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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승탑(僧塔)은 승려(僧侶)들의 묘탑(墓塔)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

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승려 개개인마다에 건탑(建塔)되어  그 수효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석종형 승탑은 인도(印度) 복발형(覆發形) 탑(塔) 형식을 수용하여 변

형시킨 것으로 外形(외형)이 梵鐘(범종)과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다.

  우리나라 승탑은 처음에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으로 제작되다가 석종형(石鐘型), 석

탑형(石塔型), 특수형(特殊型) 등 다양한 형식의 변화를 갖게 된다.  그 가운데 석종형 

승탑은 많이 제작되어 조선시대 승탑의 정형(定型)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각 

사찰의 승탑군(僧塔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형식의 승탑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형식의 분류에 그치고 있다.

  조선시대 승탑은 팔각원당형보다 석종형의 승탑이 휠씬 많이 제작되어 일반적으로 전

형형식이라 불리어져 왔다. 그러나 석종형 승탑은 그 시원형식이 무엇이며 어느시기부

터 승탑에 적용되어 제작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필자는 그러한 형식이 언제부터, 승탑에 왜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그 시대별 

양식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석조미술(石造美術)에 있어 한 장르인 석종형 승탑을 자

리매김 하기로 한다.

Ⅱ.승탑(僧塔)의 기원(起源)과 형식(形式)

(1)승탑(僧塔)의 기원(起源)과 조성배경(造成背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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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탑(僧塔) 승려(僧侶)들의 묘탑(墓塔)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도(浮屠)라 불리워왔다. 그러나 부도는Buddha를 번역한 것으로1) 불탑(佛塔)과 승탑

(僧塔)을 동시에 가리킨다. 이렇게 부도가 어의의 폭이 넓어 승탑 일물성(一物性)만을 

지칭하지 않기에 굳이 부도라는 단어를 빌리지 않고도 “승탑”이라는 단어로서 그 개념

파악을 확실히 할 수 있어, 이후로 승탑이라 고쳐 부르기도 한다.

  승탑을 조성하여 그 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관습은2) 초기 힌두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불교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불교도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불탑과 승탑의 형식을 이

루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유골을 안치하는 습관에 따라 승탑은 법제문도(法弟門徒)등이 선사(先師)의 입

적(入寂)후 그를 섬기고 기리는 뜻에서 더욱 활발히 제작하 다. 경전상(經典上) 불타

(佛陀)의 열반 이전에 사망하 다고 전해지는 성문승 사리풋타(舍利弗)와 목갈라나(目楗

連)의 것이 승탑이 시원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승탑 조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리풋타가 죽은 후 균두(均頭)라는 사미(沙彌)가 사리(舍利)와 의반(衣鉢)을 가지고 

왕사성에 도착하여 아난다에 게 사리풋타의 죽음을 고했다.”

“급고장자(給孤長者)가 사리풋타의 사리를 공양하고 싶다고 불타(佛陀)에게 말하고 그

것을 실라벌성(室羅伐城)의 자택(自宅)으로 가지고 가서 스투파를 세워 공양했다.”3)

고 한다. 또한 목갈라나도 바라몬들에 의해 살해된 뒤 그의 스투파가 세워졌는데4) 이러

한 기록들에 따라 불제자(佛弟子) 즉 승(僧)의 사리(舍利)를 모신 승탑이 불타(佛陀) 열

반 이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사리풋타와 목갈라나 두 사람이 열반 했을 때 어

떤 시주(施主)가 불타(佛陀)에게 탑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했다는 사분율(四

分律)의 기록은5) 위의 승탑 조성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전거(典據)이다.

  그리고 우다다(p.8) 가운데 빈우(牝牛)에 이르러 죽은 비구 바이햐(Bahiya)의 시체가 

불타(佛陀)의 충고에 따라 비구들에 의해 운반되어 다비(茶毘)하여 스투파를 만들었다

는 기록도 있다.6)

  승탑의 기원은 곧 불타(佛陀)의 제자인 사리풋타와 목갈라나의 묘탑에서부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조성배경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급호장자(給弧長者)의 집에 세워진 사리풋타의 승탑은 승광왕(勝光王)과 승환부인(勝

鬟夫人), 행우부인(行雨夫人), 여러 장자(長者) 등 많은 사람들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공양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사리풋타에 의해서 증각(證覺)의 도(道)를 얻은 자도 있고, 

옛날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공양하러 오기도 했다.7)  이것은 곧 승탑이 승려들의 사후

1) 鄭永鎬(1980), “浮屠의 기원과 八角圓堂型” ,p.172.   부도는 원래 佛陀와 같이 Buddha  를 번역한 것이라고도 

하며 불타가 곧 부도이므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불상이나 불탑이 부도이며…  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비

슷한 견해는 鄭海昌(1959), “浮屠의 樣式에 관한 考略” ,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2) 權五民 譯(1989), 「초기부파불교의 역사」, p.172,民族史

3) ① 雜阿含經 卷二四, 第五 誦道品 第一 “爾時尊者舍利弗因病涅盤. 時純陀沙彌供養尊者舍利弗巳. 取餘舍利擔持衣

鉢. 到王舍城擧衣鉢洗足巳. 詣尊者阿難所禮尊者…

   ② 增一阿含經 卷一八 四意斷品 第二十六之一 “是時尊者舍利弗往詣精舍 到巳收攝衣鉢. 出於竹園往詣本生住處. 

是時尊者舍利弗漸漸乞食至摩庾國爾時尊者舍利遊於摩庾本生之處…(中略)…苦世尊有所說 我等常奉行之均頭報

言. 如是尊者 是時阿難將均頭沙彌

4) 根本有部毘柰耶雜事 卷十八 第五 “人間遊行至室羅伐城 給弧長園時具壽阿難陀於舍利子 遺身之骨香衣鉢供養”

5) 四分律 卷第五十利 雜健度之利 “時舍利弗目連檀越作如是念. 波二人存在時. 我堂供養飮食. 今巳涅盤. 苦世尊廳我

等上美飮供養塔者我當送…(中略)…時舍利目連檀越作是念佛廳我等莊嚴供養塔者我當作”

6) 杉本卓洲(1984), 「印度佛塔의 硏究」,p.296, 平樂寺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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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後), 그들을 숭경(崇敬), 사모하는 마음에 의해 건탑(建塔)하게 되었음을 알게 해 주

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또한 디브야바다나(Divyavadana)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쇼카왕이 (기원정사(祇園

精舍)를 방문하여 사리풋타, 목갈라나 , 마하가섭(摩訶迦葉) 등의 탑에 예배하 다는 사

실과 아난다의 탑이 라자가히의 죽림정사(竹林精舍)와 베살리의 중각(重閣) 강당(講堂) 

두곳에 세워졌다는 사실에8)의하여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묘탑 주인공에 대한 존

경과 추모의 정을 갖고 분사리(分舍利)하여 조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조성된 승탑은 당대(唐代)에는 유체신앙(遺體信仰)에 따른 고승

숭배 사상과 당유상신앙(影堂遺像信仰)과 더불어 최성기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9) 중

국에서의 당대(唐代) 고승숭배 사상이 최성기 다함은 곧 우리나라 삼국기의 많은 구법

승들이  진(陳) 수(隋) 당(唐)에 들어가 그러한 의식과 사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 시기 다고 할 수 있다.

(2) 형 식

  승탑은 시원은 사리풋타와 목갈라나의 것이고, 그들의 사후, 재가신자들이나 제자 승

려들이 그들을 숭경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조탑하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시원 

형식이 어떠하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기와를 사용하여 이중(二重)으로 기대(基臺)를 만들고, 그 위에 탑신(塔身)을 둔다. 

복발(覆鉢)을 위에 두지만, 마음대로 높게 하거나 낮게 하여도 좋다. 그 위에 높이 1, 

2척 종횡(縱橫)의 길이 2, 3척의 평두(平頭)를 둔다. 양(量)의 대소(大小)에 따라 가운

데에 곧은 륜간(輪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상륜(相輪)을 둔다. 상륜을 쌓는 수(數)는 

1부터 13까지로 한다. 다음으로 보병(寶甁)을 둔다.”

