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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gamsa Sumano Stupa(Korean National Treasure No. 332) is a brick like stone stupa and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pa was built in the Later Silla period or in the early part of the Koryo period, considering its

structure and style. This Buddhist stupa is highly significant in Korean Buddhism since it was built to enshrine

Buddhist sarira reliquaries that 'Jajang' brought from China in the 7th century, according to the 『Overlooked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orean Kingdoms,『三國遺事』』. However, the stupa was positioned at the

very unique location. It was positioned not at the center of Jeongamsa Temple, but at the separate edifice. The

location of Jeongamsa Sumano Stupa indicates that this stupa embodies the nature of Mahaparinirvana treasure

palaces and that this stupa was recognized as a solemn symbol, which reflected a sarira faith.

Jeongamsa Sumano Stupa is the only brick stone stupa built in Gangwon province. It is worth noticing that

this stupa was mostly made of dolostones, found around this region, and thereby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reflected in this stupa. The other interesting fact about Jeongamsa Sumano Stupa is that there are many

records available which include information about stupa's reconstruction, considering that there aren't many

records of other stupas. The most representative records are 5 pieces of memorial stones which include

information about when and on what ground the stupa was reconstructed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originators of the stupa. In conclusion, Jeongamsa Sumano Stupar could be regarded as the academically

valuable material since it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and helpful for understanding not only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stupas, but also so many other things such as construction techniques, styles of brick pagoda

and brick stone stupa, and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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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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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지원(2019-0319)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문화재청 국가문화재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고찰한 내용

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필자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결과이다.

정암사 수마노탑은 한국의 여느 다른 모전석탑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특성이 있다. 신라 승려 자장에

의한 건립연기를 비롯하여 진신사리 봉안, 문수신앙,

적멸보궁, 비보적 성격, 塔誌石에 의한 구체적인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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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수마노탑이라는 고유한 탑 이름 등에서 돋보이

는 특징이다.

그간 한국의 불탑연구는 양식사적, 미술사적, 건축사

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불탑을 미술사

적 양식주의 이외에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립연

기, 설화적 의미와 역사적 사실, 타 불탑과의 비교, 문

화재적인 가치, 건축구법, 불교사적 의미, 사용재료 등

에 대하여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탑의 장

소적 가치와 기능적 의미와 함께, 그간의 연구결과에

서 찾아 내지 못한 수리기록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해

석한 내용을 밝히고자 하였다.

불탑을 건축분야의 소산으로만 이해한다면 건축구

법, 건축양식, 재료에 한정해서 서술하여야 할 것이고

미술사적 입장에서 살피고자 하면 내재적 의미, 비례

와 균제, 체감비, 봉안품, 역사적 기록 등에 대하여 고

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불교적 성물인

불탑을 부처의 사리가 봉안된 절대적인 장엄으로 이해

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초창시의 건립

을 위한 연기, 건립장소 선정, 참여 및 후원자, 역사적

사실과 수리기에 나타난 내력 등에 대하여 한층 포괄

적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2. 淨巖寺와 水瑪瑙塔의 유래와 연혁

2-1. 旌巖寺의 연혁

정암사와 수마노탑은 신라시대 慈藏律師1)로부터 비

롯된다. 즉 정암사는 함백산 천의봉 자락에 위치한 사

찰로서 7세기 중후반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

다. 여기에서 ‘전해진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음은 실제

로 자장의 생애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많지 않고,

아울러 오대산 순례 등 만년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자장의 행적은 기록마다

다르고 가장 중요한 문헌인 『삼국유사』마저도 각 편

의 내용이 다소 다르다. 특히 자장과 정암사가 관련이

있는가 여부는 자장과 오대산 신앙의 사실여부에 근본

적으로 좌우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암사는

흔히 신라 계율의 정초자이자 국가불교의 핵심이었던

1) 자장의 생몰연대는 자장과 동시대에 살았던 당 도선이 쓴 전기

를 신뢰하여 자장은 610년을 전후하여 출생하여 650년대에 입적했

다는 견해(남동신)가 있는가 하면,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576년에

태어나 655년에 입적했다는 견해(남무희)도 있다.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佛敎治國策 , 한국사연구 76, 1992, 8

쪽

남무희, 자장의 생애복원 , 한국학논총 32, 2009, 165∼167쪽

(위의 2편의 논문은 정병삼, 문헌과 고고학자료로 본 정암사 ,

『정암사 수마노탑연구』, 2017. 188쪽에서 재인용함)

자장이 만년에 세운 사찰로 알려져 왔다.2) 따라서, 본

고는 정암사의 창건은 자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논거에 입각한다.

자장의 생애를 기록한 문헌으로는 일연의 『삼국유

사』‘慈藏定律條’와 唐 道宣이 쓴 『續高僧傳』‘慈藏傳’

을 가장 우선한다. 그외에도 정암사의 초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삼국유사』 권3 塔像과 권4 義

解에 나타나고 있다.3) 『삼국유사』 권3 塔像 臺山五

萬眞身 條와 臺山月精寺五類聖衆 條에는 정암사가

643년에 창건되었는데, 정암사에는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때 중국 淸凉山(일명 오대산) 太和池에서 문수

보살을 뵙고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하여 황룡사와 통

도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에 봉안한 것을 기록하고 있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내용인 『三國遺事』권3

皇龍寺九層塔 條와 前後所將舍利 條에서는 645년 황

룡사9층목탑을 세웠을 뿐 아니라 통도사를 창건하고

戒壇을 세웠고 그곳에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결

국 당시 정황상 정암사의 창건은 자장과 불가분의 관

계에 있으며, 중국에서 문수친견과 오대산 신앙의 한

국 이식을 위해 창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장은 元寧寺에 주석하다 문수를 친견한 다

음. 갈반처(칡덩굴이 우거진 곳)에 이르렀으니 이곳이

정암사라고 하였다고 전한다.4) 정암사는 石南院과 葛

來寺라고 불리는 이름도 있는데, “石南院今淨巖寺”라

고 기록되어 처음에는 석남원으로 불리고 나중에는 정

암사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5), 후에는 갈래사라는

명칭도 나타난다. 석남원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것으

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갈반지로

온 후 최초로 지은 사찰이름이다. 갈래사는 탑이 무너

지고 또 무너짐으로 정성으로 기도하였더니 칡 세 줄

기가 뻗어 수마노탑과 적멸보궁, 사찰 자리에 자리하

여 멈추었음으로 그 자리에 탑과 법당, 본당을 세웠다

는 설화적인 내용에 나타난 속명이다. 삼국유사의 기

록중에서 皇龍寺九層塔 와 前後所將舍利 條는 자장

의 사리전수와 탑 건립을 강조하고 慈藏定律 과 臺

2) 남무희, 정암사의 역사와 법맥 , 『정암사 수마노탑연구』, 2017

정병삼, 문헌과 고고학자료로 본 정암사 , 『정암사 수마노탑연

구』, 2017.

3) 『三國遺事』 慈藏定律 , 臺山五萬眞身 , 臺山月精寺五類聖衆

『續高僧傳』慈藏傳, 『江原道旌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1778년),

水瑪瑙寶塔重修誌 (1874년), 寶塔重修有功記 (1874년), 塔誌石 등

이 있다.

4) 『삼국유사』 권3 塔像 臺山五萬眞身

5) 『삼국유사』권4 義解 慈藏定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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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제강점기의 정암사 水瑪瑙寶塔圖(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 정암사사적(1778년)

그림 2. ‘淨嵓’ 銘 기와

山五萬眞身 , 臺山月精寺五類聖衆 條는 정암사의 창

건을 귀결점으로 한다.6)

특히 당 도선이 편찬한 속고승전 이나 자장전 에

서는 자장이 신라 국내로 귀국한 후 활동한 모습을 비

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10여 곳에 寺塔을 조성하

였는데 정암사가 그중의 하나이다. 사찰에서 전해오는

유물 중에서 확증적으로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없었고 경내에서 발견된 여러 종류의 기와 조각 가운

데 태선문과 사격자문 기와들은 신라말 고려초기로 편

년되어 왔다. 근자의 발굴에 의하면 그 보다 시대가

좀 올라가는 유물들, 즉 ‘연화문 수막새’, ‘중판 타날판

제작기와’가 출토되어 창건연대를 신라말까지도 올려

볼 수 있게 되었다.7) 더불어서 요나라 연호인 大平

(1021.11~1031.06)銘 기와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청자

편 등이 출토되어, 정암사가

고려시대에 들어와 사찰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불교신

앙의 중심적 사찰로서 역할

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되

었다. 특히 ‘淨嵓’ ‘嵓律’ ‘律

寺’銘 기와도 발견되어8) 사명

이 오래전부터 ‘淨嵓寺’였음

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

었다. 다만, 여러 번에 걸친

사역정비 사업으로 초창기의

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남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

6) 정병삼, 문헌과 고고학자료로 본 정암사 , 『정암사 수마노탑연

구』, 2017. 191쪽

7) 강원문화재연구소, 『旌善 淨巖寺 Ⅰ』, 2015

강원문화재연구소, 『旌善 淨巖寺 Ⅱ』, 2016

8)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정암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3.

