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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조사개요

창경궁 오층석탑은 창경궁(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

궁로 185) 내 명정전 북쪽, 환경전歡慶殿과 함인정涵仁亭 

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는 

2013년 창경궁의 석조문화재 정밀실측사업을 추진하면

서 이 석탑을 포함한 5개의 석조문화재에 대한 실측조

사를 실시하고 『창경궁 내 석조문화재 정밀실측조사 설

계용역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 궁

능문화재과는 이 창경궁 오층석탑의 양식과 현황, 건립

과 이건 연혁 등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조사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박물관에 일제강점기 창경궁 오

층석탑 관련 자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동시에, 특히 4층 

이상의 부재 등은 신 부재로 수리된 것으로 기 확인된 

바, 석탑의 보존현황, 양식적 특징 등에 관한 전문 학술

조사연구의 수행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창경궁 오층석탑에 대하여 석

탑의 부재 구성과 기법에 대한 건축적 조사, 문양 및 양

식에 대한 미술사적 조사, 보존현황과 암석 특징에 대

한 조사에 대하여 건축문화재연구실, 미술문화재연구

실, 보존과학센터가 수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우선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분야별 조사연구 항

목을 설정하였다. 현장조사를 위한 가설 비계 설치 전 

석탑의 지반에 대한 조사를 위한 물리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분야별 현황 조사 및 사진 촬영 등이 이루어졌으

며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

였다. 분야별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여러 차례의 논의

를 통하여 비지정문화재인 창경궁 내 오층석탑에 대한 

기초적인 학술조사연구 결과를 작성하였다.

분야별 조사자 및 원고 작성자는 다음과 같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조은경, 김시현

미술문화재연구실 이난영, 김정임, 정원주

보존과학센터 김사덕, 이태종, 오정현,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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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창경궁 오층석탑 현황 고찰

창경궁 오층석탑은 창경궁(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

로 185) 내 명정전 북쪽, 환경전歡慶殿과 함인정涵仁亭의 남

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궐도東闕圖를 보면 현재 창경궁 오층

석탑의 위치는 명정전明政殿의 우측 행각이 북쪽으로 연결

되는 부분의 부속건물지들이 조성되어 있던 곳으로 이 영

역이 훼철된 후에 석탑이 위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이 석탑의 원위치와 이건 경로와 경위 등에 대한 명확

한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조성과 이건 시기에 

대한 막연한 추정만 있을 뿐이다.

창경궁 오층석탑의 1층 탑신석에는 불상이 부조로 조

각되어 있어 이 면이 정면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

하여 오층석탑의 배치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오층석탑은 

남향과 같이 일정한 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변의 환경

전이나 함인정의 축과도 어긋나게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환

경전에서 이 석탑을 바라보면 불상이 새겨진 석탑의 정면

과 마주하게 된다. 즉 환경전에서의 조망을 고려하거나 환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 설정에 의해 석탑의 배치를 정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제강점기 창경궁을 박물관으

로 기능을 변용시키면서 각 전각들을 전시실로 활용했던 

공간 구성과의 관련성을 제시할 수 있다.

1. 부재 구성 및 세부 기법

창경궁 오층석탑은 탑구석1과 상·하층으로 구성된 이

층 기단, 탑신부와 상륜부로 구성되며 구성 부재의 수량은 

총 36매이다. 기단부의 경우 별매석을 조립하여 층위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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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창경궁 오층석탑 전경

1 창경궁 내 석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에는 이를 탑구석으로 명명하고 있어 우선 이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조은경·김시현

이난영·김정임·정원주

김사덕·이태종·오정현·조하진 

국립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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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하였으며 탑신부는 1층부터 5층까지 탑신석과 옥개석

이 각 1매로 하나의 부재를 가공하여 구성하고 있다. 상륜

부는 부재가 석탑의 구성암석과 달라 이건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노반과 앙화, 보륜과 석주, 보개와 보주가 

각 1매씩 총 3매로 구성되어 있다. 이의 세부 내용을 정리

하면 <표 1>과 같다.

1) 기단부

석탑의 하층기단과 별도로 주변에 장대석이 둘러져 

있고 장대석 안쪽으로 흙을 다져 단을 조성하고 하층기단

석이 놓여 있다. 기존의 실측조사보고서에는 이 장대석을 

탑구석으로 명칭하였으나 석탑이 이건되었을 가능성을 고

려할 때 원래의 탑구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석탑의 탑구석이 조성되는 경우 탑구석이 

지면에 매몰되고 상면만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하층

기단도 지면에 어느 정도 매몰되는데 반해 이 경우에는 탑

구석을 사용하여 별도의 석탑 지면을 조성한 다음 하층기

단석이 놓이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래의 위치에 

조성된 석탑의 경우 지대석이 놓이는 위치를 중심으로 일

정 면적을 확보하여 탑의 축기부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이러한 탑의 하부 구성은 이건하면서 별도의 축기

부를 조성하지 않고 오히려 별도의 석탑 하부 지면을 조성

하고 석탑을 축조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매의 탑구석 하부에는 1단의 부재가 더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지만 지면에 묻혀 크기나 부재의 구성, 가공 등

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탑구석의 부재들은 높이가 

표 1.  석탑 구성 부재 및 수량

구분 부재명 부재 수량 비고

기단부

하층

탑구석 8매 장대석

지대석 6매 1단의 하층 면석 받침 

면석 4매
각 면 양측의 우주, 
가운데 탱주 1주, 안상

갑석 2매 2단의 상층 기단면석 받침

상층

면석 1매 각 면 양측 우주, 안상

갑석 2매
하부에 1단의 부연, 
상부에 3단의 탑신받침

탑신부

1층
탑신석 1매

각 면 양쪽에 우주, 
서측면에만 좌불상

옥개석 1매 2단 탑신받침, 3단의 옥개받침

2층
탑신석 1매 각 면 양쪽에 우주

옥개석 1매 2단 탑신받침, 3단의 옥개받침

3층
탑신석 1매 각 면 양쪽에 우주

옥개석 1매 2단 탑신받침, 3단의 옥개받침

4층
탑신석 1매 각 면 양쪽에 우주

옥개석 1매 2단 탑신받침, 3단의 옥개받침

5층

탑신석 1매 각 면 양쪽에 우주

옥개석 1매
2단 상륜부 받침, 
3단의 옥개받침

상륜부

노반

1매

정방형

앙화
반구형, 연꽃무늬 조각, 
상하부에 받침

1단 보륜
1매

원통형, 하부에 받침

2단 보륜 원통형, 상하부에 받침

보개
1매

원통형, 입면에 연꽃무늬 조각

보주 봉우리 형태

계 36매

그림 2.  탑구석 부분 (1) 그림 3.  탑구석 부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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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mm 정도이며 윗면을 약간 거칠게, 측면을 정밀하게 가공

하였다. 이 부재들은 현재 창경궁 전각과 회랑 등지의 기단석

과 형태와 크기, 가공이 유사하여 오층석탑을 이건하면서 훼

철된 건물의 기단석을 재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층기단은 갑석과 면석, 지대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층기단 갑석은 전후면 2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상층

기단갑석의 부재 구성과 동일하다. 갑석의 모서리 상면은 

얕은 선각으로 추녀마루가 표현되어 있는 정도이며 모서리 

부분은 모죽임이 되어 있다. 후면 부재는 지붕곡이 오히려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여 상부로부터의 낙수가 양 측면으

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가공이 정연하지 못한 것으로 판

단된다.

하층기단 면석은 총 4매의 부재가 결구하고 있으며 양

쪽의 우주석과 가운데 탱주석이 모각되어 있는데, 양 측면

의 부재는 면석 + 탱주석 + 면석이 하나의 부재로 가공되어 

있고 전후면의 부재가 우주석 + 면석 + 탱주석 + 면석 + 우주

석으로 가공되어 있다. 전후면 부재의 경우 면석으로부터 우

주석과 탱주석의 폭은 6~9mm 정도 돌출되어 있으며 우주

석의 폭은 145mm 정도, 탱주석의 폭은 150mm 정도이다. 

그런데 측면 부재와 결구되는 전후면 부재의 우주석 폭은 

120mm 정도에 불과하고 면석으로부터의 돌출이 일정하지 

않다. 특히 우측면의 경우 면석이 오히려 우주석보다 더 돌

출되어 있는데, 이는 이건 시 잘못 조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하층기단 면석에는 4면 모두 안상이 있는데 각 

면에 2개씩 즉 우주석과 탱주석 사이에 새겨져 있어 총 8

개이다. 또한 하층기단 면석의 상부에는 목조건축의 평방과 

같이 돌림띠 가공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수평의 돌림

띠 가공은 선각으로 2단을 이루고 있는데 윗부분의 높이는 

48mm이고 아랫부분의 높이는 17mm로 약 3 : 1의 높이 비

례를 가지고 있다. 이 가공은 우주석과 탱주석 위에서도 표

현되고 있다. 이러한 수평의 돌림띠 가공은 군산 발산리 오

층석탑(보물 제276호)2 하층기단 면석의 세부가공 수법과 

2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림사지鳳林寺址에서 이전되었다는 견해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은산면에 숭각사가 소재함)에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석탑은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신라 석탑의 모습을 따르고 있으나, 옥개석이 평박하고 3단으로 된 옥개받침과 길게 내민 처마, 전각부의 뚜렷한 반전, 추녀

마루 등은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이고 있어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전라북도의 석탑, pp.264~266.

그림 4.  하층기단부

그림 5.  하층기단 면석 세부가공 그림 6.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하층기단 면석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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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며 다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층기단 면석 아래에는 지대석이 6매의 부재로 구성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 부재가 지면 아래에 묻히는 것이

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대석 아래 다시 장대석 부재를 두

고 있어 이건하면서 탑의 지지 지면을 별도로 조성하고 그 

위에 지대석을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대석의 측면 

가공을 살펴보면 상면으로부터 70~90mm 하부는 거친다

듬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지면 아래에 묻히는 매몰부였

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대석 부재의 상면에도 2단의 면석받

침 가공이 있고 모서리 부분에 추녀마루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역시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의 지대석 가공과 유사하다.

상층기단 역시 갑석과 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석

은 전면과 후면의 2매 별석을 조립한 것이다. 전면의 상층기

단 갑석에는 3단의 탑신받침석이 가공되어 있고 탑신받침의 

모서리에서 갑석의 전각부까지 추녀마루가 가공되어 있는데 

탑신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의 폭이 20mm, 전각부에서의 폭

은 30mm 정도로 폭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돋을새김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선각으로 인식될 정도이다. 한편 후면의 상층

기단갑석은 역시 3단의 탑신받침석이 가공되어 있으나 탑신

석과의 맞춤 부위가 불분명하고 탑신석이 놓이는 부분이 노

출되었으며, 이 부분에 정 등으로 매우 거칠게 훼손되어 높

이도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모서리 부분의 추녀마루가 전면

의 부재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목조건축의 추녀마루처럼 숫

마루장과 적새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추녀마루 부분

의 전체 폭은 탑신받침 부분에서 40mm, 갑석 전각 부분에

서 70mm의 폭을 갖는다. 따라서 이 2매의 갑석 부재가 하나

의 석탑을 구성하는 부재가 아닐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다.

