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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호남지역의 석탑은 대체로 백제의 고토란 이유로 백제계 석탑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정문화재를 중심 

으로 검토한 결과 호남지역의 석탑은 94기이고, 이중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백제계 석탑은 15기, 신라계 석탑은 34기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이제까지 백제계 석탑에 편중한 연구에서 신라계 석탑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호남지역 석탑의 새로운 면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석탑의 지역적인 배치를 통해 본 결과, 통일신라시대에는 전라남도에 치중하여 신라 석탑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오면 호남지역 전역에 걸쳐 불국사 삼층석탑을 모방한 신라계 석탑이 건립된다. 이러한 점은 이전의 시기보다 신라계 세력의 호남

지역에 대한 불교지배력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백제계 석탑과 신라계 석탑이 공존하는 김제, 정읍, 순창·담양, 

영암·강진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의 기단부의 형식은 이층기단은 21기, 단층기단은 12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라 석탑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인 이층기단을 계승하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 단층기단도 1매석, 또는 자연암반을 하층기단 삼아 단층기단으로 만들어진 

탑도 2기가 있었다. 

탑신부는 삼층석탑이 21기, 오층석탑이 12기이며, 1층탑신석을 1매석으로 만든 탑이 25기로 신라석탑의 전형적인 3층탑신부와  

탑신석 1매석 제작 전통을 잘 계승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옥개받침은 3단, 4단, 5단 등 그 구성방법이 다양하게 확인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층기단을 가지고 있는 석탑 중 상층기단과 하층기단에 탱주가 있는 석탑은 16기 중 12기가, 삼층석탑은 21기 중 

15기가 전라남도에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계 석탑의 정형성을 잘 계승하여 더 많이 유행한 지역은 전라남도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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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 목적

문화는 주변문화와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여 또 다른 문화로 나아간다. 그런데 실제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 물질문화를 통해 그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따

라서 물질문화의 변화 및 진화에 대한 연구는 그 문화를 

규명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준다.

663년 백제가 멸망하고 그 옛땅에 892년에 후백제가, 

918년에 고려가 다시 전국을 통일하면서 건국되었다. 고려

의 건국으로 그 이전까지 지역별로 전개되던 문화의 새로

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 석탑의 조형, 역

시 예외는 아니었다. 이전까지 외형이 뚜렷하게 구분되던 

백제 석탑과 신라 석탑의 형식과 양식이 같이 나타나는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의 형식과 양식을 계승한 석탑은 ‘백제계 석탑’으

로 이미 그 명칭이 정립되었고1 대체로 부여를 중심으로 충

청도 일부와 호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신라계 석탑’은 불

국사 삼층석탑의 형식과 양식을 따르는 석탑으로 고려시대

에 만들어지는 석탑을 의미한다. 따라서 백제계 석탑과 신

라계 석탑은 그 석탑의 조형언어가 백제 석탑 또는 신라 석

탑의 형식과 양식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호남지역 석탑에 대한 연구는 지

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백제계 석탑이 주요대상이었고, 최

근 신라 석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호남지역

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신라계 석탑은 다수가 존재했고, 

이 석탑들은 불국사 삼층석탑 이후 신라 석탑이 표방하는 

나름의 계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글에서는 이제까지 그 가치가 제대로 밝혀지

지 않은 채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호남지역에 있는 ‘신라계 

석탑’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2. 기존의 연구

고려시대 석탑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는 일제강점기부

터 시작되었다. 먼저 신라계 석탑에 대한 연구는 등도해치랑

(藤島亥治郞)이 신라석탑을 일반형석탑 양식개념으로 적용

하였고,2 삼산신삼(衫山信三)은 한국석탑을 고구려계-백제

계-신라계로 구분하였다.3 따라서 최초로 ‘신라계’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신라계는 대체로 신라~통일신라시기에 

만들어진 석탑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고려시대 석

탑에 대한 연구는 정영호가 최초로 집대성하였다.4 정영호

는 신라시대 석탑이 고구려나 백제의 고토에는 소수에 불과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지방세력이 대두하고 독자적 영역이 

생기면서 고려가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석탑의 계통을 언급하면서 이후 후학에게 신라계·백

제계 석탑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박경식은 전술한 논의를 확

대하여 고려의 석탑을 고구려계·백제계·신라계·고려식·특

수양식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5 강병희는 고려 현종(顯宗)대

의 호국명문이 새겨진 석탑과 별석받침의 확산에 대해 언급

하였다.6 최근 홍대한은 「高麗 石塔 硏究」7를 통해 고려시대 

석탑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 천득염, 2000, 『백제계석탑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p.21.

2 藤島亥治郞, 1933a, 「朝鮮塔婆の樣式と變遷に就いて」 『夢殿論誌』 10, 鵤故郷舎, pp.105~130; 藤島亥治郞, 1933b, 「慶州を中心とせる新羅時代 一般型

三層石塔論-」 『建築雜誌』 47권 577호, pp.1545~1572.

3 杉山信三, 1944, 『朝鮮の石塔』, 彰國社.

4 정영호, 1977, 「高麗時代石塔의 特性에 관한 硏究」 『논문집』 11, 단국대학교, pp.89~122.

5 박경식, 2005, 「百濟系石塔의 建立 背景에 關한 考察」 『文化史學』 24, 한국문화사학회, p.60.

6 강병희, 2009, 「고려 전기 사회변동과 불탑 -11-12세기 불탑의 북방적 영향-」 『미술사학』 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p.277~319.

7 홍대한, 2012, 「高麗 石塔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30~333; 이 외에도 홍대한씨의 논문으로는 2015, 「高麗 石塔의 建立背景과 製作技法 硏

究」 『文化史學』 43, 한국문화사학회, pp.25~63; 홍대한, 2016 「高麗式 石塔樣式의 完成과 地方社會 統合 -顯宗代 銘文石塔의 건립목적과 新樣式 성립과

정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제45호, 한국중세사학회, pp.103~137이 있다. 특히 후자의 논문에서 석탑을 매개체로 이용해 지방과 중앙정부를 통합

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 흥미로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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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고려시대 석탑 중 백제계 석탑을 연구한 천득

염의 『백제계석탑 연구』에서는 백제시대의 미륵사지 석탑

과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형식과 구조를 계승한 충청, 전라

도 지역의 백제계 석탑에 대해 세밀한 분석이 있었다. 박경

식은 백제계 석탑과 견훤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바 있다.8

세 번째, 고려시대 호남지역 석탑에 대한 연구이다. 송

영아는 「統一新羅 後期石塔의 樣式特性 및 比例體系에 관

한 硏究」9에서 통일신라 후기석탑 13기 중 10기의 삼층석

탑을 분석하였다. 염승훈과 천득염은 「9세기 신라석탑 기단

부 고찰 -전남지역을 중심으로-」10에서는 9세기에 건립된 

전남지역 석탑 중 이중기단 석탑 10기를 대상으로, 「9세기 

신라석탑 탑신부 고찰 -전남지역을 중심으로-」11에서는 9세

기에 건립된 전남지역 석탑 19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를 발표하였다.

