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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교역의 길목에서 행운을 빌어주던 마애삼존불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층암절벽에 새겨진 거대한 삼존불

과 마주하게 된다. 가운데의 거대한 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입상,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벙긋벙긋 웃고 있다.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진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애불 중 가장 뛰

어난 작품이다. 옆쪽에서 바라보면 아래쪽이 깊이 파인 바위벽에 부처를 새겼고 가운데 본

존불상의 코 높이가 가장 높은데 두께가 20cm는 넘어 보이니 그 정도까지 바위를 깎아 내

려가면서 부처를 드러내는 데에 상당한 공력과 예술적인 표현력이 필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는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법화경』에 나오는 석가와 미륵,

제화갈라보살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불의 묵직하면서도 당당한 체구와 둥근

맛이 감도는 윤곽선, 보살상의 세련된 조형 감각,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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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상 등을 볼 때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백제의 예술이 절

정을 이루던 사비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충청인의 넉넉한 성품을 고스란히 간직한 불교미

술의 정수로 손꼽힌다. 

또한 이곳은 백제시대 중국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중심지인 태안반도에서 부여로 가는 길

목에 해당하므로, 이 마애여래삼존상은 당시의 활발했던 중국과의 문화교류 분위기를 엿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왜 백제인들은 외진 산 바위벽에 그토록 어렵게 부처를 새겨 놓았을까? 

백제는 초기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고구려와 사이가 좋은 시절에는 육로를 통해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수왕의 남하에 따라 남쪽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 후 신

라가 강성해져 한강유역을 빼앗아 가 버린 뒤에는 중국으로 가는 길을 바다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당진, 태안 지역은 중국의 산둥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이곳이 교

역항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웅진(공주)이나 사비(부여)로 가는 길이 태안에서 서산을

거쳐 예산의 가야산으로 통하는 길이다. 서산 마애삼존불은 그러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백제인들은 교역의 길목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빌 수 있도

록 큰 절을 세우고 불상을 새긴 것이 분명하다. 그런 까닭에 서산 마애여래삼존상의 미소

가 넉넉하고 따뜻한 것이다. 

백제의 미소는 넉넉한 백제의 마음

삼존불인 이 불상은 가운데에 본존인 여래가, 오른쪽에는 보살이 서 있고, 왼쪽에는 한 다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정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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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다른 쪽에 포개 앉은 반가사유상이 있는 특이한 배치이다. 그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역시 가운데 본존부처이다. 

본존부처는 둥근 얼굴에 눈을 한껏 크게 뜨고 두툼한 입술로 벙글벙글 웃고 있다. 전체

조각 가운데 본존의 얼굴이 가장 두드러져서 높은 돋을새김을 이루고 있다. 양 어깨를 가

린 법의 안쪽에 속옷 매듭 자락이 매우 선명하여 본존 조각의 섬세함과 두드러짐을 느끼

게 한다. 

연꽃잎을 두껍게 새긴 대좌(臺座) 위에 늠름히 서 있는 여래입상의 얼굴은 반원형의 눈썹,

살구씨 모양의 눈, 얕고 넓은 코, 미소를 띤 입 등으로 둥글고 풍만하여 백제 불상 특유의

자비로운 인상을 보여준다. 

옷은 두꺼워 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며, 앞면에 U자형 주름이 반복되어 있다. 둥근 머

리광배 중심에는 연꽃이 새겨져 있고, 그 둘레에는 불꽃 줄기가 은근하게 타오르는 불꽃무

늬가 있어 넉넉한 미소와 함께 부처의 넓은 품을 느끼

게 하는 불상이다. 

오른쪽의 보살입상은 머리에 관(冠)을 쓰고 있다. 키

는 작은 편인데, 중앙의 여래입상처럼 연꽃대좌에 서 있

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약합 같은 것을 쥐고 있다. 얼

굴은 가운데 본존처럼 살이 올라 있는데, 눈과 입을 통

하여 만면에 천진한 미소를 풍기고 있다. 천의를 걸치

지 않은 상체는 목걸이만 장식하고 있고, 하체의 치마

는 발등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왼쪽의 반가사유상 역시 만면에 미소를 띤 둥글고 살

찐 얼굴이다. 고개를 약간 외로 틀어 귀엽게 웃는 모습,

어딘지 짧은 듯한 4등신의 팔다리 비례와 통통하게 오

른 볼 등이 네다섯 살 한창 귀여운 어린아이를 떠올리

게 한다. 두 팔은 크게 손상을 입었으나 왼쪽 다리 위

에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왼손으로 발목을 잡고 있으

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턱을 받치고 생각하는(思惟)

자세에서 세련된 조각 솜씨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반가

사유상은 7세기 초 무렵 삼국에 공통했던 신앙 경험을

우협시보살

좌협시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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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는 상으로 이 마애불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삼존불이 보여주는 백제의 미소는 넉넉하고 따뜻하다. 뿐만 아니라 신비롭다. 불상의 표

정이 햇빛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간접 관련된 유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