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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시는 불교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불탑(佛塔)은 불교 전래 후 7세기 무렵 기존의 목탑에서 한국의 

자연적인 토양에 적합한 석탑으로 재탄생하였다. 이후 9세기 무렵 석탑의 건립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획일성을 탈피한 

다양한 석탑들이 전국적으로 건립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 ‘석탑의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9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석탑건립의 지방화 현상에 따라 각 지방에 건립되는 석탑 사이에 어떠한 양식적인 교류가 있었

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약 50여 기에 달하는 강원도 지역 석탑 중 몇 기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강원도 지역의 신라석탑 중에

서도 현재 승탑과 동일한 사지(寺址)에 소재하고 있는 선림원지(禪林院址), 진전사지(陳田寺址), 거돈사지(居頓寺址)의 석탑과 승탑에 

대해 비교했다. 이는 9세기는 선종의 전파에 따라 불교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이와 함께 석재라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는 석탑, 승탑, 

석등, 불대좌(佛臺座) 등의 불교 조형물 역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양식적인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층수와 평면형태가 완전히 이질적인 월정사(月精寺) 팔각구층석탑과 신복사지(神福寺址) 삼층석탑의 양식적인 공통

점에 관한 비교이다. 이 두 기의 석탑은 대표적인 고려석탑으로 월정사 석탑은 다각다층의 고구려계 석탑으로, 신복사지 석탑은 매 층 

탑신받침을 감입한 사례로 일찍이 알려져 왔다. 즉 두 석탑은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탑 앞에 놓인 

원통형 보관의 석조보살좌상뿐만 아니라 석탑 역시 동일한 장인집단에 의해 건립되었을 만큼 양식적으로 충분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석탑의 단순한 양식적인 언급에서 나아가 그 양식을 토대로 석탑의 조영에 따른 교류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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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불탑(佛塔)은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시는 

불교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4세기 무렵 불교 전래와 함께 

목탑이 건립되다가 7세기 무렵 한국 고유의 석탑이 창안되

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신라의 통일을 계기로 경주를 중심

으로 한 경상도에 석탑건립이 집중되었으나 이후 9세기 무

렵부터 석탑건립의 지방화와 함께 지방색을 가미한 석탑들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1 강원도 지

역 역시 9세기 무렵부터 신라 정형양식의 석탑과 나아가 고

려시대 석탑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강릉의 사굴산

문(闍崛山門)과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한 김주원 후손의 정

치적인 세력은 강원도 지역의 불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

을 것이다.2 

본고에서는 9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석탑건립의 지방화 

현상에 따라 각 지방에 건립되는 석탑 사이에 어떠한 양식

적인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약 50여 기에 달하

는 강원도 지역 석탑 중 몇 기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는 동일한 사지(寺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라석

탑과 승탑에 관한 비교이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는 약 50여 

기의 석탑이 소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신라석탑은 10기

로 추정된다. 여기서 팔각형의 기단부를 가진 도피안사 삼

층석탑을 제외하면 정형양식의 신라석탑은 9기이며 이 중 

3기가 현재 승탑과 동일 사지에 소재하고 있다.3 

즉 강원도 지역 석탑 중 신라석탑의 3분의 1이 현재 

승탑과 함께 동일 사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승

탑이나 탑비가 건립된 승려의 경우는 당대 왕실과 밀접하

거나 일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므로,4 이들 

사지에서 승탑과 공존하고 있는 석탑 역시 순수하게 지방

민에 의해 건립된 석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 생각

된다. 따라서 승탑과 공존하고 있는 9세기 무렵 건립된 신

라석탑인 양양의 선림원지와 진전사지, 원주의 거돈사지의 

3기 삼층석탑과 승탑을 중심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고려시대 건립으로 추정되는 원주 흥법사지(興法寺址)의 

경우도 비교자료로 함께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층수와 평면형태가 완전히 이질적인 평

창의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강릉의 신복사지 삼층석탑에 

대한 비교이다. 이 두 기의 석탑은 외양은 상당히 이질적으

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양식을 공

유하고 있다. 또한 석탑 앞에 석조보살좌상을 설치한 것 역

시 이 지역의 일시적인 유행 현상임과 함께 동일한 장인집

단에 의해 석탑의 건립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추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석탑의 양식적인 언급에서 나아가 그 양식을 토대로 석탑

의 조영에 따른 교류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Ⅱ. 강원도 지역 신라석탑과 승탑의 비교

현재 50여 기에 달하는 강원도 지역에 소재한 석탑 중 

10기의 석탑이 신라시대 즉 9세기 무렵의 석탑으로 추정되

고 있다.5 특히 이 중에서도 동일 사지 내에서 승탑과 함께 

존재하는 사례가 3기가 있는데,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과 

진전사지 삼층석탑, 원주 거돈사지 삼층석탑이 그것이다. 

선림원지에는 삼층석탑, 홍각선사탑비(弘覺禪師塔

1 고유섭, 1955, 「조선탑파의 양식변천」 『동방학지』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205~206; 박경식, 2002, 『통일신라 석조미술 연구』, 학연문화사, p.81.

2 엄기표, 2011, 「고려시대 강원지역의 불교문화」 『문화사학』 36, 한국문화사학회, p.90, p.97. 

3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정보’ 검색과 필자가 직접 답사를 통해 산출한 수치로 쌍탑의 경우는 한 기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른 9기의 석탑은 선림원지 삼층

석탑, 진전사지 삼층석탑, 거돈사지 삼층석탑, 중금리 삼층석탑, 삼화사 삼층석탑, 물걸리 삼층석탑, 한계사지 삼층석탑, 오색리 삼층석탑, 향성사지 삼층석탑

이다. 

4 엄기표, 2004,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pp.134~135; 엄기표, 2011, 앞의 책, p.116.

5 박경식, 2008,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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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와 승탑, 석등이 존재하며, 홍각선사탑비는 정강왕 1년

(886)에 세워졌으며 1948년에 출토된 동종(銅鐘)은 제작

연대가 804년으로 확인되었다. 사찰은 9세기 초 순응법사

(順應法師)에 의해 창건되고 9세기 후반에 홍각선사(弘覺

禪師)에 의해 중창된 것으로 추정된다.6 도의의 은거사찰로 

알려져 있는 진전사지는 8세기 후반 무렵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삼층석탑과 도의선사탑(道義禪師塔)이 

소재한다. 또한 9세기 무렵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돈사

지에는 삼층석탑과 현종 16년(1025)에 세워진 원공국사승

묘탑비(圓空國師勝妙塔碑)가 존재하며 원공국사승묘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건되어 있다. 

