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의성군

문화재명 : 탑리오층석탑(塔里五層石塔) 

주 제 : 전탑과 목탑의 형식을 혼합한 잘 생긴 탑 이야기

시 대 : 통일신라

문화재 유형 :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탑

분 류 : 국보 제77호

소 재 지 :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383-1

제목 신라석탑의 시원인, 탑리오층석탑

유래 및 스토리

의성의 유일한 국보, 탑리 5층석탑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의성 지역에는 조문국이라는 소왕국이 터전을 일구고 살았

는데, 그중심지 던의성에가면꼭탑리를가봐야한다.

석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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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곳에 정말 잘 생긴 탑이 하나있는데, 보통 탑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탑이 위치

하고 있는 동네 이름을 따서 00탑하고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탑은 얼마나 유

명하면탑이기에거꾸로동네이름이탑을따서탑리라고부를까?

목탑만큼 정교한 신라석탑의 시원(始源)

자! 이제잘생긴탑리오층석탑을만나러출발!

이 석탑의 총 높이는 9.65m로, 1층 몸체는 목조건물을, 옥개석은 전탑을 모방한 특이한

양식을가지고있어신라석탑의초기형식을보이고있다. 

즉, 신라 탑의 역사는 중국의 벽돌 탑을 본받은 모전석탑에서 출발하여, 그 이후 삼국통

일을 이룩하면서 스스로 확립한 모전석탑의 전통에, 백제가 완성한 화강암 석탑의 양식을

절충한 새로운 탑의 형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탑의 특징과 목탑의 특징을 다 가

진것이이곳의오층석탑이다.

의성 탑리오층석탑의 구조 및 형식

낮은 1단의 기단 위에 오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으로, 돌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

린 전탑 양식과 목조건축의 수법을 동시에 보여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1층

탑신에 목조건물의 수법을 따라 배흘림이

있는 네모기둥을 세우고, 남면에 감실을 두

었으며, 기둥 위에는 주두의 형태를 본떠서

조각하 다.

탑신은 1층이 높으며, 2층부터는 높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1층

몸돌(탑신)에는 부처를 모시는 감실을 두

었다.

장중한 아름다움과 함께 전탑의 양식을

따르면서 일부 목조건물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 특이한 구조의 이 석탑은, 경주 분황사

탑 다음 가는 오래된 석탑으로 우리나라 석

탑양식의 변화, 발전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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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자료가된다.

목탑(木塔)적 요소는 백제의 향

백제는 석탑을 목탑양식을본 따 조성하 다. 익산 미륵사지의석탑, 부여정림사지의오

층석탑이 목탑양식을 예술적으로 변형시킨 예이다. 그리고 백제의 석탑은 주로 화강암을

사용하 다. 이곳탑리오층석탑은기단부의지대석네모서리에귀틀 석을놓고, 각면 2개

씩 탱주를 끼워 넣은 점, 그리고 1층 탑신의 양면에 문틀과 내부 공간을 마련하고, 문을 달

았던 흔적 (감실), 그리고 그 감실이 있는 1층 몸체부터는 네 귀퉁이에 위가 좁고 아래가 넓

은 돌로 기둥을 삼은 배흘림양식의 기둥, 지붕돌 추녀의 끝부분이 약간 치켜 올려진 점 등

이목탑적요소라고할수있다.

전탑(塼塔)적 요소는 분황사 모전석탑

신라석탑의 출발은 분황사 모전석탑과 의성 탑리오층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석

탑으로가장오래된것은경주의분황사석탑이다. 이탑은삼국사기에언급된분황사낙성

시기인634년으로보지만, 의성탑리오층석탑은막연히7세기로만추정하고있다.

이곳 탑리오층석탑의 형식을 보면, 지붕돌을 밑면뿐만 아니라 윗면까지도 층을 이루고

있는데윗면이6단, 아랫면이5단이다. 

분황사석탑보다 화강암을 좀 더 크게 잘라 쌓되, 벽돌을 쌓은 듯이 층이 지게 잘랐다. 이

는중국전탑의모방에서벗어나신라석탑의독자적인전형을이루어가는과도기적인모습

이다.

부재의 크기도 점차 커지고, 구조가 단순해지는 편이다. 오층을 쌓아 상승 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비례를적절히하여안정감이있다. 

위와 같은 향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곳 탑리오층석탑은 분황사탑이나 미륵사, 정림사

탑 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석형의 결구로 기단의 구조법이

바뀌는 감은사지, 고선사지 석탑보다는 다소 앞서기 때문에 백제가 멸망한 660년에서 감은

사지석탑이건립되는682년사이에만들어진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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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부(基壇部)
이 석탑은 낮은 1층의 기단부에 오층의 탑신을 올

린 석탑이다. 기단부는 14매의 큰 돌로 이루어진

지대석위에놓여있다. 특히4.5m나되는기단면

석은24매의판석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 벽돌을 쌓아 만드는 전탑의 양식을 따른 것

으로 보이는데, 기둥이 놓일 자리에는 지대석에

구멍을 파서 주초를 표시하 다. 안정감 있는 단

층의 기단 위에 옥신과 옥개가 올려져 있어 가까

이다가갈수록석탑의무게감이느껴진다.

옥개석(屋蓋石)
옥개석은 전탑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밑면뿐만 아

니라 윗면까지도 층을 이루고 있는데, 윗면이 6

단, 아랫면이 5단이다. 지붕돌은 네 귀퉁이가 살

짝 들려있어, 목조건축의 지붕 끝을 떠올리게 한

다. 맨 윗부분에 장식되었던 상륜부는 노반만이

남아있다.

감실(龕室)
감실이란불교고유의전문용어는아니다. 감실이

란 불교, 유교, 카톨릭 등 종교에서 신위 및 초상

또는성체등을모셔둔곳을말한다.

또한석굴, 고분등의벽가운데를깊이파서석불

을 안치하거나, 묘의 주인공의 초상을 그려 놓은

곳도 역시 감실이다. 석굴암 본존불 주위를 둘러

싼십대제자상위에는10개의감실을파서감불을

안치하 다. 사찰의 법당 안 불좌 위에 매다는 작

은집모양으로된닫집도감실에포함된다. 

이곳 석탑의 감실 안에는 텅 비어있다. 감실 입구

에 문을 달았던 흔적인 구멍이 두 개 양쪽으로 뚫

려 있으며, 입구의 돌출된 석재는 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문지방으로 이것 역시 목조탑의

흔적인것이다. 

❶

❷

❸

❶ 기단부
❷ 옥개석-지붕돌은 화강암을 깍아서 전탑 형식을 취했다.
❸ 1층 탑신에 있는 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