네 번째로 본고에서는 언급할 대상인 고려시대 호남지

역 신라계 석탑에 대해 개별적인 연구논문이 있다. 개별적

인 연구논문은 본문에서 대상 석탑 설명에서 필요시 밝히

기로 하겠다. 다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4년부터 연차적

으로 발간하고 있는 석조건축 연구자료 연속 간행물인 『전

라북도의 석탑』, 『전라남도의 석탑 Ⅰ·Ⅱ·Ⅲ』12는 국보와 보

물로 지정된 석탑의 충실한 도면과 설명을 수록하고 있어 

동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려 석탑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된 바 있으며, 이 중 호남지역의 석탑연구는 백제계 석탑

이 주요대상이었지만, 최근에 이르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신라계 석탑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인 고려시대의 

시간적 배경과 호남이라는 공간적 배경, 그리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신라계 석탑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더불

어 고려시대 석탑에 대해 진일보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3. 연구 대상과 범위

고려가 옛 삼국의 영토를 통일하면서 각 지역별로 다

양한 석탑 유형이 조금씩 혼재되고 융합되어 나타나기 시

작했다. 이러한 유형은 크게 전 시대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계승형식[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일반형/특수형)]석탑과 

전 시대의 형식이 아우러져 고려만의 독특한 형식을 한 고

려계(일반형/특수형)석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법은 석탑의 특징적인 요소가 어디에 더 많이 치우쳤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중 신라계 석탑은 불국사삼층석탑의 형식과 조형

을 계승하여 이층기단 또는 단층기단의 구축, 1층탑신석과 

그 외 탑신석의 비례, 낙수면과 옥개받침의 비례, 옥개받침

의 정형성 등이 특징이다.13 한 가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기존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된 석탑 중 절충양식으

로 제시된 탑에 대한 분류이다. 천득염은 호남지역에 있는 

석탑 중 금산사오층석탑, 금산사심원암삼층석탑, 발산리오

층석탑 등 3기를 ‘신라계절충양식’으로 설명하였다.14 이 절

충양식은 대체로 신라계 석탑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으

나, 우동의 조식과 옥개석의 조립 등 백제 석탑 요소들도 

나타나는 양식이다. 특히 이들 탑에 대해서는 신라전형석탑

8 박경식, 2005, 앞의 책, pp.59~71.

9 송영아, 2006, 「統一新羅 後期石塔의 樣式特性 및 比例體系에 관한 硏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염승훈·천득염, 2015a, 「9세기 신라석탑 기단부 고찰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5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163~168.

11 염승훈·천득염, 2015b, 「9세기 신라석탑 탑신부 고찰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2015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pp.31~38.

1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전라북도의 석탑』;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전라남도의 석탑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전라남도의 석탑Ⅱ』; 국립문화재연

구소, 2006, 『전라남도의 석탑Ⅲ』.

13 홍대한, 2012, 앞의 논문, pp.220~225.

14 천득염, 2000, 앞의 책, p.36. 이러한 절충양식은 홍대한의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홍대한, 2012, 앞의 논문,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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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모습으로, 백제계 석탑과 신라계 석탑의 세부수법

을 혼합절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5 따라서 이 탑들의 형식

은 신라계 또는 백제계 석탑으로 모두 분류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는데, 본고에서는 백제계 석탑의 요소가 나타나

는 신라계 석탑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신라계 석탑과 유사하게 보이는 

고려계 일반형 석탑이다. 외형상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기단

부의 상태, 옥개받침 단수가 정형성에서 벗어난 점, 탑신부

의 층수별 비례 등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신라계 석탑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호남지역에 세워진 신라계 석탑 개관을 통해 전

체적인 현황 속에서 연구대상을 제시하고, 확정된 연구대

상의 확산을 통해 신라계 석탑이 각 지역별로 어떻게 호남

지역에 위치할 수 있었는지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

단부와 탑신부의 대표적인 요소를 검토하여 신라계 석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추출하였다.

Ⅱ.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 개관

1. 전체 현황

호남지역에 건립된 석탑을 국보, 보물 및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남원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을 포함하여 29기의 석탑, 전라남도는 구례화엄사사사자삼

층석탑을 포함하여 61기의 석탑, 광주광역시는 (전)광주성

거사지오층석탑을 포함하여 4기의 석탑이 있다. 따라서 전

체 석탑의 수량은 94기이다. 

<표 1>에서 호남지역의 백제시대 석탑은 익산미륵사

지 동·서 석탑 2기이다.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석탑은 남

원실상사백장암석탑 등 20기이고, 후백제시대에 건립한 석

탑은 익산왕궁리오층석탑16 1기이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백제계 석탑은 15기, 신라계 석탑은 34기, 고려계 석탑은 21

기로 판단된다. 고려계 석탑은 화순 운주사 석탑(11기)이 

포함되어 실제 고려계 석탑이 만들어진 사찰은 11개소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은 심곡사칠층석탑 1기이다. 이처

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탑 중 호남지역에서는 신라계 석탑

이 34기로 가장 많다. 

표 1. 호남지역 석탑 지정문화재 현황과 형식

[유문: 유형문화재 / 문자: 문화재자료 / 지정명칭 중 ( )는 편의상 표기]

연번 지정사항 지정명칭 수량 형식(시대)

1 국보 11호 익산미륵사지석탑 2 (백제)

2 국보 10호 남원실상사백장암삼층석탑 1 (통일신라)

3 국보 35호 구례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1 (통일신라)

4 국보 44호 장흥보림사남ㆍ북삼층석탑 2 (통일신라)

5 보물 37호 남원실상사동ㆍ서삼층석탑 2 (통일신라)

6 보물 110호 광주지산동오층석탑 1 (통일신라)

7 보물 112호 광양중흥산성삼층석탑 1 (통일신라)

8 보물 132호 구례화엄사동오층석탑 1 (통일신라)

9 보물 133호 구례화엄사서오층석탑 1 (통일신라)

10 보물 151호 구례연곡사삼층석탑 1 (통일신라)

11 보물 300호 구례화엄사원통전앞사자탑 1 (통일신라)

12 보물 320호 해남대흥사삼층석탑 1 (통일신라)

13 보물 395호 순천선암사동ㆍ서삼층석탑 2 (통일신라)

14 보물 504호 영광신천리삼층석탑17 1 (통일신라)

15 보물 509호 구례논곡리삼층석탑 1 (통일신라)

16 보물 943호 보성우천리삼층석탑 1 (통일신라)

17 보물 945호 순천금둔사지삼층석탑 1 (통일신라)

18 광주 유문 제1호 (광주)증심사삼층석탑 1 (통일신라)

19 국보 289호 익산왕궁리오층석탑 1 (후백제)

20 보물 30호 남원만복사지오층석탑 1 백제계(고려)

21 보물 167호 정읍은선리삼층석탑 1 백제계(고려)

22 보물 298호 강진월남사지삼층석탑 1 백제계(고려)

23 보물 309호 정읍천곡사지칠층석탑 1 백제계(고려)

24 보물 506호 담양남산리오층석탑 1 백제계(고려)

25 보물 529호 진도금골산오층석탑 1 백제계(고려)

26 보물 829호 강진금곡사삼층석탑 1 백제계(고려)

15 천득염, 2000, 앞의 책, pp.97~103.