 이들 각 사지에 현존하고 있는 석탑은 대략 높이 5m

가량의 9세기대의 신라석탑으로 전체적인 양식면에서 상

당히 유사하며, 승탑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혹

은 왕실과 관련된 상황에서 이들 석탑이 건립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이는 환경으로, 그 결과 9세기 석탑건립의 지방화 

현상에 따른 지방색의 가미보다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정

형적인 석탑양식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1. 석탑의 양식적 특징 비교

앞서 언급하였듯이 살펴볼 석탑은 현재 승탑과 함께 

동일 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립연대는 9세기 무렵으

로 추정되고 있다. 즉 사지 내에 석재라는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 불교관련 조형물인 승탑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 양식적으로 정형적인 신라양식을 갖춘 점이 이들 3기의 

석탑이 갖는 포괄적인 공통점이다. 

조영과정에 있어 석탑이나 승탑뿐만 아니라 석등, 불

상대좌 등은 불교와 관련된 종교적인 조형물이라는 측면과 

석재라는 동일한 재료, 동일한 영역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제작과정에 서로 충분히 영향을 주고받았음은 당연할 것이

다.7 특히 9세기는 선종의 보급이 촉진제가 되어 불교 석조

미술의 전국화 현상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형식

의 조형물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양식을 

탄생, 발전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석탑, 승탑, 불대

좌, 석등에서 보이는 장엄조식이나 다양한 받침 등은 당시 

9세기를 중심으로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따른 서로 다른 형

식의 조형물에서 동일한 양식이 표현되었음을 말한다.8 

즉 3기의 사례는 석탑이 9세기대에 건립되고 거의 동

시대인 9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승탑이 건립된 경우로, 9

세기로 추정되는 신라석탑의 건립 당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의 석탑양식이 채용되었다. 이것은 9세기에 이미 석

탑건립의 지방화가 진행되어 정형적인 신라석탑 양식의 획

일성이 다소 약해지고 지방적인 특색이 가미되는 것에 반

해 이들 석탑은 너무도 정돈된 정형양식을 표방하고 있다

는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반면 흥법사지 삼층석탑은 이

들과 반대로 승탑보다 석탑이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승탑

이 본격적으로 건립되는 시기를 거치고 탄생한 고려시대 석

탑이라는 점에서 대조된다. 

우선 3기 석탑의 양식적인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기단부에서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중의 가구

기단으로 지대석과 저석을 별석으로 둔 점을 들 수 있는데

(사진 1), 9세기 이후 석탑에서 볼 수 있는 기단부의 특징이

다.9 지대석과 저석의 결구법에 있어서도 선림원지 석탑이 

엇물림변형(8매)+양쪽끼우기형(7매), 진전사지 석탑이 엇물

6 소재구, 2002, 「선림원지 삼층석탑의 조형적 특징과 의의」 『강좌미술사』 18, 한국미술사연구소, pp.38~40.

7 엄기표는 석탑 초층 탑신이나 석등 화사석에 문비, 사천왕상, 인왕상, 보살상 등을 조각하는 경향에 있어 그 시기가 9세기 이후 즉 석조부도의 건립이 본격

화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점에 따라 부도의 탑신부 결구와 치석수법이 석탑이나 석등으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엄기표, 2004, 

앞의 책, pp.181~182. 

8 박경식, 2002, 앞의 책, p.43, 244, 303. 

9 신용철은 통일신라시대에 <無垢淨經>에 의해 건립된 석탑의 사례를 통해서 9세기 중엽 이후 탑의 하층 기단 아래 지대석 1단을 더 두는 것을 탑 건립 전에 無

垢淨壇을 만들고 그 단 자체에 탑을 건립한 것으로 본다. 신용철, 2009, 「신라 불탑에 있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 『불교학연구』 23, 불교학연구회, 

pp.347~348, p.358.



193  Jun Ji Hye   강원도 지역 석탑 조영(造營)의 양식적 교류양상

림변형(10매)+엇물림형(4매), 거돈사지 석탑은 엇물림변형(4

매)+양쪽끼우기형(4매)으로 공통적으로 엇물림형과 양쪽끼

우기형을 기본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탱주의 수는 상하 1:1이며, 받침 즉 갑석 상부의 

몰딩은 하층은 호각형이라는 정형을 갖추었으나 상부는 각

각형이 아닌 호각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상층 

갑석 하부의 부연도 갑석의 두께에 비해 비교적 얕은 각형 

부연을 조출하여 8세기 석탑에 비해 시대가 하강함을 반

영하고 있다10(사진 2). 갑석의 물매에 있어서도 선림원지와 

진전사지의 석탑이 하부 갑석에만 완만한 물매가 있음에 

반해 거돈사지 석탑은 상하층 갑석에 모두 물매가 매우 급

한 차이가 있다. 

특히 선림원지와 진전사지 석탑의 경우는 9세기를 전

후한 시기의 석탑에서 자주 등장하는 팔부중상(八部衆像)

이 상층 기단부 면석에 양각되어 있는데, 진전사지의 경우

는 그 장엄이 더 화려하여 하층 기단부에는 비천상(飛天

像)이 초층 탑신에는 사방불(四方佛)이 양각되어 있다. 거

돈사지는 기단부에서 이러한 부조의 흔적은 없다. 단 3기의 

석탑 모두 탑 앞에 안상조식(眼象彫飾)이 있는 배례석(拜

禮石)이 있고, 그 상부 중앙에 연화문(蓮花文)이 장식되어 

있다. 즉 3기의 석탑에 있어서도 인근에 위치한 선림원지와 

진전사지의 경우는 염거화상과 도의선사의 제자와 스승이

라는 관계에서부터 인연이 있는 까닭인지 석탑이 양식적으

로 상당히 유사하다.11

다음으로 탑신부를 살펴보면 우선 정연한 5단의 옥개

받침과 옥개석 상부의 2단의 탑신받침, 물끊기홈, 처마 단면

의 사선 처리가 공통되는데, 특히 정연한 5단의 옥개받침은 

석탑의 건립시기가 대략 9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됨에도 불

구하고 앞 시기의 정연함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

은 9세기 이후 건립되기 시작하는 지방의 석탑들이 갖추기 

힘든 정연함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의 석탑양식이 

이 3기의 석탑이 건립되는 당시에 충분히 수용되었음이 확

10 고유섭, 1955, 앞의 책, pp.206~207; 윤창숙, 1988, 「고려 석탑의 기단양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4~25; 전지혜, 2011, 「백제양식석

탑의 양식과 건립연대에 관한 검토」 『불교미술사학』 12, 불교미술사학, pp.113~114.