라고 하 고10) 사분률(四分律)에서도

  “기단(基壇)은 사방형(四方形), 또는 팔각형(八角形)으로 만든다”11)고 하 다.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성문승의 탑은 우선 사방형 또는 원형, 또는 팔각형의 2중 기

대를 가지고 있고, 탑신부와 복발이 얹혀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히야의 

승탑은 그 유적이 확실치 않은 문헌상의 기록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있고 사리풋타나 

목갈라나의 묘탑은 불타(佛陀)의 사리를 모신 대탑(大塔)주위에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 

불사리(佛舍利)와 마찬가지로 분사리(分舍利)되어 여러 곳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면 여기서 산치 대탑인 복발형 불탑과 승탑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라는 문제

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일찌기 불타(佛陀)가 승탑에 관한 조탑(造塔)설명을 재가신자들에게 했었고 그

에 따라 조성된 승탑을 불타(佛陀) 입멸 후, 신자들이 조탑 도상을 기본으로 규모를 확장

7) 根本有部律雜事 : 대정 24, 289 上 ―290, 291 上―下

8) 權五民 譯(1989), 전게서, p.193

9) 小林太施郞(1954), “高僧宗拜と 肖像の 藝術 ― 隋 唐 高僧像序論”, 「佛敎藝術」23호, pp.3∼ 4 

10) 根本有部雜事 卷十八 “佛言應可用前兩重作基. 次安塔新上安覆鉢. 遂意高下上置平頭. 高一利尺二三尺. 準量大小

中堅竿次箸相輪. 基相輪重數. 或一二三四及至 至十三. 次安寶甁”.

11) 四分律 卷五十二 “是舍利弗目連涅盤巳. 有檀越作如是言. 若世尊廳我等爲基塔者我當作, 諸比丘白. 佛言廳作. 彼不

知云何作. 佛言. 四方作若圓八角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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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치대탑을 조성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불탑은 도상을 기본으로 규모를 확장

하여 산치대탑을 조성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불탑은 승탑을 제작 해 본 재가신자와 

제자승려들에 의해 조탑 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승탑이 불탑보다 우선한다 할 수 있

다. 그러면 여기서 산치 대탑의 주위의 사리풋타 승탑은 그 조성시기가 언제인가의 문제

가 제기된다. 그것은 대탑과 동일한 시기 또는 후에 제작되었을 것인데 그것은 불타(佛

陀)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념적인 상징으로 신자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불탑 성립 이전에 조성된 사리풋타와 목갈라나의 승탑은 복발형이었으며 

분사리(分舍利)에 의한 불탑(佛塔) 신앙(信仰)에 호응하여 승려들의 묘탑에도 적용, 도

처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숭경하려는 의도에 따라12) 불탑 주위에 조성될 수 있었던 계기

가 되면서 발전하 다고 할 수 있다.

  승탑은 인도의 곳곳에 세워지고 그 여파가 티벳과 중국까지 미쳤음을 유적을 통해 알 

수 있다. 티벳의 경우 라트나길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탑 주위의 탑들이 승탑으로 

여겨지며13) 중국의 경우 남북조시대의 간다라식 소탑(小塔), 동위(東魏) 흥화삼년(興和

三年) 소탑(小塔)이 있고14) 용문(龍門) 운강(雲剛) 석굴(石窟) 등에서 볼 수 있는 탑도

(塔圖)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승탑은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이 일반적인데 그 밖에 석종형, 석탑

형, 특수형 등의 다양한 변화를 이루며 제작된다. 승탑 조성은 선종 향으로 그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조사(祖師)에 대한 예경심(禮敬心)과 기념비적(記念碑的)인 의도에 따

라 이루어진 조사신앙의 결과로, 통일 신라 시대 이후 활발하게 조성되었다고 추측되는

데 우선 그 다양한 형식에 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1)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

  팔각원당형은 기단, 탑신, 옥개가 모두 팔각형인 승탑을 말한다. 옥개의 기와골등 세

부는 목조건물 양식을 모방한 듯 하고 기단이나 탑신부에 사자상 신장상 비천상 등을 

조각 하 다.

  이 형식에 속하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것으로는 전(傳) 흥법사(興法寺) 염거화상탑

(廉居和尙塔)(문성왕(文聖王)6년, 844, 현 소재지 : 경복궁)이 있다. 또한 9세기 작품으

로는 남원(南原) 실상사(實相寺) 증각대사탑(證覺大師塔), 장흥(長興) 보림사(寶林寺) 보

조선사탑(普照禪師塔), 화순(和順) 쌍봉사(雙峰寺) 철감선사탑(澈鑒禪師塔), 곡성(谷城) 

대안사(大安寺) 적인선사탑(寂忍禪師塔), 양양 진전사(陣田寺) 승탑(僧塔)울주(蔚州) 석

남사(石南寺) 승탑(僧塔) 등 다수이며 고려시대 작품으로는 창원 봉림사(鳳林寺) 진경대

사탑(眞境大師塔), 원성 흥법사(興法寺) 진공대사탑(眞空大師塔)(현소재지 : 경복궁), 원

성 거둔사  원공국사탑(圓空國師塔)(현 소재지 : 경복궁), 문경 정진대사탑(靜眞大師塔), 

여주 고달사(高達寺) 무명승탑(無名僧塔)등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신라시대에 주로 유행하 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양식의 변화가 이루어

지는데 그것은 고달사 승탑에서와 같이 옥개석이 후대해지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12) 沈法諦 譯(1989), 「초기 대승불교의 종교생활」, p.13, 民族史. 불탑신앙은 部波佛敎에 이르러 在家信者들 뿐만

이 아닌 弟子僧侶들에 의해 경 되고 신앙되었다고 한다.

13) 中村和夫(1982), “うトナキり ストウノヾの 構成” , pp.147∼157, 「密敎美術の 原象」,法藏館. 대탑 주위의 탑들

은 여기서는 奉獻塔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형식이 나란다, 부타가야, 사르나트 등 갠지즈 하류 유역의 불교 유

적과 비슷하여 봉헌탑이 곧 승탑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14) 關野貞(1938), 「支那の 建築と 藝術」, pp.229―235, 岩派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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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석종형(石鐘型)

  석종형은 인도의 복발형 탑이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지리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변

형되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석종형 승탑의 시원적인 예로서 제시되어 

온 것은 통일신라 말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울산 태화사지 승탑이 있고, 승탑은 아니지

만 계단(戒壇)으로서 통도사(通度寺) 금강계단(金剛戒壇)과 고려시대 금산사(金山寺) 방

등계단(方等戒壇)이 있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석종형이 승탑에 응용되어 몇 구 보이기 

시작하면서 석종형이 일반적인 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3)석탑형(石塔型)

  이 형식은 일반 석탑형식을 승탑에 적용한 것으로 고려시대 일반형 석탑이 그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갖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이 형식의 대표적인 것으

로는 원주(原州) 령전사지(令傳寺址) 보제존자(寶濟尊者) 승탑 2기가 있고 갈항사(葛項

寺) 쌍탑15), 선암사(仙巖寺) 화산대사사이탑(華山大師舍利塔)과 경주 구황동 석탑을 포

함시킬 수 있다.16)

고려시대에는 팔각원당형, 석종형, 석탑형 뿐만이 아닌 방형과 탑신부가 원구형인 승탑

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불교 내부의 여러 종파에 따른 향 또는 사회적 현상의 

반 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팔각원당형만이 주로 제작되었던 통일신라 시대보다는 

승탑 조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수형 가운데 방형의 예는 원

주(原州) 법천사(法泉寺)  지광국사(智光國師) 현묘탑(玄妙塔)(현 소재지 : 경복궁)으로 

팔각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방형 승탑은 방형 석탑의 형

식을 응용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예는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뿐이다.

  또한 특수형 가운데 탑신이 원구형인 승탑은 정토사(淨土寺) 홍법국사(弘法國師) 실상

탑(實相塔)(현 소재지 : 경복궁)등이 있다.  이 형식은 기단과 옥개를 팔각형으로 하는 

등 팔각원당형의 기본형을 유지하면서 탑신만은 원구형을 하고 있다. 옥개 아래면에는 

뛰어난 솜씨와 비천 보상화문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조선시대 복천암(福泉

庵) 수철화상 승탑(1480년), 복천암(福泉庵)학조정곡화상 승탑(1514년)등 조선시대에 많

이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석종형 승탑을 살펴 보기로 한다. 

