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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기도 지역 석탑의 건립 현황과 양식 분석을 통해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는 특징과 의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지역에 불교가 유입된 이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상, 석탑, 승탑, 마애불 등 다수의 불교 조형물이 

조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상과 더불어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불탑이다. 이후 고려~조선을 거

치는 동안 경기도 지역에도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그에 따른 석탑 건립도 성행하였다. 본 논문은 경기도 지역 내 지

정된 석탑을 기본으로 48기의 석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분포 현황을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보다는 남부에 집중 건립되었는데, 중심이 되는 지역은 안성, 이천, 용

인, 여주 등이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도 기인하지만, 북부에는 석탑을 건립하는 대형 불사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별 특징을 보면 통일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석탑이 남아 있어 석탑이 꾸준히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고려시대 석탑이 집중 건립되었는데, 고려 전기에 남부 지역에서 활발히 건립되었으며, 고려 후기에는 경기도 전역에 걸

쳐 석탑이 건립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가까운 지역 및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들에 석탑이 건립되어 당시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석탑은 지역적 특수성, 즉 교통의 요지인 곳에 주로 건립되었는데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목되는 지역에 불사가 성행하였고 그로 인해 석탑 건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본 결과, 성주사지 석탑의 영향을 받아 어비리 삼층석탑에서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확인되는 

점, 고려시대 석탑 중 백제계 석탑은 확인되지 않고 주로 신라계 석탑과 고려 양식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점, 탑신 결구 

방식과 탑신 제작 방식에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석탑 장엄조식에서 보편

성과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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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역에는 삼국시대 불교 관

련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경기

도 지역에 불교가 유입된 것은 백제부터였을 것으로 보이

는데, 4세기 후반부터 한산주에 사찰을 지었다는 『삼국유

사(三國遺事)』의 기록으로 보아 경기도 지역 역시 이 무렵

부터 불교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 불교의 유입 이

후 경기도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상, 석탑, 승

탑, 마애불 등 다수의 불교미술이 조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상과 더불어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불탑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의 불교미술에 대한 연구는 개

별 유물에 대한 고찰, 사찰 또는 사지에 조성된 유물에 대한 

연구, 지역별 조성 현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왔다.2 이밖에 특정 시대에 조성된 불교 조형물을 

다루는 연구 속에서 경기도 지역에 조성된 불교 조형물이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3 그러나 경기도 지역 

전체를 하나의 문화 영역으로 파악하여 전체 불교 조형물

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경기도 지역 불교 조형물을 각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한 연구 성과도 많지 않다.4 이 중 

경기도 지역 석탑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하여 석탑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이 1편 

확인된다.5 이 선행 연구는 경기 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에 조

성된 석탑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지정된 석

탑 23기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에 한계가 있다.

경기도 지역에 남아 있는 석탑 가운데 지정된 것은 

1998년 이후 현재 29기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정 석탑을 대

상으로 하여 새롭게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지정 석탑 29기

를 기본으로, 석탑의 형태가 양호하고 양식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비지정 석탑, 경기도 지역에 있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반출된 석탑 등의 상황까지 고려한 경기

도 지역 내 석탑은 약 47기 정도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기

도 지역 내 유일한 현존 전탑인 신륵사 다층전탑까지 포함

1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 불교를 공인하고 이듬해인 385년 한산주(漢山州)에 사찰을 짓고 10명의 승려를 출가시켜 그 절에 머물게 했다는 기록(『三國遺事』 卷

3 興法 難陀闢濟條 “明年乙酉創佛寺於新都漢山州, 度僧十人, 此百濟佛法之始”)으로 볼 때 서울 지역에는 이미 4세기 후반부터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

며, 경기도 지역 역시 이 무렵부터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은창, 1966, 「龍仁 漁肥里의 三層石塔」 『고고미술』 통권67호, 한국미술사학회, pp.168~169; 朴慶植, 1999, 「安養 安養寺의 七層塼塔과 龜趺」 『文化史學』 제

11·12·13호, 韓國文化私學會, pp.617~685; 朴慶植, 2000, 「安養 中初寺址에 대한 考察」 『實學思想硏究』 14집, 역사실학회, pp.85~112; 박경식, 2000, 「경

기도 안성시의 석불과 석탑에 관한 고찰」 『고문화』 5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71~109; 황보경, 2000, 「河南地域 佛敎遺蹟에 대한 硏究」 『古文化』 56집, 한국

대학박물관협회, pp.181~213; 엄기표, 2003, 「利川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 20호, 한국문화사학회, pp.161~188; 황보경, 2008. 

04, 「漢江流域 신라 佛敎遺蹟의 현황과 특징」 『신라사학보』 12호, 신라사학회, pp.213~271; 오호석, 2009, 「고려 초기 竹州지역의 석탑과 건립배경」 『선사

와 고대』 31, 한국고대학회, pp.259~287; 이순영, 2010, 「조선초기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8,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239~271; 엄기표, 2011, 「하남 춘궁동 3층과 5층 석탑의 건립시기와 의의」 『선사와 고대』 34, 한국고대학회, pp.305~331; 최성은, 2011, 「죽주(竹州) 장

명사지(長命寺址) 석불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초기 석불 양식」 『강좌미술사』 3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515~536; 정성권, 2013,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

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6, 부산경남사학회, pp.1~36; 김훈래, 2013,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연구」 『미술

사와 문화유산』 제2집,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pp.77~113; 엄기표, 2015, 「남양주 水鍾寺의 조선시대 舍利塔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85, 한국미

술사학회, pp.131~164; 최성은, 2018, 「평택 深福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 『동국사학』 65, 동국역사문화연구소, pp.235~266; 이서현, 2019, 「북

한산 불교 석조미술 연구」 『문화재』 52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90~119 외 다수.

3 석탑의 경우를 예로 들면, 경기도 지역 내 고려~조선시대 석탑이 많은 관계로 이에 관한 연구에서 경기도 지역 석탑이 비교 검토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전민숙, 2011, 「고려전기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대한, 2012,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진정환, 2013, 「고려

전기 불교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주, 2015, 「고려시대 신라계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지현, 2019, 「조선전기 석

탑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

4 박경식, 1998, 「경기도의 석조미술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9호, pp.65~80; 박경식, 2002, 「京畿道의 石燈에 관한 考察 -지정된 석등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18호, 한국문화사학회, pp.173~190. 

5 박경식, 1998,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 -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10호,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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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불탑의 수량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선행 연구가 20

여 년 전에 이뤄진 만큼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을 새롭

게 하여 경기도 지역 석탑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경

기도 지역 석탑 48기(전탑 1기 포함)를 새롭게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정리·분석 및 종합적 고찰을 진

행하고자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건립 시기, 분포, 양식 등

에 따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며, 경기도 지역에서 석탑의 

확산과 전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

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석탑 현황과 분포 특징

1. 석탑 현황

경기도 지역6에는 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무

수히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발간된 『한국사지총람』의 폐사지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

지 파악된 전국의 폐사지는 5,393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

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총 536개소의 사지가 확인

되었는데 가장 많은 곳은 47개소의 연천군이며, 그 다음

으로는 44개소의 안성시, 다음으로는 용인시에서 42개소

가 확인되었다.7 아마도 사찰의 건립과 함께 그에 따른 석

탑 건립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아 있는 석

탑 수량은 사지의 개소보다는 현저히 적다. 본 논문에서

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기도 지역 석탑 가운데 지정문

화재를 포함, 비교적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47기의 석탑

과 1기의 전탑을 포함하여 총 48기를 고찰 대상으로 삼았

다.8 그러나 사지 발굴조사 등을 통해 탑재 일부가 출토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경기도 지역 내에는 이보다 더 많

은 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8기의 석탑 현황을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석탑 30