11 소재구, 2002, 앞의 책, p.38, 50, pp.46~49. 소재구는 선림원지 탑이 진전사지 탑보다 수준이 떨어져서 진전사지 탑의 양식을 형식적으로 계승한 후대 작품

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연대는 87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진전사지 탑의 팔부중상이 보여주는 높은 조형미는 은거사찰에 어울리지 않는 명작으로 

왕경에서 활동하는 일급 석공을 불러들여야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사진 1. A: 선림원지 삼층석탑 기단부, B: 진전사지 삼층석탑 기단부, C: 거돈사지 삼층석탑 기단부.

A B C

사진 2. A: 선림원지 삼층석탑 상층갑석, B: 진전사지 삼층석탑 상층갑석, C: 거돈사지 삼층석탑 상층갑석.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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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사진 3).

결국 이러한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정연하게 갖추었

다는 것은 석탑건립에 있어 이들이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

는 것을 암시하며, 강원도에서 가장 이른 석탑으로 추정되

는 향성사지 삼층석탑12을 시작으로 이 일대 석탑건립의 모

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기의 석탑의 건립연대

를 추정해서 그 교류순서를 살펴보자면, 초기에 중앙의 석

탑양식을 채용하여 이 중 한 기의 석탑이 건립되고 이후 

이 석탑의 영향을 받아 나머지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가정, 

또는 비교적 적은 시차를 두고 각기 중앙의 석탑양식이 직

접 채용되었다는 두 가지의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각 석탑의 양식 차이를 고려해서 그 연대를 추정해 보

았을 때 3기의 석탑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선림원

지 삼층석탑을 꼽을 수 있다. 기단부의 결구부재에서도 41

매로 그 수가 가장 많고 결구방법도 각 층의 중석과 갑석이 

엇물림형과 田자형 결구로 비교적 정연하여 9세기 초중반 

무렵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진전사지 삼층석탑으로 

34매의 기단부 부재와 엇물림형 결구를 기본으로 삼았는데 

특히 갑석의 결구법에서 田자형의 선림원지 석탑에 비해 시

대가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거돈사지 삼층석탑으로 21매의 기단부재로 

석재의 결구가 가장 간략화되었으며, 갑석 상부의 물매에 

있어서도 급경사를 보여주고 있어 시대가 내려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식적 기준으로 본다면 선림원지, 

진전사지, 거돈사지 석탑의 순서로 건립되었다고 생각되지

만, 그 건립시기에 있어서는 비교적 동시기인 9세기 초중반

에 선림원지와 진전사지 석탑이 건립되고 중후반에 거돈사

지 석탑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13 

끝으로 고려시대 석탑으로 원주의 흥법사지 삼층석탑

의 경우를 간략히 본다면,14 현재 흥법사지에는 진공대사탑

12 김남희, 2010, 「강원지역 통일신라ㆍ고려시대 석탑의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63~64.

13 소재구는 진전사지 석탑이 9세기 전반기를 넘지 않는 시기의 석탑으로 결구형식이 8세기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소재구, 2002, 앞의 

책, p.48). 박경식은 진전사지와 선림원지의 석탑이 본격적으로 장엄이 가해진 석탑으로 이들 석탑에서 석탑건립의 전국화 현상이 전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강원도 지역의 석탑건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박경식, 1995, 「9세기 신라지역 미술의 연구Ⅰ」 『사학지』 28, 단국대학교사

학회, pp.590~591).

14 14세기대 작품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고유섭, 2010, 『조선탑파의 연구 하』, 열화당, p.252.

사진 3. A: 선림원지 삼층석탑, B: 진전사지 삼층석탑, C: 거돈사지 삼층석탑.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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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眞空大師塔碑)와 삼층석탑이 소재하며 진공대사탑(眞

空大師塔)과 전염거화상탑(傳廉居和尙塔)은 국립중앙박물

관에 이건되어 있다. 석탑은 규모도 4m가량으로 앞의 석탑

에 비해 축소되었고, 기단부의 결구나 석재의 수도 상당히 

간략화되어 있다. 특히 이중의 가구식 기단임에도 하층에

는 탱주 대신 안상을 조식하였고, 저석과 하층 중석이 동일

석재이며 상층 갑석 하부의 부연 생략, 4단의 옥개받침 등

에서 그 시대적 차이가 상당히 후기인 11세기 이후의 작품

으로 보인다.

결국 강원도에 소재한 신라석탑 중에서도 이들 3기의 

석탑은 정연화되어 있고 시기도 비교적 이른 것으로 추정된

다. 즉 이것은 사지 내에 승탑의 건립환경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볼 때 왕실이나 귀족의 지원을 받았던 관심 사찰 내

에서 건립된 석탑이기 때문에 경주를 중심으로 한 정형화

된 석탑이 유입되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

을 암시한다.15 나아가 신라 중앙을 벗어난 곳임에도 불구하

고 중앙 석탑의 정형화된 기술이 보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라 하대 이후에는 시대적인 차이나 지역적인 차이보다 석

탑건립에 관여한 세력이 석탑의 양식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석탑과 승탑의 조영에 관한 검토

살펴 본 선림원지, 진전사지, 거돈사지 삼층석탑은 모

두 9세기대 건립된 신라 정형양식의 석탑으로 비교적 동시

기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건립되었다. 반면 이들 사

지 내에 각기 존재하는 승탑은 석탑과 동일 사지의 불교 조

형물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양식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9세기는 실제 승탑이 건립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석탑건립의 확산과 석탑 표면

에 장엄조식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단 불교 조형물로서 석재를 재료로 하는 석탑, 승탑, 

석등, 불상의 대좌 등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받았음은 

당연하지만 동일한 사지 내에 존재하는 석조물로 한정하여 

직접적인 양식적 교류양상을 살펴볼 경우에는 시기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승탑은 그 건립이 9세

기 중반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데,16 즉 승탑과 석탑이 거

의 동시기에 건립되었을 경우와 시기적인 차이가 존재할 경

우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각 사지의 석탑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승탑을 통해 그 양식적인 교류의 흔적을 살펴보겠다. 

우선 선림원지에는 탑신부가 결실된 홍각선사탑으로 

추정되는 승탑과 석등이 소재하고 있다(사진 4). 승탑의 경

우 홍각선사를 주인공으로 추정해서 그 연대는 886년경으

로 보며, 중대석이 팔각형의 평면에서 벗어나 원통형으로 

용과 구름을 조각한 점이 특징적이다. 석탑과 떨어진 사역

의 서쪽에 홍각선사탑비와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석

등의 경우 9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되고 있는 고복형 석등으

로 승탑과 동일하게 간주석과 화사석 받침에 굽형괴임대를 

조출한 것이 공통점이다.17 

또한 하대석에서 하단과 상단이 별석으로 결구된 것 

역시 석등과 승탑의 양식적인 공통점인데, 대개 하대석이 

동일재로 놓이는 것에 비해 별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사

지 내 석탑의 기단부와 비교해서 각기 별석을 사용한 경향

15 박경식은 이와 반대로 양양을 중심으로 발흥한 설악산 일대의 불교문화에 있어서 경주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후원이라기보다는 명주의 호족 김주원 같은 

이 지역 호족세력의 후원에 따른 불사의 결과로 본다. 박경식, 1995, 앞의 책, p.607.

