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치

호남고속도로 정읍I.C를 통과하여 29번 국도를 따라 원면 방면으로 약 4km

떨어진 사거리에서 우측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1km 정도를 탑립마을을 통과하여 도

로 우측 천태산 기슭에 정읍은선리삼층석탑이 위치하고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정읍현의 사찰로 은사(�隱寺) 등 몇몇 사찰이 있으

나 그 위치가 은선리삼층석탑과 일치하지 않고 다만 원사(�源寺)가 읍의 북쪽으

로 십리에 있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나 은선리삼층석탑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기

록이나 단서는 없다.

2) 연혁

『朝鮮の石塔』에 <보물 제282호 고부은선리삼층석탑(古阜隱仙里三層石塔>이라는

제목 아래 간단한 양식적 특징을 적고 있는 것이 은선리삼층석탑에 관한 비교적 이

른 시기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1) 소화13년(1938) ‘고부은선리삼층석탑’의 명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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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282호로 지정되었으며 1963년 보물 제167호로 지정 변경되었다. 은선리삼

층석탑의 보수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971년에 이루어진 해체복원공사이

다.2) 해체복원 이외에 안내판 및 보호책 설치 등 주변정비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

다. 그러나 해체 중 발견된 중요한 사실이나 2층 감실에 마련된 사리장치, 유물 등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3) 2003년 주변 채석장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석

탑의 진동계측 및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졌으며4) 2004년에는 석탑 기단부의 세척과 1

층 서측면 탑신부에 황토 등으로 결실부위가 메워져 있던 것을 신석으로 교체하고, 2

층 서측면 감실 문비의 충진작업 등 보존처리가 이루어졌다.

3) 양식

단층기단을 갖고 있는 3층 석탑이다. 옥개석이 여러 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인오층석탑(보물 제224호), 장하리삼층석탑(보물 제184호)과 함께 정림사지오층석

탑(국보 제9호)을 계승한 백제계 양식의 석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판석을 층층이 쌓

아서 옥개석을 구성하는 형식은 모전탑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5)

현재 석탑의 기단부는 4매의 판석으로 결구된 지 석 위에 면석과 우주석이 각각

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위에 2매의 판석을 사용하여 구성된 기단갑석이 놓여져

있다. 단층기단을 갖고 있는 석탑 중 비인오층석탑과 월남사지모전석탑(보물 제298

호)이 은선리삼층석탑과 유사하다. 지 석 윗면에는 기단면석과 우주석이 려나지

않도록 윗면이 파여져 있고 면석과 우주석이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등 세부가공이 정

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상층 부재의 받침이나 기단갑석의 부연 등은 모두 생략되

어 있어 간략화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6)

1) 전체적인 모습은 백제 양식을 계승하 다. 탑의 초

층 축부(탑신)에 2매의 문비가 있어 개폐가 가능하다.

옥개석의 반전은 없으며 판석을 여러 장 쌓았다는 것

이 특징이다.

杉山信三, 『朝鮮の石塔』, 章國社, 1934, p.121

2) 문화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관리 장에는

9.18�11.26으로, 『문화재보수정비실적』(1983, 문화재

관리국)에는 9.18�12.2로 기록되어 있다.

3)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최상부의 상륜부재도 주변

민가에서 발견된 것을 석탑의 상륜부로 판단하여 올려

놓은 것이라 하나, 이 역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주)건설방재기술연구원, 『은선리3층석탑 진동계측

및 안전성 검토』, 2003

5) 박홍국, 『한국의 전탑연구』, 학연문화사, 2000, p.31

월남사지석탑을 비롯하여 정읍은선리삼층석탑, 비인오층

석탑, 장하리삼층석탑 등을 정림사지오층석탑을 모방계

승한 유형으로서 세장고준한 외형과 여러 매의 석재를

사용하여 옥개석을 구성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탑 전체

에서 극히 일부분의 전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

에 근거하여 모전탑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6) 기단부에 있어서 단층인 것과 그 형식은 곧 부여의

정림사지오층석탑과도 같은 양식임을 알 수 있는데 각

부재에서 특수한 조형적인 면을 살펴보면 기단부에서

기 (基臺)가 지나치게 소략한 감이 있어 이 석탑의 건

조연 를 아주 후 로 강하시키게 하고 있다.

