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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신라석탑의 규범을 이루는 시원적인 석탑으로 우리나라 석탑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석탑은 석조미술품이면서 석구조물이다. 지금까지는 탑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탑 사상과 미술사적으로는 깊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서 양식이나 편년 등은 깊이 
있게 연구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석조건축물로서의 연구는 아주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석탑전문가들도 대부분이 미
술사전공자이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공학자는 극히 소수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석탑을 이해함에 있어서 미술사 못지않게 구조를 포함한 힘의 전달 등 역학
적인 부분도 검토될 수 있도록 공학적인 면으로도 접근하여 탑을 보다 깊이 있게 그리
고 구조체로서 안전하게 이해하고 안전성도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탑을 조
성한 우리선조들의 기술적인 부분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 지대석과 하층기단면석을 한 돌로 만드는 기단부의 작은 부재를 가급적 크게 만

들어서 상부 하중으로 인한 부재의 이완과 침하 등 부재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
한 것이며, 

둘째 : 면석과 탱주의 이음에 있어서 탱주에 턱을 두어 면석을 끼워 맞추는 결구방식을 
보면 탱주에 끼워지는 면석부분을 살짝 면접기하여 탱주 턱에 쉽게 끼워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면석 결구방식은 감은사석탑 이후 석탑의 면석 결구방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결구방식이다. 

셋째 : 각 면에 옥개석과 옥개받침석의 크기를 각기 다르게 하여 상 하 부재의 이음부
를 일치하지 않게 하였다. 이는 수직 하중의 분산과 부재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 동탑 해체 시 확인된 사항으로 옥개받침의 상면을 평평하게 다듬지 않고 안쪽을 
볼록하게 도드라지게 다듬어서 가능한 부재의 무게중심을 석탑의 중심에 가깝도
록 고려하였다. 

  작은 부재를 가급적 크게 만든 것, 상하부재의 이음부를 어긋나게 한 기법과 무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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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되도록 석탑중심으로 오도록 한 수법 등은 당시 조탑인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학적
인 식견을 가지고 구조를 이해하는 기술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크리프(creep), 응회암, 편심, 등분포하중,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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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사지(感恩寺址) 금당터 앞에는 거대한 석탑 2기가 동서 양쪽으로 우뚝 서서 지금
까지 감은사터를 지켜오고 있다. 금당터 중심선에서 남쪽에서 15.6m, 가람 남북중심선
에서 동서로 각각 19.44m의 거리에 석탑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양쪽 두 탑의 중심간 
거리는 약 39m이다. 이들 두 탑은 통일신라시대 가장 이른 시기의 삼층석탑으로 국보 
제 112호로 지정(1962. 12. 20)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 서 양탑은 구조와 형식, 크기
가 같은 삼층석탑으로 신라석탑의 
규범을 이루는 시원적인 석탑이다. 
이러한 석탑형식은 시대에 따라 부
분적으로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신라석탑의 주
류를 이루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우
리나라 석탑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탑은 기단부와 탑신부가 거의 완
전하게 남아 있고, 상륜부는 결실되
어 없어진지 오래이지만 주조(

) 철제찰주( 擦柱)가 탑신에 
꽂혀 남아있다. 탑의 높이는 지면에
서 노반까지가 서탑은 10.08m이고, 
동탑은 9.91m이며, 노반 위의 찰주
는 서탑이 3.88m이고, 동탑은 3.34m
로 찰주를 포함한 탑의 전체높이는 

서탑이 약 13.96m이고, 동탑은 13.35m이다1)<사진 1>.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오랫동안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인 크리프

(creep)2) 현상으로 부재의 열화, 이완, 파손, 풍화현상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 
1) 지면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면을 측정한 높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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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탑은 1959년 12월 25일부터 1960년 3월 1일까지 36일 동안 당시 감은사지를 
발굴조사하던 국립박물관 학술조사단에서 탑구(塔區)를 제외한 전면 해체보수가 이루어
졌고, 탑구는 이후 2차 발굴조사(1979~1980년) 자료를 바탕으로 1982년에 사지(寺址) 
정비공사시 지금의 모습으로 정리되었다. 

