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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양식석탑의
형성과전개의始發點

국문초록

미륵사지와정림사지석탑은한국석탑의시원인동시에현재유일하게남아있는백제석탑이다. 따라서 이 둘의특징

을살펴보는작업은, 넓게는한국석탑, 좁게는백제양식석탑을이해할수있는바탕이된다. 백제의뛰어난건축술은기록

에도전하듯이아비지가신라의국가적인사업인황룡사목탑의건립에초청된것을통해서알수있고, 그과정에서석탑

과관련된기술과양식이신라에전파되었음도짐작된다. 그러나신라통일을맞이하여백제석탑의양식을공유하는석탑

들이일순간에단절되었다고보는것은, 문화와예술이계승발전된다는측면에서쉽게수긍이가지않는다. 

현재 학계에서는여타의백제지역석탑들을모두고려시대건립된백제계석탑이라는틀로규정하여, 일률적인 편년

아래두고있다. 등장요인으로는불교의대중화, 지방호족의지원, 문화의복고적경향등을들고있는데, 과연이것만으

로백제양식석탑이약 300년간의공백을깨고한순간에등장할수있었는지는확신하기어렵다. 물론 경주지역처럼활

발하지는않았지만, 백제양식석탑이일부지역에한정되어전개되었을가능성이있다. 본논문에서는전개의시발점에초

점을맞추어, 백제양식석탑이미륵사지와정림사지석탑을통해서형성되고, 그후왕궁리석탑을통해서전개가시작되었

음을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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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백제와신라의석탑양식은통일신라시대를맞이하

여 한국의 정형석탑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8세기

후반이후에는석탑의수효가증가하는동시에범위또

한 지방으로 확산된다. 그 결과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대중화, 지방호족의지원, 문화의복고화등으로인해,

삼국의각고토에지역적특징이강하게나타나는석탑

이등장한다01. 하지만등장원인으로복고적인측면만

을부각시켜서이해하게되면, 자칫석탑자체의기술

적인발전과정에역행할뿐만아니라, 고려시대라는일

률적인편년아래석탑의연대가결정되는문제점이생

긴다. 그중에서백제석탑은한국석탑의시원임에도불

구하고, 그 양식은 백제라는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멸망과함께대략 300년간계보가단절된것으로생

각해왔다. 그러나한국가가멸망했다고해서이전부터

건립되었던석탑양식이한순간에단절된다고보기어

렵다.

현재학계에서는백제시대에건립된석탑으로미륵

사지서석탑과정림사지석탑을들고, 이 2기의석탑을

모방하여고려시대에들어와서백제고토에건립된석

탑을백제계석탑으로정의한다02. 즉, 국가에따른구

분을하자면고려석탑이지만, 양식적으로분류하면백

제석탑의영향을받았기때문에백제계석탑이라고칭

한다. 백제·백제계석탑에관한세부적인연구가시작

되기에앞서, 일본인이마구잡이로조사했던석탑에게

제자리를찾아주는계기는고유섭선생에의해시작되

었다. 그는목탑의번안정도에따라한국석탑의발전

과정을 시원양식(제1기:미륵사지, 정림사지, 분황사, 의성

탑리) - 전형양식(제2기) - 일반형양식(제3기) - 특수양식

으로구분하였으며, 이분류방식은현재까지가장보편

적으로적용되고있다. 단여기서백제양식석탑과관련

해서주목해야할점은, 3기의석탑(미륵사지, 정림사지,

왕궁리)에서백제양식이그치고전개가없다가신라중

엽이후내지는고려시대에들어와서이계통에포함되

는약간의예가생긴다는것이다03. 따라서현재고려

시대라는일률적인편년에묶인백제계석탑의연대설

정에, 시간적으로더많은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생

각된다. 

한국 정형석탑의 탄생을 보는 견해는 크게‘별개

화’와‘융합화’의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 이에따라

백제·백제계석탑연구자들을살펴보겠다. 먼저전자

의 입장에서 이경회는 시원양식(미륵사지)-전형양식(정

림사지)-특수양식(왕궁리)으로구분하고, 고려시대건립

된것으로추정되는장하리·비인석탑에대해서는건

립시기에대한의문을제기하였다04. 김정기는선행석

탑(미륵사지)-전형석탑(정림사지)으로나누고, 백제계석

탑을다시미륵사지석탑을조형으로하는시원양식석

탑과정림사지석탑을조형으로하는전형양식석탑으

로 구분하였다05. 정주성은 시원양식(미륵사지)-전형양

식(정림사지)-과도양식(왕궁리)-백제계승Ⅰ(부여중심)-백

제계승Ⅱ(전라북도남부, 전라남도북부)-백제계승Ⅲ(전라

남도 남부)-백제·신라절충양식으로 더 세분화하는 동

시에, 지역적인측면을고려하였다06.

백제·신라양식의융합으로한국석탑의정형이탄

생되었다는견해를가진연구자들역시위와대부분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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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홍섭, 1983, 『국보6』, 예경산업사, p. 191 ; 이은창, 1966, 「백제 양식계석탑에대하여」, 『불교학보』3,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p. 306 ; 정영호, 1976, 「고려석탑의양식
상의특성」, 『동양학』6,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p. 264 ; 정선종, 1986, 「백제계석탑에관한일고찰」, 『사학지』20, 단국사학회, pp. 238~240 ; 천득염, 2001, 『백제계석탑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pp. 32~34

02 천득염, 2001, 앞의글, p. 20 ; 박경식, 2005, 「백제계석탑의건립배경에관한고찰」, 『문화사학』24, 한국문화사학회, P. 61. 천득염은미륵사지서석탑과정림사지석탑을백제
계석탑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다. 

03 고유섭, 1948, 『한국 탑파의연구』, 을유문화사, p. 49. 이후 그는고려시대가되어옛백제지역에백제의시원양식이고려적으로更新되어소위이것으로백제식이탄생되었다
고하였으나(고유섭, 1966, 「조선탑파의양식변천(各論ㆍ續)」, 『불교학보』3-1, 불교문화연구원, p. 21), 이것은 다수의현백제계석탑의연대가고려시대로편년될가능성이높
은것에따른것이지, 일괄적인연대를제시한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04 이경회, 1965, 「한국석탑양식과그변천에관한계통적연구1」, 『건축』9-2, 대한건축학회 ; 1966, 「한국석탑양식과그변천에관한계통적연구2」, 『건축』10-2, 대한건축학회.

05 김정기, 1975, 「전형양식의석탑과미륵사지석탑」, 『백제연구』1,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 1987, 「백제계석탑의특징」, 『백제연구』10,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06 정주성외2, 1988, 「한국석탑의백제양식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8-2, 대한건축학회 ; 1989, 「백제양식계석탑의조형특성에관한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5-3, 대한건축학회.



은견해를가지고있는데, 특히장경호는미륵사지서

탑과동탑의석재조립수법차이를통해서동탑형식을

제시한것이주목할만하다07. 천득염은백제양식석탑

에대한총체적인정리를이끌어냈는데, 세부분류에

있어서도기단부를따로구분하여건축적인측면에서

체계화시켰다08. 그밖에도양식적인특징과함께백제

계석탑의등장배경을연구한학자로는이은창, 정선

종의연구가있다. 

본연구는대략고려가등장하기전까지백제계석

탑이단절된것으로보는일률적인편년에대한의문점

에서시작하였다. 우선Ⅱ장에서는백제석탑인미륵사

지와정림사지석탑의양식적특징을고찰하였으며, Ⅲ

장에서두석탑을기초로백제석탑의양식적특징을종

합했다. 그것을바탕으로백제양식석탑전개의시발점

이라고할수있는왕궁리석탑에대한양식적특징과

건립연대를살펴보았다. 본논문에서백제양식석탑의

시발점이라는표현은백제석탑이가진양식이단절되

지않고전개되었다는것을강조하기위해서사용한표

현이다. 또한현재이양식에포함되는석탑은다수가

분포하지만, 본논문에서는기초적인양식의공통성과

전개의시작이란것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에, 3기의

석탑을중심으로접근했음을밝혀둔다.

백제석탑의형성

1. 정림사지석탑

(1) 조사현황과 기존의 견해

1916년 2월부여지역의고적을수리하던중에탑의

서쪽방향에서유실된 4층옥개석일부가발견되어<사

진 1> 현재와같이수리했다09. 1917년에는탑의동측

에서고려현종 19년(1028)이라는시기와당시의寺名

을알려주는‘大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勒’이새겨진

古瓦가출토되었으나10, 정림사라는이름은 1942년藤

澤一夫의조사이후에일반화된다11. 1920년대초반小

川敬吉의 조사 결과 처음으로 실측도가 작성되었고,

1942년米田美大治가불상남쪽과석탑기단주위의트

렌치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외곽석열을 발견했다12.

사지에대한본격적인발굴조사는 1979-80년충남대학

교박물관의주관아래시행되었다. 그결과기존의미

술사적입장에서정설화되었던미륵사지서석탑선행

설에대하여, 고고학적인관점으로정림사지석탑의선

행설을제기하는계기를마련했다13. 그러나석탑은당

시일부조사에그쳤고, 현재까지해체된적이없는것

으로알려져있다. 

정림사지석탑이목탑에서석탑으로갓이행한한

국석탑의시원양식이란것에대해서는학계에서별다

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과 건립연대의

선후관계에 있어서는 미술사적 입장과 고고학적 입장

에큰차이가있다. 고유섭선생이후로대부분의학자

들은목탑의번안정도를보았을때, 미륵사지석탑의

선행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인다. 이에반해정림사

지석탑의선행설을주장하는학자는소수에불과하다.

특히일본인학자들이여기에포함되는데, 이것은미륵

사지석탑을통일신라시대석탑으로간주했기때문이다.

발굴에참여했던윤무병은가람의창건에있어서도

정림사지가앞설것으로보고, 석탑역시하부의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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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장경호, 1992, 「백제탑파건축에관한연구」, 『백제논총』3, 백제문화개발연구원.

08 천득염외1, 1990, 「백제계석탑의구성요소분석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6-1, 대한건축학회 ; 1993, 「백제계석탑의조영특성과변천에관한연구」, 『건축역사연구』
2-1, 한국건축역사학회.

09 每日申報, 1916.2.6. 탑의서쪽방향약 42間의沓中에서발견되었으나어느정도수리가있었는지는알수없다.

10 葛城末治, 1935, 『朝鮮金石攷』,大阪屋號書, p. 157. 이 명문와는 2008년 8차발굴조사과정중에서도고려시대성토층에서다량으로출토되었다. 사명과관련하여고유섭은창
건당시의사명을『삼국사기』권제28, 백제본기제6, 의자왕 20년조의白石寺로추정하였다(고유섭, 1955, 「조선탑파양식의변천」, 『동방학지』, 연세대학교국학연구소, p. 220).

11 현재일반적으로사지에관한최초의발굴조사는 1942년藤澤一夫에의해이루어졌다고알려져있으나, 실제이보다앞서같은해인 1942년米田美代治에의해석탑하부일부
가발굴조사되었다.

12 米田美代治, 1944, 『朝鮮上代建築の硏究』, 秋田屋, pp. 109~110 

13 충남대학교박물관, 1981, 『정림사지발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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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교란되지않았기때문에창건당시의유구라고하

였다14. 하지만사지에서출토된소조상을근거로목탑

이 선행유구였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능산리사지,

미륵사지, 제석사지등에서발견된소조상과도비교되

는것인데, 모두목탑이있었다는공통점이있다15. 사

택지적비의출토지와명문내용을통해서의자왕대인

654년혹은그직전에건립된것이라는견해도있다16. 

