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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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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槐山 院豊里 磨崖二佛並坐像
Two Rock-carved Seated Buddhas in Wonpung-ri , Goesan

보 물

·종 목 : 보물 제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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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63.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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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연풍면에서 수안보 쪽으로 가는 도로 옆의 거대한 바위면에 조성된 불상이다. 바위의 한쪽 면을 감실형으로 파서 거불의 좌
불상 2구를 나란히 높은 부조로 조각하였다. 마애불의 높이는 3.1m이며, 조성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이곳은 이미 삼국시대부
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로인 조령鳥嶺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이곳에 불상이 위치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마애불의 앞면으로는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곳에 절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감실은 특히 불상의 머리 윗부분이 깊게 파여져 있는데, 이 감실 윗부분에 원래 금속으로 만든 장식이 붙어 있었던 듯 그 흔적이 남
아 있다. 감실 안의 불좌상 2구는 거의 같은 모습이나 부분적으로 코의 표현이나 대의를 입은 착의 형식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두 불상
의 얼굴은 모두 넓적하며 머리 위로는 둥근 육계肉髻가 있다. 얼굴은 눈을 옆으로 길게 뜨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서 무표정한 모습이다.
당초 바라볼 때 왼쪽에 앉은 불상의 코는 고부조로 두껍게 조각된 반면, 오른쪽 상의 코는 오히려 안으로 깊이 파여 있었다. 이러한 특
징이 처음부터 그렇게 조각된 것인지 또는 후대의 파손 때문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최근에는 이를 보수하여 양쪽 코 모두 고부조
로 조각되었다. 얼굴 주변으로는 보주형 두광이 있는 화불이 각각 5구씩 얕게 조각되어 있다.
불신佛身은 목이 짧고 어깨가 넓으며 몸의 굴곡이 거의 표현되지 않아서 커다란 사각형의 윤곽을 보인다. 착의 형식은 왼쪽 상은 통견
通肩으로 가슴을 둥글게 드러내고 속에 내의가 보이며, 오른쪽 상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한쪽으로 치켜 올라간 옷

주름과 속에 편삼偏衫과 내의의 표현이 보인다. 손은 파손되어 전혀 볼 수 없고 결가부좌한 다리 부분의 표현도 불명확하다. 또한 이 마
애불에서 특이한 점은 양 불상의 어깨 옆으로 부릅뜬 눈과 코가 강조되어 마치 가면처럼 보이는 얼굴이 조각되고 있는 점인데, 팔부중
과 같은 신중상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지 모르나 불명확하다.
이상의 표현으로 보건대 이 마애불상은 『법화경法華經』 「견보탑품見寶塔品」의 내용을 표현한 이불병좌상二佛並坐像으로 추정된다. 『법화
경』 「견보탑품」은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설법할 때 땅 속에서 과거불인 다보불이 앉아 있는 탑이 솟아나와 석가모니불의 설법이 뛰
어남을 증명하며 그의 옆에 석가모니불을 앉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불병좌상은 중국에서는 불교 수용 초기인 북위시대에 다수 조성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성된 예가 거의 없어서 이 마애불상은 매우 특이한 예라 할 수 있다.
김춘실

These two Buddhas seated side by side in a niche made by carving out a large rock are known to date to the Goryeo period (918~1392).
Both figures display the same features, except for the shape of the nose and the style of their robe they are wearing. This type of
representation of two Buddhas seated side by side originated from “The Treasure Stupa” in the Lotus Sutra, and enjoyed great popularity in
Northern Wei (386~534)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o China, but there are few extant examples of such ima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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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槐山 覺淵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of Gagyeonsa Temple,
Goesan

보 물

·종 목 : 보물 제433호
·수량｜높이 : 1점｜3m
·지정일 : 1966. 02. 28.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451 각연사
·소유자 : 각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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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연사 비로전에 주존으로 봉안되어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불신佛身을 비롯하여 광배와 대좌까지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하나가 모든 것으로 확산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된다는 불교의 개념을 상징하는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다. 지권인을 결한
불상은 8세기 중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수인을 결하고 있는 불상은 『화엄경華嚴經』에 나타나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형상화한 것이다.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턱이 갸름하면서도 볼에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있다. 머리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육계肉髻가
낮으며, 정수리에는 계주髻珠가 있다. 머리 전면에는 나발螺髮이 큼직큼직하게 표현되었다. 귀는 어깨에 닿을 듯이 기다랗다. 그리고 눈
이 길면서 코와 입이 짧은 편이며 인상은 야무지다. 입가에는 팔자주름이 있고 턱에도 세로의 주름을 새겼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
되어 있다.
광배에 조각된 화불

563

그리고 체구는 장대하지 않고 아담한 편으로, 어깨가 둥글면서 허리가 잘록 들
어가 있다. 지권인을 결하고 있는 손의 형태를 보면, 정면에서 손등이 보이도록 왼
손의 손목을 틀어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있다. 왼쪽 어깨에서 오른
쪽 옆구리 쪽으로 가로지면서 대의가 걸쳐져 있어서 편단우견偏袒右肩 방식으로 착
용했음을 알 수 있다. 대의가 굴곡진 불신을 감싸고 구불거리면서 흘러내리고 있
는데,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두 다리의 발목과 종아리를 덮고 있다.
이와 같이 육계가 낮아서 머리와 구별되지 않는 점, 숭고하면서도 엄정한 인상
의 절대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인간적인 인상을 주는 이목
구비의 표현, 불신이 짧은 편인데도 볼륨감이 있어 보이도록 일부러 몸매를 과장
하고 있는 점, 도식적으로 처리된 옷주름의 표현 등은 이 불상이 10세기에 조성되
었음을 말해주는 특징이다. 또한 지권인을 결하는 방식이나 편단우견의 착의법,
대의가 하반신을 거의 덮고 있어 발이 드러나지 않는 점은 다른 비로자나불상에서
는 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양식계보를 설정할

상대석과 중대석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형식으로 주목할 만하다.
거신주형광擧身舟形光背 형식의 광배에는 두 줄의 원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표
현하고 있다. 두광과 신광 위에는 모두 9구의 화불이 있는데, 두광의 정상부에는
3구의 불상이 나란히 앉아있으며, 나머지 6구의 화불들은 두광과 신광의 좌우에
대칭을 이루고 있다. 화불들은 구름을 탄 채 연화대좌 위에서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광과 신광의 내부에는 활짝 핀 꽃과 꽃봉오리, 그리고 넝쿨
이 어우러져 있으며, 그 바깥에는 부처의 상서로운 기운을 불꽃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광배의 뒷면에는 불교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가마의 일종인 연輦을 새겼다.
대좌는 3단으로 구성되는데, 상대와 하대를 연꽃으로 표현하였고 중대는 팔각
이지만 모를 죽여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중대석에는 연꽃과 연잎, 사자가
구름 속에서 한데 엉켜있다. 중대석과 하대석 사이에는 괴임석이 있다. 하대받침
석 각 면에는 안상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 가릉빈가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신은 단순하게 표현한데 비해서 광
배와 대좌를 화려하게 장엄하는 신라하대 불상의 양식특징을 잘 보여준다. 한편
각연사가 통일대사의 승탑과 탑비가 전하는 등 선종사찰로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
한다면, 화엄종과 선종이 사상적으로 교섭하면서 새로운 불교문화를 창출하였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지민

564

중대석에 조각된 사자와 구름

The stone Buddha enshrined in Birojeon
Hall of Gagyeonsa Temple is characterized
by a comfortably-sized body dressed in a
robe covering the left shoulder, his hands
displaying the symbolic “fist of wisdom” or
Vajra mudra. The statue is surrounded with
a mandorla, consisting of the head and body
lights, and is carved with nine miniature
images of the Buddha. The pedestal has
three tiers of which the upper and lower tiers
are decorated with a lotus motif, while the
middle one is octagonal and carved with a
lion entangled in clouds. The combination
of a simple body with a lavishly decorated
halo and pedestal shows the influence of
하대석에 조각된 가릉빈가

sculpture of the late Silla period.

하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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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 초상
柳根 肖像
Portrait of Yu Geun

보 물

·종 목 : 보물 제566호
·수량｜크기 : 1점｜89×163㎝
·지정일 : 1972. 07. 0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시 대 : 조선시대 (1619년)

조선 중기의 문신인 유근(柳根, 1549〜1627)의 초상화로 71세의 모습이다.
유근은 조선 중기 대표적 문인으로서,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회부晦夫, 호는 서경西坰이다. 아버지는 진사 영문營門이며, 진사 광문光門
에게 입양되었다. 1572년(선조 5) 별시문과에 장원하고, 1574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87년 이조정랑으로서 문신정시文臣庭試에
다시 장원하였다. 이 해 일본의 승려 겐소(玄蘇)가 사신으로 오자, 문장이 뛰어났으므로 선위사로 특임되어 그를 맞이해 대접하였다. 그
후에도 그는 문재文才로 일본이나 명나라에서 오는 사신을 맞아 문명을 떨쳤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금을 의주에 호종扈從하여 이조판서에 특진된 후, 도승지, 한성부판윤, 예조판서 등을 지내고, 사은부사와 동
지사로 두 차례나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 수완을 보였다. 1604년(선조 37)에는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으로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에 봉해졌으
며, 대제학에 이어 좌찬성이 되었다. 그러나 광해군 때 대북파가 국정을 농간하므로 사직하고 괴산에 은거했으며, 인조반정 후 다시 기
용되었다가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강화에 왕을 호종하던 중 통진에서 죽었다.
유근 초상은 오사모烏紗帽에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공수拱手자세를 취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이다. 얼굴은 오른쪽으로 30도 가
량 돌린 좌안7분면左顔七分面이며, 몸체는 8분면을 취하고 있다. 오사모의 높이는 당시의 모제대로 모정帽頂이 상당히 낮으며, 가슴에 부
착된 흉배에는 활짝 핀 모란꽃과 날아드는 두 마리의 공작이 보인다. 이런 공작흉배와 허리에 두른 서대犀帶는 이 초상화를 제작했을 당
시 유근의 품계가 문관1품이었음을 말해준다.
양쪽으로 뻗친 의자 손잡이의 형태와 그 뒤로 뻗쳐 있는 세모꼴 형태[단령의 옆쪽이 허리 위까지 트여있음으로 인해 의자에 앉게 되
면 자연스레 생겨나는 형상]의 단령, 그리고 벌어진 단령자락 사이로 내비치는 부채꼴 모양의 답호와 철릭 등은 모두 17세기 초 공신상
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들이다.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팔자형으로 벌리고 있는 목화가 보인다. 또한 바닥에 화려한 채전이 깔려 있다.
화법에 있어서는 안색은 엷고 밝은 살빛을 바탕으로 칠하고, 그 위에 이목구비 등 안면의 구성요소 및 외곽을 갈색 선으로 규정하였
다. 다만 위 눈꺼풀 부위는 검고 가는 선으로 표현하였다. 골상학에서 말하는 오악[五嶽: 이마, 코, 턱, 좌우 광대뼈] 부위에는 홍기紅氣
를 붓의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 칠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안면골상의 도드라진 부위를 지시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법은 안면의 오목한 부위에다 갈색 빛을 띤 어두운 색을 칠함으로써 골상의 요철凹凸을 표현하려는 후기 초상화의 기법과는 대
조를 보인다. 옷 주름은 굵고 검은 선으로 단령의 윤곽선을 그리고, 주름진 부분은 선으로만 간략히 묘사하였는데, 아직 음영법은 시도
되어 있지 않다.
유근 초상은 조선 중기 관복본官服本 초상화의 엄중한 표현형식을 잘 보여주는 좋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조선미
This full portrait of Yu Geun (1549~1627), a civilian official of the mid Joseon period, was produced when he was 71 years old. The
subject is depicted wearing an osamo (a type of hat worn by officials) and a heukdallyeong (a black ceremonial robe worn by courtiers),
seated on a chair with his folded hands hidden in his sleeves. His face is turned slightly to the right (about 30 degrees), showing only 70%
of the left-hand side of his face and about 80% of his body. The peacock breast badge and belt indicate that Yu Geun occupied a highranking official position at the time the portrait was made. Additional touches such as the soft pinkish tone on the forehead, nose, chin and
cheeks differentiate it from other portraits produc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is portrait is considered valuable as it depicts a stern
expression of the figure with official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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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槐山 覺淵寺 通一大師塔碑
Stele for Buddhist Monk Tongil at Gagyeonsa
Temple, Go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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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물

·종 목 : 보물 제1295호
·수량｜높이 : 1기｜4.5m
·지정일 :1999. 06. 23.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451 각연사
·소유자 : 각연사
·시 대 : 고려시대

각연사 통일대사탑비는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고려 전기에 활약했던
통일대사의 행적과 업적을 기록한 탑비이다.
비신에는 1행에 88자씩 모두 46행, 3,500여자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지만, 현재는
비문의 윗 부분과 아랫부분의 일부인 약 200여자만이 판독되어 그 내용의 전체를 완
전하게 알 수 없다. 현재 판독되는 비문을 통해 통일대사가 당나라에서 유학하였다가
귀국하여 고려의 태조를 만나는 등 교화활동을 펼쳤으며, 이 때 법문을 듣고자 사람들
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는 것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 비문의 뒷부분에는 이
탑비를 고려 958년(광종 9)에 세우기 시작해서 960년에 완성하였으며, 비문은 김정언
金廷彦이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탑비를 건립하는데 참여했던 승려들과 불교도

들, 그리고 장인들을 열거하였다. 비문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김정언은 당시 유명했
던 문장가로서 광양의 ‘옥룡사 동진대사탑비’ 비문을 쓰기도 했음을 볼 때, 통일대사탑
비를 조성할 때에 상당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통일대사탑비는 각연사에서 약1km 정도 떨어진 곳에 안치되어 있다. 비신의 명문
은 마멸이 심하지만, 귀부龜趺와 이수螭首, 그리고 비신이 온전하게 남아있다. 비신은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옛모습(1921년)

높이가 2.5m, 이수는 높이 1.1m로 그 규모가 매우 큰 편이다.
귀부는 눈을 부릅뜬 채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으며 머리에는 갈퀴가 서 있는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모습에서 신성한 힘과 신비스러운 기운이 느껴진다. 등에는 일
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육각의 귀갑문이 도안화되어있는데, 귀갑문의 내부에는 아
무런 장식이 없다. 등 위에는 비좌가 놓였는데, 비좌 양 옆면에는 안상이 새겨져 있고
윗면에는 연꽃을 둘렀다. 이수는 네 마리의 용이 보주寶珠를 향해 포효하고 있는 형태
이다. 이수의 전면과 후면에는 제액題額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 구름을 표현하였다.
통일대사탑비는 귀부와 이수의 형태나 그 내부를 장엄하는 장식요소 등에서 신라
하대의 탑비양식을 계승하는 고려 전기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선종사찰에서
는 승려가 입적한 뒤에 그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그의 업적을 기록하는 탑비를 경내
에 나란히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각연사 통일대사탑과 통일대사탑비는 경
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더구나 탑과 탑비가 한 곳에 나란히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두고 각기 세워져 있어서, 그 입지가 매우 특이하다.
서지민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옛모습(197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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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좌

This memorial stele erected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Priest Tongil, a Buddhist monk of early Goryeo who studied
Buddhism in Tang, is located about one kilometer from Gagyeonsa Temple in Goesan.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it began to
be built in 958 and took two years to complete. The inscription has been badly defaced by time and the elements, but the tortoise pedestal,
main body and dragon-head capstone are all in good condition. The ornamentation of the tortoise pedestal and capstone shows that the stele
was made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under the influence of late 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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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槐山 寶安寺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Boansa Temple, Goesan

보 물

·종 목 : 보물 제1299호
·수량｜높이 : 1기｜3.5m
·지정일 : 2000. 08. 04.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효근1길 23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옛 청안현淸安縣 동쪽 칠보산 자락의 효근리 탑동 마을의 민가 마당에 있는 석탑이다.
이 석탑 주변은 본래 절터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고려시대 기와조각이 다수 발견되
고 있다. 1956년에 마을 주민들이 절터에 흩어져 있던 석탑 부재를 모아 삼층석탑으로
다시 세우고 석불을 모신 2칸의 초옥草屋을 지음으로써 보안사를 창건하게 되었다고 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청안현 불우조淸安縣 佛宇條에 “수암사水菴寺가 칠보산에 있다”라
고 기록되어 있어, 이곳이 수암사 터로 알려져 있다. 지금의 보안사는 석탑으로부터 서
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새로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일반형 석탑으로서 현재 기단은 단층만 남아 있
고 노반 위의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어 현재 높이는 약 3.5m이다. 맨 아래 지면에는 평면
186×154㎝ 크기의 남북으로 긴 커다란 자연석 1매를 지대석 겸 기단 하대석으로 삼았
다. 하대석 윗면은 중대석을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안으로 얕은 턱을 파내었다.
기단 중대석은 4매의 판석을 사용하여 각 면을 형성하였는데, 전·후면에 면석을 세
워 양 우주를 모각하고 그 사이에 2매의 판석을 끼워 드러난 전·후·측면으로 우주 형
태를 표현하였다. 기단 갑석은 짧고 다소 두꺼운 1매 판석을 사용하였다. 윗면에는 역시
얕은 턱을 안으로 파서 탑신 중석을 받고 있다. 탑신석은 모두 1매로 조성되었으며 1층
은 평면이 60×61㎝로 정사각형에 가깝지만 높이는 약간 높으며 이에 비해 2층부터는
급격히 체감되었다. 탑신의 폭은 각 층이 적절하게 축소되었다. 탑신석에는 장식문양이
없고 1층 남면 중앙에 11×11㎝의 감실龕室 형태를 표현하였는데, 안으로 1단의 턱을 두

1층 탑신석에 조성된 감실

어 내부는 7×10㎝의 작은 공간이다.
옥개석은 각층이 하나의 돌로 만들어 졌으며, 하부 층급받침이 1층은 3단이고 2·
3층은 2단으로 다소 두껍고 투박하게 조각되었으며 각 층이 적절하게 체감되었다. 낙수
면은 조금 넓게 내려오며 우동마루[隅棟, 내림마루]가 있고 처마는 단면이 경사지게 다
듬었다. 상단에서 양끝 쪽으로 들리고 있다. 상륜부는 높이가 높고 위로 갑석 형태의 돌
출이 있는 노반석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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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옛모습(1921년, 1995년 8월)

이 석탑의 특징은 단층기단으로 다소 높은 1층 탑신 중앙에 문을 만들어 닫을 수 있는 감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치석治石
과 구성에서 투박한 수법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고려시대 지방에서 조성된 양식으로 기단부와 상륜부의 결실이 많지만 탑신부는 비교
적 잘 남아 있는 편이어서 당시 충북지역의 불교와 석탑 조성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석탑은 1997년 6월 27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0호로 지정되었다가 2000년 8월 4일에 국가지정 보물로 변경되었다.
박상일

This stone pagoda standing in the yard of a private dwelling house in the village of Tapdong in Hyogeun-ri, Goesan consists of a singletier base supporting a three-story body topped with an incomplete finial. It has the typical appearance of a Goryeo stone pagoda, but is
comparatively short at 3.5 meters because most parts of the finial, except for the base, have been lost. The area around the pagoda is known
to have been occupied by a Goryeo Buddhist temple as proven by the shards of ceramic roof tiles which continue to be found there to this
day. In 1956 the local community rebuilt the pagoda from its scattered remains, as well as Boansa Temple, a tiny two-bay thatch-roofed hut
enshrining a stone Bu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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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
槐山 覺淵寺 通一大師塔
Stupa of Buddhist Monk Tongil at Gagyeonsa
Temple, Goesan

보 물

·종 목 : 보물 제1370호
·수량｜높이 : 1기｜2.3m
·지정일 : 2003. 03. 14.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451 각연사
·소유자 : 각연사
·시 대 : 고려시대

고려 전기 각연사에 주석主席했던 통일대사의 승탑이다.
각연사에서 완만하게 경사진 뒷산을 오르면 통일대사의 탑비가 있고, 그 탑비에서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다보면 7부 능선 즈음에 통
일대사탑이 있다. 대부분의 승탑이 사찰 경내에 위치하는데 비해서, 통일대사탑은 사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원래 한 쌍
을 이루면서 같은 자리에 안치되는 탑비와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통일대사탑비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이 승탑의 주인공인 통일대사는 당나라에 유학하였던 적이 있으며, 귀국한 다음 고려 태조
왕건을 만나서 교법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또 통일대사탑비는 고려 958년(광종 9)에 제작되기 시작해서 960년(광종 11)에 완성되었다
고 한다. 그러므로 통일대사탑비와 한 쌍을 이루는 이 통일대사탑도 그 때 같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대사탑은 상륜부의 노반露盤만이 남아있고 그 위에 놓이는 복발覆鉢, 보륜寶輪, 보개寶蓋, 보주寶珠가 결실되었으며 옥개석의 처마
끝에 조각된 귀꽃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그러나 그 외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는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전체 평면은 팔각을
이루며 높이가 2.3m에 달한다.
기단부를 살펴보면, 지대석과 하대석은 1매의 석재로 제작하였으며 중대괴임석과 중대석, 상대석을 각 1매의 석재로 제작하여 결구
하였다. 중대괴임석과 상대석에는 겹으로 된 연꽃을 조각하였고 중대석의 모서리를 기둥형태로 표현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았다. 탑신부를 살펴보면, 탑신석과 옥개석을 각각 1매의 석재로 제작하여 결구하였다. 탑신석 모서리도 기둥형태로 표현하였
고, 전면과 후면에는 문비門扉를 새겼다. 옥개석의 아랫면에는 3단의 받침을 표현하였다. 탑신석에 비해서 옥개석이 큰 편이며, 낙수면
의 경사가 급하고 처마가 두껍다. 처마 끝마다 귀꽃을 장식하였는데 현재 4개는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4개만 남아있다. 탑신석의 가장
윗면에는 16잎으로 된 연꽃을 둘렀다. 상륜부의 노반은 연꽃으로 된 발우鉢盂 형태이며, 그 가운데에는 찰주를 꽂았던 구멍이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각연사 통일대사탑은 신라하대에 완성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승탑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을 화
려하게 장엄하지 않고 문비와 연꽃 등 간단한 문양만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신라하대에서 고려전기로 이행되는 양식특징이 드러
난다.
서지민

This stupa erected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Priest Tongil, who headed the community of monks based in Gagyeonsa
Temple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was built between 958 and 960. The stupa has retained its original structure except for the roof
stone, one corner of which has lost its floral ornament, and the finial, of which only the finial base (noban) remains. Although the stupa
exhibits the octagonal structure established during the late Unified Silla period, the use of a simple lotus motif for decoration shows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late Silla or early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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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 옛모습(1921년)

배례석

옥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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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문적
辛景行 淸難功臣敎書 및 關聯文籍
Royal Certificate of Cheongnan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Sin Gyeong-haeng and Related Documents

보 물

·종 목 : 보물 제1380호
·수 량 : 8종 9점
·지정일 : 2003. 08. 2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소유자 : 영산신씨 충익공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 문적은 1596년(선조 29) 7월 이몽학李夢鶴이 충청도 홍산에서 난을 일으켰을 때 이를 토벌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청난공신교서淸難功臣敎書와 함께 1608년(선조 41) 6월 신경행을 수충청도병마절도사守忠淸道兵馬節度使로
임명하면서 내린 유서諭書와 신경행에게 충익忠翼이란 시호諡號를 내리는 시호교지贈諡敎旨 등 8종 9점의 유물이다.
신경행(辛景行, 1547∼?)의 본관은 영산靈山, 자는 백도伯道, 호는 조은釣隱이며 자전自全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세주世胄이고, 아
버지는 질垤이다. 1573년(선조 6)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1577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92년에 한산군수가 되었고, 1596년에 충청도순찰사의 종사관이 되었다. 이 때 관내 홍주에서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자 난의
진압에 공을 세웠다. 다음 해에 군자감정軍資監正이 되었고, 1604년에 청난공신 삼등에 책록되고 영성군에 봉해졌다.
1608년에 충청도병사가 되었으나 시정이 바르지 못하다는 암행어사의 지적을 받았다. 뒤에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신경행 청난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선무공신 및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호성공신과 함께 1604년(선조 37)에 발
급되었다. 이 교서는 녹훈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청난공신 포상 규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교서의 양식과 문체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신경행과 관련된 문적으로 「신경행 청난공신교서」를 비롯하여 「유서」, 「시호서경諡號署經」 2점, 「증시교지贈諡敎旨」, 「조은신공시장釣
隱辛公諡狀」, 「청난원종공신록권淸難原從功臣錄券」, 『이십공신회맹록二十功臣會盟錄』, 『이십일공신회맹록二十一功臣會盟錄』 등이 있다.

