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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편찬위원

김영덕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
김지택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춘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장)
박상일 (청주문화원 원장,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1분과 위원장)
박은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
손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1분과 위원)
신호철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정제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한종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3분과 위원장)

행정지원

정일택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 김학규 (충청북도 문화재팀장), 권기윤 (충청북도 학예관), 박미경 (충청북도 학예사)

집필 및 감수

강민식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
김미선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인한 (충청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춘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박봉주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교수)
박은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손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오선영 (연세대학교 민속학 박사과정)
윤나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보존활용팀장)
이범현 (음성 감곡성당 주임신부)
이상희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이종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정제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조중근 (유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최일성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

길경택 (충주박물관 박물관장)
김영덕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김현길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
김형래 (강동대학교 건축과 교수)
박상일 (청주문화원 원장)
박종현 (음성 철박물관 학예사)
서지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심경보 (경기도박물관 학예사)
오종우 (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교수)
윤순병 (충청북도 문화재전문위원)
이상기 (충주전통문화연구회 회장)
이은주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장인우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장희정 (금강문화관 관장)
정혜수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조혁연 (충청북도 문화재전문위원)
홍재석 (제천시 학예사)

             
연구단

PM 윤나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장)
박종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성하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김준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최장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영문 번역
(주) 팬트랜스넷 (PM 심윤정 / 번역 강미란, 양영주 /  감수 Andrew Dutch / 행정 윤태연)
사진촬영

고형모, 구연길, 김대중, 김정원, 박종선, 박현주, 성하수, 유현덕

항공사진

한빛토목설계공사, 호버엠

3D스캔

테라픽스

사진협조

충청북도, 충주시(충주시청 사진DB), 제천시(제천시청 사진DB), 단양군, 음성군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국립청주박물관,
덕주사, 삼성미술관 리움, 성보문화재연구원, 연세대학교박물관, 음성 감곡성당,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교박물관,
한국교통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김운기, 김인한, 김형래, 안상열, 오종우, 유근자, 조순현, 조중근, 정제규

일러두기
1. 『충청북도문화재대관』은 충청북도의 지정문화재를 집대성한 것으로, 충청북도의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고, 더불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련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찬하였다.
2.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는 충주시를 비롯하여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291건(2017년 7월 기준)을 수록하였다. 2017년 7월 이후 지정된 신규문화재는 『충청북도 문화재
대관 Ⅲ』에 수록될 예정이다.
3. 게재순서는 지역-지정종목-지정번호 순으로 하였다.
4. 각 문화재별 내용은 편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집필자를
명시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편년, 용어 등은 기존의 학설과 더불어 집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록
하였다.
5. 각 문화재의 사진은 2017년 현황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옛 사진이나 매장문화재
조사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다만 수리 등의 사유로 촬영하지 못한 경우와 옛 사진 등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기존 자료를 활용하였다.
6. 각 문화재의 세부항목은 문화재명, 지정구분, 수량 / 면적, 지정일, 소재지, 소장자, 시대 순으로 명기
하였고, 문화재 명칭은 한자와 영문을 병기하였다.
7. 영문 설명은 국문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2014.10.17.)에 의거하여 번역을 실시하였다.
8. 문화재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지름, 두께(기본 ㎝) 순으로 19×37×7 등의 형식으로 표기하였고,
기타 필요한 부분은 별도 표기하였다. 다만 전적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로×가로의 형식이므로 이에
따라 표기하였다.
9. 『충청북도문화재대관』Ⅲ권(2018년)에 수록된 신규 지정문화재는 지역별로 재편집하여 수록하였다.

※ 뒷표지의 있는 인장은 명승 제47호 단양 사인암에 새겨져 있는 ‘獨立不懼 遯世無憫독립불구 둔세무민’ 암각자를 도안화
한 것이다. “홀로 서니 두려운 것이 없고 세상을 은둔하니 근심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발간사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행복도지사 이시종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우리 도에 현존하는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충청
북도문화재대관』 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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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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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Ⅱ』은 충북의 북부권역이라 할 수 있는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총 4개 시군의 문화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남부권역의 문화재를 담은 Ⅲ권을 발행할 계획 입니다.

오늘날 정신문화를 살찌우는 문화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충북인의 지혜와 숨결이 담
겨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문화 선진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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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하여 주신 협조기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2.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축사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는 소중한 씨앗이 될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오시고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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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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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
의 숨결과 얼이 고스란이 녹아있는 소중한 자산이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지정 문화재를 집대성하여 충실히 조명한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의 한장
한장에서 충북문화재연구원 여러분의 지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 한 권 들고 우리 고장의 문화재들을 찾아가다 보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역사를 읽으며 과거와 멋진 조우(遭遇)를 하게 될 듯합니다.

다시 한 번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자,
더 나아가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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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를 오롯이 간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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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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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북도문화재대관』은 도내 780여 개의 문화재를 집대성하는 자료로, 그동안 쉽게 지나쳤던 우리 지역 문화
재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16년 충북의 중부권이라 할 수 있는 청주·증평·진천·괴산 4지역을 담은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Ⅰ권이 발간되었고 올해는 충북의 북부권이라 할 수 있는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지역의 문화재 291건을
담았습니다.
34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진에 참여하였으며,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16,000여 장의 사진 중
엄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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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발간에 참여해주신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귀중한 자료를 협조
하여 주신 관계기관,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및 충청북도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7. 12.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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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州충주 忠州 塔坪里 七層石塔

Seven-story Stone Pagoda in Tappyeong-ri, Chungju

국보

종 목 국보 제6호
수 량 1기
지정일 1962. 12. 2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1
소유자 국유
시 대 통일신라

충추 탑평리 칠층석탑은 충주시 중앙탑면(구 가금면) 탑평리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당시에 세워진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해서 ‘중앙탑中央塔’이라고도 부르는 이 탑은 2단의 기단基壇 위에 7
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이다.

이 탑은 1916년에 토단土壇의 경사가 심하여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7년 11월부터 1918년 1월까지 해체 수리가 이

루어졌고, 해체 시 기단 하부와 6층 탑신부에서 각각 사리장치舍利藏置가 발견된 바 있다. 6층 탑신에서 발견된 사리장치
는 당시 목제사리함木製舍利函 속에 은제사리호銀製舍利壺가 있었고, 주위로 목판을 넣어 종이로 봉하고 동경銅鏡은 목제사리

함의 밑바닥과 위에 각기 놓여 있었다. 기단하부에서 발견된 사리장치는 청동제개부호靑銅製蓋付壺로서 편족 상단에서부
터 파손되어 그 위 부분이 사리공 바닥에 떨어져 토사에 파묻혀 있었고 이로 인해 녹이 생겨 파손된 상태였다. 이 중 목
제사리함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기록에는 기단부의 사리장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기단부의
사리는 위치로 보아 건립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볼 때 기단부의 사리장치는 9세기 전반기의 것으로 보이며
고려시대에 이 탑에 대한 중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평리 칠층석탑은 이중기단과 7층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는 18.6m이다. 탑의 기단부는 높은

탑신을 받치기 위해 넓게 비교적 넓게 조성되었다. 이중기단의 상·하층은 모두 12매로 구성되었으며 각 면마다 우주隅

柱와

함께 3주柱 또는 4주의 탱주撑柱를 새겼다. 탱주의 수가 불규칙한 것은 1917년 또는 그 이전 보수 시 변형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탑신부의 각 층 몸돌에도 우주를 새겼다. 지붕돌은 네 귀퉁이 끝에 반전을 주어 무겁게 보일 수 있는
탑에 활기를 주고 있으며, 밑면에는 5단씩의 받침을 새겨 놓았다. 상륜부의 장식은 보통 하나의 노반露盤 위에 장식이 얹

어지는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이중으로 포개어진 똑같은 모양의 노반 위로 복발覆鉢과 앙화仰花가 남아
있다. 석탑의 총 부재 수는 134매이며 이 중 6매는 시멘트이다.
석탑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삼국통일 초기와 7세기 후반·8세기 후반·8세기 말·9세기 전반기·후삼국 초기 등으로
다양하나, 이 탑이 ‘중앙탑’이라는 명칭으로 전승되어왔던 점과,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을 비롯한 사료史料에 ‘중원경中原京’
이라는 지명 자체가 경덕왕(景德王, 재위 742∼765) 이후부터 등장한다는 사실에 근거했을 때 9세기 전반으로 보인다.
이 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옛 가금면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으로, 주위에 산포하고 있는 유적에 의해 포위가 되
어 있는 형국이다. 특히 탑평리 주변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수많은 평기와편과 막새기와가 출토되었고, 칠층석탑의 규모
나 그 주변에 사지로 추정되는 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 경영되었을 것이라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발
굴조사 결과 그간의 기대와는 달리 칠층석탑과 연관이 있는 유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비록 일부지역에서 건물지의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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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이전

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을 석탑과 관련시킬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은 사찰과 관련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비보탑裨補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장준식

This seven-story stone pagoda located in Tappyeong-ri, Jungangtap-myeon (former Gageum-myeon) in Chungju-si was
built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676~935) and is known to be the largest Unified Silla stone pagoda remaining today.
Also called Jungangtap (literally, “the central pagoda”) because it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agoda
consists of a main body of seven stories placed on a double-tier base.
Art historians have divergent views about when the pagoda was built, ranging from the early phase of Unified Silla
(676~935) to the early tenth century. The most widely accepted view is that it was built in the early ninth century because the
nickname of the pagoda, Jungangtap, has been used since that period, while the name Jungwongyeong (“the capital of the
middle plain”), referring to the area of Chungju, began to be used after the reign of King Gyeongdeok (r. 742~765) in ancient
texts such as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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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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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州충주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

Stupa of State Preceptor Bogak at Cheongnyongsa
Temple Site, Chungju

국보

종 목 국보 제197호
수 량 1기
지정일 1979. 05. 22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2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소재하는 청룡사지에 전하는 승탑僧塔이다. 승탑의 주인공인 보각국사 혼수(混修, 1320∼

1392)는 고려 말에 활약했던 승려로, 속가의 성은 조씨이고, 자는 무작無作, 호는 환암幻菴이다. 태조 원년(1392)에 보각
국사가 73세의 나이로 입적하자, 태조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정혜원륭定慧圓融’이라는 탑명을 내리고 승탑을 조

성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손꼽히던 권근權近이 비문을 짓고 승려 천택天澤이 글씨를 쓰고, 문인門人

희진希進이 건립을 주도했다고 한다.

이 부도는 처음 조사될 당시에 무너진 상태였으나 1968년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사보고에 따르면, 지대석 아
래와 탑신석의 윗면에 사리공舍利孔이 있었다고 하며, 그 내부에 안치되어있던 사리장엄구는 일제강점기 때에 도난당하
여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다.
청룡사지 보각국사탑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가 파손되거나 마멸되지 않고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다. 기단부는 8각
을 이루는 지대석과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으로 구성되었다. 하대석은 8각의 받침석이 높게 모각되었고 그 위에는 16엽
의 복련이 둘러져있다. 중대석도 8각을 이루지만 모를 죽여서 거의 원형에 가깝다. 중대석 각 면에는 안상을 조각하고 그
안에 사자와 용을 번갈아가면서 조각하였다. 상대석은 하대석과 대칭을 이루는 16엽의 앙련으로 이루어졌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으로 구성되어있다. 탑
신석은 8각을 이루고 있지만 모를 완전하게 죽여서
거의 구형球形에 가깝다. 탑신석의 각 면에는 무기를
들고 있는 신장상이 새겨져 있다. 각 면의 모서리에
는 원주圓柱가 모각되어 있는데, 용이 몸을 틀어 기
둥을 감싸고 있다. 옥개석은 목조건물의 지붕과 같
은 형태로, 밑에는 추녀와 사래, 주도, 첨자가 정교
하게 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마루도 표현되어있
다. 낙수면은 경사가 급한 편이며 추녀가 높이 치켜
져 있다. 상륜부에는 앙화仰花, 복발覆鉢, 보주寶珠가
차례로 얹혀있다.
탑신이 구형에 가깝고 화려한 목조건축물을 번
안한 듯이 장엄되어 있다는 점이 청룡사 보각국사

19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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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신석 신장상

중대석 사자와 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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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의 가장 큰 양식적 특징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던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이나 양주 회암사지 부도에서도
같은 특징이 간취된다. 신륵사 보제존자석종과 회암사지 부도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약했던 나옹懶翁과 무학無學의 승탑
으로, 왕실에서 발원하여 조성된 석조미술품이다. 청룡사 보각국사탑 역시 조선전기 왕실 발원의 석조미술품으로써 조
선 전기 석조부도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꼽을 수 있다.
서지민

This stupa located at the Cheongnyongsa Temple site in Sotae-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was built to
commemorate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Honsu (1320~1392), or State Preceptor Bogak of Goryeo (918~1392). The stupa,
which was found in a ruined state and rebuilt in 1968, is marked by a round body with lavish carved ornaments comparable
to a heavily decorated wooden structure. It is widely regarded as a masterpiece of stone craft of early Joseon completed
under the patronage of the royal family.

21

忠 충주 고구려비
州충주 忠州 高句麗碑

Goguryeo Monument, Chungju

국보

종 목 국보 제205호
수 량 1기
지정일 1981. 03. 18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감노로 2319 충주고구려비전시관
소유자 국유
시 대 고구려

제2면 3D스캔

제3면 3D스캔

제4면 3D스캔

충주 고구려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고구려 석비로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 위치한 충주고
구려비전시관 내에 전시되어 있다.
충주 고구려비는 1979년 충주 예성동호회에서 발견하고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고구려비로 확인되었다. 사료가
영세한 고대사 분야와, 비문에 나타난 고구려·백제·신라의 상호관계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
히 귀중한 금석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발견 당시 비문의 첫 머리에 보이는 ‘오월중고려대왕五月中高麗大王’이라는 글귀를 ‘진흥

대왕眞興大王’으로 판독할 정도로 자획이 심하게 마멸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완전한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주 고구려비는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면을 다듬어 비문을 새겼는데, 글자가 가장 많이 보이는 면을 전면前面으

로 볼 때에 해당 면과 좌측면에 가장 글자가 많고 우측면에도 ‘임자壬子’, ‘벌伐’, ‘불不’, ‘소小’, ‘중衆’, ‘공公’, ‘사使’, ‘이以’

등의 몇 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후면後面에는 전혀 글자가 확인되지 않아 3면비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3면비였
다면 넓은 면을 두고 폭이 좁은 좌우면에 굳이 각자刻字 할 이유가 없으며 원래 비가 위치하던 장소에서 가해진 인공적인

훼손과 풍우 등의 자연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4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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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크
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신라를 동이東夷라고 표현

한 것과 신라왕을 ‘매금寐錦’이라 하여 하위개념으

로 표기한 것이다. 5세기 고구려의 천하관天下觀은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백제를 ‘백잔百

殘’으로

비하하여 부르는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조공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미 광개토대왕비에도 잘 나타난다. 충주 고구려
비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여형여제如兄如弟’

라 한 것과 신라 매금에게 의복 등을 사물賜物했다는
사실을 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와 신
라가 고구려 우위의 입장에서 우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신라 내에 고구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
었다는 사실이다. ‘신라토내당주新羅土內幢主’는 신라

에 파견된 고구려의 당주幢主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광개토대왕비에 의하면 고구려군의 신라
진출은 영락 10년(400)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고
구려의 군대가 모두 철수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신
1979년

라 영토 내에 주둔하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듯 하며 이 같은 상황은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전후시기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전부대사자前

部大使者’,

‘제위諸位’, ‘사자使者’ 등을 통해 고구려의 관직명과, 직명-부명-관등명-인명 순으로 인명 표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셋째로, 고구려 문화가 신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점은 불교의 전파 과정에서도
알 수 있으나 사물관계賜物關係의 문구 가운데 사용된 ‘절사節賜’, ‘절교사節敎賜’ 등의 이두吏讀를 볼 때, 신라의 이두가 고구
려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추정도 주목되는 점이다.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장악하여 충주지역까지 세력이 확장
되었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비문에 나타나는 여러 기록을 통해 밝혀진 고구려사 및 당시 백제와 신라와의 관계
를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
장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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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guryeo Monument of Chungju, located at the entrance to Ipseok Village of Yongjeon-ri, Jungangtap-myeon,
Chungju-si, was discovered in 1979 by a local archaeology society called Yeseong Donghohoe and identified as a
commemorative stele of Goguryeo by a team from Dankook University Museum.
The monument contains the crucial piece of information that Goguryeo once conquered the capital of Baekje and
expanded its borders to include much of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present-day Chungju. The
record engraved on the monument also contains valuable clues about relations between the three ancient Korean kingdoms,
Goguryeo, Baekje and Silla. The monument has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only Goguryeo monument to
have been discover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o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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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州충주 忠州 億政寺址 大智國師塔碑

Stele for State Preceptor Daeji at Eokjeongsa Temple
Site, Chu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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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종 목 보물 제16호
수 량 1기
지정일 1963. 01. 2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비석2길 35-21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고려 말에 활동한 승려인 대지국사(大智國師, 1328∼1390)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탑비로,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에 소재하는 억정사지에 전한다.
이 탑비에 따르면 대지국사의 본관은 양주 한씨이며, 이름은 찬영粲英, 자는 고저古樗, 호는 목암木菴이다. 1328년(충숙

왕 15)에 태어나서 14세에 출가하였으며, 공민왕의 명으로 내원內院에 들어가서 왕을 보살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우왕·
창왕과도 교류하는 등 고려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1390년(공양왕 2)인 63세로 입적하였다고 한다. 생전
에 그는 ‘벽안달마碧眼達摩’라고 불렸는데, 이를 볼 때 그는 달마대사에 비견될 만큼 불도佛道가 높은 고승으로 널리 추앙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탑비에는 대지국사의 일생과 인품, 수학과정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비문은 박의중朴宜中이
짓고 승려 선진旋軫이 글자를 쓰고 전액하였으며, 문인 중윤中允이 1393년(태조 2)에 세우고 혜공惠公이 각자刻字하였다.

비신은 높이 290㎝, 너비 130㎝, 두께 24㎝에 달하는 크기인데, 아무런 장식 없이 장방형의 대석臺石과 비문을 새긴

장방형의 비신만으로 구성된다. 비신의 위쪽 양 끝 모서리를 접은 매우 단출한 형태인데, 이러한 비의 형식은 고려 말에
서 조선 전기에 유행하였다. 서체는 왕희지체王羲之體를 바탕으로 구양순체歐陽詢體와 우세남체虞世南體를 섞은 듯한데, 필치

가 정교하면서도 힘이 넘쳐서 수작으로 손꼽힌다. 이 탑비가 조성될 당시에는 송설체松雪體가 유행하였으나 그를 따르지
않고 고려의 전통적인 서풍을 따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서지민

This stone stele erected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State Preceptor Daeji (1328~1390) is located at the
Eokjeongsa Temple site in Goedong-ri, Eomjeong-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The inscription on its surface combines the calligraphic styles of Wang Xizhi (303~361) and Ouyang Xun (557~641) with
that of Yu Shinan (558~638). It is notable that the builder(s) of the stele insisted on using Goryeo’s own style rather than the
pine-snow style favored by contemporary calligraphers.

1933년

3D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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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州충주 忠州 淨土寺址 法鏡大師塔碑

Stele for Buddhist Monk Beopgyeong at Jeongtosa
Temple Site, Chu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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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종 목 보물 제17호
수 량 1기
지정일 1963. 01. 2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77-6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정토사지에 있는 법경대사(879~941)의 탑비이다. 이 탑비의 주인공인
법경대사는 속명이 현휘玄暉이며, 본관은 남원 이씨이다. 그는 신라 879년(헌강왕 5)에 남원에서 6두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영각산사靈覺山寺의 심광深光에게서 불법을 배운 뒤 무염無染의 문하에서 선禪을

수학했다. 898년(효공왕 2)에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후, 906년(효공왕 10)에 당唐으로 건너가 도건
道乾에게

선을 수학하고 고려 924년(태조 7)에 귀국했다고 한다. 법경대사가 귀국하자 태조는 특사를 파

견하여 영접하고 국사로 예우하였으며, 정토사에 주석하게 했다고 한다. 법경대사는 정토사에 주숙하면
서 유권열劉權說과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충주 유씨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호족세력을 태조의
지지세력으로 회유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의 문하에서 홍림弘琳, 대덕大德을 비롯하여 법

예法譽, 대통大統 등 300여 명의 제자가 배출되는 등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는 세력을 형성하였다. 63세

의 나이로 입적하자 태조는 ‘법경法鏡’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자등慈燈’이라는 탑명을 내렸다고 한다. 비

문은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 최언위崔彦撝가 지었으며, 글씨도 유명한 서예가인 구족달具足達이 썼다.

원래 이 탑비가 있던 정토사지는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었기 때문에 1983년 발굴조사를 실시
하여 사찰의 규모 및 내역을 확인한 뒤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법경대사탑비는 귀부와 이수, 그리고
비신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비신을 받치고 있는 귀부는 거북이의 몸인데 머리는 용에 가깝다. 즉
육각형의 귀갑으로 덮힌 등과 짧은 다리, 뭉툭한 발가락의 표현은 거북이지만, 부릅뜨고 있는 커다란
눈, 돼지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커다란 입과 입가에 표현된 수염을 통해서 용을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수의 밑면에는 연꽃을 조각하였고, 네 귀퉁이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를 조각하였다. 이수
앞면의 중심부에는 편액을 만들고 그 내부에 ‘법경대사’라는 시호를 해서체로 새겼다. 편액의 좌우에는
두 마리의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편액 위에 화염에 쌓인 여의주를 두고 서로 다투는 형상이다. 오석
烏石으로

만들어진 비신에는 바둑판처럼 선을 긋고 그 속에 글자를 새겼다. 비신 앞면에는 3,200여자,

뒷면에는 300여자의 글자가 쓰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한국전쟁 때 생긴 탄흔이 군
데군데 있어 40여 군데 탈락된 부분이 있다. 비신의 실측치는 높이 230㎝, 너비 110㎝, 두께 78㎝이다.
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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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istorical commemorative stele at the Jeongtosa Temple site in Hacheon-ri, Dongnyang-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was erected to honor a Goryeo monk named Byeopgyeong (879~941). The stele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from Jeongtosa Temple as the site was due to be submerged by the construction of a dam. A rescue
excavation was conducted in 1983 to obtain the measurements of the temple and other details.
The stele consists of a tortoise pedestal, a hornless dragon capstone and a main body, all of which are well preserved
except for about forty bullet marks left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It is engraved with two inscriptions, one on the
front of the stele composed of about 3,200 characters and another on the rear consisting of about 300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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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토사지 주초

1933년

1918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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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州충주 忠州 彌勒里 五層石塔

보물

Five-story Stone Pagoda in Mireuk-ri, Chungju

종 목 보물 제95호
수 량 1기
지정일 1963. 01. 2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6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래 영남과 충청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던 계립령鷄立嶺 길목에 위치한 미륵대원지에 남아있는
석탑이다.
미륵리는 소백산맥의 한 봉우리인 부봉釜峰의 북쪽 기슭이며, 계립령 즉 지금의 하늘재 서쪽 계곡에 북향으로 자리하
고 있는 마을로서 대규모의 절터가 있다. 북쪽으로는 송계계곡을 거쳐 월악산과 덕주산성을 거쳐 남한강으로 통하는 중
요한 교통로의 중간거점이다.
이 절터는 1977년 이후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 고려시대 대원사大院寺의 옛터

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1990년과 1991년의 발굴조사에서는 원지院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곳

에 있었던 원의 명칭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하여 고려시대의 미륵대원彌勒大院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대원사의 정확
한 창건과 폐사 시기를 알려주는 문헌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미륵리 오층석탑은 사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자연암반을 이용
하여 지대석과 기단중석을 조성한 후 기단갑석과 5층의 몸돌을 올렸다. 단층의 기단 면석에는 우주隅柱와 탱주撑柱가 모
각되지 않았고 갑석은 매우 좁은 2매석으로 이루어졌는데 밑면에 부연이 있고 윗면에는 몸돌받침이 마련되었다.
몸돌의 옥신은 모두 1석으로 이루어졌고, 옥개는 1층은 2매, 나머지는 1석씩이다. 옥신에는 좁고 형식적인 우주가 표
현되어 있고 옥개에는 각층 5단의 층급받침이 있으나 낙수면이 매우 좁아서 전각부에 반전이 없고 둔중한 감을 준다. 상
륜부相輪部에는 노반露盤과 복발覆鉢만 남아 있으나 정상에 철제 찰주가 꽂혀져 있어 본래는 보륜과 보주 등이 높게 장식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단층의 기단형식과 낙수면이 매우 좁은 탑신부의 양식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석탑으로서 고려초기의 작품으
로 추정되며, 미륵리 절터의 규모와 가람배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박상일

This five-story stone pagoda located at the center of an old temple site in Mireuk-ri of Suanbo-myeon consists of a singletier base and roofs with narrow surfaces －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local architectural style that developed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The pagoda is an important piece of tangible evidence that sheds light on the size and layout of the
temple that once stoo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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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州충주 忠州 彌勒里 石造如來立像
Stone Standing Buddha in Mireuk-ri, Chungju

