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 은적사의 유적 유물

(海南 隱跡寺의 遺蹟 遺物)

 

 

 

                                                                     鄭 永 鎬

〈檀國大學校 博物館長〉

 

 

   1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마산면(馬山面) 장촌리(長村里) 금강산(金剛山) 중턱에 은적사(隱

跡寺)가 자리잡고 있다.

은적사(隱跡寺)의 「적(跡)」자(字)는 「적(寂)」으로도 쓰여지고 있는 바 이 사찰(寺刹)에 

대해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이나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등에는 없으나 범우고(梵宇攷)에는 전라도(全羅道) 해남(海南) 사찰조(寺刹條)에

「藥師殿 在隱寂山 有鐵佛大數圍高丈餘 出汗則有재云」이라 있고 또

「隱寂寺 在縣北十五里」

라 보이므로 오래전부터 은적사(隱跡寺)가 존재(存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1977年 12月 문공부(文公部)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간행(刊行)한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하권(下卷))에 은적사(隱跡寺)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해남군(海南郡) 마산면(馬山面) 장촌리(長村里) 45번지에 위치하 는 바 신라(新羅) 진흥

왕(眞興王) 21年(560)에 창건하 다고 전하는 사찰(寺刹)로서 그 동안의 사실은 알 수 없

으나 조선(朝鮮) 철종(哲宗) 7年(1856) 5月에 준호대사(俊浩大師)가 중수하 다고 하며 마

산면(馬山面) 공세포(貢稅浦)바다에서 출현(出現)한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철조비로자나불

(鐵造毘盧舍那佛)을 봉안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약사전(藥師殿)(대웅전(大雄殿) 20

坪)이 요사체(寮舍體)와 함께 서 있고 위에 칠성각(七星閣)(18坪) 옆으로 문간채(20坪)가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불상(佛像)의 크기는 신고(身高) 1.8m 슬폭(膝幅) 1.2m 광배최장

(光背最長) 높이 1.8m 최대폭(最大幅) 1.2m 좌대전체 높이 30㎝ 두께 50㎝ 폭 20㎝이다」

이 내용은 근년에 전국적으로 수합한 지방(地方)의 문화재(文化財)실태를 파악한 것중 하

나인데 중앙(中央)에서의 조사기록(調査記錄)이 아니고 현지(現地)에서의 제출서류(提出書

類)에 의한 것 같다. 그것은 기술내용(記述內容)과 용어(用語)뿐만 아니라 철불(鐵佛)에 대

한 실측부분 등에 있어서 필자(筆者)가 현지조사(現地調査)한 바와 같지 않기 때문인 것이

다.

한편 은적사(隱跡寺)에 대해서는 존재(存在)만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곳의 유적(遺

跡) 유물(遺物)을 조사한 바는 없었다. 그런데 은적사(隱跡寺)에는 물론이요 국내(國內)에

도 남아있지 않은 은적사사적기(隱跡寺事蹟記)가 미국(美國) 하바드대학(大學) 연경도서관

(燕京圖書館)에 있음을 1967年 미국(美國)에서 귀국한 이기백교수(李基白敎授)에 의하여 

알 수 있었던 바 이후 곧 이교수(李敎授)의 교시에 의하여 원본(原本)을 인(影印)하여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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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고고미술(考古美術)」105호(號)(한국미술사학회간(韓國美術史學會刊), 1970

年 3月)의 부록(附錄)으로 그 전문(全文)을 소개하 는데 연대(年代)는 비록 떨어지는 것이

지만 이미 외국(外國)에 빠져나간 사적기(事蹟記)를 다행히 찾아내어 국내학계(國內學界)

에 알리게 된 것은 그나마 기쁜일이라 생각되어진다.