유서는 1608년(선조 41) 6월 16일에 신경행을 충청도병마절도사로 임명하면서 제1부의 밀부를 내린 유서이다. 유서 가운데 제
1부를 내린 것은 매우 희귀한 것으로 가치가 있다.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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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서경」(2점)·「증시교지」·「조은신공시장」 등은 신경행이 ‘충익’이란 시호를 받는 과정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이다. 「시호서경」
은 사헌부 시호서경과 사간원 시호서경이 있는데, 1811년(순조 11) 6월에 증예조판서 신경행의 시호를 충익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
여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동의한 문서이다. 「증시교지」는 1812년(순조 12) 1월에 신경행에게 충익의 시호를 내리는 교지이다. 「조은
신공시장」은 신경행이 시호를 받기 위하여 그가 살았을 때의 한 일을 가선대부 김이영金履永이 지은 글이다.
「청난원종공신록권」은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1605년(선조 38) 4월 16일에 공신도감에서 신경행의 아들인 주부主簿 신면
辛勉에게 내려준 녹권錄券이다. 이 녹권은 공신에 대한 대우와 포상규정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원종공신관계 연구 자

료로서 가치가 있다.
그밖에 『이십공신회맹록』 및 『이십일공신회맹록』은 신경행과 관련 있는 자료들로, 당시 이십공신·이십일공신과 그 자손들의 동
향 및 당시의 정치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십공신회맹록』은 1680년(숙종 6) 남인이 대거 실각하여 정권에서 물러난 경신
대출척庚申大黜陟에 공을 세운 보사공신이 복훈되어 추록한 것을 계기로 숙종 20년 6월 20일 보사공신을 중심으로 역대의 공신 및 그
적장자들이 모여서 회맹제를 행하고 참여인을 수록한 명단이다. 이 회맹록에는 신경행의 4세손인 신득중이 기록되어 있다. 『이십일
공신회맹록』은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분무공신의 녹훈을 계기로 1728년(영조 4) 7월 18일에 개국공신 이하 각 공신의 적장
손들이 모여서 회맹제를 행하고 그 참여자를 수록한 명단이다. 이 회맹록에는 신경행의 6세손인 신광우辛光禹가 기록되어 있다.
정제규

The Royal Certificate of Cheongnan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Sin Gyeong-haeng and Related Documents consist of 9 items of
8 kinds including the following: the royal certificate issued to those who performed meritorious deeds suppressing the riot instigated by
Yi Mong-hak in Hongsan, Chungcheong-do Province; the order issued when the king appointed Sin Gyeong-haeng as army
commander-in-chief of Chungcheong-do Province; and a royal edict to grant Sin Gyeong-haeng the posthumous title Chungik. In
1604, this Royal Certificate of Cheongnan Meritorious Subject was issued, together with the Royal Certificate of Seonmu Meritorious
Subject for those who performed meritorious deed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the Royal Certificate of
Hoseong Meritorious Subject for those who escorted King Seonjo (r. 1567~1608) to Uiju. This certificate details his accomplishments,
making it a very important historical record. Details of the award regulations of Cheongnan Meritorious Subject also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n the format and writing style of royal edicts of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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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충익공 시호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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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

조은신공시장

이십일공신회맹문

청난원정 공신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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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미륵산성
槐山 彌勒山城
Mireuksanseong Fortress, Goesan

사 적

·종 목 : 사적 제401호
·지정일 : 1997 .12. 1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 8-37 외
·면 적 : 1,670,291㎡
·소유자 : 국유 및 사유
·시 대 :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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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미륵산성은 속리산 북록北麓으로 이어진 험준한 낙영산落影山(685m)과 도명산道明山(650m)의 정상부를 에
워쌓은 거대한 고로봉형栲栳峰形 석축산성이다. 고성리 성암 마을에서 남쪽으로 도명골이라 부르는 긴 계곡을 따라
약 3.5km 걸어 들어가면 미륵산성의 서문터에 이르게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미륵산성 석축은 둘레가 5,779척이며, 2개의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허물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5,779척을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699m 정도이다.
미륵산성의 평면구조는 본성本城이 있고, 서쪽 가장 낮은 계곡 양편에 좌우대칭으로 ‘애기성’이라 부르는 2개의
외성外城이 붙어있는 특이한 복곽식구조複郭式構造 성곽이다. 성의 전체 둘레는 약 5.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위
적인 축성구간은 약 3㎞로 본성의 석축길이는 약 2.7㎞이고, 2개소의 외성의 석축 길이는 약 350ｍ 정도이다. 그
외는 천연의 암벽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성문은 3개소가 있는데 가장 주된 출입구인 서문, 남쪽 공림사 방면으
로 이어지는 남문, 동쪽 화양동으로 이어지는 동문이 있다. 그리고 성곽을 따라 전망이 용이한 곳에 성의 윗면을
평탄하게 만들어 망대望臺를 설치하였다. 성내에는 건물지 8곳, 우물지 4곳 등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축조기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의 기단부 내외에서 보강하여 일정한 높이로 만든 후 안쪽에 단
을 두고 외측으로 석장石墻을 내외겹축內外夾築한 기법이다. 이밖에 단지 석장만을 축조거나, 성의 기단부를 외측에
서 쌓아 올려 내탁內托하고 윗면이 내면의 높이와 동일한 지점에서 끝난 성벽 구축방법도 확인되었다.
『고려사』에 1292년(충렬왕 18) 4월 원나라 반란군 합단적哈丹賊이 침입했을 때 인근 주민과 경상도에 속해 있던
관성[管城, 옥천읍], 안읍[安邑, 안내면], 이산[利山, 이원면]의 주민들이 청주산성淸州山城으로 피적避賊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미륵산성이 청주산성으로 인식되었고, 이후 크게 개수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
하면서 조선 초기까지 어느 정도 보완되어 기능을 유지하다가 폐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미륵산성은 방
치되면서 자연적으로 산성의 축조와 관련한 남매설화가 애달프게 전해오고 있다.
미륵산성의 발굴조사는 1996년 지표조사를 하였고, 2011년도에는 서문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2012〜2015년에 서벽 수구 일원 및 서벽 북쪽 성벽에 대한 정비 복원공사가 이루어졌다.
미륵산성은 한반도 중부내륙지방에 위치한 고려시대 대표적인 산성으로서, 내성·외성으로 축조된 성벽은
3/5정도가 남아있으며 축성기법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다. 미륵산성은 주변의 고대산성과 비교하여 규모
면에서 상당히 넓어지고 있으나, 성벽의 구조는 높이 및 너비가 작아지고, 성돌의 가공 수법 등에서 퇴색된 모습을
보이는 등 간략화되어 중세산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미륵산성은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유적으로서 2010년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올랐다.
노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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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서문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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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euksanseong Fortress, a
representative structure of the Goryeo
period, is located in the central inland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It displays
a unique structure consisting of two
outer fortresses, called ‘Aegiseong
Fortress,’ that are located symmetrically
in the lowest part of the valley in the
west. About three-fifths of the fortress
walls remain, which were built with
stones heaped on both the inside and the
outside walls. Compared to neighboring
fortresses built in earlier periods, this
one is larger, but lower and narrower,
and has retained its original form fairly
well. The techniques used in processing
the stones used to build the fortress
appear to be more simplified than those
of earlier periods.
성내 암반에서 확인된 기둥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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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송시열 유적
槐山 宋時烈 遺蹟
Historic Sites Related to Song Si-yeol, Goesan

사 적

·종 목 : 사적 제417호
·면 적 : 24,806㎡
·지정일 : 1999. 12. 22.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188 외
·소유자 : 국·공유 및 사유
·시 대 : 조선시대

These sites refer to Hwayangseowon Shrine in Hwayang Valley and the tomb of Song Si-yeol (1607~1689; pen-name: Uam) in
Cheongcheon-ri, Cheongcheon-myeon. The shrine was set up in 1695, at the place where he spent his later years as a hermit, to house
his portrait and hold sacrificial rites for him. The tomb has two tombstones (erected in 1736 and 1804, respectively) and comprises a
stone statue of a civil official, a pair of stone posts, and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The stele for Song Si-yeol is also located
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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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 묘소

송시열 묘비

괴산 송시열 유적은 화양계곡 내 위치한 화양서원 일원과 청천면 청천리에 있는 송시열 묘역, 2곳으로 구성된다.
화양서원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烈, 1607〜1689)이 은거하였던 곳에 세워진 서원으로 우암의 영정을 모시고 그를 제향하기 위해
1695년(숙종 21) 세워졌다. 다음 해인 1696년 숙종으로부터 사액賜額을 받았으며, 전국의 사액서원 중에서 가장 위세가 있던 서원이었
다. 그러나 1870년(고종 7)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철폐령에 따라 건물이 헐리게 되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오다가 2006년 서원
의 일부가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만동묘는 우암 송시열이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 준 명나라의 신종神宗과 의종毅宗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하라는 유명遺命에 따라 그
의 수제자인 권상하權尙夏가 1703년(숙종 29) 민정중閔鼎重, 정호鄭澔, 이선직李善稷과 함께 유생들의 협력을 얻어 세운 것이다. 만동묘라는
이름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조종암祖宗巖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인 ‘만절필동萬折必東’을 모본하여 화양구곡 첨성대에 새겨놓은 것을 그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취해 지은 것이다. 1865년(고종 2)에 철폐되었으며, 1942년 일제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되어 괴산경찰서, 청천면
주재소 등을 짓는 자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만동묘도 화양서원을 복원할 때 함께 복원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화양서원 바로 앞에 위치한 읍궁암은 효종孝宗의 승하로 북벌이 좌절되자 효종의 기일마다 이곳에 올라 통곡하였다고 전한다. 이 외
에도 계곡 맞은편에 송시열이 학문을 닦았던 암서재巖棲齎가 있고, 화양동의 암벽 곳곳에 충효절의忠孝節義, 비례부동非禮不動 등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 우암의 애국사상과 조선 성리학의 중심지로서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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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서원

민동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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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 신도비

암서재

읍궁암

우암의 묘소는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수원의 무봉산에 있었으나, 1757년(영조 33)에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묘소에는 2기의 묘비가 있는데, 하나는 1736년(영조 12)에, 다른 하나는 1804년(순조 4)에 세워졌다. 그 외 문인석, 망주석, 상석 등이
갖추어져 있다.
신도비는 묘소의 아래에 있는데, 비각 안에 세워져 있다. 1779년(정조 3)에 세운 것으로 정조의 어필로 비면을 쓰고, 비문을 지어 안
진경체安眞卿體[중국 당나라 때의 서예가 안진경(顔眞卿, 709〜785)의 서체]를 집자하여 새겼다.
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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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화양구곡
槐山 華陽九曲
Hwayang Valley, Goesan

명 승

·종 목 : 명승 제110호
·면 적 : 30,282㎡
·지정일 : 2014. 08. 28.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
·소유자 : 국유 및 사유
·시 대 : 조선시대

제1곡 경천벽

제2곡 운영담

590

Hwayang Valley is known as the place where Song Si-yeol (1607~1689; pen-name: Uam), a great Confusican scholar of the Joseon
period, spent his later years. The nine scenic views of Hwayang Valley named by his disciples include Gyeongcheonbyeok (1st),
Unyeongdam (2nd), Eupgungam (3rd), Geumsadam (4th), Cheomseongdae (5th), Neungundae (6th), Waryongam (7th), Haksodae (8th),
and Pagot (9th). Nearby historic places associated with Song include Mandongmyo Shrine, Hwayangseowon Shrine, and Amseojae Study.
Hwayang Valley is renowned for its close association with Song Si-yeol and its beautiful natural scenery.

제4곡 금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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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곡 읍궁암

제5곡 첨성대

592

제6곡 능운대

괴산 화양구곡華陽九曲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烈, 1607〜1689)이 말년에 거주한 곳으로 그의 제자들이 설정한 구곡이다.
구곡의 설정은 우암 송시열이 머물렀던 화양계곡을 우암 사후 제자인 수암 권상하(遂菴 權尙夏, 1641〜1721)가 설정하고 이후 단암
민진원(丹巖 閔鎭遠, 1664〜1736)이 각자한 것으로 전하여 오고 있다.
구곡은 제1곡 경천벽擎天壁, 제2곡 운영담雲影潭, 제3곡 읍궁암泣弓巖, 제4곡 금사담金沙潭, 제5곡 첨성대瞻星臺, 제6곡 능운대凌雲臺, 제7
곡 와룡암臥龍巖, 제8곡 학소대鶴巢臺, 제9곡 파곶巴串 등이다. 주변에 송시열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만동묘, 화양서원, 암서재 등이 있다.
화양구곡은 화양천을 중심으로 3km에 걸쳐 거슬러 올라가며 좌우로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형적 특징은 화강암의 판상절리에
따라 형성된 침식 지형으로서, 절리에 따른 하천의 발달과 하천 침식에 의한 다양한 지형의 발달을 보여준다. 화양구곡의 주요 경관은
각 곡의 중심이 되는 경물(바위, 소沼, 절벽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곡부터 9곡까지 경관은 화양천을
따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2곡 운영담부터 4곡 금사담까지는 화양서원과 만동묘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관체계를 이루고 있다.
화양구곡에는 우암의 신념을 상징하는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또한 우암을 숭모하거나 학연이 있는 사람들이 화양구곡을 성지로 순
례하며 자기의 관직과 이름을 새겨놓은 것도 많다. 화양구곡에 새겨놓은 암각자는 121건으로 단일 구곡으로 전국 최다를 자랑하고 있
다. 이 밖에도 읍궁암비를 비롯하여 화양서원묘정비, 만동묘정비 등이 세워져 있으며 편액들이 남아 있다.
화양동과 관련된 책으로 『화양지華陽誌』가 있다. 이 책은 1744년(영조 20)에 후손인 송주상宋周相이 편찬하고 1861년(철종 12)에 증보
하여 간행하였다. 제1편은 화양동의 위치, 화양동의 연혁과 사적이 중심이 되고 송시열의 효종 사적에 대한 글이 덧붙여져 있다. 제2편
에는 중국에 간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이 명나라 의종毅宗의 친필 ‘비례부동非禮不動’을 얻어오자 송시열이 그것을 화양구곡 중의
하나인 첨성대 바위 아래에 새긴 기록인 「애각사실厓刻事實」이 있다. 제3, 4편에는 만동묘萬東廟에 관련된 사실을 기록한 「황묘사실皇廟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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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곡 와룡암

제8곡 학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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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제5편에는 화양서원에 관련된 기록들이 실린 「서원사실書院事實」이 있
고 제6편에는 예송문제禮訟問題에 대하여 송시열이 올린 글들을 수록하였다.
화양구곡의 자연경관을 담은 화양구곡도와 화양구곡시 여러 편이 남아 있다.
현존하는 화양구곡도는 권신응(權信應, 1728〜1787)의 작으로 전하는 충북대
학교 박물관 소장본과 이형부(李馨溥, 1791〜1851)가 그린 송준호(개인)소장본
까지 총 두 점이 알려져 있다. 또한 그림은 남아 있지 않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김진옥金鎭玉, 김녹휴金祿休, 안씨安氏 소장의 화양구곡도 3종이 있다.
화양구곡을 읊은 구곡시는 임상주(任相周, 1710〜1791)의 「만흥영화양구
곡漫興詠華陽九曲」을 비롯하여 25편으로 단일 구곡을 읊은 구곡시로는 양이 가장

충북대 박물관 소장 《화양구곡도》 제2곡 운영담

많으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화양구곡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더불어 인문·사회학적 가치를 가진 화양구
곡도, 화양구곡시, 암각자와 비문 등 다양한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대
표적인 명승지이다.
조혁연

이형부의 《화양구곡도》 제2곡 운영담 · 제3곡 읍궁암

제9곡 파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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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槐山 松德里 미선나무 自生地
Natural Habitat of White Forsythias in Songdeok-ri, Goesan

미선나무 잎

596

천연기념물 ·종 목 : 천연기념물 제147호
·면 적 : 9,917㎡
·지정일 : 1962. 12. 03.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 58-13
·소유자 : 괴산군

미선나무는 영어로는 통상 “White Forsythia”라고 불리며, 우리말로는 “하얀 개나리”에 해당된다. 분류학적으로 미선나무는 꿀풀
목[Lamiales] 물푸레나무과[Oleaceae] 미선나무속[Abeliophylum]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세계적으로 1속에 1종만이 존재하는 우리
나라 특산식물이며, 현재는 1종, 1변종, 4품종의 5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괴산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는 고생대에 형성된 변성암의 일종인 함력천매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어 풍화가 아주 느린 상태로 진
행되기 때문에 바위가 군데군데 노출되어 있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작은 돌들도 많아 토양 발달이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토양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숲의 가장자리에 군락이 개방된 공간의 형태로 발달해 있어 직사광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태양광의 강한 에너지 흡
수와 건조로 인하여 일부 식물의 잎은 붉게 변하여 생육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 좋은 광조건을 선호하는 식물인 새콩, 개망초, 포아풀
등과 같은 호광성 식물들과 고사리, 국수나무, 졸참나무의 실생묘 등이 자생지 보호구역 내에서 미선나무와 경쟁하며 자라고 있다. 송
덕리 미선나무 자생지는 포장된 지방도 옆에 위치하여 조사나 관리를 고려할 때 접근용이성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 의한
훼손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
박용목

White Forsythia is a deciduous shrub that belongs to Abeliophyllum (Genus), Oleaceae (Family), Lamiales (Order). It is an endemic
plant species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only one species in one genus. In the Natural Habitat of White Forsythia in Songdeok-ri,
Goesan, pebble-bearing phyllite rocks, a type of metamorphic rock formed in the Paleozoic Era, form the bed rock. As the habitat is located
on the edge of a forest and exposed to direct sunlight, the leaves of the plants tend to acquire a reddish hue amid the disadvantageous
grow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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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槐山 邑內里 은행나무
Gingko Tree of Eumnae-ri, Goesan

천연기념물 ·종 목 : 천연기념물 제165호
·수 량 : 1주
·지정일 : 1964. 01. 3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3길 8 청안초등학교
·소유자 : 충청북도교육감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 옛모습(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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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안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은행나무이다.
이 은행나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려 성종(960~997) 때, 이곳에서 선정을 펼치던 성주城主가 어느 날 백성들을 위
한 잔치를 베풀면서 성안에 연못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백성들은 청당淸塘이라는 못을 파고 그 주변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살아남은 것이 이 은행나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성주가 죽은 후에도 좋은 정치를 베푼 성주의 뜻을 기려 나무를 정성껏
가꾸어 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면서 백성의 평안을 자상하게 살피던 성주 같은 인물이 되기를 기원했을지도 모른다. 한
편 이 은행나무 속에는 귀가 달린 뱀이 살고 있어 나무를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이 은행나무가 지금
까지 보존되는데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약 1,000살로 추정된다. 높이는 16.4m, 가슴 높이의 둘레는 7.35m이다. 은행나무 가지는 동서 16.4m, 남북으
로 17.2m 정도 퍼져있다. 줄기 곳곳에는 가지가 부러져 나간 흔적이 있고 일부는 죽었으나 비교적 사방으로 고르게 퍼져 자라고 있다.
괴산 읍내리 은행나무는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또는 백성을 사랑하는 고을 성주를 기리고 후손들의 교훈이 되도록 하는 상징성
을 가진 나무로서 문화적 가치가 큰 자연유산이다.
박봉주

The Gingko Tree of Eumnae-ri is located within the grounds of Cheongan Elementary School in Goesan. It is estimated to be around
one thousand years old. According to legend, this gingko tree is said to be one of the trees planted around Cheongdang Pond by a virtuous
local administrator in cooperation with locals in Goryeo peiod. Locals look after the tree, which is a symbol of the village, in memory of the
community’s people-loving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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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종 목 : 천연기념물 제220호

槐山 楸店里 미선나무 自生地
Natural Habitat of White Forsythias in Chujeom-ri, Goesan

·면 적 : 7,583㎡
·지정일 : 1970. 01. 0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 산 144-2
·소유자 : 사유

괴산 추점리 미선나무 자생지는 경사가 심한 야산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위쪽은 삼림의 끝자락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래쪽 가장자
리는 밭과 논으로 이루어진 경작지와 연결되어 있다. 토양은 암석이 부서져 만들어진 전형적인 너덜지[전석지]를 형성하여 불안정한 상
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비가 오거나 위에서 토사가 약간이라도 흘러 내려올 경우 토양침식으로 인하여 미선나무의 뿌리가
일부 드러나 건조에 노출되기도 한다. 그 결과 상부의 일부분은 미선나무가 자라지 못하여 토양이 노출되고 조금씩 작은 돌이 아래로
흘러 내려와 아래쪽에 쌓이기도 한다. 아래쪽 미선나무 생육은 위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식생의 상태는 군데군데 줄기
가 굵은 몇 개체가 모여서 자라고 있으며, 이 개체들이 뻗어낸 긴 가지로 인하여 밀도가 높게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식생이 발달
하지 않고 나지가 드러나는 곳도 적지 않다. 추점리 자생지의 경우, 좋은 광조건을 이용하여 청가시덩굴, 포아풀, 개망초, 닭의 장풀, 원
추리 등의 식물들이 빈 공간으로 침투하여 미선나무와 함께 분포하고 있다.
박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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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Forsythia is a deciduous shrub that belongs to
Abeliophyllum (Genus), Oleaceae (Family), Lamiales
(Order). It is an endemic plant species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only one species in one genus. The Natural
Habitat of White Forsythias in Chujeom-ri is located at the
edge of a steep hill. Several forsythias with thick stems are
growing in a group. Siebold-greenbrier, bluegrass, annualfleabane, dayflowers, day-lilies have expanded their sphere
under the direct sunlight and mingle with the white
forsyt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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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
槐山 栗池里 미선나무 自生地
Natural Habitat of White Forsythias in Yulji-ri, Goesan

천연기념물 ·종 목 : 천연기념물 제221호
·면 적 : 14,878㎡
·지정일 : 1970. 01. 0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 19-1
·소유자 : 사유

괴산 율지리 미선나무 자생지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
는 민가 위쪽의 야산 아래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가운데가 약간
파인 계곡상의 미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자생지의 일부는 암석들이
그대로 있어 토양발달이 나쁜 편이다. 자생지 대부분은 직사광에 노
출되는 장소이지만 일부는 주변에 있는 몇 그루의 큰 나무의 영향으
로 부분적으로 그늘진 곳도 있다. 율지리 자생지는 광환경의 이질성
으로 인하여 햇빛에 완전히 노출된 곳은 비가와도 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고 유출수로 흘러 가버리는 반면, 약간 그늘지고 약간의 낙엽이
쌓인 곳은 종자로부터 발아한 미선나무 유묘幼苗가 여기저기서 자라
고 있다. 이 유묘가 지속적으로 자라게 되면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
으므로 율지리에서 미선나무 개체군이 잘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식
생의 상태는 중앙부 쪽 계곡을 중심으로 오래된 몇 개의 큰 개체들
이 번성하여 2m도 넘는 가지를 주변으로 활처럼 굽은 상태로 뻗어
서 자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빈 공간이 많아 다른 식물들이 많이
침입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자생지 중앙을 중심으로 가지의 밀도
가 높아 상부의 가지는 수분스트레스에 심하게 노출되고, 아래쪽 가
지는 그늘이 져서 생장이 나빠질 수 있다.
박용목

White Forsythia is a deciduous shrub that belongs to
Abeliophyllum (Genus), Oleaceae (Family), Lamiales (Order). It is
an endemic plant species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only one
species in one genus. The Natural Habitat of White Forsythias in
Yulji-ri is located on the lower edge of a hill. Several large-sized
forsythias grow with their 2m-long boughs extending like shooting
bows, particularly in the central valley. Other species of plants have
colonized the open spaces left by the forsyth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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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종 목 : 천연기념물 제266호

槐山 沙潭里 망개나무 自生地
Natural Habitat of Korean Berchemias in Sadam-ri, Goesan

·면 적 : 815,427㎡
·지정일 : 1980. 09. 29.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 8-1 외 2필
·소유자 : 산림청 및 사유

Berchemia Tree is a deciduous, broad-leaved tree that belongs to Berchemia (Genus), Rhamnaceae (Family), Rhamnales (Order). It
grows up to 10 to 15 meters tall. The Natural Habitat of Korean Berchemias in Sadam-ri is situated in Songnisan National Park, where
many smaller species mingle with each other. Efforts need to be made to preser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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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개나무(Berchemia berchemiifolia (Makino) Nakai)는 갈매나
무목(Rhamnales) 갈매나무과(Rhamnaceae) 망개나무속
(Berchemia)에 속하는 낙엽활엽수로 높이가 약 10~15m 정도로 자
라는 낙엽교목이다. 망개나무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분포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속리산, 월악산, 군자산, 내연산, 주왕산, 주
흘산에 자생하고 있으며(생물자원관, 2015), 옛날에는 난방을 위한
땔감용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주로 밀원식물로, 그리고 의
약품 개발을 위한 생명공학적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사담리 망개나무 군락은 속리산국립공원 내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일원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망개나무 자생지는 그
희귀성과 중요성으로 인하여 1980년 천연기념물로, 그리고 그 중 일
부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2005년 지정되었고, 또한 일부 면적
에 걸쳐 국립공원특별보호구로도 설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사담리 망개나무자생지는 해발 602m의 남산 사면을 중심으로 분
포하고 있으며, 토양의 많은 부분이 작은 바위와 전석지로 되어 토심
이 얕고 토양 발달이 나쁜 편이다. 망개나무는 종자로부터 줄기가 하
나로 발달하는 개체도 있지만 그루터기에서 갈라져 나온 맹아萌芽로
인하여 여러 줄기의 개체로 자라기도 한다. 사담리 망개나무는 수고
가 5m 정도에서부터 12m 정도이고, 가슴둘레 높이에서의 직경이
12~15㎝에서부터 28㎝ 정도의 개체가 섞여 있지만 대개는 수고가

망개나무 잎과 열매

그리 크지 않고, 직경도 많이 굵지 않은 편이다.
한편,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책은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청천면 대방래길 입구에서 길을 따라 약 350m에
걸쳐 설치해 놓은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이다. 그러나 철조망 울타리의
중간 중간에서 철조망이 넘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울타리를 넘어 보호
구역 안으로 침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약 300m 정도 길을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끝이 열려있어 훼손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사담리 망개나무 자생지는 다양한 크기의 개체들로 구성된 개체
군을 형성하고 있어, 종보전을 고려할 때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가치
를 가진다.
박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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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槐山 五佳里 느티나무
Saw-leaf Zelkova of Oga-ri, Goesan

천연기념물 ·종 목 : 천연기념물 제382호
·수 량 : 2주
·지정일 : 1996. 12. 30.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21 외 1필
·소유자 : 국유 및 사유

괴산 오가리 우령마을에 위치한 세 그루의 거대한 느티나무들로 마을
의 제장과 모임·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우령마을은 약 800년 전에 형성되었는데 ‘소가 넘던 고개’라 하여 우령
마을이라고 부른다. 오가리는 본래 연풍군 일의면으로 있다가 1018년(현
종 9)에 장연면으로 개칭하였으며,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마치 정자 같다
고 하여 삼괴정三槐亭이라고도 불렀다. 마을주민들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
이면 신목인 하괴목下槐木 아래 모여 서낭제를 지내며 태평과 풍년, 사람과
가축의 평안을 빌고 있다.
느티나무들의 나이는 약 800살 정도로 추정된다. 세 그루 중 가장 큰
상괴목上槐木은 높이 30m, 가슴높이 둘레 7.6m이며, 그 옆으로 높이
15m, 가슴높이 둘레 4.5m의 작은 느티나무가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한 하괴목은 높이 20.4m, 가슴높이 둘레 9.2m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상괴목과 하괴목 두 그루 뿐이다. 하괴
목은 세 개의 중심 가지를 가지고 있고, 상괴목은 하괴목에서 60m 북쪽
의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 하괴목에 비해 건강하게 자라는 편이다.
하괴목에서 진행되는 서낭제는 2015년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천연기
념물 대상 민속행사에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하였다.
괴산 오가리 느티나무는 태풍, 낙뢰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악화로 느티나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립산림과학원, 괴산군,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오가리 느티나무의 우량 유전자를 보전하기 위해
복제나무를 만들기로 하는 등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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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괴목

하괴목에서 지내는 서낭제

610

하괴목

The three huge saw-leaf zelkova trees of Uryeong Village, Oga-ri, Goesan are both a site of sacrificial rites and a
pleasant relaxation space for local villagers. Collectively the three 800-year-old trees are known as Samgoejeong
Pavilion (literally “three zelkovas forming a pavilion”), and two of them have been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s. On
January 15 on the lunar calendar, during the full moon, the villagers gather together under one of the two tree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s to hold a sacrificial rite for happiness and a prosperou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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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적석리 소나무
槐山 積石里 소나무
Pine Tree of Jeokseok-ri, Goesan

천연기념물 ·종 목 : 천연기념물 제383호
·수 량 : 1주
·지정일 : 1996. 12. 30.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산 31-1
·소유자 : 괴산군

괴산 적석리 소나무는 입석마을이 생겨나기 전부터 마을 입구에서 자라던 나무로 마을 동제를 지내던 국사당의 소나무와 입석고개
소나무 중 이 나무만 생존하여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입석고개는 영남에서 이화령이나 문경새재를 넘어 괴산,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어 옛 선비들이 쉬어 넘던 애환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예로부터 마을사람들은 입석고개 소나무와 국사당의 소나무에서 동제
를 지냈다고 하는데, 국사당 소나무는 죽고 이 나무만 생존해 있으며, 해방 전까지 존재했던 당집도 한국전쟁 이후 없어지고 흔적만 남
아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마을의 당산목으로 여기고 있어 가끔은 나무 아래 간단한 제물이 놓이기도 한다.
소나무의 나이는 500살로 추정된다. 높이는 21m, 가슴높이 둘레 3.56m이다. 소나무 가지는 동서 18m, 남북으로 21m 정도 퍼져
있다. 줄기가 곧게 자란 모습 등이 속리산 정이품송과 비슷한 모습이다. 나무줄기는 하늘로 향하면서 5°정도 기울어 비스듬하게 자랐
다. 줄기의 윗부분은 소나무 특유의 붉은 빛을 띠며, 아랫부분은 나무껍질이 두껍다. 가지가 사방으로 균형 있게 뻗었기 때문에 전체적
인 나무 모습은 밑면이 넓은 원추형을 이루고 있다.
입석마을 고갯마루 너머에는 종산마을이 있는데 이 나무는 두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며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보살핌을 받아온
나무로 민속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한 괴산군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적석리 소나무의 꽃가루를 채취해 저장하여 앞으
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을 대비한 후계목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봉주

The Pine Tree (height: 21m; girth: 3.56m; bough span: 18m by 21m) of Jeokseok-ri, which is about 500 years old, is said to have stood
at the present-day entrance to Ipseok Village, Jeokseok-ri even before the formation of the village. The inhabitants of the villages of Ipseok
and nearby Jongsan have long regarded it as a village guardian and witness to their joys and sorrows. I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biological and folk resource.