정 호, 「고려시 석탑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1권』, 단국 학교, 1977,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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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신부를 살펴보면, 우선 1층 탑신부가 기단이나 2층 및 3층의 탑신부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층 탑신 서측면에 두 짝의 문비를 갖춘 감실이 마련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내부공간이 있는 감실을 갖춘 경우는 분황사석탑(국보

제30호)을 비롯하여 의성탑리오층석탑(국보 제77호) 등 초기의 석탑들과 안동신세

동칠층전탑(국보 제16호), 안동동부동오층전탑(보물 제56호), 안동조탑동오층전탑

(보물 제57호) 등 전탑이 있으나 부분의 석탑에서는 문비가 모각되어 있는 정도이

다. 또한 문비가 1층 탑신석에 표현되어 있으며 문비 좌우에 사천왕상이나 인왕상 등

의 조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은선리삼층석탑의 경우 2층에 감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좌우에 조각상이 없고 탑신면 전체가 문비로 구성되어 실제 개폐가 가능하다.

옥개받침석은 각 층 모두 1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은 부재 단부가 직각형이

나 2층과 3층은 단부에서 경사를 이루는 형태를 하고 있다.7) 또한 판석을 2�3매 정

도 쌓아 옥개석과 상층탑신받침석으로 볼 수 있으며 판석 윗면에는 경사면을 두었

다.8) 그러나 은선리삼층석탑은 옥개받침석과 옥개석, 상층탑신받침석의 구분이 어

려울 정도로 유사한 형태의 판석을 쌓았다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옥개부 구성은

유사한 형식의 탑으로 분류되는 석탑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륜부는 노반과 앙

화, 복발이 하나의 부재로 이루어진 형태를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석탑의 상륜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표면에‘巾’자형의 조식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4) 실측 해설

은선리삼층석탑의 전체 높이는 감실이 있는 서측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7,712

㎜이다. 각 부분별 높이를 살펴보면 기단부는 동측면 1,192㎜, 서측면 1,255㎜, 남

7) 정림사지오층석탑은 2단으로 아랫단은 각형의 방형

판석이고, 윗단은 아랫단보다 넓고 높은 판석으로 직각

부분을 경사를 두어 모를 없앤 모죽임 판석(이를 사릉

형이라고도 부른다)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목조건축

의 공포부분을 간략히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이다. 정림사지오층석탑 형식의 옥개받침을 한 백제계

석탑은 비인오층석탑, 계룡산오층석탑, 장하리삼층석

탑, 월남사지모전석탑, 정읍은선리삼층석탑, 귀신사삼

층석탑, 옥구죽산리삼층석탑 등이다. 이들 중 하단은

각형, 상단은 모죽임형을 하여 정림사지오층석탑의 전

형적인 옥개받침 모습을 그 로 모사한 것은 비인오층

석탑, 계룡산오층석탑, 장하리석탑이다.

천득염, 『백제계 석탑 연구』, 전남 학교 호남문화연구

소 총서Ⅱ, 전남 학교 출판부, 2000, pp.122�123

8) 비인오층석탑의 경우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1

층�3층 옥개석을 살펴보면 한 장의 판석과 경사면 단

부를 가진 판석을 2단으로 쌓아 구성하고 있으며 1단

으로 된 옥개석과 1단의 상층탑신받침석이 형태상 뚜

렷이 구분된다. 장하리삼층석탑의 경우 비인오층석탑

과 마찬가지로 2단의 옥개받침석을 갖추고 있다. 그러

나 옥개석의 경우 비인오층석탑과는 달리 2단의 판석

을 쌓아 옥개석을 표현하고 있으며 상층탑신받침석은

1단으로 역시 옥개석과는 그 형태를 달리하여 뚜렷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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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1,266㎜, 북측면 1,229㎜이고 탑신부는 동측면 5,864㎜, 서측면 5,888㎜, 남

측면 5,864㎜, 북측면 5,899㎜이다. 