16 엄기표, 2004, 앞의 책, p.61.

17 박경식, 2013,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pp.244~245; 박경식, 1995, 앞의 책, pp.598~601.

사진 4. A: 선림원지 승탑, B: 선림원지 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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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사지의 석조물이 거의 동시기인 9세

기에 건립되면서 당시 석조물의 조영에 관여하였던 장인들

이 서로 어떠한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진전사지 승탑의 경우 도의선사를 주인공으로 삼은 

한국 석조 승탑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선종 전래 이후 통

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팔각형평면의 승탑이 건립되기에 앞

서 석탑의 방형 기단부와 석등의 팔각형 화사석과 옥개석

의 형식이 결합하여 승탑의 시초가 탄생한 것이다. 즉 석탑

과 석등 양식이 혼재된 것으로 이후 팔각원당형의 석조 승

탑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이곳에서 마련된 것이다.18 현재 진

전사지의 승탑은 약 9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석탑 역시 거의 동시기에 건립되어, 진전사지 승탑이 

당시 석탑의 기단부를 적극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나타난 양

식적인 교류양상을 보여준다.

진전사지 승탑(사진 5)은 각 탱주가 1:1, 상층 갑석 아

래 각형 부연 등 기단부가 9세기대 석탑양식과 거의 흡사하

다. 그러나 맨 아래 지대석에 호각형의 2단 받침(몰딩)을 조

출한 것과 저석과 하층 중석을 동일한 석재로 사용한 것이 

진전사지 석탑의 기단부와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큰 차이

다. 또한 결구에 있어서도 석탑이 엇물림형을 기본으로 삼은 

것에 반해 승탑은 엇물림형, 田자형, 양쪽끼우기형 등 다양

한 수법을 사용함과 함께 상부에 호각형 2단의 받침과 하부

에 복련을 장식한 별도의 탑신받침을 사용한 차이가 있다. 

즉 기단부에서 승탑과 석탑의 공통되는 양식적 특징

은 기본적으로 이중의 가구식 기단에 상하 각 1주의 탱주

의 조출, 상층 갑석 하부의 각형 부연 등 기본적으로 9세기 

이후 석탑의 기단부가 갖는 양식과 동일하다. 다만 진전사

지 석탑의 경우 기단부에서부터 초층 탑신까지 장엄이 화

려해서 하층 면석에는 비천상, 상층 면석에는 팔부중상, 초

층 탑신에는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다. 

또 승탑의 경우 기단부에는 별도의 조각이 없고, 탑신

부 한 면에 문비만 조각되어 이후 건립되는 승탑에 비해 상

당히 간략한 장엄법칙을 따랐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진전

사지의 경우 승탑과 석탑의 정확한 건립연대 차이는 확정할 

수 없으나 양식적인 면에서 볼 때 승탑의 시초라는 측면에

서 정형적인 승탑과의 공통점보다 9세기 신라 정형양식석

탑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같은 사지 내

에서 거의 동시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돈사지의 경우 현재 원공국사승묘탑비만 존재하고 

원공국사승묘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건되어 있는데, 그 

연대는 탑비가 세워진 현종 16년(1025)으로 추정된다. 하대

석에 안상과 화형, 중대석에 팔부중상, 탑신에 문비와 사천

왕상 등 상당히 화려한 장엄을 가했는데 그에 반해 9세기 

중후반 무렵 앞서 건립된 석탑은 전혀 장엄이 없어 동일 사

지의 석탑보다는 당시 활발히 조성되는 석조 승탑이 유행

하는 경향에서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사진 6).

흥법사지의 경우 현재 사지 내에서는 삼층석탑과 진

공대사탑비만이 존재하고, 전염거화상탑과 진공대사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건되어 있으며, 진공대사탑은 탑비와 

함께 940년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의 사례

와는 달리 확실히 승탑이 먼저 건립된 후 대략 11세기 이

후에 건립된 흥법사지 삼층석탑은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

18 박경식, 2013, 앞의 책, p.300; 박경식, 1995, 앞의 책, p.596; 엄기표, 2004, 앞의 책, pp.147~148.

사진 5.   도의선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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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직접적으로 승탑의 조영적인 영향을 받아 건립되었음

을 양식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단부를 살펴보면 지대석을 깔고 위로 저석과 

하층 중석이 동일재로 된 석재를 올렸는데 상하 탱주 1주

의 규칙을 버리고 하층에 땅으로부터 꽃이 솟아나는 모습

이 표현된 3개의 안상을 조식하는 대신 탱주와 우주를 생

략했다. 상층 중석에는 1주의 탱주를 모각했으나 갑석 하

부에 별도의 부연을 조출하지 않고 상부에 급한 물매를 조

성하고, 초층 탑신 한면에 문비를 조각했으며 간략화된 4단

의 옥개받침 등에서 고려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

다. 이러한 경향은 앞의 3기의 석탑이 9세기대 석탑이라는 

점에서 11세기 이후 고려석탑인 흥법사지 석탑과 시대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원소재지가 확실하지 않는 전염거화상탑을 제외

하고 진공대사탑의 경우 하대석이 상단과 하단이 일체형인 

것과 같이 석탑도 기단부의 저석과 하층 중석을 동일석재

로 사용하였다. 또한 흥법사지 석탑의 경우 하층 중석 부분

에 나타나는 안상과 그 안에 화려한 화문장식, 초층 탑신 

한 면의 문비 장식, 그리고 옥개받침과 처마의 간격이 넓다

는 점은 승탑과 상통하는 양식적 특징이 반영되었음이 살

펴진다(사진 7). 

이것은 물론 9세기 이후 석탑에서 나타나기 시작하

여 고려시대 석탑의 일반적인 경향의 일부로도 볼 수 있지

만, 즉 고려석탑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장식성인 동시에 승

탑 조영이 본격화 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승탑의 보다 공예

적이고 화려하고 섬세한 장식적인 요소를 석탑이 채용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19 따라서 앞의 3기의 석탑

19 전지혜, 2012, 「백제양식석탑의 분포와 주변지역 석탑양식 비교연구」 『동아시아고대학』 29, 동아시아고대학회, pp.260~261.

