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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갥石塔의
始源考察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라고 하지만 석탑이 발생하기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모두 목탑을 먼저 조 하 다.

석탑은이후삼국시대후반인 7세기초반에이르러석재로써목탑을모방한미륵사석탑이건립되었다.  

우리나라 석탑은 목탑을 모방하여 발전되었다는 데는 아무런 제론이 없다. 또 석탑의 시원을 미륵사석탑이라는 데도

어느누구도이론이없다.

600년대 백제와 신라 양국의 사찰창건과 조탑은 동일한 기술자들에 의해서 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에서는 석

탑의 시원은 목탑에 두면서 신라에서는 석탑의 시원은 목탑에 두지 않고 전탑에 둔다는 것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하고자한다. 

따라서 필자의 견해는 신라석탑의 시원은 두 계보로 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목탑에서 미륵사석탑과 정림사석탑을 거

쳐서감은사탑과고선사탑으로이어지는계보이고, 다른하나는전탑에서분황사모전석탑—의성탑리오층석탑—선산죽

장동오층석탑—선산낙산동삼층석탑으로이어지는계보로정리해보고자한다. 

이렇게석탑의시원을목탑에두면서도석탑옥개석층급받침은전탑또는고구려고분천정에서그시원을두기도하여,

목조 공포의 약화된 표현이라는 의견과 논란이 가끔 있는데, 전탑의 층급은 같은 길이로 내 고 있지만, 석탑 옥개받침은

처마부분을더많이내미는차이가있다. 따라서목조건물공포에서변형되었다고주장하고자한다.

주제어 |목탑, 미륵사탑, 분황사탑, 신라석탑의시원, 층급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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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고구려소수림왕 2년(372)에불교가들

어온 4세기후반부터 6세기후반까지약 2세기동안은

주로 목탑(木塔)이 조 (造營)되었음을 남아 있는 유구

(遺構)를통하여알수있다.

고구려는 평양시 동쪽의 청암리 금강사지에서 8각

목탑지 기단과 대동군 임원면 상오리사지 8각 목탑지

기단이조사된바있으며, 백제는부여의군수리사지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금강사지, 서복사지와 익산시

왕궁면 제석사지에서도 목탑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신라의 목탑 유지(遺址)는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망덕

사지, 보문리사지등이있다.

『三國遺事』와『三國史記』에는 황룡사목탑의 조성

과탑의높이, 유지관리등에대한기록이자세하게남

아 있다01. 황룡사 목탑은 우리나라 고대 목탑지 중에

서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세워

진 탑 중에서도 최고(最高)·최대(最大)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석탑이 발생하기 전에

삼국이 모두 목탑을 먼저 건립하 다. 석탑은 이후 삼

국시대 후반인 7세기 초반에 이르러 석재로써 목탑을

모방한탑이건립되었다. 이것이바로미륵사석탑이다.

이미륵사석탑은우리나라석탑의시원(始源)이라는데

는석탑을연구하는많은사람들이공감하는사실이다.

이렇게석탑의시원이백제에서먼저건립된것은조탑

기술을 들고 있다. 백제는 당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건축기술이 발달하 음을 알 수 있다. 백제가“寺塔甚

多”의 나라로서 널리 외국에 알려진 사실02이나, 신라

의 황룡사9층목탑을 건립할 때 백제의 아비지(阿非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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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 『皇龍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84, p. 30에황룡사에대한기록을모두정리해두었다.

02 중국역사서인周書의‘백제전’에‘寺塔甚多’라고하여백제에는탑이많다고기록되어있다.

사진 1미륵사석탑전경 사진 2정림사오층석탑전경



가 초빙되어 가서 거역(巨役)을 담당하 다는 사실03,

그리고일본에초기사원건립을위하여백제의목수와

와박사(瓦博士) 등사탑(寺塔)건립기술자들이일본으로

건너간역사적사실04 등을보아알수있다. 

백제시대에 건립된 석탑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탑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미륵사석탑(彌겇

寺石塔)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정림사석탑

(定林寺石塔) 2기뿐이다<사진 1·2>.

미륵사석탑(국보 제11호)은 현재 사지(寺址) 서쪽의

원위치에남아있었으나, 보수정비를위하여 2001년해

체를시작하여 2009년 5월해체를완료하여지금은탑

을볼수없다. 이석탑을우리나라「最古의石塔」이며,

그양식이목탑과흡사함을누구나느낄수있다는점

에서이탑은이전에선행하 던목탑양식을석재로써

충실히구현한것으로생각된다. 

부여 정림사오층석탑(국보 제9호)은 현재 상륜부를

결실한채정림사지원래위치에남아있다. 이탑역시

목탑의 번안(飜案)이라고 생각되며, 각부의 양식수법에

서이를확인할수있다. 즉, 좁고낮은단층기단과각층

우주에 나타나는 민흘림기법, 옥개석 하면에 목조건물

의공포를약화하여표현한기법, 특히낙수면네귀퉁

이의두툼한우동, 많은부재로결구된점등은미륵사

석탑과같이목탑의번안임을알수있는부분이다. 

