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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序  言)

예산 사면석불(禮山 四面石佛)은 1983年 3月 21日 발견신고(發見申告) 됨으로써 학계(學界)

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초(當初)에는 묻혀 있는 상태(狀態)로 발견(發見)되어 그 정확(正確)한 

규모(規模)는 알수 없었지만 지상(地上)에 노출(露出)된 부분(部分)만 보아도 이 사면불(四面

佛)이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조각불상(彫刻佛像)임을 알 수 있게 했고 또한 예산(禮山)의 지

리적 위치(地理的 位置)로 보아도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있어서는 백제(百濟)의 역(領域)

이었음을 볼때 명백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묻혀 있는 불상(佛像)을 완전(完全)히 조사(調査)해야 할 필요성(必要性)이 뒤따르게 

됨으로써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서는 1983年 7月 20日 부터 동년(同年) 8月 19日 

까지 긴급히 발굴조사를 실시(實施)하게 되었고 조사결과(調査結果) 이 사면석불(四面石佛)

이 원래(原來)의 위치(位置)에서 인위적(人爲的)으로 넘어뜨림으로써 쓰러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 각면(各面)의 불상(佛像)을 분명(分明)히 밝히게 되었다. 또한 불상(佛像)이 서 

있었을 당시의 기단유구(基壇遺構)도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산지역(禮山地域)에 최초(最初)로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사면

불(四面佛)이 조사(調査)됨으로써 우리나라 석불연구(石佛硏究)에 귀중(貴重)한 보탬이 되게 

되었다고 믿으며 그 조사보고서(調査報告書)를 내게 된 것이다.

긴급수습을 위한 발굴조사단구성(發掘調査團構成)은 다음과 같았다.

지도위원(指導委員)    황수 (黃壽永)(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진홍섭(秦弘燮)(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안승주(安承周)(공주사대박물관장(公州師大博物館長))

                      정양모(鄭良謨)(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國立中央博物館 學藝

硏究室長))

               김정기(金正基)(문화재연구소장(文化財硏究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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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調査委員)    이호관(李浩官)(문화재연구소예능민속실장(文化財硏究所藝能民俗室

長))

                      장경호(張慶浩)(문화재연구소미술공예실장(文化財硏究所美術工藝

室長))

                      박 복(朴永福)(국립공주박물관장(國立公州博物館長))

                      이강승(李康承)(국립부여박물관장(國立扶餘博物館長))

조사단장(調査團長)    조유전(趙由典)(문화재연구소학예연구관(文化財硏究所學藝硏究官))

조 사 원(調 査 員)    이규산(李揆山)(국립공주박물관(國立公州博物館))

                      서오선(徐五善)(국립공주박물관(國立公州博物館))

                      최맹식(崔孟植)(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박문제(朴文濟)(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김 철(金英澈)(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보고서작성(報告書作成)에 있어서는 발견당시(發見當時)에 따른 지표조사(地表調査)와 수습

발굴조사(收拾發掘調査)로 구분(區分)해서 집필했고 보고서(報告書)에 수록된 도면(圖面)은 

박문제(朴文濟), 서오선(徐五善)이 수고(手苦)하 다.

폭염을 무릅쓰고 발굴(發掘)에 종사한 조사원 여러분의 노고(勞苦)에 감사하며 특히 염천기 

현장(炎天期 現場)을 방문하여 조사단을 격려한 김종설 문화재관리국장(金鍾卨 文化財管理

局長), 류흥수 충남지사(柳興洙 忠南知事), 채규정 예산군수(蔡奎晶 禮山郡守)의 격려와 도

움에 감사드린다.

Ⅱ. 지표조사(地表調査)

1. 유적(遺蹟)의 위치(位置)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忠淸南道 禮山郡 鳳山面 花田里) 山 61 및 62-3번지(番地)

2. 신고자(申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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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봉산면 궁평리(忠淸 禮山郡 鳳山面 宮坪里) 61번지(番地) 권 석(權寧錫)

3. 조사경위(調査經緯)

충남 예산군청 공보실(忠南 禮山郡廳 公報室)에서 1983年 3月 21日 국립공주박물관(國立公

州博物館)에 문화재감정(文化財鑑定)의뢰 공문(公文)이 접수(接受)되었다. 이 공문(公文)에

는 천연색(天然色) 사진 2매(枚)가 첨부되었는데, 전면(前面)에는 석불입상(石佛立像), 후면

(後面)에는 석불좌상(石佛坐像)이 뚜렷하게 보 으나 불상(佛像)의 불두(佛頭)와 손은 결실

(缺失)되고 한쪽으로 반(半)쯤 매몰(埋沒)되어 있는 상태(狀態)의 사진이었다.

특(特)히 전면(前面)에 있는 입상(立像)의 두광문양(頭光文樣)은 이중(二重)의 원형(圓形)돌

기 윤곽내(輪廓內)에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 후면좌불(後面坐佛)의 불꽃무늬 신광(身光)은 

서산마애삼존불상(瑞山磨崖三尊佛像)의 본존(本尊)의 두신광(頭身光)과 조각(彫刻)솜씨와 

흡사(恰似)하여 불상(佛像)에 전문가(專門家)가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重要)한 유물(遺物)임

을 직감(直感)할 수 있었고 곧 전화(電話)로 이강승 국립부여박물관장(李康承 國立扶餘博物

館長)과 의논하여 다음날 3月 22日 오전(午前) 10時에 부여관장(扶餘館長), 본관 이규산학예

사(本館 李揆山學藝士)와 동행(同行) 예산군청(禮山郡廳)을 방문하여 신고내용(申告內容)

과 주변사항을 청취(聽取)하고 군공보실 직원 신명식씨(郡公報室 職員 申明植氏)의 안내(案

內)를 받아 현장(現場)에 도착한 것이 오후(午後) 2시경(時頃) 이었으며 우선 주변 정리를 하

는 한편, 지형(地形)과 석조물(石造物)의 규모(規模) 와편등(瓦片等)을 조사(調査)하는 과정

(過程)에서 조사자(調査者)들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發見)하 다. 처음 사진으로 판독

(判讀)했을때는 전후면(前後面)의 2개(個)의 불상(佛像)이 있는 양면불(兩面佛)로 생각하고 

쌍체불(雙體佛)에 관(關)한 문헌(文獻)을 준비하 는데, 장축을 서남(西南)쪽으로 하여 기우

려져 있는 전후불상(前後佛像)의 윗면에 전후불상(前後佛像)과 같이 뚜렷하지 않고 마멸(磨

滅)이 심하긴 해도 좁은 폭에 불상(佛像)의 두광(頭光)은 확연하게 남아있었다. 워낙 이 부위

(部位)에 이끼가 끼고 마멸(磨滅)은 되었으나 소불상(小佛像)이 조각(彫刻)되어 있음을 확인

(確認)할 수 있어 서(西)쪽 나머지 한 면에도 불상(佛像)이 조각되어 있을 가능성이 보 다. 

그리하여 이 석조불상(石造佛像)이 신라문화권 지역(新羅文化圈 地域)에만 알려져 왔던 사면

불(四面佛)(사방불(四方佛))계통(系統)일 가능성(可能性)이 있어 백제문화권 지역내(百濟文

化圈 地域內)에서는 유일(唯一)한 예(例)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격앙(激昻)된 마음과 해가 서산

(西山)으로 기울고 있어 사진효과도 좋지 않을것 같아 명일(明日) 다시 조사(調査)하기로 결

정(決定)하고 오랜동안 풍화(風化)에 마멸(磨滅)이 되고 돌 자체(自體)가 납석계(蠟石系)이

기 때문에 유물(遺物)을 좀 더 보호(保護)하기 위해서 임시로 볏짚으로 쌓고 비닐로 덮어놓고 

철수하 다. 그러나 3月 23, 24 兩日에는 우천(雨天)으로 인(因)하여 재조사(再調査)를 할 수 

없었고 이 석조불(石造佛)이 중요(重要)한 사면석불(四面石佛)일 가능성(可能性)과 백제시대 

작품(百濟時代 作品)으로 판단(判斷)되어 서울 중앙박물관(中央博物館) 정양모 연구실장(鄭

良謨 硏究室長)에게 보고(報告)하고 현장확인조사(現場確認調査)를 요청하 다. 3月 25日 

조사(調査)에는 약실측(略實測)을 할 수 있도록 서오선 학예사(徐五善 學藝士)를 보강(補强)

하여 2次 조사(調査)를 실행(實行)하 다. 사면석불(四面石佛)은 현재지표(現在地表)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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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밑으로 매몰(埋沒)되어 있어 전후상(前後像)의 앞부분(部分)을 확장(擴張)하여야 사진

촬 과 현상조사(現像調査)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이 작업과정(作業過程)에서 입불상(立

佛像) 머리 부분(部分)에서 매몰되었던 불두(佛頭)를 발견(發見)하 다. 불두(佛頭)는 많이 

훼손되어 보안(寶顔)의 눈․코․입은 형태(形態)를 알 수 없었고 오직 소발(素髮)의 육계(肉

髻)와 두귀만이 완전(完全)하 다. 출토 위치(出土 位置)와 상태(狀態)의 기록(記錄)및 촬

과 아울러 전면입불상 실측작업(前面立佛像 實測作業)을 마치고 주변에서 인공(人工)이 가

(加)해진 석편(石片) 2점(點)과 불두(佛頭)를 수습(收拾)한 후 봉산면 관계직원(鳳山面 關係

職員)에게 잘 보호(保護)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도록 부탁하고 날이 어두워 

철수하 다.

3月 29日 서울 정양모 실장(鄭良謨 室長)과 예산군청(禮山郡廳)에서 만나 현장(現場)에서 

정 조사(精密調査)를 하 다. 조각(彫刻)의 수법(手法) 법의(法衣)․두광(頭光)․신광(身

光)등을 면 히 검토(檢討)한후 사면불(四面佛)일 가능성과 백제시대작품(百濟時代作品)으

로 판단되어 상경(上京)하여 문화공보부 장관(文化公報部 長官)에게 조사내용(調査內容)을 

보고(報告), 언론기관(言論機關)에 발표(發表)하여 학계(學界)에 소개가 되었고, 그 이후(以

後) 많은 전문가(專門家)의 내방(來訪)이 있게 되었다.

4. 유적현황(遺蹟現況)

충남 예산군 예산읍(忠南 禮山郡 禮山邑)에서 삽교를 지나 約 16㎞에 이르면 온천수(溫泉

水)로 유명(有名)한 덕산면(德山面)이 있다. 이곳에서 동북(東北)으로 約 5.5㎞거리에 있는 

봉산면 소재지(鳳山面 所在地)를 지나 면소재지(面所在地) 西쪽 옆길로 해서 北쪽 마교(馬

橋)로 가는 길을 따라 다시 約 500m지점(地點)에 이르러 속칭 붉은 고개라는 작은 언덕에서 

좌측으로 고상골 마을로 들어서는 동구(洞口)가 나선다. 이 어구에서 約 200m거리에 민가(民

家) 3동이 있으며 이들 민가(民家)의 서(西)쪽 뒷동산에 석조사면불상(石造四面佛像)이 있다.

고상골(행정구역 봉산면 화전리(行政區域 鳳山面 花田里) 2구(區))의 마을 뒷산은 해발 約 

240m의 별학산(別鶴山)(일명(一名) 등배산)의 줄기로 東쪽으로 뻗어 내려온 約 80m의 야산

(野山) 중복(中腹)으로 3기(基)의 민묘(民墓)가 석조사면불상(石造四面佛像)과 인접해 있으

며 평편한 대지는 約 350坪 정도로 사면석불(四面石佛)이 있는 그 중심부(中心部)는 약간 높

게 되어 있다. 이 사면석불(四面石佛)은 쓰러져 있는 상태(狀態)로 사면석불(四面石佛) 주변

을 파서 노출(露出)시키기 전(前)에는 전체(全體)의 3分之 1가량만 보 다. 이들 민묘(民墓)

는 신고인 권씨(權氏)의 선 (先塋)을 포함해서 사면석불(四面石佛)을 중심(中心)으로 대략 

동서남(東西南)으로 부채꼴 형상으로 배치(配置)되어 있고 북편(北便)으로도 역시 무연민묘

(無緣民墓) 1기(基)가 있어 마치 중앙(中央)의 사면석불(四面石佛)을 민묘(民墓)가 에워싼 

모양이다. 이 일대(一帶)에는 15∼20년생(年生)의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 대지에서 동남민가방향(東南民家方向)으로 내려오면 콩밭이 約 500∼600坪 정도가 되는

데, 이곳에서 기와편이 출토(出土)되고 있다.

사면석불(四面石佛)이 있는 주변에는 몇개의 괴석, 잡석 와편(雜石 瓦片)등이 있으며 특이(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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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한 유물(遺物)은 일부(一部)가 파손(破損)된 귀부(龜趺), 방형(方形)의 탑기단석(塔基壇

石)이 있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미륵당이」라고 구전(口傳)해 오고 있으며 부처님이 계셔서 

1년농사(一年農事)를 마치면 제일 먼저 새 곡식으로 만든 술과 음식으로 제사(祭祀)를 지내야

만 다음해에 풍년(豊年)이 온다고 한다. 신고자 권씨(權氏)는 자신(自身)의 5대조부(五代祖

父) 선 이 이곳에 있어 지금까지는 단순한 암반으로만 여기었던 것을 불상(佛像)이 새겨져 있

음을 알게 되어 이 사실(事實)을 예산군(禮山郡)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Ⅲ. 발굴조사(發掘調査)

1. 발굴조사 경위(發掘調査 經緯)

조사경위(調査經緯)에서 본 바와 같이 석조사면불상(石造四面佛像)일 가능성과 아울의 백제

시대(百濟時代)의 작품(作品)으로 판단(判斷)된다는 사실이 동년(同年) 4月 1日에 크게 지상

(紙上)에 보도(報道)되었고 아울러 묻혀 있는 일면(一面)의 불상규모(佛像規模)를 분명(分

明)히 밝히고 이 사면석불(四面石佛) 주변에 당시(當時)의 유구 잔존유무(遺構 殘存有無)를 

확인(確認)하기 위(爲)해서는 수습발굴조사(收拾發掘調査)의 필요성(必要性)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동년(同年) 4月 9日 황수 (黃壽永), 진홍섭 문화재위원(秦弘燮 文化財委員)이 현장

(現場)을 답사(踏査)하고 이 불상(佛像)이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사면석불(四面石佛)임을 재

차(再次) 확인(確認)하 고 아울러 수습조사(收拾調査)의 필요성(必要性)을 문화재관리국당

국(文化財管理局當局)에 건의하게 됨으로써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서는 긴급수습발

굴조사단(緊急收拾發掘調査團)을 편성하여 1983年 7月 20日에서 8月 19日까지 조사(調査)

를 완료(完了)하고 이어 임시 보호처리를 함으로써 조사(調査)를 끝마쳤다.