상층기단 면석은 모두 4매의 부재로, 전면과 후면은 

면석으로만 구성되고 좌우측면의 부재는 우주석 + 면석 +  

우주석의 구성을 갖는 1매의 부재로 가공되었다. 각 부재 

사이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접합되었다.3 또한 4매의 부재 모

3   창경궁 내 석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에는 1매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충진 접합 처리된 부분을 간과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그림 9.  상층기단 갑석과 1층 탑신석 맞춤

그림 7.  하층기단 지대석

그림 8.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지대석 세부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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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면석 부분에 안상이 새겨져 있다. 양 측면 부재의 우주

석은 면석 부분으로부터 9~11mm 돌출되도록 가공이 이

루어졌으며 돌출된 부분에서 살짝 면을 궁글리면서 우주

석의 모서리 부분에서 돌출 정도를 줄이는 가공 기법을 찾

아볼 수 있는데 이는 1층 탑신석의 우주석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또한 우주석은 목조건축의 민흘림과 같이 상부의 폭

이 183~185mm인데 비해 하부의 폭이 205mm 정도로 점

차 폭이 커지도록 가공하였는데4 우주석의 안쪽은 수직을 

유지하고, 바깥쪽을 기울어지게 치석하였다. 전면 및 후면

의 면석 부재와 양 측면 부재는 25~31mm 정도 우주석이 

돌출되도록 하여 직각으로 결구하였다.

2) 탑신부

5층으로 구성된 탑신부는 1층부터 5층까지 탑신석 각

1매씩 5매와 옥개석 각 1매씩 5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

의 탑신석은 양측의 우주隅柱가 부조되어 있으며 옥개석은 

밑면에는 3단의 옥개석 받침이, 윗면에는 2단의 탑신받침이 

새겨져 있다. 또한 윗면에는 추녀마루가, 밑면에는 물끊기홈 

등이 표현되어 있으나 각 층별로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층 탑신석은 상하면이 모두 모르타르 처리되어 있어 

전체 부재의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곤란하였다. 탑신석

그림 10.  상층기단 갑석 부재 구성 및 세부가공 그림 11.  상층기단 면석 구성과 안상 조각

그림 12.  창경궁 오층석탑 기단부 정면(서측면)

4   후면의 우측면의 경우 우주석의 상부 폭은 185mm이고 하부는 188mm로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한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나 탈락 결손된 부분이 많아 전체적

으로 우주석에 민흘림이 표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창경궁 오층석탑 기단부 실측값

구분 정면 좌측면 배면 우측면

하층

탑구
너비 3,035 3,010 3,010 2,995

높이 303 - - -

지대석
너비 2,220 2,170 2,225 2,210

높이 202 - - -

면석
너비 1,870 1,815 1,825 1,800

높이 325 - - -

갑석
너비 1,885 1,950 1,950 1,950

높이 295 - - -

상층

면석
너비 1,130 1,150 1,120 1,165

높이 655 - - -

갑석
너비 1,700 1,670 1,700 1,683

높이 313 - - -

※ 높이는 정면만 실측함.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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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주 폭은 130mm 정도인데 우주석의 가공 기법을 보

면 면석으로부터 우주석을 돋우고 우주석의 모서리 부분

은 다시 폭을 줄여나가는 가공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앞

서 언급하였듯이 1층 탑신석의 일면에는 부조된 불상이 있

어 이를 정면으로 볼 수 있다. 1층 옥개석의 추녀마루 폭

을 보면 탑신받침과의 연결 부위는 30mm, 전각부에서의 

추녀마루 폭은 50mm 정도이다. 1층 옥개석과 1층 탑신석

의 관계를 살펴보면 탑신석의 전체 폭은 685mm, 옥개석

의 최하단 옥개받침석 폭은 795mm로 두 부재의 폭 차이

가 110mm 정도로 크다. 다른 층의 경우 탑신석과 옥개받

침 최하단 부위의 폭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탑신석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측은 옥개받침 내민 정도가 65mm

이고 좌측은 45mm여서 역시 정연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

1층 옥개석의 밑면에는 처마면을 두드러지게 표현하

듯 높이가 있게 가공하고 그 안쪽으로는 옥개받침부분까

지 넓은 면의 물끊기홈을 두었는데 이러한 밑면의 물끊기

홈 가공 역시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다. 또한 선각의 추녀 표현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옥개석 

밑면 가공은 1층부터 5층까지 확인되고 있다.

2층 탑신석 역시 옥개석과의 들뜬 부위가 최대 

28mm 정도로 시멘트모르타르와 할석을 사용하여 이격 

부분을 메우고 있다. 2층 탑신석과 옥개석의 관계를 살펴

보면 탑신석의 전체 폭은 630mm, 옥개석의 최하단 옥개

받침석의 폭은 660mm로 약 30mm 정도 옥개석이 크다. 

그런데 전면에서 보았을 때 우측의 옥개받침 내민 부분이 

20mm, 좌측의 옥개받침 내민 부분이 10mm 정도로 좌우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층 옥개석의 추녀마루를 살펴

보면 탑신받침과의 연결부위 폭은 25mm 내외, 전각부의 

폭은 45mm 정도로 3층 옥개석과 유사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 옥개석은 좌측면에 부재가 파손되어 일부 떨어져나간 

부분을 보존처리하였는데 3층 옥개석에서 신재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파손된 부재 2편을 수습하여 시멘트모르타르

와 수지를 사용하여 접합하였다. 또한 전면의 중심축 부분

그림 13.  1층 탑신석

그림 16.  2층 옥개석 보존처리 부분그림 15.  2층 탑신석

그림 14.  1층 탑신석 정면의 불상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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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균열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 균열은 밑면에서도 확인

되고 있어 파손균열일 가능성이 높다. 

3층 탑신석은 상면과 3층 옥개석과의 들뜬 부위가 최

대 20mm 정도이며 후면 우측부위가 가장 심한데 이 부

분에 작은 할석을 넣어 괴인 것을 확인하였다. 탑신석의 우

주 폭은 113mm 정도이고 면석부분으로부터 내민 정도는 

15mm이다. 3층 탑신석의 전체 폭은 580mm 정도로 3층 

옥개석의 최하단 옥개받침 부분의 폭인 545mm보다 

35mm 정도 커서 탑신석의 한쪽 부분이 15mm 내외로 더 

내밀어져 있다. 그런데 이 부분, 즉 탑신석 우주의 모서리 

부분과 최하단 옥개받침석 부분을 둥글게 모를 죽여 맞닿

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아래 맞닿는 부분의 크기

를 맞추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러한 부분은 원래의 

구성 부재가 아닌 것들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가

공의 가능성이 있다.

3층 옥개석은 전면의 내민 폭이 좌측은 215mm, 우

측은 185mm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 그 형태가 정연하지 

못하다. 또한 추녀마루의 폭도 탑신받침과의 연결부위 폭

은 20mm, 전각부의 폭은 35~45mm 정도로 상층 옥개석

의 추녀마루 폭보다 오히려 작게 나타났다. 후면 우측 모서

리의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어 신재를 사용하여 수지접합

하였는데 그 길이는 후면이 155mm, 우측면이 102mm 정

도이다. 또한 이 부분과 인접하여 옥개석의 밑면과 윗면에 

모두 파손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다. 옥개석 밑면의 물끊기

홈과 추녀의 표현은 풍화로 인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

할 정도였다.

4층 탑신석의 경우 최대 들뜸 부위 폭은 10mm 정

도로 밑면의 3층 옥개석과 맞닿은 부분은 들뜸 부위는 

시멘트모르타르와 철편 고임이 사용되었다. 우주의 폭

은 90~95mm로 나타났으며 면석으로부터 내민 정도는 

10~12mm이다. 4층 옥개석 윗면에도 추녀마루가 표현되어 

있는데 탑신받침과의 연결부위 폭은 30~35mm, 전각부의 

폭은 45~55mm 정도이다. 밑면의 경우 역시 3단의 옥개받

침이 구성되어 있으며 물끊기홈과 선각의 추녀 표현이 확

인되었다.

5층 탑신석의 경우 전면 우측은 옥개석과 12mm 정

도의 들뜸, 즉 이격이 있어 이를 철편으로 고인 것을 확인

하였으며 반대쪽인 좌측은 5mm 정도의 들뜸을 석편으

로 고여놓은 것을 확인하였다. 우주석의 폭은 85mm 내외

이다. 5층 옥개석은 전체 3단의 받침석을 두고 처마면이 형그림 17.  3층 탑신석 및 우주 상부 가공

그림 18.  3층 옥개석 그림 19.  3층 옥개석 보존처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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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는데 아래로부터 제1단은 탑신석으로부터 5mm 

정도만 내밀고 있어 탑신석으로부터 내민 정도가 매우 약

하다. 높이는 15mm로 나타났다. 제2단은 폭이 30mm, 높

이가 13mm이며, 제3단은 내민 폭이 25mm, 높이가 8mm

로 나타났다. 제3단의 탑신받침으로부터 처마면까지 내민 

길이는 95mm이며 탑신받침으로부터 55mm 떨어져서 굵

은 선각이 있어 물끊기홈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옥개석 밑면의 네 모서리 중 정면 우측에는 추녀를 표현

하듯이 선각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확인이 곤란

하였다. 옥개석의 윗면에는 네 모서리에 추녀마루가 돋을새

김되어 있는데 탑신받침과 연결되는 부분, 즉 안쪽은 폭이 

20mm, 전각부에서는 폭이 50mm 정도로 높이와 폭이 매

우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다.

3) 상륜부

창경궁 오층석탑의 상륜부는 복발과 앙화, 2단의 보륜

과 석주, 보주와 보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개별 부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복발과 앙화가 1부재, 2단의 보륜과 석

주가 1부재, 그리고 보주와 보개가 1부재로 총 3매이다.5 옥

개석 상면의 복발 및 앙화 부재 사이에는 시멘트모르타르

가, 그리고 상부의 2개 부재 사이에는 얇은 철판을 접어서 

괴임쇠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상륜부를 구성하는 부재들

그림 20.  4층 탑신석 그림 21.  4층 옥개석 밑면

그림 22.  5층 탑신석 그림 23.  5층 옥개석

5   창경궁 내 석조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에는 5매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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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층석탑의 원래 부재와는 다른 암석으로, 3층 옥개석

의 모서리 부분의 복원 부재 및 4층 탑신석, 옥개석과 동일

한 색을 보이고 있어 이건되면서 추가 복원된 부분으로 판

단된다.

석탑 상륜부의 가장 완형으로 간주되는 남원 실상사 

삼층석탑은 상륜부가 노반과 복발, 앙화, 보륜과 보개, 수연

과 용주 등이 차례로 올라가고 찰주가 이를 관통하여 석탑

에 고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각각의 부재는 별도의 부재로 

구성되고 앙련과 복련, 귀꽃 등의 조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창경궁 오층석탑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형의 형태를 

갖는 노반이 생략되어 있고 복발과 앙화가 1매로 구성되며 

그 위에는 2단의 보륜과 석주가 역시 하나의 부재로 조각되

어 있다. 또한 석탑의 보륜은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 

그림 25.  상륜부 상세그림 24.  창경궁 오층석탑 탑신부 정면 앙시(서측면)

그림 26.  5층 옥개석과 상륜부 부분

표 3.  창경궁 오층석탑 탑신부 실측값

구분 정면 좌측면 배면 우측면

탑신석

1층
너비 685 690 700 685

높이 547 - - -

2층
너비 625 625 630 620

높이 431 - - -

3층
너비 575 575 580 570

높이 387 - - -

4층
너비 490 493 490 496

높이 393 - - -

5층
너비 373 382 370 380

높이 308 - - -

옥개석

1층
너비 1,495 1,510 1,495 1,500

높이 423 - - -

2층
너비 1,250 1,245 1,245 1,270

높이 343 - - -

3층
너비 1,010 1,010 1,060 1,045

높이 330 - - -

4층
너비 885 886 865 887

높이 257 - - -

5층
너비 765 750 762 760

높이 237 - - -

※ 높이는 정면만 실측함.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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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데 비하여 이 석탑에서는 상단의 보륜이 하단의 

것보다 크다. 보륜에 해당하는 부재 위에는 보주와 하부의 

연화문이 새겨진 보개가 역시 1매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석탑의 대부분이 상륜부가 결실되어 유형의 분류

나 시기,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이 창경궁 오

층석탑의 경우와 같은 상륜부의 구성은 석탑보다는 오히려 

승탑의 상륜부에서 유사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승탑의 상

륜부 유형에 대해 엄기표는 석탑형과 석등형, 보주형, 다보

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석탑형은 석탑의 상륜부와 평면이 다

른 경우도 있지만 팔각형으로 노반과 복발석을 마련하고, 

여러 단의 보륜석을 올리고, 앙화석과 화염형 보주 등이 결

구된 유형으로 석탑의 상륜부를 간략화 내지는 변형한 유

형으로 작은 옥개석형의 보개석이 결구되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6 즉 석탑 상륜부를 간략화하였다는 점에서 승

탑의 상륜부와 창경궁 오층석탑의 상륜부가 유사성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2단의 보륜과 석주로 구성된 상륜부를 

갖는 석탑으로는 합천 해인사의 ‘정중탑庭中塔’이라고 칭하

는 삼층석탑(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54호)이 있다.