해체조사 중 3층탑신 상면에서는 사리장치가 확인되어서 당시 우리나라 미술사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복원 시에는 원래의 노반은 훼손이 심하여 새로 제작하였으며, 찰
주는 공사중 부주의로 중간부분이 부러져서 용접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발굴조사에서
부터 석탑복원에 깊숙히 참여한 김정기박사에 의하면 당시 판단으로 석탑은 크리프현상 
등으로 부재의 열화가 심하여 더 이상의 해체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기단부를 포함
한 석탑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웠다고 전해 주었다. 

동탑은 1990년대 들어 붕괴위험이 대두되면서 해체복원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친 전
문가들의 찬반토론을 거쳐 1995년 12월 24일부터 1996년 10월 10일까지 해체복원 하
였다3). 3층탑신석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사리장치4)가 발견되어 서탑의 사리구와 같이 
당시 공예기술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서탑은 해체복원한지 40년이 지난 최근(1999)에 서면 1층 탑신 위 옥개받침에 사용
한 고임쇠에 편심을 받아서 1층옥개받침석의 4 5단받침이 길이 520 , 너비 200  크
기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사진 2 3 4>. 또한 바람이 심할 때는 아침이면 석
탑의 작은 편들이 기단부 위에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 등 날이 갈수록 크리프현상
에 의한 부재의 훼손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층옥개석의 남면은 일부가 
훼손되어 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석탑보존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최근에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하여5) 진단 결과를 검토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하여금 보수정비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는 경주석탑보수정비를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
지 석탑의 보수정비를 위해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크리프(creep)란 일정한 하중상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료의 변형이 증대하는 현상이다. 그

리프현상의 하중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변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다음에는 변형의 시간적인 변
화가 거의 일정해지다가 최후에 다시 변형이 급속도로 진행하여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은사
탑은 변형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동탑 해체수리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으나, 1997년 國立慶州文化 硏究所 慶州市에서 발간
한 感恩寺 發掘 査報告書 에 동탑 해체과정만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해체과정에서 출토된 
사리장치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0년에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자세한 동탑해체수리보고서도 하루 빨리 발간되길 기대한다.  

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  . 
5) 경주시 (주)고려구조 ENG, 2001, 密安全 斷報告書 감은사지 3층석탑(서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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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자료에 의하면 탑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종류에 대해서는 1960년도에 발간
된 1차 감은사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안산반암(安山斑岩)6)으로 기술( )하였고, 
1997년도에 발간된 2차 감은사지 발굴조사보고서에는 유문암질응회암(流 岩 凝灰岩, 
Rhyolitic tuff)7)으로, 그리고 2001년도 12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한국문화재보존과학
회에 의한 용역의뢰 조사 연구보고서 석조문화재 보존관리연구 에는 화강섬록암8)으로 

각기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석탑의 암석종류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기술하
고 있어서 경주석탑보수정비 사업단에서는 석탑의 정확한 암석종류를 밝히기 위하여 평
소에 이 탑에 관심을 갖고 탑을 지켜보면서 그간에 탑에서 떨어진 작은 편들을 모아둔 
지역주민(손해도)의 도움으로 시편을 구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
과 응회암임을 확인하였다9). 

응회암은 화강암과 비교하면 외형과 질감은 비슷하지만 강도(强度)에서는 약하다. 일
반적으로 50  암석의 내압강도가 5t이하이면 연석, 15t 이상이면 경석, 그 중간을 준
경석으로 구별하는데 응회암은 연석, 화강암은 경석으로 구분된다.
6) 國立博物 , 1962, 感恩寺址發掘 査報告書  , 乙 文化社, p.45.
7) 國立慶州文化 硏究所 慶州市, 1997, 感恩寺 發掘 査報告書 , p.121. 
8) 문화재청, 2001, 석조문화재 보존관리연구  , p.242. 
9) 한국자원지질연구원 선임연구원 홍세선(洪世善)박사의 시료분석에 따르면 사장석과 석영을 반정