 

 

圖 1. 은적사사적기(隱跡寺事蹟記) 초두(初頭)

 

 

사적기(事蹟記)는 묵서사본(墨書寫本)으로 크기는 34㎝24㎝, 면수(面數)가 80면(面)이며 각

면(各面) 6행(行), 각행(各行) 약 14자(字)씩이고 자경(字徑)은 3㎝내외(內外)이다.(圖 1,2참

조)

                              

圖 2. 은적사사적기(隱跡寺事蹟記) 일부(一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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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의 내용(內容)을 한책(冊)으로 엮은 것인 바 「전라해남금강산은적사사적(全羅海南

金剛山隱跡寺事蹟)」말미(末尾)에는 광서팔년임오진월일범해각안근서(光緖捌年壬午진月日

梵海覺岸謹序)라 있고「제일사내고금문적(第一寺內古今文蹟)」말미(末尾)에는 광서삼년(光

緖三年) 정축(丁丑) 시월십삼일(十月十三日) 백파거사기(白坡居士記)라 있으며 「제이산저

서방인물(第二山底四方人物)」「제삼사중출입주장(第三寺中出入主張)」「제사유석유상음

(第四儒釋遊賞吟 )」은 광서구년계미칠월십구일계정서(光緖玖年癸未七月十九日戒定書)」

라 있으므로 이 사적기(事蹟記)는 조선(朝鮮) 제26대(代) 고종(高宗) 20年(1883)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적기(事蹟記)가 국내(國內)에 알려지면서 은적사(隱跡寺)가 주목(注目)되던중 서

울대학교(大學敎) 인문대학(人文大學) 동양사학과(東洋史學科)의 민두기교수(閔斗基敎授)로

부터 또한 중요하고도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것은 민교수(閔敎授)의 고향이 해남

(海南)임으로 어려서 금강산(金剛山)의 은적사(隱跡寺)에 올라간적이 있으며 그때 법당(法

堂)안에 불상(佛像)이 모셔져 있음을 보았는데 철불(鐵佛)이었다는 것이다. 필자(筆者)는 

대단히 기쁘고 중요한 일이어서 민교수(閔敎授)에게 철불(鐵佛)이 확실한가를 다시 물어 

본즉 분명히 검은 색(色)깔의 불상(佛像)으로 철불(鐵佛)임을 기억한다고 말하여 일제말(日

帝末)에도 철불(鐵佛)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적기(事蹟記)에도 철불(鐵佛)의 존재(存在)를 알리고 있으나 그동안 실제 이곳 은적사(隱

跡寺)를 답사(踏査)한 적은 없었으므로 철불(鐵佛)이 학계(學界)에 소개된 적은 없었다. 여

러해동안 벼르다가 겨우 지난 여름방학때 동학(同學)인 김원주(金源周) 장명환양씨(張明煥

兩氏)와 단국대(檀國大) 사학과(史學科) 박경식군(朴慶植君)과 함께 이곳을 찾을 수 있었으

며 그리하여 민교수(閔敎授)가 일러주던 철불(鐵佛)을 조사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새자료

(資料)를 조사한 기쁨에서 민교수(閔敎授)께 감사하는 마음을 현지(現地)에 동행(同行)했던 

여러분께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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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 해남(海南) 은적사(隱跡寺) 위치도(位置圖)

      

 

1979年 8月 9日 아침 일찍이 해남군(海南郡) 문화공보실(文化公報室)에 들려 윤상렬실장

(尹相烈室長)으로부터 현지(現地)의 사정을 이야기듣고 동행(同行)하 던 바 윤실장(尹室

長)의 안내(案內)와 호의(好意)로 어렵지 않게 잘 조사(調査)할 수 있었다.

은적사(隱跡寺)까지의 행로(行路)는 지리상(地理上)으로 보면 읍내(邑內)에서 바로 뒤 북

(北)쪽에 금강산(金剛山)이 바라보이므로 도보로 산(山)길을 따라 올라가면 되겠으나 이보

다는 차(車)편으로 신작로를 따라 상등 삼거리를 거쳐 마산면(馬山面) 소재지(所在地)에서 

장촌리(長村里) 남계(南溪)부락 윗편 골짝의 저수지(貯水池) 위까지 가서 약 500m 걸어올

라가는 것이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힘도 덜드는 쉬운 길이라 하겠는데 邑內사람들은 대부

분 이러한 노정(路程)으로 내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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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찰(寺刹)의 규모는 산중(山中)의 작은 암자이며 옛 건물로는 법당(法堂)인 약사전

(藥師殿)이 있고 그 좌(左)우(右)로 요사(寮舍)가 있는데 좌(左)우(右) 건물들은 근년(近年)

에 세운 것이며 부분적으로 많이 손질을 한 흔적이 보인다.