2. 부재 조각장식

석탑의 양식 구분은 전체의 비례와 옥개석의 체감률

이 근간이 되며 부재의 구성까지 포함된 건축적 요소가 중

심이다. 여기에 부재의 장엄을 통해 양식과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고려시대 석탑의 기단부 장식은 불상장엄과 동일

하게 꾸며지기도 하고 기단면석의 공간에 맞춰 간략하게 

장엄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창경궁 오층석탑의 장엄 방법은 기단부 공간에 맞춰 

조식하고 1층 탑신에 불상을 나타낸 바 위 2가지 방법을 

적절히 채용하여 간략한 장엄을 하였다고 보인다. 즉, 2층 

기단부의 하층과 상층에 안상을 공간에 맞춰 음각면으로 

그림 27.  창경궁 오층석탑 상륜부 정면(서측면)

표 4.  창경궁 오층석탑 상륜부 실측값

구분 실측치

노반

너비 313

높이 103

앙화

너비 357

높이 204

보륜 1단
너비 211

높이 116

보륜 2단
너비 265

높이 157

보개

너비 315

높이 202

보주

너비 192

높이 154

(단위 : mm)

6   엄기표, 2003,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pp.220~222.

   신라 말기에 건립된 염거화상탑, 대안사 적인선사 조륜청정탑 등이 석탑형 상륜부에 속하며 고려시대의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 원통사 석조부도, 보림사 서

부도, 보경사 원진국사 석조부도, 회삼사 지공선사 석조부도, 화장사 지공 정혜영조탑, 회암사 선각왕사 석조부도, 영전사 보제존자 사리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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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겨 장식하고 특히 1층 탑신부에는 불좌상을 1면에 나지

막한 부조浮彫로 안치하듯 조식하였다.

기단부 조각장식을 상세히 살피면 하층기단 면석 안

상문은 각 면에 2개씩 총 8개를 음각으로 새겨 좌우대칭을 

정확히 이루도록 배치하였다. 기단석 동측면과 서측면은 1

매석 구성인데 양쪽 가장자리에 우주와 가운데 탱주를 모

각하여 바탕면을 이등분한 후 그 안에 안상을 하나씩 음

각새김을 한 상태이다. 기단석의 남측면과 북측면은 동측면

과 서측면 부재 가장자리 부분 2매석이 양 우주로 표현되

고 중앙에 탱주로 양분된 면석 내에 안상문을 면面새김한 

상태이다. 안상 윗면은 기단석 상면에 수평대가 모각되고 

여기에 횡선의 띠를 각출하였으며7 안상 아랫면은 기단석 

끝까지 조식 마감한 상태이다. 안상문 자체의 형태는 가운

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는 4개의 반원호형半圓弧形을 

연결시킨 문양이다. 안상문 8개의 크기는 편차가 있어 너비 

576~609mm, 높이 201~246mm 범위 내에 있다. 이 같은 

안상문은 고려시대 석탑인 속초 노학동 삼층석탑(문화재

자료 제127호)에서 가장 유사한 형태의 문양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탑은 하대면석이 1매석으로 우주와 탱주가 

생략되어 간략화된 구성이며 안상문만 조식되어 전체 구성

에서는 차이가 있다.

상층기단 면석은 전체 4매석 구성으로 각 면은 좌우에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양쪽의 우주로 한정되는 면석 부분에 

커다란 첨두형尖頭形 안상문 1개씩을 시원스레 조식하였다. 

안상문 꼭대기 중앙 중심에는 위를 향한 첨두가 형성되어 있

는데 좌우 호형이 중심을 향해 4개씩 연속적으로 모여진 형

태이다. 즉, 상면은 9개의 반원호형이 모아지고 둥근 형태의 

볼륨감있는 안상으로 조식되어 기단부의 장식을 더하고 있

다. 이 모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형식8 

7   이 보고서 부재 구성과 세부 기법에서는 수평의 돌림띠로 가공되었다고 표현하였으며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보물 제276호) 하층기단 면석의 세부가공수법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8 진홍섭, 1974, 「한국의 안상문양」 『동양학』 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그림 28.  하층기단 면석 안상문

그림 29.  상층기단 면석 안상문 그림 30.  1층 탑신석 불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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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비교되는 첨두형 안상문으로 고

려시대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보물 제312호, 1109년)과 시

흥 문원리 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39호)이 있는데, 기단

부 각 면석은 안상문이 가득차게 조식되어 있다. 안상문 내

의 장식문양이나 부조상이 없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특

징이다. 역시 4개의 안상면은 일정치 않은 크기로 너비 

608~668mm, 높이 574~628mm 범위 내에서 각각 음각면

으로 조식하였다.

창경궁 오층석탑의 또 다른 장엄으로는 1층 탑신부 

한 면에만 양각된 불좌상을 들 수 있다. 불상은 원래 조각 

당시부터 부조가 높은 것이 아니고 섬세하게 표현된 상태

가 아닌 듯하고 일부 마멸된 부분도 있어 그 상을 구체적으

로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빛에 따라 전체적인 모

습을 살펴보면 우주석 내부에 연결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

을 낮게 부조하고 그 위에 제법 두툼하게 얼굴과 신체를 조

각하였다.

즉, 머리가 어깨와 몸체에 비해 크게 표현되고 민머리 

정수리 부근에는 낮은 육계가 있고 뒷면의 둥글고 끝이 모

아진 두광과 타원형 신광이 얕게 부조됨에 따라 불상의 신

체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얼굴은 마모가 심해 이목구비의 세부적인 표현을 살

펴볼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갸름하면서도 둥근 얼굴과 길

고 큰 양 귀를 하고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

다. 작은 어깨는 점차 좁아지며, 양 어깨에 법의를 걸쳐 입

은 듯한 옷주름이 3줄로 뚜렷이 새겨져 있다. 수인은 오

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손끝이 아래로 향하고, 왼손은 가

슴 앞으로 올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부좌한 앞자

락 중앙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조식은 그 형상을 파악하

기 어렵다. 불좌상의 규모는 전체 높이는 420mm, 너비

는 240mm이며 부조의 높이는 가장 높은 얼굴 부위가 

25mm이다.

3. 부재 암석 특성 및 보존 상태

1) 지질 분포

창경궁 오층석탑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일대는 선캄브

리아기의 변성암과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쥬라기의 서울화강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변성암은 주로 대상흑운모편마

암, 화강암질편마암, 안구상편마암, 운모편암 등으로 구분된

다. 특히 창경궁 남쪽 일대에 분포하는 편마암은 조립질 반

성변정이 발달한 암상을 보이며,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진 

우백질 부분과 흑운모가 주성분인 우흑질 부분이 교호하는 

호상편마암이다. 이 편마암에 발달한 편리의 주향과 경사는 

각각 NNW와 NE방향이며 절리가 잘 발달하고 있다. 주요 

구성 광물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이다.9 한편, 서

울화강암은 주로 중립질 내지 조립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광물 입자는 서울화강암체내에서 대체로 균질하며 우백질

을 띠고 있지만 국부적으로 담홍색을 띠기도 한다.10 이 중 

우백질화강암은 남산의 북동 사면 중간 지점부터 그 북쪽에 

분포하며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을 거쳐 의정부, 동두천으로 

연결되어 대상 분포를 하고 있다. 남산에 분포하는 우백질 

화강암은 이 큰 화강암체의 남서 끝부분에 해당한다.11

특히 김동열(1964)은 홍제동 지역의 담홍색화강암을 적

색장석화강암으로 구분하기 하였으며, 담홍색을 띠는 이유

로는 K-풍부 용액의 마그마 교대작용으로 주장하기도 하였

다.12 서울화강암의 주구성 광물은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흑운모 등이고 부구성 광물은 미르메카이트, 백운모, 견운모, 

녹니석 및 불투명 광물이다.13 이 서울화강암은 각종 토목공

사에서 균질암체로 다루어져 왔으며, 전체적으로 지질공학적

9 김원사 외, 1998, 「서울 남산 화강암의 풍화에 관한 환경광물학적 연구」 『환경연구』 16, pp.93~104.

10 홍승호 외, 1982, 『서울 지질도폭 설명서』, 한국동역자원연구소.

11 김수진 외, 1994, 「서울 지역의 자연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 남산 화강암의 풍화에 관한 환경광물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30, pp.284~296.

12 김옥준 외, 1984, 「서울 지하철 부지 일대 암석의 암석학적 및 암석역학적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광산지질』 17, pp.57~78.

13 전효택 외, 1990, 「풍화단계에 따른 서울화강암의 지질공학적 특성연구」 『한국자원공학회지』 27,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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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14 그러나 신선한 암

석의 경우 우백질화강암이 담홍색화강암에 비해 일축압축강

도가 높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 원인으로는 담홍색화강암에 

발달한 미세절리로 판단하였다.15 이상의 지질현황을 종합하

였을 때 창경궁 일대의 지질은 크게 호상편마암, 담홍색화강

암 및 우백질화강암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석탑의 암석학적 특징

오층석탑은 크게 세 종류의 암석으로 조성되었다. 육

안 관찰상 구분되는 암종은 주석재(기단부~3층 옥개석), 

부석재(4층 탑신석~상륜부), 기타 석재(탑구석, 2층 탑신

석)로 분류된다. 주석재는 반상 흑운모화강섬록암이며 부

석재는 담홍색화강암, 기타 석재는 흑운모화강암으로 판

정된다. 

주석재는 기단부에서 3층 옥개석 부재로 중조립질 또

는 조립질의 반상흑운모화강섬록암이다. 암석 특징으로는 

폭 2~5cm의 페그마타이트세맥과 5~8cm에 이르는 염기성 

포획암이 확인된다. 또한 장경과 단경이 2~3cm 정도인 사

장석의 반상조직이 암석 전반에서 관찰된다. 이와 같은 특

징은 암석 판정에 결정적 단서이지만 부재 원 위치 검토 및 

채석 산지 해석 등 광범위 조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내 석조문화재 중 이와 유사한 암종

으로는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이 대표적이다. 

부석재는 조립질의 담홍색화강암으로 조립의 알칼리

장석에 미사장석과 장정석을 주 구성으로 변질광물이 다

수 포함되어 비교적 풍화도가 높은 편이다. 입자크기는 중

조립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석영세맥

과 동심원상의 포획암이 관찰되며 흑운모와 불투명 광물의 

국부적인 선상 농집으로 인해 줄무늬를 형성한 곳도 나타그림 31.  창경궁 일대 지질 및 암석분포도

그림 32.  암석 산출 상태 - ⓐ 주석재(반상 흑운모화강섬록암), ⓑ 부석재(담홍색화강암), ⓒ 기타 석재(흑운모화강암)

ⓐ ⓑ ⓒ

14 ㈜영진지하개발, 1982, 『한국은행 신축부지 지질조사보고서』.