(2) 정림사지 석탑 양식

사지의다른건물지가성토된기초부를갖는것과

는달리석탑의기초부는 3단계의판축으로이루어졌

다17. 기단은 단층기단, 초기적 이중기단(천득염)18, 퇴

화된이중기단(김정기)19 이라는견해가있는데, 일반적

으로낮고좁은단층기단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신라

정형석탑에서나타나는지대석+면석+갑석으로결구된

가구식의 2중기단이등장하기이전에발생한백제석탑

기단의초기양식이므로, 같은기준으로볼수는없다.

현재까지발굴조사된바에따르면삼국시대가구기단

은오직백제에서만나타나며, 단층기단이나이중기단

의상층에만존재한다20. 그러므로가구식기단이상층

에서만나타나더라도그것은하층기단이약화된것이

아니라, 오히려목조건축의기단양식을충실히반영한

것이다. 

기단을 보면<사진 2> 지대석 아래 약간 돌출하여

상부가치석된채곡면을가진基石이지면에직접맞

닿아있다. 그위에두툼한 2단이있는데이부분이목

탑의하층기단에서석탑의기단양식으로변화한것과

관련된다. 즉, 미륵사지서석탑의기단뿐만아니라사

비시대목조건축기단과도거의흡사한구조이다. 따라

서사비시대목조건축의기단양식이정림사지석탑의

기단으로변화되어신라식이중기단과는완전히다른

모습을가지게된것이다. 1910년대의『조선고적도보』

사진에서는저석아래로흙이덮여있는데, 외곽석열은

1942년米田美大治의발굴조사결과발견되었다. 당시

그는그위에塼과같은것이부설된것으로추측하였

다21. 외곽석열에관해서는여러견해가있지만22, 실제

로 지대석 하부보다 높이가 5-6cm정도 낮고, 기석이

14 윤무병, 1982, 「부여정림사지발굴약보고서」, 『마한백제문화』4ㆍ5,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p. 245 ; 1992, 「부여정림사지발굴기」, 『백제연구총서』2, 충남대학교백
제연구소, p. 387. 문명대와홍재선도정림사지석탑선행설을지지하는입장이다. 

15 이병호, 2005,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의 제작기법과 봉안장소」, 『미술자료』72ㆍ73, 국립중앙박물관, pp. 31~33, pp. 36~37 ; 김춘실, 2008, 「부여 정림사지 출토 불상」,
『정림사-역사문화적가치와연구현황』, 국립문화재연연구소ㆍ부여군, pp. 122~123

16 조원교, 2009, 「익산왕궁리오층석탑발견사리장엄구에대한연구」, 『백제연구』49,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p. 82. 그는작명법으로보아서미륵사지석탑사리발원기에나오는
砂宅積德은砂宅智積의형제라고확신한다.

17 충남대학교박물관, 1981, 『정림사지발굴조사보고서』, pp. 15~16

18 천득염, 2001, 앞의글, p. 40. 그는‘퇴화’란것이말기적인현상이기때문에석탑의초기단계에서는‘초기적이중기단’이란용어를사용한다.

19 김정기, 1975, 앞의글, pp. 107~108. 그는목조건축의 2중기단이신라석탑에서는완벽하게 2중화되고, 반대로백제석탑에서는퇴화된것으로본다.

20 조원창, 2005, 「백제기단축조술의대신라전파」, 『건축역사연구』14-2, 한국건축역사학회, p. 58

21 米田美代治, 앞의글, pp. 109~120 ; 杉山信三, 1944, 『朝鮮の石塔』, 寶蓮閣, pp. 57~60, p. 103. 杉山信三은葛石(=외곽석열)이라는용어사용.

22 기단과연결된석재(홍재선), 지대석하부에서외곽석열상부로포석을깔아하대갑석으로삼았을것(천득염, 2001, 앞의글, pp. 46-47.), 석재이탈을방지하기위한시설(홍사준,
1964,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실측에서나타난사실」, 『고고미술』5-6ㆍ7, 한국미술사학회, p. 533.)이라는견해가있다.

사진 1조선고적도보 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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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을이루면서땅과맞닿아있기때문에이둘을연

관짓기에는현재로서는연결고리가없다고보인다23.

따라서목조건축을모방한결과로 1층옥개석의폭이

기단갑석의폭보다넓기때문에, 기석과외곽석열사

이에기와나할석을깔아서빗물을받는역할이추측

된다.

지대석과저석은각각총 8매이며, 몰딩이나부연이

없고, 대신갑석과저석의상부에약한홈을파서상부

의석재를받고있다24. 이것은백제양식석탑의특징이

다. 상층기단 중석은 정림사지 석탑에서 석재의 수가

가장많은부분으로우주와탱주를별석처리하여총 16

매로결구했다. 아랫단보다결구된석재의수가상대적

으로많고정돈된점은앞서말한것과같이백제지역

목조건축기단에서상부에만나타나는가구기단을그

대로채용했기때문이다. 즉, 신라석탑상·하이중의

가구기단형식이아닌것은오히려원래목조건축에서

의 가구기단이 한층에서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단여기서기단중석의탱주의등장은미륵사지와선후

를고찰할때시기적으로후기적인요소라할수있다.

목조건축기단에서탱주는통일신라시대가되어서나

타나고25, 규모가축소된석탑에서는목탑의계단이생

략되면서탱주가이부분을시각적으로보충한다. 그러

나미륵사석탑은석재를이용하여중앙목탑을규모나

양식면에서모방하는석탑을만드는것이주요목적임

도염두에두어야한다.

초층탑신은안쏠림과기둥의엔타시스기법을통

해서시각적인안정감을추구하는데, 이것은 2층이상

의탑신높이의체감률이신라석탑에비해크기때문

에, 이를보완하는역할을한다26. 그리고면석과우주

가접하는부분에는못돌형식처럼끼워짐이강하게나

타나는데이것역시백제양식석탑에서흔히볼수있는

수법이다. 초층탑신의네모퉁이의우주를별석처리하

여목조건축양식을반영하는동시에, 특히각벽면을 2

매의돌로결구한것은내부로통하는것을암시하는

문비의초기적모습을표현한것으로생각된다. 중원탑

평리석탑의 1층탑신과무량사석탑 1층탑신의서쪽

면이이와같다. 

현재까지는해체된적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기

때문에, 사리장치가실제로어디에안치되었는지는정

확하지않다. 1963년홍사준은실측조사를통해 4층의

사리공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으며, 4층 옥개받침의 시

멘트보수흔적을통해일제시대도굴가능성을제시했

다. 하지만 1916년유실되었던 4층옥개석을수리했다

는기사와연관시킨다면, 시멘트보수흔적은이당시

생겼을수도있다. 그리고정림사지박물관실측도에는

4층탑신이 4매의돌로결구되어있는점도고려해야한

다. 따라서보수흔적만으로사리공을확신할수는없

다. 오히려시원기석탑이라는위치에서보면, 기단내

부또는문비형식을암시하는초층탑신에도사리안치

의가능성이있다. 

옥개석과옥개받침은 5층까지각각별개의석재로,

옥개석은 4매(田)로결구된 5층을제외하고는모두 8매

( )이며, 아래에는물끊기홈이없다. 기울기가거의없

는평박광대한석재를이용하여처마부분이수평을이

루다가 전각 부분에서 상하가 함께 살짝 반전하는데,

그정도는상부가크다. 풍경구멍은신라석탑이주로

추녀의측면방향에 2개의구멍을뚫은것과달리추녀

끝에서상하를관통한다. 또한옥개받침과처마의간격

이넓게표현되었는데, 고려석탑에서도이와같은모습사진 2정림사지석탑기단부

23 실제로기단의북서모퉁이에는지대석이지표면과직접접하고있어기석이없는것처럼보인다.

24 홈을파는것은석재의지탱과관련되는것으로백제양식석탑이주로별석으로구성되기때문에측방향의이탈을막기위한구조이다(천득염외1명, 1990, 앞의글, p.93.).

25엄기표, 2006, 「불탑의나라백제」, 『불교의나라백제,사비성』, 주류성출판사, p.125

26 천득염, 2008, 앞의글, pp. 184~185. 신라석탑으로는의성탑리석탑에서만나타난다. 특히정림사지석탑은초층탑신의상하차가10cm정도로보통 3-4cm인것에비해매우크다. 



이나타난다. 하지만고려석탑에서는옥개받침이약하

게표현되는것과함께나타나기때문에같은것으로

이해될수없다. 전각부분의우동은상당히두텁고, 둔

각을살려부드러운곡선미를강조하였다. 이것은신라

석탑에서나타나는날카로운예각과고려석탑이상하

의심한반전에의해전체적으로옥개석이들려보이는

것과는다른양식이다. 그리고처마의단면이수직으로

처리되어신라석탑의사선처리와도차이가있다.

옥개받침은각층이각형과모죽임형(사릉형)의 2단

이다. 아래의각형은 3층까지 4매의석재를엇물림으로

결구했고, 4,5층은 1매이다. 이 각형받침은 별석으로

구성된 2,3층의탑신받침과결구방법은엇물림으로같

으나, 방향을달리하여석재의이탈을방지한다. 윗단

의모죽임형은 1,2층은 8매( )이고, 3,4층은 4매(田), 그

리고 5층은 1매의돌로구성되었는데, 윗부분이넓어서

아래의각형받침에비해상당히넓고두터워보인다.

따라서외양은총 2단의받침이지만옥개석을직접받

는것은모죽임형이고, 아래의각형받침은오히려결구

방법이일치하는탑신받침과연관되어탑신의상부이

탈을방지하는목적을가진다. 이는탑신을사이에두

고차지하는면적과결구방법을통해서짐작된다. 또한

미륵사지석탑에서 3단의탑신받침을하1단+상2단으

로구성한것과도연관성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2. 미륵사지서석탑

(1) 조사현황과 기존의 견해

최초의 조사는 1910년 關野貞에 의해 이루어졌는

데, 당시보덕왕안승과연관지어건립연대를통일신라

초기로추정하였다. 그리고형식이공통된다는이유로

왕궁리석탑역시동시대로보았다. 그후 1915년조선

총독부의 실측조사와 시멘트 보수처리가 있었으며,

1930년대藤島亥治郞에의해일탑식품자형가람배치

도가작성되었다27. 또한杉山信三은대규모의석탑건

립이목탑그이상의기술을요하기때문에, 다른방면

의석탑을만들어어느정도기술적인실험을한후에

미륵사지석탑이건립된것으로보고, 關野貞의견해를

긍정하였다28. 따라서당시일본인들에의한조사결과

석탑의건립연대를통일신라초기로보았음을알수있

다. 본격적인 조사는 1974-75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의동탑지발굴이이루어지면서시작되었다29. 

