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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지서탑축조의
구조원리에관한기초연구
6~7세기전반목탑과의비교분석을중심으로

국문초록
미륵사는 백제 무왕(재위 600~641)이 창건한 사찰로 이와 관련한 창건 기록이『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紀굋) 제이(第二)

무왕조(武王條)에 언급되어 있다. 서원의 미륵사지서탑은 해체 전 6층까지의 일부가 남아있었으며 미륵사지 내의 유일한

현존 건축물로서 최근 사리장엄 발견으로 639년이라는 건립연대가 밝혀졌다. 또한 백제 사찰의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

고동아시아의학술적교류가활발해지면서미륵사지서탑의조 을당시불탑건축의발전과정과연관시켜해석할수있

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륵사지서탑의 축조에 적용된 구조원리와 1층 평면의 형성을 중심으

로6~7세기불탑건축의발전과정에있어서대형의불탑건축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에관한기초적연구를시도하 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미륵사지서탑은 내부와 외부가 독립적인 개념으로 축조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고층 불탑건축에서 나타나는 구조

원리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녕사 목탑지에서 확인된 탑실심체와 같이 내부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개념과 유사하게 내부

적심을형성하고외부부재를부가하는방식으로축조된것이라판단된다.

둘째, 미륵사지서탑에서는 상부의 적심부와 동시에 심주석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중

국의 녕사목탑과같은실심체의구조보다발전된것으로조팽성불사의심초석과항토실심체의구조와유사한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혼합 구조는 황룡사 목탑이나 일본의 목탑과 같이 내외진을 전부 목구조로 형성하고 심주가 독립적으로

지지되는구조방식보다선행되는것으로볼수있다.

셋째, 미륵사지서탑의 경우 1층에 십자형의 공간이 형성된 것은 심주석에 위치한 사리 봉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

다. 이는심주석을중심으로하는4방향의구심적공간이며사리의본질적의미에기인하여백제6~7세기의횡혈식석실

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횡혈식 석실분의 축조기법은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상징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

기위한방법인동시에석재를사용하여축조된서탑에있어서재료적동일성으로인하여수용이더욱용이하 던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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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미륵사는백제무왕(재위 600~641)이창건한사찰로

이와관련한창건기록이『삼국유사(三國遺事)』기이(紀

굋) 제이(第二) 무왕조(武王條)에 언급되어 있으며 1980

년부터 15년간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전면적으로 실시

된미륵사지발굴조사를통해전체가람의규모와배치

가문헌의기록과일치함이밝혀진바있다.

발굴조사를통해드러난 3원병렬식의가람배치는

각원이독립적으로문-탑-금당의일축선구성을취하

면서 중원과 동·서 양원의 규모 차이를 두고 있으며

특히중원이목탑을두고있는것에비하여양원의경

우는 석탑을 두어 두드러진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서원의 미륵사지서탑01은 해체 전 6층까지의 일부가

남아있어미륵사지내의유일한현존건축물로서백제

건축, 특히‘목탑의 번안(飜案)’으로서 관련 연구의 대

상이되어왔다. 그러나목탑과의연관성에대하여서는

석탑의내부구조에관하여알려진바가없었으므로입

면구성과조형특성에관한것이주된것이었고체감

과비례등에국한될수밖에없는한계를가지고있었

다02. 따라서석탑의평면형태와축조방식등을동시

대불탑건축과의연관관계를통해비교분석하는등

의 연구는 진행된 바가 많지 않다. 이는 미륵사지서탑

이시원형석탑이라는한정된논의의시각에기인하기

도 하 으나 불탑(佛塔)의 변천과 발전 과정에서 미륵

사지서탑의조 을해석가능한연구대상으로설정하

는데에서도무리가있었기때문이라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백제 사지(寺址)의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고 동

아시아의학술적교류가활발해지면서미륵사지서탑의

조 을당시불탑건축의발전과정과연관시켜해석할

수있는가능성이한층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륵사지서탑의 가장 큰 특

징이라고할수있는내부적심부의축조특성과 1층평

면의형성을중심으로 6~7세기불탑건축의발전과정에

있어서대규모의불탑건축이어떻게미륵사지서탑에적

용되었는지에관한기초연구를시도하고자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미륵사지서탑의 건립연대는 발견된 사리봉안기의

089 Cho, Eun Kyung 미륵사지서탑축조의구조원리에관한기초연구

01 지정명칭은“미륵사지석탑”이며국보제11호로지정되어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동탑과의구분을위하여부득이하게“미륵사지석탑”을미륵사지서탑이라부르기로한다.

02 미륵사지서탑은주로백제계석탑의시원형식으로서주요한연구대상이되어왔다. 이와관련한연구로는「백제계양식석탑의조형특성에관한연구」(임 배·천득염·정주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권 3호, 1989), 「백제계 석탑의 구성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천득염·주남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1호, 1990) 등이 있으며 김봉건·김덕문의「목조번

안요소고찰」(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보고서Ⅱ』, 2004) 에서는 1층평면형태의유사성을중국의전탑평면과비교하 다.

표 1 6~7세기전반건립(추정)목탑지

구 분

녕사(永寧寺) 북위(516년) 洛陽 비조사(飛鳥寺) 593년 갘良

조팽성불사(趙彭城佛寺) 북제(534~577년) 河겗 城 사천왕사(四天王寺) 593년 大板

군수리사지 6세기중반 부여 평륭사(平隆寺) 6세기후반 갘良

능산리사지 위덕왕(567년) 부여 귤사(橘寺) 606년 갘良

왕흥사지 위덕왕(577년) 부여
법륭사약초가람

(法隆寺겭草伽걄)
607년 갘良

금강사지 7세기전반 부여 중궁사(中宮寺) 607년 갘良

부소산폐사지 7세기전~중반 부여 사정폐사(寺町廢寺) 7세기전반 廣島

용정리사지 7세기전~중반 부여 신당폐사(新堂廢寺) 7세기전반 大板

제석사지 639년이전 익산 정림사(定林寺) 7세기전반 갘良

미륵사지서탑 639년 익산 길비지폐사(吉備池廢寺) 639년 갘良

사찰(지)명 건립시기 위치 구 분 사찰(지)명 건립시기 위치

중국

일본

한국



기록에따라무왕 40년(639)으로밝혀졌다. 따라서발굴

조사를 통하여 건립 시기가 6~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

는목탑지의고고학적, 건축적성과를바탕으로미륵사

지서탑의축조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6~7세기로추정되는방형목탑지는중국의경우

녕사와 조팽성불사 2개소가 있으며 백제의 군수리사

지, 능산리사지등을비롯하여 8개소, 일본의경우비조

사지 등 10개소 정도이며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중기단과평면구성, 심주석의위치등이파악되는목

탑지를주요대상으로하여살펴보기로한다. 

본 연구는 미륵사지서탑이 조 되었던 7세기 전후

한시기에대형의불탑건축을실현하기위하여어떠한

구조 원리가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03. 이러한구조원리는건축물의재료가규정하는구조

또는축조기술에대한한계에서자유로워질수있으며

서로다른구조원리가상호교섭을통하여어떻게강

도를 달리하면서 발현되었는지의 파악에 도움을 준

다. 미륵사지서탑의경우목탑의번안이라는형태적측

면에서석재라는재료가주는물성에대한인식을외면

하거나, 또한 조적조라는 석재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목탑의구조가적용되지못했을것이라는이

분법적사고로인하여당시불탑건축의주류 던목탑

의건축적조 원리가석탑에어떻게나타나고있는가

를분석하는데한계가있었다. 그러나미륵사지서탑이

가장선행하는석탑으로추정되고있고당시주류를이

루던불탑건축이목조로이루어진점을고려한다면대

형불탑건축을조 하기위한공통적구조원리가적

용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미륵사지서탑의 평면과 상부 구조에 대한

고찰을통하여탑의축조특성에대하여파악하고기단

부의구조고찰이필요한경우는서탑의해체조사가 1

층 탑신부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미륵사지동탑의 하

부발굴조사결과를토대로추정하기로한다04.

이러한고찰결과를바탕으로 6~7세기전반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목탑지 발굴 유

구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미륵사지서탑의 축조가

어떠한구조원리의적용으로구현되었는지또한미륵

사지서탑 평면의 십(十)자형 통로 공간의 형태특성과

축조에대해서살펴보고자한다.

6~7세기한·중·일대형불탑고찰

1. 대형 불탑의 조

(1) 누각식 불탑의 형성 기원

고층형 불탑의 형성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의 복발

형 스투파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고층 목탑 건축의

양식차이에도불구하고사리를봉안하는상징적의미

가동일하다는점에서기본개념이유지된채각지역

의 건축문화 특성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중국의 망루 형식을 차용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 다

고보는견해가있었다. 이에대하여김인창은한국등

에서유행한고층누각식불탑의기원은중국의전통적

인계세사상을바탕으로복발형스투파를거부하고인

도의부조에서화면을구획하기위하여사용된공간분

할방식의건축적해석에서파생한것으로조천도(曺天

度)가 북위 천안(天安) 원년(466)에 제작한 구층천불탑

(九層千佛塔)을근거로 460년경에형태가완성되었다고

추정하 으며 불상을 봉안하는 금당의 역할을 수행하

는장소로서파악하 다05.