약사전(藥師殿)은 낮으막하게 한단의 축대를 쌓고 그 위에 건립하 는데 정면삼간(正面三

間), 측면이간(側面二間) 규모의 팔작(八作)지붕에 한식고와(韓式古瓦)를 얹고 있으며 단청

(丹靑)은 많이 퇴색되어 있다. (圖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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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4. 은적사(隱跡寺) 법당(法堂)(약사전(藥師殿))

                      

 

이 법당(法當)안에는 두장의 목각(木刻)현판이 걸려 있는 바 「약사전중건여주제원록(藥師

殿重建旅主諸員錄)」으로 말미(末尾)에 함풍육년(咸豊六年) 병진(丙辰) 5월일(月日)이라 보

이며(크기는 세로 30㎝, 가로 97㎝, 자경(字徑) 1.5㎝) 또 한장은 「은적암(隱寂庵) 약사전

중건기(藥師殿重建記)」로 말미(末尾)에 함풍육년(咸豊六年) 병진(丙辰) 오월일금세신근지

(五月日金世臣謹誌)라 있으므로(크기는 세로 33㎝, 가로 97㎝, 자경(字徑) 1.5㎝) 이 두장의 

목각판(木刻板)은 조선(朝鮮) 第25代 철종(哲宗) 7年(1856)에 걸려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곳의 약사전(藥師殿)이 중건(重建)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곳의 약사

전(藥師殿)이 중건(重建)된 연대(年代)가 이때임을 곧 알 수 있는 것이다.

철불(鐵佛)은 바로 이 약사전법당(藥師殿法堂)의 주존불(主尊佛)로 중앙불단(中央佛壇)에 

모셔져 있는데 이 불상(佛像)의 수인(手印)이 지거인(智擧印)임으로 일견(一見)하여 비로자

나불(毘盧舍那佛)임을 곧 알 수 있는 바 어찌하여 법당(法堂)은 약사전(藥師殿)이라 하 는

지 알 수 없다. 사찰(寺刹)에 구전(口傳)으로 전하는 바 함풍(咸豊) 6年 병진(丙辰) 5月에 

준호대사(俊浩大師)가 이 절을 크게 일으키고 나서 때마침 마산면(馬山面) 공세포(貢稅浦)

바다에 우연히 솟아올라 동리(洞里)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던 이 철불(鐵佛)을 옮겨 

봉안(奉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철불(鐵佛)을 주존(主尊)으로 모시기전 이미 법당(法

堂)이 있어 약사전(藥師殿)이라 칭하고 있었던 것이 철불(鐵佛)을 모신 뒤에도 그대로 약

사전(藥師殿)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법당(法堂)은 약사전(藥師

殿)인데 주존불(主尊佛)은 비로자나불상(毘盧舍那佛像)이어서 상호관계에 대해 일단은 의

문을 품게 한다.

현재 비로자나불좌상(毘盧舍那佛坐像)은 하부동체(下部胴體)와 무릎부분이 파손된 채 보수

(補修)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두상(頭像)이나 흉부(胸

部) 수인(手印) 의문(衣紋) 등에 이렇듯 전혀 손상이 가지않고 있음은 다행스러우나 한편 

신기스러운 일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겠다. (圖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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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5. 은적사(隱跡寺)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舍那佛坐像)

      

圖 6.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舍那佛坐像) 반측면(半側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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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7. 철불(鐵佛) 두상(頭像)

                      

圖 8. 철불두상(鐵佛頭像) 반측면(半側面)

                      

7



圖 9. 철불(鐵佛) 수인부(手印部)

                      

 

불상(佛像)은 금(金)칠이나 분(粉)칠등을 하지 않고 철(鐵)색 그대로이어서 오랫동안의 퇴

색으로 검은 빛의 동체(胴體)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주(朱)칠을 하 었음인지 철색(鐵色)과

는 약간 다른 붉은 색(色)이 은은하며 특히 상호(相好)에는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남아있

는 것 같다.