보물

종 목 보물 제96호
수 량 1구
지정일 1963. 01. 2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8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미륵대원지에 있는 석조여래입상
이다. 이 불상은 높이 10.6m에 달하는 규모로 사원의 주존으로 신
앙되었던 것이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미륵대원은 석재를 쌓은 인
공의 석굴식石窟式 법당을 만들었는데, 그 중앙에 이 석조여래입상

을 봉안하였으며 측면과 후면에는 감실龕室을 만들고 부조상들을
안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륵리 석조여래입상은 머리와 수인을 결한 손만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조각했을 뿐 그 외 불신이나 대의의 옷주름은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머리는 나발이고 이마에는 백호가 튀어나와있다. 안
면은 입체적인 편으로 이목구비가 정교하게 조각되었다. 명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으며 눈썹과 콧대가 호를 이루면서 연결되
어 있다. 콧볼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고, 입가에는 팔자주름과 인중이 표현되었다. 중후하지는 않지만 자비로움이 느껴
지는 인상이다.
머리에는 팔각형의 보개寶蓋를 쓰고 있다. 양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있는데 왼손에는 보주로 생각되는 둥근 지물持

物을

쥐고 있다. 미륵대원의 발굴조사에서“미륵彌勒”, “미륵당彌勒堂”, “미륵당사彌勒堂寺” 등의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

되었는데, 이를 볼 때 불상의 존명尊名은 미륵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미륵대원 석조여래입상과 같은 지물을 쥐고

있는 미륵의 도상에 대해서는 경전적인 전거典據나 같은 형식의 불상 예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어서 정확한 존명을 판단

하기 어렵다.
이 불상은 10m에 달하는 압도적인 크기에 얼굴과 손 등 주요 부위만을 강조하고 불신은 석주에 가깝다. 이러한 상반
신과 하반신의 구분이 불분명한 괴체적塊體的인 점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8호)이나 부여 대조사 석
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7호) 등 고려전기에 조성된 불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이 불상 역시
고려전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지민
This stone statue of Shakyamuni Buddha is located at the site of Mireukdaewon Temple in Mireuk-ri of Suanbo-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The excavation of the site revealed that the statue was enshrined in the manmade grotto
that served as the temple’s central dharma hall.
The statue, which is about ten meters tall, is characterized by a columnar body with an elaborately carved face and hands.
The grotesque style suggests that it was made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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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철조여래좌상
州충주 忠州 鐵造如來坐像
Iron Seated Buddha, Chungju

보물

종 목 보물 제98호
수 량 1구
지정일 1963. 01. 2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12길 55 대원사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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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현동에 위치하는 대원사大圓寺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철조여래좌상이
다. 이 불상은 원 소재지를 알 수 없는데, 충주공업고등학교 근처 노천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22년에 중원군청으로 옮기고 1937년에 마하사摩訶寺로 옮겨 봉안하다가 1959년
에 대원사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미 광배와 대좌를 비
롯해서 두 손이 결실된 상태였으며, 1982년에 양 손을 보수하였다.
불상의 머리는 뾰족하게 솟아있는데, 육계와 머리가 구별되지 않으며 정수리 위에는
계주가 있다. 머리카락은 나발로 삐죽삐죽하게 솟아있는데, 이마와 연결되는 발제선髮際線
부근의 나발과 정수리 위쪽의 나발 크기가 일정하다.
이마가 좁고 이목구비가 매우 뚜렷하게 표현되어서 인상이 강하고 날카롭게 느껴진다.
눈두덩이가 튀어나와있고 눈은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는데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광대
가 불거져있으며 입가의 팔자주름도 깊게 패어있다. 이목구비의 표현에서 자비로움이 아니라 강인함이 느껴진다. 어깨
는 넓적하고 가슴을 활짝 펴고 있다. 가슴 중앙부에는 세로의 홈을 파서 건장함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어색해 보인다. 허
리는 짧은 편이며, 상반신과 하반신의 연결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결가부좌를 하고 있지만 무릎, 발,
허벅지, 종아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대의는 통견방식으로 걸쳤는데, U자형을 이루면서 가슴 아래까지 깊게 파인 대의 속으로 내의와 띠매듭이 보인다. 옷
주름도 매우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어깨와 팔뚝, 배, 허벅지에 표현된 옷주름은 같은 간격을 이루면서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는데 모두 정확하게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발목 사이에는 옷주름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이 불상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조성된 철조여래좌상과 차별되는 매우 독특한 양식특징을 보인다. 즉 날카로운 인
상이나 비사실적으로 좌우대칭을 이루는 대의의 옷주름 표현 등은 다른 불상에서는 흔하게 찾아보기 어렵고, 인근의 단
호사 철조여래좌상만 같은 양식계통의 불상으로 분류될 뿐이므로, 충주 철조여래좌상은 지역적인 양식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머리에 정상계주가 있는 점이나 무릎 사이의 옷주름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는 점은 신라 말, 고려
초에 조성된 철조여래좌상에서도 나타나는 양식특징이지만 불신 각 부위의 표현이 매우 형식적으로 처리된 점을 감안할
때 이 불상은 고려후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지민

This cast iron statue of Shakyamuni Buddha is enshrined in Daeungjeon Hall of Daewonsa Temple located in Jihyeondong, Chungju-si, Chungcheongbuk-do. Little is known about the origin of the statue, which lacked a halo, pedestal, and
hands at the time of its discovery. The hands were remade in 1982.
The sharp facial features and asymmetrical depiction of the body are uniquely different from other cast iron Buddha
statues made between late Unified Silla (676~935) and early Goryeo (918~1392). The characteristic sculptural elements and
highly stylistic depiction of the details suggest that the statue is a work of the lat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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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
州충주 忠州 丹湖寺 鐵造如來坐像

보물

Iron Seated Buddha of Danhosa Temple, Chungju

종 목 보물 제512호
수 량 1구
지정일 1969. 07. 18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01 단호사
소유자 단호사
시 대 고려시대

충북 충주시 단월동에 소재하는 단호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철조여래좌상이다. 단호사는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 숙종 때 중건되어 약사藥寺라 하였고, 1954년에 단호사로 사찰명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 불상은 원래부
터 단호사에 전하던 것이라고 한다.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은 높이 130㎝로 그리 크지 않다. 머리에는 삐죽삐죽하게 솟은 나발이 촘촘하게 덮혀있다.
육계는 머리와 구별되지 않으며, 정수리와 이마 윗부분에 계주가 있다. 이마가 좁으며 눈썹과 코가 커다란 호를 그리면
서 연결되어 있다. 눈두덩이가 튀어나와있고, 눈을 내려 뜨고 있는데, 눈매가 치켜 올라가 있다. 광대가 불거져있고 입가
의 팔자주름이 뚜렷하다. 귀는 어깨에 닿을 듯이 길게 내려와 있는데 귓불이 크게 뚫려있다. 목에 삼도가 두껍게 둘러져
있다.
어깨가 벌어져서 넓고 가슴의 중앙부를 파서 가슴이 두드러져 보이며, 허리는 잘록하고 배는 살짝 튀어나와 있다. 이
러한 표현은 불신을 건장하게 보이고자 의도되었다고 생각되지만, 특정부위의 양감만 강조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오른손은 결가부좌한 무릎 위에 두고 있으며 왼손은 가슴부근까지 들어 올리고 있다.
대의는 통견방식으로 걸쳤는데, 옷주름은 층단을 이루면서 접혀있는데 정확하게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자연스럽
지 않다. 특히 어깨에서 배로 U자를 이루면서 흘러내리는 옷주름이나 무릎에서 발목 쪽으로 수평선을 이루는 옷주름, 발
목 사이에 부채꼴로 펼쳐진 옷주름 등은 매우 도식적으로 형식화되어있다.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은 머리 형태와 계주의 표현, 이목구비의 표현이나 풍기는 인상, 어깨와 가슴 등의 특정부
위만 과장된 불신, 대의의 착의법과 옷주름의 표현 등이 인근의 충주 철조여래좌상의 양식특징과 일치한다. 따라서 충주
철조여래좌상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나아가 같은 작가나 공방工房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된다. 즉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충주 지역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불상으로 우리나라 불교조각사에서 고려시대 불상의 지역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예라고 하겠다.
서지민

This cast iron statue of a seated Buddha enshrined in Daeungjeon Hall of Danhosa Temple in Danwol-dong, Chungjusi, Chungcheongbuk-do shares remarkable similarities with the cast iron statue of nearby Daewonsa Temple,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shape of the head with usnisa, the facial features, the exaggerated body, the manner of attire and the folds of
the robes. These similarities have led many experts to conclude that both statues were made by the same artist(s) or, at least,
at the same workshop.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statue make it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Buddhist
sculptural heritage that developed in the area during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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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州충주 사자석등

보물

종 목 보물 제656호
수 량 1기
지정일 1979. 05. 22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 앞 獅子 石燈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2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Lion Stone Lantern in Front of the Stupa of State
Preceptor Bogak at Cheongnyongsa Temple Site,
Chungju

충북 충주시 소태면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에
놓인 석등이다. 이 석등은 보각국사탑, 탑비와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각국사탑비에 새
겨진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1392년(태조 1)
부터 그 이듬해인 1393년에 걸쳐 조성되었다고 판
단된다.
이 석등의 소재지인 청룡사의 연혁이나 사역의
규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다
만 보각국사탑비의 내용에 따르면, 청룡사는 고려
말에는 작은 암자에 불과했지만 조선 태조가 스승인
보각국사가 주석하는 곳이므로 대사찰로 중창하도
록 후원했다고 한다. 따라서 청룡사는 조선 초기에
대사찰의 규모를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재
새로 창건된 청룡사의 남쪽기슭의 옛 청룡사가 있었
다고 구전될 뿐 사역의 크기나 가람의 구성, 배치 등
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석등은 조명照明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불가佛

家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석가모니의 가르

침을 세상에 전파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도 갖
고 있다. 청룡사 보각국사탑 앞 사자석등은 높이가
203㎝에 달하는 규모이며, 상륜부相輪部를 제외하고
는 파손된 부분 없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지대석은 1매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하대석은 앞을
향해서 몸을 웅크린 채 엎드리고 있는 사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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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였다. 사자는 눈이 튀어나와 있으며 코는 뭉툭하고 입은 큰 편으로 이빨이 드러나 있다. 또 발은 매우 짧은데 근육
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다. 사자는 사실적이지 않고 희화화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사자의 등 위에는 받침석이 있고, 그 위에 간주석이 놓여있다. 간주석은 높이가 낮다. 간주석의 네 면에는 두 겹의 선
으로 ‘아亞’자 모양의 안상을 조각하고 그 내부에는 원형의 문양을 표현하였다. 상대석은 8엽의 앙련을 복판으로 둘렀다.

화사석火舍石은 네 모서리에 원주圓柱가 모각되었는데, 일반적인 다른 석등과는 달리 화창火窓이 앞면과 뒷면에만 있어서

특이하다. 옥개석屋蓋石의 아랫부분에는 1단으로 받침을 마련하였고, 네 모서리에 서까래를 모각하였다. 지붕은 전의 낙

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추녀 끝이 살짝 치켜져있다. 상륜부는 보주寶珠가 놓였던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 결
실되어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양식특징은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보물 제231호)이나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보물 제388
호) 앞에 놓인 석등에서도 간취되며, 석등을 사리탑·탑비와 일렬로 나란히 세우는 배치방식도 동일하다. 이 석등들은 고
려 말, 조선 초에 새롭게 나타나는 형식을 반영하는 예로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석등이 그 계통의 대표적인 작품
으로 손꼽힌다.
서지민

This stone lantern standing in front of the Stupa of State Preceptor Bogak at the Cheongnyongsa Temple site in Sotae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together with the pagoda and the associated
monumental stele.
The lantern shares the characteristic style with other stone lanterns, including those set up in front of the Stone Bell
of Boje at Silleuksa Temple in Yeoju and the stupa of Muhak at the Hoeamsa Temple site in Yangju. Like the other two,
it is arranged to stand in line with the sarira stupa and the monumental stele. The lantern is now widely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new style that appeared between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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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州충주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碑

보물

Stele for State Preceptor Bogak at Cheongnyongsa
Temple Site, Chungju

종 목 보물 제658호
수 량 1기
지정일 1979. 05. 22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2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는 고려말에 활약했던 고승인 보각국사 혼수(混修, 1320∼1392)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석비이다. 이 탑비는 보각국사탑과 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 충북 충주시 소태면 청룡사지에 보각국사승탑과 나란히
세워져있고, 그 앞에는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도 있다
보각국사 혼수는 선교禪敎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계율戒律을 중요시하면서 고려 말 불교계의 개혁을 주도했던 승려

로 유명하다. 이 탑비의 내용에 따르면, 혼수의 자는 무작無作, 호는 환암幻菴, 본관은 풍양 조씨이다. 1320년(충숙왕 7)에
출생하여 계송繼松에게 법을 받고, 1332년(충혜왕 2)에 승과에 급제한 뒤, 1370년(공민왕 19)에는 공부선장工夫選長으로

발탁되었으나 거절하였고, 내불당內佛堂에서 왕에게 불법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전국의 여러 명산대찰을 두루 돌면

서 수행, 정진하다가 1383년(우왕 9)에 국사가 되고 1392년(태조 1)인 73세에 청룡사에서 입적하였다고 한다.
이 탑비는 1394년(태조 3)에 희달希達이 태조의 명에 따라 보각국사의 덕과 지혜를 추앙하고 기리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다. 비문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유명했던 권근權近이 지었으며, 글씨는 승려 천택天澤이 썼고, 문인門人 희진希進이
비를 세웠다고 한다. 비문은 유려하기 이를 데 없고 서체에서 뛰어난 필력과 품격이 느껴지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형의 대석臺石과 옥개석은 없이 위쪽 양 끝 모서리를 접은 형태의 비신碑身으로 구성되어있다. 비는 높이 322㎝, 너
비 115.5㎝, 두께 20.5㎝에 달하는 1매의 석재로 이루어졌다. 비신의 앞면 하단부와 뒷면의 상단부에 파손된 부분이 있
으며, 비문이 마멸된 곳도 군데군데 있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비에는 문양 등의 장엄요소가 전혀 없
어서 매우 간결한 점, 비신의 윗면 양쪽 끝부분의 모서리가 접혀있는 점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석비의 양식특징을
따르는 것이다.
서지민

This monumental stele standing at the site of Cheongnyongsa Temple was erected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Honsu (a.k.a. State Preceptor Bogak, 1320~1392), an eminent monk of late Goryeo.
The stele consists of a square base and a body with beveled corners, but it does not have a roof stone. The plain,
undecorated body and the beveled top corners of the stele show that it was built betwee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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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州충주 忠州 鳳凰里 磨崖佛像群

Rock-carved Buddhas in Bonghwang-ri, Chungju

보물

종 목 보물 제1401호
수 량 일괄(총 9구)
지정일 2004. 03. 0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봉황리 산 27
소유자 국유
시 대 삼국시대 ∼ 통일신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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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탑면 봉황리의 얕은 산중턱 바위 면에는 2군의 마애불상이 인접하여 있다. 여래좌상과 공양상, 그리고 반가
사유상과 보살상 등이 함께 조각된 마애불상군은 삼국시대에 조성된 것이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독존獨存의 여래좌
상은 다소 후대인 통일신라 초기에 조성된 것이다.
이처럼 조성시기를 달리하는 마애불상군이나 본존의 여래좌상은 형태가 같은 시무외여원인의 여래좌상이어서, 연이
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반가사유상이 있는 곳 앞에 교각이 설치되어 관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마애
불상 자체는 바위의 균열과 토사 등으로 인해 보존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먼저 삼국시대 마애불상부터 살펴보면, 여래좌상은 높이 1.23m 정도인 시무외여원인의 좌상으로 얼굴은 길쭉한 편
이고 귀가 매우 크다. 어깨가 넓은 편이며 대의는 배 앞으로 둥글게 늘어지고 있다. 대좌는 다리 아래 공간이 없는 것으
로 보아 처음부터 표현하지 않은 듯하고, 오른쪽 무릎 부분에 밖을 향해 웅크리고 앉은 사자의 모습이 있어 사자좌獅子座
(부처가 앉는 대좌)의 흔적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자좌의 시무외여원인 여래좌상 도상은 매우 고식古式으로, 6
세기 고구려 불상으로 추정되는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보물 제1941호)과 비교된다.
또한 오른편으로 승려가 아닌 일반 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여래좌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공양하는 모습이 부조되어
특이한 구도를 보인다. 이 공양상의 모습은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국보 제199호)에서 보이는 공양상의 모습과
는 확연히 다르며 오히려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인물들과 흡사한 모습으로, 이 마애불상 전체에 보이는 고구려적
특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불상에서 왼쪽으로 약간 떨어진 바위면에는 가지로 연결된 연화좌 위에 3구의 보살입상과 연이어 좌우로 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반가사유상이 부조되어 있어 특이한 구도를 보인다. 주존인 반가사유상은 현재 높이 1.35m로 머리 부분
은 전체가 파손되어 볼 수 없고 그 이하의 형태만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경직된 자세를 보이며 반가한 다리 밑의 옷자락
도 2단으로 길게 늘어져 고식의 특징을 보인다. 사유思惟하는 자세의 손이나 발의 표현이 입체감이 있고 사실적이다.
보살상들의 경우는 얼굴이 좁고 긴 편이나 몸에 양감이 있고 천의가 이중 U자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등 새로운 양식을
보인다. 또한 앞에 위치한 보살상이 한손을 반가상 쪽으로 들고 있는 자세나 서로 겹쳐지게 서 있는 구도 등을 통해 보았
을 때 전체 마애불의 제작 시기는 7세기 초 정도로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애불상군에서 서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바위에 조각되어 있는 독존의 마애불상 역시 시무외여원인 여래좌상
이다. 옆의 불상은 제작한 이후 동일한 형식의 마애불상을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높이 2.6m의 비교적 큰 상으로
어깨와 결가부좌 한 다리가 넓으며, 두광에 화불이 보이는 등 앞의 마애불상군에 비해 새로운 후대의 표현들이 보인다.
따라서 이 독존 마애불상의 제작 시기는 삼국시대 말이나 통일신라초 정도로 내려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에는 시기를 달리 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상이 조각되었는데, 이는 충주 지역이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시기에 따라 이곳의 소속 국가가 바뀌는 역사적 운명을 겪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
다. 충주는 특히 고구려의 남하정책에서 중심이 되었던 지역으로 일찍이 475년에 국원경國原京이 설치되었고, 봉황리 마
애불상군 인근에서는 5세기에 건립된 충주 고구려비(국보 제205호)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6세기 중엽 진흥왕이 북
진하여 이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신라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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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Buddhist images carved on the surface of a rocky cliff in Bonghwang-ri of Gageum-myeon, Chungju a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of which consists of the seated Buddha with offerers, and the Bodhisattva seated in the lalitasana
position along with his bodhisattvas, the second of a single seated Buddha located a short way from the two groups. The two
groups reflect the influence of the Buddhist art of Goguryeo, whereas the sole Buddha image from early Unified Silla. These
images provide important clues about the history of the Chungju area - particularly at the time when control of the area
passed from Goguryeo to 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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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봉황리 마애불상군은 발견 당시부터 사자좌의 여래좌상이라는 도상의 고졸성으로 인해 고구려와 연관되어 언
급되었다. 그러나 보살상의 경우 몸에 굴곡이 드러나고 천의도 이중 U형의 후기적 특징을 보이는 점이 지적되면서 조성
시기가 7세기 초반으로 추정되었고, 따라서 신라와 연관 짓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마애불상의 전체적인 조각
양식은 고구려의 벽화와 비슷한 공양상의 모습과 대좌, 보살들의 얼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적 요소가 많이 나타
난다. 그러나 서쪽에 위치한 독존 여래좌상의 경우는 보다 신라불상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독존상이 제작된 시기
에 이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충주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마애불상들의 독특한 배치나 신앙적인 성격은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과 비교되어서 이곳은 미륵도
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봉황리 마애불상군이 위치한 곳은 햇골산의 가파른 중턱으로, 평탄한 대지나 길도 없던
이곳에 규모가 큰 사찰이 건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곳은 개인적 성격의 불적佛蹟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이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은 우리나라 초기 마애불상의 예이기도 하면서 당시 충주지역의 불상 조성의 상황
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김춘실

3D 스캔(독존 여래좌상)

3D 스캔(여래좌상, 공양상, 반가사유상, 보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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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州충주 忠州 白雲庵 鐵造如來坐像

Iron Seated Buddha at Baegunam Hermitage, Chungju

보물

종 목 보물 제1527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7. 10. 2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617-80
소유자 백운암
시 대 통일신라 말 ~ 고려시대

이 철조여래좌상은 백운암에서 주존불로 봉안하고 있는데 원래 이곳에서 전하던 불상은 아니다. 인근에 고려시대 대
규모 절터인 억정사지億政寺址가 있어서 그곳에서 옮겨온 상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이전에는 불신 전체에 호분胡紛이
입혀져 있었으나, 근래에 호분을 벗겨내고 보존 처리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이 드러나 조각의 우수함이 새롭게 밝혀졌
다.
이 불상은 편단우견의 항마촉지인 여래좌상으로 높이는 87㎝이다. 머리에는 나발과 육계가 있고 그 경계에 중간계주
의 표현이 보인다. 얼굴은 몸 전체에 비해 작은 편이나 이목구비의 표현이 뚜렷하고 근엄한 표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눈
은 반개하여 일직선으로 표현하였으나 약간 부은 듯한 느낌을 준다. 코는 큼직하며 입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고 귀는
짧은 편이다.
목에는 삼도가 보이고 몸은 전체적으로 양감있게 조각되었다. 어깨가 넓으며 가슴이 융기되었고 반면에 허리는 가늘
고 결가부좌한 다리의 폭이 넓어서 당당한 자세를 보인다. 법의는 편단우견으로 얇게 표현되어 풍만한 가슴과 불신 전체
의 윤곽이 잘 드러나고 있다. 수인은 항마촉지인이나, 전형적인 양식이 아닌 다소 특이한 자세이다. 오른손은 무릎에 두
고 손가락을 밑으로 향하였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장지를 약간 구부린 형태이다. 광배와 대좌는 없으나 신체
의 균형이 좋고 옷주름도 자연스러워 조성시기는 통일신라 말 내지는 고려 초 정도로 추정된다.
충주는 철의 산지로 백운암의 철조여래좌상 외에도 충주 철조여래좌상(보물 제98호)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
512호) 등이 전한다. 이들 중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은 양식적으로 뒤의 두 철불상보다 조성 시기가 올라가는 상이
다. 이처럼 충주지역에서는 철불상이 다수 전하므로 통일신라시대 이래 조각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춘실

This statue of seated Buddha (87 centimeters tall) is depicted making the mudra representing the expulsion of evil by
“touching the ground”, with his robe worn with the right shoulder exposed. The Buddha was found covered with white
shell powder, which, upon being cleaned off, revealed its original appearance and the excellent carving techniques. The
harmonious balance of the body and the fold of the robe folds depicted in a realistic manner suggest that it was made
between the late Unified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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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州충주 忠州 林忠愍公 忠烈祠

Chungnyeolsa Shrine for Im Gyeong-eop, Chungju

사적

종 목 사적 제189호
면 적 28,862㎡
지정일 1969. 11. 2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열1길 6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Chungnyeolsa Shrine was established to honor the achievements and loyalty of Im Gyeong-eop (1594~1646), a renowned
military leader of mid Joseon. When the Manchus invaded Korea in 1636, Im, who was serving as the magistrate of Uiju-bu,
fought fiercely against the invaders to defend Baengmasanseong Fortress, the seat of his administration. As suggested by the
inscription “大明忠臣” (Loyal Subject of the Great Ming) carved on his memorial stele, Im remained a loyal and heroic warrior
all his life. Within the shrine’s precincts are the main shrine hall, Chungnyeolsa, a lecture hall, an exhibition hall and two
stelae standing beneath a protective can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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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사비(좌)·정렬비(우)

사당

충렬사는 조선 중기의 무신 충민공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을 기리는 사당이다.
임경업은 청나라가 침입한 병자호란(1636년) 때 의주부윤으로 백마산성에서 청나라 군대를 막는데 앞장섰으나
1646년(인조 24) 6월 심기원沈器遠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왕의 친국親鞫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1697년(숙종
23) 숙종은 이조吏曹에 특명을 내려 옛날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예관禮官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706년(숙종
32)에 충민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726년(영조 2) 충렬사가 세워졌고, 충민공 임장군 유상遺像이 봉안되었다. 1727년(영조 3) 충렬사라는 사액賜額이 내

려졌고, 1747년(영조 23) 충주목사 한덕필韓德弼 주도로 부인 완산이씨의 정렬을 기리는 정렬비가 세워졌다. 1791년(정
조 15) 정조가 직접 비문을 지어내려 어제달천충렬사비御製達川忠烈祠碑가 세워졌다. 1838년(헌종 4) 사당, 신문神門, 강당