613

清
槐
州괴

山산

괴산 김기응 가옥
槐山 金璣應 家屋
Kim Gi-eung’s House, Goesan

중요민속문화재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36호
·면 적 : 2,013㎡
·지정일 : 1984. 01. 10.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4길 20
·소유자 : 김태석
·시 대 : 조선시대

This large house was originally built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extended around 1900. It is
characterized by the well-organized spatial composition of upper-class family houses and the use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skills, and is composed of a courtyard surrounded by servants’ quarters,
quarters close to the mid-entrance, men’s quarters (sarangchae), women’s quarters (anchae), a barn,
and a shed. Its notable wall, which is decorated with grey bricks and red bricks, is a good material for
research of the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showing the essence of wall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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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채

안채

괴산 김기응 가옥은 조선 후기에 지은 안채를 1900년 전후에 증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전통적인 상류주택의 짜임새 있는 공
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산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싼 낮은 동산을 배경으로 양지바른 좋은 터에 자리하고 있는 집으로 '칠성고택'이라고도 부른다. 조별감趙
別監의 가옥을 김기응의 조부인 김항묵(고종 때 공조참판)이 매입하여 증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당을 중심으로 대

문채·중문채·사랑채·행랑채·안채·광채·헛간채 등과 담장으로 둘러싸 구성되어 있는 규모가 큰 상류주택이다. 솟을대문을 들어
서면 대문간을 중심으로 부엌, 행랑방, 행랑마루, 광 등으로 구성된 ㄴ자형의 바깥행랑채가 외곽에 있다. 바깥마당의 왼쪽으로 중문간
채가 있고 오른쪽에는 내담을 둘러싸 ㅗ자형의 사랑채가 자리하고 있다.
사랑채는 대청마루를 가운데 두고 큰사랑과 작은 사랑방을 좌우에 배치하고 큰사랑방 북쪽에 침방을 부가하고 있다. 큰사랑방의 동
쪽에는 누마루를 설치하여 동쪽 사랑정원을 볼 수 있도록 한 상류주택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중문간채의 중문간을 들어서면 왼쪽에 행랑채와 오른쪽에 광채에 면해 안문이 있고, 이곳을 들어서면 안채가 자리하고 있다. 안채는
ㄷ자형 평면으로 안마당을 중심으로 광채와 튼 ㅁ자 형식을 하고 있다.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안방, 부엌, 뜰아랫방을 두고 오른쪽에
건넌방을 놓았다. 안방과 건넌방 앞에 툇마루를 건넌방 앞까지 설치해 통로로 이용하고 있고, 다시 날개채에 앞 건넌방, 헛간부엌, 광이
배치되어 있다. 안채 뒤란에는 장독대가 있고 토담인 외곽담장을 넓게 두르고 있다.
괴산 김기응 가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의 채와 담장이 상류주택의 짜임새 있는 아름다운 공간구성을 하고
있고 집을 지은 기법도 옛 식을 잘 따르고 있다. 또한 화방벽은 전벽돌과 적벽돌로 된 화려한 벽체 장식 등 의장효과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어 상류주택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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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청천리 고가

중요민속문화제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47호

槐山 靑川里 古家
Historic House in Cheongcheon-ri, Goesan

·면 적 : 3,898㎡
·지정일 : 1984. 01. 10.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청천4길 17
·소유자 : 사회복지법인 충북양로원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청천리 고가는 19세기 후반에 세워진 대규모의 살림집이다. 지금은 양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없
다. 원래는 여러 채의 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채, 사랑채, 곳간채, 사당채 만이 남아있으며, 전체적으로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확한 건축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말 충청감사를 지냈던 송시현宋時顯이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44년에 차재윤車
載尹이 매입하면서 양로원으로 그 기능이 바뀌게 되었다.

괴산 청천리 고가는 현재 ㄷ자 모양의 안채와 사랑채가 동서로 나란히 있고, 안채 앞에는 광채를, 후원에는 4칸의 사당을 둔 배치를
하고 있다. 현재 안채와 사랑채는 담장으로 구획하고 일각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또 전체적인 구성상 사랑채 앞을 막아주는 행랑채
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화단으로 꾸며져 있어 그 흔적을 확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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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는 전·후퇴 7칸 집에 3칸 맞배지붕의 양 날개를 달은 ㄷ자형 평면을 하고 있다. 평면은 몸채 서쪽에 좌우 2칸의 방(원래는 부
엌)을 시설하고, 안방·윗방·대청·건넌방(현재는 광)순으로 되어 있다. 안방에서 건넌방까지의 앞퇴에는 마루를 깔았고, 뒤퇴는 방
을 확장하여 각방을 크게 사용하고 있다. 서쪽 날개에는 뒤로부터 부엌을 1칸 더 두고 아랫방을 상하로 배열하고, 동쪽 날개에는 뒤쪽
에 위아래 2칸의 건넌방을 두고 그 끝단에 작은 부엌을 시설하였다. 전체적으로 출입문과 창은 세살창호를 사용하였고 대청에만 분합
문을 달았다.
구조는 화강석으로 다듬은 장대석기단 위에 사다리꼴 네모초석을 놓고 네모기둥과 납도리를 결구하여 2고주5량가의 가구를 구성하
였다. 대청 중앙부분은 1고주5량으로 처리했으며 양날개는 맞걸이 3량으로 처리하였다. 보아지를 사용하였으며 장혀는 종도리에만 받
쳤고 사다리꼴 판대공을 사용하였다.
특이한 것은 대들보와 종보 사이에 커다란 접시받침을 끼운 것인데 아마도 후에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몸채의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처리하고 날개 끝은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사랑채도 안채와 마찬가지로 ㄷ자형 평면을 하고 있으며, 6칸 앞·뒤퇴집에 좌우로 2칸씩의 날개를 달았다. 평면은 서쪽부터 상부
에 다락을 시설한 부엌과 골방·안사랑·윗사랑·사랑대청·건넌사랑방으로 되어 있다. 안사랑부터 대청까지의 앞퇴에는 마루를 깔
았다. 아래 대청의 뒤퇴에는 토방을, 윗대청의 뒤퇴에는 벽장을 만들었다. 날개부분에는 서쪽에 작은 사랑방을, 동쪽에는 전퇴칸을 연
결한 누마루를 시설하였는데, 작은사랑 서쪽 벽에 헛기둥을 세워서 벽장을 달아냈다.
사당은 4칸 전퇴집으로 전퇴에 마루를 깔고 양쪽에 구들을 설치하였으며, 가운데는 대청으로 구성하였다. 사당으로서는 흔치않은
평면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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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대문

사당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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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광채는 안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7칸 맞걸이 3량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장 서쪽에 대문간이 놓이고 나머지는
광으로 구성하였다. 가운데 광칸은 안벽을 빈지널로 하였으
며 하방과 기둥의 맞춤을 뺄목[메뚜기]산지로 처리해서 특별
히 주목을 끈다.
괴산 청천리 고가는 현재 양로원으로 사용되면서 전체적
인 가옥의 면모가 변형되어 파악하기 어려우나 조선 후기 사
대부집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안채는 사랑
채보다 연대가 조금 앞서며 사랑채는 19세기 후반의 건축물
안채 굴뚝

로 우수한 건축기법을 간직하고 있다.
김형래

This Historic House in Cheongcheon-ri is a large private house known to have been built by Song Si-hyeon, who served as the governor
of Chungcheo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n 1944, Mr. Cha Jae-yun purchased the house and turned it into a retirement home. It
comprises women’s quarters (anchae) and men’s quarters (sarangchae), a barn, and a 4-kan* shrine at its rear. The men’s quarters, built in
the late-nineteenth century, attests to the use of the finest architectural techniques. Although its outward appearance has undergone many
changes over the years, experts confirm that it is a fine architectural work displaying the typical features of a house of the late-Joseon
nobility.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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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산

괴산군수 관사

등록문화재 ·종 목 : 등록문화재 제144호

槐山郡守 官舍
Official Residence of the Governor of Goesan-gun County

·면 적 : 173㎡
·등록일 : 2004. 12. 3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3길 12
·소유자 : 괴산군
·시 대 : 일제강점기

이 건물은 지역의 유지가 기증한 전통가옥으로, 현재 괴산군수가 사용하고 있다.
十도로에 면한 관사는 중앙에 솟을 대문을 두고 있는 행랑채, 一자형의 사랑채,
ㄱ자형의 안채가 각각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을 구획하고 있으면서 각기 격에
맞는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사랑채는 대문 이외에 도로에 직접 면하여 별도의 협문을 두고 있어 행랑마당으
로 이어지는 안채와 명확하게 분리된 동선을 갖고 있다. 세 개의 건축물에 의해 만
들어진 외부마당의 구성, 이들을 외삼문과 협문으로 이어주고 있는 동선은 채와 마
당으로 이루어지는 전통가옥의 공간구성을 읽어볼 수 있다.
안채는 전형적인 중부지방의 ㄱ자형을 띠고 있지만, 가옥구조로 보아서는 사랑
채와 같은 一 자형 건축물 2동이 연하여 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사랑채는 부엌,
안방, 대청마루, 건넌방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남부지방형 5칸 건축물이다. 행랑
채 역시 중앙의 솟을대문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2칸의 창고와 3칸의 살림집을 두고
있다.
이들 건축물 모두는 기둥간격 8척(2.4m) 크기의 5칸이라는 일정한 간잡이를 보
이고 있다. 내부 평면의 실 구성 및 배치는 변화하는 생활방식에 따라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고 증개축 되었다.
가구는 반 칸 크기의 전퇴간과 1칸 크기의 실을 가진 5량식 구조이다. 대들보 상
부에 외목도리, 중도리, 종도리로 결구되었으며, 안채와는 달리 사랑채와 행랑채가
도리 하부에 장여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생활방식에 맞춰 새롭게 바뀐 내부 평면구성과는 달리 3채 모두 외견상
사랑채 전면 마루

으로는 예전의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랑채의 경우, 대청마루와 전
퇴간을 내부화 하고 있는 亞자문에는 창살문양이라든가, 쪽 유리, 그리고 유리에 새
겨진 산수화가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괴산군수 관사는 근대기에 세워진 현존하는 관사들이 대부분 일식이나 표준화된
건축물인데 비해 전통한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 한옥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는데 큰 의의가 있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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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채

대문채

안채

사랑채

This traditional Korean house was donated by a local influential person. It is composed of servants’ quarters with a lofty gate in the
center, linear-shaped male quarters, “L”-shaped female quarters, and a courtyard for each quarters. Notable features of the house include
sliding doors with “亞”-shaped lattices, small window panes, and landscape paintings on the window p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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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중학교 구 본관
槐山中學校 舊 本館
Former Main Building of Goesan Middle School

등록문화재 ·종 목 : 등록문화재 제354호
·면 적 : 725.06㎡
·등록일 : 2007. 09. 2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산로 3527
·소유자 : 충청북도교육감
·시 대 : 일제강점기

괴산중학교 구 본관은 해방 직후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건축된 도내 유일의 석조교사이다.
1945년 7월 김응규옹이 토지를 희사하고 600만원을 거출한 건축비로 서울중앙산업주식
회사가 시공하여 1947년 3월에 준공되었다. 주재료인 석재는 괴산군 소수면 옥현리와 음성
군 원남면 주봉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돌산에서 채취하여 마감재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2호관(당시 과학관)이 1949년 7월에 착공하여 1951년 6월에 준공하였으나 현재는 철거되고
없다.
건립 이후 지붕을 시멘트기와, 목재마루 바닥은 인조석물갈기, 목재창은 알루미늄 샷시
창으로 교체하였다. 2002년 내부 리모델링을 하였고, 현재는 괴산중학교 특별교실로 사용
중에 있다. 외벽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지반 침하가 일부 진행 중에 있다.
동일한 유형의 2개동이 맞붙어 있는 이 건물은 건립 당시 8칸의 교실(교실 5, 교무실, 서
무실, 교장실)로 계획되었으며, 방화벽과 현관의 위치로 보아 하나의 계획단위가 교실 4칸과
현관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정면 중앙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각 4개씩 교실이 배치된 건물로 전면의 길이가 77m이고,
측면의 폭은 9.5m이며 북쪽으로 2m폭의 편복도를 두고 있다. 전체길이에서 볼 때 우측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외벽은 화강석 거친돌 바른층 쌓기(280×300×600㎝를 기본으로 1/4절, 1/2절, 3/4절)
로 석재의 수준 높은 가공 및 쌓기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나, 창은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연
내부 복도

속적으로 설치되어 외형적으로는 단순하다. 창 위는 평아치로 장식하고 이맛돌을 설치하여
구조적, 장식적으로 섬세한 석조기법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측면은 지붕 속의 환기를 위해
좌우의 동일한 돌쌓기 패턴과 개구부를 두어 박공 하부의 중심선을 강조하고 있다.
지붕은 왕대공 트러스지붕틀로 폭이 9.0-9.5m, 간격 1.35m으로 설치되었으며 도리
(1.45m 화강석) 설치 후 시멘트 기와를 이었다. 바닥은 목재 마루널과 벽체는 적벽돌
1.0B(벽돌 한 장두께)쌓기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있다.
괴산중학교 구 본관은 해방 직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건립된 최초의 학교이고 건축용
석재의 채취와 조달이 괴산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이루
어진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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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창호와 환기구

석재 아치인방과 벽면 마감

This is the only stone school building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built with the country’s own technology right after the country’s
liberation. Mr. Kim Eung-gyu donated the land and a sum of 6 million won for its construction, which was completed in March 1947. The
stones used as finishing materials were collected from a mountain bordering Okhyeon-ri, Sosu-myeon, Goesan-gun and Jubong-ri,
Wonnam-myeon, Eumseong-gun. The construction work was done by workers said to have the best skills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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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봉학사지 오층석탑
槐山 鳳鶴寺址 五層石塔
Five-story Stone Pagoda at Bonghaksa Temple Site,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호
·수량｜높이 : 1기｜4.97m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산 1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괴산군 사리면 동쪽으로 높게 솟아 있는 보광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한 봉학사지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탑이다. 현재 석탑이 있는 곳
에서 남으로 약 200m 지점에 있는 보광사는 1925년에 권봉주權鳳柱 스님이 초암草庵으로 불사를 일으킨 후 1936년에 김봉삼金奉三 스님
이 석불을 봉안하고 중창한 사찰로서 본래의 위치에 안동김씨의 묘역이 조성되어 자리를 옮긴 것이다.
봉학사는 오래 전에 폐사되고 현재 이 탑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1966년에 누군가 도굴하기 위해 이 탑을 쓰러뜨렸는데 다음 해인
1967년에 수암리에 거주하는 우영규禹英奎가 복원하였다고 한다. 석탑을 복원하던 중 2층 옥개석 윗면의 원형 사리공舍利孔에서 청동 사
리장치가 발견되었는데, 3구의 소형 청동불상과 함께 봉안된 한지 발원문發願文에 “봉학산 봉학사鳳鶴山 鳳鶴寺”라는 글이 있어 절 이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1층 탑신석을 거꾸로 놓아 잘못 복원되었으므로 1983년에 괴산군에서 탑의 원위치를 발굴하여 다시 복
원하였다.
이 석탑은 지대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평평한 자연석 위에 5층의 탑신부가 놓여있어 마치 기단부가 생략된 것처럼 보인다.
1층은 2매로 구성된 탑신에 우주를 조각하였고 옥개석은 아랫면에 5단의 옥개받침을 조각하고 윗면에는 2단의 괴임을 마련하였다.
2·3·4·5층은 모두 탑신석이 1매로 되어 있고 각 면에 우주가 조각되었으며 옥개석은 5단의 받침에 2단의 괴임을 모각하였다. 각
층의 낙수면은 편평한데다 반전이 없어서 경쾌하지 않고 직선적이며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탑신의 합각부에는 단순한 우주가 조각되
었을 뿐 면석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옥개석의 네 모서리에는 상단과 양측에 각각 1개의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 풍경을 달아 장엄
하였음을 보여준다. 상륜부는 대부분 없어졌으나 8잎의 복연화문伏蓮花紋이 새겨진 복발과 보륜이 1개 있는데 가운데에 찰주를 끼웠던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이 석탑은 전체적으로 비례가 일정하지 않고 옥개석이 두툼하며 탑신부가 길쭉한 형태로서 전각의 반전이 약한 점이 특징인데 이러
한 형태의 석탑들이 고려시대에 한때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높이가 4.97m이나 결실된 기단부와 상륜부를 모두 합치면 약
8m에 이르는 장대한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상일

This stone pagoda of Goryeo (918~1392) stands at a site on the southern slope of Bogwangsan Mountain, where a Buddhist temple
called Bonghaksa used to be located. The temple was identified as “Bonghaksa Temple of Bonghaksan Mountain” in 1983 when a written
prayer mentioning the temple’s name was found together with three miniature, gilt-bronze Buddhas during the restoration of the pagoda.
The prayer and the statuettes were stored in a bronze sarira reliquary that was placed inside the sarira depository carved into the secondstory roof-stone of the pagoda. From an architectural perspective, the pagoda lacks proportion and is marked by thick roof-stones that turn
upward at the corners and a tall body, suggesting that it dates to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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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개석과 상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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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봉학사지 석조여래좌상
槐山 鳳鶴寺址 石造如來坐像
Stone Seated Buddha at Bonghaksa Temple Site,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호
·수량｜높이 : 1점｜96㎝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시동2길
231 보광사
·소유자 : 보광사
·시 대 : 고려 말∼조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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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리면 동쪽에 우뚝 솟은 보광산의 정상부 남쪽 기슭에 자리하는 보광사 대웅전에 봉
안된 석조여래좌상이다. 이 석불은 본래 보광사의 뒤쪽 약 200m 지점의 봉학사지鳳鶴寺址에 있었
던 것이므로 불상의 명칭도 출토지에 따라서 봉학사지 석조여래좌상이라 하였다.
보광사는 봉학사지 남쪽에 있는 태고종太古宗 사찰로서 산 이름을 따서 보광사라 한 듯하나 『괴
산군읍지槐山郡邑誌』에는 “보광사가 보광산에 있는데 모두 훼파된 지 이미 오래다”라고 기록되어 있
어 조선 말기 이전에 폐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하는 바로는 2, 3
백 년 전까지 승려 1백여 명이 거주하는 대찰이었으나 조선 고종 때에 퇴락하여 폐사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충청북도지忠淸北道誌』에 의하면 1925년에 폐사지에 권봉주權鳳柱 스님이 초암草庵을 세
운 이후, 1936년에 김봉삼金奉三 스님이 석불을 봉안하고 중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현존하는 당우堂宇로는 대웅전과 산신각·요사채가 있으며, 대웅전 안에 이 석조여래좌상이 봉
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가부좌를 틀고 앉은 좌상으로서 팔목의 보수를 제외하면 대체로 보존상
태가 양호하다. 신체에 비해서 큰 얼굴은 앞으로 숙여져 있으며 머리는 곱슬머리형의 나발螺髮이
고 정수리에는 육계肉髻가 표현되었다. 목에는 세 줄의 주름으로 표현된 삼도三道가 새겨졌다. 법
의는 왼쪽 어깨만을 감싸고 있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굵은 띠가 직선으로 표현되었으며 옷자락
은 등까지 이어졌다. 수인手印은 오른손 바닥을 무릎에 대고 손끝이 아래를 가리키고, 왼손은 손바
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배꼽 앞에 놓은 항마촉지降魔觸地의 자세를 취하였다.
불상의 조각수법이 대체로 평면적이어서 굴곡이 적은 네모진 상체를 가지고 있고, 정교하지
못한 옷주름선의 표현 등에서 도식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점으로 보아 대략 고려말기 내지 조선
시대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현재 불신佛身 전면에 걸쳐 흰색 칠이 입혀지고 머리에는 검정 색이 칠해져 석조불상의 질감을
감추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신체 각부가 잘 드러나 있다. 봉학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폐허가 된 봉
학사지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물로서 이 지역의 불상조각과 신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박상일

This stone Buddha statue enshrined in Daeungjeon Hall of Bogwangsa Temple was originally situated at the site of Bonghaksa Temple,
about 200 meters behind Bogwangsa Temple. The Buddha is depicted sitting cross-legged, and is in a comparatively good state of
preservation except for his wrists, which were damaged and had to be repaired at a later date. He is wearing a robe over the left shoulder,
leaving the right bare, and displays the mudra representing the expulsion of evil and the Buddha calling’s the earth to witness his
enlightenment. The square body with few curves and the stylized, rather coarse depiction of the robe’s folds suggest that the statue was
made sometime between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The statue, together with the Five-story Stone Pagoda at the Bonghaksa Temple
Site, constitutes tangible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Bonghaksa Temple in this part of Goesan, and is a valuable resource for studies of
local Buddhist sculpture and the religious life of local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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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청안향교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0호

槐山 淸安鄕校
Cheonga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Goesan

·면 적 : 3,460.5㎡
·지정일 : 1977. 12. 0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읍내로5길 33-14
·소유자 : 재단법인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 조선시대

대성전

명륜당

청안향교는 독립 군현이었던 청안현에 있던 향교이다.
청안향교의 정확한 건축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6권 충청도 청안현조에 “청안현 동쪽 2리에 있다.”라고 기록
되어 있어, 조선 초기 현재 위치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륜당의 편액이 1733년(영조 9)에 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금의 건물들은 1733년 이후에 보수된 것이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을 해체 보수 하였으며, 외삼문을 새로 지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안향교는 경사지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일곽은 대성전과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교직사, 홍살문, 하마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강학공간講學空間인 명륜당이 앞에 배치되고 제향공간祭享空間인 대성전이 뒤에 배치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식 배치로 되어 있
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명륜당 가운데 3칸
은 대청마루, 양쪽 각 한 칸씩은 온돌방으로 하였다. 명륜당 내에는 편액과 향교 내력을 알 수 있는 중수기가 걸려있다. 내삼문은 정면 5
칸, 측면 1칸으로 충북지역의 다른 향교들이 일반적으로 정면 3칸인데 반해 큰 규모이다. 중앙 3칸에는 대문이 달려 있다. 어칸문에는
상부 문인방 위에 홍살과 태극 삼지창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도 흔히 볼 수 없는 장식으로 특이하다. 좌우 측면 칸은 전면을 벽체
로 막아서 헛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겹처마 맞배집으로 평삼문이다. 전체적으로 담장을 둘렀다.
청안향교는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 중 하나이며 규모나 양식 등에서도 우수한 건축기법을 간직하고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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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a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consists of
Daeseongjeon Shrine, inner and outer entrances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n administration
building, a hongsalmun (a red structure marking the entrance to
shrines, tombs, and academies), and a hamabi (a stone marker
informing visitors that they should dismount from their horse in
deference to Confucius). Compared to the 3-kan* inner entrance of
other hyanggyo in the province, the inner entrance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of this school is somewhat oversized (5 kan by 1
kan). Its middle gate features red pointed spikes and taegeuk pattern
decorations of a kind rarely seen in other inner gates. The outer
entrance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of equal height) measures
3 kan by 1 kan and has a 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석전대재

Although the precise date of its construction is unknown, it is
thought to be one of the oldest Confucian schools in the province.
Its size and architectural style set an example for others to follow.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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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
槐
州괴

山산

괴산 애한정
槐山 愛閑亭
Aehanjeong Pavilion,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0호
·면 적 : 2039.0㎡
·지정일 : 1978. 10. 2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76
·소유자 : 함양박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구애한정

신애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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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학자 박지겸朴知謙이 광해군 때 세상을 피해서 학문을 하고 즐기며 지내던 곳이다.
1614년(광해군 6)에 지었으며, 박지겸의 호를 따서 애한정愛閑亭이라 하였다. 1673년(현종 14)에 그의 손자 박연준朴延俊이 다시 지었
고 1712년(숙종 38)과 1718 년(숙종 44), 그리고 1775년(영조 51)에 고쳤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수리가 있었다.
괴산읍 검승리 정자마을 후면 완만한 봉우리에 위치하며, 유유히 흐르는 괴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보는 수림에 둘러싸여 있다.
처음 지었을 당시의 애한정은 아래쪽에 있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작은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후에 이창과 중수를 거치면서 위
쪽으로 옮겨 정면 6칸, 측면 2칸 반 규모로 늘리고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앞의 것을 구애한정으로 뒤에 것을 신
애한정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구애한정은 정자의 위치, 평면구성 그리고 치목수법이 신애한정보다 조성시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에 있는 정면 3칸, 측
면 1칸 반의 건물로 추정된다. 전저후고의 지형에 구애한정을 중심에 놓고 일각대문과 담장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일각대문 앞의 오래
된 느티나무와 어우러져 운치를 자아내고 있다.
신애한정은 주변에 노송으로 둘러싸여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지니며 주변 경관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소이다. 솟을대문을 포
함한 3칸 문간채에 면해서 사방을 자연석 토석혼축 담장으로 널찍하게 둘렀으며 전정을 두고 뒤로 물러 신애한정이 자리하고 있다. 신
애한정은 정면 6칸, 측면 2칸 반 一자형의 전퇴집으로 정자 건물로는 큰 규모이다.
구애한정에는 ‘애한정愛閑亭’이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정자의 대청에는 1614년(광해군 6)에 애한정주 박지겸이 지은 ‘애한정기愛閑亭記’
와 ‘애한정팔경시愛閑亭八景詩’를 비롯하여, 1674년(현종 15)에 우암 송시열이 지은 ‘애한정이창기愛閑亭移創記’와 ‘제애한정기첩후題愛閑亭記帖
後’,

1712년(숙종 38)에 조천鳥川 정당鄭棠이 지은 ‘애한정중수기’, 1718년(숙종 44)에 송변선이 지은 ‘애한정중수기’, 1820년(순조 20)에

박의화가 지은 ‘애한정게시판기’ 등과 월사月沙 이정구李廷龜,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 오봉五峯 이호민李好憫, 이기홍李箕洪, 정호鄭澔 등의 애한
정기愛閑亭記 팔영八詠 등 많은 각판이 있다.
구애한정은 경관과 통합된 공간을 구성하는 장소적인 의미와 단아하고 소박한 멋으로 사용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머무름의 정취
를 느낄 수 있다. 신애한정은 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큰 규모를 자랑하며 풍류와 창작을 즐긴 회합과 강학의 장소로써 이 지역의
정자문화를 엿볼 수 있다.
손태진

Aehanjeong Pavilion is the place where Bak Ji-gyeom
(pen-name: Aehanjeong; 1549~1623), a disciple of Song Siyeol, stayed as a hermit during the reign of the tyrannical
King Gwanghae (r. 1608~1623)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built in 1614 and named after Bak’s pen-name. A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hipped-and-gable roof
measuring 6 kan* by 2.5 kan, it is a typical example of the
kind of pavilion where our ancestors enjoyed a placid life of
leisure, poetry, music, drinking, and 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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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산

괴산 청안 안민헌
槐山 淸安 安民軒
Anminheon Magistrate’s Office of Cheongan,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3호
·면 적 : 949.2㎡
·지정일 : 1981. 12. 2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2길 5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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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루 상부

괴산 청안 안민헌은 조선 청안현의 관아로 1405년(태종 5)에 세워졌다고 전하나 여러 가지 구조기법으로 미루어볼 때 19세기 후반
의 건물로 추정된다.
관아는 고을 원이 공무를 보는 동헌, 정당正堂과 익실翼室을 갖춘 객사客舍, 원님이 기거하는 내아內衙와 기타 건물들로 구성되는데, 동
헌을 제외한 다른 건물은 모두 남아있지 않다. 이 건물은 ‘안민헌安民軒’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1913년 권영수 군수가 3년간 중수
하여 일본 경찰의 청안주재소로 사용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청안지서장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건물 구조가 많이 변형된 것을 1981년 복
원 수리하였다. 안민헌은 현재 청안면사무소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안민헌은 정면 5칸 반, 측면 2칸 반의 규모이고 홑처마 팔작지붕집으로 공포를 짜지 않은 민도리집이다. 왼쪽 3칸은 통칸 대청마루
이고 오른쪽 2칸은 온돌방, 마지막 1칸은 높은 누마루를 두고 문을 달았다. 낮은 장대석기단 위에 다듬은 돌과 자연석초석을 함께 사용
하였고 앞쪽은 높은 사다리꼴 초석이다. 초석 위에 두리기둥에 일부 네모기둥을 세우기도 하였다. 소로로 수장한 굴도리를 썼으나 보머
리에 장식이 없이 뺄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부연도 설치하지 않은 홑처마의 검소하게 조성된 건물이다.
괴산 청안 안민헌은 일반적인 조선 후기의 동헌 건물에 비하여 격식을 낮추어 지은 검소한 건물로 오래된 고식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유구가 드물기 때문에 조선시대 관아건축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손태진