중국의 경우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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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강민은그의논문「동아시아목조건축의구조원리와지붕구조의유형」(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에서‘건축구조를중력에반하는방향으로인공물을확장시키는것으

로정의할때그방식은부재를세워높이를달성하는입가(굤架)원리와부재를쌓아높이를달성하는적층(積層)원리로분해해서이해하는것이가능하며이들원리는재료에따

라 응용가능성의 제한을 받지만 반드시 재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기존의 유형 분류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구조원리의 발현 정도에 따라 계열화된 구조

유형이취하고있는위치를판별할수있어서구조의변화를포착하고설명하는데유리하다고언급하고있다. 

04 이는 동탑과 서탑이 비교적 같은 방법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단부의 크기로 보아 탑의 전체 규모와 3칸×3칸 평면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

습된부재들을보면서탑은기둥석과면석등이별개의부재로제작된것에비하여동탑은면석과기둥석이 1개의부재로되어있고옥개석등의가공기법도달라향후미륵사지

서탑의기단부조사결과와비교분석할여지가있다.



교건축이정착되기시작하여북위(겗魏)와남조(南朝)의

제(齊)·양(겳)은 불교를 숭상하여 사탑(寺塔)을 확건하

다.가람구성은당과탑을중심으로탑이주체가되

면서탑과금당이축선상의앞뒤에배치되는것이전

형적이었으며, 이 시기에 누각식 목탑이 중국의 탑 형

식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06. 불탑의 존재는 동

한말기에서부터볼수있으나남북조시기에는목구조

로된누각식탑의수량이가장많고당시탑의주류를

이룬다. 『낙양가람기(洛陽伽걄記)』에 기록된 녕사(永

寧寺) 9층목탑은북위시기가장웅대한건축중의하

나로외형과장식의화려함에대하여자세히기록되어

있다07. 또한 같은 기록에서 목탑 이외에 전탑의 존재

를 확인할 수 있어서 6세기 목탑과 더불어 전탑 역시

건립되었음을알수있다08. 그러나현존하는전탑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북위 정광(正光) 4년(523) 하남(河南)

등봉현(登封縣)의숭악사탑(嵩岳寺塔)이다09.

(2) 북위 낙양 녕사와 조팽성 불사

근래에중국에서목탑의존재를확인할수있는유

적의발굴이진행된바가있다. 하나는바로북위낙양

의 녕사탑지로문헌에의해희평(熙平) 원년(516) 건

립되었음이 밝혀져 있고, 다른 하나는 북제 업성의 조

팽성(趙彭城)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불사(佛寺) 유적 중

탑지의발굴로 6세기전반의것으로추정하고있다.

녕사 목탑은 <그림 1>에서 보는 비와 같이 아래

지기(地基)의 항토대기( 土臺基) 규모가 동서 103.1m,

남북 97.8m로정방형에가까운데당시지면아래방형

으로굴광하고황토를한층한층다져서만들었다. 깊

이는 5~5.9m로 가장 아래에는 잔돌과 깨진 벽돌 등을

091 Cho, Eun Kyung 미륵사지서탑축조의구조원리에관한기초연구

05 Alexander Soper는 중국·한국·일본의 중층형 불탑과 인도 스투파 사이의 커다란 양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포하고 있는 종교적 목적에 의한 도상학적 동질성을 들었

고, Dietrich Seckel은 스투파의기본개념은변하지않은상태에서외형적형식만이각지역의건축문화특성과어우러져조금씩변형되는과정의마지막단계에서중층형탑파

가성립되었다고하 다. Lothar Ledderose는 인도스투파양식변천설과대치되는중국자체기원설을제시하 는데 20세기후반고고학적발굴결과로얻어진한대(漢代)의망

루형도기(陶器)에서그근거를찾고있다. 김인창, 「중층형탑파의기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10호, 통권 204호, 2005.10., pp, 179-180쪽, p. 186

06 권종남, 『한국고대목탑의구조와의장, 황룡사구층탑』, 미술문화, 2006, pp. 18-19

07 녕사안에는구층탑[浮圖]이 하나있었는데, 나무로만들어졌고높이는구십장이었다. 탑 위에는십장정도의금찰이있어합하면천척의높이가되기때문에낙양에서백리

나떨어진먼곳에서도보 다. 처음절터를다지려고땅을팠을때서른구의금불상이나왔다. 호태후는이것이불법을신봉한결과라고생각하여탑을세웠는데매우호사스러

웠다. 금찰위에는이십오곡을담을수있는금으로된보병이, 그 아래에는삼십층으로된이슬을받는금반이있었고그주위에는모두금방울을달았다. 또 네개의쇠사슬을금

찰에서탑의네모서리쪽으로당겨지도록하 다. 쇠사슬에도금방울을달았는데그크기가한석(石)들이옹기만하 다. 탑은아홉층의각층모서리마다금방울을달아서위아

래모두백스무개를달았다. 탑은사면으로되어각면마다세개의문과여섯개의창이있었다. 문에는모두붉은옻칠을하 고문짝에는각각다섯줄의금못이박혀있어서합

하면오천사백개 다. 또 금문고리도있었다. 이 절은매우공들여지었고조형미를다하여불사의정교함은말로다할수가없었다. 화려한기둥과금으로장식한문고리는사

람들의마음과눈을놀라게하 다. 더욱이가을바람부는긴긴밤에는땡그랑거리는방울소리를십여리밖에서도들을수있었다. 양현지지음, 서윤희옮김, 『낙양가람기』, 눌

와, 2001, pp. 32-33

08『낙양가람기』권2 성동(城東) 건양리동(建陽里東) 응사(괈應寺)에관한기록을보면벽돌로삼층탑을만들었다는기록이있으며권3 성남(城南) 대통사(大統寺)에는절동쪽에

대(괈臺)가 있었는데 여남왕(汝南王)이 대 위에 전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권4 성서(城西) 대각사(大覺寺)에는 희(永熙, 532~534) 연간에 평양왕(平陽王 : 효 무제)이

즉위하여전탑을만들었는데흙과돌로만들어져정교함과화려함의극치를이루었다는기록이있다. 양현지지음, 서윤희옮김, 앞책, pp. 84, 120, 170

09 숭악사탑은 첨식 탑으로분류되는데 12각의 평면을가지고있으며 4방향에서 진입하면 중앙의공간에 이르는데 이공간은사실상층까지 이어지는 일종의공통(空筒)이다. 이

후수·당대에세워졌을것으로전하는목탑은현존하는예가없다. 다만목탑을모방한누각식전탑과숭악사탑과같은 첨식전탑, 그리고단층전탑의유형을구분되는전탑

만이전해오고있다. 유돈정저, 정옥근·한동수·양호 역, 『중국고대건축사』, 세진사, 1995, pp. 162-165

그림 1북위 녕사목탑지발굴평면및단면
동북학원대학학술연구회, 동북학원대학논집『곎史と文化』, 제40호, 2006, p. 20



평평하게깔았다. 9층의목탑은사방에청석을두른기

단의 항토 위에 세워졌다. 길이와 너비 모두

38.2~38.3m이며 높이는 약 2.2m이다. 기단 위에는 목

탑초층을구성했던각종건축유적이남아있으며가

운데는 흙으로 쌓은 방향의 탑실심체가 있다. 목탑 기

단부에서는 124개의 나무 기둥을 올렸던 목탑 초석과

초석의 흔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기둥들은다섯개의방형동심구조를가진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가장 안쪽 기둥에서 제3열의 기둥 초

석까지는 흙으로 쌓은 방형 실심체이며 제4열의 주초

석은방형실심체의외곽에위치한다. 제5열의주초석

은기단외단에서안쪽으로 4m 들어온지점에놓여져

있는데 제4열의 주초와 함께 실심체를 둘러싸는 회랑

식전당을구성하고있다. 외부에서탑을보면각면은

모두 9칸이다. 탑실심체는한변길이 19.8m 현존높이

3.7m이다. 실심체의북쪽면에는계단이있었던것으로

추정되고 동·서·남쪽 벽면에는 호형의 감(龕)을 판

흔적이남아있어불상을봉안했던것으로보인다10.

조팽성 불사 목탑지는 기단 규모가 정방형으로 한

변의길이는약 30m 정도로추정된다. 기단위에는심

초석을 중심으로 3열의 기둥이 동심 구조를 가지면서

배치되어있다. 제1열에있던 4개의주초석은기본적으

로사라졌으나주초갱(柱礎坑)이확인되었다. 이들은모

두정방형의네모서리에위치하고있다. 제2열의남쪽

과서쪽에는 5개의승초석(承礎石)이현존하는데승초

석위는항토이며그바로위에주초갱이있다. 주초갱

과 승초석의 위치는 제1열의 주초갱의 직선으로 등거

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제2열에는 원래 각 면에 4개씩

모두 12개의 주초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3열은

남측에주초갱과승초석이하나씩확인되었는데제3열

승초석과 제2열 주초석의 대응관계에 의해 제3열에는

각 면에 6개씩, 모두 20개의 주초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평면의규모는 5칸×5칸으로추정할

수있으며주초석사이의거리는대략 4m이다. 전체적

으로기둥의배치는 녕사탑지의것과유사하나지면

아래 위치한 기단부에는 항토 지기(地基) 내에 심초석

과사리를안치한전함이위치하고있다는것이차이점

이다(<그림 2> 참조). 항토지기는정방형으로한변길

이대략 45m, 깊이 6m이다11.