Ⅲ.석종형(石鐘型) 승탑(僧塔)의 양식적(樣式的) 계보(系譜)

  석종형 승탑은 인도 복발형 탑이 불교 전파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건축술과 

자연조건을 반 하여 변형을 이룬, 돌로 만들어진 종형탑을 말한다. 삼국시대 구법승들

이 산치 대탑과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이어주던 실크로드의 중요한 지점인 인더스강변에 

새겨진 수많은 암벽화(岩壁畵)의 탑도(塔圖)들을 친견(親見)하 을 것이고 귀국한후 그

것들은 범본(範本)으로 하여 건축술과 자연조건에 따라 윤색을 가해 제작하 을 것이다.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석종형은 우선 신라시대 통도사 금강계단의 탑신부가 있고, 현

15) 姜友邦(1991), “佛舍利莊嚴論” , 「舍利莊嚴具」, p. 197, 국립중앙박물관. 금속제 사리병 속에 뼛가루가 있었음

으로 고승탑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16) 金禧庚(1986), 「塔」―韓國의 美術, p.64, 悅話堂. 명문이나 위치로 보아 승탑의 성격이 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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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는 유물로는 신라시대 울산 태화사지 승탑과 고려 전기 금산사 방등계단, 고려후기 

지공, 나옹, 태고 승탑,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의 장단면(長端面) 화장사(華

藏寺) 지공화상승탑(指空和尙僧塔)부터이며 고려 말기에 다수 보이고, 이어서 조선시대

에 정형이 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우선 기록으로 알 수 있는 통도사 금강계단의 탑신부와17) 현존하는 유물

로는 신라시대 울산 태화사지 승탑과 고려 전기의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따라서 신라시대부터 고려(高麗) 전기(前期)까지를  선행기(先行期)로, 이후 사나사

(舍那寺) 원증국사(圓證國師) 승탑(僧塔)이 제작된 고려(高麗) 말기(末期)까지를 모본기

(模本期), 조선시대(朝鮮時代)를 정형기(定形期)로 상정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선행기(先行期)

 승탑이 조성되는 것은 신라 이후 선종이 크게 확산하는 것과 함께 하며 그 형식은 시

대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선종에서는 선사들의 마음과 행위에 의해 법이 

전달되며 따라서 조사(祖師)의 언행과 존재가 매우 중요시되어 조사(祖師)들의 유골(遺

骨)을 모시고 원히 신앙하려는 신앙 형태를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승탑이 장골처 역

할만이 아닌 조사(祖師)에 대한 숭경 물체로 그 자체가 신앙 대상이 되었다.

 선종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도의선사가 당(唐)에서 귀국한 821년 이후부터이며 전

국적으로 기반을 잡기 시작한 것은 지방호족 세력의 비호를 받기 시작하는 9세기 중엽

부터로 승탑 제작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승탑은 목조건물 형식을 대입한 팔각원당형이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부터 석종형 승탑이 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지공계열(指空系列)의 선

종이 새로이 도입되고 이때부터 제작된 석종형 승탑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제작의 용이

함과 사원경제의 어려움, 탱 제작에 따른 승탑의 신앙대상으로서의 기능 약화 등으로 

그 정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선행기에 해당하는 것은 승탑은 아니지만 석종형(石鐘型) 탑신부(塔身部)를 가지고 있

는 통도사(通度寺) 금강계단(金剛戒壇) 기록이 있고 태화사지(太和寺址) 십이지신상(十

二支神像) 승탑(僧塔), 금산사(金山寺) 방등계단(方等戒壇)이 있다. 통도사 금강계단은 

삼국유사(三國遺事)와 동사열전(東師列傳) 등에서 돌솥을 엎어 놓은 것 같다고 기록하

고 있는데 현재의 석종형과 그 형식이 비슷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계

단(戒壇)은 처음 자장(慈藏)에 의해 세워진 이래 현재까지 9차례의 중수가 있어 처음부

터 제작된 탑신부가 어떠한 형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다만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석종형 승탑이었을 것을 추정할 뿐이다. 그러면 당시의 석종형(石鐘型) 승탑(僧塔)과 계

단(戒壇)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울산(蔚山) 태화사지(太和寺址) 승탑(僧塔)―보물 441호(圖 1)

  이 승탑은 탑신(塔身)에 십이지상(十二支像)을 조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양식을 통일신라

의 능묘 호석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18) 탑이 장골처라는 점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흥미로

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승탑은 인도 복발형 탑 형식 가운데 탑신부만을 기본 단위로 

한 것으로 상륜부가 없다. 탑신에 감실(龕室)을 마련한 것은 티벳의 라트나길리 지역에서 

17) 三國遺事 第四 塔像 前後所將舍利, 東文選 卷之七十三 梁州通度寺釋迦如來舍利之記

18) 姜友邦(1973), “新羅 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 , p.28, 「佛敎美術」1집, 동국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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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대답 주위의 승탑들과 중국의 남북조시대의 간다라식 소탑, 동위(東魏) 흥화삼

년(興和三年) 소탑(小塔)이 있고 용문, 운강 벽화의 탑도(塔圖)(도(圖2) 등과 비슷하다.

  이 승탑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지온 온 사리를 황룡사 구층탑, 통도사 계단, 태화사에 

나누어 봉안 하 다고 한 기록으로19) 보아 불탑(佛塔)일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20)

ⓑ김제(金堤) 금산사(金山寺) 방등계단(方等戒壇)―보물 263호(圖3)

  이 계단(戒壇)은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한 것이지만 형식상 석종형 승탑이 형성되는데 

있어 한 계보로 여겨지는데 기단은 방형(方形) 2단으로 이루어졌다. 상하층(上下層) 면

석(面石)에는 불상과 신장상이 조각되고 지대(地臺) 주변에는 기이한 인물상을 배치 하

다. 석단(石壇)의 중앙에는 한장의 판석(板石)을 놓고 석종형 탑신을 받치고 있는데 

판석 네 귀퉁이에는 사자의 머리를 조각하 다. 중심부에는 탑신 받침이 몰딩이 있고 

복변연화문대(復辨蓮花紋帶)가 돌려져 있다. 탑신은 227cm로 장신(長身)인데 아래쪽에

는 화문대(花紋帶)를 돌려 범종(梵鐘)의 하대(下帶)같이 조식하 다.

 정상에는 별석(別席)으로 아홉마리 용을 조각하 고 그 위에 앙연이 조각된 두장의 돌을 얹어 

놓았고 보주석을 배치하 다. 조각 수법으로 보아 그 조성이 고려 초기로 추정되고 있다.21)

 위에서 살펴 본 태화사지 십이지상 승탑과 금산사 방등계단은 화장사 지공화상 승탑, 신

륵사 보제존자 승탑, 사나사 원증국사 승탑 등 석종형 승탑을 이루어 낸 기본단위로 생각

하며 이러한 형식을 바탕으로 제작하여 고려 말기에는 석종형 승탑의 모본기가 형성된다.

(2)모본기(模本期)

 고려시대는 불교가 활발하게 신앙 되었으나 무신집권 이후 교종세력이 무신과 충돌하여 

약화되었다. 조계종은 무인의 비호를 받으며 송광산 수선사를 결성하 고22) 뒤이어 천태

종도 만덕산 백련사를 결성하여23) 점점 대사원을 중심으로 종파의 확장에 힘써 나갔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는 불교 사원 세력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팽창

되어 나갔고, 원(元)나라와 결탁된 왕실세력의 부패와 함께 불교계는 몹시 혼란하게 되

었다. 선문(禪門)은 점차 쇠퇴하여 각파의 명리를 선양하기 위한 각축장으로 변질되었고 

선의 진의는 왜곡되기까지 하 다.24)

  지공은 인도승으로서 8세에 나난타사(那蘭陀寺) 강사(講師) 율현(律賢)에게 계(戒)를 

받고25) 보명(普明)으로부터 심인(心印)을 받고 서천백팔대(西天百八代) 조사(祖師)가 되

어26)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화에 힘썼다. 다시 설산(雪山)과 서역(西域)을 거쳐 중

국에 도달하 는데 그가 설산을 거친 사실은 견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 후 1326년(충숙왕 13) 고려에 입국하여 삼년(三年)을 머물 는데 그가 고려에 입국

하자 석존이 다시 나왔느니, 달마가 왔느니 하며 그를 환대하 고 그의 설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마 지공이 달마와 자신