This building is said to have been built in 1405, but its structure and the techniques used in its construction indicate that it was built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here must have been other sections of the office, but only the magistrate’s office (dongheon), which is called
the Anminheon, remains.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was used as a local police station, while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it was
used as the house of the chief of Cheongan Police Substation, for which purpose its structure was changed considerably. It is a simple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hipped-and-gable roof measuring 6 kan* by 3 kan, without eave supports or embellishments, and was last
renovated in 1981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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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괴

山산

괴산향교
槐山鄕校
Goesa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2호
·면 적 : 2,212.8㎡
·지정일 : 1981. 12. 2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향교길 23
·소유자 : 재단법인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 조선시대

This Confucian school, which is presumed to date back to the early Joseon period, consists of Daeseongjeon Shrine, Dongmu and
Seomu Shrines, inner and outer entrances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Myeongnyundang Lecture Hall, Dongjae and Seojae
Dormitories, an administration building, a hongsalmun (a red structure marking the entrance to shrines, tombs, and academies), and a
hamabi (a stone marker informing visitors that they should dismount from their horse in deference to Confucius). It is well preserved, and
its size and style are characteristic of Confucia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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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향교는 독립 군현이었던 괴산군에 있던 향교이다.
괴산향교는 조선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서쪽 1리에
명륜당

있던 것을 북쪽 2리로 옮겼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4권 충청도 괴
산군조의 기록 등으로 보아 원래 금산錦山밑에 있던 것을 1521년(중종
16)에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명륜당은 1569년(선조 2)
에 짓고 1647년(인조 25)에 중건하였으며, 1683년(숙종 9)에 중수하
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중수해 오다가 1981년에 대성전, 명륜당을 해
체 보수하였으며, 2015년에 대성전과 동무, 서무를 해체 보수하여 현
재에 이르고 있다.
괴산향교는 경사지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일곽은 대성
전과 동무·서무, 내삼문, 명륜당과 동재·서재, 교직사, 홍살문, 하마
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앞에 배치되고 제향공
간인 대성전이 뒤에 배치되는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이다.
제향공간은 대성전과 동·서 양무를 모두 갖추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대성전 앞쪽에는 동
무와 서무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
처마 맞배집으로 같은 규모와 양식으로 건축되어 있다. 내삼문은 평삼
문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명륜당은 정
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동쪽 4칸은 대
청마루로 하고 서쪽 1칸을 온돌방으로 구성하였다. 명륜당과 내삼문
사이에는 동재와 서재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동·서재는 정면 3칸
반,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같은 규모와 양식으로 건축되어
있다. 평면은 방과 부엌으로 구성하였다. 명륜당 앞에 외삼문은 없으

석전대제

며 명륜당 동편의 귀기둥에 이어서 막돌담장을 쌓고 담장 사이에 사주
문을 세워 외삼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괴산향교는 규모와 형식이 향교의 전형적인 격식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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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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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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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산

괴산 연풍향교
槐山 延豊鄕校
Yeonpung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3호
·면 적 : 2,696.6㎡
·지정일 : 1981. 12. 2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향교로 40-2
·소유자 : 재단법인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연풍향교는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위치한 조선시대 향교이다.
조선 전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향교로 1394년(태조 3)에 장연과 장풍의
양 현을 합하여 현재의 장연면 송덕리 교동에 향교를 건립하였다고 하나 고증할
문헌이 없다. 1980년 대성전을 중수할 때 대들보에 기록된 성조 중건 상량문에
의하면, 1628년(인조 6)에 현감 이수약李守約이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1664년
(현종 5)에 현감 정세익鄭世翼이 교관敎官을 중건하였으며, 1774년(영조 50)에 현
감 권성응權聖應이, 1831년(순조 31)에는 현감 박유대가 각각 중수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 당시 명륜당과 동서재, 외삼문, 홍살문, 담장이 소실되고 파
손되었다. 1956년 명륜당을 중건하고, 1957년에는 담장을 축조하였으며,

하마비와 홍살문

1980년에 대성전을 중수하고 명륜당을 중건하였으며, 1985년에 외삼문을 복
원하였다. 명륜당 뒤 좌우측에 동재와 서재가 1994년에 중창되었다.
연풍향교의 배치를 보면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지형에 외삼문을 지나면 전면에 유생들을 교육시키는 명륜당과 동·서재, 내삼문을 지나
후면에 대성전이 배치되어 있다.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축으로 하고 동·서재를 일반적으로 명륜당의 앞으로 배치되는데 비하여 명륜
당의 뒤에 배치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2익공 맞배집이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창방 이상 주요 부재에 모로단청이 있다. 기단은 자연석을,
초석은 자연석 덤벙초석과 가공된 두리주초석이 혼재되어 있다. 기둥은 두리기둥으로 기둥머리가 기둥뿌리보다 가늘어진 민흘림형식
으로 가공되어 있다. 지붕가구는 전면에 고주로 중도리를 받친 1고주5량가로 짜여 있다. 창호는 중앙 어칸에 2짝과 좌우 측면칸에 각각
1짝의 궁판이 있는 띠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이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 덤벙초석을 놓고 있다. 자연석 위에 그랭이를 떠서 두
리 기둥을 세웠다. 평면은 중앙 1칸의 마루와 좌우 측면 칸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가구는 5량가이고, 처마는 홑처마로 되어
있고 앙곡을 구성하지 않아 시각상 양쪽 귀부분이 처져 보인다. 기둥 이하 벽체의 가구재에는 석간주로 단청되어 있다.
충북지방의 다른 향교의 명륜당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창방 이상의 가구재에 모로단청을 하였다. 본래 검소함을 표방하고 있는 향
교의 명륜당에서 모로단청을 하였음은 1980년에 중창되면서 재래의 형식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조중근
This Local Confucian School is located in Yeonpung-myeon. It is said to have been built originally in present-day Gyo-dong,
Songdeok-ri, Jangyeon-myeon, but there is no document to prove it. As to the placement of the buildings, the buildings in the rear are
located on a high location than those in the front. In the front, after passing by oesammun (outer entrance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are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nd Dongjae and Seojae dormitories flanking the lecture hall at the back. In the rear, after passing
by naesammun (inner entrance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is where Daeseongjeon Shrine is. The placement of dormitories at the
back of the lecture hall is distinguished from the dormitories ordinarily placed in front of a lectur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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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각연사 비로전
槐山 覺淵寺 毘盧殿
Birojeon Hall of Gagyeonsa Temple,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5호
·면 적 : 615.7㎡
·지정일 : 1982. 12. 1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451
·소유자 : 각연사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각연사 비로전은 창건설화와 관련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법전으로 대웅전 동쪽 마당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비로전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48년(인조 26)에 중건되어 1655년(효종 6), 1899년(광무 3), 그리고 1927년에 보
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건물의 초석에 나타나는 원형주좌, 신방석의 사분원 몰딩, 그리고 각형받침 수법 등이 통일신라시대에
지었으나 없어진 것을 조선 후기에 중수하면서 초석과 신방석을 그대로 재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로전은 장대석을 초벌대로 깔아서 낮게 구성한 기단 위에 평평한 사각형 초석을 원형의 주좌와 고막이를 새겨 넣고 있다. 또한
하인방 하부에도 가공된 고막이돌이 있어 목조 부분과 시대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본래 이 건물도 내부 바닥이 방전으
로 마무리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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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은 둥글게 가공하였고 약간의 배흘림을 보이고 있다. 기둥 상부에는 창방과 평방이 짜여있다. 주심포 아래 안초공은 구성되지
않았다. 창방 뺄목은 보아지 형태로 초각하여 평방 뺄목을 받치고 있다.
공포는 내외 2출목으로 짜여 있는데, 쇠서가 약간 아래쪽을 향해서 뻗쳐 있음으로 대웅전보다 힘찬 느낌을 준다. 귀포에는 하부에
이방을 놓아 받치고 있다. 귀포의 쇠서는 초제공에서 운공형태로 깎아 이제공 앙서를 받치고 있음으로 한 개의 쇠서만 나타나 있다. 귀
한대와 살미첨차 사이로 빠져나오는 첨차의 외단부는 쇠서로 조각하지 않고 직절하였음으로 간결한 맛을 느끼게 한다. 장여 뺄목은 첨
차 하부모양과 같이 끝부분에서 밑면을 곡선으로 다듬었다.
가구는 배면 쪽에 고주를 하나 세운 1고주5량가로 짜여 있다. 좌우 측면에는 후면 고주와 전면 대량으로 걸쳐지는 충량을 두 개 걸고
동자주를 세워서 외기도리의 왕찌짜임을 받치고 있다. 보는 고주의 기둥 몸체 상부에서 후면 퇴량과 대량을 같은 높이로 결구하고 고주
상단에서 주두 없이 바로 종량을 짜 맞추었다.
홀처마로 구성된 귀처마는 추녀와 사래를 구성하였으며 선자서까래를 틀었다. 내부 천정은 중도리 높이에서 중앙부에만 우물반자
를 설치하였고 퇴칸 부분이 연등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칸 천정에서는 연등천정으로 되어 있음으로 귀부분에서 선자서까래를 볼
수 있다.
조중근

Birojeon Hall is enshrined with the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who is related with the folktale about the construction of
Gagyeonsa Temple. Situated on raised ground to the east of Daeungjeon Hall, the building was reconstructed in 1648, and has been
renovated on several occasions in 1655, 1899, and 1927. It is a wooden structure measuring 3 kan* by 3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The details of the cornerstones show that it conforms to the ordinary architectural patterns of the Unified Silla
period (668~935).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괴산 각연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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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각연사 대웅전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6호

槐山 覺淵寺 大雄殿
Daeungjeon Hall of Gagyeonsa Temple, Goesan

·면 적 : 502.7㎡
·지정일 : 1982. 12. 1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각연길 451
·소유자 : 각연사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각연사 대웅전은 석가모니 삼존불을 모신 주불전主佛殿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집이며 경내의 북쪽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각연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절로 불전으로 대웅전과 비로전이 있고 요사채 두 동과 삼성각, 산신각이 등이 있다. 대웅전
앞 층계에는 옛 건물의 기단 등으로 쓰였을 긴 석재들이 계단돌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대웅전 상량문에 의하면 융경隆慶(1567〜1572), 순치順治(1644〜1661), 강희康熙(1662〜1722)년 간에 중수한 기록이 있고, 지금의
대웅전은 현재 비로전 자리에 있던 법당이 퇴락하여 현재의 자리에 1768년(영조 44)에 중건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풍군장
풍면태성동독점원보개산각연사삼세여래급관음개금기延豊郡長豊面台城洞獨店員寶盖山覺淵寺三世如來及觀音改金記」에는 1771년(영조 47)에 삼세불
상과 관음상을 옮겨 새로 도금하였고, 영산회상도로 여겨지는 불화를 봉안하는 대규모의 불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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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면에 장대석 기단을 높게 쌓아 지반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 대웅전을 세웠다. 초석은 윗면이 평평하게 다듬어진 부정형의 석
재들을 사용하였다. 이 초석들은 본래 초석으로 가공된 부재로 보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 있다. 각연사 경내에는 계단 등에서 석조탑
에 사용되었던 탑편들도 눈에 띄고 있다. 현재의 상태로 미루어볼 때 대웅전의 초석도 다른 석조 유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둥은 두리기등으로, 전체적으로 민흘림이 있다. 특히 귀기둥은 특별히 굵은 부재를 사용하였다. 공포는 다포식으로 외3출목, 내4
출목으로 짜여 있는데, 창방과 평방을 기둥 상부에 수평으로 걸고 주심포와 간포를 배치하였다. 기둥 상부에 있는 안초공은 용두로 조
각 하였는데 지나치게 세밀한 조각으로 용의 상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조각에 치중하면서 안초공 본래의 창방, 평방과 기둥의
결구 보강에 대한 구조적 성능을 약하게 하고 있다.
쇠서는 정면과 배면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앞쪽의 쇠서는 앙서 윗쪽에 활짝 핀 연화를 올려놓은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의 쇠서는 운공으로 조각 되어 있다. 살미첨차의 내단부는 연화와 운공을 섞어서 구성 하였다. 또한 중도리와 뜬창방 사이의 화반
은 코끼리, 귀면, 나비 등의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조중근

Daeungjeon Hall, the main hall of Gagyeonsa Temple, keeps the Stone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The record inscribed on the
main beam reveals that the building was renovated three times between 1567 and 1722. The current building replaced the original one,
which used to stand at the current location of Birojeon Hall, in 1768. It is a profusely bracketed wooden structure measuring 3 kan* by 2
kan, with a gable roof.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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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삼방리 마애여래좌상
槐山 三訪里 磨崖如來坐像
Rock-carved Seated Buddha in Sambang-ri,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8호
·수량｜높이 : 1점｜3.7m
·지정일 : 1982. 12. 1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산 56-3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This seated Buddha image is carved on a rock standing at the side of the road that crosses Norumok Pass on Eoraesan Mountain, located
behind Gatdon village in Buljeong-myeon, Goesan-gun. The Buddha is seated in a cross-legged position on an elaborately decorated lotus
pedestal, wearing a robe covering both shoulders, and displays symbolic hand gestures made by raising the right hand to chest level with
the palm facing outward, and lowering the left hand to the knee with the fingers pointing downward. According to a local legend, the
Buddha was carved by a Joseon monk who wanted to commemorate the three visits made by Yi Seong-gye (1335-1408), the founder and
first ruler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o Bae Geuk-ryeom (1325~1392), who would later play a key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dynasty. The artistic style of the image, however, suggests that it is a work of Goryeo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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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삼방리 마애여래좌상은 속칭 괴산군 불정면 갓돈冠錢 마을 뒤편 어래산御來山 노루목 고갯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상은 높이 3.7m, 폭 4.1m, 두께 2.4m의 바위의 한쪽 면에 선으로 불상을 표현하여 조각한 독존불상獨尊佛像이다. 불상을 새긴 바
위는 마치 불상 조각을 위해 옮겨온 것처럼 산기슭 길가에 불쑥 튀어나와 있으며, 계곡을 향한 서쪽 면이 불상을 조각하기에 적당하도
록 편평하다. 그리고 주위에 절터의 흔적이 없는 외진 곳이어서 마치 불상이 어래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신비감을 준다.
화려하게 펼쳐진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를 결하고 앉은 모습으로 장식이 전혀 없는 소발素髮의 머리에 낮은 육계肉髻가 있고 얼굴은 약
간 갸름한 모습이다. 가늘게 뜨고 있는 눈은 옆으로 길게 표현되어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의 흔적이 보
이고, 귀는 그리 길지는 않으나 크게 표현되었다. 목에는 세 줄의 목주름을 표현한 삼도三道가 뚜렷하고 법의는 양쪽 어깨에 걸친 통견通
肩이고 허리 밑에 옷주름을 간략하게 조각하였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들어 가슴 앞에서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맞댄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였고 왼손은 가부좌한 무릎 위에 올려 손
끝을 내리고 있는 특이한 모습이다. 연화대좌는 엎드린 모양의 연꽃잎을 평면적인 선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어떤 대사가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李成桂가 이곳에 은거한 배극렴裵克廉을 세 번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태조의
덕을 흠모하여 이 마애불상을 조각한 것이라고 하는데,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마애불과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 불상은 오랜 세월 동안 노천에 있어 이끼가 끼고 약간의 마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괴산 지역의 대표적
인 마애불로서 우리나라 마애불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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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외사리 당간지주
槐山 外沙里 幢竿支柱
Flagpole Supports in Oesa-ri,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9호
·수량｜높이 : 1기｜3.24m
·지정일 : 1984. 12. 3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390-1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괴산 외사리 당간지주는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옛 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당간지주는 사찰 입구에 위치하여 절에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당이라는 깃발을 달아
두는 곳으로 깃발을 거는 원형의 길쭉한 장대인 당간을 양쪽에서 받게 해주는 두 개의 화
강암 기둥을 말한다. 현재 괴산 외사리 당간지주가 위치한 사지는 전답으로 변하여 정확
히 어떤 사찰이었는지 알 수 없으며, 당간지주는 옛 사지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당간
지주 뒤쪽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주위에서는 당간지주의 건조시기와 비슷한 시기
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 와당 등이 흩어져 있다.
건립연대는 지주 전면에 시문이 없으며 당간대석의 형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간지주의 규모는 160×324×60㎝이고, 지주의 간격은
82.5㎝이다. 재료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기단부의 흔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며, 화
강암 석주로 양주간에 원형의 간좌竿座를 설치하여 당간을 받게 하고 있다. 이 간좌의 상
면에는 2단의 턱을 돋우어 원좌를 내고 중앙부에는 높은 돌기를 내어 당간을 고정하였다
고 추정된다. 양지주의 꼭대기 안쪽 면 가운데에는 장방형의 홈을 파서 당간을 고정시키
는 간杆을 꽂아 끼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유구는 윗부분에만 있고 지주의 중간쯤에는 간
공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당간지주의 각 부분이 기본적인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며 별다
른 장식은 없으나 윗부분을 둥글게 모깎기를 하고 있고 지주의 각 면이 잘 다듬어져 강건
간공 부분

한 인상을 주고 있다.
괴산 외사리 당간지주는 비교적 간결한 형태의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고려
시대 간결한 형식의 소박한 조형미를 지닌 이 지역 당간지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손태진

These plain and simple flagpole supports are all that remains of an unidentified temple
site, now occupied by a rice paddy, in Oesa-ri, Chilseong-myeon, Goesan-gun. Their style
suggests that they were erected sometime in the early Goryeo period.
원형 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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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도명산 마애불상군
槐山 道明山 磨崖佛像群
Rock-carved Buddhas at Domyeongsan Mountain,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0호
·수량｜높이 : 3점｜중앙 9.1m 우협시 14m 좌협시 5.4m
·지정일 : 1984. 12. 3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산14-3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괴산군 화양리와 고성리 사이에 있는 도명산 정
상부에 위치한 3구의 마애불이다.
도명산은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의 조선 후기 지리
지에 파곶산芭串山 또는 낙영산落影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봉우리의 바위가 웅장하고 매우 아름답다.
전설에는 바위에 장군의 말 자취가 있어 당나라 때
이 산 그림자가 중국에 비치니 점술가가 이곳에 와
서 미륵불상을 조각하여 낙영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고 한다. 현재 낙영산 봉우리에는 규모 50×20m
정도의 큰 암벽에 2구의 불상이, 좌측 10m 높이의
작은 암벽에 1구의 불상이 조각되어 삼존불을 이루
고 있다.
도명산 정상부에 가까운 암벽에 조각된 이 마애
불은 주 암벽에 여래와 보살입상 2구가 선각線刻되
어 있고, 좌측에 동떨어진 작은 암벽에 1구의 보살
입상이 얕게 부조浮彫되어 있다. 본존상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의 마애불은 현재 높이 9.1m 정도지만
깨진 부분까지 감안하면 15m가 넘는 것으로 보인
다. 얼굴 길이만 2m에 이르며 이목구비가 시원스
럽고 큼직하다. 긴 목에 삼도三道가 뚜렷하고 어깨
는 반듯하나 너비가 좁아 위축되었다. 상체에는 한
줄의 선으로 우견편단右肩偏袒의 법의를 표현하였
다. 왼손은 허리 밑으로 내렸으며 오른손의 수인手
印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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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래입상

우협시 보살

좌협시 보살

정면을 향하고 있는 높이 14m의 우협시보살은 하반신까지 나타내었다. 그러나 세부 표현이 간략하고 하체로 내려갈수록 선각은 힘
이 빠져 생동감을 잃고 있다. 작은 암벽의 보살상은 위치상 좌협시보살로서 높이 5.4m로 주 암벽의 불상과는 달리 옆에서 바라본 모습
으로 얕게 부조되어 있다. 얼굴은 양감이 풍만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에 잠긴 모습이다. 머리는 민머리로 아무 것도 쓰지 않았으며
긴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오른손은 허리 밑으로 내리고 왼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을 지었다. 허리에는 접힌 치마 상단과 허리띠 매듭이
보인다.
이 도명산 마애불상군은 1688년(숙종 14)에 건립된 공림사 사적비에 장육미륵불상丈六彌勒佛像 3구로 기록되어 있다. 옛날 이 산 바위
속에 황금으로 된 밀탑密塔이 있어 탑의 그림자가 중국에 비치니 당나라 고조高祖가 사람을 보내어 찾았으나 탑이 보이지 않자 바위를 깨
고 탑을 찾은 뒤 바위에 장육미륵불상 3구를 새겨 진호珍護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마애불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
고 있어 시대적으로 부합되지는 않는다.
3구의 마애불 모두 높게 돋을새김하지 않고 선각에 머물고 있지만,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하는 도명산의 바위 암벽을 이용하여 거대
한 불상을 조각한 것은 고려시대의 미륵불 신앙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박상일

These three images consisting of two Buddhas and one bodhisattva are engraved on two rocks located near the top of Domyeongsan
Mountain, which rises between Hwayang-ri and Sadang-ri in Goesan. The location of the images on a mountain top overlooking a scenic
landscape suggests that they are related with the worship of Maitreya Buddha of the Goryeo period (918~1392).

647

清
槐
州괴

山산

활재선생문집 목판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3호

活齋先生文集 木板
Printing Woodblocks of Hwaljae seonsaeng munjib
(Collected Works of Yi Gu)

·수 량 : 135매
·지정일 : 1986. 04. 28.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소유자 : 이희재
·시 대 : 조선시대

「활재선생문집목판」은 활재 이구(活齋 李榘, 1613〜1654)의 문집
인 『활재선생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만든 판목이다.
이구는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대방大方, 호는 활재이다. 효령대군孝寧
大君의

8대손으로 괴산 제월리에서 태어났다. 학문에 뜻을 두고 주렴계

의 태극설의 뜻을 발휘하여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지었고, 주자와 육구연
의 이기설을 극변하여 「이기변증理氣辨證」을 지었다.
『활재선생문집』은 본집 7권과 부록 1권으로 구성된 8권 4책본이다.
시詩·부賦·서書·소疏·잡저雜著·서序·발跋·간사잉어看史剩語·잠명
箴銘·제문祭文·행장行狀 등을
斗經,

수록하였다. 1723년(경종 3)의 권두경權

이만부李萬敷의 서序와 1737년(영조 13)의 이유, 채헌징蔡獻徵의 발

跋이 있다.

「활재선생문집목판」은 모두 135매로 양면에 판각하였고, 판광板匡
은 사주쌍변四周雙邊, 유계有界, 10행 20자, 주쌍행註雙行, 백구白口, 내향2
엽화문어미로 구성되었다. 크기는 16.8×19.2×3.0㎝ 내외이다.
정제규

Woodblock printing plates were used for publishing Hwaljae
seonsaeng munjib, which was written by the civilian official-scholar Yi
Gu (1613~1654). The anthology consists of eight books and four
volumes including poems, documents, prose, appeals, and an appendix.
The collection focuses on astronomy, history, and the author’s critique
of Neo-Confucianism. The woodblock printing plates are a complete set
of 140 pages with both sides engraved. The impressions on the plates
include square frames which are decorated with two floral mot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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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행 초상
辛景行 肖像
Portrait of Sin Gyeong-haeng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5호
·수량｜크기 : 1점｜88.5×155.5㎝
·지정일 : 1986. 04. 28.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소유자 : 영산신씨 충익공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신경행(辛景行, 1559~1623)의 초상이다.
신경행의 본관은 영산靈山, 자는 백도伯道, 호는 조은釣隱이며 습독習讀 신질辛垤의 아들이다. 1573년(선조 6)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
으며 1577년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였다. 1592년에 한산군수가 되었고 1596년 충청도순찰사의 종사관이 되었는데 이때 관내 홍
주洪州에서 이몽학李夢鶴의 난이 일어나자 난의 진압에 공을 세웠다. 다음해에 군자시정軍資寺正이 되었고 1604년(선조 37)에 청난삼등공
신淸難三等功臣에 책록되고 영성군靈城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선무공신宣武功臣 및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扈從한 호성공신扈聖功臣과 함께 발급된 청난공신교서淸難功臣敎書에
는 녹훈 사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청난공신 포상 규정을 비롯하여 교서의 양식과 문체를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물 제1380호로 지정된 신경행 청난공신교서는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초상은 사모紗帽를 쓰고 운두문雲頭文이 그려진 흑색 단령과 백한白鷳[꿩과에 속하는 새] 흉배와 품대品帶를 착용하였다. 교의에 앉은 관
복 차림의 전신좌상으로 이모본移模本이며 원본은 청난공신에 책록된 것을 기념하여 왕명에 의해 그려진 공신화상으로 추정된다. 오른
쪽을 바라보는 얼굴의 이목구비는 부드러운 갈색 필선으로 묘사하고 눈 주위와 법령法令[양쪽 광대뼈와 코 사이를 지나 입가로 내려오는
굵은 선]에 약간의 선염을 더해 입체감을 나타내었고 갈색과 백색의 가는 필선으로 수염을 표현하였다.
두 손을 맞잡아 공수拱手한 소매 사이로 안에 입은 포의 소매 끝이 보이며 단령 뒷자락을 들고 앉아서 교의 뒤로 뻗치는 세모꼴의 무
[윗 옷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 대는 딴 폭]가 그려져 있고 왼쪽의 단령 트임 사이로 안감과 속에 입은 철릭이 드러난다. 교의의 대부분
은 단령에 가려있고 위로 향해 말린 양쪽 손잡이 부분만 보인다. 바닥에는 화려한 문양의 채전彩顫이 깔려 있고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흑피
화를 신은 양 발이 팔자八字형으로 놓여 있으며 발 딛는 부분에는 민무늬돗자리가 깔려 있다. 이들은 17세기 전반 이후의 공신화상에 나
타나는 특징으로 이 그림이 이모본이기는 하지만 원본인 조선 중기 공신 초상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모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러나 조선 중기의 사모는 높이가 낮은데 반하여 이 초상화에는 높게 표현되어 있어 이모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에 그려진 호성, 선무, 청난공신화상의 제작과정은 『호성선무청난삼공신도감의궤扈聖宣武淸難三功臣都監儀軌』에 자세히 기록되
어 있다.
박은화
This work portrays Sin Gyeong-haeng (1559~1623), a civilian official of the mid-Joseon Dynasty, dressed in a courtier’s ceremonial
robe decorated with cloud patterns and a hat. His robe is embroidered with the insignia front and back and a waist belt that indicate his
official rank. It is thought that the portrait was painted at the King’s behest to commemorate Sin’s designation as a meritorious retainer
who accomplished distinguished deeds while suppressing a rebellion led by Yi Mong-hak in 1604 (3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Sin’s facial features are portrayed in soft brown lines, his beard in thin brown and white lines, while the addition of a slightly
dark color around the eyes and nose create a cubic effect. The contemporary process of producing portraits of meritorious retainers is
recorded in detail in Hoseong seonmu cheongnan samgongsindogam euigwe (Manuals of Various State Events of the Government Office
of Records on Meritorious Subjects).

