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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당동리 석조여래좌상(谷城 堂洞里 石造如來坐像)

문화재지정번호 지정일 시대 규모

유형문화재 제2 7 2 호 2 0 0 5 .0 7 .13 삼국시대 1구

당동리 사지 가지구의 이희극씨 집 밭에 있었던 것을 마을 입구에 우산각을 마련하고 나지구의 석불좌상과 함께 그 안에 모셔두었는데 몇번 도

난을 당하자 1986년 3월에 마을 오른편 산자락인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이 석불은 좌우 어깨와 등에 불상을 새겼는데 이른바 사면불

을 형성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광배를 따로 만들어 끼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흠이 어깨 뒤쪽 등 부분에 나 있다. 상호와 손 및 대좌가 많이 훼손되

었다. 불상은 모두 좌상이며 배면불만 광배를 새겼다. 목에는 삼도의 흔적이 보인다. 오른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이며 두손 모두 훼손되어 상

태가 좋지 않으나 향마촉지인으로 여겨진다. 크기는 높이가 200㎝에 달한다. 방형대좌는 중대석이 없으나 1966년 정영호가 조사할 당시의

사진에는 중대석이 보인다.

※ 본 저작물은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문화재검색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재청 국가문

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 e.g o .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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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당동리 석조여래좌상(谷城 堂洞里 石造如來坐像) :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460 대중교통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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