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백제의 문화를 살펴보면 불교문화로 인하여 이어져 있
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백제양식의 석탑에 대해 남아있는 연구 자료는 일제 
강점기 초기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알

려져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보존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석탑의 양식과 건립연대
는 중요한 정보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현재의 모습으로만 추론, 짐작해야 하므로 매
우 안타깝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백제시대의 탑 중에서 유일의 석재탑으
로 알려진 미륵사지석탑과 정림사지 5층석탑을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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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y is bound to chang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modern people, and based on 
this, we must find the will to practice for our future. In order to examine the ideology of a country, 
we can know the cultural aspect of that country through its religious ideology and its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focuses on the stone pagoda of the Baekje period. In order to collect data on the 5-story 
stone pagoda of Jeongnimsaji, I would like to study the formative features of the 5-story pagoda of 
Jeongnimsaji by visiting the Jeongnimsaji Museum and familiarizing myself with domestic and foreign 
professional books, preceding papers, and references based on pri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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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중 부여의 정림사지 5층석탑에 중점을 두어 연구
하였으며 석탑의 배치 방식을 되짚어 보았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정림사지 5층석탑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선인들의 연구

를 토대로 정림사지 박물관 방문과 국내외 전문서적, 선
행논문, 참고문헌 등을 숙지하여 정림사지오층석탑의 건축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형적 특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석탑의 이해와 조형적 특징

2.1.1 백제의 불교문화 도입
불교는 백제 뿐 아니라 고구려, 가야, 신라 등의 정치

와 문화세력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이라 볼 수 있다. 
고구려는 374년 아도(阿道)가 와서 국내성에 성문사

(省門寺)와 이불란사(伊佛蘭寺)를 지어 국도불교가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광개토왕 2년(392)에는 
평양에 금강사, 반룡사, 영탑사 등 9개의 사찰을 지어 평
양이라는 신수도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삼기도 했다[1].

백제의 문화를 살펴보면 불교문화로 인하여 이어져 있
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불
교는 국가 간의 교류에 의해 전파되기 이전에 민간에 의
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증거는 어디에서도 확인 된 
바가 없다. 다만 삼국 중에서 고구려가 (전진왕 부견이 
372년) 제일 먼저 불교를 수용 하였다고 전래되고 있다. 

백제는 이보다 12년이 지난 침류왕 원년 384년에 불
교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의 불교는 호승(胡
僧)인 마라난타가 전하였다. 침류왕 원년(384) 9월에 마
라난타가 진나라에서 백제로 들어왔다[2]

백제 또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왕실에 의해 불교가 
전파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
측하고 있다. 백제의 불교 수용 시기는 한성시기라 알려
져 있지만 본격적인 불교문화를 발전시킨 시기는 사비시
기라 말할 수 있다. 사비시기의 불교발전은 단순한 종교
를 떠나 정치권력 부분에서의 왕권강화에 정당성을 제공
하였으며, 국가체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경제, 문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현존하고 있는 불교에 관한 유물, 유적들의 사료들에 
대해 살펴보면 6세기 초 즉 웅진시대 중엽까지는 그 세

력과 영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해진 자료를 살펴보면 불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
작 한 것은 성왕(聖王)(재위523–554)의 치세(治世) 때부
터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사찰들이 건립되고 
구체적인 승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왕대
의 불교 발전은 부왕(父王)인 무령왕(武寧王)(501-523) 
때부터 시작된 중국 남조(南朝) 량(梁)과의 활발한 교류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3].

2.1.2 석탑의 이해
백제양식석탑이라고 하는 일군의 석탑은 백제석탑인 

미륵사지와 정림사지 석탑의 양식을 토대로 하며, 그 수
는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략 40여 기에 이른다[4]. 
불탑을 처음 수용할 당시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다층
누각식목탑이 많이 건립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
라의 자연조건에 가장 적합한 재료인 화강암을 이용한 
석탑이 유행하였다[5].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의 황룡사
에 목조9층탑을 건립할 당시 선덕여왕이 백제의 건탑(建
塔) 기술자인 아비지를 초청하여 225척의 거대한 탑을 
완성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백제의 건축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통일이 되면서 백제 양식과 수법을 공유한 
석탑들이 한 순간에 단절됨은 우리의 선행에서 말하는 
건축 기술을 비롯한 문화, 예술이 계승 발전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백제시대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사찰의 흔적
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찰의 규모와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찰은 정림사지와 미륵사지이다. 

이 두 사지에 세워져 있는 2개의석탑은 백제시대를 대
표하며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백제의 석탑으로 매우 귀
중한 자료이자 한국 석탑의 시조(始祖)라 평가받고 있다.

