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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편찬위원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김영덕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
김춘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장)
박상일 (청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1분과 위원장)
박은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
손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1분과 위원)
신호철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김지택(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이진규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종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3분과 위원장)

행정지원
집필 및 감수

한필수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 박종빈 (충청북도 문화재팀장), 권기윤 (충청북도 학예관), 박미경 (충청북도 학예사)
강민식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

김영덕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김주홍 (LH한국토지주택공사)

김춘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김형래 (강동대학교 건축과 교수)

노병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박봉주 (충북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박상일 (청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용목 (청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박은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변영섭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서지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성재현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사)

손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신호철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심경보 (경기도박물관 학예사)                     

양경애 (충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어강석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유해철 (전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

이상희 (충북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원종필 (공군박물관 학예사)

장희정 (금강문화관 관장)                         

정제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조선미 (성균관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조중근 (영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조혁연 (충청북도 문화재전문위원)          

한종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연구단

PM 윤나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장)
박종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성하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김영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업무보조  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수료)

                           
영문 번역

(주)팬트랜스넷 (번역 양영주, 강미란   감수 Andrew Dutch)

사진촬영

고형모, 구연길, 김대중, 김정원, 유현덕

             
사진협조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청 사진DB),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공군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청주박물관, 성보문화재연구원, 청주고인쇄박물관, 청주 월리사
청주 용화사, 청주향교, 충북대학교박물관,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김운기, 김형래, 안상열, 조순현, 조중근, 테라픽스, 진천 종박물관

제서

전한숙 (한국서예협회 충청북도지회장)

일러두기
1. 『충청북도문화재대관』은 충청북도의 지정문화재를 집대성한 것으로, 충북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고, 더불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련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찬하였다.
2.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Ⅰ』은 청주를 비롯하여 진천, 괴산, 증평에 소재한 지정문화재 292건(2016년
7월 기준)을 수록하였다. 2016년 7월 이후 지정된 신규문화재는 문화재대관 3권에 수록 예정이다.
3. 게재순서는 지역 - 지정종목 - 지정번호 순으로 하였다.
4. 각 문화재별 내용은 편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하였으며, 각 항목별 집필자를
명시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편년, 용어 등은 기존의 학설과 더불어 집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록
하였다.
5. 각 문화재의 사진은 2016년 현황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옛 사진이나 매장
문화재 조사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하였다. 다만 특정한 사유로 촬영하지 못한 경우는 관련자 및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기존 자료를 활용하였다.
6. 각 문화재별 개요는 문화재명, 지정구분, 수량/면적, 지정일, 소재지, 소장자, 시대 순으로 명기하였고,
문화재 명칭은 한자와 영문을 병기하였다.
7. 영문 명칭과 영문 설명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 142호,
2014.10.17.)에 의거하여 번역을 실시하였으며, 영문 설명은 국문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8. 문화재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지름, 두께 순으로 14×23×6㎝ 등의 형식으로 표기하였고, 기타 필
요한 것은 별도 표기하였다.
9.  『충청북도문화재대관』Ⅲ권(2018년)에 수록된 신규 지정문화재는 지역별로 재편집하여 수록하였다.

※ 속표지의 “忠淸北道 文化財大觀”은 ‘보물 1901-11호 조선왕조의궤’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며, 인장은 ‘보물 제1629-1호
신한첩-신한첩건’에 있는 현종의 인장이다. “至哉太極 萬化之原지재태극 만화지원”을 초서로 새긴 것으로 “위대하도다 태극이여
모든 만물 변화의 근원이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발간사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행복도지사 이시종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 현존하는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충청북도 문화재대관』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예부터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두 개의 강과 두 개의 산맥이 만나는 이 땅에서 반만년 전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잡았고, 그리고 그 삶의 흔적들은 이제 문화재가 되어 도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쇄문화의 발상지 청주, 중원문화의 중심도시 충주,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 명산명찰의 보은, 향수문화의
옥천, 국악과 예향문화의 영동, 장뜰 들노래의 증평, 천년의 농다리 진천, 화양구곡의 괴산, 설성향토문화의
음성, 단양 8경의 비경을 간직한 단양 등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우리 충북인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충북인의 문화적 자긍심이 오늘날,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힘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재가 전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올바로 바라보며, 후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충청북도 내 문화재를 집대성하는
『충청북도 문화재대관』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은 2016년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3권의 책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Ⅰ』은 충북의 중부권역이라 할 수 있는 청주, 증평, 괴산, 진천 총 4개 시군의 문화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북부권역, 2018년에는 남부권역의 문화재를 담은 Ⅱ, Ⅲ권을 발행할 계획
입니다.
오늘날 정신문화를 살찌우는 문화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충북인의 지혜와 숨결이 담겨있
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문화 선진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지
속될 수 없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시 역사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비로소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이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하며, 동시에 충북 문화재 연구 및 보존 관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편찬 및 집필위원님들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협조기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12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축사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Ⅰ』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오시고 『충청북도문화재대관』발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은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온 역사의 고장답게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충청북도문화재대관』의 발간은 매우 뜻깊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며, 문화산업이 현대 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새롭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역사가 없는 문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문화의 중심에는 문화유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본 책자에 소개된 유·무형의 문화재는 우리 선조의
숨결과 얼이 고스란이 녹아있는 소중한 자산이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지정 문화재를 집대성하여 충실히 조명한 『충청북도문화재대관』의 한장 한장에서
충북문화재연구원 여러분의 지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이 책 한 권 들고 우리 고장의 문화재들을 찾아가다 보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보고, 마음
으로 역사를 읽으며 과거와 멋진 조우遭遇를 하게 될 듯합니다.
선조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귀중한 기록인 이 책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자, 더 나아가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Ⅰ』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12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서문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는 꼭 한번쯤 방문하게 됩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중국의 만리장성,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등등, 모두 그 나라와 지역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
하고 있는 문화재이며,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문화재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역사의 단면이며, 지역의 자긍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각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문화재가 단순히 고루한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자원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청북도문화재대관』을 편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은 도내 770여개의 문화재를 집대성하는 자료로, 그동안 쉽게 지나쳤던 우리 지역 문화재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충청북도 문화재대관』은 3년에 걸쳐 3권의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 중 첫 번째로
출판되는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Ⅰ』에는 충북의 중부권이라 할 수 있는 청주, 증평, 진천, 괴산 지역의 문화재
292건을 담았습니다.
27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진에 참여하였으며,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6,000여장의 사진 중 엄선
된 사진을 수록하여, 명실공히 “충청북도 문화재의 집대성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한 질의 도서를 출판하는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문화재가 전국을 넘어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발간에 참여해주신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귀중한 자료를 협조하여주신
관계기관,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및 충청북도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
니다.
2016. 12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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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州청주 淸州 龍頭寺址 鐵幢竿

국 보

Iron Flagpole at Yongdusa Temple Site, Cheongju

·종 목 : 국보 제41호
·수량｜높이 : 1기｜17m
·지정일 : 1962. 12. 2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청주시의 가장 번화가인 성안길의 용두사지에 홀로 남아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은 시내 중심가에 소재한 국보로서 지역 역사문화
의 상징적 유물이다.
당간은 사찰의 상징인 당기幢旗를 걸기 위한 시설로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이 세워짐에 따라
당간도 많이 건립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당간은 없어지고 당간지주만 남은 곳이 대부분이다. 당간까지 남은 것 중 나주 동문 밖
과 담양 읍내리에 석제 당간이 남아 있고 철당간은 공주 갑사와 이곳 용두사지 등에 남아 있을 뿐이다. 특히 용두사지 철당간은 세
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당간기가 양각으로 기록되어 있어 주목을 받는다.
용두사는 창건과 폐사에 대한 문헌기록이 없어 자세한 연혁을 알 수 없다. 단지 1천년 이상을 제자리에 서있는 철당간에 남아있
는 기록을 통해 절 이름과 당간을 제작한 고려 초기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에는 철
당간에 대한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데 풍수지리와 관련하여 청주의 지형을 배의 모양으로 보고 철당간을 돛대[銅檣]로 해석하
고 있어 주목된다.
당간의 밑에서 세 번째 철통에 양각으로 새겨진 당간기를 보면 이 당간의 건립연대를 ‘준풍峻豊 3년’이라 기록하고 있다. 준풍 3년
은 고려 광종의 독자적인 연호로서 962년(광종 13)에 해당되므로 이보다 앞선 시기에 용두사가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철당간의 양 옆에서 지탱해주는 두 지주의 양식이 약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통일신라시대의 조성수법을 보여 용두사의
처음 창건시기를 통일신라시대로 올려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당간기에는 이 당간이 고려 초 청주의 대표적 호족인 김예종金芮宗·김희일金希一 형제 양가의 발원에 의해 세워졌고 30단의 철통
으로 60척의 높이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용두사는 고려 초기에 청주의 호족이었던 청주김씨 일가의 원찰願刹로 경영되었을 것
으로 짐작된다. 그 후 청주읍성이 축조되고 오늘날에는 시내의 중심 사업지역으로 변하고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차서 원래의
사역이나 가람배치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철당간을 구리돛대[銅檣]라 하여 “고을 성안 용두사에 있다. 절은 폐사가 되었지만 돛대는 남아 있으
며, 높이가 10여 길이다. 세상에서 전하거늘 처음 주州를 설치할 때에 술자術者의 말을 써서 이것을 세워 배가 가는 형국을 나타내었
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승소李承召가 철당간을 보고 읊은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뚝 서서 백 자나 높이 솟았으니/오가
는 사람이 방황하는 것 같다 하여/누가 구리 기둥을 만계蠻溪 위에 옮겨다 세웠는고/한나라 동산의 금줄기인가 싶구나/뿌리는 깊이
박혀 지축에 이었고/꼭대기는 구름 밖에 치솟아 은하수를 꿰뚫었네/옛사람 이런 세운 뜻이 없지 않으니/큰 고을과 더불어 한 지붕
을 진압함이라네”라고 하여 당간의 웅건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5

당간기

당간은 무쇠를 주조하여 만들었으며 돌로 만든 석조 당간지주는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전형적인 양식으로 양쪽 밖으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단순한 기둥 형태이다. 지주의 상단부 안쪽에 홈을 파고 철제 고리로 연결하여 두 지주 사이에 있는 당간을 지탱하도록
하였다. 지주 사이에는 좌석을 놓아 당간의 밑을 받치고 있다. 철통은 본래 30단이었으나 지금은 20단만 남아 있다. 그리고 당간의
맨 꼭대기에는 도르래를 장치하기 위한 조형물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없어져 그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절 이름으로 보아 용머리 장
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 소개된 서원팔경西原八景 가운데 ‘동장철학銅檣鐵鶴’이 제6경으로 되어
있어 철당간 위에 쇠로 만든 학 모양의 조형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기도 하지만, 용두를 학으로 보았을 가능성도 있고 추상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은 건립연도가 정확히 밝혀진 유일한 예로서 우리나라의 당간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실물 자료이며, 청
주지역의 불교문화와 읍성지역의 변천사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박상일

Located in the downtown area of Cheongju, this iron flagpole is one of the three oldest temple flagpoles remaining today, the other
two being those of Gapsa Temple in Gongju and Chiljangsa Temple in Anseong. It is also the only one of the three to bear an inscription
concerning its background, showing that it belonged to a Buddhist temple called Yongdusa that was active in the area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The pole originally consisted of thirty iron pipes of which twenty remain today. Experts believe that the top of the
pole was originally fitted with a pulley block, possibly shaped like a dragon’s head, as suggested by the name of the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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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州청주 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

국 보

Stele of Amitabha with Inscription of
"Gyeyu Year", Offered by Jeon

·종 목 : 국보 제106호
·수량｜높이 : 1점｜43㎝
·지정일 : 1962. 12. 2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통일신라

1960년에 충청남도 연기군에 있는 비암사碑巖寺에서 발견된 3개의 비상 중 하나로 현재는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전시중이다. 규모
26.7×43×17㎝의 육면체형 납석제 상으로 4면에 불상과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불비상佛碑像이란 비석 형태의 돌 4면에 불상과 발원문을 새긴 상으로, 중국에서 북위시대부터 널리 유행을 하였으나 우리나라에
서는 그 예가 드물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불비상은 모두 7구 정도로 모두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발견되었
고 또 납석이라는 재질과 조각양식이 비슷하여서 흔히 ‘연기파 불비상’이라고 부른다.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은 받침돌과 지붕돌은 없어지고 불신부만 있다. 앞면은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둘러서 감실형을 이루고
그 안에 커다란 주형광배舟形光背 안에 9존의 불·보살상을 새겼다. 본존상은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으로 들고 왼손은 배에 대고
있는 좌불이며, 좌우로 비구상, 보살상, 비구상, 인왕상이 차례로 협시하고 있다. 본존상의 대의 형식이나 상현裳懸으로 늘어진 대좌
형식, 그리고 좌우 보살상과 인왕상에서 보이는 X형 천의나 둥글게 늘어진 영락장식 등에서 삼국시대 불, 보살상의 특징을 보인다.
불상들을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주형광배舟形光背는 내부에 본존상의 두광과 화염문, 화불이 새겨지고, 외곽으로는 비천상들이 둘러
져 있는데, 역시 삼국시대 광배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 불상들의 밑에는 다시 연화좌와 사자가 대칭으로 표현되고,
주형광배 밖의 윗부분에는 보궁寶宮을 들고 있는 비천이 대칭으로 날고 있다.
양 측면 밑에는 용의 상반신이 조각되고, 용의 입에서 나온 연꽃가지 위에 앉아 북, 비파, 피리, 생황 등을 연주하는 주악상들이
각각 4구씩 조각되었다. 뒷면에는 화불 20구가 4줄로 새겨지고 사이사이에는 발원자의 인명이 음각되었다.
명문은 앞면과 양 측면의 하부에 음각으로 새겨졌는데, “계유년 4월에 내말전씨 등 50인이 국왕, 대신, 7세부모를 위해 아미타,
관음, 대세지상을 만든다” [癸酉年四月十日首道推發願敬彌次(乃)(末)·正乃末·牟氏毛
·五十人智識共爲國王大臣及七世父母含靈等願敬造寺.智識名記.]는 내용이다. 공양인들 이름 중에는 내말乃末, 대사大
舍, 소사小舍 등의 신라 관직과 백제 관직인 달솔達率과 백제 성씨인 전씨全氏, 목씨木氏, 진모씨眞牟氏 등이 보인다. 이는 신라 통일 후 백

제 유민에게 신라 관직을 주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연관되며, 따라서 이 비상은 통일 직후인 계유년(673)에 백제 유민들에 의
해 조성된 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이 비상의 실제 조성시기는 통일초이지만 양식적으로 백제시대 불상의 특징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등 명문에 보이는
역사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상이라는 점과 앞면의 불상들이 서로 겹쳐서 서 있는 구도라든가 또
는 상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자세를 보이는 특징들은 중국 사천성四川省에서 발견되는 양梁나라의 6세기 비상들과 연결되어서 이 비
상이 백제 계통의 상임을 반증한다. 이와 같은 비상은 백제시대 불상 중에서는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김춘실

8

9

후면

10

좌측면

우측면

One of the three Buddhist commemorative stelae discovered in 1960 at Biamsa Temple in Yeongi-gun, Chungcheongnam-do, this
stele made of pagodite is carved with Buddhist images and inscriptions. Its front face contains nine Buddhas and bodhisattvas carved in
a mandorla, whiles its rear face features a group of twenty miniature Buddhas arranged in four rows, along with the names of the
patrons who supported the enshrinement of the stele. The inscription incised in the lower areas of the front and both sides reads: “In the
fourth month of the Gyeyu Year, fifty people including the Naemal Jeon family made these images of Amitabha, Avalokitesvara and
Mahasthamaprapta for the king, his ministers, and their parents in the seven realms.” Although the inscription states that the stele was
completed in 673, a few years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ancient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clusion of the titles of
Baekje government posts and the Baekje style of Buddhist sculpture have shed light on ou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historical
situation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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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안심사 영산회괘불탱
州청주 安心寺 靈山會掛佛幀

국 보

Hanging Painting of the Vulture Peak
Assembly, Ansimsa Temple

·종 목 : 국보 제297호
·수량｜크기 : 1점｜4.6×7.6m
·지정일 : 1997. 09. 22.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안심사
·소유자 : 안심사
·시 대 : 조선시대

안심사 영산회괘불탱은 비단바탕에 색을 입힌 불화작품으로 제작연대는 1652년이다. 이 괘불탱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화면
아래와 좌우에 4위位의 협시보살을 비롯해 사천왕상·십대제자상, 그리고 상단의 타방불他方佛과 공양중供養衆 등을 그려 넣고, 허공
에는 구름을 타고 영축산靈鷲山에 도착하는 타방세계의 부처님들을 묘사했다. 따라서 이 괘불탱의 주제는 석가모니불이 대중을 상대
로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이른바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임을 알 수 있다.
이 불화의 제작에는 57명의 시주자가 참여했는데, 이 중 주목되는 인물은 황금을 시주한 처능(處能, 1617∼1680)이다. 처능은
조선 중기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를 지어 억불정책에 항소한 인물로 부휴선수浮休善修의 법손인데, 안심사 괘불탱이 조성되던 1652년
당시 그가 법주사에서 산호전珊瑚殿의 금신장육상金身丈六像을 조성하던 때이므로 그때 괘불탱의 시주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괘불탱을 조선시대 불화양식 변천과정에 비춰보면, 17세기 불화양식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즉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에 끝
을 약간 굴린 꽃모양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지닌 본존불은 화면 중앙에 크게 그려져 시선을 압도하고, 주변에는 본존에 비해 크기를
현격히 줄인 여러 권속들을 그린 점과 형태가 과장된 본존불의 눈매와 손가락과 두상에 표현된 나발螺髮의 울퉁불퉁한 굴곡 등은 17
세기 괘불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적 특징들이다.
또한 화면에 등장한 존상들 사이와 화면 위의 허공에는 채색의 구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 구름들에 채색된 청록색·노
란색·주황색 등의 색채는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며 구름 가장자리를 흰색으로 칠한 것과 상단에 소용돌이 돌아가는 모양의 문양은
죽림사 괘불탱(1622)·화엄사 괘불탱(1653)·북장사 괘불탱(1688) 등 모두 17세기 후불탱 및 괘불탱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특히 안심사 괘불탱은 인근 사찰들의 괘불탱과 유사한 화면형식을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즉 이 괘불탱은 보살사 괘불탱
(1649)과 비암사 괘불탱(1657)의 중간시기인 1652년에 그려졌는데, 이 세 점의 괘불탱은 그림 구도라든지 형태가 매우 흡사하여
일련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안심사 괘불탱을 그린 작가들은 신겸信謙·덕희德熙·지언智彦·진성眞性·신율信律·삼인三印·경원敬元·명계明戒·혜일惠
日

등인데, 이 중 맨 앞의 신겸은 보살사와 비암사 괘불탱에서도 우두머리 작가로 참여해 그가 이 지역에서 불화작가 그룹을 형성하

여 활동했던 작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겸은 또한 비암사 괘불탱에서 ‘충청도총섭겸승장忠淸道摠攝兼僧將’이라는 직위를 지녀 그가 화
재畵材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유능한 인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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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회상도 구도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화면 아래와 좌
우에 4위位의 협시보살을 비롯해 사천왕

화불

상·십대제자상, 그리고 상단의 타방불他
方佛

화불

과 공양중供養衆 등을 그려 넣고, 허공에

는 구름을 타고 영축산靈鷲山에 도착하는 타
방세계의 부처님들을 묘사했다.

용왕

천부

용녀

타방불

타방불

7대 제자

용녀

천부

용왕

7대 제자

석가모니
범천

제석

광목천

다문천

증장천

지국천
보현보살

문수보살

신겸이 그린 불화 특징은 얼굴묘사에 있다. 안심사 괘불탱의 본존불 눈매를 보면 매우 인상적인데 큰 눈에 눈동자가 네모형태를
이루고 눈자위에 선염을 넣어 강렬한 인상을 풍긴다.
안심사 괘불은 시주자와 괘불탱을 그린 작가 등 확실한 기록이 남겨져 있고 청주의 보살사와 비암사 괘불탱과 구도와 형태가 매
우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 17세기 중엽 충청지역 불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장희정

14

화기

부처님 오신날 안심사 법회 모습

안심사 비로전 내 괘불함

The Hanging Painting of the Vulture Peak Assembly at Ansimsa Temple is a colored Buddhist painting produced in 1652. The
painting depicts the Shakyumuni at the Vulture Peak Assembly flanked by his attendant Bodhisattvas, along with the Four Heavenly
Kings and his ten principle disciples; the Buddhas of other Buddha-land and monks above the main Buddha; and the Buddhas in the
other Buddha-land arriving at Yeongchuksan Mountain by riding on clouds in the upper part of the painting. This hanging painting was
produced by a group of artists, including Deokhui, Jieon, Jinseong, Sinyul, Samin, Gyeongwon, Myeonggye and Hyeil, led by
Singyeom, who als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Hanging Painting of Bosalsa Temple and that of Biamsa Temple. Together
with the two aforementioned hanging paintings, this painting is a very important artwork for research on Buddhist Paintings of the
Chungcheong region in the mid-seven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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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기축명아미타불비상
州청주 己丑銘阿彌陀佛碑像

보 물

Stele of Amitabha Buddha with
Inscription of "Gichuk Year"

·종 목 : 보물 제367호
·수량｜높이 : 1점｜57.5㎝
·지정일 : 1963. 01.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통일신라

1960년에 충청남도 연기군에 있는 비암사에서 발견된 3개의 비상 중의 하나로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전시중이다. 높이
57.5㎝, 두께 8.5㎝의 납석제 상으로 배모양광배 형태의 외형을 띠고 있으며, 앞면은 편평하여 상이 새겨지고 뒷면은 볼록하여 윗
부분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앞면은 마치 아미타의 서방극락정토의 전경을 묘사한 듯, 불·보살·제자·천·인왕 등의 9존상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연못이
있고 위로는 많은 화불들이 조각되어 있다. 본존불은 연못에서 피어난 커다란 연화좌에 앉아 있는데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
고 왼손은 배에 대고 있으며 머리에 커다란 두광이 있다. 양 옆의 협시상들은 입상들로 관음과 세지보살이 있고, 또 옆으로 보궁寶宮
을 들고 있는 상이 대칭으로 있어서 특이한데 범천, 제석천 같은 상으로 생각된다.
하단에는 연못의 물결과 난간, 계단, 그리고 웅크린 두 마리 사자와 공양상 등이 극락정토의 배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상
단에는 많은 화불들이 불, 보살상들을 찬탄하듯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사이로 나뭇잎과 줄기가 뒤엉킨 극락수가 메워져 있다. 이와
같은 불, 보살상의 표현은 마치 불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매우 회화적이고 새로운 것이다.
뒷면의 명문에는 기축년己丑年 2월 15일에 7세부모 등을 위해 아미타불과 여러 불, 보살상들을 예를 갖추어 만들었다고 적혀 있
는데, 이로보아 조성 시기는 계유명전씨 아미타불비상 보다 내려가는 689년(신문왕 9)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춘실

This boat-shaped pagodite stele discovered at Biamsa Temple is carved with numerous Buddhist images on its front face and an
inscription on its rear face which bulges outward. The scene on the front face, which appears to depict the Pure Land of the West ruled
by Amitabha Buddha, includes a group of nine Buddhist beings, Buddhas, bodhisattvas, Sakyamuni’s disciples, devas and indras, with
a pond in the lower part and a multiple number of miniature Buddhas above. The inscription on the rear face states that the stele was
made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econd month of the Gichuk Year for parents in the seven realms. The year, conjectured to be 689,
shows that it was made after the Amitabha Stele of the Jeon Family with the Inscription "Gyeyu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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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명아미타불비상 전·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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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
州청주 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
Stele of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보 물

·종 목 : 보물 제368호
·수량｜높이 : 1점｜40.8㎝
·지정일 : 1963. 01.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통일신라

1960년에 충청남도 연기군에 있는 비암사에서 발견된 3개의 비상 중의 하나로 현재 국립청
주박물관에서 전시중이다. 높이 40.8㎝의 납석제 상으로 받침과 비신, 지붕이 모두 한 돌에 조
성되었다. 4면에 모두 조각이 있는데 정면에는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받침과 나뭇가지 형태
의 지붕부가 표현되었고, 양 측면에는 보살입상과 공양상이, 그리고 뒷면에는 보탑이 조각되었
다. 그러나 다른 비상들과 달리 발원과 관련된 명문은 새겨져 있지 않다.
앞면의 양 옆에 세워진 나무 기둥은 지붕부의 나뭇잎과 연결되고, 사이 면에 약간 몸을 튼 자
세로 앉아 있는 반가사유상을 단독으로 새겼다. 반가사유상은 보관을 쓰고 목걸이를 하였으며,
천의는 어깨에 걸쳐져 길게 대좌로 늘어지고 있다. 머리 뒤로는 두광頭光이 있고 그 위에는 산개
傘蓋가 있어 보주와 영락으로 장식되고, 반가상 옆으로 수식인 술이 길게 늘어져 있다. 하단에는

중심에 둥근 향로가 있고 양 옆에 꿇어앉은 인물상을 배치하였는데 승려와 공양자상으로 보인
다. 상단에는 잎이 큰 나뭇잎과 나무 가지들이 뒤엉켜 커다란 이수부를 형성하고 있다.
양 옆면에는 천의를 길게 걸치고 연꽃잎에 서 있는 보살입상이 반가사유상을 향해 서 있고,
그 아래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상이 있다. 뒷면은 약간 곡면인데 중심에 크게 중국 남조南朝
계통의 보탑宝塔이 새겨져 있어서, 이 비상의 백제와의 관련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이처럼 이
비상이 삼국시대 백제 불상의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조성 시기는 연기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비상들과 더불어 통일초인 7세기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춘실

Discovered at Biamsa Temple, this Buddhist commemorative stele made of a single block of
pagodite consists of a base, a body, and a roof. The stele features carvings on all four sides,
including Maitreya Buddha sitting in a pensive posture beneath the branches of a tree on its front
face, bodhisattvas in a sitting position and donors on its two sides, and a pagoda on its rear face.
Unlike the other two stelae discovered at the same site, this one does not have an inscription
recording its background details, but the pagoda carved on its rear face in the style of the Southern
Dynasties (420~589) suggests that it is related with the Baekje kingdom (18 BCE~660).
Historians believe that these three stelae were mad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sev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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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보살반가사유비상 전·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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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보 물

淸州 桂山里 五層石塔
Five-story Stone Pagoda in Gyesan-ri, Cheongju

·종 목 : 보물 제511호
·수량｜높이 : 1기｜5.72m
·지정일 : 1969. 07. 1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48-2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청주시와 보은군을 가르는 피반령皮盤嶺 북쪽에 위치하는 계산리 말미장터마을의 옛 절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석탑이다. 절터는
오래 전에 폐허가 되어 논밭으로 경작되다가 2012년에 깨끗하게 정비하였다.
이곳 절터에 대한 문헌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지만,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청주와 회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던 피반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피반령 북쪽의 길목에 있는 것으로 기록된 ‘신원新院’이 이곳 절
터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원은 옛 회인현懷仁縣에 속한 원院의 하나인데, 계산리 일대가 1914년까지는 회인현에 속
하였고, 예전에 장이 섰다하여 지금도 말미장터라 불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이 절터 옆에 신원이 있었거나
또는 이곳에 있던 사찰을 신원으로 이용하여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고려시대에는
중요한 교통로에 있는 사찰이 원의 기능을 하였다.
오층석탑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단층의 기단과 5층의 탑신부는 원형대로 남아있고 상륜부는 결실되었다. 현
재 각층의 탑신은 우주나 탱주가 없고 1층은 4매의 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2층 이상은 1매의 탑신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정밀실측조사를 통하여 본래는 각 면마다 우주와 탱주가 조각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해체복원을 하면서 각부의 부재들을 잘
못 조립하여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옥개석의 1층과 2층은 2개의 돌로 조립하여 만들었고 그 이상은 1개의 돌로 되어 있다. 옥개
석의 층급받침은 1·2층이 5단, 3·4층이 4단, 5층이 3단으로 위로 갈수록 체감되어 있어 안정감을 주며 전각이 곡선으로 처리되
지 않고 낙수면이 짧은 것은 전탑양식에서 보이는 특이한 모습으로 둔중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각층의 옥개석 상단에는 위층의 탑
신석을 받기 위한 1단의 굄대가 마련되어 있어 결구상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 탑의 전체높이는 5.72m인데, 상륜부가 남아 있다면 약 8m에 이르는 장중한 석탑이었을 것이며, 조성 시기는 대략 고려시대
중기로 추정된다. 이 탑에서 주목되는 것은 단층 기단으로 이루어진 기단부에서는 백제계 석탑의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5층의 옥
개석들에서 느껴지는 경사가 급하고 반전이 없는 낙수면의 둔중함은 신라 전탑의 영향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식은 대체로
충북지역에서 보이는 지역적 특징이라 하겠다.
박상일

This stone pagoda at the old temple site in the village of Malmijangteo in Gyesan-ri, Cheongju is believed to have been connected
with a guesthouse located north of Piballyeong Pass, as recorded in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The Newly Enlarged
Geographical Survey of the Eastern State, 1530). The pagoda is generally in good condition, and retains the original structures of the
base and the main five-story body, although the finial has been lost. The remaining structure of the pagoda is 572 centimeters tall;
however, experts believe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mid-Goryeo period (918~1392) and must have been about 8 meters in height with
the fi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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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신숙주 초상
州청주 申叔舟 肖像

Portrait of Sin Suk-ju

보 물

·종 목 : 보물 제613호
·수량｜크기 : 1점｜85×157㎝
·지정일 : 1977. 11. 15.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소유자 : 고령신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전기의 문신인 보한재 신숙주(保閑齋 申叔舟,
1417〜1475)의 초상이다.
신숙주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고령高靈이
며, 자는 범옹泛翁, 호는 희현당希賢堂 또는 보한재이다.
1439년(세종 21) 문과에 급제한 뒤 집현전 부수찬을
지내고, 1443년(세종 25) 통신사 변효문卞孝文의 서장
관書狀官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훈민정음 창제에 크게
기여했으며,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병조판
서, 우찬성 등을 지내고, 성삼문 등에 의한 단종 복위
계획이 탄로나자 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1458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오르고, 1460년(세조
6) 강원, 함길도 도체찰사都體察使로서 북방야인을 정복
하는 데 공을 세운 후 영의정이 되었다.
신숙주는 뛰어난 학식과 문재文才로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여섯 왕을 모셨으며, 삼정승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조선 초기 핵심 정치지도자로서 활동
했다. 정난靖難, 좌익佐翼, 익대翊戴, 좌리佐理공신호에 모
두 책훈된 인물로, 특히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가담한
기회주의자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문장과 정사로 일대
를 풍미한 사람’, ‘대현군자大賢君子’, ‘왕실에 공이 있고 백
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등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현재 구봉영당九峰影堂에 전해오는 신숙주 초상은 오
사모烏紗帽에 녹포단령綠袍團領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으로 얼굴을 오른쪽으로 약 20
도 가량 돌린 좌안팔분면左顔八分面이다. 소매 안에 손을
넣고 공수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의자에는 방석을 붙
들어 맨 끈이 보인다.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백목화白木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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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은 발이 놓여 있는데, 팔자형으로 벌린 중기 이후의 관복본과는 달리 자연스럽게 족좌대를 딛고 있다. 사모는 모정帽頂이 높고
양쪽 뿔이 좁고 길면서 끝으로 갈수록 숙여져 있다. 흉배는 1454년(단종 2)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신숙주초상은 현재 남아 있는 조
선시대 초상화 가운데 흉배가 그려진 가장 이른 예로 주목된다. 날개를 접고 나란히 서있는 백한白鷴을 은실로 짠 백한흉배에다 허
리에는 삽은대鈒銀帶를 두르고 있는데, 백한흉배에 삽은대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문관 3품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신숙주가 문관 3
품에 있었을 때를 살펴보면, 1453년 부승지로서 단종을 퇴위시키고 세조를 즉위케 한 계유정난에 참여했던 시기로서, 결국 이 초상
화는 ‘정난공신상靖難功臣像’으로 추정된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 가장자리에는 “朝鮮 領議政 高靈府院君 諡 文忠 號 保閑齋申叔舟 字 泛翁 眞조선 영의정
신숙주 자 범옹 진”이라는

고령부원군 시 문충 호 보한재

제기가 있으며, 화면의 왼쪽에는 “成廟 乙未 公卒 後 七十 五年 乙巳 改裝성묘 을미 공졸 후 칠십 오년 을사 개장”이라고

씌어 있어, 1475년(성종 6) 장황粧䌙 을 다시 꾸몄음을 알 수 있다. 세 폭이 연폭으로 되어 있는데, 얼굴 부분이 들어가는 중간 부위
는 넓은 폭을 쓰고 팔꿈치 각 부분에서 양 끝으로는 좁은 폭을 사용하여 세 폭이 이어져 있다.
안면은 후대에 보채補彩되었는데, 농담을 달리하여 묘사하는 운염暈染과 붓을 문질러가며 표현하는 준찰皴擦 등 조선 후기에 사용
되는 음영법이 제법 들어가 있어 1475년의 개장 이후에도 다시 가채加彩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 눈꺼풀은 묵선으로, 아래 눈
꺼풀은 조금 옅은 선으로 묘사되었다. 눈동자는 검은 동공의 주위를 갈색으로 처리하고, 속눈썹은 까만 묵선으로 성글게 그려나가
는 섬세한 묘법을 보여준다.
또한 음영처리는 단순한 기법을 구사하였지만, 눈두덩 근처, 콧날에서 입을 향한 팔자주름 부위, 양 뺨, 그리고 옆 턱에서 아래턱
에 이르는 굴곡들이 자연스럽게 선염되어 있다. 입술 역시 윤곽선을 확연히 그리지 않으면서 채색만으로 질감을 살려내고 있으며, 수
염은 37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숱이 적었던 탓인지 조선시대 여타 초상화에 비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옷 주름 처리 역
시 절묘한데, 외곽선은 약간 각지게 나타내고, 주름은 필요한 부분에만 세찬 선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단아한 용모를 지닌 신숙주의 초상화는 필과 묵에서 모두 세련된 기법을 연출하였으며, 조선시대 초기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주
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조선미

This portrait of Sin Suk-ju (1417~1475), a civilian official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is the earliest extant portrait of the
Joseon period portraying the rank badge on the subject’s chest. The silver pheasant breast badge and official’s belt indicate that the
sitter was a high-ranking official. During his service as a high-ranking official, Sin participated in the Gyeyu Rebellion of 1453, which
resulted in the dethronement of King Danjong and the enthronement of King Sejo, so this portrait is presumed to be a portrait of a
meritorious subject. The portrait displays refined brush stroke and painting techniques, and is considered a masterpiece of the genre of
portraits of meritorious figure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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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안심사 대웅전
州청주 淸州 安心寺 大雄殿

Daeungjeon Hall of Ansimsa Temple, Cheongju

보 물

·종 목 : 보물 제664호
·면 적 : 393㎡
·지정일 : 1980. 06.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안심사
·소유자 : 안심사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안심사 대웅전은 안심사의 주불전으로 다포계팔작집의 지붕부분을 개수하여 다포계맞배집이 된 특수한 유형의 건물이다.
안심사 대웅전은 적어도 조선 중기 이전에는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 대웅전 해체 수리공사 중 발견된 「충청좌도청
주남령구룡산안심사중수기忠淸左道淸州南嶺九龍山安心寺重修記」에 따르면 1606년(선조 39), 1649년(인조 27)에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있
다. 특히, 1816년(순조 16)에 중창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수리 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심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1979년 대웅전 해체 수리공사에서 장연 길이나 내부 마루와 불단의
줄어든 흔적 등 팔작지붕 건물이었던 흔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래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집이었던 것을 정면 3
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집으로 개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단은 주변 지형을 따라 앞쪽은 높고 옆쪽과 뒤쪽은 낮게 자연석을 허튼층으로 쌓았다. 초석은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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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는 내외 3출목으로 다포계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일반적
인 다포계 맞배집과 달리 후면 어칸을 제외한 4면에 모두 배열되어
있다. 창호는 앞쪽 어칸에 4분합문, 양 협칸에 3분합문, 동쪽 협칸
에 외짝문이 꽃살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서쪽에 외짝의 정자살문,
뒤쪽의 양 협칸에 판문이 영쌍창欞雙窓으로 설치되어 있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뒤쪽 벽에 붙여서 불단을 꾸
미고 그 위에 석가모니삼세불을 봉안하였다.
천장은 층급層級을 가진 우물천장을 가설하였는데, 일반적인 다
포계 팔작집과는 달리 중앙부의 우물천장을 중심으로 앞·뒤쪽에
만 낮은 층급의 우물천장을 가설하여 다포계 맞배집과 같이 처리한
점으로 보아 지붕부분을 크게 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 안심사 대웅전은 원래 다포계 팔작집이었으나 조선 후기
중창 과정에서 전란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후면 퇴칸의 축소와 맞배지붕으로의 변경 등 건물 구조양
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김형래

Daeungjeon Hall of Ansimsa Temple originally had a hipped-and-gable roof with a complex multiple-bracket structure that was
later replaced with a gable roof with a similarly complex multiple-bracket structure. As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mid-Joseon
period, the building has undergone numerous renovations. The reduction of its overall size and the switch to a gable roof appear to be
associated with the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of the country after foreign invasions in the late Joseon period.

25

清 김길통 좌리공신교서
州청주 金吉通 佐理功臣敎書

보 물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Kim Gil-tong

·종 목 : 보물 제716호
·수 량 : 1축
·지정일 : 1981. 03. 1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 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김길통 좌리공신교서는 조선 성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 자기를 추대한 신료들인 공신에게 녹훈하고 내린 교서이다.
공신녹권功臣錄券은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왕명을 받아 각 공신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교서와 녹권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
교서는 왕이 직접 내리는 문서이고 녹권은 왕명을 받들어 공신도감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왕이 직접 내린 것이므로
교서이다. 고려 초에는 녹권만을 주었으나 고려 말기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과 공신교서를 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개국開
國·정사定社·좌명佐命

3공신의 정공신正功臣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아울러 주었으며,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그러나

정란공신 이후의 정공신에게는 교서만을 주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의 개국공신에서 1728년(영조 4)의 양무공신揚武功臣까지 모두 28회의 공신이 책록되었는데 이
좌리공신은 제8회에 해당된다. 좌리공신교서는 3등공신인 이숭원李崇元에게 사급된 것도 보물 제651호로 지정된 바 있다.
김길통(金吉通, 1408〜1473)의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숙경叔經, 호는 월천月川이며, 효례孝禮의 아들이다. 1429년(세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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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이 되고, 1432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의영고부사부터 감찰, 병조좌랑, 이조정랑·장령·사예,
판종부시사, 첨지중추원사, 전주부윤, 대사헌, 예조·형조 참판, 동지중추부사 등 여러 내외직을 두루 지내고 호조판서에 올
라, 1471년(성종 2) 좌리공신 4등으로 월천군月川君에 봉해졌다. 성품이 청백하여 항상 청빈하였고, 평생 동안 공도公道로써 관
직생활을 지냈다. 저서로는 『월천집』이 있다. 시호는 문평文平이다. 아들은 청릉군淸陵君 김순명金順命이다.
이 교서는 단황색의 생견生絹에 쓴 두루마리로서 우측 상단부위가 훼손되어 글자 일부가 보이지 않지만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54항에 걸쳐 주사란朱紗欄을 긋고 김길통의 공적 및 그와 그의 부모, 처자에게 주는 상전賞典을 기록하고, 뒤에는 1등
에서 4등까지 75인의 공신명단을 적고 있다. 끝부분 연월일 위에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있다.
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신의 영정을 그리고, 비를 세우고 공적을 기록하며, 부모와 처자식에게 각각 1계階를 더하라 명하
고 있다. 또한 자손은 정안政案에 ‘좌리사등공신 길통지후佐理四等功臣 吉通之後’라 기록하고 적장자는 세습하며 녹을 잃지 않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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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 후손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고 반당 4인, 노비 2구, 구사 2명, 밭 10결, 표리 1단, 녹마鹿馬 1필을 내려주며, 자식
이 없으면, 생질甥姪 여서女壻에게 1계階를 더해주었다.
공신의 명단을 보면, 1등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會 등 9인, 2등 이정李婷 이침李琛 정인지鄭麟趾 등 12인, 3등 성봉조成奉祖에서 이
숭원李崇元까지 18인, 4등 김수온金守溫부터 신준申浚까지 36명으로 모두 75명인데, 김길통은 4등에 속한다. 처음에는 74인이었으나,
그 뒤 구치관具致寬이 2등에 추록되어 모두 75인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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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서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 성종 대의 정치세력
의 일면을 파악할 수가 있다. 좌리공신 중 신숙주·한명
회·정인지 등은 세조집권 이래로 책봉한 정란공신, 좌
익공신, 적개공신, 익대공신에 세 차례 참여하였고, 이
외 39인 또한 한번 이상 여기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이었
다. 또한 신숙주와 두 아들, 이극돈의 3형제, 한명회 부
자, 정인지와 두 아들 등 매우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사
람들이 동시에 공신에 책봉된 경우가 28인에 달하였다.
따라서 좌리공신의 책봉은 훈신들의 정치적 지위만을 더
욱 높여주었고, 후에 단지 훈구파의 권익만을 옹호하기
위한 공신책봉이라 하여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어
났다. 당시 언관言官으로 있던 김수손·김수령·손순효
등이 태평치세에 아무런 명분 없이 책봉하는 것은 불가하
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결국 좌리공신은 소수의 훈
신들만이 참여함으로써 관료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제규

The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Kim Gil-tong was issued by King Seongjong (r. 1469~1494) of the Joseon
Dynasty. Upon ascending to the throne, King Seongjong selected meritorious subjects and recorded their contributions. The certificate
is written on a yellow, raw-silk scroll. The top right part of the scroll is damaged and several letters are blurred, but overall it is in good
condition. The 54 clauses, each recording Kim Gil-tong’s accomplishments and rewards offered to his parents, wife and children, are
framed in red lines, followed by the list of 75 meritorious subjects who rank from the first to fourth rank. At the bottom, the issue date is
stamped with the seal of the Joseon king. The records are valuable as they offer a glimpse into political pow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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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州청주 金剛般若經疏論纂要助顯錄

Commentary on the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권말 발

30

보 물

·종 목 : 보물 제720-2호
·수량/면적 : 2권 1책
·지정일 : 2012. 04. 25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박물관
·시 대 : 고려시대
·소유자 : 청주대학교

1378년(고려 우왕 4)에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간행된 『금강경
金剛經』의

주석서로, 2권 1책으로 간행된 목판본이다. 『금강반야경

소론찬요조현록』은 당나라의 승려 종밀宗密이 찬술한 『금강반야경
소론찬요』를 송나라 혜정慧定이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이다.
청주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의 경우 고려 말인 1378년 충주 청
룡사에서 개판한 것으로,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보물 제
720-1호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과 동일한 판본이다.
원래 목판은 권자본[두루마리 형태로 책을 만드는 방식] 형식
으로 제본되었으나, 이 책은 선장線裝[인쇄된 면이 밖으로 나오도
록 책장의 가운데를 접고, 끝부분을 끈으로 묶는 형태]으로 만들
어졌다.
권말에는 환암幻庵의 발문이 남아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1376
년 환암이 설법하는 것을 듣고 감동한 고식기가 출판비를 보시하
고, 제자 만회, 상위 등이 판각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체 105장 중 6장 정도만이 보수되었을 뿐 상태가 매우 양호
한 편이며, 원래부터 표지가 없었던 것을 최근에 개장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간본이 적었던 탓에, 현재 희
귀본으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전본이 드문 희귀본이므로 권
수 앞부분에 약간의 훼손이 있으나 결장이 없고 인쇄 상태가 비교
적 양호한 청주대학교 소장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불교
학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말 목판인쇄술과 한국서지학 연구에 귀
중한 자료로 가치가 높다.
권수

김영덕

31

칠단수득보신유치의

This double-volume xylographic book of commentary on the Diamond Sutra was published in 1378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U
of Goryeo Dynasty) at Changnyongsa Temple in Chungju. The annotations and explanations were written by a Song monk named
Huiding for the Commentary on the Diamond Sutra written by an eminent Tang scholar-monk Zongmi (780~841). Currently in the
collection of Cheongju University Museum, the book is generally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xylographic printing
and Buddhist bibliography in the final decades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32

권말 시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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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州청주 淸州 龍華寺 石造佛像群
Stone Buddhas of Yonghwasa Temple,
Cheongju

보 물

·종 목 : 보물 제985호
·수 량 : 7점
·지정일 : 1989. 04. 1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65 용화사
·소유자 : 용화사
·시 대 : 고려시대

청주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무심천변에 위치한 용화사에는 7구의 석불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이 석불상들은 조선시대 말기에
는 운천동, 사직동 일대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대한제국 1902년에 용화사가 창건되면서 옮겨 봉안되었다. 용화사의 창건은 사적기
에 의하면 고종의 비인 엄비嚴妃의 뜻에 의해 당시 청주 군수였던 이희복李熙復이 세운 것이라 한다. 엄비의 꿈에 7체 석불이 나타나
서 절을 세워 달라고 하여 사람을 시켜 찾아보니 무심천가에 7체 석불이 있어 이를 옮겨 안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말
1872년(고종 9)에 그려진 군현지도 중 「청주목淸州牧」의 지도를 보면, 이들 석불로 보이는 상들이 읍성의 북쪽 야외에서 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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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그려져 있어 흥미롭다. 이로 보면 석불상들의 조성 시기는 최소한 지도가 그려
졌던 19세기 말 이전으로 올라가며, 또한 지도에 표시될 정도로 이미 청주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던 불상들로 생각된다.
석불상들은 크기와 형태, 그리고 조성 수법이 각기 다른데 여래입상 4구, 여래좌상
1구, 보살좌상 1구, 그리고 유마상維摩像으로 보이는 상 1구 등 모두 7체이나, 한 여래입
상의 등 뒤에 나한상이 부조浮彫되어 있어서 불상은 모두 8체의 예를 볼 수 있다. 이 석
불상들은 도상적으로도 전혀 상호 연관 지을 수 없어서 원래 함께 조성되었던 상들은 아
닌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는 삼불전에 대형의 여래입상 3구가 삼존불처럼 봉안되어 있
고, 나머지 소형상 4구는 따로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이들 중 삼불전에 봉안된 3구의 여래입상이 가장 주목된다. 먼저 가운데서 주존불
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래입상은 크기가 가장 크고 얼굴 부분도 크게 조각되어 장대해
보인다. 머리에 나발螺髮이 있어서 여래상으로 보이나 육계肉髻가 마치 보살의 보발처럼

좌측 여래입상 후면의 승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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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용화사 석조조각군 옛모습

1945년

1960년대

높게 꾸며져 있다. 상호相好는 근엄하고 특히 둥근 턱 선과 목에 삼도三道를 표현하여 불신佛身의 풍만함을 보인다. 대의는 통견通肩으
로 앞자락을 배 부분까지 둥글게 드러내어 가슴에 만자卍字와 속에 입은 내의, 그리고 띠매듭이 보인다. 대의 자락은 배 밑으로 둥글
게 늘어지고 끝자락을 왼쪽 어깨로 걸쳐 넘기고 있는데 팔뚝 부분에 동심원의 옷주름을 표현한 것이 특이하다. 내의의 가장자리에
는 반원형의 무늬를 장식하고 묶은 띠로 인한 주름도 표현하는 등 부분적으로 섬세함이 보인다. 손은 크고 양감 있게 조각되었는데
시무외施無畏 여원인與願印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둘째 손가락만 길게 뻗고 있다. 허리 아래로는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다리
의 윤곽은 보이지 않고 밑으로 투박한 양발만 내밀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거불巨佛로서 투박한 조형감을 보이기는 하지만 균형감과
세부적인 섬세함이 표현되고 있는 상이라 할 수 있다.
본존불의 왼쪽에 위치한 여래입상은 크기 면에서는 앞의 본존상과 거의 같은 규모의 거불이다. 그러나 머리 부분이 작아서 조금
작은 상처럼 보인다. 얼굴이 작고 둥글며 온화한 인상이고, 머리는 나발이고 육계도 작다. 대의는 통견이나 앞의 상과 달리 대의자
락을 목 주위로 감아 돌아 입어 가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몸 전체에 옷주름이 덮여 있는데 양팔과 허리, 양다리의 둥근
양감을 드러내며 밀착되게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옷주름 표현은 통일신라시대 여래입상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슴의 옷주름
을 마치 꽃잎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은 토착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의 뒷면에는 조금 작은 크기로 승려상이 부조되어 있
어서 매우 특이한데, 나한상으로 보이며 수행자의 얼굴 표정이 뚜렷하고 왼손에 작은 향로를 받쳐 들고 있다.
다음 본존 오른쪽의 여래입상은 두 상에 비해서 훨씬 작은 상으로 현재는 높은 대좌로 크기를 맞추어 봉안되고 있다. 대의는 편
단우견偏袒右肩으로 입고 오른쪽 어깨 부분에는 편삼偏衫을 걸친 듯하며, 따라서 옷주름은 왼쪽 어깨 쪽으로 치켜 올려졌다. 여래상이
면서 양손에 병과 보주 같은 지물을 들고 있는 점이 특이하며, 앞의 두 상에 비해 조형성이 떨어진다.
극락전에 봉안된 상들은 크기가 훨씬 작고 조각 표현이 매우 거친 상들이다. 먼저 여래입상은 나발이 굵게 표현되고 통견의 법의
를 입고 있다. 손이나 옷주름의 표현도 투박하고 불분명하다. 여래좌상은 얼굴의 표정도 어둡고, 대의는 양 어깨에 걸쳐 무릎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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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무릎 위에 놓고 왼
손은 반대로 손등을 보이며 무릎 위에 얹고 있다. 보살좌상은 머리 위로
보계寶髻를 높게 올리고 앞쪽에 장식을 붙였다. 목걸이를 하고 가슴에는
천의를 사선으로 걸치고 있다. 손의 조각도 투박한데 왼손은 가슴에 대
어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오른손은 다리 위에 대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
마상으로 보이는 상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책상 앞에 한 다리를 세우고
앉아 있는데, 왼손에 주미麈尾가 아닌 병과 같은 지물을 들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처럼 용화사의 석불상들은 크기와 도상이 제각기여서 동시에 조성
된 상들이 아님은 분명한데, 대체로 앞의 거불 두 상은 조성시기가 고려
시대 전반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나, 나머지 상들은 조각양식이
1990년대

매우 불분명하여 조선시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상들은 「청주목」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주의 여러 사찰에
봉안되었던 석불상들이 폐사로 인해 한곳에 모아져서 오랫동안 전하던
상들로 추정된다. 이로 보면 이 석불상들은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주의 불교문화 전통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상들이라 할 수 있다.
유마상

한편 1993년에 용화사 앞의 무심천변에서 사뇌사명思惱寺銘 반자半子를
포함한 고려시대의 일괄 금속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말기에
창건된 용화사는 사뇌사터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춘실

1995년 이전

This group of Buddhist statues enshrined in Yonghwasa Temple,
located beside Musimcheon River in Cheongju, consists of four standing
Buddhas and one seated Buddha, one bodhisattva, and one Vimalakirti.
There is also an image of an arhat carved on the rear of one of the Buddhas.
These Buddhist statues are presumed to have been collected after the
closure of one or more Buddhist temples in Cheongju. Two of the seven
statues were made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the other five in
the Joseon period (1392~1910). Taken together they provide invaluable
clue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Buddhist sculpture in the Cheongj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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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분류두공부시(언해) 권21
州청주 分類杜工部詩(諺解) 卷二十一

Poems by Du Fu, Korean Translation, Volume 21

보 물

·종 목 : 보물 제1051-3호
·수 량 : 1권 1책
·지정일 : 2004. 05. 0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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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두공부시언해』는 중국 당나라의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두공부시杜工
部詩』
字

전편을 52부部로 분류하고 1481년(성종 12) 12월에 번역을 완성하여 을해자乙亥

및 을해자 병용倂用한글 활자로 간행한 전질全帙 25권의 역시집譯詩集이다. 지정본은

권 21, 1권 1책(영본)이다.
두보의 시는 유교를 바탕으로 지어져 조선의 국시國是와 사상적으로 같을 뿐 아니
라 한시漢詩의 모범적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과제科題로도 자주 출제되었다. 이러
한 배경에서 왕명을 받들어 유윤겸柳允謙과 유휴복柳休復 및 조위曺偉 등이 제가諸家의 주
석註釋을 바로잡아 국어로 번역하고 편집하였다. 당시 이 일은 두시杜詩에 통달한 사람
이면 신분에 상관없이 종사하게 한 대대적인 번역 사업이었다.
서명에 ‘분류分類’라는 관칭冠稱은 송나라의 『분문집주두공보시分門集注杜工甫詩』와 세
종 때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찬주분류두공부시纂註分類杜工部詩』를 참고하였으므로, 이
를 서명에 관기冠記한 것이다. ‘두공부시杜工部詩’라 제명題名한 것은 두보가 공부원외랑
工部員外郞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분류두공부시언해』는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찬주분류두공부시』를 저본底
本으로

두보의 시 1,647편 전부와 다른 시인의 시 16편에 대한 주석을 달고, 한글로

언해諺解하여 수록한 초간본으로 흔히 『두시언해杜詩諺解』로 통칭되고 있다.
내용은 기행紀行, 술회述懷, 회고懷古, 우설雨雪, 산악山嶽, 강하江河, 문장文章, 서화書畵,
음악, 식물, 조수鳥獸, 충어蟲魚, 화초, 송별送別, 경하慶賀, 잡부雜賦 등 52부로 분류되어
있다.
권두서명卷頭書名은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로 기록되어 있으며, 별도의 저자표시著
者表示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판심부版心部에는 ‘두시杜詩’라는 판심제版心題와 권차卷次 및

장차張次가 기록되어 있으며, 책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나 전후의 표지는 모두 개
장改裝되어 있다.
본문의 한글에 방점과 주격 ‘ㅣ’를 사용한 점, ‘ㅿ’와 ‘ㆁ’를 분별하여 사용하고, 선
어말어미 '―오/우―'의 사용이 규칙적이며 철자綴字가 연철連綴인 점 등은 초기의 표기
법을 잘 반영하고 있어 국어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이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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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Translation of Poems by Du Fu is a complete set of 25 books of poems translated into Korean. In it, poems by the
Chinese poet Du Fu (712~770) of the Tang Dynasty were first classified into 52 parts, and their translation was completed in December
1481. The completed set was published using Eulhaeja copper types and other combined characters. The book was the first translated
collection of Du Fu poems in Hangeul, or the Korean alphabet, since King Sejong (r. 1418~1450) created the characters. The edition
also includes Chinese characters. The translation is remarkable for its rich use of vocabulary and fluency, and it is also important as an
insight into printing standard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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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회구

41

清 성리대전서절요
州청주 性理大全書節要

Seongnidaejeon seojeoryo (Essentials of
the Great Collection of Neo-Confucianism)

보 물

·종 목 : 보물 제1157-2호
·수 량 : 4권 4책
·지정일 : 2004. 05. 0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권1 권수

조선 중기의 문신 김정국(金正國, 1485〜1541)이 『성리대전性理大典』을 요약하여 4권으로 편집한 것이다.
『성리대전』은 명나라의 호광胡廣 등 42명의 학자들이 송나라 때의 성리학설性理學說에 원대 성리학자의 학설까지 보태서 방대하게
집성한 거질巨帙의 전서이다. 이것이 세종대 우리나라에 사서·오경과 함께 수입된 이후 학자들의 필독서로 되어 왔으나, 그 내용이
번다하므로 중종 때의 학자 김정국이 이를 압축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 4권으로 성편成編하고 제명題名한 것이 『성리대전서절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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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신

이 책의 인출은 1538년(중종 33) 여름 호남관찰사湖南觀察使로 부임하여, 도사都事 김회백金晦伯과 의논하여 나주 관청에 보관 중이
던 금성목활자의 부족한 글자를 새겨 갖춘 다음 그 해 가을에 실시했다.
김정국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은휴恩休, 아버지는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 연璉이며, 어머니는 양천허씨陽川
許氏로 군수 지芝의 딸이며, 안국安國의 동생이다. 김굉필金宏弼 수하의 문인이다.

10세와 12세에 부모를 다 여의고, 이모부인 조유형趙有亨에게서 양육되었다. 1509년(중종 4)에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514년(중종 9)에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이조정랑·사간·승지 등을 역임하고, 1518년 황해도관찰사가 되었다. 다음해 기묘
사화로 삭탈관직되어 고양高陽에 내려가 팔여거사八餘居士라 칭하고, 학문을 닦으며 저술과 후진교육에 전심을 다하여, 많은 선비들
이 문하에 모여들었다. 1537년(중종 32)에 복직, 다음해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수십조에 달하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책을 건의,
국정에 반영하게 하였으며, 그 뒤 병조참의·공조참의를 역임하고,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540년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뒤에 예조·병조·형조의 참판을 지냈다. 성리학과 역사·의학 등에 밝았다. 문인으로는 정지운鄭之雲 등이 있다. 좌
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장단長湍의 임강서원臨江書院, 용강龍岡의 오산서원鰲山書院, 고양의 문봉서원文峰書院 등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로
는 시문집인 『사재집』을 비롯하여,『성리대전절요性理大全節要』·『역대수수승통지도歷代授受承統之圖』·『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기묘당적
己卯黨籍』·『사재척언思齋摭言』·『경민편警民篇』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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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의 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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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157-2호로 지정된 책은 모두 4권 4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권1의 권두卷頭에는 서문이, 그리고 권4의 후미에는 김정
국의 후서後序가 수록되어 있다. 권1의 서문이 끝나고 장을 바꾸어 권두서명卷頭書名이 나타나고 이어서 바로 ‘태극도총론太極圖總論’편
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된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나 간혹 쌍변雙邊의 경우도 보인다. 반엽半葉은 모
두 10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 행은 19자씩 배자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앙의 판심부板心部는 상하로 대흑구大黑口가 보이고 있는
데, 그 사이로 상하내향上下內向 흑어미黑魚尾가 새겨져 있으며, 흑어미 안으로 판심제板心題 ‘성리대전性理大全’과 권장차卷張次가 새겨져
있다. 각 책의 권두에는 신선로神仙爐와 종형鐘形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권4의 말미에 후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후서 끝에 “嘉靖戊戌秋 聞韶金正國謹識가정무술추 문소김정국근지”란 기록이 보이고 있어, 이
책이 바로 1538년(중종 33)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책全冊의 표지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본문의 경우도 충식蟲蝕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 점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전체분량은 권1은 64장張, 권2는 56장, 권3은 62장, 권4
는 67장이다.
정제규

The civilian official Kim Jeong-guk(1485~1541) of the mid-Joseon Dynasty summarized Seongni daejeon (Great Collection of
Neo-Confucianism) and edited the content into four books and four volumes. The majority of the printing was completed with wooden
types originating in Geumseong, and then it was stored in the government office in Naju. Eventually 400 copies were published. The
first volume has a preface, and the epilogue was written by Kim Jeong-guk in fourth volume. On the following page after the preface in
the first volume, the titles of the opening pages of the books are listed, and this is immediately followed by the main body starting from
the chapter Taegeukdochongnon (Collected Discussion on Diagrams of the Supreme Ultimate). From the record appearing below the
epilogue at the end of fourth volume, we can see that the books were published in 1538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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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청주 운천동 출토 동종

보 물

·종 목 : 보물 제1167호
·수량｜규모 : 1점｜높이 78㎝ 입지름 47.4㎝

淸州 雲泉洞 出土 銅鍾
Bronze Bell Excavated from
Uncheon-dong, Cheongju

·지정일 : 1993. 09. 1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통일신라

국립청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청주 운천동 출토 동종은 흔치 않은 통
일신라시대 범종이다. 1970년 청주시 운천동에서 가옥을 짓는 중에 출토되
었는데, 이 때 동종 안에서 ‘기축己丑’이라는 연호年號가 적힌 명문이 있는 금
고金鼓와 향로香爐, 금동보살입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은 크게 상부와 종신부로 나뉜다. 상부에는 용뉴龍
鈕, 음통音筒, 천판天板이 있으며, 종신부에는 상대上帶와 연곽蓮廓, 당좌撞座, 하

대下帶로 구성된다. 운천동 출토 동종의 형태를 살펴보면, 용뉴는 용이 앞 다
리로 땅을 디디고 머리를 완전히 꺾은 채 앞을 응시하면서 트림을 하는 것
같은 형상으로 박진감이 넘친다. 현재는 용의 왼쪽 다리가 부서졌고, 용뉴와
붙어있는 음통의 윗부분도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천판은 특별한 장식 없이
외곽 테두리에 2줄의 선을 둘러서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천판에는 2개의 주
물구의 흔적이 남아있다. 상대 아래에는 4개의 연곽이 있으며, 그 내부에는
9개의 연꽃봉오리[蓮蕾]가 3개씩 3단으로 배열되어있다. 연곽의 테두리에
는 연꽃[蓮華]과 넝쿨[唐草文], 그리고 장고[腰鼓]를 치는 천인상天人像이 새
겨져 있다. 당좌는 12개의 꽃잎으로 된 연꽃 형태이며, 그 주변에는 넝쿨이
둘러졌다. 당좌의 좌우에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속을 날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이 각 1구씩 새겨져 있는데, 오른쪽 편
의 천인은 피리를 불고 있고 왼쪽 편의 천인은 비파를 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천동 출토 동종은 전체적인 형식이나 세부적인 문양의 표현을 볼 때, 통일신라시대 범종의 양식 특징을 잘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상대와 하대에 문양이 표현되지 않았고, 천인상 등 문양의 표현이 다소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을 볼 때 725년(성
덕왕 24)에 제작된 상원사 범종이나 771년(혜공왕 7)에 제작된 성덕대왕신종 보다는 좀 더 늦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민

This temple bell of Unified Silla was discovered in 1970 at the site of a private dwelling house in Uncheon-dong, Cheongju, together
with a bronze drum inscribed with “Gichuk Year,” an incense burner, and a standing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statuette stored in
the bell. The form of the bell and its decorative details are characteristic features of Unified Silla temple bells. The plain upper and
lower bands and the rather coarse depiction of the heavenly maidens suggest that it was made after the Bronze Bell of Sangwonsa
Temple made in 725 and the Sacred Bell of Great King Seongdeok made in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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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ging Painting of the Vulture Peak Assembly at Bosalsa Temple is a colored Buddhist painting produced in 1649. The large
main Buddha in the center is surrounded by his subordinates, and the space above is painted with clouds of complex shapes and colors,
creating a highly decorative and colorful composition. The significantly larger representation of the main Buddha compared to the other
figures in the painting 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seventeenth-century Buddhist paintings. This hanging painting of the Buddha,
certified by the Venerable Hyehae, was painted by a group of artists including Singyeom, Jibyeon, Yuyeol, Deokhui, Inbo and
Gyeongbeom. Headed by Singyeom, they also painted the Hanging Painting of Ansimsa Temple, situated nearby, and the Hanging
Painting of Biamsa Temple in Jochiwon. It is known that these artists formed a sect and became active in the region. In that regard, the
Hanging Painting of Bosalsa Temple is an important material that sheds light o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eation of
Buddhist paintings in the Chungcheong area in the seventeenth century.

48

▲ 1649년 보살사영산회괘불탱 (성보문화재연구원 제공)

清 보살사 영산회괘불탱
州청주 菩薩寺 靈山會掛佛幀

Hanging Painting of the Vulture Peak
Assembly, Bosalsa Temple

보 물

·종 목 : 보물 제1258호
·수량｜크기 : 1점｜4×6m
·지정일 : 1997. 08. 0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낙가산로 168 보살사
·소유자 : 보살사
·시 대 : 조선시대

보살사 영산회 괘불탱은 1649년에 그려진 채색불화로 현재 청주시 보살사에 소장되어 있다.
이 괘불탱은 크기가 수 십 미터에 달하는 일반 괘불에 비해서 폭 4.08m 높이 6m로 작은 편이며, 비단과 삼베를 잇댄 독특한 바
탕천이 특징적이다.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지향한 이 괘불탱은 중앙의 큼직한 본존불을 중심으로 권속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으
며 상단의 여백에는 구름들이 복잡 다양한 형태와 색채를 이루어 매우 화려하고 장식성이 높다. 특히 17세기 조선시대 불화양식을
잘 보여주는데, 구도는 화면 중앙에 큼직한 형태의 본존불이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을 하고 가부좌의 자세로 정면을 향해 응시하고 있
다. 본존불의 주위는 하단과 상단, 좌우 빼곡하게 청중들이 시위하고 있다. 전면에 사리불존자舍利弗尊者가 보살 복장을 갖추고 뒷모
습을 보이며, 좌우 문수보현보살을 비롯한 팔대보살, 제석과 범천, 십대제자, 사천왕, 팔부신장, 용왕, 공양천 등의 권속들이 석가
모니불을 에워싸고 있다. 한편 신광 위쪽에서 좌우에 각각 3위位씩의 불상이 있는데, 이들은 타방세계로부터 석가모니불의 설법을
듣기 위해 참석한 타방불他方佛이며, 이들 위로는 아직 영축산靈鷲山에 당도하지 않아 허공에 구름을 타고 법회장소에 도착하려는 타
방불들이 연화좌에 앉아 있다. 이 모든 장면은 장엄한 회상장면을 연출하며, 이처럼 본존불과 협시들이 에워싸면서 본존불의 크기
가 차별되게 크게 묘사된 점은 이 시기 불화의 구도적 특징이다.
본존불의 형태적 특징을 보면, 먼저 광배의 경우 연꽃잎을 변형시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형성하였으며, 이 광배들 가장자리에
는 붉은색으로 넓은 띠를 두르고 화염문양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그 안쪽의 두광은 녹색으로 채색하였고, 신광은 연화보상당초문
蓮花寶相唐草文을 붉은색과 녹색이 보색대비를 주며 촘촘하게 시문하여 시각적으로 화려한 효과를 주었다.

