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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된 상태로 남아 있다. 붕괴된 시기와 원인은 역사
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6층까지 무너져 내려 부재가 헝클어
진 서측면 하부에는 1층 높이까지 석축이 쌓여 있다. 이 석축은 남아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오래전에 쌓았다. 그러나 언제 누가 이 석축을 쌓았는지 역
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나 전해지는 이야기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미륵사
지석탑의 모습을 표현한 옛 문집 등에 나타나 있는 정황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역사적 
배경을 짐작해 보았다.

1915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서측면을 둘러싸고 있는 석축 상부 무너진 경사면
에 콘크리트를 덮었다. 그 후 1998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미륵사지석탑에 대한 구조안
전진단을 실시하였다. 문화재위원회는 구조안전 진단에 근거해서 1915년에 공사한 콘크
리트를 제거하고, 탑을 보수정비 하기로 결정하였다. 

탑이 무너져 내린 상태는 콘크리트를 제거하면서 그대로 발견되었다. 탑의 붕괴상태
는 지진 또는 기초가 침하되는 현상,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 현상에 따라 각각 다른 모
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이 논문에서는 제3장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의해 무너진 탑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분류해 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 미륵사지석탑에서 나타나 있는 상태와 앞서의 다른 예들과 비교분석
해 보았다.  

연구결과 미륵사지석탑은 지표면보다 높게 구성되어 있는, 탑의 기초에 해당하는 기
단에서 우수에 의한 침식 현상이 발견되었다. 기단에서 발생한 침식은 오랫동안 지속적
으로 진행된 현상으로 관찰되었다. 기단 침식이 심해지면서 서측면 1층 벽체가 바깥쪽
으로 기울어지게 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상부층을 받치고 있는 1층 벽체가 바깥쪽으
로 기울어짐에 따라 탑의 상부 구조는 평형을 잃어 무너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찰되었다. 그밖에 지진이나 태풍, 지반 침하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무너진 탑들에서 
나타나는 붕괴상태의 특징이 미륵사지석탑에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주제어 : 석탑, 붕괴, 역사적 배경, 사례고찰,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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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석탑은 이미 오래전에 붕괴된 상태로 남아 있다. 붕괴 시기와 원인은 역사적 
기록이 매우 희박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탑 서측 면에는 계속되
는 붕괴를 막기 위한 석축이 축조되어 있으나 그 시기와 공사에 관계된 인물이 파악되
지 않고 있다. 1915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서측의 석축 상부에 붕괴 사면을 덮는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하였다. 

1998년도에 문화재위원회는 미륵사지석탑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정비
를 결정하였다. 6층부터 2층까지 해체조사 과정에서 창건 이후 붕괴가 이루어졌고, 다
시 부재를 수습해서 개축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을 법한 흔적이 석탑 내 외부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주의를 끌고 있다. 

개축흔적과 붕괴된 현재상태로 보면 미륵사지석탑은 적어도 창건 이후 두 차례 이상 
붕괴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개축 이전에 이루어진 붕괴원인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창건 당시 탑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로 밝
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다만 해체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상태로 남겨지게 
된 후속 붕괴원인은 우선적으로 밝혀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미륵사지석탑은 국내에서 그 규모를 비교해 볼만한 석탑이 남아 있지 않다. 더욱이 
자연현상에 의한 또는 인위적인 훼손 결과로 미륵사지석탑과 유사한 상태로 남아 있는 
여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규모상 필적할만하고, 기본적인 구조방식이 조적조
로 이루어진 중국 전탑은 붕괴현상을 고찰함에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부재 제작방식에 있어 전과 석재라는 차이는 있지만 구조법은 조적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붕괴양상의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정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탑의 붕괴원인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
다. 1915년 콘크리트 보강공사는 붕괴 사면을 정돈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음이 그
동안 해체조사에서 밝혀졌다. 콘크리트 속에 보존된 붕괴 사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
실을 추정 연구함에 있어서 한편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붕괴결과로 나타
나 있는 현재상태는 그 원인에 대한 추정과 검증자료로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사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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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붕괴 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앞서 비록 직접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지
만 몇 가지 옛 문집에 나타나 있는 표현에 미루어 정황적으로나마 미륵사지석탑의 붕괴
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붕괴사례별로 나타나 있는 붕괴양
상의 특징과 미륵사지석탑의 상태를 고찰하여 구조해석을 통한 붕괴원인 조사연구1)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三國 事 에는 무왕(武王)의 전기가 2권 기이( 異) 무왕원년(武王元年), 1년, 2년
에 나타나 있다. 특히 원년기사에는 무왕이 고본(古本)에 무강(武康)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잘못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 고본이 어느 역사서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백제
에 무강왕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무왕 1년의 기사에서는 무왕의 출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2). 무왕은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 서동( 童)이라 이름 지어졌다. 서동이라는 이름은 다시 2년의 기사에서 신라 
공주 선화(善 )와의 혼인을 성사시키는 유명한 서동요( ) 로 이어진다3).
1)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 구조해석을 통한 미륵사지석탑 붕괴원인 조사연구 .
2) 三國 事 2卷-2 異-武王-1年
   三十, 武王名璋. 母寡居, 室於京師南池 , 池 *<文{交}> 生. 小名 童, 器 測. 常掘

, 爲活業, 國人因以爲名. :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어머니는 수도 남쪽에 있는 연
못가에 집을 짓고 과부로 살았다. 연못의 용과 내통하여 아이를 낳아 서동이라 이름 지었다. 그의 
재기와 덕은 헤아릴 수 없으나 마를 캐서 팔아 생활하였다.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 이름을 얻게 되
었다.