650

清
槐
州괴

山산

괴산 연풍 풍락헌
槐山 延豊 豊樂軒
Pungnakheon Hall in Yeonpung,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2호
·면 적 : 557.1㎡
·지정일 : 1988. 09. 23.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53
·소유자 : 충청북도교육감
·시 대 : 조선시대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 위치한 조선시대 연풍현의 동헌건물이다.
연풍 풍락헌은 현감이 정무를 수행하던 공적인 집무처인 정청으로 현재 연풍초등학교 내에 서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풍락헌을 제외
한 누문과 객사 등 옛 관아건물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어 대부분 없어졌다. 포도청 자리라고 알려진 연풍초등학교 건너편에는 교회가 들
어섰다.
1663년(현종 4)에 현감 성희주成熙冑가 조령 아래, 지금의 연풍면 삼풍리에 처음 지었다고 전한다. 이 후 건물이 퇴락하여 1766년(영
조 42)에 현감 이덕부李德簿가 동헌의 남쪽에 새로 동헌을 짓고 ‘풍락헌’이라 이름하였다. 1912년에 개교한 연풍공립보통학교에서 1920
년부터 교사校舍로 사용하면서 ‘흥영관興英館’이란 편액을 붙였으며, 1965년 중수하였고 1972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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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루

대청 상부가구

풍락헌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집이다. 장방형의 一자형 평면으로 왼쪽 두 칸과 오른쪽 한 칸이 온돌방이고, 그 앞에는
반 칸의 전퇴를 두고 있으며 정면의 두 칸이 대청으로 되어있다. 기단은 잘 다듬은 장대석을 바른층쌓기를 하여 의장적으로 청사의 권
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단으로 쌓아 올려 기단을 높게 형성하여 위계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교하게 다듬은 장
대석을 만들었고 계단은 보수되어 3m 정도의 폭으로 정면의 어칸에만 형성되어 있다. 공포는 장식이 적고 견실한 쇠서를 가진 이익공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들보머리에 봉황의 초각과 단청이 소박하여 관청다운 엄격성과 절제성이 나타나고 있다.
가구방식은 1고주5량가이고, 전면에 반 칸의 퇴칸을 두고 있다. 대청의 상부구조는 내부공간에 기둥을 갖지 않도록 전면 고주와 후
면 평주 사이를 대량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대량 위에 동자기둥을 세워 중도리를 받고 종보로 연결되며 종보는 파련대공으로 마루도리
를 받고 있다. 단층 팔작지붕 겹처마의 지붕형태이나 합각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위엄 있는 모습이기보다는 지붕이 작아 보이므로 화
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아하다. 온돌방은 양측면에 아궁이가 설치되어 불을 지피고 후면의 굴뚝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다. 굴
뚝의 높이는 대략 1.2m 정도의 높이로 의장적인 효과와 기능을 보완한 독립굴뚝으로 되어 있다. 의장적으로 부재의 치목이나 초각의
수법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건물로 추정된다.
조중근

Pungnakheon Hall, formerly a local administrator’s office building during the Joseon period, is now located within the grounds of
Yeonpung Elementary School. The other buildings of the local administrator’s office were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The
surviving building measures 5 kan* by 3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As an office building it exudes an
aura of sternness and moderation, and looks simple yet neat overall. Its timber trimming and techniques used to build it show that it was
built in the late Joseon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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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동헌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3호

槐山東軒
Magistrate’s Office, Goesan

·면 적 : 549.6㎡
·지정일 : 1988. 09. 23.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2길 65-20
·소유자 : 괴산군
·시 대 : 조선시대

괴산동헌은 괴산읍 동부리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시대 괴산군의 관아이다.
괴산동헌은 조선 초기에 창건되어 여러 번 중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헌으로는 『여지도서輿地圖書』 괴산군 공해조公廨條에
‘관청이 8칸官廳 八間’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 건물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동헌건물은 괴산경찰서 옆에 남서향하여 위
치하고 있다. 동헌건물이 있는 이 부분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객사와 관아건물이 자리하였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옛 건물은 모두 사라지
고 동헌만이 남아있다. 동헌도 내부구조는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관청 건물로 사용하면서 변경되어 그 원형을 잃었으며, 근년까지 괴산
엽연초생산조합의 관사로 사용해오다가 1996년에 동헌으로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괴산동헌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장방형의 一자형으로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
의 좌측 두 칸이 온돌방이고, 그 앞에는 반 칸의 전퇴를 두고 있으며 우측의 두 칸이 대청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잘 가공된 1단의 장대석기단 위에 가공된 두리초석과 자연석초석을 혼용하여 놓고, 그 위에 민흘림기둥을 세웠다. 기둥 상부
의 공포는 초익공 형식으로 정면을 구성한 반면, 배면과 측면에서는 익공대신 장방형의 보아지를 건물 내외 방향으로 결구하였다. 창방
으로 결구된 주간에는 각 칸마다 소로를 3구씩 배치하여 주심도리 장혀를 받쳐주고 있고, 후면과 측면 칸에는 창방을 생략하고 있어 비
교적 건물가구를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대청마루 상부에 설치된 대들보와 외측 벽 지붕가구에 설치된 충량은 구부러진 자연재를 생긴대로 다듬어 올려 자연스런 멋을 느끼
게 한다.
괴산동헌은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관청 건물로 사용하면서 변형되어 그 원형을 잃었으나, 괴산군의 행정치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했
던 중심건물로서 간결한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래

대청 상부가구

654

There used to be a guest house and a local administrator’s office
here in Joseon period, but now only the magistrate’s office remains.
The rectangular building measures 4 kan* by 2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with single-layer eaves. It consists of a large
wooden-floored main hall (daecheong) and a room with under-thefloor heating system (ondol). Its original form has been lost over
the years as it has undergone many changes while serving as
various administrative offices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Nevertheless, it displays the architectural compactness and
simplicity of a core administrative office building of Goesan-gu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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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개심사 목조여래좌상 및
목조관음보살좌상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3호

槐山 開心寺 木造如來坐像 및 木造觀音菩薩坐像
Wooden Seated Buddha an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수량｜높이 : 2점｜여래좌상 85㎝ 관음보살좌상 72㎝
·지정일 : 1993. 11. 05.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역말길 22 개심사
·소유자 : 개심사
·시 대 : 조선시대

Gaesimsa Temple, Goesan

These two Buddhas, which were enshrined in Geungnakbojeon Hall at Gaesimsa Temple as the principal Buddha and one of his two
attendants, are known to have been moved from Dodeogam Hermitage in Ducheon-ri, Chilseong-myeon at the time of its closure. Hewn
from a single block of wood, the principal Buddha exhibits nicely defined benign features and the dharmacakra mudra, a hand gesture
symbolizing his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while in meditation. The statue of Avalokitesvara, also carved from a single wooden block
and placed on the Buddha’s right, wears a lavishly decorated crown. The carving technique and elegant style prove that the two images
were mad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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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여래좌상

목조관음보살좌상

괴산향교 동쪽 언덕 위에 있는 개심사에 봉안된 불상 2구이다.
개심사는 1935년에 창건된 사찰로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1998년에 중창한 극락보전極樂寶殿 안에 조선시대에 조성된
목조불상이 포함된 삼존불을 봉안하고 있다. 삼존불 가운데 주존불인 목조여래좌상과 우협시보살상인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본래 괴산
군 칠성면 두천리의 도덕암에 봉안되었던 것을 1930년대에 도덕암이 폐사될 때 이곳 개심사로 옮겨 봉안하였다고 전해진다. 좌협시보
살은 근래에 제작된 불상이다. 개심사 경내에는 극락보전과 함께 지장전, 삼성각 등이 있다.
개심사 목조여래좌상은 극락보전에 봉안된 삼존불의 주존불로서 크기는 높이 85㎝이다. 한 개의 나무로 조각하여 조성하였으며, 곱
슬머리 형태의 나발螺髮에 이목구비가 조화를 이루어 단정하고 원만하며 이마에 부처의 광명을 상징하는 백호白毫를 갖추고 있다. 목에
는 3줄의 주름인 삼도三道가 뚜렷하고, 양 어깨를 감싼 옷을 걸치고 있다. 양 손목과 무릎에 걸쳐 두껍게 표현된 옷주름은 조선시대 특유
의 양식이다. 엄지와 검지의 손끝을 맞대어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려 부처가 설법할 당시의 수인手印을 표현하였다. 몸체가 바르고 단
정하며 옷차림이 우아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존불의 우협시보살상인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높이 72㎝이다. 역시 한 개의 나무로 조각하여 조성하였으며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은 원만하여 자비스러움이 느껴지며 목에는 3줄의 주름인 삼도가 있다. 양 어깨를 감싼 옷은 두꺼우면서도 부드러운 느
낌을 준다.
두 불상 모두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각 부분의 조각과 단아한 양식 수법 등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
된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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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삼방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2호

槐山 三訪里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in Sambang-ri, Goesan

·수량｜높이 : 1기｜3.5m
·지정일 : 1995. 06. 30.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61
·소유자 : 국유
·시 대 : 고려시대

괴산군과 충주시의 경계를 이루는 어래산御來山 남쪽의 삼방리 속칭 ‘탑말’ 마을에 있는 석탑이다.
이 석탑이 서 있는 주변은 경작지로 변하였으며 주변에 기와편과 청자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일대가 옛 절터임을
알 수 있다.
괴산 삼방리 삼층석탑은 기단부가 2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낮은 1층 기단 위의 2층 기단은 4매의 면석으로 결구되어 있고, 그 위에
갑석을 올려놓았다. 갑석 하면에는 부연이 있고 상면에 탑신부를 받는 3단의 굄대가 마련되어 있다. 탑신부는 각층의 탑신석과 옥개석
이 1매의 돌로 조성되어 차례로 놓여 있다. 탑신석은 각층의 양쪽 모서리에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특히 1층 탑신에는 4면에 1구
씩의 불상을 돋을새김으로 배치하여 주목된다. 각 면의 불상은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둥근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구비하였으며 양
쪽 귀가 길어서 준엄한 인상을 주고 있다. 동쪽은 외손으로 약합藥盒을 받쳐들고 있는 약사여래이며 남쪽은 지권인智拳印을 결하여 비로
자나불임을 알 수 있다. 서쪽은 아미타여래상이며 북쪽은 항마촉지인을 결한 석가여래좌상을 봉안하였는데 이렇게 초층 탑신석에 사방
불四方佛을 배치하고 각 면의 불상마다 연화좌나 두광과 신광을 조각하여 장엄을 이룬 예는 신라시대부터 유행한 양식이다.
각층 옥개석은 아랫면의 층급받침이 4단씩이고 낙수홈이 오목새김 되었으며 상면에는 1단씩의 굄을 마련하여 그 위층의 탑신석을
받고 있는데, 3층 상면의 중앙에는 정사각형의 찰주공擦柱孔(5×6×9.5㎝)이 마련되어 있다. 낙수면은 경사가 약간 급한 편이며 사면의
합각 끝에 작은 구멍이 있어 풍경을 달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네 귀퉁이 전각의 경쾌한 반전으로 둔중한 느낌은 면하고 있다. 상륜부
는 노반석만 남아있었는데, 근래에 보주를 새로 조성하여 올려놓았다. 노반에는 상·하면 중심을 관통한 찰주공이 있다.
이 석탑은 옥개석의 받침이 높고 낙수면이 급하며 전각의 반전이 심하고 1층 탑신 4면에 여래좌상을 조각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
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헌기록이 전혀 없는 절터에 홀로 남아 있어 절터의 위치와 시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박상일

This stone pagoda located in Tammal (“Pagoda Village”) in Sambang-ri, Goesan constitutes tangible evidence, together with the shards
of roof-tiles and celadon vessels discovered at the site, that a Buddhist temple once existed in this area. Each of the four sides of the
pagoda’s first story is carved with an image of Buddha in relief: the Buddha on the east side exhibits the mudra of fearlessness; Vairocana
on the south side makes the mudra known as the “fist of wisdom”; and Amitabha on the west side and Shyakyamuni on the north side
display the mudra signifying the expulsion of evil and the Buddha’s calling the earth to witness his enlightenment. The pagoda is marked
by steeply-sloping roof-stones with tall cornices under them, rather drastically upturned corners, and the Buddha images carved on the first
story of the body, suggesting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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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약사불

서방 아미타불

남방 비로자나불

북방 석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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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채운암 목조여래좌상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槐山 彩雲庵 木造如來坐像
Wooden Seated Buddha of Chaeunam Hermitage, Goesan

·수량｜높이 : 1점｜70㎝
·지정일 : 1998. 01. 09.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2길 30 채운암
·소유자 : 채운암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화양구곡의 제4곡인 금사담金沙潭 위에 위치하는 채운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불
상이다.
채운사는 본래 화양구곡 제5곡인 첨성대瞻星臺 앞쪽 계곡에 있었다. 1277년(충렬왕 3)
에 도일선사道一禪師가 창건하고 절 이름을 수도암修道庵이라 하였다가 1610년(광해군 2)에
혜식慧識스님이 중창하고 채운암이라 개칭하였다. 현 위치는 1653년(효종 4)에 혜일慧日
스님이 환장암煥章庵을 창건하였던 곳이다.
환장암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화양동에 있다고 간단히 기록되었으나, 『화양지華陽誌』에
는 1674년(현종 15)에 민정중閔鼎重이 중국에서 구해온 명나라 의종毅宗의 “非禮不動비례부
동”이라는 글씨를 화양동 첨성대 아래에 모각한 뒤 수직사찰을 세우고 환장암이라 하였다

고 한다. 환장煥章은 중국의 유명한 유림의 결성장소이며, 절 이름을 환장사라 한 것은 송
시열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1726년(영조 2)에 절 오른쪽 큰 바위에 명 태조의 어필
인 “忠孝節義충효절의”와 신종神宗의 어필인 “龍용”자를 봉안한 전면 3칸 측면 2칸의 운한각
雲漢閣을

지었으며 또 절 앞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2층 기와집의 공운루供雲樓를

세웠으나 1896년(고종 33)에 의병을 소탕한다고 왜병이 불을 질러 대웅전만 남기고 다
불탔다. 또한 환장암 앞의 도명산 골짜기에 있는 채운암이 1948년의 큰 홍수로 모두 파
괴되자, 두 절을 합치기로 하고 그 재목을 옮겨 환장암의 요사채를 세우고 절 이름을 채
운사라 통칭하였다.
채운사 목조여래좌상은 높이가 70㎝로서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 설법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머리는 곱슬머리 형태의 나발螺
髮에 육계肉髻가 있고 이마에는 부처의 광명을 뜻하는 백호白豪가 있으며 눈은 반개하고 콧

날은 오뚝하다. 입은 꼭 다물고 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법의는 통견通肩으로 두
어깨에 직선으로 걸쳐 가슴이 보이고 허리에 띠를 둘렀다.
전체적으로 정제된 조각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불상의 조성연대를 밝혀주는 유물이
복장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선 1723년(경종 3)에 만들었다는 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 불상 연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불상이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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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oden Buddha enshrined in Daeungjeon Hall of Chaeunam Hermitage in Goesan displays the dharmacakra mudra, or the gesture
of turning the Wheel of Dharma while in meditation. The Buddha stands 70 centimeters tall and wears a robe that covers both shoulders
and is tied with a waistband. A record on the votive offerings discovered in the statue’s depository shows that it was made in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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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함이재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9호

槐山 咸履齋
Hamijae Shrine, Goesan

·면 적 : 787.0㎡
·지정일 : 1999. 06. 25.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1길 115-21
·소유자 : 옥구장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함이재는 조선 초기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낸 이암梨庵 장윤張倫의 사당이다.
처음 세워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장호張護가 쓴 ‘咸履齋함이재’라는 현판에 “戊寅四月日 雪菴謹稿무인사월일 설암근고”라고 써있고, 종도리
장혀의 묵서로 쓴 상량문에는 “崇禎後六甲子三月九日巳時竪柱上樑酉坐卯向숭정후육갑자삼월구일사시수주상량유좌묘향”라고 기록되어 있어 보수
하면서 다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량문, 현판 등의 자료를 통해 조선 중기의 건물로 추정되나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평면 1칸
이 영조척營造尺에 해당되는 2.45m여서 조선 말기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번의 중수를 거쳐 1980년 보수하여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다. 건물의 기둥·인방·판벽 등 부재의 가공 기법은 전통기법을 따랐으며, 대체로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다.
건물의 평면구조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형 목조기와집이다. 대문채는 원래 홑처마로 되어 있었으나 1980년에 보수하면서 겹
처마로 바뀌었다고 한다. 현재는 재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 때는 서당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근처에 장윤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괴산 함이재는 전통적인 가공기법에 따라 치목 가공된 부재 등 원형이 대체적으로 유지 보존되어 있고 대청, 부엌 등 구조 및 평면구
성이 민가 서당형식과 매우 흡사한 재실 건물로서 특징이 있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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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jae Shrine was built for Jang Yun, who served as Vice Minister of Public Works. The inscriptions on the ridge beam and hanging
board of the building indicate that it dates back to the mid-Joseon period. It is a well-preserved “L”-shaped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roof measuring 4 kan* by 2 kan. Many of its members, including the columns and lintels, were processed using traditional techniques. It is
said that it once was used as a village school. The composition of the wooden-floored hall and the kitchen exhibit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private school buildings of that tim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현판

상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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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각연사 석조귀부
槐山 覺淵寺 石造龜趺
Stone Tortoise-shaped Pedestal of Gagyeonsa Temple,
Goesan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2호
·수량｜규모 : 1점｜230×100.5×220㎝
·지정일 : 2001. 10. 2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35
·소유자 : 각연사
·시 대 : 고려시대

This tortoise-shaped stone pedestal of a stele (now missing along with its capstone) is located in the precincts of Gagyeonsa Temple in
Goesan. There are no surviving records about the stele it once supported or the origin of the temple to which it belonged. Its head has been
lost, but the remaining parts - the four legs in particular - are carved in a realistic manner as if to capture the animal’s strenuous forward
movement. The pedestal is also marked by a tortoise-shell pattern, each of whose hexagonal cells contains a simply depicted flower; and by
its design, in which the head and the rest of the body were made separately and then assembled. The details of the carving technique
suggest that it was made in the early Goryeo period under the influence of late 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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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갑 문양

이 석조귀부는 각연사와 통일대사 탑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수와 비신, 귀부의 머리가 유실되고 없다. 특히 비신이 유
실되었기 때문에 귀부의 주인공에 관한 행적이나 사찰의 연혁 등을
기록하였을 비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귀부는 거북이 형상으로, 발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앞을 향해 나
아가는 듯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실제 거북이를 보고 조각한
듯, 발이 뭉툭하면서 발톱은 날카롭다. 등에는 사각형 또는 육각형
의 귀갑龜甲을 표현하고 그 내부를 작고 둥근 꽃무늬로 장식하였다.
머리는 원래 별도의 석재로 만들어서 끼우도록 고안되었던 것으로
발 모습

보인다. 목둘레에는 작은 연꽃을 촘촘하게 연이어서 둘렀다. 비석
과 귀부가 연결되는 비좌碑座는 장방형을 이루는데, 비좌의 아래에
는 몽글몽글한 작은 구름을 네 면에 둘렀고 그 위에는 안상眼象을 표
현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귀부만으로 전체적인 탑비의 형태를 복원해 볼 수
는 없다. 하지만 귀부가 거북이의 형상에 가까운 점을 볼 때 제작시
기가 고려전기 이후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신라하대
부터 승탑이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때 귀부는 거북이에 가깝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용과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 그런데 각연사
석조귀부의 형상이 거북이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생동감이 느껴지

괴산 각연사 석조귀부 옛모습(1990년대)

는 점, 귀갑문 안에 표현된 꽃무늬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점, 거북이의 머리와 몸통을 별도의 석재로 제작해서 끼우도록 고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귀부는 신라하대 석조부도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전기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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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공림사 사적비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槐山 空林寺 事蹟碑
Stele for the Construction of Gongnimsa
Temple, Goesan

·수 량 : 1기
·지정일 : 2002. 01. 1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공림길 104 공림사
·소유자 : 공림사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공림사의 사적을 담은 비로 공림사 내에 위치하고 있다.
공림사는 신라 48대 경문왕(861〜874) 때 자정선사慈淨禪師가 수도하던 암자이다. 전설에 따르면 경문
왕이 선사의 인물됨을 알고 국사國師의 존호와 주석하는 절에 공림사空林寺라 쓴 현판을 내렸다고 한다. 이
후 1399년(정종 1)에 함허당 득통화상涵虛堂 得通和尙이 폐사된 절을 중창하고 근년에는 1981년부터 13년간
탄성스님이 중건하였다.
공림사 사적비는 1688년(숙종 14)에 세운 것으로, 비석 4면에 모두 글이 새겨져 있고, 빠지거나 뭉개진
것 없이 거의 온전하다. 현재 경내 요사채 동쪽 언덕 아래 위치하며 비신의 크기는 92×180×40㎝이고 전
체 높이 330㎝이다. 사각형 지대석 위에 복련伏蓮이 조각된 화강암 석좌碑座를 놓았고, 그 위로 대리석 석신
碑身과 팔작지붕 형태의 덮개돌을 얹었다.

비석 앞면에는 공림사의 유래와 연혁, 비의 건립 경위 등의 내용과 강희 27년(1688) 3월에 썼다고 적혀
있다. 뒷면에는 시주자의 이름과 찬자, 서자, 전자 등의 이름도 함께 적어 놓았다. 비문의 찬자는 석경일釋
敬一이며

허암虛菴이 쓰고 조영祖瑛이 전篆했다. 비석의 좌우 측면에는 뒷면에 적혀 있던 시주한 사람들의 이

름이 새겨져 있으나, 뒷면에 새겨진 시주 시기와 달라, 서로 다른 이들이 추가로 새긴 것으로 보인다.
사적비 비문이 완전하여 유래와 연혁, 건립 경위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연대도 확실하여 조
선 중기의 사회상과 지역의 동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상희

The Stele for the Construction of Gongnimsa Temple in Goesan stands atop a pedestal carved with lotus
blossoms. The stele is topped with a capstone in the shape of a hipped-and-gable roof. The facade is inscribed
with the origin, history, and details of the construction of the stele, in addition to the date, “March of the 27th
Year of Kangxi (1688).” The back is inscribed with the names of the donator, writer, transcriber, and
inscriber. The epitaph is in perfect condition and is highly regarded for its description of aspects of society
and during the mid-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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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건 부부묘 출토 유물
李文楗 夫婦墓 出土 遺物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Tomb of Yi
Mun-geon and His Wife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0호
·수 량 : 묘지 6점, 백자항아리 1점, 복식 3점
·지정일 : 2014. 07. 0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유자 : 성주이씨 묵재공대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철릭

Among the ten artifacts excavated from the tomb of Yi Mun-geon, a civilian official of the Joseon Dynasty, and his wife were six white
porcelain memorial tablets, a white porcelain jar, a cheollik (military officer’s coat pleated at the waist), a yeomo (women’s hat with a
closure at the chin) and a sejodae (thin macramé string made of silk used as a belt for men). Both front and back of the six memorial tablets
are inscribed with writings, and from the front, it is marked with “the First Page” followed by “the Second” to “the Sixth.” The woman’s
hat differs in style from cap-style hats such as jokduri (women’s ceremonial coronet) or somoja of the sixteenth century. As such, it is
considered an important material for confirming changes in fashion of women’s hats in the sixteenth century, having prompted
comparative studies with the hats worn by Lady Yun of the Haepyeong Yun clan, Lady Sim of the Cheongsong Sim clan, and Lady Yi of
the Jeonju Yi clan in Ch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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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경상북도 고령군에 자리한 묵재 이문건(黙齋 李文楗, 1494〜
1567)과 숙부인 안동김씨 김돈이金敦伊 부부묘를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이장하
는 과정에서 안동김씨 묘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출토 유물은 묘지墓誌 6점 백자
항아리 1점, 철릭帖裏 1점, 여모女帽 1점, 세조대細條帶 1점으로 총 10점이다.
2012년 6월 8일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기탁되어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문건은 『묵재일기默齋日記』와 『양아록養兒錄』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조선 중
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다.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 중 족보를 필사하

여모

고 부인의 묘지명을 작성하였다. 안동김씨 김돈이는 1497년 태어나 1566년 죽
었으며, 묘지는 이듬해인 1567년(명종 22) 남편 이문건이 썼다.
묘지 6점은 백자로 제작된 묘지명이다. 총 6매이며, 앞뒤에 명문이 있는데,
앞면은 초일初一, 차이次二~차육次六으로 순서를 나타냈다. 이 중 두개는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다. 백자항아리는 파손된 것을 조합한 것으로 높이 16㎝이다.
출토복식은 남자 옷인 철릭 1점과 세조대 1점, 여모 1점 등 총 3점이다. 철
릭은 남자의 옷으로 웃옷과 치마가 연결된 구조이다. 상의와 하의의 길이 비율

세조대

과 소매형태 등을 통해 어느 시기의 옷인지 가늠할 수 있다. 옷 길이는
126(62/64)㎝이며, 화장[저고리의 깃고대 중심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 116
㎝에 소매입구는 16㎝이다. 상의와 하의의 길이 비율은 1:1 정도다. 이는 조선
전기 철릭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세조대는 가늘고 긴 끈으로 뛰어난 직조 기술을 보여주며 양 끝에 풍성한 술
이 달려 있다. 총길이 202㎝, 너비 0.7㎝이다. 끈 색은 퇴색했으나 청색 흔적이
남아 있다.
여모는 길이 43㎝, 너비 32㎝이며, 끈이 달려 있어 모자를 턱 아래 여밀 수
있게 만들었다. 끈 길이는 62㎝이며 끈의 너비 3.5㎝이다. 모자꼭지에는 매듭

백자 항아리

단추가 달려 있고 상부는 운문단雲紋緞 6쪽을 이어 만들었다. 방한용 모자인 듯
모자 안에 털을 넣었으며 쪽염의 흔적으로 푸른색이 남아 있다.
남자들이 겉에 입던 옷인 철릭은 16세기 홍계강洪係江의 철릭, 정응두丁應斗의
철릭, 조경趙儆의 철릭 등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기의 옷으로 가치가 높다. 세조대는 완전한 형태로 출토되
어 당시의 직조기술을 살필 수 있는 수준 높은 자료이다. 여모는 16세기에 출
토되는 족두리형, 소모자형 모자와는 다른 구조와 형태를 띄고 있다. 해평윤씨
(1660〜1701), 청주 청송심씨(1683〜1718), 청주 전주이씨(1722〜1779) 등
의 여모로 이어지는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16세기 귀중한 자료이다.
양경애

백자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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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건가 족보
李文楗家 族譜
Genealogy of the Yi Mun-geon Family

유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1호
·수 량 : 1점
·지정일 : 2014. 07. 01.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유자 : 성주이씨 묵재공대종중
·시 대 : 조선시대

가계도

Listing only direct descendants from his paternal side, the genealogy of the Yi Mun-geon (1494~1567) family was compiled during his
exile in Seongju in November 1545. The transcription was completed by Yi Mun-geon in 1546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it consists
of a total of 18 sheets, measuring 33.5cm by 64.5cm. If the portrait inserted between the pages was painted in 1547 as is written on the cover,
it could be the duplicate of the Goryeo Dynasty portrait painted some 160 years earlier. The painter remains anonymous, but the painting is
a portrait of the late-Joseon Dynasty which maintains the Goryeo Dynasty portrait style. That it is a portrait included in the book of a family
genealogy makes it unique and provides invaluable information about painting during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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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건(李文楗, 1494〜1567)이 1545년 11월에 유배지인 성주에서 작성한 족보로 직계
만 수록하였다
이문건은 『묵재일기默齋日記』와 『양아록養兒錄』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성주에 유배 중일 때 족보를 필사하고 안동김씨의 묘지명을 작성하였다.
족보는 1546년(명종 1) 이문건이 필사를 마친 것으로 모두 18장으로 전체 크기는 33.5×
64.5㎝이다. 5침안정법의 선장본이다. 족보의 표제는 농서공족보隴西公族譜이며, 안쪽 내지
에 다시 성산이씨농서군공족보星山李氏隴西郡公族譜라 하였다. 이어 이윤손李尹孫의 서문과 시조
농서군공 이장경李長庚의 다섯 아들을 중심으로 11세대까지 세계도가 있다. 그리고 이장경과
이조년, 이포, 이인민 등 4명의 초상이 족보 사이에 편입되어 있다. 세계도에 이어 이제현李
농서공 초상