이 중수되었다. 이후 1865년·1904년·1940년·1953년·1960년·1963년 건물에 대한 중수와 보수가 이루어졌고 1975
년 10월에는 유림이 중심이 되어 충렬사 중건에 착수하여 1977년 4월에 완공되었다. 그리고 12월에 충민공 기념사업
회 발의로 성역화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듬해인 1978년 12월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이처럼 임충민공 충렬사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국난극복의 사례로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려는 시대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이때 재조명된 대표적 사례가 이순신을 기리는 아산 현충사顯忠祠, 강감찬을 기리는 낙성대 안국사安國祠 등
이다. 강감찬이 거란을, 이순신이 왜군을 물리쳤다면 임경업은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
이다.
사당 건물 중앙 문 위에는 충렬사忠烈祠라는 편액이 가로로 쓰여 있다. 사당 안에는 충민공 임장군유상이 봉안되어 있

다. 사당에서 내삼문인 진무문振武門을 나가면 서쪽에 충렬사 강당이 있고, 동쪽에 어제비와 정렬비가 있다. 이들 비석은
비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들을 보고 외삼문인 갈성문竭誠門을 나오면 동쪽으로 유물전시관이 있다. 유물전시관에는 임경업 연보, 충렬사와 충

렬사강당 편액 진본, 비문 탁본, 임경업 유필, 추련도秋蓮刀, 교지, 고지도, 목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임경업은 ‘대명충신大明忠臣’이라는 비문에서 보이듯 평생 지조와 절개를 지킨 무신이었다. 이에 충렬사를 세워 임경업

의 국난극복 의지와 충성스런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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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미륵대원지
州충주 忠州 彌勒大院址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Chungju

사적

종 목 사적 제317호
면 적 80,166㎡
지정일 1987. 07. 18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8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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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미륵대원지彌勒大院址는 종교시설인 사찰寺刹과 교

통편의시설인 원院이 기록과 발굴조사로 확인된 우리나라
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유적이다.
미륵대원지는 156년(신라 아달라이사금 3)에 개척되
어 15세기 초까지 영남지방과 한강 유역을 잇는 가장 중
요한 교통로인 계립령로鷄立嶺路의 운영을 위해 창건된 사

찰인 대원사大院寺와, 이곳을 오가는 이들을 산적이나 호

랑이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편
의시설인 미륵대원의 옛 터이다. 11세기 후반 경에 창건
되어 18세기경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고대 교통로 중 가장 오랫동안 중
요한 역할을 하였던 계립령로의 고갯길 아래에 위치한다.
하늘재 넘어 경상북도 문경시 관음리의 관음사觀音寺와 함
께 계립령로 관리운영을 위해 고려시대 때 창건되었다.
계립령은 1414년(태종 14) 조령鳥嶺이 새로운 간선 교통
로로 개척되기 전까지 영남지방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대로로 이용되었다.
이곳의 창건 시기와 관련하여 여러 가설이 있으나 고
려 현종 10년 이후 22역도驛道 525역驛으로 교통로가 정
비된 기록과 고고미술사적인 연구성과들을 볼 때 11세기
후반에 창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원사와 미륵대원의 명칭은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

『삼국유사三國遺事』,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에 나타난 기록과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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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유적 내에 있던 수십 여 민가를 이전하고 실시된 미륵대원지 발굴조사는 1977년부터 1991년까지 다섯 차례 실시되
었다. 발굴조사 결과 석실금당지와 중문지, 회랑지 2개소, 온돌 건물지, 기타 건물지 5개소, 담장지 2개소, 배수로가 확
인되었다. 특히 중문지 동쪽에서는 ㅁ자 형태의 대형 건물지와 보도步道시설이 조사되었는데 이곳이 미륵대원지로 추정
된다. 또한 기와류, 토기류, 자기류, 금속제류, 석제류 등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가장 주목되는 것은

“명창삼년明昌三年”명 명문기와이다. 명문 내용은 “明昌三年金堂改盖… 大院寺住持大師…瓦立 俾…四月現造”, “明昌三年…
大院寺住持…□僧 元明…瓦立僧元明里儒造명창삼년금당개개… 대원사주지대사…와립 비…사월현조”, “명창삼년…대원사주지…□승 원명…와립승
원명리유조”이라

쓰여 있다. 명문을 통해 『고려사』, 『삼국유사』 등에 기록된 ‘대원사’ 및 ‘미륵대원’의 실체와 1192년(명종

22)에 중수 불사가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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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경주 석굴암의
전통을 잇는 석굴사원 유적 중 석실금당
지의 규모와 보존상태가 가장 크고 양호
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원사지는 조성 사
례가 드문 북향 가람배치이다. 당간지주중문지-석조귀부-석탑-석등-석실금당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층단을 이루며 일직선
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사원의 입구가 남
쪽이 아닌 북쪽에 마련되어 중심사역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이다.
미륵대원지

이밖에도 사역 내에는 충주 미륵리 석

조여래입상(보물 제96호),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보물 제95호), 충주 미륵대원지 삼층석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
호), 충주 미륵대원지 석등(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충주 미륵대원지 사각석등(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5호), 충
주 미륵대원지 석조귀부(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69호), 충주 미륵대원지 석조보살의좌상(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7
호), 당간지주 등의 많은 석조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충주 미륵대원지는 여러 문헌에 기록된 ‘대원사’ 및 ‘미륵(대)원’의 실체가 유적 발굴조사 출토유물을 통해 입증되어,
고려시대의 사회·문화·정치·경제·종교·교통·군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적 연구 가치를 간직한 매우 중요한 유
적이다. 종교시설인 사찰 과 교통관련 시설인 원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진 점과, 석굴암의 전통을 잇는 석실금당지 및 많
은 석조문화재가 잘 남아있어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교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인한

This historic site contains the archaeological features of a Buddhist temple named Daewonsa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named Mireukdaewon. The recent excavation of the site led to the discovery of remains related with Gyerimnyeong Pass,
which was once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nsportation routes linking the Yeongnam and Hangang regions. The temple
and its facilities are conjecture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late eleventh century to serve the religious needs of travelers
using the route and to provide them with food and accommodation as well as protection against predatory animals and
bandits. The temple and its facilities are believed to have existed until the eighteenth century.
The site along the Songgye Valley, which was part of the Gyerimnyeong Route,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Grand
Corridor of History and Culture” as it contains numerous archaeological features related with fortifications, pottery, iron
smelting and smithery, temples, transportation and graves, and thus constitutes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about the
society, culture, politics, religion, transportation and military heritages of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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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장미산성
州충주 忠州 薔薇山城

Jangmisanseong Fortress, Chungju

사적

종 목 사적 제400호
면 적 442,382㎡
지정일 1997. 11. 1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7-1 외
소유자 공유, 사유
시 대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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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장미산성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가흥리·하구암리의 경계에
위치한 성이다. 해발 337.5m의 장미산 정상부와 계곡을 둘러싸서 축조한 포곡식
包谷式

석축산성으로, 서쪽을 제외한 삼면이 남한강으로 둘러싸여 자연적인 해자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남한강 수로 뿐 아니라 장호원·원주·제천 방면의 육로 교
통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에 해당된다.
관련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

勝覽』

산천조山川條에서는 장미산에 옛 석성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같은 책 고적조

古蹟條에서는

봉황성鳳凰城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며, 둘레 6,121척으로 내부에 우

물이 하나 있으나 당시에는 이미 폐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조선 후기의 『대동
지지大東地志』에는 장미산의 옛 성터로 간략하게 기록되었으며, 1942년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도 대략적인 현황이 기재되었다.

장미산성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는 1992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후 서북쪽 성벽 정비공사에 앞서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
해 2001년 11월~2002년 3월에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중원문화재연구원의 주관으로 2003~2004년에 이루어졌으며, 2012년에는 남쪽
성벽 회절부를 대상으로 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처럼 4차례에 걸친 학술조
사를 통해 장미산성의 대략적인 현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장미산성은 산 정상부와 동쪽으로 270m 떨어져 있는 산봉우리를 에워싸고 있
는데, 남북의 길이가 길고 동서의 폭이 좁아서 직사각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평면
형태를 띠고 있다. 지형 상으로는 북고남저北高南低의 형세를 보인다.
성의 전체 둘레는 2,940m이며, 잔존 성벽의 규모는 높이 6.5m 폭 5.5m 정도
이다. 대체로 외벽만 축조하는 편축片築 방식으로 성벽을 조성하였으나, 일부 회절

구간에서는 내벽과 외벽을 함께 축조하는 내외협축內外夾築 방식도 사용되었다. 잘
다듬은 성돌을 수평에 맞추어 정연하게 쌓아올렸으며, 그 안쪽에는 사질토와 점
질토를 다져서 성벽을 견고하게 했다. 성벽의 기울기는 80~85°로 수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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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미산성에서는 성벽을 외부로 돌출시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치성雉城이 총 9개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북서쪽 회절부의 치성은 석축성벽을 쌓은 후 조성되었으며, 목책木柵을 장방형으로 둘러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성의 시설물로는 남문지와 서문지 총 2개소가 있으며, 내부에서는 숯가마를 비롯하여 건물터와 연못터의 흔적도 확
인된다. 또한 투석용 석환을 비축하기 위한 석곽 시설이 성벽 안쪽에서 다수 조사되었는데, 4.5~9m의 일정한 거리마다
석곽 시설을 마련하고 그 속에 석환을 모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성벽 안쪽으로 3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는 폭 40~50㎝ 크기의 배수로도 확인되었다.
장미산성에서는 백제 한성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조족문토기鳥足紋土器를 비롯하여 다양한 백제 토기가 발견되었다. 또
한 고구려 계통의 화살촉도 발견된 바 있다. 삼국이 특정 시기에 따라 충주 지역을 각각 점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미
산성은 충주의 복합적인 지역문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삼국시대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백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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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부분 발굴 전경

Jangmisanseong is a mountain fortress located
at the boundary between Jangcheon-ri, Gaheungri and Haguam-ri in Jungangtap-myeon in Chungju,
Chungcheongbuk-do. The fortress extends to 2,940m in
circumference. The surviving sections of the fortress wall
measure 6.5m in height and 5.5m in width. This Three
Kingdoms-period defense structure, which is situated at
a strategic point in the transportation network, allowing
for the simultaneous control of waterways and ground
routes, yields valuable insights into various aspects of
the local culture that once flourished in the Chungju
region.
성벽 내벽 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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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숭선사지
州충주 忠州 崇善寺址

Sungseonsa Temple Site, Chungju

사적

종 목 사적 제445호
면 적 62,118㎡
지정일 2003. 04. 25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862-2 외
소유자 국유, 공유, 사유
시 대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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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당지

충주 숭선사지는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숭선마을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려 왕실 사원 유적으로 창건연대와 건립 목적이 명확히 문헌으로 전하고 사원의 규모가 매
우 넓으며, 건축물 조성기법과 유물 제작기법에 당대의 최고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숭선사는 고려 광종光宗이 어머니 신명순성왕태후神明順聖王太后 유씨劉氏의 명복을 빌고, 왕
권강화와 지방호족 세력 견제를 위해 자신의 외가이자 고려 초기 최대 호족 중 하나인 충주
유씨의 기반 지역인 충주에 창건되었다. 954년(고려 광종 5)에 창건되어 크게 두 차례의 중
창과 여러 차례의 소규모 중수 불사가 있었고 18세기경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건연대를 밝혀 준 유물은 ‘숭선사삼보崇善寺三寶’명 암키와이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과
일치하는 명문기와가 다수 출토되어 광종이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왕실 사원임
이 입증되었다.
숭선사지는 1995년도의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 차례의 시굴조
사 및 여섯 차례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지역은 사역의 서북단에 위치한 중심사역과
하단부 남쪽과 동쪽 지역이다. 사역은 서북쪽 상단에 중심사역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길게
전개되는 형상이다. 중심사역은 중문지-탑지-금당지金堂址-영당지影堂址가 남-북 방향으로 일
직선에 놓이고, 중문지와 영당지를 연결하는 사방 외곽에 회랑이 조성된 구조이다. 금당지의
잔존 유구를 볼 때 중심사역 내 건물들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재를 이용해 지대석-면석-갑
석으로 이루어진 가구식기단架構式基壇을 갖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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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사역 남쪽 축대

중심사역 동쪽 배수로

산사면에 조성된 지형적 특성상 많은 축대와 배수로가 축조되었는데 계곡에 접한 Ⅱ지구와 Ⅳ지구에 집중되어 있으
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배수시설이다. 계곡을 막아 조성된 건물지의 지형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축대와 함께 조성
하였는데 개도식배수로開道式排水路와 암거식배수로暗渠式排水路를 병용한 구조가 매우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이중 암거식
배수로는 길이 35.6m, 폭 9.1∼24m, 높이 2.28∼5.27m 공간에 수많은 석재를 쌓아 만든 대규모 토목시설 하부에 길이
35.6m, 폭 1.6m, 높이 55㎝로 조성되었는데, 그동안 보고된 사례가 없는 매우 중요한 토목유구라고 할 수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기와류, 토기류, 자기류, 금속제류, 토제류, 석제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시대 범위는 고려초기
(10세기)∼18세기경에 이른다. 이중 가장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은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로 발견된 금동연봉장식와
정金銅蓮峰裝飾瓦釘〔지붕의 기와를 고정하는 못으로, 못대가리를 금박 입힌 연꽃봉오리 형태로 만든 것〕, 사찰의 명칭과 제
작연대가 적힌 명문기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 사례 중 가장 큰 크기의 금동풍탁(높이 28.6㎝), 내용물이 밀봉된 채 출
토된 분청사기장군 등이다. 특히 금동연봉장식와정과 금동풍탁은 954년(광종 5) 창건 당시 금당 지붕에 장식된 것으로,
화려한 장엄성을 갖춘 왕실사원인 숭선사의 격을 나타내준다 하겠다.
숭선사지는 창건 목적과 시기가 『고려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창건 당시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당대 최고의 장
인들에 의해 조성된 건축물과 유물들은 고려 초기 문화·예술·과학·정치·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학술자료
로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개경 만월대 축대와 동일한 형태의 중심사역 축대, 가구식기단을 갖춘 중심사역 내 건축 유구,
중심사역 동쪽의 대규모 암거식배수로, 금동연봉장식와정, 금동풍탁 등은 왕실사원인 숭선사의 격을 보여주는 최고의
학술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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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선사삼보'명 암키와

금동연봉장식와정

This historic site is the place where a Buddhist temple of Goryeo (918~1392) named Sungseonsa stood from 954 to the
mid-eighteenth century. The temple was built by King Gwangjong (r. 949~975) of Goryeo in Chungju to commemorate his
mother, Queen Dowager Sinmyeong Sunseong, who was born and raised there.
Evidence of the scale of the construction work, the remaining archaeological features and the techniques used to
create the buildings of the temple and the related artifacts show that it was one of the largest and finest Buddhist temples
established under the patronage of the royal family of Goryeo. The site contains important tangible evidence of the prestige
enjoyed by Sungseonsa Temple during the Goryeo period, such as the stone foundations in the temple’s central area, which
are remarkably similar to those of Manwoldae, the royal palace of Goryeo; the architectural stonemasonry supporting the
main temple buildings; the large underdrains in the eastern part of the temple sanctuary; and the gilt-bronze tile rivet with
lotus bud, gilt-bronze wind bell, and the ornamental roof tiles used to adorn the temple’s main prayer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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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누암리 고분군
州충주 忠州 樓岩里 古墳群

Ancient Tombs in Nuam-ri, Chungju

사적

종 목 사적 제463호
면 적 56,305㎡
지정일 2005. 03. 25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누암리 산41 일원
소유자 공유, 사유
시 대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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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누암리 고분군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누암리
일대에 위치한 6세기 중엽이후에 조성된 대규모 신라고분군
이다. 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충주시에서 서북으로 약 5㎞에
있는 한강의 서안 구릉지대이다. 예부터 고려장터라 부르는
양지바른 남향의 낮은 구릉의 능선 끝부분에 위치한다.
이곳 누암리에서 실시된 정밀지표조사 결과 약 230여기의
고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발굴된 고분은 일부에 지
나지 않는다.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모두 5차례 이루어졌
다. 1989년과 1990년에는 충북대학교박물관과 국립문화재
연구소 팀에 의해서 각각 6기, 7기의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
室墳]을 포함한 고분이 발굴되었다. 1991년에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6기의 고분, 2008년과 2010년에는 국립중
원문화재연구소 팀이 각각 4기, 6기의 고분을 발굴하여 모두
49기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굴식돌방무덤 27기, 앞트기식 돌
방무덤[橫口式石室墳] 2기, 돌덧널무덤[石槨墓] 6기이며, 고려
와 조선시대의 묘가 각각 7기씩이 확인되었다.
발굴된 고분 중 대표적인 것은 1호분과 45호분이다. 1호분
은 누암리 지역에서 처음 조사된 고분으로, 비록 도굴은 되었
지만 그 크기가 지름 18m, 둘레 60m, 높이 5m의 대형분이다.
45호분은 현실玄室이 천정까지 완벽하게 남아 있어 주목되었

다. 천정은 궁륭형穹窿形(한 가운데는 높고 사방四方 둘레는 차

차 낮은 하늘 형상)으로, 석실바닥 1m정도 지점에서 시작하여
약 50~53°기울기로 급격히 천정의 중심으로 모여진 형태이
다. 석실의 정중앙은 대형의 판석을 깔아 마무리 하였다.
이 유적의 굴식돌방은 경사진 지반을 ㄴ자로 깎아서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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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덩이[墓壙]를 만들고 축조한 반지상식 고분이다.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운 긴네모꼴[長方形]이고, 널길[羨道]은 남벽
의 좌측, 우측, 중앙에 낸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좌측에 낸 것이 가장 많았다. 널방[玄室]은 대부분 깬돌[割石]을 이용하
여 네 벽을 내경시키면서 궁륭형으로 좁혀 천정의 마무리는 쐐기돌을 꽂은 형태로 추정되나 대형판석으로 마무리 한 것
도 확인된다. 널방 내부에는 납작한 깬돌을 장방형으로 깔거나 쌓아서 주검받침[屍床臺]을 만들었다. 널방에는 1대의 주
검받침만 둔 것도 있었으나 2대 또는 3대의 주검받침대를 갖춘 것도 있었다. 주검받침 위에는 베개로 사용된 석재들이
발견되어 피장자의 머리방향이 동쪽임을 알 수 있다. 그 위에는 대부분 시신을 안치하는데 널못[棺釘]이 발견되어 나무
널[木棺]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트기식 돌덧널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굴식돌방보다는 규모가 작았다. 돌덧널은 장축을 등고선의 방향과 나란하
게 두었고, 입구를 서쪽으로 두었다. 입구의 아래는 돌덧널과 같이 쌓고 나머지 위를 입구로 사용한 특징이 있다. 돌덧널
의 바닥에는 전면에 걸쳐 납작한 깬돌을 깔았고, 단장單葬으로 추정된다.

누암리 고분군에서는 짧은 굽다리접시·바리[鉢]·합盒·항아리 등의 후기신라양식 토기류와 쇠손칼[鐵刀子]·덩이쇠[鐵

鋌] 등의 철기류, 청동제띠끝장식[靑銅製帶端金具]·금동제귀고리 등의 장신구류, 가락바퀴[紡錘車] 등의 토제품 등이 출
토되었다. 출토유물로 보아 이 고분군은 진흥왕의 북변 개척후인 6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고분군을 축조한 집단은 신라에서 충주로 배치된 중앙 귀족들로 보인다. 실제로 진흥왕대 초, 충주에 신라의 소경小京이

설치될 때 이곳으로 6부 호민과 귀척자제貴戚子弟를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이 고분군의 주인

공은 충주지역을 거점으로 한강유역을 통제하였던 신라에 귀속된 중요한 세력집단으로 볼 수 있다.
길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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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cient Tombs in Nuam-ri, Jungangtap-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consist of a large group of Silla
tombs that were built in the mid-sixth century and thereafter.
The site has undergone five excavation surveys to date, unearthing relics which indicate that the tombs were built from
mid-sixth century on, i.e.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rn border by King Jinheung of the Silla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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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탄금대
州충주 忠州 彈琴臺

Tangeumdae Height, Chu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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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종 목 명승 제42호
면 적 289,492㎡
지정일 2008. 07. 09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안길 105
소유자 사유

탄금대는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에 위치한 산과 강이 경관을 이룬 명승지이다. 탄금대가 위치한 대문산은 충
주 중심가에서 서북쪽으로 3.5㎞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발고도 108m로 낮은 편이나 남한강변은 절벽을 이룬 곳이
많다.
탄금대라는 지명은 552년(신라 진흥왕 13) 가야국에서 귀화한 악사 우륵(于勒, ?~?)이 가야금을 탄 데서 유래하였고,
대문산은 고문헌에는 견문산犬門山으로도 기록돼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은 “탄금대는 견문산에 있다. 푸

른 벽이 낭떠러져서 높이가 20여 길이고, 그 위에 소나무 참나무가 울창하여 양진명소楊津溟所에 굽어 임하는데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곳이다. 뒷사람들이 이에 그 대를 탄금대라 이름하였다”라고 적었다.
탄금대는 절경지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봉화로’가 지나갔던 교통의 요지로,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았다. 탄금
대를 제목으로 한시를 남긴 인물과 문집으로는 황준량(黃俊良, 1517~1563)의 『고대일록孤臺日錄』, 유성룡(柳成龍,

1542~1607)의 『서애집西厓集』, 배용길(裵龍吉, 1556~1609)의 『금역당집琴易堂集』, 김육(金堉, 1580~1658)의 『감곡
유고』,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한수재집寒水齋集』,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농암집農巖集』, 조엄(趙曮,
1719~1777)의 『해사일기海槎日記』,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등이 있다.