15 이수곤, 1989, 「한국의 산사태 현황조사」 『과학기술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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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기타 석재는 중립질의 흑운모화강암으로 유색광물인 

중립질의 흑운모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색광물의 양은 10% 

내외로 판단된다.

3) 석탑의 전암 대자율 분포

창경궁 내 오층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자화강

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암대자율을 측정하였다. 전암대자

율은 암석 전체 자화강도를 구분하기 위해 응용된 암석학 

연구의 한 수단으로 외부 자기장에 대한 자화강도를 의미

하며, I=k·H로 정의된다. 여기서 I는 자화강도(intensity of 

magnetization), H는 자기장(magnetic field), k는 대자율이

다. 대자율은 물질의 자기적 특성을 결정하는 상수로 암석

의 조암광물 중에 불투명 광물로 나타나는 강자성 광물인 

자철석의 함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자철석 함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근본적으로 마그마 산소분압의 차이에

서 비롯되는 자철석 계열 및 티탄철석 계열은 마그마의 기

원 물질, 지각 물질의 오염 그리고 마그마 분화에 따른 분별

정출 작용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자율을 통한 두 계열의 분류는 원래의 암석 분류체계에

서는 고려되지 않은 지질환경을 반영할 수 있다. 

암석의 성인과 환경에 따라 측정값에 차이를 보이나 

동일 마그마에서 생성된 암석들은 대부분 유사한 대자율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최근에는 국내외 

석조문화재 구성 부재 및 석기 등의 원산지 해석에 활용되

그림 34.  부재별 대자율 분포

담홍색화강암

Magnetic Susceptibility (×10-3 SI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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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흑운모
화강섬록암

흑운모화강암

그림 33.  창경궁 내 오층석탑의 전암 대자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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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16 오층석탑의 대자율 측정은 기단부터 상륜부까

지 전체 부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4면의 586지점을 측정

한 결과, 구성암종은 육안상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

과 달리 대자율 분포에 따른 자화강도는 크게 두 개의 그

룹으로 판정된다.

주석재인(기단부~3층옥개석) 반상 흑운모화강섬록암

은 13.01×10-3SI unit(평균), 부석재인(4층 탑신석~상륜부) 

담홍색화강암은 4.39×10-3SI unit(평균), 기타 석재인 흑운

모화강암은 4.12×10-3SI unit(평균)로 산출되어 구성 부재 

모두 자철석 계열의 화강암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화

강도 값의 차이는 확인되는바 동일 마그마에서 생성된 암

석은 아니다. 특히 주석재와 부석재의 측정값 차이는 암석 

분화 과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과 같이 

대자율 분포는 두 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즉 주석재인 반상

흑운모화강섬록암은 높은 자화강도를 가진 자철석 계열의 

화강암으로 부석재와 기타 석재와는 동일 생성 마그마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석재인 기단부에서 3층 옥개

석까지의 구성 부재 중 2층 탑신만 흑운모화강암이며 대자

율 또한 탑구석 측정값과 유사하다. 구성부재 간 상관관계

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초음파 측정

암석 내부 구조 및 표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음파

를 이용하면 석조문화재의 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내구 공극이나 균열이 발달하거나 이들의 수가 증가하

면 초음파는 공극 및 균열을 우회하거나 이들과 만나 높은 

임피던스 차이를 보여 겉보기 속도가 작아지게 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각 면 350지점, 총 1,400지점의 초음파 속

도를 측정하였다. 평균 초음파 속도는 2,127㎧(구간 538㎧~ 

2,912㎧, 표준편차 487)이며 풍화도 지수(k) 0.43으로 풍화 

4등급에 해당되어 오층석탑은 상당히 풍화된 암석으로 판

정된다. 측정 결과를 방위별, 구성 석재별(주석재, 부석재, 

기타 석재)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같이 방위별 초음파 속도 결과는 오차 범위

로 비슷한 물성이 확인되나 구성 석재별 초음파 속도는 기

타 석재가 풍화 5등급에 해당되는 물성값을 보이는 등 석

재별로 상이하였다. 또한 좌면과 후면의 낮은 초음파 값은 

대부분 탑구석으로 상부 부재와 달리 현저히 풍화된 암석

임을 지시하고 있다. 

5) 석탑 보존 상태

오층석탑의 풍화 및 보존 상태에 대한 훼손진단을 위

해 보존관리 조사기록표를 작성하였다. 기록표는 석조문화

재의 일반적인 훼손 진단 기록표 작성법을 참고하여 기초 

조사항목을 정하고, 주된 훼손 유형을 파악하여 훼손 유형 

표 5.  방위별 초음파 속도 결과 

정면(서) 좌면(남) 후면(동) 우면(북)

최소(㎧) 1,519 589 538 1,182

최대(㎧) 2,814 2,948 2,912 2,871

평균(㎧) 2,176 2,077 2,033 2,222

표 6.  구성 석재별 초음파 속도 결과 

주석재 부석재 기타 석재

최소(㎧) 1,504 1,889 538

최대(㎧) 2,948 2,382 2,889

평균(㎧) 2,206 2,120 1,898

16 좌용주 외, 2000,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의 석조 건축물에 사용된 석재의 공급지에 대하여」 『지질학회지』 36, pp.335~340.

 Uchida et al., 1999, Deterioration of stone materials in the Angkor monuments, Cambodia, Engineering Geology 55,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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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항목을 설정하였다.17 훼손 유형에는 표면 풍화, 표면 

변색, 생물 영향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훼손 유형에 대한 훼

손 양상 및 순위, 훼손 등급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표면 풍화의 훼손 유형으로는 균열·박리박락·탈락·

입상 분해·보수 물질이며, 표면 변색은 흰색·황색·갈색·흑

색이고, 생물 영향에서는 지의류·조류·선태류·초본식물로 

세분하였다. 훼손 유형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정밀 육안 관

찰을 통해 수행하되, 명확한 기준을 위해 암석의 풍화 분류 

기준표를 참고하여 제시하였다.18 또한 조사 기록표에는 각 

훼손 유형에 따른 훼손 양상 및 순위를 정하고 가장 훼손

이 심한 현상을 종류에 따라 기재하고 훼손 등급은 각각의 

훼손 유형별 1~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오층석탑의 주된 훼손 유형은 조류, 지의류에 의한 생

물 영향과 흑색 변색에 의한 표면 변색이다. 생물 영향에 의

한 훼손은 저층부와 우면(북향)에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저

층부는 잔디를 식재한 지반으로 인해 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조류 및 지의류가 성장하기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

어 있고 우면(북향)은 수목이 일정 간격이 유지된 다른 방

향과 달리 인접거리에 위치하여 송진, 우거진 나뭇가지로 

인한 통풍 저해 등 생물이 성장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

되어 있다.

표면 변색은 흑화현상으로 대변되는 흑색변색이 대부

분이다. 흑화현상은 대부분 보수 모르타르에서 기원된 방

해석 및 석고가 주원인이다. 오층석탑 역시 보수 모르타르 

점유율이 확연히 높은 후면(동향)에서 흑화현상에 의한 표

면 변색이 주된 손상요인으로 확인된다. 다만, 백화현상이 

동반되지 않고 흑화현상만 관찰되는 것이 오염물질 흡착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7.  훼손 등급별 훼손 유형 및 양상

훼손

등급

표면 풍화
(상태)

표면 변색
(면적)

생물 영향
(면적)

구조상태

(상태)
비고

1 대단히 미약 0~20% 0~20% 아주 안전
일반적으로 신선한 상태로 보이나 부재 표면에 
극히 약간 풍화 및 변형 현상 발생
(기계적 풍화 거의 없음)

2 미약 21~40% 21~40% 안전

일반적으로 신선한 상태로 보이나 부분적으로 부재 표면에 
약간 풍화 및 변형 현상 발생
(수직ㆍ수평의 단순 균열 등)

3 보통 41~60% 41~60% 보통

상당히 많은 부재 표면이 약간 풍화 및 변형 현상이 보이며 
모서리가 다소 둔함
(수직ㆍ수평의 열린 균열 등)

4 심함 61~80% 61~80% 위험

상당히 많은 부재 표면이 조직의 이완 현상이 뚜렷하며 
표면이 거칠고 모서리가 둔함
(사선 형태의 균열 발생 및 미소 파괴 등)

5 대단히 심함 81~100% 81~100% 아주 위험
상당히 많은 부재 표면이 조직이 이완되어 알갱이가 탈락되며 
표면의 원형이 상당히 훼손
(사선 형태의 균열로 인한 탈락 및 내부 균열 존재 등)

1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석조문화재 풍화훼손지도 작성법』, pp.4~13.

18 Brown E.T., 1981, Rock Characterization Testing and Monitoring : ISRM Suggested Methods. Pergam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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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좌면

우면 후면

그림 35.  창경궁 내 오층석탑 부재 위치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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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 결과 등급

위 치
전면(W) 좌면(S) 우면(N) 후면(E)

풍화 변색 생물 구조 풍화 변색 생물 구조 풍화 변색 생물 구조 풍화 변색 생물 구조

(18) 상륜부 2 2 2 2 2 1 1 3 3 4 1 3 2 4 1 3

(17) 5층 옥개석 3 2 2 1 3 2 3 1 2 2 3 1 2 1 2 1

(16) 5층 탑신석 2 4 1 1 2 4 1 1 2 3 1 1 2 4 2 1

(15) 4층 옥개석 3 3 2 1 2 2 2 1 2 2 3 1 2 3 2 1

(14) 4층 탑신석 3 2 1 1 2 2 1 1 2 2 1 1 2 3 1 1

(13) 3층 옥개석 3 3 3 1 3 2 2 1 3 4 3 1 3 4 2 1

(12) 3층 탑신석 2 3 1 1 2 3 1 1 3 3 3 1 2 3 1 1

(11) 2층 옥개석 3 3 2 1 2 2 2 1 3 4 3 1 3 3 1 1

(10) 2층 탑신석 4 3 1 1 2 3 1 1 3 3 1 1 2 4 1 1

(9) 1층 옥개석 2 2 3 1 2 2 1 1 2 2 4 1 2 2 1 1

(8) 1층 탑신석 3 4 1 1 4 3 1 1 3 4 1 1 2 4 1 1

(7) 상층기단 갑석 2 1 3 1 2 1 2 1 2 1 4 1 2 1 2 1

(6) 상측기단 면석 3 4 2 1 3 3 1 1 2 2 2 1 3 3 1 1

(5) 하층기단 갑석 2 2 3 1 3 2 2 1 2 2 4 1 2 1 1 1

(4) 하층기단 면석 2 3 2 1 3 4 1 1 2 3 2 1 2 3 1 1

(3) 지대석 2 2 3 1 3 2 2 1 3 1 5 1 2 2 2 1

(2) 탑구 2 2 2 3 1 3 1 2 1 2 1 4 1 2 2 1 1

(1) 탑구 1 2 1 4 1 2 1 2 1 3 2 4 1 3 1 2 1

표 8.  창경궁 오층석탑 보존 상태 조사 결과 

지정번호 비지정 명칭 창경궁 오층석탑

석재 주석재 반상흑운모화강섬록암 부석재 담홍색화강암 입자크기 중조립질

사이트 환경
입지환경 평탄지(궁내) 수목 거리 1m이내 수계거리 300m이내

배수환경 보통 전면 방향 서향(W300°) 지반환경 잔디

조사 결과

표면 풍화

주 풍화 부재 ① W-10 ② S-8 ③ S-5

주 풍화 현상 ① 박리박락 ② 박리박락 ③ 입상 분해

보존대책 정기점검

표면 변색

주 변색 부재 ① E-10 ② E-13 ③ N-11 

주 변색 양상 ① 흑색 ② 흑색 ③ 흑색 

보존대책 부분적인 보존처리 - 표면 세척

생물 영향

주 영향 부재 ① N-3 ② N-5 ③ N-7 

주 영향 현상 ① 조류 ② 조류 ③ 조류 

보존대책 부분적인 보존처리 - 표면 세척

구조상태

주 영향 부재 ① N-18 ② E-18 ③ N-18

주 영향 현상 ① 철편 ② 이격 ③ 철편

보존대책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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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창경궁 오층석탑 관련 자료 분석