16 익산왕궁리오층석탑의 건립연대는 다소 이견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문화재청 누리집을 참조하였다.

17 영광신천리삼층석탑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는 고려시대로 소개하고 있으나,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앞의 책, p.58에서 조성연대를 9세기 후반으로 설명

하고 있어 본 고에서는 9세기 후반을 따라 통일신라를 건립 연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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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정사항 지정명칭 수량 형식(시대)

27 보물 1322호 곡성가곡리오층석탑 1 백제계(고려)

28 전북 유문 13호 (정읍)장문리오층석탑 1 백제계(고려)

29 전북 유문 26호 (순창)순화리삼층석탑 1 백제계(고려)

30 전북 유문 62호 (김제)귀신사석탑 1 백제계(고려)

31 전북 유문 66호 (군산)탑동삼층석탑 1 백제계(고려)

32 전남 유문 78호 나주송제리오층석탑 1 백제계(고려)

33 전남 유문 141호 보성옥마리오층석탑 1 백제계(고려)

34 전남 문자 200호 담양연동사지삼층석탑 1 백제계(고려)

35 보물 25호
김제금산사오층석탑

(979~982)
1 신라계(고려)

36 보물 50호 나주북망문밖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37 보물 29호 김제금산사심원암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38 보물 276호 군산발산리오층석탑 1 신라계(고려)

39 보물 301호 해남대흥사북미륵암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40 보물 795호 장흥천관사삼층석탑18 1 신라계(고려)

41 보물 831호 순천동화사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42 보물 1115호 보성봉천리오층석탑 1 신라계(고려)

43 보물 1118호 영암성풍사지오층석탑(1009) 1 신라계(고려)

44 보물 1283호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1007 추정)
1 신라계(고려)

45 보물 1433호 영암도갑사오층석탑 1 신라계(고려)

46 전북 유문 29호 (고창)선운사육층석탑 1 신라계(고려)

47 전북 유문 72호 (진안)회사동석탑 1 신라계(고려)

48 전북 유문 73호 (진안)강정리오층석탑 1 신라계(고려)

49 전북 유문 92호 (순창)강천사오층석탑 1 신라계(고려)

50 전북 유문 95호 (정읍)남복리오층석탑 1 신라계(고려)

51 전북 유문 96호 (정읍)용흥리해정사지(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52 전북 유문 124호 (부안)내소사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53 전북 문자 60호  (남원)창덕암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54 전북 문자 153호 (김제)청도리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55 광주 유문 12호 (광주)신룡동오층석탑 1 신라계(고려)

56 전남 유문 5호 광양성황리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57 전남 유문 71호 신안읍리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58 전남 유문 116호 (순천)향림사삼층석탑 2 신라계(고려)

59 전남 문자 20호 (담양)언곡사지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60 전남 문자 76호
(강진)무위사삼층석탑

(선각대사편광탑비-945년)
1 신라계(고려)

61 전남 문자 101호 (장성)진원리오층석탑 1 신라계(고려)

연번 지정사항 지정명칭 수량 형식(시대)

62 전남 문자 103호 (장성)수산리오층석탑 1 신라계(고려)

63 전남 문자 133호 보성계산리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64 전남 문자 170호 (곡성)태안사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65 전남 문자 184호 고흥상림리삼층석탑(1201) 1 신라계(고려)

66 전남 문자 193호
신안흑산진리무심사지삼층 

석탑(과석등)
1 신라계(고려)

67 전남 문자 245호 해남대흥사북미륵암동삼층석탑 1 신라계(고려)

68 보물 27호 김제금산사육각다층석탑 1 고려계(고려)

69 보물 109호 (전)광주성거사지오층석탑 1 고려계(고려)

70 보물 796호 화순운주사구층석탑 1 고려계(고려)

71 보물 798호 화순운주사원형다층석탑 1 고려계(고려)

72 전남 유문 10호 진도상만리오층석탑 1 고려계(고려)

73 전남 유문 12호 구례사도리삼층석탑 1 고려계(고려)

74 전남 유문 131호
장성내계리오층석탑 

(천방사터)
1 고려계(고려)

75 전남 유문 135호 천관사오층석탑 1 고려계(고려)

76 전북 유문 158호 (정읍)무성리삼층석탑 1 고려계(고려)

77 전남 유문 276호 화순운주사칠층석탑 1 고려계(고려)

78 전남 유문 277호 화순운주사쌍교차문칠층석탑 1 고려계(고려)

79 전남 유문 278호 화순운주사석조불감앞칠층석탑 1 고려계(고려)

80 전남 유문 279호
화순운주사거북바위교차문 

칠층석탑
1 고려계(고려)

81 전남 유문 280호 화순운주사대웅전앞다층석탑 1 고려계(고려)

82 전남 유문 281호 화순운주사칠성바위앞칠층석탑 1 고려계(고려)

83 전남 유문 282호 화순운주사발형다층석탑 1 고려계(고려)

84 전북 문자 122호 금당사석탑 1 고려계(고려)

85 전남 문자 63호 한산사지삼층석탑 1 고려계(고려)

86 전남 문자 246호 해남대흥사만일암지오층석탑 1 고려계(고려)

87 전남 문자 256호 화순운주사거북바위오층석탑 1 고려계(고려)

88 전남 문자 257호 화순운주사수직문칠층석탑 1 고려계(고려)

89 전북 유문 192호 심곡사칠층석탑 1 (조선)

2. 신라계 석탑의 확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신라계 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

가 불국사삼층석탑을 모본으로 하면서, 그러한 형식 또는 

양식으로 만들어진 탑을 의미한다. 호남지역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탑은 20기, 고려시대 만들어진 신라계 석

18 장흥천관사삼층석탑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앞의 책, p.538에서 조성연대를 9세기 말에서 고려초로 접어드는 10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양식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 본고에서는 고려시대를 조성연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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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34기로 확인되었다. 