보발(寶髮)은 나발(螺髮)인데 그 나발(螺髮)이 큼직큼직하지 않고 소형(小形)으로 표시되었

으며 두정(頭頂)에는 육계(肉계)가 표현되었다. 상호(相好)는 원만(圓滿)한데 양쪽볼에 살

이 약간 빠진듯 하며 양미안(兩眉眼)과 비량(鼻樑) 구진(口唇) 등이 정제(整齊)되었다. 눈

은 반개(半開)하고 콧날은 옷둑하며 입은 다물었고 턱은 두턱이 지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

道)가 돌려지고 양쪽 귀는 길게 늘어져서 위엄이 있어 보인다. 양이타(兩耳朶)는 관통 되었

는바 나(羅)여대(麗代)의 금속제불상(金屬製佛像)에서 볼 수 있는 양식(樣式)이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양쪽 어깨에서 3∼4겹씩의 의문(衣文)이 흘러 양쪽 팔에 걸

쳐 밑으로 흐르면서 양무릎을 덮게 되었는데 가슴이나 양쪽 팔에서의 의문(衣文)은 유려

(流麗)하다. 가슴에는 군의(裙衣)의 주름이 선각(線刻)되고 좌상동체(坐像胴體)의 뒷면(面)

에도 법의(法衣)의 선각(線刻)이 보인다.

수인(手印)은 지거인(智擧印)이나 양쪽 손 가짐이 전형(典型)과는 달라서 주목(注目)된다. 

즉 정상적인 지거인(智擧印)에서는 오른쪽 손을 위로 하고 왼쪽 손은 밑으로 하여 엄지를 

올리고 있는데 이 불상(佛像)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오른손을 아래로 하여 엄지를 올리고 

있다.

고대(古代)의 불상(佛像)에서 수인(手印)이 정상(正常)에서 정반대로 취해지고 있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아미타여래상(阿彌陀如來像)에서의 수인(手印)이나 반가사유상(半

跏思惟像)에서의 자세 등에서 정반대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로자나불(毘盧舍

那佛)의 경우에도 이렇듯 정상에서 정반대의 수인(手印)을 보이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

이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舍那佛坐像)은 현재 하부(下部)가 크게 파손되어 유감일지

나 두상(頭像)과 상부동체(上部胴體)가 완전하여 파손된 상태로 보아서는 조성양식(造成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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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과 기법(技法), 연대(年代) 추정 등에 있어서 다른 부분(部分)의 파손이 불행중 다행스

럽다고 하겠다.

금속제(金屬製)나 석조(石造)로서의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의 조성(造成)은 신라하대(新羅

下代)인 9세기경에 많았던 것으로 추측(推測)할 수 있겠금 현재 9세기경의 유례(遺例)를 

가장 많이 남기고 있다. 예컨대 전남(全南) 장흥보림사(長興寶林寺)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

(鐵造毘盧舍那佛坐像)(국보 117호)은 왼쪽 팔위의 양각명문(陽刻銘文)에 의하여 신라(新羅) 

헌안왕(憲安王) 2年(858)의 주성(鑄成)임을 알 수 있고 강원도(江原道) 철원도피안사(鐵原

到彼岸寺)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舍那佛坐像)(국보 63호)은 불신(佛身) 배면(背面)

