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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도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소
재
지

(36545)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서석지2길 4,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361번지

지
정
번
호

유형문화재 제111호

연
대

통일신라시대

규
모

석불좌상 1기, 정면 1칸 측면 1칸 전각

내
용

석불좌상은 정면 1칸 측면 1칸 전각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의 얼굴은 직사각형 형태이고, 목에는 삼도가 있으며 사각형의 신체와 반듯한 어깨, 좁아진 무릎 등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습은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 통견의로 모두 선각으로 처리되어 있다. 나발의 머리에 눈은 파여있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등 큰 훼손을 입었으나, 그 흔적을 통해 통통한 볼과 단정한 입이 원만
상임을 알 수 있다.
석불좌상의 부러진 목은 시멘트로 접합시켜 놓았고, 법의는 양어깨를 덮고 내려오는 통견의로 가슴 밑에서는 U자형의 주름을 크게 표현하였다. 벌어진 가슴에는 승기지가 나타나 있고, 주름
은 모두 선각으로 표시되어 있다. 수인은 오른손은 촉지인을 짓고 파손이 심한 왼손에는 둥근 약호를 올려놓아 이 불상은 모든 중생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여래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각으로 이루어진 대좌는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대석은 8각의 지대석 위에 8엽의 복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의 중대석은 8각의 별석으로 모서리마다 우주를 새겨놓
았다. 상대석은 8엽의 양련을 깊게 조각해놓았다. 주형거신광배는 세조각으로 파손되어 있는데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높이는 135cm이고, 두광과 신광을 구분하여 두광에는
연화문을 조각하고, 신광의 내면에는 운문이 조각되어 있으며, 주연부에는 화염문이 새겨져 있다. 전체높이는 2.23m이고, 좌불상 높이는 1.12m이다.
석불좌상 전각은 철재 팬스로 둘러쳐져 있으며 자연석 외벌대로 기단을 축조하여 상부는 흙으로 마감했다. 주초는 자연석 주초이며, 상부에는 원형기둥을 놓았다. 비각의 사면은 하방과 중방
을 걸고 홍살대을 박아 마감했다. 원형기둥 상부에는 납도리형식으로 짜 맞춤 했으며 가구는 삼량이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린 맞배지붕이며, 좌우 박공면에는 풍판을 달아 비가 들이치는 것
을 막도록 했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처마 끝은 와구토로 마감했다. 목재는 석간주색으로 칠했으며, 기둥 상부 부재에 긋기단청을 하고 서까래 마구리에 꽃문양을 넣어 단청했다.

석불좌상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제 제111호로 관리되고 있으나 목과 어깨부위에 균열이 있어 훼손이 급격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보존처리하여 꾸준히 관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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