다.9)

한편 억불숭유의 정책

이 유지되었던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선군 불우조에는 정암

사를 “淨巖寺 在淨巖山”

라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어 조선초까지 법등이

이어져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암사에

는 사적기가 전래되고

있어 18, 19세기 무렵 정

암사의 연혁을 알 수 있

다.10)

정조 23년(1799)에 편찬된 『梵宇攷』에는 정암사가

폐사되었다는 의미로 “淨巖寺 在淨岩山今廢”라고 기록

되어 있다. 그후 1770년에 취암스님이 보궁 및 여러

승당을 일시에 중건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때 이

미 정암사는 현재처럼 여러 동의 건물군으로 이루어진

사찰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사역에서 백자편

과 기와편 등이 쉽게 발견되며, 수마노탑을 중건했던

사실을 기록한 조선후기의 여러 기록물과 塔誌石, 사

리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11) 조선시대 내내 불사

가 이어지면서 법등이 유지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2. 수마노탑의 유래와 건립연대

『삼국유사』에 의하면 자장은 636년(선덕왕 5)에

당 나라에서 佛頂骨과 齒牙 사리 등을 받아 와12) 645

년(선덕왕 14), 혹은 643년(선덕왕 12)에 귀국하였다.

선덕여왕은 643년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을 분황사에

머무르게 하였으며 645년 자장의 요청에 의하여 황룡

사탑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수도인 경주에

9) 엄기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2020

10) 『淨巖寺事蹟篇』이라 제목을 붙인 목판본 사적기는 1778년 翠

巖性愚가 쓴 『江原道旌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1778년)과 『수마노

보탑중수사적』, 1874년에 景雲以祉가 쓴 水瑪瑙寶塔重修誌 (1874

년) 세 가지 글로 이루어졌다. 또한 경운은 寶塔重修有功記 (1874

년)를 쓰기도 하였다.

11) 정영호, 淨巖寺 水瑪瑙塔의 조사 , 『考古美術』 3, 1960

정영호, 淨巖寺 水瑪瑙塔 발견 사리구에 대하여 , 『東洋學』 5, 1975

12) 불가에서 창사나 건탑에 대한 연기는 전설적인 이야기처럼 보

이지만 사적기 등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수마노탑은 자

장법사가 佛頂骨, 치아, 지절, 진신사리, 수정염주, 가사, 패엽경 등

을 받아 당에서 귀국하여 진신사리 100과 중 일부를 봉안했다 한다.

그리고 불교에서 금․은과 함께 7보석 중의 하나인 마노를 가져와

건축된 것으로 수마노탑이란 칭호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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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948-1956년 정암사

수마노탑(국가기록원 사진)

그림 5. 수마노탑 전경

이미 634년에 건립된 분

황사 모전석탑이 자리하

고 있었던 시기이다. 한

편, 1778년에 취암성우가

1778년에 쓴 『江原道旌

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

에는 구체적으로 정암사

의 창건과 수마노탑의 건

립과 시기를 645년(선덕여

왕 14년)으로 명시하고 있

다.13)

위의 두 문헌 중 고려

시대의 삼국유사에서는 막연하게 추론이 되고 조선시

대의 사적은 사찰창건과 불탑초건에 대한 내용을 전하

고 있다. 시대상황으로 보면 자장에 의하여 현존하는

정암사 수마노탑이 초창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삼국

유사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미약한

것도14) 사실이다. 또한 정암사 가까운 곳에서 자장율

사가 입적하였고, 뼈를 石穴에 안치했다고 전하고 있

어 자장과 정암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

하다. 그러나 정암사와 수마노탑의 초창시기를 확정할

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수마노탑의 최초건립 시

기에 대해서는 신라말기에서 고려후기까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15)

일반적으로 사찰이 창건되면 불탑 건립이 유사한 시

기에 이루어지므로 정암사의 창건과 불탑의 초창을 같

은 시기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자장에 의

한 중국으로부터 사리전수와 사리봉안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기록으로 보아도 정암사 창건과 불탑에 사리봉

안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수마노탑이 초창기의 것이라는 근거

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정암사 초창기 보다는 후대에

건립된 것이라는 논거가 많다. 즉 불탑은 있었으나 현

13) “.....新羅慈藏法師 唐太宗貞觀十九年己巳 創建世尊水瑪瑙塔....”

14) 엄기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2020

15) 정선군, 『정암사 수마노탑 연구』, 2017

남무희, 정암사의 역사와 법맥 , 『정암사 수마노탑 연구』, 정

선군, 2017

자현, 자장의 정암사 창건과 수마노탑에 대한 검토 , 『정암사

수마노탑 연구』, 정선군, 2017

정병삼, 문헌과 고고학자료로 본 정암사 , 『정암사 수마노탑

연구』, 정선군, 2017

정병삼, 기록과 유물로 본 정암사의 창건과 전승 , 『사학연

구』 제118호, 2015

존하는 불탑은 자장 당대

의 것이 아니라 후대의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

지만, 불사리를 모시는 불

탑이 적멸보궁 위에 자리

하며 사리가 봉안되어 있

기 때문에 불상을 보궁에

모시지 않았다면 현재의

불탑의 위치는 초창기의

자리라 할 수 있다. 다만,

현 모전석탑이 양식적으

로 자장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적멸보궁에는 불탑이나 승탑형식으로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불전에는 불상이 없다는 것과 보궁신앙이

조선중기 이후에 유행하였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

이다.

한국의 불탑에서 불탑 건립 연기를 확실히 알 수 있

는 예는 드물다. 그러나 정암사의 창건에 자장과 관련

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고 불탑 건립자로서도 자장이

거명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모전석탑 형식인 수마노

탑이 정암사 초창기인 자장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자장에 의한 진

신사리 봉안처로 적멸보궁 위에 건립되었거나 혹은 다

른 위치에 건립된 초창 불탑과 현재의 모전석탑이 다

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정암사 가람 내부라는 공

간의 영역은 같으나 탑의 위치나 형식이 다를 수 있

다. 그 이유는 우선 현존하는 불탑은 형식적으로 고려

시대의 탑이라는 것이 통설이고, 자장이 활동하였던

신라 말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가람배치형식 및 불탑

양식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말기의

장방형 회랑에 축선이 설정된 평지형 가람배치형식이

아니라 후대에 어쩔 수 없는 산지형 선종가람으로 변

형되어 자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자장법사가 당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가져왔는데 그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룡사탑에, 하나는 태화사 탑에, 또 하나는 통도사 계

단에 두었으나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상의 내용으로 보면

정암사나 신라 오대산은 자장에 의해서 1차로 사리가

봉안된 곳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사리봉안은

후대에 자장에 대한 추모열기가 강조되면서 부가된 것

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된다.16)

16) 자현, 자장의 정암사 창건과 수마노탑에 대한 검토 , 『정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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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제강점기의 ‘수마노보탑 현재상태’라는 명칭의 도

면(국립중앙박물관)

다만, 최초의 수마노탑, 자장과 직접 관계가 있던 탑

의 건립 시기는 신라하대까지로 올려 볼 수 있다는 점

도 간과할 수 없다. 그 논거는 자장이 통일신라말에

재평가 되면서 경주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된 사리

신앙이 명주, 즉 오대산 지역으로 인입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정암사를 창

건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에 근거하여 후대에는 당연히

같은 정암사 창건시기에 불탑도 역시 초창되었을 것으

로 이해된다.