본존의 얼굴은 눈썹과 눈매가 길고, 눈동자가 네모나며, 녹색의 긴 콧수염을 달고 있다. 신체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오른쪽 어깨
가 드러나 있는데 오른팔은 팔꿈치를 45도 꺽은 상태에서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항마인降魔印을 취한 자세이다.
석가모니불 외의 권속들은 화면 아래와 좌우를 빼곡하게 채웠는데, 가장 아래에는 보살과 사천왕, 그 위로 제자와 신중, 타방불
의 순서이다. 또 화면의 가장 윗부분은 중앙에 구름을 꽃모양으로 중첩시키고 그 밑으로 보개寶蓋를 장식하였다. 그 외 석가모니불
의 정수리에서 빛이 시작되어 화면좌우로 갈라지면서 소용돌이 모양을 이루며,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방사선들이 이 괘불탱의 윗부
분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이 괘불탱의 증명證明은 혜해慧海인데, 증명이란 불화를 제작·봉안할 때 그 절차 전반을 관장하는 승려이다. 그리고 불화를 그린
작가들은 신겸信謙·지변智辯·유열唯悅·덕희德熙·인보印寶·경범敬凢 등인데, 신겸을 필두로 한 이들은 인근 안심사 괘불탱과 조치
원의 비암사碑巖寺 괘불탱을 그렸던 인물들로 이들이 유파를 형성해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 점에서 보살사 괘
불탱은 17세기 충청권 불화조성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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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
梵網經菩薩戒本 및 受菩薩戒法
Brahmajala Sutra (The Sutra of Brahma’s Net)

보 물

·종 목 : 보물 제1407호
·수 량 : 1첩
·지정일 : 2004. 05. 0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고려시대

This book combining the Brahma's Net Sutra and Laws for the Reception of Bodhisattva Precepts contains the virtues and
precepts that bodhisattvas are required to abide by. Unlike other books of the Brahma’s Net Sutra, which were largely published in
China and imported to Korea, this particular book is conjectured to have been printed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Yuan version
imported to Goryeo (918~1392) after 1306 (3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Chungnyeol of Goryeo Dynasty), as suggested by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scripts between the main text and the postscript written by a monk named Sogyeong. The book also
contains a comment written by An Hyang (1243~1306), a renowned Confucian scholar of late Goryeo, which, uniquely, is printed
on both pages of 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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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이 지켜야 하는 계율과 몸가짐, 마음가짐 등 실천덕목
을 담고 있는 책으로 『범망경보살계경梵網經菩薩戒經』과 『수보살
계법受菩薩戒法』을 합본한 것이다.
『범망경보살계본』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 중 보살이 지녀야하는 무거운 10가지 계戒와 48종의
경범죄를 설명한 것으로, 대승불교의 기본계율서로 널리 이
용되어 왔다. 또한 『수보살계법』은 보살계도량이나 수계법회
등의 절차와 규범을 집성한 것이다.
대부분의 범망경이 중국에서 간행되어 한국으로 전래된
것에 비해 이 책은 본문의 글자체와 권말에 있는 소경紹瓊이
지은 후서後序의 글자체가 다른 점으로 보아 원나라의 판본을
1306년(충렬왕 32) 이후 고려에서 다시 새겨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책에는 고려말 대표적인 유학자인 안향의 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고려시대 인쇄본 중 드물게 양면 인쇄
된 점 등 서지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당시
고려와 원나라의 불교를 통한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그
가치가 높다.
범망경로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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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보살계본 후서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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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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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금강반야바라밀경
州청주 金剛般若波羅蜜經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대승정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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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물

·종 목 : 보물 제1408호
·수 량 : 1책
·지정일 : 2004. 05. 0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고려시대

법회인유분

1305년(충렬왕 31) 청주 원흥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불경으로, 줄여서 『금강경』이라 칭하기도 한다.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경을 바탕으로 당나라 승려 혜능慧能의 해석을 붙인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모든 법이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공空 사상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의 근본경전으로 반야심경般若心經 다음으로 많이 읽
히는 경전이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이 책의 말미에는 고려국 청주 원흥사元興寺에서 도인道人 육구六具와 거사居士 박지요朴知遙가 같
이 발원하여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본문에는 계선이 없고 주석은 쌍행으로 배열하였으며, 제 50장의 하단에는 ‘전일全一’
이라는 판각공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책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의 인쇄술이 상당히 발달하였
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고려시대 지방의 인쇄술 연구 자료이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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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This book of the Diamond Sutra was printed by woodblock in 1305 (3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Chungnyeol of Goryeo Dynasty)
and published by Wonheungsa Temple in Cheongju. Currently in the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collection, the book contains a
postscript showing that it was pu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wo devoted Buddhist laymen, Yukgu and Bak Ji-yo. The book is now
widely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on the development of printing in Cheongju even before the publication of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 Zen Teachings), which is the world’s oldest extant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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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육규 박지요거사 발원문, 원흥사 개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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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대방광불화엄경소 권48·64·83
州청주 大方廣佛華嚴經疏 卷四十八·六十四·八十三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Volumes 48, 64, and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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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물

·종 목 : 보물 제1409호
·수 량 : 3권 3첩
·지정일 : 2004. 05. 0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고려시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우리나라 화엄종華嚴宗의 근본경전이며, 한국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 불교전문강원의 대교과大敎科 과정에서 학습되어왔던 중
요한 경전이다. 줄여서 『화엄경』으로 통칭되며,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역의 60화엄과 실차
난타實叉難陀역의 80화엄, 반야般若역의 40화엄 등 3가지 한역본이 모두 우리나라에서 널
리 유통되었다.
『화엄경』에는 대승불교의 수행이상과 불교의 세계관 및 인생관 등의 주요사상들이 함
축성 있게 수록되어 있어, 한역된 이래 그 회통적인 철학성은 동양사상 속에서 한 강력한
조류를 형성하여 정신문화의 창조에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자장慈藏이 당
나라에서 귀국할 때 이 경을 가져와서 강설한 이후 널리 읽혀지기 시작하였다. 그 뒤 원
효元曉와 의상義湘을 비롯한 수많은 고승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고, 그 이후로도
『법화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교학의 중심으로 널리 유통되었다.
이러한 『화엄경』에 중국 화엄종의 제4조인 당나라 징관(澄觀, ?〜839)이 주본周本 80
화엄경을 저본底本으로 연구한 것에 중국 북송의 화엄종 승려인 정원淨源이 주를 달고 풀
이한 것이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이며 총 12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물 제1409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고려의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이
송나라에 가서 저자인 정원법사를 만나 이 책의 판각을 주문하였고, 그 다음해 1087년
(선종 4)에 송나라의 상인 서전徐戩을 통해 받은 목판으로 120권을 찍어낸 것 중 권48,
64, 83에 해당하는 3권 3첩이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서 교장류敎藏類의 일종이
다. 이때 보내온 송판宋板은 1441년(세종 23) 정월에 일본이 대장경판을 요구하자, 대장
경판 대신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판본은 당시 대각국사 의천의 불서佛書 수
집 상황과 더불어 송나라와 일본으로 이어지는 문화교류를 함축하고 있는 소중한 자료이
다.
표지는 상수리나무즙으로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였고, 중앙의 책이름을 금니로 장식하
였다. 판식의 특징은 상하단변으로 경계선이 보이고 있으며, 한 행은 15자씩 배자排字되
어 있다. 한 장은 5면씩 접혀 있으며, 점련부분에는 판수제板首題가 기입되어 있는데, 작업
과 관리의 편리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 종이의 질은 닥종이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표
면의 광택과 먹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듬이질을 한 흔적이 보이는 상품의 고려
지이다. 그런데 권83의 말미에 ‘가정嘉靖 31년(1552) 임자壬子…시봉侍奉…’이라는 묵서墨書
가 남아 있는데, 소유를 나타내는 장서기藏書記로 생각된다. 글자체는 송판에서 유행한 전
형적인 구양순체歐陽詢體로 보이며, 인쇄면의 필획이 살아 있어 비교적 초기에 제작된 것
으로 보인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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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48 권수

권83 권수

These three books consist of commentaries on the Avatamsaka Sutra, the foundational scripture of the Hwaeom School of Korean
Buddhism. The commentaries on the sutra were introduced to Korea when a renowned Goryeo monk, State Preceptor Daegak (a.k.a.
Uicheon, 1055~1101), met the author Dharma Master Jingyuan (1011~1088) in Song China and ordered the production of woodblocks
for the book. The woodblocks were brought to Goryeo by a Song merchant and used to print a total of 120 volumes, of which only three
(vols. 48, 64, 83)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day.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the woodblocks were also sent to Japan in 1441 in
place of the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to meet repeated Japanese demands for its transmission. The script of the text shows
the influence of the early Ouyang Xun style which is characterized by lively strokes. The books are regarded as a hugely valuable
historical resource on the collection of Buddhist scriptures by Uicheon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during
the elev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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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어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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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의 셋째 딸 숙명공주가 왕과 왕비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그 후손들이 모아 만든 책으로 『숙명신한첩』이라 한다, 『신한첩』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과 『숙휘신한첩淑徽宸翰帖』이 있는데, 1962년에 『숙명신한첩』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숙휘신한첩』만을 『신한첩』
이라 불렀다.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1699)는 효종의 셋째딸로서 모친은 인선왕후仁宣王后이다. 12살 되던 1650년 10살이던 청평위淸平尉
심익현(沈益顯, 1691~1683)과 혼인하였다. 심익현은 이조참판 심지원沈之源의 아들이다. 숙명공주는 60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소
생으로는 심정보沈廷輔가 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동에 능원이 있다.
『숙명신한첩』은 심익현의 후손가에 전하던 것인데, 분량은 꽤 많으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여 뒷부분이 낙장이 되고 표지가 확실
하지 못하다. 따라서 서문·발문도 없고 보존 경위도 분명하지 않으나, 앞에 나온 『숙휘신한첩』이 있는 까닭에 내용 파악이 용이하다.
장렬왕후 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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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 어찰

현종 어찰

아침에 따뜻한 정이 어린 편지 보고 보는 듯 든든 반기고 어제 봉상루에서 깁부채 부치던
것이 그가 누구인지 자字를 아느냐 하였거니와 아무 날이나 따로 볼일이 생기면 내가 가서
뵙겠습니다. 숙휘와 숙정 두 누이에게 한가지로 이르십시오.
2년 신축莘丑 윤칠월 17일
[추신] 악착스럽고 독하게 한 장은 보내라 하였으니 이렇게 보낸다(숙휘·숙정 공주에게)

이 한글서간첩에는 효종, 현종, 인조계비 장렬왕후, 효종비 인선왕후가 보낸 한글어찰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어찰은 효종 7통,
현종 2통, 장렬왕후 2통, 인선왕후 54통 등 모두 65통이다. 현재 제1면은 따로 떼어져 액장額裝되어 있으며, 제2면은 분실되었으나
사진은 남아 있어 원래 66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것은 현종의 편지에는 인주색印朱色이 생생한 어보御寶 세 개가 찍혀 있다. 내용 중 일부는 『친필언간총람親筆諺簡總覽』에 소개
되어 있다.
이 어찰첩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의 『신한첩』, 현종, 명성왕후, 숙종의 한글어찰을 수록한 『어필첩御筆帖』(보물 제1220호)등과
함께 조선왕실의 한글어찰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또한 한글서체 변천과정에서 고체古體에서 궁체宮體로 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17세기 대표적인 필적이 다수 수록되어있어 관련분야 연구 자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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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왕후 서찰

Letters sent to Princess Sungmyeong, the third daughter of King Hyojong (r. 1649~1659), from kings and
queens were compiled into a book by her descendants. The book comprises 65 letters, including seven letters from
King Hyojong, two letters from King Hyeonjong (r. 1659~1674), two letters from Queen Jangnyeol, and 54 letters
from Queen Inseon. Presently, the first page is separated from the book and framed. The second page, which was
the 66th letter, was lost but a photograph of it remains. These 17th-century letters are from the transitional period
when Korean script was changing from the ancient style to the court style. This makes them highly valuable for
research purposes on the evolution of the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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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참도량慈悲懺道場이란 밀교적인 경향의 불사佛事로써 모든 사람이 환희하는 마음을 내게 하여 천룡팔부天龍八部 등의 귀신을 굴
복시키고, 모든 적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평화를 찾도록 하는 법을 말하며, 일명 참법이라고도 한다. 『자비도량참법』은 중국 양나
라 무제武帝가 황후 치씨를 제도하기 위하여 여러 법사들에게 명하여 찬술하게 한 것으로 ‘양황참梁皇懺’이라고도 한다.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는 고려 말기 승려 조구祖丘가 『자비도량참법』에 나오는 어려운 글자나 어구, 내용에 대해 상세
한 설명을 하고 여러 학자의 견해를 수록하여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한 책이다.
고려의 불교는 1106년경 자비참도량이 전해져 밀교 의식이 거행된 이후, 13세기에 이르러 백련사白蓮社를 중심으로 참회문과 참
법이 성행하였다. 고려 말에 이르면 민중불교, 지방중심의 불교 경향과 더불어 밀교 의식적인 측면이 더욱 가미되었다. 이에 민중들
은 경전의 주송呪誦·예참禮懺 및 참회懺悔를 통하여 복을 기원하고 병을 낫게 하는 등 현세구복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자비도량참법
집해』는 이러한 배경에서 간행되었다.
책의 편찬자인 조구는 서문에서 “책이 세상에 나온 이래 그 내용과 문자가 읽고 해석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중국에서는 변진사辨
眞師가

해설서를 편찬한 것을 비롯하여, 광균사廣鈞師, 각명공覺明公이 주석과 풀이를 달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은종慈恩宗의 국

일미수대사國一彌授大師가 풀어서 서술하고, 선가禪家에서 교리에 밝은 동림사東林師가 간략하게 해석하였으나, 이 글들은 세상에 널리
전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과 글자의 해석을 여러 학자들의 풀이에서 취사선택하여
편찬하였으며, 주석과 더불어 제목을 ‘집해集解’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 책은 여러 주석서를 모아 항목별로 정리하고 해석을 가하였다. 상권에는 『자비도량참법』의 1권부터 3
권까지의 귀의삼보, 의심을 끊음, 참회, 보리심을 일으킴, 발원, 회향심을 일으킴, 과보가 나타남 등의 항목에 대하여 그 내용을 풀
이하였다. 하권에는 4권부터 10권까지의 지옥을 벗어남, 원한을 푸는 법, 원을 일으킴, 육도 중생을 위한 예불, 회향심을 일으킴,
보살의 회향법, 법을 널리 전하도록 함 등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모아 정리하였다.
보물 제1653호 『자비도량참법집해』는 상·하 2권 2책의 금속활자본을 번각飜刻한 목판본으로, 조판의 형식, 글자의 모양 및 크
기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책의 저본底本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
節』을

찍는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금속활자인 ‘흥덕사자興德寺字’로 인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고려후기에 찍은 바탕본(금속활자

본)은 전하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고려 후기에 직지 외에 또 다른 금속활자본의 존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간접적이나마 우리나
라 금속활자 인쇄의 역사를 알려주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김영덕

68

권2 권수

Jabi doryang chambeop (Repentance Ritual of the Great Compassion) is a book compiled by a group of dharma masters of Liang
(502~587) under the auspices of Emperor Wu (464~549), who wanted to lead his consort Empress Chi to the distant shore of nonsuffering. Consisting of two volumes whose text was printed from woodblocks copied from a movable metal type edition, experts
believe from the setting, shapes and sizes of the types used for the original text that it was printed with the same Heungdeoksa Types that
were used to print Jikji simche yojeol (Anthology of Zen teachings by Great Buddhist Priests), the oldest extant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s. While the original edition is yet to be discovered, these books are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history of printing in Korea as they raise the possibility that other great works were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s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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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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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은 1299년 원나라의 주세걸朱世傑이 발간한 수학책으로 『양휘산법楊輝算法』, 『상명산법詳明算法』등과 함께
조선시대 중요한 수학 교재로 사용된 서적이다.
『신편산학계몽』은 국내에 전해져 1450년(세종 32) 경오자庚午字 활자로 간행되었으며, 두 번째로 성종 연간(1469∼1494)에 을해
자乙亥字로 인출되기도 하였다. 이어 중종 연간의 을해자본, 1660년경의 목판중간본, 1715년 또는 1775년의 교정을 거친 1810년경
목판본의 순서로 간행되었으며 다수의 필사본도 알려져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은 세종 때의 경오자본으로 상·중·하 3권 3책 모두 전하고 있다. 안평대군의 글씨로 주조한 경오자庚
午字로

인출한 것으로 낙권落卷이나 결장缺張이 없이 완전한 상태인 점에서 매우 귀중한 서적이다. 경오자는 문종 즉위년(1450)에 안

평대군 용瑢의 글씨를 글자본으로 만들어 주조되었으나 1455년(세조 1)에 강희안의 서체로 된 을해자를 주조하기 전까지 사용하였
기 때문에 사용된 시기도 짧았으며 전하는 기록은 물론 현재까지 알려진 인본이 많지 않다.
조성趙城의 「산학계몽서算學啓蒙序」에 이어 본문 내용에 대한 준비적인 지식을 「총괄」의 항목 아래 「석구수법釋九數法」·「구귀제법九歸
除法」·「근하유법斤下留法」·「명종횡결明縱橫訣」·「대수지류大數之類」·「소수지류小數之類」·「구제율류求諸率類」·「곡두기율斛㪷起率」·「근칭기

율斤秤起率」·「전무기율端匹起率」·「고법원율古法圓率」·「유휘신술劉徽新術」·「충지밀율冲之密率」·「명리명결明異名決」·「명정부술明正負術」·
「명승제가明乘除叚」·「명개방법明開方法」 등 18개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즉 곱셈 구구, 나눗셈 구구, 무게의 단위환산, 산대에 의한 수
의 표시, 대수와 소수의 명칭, 도량형의 표시, 농토의 측량단위, 원주율의 수치, 분수의 명칭, 음수, 양수의 연산사칙, 제곱근 구하
기에 관련된 노랫말을 소개하여 민간 수학서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본문에는 문제집 형식으로 전체 20문門 259문항問項이 해법과 함께 상·중·하 3권에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권 상에는 「종
횡인법문縱橫因法門」·「신외가법문身外加法門」·「유두승법문留頭乘法門」·「신외감법문身外減法門」·「구귀제법문九歸除法門」·「이승동제문異乘同
除門」·「고무해설법문庫務解說法門」·「절변호차문折變互差門」

등 8문 113문제, 권 중에는 「전무형단법문田畝形段法門」·「창단적속문倉團積粟

門」·「이거호환문離據互換門」·「구차분화문求差分和門」·「차분균배문差分均配門」·「상공수축문商功修築門」

등 7문 71문제, 권 하에는 「지분제

동문之分齊同門」·「퇴적환원문堆積還源門」·「영불족술문盈不足術門」·「방정정부문方程正負門」·「개방석쇄문開方釋鎖門」 등 5문 75문제가 수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별 기술은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설의 과정에 그림을 곁들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권말에는 주자
발鑄字跋이 있는데 1422년(세종 4)의 변계량 경자자庚子字발문과 1434년(세종 16) 김빈의 갑인자발문에 이어 1451년(경태2년景泰二
年, 문종 1) 8월일 인출印出의 간기가 있다.

권말에 세종대의 경자자와 갑인자의 주자사실鑄字事實을 기록한 주자발문鑄字跋文이 있어 조선 초기 활자 인쇄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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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ook of arithmetic written in 1299 by Zhu Shijie of the Yuan Dynasty in China was first published in Korea using Gyeongoja
types. These copper types were cast in 1450 during the rule of King Munjong (r. 1450~1452) from the writings of Prince Anpyeong
(name: Yi Yong). Gyeongoja types were used only until 1455 when Eulhaeja types were newly cast from the writings of the
calligrapher Gang Hui-an. This made the editions printed with Gyeongoja copper types rare. There is a postscript at the end of the book
recording the casting of Gyeongjaja and Gabinja types during the rule of King Sejong (r. 1418~1450), which provides valuable insight
into printing typ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Furthermore, the book is in perfection condition and, thus, considered very pre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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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노자권재구의
州청주 老子鬳齋口義

Noja gwonjeguui
(Colloquial Commentaries on Lao-tzu)

권상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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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송나라의 임희일林希逸이 저술한 『노자老子』의 주석서註釋書를 조선시대에 경자자庚子字로 인출하여 엮은 책이다. 임희일이 저
술한 『노장열삼자구의老莊列三子口義』 중의 하나로, 『노자』의 내용을 말로 설명하듯이 쉽게 서술한 ‘구의체口義體’문장으로 풀어서 엮은
것이다.
임희일은 송나라 복주福州 복청福淸 사람으로 자는 숙옹肅翁 또는 연옹淵翁이고, 호는 죽계竹溪 또는 권재鬳齋다. 이종理宗 단평端平 2년
(1235) 진사가 되고, 순우淳祐 연간에 비서성정자秘書省正字와 고공원외랑考工員外郞을 지냈다. 시詩·서書·화畵에 모두 뛰어났으며, 중서
사인中書舍人까지 올랐다. 저서에 『역강易講』과 『춘추정부편春秋正附篇』, 『권재고공기해鬳齋考工記解』, 『노장열삼자구의老莊列三子口義』, 『죽계고
竹溪稿』, 『권재속집鬳齋續集』 등이 있다.

『노자권재구의』는 전해지는 것이 드문 희귀본이다. 『노자』에 대한 주석서는 수없이 많지만 본문 만큼이나 주석도 난해한 것이 대부
분이다. 이에 비하여 임희일이 지은 『노자권재구의』는 서명에서 밝혔듯이 말로 설명하듯 쉬운 구의체 문장으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서
술하여 초학자들이 이해하기에 쉽다는 평을 받으며 동양에서 널리 읽혀졌다.
이 『노자권재구의』는 우리나라에서 계미자癸未字에 이어 두 번째로 주조된 경자자로 찍은 판본이다. 또한 결장缺張이나 훼손된 부분
이 없이 전권全卷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발제發題, 상권, 하권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본문에 해당하는 상권은 37장, 하권은 44장이며, 상하 모두 81장으로
되어 있다. 반곽半郭의 크기는 22.6×15.2㎝이다. 변란邊欄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계선이 있으며, 본문의 행자수는 11행 21자로 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백구上下白口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판심제版心題에는 ‘노자’ 두 글자가 있다.
본서는 갑인자甲寅字가 주조된 1434년(세종 16) 이전에 간행되었다는 사실로 볼 때 늦어도 15세기 전반에는 인출된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경자자 인쇄본으로서 조선 초기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판본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제규

Colloquial Commentaries on Lao-tzu written by the Song Dynasty scholar-official Lin Xiyi was carved into wooden plates using
Gyeongjaja types and made into a book in the Joseon period. This book has been meticulously cared for and remains in perfect
condit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 main book was published before 1434 when Gabinja types started to be used, it is estimated to
have been made in the early 15th century at the latest. This book is another crucial artifact in the study of metal-type printing
technology from thi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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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명암동 출토
州청주 ‘단산오옥’명 고려 먹

보 물

淸州 明岩洞 出土 ‘丹山烏玉’銘 高麗 墨
Goryeo Ink Stick with Inscription of “Dansan Ook”
Excavated from Myeongam-dong, Cheongju

·종 목 : 보물 제1880호
·수 량 : 1점
·지정일 : 2015. 10. 2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丹山烏玉’명 고려 먹은 1998년 충청북도 청주시 동부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명암동유적(Ⅰ지구)의
고려시대 널무덤[목관묘木棺墓]에서 출토되었다.
이 먹은 현 크기 4.0×11.2×0.9㎝ 정도의 긴네모꼴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먹이다. 먹 상단부에 먹집게 흔적이 보
이며, 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양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먹과 매우 비슷하다.
먹의 앞면에는 규각형圭角形[뾰족한 부분이 연결된 직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단산오옥丹山烏玉’이란 글자를 새겨 넣었고, 나머지는
물결무늬[파상문波狀文]로 채워 넣었다. 실제로 먹을 사용하여 단산오옥 글자 중 ‘옥玉’자는 아래의 ‘一’자 획만 남아 있다. 뒷면에는
용이 긴 꼬리를 휘감으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의 비룡문飛龍文을 표현하였다.
단산오옥의 단산丹山은 충청북도 단양의 옛 이름으로, 1018년(현종 9)부터 단양군丹陽郡으로 승격되는 1318년(충숙왕 5)까지 사
용되었다. 그리고 오옥烏玉 또는 오옥결烏玉玦은 질이 좋은 먹의 별칭別稱 또는 이칭異稱으로, 이 먹의 ‘단산오옥’은 ‘단양 먹丹陽 墨’이라
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단양군 토산조土産條에는 “가장 좋은 먹을 일컬어 단산오옥이라 한다. 墨, 最
良號爲 丹山烏玉.”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 명 고려 먹은 문헌사료와 발굴자료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함께 출토된 원풍통보元豊通寶(1078〜1085)·경원통보慶元通寶(1195〜1200) 등 동전
과 ‘濟肅公妻(造三)世亡子제숙공처(조삼)세망자’가 새겨진 젓가락은 먹의 제작 연대와 무덤 주인공의 신분을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는 경상남도 창원 다호리유적의 붓과 삭도削刀[고대 지우개의 일종인 손칼] 등에서 삼국시대 이전부터 먹을 사용하고 있
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와 경주 천마총 출토 장니 천마도(국보 제207호)에 사용된 먹의 흔적은 고대사회부터 먹
이 성행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은 우리나라 먹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 먹 연구에 귀중한 문화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아울러 종이·붓·벼루와 함께 문방사우로 불리는 먹은 누구나 쉽게 만들거나 사용했던 물품이
아니라 당시 품격 있는 생활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된 문화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 먹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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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k stick was excavated from the tomb of the Goryeo period at the archaeological site in Myeongam-dong within the road
construction section in Cheongju, Chungcheongbuk-do Province in 1998. The Chinese Letters “Dansan Ook” are engraved on the
frontal side within the rectangular frame, and the rest of the space is filled with wavy pattern. On the back side is the design of a dragon
soaring into the sky with the tail twirling. It has special significance since this cultural asset reflects the dignity of those days as the
oldest existing ink stick of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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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조선왕조의궤
州청주 朝鮮王朝儀軌

Joseon wangjo uigw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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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년(영조 5) 영조(재위 1724〜1776)의 탯줄을 묻은 태실胎室을 조성하는데 따른 경위와 과정, 의식절차 등 모든 관련 사실을
적은 의궤이다. 영조가 등극한 지 5년 뒤인 1729년 8월 16일 예조판서 김시환金始煥의 건의로 상석床石과 표석表石만 있던 태실을 왕
의 태실로 가봉하면서 작성되었다.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의 전말·경과, 소요된 재용財用·인
원, 의식절차, 행사 후의 논상論賞 등을 기록해 놓은 책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의궤는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1600
년(선조 33)에 작성된 의인왕후懿仁王后의 『빈전혼전도감의궤殯殿魂殿都監儀軌』와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 등이 가장 앞서는 자료이다.
『영조태실석난간조배의궤』는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수습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민심을 수습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태실에 관계된 기록으로 『태실등록胎室謄錄』이 있으나, 그보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당시의 태실의 규모와 구조·절차, 동원된 인
적·물적 자원이 기록되고 있다.
『영조태실석난간조배의궤』에 따르면 영조의 탯줄은 1694년(숙종 20)에 일등태봉인 충청도 청주목 산내 일동면 무쌍리에 묘좌유
향卯坐酉向의 명당에 안치하였다가, 1729년(영조 5)에 예조의 건의로 태실을 석조물로 치장하였다.
공주公州의 숙종 태실을 모범으로 하고 석재는 상현암리上玄岩里에서 공급하였으며, 소요된 인원과 각종 물건·기계의 기록인 후
기後記는 당시의 각종 소요품의 명칭과 수량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충청도 각 고을로부터 일정한 인원이 부역하였고 승군僧軍도 동원되었으며, 석수石手의 경우는 경석수京石手까지 동원되었다. 상세
한 제의祭儀와 석수·화원畫員의 명단도 있다.
권말에는 관상감제조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사觀象監提調 嘉善大夫 禮曹參判 兼 同知經筵 義禁府事 윤모尹某, 선공감제조 가
선대부 호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 완릉군繕工監提調 嘉善大夫 戶曹參判 兼 五衛都摠府副摠管 完陵君 이모李某, 서표관 봉정대부 권지승문원부
정자書標官 奉正大夫 權知承文院副正字 한모韓某, 도차사원 통훈대부 청주목사都差使員 通訓大夫 淸州牧使 조모趙某, 감역관 통덕랑 선공감감역監役官
通德郞 繕工監監役

박모朴某, 감역관 통훈대부 행용상감훈준監役官 通訓大夫 行龍象監訓遵 박모朴某, 주시관 통덕랑奏時官 通德郞 박모朴某 등 당시

태실의 가봉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의 직함職銜과 성씨姓氏가 나열되어 있다.
본서는 7장에 지나지 않으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할 뿐 아니라 영조태실에 관련한 기록을 상세히 남기고 있어, 우리나라 태실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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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record
all details on building the Placenta Chamber of King
Yeongjo (r. 1724~1776). Propos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and Education Kim Si-hwan on August 16,
1729, five years after the king’s coronation, the Royal
Protocols were created upon sealing the chamber. The
Royal Protocols record full details, procedures,
techniques and personnel involved, ceremonial
proceedings, and post-event discussions and rewards.
The main body, consisting of seven sheets, is in
excellent condition and serves as an important artifact
for research on placenta chambers in Korea.

구월십이일 첩보

권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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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최석정 초상 및 함
崔錫鼎 肖像 및 函
Portrait of Choi Seok-jeong with Case

보 물

·종 목 : 보물 제1936호
·수 량 : 초상 1폭, 함 1점
·지정일 : 2017. 05. 0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These relics are the portrait of Choi Seokjeong (a.k.a. Myeonggok, 1646-1715), a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late Joseon
period, and its storage box. A grandson of Choe
Myeong-gil (1586-1647), a leader of the
officials who sought a peaceful settlement with,
rather than armed struggle against, the Manchu
forces when they invaded Joseon in 1636, Choi
Seok-jeong joined Yun Jeung (1629-1714) and
Nam Gu-man (1629-1711) to advocate the
p o l i t i c a l v i e w s o f t h e S o r o n ( “ Yo u n g
Doctrine”), exerting a strong influence on the
political scene and academic circles of his time.
In the portrait, he is depicted seated on a chair
wearing dallyeong (a round-collared robe) and
osamo (a black satin hat), making it a typical
portrait of a government official dating from
the late Joseon period. The details of the court
uniform, chair and footrest suggest that the
portrait was painted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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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명곡 최석정(明谷 崔錫鼎, 1646~1715)의 초상과 초상을 보관하는 함이다.
최석정은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주장한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의 손자이며 윤증(尹拯, 1629~1714), 남구만(南九萬,
1629~1711) 등과 함께 소론의 영수로서 정계와 사상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671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한 후 승문원承
文院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조참판, 한성부판윤, 이조판서 등을 거쳐 1701년 영의정에 임명되었고 이후 영의정을 여덟 번
역임하면서 숙종년간(1674~1720)에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최석정은 노론과 소론, 남인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된 당쟁의 시기에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치 노선을 추구
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행정관료로 큰 역할을 하였다. 최석정은 양명학陽明學, 주역周易, 예학禮學, 산수
算數, 자학字學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졌으며 역학과 수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형이상학적인 역학사상에 의거한 수론을 전
개한 『구수략九數略』을 저술하였다.
초상은 오사모에 흉배가 부착된 운보문雲寶紋의 단령을 입고 두 손을 소매 속에 맞잡아 교의에 앉은 관복 전신교의좌상이며, 매우
화려한 쌍학흉배雙鶴胸背에 정1품의 관료만이 맬 수 있는 서대犀帶(무소의 뿔로 장식한 띠)를 착용하였다. 교의에는 표범가죽이 깔리
고 족좌대 위에 흑피혜黑皮鞋를 신은 두 발을 올렸다.
얼굴은 갈색 필선으로 윤곽선과 이목구비를 묘사하고 눈 아래, 법령, 왼쪽 뺨에 미묘한 선염을 구사하여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표현
하였다. 수염은 흰색과 검은색의 필선으로 한 올 한 올 그려 넣었다. 굵은 필선으로 음영처리 없이 옷 주름을 표현하였고 단령의 벌어진
곳으로 보이는 안감의 모란문과 운문 역시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교의 위에는 표범가죽이 깔려있는데 섬세한 필치로 털을 묘사하였고 표범의 머리가 단령 아래 발 사이에 보인다. 족좌대 옆에는 발
톱이 강조된 표범의 두 발이 그려졌다. 교의의 다리는 3개가 그려졌고 다리 끝에는 은으로 만든 금속장식이 부착되었다. 바닥에 화문석
은 없고 족좌대 위에만 청색 테두리가 있는 민돗자리가 깔려있으며 돗자리의 꼬임을 갈색 선으로 묘사하고 신발의 바닥 무늬도 분명하
게 그려 넣었다.
단령에 오사모를 쓰고 교의에 앉은 전신교의좌상은 조선 후기 관복초상화의 전형적인 도상이며 단령, 사모, 교의, 족좌대 등의 표현
이 모두 18세기 초에 제작된 초상화의 양식을 보인다. 정확한 제작 시기와 화가는 알 수 없지만 최석정의 사망한 18세기 초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석정 초상은 17세기의 공신초상에서 18세기의 관복초상화로 변화하는 시기의 양상을 보여주며 뛰어난 사실성과 함께 섬세하고
숙련된 묘사가 돋보이는 중요한 작품이다. 초상을 보관하는 함도 초상화와 같은 시기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박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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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
州청주 淸州 飛中里 石造三尊佛坐像

Stone Seated Buddha Triad in Bijung-ri, Cheongju

보 물

·종 목 : 보물 제1941호
·수량｜높이 : 1점｜170㎝
·지정일 : 2017. 06. 2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소유자 : 국유
·시 대 :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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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각 앞에 있는 광배와 마애불

청주 비중리에서 전하는 삼국시대 석조삼존불좌상으로 1979년에 인근에서 파손된 채 석조여래입상, 석조광배 등과 더불어 발
견되었다. 이 상들은 발견 당시부터 고구려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중요한 자료로 주목되었다. 근래에 삼존상의 편
들이 합체되어 동산 위에 봉안되었고 이어서 1987년에 보호각을 설치해 보존하고 있다. 당시 함께 발견되었던 석조여래입상과 석
조광배는 보호각 앞에 따로 서 있다. 석조삼존불좌상의 규모는 높이 170㎝, 너비 206㎝이다.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은 석불로는 규모가 큰 상으로 좌협시보살상이 없는 상태이나 본존상과 우협시보살상, 그리고 광
배, 대좌 등이 전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삼국시대 6세기에 유행하는 일광삼존불상一光三尊佛像 계통의 상으로, 커다란
주형舟形의 광배에 시무외施無畏 여원인與願印의 여래좌상을 본존상으로 하고 좌우에 보살입상이 협시하고 있다. 특히 대좌가 수미좌
須彌座의 사자좌 형식이어서 더욱 고격古格을 반영하고 있으며 광배에는 화불이 있다.

본존불상은 머리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좁고 긴 얼굴 윤곽을 보인다. 가슴 부분도 깨어져서 대의를 입은 방식은 알 수 없으나 결
가부좌한 다리 위로 둥근 옷주름이 늘어지고 있다. 대좌는 윗 단이 사각인 수미좌의 사자좌여서 중국 5세기의 이른 형식이다. 이와
같은 대좌의 상은 5세기의 집안 장천리1호분 고분벽화의 예불도에서만 볼 수 있어서 비중리 삼존불상이 고구려 계통상임을 알려준
다. 광배의 윗부분은 수평으로 다듬어져 있고 본존상을 감싸고 있는 두광과 신광은 아무런 문양 없는 둥근 동심원이어서 역시 고식
표현을 보인다. 또한 불상 좌우의 화불은 우측의 5구는 완전하나 좌측에는 1구만 남아 있다. 화불은 두 손을 앞에 모은 선정인 상으
로 연화좌와 키모양 광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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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협시보살상의 얼굴 역시 마모되었지만 어깨에 붙은 둥근 장식이나 X자형 천의, 그리고 폭이 넓은 치마 등에서 6세기 보살상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목걸이에 매달린 둥근 장식이나 왼손에 밑이 둥근 병을 지물로 들고 있는 표현은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
는데, 중국 북위 5〜6세기 보살상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비중리 삼존상의 조성시기가 매우 올라감을 알려준다.
이처럼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은 우리나라 불상 중에서 매우 희귀한 예인 5〜6세기의 고식 불상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상
이다. 특히 고구려 불상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상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의 남하와 관련하여
이곳에서 조성된 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중리 석불상들은 그 조성 국가와 관련하여 고구려 내지는 신라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된 바 있는데, 이 점은 삼국시대 5〜6세기에 이곳 충북지역에서 삼국이 국경을 접하였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식의 상을 조성한 국가는 고구려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 불상은 모두 소금동불상이므로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은 현존하는 고구려의 유일한 석조 불
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상이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삼국시대의 대형 석조불상 중에서 조성시기가 가장 올
라가는 불상이라는 것이다. .
김춘실

90

본존불

우협시보살

This Stone Seated Buddha Triad dating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was discovered in 1979 at a site in Bijung-ri, Cheongju
together with a standing stone Buddha and halo. The relics were recently restored on a nearby hill. The triad consists of the principal
Buddha in a seated position displaying the Abhaya and Varada mudras, flanked by two standing bodhisattvas, against a large single
almond-shaped mandorla carved with miniature Buddha images, a style which enjoyed great popularity in the sixth century. The three
statues stand on a lion-shaped pedestal. Opinions vary about the origin of the triad because the area around Chungbuk was under the
influence of both Goguryeo and Silla in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but it is generally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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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상당산성
州청주 淸州 上黨山城

Sangdangsanseong Fortress, Cheongju

사 적

·종 목 : 사적 제212호
·지정일 : 1970. 10. 0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
·면 적 : 936,574㎡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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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산성은 청주시 동쪽 상당산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그 사이에 곡간부를 둘
러쌓은 고로봉형栲栳峰形 석축산성으로 둘레가 약 4.2㎞이다. 성문은 진동문[鎭東門, 동문], 공남
문[椌南門, 남문], 미호문[弭虎門, 서문] 등 3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성벽을 따라가면서 암문暗
門 2곳, 치성雉城 3곳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성내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다.

상당산성은 삼국시대 백제가 쌓은 산성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아직 근거로 찾을 수 없고, 최
근 연구에 따르면 신라 서원술성西原述城으로 비정된다. 『삼국사기』 「열전」에 김유신이 죽은 후에
구근仇近이 김유신의 셋째 아들인 원정元貞을 따라 서원술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근거하
면 김유신은 673년 7월에 서거하였으므로 이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선 전기
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상당성古上黨城이 율봉역의 북쪽산에 있고,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7,773척이며, 안에 12개의 우물이 있으며, 지금은 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인 1596~1597년(선조 29~30)에 충청병마절도사로 부임한
원균元均이 상당산성을 중요시하여 급히 개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상당산성고금사적기上黨山城
古今事蹟記』(1744)에는

이시발李時發을 찬획사贊劃使로 삼고 최립崔岦을 관성장管城將으로 삼아 성을 쌓

았다고 기록되어있다.
1651년(효종 2)에 해미읍성에 있었던 충청도병마절도사영忠淸道兵馬節度使營이 청주로 옮겨오면
서 상당산성은 청주읍성의 배후산성이 되었다. 그 후 충청병영 소속으로 병마우후兵馬虞候가 상당
산성을 지켰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상당산성의 개축공사는 1716년(숙종 42)에서 1720년(숙종 46) 사이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영조·고종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개축되었으며, 1895년을 전후한
시기에 산성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해방 이후 정비·보수 하였다.
조선 후기 상당산성의 경영과 관련한 성내 건물의 규모와 배치는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충청도
병마절도영 성지忠靑道 兵馬節度營 城池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764년(영조 40)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구례 운조루雲鳥樓에 소장된 《상당산성도》에 상세히 그려져 있다.
상당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82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
다. 이후 1995년부터 2013년까지 6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2015년 상당산성 동
문 복원을 위하여 남쪽 성벽을 해체할 때에 조선시대 쌓은 성벽 안에서 축조된 성벽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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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산성 안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이른 시기 것으로 7〜8세기경의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등이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9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와편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나말여초의 호족과 관련한 시
기로서 견훤과 궁예에 관한 전설이 『상당산성고금사적기』에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상당산성은 중부내륙지역의 군사적 요충지에 축조되어 전체적인 규모와
현재까지 남아있는 현상이 다른 어느 산성보다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또한 통일신라 이후 석축산성 문화의 기술적 총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당산성은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특별히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2010년 1월 11일에 중부내륙산성군 가운데 하나로서 세계문
화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
노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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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dangsanseong is an imposing stone fortress built along
the ridge of Sangdangsan Mountain in east Cheongju that once
served as a military stronghold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country. It has three main gates, Jingdongmun (East Gate),
Gongnammun (South Gate) and Mihomun (West Gate), two
small secret gates, and three bastions. There is also a large pond
within its grounds. Researchers regard it as a valuable reference
for the diverse skills and techniques used to build stone
fortresses after the Silla period (57 BC~ 935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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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산성 옛모습(1950년)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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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흥덕사지
州청주 淸州 興德寺址

Heungdeoksa Temple Site, Cheongju

사 적

·종 목 : 사적 제315호
·면 적 : 34,337㎡
·지정일 : 1986. 05. 0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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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운천동 양병산 남동부에 위치하는 청주 흥덕사지興德寺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며 세계기록유
산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을 비롯하여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보물 제1653호) 등을 금속활자로 간행한 고려시대의 절터로서 우리나라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꽃을 피웠던 역사적인 장
소이다.
청주 흥덕사의 창건과 연혁을 알려주는 문헌기록은 전혀 없으나 1972년에 유네스코가 정한 책의 해를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책 전시회에 『직지』가 출품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동시에 ‘흥덕사興德寺’라는 절이 청주 부근에 있었을 것
이라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다. 즉 『직지』 하권의 맨 끝장에 1377년 7월에 청주목 교외에 있는 흥덕사에서 주자로 인쇄하
였다는 간기를 통하여 흥덕사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였고, 이후 1985년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흥덕사興德寺’명의 청동금구
靑銅禁口와 청동불발靑銅佛鉢로 흥덕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985년 7월부터 청주대학교 박물관에서 흥덕사지를 발굴한 결과 이곳에 있었던 사찰은 대략 9세기에 창건되어 14세기
말 또는 15세기 초까지 존속하였으며,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후 완전히 폐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지의 동반부가 이미
파괴된 상태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발굴을 통하여 확인된 유구는 동남쪽 일부가 손상된 금당지와 동벽부가 유
실된 강당지, 그리고 원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서회랑지와 회랑지 끝에 붙은 벽돌 깔은 건물지 등 주로 사역권의 서북부
지역이었다. 그러나 사지의 성격상 좌우대칭으로 건물배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남부 지역에도 같은 구조의 건물
들이 있었을 것으로 일단 추정하였다. 따라서 가람배치는 남향의 단탑가람單塔伽藍으로서 중심축선상의 중문·탑·금당·강
당이 있고, 좌우로 동·서회랑이 돌려진 삼국시대 이래의 통식을 따랐으며, 각 건물들은 후대에 중수를 거듭하면서 약간씩
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흥덕사지의 출토유물은 크게 와전류와 금속류가 주를 이루는데, 와전류는 수막새·암막새·치미 등이 있다. 수막새는 연
화문 또는 연화문과 당초문이 복합 시문된 것이 가장 많으며 문양의 형태가 다양하여 누차 중수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
부의 수막새는 신라 말기의 양식이 나타나고 있어 흥덕사의 상한연대를 추정하게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양식인
해무리문과 귀면문이 있는 수막새도 출토되었다. 암막새는 주연부에 연주문이 있는 당초문이 주류를 이루고, 고려시대의 특
징을 보여주는 연꽃잎이 밑으로 향해있는 연화문 암막새가 출토되었다. 명문와편으로는 ‘계향지사桂香之寺’와 ‘대중삼년大中三年’
명 기와가 주목된다. 치미는 파편으로 출토된 것을 모아 복원 하였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경주 황룡사지皇龍寺址에서 출토된
치미와 같은 기본형으로 고려시대의 치미로서는 유일한 완형이다. 규모에 있어서도 황룡사지 치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금속류는 금구 3점을 비롯하여 청동제 소종小鐘·금강저金剛杵·보당용두寶幢龍頭·불기佛器·발鉢 등이 있다. 특히 ‘흥덕사’
명 금구와 ‘황통10년皇統十年’명 불발은 이 사지의 이름을 알려준 귀중한 유물이다. 이외에도 금당지에서 철불의 나발 파편이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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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사지 발굴 모습(1985년)

흥덕사지 출토 흥덕사 명문 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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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사에서 간행된 사실이 기록된 『직지』 간기

이 밖에 많이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해무리형의 굽이 달린 고려 초기의 청자편과 물고기를 백상감으로 표현한 분청사기 조각들
이 보여 당시의 생활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준다.
청주 흥덕사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인쇄한 중요한 유적지로서 발굴조사 후에 곧바로 사적으로 가지
정되었다가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흥덕사지를 기념하고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전시하기 위한 청주고인쇄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청주지역의 문화관광 명소가 되었다.
박상일

The Heungdeoksa Temple Site is a historic site that once contained a Buddhist temple of Goryeo (918~1392) which published
Buddhist scriptures, including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Anthology of Great Buddhist Priests' Zen Teachings)
and Commentaries on Jabi doryang chambeop (Repentance Ritual of the Great Compassion), of which the first edition, printed in 1377,
is the world’s oldest extant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s. The discovery of Jikji helped to confirm that Heungdeoksa Temple
used to be situated in present-day Cheongju, a fact that was further confirmed by the inscription on the bronze ornament and ceremonial
vessel excavated at the site in 1985. The excavation revealed that the temple was built in the ninth century and survived until the late
fourteenth or early fifteenth century; and that it featured a layout establish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1st c. BCE~668)
marked by a single pagoda standing on the same axis as the middle gate, main dharma hall and lecture hall, and east and west gall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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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청주 신봉동 고분군
淸州 新鳳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Sinbong-dong, Cheongju

사 적

·종 목 : 사적 제319호
·면 적 : 172,715㎡
·지정일 : 1987. 07. 1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산 7
·소유자 : 국유
·시 대 :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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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봉동 고분군은 청주 도심을 흐르는 무심천 서북쪽에 위치한 속칭 명심산에 있는 백제시대 고분
군이다.
1982년 발견 이후 7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일부분이나마 고분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청
주지역은 1982년 청주 신봉동 고분군이 발견되기 이전까지 고대사의 전개는 단순히 마한과 이후 백제에서
신라로 이어진다는 막연한 이해에 그쳤었다. 하지만 신봉동 고분군의 발굴을 통해 지역의 역사 복원이 가
능하게 되었고 나아가 백제사 전반에 걸친 새로운 이해를 갖기에 충분하였다.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2년 3월 고분의 존재가 알려진 직후 1차 조사가 있었다. 1987년에는 고
분군의 가치를 인정하여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2∼7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석실분 4기, 석곽묘 3기,
토광묘 320여 기, 구덩유구 49기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2013년 7차 조사에서는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
던 석곽묘가 석실분 주위에서 찾아져 이 유적의 새로운 묘제로 확인되었다.
신봉동 고분군의 분포 양상은 대체로 산의 정상부 가까운 일정한 높이 이상에 석실분이 존재하고, 석
실분 분포 지역 아래로 큰 목곽묘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아래로 규모가 큰 토광묘와 중간 규모의 토광묘
가 어우러져 있으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작은 토광묘가 많이 분포한다. 능선 제일 아래쪽으로는 토광묘와
소형 구덩유구가 섞여 분포하고 있다.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석실분의 축조 연대가 신봉동 고분의 하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봉동 고분군은 횡혈식 석실분 4기를 제외하면, 320여 기의 토광묘가 높이 차이를 막론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커다란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조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한편 토광묘에서의 변화
가 꾀해지고, 전혀 새로운 묘제인 횡혈식 석실분이 등장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보여준다.
청주 신봉동 고분군은 백제 권역 최대의 고분 밀집지역이다. 전체 고분군 중 일부에 대한 7차례의 발
굴조사를 통해 고분군은 5세기를 중심으로 집중 조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문헌기록에서 보이지 않
는 백제의 활발한 군사, 대외활동을 반증하는 유적으로서 가치가 높다.
강민식

These tombs dating from the Baekje period are located in Myeongsimsan Mountain to the northwest of
the Musimcheon Stream which flows through Cheongju.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even excavation
surveys conducted since 1982, most of the tombs were built in the fifth century. Researchers believe they
are vestiges of military and diplomatic activities of the Baekje Kingdom that were not covered by any
historical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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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발굴조사 모습(A구역)

18호 무덤 발굴당시 출토유물

발굴조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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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동 고분군 출토 조족문 토기

청주 신봉동 고분군 2차 발굴 유물공개

④

석실·석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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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清 청주 정북동 토성
州청주 淸州 井北洞 土城

Earthen Fortification in Jeongbuk-dong, Cheongju

사 적

·종 목 : 사적 제415호
·지정일 : 1999. 10. 22.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351-1
·면 적 : 134,583㎡
·소유자 : 국·공유 및 사유
·시 대 :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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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정북동 토성은 미호천美湖川과 무심천無心川이 합류하는 지점의 넓은 평야지대에 위치한 토성
이다. 이 지역은 본래 범람원汎濫原(flood plain)에 해당하며, 토성 주변의 고도는 해발 32〜36m 정
도로서 성안의 지형은 동문지 일대가 1〜2m 정도 낮다.
정북동 토성의 평면형태는 거의 정방형을 이루고 있다. 둘레는 동벽 185m, 북벽 170m, 서벽
165m, 남벽 155m로서 총 675m이다. 여기에 남문과 북문이 어긋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제 성
벽의 길이는 685m 정도이다. 성벽의 높이는 안쪽에서 3.5〜4m, 바깥에서 6.5m 내외이다. 성벽 윗
부분의 폭은 2m이고, 성벽 밑 부분의 폭은 중심 토루와 내외측 토루를 포함하여 8〜13m 정도이다.
사방에 문지門地가 있으며, 남·북의 두 문터는 성벽이 좌우에서 어긋나게 만든 독특한 형태의 옹성
甕城 구조로서 주목된다. 성벽을 따라가면서 각 모서리 부분과 각 방향의 문지 좌우측으로 곡성曲城을

이루어 모두 12개의 봉峰이 대칭적으로 위치하는 모습이다.
정북동 토성에 대한 1차 발굴조사는 1997년에 서문과 동문 북쪽의 성벽 일부지역에 대해 실시하
였고, 1999년도 2차 발굴조사는 성안의 동쪽지역과 성 밖의 동남쪽지역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후
2014〜2015년에 성 밖의 해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복원하였다.
정북동토성의 발굴조사 결과 성벽구조에서 판축토루版築土壘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성 안에서는 청
동기시대의 주거지, 토성 축조 이전의 목책시설木柵施設, 토성과 관련한 돌무더기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성 밖에서는 성을 둘러싸는 해자垓子가 확인되었으며, 해자가 메워진 위층에서 통일신라 후
기부터 고려시대까지의 도로 흔적과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
토기 및 홍도편, 초기철기시대의 검파두식劍把頭飾[칼자루 끝 장식], 원삼국시대의 토기편, 삼국시대
의 호·평저옹·적갈색 연질 및 회청색 경질의 타날문 토기편, 9〜10세기대 기와편 및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청주 정북동 토성은 평지의 방형토성方形土城으로 중국 한나라의 방형토성 및 서울의 백제 풍납동
토성과 입지가 유사하다. 수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이 토성은 한성백제시기에 백제가 남쪽으
로 영역을 넓히면서 청주지역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지방도시를 경영하기 위해 축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초축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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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에 1744년(영조 20) 승려 영휴靈休가 지은 『상당산성고금사적기上黨山城古今事蹟記』에 의하면 “신라 말에 궁예가 양길梁吉의 부
하로 있다가 군사를 나누어 동쪽을 공략할 때에 지금의 상당산성을 쌓고 근거지로 삼았다. 후에 후백제의 견훤이 궁예의 상당산성
을 빼앗고 까치내 옆에 토성을 쌓고 창고를 지어 부세賦稅를 거두어 쌓아 두었다가 상당산성 안으로 운반해 들였다”라고 전해오고
있어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에 다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북동토성은 국내에 있는 토성 중 잔존 상태가 가장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성의 구조나 출토 유물 등으
로 미루어 보아 한국 초기의 토성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토성은 백제의 청주지역 영유領有와 관련한 한
국고대사의 의문점을 풀어줄 중요한 성곽이라고 할 수 있다.
노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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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동 토성 내 마을 이전 전 모습(1980년대)

The earthen fortification in Jeongbuk-dong is located on a wide plain near the confluence of Mihocheon and Musimcheon streams.
As a rectangular earthen fortification built on a plain, its location is similar to fortifications built during the Han Dynasty of China and
to the Earthen Fortification in Pungnap-dong, Seoul dating back to the Baekje Dynasty. The rammed earth rampart was found within
the fortress walls. Dwellings dating back to the Bronze Age and the Baekje period have also been found within the perimeter of the
fortress, as have wooden fences built years before the earthen fortification. It is thought that this fortification was built to run the
provincial region of Cheongju, recognizing its importance, in connection with Hanseong Baekje’s southward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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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공북리 음나무
州청주 淸州 拱北里 음나무

Castor Aralia of Gongbuk-ri, Ch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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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종 목 : 천연기념물 제305호
·수 량 : 1주
·지정일 : 1982. 11. 04.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318-2
·소유자 : 청주시

음나무는 보통 엄나무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부 지역에서 자라며, 유럽과 미국에는 없는 나무이다. 봄에 연한 잎은
나물로 먹고 가시가 있는 가지는 악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하여 출
입문 위에 달아 놓기도 했다. 옛날에는 이 나무로 6각형의 노리개를 만
들어 어린아이에게 채워 줌으로써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음’이라고 하여 음나무로 불렸다.
공북리 음나무는 예전에는 귀신을 쫓는 나무라 하여 서낭당나무로
마을 주민들이 보호하였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다. 또한 마을
주민들끼리 마을의 행사를 하던 장소로 과거 5월 단옷날에 그네뛰기 등
전통놀이를 행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공북리 음나무의 나이는 700살로 추정된다. 높이는 8.9m이며, 뿌리
근처 줄기둘레는 8.5m이다. 음나무 가지는 동서로 19.3m, 남북으로
14.7m 정도 퍼져있다. 줄기가 남동쪽으로 약 30°정도 기울어져 있어 A
형 철재 지주로 받쳐져 있다. 지상 약 5m 높이에서 둘로 크게 갈라졌으
며, 여러 개의 굵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다. 한때 줄기의 중심부분이
썩어들었으나 현재는 외과수술을 통해 썩은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
수하였다. 전체적으로 생육이 양호하며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다.
예로부터 마을주민들이 서낭나무로 신성시하면서 치성을 드려왔던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음나무 가운데 가장 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로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삶과 함께 살아와 민속적·문화적 자료
로서 가치가 크고 생물학적 보호가치가 높다.
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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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or Aralia, commonly called kalopanax, is species of tree found exclusively in Korea, China, Japan,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Castor Aralia in Gongbuk-ri is about 700 years old. Villagers have long regarded it as a village guardian that has shared their joys
and sorrows. I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pecimen as it is the largest and oldest Castor Aralia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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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연제리 모과나무
州청주 淸州 蓮堤里 모과나무

천연기념물

Quince of Yeonje-ri, Cheongju

·종 목 : 천연기념물 제522호
·수 량 : 1주
·지정일 : 2011. 01. 1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7
·소유자 : 청주시

The village of Yeonje-ri was apparently nicknamed Mogwaul (Quince Village) after its ancient quince tree. In 1450, King Sejo
asked a local scholar named Ryu Yun from the Seosan Ryu clan in Mudong, Cheongju to come to work for him. After the scholar
declined the offer, describing himself as “just an ordinary person like a quince tree,” the king presented with him a calligraphic script
composed of four characters, Mudongcheosa (楙洞處士; meaning “a recluse in Mudong”), that he had made himself. In return, Ryu
drew a picture of the tree and sent it to the king. It is said to be the largest quince tree in the country, and is about 500 years old. The tree
has been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for its historical and biologic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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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연제리에 위치한 모과나무이다.
연제리는 예로부터 모과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도 바로 모과나무
때문에 붙었다. 조선 세조 초에 서산류씨 문중의 류윤柳潤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에 은거하고 있었는데 세조는 그를 조정으로 불러내려고 했다.
그러나 류윤은 여러 말 하지 않은 채 이 모과나무를 가리키며 자신을 모
과나무처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임금의 부름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세조는 친히 무동처사楙洞處士라는 어서御書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가 1450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류윤이 살아 있을 당시에도
세조에게 이 나무의 그림을 그려 올릴 정도였으니 당시에도 이미 큰 나
무였다고 생각된다.
국내에 있는 모과나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나이는 500살로 추
정된다. 높이는 12m이며, 가슴높이 둘레는 3.34m이고, 가지는 13m이
다. 나무껍질은 홍갈색과 녹색이 섞여 얼룩얼룩한 비늘 모양을 띄고 있
으며 원 줄기에 구멍이 크게 생겨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생육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연제리 모과나무가 있는 지역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에 포함 되었으나 다행히 모과나무 주변은 모과공원이란 이름의 소공원
으로 남겨졌다.
국내 모과나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녀 모과나무 중 처음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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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금속활자장
州청주 金屬活字匠

국가무형문화재

·종 목 : 국가무형문화재 제101호
·지정일 : 1996. 02. 01.
·소재지 : 충청북도 흥덕구 흥덕로 96

Geumsok Hwaljajang, Master of Metal
Movable Type Making

금속활자장은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각종 서적을 인쇄하는 장인이다. 금속활자는 글씨를 바탕으로 과학과 기술을 총망라하
여 만들어낸 종합 예술품으로서 우리나라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전통공예기술이다. 인쇄술은 활자를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찍을 때 사용하는 먹과 종이가 발달해야하기 때문에 인쇄술의 발달은 한지와 먹의 우수성을 볼 수 있다.
금속활자 인쇄기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려시대에 창안되었다. 1232년(고종 19)에 개경의 서적점書籍店에서 찍은 금속활자 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가 전하며, 국가전례서인 『상정예문詳定禮文』을 금속활자로 찍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이전부터
금속활자 인쇄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
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의 하권 1책이 남아 있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보존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앙

관서를 중심으로 주조방법과 조판법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켰다. 1403년에 주조한 「계미자」를 시작으로 1420년 「경자자」, 1434년
「갑인자」 제작에서는 조선시대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주자소는 금속활자 제작을, 교서관은 금속
활자 인쇄출판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장인 중에 금속활자장이 별도로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특별
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금속활자장인 임인호는 2008년에 타계한 기존의 금속활자장 오국진의 제자이다. 1997년 10월에 오국진의 문하로 들어
가 금속활자 주조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여 2004년 전수교육조교가 되었고, 오국진이 타계한 1년 후 금속활자장이 되었다.
2007년부터 조선시대 주요 활자 복원에 나서 조선시대 첫 금속활자인 계미자 등을 복원했고 경자자, 병진자, 한구자, 율곡전서
자 등 조선시대 금속활자 30종과 동국정운자, 인경목활자 등 목활자 8종을 복원하였다. 또한 직지심체요절 상·하권 3만 자 가운데
3만여 자를 복원하였다.
금속활자의 제작과정은 크게 글자본 만들기, 원형만들기, 주조작업, 마무리작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조기법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현재 청주시 금속활자주조 전수관을 운영하며 매주 금속활자 주조 시연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우리나라 금속활자의 우수성을 알
리고 있다.
유해철

Geumsok Hwalja is a traditional Korean form of craftsmanship that
represents the excellence of Korean culture. It is a composite craft
combining arts, science and technology. Master Yim specializes in
making metal movable types and the printing of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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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출토 순천김씨
州청주 의복 및 간찰

중요민속문화재

淸州 出土 順天金氏 衣服 및 簡札
Clothes and Letters of Lady Kim of the Suncheon
Kim Clan Excavated from Cheongju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09호
·수 량 : 복식 11점, 간찰 192점
·지정일 : 1979. 12. 2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명주 솜누비철릭

1977년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에 있는 채무이(蔡無易, 1537〜1594)와 그의 둘째부인 순천김씨(1580년대 사망 추정) 묘를 비
행장 건립 공사로 인해 이장하게 되었다. 이때 40대로 보일만큼 상태가 온전한 김씨 미라와 함께 관 안을 채운 명주 천릭天翼과 저고
리 등의 의복류와 당시 채씨 집안에 오고간 서간류 뭉치를 수습하였다. 김씨는 가죽신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가죽신은 이장할 때 도
로 매장하였다고 한다. 출토된 유물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인천채씨 세보世譜에 의하면 채무이는 1555년(명종 10)에 19세로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후 6품에 해당하는 세자익위사시직世子翊
衛司侍直을 지냈으며 64세에 사망하였다. 부인 순천김씨의 생몰년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한글로 쓰인 편지 내용을 참고하면 채

무이와 혼인하여 1568년(선조 1)에 아들 종길을 낳았고, 임진왜란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복식은 철릭 2점, 직령 1점, 저고리 2점, 적삼 2점, 치마 1점, 바지 2점, 토시 1점 등 총 11점이다.
철릭은 명주솜누비철릭 1점과 모시홑철릭 1점이 출토되었다. 모시철릭은 옷 길이 111㎝, 화장[저고리의 깃고대 중심에서 소매 끝까
지의 길이] 144㎝, 소매길이 104㎝이다. 철릭은 남자의 옷으로 배우자나 형제·친척 등이 망자의 관에 자신의 옷을 넣어주는 풍속으로
사용된 옷이다. 철릭의 상하 길이 비례는 시대를 판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는데 순천김씨의 것은 16세기 후기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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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회장저고리

모시철릭

직령은 남자옷으로 무명솜직령 1점이 출토되었다. 수례지의襚禮之衣[배우자나 형제·친척·친구 등이 망자의 관에 자신의 옷을
넣어주는 풍속]로 사용된 옷이다. 훼손이 심하여 치수 측정이 어렵지만 편복포便服袍로 이중칼깃과 이중섶을 확인할 수 있다.
저고리는 옷깃의 형태에 따라 목판깃저고리·칼깃저고리·당코깃저고리로 구분되는데 순천김씨의 저고리는 나무판과 같이 생
긴 목판깃이 달렸다. 옷깃 및 섶·무·끝동부위는 길胴[몸통부분]·소매와 다른 재질을 사용하였다. 저고리 길이는 70㎝, 화장 76
㎝이며 세부 부위의 색상이 달라 삼회장저고리의 초기 형태로 보인다.
적삼은 간단한 구조의 짧은 웃옷이다. 함께 출토된 한글 편지글 내용 중에 ‘아버지의 겹적삼을 빨아 저고리를 만들어준다’는 내용
이 있다. 삼베홑적삼은 길이 70㎝, 화장 73㎝에 목판깃이 달려 있다.
치마는 여자의 하의이며, 출토된 치마는 홑으로 된 모시치마로 길이 90㎝에 2㎝ 너비의 주름을 잡았다. 주름을 박음질한 솜씨가
뛰어나다.
바지는 밑이 트인 명주솜누비바지이다. 여자의 속곳에 해당한다. 안감은 무명을 사용했고 겉감은 명주를 썼다. 3.5〜4㎝ 간격으
로 누볐으며 길이는 105㎝, 허리둘레 102㎝에 어깨끈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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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 홑치마

토시는 겉은 고운 명주를 사용하고 안은 거친 명주를 썼으며, 솜을 얇게 두었다. 크기는 52㎝, 39㎝로 비교적 큰 편이다.
의복 형태는 시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여 묘주墓主가 임진왜란 이전 인물임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상례의 예를 갖추
고자 넣은 철릭, 직령 등의 남자 옷을 통해 사대부가의 평상복과 생활문화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한편 복식과 함께 관 내부의 빈 공간을 뭉치로 채운 간찰 192점이 출토되었다. 192점 중 한문간찰은 3점이고 나머지 189점은 한
글간찰이다. 간찰에 쓰인 글씨체는 효빈체效顰體이며, 1550년대〜임진왜란 이전에 쓴 것으로 보인다.
간찰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딸·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등 11건이며, 편지의 내용은 시집
간 딸을 그리며 애태우는 어머니의 정, 병들고 가난한 노년의 적막한 심회, 출타한 남편의 집안 걱정과 안부, 외도한 남편에 대한 미
움과 하소연, 주인과 종 사이에 벌어지는 미묘한 갈등 등 당시 순천김씨를 둘러 싼 생활사를 담고 있다.
이 간찰은 16세기를 살던 사람들의 생활사 및 16세기 중기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양경애
Diverse artifacts, including 11 items of clothing and 192 letters,
were discovered in a tomb of the Suncheon Kim clan in 1977, when
the burial site of Chae Mu-i (1537~1594 ) and his second wife, Lady
Kim of the Suncheon Kim clan (the time of death estimated to be in the
1580s), was moved. Some of the items of men’s clothing that were
buried in the tomb as grave goods, such as a cheollik (military officer’s
coat pleated at the waist) and a jingnyeong (men’s coat with straight
collar), offer a tantalizing glimpse into the daily life and clothing of a
noble family. The letters, which were written between the 1550s and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describe aspects of the daily
life of the Suncheon Kim clan. These artifacts are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on clothing, language and daily life in the sixteenth
century.
은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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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구례손씨 묘
州청주 출토유물

중요민속문화재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16호
·수 량 : 복식 15점
·지정일 : 1981. 11.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박물관

淸州 求禮孫氏 墓 出土遺物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Tomb of Lady Son from
the Gurye Son Clan, Cheongju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명주 솜누비중치막

1979년 3월 충청북도 청원군 북일면 초정리 뒷산에서 변유인(卞惟寅, 1566〜1641)의 둘째 부인인 구례손씨 묘에서 출토된 17
세기 초 복식이다.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례손씨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남편과의 연령차를 감안하여 대략 1576년에서 1626년 사이로 가정해보면 이
복식은 임진왜란 전후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주요 단서는 출토된 중치막中致莫[조선시대에 사인 계급
에서 착용하던 직령포] 형태와 목판깃·목판당코깃 저고리의 공존 등이 17세기 초기 복식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출토된 복식류는 중치막 1점, 장옷 1점, 저고리 3점, 치마 1점, 바지 2점, 족두리 3점 및 이불과 옷감조각 등 일괄 15점이다.