19) 三國遺事 第四 塔像 皇龍寺九層塔

20) 黃壽永(1962), “蔚山十二支像浮屠” ,「美術資料」5집, 10에서는 통일신라시대 高僧의 부도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21) 張忠植(1979), “韓國 石造戒檀考”, p.105,「佛敎美術」4집, 동국대학교 박물관

22) 閔賢九(1973), “月南寺址 眞覺國師碑 陰記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38집

23) 高翊晉(1978), “圓妙了世의 白連結社와 그 思想的 動機”, 「佛敎學報」15집

24) 許興植(1975), “高麗時代 國師 王師와 그 機能” , 「歷史學報」5집

25) 朝鮮金石總覽, 下 p.1284,   八世備三衣送那蘭陀寺 講師 賢所 剃染受戒  
26) 閔淸 撰 「指空禪要錄 序」,“至南天竺吉祥山 普明尊者住處密傳心印 爲西天 第一百八代祖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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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 던 점과 중국(中國) 선종(禪宗)에 비교되는 신선한 서천(西天)의 선(禪)으로 

나타났으며 독특한 계율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27)

  지공은 다시 원나라로 돌아간 후에 재원(在元) 고려인(高麗人)이 지어준 법원사(法源

寺)에 머물면서 입원유학승(入元留學僧)이었던 라(懶) 백운(白雲) 무학(無學) 등에게 불

법을 전하여 주었다. 그들은 고려 후반기 불교계를 이끌어온 승려들로 기존의 선종과는 

다른28) 지공에 의한 선종의 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 전파에 노력하 다. 그 가운데 

나옹은 11년동안 원(元)에 세차례 지공을 찾아가 수학 한 입원고려승(入元高麗僧)으로 

지공의 의발(衣鉢)과 불자(佛子)를 전해 받았다.29)

  나옹이 수학하고 귀국한 그 당시 불교는 중국적인 분파에 파묻힌 달마계 선종이 풍미

하 고 무신정권기의 서민불교적 순수성이 쇠퇴하고 동시에 사대적 귀족불교로 변질된 

상태 다. 또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각 종파에서는 서로의 세력확장에 힘쓰고 있어 

몹시 혼란한 상태 다. 그러한 종교적 어수선함은 불교 자체의 기성 교단에 대하여 회

의를 품고 혁신을 바랬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지공에 의한 선종계는 많은 지지를 받으며 

교세를 확장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그들의 사후 승탑의 조 에 있어서도 기존의 형식보다는 새로

움을 추구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공의 승탑에서부터 새로운 석종형이 나타

나기 시작하 고 지공의 제자인 나옹의 승탑에서도 같은 형식이 보인다. 이러한 새로움

을 추구하는 의도는 태고 보우의 승탑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고려 말기 혁신을 바랬던 

종교사와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 시대의 석종형 승탑으로는 화장사 지공화상 승탑, 신특사 보제

존자 승탑, 사나사 원증국사 승탑 등 주로 말기 작품이다. 즉 석종형 승탑이 지공승탑에

서부터 보여지고 나옹, 태고 등 지공 이후 선사 승탑에 보여지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때 조성된 승탑은 아래와 같다.

ⓐ 장단면(長端面) 화장사(華藏寺) 지공화상(指空和尙) 승탑(僧塔)(도(圖4)

  고려시대는 불교의 활발한 신앙 속에 선종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을 중요시 여긴 나머

지 스승을 곧 소의경전으로 받들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을 예배대상으로 많은 승탑이 조

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북한의 장단면(長端面) 화장사(華藏寺) 지공화상(指空

和尙) 승탑(僧塔)은 본 사찰에 동양(同樣)의 승탑이 2기가 있다.

  이 승탑은 방형 2단을 축조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 는데 그것은 계단(戒壇)의 기단부

와 같다. 사각 2단의 지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2단의 팔각 기단부를 만들고 탑신부를 

얹고 있다. 상륜부에는 4개의 보륜을 쌓고 보주를 얹어 놓았다. 기단부 가운데 하층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고, 상층 측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고, 그 윗면에 복판연화문을 16개 

조식하 다.    각 잎안에는 삼산형(三山形)이 조식되었다.

 탑신부는 석종형인데 상대(上帶)에 2단의 문양대를 두르고 있어 화려함을 더하 다. 그 

가운데 윗단은 단편연화문에 삼산형을 조식하여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 다. 탑신

(塔身)의 복부(腹部)에 지공화상(指空和尙) 승탑임을 알 수 있는 자가 새겨져 있다.

27) 閔淸 撰 전게서.

28) 金炯佑(1982) , “胡僧指空과 高麗佛敎”, pp.15∼16,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지공에 의한 禪은 達磨系 禪과 다

른데 그것은 종래 고려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慧能이후의 五家宗風에 의한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그 이전

의 순수성을 띠고 있는 眞空無相의 입장이다.

29) 朝鮮金石總覽 上, p.501, 檜嚴寺禪覺王師碑, “是歲(壬辰)北還再參指空空授以法佛子梵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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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탑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계단(戒壇)의 기대형식을 갖추고 8각 기단부와 보륜, 보

주로 이루어져 있어 팔각원당형식이 잔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계단형식(戒壇形式)이 보

이고 있어 복합적인 고려 말기의 작품이라고 추정한다.30)

ⓑ (여주)驪州 (신륵사)神勒寺 보제존자나옹(寶濟尊者懶翁) 승탑(僧塔) 圖5)

나옹은(1330∼1376)은 공덕산(功德山) 묘적암(妙寂庵)의 료연선사(了然禪師)를 찾아가 

계(戒)를 받고 양주 회암사에 4년동안 있었다. 1347년 중국 법원사(法源寺)에 이르니 지

공을 만나 사제관계를 맺었다. 공민왕19년(1370)에 중국 원나라 사도(司徒) 달예(達睿)

가 지공의 골과 사리를 모시고 회암사로 왔을 때 나옹이 맞이하 다. 나옹이 중국에

서 지공을 만나 그의 선을 학습함은 일단 지공의 고려 입국과 더불어 고려 말기에 새로

운 선이 자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옹의 승탑은 여주 신륵사와 원주 전사지에 있는데 그 가운데 여주 신륵사 승탑은 

석종형이다. 이 승탑은 넓은 기단을 축조하고 그 윗면 외주(外周)에는 장대석을 돌려 갑

석을 삼았는데 앞면과 양측면에 계단(階段)을 설치하 다. 기단 위에 2매의 판석을 얹어 

2단의 탑신 괴임을 마련하 는데 탑신과 접하는 곳에 몰딩이 조각되었다. 탑신은 종형

이며 그 위에 화염문을 모각한 보주가 있다. 이 승탑의 탑신부는 아무런 조식이 없는 

간단한 종형이다.

이를 금산사 계단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는 금산사 계단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탑신부는 옆으로 넓게 퍼져 화장사 지공 승탑과 비슷하다. 즉 고려시대 범종과 비슷한 

형태로 금산사 계단의 탑신보다는 약화(略化), 둔화된 느낌을 준다. 이 승탑은 화장사 

지공화상 승탑을 선례로 하여 만든 고려 말기 작품이다.31)

ⓒ양평(楊平) 사나사지(舍那寺址) 원증국사(圓證國師) 승탑(僧塔)(圖6)

사나사는 태조 6년(923)에 대경대사(大鏡大師)가 창건하 다. 태고(太古) 보우왕사(普

雨王師)는 고려 우왕(禑王) 8년(1383)에 용문산 소설암에서 입적하 는데 그 다음해인 

1383년에 승탑을 세우고, 문인달심(門人達心)이 태고의 승탑비를 세웠다. 태고왕사의 입

적 후 그의 승탑이 세곳에 세워진다. 그  삼소조탑(三所造塔)은 경북(慶北) 문경군 가은

면 의양산(義陽山) 봉암사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미지산(彌智山)의 사나사(舍

那寺), 양평군 용문면 미지산의 소설암(小雪庵)에 해당된다. 또한 그의 제자 유창(維昌)

이 쓴 도증국사(圖證國師) 행장(行狀)에는 사리를 간직한 곳이 모두 4곳으로 되어 있느

데 충남 홍성군 팔봉산 청송사(靑松寺)가 추가되며, 이는 지공, 나옹과 더불어 분사리에 

의한 신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 승탑의 형식은 기대석(基臺石), 탑신(塔身), 탑정(塔頂)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대석은 방형(方形)으로 약간 돋우어 놓고, 탑신을 받치는 자리 둘레에 복판연화문을 

새겼다. 탑신부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고 범종의 천판에 해당되는 곳에 복판연화문을 새

기고 있는데 마멸이 심하여 그 수를 알 수 없다. 탑정(塔頂)에는 화염문을 조각한 낮은 

보주를 얹었다. 이 승탑은 신륵사 보제존자 승탑과 비교하여 볼 때 탑신과 정상부가 같

은 형식을 하고 있고, 다만 기대만 약화된 형식으로 신륵사 보제존자 승탑을 모델로 하

30) 指空은 1363년 겨울에 입적하 고 1370년에 그의 舍利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승탑 제작시시는 적어도 1370년이

라 할 수 있다.

