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4편 문화유적

1. 사찰
1) 봉서사(鳳棲寺)
● 소재지 : 한산면 호암리
봉서사는 건지산의 북쪽사면 중단부에 위치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
輿地勝覽)』한산군(韓山郡) 불우조(佛宇條)에서 영모암은 건지산 북쪽에 있는데
이색의 화상이 있다고 하여 목은 이색과 연관되어 건립된 암자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이 기록에는 봉서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충청도읍지』
(1899)에 영모암과 봉
8·15 광복 후 봉서사로 명칭을 바꿔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봉서사에 전
해지기로는 영모암이었던 것을 1682년(숙종 8) 4월에 옮겨지은 것이라고 한다.
영모암은 건지산 북쪽에 있는데 이색의 화상이 있다고 하여 이색선생과 연유하여
건립된 암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극
락전 현판 글씨가 석북 신광수(조선
영조 때의 학자·문인, 1713~1775)
의 유필이라고 하여 신광수가 머무
른 사찰로 짐작된다. 한말에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소년시절 머무르며
학문 익힌 곳이기도 하다.
봉서사의 규모는 정면 5간, 측면
2간의 규모로 비가리개가 있는 맛배
집인 극락전과 승방겸 요사가 있다.
<사진 1> 봉서사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을 주존불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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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이 기록되어 있어 두 암자가 병존하다가 영모암은 폐사되고 봉서암만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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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좌우동형의 보살을 봉안했고, 좌측은 관세음보살, 우측은 대세지보살인
데 불상은 모두 토불에 금도금을 했다. 또한 1993년에 완공한 심성각이 있다.

2) 영수암(永守庵)
소재지 : 종천면 장구리 퇴뫼산
종천면 화산리 아랫새말 도로 건너편의 퇴뫼산(94.8m)에 영수암(永守庵)이 위치
하고 있다. 영수암은 현재 화산봉 남록에 위치하고 있으나 원래는 지금부터 1700년
대 산봉우리 근처에 세워야 서천지역이 편하다하여 이우당(二憂堂) 조태채(趙泰采,
1660`~1712)에 의해 산봉우리 근처에 세웠다고 전한다. 그후 이 곳에 옮겨 짓게 되
었는데 구전에 의하면 어느 스님이 절의 위치가 좋지 않음을 알고 현 위치로 옮겼다
고 전한다. 현재의 건물은 대웅전 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1동이 있다. 대웅전에는
중앙본존불로써 아미타여래(阿彌陀如 )가 좌상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그 좌 우로
는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과 관음보
살상(觀音菩薩像)이 협시하고 있다.
산신각은 맞배식지붕으로 되어 있
었으나 건물이 낡아 현재 건물을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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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짓고 있다. 칠월칠석에 주로 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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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민속신앙과 연결되어 칠성님,
산신님을 숭배하고 있다. 또한 산신각
지붕 망새에는“咸豊二年 月 壬子年”
이라는 명문와가 보여 이 건물이 1852
년에 다시 중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2> 영수암

2. 사지(寺址)
1) 동산 사지(同山 寺址)
● 소재지 : 서천읍 동산리
서천읍내에서 602번 국도를 따라 문산방면으로 약 3.5㎞가량 가면 길이 갈라
지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촤측 소로를 따라 2.2㎞가량 가다가 도로 좌측으로 들
어가면 솔뫼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록의 남향사면에 사지가

위치한다. 이 곳은 선왕절사지가 자리하고 있는 야산의 반대쪽 골짜기로서 마을
주민들은 부엉재라고 부르며 사지는 산록의 중상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산사태로 인하여 사역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아니라 유물 및 유구
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전언에 의하면 이 곳을 절골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대대로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는 것으로 보아 사지로 추정할 수가 있다.

2) 선왕절 사지
● 소재지 : 서천읍 두왕2리
서천에서 문산 방면으로 약 2km 거리에 사우고개를 넘어 두왕리 선왕절 마을이
있다. 이 곳에서 동쪽으로 약 600여m 떨어진 곳에 절 터가 있다. 선왕절은 행정구역
상 두왕2리로 사지(寺址)는 마을의 배산에 해당하는 약 80여m의 낮은 야산 남단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사지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이전의 조사된 현황에 의하면 사지의 면적은 약 330㎡(100여평) 규모정도가
되며 경작으로 인하여 사지에 사용된 초석이나 기타 잔존석재들이 대부분 밭 주
변지역으로 밀려나 있었다고 한다.

3) 둔덕리 월지 사지(屯德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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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천읍 둔덕리 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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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월초등학교를 지나 611번 도로의 서쪽으로 둔덕리 월지마을에 들어가는 소
로가 있다. 사지는 마을의 북쪽에 표고 142m의 월지마을 뒷산의 남향사면 중상
단부에 위치한다.
사지는 남향사면이 대부분 개간되고 집에 조성되어 상당부분의 지형이 변경되
어 있다. 사지 주변지역 답사를 통해 확인되는 뚜렷한 유구는 없으며 밭주변에서
청해파문 와편이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사지의 서쪽부분에서 백제시대의 토기
편이 수습되었는데 이것은 인근의 둔덕리에 분포되어 있는 백제유적과 관련되어
보면 이 지역도 백제시대의 다른 유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곡리 사지(寺谷里 寺址)
● 소재지 : 서천읍 사곡리
사지가 있는 사곡리에는 서림여중, 서천여상 및 서천고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의 북쪽으로는 오석산(烏石山, 122.1m)이 우뚝 솟아있다.

사지는 오석산의 서쪽 평탄한 대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 곳엔 4기 가량
의 민묘가 위치하고 있다. 이로보아 대지는 민묘조성으로 인해 정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사지도 많은 교란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사지
에는 잡목과 잡풀로 무성하여사지의 흔적이나 유물을 찾아 볼 수 없다.

5) 봉남리 관저울 사지(烽南里)
● 소재지 : 마서면 봉남리
마서면 봉남리 관저울마을의 서쪽의 낮은 야산에 사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밭
으로 경작된 상태이다. 사지의 전방으로도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현재 사
지엔 경작으로 인해 밀려나 있는 초석과 석괴들을 볼 수 있는데 초석의 경우 크
기는 60~80cm 정도이며 소형돌의 경우는 40cm 내외이다. 사지에서 보여지는
유물로는 와편과 자기편 등을 들 수 있는데 와편의 경우 무문와가 문양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문양와의 경우는 선문 및 파상문 등이
확인된다. 자기편은 대부분이 백자이며 간혹 분청사기편도 눈에 띈다.

6) 봉남리 사지(烽南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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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마서면 봉남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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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는 봉암리의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봉남국민학교의 북쪽 약 400여m 떨어
진 낮은 야산의 중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로는 봉남리산성이 자리하고 있
다. 현재 사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터파기 작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역이
훼손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역은 크게 2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바 하나는 현재 탑
이 위치해 있는 동일선상의 지역이
며, 다른 한 곳은 그 아래로 현재 우
물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먼저 탑
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살피면 이
곳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생토면 그
아래까지 터파기 작업이 이루어져
어떠한 사지의 흔적도 엿볼 수 없
다. 단지 작업 도중 노출된 와편 및

<사진 3> 봉남리 사지

소토, 자기편 등만이 산재해 있을 뿐이다.
탑 아래의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우물이 위치해 있는 부근의 경우 석열이
1단의 높이로 수열을 지어 쌓여져 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작업으로 인해 밀려난
것으로 생각되는 대형의 초석이 우물의 남동쪽 약 5m 지점에서 살펴지고, 우물 앞
에서도 사지에서 옮겨온 것으로 생각되는 대형 판석 하나를 확인할 수 있겠다.

7) 산내리 신산마을 사지
● 소재지 : 마서면 산내리 신산
마서면 소재지에서 4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3㎞정도 가면‘덕암리’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 마을에서 다시 동쪽으로 2㎞ 따라가면 산내리 신산마을이 나오
는데 사지는 신산마을 남쪽에 위치한 배산의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사지로 전하는 지역은‘여수고개’
가 있는 야산의 북향사면 중하단부에 해당하
는 지역으로 낮은 야산의 골짜기의 평탄한 합류지점에 해당한다. 현재 사지로 추
정되는 지역에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자세한 사역을 추정할 수 없다. 마
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작은 암자터와 같은 사지로 추정되나 현지 지표면 답사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유구나 수습되는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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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마서면 송내리 효실
송내리 효실마을의 남쪽으로 도로를 건넌 곳에 위치하는 표고 80m 내외의 야산
하단부에 사지가 위치한다. 사지에는 현재 식당이 위치해 있는데 자연지리적 환경
을 살펴보면 양 옆으로 동주한 능선 곡간의 평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수년전 식당
이 들어서면서 상당한 지형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식당 뒷쪽으로 넓
고 평탄한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상당량의 와편이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와편과 토기편으로 와편은 격자타날된 황갈색 회백색조의 연질
와편과 회청색조의 경질무문와로 구분된다. 와편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물로
고려기까지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토기편은 회백색조의
경질토기편으로 경부와 기벽에는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9) 신포리 서당골 사지(新浦里)
● 소재지 : 마서면 신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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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내리 효실마을 사지

마서면 덕암리에서 동쪽으로 개설된 소로를 따라 약 2.4㎞ 들어간 곳에 있는
신포리 신리마을의 북동쪽에 있는 도고산의 남서향사면 골짜기에 사지가 있다.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남서향사면의 야산 중하단부로 사역은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 사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사역의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 움푹
하고 깊숙한 골짜기의 끝부분으로 일부 지역에는 민묘가 개장되어 있다.

