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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략자를 외면하다가 목이 잘리다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충북 청원군 남이면 문동리의 동화사(東華寺) 대웅전에 있

는 주존불상이다. 높은 대좌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다. 주존

불상의 머리가 틀어져 있는 데는 사연이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가또오 키요마사가 청주를 공략해 왔다. 그런데 왜장 가또오 키요

마사의 휘하에 들어있던 왜장이 청주로 들어오다가 동화산에서 황홀한 황금 후광이 비치

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저 산에 황금 보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부하 군졸들을 데리고 동화산으로 들어왔다. 그 무렵 동화사에서는

석불좌상 한 기가 3일 전부터 물방울이 맺히면서 가끔 한숨소리까지 나서 주지승과 여러

승려들이 걱정을 해오던 참이었다.  

“필시 불길한 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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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투구 소리가 요란하더니 왜병 일당이 사찰 경내로 들이닥쳤다. 때마침 법당

에 앉아있던 주지승이 달려 나왔다. 

“불전 앞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라!”

주지승의 서슬 퍼런 말에 왜장이 말했다.

“이곳을 지나다보니 절 안에서 후광이 비쳐오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왔다.”

왜장이 법당 문을 열었다. 산 밑에서 왜장이 본 후광은 석불에서 발하던 것이었는데, 왜장

이 법당 문을 열자 후광이 사라져 버렸다. 더구나 정면을 응시하고 있던 석불의 얼굴이 서

서히 좌측으로 돌아가 버렸다. 왜장을 외면해 버린 것이다. 이것을 본 승려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숙여 합장배례를 했으나 왜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석불이 왜장을 보

기 싫어 외면을 했기 때문이다. 화가 치민 왜장은 장검을 빼들어 석불의 목을 쳤다. 그러자

한 칼에 베인 석불 머리는 그대로 목을 벤 왜장의 발등 위로 떨어졌다. 

“으악!”

왜장의 발목이 부러지자 깜짝 놀란 왜병들이 황급히 발목이 부러진 왜장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고은 삼거리로 달아났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뇌성벽력과 함께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왜병들이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근처 고목나무 밑으로 들어가

자 벼락이 고목을 때려 반수 이상의 왜병들이 현장에서 불타 죽었다. 나머지 왜병들이 석

불의 목을 쳤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 여기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때에 국사봉에 은신하

고 있던 의병장 조헌이 군사를 이끌고 급습을 해왔다. 수세에 몰려 있다가 급습을 받은 왜

병들은 그만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동화사 주지승은 떨어진 석불머리를 다시 불당에 올려놓고 공양예불을 계속해 나갔

다. 지금 석불의 모습은 불상의 부러진 목을 잘못 복원한 탓에 머리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

울어져 있다. 

동화산 아래의 동화사, 작은 암자에서 비롯되다 

동화산(東華山) 아래의 개울가에 위치하는 동화사는 한국불교 태고종에 소속된 사찰이

다. 정확한 문헌기록은 없으나 사찰측의 구전에 따르면 신라 때 창건되었다고 한다. 실제

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이 통일신라 말기에서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구전을

뒷받침한다. 각종 지리지나 역사서에는 절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여지도서(輿地圖書)』

에는 ‘남수원불당(南水院佛堂)’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인근에서는 ‘남수원절’이라



는 이름으로 통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남수원사’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예전부터

‘남수원절’이라 부른 것은 이곳이 행인들의 숙소로 이용하던 원(院)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동화사는 『여지도서』가 편찬된 조선 후기 영조 때에는 승려 2명이 머물던 작은 암자였다. 

사찰 측에 따르면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진 것을 약 100년 뒤 성(成)

씨 문중에서 중창하고 매몰된 불상을 발굴하여 모셨다고 한다. 이후 연혁은 전하지 않으

며, 1949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건물은 법당과 요사만 있으며, 유물로는 대웅전 내

에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상이 유명하다. 이밖에 절 근처에서 수막새·귀면와(鬼面瓦)·암막

새 등의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석탑재 등이 법당 초석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수막새는

백제 와당을 닮은 것으로 고려 중기 유물로 추정된다. 범자(梵字)가 돋을새김되어 있는 것

도 발견되어 주목된다. 대웅전에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상은 학계에서 신라 말기 혹은 고려

초기에 해당되는 1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화사의 대웅전에 주존 불상으로 봉안되어 있는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화강암으로

조성된 전체 높이 148㎝의 등신불에 가까운 석상이다. 높은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좌상으

로 머리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복원하였으나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져 있다. 나발의 머리에

는 낮은 육계가 있으나 뚜렷하지 않고 얼굴 모습은 마멸되었다. 

동화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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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에는 금분을 칠하여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수인(手印)은 마멸되어 뚜렷하지 않으

나 오른손을 아래로 하고 왼손을 위로 하여 가지런히 모아 지권인(智拳印)을 결한 비로자

나불로 확인된다. 법의는 통견으로 양어깨에서 흘러내려 가슴 앞에서 U자형을 이루면서

좌우 대칭으로 처리되어 무릎을 감싸고 있다. 

불상을 받치고 있는 연화대좌는 청주지역에서는 가장 큰 것이다. 상대석의 일부가 파손되

기는 했으나 비교적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한편 대웅전 앞에 있는 삼층석탑은 높이가

133cm에 불과하나, 고려 초의 석탑으로 절의 역사를 추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3층 옥개석과 기단부 갑석만 남아 있다. 기단 갑석은 1장의 석재로 되어 있고, 각층의 옥

개석은 낙수면이 완만하다. 

목이 비뚤어진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1990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8호로 지

정되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청원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간접 관련된 유적(물) 동화사

동화사 3층석탑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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