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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울산 영축사지 동서삼층석탑에 대한 연구로, 동서삼층석탑에 보이는
독특한 현상을 비롯하여 각 부재와 수량 및 구성을 파악하고, 이후 석탑의 기단부
결구구조, 조영원리 및 사리공의 위치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석탑의 조성
시기와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상하층기단을 결구하는 방식과 동서탑의 초층탑신에 마련된 사리공의 위
치, 석탑의 조영원리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석탑 조성연대는 8세기 후․말기-9세기
전기 경으로 유추되어 三國遺事에 기록된 사찰의 창건시기(683)와는 다른 것으
로 파악되었다. 영축사지에는 귀부와 석조 불상편이 남아 있는데, 이들의 제작시
기 역시 8세기 후반-9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되어 석탑의 조성시기와 일치한다. 이
는 8세기 후반 경 영축사의 중창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석탑의 조영원리를 분석한 결과 영축사지 동서삼층석탑의 조영원리는 경
주의 移車寺址 석탑과 동일한 조영원리를 사용하였으며, 味呑寺址 석탑과도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8세기 후반경 경주에는 원원사지 석탑, 용명리 석탑 등
을 제작하였던 조영원리가 있었고, 8세기 말기 이후 무장사지 석탑, 남산리 서석
탑 등에서 사용했던 또 다른 조영원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축사지 동

* 본 논문은 2018년 6월 29일 울산박물관에서 개최된 학술심포지엄 ‘울산 율리 영축사지 조사 성과와
의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강사(hyunny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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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탑이 경주 이거사지 석탑의 조영원리로 조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거사 혹은
이거사 석탑을 조성했던 장인집단 등과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특히 경주 이거사지 석탑과 미탄사지 석탑은 불국사 삼층석탑의 조
영원리를 참조하였기 때문에 영축사지 석탑, 나아가서 영축사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영축사지 동서삼층석탑의 탑재 표면에서 관찰되는 특징 즉, 우주와
탱주 등의 각진 모서리 부분을 마치 둥글게 弧形으로 처리한 모습이 나타나는 원
인에 대해서 유추해 보았다. 최근 특기할 만한 이 현상을 양식적 특징으로 파악하
고 백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연구가 있지만, 이는 후대에 탑이 도괴되고 난 후,
탑재에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을 지핀 결과 그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파악하
였다.
주제어 : 영축사지, 영축사, 석탑, 신라, 조영원리, 조영계획, 결구구조

Ⅰ. 머리말
울산 靈鷲寺址는 울주 청량읍 율리 82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신
라시대 사찰터이다. 三國遺事권3 제4 塔像 靈鷲寺條에는 永淳 2년 癸未年
(683), 영축사가 창건되었던 당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다.1) 일찍부터 사지
일대에서 발견되었던 ‘靈鷲’銘의 기와를 비롯하여 2012년～2016년까지 총 5
차에 걸쳐 사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록의 영축
사가 현재의 영축사지임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이전부터 영축사지에는 도
괴된 동서삼층석탑의 部材와 龜趺 등이 지표에 산재해 있었으며, 발굴 작업을
통해 영축사지의 금당지, 강당지, 회랑지 등의 확인은 물론 석등재, 와전류,
토․자기류, 금동불상, 석조불상편, 비석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2)
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의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이 중에서 동서삼층석탑의 경우 그 제작시기가 삼국유사의 사찰 창건

1) 三國遺事권3 제4 塔像 靈鷲寺
2) 발굴조사에 관한 내용은 울산박물관, 울산영축사지 발굴조사보고서Ⅰ, 2016; 울산박물관, 울산
영축사지 발굴조사보고서 Ⅱ,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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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같은 7세기경3) 혹은 8세기 전반으로 파악되기도 한다.4) 따라서 본고
에서는 조성시기의 異見을 보이는 동서삼층석탑의 특징과 조성시기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서탑을 이루는 탑재의 현상 및 수량과 구성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살펴본 후 석탑의 결구구조와 조영계획 및 사리공의 위치와
형태 등을 분석하여 석탑의 조성시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
축사지 동서탑의 탑재는 우주와 탱주 등을 模刻함에 있어 다른 석탑에서 보이
지 않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 주목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현상이 治石
방식의 특징인지, 후대 변형된 것인지, 만일 후대 변형되었다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塔材의 현황
영축사지 석탑은 금당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1기씩 조성된 쌍탑이다.
동서석탑은 발굴 조사 이전, 어느 시기엔가 이미 도괴된 상태로 지표에 노출
되어 있었으며 발굴조사 결과 서탑의 部材는 원위치에서 서쪽으로 이동된 채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 그림 1-1). 그리고 동서탑 모두 지표 아래 묻
혀있던 하층기단부와 함께 탑구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남아
있는 탑재의 구성으로 보아 동서탑은 이중기단에 삼층의 탑신부로 이루어진
신라시대의 典型樣式 석탑으로 확인되었다.
동서탑의 탑구에 사용된 석재의 수는 20매로, 모서리에 귀틀석 1매를 각기
배치하고 그 사이에 ‘一’자형의 석재 4매를 배치하였다. 지대석의 모서리와 맞
닿는 부분은 ‘ㄱ’자로 치석하여 결구가 용이하게 하였으며, 上面에는 귀솟음
이 표현되어 있다.

3) 신용철, ｢울산 문수산 석조미술 연구｣, 불교미술사학24, 불교미술사학회, 2017, 83～111쪽
4) 울산박물관, 앞의 책, 2018, 81쪽.
5) 울산박물관, 앞의 책, 2018, 71쪽, 사진 30 전재.
6) 위의 책, 61쪽, 사진 8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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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굴 당시 서탑 부재5)

[그림 1-1] 발굴 당시 동탑 부재6)

하층기단은 동서탑 모두 각기 16매씩 사용되었으며, 하층갑석 8매, 지대석
과 면석은 통돌(이하 지대석-면석으로 기술)로 처리되어 8매이다. 그러나 현
재 동탑의 경우 하층갑석 1매가 결실되어 하층기단의 석재 수는 7매만 남아
있다. 두 탑 모두 갑석과 지대석-면석의 석재를 배치할 때, 모서리에 귀틀석
을 두고 그 사이에 ‘一’자형 석재 1매를 삽입하였다(이하 중앙석으로 칭함).
하층면석에는 우주와 탱주를 각기 2개씩 모각하였다. 하층갑석 상면에 조출
된 상층면석받침의 경우 하단은 弧形, 상단은 角形으로 제작되었다. 동서석
탑의 상층기단은 상층면석 4매, 상층갑석 4매로 총 8매의 석재가 각기 사용되
었으며, 면석에는 우주 2개와 탱주 2개가 모각되어 있다. 동서탑 모두 탑신석
과 옥개석은 각기 1매석으로 제작되어 초층탑신부 2매, 2층탑신부 2매, 3층탑
신부 2매로 탑신부는 동서탑 모두 총 6매의 탑재가 사용되었다. 현재 동탑의
2층탑신부는 결실되었으며, 서탑은 2층탑신석 일부만 남아 있다. 따라서 상
륜부를 제외한 동서탑에 사용된 탑재는 총 50매씩이다(표 1).
[표 1] 영축사지 동서탑의 부재 수량7)
기단부
탑구

하층기단

탑신부
상층기단

지대석 면석

갑석

면석

1층

갑석 탑신

2층

3층

옥개

탑신

옥개

탑신

옥개

동탑

20

8

現7

4

4

1

1

失

1

1

1

서탑

20

8

8

4

4

1

1

1

1

1

1

7) 울산박물관, 앞의 책, 2018, 62쪽의 표 1.과 72쪽의 표 3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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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서탑의 조성시기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확인하였던 탑재의 수량과 구성을 통해 기단부의 결
구구조와 석탑의 조영원리 그리고 사리공의 위치와 형태를 토대로 석탑의 조
성시기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기단부 결구구조
1) 하층기단

먼저 동서탑의 하층기단은 [표 1]에서 확인하였듯이 총 16매의 석재를 활용
했으며, 결구구조는 <결합-귀틀식>이다(그림 2, 그림 2-1).8)

[그림 2] 동탑의 하층기단 결구구조, 결합-귀틀식9)

[그림 2-1] 서탑의 하층기단 결구구조, 결합-귀틀식10)