10) 신포리 산수골 사지(新浦里)
● 소재지 : 마서면 신포
서당골 사지는 신포리 공덕마을의 북쪽에 있는 도고산의 남서향사면 골짜기의
가장 안쪽 편평한 지역에 남향하여 위치하는데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다가 최근에 묵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민묘가 개장되어 있다. 사역은 약 1,320㎡(400여평) 되는 면적으로 개간과정에
서 계단식으로 일부 지형이 변형되어 있다. 사지내에서 수습된 유물은 무문기와
편과 분청사기편이 있다.

11) 옥북리 분절 사지(玉 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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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마서면 옥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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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면 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4㎞ 정도 떨어진 곳에 옥북리마을이 있다.
사지는 옥북리 서단에 위치하는 분절마을에 있는데 지형적으로 세태산의 남서향
사면에 해당한다. 사지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자세한 유적현황을 파악하
기 어렵다. 다만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사지는 수년전만 해도 소수의 기와편
이 산견되었으며, 우물 1곳이 있었다고 한다.

12) 기복리 사지(箕福里)
● 소재지 : 화양면 기복리
솔매산 고개에 접해 기복리가 있는데 솔매산과 마주보고 있는 야산의 중단부
남동향사면 골짜기가 불당골로 이곳에 사지가 위치한다. 이 부근은 야산 일대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의 지형이 많이 변형되었다. 이로 인하
여 사지로 추정되는 유적과 유구는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마을주민의 전언
에 따르면 이곳을 불당골이라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찰이 자리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야산의 하단부에서는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가

있었으며 밭으로 개간할 때 토기편과 기와편이 다량 발견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매몰된 관계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13) 대등리 사지(大等里)
● 소재지 : 화양면 대등리
화양면 금성초등학교에서 1.5㎞쯤 거리에 대등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사지는 해
발 150m의 어성산 중단부 남서향사면 골짜기에 위치하며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마루골이라고 부른다.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약 660㎡(200여평)에 걸쳐 소나무 등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며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사역을 추정하기가 어
렵다. 사역에는 절과 관련된 유구는 보이지 않지만 사지의 주변에는 작은 석재가
흩어져 있고 뒤쪽에 돌무더기가 쌓여있다. 사찰과 관련된 유물로 토기편과 기와편
이 소량이 산재되어 있다. 마을안에도 절의 건축물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석재
가 보이고 있으며 사지의 전방에는 남서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있다. 사지와 가까운
산의 하단부에는 샘이 있어 사찰이 있던 때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 일광사지
● 소재지 : 화양면 월산리
투봉과 일광산이 마주보고 있는 골짜기로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있고 주
변은 경작지로 개간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지는 골짜기의 남향사면에
3,300㎡(1,000여평) 일대로 추정된다. 현재 넓은 평탄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사역이 2단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던 흔적이 보인다. 또한 가장 넓은 평탄지 외에
도 산록의 곳곳에 사지와 관련된 건물지로 추측되는 지형이 남아 있다. 사지는
소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고 잡풀에 뒤덮여 있어 축대 등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으나 사역전체에 걸쳐 건축물의 재료로 보이는 작은 석재가 흩어져 있고 소량
의 기와편이 산재되어 있다.

15) 가공리 사지(加公里)
● 소재지 : 기산면 가공리
기산면 황사리에서 쌍암고개를 넘어 가면 목은선생 유적지 팻말이 보인다. 그
길을 따라 약 3㎞가면 온근절이라는 마을에 이르게 된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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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근절 마을의 남쪽 야산에 위치해 있다. 사지는 표고 116m의 야산의 북향사
면 계곡부에 자리하는데, 이곳은 갬절사지의 반대편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잡목
과 잡풀이 무성하여 사지의 흔적이나 유물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계곡을 절골이라 부르고 축대가 있었다고 하여 그 지역에 사지
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6) 내동리 사지(內東里)
● 소재지 : 기산면 내동리
기산면 내동마을의 북동쪽 표고 28m의 야산의 남향사면 계곡부에 위치한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계곡을 절골이라 부르고, 일제강점기까지도 사찰
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역은 잡목과 잡풀이 자라고 있고, 하단부에는 집
이 들어서 있어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 사지 주변에서는 무문기와편과 청해파
문기와편이 수습된다.

17) 두북리 사지(斗 里)
436

● 소재지 : 기산면 두북리
사지는 두북리 마을의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의 북향사면에 위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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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이 능선의 북쪽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북서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절터의 대부분이 서해
안 고속도로가 지나가 훼손되었고, 남아있는 지역은 660㎡(20평) 내외의 밭과 산림
지역이다. 이 곳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소량의 조선시대 기와편과 백자편 등이다.@

18) 내신리 사지(內辛山)
● 소재지 : 기산면 신산리
서천읍 소재지에서 602번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5.2㎞정도 가면 기산면 신
산리 마을에 이르게 된다. 사지는 도로변에서 북쪽으로 약 4㎞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내신산마을 북쪽 야산 상단부 밤나무단지에 위치한다. 사지로 추정되는 지
역은 밤나무단지와 축사부지로 개간되어 있는데, 축사부지는 개간으로 인하여
심하게 지형이 변화되어 있다. 와편은 전체지역에 소량이 산포된 상태로 산견되
어 있는데 주로 능선의 상단부 밤나무단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서 사지와 관련된 시설물이나, 유구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19) 숭정사지(崇井寺址)
● 소재지 : 기산면 영모리
기산면 소재지에서 한산 방면으로 약 2km 정도 가면 문헌서원 이정표가 보이
는데 이정표가 있는 바로 옆산이 표고 147.5m의 숭정산(崇井山)이며 이 산 동록
에 사지가 위치하고 있다.
들어가는 입구에 목은(牧隱) 이색( 穡)의 독서산사 유허비가 있으며 사지는
현재 잡목과 수풀로 우거졌으나 밭으로 이용하던 흔적이 있다. 330㎡(100여평)
남짓한 평탄한 대지에 하단에는 숭정(崇井)이라는 1992년에 서천군청(舒川郡聽)
에서 정비한 옹달샘이 있다.
기록상으로는『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한산군(韓山郡) 불우조
(佛宇條)에 숭정사(崇井寺)가 기린산(麒麟山)에 있다고 하고, 이색(1328~1396)의
‘한산팔경시(韓山八景詩)’
에서 숭정암송(崇井巖松)이 있다. 그러나 영조대에 편
찬된『여지도서(輿地圖書)』사찰조(寺刹條)에는 숭정사(崇井寺)가 누락되어 여말
선초에는 존재했으나 조선중기에 폐찰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조선시대 기와
편과 자기편 등이 산재되어 있다.

20) 서천 황사리 누른절 사지
기산면 소재지에서 한산방향으로 약 300m 정도 가면 기산초등학교에 이르는
데 이 곳을 우측 소로를 따라 가면 누른절터에 이른다. 지명과 같이 누른절터라는
명칭에서 사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지가 위치한 지역은 표고 140m의 능선
이 남향으로 뻗어 내린 곳으로 전방의 숭정산과 평향을 이루어 계곡이 형성된 서
쪽사면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약
990㎡(300여평)의 면적을 이루고 있는데, 개관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형변경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에서는 조선시대 기와편이 산견되며 철화 분청사
기편을 들 수 있다. 또한 당시 쌓은 것으로 보이는 석축렬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그 외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빈대가 많아서 절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된다.

