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명 : 분황사석탑(芬皇寺石塔) 

주 제 : 선덕여왕의 흔적을 찾아서

시 대 : 신라

문화재 유형 :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탑

분 류 : 국보 제30호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12 

제목 향기로울 분(芬), 임금 황(皇) 향기로운 여왕이야기

유래 및 스토리

신라 전불7처 가람 중 현재까지 법등이 꺼지지 않는 곳, 분황사(芬皇寺)

우리나라최초의여왕선덕여왕의향기를느낄수있는절, 분황사.

분황사의 분(芬)은‘향기롭다’,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황(皇)은 임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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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황사 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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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쓰이는 자이다. 황룡사, 황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찰의 창건주가 왕임을 나타내

고있어, 분황사는신라왕실의소원이나명복을비는원찰임을알수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찰에 아버지 진평왕의 뒤를 이어, 딸로서 신라 27대왕으로 즉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눈물이 숨어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예나 지금

이나 남성 위주의 정치문화 속에서 여자가 왕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반대 세력들이 많았

을 것이고, 왕의 권위를 세우고 통치 능력이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선덕여왕의 고

충은무척컸을것이다.

분황사에 가면 선덕여왕만 만나는 게 아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사상

가이자고승인원효와자장을만날수있다.

원효는 34세 때 구법을 위해 의상과 당나라로 떠났으나, 가는 도중 잠결에 해골에 괸 물

을 마시고는‘모든 사물과 법은 마음에서 난다’는 깨달음을 얻고 되돌아온 얘기로 널리 알

려져있는스님이다.

‘쓸데없다’의 유래

이절에는원효와관련해재미있는이야기가전해오고있다.

원효가 죽은 뒤, 그 아들 설총은 아버지의 뼈를 갈아 진흙으로 소상을 만들어 이 절에 모

셔 두고 아침, 저녁으로 공양을 하 는데, 하루는 아들 설총이 공양하며 옆에서 절을 하자

소상이아들설총쪽으로고개를돌렸다고하는설화가전해온다. 또어느날아버지원효가

설총에게“네 마음을 쓸 듯이 마당을 깨끗이 쓸어라”라고 하 다. 그런데 설총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려고 나와 보니, 이미 누군가가 깨끗이 마당을 쓸어놓아 그냥 들어와서“쓸

데가없어서그냥왔습니다.”하 다.

여기에서 요즘 우리가 쓰는‘쓸데없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우리일상생활에는이판사판, 야단법석, 아비규환등불교용어가많이쓰이고있다.

그렇지만 분황사에서는 신라의 가장 오래된 탑인 분황사석탑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이 탑은 국보 30호로 높이 9.3m의 모전석탑이다. 현재는 3층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7층

또는 9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지금 분황사 경내에 따로 보관되어 있는 석재를 보면

미루어짐작할수있다.

기단 위 네 모퉁이에 수컷 2마리와 암컷 2마리의 사자상이 배치되어서, 탑을 수호하고 있

는모습이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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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탑신에는 불상 등을 봉안하기 위해 만든 공간인 감실이 사방에 마련되어 있고, 감실

입구마다 인왕상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인왕은 불법의 수호신으로, 사악한 것이 사찰 내

로들어오지못하도록사찰의문이나전각입구를지키는수문장역할을한다. 

1915년에 일본인들이 이 탑을 해체, 수리할 때 제2층과 제3층 사이에서 사각의 석함이 발

견되었는데, 그 속에 사리장엄구가 들어 있었다. 그 속에는 사리 다섯과가 들어있는 은합을

비롯하여, 각종 옥종류와 패류, 금·은제의바늘, 침통, 가위등과 함께상평오수등이 발견

되었다. 현재 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물 중 여성이 사용하는 바늘과 가위

등이 포함된 점은 다른 탑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이는 선덕여왕과의 관련성을 나타내

며, 상평오수전 등 고려시대 엽전이 들어 있는 것은 이 탑이 고려시대에 보수되었음을 알

수있다. 

한편 탑 옆쪽에는 고려 숙종(1101년)이 원효와 의상이 동방의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비석

의 기록과 시호가 없어, 그 덕이 크게 드러나지 않음을 애석히 여겨서, 원효에게 대성화정

국사라는시호와함께세운화쟁국사비부가있다.

지금비신은없어지고비부만남아있는데, 훗날추사김정희가이를확인하고‘此和諍國

분황사 석탑 인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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師之碑趺 金正喜(차화쟁국사지비

부 김정희)’라고 비석 받침에 써 놓

은 씨가남아있다.

또 이 절에는 통일신라 때 솔거가

그린 관세음보살상 벽화가 있었다

고 하며 경덕왕14년(755)에는 무게

가 30만6,700근이나 되는 약사여래

입상을 만들어서 이 절에 봉안하

다고한다.

왼쪽의 금당 북쪽 벽면에 있었던

천수대비 그림은 험이 있기로 유

명하 는데, 

신라 35대 경덕왕 때 한기리에 사

는 여자 희명의 아이가 다섯 살 때

갑자기 눈이 멀게 되자, 아이를 안

고 천수대비 즉 관음보살상 앞에 나

아가서‘도천수대비가’를 가르쳐주

고 노래를 부르면서 빌게 하 더니

눈을뜨게되었다는설화가전해온다.

또 분황사에는 석정이라고 불리는 통일신라시대 우물이 있는데, 우물 틀의 외부는 8각,

내부는원형으로이것은불교의팔정도와원융의진리를뜻한다.

이 우물에는 세 마리의 호국용이 살고 있었는데, 795년에 당나라의 사신이 용을 세 마리

의 물고기로 변신시킨 뒤 가지고 길을 떠났다. 다음날 두 여인이 원성왕 앞에 와서 사실을

아뢴 뒤 남편을 찾아줄 것을 호소하 고, 왕이 사람을 시켜 당나라 사신을 쫓아가서 빼앗아

다 우물에 놓아주고 다시 살게 하 는데, 그 후 이 우물을 삼룡변어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上-분황사 내 화쟁국사비, 下-분황사 내 삼룡변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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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잘려서 우물 속에서 발견된 불상

1965년 12월분황사북쪽뒷담에있는우물속에서폐불13구, 보살입상1구, 불두 5점, 광

배 1점, 기타 6점을 발견되었는데, 비록 지금은 국립경주박물관 북쪽 정원에 전시되어 있지

만, 이 불상들이 모두 목이 잘린 채 우물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실은 왠지 쓸한 마음을 느

끼게한다.

■직접 관련된 유적 : 분황사 석탑

■간접 관련된 유적 : 화쟁국사비부, 삼룡변어정, 약사여래입상, 석정

■관련된 다른 스토리 : 쓸데없는 말의 유래, 분황사 출토 금바늘은 선덕여왕이 넣었을까?, 

여왕의 향기가 남아있는 절

■주변경관/지역/유적과의 연관성 : 미탄사지, 황복사지, 선덕여왕릉, 진평왕릉, 첨성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