31) 승탑 뒤쪽에 高麗 禑王 5년인 1379년에 건립된 탑비가 있는데 그에 따라 이 승탑의 건립연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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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찰 내에 도증국사석종비명(圖證國師石鐘碑銘)이 있어 이 석종형 승탑의 조성 연대

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료라 여겨진다. 이 비명(碑銘)에 따르면 원증국사 석종형 승

탑은 1383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32)

이러한 형식은 신륵사 보제존자 승탑에서의 기단이 계단(戒壇) 형식을 생략하고 다소 

적어진 것으로 이후로 많은 승탑들이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어 어쩌면 이 원증국사 

승탑이 조선시대 석종형 승탑의 모형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즉 원증국사의 삼소조탑(三所造塔)에 이르러 석종형 승탑이 일반화 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보제존자와 원증국사는 우왕(禑王) 때의 고승들로 육년(六年)이라는 입적의 차(差)

를 두고 있어, 그 사이 석종형 승탑 형식에는 커다란 편차 없이 신륵사 승탑을 계승하

여 조탑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나사지의 원증국사 승탑은 신륵사 승탑을 계승하여 약화시킨 형태이지만 앞서 언급

한 삼소조탑 가운데 태고사의 경우 팔각원당형식을 한 석종형 승탑도 보여지고 있다. 

그것은 태고사가 태고 보우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므로, 그 신도들이나 제자승려들이 장

식성을 가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승탑은 조선시대에 많이 제작된 탑

신이 원구형인 승탑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승탑은 사나사지 승탑보다 2년 뒤인 

1385년에 조성되었다.33)

(3)정형기(定型期)

고려시대의 원증국사 승탑은 금산사 계단, 화장사 지공화상 승탑, 신륵사 나옹 승탑등

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형성된 석종형 승탑의 결정체라 할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이를 

모본하여 석종형 승탑의 정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초기에 해당하는 승탑은 벽송당(碧松堂), 경성대덕(敬聖大德)의 기록으로

만 전하고 있어 아직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조선 중기인 1610년 

사명당(泗溟堂), 승탑(僧塔)에서부터 17세기르 기준하여 석종형 승탑제작이 매우 활발하

여진다. 정형기는 1600년 이후부터 조선말기까지로 그 대표적인 예로는 17세기의 사명

당(泗溟堂), 벽암당(碧巖堂), 송파당(松坡堂), 호운당(弧雲堂), 백암당(栢庵堂), 18세기의 

계성당(桂城堂), 남성당(南城堂), 완화당(玩華堂), 19세기의 화월당(火月堂), 자운당(慈雲

堂) 승탑 등이 있다. 이 승탑들을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해인사(海印寺) 홍제암(弘濟庵) 사명당(泗溟堂) 승탑(僧塔)(圖7)

조선 초기의 석종형 승탑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기록에 의한 벽송과 경성대덕의 승탑

이 있다.34) 그 형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다만 벽송이 1464에서 1534년, 경성이 

1488에서 1568년의 생졸연대를 가지고 있어 사명당 승탑과 거의 비슷한 형식일 것으로 

생각한다.

32) 舍那寺圓證國師石鐘碑銘 “高麗國師利雄尊者示(缺字 : 3)山門人火之得舍利(缺字 : 10) 事姜侯萬伶伐石爲鍾藏(缺

字 : 4) 彷置舍那寺凡用(缺字 : 9) 亥秋九月戌申終於冬十二月庚申門人達心……” 여기서 禑王때 해당하는 缺字를 

가진 “?亥”는 癸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승탑은 1383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畿內寺院誌― 楊平郡編, 원증국사탑비에 따르면 석종형이라 하고 있으나 태고사 승탑은 석종형이라 할 수 없다

고 생각한다. 

34) 東師列傳 卷二 碧松禪師傳, 敬聖大德傳. 碧松의 승탑은 智異山 義神洞에, 敬聖의 승탑은 妙香山 普賢寺에 봉안 

하 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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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당은 당호이고 법명을 유정(惟政)이다. 그는 1544년에 태어나 1610년에 입적하

고 그의 승탑이 해인사 홍제암 뒷산에 세워져 있다. 이 승탑은 사각 기단 위에 석종형 

탑신부가 있고 그 위에 보주가 있다. 기단부는 사각의 지대석을 만들고 그 위에 사각 

기단에 원형을 각출하 다. 원형 기단석 상부 평면에는 15개의 복판연화문이 조식되었

다. 탑신부는 석종형으로 아무런 조식이 없다. 그 위에 별석(別石)으로 5개의 연화문이 

감싸고 있는 보주를 얹어 놓았다.

이 승탑의 높이는 140㎝이고 둘레는 332㎝로 사명이 입적한 3개월 뒤인 11월에 제자

들이 다비하여 서쪽 기슭에 봉안하 다.35) 이 승탑은 사나사지 원증국사 승탑 형식을 

가지고 있는 1610년 작품이라 생각한다.

ⓑ구례(求禮) 화엄사(華嚴寺) 벽암당(碧巖堂) 승탑(僧塔)(圖 8)

벽암(碧巖) 각성(覺性)은 1573년에 태어나 1660년에 입적하 다. 그는 효종(孝宗)에게 

화엄(華嚴)의 종지(宗旨)를 전해준 계기로 용미화관(龍眉畵管),  고(□거(□渠))로 된 염

주, 유리로 만든 인장(印章), 금사자(金獅子)등을 받았다. 또한 인조 10년(1632)에 화엄

사를 중수하여 대총림을 만들었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의승군을 모집하여 대항하기

도 하 다.36) 입적 후 그의 골은 화엄(華嚴)과 송광(松廣) 해인(海印) 법주(法住)의 

사대사(四大寺)에 나뉘어 모셔졌다.

그의 승탑은 기단부와 탑신부 보주로 이루어졌는데 기단부는 10매의 판석(板石)으로 

기초를 이루고 그 위에 1매에 방형석을 안치하 다. 다시 그 위에 방형의 탑신 받침을 

배치 하 는데 각 모서리에 수상(獸像)을 조각하 다. 탑신부는 상하대에 각각 2조의 선

을 양각하 고 탑신복(塔神腹) 4곳에는 범종(梵鐘)의 유곽대(乳廓帶)와 같이 띠를 둘러 

방형을 만들고 그 안에 원문(圓紋)을 3단 3여로 배치하 다. 

이렇게 상하대를 두르고 방형의 곽대를 표현한 것은 범종 양식과 비슷한 것으로 승탑

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 벽암당 승탑이다. 이는 곧 범종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매

우 활발하게 제작되어 일반화 된 장르 음을 알 수 있다. 범종 형식이 석종형 승탑에 

응용, 제작된 것은 화엄사 승탑군에서의 화월당(火月堂), 진응당(震應堂) 등의 승탑에서 

보이는 형식으로 아마 이 지역의 특수한 양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벽암당은 1660년에 

입적하 으므로 이 승탑의 조성년대는 거의 이 시기와 동일한 것이다.

또한 이 승탑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는 용연사 사리탑(圖 9)을 들 수 있는 데 

이것은 금산사 방등계단의 형식을 이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용연사 석조계단은 2층 

기단을 구성하고 상층기단 위에 석종형 탑신을 안치하 으며 하층기단 밖으로 네곳에 

각 1구씩의 신장산을 배치하 다. 기단부는 여러개의 장대석과 판석을 조립하여 상하층

의 면석과 갑석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상층의 면석에는 8구의 중상을 조각하 다.