지대석-면석의 크기는 네 면에 사용된 각각의 부재가 다르며, 동서탑의 것

8) 신라 석탑의 결구구조 방식에 사용된 용어는 크게 석재 수에 있어 4매 이상의 여러 석재로 결구되
었을 경우 “결합형(I유형)”, 4매로 정립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정립형(II유형)”, 그리고 석재들이
결구되는 모서리의 형태에 따라 “귀틀식(A유형)”, “엇물림식(B유형)”, “사다리물림식(D유형)”으로
지칭, 귀틀식과 엇물림식이 함께 조합되면 “귀틀엇물림식(C유형)”이라 하였다. 이 용어에 대해서
는 김지현, ｢통일신라 典型樣式석탑의 기단부 유형과 8세기 석탑의 편년 검토｣, 신라문화45, 동
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197～243쪽, 참조하였다. 참조한 연구 이외에도 신라 석탑의 결
구구조에 대한 연구는 한정호, ｢경주지역 신라 전형석탑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불교고고학
4, 위덕대학교 박물관, 2004, 99～121쪽; 신용철, ｢통일신라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6; 이근우,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기단 결구방식에 대하여 ; 7-8세기 석탑을 중심으
로｣, 역사와 경계63, 부산경남사학회, 2007, 147～195쪽 등이 있다.
9) 울산박물관, 앞의 책, 2018, 69쪽 사진 27을 토대로 수정.
10) 위의 보고서, 71쪽 사진 30을 참조하여 사진 30을 토대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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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로 비교해 보아도 다르다(표 2).11)
[표 2] 동서석탑의 귀틀석과 중앙석 크기12)
북
동
탑
서
탑

cm
唐尺
cm
唐尺

서

남

동

향좌

중앙

향우

향좌 중앙 향우

향좌

중앙

향우

향좌

중앙

향우

120

110

147

152

80

147

153

83

150

94

132

153

4.1

3.7

5.0

5.2

2.7

5.0

5.2

2.8

5.1

3.2

4.5

5.2

112.8 145.3 122.3
3.8

4.9

4.2

119 113.6 146.7 138.3 104.6 136.6 119.3 151.4 110.4
4.0

3.9

5.0

4.7

3.6

4.6

4.0

5.1

3.7

[표 2]를 살펴보면 동탑의 경우 서면과 남면의 귀틀석과 중앙석의 크기는 각
기 비슷하나, 동면과 북면의 경우 서로 다르며, 동면과 북면끼리 비교해 보아
도 차이가 난다. 서탑은 동면과 북면이 비슷하지만, 서면과 남면의 석재 크기
와 다르며, 서면과 남면 역시 서로 다르다.
8-9세기의 신라 석탑 중에서 하층기단의 결구방식이 영축사지 석탑과 같이
8매의 석재를 이용하여 <결합-귀틀식>으로 조성된 석탑은 경주 구황동 석탑
을 비롯하여 약 23기정도 파악된다.13) 그리고 8매의 석재 중 중앙석을 제외하
고 귀틀석 4매만으로 결구한 <정립-귀틀식>까지 포함하면 약 29기 정도 파악
된다. <정립-귀틀식>으로 제작된 석탑은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경주 이거사
지 석탑, 경주 승소곡사지 삼층석탑,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영양 현리 삼층석
탑,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등이 있다(표 8 참조). 8매의 석재로 귀틀식 구조를
이루는 약 23기의 석탑을 검토해 보면 각 면의 귀틀석과 중앙석의 크기 그리
고 중앙석에 모각되는 탱주 및 면석 분할에서 변화양상이 관찰된다. 즉, 귀틀
석과 중앙석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치석되다가 일정한 크기
로 제작되는 규칙성을 띤다. 그리고 이후에는 규칙과 불규칙이 혼재하는 양상
을 보인다. 중앙석에 모각되는 탱주가 2개에서 1개가 나타나기도 하며, 탱주
11) [표 2]에서 동, 서, 남, 북의 순서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귀틀석의 특성상 북쪽의 향우측과 서쪽
의 향좌측, 서쪽의 향우측과 남쪽의 향좌측, 남쪽의 향우측과 동쪽의 향좌측이 통돌로 제작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동쪽의 향우측과 북쪽의 향좌측 역시 통돌로 제작된다.
12) [표 2]를 비롯하여 본고에서 제시된 동서탑재의 실측치의 경우 동탑은 울산 영축사지 동 석탑 3D
스캔 정밀실측 용역보고서 황룡, 2015의 실측도에 표기된 스케일을 토대로 스케일자를 이용하여
수치를 구했으며, 서탑은 2016년 ㈜ 무림지앤아이에서 조사한 율리 영축사지 석탑 3D스캔 및 실
측자료를 통해 수치를 파악하였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울산박물관 성소현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3) 영축사지 동서탑을 포함하면 약 25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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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분할되는 면석도 불규칙 → 규칙 그리고 이후 규칙과 불규칙이 함께
나타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먼저 귀틀식 구조의 이른 사례인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692년)을 살펴보겠
다. 이 탑은 남면의 중앙석이 7.0尺으로 가장 길게 치석되어 눈에 띠지만, 나
머지 세 면의 중앙석과 귀틀석의 크기도 모두 달라 석재의 규모가 불규칙적이
다(표 3). 또한 지대석-면석-갑석이 1매석으로 치석된 부재도 있으며(그림 3),
지대석과 면석이 別石으로 처리된 부분도 확인되어 석재를 가공함에 있어서
도 정연하지 못하다(그림 3-1). 중앙석의 탱주 모각 역시 서면의 경우 중앙석
양면 끝에 탱주를 치석하였으나(그림 3-1), 나머지 세 면은 중앙석을 2개의 탱
주로 분할하고도 탱주 바깥쪽으로 면석을 다듬기도 하였다(그림 3).
[표 3]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하층기단의 귀틀석과 중앙석 크기14)
북

서

남

동

향좌

중앙

향우

향좌

중앙

향우

향좌

중앙

향우

향좌

중앙

cm

92.7

196

112.9

123

154.4 125.8

88.7

206.7 105.3

112

182.5 105.6

唐尺

3.1

6.6

3.8

4.2

5.2

5.2

3.0

[그림 3] 하층기단의 지대석-면석-갑석이 통돌로 치석

7.0

3.6

3.8

6.2

향우
3.6

[그림 3-1] 하층기단의 지대석은 別石으로 치석

그러나 이후 제작되는 8세기 중기15)의 경주 천군동 동서탑, 8세기 후기의
김천 갈항사지 동서탑(758),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경주 용명리 석탑, 경주
원원사지 동서탑, 8세기 말기의 청도 봉기동 석탑, 8세기 말-9세기 전기의 칠
곡 기성동 삼층석탑, 성주 보월동 삼층석탑 등에서는 각 면의 귀틀석과 중앙
석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게 제작된다.16) 대표적으로 경주 천군동 동탑, 경주
14)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Ⅰ, 2007, 152쪽, 164쪽, 165쪽의 실측치를 종합적으로 검
토한 수치이다.
15) 본고에서 시기는 약 25년씩 구분하여 1/4분기는 전기, 2/4는 중기, 3/4는 후기, 4/4는 말기로 구분
하고자 한다. 또한 초기는 1/4분기인 전반기 내에서 다시 절반을 구분한 앞쪽에 해당하는 시기이
다.
16)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Ⅱ, 2008, 210쪽, 227쪽; 上同, 경상북도의 석탑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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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사지 동탑, 청도 봉기동 석탑, 성주 보월동 석탑의 규모를 살펴보면 [표 4]
와 같다.17)
[표 4] 하층기단의 귀틀석과 중앙석 크기18)

천군동 cm
동탑 唐尺
원원사 cm
동탑 唐尺
봉기동 cm
석탑 唐尺
보월동 cm
석탑 唐尺

향좌
126.9
4.3
109.2
3.7
109.3
3.7
95.5
3.2

북
중앙
149
5.1
132.3
4.5
130.3
4.4
119
4.0

향우
124.3
4.2
110.1
3.7
108.5
3.7
95
3.2

향좌
126.7
4.3
113.1
3.8
109.5
3.7
95
3.2

서
중앙
147.2
5.0
130.4
4.4
130.5
4.4
118.5
4.0

향우
124.7
4.2
108.6
3.7
109.3
3.7
94.5
3.2

향좌
124
4.2
108.6
3.7
110.8
3.7
96.5
3.3

남
중앙
149.8
5.1
129.4
4.4
133.1
4.5
118
4.0

향우
125.7
4.3
110.1
3.7
104.9
3.6
96
3.2

향좌
129.7
4.4
109.3
3.7
108.6
3.7
94.9
3.2

동
중앙
154.9
5.2
132.2
4.5
131.3
4.5
117.4
4.0

향우
115.8
3.9
108.6
3.7
109.3
3.7
94.2
3.2

그리고 중앙석에 모각되는 탱주는 2개로 면석의 양 끝에 맞추어서 제작하
였다. 이와 더불어 8세기 후․말기부터는 다시 각 면의 귀틀석과 중앙석의 크
기가 다르게 제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경주 무장사
지 석탑, 경산 선본암 석탑, 영주 부석사 석탑 등이 있다(표 5).
[표 5] 하층기단의 귀틀석과 중앙석 크기19)