최근에는국립문화재연구소에의해해체조사가이

루어지던중 2009년 1월 14일 1층심주석의 1층돌중

앙의 방형 사리공에서 금동제 사리외호, 금제 사리내

호, 그안에갈색을띤유리제사리병의 3중사리장치가

확인되었다. 또한 발견된 금제 사리봉안기는 기존의

『삼국유사』에나오는미륵사의건립설화에대해새로

운의문점을제기하고있다. 가람의창건주체가무왕

이아니라는견해로는동성왕말년에시작되어무령왕

대완성설30과무령왕설31이있다. 하지만봉안기의기

해년을 639년으로 확신하면, 서탑은 백제가 멸망하기

약 20년전에건립된셈이다. 그러므로가람의초창이

같은시기라하여도, 반드시동시대에완공되었지않았

을가능성이크다고생각된다.

미륵사는여러기록에등장하며, 그중에서『삼국사

기』성덕왕 18년(719)에미륵사에지진혹은벼락[震]이

있었다는기사가있으나, 이로인하여당시파손이있

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파손이 있었는지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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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關野貞, 1932, 『朝鮮美術史』, 朝鮮史學會, pp. 101~102 ; 1941, 『朝鮮の建築と藝術』, 岩波書店, pp. 530~531 ; 藤島亥治郞, 1982, 『朝鮮建築史論』, 景仁文化社, pp. 149-161. 關
野貞은『삼국유사』(제2권, 제2 기이편, 무왕조.)기사에서진평왕-문무왕, 무강왕-안승, 부인-안승부인으로보고초창의상한연대를 671년 으로추측하였다. 그러나藤島亥治郞은
가람배치가백제의칠당가람을반영하기때문에, 가람에있어서는통일신라초기설에의문을제시하는반면, 서탑에한해서는그설을받아들였다. 

28 衫山信三, 앞의글, pp. 119~120

29 김홍식, 1979, 『익산 미륵사지 서탑실측 및 동탑복원설계보고서』, 전라북도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9, 『미륵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2, 『익산 미륵사지동탑지-기단및하부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96,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미륵사지서탑-
주변발굴조사보고서』;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1, 『미륵사지석탑』.

30 이병도, 1975, 「백제미륵사의창건연대에대하여」, 『백제연구』1, 원광대학교마한백제연구소, p. 162

31 사재동, 2009, 「미륵사지문물의예술사적고찰」, 『어문연구학회 2009년도춘계학술회의발표논문』, 어문연구학회, pp. 3~13. 그는그이유를법왕이창건하기시작한왕흥사가
무왕 35년에 완성될정도로문화가저조하였다는점, 봉안기의‘대왕폐하’의칭호는무령왕릉지석의‘붕’의표기와결부된다는점, 동성왕 15년 신라에청혼할당시국혼의당
사자는혼기가넘은왕자인무령왕일가능성등을들었다.



수없다. 특히석탑의보수나중수등이짐작되는기록

으로는『혜거국사비문』32을 들 수 있다. 이를 두고 옛

부재를수습하여다시제자리에쌓았다는개축으로보

는설과33단순히석탑의네방향의문을열었다는설이

있다34. 해체조사에따르면탑의적심석내부에서통일

신라ㆍ고려시대등의토기나유물이수습되었고, 개축

과더불어 2차적인붕괴가이루진흔적이발견되었다

35. 따라서開塔은탑에어떤중요한행위를한것으로

추측되며, 그결과공덕을받게된것이다. 

즉이것은 10세기초반무렵허물어진석탑을일부

보수한것이거나, 석탑의전체적인창건에가까운일을

주도한것으로볼수도있다. 물론삼원의어느탑을지

칭하지는않지만, 유물의편년에서중원과동원이대체

적으로통일신라초기를하한으로보기때문에36, 만약

보수등과같은행위가있었다면조선시대까지남아있

었던서탑이이에해당할것이다. 다음으로조선영조

대사람강후진의『와유록』에는백년전벼락으로석탑

의반이허물어졌다는기록이있어37, 당시를 18세기로

본다면석탑이훼손된시기는 17세기무렵에해당할것

이다. 

위의기록을종합해본다면신라성덕왕 18년(719)

에미륵사에는지진·벼락[震]으로아마도피해가있었

을것이다38. 그후그것과직접연관된결과인지아니

면다른요인에의한결과인지알수없지만, 900년대

초반대대적인보수(혹은증축, 개축)가있었음이짐작된

다. 그리고 17세기무렵벼락으로인하여절반이붕괴

된채그모습이현재까지전해지고있는것이다. 다른

부차적인요인이있었겠지만, 석탑의구조적인결함이

붕괴의큰요인으로작용한것은분명할것이다39. 

(2) 미륵사지 서석탑 양식

과거에는 주로 단층기단으로 파악했으나, 현재는

발굴조사결과이중기단으로밝혀졌다<사진 3>. 백제

에서이중기단은사비도읍기의당탑에서주로조사되

기때문에40, 미륵사지삼원의금당지와탑지의 2중기

단도백제의사비시대건축양식을그대로반영하고있

는것이다. 하층기단은면석(하층지대석)이직접땅을

접하고있고, 그위로판석으로된갑석을올렸다. 상층

기단은상층지대석(면석받침)+면석+갑석으로이루어진

완전한가구식기단이며, 당시의목조건축의기단양식

을따라탱주는별도로만들지않았다. 그러나상층기

단은탑신부와양식상공통되기때문에, 1층어칸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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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미륵사지서석탑기단부

32 三十本山聯僧事務所, 1917, 「혜거국사비」,『조선불교총보』창간호, pp. 19-22. “...龍德二年夏彌勒寺開塔之恩 登壇說法時 ...”

33 김덕문, 2004.11, 「미륵사지 서탑목조번안 해석」,『한국건축역사학회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건축역사학회, p. 104. 그는 중수에 그친정도라면‘수습’이나‘중건’이라는용어
를, 위치를 옮기거나새로쌓았으면‘창건’혹은‘중창’이라는용어를쓰는경우가많다고하였다. 그렇다면굳이‘개탑’이란용어를쓴것은개축을의미하는것에가깝다는것
이다. 또한해체과정에서드러난부재는다시쌓으면서본래의부재를사용한상태라고한다. 개축의근거로는옥개석규격이맞지않음을제시하였다. 즉 새부재를사용하지않
고붕괴후혼재되어있는석재를그때그때수습해서쌓아올렸다는것이다.

34 박경식, 2005, 앞의글, p. 64

35 김덕문, 2004.6, 「미륵사지석탑해체조사경과」,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pp. 219~220

3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22, 『익산미륵사지동탑지-기단및하부조사보고서』, pp. 59~61

37 康侯晉, 『臥遊錄』, 「遊金馬城記」.

38 황수영은이기사를동탑이붕괴된것이라고하였다(황수영, 1999, 『불탑과불상』,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76.). 

39 홍석일외5, 2006, 「구조해석을통한미륵사지석탑의붕괴원인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22-5, 대한건축학회, p .89, p. 95. 동탑도보고서에따르면기단부의부재가바깥으
로기울어져있었기때문에, 비슷한원인이붕괴에작용했던것으로생각된다.

40 조원창, 2003, 「사찰건축으로 본 가구기단의 변천 연구」, 『백제문화』32,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p. 115 ; 2008.11, 『백제 사비기 왕흥사 목탑지 축조기법의 특성과 그 계
통」,『한국상고사학보』62, 한국상고사학회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유물ㆍ유적으로본백제Ⅱ』.



둥중심에석계의소매갑석을설치함으로서이를대신

하고있다41. 현재동남부에남아있는우주석에는엔타

시스가있고, 우주를받는상층지대석상면에는별도의

홈이가공되어있다. 

결국 석탑의 시원양식인 미륵사지 서석탑의 기단

방식은당시의목조건축의기단을그대로반영한것으

로, 신라지역석탑의 2중기단과는확연히다름을알수

있다. 이러한기단양식은앞서말했듯이정림사지석

탑과도공통된다. 따라서백제양식석탑의기단부가신

라지역의 2중기단과다르다고해서단순히단층기단

이라고규정하기에곤란한점이여기있다고생각한다.

즉, 사비지역목조건축의기단은상하의완전한가구기

단양식이없기때문에, 초기석탑양식은그시대성을

따르고있는것이다.

초석은 1층의우주와탱주에각각놓여있는데, 정

방형에 가까운 두께 약 30cm 초반석 위에 높이 대략

70cm 초석을올린이중구조이다42. 초반석은상층지대

석의 높이와 거의 일치하며, 기단 밑까지 연결된다43.

기초부에관해서는현재까지서탑지의토층조사가이

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정확한자료는아직없다. 반

면목탑과동탑은하부에잡석층을깔고그위로대략

2m가량의각층두께 3-5cm의판축이구축된동일한기

초부로이루어졌다. 현재까지밝혀진서탑의기초부는

1978년 서탑실측 및 동탑복원 설계를 위한 조사에서,

기단밖남쪽과북쪽의시추조사에서각각 1.7m, 3.8m

까지 모래질의 찰흙이, 1984년 기단의 동북 모서리의

시굴조사에서는지표밑 2.5m 깊이까지깨끗한모래층

이확인되었다. 따라서보고서에서는동탑과서탑의기

초부구성방법이다른것으로보고이를근거로동시

대건립으로보기어렵다고하였다44. 

그러나아직서탑의기초부를말하기에는이른감

이있다. 삼원이당초계획된가람으로같은시기에기

초공사를했다면, 판축기법이서탑에도크게다르지않

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다만 대대적인 보수나 증축이

있었다면기초부역시어느정도변화가있었을가능성

이 있다. 그리고 삼원의 탑의 기단양식이 외양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목탑을 건립하는 대신

석재를이용하여특별히가람을장엄하려는의도를반

영한것으로볼수있다. 

1층은기둥에엔타시스를표현하였고귀솟음이나

타나서안정감을주고있다. 기둥위로현재목조건축

에서보이는창방과평방을걸치고포벽부와 3단의옥

개받침을올렸다. 우주와탱주사이의면석은 2매로결

구했는데, 이것은 정림사지 석탑의 1층에서도 나타나

는방식이다. 탱주의수는상층까지일정하며, 이를두

고중층을형성하는방법중에하나인平坐를이용하여

상하층을연결한각층구조방식의목조건축을모방했다

는견해도있다. 이때목조건축에서의평좌는탑신받침

으로표현된것이다. 상층으로올라가면서일정하게유

지되는탱주는의성탑리오층석탑도나타난다45. 옥개

받침은 1층에서 4층까지는 3단으로 하1단과 상2단이

분리되어있고, 그이상은상하각각 2단으로총 4단이

다. 옥개석위에따로결구된탑신받침도역시 1단에서

4층 탑신받침(3층 옥개 위) 부터는 2단으로 늘어난다.

즉, 옥개받침과 탑신받침이 각 1단씩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변화는어떤의도적인측면을반영한것일수도

있으나, 탑신받침과옥개석의규격에서개축의흔적이

많이발견되었기때문에46, 초창당시의모습에서변형

되어나타나는불규칙성일수도있다.

그리고 3층까지에한하여탑신받침과하1단의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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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1, 『미륵사지석탑』, p. 317 

42 천득염은이러한초석형태가왕궁리석탑의 8각형초석과장하리탑의계단식기단의탑신받침으로완용된것으로보았다(천득염, 2008, 앞의글, pp. 177~180.).

4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22, 『익산 미륵사지 동탑지-기단 및 하부조사보고서』, pp.15-16, p.19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9, 『미륵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Ⅰ』,
pp.65~88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1, 『미륵사지석탑』, p. 320. 보고서에는동탑과서탑의초석을같은이중구조로보고있기때문에, 동탑지의초석의규모로살펴보았다. 반
면심초석의구조는서로다를것이라고보고하였다. 