<사진 1>에서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은 남원 

실상사와 백장암을 제외하고 18기가 전라남도에 분포하고 

있다. 이 중 구례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등 화엄사에 건립

된 석탑 4기를 포함하여 구례에 6기, 광양에 1기, 순천에 

3 기 등 모두 10기가 경상남도와 가까운 지역에 건립되었다. 

그 외 장흥보림사남·북삼층석탑 , 해남대흥사삼층석탑, 광

주지산동오층석탑, 보성우천리삼층석탑, 영광신천리삼층석

탑이 확인된다. 

이처럼 전체 20기 중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와 가까운 

지역에 다수의 석탑이 나타나는 현상은 신라가 통일한 이

후에도 백제의 고토인 전라북도 지역에서 불교적인 지배력

을 강화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

는 왕궁리, 미륵사지, 제석사지가 위치한 익산의 경영을 통

해 이미 백제의 구세력과 후백제 세력은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지배력은 평야지대로 연

결되는 익산-김제-부안-정읍-고창까지 확장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백제가 663년에 멸망하고 통

일신라가 935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기간인 약 300년간 통

일신라가 이 지역에 대해서 불교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한 

점은 특이하다.19

이와 관련하여 고려가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차현

(車峴) 이남, 공주강 외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

역(背逆)해 인심도 그러하다고 하면서, 후백제의 고지를 배

역처라고 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사진 2>와 같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전라북도에 신라계 석탑이 나타나는 

군산, 김제(금산사 일대), 정읍, 부안, 고창 등은 당시 후백제

의 영역에 대해 그 지배력을 강화시키고자 고려의 구 신라

계 세력들이 신라계 석탑을 일부러 건립한 것으로도 추정

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라남도에 먼저 만들어졌던 신라 석탑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야 신라계 석탑으로 전환되면서 전라북

도까지 확대되었고, 이러한 확산은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를 통한 국가적인 지배력이 강화된 점을 엿볼 수 있다.

3. 신라계 석탑과 백제계 석탑의 공존

호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계 석탑은 모두 34기이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백제계 석탑의 건립과 비교해보면 그 양상이 혼재되어 있

는 지역이 있다. 

19 이러한 모습은 구산선문 중 3개의 문파가 대체로 전라남도 장흥(가지산문), 남원(실상산문), 곡성(동리산문) 등에 개창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연구가 보다 진행될 필요가 있다.

사진 1. 통일신라 석탑(△) 분포도. 사진 2. 신라계 석탑()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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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에서 백제계 석탑이 내륙에 ‘S’자형을 그리면

서 분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신라계 석탑은 목포를 제외하

고 거의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신라계 석탑은 전

라도의 동측 경계선 부근에서 진안회사동석탑, 진안강정리

오층석탑, 남원창덕암삼층석탑, 곡성태안사삼층석탑, 순천

향림사삼층석탑, 광양성화리삼층석탑 등이 확인되며, 서쪽

으로는 신안흑산진리무심사지삼층석탑이 확인된다. 

이처럼 백제계 석탑과 신라계 석탑이 같이 있는 지역

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김제는 귀신사석탑(백제계) 1기

에 비해 주변에 3기의 신라계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 중 2기

의 석탑은 견훤이 유폐되었던 금산사20 일대라는 점은 흥미

롭다. 정읍은 전체 지역에서 백제계 석탑과 신라계 석탑이 

가장 많이 건립되었는데 모두 5기가 건립되었다. 이는 당시 

정읍이 백제계 석탑과 신라계 석탑이 모두 경쟁적으로 지어

질 정도로 주요한 지역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지역에 대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제

김제에서는 총 4기의 석탑이 확인되었다. 먼저 귀신사

는 기록에 따르면 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하지만 

석탑은 전형적인 백제계 석탑이다.21 이와 달리 바로 인접한 

청도리삼층석탑은 안상이 있는 하층기단부, 3층의 탑신부, 

3단으로 유지되는 정형적인 옥개받침 단수는 신라계 석탑

의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낙수면에 비해 낮은 옥개받침 

등으로 미루어 백제계 석탑의 형식도 엿보인다. 따라서 구 

백제권역 내에 있던 지역에서 신라계 석탑보다는 백제계 석

탑이 먼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20 금산사사적에 따르면 600년(무왕1년)에 창건되었으며, 경덕왕대(762~766) 진표가 중창을 하였다. 이후 고려시대 1079년(문종 33)에 혜덕이 대찰의 규모를 

갖추었다고 한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66, 「全羅北道 寺刹 史料集 -金山寺편-」 『佛敎學報』 第三·四合輯, pp.3~12.

21 이은창, 1968, 「歸信寺三層石塔考」 『史學硏究·金良善敎授華甲紀念論叢』 20, 한국사학회, pp.111~126.

사진 3. 신라계 석탑(), 백제계 석탑(▣) 분포도.

사진 4. 김제 석탑 위치도.

사진 5. A: 귀신사석탑, B: 청도리삼층석탑.

A B



11  Tahk Kyung Baek   고려시대의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 연구

청도리삼층석탑이 귀신사 주변의 길가에 배치되고 신라계 

석탑으로 건립되는 점도 신라가 지배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일부러 건립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5).

또한 계곡 건너 위치한 금산사오층석탑과 금산사심원

암삼층석탑은 신라계 석탑으로, 대체로 신라계 석탑이 우세

한 지역이다.

2) 정읍

정읍에서는 모두 5기의 석탑이 확인되었다. 모두 현재 

정읍시내의 북서쪽에 위치한 천태산-두승산(444m)-동죽

산으로 연결되는 지역에 집중되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은

선리삼층석탑, 장문리오층석탑, 천곡사지칠층석탑 등 3기의 

백제계 석탑과 용흥리해정사지삼층석탑, 남복리오층석탑 

등 2기의 신라계 석탑이 산들을 둘러싸고 서 있다. 특히 백

제계 석탑에서 1층탑신이 높은 은선리삼층석탑, 세장고준형

인 천곡사지칠층석탑 등에 비해 남복리오층석탑이나 용흥

해정사지삼층석탑은 그 규모가 작고 신라계 석탑에서도 단

순한 구성을 보이고 있어 백제계 석탑이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된다(사진 7).

3) 순창·담양

순창은 노령산맥의 동쪽에, 담양은 노령산맥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의 특징은 과거 중심지로 추정되

는 지역에 대표적인 백제계 석탑이 건립된 점이다. 순창순화

리삼층석탑은 신라계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백제계 석탑

으로 분류된다. 또한 담양의 남산리오층석탑은 예전에는 읍

내리오층석탑으로 불리던 탑이다. 옥개받침이 낙수면과 거

의 1:1의 높이 비율을 이루고 있지만, 각 옥개석마다 별석의 

사진 6. 정읍 석탑 위치도. 사진 8. 순창·담양 석탑 위치도.