齊賢이

찬한 이조년의 묘지명, 이색李穡이 찬한 이인복李仁復의 묘지명, 이숭인李崇仁의 자찬自撰

화상찬[畫像讚, 화상에 쓴 찬사], 주백기周伯琦가 찬한 이중선李仲善 화상찬이 필사되어 있다.
족보의 뒷장에는 성산이씨족보후면星山李氏族譜後面이라 하였다.
이 족보는 시조 이하 본손만을 뽑아 직계 중심으로 엮은 일종의 계보도로 동성보同姓譜이다. 서문은 필사본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천순보天順譜』 이윤손의 서문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다. 수록된 글은 선대 인물의 묘지명과 화상찬 등인데, 유실된 초상 중 이
숭인과 이중선의 화상찬이 남아 있는 점이 주목된다.
족보함은 나무로 된 것으로 길이 10㎝, 너비 80.5㎝, 높이 11㎝ 크기이다. 함 속에 족보와 함께 들어있는 초상화 두 점은 비단에 그
린 반신상으로 누구의 초상인지 알 수 없다.
족보 사이에 편입된 초상은 표지에 쓰인 대로 1547년에 그려진 것이라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160여년이 앞선 고려시대 초상화
의 이모본이라 할 수 있다. 화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초상화의 양식을 보여주는 조선 후기의 초상화이며 족보에 포함된 초상화라
는 특이한 예로 필사 당시의 회화사에 주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상희

발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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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칠충사
槐山 七忠祠
Chilchungsa Shrine, Goesan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7호
·면 적 : 5,950.6㎡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3440-10
·소유자 : 순창조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피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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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칠충사는 순창조씨 문중에서 배출된 7명의 충절인을 제향祭享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칠충사에는 ‘괴산 삼강록傀山 三絳錄’에 올라있는 국자감진사 조신趙紳, 온성도호부사 조종趙悰, 병조참판 조복趙服, 공조참판 조반趙胖, 양
지현감의용장 조덕공趙德恭, 금천도찰방 조덕용趙德容, 영사일등공신 조기趙圻 등 7명의 충절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행적과 정신을 기리며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고 있다. 1975년 종중에서 건립하였고 1979년 삼문보수 및 진입계단 등을 설치하였다.
들어가는 입구에 문중에서 세운 비석들과 홍살문을 지나 60m를 가면 1973년에 건립한 정면 7칸, 측면 1칸의 순창조문 칠충각淳昌趙
門 七忠閣이

있다. 칠충각은 삼량가의 맞배지붕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높은 팔각초석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벽체는 앞쪽에만 살대를 대

고 내부에는 칠충신의 행적을 기린 편액이 걸려있다. 칠충각에서 오른쪽으로 계단을 오르면 겹처마 맞배지붕의 솟을삼문인 충절문을
지나 사당에 이르게 된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에 반 칸의 전퇴를 갖는 목조기와집으로 경좌갑향庚坐甲向[건축물이 서남쪽을 등지고 동북쪽을 바라보는
자리]이다. 평면은 가운데 칸이 좌우 칸보다 넓으며 내부는 마루구조이다. 이벌대의 장대석기단 위에 두리초석에 민흘림이 있는 두리기
둥을 세우고 있다. 공포는 익공계통이고 가구는 1고주5량가이다. 내부는 연등천장이고 지붕은 겹처마로 풍판을 댄 맞배지붕으로 꾸미
고 있다. 내부에 탑상을 길게 2단으로 만들어 칠충신의 위패와 제구를 놓고 있으며 매년 양력 4월 1일 향사하고 있다.
사당 우측 능선에는 수목이 울창한 산 속에 들판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피세정避世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칠충신의 한 사람인 조신
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이곳에 은거하며 생을 마쳤다고 한다. 피세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이다.
괴산 칠충사는 홍살문, 칠충각, 칠충사, 피세정 등의 다양한 유형이 갖추어 있어 지역 및 문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평가
된다.
손태진

Chilchungsa Shrine was built by the Sunchang Jo clan
to hold a sacrificial rite for their seven ancestors who set a
supreme example of loyalty and faithfulness. A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roof measuring 3 kan* by 1 kan, it
contains a two-tier shelf for storing mortuary tablets and
items used in the sacrificial rite held on April 1 of each
year. It is said that Jo Sin, one of the seven revered
ancestors, spent his later years as a hermit in the nearby
Pisejeong Pavilion after the fall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and the emergence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e shrine is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related with the local history.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칠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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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충민사

기념물

槐山 忠愍祠
Chungminsa Shrine, Goesan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2호
·면 적 : 18,735.7㎡
·지정일 : 1976. 12. 2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충민사길 46
·소유자 : 괴산군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충민사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한 충무공 김시민(忠武公 金時敏, 1554〜1592)과 문숙공 김제갑(文肅公 金悌甲,
1525〜1592)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祭享하는 사당이다.
김시민의 자는 면오勉吾, 본관은 안동으로 1578년(선조 11) 무과에 급제하고, 1591년(선조 24) 진주판관이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
이 일어났을 때 진주목사로 사천, 고성, 진해에서 적을 격파하고 영남우도병마절도사에 올랐다. 그 후 진주성에서 적을 격퇴하다가 전
사하였다. 1604년(선조 37)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추록되고 뒤에 영의정에 추증追增되었다.
김제갑의 자는 순초順初, 호는 의재毅齋, 본관은 안동으로 1553년(명종 8)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1581년(선조 14) 충청도관찰사에 올
랐다. 임진왜란 때 원주목사로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싸우다 전사하였고, 그의 부인 이씨, 아들 김시백金時伯도 순절하였다. 뒤에 영의정
에 추증되었다.
김시민은 진주 충렬사에 제향되었으나 1866년(고종 3) 훼철되어 원주에 있는 김제갑의 충렬사에 합사하였다. 이후 1976년 김시민
의 묘소를 괴산으로 옮기면서 충민사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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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민 묘소

김시민 영정

사당

선무문

충민사 일곽은 현재 사당, 내삼문인 선무문宣武門, 외삼문인 효충문效忠門, 구사당, 관리소 및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곽은 전
체적으로 산등성이 완경사지에 남향하여 배치하고 있다. 사당인 충민사 뒤로는 김시민 묘소가 있으며, 앞으로는 괴강이 흐르고 있다.
사당인 충민사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내삼문인 선무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솟을삼문 형식
이며, 외삼문인 효충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평삼문 형식이다.
괴산 충민사는 임진왜란과 같은 국란을 당하여 나라에 몸을 받친 김시민과 김제갑의 충성심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현재는 선현의
충효사상을 현대인에게 전승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형래
Chungminsa Shrine was erected to hold sacrificial rites for Kim Si-min (1554~1592) and Kim Je-gap (1525~1592), who were killed in
action by Japanese forces during the battle of Jinjuseong Fortress in 1592. The shrine measures 3 kan* by 3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Its inner entrance, Seonmumun, is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the middle one being taller than the other two) with single-layer
eave, and measures 3 kan by 2 kan. Its outer entrance, Hyochungmun, is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all three being of equal height)
with single-layer eaves, and measures 3 kan by 2 kan. It serves as a marker of our ancestors’ loyalty to the country.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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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고산정 및 제월대

기념물

槐山 孤山亭 및 霽月臺
Gosanjeong Pavilion and Jewoldae Cliff, Goesan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24호
·면 적 : 374.6㎡
·지정일 : 1978. 10. 2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59-13
·소유자 : 진주유씨 서경공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고산정은 조선 중기의 명현名賢 유근(柳根, 1549〜1627)이 창건한 정자이다.
유근이 충청관찰사로 있을 때, 이곳의 풍광을 사랑하여 1596년(선조 29)에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만송정萬松亭이라 하다가, 광해군
때에 국정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이곳에 은거하면서 고산정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제월대는 맑은 물이 흐르는 괴강傀江가에 산재한 고
산9경孤山九景중 하나로 경치가 절경이다.
이 건물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사면을 개방하고 평난간을 둘렀다. 초석은 자연석 위에 주좌를 원형으로
조출하여 설치하였다. 두리기둥은 민흘림을 보이며 상단에는 장여를 짜 맞추고 기둥머리를 곡면으로 가공하여 도리를 얹었다.
가구는 가운데 기둥의 전·후칸에 대들보를 걸고 좌우측면 중간 기둥에서 충량을 걸어서 十자 형태로 보 가구를 짰다.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보를 걸었다. 중앙에 하나만 있는 종량을 중심으로 사각의 도리로 된 중도리를 횡방향으로 균형을 잡아 설치한 다음
외기도리를 짜서 추녀를 걸고 합각을 올렸다. 서까래는 네귀에 선자를 틀었고 주심도리와 중도리에 걸었다. 종량과 외기도리 위에 판대
공을 세우고 종도리를 받쳐서 단연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지붕가구는 사방 2칸 집에서 팔작지붕 가구를 구성한 흔히 볼 수 없는 예이
다. 바닥은 약간 높게 우물마루를 깔고 기둥 옆에 머름난간을 설치하였다.
고산정 내부에는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정호亭號 현판은 이원의 글씨이고 「호산승집湖山勝集」의 현판은 명나라 사신 주지번의
글씨이다. 인조 대에 명나라 사신으로 유근과 친분이 두터웠던 웅화熊化가 지어보낸 「고산정사기孤山精舍記」와 화답 시 현판이 걸려 있다.
창건 이래 수차례 보수되었으나 현재 다소 퇴락되어 있고 단청이 퇴색되어 있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장식을 배제하여 간결하나
가구를 견실하게 짜 맞추고 있다.
괴산 고산정은 고산9경孤山九景의 하나로 괴강이 감아도는 제월대 위에 풍광을 담는 정자로서 의의가 있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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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승집 현판

고산정 현판

The pavilion was established by Yu Geun (1549~1627; pen-name: Seogyeong), a notable sage of the
mid-Joseon period. It was originally named Mansongjeong, but acquired its current name when he came
to stay in the area as a hermit amid the political turmoil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 (r.
1608~1623). It is a wooden structure measuring 2 kan* by 2 kan with a tiled, hipped-and-gable roof. It
has been repaired on several occasions, but looks rather dilapidated. It is a simple yet tight structure with
little ornamentatio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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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만동묘정비
槐山 萬東廟庭碑
Stone Monument at Mandongmyo Shrine, Goesan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25호
·수량｜규모 : 1기｜비신 76×229×46㎝
·지정일 : 1978. 10. 2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188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Before passing away, Song Si-yeol (1607~1689; pen-name: Uam) left a will expressing his wish that the mortuary tablets of Emperors
Shenzong and Wuzong of the Ming Dynasty be enshrined and sacrificial rites held for them, as they had sent troops to assist the countr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known as the Imjin War (1592~1598). Pursuant to the will, his closest disciple, Gwon Sang-ha,
along with Min Jeong-jung, Jeong Ho and Yi Seon-jik, set up this shrine in 1703. The granite stone monument at the shrine consists of a
capstone carved in the form of a hipped-and-gable roof, a body, and a square footstone placed on a base adorned with lotus patterns. The
epitaph was composed by Yi Jae and written by Yu Cheok-gi in 1747. It was restored in 1814 after sustaining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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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만동묘萬東廟 앞에 있는 비석으로, 이 비
석은 본래 1747년(영조 23) 이재李縡가 비문을 짓고 유척기兪拓基가 전액篆額
을 쓰고 안진경자安眞卿字를 집자集字하여 세웠는데, 중도에 훼손되어 1814
년(순조 14)에 다시 세웠다. 연꽃무늬를 새긴 바닥 돌 위에 네모반듯한 받
침돌을 놓고, 그 위에 화강암 재질의 비신을 세운 뒤, 그 위에 팔작지붕 형
태의 덮개돌을 얹었다. 비신의 규모는 76×229×46㎝ 이다. 그러나 받침
돌과 비신의 일부는 훼손되었고, 비문은 1937년 유림들이 몰래 제향을 드
린 것을 문제 삼아 일제에 의해 징으로 쪼아 현재는 알아볼 수 없다.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烈이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 준 명나라의 신종神
宗과 의종毅宗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하라는 유명遺命을 남기고 죽자, 그의 수

제자인 권상하權尙夏가 1703년(숙종 29) 민정중閔鼎重, 정호鄭澔, 이선직李善稷
과 함께 유생들의 협력을 얻어 만동묘를 세웠다. 만동묘라는 이름은 선조
의 어필인 ‘만절필동萬折必東’에서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취해 적은 것이다. 만
절필동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암祖宗巖에 새겨진 것인데, 이것을 모본하여
화양구곡 첨성대에 새겨 놓았다.
만동묘는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사액되었고, 1844년(헌종 10) 정
기적으로 제향하도록 하였으나, 1865년(고종 2) 한양의 대보단大報壇에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므로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고 하
여 만동묘를 철폐하였다. 대원군이 실각한 후 1874년(고종 11)에 제향이
재개되었으나, 1907년 일제에 의해 다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일제치하에
서도 유림들의 주선으로 비밀리에 제향을 계속하였지만, 1940년부터 이것
도 지속할 수 없었다. 1942년에는 다시 건물을 철거하고 묘정비를 땅에 파
묻었다. 광복 이후 묘정비가 출토되어 괴산군에서 옛 자리에 다시 세우고
묘역을 정화하였다.
만동묘의 건립은 단순히 ‘모화慕華’의 표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유교
적 이념이 조선에 실현되었다는 자부심에서 온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사대부들은 중국이 오랑캐인 청나라에 의해 점령을 당한 상황에서 유
교적 질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은 조선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였고, 그 정
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만동묘의 건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
해 오랑캐에게 받은 조선의 큰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어강석

화양구곡 제5곡 첨성대에
새겨진 만절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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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정인지 묘소
槐山 鄭麟趾 墓所
Tomb of Jeong In-ji, Goesan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33호
·면 적 : 4,245.5㎡
·지정일 : 1980. 11. 13.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로1길 24
·소유자 : 하동정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Jeong In-ji (pen-name: Hagyeokjae; 1396~1478) was a scholar and politician in the early Joseon period. He took part in the compilation
of Goryeosa (The History of Goryeo) and helped King Sejong (r. 1418~1450) to create Hangeul (the Korean alphabet). This tomb consists
of various stone structures including a tombstone. The stele for Jeong In-ji and a recently-built tomb keeper’s house are located nea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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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의 대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학역재 정인지(學易齋 鄭麟趾, 1396`~1478)의 묘소이다.
정인지의 본관은 하동河東, 호는 학역재이다. 1414년(태종 14)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하여 여러 관직을 지냈다. 세종의 총애를 받았
으며, 계유정란 때 세조를 도와 우의정에 오르고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으로 하동부원군이 되었다. 세조 즉위로 좌익공신佐翼功臣 2등, 예종
때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려 익대공신翊戴功臣 3등에 올랐다. 역서와 아악 등 여러 문헌을 간행하고, 『고려사高麗史』 편수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한글 창제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 괴산군 인물조에 정인지의 묘가 이곳에 자리한 연유가 기록되어있다. 세조가 권력을 장악한 후 정인지를 비롯한
일부 신하가 고기를 먹지 않아 그 이유를 묻자, “조정 원로가 같은 날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세
조가 크게 노했으나 그의 재주를 아껴 괴산에 유배 보냈고, 사후 그의 자손들이 묘 아래에 모여 살게 된 것이라 한다.
묘역에 들어서면 ‘정丁’자 모양의 재실이 있고, 높은 구릉 위에 묘소가 있다. 봉분 앞에 묘비와 상석, 장명등, 문인석, 망주석이 있다.
장명등은 갓돌이 없어졌다. 묘비는 강희맹姜希孟이 지었다고 전한다.
서거정이 지었다는 신도비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1958년에 다시 세웠는데 제액題額을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짓고 성균관장 성락서
가 썼다.
괴산 정인지 묘소는 크지 않으나 묘비를 비롯한 석물 일체를 갖추었으며, 묘소 아래 재실은 새로 만든 것이나 사대부의 것으로는 형
태가 특이하다.
강민식

묘비

문인석

장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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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청안사마소
槐山 淸安司馬所
Samaso in Cheongan, Goesan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49호
·면 적 : 1,285.3㎡
·지정일 : 1984. 12. 3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5길 33-14
·소유자 : 재단법인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 조선시대

The Samaso was a building set up in an administrative unit (eup), where more than 50 locals passed the Samabang state examination, as
a venue for ancestral memorial rites and discussions on Confucianism and politics. As Cheongan-hyeon produced more than fifty who
passed the examination for the Samabang, this building was established in 1703 (29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Descendants hold
an ancestral memorial rite for 114 ancestors every spring and fall here. It is composed of the sajumun (an entrance with four columns), a
shrine, and a samaso. A stone wall surrounds the shrine.

684

괴산 청안사마소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향교 옆에 위치
하고 있는 사마소이다.
사마소란 사마방司馬榜에 급제한 자가 50인 이상이 나온 읍에
설치되는데, 후배와 후손들이 제사하며 유학을 강론하고 정치를
사마사

의논하는 곳이다.
청안사마소는 조선 숙종 때까지 청안현에 생원, 진사 50여명
이 사마방司馬榜에 급제하여 1703년(숙종 29)에 설치되었다. 제명
록題名錄에 등재된 현감 23인, 생원, 진사 91인 등 114인에 대하여
매년 후손들이 춘추에 제사하고 있다.
청안사마소는 솟을대문, 사마소, 내삼문과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삼문의 좌우측으로 막돌담장이 둘러져 사당 건물을 에워
싸고 있는 간소한 배치를 이루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기와집으로, 기단은 화광석

사마소
내삼문

으로 두벌대로 쌓았고 초석은 원형의 다듬은 돌을 설치하였다. 내
부는 마루로 설치되어 있다. 가구는 1고주5량가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부연을 설치한 겹처마의 맞배지붕이다. 기둥과 벽체의 인방은
석간주로 단청되어 있다. 창방과 소로, 장여, 도리, 평고대 등의
부재는 먹긋기로 단청되었다. 창방과 장여, 도리의 양단부에는 먹
바탕에 육매화점을 찍어 놓았다. 연목과 부연 마구리에도 역시 육
매화점을 찍어 마무리 하였다. 연목과 부연의 옆면은 먹긋기 하였
으며 부연 뱃바닥은 색긋기를 하였다.
사마소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목조기와집이다.
중앙에 2칸의 대청을 두고 양쪽에 방을 두었다. 네모 기둥머리에
횡으로 창방을 걸고 소로로 장방과 도리를 받친 소로수장을 하고
있다.

솟을대문

내삼문은 솟을지붕 맞배집으로 전후 기둥사이에 간주를 세워
서 대문을 달았다. 초석은 자연석 덤벙주초로 되어 있다. 가구는
3량가이며 처마는 부연은 달지 않은 홑처마로 되어 있다.
현재 이 사마소는 복원된 건물이나 격식을 갖추고 있고 후손들
에 의해 매년 춘추에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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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괴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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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수월정
槐山 水月亭
Suwoljeong Pavilion, Goesan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74호
·면 적 : 733.1㎡
·지정일 : 1987. 03. 3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산막이옛길 315-20
·소유자 : 광주노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수월정은 소재 노수신(蘇齋 盧守愼, 1515〜1590)이 을사사화로 1565년(명종 20)부터 1567년(선조 1)까지 2년간 유배생활을
했던 적소謫所였다. 수월정은 원래 노수신의 10대손인 노성도(盧性度, 1819〜1893)가 노수신의 적소가 위치해 있던 연하동煙霞洞에
1865년 건립하였다고 한다. 1957년 괴산수력발전소 건설로 마을이 물에 잠기자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산막이[山幕洞]마을 서남쪽 언
덕으로 이건移建하였다.
노수신은 1543년(중종 38)에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1546년(명종 1)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이조좌랑으로 있다가 파직되어 순천,
진도, 괴산 등지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선조 즉위 후 다시 관직에 올라 영의정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수월정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대청을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방을 배치하였으며 전면에
반 칸의 툇마루를 두었다. 양 옆방 바깥 벽 쪽으로는 벽장을 설치하였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인데, 칸살이 작아 지붕곡이 급하다. 정면에 일각문을 세우고 주위로는 막돌담장을 둘
렀다.
수월정은 정자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일반정자와는 다른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일반 정자 건물과는 건축 목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유배지에서 기거한 집으로서는 현재 전하는 것이 거의 없어 적소 건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형래

Suwoljeong Pavilion is the place where No Su-sin (1515~1590), a scholar-official of the Joseon period, lived in exile for two years
following the purge of the literati in 1545. The pavilion is a 3 kan* by 1.5 kan structure with a hipped-and-gable roof with single-layer
eaves, and has a room on each side of the central wooden floor. The pavilion has an entrance gate named Ilgangmun, and is surrounded by a
stone wall. Researchers consider it a valuable material that tells about features of a building of exile of the Joseon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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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산

괴산 화양서원 묘정비
槐山 華陽書院 廟庭碑
Stone Monument in Hwayangseowon Shrine, Goesan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07호
·수량｜규모 : 1기｜비신 75×210×30㎝
·지정일 : 1996. 01. 05.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188
·소유자 : 괴산군
·시 대 : 조선시대

화양서원의 건립 취지와 서원에 모셔진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烈, 1607〜1689)을 추앙하는 뜻을 기록한 것으로 1716년(숙종 42)에
세워진 비석이다.
비문은 병계 윤봉구屛溪 尹鳳九가 지었으며, 글씨는 당나라 안진경의 글씨를 모아 새겼다. 두전頭篆[비석 몸체의 머리 부분에 돌려가며
쓴 글씨]은 당나라 이양빙李陽氷의 옥저전玉箸篆을 모아 새겼는데, 옥저전은 글씨의 변화가 풍부하고 둥글고 윤택함이 옥젓가락과 같기 때
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재질은 화강암이며, 네모반듯한 받침돌 위로 비신을 세운 뒤 덮개돌을 올린 모습이다. 비신의 규모는 75×210
×30㎝이다.
우암 송시열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 율곡 이이栗谷 李珥, 사계 김장생沙溪 金長生으로 이어지는 조선 기
호학파의 학통을 충실하게 계승, 발전시킨 인물이다. 화양동은 송시열이 만년에 정계에서 은퇴한 후 은거하며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
르치던 곳이며, 화양서원은 1695년(숙종 21) 우암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그를 제향祭享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다. 창건 다음 해에 숙
종으로부터 사액賜額을 받았으며, 1716년(숙종 42)에 어필 편액을 달았다. 전국의 사액서원 중에서도 가장 이름 있고 위세가 당당한 서
원이었다. 그러나 부당한 세금을 사사로이 징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심한 폐해를 끼쳐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결국 1870
년(고종 7) 흥선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철폐령에 따라 건물이 헐리게 되었으며, 이 비석 또한 땅 속에 매몰되었다가 광복 후 찾아 다시
세웠다.
어강석

This stone monument was erected in 1716 to commemorate the purpose of construction of Hwayangseowon Shrine and Song Si-yeol
(1607~1689; pen-name: Uam) enshrined in this shrine. Hwayangseowon Shrine was set up in 1695 (the 21st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o house Song Si-yeol’s portrait and hold sacrificial rites for him. The epitaph was composed by Yun Bong-gu, while the Chinese
characters inscribed on the monument were taken directly from the work of Yan Zhenqing, a famed calligrapher of the Tang Dynasty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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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정호 묘소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41호
·면 적 : 2,939.8㎡

槐山 鄭澔 墓所
Tomb of Jeong Ho, Goesan

·지정일 : 2007. 09. 0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산 100
·소유자 : 연일정씨 문경공장암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정호(鄭澔, 1648~1736)의 묘소이다.
정호의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중순仲淳, 호는 장암丈巖, 시호는 문경文敬이
다. 글씨와 시문에 뛰어났으며 『숙종실록肅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고 문집에
『장암집丈巖集』, 편저에 『문의통고文義通攷』가 있다. 충주의 누암서원樓巖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고조는 송강 정철松江 鄭澈이며, 할아버지는 정직鄭溭, 아버지는 정경연鄭慶
演, 어머니는 여흥민씨이다. 1648년(인조 26)에 태어나 1684년(숙종 10) 정

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쳤다. 노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기
사환국과 신임사화에 화를 입었다. 1725년(영조 1) 우의정이 되고, 사화로
사사된 노론 4대신의 신원을 상소하였으며,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
다. 1729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었고, 영중추부사領中樞府事로 치사致仕하였다.
1736년(영조 12) 고향인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에서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왕이 예장과 녹봉을 내리고 승지가 제관祭官하게 하였으며, 1737년
1월 불정면 지장리 화영산에 부인 강릉최씨와 합장하였다. 정호 묘소 위로
는 할아버지 정직의 묘와 아래에 장남 정희하鄭羲河의 묘가 있다. 부친 정경
연의 묘는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봉분과 묘표, 상석, 망주석 등 소박
하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신도비명은 송규헌宋奎憲이 지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다. 봉분은 지름
묘비

6.5m, 높이 2m의 크기이며, 묘표는 57×152×26.5㎝의 크기이다.
할아버지 정직의 묘는 1709년 이곳으로 이장하였으며, 묘지명은 송시열
宋時烈이 짓고, 묘표는 김창흡金昌翕이 지었으며, 봉분과 높이 1.3m 크기의 묘

비 2기가 있다. 아들 정희하의 묘는 봉분과 크기 57×152.5×25.5㎝의 묘
비가 있다.
조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정호의 묘소는 봉분과 묘표, 상석, 망주석을
갖춘 소박한 모습이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조선 후기 노론을 대표하는 인
물의 묘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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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Ho (1648~1736; pen-name: Jangam) was a civilian official and scholar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He was well versed in
calligraphy and the Chinese classics, and took part in the compilation of Sukjong sillok (Annals of King Sukjong). He left behind a collection of
his writings entitled Jangamjip, as well as Munui tonggo, a collection of writings written or edited by him. His tomb, which is located between
that of his father (Jik) and that of his eldest son (Hui-ha), consists of a tombstone,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and a pair of stone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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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김관 묘소
槐山 金灌 墓所
Tomb of Kim Gwan, Goesan

기념물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46호
·면 적 : 668㎡
·지정일 : 2010. 03. 12.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산 57-1
·소유자 : 청풍김씨 관공대종회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초기 문신인 김관(金灌, ?~1416)의 묘소이다.
김관은 고려 말 판봉상사사判奉常寺事를 지낸 김중방金仲房의 아들로 호조참의를 지냈으며, 후에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김관
의 장녀는 효빈 김씨의 소생인 경녕군의 부인이다. 1416년(태종 16) 3월 말에서 떨어져 죽은 후 이곳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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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의 묘는 묘역의 제일 위쪽에 위치하며 예장석禮葬石을 두른 네모꼴 봉분 앞에는 자연석에 기대어 석주를 세우고 안쪽으로 석난간欄
干石을 두었다. 중앙에는 석재로 비각을 만들고 그 안에 작은 묘비를 세웠다. 다시 앞쪽에 상석과 향로석을 두었다. 높이 차이가 거의 없는

계체석[무덤 앞에 편평하게 만들어 놓은 장대석] 아래에 문인석 한 쌍을 양쪽에 두었다. 문인석 아래로 계체석을 다시 두었다.
묘비는 1750년(영조 26)에 세웠으며 비신의 크기는 62×144×34㎝ 이다. 비문은 후손 김치만이 썼다.
괴산 김관 묘소 앞의 석물은 다른 예가 보이지 않는 유일한 사례이다. 난간석과 비각 모양의 석물은 조선 초 묘제를 연구하는데 귀중
한 유산이다.
강민식

Kim Gwan (?~1416) served as a civilian official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Placed near the tomb are two stone statues of civil
officials, a wide stone table for ritual offerings, and a small flat stone structure for placing an incense burner. The tombstone epitaph was
composed by one of Kim’s descendants named Kim Chi-man. The stone handrails and a stone structure like a monument house situated in
front of the tomb display a unique style unseen at other tombs. It is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asset and resource for research on tombs of
the early Joseon period.