현존하는신라석탑중가장이른시기에조 된석

탑은경주의분황사모전석탑(芬皇寺模塼石塔)이다. 분황

사는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05되었는데, 탑도 이때

함께조성된것으로보고있다. 

분황사모전석탑(국보제30호)은자연석으로넓게쌓

은단층기단위에탑신부를받기위한화강암장대석 1

단탑신받침을방형으로놓고그위에전돌모양의흑

갈색 안산암(安山巖)으로 쌓았다. 1층 탑신 4면에는 감

실(龕室)이설치되어있고그좌우에는인왕상(仁王굤像)

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단 네 모서리에는 석사자가 배

치되어있다. 

분황사모전석탑이 조성된 선덕여왕 3년(634)은 미

륵사석탑이 조성(639)된06 백제의 무왕대와 같은 시기

이지만, 신라석탑의시원은백제와는다르게목탑에두

지않고전탑(塼塔)에두고있다. 또석탑이조성된 600

년대는백제와신라의사탑(寺塔)조 기술자들의왕래

가 활발하 음07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석탑시원은 목

탑과전탑으로보고있는기존의학설을검토해볼필

요가있다고생각된다. 

우리나라 석탑의 발생

우리나라의 불탑(佛塔) 조 (造營)은 목탑에서 시작

되어서점차석탑으로전환되었다고생각된다. 목조에

서석조로의전환은문화와기술의발전사로보아서알

수있고, 남아있는유구를통해서확인이가능하다. 그

렇다면목탑에서석탑으로전환된주된이유는무엇일

까? 목탑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을까? 아니면 석탑이

목탑에 비해서 더 많은 장점이 있어서 을까? 아니면

문화와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

로목탑에서석탑으로전환되었을까? 

보편적으로문화나기술의흐름에있어서목조에서

석조로 발전하여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고생각된다. 그러나자연스런문화와기술의발전과정

에서나타난결과라면목탑과석탑은오래도록공존하

을 것이다.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는 오래도록

공존하고 있음을 여러 분야 문화 발전과정에서 볼 수

있다08. 선후 두 문화가 오래도록 공존하는 것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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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九層塔條. 

04『日本書紀』卷第 20, 敏達天皇 6年 11月條, 『日本書紀』卷第 21, 崇峻天皇元年是歲條. 

05『三國史記』卷第五新갥本紀第五善德王眞德王太宗王條. “善德王立…三年春正月改元仁平芬皇寺成…”

06 2009년 1월 14일미륵사서석탑해체조사중심주(心柱) 사리공에서발견된사리장엄금제사리봉안기에백제왕후가가람을창건하고기해년(639)에탑을조성하여왕실의안녕을

기원하는내용의발원문에서석탑조성절대연대가확인되었다. 금제사리봉안기는가로 15.5㎝, 세로 10.5㎝ 크기의얇은금판앞면과뒷면에한줄에 9자씩모두 193자가음각

되어있으며, 앞면에는붉은주칠을하여 자가선명하게드러나도록하 다.

07 ①『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九層塔條.

②『三國遺事』, 卷第二紀굋第二, 武王條.



스럽게전개되는문화의발전과정에서볼수있는결과

라고생각된다. 

따라서 불탑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탑에도장점과단점이있고, 석탑에도장점과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 어느 것도 완벽하게 장점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동안은 목탑이 적합

하여선호하기도하고, 또석탑이적합하여선호하기도

하면서두탑은한동안공존하면서발전해왔을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사찰건축역사에서 살펴보면 불탑도 목탑

과석탑이공존한시기가있었다. 그실례가전라북도익

산시금마면기양리에있는미륵사에서볼수있다. 미륵

사에는남아있는유지(遺址)를통해서목탑과석탑이한

사찰내에공존하 음을알수있다. 그러나미륵사이외

에서는목탑과석탑이한가람내에서공존한예를찾아

볼수없다. 이것은목탑과석탑이공존한기간이그렇게

길지는않았던것으로보인다. 이것은석탑이목탑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탑의

조 목적을충족시키기에는석탑이목탑보다더욱적합

하다고판단하 기때문으로생각해볼수있다. 

목탑이가지고있는단점은황룡사목탑기록에서자

세하게알수있다09. 선덕여왕 12년(643)에 조 된 탑

은 고려 고종 25년(1238) 소실된 때까지 약 600년간

조속하는 동안 벼락을 3차례 맞고, 지진과 재앙 등

을 입어서 모두 14차례에 걸쳐서 탑을 수리 또는

중수한 기록이 있다. 벼락을몇차례맞고, 진동과재

앙을입어서모두여섯차례에걸쳐서탑을수리한기록

이있다. 기록에서보는바와같이목탑은낙뢰와지진,

태풍등자연재해와화재로인한피해가크다. 그리고목

조특성상 잦은 주기로 기와 번와(燔瓦)와 목조의 내구

연한도래로 100년에서 150년주기적으로전면보수는

불가피하다10. 따라서 목탑에서는 탑이 추구하는 원

성(永遠性)을기대할수없다고판단하 을것이다. 