탑신은 석종형으로 조성하여 안치하 는데 상단에는 세장한 복판연화문을 돌리고 있

고 정상부에는 1단에 괴임을 각출하여 보주를 돌출시켜 장엄하 는데 괴임위에는 널찍

하고 낮은 단변(單辨) 입상을 둘 다. 그 안에 2중 앙연봉오리를 조식하여 보주로 삼고 

있다. 이 사리탑은 높이가 155㎝, 둘레가 약 280㎝의 중대형으로 사찰기에 따르면 1663

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시기의 기준작이라 할 수 있다.

35) 東師列傳 卷二 泗溟尊者傳 “…我光海二年庚戌卒壽六十七臘五十一諡日鐘峰賜弘濟尊者……”

36) 大乘禪宗曹溪山松廣寺誌 (1965),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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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海南) 대흥사(大興寺) 풍담종사(楓潭宗師) 승탑(僧塔) (圖 10)

풍담종사(楓潭宗師)는 법명(法名)이 의심(義諶), 당호(堂號)가 풍담(楓潭)이다. 그의 생

졸연대는 1592년에 1665년이다. 이 종사(宗師)의 사리는 제자들이 수습하여 승탑을 만

들어 봉안하고 비석을 세웠다. 그의 승탑은 금강산 백화암 뿐만이 아니라 해남 대흥사

에 세워졌다.37) 대흥사의 승탑은 석종형이다. 

이 승탑은 사각기단 위에 석종형 탑신을 얹고 그 위에 장반원형으로 탑정을 만들었다. 

탑신의 하부는 넓고 상부는 약간 좁으며 아무런 조식이 없고 종사(宗寺)의 당호도 위패

형(位牌形)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탑신(塔身) 상단 중앙부에 종서(縱書)하여 음각하

다. 탑신 위에는 원형의 층급받침이 조각되었고 바로 위에 장반원형 보주가 놓여 있다.

전체 높이는 205㎝로 대형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투박하고 강직한 느낌을 주며 특별히 

장식이 없다. 이 승탑은 사명당 승탑과 형식이 거의 비슷하지만 몸체가 세장해졌다. 풍

담종사의 입멸이 1665년이기 때문에 17세기 중반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외에도 대흥사에는 20여기 정도의 석종형 승탑이 있는데 거의 조선시대 것으로 그 형

식은 기단부와 탑신부, 보주로 매우 간단하다. 이러한 형식은 대흥사 승탑군의 특색이다.

ⓓ해인사(海印寺) 송파당(松坡堂) 승탑(僧塔)(圖 11)

송파(松坡)는 법호(法號)이고 법명(法名)은 각민(覺敏)으로 1596년에 충주에서 태어나 

1675년에 입적하 다. 이 승탑은 해인사(海印寺) 국일암(國一庵) 가는 길에 있는 승탑군

에 세워져 있다. 그 형식은 기단부와 탑신부, 보주로만 이루어졌는데 기단부와 탑신부는 

별석이다. 기단부는 방형의 지대석 위에 1단의 받침을 각출하고 그 위에 8각 기단을 만

들었다. 8각 기단 윗면은 원형으로 마무리 하고 그곳에 복판연화문을 16개 조식하 다.

탑신부는 석종형으로 아무런 조식이 없고 상부(上部) 종복(鐘腹)에 “송파당(松坡堂)”

이라고 종서(綜書)하여 음각하 다. 보주는 별석으로 마련하지 않고 탑신부의 정상부분

을 깍아내어 조식하 는데 7개의 단편연화문을 가진 연봉형 보주이다. 탑신부 높이는 

160㎝, 둘레는 290㎝로 풍담종사 승탑보다는 야간의 조식이 이루어진 17세기 후반 작품

이라고 생각한다.

ⓔ대구(大邱) 동화사(桐華寺) 승탑군(僧塔群)에 있는 것으로 기단부와 탑신부, 보주로 

이루어졌다. 기단부는 사각(四角) 별석(別石)으로 그 윗면에 단편연화문을 조식하 으나 

마멸이 심하여 잘 알 수 없다. 그 위에 원형의 높은 탑신받침을 별석으로 제작하여 석

종형 탑신을 안치하 다.

탑신부는 상부에 2조, 하부에 1조의 선을 양각하여 띠를 두르고, 하대에는 2단의 단편

연화문을 세워 조식하 다. 탑신복에는 상하고 길게 위패형을 만들고 그 안에 “호운당

(弧雲堂)” 이라 종서(縱書)하여 음각하 다. 탑신부 상부는 둥그렇게 깍아내다가 중앙 

부분에 장반원형에 가까운 보주로 조각하 다. 

이 승탑은 높이가 157㎝, 둘레가 235㎝로 풍담당, 송파당의 승탑보다는 장식미를 더한 

17세기 후반이 작품으로 추정한다.38)

ⓕ승주(昇州) 송광사(松廣寺) 백암당(栢庵堂) 승탑(僧塔)(圖 13)

37) 東師列傳 卷二 楓潭宗師傳

38) 桐華寺 僧塔群 기록에 의하면 이 승탑은 1676년에 제작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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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 성총은 1631년 남원에서 태어나 1700년에 입적했다. 그는 18세에 지리산에 들어

가 취징(翠徵)를 만나 법(法)을 이어받았고, 숙종 15년(1689)에 낙안(樂安)의 징광사(澄

光寺)로 가서 화엄연의초와 대명법수간정기 등의 서적을 간행 했다.39)

그의 승탑은 전남(全南) 승주군(昇州郡) 송광사(松廣寺) 승탑군에 남아 있는데 탑신부

와 기단부가 별석으로 이루어졌다. 기단부는 원형으로 16개의 복판연화문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 석종형 탑신부가 얹혀져 있다. 탑신 복부 중앙에는 상하로 긴 직사각형의 프레

임 안에 “백암지탑(栢庵之塔)” 이라 각인(刻印)하 다. 상연에는 16개의 단편연화문을 새

기고 보주와 상연 사이는 몰딩을 하 다. 보주는 8잎의 단편 앙연으로 조각하여 둘 다.

탑신부의 높이는 140㎝ 둘레는 284㎝로 비교적 단아한 18세기 초의 작품이다.

ⓖ승주(昇州) 송광사(松廣寺) 혜공당(慧空堂) 승탑(僧塔)(圖 14)

이 승탑은 송광사 승탑군에 남아 있는 것으로 기단부와 탑신부, 상륜부가 각각 별석으

로 이루어졌다.  기단부는 4각의 자연석으로 가공되지 않았으며 그 위에 석종형 탑신부

를 얹고 있다. 탑신부에는 위패형을 만들고 그 안에 “혜공지탑(慧空之塔)”이라 새겼고 

상대에는 15개의 복판연화문을 조식하 다. 상륜부는 마치 금산사 방등계단의 상륜부와 

비슷해 보이는데 혜공의 경우는 사자 4마리를 조식하 고 정상에는 8개의 복판연화문을 

새기고 그 위에 보주를 얹어 놓았다.

탑신부와 상연부 높이는 155㎝이고 탑신부의 둘레는 228㎝로 그 제작 수법이 거의 백

암 승탑과 비슷하고 그가 살았던 시기도 거의 동시기라 생각되어40) 18세기 초의 작품일 

것으로 추정한다.

ⓗ구례(求禮) 화엄사(華嚴寺) 계파당(桂坡堂) 승탑(僧塔) (圖 15)

계파(桂坡) 성능선사(性能禪寺)는 숙종 25년(1699)에 화엄사(華嚴寺) 장육전(丈六殿)

(각황전(覺皇殿)을 중창하기 시작하여 숙종 28년(1702)에 완공하 다.41) 그의 승탑은 현

재 화엄사 부도전에 남아 있는데 기단부와 탑신부가 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앞

쪽에는 1매의 예배석이 놓여 있는데 4각 자연석이다.

기단부는 4각 방형이고 그 위에 석종형 탑신을 안치하 다. 탑신부는 아무런 조식이 

없고 정상에는 좌우에 연꽃잎 두 개를 배치한 연봉오리가 매우 둔화된 형식으로 표현되

었다. 연봉오리는 가운데 구멍을 뚫어 고리처럼 만들고 탑신부에는 정면이 아닌 측면에 

상하로 긴 직사각형을 파고 그 안에 “계파당탑(桂坡堂塔)” 이라 새기어 놓았다.

