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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谷城 柯谷里 五層石塔)

문화재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규모

보물 제132 2 호 2 0 0 1.0 9 .2 1 고려시대 1기

가곡리 매봉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 절터에 있는 석탑으로, 2단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塔身)을 얹은 모습이다. 

가곡리 오층석탑의 맨 아래 바닥돌은 시멘트로 만든 기단에 묻혀 있어 원래 모습을 알 수 없다. 탑의 아래기단에는 기둥 모양이 없으나 윗기단

에는 모서리기둥이 새겨져 있다. 5층의 지붕돌은 알맞은 비례로 줄어들었는데, 1층 몸돌은 4매의 돌, 2층 이상의 몸돌은 1매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각 몸돌에는 모서리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2층부터 5층까지의 몸돌 남쪽면에는 네모난 홈을 파서 감실의 효과를 내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지붕돌 받침은 3단이고, 5층 지붕돌 받침은 2단으로 되어 있다. 지붕돌 윗면의 경사는 완만하나 양끝의 귀마루가 매우 두

텁게 표현되어 백제계 탑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지붕돌의 처마선은 수평을 이루다가 끝에 이르러 위로 살짝 들어 올려졌고, 지붕돌 모서리

에는 풍경을 달았음직한 구멍이 있다. 특히, 매층 지붕돌 위에 또다른 돌로 몸돌받침을 만들어 몸돌을 괴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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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탑은 맨 위부분인 상륜부를 제외한 각부의 부재가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고려시대에 건립된 일반형 석탑의 양식은 물론 충청

도와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건립되던 백제계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석탑은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물 제506

호)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탑신과 지붕돌에 나타난 표현양식과 더불어 몸돌받침이 있는 점은 고려시대 석탑의 대표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 본 저작물은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문화재검색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국가문

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 e.g o .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조각기법이 매우 세련되며 안정감을 보이는 이 석탑은 고려시대에 백제 옛 터에서 나타나는 백제계 석탑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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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谷城 柯谷里 五層石塔) :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2 대중교통길찾기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2

정보없음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谷城 柯谷里 五層石塔)

(http://www.gokseong.go.kr)

?mode=view&idx=48


목록으로

C O P YR IG HT ⓒ G O KS EO NG -G UN. ALL R IG HTS

R ES ER VED.

(http://www.gokseong.go.kr)

/tour/tourist/assets/status


현재현재 곡성군곡성군 통합홈페이지통합홈페이지 서버서버 점검점검 작업작업 중입니다중입니다.
(The server is down for maintenance)

곡성군곡성군 문화관광문화관광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바로가기

현재현재 페이지페이지 새로고침새로고침

https://www.gokseong.go.kr/tour

	문화재현황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谷城 柯谷里 五層石塔)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현재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서버 점검 작업 중입니다.
	(The server is down for maintenance)
	곡성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재 페이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