난간석과 석조 비각

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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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연경 묘역

기념물

槐山 李延慶 墓域
Tombs of Yi Yeong-gyeong and His Family, Geosan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52호
·면 적 : 2,187.2㎡
·지정일 : 2011. 11. 04.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산 42-3
·소유자 : 이주백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전기 문신 이연경(李延慶, 1488~1548)과 그의 조부 이세좌 이하 5대의 묘소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연경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장길長吉, 호는 탄수灘叟·용탄자龍灘子이다. 판중추부사 이세좌의 손자이며, 도사 이수원李守元의 아들
이다. 아들은 이호약李好約, 손자는 이광악李光岳이다. 할아버지 이세좌는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죽고, 아버지 이수원도 참형을 당하였다.
아들을 두지 못해 이호약을 계자系子로 삼았고, 손자는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 이광악이다.
이연경 묘역은 전후 조성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세좌와 부인 양주조씨의 묘소는 1504년 이세좌가 곤양에서 죽어 그곳에 묻
힌 후 중종반정 후 이연경 묘소 근처로 옮겨온 것이다. 쌍분으로 2기의 묘비와 문인석 한 쌍이 있다. 이세좌 묘 아래 이수원과 부인 남양
방씨의 쌍분이 있다. 이수원도 1504년 참형을 당한 후 이연경이 묘소를 조성하였다. 각각 묘비를 세우고 문인석 2기를 배치하였다.
이연경의 묘는 부인 전주이씨·원주이씨의 합장묘로 첫 부인 전주이씨의 묘는 따로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가운데 상석을 두고
이연경과 부인 전주이씨의 묘비가 있다. 좌우에 2기씩 문인석을 세웠다. 이연경 묘갈은 1574년(선조 7)에 세운 것으로 묘갈문은 이황李
滉이 지었으며 『퇴계집退溪集』에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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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ite consists of five tombs including those of Yi Se-jwa and his wife from the Yangju Jo clan, Yi Su-won (Yi Se-jwa’s son) and his
wife from the Namyang Bang clan, Yi Yeon-gyeong (Yi Su-won’s son) and his wife from the Jeonju Yi clan, Yi Hyo-yak (Yi Yeongyeong’s son) and his wife from the Gyeongju Kim clan, and Yi Gwang-ak (Yi Hyo-yak’s son) and his wife from the Yeoheung Min clan.
These people lived through a period of great upheaval in the mid-Joseon period. Of the five men, Yi Gwang-ak received the king’s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retainer, which has survived to the present day along with various other relics associated with him.

이연경 묘비

이호약의 묘는 부인 경주김씨와의 합장묘이다. 상석과 향로석, 묘비 1기, 문인
석 2기가 있다. 이광악의 묘는 부인 여흥민씨와 쌍분으로 상석과 향로석, 묘비
1기, 문인석 1기를 갖추었다.
묘역에서 150m정도 거리에 있는 문효사文孝祠는 광성군廣城君 이극감李克堪·
정효공貞孝公 이연경·광남군廣南君 이광악의 불천위不遷位 사당이다. 문효사는
1568년(선조 1) 처음 건립된 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쳐 2010년 새로 지었다.
이연경 묘역은 조성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조선 중기 격변의 시기를
살아간 주요 인물들의 묘소라는 점, 선무공신 이광악의 경우 공신교서와 관련유
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강민식

문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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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장
韓紙匠
Hanjijang, Master of Korean Paper Making

무형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7호
·지정일 : 2007. 04. 06.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로 233

“Hanji” is a type of paper made according to a traditional Korean method using various fibers including the bark of the mulberry tree.
Hanjijang An Chi-yong learned the craft of making hanji from the artisan Ryu Haeng-yeong, and works in Sinpung Hanji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Since developing wallpaper made from red clay in 1984, the master craftsman has developed an additional
sixteen types of functional hanji. Master An recently opened an exhibition hall to promote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Korea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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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는 닥나무 등의 섬유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종이이다. 한지를 만
드는 일은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한 제조과정을 거치어 예로부터 한지를 백지白紙라고도 하였다.
우리나라 한지는 고려시대부터 명성이 높아 중국인들도 제일 우수한 종이를 고려지高麗紙라 불
렀고, 송나라 손목은 『계림유사 鷄林類事』에서 고려의 닥종이는 빛이 희고 윤이 난다하여 한지의
우수성을 인정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조지서造紙署’를 설치해 원료의 조달과 한지의 규격화 품질 개량을 위해 관리하였으
나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주거환경의 변화와 서양지의 유입으로 전통적 한지의 명맥은 단절되었다.
한지장 안치용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기능보유자 류행영柳行永으로부터 한지기술을 전수
받아 신풍한지를 운영해 왔다.
신풍한지의 작업 동선은 ①닥무지장 ②세척실 ③초지실 ④건조실로 이어진다. 세척장과 건조
장 사이에는 닥섬유를 삶을 수 있는 닥솥이 있다. 삶아진 닥섬유는 세척실로 이동한다. 세척장에서
기능보유자 안치용

는 세척 및 표백작업을 한다. 초지실에서는 고해 작업과 초지작업, 탈수작업이 이루어진다. 탈수된
한지는 건조실로 옮겨져서 건조작업과 정리 작업을 한다. 자세한 제조과정은 닥채취→닥무지→박
피[백닥 만들기]→잿물내리기→증해[백닥 삶기]→수세[잿물 빼기]→표백[일광 또는 수중에 탈
색]→고해[곤죽 만들기]→해리[지통에 풀어내기]→초지[종이뜨기]→탈수[물 빼기]→건조[건조기
에 말리기]→도침[종이 두드리기] 순이다.
전통한지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사용계층과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사양산업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점을 우려한 한지장 안치용은 1984년 황토 벽지를 시작으로 16종의 기능성 한지를 개발하여
기대 이상의 호평을 얻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통한지의 제조과정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 및
체험교육 등을 활발히 시행하며 전통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다.
유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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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문당리 서낭단
槐山 文塘里 서낭壇
Seonangdan Shrine of Mundang-ri, Goesan

민속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3호
·면 적 : 1,391.1㎡
·지정일 : 2002. 07. 12.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산96
·소유자 : 오리목마을회
·시 대 : 조선시대

Seonangdan is a shrine where Susalje is performed to protect Orimok Village in Cheongan-myeon, Goesan. Orimok Village Rituals are
divided into the Sansinje (Ritual of praying to the Mountain Gods), and the Susalje (Ritual of serving the Seonangsin Gods who protect the
village). The latter is held only in odd-numbered years. Built inside zelkova wood at the village entrance, Seonangdan Shrine has an altar
made of stone. Cone-shaped, stone pagodas stand on either side of the altar. Inside the shrine, the Susalje Ritual and the majungsiru, or
“rice cake welcoming ceremony,” of the Sansinje Ritual are performed, making the shrine a place of great folklor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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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안면 오리목마을을 지켜주는 동제 중 하나인 ‘수살제’의 제당이다.
오리목마을 동제는 산신을 모시는 ‘산신제’와 서낭신을 모시는 ‘수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산신제’는 짝수 해에 마을 앞산의 승적
골에 있는 산제당에서 산신을 위해 지내며, ‘수살제’는 마을 입구 도로변 느티나무 아래 돌을 쌓아놓은 곳에서 홀수 해에 서낭신을
위해 지낸다.
오리목마을의 ‘수살제’는 매년 음력 1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부정 없는 좋은 날을 선정해 자시子時인 밤 12시에 서낭단에서 지낸다.
‘수살제’를 지내는 해에는 제관과 도가를 겸한 1명과 축관 1명을 선정한다. 이들은 매년 대동계에서 그 해의 생기복덕을 가려 깨
끗한 사람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제관과 축관은 제일 하루 동안 함께 생활한다. 함께 지내는 날은 김과 김치만으로 밥을 먹을 수 있
으며, 술이나 담배는 물론이고 부부생활도 하지 않는다. 더불어 마을 사람들도 육식과 생선 등 비린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등 금
기가 엄격하다.
제물은 백설기(3되 3홉), 통북어, 밤, 곶감, 대추, 사과, 배, 막걸리를 올리고 제관들이 음복 후에 제수 중 일부를 조금씩 떼어놓
고 제수는 모두 가져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먹는다.
제사 차례는 유교식으로 지낸다. 분향 후 제관이 초헌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이어 축관이 축문을 읽은 후 재배한다. 이후 제관은
문당리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지와 문당리에 속한 7개 자연마을에 대한 마을 평안과 무병장수를 빌며 소지를 올린다.
서낭단은 마을 입구 도로변 느티나무 숲 안에 막돌을 이용하여 제단을 조성하고 제단 좌우에 1기씩 2기의 원추형 돌탑을 세워 구
성했다. 돌탑을 좌우에 두고 가운데에 폭 3m, 길이 5m 규모의 제사 공간과 가로 90㎝, 세로 90㎝ 정도 크기의 제물대를 갖춘 제단
을 쌓았다. 제단부의 위쪽으로 산의 능선을 향하여 꼬리를 끌듯 폭 1.5m, 길이 10m 가량의 돌무지를 늘여 쌓아 마을 주산으로 연결
하고 있다. 큰 돌무더기 하나와 작은 돌무더기 하나가 있다.
괴산 문당리 서낭단은 충청지역의 동제당에서 많이 보이는 신목神木과 돌탑이 복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면서 제단의 축조 형
태가 특이하며, 충청지역 동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수살제’와 산신제의 ‘마중시루’ 전통이 전승되는 사례로 민속학적 가치가
크다.
이상희

수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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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홍범식 고가
槐山 洪範植 古家
Historic House of Hong Beom-sik, Goesan

민속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4호
·면 적 : 5,113.6㎡
·지정일 : 2002. 12. 20.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
·소유자 : 괴산군
·시 대 : 조선시대

This house, which is said to have been built by Kim Jeong-seung in the late Joseon period, is the birthplace of Hong Beom-sik, an
official who committed suicide, in protest against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in 1910, and his son Hong Myeong-hui, who is
known for his novel Im Kkeok-jeong. It is said that villagers gathered at the men’s quarters (sarangchae) of this house and drew up a plan
to joi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hich was started in Seoul. According to records on its ridgepole, the house was built
around 1728. Composed of women’s quarters (anchae), men’s quarters and gate quarters, the house is a typical upper-class family dwelling
of the late Joseon period, and has a historical value due to its connection with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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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홍범식 고가는 괴산읍 동부리에 위치한 조선 후기에 지어진 사대부가
가옥이다.
선조 때 김정승金政丞이 지었다고 전하며, 헌종 때 기병사奇兵使가 인수하여 살
다가 1860년(철종 11)부터는 홍판서洪判書가 살았다고 한다. 금산군수로 재직하
다가 1910년 경술국치에 항거·자결 순국한 일완 홍범식(一阮 洪範植, 1871〜
1910) 선생과 근대 역사소설의 이정표가 된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碧初
洪命熹, 1888〜1968)의 생가이다. 이 가옥의 사랑채에서 1919년 3월 19일 당
시 괴산 3.1운동 만세 시위를 모의하고 주도하였다고 한다. 괴산 이복기 가옥으
로 1984년 중요민속자료 146호로 지정되었다가 1990년 9월 12일 당시 소유자
이던 이복기의 청원으로 지정이 해제된 후 일부가 헐리는 등 가옥의 전체구조가

광채

변형되었으나 2002년 12월 20일 재지정되었다. 이러한 연혁으로 괴산 홍범식
고가는 괴산 동부리 고가, 인산리 고가, 이복기 가옥, 홍명희 생가, 홍범식 고택
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건축연대는 옹정雍正 8년 4월 명문과 대들보에 숭정기
원후 85년 무신戊申이라고 써있어 1728년경 건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한 구전되는 내용과 출토된 망와의 신유년辛酉年이란 명문으로 보아 1861년(철
종 12)에 지어졌거나 중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뒷산을 배산으로 앞에는 동진천東津川이 흐르고 남산을 바라보는 자리에 위치
한다. 전체적으로 크게 대문채, 안채, 사랑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채와 마당을
둘러싼 담장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안채, 사랑채에는 중문이 따로 나 있어
중문을 중심으로 현재의 큰 사랑채와 남쪽에 행랑채, 남북쪽의 광채 등으로 되
안채

어 있다. 동남쪽으로는 사당이 있고 바깥마당에 문간채가 있다. 전체 배치는 중
문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사랑채를 좌우에 배치하고 사랑채 앞에는 행랑채와 대
문간으로 구성되고, 동쪽으로는 안채와 안채 뒤에는 ㄱ자형의 광채가 만드는 장
독대와 더불어 잘 꾸며진 후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중문中門은 정면을 피하여 모
퉁이 측면에 내서 ㄹ자로 꺾어져 진입하게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뒷산의 자연
경관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조화시키고 있고 아기자기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괴산 홍범식 고가는 1728년경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3.1운동과도 관련
이 있는 문학사적 유산이자 항일지사의 고택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건축적으로는 조선 후기 중부지방 사대부가로서 튼ㅁ자 형식의 배치나 담장과
대문의 구성, 그리고 공간구성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손태진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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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창훈 고가
槐山 李昌勳 古家
Historic House of Yi Chang-hun, Goesan

민속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7호
·면 적 : 1,550.0㎡
·지정일 : 2007. 06. 08.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충민로오간길 64
·소유자 : 이원규
·시 대 : 대한제국시대

It is said that this house was built in 1908 by Yi Dal-seung, the grandfather of Yi Chang-hun, and renovated in 1924. In terms of its
overall layout, the house consists of women’s quarters (anchae), men’s quarters (sarangchae) and servants’ quarters (haengnangchae)
arranged around a courtyard, and a barn. Manghwajeong Pavilion and Lotus Pond are also located in the vicinity. The house blends in
well with the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and exhibits characteristic features of noble family houses in the region during the
country’s “door-open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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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

괴산 이창훈 고가는 1908년 이창훈의 조부인 이달승에 의하여 건축되
었다고 전해지는 중부지방의 양반가이다. 정확한 건축연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전에 가옥이 있었던 것을 1924년 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간리 마을 안쪽 배산이 감싸고 내수가 동쪽에
서 서쪽으로 흘러 바깥쪽으로는 괴강에 합류되어 감아 도는 아늑한 길지
吉地에 자리하고 있다. 오간리 고가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안채의 안마당을 중심으로 서쪽에 행랑·광채·곳간채를
두고, 동쪽 앞에 남북으로 서향하여 사랑채·광채 그리고 남향하여 바깥

사랑채·행랑채 중문

채가 배치되고, 바깥채 남쪽에 대문이 있다. 바깥채가 마주보고 있는 사
랑채와 행랑채가 서로 문으로 연결되고, 사랑채 옆의 내외담 사이에도 사
주문을 두어 안채와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안채 뒤쪽으로는 우물과 장독
대를 두고 축대를 쌓아 사당채를 배치하였다. 안채와 동쪽의 담장 사이에
도 일각대문을 두어 사당이 있는 공간과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7칸, 측면 3칸 규모의 一자형 전퇴 목조기와집이다. 평면
구성은 서쪽부터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납도리
의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ㄱ자형의
전퇴 목조기와집이다. 남향한 정면 5칸, 측면 1칸 반의 채와 동향한 정면

안채

4칸 반, 측면 1칸 반의 채가 중문을 사이에 두고 꺾여 곱은자집을 이루고
있다. 가구는 납도리의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사당은 동쪽 후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
모의 목조기와집이다. 가구는 납도리의 반 5량가이고, 지붕은 풍판을 설
치한 홑처마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광채는 서쪽에 정면 9칸, 측면 1칸 규
모로 남북으로 길게 놓이고 있다. 평면은 광과 헛간으로 구성되며 남쪽으
로 부엌과 행랑방이 설치되고 있다. 가구는 납도리 3량가이고 지붕은 우
진각지붕이다. 외양간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고, 3량가의 맞배지
사당

붕이다.
괴산 이창훈 고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길지에 자리하고 망
화정, 연지 등이 가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통적인 중부지방 양반가
의 형식을 기본으로 개화기의 형식 등이 혼재하여 나타나는 고가로서 배
치와 형식 등이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
이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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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송덕리 동제장
槐山 松德里 洞祭場
Dongjejang of Songdeok-ri, Goesan

민속문화재 ·종 목 :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22호
·면 적 : 714.2m2
·지정일 : 2013. 08. 02.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853 외 6필지
·소유자 : 송덕리마을회
·시 대 : 조선시대

서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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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송동마을의 동제를 지내는 제장으로 서낭당과 오층석탑 삼층석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송동마을은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동제를 지내는데, 서낭당에서 서낭제를 지낸 후, 오층석탑 앞에서 장승제와 석탑제를 지내며,
소지도 이곳에서 한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송덕리의 형국이 배 모양이라 순풍을 위해 바람을 잡는 돛대 지점에 삼층탑을, 선미船尾 지점에 오층탑을 조성해
마을의 부흥과 안녕을 기원했다고 한다. 오층석탑은 잘 남아있으나, 삼층석탑의 경우 1998년 도난당해 현재는 새로 조성한 탑이있다.
서낭당에는 수령 420년 정도의 느티나무가 있고 주변에 고사한 느티나무와 느티나무 고목들이 당숲을 이루고 있다. 당집은 없고 그
곳에 있는 느티나무를 신목으로 삼아 서낭제를 지낸다. 서낭당 제단은 시멘트로 조성되어 있고 고사한 느티나무 옆에 위치하고 있다.
당숲에는 매년 제작되는 장승과 솟대가 있으며 금줄이 쳐져 있다.
동제는 정월 초하루 저녁 8시를 전후해 지내는데 제관, 축관, 공양주, 장승 깎는 사람이 당숲에서 서낭제를 지내고, 오층석탑, 삼층
석탑 순으로 동고사를 올린다. 삼층탑에서는 포, 대추, 밤, 곶감을 놓고 절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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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은 제관, 축관, 공양주 3명을 선출한다. 제관은 생기복덕을 짚어서 길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제의 절차는 유교식으로 지낸다. 초
헌, 독축, 아헌, 종헌 소지순으로 지낸다. 소지는 개인 소지는 올리지 않고 마을소지만 올린다. 제물은 돼지머리, 밤, 대추, 곶감, 백설
기, 포, 술(막걸리), 메, 탕을 쓴다. 동제가 끝나면 이튿날 아침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을 하며 나누어 먹는다. 제사 비용은 마을의 대동계
에서 부담한다. 동고사의 목적은 마을에 풍년과 안녕의 기원에 있다.
이 마을 동제는 솟대와 장승을 서낭당에 세우고 지내는 것이 특징이다. 전에는 솟대와 장승을 크게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작
아 그 형태만 남아 있다. 2000년대까지 장승을 나무를 깎아 만들었으나 지금은 나무에 그려서 사용하고 있다. 큰 서낭에서 소지를 올리
기 전에 4~5단의 짚을 모아놓고 달집을 태우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축제형 서낭제로 시작해 폐쇄형의 주민만 참여하는 동제로 계승된
것으로 추정한다.
송덕리 송동 동제사는 마을이 형성된 후 면면히 계승된 전통 동제이다. 한 마을에서 서낭목, 장승, 솟대, 석탑 등 복합적 신체神體 구성
의 제장 특성을 보인다. 특히 석탑을 신체로 삼은 것은 우리나라 불교와 민속 신앙의 습합習合 상태를 보여주는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상희

서낭당과 오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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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송덕리 오층석탑

석탑제

Dongjejang is a shrine where village rituals are held to protect Songdong Village, Songdeok-ri in Goesan. It consists of a zelkova tree and a
five-story stone pagoda in the holy forest located at the village entrance. On every first day of January of the lunar calendar, Songdong Village
performs dongje (village ritual), which starts with the Seonangje Ritual at Seonangdang Shrine, followed by the Jangseungje Ritual and
Seoktapje Ritual in front of the five-story stone pagoda. Villagers also hold soji (paper-burning ceremony) for religious purposes. According to
Songdong villagers, since Songdeok-ri is geographically shaped like a ship, they built a three-story stone pagoda where the mast would be and
a five-story stone pagoda where the stern would be. These were built to wish for prosperity and peace in the village. Locals regard the stone
pagodas as holy objects and they serve as important historical reminders of the fusion of Buddhism and folk relig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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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산

괴산 청덕사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9호
·면 적 : 1,785.8㎡

槐山 淸德祠
Cheongdeoksa Shrine, Goesan

·지정일 : 1990. 12. 24.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청덕1길 37
·소유자 : 전주이씨 진안대군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Cheongdeoksa Shrine houses the mortuary tablets of Prince Jinan
(Yi Bang-u; 1354~1393), the eldest son of King Taejo,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and Jinan’s eldest son. It measures 3 kan* by 1.5
kan, has a 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and an inner and outer
entrance, each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There is also a pond
between the inner and outer entrance. It comprises all the structures
required of a shrine, including a pavilion, a hongsalmun (a red
structure marking the entrance to shrines, tombs, and academies), and
inner and outer entrances. Prince Jinan’s descendants hold a
sacrificial rite here every year.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남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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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정에 있는 연못

괴산 청덕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맏아들인 진안대군鎭安大君 이방우(李芳雨, 1354〜1393)와 그의 장자인 봉령후奉寧候 이복근李福根
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이방우는 1388년(창왕 1)에 밀직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부친 이성계가 요동정벌 출정 시 회군하지 말 것을 강력히 청원하였
다. 후일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즉위하자 왕위를 아우들에게 양보하고 고려조의 충신으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뜻을 표하여 당시 어
지러운 민심을 끌어안고 고향인 함흥으로 낙향하는 정치적 포용력을 발휘하였다.
청덕사는 1831년(순조 31)에 중건하였다. ‘청덕사淸德祠’로 현판을 붙인 것은 대군이 ‘유백이지청 태백지덕有伯夷之淸 太伯之德’이라 하여
‘청덕’이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이는 대군이 청빈하고 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덕사 일곽은 현재 사당, 내삼문, 외삼문, 홍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에는 남파정嵐波亭이란 정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
로는 달천이 흐르고 있다.
사당인 청덕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앞쪽 반칸은 외진으로 구성하고, 바닥은 우물마루를 설치하였
다. 내·외삼문은 모두 평삼문이며 일곽은 담장을 둘렀다. 내·외삼문 사이의 바깥마당에는 연못을 조성하였다. 외삼문 안에는 1933
년 후손 이태호李泰浩가 인도교人道敎를 창립하고, 이를 기념하여 교리를 적어 세운 인도교창립기념비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
이 이곳을 참배했다고 하여 광복 후 주민들에 의해 일부가 파손되었다.
괴산 청덕사는 전주이씨 진안대군파 문중 사당으로서 정자, 홍살문, 내·외삼문, 사당 등의 기본형식을 잘 갖추고 있다. 후손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는 의례공간으로 문중의 결속력을 다지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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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위정사
槐山 威靖祠
Wijeongsa Shrine, Goesan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2호
·면 적 : 419.0㎡
·지정일 : 1994. 01. 0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충민로광진8길 57
·소유자 : 안산김씨 대종회
·시 대 : 조선시대

The shrine was erected for General Kim Jeong-gyeong (1345~1419; pen-name: Wijeong), who served the country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r. 1400~1418). It is a wooden structure measuring 3 kan* by 1.5 kan, with a hipped-and-gable roof and four round columns
at the front. A stele for Kim Jeong-gyeong was erected nearby in 1980. An ancestral memorial rite is held here twice every year, on July 15
and October 20 on the lunar calendar.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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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위정사는 조선 태종대의 장군인 김정경(金定卿, 1345〜1419)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김정경은 본관은 안산安山, 진주목사 김성경金星慶의 아들이다. 태조에서 태종까지 신하로 삼군절도사三軍節度使, 이조전서吏曺典書 등을 역
임했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일도 있었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방간의 난·박포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좌명공신
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고 연성군蓮城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위정威靖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맞배지붕 목조기와집으로 앞쪽은 두리기둥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네모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벽체
에는 ‘위정사威靖祠’란 편액을 걸었으며, 어칸은 두짝 세살문, 툇간은 한짝 세살문을 설치하였다.
가구는 1고주5량가로 고주에 대들보와 퇴보를 걸었으며 내부는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설치하고 고주와 연결된 종보를 설치한 것이 특
징이다. 또한, 위패함의 봉안을 위해 어칸에 감실을 벽장형식으로 설치하였고 후면 처마하부에 노출시키고 있다.
위패함에는 연성군의 불천위를 비롯해 3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대문 밖 마당에는 1980년에 세운 김정경 신도비가 있다. 이곳에
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5일과 10월 29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괴산 위정사는 충북 괴산군 장연면 지역의 특성을 간직한 사당이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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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연풍향청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3호

槐山 延豊鄕廳
Yeonpung Hyangcheong (Local Administrator’s Aide’s Office), Goesan

·면 적 : 967.0㎡
·지정일 : 1994. 06. 24.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44
·소유자 :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시 대 : 조선시대

Originally built in 1681, this office building was used as the office of the local Japanese Military Poli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nd as the Yeonpung Police Substation of Goesan Police Station after Korea’s Liberation in 1945. The building was restored as a
historic heritage in 1995. It is a wooden structure measuring 5 kan* by 2 kan with a hipped-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A gate
quarters measuring 3 kan by 1 kan with a gable roof is situated nearby.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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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 상부 가구

처마

괴산 연풍 지역에 위치한 향청으로 1681년(숙종 17)에 창건되었다.
연풍향청은 일제강점기에는 헌병대 및 주재소, 해방 후에 괴산경찰서 연풍지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1963년 3월부터는 천주교 연
풍공소로 쓰이다가, 1995년에 원형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풍향청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집이다. 기단의 앞쪽은 장대석으로 처리하였으나 옆쪽과 뒤쪽은 자연석을 설치하였
다. 주초는 자연석을 네모모양으로 다듬은 흔적이 보이며,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약간의 민흘림이 보이며 뒤쪽의 것이 앞
쪽보다 약간 가늘다.
평면은 대청에 우물마루를 깔고, 오른쪽 온돌방 앞에도 1.2m 정도의 툇마루를 놓고 있으며, 왼쪽 온돌방은 넓은 대청과 연결되어 개
구부가 사방에 있다. 오른쪽 온돌방은 2칸을 통 칸으로 오른쪽 측벽을 제외한 3면이 개구부를 갖는 개방적인 평면을 하고 있으며, 대청
의 뒤쪽도 머름을 2단으로 올리고 판문을 달아 개방적이다. 창호는 세살문으로 되어 있고 벽체는 심벽이다.
기둥머리에 창방을 끼우고 상부에 소로를 네 개씩 배치하고, 보뺄목 하부에 간결한 초익공이 짜인 형태를 하고 있다. 지붕가구는 대
량을 장통보로 걸었으며 대량 위에 종량을 올려서 종도리와 중도리를 받친 5량가로 되어 있다. 대공은 대청마루 한가운데만 판대공을
세우고 있고, 나머지는 동자주로 되어 있다.
처마는 연목 위에 부연을 달아낸 겹처마로 되어 있다. 귀 처마에는 추녀를 중심으로 선자서까래를 배치하였다. 아궁이는 오른쪽과
왼쪽의 측면에 위치하고, 굴뚝은 후면 2개소에 2m 정도 떨어져 1.2m 높이로 되어 있다.
동측 전면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된 문간채가 있으며, 문간채 앞에는 우물이 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전나무가 있다.
이 건물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향청건물이다. 최근에 천주교 연풍성당으로 사용되어 오던 건물을 해체 복원하여 옛 모습을 찾았다.
그리고 연풍공소의 옆 방지方池(29×19m)는 중간에 직경 4.3m 정도의 둥근 인공섬을 두고 있어 천원지방天圓地方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는 동헌과 관계된 정원으로 추정된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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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석보군 묘각
槐山 石保君 廟閣
Shrine to Prince Seokbo, Goesan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6호
·면 적 : 999.2㎡
·지정일 : 1996. 01. 05.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상길 74-21
·소유자 : 전주이씨 석보군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This shrine holds the mortuary tablet of Prince Seokbo (Yi Bok-saeng; ?~1447), the ninth son of King Jeongjong of Joseon. It was
originally built in 1905 as a structure with a thatched roof that was replaced with roof tiles in 1930. It was renovated in 1986. It
measures 3 kan* by 1.5 kan and has a 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and double-wing brackets. It also features a hongsalmun (a
red structure marking the entrance to shrines, tombs, and academies) and an entrance composed of a set of three gates, and is
surrounded by a stone wall.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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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석보군 묘각은 조선 정종의 아홉째 아들인 석보군 이복생(李福生, ?~1447)의 위패를 모신 부조묘不祧廟이다.
이복생은 숙의 윤씨의 소생으로 1444년(세종 26)에 석보정石保正에 봉해졌고 시호는 정혜靖蕙이다.
괴산 석보군 묘각은 1905년에 초가로 지었으나 1930년 기와지붕으로 다시 지었고, 1986년 고쳐지었다. 현재 홍살문, 삼문, 부조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위로 담장을 둘렀다.
부조묘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전면에 툇마루를 설치하고, 내부는 통간으로 하여 우물마
루를 설치하였다. 건물 구조는 장대석기단 위에 다듬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앞쪽은 두리기둥, 뒤쪽은 네모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이익
공형식으로 하였으며,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로 구성하였다.
괴산 석보군 묘각은 전주이씨 석보군파 후손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는 의례공간으로 문중의 결속력을 다지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형래
부조묘