(1) 기단부

지 석, 면석, 갑석으로 구성된 가구식 단층 기단이다. 지 석은 한 변 2,814�

2,836㎜로 방형의 판석 4매를‘田’자 모양으로 맞 어 놓아 지면에 노출되어 있다.

지 석 아래의 적심석은 지 석의 외부면을 벗어난 위치까지 넓게 설치되었는데 적

심석이 지 석 하부를 감싸고 있어 정확한 높이의 확인은 불가하 다. 지 석의 전

체 길이는 동측면 2,835㎜, 서측면 2,828㎜, 남측면 2,814㎜, 북측면 2,836㎜로 거

의 정방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단면석은 총 8매석으로 결구되어 있는데 네 모서리에 방형 우주를 1매씩 세우

고 우주 사이에 면석을 1매씩 세웠다. 면석과 우주가 바깥으로 려나지 않도록 놓

이는 형태를 따라 지 석 윗면을 6�9㎜ 깊이로 파내었다. 기단면석의 폭은 동측면

1,506㎜, 서측면 1,499㎜, 남측면 1,520㎜, 북측면 1,501㎜이고 높이는 735~751㎜

정도이다. 우주는 폭이 276�282㎜, 높이가 743~752㎜ 정도로 거의 같은 크기로

가공되었으며 면석에서 돌출된 크기는 46�62㎜ 정도이다. 우주와 면석의 맞춤은

우주석을 17�27㎜ 깊이로 따내고 면석에 모를 접어 맞추었다. 기단갑석의 전체 크

기는 동측면 2,315㎜, 서측면 2,322㎜, 남측면 2,342㎜, 북측면 2,327㎜이고 높이

는 238~262㎜ 정도이다. 남북방향으로 긴 판석 2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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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황사 문비 상세△ 2층 감실 문비 △ 2층 감실 내부

2,835 2,828 2,814 2,836

1,414/1,401 1,524/1,291 1,271/1,530 1,484/1,344

199 242 229 266

2,081 2,057 2,070 2,076

742 751 735 746

279 275 275 290

280 282 275 276

1,506 1,499 1,520 1,501

2,312 2,330 2,349 2,329

- - 1,273/1,060 1,080/1,245

238 262 253 248

동 서 남 북구 분

표2 기단부 실측치수 (단위 : ㎜) 

탑

신

부

1
층

2
층

3
층

상륜부

지 석 4매 판 석

면 석 8매 우주와면석이각각별석

갑 석 2매 판 석

탑신석 6매 옥개받침석 1매

옥개석 8매 탑신받침석 1매

탑신석 6매 감실과문비

옥개석 6매 옥개받침석 1매, 탑신받침석 1매

탑신석 4매

옥개석 6매 옥개받침석 1매

판 석 1매

기 타 1매 노반과 복발형 부재가 1매석

52매계

표1 석탑구성부재 및 수량

구분 부재명 수량 비 고

기

단

부

기단

면석

지 석
폭

높이

폭

높이

전체
폭

높이

좌

우
우주폭

면석폭

기단

갑석



(2) 탑신부

1층 탑신석은 전체 폭이 동측면 1,350㎜, 서측면 1,371㎜, 남측면 1,363㎜, 북측

면 1,370㎜이고 높이는 2,271�2,280㎜이다. 남측면과 북측면은 2장의 세로로 긴

장방형 판석을 세워 구성하 다. 북측면은 731×2,265㎜, 629×2,277㎜의 판석 2

매로 구성되어 있고, 남측면은 683×2,280㎜, 663×2,282㎜의 판석 2매를 사용하

다. 남∙북측면 부재의 마구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우주처럼 표현되도록 하 다.