2. 발굴경과(發掘經過)(조사일지(調査日誌))

긴급수습발굴을 실시한 내용은 다음의 일지(日誌)와 같다.

○ 1983년 7월 20일

박 복 공주박물관장외 조사요원(朴永福 公州博物館長外 調査要員) 5名 예산군청공보실(禮

山郡廳公報室)을 방문(訪問) 화전리 사면석불 수습발굴조사(花田里 四面石佛 收拾發掘調

査)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諸般 行政事項)을 협조 의뢰(協助 依賴)하고 봉산면(鳳山面)에 들

러 다음날부터 작업하기 위한 인부(人夫)는 새마을 지도자의 도움으로 동원키도 하 다.

○ 1983년 7월 21일 맑음.

임시보호책으로 예산군에서 설치해 두었던 철조망 제거작업(除去作業) 및 조사작업에 극히 지

장이 있는 수목(樹木)을 제거(除去)함. 오후에 평판실측작업(平板實測作業) 및 기준목설치

(基準木設置)와 8m방형(方形)으로 보조작업木을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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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조유전 발굴단장(趙由典 發掘團長)이 채규정 예산군수(蔡奎晶 禮山郡守)를 방문하고 

발굴조사(發掘調査)는 가능(可能)한 현존(現存)하는 민묘(民墓)는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

행하기로 함. 

내일(來日) 예정(豫定)인 개토제(開土祭)에 필요(必要)한 제물(祭物)을 준비함.

○ 1983년 7월 22일 비―갬

비가 뿌렸으나 개토제(開土祭) 때에는 비가 그침. 

개토제(開土祭)에 이어 개토식(開土式) 실시. 채규정(蔡奎晶) 예산군수등(禮山郡守等) 주민

(住民)이 다수(多數) 참여(參與)함.

사면석불주변표토(四面石佛周邊表土) 제거작업(除去作業)에 들어갔으며 석불의문편(石佛衣

文片)이 1점(點) 출토(出土)됨.

○ 1983년 7월 23일 맑음

Tr. W1: 어제에 이어 넘어져 있는 사면석불(四面石佛) 부근(附近) 제토작업시(除土作業時) 

교란층에서 수인(手印)등 3점(點)의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되 넘어져 있는 사면불북측(四面

佛北側) 에서 기단(基壇)으로 보이는 자연석(自然石)의 석렬(石列)이 노출(露出)됨.

○ 1983년 7월 24일 비

Tr.S₁W₁: 비를 무릅쓰고 표토층(表土層) 제거(除去)에 들어감. 표토(表土)를 제거(除去)

하다 적색점토층(粘土層)에서 불두(佛頭) 2점, 파편 3점(點)이 출토(出土)되었다.

○ 1983년 7월 25일 맑음

Tr.S₁W₁: 기존(旣存) 노출(露出)되어 있는 자연암반(自然岩盤)을 중심(中心)으로 작업

(作業)실시. 이 암반남측(岩盤南側)에서 불두(佛頭)와 등잔(燈盞)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토제완(土製碗)등 다수(多數)의 유물(遺物)이 출토(出土)됨. 

KBS 홍성(洪城)주재 기자(記者) 이 화氏 현장(現場) 방문(訪問)함.

○ 1983년 7월 26일 비―맑음

Tr₁S₁석군(石群)이 노출(露出)되었으나 용도(用途)는 불분명(不分明), Tr.S₁W₁암반남

측(岩盤南側)에서 등잔(燈盞)으로 사용된 납석제완(蠟石製碗) 및 불두(佛頭)가 수습(收拾)되

었다. Tr.W₁북편(北便) 3m의 확장(擴張) Tr.를 넣었으며 북편기단(北便基壇)을 연장 노출

(露出)시켰음.

 Tr.S₂및 Tr.S₁,E₁.지역(地域)의 Tr를 넣기 위해 준비작업을 실시하 다. 사면불주위(四

面佛周圍)에 6m방형(方形)의 석축(石築)의 뿌리로 보이는 폭 1m의 기저부를 확인(確認)하

다.

○ 1983년 7월 27일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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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W₁: 전일(前日)확장지역 정리(整理) Tr.S₁W₁: 노출(露出)된 기단외부(基壇外部) 정

리작업(整理作業). Tr.S₁: 표토층(表土層) 제거중 수인편(手印片) 1점출토(點出土). Tr.S

₂: 제토작업(除土作業)중에 탑기단부(塔基壇部)를 중심(中心)으로 탑재석(塔材石)인 보륜

(寶輪)․옥개석(屋蓋石)․수연(水煙)등이 일괄(一括)로 출토(出土)되었다. 

이항복 예산문화원장(禮山文化院長), 예산농전학장외(禮山農專學長外) 5名 현장 방문(現場 

訪問).

○ 1983년 7월 28일 맑음

Tr.S₂: 탑기단석부근(塔基壇石附近)을 940㎝까지 확인(確認)한 바 적색점토층(赤色粘土

層)으로 와편(瓦片)과 납석편(蠟石片)이 산재(散在)하며 직경 3m가량의 적심석(積心石)이 

둥그랗게 놓여있음을 확인(確認)하 다. Tr.S₁: 1次 제토(除土)했던 지역 즉 남(南)쪽 기단 

상면(上面)을 다시 제토(除土)하여 일단(一段) 낮은 석렬(石列)을 확인(確認)하 다. Tr.No.

사면석불 동편(四面石佛 東便)에서 불두(佛頭)가 결실(缺失)된 입불상일구(立佛像一軀)를 

확인(確認)하 음.

○ 1983년 7월 29일 맑음

Tr.S₁: 남측기단외부(南側基壇外部)에서 남향(南向)하는 담장지(址)를 노출(露出)시켰으며 

와편(瓦片)이 섞여있음. Tr.No. 사면석불남측(四面石佛南側)에 이어진 암반(岩盤)을 노출작

업중(露出作業中) 음각(陰刻)된 소좌불(小坐佛)을 수습(收拾)하 음.

공주박물관장(公州博物館長) 및 예산석재주인(禮山石材主人)이 방문(訪問)하여 사면석불(四

面石佛)을 세우기 위한 예비조사 실시(豫備調査 實施).

○ 1983년 7월 30일 맑음

Tr.S₁W₁: 사면석불(四面石佛) 남측기단(南側基壇)을 완전(完全) 노출(露出)시킴  Tr.S

₁1次 노출된 동측외부(東側外部)를 깊이 50㎝까지 제토하여 사선문양(斜線文樣)의 와편층

(瓦片層)을 확인(確認)하여 적어도 2회(回)의 건물건립(建物建立)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判

斷)되었음 TrW₂: 표토층(表土層)을 제거(除去)하고 서북우단기단(西北隅端基壇)을 노출

(露出)시킴.

○ 1983년 7월 31일 맑음

Tr.S₁E₁: 동(東)으로 2m 확장(擴張)함. Tr.No과 말목간 둑의 남측단면도(南側斷面圖) 작

성( 作成)

○ 1983년 8월 1일 맑음

사면석불부근(四面石佛附近)의 석축(石築)과 기단(基壇)을 노출(露出)시키기 위하여 Tr.No.

과 W₁말목간의 둑을 제거(除去)중 불두(佛頭)를 수습(收拾)하 고 사면석불(四面石佛)밑을 

제토(除土)하여 묻혔던 일면(一面)에 입불(立佛)이나 불두(佛頭)가 결실(缺失)된 석불(石佛)

을 확인(確認)하 다. Tr.N₁W₁: 사면석불(四面石佛) 북편기단외부(北便基壇外部)의 유구

12



(遺構) 유무(有無)를 확인(確認)키 위하여 폭 2m, 길이 8m의 탐색(探索) Tr를 넣었으나 유

구(遺構)나 유물(遺物)은 없었음.

○ 1983년 8월 2일 맑음

사면석불(四面石佛) 주변정리(周邊整理)를 하고 지금까지 출토(出土)된 와편(瓦片)을 각(各) 

문양별(文樣別)로 분류(分類), 정리(整理)함.

○ 1983년 8월 3일 맑음

유구실측(遺構實側)을 위한 준비작업(準備作業)및 유구(遺構) 정리작업(整理作業).

○ 1983년 8월 4∼7일 맑음

지금까지 조사시(調査時)  노출(露出)된 유구실측작업(遺構實側作業). 

진홍섭(秦弘燮) 지도위원(指導委員) 현장(現場)방문하여 사면불하부(四面佛下部)를 제토(除

土)하여 유구(遺構) 확인 요망(要望). 

사면석불(四面石佛)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예산(禮山)석재상(石材商)과 협의(協議)함.

○ 1983년 8월 8일 맑음

사면석불(四面石佛)을 세우기 위한 준비(準備)로 양측(兩側)에서 제토(除土)하여 관통(貫通)

시키고, 이 작업중(作業中) 초기건물초석(初期建物礎石)으로 보이는 방형(方形)의 덤벙초석

(礎石) 1개(個)를 노출(露出)시켰음.

○ 1983년 8월 9∼11일 비-맑음

사면석불(四面石佛)을 세우는 작업 실시. 8월 9일 김종설 문화재관리국장(金鍾卨 文化財管理

局長)이 방문하여 조사단원 격려.

○ 1983년 8월 12일 맑음

Tr.W₁ 사면석불(四面石佛) 북편석축부근(北便石築附近)을 정리작업중 주간(柱間) 약 210

㎝ 간격의 초석(礎石) 3개를 확인하고 이 초석(礎石)에서 북(北)으로 떨어진 곳에서 추정 적

심석(積心石)을 노출(露出).

○ 1983년 8월  13일 맑음

전일노출(前日露出)된 초석(礎石) 이외의 나머지 초석(礎石)을 확인(確認)함.  Tr.S₁W₁토

층조사(土層調査)를 위해 폭 1m 길이 12m의 Tr를 넣음. 14:00時에 지도위원회(指導委員會) 

개최(開催).

 지도위원회 내용(指導委員會 內容)

1.참석자(參席者)

지도위원(指導委員) 진홍섭(秦弘燮)(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13



                  김정기(金正基)(문화재연구소장(文化財硏究所長))

                       안승주(安承周)(공주사대박물관장(公州師大博物館長))

조사위원(調査委員)      박 복(朴永福)(국립공주박물관장(國立公州博物館長))

                        이강승(李康承)(국립부여박물관장(國立扶餘博物館長))

조사단장(調査團長)      조유전(趙由典)(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2. 회의내용(會議內容)

1) 예산사면석불(禮山四面石佛)은 국가문화재(國家文化財)로 지정(指定)함이 당연하며 등급

(等級)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서 결정(決定)토록 함.

2) 사면석불(四面石佛)은 현위치(現位置)에 보존(保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보호시설(保護施設)과 아울러 노출(露出) 유구(遺構) 보존대책(保存對策)은 발굴(發掘)이 

완료(完了)된 후 결과(結果)에 의(依)해 강구토록 함.

4) 보호구역 범위(保護區域 範圍)는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서 결정(決定)토록 함.

5) 발굴완료후(發掘完了後)의 조치(措置)

  ① 후속조치(後續措置)가 이루어 질 때까지 포장(包裝)해서 임시 보존(保存)토록 함.

  ② 노출유구(露出遺構) 역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그대로 임시 보존함.

  ③ 피해를 입은 묘역(墓域)은 원형복구(原形復舊)토록 함

  ④ 사면석불(四面石佛)의 하부(下部)는 후속조치가 있을 때까지 가능(可能)한 안전보완(安

全補完) 조치를 강구함.

6) 기  타(其  他)

  ① 보존(保存)에 따른 주변민묘(周邊民墓)에 대(對)해서는 예산군 당국(禮山郡 當局)이 깊

은 관심(關心)을 가지고 해결(解決)토록 건의함.

  ② 보존시설(保存施設)은 가능(可能)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③ 아래쪽 추정 사지(推定 寺址)는 향후 조사(向後 調査)의 필요성(必要性)이 있을 時 고

려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83년 8월  14일 맑음

땅에 묻혔던 입불상실측(立佛像實測). 사면석불(四面石佛)부근 일대 조사실시(調査實施)(화

전리(花田里) 1구(區) 꽃밭뜰 일대(一帶)), 별학산(別鶴山), 고상곡(鼓翔谷), 덕음산(德陰山)

(병명(倂名) 등배산). 토층조사(土層調査) 병행실시(倂行實施).

○ 1983년 8월  15일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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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석불(四面石佛) 민묘(民墓)활개 복원작업(復元作業), 유구실측(遺構實測) 및 사면석불

(四面石佛) 단면도(斷面圖) 작성작업(作成作業).

○ 1983년 8월  16일 맑음

Tr.W₂와 Tr.S₁W₂지역(地域) 매몰작업 완료(完了)함. 

최초(最初)의 건물(建物) 잔존초석(殘存礎石) 확인(確認).