사진 6.   원공국사승묘탑.

사진 7. A: 흥법사지 삼층석탑, B: 전염거화상탑, C: 진공대사탑.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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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고 있는 신라석탑의 정형성에 비해 흥법사지 석탑의 

경우는 고려라는 시대적인 상황과 불교 석조 조형물에서 

승탑의 건립이 본격화되는 시기, 즉 동일 사지 내에서 보다 

화려하고 목조건축을 충실히 모방하는 공예적인 성격의 승

탑의 건립을 거친 이후에 건립되었다는 배경이 그 조영과정

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살펴본 4기의 석탑이 소재하고 있는 사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우선 동일 사지 내에 승탑과 

석탑이 공존할 경우 이들 사이에 있어 어떤 양식적인 교류

가 있었느냐 인데 통상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석조 조형물

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서로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아보자면, 석탑과 승탑이 

거의 동시기 또는 석탑이 앞서 건립되었을 경우에 비해 승

탑이 앞서 건립된 경우 승탑의 공예적인 장식성이 석탑의 

조영에 깊이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월정사와 신복사지 석탑의 비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고구려와 송, 요의 영향에 의

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중심으로 건립된 팔각형평면의 

고구려계 다각다층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구려계 

다각다층석탑의 분포 범위에 있어 가장 남쪽에 건립되어 

있는 일례이다.20 신복사지 삼층석탑은 삼국의 양식에서 벗

어난 고려시대만의 독자적인 양식이 발현된 고려의 일반형

석탑으로21 별도의 탑신받침(탑신괴임)을 조출한 고려시대

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언급되고 있다.22 

살펴볼 두 기의 석탑은 대략 1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고려의 석탑으로,23 이 장에서는 평면형태에서부터 

층수까지 전혀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들 석탑의 양식을 보

다 자세히 살펴 이 둘의 조영과정에 있어 서로 충분히 영향

을 주고받았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석탑의 양식적 특징 비교

우선 기단부는 석탑의 전체적인 양식에 있어 편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애초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목조건축물의 모방에서 석탑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건축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지지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석탑의 하중은 기단부를 통해 

지면에 흡수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여러 

부분 중에서도 특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신라양식의 석

탑과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백제양식석탑의 비교

에서도 확연히 두드러진다. 실제 구조적으로 보면 백제양

식은 탑신부에 비해 낮고 좁은 기단으로 기단부가 상부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많이 지탱하지 않음에 반해 통일신라

시대 이후 석탑은 높고 넓은 이중기단으로 직접적으로 대

부분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다.24 9세기 신라후기가 되면 

기존의 이중기단은 여전히 건립되지만 나아가 단층기단이

20 강병희, 1995, 「한국의 다각다층 석탑」,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p.6; 김남희, 2010, 앞의 논문, p.67. 

21 박경식, 2008, 앞의 책, p.431. 박경식은 고려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대표로 남계원 칠층석탑,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청원 계산리 오층석탑, 신복사

지 삼층석탑을 언급하였다. 

22 강병희는 홍제동, 신복사지, 만복사지, 낙산사 석탑을 각 층 별석받침이 있는 11세기에서 12세기에 잠시 등장한 새로운 양식으로, 遼건축에서 나타나는 암층

형 평좌의 영향으로 보았다. 강병희, 2009, 「고려 전기 사회변동과 불탑」 『미술사학』 23,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p.289~293, p.306.

23 고유섭, 2010, 앞의 책, p.249, 262; 월정사, 2011,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정밀실측 조사 보고서』, p.226, 230. 월정사 석탑의 경우 실측보고서에서는 기단부

의 구성과 옥개부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다각다층 석탑의 시원양식으로 그 연대는 10세기 초를 하한선으로 제시하였다. 강병희 역시 기단부를 나말여초 

불상대좌 중에서도 9세기 초반 양식과 같은 구조로 보고 10세기 초를 하한선으로 보았다(강병희, 1995, 앞의 논문, p.94). 13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송일기, 2002, 「오대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출토 <全身 舍利經>의 고찰」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지』 33-3, 한국도서관ㆍ정보학회, p.317). 주경미는 발

견된 사리장엄의 연대를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석탑의 연대를 고려전기로 제시하였다(주경미, 2011, 「고려시대 월정사 석

탑 출토 사리장엄구 재론」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p.95).

24 천득염, 2003, 『백제계석탑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p.108,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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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좌형식의 팔각형기단, 계단식기단 등 보다 다양화되

는 기단부가 함께 등장한다.25 

살펴볼 신복사지 삼층석탑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의 경우는 2개의 상하 중석을 갖추고 있는 신라의 가구

식 이중기단을 표방하는 동시에,26 복련(覆蓮)장식으로 불

대좌형식의 성격도 보여주고 있다.27 총 단은 별석으로 지

대석부터 시작하여 상층 갑석까지 6단을 이루고 있다. 이

것은 신라의 가구식 이중기단에서 지대석 상부에 저석이 

추가되었을 때 총 6단인 것과 동일한 단 수이다. 즉 단 수

는 6단으로 공통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양식에서

는 일반적인 이중기단과는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는 상당

히 복합적인 성격의 기단형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

서 불대좌형식과 가구식 이중기단의 복합적인 기단형식으

로 연구되어 왔다28(사진 8).

우선 맨 아래에 지대석을 놓았는데 월정사 석탑의 경

우는 8각형 지대석 위에 1단의 각형 받침을 조출하였고, 신

복사지 석탑의 경우는 각형 지대석 위에 복판복련(複瓣覆

蓮)을 조출하고 그 위에 1단의 각형 받침을 조출하여 하층 

중석을 받치게 되어있다. 하층 중석에는 각각 우주와 탱주

를 생략하고 월정사 석탑은 각 면에 2구의 안상, 신복사지 

석탑은 각 면 3구의 안상을 조각하였다. 이러한 석탑 기단부

의 안상 장식은 9세기 석탑에서부터 시작되는데,29 석탑뿐

만 아니라 석등, 승탑 등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은 하층 갑석으로 월정사 석탑은 복판복련을 조

출한 갑석을 올렸는데 그 하부에 1단의 부연과 상부에 1단

의 받침을 별도로 조출하였다. 신복사지 석탑은 마찬가지

로 갑석은 하부에 1단 부연이 상부에는 3단의 받침을 조출

하여 중석받침을 받도록 하였다. 즉 상부 중석 하부에 놓이

는 받침으로 두 석탑 모두 중석받침 하부에는 내만곡선형 

25 박경식, 2002, 앞의 책, p.117.