3) 三國 事 2卷-2 異-武王-2年
新 眞平王 三公主善 [一作善化] 無 , 剃 來京師, 以 童, 童 之, 乃作 , 

童 唱之云: 善 公主主 , 他密只嫁 古, 童房乙, 夜矣*<卯,卵>乙抱 去如. 童 滿京, 
於宮禁, 百官極 , 竄流公主於 方, 將 , 王后以 一斗 . 公主將 竄所, 童出拜 中, 將欲侍

, 公主 不 其從來, 偶爾信悅, 因此 , 潛 焉, 然後知 童名, 乃信童 之 . 同 百濟, 出
母后所 , 將 活, 童大 曰: 此何物也?  主曰: 此是 , 可 百年*<止,之>富.  童曰: 
吾 *<小{少}>掘 之地, 委積如泥土.  主 大 曰: 此是天下 寶, 君今知 之所在, 則此寶 父

母宮殿何如?  童曰: 可.  於是 , 積如丘 , 山師子寺知命法師所, 問 之 . 師曰: 吾
以神力可 , 將 來矣.  主作書, 幷 於師子前, 師以神力, 一夜 新 宮中. 眞平王異其神 , 尊
敬尤甚, 常 書問安否. 童由此得人心, 卽王位. :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선화(善  : 어느 책
에는 善化라고 되어 있음) 공주가 둘도 없이 곱고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머리를 깎아 변장해 
서울로 갔다. 그는 거리에서 아이들을 모아 마를 나누어 주었다. 여러 아이들이 친해져 그를 따르
게 되자 노래를 지어 주고 부르도록 꾀었다. : 몰래 사귀는 선화 공주, 오래전 남몰래 숨겨 둔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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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왕의 전기는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의 역사적 사실성을 인정하게 한다. 무왕 2년의 
혼인설화에서 진평왕(眞平王)의 딸인 선화공주는 왕비가 된 후 용화산 아래 있는 연못
에 미륵사 창건을 제안하였다. 전(殿)과 탑, 회랑이 각각 세 곳에 세워졌다는 기록은 발
굴 결과 드러난 건물 배치와 일치하고 있다. 진평왕이 미륵사 축조시에 백공(百工)을 
보내 조력했다는 내용 역시 설화적인 허구로만 볼 수 없게 한다4).

三國史 에는 미륵사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 제5 신라본기(新
本 ) 제5 태종무열왕(太宗武烈王) 8년조에는 신라가 A.D. 661년에 백제 금마군을 

점령할 당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나타나 있다. 6월에 대관사 우물이 피로 물들었고, 
금마군 땅에는 5보 넓이로 피가 흘렀다5). 는 문구가 있다.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대대

군에게 시집간다네. 서동의 집으로, 밤에만 <부부>로 품어 달래고 가니 어쩌나.  동요는 서울에 
다 퍼져 황후 처소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모든 신하들의 간언이 극에 달해 공주는 먼 지방으로 쫓
겨났다. 가는 길에 왕후는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냈다. 공주가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서동이 나타나 
절하고, 시위하겠다고 하였다. 공주는 비록 그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아름답고 믿음직스러워 기
꺼이 벗으로 삼았다. 수행을 하면서 은연중에 가까워지게 된 후 이름이 서동임을 알아 마침내 동
요의 효험을 믿게 되었다. 함께 백제에 이르러 모후가 준 금을 꺼내 살 길을 의논하자, 서동이 크
게 웃으며 말했다. :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공주가 이르기를 : 이것은 황금이며 백년 동안 부자
로 지낼 수 있습니다.  서동이 이르기를 : 내가 마를 캐는 한 곳에 흙더미처럼 쌓아 두었다.  공주
가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 이것은 천하의 보물입니다. 지금도 금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다면 부
모님 궁전으로 보내드림이 어떨지요?  서동이 말하기를 :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을 모아 언덕처럼 
쌓아두고, 지명법사가 있는 용화산 사자사로 가서 금을 나를 방법을 물었다. 법사가 말하기를 : 
내가 신력으로 보낼 것이니 금을 가져오라.  공주는 편지를 쓰고, 금을 사자사 앞에 갖다놓았다. 법

사가 신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날랐다. 진평왕은 그 신기한 변화를 기이하게 여기며 
더없이 존경하여 곧바로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다. 서동은 이로써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4) 三國 事 2卷-2 異-武王-03
一日王 夫人, 欲幸師子寺, 山下大池 . 彌勒三尊出現池中, 留 敬. 夫人 王曰: 創大伽

於此地, 固所 也.  王 之. 知命所, 問塡池事, 以神力, 一夜 山塡池爲平地. 乃法像彌勒三會*
{尊}, 殿塔廊廡各三所創之, 曰彌勒寺[國史云, 王 寺.]. 眞平王 百工助之, 今存其寺. [三國史
云: 是法王之子, 此傳之獨女之子, 未 .] : 하루는 왕과 왕비가 사자사에 가고자 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렀다. 미륵 삼존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자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다한 다음 부인이 
왕에게 말했다. : 모름지기 이곳에다 큰 가람을 세움이 본디 바라던 바입니다.  왕이 허락하고 지
명이 있는 곳(사자사)에 나아가 참배한 다음 연못을 메울 일에 대해 묻자,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
이에 산을 허물어 연못을 메워 평지로 만들었다. 이로써 미륵 삼회 (존) 법상(불상)과 전, 탑, 회
랑과 부속 건물을 각각 세 곳에 세우고, 편액을 미륵사라 하였다(국사에는 왕흥사라 이르고 있다). 
진평왕은 여러 장인들을 보내 도와주었다. 그 절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삼국사기에는 법왕의 아
들이며 독신녀의 아들이라고 전하나 상세하지 않다). 

5) 卷 五 新 本  五 太宗武烈王八年條
   八年 春二月 百濟殘  來攻泗沘城 王命伊湌品日爲大幢將  湌文王 大 湌 圖 湌忠常 副之 

湌文忠爲上州將  湌眞王副之 ( 湌 服爲下州將  武欻  旭川 爲南川大監 文品爲 幢將  
光爲 幢將  往救之 三月五日 中  品日分 下  先  往 尹一作伊城南 相營地 百濟人望
不整 猝出急擊不意 我 潰北 十二日 大 來屯古沙比城外 攻 尹城 一朔有六日 不克 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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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파괴와 살상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신라본기 제6 문무왕(文武王) 10년조에서
는 고구려 유민 안승에게 금마저( 渚 : 현재의 금마면)를 거처로 제공한 사실이 나
타나 있다. 후에 신문왕(神文王) 4년(684) 안승의 친족인 장군 대문(大文)이 모반을 일
으켜 처형당했다. 신문왕은 성을 무너뜨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남부 지방의 주와 군으로 
흩어 귀양 보냈다. 금마저는 이때 금마군으로 되었다. 