44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Ⅱ』, pp. 114~117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2, 『익산미륵사지동탑지-기단및하부조사보고서』, pp. 59~60 

45 홍대한, 2007, 「고려초석탑의탑신받침조형특성에관한연구」, 『문화사학』27, 한국문화사학회, pp. 604-606. 그는상하를연결하는평좌가삼국ㆍ통일신라시대의석탑에서탑
신받침의역할을하는것으로보고, 탑신의체감으로인한문제점을보완한다고하였다. 탑신받침에기존의견해로는고유섭의장식적인의미, 杉山信三의난간의변형이있다.

46 김덕문, 2004.6, 앞의글, pp. 214~217



받침의두께와폭이비슷한것은, 정림사지석탑의각

형 1단옥개받침, 탑신받침과닮아있다. 즉, 외양적으

로 완전히 별개의 받침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탑신의

석재이탈을방지하기위해상부와하부에서탑신을지

탱하는점에서는공통된다. 풍경구멍역시정림사지석

탑과같이추녀에서상하를관통한다. 옥개석은평박광

대하고 처마 단면은 수직을 유지하며, 추녀 부분에서

상하모두약간의반전을가지고두툼한우동이있다. 2

층이상은체감률과포벽부를제외하면 1층과거의흡

사하다. 

탑신에서나타나는탱주의배열은 3층까지는일정

한데, 4층이상은아래층과약간어긋나있다. 이것도

석탑의 변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고건축이

중건과정에서본래의평면형식은유지되면서상부의

구조와양식이바뀌기때문에, 결과적으로미륵사지석

탑에서백제시대모습이가장많이남아있는곳은 1층

이될것이다47. 1층의내부에는십자로의통로가개설

되어있고, 중앙에는심초석이지상으로나와서정육면

체의석재로쌓여있는 (1층에서보이는) 3단의심주석를

받고있다. 심초석과심주의관계는완벽한목조건축의

표현이다. 또한사비시대목조건축과비교하여, 6세기

후기부터심초석이지상화되는경향을미륵사지석탑

도그대로반영하고있는것이다48.

해체결과심주석은 4층까지연결되어있었고, 특히

4층 하옥개받침석 층위에서 처음 발견된 심주석에는

중앙에 9.5cm의홈이파져있어찰주를꽂았던흔적또

는 사리장엄과 관련된 장치로 추정되고 있다49. 현재

사리장엄의발견은직접심초석과맞닿고있는 1층부

분이다. 그러나목탑에서는주로지하나지상의심초석

에 사리장엄이 안치된다. 따라서 이미 석탑의 발생이

있었음을짐작해볼수있는근거가될여지도있다. 또

한동탑의노반석으로추정되는석재의윗면에가공된

구멍을사리보관장치로보는견해도있어이와비교된

다50. 그러나기본적으로목탑의모방이라는것에따른

다면기단부의해체결과를기다려봐야할것이다. 

백제양식석탑의전개의始發點

1. 백제석탑의종합적고찰

이절에서는우선백제양식석탑이전개될수있는

기반을마련한미륵사지와정림사지석탑을종합적으

로살펴보겠다. 두석탑이위치한수도인부여와천도

설이거론되는익산은사비시대에상당히중요한지역

으로서, 2기의석탑의건립연대도역사적측면과함께

고려되어야한다. 또한현백제계석탑의다수가정림

사지석탑의양식을보여주는것을이해하기위해서는

이두석탑의관계설정이상당히중요하다. 

익산은크게『관세음응험기』51의‘천도설’과『대동

지지』52의‘별도설’로나누어지며, 『신증동국여지승람』

에도금마군이실제백제의서울이된적은없다고보

지만, “세상에전하기를‘옛날궁궐터이다’라고한다.”

는내용이기록되어있다53. 그러나현재까지는익산경

영에대한정확한기록이없기때문에54, 두지역에동

등한지위를부여할수는없다. 결국목탑에서석탑으

로의선진적인변화가중앙에서먼저발생하여지방으

로파급되는것이문화의전파로보았을때좀더타당

할것이므로, 정림사지석탑의연대를무조건미륵사지

석탑이후로둘수없는측면이여기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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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김덕문, 2004.11, 앞의글, p. 107

48 조원창, 2008.11, 앞의글, pp. 113~114 

49 김덕문, 2004.6, 앞의글, pp. 216~217

50 장경호, 1992, 앞의글, p. 151

51 『관세음응험기』帝釋精舍. “百濟武康王遷都枳慕蜜地新營精舍.”

52 『대동지지』권11, 전라도, 익산, 沿革. “本百濟今麻只武康王時築城置別都稱金馬渚”

53 『신증동국여지승람』제33권, 전라도익산군, 山川. “王宮井在郡南五里世傳古宮闕遺址”

54 김주성은 익산경영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무왕기 전반을 지원하였던 사씨세력에 대한 의자왕의 대립감정의 결과라고 하였다. 즉 의자왕이 정리한 무왕대 기록에
무왕과사씨세력의협력아래이루어진익산경영기록을의도적으로제외했다는것이다(김주성, 2009.8, 「백제무왕의정국운영」,『신라사학회』16, 신라사학회, pp. 278~280).



또한미륵사지석탑의봉안기연대가 639년으로밝

혀짐에따라석탑의건립연대가기존의추정연대보다

늦추어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미륵사지 석탑이

선행하고, 이를 따라 정림사지 석탑의 연대를 이후로

늦추게되면, 의자왕이후가된다. 의자왕이후라면정

림사석탑초층탑신명문의건립연대와큰시차가나지

않을수도있다. 그러나명문에는 660년 8월 15일석탑

을세웠다고하였고55, 백제가항복한때는그해 7월 18

일이다56. 따라서한달이채되지않은기간에거대한

석탑이세워지기는힘들었을것이다. 그리고사용된석

재의출처가부여에서떨어진논산남쪽에위치한옥녀

봉과나바위로추정되는것도57, 백제멸망의혼란기라

면이렇게먼거리에서운송하기어려웠을것이다. 

정림사지석탑이위치한가람은성왕 16년(538)58 수

도를사비로천도할당시이미계획된것으로59, 이때를

전후하여공사가진행되었다면가람의초창은미륵사

지보다앞서는것이다. 정림사가람의창건과관련지어

볼수있는기사로는성왕 19년(541)60 기사가있다. 이

때는천도이후얼마되지않은시기로양나라에毛詩博

士, 涅槃등의經義및工匠, 畵師등을청하는내용이

다. 따라서사비천도직후에가람의착공에들어갔다면

천도후얼마되지않아기본가람이완성되었을것이

고, 완공막바지단계에서어느정도양나라의영향을

받았을가능성도있다. 그러나석탑과관련해서는오히

려양나라의직접적인영향을가정한다면, 남조시대에

는불탑으로석탑의예가없고수대이후에석탑이등

장하기때문에61, 초기유구로석탑이건립되었다고하

기에는곤란한점이있다. 또한사비지역에위치한군

수리사지, 능사, 왕흥사지, 금강사지, 부소산사지에서

모두목탑지가발견된점도함께고려해봐야할것이다.

창건유구를목탑으로추정할수있는근거는크게

가람내에서발견된소조상과석탑기단부의판축층을

들수있다. 소조상은금당지와남쪽회랑지두곳에서

대부분출토되었는데, 둘의성격에는차이가있다. 회

랑지남쪽귀퉁이의남북으로긴구덩이의남단부위치

가중문지기단부북변의연장선과일치하고있는점

을, 이병호는소조상을폐기할당시기존건물지를의

식한위치라고하였다. 즉, 이것은금당지와강당지의

소토층을근거로다른전각들이어느정도유지된상태

에서소조상을봉안한장소가폐기되었을가능성이있

다는것이다. 따라서회랑지구덩이에서발견된소상을

목탑내소상과관계있는것으로보았다62. 능사목탑지

심초석주변과미륵사지목탑지에서도소상편이출토

된것으로보고되었다63. 

다음으로현재석탑하부의판축층을두고목탑의

선행설을 확신하는 것은, 순수백제계석탑에 포함되어

있는비인석탑의하부에서도판축층이확인되었기때

문에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64. 정림사지석탑기단의

가로폭은남면은외곽석열을포함해서약 498cm이고,

1차판축층의범위인외곽석열밖 60cm를포함하면총

618cm이다. 또한 2차판축은상부는 1차판축의범위

와일치하지만 80cm에이르면외곽석열의범위와일치

하기때문에, 목탑의기단으로보기에는너무좁다. 단,

준판축층인제 3판축층의면적을포함하면기단의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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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大唐平百濟國碑銘」“顯慶五年歲在庚申八月己巳朔十五日癸未建”.

56 『삼국사기』권제5, 신라본기제5, 태종왕 7년조 ; 『삼국사기』권제28, 백제본기제6, 의자왕.

57 이찬희외2, 2007,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구성암석의원산지추정」, 『지질학회지』43-2, 대한지질학회, p. 189, pp. 193~194. 그는역사지리학적관점에서석탑에사용된석재
가금강유역의수로를통해운반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하였다. 이것은미륵사석탑의석재가주로미륵산남쪽에서공급된것과비교된다(양희제외3, 2006, 「익산미륵사지석
탑구성부재의암석학적특징과석재의원산지해석」, 『지질학회지』42-2, 대한지질학회, p. 304).

58 『삼국사기』권제26, 백제본기제4, 성왕 16년조.

59 이왕기, 2006, 「절을짓는놀라운기술과솜씨」,『불교의나라백제, 사비성』, 주류성출판사, p.248

60 『삼국사기』권제26, 백제본기제4, 성왕 19년조.

61 박순발, 2008, 「사비도성의공간구조」, 『정림사-역사문화적가치와연구현황』, 국립문화재연구소ㆍ부여군, pp.57~60

62 충남대학교박물관, 1981, 『정림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pp. 6~14 ; 이병호, 2005, 앞의 글, pp. 31~33, pp. 36~3, p. 71 ; 2006, 「부여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의 제작시기와 계
통」, 『미술자료』74, 국립중앙박물관, pp. 39~40. 이병호는목탑의건립과탑내소상의제작에양나라에서건너온공장ㆍ화사의지도가있었다고보았다. 

63 문화재관리국, 1989,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 p. 66 ; 김춘실, 2008, 앞의글, pp.122~123

64 조원창, 2008.8. 「백제목탑지편년과축기부축조기법에관한연구」, 『건축역사연구』17-4, 한국건축역사학회, pp. 78~79



은약 12m가된다. 이것은사비시대탑의기단:금당의

기단비가 1:1.7인것과비교하여대체로일치한다. 하

지만제 3판축층은성격을달리하는것이기때문에, 1,2

판축층과같이생각할수없는부분이있다. 

그리고이시대의중문과탑 : 탑과금당의거리비

가 1:1인데반하여정림사지는 1:1.32 비를보이기때문

에, 현 위치에서는 오히려 판축층만을 가지고 목탑이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65. 또한 선행 유구로 창건

당시목탑이있었다고해서, 그것이미륵사지석탑보다

후에건립되었다고볼수있는충분한근거가되지않

는다. 사리봉안기의 연대 639년은 석탑의 완공시점이

아닌 1층심주석에사리가안치된시점이고, 곧이어석

탑이완공되었다고하더라도이미부여로천도후대략

100년이라는간격이남는다. 그렇기때문에그사이에

정림사지에목탑이소실되고현재의석탑이건립될시

간적인여유는충분하다.