처음엔 대부분의 탑들이 목탑으로 건립되었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고 이를 백제의 장인들이 목탑의 
문제점을 보안 해결하기 위해 그 시대에 가장 흔하게 채
취 할 수 있는 품질 좋은 화강암을 사용하여 목재 탑을 
재현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석재 가공 기술이 더
욱 발달하면서 건립된 석재 탑이 부여의 정림사지 5층석
탑과 익산의 미륵사지석탑이 있다.

미륵사지석탑은 그 전의 목탑을 충실하게 재현한 반면 
정림사지 5층석탑은 이보다 간략하게 재현됨을 볼 수 있
다. 익산 미륵사지석탑은 백제 武王代 건립된 현존 한국 
最古의 석탑으로 목탑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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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of Mireuksa Temple Site 
Stone Pagoda

Stylobate Part of Mireuksa 
Temple Site Stone Pagoda

Animal Statue at Edge of 
Stylobate

Tower Head Part of Mireuksa 
Temple Site Stone Pagoda 

Sources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able 1. Structure of the Mireuksa Stone Pagoda

Sources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able 2. Front of Restored Mireuksa Temple Site 
Stone Pagoda 

이를 형태적인 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미륵사지석탑은 
목조 건축 양식의 특징을 충실히 담아 그를 토대로 목재
와 석재를 같이 사용해 표현하여 강직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또한 목탑의 구조를 가졌지만 돌로 재 표현한 탑
으로 목재 탑에서 석재 탑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
서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Table 1과 같다.

미륵사지를 최초로 기록해 놓은 문헌은『삼국유사(三國
遺事)』「무왕조(武王條)」에 나온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백제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행차하던 중 용화사 아래 큰 못가에 이르자 미륵삼존이 
나타났으므로 수레를 멈추고 경의를 표하였다. 왕비가 왕
에게 이곳에 절을 세우기를 청하였으므로 못을 메워 절
을 창건하였다[7]

미륵사지석탑은 해체 전 6층까지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6층의 경우 귀옥개석과 상하 귀옥개받침석,
귀기둥석,귀탑신받침석만이 잔존하여 평면 고찰은 불가
능하다. 다만 6층의 귀옥개석은 다른 층의 귀옥개석 추녀
마루가 폭을 가지면서 가공된 것에 비하여 선각되어 있
었는데 이는 오히려 동탑 귀옥개석의 가공과 같아 원래 
석탑의 부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8]

미륵사지석탑의 주목되는 것은 동탑의 상륜부에 올라
졌던 노반석(露盤石)과 탑신부의 부재인 옥개석이었다. 
또한 동탑지에서 출토된 모든 석탑 부재들을 실측한 결
과 석탑의 층수는 9층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도에 미륵사지동탑 복원안이 최종 확정
되어 복원되었다[9]

이렇듯 백제 석탑의 형태와 양식에 의해 석탑의 건립
시기를 추론하는 가운데 많은 견해가 거론되고 있는 상
태에서 한국미술사학자인 고유섭 선생의 의견에 많은 연
구자들이 동의하면서 미륵사지석탑을 백제시대 석탑의 
선행으로 건립된 양식이라 보았다.

이를 통해 미술사학계의 학자들은 정림사지 5층석탑
이 미륵사지 석탑보다 더 후대에 건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2 정림사지 5층석탑의 조형적 특징
백제인들에 의해서 건립된 으뜸으로 여겨지는 절터 정

림사지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에 위치하고 있
으며 1983년 3월 26일에 사적 제301호의 문화재로 지
정되었다. 정림사지의 담장너머로 우뚝 솟아 있는 석탑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석탑 정림사지 
5층석탑이다.

정림사지 5층석탑 뒤로 현존하고 있는 건물은 최근의 
건립된 건물이지만 그 속에 안치된 좌상 석불은 고려 때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정림사지 5층석탑은 공주 공산성, 송산리 고분, 
관북리 유적, 부소산성, 나성, 능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
리유적과 미륵사지와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정림사지 5층석탑에서 볼 수 있는 정제미, 조형미, 고
도의 균형미로 완성된 백제 석탑의 조영 기술은 그 후로 
불국사의 석가탑(통일신라), 부여 장하리 3층석탑(고려)
에 이어 일본의 석탑사 3층석탑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정림사지 5층석탑에 대한 최초의 실측조사는 
1920년대 초반 일본인 소천경길(小川敬吉)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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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졌다. 당시 이루어진 실측치를 바탕으로 삼산신삼(杉
山信三)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10]. 이후 미
전미대치(米田美代治)가 1943년에 정밀 실측조사를 진행
하여 의장 계획과 사용 척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
하기도 했다[11].

정림사지 5층석탑은 건립된 이후 원상태로 현존하고 
있으며 아직 해체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에 석탑 내부구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12].