무장
사탑

cm

북
향좌 중앙 향우
96.2 124.7 97.1

唐尺

3.2

선본
암탑

cm
唐尺

부석
사탑

唐尺

cm

서
향좌 중앙 향우
96.9 126.9 97

남
동
향좌 중앙 향우 향좌 중앙 향우
91.1 139.5 88.4 91.1 139.5 88.4
3.1

4.2

3.3

3.3

4.3

125

98

102.5

102

98

4.3

3.3

3.5

3.4

3.3

3.3

4.7

3.0

127.1 103.5 124 102.5 125.5 98.5

103

4.3

3.5

4.7
4.2

3.0
3.5

3.1
4.2

3.3

3.5

100.5 110.3 129.3 125.9 107.7 104.3 108.8 107.5 121.9 107.1 143.8 87.7
3.4

3.7

4.4

4.3

3.6

3.5

3.7

3.6

4.1

3.6

4.9

3.0

[표 5]를 살펴보면 초기 구황동 석탑의 하층기단 탑재에서 보였던 불규칙한
크기와 달리 무장사지 석탑은 북면과 서면을 구성하는 석재의 크기가 같고 동
면과 남면의 것이 같다. 경산 선본암 석탑은 북․서․동면이 같고 남면만 다

42쪽, 64쪽; 上同, 위의 보고서, 2007, p. 257; 上同, 경상북도의 석탑Ⅲ, 2009, 65쪽, 235쪽, 254
쪽; 上同, 경상북도의 석탑Ⅳ, 2010, 166쪽; 上同, 경상북도의 석탑Ⅴ, 2011, 141쪽 참조.
17) 신라 석탑의 제작에 있어 0.2尺은 오차 범위 내의 수치로 파악된다. 김지현, ｢신라 8세기 典型樣
式석탑의 조영계획 연구｣,미술사학연구297, 한국미술사학회, 2018, 5～35쪽
18) 성주 보월동 석탑의 상하층의 기단부 수치는 필자가 직접 실측하였다.
19) 경산 선본암 석탑의 상하층 기단부 수치는 필자가 직접 실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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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며, 영주 부석사 석탑은 북․서․남면이 같고, 동면만 다르다. 즉, 경산 선
본암 석탑과 영주 부석사 석탑은 네 면 중 세 면의 규모가 같고 한 면만 그 크
기가 달라 규모에 있어 규칙과 불규칙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두 석
탑은 하층기단 중앙석에 모각되는 탱주의 숫자에서도 변화를 보이는데, 부석
사 석탑의 경우 동․서․북면의 중앙석 한쪽 끝에만 1개의 탱주를 모각하였
으며, 동면 중앙석만 2주의 탱주를 모각하였다(표 6). 게다가 동면의 향우측
탱주는 중앙석의 끝에 맞추어 탱주를 치석한 것이 아니라 탱주 옆쪽으로 면석
일부를 다듬기도 하였다(표 6에서 √부분).20)
[표 6] 부석사 석탑 하층기단의 탱주 처리21)

이와 같이 신라 석탑의 하층기단 결구구조의 특징과 시기적 변화양상을 통
해 볼 때, 영축사지 석탑의 하층기단에서 확인되는 석재의 불규칙성과 규칙성
의 혼재, 하층기단 중앙석에 모각된 탱주 수의 변화는 석탑의 상한연대를 8세
기 후․말기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상층기단

동서탑의 상층기단에 사용된 석재의 수는 상층면석 4매, 상층갑석 4매로 각

20) 청도 봉기동 석탑과 성주 보월동 석탑은 상층기단에서 중앙석의 탱주 수에 변화를 보인다. 즉, 각 석
재의 규모가 동일하게 제작된 석탑의 경우 모두 중앙석에 모각되는 탱주는 2개로 석재의 양쪽에 배
치된다. 그러나 청도 봉기동 석탑과 성주 보월동 석탑의 경우 중앙석에 탱주를 1개를 모각하였다.
21)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Ⅶ, 2013, 129쪽 하층기단 면석 및 지대석 평면도를 토대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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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8매이다. 상층면석을 4매의 석재로 결구할 경우 4매의 판석으로 결합한
<정립-엇물림식> 구조가 일반적이며, 대표적인 석탑으로 경주 천군동 동서탑,
김천 갈항사 동서삼층석탑(758), 불국사 삼층석탑 등이 있다(표 7).
[표 7] <정립-엇물림식>으로 결구한 상층기단
정립-엇물림식

천군동 동탑 상층기단

갈항사지 동탑 상층기단

불국사 석탑 상층기단

그런데 영축사지 동서탑의 석재는 이와 다른 결구구조를 보인다. 동탑의 경
우 4매의 석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석재 수를 통한 형식에서는 ‘정립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귀틀석의 경우 기존의 <정립-귀틀식>과 다르다. <정립-귀틀식>
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나원리 오층석탑22), 이거사지 석탑, 승소곡사지 삼층석
탑, 남사리 삼층석탑 등이 있는데, 이들은 4매의 귀틀석이 거의 동일한 크기로
치석되었다. 이에 반해 영축사지의 것은 귀틀석에서 한 면이 길어진 변형된
귀틀석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길이가 길어진 부분에서 결합되는 석재는 또
다른 짧은 귀틀석 부재와 결합하고 있다(표 8).
따라서 영축사지 동탑의 상층기단 결구방식은 기존의 <정립-귀틀식>과 다
소 다른 <정립-변형귀틀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22)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의 제작시기를 8세기 중반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한정호, 앞의 논문, 111쪽;
김지현, 앞의 논문, 2015, 224～226쪽이 있으며, 7세기 후반은 고유섭, 高裕燮全集1, 동방문화
사, 1993; 장충식, 신라석탑연구, 일지사, 1987, 122쪽; 박홍국,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과 남산
칠불암 조성시기｣,과기고고연구4, 아주대학교박물관, 1998, 101～103쪽; 정영호, 한국의 석조
미술, 1998, 48쪽; 황수영, 黃壽永全集, 혜안, 1998, 76쪽, 8세기 초․전반은 진홍섭, 韓國의
石造美術, 1995, 138쪽; 박경식, 탑파, 예경, 2001, 42쪽; 강우방․신용철, 탑, 솔, 2003, 142
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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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립-귀틀식>과 <정립-변형귀틀식>결구구조
정립-변형귀틀식

울산 영축사지 동탑
상층기단

정립-귀틀식

경주 나원리 석탑
하층기단

경주 남사리 석탑
하층기단

영양 현리 석탑
하층기단

그런데 <정립-귀틀식>으로 결구된 석탑이 제작되는 시기는 대개 8세기
중․후기 이후이므로 영축사지 동탑의 제작시기도 이즈음으로 추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영축사지 동탑은 상층기단에 <정립-변형귀틀식>이 나타나지만,
<정립-귀틀식>의 결구를 한 다른 석탑들은 모두 하층기단이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신라 석탑에서 결구구조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상층기단에서 먼저 시
도되고 하층기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인다.23) 단순하게 이를 적용한다면
영축사지 동탑의 상층기단은 8세기 중․후기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영축사지 동탑의 상층기단에 보이는 <정립-변형귀틀식>은 이 동
탑에서만 확인되므로, 오히려 동탑을 조성할 당시 <정립-귀틀식> 구조를 인지
한 상태에서 변형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변형이 일어난 연유
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영축사지 주변에 석재가 풍부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즉, 요구되는 탑재의 크기가 있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석재
수급이 원활했기에 변용 또한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24) 하층기단의 결구
구조와의 관계를 종합해 본다면 영축사지 동탑은 8세기 후․말기 이후에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탑의 상층면석 역시 3매의 석재는 귀틀석에서 한 면이 길어진 변형된 귀
23) 김지현, 앞의 논문, 2015, 211쪽.
24) 석탑을 조성하는데 석재 수급에 따라 탑재의 치석을 달리하는 단적인 사례로 의성 탑리리 오층석
탑 그리고 경주 장항리 동서오층석탑 등이 있다(이와 관련한 논문은 김지현,｢경주 장항리사지 오
층석탑의 浮彫像 고찰｣,동악미술사학, 동악미술사학회, 2011, 26쪽; 上同,｢의성 탑리리 오층석
탑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22, 불교미술사학회, 2016, 36쪽). 그리고 경주 구황동 석탑도
석재 수급 문제가 간취되는데, 이는 하층기단 부재의 불규칙한 규모의 치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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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석이다. 그러나 길어진 석재가 결합되는 방식 중에 동탑과 달리 엇물림식이
확인된다. 그리고 한 면은 길어진 변형귀틀석에 중앙석이 삽입된 방식을 보여
귀틀식의 결구가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서탑의 상층기단 결구구조는 귀틀엇
물림식으로 볼 수 있겠다(표 9).
[표 9] 귀틀엇물림식 결구구조가 나타나는 석탑
정립-귀틀엇물림식