26 2011년 실측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2002년 발굴조사 당시 지하 1m 아래에서 탑의 기단부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유구가 발견되었으나 현재까지 정

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현 지대석의 네모퉁이에 낙수면의 경사를 두어 합각선이 살아있고, 지하 아래 기단부가 더 있는 점으로 보아 지대석

을 갑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1970년대 해체 복원 당시 5층 옥개석 상부에는 은제도금여래입상 1구가, 1층 탑신 상부에는 금동제방형합 

1, 청동경 4, 청동사리외합과 그 안에 은제내합, 그 안에 수정사리병과 전신사리경 1축이 수습되었다고 한다(월정사, 2011, 앞의 책, pp.80~81, p.89, 92). 조

원창의 경우는 2001년 석탑 주변 정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지하 가구기단을 지하 가구 기단 구지표 아래서 출토된 崇寧重寶를 통해 12세기 전반 이후에 조

영된 8각형 석탑의 기단부로 추정하였다. 또한 현 석탑은 조선중기 이후에 다른 장소로부터 이건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경내에 다른 탑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의문점으로 꼽았다(조원창, 2005, 「월정사 지하 가구기단의 편년과 성격」 『호서고고학』 13, 호서고고학회, pp.150~153, 161~165).

27 박경식, 2008, 앞의 책, p.439; 강병희, 1995, 앞의 논문, p.94.

28 앞서 신복사지와 월정사 석탑의 기단부를 비교 연구한 진정환은 팔각평면의 석탑 기단부를 대좌형식과 가구식 기단으로 구분하여 월정사 석탑의 경우 대좌형

식과 가구기단이 결합한 형식으로 보았으며, 신복사지 석탑의 기단과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월정사 석탑의 결구 수법이나 부재별 비례 

등이 평양 일대의 석탑보다 신복사 등 강원도 일대 석탑과 친연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평양지역의 다각다층석탑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팔각다층이라는 개념

을 받아들인 강원도 일대 장인이 조성하였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진정환, 2013, 「고려전기 불교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39~141). 

홍대한 역시 월정사 석탑은 불상대좌형식에 구조적으로 이중기단 석탑의 기단형식을 취한 것으로 신복사지 석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홍

대한, 2014.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건립배경과 건립시기 연구」 『한국선학』 38, 한국선학회, p.176, pp.194~196).

29 박경식, 2002, 앞의 책, p.81.

사진 8.   A: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기단부, B: 신복사지 삼층석탑 기단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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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을 조출하였다. 상층 중석은 모두 우주를 조출하고, 그 

위에 상층 갑석을 올렸다. 월정사 석탑은 상층 갑석 하부

에 각형의 아주 얕은 부연을 조출하고 상부에 1단의 받침

을, 신복사지 석탑은 하부에 내만곡선형의 얕은 부연과 상

부의 3단 받침을 조출하여 상부 별도의 탑신받침을 받도록 

고안하였다. 

살펴본 각 기단부의 세부 비교를 통해서 이 두 석탑의 

기단부가 상당히 동일한 양식으로 갖추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평면은 각각 8각과 4각으로 월정사의 경우 특

수한 사례에 속하지만 기본적인 기단부의 구조에서는 동일

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단부는 다른 석탑에서는 확

인되지 않은 실례로 두 석탑이 건립될 당시에 교류가 있었

음을 증명하는 단서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의 경우 주로 평양을 중심

으로 유행한 다각다층석탑30으로 현재 북한에 이와 같은 

석탑으로 보현사 팔각십삼층석탑, 영명사 팔각칠층석탑, 흥

복사 육각칠층석탑, 광법사 팔각오층석탑, 원광사지 육각칠

층석탑 등이 소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 소재한 다각다

층석탑의 경우 기단부가 전형적인 불상대좌처럼 하대석, 중

대석, 상대석으로 구분하여 복련과 앙련장식을 한 것에 반

해 월정사 석탑의 경우 상부에 별도의 앙련장식을 두지 않

았다는 점은 오히려 평면과 다층은 고구려의 고토에 소재

한 석탑의 영향을 받았으나 당시 직접적인 조영에 있어서는 

신복사지 석탑과 같은 인근 지역에 소재한 석탑과 더 큰 교

류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31 

다음으로 탑신부를 살펴보겠다(사진 9). 초층 탑신에

서도 두 석탑 모두 감실을 조각하였는데, 신복사지의 경

우 한 면을, 월정사의 경우 네 면에 감실을 두었다. 이 감실

의 모습도 탑신면에 비해 상당히 작게 조각되어 있다. 초층

은 별도의 탑신받침을 감입했으나 2층 이상은 월정사 석탑

의 경우 각형 1단을 조출하였고, 신복사지 석탑의 경우는 

탑신 하부에 각형의 두툼한 탑신받침을 조출하였는데, 옥

개석 상부에는 동일한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특히 

신복사지 석탑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인 개별석재 여부를 제

외한 탑신받침의 감입32은 백제양식석탑을 제외하면, 홍제

동 오층석탑, 양양 낙산사 칠층석탑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고려석탑의 대표적 특징33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중부

이북의 지역에서 본격적인 고려석탑의 양식적 특징이 강하

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옥개받침 역시 3단으로 동일한데 월정사 석탑의 경우

는 각호각의 3단의 탑신받침을 둔 차이가 있으며, 옥개석 

30 홍대한의 경우는 팔각형평면의 고구려계석탑의 건립 배경에 있어 고구려 8각 목탑의 조형의지와 부분적인 송의 영향에 덧붙여 9세기 팔각원당형 부도의 조

형 의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았다. 홍대한, 2012,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90~109.

31 현재 두 석탑의 비교 연구에 있어 기단부의 유사점에 근거해 강원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동일한 유파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정환, 2013, 앞의 논

문, p141; 홍대한, 2014, 앞의 책, p.188, pp.194~196.

32 별도의 탑신받침(탑신괴임)이 감입 혹은 조출된 사례는 백제석탑인 미륵사지 서석탑, 정림사지 오층석탑, 백제양식석탑인 성북리 오층석탑, 장하리 삼층석탑, 

청량사지 오층석탑, 탑동 삼층석탑, 은선리 삼층석탑, 남산리 오층석탑, 연동사지 삼층석탑, 가곡리 오층석탑, 만복사지 오층석탑, 그밖에 경주의 포석곡 제 

6사지 오층석탑, 홍제동 석탑, 낙산사 칠층석탑이 있다. 

33 박경식, 2008, 앞의 책, p.439.