남측면에는 우주의 표현이 모각되어 있으나 북측면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서측면도 우주석에 해당하는 남∙북측면 탑신부재의 마구리면이 면석보다 돌출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적인 우주 표현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층 탑신석의 폭은 동측면 923㎜, 서측면 906㎜, 남측면 863㎜, 북측면 854㎜

이며 높이는 717�724㎜ 정도이다. 서측면 감실에는 두 짝의 문이 달려 있는데 문

의 크기는 좌측 302㎜×572㎜, 우측 310㎜×566㎜이고 상하 장부가 달려 있다. 위

의 장부는 2층 옥개받침석에, 아래의 장부는 둔테석에 구멍을 파서 맞추도록 하

다. 사실 둔테석으로 본 부재는 외부에서 볼 때는 둔테석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자형으로 감실 안쪽의 바닥석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 바닥석은 단을 내고 사각

형의 공간을 만들어 사리공을 형성하고 있는데 폭 25�28㎜, 깊이 20㎜ 정도의 단

을 마련하고 가로 140㎜, 세로 150㎜ 크기로 부재를 가공하여‘凹’형이 되도록 하

다. 탑신석 구성을 살펴보면 남측면과 북측면은 하나의 부재로 탑신을 형성하고 동

측면은 남∙북측면 부재의 마구리 부분과 면석 부재로 구성하 다. 남측면과 북측면

에는 약하게 우주를 표현한 듯한 모각이 있다. 

3층 탑신석은 4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폭은 동측면 693㎜, 서측면 702㎜, 남

측면 677㎜, 북측면 669㎜이고 높이는 565�574㎜ 정도이다. 동측면의 부재는 판

석이 아닌‘ ┤’형으로 가운데 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 돌출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 다. 

옥개석은 판석을 여러 장 쌓아 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옥개받침석으로 볼 수 있는

부재가 1단, 옥개석으로 볼 수 있는 부재가 2단, 상층부 탑신을 받치고 있는 탑신받

침석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9) 또한 옥개받침석을 살펴보면 2층과 3층에서 단부 경

사면이 아래로 향한 부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1층에서는 단부가 직각을 이루는 판석

9) 옥개석 2단 중 상단에 해당하는 부재를 탑신받침석

으로 간주한다면, 옥개받침석 1단, 옥개석 1단, 상층 탑

신받침석 2단의 구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재의

폭(길이)에 한 비례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쪽에 위치

한 옥개석 하단 부재보다 위에 놓이는 탑신받침석과

관계되는 부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옥개석 하단 부재

와 상단 부재를 이어 일반적인 옥개석 부재의 형태를

표현하여 보면 두 부재간의 비례가 옥개석 형태를 자

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

사한 형식으로 분류되는 비인오층석탑, 장하리삼층석

탑의 경우 모두 탑신받침석이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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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1,371 1,363 1,370

230/913/195 230/897/227 663/683 731/629

2,271 2,280 2,279 2,279

923 906 863 854

257/399/253 - - -

720 724 721 717

693 702 677 669

- - 206/251/185 188/260/195

569 573 565 574

동 서 남 북구 분

표3 탑신석 실측치수 (단위 : ㎜) 

2층

1층
폭

높이

높이

폭

높이

폭

3층



을 사용하 다.10)

1층 옥개받침석의 크기는 동측면 1,640㎜, 서측면 1,639㎜, 남측면 1,639㎜, 북

측면 1,639㎜로 정방형 부재를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옥개석 2단 중 하단은 4장

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앙곡 등 조형적 표현은 없고 다만 모서리에 직선으로

약화된 귀마루 정도가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2단으로 된 옥개석 전체 높이는 364

�379㎜이다. 하단 옥개석의 폭은 동측면 2,273㎜, 서측면 2,271㎜, 남측면 2,288

㎜, 북측면 2,230㎜이며 높이는 191~209㎜ 정도이다. 상단 옥개석은 동서방향으로

긴 판석 2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폭은 동측면 1,554㎜, 서측면 1,549㎜, 남측면

1,547㎜, 북측면 1,551㎜로 거의 정방형 부재이고 높이는 170�177㎜이다. 2층 탑

신받침석 부재는 1매의 판석이며 동측면 1,314㎜, 서측면 1,320㎜, 남측면 1,307㎜,

북측면 1,297㎜이고 높이는 158�199㎜로 차이가 있다. 