기, 비지정 석탑 16기, 국외 반출 석탑이 1기, 도난 1기로 

구분된다. 지정 석탑의 경우 선행 연구가 발표된 1998년 

이후 7기의 석탑이 새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9 분포 지

역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구역상 16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곳은 안성시로 총 10기

의 석탑이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용인과 이천에 6기가 남

아 있고, 여주 5기, 안양 3기 순이다. 가평, 고양, 과천, 남

양주, 양평, 하남, 화성 등은 2기, 구리, 의정부, 파주, 평택 

등은 각 1기의 석탑이 남아 있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석탑은 주

로 남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북부에 해당하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파주 등은 상대적으로 집중

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6 경기도는 현재 행정구역상 남쪽으로는 충청남도와 접해 있고, 서쪽은 인천과 서해, 동쪽은 강원도에 접해 있으며, 북쪽은 황해도와 닿아 있다. 경기도 행정구역

은 신라부터 고려까지 조금씩 변화가 있어왔지만 조선 초 한양 천도 무렵부터 점차 오늘날과 유사하게 자리 잡았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 내 석탑을 살펴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이 글의 서술과정에서 사용하는 “경기도 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지역 내에 소재하지만, 기증 등을 통해 이건(移建)되어 경기도 내 사찰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휴전선 이

북에 포함된 지역 역시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하므로 제외하였다. 한편 서울은 경기도 지역과 거의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생각되나, 수도라는 특수성으

로 인해 정치·경제·행정·문화가 집약된 지역으로, 불교미술 역시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특징이 나타나므로, 이 글에서는 현재 서울 지역에 조성된 불교

미술은 제외하였다. 서울 지역 불교미술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엄기표, 2011, 「서울지역 佛敎文化의 展開 過程과 特徵 -石造美術을 中心으로-」 『鄕土서울』 77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p.145~206.

7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한국사지총람』.

8 본 논문은 석탑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도 포함시켰다. 이유는 신륵사 다층전탑이 경기도 내 유일하게 현존하는 전탑이면서 신륵사 내에 건

립된 다른 석탑들의 분포와 건립 시기를 파악하는 데 함께 검토하는 것이 무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 특별히 전탑으로 구분하지 않는 이상 전체 연구 

대상을 모두 칭할 때는 ‘석탑’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9 박경식 선생의 1998년 논문에서는 강화 하점면 오층석탑도 경기도 석탑으로 포함하여 지정 석탑을 23기로 보았으나, 현재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해당하고,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행정구역 변천을 보아도 인천 지역에 해당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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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기도 지역 석탑 현황

연번 석탑명 시·군(수량) 시기 지정 현황 비고

1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가평군(2)

조선전기 유형문화재 63호

2 가평 하판리 지진탑 고려후기 문화재자료 17호

3 북한산 용암사지 석탑
고양시(2)

고려전기 비지정 석탑재

4 북한산 상운사 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5 연주암 삼층석탑
과천시(2)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104호

6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고려후기 문화재자료 39호

7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구리시(1) 고려후기 유형문화재 205호

8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시(2)

조선전기 보물 1808호

9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조선전기 유형문화재 279호

10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성시(10)

고려전기 보물 435호

11 매산리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12 죽산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78호 기단 : 통신 말

13 신창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130호

14 죽림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179호 현 칠장사

15 일죽 죽림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현 죽산면사무소

16 청룡사 삼층석탑 고려중기 문화재자료 59호

17 도기동 삼층석탑 고려후기 문화재자료 76호

18 청원사 칠층석탑 조선전기 유형문화재 116호

19 장원리 삼층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2011년 도난

20 삼막사 삼층석탑

안양시(3)

고려후기 유형문화재 112호

21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고려중기 유형문화재 164호

22 안양 미륵당지 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현 의왕시

23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양평군(2)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180호

24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문화재자료 21호

25 여주 창리 삼층석탑

여주시(5)

고려중기 보물 91호

26 여주 하리 삼층석탑 고려중기 보물 92호

27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조선전기 보물 225호

28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고려전기 문화재자료 133호

29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고려후기 보물 226호

30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용인시(6)

나말려초 유형문화재 194호

31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고려중기 문화재자료 42호

32 용인 서봉사지 석탑재 고려중기 비지정 석탑재

33 용인 마북동 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석탑재

34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35 용인 용덕사 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36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의정부시(1) 조선전기 유형문화재 186호

37 이천 중리 삼층석탑

이천시(6)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106호

38 이천 관고동 오층석탑 고려중기 비지정

39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1916년 반출, 국립중앙박물관

40 이천 갈산동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이천시립박물관

41 이천 후안리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이천시립박물관

42 이천 오층석탑 고려전기 - 국외 반출 (일본)

43 파주 운계사지 삼층석탑 파주시(1) 고려후기 비지정 현 범륜사

44 평택 심복사 석탑 평택시(1) 고려후기 비지정

45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하남시(2)

고려전기 보물 12호

46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고려전기 보물 13호

47 용주사 오층석탑
화성시(2)

고려중기 유형문화재 212호

48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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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기도 지역 석탑 현황(사진) 

통일신라(나말려초) 고려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가평 하판리 지진탑 고양 용암사지 석탑 고양 상운사 석탑

고려

과천 연주암 삼층석탑

[사진: 문화재청 홈페이지]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고려

안성 매산리 오층석탑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안성 신창리 삼층석탑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고려

안성 일죽 죽림리 삼층석탑 안성 청룡사 삼층석탑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
안성 장원리 삼층석탑(도난)

[사진: 문화재청 홈페이지]

고려

안양 삼막사 삼층석탑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안양 미륵당지 석탑(현 의왕시)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고려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여주 창리 삼층석탑 여주 하리 삼층석탑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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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용인 서봉사지 석탑재 용인 마북동 석탑

고려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이천 중리 삼층석탑 이천 관고동 오층석탑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

고려

이천 갈산동 오층석탑 이천 후안리 오층석탑
이천 오층석탑(국외 반출)

[사진: 이천 오층석탑 환수위원회 홈페이지]
파주 운계사지 석탑

고려

평택 심복사 석탑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고려 조선

화성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석탑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조선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19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2. No. 4

2. 분포에 따른 특징

경기도 지역 석탑 분포 현황은 크게 북부와 남부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주로 남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 지역이 통일신라시

대에는 수도였던 경주에서는 매우 변방 지역에 해당하였

고, 통일 이후에는 서해안 방면과 한강 이북 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전처럼 강화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

미술의 확산도 그리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10에 남부 일부

에 소수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부 지역 역

시 다수의 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장이었고, 현재에도 

군사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쟁으로 인해 대다수 파괴되었

을 것11이라는 점 등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먼저 분포 현황을 크게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

와 남부로 구분해보면,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파주 등이다. 이 지역의 석탑

은 9기로 전체 경기도 지역 석탑 수량에 비하면 20% 미만

에 해당하여 집중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가평 현등사 삼

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의정부 회룡사 오

층석탑 등 조선시대 석탑의 분포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

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들 사찰은 대부분 조선 초기 왕

실과 관련된 사찰이거나 왕실 원찰이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들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변에 비보탑 성격의 자연석 기단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구리 아차산 삼

층석탑과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이 여기에 해

당된다. 자연석 기단의 발생은 통일신라 석탑의 변화 유

형의 하나로, 자연 암반을 하층기단으로 삼는 발상을 통

해 하층기단을 생략하여 자연 암반 위에 단층기단을 조성

한 것과 전형 양식의 기단 전체를 생략하여 자연석으로 

기단을 대치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12 두 유형은 모두 경

주 남산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지적 특징은 

고려시대에 높은 지대이거나 강을 끼고 넓은 시계를 확보

하는 위치에 불탑을 건립하여 불력(佛力)에 의한 산천비

보 사상(山川裨補 思想)의 뜻이 담겨져 있는 비보탑(裨補

塔)의 성격을 갖는 석탑들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 비보탑 성격의 석탑은 주로 산 정상의 자연석 기단 

석탑으로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다.13 구리 아차산 삼층

석탑,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은 모두 강변에 

위치하여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 또한 자연 

암반 위에 단층기단을 조성하여 건립한 유형14으로 사찰 

가람의 일반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비보적 성

격’으로 건립되었다고 생각된다.15

세 번째, 고양시에 해당하는 석탑으로 상운사 석탑, 

용암사지 석탑이 모두 북한산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다. 북한산은 고대부터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왔으

며, 그에 따른 사찰 건립과 수많은 불교미술이 조성되어

왔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북한산 내 사찰들은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는데, 상운사와 

용암사 역시 당시의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석탑 건립

10 정성권, 2013,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86, 부산경남사학회, pp.28~29.