21) 갬절사지
● 소재지 : 기산면 화산리 갬절
사지가 위치한 화산리 문앞골은 기산초등학교의 우측으로 나 있는 도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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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사지는 갬절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하는 바 숭정산(147.5m)의 북쪽 낮은 야산 말단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사역은 현재 민가를 포함한 경작지역으로 사지의 대부분은 이미 교란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일부 지역에선 80cm 내외의 초석도 확인된다. 수습되는 유물로는
기와편을 들 수 있는데 회청색에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 외에 사찰의 규모
나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22) 단상리 사지(丹上里)
● 소재지 : 한산면 단상리
단상리 유씨재실이 자리한 곳 인근이 절 터로 추정된다. 이곳은 상 정상과 동
에서 서로 급하게 흘러내리다가 중단부에서 다시 완만한 능선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곳을 절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절터는 확실치 않고 다만 재실의 뒤편을
절터라고 부르고 있다.
주변에는 기와편이 삼재되어 있으며 뒷편에는 재실의 기와편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와편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절터는 파괴되고 지명만 전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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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천왕사지(天旺寺址)
● 소재지 : 한산면 종지리
종지리 천왕마을 에서 다시 약 1㎞정도 들어간 마을 서쪽의 낮은 구릉의 중단부
에 사지가 위치한다. 사지는 남향사면으로 현재 구릉의 상단부에 민묘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초석, 축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수풀이
우거져 기와편 등의 유물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백일홍 아래에 웅덩이가 있는
데 우물지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수습되는 와편은 무문이며 태토는 비교적 고운
사립이 섞여 있고 기벽이 두꺼운 것이다. 이와 함께 경질의 토기편도 수습되었다.

24) 지현리 사지(芝峴里)
● 소재지 : 한산면 지현리
지현리 사지는 한산면 사무소 뒷편 건지산 남동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남향 사면에 위치하는데 지현리 석탑을 중심으
로 동쪽으로는 호장 이윤경의 묘가 서쪽으로는 민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약 990

㎡(300여평)의 평탄면이 이루어져 있다.
한편 지현리 석탑 조탑기에 의하면 지현리 석탑은 고려 991년(성종 10)에 만들어
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수습되는 고려시대 기와편들을 통해 이 사찰
은 고려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기
와편도 산재되어 있어 조선시대까지 이 사찰이 운영되었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25) 축동리 사지(杻東里)
● 소재지 : 한산면 축동리
한산면 축동리 북쪽의 절골마을에 사지가 있다. 전체적인 지형으로 보면 월성
산의 북쪽 지류 하단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寺址는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사지의 전면으론 경작지가 펼쳐져 있고 후면으론 낮은 야산이 자리하고 있다. 하
지만 1987년의 수해로 산이 무너져 내려 사지를 확인하는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지의 규모는 약 660㎡(200여평) 정도로 생각이 되며 60~90cm
정도의 초석과 와편, 자기편 등이 산재하고 있다.
와편은 회청색의 어골문 와로 두께는 약 2~3cm 정도이며 태토도 비교적 정선
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자기편으로는 분청사기편이 특히 많이 보이며, 아울러
인화문이 다른 문양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

● 소재지 : 마산면 나궁리
마산면 소재지에서 홍산 방면으로 약 8㎞정도 가다보면 우측으로 나궁리 마을
로 들어가는 소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100m정도 들어가면 표고 180m의 은
전골 골짜기의 서쪽 야산이 있다. 사지는 야산의 8부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사
지는 330㎡(100평)의 평탄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축대가 있다. 그러나 잡목과 잡
풀이 무성하여 유물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사지는
축대와 기와편이 무수하며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27) 삼월리 사지(三月里)
● 소재지 : 마산면 삼월리
마산면 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표고 150m의 미럭산이 위치한다. 사지는 미럭산
의 표고 107m의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이곳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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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있었고, 기와가 무수히 산재해 있다고 한다. 현재 사역은 잡목과 잡풀이 무
성하여 사지의 흔적을 살펴볼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을주민의 전언과 미럭산이란
명칭이 불교명칭과 관련있음을 고려하면 이곳에 사지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8) 신봉리 사지(新鳳里)
● 소재지 : 마산면 신봉리
마산면 소재지에서 홍산방면으로 3.1㎞ 정도 가면 좌측으로 신봉리 절뜸마을
이 나온다. 점뜸마을은 현재 3가구만이 있으며 남쪽으로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사지는 바로 이 민묘자리에 해당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민묘 조성 전에는 이 지역에서 기와편과 백자편이 무수
히 나왔으며 축대의 흔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묘의 조성으로 사지의 흔적
은 찾아 볼 수 없다. 전설과‘절뜸’
이란 지명을 고려하면 이 곳에 사지가 존재했
음을 판단할 수 있다.

29) 벽오리 사지(碧吾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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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마산면 벽오리
마산면 소재지에서 613번 지방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4㎞정도 가면 도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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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벽오리마을이 있다. 이 벽오리 마을위 뒷산이 월명산인데 사지는 이 월명산
서향사면의 중턱 계곡내에 위치한다.
사지는 계곡 중단부 경사면을 깍아 내어 평탄하게 하여 석축을 쌓았으며 건물
지에는 석축렬이 붕괴되어 일부만 남아 있고 주변에는 거칠고 투박한 기와편과
백자편이 산재해 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규모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되며 사지와 관련된 유적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옛날에 큰절이 있었으나
빈대가 많아서 불태운 절이란 전설이 전해진다.

30) 이사리 감저울 사지( 寺里)
● 소재지 : 마산면 이사리
감저울 사지는 이사리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1㎞정도 떨어진 감나무 과수원에
위치한다. 감저울은 감절이라는 절이 있어서 유래한 지명이라 한다.
사지는 완만하게 형성된 북향사면에 약 330㎡(100여평)의 평지를 이루고 있다.
남북단면 초석간의 거리는 390㎝이고 장변은 초석이 남아 있지 않아 잘 알 수 없

다. 건물의 배치는 높이 1.5m정도의 단을 두고 2동이 만들어졌으며 상단에는 소형
의 건물이 있었으며 하단부에는 상단부보다 큰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제1건물지는 66㎡(20여평)이며 제2건물지는 약 165㎡(50여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
다. 제2건물지 북편은 평탄면에 판석재로 축대를 쌓은 것으로 추측되나 대부분 매몰
되거나 붕괴되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초석은 화강암질의 자연석을 상부
만 평탄하게 다듬어 만든 부정형의 형태이며 한변의 폭이 약 60㎝내외로 계측된다.
이 곳은 현재 과수원으로 감나무가 심어져 있고 평탄한 대지에 초석 몇 개와
축대가 남아있으며 주위에는 조선시대의 청해파문 기와편과 자기편이 산재해 있
다. 와편과 소토가 수습되었는데 흑회색으로 문양은 어골문, 파상문 등이며 기벽
은 두꺼운 것으로 굵은 사립이 약간 섞여 있다. 또한 사지 바로 옆에서는 요토가
발견되고 있어 사찰 건립시 기와를 직접 구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와요지가
확인된다.

31) 백운사지(白雲寺址)
● 소재지 : 시초면 초현리
사지는 초현리에 걸쳐있는 천방산 서쪽 계곡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지형은
계단상을 이루고 있는데 1987년 수해로 인하여 절의 구조가 파괴되었다. 당시 옥

441

계석, 석등옥계석, 원형석재품이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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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보존되고 있다. 수해로 파괴된 사지 죄측능선에는 계단을 이룬 평탄한 대지
에 기와편, 백자편이 산재해 있어 사역이 넓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경질의 토기편과 구연부, 저부 등의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고려~
조선에 걸쳐 있었던 사찰로 여겨지는데 이는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와편과 자기
편이 고려에서 조선시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32) 구동리 소라실 사지(九洞里)
● 소재지 : 문산면 구동리
문산면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3㎞거리에 구동리 입구가 있다. 이 길을 따라
1.5㎞ 정도가면 소라실마을에 이르는데 이 사지는 마을 끝의 남향 사면에 위치
하고 있다.
이 사지는 약 165㎡(50평) 정도의 평탄면으로 초석이나 축대 등의 시설은 확인
되지 않으나 마을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예전에는 기와편과 자기편이 많이 산포

되어 있었고, 옛부터 절이 있었으나 빈대로 망했다고 한다. 현재는 수풀이 우거
져 유물의 수습이 어렵다.

33) 구동리 사지(九洞里)
● 소재지 : 문산면 구동리 원통산 동남쪽 중턱
구동리 사지는 구동리 입구에서 약 3㎞정도 들어간 감남골 마을 서쪽 해발
200m의 원통산 동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지는 약 99㎡(30평) 정도의 평탄면에서 건물지의 흔적이 보이고 있으나
초석이나 축대 등의 시설은 매몰로 인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기
와편이 많이 산포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수풀이 우거져 유물의 수습이 어렵
다. 마을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이곳이 예로부터 절터였다고 전하고 있다.