특히목탑과초기발생석탑에서기단부는사리장

엄과관련하여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따라서목조번

안에충실했다는것만으로미륵사지석탑의선행을단

정할수없는측면을기단부의비교를통해추측해보

았다. 덧붙여목조번안의충실여부에따른연대설정이

백제양식석탑에있어모순적으로적용되는측면이있

음을밝혀두고싶다. 왜냐하면현백제계석탑의가장

큰특징인부재의개별화현상은목조양식에따른고식

의 수법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복고적인

측면으로보면서, 미륵사지와정림사지의관계에있어

서는그측면을완전히배제하고있는것이다. 미륵사

지석탑은목탑을모방한최초의석탑이될수도있지

만, 석탑이등장한후에도목탑은계속조영되고있었

다. 또한미륵사지가람의중앙에목탑이있었다는것

은특히큰영향을끼쳤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오히

려 정림사지 석탑의 기단부가 석탑이라는 측면에서

최초의고식기단이라는것을소흘히해서는안될것

이다.

<그림 1>66을보면미륵사지석탑은하층기단이하

층지대석(면석)+갑석, 상층 기단이 상층지대석+중석+

갑석으로구성되었다. 반면정림사지석탑에서는하층

은 기석①+지대석②으로 상층은 저석③+중석④+갑석

⑤으로표현했다. 이를비교해보았을때현백제계석

탑에서지대석위에설치된한단을중석받침혹은저

석으로부르고있지만, 실제는목조건축의상층지대석

을표현한것으로볼수있다. 목조건축의기초부는흙

이나돌로융기되어있어, 내부의토사가유출되는것

을방지하기위해서그부분을석재로둘러기단을형

성했지만, 석탑은 이러한 기능과 상관이 적기 때문에

변용된것이다. 결국정림사탑은선행양식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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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정림사지석탑기단부입면도와미륵사지서석탑기단부측면도

65 창건당시의목탑의위치가현석탑의위치가아닐수있다는견해가있다(장경호, 1992, 앞의글, p. 134 ; 조훈철, 1997, 「정림사지의미술사적고찰」, 『문화사학』6ㆍ7, 한국문화
사학회, p. 187).

66 ①은 http://stupa.co.kr 도면②홍석일외5, 2006, 앞의글, p. 95. <그림15>참조.

① ②



67 천득염은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석탑이 출발부터 이중기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양 탑의 덮개 판석과 외곽석이 하층기단의 기본이 되는 선행양식이라고 하였다
(천득염, 2008, 앞의글, pp. 177~180).

68 장경호, 1992, 앞의 글, p. 155. 그는 탑신에모각된기둥수법을통일신라시대에흔히등장하는수법으로보고있으며, 구조형식의차이점으로미루어동탑이서탑에비해늦게
창건되었을가능성을제시하였다. 하지만기둥의모각수법은정림사석탑과의관계도고려해봐야할것이다.

69 문화재관리국, 1989,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1』, pp. 510~511

외부적으로 이를 따르지만, 감은사탑에서는 하층갑석

위의호+각형받침의장식적인측면으로변화한것이

다67. 즉, 미륵사지석탑이목탑과직접적인관계의모

방이라면, 정림사지석탑은간접적인관계의탄생이기

때문에, 둘의지향점자체의차이도연대설정에중요

한요인일것이다. 

동탑과의관계도살펴봐야할것인데, 서탑에비해

시기적으로후기적인양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밝혀

졌다. 서탑은석재를별석으로사용하여탑신에서기둥

의내밈이 25cm이상이지만, 동탑에서는 2층이상의탑

신에우주가모각되어기둥의내밈이 6-7cm에그치고

있다. 옥개석의추녀부도서탑이넓고투박하게표현된

것에비하여, 동탑은선으로가늘게표현했다. 이와같

이외양은일치하더라도석재의구성방식이다르기때

문에시기적으로동탑이늦게완공되었을것이다68. 

그리고유물의편년에있어도동탑이백제말이나

통일신라초기이전에완공되어존재기간은상당히짧

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서원에서는 시기가 늦은

유물이주로출토되었다69. 즉, 각원의시작시점과완

공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동원, 중원에

비해서원이오래존속되었기때문에잦은보수나개축

등이있었을것이다. 그렇다면동탑의존속이통일신라

초기에그친다고가정했을때, 위와같은차이는정림

사지석탑의영향일가능성이높다. 따라서시기적으로

는미륵사지와정림사지석탑의건립연대의간격이크

지않았음을가정해볼수있다.

사리장엄과관련해서는미륵사지서탑이목탑을충

실히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장엄은 지상의 1층

즉, 1층탑신에안치된것으로발견되었다. 이것은석

탑에서지상에사리를안치하는방식을반영한것이다.

오히려목탑에가장가까운시원기석탑이라면, 기단부와

토층조사를 통해서 새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정림사지석탑은현재 4층이감실로추정되고

있지만, 한번도해체된적이없기때문에앞으로의조

사를기다려 봐야할 것이다. 위의 <표1>은 미륵사지

서석탑과정림사지석탑의양식적특징을정리한표이

다. 현백제계석탑의특징은결국이것에서발현되어

나타나기때문에넓게는백제·백제계석탑을포괄하

185 Jun, Ji hye 백제양식석탑의형성과전개의始發點

기단부

탑신부에비해

낮고좁다

(고준)

목조건축의낮은 2중기단 ○ ○

백제계

석탑

단층기단

계단식기단

단일석기단

갑석
몰딩× ○ ○
부연× ○ ○

1층옥개석폭>기단갑석폭 ○ ○

탑

신

부

탑신(주로1층)

2층이상에서

탑신높이의

체감률

백제>신라

우주와면석별석 ○ ○
우주의엔타시스와안쏠림 ○ ○
초층탑신면석의 2매결구 ○ ○
초층탑신받침×, 얇은홈 ○ ○
우주에홈을파서면석끼움 ○ ○
2층이상의탑신받침별석 ○ ○

옥개석

낙수면경사완만 ○ ○
얇은옥개석 ○ ○
받침과처마의넓은간격 ○ ○
전각의가벼운반전 ○ ○
전각의둔각화 ○ ○
두터운우동 ○ ○
단면의수직처리 ○ ○
형결구(+상층田字형) ○ 많은석재

옥개석과받침의별석처리 ○ ○
물끊기홈× ○ ○
상하관통풍경구멍 ○ ○

옥개받침

미륵사형=두터운각형3단 ○

정림사형=
사릉형(모죽임형) 받침 ○

형결구(+상층田字형) ○ 많은석재

표 1 백제양식석탑의특징

세부 특징 정림사지
석탑

미륵사지
서석탑



는백제양식석탑의특징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모

든백제양식석탑에서일률적으로나타나는것은아니

며, 주로순수한백제양식석탑에서많이나타난다. 

2. 왕궁리석탑의양식과건립연대

(1) 조사현황과 기존의 견해

1910년關野貞에의해처음조사될당시탑부근에

서수막새[巴瓦] 파편 2조각이발견되어, 그는이양식

을근거로건립시기를미륵사지석탑과같은통일신라

시대초기로추정하였다70. 1942년석탑남쪽면을조사

한米田美代治는석탑을백제말·통일신라초의중간

형식으로보았으며, 당시봉토된기단부의일부를제거

해본결과, 파손이매우심했고再築된흔적이있어移

築가능성도제시하였다71. 고유섭은초기에는시원양

식으로미륵사지와정림사지석탑다음으로거론하였

으나, 이후 초층 탑신만 후대에 보수되었다는 전제를

두고, 통일신라시대 수법이 가미된 680년대의 작품으

로견해를수정하였다72. 

현재의상태는 1965-66년해체수리를통해서봉토

를제거하고보수한것으로, 당시 1층옥개석상면과기

단부방형심초석상면의品자형方孔에서사리장엄이

발견되었다. 심초석위로는방형석과잡석을쌓아올린

찰주가제 3층까지이르고있었다. 해체당시의사진을

보면<사진 5, 6>, 가운데심초석을두고모퉁이의 4우주

에 8각주가 4각초석위에세워져있다. 보고서에는 8각

주사이에樑形장대석을올리고, 그樑위에는제1층

탑신부재가, 8각주위에는기단갑석이걸쳐져있었던

것으로보고하였다. 그러나봉토에묻혀있던기단외부

는파손이심하여어떤모습이었는지짐작할정확한자

료는없다. 

당시석탑의건립연대는탑내부의적심부에서석

탑재보다연대가앞서는구석재와와당이발견된것을

근거로, 백제시대건립설에대해제고의필요성을제시

하였다. 즉, 일찍이기단부가붕괴되어본래목조건물

에 사용되었던 주형초석 등으로 이를 보강하고, 다시

부토하여토단을이룬상태로보존되었다는것이다. 그

후심초석에서발견된금동여래입상의양식을통해서,

사리장엄과 석탑의 연대는 나말여초나 고려초기라는

견해가일반적이었다73. 그러나이보다앞서藤澤一夫

는석탑의연대는백제시대, 그리고米田美代治가발견

한와당의명문을통해서가람전체의창건연대는 600

년경으로추정한바있다74. 

기존까지석탑의건립연대는통일신라초기·후기

75, 고려초기(황수영, 정선종 10세기초), 그리고강우방의

백제설76등이있다. 사리장엄양식을제외하고석탑자

체의 양식만을 보았을 때, 통일신라 이후라는 견해의

가장중요한근거는석탑의기단부이다77. 하지만현재

석탑의기단부는 1966년해체당시봉토로덮여있던

부분을제거하고, 새부재로만든것이기때문에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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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關野貞, 1941, 앞의글, pp. 531~532

71 조선총독부, 1915, 『조선고적도보해설4』; 米田美代治, 앞의 글, p. 121, pp. 123~128. 즉, 형식적으로는백제시대에속한다고볼수없지만, 조영척이 東魏尺에가깝기때문에
연대가삼국시대말기에속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당시그가작성한실측도에는봉토로덮인기단부에 2주의탱주가모각된면석이포현되어있다. 

72 고유섭, 1948, 앞의글, pp. 37~41, pp. 74~76. 주변에서발견된와당을통해서중앙탑과의연관성을제기하였다.

73 황수영, 1966.1, 「익산왕궁리 5층석탑내발견유물」. 『고고미술』7-1, 한국미술사학회 ; 1966.6, 「익산왕궁리석탑조사」. 『고고미술』7-6, 한국미술사학회. 1층 옥개석상면에서
발견된사리장엄은서쪽은금동주칠금강판외함, 금동금강경판내합, 금은제금강경판, 동쪽은금동주칠사리외함, 금제사리내합, 금은제방형사리병좌, 녹색유리사리병이있다. 기
단부방형심초석상면품자형방공에서는북쪽은향류, 서쪽은도굴된듯하며, 동쪽에는금동불입상, 청동방울이발견되었다.

74 藤澤一夫, 1977, 「百濟別都益山王宮里廢寺卽大官寺考」, 『마한백제문화』2,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pp.157~159. 그는‘申’,‘布’의원형인각이상하에押印된와당
에서아래의‘布’는제작자와관련된것으로보고, 『일본서기』飛鳥寺 (권제21, 崇峻天皇원년조.『일본서기』‘陵貴文’는『 』에서는‘布陵貴’로되어
있다). 기사를 통해백제에서파견된瓦師중‘陵貴文(布陵貴)’과동일혹은同系의族人일가능성을제시하였다. 윗부분의‘申’은제작연대로보고부여天王寺瓦(597)와일본飛
鳥寺瓦(588)에가장가까운‘庚申’(600)으로추정하였다.