사진 9. A: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B: 신복사지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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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는 모두 물끊기홈을 조출하였다. 옥개석의 낙수면의 

구배도 비교적 완만하고 처마 단면의 처리 역시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단 추녀부분의 처리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신복

사지 석탑은 상하 반전을 주었지만, 월정사 석탑은 하부에

는 반전을 두지 않았다. 결국 살펴본 결과 다층이라는 차별

성, 평면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두 석탑이 세부적인 양식

에서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석탑 조영

에 있어 어떠한 교류가 없었다면 설명할 수 없는 세부적인 

측면으로 봐야 한다. 

2. 두 석탑의 조영에 관한 검토

두 기의 석탑이 갖추고 있는 세부적인 양식적 측면을 

고찰해 보았을 때, 특히 석탑의 구조에 있어 가장 보수적이

라고 할 수 있는 기단부의 구조가 이질적인 평면형태를 지

향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단부에 조출된 복판의 복련과 안상의 양식 역

시 그 근거가 된다. 이것은 상당히 디테일적인 측면으로 두 

석탑의 건립 당시에 앞서 건립된 석탑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만들기 힘들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탑신부에 있어서도 

감실, 3단형 옥개받침, 별석 초층 탑신받침의 감입, 2층 이

상의 옥개석 상부의 각형 1단 받침의 조출 등 기단부에서

부터 탑신부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이질적인 평면형태임에

도 불구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석탑의 양식적인 공통점에 대한 비교연구에 비해 탑 

앞에 위치한 석조보살좌상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진행되

어 왔다34(사진 10). 현재 탑 앞에 놓여있는 공양자상이나 

승려상은 강릉의 신복사지, 평창의 월정사를 포함하여, 화

엄사 사사자석탑 앞 승려 공양자상, 금장암지 공양석등, 개

태사 공양보살상, 논곡리 삼층석탑, 법천사지 출토 공양자

상이 확인되었다.35 그중에서도 원통형 보관을 쓴 보살좌상

은 강릉 일대를 중심으로 한송사지 2구, 신복사지 1구, 월정

사 1구가 확인된 사례로 강릉 일대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형식의 보살상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활동한 장인집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36 

34 최성은, 1979, 「고려초기 명주지방 석조보살상에 대한 고찰」,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성은, 1997, 「唐末五代와 遼代의 圓筒形 高冠 菩薩像에 대한 一

考察 」 『강좌미술사』 9, 한국미술사연구소; 권희경, 1998, 「월정사 탑전 석조보살좌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4-1, 한국전통과학기술학

회; 권보경, 2006, 「고려전기 강릉일대 석조보살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재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 앞의 석조보살좌상은 재현된 것이며 보물 제

139호인 석조보살좌상은 월정사 성보박물관 안에 안치되어 있다. 또한 지하 가구기단과 석조보살좌상이 동일한 구지표상에 놓여있고, 지하 가구기단 앞에 

2조로 구획된 석렬 시설이 보살좌상과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석조보살좌상이 현 석탑이 아닌 지하 가구기단 유구를 향해 공양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조원창, 2005, 앞의 책, pp.151~152, p.161).

35 최경애, 2012, 「오대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앞 공양보살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2; 홍대한, 2014, 앞의 책, p.183.

36 권보경, 2006, 「고려전기 강릉일대 석조보살상 연구」 『사림』 25, 수선사학회, p.113, 145, pp.116~118; 최경애, 2012, 앞의 논문, pp.3~4, 75~76, p.44. 석

조보살좌상의 제작에 있어서도 강릉일대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지역 장인이 있다는 전제를 했을 때, 그 장인의 계통에 있어서도 권보경은 포

로나 귀화한 거란인의 기술자가 개경에 머물면서 고려 수공업 발전에 공헌한 것의 일부로 보았다. 최경애는 선승들이 중국으로의 유학이 성행하였던 나말여

초의 새로운 경향의 하나로 보며 그 연대도 석탑과 보살상을 10세기로 추정하였다. 

사진 10. A: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앞 석조보살좌상, B: 신복사지 삼층석탑 앞 석조보살좌상.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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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탑 앞에 놓인 원통형 보관을 쓴 보살좌상은 

강릉 일대에서만 나타나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형식의 보

살상으로, 고려 전반기라는 거의 동시대에 이 일대에서만 

활동한 장인집단이 간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37 이것은 나

아가 월정사와 신복사지의 탑 앞에 놓인 석조보살좌상은 

탑을 건립할 당시에 이미 계획된 구도에 포함된 조형으로 

보살좌상을 만든 지역의 장인집단과 함께 두 기의 석탑을 

만든 장인집단이 서로 연계되었다고 봐도 무관할 것이다. 

특히 원통형 보관을 쓰고 탑 앞에 공양하는 석조보살

좌상은 크게 앉은 자세, 상하의 연화대좌, 몸체를 갈무리한 

원형의 좌대형식 등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38 이와 같

은 보살상의 조형뿐 아니라 석탑의 조영에도 동일한 장인이 

관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보살좌상을 만든 장인

집단이 석탑을 만든 장인과 동일한 집단인지, 혹은 각각의 

독립된 집단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거의 동시기에 이러한 

구도를 계획하였던 석공집단은 서로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

고 생각된다. 

또한 9세기 이후 석탑의 건립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승탑이 본격적으로 건립되면서 기존의 석등, 불상대좌 등

이 서로 불교의 석조 조형물로서 영향을 주고받은 일면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즉 탑 앞에 바로 석조불상대좌가 

설치되어 석탑이 직접적으로 불상대좌의 영향을 받기 쉬웠

던 당시 조영환경까지 짐작이 된다. 지역적으로도 한송사지

에서 발견된 2구의 보살좌상 역시 신복사지의 인접지역에

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복사지 석탑의 건립에 

동원된 이 일대의 지역 장인이 거의 동시기에 월정사 석탑

의 건립에 관여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장인집단이 두 기의 석탑건립에 관여

하였다면, 왜 이질적인 평면을 채택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

문이 생긴다. 필자는 순수하게 석탑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따진다면 그 원인은 건립에 따른 시차라고 생각한다. 즉 하

나의 석탑을 건립한 후에 보다 새로운 양식의 채용이라는 

확대의 방향으로 기술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석탑의 세부적인 양식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새로운 양식의 채용이라는 측면에서 신복사지 석탑이 앞선 

시기에 건립되었다고 보여진다. 