자장은 황룡사 9층탑의 사리 봉안, 오대산 적멸궁의

정골 봉안 이외에도 태백산 정암사, 양산 통도사, 설악

산 봉정암, 영월 사자사에 사리탑을 건립하였다. 이들

은 소위 국내 5대 적멸보궁으로, 이 중 태백산 정암사

의 적멸보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라시대에 자장이 당

나라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불사리 및 정골(頂骨)을

직접 봉안한 것이며, 정암사의 보궁에 봉안된 사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왜적의 노략질을 피해서 통도

사의 것을 나누어 봉안한 것이라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다. 또한 오대산의 보궁은 어느 곳에 불사리가 안치

되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17)

그러나 자장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일연이나 민

지(閔漬)18)의 글에서는 수마노탑의 사리봉안에 대한

수마노탑 연구』, 정선군, 2017.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aum백과, 2020년4월15일 접속.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9146

언급이 없다. 그래서 수마노탑의 건립을 일연과 민지

이후인 고려 말로 보는 견해도 있다.19)

한편, 근래에 발굴결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려

시대인 11-13세기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었

고 그 보다 이전인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도 나타나고

있어 정암사는 통일신라시대 초창되어 고려시대에는

가장 번성한 도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창

기나 융성한 시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불탑이 정암사에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탑이 자장 대의 것이냐

그 후대의 것이냐 하는 것이다.

조선 성종 12년(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

람』에 정암사가 간략히 언급되고 있어 조선초까지 법

등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조 23년(1799년)

에 편찬된 『梵宇攷』에는 정암사가 폐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범우고』의 기록보다 조금 이른

1778년에 수마노탑이 8차로 보수되었다는 기록이 있

어, 20년이 지난 무렵에 작성된 범우고의 기록처럼 일

시적으로 사찰이 폐사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20) 아울러 근현대에는 1917년 尙現의 ‘불조

유골동래사’에는 수마노탑이라는 명칭이 보이고, 고유

섭의 ‘조선탑파연구’에는 수마노탑이라는 명칭과 함께

‘갈래탑’이라는 명칭도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수마노탑의 건립연대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이 가능하다. 첫째, 수마노탑도 자

장율사에 의한 정암사 창건과 같은 신라하대이다. 둘

째, 불탑의 양식상으로 이해되는 관점에서 보면 고려

전기에 건립된 것이다. 셋째, 일연과 민지의 기록에 수

마노탑이 없음으로 고려후기로 보는 것이다.

수마노탑의 건립시기로 추정되는 신라하대, 고려 전

기, 고려 후기의 3가지 시기는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더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21) 이 중에서 어떤 한

시기를 특정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간 수마노탑에

대한 연구 조사를 최초로 시행한 선행연구자22)를 비롯

한 대부분의 불탑 연구자들은 수마노탑의 양식적인 특

징이 분황사 모전석탑 계열을 따르고 있는 고려시대

모전석탑으로 보고 있어, 늦어도 고려시대 혹은 그 이

18) 고려사열전>의 저자

19) 자현, 자장의 정암사 창건과 수마노탑에 대한 검토 , 『정암사

수마노탑 연구』, 정선군, 2017

20) 최성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정선 정암

사 수마노탑』, 2013

21) 정선군,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신청보고서』, 2019

22) 정영호, 정암사 수마노탑의 조사 , 『考古美術』 3, 19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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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마노탑 앞 배례석 상

면의 연화문

전에는 탑이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서 모전석탑이 건립된 것은 경

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를 거쳐 온

모전석탑 축조기술의 영

향이라고 생각하면 수마

노탑의 축조시기를 통일

신라시기 보다는 고려

초 이전이라고 생각된

다. 특히, 현존하는 拜禮

石의 형식으로 보면 고

려 초기 이전에 최초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2-3. 수마노탑의 수리 연혁

수마노탑의 佛塔史的 가치는 수리연혁에 대한 실증

적 자료가 여느 탑에 비하여 아주 많다는 것에 있다.

수마노탑에 관한 수리연혁은 다양한 문헌자료와 유물

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비교적 잘 정리된 사적기

와 碑, 塔誌石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수마노탑 중수가 완료된 1771년 보다 6년이

지난 1777년에 세워진 ‘寶塔重修碑’가 제일 오래된 자

료이다. 이 비석은 앞면에 ‘寶塔重修秩’, 뒷면에 ‘佛糧

願碑’로 적혀 있어 앞면 제목에 따라 ‘보탑중수비’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정암사사적편』이라 제목을 붙

인 목판본 사적기에 1778년에 翠巖 性愚가 쓴『江原道

旌善郡太白山淨巖寺事蹟』과『水瑪瑙寶塔重修事蹟』이

그 다음이다. 그 후 1874년 景雲 以祉가 쓴 수마노보

탑중수지 , 寶塔重修有功記 가 있다. 또한 정선총쇄

록 , 그림과 시인 葛川山淨菴圖 와 葛川記 등이 전

해지고 있다. 그 외에도 탑 수리 때마다 그 내역을 자

세히 기록해 보관한 ‘탑지석’ 5매가 있다.

수마노탑을 중수하고 정암사의 적멸궁 마당에 세워

진 높이 114cm, 폭 67cm의 크기의 ‘보탑중수비’에는

중수 시기와 중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양면에

기록하였다. 이 비석의 ‘寶塔重修秩’이 새겨진 면에는

1771년인 건륭 36년, 간지로 경인년에 시작하여 1771

년인 신묘년에 마쳤다고 한다. 시작한 해로 기록한 간

지는 경인년으로 이때는 1770년이다. ‘佛糧願(秩)’이 새

겨진 면에는 1777년인 건륭 42년에 비를 세웠다고 기

록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보탑의 중수는 1770년에 시

작하여 1771년에 탑의 수리가 종료되었고 수마노탑을

중수하는데 드는 재물을 모은 사람들의 명단은 1777년

에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수마노보탑중수사적 은 1778년에 취암성우가 지었

다. 이 글의 가치은 1713년부터 비롯된 탑 중수의 인

연, 1779년에서 1778년에 이르는 수마노탑 중수 과정

과 참여인물 등이 자세히 기록된 점에 있다. 이 글에

서는 1713년 天密이 화주가 되어 탑의 기단부 일부를

고치고, 하층에 법당을 만들어 석불과 석금강을 봉안

하였으며. 상층에는 범승의 사리를 봉안하였는데23) 6

년 만에 탑이 무너져 1719년에 천밀이 5층탑24)으로 세

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정황상 그간 7층이었던

탑을 어찌 5층으로 다시 세웠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 여기에서 5층탑으로 복원하였다 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즉 지금처럼 7층이었던 것을 5층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5층인 것이 언젠가 다시 7층으

로 변한 것인지 전후 파악이 어렵다. 조선후기 정암사

수마노탑의 중수 이후 層數와 관련된 기록은 이전의

기록물을 참고하여 다시 작성한 것인데, 당시 유일하

게 전해지고 있었던 1778년 翠巖 性愚가 지은 「水瑪

瑙寶塔重修事蹟」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엄기표는25) “여러 정황으로 보아

「水瑪瑙寶塔重修事蹟」에서 수마노탑의 기단 시설을

지칭한 ‘五層坮’라고 기록된 부분을 잘못 이해했거나,

‘五層坮’를 ‘五層塔’으로 잘못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이어 1770년에 보탑과 보궁과 승당을 중수하기 시작

할 당시, 마을사람들이 계사년에도 중수하여 사람들이

재앙을 당했는데 다시 중수한다면 또 화가 있을 것이

라 하여 관가에 고한 사실도 있다. 불사에 과도하게

동원되는 자들의 탄원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왕실에서 향초를 내리고 瑞月寬興 스님이 협력하여 본

군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마노석 수백편을 찾아 탑을

쌓았다고 하였다. 또 隱休時演26)이 수백금을 모아 서

울에서 구리 백근의 찰간을 만들고 이듬해 돌을 쌓아

완성하였으나 1772년 찰간이 뽑히게 되어 다시 안성에

서 조성하여 봉안한 탑 7층과 銅鍮 5층, 風磬 32구의

23) 탑의 하층, 곧 기단부 일부를 고쳐서 상하층 이중으로 하고 상

층과 하층에 각각 석불상, 석금강상을 상층에는 승사리를 봉안했다

는 것이다. 이는 이중기단의 상하층 각각 일부를 비우고 만든 공간

에 불상 등을 봉안했다고 하는 것이니 현재적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리라고 생각된다.