사진 7.   A: 은선리삼층석탑, B: 천곡사지칠층석탑, C: 남복리오층석탑,  

D: 용흥해정사지삼층석탑.

A B C D

사진 9.   A: 순창순화리삼층석탑, B: 남산리오층석탑, C: 순창강천사오층석탑,  

D: 언곡사지삼층석탑.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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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신받침이 있고, 낮은 기단부 등은 탑신괴임대형으로 분류

되는 백제계 석탑 중 하나이다. 이처럼 백제계 석탑은 중심

부에 건립되었으나, 신라계 석탑은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 

배치되어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순창강천사오층석탑은 충숙왕3년(1316)에 건립

된 탑으로 약화된 기단부와 기본적인 탑신부 구성을 하고 

있는 석탑이다. 담양의 언곡사지삼층석탑은 3층탑신석 앞뒷

면으로 여래상을 조각해놓아 원래의 신라계 석탑이 가지고 

있는 정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곡사지는 담

양남산리오층석탑과 그 계보가 유사한 곡성가곡리오층석탑

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백제계 석탑 가운데 신라계 석탑

이 들어선 모습을 보여주어 백제계 세력사이에 석탑 건립을 

통한 신라의 세력구축으로 보이는 부분이다(사진 9).

4) 영암·강진

영암과 강진은 월출산을 중심으로 각각 북쪽과 남쪽

에 위치하고 있다. 영암에는 성풍사지오층석탑, 용암사지삼

층석탑, 도갑사오층석탑 등 3기의 신라계 석탑이 있고, 월출

산 남쪽에 강진 무위사삼층석탑이 있어 월출산에만 4기의 

신라계 석탑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강진에는 최근까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월남사지가 백제시기에 창건된 사찰이라

고 본다면, 실제 이곳에 서있는 삼층석탑의 창건시기도 백

제로 수정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13세기 중창 시에 

건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또한 현재 

강진군 주변의 금곡사삼층석탑도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되

어 사실상 월출산 주변으로만 신라계 석탑이 확인되는 셈

이다(사진 11). 

이외 해남, 장흥, 고흥 등 남해안 일대에서는 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라계 석탑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22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

는 부분이다. 

Ⅲ.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 기단부

<표 2>에서 전체 34기의 탑(순천 향림사탑은 쌍탑) 중 

이층기단 석탑은 21기, 단층기단 석탑은 12기(순천향림사

동·서삼층석탑 포함)이고 기단부 형식을 알 수 없는 탑이 

1기이다. 기단에 대한 검토는 규모에 따른 부재의 수량, 부

재의 결구방법, 장엄조식, 기단갑석의 받침 형태, 부연23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는 신라계 석탑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을 탱주의 형식으로 

판단하여 기단부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22 828~851년 장보고가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에 설치한 해군·무역기지.

23 염승훈·천득염, 2015a, 앞의 책, p.164.

사진 10. 영암·강진 석탑 위치도.

사진 11.   A: 강진월남사지삼층석탑, B: 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C: 도갑사오층석탑, D: 무위사삼층석탑.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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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 기단형식

연번 명칭
기단형식

층수 탱주 문양

1 김제금산사오층석탑 이층기단 하0/상1

2 나주북망문밖삼층석탑 이층기단 하0/상1 하:안상3

3 김제금산사심원암삼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1

4 군산발산리오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0

5 해남대흥사북미륵암삼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1

6 장흥천관사삼층석탑 이층기단 하0/상0

7 순천동화사삼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1

8 보성봉천리오층석탑(1016추정) 이층기단 하1/상1 상:보살상

9 영암성풍사지오층석탑(1009) 이층기단 하1/상1

10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1007추정)
단층기단 1

11 영암도갑사오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1

12 (고창)선운사육층석탑 단층기단 - 갑석:문양

13 (진안)회사동석탑 이층기단 - 장대석

14 (진안)강정리오층석탑 단층기단 1

15 (순창)강천사오층석탑(1316) 단층기단 - 괴석받침

16 (정읍)남복리오층석탑 이층기단 하0/상0 갑석:안상

17 (정읍)용흥리해정사지(삼층)석탑 이층기단 하0/상0

18 (부안)내소사삼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1

19 (남원)창덕암삼층석탑 단층기단 -

20 (김제)청도리삼층석탑 이층기단 하0/상0 하:안상

21 (광주)신룡동오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1

22 광양성황리삼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1

23 신안읍리삼층석탑 단층기단

24 (순천)향림사삼층석탑(2기) 단층기단 1

25 (담양)언곡사지삼층석탑 이층기단 하0/상1

26
(강진)무위사삼층석탑

(선각대사편광탑비-945년)
이층기단 하1/상0 하:안상2

연번 명칭
기단형식

층수 탱주 문양

27 (장성)진원리오층석탑 단층기단 1

28 (장성)수산리오층석탑 미상

29 보성계산리삼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0 상:우주별석

30 (곡성)태안사삼층석탑 이층기단 하1/상1

31 고흥상림리삼층석탑(1201) 단층기단

32 신안흑산진리무심사지삼층석탑 단층기단

33 해남대흥사북미륵암동삼층석탑 단층기단 1(八형) 자연암괴

1. 이층기단

이층기단 석탑은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탱주 유무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탱주가 없는 유형이다. 하층기단부는 장대석, 상

층기단부는 방형의 일매석으로 이루어져 탱주가 없는 유형

으로는 진안회사동석탑 1기가 확인되었다. 그 외 장흥천관

사삼층석탑, 남복리오층석탑, 용흥리해정사지삼층석탑, 김

제청도리삼층석탑은 가구식 기단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

주는 있지만 탱주가 없는 형식이다. 다만 김제청도리삼층석

탑은 하층기단부에 안상이 마련되었다(사진 12).

둘째, 하층기단과 상층기단 중 하나의 기단부에만 탱

주가 마련된 유형이 있다. 먼저 하층기단에만 마련된 경우

는 군산발산리삼층석탑, 강진무위사삼층석탑, 보성계산리

삼층석탑 등 3기이다(사진 13). 이 중 강진무위사삼층석탑

의 건립연대는 선각대사편광탑비(禪覺大師遍光塔碑)를 기

준으로 945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하층기단의 중앙부에 

탱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양쪽으로 안상이 마련되어 있다. 