122

무명 솜장옷

명주 솜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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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홑바지

먼저 중치막은 소매가 넓으며 옆이 트인 남자 편복포便服袍이다. 명주솜을 두어 누벼 만들었고 길이 133㎝, 화장[저고리의 깃고
대 중심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 112㎝이다. 장옷은 소색의 거친 무명으로 안감을 넣었으며 훼손이 심해 재보수 작업을 통해 원
형을 복원하였다.
저고리는 비교적 길이가 길고 소매 끝에 한삼을 단 것이 특징이다. 명주솜저고리는 사각모양의 목판깃이며 깃 앞쪽에 너비 2
㎝, 길이 40㎝의 단순한 끈 형태 고름이 달려 있다. 길이 60㎝, 화장 72㎝이다. 명주솜저고리는 목판당코깃이 달렸으며 겨드랑이
에 무[윗 옷의 양쪽 겨드랑이에 대는 딴 폭]가 없다. 명주솜회장저고리는 겉깃 끝이 약간 곡선으로 잘린 목판당코깃이다. 깃과 겨
드랑이에 자색의 회장을 둘렀다.
치마는 무명겹솜치마로 길이가 89.5㎝, 치마폭은 362㎝이며 주름 너비는 2〜3㎝이다. 허리말기 길이는 83㎝, 너비는 4㎝이
다. 허리말기 좌우에 달린 끈이 있다. 저고리 길이는 길고 치마길이는 후기 치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바지는 밑이 트인 명주솜바지와 밑이 막힌 무명홑바지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명주솜바지 길이는 101㎝, 허리둘레 84㎝이
다. 무명홑바지는 길이 93㎝, 허리둘레 83㎝이다. 두 바지 모두 어깨끈이 달려 있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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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단 족두리

소모자

족두리는 청색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고 3점의 형태가 유사하다. 국말의 족두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며 장식용 보석류는 달
려 있지 않다. 정수리에 직경 10㎝ 내외의 둥근 조각이 있고, 그 주위에 7개의 사다리꼴 조각이 둘러져 모자 형태를 이룬다. 앞이 낮
고 뒤가 높은 형태이며 안감은 없고 솜이 가득 들어 있다. 모자의 직경은 21〜30㎝이다.
청주 구례손씨 묘 출토유물은 임진왜란 후인 17세기 전기 복식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17세기 전기 여성 저고리가 목판깃
에서 목판당코깃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감투형 모자는 2종 4점이 출토되었고, 이 가운데 3점은 소모자小帽子로 발표되었으나 족두리의 원형으로 판단된다. 안동권씨묘 출
토 족두리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혼례첩回婚禮帖』주인공이 쓴 모자와 비교할 수 있어 모자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양경애

Diverse artifacts were excavated from the tomb of Lady Son of the Gurye Son clan, located on a hill in Chojeong-ri, Bugil-myeo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Province, in March 1979. The artifacts included fifteen items of seventeenth-century clothing
including one jungchimak (men’s overcoat with wide sleeves), one jangot (long hood), three jeogori (jacket), one skirt, two pairs of
trousers, three jokduri (women’s ceremonial coronet), a comforter, and cloth fragments. Lady Son was the second wife of the scholar
Byeon Yu-in (1566~1641). Judging by the age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her and her husband, Lady Son is believed to have lived
between 1576 and 1626. Also, the style of her clothing led us to assume that it dates from around the tim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various jeogori show the changes of fashion for collars at the time. The hat is an archetypal jokduri-style, which can
be compared to those excavated from the tomb of the Andong Gwon clan. All of these artifacts are considered important materials for
research on early seventeenth-century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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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전 박장군 묘
州청주 출토유물

중요민속문화재

淸州 傳 朴將軍 墓 出土遺物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Tomb of General Bak,
Cheongju (Presumed)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17호
·수 량 : 복식 33점
·지정일 : 1981. 11.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1980년 4월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노계산의 대청댐 수몰지역 내에 있던 박장군 묘로 알려진 무연고 묘에서 출토된 33
점 일괄 복식류이다. 묘주가 확실하지 않고 박장군 묘라고 전해져 오는 묘에서 출토되어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출토복식의 형
태와 옷감의 문양 등을 통해 임진왜란 후인 17세기 초기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출토된 유물은 단령團領 1점, 중치막中致莫 2점, 장
옷 2점, 방령의方領衣 1점, 도포 1점, 과두裹肚[염습殮襲할 때 시체의 배를 싸는 수의壽衣의 한 가지]1점, 저고리 12점, 치마 3점, 바지 2
점, 족두리 1점, 모자 2점, 세조대 1점이다. 그 외에 천금류天衾類[송장을 관에 넣고서 덮는 이불] 2점, 멱목幎目[소렴小殮할 때에 시체
의 얼굴을 싸는 보자기]1점, 악수幄手[소렴 때에 시체의 손을 싸는 헝겊] 1점 등 치관제구治棺諸具를 합해 총 33점이다.
단령은 깃이 둥근 형태의 포袍로 관리들이 입던 관복이자 의례복이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옷이지만 여자 수의로 착용된 사례도
보인다. 길이 123㎝, 화장[저고리의 깃고대 중심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 119㎝이며, 소매는 좁은 소매에서 넓은 소매로 변화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중치막[조선시대에 사인 계급에서 착용하던 직령포]은 무명겹중치막 2점이 출토되었다. 하나는 길이 110㎝, 화장 81㎝이다. 또 다른
중치막은 청색이 소매와 길 부분에 뚜렷이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길이 125㎝, 화장 98㎝이다. 칼깃이며 동정은 달려 있지 않다.
장옷은 청색무명솜장옷 1점과 무명솜장옷 1점이 출토되었다. 목판깃이 좌우 대칭으로 섶쪽에 들여 달렸으며 겉섶과 안섶 모두
두 조각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방령의는 깃이 네모난 옷으로 주로 저고리나 포 위에 덧입는 옷이다. 겉은 소색 무명으로 짓고, 안은 거친 무명을 사용하였다. 앞이
길고 뒤가 짧은 형태로 앞길이 98㎝, 뒷길이 60㎝이다.
도포는 도복道服이라고도 하며 사대부의 중요한 예복이었다. 무명으로 만든 홑도포 1점이 출토되었다. 길이 119㎝, 화장 100㎝
이다.
저고리는 남녀 저고리가 혼재되어 출토되었고 형태도 다양하다. 저고리 옆이 트이고 길이가 65〜66㎝ 정도인 장저고리와 저고
리 옆이 막힌 48〜54㎝ 길이의 단저고리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옷감은 화문단花紋緞·명주·무명 등을 사용했다.
치마는 크게 예복용과 일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복용은 치마길이 130㎝ 내외로 길다. 일상용은 80〜100㎝ 내외의 길이로
무명·모시·주·사·단 등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출토된 화문단겹치마 1점은 길이 97㎝, 명주솜누비치마 1점은 길이 86㎝,
명주솜치마 1점은 길이 85㎝이다.
바지는 무명겹바지 1점과 무명솜바지 1점이 출토되었다. 겹바지는 청색이 남아 있고 큰사폭과 작은사폭 구분 없이 대칭구조를
띤다. 길이 99㎝이다. 솜바지는 밑이 트여 있고 길이가 88㎝로 비교적 짧아 여자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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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상투가 수습되어 당시 남성의 머리 모양 일면을 알 수 있다. 전장후단前長後短의 방령의, 사폭 구조가 특이한 바지, 다양한 깃 모
양과 길이를 지닌 저고리류, 포도무늬 없이 동자만 있는 금선단金線鍛 등 독특한 유물과 다양한 형태의 복식이 출토되어 사료적 가치
가 크다.
양경애

Among the artifacts recovered from what is presumed to be the tomb of General Bak were thirty-three items of clothing. Due to
uncertainty about the tomb’s occupan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time period of the artifacts. However, judging by the form of
the fabric and the patterns of the clothing, they are believed to date to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i.e. shortly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Due to their uniqueness, these artifacts hold great historic value. For example, the bangnyeongui (courtier’s
robe with square collar) is long at the front and short at the back; the trousers feature a unique structure composed of front panels; and
the jeogori (jackets) have collars of various shapes and lengths. The geumseondan (gold-embroidered silk skirt), in particular, is unusual
in that it is embellished only with the boy pattern without grape pattern.

무명 홑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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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솜장옷

방령의

무명 겹중치막

무명 솜바지

명주 소모자

과두

화문단 겹저고리 / 화문단 겹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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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중원 김위 묘 출토유물
州청주 中原 金緯 墓 出土遺物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m Wi, Jungwon

중요민속문화재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18호
·수 량 : 복식 17점
·지정일 : 1981. 11.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1980년 충주댐 건설공사로 인해 충청북도 중원군 살미면 살미리에 있던 조선 중기의 문신인 김위(金緯, 생몰년 미상) 묘를 이장
할 때 미라 상태의 시신과 함께 출토된 복식이다.
김위의 정확한 생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임진왜란 당시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복식의 형태와 문양, 족보 등을 통해 출토된 복식을
17세기 초기의 것으로 추정한다.
출토 당시 총 20점을 수습하였으나 그 중 17점이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관복 1점, 직령直領 1점, 철릭帖裏 3점, 장옷 1점, 중치
막中致莫 5점, 적삼 1점, 바지 3점, 버선 1쌍, 천금 1점이다.
관복에는 흉배胸背가 달려 있지 않고 겹으로 지었다. 관복의 겉은 단령이며 초綃를 사용해 만들었고, 관복 안 직령은 운문단雲紋緞
을 사용했다. 안의 직령과 겉의 단령을 겹쳐 입는 방식으로 착용했다. 이는 겹단령 구조가 정착되기 전의 모습이다. 길이 134㎝, 화
장[저고리의 깃고대 중심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 117㎝이다. 직령은 곧은 깃이 달린 포를 지칭하며 관직자들은 일상복이나 의례
복으로 입었고, 하급관리는 관복으로 입었다. 명주로 만든 겹직령이다. 명주겹철릭 2점과 명주홑철릭 1점이 출토되었다. 길이는
125〜128㎝, 화장 102〜113㎝이다. 장옷은 솜을 넣어 만든 누비 장옷이다. 총길이 121㎝, 화장 92㎝이며 3㎝ 간격으로 누벼져 있
다. 중치막[조선시대에 사인 계급에서 착용하던 직령포]은 곧은 깃에 소매가 넓은 세 자락 옷으로 조선시대 후기까지 많이 입혀진
남자의 대표적 포이다. 무명누비중치막 2점, 명주솜중치막 1점, 명주누비중치막 2점이 출토되었다. 옷길이 122〜129㎝, 화장 100
〜105㎝ 정도이다. 적삼은 삼베로 만든 홑옷으로 칼깃이며 겨드랑이에 삼각형 무[윗 옷의 양쪽 겨드랑이에 대는 딴 폭]가 달려 있
다. 옆선에 14㎝ 트임이 있고, 길이는 70㎝이며 화장은 73㎝이다. 바지는 무명누비바지, 명주누비바지, 무명누비솜바지가 각각 1
점씩 출토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현감을 지낸 김위의 관복을 통해 단령을 겉옷으로, 직령을 밑받침 옷으로 입는 관복 구조가 완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직령이나 창의를 입고 지내다가 공무를 수행할 때는 좀 더 의례적 단령을 덧입은 것이다. 또 직령은 겹으로 만들고
단령은 홑으로 만들었던 조선 전기의 의복 구성법도 확인할 수 있다.
양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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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령 안에 받쳐 입은 운문단 직령

A total of seventeen artifacts were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m Wi, a civilian 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They include
various items of clothing including a gwanbok (official uniform), jingnyeong (men’s coat with straight collar), cheollik (military officer’s
coat pleated at the waist), jangot (long hood), jungchimak (men’s overcoat with wide sleeves), jeoksam (unlined jacket), trousers, beoseon
(socks) and cheongeum (funeral covering). Judging by the genealogy of Kim Wi and the style and patterns of his clothing, the artifacts are
believed to date from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An examination of the clothing, such as gwanbok and jingnyeong, has revealed that
the jingnyeong was worn on weekdays and the dallyeong (ceremonial uniform) during official duties, and that the former is a doublelayered garment while the latter is single-layered, a typical method of producing cloth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official uniform
worn by Kim Wi, who was serving as the governor of a prefecture at the tim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s an an important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making of the seventeenth-century gwan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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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겹철릭

무명 솜누비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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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선

명주 솜장옷

삼베 홑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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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이항희 가옥
州청주 淸州 李恒熙 家屋

중요민속문화재

Yi Hang-hui’s House, Cheongju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33호
·면 적 : 5,497㎡
·지정일 : 1984. 01. 1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윗고분터길 33-15
·소유자 : 이풍우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이항희 가옥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에 위치한 1861년(철종
12)에 지은 지주계층의 가옥이다.
산의 흐름과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에 따라서 가옥을 배치하고 있
다. 전체적인 배치는 ㄱ자형의 안채를 비롯하여 사랑채, 행랑채, 광채, 곳간
채 등이 있다. 동쪽에 사랑채와 서쪽에 기단을 조성하여 안채를 배치하고 있
다. 안채의 서쪽에는 광채와 동쪽에는 곳간채가 자리하고, 안마당 앞으로는
一자형 행랑채가 있다. 행랑채에는 동쪽 끝에 문간이 포함되어 있고 다시 동
쪽으로 一자형 사랑채가 배치되어 있다. 안채를 제외한 현재의 건물들은
1930년대에 다시 지은 것으로 다소 격조가 떨어진다. 사랑채 앞의 바깥마당
은 담장이 없이 개방적으로 넓게 조성되어 있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경계
를 이루는 내외담을 행랑채에서 사랑채 후면까지 지형을 이용하여 ㄱ자로
축조하고 있고, 안채 쪽으로 중문을 설치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서쪽부
터 넓은 부엌, 그 뒤로 전후퇴가 있는 안방, 웃방, 꺾어져서 2칸 대청, 옆퇴
가 있는 한 칸 반 규모의 건넌방으로 되어 있다. 대청에 면해서 전퇴를 통해
부엌으로 연결되고 있다. 안방에는 다락과 벽장이 설치되어 하부에 부엌 아
궁이로 사용하고 부엌은 앞·뒤퇴를 터서 크게 사용하고 있다. 건넌방에는
뒤퇴에 골방이 설치되고, 건넌방 남쪽으로는 함실부엌을 만들고 그 위에 벽
장을 설치하고 있다. 후면의 양쪽 끝에는 툇마루와 면해서 우물마루가 깔린
조그만 골방이 있다. 가구는 5량가이며, 대청에는 뒤퇴의 고주는 그대로 두
고 앞퇴의 고주를 없애고 넓게 사용하고 있다. 대청의 기둥 간격은 넓게 잡
았지만 높이가 낮아 안정감을 준다. 지붕은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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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
집이다. 평면구성은 서쪽부터 큰사랑방, 대청,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사랑방에서 건넌방 앞까지 바깥마당 쪽
으로 전퇴를 설치하고 있다. 가구는 5량가이고 지붕은 겹
처마 팔작지붕이다. 전면에는 모두 유리양판문을 설치하
고 있다. 지형적으로 높은 동쪽에 위치한 사랑채는 수평적
인 행랑채에 비하여 당당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랑채는 남
성적인 공간으로 공적인 성격을 띠며 외부로 개방되어 있
으며 사랑채 앞에는 넓은 바깥마당이 자리하고 있다. 사랑
채 동쪽에는 수령이 300∼400년이 되는 회나무가 있고,
안마당 화단에 모과나무, 향나무, 감나무 등이 심어져 작
지만 아담한 마당과 어우러진 전통적인 정원기법을 보여
주고 있다.
행랑채는 정면 9칸, 측면 1칸 규모로 一자형의 목조초
가집이다. 오른쪽으로부터 대문간, 헛간, 행랑방·큰구들
사랑채 (1995년, 2016년)

광, 외양간, 잿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의 곳간채는 정
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의 목조초가집이고, 동쪽
의 곳간채는 정면 3칸, 측면 한 칸 반 규모의 一자형의 목
조초가집이다.
청주 이항희가옥은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ㄱ자형 안채
와 공간구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지주 계층의 가옥이다. 전
체 영역을 지형을 이용하여 담장을 둘러싸고 내부에는 다
시 각 영역별로 채와 마당을 형성하는 담장을 설치하여 다
양한 공간이 전개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전통적 건축기법
으로 지어지지만 간살이나 높이 등을 크게 잡는 경향이 나
타나던 조선 후기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손태진

곳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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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ouse was built in 1861, but the other sections of the house except women’s quarters (anchae) were renovated in the 1930s. The
house is composed of “L”-shaped women’s quarters, men’s quarters (sarangchae), servants’ quarters (haengnangchae), a barn, and a
shed. It is a typical house of a rich landowner in the region. The height heightened and column spaces widened compared to previously
built houses indicate features of the late Joseon period. The wall was built along natural topography and inner sections were divided by
inner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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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안동김씨 묘 출토의복
州청주 安東金氏 墓 出土依服

Clothes Excavated from the Tombs of the
Andong Kim Clan

중요민속문화재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17호
·수 량 : 복식 15점
·지정일 : 1987. 11. 2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명주 겹누비장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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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월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경기도 광주군 추월면 지월리에 있던 안동 김씨 묘역을 옮길 때 김첨(金瞻, 1502〜1584)과 김첨
의 딸 안동김씨, 김대경金大敬의 처인 원주원씨의 묘 등 3개 묘에서 복식과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넣어둔 보공품補空品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여류작가 허난설헌(許蘭雪軒, 1563〜1589)의 시아버지인 김첨과 15〜16세로 보이는 그의 딸 안동김씨, 김대경의 처인
원주원씨(17세기말로 추정)의 복식으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말 것으로 추정된다.
장옷 2점, 저고리 3점, 치마 3점, 바지 4점, 보자기 1점, 명주 옷감, 소색명주 명정銘旌 등 총 15점이다.
장옷은 조선시대 여자의 내외용 쓰개로 알려져 있으나 조선시대 초·중기에는 남녀 모두 입었다. 출토된 장옷은 명주솜누비장옷
1점, 명주겹누비장옷 1점이다. 명주솜누비장옷은 길이 122㎝, 화장 91㎝로 긴 편이나 매우 날렵한 형태이다. 명주겹누비장옷은 길
이 122㎝, 화장 70㎝이다.
저고리는 김첨의 딸 묘에서 명주겹회장저고리 1점, 공단겹회장저고리 1점이 출토되었다. 명주겹회장저고리는 길이 59㎝, 회장
70㎝이다. 공단겹회장저고리는 목판깃에 길이 46㎝, 화장 62㎝이다. 원주원씨 묘에서는 목판당코깃누비솜저고리 1점이 출토되었
다. 깃과 끝동, 겨드랑이 무[윗 옷의 양쪽 겨드랑이에 대는 딴 폭]에 자색 회장을 사용하였다.
치마는 원주원씨 묘에서 소색명주겹치마 1점, 소맥무명겹치마 1점, 소색명주솜치마 1점이 출토되었다. 치마길이는 82〜88㎝ 정
도이다.
바지는 흰색 명주에 솜을 넣어 4㎝ 간격으로 누벼 만든 솜바지 1점이 김첨의 묘에서 출토되었다. 원주원씨 묘에서 출토된 바지는
모두 3점으로 출토 당시에는 단속곳으로 명명되었다. 2점은 각각 무명과 삼베로 만들었고 삼각형 무가 달린 밑이 막힌 형태이다. 나
머지 1점은 밑이 트인 무명으로 만든 바지이다.
묘주와 함께 연대가 확실한 16〜17세기에 걸친 한 집안의 복식을 통해 당대의 복식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양경애

Kim Cheom (1502~1584) was a civilian official of the early Joseon Dynasty. Fifteen artifacts were excavated from the three tombs
of Kim Cheom of the Andong Kim clan and his daughter and Kim Dae-gyeong’s wife from the Wonju Won clan, including two jangot
(long hood), three jeogori (jacket) three skirts, four trousers, 1one bojagi (wrapping cloth), silk fabric and a white silk funeral flag.
Confirmation of the tomb occupants’ identity led us to assume that the excavated clothes dated from the sixteenth or seventeenth
century, and consider them rare materials useful for research on the histor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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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겹회장저고리

명주 겹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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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솜치마

명주 겹회장저고리

무명 홑바지

‘안동김씨지구’ 가 적힌 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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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청주

청주 대성고등학교 본관

등록문화재

·종 목 : 등록문화재 제6호
·면 적 : 1,566.3㎡

淸州 大成高等學校 本館
Main building of Cheongju Daeseong High School
(formerly Cheongju Commercial High School)

·등록일 : 2002. 02. 2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300번길 18
·소유자 : 학교법인 청석학원
·시 대 : 일제강점기

This former high school is a two-story red brick building, whose
construction led to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red bricks in the area and
a honing of the skill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red-brick buildings. The
building has a protruded main entrance in the center, and is surrounded by a
narrow decorative strip above the long vertical windows, which are arranged
repeatedly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outside. It is a precious material that
reveals what school buildings were like in the early modern period.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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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성고등학교(구 청주상고) 본관은 우리나라 근대기의 학교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다.
1935년 3월 26일 설립인가를 받은 후, 6월에 설계를 완성하고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36년 10월 1일 정식 준공을 하였다. 시
공은 일본인 건설업자 다나하시가 맡았으며, 공사비는 당시 돈으로 5만원이었다고 한다. 이후 1995년경 후면에 교사를 증축하고서는
특별교실 및 전시관으로 이용되다가, 2001년 4월경 교사의 바닥널, 창문 및 창틀을 교체하였다. 2002년부터 청주대성고등학교로 교
명을 변경하고, 인문계 고교로 전환하여 교사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청주 대성고등학교 본관은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2층 건물로, 이 지역에서 붉은 벽돌의 생산 및 축조 기술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용된 벽돌은 현 청주 청석고등학교 부지에 있었던 벽돌공장에서 직접 제조·운반하여 사용하였다고 한
다. 이 건물 건립 이후 청주지역의 공장·교사·교회 및 주택에 이르기까지 적벽돌이 주요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다.
동서로 긴 평면의 형식은 북쪽에 편복도를 가지고, 건물의 중앙과 양측에 2층과 연결되는 계단이 있다. 건물의 외관구성은 주 출입
구가 있는 중앙 부분이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1층과 2층에 돌림띠로 장식하고 수직의 긴 창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청주 대성고등학교 본관은 평면형식 및 외견상으로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그대로 남아 있으며, 우리나라 근대기의 학교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기술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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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문화동 일양 절충식 가옥
州청주 淸州 文化洞 日洋 折衷式 家屋

등록문화재

Eclectic-style in Munhwa-dong, Cheongju

·종 목 : 등록문화재 제9호
·면 적 : 143.6㎡
·등록일 : 2002. 02. 2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122번길 18
·소유자 : 이영순
·시 대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충북금융조합 사택으로 건립된 건물로 현재는 우리예능원으로 사용 중이다.
1924년 조선금융조합회 충북지부장 사택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 김상문씨가 인수하여 살았으며, 1954년부터 YMCA가 회관
으로 사용 하던 중 1955년 강당을 증축하였다. 1997년 담장 설치, 1998년 증축(1층 화장실, 주방 옆 다용도실, 보일러실)과 내부수
리(보일러 설치 및 바닥 교체, 벽지도배, 샷시 교체, 문 및 반침 등)을 크게 하였다. 또한 1999년 외부 화장실 증축과 2003년 외벽수
리 및 지붕에 페인트칠, 2015년 2층 바닥보강 및 벽체보수, 지붕함석 교체가 있었다.
1층의 평면형식은 홀형과 중복도형이 병용된 복합형으로 현관 앞의 작은 홀에는 접객실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홀에
서 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2개의 방은 중복도로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서 독립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외부로 통하는 문을 갖고 있는 동
쪽의 실은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장실과 주방 앞 다용도실, 유치원과 맞닿은 부분의 보일러실이 증축되어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였다. 2층은 본래 접객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사방의 개구부[창]를 중심으로 침실과 창고로 이용하는 방이 있다. 그리고 경사
지붕 하부의 네 귀퉁이에 반침을 설치하여 넓은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45도 경사로 된 물매지붕으로 축조되었으며, 지붕의 사면이 박공 형태로 ＋자형 사모지붕으로 이루어진 주택건물로서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형식의 주택이었다. 주요부의 구조는 벽돌 기초 위 목조가구식 벽체와 장선 바닥판, 人자 트러스 지붕
틀, +자 형태 박공 골 함석지붕, 다다미[방]와 마루[복도] 바닥으로 축조되었다.
1920년대 주로 건축된 목조양식(목조가구+모르타르마감)으로 지어진 관사로서 주거, 접객, 사무의 기능이 부여된 독특한
양식이다. 9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신축 당시의 형태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목조건축 기술과 양식을 파
악할 수 있다.
조중근

This house was built in the 1920s for the employees of a financial cooperativ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is now used as
a center for artists and performers. The four sides of the building display a gable, a unique feature of that period, which was built to
serve multiple purposes, i.e. residence, reception space, and office. Experts regard it as a valuable material that sheds light on the
wooden architecture skills and patterns of th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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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청북도청 본관
淸州 忠淸北道廳 本館
Main building of Chungcheo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등록문화재

·종 목 : 등록문화재 제55호
·면 적 : 3,365㎡
·등록일 : 2003. 06. 3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소유자 : 충청북도청
·시 대 : 일제강점기

Built in 1937, this historical building has served as the local administrative center. Overall, the building has a “U” shape. It is a
symmetrical rectangular building with a porch in the center; with outer red brick walls finished with scratch ceramic tiles. Experts
regard it as a valuable example of a building of the early moder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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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건립이전 문화동 일원(1936년)

충청북도청 본관(1953년)

청주 충청북도청 본관은 일제강점기에 도청으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행
정 중심지 역할을 해온 역사적인 건물이다.
1908년 6월 5일 충주에서 관찰부가 지금의 청주 중앙공원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곳
에 있었던 근정전勤政殿과 통군루統軍樓를 비롯한 영사營舍를 청사로 사용하였다. 인구증
가에 따른 시역市域의 확장과 도세가 커지면서 행정기구의 확충에 따른 사무공간의 부
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1937년에 현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지금의 도청자리는
본래 논이었는데, 이 논을 메우기 위해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 자리의 산자락을 절토하
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충북도청 본관은 원래 2층으로 지어졌으나 1959년 함석지붕의
형태로 3층 부분이 증축되었다. 함석지붕은 1990년경 다시 현재의 샌드위치 판넬로 교
체하였다.
평면은 전체적으로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뒤쪽 좌우 양끝의 계
단실 부분이 약하게 돌출되고, 전·후면 중앙부가 약간 돌출해 있어 전체적으로 凹형에
가깝다. 전체적인 평면구성은 건물의 뒤쪽에 편복도를 두고, 전면에 각 실을 배치하였
다. 현관의 포치는 단순한 사각 형태로 화강석 마감하였다. 건물 전면은 당시 유행하던
갈색의 스크레치타일로 마감하였는데, 벽돌과 같은 크기의 타일에 거친 질감의 줄무늬
가 들어감으로서 독특한 입면을 구성해 주고 있다.
또한 이 건물은 당시 서양 선교사와 청국인에 의해 간헐적으로 지어지던 조적식건물
이 관청 및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보급되는 토대가 되었다. 이는 1920년대 말
충북선이 개통되면서 건축기술자와 건축용 자재의 유입이 용이해진 것이 직접적인 원
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 충북도청 본관은 일제강점기에 충북도민의 협력과 한국인 유지의 적극적인 후
본관 내부(2층)

원으로 세워진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공용청사이다. 외벽을 붉은 벽돌로 쌓고 스크레치타
일로 마감하였으며, 중앙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적 장방형의 모던한 근대건축
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는 점 등에서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김형래

147

清
州청주

148

주성교육박물관

등록문화재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舟城敎育博物館(舊 淸州 公立普通學校 講堂)
Juseong Educational Museum (Former Auditorium of
Cheongju Public School) in Cheongju

·종 목 : 등록문화재 제350호
·면 적 : 400㎡
·등록일 : 2007. 09.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45
·소유자 : 충청북도교육감
·시 대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으로 지어진 건물로 현재는 주성초등학교 내 주성교육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이 강당은 충북지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학교건물로서, 1923년 7월 지방유지의 기부금으로 약400m2 규모의 강당으로 신축
하였다.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2001년 2월 내부를 변경하여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간의 여러 차례 보수(1966년 5-7월:
지붕보수 및 내·외부 도장공사, 1996년 5-7월: 지붕보수 및 내·외부 도장공사, 1996년 7-8월: 마루 보수공사, 2000년 9-10월:
주성초등학교 역사박물관 시설 및 기타공사)를 거쳤다.
학교 교문 진입 시 운동장 맞은편에 동향배치를 하고 있으며 강당 현관이 바라다보여 쉽게 찾을 수 있다. 건물의 외관은 동쪽 정면
주출입구의 현관 캐노피와 상부에 빗살창과 종 모양 지붕으로 강조하였고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북쪽에는 창고를 건축하였으며 목조골조 위에 흙벽으로 마감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칠하였다. 시멘트기와로 마감된 지붕은 우진
각지붕이고 환기용 돌출창이 사방에 설치되어 있다.
구조형식은 20㎝두께의 벽체 위에 왕대공 지붕틀을 설치하고 개판을 깐 후 시멘트 기와를 얹었다. 벽체의 창은 세로가 다소 긴 형
태로 두개씩 짝을 이루고 있으며, 오르내리창과 고정 창을 활용한 창문에는 쇠창살을 설치하고 있다. 천정은 목재 반자돌림 위 합판마
감 하였고 벽은 몰탈 위 페인트칠로 마감하고 있다. 용도가 변경된 후 창은 빛을 차단하기 위해 두 쪽의 판재 여닫이창과 상부는 빗살
고정 창을 설치하였다.
이 건물은 충북 교육건축사적으로나 목조건축의 의장적 처리수법에 있어서 문화재로서 보존적 가치가 크다. 주성교육박물관은
2001년 2월 10일 개교 90주년 기념일과 함께 박물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근대기 교육 자료와 민속품을 내부에 전시하고 있다.
조중근

The building, currently used as the Juseong Educational Museum at Juseong Elementary School, was originally built as an
auditorium (covering 400m2) in 1923 with a donation from a local influential person. It is the oldest existing school building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Its main features include an entrance canopy on the eastern façade, windows with crossed lattices, the
bell-shaped upper part of the main entrance, a hipped roof with concrete roof tiles, and protruding ventilation windows on the roof.

149

150

清 청주 대성여자중학교 강당
(구 청주대학교 강당)
州청주

등록문화재

淸州 大成女子中學校 講堂(舊 淸州大學校 講堂)
Auditorium of Daeseong Girls' Middle School
(Former Chongju University), Cheongju

·종 목 : 등록문화재 제351호
·면 적 : 454.21㎡
·등록일 : 2007. 09.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08
·소유자 : 학교법인 청석학원
·시 대 : 현대

청주대학교의 강당으로 1954년 신축된 이 건물은 현재 대성여자중학교 체육관으로 사용 중이다. 청석학원의 태동과 그 시작을 같
이 했으며, 신축 당시에는 이러한 넓은 공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예식장으로도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1984년 강당내부바닥 후로링 보수, 1992년 창호 교체공사(목재에서 새시), 2000년 처마부분을 목재널판에서 동판으로
교체, 2005년 4월 내·외부 리모델링을 하였다. 현재는 대성여고와 대성여중 탁구부 훈련장소 및 입학식·졸업식 등 다목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평면은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서쪽 주출입 현관을 돌출시켜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현관 정면에는 민흘림 원형 더스칸(Tuscan)식
기둥을 두고 두개의 반원형 아치를 세웠다.
외벽은 창을 제외하고 붉은 벽돌 마감하였으며 주출입구는 마감재와 대비되는 백색의 캐노피가 설치되었다. 단면은 좌우대칭으로
구성하였고 측면에서는 단상으로 이어지는 곳에 부출입구를 두었다. 전체적으로 비대칭으로 구성한 듯 보이나 남쪽을 보면 대칭으로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붕은 목조트러스 위에 시멘트기와를 얹었고, 형상은 반박공으로 처리하였다. 건물의 높은 층고로 인해 8개의 높은 긴 창의 상·
하 인방을 백색으로 처리하여 정면 캐노피와 함께 측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강당은 광복 후 독자적인 근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건축의 초기 사례로, 근대기 학교 건축의 기술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중근

Built in 1954, this building is notable for its outer walls finished with red bricks, and a main entrance with a white canopy whose
color forms a sharp contrast with the red bricks. The semi-gabled roof consists of a wooden truss with concrete tiles laid upon it. It
displays an attempt for independence in modernized architecture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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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구 충북산업장려관
州청주 淸州 舊 忠北産業奬勵館

Former Chungbuk Industrial Promotion Center

등록문화재

·종 목 : 등록문화재 제352호
·면 적 : 429.77㎡
·등록일 : 2007. 09.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소유자 : 충청북도
·시 대 :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상공장려관 시절 모습(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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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일제강점기에 공공시설로 건설되었다. 구 충북산업
장려관은 당초 청주역전 좌측의 본전통에 지으려고 하였으나 그 곳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출장소 건축부지
라서 이곳 도청 신축부지에 건립하게 되었다. 1936년 12월 23일에 건립되었는데 총공사비 20,800여원을
투입하여 대구용강조大邱龍岡組에 의해 시공되었다.
1957년 2월 14일 충청북도 상공장려관으로 개관하여 도내 상공인들의 홍보 및 전시용도로 사용되어 왔
다. 당시에는 상공업뿐만 아니라 충북예총 창단대회 등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1층은 충북 경찰청 식당, 2층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과 충북도청 사무실로 사용되었
다.
구 충북산업장려관은 ㄴ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출입구가 있는 남서쪽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되어 있다. 충북도청 본관과 인접한 북측 돌출부는 계단실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단실과 북쪽 접
합부 코너에 부출입구가 있어 현재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는 2면이 도로와 접한 부지의 특성을 반영
하여 외부로 향하는 남서쪽의 둥근모서리에 주출입현관이 있었으나, 현재는 외부에서 셔터로 막고 내부에
서 샌드위치 패널로 폐쇄하여 출입이 불가능하다. 원래의 주 출입구 위쪽에는 약 1m 정도 돌출시킨 캐노피
를 설치하였으며, 2층 역시 다른 창호와는 달리 가로로 긴 창을 돌출시켜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입면 전체
를 기하학적으로 구성하여 근대 모더니즘 건축 기법을 나타내고 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
조이면서도 지붕부가 목조트러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 충북산업장려관은 의장요소와 디테일 등에서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축물의 분위기와 양식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충북도청 본관과 함께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건축사료 이다.
김형래

This building was built in 1936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now forms part of the offices of the
Chungcheo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It was re-opened as the Chungbuk Industrial Promotion
Center in 1957 and served as a space for PR and exhibitions related to local businesses. In the late 1990s, it
was used as an office for the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as well as the Chungcheo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Overall, it is “L”-shaped, although the main entrance on the south side is circular.
Architecturally speaking, it display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office buildings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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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
州청주 淸州 忠淸北道知事 舊 館舍
Former Official Residence of the Governor of
Chungcheongbuk-do Province, Cheongju

154

등록문화재

·종 목 : 등록문화재 제353호
·면 적 : 341.82㎡
·등록일 : 2007. 09.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22번길 67
·소유자 : 충청북도
·시 대 : 일제강점기

청주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는 충북도청 본관이 건립되면서 인근에 지어진 도지사의 관사로, 청주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도청 본관
동측의 우암산 자락에 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1937년 충북도청 본관이 건립됨에 따라 도청과 인접한 현 위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 도청 본관이 있는 자리는
큰 연못이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현 관사자리의 산자락을 절토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건물의 대지가 조성되었고,
도청 본관 공사가 끝난 후 1939년에 관사를 건립하였다. 지붕 트러스 및 목재를 보아 이전의 여타 건물 혹은 이전 공관에서 사용된 목
재를 다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에 내부를 수리하고, 2001년 홈통수리 및 도색공사, 2002년 지붕 방수공사 및 내부수선을
거쳐 매년 수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 내부공사를 거쳐 2012년 9월 6일 충북문
화관으로 개관하였다.
평면은 남북으로 긴 중복도를 기준으로 정면에 현관홀, 회의실, 방, 응접실이 있고 동쪽으로는 남쪽으로 트인 긴 방과 화장실, 주방
이 위치하고 있다. 화장실은 방에서 복도를 통하지 않고 내부 문을 통하여 직접 연결되어 있다. 접객 공간의 외부에는 서양식 창호가
설치되었고, 생활공간에는 다다미, 미닫이 창호가 설치되었다. 정면의 우측 창의 상부에는 일식주택에서 볼 수 있는 장식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지붕은 목재트러스 구조 위에 금속기와를 얹었고 지붕의 형태는 각각의 처마높이를 달리하여 모임지붕의 형태를 취하여
다양한 변화감을 주고 있다. 북쪽에 초석들이 남아 있으며 주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남측만이 남아 있고 북측은 사라져 전체적인 균형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건립 당시에는 현재의 규모보다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는 중복도를 기준으로 앞쪽은 양식으로 뒤쪽은 일식으로 만들어 외부 접견실과 주 생활공간을 구분한
절충식의 건물이다.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문화관으로 개방되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주고있다.
손태진

This building is located at the foot of Uamsan Mountain to the east of the main building of the Chungcheo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The site overlooks downtown Cheongju. Formerly a public culture space, it was re-opened as the Chungbuk Cultural
Center in September 2012. It consists of a western-style structure used as a drawing room and a Japanese-style residence in the rear.
Researchers regard it as an interesting example of a structure combining Western and Japanese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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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주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등록문화재

淸州 東部配水池 制水弁室
Water Quality Control Facility at the East
Reservoir, Cheongju

·종 목 : 등록문화재 제355호
·면 적 : 20.9㎡
·등록일 : 2007. 09.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43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일제강점기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위치한 배
수지 물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 지어진 종탑형식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동부배수지는 우암산 자락인 당산의 동남쪽 끝자락 8부 능선 정도에 위
치하여 청주 시내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다. 청주지역에 근대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1921년 4월경으로, 청원군 남일면 선도산
계곡에서 청주로 물을 급수하는 여과지 및 배수지 시설공사이다. 1923년 4
월에 완공되었고, 1939년에는 영운동 수원지와 대성동 동부배수지 시설이
준공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도면을 통하여 동부배수지는 4개의 배수 탱크와
관사 1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9년 동부배수지 시설 확장
으로 인하여 제수변실로 이용되던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하였다.
청원구 남일면 선도산 계곡에서 발원한 수원은 직선으로 난 청주 시내 수
도길을 관류하여 우암산 자락에 위치한 청주 동부배수지에 닿는다. 제수변실은 배수관의 단수 및 유압조절기능을 담당하는 제수밸브
를 보호하고 배수량 확인 및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부배수지의 제수변실은 육각형 평면 위에 돔을 올려놓은 3.5m 정도 높이의 구조물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다. 종탑의 남쪽
에 있는 아치형 출입구 위쪽에는 화강암으로 장식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철문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위한 출입을 단속하고
있다. 종탑에는 배수지로 내려가는 출입문과 뒷부분에 작은 창문이 있다. 육각형 모서리마다 각기둥 모양을 돌출시키고 돌림띠를 둘
러 처마 부분을 마감하였으며, 돔 정상부에는 뾰족한 첨탑 형식의 구조물로 장식하였다. 종탑의 바닥은 넓은 송판으로 덮개를 만들었
고, 천장은 꼭대기까지 시멘트로 만들었다.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은 청주지역의 1920년대 수도 관련 역사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수도시설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구조물이다.
손태진

The East Reservoir situated at the foot of Dangsan Mountain used to supply piped water to households in Cheongju. In 1979,
however, all the facilities except for this one were replaced during the extension of the East Reservoir facilities. This hexagonal
structure of reinforced concrete with a domed roof has historical meaning with regard to the water supply of Cheongju in 1920s and has
a value as a material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suppl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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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州청주 國産 一號 航空機 復活

Buhwal, Domestically Manufactured Aircraft No. 1

부활호의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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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종 목 : 등록문화재 제411호
·수 량 : 1대
·등록일 : 2008. 10. 0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635
·소유자 : 공군 참모총장

2004년 대구 경상공고 지하에서 부활호 발견

국산 1호 항공기 부활호는 1953년 10월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 공군이 자체 설계·제작한 국내 최초의
항공기이다.
부활호의 설계와 제작은 6.25전쟁 중이었던 1953년 6월, 경남 사천
의 공군기술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설계 착수와 동시에 도면과 부품 제
작을 병행하였다. 주요구성품인 엔진, 프로펠러, 강착장치 및 계기 등은
기존 L-16 연락기의 것을 활용했지만, 비행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동체와 날개 등 기체 구성품은 독자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하였다.
10월 10일에 조립을 완성하고 10월 11일 사천 공군기지에서 시험비
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후 공군본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명명
을 건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부활復活’이라는 휘호를 받아 1954년 4월 3일 김해비행장에서 명명식을 가졌다.
부활호는 1960년까지 연락기 및 연습기로 사용되었으나, 다른 기관에 이관된 이후에는 소재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04년 1월
극적으로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지하창고에서 기체의 골조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공군은 81항공정비창의 전문요원으로 복원전담
팀을 발족하였고 부활호의 원 제작자인 이원복(공군 예비역 대령) 및 계통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원상태로 복원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활호'는 다시 한 번 부활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다. 복원된 부활호는 2004년 12월 공군사관학교로 이관되어
현재 공군박물관 항공기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부활호는 비행기 상부에 한 쌍의 날개가 부착된 고익 단엽 지주식 구조로, 크롬 몰리브덴 강관용접 트라스 구조에 천 피복[우포]을
사용하여 동체를 제작하였다. 부활호의 크기는 기장 6.6m, 기폭 12.7m, 기고 3.05m이고 중량은 380kg이다. 최대속도는 180㎞/h
이고, 순항속도 145 ㎞/h, 실용 상승고도 4,900m이다. 내부는 복좌로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좌석 뒤쪽 아래에 창문을 설
치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물자를 투하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또 다른 경비행기와는 다르게 주차륜과 뒷차륜이 2개씩 설계되어있다.
부활호는 우리 공군의 독자적 기술로 만든 비행기로 우리의 하늘을 지키려는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의 상징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
라 독자기술로 개발·전력화한 FA-50 전투기의 정신적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25전쟁으로 인해 피폐한 국민의 자존심 회복
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부활’이라는 친필휘호를 내린 동력항공기로 역사적·항공기술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원종필

This airplane was designed and produced by the ROK Air Force in October 1953 right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It symbolized
the earnest wish of Koreans to become self-reliant in the field of defense. The country’s technology and capability to produce fighter
planes made great strides thereafter, leading to the production of the FA-50 fighter plane. President Rhee Syngman presented the name
Buhwal (meaning “Revival”) in the hope of encouraging the people, who had been left demoralized by the devastating internecine war.
It is a significant landmark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s development of aeronautic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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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
(L-4 연락기)
州청주

大韓民國 最初 航空機
The First Aircraft of the Republic of Korea
(Liaison Aircraft L-4)

L-4항공기 10대 인수 당시 모습(1948년09월13일)

등록문화재

·종 목 : 등록문화재 제462호
·수 량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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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공군 참모총장

진해에서 진행된 L-4비행훈련(1950년 8월)

L-4 연락기(Grasshopper)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이 사용하던 2인승 경항공기이다. 1948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공군 최
초의 항공기이자, 대한민국 최초 항공기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L-4 연락기는 Piper 회사의 J3 Cub(모델명)을 군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O-59라 불렸다. 동체는 경량철제로 제작된 기골과 우포
로 된 외피로 제작되었고, 프로펠러는 목재로 제작되었다. 주요 운용 목적은 연락과 정찰이었으며, 2차 세계대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문서 수송·최전방에서의 연락·조종사 훈련 등의 임무에 투입되었다.
L-4 연락기의 크기는 기장 6.8m, 기폭 10.7m, 기고 2m 이고, 중량은 544kg이다. 최대속도는 136㎞/h이고, 최대 상승고도는
2,835m이다. 2명의 승무원이 탑승 할 수 있다.
우리 공군은 1948년 9월 13일 미국 육군 보병 제7사단으로부터 10대를 인수하여 운용하였다. 같은 해 9월 15일에는 태극마크를
단 L-4 연락기 10대 편대의 서울 상공 시위비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이 역사적인 비행에 참여했던 조종
사 중에는 백범 김구의 아들 김신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L-4 연락기는 운용되는 동안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1948년 10월 여수·순천사건이 일어나자 정찰·긴급연락·지휘관 수
송·전단 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9년 12월부터 1950년 12월까지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에서 공중지원 임무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였다. 특히,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후방석의 관측사가 폭탄을 품에 안고 출격·투척한 사례는 공군의 애국심과 용
맹성을 대표하는 작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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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육군에 파견되어 연락, 지휘관 수송, 전단 살포 등 많은 활약을 하
였으며, 조종사 양성과 정비사 교육에 사용되던 중 1954년 L-19 연락기
도입에 따라 퇴역하였다.
공군은 L-4 연락기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1981년 서울 대방동의
공군사관학교 기념관(공군박물관의 전신) 내에 전시·보존하였으며,
1982년 11월에는 공군군사문화재, 즉 ‘공군군사재 제1호’로 지정·관리하
고 있다. 1985년 공군사관학교의 이전에 따라 이곳 청주의 공군박물관에
자리 잡게 되었다.
L-4 연락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
으며, 6·25전쟁 당시 부족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조국수호를 위해 매진한
공군의 역사를 대표하는 항공기로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중요
착륙을 위해 활주로로 접근하는 L-4(1952년)

성을 인정받아 2010년 6월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간직할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종필

The L-4 liaison aircraft was a two-seater airplane used by the U.S. Army during World War II. It was introduced to Korea in 1948,
and became the first aircraft used by the ROK Air Force. During the Korean War, it carried out a variety of dangerous missions for the
country, making it a significant aircraft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s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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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First Fighters used during the Korean War
(North American Aviation F-51D Mus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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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 현대

The F-51D Mustang was the first fighter aircraft to be used by the ROK Air Force. During the Koran War (1950-1953) the US Air
Force handed over a total of 133 fighters to the Korean Air Force, and they eventually went on to fly about 8,500 sorties.
This propeller-driven fighter played an active role in a number of major international conflicts including the Second World War,
contributing to numerous victories. The Mustang was finally retired from active service in 1957 when jet fighters began to be
introduced to the Korean Air Force.

162

F-51D는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한 최초의 전투기이다. 거칠고 다루기
힘들지만 그만큼 강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야생마(무스탕)’라는 애칭이
붙었다.
F-51은 미국 North American사에서 제작한 전투기로 총 탑승인원은
1명(복좌형 2명)이다. 길이는 9.8 , 폭 11.3 , 높이 4.2 이다. 출력은
1,695 이고 중량은 중량 3,200㎏이다. 기관총 6개, 로케트 6개, 폭탄
450㎏을 장착할 수 있으며, 최대속도는 770㎞/h로 상승한도는 12,077
이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7일 일본 후쿠오카 이다즈케에
있는 미 공군기지로 F-51D를 인수하러간 우리 공군 조종사 10명은 기종
전환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주일 만인 7월 2일 10대의 F-51D를 조
종하여 대한해협을 건너 대구기지에 안착하였고 도착 다음날인 7월 3일
첫 출격을 개시했다. 전쟁기간 중 미군으로부터 총 133대를 인수받아 약
8,500여 회의 전투 출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2년 1월 15일에는 UN공군 전투기들이 수백 회 출격하고도 성공하
지 못한, 적 후방 보급로의 요충지인 평양 승호리 철교를 차단하여 우리 공
군의 탁월한 능력을 과시하였고, 평양 대폭격 작전, 351고지 전투 항공 지
원 작전 등 다수의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비행기에 새겨진 “信念의 鳥人”이라는 문구는 6·25전쟁 당시 미공군
6146부대 부대장이자 한국 공군의 조종교관으로 참전한 딘 헤스(Dean E.
Hess) 대령의 좌우명 ‘By faith, I fly(나는 신념으로 하늘을 난다)’의 우리
말이다. 이 문구는 공군의 군가나 기념물 속에 활용되어 오늘날까지도 공
군 조종사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F-51 전투기는 2차 세계대전, 6.25전쟁 등 대규모 국제 전장에서 마지
막까지 활약한 프로펠러 전투기로서 항공전 사상 그 존재감과 상징성이 매
우 큰 전투기 중 하나이다. 6.25 전쟁은 기존의 프로펠러 전투기와 최신
기종의 제트 전투기가 교체되는 장이었다. F-51은 항공기의 프로펠러 시
대 이후 최후이자 최강의 전투기로 항공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1957년 공

편대비행 중인 F-51D 무스탕기(1950년대)

군이 제트기를 도입하면서 일선에서 퇴역하였다.
안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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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금 헌납기
(T-6 건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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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raft bought with Donations of the Korean People
(North American T-6 Texan ‘Founder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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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ts nickname Geongukgi (“National Foundation Aircraft”) suggests, the T-6 Texan is a military aircraft that was purchased with
the donations of ordinary Korean people, thus attesting to their determination to overcome a turbulent period in Korean history in the
mid-twentieth century. It was in 1949 that a nationwide donation movement was started for an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resulting
in the purchase of ten T-6 aircraft from the USA. The aircraft were nicknamed “Geongukgi” and used to train Korean pilots until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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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기 T-6는 우리 국민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최초의 항공기로
서 광복이후 격동의 현대사를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6.25전쟁 이전
미국의 군사 원조 정책은 내부치안과 소규모 국경분쟁에 국한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따라서 미군으로부터의 항공기 원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1949년 당시 정부는 직접 항공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
으나, 미군정 당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52년 7월 단독비행을 마친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들

자주국방을 열망한 국민들은 항공기 구입을 위한 대규모 모금 운

동에 참여했다. 국민 모금 운동은 언론사를 통해 크게 보도되었고 학생, 농민, 회사원 등 국민들의 호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목
표 금액을 넘어선 3억 5,000만원이 모금 되었다. 이에 캐나다로부터 T-6 훈련기 10대를 도입할 수 있었다. 1949년 10월 1일 공군
이 창설되는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1950년 5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항공기를 ‘건국기’라고 명명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10대의 기체에는 성금을
낸 국민들의 참여를 기리는 각각의 명칭이 부여되었다.
항공기

명칭

항공기

명칭

건국 1호

교통 제1호

건국 6호

체신 제1호

건국 2호

전남학도 제1호

건국 7호

국민 제1호

건국 3호

전북학도 제1호

건국 8호

농민 제1호

건국 4호

전매 제1호

건국 9호

남전 제1호

건국 5호

충남 제1호

건국 10호

경북 제1호

6.25 전쟁 발발 당시 우리 공군의 전력은 22대의 연락기와 훈련기뿐이었다. 건국기는 육군병기창에서 제작한 국산 폭탄을 장착
하고 출격해 전쟁 초기 적의 남하를 저지하였고, 이후에도 전방 및 후방 공격, 전투기에 대한 공격 목표 유도, 긴급한 작전 연락 등
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1년부터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서의 제 역할을 담당하여, 1962년 퇴역할 때까지 600여명의 조
종사를 키워냈다.
1930년대 초반 North American사에서 개발한 T-6 TEXAN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장 인기 있는 훈련기였다. 260여개
의 파생 버전과 20,000기가 넘는 항공기가 생산되었고 백만 명이 넘는 비행사들이 이 항공기로 비행하는 법을 익혔다.
건국기 T-6는 길이 9 , 폭 12.8 , 높이 3.9 로 2,550㎏의 중량을 가지고 있다. 출력 600 로 최대속도는 340㎞/h이며 상승한
도는 7,070 이다. 기관총 2개를 장착하고 있다.
안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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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청주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호

淸州 忠淸道兵馬節度使營門
Entrance to Chungcheong-do Military
Commander’s Office, Cheongju

·면 적 : 769.8㎡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은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본영을 드나들던 출입문의 문루門樓로서 현재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충청도병마절도사영은 당초 충남 해미현에 있었다가 1651년(효종 2)에 이곳으로 옮기었다. 병마절도사는 충청도 관찰사가 겸
직하고, 따로 전임의 종2품 절도사를 두었는데, 이곳에 전임의 절도사가 있고 충청도의 육군인 기병·보병을 총괄하였다.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2층 누각의 다락집이다. 하층은 출입을 위한 통로로 개방되어 있으며, 상층
은 마루를 깔아 조망이나 감시 등에 이용하게 하였다. 병영 내의 여러 시설들은 대부분 남향南向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충청도병마
절도사영문은 동향東向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읍성 내부의 남북도로에서 병영으로 진입할 때 정면에 영문이 보이도록 고려한 것
으로 보인다.
구조는 낮은 장대석기단 위에 사다리꼴의 높은 네모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형식은 이익공이며, 가구는 5량가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하부에 문비시설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누하부 중간에 외부 두리기둥과 달리 네모기둥을 나란히 세우고
초석도 낮게 구성한 상태로 보아 본래 이 부위에 대문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측 내부에 누마루로 오르는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대는 우물마루로 되어있으며, 사면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이 설치되어 있다. 처마는 서까래에 부연을 덧달은 겹
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지붕 네모서리에 설치된 추녀 아래에는 알추녀라는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처마
가 더욱 날렵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청주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은 충청도 병마절도사 본영의 정문으로서 병영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선 후기의 문루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 특히 영문의 상층구조는 가구의 짜임이나 부재의 치목, 세부장식 등에서 고급스런 건축기법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
영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김형래

Currently situated in Central Park, Cheongju, this two-story tower-shaped structure measures 3 kan* by 2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and double-wing brackets. It is designed to represent the dignity of the local military commander and
shows what a typical gate tower of the late Joseon period looked like. Notably, the use of advanced techniques to build the overall
wooden structure, members, and the details of the adornments on the upper floor of the gate tower makes it a valuable material for
studies of olden-day government building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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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충청병마절도사영문(19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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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호

淸州 龍岩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of Yongamsa
Temple, Cheongju

·수량｜높이 : 1점｜1.95m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박물관
·소유자 : 청주대학교
·시 대 : 통일신라

청주 용암사 석조비로자나좌불상은 원래 청주대학교 안에 있던 용암사龍巖寺의 야외에 안치되어있었는데, 최근에 청주대학교박
물관으로 옮겨졌다. 구전에 따르면, 이 불상은 현재의 용암사가 위치하는 곳에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며, 일제강점기 때에 동공원東
公園[현재

동부배수지 일대의 낮은 당산堂山]으로 이전되었다가 1951년에 다시 용암사로 옮겨졌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는 없다.
이 불상은 광배가 없어졌지만 불신佛身과 대좌는 완전하게 남아있다. 얼굴은 넓적한 편이며 육계肉髻가 낮다. 눈이 길면서 코는 짧
다. 입가에는 팔자주름과 턱 밑에는 세로의 선을 파서 주름을 표현하였다. 얼굴과 머리는 후대에 약간 다듬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형을 완전히 훼손하지는 않아서 원래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넓적한 얼굴 형태나 이목구비의 표현을 볼 때 중후하면서도 근엄
한 인상을 풍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깨에는 각이져 있으며, 가슴과 팔뚝에는 양감이 드러나는 등 상반신은 건장한 편이다. 결가부
좌한 다리의 너비가 넓고 높이도 낮지 않은 편이며 허벅지에는 양감이 드러나고 있어서 하반신도 튼실해 보인다. 하지만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허리가 짧아서 늘씬한 비례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 불상은 깨달음과 지혜, 중생과 부처는 원래 하나이므로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권인은 왼손 검지를 곧추세워서 주먹 쥔 오른손 밑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결하는데, 이 불상은 그와는 반대로
오른손 검지를 왼손에 끼우고 있다. 이와 같이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경우를 좌권인左拳印이라고 한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지권인 불상 중에서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이나 경북대학교박물관 야외전시장의 석조비로자나불상, 홍천 물걸리사지 석
조비로자나불상 등과 같이 좌권인을 결한 예도 간혹 있다.
용암사 비로자나불상은 좌권인을 결하고 있다는 점 말고도, 대의가 가슴을 드러내지 않으
면서 양쪽 어깨를 가리고 있는 소위 ‘인도식 통견’ 방식으로 걸치고 있다는 점도 신라하대 불
상에서 흔치 않은 형식으로 주목할 수 있다.
한편 대좌는 3단으로 구성되는데, 대좌 중대석에는 향로를 중심으로 공양물을 받쳐 든 보
살상이 좌우대칭을 이루면서 배열되었다. 이 보살상들은 보관을 쓰고 연화대좌에 자유로운
자세로 앉아있는데, 그 조각수법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중대석 밑에는 별도의 석재로 받침
석을 마련하였다.
이상 불상의 양식특징을 고려할 때, 용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은 9세기 중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은 신라하대에 유행하는 석조비로자나불상의 계보에서 한 유형을 보
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손색이 없다. 또 신라하대 서원경西原京 지역의 불상양식을 대표하는 예로
그 가치가 매우 큰 귀중한 자료이다.
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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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후면 법의 모습

Originally enshrined in the precincts of
Yongamsa Temple in Cheongju, this stone
statue of the seated Vairocana Buddha is
currently stored in Cheongju University
Museum. The Buddha’s halo has been lost
but its body and pedestal are in perfect
condition. He is dressed in a robe covering
both shoulders and displays the symbolic
“fist of wisdom” or Vajra mudra, although
the position of both hands is reversed. The
middle tier of the three-tiered pedestal is
carved with symmetrically arranged
bodhisattvas offering incense and food to the
Buddha. The sculptural style of the statue
suggests that it was made in the mid-ni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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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보살사 석조이불병립상
州청주 淸州 菩薩寺 石造二佛竝立像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호

Two Stone Standing Buddhas of Bosalsa Temple,
Cheongju

·수량｜높이 : 1점｜75.4㎝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낙가산로 168 보살사
·소유자 : 보살사
·시·대 : 고려시대

보살사의 중심 불전인 극락보전極樂寶殿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이불병립상이다. 하나의 커다란 판석을 광배로 삼아서 2구의 불상
을 나란히 조각하였다. 오른편의 불상은 오른손을 가슴까지 들었고 왼손은 배에 붙이고 있으며 왼편의 불상은 왼손을 가슴까지 들
면서 오른손을 배에 붙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두 불상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불상들의 머리는 나발螺髮이며, 육계肉髻가 낮으면서 넓적한 편이다. 얼굴은 갸름하면서도 살집이 적당히 올라 통통하다. 눈은 기
다랗고 코는 짧으며 입이 작다. 귀는 어깨에 닿을 듯이 길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나타난다. 대의는 통견通肩 방식으로 걸쳤는데 옷주름
은 매우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이 불상의 고운 얼굴에서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천진난만함이 느껴진다. 불신佛身도 어린
아이처럼 4등신의 비율을 보이며 부드러우면서도 아담하다.
일반적으로 불상 2구가 나란히 표현되는 것은 『법화경法華經』의 「견보탑품見寶塔品」에서 후세에 석가모니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사
실을 전세의 부처인 다보불이 예언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석가불과 다보불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석조이불병립상
역시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보살사 석조이불병립상은 전체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눈매가 길면서 코가 짧고 작은 입을 야무지게
다물고 있는 이목구비의 표현이나 탄력감이 줄어든 불신의 표현, 간략한 음각의 선으로 대의의 옷주름을 표현하는 방식 등에서 그
보다는 좀 더 형식화가 진전된 양식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려 전기에 제작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서지민

These two stone Buddhas, which stand side by side in Geungnakbojeon Hall
of Bosalsa Temple in Cheongju, are regarded as Sakyamuni and Prabhutaratna
as described in “The Treasure Stupa” of the Lotus Sutra. Arranged symmetrically,
the Buddha on the left is depicted raising his left hand to chest level with the
right hand lowered upon the stomach, whereas the Buddha on the right is
raising the right hand to the chest, with the left hand placed upon the stomach.
While the sculptural style shows signs of the influence of Buddha statues of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use of simple fine lines to depict the folds of the robe
suggests that it is a work of early Go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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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탑동 오층석탑
州청주 淸州 塔洞 五層石塔

Five-story Stone Pagoda in Tap-dong,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호
·수량｜높이 : 1기｜3.3ｍ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35
·소유자 : 장선옥
·시 대 : 통일신라

청주시 상당구 탑동의 민가民家 안에 있는 석탑이다. 탑동 오층석탑은 원래 현재의 위치에서 서쪽으로 40m가량 떨어져 있던 곳
에 무너져 있었다고 한다. 이 오층석탑이 있던 절터와 관련되는 문헌기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절의 이름이나 연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원래 석탑이 있던 곳 주변에서 와편이 출토된 바 있어서 그곳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탑동이
라는 지명이 이 석탑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하니, 지역주민들에게 이 석탑은 매우 중요한 예배의 대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석탑은 원래 몇 층이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남아있는 탑신석 및 최상층의 옥개석과 상륜부의 비례를 감안해 보건대, 2층의 기단 위
에 5층의 탑신이 올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는 상층 갑석만 남기고 기단부가 결실되었으며 탑신부는 1층의 탑신석과 1, 2,
3, 5층의 옥개석만 남아있다. 5층의 탑신석과 그 위의 상륜부는 현재의 위치로 탑을 옮겨서 복원할 때 새로 제작하여 추가한 것이다.
탑동 오층석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1층 탑신석 4면에 각각 다른 도상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석탑
의 탑신석 4면에 불상이 표현되는 경우, 대체로 그 불상들은 사방불四方佛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라하대에 제작된 석탑
중에서 사방불이 나타나는 경우, 그 방향을 설정해 볼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동방東方의 약사불이다. 탑동 오층석탑에는 오른손
에 둥근 보주형의 약기藥器를 들고 왼손을 어깨까지 들어서 가슴에 붙이고 있는 불상을 약사불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동방
약사불상의 시계 방향에 있는 남방南方 불상은 가슴 앞에서 양 손을 모으고 있는데 대체로 지권인智拳印을 결한 비로자나불상으로 추
정하고 있다. 이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의 시계 방향인 서방西方에는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을 결하고 있어서 석가모니불로 추정되는 불
상이 있으며, 그 시계 방향인 북방北方에는 두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가슴 앞에 붙인 채 전법륜인轉法輪印을 결하고 있는 아미타불
로 추정되는 불상이 있다. 이와 같이 탑신석 사면에 새겨진 불상들을 각각 동방 약사불, 남방 비로자나불, 서방 석가불, 북방 아미타
불로 비정해보면, 불교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부처들이 관장管掌하는 불국토의 방향과 불상의 존명尊名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는 문
제가 생긴다. 또한 불상이 새겨진 신라하대의 석탑 중에서 탑동 오층석탑과 각 방향마다 일치하는 불상 도상이 표현된 예도 없다.
따라서 이 불상들은 방위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면불四面佛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각 층 옥개석의 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비례감이나 층급받침이 5단을 이루고 있는 점, 옥개석 하면 낙수대의 표현
방식, 그리고 석탑의 1층 탑신에 새겨진 불상들의 육계肉髻가 낮은 편이며 대의의 옷주름이 등 간격을 이루면서 도식적으로 처리되
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석탑은 9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민

Located in the yard of a private dwelling house in Tap-dong of Sangdang-gu, Cheongju, this five-story stone pagoda is
distinguished by the four images of the Buddha carved on the four sides of the first story: Bhaisajyaguru in the east, Vairocana in the
south, Sakyamuni in the west, and Amitabha in the north. The details of the roof stones and the stylized depiction (of horizontal gutter
suggest that it is a work of mid to late ni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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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석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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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청주 안심사 세존사리탑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호
·수량｜높이 : 1기｜2m

淸州 安心寺 世尊舍利塔
Sakyamuni Stupa of Ansimsa Temple, Cheongju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안심사
·소유자 : 안심사
·시 대 : 조선시대