1. 1900~1930년대 창경궁의 변화

창경궁은 성종 15년(1484) 수강궁터에 정희왕후(세조 

비), 소혜왕후(덕종 비), 안순왕후(예종 비)의 세 대비를 모

시기 위해 건립한 궁궐이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창덕궁과 

함께 소실된 후 광해군 8년(1616)에 명정전, 문정전, 환경전, 

인양전 등 중심전각들이 중건되었다. 인조 2년(1624) 이괄

의 난으로 통명전, 양화당, 환경전 등이 소실되었으며 인조 

11년(1633) 소실된 전각들이 복구되기 시작하여 창경궁과 

함께 조선 후기 중심 궁궐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왕실 각 궁궐들의 훼철과 마찬가지로 

창경궁도 전각 등 건물의 파괴뿐 아니라 궁궐로서의 위엄과 

위상마저도 크게 상처를 입는다. 일제는 순종을 위로하고 인

민의 지식을 계발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창경궁에 동물원

과 식물원, 박물관을 건설하였다.19 일제시대 창경궁의 변화 

과정을 1912년 12월에 발간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의 

서언緖言20과 관련 논문21을 통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공립신문』, 융희 2년(1908) 3월 4일자.

20 고미야 사보마쯔 小宮三保松, 1912, 「緖言」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

21 송기형, 1999, 「‘창경궁박물관’ 또는 ‘이왕가박물관’의 연대기」 『역사교육』 72, pp.169~198.

1907.07.19. 고종 경운궁慶運宮에서 양위

1907.08.02. 경운궁을 덕수궁으로 개칭

1907.08.27. 덕수궁에서 순종 즉위식 거행

1907.11.06.   궁내부 차관 고미야 사보마쯔가 이어 후 순종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 설립 제안

1907.11.13.   순종 창덕궁으로 이어 완료

1908.   창경궁 내 약 6만 평의 부지에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 설립 준비 시작. 소장품 수집 시작 및 담당 

직원 임명

1908.08.13.   어원 사무국을 설립하여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

을 관장하게 함

1908~1909.   창경궁 내 전각들을 파괴하거나 개조하여 동물원

과 식물원 설치. 기존 전각들 중 7채(명정전, 명정

전 행각, 함인정,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 양화당)

가 박물관 전시실로 개조됨

1909.11.01. 동·식물원과 박물관을 개관하고 일반에 공개

1910.08.27.   일본 천황의 조서를 통해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

음이 선포됨

1911.02.01.    이왕직 관제가 시행되고 사무분장에 따라 장원계

가 동·식물원, 박물관 담당

1911.04.26.   동·식물원과 박물관을 합쳐 ‘창경원’으로 명칭

1911.04.26.   박물 본관이 준공되어 전시실과 수장고로 사용되

기 시작

1912.12.   박물관 소장품이 12,030점에 달했으며 이왕직에

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 발간. 이 도록에

는 불상, 도자기 등 10분류 677점의 흑백도판과 

해설이 실림

1914.03.05.   동경 박람회에 직원을 파견하여 박물관 소장품을 

진열함

1915.   창경궁 문정전 남서쪽 언덕에 일본식 건물을 신축

하여 이왕가 도서를 이전함. 1918년부터 이 건물

은 장서각으로 불림

1915.09.11.   조선물산공진회가 경복궁에서 개최. 이후 경복궁

에 박물관을 설치하기로 결정

1915.12.01.   경복궁 내 부지에 2층 벽돌 건물을 완성하고 이 건

물을 본관으로 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 개관

1936.03.   관람 불편 등을 이유로 이왕가박물관 건물을 덕수

궁에 신축하기로 결정

1938.03.31.   덕수궁 석조전 옆에 신축 미술관이 준공되어 창경

궁 이왕가박물관 소장품 중 일부를 이전하고 개관 

준비를 시작함. 박물 본관 건물은 장서각으로 사

용되었으며 기존의 장서각 건물은 생물표본관으

로 사용됨

1938.06.05.   창경궁 이왕가박물관, 덕수궁 석조전, 신축 미술관

을 합쳐 ‘이왕가미술관’으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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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가박물관이 1938년 덕수궁으로 이전한 뒤 대부분의 

중요 소장품들은 이때 이관되었으나 일부 왕실 유물은 명정전 

추녀 밑, 행각 등에 나누어 보관되다가 1960년대 후반 일부를 

정리하여 명정전 남북 행각에 다시 전시했으며, 1970년대 초 

창덕궁 유물전시관과 창고로 옮겨져 보관 및 전시되었다. 

일제는 동·식물원 개원 당시 일본에서 벚나무 200여 

그루를 가져다 심었으며 매년 증식하여 1928년 이후에는 2

천 그루에 달했다고 한다.22 1920년 4월 벚꽃을 보기 위한 창

경궁 관람객 수는 2만 8천명에 달했고,23 1924년부터는 야간

에도 벚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밤에도 창경궁을 개방했으며 

이후에는 매년 4월 야간에도 창경원을 개장하였다. 박물관 

앞 광장에는 넓이 10칸의 연무장을 축조하여 음악회, 연극, 

무용을 공연했으며 철거된 전각들 사이마다 다양한 꽃과 나

무를 심어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게 하였다.

이처럼 창경궁은 일제강점기동안 궁궐로서의 본래 기

능을 상실한 채 박물관, 공원, 유원지 등으로 사용되었다. 창

경궁의 공원화는 통감부에서 사전에 계획하여 주도한 것으

로, 왕의 공간을 개방한다는 것이 왕조의 권위와 위상을 손

상시키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었다고 해석된다.24

2. 1900~1930년대 지도 및 유물관리 카드

오늘날 창경궁 환경전 주변에 위치한 창경궁 오층석탑

이 실제로 이곳에 언제 이전되었는지 추적할 명확한 근거자

료가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특히 1907년 11월~1911년 4월 

기간 중 창경궁의 기능과 용도가 박물관, 공원, 유원지 등

으로 크게 변경되면서 기존 건물과 조경이 심히 훼손되었

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이렇듯 창경궁이 창경

원으로 변화된 어느 시기에 창경궁 오층석탑이 당시 창경

원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좀 더 면밀히 살

펴보고자 1828년도 제작으로 추정되고 있는 <동궐도>부터 

1936년 이후의 『근대건축도면집』 4종 등을 시기별로 정리

하면 <표 9>와 같다. 

첫째, 현 창경궁 오층석탑이 창경궁에 이건되기 전 창경

궁의 모습을 통해 당시 창경궁 훼철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동궐도>는 조선후기 19세기 효명세자에 의해 창

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정밀하게 화원들이 담은 계화界畵로 

매우 사실적인 기록화이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창경궁 오층

석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동 그림이 완성된 1830년대 

당시의 창경궁 모습인 환경전 등 주변 위치를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1830년대 화재로 크게 소

실된 창경궁이지만 조선 왕실의 궁궐 면모가 남아 있음과 동

시에 오늘날 오층석탑이 자리하기 전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이 중심되어 작성된 건

축 도면집과 사진첩, 『朝鮮古蹟圖譜』 등을 통해 창경궁 오

층석탑이 창경궁에 등장한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1908

년 작성된 『근대건축도면집』 수록 창경궁 배치도를 보면 이

미 명정전 주변 부속건물들이 모두 훼철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1908~1909년 기존 전각들을 파괴하거나 개조하

여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고 특히 명정전과 환경전 등 

7동의 전각이 전시실로 개조되었기 때문이다. 1911년으로 

추정되는 『근대건축도면집』 수록 창경궁 배치도를 살펴보

면 1908년의 도면보다 관람자 도로가 증설되어 각 전각

을 잇는 동선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왕가박물관 

본관 준공 이후 박물관과 동·식물원으로의 변용이 정착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21~1932년으로 추정되는 도면

을 보면 보행자도로가 박물관으로 향하도록 이루어져 있

음을 볼 수 있다. 1908년~1936년 기간 중 작성된 장서각 

소장의 『근대건축도면집』 5종25에 나타난 창경궁의 평면도

를 확인한 결과 ① 1908년 / ② 1911년 / ③ 1921~1932년 / 

④ 1932~1936년경 4종의 도면에서는 창경궁 오층석탑이 표

22 『조선일보』, 1938년 3월 26일자.

23 『동아일보』, 1920년 4월 18일자.

24 이성시, 2004, 「조선왕조의 상징공간과 박물관」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pp.275~276.

25 장서각은 일제 총독부가 궁내부와 이왕직에서 1906~1936년 기간에 작성한 설계도, 원본과 청사진을 책으로 제작하는데 이 책이 바로 근대건축도면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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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⑤ 1936년 이후 작성의 『근대건축도

면집』에서는 환경전 오른쪽에 “舍利塔”이 배치 및 표기되

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창경궁 오층석탑 위치가 처음 등장

하는 도면자료로 판단된다. 이외에 1915년의 사진첩26과 그

리고 1915년~1930년경의 2종 『朝鮮古蹟圖譜』의 창경궁 배

치도에도 창경궁 오층석탑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38년 덕수궁에 이왕가박물관이 건립된 뒤 대부분의 창

경궁 소장품들은 이관되었으나 일부 유물이 명정전 부근에 

나누어 보관되었다는 기록은 창경궁 오층석탑이 덕수궁으

로 이건되지 못하고 다른 이왕가박물관 소장품과 함께 명

정전 부근인 이곳에 이건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일제강점기 기간 작성된 창경궁 배치도 등을 살펴

본 결과 1936년 이후 작성 『근대건축도면집』에서만 유일하

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자료만을 통해 보면 일제강점

기인 1907년~1911년 기간 중 창경궁이 크게 훼손되고 ‘창

경원’ 개원 이후 한참을 지난 시기인 1936년 이후에 창경궁 

오층석탑이 현재의 위치에 조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셋째, 관련 자료로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

고 있는 1945년 이전 촬영의 사진자료와 1969년 작성의 유

물관리 카드를 들 수 있다. 먼저 유리건판 촬영 창경궁 오

층석탑의 모습을 살펴보면 탑의 뒤쪽에 있는 벤치를 볼 때 

이미 창경원으로 공원화된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은 

1936년 전후 기간 중27 어느 시기 탑의 크기를 기록하기 위

해 수직자를 세워놓고 4513번호와 함께 촬영하였다. 사진 

속에 나타난 탑의 현상 중 하나는 3층까지의 석재들은 이

끼류가 생장해 있고 오래된 부재로 보이지만 4층부터 상륜

부까지는 아주 깨끗한 석재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 복원된 

탑부재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 사진은 1969년 작성

된 舍利塔으로 명시한 유물카드 뒷면에 부착되어 보관된 

사진이다. 

26   일제 강점기인 1910~1917년 기간 중 궁내청이 촬영하여 현재 보관 중인 사진을 문화재청 창덕궁 관리소가 펴낸 사진첩이다.

27   동 사진은 1969년 작성된 카드 뒷면에 부착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아마 창경궁에 5층탑이 들어온 이후 탑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기고자 1936

년 무렵 촬영한 사진으로 판단된다.