24) 「水瑪瑙寶塔重修誌」(1874년)와 1874년 5월 景雲 以祉가 지은

「塔誌石」에는 1719년 天密이 水瑪瑙塔을 5層塔으로 세웠다고 기

록하였다.

25) 엄기표, 국가지정문화재지정조사 보고서, 2020년 4월

26) 은휴시연의 이름은 비석인 ‘보탑중수질’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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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淨巖寺 寶塔重修秩

(1777년)

면모를 갖추었음을 기록하

였다. 그 후 1778년에는 들

깨 기름과 석회를 방아로

찧어 탑의 틈새를 메웠다.

이처럼 수마노탑은 1770년

부터 1778년까지 지속적으

로 중수한 사실을 상세하

게 기록하여 그 과정이 공

력이 아주 많이 드는 것이

었음을 짐작하게 한다.27)

수마노보탑중수사적 에

서는 이 탑을 ‘수마노탑’ 혹

은 ‘보탑’이라 칭하며 1713년에서 1778년까지의 탑의

보수연혁을 명기하였는데, 적어도 1713년 이전에 건립

된 것이 확인된다. 이 기록에는 영조 48년(1772)의 보

수에서 ‘보탑 7층, 동유(銅鍮) 5층, 풍경 32구’가 언급

되어 있으므로, 당시 보수에서 현재 탑의 모습으로 유

지된 것으로 보여 진다. 수마노보탑중수지 는 자장

의 창건, 1713년 천밀의 5층탑 중수, 1770년 취암의 7

층탑 중수에 이어 1872년 萬片의 보석을 확보하여

1874년 중수를 마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72년

에 발견된 ‘탑지석’에 의하면 1653년(조선 효종 4년, 혹

은 1713년 숙종 39년) 이래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보

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마노보탑중수사적 과 수마노보탑중수지 에는

‘탑의 하층에 석불과 석금강, 상층에 범승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 정암사에 석불은

물론이고 석조 금강역사상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승려의 사리가 탑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마노탑의 중수에 참여한 사찰에 대한 기록은 중수

비와 탑지석에 나타난다. 탑지석에는 홍제사, 중봉사,

각화사, 월악산 덕주사, 영월 보덕사, 대구 용연사, 봉

화 각화사, 순흥 부석사, 삼척 영은사, 안동 홍제사, 울

진 불영사, 삼척 영흥사, 울진 천흥사, 경상좌도 각화

사가 등장한다. 중수비에는 각화사, 부석사, 장릉사, 삼

화사가 확인된다.

이는 수마노탑을 중수하는데 정암사의 단독적인 중

수가 아니라 영남과 중부권이 참여한 대단위 공력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27) 신대현, 정암사 수마노탑에 대한 문헌고찰 , 『정암사 수마노

탑 연구』, 정선군, 2017

정병삼, 앞의 논문, 2015

이와 더불어 1960년에 석조 광배가 보고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적멸보궁이 있는

사찰들의 경우 금당에 불상이 봉안되지 않는 것과 달

리 정암사에는 금당에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거나 금당

외에 불상이 봉안되어 있던 다른 불전(佛殿)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28) 현대에 들어와서는 1972년과 1995년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완전해체 보수되었는데, 1972년

에는 탑지석과 사리장엄이 발견되었고 기저부, 즉 석

축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는 최상층 부분의 모전석 사이에 간극이 생긴 상태이

다.

3. 수마노탑의 의미와 성격 고찰

3-1. 수마노탑 명칭의 의미

7층 모전석탑인 수마노탑에서 ‘마노(瑪瑙)’란 불교에

서 금․은과 함께 七寶의 하나이고, 水瑪瑙塔이라는

명칭은 瑪瑙로 건축된 탑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

적으로 마노로 이루어진 것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수마노탑이란 특수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다른 불탑에 비해 탑의 품격을 높이는 의도라고 생각

된다.

특히 이 탑을 수마노탑이라 명명한 유래는 자장율사

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당나라에서 가져온

마노석, 즉 서해용왕이 자장의 도력에 감화하여 준 마

노석으로 탑을 쌓았고, 또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 해서

물 ‘水’ 字를 앞에 붙여 ‘水瑪瑙塔’이라 부르고 있다는

설화적인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수마노탑의 재질

은 마노석이 아니라 돌로마이트(dolomite)라는 백운암

을 가공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석회암의 한 종류로

써 정암사 인근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불탑의 명칭으로 실체를 알 수 없는 재료명을 사용한

것은 특이한 사례이나, 귀하다고 여겨지는 ‘마노’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탑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

도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모전석탑이 석탑

에 비하여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칫 탑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을 불교의 칠보로 인식되는 마노

를 강조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한 예가

있다.29)

28) 최성은, 정암사수마노탑 국가문화재 지정보고서, 2013

29) 홍대한, 정암사 가람배치 속에서의 수마노탑의 위치와 성격 ,

『정암사 수마노탑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 학술심포지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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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마노탑과 적멸보궁

수마노탑은 정암사 사찰의 중심에서 산 쪽으로 약

100 미터 정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타나는 높은

암벽 위에 위치하고 있다. 정암사의 적멸보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서는 1858년에 기록한 적멸궁법당

중수기 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그린 ‘수마노보탑

현재상태’라는 그림에는 탑 아래에 3칸 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적멸궁’이라고 하였다.

불교에서 ‘적멸’이란 번뇌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난

높은 경지, 곧 번뇌의 경계를 떠난 열반을 말한다. 불

교사원에서 적멸보궁이란 석가모니불이 『화엄경』을

설한 중인도 마가다국 가야성 남쪽 보리수 아래에 위

치한 寂滅道場을 뜻하는 전각으로, 불사리를 모심으로

부처님이 항상 이곳에서 적멸의 낙을 누리고 있는 곳

임을 상징한다. 따라서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이 불

전에는 따로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불단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적멸보궁의 바깥쪽에 사리탑을 세우거

나 戒壇을 만들기도 한다.

보궁신앙은 조선시대 사리신앙의 유행에 따라 등장

한 것으로 추정된다.30) 국내에 불사리를 모셨다고 알

려진 곳 중, 대표적 것이 앞서 언급한 5대 적멸보궁인

①영축산 통도사의 적멸보궁, ②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중대(中臺)에 있는 적멸보궁, ③인제군 설악산 봉정암

에 있는 적멸보궁, ④강원도 영월군 사자산 법흥사에

있는 적멸보궁, ⑤강원도 정선군 태백산 정암사의 적

멸보궁이다. 정암사의 수마노탑은 진신사리를 모시는

불탑이고 적멸보궁은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고 전해지

는 수마노탑을 예경하기 위한 ‘香火一所’ 보궁(전각)이

다.31) 즉, 탑을 경배하기 위한 拜殿格이다. 따라서 이

들은 별도로 서로 다른 장소에 건립되었지만 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동체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사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불탑의

경배를 위해 보궁은 후대에 건립된 것이고 전탑의 건

립은 그 이전인 신라 말 혹은 고려 초라고 보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

3-3. 수마노탑에 나타난 裨補的 성격

정암사는 자장이 창건하고 그가 가져온 진신사리의

봉안 장소로 주목되면서 그 이름이 높았고 그래서 후

대에 결처서 사찰이 중흥되고 중창되었던 것으로 이해

30) 홍대한, 정암사 가람배치 속에서의 수마노탑의 위치와 성격 ,

『정암사 수마노탑 연구』, 2017, 114쪽

31) 향림, 정암사 수마노탑의 사리봉안과 적멸보궁 , 『정암사 수

마노탑 연구』, 2017, 74쪽

된다. 그러면서 가람의 중심에 탑과 보궁이 자리하고

탑은 고려 이후에 유행한 비보적인 기능을 함께 지니

고 있어서 다양한 기능으로 인식되었다. 즉, 수마노탑

은 사리봉안의 전승과 함께 비보탑이 결합된 특징을

갖는다. 비보탑은 역지에 탑을 건립함으로서 순지로

돌린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32) 역사적으로도 시원적인

불탑은 사리신앙으로 출발하여 호국불교적 성격이 가

미되고 願塔으로 이어지며 나중엔 산천비보와 무속적

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비보란 풍수 용어의 일종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것