울산 영축사지 서탑
상층기단

결합-귀틀엇물림식

경주 마동사지 석탑
상층기단

광양 중흥산성 석탑
하층기단

의성 관덕동 석탑
하층기단

순천 선암사 동탑
하층기단

귀틀엇물림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석탑으로 8세기 말-9세기 전기의 경주
마동사지 삼층석탑이 있는데, 상하층기단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9
세기 청도 운문사 동탑,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 순천
선암사 동서탑은 하층기단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석탑은 석재 수에 있
어 여러 석재가 사용된 결합형이지만, 영축사지의 것은 4매로 이루어진 정립
형으로 차이를 보인다.
영축사지 서탑과 같이 상층기단에 정립형이면서 귀틀엇물림식을 보이는 신
라 석탑의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상층기단은 물론
하층기단에도 결합형으로 귀틀엇물림식을 보이는 사례는 경주 마동사지 삼층
석탑 이외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앞서와 같이 결구구조의 변화 양상이 상층기
단 → 하층기단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적용한다면, 서탑의 하한연대는 9세기
전기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탑에서도 유추했듯이 영축사지 서탑의 상층기
단에 사용된 석재의 치석 및 결구방식은 사지 주변의 풍부한 석재 및 조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영축사지 동서탑의 결구구조를 통해 제작시기를 유추해 보았다.
동서탑의 하층기단 결구구조만을 토대로 조성시기를 유추해 본다면 8세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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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후로 추정되었으며, 상층기단 결구구조만을 토대로 제작시기를 유추해
본다면 동탑은 상한연대가 8세기 중․후기 이후, 서탑은 하한연대가 약 9세기
전기 경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두 탑이 쌍탑임을 감안하고 상하층기단의 제
작시기를 종합해 본다면 영축사지 동서탑은 8세기 후기～9세기 전기 경에 조
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조영계획
본고에서 살펴볼 조영계획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행해졌던 석탑의 비례
나 조형미에 대한 것이 아니며, 석탑을 제작할 때 각 부재 간의 상관성을 살펴
보는 것이다. 즉, 무엇을 기준으로 건축 모듈을 정해 기단부의 높이, 상하층기
단의 높이와 너비 및 탑신부의 높이와 각 너비를 설계했는지 등에 대한 석탑
조영에 있어서 그 원리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25)
1) 기단부

영축사지 동서탑의 조영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 자료가 되는 탑재의 기
단부 실측치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으며, 실측치는 현재의 도량형인 ‘cm’와
함께 당시 사용했던 ‘唐尺’도 함께 표기하였다.
[표 10] 영축사지 동서탑의 기단부 탑재의 실측치26)
지대석

동
탑
서
탑

하층면석

하층갑석

상층면석

상층갑석

너비

높이

너비

높이

너비

높이

너비

높이

너비

높이

380.3

24

371

22

384

28

245

96.5

266.5

37.5

唐尺

12.9

0.8

12.6

0.7

13.0

1.0

8.3

3.3

9.0

1.3

cm

380.1

24

368.2

21.8

371

31.7

241

96.7

259.8

34.3

唐尺

12.9

0.8

12.5

0.7

12.6

1.1

8.2

3.3

8.8

1.2

cm

동탑의 지대석 너비는 380.3cm, 서탑은 380.1cm로 각 네 면의 평균값을 제
시한 것이다. 唐尺으로 환산할 경우 동서탑 모두 12.9尺인데, 동탑의 경우 남
25) 이와 같은 방식의 조영계획에 대한 연구로 김지현, ｢신라 8세기 典型樣式석탑의 조영계획 연구｣,
미술사학연구297, 한국미술사학회, 2018, 5～35쪽이 있다.
26) 각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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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지대석 너비는 386cm로 13.1尺이다. 0.2尺의 오차를 감안한다면 영축사
지 동서탑의 지대석 너비의 完尺은 13.0尺으로 추정된다.27) 탑구 한 면의 전
체너비는 19.0尺이므로 탑구에서 좌우로 3.0尺, 총 6.0尺을 감한 크기가 지대
석 너비임을 알 수 있다. 하층면석의 너비는 동탑 12.6尺, 서탑 12.5尺인 것으
로 보아 지대석 너비에서 좌우로 0.2尺씩 감한 크기로 추정된다. 하층갑석의
너비 역시 13.0尺을 完尺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대석 너비와 동
일하다. 상층갑석의 너비는 지대석 너비의 1/2인 6.5尺에 2.5尺을 더한 9.0尺,
상층면석의 너비는 상층갑석의 너비에서 0.5尺을 감한 8.5尺이 完尺으로 짐작
된다. 현재 상층면석의 너비는 동서탑 각기 8.3尺, 8.2尺으로 실측, 상층면석
의 훼손 및 마모를 감안한다면 8.5尺이 조성 당시의 完尺이라 생각된다(표
11).
[표 11] 영축사지 동서석탑의 기단부 幅에 대한 조영원리
동탑

서탑

完尺

조영원리

完尺

조영원리

지대석 幅

13.0尺

탑구 幅 - 6.0尺

13.0尺

탑구 幅 - 6.0尺

하층면석 幅

12.6尺

지대석 幅 - 0.4尺

12.6尺

지대석 幅 - 0.4尺

하층갑석 幅

13.0尺

지대석 幅과 동일

13.0尺

지대석 幅과 동일

상층갑석 幅

9.0尺

지대석 幅 1/2 + 2.5尺

9.0尺

지대석 幅 1/2 + 2.5尺

상층면석 幅

8.5尺

상층갑석 幅 - 0.5尺

8.5尺

상층갑석 幅 - 0.5尺

동탑의 지대석 높이는 모두 0.8尺, 하층면석의 높이는 0.7尺, 하층갑석의
높이는 1.0尺으로 하층기단 전체높이는 2.5尺이다. 서탑의 경우 하층갑석의
높이가 1.1尺으로 2.6尺이다. 또한 동서탑의 상층면석의 높이는 3.3尺으로 동
일하며, 상층갑석의 경우 동탑은 1.3尺, 서탑은 1.2尺으로, 상층기단 전체높이
는 동서탑 각기 4.6尺과 4.5尺이다. 따라서 동서탑의 기단부 전체높이는 7.1
尺이며, 完尺은 7.0尺으로 추정된다(표 10 참조).
신라 석탑 중에는 기단부 전체높이를, 지대석 너비의 1/2을 기본으로 하여
0.5尺 혹은 1.0尺 등 α尺을 더한 값으로 조성하기도 하는데, 영축사지 동서탑

27) 석탑을 조성하는데 있어 完尺 대비 0.2尺의 오차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김지현, 앞의 논문,
2018, 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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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영설계 역시 이 방식으로 추정된다(표 12).28)
[표 12] 영축사지 동서석탑의 기단부 高에 대한 조영원리
동탑