미륵사는 오랜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자연 재해 외에 인위적으로 훼손되었을 가능
성도 있다. 금마 지역은 661년 태종무열왕의 점령과 684년 대문의 모반 진압 과정에서 
많은 파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관사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미륵사에 대해서
는 기록이 없으므로 피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대대적인 격전이 있었음
을 밝히고 있으므로 미륵사 역시 적지 않은 훼손을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어서 권 제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德王) 18년조(730년)에 기록된 秋九月 
彌勒寺6) 는 三國史 에서 미륵사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언급으로 나타나 있다. 

문구 중에 진( ) 은 그동안 단순히 벼락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서탑과 관련해서는 폭
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미륵사지에는 본래 창건 당초부터 중앙 목탑과 동서 원에 각각 하나씩 석탑이 배치되
어 3개의 탑이 있었다. 건물은 낙뢰를 맞을 경우 국부적인 파손이나 화재로 인한 2차적
인 훼손을 입게 된다. 실제로 삼국사기 에서 벼락에 의한 건물 훼손 기록은 여러 차례 
나타나 있다. 

四月十九日 班師 大幢 幢先  下州 殿後 壤 百濟  相 敗  死 小 失亡兵械 甚
多 上州 幢 於 山 擊克之 入百濟屯堡 斬獲二千  王 敗大  將  眞欽  天
存  竹旨濟師救援 加尸兮津 加召川 乃  王以 將敗  有差 五月九日 一云十一日 

句 將 惱 信 將 生偕合  來攻 川城 不克 移攻北漢山城 列抛  石所當 屋 壞 
城主大 冬 川 使人擲 於城外 人 不  又破安 寺廩廥 其材 城壞  卽構爲樓櫓 

 懸牛 皮  內 弩砲以守 時城內只有男女二千八百人 城主冬 川 激勵少弱 以敵强大之  凡
二十 日 然 盡力疲) 告天 忽有大星 於 營 又 以  疑懼 圍 去 王嘉奬冬 川 擢位
大奈  移押督州於大  以 湌宗 爲 督 六月 大官寺井水爲  地流 廣五步 王  曰武烈 

永敬寺北 上 太宗 宗  擧哀於洛城  : 8년 봄 2월 백제의 나머지 적들이 사비성을 공격해 
왔다. 왕은 이찬 품일을 당장군으로 삼고, 잡찬 문왕, 대아찬 랑도, 아찬 충상 등이 보좌하도록 하
였다. 잡찬 문충을 상주장군으로 삼고, 아찬 진왕이 보좌하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에 고하
자 갑자기 큰 별이 적의 진영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벼락과 함께 뇌우가 내렸고, 적은 의문의 두려
움에 쌓여 흩어져 물러갔다. 왕가는 겨울에 타천을 취했으며 대나마로 올려졌다. 대야에서 주로 옮
겨 다스렸으며 아찬 종정을 도독으로 삼았다. 6월에는 대관사 우물이 피로 물들었고, 금마군 땅에
는 5보 넓이로 피가 흘렀다. 왕이 서거하여 시호를 무열이라 이르고, 영경사 북쪽에 장례를 치렀
다. 태종이라 호를 올렸으며 당 고종은 부고를 받고 낙성문에서 애도를 표하였다.  

6) 卷 八 新 本  八 德王十八年條
十八年 春正月 使入唐 正 秋九月 彌勒寺. : 18년 봄 정월에 새해 축하 사절을 당으로 
보냈다. 가을 9월에 금마군 미륵사에 지진(또는 벼락)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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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 자는 三國史 에서 지진과 뇌진( ), 혹은 진( ) 한 글자로 114번 쓰인 
것으로 검색된다. 권 제1 신라본기 제160년 조에서는 秋九月 二 於 城井中 暴  

城南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뇌우를 동반한 진( ) 은 벼락을 이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폭우가 내렸고, 성 남문에 벼락이 쳤다고 볼 수 있다. 권 제1 신라본
기 제18년 조에서는 秋八月 百濟 兵 攻 山城 冬十月 又攻狗壤城 王 二千 擊 之 
十二月 地  無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백제 유병이 10월에 구양성(狗壤城)
을 공격해와 물리쳤으며 12월에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진( ) 자가 삼국사
기 에서 벼락의 뜻으로 쓰였을 경우 대개는 특정 건물을 지시하고 있으며 기둥 따위의 
부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도 나타나 있다7). 지진(地 )의 경우에는 특정 건물보
다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권 제3 신라본기 제333년 조에서는 夏四月 京  六月 又  冬 無氷 라고 쓰여 있
다. 4월 수도에 지진이 있었고, 6월에 또 지진(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진
은 앞에 지(地)자를 생략하고 우(又)자를 사용하여 반복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 제8 신라본기 제817년 조에는 物有差 三月 地  夏六月 皇 寺塔 始 漏刻
이라고 쓰여 있다. 즉 물품을 차이 있게 나누어주었고, 3월에 지진이 일어났으며 여름 
6월에 진( )이 일어난 황룡사탑에 틈새가 벌어져 물이 새기 시작했다. 권 제8 신라본
기 제818년( 德王719) 조에는 春正月 使入唐 正 秋九月 彌勒寺 이라고 
쓰여 있어 가을 9월에 진( )이 금마군 미륵사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금
마군 미륵사 앞에 쓰인 진( )자를 해석함에 모호한 점이 있다. 황룡사탑의 경우 3월에 
지진이 있었고 6월에 재차 지진이 있었는지, 아니면 6월에 벼락이 있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금마군 미륵사에 쓰인 진( )  역시 지진과 뇌진을 구분해 읽기 애매하다. 