2층 옥개받침석 폭은 동측면 1,254㎜, 서측면 1,260㎜, 남측면 1,273㎜, 북측면

1,286㎜이고 높이는 206�212㎜이다. 받침면은 사절(斜截)하여 경사면이 칭되도

록 가공되었는데, 특히 감실의 문이 있는 서측 정면 부분과 후면에 해당하는 동측

10) 정림사지 석탑의 옥개받침은 각층 모두가 같은 형

태의 2단으로 아랫단은 각형의 방형판석이고, 윗단은

아랫단 보다 넓고 높은 판석으로 각진 부분을 경사를

두어 모를 없앤 모죽임 판석(이를 사릉형이라고도 부른

다)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목조건축의 공포부분을 간

략히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림사지 석탑에서 최초로 보이는 모죽임형식은 그 후

고려시 의 모방적 백제계 석탑 이외에는 결코 볼 수

없는 형식이고, 미륵사지석탑에서 보이는 옥개받침 즉

내쌓기형식은 백제시 고분을 비롯하여 신라시 의

초기 탑에서부터 정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

죽임형식 옥개받침의 석탑들은 평평하고 얇으며 넓은

옥개석을 2단의 옥개받침이 떠받들고 있어 상 적으로

좁은 탑신이 하여야 할 구조적이고 의장적인 역할을

보완해 주고 있어 합리적인 조형계획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두툼한 신 단의 수를 줄여 내쌓기형

식의 얇고 다수인 옥개받침을 신하 다.

천득염, 앞의 책, pp.122�123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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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옥개석 실측치수 (단위 : ㎜) 

1층

구 분

1,640

224

2,273

207

1,554

776/772

171

1,314

199

1,639

220

2,271

202

1,549

772/776

177

1,320

177

1,639

224

2,288

191

1,547

-

173

1,307

197

1,639

222

2,230

209

1,551

-

170

1,297

158

옥개받침석

옥개석

2층
탑신받침석

폭

높이

하단

상단

폭

높이

동 서 남 북

폭

높이

폭

높이

2층

1,254

212

1,804

927/868

198

1,236

-

174

1,084

162

1,260

212

1,825

988/829

193

1,242

-

180

1,082

160

1,273

207

1,809

962/836

185

1,261

686/572

173

1,069

163

1,286

206

1,792

885/902

180

1,259

571/682

183

1,063

165

옥개받침석

옥개석

3층
탑신받침석

폭

높이

하단

상단

폭

높이

폭

높이

폭

높이

3층

942

158

1,430

-

149

1,044

176

806

173

903

152

1,400

-

165

1,036

170

816

178

975

151

1,416

792/605

165

1,010

169

823

181

1,007

169

1,410

624/773

173

1,009

176

817

178

옥개받침석

옥개석

폭

높이

하단

중단

상단

폭

높이

폭

높이

폭

높이

△ 2∙3층 탑신부



부분의 탑신과 만나는 부분의 세부 가공이 다르다. 즉 문비의 상부 부분에는 사절되

는 경사면 아래에 32㎜의 단을 가공하 는데, 이는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감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층 옥개석 역시 1층과 마찬가지로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 옥개석 전체 폭은

동측면 1,804㎜, 서측면 1,825㎜, 남측면 1,809㎜, 북측면 1,792㎜이고, 높이는

180~198㎜ 정도이다. 상단 옥개석의 전체 폭은 동측면 1,236㎜, 서측면 1,242㎜,

남측면 1,261㎜, 북측면 1,259㎜이고 높이는 173~183㎜ 정도이다.