서탑

完尺

조영원리

完尺

조영원리

기단부 總高

7.0尺

지대석 幅 1/2 + 0.5尺

7.0尺

지대석 幅 1/2 + 0.5尺

상층기단 總高

4.5尺

기단부 總高 1/2 + 1.0尺

4.5尺

기단부 總高 1/2 + 1.0尺

하층기단 總高

2.5尺

기단부 總高 1/2 - 1.0尺

2.5尺

기단부 總高 1/2 - 1.0尺

상층면석 高

3.25尺

상층기단 總高 1/2 + 1.0尺

3.25尺

상층기단 總高 1/2 + 1.0尺

상층갑석 高

1.25尺

상층기단 總高 1/2 – 1.0尺

1.25尺

상층기단 總高 1/2 – 1.0尺

즉, 기단부 전체높이의 조영방식은 지대석 너비의 1/2인 6.5尺에 0.5尺을
더한 값으로 파악된다. 동서탑의 하층기단 전체높이와 상층기단 전체높이의
합이 기단부 전체높이이므로 이들의 각 크기를 계획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
은 당연히 기단부 전체높이라 할 수 있다. 기단부 전체높이의 1/2±1.0尺을 가
감한 값인 2.5尺과 4.5尺인데, 이 규모가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전체높이에
대한 完尺으로 파악된다. 상층면석과 갑석 높이의 제작원리 역시 상층기단 전
체높이의 1/2±1.0尺으로 추정되는데, 이 원리에 따른 完尺의 크기는 각기
3.25尺과 1.25尺이다. 3.25尺과 1.25尺은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반올림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이 경우는 석재 크기의 절반이라는 개념이 수치상으로 표
현된 것으로 유추된다.29) 다시 말해 이 원리에 따라 탑재를 만든다면 3.25尺
은 3.2尺 혹은 3.3尺으로, 1.25尺은 1.2尺 또는 1.3尺의 두 가지 크기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서탑의 상층면석 높이는 모두 3.3尺이지만, 상층갑석
의 경우 동탑은 1.3尺, 서탑은 1.2尺으로 제작되어 크기가 동일하다. 따라서
상층면석과 갑석의 높이의 조영방식은 상층기단 전체높이의 1/2±1.0尺으로
추정된다.

28) 기단부 전체높이를 지대석 너비의 1/2을 기본으로 0.5尺～1.5尺을 더한 값으로 조성한 석탑은 경
주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 용명리사지 삼층석탑, 마동사지 삼층석탑, 청도 봉기동 삼층석탑, 창
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김천 갈항사지 동서삼층석탑이 있다(김지현, 앞의 논문, 2018, 15쪽). 이
외에도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 남산리사지 서삼층석탑,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 영주 부석사 삼
층석탑,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 청도 장연사지 동서삼층석탑, 산청 단속사지 동서삼층석탑, 합천
월광사지 동서삼층석탑 등이 있다.
29) 김지현, 앞의 논문, 2018,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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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탑신부

영축사지 동서탑의 탑신부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탑재를 통한 실측
치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기단부와 마찬가지로 실측치는 현재의 도량형
인 ‘cm’와 함께 당시 사용했던 ‘唐尺’도 함께 표기하였다.
[표 13] 영축사지 동서탑의 탑신부 탑재의 실측치
초층탑신부

동 cm
탑 唐尺

2층탑신부

3층탑신부

옥개
석幅

옥개
석高

탑신
석幅

탑신
석高

옥개
석幅

옥개
석高

탑신
석幅

탑신
석高

옥개
석幅

옥개
석高

203

77

130

122.3

190

72

-

-

154

61

93

36

6.9

2.6

4.4

4.2

6.4

2.4

-

-

5.2

2.1

3.2

1.2

67.9 133.1 124.3 173.8 60.5 114.4 42.6 144.7

54.5

90.1

36.6

2.3

1.8

3.1

1.2

서 cm 199.5
탑 唐尺 6.8

4.5

4.2

5.9

2.0

3.9

1.5

4.9

탑신 탑신
석幅 석高

[표 13]에서 동서탑의 옥개석 크기는 현재 파손된 상태의 실측치를 제시한
것으로 조성당시의 원래 크기가 아니다. 지대석 크기와 기단부 조영원리가 유
사한 신라 석탑의 옥개석 너비를 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상층면석의 너비
에서 0.5尺, 1.0尺 혹은 1.5尺을 감한다.30)
먼저 상층면석의 너비에서 0.5尺을 감할 경우 옥개석 너비는 8.0尺이 되는
데, 1층옥개석의 너비가 8.0尺을 지니는 석탑으로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이 있
다. 그러나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의 지대석 너비는 14.0尺으로 영축사지의 것
보다 크다. 지대석 너비가 13.0尺의 규모를 지니는 석탑은 현재 경주 미탄사
지 석탑, 이거사지 석탑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석탑의 초층옥개석 너비는 각
기 7.5尺과 7.0尺을 보이기 때문에 영축사지 동서탑의 초층옥개석 너비는 7.5
尺 또는 7.0尺일 가능성이 크다. 조영방식에 있어 탑신부의 나머지 탑재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7.5尺이 完尺으로 추정된다. 초층탑신석의 높이는
상층면석 높이(3.25尺)에 1.0尺을 더한 값이므로 4.2尺 또는 4.3尺, 초층탑신
석의 너비는 초층탑신석 높이+0.2尺인 4.4尺 혹은 4.5尺이 完尺으로 추정된
다. 초층옥개석의 높이는 동탑의 경우 초층탑신석 높이에서 1.5尺을, 서탑은
2.0尺을 감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동탑의 초층탑신석 높이는 2.6尺으로 完
30) 위의 논문,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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尺인 2.7尺 혹은 2.8尺보다 0.1～0.2尺 작지만, 오차 범위 내의 수치이다. 서
탑 역시 현재 초층탑신석 높이는 2.3尺이지만, 完尺은 2.2尺으로 추정되어 오
차 범위 내의 크기로 치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4).
[표 14] 영축사지 동서탑 초층탑신부의 조영원리
동탑

서탑

完尺

조영원리

完尺

조영원리

초층옥개석 幅

7.5尺

상층면석 幅 - 1.0尺

7.5尺

상층면석 幅 - 1.0尺

초층탑신석 高

4.25尺

상층면석 高 + 1.0尺

4.25尺

상층면석 高 + 1.0尺

초층탑신석 幅

4.45尺

초층탑신 高 + 0.2尺

4.45尺

초층탑신 高 + 0.2尺

초층옥개석 高

2.75尺

초층탑신 高 - 1.5尺

2.2尺

초층탑신 高 - 2.0尺

다음은 2층과 3층의 탑신부이다. 동서탑의 2층옥개석 너비는 각기 6.4尺과
5.9尺이다. 파손된 것을 감안하고 부재 간의 조영원리를 유추해 보면 초층옥
개석 너비에서 1.0尺을 감한 6.5尺으로 추정된다. 3층옥개석의 너비 역시 동
일한 원리인 2층옥개석 너비에서 1.0尺을 감하여 제작한 것으로 사료된다. 서
탑의 2층탑신석 너비는 현재 3.9尺으로 2층옥개석 너비 1/2+0.5尺으로 3.8尺
이 完尺으로 추정된다. 2층탑신석의 높이는 현재 1.5尺인데, 초층탑신석 너비
1/3의 값과 같다. 그리고 동탑의 2층옥개석의 높이는 2층탑신석의 높이+1.0
尺, 2층옥개석 높이는 2층탑신석 높이+0.5尺의 방식으로 조성하여 동탑과 약
간의 차이를 보인다. 3층탑신부 역시 동일한 조영원리가 적용되었는데, 3층탑
신석 높이는 2층탑신석 너비의 1/3, 3층탑신석 높이는 3층옥개석 너비
1/2+0.5尺, 3층옥개석 높이의 경우 동탑은 3층탑신석 높이+1.0尺, 서탑은 3층
탑신석 높이+0.5尺으로 조성되었다(표 15).
그런데, [표 13]의 실측치는 물론 [표 14]와 [표 15]를 살펴보면 동서탑의 초
층․2층․3층옥개석의 높이를 정하는 조영계획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동탑의 전체높이가 서탑보다 약 1.5尺 정도 큰데, 1.5尺을 오차 범
위로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 즉, 동탑이 서탑보다 1.5尺정도 높게 제작되었는
데, 조영방식에서 규칙적인 변화를 적용시키고 있으므로 석재의 치석을 통해
발생한 오차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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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영축사지 동서탑 2층․3층탑신부의 조영원리
동탑

서탑

完尺

조영원리

完尺

조영원리

2층옥개석 幅

6.5尺

초층옥개석 幅 - 1.0尺

6.5尺

초층옥개석 幅 - 1.0尺

2층탑신석 高

1.5尺

초층탑신 幅 1/3

1.5尺

초층탑신 幅 1/3

2층탑신석 幅

3.75尺

2층옥개석 幅 1/2 + 0.5尺

3.75尺

2층옥개석 幅 1/2 + 0.5尺

2층옥개석 高

2.5尺

2층탑신 高 + 1.0尺

2.0尺

2층탑신 高 + 0.5尺

3층옥개석 幅

5.5尺

2층옥개석 幅 - 1.0尺

5.5尺

2층옥개석 幅 - 1.0尺

3층탑신석 高

1.25尺

2층탑신 幅 1/3

1.25尺

2층탑신 幅 1/3

3층탑신석 幅

3.25尺

3층옥개석 幅 1/2 + 0.5尺

3.25尺

3층옥개석 幅 1/2 + 0.5尺

3층옥개석 高

2.25尺

3층탑신 高 + 1.0尺

1.75尺

3층탑신 高 + 0.5尺

이에 대한 원인을 단정할 수 없지만 지표 레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즉, 서탑이 위치하는 지대가 동탑의 그것보다 높아서 서탑을 의도적으로 작
게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동탑의 지대석 및 탑구가 위치한 지표 레벨은
해발 105.5m이고, 서탑의 지대석과 탑구가 배치된 곳은 해발 106m로 약 50cm
즉 1.7尺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표 16). 다시 말해 동탑보다 서탑이 배치되는 지
대가 1.7尺 가량 더 높다.
[표 16] 영축사지 동서석탑의 지대 단면도31)