보성계산리삼층석탑은 최근에 보수를 실시하였는데, 

사진 12.   탱주가 없는 유형(A: 진안회사동석탑, B: 장흥천관사삼층석탑, C: 정읍남복리오층석탑, D: 정읍용흥리해정사지삼층석탑, E: 김제청도리삼층석탑).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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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기단에서 내부에 조립되는 부재의 양쪽 끝에 탱주를 

1/2만 표현하여 2매의 부재를 한 면으로 합쳐야 탱주로 보이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상층기단부 중 면석부분도 

4 매의 판석과 4매의 우주석으로 조립된 형상으로 되어 있다.

상층기단에만 탱주가 마련된 경우는 김제금산사오층

석탑 등 3기이다. 금산사오층석탑의 경우는 하층기단부에 

장식이 없고 바로 2단의 상층기단면석받침이 마련되어 백

제계 석탑에서 보이는 구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상층기

단부는 면석과 탱주석, 우주석이 모두 별석으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신라계 석탑의 구성을 하고 있다. 나주북망문밖삼

층석탑은 하층면석에 탱주대신 안상 3조가 조식되었고, 담

양언곡사지삼층석탑은 하층기단부가 4개의 장대석 맞춤으

로 되어있다(사진 14).

셋째,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에 각각 탱주가 1매씩 마련

된 유형이다. 이러한 양상은 김제금산사심원암삼층석탑을 

비롯하여 10기로 기단부 형식은 단순화 되었지만, 신라석탑

의 형식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다(사진 15). 다만 그 건립지

역은 김제금산사심원암삼층석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라남

도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라남도가 신라계 

석탑의 우세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중 영암성풍사지오층석

탑은 1009년에, 보성봉천리오층석탑은 1016년에 건립되어 

앞서 설명한 강진무위사삼층석탑에서 보이는 장식화 경향

은 시기와는 무관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단층기단

단층기단을 가지고 있는 석탑은 모두 12기로, 이 중 

탱주가 있는 탑은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등 6기이

다. 단층기단은 대체로 경주남산의 용장사지삼층석탑 등에

서부터 그 유형이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한다.24 원래 자연

24 신용철, 2013, 「신라 단층기단 석탑의 편년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4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pp.133~138.

사진 13.   하층기단에만 탱주가 마련된 유형(A: 군산발산리오층석탑,  

B: 강진무위사삼층석탑, C: 보성계산리삼층석탑).

A B C

사진 14.   상층기단에만 탱주가 마련된 유형(A: 김제금산사오층석탑, B: 나주북망문밖삼층석탑, C: 담양언곡사지삼층석탑).

A B C

사진 15.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에 탱주가 1매씩 마련된 유형(A: 김제금산사심원암삼층석탑, B: 순천동화사삼층석탑, C: 곡성태안사삼층석탑).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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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암반 등) 위에 상층기단이 마련되는 개념에서 출발하

여 지상에서는 한 층으로만 만들어져 단층기단과 이층기단

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암

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해남대흥사북미륵암동삼층석탑

이 자연암반 위에 그대로 건립되어 단층기단의 건립의 원래 

취지에 가장 잘 부합된다.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은 

탱주에 면석이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북미륵암동삼층

석탑 기단부의 탱주는 위가 좁고 아래를 넓게 만든 八자형

으로, 원래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있다(사진 16).

고창선운사육층석탑의 파격적인 탑신 수와 갑석 측면

의 문양, 1316년에 만들어진 순창강천사오층석탑의 1매석 

괴석으로 된 기단부는 단층기단 중 가장 약화된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남원창덕암삼층석탑에서도 보

이고 있어 그 제작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며, 가장 서쪽

에 위치한 신안흑산진리무심사지삼층석탑도 그 형식이 굉

장히 퇴화되어 있는 1매의 대석으로 기단부를 대신하고 있

다. 사실 이러한 형태의 기단부는 단층기단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사진 17).

3. 미상

마지막으로 기단부를 알 수 없는 탑이 1기 확인되었

다. 장성수산리오층석탑은 현재 민가에 1단받침이 마련된 

갑석으로 추정되는 부재 위에 세워졌는데, 그 규모로 보아 

원래의 기단은 비교적 큰 규모의 단층기단 또는 이층기단이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사진 18). 

바로 옆에 세워진 오성진곤비(鰲城鎭坤碑)에서는 이 

탑을 1600년에 조성한 탑이라고 하지만, 형식 등을 보면 고

려시대에 건립한 석탑으로 추정되어 아마도 1600년에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으로 판단된다. 

Ⅳ.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 탑신부

탑신부는 층수와 1층탑신석 조립방법, 그리고 옥개받

침 단수의 3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사진 16.   단층기단 중 탱주가 마련된 유형(A: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B: 장성진원리오층석탑, C: 해남대흥사북미륵암동삼층석탑).

A B C

사진 17.   단층기단 중 탱주가 없는 유형(A: 고창선운사육층석탑, B: 순창강천사오층석탑, C: 남원창덕암삼층석탑, D: 신안흑산진리무심사지삼층석탑 ⓒ주경미).

A B C D

사진 18. 장성수산리오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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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 탑신형식

연
번

명칭 층수 1층탑신석 
조립방법

옥개받침 
단수

상륜부

1 김제금산사오층석탑 5층 8매 3단
노반,복발,

보륜,보주

2 나주북망문밖삼층석탑 3층 1매 3단 노반,복발

3 김제금산사심원암삼층석탑 3층 4매 4단 노반

4 군산발산리오층석탑
4층 

(5층)
4매 3단 신부재

5 해남대흥사북미륵암삼층석탑 3층 4매 4/4/3 노반,앙화

6 장흥천관사삼층석탑 3층 1매 4단 노반,복발

7 순천동화사삼층석탑 3층 1매 4/3/3
노반,복발,

앙화,보륜, 

보개 등

8
보성봉천리오층석탑 

(1016추정)
5층 4매

5/5/5 

/4/4
노반

9 영암성풍사지오층석탑(1009) 5층 1매
4/4/4 

/3/3
노반,보륜,

보주

10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1007추정)
3층 2매(상하) 5/4/3 노반

11 영암도갑사오층석탑 5층 4매
5/5/5 

/4/3
노반,보주

12 (고창)선운사육층석탑
6층 

(9층)
1매 5단

노반,복발,

보개

13 (진안)회사동석탑 3층 1매 3단 복발

14 (진안)강정리오층석탑 5층 1매(문비) 4단 노반,복발

15 (순창)강천사오층석탑(1316) 5층 1매 3단 복발,보주

16 (정읍)남복리오층석탑 5층 1매-감실 5단 노반,복발

17
(정읍)용흥리해정사지(삼층) 