3층 옥개받침석 부재는 폭이 동측면 942㎜, 서측면 903㎜, 남측면 975㎜, 북측

면 1,007㎜로 남북측면이 긴 부재이고 높이는 151�169㎜ 정도이다. 3층 탑신받침

석은 전체 폭이 동측면 1,084㎜, 서측면 1,082㎜, 남측면 1,069㎜, 북측면 1,063㎜

이고 높이는 160~165㎜ 정도이다. 1, 2층의 경우 옥개받침석은 옥개석 하단의 길이

보다 길어서 안정적으로 탑을 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3층 옥개받침석은 3층 옥

개석 하단 부재의 길이보다 짧아서 아래 2개층의 구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층 하단 옥개석의 폭은 동측면 1,430㎜, 서측면 1,400㎜, 남측면 1,416㎜, 북측

면 1,410㎜이고 높이는 149�173㎜이다. 중단 옥개석의 폭은 동측면 1,044㎜, 서측

면 1,036㎜, 남측면 1,010㎜, 북측면 1,009㎜이고 높이는 169~170㎜ 정도이다. 상

단 옥개석 폭이 동측면 806㎜, 서측면 816㎜, 남측면 823㎜, 북측면 817㎜이고 높

이는 173�181㎜ 정도이다.

(3) 상륜부

판석 위에 노반과 복발이 하나의 부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부재가 있다. 판

석과 상륜부재 시멘트 몰탈로 접합되어 있다. 판석 전체 폭은 동측면 591㎜, 서측면

595㎜, 남측면 586㎜, 북측면 588㎜이다. 전체 높이는 228�241㎜ 정도이다. 상륜

부재의 전체 폭은 356㎜�371㎜, 높이는 337�348㎜이다. 또한‘巾’자 형태의 조

식이 있다. 

5) 체감

은선리삼층석탑의 체감을 언급하기 위한 척도 추정은 감실이 있는 서측면에 하

여 실시하 다. 각 부재간 이격거리를 제외하고 부재의 폭과 높이를 기준으로 용척

을 추정하 다. 석탑의 조성시기를 고려중기 이후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므로 고려

중기 이후에 사용된 송척을 고려하여 적용하 으며 1층 탑신석의 폭을 기준으로 추

정하 다.11) 1층 탑신석의 폭 1,371㎜=4.5척으로 추정하면 1척은 304.67㎜에 해당

하며 이를 추정용척으로 적용하 으며 당척과 송척을 적용하여 비교하 다. 

기단부를 살펴보면 면석 폭 6.7척, 갑석 폭 7.6척으로 갑석을 약 0.5척 정도씩 면

석에서 내 었음을 알 수 있다. 1층 탑신석의 폭이 4.5척, 2층 탑신석의 폭은 3.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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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탑신석의 폭은 2.3척으로 각각 1.5척, 0.7척이 감소하고 있어 체감정도가 1/2임

을 알 수 있다. 옥개석은 1층과 2층이 각 2단, 3층이 3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1층

옥개석 폭은 하단이 7.5척, 상단이 5.1척, 2층의 경우 하단은 6.0척, 상단은 4.0척,

3층 옥개석 폭은 하단이 4.5척, 중단이 3.4척, 상단이 2.7척이다. 각 층 옥개석의 하

단은 1.5척씩 같은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상단은 1.1척과 0.6척의 감소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각 층별로 살펴보면 1층은 2.4척, 2층은 2.0척, 3층은 1.1척, 0.7척이

감소하면서 옥개부를 구성하 다. 옥개받침석의 경우 1층 부재는 5.4척, 2층 부재는

4.1척, 3층 부재는 3.0척으로 1.3척, 1.1척이 줄어들었다. 

높이에 한 용척 역시 서측면을 기준으로 추정하 다. 석탑의 전체 높이는 25.1척

에 해당하는데 상륜부를 제외하면 지 석 폭 9.3척, 탑신부까지의 높이 23.2척으로

폭 : 높이 = 1 : 2.5의 비례를 나타내고 있다.