동탑

서탑

31) 울산박물관, 앞의 책, 2018, 63쪽,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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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탑의 전체 높이를 맞추기 위해 서탑의 옥개석 높이를 0.5尺씩 줄여
약 1.5尺가량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두 탑의 높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된
다. 이 외에도 동서탑의 배치와 현재 남아 있지 않는 금당 및 영축산과의 가시
적 혹은 상징적 관계 및 조형미 등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더불어 영축사지 동서탑과 동일한 조영원리로 제작한 석탑의 사례로 경주
이거사지 석탑을 들 수 있으며, 미탄사지 석탑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거사지
석탑과 미탄사지 석탑은 기본적으로 불국사 삼층석탑의 조영원리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영원리를 통한 영축사지 동서탑의 조성 시기는
적어도 불국사 삼층석탑이 제작된 이후인 8세기 후․말기로 파악할 수 있
다.32) 경주에는 당시 8세기 후기에 원원사지 석탑, 용명리 석탑 등을 제작하
였던 다른 조영원리가 있었고33), 8세기 말기 이후 무장사지 석탑, 남산리 서
석탑 등에서 사용했던 또 다른 조영원리가 있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축사지 동서탑이 경주 이거사 석탑의 조영방식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거사 혹은 이거사 석탑을 조성했던 장인 집단 등과의 교류를 살펴볼 수 있
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사리공의 위치와 형태
영축사지 동서탑은 도괴되어 있어 사리공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두
탑은 모두 초층탑신 상면에 사리공을 마련하였는데, 동탑은 한 변이 21cm, 깊
이 16cm의 방형사리공을, 서탑은 안지름 26cm, 바깥지름 31cm, 깊이 27cm의
원형사리공으로 조성되었다(그림 4, 그림 4-1).
현재까지 확인된 쌍탑 중에서 사리공의 형태를 다르게 제작한 사례는 알려
진 바가 없어 異形으로 제작된 동서탑의 사리공은 신라 석탑의 사리공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신라 전형양식 삼층석탑의 사리공 위치와

32) 경주 이거사지 석탑과 미탄사지 석탑 그리고 불국사 삼층석탑의 조영방식과 그 관계는 다른 지면
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33) 김지현, 앞의 논문, 2018.
34) 김지현, ｢8세기 통일신라 전형양식 석탑의 조영계획 연구｣, 2016년 4월 30일 한국미술사학회 월
례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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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5)

[그림 4] 영축사지 동탑 방형사리공

[그림 4-1] 영축사지 서탑 원형사리공

먼저 석탑에서 사리공이 봉안되는 위치의 변화는 3층탑신부 → 2층탑신부
→ 1층탑신부로의 이동이 일반적이며, 김천 갈항사지 삼층석탑과 같이 기단
부에 마련되는 사례도 있다. 석탑의 3층탑신석 상면에 사리공이 배치되는 방
식은 전형양식석탑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경주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682,
그림 5, 그림 5-1)부터 시작하여, 7세기의 고선사지 삼층석탑, 8세기 중기의
천군동 동서삼층석탑, 8세기 말기의 영주 부석사 삼층석탑, 9세기대의 경주
효현리 삼층석탑, 봉화 서동리 서삼층석탑 등 신라의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난
다.

[그림 5] 감은사지 동탑 3층탑신석
방형사리공

[그림 5-1] 감은사지 동탑
3층탑신석과 2층옥개석36)

35) 신라 석탑의 사리안치 장소와 관련한 논문으로 신용철,｢統一新羅石塔 舍利安置場所에 관한 考察,｣,
불교미술사학5, 불교미술사학회, 2007, 69～97쪽이 있다.
36)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7, 180쪽 동탑 2층옥개석 평면도를 토대로 90° 방향으로 회전시켜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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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탑신부의 경우 2층옥개석과 2층탑신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층옥개
석에 사리공을 갖는 석탑은 대표적으로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692), 8세기 후
기의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 경주 이거사지 석탑, 미탄사지 석탑, 8세기 말-9
세기 초의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 9세기대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 등이 있다.
그리고 2층옥개석에 안치할 경우 다시 상면과 하면으로 사리공의 위치를 구분
할 수 있는데, 상면의 예는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그림 6), 원원사지 동서삼층
석탑,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 하면에 나타나는 사례는 경주 이거사지 석탑(그
림 7), 미탄사지 석탑이 있다. 미탄사지 석탑은 2층탑신 상면에 사리공으로 추
정되는 공간이 있어 이와 결합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37) 그러나 이거사지
석탑의 경우 2층탑신에 사리공이 보이지 않아 2층옥개석 하면에만 공간을 마
련한 것으로 보인다. 9세기의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봉안된 층수는 다르
지만 초층탑신 상면에 사리공을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층옥개석 하면에
도 그것을 구비하고 있어 미탄사지 석탑과 유사한 방식을 보인다. 그리고 2층
옥개석의 상․하면 모두 나타나는 사례도 있는데, 합천 청량사 삼층석탑에서
확인된다(그림 8).38)

[그림 6] 구황동 삼층석탑 2층옥개석
上面의 방형사리공 도면39)

[그림 7] 이거사지 탑재 중
2층옥개석下面의 방형사리공

[그림 8] 청량사 삼층석탑 2층옥개석
上下面의 원형사리공

2층탑신석 상면에 사리공이 표현된 석탑은 8세기 후기의 불국사 삼층석탑
(그림 9, 그림 9-1), 9세기 전․중기의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 9세기 후기의
경주 창림사지 서편 폐탑지 석재 등이 있다.

37) 임재완, 味呑寺址-국립경주박물관 학술조사보고서21, 국립경주박물관, 2007, 88쪽.
38) 김희경, ｢淸凉寺三層石塔의_舍利藏置孔｣,미술사학연구6(12), 한국미술사학회, 1965, 151쪽.
39) 梅原考古資料 畵像データベース, http://124.33.215.236/umehara2008/ume_que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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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층탑신 상면은 8세기 후기의 경주 용명리사지 삼층석탑, 8세기 말기의 경
주 무장사지 삼층석탑,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초층탑신석, 경산 선본암 삼층석
탑, 8세기 말-9세기 초의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40), 傳인용사지 석탑, 울주
간월사지 남북삼층석탑, 9세기대의 경주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 산청 단속사
지 동서삼층석탑,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863
년), 장흥 보림사 동서삼층석탑(870) 등이 있다. 초층탑신 상면에 사리공이 나
타나는 방식은 8세기 후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가장 많이 제작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림 9] 불국사 서석탑 2층탑신 상면의 방형 사리공41)

[그림 9-1] 불국사 서석탑 2층탑신 상면의
방형 사리공 도면42)

다음은 사리공의 형태이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초기 신라 전형양식 삼층석
탑의 사리공 형태는 방형이라 할 수 있는데, 9세기까지 꾸준히 나타난다. 지금
까지 확인된 이른 시기의 원형사리공은 8세기 말기의 경산 선본암 삼층석탑으
로 파악되며, 8세기 말-9세기 초의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 9세기대의 산청
단속사지 동서탑, 경주 숭복사지 동서탑, 경주 창림사지 서편 폐탑지의 탑재,
의성 관덕동 삼층석탑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방형의 사리공보다 원형사리공의
등장 시기가 다소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형사리공과는 달리 원형
40) 창림사지 삼층석탑의 조성시기를 710년 혹은 8세기 중엽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신용철, ｢경
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 고찰-석탑 편년을 중심으로｣, 동악미술사학3, 동악미술사학회,
2002, 34～35쪽.
41) 불교중앙박물관,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틀별전시, 2007, 13쪽 도면 1 전재.
42)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Ⅱ, 2017, 39쪽 도면을 참조하였으며, 도
면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는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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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공이 마련되는 위치는 초층탑신석에서 먼저 등장하며, 이후 2층, 3층 등
에서도 확인된다. 간략하게 살펴본 사리공의 위치 및 형태의 변화 과정에서
방형과 원형사리공을 가진 영축사지 동서탑의 제작시기는 8세기 후․말기 정
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리공의 형태와 위치 그리고 앞의 2․3절에서 살펴보았던 결구구
조 및 조영원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영축사지 동서탑의 상한연대는 8세기
후․말기, 하한연대는 9세기 전기 경으로 사료된다.43) 이와 함께 영축사지에
서 발견된 귀부의 제작시기는 754년-836년 사이44), 석조 불상편은 9세기 전기
경으로45) 파악되고 있어 영축사지 동서탑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또 다른 참
고 자료가 된다.