에 양각(陽刻)된 명문(銘文)에 의하여 신라(新羅) 경문왕(景文王) 5年(865)의 조성(造成)임

을 알 수 있으며 전남(全南) 광주증심사(光州證心寺)의 철조비로자나불좌상(鐵造毘盧舍那

佛坐像)(보물 131호)은 각부(各部)의 조성양식(造成樣式)과 표현수법(表現手法)으로 보아 9

세기경의 작풍(作風)으로 추정하되 보다 말기(末期)에 가까운 양식수법(樣式手法)을 보이

고 있어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불상(佛像)으로 연결되는 양식(樣式)의 일면(一面)을 갖춘 

작례(作例)로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광주(光州) 증심사비로자나불(證心寺毘盧舍那佛)에 

있어서는 그 지거인(智擧印)을 결(結)한 수인(手印)이 오른손을 아래로 하여 엄지를 올리고 

있어 정상적인 지거인(智擧印)을 취하고 있지 않은 이곳 은적사(隱跡寺)의 철조비로자나불

(鐵造毘盧舍那佛)과 같아서 크게 주의(注意)를 끈다.

한편 석조비로자나불(石造毘盧舍那佛)에 있어서는 경북(慶北) 대구동화사(大邱桐華寺)의 

비로암석조비로자나불좌상(毘盧庵石造毘盧舍那佛坐像)(보물 244호)을 법당(法堂)앞의 삼층

석탑(三層石塔)과 동시기(同時期)의 조성(造成)으로 보아 경문왕(景文王) 3年(863)으로 추

정하고 있고 충북(忠北) 괴산(槐山) 각연사(覺淵寺)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舍那佛

坐像)(보물 433호)을 9세기의 조성(造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북(慶北) 봉화취서사(奉化

鷲棲寺)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造毘盧舍那佛坐像)도 역시 신라하대(新羅下代)인 9세기경

의 조성(造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여러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의 유례(遺例)를 살펴보고 이곳 은적사(隱跡寺)의 

철불(鐵佛)을 생각해볼 때 대략적인 시대 감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까 한다.

즉 우선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이라는 존명(尊名)과 철조(鐵造)라는 점에서 신라하대(新羅

下代)에 많이 유행했던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이고 철불(鐵佛)이라는 것이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견법의(通肩法衣)의 형태나 양쪽 팔에 걸친 의문(衣文) 등이 도피안사철불(到彼

岸寺鐵佛)이나 보림사철불(寶林寺鐵佛)과 같은 점이 많다. 그런데 증심사철불(證心寺鐵佛)

과는 통견법의(通肩法衣)나 양쪽 팔의 의문(衣文) 등은 물론 흡사한데 수인(手印)까지도 반

대 방향을 취하고 있는 점이 같아 주목된다는 것이다.

은적사철불(隱跡寺鐵佛)의 자체에서 보면 상호(相好)에 있어서 양쪽 볼에 살이 좀 빠져 보

이어 원만상(圓滿相)이 다소 빈약해진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양쪽 어깨가 당당하여 신

라작풍(新羅作風)을 보이고는 있으나 양쪽팔에 이르면서 힘이 빠진듯해 보이며 의문(衣文)

등에도 박력이 없어진듯 하다. 특히 양쪽귀와 이타(耳朶)의 표현에 있어서는 굵직하게 윤

곽을 표시한 작풍(作風)이 마치 광주(光州)(하사창리(下司倉里)) 철조여래좌상(鐵造如來坐

像)(보물 332호)의 이부(耳部) 그것과 흡사함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이타(耳朶)의 표현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央博物館) 안치진열(安置陳列)되어 있는 10세기경 조성(造成)

의 철조여래좌상(鐵造如來坐像)에서도 볼 수 있다.

대략 이상과 같은 점에서 살펴 보았을때 이곳 은적사(隱跡寺)의 철불(鐵佛)은 신라하대(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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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下代)에 조성(造成)되었음은 분명하나 역시 전형적(典型的)인 신라양식(新羅樣式)에서 벗

어난 것으로 생각되어 오히려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불상(佛像)으로 연결되는 작풍(作風)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에서 조성시기(造成時期)는 10세기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닐것 같다.