탑은 곧 부처님의 상징이고 불멸의 부처님의 집이

다. 불가에서신앙으로가장우선시하고신성시되어야

할부처님의사리를모신장골처(葬骨處)의잦은보수는

불자의마음에크게부담으로작용하 을것이고, 따라

서목탑의결함을해결해보려는마음을항상간직해오

다가탑의 구성을추구한나머지탑의재료를석재로

바꾸는발상의전환을시도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우리조상들은석탑을조 하기전부터바위의견고

함과 원성을인지하고바위에마애불상을조성해왔

다. 그러나 선학들은 석탑의 발생이유를 도처에 질 좋

은화강암이풍부하 기때문이라고말하고있다11. 선

학들이 제시한 질 좋은 화강암이 도처에 풍부한 것이

석탑발생필요조건중한가지는될수있어도그것이

결코필수조건은아니었다고생각된다. 우리나라의자

연조건으로보아당시에는화강암뿐만아니라목재도

도처에풍부하 을것으로생각된다. 

그외에석탑이발생한이유를들고있는것으로는

정 호가백제에서석탑이먼저발생한예를들어서장

기간동안목탑을조 하면서쌓은발전된조탑기술을

들고 있고12, 장충식은 그의 저서13에서“전재(塼材)의

비생산성과 비경제성은 결국 신라석탑의 독특한 양식

을창안하기에이르 다.”고하 다. 천득염은그의논

문14에서장충식의이론을그대로인용하고있다. 

159 Nam, Si Jin 新갥石塔의始源考察

08 토기(器)와자기(磁器), 자기와옹기(甕器) 등여러분야의선후문화는오래도록공존하는예는무수히많고, 공존기간이아주긴것도있다. 

09『三國史記』, 卷 第八, 新갥本紀 第八, 聖德王條, 『三國遺事』, 卷 第三, 塔像 第四, 皇龍寺九層塔條 , 刹柱本紀, 文化財管理局·文化財硏究所, 『皇龍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Ⅰ,

1984, p. 28에자세하게정리되어있다.

10 이것은그간의목조건물의해체보수주기를보아알수있다.

11 ①鄭永鎬, 韓國石塔樣式의變遷, 韓國의美⑨, 『石塔』, 中央日報社刊, 1989, pp. 168-169

② , 『석탑』, 대원사, 1999, pp. 64-65

③권종남, 『皇龍寺九層木塔』, 미술문화, 2006, p.10에서도위내용을인용하고

④金鉉埈, 『사찰, 그속에깃든의미』, 敎保文庫, p. 119

⑤千得琰, 『百濟系石塔의造形特性과變遷에관한硏究』, 高麗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0, p. 1, 이외에도많은석탑연구자들은이를원용하고있다.

12 鄭永鎬, 韓國石塔樣式의變遷, 韓國의美⑨, 『石塔』, 中央日報社刊, 1980, p. 176

13 張忠植,『新갥石塔硏究』, 一志社, 1987, p. 70

14 千得琰, 「百濟系石塔의造形特性과變遷에관한硏究」, 高麗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90, p. 15



최근에는 민간 바위 신앙과 더불어 불탑의 상징성

이새롭게변모되었던당시의인문적(人文的) 환경과국

토가화강암으로이루어진자연적환경그리고이들을

소화시킬수있는기술적환경, 이세가지요인이결

합되어이루어진것15이라고하 다. 

이처럼 목탑에서 석탑으로의 변화는 한두 가지 조

건이충족된다고이루어질수있는그렇게간단한문제

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석재를 다룰 수 있

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 을 것이다. 석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목조 건축기술만으로는 석탑을 만들

수없고, 돌을다룰수있는새로운기술이있어야만석

탑조 이가능하 을것으로생각된다. 

목탑과 석탑을 비교해보면 석탑조 은 채석에서부

터가공, 운반, 이음과맞춤등조립의모든공정에서목

탑조 에비교할수없을만큼엄청난공력을필요로한

다. 석조는목조에비해서중량물이므로취급방법부터

전혀다른새로운기술이필요하 을것이다. 정확한자

료는아니지만필자가조사한바로는가공에서만보아도

석조는목조에비해서 30배이상의공임이더들어간다.

여기에운반과조립등일련의조탑공정을모두생각해

본다면노동력과경제적부담은석탑조 은목탑조 에

비교할수없을정도로엄청난공력이투입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지재료가풍부하다고해서새로운

탑이발생하 다고는생각할수없을것이다. 

백제는 그 당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건축기술이

발달하 으나, 목조건축기술과석조건축기술은근본적

으로다르다. 목조는이음과맞춤등결구와가공등여

러부분에서목조와석조의기술은전혀다르다.  

필자는 미륵사석탑이 붕괴된 이유 중 하나는 목조

양식을그대로석조에적용함에있어서외형만그대로

적용하고결구기법은적용할수가없었기때문에구조

적인결함이있었다고생각된다. 미륵사석탑은목조를

본딴가구식기법으로결구되어있다. 그러나석재는재

료특성상가구식기법으로결구하는데는한계가있다.

이음과 맞춤에 있어서 목조처럼 튼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목구조기술과석구조기술이근본적으

로다르다는것을알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한다. 