Ⅳ. 塔材에 보이는 독특한 治石과 그 원인
영축사지 석탑은 동서탑을 막론하고 상층기단 면석의 우주와 탱주, 탑신석
의 우주, 옥개석 옥개받침의 모서리 부분이 각이 진 형태가 아니라 둥글게 처
리한 모습으로 확인된다(그림 10, 그림 10-1).
일반적으로 신라 석탑의 경우 이들을 각이 진 모서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영축사지 탑재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영축사지
탑재에 보이는 모서리의 둥근 처리를 弧形으로 치석한 것으로 판단, 이와 관
련하여 옥개받침의 둥근 처리[弧形]를 백제계 석탑의 양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46)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현상이 제작 당시에 의도적으로
표현한 즉, 양식적 특징으로서 둥글게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후대 훼손, 마모
에 의한 변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43) 전술하였듯이 영축사지 동서석탑의 제작시기를 7세기 후반(신용철, 앞의 논문, 2017, 90쪽), 8세
기 전반으로 추정한 연구도 있다(울산박물관, 앞의 책, 2018, 81쪽).
44) 울산박물관, 앞의 책(2018), p. 466.
45) 김동하, ｢울산 영축사지 출토 소형금동불상과 석조불상에 관한 검토｣, 2018년 6월 29일 울산 율리
영축사지 조사성과와 의의에서의 발표 및 자료참고.
46) 신용철, 앞의 논문, 8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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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영축사지 상층기단 탑재의 모습

[그림 10-1] 영축사지 옥개석의 옥개받침의 모습

[그림 10]에서와 같이 언뜻 보면 탑신석의 우주 그리고 옥개석의 옥개받침
등이 호형으로 치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옥개받침의 경우 둥글게
표현된 또 다른 면은 마치 옥개받침을 이루는 단이 떨어져나가 그 선만 남아
마모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옥개석의 노반받침에서도 석재를 둥글게 처리
한 모습이 파악되기도 하지만, 동탑의 3층옥개석 노반받침은 모서리각이 뚜렷
하게 남아 있는 것이 관찰된다(그림 11). 그리고 동탑의 상층기단 탱주 중에는
상단부에는 각이 뚜렷이 남아있지만, 하단부로 갈수록 둥글게 표현, 마지막
부분에는 탱주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12).

[그림 11] 옥개석 노반받침

[그림 12] 상층기단의
탱주와 우주

[그림 13] 하층기단의
탱주와 우주47)

이러한 현상을 통해 볼 때 석탑을 처음 조성할 때부터 탱주, 우주 등의 모서
리각을 의도적으로 둥글게 표현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표 아래

47) [그림 13]은 필자가 촬영한 사진이지만, 하층기단의 탱주와 우주 및 지대석의 모서리각은 울산박
물관, 앞의 책, 2018, 61쪽, 사진 7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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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 있어 보존상태가 양호했던 하층기단부의 탱주와 우주는 모서리각이 그
대로 살아 있어, 세월이 흐르면서 훼손과 마모 등을 통해 변형된 것으로 짐작
된다(그림 13).
그러나 여기서 드는 하나의 의문점은 이러한 현상이 훼손과 마모에 의한 변
형이라 하더라도, 오랜 세월동안 훼손과 마모를 겪은 다른 석탑에서는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영축사지 석탑에 특기할 만
한 모종의 물리적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훼손, 이후 마모가 더해진 결과
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축사지 석탑의 석재는 모서리각의
둥근 처리 이외에도 옥개석을 비롯한 탑재의 표면 곳곳에서는 마치 나무껍질
이 떨어져 나가듯 석재가 겹겹이 박락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그림 14, 그림
14-1). 그리고 동일한 현상은 영축사지 귀부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14, 그림 14-1] 탑재에서 확인되는 석재의 박락 현상

이러한 모습은 대개 돌에 열이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불에 가열
되어 붉게 변한 표면도 확인된다.48) 즉, 불을 가했을 때, 각이 진 부분부터 훼
손이 쉽게 되는데, 이로 인해 탑재에서는 우주, 탱주, 옥개받침 등 모서리각의
손상이 두드러졌으며, 노천에 방치되어 세월에 의한 마모까지 함께 진행되었
던 것으로 짐작된다.
영축사지 탑재에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 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48) 석재에 불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한정호 교수님의
고견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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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비교 자료가 있는데, 바로 보물 제 203호인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
상이다(그림 15, 그림 15-1).

[그림 15] 화재로 파손된 청도 박곡리 불상,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 참고

[그림 15-1] 1918년 청도 박곡리 불상,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005291

이 불상은 1928년 대화재로 훼손되어 그 마멸 정도가 다른 불상들에 비해
심하다.49) 이는 1918년 일제강점기 당시 촬영되었던 유리건판사진의 원래 불
상과의 비교를 통해 파손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불상
의 손상된 상태를 살펴보면 표면이 나무껍질처럼 박락된 현상이 관찰된다. 대
좌의 경우 원 상태의 모습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훼손이 심각한데, 상대석
의 앙련석은 그 모양을 완전히 잃어 마치 석재를 둥글게 처리한 것처럼 보이
며, [그림 14]와 같이 석재가 터져 갈라진 모습도 확인된다. 또한 8각의 중대석
에는 안상이 새겨져 있는데, 화재로 인해 8각의 모서리가 둥글게, 마치 호형과
같은 모습을 보여 영축사지 탑재의 모서리각에서 보이는 현상과 비교된다. 따
라서 화재를 입은 박곡리 불상과 대좌의 모습을 통해 영축사지 탑재에서 확인
되는 모서리각의 둥근 형태가 양식적 특징이 아니라 불에 닿아 훼손된 모습임

49)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중, 1977,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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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청도 박곡리 석불 이외 경주 안계리 불상과 울산 언양 김취려
장군 묘의 석상도 火魔로 인해 같은 현상들이 확인된다. 이를 상기하고 불상
을 관찰하면 일반적으로 마모된 현상으로 보기 힘든, 이상하게 훼손된 불상들
이 눈에 띤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경주 영지 석불과 대좌를 들 수 있는데,
영축사지 탑재와 청도 박곡리 불상에서 관찰되었던 나무껍질처럼 박락되는
석재의 모습이 동일하게 확인된다(그림 16, 그림 17).

[그림 16] 경주 영지석불의 훼손 모습

[그림 17] 경주 영지석불 대좌 중대석의 박락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4단의 중대받침석으로, 중대받침석의 모습은 단을
이루고 있어 영축사지 석재 중 옥개석의 옥개받침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
다. 마치 둥글게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 영향을 덜 받은 곳을 보면 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그림 18). 또한 중대석은 8각으로 각 면에 안
상을 새겼는데 모서리각이 잘 남아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모습은
청도 박곡리 불상 대좌의 훼손 모습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영축사
지 상층면석의 우주와 탱주 그리고 5단의 옥개받침의 모습과 비교된다. 따라
서 영지 석불도, 영축사지 동서탑의 탑재도 불에 의한 훼손임이 분명하다 하
겠다.
그렇다면 석탑에 왜 불이 가해졌을까? 보통 석탑은 야외에 조성되기 때문
에, 전각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상보다는 그 영향을 덜 받는다. 이는 목탑이