11 박경식, 1998,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 -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10호, p.110.

12 이순영, 2018,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47.

13 홍대한, 2012, 「高麗時代 塔婆 建立에 反影된 裨補風水」 『역사와 경계』 82, 부산경남사학회, pp.76~77.

14 비보탑 성격의 석탑을 모두 ‘자연석 기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자연 암반 위에 단층기단을 세운 석탑과 자연 암반 자체를 기단으로 삼은 석탑은 외형적으로도 차이

가 있고 발생 원인도 자연석 기단 석탑은 괴체석 기단 석탑의 영향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순영, 2018, 위의 논문, 

p.247).

15 경기도 지역 내 현존 전탑은 신륵사 다층전탑이 유일하다. 그러나 안양의 안양사에도 태조 왕건이 건립한 칠층전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양사 칠층

전탑 역시 비보풍수적 성격이 건립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지석, 2007, 「安養寺 七層塼塔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 27호, 한국문화사학회, pp.67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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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뤄졌던 것으로 이해된다.16

네 번째, 경기 북부 지역 석탑 9기를 제외한 39기가 

남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27기가 안성, 이천, 

용인, 여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경기도 지역 석탑의 

가장 주목되는 분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행정구역 경계가 인접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석탑이 특

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성은 신

창리 삼층석탑, 청룡사 삼층석탑, 도기동 석탑을 제외하

면 대부분 죽산을 중심으로 한 곳에 석탑이 집중되어 있

어 죽산에 불교미술 조성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의 개차산군(皆次山郡)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개산군(介山郡)으로 바뀌고 고려 940년(태조 

23)에 죽주(竹州)로 승격된 곳이다. 죽주 지역은 삼국시

대부터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해왔

다. 삼국시대 고구려나 백제는 현재의 서울에서 이천을 

거쳐서 충주와 청주 방면으로 진출했고, 신라는 소백산맥

을 넘어서 충주를 발판으로 한강 하류로 진출했다. 따라

서 어떤 경우에서든 남북과 동서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 죽주 지역이었다.17 이러한 지리

적 중요성은 사찰의 건립으로 이어지는데, 매산리 오층석

탑에서 출토된 영태(永泰) 2년명 탑지석을 통해 766년경 

사찰이 창건되어 있었고, 봉업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화차사(華次寺) 명문 기와를 통해 832년과 854년 등 통일

신라시대부터 불사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

대 죽주는 봉업사를 중심으로 불교미술 조성이 매우 활발

하였다. 이는 고려 건국 직후인 925년 능달(能達)이 주도

한 대규모 불사가 봉업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능

달은 청주 호족 출신으로 왕건의 개국에 기여한 인물로, 

그가 죽주에 파견되어 불사활동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왕

건이 궁예의 지지 기반이었던 청주 세력을 비롯하여 죽주

에 남아 있던 친(親)궁예적인 호족 세력들을 견제하고 민

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18 죽주 지역에는 석탑을 비롯하여 매산리 석조보

살입상,19 봉업사지 석불입상,20 장명사지 석불좌상,21 기솔

리 석불입상22 등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다수의 석불이 확

인되고 있어 고려 전기 경기도 지역 불교미술의 중심지였

음을 알 수 있다.

이천은 호법면 후안리에서 발굴된 후안리 삼층석탑

을 제외하면 중리, 관고리, 갈산동 등 설봉산(雪峯山)과 

복하천(福河川) 사이 이천 시내 부근에 석탑이 집중 건립

되었다. 이천 지역은 조선시대에 오천역(吾川驛), 아천역

(阿川驛), 잉읍원(仍邑院), 관천원(貫川院)23 등의 역원(驛

院)이 있어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로에 해당한다. 

1895년 후대에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천부이속음죽

현읍지(利川府移屬陰竹縣邑誌)』에 의하면 음죽현에서 북

쪽은 이천대로(利川大路)로 통하고, 동쪽은 죽령대로(竹

嶺大路)로 통하며, 서남쪽은 조령대로(鳥嶺大路)로 통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쪽에서 영남 지방으로 가기 위해

서는 죽령이나 조령을 넘어야 하는데, 당시 이천대로를 

통하여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24 한편 설봉산에는 설봉산

16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의 건립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서현, 2019,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연구」 『문화재』 52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p.90~119. 

17   정성권, 2013, 앞의 논문, pp.4~5.

18   경기도박물관, 2002, 위의 보고서, p.526. 

19   정성권, 2002, 「안성 매산리 석불 입상 연구 –고려 광종대 조성설을 제기하며-」 『문화사학』 17, 한국문화사학회, pp.287~312.

20   최성은, 2002,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 -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pp.48~52.

21   최성은, 2011, 「죽주 장명사지 석불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 초기 석불 양식」 『강좌미술사』 36, 한국미술사연구소, p.533.

22   정성권, 2012, 「안성 기솔리 석불입상 연구 -궁예 정권기 조성 가능성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 25, 신라사학회, pp.351~399.

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8, 利川都護府, 驛院條.  

『東國輿地志』, 利川都護府條.

24   엄기표, 2003, 「利川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 20호, 한국문화사학회,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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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남아 있는데, 신라 지방군사조직인 남천정(南川停)

이 설치되었던 군사·행정의 요충지였다. 관고리(官庫里)

의 옛 지명은 관후리(官後里)로 조선시대 진상미(進上米)

를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던 것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

다고 전하고 있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천 지역은 군사적·행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자의 수송

에도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鎭山)

으로 정상 부근에 영월암이 있으며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822호)으로 볼 때 나말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

이며 이천 불교문화의 중심지 역할25을 했기 때문에 이 일

대에 석탑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인은 경기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나말려초 석탑인 

어비리 삼층석탑이 있는데,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용천리 

오층석탑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고려 중기 이후의 

것이다. 앞서 살펴본 안성, 이천과 달리 용인 내의 특정한 

곳에 석탑이 집중 건립되기보다는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용인의 광교산 서

봉사지가 용인 지역에서 불교문화가 가장 성행했던 곳으

로 생각되는데, 부석사 주지였던 현오국사 종린의 입적 

후 왕명에 의해 1185년 세워진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가 

남아 있어 고려 중기 주요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초 1407년 『태종실록』에서는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

福寺)를 정하는데 천태종 사찰로 서봉사가 등장하고 있

다. 또한 조선시대 불경을 간행했던 사찰로 기록되어 있

고, 광교산 일대의 사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

어 이 일대 사찰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여주는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 신륵사 

다층석탑 등 신륵사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창리 삼층

석탑, 하리 삼층석탑 역시 신륵사와 마주보는 남한강변 

부근으로 여주의 석탑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양쪽 강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주는 신륵사 외에 

고려 초기부터 대찰로 번창한 고달사에 원종대사 혜진탑

과 고달사지 부도, 원종대사 혜진탑비 등 뛰어난 조각 수

법을 보이는 불교미술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26 고려 초기

에는 고달사가 여주 지역 불교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고달사는 조선시대에 서서히 쇠

락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폐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말 나옹선사가 신륵사에서 입적한 이후부터 조선시대에

는 신륵사가 여주 지역 불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27 신륵사의 사세는 조선 초기 영릉의 원

찰로 확정되면서 1472년(성종 3)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

어지면서 최전성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신륵사 

다층석탑이 건립되었으며, 왕을 상징하는 용이 석탑 기단

부 장엄조식으로 등장하는 등 원찰로서 국가의 지원과 함

께 사격(寺格)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Ⅲ. 건립 시기와 미술사적 의의

1. 건립 시기에 따른 특징

본 절에서는 먼저 각 석탑의 양식 특징을 살펴본 후, 

양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립 시기에 따른 특징에 대

해 고찰해보겠다. 경기도 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백제

25 영월암에는 보물로 지정된 마애여래입상 외에도 영월암 석조광배 및 연화대좌(나말려초), 영월암 삼층석탑(고려), 석조여래좌상(나말려초) 등의 석조미술이 남아 있다.