또한 정림사지 5층석탑이 미륵사지석탑보다 목탑을 
더 충실히 모방하였으며, 사비시기 수도에 먼저 석탑이 
건립되고 다음으로 지방에 건립되는 것이 순이라는 측면
도 군거로 제시되었다[10]. 당시 米田美代治는 정림사지 
5층석탑에 사용된 척도가 동위척(東魏尺)이며, 각 층에 
대한 비례를 비교하여 체감율을 분석하였고, 상륜부의 높
이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석탑이 목탑을 모방하
여 만든 석탑이며, 일본에 남아 있는 법륭사 오층 목탑이 
백제의 목탑 건립 기술에 의하여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
정하였다[10].

정림사지 5층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에 비해 3/1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Sources: Jeongrimsaji Museum

Table 3. Jeongrimsa Temple 5th Floor Stone Pagoda

정림사지 5층석탑의 모습은 정제됨을 보여주고 있으
며 5층석탑의 탑신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미륵사지석탑 보다 늦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일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림사지 5층석탑은 목조건축물의 양식 모방 정
도가 덜하여 형상미를 한 층 더 승화시켜 주어 단순함 속
에 우아함을 간직하고 탑의 단 마다의 끝을 살짝 올려주
어 그 안에서 절제된 세련미를 보여 주고 있다.

2.2.1 정림사지 5층석탑의 구조

국보 제9호로 지정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2기의 백
제 석탑 중 하나이다[13].. 정림사지 5층석탑은 상륜부가 
손실된 가운데 남아있는 전체 탑의 높이는 8.33m이며, 
일반적인 석탑에서 보이는 구조와 같이 지대석(地臺石)을 
쌓아 올리고 여러 장의 돌을 사용해 낮은 기단부를 조화
롭게 조성하여 안전감을 준 뒤 그 위에 탑신부(塔身部)를 
구성하였다. 

Table 4처럼 면석의 각 면에는 우주(귀퉁이 기둥돌)
와 탱주(지탱하는 돌)를 하나씩 새웠다. 1층 탑신의 네 
모퉁이에는 별도의 돌로 민흘림의 우주를 만들고 그 사
이에 두 장씩 판석을 끼웠다. 탑신 2층부터 몸돌은 윗면
으로 갈수록 부재가 줄어 차례로 4개, 2개, 한 개의 돌로 
만들어져 있다.

Top Part Dome
Support Stone

5th 
story

Six-sided Stone Six-sided Stone
Roof Stone Support

Body Stone Body Stone

4th Six-sided Stone Six-sided Stone
Roof Stone Support

Body Stone Body Stone

3rd Six-sided Stone Six-sided Stone
Roof Stone Support

Body Stone Body Stone

2nd Six-sided Stone Six-sided Stone
Roof Stone Support

Body Stone Body Stone

1st 
Story

Six-sided Stone Six-sided Stone
Roof Stone Support

Body Stone

Stylobate
Gapseok

Middle Stone
Lower Stone

Foundation Stones

Table 4. Jeongnimsa 5-story stone tower structure

지붕돌의 아래 면에는 여러 장의 석재로 구성된 2단의 
지붕받침을 두었는데, 탑신과 마찬가지로 위층으로 갈수
록 석재의 수가 줄어든다. 옥개석(지붕석)은 얇고 넓으며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이 나타나고, 옥개받침(지붕받
침) 아래에는 사각형의 석재를 놓고 윗면을 비스듬히 다
듬어서 간략화된 공포(拱包) 형태를 재현한다. 지붕돌의 
윗면에는 노반석을 두었다. 몸돌에 비해 지붕돌의 폭이 
넓고, 작은 석재를 많이 사용하여 축조하여 외견상 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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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유사하다. 안정감 있는 체감률의 격조 높은 탑이
다[14].

좁고 얕은 1단의 기단과 배흘림기법의 기둥표현, 얇고 
넓은 지붕돌의 형태 등은 목조건물의 형식을 충실히 이
행하면서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
을 보여주며, 전체의 형태가 매우 장중하고 아름답다. 익
산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과 함께 2기만 남아있는 백
제시대의 석탑이라는 점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세련되고 정제된 조형미를 통해 격조 높은 기품을 풍기
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다[15].

2.2.2 정림사지 5층석탑의 비례
정림사지 5층석탑을 한마디로 표현함에 있어 비례미

를 빼놓고서는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는 정림사지의 5층
석탑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의 배치와 구성에 있어도 
매우 정교한 비례미가 느껴진다. 

5th story

3rd+4th=
7 stones

  2nd

2nd+5th=
7 stones

1st Story Tower 
Body+1st Story 
Roof =7 cheok

Height of 
Stylobate

=3.5 cheok 
(1/2 of 7 cheok)

Width of Stylobate = 10.5 cheok (7 cheok+3.5 cheok) 1st Story 
Width=7 cheok

Source: Jeongnimsa Temple Site Museum
Fig. 1. Jeongnimsa 5-story stone pagoda ratio

또한 Fig. 1과 같이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수리적 원
리를 활용하여 탑의 아름다움을 돋보임과 동시에 안전감
을 주는 완벽한 고도의 비례미를 갖춘 탑이라 생각한다.