34) 북산리 사지( 山里)
● 소재지 : 문산면 북산리 가룻굴 계곡
문산면 북산리의 뒷산은 천방산으로 예로부터 사찰이 많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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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재에는 북산리 계곡에는 최근에 건립된 천룡사라는 사찰이 들어서 있다.
북산리 계곡의 사지는 현재 경작지로 사용되는 가장 밑 부분으로부터 천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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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능선에 이르기까지 평탄 지형은 대부분 사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작지인 논
에는 현재에도 대형주초석이 열로 지어 남아 있으며 주변에는 투박한 와편이 산
재해 있다. 위로 올라가면 수군데의 평탄한 지형이 있는데 이 역시 절터라는 전
언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조성된 사찰이라기 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암자가 있었
는데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35) 수암리 사지(水岩里)
● 소재지 : 문산면 수암리
신농리 탑골 마을은 천방산의 동쪽 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그 동쪽
정면으로는 신농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산면의 외곽도로가 통과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지는 이 탑골의 동향산록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역내에선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석탑 1기와 우물 하나 그리고 초석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괴형의 석재 수 매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사역이 오래전부터 경작지로 이용되

고 또한 민묘가 자리하고 있어 대부분이 훼손되었음을 살필 수가 있겠다. 우물의
경우 석축(石築)으로 사지의 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원형에 가깝게 축조되었는데
지금도 물이 마르지 않고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초석은 괴형으로 크기는 대
략 50~80 cm이며 거의 대부분 밭주위로 밀려나 있다. 수습된 유물로는 와편 및
자기편 등을 들 수 있는데 와편의 경우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36) 수암리 애미정골 사지(水岩里)
● 소재지 : 문산면 수암리
문산면 소재지의 사문중학교에서 신농저수지를 따라 서쪽으로 약 1㎞정도 가
면 수암리 정수골 마을 입구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다시 약 1㎞정도 들어가 능선
의 중단부에 사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애미정골의 동쪽 야산 중단부에 자리
하는데, 사지가 위치한 곳은 165㎡(50여평)의 평탄지로 현재 잡목과 잡풀이 무성
하여 사지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마을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이 지역에
서 여전에는 축대가 있었고, 기와편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37) 신농리 사지(神農里)
● 소재지 : 문산면 신농리 627
가면 천방산의 입구에 해당하는 신농리부락에 이르게 되는데 사찰은 이곳에서부
터 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천방산의 중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음적사는 한국 불교 태고종에 속하는 소형의 사찰로 음적사 이전의 명칭으로
는 대둔사(大芚寺)가 있다. 본래 이 사찰은 1929년 3월 전성문에 의해 창건되었
다고 전하나 현재 대웅전의 여러 석물 등을 통해 볼 때 본래의 사지는 이것보다
도 훨씬 오래된 고려시대의 사지였음을 알 수 있겠다. 사찰은 대웅전을 비롯한
부속건물 2동으로 이루어졌는 바 시설은 매우 낙후된 편이다.
대웅전은 남-북을 장축으로한 동향으로 바닥은 시멘트이며 양철의 지붕을 이
고 있다. 대웅전 내부엔 소조불 3구와 목불 1구 등 총 4구의 불상과 불상의 좌측
벽 즉 북쪽벽에 위치한 불감이 있는데 불감의 정면 중앙엔 붉은 글씨로 극락전이
라고 쓰여져 있다. 이 현액으로 보아 본래 이 곳에는 독존의 아미타여래 혹은 이
의 삼존불이 모셔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불상의 후불벽엔 석가여래
를 주존으로 하고 문수와 보현을 협시로 한 영산회상도와 치성광여래를 주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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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면 소재지에서 신농저수지를 경유하여 남서쪽으로 약 500여m 정도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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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칠성도 그리고 나한을 주존으로 한 독성도 및 산신도가 위치하고 있다. 아
울러 북쪽벽에도 위태천을 주존으로 한 천룡도가 걸려져 있지만 현재는 근래에
그린 탱화만 볼 수 있게 가려 놓았다.
대웅전의 정면으로는 구사지에서 수습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석물들이 전시되
어 있는 바 불상편, 오륜형(五輪形) 부도편(浮屠片), 석등(石燈) 대좌편(臺座片),
옥개석(屋蓋石), 용도미상의 치석재(治石材) 등이 있다. 이는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위치하는 바 먼저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맨 처음 즉 동쪽의 석물
(石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오륜형부도(五輪形浮屠)의 경우 화강암제로 현재 옥개석이 결실된 채 대좌(臺
座), 옥신(屋身)의 1매의 석으로 이루어 졌는데 옥신의 경우 마멸이 심하여 파손
흔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잔고는 55cm이다.
부도의 위로는 석등편으로 생각되는 대좌, 간주석(竿柱石) 1매의 석이 올려져
있는데 대좌는 원형을 띠고 있으며 그 표면엔 음각의 복판이 복련(伏蓮)으로써
조각되어 있다. 대좌의 상단부에는 2cm가량의 6각형 괴임이 마련되어 있고 그
위에 다시 총고 8cm가량의 단이 설치되어 있다. 간주석은 그 위에 조각되어져
있는 바 6각형이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결실되어 살피기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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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등의 대좌 밑부분에는 원형의 구멍이 뚫려져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이는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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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단부에 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후대에 팠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석등편의 위로는 용도미상의 치석재 2매가 올려져 있다.
전술한 석물의 서쪽 약 3m 떨어진 지점에서도 대형의 암괴 위에 올려져 있는
석등편과 용도미상의 치석재 1매를 살필 수 있다. 석등편의 경우 전술한 석등과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단지 대좌의 연판( 瓣)이 다르게 표현됨을 살필
수 있다. 너비 63cm, 잔고 22cm이다.
두번째 석물의 북쪽으로 약 2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세번째의 석물은 옥개
석과 석등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옥개석의 경우 평면이 원형이나 정상부의 보주
를 중심으로 6등분하였으며 합각(合角)의 선 또한 뚜렷하게 관찰된다. 옥개석의
상단부엔 보주를 꼿을 수 있도록 원형의 구멍이 정교하게 뚫려져 있다. 아울러
옥개석의 경우 첫 번째에서 설명한 오륜형부도와 한 짝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옥개석의 상단부에 올려진 석등편(石燈片)의 경우는 두번째 석물에서 보
이는 석등편과 재질, 연판의 문양, 제작 양식적 측면에서 동일하여 원래는 구사
지에 2개의 석등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세번째 석물의 북쪽
으로는 두부가 결실된 소형석불 1구를 살필 수 있다.

38) 신농리 사지Ⅱ(神農里)
● 소재지 : 문산면 신농리
문산면 신농리 음적사에서 100m 거슬러 천방산 등산로를 따라가면 우측으로
평평한 대지가 나오는데 이곳이 신농리사지Ⅱ이다. 천방산에는 천개의 방이 있
는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 오는데 천방산 주위 계곡이다. 소규모의 암자터로 보이
는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이 사지 역시 천방산 북록의 동향사면 중하단부의 계
곡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측으로는 천방산이, 우측으로는 천방산의 북쪽 능선
이 뻗어 내려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천방산 사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
치한 사지이다.
사지로 간주되는 사역내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석재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전
면에는 석축을 하였으나 대부분이 붕괴되어 있다. 이 사지는 예로부터 절터라고
전해오고 있으나 유물 등은 수습되지 않는다.

39) 금수암지( 水庵址)
● 소재지 : 판교면 상좌리
종천저수지의 동쪽편에 위치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가 저수지 북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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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수동마을에 이른다. 이 마을에서 다시 북쪽으로 난
이 절 우측에 있는 소로를 따라 산위로 250m를 가면 금수암터가 있다.
이 금수암터는 표고 325m의 양의산 대나무숲이 있는 상단부의 남향사면에 약
330㎡(100평) 내외의 면적에 해당한다. 사지내에는 석축이 두단으로 쌓여져 있
어 사찰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며 사지내 절벽아래에는 우물이 있다. 초석 등은
모두 매몰되거나 유실된 상태이며 사지주변에는 회청색의 경질와편과 백자편이
산재하고 있어 조선 후기에 조영되었던 사지로 생각된다.