26 엄기표, 2015, 「여주 高達寺址의 浮屠와 塔碑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 18, 동악미술사학회, pp.123~164.

27 신륵사에는 석탑 외에도 보제존자 석종, 탑비, 석등, 팔각원당형 승탑, 원구형 승탑 등 조선 초기부터 불교미술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이 지

역의 중심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경기도 지역 시·군별 석탑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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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기도 지역 내 통일신라 불교미술은 불상의 경우 최근 죽산리 석불입상이 통일신라 불상일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당간지주는 장의사지 당간지주, 중초사지 당간

지주 등이 있다.

29 경기도박물관, 2005, 『고려 왕실사찰 봉업사』, 경기도박물관, p.206.

30 이순영, 2014, 「신라 석탑에서 별석 탑신받침의 형식과 특징」 『신라사학보』 32, 신라사학회, p.413.

31 회룡사는 고려 우왕 10년(1384) 무학대사가 창건했다고도 하고 조선 태조 4년(1395)이라고도 전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회룡사라는 사명(寺名)으로 불리게 된 것

은 태조 7년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와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하며, 회룡사 또한 왕실과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韓國寺刹全書』 “高麗辛禑十年(甲子)無學大師初

創…朝鮮太祖四年(乙亥)無學王師 初創 現今無學土窟是也 七年(戊寅) 太祖自咸興回駕 臨幸於此 爲王師擴張 改名回龍…”).

32 이순영, 2010, 「조선초기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18,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260~261.

와 고구려, 그리고 553년경에 신라에 편입된 이후 고려

가 들어서기 전까지 신라의 영역에 속했다. 이처럼 오랫

동안 신라의 영역이었지만,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석탑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28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은 발굴조사 

결과 하층기단은 9세기 통일신라 말 석탑의 하층기단을 

재사용하였던 것이 확인29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하층

기단 상부의 석탑은 전형적인 고려 석탑이다. 따라서 경

기도 지역 내에서 늦어도 나말려초기에 해당하는 가장 이

른 시기에 건립된 석탑은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이 유일하

다고 할 수 있다.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은 전형적인 이층

기단에 삼층 탑신을 올린 신라 일반형 석탑 양식을 따르

고 있다. 이 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9세기 말

의 신라 전형 석탑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초층탑신받침을 별석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갑석 상면에 받침을 조출하고 그 위로 별석 받침을 다시 

올린 초층탑신받침은 보령 성주사지에 건립된 4기의 석

탑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신라 석탑의 탑신받침 변화과

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30 

경기도 지역 석탑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

은 고려 석탑이다. 49기의 탑 중에서 나말려초 석탑 1기, 

조선 석탑 6기인데 비해 고려 석탑은 41기로 압도적인 수

량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석탑 조영이 집중적으로 이뤄

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도 지역 대부분에 고려 석탑이 

남아 있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남

아 있는 수량은 주로 1~2기가 확인되는데 안성, 용인, 이

천, 여주 등은 5기 이상씩 분포하고 있어 경기 남부에 집

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성은 봉업사지 일대를 중심

으로 죽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천은 설봉산 주변으로 

현재의 이천 시내 부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주는 남한

강 주변과 신륵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용인은 특정

한 곳에 집중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 건립된 양

상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석탑은 20기, 고려 중기는 8기, 고려 후

기는 13기로 파악되고 있어 고려 전기와 후기 석탑이 가장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전기 석탑으로는 봉업

사지 오층석탑, 죽산리 삼층석탑, 이천 중리 삼층석탑, 이

천 안흥사 오층석탑,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등으로 고려 전기 석탑 대부분이 안성과 이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지역적 특수성과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후 

고려 중기~후기에 걸쳐서는 특정 지역보다는 경기도 지역 

전반적으로 석탑 건립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은 전국적으로 약 14기 정도 

확인되는데, 절반 정도가 서울·경기 지역에 건립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역 내 건립된 석탑을 보면,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 묘적사 팔

각칠층석탑,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

탑,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등 6기가 확인된다. 현등사를 비

롯하여 수종사, 신륵사, 회룡사31 등이 수도인 한양과 지리

적으로 가까웠던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조선 왕실의 원찰

이거나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숭

유억불 정책으로 인하여 불사가 전대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왕실과 종척들에 의해 시행된 불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의 조선시대 석탑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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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등사 삼층석탑은 현재는 삼층만 남아 있으나 원래

는 5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3 기단부는 2층으로 불상

대좌와 같이 하대석·중대석·상대석의 구조를 보이는데, 

조선 초기 능묘 석조물과 양식적으로 친연성이 엿보인

다.34 또한 기단부 안상과 연화문, 옥개석의 치석 수법 등

에서는 고려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

고 있어 고려 석탑을 계승하면서도 조선시대 석조물 양

식이 반영되어 두 시대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도

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건립 시기 역시 현존하는 조

선시대 석탑 중 가장 이른 시기인 조선 초기 1411년에 건

립된 것으로 보인다.35 수종사 팔각오층석탑과 묘적사 팔

각칠층석탑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두 석탑은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수종

사 팔각오층석탑은 세조 5년(1459)에 창건되었다는 기

록으로 볼 때36 이 무렵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묘적사 팔

각칠층석탑은 치석 수법으로 볼 때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과 비슷하거나 약간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

륵사 다층석탑은 평면 방형의 일반형 석탑이나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기단은 불대

좌 형식을 보이고 있고 면석에 파도문, 운룡문 등을 조각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불교도상을 조각하는 석탑 장엄과

는 차이가 있다. 특히 기단부의 운족형 안상, 연판무늬 등

은 수종사 팔각오층석탑과 매우 유사하고 운룡문이 조각

된 사례로 보아 왕실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정

확한 층수를 알지 못해 ‘다층석탑’으로 불리고 있는데, 체

감률을 검토한 결과 13층의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도 한다.37 회룡사 오층석탑은 평면 방형 일반형 석탑 양

식을 따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현등사 삼층석탑과 유사

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단부의 안상, 연화문 형식 등

이 수종사 팔각오층석탑과 친연성이 높지만, 조각이 약

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수종사 석탑보다 약간 후대

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은 앞

에서 언급한 석탑들보다 세부 양식과 치석 수법 등에서 

많은 부분들이 간략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 지

역 내 조선시대 석탑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건립된 것

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 석탑을 건립 시기에 따라 구분해본 결

과, 통일신라(나말려초) 1기, 고려 전기 20기, 고려 중기 

8기, 고려 후기 13기, 조선 6기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고려시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고려 

전기와 후기에 집중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석탑으로는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이 유

일하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물론 죽산리 삼층석

탑은 발굴조사 결과 9세기 통일신라 말 석탑 기단부를 사

용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온전히 석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비리 삼층석탑이 유일하다. 통일신라 석탑은 9세

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경기도 지역에는 

거의 건립되지 않았다. 그동안 신라 불교문화가 전파된 

현황에 대해 신라 일반형 삼층석탑의 북방한계는 금강

산-속초 향성사지 삼층석탑38-인제 한계사지 삼층석탑-홍

천 물걸리사지 삼층석탑-횡성 중금리 삼층석탑-원주 거

돈사지 삼층석탑-안성 (봉업사지) 죽산리 삼층석탑으로 

33 이순영, 2010, 앞의 논문, p.252.