고려시대에는 922년에 미륵사탑을 개탑( 塔)했다는 기록이 혜거국사(惠居國師) 비
문에 나타나 있다8). 이 개탑( 塔) 은 탑을 다시 세웠다는 개축(改 )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어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미륵사에는 중앙 목탑과 

7) 三國史 권 제24 백제본기 제2 : 五年 春正月 祭天地用 吹 二月 田於 山 五旬乃  夏夏夏夏四四四四月月月月    
王王王王宮宮宮宮 柱柱柱柱    其其其其 出出出出. . . . 여름 여름 여름 여름 4444월 월 월 월 왕궁 왕궁 왕궁 왕궁 문 문 문 문 기둥에 기둥에 기둥에 기둥에 벼락이 벼락이 벼락이 벼락이 쳤으며 쳤으며 쳤으며 쳤으며 황룡이 황룡이 황룡이 황룡이 그 그 그 그 문으로부터 문으로부터 문으로부터 문으로부터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날날날날
아갔다아갔다아갔다아갔다....

8) 惠居國師碑文
德二年夏 特 彌勒寺 塔之 恩仍 禪 山 佛之場登壇 法時天  彌彰

. . : ...... 德 2년(922) 여름 오로지 미륵사 탑을 일으켜 세운 은혜로 인해 선운산 선불장
(부처님을 기리는 행사)에 나아가 단에 올라 설법을 함에 천상의 묘화(妙 )가 흩어져 나부껴 멀
리까지 환하게 아롱지니 말을 타고 구름을 쫒는듯했다....... 



312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p.go.kr

동서 석탑으로 3기의 탑이 있었으므로 어느 탑
을 개탑하였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고려시대 미륵사는 탑을 개축했다고 믿
어볼 수 있을 정도로 조영활동이 활발했다고 여
겨진다. 고려시대 미륵사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나
타나지 않고 있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많은 명
문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주요 명문 기와로
는 태평흥국5년경진6월일(太平 國五年庚 六
月日) (980년)과 지원4년( 元四年) (1267년), 
연우4년정사(延祐四年丁巳) (1317년), 천력3

년경오(天曆三年庚午) (1330년), 미륵사(彌勒
寺)  등이 출토되었다. 고려시대 유구와 기와 조각은 주로 서원지( 址)에서 발견되
었다9)<사진 1>.

두 번에 걸쳐 금마군에서 일어난 전쟁과 성덕왕( 德王) 18년(719)에 발생한 진
( ) 은 미륵사에 큰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건축 재료와 구조적 측면에서 성덕왕 18년
에 발생한 진( ) 을 지진이었다고 가정하면10) 석탑은 조적조 건물이므로 목탑보다 심
하게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금마군에서 벌어진 전쟁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탑
이나 다른 목조건물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미륵사에 지진이 발생했음에 심증을 두고 서탑을 고찰해 보면 혜거국사 비문에 나타
나 있는 922년의 개축( ) 은 무너진 탑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해석해 볼 수 있
다. 미륵사지 서탑은 해체조사 중 여러 부위에서 개축(改 ) 흔적이 발견되었다11). 혜
거국사 비문에 쓰인 개축( ) 에서 개( ) 자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처음 세웠을 때 
쓰이는 글자가 아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창건(創建)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한편 비
문 작성자가 오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믿어지지 않는다12). 史 를 검색
해 보면 개축(改 ) 과 개축( ) 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용례에 비추어 해석
하기도 어렵다. 이미 미륵사는 백제 무왕대에 거대한 사찰로 창건되어 있었음을 바탕으로 

9) 張慶浩, 1991, 百濟寺刹建 , 産業社, p.141.  
1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미륵사지석탑 평면형식의 시대위치 , 문화재  제37호, p.145 참조.
1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145 참조.
12) 惠居國師의 비문에는 內史 下平章事인 國史太子少師 崔亮奉이 감수하여 宣擇하였고, 承奉 尙書 官 中 厚

民이 奉宣書幷 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植, 1986, 惠居國師의 生涯와 , 國史硏究 52 , p.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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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 을 일으켜 세우다13) 란 뜻으로 풀이해 보는 편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개축( ) 을 일으켜 세우다 로 해석하고 보면 성덕왕 18년의 진( ) 을 지진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지진에 의해 석탑은 거의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부재를 수습하여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전후 사정을 연계시켜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16세기 문헌인 新增東國 地勝 14)과 15)에서 미륵
사지석탑이 거대한 규모로 묘사되고 있다. 석탑의 규모는 동방최대 로까지 강조하고 있
으나 무너진 상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표현된 정황으로 보아 16세기에는 
석탑이 무너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서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세기 문헌인 16)에서는 무너진 석탑과 주변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13) , 大人先生歌, 天地 兮六和 星 兮日月  : 천지는 여섯 가지가 합쳐져 세워졌다고 

이해되니, 별이 운기로 나타나며 해와 달을 떨어트렸도다. 
14) 新增東國 地勝 卷33 益山  佛宇條

彌勒寺 在 山 世傳武康王得人心立國  一日王 善 夫人 欲幸獅子寺 山下大池 三彌勒出現
池中 夫人 王曰 建伽 於此地 王 之 知命法師 問塡池  師以神力一夜 山塡池 乃創佛典 又
作三彌勒像 新 眞平王 百工助之 有石塔極大 數丈 東方石塔之最. : 미륵사는 용화산( 山)에 
있다. 무강왕(武康王)이 인심을 얻어 마한국을 세웠다. 어느 날 왕과 부인 선화가 사자사(獅子寺)
에 행차하고자 하여 산(용화산) 아래 큰 연못가에 이르자, 미륵 3존이 못 가운데서 출현하였다. 
부인이 왕에게 이 터에 가람을 세우기 원한다고 이르자, 왕이 허락하였다. 지명법사(知命法師)에
게 가서 못을 메울 방법을 묻자, 법사가 신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허물어서 못을 메워 마침
내 불전을 세우고 세 미륵상을 만들었다. 신라 진평왕(眞平王)이 백공(百工)을 보내 조력하였다. 
매우 큰 석탑이 있는데 높이가 수 장(丈)이며 동방 최대의 석탑이다. 