탄금대는 임진왜란 당시 신립(申砬, 1546~1592) 장군의 격전지로도 유명하다. 탄금대 서북편의 ‘열두대’라는 층암
절벽에는 신립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교전 중 달구어진 화살을 식히느라 열두 번 오르내렸다는 구전이 내려온다. 그러나
『선조실록宣祖實錄』은 신립장군 부대가 전투를 벌인 곳은 칠금동 들판이고 그가 자결한 곳은 달천수계의 ‘월탄月灘’으로
기록, 구전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탄금대에는 신립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군수 김용은金容殷이 건립하고 육당 최남선崔南善이 찬한 탄금대비가 위치하고
있다. 충주시는 2003년 임진왜란 희생자를 추모하는 팔천고혼 위령탑을 높이 15m, 기단부 지름 18m 규모로 건립하였
다. 또 탄금대 일원에는 우륵선생 추모비, 충혼탑, 항일시인 권태응勸泰應 선생의 감자꽃노래비, 조웅趙熊 장군 기적비 등
이 위치하고 있고 충주문화원, 야외음악당, 궁도장 등의 건축물과 조각공원도 들어서 있다.
이 밖에 탄금대토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성은 4세기 무렵에 석심토루石心土壘 방식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대에서는 덩이쇠[鐵鋌]도 많이 출토되어 백제 세력이 탄금대토성을 축조·경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탄금대는 역사, 인문, 고고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경관도 뛰어난 곳이다.
조혁연

Tangeumdae Height is a scenic site with a magnificent view of mountain and river. The name Tangeumdae (literally
meaning “gayageum-playing terrace”)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Ureuk, a musician who settled in Silla from Gaya in 552 (the
13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inheung of Silla), used to play his gayageum (twelve-stringed zither) there.
Tangeumdae Height was part of an important transportation network during the Joseon period. During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 Korean unit led by General Sin Rip was annihilated here after a ferocious battle. An
excavation survey discovered traces of an earthen fortification supposedly dating back to the Baekje period. Tangeumdae
Height is a site of great historic and archaeolog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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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州충주 忠州 鷄立嶺路 하늘재

Haneuljae Pass on Gyerimnyeongno Path, Chungju

명승

종 목 명승 제49호
면 적 397,478㎡
지정일 2008. 12. 26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8
소유자 국유, 공유, 사유

Haneuljae Pass on Gyerimnyeongno Path is located between Mireuk-ri, Suanbo-myeon in Chungju and Gwaneumri, Mungyeong-eup in Mungyeong. The pass was described as the country’s most important mountain pass in olden-day
geography books. During the Three Kingdoms (57BC~668AD) and Unified Silla (668~935) periods it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route for troop movements.
Haneuljae Pass is significant both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and has been mentioned in documents frequently. It
has beautiful natural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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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와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옛고개이
다. 포암산(962m), 부봉(925m), 월항삼봉(847m) 등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산맥 사이에 말안장처럼 움푹 들어간 안부
鞍部에

위치하고 있다. 고개는 해발 525m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오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계립령로 하늘재는 우리나라 역사문헌에 등장하는 제1호 고개로,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2 아달라 이사금 3

년(156)조 기록에 “계립령의 길을 열었다開雞立嶺路”라고 서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입현立峴을 서술한 『삼국유사三國遺

事』

권1 왕력편의 “지금의 미륵대원 동쪽 고개이다今彌勒大院東嶺是也” 내용도 하늘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계립령 북쪽에 창건된 대원사大院寺와 관련하여 ‘대원령’이라는 고개 지명도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조

선시대는 ‘한훤령’으로 불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원령’이 ‘하늘재’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도 고개 주변에는
한훤령 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하늘재는 삼국시대 신라·백제·고구려의 북진·남하로로 사용되는 등 중요한 군사교통로였으며, 통일신라 때는 북요통
北傜通이

통과하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후 고려 말 왜구가 창궐하자 공민왕은 바다를 경유하던 조운漕運을 육운陸運으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지금의 조령鳥嶺(당시 초점草岾)이 개척되며 하늘재는 교통량이 감소하였다.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

이후 조령에 관방시설을 설치하며 일대 다른 영로를 폐쇄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이 영향으로 하늘재는 영로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하늘재 경북사면은 1970~80년대 농촌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가 확·포장이 되었으나 충북사면은 비포장 도
로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 때문에 옛길 정취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고, 2008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이 일대는 충주
미륵대원지(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보물 제95호),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보물 제96호), 문경 관음리
석불입상(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 관음요 등이 위치하는 등 문화의 회랑이 되고 있다. 특히 충주 미륵대원지에
서는 고려시대 숙박시설인 원院과 함께 약 8만㎡ 규모의 대찰 유적도 확인되었다.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는 우리나라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등 역사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옛 고갯길이고, 주변의 경관도
매우 수려해 명승지로서의 가치가 크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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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택견
州충주 Taekkyeon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국가무형문화재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지정일 1983. 06. 01

택견은 고구려시대부터 전승되고 있는 한국 무술로서 택견·탁견托肩·수박手搏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른 무술과 달
리 유연함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고유무술이다. 201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는 정경화鄭景和가 충주시 택견전국총전수관에서 기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택견은 내면의 기氣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나타내 자기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전통무술로, 연원은 삼국시대

이거나 그 이전으로 추정되며 고구려 고분 벽화에 택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택견의 수련 단계는 ‘혼자익히기’, ‘마주메기기’, ‘견주기’로 구분된다. 혼자익히기는 기본자세와 품을 익힌 후 서서익
히기와 나가며 익히기를 혼자 수련한다. 서서익히기는 품밟기, 활개짓, 발질과 손질을 익히며, ‘나가며 익히기’는 활개
짓, 손질, 발질 등을 수련한다. 혼자익히기 수련 후에 마주메기기, 견주기(대걸이, 겨눔수)로 수련 단계를 높인다. 마주메
기기는 상대와 반 약속 하에 혼자익히기에서 배운 기술들을 주고받는 연습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견주기는 상대와 실
력 겨루기에 목적을 두기보다 상대를 통해 나를 알아가는 데 목적을 둔다. 견주기는 발차기 없이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
로 승부를 결정짓는 대걸이와 대걸이 형태에 발차기까지 구사하여 승부를 내는 맞서기로 구분된다.
택견의 구성요소는 품밟기, 활갯짓, 발질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무술이 공격기술과 방어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택견은 품밟기라는 독특한 3박자의 보법步法을 제일순위의 구성요소로 친다. 활갯짓은 독특한 곡선적인 몸놀림으
로 택견의 예술성을 나타낸다. 공격기술인 발질은 말 그대로 발로 하는 모든 기술을 뜻한다.
택견의 동작은 인체의 근육 움직임을 그대로 본떠 그 움직임을 곡선으로 나타내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유려한 움직임은 마치 무용처럼 리듬을 지니고 있어 높은 예술성을 지닌다. 또한 모든 동작은
수비에 치중하고 그러기 위해 손보다는 발을 많이 움직이는 특징을 지닌다.
택견은 동작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신체단련을 위한 보건체조나 스포츠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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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kyeon, also known as takkyeon or subak, is a Korean martial art that originated in the Goguryeo period (circa 37
BC~668 AD). Unlike other martial arts, takkyeon is characterized by flexible body movements. Jeong Gyeong-hwa engages
in activities at the Taekkyeon National Training Center in Chungju as a leading holder of the skill.
Each takkyeon movement is based on a basic human body movement, and displays soft curves continued without
stopping. It can be enjoyed by people of all ages as a form of health gymnastics and exercise, and is ideal for training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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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윤양계 고택
州충주 忠州 尹養桂 古宅

Yun Yang-gye’s Historic House, Chungju

국가민속문화재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35호
수량 | 면적 1곽 | 5,712㎡
지정일 1984. 01. 1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곡1길 54
소유자 보배드림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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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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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채

사당

아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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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윤양계 고택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에 위치하며 조선 후기 전통건축의 양식이 잘 남아있는 가옥이다.
전 소유자인 윤민걸의 고조부 윤양계(尹養桂, 1822~1912)가 살던 집으로, 상량문에 적힌 ‘임오생도변수백치경壬午生都

便首白致景’이라는

묵서명을 통해 1873년(고종 10)에 지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도편수의 실명까지 알 수 있다.

고택의 배치는 마당을 중심으로 안채 영역, 사랑채 영역, 아래채 영역, 사당 영역, 문간채 영역 등으로 구성된다. 고택
은 사당에 면한 담장 뒷편의 산자락과는 약간 떨어져 있고 다시 담장에서 안채까지도 넓은 뒷마당을 조성하고 있다. 이
는 북향한 가옥이므로 뒷산으로부터 떨어져 가옥을 배치하여 남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왼쪽부터 아랫사랑방, 윗사랑방, 대청으로 구성
되어 있다. 2칸 통칸인 대청은 높은 우물마루를 조성하고 판문을 설치하여 계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방 앞에는 전
퇴를 만들어 툇마루를 놓고 있다. 이중기단은 외벌대 자연석기단 위에 외벌대의 다듬은 장대석기단으로 되어있고 첫째
단은 넓지는 않지만 월대를 조성하고 있다. 가구는 납도리로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의 팔작지붕이다.
안채는 ㄱ자형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왼쪽부터 부엌, 안방, 웃방, 안대청, 건넌방, 고방으로 구성되고 건넌방에서
꺾어져서 웃방과 2칸 아랫방, 함실부엌로 구성되고 있다. ㄱ자형 안채의 건넌방 오른쪽에 1칸을 달아낸 마루구조의 고
방은 ㅜ자형을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가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이다. 웃방과 2칸의 아랫방에는 뒤쪽으로 각각 골
방을 내어달고 있다. 가구는 몸채는 1고주5량가이고 ㄱ자에서 부가된 고방과 날개채는 3량가로 꾸미고 있다. 지붕은 홑
처마 맞배지붕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가구는 3량가의 간결한 구조이고,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아래채는 ㄴ자형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북쪽부터 꺾어진 중앙에 2칸 부엌을 놓고 뒤로 뜰아랫방을 덧붙였으며,
다시 아랫방, 웃방, 광으로 구성되고 있다. 가구는 납도리의 퇴주 4량가이고 맞걸이 3량가이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
으로 되어 있다.
충주 윤양계 고택은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채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나 일부 채와 담장이 원래의 짜임
새를 잃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생활의 무대가 되는 마당을 중심으로 안채 영역, 별당형으로 고식이 엿보이는
단아한 사랑채 영역, 아래채 영역, 사당 영역 등이 구성되어진 모습을 통해 19세기 중엽의 전통건축의 모습을 잘 간직하
고 있다.
손태진

This private house built in the traditional style of the late Joseon period in Minae-ri, Eomjeong-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has been preserved in good condition. It was inhabited by Yun Yang-gye (1822~1912), a local military
commander and the great-great-grandfather of Yun Min-geol, the house’s current owner. The sangnyangmun (an inscription

made on the ridge beam of a newly built building) states that the house was built in 1873 (the 1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and that the master builder’s name was Baek Chi-gyeong.
The house, which follows the typical layout of Korean houses of the mid-nineteenth century, consists of the anchae

(women’s quarters), the sarangchae (men’s quarters), the quarters in the lower section, and an ancestral shrine, with a
courtyard at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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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이응해 장군 묘 출토복식
州충주 李應獬 將軍 墓 出土服飾

국가민속문화재

수 량 13건 34점
지정일 2006. 09. 15

Cloth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General
Yi Eung-hae

화문단 겹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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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246호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길 112-28 충주박물관
소유자 충주시
시 대 조선시대

이응해(李應獬, 1557~1624)는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인물이다. 2002년 강원도 원주시에

있던 묘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산으로 이장하면서 복식과 이불, 자리를 비롯한 치관류治棺類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현재 충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요 유물은 단령團領, 직령直領, 철릭[帖裏], 도포道袍, 창의氅衣, 중치막[中赤莫], 방령포方領袍, 방령의方領衣, 두루마기,

과두裹肚, 여자 저고리 등이다.

단령은 홑단령 2점과 겹단령 2점이 출토되었다. 겹단령은 단령과 직령을 시침실로 징거 고정시켰는데 안팎 모두 화
문단花紋緞으로 만든 겹단령과 숙초熟綃 겉감에 화조보문단花鳥寶紋緞으로 만든 겹단령은 각각 상복常服 흑단령黑團領과 시복
時服

홍단령紅團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령은 명주 홑직령 1점과 모시 홑직령 1점이 수습되었는데 의례복으로, 또는 단령의 받침옷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시 직령의 겨드랑이 안쪽에는 무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끈장치가 확인된다.
철릭은 6점(겹철릭 2점, 홑철릭 4점)이 수습되었다. 홑철릭 4점 중 2점은 운문단이며 이 중 1점은 상·하의가 분리된
채로 수습되었다. 상의와 하의의 비율은 1:1.7에서 1:2 정도이다. 허리주름은 3∼4㎝로 넓은 편이었으며 6점 중 3점은
탈착형 소매가 달려 있었다. 그 중 운문단 철릭의 소매 수구 부분 끝에는 트임을 방지한 매듭단추가 달려 있다.
도포는 3점이 수습되었는데 앞자락의 옆선에 달린 뒷길 안쪽에 고정되어 두 층의 뒷자락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무
의 겨드랑이 부분의 주름은 없어진 상태이다. 모두 겹으로 제작되었는데 무문릉無紋綾과 명주[紬] 등으로 만들었다.
창의는 2점이 수습되었는데 곧은 깃의 광수포로, 뒷중심선 아래로 긴 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뒷트임 시작부분에
는 작은 삼각무를 달아 트임을 방지하였다.
중치막은 옆트임이 있는 광수포인데 착수窄袖에서 광수廣袖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6점 모두 겉감과 안감에 명
주를 사용하였으며 솜을 두어 누볐다.
방령포 1점은 화려한 모란만초문단으로 제작되었으며 뒤가 트이고 좌우 소매가 탈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다. 뒤트임에는 작은 삼각무가 달려 있다.
방령의는 2점 수습되었는데 앞뒤 길이가 같은 76㎝ 길이의 사양화보문단四樣花寶紋緞 방령의와 앞길이 97.5㎝에 뒷길

이 75㎝인 전장후단형의 소화문단小花紋緞 방령의이다. 소화문단 방령의의 좌우 섶에는 잔주름을 잡은 것이 특징이다.

과두는 1점 출토되었고 길이 약 113.5㎝ 정도에 옆선에는 33㎝ 정도의 트임이 있는 솜누비로 제작되었다. 그 외에
명주로 만든 솜누비 두루마기와 과두가 각각 1점씩 수습되었다.
이 외에 여성용 아청색 솜저고리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가족이 넣어 준 수례지의襚禮之衣로 짐작된다. 화문단 목판
깃을 단 명주[紬] 저고리로, 겨드랑이의 소형 삼각무는 봉화문단로 장식하였다.
임진왜란 전후로 무관을 지낸 이응해의 묘에서 출토된 복식은 17세기 무관 복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임진왜란 전후의 복식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고급 직물을 사용한 의류들이 많이 수습되었으며 정성들인 구성법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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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보문단 홑철릭

무문능 겹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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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문단 겹창의

명주 솜누비 중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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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단 겹방령의

왕골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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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솜저고리

General Yi Eung-hae (1547~1627) served as the military commander of Jeolla-do in 1613 (the 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of Joseon). Upon the relocation of his tomb in 2002, a total of thirty-four relics including thirty items of ten
types of clothing were collected and stored at the Chungju Museum. They include four dallyeong (official robe with a round
collar), two jingnyeong (man’s coat with a straight collar), six cheollik (a military officer’s robe), three dopo (an outer coat),
two changui (an everyday jacket worn by an official), six jungchimak (man’s overcoat with wide sleeves), a bangnyeongpo
(an outer garment with a wide collar), two bangnyeongui (jacket with a wide collar), a durumagi (overcoat), a gwadu (a cloth
used to wrap the head of a deceased person), and a woman’s jacket. They constitute an invaluable resource that sheds light
on the changes in clothing styles around the time of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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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忠
州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등록문화재

Former Joseon Industrial Bank, Chungju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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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등록문화재 제683호

· 수

량

1동

· 지정일

2017. 05. 29

·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관아4길 14

· 소유자

충주시장

· 시

일제강점기

대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일제강점기에 경제적 침략의 역할을 했던 은행건물로
1933년 12월에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구도심에 건립되었다. 목구조를 기본 으로 서
양식 석조건물을 표현한 건물로 당시 은행 건물의 양식과 기법을 잘 보여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금융시설로 충주시에서는 처음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선식산은행은 충주지점은 1906년 3월에 농공은행조령이 제정되면서 1907년에 충
주농공은행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07년 6월 한호농공은행과 합병하여 한호은행 충주
지점으로 재출발하였다. 1908년 9월에는 출장소로 격하되기도 하였고, 1912년 8월부
터 영업소 신축에 착수하여 11월에 현 성내동 428번지에 완공되었다. 1918년 10월 30
일에 식민지 산업금융기관인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33년
12월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을 현재의 자리에 신축하였다. 해방 후 조선상호은행 충주
지점, 한국상공은행 충주지점, 한국흥업은행 충주지점, 한일은행 충주지점의 건물로 쓰
이다가 민간에 매각된 후 2016년에 충주시에서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배치는 구도심의 중심 사거리 모서리에 위치하여 본관과 사택으로 구성되고 있다. 평
면은 거리에 면하여 객장과 영업장 있는 본관과 주택형식의 사택이 이어진 형태로 一자
형의 배치이다. 서쪽에 주출입구가 있고 남쪽에 부출입구가 있으며 출입구는 모두 돌출
형으로 되어 있다. 본관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객장과 금고 및 지점장실로 구
성되는 영업장이다. 사택은 숙직실과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를 살펴보면 본관의 앞쪽은 목조 골재에 띠장을 설치하였고, 뒤쪽의 금고와 창고
는 빨간벽돌 조적조이다. 사택은 일본식 주택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창호는 수직창의
아래쪽은 오르내리창에 철제창살을 덧대었고 상부는 고정창이나 쌍여닫이 유리띠 양판
창으로 되어 있다. 북쪽에는 철제창살에 철판문을 덧대었고 부출입구에도 철판문이 설
치되어 있다. 창 상부의 인방 부분이나 돌출 현관의 상부, 처마 밑의 코니스 등의 돌출문
양이 각기 다르며 의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내부는 중간 하부에 띠를 돌렸으며 몰딩은
외부의 직선적인 장식과 달리 단계적으로 곡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건물의 외관은 아래 위로는 기단, 몸체 그리고 지붕의 3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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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돌출된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어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관 위에 하나의 창을 중심으로 좌우에 긴 수직창
이 각각 2개씩 배치되어 있다. 역시 가로에 면한 오른쪽은 부출입구인 돌출현관이 서쪽에 치우쳐 있고 현관 위쪽에 하나의 창과 오
른쪽으로 2개의 수직창이 있다. 지붕은 맨사드지붕으로 되어 있고 지붕창에는 도오머창을 설치하고 있다.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1933년에 목구조를 기본 구조체로 하여 조적조를 혼합한 벽체와 목조 트러스에 의한 대공간의 형성을
통해 서양식 석조건물의 분위기를 추구하였던 은행의
특징적 건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건물
은 당시에 배치형식과 모듈에 의한 간살로 된 평면구성
이 잘 남아있다. 또한 권위적으로 좌우대칭의 정면성을
갖는 입면과 돌출현관의 형식, 그리고 모더니즘 형식의
수직창호와 코니스 등의 세부수법 등에서 건축적으로
특징을 보이며 충주의 구도심에서 경제수탈의 현장을
지켜온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손태진

1937년 충주공립농업학교 앨범에 나타난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의 모습

88

This building, once housed the Chungju Branch of the Joseon (or Chosen) Industrial Bank, which was established in
December 1933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to enable more systematic exploitation of Korea’s economic resources, is
located in the old city center of Chungju in Seongnae-dong. The building was built by combining a wooden structure with
unreinforced brick masonry and wooden trusses, which were widely adopted by Japanese builder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ho wanted to recreate the atmosphere of the classical stone buildings of the West in the bank buildings they
constructed. This particular building is highly regarded for its historic significance in connection with the exploitation of
Korean economic resources by Japan imperialist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1910-1945), and is Chungju’s first
historic building to be listed as a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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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경종 태실
州충주 忠州 景宗 胎室

Placenta Chamber of King Gyeongjong, Chungju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호
수 량 1기
지정일 1975. 08. 2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34-1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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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20대 왕인 경종(재위 1720∼1724)의 태항아리를 모신 곳으로 충주시 엄정면 괴
동리 뒷산 태봉 정상에 위치한다.
경종의 이름은 윤昀으로 숙종과 희빈장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689년 원자가 되었고,
1690년 세자로 책봉되었다. 1720년 왕에 등극했으나 4년만인 1724년 세상을 떠났다.
태실비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1688년(숙종 14) 10월 28일 유시酉時에 태어났고 1689년
2월 20일 태실비를 건립했다. 태실비 전면에는 ‘강희 27년 10월 28일 유시생 원자아지씨태
실康熙二十七年 十月二十八日 酉時生 元子阿只氏胎室’이라 쓰여 있고, 뒷면에는 ‘강희 28년 2월 22일 립
康熙 二十八年二月二十二日 立’이라고

쓰여 있다. 이를 통해 태실의 건축은 1688년 10월부터 1689

년 2월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영조는 1726년(영조 2) 경종 태실비를 추가로 세웠
다. 추가로 세워진 태실비 앞면에는 ‘경종대왕태실景宗大王胎室’이라 쓰여 있고, 뒷면에는 ‘옹

정4년 9월초팔일 건擁正四年 九月初八日 建’이라 쓰여 있다.

태실 건립 후 순호군巡護軍 16명을 두고 지켰으며, 3년마다 위안제慰安祭를 지냈다고 한다.

1831년(순조 31) 11월에는 김군첨金君瞻 등이 작당해 태실을 파헤치고 석물을 흩뜨리는 사
건이 발생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예조판서 조인영趙寅永을 파견해 진상을 조사하고 주동자 김

군첨을 사형에 처했다. 1832년(순조 32) 3월에 경종대왕 태실은 다시 원래대로 개수改修되
었다.

일제강점기인 1928년, 태실의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가 전국의 태실을
창경원 안으로 옮길 것을 명령하여 태항아리는 서울로 옮겨가고 태실탑과 석물이 주변에 흩
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장에는 두 기의 태실비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해방 이후 일부
난간석과 둘레석이 엄정면사무소에 이전되기도 했다. 1976년 원형대로 복원하면서 유일하
게 부족한 난간석 하나를 새로 깎아 맞춰 넣었다.
경종 태실은 기단석, 중동석(中董石 : 한 가운데 부도형의 둥근 돌), 옥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옥개석은 8각형 기와지붕 형태이며, 상륜부에 조각을 하고 그 위를 보주형 석재로 마
감했다. 태실 외곽으로는 높이 125㎝의 석주 사이에 길이 195㎝의 8각형 난간석을 둘렀다.
기단석 아래 바닥에는 난간석을 향해 방사형으로 넓게 다듬은 16매의 판석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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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원자 태실비

2개의 태실비 중 처음 설치된 원자 태실비는 지대석, 비신, 연봉형 장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태실의 북쪽
에 위치하고 있다. 나중에 설치된 경종대왕 태실비는 귀부 위에 비석이 꽂혀 있는 형태다. 비신의 상륜부는 이수로 장식
을 했다. 경종대왕 태실비는 태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후기 태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경종대왕 태실은 처음 설치된 자리에 훼손 없이 거의 원형으로 남아 있다. 또
한 태실뿐 아니라 2기의 태실비도 그대로 남아있어 태장일시와 가봉일시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태실의 형태와 내용 및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이상기

This placenta chamber, located at the top of Taebong Peak overlooking Goedong-ri, Eomjeong-myeon, Chungju-si, is

enshrined with the jar containing the placenta of King Gyeongjong (r. 1720~1724), the 20th ruler of the Joseon Dynasty.

Built in the shape of a traditional stupa, the chamber is enclosed by octagonal stone railings and curbstones, with two stone
markers standing outside them. The chamber is widely regarded as a classic example of the placenta chambers of late
Joseon, and has been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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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창동리 오층석탑
州충주 忠州 倉洞里 五層石塔

유형문화재

Five-story Stone Pagoda in Changdong-ri,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호
수 량 1기
지정일 1975. 08. 2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12-6
소유자 김영섭
시 대 고려시대

창동리 오층석탑은 충주시내에서 탄금대를 거쳐 중앙탑면으로 가는 길목의 남한강변에 위치한다. 탑의 동쪽으로는
남한강이 접해 있고 그 건너편으로 탄금대가 보이며, 서쪽은 낮은 구릉지이다. 북쪽으로는 신라시대 대규모 고분군인 누
암리고분군이 인접해 있고, 조금 더 가면 충주 중원문화의 상징적 유물인 탑평리 칠층석탑과 충주 고구려비 등이 있다.
창동리 오층석탑은 1977년에 원위치로부터 남쪽으로 60m지점으로 옮겨 해체·복원하였으며 옆에는 창동리 석조약
사여래입상이 있다. 강변 암벽에는 거대한 마애여래상이 조각되어 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유물로 보아 이 일대가 고려
시대에 경영되었던 절터로 추정되며, 현지 주민들은 남한강을 오가던 수군水軍의 안녕을 위해 세웠던 절이었을 것이라고
도 한다.
이 탑은 높이 2.4m로 2층의 기단과 5층의 탑신과 상륜을 정연하게 놓은 일반형 석탑으로 상·하 갑석 상면에는 별도
조성한 넓은 괴임석 1매가 있어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몸돌의 각 면에는 우주隅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옥개석 받침은 2층
까지는 4단이고 3·4층은 3단, 5층은 2단으로 되어 있다.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하며 추녀 끝은 약간 반전이 있다. 상륜
은 노반만이 남아있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특히 1층 탑신석 하부의 별석형 받침은 시대적 특징이
잘 나타나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건립시기는 고려 중기 정도로 추정된다.
창동리 오층석탑은 수로교통의 요지였던 남한강 일대에 삼국시대부터 꽃피웠던 불교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박상일

This five-story stone pagoda, which stands by the side of a road near the Namhangang River that links downtown
Chungju and Jungangtap-myeon via Tangeumdae Height,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918~1392). The pagoda is in a comparatively good state of preservation, and is regarded as a valuable piece of evidence of
the Buddhist culture that prospered in the area around the Namhangang River after the Three Kingdom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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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원평리 석조여래입상
州충주 忠州 院坪里 石造如來立像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호
수 량 1구
지정일 1976. 12. 2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108-1

Stone Standing Buddha in Wonpyeong-ri, Chungju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충주 원평리 석조여래입상은 머리에 팔각의 보개
를 얹은 전체 높이 6.1 m의 거대한 석불입상이다. 신
라 성덕왕 때 창건되었다가 병자호란 때 폐사되었다
고 전하는 선조사지善祖寺址에 삼층석탑과 함께 나란히
서있다.
팔각의 넓은 보개는 석등의 옥개석처럼 보이고, 보
개의 아랫면 가장자리에는 낙수홈이 선으로 음각되었
고 중앙에는 원형으로 돌출부를 두었다. 이 돌출부가
원평리사지 전경

불신의 머리에 닿아있어 마치 육계처럼 보인다. 머리

는 나발이고 얼굴은 넓적하여 풍만하다. 눈은 반개하고 있고 입술은 도톰하며 턱 아래에 이중턱을 표현해 후덕함을 나타
내고 있다. 귀는 길게 표현해 어깨까지 내려오며 목에는 삼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하체보다 어깨가 넓어 당당한 느낌을 주며 법의는 통견으로 길게 입었는데, 왼쪽 어깨에서는 약간 사선을 이루면서
팔꿈치 부분에 걸쳐 있다. 무릎 아래로 흘러내린 옷주름은 둥근 모양을 이루는데 하단부에 이르면서 V자로 마무리 되었
다. 오른손은 가슴 앞까지 들어서 손등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펴서 가슴에 대었으며, 왼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밖으
로 향하게 한 시무외여원인의 변형을 취하였다.
불상 뒷면의 조각은 생략되었고, 발목 부분에 옷주름이 간략하게 조각되었다. 발은 법의 밖으로 나와 있으나 끝 부분
이 파손되었고 법의와 발은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대좌는 앙련으로 장식된 둥근 연화좌이다.
이 불상은 고려 석불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불신이 괴체적으로 단순화되지 않아 조각수법이 우수한 불상이라 할 수 있
다.
김춘실

This statue of Buddha consists of a 6.1-meter-tall stone body capped with an octagonal canopy. The statue stands
alongside a three-story stone pagoda at the site of Seonjosa Temple, which is known to have been found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r. 702~737) of the Silla dynasty and closed during the first Manchu invasion of Korea in 1627. The statue
display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and excellent carving style of stone Buddha statues of early Go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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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ne lantern standing in front of the grotto dharma hall of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in Mireuk-ri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at the time of the temple’s foundation in the Goryeo period (918~1392). The lantern features
a simple structure of outstanding artistry, and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on the stone lanterns of
Go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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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미륵대원지 석등
州충주 忠州 彌勒大院址 石燈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수 량 1기
지정일 2010. 04. 30

Stone Lantern at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Chungju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6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충주 미륵대원지 석등은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교통로였던 계립령鷄立嶺의 서편 분지에 북향으로 조성된 미륵대원지의
석굴 금당 바로 앞에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천년사직이 망하는 것
을 보고 슬퍼하며 금강산으로 가던 중에 이곳의 풍광이 아름다워 절을 세웠다고 하는데, 발굴조사 결과 미륵대원지는 고
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져 마의태자와 관련된 내용은 후대에 생겨난 전설로 보여진다.
석등은 사찰 경내를 밝히기 위해 설치한 석조물로서 불교경전에 의하면 이미 옛날부터 동제銅製·철제鐵製·와제瓦製·목

제木製 등 다양한 종류의 등기燈器가 있었으며 연료는 기름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석등은 백제시대부터 건립되기 시

작하여 사찰의 중요한 장엄구로서 중요한 위치에 세워졌으며, 기본형은 하대석·중대석·상대석을 기대基臺로 삼고, 그 위

에 등불을 직접 넣는 화사석火舍石과 옥개석屋蓋石을 얹으며, 정상부를 보주寶珠 등으로 장식하는 형식이다. 중대석은 간석

竿石

혹은 간주竿柱라고도 하며 이 부분을 고복형鼓腹形 또는 사자獅子 모양으로 변화시킨 예가 있다.