○ 1983년 8월  17일 맑음

Tr.S₂,S₂W₁지역 매몰작업. 노출(露出)된 유구(遺構)는 비닐도 덮고 성토. 남․동측민묘

(南․東側民墓)활개. 복구작업(復舊作業) 완료(完了). 

사면석불(四面石佛)이 위치(位置)한 주변일대 지형 평판측량 실시.

○ 1983년 8월  18일 맑음

발굴(發掘)한 전지역(全地域) 매몰작업(作業) 완료(完了) 및 사면석불(四面石佛)주위 보강작

업(補强作業)과 덮는 작업을 마치고 아울러 지형 평판측량 끝냄. 

오후에 유흥수(柳興洙) 충남지사(忠南知事)가 방문함.

○ 1983년 8월 19일 맑음

복구(復舊)한 민묘(民墓) 3기(基)의 활개에 잔디를 입히고 1개월간(個月間)의 수습(收拾)발

굴작업을 완료(完了)하고 철수함.

3. 유구조사(遺構調査)(圖面 1,2,3 圖版1∼18)

유구조사(遺構調査)는 당초(當初) 사면석불(四面石佛)이 묻혀있으므로 보아 유구(遺構)의 잔

존가능성(殘存可能性)이 충분(充分)히 판단(判斷)되어 사면석불(四面石佛)을 중심(中心)으

로 한 300여평(餘坪)의 대지(臺地) 전부(全部)를 대상(對象)으로 하고 전면조사(全面調査)를 

실시(實施)했다.

발굴결과(發掘結果) 잔존(殘存)한 유구(遺構)는 사면석불(四面石佛)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건물(建物)이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1) 1차유구(次遺構)

이 유구(遺構)는 사면석불(四面石佛)을 중심(中心)에 두고 동서(東西) 12m, 남북(南北) 10m

로 동서(東西)가 약간 긴 기단부(基壇部)의 주위 잡석렬(周圍 雜石列)의 축석(築石)이 남아 

있었으며 주간(柱間)은 동서(東西) 約2.1m의 남북 약 1.8m의 평균치(平均置)를 보이고 있으

나 초석(礎石)은 대부분(大部分) 결실(缺失)되었고 다만 북편(北便)에 3개(個) 서편(西便)에 

3개(個)가 남아 있다. 이들 잔존초석(殘存礎石)을 통(通)해서 전체적(全體的)인 정확(正確)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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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平面)의 주간(柱間)은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잔존(殘存)의 덤벙초석(礎石)

이 최초(最初)의 건물(建物)에 사용되었던 초석(礎石)이 분명(分明)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 유

구(遺構)는 第2次의 유구(遺構)에 의(依)해 모두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단(基壇) 외주(外周)와 남아있는 초석(礎石)을 분석(分析)해 본 결과 정면(正面) 

3간(間) 측면(側面) 3간(間)의 건물(建物)이 있었음이 추정(推定)되고 있다. 즉 사면석불(四

面石佛)을 중심(中心)으로 동서(東西)의 주간(柱間)은 약 2.1m로 거리가 동일(同一)하며 남

북(南北)의 주간(柱間)은 1.8m거리로 동일(同一)하다.

2) 2차유구(次遺構)

이 유구(遺構)는 사면석불(四面石佛)을 중심(中心)으로 하고 일변(一邊) 6m의 규모에 폭 1m

의 돌담장 유구(遺構)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당초의 3간(間) 건물(建物)이 폐철(廢撤)되고 난 

후 사면석불(四面石佛)의 보호(保護)만을 위해 외부초석(外部礎石)을 경계로 사방으로 폭 

1m의 돌담장을 돌려 적당한 높이로 쌓아 올린것으로 여겨진다. 즉 사면석불(四面石佛)이 사방 

5m의 공간에 있고 지붕시설은 없이 돌담장만 둘러 바람막이 정도로 마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돌담장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초창시(初創時)의 건물의 기단등에 사용되었던 것을 이용(利

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탑  지(塔  址)(圖版 16,17)

탑지(塔址)는 1次 건물(建物)의 서(西)쪽 기단(基壇)에서 약 6m거리에 당초에는 주초석(柱礎

石)모양으로 노출(露出)되어 있었고, 한편으로 갓돌로도 보 으나 발굴 결과 탑(塔)의 기단석

(基壇石)임이 밝혀졌다. 이 기단석(基壇石)은 길이 1.5m의 부정형 납석(蠟石)으로서 두께는 

70㎝이며 하부(下部)에는 적심(積心)을 놓고 그 위에 탑기단석(塔基壇石)을 올렸다. 상면(上

面)에는 일변(一邊) 55㎝의 방형(方形) 괴임을 높이 20㎝되게 마련하여 초층탑신(初層塔身)

이 놓이도록 하 다. 그러나 탑신(塔身)은 하나도 잔존(殘存)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2단(段)의 

옥개(屋蓋)받침이 마련된 납석제(蠟石製)의 옥개석편(屋蓋石片)과 아울러 3개(個)의 보륜(寶

輪), 그리고 수연(水煙)이 함께 출토(出土)됨으로써 이것이 탑(塔)의 기단석(基壇石)임을 알

게 되었다. 자연암단(自然岩段)을 바로 탑기단(塔基壇)으로 이용(利用)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여겨지며 매우 소규모(小規模)의 탑(塔)이 세워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4. 유  물(遺  物)

1) 사면석불(四面石佛)(圖面4∼7 圖版 35∼39)

납석계(蠟石系)의 자연석(自然石)으로 발견당시(發見當時) 전체적(全體的)인 형태(形態)는 

전면입불상(前面立佛像)(남방향(南方向))(도판(圖版)4)과 후면좌불상(後面坐佛像)(북방향

(北方向))(도판(圖版)5)은 넓고 상면소립불상(上面小立佛像)(동방향 측면(東方向 側面))은 

아주 좁은 직사면체(直四面體)이다. 전․후․상면(前․後․上面)의 불상(佛像)으로 보아 상

신(上身)이 서북간(西北間)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며 상면(上面)(노출(露出)된 소립불상(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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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佛像))만 볼수 있었으나 이끼가 끼고 파손(破損)․결실(缺失)이 된 상태 기 때문에 불상

(佛像)의 형태를 알 수 없었던 부분이다. 특(特)히 전면입불상(前面立佛像)과 후면(後面)의 

불상(佛像)에 비해서 작은 불상(佛像)과 좁은 부분(部分)이었기 때문이기도 하 다. 원래 전후

면(前後面)의 불상(佛像)은 와상(臥像)처럼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3분(分)의 1가량만 지상(地

上)에 출로(出露)되고 있었으며 불상(佛像)의 조각부분(彫刻部分)은 완전히 매몰(埋沒)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전면입불상(前面立佛像)과 후면좌불상(後面坐佛像)은 노출작업(露出作業)

없이는 알 수 없었던 유물(遺物)이라 하겠다. 노출(露出)되어 있는 삼면(三面)(東․南․北)에 

있는 불상(佛像)의 불두(佛頭)와 손은 모두 파손(破損) 혹은 결실(缺失)되었으며 매몰(埋沒)

된 일면(一面)(서방향(西方向))의 불상(佛像)조각이 완전(完全)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으로 보

아 석조사면불상(石造四面佛像)이라고 판단(判斷)되었다. 이 직사면체(直四面體)의 석조물

(石造物)의 크기는 전체(全體)길이가 約 3m 전후(前後) 불상(佛像)의 너비가 約 110∼120㎝ 

상면소불입상(上面小佛立像)의 너비가 約 50∼60㎝이다.

발굴조사결과(發掘調査結果) 사면석불(四面石佛)임이 밝혀졌으며 이를 원위치에 옮겨 세움

으로써 원래(元來)의 방향(方向)이 확인되었고 이들 각면(各面)의 불상(佛像)은 다음과 같다.

① 서향(西向)한 입불상(立佛像)(圖面7, 圖版39)

발견당시(發見當時) 지상(地上)에 노출(露出)되어 있어 이 석조사면불상(石造四面佛像)을 

그대로 세웠을 때는 東쪽 방향(方向)으로 향(向)하게 되어있었다. 타삼면(他三面)의 불상(佛

像)은 넓은 면(面)을 이용(利用)하여 조각(彫刻)하 는데 비해 가장 좁은 面에 조각되어 있어 

당초에는 측면불(側面佛)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전체(全體) 길이는 約 110㎝, 불상(佛像)의 어

깨폭은 約 30㎝이다. 이 불상(佛像)은 입불(立佛)로서 불두(佛頭)는 결실(缺失)되고 두광(頭

光)은 마멸(磨滅)되었으나 비교적 양호(良好)한 상태로 남아 있어 돌기된 줄의 원형(圓形)윤

곽내에 9엽(葉)의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이 조각(彫刻)되었다. 두광(頭光)의 원형(圓形)윤

곽은 지름 約 27㎝이며 연화문(蓮花文)의 연판(蓮瓣)은 둥 고 넓은 편이고 판엽(瓣葉) 1개

(個)의 길이는 8㎝로 판단(瓣端)이 약간 융기(隆起)되어 있다. 자방(子房)이 있을 중심부(中

心部)에 두부(頭部)가 조각되어 있어 원래 몸돌에 붙여서 마치 마애불상(磨崖佛像)과 같은 형

식이나 얼굴은 파손(破損)되어 불상(佛像)형태를 알 수 없다. 두광(頭光)이 있는 부분외주(部

分外周)에도 안으로 약간 휘어지게 잘 다듬어서 불상(佛像)이 조각된 전체(全體) 윤곽을 알 

수 있게 한다.

불상(佛像)의 상반신(上半身)에 조각된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좌우 어깨에서 흘러내린 

모양이 매우 깊게 표현(表現)되었으며 가슴부분에는 내의(內衣)가 보이며 배 부분에 속내의를 

묶어맨 띠 매듭의 윤곽이 불록하게 되었고 허리 아랫부분에 2∼3줄의 U자형(字形) 의습 모양

의 표현(表現)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즉(卽) 불족(佛足)과 좌대(座臺) 그리고 천의(天衣)의 

하단(下端)이 마멸(磨滅)되어 보이지 않는다. 양손이 없어 인계(印契)는 알 수 없으나 손이 있

던 부위(部位)에 직경(直徑) 約 4㎝ 의 구멍이 있는 점(點)으로 보아 손은 따로 별조(別造)하

여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 손을 별조(別造)하여 끼웠던 홈의 거리는 約 26㎝이며 이 홈들이 배 

부위(部位)에 거의 수평선상(水平線上)에 있어 삼국시대(三國時代) 통인(通印)인 시무외여원

인(施無畏與願印)을 한 입상(立像)으로 판단(判斷)된다. 오랫동안 지상(地上)에 노출(露出)

되어 있었던 관계(關係)로 마멸(磨滅)이 가장 심하다.

17



② 동향(東向)한 입불상(立佛像)(圖版 5, 圖面 37, 38)

이 동향(東向)한 여래입상(如來立像)은 발견(發見)당시 묻혀있어 그 형태를 전혀 알지 못했으

나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 모습이 완전(完全)히  드러난 것으로 머리는 역시 결실(缺失)되고 없

었다.

조각(彫刻)된 법의(法衣)는 가슴깊이 U자형(字形)으로 헤쳐져 양어깨에 대칭으로 드리운 통

견(通肩)은 7주름의 의습(衣褶)을 아래로 향할수록 넓게 하고 최하단(最下端)에는 비교적 두

터운 띠를 표현(表現)하여 끝맺음을 하고 있으며 U자형(字形)으로 패인 가슴에는 비스듬히 내

의(內衣)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두터운 띠 매듭을 표현(表現)하고 있다. 두 팔에는 손을 

별도(別途)로 만들어 끼웠던 결합(結合) 구멍만 남아 있다. 두광(頭光)은 머리 뒤에 해당되는 

위치에 지름 22㎝의 자방(子房)을 도드라지게 표현(表現)했고 그 외곽으로 굵은 원권(圓圈)을 

새기고 지름 54㎝의 내원(內圓)에 10엽(葉)의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을 도드라지게 새겼으

나 목 뒤의 2엽(葉)은 탈락(脫落)되어 없어졌고 좌대(座臺) 역시 파손(破損)되어 없어졌다.

이 여래입상(如來立像) 역시 불상(佛像) 뒷面은 남향(南向)한 좌상(坐像)을 새길때처럼 안으

로 휘어지게 따내고 어깨위와 머리부분이 광배(光背)에 붙지 않게 조각(彫刻)함으로써 입상

(立像)이 독립된 시각(視覺)을 갖도록 했으며 불꽃문은 조각(彫刻)하지 않았다. 뜯어져 나간채

로 현재(現在)의 목가운데는 일변(一邊) 2.5㎝, 깊이 5㎝의 흠이 남아 있어 머리는 별도(別途)

로 만들어 결합(結合)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입상(立像)의 높이는 165㎝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등신대(等身大)의 입불상(立佛像)으로써 수습(收拾)된 불두(佛頭)를 통(通)

해 머리 부분(部分)의 복원이 가능(可能)하며 조각(彫刻)이 매우 깊고 두드러져 있고 오랫동

안 매몰되어 있어 조각이 상하지 않고 잘 보존되었다.

③ 남향(南向)한 좌불상(坐佛像)(圖面 4, 圖版 35, 36)

발견(發見)당시는 석조사면체(石造四面體)의 북(北)쪽 방향면(方向面)이었으며 그대로 세웠

을 때에 후면(後面)에 해당되었던 여래좌상(如來坐像)이다. 전체(全體)길이 約 200㎝, 전체

(全體)너비 約 110㎝의 크기내에 좌불상(坐佛像)과 거신광(擧身光)을 별조(別造)해서 붙인것

처럼 볼륨있게 조각(彫刻)되었다. 사면불(四面佛) 가운데 가장 우수(優秀)한 조각(彫刻)이다. 