(3) 백제와 신라의 대형 불탑

우리나라의경우고구려와백제, 신라의삼국시대

에해당하는데고구려의팔각목탑지로추정되는몇사

례가 있고 대부분의 목탑지는 백제 건축에서 찾아볼

수있다12. 백제의군수리사지등을비롯한여러목탑지

가미륵사지서탑축조를전후한 6~7세기전반의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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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팽성불사탑지심초석
동북학원대학학술연구회, 동북학원대학논집『곎史と文化』, 제40호, 2006, p. 45

그림 2조팽성불사탑지발굴조사단면도
동북학원대학학술연구회, 동북학원대학논집『곎史と文化』, 제40호, 2006, p. 47

10 朱岩石, 「겗朝寺院塔基遺跡的考古發現與硏究」, 『한중일고대사지비교연구-목탑편학술세미나』, 2009. 05., pp. 90-91

11 朱岩石, 앞논문, pp. 97-98

12 상오리사지와정릉사팔각전지, 그리고토성리절터등을들수있으나북에서발간하는한정된조사연구자료로는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표 2>에서보는바와같다. 

한편 백제 목탑지에 있어서 초석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유구는없으며기단의일부만확인되고있어

목탑의주망(柱網)을정확히추정하기는매우곤란하나,

<그림 3>과 같이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 등에서 적심

의배치와심초석등을근거로상계(裳階) 또는부계(副

階)의 추정과 방사상의 구조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13.

백제의 대형 목탑으로는『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

기록에 의해 7층 규모를 알 수 있는 제석사의 경우를

들수있으며미륵사지중원의목탑이남아있는서탑의

규모와비교하여 9층으로 추정되고있다. 이는 백제의

장인인 아비지가 신라의 황룡사9층탑을 조 하 다는

기록에힘입어백제의조탑기술이상당한수준으로발

전하 다는것을전제로하고발굴조사결과확인된목

탑지의규모로미루어추정하는것이다. 한편용정리사

지의경우기단의규모가미륵사지중원의목탑지규모

와같고기단부축조방식이제석사지와매우흡사하여

이것이 7층 이상의 대형 불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륵사지서탑보다후대에건립된것으로는황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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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백제목탑지기단규모및구성

목탑지사찰명

군수리사지 6세기전반 14.14×14.14 전조단층기단 남북 2개소

능산리사지 567
하층 11.73×11.79

석조이층기단 남북 2개소
상층 10.3×10.3

왕흥사지 577
하층 14×14

석조이층기단 동서남북 4개소
상층 12.2×12.2

금강사지 7세기전반 14.24×14.24 석조이층기단 동서 2개소

제석사지 639 이전
하층 21.2×21.2

석조이층기단 동서남북 4개소
상층 11.2×11.2

639 이전
하층 18.5×18.5

석조이층기단 동서남북 4개소
상층 16.8×16.8

639(서탑)
하층 12.4×12.4

석조이층기단 동서남북 4개소
상층 10.4×10.4

부소산폐사지 7세기전~중반 7.95×8.05 유실 남북 2개소

용정리사지 7세기전~중반 하층 18.5×18.5 유실 유실

건립시기(추정) 기단규모 기단구성 계단설치

미륵사지

목탑

석탑

13 우리나라에서명확히방사상의구조를가진목탑유구가발견된적은아직까지없으나방사상의목탑구조가역학적으로볼때하층기둥위에놓인보위에다시기둥을세우기

때문에 격자식 결구보다 안정된 결구로 보았으며 이를 팔각 목탑 구조의 변용일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법안사(法安寺)에서도 유사한 방사상 구조의 목탑 유구가

발굴된사례를보여주었다. 배병선, 「부여지역백제건물지의구조」, 정림사역사문화적가치와연구현황, 2008. 10, pp. 149-153

그림 3군수리사지목탑(左)과 왕흥사지목탑(右) 주망
국립문화재연구소, 『정림사역사문화적가치와연구현황』, 2008, pp. 150-151

사진 2황룡사목탑지발굴전경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 1984, p. 23



9층목탑을비롯한사천왕사, 망덕사, 기림사목탑등을

들수있으며초기신라의목탑건축은백제의기술이

전래됨으로써 가능하 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망덕사의 경우『삼국사기(三國史記)』권9 신

라본기(新갥本紀) 제9 경덕왕(景德王) 14년 기록에 13층

이라는 높이가 명시되어 있어 고층의 불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평면의규모가방형 3칸이고주칸의거리

가약 1.7m 내외에불과한작은규모의평면으로이러

한평면형태에근거하여 첨식형태의탑과같이 1층

이상의층고가매우낮은이형적탑의복원연구가진행

된바있다14.

이 밖에 신라에서는 분황사 모전석탑을 근거로 전

탑이한부류를이루었을것으로보기도한다. 이는중

국의경우와현존전탑이안동지역을중심으로분포하

고있음을고려하여볼때충분히가능성이있는것으

로추정된다15.

(4) 일본의 대형 불탑

일본의경우 6~7세기전기의탑으로현존하는것은

없고 7세기말 8세기초에 해당하는 현존 최고(最古)의

목탑인법륭사 5층탑을비롯하여 8세기의것으로 1/10

축척의모형으로추정되는 2개의소탑(小塔)을포함한 8

세기의 유구가 8동, 9세기 전기의 유구가 1동, 10세기

의유구가 1동존재한다. 이중가장늦은시기에건립

된제호사(醍 寺) 5층탑(952)은평면형식과구조가나

라시대(710~794)의현존목탑과거의동일하여이미일

본목탑의구조가정형화된것으로보인다16. 한편비조

사(飛鳥寺)를비롯한여러목탑지에관한발굴조사와현

존유구의분석을근거로한이들목탑의복원연구가

진행되고있다.

일본에서 나라시대 이전에 9층탑을 갖추었음이 사

료에서확인되는사원은백제대사(百濟大寺)와이의후

신에해당하는대관대사(大官大寺) 두가지사례외에는

없다. 백제대사 9층탑에대해서는길비지폐사(吉備池廢

寺) 발굴조사를 통하여 거대한 탑지 기단이 노출됨에

따라서명조(舒明朝)에조 되었음이확인되었다. 백제

대사의조 은서명 11년(639)에시작되었다가그의죽

음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것이 황극(皇極) 원년(642) 다

시재개된것으로보인다17. 백제대사의목탑은기단부

의규모가약 32m, 높이 2.8m 정도로추정되며심초구

덩이[心礎拔取穴]는 남북 6.7m×동서 5.4m 정도로 지

상에 위치하 을 것으로 보인다. 기단의 규모와 다른

목탑및목탑지의평면을통해한칸이약 3.3m 정도인

7칸 방형 규모로 추정되며 심초석이 있던 자리가 거

대하고이외의초석들에대한흔적은남아있지않지만

<그림 5>와같이확인된대관대사의경우등을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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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대관대사탑지발굴조사평면
동북학원대학학술연구회, 동북학원대학논집『곎史と文化』, 제40호, 2006, p. 96

그림 4 백제대사탑지기단단면도
동북학원대학학술연구회, 동북학원대학논집『곎史と文化』, 제40호, 2006, p. 92

14 김정수, 「망덕사십삼층목탑의형태추정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권 119호, 1984

15 이에관한저서로는박흥국의『한국의전탑연구』(학연문화사, 2000)이있다.

16 箱崎和久, 「日本古代木塔の平面配置および겖原的硏究」, 『한중일고대사지비교연구-목탑편학술세미나』, 2009. 05, p. 109

17 백제대사의조 은당시최대권력가로비조사(飛鳥寺)를건립하 던소아(蘇我)씨의세력에대한황실의강력한대응적의미로해석될수있으며이와같은배경에서황실의원찰

로 건립된 백제대사는 6~7세기 동아시아에서 고층 불탑을 건립하여 강력한 왕권을 표현하는 경향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小澤 毅, 「日本百濟大寺と大官大寺の發掘調査」, 동

북학원대학논집『곎史と文化』제40호, 동북학원대학학술연구회, 2006, pp. 86-87



하여사천주가없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18.

대관대사는 백제대사의 후신으로 등원경(藤原京,

694년 천도)에 새롭게 조 되었다. 1978년에 실시된 발

굴조사에서는유구를확인할수있었으며『대안사가람

연기병류기자재장(大安寺伽걄緣起幷流記資財帳)』에 기술

된 탑의 규모는 9층탑이다. 발굴조사에서는심초가 있

던자리와초석발취혈(礎石拔取穴) 6곳을확인하 다19.