15) 世 ,  彌勒寺住持 稀 卷 二
積千峯人 稀 禪 白日掩柴扉 人宴坐 空  秖有瓊 滿  山 古伽  吉地相傳冠海南 

石塔 空三百尺 最宜彌勒 同  : 눈 쌓인 여러 봉우리 인적은 드물고/ 빗장 걸린 한낮의 절/ 울
타리 사이로 엿보니/ 도인은 홀로 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때마침 옥빛 눈꽃이 사원 가득 휘날리
고 있네./ 화산( 山) 서쪽 옛 가람 / 해남의 으뜸이라 서로 전하는 길지/ 공중에 우뚝 솟은 삼백 
척 석탑/ 미륵이 함께하는 감실이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16) 康候晋, 1) 城
....彌勒山  有古彌勒寺基 ... 田畦中有七層石塔 極其 大 皆用石屛 疊 成以石柱支其四  世

所 東方石塔之最  也 百年前因 毁其一半 下 石 出入 三人同人 玩 壁
塔上有數三 人挾田器 於其上 田畦 礎石 石槽亂 或 半 或 全 或斜 破或削 尤 惟

之礎磶完然狎存  : ....미륵산 서쪽 기슭에 옛 미륵사 터가 있다. .....밭두렁 가운데 대단히 크고 
높은 7층 석탑이 있다. 모두 돌을 사용해서 둘러막고 겹겹이 포개 쌓아올려 단장해 놓았다. 돌기
둥이 그 네 모서리를 받치고 있다. 세간에서 동방 석탑 중 최고라 이름은 헛소리가 아니다. 100
년 전에 벼락( )이 떨어져 그 절반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석문이 있어 세 사람이 
함께 불편 없이 쉽사리 드나들 수 있다. 장난삼아 서쪽에 두른 벽으로 탑에 올라간 농부 세 사람
이 농기구를 끼고 그 위에 누워 있다. 밭두렁 사이에는 초석과 석조(石槽)가 어지럽게 놓여 있다. 
어느 것은 가장자리 반만 노출되어 있고, 어느 것은 전체가 드러나 있다. 혹은 비스듬하게 깨져 
있거나 더욱 험한 것도 있다. 종각의 주초석으로 생각되는 것도 완연하게 여러 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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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석탑은 100년 전 벼락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이르고 있으며 서쪽편의 석축까지 언
급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와 가장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사
가 아닌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당시 상황 묘사에 따른 붕괴 상태에 관한 내
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사건에 대한 사실 즉 벼락에 의해 무너졌다 는 붕괴
원인에 대한 설명은 의문점이 남는다. 朝 王朝實 에는 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륵사 석탑에 벼락이 있었다는 사건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륵사지석탑은 앞의 16세기에 작성한 新增東國 地勝 , 과 18세기 문헌
인 을 통해서 보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대략 17세기 무렵에 무너져 현재에 
이르렀다고 믿어진다.

지진은 익산일대 지역에서 역사상 여러 번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미륵사지석탑에 
미친 영향을 알아볼 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미처 대처할 방
법과 시간조차 없이 크나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진은 탑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축물에 
더 없이 큰 피해를 입힌다. 

석탑은 대부분 평면이 작은 반면에 높이가 높은 건물로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 발생
한 크고 작은 지진은 횟수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지진 때문에 탑이 도괴된 
경우가 적지 않겠으나 상황을 알아볼만한 역사기록과 국내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
편 일부가 파손되었거나 기울어진, 또는 절반만 남아 있거나 전체적으로 갈라진 탑, 하
부 기단 기초부위만 남아 있는 예를 중국 전탑에서 볼 수 있다. 

탑은 지진 발생시 영향권 안에 있다면, 진도에 따라 무너지게 될 것이다. 탑이 직접적
인 지진 영향권에서 벗어난 근처에 위치해 있다면, 보존되었거나 일부가 파손되었을 뿐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석탑과 전탑은 여러 층으로 부재를 쌓아올려 하중이 적재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적조로 축조되어 있는 석탑과 전탑은 하중 적재방식에 따라 안정성이 결정된다. 
미륵사지석탑은 품질이 우수한 화강석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조적방식 또한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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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고 보인다. 전체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탑 몸체가 점차 두텁
게 이루어져 안정적인 구조체로 이루어져 있다. 

미륵사지석탑은 최하층인 1층에서 
十 자통로를 최소한의 내부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나머지 체적을 석축으로 
조성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한 
합리성이 돋보인다. 다만 十 자통로 천
장부와 개구부는 보다 안정적인 아치
나 돔구조로 해결하지 않아 지진 등의 
외력에 다소 취약한 감이 들기도 한다. 
내부 천장부는 받침석을 내쌓기 방식
으로 처리하여 어느 정도 보완적인 구
조를 이루고 있으나 개구부는 단순히 
인방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처짐이나 
진동충격에 의한 전단 파손에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 조적
조는 다른 건축 구조방식에 비해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혀져 있다. 미륵사지석탑 역시 지진으로 인한 붕괴 가능
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안 소안탑( 安小 塔)은 중심부에 균열이 생겨 양분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555년(明 嘉  34) 진도 8 정
도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하여 나타나게 되었다. 횡파가 진
앙지 화현( )으로부터 진행되어 탑 몸체는 남북 단면 축
에 위치한 개구부를 중심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 아직 전
도되지는 않았으나 결국 이 탑은 거의 무너져 내릴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로 남아 있다17)<사진 2>.

사천 팽현 융흥사탑(四川彭 寺塔)은 2차에 걸쳐 지
진이 발생되었다. 1차 지진에서 단면 중심축부가 전단 파괴
되었고, 절반이 무너졌다. 나머지 절반은 2차 지진에서 1차 
지진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횡파 충격을 받아 또다시 균열 
양분되었으며 그중 절반이 무너졌다. 결국 탑은 전체 1/4만 남아 지금까지 위태롭게 서 

17) 中國科學 然科學史硏究所主 , 1985, 中國古代建 技 史 , 科學出版社,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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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8)<그림 1>.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오래된 탑에서 가장 파괴되기 쉬운 부위는 일반적으로 탑신에 

있는 개구부일 것으로 보인다. 미륵사지석탑에서 十 자통로 개구부 상단 부재는 적재하
중에 의한 휨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곳이다. 개구부는 진동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탑에
서 가장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부위로 나타나 있다. 지진 피해 사례에서도 개구부를 중
심으로 탑이 전체적으로 양분된 상태를 볼 수 있다. 