불상(佛像)의 앉은 높이는 約 100㎝의 이르고 어깨의 너비가 약(約) 53㎝ 결가부좌(結跏趺

座)한 좌불(坐佛)로서 법의(法衣)가 무릎아래까지 흘러 내려 소위 상현좌(裳懸座)이다. 대좌

(臺座)는 방형(方形)이나 오른쪽 아래는 파손(破損)되었다. 거신광자체(擧身光自體)는 전체

적(全體的)으로 보아 보주형(寶珠形)이며 두광(頭光)을 제외(除外)하고는 전면(全面)에 화염

문(火焰文)으로 깊게 파서 조각하여 선명(鮮明)하게 나타냈다. 두광(頭光)은 돌기된 원권내

(圓圈內)에 13엽(葉)의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을 돌리고 있다. 판간(瓣間)의 계선(界線)은 

삼각소엽(三角小葉)이다. 그 외주(外周)에는 서광(瑞光)처럼 조각하고 다시 굵은 고사리 분양

으로 둥 게 돌리고 있다. 이 중심부(中心部) 위에는 연화(蓮花)의 잎과 꽃을 나타내는 보주형

(寶珠形) 조각이 아주 섬세하게 표현(表現)되었다. 특(特)히 북향(北向)한 입불상(立佛像)과

는 달리 이 좌불상(坐佛像)은 불두(佛頭)과 두광(頭光)사이에 공간(空間)을 두고 조각하여 마

애불상(磨崖佛像)과는 다른 양식(樣式)을 보이는 매우 우수(優秀)한 작품(作品)이다. 불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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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佛頭以下) 등에서 부터는 몸돌에 붙어있다. 인계(印契)는 결실(缺失)되어 알 수 없으나 별

조(別造)하여 끼웠던 결합(結合)홈을 보아 다른 불상(佛像)과 같은 조각수법(手法)이라 할 수 

있다. 결합홈 직경(直經)은 約 7㎝이며 거의 수평이나 오른손 쪽이 약간 높다. 양손 사이의 거

리는 約 50㎝이다. 양손의 위치로 보아 앞서본 불상(佛像)과 같이 통인(通印)으로 판단(判斷)

된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이며 내의는 y字 모양이 보이며 복부위에 띠매듭이 표현(表現)

되었다. 옷자락은 왼쪽 어깨에서 흘러내려 오른쪽 복부를 감싸돌고 있다. 또 한자락은 왼손목에 

걸쳐져 무릎에 흘러내리고 있다.

④ 북향(北向)한 입불상(立佛像)(圖面 6, 圖版 39)

발견(發見) 당시에는 석조사면체(石造四面體)의 남(南)쪽 방향(方向)이므로 그대로 세웠을 

경우에는 남향(南向)되는 입불상(立佛像)이다. 전체(全體)길이 約 290㎝, 전체(全體)너비 約 

105㎝, 어깨너비 50㎝크기 내에 안으로 약간 휘어져 경사지게 면을 잘 다듬고 입불상(立佛像)

을 조각하 다. 불상(佛像)이 서 있는 부분(部分)의 전체(全體) 길이는 約 204㎝, 불족(佛足) 

아래는 연화대좌(蓮花臺座)가 표현(表現)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불신(佛身)의 높이는 約 165

㎝, 어깨너비 約 50㎝의 거의 등신대(等身大)의 모습으로 새기어져 있으며 이 돌의 중심부(中

心部) 상부(上部)에 2줄의 원형(圓形)윤곽내에 9엽(葉)의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을 조각하

고 서향(西向)한 소불입상(小佛立像)과 같은 수법(手法)으로 두부(頭部)가 조각되었던 것이

나 파손(破損)되었다.

앞서 기술(記述)한 것과 같이 파손(破損)된 불두(佛頭)가 주변 정리중(整理中)에 발견(發見)

되었는데, 육계(肉髻)는 소발(素髮)로 보안(寶顔)에 비해 아주 작은 편으로 상투와 같은 느낌

을 준다. 양쪽 귀는 완전히 잘 남아 있다. 그러나 보안(寶顔)은 눈 ․코․입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인위적(人爲的)인 파손을 입은 것이다. 출토위치(出土位置)로 보아 사면석불(四面石

佛)을 쓰러뜨리고 다시 불두(佛頭)를 인위적(人爲的)으로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 발견위치(發

見位置)가 쓰러져 남향한 입불상(立佛像)의 머리 위치에서 남(南)쪽으로 約 50㎝ 파괴시킨 

지점(地點)에 육계(肉髻)가 위로 놓여 거의 수평선상(水平線上)에서 발견(發見)된 점(點)으

로 판단(判斷)할 수 있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없고 원래 불두(佛頭) 자리에 복원(復元)해 

본 결과(結果) 이 입불상(立佛像)의 불두(佛頭)가 위치(位置)에 정확(正確)히 맞았다. 불두

(佛頭)높이는 約 37㎝ 보안(寶顔)의 너비는 約 19㎝이다. 이 입불(立佛)의 법의(法衣)는 통

견(通肩)으로 양 어깨에서 흘러내리고 주름이 깊게 표현(表現)되고 가슴 부위(部位)에 속내의

가 y字 모양으로 조각되고 띠매듭이 완연(完然)하게 표현(表現)되었다. 전면(前面)에 U자형

(字形)의 주름이 반복(反復)되었고 옷자락 좌우(左右)로 전개(展開)되면서 발목까지를 덮고 

있다. 의문(衣文)의 조법(彫法)이 매우 깊고 날카로와 우수(優秀)하다. 발목의 옷자락은 Ω字

형으로 처리되었고 불족(佛足)은 불신전체(佛身全體)로 보아 좀 작은듯 하며 정면(正面)을 향

(向)하고 있으며 발가락 하나하나 까지도 표현(表現)하 다.

왼쪽 발앞에 2개(個)의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이 남았고 그 외 부분은 파손(破損)되었으나 

이것으로 보아 원래 연화대좌(蓮花臺座)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좌(臺座)는 불족(佛足) 

앞으로 원형(圓形)을 그리면서 이 석조(石造)에 하나의 돌로 함께 만들었던 것이다. 인계(印

契)는 상면(上面) 소불입상(小佛立像)과 같은 수법(手法)으로 양손을 별조(別造)하여 끼웠던 

결합(結合)홈이 거의 수평으로 있어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인 통인(通印)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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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홈의 직경(直經)은 約 4㎝이며 너비는 約 45㎝이다. 입불상우편(立佛像右便)은 두광(頭

光)의 연화조각(蓮花彫刻) 판단(瓣端)끝에서 부터 오른쪽 어깨선 아래까지 깨져서 금이 가 있

다.

전체적(全體的)으로 사면불(四面佛)의 조각수법(彫刻手法)을 볼때 주존불(主尊佛)로 여겨지

는 남향(南向)한 여래좌상(如來坐像)의 조각(彫刻)이 가장 화려하며 또한 광배(光背) 전면

(前面)을 조각(彫刻)한 반면(反面) 동향(東向)한 여래입상(如來立像), 북향(北向)한 여래입

상(如來立像)은 동일형태(同一形態)로 조각(彫刻)했으나 한결같이 광배(光背)는 두광(頭光)

만 표현(表現)하고 신광(身光)은 조각(彫刻)하지 않았다. 아울러 불두(佛頭) 역시 좌상(坐像)

의 불두(佛頭)가 두광(頭光)과 가장 많은 거리를 주고 있었으며 동향(東向)한 입상(立像)도 

불두(佛頭)가 두광(頭光)과 떨어져 있으나 좌상(坐像)보다는 거리가 짧은 편이며 북향(北向)

한 입상(立像)은 불두(佛頭)가 두광(頭光)에 붙어 있는 상태로 조각(彫刻)되고 서향(西向)한 

입상(立像)은 크기도 제일 작게 조각(彫刻)된 반면(反面) 불두(佛頭) 역시 두광(頭光)의 중심

(中心) 자체가 머리가 되도록 함께 조각(彫刻)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 조각(彫刻)이 힘차고 강

하게 표현(表現)된 것은 재료(材料)인 암질(岩質)이 납석(蠟石)인 점으로 인해서 조각(彫刻)

하기가 다소 용이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2) 석재(石材) 방형탑기단(方形塔基壇)(圖版 20)

발굴조사전(發掘調査前) 지상(地上)에 노출(露出)되어 있었으며 자연석(自然石)을 거칠게 다

듬은 방형(方形)의 탑기단석(塔基壇石)으로 사면석불(四面石佛)의 중심(中心)에서 남향(南

向)으로 約 11m 지점(地點)에 이끼가 많이 낀 상태로 노출(露出)되어 있었으며 당초에는 건

물지(建物址)의 초석(礎石)으로 추정(推定)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석불(石佛)의 개(蓋)

(갓)이라고 구전(口傳)하고 있었다. 이 기단석(基壇石)은 상면(上面)에는 방형(方形)의 2단

(二段)턱을 두어 약간 도드라지게 했으며 기단석은 방형(方形)으로 모서리가 1단(一段)턱의 

모서리와 평행(平行)되지 않고 엇갈려 마름모꼴 형태(形態)를 이루고 있다.

기단石의 한변의 길이 83∼97㎝ 높이 約 30㎝ 

일단(一段)측의 한변의 길이 56㎝ 높이 19㎝ 

전체높이 約 49㎝.

길이 100㎝내외(內外) 두께 50㎝내외(內外)의 자연석(自然石)을 이용(利用)하여 상면(上面)

만 다듬어 탑신(塔身)의 받침을 마련한 아주 간단한 기단석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例가 

없다 하겠다. 그러나 발굴당시(發掘當時) 주변에서 보륜․옥개석편등(寶輪․屋蓋石片等) 탑

재(塔材)가 함께 출토(出土)됨으로써 소규모의 탑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3) 납석제(蠟石製) 귀부(龜趺) 파편(破片) 1점(點)(圖版 33)

사면석불(四面石佛)에서 서향(西向)으로 4.5m 지점(地點)에 파손(破損)된 귀부(龜趺)가 지

상(地上)에 노출(露出)되어 있었다. 전체적(全體的)으로 조각은 우수한 작품이라기 보다는 고

졸(古拙)한 감을 주고 있다. 몸통 뒷부분은 파손되어 떨어져 나갔고 입부분도 일부(一部) 깨졌

다. 목에는 2줄의 음각선(陰刻線)이 있고 눈은 크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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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길이 83㎝, 현 너비 63㎝ 눈직경 3.5㎝, 현두께 31㎝

4) 석조소불입상(石造小佛立像)(圖版 21)

사면불(四面佛)이 넘어져 있는 상태의 동편(東便)에서 출토(出土)된 소불입상(小佛立像)으로 

비교적 편편한 돌의 전면에 조각(彫刻)한 불상(佛像)이다. 머리는 결실(缺失)되어 출토당시(出

土當時)부터 없었으며 잔존(殘存)한 형태의 조각(彫刻)은 통견(通肩)으로 되고 의문(衣文)은 

고식(古式)의 물고기비늘형으로 좌우(左右)로 시켰다. 특별(特別)한 문양(文樣)은 없고 허리

띠의 표현(表現)과 하체(下體)의 의문(衣文)은 매우 간단하게 표현(表現)했고 손은 탈락되고 

없어졌다. 서있는 발의 발가락은 모두 앞으로 향(向)하게 표현(表現)했고 대좌(臺座)의 표현

(表現)도 매우 단순하다.

전체적인 문양(文樣)은 조잡하며 조각(彫刻)역시 조잡하게 적당히 새겼다. 하부의 뒷 面이 약

간 비스듬히 깍여나가 기대어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다. 

현 길이 85㎝, 어깨 폭 46㎝.

5) 납석제(蠟石製) 소불상(小佛像)(파편(破片))(圖面 8, 圖版 40)

소형불상(小形佛像)의 파편(破片)으로 목아래, 양쪽어깨, 허리부분, 무릎부분등 일부(一部)만 

알 수 있으며 가슴부분(部分)과 양어깨선으로 보아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의 의습이나 앞․

뒤가 파손되고 불두(佛頭)도 없다. 무릎아래에 돌출부가 있어 대좌(臺座)에 꽂을 수 있게 만든

것 같다.

현 높이 14.5㎝,어깨너비 9.5㎝, 두께 3.5㎝.

6) 납석제(蠟石製) 소형음각불상(小形陰刻佛像)(圖版 28.42)

평면(平面) 타원형의 작은 납석표면(蠟石表面)에 음각(陰刻)하여 좌상(座像)을 조각하 다. 

이 작은 납석의 상단(上端)은 원형(圓形)을 이루고 하단(下端)은 직선(直線)으로 끊어졌으며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여 가장 두텁고 좌우 양편으로 경사져서 앉게 되어있다. 외곽은 거칠게 

다듬어져서 전체적으로 보주형(寶珠形) 광배(光背)처럼 보인다. 두광(頭光)은 원형(圓形)이고 

두광(頭光)좌우에 사선(斜線)이 있어 신광(身光)을 나타낸 듯 하고 보안(寶顔)은 인위적(人爲

的)으로 완전히 파괴해서 알 수 없다. 법의(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에 오른손을 가슴위로 

올리고 왼손은 수평으로 배 부분에 있다. 발은 결가부좌(結跏趺座)하여 발바닥이 보이도록 하

다.

최대높이 23㎝, 밑변 16㎝, 최대두께 3㎝ 

불상높이 9.5㎝, 어깨너비 5㎝, 무릎너비 8.5㎝.

7) 납석제(蠟石製) 불상파편(佛像破片)(圖面 9, 圖版 24. 41)

소형좌불상(小形座佛像)의 파편(破片)으로 결가부좌(結跏趺座)한 오른쪽 무릎, 왼쪽 발바닥 

납의(衲衣)의 무릎부분 대좌(臺座)의 일부(一部)만 보이고 있다. 발바닥은 양각(陽刻)되고 새

끼발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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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높이 11㎝, 현 너비 19.5㎝.