기단토층조사를통하여전체기단규모는 26.5m, 높이

는 약 2m 정도로 추정되며 심초석은 지상식으로 윗면

이 노출되어 있었다. 반출되기 전 상태를 그린 도면에

의하면 심초는 3.0m×3.6m의 거석으로 윗면에 지름

1.2m의 원주좌와 사리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발

굴조사 시 확인된 심초구덩이도 남북 5.6m×동서

5.4m, 깊이 1m 정도로심초석의크기를뒷받침하여준

다. 그러나 사천주 초석에 관한 묘사는 없으며 발굴조

사에서도그흔적은확인되지않았다20.

8세기이후의현존하는대부분의목탑은 3층또는 5

층으로방형 3칸의규모를갖는것이매우보편적이다.

기둥의배치에서는정방형의평면중심에심주를세우

고층수가올라가도평면이기본적으로유지되나상층

에서는규모가작아지기때문에방형 2칸을갖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8세기까지 조 된 탑의 특징이며

후대의탑은모두최상층까지 3칸으로초층의평면규

모를유지하고있다21.

2. 대형 불탑 건축의 특성

(1) 내부 구조체의 축조

중국대형불탑의실제건축유지(遺址)에서드러난

가장커다란특징중의하나는중심부에항토로이루어

진실심체이다. 이러한실심체는주로풍하중과횡력에

저항하기위한거대한구조체의형성으로중국초기건

축의고대(高臺)와토목기술의발전적응용예로해석되

고있다. 이당시거대한하중을받는보와기둥의결합

구조가생성되었다고보기어렵고토심을이용하여하

중을지지하는것으

로해석한것이다22.

양홍훈(楊鴻勳)의복

원연구에서도고대

건축에 돈대(墩臺)-

벽체의핵심인토목

혼합결구-를만드는

것이 춘추 전국 시

기의“9층 대기(臺

基)”라고 하는 고층

궁관건축의 전통을

계승한것으로보고

있다23. 한편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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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小澤毅, 앞논문, p. 90

19 箱崎和久, 앞논문, 2008, pp. 110-111

20 小澤毅, 앞논문, p. 97

21 상층에서주칸을줄이는사례는법륭사(法隆寺)5중탑, 법기사(法起寺)3중탑, 약사사(藥師寺)동탑, 당마사(當麻寺)동탑의총 4동이다. 箱崎和久, 앞논문, p. 111

22 張馭 ·한동수역, 「북위시기낙양 녕사탑에관한복원연구」, 건축역사연구 6권 2호, 1997. pp. 148-149

23 楊鴻勳·한동수역, 「북위시기낙양 녕사탑의복원도초안에관하여」, 건축역사연구 6권 2호, 1997. p. 162

그림 7 녕사목탑복원안(左 : 양홍훈, 右 : 종효청)
동북학원대학학술연구회, 동북학원대학논집『곎史と文化』, 제40호, 2006, p. 10

그림 6 9층천불탑
유돈정저, 정옥근등역, 『중국고대건축
사』, 세진사, 1995, p. 161



한구조체자체의외곽에불감을형성하여불상을안치

하 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운강석굴의 탑심주나

북위 천안(天安) 원년(466)의 구층천불탑(九層千佛塔)(<그

림 6>)을근거로하고있다.

녕사목탑에대한복원연구에서는 <그림 8>에서

보는바와같이발굴조사시작성된목탑지의평면도에

서탑실심체를구성하는부분과회랑식전당을구성하

는부분의주열이일치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를모

두일치시켜내부의목구조가외부의보및기둥가구

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7 참조>). 이

흙벽에서공간을파내고다시기둥과지붕을이용하여

일종의누각양식을구성하는것으로결국대형목조건

축에서실심체는목구조의보와기둥으로하여금안정

되게하는동시에건축물의견고성을강화시키는것으

로파악되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의대형불탑건축

에서볼수있는가장주요한특징중의하나는흙을사

용한내부구조체의형식으로이것이고층불탑의내부

를형성함과동시에이의외부에목구조가부가되어외

부를형성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정형화된목구조로

만이루어지는목탑에서볼수있듯이부재들끼리“井”

자형으로결구되어적층하는방식과는구조원리가다

르게적용되는것을볼수있다. 즉항토방식으로이루

어진실심체에내부의목주와는별개로외부를구성하

는목구조가부가되는평면구조를취하는방식임을말

하여주고있다.

(2) 사리의 봉안

모든종교의발생에있어서교조(敎祖)의죽음과그

의유해에대한장례의식은그를따르는신도들에게매

우중요한과제 으며, 불교의경우에는석가모니의사

후에대해걱정하던제자들이미리그들의스승인석가

모니자신에게장송법을질문하 다. 석가모니는자신

의 유해를 전륜성왕의 장법에 따라 장례를 치를 것을

권하 고석가모니의사후에제자들은그의유해를화

장하고남은유골을모아서탑을세웠다. 따라서탑안

에 안치된 유골, 즉 사리는 석가모니가 한동안 세상에

존재하 다는것을알려주는하나의징표이자바로석

가모니자체로서숭배되어졌다. 따라서불교전래초기

부터탑의건립과사리의봉안은뗄수없는 접한관

계를맺고있다.

중국의 경우 수(隋) 이전에는 사리함을 기단 아래,

즉 기단부 항토( 土)에 직접 매납하다가 수 이후부터

당나라초기까지위치변화는없으나주변에벽돌담을

쌓아 보호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현존하는 중국의

방형사리안치실의가장이른예는 6세기말에해당하

는 수대(隋代) 청선사지(淸禪寺址, 589)에서 출토되었다.

이후 당 고종 현경(顯慶) 5년(660)부터 용삭(괟朔) 2년

(662) 사이에 시작되는 단계는 탑 아래에 봉안할 때에

묘실을모방한지궁(地宮)을구축하는것이특징이다24.

당대전기에는황실의장송의례에따른사리공양과장

엄이 성행하면서 소위‘甲’자형 사리안치실이 축조되

었다. 이러한갑자형사리안치실은지하에구축된지하

궁전인 황실의 분묘 구조를 따르고 있다. 북조 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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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녕사목탑복원평면도(양홍훈안)
양홍훈, 「羊于겗魏 洛陽永宇寺塔 原草 的說明」, 『겿物』, 1992 제9기, p. 84

24 楊泓, 「중국수·당시기불교사리용기」, 『불교미술사학』창간호, 2003, p. 105, 76



분묘에서부터이러한甲자형묘실구조가실제로축조

되었고, 당대(唐代) 황실 계통의 분묘들은 대부분 갑자

형 구조를 따르고 있다25. 그러나 일련의 중국 수·당

시기사리장엄과관련한탑기조사를통해밝혀진바에

의하면인수 4년(604) 신덕사(神德寺) 탑기를지궁의시

원형태가출현한것으로해석하고있어서 7세기초묘

제의개념이적용된사리봉안공간이마련되기시작하

음을짐작할수있다26.

녕사 목탑지의 경우 사리봉안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조팽성 불사에서는 항토 기조(基槽)의 최

상층, 즉탑기찰주초석바로아래에 70㎝크기의정방

형사리전함(舍利 函)이매납되어있었다. 이는특별히

제작된 커다란 벽돌로 구축되었다는 점, 아울러 찰주

초석의 바로 아래 쪽에 놓여져 있었던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항토 탑기(塔基)를 만들 때 통일적으로 설계되

고시공되어이미방형목탑건축의일부분으로존재하

며중국의초기불교에서사리를매납하는공간의초보

적 형성단계를 의미하거나, 혹은 사리를 묻는 지궁 건

축의시원으로서이해할수도있다27.

사리봉안과 별도로 지상에 마련되는 목탑의 내부

공간에는초기부터불상이모셔져있었던것으로보인

다. 녕사 목탑지 발굴조사 시에도 수많은 소조 불상

편들이출토되었고실심체의불감흔적도이를뒷받침

하여 주고 있다. 중국 최초의 불교사원이라고 하는 부

도사(浮圖詞)에서도 목조누각형 탑파의 1층에 금동 불

상으로안치하고대규모의인원수용이가능하다는점

에서이를불탑으로보는견해와불전으로보는견해가

엇갈리기도 하 다28. 또한 석굴의 탑심주나 5세기 제

작된구층천불탑과같은소형탑에서도매층마다부조

된불상들은이미사리봉안이라는탑본연의목적이외

에불상봉안과의례를수용하는기능을갖추고있었음

을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사리의 봉안은 주로 심초

석과관련하여다루어져왔으며심초석의설치위치를

건축적기술의발전과관련하여이해하여왔다. 시기적

으로 심초석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면 지하식→반지하

식→지상식으로 발전하 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해석이다. 이러한위치변화는사리용기나장

엄구의 매납이라고 하는 불교이념의 변화라고 하기보

다탑의건축기술이발전하면서이루어진것으로보고

있다. 즉초기에는건축기술이취약하여심주를안정된

상태에서세우고또이를유지하기위한보강법을강구

하면서동시에기단토안에견고히고정시키고자하

으나 심주 하부 부식에 따른 공동화(空洞化) 등의 문제

를인식하게되고진보된기술의도입이이루어지면서

심주를묻는위치가점차지상으로올라오게된것으로

보는것이다29. 따라서목탑지에서특히지하식심초석

의경우발견되는경사로, 즉사도(斜道)는심초석을안

치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파악하고입주(굤柱)의식이

나 사리봉안, 심초석 하부에 진단구 등이 매납되는 과

정에대하여서는부속적으로만인식하여온것이사실

이다30.