34 이러한 구조는 조선 초기 장명등의 화사석과 대석이 단일석으로 조성되는 체석(體石)과 매우 유사하다.

35 이순영, 2010, 앞의 논문, pp.264~265.

36  『奉恩寺末志』와 『水鍾寺重修記』에 따르면 세조 5년(1459년) 세조가 楊州 兩水江에 行幸하여 龍船을 물에 띄우고 經夜할 때 문득 早谷山(雲吉山)에서 종소리가 나는 것

을 듣고 기이하여 다음날 이곳을 답사하다 산 중턱 暗窟에 列坐한 18羅漢像을 발견한 후 팔도의 方伯에게 명하여 그 산 중턱에 石階를 만들고 절을 창건하게 했다고 한

다. 수종사란 명칭은 세조가 친히 조곡산에 행차해서 땅을 파니 물(水)이 솟고, 또 鍾을 얻어 水鍾寺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柳麻理, 1982, 「水鍾寺 金銅佛龕 佛畵의 考

察」 『美術資料』 30, 국립중앙박물관, pp.42~43).

37 신륵사 다층석탑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김훈래, 2013,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 제2집,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pp.77~113.

38 이순영, 2015, 「신라 향성사지 3층 석탑의 양식 특징과 건립시기」 『신라사학보』 35, 신라사학회,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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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기도 지역 석탑 양식

연번 석탑명 지역 시기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하층기단 상층기단
탑신석

옥개석

탱주 상층기단받침 탱주 부연 초층탑신받침 옥개받침 탑신받침 물끊기홈

1 어비리 삼층석탑 용인
통일신라

(나말려초)
1 2단 1 각형 1단 2단 + 별석 양우주 4단 호형 2단 有

2 하판리 지진탑 가평 고려후기 - - 1 - 2단 - 4단 1단 - -

3 용암사지 석탑 고양 고려전기 - - - - 각형 2단 양우주 4단 각형 2단 - -

4 상운사 석탑 고양 고려전기 1 - 1 - 2단 + 별석 양우주 4단 2단 - -

5 연주암 삼층석탑 과천 고려전기 - 2단 × 각형 1단 3단 양우주 4, 3, 3단 2단 有 노반, 앙화

6 문원리 삼층석탑 과천 고려후기 안상 - 양우주 × 1단
양우주

 + 문비
3단 1단 有 -

7 아차산 삼층석탑 구리 고려후기 - - - × 2단 양우주 3단 - - -

8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 - - - 1단
양우주

 + 문비
5단 2단 - -

9 매산리 오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 3단 양우주 호형 각호각 3단 - 3단 1단 有 -

10 죽산리 삼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기단 : 통신)
- 2단 양우주 × 연화문 양우주 4단 2단 - -

11 신창리 삼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 2단 양우주 각형1단 2단 양우주 4단 2단 - -

12 죽림리 삼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 - - × 호각 2단
양우주

 + 문비
4단 2단 - 노반

13 일죽 죽림리 삼층석탑 안성 고려후기 1 - 양우주 × - - 4단 - - 노반

14 청룡사 삼층석탑 안성 고려중기 - 각호각 3단 1 호형 각호각 3단 양우주 4단 1단 - -

15 도기동 삼층석탑 안성 고려후기 - - 양우주 × - 양우주 1단 - - -

16 장원리 삼층석탑
안성

(현 도난) 
고려후기 - - 양우주 - - - 4단 2단 - -

17 삼막사 삼층석탑 안양 고려후기 - - 1 × 3단 양우주 3단 - - -

18 중초사지 삼층석탑 안양 고려중기 - 별석각형 2단 양우주 각형 1단 각형 1단 양우주 4, 4, 3단 2단 - -

19 미륵당지 석탑
안양

(현 의왕)
고려후기 - - - - - 양우주 3단 1단 - -

20 지평리 삼층석탑 양평 고려전기 - - - - - 사방불 4단 2단 - -

21 용천리 삼층석탑 양평 고려전기 - 2단 1 - 2단 양우주 3단 1단 - 노반, 복발

22 창리 삼층석탑 여주 고려중기 안상 연화문 × 호형 2단 3단 - - -

23 하리 삼층석탑 여주 고려중기 - 호각형 2단 양우주 각형 1단 2단 양우주 4단 2단 - -

24 신륵사 삼층석탑 여주 고려후기 - 2단 1 호형 연화문 양우주 3단 2단 - -

25 신륵사 다층전탑 여주 고려후기 - - 우주 - - - 2단 3단 -
노반, 복발, 

보륜 등

26 공세리 오층석탑 용인 고려중기 안상 연화문 양우주 호형 × 양우주 3단 1단 - -

27 서봉사지 석탑재 용인 고려중기 - - 1 - 2단 양우주 3단 1단 - -

28 마북동 석탑 용인 고려후기 - - - -
연화문별석

(?)
양우주 5,4 1단 有 노반

29 용천리 오층석탑 용인 고려전기 - - 양우주 - - 양우주 4단 2단 - -

30 용덕사 석탑 용인 고려후기 - 호각형 2단 1 낮은호형 각호각 3단
문비 /

향로
4단 1단 - -

31 중리 삼층석탑 이천 고려전기 - 호각형 2단 양우주 각형1단 각호각 3단 양우주 5단 2단 - -

32 관고동 오층석탑 이천 고려 중기 - - - - 호각형 2단 - 4,3,3,3,3 1단 - -

33 안흥사 오층석탑
이천

(현 서울) 
고려전기 1 1단 1

각형1단 /

물끊기홈
각호각 4단 양우주 5단 1단 有 -

34 갈산동 오층석탑 이천 고려전기 - - - - 각형 1단 × 3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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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석탑명 지역 시기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하층기단 상층기단
탑신석

옥개석

탱주 상층기단받침 탱주 부연 초층탑신받침 옥개받침 탑신받침 물끊기홈

35 후안리 오층석탑 이천 고려전기 - - - 호형 각호각 3단 - 3단 1단 有 -

36 이천 오층석탑
이천 

(현 일본)
고려전기 - 각형 2단 1 각형 1단 각형 2단 양우주 5단 2단 - -

37 운계사지 삼층석탑 파주 고려후기 - - - - - 양우주 3단 2단 - -

38 심복사 석탑 평택 고려후기 - - - 각형 1단 호각형 2단 양우주 4,3,3 2단 - 노반

39 동사지 오층석탑 하남 고려전기 1 1단 - 각형 1단 각형 1단 양우주 5,4,4,4,3 1단 - 노반

40 동사지 삼층석탑 하남 고려전기 안상 2단 1 각형 1단 호각형 2단 양우주 5,4,4, 1단 有 -

41 용주사 오층석탑 화성 고려중기 안상 - 위패형 호형 1단
양우주 /

문비
4,4,3,3,? 2단 - -

42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석탑
화성 고려후기 - 1단 양우주 - 호각형 2단 양우주 3단 1단 有