이 석등은 삼국시대 이래의 기본형을 충실히 따른 형태로서 각 부분이 8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상·중·하
로 이루어진 3단의 받침을 마련하여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올린 후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지대석과 하대
석은 한 돌로 이루어졌으며, 하대석에는 꽃잎이 아래로 향한 복련화문伏蓮花紋을 조각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중대석
은 팔각의 기둥 형태로 적당한 높이에 간결한 모습이다. 상대석은 하대석과 대칭되는 연꽃무늬를 조각하였다. 화사석은
불빛이 퍼지도록 4면에 화창을 내었는데 화창 가장자리에는 문틀모양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못구멍이 있어 창호지
로 막았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옥개석은 역시 8각으로 낙수면
이 평박한 편이며 합각이 뚜렷하고 모서리가 살짝 반전되어 한
옥 지붕의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준다. 윗면에 연꽃무늬가 장식
되었으며 꼭대기에는 8각의 낮은 받침 위에 보주寶珠를 얹어 마
무리하였다.
이 석등은 미륵대원의 창건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서 고려시대의 석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
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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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미륵대원지 삼층석탑
州충주 忠州 彌勒大院址 三層石塔

유형문화재

Three-story Stone Pagoda at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수 량 1기
지정일 1976. 12. 2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63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래 교통의 요충지인 계립령鷄立嶺의 길목에 위치하여 사찰의 기능과 함께 원의 역할을 하였던 미륵대원지
의 동편 언덕에 위치하는 석탑이다.
이 탑은 석굴사원으로 경영되었던 대원사大院寺터의 중심에서 동쪽으로 약 250m 지점에 세워져 있다. 하늘재로 통하
는 길목에 있어 가람배치와는 무관하며, 별도의 사찰이 있던 것 또한 아니다. 이는 이 탑을 세워 계립령 , 즉 지금의 하늘
재로 통하는 요지에 대찰大刹의 표식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위치상으로 비보사상裨補思想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
도 하며, 혹은 스님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僧塔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삼층석탑의 기단부는 지대석 위에 상·하층의 2중 기단이 있고, 그 위에 3층의 탑신부塔身部가 있다. 1층 기단에는 하

대석·중대석·갑석이 있고 2층 기단은 4매의 판석으로 중대석을 구성하고 그 위에 갑석을 얹었는데 중대석에는 양 우주
隅柱와

탱주撑柱가 각출되어 있다.

탑신부는 우주만 있고 각 면에 장식문양은 없으며 옥개석은 낙수면이 완만하고 층급받침은 4단으로 되어 전각轉角이

경쾌한 편이다. 3층 옥개석 위에 4매의 노반을 얹고 그 위에 원형의 복발覆鉢을 얹었다.

이 석탑은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시대가 고려로 내려옴으로 인해 지붕돌 층급받
침 수가 4단으로 줄어드는 등 후대의 양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곳 사지의 중심에 있는 5층 석탑보다도 오히려 조형적
인 면에서 뛰어난 작품이며, 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나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석탑이기도 하다. 대체로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을 갖추었으며 조성연대는 대략 고려초기로 추정된다.
박상일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is located on a hill to the east of the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although it wa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temple. Experts presume that the pagoda was built to mark the major temple located at a
strategic site leading to Gyerimnyeong Pass, which is now called Haneuljae Pass.
The pagoda, which dates back to early Goryeo (918~1392), displays an attractively simple yet balanced structure that is
representative of the stone pagodas preserved in the Chungbu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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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향교
州충주 忠州鄕校

Chungju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7호
수 량 6동
지정일 1980. 01. 09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교동8길 3
소유자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조선시대

충주향교는 1398년(태조 7)에 창건되어 계명산鷄鳴山 아래에 초창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이후 1629년(인
조 7)에 지금의 위치로 이건 되었다. 그 후 병화로 다시 불에 타 1897년(광무 1)에 중건되었다.
배산임수背山臨水의 지형에 남향한 향교는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명륜당이 위치하고, 후면 중앙
에 계단을 오르면 내삼문, 동·서무와 대성전이 위치하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전면에 퇴를 둔 맞배집이다. 육중한 장대석으로 기단을 높게 설치하였다. 평평한
자연초석 위에 그랭이질 하여 민흘림의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초익공은 앙서 형태로 깎아 퇴량머리
를 수서형태로 하였다. 창방과 주심도리 사이에는 소로로 수장되어 있다. 가구는 전면 고주의 주신과 정면 평주 사이에
는 퇴량으로 연결된 1고주7량가이다. 이 고주와 배면 평주 사이의 칸에는 대량을 길게 연결하고 그 위에 중량과 종량을
짜올려 3중의 보 가구를 이루고 있다. 종도리와 상중도리 밑에는 횡 방향으로 뜬창방을 걸고 소로를 배치하여 장여와 도
리를 받치고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중앙 3칸은 대청이며 양단 칸에는 온돌방을 두었다. 대청 후면에는 쌍여닫이 판
장문을 달았고 온돌방은 쌍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3단의 가공된 장대석 기단 위에 원뿔형 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
기둥을 세웠다. 이익공 계통의 공포는 앙서형으로, 돌출된 익공의 선단先端에는 화려한 연봉이 조각되었다. 건물 내부 좌
우면에는 초각을 한 보아지가 돌출되어 대량을 받치고 있다. 또한, 창방으로 결구되어 있는 주간에는 초각한 화반을 각
칸에 1구씩 배치하여 주심도리 장혀을 받쳐 주고 있다. 가구형식은 전후 평주 위에 대량을 걸치고 동자주를 세워 종량을
결구하였다. 종량 상부 중앙부분에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옥개부분의 하중을 받쳐주고 있는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동·서무는 정면 7칸, 측면 1칸의 평면에 덤벙주초를 놓고 네모기둥을 세운 3량가,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이 향교는 군현을 정비하면서 선현을 배향하고 지역민을 교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남향한 넓은 터에 비교적 큰 규
모와 격식을 갖추고 있다. 현재도 명륜학원을 운영하여 한문, 서예, 경서를 지도하고 있으며 봄과 가을에 석전釋奠을 봉
행하고 있다.
조중근

Chungjuhyanggyo was a state-run Confucian school that also served as a shrine for the holding of sacrificial rites

to Confucian saints. It was originally built in 1398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 of Joseon) at the foot of
Gyemyeongsan Mountain, but was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A new school was built in 1629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at the current location, but this too was destroyed by fire and rebuilt in 1897.

The building is located on a large south-facing site according to formalities. It is still used to teach the Chinese classics,
calligraphy, and Confucian philosophy. People hold a sacrificial rite for Confucius here twice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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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이상급 신도비
州충주 忠州 李尙伋 神道碑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3호

유형문화재

수 량 1기
지정일 1980. 01. 09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안음골길 29-1

Stele for Yi Sang-geup, Chungju

소유자 벽진이씨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충주 이상급 신도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 이
상급(李尙伋, 1572∼1637)의 평생업적을 기록
하여 그의 무덤 남쪽 200여 미터에 세운 비다.
이상급의 자는 사언思彦, 호는 습재習齋, 시

호는 충강忠剛이다. 1606년(선조 39) 증광문
과에 급제하고 형조좌랑 때 서장관으로 명나
라에 다녀왔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강화
도로 간 형 이상길李尙吉을 찾아가던 중 적병을
만나 살해되었다. 후에 원종공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이상급 신도비는 그가 죽은 지 77년 만인
1714년(숙종 40)에 세워졌다. 화강암 2매로
만든 25×78×8㎝크기의 지대석에 홈을 파서
그 위에 받침돌을 놓았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비좌碑座는 8각으로, 각 면은 69×65㎝의 크
기이며 6면은 꽃을, 대칭되는 2면은 동물상을
조각하였으며 윗면은 큼직하게 8개의 연꽃을
새겼다. 대리석으로 제작된 비신碑身은 8각기
둥으로 204×26㎝크기이다. 덮개돌은 비신과
하나의 돌로 4각이며 82×82×68㎝크기인데
4면에 용과 구름을 전·후면에 각각 2마리의
용머리를 생동감 있게 조각했다. 덮개돌에 잔
금이 생기고 틈이 생겨 2009년 3월에 보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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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의 두전頭篆은 ‘증이조판서행병조참지이공신도비명贈

吏曹判書行兵曹參知李公神道碑銘’라

되어있으며 7×10㎝ 크기의 전

서로 각 면에 두자씩 옆으로 새겼다. 비제碑題는 ‘유명조선국

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 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사관홍문관
대제학예문관대제학 세자좌빈객오위도총부도총관행통정대
부병조참지이공신도비명병서有明朝鮮國

贈資憲大夫吏曹判書兼知 經

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摠
管行通政大夫兵曹參知李公神道碑銘幷序’이며,
宋時烈이

숭록대부우의정 송시열

찬하고. 두전은 현손玄孫 정상挺相이 쓰고, 본문은 현

손 정박挺樸이 예서체로 썼다. 비문은 각 면에 5행 64자 전체

2,185자이며, 글자의 크기는 3.5×2.5㎝이다. 비문 끝에 비
를 조각하고 글자를 새긴 김만성金萬聖과 현손 정량挺樑의 이름
을 표기했다. 전면 3칸 측면 2칸의 보호각안에 있으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여 비문은 모두 판독이 가능하다.
충주 이상급 신도비는 8각 대좌, 8각 비신, 4각 이수로 만
들어 그 형태가 특이하다. 비신과 덮개돌은 하나의 돌로 만들
었다. 대좌와 덮개돌의 조각은 조선시대 후기의 조각을 살펴
볼 수 있고 비문은 당시의 제도와 병자호란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그 가치가 크며, 비문은 금석문에 주로 쓰는
해서체가 아닌 예서체로 새겨져 서예연구에도 중요하다.
최일성

This stele erected in 1714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Yi Sang-geup (1571~1637), a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was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63 on January 9, 1980. The
stele features a unique octagonal columnar body complete with
lotus pedestal and ornamental capstone that display the carving
techniques of late Joseon. The memorial inscription engraved
on the body features the clerical script, unlike other steles of
the same period for which the regular script was the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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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청녕헌
州충주 忠州 淸寧軒

Cheongnyeongheon Hall, Chungju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6호
수 량 1동
지정일 1980. 11. 1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관아1길 21
소유자 충주시
시 대 조선시대

Cheongnyeongheon Hall is a Joseon-period magistrate’s office located within Chungjueupseong Walled Town in
Seongnae-dong, Chungju-si, Chungcheongbuk-do. The tower-shaped structure, which was designed to represent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is decorated with simple yet flamboyant embellishments. As befits a local
government building, it has a high wooden floor and an under-the-floor (ondol ) he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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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청녕헌은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충주읍성 내에 있는 조선시대 관아의 동헌이다.
청녕헌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83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따르면 1870년(고종
7) 8월에 객사 동쪽에 있던 60칸 크기의 아사衙舍가 화재로 소실되어 충주목사 조병로趙秉老가 같은 해 윤 10월에 28칸으
로 금봉산에 있던 창룡사를 헐어다 옮겨 세운 건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칸수가 같은 것으로 보아 새로 건립한 것이 청녕헌이라면, 소실된 60칸의 아사는 충주목사가 공무를 수행하던 정청
政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녕헌은 1895년(고종 32)에는 전국을 23개부로 나누면서 충주부의 관찰사가 사용하고,

1896년(고종 33)에 행정구역이 13도로 변경되면서 충청북도관찰사의 집무실이 되었다. 1908년(순종 2) 5월 25일 도
청이 청주로 이전되면서 충주군수의 정청으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에는 중원군 청사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1983년 중
원군청이 청사를 이전할 때 충주시에서 인수하여 공원조성사업으로 개조된 부분을 복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녕헌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서쪽부터 높은 마루, 田자형의 아랫방·웃방, 우물마
루를 깐 넓은 3칸 대청, 후퇴를 포함한 대청보다 조금 높인 마루방으로 구성된다. 3칸 대청은 넓게 조성하고 툇마루와
단 차이를 두어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 첫 번째 방의 옆면과 뒷면으로 마루방, 골방 그리고 벽장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
다. 앞면에는 모두 단 차이가 있는 전퇴를 설치하고, 뒷면에는 두 번째 방에서 마루방까지 후퇴가 연결되지만 가운데칸
동쪽으로는 높은 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방과 골방은 첫 번째 방 측면과 후퇴 측면의 하부에 토석혼축의 벽을 쌓고 아궁
이를 설치하고 있다. 굴뚝은 두 번째 방 뒷면으로 설치되고 있다. 동헌은 권위건축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마루구조를 하
고 있으므로 고상식高床式 온돌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 된다.
구조는 다듬은 장대석 이벌대기단 위에 네모, 두리, 팔각, 사다리꼴 등의 대좌를 놓고 원형주좌를 새긴 초석 위에 두
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머리에는 창방을 결구하고 주간에 간략화 된 화반과 소로를 2기씩 놓았다. 기둥 위에는 주두
를 놓고 보 방향으로 이익공 계통의 공포 및
초각을 한 이중 보아지 그리고 도리방향으로
첨차와 소로를 놓았다. 그 위에 장혀 받친 도
리와 툇보를 초각한 뺄목으로 결구하고 있다.
가구형식은 납도리의 2고주5량가이고, 지붕
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충주 청령헌은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에 대
청 및 누마루를 활용하여 높낮이를 달리함으로
써 변화있게 구성하였다. 장식이나 세부는 약
식화 되었지만 화려하고 격식있게 꾸며 관아건
축으로서의 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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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제금당
州충주 忠州 製錦堂

Jegeumdang Hall, Chu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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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제금당은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관아의 별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충주목 관아 터인 옛 관아공원 내에 동헌인 충주 청녕헌淸寧軒을 중심으로 동쪽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제금당은 관아 영
역 내의 객사 별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신이나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오면 숙소기능을 분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건물은 충주 청녕헌과 함께 불에 타 소실된 것을 충주목사 조병로趙秉老가 1869년(고종 5)에 정면 7칸, 측면 3칸
으로 지은 것이다.
제금당이 위치한 자리는 임진왜란 전에 충주사고忠州史庫가 있었던 자리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해방 후에는 충주읍사
무소의 지방관인 중원군수 관사 등으로 사용되었고, 1983년 중원군청이 청사를 이전할 때 충주시에서 인수 후 공원조
성사업을 통하여 개조하여 사용하던 부분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금당의 앞에는 넓게 마당을 두었고 서쪽으로는 내삼문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내삼문으로 들어서면 우각으로 제금당을 바라보게 되고 청녕헌과 구분되어 담장으로 둘러싼 구조였을 것이다. 제금당은
예성별관蘂城別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삼문內三門 가운데 칸에 ‘예성별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제금당의 좌우에
는 동익랑 4칸과 서익랑 3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금당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왼쪽부터 반 칸의 높은 마루, 안방, 웃방, 대청, 건넌
방,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은 2칸 통칸으로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건넌방에서 높은 마루까지 전퇴를 설치하고 있
다. 왼쪽 반 칸의 누마루 하부에는 함실아궁이가, 건넌방 후면에는 아궁이가 설치되고 있다. 굴뚝은 웃방 후면과 누마루
하부를 통해 동쪽으로 설치하고 있다. 고막이는 의장적으로 화방벽과 같이 꾸미고 있다.
구조는 지대석과 다듬은 장대석 외벌대기단 위에 사다리꼴초석, 두리초석, 네모초석 등의 다양한 초석을 놓고 두리기
둥을 세웠다. 기둥머리에는 창방을 설치하고 화려한 화반을 놓고, 기둥 위에는 주두를 놓고 보 방향으로 이익공 공포 및
초각을 한 이중 보아지와 도리방향으로 첨차를 놓고 그 위에 장혀 받친 도리와 툇보를 뺄목으로 결구하였다. 이익공 형
식은 세 가지 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후면은 전면과 다른 몰익공이고 화반도 간략화 되어있다. 가구형식은 굴
도리의 2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충주 제금당은 대청과 누마루를 잘 활용하고 있고, 단청을 화려하게 하여 관청건물로서의 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이다. 다양한 양식이 혼합되어 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손태진

Jegeumdang Hall in Seongnae-dong, Chungju-si, Chungcheongbuk-do was an annex of a local government building
of the Joseon period. It is presumed to have been used in association with the guesthouse built in 1869 to receive foreign
envoys or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visiting the area. The dancheong (traditional decorative coloring on wooden
structures) appears to display the authority of a government office building. Judging from the various construction styles
displayed in the hall, it seems to have undergone many changes over th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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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mmemorative stele
was erected in 1871 to mark
the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wall of Chungjueupseong
Walled Town two years earlier,
when the local government
of Chungju-mok was headed
by Jo Byeong-ro. It bears
an inscription containing
information of the shape of the
wall and the people involved in
its construction.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68 on
November 13, 1980, the stel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about
Chungjueupseong Walled Town,
which was demolished in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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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축성사적비
州충주 忠州 築城事蹟碑

Commemorative Stele for the Construction of
Chungjueupseong Walled Town, Chu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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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축성사적비는 지금은 헐어져 없어진 충주읍성의 축성에 대한 사적비로, 옛 충주목 관아 터인 관아공원에 위치한
다.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 이후 성城을 보수하고 군기軍器를 수선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라는 조서詔書가 내리자 충주목사
조병로(趙秉老, 1816~1886)가 1869년(고종 6) 충주읍성을 쌓았다. 축성사적비는 그 보다 2년 뒤인 1871년(고종 8) 3
월에 세웠는데 충주읍성 축성과 관련된 인물이나 읍성의 형태 등을 기록한 조선시대 석비이다.
충주 축성사적비는 돌로 만든 난간 안에 있고 대석과 비신, 옥개석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대
석은 방형으로 77×50×5㎝ 크기이며 문양은 없다. 비신은 53×141×31㎝, 옥개석은 102×55×72㎝ 크기이다. 비신
의 전면과 후면, 좌측면에 글자를 음각으로 새겼다. 전면 상단 가로로 ‘축성사적비築城事蹟碑’라 해서楷書로 제액題額을 새기
고 그 밑에 세로로 “1869년(고종 6) 2월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11월에 성 쌓기를 끝냈다. 둘레는 3950척, 두께는 25척,
높이는 20척, 치첩은 415칸, 경천문루 15칸 수문청 4칸 반, 봉아문루 10칸 수문청 3칸, 조양문루 8칸 수문청 3칸, 휘금
문루 8칸 수문청 3칸이다. ‘숭정기원후오신미 삼월 일 행목사통정대부조병로’”라고 해서로 새겼다.
뒷면에는 성을 쌓는데 임무를 맡은 사람들 60명의 이름을 새겼다. 맡은 임무는 좌수座首(조선시대 각 고을에 있는 향

청의 우두머리), 수교首校(각 고을 장교의 우두머리), 호장戶長(조선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 이방吏房(조선시대 지방관아

에서 인사 관계의 실무를 맡아보는 부서), 간역장교看役將校(간역: 공사를 감독, 장교:지방 관청의 군에 종사하는 이속인

기관記官 등에 대한 총칭), 색리色吏(고을의 관청에서 사무를 보던 아전) 등이고, 좌측면에는 목수편수木手片手(목수 우두머

리), 석수편수石手片手(석공의 우두머리), 야장편수冶匠片手(대장장이 우두머리) 등 6명의 이름을 새겼다.

1896년 제천의 을미의병부대가 충주성을 함락하고 왜병과 전투하면서 4대 문루는 소실되어 1907년(광무 11) 7월
30일 내각령 제1호 성벽처리위원회에 관한 건을 결정, 1908년(융희 2) 2월 14일 내부차관 기우치쥬지로[木內重四郞]가
성벽처리위원장이 된 기록을 통해 볼 때 1908년 9월 이전에 충주읍성은 철거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충주읍성이 1908년 훼철되어 지금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현재, 충주 축성사적비를 통해 충주읍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 당시 충주의 토호土豪였던 성씨들을 알 수 있다. 충주읍성이 복원
된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최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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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단호사 삼층석탑
州충주 忠州 丹湖寺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Danhosa Temple,
Chungju

112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9호
수 량 1기
지정일 1980. 11. 1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01 단호사
소유자 단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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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사 삼층석탑은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단호사 경내에 위
치하고 있다. 현재의 위치가 원래의 자리로 보이며, 전체 높이
는 2.14m이다.
단호사는 현재 작은 규모의 절이지만 철조여래좌상(보물 제
512호)과 석탑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법등을 밝혔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아
있는 현판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숙종 연간(1675~1720)에는
약사藥寺라는 사명寺名이었고, 1954년에 단호사로 사찰명을 바
꾸었다고 한다.
삼층석탑의 기단은 높이 43㎝으로 기단면에는 우주隅柱와

탱주撑柱가 모각되어 있으나 일부 결락이 있다. 갑석은 높이 16
㎝로, 윗면에는 탑신괴임이 조각되어 1층 탑신을 받치고 있다.
1층 탑신은 높이 40㎝로 우주가 모각되어 있으나 서북쪽 일부
가 파손되어 시멘트로 보수하였다. 1층 옥개석은 높이 25.5㎝
이며 하단부에 2단의 옥개받침, 상부에 1단의 탑신괴임이 조
각되었다. 2·3층의 탑신과 옥개석은 1층과 유사하나 옥개받침
이 3단으로 변화하고, 높이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

일제강점기

다. 또한 1층 탑신을 제외한 1층 옥개석부터 4층 탑신석까지 하나의 돌로 결구되었다. 기존에는 3층 지붕돌 위의 사각
형 부재를 상륜부의 노반露盤으로 보았으나 근래의 정밀조사와 학술연구를 통해 탑신석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
았을 때 원래 층수는 최소 5층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탑은 우주와 탱주의 모각 수법과 옥개석의 층급받침, 옥개석 낙수면의 원만함과 낙수홈 등으로 미루어 고려 중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통일신라기 석탑에서 간략화 된 모습을 보
이나 석탑의 규모가 점차 소형화되는 고려 중기의 양식을 잘 반영하였다. 특히 탑신과 지붕돌을 하나의 돌로 제작하는
소규모 석탑의 치석·결구방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장준식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located in the precincts of Danhosa Temple in Danwol-dong of Chungju-si stands 2.14
meters tall.
The technique used to carve the central and corner columns in relief, the roof stone‘s stepped cornice, and the gently
sloping roof marked with ridges and furrows show that the pagoda was built sometime after the mid-Goryeo period
(918~1392). Other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pagoda include its simple structure, which shows the influence of Unified
Silla pagodas, and its comparatively small size, wherein the body and roof of each story are made of a single stone block,
reflecting the influence of mid-Goryeo pago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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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창동리 마애여래상
州충주 忠州 倉洞里 磨崖如來像

유형문화재

Rock-carved Buddha in Changdong-ri,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6호
수 량 1구
지정일 1980. 11. 1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240
소유자 충주시
시 대 고려시대

충주 탄금대가 마주 보이는 남한강변의 동남쪽을 향한 암벽 위에 새긴 높이 약 4m 가량의 마애여래상이다.
이 마애불 앞에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아름다운 경승을 이루고 있지만 마애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창동리 도로변
에서 작은 동산을 넘어 가파른 길을 통해야 한다.
머리와 얼굴까지는 매우 낮은 부조浮彫 형태로 양각하였으나 어깨 이하는 거의 선각線刻에 가까운데 신체와 옷자락의

선이 뚜렷하여 전체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얼굴은 살이 쪄서 풍만한 모습인데 전체의 상호相好에