백제목탑지의심초석위치와사리봉안에관해서도

군수리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의 목탑 조 시기인

6세기중반까지심초석이지하에안치되다가이후반지

하식, 지상식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석사지

나황룡사지목탑조 시기인7세기전반기에지상식으

로고착화된것으로보는것이기존의견해이다31.

097 Cho, Eun Kyung 미륵사지서탑축조의구조원리에관한기초연구

25 주경미, 「중국고대불사리장엄연구 -위진남북조수당시대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p. 28

26 위치는수나라당시의의주(宜州) 의군현(宜君縣)으로여겨진다. 이탑기안에서도사리석함이하나나왔는데석탑의네벽과뚜껑은직사각형과사각형의호석으로안전하게둘러

싸여있었으며그주위에다시전장( 墻)을쌓았다. 楊泓, 앞논문, p. 81

27 朱岩石, 앞논문, pp. 105-106

28 김은중·주남철, 「동양탑파건축의의의변천에관한계통적연구-북방계탑파건축을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권 1호, 1985, pp. 44-45

29 小堀榮三, 『幻の塔を求めて西東』, 丸善株式會社出版サ一ビスセンタ一, 1989. pp. 113-114

30 佐川正敏은 사리감, 사리함 등이 심초석과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근거로 심주 기저부의 지하 매설이 사리매납과 원칙적으로 무관계 음을 주장하고 지하식 심초석의 탑

과 지상식 심초석 탑의 차이에 대한 토목건축학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佐川正敏, 「일본고대목탑기단의 구축기술복원과 심초설치형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백제연

구』제44집,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2006

31 정자 , 「백제의심초및사리봉안」, 『문화재』제41권제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p. 110



미륵사지서탑 축조 특성

1. 미륵사지서탑 구조 원리

(1) 내부 적심석과 외부 부재의 이분 구조

미륵사지서탑은주초석과기둥석이명확하게표현

되고 있어서 3×3칸의 구성을 알 수 있다. 미륵사지서

탑의 초석은 정방형으로 귀기둥석의 초석을 제외하면

각 면에 2개씩 모두 12개의 초석이 놓여 있다. 초석면

은 특별한 가공은 되어 있지 않으며 기둥이 세워지는

부분을 약간 거칠게 다듬은 정도이다. 그런데 외부 입

면에서볼수있듯이각부재는정확하게개별부재로

서표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내부에는기둥의표현

으로간주할수있는부분은전혀없으며측면벽석을 2

단 또는 3단으로 쌓아 각 방향 통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즉 내부에는 사천주와 같은 내진주의 표현이 나

타나지않고있는것이다.

<사진 4>에서보는바와같이 4개의구획으로나눠

지는 방형 적심은 외부 부재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초석과 기둥의 위치와도 관

련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앞서언급하 듯이초석

중앙에는기둥석이세워질수있는자리는약간거칠게

다듬어져있고노출되는부분은정다듬으로표면이매

끄럽게 가공되어 있다. 따라서 방형의 초석 중앙에 기

둥이 세워지므로 적심부와 기둥의 안쪽면은 노출되는

초석상면의폭만큼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다. 방형

의적심부는기둥과면하는부분에서통로측면벽석처

럼정교하게가공하거나축석하지는않았으나서로긴

결되거나 접하도록 내 지 않고 독립적으로 1개소씩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내부 적심부와 외부 부재

가분리되는것을조 당시에인식하고축조한것으로

판단된다.

1층에서 나타난 4개로 구획된 방형의 적심부는 상

층에서는일체화되어나타나고있다. 6층에서부터시

작된서탑의해체조사에있어서적심석의규칙성은찾

아보기 어려웠는 데, 이러한 불규칙성은 오히려 내부

적심을 하나의 것으로 인식하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다. 여러번의개축 흔적에도 불구하고 해체조사과정

에서 내부와 외부를 긴결하는 은장과 같은 도구와 결

구가공은찾아볼수없었다. 실제로외부부재는기울

어진 상태이나 내부 적심석들은 비교적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확인할 수있었다. 이는심주석

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데, 1층의 노출되는 부분

에서 심주석은 매우 정교하게 가공되었으나 상층부에

서확인된적심석은상하면을수평으로맞추는정도이

고 부재의 측면은 대강 다듬거나 아예 가공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 같은 층위의 적심석과 구별되지 않는 정

도이다. 

한편미륵사지서탑의구조안정성평가를위한구조

해석및실험에서는외부부재는외부부재로힘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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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미륵사지서탑 1층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보고서Ⅲ』, 2005, p. 8

사진 4미륵사지서탑 1층평면
국립문화재연구소등, 「미륵사지석탑사리장엄」, 2009, p. 4



달이이루어지고내부부재는내부부재로하중이전달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9> 참조)32. 따라서 심

주석은상층부로연결되는심주석의수직하중만전달

받아압축부재로작용하게되고상층적심부의구조는

4개의 방형으로 구획된 적심부로 분포하게 되며 외부

부재의하중이 1층의기둥과초석등으로전달되는것

이다33.

(2) 심주석의 표현

심주석은 4개의 적심부로 인해 형성되는 십자형의

통로공간이교차하는부분에위치하고있다. 1층부분

에는 가공한 심주석을 3단으로 쌓은 것이 확인되지만

그이상에서의존재는해체전에는확인이불가하 다.

그런데 해체조사 결과 4층 탑신 층위에서부터 심주석

에해당하는부재를확인할수있었던것이다. 

4층 탑신 층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심주석은 원

형의홈이가공되어있었으며일제시대작성된도면이

나사진에서도동일한위치에서볼수있어위치변화

는거의일어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특히이부재

는 90㎝×88㎝×41㎝정도의크기로윗면에는직경 36

㎝, 깊이 9.5㎝정도의원형홈이가공되어있었다(그림

10> 참조)34. 발견된부재직하부에서는어느정도변위

는 있었으나 수직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심주석 부재가

노출되었다. 그러나심주석부재는상·하면만수평다

듬한상태로측면은거의다듬지않아같은층위의적

심석과크게구별되지않았다. 이러한심주석은 1층부

분에서는십자형통로공간에노출되면서정교하게가

공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제1단 심주석은 크기가

100㎝×100㎝×75㎝이고, 최근 1단심주석에서 25㎝×

25㎝×26㎝크기의사리공과그내부에서유물이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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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미륵사지석탑심주석과적심부(左) 외부부재하중전달과붕괴모식도(右)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구조안정성평가연구최종보고서」, 2008, p. 9, pp. 121-122

변경전 3번 부재 수평이동

변경전 3번 부재 수평이동 후 시계방향 회전

변경 후(Case 1) 변경 후(Case 2)

Sliding

32 치장석은상부하중과 자중을하위의부재로보내는과정을반복하여 1층의기둥을거쳐집중하중으로 기초로전달한다. 적심석은상부하중과자중을십자통로의내부적심석으

로 전달되어 지반으로 전달된다. 심주석의 경우 적심석에 하중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 권양희·홍성걸, 「미륵사지석탑의 하중 전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

표대회논문집, 제28권 1호, 2008. 10., p. 54

33 외부 부재는 내부 적심석과 독립적인 거동을 하고 심주석의 상부 부분이 외부 부재를 이어주는 키스톤(key stone)의 역할을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 구조안정성

평가연구최종보고서」, 2008, p. 126

34 4층 하옥개받침석 층위에서는 남아있는 적심부 서측 중앙 부위에서 심주석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외형상 찰주를 꽂았던 부재로 추측되나 관련 부재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이부재는 1915년 콘크리트 공사이전에 작성된실측조사 도면에도표기되어 있으므로 현재상태의 붕괴이전에도 존재하고있었다고판단된다. 국립문

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보고서Ⅲ』, 2005, pp. 102-103



발견된바있다. 이심주석의아래에는상면크기가 140

㎝×140㎝의받침석상면이노출되어있다. 

서탑에대한기단부및토층조사는 2000년서탑의

해체공사를위한가설건축물을시설할주변부지에대

한유구확인조사의필요성에따라실시한것으로매우

부분적으로이루어졌다. 따라서심주석하부구조는발

굴조사가이루어진동탑지하부구조를근거로추정하

여볼수있다35.