미륵사지에서보는바와같이한가람내에서목탑

과 석탑이 공존한 것은 목탑과 석탑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장점과단점을비교하면서불탑조 에서오는수

많은어려움이상충되어선택을위한기로에있었던시

기로생각된다.  목탑의결함을해결하기위해서는석탑

조 이불가피하지만, 목탑조 과비교될수없는엄청

난노동력과경제적부담그리고돌을다룰수있는새

로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등 적지 않는 문제점을 가

지고있어서목탑과석탑을동일가람에함께조성하여

비교해본것이바로미륵사지탑이아닐까? 생각된다. 

목탑에서석탑으로의전환에있어서엄청난노동력

과기술력이외에도심리적인어려움이적지않았다고

생각된다. 즉 불탑이 추구하는 수직상승감(垂直上昇感)

과 장중(莊重)함은 목탑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라

고 생각한다. 물론 전탑과 석탑으로도 장중성을 표현

할수도있겠지만구조적으로나조탑공력등으로보아

목탑만큼유리하지못하다. 따라서탑이추구하는수직

상승감과 장중함은 전탑과 석탑으로서는 도저히 해결

할수없는첫번째이유가아니었겠나생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목탑의결함을보완하기위하여

원성이 보장되는 석탑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었다고

보아야할것으로생각된다. 

600년대 백제와
신라의 사찰창건과 조탑 현황

600년대 백제와 신라의 사찰창건과 조탑관련 기록

을 살펴보면 미륵사지는 무왕대(600~641) 창건되었다

고기록되어있으나16, 지난 2009년 1월 14일미륵사서

석탑 해체조사 중 석탑 심주(心柱) 사리공에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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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강우방·신용철, 『탑』, 솔, 2003, p. 35

16『三國遺事』, 卷第二紀굋第二, 武王條. 



사리장엄금제사리봉안기에백제왕후가가람을창건하

고기해년(639)에탑을조성하여왕실의안녕을기원하

는내용의발원문에서석탑조성절대연대가확실하게

밝혀졌다<사진 3>17.

분황사는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되었다18. 모전

석탑도이때함께조 된것으로보고있고, 황룡사 9층

목탑은동왕 12년(643)년에조성되었음을19 알수있다.

위의 세 사찰 창건기록에서 보면 600년대 백제와

신라의 조탑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백제는 미륵

사에 목탑과 석탑을 한 가람 내에 조 하 으며, 신라

는황룡사에는목탑을조 하 고, 인접한분황사에는

모전석탑을 조 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

한시기에목탑과석탑그리고모전석탑이공존하 음

을알수있다.

황룡사의 9층목탑은백제의장인(工匠) 아비지(阿非

知)와 200여명의백제기술자들을초청하여세웠다. 그

리고 미륵사 창건 시에는 신라 진평왕이 공인(工人)들

을 보내어 그 역사를 돕게 하 다는 기록20으로 보아

이시기에는백제와신라의건축기술이서로활발하게

교류되고있었음을알수있다. 

이것은 곧 당시에는 백제와 신라에 사찰건축 조

은동일한기술자들에의해서조 되었다고볼수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기록에서보듯이당시조탑기술

자들은백제와신라가서로활발한교류가있었으며조

탑정보도쉽게공유할수있었다고생각된다. 

이와같은상황에서백제에서만목탑을본딴석탑

을조 하겠다는발상이가능하 다고만볼수있겠는

가? 하는문제가제기된다. 

그렇다면 조탑기술이 앞선 백제에서 먼저 목탑을

본딴석탑을조 하 으나구조적인결함을인지하고

는백제에서든신라에서든제2, 제3의미륵사석탑과같

은양식의석탑은더이상조 하지않았다. 따라서신

라에는미륵사석탑과같은양식의석탑이없는것은어

쩌면당연하다고생각된다. 

미륵사석탑의 구조적 결함

고유섭을필두로한우리나라의많은석탑연구자들

은석탑의시원인미륵사석탑은목탑에서재료적변화

에불과하다고하 다. 부재결구에있어서도목조결구

방법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한 흔적을 해체과정에서

볼수있었다. 해체과정에서확인한바에의하면, 기둥

에걸침턱을내서창방을기둥턱에걸치는결구법을취

하고있었다<사진 4>. 그러나목조결구처럼견고한이

161 Nam, Si Jin 新갥石塔의始源考察

사진 3금제사리봉안기(전면)

사진 4기둥과창방의반턱이음

17 주 6.

18 ①『三國史記』卷第五新갥本紀第五善德王眞德王太宗王條“善德王立…三年春正月改元仁平芬皇寺成…”

②『三國遺事』卷第三興法第三阿道基갥條“…其京都內有七處伽걄之墟一曰金橋東天鏡林(今興輪寺…) 二曰 (今永興寺…) 三曰괟宮南(今皇괟寺…) 四曰괟宮겗(今芬皇

寺善德甲午始開)…皆前佛時伽걄之墟”

19『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九層塔條.

20 ①『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九層塔條.

②『三國遺事』, 卷第二紀굋第二, 武王條.