노반, 복발, 

앙화 등

43 현등사 삼층석탑 가평
조선전기

(1411)
안상 연화문 연주형 옥개형 연화문

우주

+ 탱주
3단 1단 - -

44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
조선전기

(1493)
안상 연화문 원형 연화문 연화문

우주

+ 額
3단 2단 - 복발

45 신륵사 다층석탑 여주
조선전기

(1473)
운족형 연화문 운룡문 연화문 - 양우주 3단 1단 - 노반

46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남양주
조선전기

(15C)
안상 연화문

원형, 

안상
연화문 연화문

우주 

+ 額
3단 2단 - 복발

47 회룡사 오층석탑 의정부
조선전기

(15C)

운족형 

/ 안상

안상 

+ 연화문
額 연화문 연화문

우주

 + 額
2단 2단 有 -

48 청원사 칠층석탑 안성
조선전기

(15C 말)
안상 - 우주 연화문 - 양우주 2단 1단 - -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왔다.39 이를 통해 보면 상대적으

로 강원 지역보다 경기 지역에는 신라 석조미술이 소수만 

남아 있다.40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 지역 신라석탑의 북방

한계는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까지 볼 수 있을 것이며, 어

비리 삼층석탑이 경기도 지역 내 현존하는 유일한 신라 

전형 양식 석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려 전기 석탑은 대부분 안성, 이천에 집중 건립되

었으며 고양, 과천, 양평, 하남, 용인에서 소수 확인된다. 

안성과 이천에 고려 전기 석탑 건립이 집중된 이유에 대

해서는 앞서 분포 현황에서 검토하였다. 양평은 지평리 

삼층석탑과 용천리 삼층석탑이 해당되는데, 지평리 삼층

석탑은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어 경기도 지역

에서 유일한 사방불 석탑이다. 용천리 삼층석탑은 사나

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나사는 태고 보우가 용문산 소

설암에서 입적한 후 사나사에 석종과 석종비를 세웠다. 

그러나 용천리 삼층석탑은 신라계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있어 이보다는 이른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용

인 용천리 오층석탑은 용인의 유일한 고려 전기 석탑으

로 죽산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고려 전기에 죽

산 지역의 석탑 건립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중기 석탑은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화성 등지에서 

비교적 소수 확인되는데, 고려 전기 석탑 건립의 영향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려 후기 석탑은 

19기로 가장 많이 확인된다. 고려 후기 석탑은 경기도 전

39 정성권, 2012,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8.

40 이는 문화 전파 경로로서 당시의 교통로가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순영, 2015, 「강원지역의 신라 석조미술 확산과 전파경로 -인제 한계사지 석조미술을 중심으로-」 『豪佛 鄭永鎬 博士 八旬頌祝紀念論叢』,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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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이 시기에 석탑 건립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기 북부 지역에 석탑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나, 남아 있는 석탑이 대

부분 고려 후기~조선 전기에 해당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다수 파괴되었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석탑이 거의 없다는 점은 

약간 의아스럽다. 일반적으로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전

국적으로 석탑 건립이 확산된다. 통일신라 전형 석탑 양

식을 기본으로 변화를 보이거나 백제 석탑 양식을 계승

한 석탑, 평양 일대에서 평면 팔각형 석탑이 다수 건립되

어 백제와 고구려 석탑을 재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들과는 달리 고려만의 새로운 양식의 석탑

이 건립되는 등 다양한 양식의 석탑이 전국적으로 분포

한다.41 물론 경기 북부 사지 중 고려 전기부터 사찰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곳들도 있고,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 

등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석불도 일부 확인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 지역에는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석탑은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석탑 건립의 사례가 극

히 드문 것을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파괴만을 이유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려 태조는 건국 직후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곳에 

개태사를 세우고 석조삼존불입상(936년)과 개태사 오층

석탑을 조성한다. 개태사에 조성된 석조미술은 통일 후 

최초로 조성한 불교미술로서 고려만의 새로운 불교미술 

양식의 태동이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후 안

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논

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등은 광종의 왕권 강화와 왕즉

불 사상과 관련이 깊다.42 이러한 사례로 볼 때 고려 건국 

초기에는 개경 부근의 활발한 불사와 함께 통일 전쟁 과

정에서 상징성이 있는 지방이나 호족 세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지방에 주로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사찰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 북부에는 석탑

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 석조미술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는 불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전기의 교통로를 

살펴보면, 고려 전기에 개성에서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길은 개성-장단-적성-양주-의정부-서울로 통하는 길과 장

단-임진나루-파주-고양-서울로 통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전자는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

어온 길이었고, 임진나루와 혜음령을 연결하는 길은 주

요 교통로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문종 21년(1067

년)부터 남경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양주를 거치지 않

고 파주를 거쳐서 남경으로 통하는, 즉 개경과 남경을 연

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 파주-(혜음령)-고양 교통로가 새

롭게 각광받게 되었다.43 실제로 양주-의정부 일원에는 

고려시대 불교미술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양주는 양

주 회암사지를 중심으로 조선 전기에 불교미술이 집중되

어 있고 의정부는 망월사, 회룡사 등에 조선 전기에 해당

하는 불교미술이 다수 남아 있다. 또한 연천은 심원사에 

조선시대 석종형 승탑이 다수 남아 있는 등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불교유적과 석조미술이 다수 확인된다. 어쩌면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경기 북부의 동쪽에 해당하는 연

천, 포천, 양주, 의정부 등엔 고려 전기에 대형 불사가 성

행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되며, 그 결과 석탑을 포함

하여 불교미술 조성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미술사적 의의

경기도 지역 석탑은 통일신라(나말려초)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조성되었다. 이들 석탑은 

각 시대 양식을 반영하고 있어 큰 틀에서 한국 석탑의 양

41 홍대한, 2012,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27~329; 진정환, 2013, 「고려전기 불교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5~18.

42 정성권, 2002, 「안성 매산리 석불입상 연구 -고려 光宗대 조성설을 제기하며-」 『문화사학』 17호, 한국문화사학회, pp.287~312.

43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1~4차-』, pp.50~51,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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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 지역

이라는 공간 영역 속에서 살펴본다면, 나름의 주목할 만

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경기도 지역 석탑에서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사

용된 점이 주목된다.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고양 상운사 

석탑, 용인 마북동 석탑44에서 초층탑신받침을 별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탑에서 초층탑신받침은 갑

석 상면에 받침이 조출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통일신

라시대부터 받침을 별석으로 삽입하는 방식이 등장한다.45 

갑석 상면에 받침을 조출하고 그 위에 다시 별석의 초층탑

신받침을 올리는 형식은 보령 성주사지에 건립된 석탑 4

기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초층

탑신받침의 변화는 1층 탑신받침뿐만 아니라 각 층마다 

별석받침을 감입하는 방식, 초층탑신받침 자체를 연화문

으로 변화시키는 방식, 탑신받침을 1층 탑신석 하단에 모

각하는 방식과 별석받침을 앙련형 또는 복련형의 연화형

으로 조성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46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말에 건립된 것으

로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성주사지 석탑과 같이 갑

석에 탑신받침을 조출하고 다시 별석 탑신받침을 올린 형

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갑석에 탑신받침을 조출하고 그 

위에 올린 별석 초층탑신받침에 앙련의 연화문을 장식한 

예는 고양 상운사 석탑과 용인 마북동 석탑이 유일하다. 