비해 코가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이목구비가 비교적 뚜렷하게 표현되었는데, 귀는 길어서 어깨에 닿았고 눈썹은 둥그렇
게 표현되어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눈은 일직선으로 표현하여 눈꼬리가 날카로워 보이고 입가에는 미소가 없어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목에는 삼도가 선명하게 조각되었고 머리와 균형을 이루는 어깨는 당당한 모습이다.
법의法衣는 양쪽 어깨에 걸친 통견通肩으로 가슴 앞에서 U자형을 이루며 무릎 아래까지 겹겹이 흘러내리게 표현되었는

데, 옷 주름을 구불구불하게 처리하여 옷자락이 마치 남한강 물결처럼 일렁이는 것 같은 모습이다. 수인手印은 표현되지

않아 특이하며 왼쪽 어깨 아래의 암벽이 떨어져나갔다. 마애불의 전면에 걸쳐 언뜻 보면 채색을 한 듯이 보이지만 이는
석질이 붉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애여래불은 왼쪽 어깨 아래와 무릎 아래의 바위가 떨어져나가 현재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하단부 오른쪽
무릎 분분에 겹잎의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어 연화좌蓮華座 위에 서 있는 입상으로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얕은 부조로 조각하고 양 팔과 손을 표현하지 않는 등 고려시대 지방색이 나타난다. 같은 고려시대 작품으로 인근의 제
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보물 제406호)이나 괴산 삼방리 마애여래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8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충북지역의 마애불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예로부터 이 불상에 대하여 임진왜란 때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신립申砬 장군의 상이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이는 탄금대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서 파생된 전설일 뿐이며 조성시기와도 맞지 않는
다.
박상일

This image of Buddha standing four meters tall is engraved on a rock soaring above the bank of the Namhangang River,
just opposite the historic site of Tangeumdae Overlook.
The image is carved in low relief, and lacks both arms and hands,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rock-carved Buddhist
images produced in the area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Its similarities with the rock-carved images at Deokjusa
Temple on Woraksan Mountain and at Sambang-ri in Goesan make it a valuable material for studies of the rock-carved
Buddhist images remaining in the Chungbu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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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최응성 고가
州충주 忠州 崔應聖 古家

Choe Eung-seong’s Historic House, Chungju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7호
수 량 6동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2220
소유자 이정숙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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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최응성 고가는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에 있는 조선 숙종 때
의 문장가 함월 최응성(涵月 崔應聖, 1655∼1727)이 거주하던 전통주거건
축이다.
본래 살미면 무릉리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1983년
이건·복원되었다. 1720년경 집 앞에 정자를 지었는데 권상하權尙夏가 그의
호를 따서 ‘함월정涵月亭’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최응성은 조선 중기 학자

로 자는 인보仁甫, 호는 함월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아우 최응건과 함께 수
암 권상하(遂菴 權尙夏, 1641~1721)에게 배워 학문이 뛰어났다.
건물의 배치는 ㄱ자 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전면에 一자 형의 행랑채가 있
고, 좌측으로는 최응성이 서재로 사용하던 염선재念善齋가 직교하여 있으며,
우측으로는 ㄱ자 형의 광채가 안채와 면해서 토석혼축 담장으로 일곽을 두
른 안쪽에 함께 배치되어 있다. 안채와 동측 담을 사이에 두고 통로 너머에
무릉사武陵祠가 있으며 이 고택 앞으로는 함월정이 있다.
안채의 평면은 ㄱ자형의 목조기와집이다. ㄱ자형은 중부지방에서 일반적
으로 보이는 형식으로 남쪽부터 부엌, 안방, 웃방 왼쪽으로 꺾어져서 대청 2
칸, 건넌방, 부엌, 광, 고방으로 구성된다. 건넌방에는 반 칸의 벽장은 서재
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넌방은 난방을 위한 부엌이 제
대로 마련되고 살창이 2단으로 설치된 고방이 자리하고 있어 특이하다. 가
구는 납도리 3량가의 간결한 구조이고,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염선재는 정면 4칸, 측면 3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북쪽부터
아랫열에는 부엌, 아랫사랑방, 윗사랑방, 대청이고 윗열에는 고방, 골방, 마
루, 대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 앞에는 전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고 후면의
마루에서 고방까지 돌아가며 쪽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퇴칸의 특성을 잘 활
용하여 田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구성이 드러나는 실용적인
가옥이다. 가구는 납도리 2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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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무릉사는 최응성과 권상하를 배향配享하는 사당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광채는
몸채의 정면 3칸, 측면 1칸의 통칸을 곳간이고, 날개채는 정면 1칸, 측면 2칸을 곳간으로 구성된 ㄱ자형 목조기와집이
다. 가구는 3량가이고, 날개채는 우진각지붕이며 몸채는 맞배지붕이다.
함월정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건물 내부 가운데 칸에 정면과 측면 1칸씩의 온돌방을 만들고,
각 사면에 반 칸씩의 툇간을 두었다. 뒷면 퇴칸 하부에는 온돌 아궁이의 함실을 만들고 높은 마루를 설치하였다. 가구는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정자는 연지蓮池와 가운데 섬을 놓고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하고 있다.
충주 최응성 가옥은 안채, 염선재, 무릉사, 함월정 등이 각각의 영역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가옥은 중부지방
내륙지역에 보이는 간결한 형식이지만 고식이 보이는 안채, 퇴칸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구성이 드러나는 실
용적인 염선재, 자귀질한 나무널을 끼워 판벽으로 된 광채 등이 특징이다. 학자의 품격과 같이 검소함과 실용성이 잘 드
러나는 이 지역의 전통주거건축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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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월정

This is the house of Choe Eung-seong, a famous writer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r. 1674~1720), located
in Yongcheon-ri, Salmi-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It is composed of the anchae (women’s quarters),
Yeomseonjae Pavilion, a barn, a pond, Hamwoljeong Pavilion, and Mureungsa Shrine. The anchae displays a simple style
similar to that found in central inland areas of the country. The sarangchae (men’s quarters) is designed for practicality and
allows full use of the outside spaces. Overall, the house display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private houses in this part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practical design, and exudes an atmosphere of frugality as befits a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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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삼탄집
州충주 三灘集

Samtanjip (Collected Works of Yi Seung-so)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7호
수 량 13권 5책
지정일 1984. 12. 3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소유자 최경출
시 대 조선시대

Samtanjip (Collected Works of Yi Seung-so) is a collection of prose and poetry written by Yi Seung-so (pen-name:
Samtan, 1422~1484) who served successively as the Minister of the Board of Ceremonies and Rituals and the Minister of
Justice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of Joseon. Some of the texts in this book are on Buddhist topics, and several of
the poems are verses that were exchanged with Buddhist monks accompanying diplomatic delegations from Japan and the
Ryukyu Kingdom. This book, therefore, sheds important light on the influence of Buddhist thinking in Joseon, as well as the
overall society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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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탄집』은 조선 초기의 문신인 이승소(李承召, 1422~1484)의 시문집이다. 이 책은 외손 이수동李壽童이 1514년(중

종 9) 함흥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6권 2책의 함흥판과, 1535년 이수동이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있었을 때 청주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13권 5책의 청주판이 있다.
이승소의 본관은 양성陽城이며 자는 윤보胤保, 호는 삼탄이다. 고려 시중 이춘부李春富의 현손이며 이옥李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사근李思謹, 아버지는 병조판서 이온李蒕, 어머니는 이회李薈의 딸이다. 김수온(金守溫, 1410~1481), 강희맹
(姜希孟, 1424~1483), 김종직(金宗直, 1431~1492)과 함께 조선을 대표하는 문장가로 평가된다. 17세의 나이에 진사
시에 합격한 후 식년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고, 집현전 부수찬副修撰에 임명되었다. 이후 응교應敎로 승진하였고, 여러 관직
을 거쳐 이조와 형조의 판서, 좌·우참찬을 역임하였다. 그가 외직인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병이 났을 때는 임금(세
조)이 약을 하사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특히 예악禮樂뿐 아니라 병법에도 능했던 그는 율律·역曆에도 능하였던 인물이
다.
목판본 『삼탄집』은 권1에서 권3까지는 서序·행장行狀·묘표墓表·부賦·사辭, 권4에서 권6까지 그리고 권7에서 권9까지는

시詩, 권10에서 권11까지는 기記·서序, 권 12에서 권13까지는 잠箴·서書, 권14에서 권15까지의 책6에는 비갈碑碣·묘지墓

誌

등이 수록되었다. 이 책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3.7×16.5㎝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9행 18자이다.

내용 가운데 「통상인허곡通上人虛谷」 등 일본과 류큐琉球에서 온 사신들과 함께 왔던 승려들과 화답한 시 여러 수, 기문

가운데 보이는 「명석사만경헌기椧石寺萬景軒記」, 송서送序나 시서詩序에 보이는 상인上人 등 불교와 관련되는 글들로 보아 불
교사상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살필 수 있는 글이 많아 사료로서도 의미가 크다.
정제규

권1 권수

권15 권말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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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오갑사지
州충주 석조여래좌상

유형문화재

忠州 烏岬寺址 石造如來坐像

Stone Seated Buddha at Ogapsa Temple Site,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4호
수 량 1점
지정일 1984. 12. 3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모점1길 404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충주 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은 충주시의 서북쪽 끝에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과 경계를 이루는 오갑산(烏岬山, 609m)
의 동쪽 기슭에 산촌으로 형성된 모점리 동막 마을에 있는 석조불상이다.
이 불상이 있는 자리는 본래 절터였으나 지금은 마을이 형성되어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며 민가 옆에 남아있는 이
불상만이 오랜 풍상을 겪으며 옛 절터를 지키고 있다. 이 절터에서는 ‘명창삼년 임자 칠월明昌三年 壬子 七月’과 ‘오갑사烏岬

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된 바 있다. 명창明昌은 중국 금金나라 장종章宗의 연호로서 명창 3년은 1192년(명종

22)에 해당하므로 이 무렵에 오갑사가 창건되었거나 중수되어 불사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석조여래좌상은 연화대좌蓮華臺座 위에 봉안되어 있으며 광배는 남아있지 않다. 불상의 머리는 곱슬머리 형태의 나발螺

髮이고

정수리가 파손되었으나 육계育髻의 흔적은 남아 있다. 미간에는 직경 1.8㎝ 정도의 백호공白毫孔이 보이고 눈은 거

의 일직선으로 표현되었다. 목은 짧고 시멘트로 보강하였으나 삼도三道가 남아있으며 본래 부드럽고 원만한 상호였을 것
으로 보이나 현재 이마에서 코까지 손상이 심하여 원형을 잃었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드러내고 옷을 왼쪽 어깨에만 걸친 우견편단右肩便袒으로 왼손에 걸친 옷 주름이 양쪽 무
릎을 거쳐 유연하게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였으며 양쪽 무릎 사이에도 유려한 옷주름이 표현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옷자락
이 두껍고 형식화된 모습을 보인다. 발은 결가부좌結跏趺坐하였으며 수인은 손목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항마촉지인降魔觸地

印으로

보이며, 뒷면의 옷 주름 처리도 앞면과 같이 뚜렷한 선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좌는 지대석 위에 하·중·상대석이 차례로 놓여 있다. 하대석은 8잎의 복련伏蓮이 조각되었으나 현재 부분적으로 파

손된 상태인데, 연꽃의 조각수법이 매우 유려하고 윗면에 중대석받침 주위로 깊은 홈을 이루어 연꽃무늬가 매우 화려하
였음을 보여준다. 중대석은 팔각간주형八角竿柱形으로 각 모서리에 우주隅柱가 조출彫出되었다. 상대석은 3중의 연꽃을 양
각한 화려한 앙련이 조각되었는데 현재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상대석 위에 앉아 있는 석불의 바로 뒤에 직경
약 2㎝, 깊이 3㎝ 정도의 홈이 파여 있어 광배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충주 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은 광배와 대좌를 갖추고 있었던 수작秀作으로 전체적으로 원만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
여주고 있으나 짧은 목과 상체에 비해서 큼직한 하체의 두꺼운 옷 속에 감추어진 무릎이 지나치게 넓어 불균형을 이루는
모습도 보인다.
대좌와 불상을 합한 전체 높이는 1.5m에 이르며 좌상의 높이는 73㎝이다. 오갑산 지역에 꽃피었던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이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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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ne statue of seated Buddha
located in the grounds of a private
house in Dongmak Village in Mojeomri is known to have been enshrined in
a Buddhist temple that once occupied
the site.
The statue is 1.5 meters tall
(including a pedestal measuring 73
centimeters), and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local Buddhist
heritage dating back to Goryeo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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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이수일 진무공신교서 및
州충주 초상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8호
수 량 1건 4점(교서 1점, 초상 3점)
지정일 1995. 06. 30

李守一 振武功臣敎書 및 肖像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충주박물관
소유자 경주이씨 국당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Portrait and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Yi Su-il

조선 중기의 무관인 이수일(李守一, 1554~1632)의 진무공신교서와 초상이다.
이수일의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계순季純, 호는 은암隱庵이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키고, 이후 북도병마절도사를

지내는 등 국경 지역 안정에 힘썼다. 1616년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으며,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평안도병마절

도사로 난을 진압하였다. 이에 진무공신振武功臣 2등에 책록策錄되고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1628년에는 형조판
서가 되었고 1631년 남한수어사南漢守禦使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이수일 진무공신교서는 38.6×202㎝ 크기의 두루마리로 일반적인 공신교서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교서의 마
지막에 ‘천계오년 사월일天啓五年 四月日’이라 기록되어 있어 1625년 4월에 반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서의 표제는 ‘교
알성분위출기 진무공신 보국숭록대부 행경상우도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제사 계림부원군 이수일 서敎 謁誠奮威出氣 振武功臣 輔

國崇祿大夫 行慶尙右道水軍節度使 兼 三道統制使 鷄林府院君 李守一 書’이며

이후 공적에 대한 내용과 함께 1등 장만 등 3인, 2등 이수일

등 9인, 3등 남이웅등 20인 총 32인의 이름을 담고 있다. 공신의 녹훈은 공신도감功臣都監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신교
서, 공신녹권功臣錄券, 공신화상功臣畫像, 사패문서賜牌文書, 회맹록會盟錄 등을 작성하여 공신에서 수여하였다.

이수일 초상은 99×184㎝크기로 비단에 채색되었다. 사모와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으로 진무공신으로
책록된 후 제작된 공신초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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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즉위 초기인 1620년대에는 정사공신靖社功臣, 진무공신, 소무공신昭武功臣, 영사공신寧社功臣으로 이어지는 총 4회
의 공신 책록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각 공신도상들은 서로간의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수일 초상은 함께 진무공
신으로 책록된 장만張晩 초상(장만선생영정 및 공신록권, 경기도 유형문화재 142호)보다 정사공신도상인 이시방李時昉 초
상(보물 제1482호)과 구성과 표현에서 많은 유사함을 보여 동일한 화원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
히 검은색에 가까운 단령의 채색과 공수 자세에서 드러나는 손가리개의 표현, 직선으로 곧게 뻗은 단령의 옆트임, 단령
바깥으로 묘사된 의자의 손잡이, 사모의 모정부분 채색을 옅게 하여 구분한 점은 비슷한 시기 다른 공신 초상과는 다른
두 초상만의 특징이다.
얼굴 표현에서도 유사점이 두드러진다. 17세기 초 공신초상은 얼굴의 높은 부분에 붉은 선염을 가하여 전반적으로
붉은 기운이 높은 것이 특징이나, 이수일 초상과 이시방 초상은 붉은 선염보다 얼굴 윤곽과 주름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의복에서 보이는 해치흉배獬豸胸背와 서대犀帶의 구성은 초상이 제작된 17세기 초 공신초상의 특징을 보인다. 경국대전
에 의하면 해치는 본래 문관인 종2품 대사헌의 흉배문양이며 서대는 1품관을 나타낸다. 하지만 17세기 초의 공신초상
에서는 무관이 해치흉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왔었던 명대 말기의 중국 무관들
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대는 그가 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계림부원군으로 봉해졌음을 잘 보여준다.
바탕의 비단은 올이 곱고 채색의 탈락도 적으나 한국전쟁 당시 초상을 접어서 이동한 탓에 세로 방향으로 길게 두 번
꺾인 상처가 있다.
함께 전하는 2점은 모두 초본으로 각각 이수일의 정면과 좌안7분면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전반적으로 전신상인 정본
과 유사한 화법으로 제작되었으나, 정면상은 인물의 묘사력이 다소 떨어진다. 사모와 단령 등 얼굴 외적 요소는 간략히
묘사되어 초본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심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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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two cultural relics are the portrait of Yi Su-il (1554~1632), a military 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and the
royal certificate issued to him to certify that he had been honored with the title Jinmu Gongsin, or “Meritorious Subject of
Extraordinary Military Might.”
The portrait measures 99㎝ by 184㎝, and is painted on silk. Yi Su-il is portrayed seated in a chair, wearing a roundcollared robe with a black silk hat, suggesting that the painting was made to commemorate his reception of the honorary
title. The royal certificate, measuring 202㎝ by 38.6㎝, is in the form of a handscroll and contains a record that it was issued
in the fourth month of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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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임경업 초상
州충주 林慶業 肖像

Portrait of Im Gyeong-eop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9호
수량 | 크기 1점 | 90×160㎝
지정일 1995. 06. 3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소유자 평택임씨 충민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 중기 무신인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의 초상이다.
임경업은 충주 출생으로,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이다. 임경업은 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에

서 공을 세우면서부터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이후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병자호란과 명明의 멸망 속에서도

반청反淸에 대한 의지를 굳게 세웠던 그는 심기원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취조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후 숙종대에 이르

러 그의 관직을 추서하고 충민공忠愍公의 시호를 받았다.

임경업의 초상은 가로 90㎝, 세로 160㎝ 크기로 비단에 채색되었으며, 화면 우측 상단에 ‘충민공임장군유상忠愍公林將

軍遺像’이란
公故蹟』에

표제가 해서로 쓰여 있다. 동일한 도상의 초상이 국립중앙박물관에 1점 전해지고 있는데 『임충민공고적林忠愍

따르면 임경업이 47세 되던 해인 1640년 6월, 명의 장수가 임경업의 모습을 황제에게 보이기 위해 화가를 보

내어 초상 2벌을 그리고, 그 중 1벌을 임경업에게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 초상은 당시 중국에서 제작된 초상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중국식 초상 양식을 지니고 있어 원본을 바탕으로 18~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초상의 중국적 특징은 17세기에 중국에서 제작된 조선인의 초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실학박물관에 소장
된 김육(金堉, 1580~1658) 초상은 중국 청나라 화가 호병胡炳이 그려준 《송하한유도松下閒遊圖》와 마찬가지로 중국 화가
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임경업과 김육의 초상은 사모와 단령의 형태에서 조선과 다른 명대 초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사모는 모정이 일정하게 올라가고 양 날개는 세부묘사 없이 곧게 뻗어있는 중국식 사모 표현을
따르고 있다. 단령 또한 목의 깃이 넓게 표현되었으며, 날렵한 필선으로 옷주름을 표현한 것도 중국식 표현으로 볼 수 있
다. 임경업이 앉은 의자의 호피 또한 중국적 특징을 지니는데, 인물에서부터 뻗어가는 호랑이 가죽의 무늬와 의자에 걸
친 형태는 17세기 중엽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 정곤수 초상傳 鄭崑壽 肖像》의 호피표현
과 유사하다.
이러한 중국적 특징과 달리 임경업 초상 속 단령은 17세기 후반 이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구름무늬를 지니고 있어
이모될 당시의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몸을 크게 그린 중국식 초상과 달리 몸을 현실적으로 그린 것
도 차이라 볼 수 있다. 흉배는 화려한 보색을 지니나 구성은 간략화되었다. 초상 화면의 오른쪽에는 높은 상이 위치하고
그 위에 대나무·매화·소나무로 꾸며진 백자화병과 연화좌대에 해태가 올라가 있는 금빛 향로가 붉은 좌대 위에 올라가
있다. 백자화병 속 식물은 세한삼우歲寒三友를, 해태는 무인을 의미하여 곧 장군으로써 임경업의 충절과 무공을 상징하고
있다.
심경보
This portrait of Im Gyeong-eop (1594~1646), a renowned military official of mid Joseon, measures 90㎝ by 160㎝, and
is painted on silk. Another copy made from the same original is hel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Seoul. This
particular work reflects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Chinese portraiture, suggesting that it was produced from the original
during the eighteenth or nine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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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유백증 초상
州충주 兪伯曾 肖像

유형문화재

Portrait of Yu Baek-jeung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0호
수량 | 크기 1점 | 95×174㎝
지정일 1995. 06. 3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소유자 기계유씨 충목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 중기 정사공신에 책록된 유백증(兪伯曾, 1587~1646)의 초상이다. 유백증의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자선子先, 호

는 취헌翠軒이다. 1623년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으로 기평군杞平君에 봉해졌다.

유백증은 성품이 강직하여 직언을 아끼지 않아 화를 입기도 하였으나 굽히지 않았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는
동안 청淸과의 화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말년에 국가자강책國家自强策에 대하여 10조條를 들어 상소한 이후 사
직하고 은거하였다. 이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이 초상은 95×174㎝의 크기로 비단에 채색되었다. 초상 속 유백증은 단령을 입고 채전彩氈 위 의자에 앉은 공신초상

의 형식으로 묘사되었다. 수염이 짧고 주름이 없는 젊은 모습으로 보아 정사공신으로 녹훈될 당시인 30대 후반의 모습
으로 추정된다. 이 초상은 모정의 중심선이 드러나는 사모표현과 모란이 두드러진 흉배표현, 공수한 손 가리개의 노출
및 녹색과 흑색으로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돌출된 두 겹의 무와 직선으로 떨어지는 옆트임의 형태 등 같은 정사공신으로
녹훈된 이시방李時昉 초상(보물 제1482호, 대전역사박물관 소장)과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자의 우측 손잡이
묘사가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흉배는 당하관이 사용한 백한흉배로 두 마리의 백한을 모란과 구름이 둘러싼 형식으로 유
백증이 정국공신으로 정5품 지평持平이었던 시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흉배 속 백한이 푸른 반점을 가진 두 가닥의 꼬리

를 지니고, 여백에 크고 화려한 모란이 배치된 것은 17세기 후반 백한白鷳흉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화려한 흉배에 비해 단령은 비교적 소략하게 표현되었다. 옷주름은 짙은 먹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고, 별다른 문양없
이 옷 전체를 짙은 자주색으로 칠하여 평면적 느낌을 주고 있다. 얼굴은 도드라진 부분을 붉은 선염을 통해 강조하였다.
바닥에는 조선 중기 초상의 특징인 채전을 묘사하여 17세기 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심경보

This portrait of Yu Baek-jeung (1587~1646), a civil official of mid Joseon, shares the same style as the portrait of Yi Sibang (1594~1660) designated as Treasure No. 1482 and currently stored in the Daejeon History Museum. Both officials were
granted the title of Jeongsa Gongsin (Meritorious Subject for Defender of the Dynasty) by King Injo (r. 1623~1649) for their
distinguished services during the Rebellion of Yi Gwal in 1624. The similarities of their portraits are particularly apparent
in the depiction of the official silk hat and robe emblazoned with a rank badge and sleeves covering hands, while the right
armrest is not depicted in Yu’s portrait.
The arrangement of sumptuous peonies on the rank badge and the floral carpet on the floor are characteristic elements
of Korean portraits of the seven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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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허한 · 허적 초상
州충주 許僩 · 許積 肖像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수 량 2폭
지정일 2000. 10. 27

Portraits of Heo Han and Heo Jeok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소유자 양천허씨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문신이었던 허한(許僩, 1574~1642)과 허적(許積, 1610~1680)의 초상이다.