음이아님으로인장력을지탱하지못하여기둥과창방

은 이완되는 결함이 초래되기도 하 다. 또 석재는 목

재와는달리휨과전단력에대한저항력이매우작아서

미세한침하에도창방은작은토막으로깨어지는등석

재로서목구조양식을취한다는것은재료특성상구조

적인문제점에봉착하게된다. 따라서미륵사석탑처럼

목탑을그대로모방한석탑은미륵사석탑이외에는조

되지않았음을보아서도알수있다. 이것은바로미

륵사석탑이후조 된정림사석탑과감은사석탑에서는

목구조를석재로표현한구조적결함을상당부분보완

하여 목구조를 따르면서 석조에 맞는 탑 구조로 크게

변형시켰음을알수있다. 

가장큰변화는규모이다. 평면규모와입면규모모

두가초기석탑에비해서점차작아지는것으로보아서

도알수있다. 즉, 미륵사석탑평면은 3칸×3칸인데비

해서 미륵사석탑 이후에 조 된 대부분의 석탑은 1칸

×1칸평면으로석탑규모가대폭줄어든다. 높이또한

9층 또는 7층에서 5층 또는 3층으로 줄어들면서 후일

우리나라 석탑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 3층석탑으로

자리매김하고있음을보아서도알수있다. 

미륵사석탑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

는또하나는동탑의붕괴를들수있다. 동탑은발굴조

사를하기전에는그존재자체를알수없었다. 이것은

동탑이오래전에무너졌음을말해주는것이다. 

서탑도 상당 부분이 붕괴되었던 것을 일제강점기

인 1915년에 일본인들이 시멘트를 발라서 겨우 6층까

지, 그것도 한 면만 간신히 남아 있는 것을 보아도 미

륵사석탑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

된다<사진 5·6>. 

김정기는일찍이미륵사지석탑은목탑을충실하게

모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러 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면서

①구조가석탑으로는너무복잡했고, 

②많은수의부재(部材)를사용한대다가

③엄청난석재(石材)의무게때문에붕괴의위험이

컸다고지적한바있다21.  

이와 같이 이미 미륵사석탑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기에신라에서는그와같은양식의석탑을조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또 신라뿐 아니

라백제에서도미륵사석탑과같은양식의석탑은조

되지않았음을보아서도알수있다. 

정림사석탑을 미륵사탑과 비교해보면 3칸 방형 평

면은 1칸 방형평면으로 줄어들고, 가구식(架構式) 이중

기단은장대석과판석을이용한적층식(積層式) 단층기

단으로변하 다. 

그리고 미륵사지석탑에 있던 창방은 아예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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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金正基. 「韓國石塔樣式의系곢考」,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Ⅱ, 一志社, 1987, pp. 416-419

사진 5 1910년대미륵사지서탑
朝鮮古蹟圖譜四, (주)진일진, p. 404에서전제

사진 6미륵사지서탑
시멘트를바른모습, 2003년촬



평방을 판석으로 대치하 으며, 감은사지삼층석탑에

서는 창방과 평방 같은 횡부재(橫部材)는 사용하지 않

는 등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하 다. 그러나 정림사석

탑과 감은사석탑에서는 많은 부분이 목구조를 따르고

있음을알수있다. 즉, 부재수가많고, 별석의민흘림

기둥(정림사탑), 벽을표현한면석, 공포를약화하여표

현한각형의층급옥개받침, 귀마루의우동(합각선), 무

엇보다도옥개석낙수면의경사진곡면과추녀의빼어

난아름다운곡선은끝까지목조건축에서번안(飜案)을

유지하면서 점차 석탑구조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있다<표 1>.

신라석탑 시원에 대한 기존의 입장

고유섭은우리나라석탑의출발을두가지로보고있

다. 그 중 하나는 방형다층루형(方形多層걹形) 목조탑파

양식이고, 다른하나는중국의전탑양식을들고있다.22

목조탑파양식석탑의시원은미륵사석탑으로이탑

은 석탑이면서 그 양식이 목탑과 똑같다. 이 미륵사석

탑은어느누구도목탑에서번안되었다는데는이론이

없을것이다. 백제계석탑은미륵사석탑을시원으로정

림사석탑으로이어져서고려시대들어와서비인오층석

탑(庇仁五層石塔), 계룡산남매탑(鷄龍山男妹塔), 장하리

삼층석탑(長蝦里三層石塔) 등으로계열을이어가고있다

는데도대체로이론이없는것으로생각된다. 