40) 상좌리 상신사지(上左里)
● 소재지 : 판교면 상좌리
종천저수지의 서쪽편에 위치한 도로로 산사면을 따라 북쪽으로 6㎞정도 가면
상좌리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 상신마을회관 뒷편으로 약 70m정도 올라가면 산
동향사면 대밭에 사지가 위치한다.
사지는 평탄면의 상황으로 보아 약 330㎡(100여평)의 면적이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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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로 가다보면 뱃골마을에 이른다. 이 마을에는 태안사라는 양옥식 절이 있는데

되며 일부 석축렬의 형태가 남아 있는데 그 형태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리고 석축된 부분에는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으나 초석 등은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그 외의 유적상황은 파악할 수 없다.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로는 회청색 경질 와편과 분청사기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로보아 조선 초기에 조영되었던 사찰로 추정된다.

41) 심동리 짝우절사지(深洞里)
● 소재지 : 판교면 심동리
판교면 소재지의 판교역에서 장항선을 따라 약 2.5km 정도 서진하면 상좌리마
을의 온동굴에 다다르게 되고, 다시 이 곳에서 장항선을 따라 북으로 약 3km 정도
나아가면 심동리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 마을은 330.5m의 장태봉이라 불리는 큰
산에 의해 둘러쌓인 곳으로 사지는 이 마을에서 동편으로 넘어 가는 고개에 위치
하고 있다. 사지는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면적은 약 660㎡(200여평) 정도
이다. 사지내에서 초석 등은 밭의 경작으로 인해 밭 주변지역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기타 석들도 한 곳에 모여져 있어 이미 사지는 대부분 교란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유물은 여러 곳에서 산견되는 바 기와편과 자기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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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동리 사지Ⅰ(深洞里)
● 소재지 : 판교면 심동리
판교면 소재지의 판교역에서 장항선을 따라 약 2.5km 정도 서진하면 상좌리
마을의 온동굴에 다다르게 되고, 다시 이 곳에서 장항선을 따라 북으로 약 3km
정도 나아가면 심동리마을에 이르게 된다.
사지는 심동리 마을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의 야산 6부능선성에 위치한다. 이
사역은 평탄면을 이루는 곳에 남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후면은 복에서 남으로 흘러내
리는 구릉이 이루어져 있다. 사역은 약 330㎡(100여평) 정도로 추정되며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터가 있으며 이 자리가 절터였다고 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역에는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유적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43) 심동리 사지Ⅱ(深洞里)
● 소재지 : 판교면 심동리
심동리 상심마을에서 넓은 계곡을 따라 야산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8부능

선상 평탄지에 사지가 위치한다. 사지는 넓은 평탄면을 이루는 곳에 동향을 바라
보고 있으며 후면은 복에서 남으로 흘러내리는 야산 구릉이 이루어져 있다. 사역
은 약 660㎡(200여평) 정도로 추정되며 마을주민에 전언에 의하면 절터였다고
전해질 뿐 유적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습되는 유물은 회청색 경질의 어골문과 세선문와편이 수습된다. 수습유물로
보아 고려말이나 조선초에 조영되었던 사찰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4) 저산리 사지(苧山里)
● 소재지 : 판교면 저산리
사지는 저산리 저동마을의 서쪽 제지골 계곡 끝부분의 서쪽 밭일대에 자리
하고 있다.
사지로 추정되는 부분은 표고 131m의 야산에서 흘러내린 좁은 계곡내 남향사
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밭의 경작으로 인하여 석축이나 석재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이 곳을 절골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일대에서
회청색의 기와편이 다량 산재하고 있어 사지임을 추정할 수 있다.

45) 판교리 사지(板橋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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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판교면 판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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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리 대섭 마을을 통과하여 동쪽으로 300m정도 올라가면 양어장이 있는데
사지는 이곳에서 산쪽으로 약 100m정도 위에 위치한다.
사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약 660㎡(200여평) 정도의 평평한 대지가 조성되어
있고 토축이 잔존해 있는데 토축옆에는 석축이나 초석으로 이용되었던 석재가
널려 있다. 그러나 이 사지는 매몰과 유실로 인해 그 본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수습되는 와편과 전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수습되는 유물로는 회청색 경질의 청해파문와편과 회청색 계통의 백자편이 대
부분으로 조선초기부터 조영되었던 사지로 생각된다.

46) 후동리 사지(後洞里)
● 소재지 : 판교면 후동리
후동리 방선마을의 서쪽의 상봉산 남동사면에 위치한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민가의 담은 사지의 축대로 이용되던 돌을 가지고 다시 쌓았다고 하며,

이 골짜기를 절골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사지는 민가의 조성과 뽕나무밭
으로 개간되어 많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가를 조성시 사지에 있던 석
재를 이용하여 민가 안에 40×120㎝정도 되는 석재들과 어골문과 청해파문 기와
들이 있다. 수습되는 유물을 통해서 보면 이 사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47) 산천리 정려굴 사지(山川里)
● 소재지 : 종천면 산천리
산천리 학생야영장에서 삼거리를 지나 우측 산림로 계곡을 따라 가다보면 우
측으로 돌아가는 부분의 계곡 위쪽으로 약 10m 위쪽에 사지가 있다.
이 정려굴사지는 동서 50m 남북25m의 사역을 이루고 있으며 비교적 어느 정
도의 형태를 갖춘 높이 160㎝에 이르는 축대가 남아 있어 사찰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한다. 사역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약 1m정도 높이의 축대로 생각되
는 석축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금당지로 추정되나 초석 등은 매몰되거나 제거
된 관계로 확인되지 않고, 잡풀과 잡목이 무성하여 유물을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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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개등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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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상부
종천초등학교를 지나 북으로 약 1.3km 정도 나아가면 사지가 보이는 산천리
상부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사지는 이 마을의 북쪽에 우뚝 선 희이산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데 사지의 뒤로는 산천리산성이 석축으로써 남아있다. 사지는 약
132~165㎡(40~50 여평)의 규모로 정지하였음을 살필 수 있는데 전면으로는 일
부의 석축이 남아있다. 아울러 사지의 좌측으로 큰 바위가 하나 기울어져 있는데
이 곳에서 한 구의 납석제불상편(蠟石製佛像片)이 발견된 바 있다. 사지에는 풀
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 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아울러 사찰의 연대나 유래에
대해서도 전하는 바가 없다.

49) 종천리 구사지(鍾川里 舊寺址)
● 소재지 : 종천면 종천리
종천리 배암골 뒤에 남북으로 1㎞가 넘는 긴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지는
계곡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사역은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사지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골짜기를 문수골이라고 부
르는데 구전에 이곳에 절이 있었으나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 골짜기를 가다가“하
필이면 이 골짜기에 절이람”
이란 말을 하며 부채로 절을 가리고 갔다고 한다. 그
후 절은 없어지고 이곳 사람들은 박문수가 정언을 남기고 간 골짜기라 하여 문수
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50) 종천리 신사리(鍾川里 新寺址)
● 소재지 :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종천리 안쪽에 북쪽으로 문수산이 있고 좌우측으로 능선이 굽이쳐 내려와 포
근히 감싸고 있는 마을이 백운 또는 배암골이다. 이 마을의 뒤로 남북으로 1㎞가
넘는 긴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지는 계곡의 끝부분에 구사지의 남쪽에 위치
하고 있다. 사역은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사지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구사지와는 달리 신사지에는 축대가 있으며, 기와
편도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절이 있었다가 없어졌
다고 한다.

51) 지석리 사지(支石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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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종천면 지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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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리 철도건널목을 건너면 산림로가 나온다. 이 산림로가 난 계곡을 따라 희
리산 상단부에 사지가 위치한다. 사지는 희리산 북동향사면의 넓은 평탄지에 이
루어져 있는데 현재 길이 2m, 높이 1m정도 축대가 남아 있다.
사지는 약 660~990㎡(200~300여평)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 주면에
는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의 무문, 파상문의 와편과 토기편이
수습된다. 사지는 남향에 가깝게 이루어져 있으며 원래 이곳에 삼층석탑이 있었
는데 지금은 소수마을 26번지 노인정 마당으로 옮겨져 있다.

52) 관리 사지(冠里)
● 소재지 : 비인면 관리 월구리마을
관리 보건소지소에서 소로를 따라 500m 올라가면 폐탄광이 나온다. 사지는
이 탄광을 경유하여 약 100m 올라가 무명산의 능선이 남으로 뻗어내려 형성된
동남향의 완만한 사면에 위치한다.

사지의 주변은 남으로는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사역은 약 990㎡(300여평) 정
도로 추정되는데 사지내에는 현재 축대가 일부 남아 있어 건물지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사역 내에는 잡목이 우거져 유물의 수습이 어려우며 초석 등도 매몰
되거나 유실되어 사찰의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53) 남당리 사지(南塘里)
● 소재지 : 비인면 남당리 통박골 절터
남당리 마을 안쪽으로 소류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300여m 계곡을 따라 올라가
면 밭으로 경작되는 평탄면이 이루어져 있다. 사지로 추정되는 곳이 이 남향사면
의 밭으로 경작된 평탄면에 위치해 있으며 약 660㎡(200여평)의 면적으로 이루
어져 있다. 사지가 있는 곳은 잡풀이 무성하여 사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
다. 하지만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사지는 2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축대시설이
남아있다고 한다.