안심사는 옛 청원군 남이면에 위치한 사찰로, 세존사리탑은 대웅전 서편에서 세존사리탑비, 석조여래좌상 등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단순한 석종형의 형태로 전체 높이가 2m이다.
사리탑은 넓은 지대석 위에 팔각형의 높은 하대석이 있고 그 위에 안치되어 있는데, 석종형의 탑신과 뾰족한 상륜부가 한 돌로
조각되었다. 하대석과 탑신에는 문양이나 명문은 새겨져 있지 않고, 상륜부가 시작하는 곳에만 연주문을 돌려 구획하고 있다.
세존사리탑이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이다. 특히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걸쳐서 유행하였는데, 탑신이 동그란 형
태인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석가모니 사리는 삼층석탑에 봉안하였는데, 고려시대 말부터 이와 별도로 단층의 구형 탑신에 사리를
봉안하는 새로운 탑이 유행한 것이다. 인근에서는 보은 법주사의 세존사리탑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고, 안심사의 탑은 간소화된 형
태이다.
함께 전하는 사리탑비에는 775년(혜공왕 11년)에 진표율사眞表律師가 안심사를 창건할 때 석가세존의 사리를 이 탑에 봉안하였다
고 한다. 그런데 이후 사리탑의 행방을 모른 채 오랜 세월을 내려오던 중, 이곳 구룡산에서 발견하여 1881년(고종 18)에 구천동으
로 옮겼던 것을 다시 1900년(광무 4)에 광우廣祐와 등원等元 두 스님이 안심사로 옮겨 세웠고, 다음 해에 탑비를 조성하였다 한다. 그
러나 탑의 형태로 보면 조성시기가 비의 내용처럼 올라가지는 않고 조선 후기 정도로 추정된다.
김춘실

Standing west of Daeungjeon Hall of Ansimsa Temple together
with a stele mark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tupa and a seated
Sakyamuni statue, this sarira stupa features a standing egg-shaped
body with a conical head carved from a single stone block.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the stupa was enshrined with the relics
of Sakyamuni in 775 when Dharma Master Jinpyo founded Ansimsa
Temple. The shape of the structure reveals, however, that it is a work
of the late Joseon dynasty (139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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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향교
州청주 淸州鄕校

Cheong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9호
·면 적 : 5,649.1㎡
·지정일 : 1977. 12.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고개로 42-21
·소유자 : 재단법인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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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전대제 (1971년)

청주향교는 조선 태조 때 창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종과 세조
가 다녀가며 삼남三南 제일로 꼽히고 있다.
청주향교는 1444년(세종 26) 세종이 초정에 행차하여 향교에 서적을 하
사한 일이 있고, 1464년(세조 10)에 세조가 청주에 행차하였을 때 문묘에
친히 제향한 일도 있다. 1733년(영조 9) 조구명(趙龜命, 1693~1737)이 지
은 상량문이 남아있어 대성전과 명륜당을 보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뒤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다. 향교 곳곳에서 고려 때의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고, 대성전으로 오르는 곳에 석탑 옥개석이 있다. 따라서 이곳은 옛 절터
가 있던 곳으로 대성동 사지라 불리기도 한다.
충청북도청의 동쪽으로 곧게 뻗은 길을 따라 오르면 450m 지점에 청주
명륜당 옛 모습

향교가 위치하고 있다. 향교로 가는 길에 홍살문과 그 아래 하마비가 위치
한다. 향교의 건물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로 정면은 읍성을 향한 서쪽이다.
삼도三道가 난 높은 계단을 통해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명륜당이 위치
하고 있다. 명륜당은 앞면 5칸, 옆면 3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명륜당의
마루방 뒤쪽 좌우 칸은 온돌방을 두었다. 북쪽은 두 칸, 남쪽은 한 칸으로 따
로 마련하지 않은 동·서재를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 건물의 특징 중
하나는 남쪽 측벽에 눈썹지붕을 달아 비바람에 노출된 기단과 기둥, 벽을 보
호한 점이다.
대성전에 오르는 길은 명륜당 뒤에서 가파른 계단으로 연결되며, 크게 우
회하는 길을 따로 내었다. 대성전을 향해 계단을 올라가면 7칸 규모의 내삼
문이 있다. 회랑처럼 트여있는 내삼문이 대성전의 앞을 가로막아 엄숙한 분

석전대제 (1970년대 추정)

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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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은 앞면 3칸, 옆면 2칸 반의 맞배지붕이다. 1905년 군수 이명재
가 원형 그대로 해체, 보수한 상량문이 전한다. 대성전을 중심으로 양 옆에
동무와 서무가 있다.
삼남 제일의 향교라 칭하는 청주향교는 가파른 경사를 적절히 이용하여
앞쪽에 명륜당, 뒤에는 대성전을 두었다. 명륜당과 대성전은 평탄면을 이용
하여 건축하였고 이곳을 연결하는 동선은 높은 계단이다. 독특한 짜임새를
갖춘 명륜당과 엄숙한 분위기를 간직한 대성전은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향
교의 위상을 보여준다.
명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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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식

대성전

This Confucian school is said to have been the most authoritative of the
local Confucian schools in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It is presumed to
have been founde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records, King Sejong (r. 1418~1450) presented
books to the school when he paid a visit to nearby Chojeong in 1444, and
King Sejo (r. 1455~1468) personally held a sacrificial rite here in 1464. The
school buildings occupy the front row, while the buildings related with
ancestral worship are placed behind them.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nd Daeseongjeon Shrine are unique structures as well as the largest of their
kind in the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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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resent, the Munsangwan Guesthouse is located within the Munui Cultural Properties Site. According to Munuieupji, the local
government’s record, it was built in 1666 by local administrator Yi Myeong-ha. The main hall in the center is flanked symmetrically by
two wings, one in the east (dongikheon) and the other in the west (seoikheon). The one in the east is a little larger and more exquisitely
built than the one in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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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문의 문산관
州청주 淸州 文義 文山館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9호

Munsangwan Guesthouse in Munui, Cheongju

·면 적 : 2,167.9㎡
·지정일 : 1978. 02. 22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청호반로 721 문의문화재단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문의 문산관은 문의현의 객사客舍로 문의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고 단지 옛 『문의읍지文義邑誌』에 1666년(현종 7)에 현령 이명하李鳴夏가 옮겨 세웠다는 기록
이 있다. 1906년 통감부에 의한 「보통학교령」이 발령되어 많은 객사건물이 학교로 바뀌었고 1909년 11월 문산관도 문의초등학교
교사로 사용되었다. 이때 주출입구가 설치되었고 벽체가 설치되어 외벽이 만들어지고 유리창을 두었다.
해방 후에도 문의초등학교 교사로 계속 사용하다가 1979년에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문산관이 수몰지역에 있게 되어 문의향교 옆
으로 옮겼다가 다시 1997년에 문의문화재단지의 현 위치로 옮겨 옛 모습대로 복원하였다. 이때 발견된 상량문의 기록을 보면, 1666
년에 해체 이건하여 1667년 봄에 상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728년(영조 4)에 한차례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산관은 정청을 중심으로 동익헌·서익헌이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정청과 서익헌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평면으로, 동익헌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평면으로 서익헌보다 1칸을 크게 하였다. 정청은 모두 마루로 구성되었으며 각 중앙에는 내부로 출입이 가능
하도록 살창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좌측면·우측면·배면은 회벽을 설치하였으며, 정면은 홍살이 설치되어 있다.
동·서익헌은 정청에 접한 퇴칸에 온돌방을 들였으며 나머지는 대청으로 구성하여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동·서익헌
은 아궁이가 배면에 있으며 굴뚝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동익헌 및 서익헌의 지붕은 정청과 연결되는 측면은 맞배지붕이고 다
른 한쪽은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었다. 지붕 용마루 높이는 정청이 가장 높으며, 동익헌, 서익헌의 순으로 지붕 높이가 다르게 구성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 객사들은 좌우익헌의 규모가 같은 형태이나 문산관은 동익헌이 4칸으로 서익헌 보다 크게 구획되었으며 상부 가구
양식 또한 서익헌 보다 화려하게 조성되었다. 정청에는 판대공, 동익헌에는 화려한 파련대공을 조성하였고 화반도 미려하게 조각
되었다. 또한 퇴량의 아름다운 곡선도 관청으로서의 가치와 위엄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중근

문의 문산관 옛 모습 (1978년)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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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보살사 극락보전
州청주 淸州 菩薩寺 極樂寶殿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6호

Geungnakbojeon Hall of Bosalsa Temple, Cheongju

·면 적 : 2,717㎡
·지정일 : 1980. 01. 09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낙가산로 168
·소유자 : 보살사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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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보살사 극락보전은 청주시 낙가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청주지역에서 가장 오랜 된 고찰의 전각이다.
보살사는 567년(진흥왕 28)에 법주사를 창건한 의신조사義信祖師가 세웠다. 고려 공민왕(재위 1352〜1374)대에 토전土田이 하사
되었고, 1458년(세조 4)에 어명으로 중수한 후 벽암대사碧巖大師의 제자 경특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 1872년(고종 9) 일륜
대사日輪大師가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극락보전은 조선 초기에 지은 건물로 선조(재위 1567〜1608년)대에 수리하였고, 1683년(숙종 9)에 중건되었으며 1872년에 다
시 지었다. 사찰 입구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면 극락보전이 중심에 위치하고 전면에 오층석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5호)이 있다.
내부에는 보살사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58호), 청주 보살사 석조이불병립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호), 지장보살상, 삼존불
등을 봉안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집으로 기단과 초석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설치하였으며 기둥은 배흘림기법이 보이고 있다. 공
포는 정면이 내·외 3출목, 배면이 내·외 2출목이다. 처마 형식은 정면이 겹처마이고 배면이 홑처마로 정면과 배면의 형식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측면에 공포를 배열하지 않아서 양측면의 어칸에는 평방이 없고, 전후 협칸에만 평방이 걸쳐 있다. 가구는 전후 기
둥 칸에 대량을 걸고 고주를 세우지 않은 5량가로 구성하였고, 내부천장은 연등천장,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청주 보살사 극락보전은 청주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의 전각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조중근

Geungnakbojeon Hall of Bosalsa Temple, located at the southern foot of Nakgasan Mountain, was built in the early Joseon period,
repair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r. 1567~1608), and renovated in 1683 and 1872. It is a profusely bracketed wooden structure
measuring 3 kan* by 3 kan, with a gable roof and entasis columns. The façade has double-layer eaves while the rear of the building has
single-layer eav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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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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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월리사 대웅전
州청주 淸州 月裡寺 大雄殿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

Daeungjeon Hall of Wollisa Temple, Cheongju

·면 적 : 2,674㎡
·지정일 : 1980. 01. 09.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염티소전로 55-100
·소유자 : 월리사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월리사의 대웅전은 문의면 샘봉산 자락에 조선 중기 이후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당이다.
월리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의 말사로서 신라 무열왕武烈王 때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고 이곳에서 수도·정진하여 성불
成佛하였다고

전하는 곳이라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월리사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 월리사사적비(1665년)에 하

늘의 달빛이 해와 같이 밝음을 감탄하여 월리사라고 했다는 것과 절이 높아 달에 가깝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한 사찰 아래 월동
사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것이라고도 한다.
월리사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삼성각과 그 앞으로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다. 월리사 대웅전은 월리사사적비에 의하
면 1657년(효종 8)에 명현당明玄堂 원학대사元學大師가 이웃의 신흥사新興寺를 옮겨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암막새에 ‘雍正庚戌
옹정경술’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1730년(영조 6)에 한차례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 양식상으로도 조선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0년과 1997년에 보수가 있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집이다. 정면은 가운데 칸을 넓게 조성하여 전체적으로 장방형의 평면을 하고 있
다. 높게 쌓은 자연석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벌대기단을 형성하여 자연석의 덤벙초석을 놓고 있다. 초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
고 있으며 귓기둥을 평주平柱보다 굵고 높게 조성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기둥 위에는 창방과 평방을 올리고 귀는 뺄목으로 처리
하고 있다. 평방 위 주두 위에 놓인 공포는 정면 기둥 위와 가운데 칸에 2기, 협칸에 1기의 주간포를 놓고 있고, 측면은 주간포를
1기씩을 배치한 이출목의 다포식이다. 주심포와 주간포 형식의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귀한대에는 출목 위에 용머리를 조각하고
있다. 가구는 내외목도리를 사용한 1고주5량가이고, 평주에서 대들보 위에 휘어지면서 걸친 충량이 특징적이다. 정면 가운데 칸
에는 격자빗살이고 협칸에는 정井자문을 달고 있다. 네 귀에는 추녀 밑에 팔각형의 활주를 세워 받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로 팔
작지붕이다. 내부의 내목도리 윗벽, 포벽, 반자, 대량은 신선, 선승, 동자, 용 등의 모습이 담겨진 벽화로 장식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웅전에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있는 석가여래 좌상과 후불탱화, 신중탱화 등이 있다. 그 외의 문화재로는 목조위
패함, 석종형 부도, 사적비, 동종 등이 있다.
청주 월리사 대웅전은 높은 기단 위에 안정감을 주는 형식과 내부의 벽화가 장식된 이 지역 사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Daeungjeon Hall, which dates back to the mid-Joseon period, i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wooden multiple complex brackets
between the columns to support the roof. It has a hipped-and-gable roof, measuring 3 kan* by 3 kan. Its interior is adorned with
murals of deities, monks, and a dragon. According to the stele for the construction of Wollisa Temple, a Buddhist monk Wonhak
relocated Sinheungsa Temple to a nearby place and renamed it Wollisa Temple in 1657. The building houses a Statue of the Seated
Sakyamuni Buddha making the hangmachokjiin posture (i.e. with the right hand hanging down and the left hand resting on top of the
Buddha’s knee), a hanging scroll placed behind the statue, and an alter painting of the guardian deities. The hall shows a stable
construction style, and the murals are especially refined and attractiv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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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최명길 신도비
州청주 淸州 崔鳴吉 神道碑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
·수량｜높이 : 1기｜4m
·지정일 : 1980. 01. 09.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리 253-3

Stele for Choe Myeong-gil, Cheongju

·소유자 : 전주최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최명길 신도비는 조선 중기의 명신 지천 최명길(遲川
崔鳴吉, 1586〜1647)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신도비란 죽은 사람의 평생 업적을 기록하여 묘 앞에 세운
비석으로, 최명길 신도비는 1702년(숙종 28)에 건립되었다.
최명길은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
창랑滄浪이다. 일찍이 이항복李恒福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605년(선조 38)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1614년
(광해군 6) 폐모廢母사건에 연루되어 파면되었으며, 그 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이 되어 완성부
원군完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청나
라와의 강화講和가 불가피함을 역설하여 이로부터 강화가 논
의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일찍부터 척화론斥和論 일색의
조정에서 홀로 주화론主和論을 펴 극렬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
다. 청나라 군대가 물러간 뒤, 그는 우의정으로서 흩어진 정사
를 수습하는데 힘을 쏟았다. 1640년(인조 18) 사임했다가
1642년(인조 20) 가을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이후 조선의
반청적反淸的인 움직임이 알려져 청나라에 불려가 있다가
1645년(인조 23)에 귀국하여 계속 인조를 보필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성리학과 문장에 뛰어나 일가를 이루었으며, 저
서로 『지천집遲川集』과 『지천주차遲川奏箚』 등이 있다. 시호는 문
충文忠이다.
최명길 신도비는 묘소 입구에 있는데, 비신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덮개돌을 얹은 형식으로, 비신의 규모는 비신 106×
268×36㎝이고 전체높이 4m의 대형비석이다. 1978년 비의
보호를 위해 보호각을 세웠으나, 이미 풍화되어 비문을 거의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비문은 홍문관대제학 박세당朴世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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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고 글씨는 증손인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최창대崔昌大가 쓰고,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두전頭篆[비석 몸체의 머리 부분에 돌려가며 쓴 글
씨]을 썼다. 비문은 『청원군지-하』(2006)에 실려 있다.
최명길 신도비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청나라와의 평화 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홀로 청나라 진영에 들어가
화의和議 교섭을 성사시키는 등 현실적 외교정책을 주장한 최명길의 면모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조선 후기 대외관계를 연구하
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신호철

Choe Myeong-gil (1586~1647; pen-name: Jicheon) was a great neo-Confucian scholar who excelled in writing skills. He wrote
such books as Jicheonjip (A Collection of Jicheon’s Writings) and Jicheonjucha (Written Appeal to the King). His stele, which consists
of a body and a capstone shaped like a hipped-and-gable roof, records how he insisted on the adoption of a realistic diplomatic policy
during the Manchu invasions of 1627 and 1636. Scholars of the country’s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late Joseon period
regard it as a valuabl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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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보살사 오층석탑
州청주 淸州 菩薩寺 五層石塔
Five-story Stone Pagoda of Bosalsa
Temple,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5호
·수량｜높이 : 1기｜3.5m
·지정일 : 1980. 11. 1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낙가산로 168 보살사
·소유자 : 보살사
·시 대 : 조선시대

보살사는 낙가산의 남쪽 기슭에 있으며, 현재까지 법등을 잇고 있는 청주의 대표적인 고찰이다. 오층석탑은 극락보전의 앞에 있
으며 기단부터 상륜부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2층 옥신에 “康熙癸未강희계미”라는 음각명이 있어 조선 1703년(숙종 29)에 건립된 탑
임을 알 수 있다.
보살사에는 1683년(숙종 9)에 건립된 「보살사중수비菩薩寺重修碑」가 근세까지 전하다가 1988년에 파괴되어 매몰되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 비문의 내용은 전하고 있어서 절의 유래를 알 수 있다. 「보살사중수비」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대(1352~1374)에 토전土田
이 하사되었고, 1458년(세조 4)에 어명으로 중수되었으며, 그 후 벽암대사碧巖大師의 제자 경특瓊特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한편 이 중수비는 1683년(숙종 9)에 건립된 것이므로 이때 또한 대규모의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
지도서輿地圖書』를 포함한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에 보살사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고려시대 이래 청주지역의 대
표적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층석탑의 조성시기가 중수비의 건립 시기와 인접한 것을 보면, 석탑은 보살사가 숙종대에
중수될 당시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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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탑신에 새겨진 범자문

청주 보살사 오층석탑 옛모습(1970년대)

석탑의 기단은 단층기단으로 복연화문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그 위에 1단의 탑신 괴임이 있다. 초층 탑신의 각 면에는 양우
주가 각출刻出되어 있고 내부에 범자梵字가 음각되어 있다. 초층 옥개석은 층급받침이 2단이고 끝이 반전되지 않아 둔중한 느낌을 준
다. 그 위의 층도 초층과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상륜은 5층 옥개석과 동일석으로 노반이 없고 복발과 보륜, 그리고 연봉이 장
식되어 있다.
숙종 29년이라는 탑의 연대가 있고, 조선시대 탑으로는 규모가 크고 화려한 구성을 보여서 조선시대 석탑 연구에 중요한 예라
할 수 있다.
김춘실

This well-preserved five-story stone pagoda, situated in front of Geungnakbojeon Hall of Bosalsa Temple, contains an inscription
on the second-story of the body which shows that the pagoda was built in 1703. The pagoda’s structure is distinguished by the use of a
single-tier base decorated with a lotus flower with downturned petals, columns carved in low relief on the corners of the lowest two
stories, with a Brahmic script incised between them, and a finial decorated with an upturned bowl, bejeweled wheels and a lotus bud.
Due to its large size, elaborate decoration and proven construction date, the pagoda is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on stone
pagodas of th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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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문의향교
州청주 淸州 文義鄕校

Munui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4호
·면 적 : 1,929㎡
·지정일 : 1981. 12. 26.
·소재지 :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의시내 1길 11-14
·소유자 : 재단법인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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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향교는 독립 군현이었던 문의현에 있던 향교이다.
본래 문의현 서쪽 1리인 양성산養性山 아래에 있었다. 임진왜란 때 불 타 1609년(광해군 1) 문의현을 복구할 때 남쪽 기산리로 옮
겨 세웠으나, 1683년(숙종 9) 현령 이언유李彦維가 땅이 고르지 않다 하여 다시 서쪽 2리의 현 위치로 옮겼다. 1888년(고종 25) 문의
현이 청주로 폐합되면서 없어졌다가 1893년 문의현이 복구된 후 이듬해 다시 세웠다. 1906년 청주향교에 합쳤다가 1925년 크게
중수하여 복구하였다. 1977년에서 1981년까지 보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문의향교는 향교 앞으로 홍살문과 하마비가 있고 뒤로 외삼문이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로 앞에 명륜당,
뒤에 대성전이 있다. 대성전은 앞면 3칸, 옆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명륜당은 앞면 5칸, 옆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뒤
쪽의 대성전과는 내삼문을 사이에 두고 있다. 명륜당 내에는 편액과 향교의 내력을 알 수 있는 건수기建修記와 중수기重修記가 걸려있
다. 명륜당 가운데 3칸은 마루방, 양쪽 각 한 칸씩은 온돌방으로 하였다. 따로 동·서재가 없어 이곳 온돌방이 그것을 대신한 듯하
다. 명륜당 동쪽에 유림회관이 있고, 서쪽에는 관리사가 있다. 전체적으로 담장을 둘렀다.
문의향교는 1914년 청주군에 완전히 통합되어 면으로 바뀔 때까지 문의현이 독립 군현임을 보여주는 문화재다. 임진왜란 때 불
탄 것을 자리를 옮겨가며 다시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앞쪽에 명륜당을, 뒤쪽에 대성전을 둔 충청북도 지역의 일반적인 향교 배
치를 따른다.
강민식

명륜당

대성전

Originally founded at Munui-hyeon, this Confucian school features a hongsalmun (a red structure marking the entrance to shrines,
tombs, and academies), a hamabi (a stone marker informing visitors that they should dismount from their horse in deference to
Confucius), and an outer entrance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The school buildings occupy the front row, while the buildings
related with ancestral worship are placed behind them. Daeseongjeon Shrine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sized 3 kan* by 3 kan. Myeongnyundang Lecture Hall is also a wooden structure with a hipped-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sized 5 kan by 2 kan. The current buildings replaced the original ones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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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묵정영당
州청주 淸州 墨井影堂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8호

Mukjeongyeongdang Shrine, Cheongju

·면 적 : 1,600㎡
·지정일 : 1981. 12. 2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길 71-29
·소유자 : 고령신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보한재 신숙주(保閑齋 申叔舟, 1417~1475)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1830년(순조 30)에 세운 사당이다.
신숙주는 모두 여덟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넷째 고천군 신정高川君 申瀞, 다섯째 소안공 신준昭安公 申浚, 일곱째 영성군 신형靈城君 申
泂의

후손들이 청주에 세거하고 있다. 고천군의 후예는 미원면과 가덕면에, 소안공의 후손은 가덕면, 영성군의 후손들은 낭성면과

미원면에 주로 분포한다.
신형의 후손들은 묵정영당이 있는 낭성면 일원에 세거世居하며 자신들의 조상인 신숙주의 초상을 모사해 모시고 있다.
지금의 영당은 1830년 창건하여 1888년(고종 25)에 중건하였다. 영당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내부는 통
칸 마루방에 쌍여닫이 문을 달고 좌우에 퇴칸을 두고 앞마루를 놓았다. 영당의 앞쪽은 삼문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담장을 둘렀다. 영
당의 중앙에는 “墨井影堂묵정영당”이란 편액을 걸었다.
영정은 1749년(영조 25)에 그려 가덕면 인차리의 구봉영당九峰影堂에 보관 중인 신숙주 초상(보물 제613호)을 모사한 것이다.
77.7×164.5㎝의 크기로, 정범조丁範祖의 화상찬畫像讚이 있다.
묵정영당은 조선 전기 명신인 신숙주의 초상을 봉안한 사당이다. 청주지역의 유력 성씨인 고령신씨는 현달한 조상인 신숙주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족내 결집력을 고양하였다. 영당은 조선 후기의 사당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
관련 유적을 통해 고령신씨의 세거와 동향을 엿볼 수 있다.
강민식

This shrine was erected for Sin Suk-ju (1417~1475) in 1830 and renovated in 1888. The descendants of Sin Hyeong, one of the
eight sons of Sin Suk-ju, live in Nangseong-myeon near this shrine and hold a memorial service for him. It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sized 3 kan* by 2 kan. It follows the ordinary pattern of shrines of the late Joseon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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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청녕각
州청주 淸州 淸寧閣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면 적 : 3,265.2㎡
·지정일 : 1982. 12. 1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Cheongnyeonggak Local Administrator’s
Office Building in Cheongju

내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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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현판

청주 청녕각은 지방장관인 감사나 수령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심건물로서 현재 상당구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상량문에 의하면 1656년(효종 7)에 목사 심황沈榥이 창건하고 1732년(영조 8) 현감 이병정李秉鼎이 중수하였으며 1825년(순조 25)
에 목사 이덕수李德秀가 중창하였다. 최초 규모는 10칸이었는데 그 후 목사 이덕수가 28칸 규모로 확장, 개건하면서 편액도 청녕각으
로 바꿨다고 추정된다. 공포의 형태가 조선 후기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의 건물은 1825년에 중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녕각은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로서 대청, 방, 퇴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은 방과 대청, 그리고 전면에 퇴칸을 두는 것
이 일반적이나 이 건물은 동쪽으로 넓은 방 3칸을 두고 서쪽에 대청을 두고있다. 대청의 서북쪽 끝에는 대청보다 한 단 높게 층단 마
루를 설치하였으며 온돌방 주위로 사방에 마루를 두었다.
동쪽 마루 밑에는 아궁이를 설치하였고 앞쪽을 제외한 삼면에 창호를 설치하였다. 양 측면과 뒤쪽의 층단마루 뒤에는 문에 울거
미가 있는 당판문唐板門을 설치하였고 배면의 나머지에는 띠살 창호를 달았다. 낮은 외벌대의 기단을 사방에 둘렀는데 앞쪽의 기단
이 뒤쪽보다 낮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앞쪽과 서쪽의 초석은 다듬은 화강석 8각 장초석을 사용한 반면, 뒤쪽과 동쪽은 자연석초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대청마루와 온돌방 하부에는 별도의 장대석기단이 보이는데 이는 청주동헌 창건 당시의 기단으로 추정된다. 가
구는 전·후면에 평주를 세우고 중앙에 고주를 세워 전후면을 퇴량으로 연결한 2고주7량가 이다. 고주 위에는 대들보를 걸치고 상
부에 높이가 낮은 판형의 동자주를 세워 종량을 올렸으며 사다리꼴의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기둥머리에 익공부재를
2개 사용한 2익공 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서까래는 장연과 단연 외에도 중간에 중연을 하나 더 설치하였다.
지붕은 팔작으로 앞쪽만 처마부에 암막새와 숫막새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면은 암막새만 사용하고 수키와 마구리는 와구
토 바름으로 되어 있다. 입면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행위의 중심장소로서 권위성을 갖추기 위하여 정면이 강조된 구성을 하고
있다.
조중근

청녕각 옛모습(1911년, 1982년)

Cheongnyeonggak was used as a local administrator’s office building during the Joseon period. At present, the building is located
within Seowon-gu Office of Cheongju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cultural heritage. It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hipped-and 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measuring 7 kan* by 4 kan. It is composed of three rooms in the east, a wood-floored main hall
(daecheong) in the west, and a veranda. The building features the emphasis on the façade as an office building for local administrator.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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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망선루
州청주 淸州 望仙樓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0호

Mangseonnu Pavilion, Cheongju

·면 적 : 1,137.4㎡
·지정일 : 1982. 12. 1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망선루는 청주목 관아官衙의 누정으로서, 중앙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다.
망선루는 객사客舍에 부속된 누정으로 객사의 동쪽에 있었는데, 원래의 이름은 취경루聚景樓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5권 충
청도 청주목조에 의하면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왕이 안동安東으로 피난길에 올랐다가 돌아
가는 길에 청주에서 여러 달 머물렀다. 도적이 평정되자 왕이 취경루에 올라 친히 과거시험을 보였는데, 문과와 감시監試의 합격자
방을 이곳에 걸었다고 한다. 그 후 누각은 오랫동안 낡고 헐어 있었는데, 1461년(세조 7)에 목사 이백상李伯常이 새로 중수하고, 한
명회韓明澮가 누각의 편액을 고쳐서 ‘망선루’라 하였다. 또한 누정 옆에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망선루의 원래 위치는 현재 청주동헌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전 청주경찰서가 있던 자리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일본 헌병대
의 유도 연습장인 무덕전武德殿 신축으로 헐리게 되었다. 1923년 조선면옥 뒤편에 쌓아두었던 해체 부재들을 김태희金泰熙의 주선으
로 남문로 1가 제일교회 안으로 이건하여 청남학교 교사로, 또한 세광고등학교 교사로도 쓰였다. 이때 각 벽면을 막고 유리창을 다
는 등 원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후 제일교회 측에서 청주시에 건물을 기증함으로서 2000년에 지금의 위치인 중앙공원 안으로
옮기고 원형을 찾아 복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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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선루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공포형식은 초익공식이며, 가구는 5량가이다. 구조는 낮은 장대석기
단 위에 두리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동측 내부에 목조계단을 만들어 누마루에 오르게 하였다. 누대는 우물마루로 되어있
으며, 사면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이 설치되어 있다.
망선루의 바깥기둥은 1층과 2층이 하나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망선루의 층간 연결방식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누정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층이 별도의 기둥으로 구성된 층단주 형식이 아니라 하층과 상층이 하나의 기둥으로 구성된 통주 형식이다. 이
통주 형식은 한국의 누정에서 그 실례가 많지 않다. 원래 2층에는 바깥기둥만 있었으나 2000년 해체 이전 복원시 구조를 보강하기
위해 내진주를 보충 신설하였다. 망선루의 익공형식은 대단히 초기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다.
청주 망선루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었으나 후대로 오면서 많은 보수와 중건을 거쳐 왔으며, 근대기에 들어와 이건을 통한 변형이
있었으나 근래에 다시 복원되어 누정으로서의 위용을 간직하고 있다.
김형래

내부 가구

청주 제일교회 건물로 활용되던 망선루(1990년대)

Mangseonnu Pavilion, which used to belong to the Cheongju Administrator’s Office, is currently located in Central Park, Cheongju.
It measures 5 kan* by 3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and a single-wing style of bracket. The columns
supporting the roof also stay the floor of the building’s second floor. This construction method is not one frequently found. Originally
built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the pavilion has undergone repairs and renovations on many occasions, including quite
recently, and has retained its dignity as a pavilio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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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지선정
州청주 淸州 止善亭

Jiseonjeong Pavilion,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1호
·면 적 : 480㎡
·지정일 : 1982. 12. 1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산25
·소유자 : 보성오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지선정은 현도면 중척리에 조선 중기 문인인 오명립吳名立이 금당을 바라보고 지은 누정이다.
1610년(광해군 2) 오명립이 벼슬길에 오를 것을 단념하고 낙향하여 이 정자를 짓고 그의 호를 따서 지선정이라 하였다. 이곳에
서 경서를 강론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오명립은 벽에 걸어놓은 “忠孝一生臥之江濱충효일생와지강빈”이라 쓴 서액을 바라보면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1704년(숙종 30)에 다시 짓고, 1738년(영조 14)과 1802년(순조 2)에 수리하였다. 그 뒤 고종 때 담장과 중문을 지
었다.
지선정은 구릉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의 경관을 부감할 수 있다. 장방형의 평면을 금강과 나란히 두고 주변으로 담장을 두르고
일각대문을 설치하고 있다. 지선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오른쪽 한 칸에 온돌방과 높은 마루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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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정 내부 편액

고 가운데 칸과 왼쪽 칸은 통칸의 대청으로 되어 있다. 가운데 칸에 문을 설치하여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를 설치
하고 벽체는 판벽과 격자살창이 있는 판문을 설치하고 있다. 자연석기단 위에 덤벙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올리고 있다. 기둥 위에
도리와 보를 연결하고 보는 뺄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둥 위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와 장여 받친 중도리를
결구하여 사다리꼴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구조는 긴보 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지선정 내부에는
송시열이 쓴 편액이 걸려 있고, 권상하權尙夏가 쓴 것도 현존한다. 이웃에는 같은 시대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오유립吳裕立이 세운
월송정月松亭이 있다.
청주 지선정은 자연과 통합된 공간을 구성하는 장소적인 의미와 머무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강학과 회합의 정자문화를 엿볼
수 있다.
손태진

Jiseonjeong Pavilion was built in 1610 by O Myeong-rip (1563~1633; pen-name: Jiseonjeong) so he could spend his later years in
his hometown after leaving officialdom. Standing at the top of a slope, the pavilion commands a pleasant view of the surrounding area.
It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hipped-and-gable roof measuring 3 kan* by 2 kan. Hung on the wall is a frame containing the pavilion’s
name, which was handwritten by Song Si-yeol. Located nearby is Wolsongjeong Pavilion, which was established by O Yu-rip, a
member of the same clan. The pavilion sheds insight on the role played by such structures as a local space for meetings and lectur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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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안심사 비로전
州청주 淸州 安心寺 毘盧殿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2호

Birojeon Hall of Ansimsa Temple, Cheongju

·면 적 : 919㎡
·지정일 : 1982. 12. 1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안심사
·소유자 : 안심사
·시 대 : 조선시대

Birojeon Hall of Ansimsa Temple displays many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a gable-roofed house with a profusely bracketed
structure dating back to the late Joseon period. According to a record (lost in 1982) that used to be kept inside the structure, it was
erected in 1613 and renovated in 1842. It measures 3 kan* by 2 kan, and features lattice pattern doors at the façade. The building
exhibits a harmonious contrast with Daeungjeon Hall of the temple, which dates back to the mid-Joseon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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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안심사에 있는 조선 후기 다포계 맞배집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는 건물이다.
안심사 비로전은 내부에 걸렸던 목판 중수기에 따르면 1613년(광해군 5)에 건립하고, 1842년(헌종 8)에 중수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으나 이 중수기는 1982년경에 없어져 행방을 알 수 없다. 안심사 비로전은 건립 당시 변형된 대웅전 건물의 형식을 그대
로 모방했다는 견해와 건물에 나타나는 다포계 팔작집의 특징을 들어 대웅전의 모작模作이 아닌 원래 조선 중기의 다포계 팔작집을
후기에 다시 공포 일부와 지붕만 개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안심사 비로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웅전 앞마당의 왼쪽 높은 언덕 위에 서향하여 위치하고 있
다. 기단은 자연석을 허튼층으로 쌓고, 그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내외2출목으로 어칸에 2구, 협칸에
1구씩 설치하였다. 정면 3칸에는 정자살문을 달았다.
원래 이 건물은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모시던 건물이어서 비로전이라 불려왔으나 최근에는 나한을 모시고 있다하여 영산전靈山殿
혹은 나한전羅漢殿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안심사 비로전은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 건축양식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경내의 조선 중기 건축인 대웅전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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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정하동
州청주 마애비로자나불좌상
淸州 井下洞 磨崖毘盧遮那佛坐像
Rock-carved Seated Vairocana Buddha in
Jeongha-dong, Ch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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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종 목 : 유형문화재 제113호
·수량｜높이 : 1점｜3.2m
·지정일 : 1982. 12. 1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 산 9-1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은 지역주민들이 ‘돌산’이라고 부르는 야트막한 구릉 앞에 있는 바위에 새겨져 있다. 마애비로자
나불좌상이 새겨져 있는 바위는 사다리꼴을 이루는데, 그 형태를 인위적으로 다듬어서 만들지는 않았다. 이 불상이 새겨진 바위면은
높낮이가 다른데, 위쪽은 낮고 아래쪽은 높다. 이러한 편평하지 않은 바위면을 그대로 둔 채로 불상을 조각하였기 때문에, 불상의 상
반신 보다 하반신이 앞으로 튀어나와있다. 또한 상반신은 저부조底浮彫로 조각한 반면 하반신은 선각線刻으로만 나타내었다.
이 불상은 연화대좌 위에 앉아서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다. 머리 부분에는 원형의 광배를 표현하였다. 얼굴은 네모난 편이며, 이
마 가운데에는 백호白毫가 있다. 눈썹과 눈두덩이 사이를 깊게 팠고, 눈, 코, 입, 귀를 양각으로 나타내었다. 입 주위가 움푹 들어가 있
고 볼과 광대가 튀어나와 보인다. 이와 같이 굴곡진 바위면을 활용하여 이목구비를 표현했기 때문에 입체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조
각수법이 투박하고 정교하지 못해서 예배존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근엄함이나 자비로움보다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투박한 인상을 풍
긴다.
한편 얼굴과 머리, 어깨 주변을 정釘으로 다듬은 흔적이 보이는데, 그 때 발제선 윗부분을 쪼아내면서 원래의 머리 형태가 완전히
파손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머리 위에 있는 바위 선을 보관의 흔적으로 파악하면서 이 불상이 보관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하지만 보관의 흔적으로 여겼던 선은 광배 바깥쪽까지 불규칙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인공적으로 새긴 것이 아니라 바위면에
있는 자연적인 선으로 보인다.
불신佛身은 장신형長身形으로 어깨에 각이 져 있으며 허리는 매우 가늘다. 불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조각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손이다. 손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면서 가슴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지권인은 부처를 상징하는 오른손과 중생을
상징하는 왼손이 한데 묶인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다. 다리는 넓은 편인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
면서 결가부좌하고 있어서 오른쪽 발바닥이 드러난다.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은 통견通肩방식으로 대의를 걸치고 있는데, 양쪽 어깨나 가슴을 완전히 가렸다. 옷주름은 복잡하
고 어지럽게 표현되어 번잡스러운 느낌을 준다. 불상의 대좌는 홑잎으로 된 연꽃이 2단을 이루면서 활짝 핀 형태이다.
이와 같이 불신의 각 부분을 정교하지 않고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는 조형감이나 정제되지 않고 거친 조각수법을 고려할 때,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지민

This Vairocana Buddha carved on a rock on a gentle hill in Jeonghadong, Cheongju features an upper body carved in low relief and a lower
body depicted by incising. The disparate techniques were chosen to better
exploit the shape of the rock, which consists of a smooth flat face in the
upper part and a ruggedly protruding lower part. The Buddha is seated on a
lotus pedestal, a robe draped over both his shoulders, and makes the Vajra
mudra, the symbolic gesture known as the “fist of wisdom.” The simple
details and coarse carving techniques suggest that it is a work of the Goryeo
period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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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탑동 양관
州청주 淸州 塔洞 洋館

Western-style House in Tap-dong,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3호
·면 적 : 6,568.8㎡
·지정일 : 1983. 03. 3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32번길 17-6
·소유자 : 학교법인 일신학원
·시 대 : 대한제국시대

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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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탑동 양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위치한 근대건축물로 청주 최초의 서양식건물이다.
구한말 개화기에 충청북도 기독교 문화의 요람이었던 청주 탑동 양관은 1906년부터 1932년 사이에 건립된 여섯 동의 서구식 건
물로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에 의해 청주지방에서는 맨 처음으로 건립된 양옥 건물이다.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였던 민노아(閔老雅, F.S. Miller) 목사가 1900년경 청주시 탑동 195번지 일대에 선교부지를 마련하여 부인과 함께 정착함으로써
건립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06년 청주 탑동 양관 1호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그 뒤에 계균(Edwin-Kagin) 목사가 부임하여 양관
신축공사의 전반적인 공사행정을 담당하였으며, 1923년에는 부례선(J.S. Purdy, 1923∼1926) 목사 부부 등 여러 선교사들이 청
주지역에 주재하면서 기독교문화의 요람으로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1932년까지 선교사 사택, 선교본부, 병원,
성경학교 등이 건립되어 지역선교와 의료봉사의 본거지로 이용되었다. 일제말기와 해방 후에 원요한(J. T. Underwood), 한부선
(韓富善, Bruce F. Hunt), 도민회(Minne Dave) 선교사 등이 살았다.
현재는 청주 일신여자중고등학교 내에 위치하며, 양관 중 1호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2호와 3호는 교사로 4호는 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 밖에 위치한 양관 5호와 6호는 각각 개인주택과 성서신학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청주 탑동 양관 1호의 건물의 형태는 전형적인 한양절충양식으로 가로 세로의 비가 2:1인 장방형이고 비대칭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조적식 목구조이며 1·2층 바닥은 장선바닥판 위에 쪽마루를 깔았다.
청주 탑동 양관 2호관은 1911년 건립된 청주지역 선교사 주택으로 1947년부터 1968년까지는 언더우드(H. G. Under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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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1916) 손자 원요한(J.T. Underwood)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이후 일신학원의 관리실과 교목실, 미술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청주 탑동 양관 2호관은 청주 탑동 양관 1호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층의 주택형식의 건물이다. 평면
형식은 1·2층 모두 홀 형식이고, 2층과 지하층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이 1층 현관홀에 독립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유
지하고 있다. 청주 탑동 양관 3호관은 1920년에 선교사 주택으로 건립되어 1945년 6월 16일 청주방송국(지금의 KBS청주방송총
국) 개국 당시 방송국으로 사용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 때에는 전시 야전병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
층이고 평면형식은 장방형으로 한 쪽은 강의실, 다른 쪽은 부속실과 복도 및 계단을 포함하는 중북도형이다.
청주 탑동 양관 4호관은 1920-30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이다. 양관1호 동쪽 아래 언덕기슭에
위치하여 현재 일신여자고등학교의 생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평면형식은 현관 부분에 지하층과 1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갖고 있
는 홀hall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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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

청주 탑동 양관 5호관은 1930년에 건립된 지상 2층 규모의 전형적인 서구식 주택양식으로 현재 일신학원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1층은 중앙의 응접실과 그 주변에 침실 2개실, 주방이 있고 화장실은 현관홀에서 문으로 독립되어 있다.
청주 탑동 양관 6호관은 청주지역 선교사였던 부례선富禮宣 목사가 충청북도 영동지역 선교 도중 장티푸스로 죽자 그의 부인이
미국서 거둔 헌금으로 1932년 건립한 건물이다. 현재는 청주 성서신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순한
장방형 건물로 전면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다.
청주 탑동 양관 여섯 동은 한국 전통건축에서 근대건축으로 변모해가는 과도기적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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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

208

6관

These six western-style buildings were built between 1906 and 1932 by western missionaries belonging to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CUSA). As the first western-style buildings in Cheongju, they show how
early modern buildings gradually replaced the country’s traditional buildings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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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
州청주 淸州 雲泉洞 新羅事蹟碑

Silla Monument in Uncheon-dong,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수량｜규모 : 1기｜92×95×20㎝
·지정일 : 1983. 11. 3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소유자 : 국유
·시 대 : 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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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가 삼국을 통합한 후 최초로 세운 청주지역 한 사찰의 사적비이다.
1982년 청주시 운천동 산직마을 입구에서 빨래돌로 쓰이던 돌에서 글자
를 찾아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청주지역의 한 사찰에 세워졌던 사적비
로 비문을 통해 685년(신문왕 5) 서원소경西原小京 설치 이후 이 지역의 모습
을 살펴볼 수 있다.
6세기 중엽 쯤 청주를 차지한 신라는 삼국 통합을 이룬 후 685년 서원소
경을 설치하였다. 옛 백제지역을 아우르고 당나라로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
하려는 의도였다. 이듬해 운천동 일원에 사찰을 만들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적비를 세웠다. 사찰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을 찬양하고 왕의 덕을 칭송하며 민합삼한民合三韓의 글귀로 보아 삼국 통합
의 위엄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쪽 면에 아간阿干, 보혜普慧·해심법
사海心法師 등의 관직과 인명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왼쪽 둘째 줄의 수공 2년垂
拱二年은 당 측천무후의 연호인 수공垂拱과 같은 것으로 보아 686년(신문왕 6)

에 세운 것으로 본다.
비의 크기는 높이 95㎝, 너비 92㎝이며 앞·뒷면에 15행 17~19자, 한쪽
옆면에 3행 19자의 글자가 해서체로 쓰여 있으나 마모가 심하다.
건립 연대를 686년으로 비정할 수 있으며, 청주지역의 불사와 관련하여
왕의 위엄을 칭송하고 불법을 찬양, 그리고 삼국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는 글
귀 등이 있어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강민식
운천동 신라사적비 발견 당시 모습(1982년)

This monument was originally erected in the grounds of a temple in Cheongju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668-935). Its
inscription praises Buddhist teaching, the virtuous king, and the great accomplishment of unifying into a single state the three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Judging by the content of the inscription, it is thought that the monument was set up in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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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을축갑회도 및 죽림갑계문서
州청주 乙丑甲會圖 및 竹林甲稧文書
Eulchukgaphoedo Painting and Jungnimgapgye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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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수 량 : 1폭1책
·지정일 : 1983. 11. 3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을축갑계 회원들의 회갑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과 그들의 계문서이다. 을축갑계乙丑甲稧는 청주지방에 살던 11명의 1625년(인
조 3) 을축년乙丑年생 선비들이 36세가 되던 1660년(현종 1)에 조직한 갑계이다.
《을축갑회도》는 계원들이 62세가 되던 1686년(숙종 12)에 계원 7명이 청주 보살사를 배경으로 나란히 앉아 있고, 그 앞에 자
손들이 서 있는 모습을 의인화상義人和尙이 그린 기념 그림이다.
계의 문서는 변숙卞潚이 작성한 갑계기록과 송시열宋時烈이 지은 발문, 이후직李後稷이 쓴 화상설, 그리고 축시 등이 있다. 계원들
이 지켜야 할 규약 12항목으로, 부모나 부인이 상을 당하면 서로 왕래한다는 것 등 상부상조의 내용과 모임의 운영에 관한 일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후손들이 친교를 이어 받들어 경북 청원군 북일면에 죽림영당을 세웠으나 1979년에 공군 비행장 건설로 철거되어 매봉산 기
슭의 현 위치에 죽림영당을 옮겨 봄, 가을에 제향祭享하고 있다.
정제규

죽림갑계기

The picture and documents on gye, or gatherings, were made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birthdays of the 11 Cheongwonbased, Confucian scholars known as Eulchukgapgye. Eulchukgapgye members were born in the year of Eulchuk (1625) and
formed a group in 1660, the year when they turned 36 years of age. The members remained active through Gapgye, or gatherings of
members who were the same age. In 1686, when they all became 62 years old, seven Eulchukgapgye members sat side by side in
front of Cheongju’s Bosalsa Temple with their offspring in front. This scene became a commemorative picture drawn by a
caricature artist. The members’ descendants continued their forefathers’ friendship and later built Jungnimyeongdang Shrine where
even today families hold ancestral rites every spring and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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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清
州

을축갑회도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5-1호
·수 량 : 1폭

乙丑甲會圖

·지정일 : 2018. 07. 13

Painting of the Eulchuk Year Association

·소유자 : 청주시장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시 대 : 조선시대

This painting was made to mark
the Gyehoe (gathering of seven
members of a fellowship) held in
1686 at Bosalsa Temple in
Cheongju to celebrate their sixtieth
birthday. The fellowship was
formed in 1660 by eleven members
of the local aristocracy in
Cheongju, all of whom were born
in the same year, i.e. the Eulchuk
Year (1625). Made as an hanging
scroll format, the painting displays
the typical layout of a work of this
kind, with the title written in seal
script and the list of participants
arranged with the scene of the
celebratory gathering. The painting
is ta ngible e vide n ce t hat t he
tradition of marking fellowship
gatherings with a painting that
developed in the capital of Joseon
had spread to the provinces by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with the
local painters actively adopting the
painting style and artistic
techniques of the genre.

214

1625년 을축년에 태어난 청주 지역 향반鄕班 열한명이 1660년에 동갑생들의 친목 모임인 갑회를 결성하고 그중 일곱 명이 회갑
을 맞은 해인 1686년에 청주 보살사菩薩寺에서 계회를 열고 기념으로 제작한 그림이다. 전서체篆書體로 쓴 제목과 계회장면, 계회 참
석자의 명단을 적은 좌목座目이 한 화폭에 담긴 축 형태 계회도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인다.
1686년 을축갑회 직후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하는 필사본 「을축갑계기乙丑甲契記」에는 회칙을 기록한 입의立意및 그림에 대한 서
문과 발문 여덟 편이 수록되어 있어 갑회의 결성과정과 《을축갑회도》의 제작경위 및 그림을 그린 화가가 보살사의 화승畵僧인 의인義
仁 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면 가득 갑회의 배경이 된 건물의 기와지붕과 대청마루가 그려졌고 산수병풍이 둘러진 건물 중앙에 갑회의 주인공인 이후직
(李後稷, 1624~1698), 변숙(卞橚, 1625~1695), 지성구(池聖龜,1625~1702), 신영식(申永植, 1625~1694), 왕린(王潾,
1625~?), 민광도(閔光道, 1625~1713), 민광시(閔光時, 1626~1696)가 갓과 도포 차림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있다. 모임과
계회도 제작을 준비하고 을축갑계에 참석한 계원의 후손 18명은 위를 향해 앉은 자세로 묘사되었고, 이들은 별도로 소계小契를 결성
하여 선친의 뜻을 계승하였다.
지방의 향반들이 참여한 향촌계는 양반과 사족으로 구성된 상계上契와 평민들의 하계下契로 구분되는데 계회를 열 때는 대개 상하
합계上下合契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민과 함께 계를 하는 전통에 따라 참석한 평민 윤성길尹成吉과 박근생朴近生은 화면 왼쪽, 그들의
자제 2명은 오른쪽 말석에 중앙을 바라보며 공수하고 정좌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밖에 시중을 드는 시동 네 명과 거문고를 연주
하는 인물이 묘사되어 갑회가 열리는 현장의 흥겨운 분위기를 반영한다.
갑회의 주인공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자세로 책, 부채, 술잔, 담뱃대 등의 지물을 들고 있으며 이목구비가 크고 뚜렷하게 표현되
었다. 이는 일반적인 계회도의 인물표현과 다른 점으로 불교회화를 그렸던 화승 의인이 지물을 들고 있는 고승진영高僧眞影에 나타나
는 불교회화적인 요소를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앉아있는 인물을 중첩되게 배치한 방법이나 복식의 표현에도 불화의 양식이 드러
난다.
《을축갑회도》는 이 작품 이외에 「을축갑계기」와 함께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 서울시
유형문화재 172호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을축갑회도》 등 모두 세 점이 전해진다. 이 작품은 갑회에 참석한 인물인 왕린의 후손이
기증한 것으로 전각 안에 계원契員과 계원의 자제들이 앉아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비롯해 건물의 구조, 인물의 자세 및 표현이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본과 매우 유사해 같은 도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본은 기로회도耆老會圖의 도상
을 참고하여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석한 계원의 수만큼 여러 점의 계회도를 제작할 때 하나의 동일한 도상에 근거해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으로 이 작품은
1686년에 열린 갑회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좌목의 상계 계원 7명과 하계 계원 2명에게 각각 한 점씩 나누어주기 위해 제작한 아
홉 점의 갑회도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17세기 후반 계회도의 제작이 지방까지 파급되었음을 말해주며 서울에서 시작된 계회도 양
식과 화풍이 지방으로 전래되고 지역의 화가에 의해 수용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박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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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조헌 전장기적비
州청주 淸州 趙憲 戰場記蹟碑

Monument for the Victory of Jo Heon,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수량｜규모 : 1기｜비신 84×230×37㎝
·지정일 : 1984. 12.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의병장 조헌(趙憲, 1544〜1592)의 청주성 탈환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으로 1710년(숙종 36)에 건립되었다. 조헌 전장기적
비는 본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세웠던 것인데, 일제강점기 때에 현재 위치인 중앙공원 내로 이전하였다.
조헌은 본관은 배천[白川]이고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이다. 조헌은 1565년(명종 20)에 성균관에서 수학하였고, 1567년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李瑀·김경백金敬伯·전승업全承業 등과 함께 의병 1,600여
명을 모아, 1592년 8월 1일 영규대사靈圭大師의 승군僧軍과 박춘무朴春茂가 이끄는 의병이 합세하여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충청
도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 해산당하고 불과 700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행진하여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의 왜군과 8월 18일 전투를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전사하였다. 1604년(선조 37)에 1등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
功臣에 오르고, 1734년(영조 10)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883년(고종 20) 문묘에 배향配向되고, 옥천의 표충사表忠祠, 배천의 문회서원文
會書院,

김포의 우저서원牛渚書院,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에 제향祭享되었다. 저서로는 『중봉집重峯集』이 있으

며,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청주 조헌 전장기적비는 사각형의 받침돌 위에 화강석의 비신을 세우고 덮개돌을 얹은 형태이다. 비신의 규모는 84×230×37㎝
이다. 비문 제목은 “文烈公 重峰 趙先生 戰場紀蹟碑 崇禎紀元後 八十三年 庚寅立문열공 중봉 조선생 전장기적비 숭정기원후 팔십삼년 경인립”라고 되
어 있으며, 김진규金鎭圭가 글을 짓고 이수당이 글씨를 썼다. 비문은 『청주시지-상』(1997)에 실려 있다.
지금도 청주시에서는 매년 청주성 탈환일인 8월 2일에 그의 전공을 기념하는 추모제를 조헌 전장기적비 앞에서 거행하고 있다.
신호철

This monument was erected in 1710 to commemorate Korean troops’ retaking of Cheongjuseong Fortress from Japanese invaders
under the leadership of Jo Heon (1544-1592), the leader of a Righteous Army (euibyeong). Jo was killed in action while leading his
greatly outnumbered force of about 700 troops against the Japanese forces led by Kobayakawa, who were marching toward Jeolla
province on August 18, 1592. The granite monument sits on a rectangular platform stone and has a cap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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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전동 고가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5호

淸州 薪田洞 古家
Historic House in Sinjeon-dong, Cheongju

·면 적 : 1,470.0㎡
·지정일 : 1985. 12. 2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전로175번길 169
·소유자 : 김동화
·시 대 : 일제강점기

청주 신전동 고가는 일제강점기 때 당대 천석꾼으로 알려진 거부 김영훈이 지은 집으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가옥이 일제강점
기를 통해 변화되고 있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옥이다.
청주 신전동 고가는 신전동 아랫말 입구의 평탄한 대지 위에 동북향으로 건축되었는데 가옥 뒤편으로 낮은 동산이 있어 안정감
이 있다. 안채 종도리 장혀에 “歲在丙寅二月十八日巳時入柱上樑于申坐寅向之基戊戌生成造運세재병인이월십팔일사시입주상량우신좌인향지기
무술생성조운”이라는 상량문이 적혀 있어 1926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청주 신전동 고가는 현재 一자형의 안채, 사랑채, ㄱ자형 행랑채가 튼ㅁ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우측에는 행
랑채, 좌측에는 사랑채가 자리잡고 있으며, 정면에는 안채가 위치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8칸, 측면 3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동측으로부터 건넌방, 대청마루와 윗방, 안방, 부엌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정면 퇴칸은 마루로 구성하고, 건넌방 앞에는 2칸의 누마루를 설치하고 평난간을 둘러 운치 있게 꾸몄다.
사랑채는 정면 6칸, 측면 3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낮은 장대석기단 위에 네모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다. 남향한
정면에는 亞자 무늬로 살을 넣은 유리문을 설치하였고, 그 위의 고창도 근대기의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유리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랑채는 ㄱ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는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대문칸과 온돌방, 광, 헛간, 변소, 외양간, 뒤주 등으로
구성하였다.
청주 신전동 고가는 지어진 연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건축연대가 확실하고,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고루 갖추어져 전통 주거
건축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목 등 세부기법에서 전통기법과는 다른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조선시대의 전통
적인 가옥이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래

The Historic House in Sinjeon-dong was built by a very rich individual named Kim Yeong-hu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ccording to one of the remarks written on a ridge beam of the women’s quarters (anchae), the house was built in 1926, and
consists of women’s quarters, men’s quarters (sarangchae), and “L”-shaped servants’ quarters (haengnangchae). Entering the house
through the main entrance, one finds the servants’ quarters on the right, the men’s quarters on the left, and the women’s quarters at the
front. The use of architectural techniques quite unlike traditional ones indicates that the style of housing was changing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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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랑채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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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청주

청주 신형호 고가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8호

淸州 申鑅浩 古家
Historic House of Sin Hyeong-ho, Cheongju

·면 적 : 607㎡
·지정일 : 1985.12. 28.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3길 9-8
·관리자 : 신기호
·시 대 : 조선시대

This house is the birthplace of Sin Hyeong-ho, an independence activist. Built in 1881, it was burned down by Japanese troops
after Sin Jeong-sik, a relative of Sin Hyeong-ho, provided shelter and food to members of a uibyeong (Righteous Army), leaving only
the women’s quarters (anchae) intact. It is a tiled “L”-shape house with a hipped-and-gable roof measuring 5 kan* by 4 ka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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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 가구

대문

청주 신형호 고가는 1881년(고종 18)에 지은 한옥이다.
본래는 안채와 사랑채, 곡간채, 뜰아래채, 마부채 등이 있었으나 한말에 이 집에 살던 신정식申正植이 의병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는 이유로 일본군이 방화하여 현재는 안채만 남아있다.
평면은 정면 7칸, 측면 2칸에 우측으로 다시 꺾여 정면 3칸, 측면 2칸이 붙어 전체적으로 ㄱ자형 평면을 이룬 동남향 집이다. 2칸
통칸으로 된 넓은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2칸의 안방을 들였다. 방에는 사분합 미닫이문을 달았고 이 방 뒤편에 다시 1칸
의 좁은 툇마루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앞으로 꺾여 3칸 규모의 부엌을 들였다. 또 대청의 좌측으로는 앞에 툇마루를 둔 1
칸의 건넌방을 들였는데 아래는 온돌아궁이의 함실을 설치하고 위는 다락으로 꾸미고 다시 1칸의 좁은 툇마루를 붙여 설치하였
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덤벙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는데 기둥머리에는 간결한 양봉을 건물의 내·외 방향으로 끼워 장식
하였다. 지붕틀은 기둥 위에 대들보와 종보를 걸고 있는 5량가이며, 종보 위 중앙부분에 제형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안채의 공간 구성에서 좌·우 끝부분에 중앙 부분에 있는 넓은 대청공간과 구별되는 또
다른 독립된 좁은 툇마루를 만들어 이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민 특징을 가진 가옥이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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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 聖公會 聖堂
Cheongju Anglican Church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9호
·면 적 : 1,413.6㎡
·지정일 : 1985. 12. 2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47번길 13-2
·소유자 : 대한성공회 관리재단
·시 대 : 일제강점기

청주 성공회 성당은 우암산 서편의 한 끝자락에서 청주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다.
1935년 영국의 성 그레고리 성당의 지원으로 건립된 이 성당은 한국 전통 목조건축의 외적 형태를 살리고 서구 기독교의 종교적 기능
을 수용한 초기 한옥성당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당의 진입은 시가지가 위치한 남쪽에서의 진입과 후면부 북쪽에서의 진입 두 가지가 있다. 성당 내부로의 진입은 전통한옥의 장
변 진입방식에서 단변 진입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유교적 관념에 따라 양측 출입구를 통해 남녀의 출입이 분리되어 우리나라 초
기성당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따르고 있다.
건물의 좌향은 남정면 북제단 형식을 취해 영국 성공회성당의 서정면 동제단 형식을 탈피한 한국적인 남향선호에 적응하여 주접
근축인 남쪽 도심지를 향한 기능적 고려를 하였다.
정면 4칸 측면 8칸 규모의 평면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단변과 장변비가 1:2 정도인 3량식이다. 이는 전통건축의 가구방식이
서구교회의 원형인 바실리카식 평면과 잘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가구는 2고주9량가로 안정되고 장중하며 연등천장은 지붕 가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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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목재의 아늑한 질감이 차분하면서 고풍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
성당의 형태 및 의장은 전체적으로 한국 전통기와집의 형태를 느끼게 하면서도 서양식의 개구부와 붉은 벽돌의 사용, 그리고 초석
의 형태 등에서 근대적인 분위기도 동시에 갖고 있다. 네모 기둥 사용과 겹처마의 지붕에서 부연의 치목이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은 것
이지만, 전통적인 건물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합각부의 십자가 장식과 창호의 완자문양, 그리고 유리의 사용 등에서 전
통 한옥이 근대적 기능을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은 한옥의 구조를 갖추면서 서구적인 형태로 지어진 성당 건축이다. 이러한 것은 근대 초기 서양건축과 한국건축이 융화되
어 나타난 절충형식으로서 서양건축의 수용과 전통건축의 근대적 변화를 조명할 수 있는 건축사적 의의를 지닌 귀중한 자료이다.
조중근

This Anglican church is located at the western end of Uamsan Mountain which overlooks downtown Cheongju. It was built with
support from St. Gregory’s Church of the United Kingdom in 1935. The building display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early cathedrals
of the country, combining a Korean traditional wooden exterior with the religious functions of a western Christian church. It is an
oblong structure measuring 4 kan* by 8 ka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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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순치명 석조여래입상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0호
·수량｜높이 : 1점｜3.2m
·지정일 : 1985. 12. 28.