장충식은그의저서23에서한국석탑의기원을말하

면서“우리나라석탑은반도의동서(東西)에서서로대

립하여 각기 다른 양식(樣式)으로 출발되었다. 반도의

서쪽에위치하 던백제는목탑(木塔)의양식을기본으

로하여이후석재(石材)로써그형식을착실히다져나

갔다. 이에 반하여 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고신라(古新

갥)에있어서는먼저목조탑(木造塔)의형식을적용하

으되중국식전탑(中國式塼塔)을모방한양식으로서석

조탑(石造塔)의 시원(始源)을 이룩하 다. 따라서 전자

(前者)는 목조탑(木造塔)의 세부수법(細部手法)을 석재(石

材)로써번안(飜案)한일종의건축적기교를느낄수있

으나, 후자(後者)는석재를잘게자른방전(方塼)의전축

(塼築)인소위모전석탑(模塼石塔)을거쳐소위신라전형

석탑(典型石塔)을완성하기에이른다. 즉전자의경우전

163 Nam, Si Jin 新갥石塔의始源考察

22 高裕燮, 『韓國塔婆의硏究』, 同和出版公社, 1975, p. 95

23 張忠植, 『新갥石塔硏究』, 一志社, 1987, p. 69 

표 1 석탑의구조적변화비교

구분 미륵사석탑(639년) 정림사석탑 감은사석탑(682년)

평면 3칸×3칸 1칸×1칸 1칸×1칸

기단부
가구식이중기단 장대석과판석을 상층기단이높은

(목조건물기단) 이용한적층식단층기단 가구식이중기단

초석 별석 없음 기단갑석의 2단받침으로대용

별석민흘림 별석민흘림 1층만별석

별석 2매로조합 별석 2매로조합 별석 1매

十자통로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판석으로변형 없음

각형 3단, 2매(1단, 2·3단) 수직·사절 2단 1매 각형 5단 1매

네모서리귀솟음 네모서리귀솟음 네모서리전각부만살짝반전

귀마루모각 귀마루모각 합각선모각

평박(平薄)하며완만한경사 평박(平薄)하며완만한경사 두텁고급한경사

부재수량 400여매(해체부재) 149매 82매

탑신부

1층

옥개부

벽

기둥

감실(통로)

옥개받침

옥개석

창방

평방



라북도익산의미륵사지(彌겇寺址) 석탑또는부여의정

림사지오층석탑(定林寺址五層石塔)을들수있겠고, 후자

의경우경주분황사모전석탑(芬皇寺模塼石塔)으로서그

대표를삼을수있겠다.”고하면서모전석탑에서신라전

형석탑으로의전환과정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없다. 

또 장충식은『三國遺事』기록으로 보아 목탑(木塔)

이 전탑(塼塔)에 선행(先궋)하 다고 짐작되지만, 신라

의 석탑은 목탑의 양식을 수용한 전조계통(塼造系統)

양식의 모전형식(模塼形式)의 석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 석탑의 기원 역시 모전양식

(模塼樣式)에서출발한것은움직일수없는사실이라고

하 다24. 

김정기는 그의 논문25에서 우리나라석탑계열을 분

석하면서 백제계는 전형양식과 시원양식으로 나누고,

시원양식은 미륵사탑 — 왕궁리오층석탑 — 무량사오

층석탑, 전형양식은 정림사오층석탑—비인오층석탑—

계룡산남매탑(오층)으로구분하 다. 

신라계는전형양식과모전석탑으로구분하면서전

형양식은 미륵사석탑에 근원을 두고 감은사삼층석탑

— 고선사삼층석탑 — 불국사삼층석탑 등으로 이어가

고, 모전석탑은분황사석탑—의성탑리오층석탑—선

산죽장동오층석탑 — 선산낙산동삼층석탑 — 경주 남

산리삼층석탑·서악리삼층석탑으로구분하고있다. 

일본인 스기야마신조(杉山信三)는 그의 저서26에서

한국석탑의 출발을 두 가지로 보고, 목탑 — 미륵사탑

—정림사탑—왕궁리탑, 다른하나는중국전탑—분

황사탑—분황사동남쪽폐사지폐탑—의성탑리오층석

탑—고선사탑·감은사탑으로구분제시하 다<표2>. 

앞에서언급한백제계석탑계열과신라석탑중전탑

계석탑계열은시대의흐름에따라변화발전된요소들

로 찾아 볼 수 있으나, 문제는 분황사모전석탑에서 감

은사삼층석탑으로 변화된 요소들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석탑의 시원(始源)을 분

황사모전석탑으로고정하고있다. 또우리나라석탑은

목탑의 번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 미륵사석탑을 실

례로 들고 있으면서 신라석탑의 시원은 분황사모전석

탑에두는모순된이론을전개하고있다. 

분황사모전석탑을신라석탑의시원으로보는이유

는 창건 연대(634)가 확실하고, 신라에서 가장 이른 시

기에조 된석탑이며27, 미륵사석탑과같은양식의석

탑이신라에는없다는데에있다. 또분황사모전석탑을

분황사 창건연대와 같이 조 된 것으로 보는 까닭은

1915년석탑수리시출토된석함내유물중에골무와바

늘등을선덕여왕과관련이있는유물로보기때문으로

생각된다. 