54) 성산리 반미륵 사지(城山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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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비인면 성산리 반미륵마을
사지는 성산리 안쪽에 반미륵골의 성산리 내미륵마을의 서쪽가장자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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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재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민가의 조성 및 개간
등으로 인하여 유적 상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원래 사지에는 미륵이 있었다고 하
나 현재 미륵은 민속촌에 이전되어 있다.
다수의 기와편이 산포되어 있어 유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와는 어골
문, 세선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백자편도 확인된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고려말~조선초기부터 운영되었던 사지로 추정된다.

55) 성산리 안미륵사지(城山里)
● 소재지 : 비인면 성산리
성산리 안쪽에 외미륵골의 서쪽 야산의 동향사면에 사지가 위치한다. 현재
사지로 추정되는 곳은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의 마을 바깥 쪽으로 잡
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유적 상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마을 주민의 전언에 의하
면 이곳을 미럭골이라 부르며 외미륵사지와 인접되어 기와편이 산재되어 있다
고 한다.

56) 관사지(觀寺址)
● 소재지 : 비인면 성내리
비인면 소재지인 성내리에서 21번 국도를 타고 서천읍쪽으로 약 3㎞가면 관리
가 있다. 관리 보건소지소에서 소로를 따라 500m 올라가면 폐탄광이 나온다. 사
지는 이 탄광을 경유하여 약 100m 올라가 무명산의 능선이 남으로 뻗어내려 형
성된 동남향의 완만한 사면에 위치한다.
사지의 주변은 남으로는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사역은 약 990㎡(300여평) 정
도로 추정되는데 사지내에는 현재 축대가 일부 남아 있어 건물지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사역 내에는 잡목이 우거져 유물의 수습이 어려우며 초석 등도 매몰
되거나 유실되어 사찰의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3. 관련 유물
1) 庇仁五層石塔
●소재지 : 비인면 성북리

451

비인오층석탑은 비인 구읍 북쪽 산록 성북리이 탑성이 부락 입구에 위치하고
(相輪部)의 일부인 노반(露盤)이 남아 있다.
기단은 1층기단으로 지대석(地臺石) 위에 4우주(隅柱) 1면 1간벽으로 짜인 중
석을 조성하고 전자형으로 짜인
갑석으로 덮었는데 중석 조성에
상촉하관의 모습을 보인 점이 백
제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라 하겠다. 탑신은 초층옥신의 경
우 별석으로 된 4우주의 판석으
로 짜인 구조로 장대한 외형을 보
이고 있다. 그리고 초층 옥개석은
평평하고 넓게 조성하였는 바 낙
수면을 4등분하고 그 경사도 또
<사진 4> 비인오층석탑

한 극히 완만하게 표현하는 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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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석탑은 보물 제 2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단과 탑신 그리고 상륜부

제 석탑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옥개석의 하단부엔 호형(弧形)과 각형의 층급
받침이 끼워져 있다. 2층이상의 옥신과 옥개의 양식도 초층과 거의 동일한데 4,
5 층의 경우 그 사이에 옥개석 1매가 결실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석탑의 백제적인 양식은 옥신의 구조, 옥개의 수법, 층급받침의 조성, 옥신괴임
의 모습 등에서 엿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고려시대의 새로운 조형미도 살필 수
있는 바 탑신의 축소 비례에 있어서 2층 이하의 옥신폭이 급격하게 체감한 점이다.
1963년 1월에 보물 224호로 지정되었다.

2) 영수암(永守庵) 목조보살좌상
● 소재지 : 종천면 장구리
영수암에 있는 목조보살좌상으로 높이 82.3cm, 어깨넓이 57.2cm 규모이다.
제작 시기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사이로 추정된다. 평면적인 신체에 단순화된 옷
주름, 짧은 목과 함께 아랫배에 늘어진 옷자락이 중간에서 갈라지는 점, 오른쪽
어깨에 평행한 세 가닥 주름 등은 조선후기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불상 내
부에서는 16~17세기의 경전 7종이 발견돼 조선후기 경전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2007년 9월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398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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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석리 약사여래좌상(支石里 藥師如 坐像)
● 소재지 : 종천면 지석리
이 약사여래상은 지석리 3층석탑의 3층
옥신 상단부에 올려져 있는데 현재 시멘트로
인해 탑과 불상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불상은 현재 두부가 결실되어 있어 그 자
세한 조형미는 살필 수 없지만 왼손으로 약
호(藥壺)와 같은 지물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
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자세는 결가부좌(結
跏趺坐)로 길상좌(吉祥座)를 취하고 있으며
왼발의 경우는 현재 대의(大衣)에 가려 보이
지 않고 있다. 반면 오른발은 왼 무릎에 올려
져 있어 그 세부를 살필 수 있는 바 발가락이
표현되어 있는 등 비교적 자세하게 조각하였

<사진 5> 지석리 약사여래좌상

음을 엿볼 수 있다. 양 손 중 우측 손의 경우는 현재 오른손목이 마멸되어 알 수
없다. 반면 약호를 들고 있는 왼손은 오른쪽 발의 상단부에 놓여져 있는데 손이
신체에 비해 비교적 크게 조각되어 있어 비 현실성 마저 느끼게 한다. 가슴은 현
재 대의에 가려 살필 수 없지만 그 폭은 좁고 당당함이 외형상 드러나고 있다.
대의는 통견의(通肩衣)로 양 어깨를 모두 감싸고 있는데 의문(衣紋)은 비교적
굵고 층단식으로 음각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목 아래로는 또 다른@ 1조의
음각선이 횡으로 그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쇼올과 같은 것을 표현한 것
으로 보인다. 불상의 현고 22cm, 견폭 13cm, 좌폭 19cm 이다. 전체적인 조각수
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 이후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4) 지석리 삼층석탑(支石里 三層石塔)
● 소재지 : 종천면 지석리
판교면과 종천면을 가로지르는 흥림저수지에 접해 지석리 마을이 있다. 탑은
지석리 마을내 노인회관 앞마당에 자리하고 있다.
탑은 2중기단에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3층 석탑으로서 현재 3층의 옥개석 위
엔 두부가 결실된 약사여래상(藥師如 像) 1구가 올려져 있다. 기단은 상대갑석(上
臺甲石), 상대중석(上臺中石), 하대갑석(下臺甲石), 하대저석(下臺底石)으로 이루어
중석은 4개의 별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개의 각면엔 3구의 안상(眼象)이 조각
되어 있고 그 내부엔 또 다시 3엽형의 인
동문을 양각해 놓았다. 아울러 하대갑석
의 상부는 상대중석을 받치기 위해 약 1
㎝의 깊이로 단을 주고 팠음을 살필 수 있
다. 상대중석은 서쪽의 짧은 판석이 소실
되어 그 내부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그 내부의 중앙부엔 한변이 21㎝인 방형
의 대가 놓여 있으나 그 용도는 알 수 없
다. 상대중석의 상단부는 상대갑석이 올
려져 있고 갑석의 상단부엔 초층 옥신의
<사진 6> 지석리 삼층석탑

괴임이 조출된 각형(角形)이며 아울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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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하대저석은 수개의 판석으로 조합되어 지대석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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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임의 주변으로는 연화문( 花文)이 복련(伏 )으로써 음각되어 있다. 그리고 하
대갑석과 마찬가지로 상대중석을 끼워넣기 위해 그 하단부에 약 1㎝의 단을 주고
팠음을 살필 수 있다.
탑신석(塔身石)의 경우 초층 옥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높이에 있어 체감율이
있음을 살필 수 있고 그 모서리에선 마멸도가 심해 희미하지만 우주(隅柱)를 살
필 수 있다. 옥개석은 전각(轉角)의 반전도가 심해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전
각(轉角)부에는 풍탁공이 뚫려 있다. 아울러 층급받침의 경우도 모두 3단으로 통
일하였음을 볼 수 있다.
1984년 5월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131호로 지정되었다.

