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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시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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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달빛을 보다가 도를 깨우치다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의 외딴섬인 간월도는 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뭍이

되는 신비로운 섬이다. 이처럼 하루에 두 번 섬이 되는 간월도에는 간월암(看月庵)이라는

암자가 있다. 간월암은 섬 자체가 절인 작은 암자로, 마당에서 천수만의 넓고 푸른 바다

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간월도라는 섬 이름은 ‘달빛을 본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달빛을 보

고 득도했다 하여 붙여졌다. 무학대사는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왕사였

다. 무학대사가 간월도에서 수행하던 시절 이성계에게 보낸 어리굴젓이 궁중의 진상품이

되기도 했다. 

간월암은 이후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폐사되었다가 1941년에 만공선사가 중건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다. 만공선사는 이곳에서 조국 해방을 위한 천일기도를 드리고, 바로 그 후에

광복을 맞이했다고도 전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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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암’은 과거 피안도(彼岸島) ‘피안사(彼岸寺)’로 불렸다. 또한 밀물 시 물 위에 떠 있

는 연꽃 또는 배와 비슷하다 하여 ‘연화대(蓮花臺)’ 또는 낙가산(落伽山) ‘원통대(圓通

臺)’라고 부르기도 했다. 법당 조사단에는 무학대사를 비롯하여, 지공화상, 나옹선사, 경

허선사, 만공선사, 벽초선사 등 이곳에서 수도한 고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간월암은 밀물과 썰물 때 섬과 육지로 변화되는 보기 드문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의 섬들과 어우러진 낙조와 함께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을 때의 경관이 빼어나기로 유

명하다.

서산 간월암 목조보살좌상

간월암의 큰 법당인 관음전에는 본존인 ‘서산 간월암 목조보살좌상’이 있다. 그리 크지 않

은 이 불상은 2007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84호로 지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신체에 비

해 머리가 다소 큰 편으로, 머리를 약간 숙이고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으며, 정상부에는 높고 길쭉한 보계가 표현되었다. 이마 부분에

는 빗으로 빗은 듯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표현되었다. 보발은 귀의 중간 부분을 감싸고 흘

러내리다가 어깨 위에서 세 가닥으로 갈라져서 팔뚝 위로 흘러내린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

간월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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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지만 턱 부분에 살이 올라 부드러워 보이며 미간에는 백호가 선명하고, 활 모양의 가는

눈썹과 약간 위로 치켜뜬 눈, 오뚝한 콧날, 꾹 다문 얇은 입술 등은 조선 후기 불상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신체는 안정감 있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편으로, 어깨 폭이 넓지 않아 아담하면서도 단정

해 보인다. 결가부좌한 무릎 폭도 적당하여 안정감을 주며 양 어깨에는 법의가 걸쳐져 있

는데, 조선 후기 보살상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천의가 아닌 법의를 걸치고 있다. 법의는 목

뒷부분이 약간 접혀 있다. 왼쪽의 법의는 어깨를 완전히 가리고 어깨에서부터 무릎 부분까

지 내려오면서 무릎 위에 놓인 왼손을 손목 부분까지 완전히 덮고 있다. 오른쪽 법의는 어

깨를 덮은 뒤 오른쪽 팔꿈치 아래로 하여 배 부근으로 내려가 왼쪽에서 내려온 법의 안쪽

으로 여며진 모습이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마주잡고 있으며, 왼손은 왼쪽 무

릎 위에서 첫째와 셋째 손가락을 마주하고 있는데, 두 손 모두 따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

편 결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오른쪽 발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 복장기가 남아 있

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없으나,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17세기 목조보살상의 양

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이다. 

불상 뒤에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4대 보살을 협시로 표현한 탱화가 걸려 있다. 

간월도 굴부르기제

어리굴젓으로 유명한 간월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에 굴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

하는 마을공동 제사를 지내고 있다. 지금은 ‘굴부르기제 보존회’가 주관하여 정월대보름

간월암 간월암 목조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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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조 시간에 해안가의 어리굴젓탑 앞에서

서해 용왕에게 강신, 초헌, 독축, 아헌, 종헌

등의 순서로 제사를 올린 뒤, 소복 차림의 마

을 아낙네 30여 명이 굴을 담은 소쿠리를 머

리에 이고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바닷가로

나아가 제수인 굴밥을 뿌린다. 이때 아낙네

들은 ‘굴 부르기 소리’를 합창한다. 

“황해 바다 석화야, 석화야, 이 굴밥 먹으러 물결 타고 모여라!”

제수는 과일·포·돼지머리·술 등으로 장만하고, 제사 비용은 어촌계 경비와 서산시의 지원

금으로 충당한다.

굴부르기제

직접 관련된 유적(물) 서산 간월암 목조보살좌상

간접 관련된 유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