8) 불  두(佛  頭)

① 납석제(蠟石製) 불두(佛頭) 其1(圖面 10, 圖版 27, 43)

소형불두편(小形佛頭片)으로 사면석불(四面石佛)과는 관계(關係)가 없는 것 같다. 머리 부분

(部分)이 일부파손(一部破損)되어 육계(肉髻)는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마위로 거의 수직으

로 올라가고 있어 보관(寶冠)을 나타내는 형식(形式)으로 보여 살보상(薩菩像)이라 생각된다. 

이마위에 두줄의 돌아가는 데선이 양각(陽刻)되었다. 보안(寶顔)의 눈․코․입은 인위적(人爲

的)으로 파손(破損)된것 같으나 윤곽은 살필 수 있다. 왼쪽귀는 반쪽만 남았고 그 아래로 목부

분까지 경사지게 떨어져 나갔다. 오른편 귀는 완전히 남아 목부분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 목부

분아래는 역시 파손되었다. 머리 뒷면은 길쭉하게 짱구처럼 뻗어져 있어 아마 마애불상(磨崖佛

像)에서 떨어져 나온것 같다.

현높이 21㎝, 너비 10.5㎝ 현두께 15㎝.

② 납석제(蠟石製) 불두(佛頭) 其2(圖面 11, 圖版 25, 44)

대형(大形)의 불두(佛頭)로 발굴당시(發掘當時)에는 2개(個)의 파편(破片)으로 수습(收拾)되

어 하나로 복원(復元)되었다. 兩쪽 귀의 일부(一部)를 남기고 보안(寶顔) 전면(全面)이 이마

부터 목부분(部分)까지 사이에 깊게 삼각형(三角形)으로 패어 떨어져 나갔다. 육계(肉髻)도 

일부(一部) 파손( 破損)되었으나, 소발(素髮)이며 보안(寶顔)의 크기와 균형을 이룬다. 머리 

뒷면은 완전(完全)한 형태(形態)로 곡선(曲線)을 이루고 있으며 역시 소발(素髮)이다. 이 뒷면

의 곡선(曲線)으로 보아 마애불(磨崖佛) 같이 붙여서 조각되었다가 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면석불중(四面石佛中) 좌불상(坐佛像)과 결합(結合)되는 불두(佛頭)라고 

생각된다.

현높이 35㎝, 귀와 귀사이 너비 22㎝, 현 최대두께 21㎝, 소발높이 6㎝, 최대직경 10.5㎝.

③ 납석제(蠟石製) 불두(佛頭) 其3(圖面 12, 圖版 22, 45)

비교적 큰 불두(佛頭)로 사면석불(四面石佛)의 동향입상(東向立像)의 불두(佛頭)라고 생각되

나 턱 아래와 머리 뒷면이 파손(破損)되어 확실히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왼편 눈썹위와 오른편 

눈, 왼쪽 귀의 윗부분(部分)이 모두 떨어져 육계(肉髻)가 소발(素髮)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왼쪽 귀부분(部分)을 볼 것 같으면 소발(素髮)인 것으로 보아 같은 형식(形式)으로 되

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눈은 개면(開眠)이며 코와 입술부분이 깨졌으나 웃음을 띠고 뺨은 

통통하여 보안전체(寶顔全體)는 좀 둥 게 보이고 있다. 머리 뒷면은 마애불(磨崖佛)에서 떨

어져 나온 것 같이 面이 고르지 않다.

현 높이 14.5㎝, 현 너비 19㎝, 현 두께 15㎝.

④ 납석제 불두(蠟石製 佛頭) 其4(도면(圖面) 13, 도판(圖版) 46)

  비교적 큰 불두(佛頭)로서 발굴이전(發掘以前)의 조사과정(調査過程)에서 수습(收拾)되었

으며 원위치에 세운 사면석불(四面石佛)의 북향(北向)한 입불상(立佛像)의 불두(佛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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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寶顔)의 이마부터 인위적(人爲的)으로 파손(破損)시켰고, 좌우(左右)의 귀는 거의 완전

(完全)하다. 오른편 이마, 눈두덩이, 뺨, 턱, 목부분 일부가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보안

(寶顔)은 장방형(長方形)이다. 육계(肉髻)는 소발(素髮)로 완전(完全)하며 보안(寶顔)에 비

(比)해 좀 작은 편이다. 머리 뒷부분(部分)은 고르지 않고 마애불(磨崖佛)과 같이 붙어 있었

던 것을 떼어 내었다. 이 불두(佛頭)는 수습(收拾) 당시(當時) 북(北)쪽 입불상(立佛像)과 맞

추어 본 결과(結果) 맞게되어 이 입불상(立佛像)에서 떨어진 것임이 확인되었다.

현 높이 15.5㎝, 귀와 귀 사이 19㎝, 현 두께 17.5㎝, 소발높이 3.6㎝, 최대직경(最大直徑) 6

㎝.

⑤ 납석제(蠟石製) 불두(佛頭) 其5(圖面 14, 圖版 26, 47)

불두(佛頭)로서 보안(寶顔)은 인위적(人爲的)으로 파손(破損)시켜 알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납작하게 되어 있다. 육계(肉髻)는 소발(素髮)로 작다. 오른편 귀의 일부(一部)만 남아 있는 

보안(寶顔)의 윤곽만 알 수 있다. 뒷면도 떨어져 나가서 불두(佛頭)가 마애불에서 떨어졌는지 

독립불상(獨立佛像)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

현 높이 21㎝, 너비 13㎝, 현 두께 4.5㎝.

9) 납석제(蠟石製) 불수파편(佛手破片)

① 불상(佛像)의 왼손으로 약지와 소지의 꼬부라진 모양과 중지(中指)의 흔적, 손등의 일부(一

部)가 있을 뿐 모두 파손되었다. (圖面 15, 圖版 48)

손가락 너비 약 3㎝ 두께 6.5㎝.

② 불상(佛像)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의 파편으로 검지손가락 끝과 마디 손금이 음각(陰刻)되

었고 중지의 끝에 안으로 장방형의 구멍이 있어 제작시에 부러져 다시 결합시킨 것으로 보이며 

손가락과 손목부분에 원형구멍으로 보아 결합하여 만들었던 손으로 보인다.(圖面 16, 圖版 49

上)

현 길이 9.5㎝, 너비 7㎝, 두께 2.8㎝.

③ 불상(佛像)의 손으로 약지와 소지의 편만 남아 있다. 파손이 심하다.(圖面 17, 圖版 49下의 

右2)

현 길이 7㎝, 너비 5㎝, 두께 2.5㎝.

이 밖에 손가락만 남은 파편 2개가 있다.(圖版 49 上․下의 左) 모두 납석제(蠟石製)이며 손

마디에 지나지 않으나 마디금이 표현(表現)되어 있다.

④ 납석제(蠟石製) 손(圖面 18, 圖版 49 右)

불상(佛像)의 오른편 손으로 손목에 작은 구멍이 있어 팔에 별도로 제작하여 끼웠던 흔적이 보

이고 있다. 엄지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검지와 중지(中指)는 아래마디의 음각(陰刻)된 손금

만 보이며 손가락 끝은 절단되었다. 약지와 소지는 꼬부라진 모양이다. 이 약지와 소지는 한 돌

로 조각하지 아니하고 꼬부라진 손가락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손가락 사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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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도록 하 다. 손바닥에도 손금을 음각(陰刻)으로 표현(表現)하고 손등도 사실적으로 나

타내고 있다. 매우 정성이 깃들은 조각품이라 하겠다. 손목부분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으며 오른편 손임이 틀림없으나 시무외(施無畏)인지 여원인(與願印)인지는 분

명(分明)하지 않다. 손목의 작은 구멍이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경사지게 올라가고 있어 여원인

(與願印)이면 결합후에 흘러내릴 수도 있어 시무외(施無畏)가 아닐까 생각된다.

현길이 12.8㎝, 너비 9㎝, 두께 3.2㎝, 최대두께 5㎝이다.

10) 납석제(蠟石製) 등잔(燈盞) 및 뚜껑 파편

납석(蠟石)의 속을 파내서 만든 완형(碗形)의 등잔으로 바닥은 평저(平底)이고 굽은 약간 높

은 편이다. 구연부 부분(口緣部 部分)은 약간 파손된 것으로 보여 직립인지 외반(外反) 혹은 

내반(內反)인지 확실치 않다. 동체(胴體)에는 가는 줄이 음각(陰刻)되고 기벽(器壁)은 매우 두

텁다. 동체(胴體)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어 삼국시대 토기중(三國時代 土器中)에 □과 같은 형

태(形態)이다. 내벽(內壁)에는 검게 그을린 자리가 완연하게 나타나 있어 공양(供養)으로 사용

(使用)되었던 등잔(燈盞)(圖面 19, 圖版 31,55上의 左)으로 생각된다.

또 1점(點)은 납석제(蠟石製)의 뚜껑 파편(破片)으로 등잔(燈盞)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반쪽만 남아 있다. 중앙(中央)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고 외각에는 2줄의 음각선(陰刻線)

으로 장식하 다. 중앙(中央)의 구멍은 등(燈)의 심지를 빼기 위해서 만든것으로 보인다.(도면

(圖面) 20, 도판(圖版) 55下의 左)

구경(口徑) 6㎝, 두께 1.5㎝

이 밖에 납석제(蠟石製) 등잔파편(燈盞破片) 2점(點)(圖版 55下右)이 출토(出土)되었는데, 1

점(點)은 평저(平底)바닥의 반쪽만 남아 있으며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다. 다른 1점(點)은 동체

(胴體)의 일부분(一部分)이다. 평저(平底)와 동체(胴體)는 각기(各己) 달라 복원이 되지 않는

다.

11) 토제(土製) 등잔(燈盞) 1점(點) 및 파편(破片) 1점(點)

소형(小形)의 접시 모양에 바닥은 평저(平底)로 굽은 없고 구연부(口緣部)는 약간 외반(外反)

하고 거의 완형이다. 태토(胎土)는 진흙에 가는 모래가 섞여 있으며 색조(色調)는 회갈색(灰褐

色)이다. 오랜동안 등잔(燈盞)으로 사용(使用)되어 검게 그을려져 있다. 내부의 바닥 중앙(中

央)에 약간 솟아 올라 있어 등심(燈心)을 두기 위(爲)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圖面 21, 圖版 

56의 左)

파편(破片) 1점(點)은 완형의 토제등잔(土製燈盞)보다 구연부(口緣部)가 매우 두텁고 기벽

(器壁) 또한 두텁다. 태토(胎土)는 진흙에 모래가루등이 섞여 있고 색조(色調)는 황갈색(黃褐

色)이며 제작수법은 진흙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빚어 만든 소위 수날법으로 내벽(內壁)에는 그

을린 흔적이 남아 있다. (圖面 22, 圖版 56의 右)

완형 구경(口徑) 8㎝, 높이 4㎝

파손 복원 구경(口徑) 6㎝, 높이 3㎝.

24



12) 납석제(蠟石製) 탑재(塔材)(圖版 50, 51)

① 탑신중(塔身中)에 옥개(屋蓋)의 파편(破片)으로 전체(全體)에서 약 4分之1 정도만 남아 

있으며 낙수면(落水面)의 일부(一部)와 옥석(屋石)받침 층계(層階)만 남아 있다. 층계(層階)

는 이단(二段)으로 완전(完全)하고 우동(隅棟)의 전각(轉角)은 약간 반전(反轉)되어 올라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잘 다듬어진 옥개(屋蓋)이나 규모(規模)로 보아 복원시 전체길이가 50㎝를 넘지 

못하는 소형(小形)이라고 하겠다.(圖面 23, 圖版 29, 50)

현 최대높이 13㎝, 현 길이 23㎝, 현 너비 14㎝, 

층계(層階)높이 1단(一段) 1.3㎝ 2단(二段) 1.7㎝.

② 탑신부(塔身部) 옥개(屋蓋)의 파편(破片)으로 낙수면(落水面) 상면(上面)이 떨어지고 전

체적(全體的)으로 약 4分之1만 남아 있다. 찰주공(刹柱孔) 일부(一部)가 있어 전체 규모(規

模)의 복원은 가능(可能)하다. 옥석(屋石)받침 층계(層階)는 형식적(形式的)으로 흔적을 남기

고 있어 조잡한 느낌을 준다.

현 최대 높이 9㎝, 현 길이 24㎝, 현 너비 24㎝,

층계(層階)높이 1단(段) 1㎝, 2단(段) 0.3㎝

찰주공(刹柱孔) 직경(直徑) 3.2㎝, 복원(復元) 최대 크기 41㎝.

③ ②의 탑신(塔身)과 거의 같은 형태(形態)로 파손(破損)되었으며 같은 수법(手法)과 양식

(樣式)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 최대높이 9㎝, 현 길이 20㎝, 현 너비 27㎝, 층계(層階)높이 1단(一段) 1.5㎝, 찰주공직경

(刹柱孔直徑) 3㎝, 복원최대(復元最大)크기 40㎝.

④ 석제 수연(石製 水煙)(圖面 24, 圖版 30, 52)

석탑상륜(石塔相輪)의 일부(一部)인 수연(水煙)으로 직육면체(直六面體)이며 전․후면(前․

後面)은 넓고 측면(側面)은 약간 좁다. 밑은 좀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상단(上端)이 파손(破損)되었으나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고 4면중 전․측(前․側) 각각(各

各) 1면(面)만 상태가 좋아 문양을 알 수 있다. 나머지 2면(面)은 파손되었다. 중심부(中心部)

에는 보륜(寶輪)과 같이 찰주공(刹柱孔)이 위아래로 뚫어져 있고 문양은 중심부(中心部) 아래 

3개(個)의 원형돌리기가 있는 큰 원형 돌기 밑에 2개의 원형돌기가 있어 전체적으로 삼각형을 

이룬다. 문양이 있는 면은 모두 가운데가 좌우 양쪽보다 휘어져 들어갔고 양쪽외곽 가까이에 

서로 대칭으로 낚시바늘처럼 고사리문양이 음각(陰刻)되었는데 4개가 남아있다.