5) 개등사지 출토 납석제불상편(개등寺址 出土 蠟石製佛像片)
● 소재지 :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상부
서천읍 소재지에서 4번국도를 타고 북으로 약 1.5km 정도 나아가다보면 비인
면과 판교면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에 다다르게 되는데 사지가 위치하고 있는 산
천리마을의 경우 이 곳에서 비인면쪽으로 나 있는 21번 국도를 타고 약 2km 정
도 서진하면 마을의 입구인 아랫새말에 이르게 된다. 아랫새말에서 종천국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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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지나 북으로 약 1.3km 정도 나아가면 사지가 바라다보이는 산천리 상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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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 도착하게 된다. 사지는 이 마을의 북쪽에 우뚝 선 희이산의 중턱에 자리하
고 있는데 불상편은 이 사지에서 출토되었다.
현재 두부와 오른쪽 팔뚝 그리고 오른다리의 대부분이 결실된 납석제 불상이
다. 남아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피면, 우선 가슴은 당당하고 탄력이 넘쳐 보이
며 법의는 양쪽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의로 생각된다. 이는 우측 어깨 아래로 가
슴과 접하여 흘러내리는 잔여의 법의(法衣) 자락이 살펴짐으로써 알 수 있다. 배
에는 군의(裙衣)자락이 양각대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감아홀치는 띠매
듭이 표현되어 있다.
법의는 좌측 어깨 및 팔뚝 그리고 띠매듭 아래에서 일부 살펴지는데 어깨의 경
우는 굵은 자락이 왼다리의 무릎을 거쳐 배 아래로 빨려들어감을 살필 수 있겠
고, 팔뚝의 경우는 현재 6~7개의 음각선이 팔뚝 안쪽으로 스며듬을 볼 수 있다.
띠매듭 아래의 의문은 수조의 음각선으로 오른쪽 띠매듭의 말단부에서부터 왼다
리의 무릎 아래로 약간의 웨이브를 주어 흘러가게 표현하였다.
수인의 경우 현재 오른쪽의 대부분이 결실되어 오른손은 살필 수 없고 이는 왼
쪽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특별한 것은 마멸이 심한 왼손의 경우 오른다리의 무릎

아래를 밖에서 안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상의 자세면에서도 입상도,
좌상도 아닌 특별한 상으로 생각되어지는 바 현재 남아있는 왼발의 경우 발목이
하는 결실되어 알 수 없지만 무릎을 띠매듭 부위까지 들어올려 발목을 직하(直
下)하지 않고 안쪽으로 향하게 조각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세로 보아 교각상
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쪽 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양감있는 신체의 모델링, 띠매듭의 표현 그리고 법의의 의문 등에서 고려시대
의 작품임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6) 지현리 석탑(芝峴里 石塔)
● 소재지 : 한산면 지현리
지현리석탑은 한산면 소재지의 서쪽으로 약 250여m 떨어진 대지의 변두리에
세워져 있으며 현재 보호 철책에 둘러 쌓여져 있다. 탑의 동쪽으로 약 50m 떨어
진 곳엔 한산 이씨의 시조로 전하는 호장 이윤경의 묘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와
편 및 토, 자기편이 산재되어 있어 이 곳에 건물지가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고려 성종 10년( 991)에 만들어 진 본 탑은 현고 205cm로 지대석(地臺石)과 중
석 그리고 그 위의 탑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부엔 근래에 올려 놓은 것은
것으로 생각되는 용도 미상의 연화문( 花文) 석재 1매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3
로 생각된다. 이는 3층 옥개석(屋蓋石) 위로
우주(隅柱)가 조각된 4층의 옥신석이 놓여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대석 및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석재의 경
우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되는 바 그 하나
는 초층의 옥신석이며, 나머지는 2중 기단의
상대중석(上臺中石)이 그 것이다. 그런데 남
쪽 정면에 8행 66자의 조탑기가 살펴지고 대
개의 경우 옥신석에 문자를 기록하는 바 이러
한 측면에서 초층의 옥신석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옥신석의 위로는 초층 옥개석이 올려져
있고 그 위로도 3개의 옥신석과 2개의 옥개석
이 더 올려져 있는데 옥신석의 경우 위는 좁
<사진 7> 지현리 석탑

고 아래는 넓게 하여 전체적인 균형미와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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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남아 있으나 원래는 5층이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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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조화시켜 놓고 있다. 옥개석의 경우 층급받침은 공히 3단이며 각각의 전각
부(轉角部)엔 풍탁공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옥개석의 상부에 조출되어 있는 옥
신괴임은 1단의 각형으로 처리해 놓았다. 그리고 옥신석의 경우도 상부보다 중상
단부를 약간 넓게 조각하여 목조건축의 엔타시스기둥을 연상시키고 있다.
초층옥신석의 조탑기(造塔記)는‘淳化二年 歲次辛卯二月 日, 爲國 發願 造塔
記, 時戶長 見鄕長 見眞長, 信元長 潤別長 斤久長, 深
紀, 全 紀

, 仕凉己 驅奉僧 親見

結淸 丁○妃, 岳達 妃 卽 成派○○妃’
이라고 쓰여 있다.

1984년 5월에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128호로 지정되었다.

7) 봉서사 소조 삼존불상
● 소재지 : 한산면 호암리 195
봉서사 소조삼존불상은 봉서사 극락전에 자
리잡고 있다. 극락전은 봉서사의 주불전으로
이곳에서 보시는 불상 중 본존불은 아미타상,
우협시불은 관세음보살, 좌협시불은 대세지 보
살상이라고 전한다. 조선 광해군 10년(16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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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하였다고 전해진다. 모두 흙[점토]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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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금도금 한 상태이다. 1994년 11월 충
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334호로 지정되었다.

<사진 8> 봉서사 소조 삼존불상

8) 수암리 삼층석탑(水岩里 三層石塔)
● 소재지 : 문산면 수암리 28
수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 그리고 상륜부(相輪部)
의 일부가 전하고 있는 3층석탑이다. 기단은 2층기단으로 상대갑석(上臺甲石), 상
대중석(上臺中石), 하대갑석, 하대중석 그리고 지대석(地臺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갑석의 경우 그 상단부엔 초층옥신을 받치기 위한 弧形, 각형의 2단의 괴임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모서리부는 현재 부분적으로 파손되어져 있다. 상대중석엔 남
쪽면에만 자물쇠를 조각해 놓고 나머지 3면엔 탱주를 하나씩 조출시켜 놓았는데
이러한 탱주의 조각은 이상의 옥신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하 하대석의 경우는
한 매의 돌로 조성하였는 바 하대갑석의 상단부엔 우동과 같은 양각대(合角의 선)
로 연결시켜 놓은 또 다른 수평의 양각대를 살필 수 있다. 그리고 하대중석의 각 면

에서도 음각문을 살필 수 있는데 현재
는 마멸도가 심해 그 자세한 문양은 살
피기가 불가능하다. 하대저석은 일종의
지대석으로 그 모서리부에 귀꽃과 같은
것을 조각해 놓았는데 한 쪽면만을 제
외하고 모두 파손되어 있다.
탑신부의 경우 옥개석(屋蓋石)엔 1
단의 옥신괴임과 3단의 층급받침이 조
각되어 있으며 각각의 전륜부(轉角部)
<사진 9> 수암리 삼층석탑

엔 풍탁공이 마련되어 있다. 옥신은
우주(隅柱)만 조각되어 있으며 그 높

이에 있어서도 체감률을 보여주고 있다.@
상단부엔 현재 노반(露盤)과 보개(寶蓋) 그리고 보륜(寶輪)으로 생각되는 것이 차
례로 올려져 있는데 이로보아 본 탑은 상륜부에 찰주(擦柱)의 시설과 그리고 이에
상등하는 장식이 올려져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상륜부의 경
우는 극히 일부분이고 또 남아있는 것조차도 순서에 맞지 않고 있다. 원래 찰주가
설치되어 있는 상륜부의 경우는 노반(露盤), 복발(覆鉢), 앙화(仰花), 보륜(寶輪), 보
) 등의 순서로 올려 놓고 있는데 현재 본

탑의 경우는 복발, 앙화, 수연, 보주, 용차 등이 결실된 채 보륜과 보개를 역으로 올
려 놓았다. 노반의 경우는 여느 탑에서와 같이 상면에 단을 주어 꺽어 올렸으며 보
륜의 경우는 전면에 연화문( 花文)이 조각된 반원형의 형태로 그 중앙부에 찰주공
이 뚫려져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보개의 경우는 귀꽃
이 조각되어 있다. 전체적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전기 이전의 작으로 추정된다.
1984년 5월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129호로 지정되었다.