으로 함유하며, 이보다 적은 양으로 흑운모와 각섬석, 불투명광물질들이 반정으로 나타난다. 기질
부는 풍화 변질 등으로 구분은 어려우나 대체로 유리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정의 입도
는 1 3  내외이다. 사장석이 반정으로 가장 흔하게 관찰되며 대부분 자형의 형태를 보이며 동심
원상의 누대구조를 보이는 것이 많다. 광물조성으로 볼 때 사장석과 석영을 반정으로 함유하는 데
사이트질(석영반정을 갖는 세립질의 반상질암석) 응회암으로 판단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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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회암은 화산재나 화산탄이 퇴적하여 고
결된 화산쇄설암을 의미하는 것으로 흑운모 
분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며, 포
획물을 함유하는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화
산재나 화산탄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마
그마나 용암에 비하여 온도가 떨어진 상태
에서 퇴적되며 지상에 있음으로 압력을 받
지 않게 된다. 따라서 퇴적물이 열이나 압
력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광물
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현재 감은사지 서삼층석탑에서 확인되는 
선택풍화는 포획물이 함유되었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온도가 현
저히 떨어진 화산재나 화산탄은 마그마와 
같이 주위 퇴적물들을 녹일 정도의 온도를 갖
지 못하게 되어 주위의 퇴적물들과 함께 퇴적
하는 응회암의 생성과정을 반증하고 있다. 

  
 

기단은 이중기단 밖으로 탑구(塔區)를 돌
린 삼중기단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탑구는 
너비 570 되는 장방형판석을 하층기단 주
변으로 지대석 상면보다는 120  정도 낮
게 길이 방향으로 잇대어 한 줄로 깔고 다
시 그 외곽으로 너비 270 되는 장대석을 
돌려 깔았다. 한 변의 길이는 8.4 8.52m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한 변에 판석은 8
9매이고, 장대석은 6 7매로 이루어져 있
다. 네 모서리에는 판석과 장대석이 모두 자형이며, 장대석에는 모서리에 합각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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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다. 이와 같은 합각선과 솟음 기법을 두는 치석수법은 금당하층기단과 회랑 기단
갑석에서도 확인이 되어 당시 모서리에 나타나는 독특한 석재치석기법으로 판단된다
<사진 6 7 8>.

하층기단은 지대석과 하층기단 면석은 한 돌로 만들고 그 위로 하층기단 갑석을 올려
놓았다. 먼저 지대석과 하층기단 면석을 한 돌로 만드는 조탑 기법은 신라계 석탑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형식이다. 이와 같이 두 부재를 한 돌로 만든 것은 탑신에 비해서 기
단부의 작은 부재를 가급적 크게 만들어서 상부 하중으로 인한 부재의 이완과 침하 등 
부재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시 조탑인들의 높은 기술력으로 판단된다. 두 부재를 
한 돌로 만든 것 중에는 청송사지 삼층석탑(보물 제382호)처럼 하층기단 면석과 하층
기단 갑석을 한 돌로 만든 보기 드문 예도 있다. 지대석 1변은 약 6.71m로 면석은 지
대석 바깥에서 안쪽으로 330  가량 들여서 약 300  높이로 다듬었다. 

하층기단 면석은 1변이 약 6.15m, 높이는 평균 287 로 각 면에는 양쪽에는 우주(
柱)를, 가운데는 탱주(撐柱) 3개를 두었다. 우주와 탱주는 1.45m 등간격( )으로 
배치하였고, 너비는 350  정도로 상하가 같은 너비로 흘림기법은 없으며, 두께는 30
이다. 기본적으로 네 모서리에는 우주를 모각(模刻)한 자형 부재를 배치하고 그 사
이에 一 자형 부재 2매씩을 배치하여 모두 12매로 구성되어 있다. 一자형 부재는 탱주
가 1개 있는 것과 양쪽에 2개 있는 것이 있다. 각 부재 간 결구는 지대석은 맞대어 이
음하였지만 상층기단 면석은 탱주에 턱을 두어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결구하였는데, 탱
주에 끼워지는 면석부분을 살짝 면접기하여 탱주 턱에 쉽게 끼워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면석 결구방식은 감은사석탑 이후 석탑의 면석 결구방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결구방식
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축척된 이음 방식이다<그림 1>.