그림 37.  사리탑 유물관리카드(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36.  창경궁 오층석탑 유리건판사진(국립고궁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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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창경궁 오층석탑 관련 1900~1930년대 지도 및 문헌

연번 서명 도면 특징 소장처

1
동궐도

(1828~1830)
1830년대 화재로 소실된 창경궁 환경전, 경춘전, 함허정 등이 
그려져 있음. 이들 전각 일대에 오층석탑이 보이지 않음. 

고려대학교박물관

2
근대건축도면집

(1908년)

명정전 주변은 중요 전각만 남기고 대부분 철거. 석탑은 보이지 
않음. 명정전과 함인정 사이를 가로지르는 길이 표시. 

융희 2년(1908) 4월 측량 주기
장서각

3
근대건축도면집

(1911년 추정)
환경전, 경춘전, 함인정 사이에 여러 갈래의 길이 나 있으나, 

석탑은 보이지 않음. 
장서각

4
창덕궁 사진첩
(1915년경)

명정전 인근 행각과 전각이 철거되어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은 보이나, 환경전 옆 오층석탑은 없음.

일본궁내청

5
조선고적도보

(1915년경) 
-창덕궁급창경궁 평면도

1911년 「창덕궁 평면도」와 1921~1932년 경 추정 도면의 
중간 정도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줌. 영남대 소장본 1915년경 

「창덕궁전도」와 동일함. 오층석탑은 보이지 않음.

6
근대건축도면집 
(1921~1932년경)
- 창덕궁 평면도

오층석탑은 표시되지 않음. 장서각 

7
조선고적도보

(1930년경) 
- 창경궁 배치도

『조선고적도보』 10권 수록 도면. 발간 당시 현존하는 건물은 
검게 표시하였으며 이미 철거된 전각 위치 표시. 

오층석탑 표시는 보이지 않음. 

8
근대건축도면집

(1932~1936년경)
- 창덕궁 평면도

오층석탑은 표시되지 않음. 장서각 

9
근대건축도면집

(1936년 이후)
- 창덕궁 평면도

환경전 오른쪽에 오층석탑이 ‘舍利塔’으로 기재.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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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구 유물카드는 원래 창경

궁에서 작성한 카드였으나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이관

되어 관리하고 있는 카드이다. 카드는 1969년 9월 2일 당시 

카드양식에 맞춰 담당자 이순재李順宰가 직접 작성하고 본인

의 도장을 찍어 확인한 사항이다. 명칭은 “舍利塔”이고 수량

은 1건 1점, 형상대소와 구조 특징란은 환경전 옆 건립, 七

層四角塔28으로 그리고 수장 연유는 이왕가박물관으로 명

기하였다. 카드 뒷장에는 1970.1.1과 함께 ‘館’은 ‘苑內’, ‘室’은 

‘明政殿側’으로 구분, 기록되었다. 따라서 1969년 9월~1970

년 1월 기간에 기록된 국가자산의 관리 대장이자 문화유산 

관리 카드 사항의 정보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9

Ⅲ. 창경궁 오층석탑 조성과 특징

1. 창경궁 오층석탑 조영 특성

1) 건축 특성에 따른 조성 시기(체감)

창경궁 오층석탑은 탑신받침과 옥개받침, 안상과 불

상의 양식 등을 통해 고려 중기를 전후하여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경궁 오층석탑과 함께 고려시대 석탑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1010년), 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1031

년),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1109년), 마곡사 오층석탑(고려 

후기), 서정리 구층석탑(고려 초기 추정), 군산 발산리 오층

석탑(고려 중기 이후)의 탑신부 체감비를 비교하여 창경궁 

오층석탑의 양식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탑신석 체감비

각 석탑의 탑신석 1층 너비를 기준으로 층별 체감

비 감소를 비교한 결과 창경궁 오층석탑의 탑신석 너

비 체감비는 1 : 0.91 : 0.83 : 0.74 : 0.54로 9% 내외의 일정

한 비율로 감소하다가 5층에서 약 20%가 감소하여 그 체

감 폭이 커지는데 이는 4층 옥개석부터 신재로 복원 제작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심사지 오층석

탑 탑신석의 층별 너비 체감비는 1 : 0.88 : 0.77 : 0.68 : 0.60

으로 약 8~12%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였다. 정도사 오

층석탑은 1 : 0.92 : 0.84 : 0.73 : 0.65로 모든 층에서 8~11%

의 비율로 감소하였다. 소태리 오층석탑 너비 체감비

는 1 : 0.87 : 0.77 : 0.68 : 0.55로 9~13%의 비율로 감소하

였다. 마곡사 오층석탑은 1 : 0.81 : 0.76 : 0.68 : 0.64로 2층

표 10.  석탑별 탑신석 체감비 비교

구분
창경궁 
오층석탑

개심사지

오층석탑

정도사 
오층석탑

소태리

오층석탑

마곡사 
오층석탑

서정리

구층석탑*
발산리

오층석탑**

탑신석

너비

1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0.91 0.88 0.92 0.87 0.81 0.92 0.83

3층 0.83 0.77 0.84 0.77 0.76 0.89 0.78

4층 0.71 0.68 0.73 0.68 0.68 0.77 0.73

5층 0.54 0.60 0.65 0.55 0.64 0.65 0.65

높이

1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0.80 0.40 0.41 0.42 0.82 0.34 0.45

3층 0.72 0.30 0.35 0.37 0.63 0.32 0.37

4층 0.70 0.32 0.27 0.33 0.57 0.22 0.30

5층 0.56 0.30 0.24 0.27 0.44 0.23 0.21

* 서정리 구층석탑은 오층까지의 실측값으로 비교  ** 발산리 오층석탑의 3층은 추정값(『전라북도의 석탑』 2004)

28   당시 오층석탑을 왜 칠층으로 기록하였는지 매우 의문스러운 상태이나 담당자가 연구직이 아닌 상태에서 기단부부터 층수를 세어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29   조선시대 이왕가 자산을 한때 일제가 관리 운용하였지만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이왕가 재산을 계승하여 현재까지 내려옴을 이 카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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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감비 감소가 19%로 다른 층보다 체감 폭이 크고 

다른 층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였다. 서정리 구층석탑

은 1 :0.92 : 0.89 : 0.77 : 0.65로 2, 3층의 너비가 유사하지

만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발산리 오층석탑은 

1 : 0.83 : 0.78 : 0.73 : 0.65로 2층의 체감비 감소가 17%로 크고 

3~5층까지는 5~8%로 일정하게 감소하였다.

탑신석 높이 체감비는 창경궁 오층석탑에서 

1 : 0.80 : 0.72 : 0.70 : 0.56으로 너비와 비교할 때 특정한 비율 

없이 층별로 다른 체감비 감소를 보였으며, 다른 석탑에 비

해 5층의 체감비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심사

지 오층석탑 높이 체감비는 1 : 0.40 : 0.30 : 0.32 : 0.30으로 2층

에서 급격한 체감비 감소가 나타났으며 3~5층의 탑신석 높

이는 유사하여 다른 석탑들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정

도사지 오층석탑은 1 : 0.41 : 0.35 : 0.27 : 0.24로 세 탑 중 가장 

큰 체감비 감소를 나타내어 2층에서는 약 40%, 5층에서는 

25% 정도의 체감비를 나타내었다. 소태리 오층석탑 높이 

체감비는 1 : 0.42 : 0.37 : 0.33 : 0.27로 2층부터 급격한 체감

비 감소가 나타났으며, 정도사지 오층석탑과 유사한 체감

비 감소가 나타났다. 마곡사 오층석탑의 높이 체감비는 

1 : 0.82 : 0.63 : 0.57 : 0.44로 규칙적인 체감비 감소를 나타냈다. 

서정리 구층석탑은 1 : 0.34 : 0.32 : 0.22 : 0.23으로 2층부터 체

감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4, 5층은 유사한 체감비를 보이는데 

이는 9층의 규모가 갖는 특징으로 판단된다. 발산리 오층석

탑 역시 2층부터 체감비가 감소하여 1 : 0.45 : 0.37 : 0.30 : 0.21

의 체감비를 보이고 있다. 탑신석의 체감비를 비교해본 결과 

너비는 2층의 것이 크고 그 이상에서 일정하게 체감하는 점, 

높이는 2층이 체감이 크게 나타나고 이후 일정하게 체감하

는 점에서 마곡사 오층석탑, 발산리 오층석탑 등의 고려 중

기 이후 석탑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옥개석 체감비

각 석탑의 1층 옥개석 너비, 높이를 기준으로 층별 체

감비 감소를 비교한 결과 창경궁 오층석탑의 옥개석 너비 체

감비는 1 : 0.84 : 0.69 : 0.59 : 0.51로 2층과 3층에서는 15% 내

외로 감소하다가 4층과 5층에서 10, 8% 감소하였다. 개심

사지 오층석탑은 1 : 0.90 : 0.83 : 0.72 : 0.65로 층별로 7~10%

의 일정한 체감비 감소가 나타났다. 정도사지 오층석탑

은 1 : 0.89 : 0.80 : 0.73로 7~11%의 일정한 체감비 감소를 나

타내었다. 소태리 오층석탑은 1 : 0.91 : 0.84 : 0.73 : 0.61로 2, 3

층에서는 9, 7%의 체감비가 감소하였으며 4층과 5층에서

는 11, 12%의 체감비 감소가 나타났다. 마곡사 오층석탑은 

1 : 0.96 : 0.82 : 0.79 : 0.69로 2층과 4층에서 체감비 감소가 4, 

표 11.  석탑별 옥개석 체감비 비교

구분
창경궁 
오층석탑

개심사지

오층석탑

정도사 
오층석탑

소태리

오층석탑

마곡사 
오층석탑

서정리

구층석탑*
발산리

오층석탑**

옥개석

너비

1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0.84 0.90 0.89 0.91 0.96 0.85 0.94

3층 0.69 0.83 0.80 0.84 0.82 0.85 0.86

4층 0.59 0.72 0.73 0.73 0.79 0.73 0.80

5층 0.51 0.65 - 0.61 0.69 0.67 0.73

높이

1층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0.84 1.02 0.90 0.98 0.86 0.88 0.88

3층 0.79 0.97 0.79 0.93 1.06 0.92 0.94

4층 0.60 0.79 0.74 0.81 1.03 0.85 0.80

5층 0.54 0.74 - 0.67 0.97 0.84 0.83

* 서정리 구층석탑은 오층까지의 실측값으로 비교  ** 발산리 오층석탑의 3층은 추정값(『전라북도의 석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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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로 거의 없으며 3층과 5층에서 14, 10%의 체감비 감소가 

나타났다. 서정리 구층석탑은 1 : 0.85 : 0.85 : 0.73 : 0.67의 체감

비로 2, 3층 옥개석의 너비가 동일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층이 높아질수록 6~15%의 체감비 감소가 나타났다. 발산리 

오층석탑의 층별 체감비는 1 : 0.94 : 0.86 : 0.80 : 0.73으로 층별

로 6~8%로 일정하게 감소하였으며 체감비 감소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창경궁 오층석탑의 층별 옥개석 높이 체감비는 

1 : 0.84 : 0.79 : 0.60 : 0.54로 2층과 4층에서 16, 19%의 상대적

으로 큰 체감비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3층과 5층에서는 5, 

6%의 적은 감소가 나타났다.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체감비

는 1 : 1.02 : 0.97 : 0.79 : 0.74로 2, 3층 옥개석의 높이가 1층 옥

개석과 거의 유사하며 4층과 5층에서는 감소하였다. 정도사

지 오층석탑의 체감비는 1 : 0.9 : 0.79 : 0.74로 옥개석 높이 체

감비가 안정적으로 감소하였다. 소태리 오층석탑의 체감비는 

1 : 0.98 : 0.93 : 0.81 : 0.67로 2, 3층에서는 체감비 감소가 2, 5%

로 적지만 4층과 5층에서 각각 12, 14% 감소하는 양상을 보

였다. 마곡사 오층석탑은 1 : 0.86 : 1.06 : 1.03 : 0.97로 옥개석 크

기가 층수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거의 같은 크기로 유지되

어 다른 석탑들과 구별되는 양식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서정

리 구층석탑은 1 : 0.88 : 0.92 : 0.85 : 0.84로 2층 옥개석의 높이

가 3~5층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체감비 감소

는 다른 탑들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창경궁 오층석탑의 옥개석 높이 체감비는 안정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너비 체감비가 다른 석탑들과 유사하였다. 발

산리 오층석탑은 1 : 0.88 : 0.94 : 0.80 : 0.83으로 2층이 3층보다, 

4층이 5층보다 너비가 작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체감비 감

소는 서정리 구층석탑과 유사하게 다른 탑들보다 적게 나타

났다. 옥개석 체감비를 비교해 본 결과 창경궁 오층석탑은 옥

개석 너비의 경우 저층에서 체감비가 크고 상층부에서 작아

지는데 이와 유사한 경향은 서정리 구층석탑에서 나타난다. 