부분별로는 기단부 4.2척, 탑신부 19척, 상륜부 1.9척에 해당한다. 기단부와 탑신

부 높이는 1 : 4.5의 비례를 이룬다. 탑신부는 1층 높이 9.5척, 2층 4.9척, 3층 4.6척

으로 1층과 2층의 높이 차는 3층 탑신부 높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각 층 탑신석 높이는 1층 7.5척, 2층 2.4척, 3층 1.9척으로 5.1척, 0.5척의 체감을

보인다. 2층 탑신석은 1층 탑신석 높이의 약 1/3에 해당한다. 판석으로 이루어진 옥개

석 및 탑신받침석 높이를 살펴보면 1층 2.5척, 2층 2.4척, 3층 2.2척으로 0.1척, 0.2

척씩 감소하 다. 따라서 석탑 높이의 체감은 주로 탑신석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1) 고려시 에는 송문화의 향을 많이 받아 당척을

근간으로 삼았으나 조척도가 점차적으로 미소한 길

이로 길어지게 되고 고려 중기 부터는 송척에 흡사한

길이의 조척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척도단

위길이 30.785~31.027㎜의 척도가 사용되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윤장섭, 「한국의 조척도」, 『 한건축학회지 19권 63

호』, 197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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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부재 폭∙높이의 용척 추정 (단위 : ㎜) 

구 분
폭
(㎜)

당척 적용
1척=296.94

송척 적용
1척=307.85

높이
(㎜)

당척 적용
1척=296.94

송척 적용
1척=307.85

추정 용척
1척=304.667

추정 용척
1척=304.667

추정
척도

높이
(㎜)

추정척도(척)

1,274 4.182 4.2

2,879 9.45 9.5

1,486 4.877 4.9

1,404 4.608 4.6

569 1.864 1.9

기
단
부

3층

상륜부

2층

1층

지 석 2,828 9.524 9.186 9.282 9.3

면석 2,057 6.927 6.682 6.752 6.7

갑석 2,322 7.820 7.543 7.621 7.6

탑신석 1,371 4.617 4.453 4.500 4.5

옥개받침석 1,639 5.520 5.324 5.380 5.4

하단 2,271 7.648 7.377 7.454 7.4

상단 1,549 5.216 5.032 5.084 5.1

탑신받침석 1,320 4.445 4.288 4.333 4.3

탑신석 906 2.051 2.943 2.974 3.0

옥개받침석 1,260 4.243 4.093 4.136 4.1

하단 1,825 6.119 5.902 5.964 6.0

상단 1,242 4.179 4.034 4.077 4.0

탑신받침석 1,082 3.644 3.515 3.551 3.5

탑신석 702 2.364 2.280 2.304 2.3

옥개받침석 903 3.041 2.933 2.964 3.0

하단 1,400 4.715 4.548 4.595 4.5

중단 1,036 3.489 3.365 3.400 3.4

상단 816 2.748 2.651 2.678 2.7

판석/상륜부재 599 2.004 1.933 1.953

옥개석

옥개석

옥개석

261 0.879 0.848 0.857

751 2.529 2.440 2.465

262 0.882 0.851 0.860

2,280 7.678 7.406 7.484

220 0.741 0.715 0.722

202 0.680 0.656 0.663

177 0.596 0.575 0.581

177 0.596 0.575 0.581

724 2.438 2.352 2.376

212 0.714 0.689 0.696

193 0.650 0.627 0.633

180 0.606 0.585 0.591

160 0.539 0.520 0.525

573 1.930 1.861 1.881

152 0.512 0.494 0.499

165 0.556 0.536 0.542

170 0.572 0.552 0.558

178 0.599 0.578 0.584

569 1.913 1.845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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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은선리삼층석탑(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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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부(남측)

기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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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탑신부(북동측) 2층 탑신부(서측)

1층 탑신부(남서측) 1층 탑신부(동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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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륜부 상륜부 상세

3층 탑신부(서측)3층 탑신부(북동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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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감실 문비

2층 감실 내부

2층 감실 문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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