동탑지의 기단 구조를 살펴보면 기단 내부 초석과

초석사이는상단초석상면아래 25㎝부분에서초반

석하부까지약 110㎝두께로화강암자연막돌(괴석, 약

25×15㎝)과적갈색점질토로한단한단층위를이루며

채워져서 전부 5단(토·석 모두 10단)으로 비교적 질서

있게 토·석 다짐으로 채워져 있었다. 중심부 초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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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서탑 주변발굴조사 보고서』, 2001, 15쪽. 주로 탑의기단동측면과 남측면 외부로이루어져 서탑기단부하부의 구조를파악하지는 못하 다.

서탑건립전에조성했을것으로추정되는성토층은지표하 60㎝ 지점에서드러났다. 이 층에서탑건립을위한되파기층이나타났는데되파기선의위치는하층기단면석에서

외측으로 170㎝되는 지점부터 그 토층선이 시작되지만 실제 급격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지점은 110㎝되는 지점이다. 하층기단 면석과 접한 되파기선 내의 다짐층은 지표하

70~140㎝ 층간은할석층과여러색의점질토층이교대로다져진것으로나타났다. 이 구간의할석은바로외측의되파기선과접하고있음을확인되었으며이는어느정도동탑

지기단외부굴광결과와유사하다고보여진다. 최맹식, 「발굴사례로본백제건물지의몇가지특징」, 한국건물지고고학회제2회학술대회, 2008. 10., p. 52

사진 5보수공사전미륵사지석탑(1915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보고서Ⅰ』, 2003, p. 277, 고적도보사진재인용

그림 10원형홈이가공된심주석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보고서Ⅲ』,
p. 103

그림 11미륵사동탑지발굴평면도 그림 12미륵사동탑지기단내외부토층단면도(서→동)

사진 6미륵사동탑지중심부화강석노출상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미륵사지동탑지기단및하부조사보고서」, 1992, p. 91(左), p. 131(右上), p. 93(右下)



빠져나간부분은주위에채워져있던작은자연막돌과

는달리큰화강석들이노출되었는데기단안에채워

졌던 토·석다짐을 제거하면서 나타난 모습을 살펴보

면 중심부는 아주 큰 크기의 화강석(100㎝×90㎝) 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따라서 이미 유실된 탑 중심부 심초

석자리는주먹모양의형태를띤큰자연화강석만남

아 있었다. 전체적인 분포 형태는 모를 죽인 방형으로

보이는데동서약 550㎝, 남북약 540㎝의면적에채워

져있었다36.

동탑지 하부 구조에서 나타난 심초부 하부의 커다

란 자연화강암석이 초석의 1/3 높이까지 세워져 있는

형태로축조되었다는것은기단부조성을위한지반다

짐보다는상부와연결되는심초석과같은부재를안치

하기 위해 구축한 시설로서 보여진다. 동탑 복원 설계

에서는 심주석 하부 구조 역시 초석과 초반석으로 된

이중구조를가정하 으나동탑지발굴조사결과기단

부에서 드러난 자연화강암석의 층위로 인하여 심초석

의구조는외부기둥을받치는초석과초반석의구조와

는다를것으로추정한견해가있다37. 따라서현재서

탑심주석을받치고있는부재는그층위로보아심초

석일가능성이높으며심주와심초석을받기위해대형

의부재를사용하여하부구조를형성하 을것으로추

정된다.

미륵사지서탑에서나타나는심주석은앞에서살펴

본 바와 같이 상층에서는 내부의 적심부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지는 않으나 수직적으로 위치하면서 1층

에서 적심부와 분리되어 표현되고있다. 즉적심부 내

에 심주석이 존재하고있는 것이다. 내부 구조체 내에

심주석의 존재는 항토 실심체 내에 심초석이 발견된

조팽성 불사 목탑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내부 구조체와 심주석이 동시에 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항토 기술을 이용하

여 실심체를 구성하는 방식과 일본의 목탑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독립적인 심주를 구성하는 방식의 중

간과정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 현존하는대부

분의 일본 목탑의 평면과 상부 구조는 대칭되는 주열

에따라상부수평부재가“井”자형태로짜이는방식

을 사용하고 평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심주와는 독

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심주는 상륜부를 지지하는

별개의 독립적 기둥이며 심초석은 이 심주를 받는 초

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38. 따라서 적심부와 심

주석의 혼합 구조는 목결구에 의해 불탑 건축의 골조

가형성되고심주가독립되어이루어지는구조방식보

다선행하는단계로볼수있다.

(3) 사리봉안과 4방향의 공간 구조

미륵사지서탑 1층 평면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언

급한심주석과이를중심으로형성된소위‘십자형통

로공간’으로도불리우는 4방향의공간이다. 동서남북

네방향으로형성된공간의바닥에는바닥석이깔려있

고통로이외의부분은 2~3단의석재를쌓아측면벽을

이루고, 그위에 2단의천장받침석과천장석을덮어형

성된다. 

심주석과십자형의공간이이루어내는미륵사지서

탑 1층평면의형태를중국의대안탑(大雁塔)과비교하

여국부적인형태의변화가발생하지않은초기형식을

간직한것으로보고평면의전체적인형태와심주석의

존재를 8세기초당대(唐代)의대안탑보다직설적인목

조 모방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연구가

진행된바있다39.

녕사목탑의경우는앞서언급하 듯이최외곽주

열이구성하는회랑식전당이실심체를둘러싸는평면

을구성하고, 특히실심체의벽면에는북측면을제외한

3면에 불감이 있어 불상을 봉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따라서평면공간의구조는실심체를중심으로주변

을위요하는형식의내부공간이형성된다. 일본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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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여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익산미륵사지동탑지기단및하부조사보고서』, 1992, pp. 18-19

37 부여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앞책, p. 19

38 箱崎和久, 「日本古代寺院における木造塔の柱配置と굤體겖元」, 東アジア 6~7世紀佛敎寺院塔基壇の考古學的硏究, 2005. 03., p. 184

39 김덕문, 「미륵사지서탑목조번안해석」, 한국건축역사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4. 11., pp. 106-107



는법륭사목탑평면에서보이듯이방형 3칸의내부중

심에심주가있고이심주를중심으로 4면에거대한불

상이 안치되어 있다. 그리고 목탑 외부에 상계(裳階)가

형성되어있어서실제로탑의내부가활용되기보다는

상계공간이탑과관련한의례를행하거나하는등의용

도로사용되었을가능성도있다. 신성한대상주위를돌

면서최고의존경을표하는종교적행위와관련하여위

요식공간이내부혹은외부에서형성되는것으로볼때

미륵사지서탑의 1층평면공간은심주석을중심으로하

는구심적공간을형성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공간구성은제1단심주석에사리가봉안되

어있던것과관련지어생각해볼수있다. 녕사목탑

지에서는사리의유무가확인되지않았으나지하에사리

가봉안되어도지상의목탑내부공간에불상이마련되

는 경우와 달리 미륵사지서탑에서는 불상 없이 사리가

지상에봉안되어있는것이다. 이는불탑이사리의안치

라는궁극적인목적에좀더부합하는것으로석재를사

용하여비교적큰공간을형성하기어려운구조적·기술

적한계를극복하는방안으로써사리를지상에봉안하고

‘사리=부처’를 표현하는 공간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 따라서불상마련후이를중심으로위요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보다는 사리를 봉안할 때 행하여지는

의식공간을고려하여구성된것으로추정된다.

2. 대형 불탑 건축으로서의 구조

(1) 내부 구조체의 존재 가능성

북위 녕사목탑에관한몇가지의복원안을살펴

보면 전체 9층 높이에 내부의 탑실심체가 6~7층까지

형성되어 외부의 목구조는 이러한 탑실심체에 부가되

는 방식의 개념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40. 그런데

미륵사지서탑의구조역시내부의적심부와외부부재

가분리되어있음이해체조사과정에서밝혀졌다. 외부

부재가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적심부재는 수

직수평을유지하면서적층된상태로나타나므로내부

적심부재는 하나의 구조체가 되어 구조적으로 외부와

독립적으로작용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각층위에

서 적심석을 놓는 일정한 방식이 없는 것은 통줄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이기도하지만전체를하나의구조체로인식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층 평면에서 나타나

는 십자형 통로공간으로 구획되는 4개의 적심부는 사

천주의표현이없는것으로보아상부와연속되는내부

구조체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1층부터 상층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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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불탑의평면공간구조

위요형공간구조 구심형공간구조

녕사목탑 법륭사목탑 미륵사지서탑

40 녕사목탑의복원안은양홍훈(楊鴻勛)과종효청(鐘曉靑), 장어환(張馭 )이제시한바있다.



내부에일체화된적심부(積心部)를두어중추적구조체

가될수있도록한것으로 녕사의토목혼합구조인

탑실심체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

체형내부구조방식을적용한것은탑의층수와규모

에기인한것으로보여진다. 『낙양가람기』에사례를들

고있는많은불탑에관한설명에있어서탑의층수를 9

층으로기록하고있는것은 녕사목탑 1기에불과하

다. 미륵사에서 9층이라는 고층의탑을 건축하는데있

어서그구조적해결방안을 녕사목탑과같은사례에

서 찾았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백제 건축에서 양(겳)

나라를 비롯한 남조의 향이 지대하 음은 분명하나

현재 남조의 불탑 건축에 관한 기록은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남조의 대통사 목탑이 9층이었음이기록

에의해확인되며이것이 녕사와쌍을이루고있었다

는점에서주목된다41.