75 윤장섭, 1975, 『한국건축사』, 동명사, p. 138. 그는외형은백제석탑이지만석재구성방식이나의장계획수법이신라일반석탑양식을따르고있으므로, 8-9세기경에건립된것
으로본다.

76 강우방, 1993, 「익산 왕궁리석탑앞에서」, 『미의순례』, 도서출판사예경, pp. 117~123. 그는 미륵사지석탑과왕궁리오층석탑이동시에건립되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 두
탑의차이는규모면에서비롯된것이라고하였다. 또한정림사지석탑에서왕궁리석탑으로형식적인이행이가능하고, 여기서다시감은사탑으로곧바로이행된것으로보았다.
따라서백제탑의완성이며신라탑의시원이라고하였다.

77 천득염(2001, 앞의 글, p.49.)은 9세기후반문경지방에서나타나는단층기단과연결시켜신라식단층기단이나타나는 9세기후반, 박경식(2008, 앞의 글, p. 395.)은백제계석탑
중에서가장먼저건립된고려초양식으로본다.



의모습이얼마나정확한모습인지는불확실하다. 당시

황수영은단층기단의가능성을, 그리고이경회는일제

시대조사에서 2중기단으로추정된다는보고를접했음

을소개한바가있다78. 게다가기단부의형태를완벽

하게복구하였다고보기어려운근거중하나로, 초층

탑신받침부분에서실제탑신을받고도남는부분이

22cm가량이되는것을들수있다.

특히견훤이활발히활동한 10세기초를석탑의건

립연대로제시한정선종은신라의단층기단의분포를

따라견훤의출생지인상주를연결시켜왕궁리석탑의

기단을이해하였다79. 그러나신라식기단으로연결짓

는것은지나치게복원된기단의외양만을본결과로

생각된다. 덧붙여현재미륵사지서탑의사리장엄의발

견으로인하여다시금건립연대가논의되고있으나, 미

륵사지, 제석사지와위치적으로가깝기때문에좀더시

간을두고함께논의되어야할측면이크다. 

(2) 왕궁리 석탑 양식

현재석탑의기단부는<사진 4> 지대석+저석+중석+

갑석으로결구된단층기단이다. 그러나실제정확한기

단부는알수없으므로, 외부기단부에대한논의는무

리가될것으로생각한다. 단현재기단부는갑석의부

연과탑신받침, 기울기의표현을통해서백제양식석탑

의기단과는완전히다르다. 반면통일신라후기에등

장하는단층기단이되기위해서는탱주의수가 2매인

점, 폭에비하여높이가낮은점이어색하다. 따라서현

재기단부는감은사지나고선사지석탑의상층기단부

와결구방식을제외한탱주의수, 폭이거의일치하는

점으로미루어, 복구당시이들탑을참고한것으로생

각된다. 단실측도상 2주가모각된면석이발견된위치

로가정해보면80탱주의수가증가할가능성도있다. 그

러나 1층옥개석의폭은갑석보다 14cm가량넓기때문

에, 과거기단부의폭이이것과일치한다면이부분에

서백제양식을짐작할수있다81. 

다음으로해체당시의사진을보면<사진 5, 6> 기단

내부는외부와상당히다름을알수있다. 물론석탑의

해체에참여했던황수영은내부구조의석재를본래석

탑의부재로보지않지만, 이것은미륵사지석탑의기

단·초층탑신에서도 흡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또

한심초석위로방형석과잡석을쌓아올린심주석이 3

층까지이른다는것도미륵사지석탑과유사하다. 즉,

미륵사지석탑의우주와탱주아래연결된 2단의초석

(초반석+초석)이왕궁리에서는 8각주와그아래판석으

로표현되었다. 이부분을미륵사지 1층내부와동일하

게보고 8각주를사천주로보는견해도있다. 즉미륵

사지십자형통로를구획하는 1층부분과왕궁리석탑

의기단내부 8각주를동일한구조로보는것이다82. 하

지만 8각주사이에장대석이쌓여있고그위에갑석과

1층탑신이올려져있는점에서는, 서로층위가다르기

때문에초석의성격으로보는것이더좋을것이라생

187 Jun, Ji hye 백제양식석탑의형성과전개의始發點

사진 4왕궁리석탑현재기단부

78 이경회, 1966, 앞의글, p. 58

79 정선종, 1986, 앞의글, pp. 231~232

80 이경희(1966, 앞의글, p. 56. <도6>)의글에실린米田美代治의실측도에 2주가모각된면석이표현된것을근거로가정한것이다.

81 남쪽면을기준으로기단갑석의폭은 4.43m, 1층옥개석의폭은 4.57m로측정된다.

82  한정호, 2009.8, 「익산왕궁리오층석탑과사리장엄연구」, 『신라사학보』16, 신라사학회, p. 186. p. 190. 그는 사리장엄과기단내부구조를통해서, 왕궁리석탑을백제석탑으로
보고신라전형석탑으로이행되는연결고리라고하였다. 또한고대미술에서소위복고양식이라는것은불분명하며, 존재하더라도시대양식과는구별되는차이가있어야한다는
견해를제시했다.



각한다.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현석탑의위치에선행유

구로목탑이있었다는근거를석탑하부의판축시설에

서찾고있다83. 하지만앞서정림사지석탑이부여에

건립이되었다면, 반드시목탑이선행유구로있었다고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관련하여 2층 옥개석에서

발견된사리장엄이본래는심초석에안치되었다가, 10

세기작품으로추정되는금동입상이납입되는수리과

정을거치면서위치가상부로옮겨갔다는의견을참고

하고 싶다84. 이것은 내부 석재를 단순히 적심역할을

하기위해기존의석재를이용한것으로보기에는, 석

재의위치가너무정연한측면이있기때문이다. 심초

석과 8각주는본래부터석탑을위한석재로만들어진

것이고, 10세기무렵석탑이보수되면서금동입상이납

입되고그후석탑의붕괴를막기위해기단부를봉토한

것으로도추측해볼수있다. 따라서석탑의건립연대

를현재의기단부로파악한다는것은무리가있다. 또

한어쩌면의성탑리오층석탑이나중앙탑의기단부와

연관해서고려해봐야할측면도있을것이다.

탑신부를살펴보면, 탑신, 옥개석, 옥개받침이각각

별석이고, 각 층의 우주는 모두 면석에 모각되었다. 1

층탑신은<사진 7> 귀틀석에우주를모각하고, 그사이

에탱주를모각한판석을끼웠는데, 석재의수는총 8매

이다. 그런데초층의모각처리는백제양식석탑에서주

로 초층의 우주가 별석으로 처리되는 점과 비교되며,

이와함께엔타시스가없는점은석탑의건립연대를하

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85. 탑신에 우주를 모각한

면이정림사지석탑과비교해서좁고약하게표현된것

역시후대적인성격이농후하다고할수있다. 탑신에

탱주가있는석탑으로는의성탑리오층석탑의 2층이

상, 동방사지칠층석탑 2층까지, 운주사 구층석탑 1층

탑신을들수있다. 

물론이러한관점은기존까지이어져온신라의정

형화된석탑의틀에맞추어백제석탑을이해하려하기

때문에생긴오류인지도모른다. 그러나이부분을제

외하면왕궁리석탑은전체적으로신라전형석탑의직

접적인선행양식이될수있는측면이크다. 또한우주

와탱주의모각처리와표현방식은석탑결구에있어

백제석탑자체에서한단계발전한과정으로이해될여

지도있으며, 정림사지석탑과미륵사지동탑에서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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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왕궁리석탑해체당시기단부
『한국상대건축의연구』,1965

사진 6왕궁리석탑정비후기단부
『한국미의재발견』,1965 

8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왕궁리유적발굴중간보고서Ⅱ』, pp. 19~27

84 한정호, 앞의글, pp. 188~189. 그는무왕의명복을빌기위한원찰로늦어도 650년을넘지않은시기에건립된것으로본다. 반면김주성은심초석을이전목탑의심초석으로추
정하고, 견훤 집권기에 석탑이 건립되면서 제석사지 사리장엄이 일부 교체되어 석탑에 안치되었으며, 이후 석탑의 재건립 때 이 장엄이 탑신부로 이동한 것으로 본다(김주성,
2009, 「7세기백제에서의익산위상의변화」,『익산왕궁리유적의조사성과와의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p. 229, p. 231).

85 이경회는안쏠림와엔타시스가 없는점은신라탑형식이며, 백제탑의 건축구조성의특징에서 벗어난조각적성질로보고백제와신라의절충양식으로(이경회, 1966), 杉山信三
역시일부감입부분을다른두양식의결합으로보았다(杉山信三, 1944). 천득염은백제시대석탑과는다른기법으로석탑조립기술의발전된측면으로볼수도있지만, 의장적인
면에서다소의문이든다고하였다(천득염, 2003). 



가모각된석재가사용된점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 

초층탑신의비는정림사가거의 1:1.6의비율을보

이는것에비해 1:1.75의비율로가로폭이긴편이다.

석재의수는 2층탑신은 4매, 그이상은 2매이며, 옥개

석은 3층까지는 8매( ), 4층이상은 4매(田)이다. 옥개

받침은 5층까지 3단으로모두 4매(田)의결구를보인다.

탑신받침은옥개석위에조출되었는데, 정림사에비해

서상당히낮아졌다. 석재수와결구방법에있어탑신

이옥개석에비하여상당히간략화된것으로보이지만,

탑신에서단일석처리나엇물림의결구방식이나타나는

곳은한군데도없다. 예를들어감은사지석탑에서는 2

층탑신이 4매의석재로엇물림결구되고, 3층탑신이

단일석으로구성된것과는차이가있다. 

물론이러한석재의개별화현상은현백제계석탑

에서 주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즉, 고려시대가되어건립되는백제계석탑들이복고적

인현상의하나로석재의개별화현상을모방한다는것

이다. 하지만 형태상의 복고적 측면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랜시간이지난후에굳이이러한현상을

모방할필요가있었는지의문스럽다. 그리고 2층탑신

의결구방식은나머지석재가상당히규칙적인데비하

여불규칙한점이발견된다. 즉, 서편중앙에마치탱주

와같은작은석재를귀틀석사이에감입시키고동편은

판석을세웠는데, 3층이상의 2매의결구방식과통일

성이 없다. 따라서 보수한 흔적이 아닐까하는 추측이

든다. 

왕궁리석탑에서백제양식석탑의특징이가장강하

게 나타나는 곳은 옥개석이라고 할 수 있다<사진 8>.

특히옥개석낙수면의결구수법이 1층에서부터 3층까

지정림사석탑과동일한 형의결구를보이고, 옥개

받침도한단계간략화되었지만田字형이 5층까지이

어지고있다. 옥개받침은신라석탑과달리두터운 3단

으로미륵사지석탑의옥개받침과흡사하다. 단, 두툼

한우동의표현이없는점은두탑과다르고, 신라석탑

의 양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평박한 옥개석과 처마의

단면이수직이면서추녀에서약간의반전을가지는점,

받침과처마사이의간격이넓은점, 물끊기홈이없는

점 등은 정림사지 석탑의 옥개석과 상당히 닮아있다.