허한은 조선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의보毅甫이며, 호는 행오杏塢로, 함께 초상이 전하는 허적의 아버지이다.
허한 초상은 63×147㎝ 크기로 사모와 단령을 입고 공수한 자세로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이다. 화면 좌·우측에는 후
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화기가 각각 “광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행오공허한廣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杏㮧公許僴”과 “증대광보
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행통정대부이천도호부사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領議政兼領經
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通政大夫利川都護府使”라

적혀있어 허한의 품계를 알 수 있지만, 초상이 제작된 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전통화법과는 다른 자세와 배경 묘사를 통해 이 초상이 근대 이후에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초상 속 허한은 몸은 정면을 향하면서도 얼굴은 좌안7분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는 얼굴묘사는 전통적 구도를 따르
면서도 몸은 근대기 사진식 구도를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단령은 문양 없이 청색으로만 채색되었고, 흉배 또한 정밀하
게 그려지지 않았다. 의자와 바닥의 화문석도 조선 후기의 초상 양식에 비해 간략화 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얼굴부분은
보다 세밀한 음영처리가 주목되며 얼굴바탕이 배채 없이 상당히 두텁게 채색되었다. 화면 전체적으로 결손부위가 많다.
허적의 본관은 양천, 자는 여차汝車, 호는 묵재默齋·휴옹休翁, 시호는 숙헌肅憲이다. 조선 후기 온건파 남인이었던 탁남의
영수로 호조판서·형조판서·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총 3번에 걸쳐 영의정을 지냈다.
허적 초상은 83.5×162㎝의 크기로 사모에 단령을 입은 전신좌상이다. 화면 우측에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허적진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領議政兼領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許積眞”, “효
묘계사평안도관찰사시사십사세본孝廟癸巳平安道觀察使時四十四歲本”, “당저이십년병진칠월중모當宁二十年丙辰七月中摹”란 화기畵記

가 남아 있어, 이 초상이 그가 44세 때인 1653년(효종 4)에 제작되었고, 그가 최종적으로 복관된 이듬해인 1796년(정
조 20)에 모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허적은 1653년에 사문사査問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종2품인 평안도관찰사에 제수

되었다가, 이듬해인 1654년 특별히 정2품으로 승진되어 원접사遠接使로 청에 다녀오게 된다. 초상 속 허적은 당상관임을

알리는 운학흉배와 2품임을 보여주는 학정금대를 하고 있어 1653~1654년 즈음의 모습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초상은 이모될 당시인 18세기 후반의 양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여러 부분에서 초상이 제작되었던 17세기 중반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채전彩氈은 카펫의 일종으로 조선에서는 16세기 초부터 17세기 말까지 초상의 주요 배경으로 사용
되었으며, 다양한 문양과 색상으로 그림의 화려함을 더하였다. 이 초상의 채전은 화려한 문양 대신 붉은 단색으로 간략
하게 묘사되었고, 배경과의 구분을 위해 오색의 띠만을 두르고 있어 18세기 후반 이모될 당시 남겨놓은 원작의 영향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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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초상은 여러 부분에서 18세기 중반과 19세기의 초상 양식을 고루 담고 있다. 먼저 모정이 높고 날개가 짧은
사모와 단령의 문양, 목에 가까운 단령의 옷깃, 얼굴과 발이 표현된 표피豹皮, 족좌대의 형태는 1751년에 제작된 분무공
신 초상의 구성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흉배표현에 있어서는 19세기에 유행한 복잡한 구성과 화려한 표현
을 찾아볼 수 있다. 여의문으로 상단을 구성하고 작은 구름으로 동물의 주변을 채우며, 하단에 괴석과 파도문양을 배치
한 것은 19세기 초상에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초상은 17세기 초상 양식의 흔적과 18세기와 19세기의 초상
양식을 이어주는 독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심경보

These two paintings are the portraits of Heo Han (1574~1642), a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mid Joseon, and his son
Heo Jeok (1610~1680), who was also a renowned scholar-official.
The portrait of Heo Han is notable for the combined use of traditional composition to depict the face and modern
photography to depict the body, which, together with the sitter’s pose and the background, suggests that it was mad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portrait of Heo Jeok, however, was painted in 1653 when he was 44 years old and reproduced in 1796, according to
the post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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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이수일 신도비
州충주 忠州 李守一 神道碑

유형문화재

Stele for Yi Su-il,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5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1. 03. 3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석교길 19
소유자 경주이씨 충무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충주 이수일 신도비는 형조판서 이수일(李守一, 1554~1632)의 일대기를 기록하여 그의 무덤 남쪽 170여m에 세운
비碑로 충주 이수일 묘소(충청북도 기념물 제21호)와 사당인 충훈사忠勳祠가 함께 위치하고 있다.

이수일의 자는 계순季純, 호는 은암隱庵,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 때 공을 세

웠고,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진무공신 2등에 책록되고 계림부원군에 봉해졌다. 1627년(인조 5) 형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1632년 사망한 후 좌의정에 추증되었고 1686년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충주 이수일 신도비는 그가 죽은 지 35년 만인 1667년(인조 10)에 세워졌다. 귀부는 화강암 재질로 225×326×96
㎝ 크기이다. 몸체에 비해 목이 굵고, 거북머리를 23° 위로 들어 기어가는 듯한 모습은 웅장하고 힘차게 보인다. 등에는
가장자리에 연꽃을 펼치고 비좌를 향하여 연 줄기를 새겼다. 비신은 대리석 재질로 97×243×26㎝ 크기이다. 글자는
앞면과 뒷면에 음각했다. 이수는 대리석 재질로 125×80×50㎝ 크기의 운룡문을 새겼는데 전면과 후면에 각각 2마리
의 용머리를 조각하고 이수받침에는 22개의 연꽃을 새겼다. 전체 높이는 429㎝로 규모가 크다.
두전頭篆 전·후면에 ‘계림부원군증의정부좌의정시충무이공신도비명鷄林府院君贈議政府左議政諡忠武李公神道碑銘’라 썼고, 글자
의 크기는 7×9㎝이다. 비제는 ‘유명조선국 증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영 경연사행갈성분위출기진무공신보국
숭록대부계림부원군겸형조판서지훈련원사오위도총부도총관사도부원수시충무이공신도비명병서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祿大

夫議政府左議政兼領 經筵事行竭誠奮威出氣振武功臣輔國崇祿大夫鷄林府院君兼刑曹判書知訓練院事五衛都摠府都摠管四道副元帥 諡忠武李公神道碑銘幷序’이

며, 이경여李敬輿가 찬하고, 김좌명金佐命이 글씨를 썼으며, 김수항金壽恒이 두전을 썼다. 비문은 해서로 음각했으며 전면과

후면 각각 25줄 90자로 4,110여 자이고 글자의 크기는 2.5×2.5㎝이다. 보존 상태는 양호하며 비문은 모두 판독이 가
능하다.
이수일 신도비의 귀부는 장중하고 힘차게 보이며 이수의 조각은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새겨 조선시대 후기의 조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비문은 당시의 제도와 임진왜란, 이괄의 난을 살필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며, 비문은 도연
명체를 본받은 김좌명의 글씨로 서예 연구에도 중요하다.
최일성

The Stele for Yi Su-il was built in 1667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Yi Su-il (1554~1632), a military 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05, the stele is located in
the vicinity of Yi’s tomb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21) and shrine, Chunghunsa. The tortoise-shaped pedestal
and ornamental capstone exhibit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sculptural heritage of late Joseon, while the inscription
provides information about some historical facts and calligraphy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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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불설대보부모은중경
州충주 佛說大報父母恩重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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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4호
수 량 1책(19판)
지정일 2003. 05. 09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직동길 271-56 석종사
소유자 김정순
시 대 조선시대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줄여서 『부모은중경』이라고도 한다. 이 책은 중국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

이 한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것으로, 1407년(태종 7) 간행한 판본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의 앞부분은 태어나
성장하기까지의 부모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삽화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뒷부분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손
들이 지켜야할 규범이나 행동을 기술하였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구마라습의 한역과 계환의 주석 이후 여러 판본이 전하고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1407∼1454년 사이에 간행된 적이 있는데, 1407년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432년(세종 14) 명빈김씨明嬪金氏가 발원하

여 궁중에서 간행한 판본과 1454년(단종 2) 평양 광법사廣法寺에서 개판된 판본이 전한다. 이 책은 1407년 판본을 저본
으로 판단하지만 정확한 간행 연도는 미상이다. 이 책은 표지가 없는 점과 내지에 묻은 얼룩으로 보아 복장물일 가능성
이 높다. 합천 해인사 김일타金日陀 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현 소장자인 석종사 혜국惠國 스님이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
다.

138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크기는 27×14㎝이며, 모두 19판의 목판에 새겨 인출한 것이다. 판의 크기는 21×50㎝로,
행수는 매판 28행, 자수는 매행 15자이다. 글자 크기는 1.5~2㎝이다. 함께 수록된 삽화는 매우 뛰어나다. 이 책은 장정
이나 각 장 첫머리의 자형字形과 내용, 「제이임산수고은第二臨産受苦恩」의 송왈頌曰과 삽화 계발참수도啓發懺修圖 등이 1407년
판본과 동일하다.
표제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라 하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요진삼장사문구마라습봉 조역姚秦三藏沙

門鳩麻羅什奉 詔譯’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일회탐수호은第一懷躭守護恩」으로부터 「제십구경연민은第十究竟憐愍恩」까지 ‘송왈頌曰’

의 내용과 삽화가 있다.
석종사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1407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본으로 가치가 높으며, 지질 등 보존 상
태가 양호하여 서지학은 물론 국어와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강민식

Bulseol daebo bumo eunjunggyeong (Sakyamuni's Teaching on Parental Love) is also known as Bumo eunjunggyeong for
short. The book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Kumarajiva of the Later Qin Dynasty and was annotated by the Song monk

Jiehuan. This copy is presumed to have been the edition printed in 1407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ng of Joseon).
The first half of the book is an illustrated explanation of ten types of love bestowed by parents upon children throughout all
stages of their life, from birth to adulthood. The second half sets out the norms of filial conduct to be follow by children in
order to repay the kindness of their parents.

권수

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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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추평리 삼층석탑
州충주 忠州 楸坪里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in Chupyeong-ri,
Chungju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5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3. 06. 1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576-6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충주 추평리 삼층석탑은 추평리 탑평마을의 서쪽 도로변 옆 경작지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단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갖춘 석탑이며 양식을 볼 때 고려시대 전반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탑 주변 지
역에서 기와류, 토기류, 자기류 등이 수습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이곳이 사지寺址였음을 알 수 있다. 사명寺名과 사력寺歷 등
은 밝혀진 바 없으나 수습된 유물의 편년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 중기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변
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되어 있는 ‘엄정사嚴政寺’일 가능성이 크나 현재로서 확인할 수는 없다.
석탑은 높이 약 2.4m이며 단층기단과 3층의 탑신부로 구성되었다. 2008년 시굴조사 실시 전까지 지표에 2매의 판석
으로 이루어진 갑석을 콘크리트로 보강하고, 그 위에 3층의 탑신석과 옥개석, 1매의 상륜부재만이 남아있었으나 석탑의
해체복원과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며 매립되었던 기단부가 확인되었다.
지대는 판석형의 여러 석재를 2단으로 조성하였으나 서로 다른 석재가 혼용되었고, 일부는 새로 제작하여 끼웠다.
기단 면석 괴임대는 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였고 측면과 상하면 모두 정면 상태가 불규칙하다. 기단 면석은 4매의 판
석형 석재로 결구되었고 네 면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탑신부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매로 조
립된 갑석 위에 초층탑신이 올려져 있으나 탑신괴임은 원 부재가 아니라 지대석의 일부와 함께 보수 과정에서 새로 끼워
넣은 것이다. 탑신의 양쪽에는 우주가 정연하게 모각되었다. 낙수면은 급하고 전각의 받침이 있으며 탑신괴임은 생략되
었다. 옥개의 양쪽 끝에는 풍경원공의 흔적이 또렷하고 층급받침은 모두 4단이다. 상륜부에는 원통형 석재가 있어 복발
로 보이는 부재가 남아있으나 전반적인 형태와 찰주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석탑부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각
층 옥개석과 탑신석의 비율을 볼 때 탑은 5층의 탑신을 갖춘 석탑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3층까지 남아있다.
충주 추평리 삼층석탑은 석탑 기단 적심의 규모가 작고 견고성이 약한 점, 기단토의 다짐 현상이 없는 점, 동쪽 지대
석을 갖추지 않고 석축을 한 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서로 다른 석재가 혼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단부의 일
부 석재는 다른 부재를 전용하였고, 현재의 자리는 원위치가 아니라 이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신라시대 양식을 이어받은 고려시대 석탑으로, 다소 변형된 고려 초기 탑의 양식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장준식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located by a road to the west of Tappyeong Village in Chupyeong-ri, Eomjeong-myeon,
Chungju-si consists of a three-story body placed upon a single-tier base, whose style suggests that it was built in the early
Goryeo period (918~1392).
The condition of the base, some of whose original stones appear to have been lost and replaced with new stones, suggests
that the pagoda was moved from its original location. The pagoda is comparatively well preserved and widely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about early Goryeo stone pagodas, whose style was still broadly reminiscent of Unified Silla
pago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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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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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원평리 삼층석탑
州충주 忠州 院坪里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Wonpyeong-ri,
Chungju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5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4. 04. 02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108-1
소유자 충주시
시 대 고려시대

충주 원평리 삼층석탑은 충주에서 주덕을 지나 장호원으로 가는 쪽의
넓은 들판 가운데 있는 원평리 마을 절터에 있는 석탑이다. 전설에 의하
면 신라 성덕왕(재위 702~737) 때 창건되었다가 병자호란 때 폐사된 선
조사宣朝寺 터라고 전해지나 확실한 문헌근거는 없다. 절터에는 고려시대
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입상과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데 석불의
규모가 크고 조각수법이 우수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
로 짐작되며, 주변에서는 기와편과 자기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탑은 3층으로 추정되나 현재 옥개석은 2개만 남아있다. 지대석은
자연석이나 원부재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그 위에 4매의 판석을 사용하여
기단을 구성했다. 2매의 판석은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세웠고 2매
는 그 사이에 끼웠다. 2007년 이전까지 남동쪽면의 판석이 결실되어 있
1921년

었으나 이후 신부재를 끼워 넣었다. 남서쪽과 북동쪽면에는 우주와 향로

가 부조浮彫되어 있다. 기단갑석은 하나의 석재로 조성되었고 마모가 심한편이나 상면에 1단의 탑신괴임이 있다. 1층 탑

신석은 각 면에 우주와 뒷발을 딛고 선 사자상獅子像으로 추정되는 상이 부조되어 있다. 1층 옥개석은 하면 3단의 옥개받

침과 상면 1단의 탑신괴임이 있고, 탑신괴임에는 2층 탑신석을 결구하기 위해 파낸 흔적이 관찰된다. 2층 탑신석은 1층
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든다. 2층 옥개석은 하면 3단의 옥개받침이 있고 최하단의 받침에는 2층 탑신석을 결구하기 위해
파낸 방형의 흔적이 관찰된다. 상면에는 1단의 탑신괴임이 있고 괴임면에 3층 탑신석을 결구하기 위한 흔적이 남아있
다. 3층 탑신석은 우주가 남아있으며 옥개석은 결실되었고 바로 노반석이 있다. 찰주공은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세장細長한 느낌을 주는 작은 석탑이며 탑신의 결구방식, 전체적인 형태와 비례 등을 통해 보았을 때 고려
시대 탑으로 추정된다.
박상일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Wonpyeong-ri stands at a temple site in Wonpyeong-ri, Chungju. Presumed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it originally consisted of three-stories, but the top story has been lost. The
pagoda is comparatively long and slim, and is accompanied by a stone statue of standing Buddha which is also presumed to
date back to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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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청룡사 위전비
州충주 忠州 靑龍寺 位田碑

Wijeonbi Stele of Cheongnyongsa Temple,
Chu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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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2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4. 09. 27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충주 청룡사 위전비는 청룡사 소유 토지를 기록한 비석으로 충주 청
룡사지 보각국사탑(국보 제197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등(보물 제656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보물 제658호), 충
주 청룡사지 석종형 승탑(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4호)으로 가는 입구
인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산32에 위치한다.
청룡사는 고려 말 창건되어 보각국사普覺國師가 암자에 은거하고 있을

때 태조가 대사찰을 지어 사세를 확장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과 『충

청도읍지忠淸道邑誌』에 청룡사가 언급되나 이후 고종 때 발간된 『호서읍
지湖西邑誌』에 없어졌다는 기록을 통해 청룡사는 고려 말에 창건되어 18

1980년대

세기까지 법등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충주 청룡사 위전비는 1692년(숙종 18) 통정대부 숭휘崇徽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석은 화강암으로 만든 귀부
형 받침돌과 비신 및 덮개돌로 구성되었다. 귀부는 141×182×76㎝ 크기로, 등에는 6각형 귀갑문을 2.5㎝ 두께의 테두
리로 양각하으나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 편이다. 용두는 똑바로 세웠으나 용두의 뒤가 몸체에 붙어 어색해 보이고 섬세
한 표현이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 12㎝ 두께의 비좌는 양옆이 떨어져 나갔다.
비신은 69×140×23㎝크기이고 전면에 청룡사의 위전(位田 : 관청·학교·사찰·능 등의 유지경비를 위해 설정된 토
지)의 용도, 위전의 약탈, 신도들이 기부한 소유 토지의 대강을 125자로 음각하였다. 뒷면은 신도들이 기증한 토지와 시
주한 금액, 승려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뒤에 2차례 추가로 기록하였다. 전면과 후면의 비문은 모두 판독이 가능하다.
덮개돌은 우측 일부가 떨어져 없어지고 92×69×73㎝ 크기만 남아있다. 덮개돌지붕은 화려하고 섬세한 구름과 용무늬
를 조각했는데 용마루 양끝과 내림마루 끝에 모두 6마리의 용머리를 조각하였다.
충주 청룡사 위전비는 사찰의 경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비석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는 불교를 신
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당상관인 통정대부 6명, 가선대부 2명이 시주를 한 내
용과 현재는 없어진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논은 임답任畓·경답經畓·진답眞畓·안답雁畓·복답福畓·공답貢畓 등 18종이,
밭은 약전約田·법전法田·마전麻田 등이 나타나고, 토지면적은 결結·두락斗落·작作·승升·복卜·일경日耕·이일경二日耕·반일경半

日耕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충주 청룡사 위전비를 세웠을 17세기 당시 사원寺院경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

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최일성

This stone monument built in 1692 contains a record about the land owned by Cheongnyongsa Temple, which was a
source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temple. The inscription on the vessel provides valuable clues about
the economy of Buddhist temples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cluding place names, the names of tracts of farmland, and
the units of measurement used to measure land area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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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불설사십이장경
州충주 佛設四十二章經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65호
수 량 1책
지정일 2005. 01. 07

Sasibijanggyeong (Sutra of Forty-two Chapters)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직동길 271-56 석종사
소유자 김정순
시 대 고려시대

권수

Sasibijanggyeong (Sutra of Forty-two Chapters) is the first Buddhist scripture brought to China from India. It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two monks of the later Han, Kasyapa Matanga and Dharmaratna, and was annotated by the Songdynasty monk Shou Soui (1072~1147).

This version of the Sutra of Forty-two Chapters , printed in 1384 (the 1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U of Goryeo), had

a seminal influence on Korean Buddhist thinking. The book discussing essentials of Buddhism is organized into fortytwo chapters. Teachings of Sakyamuni Buddha are concisely explained through the use of appropriate parables and
comparisons. Although the precise date and place of publication are unknown, this book is presumed to have been printed
sometime in late Goryeo or early Joseon. It is considered an important document for understanding the printing culture of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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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색 발문

『불설사십이장경』은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된 최초의 경전으로 후한後漢 가섭마등迦葉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함께 한역하

고 송宋의 사문沙門 수수(守遂, 1072∼1147)가 주해하였다.

석종사 소장 『불설사십이장경』은 1384년(우왕 10)에 간행된 판본으로 한국 불교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끼친 책이
다. 『불유교경佛遺敎經』, 『위산경책潙山警策』과 합철 하였으며 『불조삼경佛祖三經』으로 불리었다. 합철된 『불유교경』과 『위

산경책』은 일명 『불입열반약설교계경 佛入涅槃略說敎誡經』이라고도 한다. 『불유교경』은 후진 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什,

344~413)이 한역하고 수수가 주해한 것이며, 『위산경책』은 당의 영우(靈佑, 771~853)가 찬하고 수수가 주해한 것이
다. 세 책 모두 수수가 주해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권수제는 ‘불설사십이장경’으로, 내용은 고苦·무상無常·보시布施·애욕愛慾의 단절 등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나누고
석가의 가르침을 적절한 비유와 함께 간단하게 풀이하였다. 권말 이색(李穡, 1328~1396)의 발문에 의하면 1384년에
지봉志峯, 지도志道, 각온覺溫 등이 중간重刊하였다고 한다. 인쇄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아 1384년 초쇄본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24.2×16.2㎝이다.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며, 반곽은 21.5×14.5㎝ 크기로 계선이 있

고, 8행 17자로 주는 쌍행雙行이다. 어미는 상하흑어미上下黑魚尾이다. 판심제는 사십이장四十二章, 유교遺敎, 위산潙山이다. 서

문은 지원병술至元丙戌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가 썼으며, 발문의 간기는 ‘청룡갑자시월일 추충보절동덕찬화공신 삼중대
광한산부원군 이색 발靑龍甲子十月日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 三重大匡韓山府院君 李穡 跋’이다. 장수張銖가 쓴 『위산경책』의 서문이 있는

데, ‘소흥구년십이월단일근서紹興九年十二月旦日謹書’라 하였다. 책 앞부분의 서문 일부가 결락되었으나 인쇄상태는 선명하다.

이 책의 판본은 두 계통이 알려졌는데, 계선이 없는 1361년(공민왕 10) 전라도 전주 원암사圓嵓寺 판본과 계선이 있는

1384년 판본이 있다. 충주 석종사 소장본은 계선과 발문으로 보아 1384년 판본으로 판단된다. 일부가 습해를 입었지만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정확한 간행년과 간행처를 알 수 없지만, 고려 말 조선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당
시의 인쇄문화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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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인천안목 권상
州충주 人天眼目 卷上

유형문화재

Incheon anmok (Vision of Five Supreme
Patriarchs), Volume 1

권수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66호
수 량 1책
지정일 2005. 01. 07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직동길 271-56 석종사
소유자 김정순
시 대 조선시대

권말 지문

『인천안목』은 중국 선종禪宗의 대표적인 오종五宗 조사들의 행적과 언구言句를 요약하여 남송宋의 승려 회암晦巖 지소智

昭가

찬술한 책이다. 지소는 선종의 5종인 위앙종潙仰宗, 임제종臨濟宗, 조동종曹洞宗, 운문종雲門宗, 법안종法眼宗 조사들의 언

행을 요약·편집하였다. 고려 때 강금강姜金剛이 원나라에서 간행한 판본을 무학대사(武學大師, 1327~1405)가 입수하여
1395년(태조 4) 회암사檜巖寺에서 번각하였다. 『인천안목』은 숙종 때 지안(支安, 1664~1729)이 지은 『선문오종강요禪門

五宗綱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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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본이 되었을 정도로 선가禪家에서 널리 읽힌 선서禪書의 하나이다.

충주 석종사 소장 『인천안목』 권상은 무학대사의 번각본을 1529년(중종 24) 순천 송광사에서 다시 판각하여 찍어낸
책이다. 권말의 지문誌文과 이색(李穡, 1328~1396)의 발문을 통해 원의 경사京師에 세운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

寺에서

고려인 진성군晋城君 강금강이 1357년(공민왕 6) 중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조선 태조의 왕사王師였던

무학대사가 입수하여 회암사에서 번각한 것이 널리 유통되었다.
이 책은 목판본 1책, 63장으로 27.5×16.8㎝ 크기이다.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은 18.5×13.3㎝ 크기이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 10행 20자이다. 판심제는 목目이며,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앞표지는 결락되었고,

뒷 표지 안쪽에 묵서로 ‘동치육년정묘칠월초이일제수同治六年丁卯七月初二日題手’라 하여 1867년(고종 4) 개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권상 끝 지문은 ‘비구약천대독比丘若川對讀 형잠옥천주산종산荊岑玉泉住山鍾山 심궐광수백배芯厥廣壽百拜 자덕대부자정
사강공금강졸중중판유경사고려대성수경선사資德大夫資正使姜公金剛卒衆重板留京師高麗大聖壽慶禪寺 지정십칠년정유삼월송월한인

옥전지至正十七年丁酉三月松月閑人玉田誌’라 하였다.