을 도와 보충한다'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위적인 시

도를 뜻한다. 풍수에서 이러한 인위적인 노력으로 대

표적인 것이 비보탑을 세운다거나 사악한 음기를 막기

위해 인공적인 산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다. 고려조

이래 이러한 비보신앙이 널리 유행하였기 때문에 이곳

정암사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흔히 비보탑은 쉽게 눈에 띄는 자리에 위치하여 비

보적 성격과 함께 시경관적 요소도 가미된 것으로 여

겨진다. 수마노탑의 높이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산기

슭의 높은 곳에 자리하여 시선을 쉽게 끌 수 있다. 이

러한 원리는 신라 중심 경주에 있는 경주남산의 용장

사지 삼층석탑이나 늠비봉 오층석탑과 비보적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즉, 비보적 성격과 함께 멀리에서 탑

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의식하고 불심이 사방에 널리

퍼지고 존재하게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4. 수마노탑 塔誌石과 사리장엄구의 성격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불탑이 있는데 중수과정을 알

수 있는 예는 불국사 3층석탑이나 법광사지 3층석탑

등으로 매우 드물다. 특히 정암사 수마노탑은 5매의

탑지석과 중수비 1기가 전하고 있어 수차례 중수가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보수시기와 범위, 공사기간,

참여인원 및 참여사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이 남

겨져 있는 유일한 예이다. 이 탑지석들은 1972년 정영

호교수 중심으로 수마노탑을 해체수리 할 때 탑 위층

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발견된 순서로 1석으로부

터 5석까지 이름이 붙여졌다. 탑지석은 흑회색의 점판

암으로 제1석이 1719년, 제2석이 1653년 혹은 1713년,

제3석이 1874년, 제4석이 1713년, 제5석이 1874년에 제

작되었는데, 1713년 2매(제2석․제4석), 1719년 1매(제1

석), 1874년 2매(제3석․제5석) 순으로 봉안된 것을 알

32) 홍대한, 정암사 가람배치 속에서의 수마노탑의 위치와 성격 ,

『정암사 수마노탑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 학술심포지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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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탑지석 제1석(1719년)

그림 10. 1972년 해체당시 수마노탑 발견 금합, 은합

수 있다. 그 중 제2석, 4석이 가장 빠른 시기의 것으로

수마노탑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이르고 구체적인 기

록이다. 이렇게 많은 탑지

석에 나타난 이유는 모전

석탑으로 이루어진 수마노

탑이 석재의 파손과 마모

가 심하여 50여년 내지

100년 사이에 계속 중수가

이루어졌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33)

그러나 탑지석 중에서

제2석의 경우 제작 시기를

1653년이 아닌 171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즉 연호와 간지에 이어서

적힌 ‘윤오월’에 근거해서 계사년이자 윤달이 5월이었

던 해는 1713년이므로 이를 제2 탑지석의 작성연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34) 탑지석 제2석은 1713년에

탑이 무너졌던[破塔] 일을 먼저 소개하고, 이에 대한

중수 경과와 중수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부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수마노탑을 고쳐 짓는 일에 전국적

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석에는 ‘숭정백

여년지후계사 윤오월이십오일(崇禎百餘年至後癸巳 閏

五月二十五日)’이라는 연호가 나온다. ‘숭정백여년지후

계사’를 정영호교수를 비롯한 해체단이 발견 직후에는

1653년으로 보았으나, 근래의 연구에서 ‘숭정백여년후

계사’에 해당하는 1653년 ․ 1713년 ․ 1773년 ․

1833년 ․ 1893년 등 중에서 ‘윤오월(閏五月)’이 있는

33) 정영호, 정암사 수마노탑 내 발견 사리구에 대하여 , 『동양

학』5, 1975, 424쪽

34) 손신영의 주장을 정병삼이 문헌과 고고학자료로 본 정암사 ,

해는 1713년 한 해 뿐이므로 이 연호 및 간지에 해당

하는 연도는 1713년일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 숭정원년이 1628년이므로 백여년 후라고

하면 더욱 1713년이 적합한 년도라고 하겠다.

탑지석은 수마노탑 중건 사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승려 자장의 행적과 창건 정신 및 의미까지도 담겨 있

어서 신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역사자료이며35), 그

런 불사(佛事)에 관여되었던 인물들과 이 불사에 협력

했던 관련 사찰을 아주 폭 넓게 기록하고 있어 조선

후기 불교사 및 사찰사(寺刹史)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

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탑에서 발견

또는 출토된 탑지석의 예는 많지 않을 뿐더러, 한 탑

에서 시대를 달리하는 탑지석이 5매나 발견된 예는 지

금까지 없었기에 그 가치가 높다.

무엇보다 탑지석은 그것이 봉납되었던 조선시대 중

후기 중건의 사적은 물론이고 승려 자장의 행적과 창

건 정신 및 의미까지도 담겨 있어 신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역사자료이다.

1972년 해체보수 시에 탑지석 다섯 매가 발견된 것

이외에도 기단 아래에 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

인되었는데, 탑 적심부에서 사리장치를 납입하기 위한

석함이 발견되었다. 길이 35.5cm의 석함(石函) 안에는

은제 외함과 금제 내함으로 구성된 사리함이 있었고,

그 안에서 수정제 염주와 금제 장신구 6점이 나왔는

데, 이들은 1874년에 김좌근(金左根)이 중수하면서 넣

은 봉안물로 알려져 있다.36) 큰 석함에는 염주(81매)와

금주(3종 6점)이 금합과 은합 속에 들어 있었고, 작은

석함에는 금제호와 은제호, 청동제 인(印) 등이 청동제

합 속에 들어 있었다. 특히 금제호의 구연부 밑에는,

“寺主大師 圢淨口入舍利 全金筒內卜 一兩一目”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원래는 여기에 사리가 들어 있었

다고 보이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사리장엄구 가운

데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1874년에 납입된 금·

은 합(盒) 뿐이다.37)

2017년, 신대현이 정암사 수마노탑에 대한 문헌고찰 , 2017년에서

동의하여 그의 견해를 밝힘

35) 신대현, 정암사 수마노탑에 대한 문헌고찰 , 『정암사 수마노

탑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 학술심포지엄』, 2017

36) 정영호, 정암사 수마노탑 내 발견 사리구에 대하여 , 『동양

학』5, 1975, 424쪽

37) 정영호, 淨巖寺 水瑪瑙塔의 조사 , 『考古美術』 3, 1960

정영호, 淨巖寺 水瑪瑙塔 발견 사리구에 대하여 , 『東洋學』 5,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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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의성탑리석탑과 산해리오층석탑
그림 11, 1972년 해체당시 사리 장엄구, 금주, 염주(출처 법

보신문, 2020.04.17)

4. 수마노탑의 구조와 건립형식

수마노석탑은 ‘전탑계 모전석탑’이다. 즉 사용 재료

를 석재로 하고 벽돌, 혹은 바닥 전돌처럼 만들어 벽

돌 쌓듯이 적층형으로 쌓아서 탑을 구성하는 형식이

다. 외형적으로는 발해 영광탑 및 송림사오층전탑과

친연성을 갖는다. 또한 석탑의 범주에 포함하지만 그

형식이 벽돌을 모방한 형식이다. 따라서 ‘전탑계 모전

석탑’은 ‘석탑계 모전석탑’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석탑

계 모전석탑’은 탑신부는 일반 석탑과 같고 옥개석 위

낙수면이 곡면이 아니라 層級으로 段을 이룬 모습이

다. 이 층급의 단이 마치 벽돌을 쌓는 모습이기 때문

에 ‘석탑계 모전석탑’이라고 한다.

‘전탑계 모전석탑’의 예로서는 분황사 모전석탑을 비

롯하여 정암사 수마노탑,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등이다.

석탑계열의 모전석탑은 의성 탑리리오층석탑,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 구미 죽장리오층석탑,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경주 남산동동삼층석탑, 경주 서악동삼층석

탑,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삼층석탑 등이다.

이들 중에서 의성 탑리리오층석탑, 구미 죽장리오층석

탑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순수하게 벽돌만으

로 만들어진 전탑은 안동 신세동칠층전탑, 칠곡 송림

사오층전탑, 안동 조탑동오층전탑, 안동 동부동오층전

탑 등이 있다.