사례로 비추어볼 때 미륵사지석탑의 상태는 지진에 의한 붕괴 양상으로 보기 어렵다. 
지진 훼손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개구부 인방 부재 절단이나 천장석 파손 현상이 발견
되지 않고 있다. 지진 진동이 있었다면 十 자통로 벽체의 석열이 어긋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미루어 짐작해 볼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그림 2>.

 

미륵사지석탑에서 주초석 기초는 기단 내부 적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 면석 안에 
채워져 있는 적심은 막돌과 진흙을 함께 다져서 주초석과 1층 탑신 면석의 기초를 이루
고 있다. 

미륵사지석탑은 목조탑에서 석탑으로 번안되는 과정에서 기단 또한 목조건물에서 사

18) 中國科學 然科學史硏究所主 , 앞의 책,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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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기법이 채용된 듯하다. 기둥을 받치고 있는 초석은 기단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초가 주변의 지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기초는 물론 초석 하부에서부터 
지지지반 위치까지 깊게 축조되어 있지만 초석을 지지하는 상단면은 사실상 지면 위에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 이 문제는 건물 몸체의 하중이 기초에 전달되는 위치를 구분하
는 일이다. 일반 조적조 건축에서 기초 지정은 대개 동결선 이하 지중에 설치한다. 

기초에서 초석이 접지되는 위치가 지중인가 지상인가에 따라 구조 합리성이 판별될 
수 있는 단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구조 합리성은 지상에 이루어진 건물 형태와 
함께 이해되어져야 할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륵사지석탑에서 주초석 접지면인 
기초 상면이 기단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단 갑석과 면석 그리고 처마는 충분한 보
호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만 흙과 막돌로 다져진 기단은 지면으로부터 유입되는 습기나 
상부로부터의 누수에 의한 침식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고 이해된다. 

방수는 탑을 보존함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탑은 지하수위 상승 또는 지표수 범람
이 발생하면 먼저 하부가 침식된다. 기초는 지하수위가 차오르게 되면 수압을 받게 된
다. 미륵사지석탑 지반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주변 공내 지하수위는 현지표면에서 
2.6~3.5m에 분포하고 있으며 계절과 강우량, 기후 변화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한다19). 

고대에는 탑을 세울 때 풍수에 의거하거나 배치형식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여 지반 상
황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석탑이 물과 인접한 대지에 세워져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20). 물과 인접한 대지에 세워진 탑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기초에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기울어지기도 한다. 

북송시대(北宋時代)의 동경성 개보사탑(東京城 寶寺塔)은 성 북쪽에 있는 오대하수
(五大河水)가 기초를 침하시켜 기울어졌다. 전탑과 석탑은 옥개부에서 우수가 내부 적
심부로 흘러들어가 몰탈 성분을 침식시켜 구조이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안휘 경현 대
관탑(安徽涇 大 塔)과 강서 부량 대성보탑(江 浮梁大 寶塔) 등은 모두 상부 층이 
유실되었다. 이들 탑은 우수에 의해 내부구조가 침식되어 훼손된 예로 나타나 있다. 방
수 구조가 취약한 전 석탑은 우수유입에 따른 침식현상으로 훼손을 입을 수도 있다21). 

19) (주) 지우엔지니어링, 1999, 미륵사지석탑 유구조사 및 가설공사 地盤 査 報告書 , p.34.
20) 국보 제6호인 탑평리 7층석탑은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이며 남한

강에 면한 대지 한가운데 높은 토단 위에 세워져 있다. 
21) 張 寰, 2000, 中國塔 , 山 人民出版社,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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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바람과 비로부터 침해를 받는다. 바람은 
탑을 파괴하는 외력으로 작용한다. 태풍은 지면
에 모래를 날려 부재 표면을 깎아내기도 하며 
흙을 탑 위에 쌓아 놓기도 한다. 빗물은 대기 
중 물질과 반응하여 부식작용을 일으키기도 한
다. 장기간에 걸친 가습 상태에서는 부식과 더
불어 표면조직에 결합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 

미륵사지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상태는 
자연풍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표면이 삭박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귀옥개석 상부에 가
공되어 있는 귀내림마루 조출 부위는 심하게 
마모되어 본래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되어 있다.

길림 농안탑(吉林 安塔)과 요 수금주 대광
제사탑( 守 州大廣濟寺塔)에서 풍화에 의한 
탑의 파손사례를 볼 수 있다. 이 두 탑은 이미 

원래 구조와 장식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표면 구조체가 심하게 마모되어 
단지 전으로 쌓여 있는 덩어리 상태로 남겨져 있다. 탑의 처마와 두공, 평좌, 각층을 두
른 난간, 지붕, 찰주는 풍화에 따른 부재 마모와 함께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
게 되었다. 1층 탑신에 있었던 불상도 겨우 흔적만 볼 수 있을 뿐이며 그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다22)<사진 3>.