9) 가양리 미륵불
● 소재지 : 마산면 가양리
가양리 입구에 미륵불이 위치한다. 가양리에는 마을 서쪽 석가산 서쪽 능선의
하단부에 서낭댕이고개가 있다. 이 고개에서 옛날에 서낭당이 있었고, 이 근방
지명을 미럭댕이라고 한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미륵불은 마을입구에 두
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논바닥에 매몰되었고 하나만이 마을입구에 보존되고 있다
고 한다. 미륵불은 높이 210m 정도이고 둘레는 90㎝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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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寶蓋), 수연(水煙), 보주(寶珠),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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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봉남리 삼층석탑(烽南里 三層石塔)
● 소재지 : 마서면 봉남리 58
탑은 현재 높이 약 3m로 봉남리사지라 칭하는 사역의 서쪽부 우물 위에 단을
마련하고 조성해 놓았다. 현재 3층으로 상륜부(相輪部)만 결실된 채 기단부(基壇
部)와 탑신부(塔身部)는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기단은 2층기단으로 상대갑석(上臺甲石), 하대중석(上臺中石), 하대갑석(下臺
甲石), 하대중석(下臺中石), 지대석(地臺石)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상대갑석의 경
우는 초층옥신을 받치기 위한 1단의 호형(弧形)괴임이 마련되어 있다. 상대중석
은 우주(隅柱) 및 그 사이에 한 개의 탱주(撑柱)를 조출시켜 놓았는데 각각의 별석
(別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대석은 2매의 대형 板石으로 지면에 박혀 있으며 그
상단부엔 상대중석을 받치기 위한 1단의 호형괴임이 마련되어 있고 그 모서리부
에서도 합각(合角)을 이루는 양각대를 살필 수 있다.
탑신부의 경우 3층으로 모두 옥신석(屋身石)과 옥개석(屋蓋石)를 구비하고 있
다. 초층옥신(初層屋身)의 경우 그 남면의 양 우주 사이에 감을 마련하고 중앙에
문고리장식을 양각해 놓음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감의 주변으로도 2조의 양각
대를 조출시켜 놓아 그 화려함을 드러내 놓고 있다. 층급받침은 4단이며 옥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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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각(轉角) 반전도는 경쾌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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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륜부는 현재 모두 결실되어 그 자세한 형태는 살필 수 없으나 3층 옥개석의
상단부에 직경 8cm, 깊이 15cm의 홈이 파여져 있다.
『서천군지(舒川郡誌, 1929년)』
에 의하면,@“西南面 雲銀山下
烽南里後麓 有五層石塔 最下 約
平方 尺 最上平方二尺 建物
新 時代 故物云 大正三年間 塔
下居人 胃 稱 所有 賣渡于 群山
內地人 全部毁撤 未及 盡輸 本面
長 交涉于 郡警 依 前還築 舊址
在中 寶藏 處理未詳.”이라 하여
본래 봉남리사지 탑은 5층이었
다는 설도 있다. 제작시기는 고
려초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사진 10> 봉남리 삼층석탑

1984년 5월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130호로 지정되었다.

11) 음적사 대웅전 소장 불감(蔭寂寺 大雄殿所藏 佛龕)
● 소재지 : 문산면 신농리 627
불감은 익공식(翼工式)의 목조건물로 현재 대웅전의 북쪽 단(段)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면 중앙엔 붉은 글씨로 쓴‘극락전(極 殿)’
이라는 현액이 걸려져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겹처마를 하고 있는데 연목 및 부연의 끝에는 연꽃이 그려져
있다. 아울러 도리와 장혀 사이에서, 그리고 장혀와 창방 사이에서도 연꽃 및 그
줄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중앙 어간의 경우는 태양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이 서
로 응시함을 투각해 놓았다. 아울러 기둥의 상단부엔 용두( 頭)와 용의 등 그리고
용의 꼬리 등이 각각 살펴지고 있는데 세부의 경우 별조하여 끼워음이 확인된다.
정면 3칸의 중앙 어칸은 연화문( 花文)이 장식된 2분합문으로 측간의 외문에
비해 크기도 크고 장식적으로도 더 뛰어남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측칸의 창
방과 상인방 사이에는 중앙 어칸과는 달리 봉황을 조각해 놓고 있어 조각에서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측면은 판벽으로 장식하여 정면에서와 같은 조각솜씨는 엿볼 수 없으나 창방
위의 경우 연화문 사이에서 합장인을 하고 참선하는 여래상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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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투각에 의한 방법으로 조각하였는데 제작시기는 일제강점기 무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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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12) 음적사 대웅전소장 조여래상 및 여래상(蔭寂寺 大雄殿所藏
塑造如 像 및 菩薩像)
● 소재지 : 문산면 신농리 627
음적사(蔭寂寺) 대웅전의 정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좌상의 여래상은 흙으로
만들어진 소조불로 전신이 도금되어 있다. 머리는 신부에 비해 크게 만들어 졌으
며 나발(螺髮)도 여느 불상에서 보는 것보다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다. 반면 나발의
정상부에 위치하는 육계(肉 )는 표현되지 않았다. 상호(相好)는 갸름하며 은은한
미소를 풍기고 있으나 어색해 보이며 두 귀는 얼굴에 비해 크게 조형하였다. 두 눈
은 가늘고 길게 처리하였으며 입술에는 붉은 칠을 하여 도금된 전신에서 쉽게 살
펴진다. 어깨는 좁고 앞으로 약간 기울어 졌으며 양 어깨위에는 법의(法衣)가 걸쳐
져 있다. 수인(手印)은 왼손의 경우 5지를 펴 오른쪽 발위에 올려 놓았으며 왼손의

경우는 엄지와 중지를 맞대 손바닥을 위로하여 오른쪽 무릎위에 올려 놓고 있다.
통견(通肩)의 대의(大衣)는 비교적 단순한 의문(衣紋)을 보이는 바 양 팔뚝의 경
우 상호 대칭적으로 의문을 표현하였다. 대의를 묶은 결대(結帶)의 상부에는 V자
형의 홈이 되게 깃을 표현하였는데 깃과 결대에서는@ 아무런 장식도 살펴지지 않
는다.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다리에서도 역시 뚜렷한 의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래상의 좌측[향우]으로도 전신이 도금된 좌상의 소조보살상 2구가 위치하고
있는데 보관(寶冠)의 양식을 비롯해 의문, 수인 등에서 친연성을 살필 수 있다.
보관은 화형[산형]으로 화판(花瓣)이 여러개 장식되어 화려함을 엿볼 수 있으나
우측[향좌]의 것은 정면의 화판 하나가 결실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상호는 통
통하며 입술에는 붉은 칠이 칠해져 있는데 여래상과 같은 은은한 미소는 살펴지
지 않는다.
천의(天衣)는 통견의로 양 어깨를 모두 덮고 있는데 좌측의 상이 우측의 상에
비해 의문이 더 형식화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수인은 중품하생인(中品下生印)을
취하고 있는 바 좌측의 상은 왼손을 위로 하였으며 우측의 상은 오른손을 위로하
여 서로 대칭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여래상의 우측[향좌]으로 목조 좌불상이 한 구 위치하고 있는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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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절에서는 부처의 10대 제자 중의 한 분인 나반존자로 모시고 있다. 머리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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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눈은 가늘고 길게 치켜뜨고 있으며 코는 뭉툭하고 입은 여느 상과 마찬가
지로 붉은 칠을 해 놓았다. 가슴은 당당하나 앞으로 숙이고 있으며, 손목은 법의
에 의해 보이지는 않으나 옷주름의 표현으로 보아 오른손을 위로하여 조각하였
음을 느끼게 한다. 통견의 법의는 배를 중심으로하여 3자 모양으로 처리하였으며
배부근에선 띠매듭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여래상과 비슷한 조각수법이 엿보인
다. 이상의 상들을 살펴볼 때 제작시기는 조선후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13) 음적사 소장 석불좌상(蔭寂寺所藏 石佛坐像)
● 소재지 : 문산면 신농리 627
불상은 현 음적사 대웅전의 동쪽에 위치한 정원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두부
는 결실된 채 원형의 강돌이 올려져 있으며 신체 각부에서 파손된 흔적을 살필
수 있다. 불상은 가슴이 당당하며 통견의(通肩衣)를 걸치고 있는데 가슴 아래에
서는 고리모양의 나비형 띠매듭을 살필 수 있다. 현재 양 손은 결실되어 정확한
수인(手印)은 알 수 없다.

의문은 오른쪽 어깨와 띠매듭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어깨에 나타난 의문
은 동심원상으로 여러겹이며, 띠매듭 아래에서는 직하(直下)된 여러개의 선문(線
文)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의의 깃과 오른쪽 팔에서 희미하게나 의문을 엿볼
수 있으나 너무 많이 마멸되어 정확한 형태는 살피기가 불가능하다. 당당한 가슴
및 의문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잔고는 26cm이며 어깨폭은
20cm 그리고 좌폭은 31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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