하층기단 갑석은 지대석과 같은 방법으로 12매가 결구되어 있다. 결구된 상태의 한 
변 길이는 약 6.29m이며, 상면에는 상층기단면석을 받는 호 각형(弧 形) 2단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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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어 있으며 받침의 높이는 평균 
185  정도이다. 상면에는 가운데서 바깥
쪽으로 얕은(약 3%) 물매가 있으며 단부
(端 )에 부연은 없고 모서리에 합각선과 
솟음도 없다. 

상층기단부는 12매의 면석과 8매의 갑
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층기단 면석은 
한 변이 약 4.65m이고 높이는 약 1.2m이
다. 탱주와 우주는 너비 350 , 두께는 
약 40 로 모각하여 1.4 1.5m 간격으로, 각 면에는 양쪽에 우주와 탱주가 2개씩 마련
되었다. 부재는 면석만 다듬은 것, 탱주와 면석을 다듬은 것, 양쪽에 탱주를 다듬은 것, 
모서리에 우주가 있고 자 형으로 만들어 면석이나 탱주를 같이 다듬은 것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부재로 결구되어 있다10). 

면석 이음은 하층기단과 같이 탱주에 턱을 마련하여 면석이 안으로 끼워지도록 하고 
상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홈을 파고 방두은장으로 보강하였다.  

상층기단 갑석은 네 모서리에  자형 모서리돌과 각 면에 一  자형 석재 1매씩 배
치하여 한 변 길이는 약 4.96m이고 상면에는 각형( 形) 2단 탑신받침이 있다. 가장자
리로는 하층기단 갑석과 같이 얕은(약 3 ) 물매가 있다. 단부에 부연은 있으나 모서리
에 합각선이나 솟음기법은 없다. 역시 상층기단면석과 마찬가지로 상면에 방두은장으로 
보강하였다.  

이와 같이 탑구를 제외하고 기단부에는 하층에 24매, 상층에 20매로 모두 44매의 부
재로 결구되었는데, 특히 상층기단부의 각 부재의 결구부에는 길이 42.0 48.5 , 두
께 45  정도의 방두은장으로 부재 간 이음을 보강하였다. 

기단내부의 적심은 냇돌 등 잡석으로 차곡차곡 쌓고 잡석 사이사이에는 흙으로 채웠
다. 이와 같이 잡석사이에 흙을 채우는 것은 상부 하중을 채움 잡석이 편심을 받지 않
고 등분포하중을 받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당시 조탑( 塔) 기술자들이 구조 역학적으로도 상당한 기술수준이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석탑은 장기간의 강우( )에 의

10) 부재의 형태는 면석만 다듬은 것, 면석에 탱주가 한쪽에 있는 것, 양쪽에 있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부재 치석을 일부에서는 의미를 부여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동시대 동일지역 탑
에서는 물론이고 한 탑의 상 하층에서도 부재 모양이 서로 다른 것도 있어서 이것은 원석의 크
기에 따라 부재의 모양을 다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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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수(漏水)로 적심석 사이 흙은 유실(流失)되고 잡석들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
서 보수공사 시 내부적심에 흙을 충진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였고 간혹 적심석 사이에 
흙이 조금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외부에서 쓸려 들어온 흙으로 판단하고 적심석 
사이사이에 흙의 존재를 깊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그간의 석탑 해체
보수 특히 석탑해체 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필자가 평소에 석탑 
기단내부 채움석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가
지고 1996년 감은사지 동탑해체 시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이다. 감은사지 동탑은 
조탑 이후 처음으로 해체되는 탑이라서 좋
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기단부 해체과정을 
자세하게 지켜본 결과로 이와 같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였다<사진 9>. 감은사지 석
탑은 상 하층 기단높이가 2m가 넘는다. 

