한 결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각 부재간의
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결구법이다.
향후 고대 목조구조물의 정확한 구조 역학적 응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치수의 복원 및
도면과 구조해석프로그램에서의 목재의 해석과 응력의 계산값이 더욱 정확히 연구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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