淸州 順治銘 石造如來立像
Stone Standing Buddha with Inscription of
“Sunchi”, Cheongju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79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신항서원으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홀로 높이 316㎝의 석상이 서
있는데, 특이하게도 배아래 부분에 ‘순치順治 9년’(조선 효종 3, 1652년)
명의 조상기가 음각되어 있다.
기둥 형태의 석주 윗부분에 얼굴 부분만을 조각하고 손도 표현하지
않아 마치 장승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목구비의 표현도 소략한데 미소
를 보인다. 이마에 커다란 백호白毫가 있어 불상으로 불리나, 실제는 사
찰의 예배불은 아니고 마을의 수호신의 가능을 갖고 있던 민간 신앙 대
상의 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춘실

This stone Buddhist image, standing at the entrance to the village
where a Confucian shrine-academy called Sinhangseowon is located, is
engraved with the inscription “Ninth Sunchi Year [i.e. 1652]” on the
lower part of its body. The Buddha is characterized by a columnar shape
with only a roughly depicted face and no limbs, making it appear more
like a village guardian pole (jangseung) than a statue. It is the presence
of an urna, a whorl of white hair symbolizing a third eye, on the statue’s
forehead that has led to it being referred to as the Buddha, although it is
generally believed to have been worshipped as a guardian tutelary deity
of th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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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충 초상 및 중모기
鄭守忠 肖像 및 重模記
Portrait of Jeong Su-chung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9호
·수 량 : 1점 1책
·지정일 : 1987. 03.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하동정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초기의 문신인 정수충(鄭守忠, 1401〜1460)의 초상과 초상화를 이모하는 과정에 따르는 여러 사항을 기록한 1권의 책이다.
정수충의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경부敬夫이며, 감찰 정제鄭提의 아들이다. 1450년(세종 32)에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승문원 부
교리가 되어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 지휘한 『역대병요歷代兵要』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453년(단종 1)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좌 세
력인 황보인皇甫仁, 김종서金宗瑞 등 원로대신을 살해, 제거하는데 가담하여 6품직에서 4품직으로 승진하고 1455년(세조 1) 세조의 즉위
를 도운 공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이듬해 성균관 사성이 되고 1457년 집현전 직제학으로 승진, 하원군河原君에 봉해졌
다. 1457년 첨지중추원사가 되고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승진하였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이 초상화는 원본을 이모移模한 것을 다시 옮겨 그린 중모본重模本으로 1856년에 제작되었다. 원본은 정수충이 좌익공신에 책록되었
을 때 왕명에 의해 그려진 공신화상으로 여겨진다. 사모紗帽를 쓰고 흉배가 달린 분홍색 단령[淡紅袍團領]을 입고 흉배와 품대品帶를 착
용하였다. 교의交椅에 공수자세로 앉은 전신좌상全身坐像으로 얼굴은 약간 오른쪽으로 향한 좌안8분면左顔八分面이다.
부드러운 필선으로 얼굴의 이목구비와 수염을 묘사하였고 단령은 윤곽선이 각이지게 표현되고 옷 주름 주위에는 약간 짙은 색을 칠
해 입체감을 살렸다. 바닥에는 채전彩顫이나 돗자리가 깔려 있지 않아 인물이 앉아있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표현되지 않은 점은 조선 초
기 공신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모의 높이가 높고 양각이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모의 좌우 뿔이 사선 아래로 뻗는
15세기 사모형식과 달라 이모한 시기의 복식 모습이 반영된 듯하다.
초상과 함께 전해오는 『영정중모기影幀重模記』는 초상화를 이모하는 과정에 따르는 여러 사항을 기록한 1권의 책으로 필사본이다. 중
모기의 내용에 의해 현재의 그림은 1769년(영조 45)에 금릉金陵 종가에 봉안되어있던 도상을 이모해 청주에 모신 초상이 낡아 1856년
(철종 7)에 다시 옮겨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초상을 이모한 화가는 삼가현三嘉縣 출신으로 황간黃澗에 거주한 이덕명李德明으로 충청 지
역에서 활동했던 지방화사로 여겨진다. 초상을 중모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하여 화사를 청해 초상을 이모하고 사당에 다시 봉안하는 과
정을 비롯해 화가에게 지불한 대가, 제작과정에 사용된 물품의 목록과 그 비용까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에
공신 가문의 후손들이 주도한 초상화 제작의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헌자료로 가치가 높다.
박은화

This is a portrait of Jeong Su-chung (1401~1460), a civilian official of the early Joseon Dynasty, seated on a chair with his folded
hands hidden in the sleeves. His facial features and beard are portrayed in soft brush strokes, while the contour lines of the courtier’s
ceremonial robe and the dark color around the creases in the robe create a cubist effect. The manuscript titled Yeongjeong jungmogi
(Record on the Reproduction of Portrait) claims that this portrait was based on another one, which was itself based on the original one,
and that Yi Deok-myeong, a local painter, painted it in 1856. It also refers to the list of article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is portrait and
even details the produc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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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윤관 초상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0호
·수 량 : 2점

尹瓘 肖像
Portrait of Yun Gwan

·지정일 : 1987. 03.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유자 : 파평윤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문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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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상

고려의 문신인 윤관(尹瓘, 1040〜1111)의 초상이다.
문관상과 무관상 두 폭으로 제작되어 문신이면서 뛰어난 무장武將이었던 인물의 업적을 강조하였다.
윤관의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동현同玄,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고려 태조를 도운 삼한공신三韓功臣 윤신달尹莘達의 고손이고 검교소부소
감檢校小府少監을 지낸 윤집형尹執衡의 아들이다. 문종 때에 등과하였고 숙종대인 1095년에 요나라에, 1099년에 송나라에 사신으로 파견
되었다. 1104년 동북면행영병마도통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여진과 싸웠으나 패전해 화약을 맺고 철수한 후 특수부대인 별무반別武班을 창
설하여 여진토벌을 위한 전력을 강화하였다. 1107년(예종 2) 원수元帥가 되어 부원수 오연총吳延寵, 척준경拓俊京, 김한충金漢忠 등과 함께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격파한 뒤 북방에 9성을 쌓았고 1108년 여진족이 다시 침략하자 진압하고 개경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여진족이 9성 반환을 요청하자 고려 조정은 논의 끝에 9성을 되돌려주었고 윤관은 1109년 길주성에서 패한 것을 이유로 패장의 모함
을 받고 문신들의 시기 속에 관직과 공신호마저 삭탈당했지만 예종의 배려로 다시 복직되었다. 1130년(인종 8) 예종의 묘정에 배향되
었으며 묘는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있다.
윤관의 초상을 모신 영당影堂은 함경남도 북청군의 만뢰사萬賴祠를 비롯해 모두 여섯 곳에 건립되었는데 이 두 초상은 충청북도 청주
시 청원구 북이면 내추리에 있는 호남사湖南祠에 봉안된 것이다. 파평윤씨 집안에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무관상은 만뢰사의 영정을 모
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뢰사의 초상이 전하지 않고 언제 제작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며, 윤관 초상의 정본이나 이모본移模本 등도
전하는 것이 없어 현재 이들 초상의 양식적 근원을 밝힐 수는 없다.
문인복 차림의 초상은 표피豹皮가 깔린 교의에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고 앉은 전신좌상이다. 머리 뒤로 드림이 있는 특이한 사모紗帽
를 쓰고 학이 그려진 흉배가 있는 분홍색의 단령團領을 착용하고 있다. 굵은 눈썹과 부릅뜬 커다란 눈이 인상적이며 눈과 코 주위에 음
영이 가해져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단령은 굵은 필선으로 윤곽선과 주름을 그리고 선 주위에 약간 짙은 색을 더하였고 옆트임에 문양
이 화려한 짙은 청색의 첩리가 두드러진다. 족좌足座 옆에는 『춘추春秋』라는 제목이 쓰인 책과 책갑冊匣에 든 서적이 놓여 있다.
갑옷을 입은 모습의 무관상은 화살을 건 철궁鐵弓이라는 글씨가 있는 활을 아래로 겨누고 서있는 전신상이다. 대상을 응시한 큰 눈의
흰자위 좌우에는 붉은 색이 가해져 매우 강렬한 느낌을 준다. 주황색 바탕에 점점이 장식물을 박고 모피로 소매 가장자리를 댄 갑옷과
퇴군[腿裙: 허리나 양쪽 다리를 가리는 갑옷의 부분], 요대腰帶를 착용하고 다리에는 화려한 색의 각반을 두르고 있다.
머리에는 만卍, 수壽, 복福의 글자와 봉황 두 마리가 그려진 둥근 형태의 투구인 원주圓冑를 썼다. 투구 꼭대기에는 삼지창三枝槍에 삭
모槊毛를 달았고 뒤에는 귀와 목을 가리는 드림을 달았는데 이러한 투구는 조선 중기 이후에 무관이 착용한 것이다. 문인상에 그려진 표
범 가죽이 깔린 교의도 조선 후기의 초상화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들 초상화가 조선 후기 이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현존하는 고려시대 초상화와 비교해 매우 다른 용모와 초상화 양식을 보여주며, 이목구비가 과장된 안면의 표현은 윤관이란
인물을 신격화하여 무속적 신앙의 대상으로 그렸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박은화

Yun Gwan (1040~1111) was a civilian official of the Goryeo Dynasty. It appears that two portraits of Yun were made, one of him in
his capacity as a civilian official, the other of him as a military officer, perhaps to stress his achievements in both positions. The portrait
of Yun as a civilian official depicts him seated in a chair with his two hands clasped across the stomach, with a tiger skin covering the
floor, whereas that of Yun as a military officer depicts him aiming a bow downward. Although the style of his helmet originates either
from the mid-Joseon period or later, the representations of the chair and the tiger skin in the portrait of Yun as a civilian official are
similar to those featured in portraits from the late-Joseon period, thus suggesting that the portraits were made in the late-Joseon period
or later. The exaggerated expression of the facial features also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portraits were made to represent him as a
shamanic d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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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신중엄 신도비
州청주 淸州 申仲淹 神道碑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1호
·수량｜높이 : 1기｜2.5m
·지정일 : 1987. 03.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430-1

Stele for Sin Jung-eom, Cheongju

·소유자 : 고령신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문신 신중엄(申仲淹, 1522∼1604)의 신도비로, 1655년(효종 6)에 건립되었다.
신중엄의 일생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신중엄 신도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계
모와 동생을 효와 성실로써 극진하게 받들어 그 효행이 널리 알려졌다.
신중엄 신도비의 비문에 의하면, 신중엄의 자字는 희범希范이고 본관은 고령으로 4살 때 어머니를, 1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계모 슬
하에서 성장했다. 종조부의 음덕으로 벼슬을 얻어 동궁의 하급관리로 나갔고 경복궁의 중수역을 맡았다. 그 뒤 군자감 직장 , 예빈시 주
부, 사헌부 감찰 등을 지내다가 1561년(명종 16) 용담현龍潭縣에서 지방관으로 5년 재임했고 1571년(선조 4) 다시 상주로 나갔다. 서울
로 돌아와 종부시 주부, 상서원 판관, 장예원 사의司儀를 지낸 뒤 순천군수를 지냈다. 1584년 사옹원 판관을 역임하고 수안군수로 나갔
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상방 판관을 지내다 이듬해 작은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591년부터 계모와 계조모의 상을 치른 뒤 관직
에 나가지 않았다. 1598년(선조 31) 명나라 원군이 식량이 떨어지자 집안의 곡식을 내어주었는데,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1601년에는 80세의 나이로 첨추僉樞가 되어 가선대부에 올랐으며 이어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1604년(선조 37) 2월
사망했고, 42년 뒤에 자손의 공로로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신중엄 신도비의 비문은 우의정 심희수沈喜壽가 짓고 글씨는 면천군수 이산태李山太가 썼으며, 비석의 제목인 두전頭篆은 홍문관부제학
여이징呂爾徵이 썼다. 비문은 『한국금석문대계 2 -충청남북도편-』(1981)와 『청원군지-하』(2006)에 실려 있다.
신도비의 형태는 사각형의 받침돌 위에 화강석의 비신을 세우고 덮개돌을 얹었으며,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지금은 비의 보호를 위
해서 보호각을 세웠다. 비신의 규모는 71×146×24㎝이다.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중엄이라는 인물의 생애와 극진한 효행이 이 신도비를 통해 밝혀져, 16세기 지방사 및 사회사 연구에 중
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신호철
This stele was erected in 1655 to commemorate Sin Jung-eom (1522-1604), a
civilian 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Made of granite, it stands on a
rectangular platform stone and has a capstone. According to the epitaph on the
memorial stone, he acted as a faithful son to his stepmother and a faithful brother
to his siblings after the premature deaths of his parents. Other than this stele,
which reveals the life and filial devotion of Sin Jung-eom, there is no known
record about him. It is regarded as a valuable material for studies on local history
and social history of the sixteenth century.

덮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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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박숭원 호성공신교서
州청주 朴崇元 扈聖功臣敎書

Royal Certificate of Hoseong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Bak Sung-wo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6호
·수 량 : 1축
·지정일 : 1988. 09. 3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밀양박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박숭원 호성공신교서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박숭원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책훈策勳하는 내용을 담은 교서敎書이다.
임진왜란 평정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려진 훈호는 호성扈聖 ·선무宣武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 왕을 호종한 사람을 호성공신으로, 왜병을 정벌한 장수들과 원병과 양곡 요청을 위해 명나라에 왕래한 사신을 선무공
신으로 책봉하였다.
박숭원은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상화尙和이다. 조부는 예조참판을 지낸 박광영朴光榮이며, 부친은 군수를 지낸 박란朴蘭이다. 어머니
는 라성령羅城令의 딸이다. 1564년(명종 1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권지정자權知正字가 되었고, 이후 병조좌랑을 거
쳐 수찬, 교리, 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후에 외직으로 나가 강원도관찰사를 지내고 다시 우부승지가 되었다. 평안도관찰사, 대사
헌, 충청도관찰사,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를 호종하여 보검을 하사받았고, 도승지를 거쳐 한성
좌윤에 올랐다.
박숭원 호성공신교서는 생견生絹 바탕에 저지楮紙로 배접된 두루마리로 가로 217.2㎝, 세로 35.2㎝이며, 전체 길이는 261㎝이다.
상하단변上下單邊에 주사란朱絲欄이 있고 행자수부정行字數不定이다.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져 있다.
교서에는 박숭원이 임진왜란 때 왕을 의주까지 호종했던 공훈과 공신에 대한 포상과 특전, 공신의 명단 등을 기록하고 있다. 1등으
로 이항복李恒福 ·정곤수鄭崑壽, 2등으로는 후珝, 부, 이원익李元翼, 심대沈垈등 30명, 3등으로 정탁鄭琢, 이헌국李憲國등 53명으로 총 85명
에게 수여되었다. 2등 공신 31명 가운데 하나인 박숭원은 도형을 그려 후세에 남기고 관작官爵은 2계급을 초급超級시키고 부모·처자
에게도 2계급을 더 올려 주고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생질甥姪이나 여서女壻에게 1계급을 올려주고 적장자에게 녹유祿宥를 세습하게 하
며 그밖에 노비 9구, 전田, 80결, 은자 7량, 표리 1단, 내구마內廐馬 1필을 수령하도록 교시를 내리고 있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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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The Royal Certificate of Hoseong Meritorious Subject was issued to Bak Sung-won in order to officially recognize his great deeds.
Bak Sung-won escorted King Seonjo (r. 1567~1608) to Uiju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earning him the title
Second-ranking Hoseong Meritorious Subject. Another title bestowed to those who performed meritorious deeds during the war was
Seonmu. Seonmu Meritorious Subject was given to military generals who defeated the Japanese troops and prevented messengers from
requesting reinforcements and provisions from the Ming Dynasty. The royal certificate was made by layering thin mulberry paper on
raw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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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동화사
州청주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淸州 東華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of
Donghwasa Temple, Ch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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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종·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8호
·수량｜높이 : 1점｜2.65m
·지정일 : 1990. 12. 14.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화당로 444 동화사
·소유자 : 동화사
·시·대 : 신라말〜고려초

충북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동화사의 중심불전인 대적광전大寂光殿에 본존으로 봉안되어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동화사는 언제 창건되었는지 말해주는 문헌자료는 없지만, 사찰 경내에는 제작시기를 신
라하대까지 소급해 볼 수 있는 석탑의 부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
는 기와 등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 사찰의 유구한 역사를 대변해준다. 한편 구전에 따
르면 동화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하며, 약 300년 전 사찰을
중수할 때 땅에 묻혀있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발굴하여 법당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광배가 결실되었으며, 보수과정에서 머리를 잘못 복원하
여 고개가 삐딱해졌고, 얼굴은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즉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
상의 얼굴은 원래의 석재 위에 이물질을 두텁게 바르고 그 위에 개금改金을 해서 원래의 모습
을 전혀 알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지나치게 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어
서 불신佛身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원형을 잃어버린 불두에 비해서 불신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가슴과 팔, 허벅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양감이 드러나지만 안정감
이나 탄력감이 느껴지지 않고 둔중하게 느껴진다. 대의는 가슴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양쪽 어깨를 덮고 있는 통견通肩방식으로 걸
치고 있다. 손은 왼손이 오른손 위에 놓여 있는데, 일반적인 지권인智拳印과는 두 손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 대의의 옷주름은 같은 간
격을 이루는데 매우 도식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대좌는 3단으로 구성되는데, 상대에는 화려한 꽃술로 장식된 복판複瓣의 연화문으로 표현되었다. 중대는 팔각으로 모서리의 기둥
을 모각하였고, 각 면에는 안상을 새기고 그 속에는 두 손을 합장하는 등 자유로운 자세로 앉아있는 보살상을 표현하였다. 중대석과
하대석 사이에는 괴임석이 있다. 하대석은 상대석에 비해서 장식없이 간결한 편이다. 하대석 받침 각 면에는 사자가 표현되었다.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상은 전체적으로 신라하대 비로자나불상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불신에 양감이 거의 드러나지 않
으면서 전체적으로 밋밋한 점, 옷주름의 표현이 매우 도식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그리고 대좌의 중대석 밑에 괴임석이 받쳐져 있
는 점, 대좌의 보살상이나 사자상 등의 조각수법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라말 내지는 고려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권인을 반대로 결하고 있는 점이나 가슴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통견방식으로 대의를 착용하고 있는 점은 용화사 석조비로
자나불상과 같은데, 주목되는 바는 신라하대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그러한 형식의 예가 흔치 않다는 사실이다. 즉 동화사 석조비로
자나불상은 용화사 석조비로자나불상과 함께 신라하대 서원경西原京의 불상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인도식의 통견방식으
로 대의를 걸치고 좌권인左拳印을 결하고 있는 드문 형식의 비로자나불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지민

This stone Vairocana Buddha statue in seated posture is enshrined in Daejeokgwangjeon Hall at Donghwasa Temple in Cheongju.
The Buddha wears a robe draped across both shoulders, and makes the Vajra mudra, the symbolic hand gesture symbolizing
knowledge. His face is severely damaged and his halo has been lost. The pedestal consists of three tiers of which the upper tier is carved
with a lotus motif, the octagonal middle tier with bodhisattvas seated with praying hands, and the lower tier with lions. The statue
exhibits the typical style of statues of Vairocana Buddha of late Silla, but the stylized depiction of the folds of the robe and the
comparatively poor technique used to carve the pedestal suggest that it was made in the t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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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청주한씨 시조제단비
州청주 淸州 淸州韓氏 始祖祭壇碑
Altar Stele for the Founder of the Cheongju
Han Clan,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수량｜높이 : 1기｜1.9m
·지정일 : 1990. 12. 14.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로 129번길 4-18
·소유자 : 청주한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청주한씨 시조인 한란을 제사하기 위하여 제단을 마련하고 그 옛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청주한씨 시조제단비는 1605년(선조 38) 당시 청주목사 겸 청주병마절제사였던 구암 한백겸久菴 韓百謙이 자신의 시조인 한란의
유적을 고증하여 찾고, 그의 동생인 호조판서 문익공文翼公 한준겸 韓浚謙이 시조의 내력을 상세히 서술하여 모든 후손들이 제사 때마
다 읽고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에 제사와 그 밖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인 위토位土를 마련하여 제단을 쌓고 담을 둘러 경
계를 표시하였다.
청주한씨는 청주의 토성土姓으로, 고려 초기 청주의 대표적인 토착세력 중의 하나이다. 청주한씨의 시조인 한란은 후삼국시대 고
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를 지날 때 군량미의 공급을 도와 고려 개국공신에 봉해졌다고 한다.
청주한씨 시조제단비는 직사각형의 받침돌 위에 하나의 돌로 비신과 팔작지붕 모양의 덮개돌을 깎아 얹어 놓은 형식이다. 받침
돌은 흙속에 묻히고 비신은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졌다. 비문의 대부분이 풍화되어 하단 일부만 판독이 가능하다.
청주한씨 시조제단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산18에 한란의 묘소 및 신도비가 있는데, 충청
북도 기념물 제72호로 지정되었다. 한란의 묘소는 1690년(숙종 16)에 복원한 것이고 신도비는 1768년(영조 44)에 건립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이곳 주변에는 한란이 고려 태조 왕건의 군사에게 식수를 제공하였다고 전하는 사각형의 우물인 방정方井을 비롯하여 무
농정務農停 및 청주 방서동 고가등 청주한씨와 관련이 있는 고려·조선시대의 유적이 많이 산재해 있어 이 일대가 청주한씨의 본래
세력 근거지였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신호철

비문 잔존부

청주 한란 묘소

This is an altar stele for holding a sacrificial rite for Han Ran, the founder of the Cheongju Han clan. The place for the altar was set
in 1605 by efforts made by Han Baek-gyeom to locate the historic sites associated with the founder of his clan. His brother Han Jungyeom made a record about the deeds of the founder and had his descendants read it at sacrificial rites. The stele is placed on a
rectangular platform stone and features a capstone in the shape of a hipped-and-gable roof. A number of historic sites associated with
the Cheongju Han clan can be seen in the area, including the Tomb of Han Ran and the Historic House of the Cheongju Han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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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서기사
州청주 석조약사여래좌상

유형문화재

淸州 瑞氣寺 石造藥師如來坐像
Stone Seated Bhaisajyaguru Buddha of
Seogisa Temple,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4호
·수량｜높이 : 1점｜87㎝
·지정일 : 1993.11.05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00-1 서기사
·소유자 : 서기사
·시 대 : 고려시대

청주시 율량동에 위치하는 2161부대 1대대 안에 있는 서기사瑞氣寺에 봉안된 석조약사여래좌상이다. 이 불상은 서기사의 중심
불전 뒤편의 바위에 안치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이곳에 봉안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불상의 광배는 근래에 만든
것으로 불상과 크기가 맞지 않을뿐더러, 대좌는 없으며, 시멘트를 발라서 불신佛身을 바위 위에 안치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부러진
목을 잘못 붙여서 고개를 들고 위를 올려보고 있는 듯한 자세가 되어버렸다.
이 불상은 머리는 나발螺髮이고 육계肉髻가 낮은 편이다. 눈매가 옆으로 길면서 코가 짧고 입은 작은 편이다. 이마 가운데에는 백
호白毫가 표현되었다. 오른손은 결가부좌한 다리의 무릎에 걸치고 있으면서 왼손은 배 아래에 붙이고 있는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을 결
하고 있다. 그러나 왼손에는 둥근 보주寶珠 형태의 약기藥器를 들고 있어서 약사여래로 판단된다. 편단우견偏袒右肩 방식으로 대의를
걸치고 있는데, 옷주름은 매우 도식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항마촉지인을 결하면서 약기를 들고 있는 약사여래상은 신라하대부터 제작되어온 약사불상의 도상을 계승하는 것이
다. 하지만 양식적인 면에서 보면, 신라하대의 약사불상에 비해서 가슴이나 팔, 다리 등에 볼륨감이 드러나지 않고 신체 각 부위의
비례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얼굴은 근래에 새로 다듬어져서 원래의 형태를 잃었다.
이 불상은 원래의 봉안처를 알 수 없을뿐더러 잘못 보수되어 자세가 어색해졌다. 또 얼굴이나 대의의 옷주름 등을 군데군데 다듬
어서 원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작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식 특징을 찾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촉지인을 결하면서 약기를 들고
있는 약사여래불상 도상을 볼 때 신라하대 불상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양
감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밋밋한 불신의 표현이나 도식적으로 처리된 옷주름
표현 등 조각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려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서지민
This stone statue of Bhaisajyaguru Buddha in seated posture is enshrined in Seogisa
Temple, Cheongju. As the Buddha sits directly on a rock, without a pedestal, cement was
used to fill the gap between the base of the statue and the rock. The Buddha wears a robe
over left shoulder, whose folds are depicted in a stylized manner, leaving the right
shoulder bare. His halo appears not to be the original. The Buddha makes the Bhumisparsa
Mudra, the symbolic hand gesture representing the expulsion of evil by calling the earth to
witness his enlightenment. He is holding a round medicine bowl in his left hand, a feature
that clearly shows that the statue represents Bhaisajyaguru, or Medicine Buddha. This rare
combination of the Bhumisparsa mudra with the medicine bowl reveals the influence of
Buddhist statues of late Silla, but the carving technique suggests that it was made in the
Goryeo period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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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눌재강수유고 목판
州청주 訥齋江叟遺稿 木板

유형문화재

Printing Woodblocks of Nuljae-Gangsu yugo
(Posthumous Literary Works of Nuljae and Gangsu)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7호
·수량｜크기 : 31매｜ 45×22㎝
·지정일 : 1995. 06. 3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밀양박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1666년(현종 7)에 눌재 박증영(訥齋 朴增榮, 1464〜1493)과 그의 아들 강수 박훈(江叟 朴薰, 1484〜1540)의 시문집인 『눌재
강수유고』를 간행하기 위하여 새긴 판목이다.
박증영은 성종 때에 교리를 지냈으며, 그의 아들 박훈은 중종 때에 장령掌令과 동부승지를 지내었다. 그들의 후손인 박정룡朴廷
龍·박정린朴廷麟·박정표朴廷彪·박정해

등이 박증영과 박훈의 유고를 수습하고 송시열의 서를 붙여 1666년에 2책으로 초간初刊하

였다. 본편에는 박증영의 사詞·부賦·조操·시詩·소疏·응제문應製文·표表·제문祭文·서書·묘갈墓碣·예사禮辭 등이 수록되고, 『강
수유고』가 부록되어 있다.
초간 이래로 1902년에 후손 박영문朴永文이 목활자로 속간續刊한 바 있으며,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 밖에 1974년에 박영순朴榮淳이 석판 1책으로 속간한 바 있고, 1977년에 박성수朴性洙가 석판 1책으로 간행한 바 있다. 1902
년의 속간판과 비교하여 수록된 시문이 매우 적고 편차編次가 크게 다르며, 『강수실기』에 “병오년(1666)에 유고가 간행되어 판은 공
효공恭孝公의 사우祠宇에 보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판목은 초간본의 것으로 추정된다.
목판은 모두 31매가 전하고 있으나, 본래 38매였던 것에서 본문 7판과 발跋 1판이 없어졌다. 크기는 45×22×3.3㎝ 내외로 양
면 판각이며, 판광板匡은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세로 20.5㎝, 가로 33.0㎝이다. 서序는 5항 10자, 『눌재유고』와 『강수유고』는 10항
20자, 『눌재유필』과 『강수유필』은 8항 14자에서 15자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서에는 서제序題와 장차張次, 『눌재유고』에는 제명題名과
권차卷次, 『강수유고』와 『눌재유필』 그리고 『강수유필』에는 제명과 장차가 있다.
목판은 본래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신촌리 공효사恭孝祠에 보관되어 오다가 1982년부터 강외초등학교 향토사자료관에 전시되
었고, 1993년 소유자인 밀양박씨 눌재공파 문중에서 청주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 전시하였다가, 2016년 청주고인쇄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
현재 여러 국학기관에 소장되어 남아있는 『눌재강수유고』는 1902년에 속간한 활자본으로 인출한 것이다. 1666년 판본의 『눌재
강수유고』가 전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1666년 판본의 목판이 존재하는 점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정제규

Nuljae-Gangsu yugo are the posthumous literary works of Bak Jeung-yeong (1464~1493), whose pen name was Nuljae, and his son
Bak Hun (1484~1540) whose pen name was Gangsu. The works include sayings, documents, eulogies, poems, appeals, epitaphs,
funeral orations, ceremonial orations, and prose, as well as the appendix written by Gangsu. The woodblock printing plates used to
create Nuljae-Gangsu yugo contain less poetry and prose and have a very different compilation compared to the sequel plates from
1902. Based on the record found in Gangsu silgi, the posthumous works were published in 1666 and the plates were stored at the shrine
of Bak Jung-son (posthumous title: Gonghyo). The presently available book was printed using the types from the sequel published in
1902, so the existence of the 1666 woodblock printing plates is very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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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청주 박훈 신도비
淸州 朴薰 神道碑
Stele for Bak Hun,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1호
·수량｜규모 : 1기｜비신 94×234×38㎝
·지정일 : 1995. 06. 3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 산 9-13
·소유자 : 밀양박씨 문도공파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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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개석 및 두전

조선 전기의 명신인 강수 박훈(江叟 朴薰, 1484〜1540)의 신도비로, 1748년(영조 24)에 건립되었다.
박훈은 유학자 박증영朴增榮의 아들로 1504년(연산군 10) 사마시에 합격했고 그 뒤 1519년(중종 14) 현량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동부승지 등을 지내던 중, 기묘사화 때에 화를 당하여 17년간 유배되었다. 1536년(중종 31)에 풀려나 말년을 외가에서 보냈다. 시
호는 문도文度이다. 박훈은 청주시 용정동에 있는 신항서원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눌재강수유고訥齋江叟遺稿』가 있다.
박훈 신도비는 박필주朴弼周가 짓고 윤득화尹得和가 글씨를 썼으며 유척기兪拓基가 두전頭篆[비석 몸체의 머리 부분에 돌려가며 쓴
글씨]을 했다. 비의 뒷면에는 성혼成渾이 지은 묘문墓文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청원군지-하』(2006)에 실려 있다.
박훈 신도비는 화강암으로 된 사각형의 받침돌 위에 비신을 얹고 그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덮개돌을 얹은 일반 형식이다. 돌의
재질이 매우 양호하며, 모든 부분이 잘 남아 있고 특히 덮개돌의 세부 조각이 매우 정교하다. 비문은 지금도 육안으로 판독할 수 있
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 1957년 비각을 건립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비석의 규모는 94×234×38㎝이다.
박훈은 조선 전기 지식인 중의 한사람으로 기묘사화 때에 조광조와 함께 의주 등지로 유배생활을 했고, 죽은 뒤에는 청주의 사
림들에 의해 신항서원에 배향된 인물로, 박훈 신도비를 통해서 15~16세기의 정치·사회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신호철

This stele for Bak Hun (1484~1540), a civilian official of the early-Joseon
period, was erected in 1748. Bak was a victim of one of the many calamities that
befell scholars during the Joseon period. While striving to engage in politics
based on neo-Confucian values, he was exiled to Uiju along with Jo Gwang-jo,
as a result of the scheming of an opposing party. Later, his mortuary tablet was
placed in Sinhangseowon Confucian Academy by the people of Cheongju, who
respected him greatly. The stone monument is placed on a rectangular platform
stone and has a capstone in the form of a hipped-and-gable roof. The inscription
on the monument was composed by Bak Pil-ju and handwritten by Yun Deukhwa. The upper part of the monument is also inscribed with Yu Cheok-gi’s
writing, and its rear face contains an epitaph written by Seong 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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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청주 노현리 고가
淸州 盧峴里 古家
Historic House in Nohyeon-ri,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면 적 : 1,398.0㎡
·지정일 : 2003. 04.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문의문화재단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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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간과 곳간

청주 노현리 고가는 조선시대 후기 전통가옥으로 문의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문의면 노현리 이양훈李讓勳씨가 살던 가옥을 1993년 문의문화재단지가 조성되면서 현재 위치로 이전 복원하였다. 당초에는
강릉김씨 김승지金承旨의 종가댁이었다고 전한다. 1980년 6월 전국취락 및 전통가옥(민가)조사기록대장에 의하면 약 200년 전에 지
어졌으며, 엄씨, 김씨가 살다가 연안이씨가 입주 후 이성훈씨가 살았다고 한다. 또한 당시에 안채, 사랑채, 곳간, 축사 등 4채의 전통
기와집이었다고 조사되었다. 현재는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의 대문간 및 곳간, 축사가 이전 복원되었다. 사랑채는 함께 복원되지 않
았는데 이건하는 시기에 사랑채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 된다.
안채는 평범한 중부 지방의 민가로 ㄱ자형 평면 구성이다. 평면은 동쪽 앞으로부터 부엌, 안방, 윗방을 차례로 두고 꺾어져서 대
청, 건넌방을 두고있다. 안방과 건넌방 앞에는 툇간을 마루로 구성하였으며, 뒤편에도 툇마루를 놓아 부녀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넌방 앞 툇마루는 높은 누마루로 만들고 하부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였다. 구조는 두 단의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대청마루 칸에서는 대량을 전후 처마 기둥 칸에 장통보로 걸어 5량가로 구성하였다.
대문간 및 곳간, 축사 등 부속건물은 목조 초가지붕이다.
청주 노현리 고가는 안채의 평면형식이 중부지방 민가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며, 건축에 사용된 기법도 일반 민가보다 정교하
게 가공되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건물 이전 복원 시 가옥이 입지했던 환경을 복원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례이다.
김형래

Built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formerly
occupied by a Mr. Yi Yang-hun, the Historic House
in Nohyeon-ri was relocated to the Munui Cultural
Properties Site in 1993. It originally consisted of
women’s quarters (anchae), men’s quarters
(sarangchae), barn, and cowshed. The “L”-shaped
women’s quarters, rectangular-shaped barn, main
entrance and cowshed have all been relocated and
restored. The men’s quarters, presumed to have
been lost during the relocation, could not be
restored. The women’s quarters clearly display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private houses in the
province well. Overall, the house displays the use
of finer architectural techniques than ordinary
private houses.

안채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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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州청주

청주 부강리 고가
淸州 芙江里 古家
Historic House in Bugang-ri,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1호
·면 적 : 660㎡
·지정일 : 2003. 04.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문의문화재단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부강리 고가는 세종특별자치시 부용면 부강리에 있던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의 광채를 문의문화재단지로 이전 복원한 목조
기와집이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선시대 후기 건물로 추정된다. 고가는 ㄱ자형의 목조기와집인 안채와 一자형의 돌기와
집인 광채로 구성된다. 안채는 2칸 부엌, 안방, 웃방, 꺾어져서 2칸 대청, 건넌방, 작은 대청으로 구성된다. 안방과 웃방 사이에는
일반적인 형식과는 달리 여닫이문을 설치하여 연결하고 있다. 안방에는 벽장을 설치하고 부엌에는 살강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대
청에도 한 칸의 후면에 높게 감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건넌방 후퇴에도 골방을 부설하고 있다. 안방 앞쪽과 뒤쪽에 쪽마루를 설치하
고 있다. 구조는 높은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가구는 3량가의 간결한 형식이다. 대들보와 장
혀 받친 도리를 결구하여 뺄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보 위에는 사다리꼴대공을 설치하여 장혀 받친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지붕은
몸채에 우진각지붕, 안방 쪽 날개채에 맞배지붕을 올리고 있다. 광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이고 이전하면서 문간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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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대청

안채 후면

광, 외양간, 헛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는 3량가이고, 지붕은 우진각지붕으로 얇은 판석을 올린 돌기와집이다. 돌기와집은 이
지역의 산골마을에 많이 나타나는 형식이다.
청주 부강리 고가는 조선 후기의 소박한 민가이지만 전통 목조기와집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민가형식을
갖춘 건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안채가 이러한 격식을 갖추었다면 전체적인 배치의 짜임새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형
을 확인하기 어려워 아쉬움이 남는다.
손태진

This house,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late Joseon period, was located in Bugang-ri, Buyong-myeon, Sejong-si until it was
relocated to the Munui Cultural Properties Site. It is composed of an “L”-shaped wooden house with a tiled roof for the women’s
quarters (anchae), and a linear-shaped stone barn with a tiled roof. It follows the usual form of local private houses built during th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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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문산리 돌다리
州청주 淸州 文山里 石橋

Stone Bridge, Munsan-ri,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2호
·수 량 : 1기
·지정일: 2003. 04. 1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문의문화재단지
·소유자: 청주시
·시 기: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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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교이다.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인한 수몰 때문에 문의초등학교 정문에서 남쪽으로
100m 전방에 위치하던 것을 문의면 미천리로 이전하였다. 2002년 3월 문의문화
재단지로 다시 옮겼다.
문산리 석교에 대한 내용은 조선 헌종 초기에 편찬된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에
처음 등장한다. 교각에 ‘을묘이월乙卯二月’이라는 각자가 남아 있다.
교각 상판은 2.5×0.3〜0.9m의 규모로 일정하지 않고 8매의 화강석과 2매의
청석靑石 등 총 10개로 이뤄져 있다. 상판 장대석은 남북으로 2매씩 연결하여 놓
고, 동서로는 5매씩 연접하여 평교平橋를 만들었다. 석재는 거친 다듬을 하여 미적
감각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 돌다리는 장축의 상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시렁교라고 할 수
있다. 시렁은 긴 나무막대를 걸쳐서 그 위에 물건을 얹어 놓은 선반 같은 장치를
의미한다. 하부 구조는 석주를 세우지 않고 통돌을 사용하여 교각의 역할을 대신
하고, 멍에석을 가구하여 상부에 넓은 석판재를 덮어 마감하였다.
청주 문산리 돌다리는 비록 두 번의 이전이 있었으나 최소 조선시대 이전에 건
설됐고. 충청북도에서 옥천 청석교, 진천 농교, 청주 남석교南石橋 등과 함께 몇 기
남아있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청주 남석교보다 훨씬 고식古式의
기법을 사용했으면서 형태와 구조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문산리 돌다리는 길지
는 않지만 튼튼함과 균형성이 돋보이는 시렁형 평교로 선조들의 건축 지혜가 담겨
져 있다.
조혁연

The “shelf-style” stone bridge in Munsan-ri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교각에 새겨진 '乙'자

Goryeo period (918~1392). A story about the bridge is included in Chungcheongdoeupji
(Chronicle of Towns in Chungcheong-do)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jong (r.
1834~1849). It is a stable solid structure, despite looking somewhat unrefined due to the
use of roughly finished stones.

249

清 송상현 문적
州청주 宋象賢 文籍

유형문화재

Documents of Song Sang-hyeon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3호
·수 량 : 5종 10점
·지정일 : 2003. 05. 09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상로18번길 44 천곡유물전시관
·소유자 : 여산송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송상현 문적은 동래성 전투의 전황을 그린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1폭과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부인 이씨의 정경부인, 충
렬공 시호 추증 교지 3매, 1717년(숙종 43)에서 1832년(순조 32)까지 왕이 신하에게 보낸 치제문 4매와 그밖에 동래성 함락 직전
시를 적은 부채를 후대에 다시 그린 혈선발, 그리고 문집 등이다.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의 본관은 여산礪山, 자는 덕구德求, 호는 천곡泉谷,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1576년(선조 9)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후, 1591년(선조 24) 동래부사에 부임하였다. 1592년 동래부사로 왜구에 맞서 목숨을 바쳤다. 이 문적
은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 상황 및 송상현의 인품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동래부순절도》는 1658년(효종 9)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이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성 전투 상황을 잘 아는 노인
의 말을 듣고 그린 그림을 후대에 다시 그린 것이다.
의정부좌찬성 추증 교지는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던 것을 1741년(영조 17) 다시 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으로 추증
한 교지이다. 충렬공 시호 추증 교지는 송상현의 시호를 ‘충렬공忠烈公’이라 추증할 때의 교지이다. 교지 끝부분이 손상되어 시호와 교
지를 내린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추증된 것으로 미루어 ‘의정부좌찬성’으로 추증되었을 때의 교지와 함께 하사된 것
으로 추정된다. 부인 이씨 정경부인 추증 교지는 1741년 송상현의 품직에 따라 부인 이씨에게 정경부인의 품계를 추증한 교지이다.
송상현 문적에 포함되어있는 치제문은 4매로 1717년부터 1832년 사이에 하사된 것이다.
혈선발은 1592년 동래성전투에서 순절하기 직전 부채면에 ‘孤城月暈고성월훈 列鎭高枕열진고침 君臣義重군신의중 父子恩輕부자은경’이
라 혈서하여 부친께 올린 것을 1755년(영조 31) 7대손 상휘尙輝가 베껴쓰고 윤봉구尹鳳九가 송상현을 칭송하여 제술한 것이다.
『천곡선생집泉谷先生集』은 송상현의 9대손인 달호達浩가 가장초고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수집·편찬하여 1835년(헌종 1)에 활자로 간
행한 것이다. 동래부사 이탁원李鐸遠의 서문과 목록, 시詩·표表·교서敎書·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혈선도血扇圖》와 『천
곡수필집泉谷手筆集』이 함께 남아 있다. 이들 유물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천곡 송상현의 일괄 유물로써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다.
강민식

These are documents related to Song Sang-hyeon (1551~1592; pen-name: Cheongok), a magistrate of Dongnae who refused to
yield to the Japanese invaders and sacrificed his life in 1592. The documents include a map relating to the combat status at
Dongnaeseong Fortress, three copies of the king’s instruction posthumously awarding Song and his wife honorary titles, four
documents containing the king’s consolation of the spirit of the deceased retainer (dating from 1717 to 1832), a fan containing a poem
expressing what he felt to be right before the fall of Dongnaeseong Fortress, and a collection of his wri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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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순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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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공 추증 교지

혈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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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곡선생집

강희 56년 치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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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묘법연화경 권2·4·5·6
州청주 妙法蓮華經 卷二·四·五·六

Transcript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2, 4, 5, and 6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2호
·수 량 : 4권 4첩
·지정일 : 2008. 04.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박물관
·소유자 : 청주대학교 박물관
·시 대 : 고려시대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은 보통 『법화경』이라 약칭되며 『화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한역본은 3가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이 가장 널리 보급·유통되었다. 이 경에서는 부처님
이 언제나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하여 성불하게 한다는 이상이 담겨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법화신앙의 근거로서
크게 작용하였다. 이 경의 유통을 위하여 간행된 판본은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불경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보이고 있다.
이 『묘법연화경』은 고려시대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불경으로 권2·4·5·6의 4권 4첩으로 된 판본이다. 구마라집의 번
역본에 의거하여 『법화경』의 대의를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본문과 본문에 연결하여 해석한 소자본小字本을 입수하여 1288
년(충렬왕 14)경에 판각한 것의 일부로 보인다. 본서는 보물 제918호(강태영 소장)와 동일한 판본이나 제작 시기는 보물 지정본보
다 다소 빠른 듯하며, 인쇄가 선명하여 초인본으로 생각된다. 지질紙質은 고박한 닥종이로 부분적으로 결락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양
호하다. 본 『묘법연화경』은 과문科文을 조목條目으로 나누어 나열하고 이를 본문에 연결하여 해석한 것으로 불교학 및 서지학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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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two Buddhist
scriptures,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upon the development of
Buddhism in Korea. These particular books of the sutra
are believed to have been printed with woodblocks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and more
specifically with the woodblocks carved in 1288, on the
basis of a small-character edition containing
commentaries as well as the main text translated by
Kumarajiva (334–413). The books are from the same
edition as that designated as Treasure No. 918, although
they appear to have been printed earlier than the
treasure judging by their clearer print.

종지유출품 제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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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몽산화상육도보설
州청주 蒙山和尙六道普說

Mongsanhwasang yukdoboseol (Preachings on Six
Realms by Buddhist Monk Mong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4-1호
·수량｜크기 : 1권 1책｜18.5×27㎝
·지정일 : 2013. 11. 0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전동
·소유자 : 반가민
·시 대 : 조선시대

원나라의 고승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 1231~1308)가 업보에 따라 윤회하는 십계十界[불교에서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나누
는 10가지 경지,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성문·연각·보살·불]에 대하여 설하고, 중생들에게 성인의 지위에 들어
갈 것을 권하는 내용의 불경이다.
저자인 몽산화상은 13세기 원나라 고승으로 중국의 임제종臨濟宗을 대표하는 승려이며, 『육조단경六祖壇經』, 『불조삼경서佛祖三經序』
등의 저술을 남겼다.
유형문화재 제 254-1호 『몽산화상육도보설』은 목판본으로 1권 1책이며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 뒷장의 결장없이 인쇄
와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또한 책 말미에 경상동 안동 하가산下柯山 광흥사廣興寺에서 1539년에 간행하였다는 간기가 있어 정확
한 간행지와 간행연대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이전 고서 간행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서지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책과 동일한 판본으로 구인사 소장본이 충북 유형문화재 제 254호로 지정된 바 있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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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시주질

권수 묵기

This Buddhist scripture was written by an eminent Yuan monk named Mongsan (a.k.a. Deogi, 1231~1308) to encourage Buddhists
to strive to enter the higher realms. It contains his sermons about the ten paths, namely, the Realms of Hell, Hungry Ghosts, Beasts,
Asura, Humans, Heaven, Shravaka, Pratyekabuddha, Bodhisattva and Buddha, which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enlightenment.
This particular book, printed with woodblock and preserved in good condition, consists of twenty-four chapters and contains a
postscript showing that it was published in 1539 at Gwangheungsa Temple on Hagasan Mountain in Andong, Gyeongsa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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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목우사지 석조여래입상
州청주 淸州 牧牛寺址 石造如來立像

유형문화재

Stone Standing Buddha from Mogusa Temple Site,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0호
·수량｜높이 : 1점｜ 1.95m
·지정일 : 2005. 05.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산22-5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원래 청주시 우암산 목암사에서 전하던 석불입상으로, 근래에는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신축된 봉황사로 이전되었
다. 그러나 이 상의 원래 출토지에 대해서는 목암사 인근의 목우사지라는 설과 대한불교수도원 부근에서 출토된 것이라
는 설이 전한다. 불상의 전체 높이는 1.95m로 대형상에 속한다.
이 석불상의 머리 부분은 원래 결실되어서 후에 보수된 불두가 있었는데, 봉황사로 이전하면서 새로이 조성하여 붙였
고 불신의 호분도 벗겨서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대좌와 광배는 전하지 않고, 불신의 일부도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
으나 나머지 부분은 보존이 양호하다. 조각수법이 뛰어나며 불신의 뒷면까지 세밀히 조각한 완전한 원각상이어서, 전체
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여래입상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반영되고 있는 상이다.
남아 있는 목 부분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고, 어깨가 넓지 않아서 불신은 긴 원통형이나 신체의 각 부분은 균형있
는 비례를 보인다. 몸 전체에 양감이 부드럽게 드러나고 있으며, 대의의 주름이 같은 간격의 선으로 밀집되게 표현되어
있다. 한편 이 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착의법이 완전히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이 상이 뒷면까지 세밀히 조각한 때문이다.
정면으로 보면 대의가 통견通肩인 상처럼 보이나, 뒷면을 보면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대의에 편삼偏衫을 걸친 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슴이 드러나고 배 부분에 띠매듭이 보이며, 허리 아래로 대의 주름이 양다리에 각기 둥글게 감아 돌고 있다.
어깨를 덮고 양팔에 걸쳐져서 늘어지는 옷자락이 매우 유려하며, 옷주름선은 깊은 음각선이나 층단형의 선이지만 경직
되지 않게 표현되어 불신의 부드러운 양감과 조화를 이루며 조각의 무게를 더해준다.
이 상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전법륜인轉法輪印의 수인手印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두 손을 가슴 부분에서 가까이 들어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여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붙이고, 왼손은 손등을 보이
며 엄지와 셋째손가락을 둥글게 붙이고 둘째손가락을 길게 뻗고 있다. 손의 양감이 두드러지고 표현이 자연스러워서 이
상의 조각이 훌륭함을 알 수 있다.
김춘실

This stone statue of Buddha in a standing position, currently kept at Bonghwangsa Temple in Yongdam-dong, is thought
to have originally been located at the Mogusa Temple Site near Mogamsa Temple on Uamsan Mountain in Cheongju or at a
site near today’s Korean Buddhist Monastery. The statue has lost its pedestal and halo, but the details of the remaining body
exhibit excellent carving techniques. The Dharmacakra mudra made by the Buddha suggests that it was carv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but the details of the rear part show that it was made by a local sculptor sometime between the late
Unified and early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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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묘법연화경 권1ㆍ3
州청주 妙法蓮華經 卷一~三

유형문화재

Transcript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1, 2, and 3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2호
·수 량 : 3권 1책
·지정일 : 2008. 04.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고려시대

권1 권수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은 주로 『법화경』이라 불리는데, 『화엄경』, 『금강경』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승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대부분의 『법화경』은 28품 7권본인 구마라습鳩摩羅什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내용도 대승불교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전으로서 문학적인 가치도 높다. 또 구성이나 내용도 풍부하며 특히 아주 쉽고도 절묘
한 비유를 들어서 일불승一佛乘사상을 설하고 있어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널리 독송되었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판본도 가장 많다.
이 『묘법연화경』 권1〜3은 중국 송나라 계환戒環이 정강 정미靖康 丁未(1127년, 고려 인종 5)년에 주해한 것을 저본으로 하였다. 3
권 1책(권1~3)의 영본이나 보물 제960호와 동일한 판본이다. 보물 제960호 『묘법연화경』의 권말에 있는 이색의 기록에 의하면, 송
나라 계환의 『묘법연화경』의 글씨가 너무 커서 1382년(우왕 8)에 수연군 왕규 등의 시주를 받아 고려의 승려 지선이 작은 글씨로 다
시 썼다고 하였다. 인쇄가 선명하여 처음에 간행한 것으로 보이며, 지질紙質은 고박한 닥종이이다.
고려 소자본의 경우 판종이 희귀하고, 현존본도 많지 않아 고려시대 말기의 불교학은 물론 한국 목판인쇄술과 한국서지학의 연
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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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two Buddhist
scriptures,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Buddhism in Korea. These particular books were
copied from the scripture with commentaries given
in 1127 by a Song monk named Jiehuan and from the
same edition as that designated as Treasure No. 960.
According to a postscript by Yi Saek (1328~1396),
the script of the text is based on the handwriting of a
Goryeo monk named Jiseon who wrote the text in
small characters in 1382 under the auspices of the
Goryeo aristocrat Wang Gyu, who thought the scripts
of the original scripture by Jiehuan were too large.
The small-character scriptures of Goryeo are rare and
generally regarded as a fine source of knowledge on
Korean woodblock printing, Buddhism and Buddhist
권2 권수

bibliography of late Goryeo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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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구룡사 사적비
州청주 淸州 九龍寺 事蹟碑
Stele for the Construction of
Guryongsa Temple,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9호
·수량｜높이 : 1기｜2.3m
·지정일 : 2009. 03.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29-2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This memorial stone containing a
record about Guryongsa Temple was
erected in 1764 at Sangdangsanseong
Fortress. Guryongsa was one of various
temples operated for maintenance of the
fortress.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includes information on the founding of
the temple and restoration of the fortress.
It is regarded a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only remaining historic site
associated with the three temples.

262

상당산성 내에 위치하였던 구룡사의 내력을 기록한 사적비로 1764년(영조 40)에 건립하였다.
구룡사 사적비는 원래 상당산성 남동쪽에 있는 서남 암문暗門의 안쪽에 있던 것인데, 1970년대에 상당산성 남문 앞으로 옮겨와
받침돌을 새로 갖추어 세운 것이다. 구룡사 옛 터의 입구에는 석축이 완연한 우물과 받침돌이 남아있고 절터는 잡목이 우거져 있다.
청주 상당산성 안에는 산성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3곳 이상의 사찰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구룡사는 그 중 하나이다. 조선 말기에
는 구룡사 외에도 장대사將臺寺와 남악사南岳寺가 있었다. 이 중 장대사는 서장대西將臺 바로 밑에 있었고, 남악사는 1886년(고종 23) 보
국사輔國寺라 하여 일제강점기까지 유지되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다.
구룡사 사적비의 내용은 구룡사의 창건 배경과 상당산성의 개축 사실 등을 기록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구룡사는 1720년(숙종
46) 창건되었다고 한다. 금강산의 산줄기가 속리산과 선도산을 거쳐 구룡산에 이르는데, 이 구룡산에 도천道天이 세운 사찰이 바로
구룡사이다. 구룡사는 도천 이후에 영휴靈休와 지원智圓이 주지로 있었고, 1743년(영조 19)에 대방광극락보전大方廣極樂寶殿을 새로 세
웠다고 한다. 비문은 1764년(영조 40) 4월 은재거사隱齋居士가 짓고 썼다.
구룡사 사적비는 사각형의 받침대 위에 비신을 세우고 덮개돌을 얹은 형태이다. 비신의 규모는 56×133×23㎝이고, 덮개돌의
규모는 85×49×32㎝이다. 이 비석의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구룡사 사적비는 다른 사찰의 사적비에 비해 그 규모는 작은 편이다. 그러나 상당산성 안에 있던 세 곳의 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사적비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구룡사의 창건 연혁과 상당산성의 개축 사실 및 상당산성 안에 있던 다른 사찰들의 상
황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임진왜란 이후 산성의 보수를 위해 산성 안에 사찰이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을 전해준다는 점
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있다.
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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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모충동
州청주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淸州 慕忠洞 石造毘盧遮那佛坐像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in
Mochung-dong, Ch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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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6호
·수량｜높이 : 1점｜1.3m
·지정일 : 2010. 07. 2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산 36-4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고려시대

이 석조비로자나불상은 충북 청주시 모충동에 소재하는 청화사에 봉안되었으나, 2002년에 법당이 화재로 전소되어 현재는 야외
의 보호각 안에 안치되어 있다. 후전後傳에 따르면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때에 청주시 대성동에 있던 동공원東公園 [현재 동부저수지 일
대의 낮은 당산堂山]에 있던 것을 해방 이후에 청화사로 옮겨왔다고 할 뿐, 원래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모충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약 130㎝가량 되는 크기인데, 불신佛身과 광배, 대좌가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대좌의
중대석 이하 부분은 결실되었다. 이 불상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데, 보관 안에는 고사리처럼 끝부분이 둥글게 말린 초문草紋이
새겨져 있다. 얼굴은 갸름하고 턱이 뾰족해서, 그 형태가 V자에 가깝다. 눈은 가늘면서 길고 코는 짧고 입은 작다. 귀는 어깨에 닿을
듯 길게 늘어져 있다. 보관 안쪽으로 드러난 머리의 형태가 매우 독특한데, 일반적으로 보살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발을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 불화에 보이는 시왕十王들이 쓰고 있는 원유관遠遊冠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두껍게
표현되었다.
불신은 왜소한 편이다. 어깨가 쳐져 있어서 위축되어 보이며, 결가부좌한 다리도 넓지 않아서 안정감이 없다. 손은 오른손 검지
를 왼손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정통의 지권인智拳印과는 양 손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다. 즉 일반적으로 지권인을 결하면 오른
손이 왼손 위에 놓이지만, 이 불상에서는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리고 있다. 대의는 통견通肩방식으로 걸쳤는데, U자로 파여서 가슴
이 드러난다. 옷주름은 좌우대칭으로 거의 같은 간격을 이루고 있어서 매우 도식화되어있다. 하반신은 파손되어서 결가부좌를 하
고 앉은 자세나 대의자락의 표현방식을 살펴볼 수 없다.
거신주형擧身舟形의 광배 내부에는 원형의 융기선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구획하였다. 두광의 내부에는 연꽃이 표현되었으며,
바깥에는 화염을 조각하였다. 대좌는 내부에 문양이 없는 연꽃을 겹으로 표현하였는데 볼륨감은 없다. 한편 현재 대좌 상대석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대석은 이 불상을 안치한 대좌와는 서로 조합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것으로 판단된다.
모충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흔치 않은 보관을 쓰고 있는 지권인 불상이라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
다. 그런데 이 불상은 보관에 표현된 문양이라든가 머리 형태, 뾰족한 얼굴의 형태나 이목구비의 표현, 지권인을 결한 두 손의 형태,
두광 내부의 연꽃의 표현 등이 신라 하대나 고려 전기에 제작된 불상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와 같이 모충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서 제작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양식특징을 찾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되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대부분의 비로자나불상이 머리에 보관을 쓰거나 불신을 장신구로 장식하지 않는 일반적인 여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도상과는 달리 보관을 쓰고 있는 비로자나불상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서지민

This stone statue of Vairocana Buddha is stored in a protective structure
built in the vicinity of Cheonghwasa Temple in Mochung-dong, Cheongju.
While little is known about its origin, it is characterized by a bejeweled crown
decorated with a vine motif, a robe draped across both shoulders, and an
atypical form of the Vajra mudra, the symbolic hand gesture known as the
“fist of wisdom.” The statue is regarded as a rare example of Vairocana
Buddha in that it wears the bejeweled crown more generally worn by
bodhisattvas, and because of the ornamentation on its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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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묘법연화경 권4ㆍ7
州청주 妙法蓮華經 卷四~七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3호
·수량｜크기 : 4권 1책｜18×29.1㎝
·지정일 : 2011. 06. 0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4~7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은 『화엄경』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불교사상 확
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승경전이다. 내용도 대승불교의 사
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전으로서 문학적인
가치도 높다. 또 구성이나 내용도 풍부하며 특히 아주 쉽고도
절묘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이 언제나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
서 중생을 교화하여 성불하게 한다는 이상이 담겨 있고, 문학
성도 뛰어나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널리 독송되었으며, 문화재
로 지정된 판본도 가장 많다.
이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을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풀이한 것이다. 조선시대(1565년)의 목판본木版本으
로 선장線裝에 닥종이로 되어 있다. 『묘법연화경』은 본래 총 7권
으로 구성되는데, 본 『묘법연화경』은 권4·5·6·7의 4권이
한 권의 책으로 된 하책본下冊本이다. 책 모서리에 각각 ‘공이共
二’와

‘하下’란 묵서로 보아 원래는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책의 말미에 주환당做幻堂의 발문과 보은
속리산 복천사에서 간행하였다는 간기가 있다. 책의 앞뒤 표지
는 탈락되어 없어졌으나 속지의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
대한불교천태종 구인사 소장본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247호 및 제248호와 같은 판본으로 보인다. 이 책은 모두 어미
가 없으며, 간행지가 분명한 점을 통해 볼 때 초간본을 그대로
번각飜刻하여 다시 찍은 것으로 서지학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
김영덕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is one of the two principal Buddhist scriptures that have been most
influential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m in Korea. This particular book, printed with woodblocks in 1565, contains the text
translated into Chinese by Kumarajiva (334~413) and annotated by a Song commentator named Jiehuan (1119~1125). It is the second
part of the original book of seven volumes in two parts. The end of the book contains a postscript written by Juhwandang revealing that
it was published by Bokcheonsa Temple of Songnisan Mountain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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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7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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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불설대보부모은중경
州청주 佛說大報父母恩重經

Bulseol daebo bumo eunjunggyeong
(Sakyamuni's Teaching on Parental Love)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4호
·수량｜크기 : 1책｜18.3×29.3㎝
·지정일 : 2011. 06. 0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제1·2도

『부모은중경』이라 칭하기도 하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까지 부모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10가지 규범을 설한 불경이다.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품에 품고 지켜준 은혜, 2. 해산 때 고통을 이겨낸 은혜 3.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4.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인 은
혜 5.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인 은혜 6. 젖을 먹여 기른 은혜 7.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 8. 먼 길 떠났을 때 걱정하
신 은혜 9.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감당하신 은혜 10. 끝까지 불쌍이 여기고 사랑을 주는 은혜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양한 삽
화와 함께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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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지옥고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4호로 지정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조선 초 제작된 언해본諺解本이다. 목판본으로 1책 27장 구
성이며, 책의 말미에는 1583년 괴산의 소조사小鳥寺에서 간행하였다는 간기가 있어 정확한 출판 시기와 지역을 알 수 있다. 표
지는 탈락되어 없어졌으나 속지의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특이하게 1장부터 26장까지의 판식과 마지막 장의 판식
이 다르다. 추정컨대 마지막 장은 기존의 판을 찍으면서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정확한 간행 연대와 장소를 알수 있어 당시 충북의 인쇄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영덕

Bulseol daebo bumo eunjunggyeong evokes the ten types of kindness that parents
should bestow on their children, and the ten rules their children should observe in
order to repay them. This particular book, printed with woodblock and owned by
private collector Kim Jeong-beom in Cheongju, consists of twenty-seven chapters
and a postscript showing that it was printed in 1583 at Somasa Temple in Go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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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州청주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Liberation Rite of Water and Land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5호
·수량｜크기 : 1책｜24.5×38.4㎝
·지정일 : 2011. 06. 0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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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공림사에서 간행된 사실을 기록한 간기부분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는 수륙재水陸齋 때 행하는 여러 의식 절차를 정리한 책이다. 수륙재는 물이나 육지에 있는 아귀와 원
혼들을 달래며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종교의식으로, 그 시작은 중국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인 6세기 초반이며, 우
리나라에는 고려 때 들어와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유형문화재 제 325호로 지정된 이 책은 1573년(선조 6) 속리산 공림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권말에는“萬曆元年癸酉四月日忠淸道
淸州土俗離山空林寺開板만력원년계유사월일충청도청주토속리산공림사개판”이라는 간기가 남아있다. 또한 대왕대비전하의 발원으로 책이 완성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 아마도 세조 때 처음 간행된 판본을 그대로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는 결실되었으나 속지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으로 1책 9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책의 구성이 지금까지 알려진 다
른 판본들과 조금 다르다. 다른 판본의 경우 권수제 다음 「설회인유편 제일 設會因由篇 第一」로 시작되는데 반면 이 책은 1장이 결락된 상
태이며, 1장을 제외한 상태에서 모두 43편으로 구성된 점 역시 특이하다.
이 책은 간행 시기 및 지역이 명확한 책자로 충북지역의 목판인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영덕
This book of the Liberation Rite of Water and Land, designated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25, contains Buddhist rituals
performed to console wandering spirits and ghosts on land and water. This outdoor Buddhist ritual is known to have originated in the
Chinese dynasty of Liang under the reign of Emperor Wu (464~549) in the early sixth century. This particular book contains a
colophon and a postscript showing that it was published at Gongnimsa Temple on Songnisan Mountain in Cheongju, Chungcheong-do
under the auspices of the king and queen, and that it was printed with woodblocks copied from originals carv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r. 1455~1468). It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for the study of woodblock printing in Chungbuk during the mid-Joseon
period and Buddhist bibliography and scrip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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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불설대보부모은중경
州청주 佛說大報父母恩重經

Bulseol daebo bumo eunjunggyeong
(Sakyamuni's Teaching on Parental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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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330호
·수 량 : 1책
·지정일 : 2012. 07.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유자 : 이교만
·시 대 : 조선시대

위태천보살도

제2·3도

유형문화재 제330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의 합본으로, 조선 초
에 간행된 불경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삽화와 함께 설명하고, 이를 보답하기 위하여 지켜야하는 규범을 담고 있다. 특
히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의 열 달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어머니의 은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아버지의 은
혜를 강조한 유교의 『효경』과 대조가 된다.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어린 동자를 보호하여 현세의 죄업을 모두 소멸하고
장수長壽의 법을 설법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문수사리의 질문에 석가모니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말의 간기에 따르면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1441년(세종 23)에 제작한 경판을 후에 인쇄한 것이며,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
다라니경」은 1443년(세종 25)에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표지는 훼손되었으나 내지의 상태는 비교적 앙호한 편이며, 조선
시대 전기 목판인쇄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김영덕

This edition of Bulseol daebo bumo eunjunggyeong, designated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30, contains the Buddha’s
teaching about the ten types of kindness that parents should bestow on their children, and the ten rules their children should observe in
order to repay them. Bulseol jangsu myeoljoe hojedongja daranigyeong (The Dharani Sutra of the Buddha on Longevity, the Extinction
of Offences and the Protection of Young Children) is a Tantric sutra containing the dharma on how to protect children, remove all sins
committed in their earthly life, and help them to live a long,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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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uddhist scripture was written by an eminent Yuan monk named Mongsan
(a.k.a. Deogi, 1231~1308) to encourage Buddhists to strive to enter the higher realms. It
contains his sermon about the ten paths, namely, the Realms of Hell, Hungry Ghosts,
Beasts, Asura, Humans, Heaven, Shravaka, Pratyekabuddha, Bodhisattva and Buddha,
which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enlightenment. This particular book, printed
with woodblock, contains a colophon showing that it was published in 1522 at
Muryangsa Temple on Mansusan Mountain in Hongsan-hyeon of Chungcheong-do.

권말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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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몽산화상육도보설
州청주 蒙山和尙六道普說

Mongsanhwasang yukdoboseol (Preachings
on Six Realms by Buddhist Monk Mong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340호
·수량｜크기 : 1책｜16.8×27.3㎝
·지정일 : 2012. 07.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소유자 : 최향순
·시 대 : 조선시대

권수

본문

1522년 만수산 무량사에서 간행된 책으로, 업보에 따라 윤회하는 십계十界에 대하여 설한 불경이다. 이 경전의 저자인 몽산화상
蒙山和尙

덕이(德異,1231~1308)는 원나라의 고승으로, 중국 임제종臨濟宗을 대표하는 승려이며, 『육조단경六祖壇經』, 『불조삼경서佛祖三

經序』 등의 저술을 남겼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지옥·아귀·축생·수라·인간·천·성문·연각·보살·불 등 깨달음에 따라 다다를 수 있는 10가지
세계에 대하여 설하고, 중생들에게 공덕을 쌓아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형문화재 제340호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권 1책의 목판본으로,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장 유물인 듯 표지가 결실되
었으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책 말미에는 1522년(중종 17) 4월 ‛忠淸道 鴻山縣 萬壽山 無量寺충청동 홍산현 만수산 무량사’에
서 간행되었다는 간기가 있어 정확한 간행지와 간행연대를 알 수 있다. 이 책은 조선 중기의 지방 목판인쇄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
료이자, 불교경전 연구 및 서지학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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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은 『화엄경』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불교사상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승경전으로 대승불교의 사상을 포괄적으
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가치도 높다. 또 구성이나 내용도 풍부하며 특히 아주 쉽고도 절묘한 비유를 들어서 일불승一佛乘
사상을 설하고 있어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널리 독송되었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판본도 가장 많다.
『묘법연화경』의 최초 판본은 1470년(성종 1)에 세조비世祖妃 정희왕후 윤씨貞熹王后 尹氏가 둘째아들 예종이 생을 마감하자 이미 고
인이 된 세조와 덕종 그리고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책으로 그 판본의 새김이 아주 정교하다.
이 『묘법연화경』은 목판본으로 권3·4의 2권 1책으로 책의 크기는 21.5×34.6㎝이며 표지는 후대에 개장改裝하여 비단으로 새
로 만든 것이다. 권3과 권4의 처음 장과 마지막 장이 결실되어 모두 109장이다. 책의 간기나 발문이 없어 정확한 간행연도와 간행
장소를 알 수 없으나 지질紙質 상태나 권3의 51-2장의 계선 상태를 통해 1482년과 1488년 간행본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이때를
전후하여 간행된 초판본初版本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판본은 본문에 구두점을 찍어 보기에 편리하게 하였고 당시 유행하던 계환戒環의 주석과 풀이가 붙어 있지 않아 독송용으
로 판각한 것으로 조선 전기의 불교학 및 인쇄문화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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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묘법연화경 권3~4
州청주 妙法蓮華經 卷三~四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1호
·수 량 : 2권 1책
·지정일 : 2012. 07. 06.