따라서 기단 내부 채움석은 아래 상당부분이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층기단 
하부의 중심부분은 원형대로 잘 보존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년 비슷한 시기
에 해체한 나원리 석탑기단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석탑기단 내부 채움을 돌로만 한다는 것은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의심을 갖게 한
다. 돌로만 채웠을 경우 점 이음으로 상부의 하중을 편심으로 받아서 돌이 깨어지면서 
침하(沈下)를 초래하지만, 돌과 돌 사이에 흙이나 강회 등으로 채우면 완충작용을 하면
서 면 이음으로 상부하중을 균등하게 받게 된다. 그러나 채움석이 직접하중을 받지 않
는 1층탑신 내부 채움은 돌로만 채워져 있었다.

신라계 석탑은 구조적으로 기단부가 가장 취약하다. 특히 기단내부의 적심, 즉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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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되면서 적심이 교란되어 발생하는 갑석의 처짐으로 인한 기단갑석 탑신부의 기울
어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동탑의 경우 보수 후 기단갑석에 균열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울어짐은 석탑의 전체적인 보존에 큰 어려움을 주
고 있다. 탑이 안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기단 내부의 적심 상태, 즉 채움석이 견고하
게 유지되면서 상부하중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향후 
석탑의 해체복원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사진 10 11 12 13>.

1층탑신 1변 길이는 약 2.83m, 높이는 약 1.75m로 네 모서리에 우주를 별석으로 세
우고 그 사이에는 면석을 배치하여 우주와 면석이 각각 4매씩 모두 8매로 결구되어 있
다. 내부 적심은 기단부와 마찬가지로 잡석으로 채움하였다.

면석은 너비 1.85m, 높이 1.75m으로 표면에는 문비 등 장식은 없다. 우주는 너비 
500 로서 양쪽 끝으로는 면석과 결구되도록 50  내외의 두께로 턱을 만들었다. 각 
모서리는 방두은장(方 )으로 결구하였다. 

2층탑신 1변 길이는 2.13m로 높이는 평균 794 이다. 부재는 우주 1개와 면석을 한 
돌로 만들어서 모두 4매로 구성되어 있다. 결구방법은 한 면에 면과 마구리면이 번갈아 
나오는 소위 卍  자형 결구방식이다11). 
11) 卍 자형 결구란 석탑의 면석이나 지대석 등 방형평면을 결구함에 있어서 부재를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

서 한 면에 마구리와 면이 번갈아 나오게 하는 결구방법을 말하며, H 자형 결구란 두 부재를 마주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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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탑신은 1매석으로 네 모서리에 우주
를 마련하였다. 탑신의 1변 1.57m, 높이는 
평균 689 이며, 우주는 너비 380 , 두께 
40 로 각출하였다. 상면에는 찰주공과 사
리공을 마련하였다. 

탑신의 부재 수는 1층 8매, 2층 4매, 3층 
1매 등 모두 13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
탑신과 2층탑신의 부재간은 방두은장으로 
결구하였다. 

면석의 크기에 있어서는 평면적인 축소비와 입면적인 축소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너비는 각각 2.83m, 2.13m, 1.57m로서 서서히 줄어든 
반면, 높이는 각각 1.75m, 0.79m, 0.69m로서 2층은 1층에 비하여 절반이하로 급격하
게 작아지며, 2층과 3층은 비슷한 높이로 되어 있다. 탑신의 1층 대비 2층과 3층의 축
소비율은 평면 비는 1 : 0.75 : 0.55이고, 입면 비는 1 : 0.45 : 0.39가 된다<사진 14>.

각 층의 옥개부는 모두 옥개석과 옥개받침석을 별석으로, 각 층마다 옥개석 4매와 옥
개받침석 4매, 모두 8매로 구성되어 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각형2단 탑신받침이 마련
되었고, 3층옥개석 상면에는 각형 1단의 노반받침이 마련되었다. 옥개받침은 3층 모두 
각형 5단의 받침이 마련되었는데 석탑에 있어서 이러한 받침은 목조건축의 공포를 약화
하여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낙수면은 대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하단
의 전각은 양쪽 단부에서 약간의 앙곡을 주어 날렵한 느낌을 준다.