풍경구멍은역시추녀끝에서상하를관통하고있는데,

두석탑과는달리관통하지않는작은구멍이하나더

있다86. 따라서아직건립연대를백제시대로확정하기

는곤란하지만, 세부적인특징을고려하면적어도고려

시대에복고적으로등장한현백제계석탑의범주에넣

기는어려울것이다.

(3) 왕궁리 석탑의 건립연대

왕궁리석탑은현재신라식단층기단을가진백제

계석탑으로알려져있으며, 지리적으로가까운미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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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왕궁리석탑 1층탑신 사진 8왕궁리석탑옥개석

86 크기가다른 2개의구멍이있는데작은구멍은옥개석두께의반정도의깊이에미치고있다. 이 구멍을별도의장엄구와관련되었을가능성을제시하는연구자도있다(조은경외
2, 2007, 「전라도석탑의세부기법고찰」, 『문화재』40, 국립문화재연구소, p. 289). 



지와정림사지석탑을많이모방했다. 건립연대에관한

견해들은앞서소개하였고, 여기서는현재미륵사지발

견사리장엄구와함께논란이되고있는부분, 그리고

목탑선행설과내부기단부의구조에대해살펴보겠다.

이를통해서미륵사지석탑에참여했던장인집단이왕

궁리석탑의건립에도참여할수있는시간적인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백제양식석탑의 전개가 시작되었음을

가정해보았다. 

왕궁리석탑이등장하는기록으로는, 읍지인『금마

지』가있다. 여기서는“왕궁탑은宮墟앞에높이 10丈

으로累石이宛然하다.”라고기록되어있다. 또한견훤

과관련된一說로, 도선이完山의지리가마치개가쭈

구린형상과같아서, 탑을세워개의꼬리를누르면고

려태조가견훤에게이길것이라하였는데, 탑이완성

되던날 3일동안완산이밤과같았다고한다87.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도견훤이금마산에서백제가개국한

것으로본것을기록하였다88.

목탑이 선행 유구였다는 근거로는 석탑 하부에서

발견된판축층을들수있는데, 동서남북 4방향의기초

부가동일한판축으로구성되지않은점은의문스럽다.

즉, 동서는 판축이지만 남북은 기존 건물의 기초부를

그대로이용하여목탑을세운것으로보고되었기때문

이다89. 반면탑과금당지사이에있는제 3건물지를석

탑의기초였을것으로보고, 석탑의위치가원래위치

에서후대에이동되었을가능성이있다는견해도있다

90. 그러나 사지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유구가 파괴된

후에창건된것으로보이고91, 시대를달리하는건물지

의흔적이많이발견되었다. 따라서현재석탑하부의

판축을근거로목탑의선행을단정하는것은제고되어

야한다. 또한『관세음응험기』92에기록된제석사지의

사리장엄과유사하다는근거로현제석사지와왕궁리

석탑을연관시키는견해도있다93. 하지만오히려미륵

사지서탑에사리가봉안된때와제석사가소실된때가

모두 639년으로일치하는점이주목할만하다.

현재미륵사지에서발견된사리장엄구와관련해서

많은논란이있는부분은왕궁리석탑에서발견된장엄

과의유사성에기인하고있다. 특히한정호는 3가지유

사점을제시하여장엄의제작시기가 7세기전반에해

당할것이라고하였다. 첫째로, 미륵사지의금동제사리

외호의동체부중앙하단과왕궁리의금제사리내합뚜

껑에시문된삼엽문의유사성, 둘째로, 외면을장식한

어자문의유사성, 셋째로, 왕궁리사리병의금은제사

각받침문양이미륵사지사리외호어깨부분에시문된

문양과흡사하는것이다. 결국두석탑의장엄은동일

시기, 동일한제작기법인동시에, 석탑의연대역시기

단내부의구조를근거로늦어도 650년을넘지않는시

기로추정하였다94.

그러나 주경미는 양자의 어자문 기법에서, 미륵사

지석탑이비교적겹쳐짐이없이일정한간격을유지하

고, 바탕을표현할때도문양이외곽선을따르는고식

을가지고있는점을들었다. 반면왕궁리석탑은고식

의 문양 배치방식을 따르지만, 일렬로 찍은 흔적이나

연주환문의개념을명확히이해하지못하는부분이보

인다고하였다. 즉백제양식이강하게보이기는하지

만미륵사지석탑에비하여늦게제작된것이거나, 후

대에모방해서제작했을가능성을제시하였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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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금마지』고적.“王宮塔在宮墟前高十丈累石宛然俗傳馬韓時造此塔但塔劫卽佛家所設而馬韓時佛敎未及東來一說 道詵謂完山地理 形建塔于此以壓狗尾蓋爲麗太祖壓勝甄萱
而塔成之日完山晝晦三日其說固涉不經而且道詵麗祖以前人知道詵預知麗祖統合而陰贊除萱之術也歟未可知也.”

88 『신증동국여지승람』제33권, 전라도익산군, 古蹟.

89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7, 『왕궁리유적발굴중간보고서2』, pp. 19~27

90 김용민, 2007, 「익산왕궁성발굴성과와그성격」, 『백제연구』17, 원광대학교마한백제연구소, p. 37

91 이신효, 2006, 「익산백제왕궁출토사찰명기와의고찰」, 『호남고고학보』23, 호남고고학회, pp.48~49 ; 김주성, 2009, 앞의 글, pp. 48~50 ; 강종원, 2007, 「백제말기정치상황
과익산왕궁성」, 『마한백제문화』17,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p. 201. 이신효와김주성은기존의궁을파괴하고의자왕때사찰이건립된것으로보고있다. 

92 『관세음응험기』「帝釋精舍」.“百濟武康王遷都枳慕蜜地新營精舍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天大雷雨遂災帝釋精舍佛堂七級浮圖乃至廊房一皆燒盡塔下礎石中有種種七
寶亦有佛舍利 水精甁又以銅作紙寫金剛波若經貯以木漆函發礎石開視悉皆燒盡唯佛舍利甁與波若經漆函如故水精甁內外徹見盖亦不動而舍利悉無不知所出將甁以歸大
王大王請法師發卽懺悔開甁視之佛舍利六箇俱在處內甁自外視之六箇悉見於是大王及諸宮人倍加敬信發卽供養更造寺貯焉.”

9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백제의미술』, pp. 32~33 ; 김주성, 2009, 앞의글, p. 229, p. 231

94 한정호, 2009, 앞의글, pp. 178~181. 그밖에유리사리병, 사리기의봉안방식이공통된다는점을든다.



강우방은오래전부터거의유일하게석탑의백제

설을주장해온학자로서, 장엄과관련해서는금제사리

내합의무늬가신라·통일신라시대에는아직발견되지

않았고 특히 백제에서 많이 보인다는 점과, 사리병의

사각판과 금강경판의 제작기법이 은판에 아밀도금한

같은 기법인 점을 들어서 백제시대 작품으로 확신했

다96. 그러나사리장엄의편년과관련해서는백제설에

서멀어지는견해가더많다. 신대현은녹색유리사리병

이고려시대유행한정병행태이기때문에, 석탑의연대

를고려초기로추정하였다97. 조원교는유리구술과방

울을제외한나머지장엄은약 900년경에제작되었으

나, 백제의전통이남아있는점에주목하여후백제견

훤을제작·발원의주체로보고있다98. 그리고앞서 1

층옥개석동편에서발견된금강경의편년을 7세기초

반으로보는견해도있어99, 이러한장엄구의연구는석

탑의연대측정에상당히중요한자료가될것으로생

각한다. 그러나장엄구의미술사적인입장을이해하기

에는개인적으로상당한어려움이있는관계로, 사리장

엄만을가지고석탑의건립연대를추측하기에는곤란

하다. 다만이에대한견해를소개함으로서왕궁리석

탑의건립연대의다양한설을다시금고려할기회가되

기를기대한다. 덧붙여현재고려시대에건립된백제계

석탑으로알려진장하리석탑의금동외병의동체부의

어자문기법도왕궁리석탑의장엄과비교될수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백제양식이라는 범주로 보았을

때사리장엄의비교연구가함께진행되어야할것으

로생각한다100. 

왕궁리석탑에서가장큰특징은기단내부에서나

타난다. 해체당시의기단내부그림은앞을참조하기

바란다. 위의사진과그림은<사진 9, 그림 2> 왕궁리유

적전시관에있는석탑의기단부모형도와도면으로, 과

거봉토아래서발견된기단내부구조를토대로복원하

여전시하고있다. 하지만기단외부구조는현재의기

단부이기때문에내부만살펴보겠다. 내부는가운데심

초석을두고, 4방향으로초반석을깔고그위에팔각주

를세우는 2중구조를나타낸다. 이것은미륵사지삼원

의탑에서나오는초석의구조와일치한다. 물론이러

한구조가앞서선행유구로목탑이있어그부재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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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왕궁리석탑모형도기단부 그림 2왕궁리석탑도면기단부

95 주경미, 2009, 「백제의사리신앙과미륵사지출토사리장엄구」, 『미륵사의재조명』, 마한백제문화연구소ㆍ백제학회, pp. 177~178

96 강우방, 2007, 『한국미술의탄생』, 솔출판사, p. 168, p. 173 ; 1993, 앞의글, p. 123

97 신대현, 2003, 『적멸의궁전사리장엄』, 한길아트, pp. 104~107

98 조원교, 2009, 앞의글, p. 61

99 송일기, 2002, 「익산왕궁탑 <금지금강사경>의문헌학적접근」, 『서지학연구』24, 서지학회, pp, 148~150

100   신광섭은앞서장하리석탑의금동외병의동체부에영화당초문과어자문이빽빽하게시문된것을소개하면서, 왕궁리 석탑의금제방형사리기와유사성을비교하였다. 그는 왕
궁리석탑의사리기연대가 10세기로추정되고있는점으로보아장하리석탑사리기의연대도왕궁리석탑에비해서는형식화되었지만차이가크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신
광섭, 2000, 「부여 장하리 삼층석탑의 사리구에 관하여」, 『石塔寺 三重石塔のル-ツを採る』, 포생정국제친선협회, サソライズ出版社, pp. 53~54. p.57). 강우방은 장하리 석탑
의금동외병이중국의제사용기와비슷하며, 산수, 새문양, 보상화문이빽빽하게새겨져있음을소개하였다(강우방외1, 2003, 『탑』,솔풀판사, p. 207).



부사용했을가능성도아직배제할수없지만, 상당히

정연한모습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석탑

의유구로추측했다. 

이와같은기단내부의구조는미륵사지석탑의 1

층십자형통로와매우유사하다<사진10>. 그러나구

조의 층위로 보았을 때 미륵사지 석탑은 1층인 셈이

고, 왕궁리석탑은기단부가되는셈이다. 그렇기때문

에왕궁리석탑은심초석이기단내부에안치된것으

로보이는데반해, 미륵사의심초석은이미지상으로

나온 것이다. 즉 1층에 심초석이 안치되어 심주석을

받고있다. 왕궁리석탑기단내부의팔각주역시미륵

사지십자형통로의 4방형의사천주형식과비교하기

보다는, 기단내부에설치되어있는초석으로봐야할

것이다. 초반석과 초석의로 구성된 2중 초석 구조는

미륵사지의당탑에서볼수있는초석양식이다. 그리

고미륵사지석탑에서심주석이 4층옥개석층위까지

발견되고, 왕궁리석탑에서도이것이 3층에이르고있

기때문에이것도하나의공통점이다. 사리장엄, 내부

구조, 심주석등의공통점을통해서연대를추정해본

다면, 미륵사지석탑의건립에동원되었던장인집단

이왕궁리석탑의건립에어느정도참여했을가능성

이높다.

