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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일본인 ����이 현지 답사하여 조선총독에 보고되었고, 1943년 ����이 편간한 �조선의 석탑�에 소개되어 학계에 알려졌다. 이 탑 감실문의 이맛돌에 현재 천왕문 등
글씨가 쓰여 있는데 임진왜란 직전에 절 주지인 서모대사라는 고승의 자필이라고 한다. 서모대사는 영험이 많다는 감실의 돌부처를 이웃 동민들이 완력으로 빼앗아가자 통곡하면서 이 절을 떠
난 후 영영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1990년에 해체�복원할 때 주변에서 상륜부 목심주초석(�����)과 탑 안에서도 사리구를 보관하던 석함 일부를 발견하였다. 언젠가 해체 또는 수리할 때, 안에 있던 사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깨진 사리구 석함을 탑 안에 넣은 것 같다. 

탑은 터를 고른 위에 흙과 돌을 혼용하여 지표면을 정리하고 그 위에 제법 큰 자연석을 이용하여 기단부를 만들었다.
기단은 단층기단으로 10여개의 장대석을 결구하여 쌓았는데, 모두 어느 정도 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그 위에 다시 낮은 2단의 괴임을 쌓아서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을
막론하고 모두 방형 혹은 장방형이다. 초층 탑신은 모두 18단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 2.3m, 너비는 3.26m이다. 초층 탑신 남쪽에는 감실이 개설되어 있는데, 높이 1m, 너비 1m, 깊이
1.06m이다. 입구 좌우측과 머릿돌은 화강석 돌기둥을 사용하였는데, 입구 가장자리에 얕은 각형과 높직한 원호를 조출하였다. 내부는 주위의 벽을 잡석으로 쌓아서 강회나 진흙으로 발랐으
며, 천정은 2매의 장대석으로 짜여졌으며 밑바닥도 잡석과 강회다짐으로써 편평하게 했고, 이밖에 다른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천정은 2매의 장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13단으로 되어 있는데, 옥개받침은 7단을 이루었으며, 초층 전체높이는 2.35m이다. 가장 많이 튀어나온 모서릿돌의 작은 구멍은 풍탁공의 흔적으로 여겨진다. 2층 이상
은 층마다 중간부분에 턱을 두었는데, 아래로 비교적 큰 돌로 자유롭게 쌓고 위쪽은 모전석재로 차곡차곡 쌓아 턱의 상하를 서로 다르게 쌓은 형식이 특이하다.
옥개받침수는 2층 6단이고, 나머지는 5단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처마 너비가 점점 좁아지고 있으나 고른 체감률로 균형이 잡혀있다. 또 각 층의 아래쪽은 넓은 반면 위쪽은 좁아져서 몸체 자
체에서도 체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의 해체 복원시 주변에서 상륜부 목심주초석과 탑안에서도 사리구를 보관하던 석함 일부를 발견하였다. 
초층 탑신은 높은 편이나 폭이 넓어서 안정감이 있다. 각 층의 체감률은 크지만 전체의 균형은 잘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5층까지만 남아있다. 전체높이가 11.3m이고, 기단 폭은 3.34m이다.

산해리 오층모전석탑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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