이 철불(鐵佛)의 각부실측치(各部實測置)는(㎝), 현고(現高) 110, 두고(頭高) 46, 견폭(肩幅) 

58, 흉폭(胸幅) 44 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철불(鐵佛)은 동체하부(胴體下部)와 양쪽 무릎이 완전히 결실되었다. 그

러나 두상(頭像)과 상체(上體)가 완전하여 다행인데……전시대(全時代)를 통하여 철불(鐵

佛)이 드문 실정에서 이와 같은 새 자료(資料)가 비록 완품(完品)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술

사(美術史)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므로 여기에 소개해둔다.

 

   3

                      

마산면(馬山面) 소재지에서 은적사(隱跡寺)를 갈려면 장촌리(長村里)를 거쳐 남계부락 위

의 저수지(貯水池)를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곳 남계부락에 석탑(石塔) 1기(基)가 유존(遺

存)하여 은적사(隱跡寺)를 다녀오는 길에 조사하 다.

이 석탑(石塔)의 존재(存在)에 대해서는 전국유적총람(全國遺蹟總覽)이나 다른 유적유물(遺

蹟遺物) 조사자료(調査資料) 등에도 전혀 보이지 않아 은적사(隱跡寺)에 올라갈때도 지나

쳐버리고 조사(調査)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 었다. 더욱이 군청(君廳) 문화공보실(文化公報

室) 당국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필

자일행(筆者一行)이 은적사(隱跡寺)에서 한참 철불(鐵佛)을 조사하고 있는데 마산면장(馬山

面長)과 장촌리(長村里)의 이장일행(里長一行)이 뒤따라 올라와서 결국은 합세하게 되어 

이얘기 저얘기 하는 사이에 남계부락에 석탑(石塔)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면장(面長)과 이장(里長)의 안내로 석탑(石塔)이 서 있는 곳을 찾게 되었는데 이곳은 바로 

마산면(馬山面) 장촌리(長村里) 374번지(남계(南溪)부락) 박상수(朴相秀)(49세)씨댁 앞뜰이

었다. 현재 자리잡고 있는 박(朴)씨의 집이 옛 법당(法堂) 터로 짐작되는 바 주변 경작지와 

뜰과 길가에는 와편(瓦片)과 자기편(磁器片)들이 산재(散在)해 있어 일대가 옛 절터임은 석

탑(石塔)이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석탑(石塔)은 삼층탑신(三層塔身)으로 추정되는 바 현재 초층옥개석(初層屋蓋石)위에 2, 3

층(層) 옥신석(屋身石)만이 놓여있고 2층(層) 옥개석(屋蓋石) 하나는 바로 밑에 떨어져 있

다.

현고(現高) 2.25m의 석탑(石塔) 형태는 단층기단(單層基壇)위에 삼층(三層)의 탑신부(塔身

部)를 형성하고 정상(頂上)에 상륜(相輪)을 올려놓은 일반형(一般型)인데 현재 상륜부재(相

輪部材)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큼직한 1매(枚)의 화강암(花崗岩)을 치석(治石)하여 지대석(地臺石)을 삼았는 바 높직하며 

상면(上面)에는 소형(小形)의 각형(角形) 1단(段)과 큼직한 원호(圓弧), 그리고 또 하나의 

소형(小形) 각형(角形) 1단(段) 등 모두 3단(段)의 괴임대(臺)를 조출(彫出)하여 단층(單層)

의 기단면석(基壇面石)을 받고 있다.

기단면석(基壇面石)도 1石으로 이루어졌는데 각면(各面)에는 양쪽에 우주(隅柱)가 정연하

게 각출(刻出)되어 있다. 갑석(甲石)도 1매(枚)의 판석(板石)으로 조성(造成)하 는 바 하면

(下面)에는 얕은 부연(副緣)이 마련되어 있고 상면(上面)에 작은 각형(角形) 1단(段)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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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높은 원호(圓弧),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각형(角形) 1단(段) 등 3단(段)의 괴임대(臺)를 

마련하여 그 위에 탑신부(塔身部)를 받고 있다.