화재는 건축에 막대한 위해가 되었다. 역사상 거대한 건축이 화재로 소실된 사례는 
허다하다. 고대 건축은 대개 목조로 이루어져 화재로 인한 위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
22) 張 實, 2000, 앞의 책,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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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고대에는 목조탑이 많이 건축되었다. 북위시대(北 時代) 낙양 영녕사탑(洛 永寧寺

塔)은 화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 탑은 4각9층 목탑이었으
며 건축 후 30년 만에 발생한 큰 화재로 숯덩이가 되어 보는 이로 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화재 당시 상황이 洛 伽 권 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영희 3년 
2월 부도가 화재로 타올랐다. 임금은 능운대에 올라가 불길을 바라보고, 남양왕을 보냈
다. 장손치 장군은 화재가 난 곳으로 무리 1천를 보내 도와달라고 상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야만 했다. 화재는 처음 8층에서 발생하여 
새벽에 크게 발화했다. 당시에 뇌우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발이 흩날리며 내렸다. 백
성들은 타오르는 불길을 느끼며 슬픔에 차 비명을 지르며 놀라 날뛰었다. 불에 갇힌 비
구 세 사람을 구하려 했으나 그만 죽고 말았다. 불은 3월이 되어서도 소멸하지 않았고, 
땅속 기둥에까지 번져 1년 내내 연기가 났다23).  이 탑은 중국 고대에 가장 높고 큰 목
탑이었으나 지금 단지 유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낙뢰는 직접적인 건물파괴보다 화재를 발생시켜 2차적으로 피해 범위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다. 낙뢰로 인한 1차적인 건물 피해는 막대한 에너지가 통과한 부위에 순간적
인 충격과 연소가 발생함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미륵사지석탑은 화강석으로 축조된 석조 건물이다. 낙뢰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최소한 에너지 통과 부위에 연소 또는 극심한 균열 흔적이 남겨졌을 법하다. 현재 
6층에서 2층까지 해체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낙뢰와 결부시켜 생각해 볼만한 흔적을 가
려내기 어려웠다. 

다만 옛 기록에서 이따금씩 나타나는 뇌진현상은 붕괴 당시 상황과 함께 추측해 볼 
수 있다. 대부분 1톤 이상 되는 부재로 축조되어 있는 거대한 석탑이 무너질 때는 비록 
낙뢰가 없어도 굉음과 충격으로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특히 비가 오고 있는 밤중에 미륵사지석탑이 붕괴되었다면 낙뢰로 인해 붕괴되었다
고 쉽게 오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3) 洛 伽 卷一 : 永熙三年二月, 浮圖爲火所燒. 帝登凌 望火, 南 王寶炬, 尙書 孫, 稚
將 林,一千 救火所, 不悲惜, 垂淚 去. 火初從 八 中, 平旦大發. 當時 晦冥, 下散 , 百
姓 俗, 咸來 火, 悲哀之 , 動京 . 時有三比丘 火 死. 火 三月不滅, 有火人地尋柱, 周年猶
煙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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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에 식물이 장기간 생장하면 위해가 발
생한다. 탑에는 작은 수목과 잡초가 생장하
여 표면을 덮게 된다. 결과적으로 식물 뿌리
에 의해 탑이 손상을 입는다. 미세한 구멍과 
균열은 침습에 원인이 된다. 한편 거대한 고
목 뿌리는 탑의 구조체에 균열을 발생시키기
도 한다. 탑에는 그 지역에서 생장하는 잡초
가 생장할 수도 있다. 미륵사지석탑에서도 
해체도중 적심부에서 고사된 나무뿌리가 간
혹 발견되기도 하였다. 

중국 강서(江 )에서는 생장력이 강한 등
나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강서 지역의 
탑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장하는 식물도 자라
며 탑신에 붙어 자라는 등나무가 있다. 등나
무 뿌리는 탑신에 균열이 생기도록하며 매우 
깊이 파고들어가 제거하기 어렵게 한다. 강

서(江 ) 부량현 쌍봉산 쌍봉사탑(浮梁  峰山 峰寺塔)은 등나무로 가득 덮여 있으
며 뒤얽혀 깨끗이 제거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다24)<사진 4>.

미륵사지석탑은 상하 2중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은 4면에 면석을 세우고 속에 
적심을 흙과 막돌로 채워 다진 다음 윗면에 판석을 깔아 덮어 놓았다. 면석과 윗면에 깔아 
덮은 판석이 적심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축조되어 있다. 현재 상층 기단은 면석 일부와 윗면
에 덮었던 판석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다<그림 3>.

동측 면 기단에서 보면 북쪽 모서리 부분은 면석이 유실되어 내부 적심으로 채워져 
24) 張 寰, 2000, 앞의 책, p.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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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막돌과 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북측면 상층 기단은 유실된 면석 대신 긴 장대
석으로 제작된 계단 돌로 대강 막아 놓은 상태로 적심부 침식이 심하게 진행되었고, 부
재가 교란되어 있다<사진 5>.

동측면에는 주초석 하부 기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기단 적심이 침식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단 적심은 면석 안쪽에 진흙과 막돌을 함께 다져 채우는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상층 기단 지대석 윗면에는 자 형태로 턱이 가공되어 있어 축조과정에서 면석이 바깥
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조립되어 있다<그림 4>.

한편 동측면 상층 기단에서 면석 받침돌은 일부가 외측으로 밀려나 있다. 하층 기단 
갑석은 상층 기단석이 침하되면서 외단부가 위쪽으로 쳐들려 있기도 하였다. 기단 동북 
모서리 부분은 원래의 모습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기단 면석과 갑석, 면석받침 대부분
이 유실되었다<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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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면 기단은 원래 부재들이 유실된 자리에 
계단 부재로 보이는 장대석으로 보수해 놓았
다. 지면에 남아 있는 일부 지대석은 외측으로 
밀려나온 상태로 기울어져 있다. 남아 있는 일
부 면석은 전도되어 적심을 보호하는 마감기능
을 상실하고 있다<그림 5>.

북측 기단에 설치된 장대석은 하부 기초가 
이질적인 축조 수법을 보이고 있다. 기단에서 
나타나는 적심은 대부분 막돌과 진흙을 섞어 
다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북측 기단
의 장대석 하부 적심은 자갈과 와편, 토기편을 
흙과 섞어 다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보수과정
에서 본래 기법과 다른 방식으로 축조되었다고 
보인다. 

주초석과 주초석 사이에는 면석을 받치고 있
는 하인방석과 고막이석이 설치되어 있다. 탑 
북측면에 있는 고막이석과 하인방석은 외측으
로 약 13  정도 기울어져 있다. 고막이석은 기
초로 이루어져 있는 기단의 적심이 침식되어 
기울어져 있다<그림 6>.