탑의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는 탑이 세
워질 지면에 둘러쌓아 놓은 돌인 지대석의 크기이다. 이

로 인해 탑의 높이와 너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탑의 높이와 너비를 재는 단위로는 척(尺)을 사용하였

는데 이는 고려척(高麗尺)을 말하며 1척(尺)은 약 35cm
이며 지대석 너비 14척의 절반인 7척을 탑의 기본 단위
로 이야기하였다.

정림사지 5층석탑의 지대석의 너비와 탑의 높이 등을 
측정해 본 결과 Fig. 1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탑신부 1층에서 1층 지붕돌(옥개석)의 높이 까지가 7
척이며, 1층탑의 너비 또한 7척이었다. 탑의 2층과 5층
의 높이의 합이 7척이고, 3층과 4층의 높이 합도 7척으
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탑의 아래쪽 기단부(갑석, 중석, 지석, 지대석의 합)의 
높이는 (7척의½)인 3.5척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기단
의 너비는 지대석의 너비를 측정한 결과 10척(7척+3.5
척)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보았을 때 정림사지 5층 석탑
은 완벽한 균형의 비례미를 갖춘 탑이라 할 수 있다. 

Jeongrimsa Temple 5th Floor 
Stone Pagoda Mireuksa Stone Pagoda

1
The tower seems rather small and 
the heights of tower bodies on 
2ndstoryandhigherweresignificantlyl
owerandfeltgraceful.

The tower seems large. 

2 The stone pagoda is small in 
scale. 

The stylobate was same as 
that of wooden structures. 

3
The pagoda has 5 levels, which is 
fewer than that of Mireuk Saji 
Stone Pagoda in Iksan. 

The stone bodies consist of 
three units per side from the 
bottommost to the 5thstory.

4
Each stone body consists one unit 
per side and is free of space for 
passengers or epitaph inside. 

The top has a stone statue and 
the top has the head that 
symbolizes Buddhist names or 
prayers.

5 There is no wall on the tower 
body of the root level. 

There clearly are factors 
representing entasis on each 
column and foundation of the 
root level.

6
There is a flat stone on the 
bottom of the roof stone support 
and the stone on top of that has 
slanted bottom. 

There are beams and lowest 
molds between each column 
and foundation of root level. 

7
The stylobate has single level and 
added supporting columns to 
replace the stone stairs.

On the central unit of the root 
level are the baffle, door posts, 
and gate leaves (gate leaves 
not remaining today).

8 Each member of the pagoda was 
made of individual stone. 

There are flat stones and walls 
on the stone body of root 
level. 

9 There is entasis on the edge 
columns of root level. 

The support is 3-level reverse 
steps and consists of two 
stones. 

10 The roof stone is thin and large 
and has engravings on the hip.

The roof stone is thin and large 
and has engravings on the hip. 

11
The ends of eaves are almost flat 
and rolled up at the four ends 
(Baekje style).

The eaves are slightly lifted up 
at the edges (Baekje style).

12
The stylobate and each 
member and body of the stone 
pagoda are individual stones. 

Table 5. Features of Baekje-style stone tow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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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Table 5는 백제계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표로 
정리 한 것이다. 

현 백제계 석탑의 특징은 결국 이것에서 발현되어 나
타나기 때문에 넓게는 백제·백제계 석탑을 포괄하게는 
백제양식석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7].

3. 결론
사비성의 중심에 자리한 정림사는 백제 불교문화를 부

흥으로 이끈 사찰이며, 이곳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
제된 백제양식석탑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정림사지 5층석탑은 목조탑을 그대로 제현 한 특별한 
외양을 갖은 탑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함 보다는 단
아함 속에 감춰진 우아함과 독창성으로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는데 있어 부족함 없다고 생각된다. 

시끄러움이 아닌 고요함, 가벼움이 아닌 묵직함이 느
껴지는 정림사지 5층석탑, 그 자태에서 백제인들의 정서
와 한과 인생을 표현하는데 있어 충분 할 것이다. 이는 
현존하고 있는 백제계 석탑의 조형적 이해를 돕는데 있
어 큰 바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림사지5층 석탑에 대한 자료를 선인들의 연
구 결과로 축적 정리하면서 부족한 자료로 인해 아직까
지 건립배경 및 연대에 대한 추정만 있을 뿐 단정 지을 
답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백제의 순수 석탑들이 소외 받
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본 필자는 백제양식석탑의 정석인 정림사지 5층석탑
에 대한 자료의 연구와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간
절히 바라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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