한편 단편적이기는 하나 내부에 이러한 적심체를

형성하 을가능성이있는고대불탑건축의사례를찾

아볼수있다. 왕흥사목탑지의경우중심부분에서잔

존기단토로부터약 50㎝아래에서크기 100×110×45

㎝의심초석이발견되었고심초석남단에가공된사리

공에서유물이수습되면서 577년의건립연대가밝혀졌

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심초석발견당시

석재남단부에마련된사리장치시설을피해석재중앙

부에서크기 80㎝의정방형판축시설이확인되었는데

이는애초심초석상부적심시설로조성되었으며지상

에별도의심초석이놓인것으로추정하고확인된심초

103 Cho, Eun Kyung 미륵사지서탑축조의구조원리에관한기초연구

41 남조, 특히양무제의불교건축에관하여살펴볼수있는것으로는동태사(同泰寺)에관한기록중『곎代三寶記』권11에 녕탑에필적할다는기록이주목할만하다.

樓閣殿台, 房걉綺飾, 겎云九級, 儷魏永寧

佛敎小百科.全佛編輯部編, 『中國的佛塔』,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p. 50

그림 13왕흥사목탑지심초석
정자 , 「백제의심초및사리봉안」, 『문화재』41권 1호, 2008, p. 115

범례
심초석 상부 적심
심초석 안치후 되메운 층
목탑 기단 판축층
심초부 채움토

심초부 광선

심초부 광선
목탑기단판축층

그림 14마애탑의추정평면 사진 7남산마애탑
箱崎和久, 「경주남산탑곡마애탑에관한건축적연구」, 한일문화재논집Ⅰ,
2007, p. 442



석은단순히사리를봉안하기위한것으로서파악하여

지하 심초석에서 지상 심초석으로의 이행과정으로 보

았다42. 한편으로창건당시에는심초석위에심주가세

워졌었으나이후개축과정에서심초석위에다시판축

을한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 그러나심초석위에이

판축시설을먼저조성한후주변부를채운것으로보이

며43 심초석과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면 단순한 판축시

설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또한 단순한 지반의

보강이나지상에별도의심주와심초석을받치기위하

여 기단부 내에 판축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정방형의

형태를 갖춘판축시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오

히려 판축을 이용해 어느 정도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

는구조체가존재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

또다른예로는경주남산탑곡제2 사지(寺址)에있

는마애탑(磨崖塔)을들수있다. 7층탑과 9층탑의부조

가 있어, 목조탑의 의장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9층탑은 황룡사 9층탑을 모사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있다(<사진 7> 참조>). 9세기에제작된것으로

보이며일본뿐아니라동아시아에도현존하는예가없

는 고대의 목탑 의장을 반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되고있다44. 9층탑의세부를보면기단은이층기

단으로 하층기단보다 상층기단의 높이가 높으며 1층

처마는하층기단만큼내 고있어상층기단은처마안

쪽에형성되어있다. 탑신과각층은위로갈수록폭이

좁아지는데 각층 탑신은 내부를 2개의 구획으로 나누

어 각각의 중심부에 수직선을 새겼다. 이러한 마애탑

도상에서 추정할 수 있는 평면 규모는 2칸×2칸이다.

그러나이는실제적인 9층목탑의평면구성으로보기

어렵다. 다른 추정 가능한 안은 이를 평면 5칸×5칸으

로 보는 방법이다. 비교적 도드라지게 부조한 부분의

양단을기둥의위치로보게되면탑의도상은목조탑의

주요한구조체를표현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

경우는실제평면의규모와일치하여생각해볼수있

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한 2

개의 구획 중심부에 수직선을 새긴 부분이다45. 탑이

부조된깊이에주목하여자세히살펴보면외부의평면

을표현한부분보다얕은부조로표현되어있어이보다

안쪽 즉 내부의 구조체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있다. 마치 2칸의평면처럼보이는것은중요한내부

의구조체를보여주기위하여일종의투 방식으로표

현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마애탑도상을 바탕으로 평

면을 추정하여 보면 <그림 14>와 같다. 이러한구획선은

1층부터 9층까지연속적으로이어지고있어서내부구

조체가수직적으로연결되고있음을짐작케하고있다.

고찰한바와같이미륵사지서탑과같은 9층정도의

규모를갖는고대불탑건축에서는내부의구조체가형

성되고외부부재를부가하여구조적으로분리되는개

념이 적용되고, 특히 내부 구조가 자체적으로 지지될

수있는구조를가질수있는방식으로축조하 을가

능성이있다.

(2) 적심부와 심주의 혼합구조

미륵사지서탑에서는상부에일체의내부적심부가

구성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1층에서명확하게드러나

는심주석이존재하고있으며이러한심주석의표현은

최소 탑신부 4층 층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확인되어

미륵사지서탑이‘목탑의 번안’이라는 명제를 더욱 공

고히하 다.

중국에서는 업성 조팽성 불사의 탑지 유적이 발견

되기전중국남북조시대와수당시대문헌에서보이는

찰주와관련된기록을예증할만한사례가한건도없

었다. 따라서 조팽성 불사의 심초석과 그로 인한 심주

의 존재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46. 조팽성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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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김연수, 「부여왕흥사목탑지출토사리장엄구에대하여」, 『부여왕흥사지출토사리기의의미』, 2008, p. 43

4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왕흥사지제9차발굴조사약보고」, 2008, p. 13

44 箱崎和久, 「경주남산탑곡마애탑에관한건축적연구」, 한일문화재논집Ⅰ, 2007, pp. 438-439

45 이에 대해 箱崎和久는 그의 논문(「경주 남산 탑곡 마애탑에 관한 건축적 연구」, 한일문화재논집Ⅰ, 2007)에서 문비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하 으나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것인지

명확하지않다고설명하고있다.

46 朱岩石, 앞논문, p. 105



는 기단 외변 길이가 30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목

탑으로추정되고있으며탑의심초석은기단내부구지

표면과거의같은층위에서발견되었는데크기는 1.2m

내외의정방형으로복분식(覆盆式)의가공과심주를결

구할 수 있는 촉구멍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평면의 중

심부에는기단부에서연결되어축조된항토가기단상

면위로약 1.5m 가량잔존되어있었다. 조팽성불사의

목탑지층수에대해서는전혀확인된바가없으므로기

단상면위로올라온항토를실심체로보기에는무리가

있으나현재남아있는기단상면의항토가심주를둘러

싸는내진주 역까지잔존하고있어기둥이항토내에

위치하 던추정된다. 따라서 녕사목탑의경우와같

이구조체로서의역할을하는실심체가심주및내진주

열과함께결합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한편 조팽성 불사의 심초석을 반지하식 심초의 가

장시기가이른예로파악한견해가있다47. 그러나기

단의 높이를 3m 정도로 보고 이 기단 상면 위로 1.5m

정도의항토된실심체로파악하는것이발굴조사자의

견해이다. 따라서 조팽성 불사의 경우는 심주와 항토

실심체가 결합된 형태로 판단된다. 탑 전체 기단의 규

모와 평면의 규모를 생각하 을 때 1.2m의 심초석과

그 위에 세워졌을 심주의 직경을 추정하여 보면 현재

일본의목탑에서와같은상륜을지지하는독립적인심

주를생각하기는어렵다. 이는선행하는 녕사목탑지

에서 4개의 4주조합체로실심체내부의기둥을형성하

던가장안쪽의주열이하나의심주로변화된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심주와 심초석이 탑의 중심이자

직하부에사리가봉안되어있다는상징적의미와더불

어기술적발전으로해석할수도있다48.

이러한심주의존재는미륵사지서탑에서보다적극

적으로표현된것으로간주된다. 상부에서는내부적심

부와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지 않으나 1층에서는 적심

부와 독립적으로 축조되면서 심주석의 의미를 명확하

게표현하고있다. 이는조팽성불사의예와같이심주

와내부구조체가동시에나타나는단계에서보다심주

의의미가강조된것으로볼수있다. 이후일본의목탑

과같은구조방식과심주의기능으로변화되는과정의

한단계로추정하여볼수있다.

(3) 사리 중심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묘제 축조기법 적용

앞서 언급하 듯이 서탑의 1층 평면에서 두드러지

는특징중의하나는심주와이를중심으로 4방향의구

심적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형성된것은최근 1단심주석에서발견된사리의봉안

과깊은관계가있다고판단된다.

미륵사지서탑의경우사리봉안기에밝혀진기해년

(639)을근거로심초석이지상화되고사리의봉안이심

초석과분리되는연대가확실한사례중하나로볼수

있다. 그렇다면사리를지상에봉안하는것과 1층의평

면구성이어떻게이루어지게되었는가를연관시켜생

각해볼필요가있다. 중국의경우는앞서고찰한바와

같이탑의기단하부에축조된항토내에직접매납하

는방식에서점차황실의묘제를모방한지궁의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백제와 일본의 경우 지하에 위치하는

심초석의 경우 사도(斜道)를 확인한 예가 있는데 대부

분의경우이를심초석을안치하는통로정도로해석하

는것이일반적이었다. 