별석받침을 연화형으로 변형한 석탑은 원주 용운사지 삼

층석탑,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원주 서곡사지 삼층석탑, 

안동 임하동 동삼층석탑, 논산 관촉사 삼층석탑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 석탑의 초층탑신받침의 변화는 

통일신라시대부터 탑신에 안치된 사리에 대한 상징성을 

강화하고 고려 석탑이 고준화되면서 상승감을 높여주기 

위한 시각적 목적 등이 반영되어 다양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47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상운사 석탑과 마북동 

석탑은 어비리 삼층석탑의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고려시

대에 들어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48 

고려시대 석탑 양식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계승 양식과 고려 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승 양식은 신라, 백제, 고구려 석탑 양식을 계승하는 석

탑을 가리키며, 고려 양식은 고려시대 석탑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갖춘 석탑을 말한다. 경기도 지역 고려 석탑을 보

면, 신라계 석탑과 고려 양식 석탑이 대부분이다. 신라계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석탑은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이천 중리 삼층석탑, 이천 오층석

탑,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 안성 신창리 삼층석탑, 양평 

44 용인 마북동 석탑은 완전한 석탑 형태를 보이지 않지만, 앙련의 연화문이 장식된 별석 탑신받침이 확인된다.

45 최초의 별석 초층탑신받침은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일반형 석탑에서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등장하는 것은 8세기 후반부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순영, 2014, 「新羅 石塔에서 別石 塔身받침의 形式과 特徵」 『新羅史學報』 32, 신라사학회, pp.389~432.

46 고려 석탑의 탑신받침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홍대한, 2007, 「高麗初 石塔의 塔身받침 造形特性에 관한 硏究 -塔身받침의 起源과 變化를 중심으로-」 『文化

史學』 27, 한국문화사학회, pp.615~620.

47 이순영, 2018,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52.

48 이서현, 2019, 앞의 논문, p.113.

사진 1   어비리 삼층석탑 별석 탑신받침. 사진 2 상운사 석탑 별석 탑신받침.

사진 3 마북동 석탑 별석 탑신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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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리 삼층석탑,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경기도 지역의 신라계 석탑 대부분도 한강 이북을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통일신라 석탑 건립의 북방

한계선과 어느 정도는 지역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고려 양식으로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안성 봉업사

지 오층석탑, 안성 매산리 오층석탑, 안성 죽산리 삼층석

탑, 여주 창리 삼층석탑, 여주 하리 삼층석탑, 용인 공세

리 오층석탑,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이천 후안리 오층석

탑,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등이다. 신라계 석탑도 적지 않

으나 아무래도 고려 석탑 양식을 보이는 석탑들이 대다수

이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 석탑 가운데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되는 석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에 대해 고려의 친(親)신라 정책과 그들이 수용했던 문화

적 기반, 그리고 중앙에 진출했던 옛 신라 세력에 의해 개

성과 인접 지역에 신라계 석탑 건립이 촉진되었던 것이

고, 반면 후백제 세력은 무신란을 전후하여 모두 몰락하

였기 때문에 후백제 세력이 그들의 문화를 경기도 지역에 

이식시키지 못하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국한하여 발

현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49 한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

층석탑, 묘적사 팔각칠층석탑은 고려시대의 고구려 양식 

계승 석탑과는 시기 차이가 있지만, 평면 팔각형 구조의 

양식적 원류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찾기도 한다.50 

그러나 세부적으로 기단부의 안상과 연화문, 옥개석의 우

동마루 표현 등은 조선시대 능묘 조각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평면 구조는 지역적인 특성상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미 조선화된 석탑 양식을 보여

주고 있어 계승 양식 석탑과는 차이가 있다. 

세 번째, 고려시대 석탑의 결구 방식 특징 중 하나

인 탑신을 여러 매의 석재로 나누어 결구하는 방식이 나

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결구 방식을 조합식51 또

는 적층식52 등 연구자에 따라 달리 부르는데, 탑신을 구

성하는 2매 이상의 석재를 수직으로 적층하거나 가로 방

향으로 결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결구 방식은 안

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하남 동사

지 오층석탑, 이천 오층석탑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확인

된다. 물론 이 같은 결구 방식이 경기도 지역에서만 나타

나는 것은 아니다. 광주 서오층석탑, 안동 하리동 삼층석

탑, 강진 금곡사지 삼층석탑, 화순 한산사지 삼층석탑, 장

성 천방사지 오층석탑,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제천 소악사지 삼층석탑 등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

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비교하면 경기 남

부 지역에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석탑의 크

기는 통일신라 말에 이르면 기단부 규모가 작아지면서 자

연스레 줄어들고, 사용하는 부재도 단일화되는 경향을 보

인다. 통일신라 말 석탑은 대부분 탑신을 1석으로 조성하

는데, 고려시대 석탑은 크기가 전대에 비해 커지는 현상

이 나타난다. 탑신석을 여러 매로 나누어 결구하는 방식

을 적용한 의도를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통

일신라 말에 소형화된 석탑 제작 방식에서 다시 대형화하

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1층 탑신을 여러 매의 석재로 나누

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탑신 제작 방식과 관련하여 경기 지역 석탑에

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탑신석과 옥개석을 단일

석으로 조성했다는 점이다. 석탑 부재를 단일화하는 경

49 박경식, 1998,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 -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10호, p.112.  

한편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은 안내문에 백제계 석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석탑의 3단 옥개받침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각

형 3단 옥개받침 형식은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 오층석탑의 옥개받침과 친연성을 보이기는 하나, 아차산 삼층석탑 3단 옥개받침 중 제일 위쪽의 1단은 모서리를 깎

아 치석하여 차이가 있다. 2층과 3층 옥개받침은 2단인데, 마찬가지로 위쪽 1단은 모서리를 깎아 치석하였다. 기단부도 완전하지 않아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하기에

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0 박경식, 1998, 앞의 논문, p.114.

51 전민숙, 2011, 「고려전기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3.

52 홍대한, 2012,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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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시대 흐름에 따른 석탑 건립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탑신과 옥개를 단일석으로 

제작할 경우 1층 탑신석은 1석으로 조성하고, 1층 옥개

와 2층 탑신부터 부재를 단일화하는데, 이처럼 주로 아래

층 옥개와 상층 탑신을 단일석으로 제작하게 된다. 아마

도 석재를 치석하고 가공하는 데 있어 이러한 방식이 제

작상 편리하면서도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탑

신을 쌓아 올리는 데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

리 아래층 탑신과 상층 옥개를 단일석으로 조성하여 치석

한 석탑도 등장하고 있다.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용인 공

세리 오층석탑, 안성 매산리 오층석탑 등에서 이러한 방

식이 확인되는데, 모두 경기 남부 지역에 해당하며 공교

롭게도 인근 지역이다. 대부분 1층을 제외한 그 상층의 

탑신과 옥개를 단일화했는데, 전체의 부분만 적용한 경우

도 있고, 2층 이상의 탑신 구성을 모두 이러한 방식을 적

용한 경우도 있다. 이들 외에도 부여 홍량리 오층석탑, 공

주 반죽동사지 석탑, 강릉 등명낙가사 석탑, 천안 만일사 

석탑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수 확인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일부에서 보인다. 앞서 언급

했듯이 탑신을 여러 매로 결구하는 방식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데, 이러한 탑신 제작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다

만 추정컨대 아래층 탑신 + 상층 옥개 구성을 석탑 제작 

방식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장엄조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장

엄조식은 시대 양식에 따른 보편적인 유형이 주류를 이루

지만 특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먼저 기단부 조식을 

살펴보면 안상과 연화문이 조각되는데, 안상만 새기거나 

안상과 연화문이 동시에 조식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은 하층기단 각 면에 안상을 3구씩 

조식하였는데, 전형적인 연화형 안상으로 통일신라 양식

을 보이고 있다. 여주 창리 삼층석탑의 하층기단은 면석

과 갑석이 단일석으로 조성되었는데, 면석부 각 면에 안

상을 2구씩 조식하였고, 갑석 상면은 복련의 연화문으로 

장엄하였다.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은 현재 하층기단 면

석부가 땅속에 묻혀 있지만, 각 면에 안상이 4구씩 조식

되어 있다고 한다.53 갑석 상면에는 큼직한 연화문이 복련

으로 새겨져 있는데, 모서리 귀꽃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은 단층기단의 소형 석탑이

사진 4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탑신 

결구 방식.