또한 옥개석 상면 끝에는 귀마루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위치에 각 1개, 전각면에 각 2
개, 하부에 1개, 모두 7개의 작은 구멍이 있다. 이들 구멍은 풍탁 등 장식을 달았던 구
멍으로 추정되며 구멍 속에는 장식을 탑에 고정할 때 사용한 납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  

3층옥개석 상면에는 이음부에 너비 60 , 턱 높이 5 되는 얇은 단(段)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음부 틈 사이로 강우시 빗물이 석탑내부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

놓고 그 안쪽에 부재를 끼우는 방법, 허튼 H 자형 결구는 H 자형 결구법의 변형으로 안쪽으로 끼우는 
두 부재 중 한 부재를 바깥쪽으로 결구하거나 한 면만을 바깥쪽으로 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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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판 등 얇은 금속판 등으로 덮었던 방수시설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15>.
이들 옥개석도 인접 부재와는 방두은장으로 결구하였다. 1층과 2층은 탑신이 놓이는 

상면에 은장을 설치하였으나, 3층은 노반받침 아래 낙수면에 은장홈을 마련하였다. 이
는 노반받침 면적이 작아서 은장홈을 낙수면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옥개석 결구 시 많은 고심을 했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각 면에 옥개석과 옥개받침석의 크기
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 결구부분이 
서로 어긋나게 함으로써 상 하 부재
의 결구된 이음부를 일치하지 않게 
하였다. 이는 수직 하중의 분산과 부
재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탑 해체 시 확인
된 사항으로 옥개받침의 상면은 평면
으로 다듬지 않고 외부 면에서 200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100  정도
를 두툼하게 다듬어 가능한 부재의 
무게중심을 석탑의 중심에 가깝도록 
고려하였다. 상하부재의 이음부를 어
긋나게 한 기법과 무게중심을 되도록 
석탑중심으로 오도록 한 수법 등은 
당시 조탑 기술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1층옥개석의 전체 크기는 너비 4.7m, 높이는 1.33m이며, 탑신을 포함한 1층탑신부 
전체의 높이는 3.08m이다. 2층옥개석의 전체크기는 너비 4.03m, 높이는 1.27m이며, 탑
신을 포함한 2층탑신부 전체의 높이는 2.06m이다. 3층옥개석 전체크기는 너비 3.45m, 
높이는 1.19m이며, 탑신을 포함한 3층탑신부의 전체높이는 1.89m이다. 

각층 높이를 보면 1층 3.08m, 2층 2.06m, 3층 1.89m이다. 1층 대비 2층과 3층의 비율
은 1 : 0.67 : 0.60이 되므로 1층에서 2층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2층과 3층은 비슷하다. 
그러나 옥개석의 너비는 1층 4.7m, 2층 4.03m, 3층 3.45m로서 체감비율은 1 : 0.86 : 
0.73이 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서서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각 층의 옥
개석 모서리는 하나의 직선상에 놓여 계속 이어지며 정점에서 만나게 된다<사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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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륜부는 찰주와 노반석만 남아 있고12) 나머지 부재는 오래전에 훼손되어 없어진 상
태이다. 노반은 방형 육면체로 가운데에 원형으로 찰주공이 뚫려있고 상단(上段)과 하
단(下段)에 일정한 두께의 돌출된 돌림띠를 두어 안정감이 있다. 감은사석탑 이후의 석
탑 노반은 아래턱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3층옥개석 상면에 1단의 받침을 마련하여 
전체적으로 2단 받침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이는 노출된 찰주의 높이가 약 3.5m나 되
어 그 구조상 안정감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노반의 크기는 하단 길이 약 850 , 
상단 길이 720 , 높이 450 이며 상면에는 지름 약 250 의 찰주공이 마련되어 있다. 

찰주는 철제 주조품( 品)으로서 단면은 속이 꽉 찬 원추형(圓 形) 철봉으로 밑부
분은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진 형태이며 별다른 장식은 없다. 길이는 약 4.8m, 하단 
지름 약 240 , 상단 지름 약 39 이다. 찰주는 해체중 부주의로 중간이 부러져서 다시 
이음하였다고 한다. 