『三國遺事』기록에서보면신라에도흥륜사(興輪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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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張忠植, 『新갥石塔硏究』, 一志社, 1987, p. 79

25 金正基, 「韓國石塔樣式의系곢考」, 『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Ⅱ, 一志社, 1987, p. 433 도표

26 杉山信三(스기야마신조),『朝鮮の石塔』, 彰國社刊, 1944

27 張忠植,『新갥石塔硏究』, 一志社, 1987, p. 79

표 2 우리나리나라석탑의시원과전개

이 름 석탑의시원과전개

스기야마신조(杉山信三) •목탑-미륵사석탑-정림사석탑-왕궁리석탑

고 유 섭 •전탑-분황사모전석탑-분황사동편폐탑-의성탑리오층석탑-고선사석탑-감은사석탑

장 충 식
•목탑-미륵사석탑-정림사석탑

•전탑-분황사모전석탑-신라전형석탑(감은사석탑)

김 정 기

•목탑-미륵사석탑-정림사석탑-비인오층석탑-창량사지석탑-장하리삼층석탑

•목탑-미륵사석탑-감은사석탑-고선사석탑-불국사석탑

•전탑-분황사모전석탑-의성탑리오층석탑-선산죽장동오층석탑

필 자
•목탑-미륵사석탑-정림사석탑-감은사석탑

•전탑-분황사모전석탑-의성탑리오층석탑-선사죽장동오층석탑



와 묘사(괈廟寺), 황룡사(皇龍寺), 천주사(天柱寺) 등여

러사찰에목탑이건립된사실을알수있다. 특히기록

에서보이는황룡사9층목탑은우리나라목탑가운데서

도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높다. 신라에서도 백제에서와

같이 이들 목탑을 본딴 양식의 석탑이 건조되고 다시

구조적인결함을보완하여감은사석탑으로발전할수는

얼마든지있다고본다. 그러나미륵사석탑과같은목탑

양식을본딴석탑이신라에없다는데문제가있다. 

이것은이렇게도생각해볼수도있다. 목탑양식을

본딴석탑은이미구조적으로결함이제기되었기에구

조를이해하는기술자라면어느누구도더이상은이와

같은 양식의 석탑은 조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선진기술을가진백제에서목조양식의석탑조

후 신라에서는 그와 같은 양식의 석탑을 조 하지

않았다고생각된다. 

이것은 또 앞에서 살펴본 600년대 백제와 신라의

사찰창건과조탑관련기록이다. 당시조탑기술은백제

와신라로구분되지않고동일한기술자들이백제와신

라를오가면서탑을조 하 음을알수있다28.

또하나이해되지않는조탑관련기존의학설은옥

개석층급받침인데. 일찍이고유섭은미륵사석탑의옥

개받침 층급을 포함한 신라석탑의 층급받침이 분황사

모전석탑 등 전탑형식의 탑이 건립되고 그 지견(知見)

의 보급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 다29. 그러나

그 앞에서는 미륵사 석탑을 설명하면서「목조탑파의

자태(姿態)를 석재(石材)로써 모형화하려 한…」, 「목조

탑파의 실용(實容)을 그대로 모사(模寫)하여…」, 「석탑

으로서 목조탑파의 실용(實容)에 가까운 곳에 있으

며…」, 「재료(材料)를달리하 을뿐인목조탑파라고말

할 수 있음에…」30 등으로 목탑에서의 번안을 여러 번

강조하여기술(記述)하면서유독옥개받침층급만전탑

에서전래된것이라고표현한것은어떻게이해해야할

지알수없다. 

전탑에서 층급은 맨 아랫단부터 최상단까지 같은

길이로내 기로되어있다. 그러나신라석탑의옥개받

침층급은최상단층급다음은반듯이층급보다더많

이내 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우리는길게내

민이부분을주목할필요가있다. 분명히전탑에서같

은 길이로 내쌓기로 옥개받침을 구성하고, 또 같은 길

이로들여쌓기로낙수면을구성한전탑과는분명히다

른 부분이다. 필자는 이 부분이 목조건물의 처마를 표

현한것으로보고자한다<사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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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①『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九層塔條. 

②『三國遺事』, 卷第二紀굋第二, 武王條.

29 高裕燮,『韓國塔婆의硏究』, 同和出版公社, 1975, p. 101

30 高裕燮,『韓國塔婆의硏究』, 同和出版公社, 1975, pp. 98-99

사진 7분황사모전석탑옥개층급받침
전탑은층급받침을같은길이로내 고있지만, 석탑은층급다음에반듯이더많이내 어서처마를표현한것이다르다. 

사진 8감은사석탑옥개층급받침



또미륵사석탑에서는초석과기둥이별석이고기둥

에는민흘림수법까지표현하 다. 그리고기둥위에는

창방과 평방도 별석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결구하

다. 평방 위에는 반듯이 공포를 올리는 것이 목구조이

다. 그야말로미륵사석탑은목탑을재료적인변화에불

과함에도층급받침만은전탑이나고구려고분의천정에

그근원을둔다는데는이해할수없는부분이라고생

각된다<그림 1>. 

따라서석탑에서층급으로표현한옥개받침은목조의

공포를약화하여표현한것으로강하게주장하고싶다. 

석재로써 목구조로 표현하는 데는 재료 특성상 이

음과 맞춤에 있어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공포처럼복잡한부분은약화하여표현할수밖에없는

어려움도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지금까지많은선학

들은석탑의시원을목탑에둔다고하면서옥개받침만

은전탑, 또는고구려고분천정에서그원류를찾는다

는것은필자로서는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이다. 