옥개석 높이의 경우는 비교 대상마다 차이가 있어 유사한 경

향을 찾지 못하였다.

(3) 탑신부 부재별 너비 대 높이비

창경궁 오층석탑과 고려시대 석탑 4기의 층별 탑신

석 너비 대 높이비를 비교하였다. 창경궁 오층석탑은 층별 

너비와 높이가 모두 일정하게 감소하여 너비 대 높이비가 

0.79 : 0.69 : 0.68 : 0.78 : 0.80으로 0.7~0.8 범위에서 일정하게 나

타났다.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0.68 : 0.31 : 0.27 : 0.32 : 0.34로 

2~5층에서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층별 너비는 일정하게 감

소하였지만 높이는 2층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정

도사 오층석탑은 0.83 : 0.37 : 0.45:0.31 : 0.30으로 다섯 석탑 

중 가장 낮은 너비 대 높이비가 나타났으며 개심사지 오층석

탑과 유사한 체감비 감소 양상을 보였다. 소태리 오층석탑은 

0.99 : 0.48 : 0.47 : 0.49 : 0.49로 1층은 너비와 높이가 거의 유사

하였지만 2~5층은 0.5 비율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다른 석탑들

과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탑신부 2층부터 5층까지 

너비의 체감비가 높이의 체감비의 약 2배로 유지되었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마곡사 오층석탑은 0.75 : 0.76 : 0.63 : 0.63 : 0.52

로 3층부터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탑신부 너비의 

체감비에 비해 높이의 체감비 감소가 3층부터 크게 나타나기 

표 12. 석탑별 탑신석 층별 너비 대 높이비 비교

층수
창경궁

오층석탑

개심사지

오층석탑

정도사지

오층석탑

소태리

오층석탑

마곡사

오층석탑

서정리

구층석탑*
발산리

오층석탑**

1층 0.79 0.68 0.83 0.99 0.75 0.63 0.69 

2층 0.69 0.31 0.37 0.48 0.76 0.24 0.38 

3층 0.68 0.27 0.45 0.47 0.63 0.23 0.33 

4층 0.78 0.32 0.31 0.49 0.63 0.19 0.29 

5층 0.80 0.34 0.30 0.49 0.52 0.22 0.23 

* 서정리 구층석탑은 오층까지의 실측값으로 비교  ** 발산리 오층석탑의 3층은 추정값(『전라북도의 석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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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서정리 구층석탑은 0.63 : 0.24 : 0.23 : 0.19 : 0.22로 다

른 탑들에 비해 높이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산리 오층

석탑은 0.69 : 0.38 : 0.33 : 0.29 : 0.23으로 높이비가 급격하게 감

소하였으며, 창경궁 오층석탑을 제외한 다른 석탑들과 유사한 

감소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2층 탑신석의 크기가 비교적 큰 

창경궁 오층석탑과 마곡사 오층석탑이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탑신석에 이어 각 층별 옥개석의 너비 대 높이비를 비교

하였다. 탑신석 층별 너비 대 높이비 비교에서는 창경궁 오층

석탑만 모든 층에서 유사한 비율을 보인 것과 달리, 옥개석의 

층별 너비 대 높이비는 석탑 6기 모두 층별 차이가 없었다. 

창경궁 오층석탑은 1층과 2층에 비해 3~5층 옥개석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심사지 오층석탑과 소태리 

오층석탑은 1층과 2층 이상의 부재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정리 구층석탑은 1층에서 2층으로 가면서 비례가 

줄어드나 3층부터 비율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정도

사지 오층석탑은 각 층 옥개석 비율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

나고 있다. 마곡사 오층석탑이 1, 2층 비율과 3~5층 비율이 

구분되고 있어 가장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2) 불상, 안상 조각을 통해 본 조성 시기와 특징

고려시대 석탑은 통일신라대의 정형화 형식에서 벗어

나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이는 조탑造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건립 주체의 계층 다양성 그리고 지방적 특성이 결합

된 결과들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장식적 요소들이 

가미되어 일률적이지 않은 고려시대 탑의 양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조성 시기를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

이 창경궁 오층석탑과 같이 원래 자리를 떠나 이전되어 복

원된 탑의 경우 그 양식을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힌다.

고려시대 잔존한 여러 탑 가운데 금번 창경궁 오층석

탑과 계통적 비교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개성 남계원

지 칠층석탑을 우선 살펴볼 수 있겠다. 이 남계원지 칠층석

탑은 널리 알려진 대로 고려 수도 개성의 특성이 잘 반영된 

이층 기단의 다층 석탑이다. 신라에 비해 하층기단은 높고 

상층기단은 낮게 조성된 구조이다. 탑신부 모서리는 우주

를 낮게 각출하고, 두툼한 옥개석 처마는 밋밋한 곡선을 긋

다 네 귀에서 심하게 들려짐에 따라 신라 일반형 석탑과는 

다른 고려 특징을 담고 있는 양식적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의 탑들은 개성을 중심으로 불일사 오

층석탑, 현화사 칠층석탑,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정산 서

정리 구층석탑, 춘천 칠층석탑 등 전국적인 분포로 확대 조

성되었다. 이들 중 창경궁 석탑과 같이 이층 기단을 갖춘 평

면방형의 오층석탑의 형태로서 전대前代양식적 비교가능한 

대상은 북한 개성박물관 불일사 오층석탑과 남한 천흥사지 

오층석탑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런 고려시대 새로운 양식의 

근간에 지방색이 가미된 석탑이 다양하게 조성되는데 창경

궁 오층석탑도 이와 같은 계통에서 전개된 탑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곳에서 살피고자하는 동 오층석탑의 원래 

조성지역을 일제강점기에 이탈하여 창경궁 환경전 앞에 놓

표 13. 석탑별 옥개석 층별 너비 대 높이비 비교

층수
창경궁

오층석탑

개심사지

오층석탑

정도사지

오층석탑

소태리

오층석탑

마곡사

오층석탑

서정리

구층석탑*
발산리

오층석탑**

1층 0.28 0.25 0.35 0.31 0.22 0.21 0.25

2층 0.28 0.28 0.35 0.34 0.20 0.19 0.24

3층 0.32 0.29 0.35 0.35 0.29 0.23 0.28

4층 0.29 0.28 0.35 0.35 0.29 0.25 0.25

5층 0.30 0.29 0.34 0.32 0.27 0.29

* 서정리 구층석탑은 오층까지의 실측값으로 비교  ** 발산리 오층석탑의 3층은 추정값(『전라북도의 석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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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고려시대의 석탑

 <개성 남계원지 칠층석탑> <개성 불일사 오층석탑> <예산군 석곡리 삼층석탑>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이게 됨에 따라 고려시대 지방적 특징을 찾기는 어려운 입

장이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 밝히듯이 석탑 부재의 암석학

적 특징이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동일한 주석재인 반

상 흑운모화강섬록암으로 밝혀짐30에 따라 비록 석재산지

가 확인된 것은 아니나 충청지역에서 고려시대에 세워졌던 

탑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에 탑신부 한 

면에만 불좌상이 부조된 석탑은 아주 드물게 조사되는데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예산군 석곡리 석탑에서 그 예

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세부 양식적 특징에서 지역색이 반영된 예로 군

산 발산리 오층석탑(보물 제276호)의 하층기단부 장식과 공

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하층기단 상면의 수평의 돌림띠 모

각과 선각 장식은 고려탑에서 흔치 않는 가공수법이자 양식

적 특징으로 판단된다. 이는 충청지역의 암석학적 특징과 탑

30   3) 암석학적 특징을 통해 본 오층석탑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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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 1면에 장엄된 불좌상과 함께 이곳 군산까지 서해로 연

결된 지역 특성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반면 

발산리 오층석탑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서 이전되었다

고도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고려 방형석탑의 장엄 

조식은 통일신라대의 탑신까지 확대된 장엄 조식과 달리 기

단부 중심과 1층 탑신부에 한정됨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창경궁 오층석탑의 하층 기단부 안상문양과 연계된 연

원과 양식적 특징을 기년명 확인의 고려석탑들 조성시기와 

살펴 볼 수 있겠다. 즉, 예천 개심사 오층석탑(현종 2년, 1011

년), 대구 정도사지 오층석탑(현종 22년, 1031년), 밀양 소태

리 오층석탑(예종 4년, 1109년) 등을 미루어 보아 11~12세기 

고려 전기 석탑 장엄으로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1층 탑신의 불좌상 장엄과 비교되는 통일

말~고려초 탑 대부분은 사방불이 가장 많다. 그 예로 청주 

탑동 오층석탑, 방내리 삼층석탑,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괴

산 삼방리 삼층석탑인데 통일신라 말의 잔영이 남아 있는 

고려 초기 탑들로 판단된다. 탑의 기단부와 탑신이 온전하

지는 못하나 노학동 삼층석탑과 예산 석곡리 석탑에도 불

좌상이 장엄되었는데 이들은 고려초를 벗어난 석탑들로 특

히, 석곡리 석탑은 탑신부 한면에만 불좌상이 배치된 점이 

창경궁 오층석탑과 유사하여 주목된다. 

창경궁 오층석탑의 기단부 안상과 탑신부 불좌상 장

엄을 통해 장식적 특징을 정리하면 불상대좌를 모방한 기

단부 장엄의 전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경궁 오층석

탑의 기단부 장엄은 연화장식에 불상대좌 형태의 본격적 

장엄은 아니나 하층기단 각 면에 부조된 2조의 안상과 상

층기단 각 면의 커다란 안상 1조가 사면에 걸쳐 조식된 상

태이다. 특히 하층기단의 석재 구성과 장식을 살펴보면 4매  

결구와 우주석 + 안상조식 면석 + 탱주석 + 안상조식 면석  

+ 우주석의 구성과 상면에 수평 돌림띠의 음각선 조식 등

은 대좌의 장식성과 연결되고 있다. 마치 이층 기단을 불대

좌로 마련한 것과 같고 그 위 1층 탑신부의 불좌상이 부조

되어 있다. 고려시대 석탑 기단의 특징 중의 하나인 후기 신

라 석불대좌와 의장을 공유한다는 점이 간취되는 장식으

로 이는 단순장엄이 아닌 예배 대상으로 탑과 불상을 함께 

조형한 것으로 판단된다. 