석탑
3층

(5층)
1매 3단 노반,복발

18 (부안)내소사삼층석탑 3층 1매 4단 노반,보륜

19 (남원)창덕암삼층석탑 3층 1매 3단

20 (김제)청도리삼층석탑 3층 4매 3단 보주

21 (광주)신룡동오층석탑 5층 1매
4/4/4 

/3/3

22 광양성황리삼층석탑 3층 1매 3단
노반,복발,

보주

23 신안읍리삼층석탑 3층 1매 4단 노반,보개

24 (순천)향림사삼층석탑(2기) 3층 1매 4단 노반,복발

25 (담양)언곡사지삼층석탑 3층 1매(3층 

여래상)
4/4/3

26
(강진)무위사삼층석탑

(선각대사편광탑비-945년)
3층 1매 4단

노반,복발,

앙화,보륜등

27 (장성)진원리오층석탑
4층

(5층)
1매 3단

28 (장성)수산리오층석탑 5층 1매
4/4/4 

/3/3
노반,보주

연
번

명칭 층수 1층탑신석 
조립방법

옥개받침 
단수

상륜부

29 보성계산리삼층석탑 3층 1매 3단

30 (곡성)태안사삼층석탑 3층 1매 4단

31 고흥상림리삼층석탑(1201) 3층 (1매) 4단

32
신안흑산진리무심사지삼층석탑 

(과석등)
3층 1매 3단

33 해남대흥사북미륵암동삼층석탑 3층 4매 4단 노반,앙화

1. 층수구분

먼저 삼층석탑은 전체 34기 중 나주북망문밖삼층석

탑을 비롯하여 모두 21기가 확인되었다. 이는 신라 석탑이 

가지고 있는 층수의 전형적인 형식이 잘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1기 중 김제금산사심원암삼층석탑, 김제

청도리삼층석탑, 부안내소사삼층석탑, 남원창덕암삼층석탑 

등 4기만이 전라북도에 분포하고 있는 현상은 앞서 설명한 

전라남도가 신라계 석탑의 우세지역임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오층석탑은 김제금산사오층석탑을 비롯하여 12기이

다. 신라 석탑에서 오층석탑은 그리 많지 않다. <표 1>에

서 통일신라에 만들어진 석탑 중 화엄사 동·서오층석탑과 

광주지산동오층석탑을 제외하고는 16기의 석탑이 삼층석

탑이다. 따라서 신라 석탑의 전형은 삼층석탑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고, 오층이라는 숫자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에서부

터 출발한 숫자의 개념, 즉 백제 석탑의 영향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현재 6층이고 원래 9

층의 석탑으로 판단되는 고창선운사육층석탑은 백제계 석

탑의 세장고준형에 속하는 탑으로 보이는데, 그 형식은 신

라계 석탑이고 상륜부도 신라계 석탑에서 볼 수 있는 노반, 

복발, 보개가 남아있는 석탑으로 신라계 석탑의 분류에 포

함하였다.

2. 1층탑신석 구성방법

두 번째로 1층탑신석의 구성방법이다. 1층탑신석은 그 

크기에 따라 1매석, 2매석, 4매석, 8매석 등으로 그 구성방

법이 다양하다. 실제 전라도지역 신라계 석탑에서도 상기한 

탑신석 구성방법이 모두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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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탑신석이 1매석으로 만들어진 탑은 나주북망문밖

삼층석탑 등 25기로 대부분의 석탑이 1매석으로 만들어졌

다.25 이러한 양상은 탑의 규모와 불국사삼층석탑에서 보이

는 1매석 탑신석 구성이 큰 이유로 생각된다. 탑의 규모가 

크지 않고, 판석을 다듬어 여러 매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많이 선호된 것으로 보인

다. 단층기단이면서 오층석탑인 진안강정리오층석탑은 1층

탑신석에 문비가 마련되어 있고, 이층기단이면서 오층석탑

인 정읍남복리오층석탑에도 감실이 표현되었다(사진 19). 

다음은 2

매로 구성되는 

경우이다. 탑신

석이 2매로 조

립되는 경우는 

상하, 전후가 

아니라면 일부

분만 삽입되는 경우일 것이다. 현재 호남지역의 석탑으로는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만 상하탑신석의 조립으로 확

인되었다(사진 20). 하부 탑신석이 상부 탑신석보다 약 2배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 내부에 별도의 사리공 등은 

만들지 않고 그대로 포개어 놓은 형태이다.26 이러한 모습

은 당초 1층탑신석을 만들어 놓고 그 높이가 낮아 다시 만

들기가 어려우니, 똑같은 규모의 비교적 높이가 낮은 탑신

석을 하나 더 만들어 위에 얹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이 

탑의 사리장치는 청자사리함과 금동지장보살좌상 1구, 사

리 32과 등이 기단면석에서 확인되었다.27

4매석 구성방법은 기단부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

이지만, 탑신석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4

매의 판석을 서로 맞추기 위해 우주의 튀어나오는 부분과 

면석을 일일이 맞추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제금산사심원

암삼층석탑 등 7기의 

석탑에서 이러한 방법

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탑의 규모보다

는 탑 구성에 있어 여

러 매의 석재로 조립

하는 백제계 석탑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8매석으로 구성된 석탑은 김제금산사오층석탑으로 이

는 면석과 우주가 별도로 만들어져 조립된 경우이다. 가장 

어려운 방법이고 우주에 턱을 만들어 면석을 조립한 방법

으로 우수한 제작기술이 엿보인다(그림 1).

25 고흥상림리삼층석탑은 1990년에 복원하면서 1층탑신석을 1매석으로 복원해놓았다. 규모로 보면 이러한 판단이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26 이러한 형식의 탑신석 조립은 호남지역에서는 강진금곡사삼층석탑과 (전)광주성거사지오층석탑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강진금곡사삼층석탑은 하부 탑

신석 4면 중앙에 방형감실공이 있는 점과 상부 탑신석이 2매로 구성된 점이 다르며, (전)광주성거사지오층석탑은 하부 탑신석은 4매, 상부 탑신석은 1매로 구

성하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기도 광주춘궁리오층석탑, 장성내계리오층석탑 등에서 이러한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천득염, 2006,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

탑 양식 설명」 『전라남도의 석탑 Ⅲ』, 국립문화재연구소, p.236.

27 천득염, 2006, 앞의 책, p.235; 이분희, 2014, 「朝鮮 15世紀 塔內 奉安 佛像의 考察」 『미술사학연구』 283·284, 한국미술사학회, p.15.

사진 19.   1매석 1층탑신석(A: 나주북망문밖삼층석탑, B: 진안강정리오층석탑, C: 정읍남복리오층석탑).

A B C

사진 20.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1층 탑신부.