찰주는 노반과 3층옥개석을 관통하여 3층탑신에 
사리공과 함께 마련된 찰주공 내부로 깊숙이 꽂히
게 되어 있다. 사리공 내부의 바닥에 찰주 뿌리를 
공정하는 원공(圓孔)을 두고 있는데 1차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장치공 북반부(중앙 원공 상부를 의미
함)의 바로 직상에 얼마 사이를 두지 않고 상륜부
의 중심에 꽂힐 철제 찰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
에  라고 하면서 이 원공의 용도를 찰주공 내부로 
침투한 수분을 고이게 하기 위한 설비로 파악하고 
있다13). 그러나 동탑을 해체하면서 이 원공을 확
인한 바, 이는 수분처리를 위한 시설로는 구조적으
로 보아 맞지 않음을 2차 발굴조사보고서를 작성
하면서 당시 해체를 담당한 김정기박사와 충분한 

12) 國立博物 , 1962, 感恩寺址發掘 査報告書  , 乙 文化社, p.66에 따르면 당시 서탑의 노반석은 
한쪽 모퉁이가 심하게 훼손되어 새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다.

13) 國立博物 , 1962, 앞의 책,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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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거쳐서 찰주뿌리를 고정하기 위한 찰주공으로 결론 내리고 제2차 발굴조사보고
서에 찰주공으로 기술하였다14). 그러나 문제는 원공 지름보다 찰주뿌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석재를 가공하는 석공과 찰주를 제작하는 철공 사이에서 오류가 있었거
나 제작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등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동탑의 경우에도 찰주를 원공에 고정시키지 않고 찰주 밑에 자연 상태의 받침
석을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어서 실제 이 원공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
다15)<사진 17>.

        

종  류 부 재 명
수  량

비    고
서 탑 동 탑

탑  구  판  석 26매(30매)  결 실  일부결실, 네 모서리는 자형 석재 
 (30매, 20매는 추정 복원시 수량) 장대석 14매(20매) 결 실

기단부

지대석 12매  지대석과 하층기단면석은 한 몸
하층 기단면석

기단갑석 12매  상면에 호 각형 2단 상층기단받침

상층 기단면석 12매  탱주2개와 양쪽에 우주
기단갑석  8매  단부에 부연, 각형2단 탑신받침 

탑신부

1층 탑신석  8매  각면 우주와 면석이 별석
옥개석  8매  낙수면과 받침이 각기 별석

2층 탑신석  4매  우주와 면석이 1매석
옥개석  8매  낙수면과 받침이 각기 별석

3층 탑신석  1매  상면에 사리공과 찰주공
옥개석  8매  낙수면과 받침이 각기 별석

상륜부 노  반  1매  1961년 해체수리 시 교체(서탑)
찰  주  1개  무쇠 원추형 철봉

계 122매 82매  부재 수량은 석재에 한 함

표 1. 석탑구성 부재수량

  

14) 國立慶州文化 硏究所慶州市, 1997, 感恩寺址發掘 査報告書 , p.127.
15) 政 , 2001, 感恩寺址 東 三層石塔의 硏究 , 東國大學校 碩士學位 文,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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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사지 석탑은 건탑 이후 훼손이 심하여 서탑은 1959년에, 동탑은 1996년에 해체
수리를 하였다. 그러나 서탑은 해체수리 이후 4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석재는 내구
연한에 도래되고 대기오염 등으로 훼손이 가중되어 보수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
탑과 서탑은 석재의 재질과 주변의 자연여건이 동일한 조건임에도 서탑이 훼손 정도가 
더욱 심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조탑을 위해서 채석(採石)한 석재가 공교롭게도 서
탑에 사용된 석재는 표면에서 채석한 석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연한 
추측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앞으로 풀어야할 연구 과제라고 생각된다. 