수마노탑의 평면은 정방형을 이루며 맨 아래에 석재

로 여러 단의 구성된 낮은 기단을 두었고 감실이 정면

에 1개소 설치되어 있다. 각층의 옥개석 부분에 쌓여

진 층급이 목조건축의 세부를 표현하지 않고 벽돌을

쌓아 단조로운 점은 한국의 모전석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중국의 전탑형식이 한국 전탑의 전형이라는

것은 정설화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누각식 전탑은 수

마노탑을 비롯한 한국의 전탑과는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다각형 평면, 정교하고 입체적인 목조건

축요소의 표현, 외곽곡선의 완만함, 벽돌과 목재의 혼

용 등에서 많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전체적인 외

양은 중국의 전탑이 목탑을 번안하였다면, 한국의 전

탑은 오히려 석탑의 외양을 따르려 했다.38)

수마노탑은 전탑계 모전석탑 중에서 규모는 크지 않

지만 전체적으로 단아한 외양과 간결한 조형미를 갖추

었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

겠다. 또한 옥개석에서 옥개를 기준으로 층급받침과

낙수면 수가 층별로 일정하게 가감되어 비록 짧지만

안정적인 처마 구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마노탑은 7층 모전석탑으로 청동제의 상륜이 완벽

하며 상륜찰주에서 3층 옥개석까지 이르는 4줄의 쇠사

슬이 늘어져 있다. 전체높이 9미터에 6단으로 구축된

기단부는 화강석(일부는 사암)으로 구성하였고, 7층의

탑신부는 태백·정선에 분포하는 고회암·백운암(돌로마

이트)이 주종을 이루며, 석회암도 일부 사용되었다. 다

만, 1972년 수리시에 어느 정도 원래의 석재를 남기고

새로운 석재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남

아 있지 않아 아쉽다.

이러한 정암사 수마노탑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전탑계모전석탑인 분황사모전석

탑을 비롯하여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제천 장락

동 칠층모전석탑 등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39)

38) 현승욱, 중국의 전탑과 정암사 수마노탑 , 『정암사 수마노탑

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 학술심포지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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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마노탑의 기단부 구성

그림 14. 기단내부 적심(정영호,1995)

4-1. 기단부

수마노탑은 적멸보궁 뒤편 산비탈에 축대를 쌓아올

려 조성한 평탄지 중앙에 자리한다. 탑 주변 바닥은

30센티미터 가량의 정방형 화강암 판석으로 포장하였

다. 축대와 바닥 판석은 그다지 오래 된 것이 아니라

고 판단된다.

모전석탑의 기단부(혹은 탑신받침)는 한국의 석탑에

서 흔히 보이는 단층기단이나 중층기단형식이 아닌 6

단의 장대석을 들여쌓기 수법의 계단형식으로 쌓은 층

단형으로 이를 기단이라 하는 것 보다는 1층 탑신받침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또한 모전석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보다 높게 여러 단으로 탑신괴

임을 구축한 것도 특이한 예이다.

모전석탑에서 탑신받침의 평면형식은 여느 모전석탑

과 같이 모두 정방형이다. 탑이 정방형이니 이를 따르

는 것이다. 두껍지 않은 장대석 석재의 모서리를 호형

(弧形)으로 약간 다듬은 후 6단으로 축조하여 그 위에

1층 탑신의 석재들을 쌓아 올렸다. 이들 장대석의 재

질은 대부분 화강암인데 부분적으로 사암도 있다. 벽

돌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화강암 석재를 이

용한 것은 상부하중을 지지하면서 지면과 탑신을 구조

적으로나 조형적으로 분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모전석탑에서 기단을 낮게 구축한 것은 신라

시대 분황사모전석탑 이래 정착된 기단형식이다. 기단

이 塔區처럼 다소 넓고 1층 탑신받침(괴임)이 1단으로

낮은 경우는 분황사모전석탑과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이

있다. 한편 기단이 없고 탑신받침이 여러 단인 경우는

산해리 오층모전석탑과 수마노탑이 유사하다. 이 탑신

받침이 산해리 오층모전석탑은 3단이고 수마노탑이 6

단인 것에 비하여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은 1단이다.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은 탑의 외곽을 넓게 돌리

는 구획을 하였다. 이 외곽부(혹은 기단부40))는 돌과

흙을 섞어 만든 3단의 석축으로 막돌허튼층쌓기 한 단

층이다. 그 위 중앙에 탑이 자리하는데 탑의 맨 아래

에는 3단의 1층 탑신 받침을 두었는데 제일 아랫단은

윗면만을 다듬은 높은 판석 11매를 사용하여 1단 놓았

고 그 위에는 얇게 다듬은 모전석재 2단을 들여쌓았

39)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천득염, 전탑, 빛깔 있는 책들 220, 대원사, 2002

이병건, 신라계 모전석탑과 정암사 수마노탑의 조영비교, 『정암

사 수마노탑 연구』, 2017

40) 이병건은 탑의 외곽을 넓게 돌리는 부분을 기단으로 보았는데

이는 분황사 모전석탑의 모습과 같이 이해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층 탑신의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을 기단이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명칭이 다소 혼란을 야기한다.

다. 벽체용 모전 석재보다는 길이와 높이가 다소 크

다.41) 또한, 탑의 최하부를 큰 돌을 3단으로 구축하여

구조적 안정을 이루려 하였다.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은 높은 토단 위에 자리한

다. 토단에 계단을 설치하고 기단42)을 얕고 넓게 조성

하였다. 이를 기단이라고 하여야 할지 탑구라고 하여

야 할지 분명하지 않으나 분황사모전석탑에서 기단이

라고 하니 이를 따르고 있다. 기단은 자연석인 막돌

외벌대로 구축하고 그 중앙에 잘 다듬은 장대석을 한

단인 외벌대로 놓아 1층탑신을 받치고 있어, 이를 1층

탑신받침이라고 칭하여야 할 것이다. 산해리 오층모전

석탑이 3단이고 수마노탑이 6단인 것에 비하여 분황사

모전석탑과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은 탑신받침이 너무

낮아 시각적으로 불안한 측면이 하다.

41) 이병건, 신라계 모전석탑과 정암사 수마노탑의 조영비교, 『정

암사 수마노탑 연구』, 2017, 278쪽

42) 이병건은 탑의 외곽을 넓게 돌리는 부분을 기단으로 보았는데

이는 분황사 모전석탑의 모습과 같이 이해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1층 탑신의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을 탑신받침이라 하는 것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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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95년 중수기(정영호, 1995)

그림 15. 배례석 측면의 眼象과 蓮瓣

수마노탑은 층단형 탑신받침 아래, 축대 내부 기저

부의 모습은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

렵다. 추측하건데 단단한 암석 위에 기저부를 축대처

럼 쌓고 나서 그 위에 기단을 따로 두지 않고 직접 탑

신받침을 구축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5년 수리

공사에 참여한 현장 석장에 의하면 경사진 암반에 탑

을 세우면 슬라이딩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석축을 쌓

고 그 위에 탑을 세웠다고 회고한다. 이 때 석축사이

에는 적심석과 강회를 좀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

체 탑을 해체하였고 그 석재를 그대로 사용하여 복원

수리 하였다고 증언한다.

수마노탑 주변에 설치된 석축으로 인하여 수마노탑

이 자연암반 위에 건립된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탑신 받침 아래에는 사리장치 보관을

위한 감실 설치와 탑의 하중지지를 위한 화강석 적심

부가 입방체 기단과 유사한 모습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1972년 보수 때에 확인되었다.43)

4-2. 拜禮石(혹은 香爐石)

탑의 기단 정면 앞에는 상면에 8엽의 연꽃을 새기고

정면과 측면에 각기 2구와 1구의 안상을 조식한 방형

의 석조물이 있다. 흔히 배례석이라 하고 있으나, 향공

양을 위한 향로석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다만, 배례석

이 석탑의 건립시기와 같이 초기부터 현 위치에 있었

다면 오히려 이 배례석을 통하여 수마노탑의 건립시기

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즉 배례석에 표현된 眼象이

나 蓮瓣의 특징으로 보아 10세기경으로 보이고, 앞선

건립연대 추정에서 수마노탑의 시기를 고려 초로 특정

할 수 있어 같은 시기라 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연

판은 10세기말 유행한 화판이 납작하고 화판 주위를

고부조로 처리한 특징을 보여준다. 안상은 좌우 3조로

이루어진 첨두형인데 연판에 비해 앞선 시대의 양식으

로 보여진다.44) 결국 이 배례석을 다른 곳에서 이동해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석탑과 유사한 시기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3. 초층탑신

