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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적을 물리친 송덕불상

진천 용화사 석불입상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의 용화사 야외에 봉안되어 있는 거대

한 석불입상이다. 이 석불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 김유신 장군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세운

불상이라 하여 송덕불상(頌德佛像), 혹은 만덕불상(萬德佛像)이라고도 불린다. 진천 용

화사 석불입상에는 국난에 얽힌 전설이 많아 호국과 관련하여 진천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특히 『상산지(常山誌)』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한양을 향해 북진하던 왜군이 진천에 이르

러 불상 맞은편인 삼덕리에 진용을 갖추고 침입하려다, 눈앞에 10척 거구의 일원대장(一員

大將)이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주눅이 들어 피해가는 바람에 화를 면

했다고 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부산은 순식간에 왜적의 손에 넘어 갔고 승세를 잡은 왜적들

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다. 조선의 지방 방어선은 허무하게 무너졌고 한양까지 북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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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왜적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

다. 진천도 전운이 감돌았다. 왜적들이

드디어 덕문이들 앞에서 진천 읍내를 향

해 돌진하려고 진용을 갖추고 있었다. 

“산으로 피난합시다. 산으로!”

진천읍내 사람들은 산으로 피난을 가서

왜적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기세등등

해진 왜군들이 진용을 갖추고 진격을 하

려던 순간 왜장은 앞을 보다가 깜짝 놀

랐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저 커다란 게 사람

이냐 귀신이냐?”

왜군들이 모두 앞을 쳐다 보았더니 키가

육 척이나 되는 장신의 일원대장이 왜군

의 진영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

다. 부하들은 서로 수군대다가 왜장에

게 말했다. 

“장군, 빨리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일원대장이 우리 진중에 들어와 칼을 휘

두른다면 어느 누가 감히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병력만 개죽음을 당할 게 분명합니

다.”

이미 왜군들은 대전할 의욕을 잃은 채 술렁이고 있었다. 왜장은 무모한 싸움을 포기하고

후퇴하기로 했다. 

“후퇴하라! 저 일원대장과 맞서지 마라!”

왜장의 명령에 따라 왜군들은 미친 듯이 도망가기 바빴다. 진천 사람들은 산 중에서 일본

군의 동향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미륵불이 성큼성큼 움직이며

왜군의 진영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게 보였다. 왜군들이 본 육척장신이 바로 송덕불상이었

다고 전해지며 사람들은 모두 송덕불상을 호국 불상이라 여기며 신성하게 생각했다. 

또한 고려 때 거란군이 쳐들어왔다가 멀리서 이 불상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달아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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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람들은 용화사의 석불입상을 진천읍의 수호신이라 여겼다. 

손에는 연꽃을 쥐고 눈은 들판을 바라본다

석불입상이 있는 용화사는 진천읍내에서 동쪽으로 시내를 막 벗어나서 속칭 ‘덕문이들’이

라 불리는 너른 들판을 바라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뒷산은 걸미산이라 불리는 야산

이고 이 산에는 고대의 산성이 축조되어 있으나 지금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

어 흔적만 겨우 희미하게 남아 있다. 

용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이다. 신라 성덕왕(재위

702∼737) 때 창건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문헌적 근거는 없으며, 이후의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폐사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내려오다가 1946년 비구니 한자심이 중

창하였다. 본래의 절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자심이 중창할 때 미륵이 머무는 절이라고 해서

용화사(龍華寺)라고 하였다. 1983년 지선(智善)이 요사채를 세웠고, 1995년 법당을 중

수하고 단청을 칠한 뒤 탱화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른다. 

건물로는 대웅전과 요사채가 있다. 이 중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1959년에 세운 것이다. 내부에는 석가모니불과 영산후불탱화를 비롯하여 칠성·산신·신중

탱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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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된 유적(물) 진천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간접 관련된 유적(물) 용화사, 용화사 옛 절터 출토 보살상

한편 옛 절터에서는 보살상과 석탑 재료, 기와조각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보살상은

1980년 9월 절 앞의 냇가에서 발굴된 것으로 고려시대 유물로 추정된다. 현재 진천문화원

에 보관되어 있다.

용화사 경내의 야외에 넓게 자리를 마련하고 봉안되어 있는 석불입상은 그 높이가 7.5m

나 되는 거대불상으로 진천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큰 규모이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손에 연꽃을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상의 얼굴은 타원형으로 작은 눈은 감긴 듯 웃고 있으며 코는 길면서 크고 볼에는 보조

개가 있다. 기다랗게 직사각형인 신체는 양감이 거의 없다. 가슴 위로 든 오른손은 빈약하

고 보잘 것 없고 연꽃을 든 왼손도 배에 대고 있으나 빈약하다. 법의는 통견을 입고 있으

며 하체의 겹쳐진 U자형 옷 주름 사이사이로 중간이 끊어진 옷 주름이 있다. 목의 삼도 아

래에는 영락(瓔珞) 목걸이가 표현되어 있고 머리꼭지에는 후보(後補)로 보이는 벙거지가

올려 있었는데, 최근에 이를 내려놓고 팔각의 개석을 새로 만들어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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