사도는 백제의 목탑지 중 군수리사지와 왕흥사지,

금강사지 등에서 조사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심초석이

지하에위치하고있는경우에해당한다(<사진 8> 참조).

사도의형태는계단식과경사식으로나뉘어지며그폭

과경사도는일정하게나타나고있지않으나심초측면

부에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고, 그 폭이 심초석보다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도는 지하에 놓이는 거

대한심초를운반하기위한반입로기능을일부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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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佐川正敏은 그의 논문(「일본고대목탑기단의 구속기술복원과 심초설치형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제44집, 2006)에서 조팽성 불사의 심초석을 반지하식의 원류로 보

고 녕사목탑의실심체를구성하는목주의 3단받침초석을지하식심초의예로보았다.

48 실제 녕사 목탑에서는 한변크기 40m의 기단부구축을 위해 100m 크기의방형 항토기조를 마련하 으나 이것이조팽성 불사에서는 30m 규모의 기단구축을 위해 45m 크

기로항토기조를구축하는등보다합리적인건축기술의발전이있었다는데에서도엿볼수있다.



기위하여시설된것으로해석되어왔다 49.

그러나심초석에사리를봉안하거나진단구등을매

납하는의식을하게될경우이사도는사리를비롯한유

물, 그리고봉안의식의참여자들이이동하는경로로서도

활용될수있다. 즉지궁이나묘실에진입하게되는연도

와의관련성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이는

사리의본질적인의미에기인하는것으로서사리가부처

의유골(遺骨)이며, 이를모시기위한예제(괋制)로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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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군수리사지목탑지의사도와심초구덩이 정자 , 「백제의심초및사리봉안」, 『문화재』41권 1호, 2008, p. 113

49 정자 , 앞논문, p. 120

사진 9육곡리 2호분묘실내부
이남석, 『백제의고분문화』, 서경, 2002, p. 209

사진 10미륵사지서탑공간내부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보고서Ⅰ』, 
2003, p. 37

그림 15염창리Ⅲ-87호분
공주대학교박물관등, 『염창리고분군』, 2003,
p. 263



제의적용은자연스러운것으로볼수있다. 

미륵사지서탑에서는불상이아닌사리를봉안하므

로불상을중심으로위요하는공간구성이아닌사리를

향하여집중되는구심적공간을형성하 다. 이러한공

간을만들어내는데있어서백제의횡혈식석실분묘제

는 축적된 석조 기술과 공간적 의미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백제의 중심적 묘제

는횡혈식석실분으로도읍지일원에거주하는중앙세

력의묘제로서등장하여점차백제의전역으로보급되

어보편적묘제로활용되었다50. 백제횡혈식석실분은

묘실의 평면, 천장의 가구형태, 입구의시설방식, 그리

고 연도의 규모나 형상 등에서 차별적 속성을 발견할

수있으며제요소의결합상이가장집약된형태로나타

나면서다양성을갖춘천장형식에따라구분되고있다.

6세기사비천도이후천장형태는터널식에서고임식

으로 변화하는데 고임식은 천장이 평천장이나 벽체의

상단에안으로경사를둔고임석을올린다음에수평의

평천장을구성한것으로판석형의대석을사용한예가

많고묘실의평면은장방형또는세장방형으로변화하

다. 즉묘실의장방형화는천장가구의변화를일으키

게되었고, 더불어축조재료가할석에서판석으로변화

되면서천장이원형이아닌고임식혹은수평식을창출

하게된것이다. 고임식의경우터널식이소멸되는 6세

기중·후반경에이르러발생하여백제가멸망하던시

기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51.

고임식의 백제 횡혈식 석실분의 축조 형태를 살펴

보면탑내부 1층의공간이훨씬가공과축조가정교하

게 이루어졌으나 그 형태와 축조방식이 미륵사지서탑

공간과매우유사한것을알수있다. 십자형통로공간

의 2단 천장 받침석은 고임식 석실분에서 경사부재를

사용하여 1단또는 2단으로천장을받치는것과유사하

며천장석과벽면석의축조방식또한공통적이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미륵사지서탑 1층에서나타

나고있는 4방향의공간구조는불상이안치되고이를

중심으로위요하는의례공간과는다른성격으로판단

되는 데, 이는 심주석에 마련되어 있는 사리의 봉안과

관계있는것으로오히려기존의심초석에사리를봉안

하거나하는등의사도를이용한의식공간에서이어져

왔으며 중국에서도 묘제를 도입하여 사리를 봉안하는

지궁이 형성되던 시기에도 해당되어 묘제의 축조기법

이적용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결론

이상에서 미륵사지서탑의 축조 특성을 고대 대형

불탑건축과관련지어살펴보았으며그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미륵사지서탑은 내부와 외부가 독립적인 개

념으로 축조되었다. 즉 내부의 적심구조는 일체형을

이루면서 외부와 긴결되지 않는 개념이 적용되었는

데, 이는당시의고층불탑건축에서나타나는구조방

식의표현으로보여진다. 미륵사지서탑역시 7층또는

9층으로 추정하고 있는 고층의 불탑이므로 녕사 목

탑지에서확인된탑실심체와같이내부의구조체를형

성하고외부부재를부가하는방식으로축조된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미륵사지서탑에서는상부의적심부와동시에

심주석이동시에존재하는혼합구조를표현하고있는

데이는중국의 녕사목탑과같은실심체의구조보다

발전된것으로조팽성불사의심초석과항토실심체의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혼합 구조는

황룡사목탑이나일본의목탑과같이내외진을전부목

구조로형성하고심주가독립적으로지지되는구조방

식보다이른것으로판단된다.

셋째, 미륵사지서탑의 경우 사리가 지상의 심주석

내에안치되면서심주석을중심으로 4방향의구심적공

간이형성된것으로보인다. 이는불상이안치되고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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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남석, 『백제석실분연구』, 학연문화사, 1999, p. 126

51 이남석, 『백제묘제의연구』, 서경문화사, 2002, pp. 258-261



중심으로위요하는의례공간과는다른성격으로판단

되며동시기건축과는구별되는특징으로보여진다.

넷째, 4방향의구심적공간형성은사리의본질적의

미에 기인하여 적극적으로 묘제를 도입하 으며 백제

6~7세기의묘제인횡혈식석실분과유사한방식으로축

조된것으로판단된다. 이는사리가봉안되어있는상징

적공간을효과적으로표현하기위한방법인동시에석

재를사용하여축조된서탑의경우재료적동일성으로

인하여수용이더욱용이하 던것으로추정된다.

현재미륵사지서탑의해체조사가진행중이므로기

단부의구축방법이나해체조사결과밝혀지는사실들

로더많은후속연구가진행되어야함은분명하다. 또

한본연구에서는동시대의목탑을위주로비교분석을

시도하 으나당시조 된전탑과의연관성, 후대에건

립된목탑이나석탑의계통사적분석등을통하여미륵

사지서탑의 조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한 보다 타당성

있는해석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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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tudy on the Building Principles of
Structure in Mireuksaji Stone Pagoda

Abstract

Mireuksa Temple was founded during the reign of King Mu of Baekje(AD 600-641). The circumstance of the

construction of this temple is documented in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amgukyusa) .

The pagoda named stone pagoda at Mireuksaji temple stands outside the main sanctuary of the western area. The

south and west sides of the stone pagoda have completely collapsed, leaving only the eastern facade of six of its

levels intact. Through the recent discovery of sarira reliquary we can see that the erection of this pagoda was in 639.

So owing to accumulation of excavation results about Baekje temple site and vigorous academic exchange, it is

possible that architecture of western pagoda at Mireuksaji temple can be understood in connection with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of wooden pagoda from 6th to early 7th century in East Asia. So this study is on the

consideration of building of this pagoda putting first structure of upper part and cross-shaped space in 1st floor. It was

considered that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as stone could be applied to the temple pagoda architecture of large sca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d been built in recognition that the outer and inner part of pagoda should be separated. As it is the

expression of structural system in temple pagoda architecture of large scale at that time. In pagoda there was a self-

erected structure and the members of outer part of it were constructed additionally.

Second, in Mireuksaji stone pagoda there is central column with stones. With inner part of pagoda it can be

regarded as mixed structural system that constitutes central contral column and inner structural part. And it could be a

kind of middle step to more developed structure of whole as wooden pagodas in Japan.

Third, as the sarira reliquary was in central column on the first floor, the cross-shaped space could be made. The

formation of this space was so on the natural meaning of sarira that the concept as memorial service of graves could

be apllied to the pagoda. The style of tomb in Baekje was expressed to the space of 1st floor in pagoda where Sarira

had been mstalled. That was not only effective presentation of symbolic space but also easier method in the use of

same material.

Keywords | wooden pagoda in East Asia stone, western pagoda at Mireuksaji temple, inner structural part, sarira
reliquary, cross-shaped space, build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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