그림 1.   김제금산사오층석탑 일층탑신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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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개받침 단수

마지막으로 옥개받침 단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

다. 옥개받침의 정형적인 단수는 5단이지만, 이는 이후 변화

되어 4단 또는 3단 구성도 많아지며 각 층수별로 옥개받침

의 단수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옥개받침이 3단으로 구성

된 경우는 김제금산사오층석탑 등 12기이다. 3단구성이 5

단구성보다는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살펴본 김제

금산사오층석탑의 1층탑신석 조립방법은 복잡하지만 탑신

받침은 3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3단 탑신받침 구성이 결

코 5단 탑신받침에서 약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탑의 규모가 작아져 

3단 구성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약화나 퇴화로 

보기는 어렵다. 

4단구성은 전체 옥개받침 단수가 4단인 탑과 일층옥

개석만 4단구성이고 나머지는 3단으로 줄어드는 탑이 있다. 

순수한 4단구성은 김제금산사심원암삼층석탑 등 11기이고 

단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해남대흥사북미륵암삼층석탑 등 

6기이다. 특히 단수가 줄어들 때 대흥사북미륵암삼층석탑

과 담양언곡사지삼층석탑은 1층옥개석부터 4-4-3으로, 순

천동화사삼층석탑은 4-3-3으로 줄어들고 있어 차이가 있

다. 그러나 오층석탑의 경우에는 영암성풍사지오층석탑, 광

주신룡동오층석탑, 장성수산리오층석탑 등 모두 3기가 확인

되는데 1층부터 3층옥개석까지는 4단, 4층부터 5층옥개석

까지는 3단으로 줄어드는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사진 21).

5단구성은 보성봉천리오층석탑 등 모두 5기이다. 전체

가 모두 5단으로 구성된 석탑은 고창선운사육층석탑, 정읍

남복리오층석탑인데, 고창선운사육층석탑은 그 층수가 실

제 9층으로 추정되고 있어, 결국 순수하게 옥개받침이 5단

으로 구성된 석탑은 정읍남복리오층석탑뿐이다. 그리고 상

층 옥개석으로 갈수록 옥개받침 단수가 줄어드는 석탑은 

3 기로 이 중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은 5-4-3으로 

1 단씩 줄어들고 있다. 보성봉천리오층석탑과 영암도갑사

오층석탑은 층수와 1층탑신석 조립방법도 유사하나 옥개

받침의 감소는 5-5-5-4-4. 5-5-5-4-3으로 차이가 있다

(사진 22).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호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신라계 석탑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보았다. 막연하게 백제의 고토라는 이유

사진 22.   5단 옥개받침단수의 사례(A: 정읍남복리오층석탑 4, B: 영암월출산용암사지삼층석탑 5-4-3, C: 봉천리오층석탑 5-5-5-4-4,  

D: 영암도갑사오층석탑 5-5-5-4-3).

A B C D

사진 21.   4단 옥개받침단수의 변형 사례(A: 담양언곡사지삼층석탑 4-4-3, 

B: 순천동화사삼층석탑 4-3-3, C: 영암성풍사지오층석탑 4-4-4-3-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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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지역의 신라계 석탑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부족한 고려시대의 석탑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로 되어있는 석탑 94기중 고려시대에 축조한 

신라계 석탑은 34기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전라남도에 치

중하여 만들어진 통일신라 석탑과는 고려시대에는 호남

지역 전역에 걸쳐 신라계 석탑이 건립된 점은 호남지역에 

대한 불교를 통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백제계 석탑과 신라계 석탑은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지며 

거의 동시기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백제 세

력이 남은 지역에서는 백제계 석탑이 우세한 경향이 엿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김제, 정읍, 순창·담양, 영암·강진

을 중심으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3.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의 기단부의 형식은 이층기단 21기, 

단층기단 12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신라 석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이층기단을 계승하고자 했던 의도

로 보이며, 단층기단도 1매석, 또는 자연암반을 하층기단 

삼아 단층기단으로 만들어진 탑도 2기가 있었다. 

4.   호남지역 신라계 석탑의 탑신부를 검토한 결과 삼층석탑

이 21기, 오층석탑이 12기이다. 이는 기단부와 마찬가지

로 신라 석탑의 원래 층수인 3층을 계승한 의도로 보이

지만 정림사지 오층석탑에서 보이는 오층탑신부를 가진 

석탑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

층탑신석도 1매석으로 만든 탑이 25기로 확인되어 탑신

부 구성에서는 신라석탑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옥개받침은 3단, 4단, 5단 등 그 

구성방법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5.   호남지역의 신라계 석탑의 기단부와 탑신부를 살펴본 결

과 이층기단을 가지고 있는 석탑 중 상층기단과 하층기

단 중 탱주가 있는 석탑은 16기 중 12기가, 삼층석탑은 

21기 중 15기가 전라남도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에 신라 

석탑의 정형성이 계승되어 신라계 석탑이 더 많이 유행

한 지역은 전라남도임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전라북

도 지역에서는 신라계 석탑의 조영이 적었던 것으로 이

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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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ow, most studies regarding stone pagodas of the Honam region have been about stone pagodas with 

Baekje style because it was the territory of Baekje.

However, after reviewing the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I found that among the 94 stone pagodas in the 

Honam region there are 15 stone pagodas with Baekje style built in the Goryeo Dynasty and 34 stone pagodas 

with Silla style.

So far, most research efforts have been concentrating on stone pagodas with Baekje style. Through a review 

of stone pagodas with Silla style, I sought to reveal new aspects of the pagodas in the Honam region. 

After reviewing the placement of pagodas, I found stone pagodas with Silla style were built mostly in South 

Jeolla Province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However, in the Goryeo Dynasty stone pagodas with Silla style were erected throughout the Honam region. 

This shows enhanced Buddhist control over the Honam region than in the previous period. 

It can be verified especially in Gimje, Jeongeup, Sunchang, Damyang, Yeongam, and Gangjin, where stone 

pagodas with Baekje style and stone pagodas with Silla style coexist.

The types of stone pagodas with Silla style in the Honam region can be divided into two. There are 21 

pagodas with two-story foundation, and 12 with single foundation. They seem to have inherited characteristics 

of the two-story foundation of Silla pagodas. Two pagodas with single foundation were made of a single rock or 

natural rock for lower foundation.

Regarding the body of the pagoda, there are 21 three-story pagodas and 12 five-story pagodas. 25 pagodas 

have first floors made of a single rock. These are likely to be in the tradition of Silla pagodas. However, the 

lower part of the roof stones vary as there are three, four, or five-tiered ones. Overall, 12 out of 16 pagodas 

with middle column in foundation, and 15 out of 21 three-story pagodas are located in South Jeolla Province. 

This proves that stone pagodas in the South Jeolla Province well maintained the tradition of Silla and became 

popular.

A Study on Stone Pagodas with Silla Style in the 
Honam Region of Korea in Goryeo Perio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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