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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천 년의 바람, 천 년의 울림 그리고 천 년의 나무

금산 보석사(寶石寺) 은행나무는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이자 우리나라의 은행나

무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온 나무이기도 하다. 수령이 무려 1,100살이나 된 이 나무는 처

음 보석사를 지었을 때부터 절집과 우리나라 역사의 굴곡을 모두 지켜보며 또 함께 해온

울림이 있는 나무이다. 

886년 통일신라 헌강왕 때 금산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다. 백성들의 고통이 심했는데 당시

조구대사는 가뭄을 해갈할 샘을 찾아 진락산에 올라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다가 밑에 물이

흐르는 바위를 발견했다. 조구대사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지팡이를 들어 힘

껏 내리쳤더니 바위틈이 갈라져 바위 아래로 맑은 샘물이 콸콸 흘러 나왔다. 샘물은 끝없

이 솟아 산 밑으로 흘러내려갔고 금산 지방의 논과 밭으로 흘러들어 극심한 가뭄을 이겨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영험한 바위를 기념하여 절을 짓고 불공을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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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대사는 영험한 바위를 기념하여 그 옆에 암자를 짓고 불상을 세워 절을 세웠다. 그것

이 바로 보석사였다. 조구대사는 보석사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다. 다섯 제자들과 함께

은행나무를 한 그루씩 절 앞에 심은 것이다. 

“이곳은 영험한 기운이 있는 곳이니 여기에 여섯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으리라. 우리네 불가

의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여섯 그루의 나무가 천 년이 넘도록 이곳을 지켜 주리라.”

육바라밀은 불가에서 수행하는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

定)·지혜(智慧)’의 여섯 가지를 말한다.

조구대사와 다섯 제자들이 심은 여섯 그루의 은행나무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럭무럭 자

랐다. 마치 땅과 하늘의 정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듯한 생명력이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

에 따라 여섯 그루가 점점 한 그루의 나무로 합쳐졌다. 그 후로 보석사 은행나무는 1,000

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민족의 굴곡 많은 역사를 지켜보게 되었다. 

마을에 변고가 있거나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면 나무는 마치 사람처럼 소리 내어 울었다.

사람들은 바람소리에 섞인 울음소리가 은행나무의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

다. 은행나무의 사연이 점차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보석사 은행나무를 마을을 지키고 보호

해주는 신성한 나무로 여기게 되었다.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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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만 100여 평, 한없이 크고 넓은 나무의 품

보석사 일주문과 의병승장비를 지나 전나무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천연기념물 제365호인

은행나무를 볼 수 있다. 이 은행나무는 높이 40m, 가슴둘레 10.4m의 크기로 수령이

1,000년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가 오래되어 위로 뻗은 가지가 땅으로 뻗은 후 다

시 자라고 있으며, 뿌리가 주변 100여 평에 걸쳐 퍼져 있다. 

보석사 은행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이다. 전설의 이야

기처럼 여섯 그루의 나무가 합쳐지지 않고서야 이처럼 한없이 크고 넓은 나무가 될 수는 없

을 성싶다.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마다 사람처럼 소리 내어 울었다고 전해지는 이 은행나무는 1945

년 광복 때, 1950년 전란 때, 1992년 극심한 가뭄 때 더욱 크게 소리 내어 울었다고 전해

진다. 보석사 은행나무에는 천 년 동안의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랜 세월이 지

나도록 지금까지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은행나무의 열매인 은행

을 몸에 지니면 무병장수의 덕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락산 기슭의 천 년 고찰, 보석사

보석사는 금산 진락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886년(통일신라 헌강왕 12년)에 조구대사

가 세웠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다. 현재 도량은 규모가 작은 편

이지만 한때는 이곳에 강원(講院)이 있어서 많은 학승이 배출되었으며 31본산 중 하나로

전라북도 일원의 33개 말사를 총괄한 사찰이었다. 보석사라는 명칭은 조구대사가 사찰을

창건할 당시 앞산의 금광에서 채굴된 금으로 불상을 조각하였다고 해서 붙여졌다. 임진왜

란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고종 때 명성황후가 중창했다.  

보석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식 맞배지붕 건물로 고풍스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전내에는 주존인 석가모니불

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

살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삼존좌상은 모두

둥글넓적한 얼굴, 반듯한 코에 반개한 눈과

입매가 살짝 올라간 입술 등이 조화를 이룬

단정한 인상을 하고 있으며, 어깨가 폭이 넓

고 허리가 길며, 무릎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균 보석사 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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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감과 안정감이 있다. 석가불은 변형우견편단을 입고,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으며 옷 주

름 표현도 유연하면서 힘이 있다. 협시보살인 문수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석가모니불과 같

이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하고 있다. 다만 문수보살은 어깨에 천의를 걸치고 대세지

보살은 편삼에 대의를 걸친 착의법을 하고 있으며, 서로 반대 반향으로 연꽃 가지를 들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석사 석가여래삼존좌상은 복장물이나 발원문은 남아 있

지 않지만 전형적인 17세기 석가여래삼존불의 특징을 보이는 작품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

니라 전체적으로 힘이 있으면서도 우수한 조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대웅전 앞에 있는 의선각은 영규대사가 공주의 계룡산 갑사와 보석사를 오가며 수도하던

곳이다. 건물의 형태는 맞배지붕에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창녕위 김병주

가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영규대사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승려로 의병장 조헌과 합

세하여 청주성을 탈환한 후 금산에서 왜구와 대치하다 칠백의사와 함께 순절한 인물이다. 

보석사 석가여래삼존좌상 의선각

직접 관련된 유적(물) 금산 보석사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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