신라 석탑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기단부이다. 기단부는 많은 부재
들로 결구되어 있어서 침하와 이완 등 훼손이 쉽게 이루어지며, 특히 기단내부 채움은 
장기간의 누수로 인하여 돌과 함께 채움한 흙이 유실되면서 기단 갑석이 침하되고 따라
서 상부의 하중으로 기단의 이완은 가속화되어서 해체보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해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흙이 유실된 적심상태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함을 깊이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체부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와서는 근년에 수리한 탑들
이 다시 수리를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16). 이것은 석탑의 훼손 원인 규명
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해체과정에서 힘의 전달체계 등 구조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석탑 기단부 채움의 경우도 장기간에 걸친 누수 등으로 적심석 사이 흙의 유실은 적
심이 편심을 받게 되어 구조적으로 불합리함을 공학적인 시각으로 자세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해체당시 일부 훼손된 상태의 적심을 초심자들의 대부분이 원형으로 잘못 판단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단 내부의 채움 적심석은 기단을 해체하지 않고는 적심
석이 기단을 빠져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보수 시 적지 않는 량의 적심석을 보
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당초에는 적심석 사이에 흙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증 자료가 된다. 이와 같이 석탑뿐만 아니라 많은 구조물은 해체에 따른 조

16) 경주 암곡동 무장사지삼층석탑(보물 제126호)은 도괴되었던 것을 1962년에 복원하였고 1996년
에 해체수리를 하였다. 그리고 충남 서산 보원사지오층석탑(보물 제105호)도 1968년에 해체수리
를 하고 2003년에 다시 해체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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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감은사지 석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옥개석과 옥개받침의 이음 부분을 서로 어긋나게 

하여 상부하중을 균등하게 받도록 배려한 점, 그리고 옥개석받침의 상면을 약간 도드라
지게 다듬어서 부재의 무게중심이 되도록 석탑 중심에 가깝게 오도록 한 점 등은 가볍
게 보아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당시 조탑 기술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공학적인 구
조를 이해하는 기술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탑을 접할 때 많은 부분을 미술사부분에서 접근하고 논의하였지만 앞으로
는 미술사 못지않게 구조를 포함한 힘의 전달체계 등 역학적인 부분도 검토될 수 있도
록 공학적으로도 깊이 있게 접근하여 탑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구조물로서의 안
전성도 검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燮, 1993, 燮全 1 國塔婆의 硏究 , 文 . 
 張忠植, 1994, 新 石塔硏究 , 一志社. 
 國立博物 , 1962, 感恩寺址發掘 査報告書 , 乙 文化社. 
 國立慶州文化 硏究所  慶州市, 1997, 感恩寺 發掘 査報告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 .
 경주시 (주)고려구조 ENG, 2001, 密安全 斷報告書 감은사지 3층석탑(서탑) .
 문화재청, 2001, 석조문화재 보존관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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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si-jin

The Three storied Stone pagoda in Gameunsa Temple site, one of the early 
staged stone pagodas, has been known as a standard for Silla stone pagodas.

A stone pagoda is not only a stone art work and but also a stone structure.
Most studies and investigation of the stone pagoda has done mainly based on 

style and chronological research according to an art historical view.  However, 
there is not an attempt to research the stone pagoda as a stone architecture.

Most Korean experts at the stone pagoda has art history in their background. 
Engineers who can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stone pagoda are very limited.

More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pproach is need to research not only art 
historial understanding but also safety as a structure.

We can find many technical know-how from our ancestors who made stone 
pagodas. 

1. To reduce any deformation such as relaxation and sinking of BuJae which is 
caused by a heavy load, the BuJae (consist of a foundation stone and lower 
stereobates) should be enlarged.

2. A special construction method for connection between Myonsuk and Tangjoo 
was invented.  This unique method is not used any longer after the Three 
storied Stone pagoda in Gameunsa Temple site.

3. The upper BuJae and the lower BuJae are missed each other by making a 



감은사지 삼층석탑 구조 / 남시진

문화재 제38호(2005)   347

difference of Okgaesuk and Okgaebatchim in size.  It is done for a 
distribution of perpendicular load and a prevention for relaxation of BuJae.

4. The center of gravity in the BuJae is located to the center of the stone 
pagoda by trimming the upper surface of the Okgaebatchim into a convex 
shape.

The man who made stone pagodas had excellent knowledge on the engineering 
and technique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stone pagodas.  We can confirm 
it as follows: the enlarged BuJae, dislocated connection between upper Bujae and 
lower BuJae, and moving the center of gravity close to the center of the stone 
pagoda.

Keyword : Creep, Tuff, Eccentricity, structure, Uniformly Distributed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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