울산 영축사지 동서삼층석탑에 대한 연구

277

[그림 18] 경주 영지 석불의 대좌 중대받침석 모습

아닌 이상 수차례의 兵火와 이외 기타 화재를 겪으며 전각은 전소되었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수많은 석탑들을 통해서 유추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대화재를 겪은 청도 박곡리 불상의 현상과 비교될 만큼 그 손상 정도가 심
하다는 것은 탑재에 불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경우 외에는 언뜻 생각하기 힘
들다.
지표 아래 묻혀 있던 하층기단의 경우 우주와 탱주의 상태가 양호하며, 지
표에 노출된 탑재들 중에서도 모서리각의 훼손이 심한 부분과 모각이 잘 남아
있는 탑재가 있고, 2, 3층 탑신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석탑이 도괴되고, 하층기단부가 지표에 묻힌 이후에 불을 가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석탑이 언제 도괴되었는지, 영축사의 폐사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제23권 慶尙道 長鬐縣 佛宇條50)에
서 ‘영축사’가 확인되고, 輿地圖書下 慶尙道 長鬐 寺刹條51)에서는 영축사가
今廢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대략 18세기 중엽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석탑의 도괴는 18세기 폐사 이후에 발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언급했듯이 무너진 탑재에서 보이는 불에 의한 훼손은 인위적 행위일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비록 탑은 아니지만 불상에 의도적으로 불을 놓은 사례가

50) 石南寺 平等寺 靈鷲寺俱在妙峯山(新增東國輿地勝覽 제23권 慶尙道 長鬐縣 佛宇)
51) 石南寺在縣西十五里妙峯山下 平等寺靈鷲寺俱在妙峯山今廢(輿地圖書下 慶尙道 長鬐 寺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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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주목되는데, 경산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이 그 예이다. 이 상의 경우,
1960년대 오악조사단이 불상을 조사할 당시 불상의 몸에 불을 놓아 상이 검게
그을린 채로 있었다고 한다. 이는 가뭄이 들면 불상의 몸에 불을 놓아 새까맣
게 태우는데, 놀란 용이 부처를 씻기 위해 비를 내린다고 하여 기우제를 지내
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행태는 정상적인 기우제 방식이 아니며, 민간에
서 행했던 최후의 도전적 의례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2) 영축사지 탑재에
가해진 행위가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에서와 같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한
행위였는지, 또 다른 민간신앙의 행태인지 아니면 민속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인지,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본고에서는 영
축사지의 도괴된 탑과 귀부에 불을 가한 행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더불어
세월의 마모로 보기 어려운 석재의 손상을 갖는 石物들, 예를 들면 경주 영지
석불, 보령 성주사지 석불, 경주 흥덕왕릉 귀부 등에 대해 또 다른 시각으로의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향후 이런 사례와 함께
원인에 대한 자료도 축적된다면, 영축사지 탑재에 불을 가한 연유에 대한 단
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영축사지 동서삼층석탑의 특징과 제작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축사지 동서탑은 비록 도괴되었지만 탑재들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석탑의
특징을 분석하고 조영원리를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영축사지 동서탑은
신라 탑파사에 있어 조형과 제작방식에 있어 분기점이 될 만한 중요한 요소와
함께 특기할 점이 있었다.
먼저, 기단부의 결구방식이다. 하층기단은 동서탑 모두 귀틀식 구조로 결구
되었는데, 귀틀석과 석재의 크기가 불규칙 → 규칙 → 불규칙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양상을 통해 영축사지 석탑은 “규칙”을 거친 뒤 등장하는 “불규칙”한

52) 김종국, ｢경산지역 전설의 현장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3～54쪽; ｢천년의 세
월을 오롯이 간직한 경산의 사찰｣, 경북신문 기획특집 2017.4.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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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의 구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층기단의 경우 동탑은 <정립변형귀틀식>, 서탑은 <정립-귀틀엇물림식>구조로 결구되었다. 동탑의 경우
일반적인 <정립-귀틀식>구조에서 치석되는 귀틀석과 차이를 보였으며, 서탑
의 경우 세 면은 동탑과 같은 귀틀석의 변형을 보이지만 모서리의 결합은 엇
물림식으로 결구, 남면만 중앙석을 삽입한 귀틀식으로 제작되었다. 신라 석탑
에서 <정립-귀틀식>과 <결합-귀틀엇물림식>으로 결구되었던 석탑들과의 비
교를 통해 영축사지 동서탑의 제작시기를 8세기 후․말기-9세기 전기로 유추
하였다.
둘째, 석탑의 조영계획을 통해 영축사지 동서탑을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8
세기 후․말기 경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영축사지 동서탑과 동일한 조영원
리로 제작된 석탑으로 경주 이거사지 삼층석탑이 있었고, 경주 미탄사지 삼층
석탑 역시 이들과 유사한 원리로 제작,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불국
사 삼층석탑의 조영계획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조영
원리를 통한 영축사지 동서탑의 조성시기는 적어도 불국사 삼층석탑이 제작
된 이후인 8세기 후․말기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당시 경주에는 다른 조영
계획으로 석탑을 제작하는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축사지 동서탑이
경주 이거사 석탑의 조영원리로 조성되었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는 알 수 없
었던 이들 석탑 간의 관련성 즉, 장인들 간의 교류 또는 사찰 간의 밀접한 관
계성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동서탑 이외 영축사지 귀부와 석불편의 제작시
기 또한 8세기 후반-9세기 전기 경으로 연구되고 있어 삼국유사에 기록된 사
찰의 창건시기(683)와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기록
에 없지만 영축사의 중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특기할 점은 우주와 탱주 등에서 마치 둥글게 호형으로 치석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양식적인 특징으로 파악했던 연구도 있었지만, 상층기단
의 탱주 중에 상단에는 탱주의 각이 남아있으나, 하단으로 갈수록 둥글게 처
리되거나 없어진 점, 그리고 지표에 묻혀 있었던 하층기단의 탱주와 우주는
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훼손 및 마모에 의한 현상으로 파악하
였다. 그런데 석재가 껍질처럼 탈락되거나 일부 각이 진 부분이 심하게 마모
된 모습 등은 불에 탄 석불과 그 현상이 동일하여, 탑이 도괴된 후 불에 의한
변형 및 마모에 따른 것으로 유추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탑재에 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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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까닭까지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현상을 보이
는 다른 불상, 귀부 등의 石物들과 연계․조사를 통해 자료가 확보된다면 그
원인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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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East-West Three-Story Stone Pagoda
in Yeoungchuksaji Temple Site, Ulsan
Kim, Ji-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ast-West Three-Story
Stone Pagoda in Yeoungchuksaji Temple Site, Ulsan, which includes
identification of the amount and structure of its framework members as well
as the unique features, general analysis of stylobate frame structure,
structural principle and of the location and shape of sarigong to find out the
tim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stone pagoda and its implications in art
history.
First, a general investigation of the way the foundation of top and bottom
floors was built, location of the sarigong on the altar of the first body, and
the structural principle of the stone pagoda has found that the stone pagoda
is estimated to be erected in the late 8th century or early 9th centu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eriod of erection (683) recorded in the 三國遺事, or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The Yeoungchuksaji Temple Site
has the remains of a turtle base and stone Buddhist statue, which are also
estimated to be built in the late 8th century or early 9th century, matching
the period of the erecting the stone pagoda. This suggests a hint that the
Yeongchuksa Temple was rebuilt in the late 8th century.
Second,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principle of the East-West
Three-Story stone pagoda in the Yeoungchuksaji Temple Site has found that
the same principle as that of the stone pagoda at the Igeosaji temple site
was used and that it is quite similar to that of the stone pagoda at the
Mitansaji Temple Site. Gyeongju in the late 8th century had a structural
principle that served as a basis for building the Wonwonsaji stone pag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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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ongmyeongri stone pagoda and had another structural principle used
to erect the Mujangsaji stone pagoda and the Namsanri stone pagoda.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East-West Three-Story stone at the
Yeoungchuksaji Temple Site was erected based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the Igeosaji stone pagoda in Gyeongju suggests the presence of a close
relationship with a group of artisans who built the Igeosa temple or the
Igeosa stone pagoda at the time. In particular, since the Igeosaji stone
pagoda and the Mitansaji stone pagoda in Gyeongju were built in reference
to the Seokgatap stone pagoda at Bulguksa temple, it is considered to give
an insight into the status of the stone pagoda at Yeoungchuksaji Temple
Site and further the Yeongchuksa Temple as well.
Lastly, the study has analogized one of the features shown on the surface
of the East-West Three-Story stone pagoda remains at the Yeoungchuksaji
Temple Site, that is, what’s behind the rounded arched shape on the
angular corners of the base and middle columns. Although some recent
studies mentioned its relevance to Baekje with this phenomenon
understood as one of the stylistic features but it is found to be some sort of
deformation as a result of deliberate and consistent fire burning on the
remains of the pagoda upon its collapse.
Key Word : Yeoungchuksaji Temple Site, Yeoungchuksaji Temple, Stone

Pagoda, Silla, Principle of Construction, Design, Connec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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