팔각형의 평면은 일찍이 불상대좌뿐만 아니라 석등에

서 채용되었던 평면형태로 석탑에서 채용된 불좌형식의 팔

각형 기단의 등장은 탑의 지위가 부처와 동등한 가치로 인

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시원은 8세기 석굴암 

앞 석탑을 들 수 있다. 나아가 9세기대 철원 도피안사 삼층

석탑이 있는데, 건립연대는 대개 비로자나불좌상의 명문

에 따라 9세기 중반경에서 후반경으로 추정되고 있다.39 따

라서 그 이후 고려시대가 되어 월정사와 신복사지 석탑에

서 다시금 불대좌형식의 기단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존

의 불대좌형식 기단부와는 달리 상층갑석 하부에 앙련 장

식을 두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석탑 앞에 보살좌상이 불대

좌 위에 놓인 까닭에 중복을 피하기 위한 배려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9세기 이후 불교와 관련된 석

조 조형물의 교류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일례이면서 동시

에 신복사지와 월정사 석탑에서 채용된 불대좌형식의 석탑 

기단부가 단순히 불상대좌의 형식만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석탑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이중의 가구식 기단을 바

탕으로 삼아 한 단계 발전된 방향으로 시도된 기단형식이

라는 것이다. 즉 석탑의 일반적인 평면인 방형의 가구식 이

중기단에서 불상대좌형식을 일부 수용하고 이후 다시금 새

롭게 유행하는 평면인 팔각형 평면을 수용해서 월정사 석

탑에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두 기의 석탑에서 살펴본 불대좌형식의 기단부는 

대개 중부이북 지역, 특히 고구려의 구영토에서만 확인되는 

37 고려 건국기 중앙에서 활동한 장인유파를 명주 출신으로 파악해서 개태사 석조공양상을 만들었던 명주 출신 장인집단의 후예가 명주지역 탑전 공양보살상을 

제작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정성권, 2012,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32~233. 

38 최경애, 2012, 앞의 논문, pp.26~47.

39 박경식, 2002, 앞의 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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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그 건립에 있어 분명 지역적 장인들의 활동이 있었

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례가 된다. 따라서 층

수와 평면에서 너무도 이질적인 월정사와 신복사지의 석탑

은 탑의 전체적인 양식에 있어서 그리고 탑 앞에 설치된 원

통형 보관의 공양보살좌상의 구도에 있어서 강릉 일대에서

만 확인되는 특수한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석탑은 

강릉 일대에서 활동하던 동일한 장인 유파에 의해 건립되

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석탑의 건립 연대 역시 약간의 시차

를 두고 거의 동시기인 1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것

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강원도 지역 석탑의 조영에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양식적인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이러한 의문은 필자가 실제 강원도 일대의 석탑을 조

사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었다. 대개 한국의 석탑연구는 신

라석탑이 주를 이루고 그 양식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상도

권이 여전히 중심에 있음에 따라 강원도 지역은 생각보다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 

석탑조영에 있어 어떠한 양식적인 교류양상이 확인되는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로 강원도 지역에 소재한 석탑 중 동일 사지 

내에서 승탑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석탑의 경우 양식적으

로 상당히 유사함에 따라 이들 석탑이 갖는 양식적인 공통

점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나아가 이들은 모두 승탑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석탑이 승탑과 어떠한 조영과정에 교류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이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볼 때 9

세기 이후 불교의 확산에 따른 석탑, 석등, 승탑, 불상대좌 

등이 석조 조형물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직접적으로 

동일 사지에 존재하는 석탑과 승탑의 관계에서 접근해 보

았다. 

살펴본 결과 승탑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3의 석탑은 

양식적으로 거의 동일하며 거의 동시기에 서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립된 것으로 살펴

진다. 또한 승탑이나 그밖에 석조물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

로 이들 석조 조형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건립되었

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각각의 조형물이 건립되는 시

기적인 차이, 즉 보다 그 건립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적인 

차이에 따라서는 교류양상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신복사지 삼층석탑

에 대한 비교이다. 이 두 기의 석탑은 각각 다각다층석탑으

로, 별도의 탑신받침의 감입 석탑으로 일찍이 주목되어 왔

다. 또한 그 앞에 놓인 원통형 보관을 갖춘 보살좌상이 강

릉 일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형식의 불상으로 이 일대

지역 장인의 활동까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었다. 

또한 이질적인 평면 형태 임에도 불구하고 불상대좌를 연

상시키는 기단부에서부터 탑신부에 이르기까지 두 석탑은 

서로 일정한 교류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동일한 양

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석조보살좌상의 양식의 공

통되는 특이성과 석탑 앞에 설치한 구도의 특이성을 두 석

탑이 동일하게 갖추고 있고, 석탑의 양식 역시 동일한 부분

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동시기에 서로 양식적인 교류를 통해 

동일한 장인집단이 건립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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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t stupas, which are a symbolic architecture of Buddhism and enshrine the Jinsinsari of Buddha, 

were reinvented as stone stupas appropriate for the natural soil of Korea from existing wooden stupas around 

the 7th century after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Later, the construction of a stone stupa was expanded to 

local areas from the central area around the 9th century; thus, stone stupas of more diverse local colors were 

built in a nationwide scale, and today it is called a “country of stone stupas”.

  While focusing on the stylistic interchanges between stone stupas, which were established in each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local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stone stupas that was begun actively from the 9th 

century, this paper selected several cases of stone stupas among about 50 stone stupas in the Gangwondo-

region. First, the study compared the stone stupas and Buddhist priest tower of Seollimwonji, Jinjeonsaji, and 

Geodonsaji, which are located at the same temple site as the current Buddhist priest tower, from among typical 

Silla style stupas that match the 9 stone stupas in the Gangwon-do region. This is because stylistic interchanges 

were possible while there were mutually organic relationships between Buddhist statues such as stone stupas, 

Buddhist priest towers, stone lanterns, and Buddhist pedestals, which used the same stone material along with 

the expansion of Buddhism to local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spread of Zen Buddhism in the 9th century.

  Second, a comparison was made of the stylistic similarities between the Woljeongsa Palgakgucheong (eight 

sides nine-storied) stone stupa and the Sinboksaji Samcheung (three-storied) stone stupa, which are totally 

different in regard to the number of stories and the flat form. These two stone stupas are representative Goryeo 

stone stupas. The Woljeongsa stone stupa is a Goguryeo-oriented stone stupa with many sided multiple stories 

whereas the Sinboksaji stone stupa has been known as an early case of the insertion of the support of Tapsin 

in each story. Although the two stone stupas may look very different, but through close investig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stylistic interchanges between them and not only the seated stone Buddha 

statue in the cylinder jewel case in front of the stupa but also the stone stupa established by the same master. 

Consequently, this paper aimed not merely to mention the simple patterns of stone stupas, but, further, to trace 

the interchange in patter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eriod based on those patterns.

Stylistic Interchange Patterns of Stone Stupa 
Construction in the Gangwon-do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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