현 높이 15.5㎝, 넓은 너비 11.2㎝, 좁은 너비 8㎝, 찰주공직경(刹柱孔直徑) 2.7㎝.

6) 석제(石製) 보륜(寶輪)및 보륜(寶輪) 간석파편(竿石破片)

석탑(石塔) 상륜(相輪)의 일부(一部)인 보륜(寶輪)이며 원판형으로 가운데에 찰주공(刹柱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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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뚫려있다. 대중소(大中小) 3점(點)이 전부 완형(完形)이다. 원판형 외구(外區) 즉 측면(側

面)을 돌아가면서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이 양각(陽刻)으로 조각되었으며 앙연화(仰蓮花)이

다. 연판(蓮瓣)은 둥 며 넓고 가운데가 볼록하여 반전(反轉)은 되지 않았다. 판간(瓣間)의 

계선(界線)에 삼각소엽(三角小葉)은 없다. 불상(佛像) 상대석(上臺石)의 앙연좌(仰連座)와 거

의 같은 양식(樣式)이다. 연판(蓮瓣)의 수(數)는 크기에 따라 대형(大形) 17엽(葉), 중형(中

形) 15엽(葉), 소형(小形) 13엽(葉)이다. 석재(石材) 자체(自體)가 매우 약해서 일부 파손부분

은 있으나 양호(良好)하다.(圖面 25, 圖版 19, 53) 보륜간석편(寶輪竿石片)은 반쪽만 남아 있

어 복원치는 알 수 있다. 석탑(石塔) 상륜(相輪)의 원판형 보륜(寶輪)과 보륜(寶輪)사이에 끼

우는 받침대석(도면(圖面) 26, 도판(圖版) 30, 54)으로 역시 납석(蠟石)이다.

보륜대형(寶輪大形) 직경(直徑) 18㎝, 두께 5.5㎝, 찰주공(刹柱孔) 직경(直徑) 3.5㎝. 중형 직

경(中形 直徑) 17㎝, 두께 5㎝, 찰주공(刹柱孔) 직경(直徑) 3.2㎝. 소형(小形) 직경(直徑) 16

㎝, 두께 4㎝, 찰주공(刹柱孔) 직경(直徑) 3.2㎝.

간석(竿石) 높이 4.2㎝, 현길이 4.2㎝, 두께 2㎝.

간석(竿石) 복원치 직경(直徑) 6.5㎝, 찰주공(刹柱孔) 2.5㎝.

13) 토기류(土器類)

연질(軟質)과 경질(硬質)로 나뉠수 있으며 총(總) 17점(點)이 수습(收拾)되었다. 이들은 수점

(數點)의 연질(軟質)을 제외(除外)하고는 모두가 경질(硬質)인데 매우 적은 파편(破片)들이 

대부분(大部分)이기 때문에 기종(器種)을 알기가 어렵다. 백제시대(百濟時代)로 추정(推定)

되는 것들은 기표면(器表面)에 격자문(格子文)과 평행선문(平行線文)이 시문(施文)되었고 기

벽(器壁)의 두께는 0.4∼0.5㎝정도의 것이다. 이중 1점은 원형(圓形)과 방형(方形)의 투창(透

窓)과 같은 기단부분(器端部分)이 있어 기태파편(器台破片)이 아닌가 생각된다.(圖面 27) 고

려시대(高麗時代)로 추정(推定)되는 것들은 기표면(器表面)이 모두 무문(無文)이며 기벽(器

壁)의 두께는 0.7㎝내외(內外)인데 내벽(內壁)에 심(甚)한 물레자국이 남아있다. 그 이외(以

外)에 통일신라기(統一新羅期)의 유병파편(釉甁破片)도 1점(點) 발견(發見)되었다.(圖面 28) 

한편 연질토기편(軟質土器片)들은 앞서 설명(說明)한 등잔(燈盞)과 같은 기종(器種) 및 기질

(器質)로 매우 약하고 흡수력(吸水力)이 강(强)한 것이다.

14) 청자류(靑磁類)(圖面 29)

총(總) 40여점(餘點)이 출토(出土)되었는데 이중 1∼2점(點)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

部分)이 중하품(中下品)에 속하는 것들이다. 거의 파편(破片)들이며 저부(底部)의 굽으로 보

아 기종(器種)은 대개 완류(盌類)로 추측(推測)된다. 굽의 종류(種類)를 보면 초기(初期)의 

해무리굽을 비롯하여 굽이 있는 것 또 없는것 등 다양(多樣)하다. 굽 받침으로는 모래받침과 

비짐눈받침의 두 종류(種類)인데 모래받침이 주종(主種)을 이룬다. 유약(釉藥)의 색(色)은 

1∼2점(點)이 상급(上級)에 속해 고운 비색(翡色)을 발하며 그 이외(以外)의 것들은 녹색(綠

色)이나 황색계통(黃色系統)이 많이 가미(加味)되어 퇴화(退化)된 색(色)을 보여준다. 기벽

(器壁)의 두께는 0.5㎝ 내외(內外)의 것들이다. 파편(破片)중 한점은 어느정도 복원가능(復元

可能)한 것이었는데 기벽(器壁)의 두께는 0.4㎝이며 기내부(器內部)는 심(甚)한 물레자국이 

나있고 목 부분(部分)에는 오무린 자국이 만들어져 있다. 협부(脇部)와 저부(底部)및 구연(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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緣)이 결실(缺失)된 상태(狀態)이다.(도면(圖面) 30) 유약상태(釉藥狀態)는 황색계통(黃色系

統)이 많이 섞여 있다.

15) 와  류(瓦  類)

① 평행선문계(平行線文系)(圖版 57)

Ⅰ類 : 청회색계통(靑灰色系統)의 꽤 단단한 경질(硬質)로 두께는 1.4㎝정도이다. 철면(凸面)

에는 0.2㎝의 가는 세선평행선문(細線平行線文)이 약간 깊게 새겨져 있으며 요면(凹面)에는 

올이 굵은 조포(粗布)자국이 선명(鮮明)하다. 측연(側緣)의 처리(處理)는 요면(凹面)에서 철

면(凸面)으로 約 1／2까지를 와도(瓦刀)로 자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잘라냈다.

전체적(全體的)으로 매우 정제(整齊)된 맛을 주는 것으로 그 수량(數量)은 겨우 1∼2점에 이

를 뿐이다.

Ⅱ類 : 최하층(最下層)에서 발견(發見)되며 두께는 대개 1.9∼2.3㎝되는 경질(硬質)이다. 철

면(凸面)의 문양(文樣)은 굵고 깊은 태선(太線)의 평행선문(平行線文)이나 재조정시(再調整

時) 대부분(大部分)이 지워져 잘못 무문(無文)으로 보는 수도 있다. 요면(凹面)은 세포(細布)

자국과 함께 모골(模骨)자국도 있는데 여기서 추정(推定)되는 모골(模骨)은 폭(幅)이 4∼5㎝

되는 통판모골(桶板模骨)인것 같다. 측연(側緣)의 마무리는 요면(凹面)에서 1/4까지 와도(瓦

刀)를 사용(使用)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잘라냈다.(圖面 31)

이런류(類)의 기와크기는 길이 39㎝, 장폭(長幅) 31.5㎝, 단폭(短幅) 22㎝의 제형(梯形)임을 

복원(復元)기와에서 알 수 있었다.

Ⅲ類 : 갈색계(褐色系)의 연질와(軟質瓦)로 흡수력(吸水力)이 강(强)하고 표면(表面)의 점토

분(粘土粉)이 많이 묻어난다. 두께 1.7㎝이며 철면(凸面)에는 태선(太線)의 평행선문(平行線

文)이 약간 강하게 새겨져 있다. 요면(凹面)은 마멸(磨滅)이 좀 심(甚)한 편이나 조포(粗布)자

국이 희미하게 보인다.

Ⅳ類 : 2.5∼2.8㎝두께의 투박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철면(凸面)은 約 0.8㎝ 굵기의 굵은 태선

(太線)으로 평행선문(平行線文)을 이루었다. 또한 선간(線間)의 폭(幅)도 1.5㎝정도로 매우 

넓은 편이다. 요면(凹面)에는 세포(細布)자국이 있으며 측연(側緣) 가까이에는 측연(側緣)과 

평행(平行)되게 계목(界木)을 댄 자국이 홈처럼 파여져 있다.

제와기법(製瓦技法)이 조잡(粗雜)하며 그리 많지 않은 수량(數量)이 발견(發見)되었다.

② 어골문계(魚骨文系)(圖版 58)

Ⅰ類 : 점토(粘土)의 흡수력(吸水力)이 강(强)한 연질(軟質)로 사립(砂粒)이 비교적 많이 섞

이었다. 철면(凸面)에는 어골문(魚骨文)을 주문양(主文樣)으로 하 으나 어골(魚骨)의 간선

(幹線) 양옆으로 또 다른 한두개의 종선(縱線)을 가미(加味)함으로써 얼핏 격자문(格子文)과 

같은 효과(效果)를 내었다. 요면(凹面)은 세포(細布)자국이 약간 보이나 마멸(磨滅)이 심(甚)

한 편이다. 두께는 1.4㎝이며 종선간(縱線間)은 1.8㎝, 지선간(枝線間)은 0.4㎝이다.

Ⅱ類 : 적갈색(赤褐色)의 흡수성(吸水性)이 강(强)한것으로 두께 2㎝정도이다 철면(凸面)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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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선어골문(細線魚骨文)은 비교적(比較的) 정제(整齊)된 감(感)이 있으며 측연(側緣)과 주문

양(主文樣)과는 사각(斜角)을 이루도록 인판(印板)을 빗때렸다. 또한 문양(文樣)에 의해 추정

(推定)되는 인판(印板)은 그 폭(幅)이 약(約) 5㎝정도로 생각된다. 단부부위(端部部位)에는 

숫기와에서 종종 보이는 절수(絶水)홈과 같은 오목패인 홈이 가로로 패여 있고 또 이를 만들기 

위해 단부(端部)로 부터 約 4㎝까지는 문양(文樣)이 지워졌다. 요면(凹面)은 약간 거칠은 세

포(細布)자국이 남아있다.

Ⅲ類 : 두께 1.8㎝의 회색계(灰色系)로 Ⅱ類와 비슷한 문양(文樣)이나 문양배치(文樣配置)가 

측연(側緣)과 평행(平行)되게 하 다. 인판(印板)의 폭(幅)은 대략 5㎝로 추정(推定)되고 요

면(凹面)에는 재조정시(再調整時) 비로 쓸은 자국의 사이사이로 약간씩의 조포흔적(粗布痕

跡)이 보인다. 측연부(側緣部)는 극(極)히 미세(微細)하게 요면(凹面)에서 철면(凸面)으로 와

도(瓦刀)를 사용(使用)하여 잘랐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잘라냈다.

Ⅳ類 : 두께 1.6㎝의 양질(良質) 태토(胎土)에 소성도(燒成度)도 매우 높은 경질와(硬質瓦)이

다. 철면(凸面)에는 어골문(魚骨文)과 능형문(菱形文)이 약하게 시문(施文)되어 졌다. 인판

(印板)의 폭(幅)은 約 8㎝정도로 추정(推定)되며 요면(凹面)에는 세포(細布)자국이 비교적

(比較的) 선명(鮮明)하다. 측연(側緣)은 요면(凹面)에서 철면(凸面)으로 1/4까지를 와도(瓦

刀)로 자른 후 나머지는 그냥 잘라냈다.

Ⅴ類 : 두께 2㎝의 매우 단단한 경질(硬質)이다. 태토(胎土)는 굵은 사립(砂粒) 심지어는 잔 

자갈까지도 섞여있는 회색계와(灰色系瓦)이다. 철면(凸面)에는 세선(細線)의 긴 어골문(魚骨

文)이 종(縱)이 아닌 횡(橫)으로 시문(施文)되어진 점(點)이 특이(特異)하다. 단부(端部)를 따

라 절수(絶水)홈과 같은 1.4㎝폭(幅)의 요(凹)홈이 파져 있으며 단부(端部)에서 約 8㎝까지는 

문양(文樣)이 지워져 있다. 요면(凹面)에는 세포(細布)자국이 약간 선명(鮮明)하고 부분적(部

分的)으로 비질자국이 남아 있다. 또한 측연부(側緣部)에는 계목(界木)자국이 측연(側緣)을 

따라 오목하게 들어갔다. 측연(側緣)의 처리(處理)는 요면(凹面)에서 철면(凸面)으로 約 1/2

까지를 와도(瓦刀)로 자르고 그 외에는 그냥 잘랐다.

어골문계(魚骨文系)에서는 이류(類)가 거의 대부분(大部分)을 차지할 만큼 많은 수량(數量)

이 출토(出土)되었다. 특(特)히 건물기단(建物基壇)의 남(南)쪽 외곽(外廓)에서 많이 발견(發

見)되었으며 건물(建物)의 최상층기단(最上層基壇) 북편(北便) 즉 사면불(四面佛)의 바로 뒷

편에 다수(多數) 쌓여 있었다. 이 류(類)는 숫기와나 암기와가 같은 양식(樣式)으로 발견(發

見)되어 한 조(組)를 이룬다. (圖面 32, 33)

③ 고형문계(孤形文系)(圖版 59)

Ⅰ類 : 연한 회백색계통(灰白色系統)의 연질(軟質)로 흡수력(吸水力)이 강(强)한 두께 1.8㎝

정도의 와류(瓦類)이다. 철면(凸面)의 문양(文樣)은 태선(太線)에 의한 평행선문(平行線文)과 

반동심원문(半同心圓文)을 복합(復合)하 으며 문양자체(文樣自體)가 약간 투박한 느낌을 준

다. 인판(印板)의 폭(幅)은 約 5㎝내외(內外)로 추정(推定)되나 확연(確然)하게 보이지는 않

는다. 요면(凹面)에는 세포(細布)자국이 비질자국과 함께 비교적(比較的) 잘 남아 있고 단부

(端部)에서 약 2㎝까지는 와도(瓦刀)로 깍아 기와의 기울이를 준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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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類 : 붉은색의 연질와파편(軟質瓦破片)으로 요면(凹面)은 남아있지 않다. 철면(凸面)의 문

양(文樣)은 0.3㎝ 두께의 선(線)을 중심(中心)으로 한편으로는 세선(細線)의 평행선열(平行線

列)을 지그재그로 배치(配置)하여 거치문(鋸齒文)을 만들고 다른 편에는 조개껍질모양의 고형

문(孤形文)을 여러겹으로 구성(構成)하 다.