사진 5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탑신 결구 

방식.

사진 6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탑신 결구 

방식.

사진 8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탑신 

제작 방식.

사진 7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탑신 제작 

방식.

사진 9   안성 매산리 오층석탑 탑신 제작 

방식.

A B

그림 2   탑신 제작 방식 사례, A: 아래층 옥개 + 상층 탑신, B: 동일층 탑신 + 옥개.

53 李殷昌, 1965, 「龍仁 貢稅里 五層石塔」 『미술사학연구』 통권58호, 한국미술사학회, pp.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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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기단 지대석은 1매의 판석으로 조성되었고 측면에 

2구의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기단부 장엄 종류 중 특이한 사례는 화성 용주사 오

층석탑을 들 수 있다. 단층기단으로 1석의 지대석 측면에 

안상을 3구씩 조식하였고, 기단 면석에 위패 모양을 조각

하였다. 이러한 위패형 장식은 주로 범종이나 석종형 부

도에 조각되는 경우가 많고 석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

는다. 그리고 신륵사 다층석탑의 경우 기단은 불대좌형

으로 하층 면석엔 파도문, 상층 면석엔 운룡문이 조각되

어 있으며, 대칭되는 갑석부에는 상하로 연화문을 새겨 

장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상대갑석 상면을 연

화문으로 장엄한 석탑으로는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이 있다.

탑신에 새겨지는 장엄은 주로 문비(門扉)인데 내부 

공간을 조성하여 감실을 표현하는 경우와 표면에 새기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1

층 탑신 남면의 중앙에 한 단을 안으로 들여 공간을 조성

한 후 감실을 표현하고 있다. 감실 주변으로 장식을 달았

던 흔적이 남아 있어 다른 재질로 문짝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성 칠장사에 있는 죽림리 삼층석탑은 1층 탑

신 한쪽 면에 장방형의 문비를 새겼는데, 가운데 음각선

을 세로로 새겨 문짝을 표현하였으며 양문에 원형의 문

고리를 양각하였다.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의 1층 탑신에

도 문비가 새겨져 있다. 얕은 음각선으로 전체 문비를 구

획하고, 가운데 세로의 음각선으로 문짝을 표현하였으며 

그 중앙에 자물쇠 고리가 조각되어 있다. 용인 용덕사 석

탑은 한 면에 자물쇠 고리를 새긴 문비가 있고, 반대 면에 

향로를 조각하여 탑신 내부 사리에 대한 장엄 의사를 높

이고 있다. 용주사 오층석탑의 1층 탑신에도 2줄의 돌대

사진 10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기단 

안상.

사진 11 여주 창리 삼층석탑 기단 안상.

사진 12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갑석 

연화문.

사진 13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기단 안상.

사진 14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기단 

위패형 장식.

사진 15 신륵사 다층석탑 기단 운룡문.

사진 16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문비.

사진 17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문비.

사진 18   시흥 문원리 삼층석탑 문비. 사진 19 용인 용덕사 석탑 문비.

사진 20   용인 용덕사 석탑 향로 

조각.

사진 21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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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비를 구획하고 내부에 자물쇠형 고리를 조각하여 문

비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양평 지평리 석탑은 경기도 지

역에서 유일하게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옥개석에도 장엄을 한 사례가 확인되는

데, 파주 운계사지 삼층석탑은 옥개석 하면, 즉 옥개받침

이 전각부와 만나는 모서리에 꽃잎 모양의 장식이 있어 

주목된다. 옥개석 모서리에 풍경을 걸기 위한 구멍의 주

변을 꽃잎 모양으로 장식하는 사례는 밀양 소태리 오층석

탑, 성주 동방사지 칠층석탑에서 확인되기는 하지만, 옥

개석 하단 모서리 부분에 꽃잎 모양 장식이 새겨진 사례

는 찾아보기 힘들다. 용인 마북동 석탑은 기단부도 남아 

있지 않고 탑신석도 1층만 남아 있어 원형을 알 수는 없

으나, 1층 옥개석 지붕면 한쪽에 피어오르는 구름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이러한 장식은 다른 석탑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독특한 장식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기

단부 안상, 연화문으로 조식된 갑석, 1층 탑신의 문비 조

각, 사방불 등은 다른 석탑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장엄 

형태이지만, 용주사 오층석탑 기단부의 위패형 문양, 용

덕사 석탑의 향로 조각, 운계사지 석탑의 옥개받침 화문 

장식, 마북동 석탑 옥개석의 구름문 등의 장식은 특이한 

사례로, 다양한 장엄조식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 48기의 석탑을 대상으로 양식

과 시대별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조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석탑 건립은 통일신

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경기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 논문은 경기도 지

역 석탑의 분포 현황과 건립 시기를 분석함에 따라 건립 

특징을 도출하여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

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석탑의 미술사적 의의를 

통해 그 지역의 불교문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지역 역시 삼국시대 불교가 유입된 이후 고

려~조선을 거치는 동안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그에 

따른 석탑 건립도 성행하였다. 분포 현황을 보면 경기 북

부보다는 남부에 집중 건립되었는데, 중심이 되는 지역은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이다. 이는 신라 불교문화의 북

방한계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고려시대에 들어 이 

지역에서 불사가 활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

로 경기 북부에는 석탑을 건립하는 대형 불사가 많지 않

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대별 특징을 보면 통일신라부

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석탑이 남아 있어 꾸준히 석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석

탑은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1기로 신라 불교문화의 북방

한계 범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주로 

고려시대 석탑이 집중 건립되었는데, 고려 전기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활발히 건립되었으며, 고려 중기 역시 전

기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에 지속 건립됨을 볼 수 있다. 고

려 후기에 들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석탑이 건립되는데, 

한층 석탑 건립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는 한양과 가까운 지역 및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들에 

석탑이 건립되어 당시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

할 수 있다. 석탑 건립은 지역적 특수성, 즉 교통의 요지

사진 22 양평 지평리 석탑 사방불.

사진 23   파주 운계사지 석탑 옥개받침 

화문 장식.

사진 24   용인 마북동 석탑 옥개석 구

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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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곳에 주로 건립되는데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 전략

적 요충지로서 주목되는 지역에 불사가 성행하였고 그로 

인해 석탑 건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는 성주사지 석탑의 영향을 받

아 별석 초층탑신받침 석탑이 통일신라~고려에 걸쳐 건

립되었다는 점과 고려시대 석탑 중 백제계 석탑은 확인되

지 않고 주로 신라계 석탑과 고려 양식 석탑이 건립되었

다는 점, 탑신 결구 방식과 제작 방식에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석

탑 장엄조식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본 논문은 경기문화재단의 「2019 경기 지역학 활성화 공모 지원」에 선정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진은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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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m was introduced to Gyeonggi-Do early on and thus created various types of  Buddhist culture there. 

Since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into Gyeonggi-do, the there has been continuous construction of  stone stupas. 

More stone stupas were built in southern Gyeonggi than in northern Gyeonggi-do. In particular, Anseong, Icheon, 

Yongin, and Yeoju were centers of  construction.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stone stupas remain 

from the Unified Shilla Period to Joseon, indicating that stone stupas were steadily built during this period.

The stone stupa corresponding to the Unified Shilla Period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northern limit 

of  Shilla Buddhist culture. Since then, the stone stupas of  the Goryeo Dynasty were actively constructed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do in the early Goryeo Dynasty. By the late Goryeo Dynasty, the stupas were built 

throughout Gyeonggi-do, indicating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stupa was active. In the Joseon Dynasty, stone 

stupas were built in temples near Hanyang and deeply related to the royal family. Stone pagodas were erected mainly 

on major traffic routes.

Stone stupas built in Gyeonggi-do have a variety of  artistic and histor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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