6단의 화강석 기단부(탑신 받침) 위에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15단을 막힌줄눈으로 쌓았다. 다듬은

정도가 깔끔하여 마치 벽돌처럼 보인다. 탑신을 구성

43) 정선군,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신청보고서 , 2019

44) 박동호, 정암사 출토유물로 본 정암사 수마노탑의 건립시기,

『정암사 수마노탑 연구』, 2017, 133쪽

하는 암석은 대부분 동일 종류이며, 퇴적암 중 탄산염

암의 하나로서 고회암 또는 백운암으로 불리는 돌로마

이트를 길이 30-40cm, 두께 5-7cm정도로 일정하게 다

듬어 전돌의 형태로 사용하였다.45)

초층탑신은 이 석탑의 탑신부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

분이다. 탑신은 위 아래의 폭이 비슷하여 민흘림이 나

타나지는 않는다. 1층탑신은 높이 103cm, 넓이 178cm

로서 정면인 서측면 중앙에는 너비 13cm 화강암 석주

를 사용해 양쪽 기둥과 상인방을 놓은 문틀을 구축하

였다. 이 문틀 안에는 기단석과 동일한 화강암 석재를

이용해 좌우 기둥과 상인방, 門扉(문짝)을 갖춘 감실을

조성하였다. 한 장의 판석을 중앙에 수직 陰刻線을 그

어 양분시킨 모습으로 문비를 설치했는데, 철제 문고

리를 달았던 구멍과 철심 흔적이 남아있다.46) 또한 문

비의 좌측상단에 색이 다른 돌로마이트가 장방형으로

접합되어 있는데 보수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

다. 문비와 문틀에 사용한 석재가 기단의 재료와 같은

45) 이찬희,「정암사 수마노탑의 재료학적 특성과 보존상태」, 『정

암사 수마노탑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 학술심포지엄』, 2017

46) 정영호교수가 1995년 중수 시에 촬영한 사진(그림18)에 의하면

또 다른 돌 문짝이 있어서 주목된다. 추측하건데 이는 지도리부분이

깨져서 개폐가 어려워 새로이 제작한 후 이 탑의 적심으로 사용한

것으로 오래전의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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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972년(좌측) 및 1995년(우측) 해체복원 동서단면도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재구성)

그림 18. 장락동7층모전석탑 1층탑신

그림 17. 1995년 중수시에 해체한 상태의 문비석 2조(정영호)

화강암이 아닌 탑신에 사용한 석재와 같은 돌로마이트

이다. 이로 보면 언젠가 중수과정에서 파손된 문비와

문틀을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하지 않았나 하는 추

정도 가능하다. 한국의 전탑에서 감실의 문틀을 구성

하는 상인방과 하인방 그리고 기둥은 물론 문짝(문비)

에 이르기 까지 모두 화강암으로 조성되는 것이 보편

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중수과정에서 재료가 현재의 것

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일반적인 전형석탑에서는 문비를 模刻하거나

내부공간을 갖춘 龕室을 조성하였다. 감실은 목조건축

의 내부공간을 나타낸 것이고 불상 등을 모시는 기능

을 하며, 모전석탑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수마노탑의 감실은 의성탑리오층석탑과 유

사하나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런데 1972년 수마노탑

수리도면에서는 내부 감실이 표현되었으나 1995년 도

면에는 내부 감실이 없고 감실형식을 상징하는 문틀과

문비석 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

사를 위하여 작성된 도면이고 1995년 당시에 참여한

석장의 증언에 의하면 1층탑신 내부로 약가 들어가는

감실이 없었고 문틀과 문비만을 철거한 후 다시 조립

하였다 한다.

또한 탑신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이라고 하면 6단의

기단 위로 또 다른 받침을 둔 것이다. 이 경우 신라석

탑에 있어 탑신 별석받침의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예는 영양 봉감동 모전석탑에서도 모전

을 사용하여 탑신 보다 약간 넓게 튀어 나온 받침을

설치하였다. 이는 모전석탑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기단

위에 또 다른 받침을 두어 구조적으로 안정을 찾으려

는 장인의 기술적 시도로 짐작된다. 중수과정에서 이

루어진 것인지 원래 초창기부터 그런 모습으로 구축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그 형식은 원래의 것을 따르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4. 옥개부분

옥개받침은 1층이 7단인데, 한 층씩 올라가면서 한

단씩 줄어서 맨 윗 층인 7층은 1단이다. 옥개의 상부

인 낙수면 역시 1층이 9단이고 올라가면서 한 단씩 줄

어서 7층에는 3단이다. 벽돌 모양의 석재를 내쌓기와

들여쌓기 하여 옥개석을 구축한 것으로 모전석탑의 형

식을 따르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또한 옥개의 외곽 단부를 중심으로 위 낙수면과 아

래 층급받침의 단 수가 층별로 일정하게 가감되어 비

록 짧지만 안정적인 처마구성에도 이르고 있다. 각층

별 단의 수는 옥개받침의 단수는 7,6,5,4,3,2,1단이고 낙

수면의 단수는 9,8,7,6,5,4,3단이다. 이처럼 들여쌓기와

내쌓기를 규칙적으로 하였는데 이로서 모전석재의 규

모가 규격화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처마의 추

녀 전각 부분이 약간 올려 보이도록 깎았는데 이는 의

장적으로 ‘들어올린’ 수법을 의도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모전석재의 표면에는 특별한 장식은 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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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옥개석 상세

그림 21. 수마노탑의 상륜부

그림 22 상륜부 부재 상세(1995년 정영호 사진)

4-5. 상륜부

불탑의 상륜부는 일반적으로 노반과 복발 그 위에

보륜 등의 부재가 찰주로 관통되어 올라간다. 수마노

탑은 완전한 상륜부를 구비하고 있는 모전석탑이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범자(梵字)가 새겨진 5단의 보륜,

호리병 형식인 정병(淨甁), 십자형 장식으로 된 수연,

보주와 용차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상륜부를 고정하

기 위한 철쇄가 찰주에서 4층 옥개석까지 늘어져 있으

며 각층의 옥개석과 노반의 네 모서리에는 풍경이 달

려있다.

금속재 상륜은 노반 위에 한 몸으로 연결된 복발 위

로 원통형 찰간(刹竿)이 이어져 있다. 연속된 찰간에

설치된 5단의 보륜은 꽃이 피어있는 모습으로 가장 아

랫단은 화판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반하여 나머지 4

단은 앙련과 같이 윗면을 향하고 있다. 5단 보륜 위로

는 정병 형태의 금속병이 부착되어 있는데 보륜과 정

병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별도로

주조된 것으로 추정된다.47)

상륜부에 대한 보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리기록을 통해 1770년 刹竿, 1772년 동유

(銅鍮) 5층, 1874년(同治 17년) 찰간으로 구체적인 모

습이 기재되어 있다. 즉, 隱休時演이 수백금을 모아 서

울에서 구리 백근의 찰간을 만들고 이듬해 돌을 쌓아

완성하였으나 1772년 찰간이 뽑혀 다시 안성에 가서

조성해 와서 봉안하여 탑 7층과 銅鍮 5층, 風磬 32구

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기록하였다. 현재 범자는 〔o

ṃ〕, 〔raṃ〕, 〔a〕, 〔hūṃ〕으로 판독되어 淨法界

眞言과 三密眞言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자체가

1800년 道峯山 望月寺에서 간행된 『眞言集』에 수록

된 범자와 상당히 유사하다.48)

47) 정선군,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신청보고서 , 2019

48) 엄기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정선 정암사

이상으로 보아 아마

현재의 상륜은 마지막

수리시기인 1874년경에

제작되었고, 그 이후에

결속 등이 이루어진 것

으로 추정된다. 추정컨

대 일제강점기나 1972

년 수리시에 많은 부분

에서 현대식 재료를 사

용하여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노반과 연결된

복발의 외곽에 현대식

볼트로 고정되어 있고

또한 복발과 보륜이 볼

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대식 철사도 사용한 모습이

나타난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1972년과 1995년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 보수되었으니 근래의 수리시에 이러한

현대식 재료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후 상륜부에 대한 상황은 정영호에 의해 기록되어

졌는데 “상륜은 청동제로서 露盤으로부터 높이 170cm

의 擦柱에는 花瓣形을 돌린 寶輪 5段과 寶蓋, 寶株가

남아 있어 거의 완전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 또 찰주

로부터 4층옥개에 이르기 까지 철쇄를 걸어 놓은 것은

법주사 팔상전의 상륜부와도 유사하다.”라 하였다.