Transcript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3 and 4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소유자 : 최향순
·시 대 : 조선시대

권4 권수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two Buddhist scriptures,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Buddhism in Korea. These particular books of the sutra were printed with woodblocks. Sadly, their covers have been
lost and only 109 sheets have survived. The books have neither a colophon nor a postscript to clearly show when and where they were
printed, but the quality of the paper and the state of the ruled lines on the 51st and 52nd sheets of Volume 3 suggest that they are related
with the first edition printed in 1482 and 1488. The texts contain punctuation marks to facilitate reading, but there are no commentaries
by the Song monk Jiehuan, which were popular in Korea at that time, revealing that they were made for re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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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州청주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유형문화재

Essentials of the Water and Land Ceremony for
the Living and the Dead in Heaven and Earth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2호
·수 량 : 1책
·지정일 : 2012. 07.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소유자 : 최향순
·시 대 : 조선시대

수륙재水陸齋는 무차대회無遮大會·수륙회水陸會·수륙도량水陸道場이라고도 불리는데 물이나 육지에 있는 혼령들에게 법식法食을 공양
함으로써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륙재는 양梁 무제武帝 때인 6세기 초반부터 열리기 시작한 야외법회의식의 하나로 양무제가 꿈에 신승神僧의 계시를 받아 수륙의문
을 만들고 이에 의하여 강소성江蘇省 금산사金山寺에서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그 뒤 이 의식은 중요한 사찰 재의齋儀로써 우리나라에 들
어와서 널리 퍼졌다.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는 수륙재를 행하는 여러 의식 절차를 정리한 책으로 ‘중례문中禮文’으로도 불리며, 수륙재에 관한 모든 의식
과 절차를 35편으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단의 사방을 맑게 하는 이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이 서술되었으며 중간에 진언眞言과 염불念佛 등이 언급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16〜17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유형문화
재 제 342호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도 그 일종이다. 책의 끝에는 충주 청계산 청룡사靑龍寺의 주지였던 도신道信스님의 주관 아래
1592년(선조 25)에 개판開版을 시작하였으나 왜란을 맞아 1612년(광해군 4)에야 비로소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책(65장)으로 간
행된 목판본으로 24.7×35.3㎝의 크기이며 보존 상태는 책 앞뒤로 마멸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하다. 조선시대 중기의 지
방 목판인쇄문화 및 불교의식과 서지학 연구에 활용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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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called Jungnyemun (“exit of Middle Rites"), this book contains a text of thirty-five chapters providing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Water and Land Ceremony held in Buddhist temples. There is a colophon at the end of the book revealing that work on the publication
of the book was started in 1592 under the supervision of Dosin, then head monk of Cheongnyongsa Temple in Cheonggyesan Mountain,
Chungju, but was not completed until 1612 due to the Imjin waeran (1592~1598), the seven-year-long war that followed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 xylographic book composed of sixty-five sheets, Jungnyemun is regarded as a fine source of information
about local woodblock printing during the mid-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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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현수제승법수
州청주 賢首諸乘法數

유형문화재

Vehicles and Dharma in Numbers by Xianshou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3호
·수 량 : 1책
·지정일 : 2012. 07.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소유자 : 최향순
·시 대 : 조선시대

유형문화재 제343호인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는 당나라 현수賢首 법사가 불법의 총집인 대장경에 실려 있는 법수法數를 모아 편찬
한 책이다. 법수란 불법의 가르침을 숫자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법수는 원래 불교에서 사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후에 희귀
하게 되어 전래되지 않아 명나라 때 행심行深이 이를 재편하여 간행한 것이 널리 알려졌다.
이 책은 1500년(연산군 6) 합천 가야산 봉서사鳳栖寺에서 간행한 것으로 간행년과 간행지가 알려진 귀중한 판본이다. 1책 단권으로
표지는 없으나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책의 서문은 두 편이 실려 있는데, 현수제승법수서는 1427년 행심이 쓴 것이고, 중편
현수법수서는 1387년 범고梵翶가 쓴 것이다. 범고의 서문에 이미 앞서 행심에 의해 이 책이 편집되었고, 1427년에 간행한 것이라 한
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판본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435년 양산 판본은 1427년 재 간행된 후 곧바로 국내에 들여와
판본이 유통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책은 표지가 결실되어 있으며, 간행 간기를 통해 1500년 합천 봉서사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책 78장으로 2편의 서문이 있다. 사주단변으로 반곽은 13.7×18.2㎝의 크기이다. 상하 대흑구와 상하내향흑어미가 있다. 계선은
없으며 책의 크기는 16.6×22.7㎝이다. 권 1~11로 나뉘며, 말미에 사문본승찬법수명沙門本勝讚法數銘과 팔식왕제문료간八識王諸門料間, 등
곡燈谷의 발문跋文, 발원문, 시주질, 각수질 등이 있다.
이후의 판본은 모두 이 책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이 이루어졌으며, 책의 전체적인 모양도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
김영덕

This book of Buddhist scripture, Hyeonsu jeseung beopsu (Vehicles and Dharma in Numbers) by Xiangshou, compiled by a Tang
dharma master named Xiangshou, has been designated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43. The book contains a colophon showing that
it was published in 1500 at Bongseosa Temple on Gayasan Mountain in Hap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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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안심사 법고
州청주 淸州 安心寺 法鼓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4호
·수량｜규모 : 1점｜길이 86㎝ 지름 69㎝
·지정일 : 2012. 07.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Dharma Drum of Ansimsa Temple, Cheongju

·소유자 : 안심사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안심사 비로전에 소장된 조선시대 법고이다.
안심사는 청주에 있는 구룡산九龍山 서쪽 기슭에 소재한
사찰로서 775년(혜공왕 11)에 진표율사眞表律師가 절을 짓고
그의 제자 수십 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안
심사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후 1325년(충숙왕 12)에 원
명국사元明國師가 중창하고 1626년(인조 4)에 송암대사松庵大
師가

중수했다고 하는데 사역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연

대와 대략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1613년(광해군 5)에 비로
전을 창건하고 1842년(헌종 8)에 중수한 사실이 있으며, 또
대웅전의 처마 끝에 장식된 암막새기와에 새겨진 명문을 통
하여 1672년(현종 13)에도 기와를 새로 얹은 사실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들 자료로 보아 안심사는 창건 이후 현재까지 향화香華가 끊이지 않은 사찰로서 청주 인근에서는 최고 고찰에 속한다.
안심사에 소장된 법고法鼓는 목어木魚, 운판雲版, 범종梵鍾과 함께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법전사물法殿四物의 하나로서 우주구성의 4대 요
소인 지地·수水·화火·풍風을 상징하기도 한다. 즉 법고는 땅을, 목어는 물을, 범종은 불을, 운판은 바람을 각각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법고는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여러 개의 나무판을 이어 붙인 쪽 통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안심사 법고는 하나의 통나무 내부
를 파내 이음이 없이 제작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규모에 있어서도 통의 길이가 84㎝, 지름이 69㎝에 이르는 원통형 북
이어서 보기 드문 대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화재로 훼손되어 법고의 양쪽 북면(가죽)중 1면
은 소실되고 1면은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측면에 장식되었던 단청 문양은 화재로 그을리고 퇴색되어 보이지 않는다. 측면에
3개의 쇠고리와 가죽을 고정시킨 쇠못은 대장간에서 무쇠를 단련하여 만든 것으로 본래의 형태가 남아 있다.
법고의 내면 4곳에 묵서가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시주자의 명단과 함께 ‘萬曆貳拾玖年新築만력이십구년신축’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조
선 1601년(선조 34)에 제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심사 법고는 우리나라 법고의 역사와 제작기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
이며, 당시 안심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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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rum kept in Birojeon Hall at Ansimsa Temple in Cheongju was made in the Joseon period (1392~1910). Unlike other drums of
the period, which were made by joining strips of wood, this one is notable for having been made by hollowing out a single block of wood.
It has a diameter of 69 centimeters and a depth of 84 centimeters in length, and contains inscriptions written in ink at four points on its
interior, revealing that it was made in 1601.

283

清 묘법연화경 권4ㆍ7
州청주 妙法蓮華經 卷四~七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7호
·수 량 : 4권 1책
·지정일 : 2012. 10. 12.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4~7

·소유자 : 이교만
·시 대 : 조선시대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은 주로 『법화경』이라 불리는데, 우리나라에 전래된
대부분의 『법화경』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현재
고려 중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은 계환戒環의 주해가 들어 있는 송나라 판본계
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독자적 판본이 다수 출현하여, 현재 대략
16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법화
경』은 성달생成達生의 발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책은 발문이 누락되었다.
1448년(세종 30)에 성달생 형제가 쓴 정서본淨書本을 바탕으로 효령대군과 안
평대군의 발원하여 간행한 목판본을 후대에 다시 번각飜刻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7권 가운데 권4~권7에 해당하는 4권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표지에는 ‘卷之下 第四也권지하 제사야’라고 표기하였고, 우측 하단에는 ‘敬
菴경암’이라는 묵서가 쓰여 있다. 책의 말미에 간행에 참여했던 시주자의 목록
과 함께 간행 목적, 간행 시기, 간행 장소 등을 담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1575년(선조 8) 정월 승려 경심敬心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판각하기 시작하였고, 1578년
(선조11)에 경기도 용인 서봉사瑞峯寺에서 간행된 목판본인 것을 알 수 있다.
책의 앞뒤 표지와 속지의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또한 한문으로 된 원
문과 함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결口訣이 표기되어 있어 당시의 불교
학과 국어학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영덕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is one of the two principal Buddhist scriptures that have been most
influential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m in Korea. This particular book, consisting of four out of seven fascicles of the entire original
scripture, contains a note on the cover showing that it is the second of the two-part book, and a name, “Gyeongam,” written in ink. There
is a postscript at the end of the book containing a list of the sponsors together with the purpose, date and place of its publication.
According to the record, it was published in 1578 at Seobongsa Temple in Yongin, Gyeonggi-do using woodblocks that a monk named
Gyeongsim began to carve in 1575 to honor the grace of the king and pray for his parents' rebirth in the land of bliss. The text consists of
the original Chinese text with Korean Gugyeol marks, making it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study of Buddhism and Korean language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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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청주 신항서원 묘정비
州청주 淸州 莘巷書院 廟廷碑
Stele for Sinhangseowon Confucian
Academy, Cheongju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0호
·수량｜규모 : 1기｜비신 74×190×40㎝
·지정일 : 2013. 11. 0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115-8
·소유자 : 신항서원
·시 대 : 조선시대

신항서원의 뜰 안에 있는 비석으로, 1685년(숙종 11)에 건립되었다.
신항서원은 본래 유정서원有定書院이라는 이름으로 1570년(선조 3)에 경연慶延·박훈朴薰·김정金淨·송인수宋麟壽 등 청주지역 유
학자 4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것인데, 후에 한충韓忠·송상현宋象賢·이색李穡·이이李珥·이득윤李得胤 등 5인을 추
가하여 모두 9인의 유학자를 배향配向하였다. 임진왜란 때 병화兵禍로 훼손되었으나 복원하였고, 1660년(현종 1)에 ‘신항서원莘巷書院’
이라는 사액賜額을 받아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1871년(고종 8)에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되었던 것을 광복 후 지방 유림의 발기
로 복원하였으나 시설이 미약하고 퇴락하여, 1985년에 청주 유림들의 협력을 받아 다시 중건하였다.
신항서원 묘정비는 신항서원의 창건 내력과 사액을 받은 경위, 그리고 배향 인물의 인적사항 및 위차位次[신위를 놓는 순서]시비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끝 부분에 “崇禎乙丑五月日立숭정을축오월일입”라고 하여 비석의 건립 연대가 1685년(숙종 11)임을 밝히고 있
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서원현감西原縣監 조형기趙亨期가 썼으며,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두전頭篆[비석 몸체의 머리 부분에 돌
려가며 쓴 글씨]을 썼다. 신항서원 묘정비는 서원의 강당인 계개당繼開堂 앞에 있다. 비문은 『신항서원지莘巷書院誌』와 『청주시지-상』
(1997)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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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후면

신항서원 묘정비는 연꽃무늬의 사각 받침대 위에 흑요암 재질의 비신을 세우고 덮개돌을 올린 형태이며, 비신의 규모는 74×190
×40㎝이다. 비석은 보호각 안에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신항서원 묘정비는 청주의 대표적인 사액 서원인 신항서원의 내력을 알려주고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배향 인물의
인적사항과 그들에 대한 위차시비 등을 통해서 16〜17세기 청주지역 사림의 동향과 붕당정치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
적 가치를 지닌다.
신호철

Erected in 1685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the stone stele for Sinhangseowon Confucian Academy contains
information on the foundation of Sinhangseowon Confucian Academy, the process of granting of its official name, and some
introductory information on the people whose mortuary tablets are enshrined there. Made of obsidian, it sits on a lotus-patterned,
rectangular platform stone and has a capstone. Researchers regard it as a valuable material as its inscription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on the movement formed by local Confucian scholars in sixteenth-seventeenth century and facts about the cliquish politics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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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
州청주 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7ㆍ8

유형문화재

大佛頂如來密因修證了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七~八
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Volumes 7 and 8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3호
·수량｜크기 : 2권 1책｜16.4×25㎝
·지정일 : 2013. 11. 0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유자 : 반가민
·시 대 : 조선시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중국 당나라 때의 서역승 반자밀제般刺密帝에 의해 한역되어 선종과 교종을 막
론하고 널리 읽힌 한국불교 근본 경전 중의 하나로 『수능엄경』·『능엄경』으로 줄여서 부른다. 중국에서 사회구제를 중심으로 전통
사상을 가미해 중국인의 정서에 맞게 8세기경 찬술된 위경僞經으로 보인다. 전 10권에 수록된 내용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의 신행信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널리 독송되었다.
이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권7~권8의 2권이 1책으로 된 목판본이며, 1443년의 고산 화암사 판본을
1672년(현종 13) 12월에 울산 운흥사雲興寺에서 다시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권7의 앞부분에서 확인되는 변상도變相圖는 17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인 연희演熙가 새겼으며 이외 제작과 관련 인물도 알 수 있다.
표제는 “楞嚴經 第七之八능엄경 제칠지팔”이라 하였고, ‘공사共四’라 묵서하여 모두 4책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그 중 1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권7에는 해탈에 들어가게 하는 수능엄다라니首楞嚴陀羅尼를 설하고 그 공덕을 밝히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일부 사찰에서는
수능엄다라니를 매일의 일과로 외우고 있다. 권8에는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를 화엄경의 53위位에 사가행四加行을 추가하여 57위로
설한 뒤 경의 이름을 밝히고, 지옥·아귀·축생·인간·신선·천인·아수라 등 7종의 중생이 생겨난 원인과 그 각각의 생존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 등은 본경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다.
김영덕

권8 권말

변상도

One of the fundamental scriptures that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Buddhism, the Shurangama Sutra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an Indian monk named Pramiti (c. 7th-8th centuries) and widely read by both the Textual and Meditative
Schools of Korean Buddhism. This particular book was published using woodblocks carved in the twelfth month of 1672 at Unheungsa
Temple in Ulsan on the basis of the edition produced by Hwaamsa Temple in Gosan in 1443. The scriptural illustration on the front page
of Volume 7 was engraved by a monk-engraver named Yeonhui who was active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he title of the book
shows that it is one of the four books constituting the entire scripture, and consists of two volumes (nos. 7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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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
州청주 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9ㆍ10

유형문화재

大佛頂如來密因修證了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九~十
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Volumes 9 and 10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4호
·수량｜크기 : 2권 1책｜16.4×25㎝
·지정일 : 2013. 11. 0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유자 : 반가민
·시 대 : 조선시대

권10 권수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중국 당나라 때의 서역승 반자밀제般刺密帝에 의해 한역되었으며 『수능엄경』·『능
엄경』으로 줄여서 부른다. 중국에서 전통사상을 가미해 중국인의 정서에 맞게 8세기경 찬술된 위경僞經으로 불교실천을 현실 속에 끌
어들여 다양한 교리내용을 함축성있게 제시하고 있다. 전 10권에 수록된 내용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신행信行에 큰 영향을
미치며 널리 독송되었다. 『수능엄경』은 일찍부터 판각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 간본의 상당수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불경은 권9~권10 2권이 1책으로 되어 있으며, 1401년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635년(인조 13)에 전라북도 태인 용장사龍藏寺에
서 간행한 것이다. 표제表題는 ‘楞嚴經능엄경’이라 하였고 책 표지 오른쪽 상단에는 ‘碧松벽송’이 적혀있다. 권9 첫 장에는 ‘靈源寺印영원사인’
이 찍혀 있고 본문에 구결과 한문 주석 및 음역이 기록되어 국어사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권9에는 말세의 중생이 수행하는 도중에 나
타나는 50가지 어려움에 관해서 그 원인과 종류를 밝히고 있으며, 권10에는 오음五陰의 근본을 설하여 경의 본론을 끝낸 뒤 본경의 공
덕과 유통에 관하여 부언하고 있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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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9 권말 번의

태인 용장사에서 간행된 사실이 기록된 간기부분

One of the fundamental scriptures that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Buddhism, the Shurangama Sutra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an Indian monk named Pramiti (fl. 7th~8th c.) and widely read by both the Textual and Meditative Schools of
Korean Buddhism. This particular book consists of two volumes (nos. 9 and 10) which were published by Yongjangsa Temple in Taein,
Jeollabuk-do on the basis of the 1401 edition. The seal of Yeongwonsa Temple is stamped on the first page of Volume 9. The text
consists of the original Chinese text and annotations with Korean Gugyeol marks, making it an important resource for studies on the
Korean language in the early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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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예념미타도량참법
州청주 禮念彌陀道場懺法

Yenyeom mita doryang chambeop
(Contrition in the Name of Amitabha Buddha)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5호
·수량｜크기 : 5권 1책｜17×23㎝
·지정일 : 2013. 11. 0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유자 : 반가민
·시 대 : 조선시대

미타참서

『예념미타도량참법』은 경전을 독송하며 몸과 마음과 입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여 서방 아미타불阿彌陀佛
의 극락정토極樂淨土에 왕생往生하고자 하는 예참의식禮懺儀式의 절차와 내용을 수록한 의식집이다.
참법懺法이란 경전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이며,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미타참법彌陀懺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미타신앙이 전래된 이후부터 서민신앙으로 크게 성행하였다.
이 『예념미타도량참법』은 5권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앞머리에 과거·현재·미래 삼세불의 변상도와 이름을 수록
한 뒤,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판본의 내용은 죽은 이의 극락정토 왕생을 기원하여 아미타불에게 예참禮懺을 드
리는 의식절차를 밝힌 것으로, 권1 귀의서방삼보歸依西方三寶, 권2 결의생신決疑生信, 권3 인교비증引敎比證, 권4 왕생전록往生傳錄, 권5
극락장엄極樂莊嚴으로 구성된다. 권6〜10이 없으나 권5말의 시주질施主秩에 나타나는 인물 등의 내용을 통하여, 1474년(성종 5)에
간행된 판본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1503년(연산군 9)에 새로 간행한 판본을 임진왜란 이전 다시 인쇄한 것으로 짐작된다. 비교적 고
본古本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세조대의 간경도감본과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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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 권수

미타참찬

Yenyeom mita doryang chambeop (Contrition in the Name of Amitabha Buddha) is a book of Buddhist ritual containing details of a
penitential assembly in which the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pray for rebirth in the Pure Land of the West by expressing remorse for
their sins through sutra chanting. The book consists of five volumes and contains scriptural illustrations related with the Buddha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postscript at the end of Volume 5 suggests that it was printed before the Imjin waeran (1592~1598), the
seven-year war that followed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ith woodblocks carved in 1503 on the basis of the 1474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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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자치통감강목 권27ㆍ47
州청주 資治通鑑綱目 卷二十七·四十七

유형문화재

Jachi tonggam gangmok (Itemized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Volumes 27 and 47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9호
·수 량 : 2권 2책
·지정일 : 2014. 07. 0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박물관
·소유자 : 청주대학교
·시 대 : 조선시대

『자치통감강목』은 남송南宋의 주자朱子가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자치통감』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편찬한 강목체綱目體 역
사서로 사실史實의 큰 제목으로 강綱을 세우고 그 사실의 기사를 목目으로 구분하여 다시 편찬한 중국 역사책이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총 29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B.C.403)부터 오대五代의 주周 세종世宗 현덕顯德
6년(959)까지 1362년 간의 중국통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책이다. 편찬에는 1066년부터 1084년까지 19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유
오劉敖·유서劉恕·범조우范祖禹·사마강司馬康 등 당대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완성한 책이다.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고려시대인 1192
년(명종 22)에 들어와 최선崔詵 등이 교정, 간행한 바 있으며, 한문의 문리 터득과 중국사의 교재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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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7 권수

권27 권말

한편, 『자치통감강목』이 처음으로 간행된 것은 1422(세종 4)년 간행의 경자자본庚子字本으로 이는 왕유학王幼學의 『통감강목집람通
鑑綱目集覽』과

왕극관汪克寬의 『통감강목고이通鑑綱目考異』를 『자치통감강목』의 해당 부분에 절록·편입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 후 1438

년(세종 20)에는 세종의 명으로 사정전思政殿에서 훈의訓義한 『자치통감강목』이 편찬되자 강綱에는 최초의 연활자鉛活字인 병진자丙辰字
를 사용하고 목目과 주석註釋은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를 사용하여 간행한 바 있다.
『자치통감강목』권27, 47은 1422(세종 4)년 경자자庚子字로 인출印出된 판본이다. 두 권 모두 간기가 없어 자세한 간행사항을 알 수
없으나, 경자자가 1420년(세종 2) 겨울에 주조에 착수하여 1422년 겨울에 완성되고 1434년(세종 16)에 새로이 초주갑인자를 주조
하여 서적의 인출에 사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략 세종 4~16년(1422~1434) 사이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두제卷頭題 및 권미제卷尾題는 ‘자치통감강목’이고 판심제版心題는 ‘강목綱目’이다.
정제규

The Itemized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consists of two woodblock-printed books made with Gyeongjaja types
in 1422 in the Joseon Dynasty. The content is an edited historical narrative complied by Zhu Xi of the Southern Song period in China.
The aid is based on the original book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of Government by Sima Guang (1019~1086), in addition to
Annotated Account of the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by Wang Youxue and Opinions on the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of Government by Wang Kekuan. The record of publication was not found but, based on the fact that in 1434 the first Gabinja
types were newly cast and used for publishing books, the time of publication is estimated to be between 1422 and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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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清
州

당음비사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3호
·수 량 : 3권 1책

棠陰比事

·지정일 : 2017.03.1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Parallel Cases from under the Pear Tree

·소유자 : 청주시장
·시 대 : 조선시대

권상 권수

This book titled Dangeum Bisa (or Tangyin bishi, “Parallel Cases from under the Pear Tree”) is a collection of judiciary cases
compiled by the Song scholar Gui Wanrong in 1207 and published by the Yuan scholar Tian Ze. Some 144 legal cases were studied for
the book, classified into 72 separate categories, and then arranged in verse form for easy reading. According to the Jungjong Sillok
(“Veritable Records of King Jungjong”), the book was introduced to Joseon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r. 1506-1544) and
republished at the king’s command in 1539 (the 3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ungjong of Joseon). This particular edition, currently
stored in the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was printed using the original Gabin moveable types made in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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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음비사』는 일종의 재판판례집 또는 소송기록집이다. 이 책은 송宋나라 계만영桂萬榮이 당대의 재판 기록을 묶어 1207년 편찬한
후, 원元나라 전택田澤이 1308년 교정하여 간행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해져 오는 명판결 사례 144건을 분석하여 유사한 두 가지
사례를 하나로 묶어 72편으로 편찬하면서 ‘비사比事’라 이름붙이고, 쉽게 읽기 위해 운문韻文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는 물론 동아시아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조선에는 1539년(중종 34) 왕의 명령으로 간행한 사실이 중종실록
에 실려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된 『당음비사』는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책이다. 초주갑인자는 1434년(세종 16)에
만들어진 활자로 그 전에 사용되었던 ‘경자자庚子字’의 자체가 가늘고 빽빽하여 보기가 어려워지자 좀더 큰 활자의 필요성에서 제작
되었다. 이 활자는 경연청經筵廳에 소장된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즐爲善陰騭』·『논어』 등에 사용된 글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족한
글자는 진양대군晉陽大君 유瑈가 써서 보충하였다. 이천李蕆·김돈金墩·김빈金鑌·장영실蔣英實·이세형李世衡·정척鄭陟·이순지李純之 등
이 두 달 동안에 20여 만개의 큰 중자中字인 대자大字와 소자小字를 만들었는데, 자체字體가 매우 해정楷正하고 부드러운 필서체로 평가
되었다.
『당음비사』는 3권 1책(98장)으로 전체 크기는 33.9×21.9㎝이다. 판식은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반엽半葉의 광곽은 26.5×16.8㎝
이다. 10행 18자, 주쌍행이며 판심版心은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책의 내지에는 가정 19년 4월 좌부승지左副承旨 한韓의 수결이 있는 내사기內賜記가 있는데 “嘉靖 十九年 四月日 內賜兵曹佐郞 □仲
樑 棠陰比事 一件 命除謝가정 십구년 사월일 내사병조좌낭 □중양 당음비사 일건 명제사”라 하여 책을 받은 사람이 ‘□仲樑’ 곧 명종대의 문신인 이중
량(李仲樑, 1504∼1582)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처음에는 중국 원대의 전택田澤과 송대의 계만영桂萬榮이 지은 서문이 수록되었고, 차례대로 목록과 권상부터 권중, 권하까
지 들어있다.
내용을 보면 권상에는 ‘향상방적 전추구노向相訪賊 錢推求奴’(승상 상민중이 도적을 찾고, 추
관 전약수가 노비를 구하다)에서부터 ‘최암수탕 장로행혈崔黯搜帑 張輅行穴’(최암이 금고를 수색
하고, 장로가 굴로 들어가다)까지 24편이, 권중에는 ‘두호훼상 차옹륙남杜鎬毁像 次翁戮男’(두호
가 초상화를 훼손한 사건을 해결하고, 차옹이 사내들을 사형으로 다스리다)를 시작으로 ‘진
의한취 호쟁절식陳議捍取 胡爭竊食’(진봉고가 도둑의 어머니를 죽인 병졸 사건을 논의하고, 호향
이 음식을 훔친 자를 죽인 사건을 논쟁하다)까지 24편, 권하에는 ‘어사실상 국연구전御史失狀
國淵求牋 ’(어사가

고소장을 거짓으로 잃어버리고, 국연이 같은 필적의 편지를 구하다)에서부터

‘승천의사 정위신렵承天議射 廷尉訊獵’(하승천이 활을 쏜 것에 대해 의론하고, 고유가 사냥에 관
련된 자들을 심문하다)에 이르기까지 24편이 수록되어 모두 72편의 사례가 들어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인쇄문화사는 물론 정치 제도 및 사회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자료이
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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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신간대자명심보감
州청주 新刊大字明心寶鑑

Singan Daeja Myeongsimbogam

유형문화재

·종 목 : 유형문화재 제365호
·수량｜크기 : 2권 1책｜18.2×28.3㎝
·지정일 : 2016. 07. 0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신간대자명심보감』은 1454년(단종 2) 청주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조선 후기 가장 널리 읽힌 『명심보감초』의 원형이다.
『명심보감』은 범립본范立本이 쓴 서문에 “洪武二十六年歲在癸酉二月旣望홍무이십육년세재계유이월기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1393년 2월
16일 처음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393년 명나라에서 간행한 이 책을 ‘신간교정대자新刊校正大字’라 하여 다시 간행한 것이다.
『신간대자명심보감』의 발문 중 ‘이 책은 다만 당본唐本만 있어 충청감사 민상국이 널리 퍼뜨릴 목적으로 판각하는 이를 모아 한 달
이 채 못되어 마쳤다.’고 하였다. 그리고 “景泰五年甲戌十一月初吉日경태오년갑술십일월초길일”이라는 기록을 통해 1454년 11월 1일 청
주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간대자명심보감』은 상·하 2권1책의 선장 목판본으로, 크기는 18.2×28.3㎝이다. 표제는 ‘신간대자명심보감’이나 서문, 목
록, 권별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먼저 표지에는 “明心寶鑑 檀紀四仟貳百八拾壹年戊子加衣명심보감 단기사천이백팔십일년무자가의”라 하여 책
명과 1948년 새로 개장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서문은 명심보감, 목록은 신간교정대자명심보감新刊校正大字明心寶鑑, 권상 권수·권말
제는 신간대자명심보감, 권하 권수제는 신간명심보감, 권말제는 신간교정대자명심보감이다. 편자는 범립본이다.
『신간대자명심보감』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판본에 비해 편목이 완전하다. 다만 목록과 실제 편차별 조목 수에서 차이를 보인
다. 하지만 법립본 편 『명심보감』이 전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신간대자명심보감』은 조선 후기 널리 읽힌 여타 『명심보감초』와 분량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명심보감초』가 불교·
도교 등의 내용을 삭제한 후 재편집하면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신간대자명심보감』은 1393년 초간 『명심보감』 원본에 가장 가깝
다는데 의미가 크다.
『신간대자명심보감』은 1974년 동해안 모처에서 일부 결실된 『신간대자명심보감』이 처음 발견되었으나 소실된 후, 일본 쓰쿠바
[筑波]대학 도서관 소장본이 1990년 영인되어 널리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책은 일본 소장본과 출처 불명의 개인 소장본을 제외하
면 유일한 공개 자료이다. 따라서 이 책이 1454년 청주판본의 후쇄본임에도 불구하고 서지학적 가치가 높다. 특히 『동몽선습』 등과
함께 초학서로서 지금까지도 높은 관심과 활용에 비추어 초략본 이전의 판본으로서 가치가 크다.
강민식

Singan daeja myeongsimbogam [New Edition of Myeongsimbogam, a collection of wise sayings by
sages that dates to 1393] was published in Cheongju in 1454. It is a prototype of the book
Myeongsimbogam cho (Excerpts from Myeongsimbogam), one of the most widely read books of the
late Joseon period. Printed with woodblocks in two volumes, this edition is particularly noteworthy as
the version closest to the original text of Myeongsimbogam published in 1393, and is also considered a
very valuable bibliographical material despite being only a reprinted copy of the edition published in
Cheongju in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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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8호
·수 량 : 2권 2책

大方廣圓覺修多羅了義經

·지정일 : 2017.03.1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Mahavaipulya purnabudha Sutra

·소유자 : 청주시장
·시 대 : 고려시대

(The Complete Enlightenment Sutra)

권상 권수

The Wongakgyeong (“Complete Enlightenment Sutra”) is one of many scriptures of Mahayana Buddhism translated into Chinese
by Buddhatrata, an Indian (or Kashmiri) monk who arrived in Tang Dynasty China in the late seventh century. As the main discussion
of the scripture is focused on the “complete enlightenment of the wonderful heart” it has long been used as an essential text on Buddhist
lecture courses. This particular book of the xylographic edition published in 1380 (the 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U of Goryeo)
contains a preface by Pei Xiu, a postscript by Yi Saek, and a list of contributors to and participants in the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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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당나라 때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문으로 번역한 불교의 대승경전의 하나이며, 『대방광원각경』, 『원각
수다라요의경』, 『원각요의경』, 『원각경』등으로 약칭한다. 내용은 원각묘심圓覺妙心을 깨닫기 위한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강원에서 사교과 과정의 필수과목이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은 1380년(우왕 6)에 목판으로 간행된 2권 1책의 완본이다. 책의 앞머리에
는 배휴裵休가 『원각경약소圓覺經略疏』에 대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두제에 이어 그 아래에 ‘宋孝宗皇帝註송효종황제주’라는 주해
자註解者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경문의 체제는 대문大文 아래에 중국 송대 효종의 주소註疏가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부기되어 있다. 따라
서 이 책은 송본宋本을 저본으로 고려에서 판하본板下本을 새로이 써서 판각한 판본으로 판단된다.
상권과 하권 사이에는 1380(우왕 6) 3월에 목은 이색李穡이 쓴 발문과 시주질 그리고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색은 발문에서 “승려 도연道淵, 헐료歇了, 지수志修 등이 시주자인 판사判事 오명리吳明利, 부정副正 오칭길吳称吉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동
심발원으로 모든 생명체와 먼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간행한다.”고 하였다. 당시 정순대부正順大夫 전 판전의시사前 判典儀寺
事

오명리와 봉상대부奉常大夫 전 개성소윤前 開城少尹 오칭길 외에도 통헌대부通憲大夫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정을진鄭乙珎, 봉익대부奉翊大夫

전 판도판서前 版啚判書 함석주咸石柱, 검교중랑장檢校中郞將 이원기李元奇 등도 함께 발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지봉志峯, 각해覺海 등은 모
연募緣 그리고 지도志道, 선철禪哲, 지상志祥, 승해勝海 등은 각수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하권이 끝난 뒤에 “經書比丘 宗昢경서비구 종불”에
이어 “云首운수, 中昊중호, 本空본공, 平山평산, 性閑성한, 向聰향총, 勝空
승공 ”

등이 보이는데 이들이 종불宗昢과 같이 서사를 맡았던 인물로

생각되나 분명하지는 않다. 끝에는 “庚申四月 開版경신사월 개판”이라
고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서문은 1380년 3월에 쓰여 졌고, 개판은
다음 달인 4월에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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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직언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9호
·수 량 : 3권 1책

忠義直言

·지정일 : 2017.03.10

Straight Talks on Loyalty and Righteousness

·소유자 : 청주시장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시 대 : 조선시대

권상 권수

The Chungui Jigeon (“Straight Talks on Loyalty and Righteousness”) was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r. 1418-1450)
for learners of the Chinese language. No one knows exactly when or for what purpose this book was published because there are no
related records. The book covers a total of ninety-nine historical episodes related with thirty-six civil officials, thirty military officials,
twenty-seven royals, consort kin, ordinary women, eunuchs and children, and four animals. The book was used in education on the
making of diplomatic documents, and th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Chinese texts and language. Printed with the Gyeongja
moveable types made in 1420, the book is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study of written vernacular Chinese (baihua wen), which
is the root of the modern Chines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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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직언』은 세종 연간 간행된 중국어 학습서이다. 서문과 발문이 없어 정확한 간행 배경과 시기를 알 수 없다. 유교 이념에 따
라 문신文臣, 무신武臣, 종실宗室, 외척外戚, 부녀婦女, 환관宦官, 군사軍事, 민인民人, 소아小兒, 축수畜獸 등 다양한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 『충의직언』은 경자자庚子字를 사용하여 인쇄한 활자본이다. 경자자는 조선 최초의 동활자인 계미자癸未
字의

단점을 보완하여 1420년에 만든 두번째 동활자이다. 계미자의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하며, 또 주조가 거칠어 인쇄하는 도

중 활자가 자주 움직여 능률이 오르지 않으므로 세종이 다시 개주改鑄하게 한 것이다.
『충의직언』은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진 1책으로, 표지는 개장된 상태이다. 본문 가운데 일부는 낙장되었으나 전체적인 보
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크기는 28.7×17.5㎝이며, 반엽半葉의 광곽은 22.8×14.9㎝이다.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11행 21자로 구성
되었고, 판심版心의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고, 상하에 세흑구細黑口가 있다.
내용은 본래 권상에 문신과 관련된 ‘자산선정子産善政’으로부터 ‘주변불굴朱弁不屈’까지 36편, 권중에는 무신과 관련된 ‘기신광초紀信誑
楚 ’부터

‘화려보가華黎保駕’까지 30편 그리고 마지막 권하에는 종실宗室, 외척外戚, 부녀婦女, 환관宦官, 군사軍事, 민인民人, 소아小兒, 축수畜獸

와 관련된 ‘주공보정周公輔政’부터 ‘의상항적義象抗賊’까지 33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본 『충의직언』에는 일부 본문이 없어진 상태이다.
『충의직언』은 조선 전기 주변국과의 외교에 필요한 공문서 작성 및 통·번역 등 외국어 교육에 사용한 중국어 교과서이며 현대
중국어의 뿌리인 백화문白話文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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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바라밀경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70호
·수 량 : 1권 1책

金剛般若波羅密經

·지정일 : 2017. 06. 30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소유자 : 사유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시 대 : 조선시대

(The Diamond Sutra)

권하 권수

The Geumganggyeong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or “Diamond Sutra” for short), is one of the two most widely read
and chanted Mahayana sutras in the 'Perfection of Wisdom' genre, along with the Heart Sutra. In Korea the sutra has long been
treasured by Buddhist communities regardless of the school or sect, although it is particularly highly regarded by Seon (Chan or Zen)
Buddhists. This particular book, the Geumganggyeong, is one of two volumes that once formed the Commentaries on the Diamond
Sutra by Five Dharma Masters, but the other volume (Commentaries by Five Dharma Masters) is missing. The colophon on the last
page shows that the book was published in 1558 at Gwijinsa Temple on Godeoksan, Hwanghae-do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150
Buddhist contributors.

304

권말 간기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줄여서 『금강경金剛經』이라고도 하는데 반야般若계통의 경전들 가운데 『반야심경般若心經』과 함께 가장 널리
읽혀지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402년 구마라습의 번역본 등 총 6종의 한역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대에 걸쳐 종파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독송된 경전에 속하며, 특히 선종에서 중요시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기본적인 경전으로 널리 읽힘에 따라 다수 간행되었
는데 현존하는 판본 중 연대가 확실한 것만도 48종에 달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함허당 기화(涵虛堂 己和, 1376~1433)의 『금강
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를 비롯하여 5종의 주석서가 편찬되었는데, 특히 기화의 『오가해설의五家解說誼』는 많은 판본이 간행되어
현존하는 판본 만도 10여 종에 달한다.
이 책은 본래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로서, 『오가해설서五家解序說』와 『금강경』 권 상하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
재 하권의 『금강경』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금강경오가해金剛經五家解』는 함허당 기화가 『금강경』에 대한 중국 당나라 육조 혜능(六
祖 慧能, 638-713)의 구결口訣, 송나라 야부 천노冶父 川老의 송頌과 협주, 당나라 규봉 종밀圭峰宗密의 찬요纂要, 예장 종경豫章宗鏡의 제강
提綱 ,

양梁나라 쌍림부대사雙林傅大士의 찬贊을 모은 이른바 ‘오가해五家解’에 자신의 설의說誼를 붙여서 간행한 『금강경』 해설서이다.

권말에 “가정 36년(1558) 무오 2월일에 황해도 서흥 땅 고덕산 귀진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하다[嘉靖卅六年戊午二月日 黃海道瑞
興地高德山歸眞寺刊板]”라는 간기와 시주질이 남아있어 150여명에 달하는 승속僧俗이 함께 시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각수는 도성
道成 과

정환正還 등이다.

황해도 귀진사에서 간행한 판본은 현재 매우 희귀한 판본 중의 하나이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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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벽온방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71호
·수 량 : 1권 1책

簡易辟瘟方

·지정일 : 2018. 03. 16

Gani byeogonbang (Simple Prescriptions

·소유자 : 청주시장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시 대 : 조선시대

to Prevent Epidemics)

『간이벽온방』은 1525년(중종 20) 왕명에 따라 온역瘟疫 치료약방문을 모아 엮은 의학서로 한글로 편찬하였다. 1578년(선조 11)
금속활자인 을해자로 찍었고, 1612년(광해군 4) 목활자인 훈련도감자로 인쇄하여 간행하였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간이벽온
방』은 1578년 중간본 또는 1612년 판본으로 보인다.
『간이벽온방』은 1524년 관서지역을 휩쓴 전염병을 퇴치할 목적으로 왕이 의관을 보내 치료하는 한편, 이듬해 부호군 김순몽金順
蒙,

예빈시주부 유영정劉永貞, 전 내의원정 박세거朴世擧 등에게 명하여 편찬한 책이다. 이때 간행한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1578

년 을해자본 중간본과 1612년 훈련도감자본이 남아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간이벽온방』은 중간본으로 알려진 가천박물관 소장본(보물 제1249호)과 같은 판본으로, 적어도 1578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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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년 중간본, 혹은 묵서된 내사기에 따라 1613년 배포된 1612년 판본으로 볼 수 있다.
이 『간이벽온방』은 1권 1책, 을해자와 목활자가 섞인 판본으로 24장이며 크기는 31.3×19.2㎝이다. 광곽은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반곽의 크기는 22.3×14.9㎝, 계선이 있으며, 반엽 9행 17자이다. 판심은 상하내향삼엽화문上下內向三葉花文으로, 판심제는 벽온방辟瘟
方 이다.

표제 묵서는 분명하지 않으며, 권수제와 권말제는 간이벽온방簡易辟瘟方이다. 첫장에 ‘선사지기宣賜之記’ 인장이 찍혀 있다.

이 책에서 간행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서문 중 “嘉靖四年乙酉正月二十五日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金希壽奉敎謹書가정사년을유정월이십오일통정대부승정원도승지겸경연참찬관춘추관수찬관예문관직제학상서원정김희수봉교근서 ”라 하여,
1525년(중종 20) 도승지 김희수가 썼음을 알 수 있다. 『중종실록』 54권, 20년 5월 6일 기사에, “頒賜辟瘟方于中外반사벽온방우중외”라
하여 『벽온방』을 중앙과 지방에 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광해군일기』 61권 4년(1612) 12월 22일 기사에도 『벽온방』을 교서
관校書館에서 찍어 중외에 널리 배포하도록 한 기사가 있다.
한편 책 표지 안쪽에 “萬曆四十一年二月日 內賜辟瘟方一件□□□上 右承旨臣李만력사십일년이월일 내사벽온방일건□□□상 우승지신이”이라
하였는데, 후대에 다시 옮겨쓴 내사기로 보인다. 이 묵서를 토대로 1613년(광해군 5) 내려준 것으로 보기도 한다.
『간이벽온방』은 1525년 전염병 퇴치를 위해 왕명으로 간행한 의학서이다. 초간본은 전하지 않으며,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은
1587년 중간본, 혹은 1612년 간행본이다. 이 책은 한국 의학사와 인쇄문화, 그리고 국어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강민식

This Gani byeogonbang was compiled in 1525 (the 2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ungjong of Joseon) at the command of King
Jungjong (r. 1506-1544) based on the prescriptions for treating various endemic diseases used until then. The book was published in
1578 (the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using Eulhae movable metal types, and was republished in 1613 (the 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of Joseon) using Hullyeondogam movable wooden types. This particular book, stored in the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is presumed to have come from either the 1578 or 1612 edition and is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the study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printing, and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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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벽온방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72호
·수 량 : 1권 1책

新纂辟瘟方

·지정일 : 2018. 03. 16

Gani byeogonbang

·소유자 : 청주시장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시 대 : 조선시대

(Simple Prescriptions to Prevent Epidemics)

권수

This book, Sinchan byeogonbang, is a medical work published in 1612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of Joseon)
by the Naeuiwon (“Palace Physicians’ Court”) at the command of King Gwanghaegun (r. 1608-1623) and issued to his medical
practitioner Heo Jun (1546-1615) for use in treating people in the Gwanbuk region suffering from endemic diseases. The book of the
same title stored in the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contains a postscript stating that it was republished in 1613 by the Naeuiwon.
The book is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the study of printing and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just after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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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벽온방』은 임자년壬子年(1612년, 광해군 4)에 관북지역의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허준(許浚, 1546~1615)에게 명해 이듬해 내
의원에서 간행한 의학서이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은 책 말미에 만력萬曆 41년 내의원에서 개간했다는 기록에 따라 1613년(광
해군 5) 간행된 판본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1권 1책으로 을해자와 목활자가 섞여 있다. 18장이며 크기는 33.3×20.8㎝이다. 광곽은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반곽의 크
기는 23.8×16.3㎝, 계선이 있으며, 반엽 10행 18자이며 주쌍행이다. 판심은 상하내향삼엽화문上下內向三葉花文으로, 판심제는 ‘신찬
벽온방新纂辟瘟方’이다. 표제 묵서는 분명하지 않으며, 권수제와 권말제는 신찬벽온방이다. 첫장에 ‘선사지기宣賜之記’ 인문이 있다.
화운지세다역려火運之歲多疫癘 등 모두 22종으로 증세와 치료법으로 나누고 앞쪽 증세에는 바로 아래에 쌍행으로 바로 처방전을 제
시하였고, 온역표증의한溫疫表證宜汗 이하는 한 칸 내려 처방을 하고 역시 쌍행으로 세부적인 기록을 하였다.
이 책에서 간행 시기는 책 끝 간기에, “萬曆四十一年二月日 內醫院奉敎開刊 監校官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李希憲 通訓大夫行
內醫院直長臣尹知微만력사십일년이월일 내의원봉교개간 감교관통훈대부행내의원직장신이희헌 통훈대부행내의원직장신윤지미”라 하여 1613년(광해군 5) 감교관
으로 이희헌과 윤지미가 참여하여 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신찬벽온방』은 규장각 소장본(보물 제1087-1호), 허준박물관 소장본(보물 제1087-2호)과 동일한 판
본이다. 규장각 소장본 3책은 각기 표지 안쪽에 교서관, 홍문관, 오대산사고에 내린다는 내사기가 있다. 허준박물관과 청주고인쇄
박물관 소장본은 내사기 부분이 결실되었다. 첫 장을 제외하면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임진왜란 직후의 인쇄문화와 의학사에 차지하
는 비중이 큰 책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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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
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4,7,8,10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73호
·수 량 : 6권 6책
·지정일 : 2018. 03. 1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청주시장
·시 대 : 조선시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 二, 四, 七, 八, 十
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Volumes 1, 2, 4, 7, 8 and 10)

권1 권수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줄여서 『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고도 한다. 『능엄경』은 『금강경』, 『원각
경』, 『대승기신론』과 함께 불교 강원의 4교과목의 하나이다. 당나라 반자밀제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원나라 유즉惟則이 여러 선사의 해설
을 모아 10권으로 편찬하였다. 조선 초 『능엄경』은 1401년 남송판을 복각한 대자판본, 1443년 성달생成達生 발문의 전라도 고산 화
암사판花岩寺板, 1461년 을해자 국역본, 1462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국역 목판본이 알려져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1461년(세조 7) 왕이 직접 구결을 달고 김수온, 한계
희, 신미에게 번역을 명하여 교서관에서 을해자와 한글활자로 인쇄한 판본이다.
책의 크기는 35.3×24.5㎝이다.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의 크기는 27.2×20.0㎝, 계선이 있으며, 반엽 9행 17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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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은 백구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판심제는 능엄경楞嚴經이다. 표제는 능엄경이며, 권수제와 권말제는 대불정여래밀인수
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다.
권1에 급남及南이 쓴 수능엄경요해서首楞嚴經要解序가 수록되어 있다. 각 권은 한글 토를 단 원문과 이어 한글 번역문이 쌍행으로 실
려 있고, 권말에 요해要解, 의해義海, 회해會解, 집주集註가 있다. 권10 끝에 어제발御製跋(천순신사구월天順辛巳九月)과 신미信眉의 재자 발문
에 이은 국역문이 있고, 이어 쌍행으로 김수온과 한계희의 발문이 있다. 김수온과 한계희의 발문을 통해 『능엄경』의 간행 배경을 이
해할 수 있다. 대략은 “上亦欣然發大誓願 於六月十一日 復命臣 飜譯楞嚴經 驛召前尙州牧事金守溫於服中 開局於禁苑忠順堂之廡
下…至九月二十三日 乃成 命下校書館印布中外焉상역흔연발대서원 어육월십일일 부명신 번역릉엄경 역소전상주목사금수온어복중 견국어금원충순당지무하… 지구월
이십삼일 애성 명 하교서관끝포중외언 ”

이라 하여 1461년 6월 상중에 있던 김수온을 불러 올려 편찬을 시작하여 그해 9월 23일 교서관에서 간

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간중간 주서로 교정한 흔적이 보인다. 을해자 판본은 다수가 보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고 이미 여러 연구
를 통해 간행 배경과 인쇄문화적 가치, 서지학적 가치가 밝혀진 바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6책은 다른 지정 사례에 비해 권수
도 많고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다.
강민식

he Shurangama Sutra is one of the four essential textbooks used in
Buddhist schools, along with the Geumganggyeong (“Diamond
Sutra”), the Wongakgyeong (“Complete Enlightenment Sutra”) and
the Daeseunggisillon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The
scripture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Sramana Paramiti during Tang
(618-907) and published as a book of ten fascicles with commentaries
by eminent Chan masters by Weize in Yuan China. This particular
book in the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s collection consists of
the text translated into Korean by Kim Su-on, Han Gye-hui and Sinmi
and the notations in the Gugyeol system made by King Sejo (r. 14551468). It was printed in 1461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 of
Joseon) using the Eulhae moveable types together with types of the
newly invented Korean alpha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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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압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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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압각수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5호
·수 량 : 1주

淸州 鴨脚樹
Apgaksu Gingko Tree, Cheongju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15
·소유자 : 청주시

청주 압각수는 청주 시내 중앙공원에 위치한 900살로 추정되는 은행나무이다.
압각수는 은행나무의 다른 이름 중 하나로, 은행나무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란 설과 혹은 나무 뿌리가 물오리발처럼 발가락 사이가 붙어있어 생
겼다는 주장에 의해 오리를 뜻하는 압鴨과 다리를 뜻하는 각脚을 써서 명명 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1390년(공양왕 2) 이초李初의 난 때 이색李穡 등 10여
명이 청주 감옥에 갇혔는데 이 때 큰 홍수를 만나 이를 피해 청주 압각수에 올라
화를 면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이들의 죄가 없음을 하늘이 증명하는
것이라 여겨 이들을 석방했다고 한다.
청주 압각수는 높이가 30m, 둘레가 8m으로 현재 줄기 중심부의 일부가 썩어
충전재를 메워준 자국이 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만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힘
겹게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성한 가지와 잎을 가지고 있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매우 아름답게 드는 등 청주시민들의 주요 휴식공간인 중앙공원
의 주요 상징물로 여겨지고 있다.
청주 압각수는 이색李穡 등과 관련된 일화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나무이며,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온 나무로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
박봉주

The Apgaksu Gingko Tree in Cheongju located in Cheongju Central Park is
thought to be about 900 years old. Apgaksu is a nickname for a gingko tree in China
coined by combining the Chinese characters “ap” (meaning “duck”), “gak”
압각수 아래서 기념촬영(1944년)

(meaning “leg”) and “su” (meaning “tree”) because the leaves of the gingko tree are
said to resemble duck feet. It is said that group of ten or more high-ranking officials
including Yi Saek (penname: Mogeun) who were imprisoned in 1390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Gongyang of Goryeo) after being falsely incriminated were able to
avoid a flood by climbing up into this tree. It is now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for its historical and biologic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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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hrine was erected in 1766 for Song Sang-hyeon (15511592; pen-name: Cheongok), who was killed in action while
defending Dongnaeeupseong Walled Town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1598. It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hipped-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measuring 3 kan* by 2 kan. His tomb and stele are located nearby.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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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충렬사
淸州 忠烈祠
Chungnyeolsa Shrine,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6호
·면 적 : 10,164.0㎡
·지정일 : 1977. 12.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상로 18번길 44
·소유자 : 여산송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충렬사忠烈祠는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1766년(영조 42)
에 부조묘不祧廟[조상 가운데 중요한 인물을 대수와 상관없이 영원히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로 창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2001년 새로이 사당을 갖추어 제향祭享을 지내고 있다.
임진왜란 발발 후 동래부사 송상현은 길을 빌려달라는 왜적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전을 거듭하다 성이 함락되며 순절
하고 말았다. 순절 후 동래읍성 바깥에 임시 매장되었는데 1595년(선조 28) 장남 송인급宋仁及이 조정에 청하여 묘소를 동
래에서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송상현의 순절로 신하를 의심하던 선조를 깨우칠 수 있었고, 왜와 합심하여 명을 친다는 명나라의 의구심도 떨칠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신하를 파견하여 치제致祭하였고,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주청에 따라 1766년 부조묘
를 세우게 되었다.
충렬사는 앞면 3칸, 옆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기와집이다. 내부는 통칸 마루방에 3개의 분합문分閤門을 달고 앞퇴
를 두었다. 마당 앞에는 출입문인 삼문을 두고 담장을 둘러 보호하고 있다. 1980년 크게 고친 후, 새로운 사당 신축계획을
마련하여 1996년부터 공사에 착공하였다. 2001년에 인근 부지를 확장 정비하고, 전시관과 사당을 신축하였다.
새로이 마련한 사당은 삼문을 들어서면 삼도三道로 사당과 연결된다. 신 사당은 앞면 3칸, 측면 2칸 크기이다. 사당 안
에는 최근 후손들이 마련한 영정을 모시고 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개전과 동시에 동래읍성을 지키다 순절한 송상현과 관련한 유적으로 전형적인 부조묘 형식을 유지
하고 있다. 사당 입구의 충렬문과 가까이 위치한 묘소와 신도비 등과 함께 임진왜란 관련 인물의 사적으로서, 지역 유력
가문의 뿌리를 이해하는 귀중한 문화재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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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표충사

기념물

淸州 表忠祠
Pyochungsa Shrine,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7호
·면 적 : 2,436.6㎡
·지정일 : 1977. 12.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로 53번길 9
·소유자 : 유도회
·시 대 : 조선시대

표충사는 원래 삼충사三忠祠라 하여, 1728년(영조 4)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인좌李麟佐 등이 난을 일으켰을 때 순절한 충청병사
이봉상李鳳祥, 영장 남연년南延年, 비장 홍림洪霖을 기리기 위해 1731년 세운 사당으로, 1736년 사액賜額되었다.
1728년 이인좌 등이 주동하여 무신란戊申亂을 일으켰다. 같은 해 3월 15일 상여에 무기를 감추고 청주로 진입한 반군은 야음을 틈
타 읍성문을 열고 병영에 돌진하였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이봉상과 이를 막으려는 홍림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끌려온 남
연년도 적을 꾸짖다 순절하였다. 조정에서는 순절 3충신을 기려 읍성 북문 안쪽에 삼충사를 세웠다. 대원군이 전국의 원우를 훼철할
때도 온전히 보존되었다.
1939년 청주 도심을 확장하면서 표충사를 열녀 해월의 묘소가 있던 곳으로 이전하였다. 해월은 홍림의 비첩으로 유복자를 앙태하여
홍림을 따라죽지 못하고 있다가 아들을 낳았으나 7세 때 죽자 따라 죽었다. 열녀문도 표충사와 함께 이전하였고 해월의 묘는 보다 동쪽
와우산 기슭으로 이장하였다.
표충사는 삼문을 들어서면 앞면 3칸, 옆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사당이 있다. 사당의 동쪽으로 1731년에 세운 삼충사사적비
三忠祠事蹟碑와 기해월열녀문妓海月烈女門이 자리한다. 삼문 앞에는 1942년에 세운 표충사이건사실비表忠祠移建事實碑가 있다.

1728년에 발생한 무신란은 붕당정치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영조는 난을 수습하며 탕평책을 실시하여 친위세력을
육성하였고, 지역에서는 난에 가담했던 세력과 진압세력으로 나누어 세력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18세기 초 우리 역사의 커다란 전
환점을 마련한 무신란의 주 무대인 청주의 대표적인 관련 유적으로 주목된다.
강민식

This shrine (aka Samchungsa) was erected in 1731 to commemorate local military governor Yi Bong-sang and his officers Nam
Yeon-nyeon and Hong Rim, who were killed in action while fighting rebels led by Yi In-jwa in 1728. Following the suppression of the
rebels, King Yeongjo (r. 1724-1776) adopted a policy of impartiality (tangpyeongchaek) to prevent factional disputes, and the country’s
history took a different direction. As such, the shrine has received attention as a historic site associated with such a turn of history. It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measuring 3 kan* by 2 kan. A stele for the construction of Samchungsa
Shrine set up in 1731 is located to the east of this shrine, while a stele concerning the movement of Pyochungsa Shrine set up in 1942 is
located in front of the main gat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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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곽예 묘소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20호
·면 적 : 933.8㎡

淸州 郭預 墓所
Tomb of Gwak Ye, Cheongju

·지정일 : 1977. 12.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20-17
·소유자 : 현풍곽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고려 후기의 문신 연담 곽예(蓮潭 郭預, 1232〜1286)의 묘소이다.
청주 곽예 묘소는 본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리에 있던 것을
1975년 국토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금 위치로 옮겼다.
곽예는 본관은 청주이고 자는 선갑先甲, 호는 연담으로 1255년(고종 42) 문과
에 장원급제하여 첨사부녹사詹事府錄事·국자감대사성國子監大司成·감찰대부監察大夫
등의 관직을 지냈다. 고려 원종 때 왜구 침범을 꾸짖고 납치해간 고려인의 송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충렬왕 때 원나라 황제의 생
일 축하사절단으로 원나라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별세하였다. 사람됨이 강직하고
소박하여 높은 지위에 이르러서도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글을 잘 짓고 글
씨에도 능하여 독특한 서체를 이루어 당대의 명필가로 이름이 높았다. 곽예 작품
의 일부는 『동문선東文選』에 전한다.
곽예 묘소의 봉분 규모는 390×150㎝이다. 앞에 상석과 2개의 묘비가 있고,
좌우에 문인상이 있다. 묘비의 글은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炫이 지었다.
묘소의 아래쪽으로 약 50m지점의 산 입구에 1884년(고종 21)에 세운 곽예 신
도비가 있다. 곽예 신도비는 사각형의 받침돌과 팔작지붕의 덮개돌을 얹은 형태이
다. 신도비의 전체 높이는 230㎝이고, 비신의 높이는 176㎝이다. 비문은 김복한金
福漢이

짓고 오영근吳英根이 글씨를 썼다. 신도비의 비문은 『청주시지-상』(1997)에

실려 있다. 1980년에 곽예의 시인 「감도해感渡海」를 새긴 연담시비蓮潭詩碑를 곽예 신
도비 앞에 세웠다. 묘소의 좌측 아래에 곽예의 사당인 청원사淸原祠가 있다.
신호철
신도비

Gwak Ye (1232-1286), a civilian official of the late Goryeo Dynasty, earned fame as a calligrapher with a unique writing style. Some of
his handwritings are contained in Dongmunseon (Selected Writings of the Eastern Kingdom). His tomb comprises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two tombstones, and a stone statue of a civil official. The stele erected to Gwak Ye in 1884 stands below the tomb at the
entrance to the mountain. In 1980, a monument inscribed with his poem 「Gamdohae」 was set up next to the stele. Cheongwonsa Shrine,
also established to commemorate him, is located near the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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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척화비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23호
·수량｜높이 : 1기｜108㎝

淸州 斥和碑
Anti-appeasement Stele, Cheongju

·지정일 : 1978. 10. 2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척화비는 1866년(고종 3)의 병인양요와 1871년(고종 8)의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끈 흥선
대원군이 온 백성에게 서양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고자 1871년 4월부터 서울과 전국
의 교통요지에 세운 비석이다. 청주 척화비도 이때에 세운 것이다.
청주 척화비는 원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신충구申忠求의 집 앞 길가의 하수구
뚜껑으로 있던 것을 1976년 2월 29일에 정찬일鄭燦日이 발견해 현재 위치에 옮겨 놓은 것이
다. 2단의 받침돌을 쌓고 그 위에 비신을 세웠는데, 비신은 윗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남아
있는 부분의 규모는 47×108×20.5㎝이며 다소 거친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풍화가 심하여
상태가 좋지 못하다.
척화비는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 때에 청군淸軍이 개입해 대원군을 청나라에 납치해
가고 고종이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틈을 탄 일본공사의 요구로 모두 철거되었다. 청주 척화
비도 이 때 철거당했는데,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듯 윗부분은 떨어져 나갔으며, 떨어져
나간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비문의 상태는 1행의 첫 글자인 ‘양洋’자와 2행의 첫 글자인 ‘즉則’자, 그리고 3행의 첫 글
자인 ‘계戒’자가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청주 척화비의 비문의 내용은 모두 3행으로, 1행과 2행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
우지 않으면 곧 화친하는 것이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非
戰, 則和 主和賣國]라고 새겨 있으며, 3행은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우리들 자손만대에 경계
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우다”[戒我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호철

This is one of a number of steles erected across the country after April 1871 by Heungseon Daewongun, the father of King Gojong,
to warn the people of the Western powers’imperialist designs, after he repelled the French and American fleets that invaded the national
territory in 1866 and 1871, respectively, while serving as regent in the early days of his son’s reign. Heungseon Daewongun was later
abducted to Qing China by Chinese troops who intervened in the military mutiny of 1882, and all of these steles were removed at the
request of a Japanese minister later. This stele was rediscovered in February 1976 by Jeong Chan-il, who noticed that it was being used
as a sewage cover in front of Sin Chung-gu’s house and had it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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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손병희 생가

기념물

淸州 孫秉熙 生家
Birthplace of Son Byeong-hui,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30호
·면 적 : 39,734.7㎡
·지정일 : 1979. 09. 29.
·소 재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234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일제강점기

청주 손병희 생가는 구한말 동학자이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인 손병희(孫
秉熙, 1861〜1922) 선생이 태어나고 동학에 입교하기 전 22세까지 살던 생가를 복원한 가옥
으로, 손병희 선생 유허지 내에 있다.
손병희의 본관은 밀양密陽, 초명은 응구應九로 1861년(철종 12) 4월 8일 현재의 충청북도 청
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 대주촌大周村에서 태어났다. 의암義菴은 도호道號이고 일본 망명 때는
이상헌李祥憲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1882년(고종 19) 22세 때 동학(후에 천도교)에 입문하
여,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10만의 민중을 이끌고 충청도와 경상도에서 관군과 싸웠으며,
1897년에는 동학의 3대 교주가 되었다. 1904년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였고, 1907년에 귀국하
여 천도교天道敎라 개칭하고 교세확장에 힘쓰다가 경술국치 이후 보성전문학교와 보성중학교를
천도교 명의로 인수하여 인재양성에 힘썼다. 1919년 천도교 측의 대표로 3.1운동의 주축이 되
어 민족대표 33인의 필두로 독립을 선언하였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된 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
역 중 보석으로 풀려나 상춘원에서 요양 중 병으로 돌아가셨다.
선생이 태어난 생가는 一자형의 안채와 헛간채가 직교하여 배치되고 각각 토석혼축에 외椳
를 얹은 담장이 둘러싼 구성을 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 목조초가집이다. 평면

청주 손병희 생가 옛모습 (1960년대, 1975년)

은 온돌방이 3개이고 부엌 그리고 방 앞에 마루로 구성되고 있다. 기둥은 두리기둥이고 문은
세살문으로 되어 있다. 생가 주변은 1971년 고증을 거쳐 원형대로 해체보수 정비하였으며
1978년에는 담장을 다시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가 부근 야산에는 1961년 탄생 100
주년을 맞아 건립한 유허비가 있다. 손병희 선생 유허지에는 생가와 유허비 이외에도 의암영
당, 의암기념관, 동상, 관리사 등이 있어 애국교육 및 참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주 손병희 생가는 동학자이자 3.1운동 민족대표 손병희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유허지에
복원한 지역의 민가형식으로 학술적인 가치와 애국교육의 생생한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손병희선생 장녀와 생가(1978년)

손태진

This is the birthplace of Son Byeong-hui (1861-1922), a Donghak philosopher and one of the thirty-three people who started the
March 19 Independence Movement. Son lived in this house, which was restored in 1971, until the age of 22. A wooden structure with a
thatched roof measuring 4 kan* by 1.5 kan, it comprises three rooms with under-the-floor heating (ondol) and a kitchen. The wall was
restored in 1978. The restored house exhibit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a private house of the regio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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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면 적 : 1,727.6㎡
·지정일 : 1984. 12. 31.

Monument to the Loyalty and Filial Devotion of
the Anjeong Ra Clan, Cheongju

충신문 편액

삼효문 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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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40호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110-1
·소유자 : 안정라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퇴수헌 라사종(退修軒 羅嗣宗, 1440~1491)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신문과 그의 아들 라운걸(羅云傑, 1456~1493)과 손
자 라빈(羅濱, 1473~1495), 라린(羅潾, 1475~1495) 세 부자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삼효문이다. 라사종은 1491년(성종 22)
여진족을 막다 전사하였고, 라운걸과 라빈·라린 형제도 부친의 원수를 갚지 못하자 삼년상을 마치는 날 자결하였다. 1638년(인조
16)에는 라사종의 충신 정려가, 1717년(숙종 43)에는 라운걸 세 부자의 삼효 정려와 라사종의 벼슬과 충정忠貞 시호가 내려졌다.
라사종은 본관이 안정安定, 자는 광원光遠, 호는 퇴수헌이다. 1486년(성종 17) 경흥부사慶興府使가 되어 여진족의 침입을 막다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나라에서 병조판서에 추증하고 시호를 내렸다.
라사종의 아들 라운걸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백의종군하였으나 적의 목을 아버지 영전에 바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삼년상
을 마치고 자결하였으며 이후 호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라운걸의 아들 라빈과 라린 형제도 여진 정벌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
자 아버지 삼년상을 마치고 자결하니 3세대가 모두 기일이 같다.
삼세충효문은 안정라씨 사당인 홍양사鴻陽祠 경내에 있다. 삼문 안쪽에 홍양사 사당이 있고 앞쪽 뜰에 홍양사묘정비, 그리고 안정
라씨 삼세충효비가 있다. 서쪽에 강당 건물이 있고, 동쪽에 삼세충효문이 나란히 있다.
라사종 충신문은 1638년에 정려된 사방 한 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삼효문은 1717년 정려된 사방 한 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둘
모두 1972년 중수하였다. 삼효문에는 라운걸의 편액과 두 아들의 편액이 위, 아래로 걸려있다.
청주 안정라씨 삼세충효문은 조선 전기 성종 때 순절한 충신 라사종과 그의 아들 라운걸, 손자 라빈·라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여진족을 막다 순절한 라사종의 뒤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모두 목숨을 끊어 당대 충효의 선례를 남겼다. 기본 양식에 충실
한 충신, 효자 정려로 3세대에 걸친 충효의 드문 사례이다.
강민식

Ra Sa-jong (1440-1491), who served as Magistrate of Gyeongheung, was killed in action while attempting to repel Jurchen invader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1469-1494). His son Un-geol (1456-1493) and grandsons Bin (1473-1495) and Rin (1475-1495)
committed suicide, lamenting the death of their father and grandfather. This monument was set up to commemorate their loyalty and
filial p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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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항서원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42호
·면 적 : 864.8㎡

淸州 莘巷書院
Sinhangseowon Confucian Academy, Cheongju

·지정일 : 1984. 12.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115-8
·소유자 : 유도회
·시 대 : 조선시대

청주를 대표하는 신항서원莘巷書院은 1570년(선조 3) 경연慶延·박훈朴薰·김정金淨·송인수宋麟壽를 제향하기 시작하여 모두 9분의
선현을 모시고 있다. 서원은 강당인 계개당繼開堂과 사당인 구현사九賢祠, 묘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항서원은 1570년 창건 이후 1642년(인조 20) 다시 고쳐 지으면서 한충韓忠을 추향追享하였다. 또한 1650년(효종 1)에는 송상현宋象
賢·이득윤李得胤을 추향하고 1656년(효종 7) 이이李珥·이색李穡을 추향하여 현재 9분을 제향祭享하고 있다. 처음 이곳 지명을 따라 유정

서원有定書院이라 하였다가, 1660년(현종 1)에 사액賜額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다. 1665년(현종 6) 이이를 독향獨享하고 나머지 인
물을 배향配享하는 문제로 위차[위패를 놓는 순서]시비가 일어 지역 노론과 반대 세력이 크게 충돌하였다. 이후 송준길의 의견을 채용하
여 이이를 동벽 첫 순위에 두었다. 1871년(고종 8) 훼철되었다가 1892년(고종 29) 복구가 허락되어 1904년(광무 8) 복설하였고 1957
년 다시 세웠다.
신항서원이라 편액된 삼문을 들어서면 앞쪽에 묘정비가 있다. 묘정비는 1685년(숙종 11)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烈이 찬하고, 서원현감
西原縣監 조형기趙亨期가 쓰고 영의정 김수항金壽恒이 전액을 썼다.

묘정비 뒤로 앞면 5칸, 측면 2칸 크기의 강당인 계개당이 있다. 강당 뒤로 다시 삼문을 지나 앞면 3칸, 측면 1칸 크기의 사당인
구현사가 위계를 이루며 자리한다.
신항서원은 청주를 대표하는 서원이다. 1570년 창건한 이후 여러 차례 추향과 사액, 위차 시비를 거쳐 아홉 분의 성현을 모신 서
원으로 훼철과 복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처음 지역의 사림과 명망가를 모신 서원으로 출발하여 점차 노론계 서원으로 자리
잡았다. 추향과 위차 시비를 통해 노론계 서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강민식

Sinhangseowon is a representative Confucian Academy of
Cheongju. After its construction in 1570 in the Joseon period,
it came to acquire the mortuary tablets of nine conspicuous
ancestors (Gyeong Yeon, Bak Hun, Kim Jeong, Song In-su,
Han Chung, Song Sang-hyeon, Yi Deuk-yun, Yi I, and Yi
Saek). It is composed of Gyegaedang Lecture Hall, Guhyeonsa
Shrine, and a stone monument.