탑신부 높이는 124㎝이고 폭은 229㎝인 기단부와 탑신부에서는 일반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상륜부에 해당하는 보주가 앞에서 살펴 본 백암당이나 혜공당의 상륜부와는 달리 연봉형을 

도식화하여 매우 간략시킨 특이한 형태이다. 이 승탑은 18세기 초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계파당 승탑은 또 해인사 홍제암에서도 보이는데 그 승탑은 (圖 16) 기단부와 탑신부

를 별석으로 만들었다. 기단부는 사각으로 각 모서리를 깎아내었고 그 위에 원형층급받

침을 각출하 다. 원형층급받침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고 물이 흘러 내려갈 수로(水路)만

을 파 내었다.

39) 東師列傳 卷二 栢庵宗師傳

40) 東師列傳 卷二 無用法師傳 “…十九偶入曹溪之松廣寺依惠寬老師出家 受具於慧空大師…”라는 기록에 따라 혜공

은 무용의 스승이었을 것이고 또 무용법사 입적은 1719년이어서 혜공의 승탑은 적오도 18세기 초반이었을 것

으로 생각한다.

41) 「華嚴寺」(1987), 韓國의 寺刹, p.88, 一志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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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신부는 종형으로 탑신복(塔身腹) 상부에 상하로 길게 “계파당(桂坡堂)”이라 음각하

다. 탑신부 상부는 점점 좁아지게 깎아내면서 중앙부분에 원형층급을 만들고 그 위에 

조각하 다. 매우 간단한 이 승탑은 높이 170㎝, 둘레가 330㎝로 화엄사 것 보다는 약간

의 장식을 더하고 있다.

ⓘ김제(金堤) 금산사(金山寺) 남악당(南嶽堂) 승탑(僧塔)(圖 17)

남악선사는 법명이 태우이며 당호는 남악이다. 이 선사는 서산대사의 제육세손으로 

조 8년(1732)에 입적 하 다.42) 남악선사 승탑은 정방형 기대 위에 종형 탑신이 놓 는

데 아무런 조식이 없다. 기대와 탑신 사이에 층급받침이 있고 보주형이 약화된 원형의 

탑정을 하고 있다.

이 승탑은 위의 풍담선사 승탑과 비교하여 볼 때 층급받침의 유무(有無)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며 탑정은 풍담선사 승탑보다 매우 낮아지며 둔화한 형식을 하고 있다. 이 

승탑은 남악선사의 입적이 1732년이므로 18세기 말의 매우 간단한 석종형 승탑의 예라 

생각한다.

ⓙ승주(昇州) 송광사(松廣寺) 완화당(玩華堂) 승탑(僧塔) (圖 18)

이 승탑은 현재 전남 승주군 송광사 승탑군에 남아 있는 것으로 기단부와 탑신부를 별석

으로 만들었다. 4각 방형 대좌 위에 8각의 중석 받침으로 석종형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탑신부 상부쪽에는 네곳에 각각 3단 3열을 갖춘 유곽대를 배치하고 있다. 상하대에는 

각각 1조의 띠를 두르고 있고 범종의 천판(天板)에 해당하는 곳에 복판연화문 16개를 

조식하 다. 유곽대는 상대에서 떨어져 독립의 자리를 갖게 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 범

종에서 유곽대가 상대에서 떨어져 나와 각각 독립의 자리를 갖는 것과 비슷하여 석종형 

승탑 제작시 범종 형식을 응용하 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곽대 사이에는 “완화당탑(玩

華堂塔)” 이라 새기고 있다. 이 승탑은 높이가 150㎝, 폭이 280㎝로 백암, 혜공의 승탑 

형식을 계승하여 변화시킨 18세기 중엽 작품일 것으로 추정한다.43)

ⓚ남원(南原) 실상사(實相寺) 용담당(龍潭堂) 승탑(僧塔) (圖 19)

이 승탑은 자연사각(自然四角)의 기대석 위에 석종형 탑신부를 얹고 있다. 탑신부 상

하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고 탑신복에는 위패형을 만들어 “용담대화상탑(龍潭大和尙塔)”

이라 종서하여 음각하 다.

탑신부 상부는 점점 좁아지면서 중앙 부분에 원형 3단을 각출하고 그 위에 보주를 얹

었다. 보주는 3단으로 단편연화문을 조식하 다. 이 승탑은 165㎝, 둘레 267㎝인 18세기 

후반 작품으로 추정된다.44)

ⓛ구례(拘禮) 화엄사(華嚴寺) 화월당(火月堂) 승탑(僧塔) (圖 20)

화월(火月)은 법호이고 법명은 숙(淑)홍이다. 전남 암에서 1820년에 태어나 16세에 

42) 「金山寺誌」

43) 「松廣寺」(1988), 韓國의 寺刹, 韓國佛敎硏究院, 一志社, 玩華堂은 生卒年代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p.112의 도표

에 따르면 1754년과 1767년 사이에 승탑이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4) 용담선에 관한 기록은 黙庵宗師(1717∼1790)가 1738년 용담을 찾아 갔었고 다시 1748년에서부터 1751년 사이에 

참방하 다. 또한 1754년에는 송광사 법회에 참석하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松廣寺」(1988), 韓國의 寺刹, 

p.113. 따라서 용담의 승탑은 적어도 18세기 후반작품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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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항 1886년에 입적하 다.45) 이 승탑은 화엄사에 남아 있는데 기단부와 탑신부가 별

석으로 이루어졌다.

기단부는 8각이고 중앙에 원형 층급받침이 있으며 그곳에 복판연화문을 새기고 석종

형 탑신을 얹어 놓았다. 상대에는 1조의 선을 양각하고 탑신부 상부쪽에는 2단 2열을 

갖춘 유곽대를 2곳에 배치하 다. 유곽대 사이에는 간단하게 위패형을 양각하고 그 안

에 “화월당탑(火月堂塔)”이라고 특이하게 예서체로 음각하 다.

상륜부에 해당하는 보주는 4개의 연화문을 2단으로 조식하고 정상부분을 뾰족하게 처

리하지 않고 오히려 홈처럼 파내었는데 매우 커서 탑신부와는 비례가 어색하다. 이 승

탑은 총높이가 112㎝, 폭이 174㎝인 소형에 속하는 승탑으로 그 제작시기는 완화당 승

탑 형식을 간략화한 19세기 말 작품으로 추정한다.

19세기 전반기 작품으로 동화사(桐華寺) 성암당(性庵堂) 승탑이 있는데 이 승탑의 복

부(腹部)에는 승탑이 조성된 시기, 승탑의 주인공 등을 새기고 있어 기년명 작품이며 이

러한 형식은 조선후기 범종의 종복에 나타나는 현상과도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구례(求禮) 화엄사(華嚴寺) 자운당(慈雲堂) 승탑(僧塔) (圖 21)

자운은 법호이며 법명은 천우이다. 1817년 전남 암에서 태어났다. 자운대사는 장성

의 하청사, 함평 용천사를 중수하 고 불갑사 해불암, 무안의 법천사를 중건 하 다. 그

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1894년에 법천사 목우암에 주석하 다는데 그치고 있어46) 입적 

시기를 알 수 없다. 

그의 승탑은 전남 구례 화엄사와 전북 남원 실상사 승탑군에 남아 있는데 형식이 비

슷하여 흥미롭다. 화엄사 승탑은 6각 기대 위에 석종형 탑신부를 얹고 있다. 탑신부는 

복부에 상하로 긴 직사각형의 프레임을 만들어 “자운대선사탑(慈雲大禪師塔)”이라고 각

인(刻印)하고 있고 좌우에 범자(梵字)를 원형틀 안에 새겼다. 또한 상대 부분에 근접하

여 원형틀 안에 8개의 범자를 새겨 주회하 다. 상연부는 24개의 긴 연꽃잎을 도식적으

로 표현하 고 보주는 9개의 연판을 2단으로 조식하 다.

이 승탑은 높이 108㎝, 폭이 194㎝로 탑신부에 범자를 새긴 최초의 예라 할 수 있으

며 실상사에 남아 있는 것은 높이가 113㎝, 폭이 245㎝로 (圖 22) 화엄사 승탑보다 약

화(略化)되었다. 상륜부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이 연봉형을 하고 상연부분에 10개이 범

자(梵字)가 배치되었으며 탑신부 중앙에 상하로 길게 직사각형의 프레임을 만들고 “자

운대화상탑(慈雲大和尙塔)” 이라 음각하 고, 좌우에 범자(梵字)를 새겼다. 전체적인 형

식으로 보아 화엄사 승탑과 실상사 승탑이 비슷해 보이나 그 규모와 상륜부에 있어 약

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승탑 역시 19세기 말 작품으로 추정한다. 