창경궁 오층석탑의 조성 시기는 고려 초기 탑신부의 

사면에 걸쳐 사방불이 장엄되고 기단부 면석의 안상마다 화

문과 십이지상이 조식되던 시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탑신부의 불좌상 1구와 기단부의 간결하게 조식된 안상문양 

등으로 비추어 많은 석탑이 조성되고 장엄이 성행되어 고려

석탑 양식이 완성된 11~12세기를 지난 이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래의 건립 위치를 잃었고 관련 기록 또

한 없어 창경궁 오층석탑의 조성 목적과 그 기능은 명확히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1936년 이후 작성된 

근대건축도면(장서각 소장)에서의 창덕궁 평면도에 ‘舍利塔’

으로 적시되었고, 1969년 기록된 관리카드에도 역시 사리

탑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당초 사리가 봉안되었던 고려시

대 사찰에서 제작한 석탑으로 판단된다.  

3) 암석학적 특징을 통해 본 오층석탑의 조성

(1) 주석재(반상흑운모화강섬록암)

주석재와 동일한 암종의 석조문화재는 부여 정림사

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이 대표적이다. 정림사지 석탑은 폭 

1~3cm에 이르는 페그마타이트세맥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또한 5~10cm에 이르는 염기성 포획암을 함유하고 있다.31 

특히 창경궁 석탑과 가장 유사한 암석학적 특징 중에 하나

인 장경과 단경이 2~3cm에 이르는 사장석 반정을 함유하는 

반상조직이 동일하게 발달한 점이다.

이와 같은 반상 흑운모화강섬록암의 산출지 후보는 

암석학적 기초 조사 및 대자율 값에 기반한 지역에 한정하

며 충남 논산지역과 경남 마산지역이 암종과 입자, 대자율 

값이 유사하다. 논산일대의 지질 보고서는 화강섬록암은 

변성암류를 관입하고 반상 화강섬록암과는 점이적인 관계

31   이찬희 외, 2007,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구성암석의 원산지 추정」 『지질학회지』 제43권 제2호,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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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며, 복운모 혼성화강암 중에는 포획암으로 포획

되기도 한다.32 이들 노두에는 페그마타이트세맥과 염기성 

포획암, 사장석의 반상조직, 조립질의 광물 입자, 대자율 측

정값 등 창경궁 내 오층석탑 부재와 동일한 암석학적 특징

을 지니고 있다. 

마산화강암은 옛 마산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중립질 

또는 조립질의 반상 화강섬록암으로 부분적으로는 2~5cm

의 유색광물의 집합체 또는 사장석의 반상조직이 확인된다. 

주구성 광물은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흑운모 등으로 구

성되며 부구성 광물로는 자철석 등이 산출된다. 마산지역 

19개 지점에서 대자율을 측정한 결과 8~30×10-3SI unit 범

위로 비교적 높은 자성 강도가 확인되었다.33

재질 특성과 구성 광물 등은 창경궁 오층석탑과 유사

하나 대자율 구간 값에서 다소 차이가 확인된다. 하지만 평

균 값은 오층석탑의 13.01×10-3SI unit과 동일한 범위에 도

시되기 때문에 유사한 암석으로 판단된다.

상기 두 지역은 정밀 육안조사 및 전암 대자율 측정 등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원산지 

추정 및 산지 해석 등을 수행한 결과이다. 자연과학적 및 고

고 지질학적 방법론을 통한 석조문화재의 성분분석, 원료산

지, 제작기술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추정이 아니

다. 따라서 석탑의 구성 암석과 추정 산지의 노두를 대상으

로 암석학적, 광물학적 및 지구화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석재의 성인적 동질성을 검토하고 당시의 역사지리적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부석재(담홍색화강암)

현재 복원 석재로 추정되는 부석재는(담홍색화강암) 

경복궁 석조 조형물, 한양도성 석축 및 조형물 등 구성 석

재 중 우점종을 보이고 있는 암석이다. 담홍색화강암의 산

그림 40.  논산지역 산출 반상 흑운모화강섬록암 / * 출처 : 김영택 석사학위논문(2005) 

32 김정환 외, 1994, 「백악기 부여분지의 구조적 진화」 『지질학회지』 제30권 제1호, pp.182~184.

33 홍세선, 2004, 「국내 중생대 화강암의 대자율 특성과 화학조성」 『한국암석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6~33.

그림 38.  창경궁 오층석탑 
   페그마타이트 세맥과 염기성 포획암(상층기단면석) 

그림 39.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
   페그마타이트 세맥과 염기성 포획암(탑신, 기단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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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지를 서울지역에 한정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

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복원되었으며 위치가 창경궁 안이라

는 지형학적 특성을 종합할 때 서울 일대 지역에서 채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 복원

을 위해 서울지역에서 많이 산출되는 담홍색 및 진홍색화

강암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고문헌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

침해 주고 있다. 서울지역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와 도시개발로 인해 지형이 상당히 많이 변형되었기 때문

에 고문헌 분석을 통해 당시의 지리적 환경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경복궁 석조 조형물 학술연구 및 보존 관리 방안 

연구』, 『남산 회현자락 3단계 발굴조사-암질 분석 용역』 결

과를 분석하여 보면 궁궐 보수 등에 사용된 석재 공급지는 

태조 5년(1396년)~철종 5년(1854년)까지 크게 5단계의 변

화 과정을 겪었다. 이를 기초하여 창경궁 오층석탑의 암석

학적 특징과 선행연구를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담홍색화강암으로 조성된 4층 탑신석~상륜부 복원 부

재의 입자크기, 조암광물 구성, 대자율 등 암석학적 특징을 

종합할 때 서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산출되는 암종이다. 

창경궁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산과 낙산지역의 담

홍색화강암은 입자크기는 중립질, 대자율 평균은 각 0.10, 

그림 42.  오층석탑 주변 산출 석재 - 환경전 및 함인정 기단, 풍기대 주변 조형물

그림 41.  고문헌에 기록된 석재 공급지 영상지도* 및 담홍색화강암 산출 사진(개운산, 수락산 담홍색화강암)
   * 『남산 회현자락 3단계 발굴조사-암질 분석 용역』인용

0 1 2cm

0 1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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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으로 오층석탑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왕산은 홍장

석의 색이 미약하여 다른지역 담홍색화강암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며 대자율 평균은 0.50이다. 북한산 지역은 담

홍색과 진홍색화강암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자율 평균은 

2.16으로 비교적 높은 대자율 수치를 보이고 있다. 상기 지

역은 조선시대 석재 공급지이며 담홍색 화강암이 산출되는 

지역이다. 입자크기, 유색광물, 대자율 값에서 오층석탑 복

원 부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성북구 개운산과 노원구 불암산, 수락산 일

원 등 이른바 서울의 북동쪽 지역에서 산출되는 담홍색화

강암은 입자크기, 대자율 등 복원 부재와 유사한 암종이 

산출되고 있다. 특히 노원구 지역은 승정원 일기, 금위영도

성개축 등 문헌자료에 따르면 정조연간(정조 8년, 1784년)

이후 근대까지 석재공급지 및 채석 산지로 집중적으로 개

발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운산 지역 조립질 담홍색화강암의 대자율 범위는 

2.03~4.97이며 평균 4.01×10-3SI unit, 수락산 지역 조립질 

담홍색화강암의 대자율 범위는 3.23~5.38이며 평균 4.23×

10-3SI unit이다. 창경궁 오층석탑의 복원 석재(담홍색화강

암) 평균은 4.39×10-3SI unit로 암석 특성 및 대자율로 보

아 하나의 단일 마그마에서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

며 동일 암석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또는 일제강점기에

는 이들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재로 궁궐 보수 및 중건사업

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오층석탑 주변 건물의 

기단 및 기초부 등에는 부석재와 동일한 암석이 상당수 확

인되고 있다.

다만 복원된 시기는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인

근 성종대왕 태실의 이전 복원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실 구성부재 일부가 담홍색화강암으로 입자크기, 대자율 

값이 오층석탑 복원 석재와 동일하다. 

현재 태실은 1930년 5월 지금의 자리로 이전 복원되

었기 때문에34 오층석탑 또한 이와 유사한 시기에 이건되

었으며 4층 이상 부재는 담홍색화강암으로 복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창경궁 오층석탑의 건축적, 미술사적, 보존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창경궁 오층석탑의 부재 구성과 세부 

기법, 문양 등 양식적 특징, 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

로 조영 특성과 부재의 암석학적 특징 등을 통하여 석탑의 

건립 시기, 지역 그리고 창경궁에 이건된 시기를 추정하였다.

창경궁 오층석탑은 고려 중·후기 정도에 건립된 것으

로 추정되는데 이는 기단과 1층 탑신석에 조각된 안상과 불

상의 위치와 양식 등에 기인하며 특히 하층기단에 새겨진 

수평의 돌림띠 표현은 발산리 오층석탑 외에 확인되지 않

았던 것이므로 유사 사례로서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하였

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기법의 유사성으로 인해 창

경궁 오층석탑의 조성 시기와 위치를 추정하는데 주요한 

34   박대윤·천인호, 2010, 「조선성종 태봉의 풍수지리적 특징 비교」 『한국학연구』 33, p.236.

그림 43.  성종 태실 구성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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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

인된 창경궁 오층석탑 주석재의 암석학적 특징이 충남 논

산과 경남 마산 등지에서 산출되는 암종과 유사하다. 하지

만 선행연구 자료를 통합분석하여 원산지 추정 및 산지 해

석 등을 수행한 결과이다. 따라서 산지 추정을 확정하기 위

해서는 추정 산지의 노두를 대상으로 암석학적, 광물학적 

특성분석과 지구화학적 비교분석 등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 중기 전후의 서남지역이 원래의 위

치로 추정되는 서남지역이 원래의 위치로 추정되는 이 석탑

은 옥개석과 기단 갑석 상면의 추녀마루, 옥개석 밑면의 물

끊기 기법 등은 목조 건축적 표현이 충실하게 담겨있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부재의 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 층별

로 그 기법이 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오층석탑의 보존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상륜부

의 철판 고임쇠 사용, 각 층 탑신석과 옥개석에 사용된 모

르타르, 신재를 가공한 접합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탑신부

의 경우 탑신석과 옥개석이 모두 1매의 부재인 것에 비하여 

기단의 부재들은 훼손과 탈락, 조립 부분에 대하여 모르타

르 등으로 수리한 상태이다. 특히 4층 옥개석의 경우 모서

리부분이 탈락된 것을 신재로 접합한 상태이며 3층 옥개석

은 부재가 떨어져 나간 것을 접합 처리한 부분도 확인되었

다. 오층석탑의 부재에 발생한 훼손 유형은 조류, 지의류에 

의한 생물 영향과 흑색 변색에 의한 표면 변색이다. 생물 영

향에 의한 훼손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저층부와 우면

(북향)에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흑색변색 오염은 대부분 보

수 모르타르에서 기원된 방해석 및 석고가 주원인이다. 보

수 모르타르 점유율이 확연히 높은 후면(동향)에서 흑화 

현상에 의한 표면 변색이 주된 손상요인으로 확인된다.

한편 창경궁 오층석탑의 이건 시기와 목적 등을 파악

하기 위하여 창경궁의 1900년 이후 자료들을 살펴보았으

나 명확하게 이를 밝혀줄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다

만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창경궁의 변용과 훼철

의 과정에서 창경궁의 주요 전각이 전시실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이러한 전시 공간 구성에서 야외 전시품

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창경궁 오층석

탑이 1930년대 이후 작성된 지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이 시기는 이미 1915년 이후 경복궁에 박물관이 추진되면

서 많은 석조문화재들이 경복궁에 전시를 위해 이건되었고 

1936년 덕수궁 이왕가박물관이 신축되면서 이 곳의 전시물

들이 이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치에 남게 되었는

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으며 이는 창경궁 내 다른 석조문

화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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