④ 기 타(其 他)(圖版 60)

격자문류(格子文類) : 두께2.3㎝의 갈색계연질(褐色系軟質)이다. 철면(凸面)에 0.3×0.4㎝정

도의 정격자문(正格子文)이 세선(細線)에 의해 깊게 패여져 있으며 간간이 눌림에 의해 문양

(文樣)이 지워진 곳도 있다. 요면(凹面)에는 세포(細布)자국과 더불어 비질자국이 남아 있다. 

이류(類)도 수량(數量)이 극(極)히 적다.

특수문(特殊文) A류(類) : 두께가 2㎝이 회색경질와(灰色硬質瓦)이다. 철면(凸面)에는 約 5

㎝ 폭(幅)의 구획선(區劃線)안에 세선(細線)의 평행선문(平行線文)을 역시 지그재그로 엇갈

리게 하여 거치문(鋸齒文)과 같은 효과(效果)를 내었는데 일부(一部)에서는 구획선(區劃線) 

밖으로 약간의 선문(線文)이 보이기도 한다. 요면(凹面)은 세포(細布)자국과 재조정시(再調整

時)의 비질자국이 남아 있고 측연(側緣)의 처리(處理)는 요면(凹面)에서 철면(凸面)으로 1/5

까지를 와도(瓦刀)로 잘랐다.(圖版 60의 Ⅰ類)

특수문(特殊文) B류(類) : 두께는 1.5∼2.0㎝이며 태토(胎土)는 고운 편이나 이런 류(類)의 

기와는 거의 대부분(大部分)이 적갈색연질와(赤褐色軟質瓦)로 불에 탄 것 같다. 철면(凸面)

의 문양(文樣)은 약간 굵은 태선(太線)을 이용(利用)하여 여러겹으로 중복(重復)된 능형문(菱

形文)을 아래위로 길게 늘어뜨린 것 같은 모양으로 선각(線刻)은 얇은 편이다. 요면(凹面)은 

세포(細布)자국과 재조정시(再調整時)의 비질자국이 잘 남아있다. 이 특수문(特殊文) B류

(類)의 기와는 어골문(魚骨文) Ⅴ류(類)와 더불어 그 수량(數量)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양(量)

을 차지한다.(圖版 60의 Ⅱ類)

그리고 이류(類)의 또 하나의 특색(特色)은 단부(端部)의 처리(處理)에 있어서 요면(凹面)에

서 부드럽게 외반(外反)하여 철면(凸面)의 점토(粘土)위로 약간 도드라지게 덧붙이는 수법(手

法)을 쓰고  있음이 주목(主目)된다.(圖面 34) 이것은 이곳 사면석불(四面石佛)의 주위에서 

한 점의 와당편(瓦當片)도 발견(發見)되고 있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볼때 막새기와 대신으로 사

용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Ⅳ. 고  찰(考  察)

1) 지역(地域)의 역사적 배경(歷史的 背景)

봉산면(鳳山面)은 역사적(歷史的)으로 여러번의 변천을 통해 오늘날의 행정구역(行政區域)인 

충청남도(忠淸南道) 예산군(禮山郡) 봉산면(鳳山面)으로 된 것을 1914년 이곳에 있는 봉명산

(鳳鳴山)의 이름을 따라서 봉산면(鳳山面)이라 하여 예산군(禮山郡)에 편입됨으로써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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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行政區域) 명칭이다.

이 사면석불(四面石佛)이 있는 충남(忠南) 예산지방(禮山地方)은 백제왕조(百濟王朝) 한성

시대( 漢城時代)(서기전(西紀前) 18∼서기(西紀) 475)에는 중부지대(中部地帶)에 속(屬)하

고 있었겠지만 웅진사비시대(熊津泗沘時代)(서기(西紀) 475∼660)에는 고구려(高句麗)와 국

경지대(國境地帶)에 속(屬)하는 북부(北部) 내지(乃至) 서북방(西北方)에 위치(位置)하 다

고 볼 수 있다. 백제(百濟)에서 중국대륙(中國大陸)의 왕조(王朝)와 조공(朝貢)이나 사신(使

臣)의 왕래(往來)는 고구려(高句麗)와 우호관계(友好關係)에 있었을 때는 대륙(大陸)을 통

(通)해서 다녔으나 웅진(熊津)으로 도읍(都邑)을 옮긴 후(後)에는 고구려(高句麗)와 적대관계

(敵對關係)에 있었기 때문에 육로(陸路)를 이용(利用)하지 못하고 해로(海路)를 교통(交通)

하 음을 알 수 있다.1)

현(現) 예산군(禮山郡) 덕산면(德山面)에서 北 13里에 있던 덕풍현(德豐縣)은 백제시대(百

濟時代)는 금물현(今勿縣),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는 금무(今武)가 되고 현 덕산면 소

재지(現 德山面 所在地)는 백제시대(百濟時代)는 마척산군(馬尺山郡), 통일신라시대(統一新

羅時代)는 이산군(伊山郡)으로 개칭 변천되어 왔다. 현(現) 예산군(禮山郡)의 명칭(名稱)은 

고려태조(高麗太祖) 2年(서기(西紀) 919)에 개칭되고 백제시대(百濟時代)는 오산현(烏山縣), 

신라시대(新羅時代)는 임성군 현(任城郡領縣)이 되어 있었다.2)

사면석불(四面石佛)이 있는 화전리(花田里)에서 남서(南西)로 약(約) 1.6㎞ 떨어진 고덕면 대

천리(古德面 大川里)는 마한 감해국지(馬韓 感奚國址)가 이곳이며 마한(馬韓) 54개국중(個

國中) 1국(國)으로 건국(建國)되었고 백제(百濟) 무녕왕원년(武寧王元年) 임오(壬午)(서기

(西紀) 520年 신사(辛巳)의 오(誤))에 정복(征服)되어 백제시대 금물현(百濟時代 今勿縣)에 

속(屬)했다고 한다.3)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는 금련도독부(今連都督府)를 둘 정도의 

지역적(地域的)으로 중요(重要)한 요충(要衝)이었다.

중국대륙(中國大陸)과의 해로(海路)의 이용(利用)은 산동반도(山東半島)를 이용(利用)할 수 

있는 서산(瑞山)과 당진(唐津)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여촌(餘村)(여미(餘美)-서산군 

운산(瑞山郡 雲山))-마시산(馬尸山)(예산군 덕산(禮山郡 德山))-임존성(任存城)(예산군 대

흥(禮山郡 大興))等을 지나 백제(百濟)의 도읍(都邑)이었던 웅진(熊津)(공주(公州))혹은 사

비(泗沘)(부여(扶餘))에 도달되는 육로(陸路)를 연결(連結)시키는 지역(地域)이다. 그러므로 

교통로(交通路)일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지역(軍事戰略地域)으로도 매우 중요(重要)했음을 알 

수 있다. 불교(佛敎)가 전래(傳來)되고 특(特)히 도읍(都邑)이 남천(南遷)한 이후(以後)에 중

국대륙 남북조(中國大陸 南北朝)의 문물(文物)수입지역 전초지(前哨地)로 높은 문화수준(文

化水準)에 접(接)할 수 있는 지역(地域)임을 알 수 있다.

2) 사방석불(四方石佛)

사방(면)불(四方(面)佛)이란 명칭(名稱)은 삼국유사 권 제3 탑상 제4(三國遺事 卷 第三 塔像 

第四)의「사불산(四佛山), 굴불산(掘佛山), 만불산(萬佛山)」조(條)에「사불산(四佛山)」죽

령동(竹嶺東)‥‥‥대석사면방장조사방여래(大石四面方丈彫四方如來) 掘佛山 득대석 

사면각사방불(得大石 四面刻四方佛)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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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記錄)으로 보아 사면(四面)에 여래(如來)를 새긴 사면(四面)이 반듯한 큰돌, 또는 

사면(四面)에 사방불(四方佛)이 새겨있는 큰돌이라고 하여 네모꼴의 큰돌에 여래(如來)나 사

방불(四方佛)을 새긴 석불(石佛)을 말함을 알 수 있다.

불교(佛敎)가 인도(印度)에서 중국(中國)에 전래(傳來)된 이후(以後) 불교경전(佛敎經典)에 

동서남북(東西南北)의 방위(方位)에 따라 서방정토(西方淨土)에 군림(君臨)하는 신앙(信仰)

과 이에 따라 사방불상(四方佛像)을 조각(彫刻)하기는 중국 북위(中國 北魏)때 부터 수 시대

(隋 時代)까지 유행(流行)되고 우리나라에도 향을 주어 조각(彫刻)되었다. 이에 대한 조사

(調査)와 연구(硏究)업적이 있다.4)

그러나 사방불(四方佛)이 경전(經典)에 따라 각각(各各) 달리 전(傳)하여지기도 하고 또한 경

전(經典)에 의(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一律的)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

(一般的)인 통설(通說)로는 서방(西方) 아미타불(阿彌陀佛), 동방(東方) 약사불(藥師佛), 남

방(南方) 석가불(釋迦佛), 북방(北方) 미륵불(彌勒佛)을 나타내고 있다.5)

우리나라의 사방불(四方佛)이 방위(方位)와 일치(一致)하게 불상(佛像)이 조각(彫刻)되어 있

는 경우는 드물고 당시(當時)에 가장 널리 신앙(信仰)되었던 불타(佛陀)를 사방(四方)에 각각

(各各) 표현(表現)했을 것이라는 견해(見解)가 지배적(支配的)이다.

이 화전리(花田里) 사방석불(四方石佛)은 발굴조사(發掘調査) 결과(結果) 북(北)쪽에 있던 

좌불상(坐佛像)이 원래는 남(南)쪽으로 향(向)하여야 되며 상면(上面)에 있던 소불입상(小佛

立像)은 서향(西向)하고 남(南)쪽에 있던 실물대(實物大)의 입상(立像)은 북(北)쪽이 되며 매

몰(埋沒)되었던 입불(立佛)은 동향(東向)을 하게 되었다.

즉 남향(南向)한 좌불상(坐佛像)이 주존불(主尊佛)이 되겠다. 불두인계등(佛頭印契等)이 파

손(破損)․결실(缺失)되어 방위(方位)에 따른 불타명(佛陀名)을 확언할 수 없어 앞으로 더욱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 같다.

사방불(四方佛)의 기원(起源)은 중국(中國)으로부터 우리에게 향을 주었고 삼국시대(三國

時代) 최초(最初)의 기록(記錄)에 의(依)하면 사불산(四佛山) 사방불(四方佛)은 하늘에서 떨

어져 신라 진평왕(新羅 眞平王) 9年 갑신년(甲申年)에 왕(王)이 경례(敬禮)한 후 그 곳에 사

(寺)를 개창(開創)하여 대승사(大乘寺)라고 하 다6)한다. 그러나 이 진평왕(眞平王) 9년(年)

은 서기(西紀) 578年이나 간지(干支)인 갑신년(甲申年)으로 보면 동왕(同王) 46年인 서기(西

紀) 642年이 되어 혼란(混亂)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조각수법(彫刻手法)으로 보아 조상연대

(造像年代)에 의문을 표시(表示)하고 있다.7) 신인사(神印寺), 경주굴불사지(慶州掘佛寺址) 

사방불등(四方佛等)은 7세기(世紀) 중엽(中葉)에서 8세기(世紀) 중엽(中葉)사이로 보고 석탑

(石塔)이 정형화(定型化)된 형식(形式)은 9세기경(世紀頃)이라고 보고있다.8)

충남(忠南) 연기군(燕岐郡) 일원(一圓)에서 출토(出土)된 석비상군(石碑像群)들은 규모(規

模)는 작지만 형태(形態)에 있어 장방형등(長方形等) 사면석(四面石)에 여래(如來), 보살상

(菩薩像), 나한상(羅漢像)이 조각(彫刻)되었고 재료면(材料面)에 있어서도 납석계통(蠟石系

統)으로 화전리(花田里)의 사방석불(四方石佛)과 상호관계(相互關係)가 있을 듯한 유물(遺

物)들이며 특(特)히 이 비상(碑像)에는 명문(銘文)이 있어 불상조상(佛像造像)에 대(對)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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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內容)과 제작년대(製作年代)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重要)한 자료(資料)이다. 계유명전씨

아미타불삼존석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계유명삼존천불비상(癸酉銘三尊千佛碑

像), 신라 문무왕(新羅 文武王) 13年(서기(西紀) 673) 무인명 연화사비상(戊寅銘 蓮花寺碑

像)은 신라(新羅) 문무왕(文武王) 18年(서기(西紀) 678) 을축명아미타불급제불보살석상(乙丑

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像), 신라(新羅) 신문왕(神文王) 9年(서기(西紀) 689)等9) 7개석

(個石)이 발견(發見)되어 그 중요성(重要性)에 비추어 국가문화재(國家文化財)로 지정(指定)

되었다.

3) 건물지(建物址)

당초(當初)의 건물(建物)은 평면(平面) 6.3m×5.5m 범위에 정면(正面) 3간(間) 측면(側面) 3

간(間)의 단층와가건물(單層瓦家建物)이 마련되어 사면석불(四面石佛)이 보호(保護)되어 왔

던 것으로 보이며 후대(後代)에 들어와 다시 북(北)으로 1간(間)과 동서로 2간(間)을 달아 내

어 정면(正面) 5간(間), 측면(側面) 4간(間)의 건물(建物)로 변화(變化)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최후(最後)에 와서 폐철(廢撤)되면서 돌담장을 둘러 치고 오히려 北쪽 便으로 들어 갈 수 있

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재(現在)의 소로(小路)에서 사면석불(四面石佛)로 향(向)하

는 길은 북(北)쪽에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하겠다.