      

 

圖 10. 해남(海南) 장촌리(長村里) 삼층석탑(三層石塔)

                      

 

탑신부(塔身部)는 옥신(屋身)과 옥개석(屋蓋石)이 각기 1石씩으로 조성(造成)되었는 바 각

층옥신석(各層屋身石)에는 각면(各面)에 양우주(兩隅柱)가 정연하게 모각(模刻)되었다. 옥

개석(屋蓋石)은 하면(下面)에 낙수(落水)홈이 없으며 옥개(屋蓋)받침 3단(段)이 마련되었는

데 층단의 높이가 얕은 편이다. 추녀가 직선(直線)이 아니고 완만한 곡선(曲線)을 이루고 

있으며 이 곡선(曲線)이 바로 네귀퉁이의 전각부(轉角部)에 연결되어 있어 다소 경박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낙수면(落水面)은 평박(平薄)하나 하면(下面)받침부(部)가 얕아서 둔중

(鈍重)할 것이나 네귀퉁이 전각(轉角)에 반전(返轉)이 있고 또 추녀부의 완만한 곡선(曲線) 

등으로 인하여 중압(重壓)감은 면하고 있다. 정상(頂上)에 그 윗부재(部材)를 받는 괴임도 

조출(彫出)되지 않았는 바 이렇듯 생략화된 부분적인 수법(手法)은 경박감을 주는 옥개석

(屋蓋石) 전체의 양식(樣式)과 더불어 건립시기(建立時期)의 강하(降下)를 뜻하고 있는 바

라 하겠다.

그런데 이 석탑(石塔)에서 한가지 주목(注目)되는 것은 기단부(基壇部)에 있어서 지대석(地

臺石)주변에 외곽석(外廓石)을 돌려놓았던 점이다. 즉 2층옥개석(層屋蓋石)이 떨어져 있는 

바로 옆에 큼직한 석재(石材)가 노출되어 있는데(圖 13 참조) 이것은 그 크기가 전장(全長) 

1.8m, 내면장(內面長) 1.26m 양단장(兩端長) 50㎝, 폭(幅) 24㎝ 등인 점과 그 형태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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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석(地臺石)의 외곽호석재(外廓護石材)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대칭적인 석재

(石材)가 또하나 있을 것이다.

 

 

圖 11. 해남(海南) 장촌리삼층석탑(長村里三層石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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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2. 땅에 떨어져 있는 이층옥개석(二層屋蓋石)

      

圖 13. 지대(地臺) 외곽(外廓) 호석재(護石材)

              

 

이 석탑(石塔)은 기단부(基壇部)에서 갑석(甲石)의 부연(副緣)이 생략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면석(面石)이 괴석형(塊石形)으로 변하고 있어 시대(時代)의 강하(降下)를 나타내고 

있는 바 특히 옥개석(屋蓋石)에서의 각부양식수법(各部樣式手法)은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

여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볼때 이 석탑(石塔)의 건립연대(建立年代)는 고려중엽(高麗中

葉)을 상한(上限)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주변에 흩어진 각부재(各部材)를 수

습하여 복원(復原)하면 시대적(時代的) 특징(特徵)을 잘 보이는 가작(佳作)이라 하겠다.

각부(各部)의 실측치(實測値)는(㎝) 지대석폭(地臺石幅) 122, 고(高) 31, 기단석고(基壇石

高) 91, 폭(幅) 92, 우주폭(隅柱幅) 20, 갑석장(甲石長) 126, 후(厚) 65, 초층(初層) 옥신석

고(屋身石高) 45, 폭(幅) 55 우주폭(隅柱幅) 9.5, 2층옥신고(層屋身高) 20 폭(幅) 43 우주폭

(隅柱幅) 8.5, 3층옥신(層屋身) 고(高) 15 폭(幅) 34 우주폭(隅柱幅) 7, 초층옥개석일변장

(初層屋蓋石一邊長) 101, 전각고(轉角高)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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