신항서원 석전대제(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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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정비와 강당(계개당)

구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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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송상현 묘소 및 신도비
淸州 宋象賢 墓所 및 神道碑
Tomb and Stele of Song Sang-hyeon,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66호
·면 적 : 5,342.9㎡
·지정일 : 1984. 12.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산 1-32
·소유자 : 여산송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순국한 천곡 송상현(泉谷 宋象賢, 1551〜1592)의 묘소와 신도비이다. 본래 부산광역시 동래東萊에 있던 것을 1610
년(광해군 2)에 지금 위치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에 있는 충렬사忠烈祠의 뒷산으로 옮긴 것이다.
송상현은 본관이 여산礪山이고 호는 천곡, 시호는 충렬忠烈이며 15세에 승보시陞補試에 장원하고 20세에 진사가 되었다. 1576년
(선조 9)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다가, 1583년(선조 16)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거쳐 예조·호조·공조의
정랑正郎이 되었다. 이듬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1591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동래부사東萊
府使가 되었고 왜적이 침입해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방비를 굳게 하고 선정을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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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선조 25)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14일 부산진성을 침범한 왜군이 동래성으로 밀어닥쳤을 때 적군이 남문 밖에
서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으면 길을 빌려라[戰則戰矣 不戰則假道]”고 하자, 동래부사인 송상현은 “싸워 죽기는 쉬
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戰死易 假道難]”라고 하여 항전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 뒤 적군이 동래성을 포위하여 전투가 시작되
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항전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당하자 조복朝服을 갖춰 입고 단정히 앉은 채 순국하였다. 왜장인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그의 충렬을 기려 동문 밖에 장사지내 주었다 한다. 이후 송상현은 이조판서·좌찬성에 추증되고, 부산의 충렬
사·개성의 숭절사崇節祠·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 및 충렬묘忠烈廟·고부의 정충사旌忠祠 등에 제향되었다.
묘역은 상석·문인석·망주석·자명등·묘비 등을 갖추고 있다. 송상현 신도비는 묘소로부터 약 250m 아래 진입로 옆에 있으
며, 1659년(효종 10)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사각형 받침대 위에 비신을 세우고, 덮개돌을 얹은 형태이다. 비신의 규모는 90×
280×26㎝이고 1980년에 보호각을 세웠다.
송상현 신도비의 비문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이 짓고 동춘 송준길同春 宋浚吉이 글씨를 썼으며, 비의 제목인 두전頭篆은 서곡 이정
영西谷 李正英이 썼다. 신도비의 비문은 『청주시지-상』(1997)에 실려 있다.
신호철

Song Sang-hyeon (1551-1592; penname: Cheongok) was serving as the magistrate of Dongnae at the tim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of 1592-1598. On April 14, 1592, Japanese troops arrived at Dongnaeseong Fortress and asked him to surrender, saying,
“Fight if you want to fight, and clear the way if you don’t want to fight!”Though his troops were greatly outnumbered, he flatly refused,
answering, “It’s easy to fight and die, but it’s difficult to clear the way for you,”and fought the invaders to the end. Upon the fall of the
fortress, he committed suicide while sitting neatly dressed in his official robe. His tomb comprises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a stone statue of a civil official, a pair of stone posts, a stone lamp, and a tombstone. The Stele for Song Sang-hyeon, which was erected
in 1659, is situated about 250m from the t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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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주

청주 최명길 묘소
淸州 崔鳴吉 墓所
Tomb of Choe Myeong-gil,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68호
·면 적 : 1,600㎡
·지정일 : 1984. 12.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율리 253-3
·소유자 : 전주최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중기 문신 최명길(崔鳴吉, 1586〜1647)의 묘소이다.
최명길은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자는 자겸子謙, 호는 지천遲川·창랑滄浪이다. 일찍이 이항복李恒福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605년(선조 38)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1614년(광해군 6) 폐모廢母사건에 연루되어 파면되었으며, 그 뒤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이 되어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청나라와의 강화講
和가

불가피함을 역설하여 이로부터 강화가 논의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일찍부터 척화론斥和論 일색의 조정에서 홀로 주

화론主和論을 펴 극렬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결국 정세가 결정적으로 기울어져 다음 해 정월 인조가 직접 나가 청 태종에게 항
복하였다. 청나라 군대가 물러간 뒤, 그는 우의정으로서 흩어진 정사를 수습하는 데 힘을 쏟았다. 1640년(인조 18) 사임했다가
1642년 가을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이후 조선의 반청反淸적인 움직임이 알려져 청나라에 불려가 있다가 1645년(인조 23)에
귀국하여 계속 인조를 보필하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성리학과 문장에 뛰어나 일가를 이루었으며, 저서로 『지천집遲川集』과 『지천
주차遲川奏箚』 등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최명길의 묘역 안에는 3기의 봉분이 있는데 이 중,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최명길의 묘소이다. 봉분 주위에 높이 20〜50
㎝의 화강암으로 된 호석護石을 둘렀고, 묘 앞에 상석床石과 묘표墓表가 있다. 상석의 규모는 170×96×29㎝이며, 묘표의 규모는
54×134×15㎝이다. 묘표는 남구만南九萬이 글씨를 썼다. 상석 앞에 배열된 망주석과 문인석은 화강석으로 높이 160㎝ 정도이
며 약간 마모되었다.
묘 앞 500m 지점에는 숙종 때 세운 최명길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의 규모는 비신 106×268×36㎝이고 전체높이 4m의 대형
비석이다. 최명길 신도비는 묘소와는 별도로 1980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되었으며, 1978년에 보호각을 세웠다.
신호철

Choe Myeong-gil (1586-1647; penname: Jicheon), a civilian official in the mid-Joseon period, was well versed in neoConfucianism and excell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He wrote such books as Jicheonjip (A Collection of Jicheon’s Writings)
and Jicheonjucha (Written Appeal to the King). He was posthumously granted the honorary title of Munchung. His tomb,
situated at the center of three tombs, comprises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a tombstone, a pair of stone posts,
stone statues of civil officials, and a stele erected in his honor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r. 1724-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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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주

청주 영조 태실
淸州 英祖 胎室
Placenta Chamber of King Yeongjo,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69호
·면 적 : 1,600㎡
·지정일 : 1984. 12.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 산 6-1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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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의 태胎를 봉안한 태실이다. 영조는 숙종의 아들로 1694년(숙
종 20) 9월 13일에 숙빈최씨의 몸에서 태어나 1등 태봉인 이곳에 안태安胎
되었는데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 왕실의 예에 따라 1729년(영조 5)에 태실
을 개봉축改封築하여 석물로 가봉加封하였다. 『충청도읍지』에는 이 태실이 지
금의 낭성면 무성리인, 청주에서 동쪽으로 20리 떨어진 청주목 산내일동
면 무쌍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실의 형태는 공주에 있는 숙종의 태실을 모방하여, 중앙에 2단으로
대석을 놓고 그 위에 구형의 태실석胎室石을 놓았다. 밑으로 사다리꼴 형태
의 전석을 둘러 8각을 만들고 8각의 모서리에 우주석을 세웠다. 8면의 중
앙에는 사각의 석주를 세운 뒤 육각의 장대석을 가로 얹은 돌난간을 둘렀
다. 태실 앞에는 귀부龜趺와 비신을 세우고, 이수를 갖춘 태실비를 세웠다.
비신의 앞면에는 “主上殿下胎室주상전하태실”라고 쓰여 있고, 뒷면에는 “雍正
七年十月十四日建옹정7년10월14일건”라고 쓰여 있다.
영조태실은 나라에서 8명의 수호군을 두어 관리하였으나, 1928년에 일
제의 조선총독부가 전국에 있는 태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구실로 태항
아리만 꺼내어 서울 창경궁으로 옮기면서 크게 파손되었다. 그 후 태실 자
리에는 민간의 묘가 들어섰고, 태실비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로 옮겨 세웠
다. 1982년 청원군에서 지붕돌이 없는 상태로 태실을 복원하였다.
또한 영조태실의 조성경위와 제반 사항을 소상하게 기록한 『영조태실석
난간조배의궤英祖胎室石欄干造排儀軌』가 남아 있어 태실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
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2016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1-11호’로
지정되어 영조태실과 함께 그 가치를 인증받았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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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석주 조각

The placenta chamber of King Yeongjo (r. 1724-1776) was placed here in Cheongju one
year after his birth on September 13, 1694 as the fourth son of King Sukjong and Consort
Suk of the Choi clan. With his ascension to the throne, the placenta chamber was sealed in
stone, and additional stone structures were built around the chamber in 1729 according to the
royal protocol. The ball-shaped stone casket containing the placenta stands on a two-tier
platform at the center of the placenta chamber. The platform is surrounded by eight
octagonal cornerstones with handrails, with eight rectangular boy statues between the
cornerstones. The chamber, along with Taesil gabong uigwe (Record of the Additional
Sealing of King Yeongjo’s Placenta Chamber) (Treasure No. 1901-11), is regarded as a
precious historical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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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박광우 묘소
淸州 朴光佑 墓所
Tomb of Bak Gwang-u,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71호
·면 적 : 400㎡
·지정일 : 1987. 03.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수대리 산 73-1
·소유자 : 상주박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중기 문신 박광우(朴光佑, 1495〜1545)의 묘소이다. 본래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오산리에 있었던 것을 1977년 현재의 위
치로 옮겼다. 현재 박광우 묘소에는 봉분 바로 앞에 상석이 있고, 왼쪽에 1687년 송시열이 지은 묘표가 있다. 또 상석 앞에는 문인
석과 동자석 및 망주석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근래에 조성한 박광우 사적비와 장명등이 있다.
박광우는 본관은 상주尙州이고, 자는 국이國耳이며, 호는 필재畢齋·잠소당潛昭堂,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오산
리에서 태어났으며, 1525년(중종 20)에 문과에 급제하여 재령군수載寧郡守·강릉부사江陵府使·사간司諫·지제교知製敎 등을 역임하였
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였다고 한다.
묘소를 이장할 때 나온 관곽과 유물은 일괄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6호(1982. 12. 17.)로 지정되었다. 관곽은 향나무로 되어 있으
며 내외의 이중 관으로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상광하협上廣下狹의 전형적인 형태로 거의 썩지 않은 완형이다. 내관에는 바닥 크기에 알
맞게 판자를 깔았는데 구멍 7개를 불로 뚫은 칠성판七星板이 있다. 시신의 발밑에서는 청동방울 7개와 백자소호가 출토되었다. 이는
조선 전기에 유행하던 부장명기로 추정되는데 연꽃봉우리 모양의 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으나 제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박광우 묘소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묘제로서 묘소를 이장할 때 나온 관곽과 유물 등 민속자료와 함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신호철
The tomb of Bak Gwang-u (1495-1545; penname: Piljae), a civilian 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from Osan-ri, Jori-myeon, Paju-si, Gyeonggi-do in 1977. It comprises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stone statues of a
civil official and a boy, and a pair of stone posts. The epitaph inscribed on the tombstone was written by Song Si-yeol, who served as
Personnel Administration Minister and Vice Premier, in 1687. The stele for Bak Gwang-u and the stone lamp were set up quite recently.
The wooden coffin and relics found at the time of the tomb’s relocation were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Folk Material No. 6 on
December 17,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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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Ran is known as the progenitor of the Cheongju Han Clan. It is
said that he was designated as a meritorious retainer for providing food
to the troops led by King Wanggeon, the founder of the Goryeo Dynasty,
while they were passing through Cheongju to conquer the Later Baekje
Kingdom.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tomb has changed frequently, but
it still comprises not only a tombstone and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but also stone statues of a civil official and a dragon horse
which were erect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ojong of Joseon. The
Stele for Han Ran, erected in 1768, stands 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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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란 묘소 및 신도비
淸州 韓蘭 墓所 및 神道碑
Tomb and Stele of Han Ran,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72호
·면 적 : 600㎡
·지정일 : 1987. 03.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산18
·소유자 : 청주한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고려의 개국공신인 청주한씨의 시조 한란韓蘭의 묘소와 신도비이다. 한란의 원래 묘는 1659년(효종 10)에 노봉盧峯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1690년(숙종 16)에 봉분을 복원하였다고 전한다. 현재 남아있는 한란 묘소는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된 것이지만 묘비와 상석 등이 현존하고 효종 때의 문인석과 용마석龍馬石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고려 초
기 한란 묘역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묘소 바로 아래에는 1768년(영조 44)에 세운 한란의 신도비가 있다. 한란 신도비는 후손인 좌의정 한익모韓翼暮가 찬하
고 형조판서 한광회韓光會가 글씨를 썼으며, 두전頭篆[비석 몸체의 머리 부분에 돌려가며 쓴 글씨]은 좌윤 한덕필韓德弼이 썼
다. 한란 신도비에는 한란의 사적 및 조선 후기까지의 청주 한씨에 대한 내력이 새겨 있는데, 비문은 『청원군지-하』
(1993)에 실려 있다.
한란은 청주 한씨의 시조로 후삼국시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를 지날 때 고려군사에
게 군량미를 제공하는 등의 공을 세워 고려 개국공신이 되었다고 한다. 청주 한씨는 신라 말 고려 초기 청주의 유력한 토
착 호족세력 중의 하나로, 청주의 토성土姓이다.
한란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운동로에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9
호로 지정된 청주한씨 시조제단비가 있다. 한란 묘소와 신도비, 청주한씨 시조제단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곳 일대
가 고려 초기 청주한씨의 본래 세력 근거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호철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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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체화당사 및 사적비
淸州 棣華堂祠 및 事蹟碑
Chehwadangsa Shrine and Stele, Cheongju

기념물

·종 목 : 기념물 제73호
·면 적 : 500㎡
·지정일 : 1987. 03. 3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산 69-2
·소유자 : 교화노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중기 선조 때 선비인 교하노씨交河盧氏의 4형제 노계원盧系元·노준원盧俊元·노종원盧從元·노일원盧一元의 위폐를 모신 사당과 사
적비이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기록에 따르면 서애 류성룡西厓 柳成龍이 영남에 갔다가 상경하는 길에 4형제를 찾아가 만나보고 그들
의 남다른 우애와 효성이 지극한 것에 감탄하여 선조에게 말씀드리니 선조가 친히 ‘체화당棣華堂’이란 글씨를 써서 그 집에 걸도록 하
였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때 집이 소실되어 1701년(숙종 27)에 후손들이 남일면 가산리에 사당을 세우고 체화당사라고 이름하였으며, 1719년
(숙종 45)에는 그 옆에 체화당 사적비를 건립하였다. 사당은 1813년(순조 13)과 1850년(철종 1)에 중수하였으나 1871년(고종 8)에
철폐되었다. 그 뒤 1967년에 후손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 사당을 다시 짓고 사적비도 옮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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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당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전면 반 칸은 외진으로 구성하고, 외진칸 상부에는 퇴보를 걸치
고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였다. 2단의 높은 기단 위에 8각으로 가공된 다듬은돌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이익
공 형식이며, 가구형식은 2고주5량가이다.
사당 앞에 있는 사적비는 1719년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이우겸이 짓고 성영이 썼다. 방형의 받침석 위에 비신을 올렸으며 그 위
에 구름문을 조각한 덮개돌을 얹었다.
사당 건물은 건립된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사적비를 통하여 현대인에게 효우孝友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가
치가 있다.
김형래

Chehwadangsa Shrine houses the mortuary tablets of four brothers of the Gyoha No clan (i.e. No Gye-won, Jun-won, Jong-won,
and Il-won) who were scholar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According to Jeungbo munheon bigo (Supplemented Edition
of the Reference Compilation of Documents and Institutions on Korea), their brotherhood and filial piety set an example for others to
follow. Upon hearing their story, King Seonjo (r. 1576-1608), presented the family with a hanging board inscribed with three
characters, Chehwadang (棣華堂; meaning “the house of love between siblings”), written by himself. The shrine measures 3 kan* by 1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The stele in front of the shrine was erected in 1719, and features an epitaph composed by Yi
U-gyeom and written by Seong Yeong. The shrine also serves as a marker of our ancestors’deep brotherly lov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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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정
淸州 方井
Bangjeong Well,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84호
·면 적 : 156㎡
·지정일 : 1990. 12. 14.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93번길 56
·소유자 : 청주한씨 종중
·시 대 : 고려시대

청주한씨의 시조인 한란韓蘭이 살던 마을에 있던 우물이다. 무농정에서 약 200m 떨어진 청주한씨 종중회관이 있는 골목 안쪽에
있다.
한란이 이곳에 살면서 음료와 용수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전설에 의하면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한
란이 제수를 마련하여 사흘 동안 기도를 드리다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 이때 북쪽에서 장수가 나타나 창끝으로 땅을 찌르니 맑은 물
이 콸콸 흘러 나왔다. 너무 기뻐 소리치다 깨어난 후 꿈속에 보이던 곳을 파보니 땅속에서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한란은 문중 사람들과 합심하여 이곳에 네모꼴로 큰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가두었는데 이후부터는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거나
줄지 않았다고 하며, 이때부터 이곳을 네모난 우물이 있는 곳이라 하여 ‘방정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을
토벌하고 이곳을 지나다 10만 군사에게 이 우물의 물을 먹였는데 부족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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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릿돌

방정의 형태는 화강석재를 다듬어 정두井頭를 만들고 그 상석에 방정이라 각자하였으며, 뒷벽은 막돌쌓기로 둥글게 축대를 돌리
었다. 방정 오른편에 방정교方井橋라고 음각된 다릿돌이 남아 있다. 이 다릿돌은 153.5×21㎝의 잘 다듬은 한 개의 돌로, 방정과 관
계하여 방정교라는 작은 돌다리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주한씨 종중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으며, 1988년 우물 보호를 위해 뚜껑과 담장을 새로 정비하였다. 비록 전설로 전해져 오고
있기는 하나 청주를 본관으로 하는 대표적 성씨인 한씨 시조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우물이다.
조혁연

Bangjeong Well is located in a village where Han Ran, the founder of the Cheongju Han clan, used to live. It is said that it was used
to provide water to 100,000 troops of King Taejo (r. 918~943) of Goryeo during one of his campaigns. A granite stone inscribed with
the name Bangjeong remains intact, and a stepping stone inscribed with the word bangjeonggyo (Banbjeong Bridge) in Chinese
characters can be seen beside th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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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농정

기념물

淸州 務農亭
Munongjeong Pavilion, Cheongju

The pavilion was built by Han Ran, the progenitor of the Cheongju Han clan,
in the early Goryeo period to encourage farmers. The original structure was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and not restored until 1988. It is a wooden
structure sized 3 kan* by 2 kan with a tiled, hipped-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Basically, the structure follows the ordinary architectural patterns of
the Goryeo period. It contains the earnest wishes of Han Ran to educate the
peopl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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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85호
·면 적 : 899.4㎡
·지정일 : 1990. 12. 14.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73
·소유자 : 청주시

외부 현판

내부 현판

청주 무농정은 고려 초 청주한씨 시조인 한란韓蘭이 농사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은 정자이다. 창건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허물어
져 옛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49년에 후손들이 중건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고 1988년에 다시 복원하였다.
청주 시내에서 보은 쪽으로 가다 방서사거리의 왼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무농정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숲이 우거
지고, 앞으로는 무심천과 용평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자가 인문분야 글공부를 위한 후학 양성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반면 유독 무농정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치던 곳이니 학파로 따지면 실학實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무농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이다. 초석은 화강석을 사각으로 다듬어서 설치하여 재래적인 치석
의 멋을 느낄 수 없다. 기둥은 두리기둥으로 세워져 있는데 창방을 비롯하여 다른 부재들에 비해 굵게 되어 있으며 그 높이도 너무
낮아 건물 전체적인 비례상 균형을 잃고 있다.
공포는 내부에는 출목이 없고 외부에는 1출목의 간결한 주심포 양식으로 하였는데, 쇠서는 길게 뻗어 나왔으나 기본적인 가구수
법은 고려시대 목조건축형식을 모방하여 결구하였다. 공포는 주심포계 형식으로 조각기법은 말기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
적인 건축양식과 다소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가구는 무고주5량가이며, 파련대공이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내부는 우물마루로
하여 계자난간을 둘렀으며, 건물 중앙에 후손 한기근韓沂根이 쓴 편액을 달았다. 건물은 서향西向하고 있는데, 정면 입구에는 일각대
문을 세웠고, 사방 주위에는 막돌담장을 두르고 기와를 얹었다.
무농정은 한란의 교육열과 후삼국의 풍운을 담고 있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가 큰 곳이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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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덕리 태실
淸州 山德里 胎室
Placenta Chamber of Joseon Royal Family in
Sandeok-ri,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86호
·수 량 : 400㎡
·지정일 : 1993. 6. 4.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산덕리 411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산덕리 태봉에 위치하는 조선 왕실의 태실이다. 이곳 산 이름이 ‘태봉’胎峰이 된 것은 여기에 태실
이 있기 때문이다.
이 태실의 주인공과 건립시기를 명기한 태실비의 비문에 ‘만력십육년무자萬歷十六年戊子’에 세운 ‘아지씨阿只氏’의 태실이라는 명문이
판독되어, 1588년(선조 21)에 선조와 정빈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인성군仁珹君의 태실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반대 견해도 존재한
다. 선조는 인목왕후 사이에서 1남 1녀, 그리고 6명의 후궁 사이에서 13남 10녀를 얻었다. 이 가운데 생년월일이 알려진 것은 왕자
중에서도 일부로 그해 인성군만 태어났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 조선시대 왕자는 출생한지 4〜7년, 반면 왕녀는 3개월
이내에 태를 묻는다는 규정이 있어 왕녀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덕리 태실은 현재 봉분과 태실비가 남아 있는데 봉분에 묻혀있는 태함胎函은 석회암으로 만든 반구형半球形 개석蓋石을 갖춘 원
통모양이다. 석함과 개석을 따로 만들어, 석함 안에 태항아리를 넣고 봉분을 조성하였다. 석함은 지름 118㎝, 높이 76㎝의 크기로,
바깥 면을 다듬고, 안에는 지름 64㎝, 깊이 58㎝의 내실內室을 마련하였다. 개석은 지름 119㎝, 높이 63㎝의 반구형으로 4귀를 돌출
시켜 석함의 4귀와 맞추게 되어 있다. 비신과 비수는 같은 돌로 만들었는데 비문은 마모가 심하다.
태실과 태실비는 1928년경에 도굴된 후 유실되었던 것을 1994년에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 의하여 원형대로 복원하였다.
조혁연

Only a tomb and a monument for the placenta chamber remain at this site in Sandeok-ri, Cheongju. Based on the inscription on
the monument, researchers presume that the placenta chamber is that of Prince Inseong, who was born in 1588 to King Seonjo and
his wife Queen Inmok. The stone placenta casket is kept in a m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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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채호 사당 및 묘소
淸州 申采浩 祠堂 및 墓所
Shrine and Tomb of Sin Chae-ho,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90호
·면 적 : 9,190.4㎡
·지정일 : 1993. 11. 05.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길 249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일제강점기

신채호 사당 및 묘소(1970년대)

Sin Chae-ho (1880~1936) was an independent activist and journalist who also founded a private
school based on a spirit of patriotic nationalism. Together with Yi Dong-nyeong and An Chang-ho,
Sin organized the Sinminhoe (New People's Society), a clandestine anti-Japanese society. In 1910,
when Japan annexed Korea as its colony, he fled to China where he applied himself to research on
Korean history and wrote a number of books including Joseon sanggosa (Ancient History of Korea)
and Joseonsa yeongucho (A Collection of Six Treatises on Korean History). The shrine, which
measures 3 kan* by 1 kan and has a gable roof, houses Sin’s portrait. His tomb, which stands on the
site of the house where he spent his early days, comprises a tombstone,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a stone lantern, stone statues of civil officials, and a pair of stone post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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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며 근대 민족주의 사학을 개척한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1936)의 사당 및 묘소이다.
신채호는 본관이 고령高靈이고 호는 단재이다. 1880년 충청남도 대덕군 정생면 익동 도림리[현재 대전시 중구 어남동]에서 출생
했다. 1897년 성균관에 들어가 이남규李南珪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1905년(광무 9)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그해 을사조약이 체결
되자 관직에 나갈 뜻을 포기하고 황성신문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듬해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초빙되어 국권회복과 민족의식 고
취에 공헌하였다. 28세 무렵에 이동녕李東寧·안창호安昌浩 등과 함께 항일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였으며, 1910년 해외에
망명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사 연구에 힘써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 『조선사연구초朝鮮史硏究草』등의 저서들을 집필하였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수립 후에는 의정원 전원위원장으로 독립운동에 힘을 기울였고, 1929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뤼순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36년 옥에서 순국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수여되었다.
신채호 사당은 본래 1960년경에 고령신씨 종중에서 처음 건립하였던 것인데, 1978∼1979년 사이에 묘역을 정화하고 지금 위치
로 옮겨왔다. 1980년에 신채호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영당影堂으로 보수·정화하였으며, 정면에는 ‘단재영
각丹齋影閣’이라는 현판을 걸고, 사당 앞에 ‘정기문正氣門’이라 이름 붙인 대문을 세우고 둘레에는 담장을 둘렀다. 사당은 앞면 3칸 옆면
1칸의 맞배지붕집이다. 내부는 통칸 마루방으로 중앙에 영정을 모셨다. 영정은 한광일韓光一이 그렸으며, 한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
아 있는 전신상으로 그 크기는 70×110㎝이다.
신채호 묘소는 선생이 어린 시설에 살던 옛 집터에 조성한 것으로, 100여 평의 묘역에는 묘표·상석·석등·문인석·망주석 등
을 갖추었다. 묘표는 한용운 등이 세웠으며, 봉분 우측에는 1972년 단재 신채호선생 유적보존회가 세운 사적비가 있다.
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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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주

청주 가경동 유적
淸州 佳景洞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Gagyeong-dong,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20호
·면 적 : 48,722.7㎡
·지정일 : 2002. 01.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산54-1번지 외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삼국시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청주 가경4지구 택지개발지구와 우회도로 공사구간에서 발견되어 1995년 충북대학교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과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시기의 유구가 대량 확인 되었다. 특히 가경동 홍골
~감나무실 사이의 구릉지역 일부 구간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형식의 백제 목곽묘와 목관묘가 조사되었으며, 생활유구인 주거지와
매장유구인 무덤이 일정하게 구역을 정하여 가까운 간격을 두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백제시대 주거지 3기, 저장구덩 7기, 토광묘 13기와 완전한 형태의 백제토기 가마 등 다양한 백제시기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다양하게 출토되어 청주 신봉동 고분군과 동일 시기의 유적으로 판명되었다. 청주 가경동 일원은 청
동기시대와 백제시대에 활발한 문화 활동이 있었던 지역이였으며, 청주 신봉동 고분군(사적 제319호), 봉명·송절동 유적과 연계
되는 청주지역의 백제시대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유적으로 평가된다. 백제토광묘가 밀집 분포한 지역으로 도굴흔적이 없고 유
구가 본래 상태로 잘 보존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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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ite, discovered in the course of work on a housing development project
in Gagyeong-dong, Cheongju, comprises tombs with wooden coffins, three
residential sites, seven storage pits, and thirteen pit-wooden coffin tombs dating
to the Baekje Dynasty. A wide variety of earthenware and iron object were also
unearthed. The site is thought to have been a hub of cultural activity during the
Bronze Age and the Baekje period (18 BC~660 AD), making it an important site
for research on cultural aspects of the Baekje period in the Cheongju area.

가경4지구 백제 토기가마

가경4지구 백제 토광묘

발굴조사 지역 전경(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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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부모산성
淸州 父母山城
Bumosanseong Fortress,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21호
·지정일 : 2002. 01.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산10-1
·면 적 : 617,781㎡
·소유자 : 사유
·시 대 : 삼국시대

북문지 주변 정비 후 모습

청주 부모산성은 비하동과 지동동의 경계를 이루며 솟아있는 부모산(해발 231.7m) 정상을 에워쌓은 포곡식包谷式 석축산성과 그
주변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에 3개의 작은 보루성堡壘城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모성은 주州의 서쪽 15리에 있다. 석축으로 둘레가 2,427척이며, 성안에 큰 연못[大池]이 있는데 지금은
폐성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후대의 지리지에는 이러한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본성 성벽의 둘레 2,427척은
포백척(1척=46.73㎝) 준수遵守값으로 환산하면 1,134.1371m이다.
부모산성 본성의 성벽은 돌출된 능선을 충분히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전체 규모는 둘레가 1,135m이고, 너비는 약 6.4〜7m 내외
이며, 높이는 대략 너비와 같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구조는 산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외면에서부터 축조하여 일정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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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문지 수구

연지

이에서 내외겹축內外夾築하였으며, 성벽 외면에 덧붙여 별도의 석축을 축조한 기단보축基壇補築구조의 특징을 보인다. 성벽의 동서남북
계곡에 연하여 4개의 문터가 있어 출입이 가능하다. 북문터와 서문터는 발굴조사 결과 현문懸門[바깥으로 드리워 사다리처럼 걸쳐놓
고 통행하는 방식의 성문]형식의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나머지 2개의 문터 또한 현문식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쪽과 북쪽 계곡에 수구水口가 있다.
부모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87년에 개략적인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1999년에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
하였다. 이후 2004년에 북문터 일대를 발굴조사 하였고, 2012년 서문터와 1보루 및 연지蓮池를 발굴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라와 백제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신라 유물로서 6세기 중후반경의 고배와 뚜껑, 완류 등은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과 관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백제 유물로서 6세기 후반〜7세기 초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편, 북北·전前·후後 등의 글자를 새긴 인각와편印刻瓦片등은 백제가
다시 이 산성을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하면서 성벽 및 문터 등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산성
은 백제와 신라가 이 지역을 두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음을 보여준다.
부모산성이 위치한 청주지역은 당초 백제 지역이었지만, 부모산성의 석축구조는 6세기 중후반경 신라 북진기(6〜7세기) 축성양식
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부모산성의 제1보루 및 부모산성과 인접한 학천산성의 발굴조사에서 내부는 흙으로 쌓고 외부는 돌을 쌓
은 백제식 토심석축土芯石築 구조의 성벽이 확인되므로 당초 성벽은 석축 성벽 이전에 백제의 토심석축 성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노병식
Bumosanseong Fortress is an ancient stone fortress built around the summit of Bumosan Mountain on the border between Biha-dong
and Jidong-dong, Cheongju. It consists of three small forts built along a mountain ridge linking the East with the North and the West. Its
overall structure was built by stacking stones up to a certain height 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of the walls, using the mountain slope.
A separate stone wall was added to the outside of the fortress walls,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batter walls.
As it was discovered by an excavation survey, people climbed to high places in the north and west gates of the fortress, using a ladder.
Diverse relics have been unearthed from the site, including high-footed cups, lids and bowls of the Silla Dynasty of the mid and late sixth
century; earthenware fragments inscribed with Chinese characters (北, 前, 後), and roof tiles of the Baekje Dynasty dating from the late
sixth to the early seventh century. These discoveries suggest that the two dynasties struggled with each other to occupy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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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양성산성
淸州 壤城山城
Yangseongsanseong Fortress,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25호
·면 적 : 64,796㎡
·지정일 : 2002. 08. 1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산44-13
·소유자 : 국유
·시 대 : 삼국시대

청주 양성산성壤城山城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양성산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석축산성으로 주변의 봉우리를 에워싼 마
안형馬鞍形의 지세에서 낮은 위치의 능선을 길게 연결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태산석성兌山石城이 현의 서쪽 4리에 있다. 둘레가 772보이며, 산세가 험하다. 안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겨울·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양성산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3,754척, 높이
가 한 장이다. 안에 둥그런 못이 있는데 큰 못[大池]이라 부르며, 둘레가 192자 8치이다. 사면에 모두 돌을 쌓아 섬돌이 되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장마나 가뭄에도 물이 마르거나 넘치는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001년에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성의 전체 둘레는 성벽 윗면을 따라 약 985m이고, 성벽 외측면을 기준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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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30m이다. 성벽 안쪽으로 내환도內環道가 이어지고 있다. 성벽은 내외겹축內外夾築을 기본으로 축조한 것으로 보이며, 성
벽은 여러 부분에서 각기 상이한 축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석축의 기초를 보강하여 축조한 기초보축基礎補築이라는 독특한 구
조와 기단보축基壇補築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부속시설로서 곡성曲城, 문지門址, 수구水口, 차단벽遮斷壁 등이 확인되었다. 문터는 동문
터와 남문터 2개소로 추정되며, 동문터는 계곡 방향의 좁은 협곡을 이룬 지점에 마련된 현문懸門[평상시 닫았다가 사용할 때는 바깥
으로 드리워 사다리를 걸쳐놓고 통행하는 방식의 성문]형식으로 추정된다. 성내시설로서 원지圓池, 건물터 등이 있다. 2003년에 시
굴조사한 원지는 둘레 60m, 지름 19m정도로 추정되며, 여러 개의 출수구를 만들어 물의 높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산성 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신라 토기편과 9세기경의 경질 대옹편 등으로, 이를 통해 신라시대부터 라말여초羅末麗初기의 경영
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청자류가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이 산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지명의 변화를 보면 삼국시대에는 일모성一牟城과 일모산군一牟山郡, 통일신라시대에는 연산군燕山郡으로 바뀌었으며, 후삼
국시대에는 연산진燕山鎭으로 불리었고, 고려시대 초기에는 문의현文義縣이 되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이르러 문의현에 있는 양성壤
城으로 기록되어있다.

노병식

양성산 전경

Yangseongsanseong Fortress is an ancient stone fortress
located in Munui-myeon,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It extends along a ridge in a low location in a
horse saddle-shaped topography surrounding the neighboring
peaks. It appears that the fortress walls were built by stacking
stones on both the inside and the outside and then reinforcing the
stone embankment. Ancillary facilities such as a semi-circular
bastion, gate sites, water holes, and cutoff walls have also been
found. Diverse relics have been found at the site including
fragments of earthenware of the Silla Dynasty, hard-soil pottery
dating from the ninth century, and celadon porcelain dating back to
the late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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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송인수 묘소 및 신도비
淸州 宋麟壽 墓所 및 神道碑
Tomb and Stele of Song In-su,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31호
·면 적 : 400㎡
·지정일 : 2004. 09. 1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5길 20
·소유자 : 송형근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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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명신이자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烈의 종증조인 규암 송인수(圭菴 宋麟壽,
1499〜1547)의 묘소와 그를 기리기 위해 묘소 입구에 세운 신도비이다.
송인수는 본관이 은진恩津, 자는 미수眉叟이고 호는 규암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521년(중종 16)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字, 수찬修撰 등을 역임
하였다. 대간臺諫으로 재직할 당시 김안로金安老의 재집권을 막으려다 제주목사로 좌천
되었고, 후에 다시 사수泗水로 유배되었다. 1537년에 김안로 등이 제거되자 예조참
의, 승지, 형조참판을 역임한 후, 성균관대사성이 되어 성리학을 강론하였다. 을사사
화 때 삭탈관직 당하고 낙향하여 후학에 전념하던 중 정미사화丁未士禍 때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였다.
송인수 신도비는 송인수가 죽고 난 31년 후인 1578년(선조 11)에 세웠다. 이 신도
비는 대리석으로 된 받침돌 위에 비신과 덮개돌이 하나의 통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신의 규모는 137×277㎝이다. 받침돌에는 거미 형태의 조각이 앞면에 2마리, 뒷
면에 2마리, 그리고 양 옆면에 각각 1마리씩 모두 6마리가 조각되어 있고, 덮개돌에
는 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비문은 송인수의 사촌아우
인 자헌대부 지중추부사 송기수宋騏壽가 짓고 봉헌대부 여성군 송인宋寅이 쓰고 사간원
신도비

지제교 김제신金濟臣이 두전頭篆[비석 몸체의 머리 부분에 돌려가며 쓴 글씨]을 했다.
송인수 비의 뒷면에는 종증손인 송시열이 1669년(현종 10)에 지은 신도비음기神道碑
陰記를 새겼다. 비문은 『청원군지-하』(2006)에 실려 있다.

송인수 묘소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묘제 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 송인수 신도비 역시 전체적으로 조선 중기 신도비의 특징을 잘 나타내
고 있으며 건립 당시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신호철

Song In-su (1499~1547; penname: Gyuam), a well-known civilian 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was a younger brother of the
great-grandfather of Song Si-yeol (1607~1689), who served as Personnel Administration Minister and Vice Premier of the Joseon
government. Erected in 1578, some thirty-one years after his death, the Stele of Song In-su displays the characteristics of stone
structures of the mid-Joseon period; while his tomb follows the style of the Joseon period. The tomb and the objects placed near it are
well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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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현풍곽씨 효자비 및 묘소
淸州 玄風郭氏 孝子碑 및 墓所
Tombs of the Hyeonpung Gwak Clan and Steles for
Their Filial Devotion, Cheongju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39호
·면 적 : 2,891.4㎡
·지정일 : 2007. 03. 09.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35
·소유자 : 곽동주
·시 대 : 조선시대

These monuments were erected to commemorate the filial piety shown by four
successive generations of the Hyeonpung Gwak clan (namely, Gwak Yeo-chan, Jineun, Won-ho, and Sang-jo) alongside the three tombs of Gwak Yeo-chan, Jin-eun, and
Won-ho. The pavilion of the monument to Gwak Yeo-chan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and measures 1 kan by 1 kan. The pavilion for the
monument to Gwak Jin-eun is a gable-roofed wooden structure, and stands alongside
the monument to his wife (from the Incheon Yi clan) commemorating her filial
devotion to her parents-in-law. As there is no pavilion for Gwak Sang-jo, his plaque is
hung inside the pavilion of Gwak Won-ho. Each of the three tombs comprises a pair of
stone posts and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The steles and tombs have been
preserved well.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35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곽여찬郭汝贊, 곽진은郭鎭殷, 곽원호郭元浩, 곽상조郭相祚 등 현풍곽씨 4대의 효자비와 현풍곽씨
묘소 3기이다.
곽여찬은 조선 순조 때의 사람으로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를 지성으로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 동
안 상복을 입고 묘를 돌보았다. 이 같은 효행이 알려져 1817년(순조 17)에 정려旌閭를 받았다. 곽여찬의 정려각은 정면 1칸, 측면 1
칸의 목조 기와 건물로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사면을 홍살문으로 둘렀으며, 건물 안에는 현판과 비석이 있다. 효자비의 규
모는 41×93×17㎝이다. 비석 앞면에는 “孝子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郭汝贊之門 上之卽位十七年丁丑命旌효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곽
여찬지문 상지즉위십칠년정축명정”라고 새겨져 있다.

곽진은은 곽여찬의 아들로 아버지의 효행을 이어받아 병이 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보살핀 바
가 있다. 1828년(순조 28)에 정려되었다. 곽진은의 정려문은 부부 정려문으로 되어 있다. 팔작지붕의 목조 기와 건물이고, 건물 내
부에 곽진은의 효자비와 곽진은의 부인 인천이씨의 효부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 곽진은의 효자비의 규모는 41×103×20㎝이고 인
천이씨 효부비의 규모는 44.5×105×22㎝로 재질은 오석이다. 효자비에는 “孝子玄風郭鎭殷之門효자현풍곽진은지문”, 효부비에는 “孝
婦貞夫人仁川李氏之碑효부정부인인천이씨지비”라 새겨있다.
곽원호는 곽진은의 아들로, 부모가 돌아가신 뒤 묘소 옆에 여막을 짓고 50년 동안 묘소를 지켰으며 그 여막에서 숨을 거두었다.
1854년(철종 5)에 정려를 받았다. 곽원호 효자비의 규모는 42×118×26㎝이며 받침돌과 비신이 하나의 돌로 되어 있다.
곽상조는 곽형호의 아들로 곽진은의 손자이다. 1884년(고종 21)에 효자로 정려를 받았다. 곽상조의 정려문은 있으나 효자비는
없다. 곽상조의 정려각은 따로 세워져있지 않고, 곽원호 정려각 안에 편액이 함께 걸려 있다.
현풍곽씨 묘소는 위로부터 곽여찬·곽진은·곽원호 등 3대 묘소 3기로 망주석과 상석 외에 다른 석물은 없다.
4대에 걸친 현풍곽씨 문중의 효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정려로 관련 유물(효자각, 효자비, 정려, 현판)과 묘소 등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한 곳에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희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신호철

곽여찬 효자비

곽원호 효자비

곽진은 효자비와 부인 인천이씨 효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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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양수척 효자비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45호
·수량｜높이 : 1기｜1.12m

淸州 楊水尺 孝子碑
Stele of Yang Su-cheok for His Filial Devotion, Cheongju

·지정일 : 2009. 03.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다리실로 60
·소유자 : 청주시장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전기 효자 양수척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효자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백정 출신인 양수척이 현재의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비선거리에서 두 아우와 함께
살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고 늙은 어머니에게도 효도를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드러눕게 되자 고려장을 하려고
하였다. 이때 청주 남일면 효촌리에 사는 효자로 이름난 경대유慶大有[경연慶延]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삼형제를 불러 꾸짖자 양
수척 3형제는 크게 감화되어 이후 노모에게 효행을 극진히 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모친이 중병으로 눕게 되자 청주성으로 들어가
한약을 지어 돌아오는 중에 홍수가 나서 월운천을 건너지 못하고 한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천의 물이 갈라져 건너게 되었으며
약을 달여 모친의 병구완을 하였다고 한다.
양수척 효자비는 사각형의 받침돌 위에 화강암으로 된 비신을 세웠다. 비신의 규모는 34×112×23㎝이다. 비의 앞면에는 “楊水
尺孝子碑양수척효자비”라고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비석의 건립 배경이나 건립 시기 등을 새겼을 것으로 추정되나, 풍화가 많이 되
어 비문을 판독하기 어렵다. 청주에서 월오동으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보전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천민 신분인 양수척에게 효자비를 세워준 예는 매우 드문 일로 시민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신호철

This granite stele on a rectangular platform was erected to praise the
filial piety of Yang Su-cheok, who is said to have made a living as a butcher
together with his two brothers. One day, Yang spent a night at the house of
Gyeong Yeon, a scholar living in a nearby village, and saw how well
Gyeong behaved toward his parents. Deeply moved, Yang mended his ways
and behaved well toward his old mother. This stele is a very rare example of
a monument commemorating a member of the lower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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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산송씨 정려각

기념물

淸州 礪山宋氏 旌閭閣
Monument Houses of the Yeosan Song Clan for Their
Loyalty and Chastity,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51호
·면 적 : 1,028㎡
·지정일 : 2011. 07. 29.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81-3
·소유자 : 여산송씨 천곡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동래성東萊城을 지키다 순절한 천곡 송상현(泉谷 宋象賢, 1551~1592)과 그 후손들의 가계 내에서 배출된 열녀, 효부
의 정려旌閭이다. 송상현과 두 소실의 충렬각과 후손 밀양박씨密陽朴氏와 연일정씨延日鄭氏 효부각이 있어 일문삼려一門三閭를 이룬다.
충렬각은 송상현과 그의 소실로 함께 순절한 한금섬韓金蟾, 그리고 끝까지 정절을 지킨 이양녀李良女의 충렬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당시 동래부사로 왜적을 막은 송상현은 왜군이 길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거부하고
순절을 택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며 신하들을 의심하던 왕의 오해를 바로 잡고, 명군의 참전을 이끌어냈다. 송상현의 두 소실 중 한금
섬은 동래성이 함락될 순간 지붕에 올라 기와를 던지며 끝까지 저항하다 함께 순절하였다. 이양녀는 왜에 끌려가서도 끝까지 정절을
지켰다고 전해진다. 정려가 1594년(선조 27) 처음 명정되어 1704년(숙종 30) 청주목 서강내일하면 강상리에 다시 세웠으며, 지금 정
려는 1954년에 보수하였다. 높게 단을 만들고 삼문 형식으로 앞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의 기와집으로 원래 홍살 없이 주
위에 철책을 둘렀으나 최근 보수하면서 홍살을 둘렀다. 충신과 두 열녀의 편액을 각 한 칸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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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편액

충렬각 양 옆에 위치한 두 효열각은 송현기(宋鉉器, 1684~1750)의 처 밀양박씨의 정려와 송명휘(宋明輝, 1757~1793)의 처 연
일정씨의 정려이다. 밀양박씨는 시부모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하였고, 남편이 병으로 숨지자 다음날 목을 매 따라죽어 그 효열을 기리
기 위해 세웠다. 편액에는 밀양박씨 뿐만 아니라 손자 송상휘宋尙輝의 처 채씨蔡氏의 열행과 복호復戶 사실도 기록하였다. 뒤쪽에 중수
기가 있다. 연일정씨는 시부모를 정성을 다해 모시고 병들자 대소변을 받아냈다. 병환으로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시게 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상례와 제사에 소홀함이 없었다. 효열각은 1855년(철종 6), 효부각은 1841년(헌종 7) 명정되었다. 두 정려 모두 사
방 한 칸 크기로 맞배지붕의 겹처마 기와집이다.
청주의 주요 성씨인 여산송씨의 입향入鄕과 세거世居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송상현과 두 소실의 정절
을 기린 충렬각과 후손 두 며느리의 효열각과 효부각은 여산송씨 천곡문중의 가풍과 조선 후기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강민식

There are three monuments at this place, one of which was built to praise the loyalty of Song Sang-hyeon (1551~1592; pen-name:
Cheongok), who was killed in action while defending Dongnaeseong Fortress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1598 and the chastity of his two concubines, the other two to praise the filial piety of two women (known only as women
from the Miryang Bak and Yeonil Jeong clans, respectively) who were married to descendants of Song Sang-hyeon. The former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measuring 3 kan* by 1 kan; the latter two houses are a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measuring 1 kan by 1 ka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361

청주 이덕수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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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淸州 李德洙 墓域
Tomb of Yi Deok-su,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59호
·면 적 : 8,753㎡
·지정일 : 2014. 01. 0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산 19-1
·소유자 : 한산이씨 묵방삼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문신 이유당 이덕수(怡愉堂 李德洙, 1577〜1645)의 묘역이다.
이덕수는 본관이 한산韓山이고 자는 사로師魯이며 호는 이유당이다. 김장생金長生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1608년(선조 41)에
별시문과 병과에 급제한 후 검열檢閱·저작著作·박사博士 등을 지냈다. 1612년(광해군 4)에 김직재金直哉의 무옥誣獄에 관련되어 이산理
山으로

귀양가고 다시 창평昌平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1621년(광해군 13)에 풀려났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전부典簿가 되었고 1632

년(인조 10)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있을 때, 인조의 아버지에 대한 추숭追崇에 반대하다가 연산連山에 유배되었다. 1636년(인조 14) 풀려
나와 승지承旨가 되고 이조·예조·병조참의를 거쳐 대사간에 올랐다. 같은 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청군淸軍 속에 들어가 적의 동태
를 살피고 돌아온 후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죽은 후에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청주의 국계사菊溪祠에 제향되었다.
청주 이덕수 묘역은 이덕수의 묘를 중심으로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이덕수의 선조 및 후손의 묘 8기가 위치한다. 이덕수 묘
앞에는 혼유석과 문인석, 망주석, 묘비 등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 이덕수 신도비가 있다. 이덕수 신도비는 1663년(현종 4)에 세운 것
으로, 좌의정 김상헌金尙憲이 짓고 좌참찬左參贊 겸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 송준길宋浚吉이 쓰고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수항金壽恒이 두전頭篆[비
석 몸체의 머리 부분에 돌려가며 쓴 글씨]을 썼다. 비문은 『청주시 역사유적』(1993)에 실려 있다.
청주 이덕수 묘역은 전반적인 구성 및 석물石物들의 상태가 양호하여 조선 후기 묘역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이덕수 신도
비를 통해서 한산이씨의 입향入鄕과 정착 과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물론 이후 충북지역 유학자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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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Deok-su (1577~1645) was a civilian 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His well-preserved tomb comprises a honyuseok (a flat
stone where the spirit of the dead could rest), stone statues of civil officials and a young boy, a pair of stone posts, and a tombstone. As
well as the nearby stele for Yi Deok-su, the tombs of eight of his ancestors and descendants are situated around the tomb of Yi Deok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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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석화리 목책성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66호
·면 적 : 12,485㎡

淸州 石花里 木柵城

·지정일 : 2017. 12. 08

Palisade of Seokhwa-ri in Cheongju

·소유자 : 박만규, 한재승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석화사인길 83-8
·시 대 :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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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석화리 목책성은 청주 지역에서 처음 확인되는 백제 사비기 목책성으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의 미호천
변에 위치하고 있다.
석화리 목책성은 지형상 단독 구릉지에 위치하나, 경사가 비교적 심하고 암석이 노출되어 있는 지형이다. 서쪽에 인
접하여 미호천이 북에서 남으로 곡류하고 있고, 북·동·남쪽에는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백제시대 목책열 1기(주공柱孔 76기), 주거지 5기, 원형 저장공 18기, 집수장 1기, 수혈유구 16기, 주혈군 1
기(주공 9기), 조선시대 토광묘 4기, 시대미상 구상유구 1기 등, 총 47기의 유적을 확인하였다.
목책열은 조사지역 동쪽 경계 부근의 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공은 총 76기로 남북으로 형성된 능선의
등고선과 평행하게 열이 형성되어 있다. 주공은 지름 약 30~70㎝, 깊이 약 40~80㎝정도의 규모이며, 주공의 일부 층
위에서 지름 15~20㎝규모의 목심木芯흔적이 확인된다. 목책은 바닥면을 정지하고 회색 점질토로 다진 후 주공을 굴광
하여 기둥을 설치하였다.
주거지는 총 5기로 대부분 조사지역 북단의 남사면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1기는 조사지역 중앙부 서쪽 완사면
에 위치한다. 주거지는 내부 주공과 온돌시설, 아궁이시설 등이 확인된다. 그 중 1호 주거지에서는 할석으로 축조된 온
돌시설이 확인되며, 2호 주거지의 중앙부에서 다량의 토기편들과 탄화된 식물유체(도토리)가 출토되었다. 4호 주거지
의 경우 할석으로 축조된 아궁이시설이 주거지 북동벽에 붙어 조성하였으며, 배연부를 주거지 밖으로 설치하였다.
원형 저장공은 총 18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 중앙부의 돌출된 암반으로 형성된 능선 정상부를 둘러싸고 등고선
과 평행하게 비교적 균일한 간격으로 분포하고 하고 있다. 저장공의 구조는 대부분 평면형태가 원형이나, 단면은 상부
보다 하부가 더 넓은 플라스크형이 대부분이다. 유물은 대부분의 저장공에서 단경호 및 대옹, 기와가 확인되었으나, 1
호 저장공 바닥면에서 각종 철기류(철창, 철겸, 철부, 마구류, 도자 등)가 다량으로 확인되었으며, 15호 저장공 내부 상
면에서 마탁馬鐸으로 추정되는 청동제품이 출토되었다. 또한 1호 저장공과 12호 저장공내 바닥층위에서는 탄화된 식물
유체(도토리외 복숭아씨앗 등)가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집수장은 조사지역 중앙의 동쪽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내부에는 바닥면에서 약 50㎝ 내외
의 두께로 회색 점토가 전면적에서 편평하게 퇴적이 이루어져 있다.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확인되며, 총 16기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타원형이며, 잔존깊이는 약
20~30㎝정도 내외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본 유적이 저장공과 목책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과 조사지역 서쪽에 인접하여 남북으로 곡류하고
있는 미호천이 위치하고 있고 본 조사지역이 단독구릉이라는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면 방어시설에 대한 장기간의 체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유적이라고 사료되며, 시기는 출토된 토기 및 기와, 철기의 시기편년양상으로 보아 백제시대
사비기 이후로 비정된다.
출토된 유물 중 특이한 점은 주거지 및 저장공에서 출토된 기와와 다양한 철기들, 특히 1호 저장공 내에서 무기류 중
철부가 가장 많이 출토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탄화 대형식물유체(도토리 등)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점은 당시 거주
인들이 도토리의 취식과 더불어 저장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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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공 1호 바닥 소결층 및 유물출토상태

이러한 유적의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유적은 백제시대 사비기 당시 중요한 거점으로써의 기능을 하였으며, 유구
상부에서 대부분 탄재층이 확인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쟁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김백범

Located on the banks of the Mihocheon Stream near Seokhwa-ri in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 the Palisade of
Seokhwa-ri is the first such defense facility dating from the Sabi period (538-660) of the Baekje Dynasty to be discovered in the area.
The excavation of the site in 2016 led to the discovery of seventy-six palisade holes, five dwelling sites, eighteen storage pits, one
reservoir, sixteen pit houses, nine postholes, four pit tombs (of the Joseon period), and one ditch whose construction date is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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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공 8호 내부 토기내 탄화식물유체(도토리)노출상태

집수장시설 유물노출상태(단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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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농악

무형문화재

淸州 農樂
Cheongju Nongak (Farmers’Performance,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일 : 1992. 10. 2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169-5번지

충청북도 청주시에 전승하는 농악이다. 청주농악은 옛날 미호평야에 분포되어 있던 서강농악西江農樂에서 분화한 서강내농악과 청원
구 강내면의 신촌농악·강서면의 지동농악과 통합하여 1987년 청주농악이 되었다.
청주농악이 전승되어 온 것은 이원삼이라는 유명 상쇠와 전병수라는 유명 법고수가 지동마을에 살면서 시작되었다. 이원삼은 김창
환을 후계자로 길렀고 다시 이원삼의 아들 이종환이 이어받았다. 광복 후 이종환은 걸립농악, 마당밟기, 안택매귀굿과 같은 의식농악
뿐만 아니라 판굿과 같은 전문적인 농악을 하였으며, 1948년 3월 풍년놀이 농악대를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청주 농악으로 이어
지고 있다.
청주농악은 두레농악, 걸립농악, 백중농악, 연예농악 등이 있다. 판제는 인사굿, 돌림벅구, 당산벌림, 칠오방감기, 무동쾌자놀이,
소고절굿대놀이, 십자걸이, 가재치기, 사통백이, 좌우치기, 쩍쩍이, 풍년굿, 고사리꺾기, 도둑굿, 소고판굿놀이, 무동꽃받기, 개인놀이
(상쇠놀이, 따박구, 설장구, 진채상놀이), 뒷풀이, 퇴장굿 등으로 구성된다. 농악대의 행렬 배치는 대개 영기令旗, 농기, 나팔수, 쇄납수,
상쇠, 부쇠, 종쇠, 징수, 수장고, 부장고, 수북, 부북, 수법고, 부법고, 삼법고, 사법고, 오법고, 육법고, 칠법고, 팔법고, 창부, 포수, 집
사, 농구, 가장녀, 무동, 양반 등의 순서가 된다. 편성은 대체로 꽹과리잽이, 징잽이, 장구잽이, 북잽이, 소고잽이, 호적胡笛잽이, 기旗잽
이, 잡색 등이다. 청주농악의 판굿놀이는 태평소를 불고, 자드래기, 칠채가락을 치는데 태극기 모양을 만들고, 나선형으로 돌아감는 오
방진굿(멍석말이굿), 원자를 되돌려 풀면서 한 패씩 안으로 돌아가는 꽃봉오리굿, 열을 지어 늘어서서 앞뒤로 발을 맞추어 움직이는 좌
우치기법고놀이와, 삼성·십자·사성 놀이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재능을 부리게 된다. 특히 새조시놀이는 두 줄로 만들다가 네 줄로
바꾸어서 새걸음와 오리걸음으로 지그재그 형식을 만들어 신명나게 노는데, 걸음놀이, 채상놀이(열두발, 설장고), 갈지자놀이 등 12 가
지 형태를 번갈아 연출한다.
청주농악은 가락이 단순하고 투명하리만치 순수하며 잔가락이 많고 바르며, 투박한 춤사위의 움직임이 크다. 또한 돌모를 머리 뒤
에 쓰고서 상모를 돌리는 것과 팔꿈치 위로 북 끈을 매어서 돌리며 북의 양면을 때려주는 양북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상쇠의 흥에 따라
전 농악대원이 일제히 움직이며 연기를 하고 상쇠 혼자서 가락과 무용을 겸한 상쇠 부포놀이가 일품이다.
청주농악은 걸립, 두레, 백중, 연희적 농사 풀이굿으로 전해온 청주의 대표적인 농악이다. 상쇠인 이종환이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
으나 2014년 작고하였다. 현재는 청주농악보전회가 예능보유단체이며 전수조교인 박창원(쇠), 정환철(장구), 김만기(북), 방대원(버
꾸), 정찬일(쇠), 정기홍(돌모) 등이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한종구

Cheongju Nongak is characterized by a simple yet pure rhythm with fine rhythms and rough and expansive dance movements. The
performers wear either a straw hat or a tasseled hat, and swing their heads about to move the tassels, while playing exciting rhythms on
the two-sided drums strapped to the upper side of the elbow. Cheongju Nongak is a representative farmers’performance of Cheonju
which has been preserved ever since it began to be used in geolip (a ritual for minor gods), baekjung (a purification ritual), and a festive
farmers’ritual, and by farmers’cooperative groups known as 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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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농악

걸립농악 - 샘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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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선주
淸州 神仙酒
Sinseonju Liquor, Cheongju

무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4호
·지정일 : 1994. 01. 0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07번길 7-1, 가동 101호

청주 신선주는 함양박씨 가문에 전하는 비법으로 빚는 청주 지역의 전통주이다.
고려 때 충청도 도사都事를 지낸 박숭상이 미원으로 낙향한 후 함양박씨 집안에 18대째 400여 년 동안 이
술을 빚는 비법이 전해졌다고 한다. 주재료는 미원의 맑은 물과 너른 평야에서 나온 쌀을 사용한다.
신선주라는 이름은 신라시대에 최치원이 이 마을 앞의 신선봉에 정자를 짓고 이 술을 즐겨 마신데서 유래되
었다고 전한다. 현암玄庵 박대순의 『시문합집時文合集』에 신선주를 자신 주량에 맞게 공한기에 음용하면 백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늙음을 되돌려 어려지고 연년 수명을 더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 기능 보유자인 박남희朴南凞가 부인 회갑을 맞아 집에서 식구들만 마시던 신선주를 빚어 축하주로 내놓
았는데, 이를 마신 손님들을 통해 입소문이 났고, 기관단체장과 지역 전통을 살리자는 취지에 맞물려 문화재
로 지정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의 제조방법은 보유자인 박남희의 조부인 현암 박래순의 『시문합집』에 기록된 방식을 따르며, 이 제
조법은 박래순에서 그의 아들 박기동, 손자 박남희로 계승되었다.
신선주는 찹쌀에 한방 생약재료를 넣어 빚는데, 찹쌀과 누룩, 한방용 생약제(45양), 감국화, 지골피, 우
슬, 하수오, 구기자, 천문동, 맥문동, 생지황, 숙지황, 인삼 당귀를 비롯해 육계가 재료로 쓰인다. 전통 기법
기능보유자 박남희

에 따른 청주淸酒 제조법과 1993년부터 감압식 증류기를 도입해 빚는 증류주 방식 등이 있다.
신선주는 좋은 생약제를 사용하여 만든 술로 가정 건강 및 귀빈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약용술이다. 마시면
변비제거에 좋고, 백발 등에 효능이 있으며, 독특한 향이 있다. 또한 마신 후에 술이 쉽게 깨고 머리가 맑아져
마시기에 매우 좋다. 현재는 박남희의 딸인 박준미가 대를 이어 신선주 주조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상희

Originally brewed about 400 years ago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tradition of sinseonju liquor has
continued through 18 generations of the Hamyang Bak clan. It is believed that the recipe became known
when the governor of Chungcheong-do Province, Bak Sung-sang, retired in Cheongju. The name sinseonju
wa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noted scholar Choi Chi-won of the Unified Silla Dynasty, who
enjoyed drinking at a pavilion he built on Sinseonbong Mountain. There is a record of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s of sinseonju in Simunhapjip (A Collection of Poems and Prose), by the poet Bak Rae-sun (pen
name: Hyeonam), who is the grandfather of Bak Nam-hui, the current holder of the sinseonju recipe.
According to the record, drinking a suitable amount of sinseonju during idle periods can promote youth and
long life and prevent hair from turning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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褙貼匠
Baecheopjang, Master of Mounting

무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
·지정일 : 1999. 11. 19.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41번길 40 배첩전수교육관

배첩이란 표구表具와 마찬가지로 서화에 종이, 비단 등을 붙여서 족자, 액자, 병풍 등을 만듦으로서 미적가치는 물론 실용성과
보존성을 높여주는 전통적인 서화처리 방법이다.
일제 강점기에 청주시 문화동에 개업한 ‘청주표구사’는 서화처리를 잘하기로 유명하였다. 이를 운영하던 사람은 윤병세尹秉世
였으며 동생 윤병선, 김표영(국가무형문화재 제102호)에게 전통 배첩기술이 전수되었고, 다시 윤병선의 배첩기술이 현재 충청
북도 배첩장인 홍종진洪鍾鎭에게 전수되었다. 따라서 전승실태는 윤병세→윤병선→홍종진으로 전통배첩기법이 전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홍종진은 16세(1966년) 때부터 배첩기술을 익혀 청주에서 「동신당 표구사」를 오래도록 운영하면서 액자, 병풍, 족자, 장정 및
고서화 복원을 해왔다. 홍종진이 가지고 있는 배첩 기법은 액자, 병풍, 족자, 장정裝幀및 고서화처리 등 이다. 홍종진은 숙련된 기
능인으로 장지 만들기에 능하며, 손상된 고서화와 회화작품의 복원에 매우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고서화 처리는 손상된 것
을 되살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고도의 안목과 정치한 기술을 갖춘 배첩의 최고경지를 요한다. 또한 홍종진의 책표지 만들기는
우리나라 선조들의 오랜 경험에 의한 전통기법의 기술과 정신을 계승하여 완성되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
배첩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서화 또는 한지 처리기법으로서 앞으로도 전승 발전 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나, 전통성을 갖
춘 배첩기능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는 홍종진의 아들 홍순천이 전수조교로 배첩기술을 전수 받고 있다.
유해철

372

“Baecheop”refers to the production of a traditional scroll, frame or screen by mounting paper or silk on a painting or
calligraphic work. It is a traditional method of processing paintings or calligraphic works to increase their aesthetic value as well
as practicality and preservability. Baecheopjang Hong Jong-jin is a master artisan who has specialized in mounting artworks for
over thirty years since the age of 16. His expertise includes restoring damaged old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기능보유자 홍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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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9호
·지정일 : 2001. 09. 14.