상륜부가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예로는 실상

사동·서삼층석탑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석탑 상륜부

와 비교하여 보면 수마노탑의 상륜부는 결실된 부분이

없는 완형이고 청동으로 조선시대에 제작되었으며 정

병 상단으로부터 길게 탑신부까지 늘어뜨린 철쇄와 풍

수마노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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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있는 드문 예이다. 더욱이 석탑의 상륜부 원형을

수마노탑에 대입해 보면 노반, 복발, 보륜의 공통 양식

과 더불어 호리병과 금강저가 새로이 첨가된 상륜부를

구성하고 있다. 전형양식을 따르면서 호리병과 금강저

라는 새로운 형식을 가미한 것이다. 한편 ‘수마노탑현

재상황’이란 이름으로 일제강점기에 그린 그림에는 풍

경은 보이지만 철쇄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의

불탑에서 이렇게 청동제의 상륜부가 설치되어 있는 예

는 흔치 않아 주목된다.

5. 맺음말 : 수마노탑의 특징과 가치

5-1. 건립시기

이 탑은 자장율사의 행적과 관련이 깊어 그를 떼

어 놓을 수는 없다. 또한 건립시기와 건립장소에 대

해서도 확증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추정이

있을 수 있다. 여러 연구와 각종 기록에서 자장의

정암사 창건이라는 근거가 있으나 오히려 현존하는

탑은 그 보다 후대의 작이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

론 최조의 탑과 나중에 건립된 탑이 있을 수 있다

고 생각된다. 즉 자장에 의하여 비롯된 사찰창건과

아울러 불탑 건립이 있었을 것이나 현존하는 불탑

은 오히려 자장의 사후에 건립된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신라후기의 건탑은 막연한 설화적 연기이고

실제적으로는 후대에 가르침이나 영향력이 컷던 자

장에 대한 숭모 열기가 고창되면서 새롭게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건립장소와 불탑형

식, 그리고 고려시대에 고승에 대한 추모와 존경이

유행하였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5-2. 불교사적 의미

정암사는 『삼국유사』에서 石南院으로 불리다가 나

중에 淨巖寺, 葛來寺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

였는데, 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구체적으

로 나타나고 있어 정암사가 13세기 이전의 고찰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사적기’와 ‘탑지석’기록에 의하면

수마노탑은 자장과의 특별한 인연에 의하여 창건된 정

암사에 건립된 불탑이다. 정암사와 수마노탑은 ‘오대산

문수신앙 및 자장과 관련이 있는 전통적인 寺格’을 지

니며, 아울러 ‘사리신앙과 보궁신앙을 지닌 적멸보궁’,

그리고 가람전체의 영역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장소에

건립한 ‘佛力에 의한 산천비보사상의 뜻이 담긴 불탑’

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습합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신비한 마노석으로 구축된 ‘수마노탑’이라는 불

탑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특이한 예이다. 고유

한 불탑의 이름이 있는 예는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

과 같이 아주 드물다. 특히, 수마노탑의 중수에 영남과

중부권의 여러 사찰이 참여한 대단위 공력이었던 것으

로 보아 그 만큼 의미가 컷 던 것으로 이해된다.

정암사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의 하나로, 진신

사리를 모시는 수마노탑과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다고

전해지는 수마노탑을 예경하기 위한 ‘香火一所’ 보궁으

로 이루어져있다. 이들은 별도로 서로 다른 장소에 건

립되었지만 하나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동체로 인식된

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오대산과 문수신앙

을 신성시하는 장소로서 보궁은 후대에 건립된 것이고

전탑은 그 이전인 신라말 고려초초 추정된다. 사역에

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불탑의 경배를 위해 보궁이

그 아래에 건립되었고, 탑은 고려 이후에 유행한 비보

적인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신앙적 대상

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비보적 성격과

함께 멀리에서 탑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의식하고 불심

이 사방에 널리 퍼지게 하는 상징으로 이해된다.

5-3. 고고학적 가치

수차례에 걸친 정암사 발굴조사 결과 고려초기의 유

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통일신라말까지 소급할 수

있는 자료가 최근에 출토되어 정암사의 창건은 신라대

로 소급할 수 있는 고찰임을 말해준다. ‘敎律淨嵓講, ’

淨嵓律舍‘ 등의 명문기와의 출토는 정암사가 자장이

창건했거나 자장을 계승하는 계통에 의해 창건되었음

을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창건 이후 법

당과 불탑, 寶宮 등을 갖춘 사찰의 중흥기는 고려시대

초라고 추정되고 있다.

또한 1972년 해체보수 시에 탑지석 다섯 매와 기단

아래에 사리장치 납입용 감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출

토된 사리장엄구는 2개의 석함 속에 들어있었는데, 큰

석함에는 염주와 금주가 들어있었고, 작은 석함에는

금제 호와 은제 호, 청동제 인(印) 등이 청동제 합 속

에 들어 있었다. 금제 호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 여기

에 사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은 전하

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불탑이 있는데 중수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예는 불국사 3층석탑이나 법광사지 3층석

탑 등으로 매우 드물다. 정암사 수마노탑은 1972년 보

수과정에서 출토된 5매의 탑지석과 중수비 1기가 전하

고 있어 수차례 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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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기와 범위, 공사기간, 참여인원 및 참여사찰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은 정암사 수마

노탑이 유일한 예이다.

5-4. 역사적 의미

삼국유사 와 신증동국여지승람 , 속고승전 등의

정암사 창건기록과 16세기 당시 현존기록을 비롯해 단

일 불탑 가운데 塔誌石, 중수기록 등 관련 기록과 사

리장엄 등에 대한 자료가 아주 많고 또한 잘 남아있어

불탑의 연혁과 중수에 관한 역사, 불탑조성 연기, 조탑

기술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탑지석 3석에 기록된 화주 명단에서 보면 경기로부터

호남, 관동 등 전국을 아우르는 여러 사찰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중요불사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최초의 건립시기는 신라하

대까지 추정해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논거는 자장이

통일신라말에 재평가 되면서 경주를 중심으로 강력하

게 전개된 사리신앙이 명주, 즉 오대산 지역으로 인입

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수마노탑의 중수에 참여한

사찰에 대한 기록은 탑지석에 14개소의 사찰, 중수비

에 4개소의 사찰이 확인된다. 이는 수마노탑을 중수하

는데 정암사의 단독적인 중수가 아니라 영남과 중부권

이 참여한 대단위 공력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5-5. 건축사적 특징

수마노탑은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이루어진 모전석탑

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완형의 석탑이며, 모전

석탑과 전탑의 造成歷史와 양식을 고려해 볼 때 고려

시대 건립된 모전석탑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특히, 고

려시대에 이르러 진신사리의 봉안처로 모전석탑이 활

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신사리가 봉안되었

다고 전해지는 모전석탑으로서는 유일한 예이다.

또한, 唐代에 건립된 전탑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형

식으로, 신라시대 전탑과 모전석탑에서 나타난 모전석

재의 정교한 다듬기, 안정된 적층형 쌓기, 화강암 기

단, 門扉와 감실, 안정된 체감을 보여주고 있다. 옥개

위 낙수면과 아래 층급받침의 단 수가 층별로 일정하

게 가감되어 균형미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마노탑은 모전석탑 중에서 유일하게 완형의

청동제 상륜부를 갖추고 있다. 탑의 상륜부는 계속된

보수를 통해서 원래의 모습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의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불탑에서 이렇게 완

형을 보이고 있는 청동제 상륜부가 설치되어 있는 예

는 드물다. 또한 수마노탑은 강원지역에 있는 유일한

모전석탑이며, 현존하는 절대다수의 석탑이 화강암이

주재료인데 반하여 수마노탑은 기단부는 화강암을 사

용하였고 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재료사용은 백운암

인 돌로마이트와 석회암을 함께 사용한 희귀한 석탑이

다. 더불어서 상륜부는 청동과 철재로 만들어져 있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불탑이다.

이와 같이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우리나라 불탑역

사뿐만 아니라 전탑과 모전석탑의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가치가 높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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