그러나 정확한 시대(時代)의 변천은 확실하지 않으며 백제시대(百濟時代) 초창(初創)되었던 

건물(建物)이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들어와 사면석불(四面石佛)의 철폐(撤廢)와 더불어 지상

(地上)에 넘어져 있었던 것이 오늘날 발견(發見)된 것으로 여겨진다.

Ⅴ. 결  언(結  言)

사방불(四方佛)의 수용(收容)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7세기(世紀) 중엽(中葉)에서 8

세기(世紀) 중엽(中葉) 사이로 잡고 있어 실제(實際)로 백제(百濟), 신라(新羅), 고구려시대

(高句麗時代)인 삼국기(三國期)를 지나 통일신라기(統一新羅期)가 되고 있다. 중국(中國)의 

수(隋)를 지나 당 초엽(唐 初葉)에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검토연구(檢討硏究)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判斷)되나

첫째, 화전리(花田里) 사방불(四方佛)은 재료(材料)가 납석계통(蠟石系統)으로 조각(彫刻)이 

매우 용이(容易)하여 마애불(磨崖佛)과 같은 수법(手法)이지만 화강암마애불(花崗岩磨崖佛)

보다 앞선 단계(段階)로 보인다.

둘째, 북향 입불상(北向 立佛像)의 파손불두(破損佛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육계(肉髻)

가 소발(素髮)이고 불두(佛頭)에 비(比)해 작은 고식(古式)이다. 발굴수습(發掘收拾)된 파편

불두(破片佛頭)에 보이는 보안(寶顔)의 일부중(一部中) 눈은 조금 뜨고 입은 약간 벌려 웃음

을 머금고 있는 모습등은 소위 백제(百濟)의 미소를 연상케 한다.

셋째,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옷주름은 매우 깊게 조각(彫刻)되어 두텁게 보이고 가슴아

래로 흐르는 옷주름은 U자형(字形)으로 겹쳐 흐르고 있어 육체(肉體)의 윤곽은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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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끝에 내려온 옷자락 처리로 Ω자형(字形)으로 모두 고식(古式)에 속(屬)한다 하겠다.

넷째,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의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은 판단(瓣端)이 약간 반전(反轉)

되고 넓어진 형식등(形式等)은 백제와당(百濟瓦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다섯째, 서산(瑞山)․태안마애불(泰安磨崖佛)에서 보이는 속내의 띠매듭과 불꽃무늬等은 거

의 동일(同一)한 수법(手法)이며 인계(印契)는 결실(缺失)되었으나 수습된것 가운데 무명지와 

약지를 꼬부린 것이 있어 이것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통인(通印)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화전리(花田里)는 예산군(禮山郡)에 있지만 근접(近接)한 거리에 7세기초(世紀初)의 

작품(作品)인 서산(瑞山), 태안등(泰安等) 마애불(磨崖佛)의 뛰어난 조각수법(彫刻手法)과 

삼존불(三尊佛)이 배치(配置)된 것 보다는 좀 앞선 시기(時期)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화전리(花田里) 사방석불(四方石佛)은 출토지역(出土地域)과 제작수법등(製作

手法等)으로 보아 백제시대(百濟時代)의 가장 우수(優秀)한 불상조각중(佛像彫刻中)의 하나

로 대표적 작품(代表的 作品)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 제작년대(製作年代)는 명문(銘文)이라

든지 뚜렷한 근거가 없어 확신(確信)하기는 어려우나 앞서의 내용(內容)과 같이 모든점을 종

합(綜合)해 볼 때 백제시대(百濟時代)인 서기(西紀) 6세기(世紀)의 중엽(中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더 좋은 백제불(百濟佛)의 자료(資料)가 발견(發見)되어 비교연구(比較硏究) 된

다면 더욱 확실한 연대(年代)가 결정될 것이다.

參      考

禮山郡: 본래 百濟의 鳥山縣, 新羅 제35대 景德王때 孤山으로 고쳐서 任城郡(大興)의 딸린 縣으로 되

었다가 高麗太祖 2年(서기 919)에 禮山으로 고치고 高麗 제8대 현종9년(서기 1018)에 天安府에 붙이었

다가 뒤에 監務를 두고 朝鮮 제 3대 太宗 13년(서기 1413)에 예에 따라 縣監이 되어 縣內에 今坪, 述

谷, 大支洞, 豆村, 立岩, 巨九火, 干可山, 吾元里의 9個面을 관할하 는데 고려 제26대 高宗 32년

(1895) 地方官制 改定에 의하여 天安郡의 新宗面을 편입하고 1914년 郡面 廢合에 따라 德山郡의 縣

內, 羅朴所, 大德山, 大鳥旨, 場村, 道用, 古縣內, 居等, 高山, 內也, 外也의 11個面과 大興郡의 邑內, 

近東, 一南, 二南, 遠洞, 君邊, 內北, 外北의 8個面과 公州郡 新上面의 山北, 票溪, 斗支, 朴雲, 白石, 

新泉, 下泉의 5個 洞里와 新昌郡 南上面의 等大, 稼積, 大召亭, 孝子, 鳳岩의 5個 洞里와 沔川郡 合

北面의 令上, 令下의 2個里와 菲芳面의 頓串里와 馬山面의 大谷里와 洪州郡 高南下道面의 九城, 元

城, 葛五의 2個里와 洪州面의 中里, 雉寺面의 雉寺洞 飛地와 청양군 西上面의 長存里, 北下面의 下

北里 일부를 병합하여 대술, 응봉오가, 신앙, 덕산, 삽교, 고덕, 목산, 대릉, 광시, 신양, 예산의 12個面으로 

개편 관할하다가 1917년에 任城面을 禮山面으로 그리고 1940년 10월 1일에 읍제 실시에 의하여 예산면

을 읍으로 승격해서 1邑 11個面 175동리로 관할하다 1973년 7월 1일 揷橋面을 揷橋邑으로 行政區域을 

개편하여 지금에 이른다. 

東은 牙山郡과 公州郡, 南은 靑陽郡, 西는 瑞山郡, 北은 唐津郡과 牙山郡에 接하고 있다.

33



鳳山面 : 원래 德山郡의 地域으로써 대아골 안쪽이 되므로 內也面이라 하여 下安, 坪里, 沐里, 後宗, 

乭里, 沙店, 西林, 鳳洞, 齊洞, 聖智, 玉田, 上安, 中安, 泉洞, 華隱, 待店, 唐谷, 孝橋, 斗岩, 息岩, 九

山의 21個 洞里를 관할하 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外也面의 古道, 高翔, 花田, 月照, 金峙, 中

安新洞, 炭里, 官里, 細永, 坪里, 雍安, 大德, 石下, 石橋, 項里, 馬山의 17個 洞里와 古縣內面의 君 

垈里와 沔川郡 馬山面의 大谷里 일부를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鳳鳴山의 이름을 따서 鳳山面이라 하여 

禮山郡에 편입되어 하평, 사석, 봉림, 옥전, 시동, 당곡, 효교, 구암, 고도, 화전, 금티, 공평, 옹안, 마교, 대

지의 15個里로 개편 관할함. 동쪽은 고덕면 남쪽은 삽교와 덕산면 서쪽은 瑞山郡 雲山面 北쪽은 唐津郡 

沔川面에 接하고 있다.(以上 한국지명 총람 충남편 소수)

[圖  面]

[圖面 1] 사면석불 주변지역 평면도1(四面石佛 周邊地域 平面圖)

[圖面 1] 사면석불 주변지역 평면도2(四面石佛 周邊地域 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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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 사면석불 유존지역 발굴전 현황도(四面石佛 遺存地域 發掘前 現況圖) 

[圖面 4] 남향(南向)한 석불좌상 실측도(石佛坐像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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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5] 동향(東向)한 석불입상 실측도(石佛立像 實測圖)

[圖面 6] 북향(北向)한 석불입상 실측도(石佛立像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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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7] 서향(西向)한 석불입상 실측도(石佛立像 實測圖)

[圖面 8] 소불상파편 실측도(小佛像破片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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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9] 소불파편 실측도(小佛破片 實測圖)

[圖面 10] 소불두(小佛頭)(其 1) 실측(實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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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1] 소불두(小佛頭)(其 2) 실측(實測)

[圖面 12] 소불두(小佛頭)(其 3) 실측도(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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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3] 소불두(小佛頭)(其 4) 실측도(實測圖)

[圖面 14] 소불두(小佛頭)(其 5) 실측도(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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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5] 불수편(佛手片)(其 1) 실측도(實測圖)

[圖面 16] 불수편(佛手片)(其 2) 실측도(實測圖)

41



[圖面 17] 불수편(佛手片)(其 3) 실측도(實測圖)

[圖面 18] 불수실측도(佛手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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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9] 납석제등잔 실측도(蠟石製燈盞 實測圖)

[圖面 20] 납석제용기개 실측도(蠟石製容器蓋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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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1] 토제등잔 실측도(土製燈盞 實測圖)

[圖面 22] 토기등잔 실측도(土器燈盞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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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3] 소탑옥개편 실측도(小塔屋蓋片 實測圖)

[圖面 24] 수연 실측도(水煙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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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5] 보륜 실측도(寶輪 實測圖)

[圖面 26] 보륜(寶輪)받침 실측도(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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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7] 토기편 실측도(土器片 實測圖)     

[圖面 28] 토기유병 실측도(土器釉甁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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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9] 청자류 실측도(靑磁類 實測圖)

[圖面 30] 청자병편 실측도(靑磁甁片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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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31] 평행문(平行文)Ⅱ類 암기와 실측도(實測圖)

[圖面 32] 어골문(魚骨文)Ⅴ類 암기와 실측도(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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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33] 어골문(魚骨文)Ⅴ類 숫기와 실측도(實測圖) 

[圖面 34] 특수문(特殊文)B類 단면도(斷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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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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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편기단 노출상태(南便基壇 露出狀態)

55



56



57



58



59



60



21. 소석불 노출광경(小石佛 露出光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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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평행선문계 와편탁본(平行線文系 瓦片拓本)(Ⅰ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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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평행선문계 와편탁본(平行線文系 瓦片拓本)(Ⅱ類)

57. 평행선문계 와편탁본(平行線文系 瓦片拓本)(Ⅲ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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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평행선문계 와편탁본(平行線文系 瓦片拓本)(Ⅳ類)

58. 어골문계 와편탁본(魚骨文系 瓦片拓本)(Ⅰ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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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어골문계 와편탁본(魚骨文系 瓦片拓本)(Ⅱ類)

58. 어골문계 와편탁본(魚骨文系 瓦片拓本)(Ⅲ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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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어골문계 와편탁본(魚骨文系 瓦片拓本)(Ⅳ類)

58. 어골문계 와편탁본(魚骨文系 瓦片拓本)(Ⅴ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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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호형문계 와편탁본(弧形文系 瓦片拓本)(Ⅰ類)

59. 호형문계 와편탁본(弧形文系 瓦片拓本)(Ⅱ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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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격자문 와편탁본(格子文 瓦片拓本)

60. 기타문양(其他文樣)(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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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타문양(其他文樣)(2)

      < 註 >

1)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第 3

蓋齒王 18年條 遣使朝貢魏上表曰 "臣立國東極豺狼隔路‥‥‥投舫波阻 搜徑玄津 託命自然之運"‥‥사실을 魏(北   

魏)에 보내어 월을 전하여 가로되 "신이 나라를 極東에 세웠는데 豺狼(高句麗를 말함)이 막으니‥‥‥험한 海濤에 배

를 띄워 溟津으로 길을 찾아 목숨을 自然의 운수에 맡기고
2) ≪忠淸南道誌≫ 下卷 p.pp677∼678
3) ≪忠淸南道誌≫下卷 p.685
4) 秦弘燮 1960〈榮州石浦里四面石佛〉《考古美術》第1卷1號. 

秦弘燮 1966〈四佛山四佛岩과 妙寂庵 磨崖如來坐像〉≪考古美術≫ 第7卷9號. 

李箕永 1973〈7, 8世紀 新羅 및 日本의 佛國土 思想〉≪宗敎史 硏究≫ 2

文明大 1968〈韓國石窟寺院의 硏究〉≪歷史學報≫ 38

文明大 1969〈景德王代의 阿彌陀造像問題〉≪李弘稙博士 回甲記念 韓國史學論叢≫

金理那 1975〈慶州佛國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震檀學報≫ 39

文明大 1977〈新羅四方佛의 起源과 新印寺의 四方佛〉≪韓國史硏究≫ 18

文明大 1980〈新羅四方佛의 展開와 七佛庵 佛像彫刻의 硏究〉≪美術資料≫ 27
5) 韓國佛敎硏究院 1974〈掘佛寺址〉

  ≪新羅의 廢寺 Ⅰ≫ p.80 東西南北의 四方에 각각 觀音․彌陀․地藏․釋迦를 모셨다고 한다.

6)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條에 

竹嶺東百許里 有山屹然高岐, 眞平王九年甲申, 勿有一大石, 四面方丈, 彫四方如來, 皆以紅紗護之, 自天墜其山頂,     

   王聞之命駑瞻敬 運倉寺嵓側 額曰 大乘寺

7) 註1)의 秦弘燮≪考古美術≫第7卷9號 西紀 642年까지 올려 볼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註1)의 文明大≪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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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史硏究≫ 18 

이 기록은 신빙성이 없으며 8세기 이후의 사방불로 보고 있다.

8) 註7)의 文明大 p.68

9) 黃壽永 1973〈忠南燕岐石像調査〉

≪韓國佛像의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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