홍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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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백운사 승탑군
槐山 白雲寺 僧塔群
Stupas of Baegunsa Temple, Goesan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8호
·수 량 : 5기
·지정일 : 1997. 06. 2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소매2길 125-146 백운사
·소유자 : 백운사
·시 대 : 조선시대

괴산군 사리면 북쪽의 백마산白馬山 남쪽 기슭에 위치하는 승탑 5기로 백운사 입구에 있다. 백운사는 본래 1321년(충숙왕 8)에 창건
된 ‘대흥사大興寺’였다고 전해지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대흥사는 조선 영조 때 폐사되었는데 전하는 바로는 영조 때 승려들이 힘자랑을
하다가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절을 철거하였다고 한다. 이 절 동쪽에 있는 승니골[僧尼谷]은 여승들이 기거하였던 곳이라고 한다. 이후
1930년에 장우長雨 스님이 이곳에 초막 4칸을 세우고 백운사라 하였으며, 1933년에 송제윤宋齊潤 스님이 절을 인수하여 법당을 신축하
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당우堂宇로는 약사전과 나한전·산령각·용왕궁·범종각·요사채·객실 등이 있다.
승탑이란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으로 흔히 부도浮屠라고 부른다. 백운사 부도 밭에는 모두 5기의 승탑이 놓여 있다.
4기는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3년경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온 것이고, 1기는 송운제 스님의 승탑으로서 1955년에 조성되었다. 모두 낮
은 받침돌 위에 종모양의 탑신석을 올렸으며, 그 중 4기에는 4각 지붕돌이나, 옛 가옥에서 보이는 독특한 모습의 지붕돌을 얹었다. 지
붕돌은 각 귀퉁이마다 용머리 장식을 두고, 꼭대기에는 꽃봉오리 모양의 머리장식을 올렸는데, 지붕 윗면에 기왓골이 생략되어 시대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본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1955년 송운제 스님의 승탑을 제외한 나머지 4기는 모두 조선시대에 세
운 것이라 하지만 승탑의 주인공은 미상이다.
조선 말기와 근대에 조성된 승탑으로서 규모나 조각수법에서 특이하거나 우수한 점은 없으나 폐사에서 백운사로 이어지는 이곳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박상일

At the entrance to Baegunsa Temple in Goesan stands a cluster of five stupas of which four were
moved from a nearby ancient temple site and a fifth was erected at the site in 1955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a monk named Song Je-yun. Each of the stupas features a low pedestal and
almond-shaped body, and all but one have a square roof-stone. The stupas, built sometime between
the late Joseon period and the mid-twentieth century, offer important clues to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Baegunsa Temple and its prede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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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봉서재
槐山 鳳棲齋
Bongseojae Shrine, Goesan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1호
·면 적 : 423.7㎡
·지정일 : 1998. 01. 09.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외사4길 19-1
·소유자 : 의성김씨 제학공파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봉서재는 조선 정조 대에 홍문관弘文館 직제학直堤學을 지낸 김전金巓의 사우로 세워진 것으로 전하는 건물이다.
봉서재는 1915년 중수하였으며 1944년에는 외사 간이학교 설립 당시에 가교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99년에는 건물
과 기단, 담장 등을 보수하였다. 현대식 초등교육이 자리 잡기 전까지 글방으로서 서당 역할도 함께 하여 일명 백운서당白雲書堂으로
불렸다고 한다. 현재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한자교육과 의성김씨 종중의 재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봉서재는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외사마을의 백운에 위치하고 군자산을 배산으로 하고 괴강을 앞에 두고 자리하고 있다. 봉서
재는 앞에 솟을대문과 좌우측에는 각각 협문이 하나씩 있고 담장으로 두르고 있다. 앞마당을 두고 동향하여 봉서재가 뒤로 물러나
배치되고 있다.
봉서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가운데 2칸을 대청으로 하고 좌우에 방을 한 칸씩 두었다. 대
청은 전면으로 개방하고 방과의 사이에는 쌍분합과 4분합 들어열개의 불발기창을 설치하고 후면에는 판장문과 다른 창호는 띠살문
이다. 특이하게 대청 전면에 줏대살문양의 난간과 원형의 돌란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나중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는 두벌대
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는 뺄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구는 납도리 5량가이고 대청은 통간의 긴
보 5량가이다. 평주 사이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그 위에 장혀를 끼우고 중도리를 올리고 중량을 맞추고 있으며 그 위에 판대공을
짜서 종량을 받치고 있다. 내부 중도리에 ‘봉서재鳳棲齋’라는 현판을 걸고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솟을대문은 홍살을
설치하였으며, 굴도리 3량가이고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괴산 봉서재는 재실로 세워졌지만 이 지역의 서당으로 사용한 조선시대에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역할
을 부여하여 연속성을 다져온 것에 의미가 있다.
손태진

718

This is a shrine for Kim Jeon, who served as an official at the Hongmungwan (Office of Special Advisors) under King Jeongjo
(1800~1834). It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hipped-and-gable roof measuring 4 kan* by 2 kan. It is noteworthy that it has a latticepatterned handrail with short round columns supporting the handrail in front of the main wood-floored hall, which are thought to have been
installed sometime after its initial construction. A signboard containing the name Bongseojae is hung on the wall. The shrine has a soseul
sammun (main three gates with the roof in the middle higher than the other two) with single-layer eaves and a gable roof. The building was
used as a village school in Joseon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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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보안사 석조약사여래좌상
槐山 寶安寺 石造藥師如來坐像
Stone Seated Bhaisajyaguru Buddha of Boansa
Temple, Goesan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2호
·수량｜높이 : 1점｜115㎝
·지정일 : 1998. 01. 09.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효근1길 3-8 보안사
·소유자 : 보안사
·시 대 : 고려시대

보안사 대웅전 안에 봉안된 고려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이다.
보안사는 옛 청안현淸安縣의 동쪽 칠보산七寶山 아래 탑동 마을에 있는 사찰로서 근래에
신축되어 고찰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절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수암사水庵寺 터에 중창한 것이라 하니 조선 초기 이전부터 사찰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조선 말기에 간행된 『청안군읍지淸安郡邑誌』에는 폐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57
년에 마을 주민들이 파손된 탑의 부재들을 모아 탑을 세우고, 석불 1구를 발굴하여 보호
각을 지어서 봉안한 뒤 보안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보안사는 본래의 자리에서 서
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절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법당 안에 석조여래좌상이 봉안되
어 있고, 본래의 보안사 자리에는 보물 제1299호로 지정된 삼층석탑이 보존되어 있다.
현존하는 당우堂宇로는 대웅전과 요사채가 있으며, 대웅전 안에 석조약사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석불은 높이 115㎝로 등신불等身佛에 가까운데 현재 전신에 걸쳐 금분
을 칠하여 석불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머리는 곱슬머리 형태의 나발이며 정수리에는
육계가 표현되었고 미간에는 백호가 있다. 양쪽 귀는 유난히 길어서 어깨에 닿고 있으며
상호相好는 원만하고 근엄하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고 법의는 우견편단을 착용하여
어깨에서부터 옷이 사선으로 흘러내려 배면에까지 흔적을 보인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무릎 위에 올렸으며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다섯 손가락을 편 채 내렸다. 왼손의 형태
로 보아 약합藥盒 등의 지물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 약사여래불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얼굴에 비해 어깨가 위축되었으며 턱을 내리는 등 조각수법이 둔화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어 고려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층석탑과 함께 보안사 옛
절터의 역사를 말해주는 유물로서 가치를 지닌다.
박상일

This stone statue of Bhaisajyaguru Buddha, enshrined in Daeungjeon Hall of Boansa Temple, was made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The statue, now covered with gold, features three symbolic lines (samdo) on the neck and a dharma robe covering the left
shoulder and leaving the right exposed. The form of the left hand suggests that it once held a medicine bowl. The carving technique and
sculptural details, rather than the shrunken shoulders and the slightly slack lower jaw, suggest that it is a work of late Goryeo. Together
with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oansa Temple (Treasure No. 1299), this statu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about the history of Boan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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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지장리 석조여래좌상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7호

槐山 芝莊里 石造如來坐像
Stone Seated Buddha in Jijang-ri, Goesan

·수량｜높이 : 1점｜277㎝
·지정일 : 1998. 11. 20.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산 41-2
·소유자 : 국유
·시 대 : 조선시대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達川이 바로 앞에 흐르는 지장리 철안鐵安 마을 강변
의 절벽 위에 있는 석조여래좌상이다. 이곳은 경사가 심한 산비탈 아래여서
절이 있을만한 자리가 아니고 실제 절터의 흔적도 없다. 또한 다른 곳에 있었
던 불상을 옮겨온 것도 아니어서 미륵신앙에 의한 마을의 수호불守護佛로 조
성되었거나, 옛날부터 괴산-불정-충주로 통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던 도로
변에 행인들의 신앙을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277㎝의 자연석 돌기둥 형태를 최대한 이용하여 앞면에 불상을 조
각하였다. 기둥 모양의 바위를 다듬어 아래에는 21㎝의 대좌를 만들었고 머
리 위의 튀어나온 부분을 약간 손질하여 높이 21㎝의 보개寶蓋 형태를 표현하
였다. 불상의 표현은 전체적으로 투박하여 숙련된 석공에 의해 조각된 것이
아니고 불교를 신앙하는 마을 주민들 중 손재주가 좋은 사람에 의해 조성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이고 얼굴은 이마가 좁고 볼이 크나 백호가 없고
목은 짧아 삼도三道가 표현되지 않았다. 법의法衣는 보이지 않고, 수인은 두 팔
을 힘 있게 무릎에 올려놓아 역사力士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얼굴은 둥근 형
태로 살이 많이 찐 듯하며, 눈·코·입 등의 윤곽이 뚜렷하지만 표현은 매우
서툰 편이다. 두 손의 모양과 무릎의 표현 또한 어색하지만 불상의 모습을 나
타내려고 애쓴 모습이 역력하다.
불상이 만들어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민간신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박상일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is stone Buddhist statue located by the riverside near the village of Cheoran in Jijang-ri, Goesan was
probably placed there by local worshippers of Maitreya Buddha as a village guardian or to meet the religious needs of travelers on the route
linking Goesan with Buljeong and Chungju. The statue displays neither of the typical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uch Buddha statues, such
as the urna on the forehead or the three symbolic lines (samdo) on the neck, nor is it dressed in a dharma robe. The Buddha’s hands are
placed on the knee in a manner that almost lends him the appearance of a warrior. The statue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and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for the study of folk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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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채운암 대웅전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0호
·면 적 : 432.0㎡

槐山 彩雲庵 大雄殿
Daeungjeon Hall of Chaeunam Hermitage, Goesan

·지정일 : 2000. 05. 04.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2길 30 채운암
·소유자 : 채운암
·시 대 : 조선시대

괴산 채운암 대웅전은 화양구곡 제6곡 능운대 뒤편에 위치한 조선 중기에 창건된 사
찰이다.
채운암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화양천 건너편 첨성대 안쪽 계곡에 있었다고 한다.
1277년(충렬왕 3) 도일선사道一禪師가 수도암이라는 암자를 창건하였는데, 1619년(광해
군 29)에 혜식선사慧識禪師가 고쳐 지으면서 채운암이라 불렀다고 한다. 1896년(고종
33) 의병이 봉기할 때 일본관헌이 난입하여 대부분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대웅전 3칸만
남았다. 1948년 대홍수로 채운암이 파괴되었고 1949년에 남아 있는 요사채의 일부와
대웅전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5년 중수 때 발견된
묵서墨書에 “道光六年丙戌도광육년병술”(1826년)의 상량上樑 기록이 발견되었다.
현재의 채운암은 화양구곡 제6곡 능운대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 산 중턱에 자리
하여 제5곡 첨성대가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
작지붕 목조기와집이다. 가운데 칸은 넓게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장방형의 평면이다. 2
단의 자연석 석축 위에 자연석기단을 만들어 자연석 덤벙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우
고 있다. 기둥머리에는 창방을 결구하고 그 위에 평방을 놓고 네 귀는 뺄목으로 처리하
고 있다. 가운데 칸 기둥머리에는 보방향으로 내부 측면 퇴보에 청룡과 황룡의 머리를
조각하고 있다. 정면 평방 위에는 가운데 칸에 2기와 협칸에는 1기씩의 주간포를 설치

대웅전에 안치된 목조여래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한 이출목의 다포식이다. 가구는 내외목도리를 사용한 긴보 5량가이다. 창호에는 빗살
위에 청룡과 황룡, 봉황, 학, 소나무, 매화, 구름 등이 조각되어 있다. 채운암 대웅전의
안쪽에는 1723년(경종 3)에 길쌍계사吉雙溪寺에서 만들어져 조선 후기 불상의 특성을 보
여주는 목조여래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1호)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다.
괴산 채운암 대웅전은 괴산 화양구곡과 어우러진 사찰로 아름다운 창호조각의 세부
형식 등 이 지역의 건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손태진

Built in the mid-Joseon period, Daeungjeon Hall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hipped-and-gable roof measuring 3 kan* by 3 kan.
The top of the column in the middle of the façade is adorned with a dragon head-shaped decoration, while dragons, phoenixes, cranes,
pines, apricot flowers, and clouds are carved on the lattice panels of the window. The hall houses the Wooden Seated Buddha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91) as its main Buddha.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statue was made in 1723 at
Gilssanggyesa Temple. Chaeunam Hermitage is noted for its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extending from Hwayang Valley.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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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공림사 승탑
槐山 空林寺 僧塔
Stupas of Gongnimsa Temple, Goesan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5호
·수량｜높이 : 2기｜동탑 266㎝ 서탑 243㎝
·지정일 : 2002. 01. 11.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공림길 104 공림사
·소유자 : 공림사
·시 대 : 조선시대

낙영산落影山의 남쪽 기슭에 자리한 공림사의 뒤뜰에 따로 마련된 곳에 있는 2기의 승탑으로서 동쪽과 서쪽 방향에 세웠다. 원래의 자
리는 알 수 없으나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갖춘 모습이다.
공림사 사적비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이 고승 자정慈淨을 불러 벽상삼한삼중대광사壁上三韓三重大匡師를 봉했으나 거절하고 청천으로 들
어가 그곳에서 절을 세우고 수도하니 경문왕이 공림사라 사액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라 경문왕이 ‘공림사’라는 현판을 내렸다는 문헌
자료가 없고, 자정선사가 고려시대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경내의 현존 유구와 출토유물로 보아 공림사의 창건이 신라시대는 아닌 것으
로 추정된다. 이후 조선 정종 원년에 함허당涵虛堂 득통화상得通和尙이 폐사된 절을 중창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다시 1688
년(숙종 14)에 중건하였다. 그리고 1742년(영조 18)에 수민守敏이 중수하였으나 1950년 6.25 전쟁 때 공비를 토벌하던 국군이 불을 질
러 전소되었다. 1963년에 극락전과 요사를 재건하였고, 1981년부터 13년간 탄성스님이 중건하였다.
승탑이란 스님의 사리 또는 유골을 봉안한 묘탑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도浮屠라 부른다. 공림사에 있는 2기의 승탑은 모두 팔각원당형
八角圓堂形으로

크기와 모양이 비슷하다. 서쪽 승탑은 받침 부분이 파손되고 지붕돌 일부가 없어졌으나 비교적 원형대로 잘 남아 있는 편

이다. 동쪽 승탑은 전체높이 266㎝로서 네모난 지대석 위에 팔각으로 된 하대석과 중대석 굄을 놓고, 다시 중대석을 얹고 그 위에 상대
석을 놓았다. 그리고 둥근 탑신석을 놓고 그 위에 낙수면이 급한 지붕돌을 놓았으며, 지붕돌 위에 보주를 올렸다. 서쪽 승탑 역시 비슷
한 형태로서 전체높이는 243㎝이다.
공림사에 있는 2기의 승탑은 상태가 대체로 양호할 뿐만 아니라 탑신석이 원형인 것을 제외하면 팔각원당형 승탑의 전형적인 특징
을 잘 보여 주는 좋은 자료이다.
박상일

These two stupas in the precincts of Gongnimsa Temple in Goesan are characterized by a spherical body covered with a steeply-sloping
roof-stone topped with a finial (boju). These stupas have been preserved in their original condition and retai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raditional octagonal stupas, with the exception of their round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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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평강전씨 효열각
槐山 平康全氏 孝烈閣
Monument House of the Pyeonggang Jeon Clan
for Their Filial Devotion and Chastity, Goesan

This structure was built by members of the
Pyeonggang Jeon clan to praise the
exemplary filial piety and chastity of eight of
their ancestors. It is a wooden structure with a
tiled gable roof, measuring 6 kan* by 1 ka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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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전씨효열각 현판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7호
·면 적 : 3,356㎡
·지정일 : 2007. 03. 09.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정용월곡길 2
·소유자 : 평강전씨 종중
·시 대 : 조선시대

전광필·전상익 정려

전이근·전이환 형제 정려

전우 정려

전강 정려

전현 정려

전의천 처 안동권씨 정려

괴산 평강전씨 효열각은 평강전씨 문중에서 8분의 정려를 함께 모신 효열각이다.
1773년(영조 49)에 합설한 8분은 전우(全羽, 1590∼1630), 전강(全鋼, 1598∼1627), 전현(全䥪, 1602∼1630) 3형제, 전우의 손자
인 전이근과 전이환 형제, 그리고 전광필, 전상익과 전의천의 처 안동권씨이다. 전우는 전유형의 아들로서 자가 자문이고 호는 야계이
다. 도사를 지냈으며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며, 1605년(선조 38)에 감찰로서 명나라가 요구한 군량미 10
만석을 탕감 받는 공을 세웠다. 정려에 대한 기록은 『대한충의효열록』 권지상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괴산군청에서 임꺽정로를 따라 음
성 방면으로 2.3km 정도 벗어난 37번 국도상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 도로확장공사로 이전하여 현 위치에 복원하였다.
효열각은 정면 6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기와집으로 8분의 정려를 모시고 있어 장방형의 긴 형태이다. 중부지방에는 문중의 정
려를 합설하여 장방형의 긴 형식이 나타나는데 평강전씨 효열각이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석기단 위에 높은 두리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올리고 있다. 특히 네 귓기둥은 높은 초석을 설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기둥 위에 장혀 받친 도리와 보를 연결하고
익공계통으로 꾸미고 있다. 기둥 위에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화반대공을 설치하여 장여 받친 종도리를 올리고 있다. 벽에는 사방으로 홍
살을 설치한 개방형 구조이다. 구조는 3량가이고 지붕은 풍판을 설치한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효열각 안에는 8개의 정려가 걸려있다.
괴산 평강전씨 효열각은 평강전씨 문중에서 7효자와 1열녀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중부지방의 특징적인 정려건축으로 충효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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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취묵당
槐山 醉墨堂
Chwimukdang Study, Goesan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1호
·면 적 : 4634㎡
·지정일 : 2007. 09. 07.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충민사길 45
·소유자 : 안동김씨 대종회
·시 대 : 조선시대

Chwimukdang Study was established by a famous poet named Kim Deuk-sin (1604~1684) in 1662 during the mid-Joseon period. In
his later years Kim spent much time composing classical poems there. The structure measures 3 kan* by 2 kan and has a hipped-and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It is said that two hanging boards containing the name of the structure “Chwimukdang” (written by
Kim Deuk-sin) and “Eongmanjae” (written by Kim Gyo-heon, his descendant) were hung on the wall until the 1980s. Plaques containing
the details of the renovation of the structure and other matters are still hung on the wall. The structure reveals what a typical pavilion of
the mid-Joseon period looked like. It is considered a valuable historic site for its connection with Kim Deuk-sin, a famous writer of the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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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묵당 중건기

괴산 취묵당은 조선 중기의 시인 백곡 김득신(栢谷 金得臣, 1604〜1684)이 1662년(현종 3)에 세우고 만년에 시문을 지으며 유유자
적 하던 독서재讀書齋이다. 정자의 앞쪽으로 괴강이 흐르고 주위로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경관이 수려하다. 『괴산군읍지』에 “醉墨堂在郡
東十里취묵당재군동십리”라고 하여 현재의 능촌리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곡이 이곳에서 ‘백이전伯夷傳’을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하여 일명 ‘억만재億萬齋’라고도 한다. 여러 번의 중수를 거쳐 현재의 건물은 1979년 완전 해체 복원 하였다.
취묵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주련판을 달고 있는데 1점은 도난되어 다시 제작되었다. 기둥머리에는 주두 없이 도리와 보를 뺄목으로 처리하고, 내부의 기둥머리와
보가 결구하는 하부에는 사절한 보아지를 설치하여 보강하였다.
가구형식은 평주에서 대량을 건너지르고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와 중량을 받고 판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납도리
5량가이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바닥은 통칸의 우물마루를 깔고 사방으로 교란交欄과 원형의 돌란대를 두르고 있다.
정자 안에는 김득신이 쓴 ‘취묵당醉墨堂’이란 현판과 후손 김교헌이 쓴 ‘억만재億萬齋’라는 현판이 1980년대까지 걸려 있었다고 하나 현
재는 없다. 내부에는 취묵당중건기, 취묵당팔영, 취묵당서, 독수기 등의 편액이 걸려있다.
괴산 취묵당은 자연경관과 더불어 정자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풍류관망의 정자로서 건축의 세부는 뛰어나다고 볼 수 없
지만,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열정으로 당대 문장을 이루었던 김득신의 유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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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김시양 신도비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2호
·수량｜높이 : 1기｜3.4m

槐山 金時讓 神道碑
Stele for Kim Si-yang, Goesan

·지정일 : 2008. 01. 04.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산 24
·소유자 : 안동김씨 대종회
·시 대 : 조선시대

조선 인조 때의 명신 김시양(金時讓, 1581~1643)의 신도비이다.
김시양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자중子中, 호는 하담荷潭이
다. 1605년(선조 3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1610년(광
해군 2)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전라도 도사都事로 향
시를 주관할 때 왕을 비방하는 시제를 냈다하여 종성鍾城에 유배되었다가 1623
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났다. 1624년 이괄李适의 난이 일어나자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李元翼의 종사관으로 활약한 후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후 평안도 관찰
사, 병조판서 등을 지내며 척화斥和를 주도했고, 주요 관직을 거치며 청백리淸白吏
로 이름을 떨쳤다. 1641년 『선조실록』을 개수할 때 큰 역할을 하였다. 1643년(인
조 21) 충주 하담리 사재에서 별세하였다. 1691년(숙종 17) 충익忠翼이라는 시호
가 내려졌다.
신도비는 1670년 8월에 세웠다. 비문은 김시양의 아들 김휘金徽의 청으로 조
경이 짓고 이정영이 전액篆額을 함께 썼으며, 방형대석과 비신, 덮개돌을 갖춘 전
형적인 형태이다. 1990년 난간석을 둘렀으며, 거칠게 다듬은 방형 대석은 원래
의 것이 아니고 현 위치로 옮길 때 새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신은 91×231×
35㎝의 크기이며, 높이 70㎝의 덮개돌은 정교하게 다듬었다. 원래 동남쪽
500m 앞 취묵당醉墨堂 옆 도로에 있던 것을 1976년 이곳으로 옮겼다. 신도비 뒤
쪽 300m 거리에 묘소가 있다.
김시양 신도비는 비록 대석은 변형되었으나 덮개돌과 비신은 300여 년이 지
난 지금도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전형적인 신도비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문장과
서체가 뛰어나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괴산읍 능촌리의 지명 유래가 김시양의 묘
소에서 유래하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강민식
Kim Si-yang (1581-1643; pen-name: Hadam), who served as Pyeongan-do Governor and Defense Minister under King Injo (r.
1623~1649), was renowned for his upright personality.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e-editing of Seonjo sillok (Annals of King
Seonjo) in 1641. This stele erected in 1670 displays the traditional form of a sindobi (a memorial stone indicating the existence of a tomb of
a king or high-ranking official in a nearby place), comprising a large square stone foundation, a body, and a capstone. The epitaph inscribed
on the stele was composed by Jo Gyeong at the request of his son Kim Hwi and written by Yi Je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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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장담 충신각
槐山 張潭 忠臣閣
Monument House of Jang Dam for His Loyalty, Goesan

문화재자료 ·종 목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3호
·면 적 : 76㎡
·지정일 : 2010. 03. 12.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읍내로 151
·소유자 : 인동장씨 문중
·시 대 : 조선시대

충신각

Jang Dam accomplished the feat of suppressing the rebellion led by Yi In-jwa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r. 1724~1776). This
monument, set up in 1729 in Cheongnyong-ri, Cheongan-myeon, was relocated to nearby Jocheon-ri, a village inhabited by members of
the Indong Jang clan. It is a tiled wooden structure measuring 1 kan* by 1 kan with a gable roof. The high stone pillars and double-wing
brackets show the traditional form of monument hous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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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장담 충신각은 조선 영조 대에 이인좌李麟佐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장담張潭의 정려이다. 1729년(영조 5) 청안면 청룡리
에 세웠던 것을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인동장씨 문중 집성촌인 조천리에 이건하였다.
장담은 호는 수풍정樹風亭, 본관은 인동仁同으로 통례通禮 장인계張仁溪의 후손이다. 1728년(영조 4) 청주에서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벼슬이 없는 처사處士로서 의병을 일으켜 난을 진압하다 순절하였다. 후에 이 사실이 주문奏聞되어 충신으로 정려되고, 정조 대에 표충表
忠을 명하고 좌승지에 증직贈職되었다.

충신각은 높은 석주형 초석 위에 짧은 두리기둥을 세운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기와집이다. 석주형 초석이나 이익공계
통의 공포 등은 정려로서의 격식을 갖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내부에는 편액과 「이건 중수기移建 重修記」가 걸려있으며, 정면에는 「충신문忠臣門」·「백세수풍百世樹風」이란 현판을 달고 보호책을 둘
렀다.
장담 충신각은 높은 석주형 초석 위에 짧은 두리기둥을 세우고 사면에 살을 설치하여 정려각의 전통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조중근

이건 중수기

(위)충신문 현판 (아래)백세수풍 현판

분무원종 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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