그 동안 선학들이 적시(摘示)하여 불변의 진리처럼

믿어왔던 신라석탑의 층급받침이 전탑 또는 고구려고

분의천정에서전래되었다는주장은이제정리되어야

할것으로생각된다. 

결론

신라에서 조탑은 목탑과 전탑을 동시 받아 들여서

전탑은 분황사모전석탑을시원으로의성탑리오층석탑

계열로 이어지고, 목탑은 미륵사석탑양식을 거치면서

석조에적합한구조로변형발전하여백제는정림사석

탑으로 이어지고, 신라는 감은사석탑양식으로 발전하

다고생각된다.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감은사석탑은 분황

사모전석탑에서변형발전되었다고볼수있는요소들

보다미륵사석탑에서변형발전되었다고볼수있는요

소들이더많다. 즉감은사석탑을양식사적으로나세부

적인기법상으로볼때목탑에서의번안요소들을곳곳

에서 느낄 수 있으나, 전탑에서는 변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감은사석탑을

분황사모전석탑에서변화발전되었다고볼수있는부

분은그어디에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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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목조건물과미륵사탑의부재비교

공포

평방

창방

기둥

초석

기단



분황사모전석탑과감은사석탑은탑의재료가석재

라는점과신라(경주)에위치한다는점외에는어느한

부분도공감할수있는부분이없음에도불구하고단지

분황사모전석탑이 창건연대가 빠르고, 미륵사석탑과

석탑의 조형(祖形)이 신라지역에는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설명없이감은사석탑을분황사모전석탑에서

변형 발전되었다고 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사진 9·10>.  

따라서 신라전형석탑은 구조적으로 접근해 볼 때

모전석탑에 조형을 두기보다는 목탑에서 변형 발전된

양식으로써미륵사석탑에조형을두는것이더욱합리

적이라고생각된다. 

우리나라 석탑이 목탑에서 번안 발전된 것으로 보

는데는아무런제론이없다. 또석탑의시원을미륵사

석탑이라는 데도 어느 누구도 이론이 없다. 앞에서 기

술한바와같이 600년대백제와신라양국의사찰창건

과 조탑은 동일한 기술자들에 의해서 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백제에서는석탑의시원을목탑에두면서신

라에서는석탑의시원을목탑에두지않고전탑에둔다

는것도이해할수없는부분으로지적하고자한다. 

따라서 필자는 신라석탑의 시원을 두 계보로 보고

자한다. 그하나는목탑에서미륵사석탑과정림사석탑

을 거쳐서 감은사탑과 고선사탑으로 이어지는 계보이

고, 다른하나는전탑에서분황사모전석탑—의성탑리

오층석탑—선산죽장동오층석탑—선산낙산동삼층석

탑으로이어지는계보로정리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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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분황사석탑전경

사진 9감은사석탑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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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ination on the Origin of Stone
Pagodas of the Silla Kingdom

Abstract

Korea is famous for a number of stone pagodas. In particular, it is noticeable that the stone pagodas came after

wooden pagodas in all the Kingdoms of Goguryeo, Baekje, and Silla. Since the advent of wooden pagodas, it was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ree Kingdoms(especially, in the early Seventh century) that the first stone pagoda

appeared at Mireuksa Temple site in imitation of the wooden ones.

Now that no one can deny that Korean stone pagodas have developed, imitating the wooden pagodas. It is also

obvious that the Stone Pagoda at Mireuksa site is the prototype of Korean stone pagodas.

However, this study casts doubt on the theory that the stone pagodas in the Silla Kingdom originated not from the

wooden pagodas, but from the brick pagodas, whereas the stone pagodas in Baekje Kingdom which has been said to

come from the wooden ones. The fact that the temples and pagodas in both Baekje and Silla were erected by the same

builders and technicians is one of the evidences supporting the assertion of the study.

This study, accordingly, examines on the origin of the Silla pagodas by supposing the two genealogies. The first

one can be summarized in chronological order as follows: starting from wooden pagodas, Stone Pagoda at Mireuksa

site, Stone Pagoda at Jungrimsa site, Stone Pagoda at Gameunsa site, and Stone Pagoda at Goseonsa site. The second

one, on the other hand, runs as follows: starting from bick pagodas, Stone Pagoda at Bunhwangsa, Uiseong Tapri

five-storied Stone Pagoda, Seonsan Jukjang-ri five-storied Stone Pagoda, and Seonsan Naksan-ri three-storied Stone

Pagoda in order.

As the above genealogies show, the origin of the stone pagodas has been an controversy, especially because of the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the one is that the roof-supporting strata(Okgaesuk-Bachim) originated from the brick

structure and the ancient tomb ceiling of Goguryeo Kingdom, and the other is that the strata is a sort of the simplified

design of the wooden roof structure. This study, however, takes note of the difference in length of the strata between

the brick pagodas and the stone pagodas; the former stretches out its strata longer than the latter. Consequently, the

study points out that the roof-supporting strata of the stone pagodas is originally a sort of modification of the wooden

roof structure.

Keywords | Wooden Pagoda, Stone Pagoda at Mireuksa, Stone Pagoda at Bunhwangsa, the Origin of Stone Pagodas
of the Silla Kingdom, Roof-supporting St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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