그시기를백제멸망이후로보고남아있는문헌자

료와연관시켜본다면, 첫째로안승의기사가있다. 『삼

국사기』에따르면, 670년가을 8월 1일에안승을고구

려왕으로책봉하는글을내리고, 674년 9월에다시보

덕왕에봉했다. 그리고 683년겨울 10월안승을서울에

살게하였는데, 다음해 11월에안승의조카뻘되는장군

대문이금마저에서반역을모의하여결국토벌되고금

마군으로삼게된다101. 이기록에서안승이익산에거

주했던기간은대략 13년으로이연대는왕궁리석탑의

건립과관련이있을가능성이있다102. 

둘째는, 670~680년대에걸쳐백제유민에의해제작

된것으로알려진연기에서발견된불상중, 명문이있

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과 계유명삼존천불비

상을들수있다. 두불상의제작시기로추정되는 673

년무렵은, 신라정부가백제유민을포섭하려는회유책

을추진했던시기로, 백제유민에의해백제양식불상

의제작이가능할것으로보여진다103. 즉, 백제멸망후

부흥운동이완전히진압되기이전인 670년대초반무

렵에백제유민들에의해이와같은불상이제작될수

있었다면, 석탑양식도그범주안에서이해될수있는

측면이있다. 시기적으로도안승이익산에서활동했던

670년대와계유명불상이제작된 673년은일치하기때

문에, 백제양식석탑인왕궁리석탑역시늦어도이시

기에는건립되었을가능성이크다. 

그리고이보다앞서태종무열왕의죽음을암시하

는이변이금마에서나타나는데, 그내용은“大官寺의

우물이피가되었고, 금마군의땅이피를흘렸는데넓

이가 다섯 보가 되었다.”이다104. 이때 大官寺는 현재

왕궁리석탑이있는가람을지칭하는것이다. 이와같

이 무열왕의 죽음과 관련된 이변이 나타났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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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삼국사기』권제6, 신라본기제6, 문무왕 10년조 ; 『삼국사기』권제7, 신라본기제7, 문무왕 14년조 ;『삼국사기』권제8, 신라본기제8. 신문왕 3년조, 4년조.

102  전용호는왕궁성의변천을궁성축조-궁성완성-사찰로이행-사찰중심-궁성폐기의 5단계로구분하였다. 3단계인궁성에서사찰로의이행단계는상한은백제말, 하한은안승의보
덕국으로 보았으며, 4단계인 사찰중심 단계는 상한을 안승의 보덕국이 운영되던 7세기 중반, 하한을 10세기 초로 추정하였다(전용호, 2009, 「왕궁리 유적의 최근 발굴 성과」,
『익산왕궁리유적의조사성과와의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pp. 31~36).

103  김주성, 2000, 「연기불상군명문을통해본연기지방백제유민의동향」,『선사와고대』15, 한국고대학회, pp. 61~62. 최병석은향도조직을바탕으로둔백제부흥운동의세력에
의해계유명불상이제작된것으로본다(최병석, 2003, 「계유명삼존천불비상에대한재검토」, 『선사와고대』19, 한국고대학회, p. 417, pp. 420~421). 

104  『삼국사기』권제5, 신라본기제5, 태종무열왕 8년조. “六月大官寺井水爲血金馬郡地流血廣五步王薨諡曰武烈葬永敬寺北上號太宗高宗聞訃擧哀於洛城門.”王宮井이라는우
물은『금마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기록이있다. 『금마지』고적.“王宮井在塔北二步”; 『신증동국여지승람』제33권, 전라도익산군, 山川.“王宮井在郡南五里世傳古宮闕遺址”.



이미당시사찰경영이있었다는것과지역적으로중요

성을암시하는것이다. 즉, 백제멸망이전에사찰경영

이이루어지고, 멸망후사찰에파손이생기면서백제

유민에의해 670년대초반무렵현재의석탑으로재건

립된것으로볼수도있다.

결국 왕궁리 석탑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륵사지

석탑의기초부의성격을반영하고, 규모면에서는이미

정림사지석탑을거쳤기때문에탄생될수있었던석탑

이다. 두툼한각형옥개받침의외형은미륵사지석탑과

유사하다. 그리고 옥개석은 형의 결구가 3층까지,

옥개받침은끝까지田字형결구가유지되고있어, 간략

화되었지만받침과옥개석의결구방법은정림사지양

식을따르고있다. 앞서도말했듯이우주가다소약하

게표현된점이나 1층탱주의모각처리는후대적인성

격을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이것을동탑의석재기

술과연결할수도있지만, 이미정림사지석탑에서 2층

이상의탑신에우주를모각한것과도함께생각해봐야

할것이다. 

따라서초층탑신에서탱주의모각이나 2층이상의

탑신받침조출, 다소간략화된부재의표현과같은것

을신라석탑의영향으로만이해하여, 통일신라시대이

후로보는것은고려되어야한다. 다만미륵사나정림

사탑보다발전된신기술을반영하고있기때문에, 이들

보다이후로봐야할것이다. 그리고그시기는포괄적

으로보아서는, 미륵사지석탑의장인집단이참여할수

있는마지막시기에가깝기때문에, 현백제계석탑의

등장이고려시대가되어일순간등장한것이아니라이

때부터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고려시대

건립으로추정되고있는백제계석탑의연대도백제유

민에의해제작된불상과연관하여그연대를새롭게

고찰해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표2>는백제양식표를통해서왕궁리석탑과시기

적으로큰차이가나지않을것으로추정되는 682년가

람이완공된감은사지삼층석탑을비교한표이다. 감은

사지석탑은신라석탑의전형양식으로양식적인면에

서왕궁리석탑과공통되는부분이많다. 이는한국석

탑이정형화되기이전에나타난양식이기때문에, 석탑

의고식이라는측면에서그공통점을이해할수있다.

단, 왕궁리석탑의옥개석의 형결구, 상하관통풍

경구멍, 처마의수직처리, 전각의둔각처리는, 백제시

대의시대성을어느정도간직하였기때문에나타날수

있는특징이라고생각된다. 

왕궁리석탑의연대를아직정확히제시할수는없

으나, 설령백제시대에건립되지않았더라도, 백제멸

망과큰시차가나지는않을것이다. 결국멸망후에도

그들이창조한석탑양식이, 경주지역처럼활발하지는

않았으나지속적으로건립되었을가능성을여기서찾

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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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기단부는복원된것으로제외시켰다.

탑

신

부

탑신(주로1층)

2층이상에서

탑신높이의

체감율

백제>신라

우주와면석별석(초층) × ○

우주의엔타시스와안쏠림 × ×

초층탑신면석의 2매결구 × ×

초층탑신받침×얇은홈 ○ ×2단각형받침

우주에홈을파서면석끼움 × ○

2층이상의탑신받침별석 ×각1단 ×각2단

옥개석

낙수면경사완만 ○ ×

얇은옥개석 ○ ×

받침과처마의넓은간격 ○ ×

전각의가벼운반전 ○ ○

전각의둔각화 ○ ×

두터운우동 × ×

단면의수직처리 ○ ×

형결구(+상층田字형) ○ +田 ×田

옥개석과받침의별석처리 ○ ○

물끊기홈× ○ ○

상하관통풍경구멍 ○ ×추녀의양쪽측면

옥개받침

미륵사형=두터운각형3단
3단받침 5단받침

정림사형=사릉형받침

형결구(+상층田字형) ×田 ×田

표 2 왕궁리석탑과감은사석탑비교105

세부 특징 왕궁리
석탑 감은사석탑



결론

백제석탑으로서현재유일하게남아있는미륵사지

와정림사지석탑의양식적특징을살펴보는작업은넓

게는한국석탑을, 좁게는현백제계석탑을이해할수

있는바탕이된다. 그리고결국이석탑의양식적특징

은신라지역은물론이고백제멸망후에도많은영향

을끼쳤을것이다. 하지만이런특징을공유하는석탑

들을백제계석탑이라는틀에묶어그편년을고려시대

로한정한다는것은, 계승되고발전되는문화와예술적

인측면에서쉽게수긍이가지않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백제양식석탑이단절된것이

아니라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기초적인작업으로미륵사지와정림사지석탑의특징

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특히이후에등장하는백제

양식석탑이주로정림사지석탑의외양을많이모방하

고있다는사실에서, 선후문제와연대설정, 그리고양

식적인고찰은상당히중요한과제라고생각된다. 또한

백제양식석탑의특징중부재의개별화현상은기술적

인측면에서보았을때고식인측면이많다. 하지만이

기준이같은양식내에서모순적으로작용되고있는부

분도있기때문에, 목조번안의고식이라는측면으로무

조건미륵사지석탑의선행을단정할수없음을가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두석탑의영향속에서전개되는백제양

식석탑의‘전개의시발점’에왕궁리석탑을올려두고,

그특징과연대에대해고찰해보았다. 다양한연대설이

있지만, 위치적으로가까운미륵사지의사리장엄과내

부구조의유사성, 백제양식불상의제작시기, 그리고

정림사지석탑과공통되는석재의결구등에서, 그연

대를미륵사지석탑의건립에동원되었던장인집단이

참여할수있는마지막시기로추정하였다. 끝으로다

음기회에현재다수분포하고있는백제양식석탑의세

부적인고찰과정을거쳐서, 전개의진행과정을살펴볼

수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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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rting Point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Baekje-style Stone Stupa

Abstract
The stone stupas of the Mireuk Temple Site and Jeongnim Temple Site were the beginning of Korean stone stupa

and the unique ones stemming from the Baeje period. Therefore, the work of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two stone stupas would give us a basis for understanding Korean stone stupas in a large scale and Baekje-style stone

stupas in a narrow sense. As shown in some records, the excellent architectural skills of Baekje could be known by

the fact that Abiji was invited to the building of Hwangryong Wooden stupa, one of the national undertakings of

Shilla and the skills and styles related to stone stupas were thought to be disseminated in this process. However, it has

not been very convincing that the stone stupas with Baekje styles were disconnected in an instant with the unification

of Shilla, in terms that culture and art would inherited and developed. 

The current academic circle set a frame and defined all these types of stone stupas as Baekje-system stone stupas

built in Goryeo period and put them in a uniformly chronological order.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support of

regionally powerful clans and cultural revival were suggested as the factors of their appearance, but it seemed

difficult to be assured that these led Baeje-style stone stupas to reappear in a moment by breaking the gap of about

300 years. Of course, it has not been active in Gyeongju area, but they have greatly influenced the stone stupas of

Shilla; therefore, it would be possible to consider that they were developed but limited to certain areas. This study

focused on the starting point of such development and investigated the formation of Baeje-style stone stupas through

the stone stupas of the Mireuk Temple Site and Jeongnim Temple Site and their subsequent development through

Wanggung-ri Stone Stupa. 

Keywords | Baeje-style stone stupa, Baeje stone stupa, stone stupa of the Mireuk Temple Site, stone
stupa of Jeongnim Temple Site, Wanggung-ri stone st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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