북측면에 남아 있는 기둥과 초석은 2개 모
두 외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동측면에서 보이
는 4개의 초석 중에 북쪽 모서리에 위치한 것
은 30mm 정도 낮아진 상태로 측정되었다. 나
머지 3개의 초석은 레벨 차가 거의 없이 수평
을 이루고 있다.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 하층 기단의 지대석은 
대체로 고른 수평을 이루고 있다. 지대석이 수
평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부에 구성된 갑석과 

면석 등의 레벨이 불균등하게 나타남은 기단 적심의 침식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그림 7>.



미륵사지석탑 붕괴상태 고찰 / 김덕문

문화재 제38호(2005)   323

1층 서측면에서 석축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탑의 외부 마감 부재는 내부 적심 구조체
와 분리되어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1층 서측면에는 옥개석과 옥개받침석을 비롯하
여 기둥석, 면석 주초석까지 탑의 외면을 구성하는 부재가 대부분 석축 안쪽에 남아 있
다. 주초석에서부터 옥개석까지 탑의 외부 마감구조는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적심과 분

리되어 있다. 이격된 그 틈새는 위쪽으
로 갈수록 점차 넓게 벌어져 있다. 

1층 서측면 외벽 구조가 변형된 모습
은 十 자통로 입구에서 관찰해 볼 수 
있다. 문설주와 내부 벽체 사이에 벌어진 
간격은 하단에서 228mm, 상단에서 378mm, 
포벽석과 적심석 470mm, 옥개석과 적
심석 550mm 정도로 나타나 있다. 탑 
외부 마감 부재들은 바깥쪽으로 기울어
져 있는 반면 내부에 쌓여 있는 적심석
은 안정적인 구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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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는 백제 무왕대(600~640년)에 창건되었다. 서탑은 사지 내에서 유일하게 남
아 있는 건물이며 현재 반 이상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일부만을 볼 수 있다.  

1989년도에는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1915년에 일본인들이 설치한 콘크리트 제
거와 함께 해체정비를 결정하였다. 해체과정에서는 개축 흔적이 발견되고, 붕괴상태가 
보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붕괴원인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륵사지석탑의 붕괴와 관련된 역사적 배
경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훼손된 사례에 비추어 현상을 고찰해보았다.

서기 661년과 680년의 2차에 걸친 금마군에서 발생한 전쟁과 730년(성덕왕 18년) 
미륵사 진(彌勒寺 ) 의 기록은 이 무렵 미륵사지석탑이 크게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찰된다. 이어서 혜거국사 비문에 나타나 있는 922년 개축( ) 은 오늘날 
건축에서 이르는 개축(改 ) 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현재 해체과정에서도 개축 흔
적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혜거국사 비문의 개축( ) 은 개축(改 ) 을 의미하는 말로 
심증을 굳게 한다.

조선시대에는 16세기 경 문헌에서 붕괴 상태를 표현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6세기 경 문헌인 新增東國 地勝 과 에서는 미륵사지석탑이 동방 최대의 
석탑이라고 그 웅장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현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16세기에는 미륵
사지석탑이 온전한 상태로 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붕괴는 18세기 문헌인 와유록 에 이르러서 언급되고 있다. 16세기와 18세기에 걸쳐 
나타나 있는 전후 문헌을 고찰해 볼 때 와유록 에 표현된 100년 전, 즉 17세기에 이
루어진 붕괴가 현재 상태로까지 이어진 정황으로 고찰된다.

미륵사지석탑은 일부 외부 마감 부재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나, 1층 적심석은 
대조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十 자통로 벽체 석축도 정연한 상
태로 남아 있는 편이다. 이러한 상태는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진이나 부동침하로 
인해 붕괴된 현상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웠다. 고찰 결과 미륵사지석탑은 기단에서 발생
한 침식으로 인해 외부 마감 구조인 주초석과 기둥, 면석, 옥개석 등이 바깥쪽으로 기
울어지게 되었음으로 이해되었다. 한편 1층 부분에서 발생한 마감 구조의 변형은 장기
간에 걸쳐 점차 변위가 커지게 되어 상부 층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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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Derk-Moon

Although the stone pagoda in Mireuk Temple site, Iksan, Cholla Province has 
been collapsed long time ago, few historical record has clearly explained the reason 
why the pagoda was collapsed and when. The west side of the pagoda have been 
destroyed from top to the sixth floor and the broken or damaged stone materials 
have been piled up in disorder. the lower part in the west was reinforced and 
enclosed by a stone embankment levelled to the height of the first storey of the 
pagoda. With no record informing the historical fact when it was made and by 
whom, it is only presumed that the embankment may have been built long time ago 
in order to prevent remains from further destruction.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study, it has been tried to restore a reasonabl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agoda 
based on records or comments found in literatures such as traditional poetry and 
essays in chronological order.

The collapsed slope in the west side, just above the embankment surrounding the 
lower part of the pagoda, was concreted in 1915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n in 1998, the Jeollabukdo has examined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pagoda. The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 has decided have the concrete layer 
removed and moreover to take apart the whole pagoda. It is also included that the 
disassembled stone materials should be given proper conservation treatments before 
being put into the place where they were in the reassemb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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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ont view of the collapsed phase of the pagoda was revealed when the 
concrete-covered layer was removed. A hypothesis was built that there may be as 
many different appearances of collapsed pagoda depending on natural causes such 
as earthquake, sunken foundation, flood and typhoon. In chapter three, characteristic 
features were classified by examining various images of pagodas destroyed by 
different natural reasons mentioned in historical records. The chapter four dealt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conditions shown in the stone pagoda in 
Mireuk Temple site and other examples studied in advance. 

The result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ough having been made higher than the 
ground surface, the podium or the base of the pagoda actually has been eroded by 
rain and water. The erosion is supposed not only to have been proceeded for a 
long time without break but also to have caused the first storey body stone in the 
west inclined to outward. It has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pagoda may have 
been lead to collapse when the first storey body stone, supporting the whole 
weight from the upper storeys, became out of upright position and lost its balance.

However, no such distinctive features of structural changes shown in pagodas 
collapsed by natural causes like earthquake, typhoon or sunken basement, have 
been found in the stone pagoda in Mireuk Temple site.

Keyword : stone pagoda, collapsed, historical background, natural causes such, the 

ero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