Ⅳ. 석종형(石鐘型) 승탑(僧塔)의 양식적(樣式的) 의의(意義)

석종형 승탑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제작된 것으로 그러한 형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계보를 선행기, 모본기, 정형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석종형 승탑은 계단(戒壇) 형식을 

적용하기도 하고 조선 후기에 이르면 범종의 각부 양식을 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석

종형 승탑의 양식적 의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45) 「松廣寺」(1988), 韓國의 寺刹, 韓國佛敎硏究院, 一志社. 玩華堂은 生卒年代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p.112,도표에 

따르면 1754년과 1767년 사이에 승탑이 봉안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46) 東師列傳 卷五 慈雲禪師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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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승탑(僧塔)에 있어서 통일신라 시대의 태화사지 승탑과 계

단(戒壇)인 금산사 방등계단이 있었다.  태화사지 승탑은 그 당시 일반적인 승탑의 팔각

원당형이 아닌 보주형에 가까운 석종형 탑신을 하고 있다. 옥개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후의 석종형 승탑의 시원적(始原的)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금산사 방등계단은 

상륜부에 아홉 마리의 용(龍)을 조각하여 얹었지만 역시 옥개석이 없고, 탑신(塔身)이 

세장(世長)한 석종형을 하고 있다. 이 계단(戒壇)은 방형 2단의 기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신륵사 보제존자 승탑에도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석종형은 통일신라시대에 옥개석 없는 승탑으로 나타나다가 고려시대 금

산사 방등계단에서 상륜부에 용을 조각하여 장식성을 더했고, 세장해지는 변화가 있다.

모본기에 해당하는 석종형 승탑은 화장사 지공승탑, 신륵사 보제존자 승탑, 사나사원

증국사 승탑이 있었다. 이 시기의 석종형은 모두 승탑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선행기의 

형식을 이어받아 간략화하 다.

지공화상 승탑은 탑신부와 상륜부에서 가장 인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인도의 승려 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 있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승

탑 역시 계단(戒壇)에서 볼 수 있는 넓은 방형 기단을 높이 축조하고 그 위에 석종형 

탑신을 안치하고 있어 금산사 방등계단 형식을 어느 정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승탑부

터 석종형이 승탑에 적용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신륵사 보제존자 승탑은 앞서 살펴 본 형식을 가장 단순화하여 축조한 계단식 승탑이

다. 기단부가 간략하게 축조 되었고 갑석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으며 계단(戒壇)을 설치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탑신부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고 금산사 방등계단의 탑신부보

다는 옆으로 퍼진듯한 석종형 탑신으로 세련미는 없다. 즉 금산사 방등계단의 기단은 

각 판석(板石)에 불상(佛像) 비천상(飛天像) 등을 조각하고 있어 화려함을 더하고 있지

만 신륵사 보제존자 승탑은 간단하게 기단을 축조하고 양측면에 계단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계단(戒壇)과 승탑(僧塔)에 구별(區別)을 두고자 하 던 의도 을 뿐 아니

라 고려시대 전기(前期)와 말기(末期)의 테크닉 차이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보주(寶

珠)는 태화사지 승탑의 것보다는 크고 금산사 계단의 것보다는 단순하다. 사나사지 원

증국사 승탑은 신륵사 보제존자 승탑의 형식 가운데 기단부를 생략한 것으로 모본기 승

탑 가운데 가장 약화(略化)된 양식이다.

종합하여 보면 고려 말기부터 석종형이 승탑에 적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옥개

석이 없는 특징이 있다. 상륜부는 일정한 형식이 없고 탑신부에 아무런 조식이 없으며 

탑신부가 상하로 길어진다.

정형기에 해당하는 승탑은 사명당, 벽암당, 풍담당, 송파당, 고운당, 백암당, 혜공당, 

계파당, 남악당, 완화당, 용담당, 화월당, 자운당 승탑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승탑은 모두 옥개석이 없고 석종형 탑신부를 가지고 있다. 이 승탑들은 시기 순서대로 

살펴 본 것으로 시대별 양식적 특징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 세

부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벽암당, 계파당, 화월당, 자운당 승탑이 있는 화엄사 승탑군에는 이외에도 몇기의 승탑

이 더 있는데 거의 범종(梵鐘)의 형식을 하고 있다. 범종에서 볼 수 있는 유곽대(乳廓

帶) 또는 상하대(上下帶)가 마련되어 있다. 또 조선 후기 범종에서 나타나는 상대(上帶)

에 조식된 범자가 석종형 승탑에서도 보이고 있다. 풍담종사의 승탑이 있는 해남 대흥

사 승탑군에는 20여기의 승탑이 있는데 거의 풍담종사 승탑과 비슷하다. 즉 기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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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이나 팔각이고 탑신은 세장하며 장반원형의 보주가 얹혀져 있는 특징이 있다.

백암당, 혜공당, 완화당 등의 승탑이 있는 송광사 승탑군에는 이 외에도 4, 5기가 더 

있는데 거의 상대에 연화문을 양각하여 조식한 특징이 있다. 또한 계파당 승탑이 잇는 

해인사 승탑군에는 이와 비슷한 승탑이 6, 7기 더 있는데 모두 상대(上帶) 부분을 마치 

범종의 천판(天板)처럼 만들고 그곳에 연화문을 조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양

식은 무주(茂州) 백련사(白蓮社)의 매월당(梅月堂) 승탑(僧塔), 경남(慶南) 사천(四川) 

다율사(多率寺) 성진당(性眞堂) 승탑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각 승탑군의 승탑은 반

드시 같은 형식을 하 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같은 유형의 형식을 한 승탑이 그 수에 있

어서 우월하다. 따라서 각 사찰의 승탑군은 비슷한 형식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무리

는 아닐 듯 싶다. 

석종형 승탑이 갖는 양식적 의의는 첫째, 시대적 흐름보다는 지방성(地方性)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즉 화엄사 승탑군은 범종의 양식을 한 특징이 있고 대흥사 승

탑군은 세장한 탑신에 전체 양식이 간단한 특징이 있다. 송광사 승탑군은 상대(上帶)에 

연화문을 돋을 새김하여 마치 휘장을 드리운 것처럼 한  특징이 있고, 해인사 승탑군은 

상대 부분을 범종의 천판(天板)처럼 만들어 그곳에 연화문으로 조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둘째, 장르에 구애됨이 없이 각 형식의 수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계단(戒

壇) 형식이 승탑에 적용되기도 하고 범종의 형식이 승탑에 적용되기도 하 다. 셋째, 시

대의 흐름에 따른 형식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는 점이다. 즉 그 형식에 있어서 기단부가 

간단한 사각, 팔각, 원형이고 탑신부는 종형이며 보주는 연봉형 또는 장방원형의 보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Ⅴ. 맺 음 말

이상 살펴본 석종형 승탑은 인도 복발형 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축술과 자연조건

을 반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시대 이후 많이 제작되었다. 그리하여 석종형 승탑은 

조선시대 승탑의 정형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작의 용이함, 사원 경제의 어려움, 탱 

제작에 따른 승탑의 신앙대상으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석종형 승탑의 양식

적 특징은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지방성이 강하고, 장르에 구애됨 없이 수용하 으며, 

시대별 흐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특징이 있었다.

미비하나마 이 로서 승탑 형식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 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무슨 이유로 석종형 승탑이 많이 제작되지 않았는지와 사리장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를 확실히 규명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後稿)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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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 울산 태화사지 승탑

圖 2 운강벽화 중(中) 탑도(塔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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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 금산사 방등계단

圖 4 화장사 지공화상 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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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5 신륵사 보제존자 승탑

圖 6 사나사 원증국사 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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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7 해인사 사명당 승탑

圖 8 화엄사 벽암당 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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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9 용연사 석조계단

圖 10 대흥사 풍담당 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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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1 해인사 홍제암 송파당 승탑

圖 12 동화사 고운당 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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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3 송광사 백암당 승탑

圖 14 송광사 혜공당 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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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5 화엄사 계파당 승탑

圖 16 해인사 홍제암 계파당 승탑

48



圖 17 금산사 남악당 승탑

圖 18 송광사 완화당 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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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9 실상사 용담당 승탑

圖 20 화엄사 화월당 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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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1 화엄사 자운당 승탑

圖 22 실상사 자운당 승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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