丹靑匠
Dancheongjang , Master of Ornamental Painting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111

단청은 건축물이나 기물 등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재질의 조악성을 은폐하
고 의식이나 종교, 신앙적인 의례를 행하는 건물과 의기 등을 엄숙하게 꾸며 잡기
와 구분하기 위해 의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석조건축물이나 공예품등에 그
림을 그리고 채색하여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보유자 권현규權賢圭는 1968년 단청 수업에 입문하여 1976년 영봉榮峰 남
인식스님을 사사師事하였으며, 현재까지 40여 년 동안 단청 화공으로 개타사, 마
곡사, 송광사, 오어사, 일본 금강사 등 군소사찰을 합쳐 100여 곳 정도의 단청을
보수 시공하였다.
단청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주요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현장답사 ②단청의 종류선택 및 벽화유무 확인 ③비계작업 ④바탕손질:거
친 곳은 사포질, 갈라진 곳은 톱밥 등으로 메움 ⑤아교포수:1회 도포 ⑥가칠假漆:
모로 단청의 경우 녹색, 연골 등에는 백분이나 석간주 ⑦출초出草:부위별 적합한
문양 ⑧천초穿草:문양을 낸 초지에 바늘로 구멍을 촘촘히 뚫음. ⑨조채調彩:간색을
만들고 아교를 환합 ⑩타초打草:가칠한 면에 천초한 문양도를 호분주머니로 두드
림. ⑪시채 :초빛넣기初色塗彩→이빛넣기二色塗彩→삼빛넣기三色塗彩→기화, 세분 ⑫
보호칠:장추녀 마구리 등 우수가 심한 곳에 아크릴에 말죤이나 아교, 들기름으로
포수
권현규는 건축물의 단청 뿐 아니라 탱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탱화제작공정
은 다음과 같다.
①초벌준비: 고탱화 등을 모사 ②초벌배접: 한지를 수회배접, 두터운 장지 배
접 판을 제작 ③초지배접: 배접판 위에 초지를 붙인다. ④면포붙임: 초지를 붙인
판 위에 귀포(면포)를 붙인다. ⑤바탕손질: 배접과정에서 생긴 공기방울이나 이
물질 등을 제거 ⑥아교포수 ⑦바탕초빛넣기: 바탕면 전면을 시채 ⑧기화선넣기:
농목 또는 담묵으로 시채 ⑨부분적으로 평면 처리된 부분에 이빛, 삼빛을 씀. ⑩
바름질(다름다리) ⑪황선 사이끝(새끗)이루기 ⑫문양시채: 황선이나 분선 ⑬세
분: 흰선쓰기

권현규 단청장이 작업한 괘불탱

이렇게 여러 공정을 거치는 단청기법을 보존하여 권현규는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회에 걸치어 불교미술전람회 2회 입
선, 1회 특선을 하였으며 단청의 전승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등초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전통 단청을
연구·보존·활용하고자 노력하고있다.
유해철

“Dancheong” refers to a colorful form of traditional painting
used to cover up the shoddy materials of architectural works or
properties or to design religious buildings and vessels in a
solemn manner as befitting its ceremonial purpose.
Dancheonjang Gwon Hyeon-gyu entered the world of
dancheong in 1968 and began to study under the Buddhist monk
Nam In-sik in 1976. For over thirty years Gwon has worked on

기능보유자 권현규

restoration projects in some around one hundred temples
including Gaetasa Temple, Magoksa Temple, Songgwangsa
Temple, and Oeosa Temple in Korea, Kongo-ji Temple (金剛
寺) in Japan, and many lesser known temples. This master
artisan has made tireless efforts to keep the tradition of
dancheong alive through his research on the patterns and colors
of Yeondeungcho, a style of colorful painting applied to roof
raf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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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지정일 : 2003. 10. 24.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2길 55-6

“Onggi” refers to traditional earthenware familiar to Koreans. Still widely used in daily life, this style of Korean earthenware vessel
is characterized by a large, round shape coated with brown glaze. Onggijang Park Jae-hwan’s family has continued the tradition of
making onggi for over 200 years, ever since his ancestor Park Ye-jin settled in Jeomchon Village in Bongsan-ri and first began making
such pottery. The work has been continued by his sixth-generation eldest grandson Park Jae-hwan and his two sons. The process of
making onggi broadly consists of refining, treading and kneading clay, and designing and firing the desired object. Master Park Jaehwan uses the coiling method to make his particular style of earthen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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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유자 박재환

옹기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쓰임새가 있는 그릇으로 붉은 갈색의 유약을 입
혀 구운 질그릇을 말한다. 옹기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만큼 수요가 많았기 때
문에 예부터 옹기를 제작하는 관원이나 장인을 두어 생산토록 하였다.
기능보유자 박재환의 집안도 200여 년 전부터 옹기를 만들어 왔다. 박재
환의 6대조인 박훈(朴勳, 1484∼1540)은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하여 강외면 연
제리에 정착하였고, 이후 후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박재환은 1941년 11살 때에 생활 타개책으로 아버지 박원규의 뒤를 이어
옹기공장에 취업하며 장인의 길에 들어섰으며 1958년부터 보은 송평리 옹기
공장, 용인 삼계리 옹기공장, 안성 양협리 옹기공장, 인천 경서동 옹기공장 등
에서 옹기 기술을 전수받았다. 1971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선대들이 일해 왔
던 옹기공장을 인수하여 가업을 잇고 있다.
옹기는 크게 4가지의 공정으로 나누는데 첫째 밑일, 둘째 물레칸 작업, 셋
째 건아일, 넷째 가마작업으로 구분된다. 밑일은 옹기를 만드는 흙을 정재하는
작업이며, 물레칸 작업은 옹기를 성형하는 과정을 말한다. 박재환은 점토를 떡
가래처럼 만들어 이를 한단 한단 쌓아올라가는 타래 기법으로 옹기를 제작한
다. 건아일은 유약을 바르고 1차 건조하는 작업이며, 가마작업은 옹기를 구어
내는 공정이다.
박재환은 근래까지 문의 문화재단지 내 옹기전수관에 상주하면서 옹기 전
시와 제작 시연을 하며 전통 문화의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박재환의
두 아들이 전수자로 교육을 받으며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옹기는 우리문화의 여로와 미를 간직하고 나아가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전통문화의 원형적 산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옹기를 제작하는 전통 기술
이 옹기장 박재환에 의해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다.
유해철

옹기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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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木匠
Somokjang, Master of Wooden
Furniture Making

·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5호
·지정일 : 2006. 05. 2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지기암길 5-6

소목장은 건물의 문, 창호, 장, 궤, 경상, 문갑, 경대, 소반 등 목가구를 제작하는 기술과 기능을 가진 목수를 말한다.
기능보유자인 김광환金光煥은 전통적인 장인가문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기반을 둔 불교 목조각, 불교 공예품을 제
작하고 있다. 김용일섭金蓉日燮스님의 계보를 잇는 명성복만明星福萬(우일宇日스님)으로부터 사사받아 한국의 전통기법과 보존에 관
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1967년 자연스럽게 소목일에 입문하여 1980년까지 법주공예사(충북 보은군 내속리면)를 운영하였으
며, 1980년부터 현재까지 여봉 소목공방(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 18-6)을 운영하고 있다.
소목제작의 전통 기법은 목재의 선택, 건조, 자르기, 밑그림 그리기로 나뉜다. 각 단계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목재의 선택 및 채취 - 목재는 성장기와 정지기가 반복하게 되므로 나이테가 생겨난다. 나이테는 성장년수를 보여주는 것이
며 나이테에 따라서 목제의 재질도 큰 차이를 지닌다. 외피의 목질부는 비교적 여린 목재이고 수액도 많은 상태이다. 그런 반
면 수심에 가까운 부분은 강하고 단단하여 온도, 건습에 따른 변화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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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조 - 목재작업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은 건조이다. 불상을 비롯한 모든 목재품의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형
태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목재를 건조하는 방법은 자연건조와 강제건조 방식이 있다.
③ 자르기 - 목재는 나이테의 흐름이 완만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목재의 방향과 상, 하의 구분이 필요하다. 정교한 불상을 제작
하기 위해서는 머리 부분이 뿌리 쪽으로 향하게 제작하는 것이 기초적인 방법이다.
④ 밑그림 그리기 - 소목작업의 첫 단계는 형태에 따라 크기, 양식, 형식을 결정하고 사찰가구는 미의식과 신앙의식까지도 고려되
어야 한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측작업과 그리기를 진행한다.
소목장 김광환은 전통문화에 대한 충실한 계승과 불교 공예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밀실측조사와 재현작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생 김광복과 조용희와 더불어 20여년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전통문화를 보존 발전시키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해철

“Somokjang” refers to carpenters who specialize in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wooden furniture such as wardrobes, chests, sutra desks, stationary
chests, dressers, small dining tables, doors, windows, and so forth. Somokjang
Kim Gwang-hwan has continued carried out detailed research on actual
measurements and reproduction projects in order to systematically organize
Buddhist crafts while fully engaging in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culture
for future generations. Together with his brother Kim Gwang-bok and fellow
carpenter Jo Yong-hui, Kim has worked on diverse projects for over twenty
years,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important
craft and the related techniques and crafts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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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6호
·지정일 : 2006. 11. 24.

弓矢匠
Gungsijang, Master of Bow and Arrow Making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12번길 21-5

선사시대부터 전투용으로 사용되던 활 및 화살촉을 전통적으로 제작하는 장인을 궁시장이라 한다.
기능보유자 양태현梁泰鉉은 죽시竹矢를 제작하는 장인으로.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하여 16세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북
리에서 조명제(趙命濟,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와 조기선의 문하생으로 김기(金起,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궁시장)와 함께
입문하여 1966년부터 11년간 전수를 받았다. 1977년 강원도 원주시로 이주하여 죽시 제작을 종사하던 중 1983년 청주시로 이주
하여 현재까지 50여 년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죽시를 제작하고 있다.
궁시를 만드는 재료는 대나무와 오늬를 만드는데 쓰이는 싸리나무, 오늬를 둘러싸는데 쓰이는 화피, 꿩깃촉, 소심줄, 부레풀 등
이다. 도구로는 톱, 줄칼, 송곳, 졸대, 인두, 저울, 자부, 자비, 통풀, 도가니, 귀알잔, 졸잡이, 화로, 나무집게 등을 사용한다.
죽시 제작과정은 대나무채취, 건조, 대재비[굽기], 사포질, 재단하여 오늬[싸리나무]제작을 하여 상사[촉]붙이기, 졸잡기를 거치
어 날개[깃] 붙이기를 한다. 대나무 채취는 강원도 양양에서 자생하는 대나무를 수거하며, 매듭을 고려하여 재단하고 무게를 조절
한다. 오늬달기는 싸리나무로 만들어 화살대에 쇠심줄로 감아 대나무에 오늬를 고정시킨다. 깃털달기는 치우를 다듬어 깃간으로
간격을 맞추어 삼각으로 아교 또는 민어풀로 깃을 붙인다. 화살촉달기는 쇠로 만든 화살촉을 화살대에 붙인 다음 졸대를 이용하여
화살을 바로잡아 완성시킨다. 화살이 완성되면 마지막 손질로 졸대로 졸을 잡고 해어피海魚皮로 문질러 광을 내어야 한다.
활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할만큼 깊은 전통을 가진 무기이다. 양태현은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죽시를 제작하는 한편, 한국의 활
과 화살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아들 양창언이 전통 죽시 제작기술을 전수 받으며 가업을 잇고 있다.
유해철

“Gungsijang” refers to a craftsman who specializes in the production of a type of
traditional bow and arrowhead that has been used since prehistoric times. Gungsijang
Yang Tae-hyeon began to learn the skill in 1966 and inherited the craftsmanship over
eleven years ago. Over the past forty years he has produced “juksi,”or bamboo bows.
Juksi bows can be used with diverse types of arrows, such as mokjeon (wooden
arrows), cheoljeon (iron arrows), yejeon (ceremonial arrows), sejeon (thin arrows)
and yuyeopjeon (bamboo arrows) among others. Bows and arrows can be made
throughout the year with a wide range of natural materials including bush clover,
bamboo, cow’s tendons, feathers, peach tree bark and glue, as well as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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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忠淸道 앉은굿
Chungcheong-do Anjeungut
(Sitting Ritual of Chungcheong-do)

·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
·지정일 : 2010. 04. 09.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77

충청도에서 경객이 앉아서 북과 징을 두드리며 무경을 외우며 하는 굿이다. 앉은굿의 유래
는 고려시대 맹승盲僧에서 기원하여 조선시대 독경하던 명통시明通寺 선사禪師들이 명통시의 폐
지로 생활방편으로 민간에서 독경사讀經師로 활동하면서 형성되었다.
청주지역의 앉은굿은 조선시대 문의현 지금의 청주시 문의면 구룡산에 있었던 노인성전老
人星殿의

경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한다. 충청도 앉은굿의 기능보유자인 신명호申明浩는 청

주 모충동에 살던 경객 윤치석의 제자 김종헌에게서 앉은굿을 배웠다. 그러나 김종헌의 무경
이 빈약하여 청주 백족산에 있는 화관사에 들어가 주지 이명산에 한문과 불경을 배우고 또 청
주에서 활동하던 여러 선배 경객에게 설위설경設位設經과 무경巫經을 배웠다.
앉은굿은 크게 기복굿과 양재굿으로 나누어진다. 무경은 앉은굿에서 좌무가 외는 경문인
데, 충북지역의 무경은 서경序經으로 굿의 첫머리에 송경하는 정화무경淨化巫經, 제신을 영신 새
신 송신하는 본경인 청신무경請神巫經 새신무경賽神巫經 송신무경送神巫經으로 나눈다. 무악巫樂은
무속음악의 준말로 굿에서 쓰이는 음악을 말하며 크게 성악과 반주기악으로 구분된다. 앉은
굿에서는 좌무가 앉아서 직접 타악기를 반주하며 무경을 읊는다. 앉은굿에는 노래도 없지만
춤도 없다. 충청도 앉은굿에는 장단을 ‘고장’이라 한다. 앉은굿에서는 타악기만 사용하고 그것
도 오른쪽에 혁부의 막명악기인 ‘북’을 왼쪽에 금부의 체명악기인 ‘쇠’를 하나씩 놓고 치면서
송경한다. 신명호는 직접 설위설경을 바르게 제작하고 제대로 설치하며 옥추경玉樞經을 비롯한
대경은 물론, 복을 비는 안택경安宅經, 재앙을 물리치는 축사경逐邪經, 그리고 여러 가지 축원문
祝願文을 독송讀誦할 수 있어 며칠씩 하는 큰굿에서 같은 경문을 반복하지 않으며 무악의 장단이

비교적 유연한 것이 특징이다.
충청도 앉은굿은 일반적인 무당이 일어서서 하는 굿과 달리 법사가 고깔에 한복을 차려 입
고 양반 자세로 앉아 북과 쇠를 치며 경을 읽는 형식으로 우리나라 무속의 한 맥이다. 20세기
까지 전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승되었지만 현재는 충청권의 법사들에 한해 전승 보존되
고 있다. 그래서 ‘충청도 앉은굿’이라고 한다. 또 양반가에서 선호했다고 해서 ‘양반굿’이라고
도 한다. 신명호의 굿은 충북사람들의 자연관이나 신앙관 또는 고유한 심성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정월부터 섣달까지 때를 가려 여러 신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알리는 귀중한 문
화유산이다.
한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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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ike general shamanistic rituals which are performed by a standing shaman, this ritual is performed by a shaman while sitting on
the floor or ground, beating a drum and a gong and reciting shamanic scripts. At present, this ritual is preserved and transmitted by
shamans in the Chungcheong area. The ritual performed by Sin Myeong-ho, the holder of an intangible heritage, represents the spirit
and the views about nature and religion of the people of Chungcheong, and shows how to live in harmony with various gods according
to different times of the year, from the first month to the twelfth month of the luna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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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菴制 時調唱
Seogamje Sijochang

·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6호
·지정일 : 2012. 05.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893-302호

전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예능보유자 석암 정경태(石菴 鄭坰兌, 1916〜2004)의 시조창법이다. 한시를 잘 지어 주역에 해박한 지
식이 있었던 석암이 음양이 배합하는 율려상조법律呂相調法을 적용해 석암제 시조창을 만들었다. 정경태로부터 계승된 계보가 이상
래(李尙來, 1945〜) 까지 이어지고 있다.
석암제는 전국에 널리 보급된 시조창이다. 3〜4 음계였던 예전의 시조창을 변경하여 선율을 재창작한 석암제는 정경태의 시조
보급 운동과 각지에서 개최된 시조경창대회를 거쳐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 석암제의 전승계보 및 전승자를 알아보면 정경태와 김
월하, 영동의 한우섭, 정구익으로부터 이상래까지 계승되고 있다.
정경태는 1916년 전라북도 부안군 출신이다. 1931년 오성현에게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배우기 시작하여, 김춘경에게 남녀창 지름
시조와 가곡을, 1932년에는 고창의 이도삼에게 사설시조를, 1933년에 오윤명에게 영제시조와 상사별과 처사가를, 장성 명기 안계향
에게 사설지름시조를, 1934년에 임재희에게 가사를, 1936년에 전계문에게 여창을, 1941년 이병성에게 남창을 사사하였다. 이런 사
사과정을 거쳐 남창 다섯바탕, 여창 다섯 바탕을 완창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제자 양성에 힘쓰며, 일선 학교에서 시조를 가르쳤다.
석암은 또한 시조 보급을 위해 1946년 『시조창보時調唱譜』, 1948년 『조선창악보朝鮮唱樂譜』, 1955년 『국악보國樂譜』 등의 저술을 남겼다.
충청북도 기능보유자인 이상래는 1954년부터 부친의 시조창을 듣고 따라 하기 시작하여 1959년 입문한 이래 정경태와 김월하,
한우섭, 박인규에게 시조를 배웠고, 1964년에 이관승에게 사사하여 민속문화인 시조창을 계승하여 영제를 제외한 모든 시조에 능
하다. 이상래 시조창의 특징은 호흡을 길고 유장하게 하여 시조의 특징인 느림의 미학을 잘 표현한다. 3박자로 길게 전성으로 부를
때 완강속緩强速법으로 표현하며, 영성鈴聲법을 잘 구사하여 부르는 것[방울목]과, 속청으로 소리를 흔들며 뻗어가다 떨어지는 음으
로 부를 때 감아 내리는 특징이 있다. 이상래의 전수자는 이명숙, 추이분이다.
석암제는 전국에 가장 널리 알져진 시조창으로 시조 보급과 부흥의 공로가 인정된다. 이상래의 시조창은 호흡이 흐르듯 길게 흘
러 충청도의 느림의 미학을 잘 표현하고, 3박자 전성 때의 완강속법과 방울목의 영성법을 잘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상희

Seogamje Sijochang refers to the singing method of sijo, or Korean three-stanza poems, created by Jeong Gyeong-tae (1916~2004;
pen-name: Seogam). Seogam was designated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his lyrics. Seogam, who wrote excellent
Chinese poems and was knowledgeable regarding their interpretation, created Seogamje Sijochang by applying yullyeosangjobeop, a
singing method based on the tone of sound. The method used by Jeong Gyeong-tae was transmitted to noted sijo singers, from Kim
Wol-ha, Han U-seop, and Jeong Gu-ik of the Yeongdong region to Lee Sang-rae. Sijochang by Lee Sang-rae, whose sound flows
slowly as if exhaling a long breath, well expresses the slowness characterized by people of Chungcheong-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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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지정일 : 2013. 08. 02.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4번길 18-7

옻칠은 옻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을 용도에 맞게 정제하여 기물에 칠하는 것으로 방습, 방충, 방열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며 특
히 보존성과 아름다움이 우수하여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전통성을 간직한 칠이다. 옻칠은 나라마다 다양한 제작기법으로 완성해 왔
는데, 중국은 조칠기법, 일본은 마끼에 시회기법, 우리나라는 나전칠기법과 건칠기법이 있다.
기능보유자 김성호는 1972년 문씨 공방 문태홍에서 옻칠에 입문하여 나전장 김봉룡과 이성운에게서 옻칠을 배워 연마해온 장
인이다. 나전칠기법과 건칠기법기능을 섭렵하였고 특히 모시나 삼베를 심으로 하여 칠을 입히는 건칠기법에 뛰어난 솜씨를 지니
고 있다.
건칠기법은 옻칠과 협저(모시 또는 삼베)로 제작되기 때문에 가볍고 조직이 단단하여 충격에도 강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찍부터 불상제작에 활용되었으나, 전통기법의 맥이 끊긴 상태였다. 김성호는 전통기법을 복원
하여 건칠불상 재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의 입체건칠기법은 형태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작과정이 매우 어렵다. 김성호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근에는 건칠 반가사유상을 복원하여 전승공예대전에서 장려상을
받고 불교미술대전에서 입상을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일본 가나자와 국제 칠예전에서도 건칠 ‘기’를 출품하여
장려상을 받는 등 국내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해철

Renowned for its excellent preservability and beauty, the traditional lacquer technique has long been used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Each country has developed different methods of lacquering; China, for instance, is known for its carved lacquer, while
Japanese lacquer adopts makie, which literally means “sprinkled picture.” In Korea, lacquer comes in the mother-of-pearl inlay and dry
lacquer types. Master Kim Seong-ho entered the world of lacquer in 1972 through Munssi Gongbang (Mun’s Atelier) and honed his
lacquer skills under the masters Kim Bong-ryong and Lee Seong-un, specialists in inlaid lacquer. Kim is a versatile master in the
production of both inlaid and dry lacquer, and is dedicated to preserving the spirit of Korean traditional lacq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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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유자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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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박광우 묘 출토유물

민속문화재

淸州 朴光佑 墓 出土遺物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Tomb of Bak Gwang-u

·종 목 :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6호
·수 량 : 3점
·지정일 : 1982. 12. 1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수대리
·소유자 : 사유
·시 대 : 조선시대

박광우 묘 출토유물은 조선 명종 대 문신인 필재 박광우(蓽齋 朴光佑, 1495〜1545)의 묘소를 경기도 파주군 수리면에서 청주시
남이면 수대리로 이장할 때 나온 일괄 유물이다.
박광우의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국이國耳이며, 호는 필재·잠소당潛昭堂이다. 청주 출신으로 생원 박린朴璘의 아들이다. 1519년(중
종 14) 생원시에 급제하고, 1525년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 2인으로 합격하였다. 집의執義, 사간司諫을 역임하였으며, 사후 이조판서
에 추증되었다. 조선 중기의 사림으로 예의 실천과 기개로 이름났으며, 을사사화로 화를 입어 사후 송천서원松泉書院에 배향되었다.
출토 유물은 관곽, 청동령, 백자소호 등 총 3점이다. 관곽은 향나무로 만들었으며 내외 이중관인데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상광
하협上壙下夾의 형태를 띤다. 보존 상태는 부식이 없이 거의 완형을 유지하고 있다. 내관 바닥에는 크기가 알맞은 판자를 깔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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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곽

구멍 7개를 불로 파놓은 칠성판이 있다. 내관의 크기는 69.6×250.5㎝, 외관의 크기는 99.5×280㎝의 크기이다. 청동령은 시신의
발아래에서 나왔다. 모두 5개로 외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크기는 2.6×2.3㎝이다. 백자소호는 목이 짧은 구연부가 특징으로 조
선 전기 유행하던 부장명기로 보인다. 연봉형의 꼭지가 있는 뚜껑이 있는데 제짝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조선 명종 대의 박광우의 묘소 일괄 유물로 당시 묘제 연구에 귀중한 연구 자료이다.
이상희

Bak Gwang-u (1495~1545) was a civilian official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of the Joseon Dynasty. Coffin planks,
bronze bells, and a white porcelain small jar were excavated when his tomb was moved. The coffin planks, made of juniper tree, were
used for a double-layered coffin, whose top is wide and bottom narrow. The bottom of the coffin is a wooden board marked by seven
star-shaped holes. Five undecorated, bronze bells were found below the feet of the corpse. The small, white, celadon jar is a funeral
vessel buried in the tomb to console the dead. It is adorned with a short neck which was the style popula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
lid in the shape of a lotus bud was found with it, but it is not certain that the lid was part of the jar. All artifacts serve as important items
for research regarding funereal rights at the time of King Myeongjong’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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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과필헌
淸州 果必軒
Gwapilheon House, Cheongju

민속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8호
·면 적 : 4,208㎡
·지정일 : 1989. 12. 08.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골길 44-6
·소유자 : 신오식
·시 대 : 조선시대

안채

청주 과필헌 고가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 조선 후기 과필헌 신후(申逅, 1708〜1779)가 지은 전통한옥이다.
낮은 야산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남향집으로 집 앞으로는 넓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다. 고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사랑채가 있고 그
뒤로 행랑채와 안채가 일곽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안채와 행랑채 사이 동쪽에 신축된 건물은 생활을 위해 축조되어 전체적으로
□자 배치를 하고 있다.
앞쪽의 사랑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一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평면은 우물마루가 깔려 있는 2칸의 사랑대청을 중심으로 우
측 2칸의 사랑방과 1칸의 부엌을, 그리고 좌측 1칸의 건넌 사랑방을 들였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큰 할석의 덤벙초석을 놓고 네
모기둥을 세운 후 민도리 계통의 공포를 하고 있다. 가구는 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랑채의 왼쪽을 끼고 돌면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된 행랑채가 있다. 평면은 1칸의 중문을 중심으로 좌측에 3칸, 우측에 1칸을 드려
판장벽을 치고 모두 고방으로 이용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덤벙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다. 지붕은 홑처마 우진각 지붕
이다. 가마를 보관하였다고 하며 전통치목수법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산자는 새끼로 엮은 후 흙을 바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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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행랑채

중문을 들어서 있는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비교적 큰 규모이며 ㄱ자형이다. 평면은 2칸 통칸의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우
측에는 앞에 툇마루를 둔 2칸의 안방이 있고 이어서 1칸의 부엌, 대청의 좌측에는 2칸의 건넌방을 들였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덤벙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후 민도리계통으로 짜고 있다. 가구는 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에 몸채는 팔작지붕, 날개채는
박공으로 되어있으나 모두 팔작지붕이었다고 한다.
청주 과필헌 고가는 이 지역의 전통주거건축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조중근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house built by Sin Hu (pen-name: Gwapilheon; 1708-1779). A wide expanse of fields and rice paddies
spread in front of the house. It is composed of the men’s quarters (sarangchae; 6 kan* by 2 kan), which is a tiled house with hipped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servants’quarters (haengnangchae; 5 kan by 1 kan) with a hipped roof and single-layer eaves,
and female quarters (anchae; 6 kan by 2 kan) with a hipped-and gable roof. It gives a clear idea of what a traditional Korean house
looked like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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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열 지석

민속문화재

李齊說 誌石
Buried Memorial Tablets from the Tomb
of Yi Je-yeol

·종 목 :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5호
·수 량 : 7매
·지정일 : 2004. 07. 09.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유자 : 전주이씨 수도군풍산부전공파 제열공계 소종회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숙종대 인물인 이제열(李齊說, 1635〜1712)의 묘에서 출토된 지석이다.
이제열 지석은 1987년 충남 청양군 낙지리에 있는 산소를 벌초하다가 발견되었다. 숭정 갑오년명崇禎

甲午年銘 이제열 지석이라고

도 불린다. 이제열은 조선 숙종대 사옹원참봉司饔院參奉, 신계현령新溪縣令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에 관한 기록은 1994년 후손이 출
간한 『전주이씨 수도군파 문헌록』 「구세제열공유고록九世齊說公遺稿錄」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숙종 32년 8월 임자조壬子條에
있다.
이제열 지석은 총 7매로 각각의 크기는 가로 12.9〜13.9㎝, 세로 19〜22㎝로서 두께 1㎝ 내외이다. 각 판은 한 번의 판 작업으
로 이루어진 듯하나, 말리고 굽는 과정에서 판 별로 수분 증발이 같지 않아 지석 크기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정선된 백자토에 청화
로 필서했으며 바닥을 제외한 전면에 투명유를 시유하였다. 지석의 상태는 빙열氷裂이 있으나 광택이 있고 융착 상태가 우수하다.
이는 17∼18세기에 볼 수 있는 발달된 백자 제작 기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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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판은 11행 21자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7판만은 10행이다. 글씨체는 행서行書로 자경字經은 8〜9㎜의 크기이다. 제1에서 6판까
지의 글씨는 옅은 청색을 띠고 있으나 제7판은 이보다 짙은 청색이다. 제7판은 크기가 비교적 작고 자기판의 색깔과 빙열의 모양도
다른 판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섯 개의 판과 함께 구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제열 지석은 17〜18세기 백자제작 기법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단종 복위와 관련하여 많은 모임이 있었음을 보
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의 정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상희

Buried memorial tablets were excavated from the tomb of the government official Yi Je-yeol (1635~1712) who served under King
Sukjong during the Joseon Dynasty. Consisting of seven pages, the content is written in underglaze cobalt blue on refined white clay.
All surfaces, except for the bottom, are glazed in transparent gloss. The glossy surface shows decorative cracks and excellent
adhesiveness, representing advanced techniques of white porcelain production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The artifacts are also of
interest for the political circumstances at that time as the tablets include a record of the reinstatement of King Dan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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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충사

문화재자료

淸州 慕忠祠
Mochungsa Shrine,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호
·면 적 : 241.5㎡
·지정일 : 1988. 09. 3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마동2길 107-9
·소유자 : 하음봉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모충사는 계유정난 때 세조를 도와 정난공신에 책록된 봉석주(奉石柱, 1418〜1465)를 모신 사당이다.
봉석주는 1453년(단종 1)에 세조를 도와 김종서 등 단종 추대 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계유정란에서 공을 세워 정난
2등 공신에 책록되고 강성군江城君에 봉해졌다.
청주 모충사는 일명 강성사江城祠 또는 하음사河陰祠라고 하며 매년 음력 9월 15일에 향사享祀하고 있다.
사당은 1694년(숙종 20)에 창건하였고 1926년에 개축하였으며 1970년에 보수한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사당 밖에는 ‘慕忠祠모충사’라고 쓴 현판이 달려 있고 안에는 1926년 승정원 우승지를 지낸 이상각이 짓고 안방준이
쓴 「모충사우기慕忠祠宇記」와 12대손인 봉만균이 쓴 중수기가 있다. 마당 앞에는 일각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렀다.
조중근

This shrine was erected in 1694 for Bong Seok-ju (1418~1465; pen-name: Seogwan), who helped Prince Suyang
(later King Sejo) rise to the throne through a coup d’état. An ancestral memorial rite is held there annually on
September 15 on the lunar calendar. The shrine is a wooden structure measuring 3 kan* by 1.5 kan with a gabled roof,
and is attached with a hanging board inscribed with the name Mochungsa. A poem composed by Yi Sang-gak, who
served as a royal secretary, and handwritten by An Bang-jun is kept inside the shrine, along with a record on the repair
of the structure written by Bong Man-gyun, a twelfth- generation grandson of Bong Seok-ju.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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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삼월비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4호
·수량｜높이 : 1기｜105㎝

淸州 三月碑
Stele of Maid Servant Samwol, Cheongju

·지정일 : 1995. 06. 3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지리 산 16
·소유자 : 청풍김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삼월비는 조선시대 충성스러운 노비였던 삼월의 공을 기리기 위해,
1796년(정조 20) 김윤金潤의 후손들이 세운 비석이다.
오창읍 양지리쪽에서 목령산을 오르는 산중턱에 청풍김씨인 김윤의 묘소가
있는데, 삼월비는 이 묘소의 향우측에 있다. 4각형의 받침돌 위에 비신을 얹은
모습이며, 앞면에 “忠婢三月之碑충비삼월지비”라고 새기고, 뒷면에는 삼월의 공
적내용을 적어 놓았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이 비는 돌이끼가 끼어 고색이 창연
하다.
비문에 의하면, 삼월은 청풍김씨 집안의 여종으로 1489년(성종 20)에 주인
집의 장자인 김윤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어머니가 죽자 이를 대신하여 젖을 먹
이어 키웠다. 김윤이 18세가 되어 결혼을 했으나 그 또한 불행히도 유복자遺腹子
를 남긴 채 죽게 되었다. 삼월은 정성으로 유복자를 잘 보살펴 키우니 그가 장성
하여 벼슬이 우후虞侯에 이르는 등 가문이 크게 번창하였다. 이에 김윤의 후손들
은 그 공이 모두 삼월에게 있다고 여기고 그녀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삼월비는 삼월이 죽은 뒤 약 150년이 지난 1796년에 세웠으며 글은 정조 때
좌의정을 지낸 김종수金鍾秀가 짓고 글씨는 80세의 김치희金致熙가 썼다. 비문은
『청원군지』(2006)에 실려 있다.
조선 전기 노비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비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반집 주인과 비婢의 관계 등 당시의 신분질서를 비롯한 15~16세기 사회사·
생활사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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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월비와 김윤 묘소

This monument was erected by descendants of Kim Yun to honor Samwol, a faithful maid servant, in 1796. The monument is placed
next to the tomb of Kim Yun of the Cheongpung Kim clan. The epitaph says that the maid servant played a significant part in the
upbringing of the family’s eldest son Kim Yun and his son. I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material that sheds light on the master-servant
relationship of in the early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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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주성강당
淸州 酒城講堂
Juseonggangdang Lecture Hall, Cheongju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7호
·면 적 : 2,220.9㎡
·지정일 : 1997. 01. 0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272번길 230-14
·소유자 : 한산이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주성강당은 고려 말 성리학자인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영정을 모셔 놓은 목은영당牧隱影堂의 부속 건물이다.
주성강당은 학문을 닦던 장소로서 언제 처음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곳을 통해 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되었다고 전한다.
창건 이후 여러 차례 보수하였고, 1966년 옛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였다.
강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좌우로 온돌방을 설치했다. 가구 형식은 무고주5
량가로서 판대공을 설치했고, 홑치마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강당 건물은 창건 이래 원형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
들보는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큼직한 대들보는 서툰듯하나 우아한 멋을 풍긴다. 또한 건물 자재가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의 목재 다루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강당 왼쪽에 남향으로 외삼문을 세웠으며, 주변은 영당과 마찬가지로 돌을 사용한 담장을 두
르고 기와를 얹었다. 강당 앞에는 연못을 파서 주변경관을 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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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강당이 포함된 목은영당은 1710년(숙종 36)에 착공하여 1714년에 완공하고 목은 영정을 봉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의 영
당은 1980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목조기와집이다. 가구 형식은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내부는 통칸 마루방에 분합문을 달고 앞마루를 놓았으며 수암 권상하가 쓴 ‘목은영당牧隱影堂’이라는 편액을 달았다. 내삼문 앞에는 강
당인 주성강당을 배치하였으며 방향은 모두 서향이다. 또한 마당에는 1987년에 이성원이 찬하고 이항복이 쓴 목은선생사적비가 세
워져 있다. 청주 주성강당은 목은영당의 강당으로 목재와 기법 등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중근

This lecture hall is an ancillary building of Mogeunyeongdang Shrine, where the portrait of Yi Saek (pen-name: Mogeun;
1328~1396), a noted neo-Confucian scholar, is kept. It is said to have produced many fine Confucians scholars. It is unknown when this
building was built, but it was renovated in 1966. It is a tiled wooden structure measuring 5 kan* by 2 kan with a hipped-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The wood-floored hall in the center is flanked by rooms equipped with under-the-floor heating (ondol).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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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것대산 봉수

문화재자료

淸州 巨叱大山 烽燧
Geotdaesan Beacon,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6호
·면 적 : 3,319.7㎡
·지정일 : 1998. 11. 2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107-2
·소유자 : 충청북도
·시 대 :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내지봉수內地烽燧의 하나로 것대산에 위치하고 있다.
청주 것대산 봉수는 『세종실록지리지』부터 1908년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까지 조선 전 시기 지지地志에 기록이 있다.
노선과 성격은 경남 남해의 금산봉수錦山烽燧에서 초기하는 제2로 간봉의 스물한번 째 내지봉수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충청도 청주목 소재 봉화2처 중 1처인 거차대봉화居次大烽火 명칭으로 주의 동쪽에 소재하며 남쪽으로
문의 소이산봉화所伊山烽火, 북쪽으로 진천 소이산봉화所伊山烽火에 응한다고 하였다. 이때 남쪽과 북쪽으로 응하도록 설정된 대응봉수
노선은 1895년(고종 32) 봉수제의 폐봉廢烽 까지 한자표기의 차이는 있지만 노선의 변동 없이 시종 유지되었다. 청주 것대산 봉수는
조선 후기 충청병사忠淸兵使 소관의 봉수였고, 현재는 매년 정월대보름 지역의 민간단체에 의한 봉화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봉수운용은 『여지도서』 등 여러 지지에 위의 내용과 함께 봉수에 별장別將 1인, 감관監官 5인, 봉군烽軍 25명, 봉군보烽軍保 75명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지지별로 시기에 따라 거차대居次大, 거질대산巨叱大山, 거대산巨大山, 거대령巨大嶺 등으로 표기되었으나, 최종 명칭은 거질대산巨叱大
山이다. 여기서 거차대居次大와 거질대산巨叱大山은 모두 것대산을 음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봉수는 1995년과 2008년 2차의 발굴조사를 통해 현황이 밝혀진 바 있다. 동-서 긴 방향의 능선에 석축으로 평면 장란형長卵形의
방호벽防護壁을 축조하였으며, 내에서 연조煙竈 및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동쪽 및 북쪽 일부의 방호벽은 1995년 발굴조사 후 복원된 상태이며, 서쪽 암반노두로 이어지는 담장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
으로 잘 남아 있다. 외벽은 높게 쌓고 내벽은 낮게 쌓은 외축내탁外築內托이다. 외벽의 높이는 남쪽이 3.2m, 서쪽과 북쪽은 1〜1.7m
내외이고 내벽은 0.6〜0.7m이다. 방호벽 상부 담장지의 폭은 0.5〜0.7m이다. 석축에 이용된 석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
암계의 잡석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 하였다. 연조는 발굴조사 후 현재 북쪽 방호벽에 바로 연접하여 동-서
1열로 5기가 복원되어 있다.
봉수의 규모는 방호벽 상단의 담장지 외측 통과선을 기준으로 동서 최대 26.5m, 남북 최대 16.3m이고 전체 둘레는 73.3m이다.
김주홍

Located in Geotdaesan Mountain as one of the inland beacons of the Joseon period, the Geotdaesan Beacon is the 21st beacon of
Ganbong Peak, originating from the Geumsan Beacon in Namhae, Gyeongsangnam-do Province. Two excavation surveys conducted
in 1995 and 2008 proved that the stone wall had been constructed along the ridge running from east to west. A beacon facility and a
building site were also discovered. The beacon has length of up to 26.5m from east to west and 16.3m from north to south, and its entire
circumference is 73.3m.

401

清
清
州청

州주

청주 방서동 고가
淸州 方西洞 古家
Historic House in Bangseo-dong, Cheongju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7호
·면 적 : 1,975.8㎡
·지정일 : 2002. 08. 1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91번길
·소유자 : 한월동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방서동 고가는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이다. 대들보에 새겨진 상량문에 “崇禎後四庚申숭정후사경신”이라는 기록이 있
어, 1860년(철종 11)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식 흙기와를 사용하고 있던 지붕의 해체 과정에서 망와에 ‘康熙壬午강희임
오’란 명문이 확인되어 1702년(숙종 28)에 만들어진 기와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희임오’ 명문 기와의 발견으로 인해 방서동 고가가 상량문의 기록처럼 1860년에 새로이 가옥을 신축하면서 기존에 다른 건물
에서 사용되던 기와를 옮겨와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1702년에 만들어진 가옥을 1860년에 고쳐 지은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다. 2005년에 전체 해체 보수하였다.
청주 방서동 고가는 본래 안채·사랑채·행랑채·헛간채·사당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채와 사랑채만 남아 있다. 안
채는 정면 4칸 반, 측면 5칸의 ㄱ자형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가운데 2칸의 대청을 두고 양쪽에 방을 배치하였으며, 오
른쪽에는 툇마루를 놓았다. 왼쪽 익랑은 본채와 연결된 방 하단부에 주방과 욕실이 있고, 앞면 퇴의 우물마루를 통하여 각 방이 연
결되어 있다.
청주 방서동 고가는 부재들의 상태 및 가구 기법,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조선 후기 청주지역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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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상량문

The Historic House in Bangseo-dong is one of the oldest traditional Korean houses in Cheongju. It used to be composed of women’s
quarters (anchae), men’s quarters (sarangchae), servants’ quarters (haengnangchae), a barn, and a shrine among other structures,
although only the women’s and men’s quarters remain today. The women’s quarters, which is a “L”-shaped structure, measures 4.5
kan* by 5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with single-layer eaves. There are a kitchen and a bathroom close by the room
connected to main building. All the rooms of the house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via the wooden floor corridor, which is running
along the front of the house. The status of the building’s structural members and its spatial composition shed light on the typical
structure of houses of the late Joseon period in Cheongju.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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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관정리 고가

문화재자료

淸州 官井里 古家
Historic House in Gwanjeong-ri, Cheongju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8호
·면 적 : 121,2㎡
·지정일 : 2003. 04. 1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문의문화재단지
·소유자 : 청주시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관정리 고가는 충청북도 청주시 낭성면 관정리에 있던 조선시대 후기의 가옥을 1994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문의문화재단
지로 이전 복원한 집이다. 상량문이 없어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전 당시 소유자인 신방호씨의 증언에 따르면 5대가 살
아온 집이라고 하며 양식이나 형식을 보면 조선후기 건물로 추정된다.
가옥의 배치는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一자형의 안채가 있고 대문이 딸린 ㄱ자형의 광채에 면해 토석혼축 담장을 두르고 있다. 본
래 가옥에는 사주문으로 된 대문채가 안채와 담장 사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전하면서 지형적인 조건에 맞추어 광채와 함
께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원래의 짜임새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가구식이다. 평면구성은 왼쪽부터 부엌, 안방, 웃방, 대청, 건넌방으로 되어 있다.
안방에는 벽장과 다락을 설치하고, 부엌 반 칸은 나뭇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건넌방은 전면에 높은 마루를 설치하고 하부
에는 함실부엌을 두었으며, 측면으로 툇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대청에는 판문 위에 위패를 봉안한 감실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대청
에서 부엌까지 전퇴를 설치하여 연결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설치하고 있다. 장여 받친
도리와 툇보를 결구하고 뺄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구조는 납도리 1고주5량가이다. 지붕은 홑처마의 초가이다. 광채는 외양간과 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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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광채

어져서 곳간, 광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양간 옆으로 문간을 부설하였다. 가구는 납도리 3량가이고 지붕은 초가이다.
청주 관정리 고가는 잘 지어진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민가형식을 보이는 초가이다. 일반적인 초가집의 가구보다 건실한 부재를
사용하고 있고 정교한 세부 치목을 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부농주택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This olden-day house used to be located in Gwanjeong-ri, Cheongju, but was relocated to the Munui Cultural Properties Site in
1994. Descendants claim that it was built by their fifth-generation ancestor, probably in the late Joseon period judging by its
architectural features and form. As for its overall layout, the house has a wide courtyard surrounded by linear-shaped women’s quarters
(anchae), an “L”-shaped barn, and a clay and stone wall. It exhibits the typical features of houses of wealthy farmers of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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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금성대군 제단

문화재자료

淸州 錦城大君 祭壇
Altar for Prince Geumseong, Cheongju

·종 목 : 문화재자료 제49호
·면 적 : 400㎡
·지정일 : 2005. 08. 12.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대신리 산 49
·소유자 : 전주이씨 금성대군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금성대군 제단은 세종대왕의 여섯 째 아들인 금성대군 이유(錦城大君 李瑜, 1426〜1457)의 제단이다.
금성대군 이유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 沈氏 사이에서 여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천성이 강직했으며 문장가로도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死六臣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으로 귀양을 갔다. 그곳에서 순
흥부사順興府使 이보흠李甫欽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 한 관노의 밀고로 체포되었고, 1457년 10월 사사賜死되었다. 이후 1528년
(중종 23)에 신원이 복원되었으며, 1739년(영조 15)에 정민공貞愍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금성대군 제단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제단 형태인 ㅁ자형이다. 금성대군의 부인인 완산부부인完山府夫人 전주최씨의 묘소 왼쪽에
있다. 전주최씨의 묘소는 금성대군의 차증손인 홍양정洪陽正이 개장改葬한 것으로 전한다.
금성대군 제단은 축조 당시의 묘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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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채

금성대군 제단비

Prince Geumseong (Yi Yu; 1426~1457) was the sixth son of King Sejong (r. 1418~1450) and Queen Soheon. He was known for his
uprightness and excellent writing skills. The square-shaped altar erected in his honor follows the typical pattern of the Joseon period,
and is regarded as a precious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grave-site rites of that period.

407

하대석 복련화문

408

清
清
州청

州주

청주 백족사 석조여래좌상

문화재자료

淸州 白足寺 石造如來坐像
Stone Seated Buddha of Baekjoksa Temple, Cheongju

·종 목 : 문화재자료 제58호
·수량｜높이 : 1점｜180㎝
·지정일 : 2007. 08. 0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41-122
·소유자 : 이치상
·시 대 : 고려시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백족산 정상부 남쪽 기슭에 있는 백족사 대웅전 안에 봉안된 석조여래좌상이다.
백족사의 연혁을 알려주는 문헌기록은 없으나 경내에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탑과 조선시대의 석물들이 남아 있어 이 사찰이 고려
시대에 창건되어 조선 전기까지 법통法統이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심진암尋眞庵’이라는 암자였다가 산 명칭에 따라 절 이름
을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의 백족사는 옛 절터에 1930년 대웅전을 다시 세우고 중창한 것으로 대웅전과 삼성각, 요사채가 있다.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가부좌를 틀고 앉은 좌상으로서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단정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본래는 전면에 걸쳐 백회가 칠해져 있어 원형을 살펴 볼 수 없었는데 2007년 문화재 지정 이전에 백회를 벗겨내고 불단의 일부를
개조하여 연화대좌의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되었다. 석불은 목이 절단되어 시멘트로 붙여 보강하였는데, 접합부분에 시멘트를
두껍게 덧칠하여 많이 부어올랐고 눈과 입도 근래에 갈아내어 보수함으로써 약간 변형되었다. 양쪽의 귀도 매우 짧아져서 어색한
느낌이다. 머리는 곱슬머리 형태의 나발螺髮이며 정수리에는 육계肉髻가 표현되었고 상호相好는 전체적으로 원만하다. 목에는 삼도三
道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시멘트로 보수하면서 가려져 보이지 않고, 어깨와 무릎 등 아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있다. 법의는 우

견편단右肩偏袒으로 입었으며 옷주름이 비교적 유려하게 표현되어 오른쪽 팔과 무릎 전체를 덮고 있다. 수인手印은 항마촉지인降魔觸地
印을 취하고 있다.

대좌는 석질이 불상과 달라서 입자가 거칠며, 넓은 판석을 지대석으로 삼았으나 원래의 것은 아니다. 하대석과 상대석은 각각 복
련화문伏蓮花紋과 앙련화문仰蓮花紋이 상하 대칭적으로 조각되었고 중대석은 팔각주형으로 문양은 없다.
백족사 석조여래좌상의 크기는 높이 86㎝, 좌대높이 94㎝, 머리높이 29㎝, 무릎넓이 69㎝로서 광배는 없으나 연화대좌와 불상
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조각수법이 세련되거나 정교하지 못하고 목과 안면부에 파손이 있으나 불상의 원래 모습은 대체로 잘 남아 있는 편
이다. 또한 하대석·중대석·상대석으로 이루어진 연화대좌도 원형대로 남아 있어 백족사 자리에 있었던 고려시대의 절터를 연구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박상일

This stone Buddha statue is enshrined in Daeungjeon Hall of Baekjoksa Temple, where little tangible evidence of its origin and
history remains except for a Goryeo (918~1392) pagoda and some monumental stones of Joseon (1392~1910) standing in its precincts.
The Buddha is seated cross-legged, facing fully to the front, and is wearing a dharma robe across the left shoulder. He displays the hand
gesture, or mudra, representing the expulsion of evil and the Buddha’s calling the earth to witness his enlightenment. The statue is
placed on a three-tier lotus pedestal which is generally regard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the study of Buddhist temples of Goryeo,
although it is not the original.

409

410

清
清
州청

州주

청주 백족사 삼층석탑
淸州 白足寺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Baekjoksa Temple,
Cheongju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9호
·수량｜높이 : 1기｜2m
·지정일 : 2007. 09. 07.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41-122
·소유자 : 이치상
·시 대 : 고려시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백족산 정상부 남쪽 기슭에 자리하는 백족사의 경내에 있는 삼층석탑이다.
백족사의 창건시기나 연혁을 알려주는 문헌기록은 없다. 전설에 의하면 조선 세조가 이곳을 지나다가 발을 씻는데 발이 희었다
고 해서 백족산이라 하였다고 전해지며, 본래 ‘심진암尋眞庵’이라는 암자였다가 산의 명칭에 따라 절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현재의
백족사는 옛 절터에 1930년 대웅전을 다시 세우고 중창한 것으로 대웅전과 삼성각, 요사채가 있다.
대웅전 옆의 공터 위에 세워져 있는 백족사 삼층석탑은 1940년대에 발견하여 이곳에 복원하였다고 전해진다. 석탑의 기단은 지대
석으로 보이는 판석 위에 탑신형의 중대석과 갑석으로 이루어졌고, 초층 탑신은 시멘트로 보강하였으며, 1층 옥개석 이상은 원래의
부재가 남아 있다. 탑신석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옥개석에는 4단의 층급받침과 낙수홈이 조각되었으며, 낙수면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3층 옥개석은 파손이 매우 심하여 처마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어 복원할 때 복발 등의 장식물을 모조하
여 올려놓았다. 석탑의 조성 시기는 우주의 각출, 전각의 반전, 4단의 층급받침, 낙수홈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석탑의 크기는 전체높이 200㎝, 초층 탑신 높이 31㎝, 폭 41.5㎝로서 결실이 심하여 원형은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균형미가
있고 짜임새가 있는 아담한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층 옥개석이 단아하고 널찍한 갑석과 전각의 반전이 부드럽고 낙수면이
평박平薄한 점에서 고려시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상일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standing in the precincts of Baekjoksa Temple in Cheongju is known to have been discovered in the
1940s and restored to its current location. It consists of a base made of a single stone slab that supports the first story of the body, which
is reinforced with cement. All of the bodies are carved with corner pillars, and the roof-stones have four-tier cornices and furrows. It
exhibits certain characteristic features of Goryeo pagodas, such as the gently upturned corners, and equally gentle slope, of the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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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곽훈 효자비
淸州 郭壎 孝子碑
Stele of Gwak Hun for His Filial Devotion, Cheongju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5호
·수량｜높이 : 1기｜1.4m
·지정일 : 2008. 08. 0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공원로 311
·소유자 : 청주곽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효자인 곽훈郭壎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581년(선조 14)에 세운 비석이다.
곽훈은 청주곽씨로서 시조인 곽상郭尙의 20세손이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회암마을에서 태어나 살다가 생을 마
감하였다. 곽훈의 아버지인 곽영형郭英衡은 군수 벼슬을 하였지만, 곽훈은 벼슬하지 않았으며 효행으로 정려를 받은 후 예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곽훈에 대해서는 일반 문헌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으나,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그의 효행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기
록에 의하면 곽훈은 집이 가난하였으나 벼슬을 구하지 않고 어머니가 죽은 후 여막에서 지내는데 감천甘泉이 저절로 솟아 나왔고 미채美
菜가 섞여 났으며 범과 벗이 되고 의승義僧이 와서 지켜 주었다고 한다. 삼년상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중도 범도 간곳이 없고 샘물도 또

한 말라 버렸다. 이 사실을 지평 김충갑持平 金忠甲 등 많은 사람들이 선조에게 알려 정표旌表를 받게 되었다.
곽훈 효자비는 본래 옛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호암저수지의 안쪽 가장자리의 경작지에 있었던 것을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금의 자리인 오창읍 호수공원 남동쪽에 옮겨 놓았다. 거친 화강암을 그대로 홈을 파서 비석을 세운 지대석이 있었으나
지금은 새로 지대석을 만들었다. 비신은 고운 암질의 화강석으로 조성하였다. 비신 위에 덮은 덮개돌은 팔작지붕 형태로 밑면에 홈을
파서 비신 위에 꽂았는데 풍화가 심한 상태이다. 효자비의 규모는 비신이 52.5×112×18.5㎝이고, 덮개돌은 87×33×56㎝이다.
비 앞면에는 큰 글씨로 “孝子學生郭壎之里효자학생곽훈지리”라고 새겼으며, 뒷면에는 “字君應事在新增三綱行實 萬曆辛巳十月日立자군
응사재신증삼강행실 만력신사시월일입”라고 새겨져 있어 건립연대가 1581년(선조 14)임을 알 수 있다. 글씨의 자획이 유려하고 크며, 파임이 깊

어 시원한 느낌이다. 덮개돌은 풍화가 심한 상태이지만, 이와는 달리 비신은 거의 손상이 없이 양호한 상태이다.
곽훈의 묘소는 원래 회암 마을 뒷산에 있던 것을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로 인하여 이장하였는데, 어디로 옮겼는지는 확인되지 않
았다. 곽훈의 효행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되어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효자비가 현재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신호철

This monument was erected in 1581 to praise the filial piety of Gwak Hun in the mid-Joseon period. Facts about his filial piety are
recorded in the book titled Dongguk sinsok samgang haengsildo. According to the record, while Gwak was staying in a yeomak (a small
hut set up beside a tomb to allow one to take care of one’s parents’tomb), a fountain of sweet tasting water sprang up, along with wild
vegetables, and a tiger and a monk protected him. Both record and stele are valuable from the acade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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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천암
淸州 水泉庵
Sucheonam Hermitage, Cheongju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8호
·면 적 :1,233㎡
·지정일 : 2009. 10. 23.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촌길 160-22
·소유자 : 밀양박씨 문도공파 종친회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수천암은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환희리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재실이다.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본래 조선시대 선
정조사禪定祖師가 주재하였던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1914년 밀양박씨 문중에서 중수하여 재실로 축조하면서 영모재永慕齋라 불리었는
데 건물 앞에는 수천암水泉庵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수천암은 옥산 덕촌리에서 환희리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의 오른쪽 산 능선상의 평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건물 앞에 흐르는 천수천
을 향하고 있다. 수천암의 배치는 지형에 따라 一자형의 재실을 서향으로 앉히고 전면에 넓은 마당을 두고 서남쪽에는 一자형으로 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소규모 창고가 있다. 동쪽 산 능선부에는 이 일대 밀양박씨의 중시조인 박훈朴薰 묘소가 있고, 북서쪽 언덕에는
수천암 주지 선정조사禪定祖師의 부도가 남아 있다.
수천암은 정면 6.5칸, 측면 3칸으로 된 홑처마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건물의 왼쪽부터 1칸 반의 부엌, 2칸의 방, 2칸
의 대청, 1칸의 방으로 구성되었으며 방 전면으로는 툇마루를 두었다. 대청과 대청 왼쪽의 온돌방에는 반 칸씩의 골방을 설치하여 재
실로 활용하면서 제기의 보관과 위패를 두는 공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뒤쪽에 살창을 설치하고 있다. 높은 자연석기단 위에
사다리꼴의 네모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운 1고주5량가의 민도리집 구조이다. 대청마루 후면에는 고주를 세우고 전면에는
동자주를 세웠다. 특히 동자주는 대들보 위의 장혀와 도리에 묻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남쪽의 온돌방에는 함실아궁이를 두었다.
청주 수천암은 조선시대의 작은 암자를 재실로 용도 변경하여 충북 지역의 민가 형식을 취하고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손태진

414

It is said that a Buddhist monk named Seonjeong used to stay at this house during the Joseon period, but it has been used for a
sacrificial rite for the spirits of the deceased since the repair work carried out by people of the Miryang Bak clan in 1914. It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hipped-and-gable roof measuring 6.5 kan* by 3 kan. The small room to the left of the wooden-floored hall in the
center is thought to have been used to store the utensils used in ancestral rites and mortuary tablets. It is a rare case of a small hermitage
structure used as a place for ancestral rit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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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백석정
淸州 白石亭
Baekseokjeong Pavilion, Cheongju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2호
·면 적 : 4,364㎡
·지정일 : 2010. 12. 10.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산 34-1
·소유자 : 고령신씨 백석정공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청주 백석정은 조선시대 중기 기호지방의 대표적인 문인이며 가사문학의 거장인 신교(申灚, 1641〜1703)가 당대의 저명한 선비와
문인들과 학문을 교류하고 시문詩文을 겨루던 정자이다.
백석정은 동부주부東部主簿를 지낸 신교가 1677년(숙종 3)에 세웠다. 신교는 백석정을 짓고 은일隱逸하다가, 50세인 1690년에 아우
인 만회당 신학晩悔堂 申㶅과 월헌 신역月軒 申湙이 각각 승지와 정언에 오르자 이에 음직蔭職으로 출사하여 북부참봉北部參奉 등을 지내고 61
세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저서인 『마사초馬史抄』에 한시뿐만 아니라 가사와 시조 작품을 남겼는데, 이는 국문학사에 귀한 자료들이다.
백석정은 청주시 낭성면 관정리 감천甘川가에 북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뒤로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져 있고 앞으로는 흐르는 맑은 물
을 바라볼 수 있어 자연과의 교환 속에 시를 짓거나 휴식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정자 이름은 물가에 기묘하게 돌출한 흰 바위에서 유래
한다. 본래의 건물은 퇴락하여 없어지고 현재의 백석정은 1927년에 현 위치에 중건한 것이다.
백석정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구조는 1단의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그 위에 모죽
인 네모기둥을 세웠다. 뒤쪽 가운데 기둥은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이를 통해 인공적인 건축물은 곧 자연의
일부이며 확장이라는 조영자의 자연주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내부 바닥은 장마루를 깔았으며 누마루 주위로는 남쪽은 머름난
간, 나머지 삼면은 통머름 난간을 설치하였다. 천장의 중도리 부분은 판반자를 설치하고, 중도리와 처마도리 사이는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며, 도리 및 장혀 밑에 소로를 받쳐서 장식한 소로수장집이다.
청주 백석정은 건축 자체는 뛰어나다고 볼 수 없으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이용한 전형적인 풍류관망을 위해 지어진 정자이다.
당시 사대부들이 명승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다.
김형래

This pavilion was built in 1677 by Sin Gyo (1641~1703), a great
representative Gasa literature in the mid-western region of the
country. It measures 2 kan* by 1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with single-layer eaves. Rectangular parallelepiped columns
with trimmed edges were set up on natural cornerstones, with a
single-layer natural stone foundation below. It is interesting that the
material used for the middle column at the rear of the building keeps
its original shape of a trunk of a tree. Members of the nobility came
here to enjoy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and while away their
leisure tim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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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초상

문화재자료

崔瑩 肖像
Portrait of Choe Yeong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7호
·수량｜크기 : 1점｜71.5×123.8㎝
·지정일 : 2012. 04. 06.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소유자 : 철원최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고려 말기의 명장인 최영(崔瑩, 1316〜1388)의 초상이다. 최영의 본관은 동주東州, 시호는 무민武愍으로 고려 말 사헌부 간관을
지낸 최원직崔元直의 아들이다. 1359년(공민왕 8) 홍건적이 서경[西京, 평양]을 함락했을 때 이방실李芳實 등과 함께 물리쳤다. 1361
년(공민왕 10)에도 홍건적이 창궐하여 개경까지 점령하자 이를 격퇴하여 도형벽상공신圖形壁上功臣이 되고 1376년(우왕 2)에는 삼남
지방을 휩쓴 왜구를 홍산에서 대파하여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388년(우왕 14) 명나라의 철령위鐵嶺衛 설치에 반대하여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요동정벌을 계획하고 출정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으로 실패하였다. 후에 개성에 난입한 이성계 군
을 맞아 싸우다가 체포되어 고봉[高峰, 高陽] 등지에 유배되었고 후에 참형되었다.
이 초상은 1854년(철종 5)에 최영의 27세손인 최규영이 주축이 되어 청주목 북면 금천마을에 기봉영당奇峰影堂을 세우면서 봉안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된 문헌이 전하지 않아 제작이나 봉안과 관련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다.
축화軸畵[수직으로 걸 수 있게 만든 두루마리 형태의 그림] 형태로 비단 바탕에 짙은 채색을 사용해 그려졌으며 그림 전체의 크기
는 71.5×123.8㎝이고 인물의 크기는 64.2×96.5㎝이다. 군청색 도포에 공작과 꿩의 깃털을 꽂은 전립戰笠을 쓰고 의자에 앉은 모
습인 정면상의 초상으로 다섯 촉의 화살을 꽂은 전통, 깃발, 창, 칼 등의 무기를 그려 무인상武人像임을 나타냈다. 오른쪽 도포 끝자
락에는 장도長刀의 일부가 보이고 강렬한 청색, 황색, 녹색의 안료 사용이 두드러진다. 얼굴의 눈꺼풀과 양쪽 코 가장자리, 입가 등
에 약간 짙은 색을 칠해 입체감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기법은 일반 초상화나 불화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무신도巫神圖나 민화에
사용되는 표현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눈썹과 속눈썹, 눈동자, 수염 등은 가는 붓으로 정교하게 묘사하였다. 도포에는 운
문雲紋과 연꽃 봉오리 문양이 표현되었지만 다시 칠한 짙은 채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최영 장군의 초상화로 확인되는 작품은 전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최영은 명장으로 청렴결백하며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은
인물이었고 이성계에게 패하여 억울하게 죽은 원혼으로 무속신앙의 대상이 되어 전국의 신당神堂에서 위력을 지니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중요한 무신巫神으로 모셔졌다. 따라서 다양한 양식의 최영장군무신도崔瑩將軍巫神圖가 그려져 현재까지 전한다.
전체적으로 비례가 맞지 않은 미숙한 신체표현, 과장된 이목구비와 음영이 지나치게 강조된 안면의 묘사, 강렬한 채색 등은 무신
도의 양식적 특징과 유사하여 최영의 초상화가 전하지 않아 근거할 작품이 없는 상황에서 무신도의 도상을 원용해 이 그림을 그린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민화풍의 불화와 무신도를 함께 제작했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방화가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며 19세기 후
반에 전통적인 초상화와 구별되는 이러한 양식의 초상화가 제작되었던 지역적 양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박은화
This painting depicts Choe Yeong (1316~1388), a great military general of the late Goryeo Dynasty, seated on a chair, dressed in a
dark-blue robe and a red hat decorated with peacock and pheasant feathers. The five arrows, flag, spear, and sword in the background
indicate that he was a military officer. It appears that there was no authentic portrait of him which painters could use to make other
paintings of him. It is said that this portrait was made by a nameless local artist who specialized in folk-style Buddhist paintings and
images of shamanistic deities. The painting is significant in its own way as it reflects the trend of a local area to produce portraits that
were marked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portraits of late nineteenth-century Joseon.

418

419

청주

清
州

대혜보각선사서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91호
·수 량 : 1권 1책

大慧普覺禪師書

·지정일 : 2017. 06. 30

Daehye Bogakseonsaseo (Letters of Master Bogak)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소유자 : 사유
·시 대 : 조선시대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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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혜보각선사서』는 중국 송나라 임제종 승려인 대혜 종고(大慧 宗杲, 1088~1163)가 간화선법看話禪法을 물어온 42인에게 사악
한 견해를 깨뜨리고 정법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보낸 62통의 편지글을 후에 그의 문인 혜연慧然이 기록하고 황문창黃文昌이 엮은 책이
다.
이 책은 우리나라 불교 전문강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로, 사집과 과정으로 학습되어 오고 있는 불서이며 흔히 이를 약칭하여 ‘대
혜서大慧書’ 또는 ‘대혜서장大慧書狀’, ‘서장書狀’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의 주요 판본으로는 고려 말에 지담志談과 각전覺全이 지눌의
뜻을 추모하기 위해서 1387년에 현회玄會가 고달산 불봉사佛峰寺에서 간행한 판본이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1418년에 간행된 판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23종 이상이 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소장본 『대혜보각선사서』는 1576년(선조 9) 전라도 고산高山의 안심선원安心禪院에서 개판된 목판본 1책이다. 표지는 5침으
로 장책된 선장본으로, 최근에 새로 개장한 것으로 보아 불복에서 나온 책으로 보인다. 표제는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로 예서
체로 묵서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27.6×16.6㎝이다.
권수에는 서문이나 목차 없이 바로 권두제면이 나타난다. 권두 서명은 “大慧普覺禪師書대혜보각선사서”로 되어 있으며, 다음 행 아
래에는 “參學 慧然 錄/淨智居士黃 文昌 重編참학 혜연 록/정지거사황 문창 중편”이란 저자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대혜 종고가
남긴 글을 문인 혜연이 수집 기록하고 황문창이 재차 편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은 먼저 표제어를 두고 행을 달리하여 내용이
시작되는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다.
판식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사주단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17.7×12.4㎝이다. 판면에는 별도의 계선은 없고, 반엽
을 기준으로 10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 행은 18자이다. 중앙의 접힌 부분에 보이는 판심부는 구분되어 있으나, 흑구 및 어미 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판심제는 ‘서書’로 약칭되어 있으며, 판심의 아래에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권말에는 “萬曆四年丙子四月日 全羅道高山地大雄山安心禪院留板만력사년병자사월일 전라도고산지대웅산안심선원류판”이라 하여 간행 기록과
목판이 보존되었던 사찰을 기록하고 있다.
정제규

Daehye Bogakseonsaseo is a book of sixty-two letters that were written by
Ta Hui Zonggao (1088-1163), a great Song monk of the Linji School, to fortytwo of his followers in response to their queries about the method of
meditation via the ganhwa (observation of words) to help them repudiate
wicked thoughts and open their eyes to the jeongbeop (right law). The letters
were recorded and compiled by two of his followers, Huiran and Huang
Wenchang. This particular copy of the book was published in 1576 (the 9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at Ansimseowon Confucian
Academy in Gosan, Jeolla-do, and is now widely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and bibliographical
knowledge of the mid-Joseon period.

권말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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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1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92호
·수 량 : 1권 1책

妙法蓮華經 卷一

·지정일 : 2017. 11. 03

Transcription of Saddharmapundarika Sutra

·소유자 : 사유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시 대 : 조선시대

(or The Lotus Sutra, Volume 1)

권1 권수

The Myobeobyeonhwagyeong (the "Transcription of Saddharmapundarika Sutra") or, more simply, the Lotus Sutra, is a Buddhist
scripture translated into Chinese by Kumarajiva (344-413) of Later Qin Dynasty (384-417) and annotated by Jiehuan of Song Dynasty
(960-1279). This book was printed at Beopjusa Temple in 1655 using the woodblocks carved to copy the “large-type edition”
published in 1470 under the patronage of Queen Jeonghui (1418-1483). While it has a colophon containing information on the
publisher (Beopjusa) and the publication date (1655), experts believe that this particular book was reprinted at Seogisa Temple under
the auspices of a group of contributors including a monk of Bosal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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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은 중국 후진後秦 의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
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경전이다. 대승불교의 기본 경전으로
법화경이라 줄여 부르며 가장 많은 판본을 가진 불경의 하나이다. 조선 전
기 판본으로는 성달생이 쓴 판본과 정희왕후가 발원한 대자본계 판본이
대표적이다.
개인 소장 『묘법연화경』 권1은 1655년 법주사에서 만든 판본을 청주
서기사에서 찍어낸 책으로 8행 13자 대자본계이며, 1470년 정희왕후의
발원에 의해 간행된 판본을 후대에 다시 찍어낸 책이다.

권말 간기

『묘법연화경』 권1은 목판본으로 1권1책(27장)이며, 책크기는 32×
22.3㎝이다. 광곽은 사주쌍변四周雙邊 으로 반곽의 크기는 21×16㎝이며,
계선이 있고, 8행 13자이다. 판심은 흑구黑口,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
內向黑魚尾 이며

판심제는 법화경제일法華經卷一이다. 표제는 묘법연화경 권일,

권수제와 권말제는 묘법연화경이다. 각판 좌우에 각수刻手, 혹은 시주명施
主名 이

있다. 변상도 하단에 “經施主法淨比丘菩薩寺大施主○○경시주법정비구

보살사대시주○○ ”를

비롯하여 여러 장에 ‘법정法淨’ 각명이 보이고 있어 이 책

의 간행에 보살사와의 관련이 엿보인다.
편차는 변상도, 묘법연화경홍전서妙法蓮華經弘傳序 도선道宜, 개석과오開釋科
五

초통석경제初通釋經題 계환戒環, 서품제일序品第一, 방편품제이方便品第二이며,

연화질緣化秩과 시주질施主秩, 각수질刻手秩이 첨부되어 있다. 간기刊記는 “順
治十二年乙未 十二月忠淸道報恩地俗離山大法住寺開板순치십이년을미십이월충
청도보은지속리산대법주사개판 ”이다.

묵서로 조경연화질造經緣化秩이 있고, 묵서 간

기는 “順治十六年己亥 五月忠淸道靑州地白願山瑞[氣]庵造經순치십육년기해
오월충청도청주지백원산서[기]암조경 ”이다.

『묘법연화경』은 다수의 판본과 후쇄본이 전한다. 이 책은 1470년 정희
왕후의 발원에 의해 간행된 대자본계 판본으로 후대 번각본이다. 간행지
(법주사)와 간행시기(1655년)를 알 수 있는 판본으로 가치가 있으며, 청
주 서기사에서 다시 찍은 책으로 보인다. 또한 시주에 보살사 승려가 관여
한 점도 주목된다. 책판의 조성과 간행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
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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