『인천안목』 권상은 고려 말 조선 초 조선 선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357년 원에서 찍어 1395년
번각한 후 1529년 다시 판각한 내력을 이해할 수 있다. 1395년 판본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비록 후쇄본이지만 조선
전기의 불교와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강민식

Incheon anmok (Vision of Five Supreme Patriarchs)
describes the lives and works of the founders of the five
major Zen Buddhist sects of China, providing also their
most famous sayings. It was compiled by Huiyan Zhizhao
of the Song Dynasty. This first volume of Incheon anmok
in the collection of Seokjongsa Temple in Chungju is a
reprint of the Buddhist monk Muhak’s edition, made using
a newly-carved printing blocks. It was printed in 1529
(the 2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ungjong of Joseon), in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Although a reprint dating from a later period, this book
is valued for the light it sheds on early-Joseon Korean
Buddhism and bibliographic research into thi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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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州충주 권7~10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67호
수 량 4권 1책
지정일 2005. 01. 07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七~十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직동길 271-56 석종사
소유자 김정순

Jabi doryang chambeop (Repentance Ritual of the
Great Compassion) Revised Version, Volumes 7-10

시 대 조선시대

권9 권수

Jabi doryang chambeop (Repentance Ritual of the Great Compassion) Revised is a book that describes the ritual for the
passage of dead souls to the Buddhist heaven and was written by a group of eminent monks who lived during the time of
Emperor Wu of the Liang. This book was printed twice, using wood printing blocks; once during the reign of King Gongmin
of Goryeo and onc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This copy of Jabi doryang chambeop Revised, preserved in Seokjongsa Temple in Chungju, although it is identical to the

edition of 1352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Gongmin of Goryeo) and is in the same printing style, appears to have been
printed much later, during Seongjong’s rule of Joseon. This book is considered of inestimable value for the printing style of
late Goryeo it faithfully retains, as well as for its clearly established circumstances of public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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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죽은 자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해 중국 양梁 무제武帝 때 고승법사高僧法師들이 찬술한 책이

다. 이 책은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와 조선 세종世宗 때 목판본

으로 간행된 바 있다.
충주 석종사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1352년(공
민왕 원년)에 간행된 판본과 판식이 같으나 권말 묵서墨書를

통해 조선 성종成宗 연간(1470∼1490)에 찍어낸 후쇄본으로

보인다. 이 책은 상교심정詳校審訂한 10권짜리 정본을 바탕으

로 한다. 본래 두루마리 형식으로 판각한 것을 선장본線裝本
으로 만든 것이다. 이 책은 1352년에 간행된 보물 제875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과 판식 체제가 같다.
표지는 없는 상태이나 끝부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제
십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第十’으로 책명을 알 수 있다. 권7부터 권

10까지 4권 1책만 전한다. 전통적인 장정과 다른 4침四針으

로 특이하다. 광곽은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높이는 25.8㎝이
다. 계선은 없으며 반엽은 5행 13자이다. 매권 두 번째 장
행간에 권수를 표시하고 각장 판차板次를 표시하였으며 권10

끝에 음의音義를 첨부하였다. 판차는 권7 22판 43장, 권8 21

판 41장, 권9 27판 52장, 권10 29판 56장이다. 각 권 끝에
는 공백을 두었다. 권말 묵서 내용은 “숙의 최씨동발서원인
권말 묵서

성법화일건릉엄일건참 법일건등제경각일건영영수신법보상

상공경공 양이차인성공덕복원 예종대왕영가초생정찰법계중생무상보제진여 실제 사은삼유법계중생개증삼신보개회향원
망부최도일선령리고득낙원풍조우순 국태민안淑儀 崔氏同發誓願印成法華一件楞嚴一件懺 法一件等諸經各一件永永隨身法寶常常恭敬供 養以此印

成功德伏願 睿宗大王靈駕超生淨刹法界衆生無上菩提眞如 實際 四恩三有法界衆生皆證三身普皆廻向願亡父崔道一仙靈離苦得樂願風調雨順 國泰民安”라

기록

되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숙의淑儀 최씨崔氏가 죽은 예종睿宗과 친정아버지 최도일崔道一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발원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도일은 영순군永順君 이부李溥의 장인으로 세조 8년 이전에 사망한 인물이다. 그리고 ‘예종대왕영

가睿宗大王靈駕’라는 기록을 통해 예종 승하 후인 성종 연간에 찍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충주 석종사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고려 공민왕 때의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 성종 연간에 간행한 목판
본으로 고려 말 판식 체제가 그대로 전하며, 조선 성종 때 간행한 배경도 이해할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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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유백증 정사공신교서
州충주 兪伯曾 靖社功臣敎書

Yu Baek-jeung Jeongsagongsin gyoseo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Yu
Baek-jeu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68호
수 량 1축
지정일 2005. 05. 06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소유자 기계유씨 충목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문신인 충경공 유백증(兪伯曾, 1587∼1646)의 정사공신교서이다. 정사공신은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공이

컸던 50명의 인사에게 사급된 공신훈호功臣勳號로, 제1등에는 김류金鎏 등 9인, 제2등에는 김경징金慶徵 등 14인, 제3등에
는 박유명朴維明 등 27인이 임명되었다.

유백증의 본관은 기계杞溪이며 자는 자선子先, 호는 취헌翠軒이다. 증조는 유관兪綰이며, 조부는 우의정 유홍兪泓이다. 부

친은 좌찬성 유대일兪大逸이며, 모친은 풍산군豊山君 이종린李宗麟의 딸이다. 1612년(광해군 4) 진사가 되고,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1621년 병조좌랑이 되었다. 그러나 이이첨李爾瞻 등 권신들에게 아부하지 않아 한직에 머물렀고, 인목대비

仁穆大妃

杞平君에

폐모론에 반대해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 때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으로 기평군
봉해졌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왕을 찾아가 사도시정司䆃寺正에 임명된 뒤, 후금後金과

의 화의가 잘못되었음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1631년에는 충청도관찰사, 1635년에는 경상도관찰사가 되었고, 이듬해인
1636년 이조참판이 되었다. 성품이 강직해 여러 번 직언을 하다가 화를 당했으나, 굽히지 않고 계속해 밀고 나가 충직
함이 인정되어 복직되기도 하였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저서로는 『취헌소차翠軒疏箚』 3권 3책이 있다. 시호는 충

경忠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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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royal certificate issued to Yu Baek-jeung (1587~1646), a civil official of late Joseon, attesting that he was
dubbed a Jeongsagongsin. Jeongsagongsin was a title bestowed upon fifty officials who made a notable contribution in the
Restoration of Injo of 1623. This letter, considered invaluable for the details of rewards issued to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Restoration of Injo, provided in it, is also important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of this event as
well as Jeongmyo Horan and Byeongja Horan, the two successive Manchu invasions that occurred in 1627 and 1636.

교서의 크기는 38×180㎝이며 내용은 초상을 그려 후세에 길이
남기고 관직을 2계급 올려주었고 또한 부모와 처자에게도 마찬가지
로 2계급 올려주었으며, 자식에게는 벼슬의 지위를 영원히 세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관에서 일하는 노비와 공신에
게 내리는 노비 등을 합쳐 19명의 노비, 밭 80결, 은 30량, 옷감 1
단, 말 1필 등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문서의 끝에는 천계天啓 3

년(1623) 4월의 사급일자賜給日字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급일자

위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찍혀 있다.

이 교서는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에 대한 포상의 내역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공신 연구는 물론 인조반정 당시의 인물 및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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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미륵대원지 석조귀부
州충주 忠州 彌勒大院址 石造龜趺

Tortoise-shaped Stone Pedestal at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Chungju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69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5. 05. 06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2-2
소유자 충주시
시 대 고려시대

The tortoise-shaped stone pedestal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was the base of a
monumental stele which has been lost. While the heritage is incomplete, the pedestal is regarded as a valuable piece of
evidence concerning the size and importance of the temple, which enjoyed great prosperity during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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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한 봉우리인 부봉釜峰을 배경으로 월악산과 송계계곡을 바라보며 북향으로 터를 잡아 가람을 이룬 미륵대

원지의 중심부에 남아 있는 석조귀부이다. 본래 비신碑身을 받치기 위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비신은 없고

귀부만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1977년 이 절터에 대한 1차 발굴조사 이전에는 거북의 머리와 등 부분만 지상에 노출
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동쪽 석축과 토사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발굴을 통해 원래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났다.
본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화강암 바위를 이용해 귀부를 조각한 것으로 추정되며, 길이 605㎝ 높이 180㎝에 이르는
거대한 거북 석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머리는 용머리로 표현된 일반형의 귀부들과 달리 정면으로
뻗치고 있는 거북머리[龜頭] 형태여서 특이하며 굵직한 목과 머리에서 힘이 넘쳐나 보인다. 밑 부분에는 거북의 네 발과
꼬리가 형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거북의 등에는 귀갑문龜甲文이 조각되지 않았으며 비신받침도 마련되지 않고 가로로
홈을 파서 비석을 꽂아 세우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비신이 없어서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다.
이 귀부는 전체적인 모습이 납작한 형태로 거북의 실제 모습과 흡사하며 각부에 문양의 조식이 거의 없고 왼쪽 어깨
부분에 소형의 새끼 거북 두 마리가 기어 올라가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끈다. 뒷부분에 마무리가 덜된 흔적이
역력하여 미완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귀부는 비석을 세우기 위해 조성된 것은 분명하나 비신을 세우지 못
한 채 미완으로 남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귀부의 등에 세워졌을 비석이 남아 있다면 이 절터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금석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나 현재 귀부만 잔존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다만, 대규모 석굴사원 터에 이러한 대형 귀부가 남아 있는 것은 고려시대에
크게 흥성하였던 사찰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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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창동리
州충주 석조약사여래입상

忠州 倉洞里 石造藥師如來立像

Stone Standing Bhaisajyaguru Buddha in
Changdong-ri, Chungju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1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6. 03. 0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12-6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충주 탄금대에서 탑평리 칠층석탑으로 가는 길목에 창동리 오층석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호)과 함께 있는 석조
불상이다. 이 불상은 본래 달천과 남한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에 있었던 폐광 근처에 방치되었다가 1977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 위치의 뒤편 언덕 위가 폐사지인 것으로 보아 그곳이 원위치일 것으로 추측
된다.
이 불상은 하나의 얇은 화강암 판석에 불신佛身과 광배光背를 조각하였는데 불신이 얇게 부조되어 마치 마애불처럼 보

이기도 한다. 광배는 커다란 배의 형태에 중간부분이 잘록해져서 보주형寶珠形으로 볼 수 있으며 전면에 두광頭光과 신광
身光이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다. 지면에서 불상을 받치고 있는 받침돌은 장방형의 판석을 대좌臺座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좌의 높이가 매우 낮아 불상이 바로 지면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석의 윗면에는 중앙에 연꽃을 도톰하게
양각하고 그 중심에 홈을 파서 불상 하단의 촉을 끼우도록 하였는데, 대석과 불상의 석질이 다른 것으로 보아 대석을 후
대에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불상은 부조된 두께가 5㎝ 정도로 얇아 판불板佛에 가깝지만 볼륨감이 있게 신체를 묘사하여 불상의 윤곽이 뚜렷하고

각부가 깨끗하게 잘 남아 있어 마치 근래에 제작된 불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정수리에 상투

형태로 표현된 육계肉髻는 반구형으로 낮게 얹었고 이마의 백호白毫는 생략되었다. 눈썹은 반원형으로 표현되었고 눈에는
약간의 마모 흔적이 있으나 형태를 알아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상호는 전체적으로 풍만한 인상을 주면서 입가에는 잔잔
한 미소가 엿보인다. 입술은 도톰하게 튀어나왔고 양쪽 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았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선명하게
조각되어 있다.
법의法衣는 양쪽 어깨에 옷을 걸친 통견通肩으로 옷자락이 양팔에 걸쳐서 무릎 아래까지 흘러내리게 표현되었다. 수인

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서 장지와 엄지를 맞대고 손바닥을 반쯤 밖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왼손은 가슴 부위에서 손바닥을

위로 한채 약합藥盒을 들고 있어서 이 불상이 약사여래상으로 조성되었음을 나타내준다. 불상의 높이는 전체 168㎝, 불
상높이 145㎝이며 광배의 최대 너비는 77㎝이다.
이 석불입상의 조각 수법은 몸체에서는 정성을 다하여 표현하였으나 하단으로 가면서 점차 형식화되었고 양 다리의
표현은 거의 생략되었다. 전체적으로 옷 주름 등의 표현이 제 위치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부에서 약식略式과 형
식화된 느낌을 주지만 균형을 잃지 않은 점이 돋보인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충주 탑평리 주변
지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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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ne statue of Bhaisajyaguru in
Changdong-ri, Chungju stands side by side
with the five-story stone pagoda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8. The statue remained in a
ruined state near an abandoned mine before
it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1977.
Experts believe that the statue was made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and
was originally enshrined at a temple located
on the hill behind the statue’s current
location. It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area’s Buddhist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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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충렬사비
州충주 忠州 忠烈祠碑

유형문화재

Chungnyeolsa Shrine Stele,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2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6. 10. 0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열1길 6 충렬사
소유자 충렬사
시 대 조선시대

충주 충렬사비는 충민공忠愍公 임경업(林慶業, 1594~1646)의 강한 의지와 씩씩한 기상, 꿋꿋한 절개를 찬양한 비로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경내에 있다.
임경업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이며 본관은 평택이다. 1618년(광해군 10) 무과에 급제

한뒤 1624년(인조 2)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1등이 되었고, 1633년(인조 11) 명明의 반란군을 토벌한 공으
로 명 황제로부터 총병의 관직을 받았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백마산성을 지켰고, 1639년 청淸이 명의 근거지인 금주

위錦州衛를 공격할 때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이 밝혀지자 붙잡혀 청의 포로가 되었다. 이후 심기원沈器遠의 옥사에 연루되
어 조선으로 송환, 옥중에서 사망하였다.

임경업의 사당인 충렬사는 1697년(숙종 23) 세워졌고 1727년(영조 3) 사액된 이래 여러 차례 보수하였으나, 규모가
작고 퇴락하여 1978년 해체·중건하였다. 충렬사비는 임경업이 죽은 지 145년 만인 1791년(정조 15)에 정조가 비문을
지어 세웠으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비석이 땀을 흘려 그 때마다 명주 2필로 닦았다는 전설이 있다.
충렬사비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비각 안에 있고 화강암 재질의 대석은 152×56×103㎝의 크기로 아무런 문양 없
이 화강암의 지대석 위에 놓았다. 대리석 재질의 비신은 71×183×42㎝ 크기이다. 글자는 앞면과 뒷면에 음각했다. 화
강암 재질의 옥개석은 136×73×105㎝크기인데 팔작지붕형태이다. 전체 높이는 308㎝이다.
비신의 상단 두전頭篆은 ‘어제달천충렬사비御製達川忠烈祠碑’이며 비제는 ‘달천충렬사비達川忠烈祠碑’이다. 비문은 행서로
음각했으며 전후면 각각 14줄 57자로 1,420여 자이다. 보존 상태는 양호하며 비문은 모두 판독이 가능하다.
충주 충렬사비는 형태적으로 특이한 부분은 없으나, 정조가 지은 비문 내용에 임경업의 활동과 그의 절개가 나타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비문은 문장에 뛰어났던 이병모(李秉模, 1742~1806)의 글씨이며, 두전은 전서와 예서에 능
했던 윤동섬(尹東暹, 1710~1795)의 글씨로 서예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최일성

This stone memorial stele built in 1791 bears the inscription of a tribute written by King Jeongjo (r. 1776~1800) to
honor the bravery, nobility and loyalty of Im Gyeong-eop (1594~1646), a great military leader of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Located in the precincts of his shrine, Chungnyeolsa (Historic Site No. 189), in Chungju, the stele was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72 in 2006. The monument is highly regarded for the eulogy bestowed
by the Joseon ruler and the calligraphic style of the “head inscription,” as well as the main part of the i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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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묘법연화경
州충주 妙法蓮華經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5-2호
수 량 7권 4책
지정일 2009. 09. 1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미륵리사지길
소유자 김성관
시 대 조선시대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is Saddharmapundarika Sutra , located in Mireukdaewonsa Temple
in Cheongju, is a complete version comprising all seven volumes, even though not all of them are from the same edition.
A few of them are from an edition printed with woodblocks that appear to have been carved based on an existing edition
printed using the original Gabinja typeface set. The publishing information provided at the end of the first volume indicates
that this sutra was printed in 1615, in Songgwangsa Temple. This item is deemed invaluable for the insights it provides into
the process of publishing and distributing Buddhist scriptures in years shortly following the end of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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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은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후진後

秦의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저본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판본이 많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묘법연화경』 권1~7은 권1 말미의 간기를 통해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다. 간기에는 ‘만력 11년 계미(1583, 선조 16)
봄에 승려 숭인崇印이 본 판본을 새로이 간행하여 널리 전했다. 정유년 난리[丁酉再亂]로 반 가까이 소실되자 승려 운현曇

玄이

무신년(1608) 가을부터 중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널리 전한 지 5~6년 만에 초권 훼손이 심하였다. 또 송광사에

서 일을 시작하여 다섯 서문을 조판하고 초권을 개간하여 유통시켰다. 이때가 만력 43년 을해(1615) 가을이다[萬曆十一
年癸未春山人崇印新刊本板流傳而丁酉之亂爲倭火所燒本板半餘山人曇玄自戊申秋始役重刊流傳五六載初卷甚刓又於自役造板
五序及初卷改刊流通于松廣寺歲萬曆四十三乙卯秋]’라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7권 4책 목판본이다. 각 책마다 크기가 약간씩 다른데, 1책은 33.7×21.6㎝의 크기이다. 여러 판본이 섞인
완질로, 이 중 권2∼3, 권6∼7은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의 번각본飜刻本으로 보인다. 판식은 책마다 약간씩 다른데, 홍전서
弘傳序를

제외하면 모두 사주단변이며 계선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다. 반곽은 25.2×18.7㎝의 크기로, 10행 17

자로 어미는 상하하향화문上下下向花文이거나 흑어미黑魚尾이다. 판심제는 법화경서法華經序, 묘법서妙法序, 묘법妙法, 법法 등
이다. 『묘법연화경』은 7권 28품으로 나뉘는데, 이 책에서는 변상도가 누락되어 있고 서문과 계환 주해 본문으로 구성된
다.
『묘법연화경』 권1~7은 비록 다른 판본이 섞였으나 완질이며 일부 판본은 초주갑인자의 번각본으로 확인된다. 다만
권1 말미의 간기를 통해 1615년에 송광사에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의 불경 간행과 유포 과정
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강민식

권1 권수

권1 권말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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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임경업 추련도
州충주 林慶業 秋蓮刀

Autumn Lotus Sword of Im Gyeong-eop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0호
수 량 1점
지정일 2009. 04. 1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열1길 6 임충민공 충렬사
소유자 충주시
시 대 조선시대

임경업 추련도는 조선 중기의 무신 충민공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이 사용하던 칼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문헌은
남아있지 않다. 본래 그의 보검으로는 용천검龍泉劍과 추련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용천검은 분실되었고 추련도만 임충민
공 충렬사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추련도는 칼과 칼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칼은 다시 칼 본체와 손잡이로 나누어진다. 칼의 본체인 도신刀身은 쇠로, 손
잡이는 목재로 이루어져 있다. 칼과 손잡이를 이어주는 장식은 동 합금인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추련도는 칼날이 날
카롭지 않고 칼끝도 그렇게 뾰족하지 않은데, 이는 살상용 무기라기보다는 지휘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도신은 쇠로 제작
한 다음 그 위에 주석과 납으로 이루어진 합금을 도금하여 칼 전체가 은색이 나고 녹이 슬지 않는다.
칼등에는 날이 없으며 양면에 2행씩 모두 4행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명문은 칠언절구여서 검명시劍銘詩라 불리기
도 한다. 칼은 전체적으로 폭이 넓고 길이가 길지 않은 편이다. 칼의 총 길이는 101.4㎝다. 이 중 도신은 86.7㎝, 손잡이
는 14.7㎝이다. 칼의 폭은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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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련도 칼등의 양면에 새겨진 칠언절구 형식의 명문은 다음과 같다.
時乎時來不再來 때여, 때는 오나 또 다시 오지 않나니
一生一死都在筵 한번 나서 한번 죽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도다.
平生丈夫報國心 평생 동안 장부로서 나라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三尺秋蓮磨十年 3척 추련도를 십년 동안 갈았도다.
명문은 장부에게 때는 찾아오고, 그 때가 오면 목숨을 바쳐 나라에 보답하
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자나 되는 칼을 갈고 10년 동안 무예
를 연마했다는 내용이다. 추련도의 명문은 남이(南怡, 1441∼1468)의 백두산
시와 유사한 점이 많다. 남이가 ‘칼을 갈고磨刀 나라를 평정平國하는 대장부大丈

夫’가

되고 싶다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면, 임경업은 장부로서 보국報國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4행의 ‘삼척 추련을 십년 동안 갈았도다’
라는 시구로 인해 추련도라 불리게 되었다. 추련은 가을 연꽃으로 군자 또는
대장부를 상징한다.
추련도는 충민공 임경업이 실제 사용하던 칼이어서 의미가 크며, 특히 칼에
새겨진 검명시를 통해 임경업의 보국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추련도는 임경업
초상, 충렬사비와 함께 충주에 있는 임경업 관련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
이상기

This sword belonged to Im Gyeong-eop (posthumous honorary title:
Chungmingong, 1594~1646), a renowned military leader of the mid-Joseon
period.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engraved on the back of the sword, the
sword was named Churyeondo, or “Autumn Lotus Sword,” attesting to the
general’s determination to protect his country against foreign enemies. It was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300 in Apr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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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州충주 忠州 龍華寺 石造如來立像

Stone Standing Buddha of Yonghwasa Temple,
Chungju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1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9. 12. 0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능말2길 75 용화사
소유자 용화사
시 대 고려시대

충주시와 음성군의 경계와 가까운 주덕
능말의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용화사
법당 내에 봉안된 석불입상이다. 지금의 용
화사는 대한불교 태고종에 소속된 사찰로
서 1925년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본래 절터였으며, 노천에 방치되어 있던 석
불입상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법당을
짓고 용화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석조여래입상은 지하에 묻혀 있던 다
리 부분을 드러내고 연화대좌를 새로 조성
하여 그 위에 봉안하고 있다. 얼굴부분은
마모가 심하나 다른 부분은 보존상태가 양
호하며 각부의 조각수법이 비교적 우수한
불상이다. 불신佛身과 광배光背가 하나의 돌

덩어리에 조각되었는데 주형舟形의 광배 앞
에 불상을 양각한 형상이다. 광배의 뒷면

은 배의 밑면처럼 타원구橢圓球를 이루고 있
을 뿐 특별한 장식이나 조각이 없이 거칠고
둥글게 다듬어 놓기만 한 상태이다. 광배의
두광과 신광의 가장자리, 불상의 머리 부분
이 약간 파손되었다.
불상은 여래상이면서도 머리에는 삼산
형三山形의 보관寶冠을 쓰고 있어 특이하다.
얼굴 부분은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상태를
알아볼 수 없으나 턱이 둥글고 원만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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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다. 양쪽 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까지 내려왔고 목은 짧으며 삼도三道가 없다. 어
깨는 넓고 풍만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신체의 세부 표현도 비교적 정확하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가슴 위까지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하였으나 손가락 모습은 명확하지 않다. 왼손은 가슴 앞에서

약합藥盒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약사여래藥師如來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의法衣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만 옷을 걸친 우견편단右肩便袒으로 옷 주름선이 부드럽게 복부 아래에

서 사선을 이루고 다리 부분까지 흘러내렸다. 최근에 새로 조성한 연화대좌에 불상 하단부가 매몰되어 발의 표현은 확인
할 수 없다.
이 석조여래입상은 대좌가 결실되었고 상호에 마멸이 있으나 전체적인 조각기법과 다른 불상에 비하여 턱을 약간 치
켜들고 있는 등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양 손의 모습이나 잘 남아 있는 옷 주름 선을 볼 때 고려시대 조성된 불
상으로 추정된다. 하단부가 대좌에 묻히어 본래의 높이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높이는 155㎝ 정도로서 등신불에 가까우
며 충주지역의 불상 연구에 귀중한 문화재이다.
박상일

The stone standing Buddha enshrined in Yonghwasa Temple’s dharma hall is believ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Although its pedestal has been lost and a large part of its upper body has been damaged by
abrasion, the remaining part is almost life size (155㎝ tall) and provides valuable clues about Buddhist statues made in the
Chungj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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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미륵대원지 사각석등
州충주 忠州 彌勒大院址 四角石燈

Square Stone Lantern at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Chungju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5호
수 량 1기
지정일 2010. 04. 3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2-3
소유자 충주시
시 대 고려시대

이 사각석등은 삼국시대 이후 중요한
교통로였던 계립령鷄立嶺의 서쪽에 월악
산을 바라보는 북향으로 건립된 미륵대
원지의 오층석탑 북동쪽에 인접해 세워
져 있는 석등이다. 지금의 자리는 석등
이 처음 세워진 위치가 아니라 1977년
에 발굴조사를 하며 주변에 흩어져 있던
부재를 수습·복원한 것이어서 원래의
위치는 알 수 없다.
석등은 크게 기단부·화사석·옥개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단부의 지대
석은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원래는
평면 사각형의 판석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대석은 꽃잎이 아래로 향한
연화문이 투박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연
꽃이 대형으로 새겨져 있지만 다듬은 수
법이 정연하지 못하고 다소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대석 윗면에는
사각형의 홈을 마련하여 평면 사각 기둥
모양의 간주竿柱를 끼워 고정하도록 했

다. 간주석은 앞면에만 주형광배舟形光背

처럼 보이는 안상眼象을 새기고, 그 안에

연꽃봉우리 형태를 양각하였는데, 보는
이에 따라서는 불꽃처럼 보이기도 하여
도안화된 장식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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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석은 밑면에 꽃잎이 위로 향한 앙련화문을 표현하였는데, 하대석에 비하여 조각이 정교한 편이다. 연화문은 복판
으로 각 면이 가운데 배치된 연화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나가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하대석과 대조를 이룬다.
화사석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모서리마다 원주형 기둥을 세워 옥개석을 받치도록 했다. 원주형 기둥은 아무런 조각
이 없이 밋밋한 형태이나, 상·하단부에는 1단의 테를 돌려 단순함을 면하였다. 옥개석은 밑면을 수평으로 다듬고 아래
위로 관통된 둥근 구멍을 뚫었다. 옥개석의 지붕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내려오고 있으며, 합각 모서리는 약간 돌출
시켜 치석함으로써 내림마루처럼 형상화하였다. 상륜부는 현재 사각형 받침대가 올려져 있고 나머지 부재들은 모두 없
어졌다.
이 사각석등은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삼국시대 이래의 전형적인 양식에서 파격적으로 벗어난 이채로운 결
구 수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화사석은 고려시대 건립된 일부 석등에서만 채용된 기법이었다. 이러한 화사석은 고려시대
개경 일대에 건립된 사찰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고려시대 수도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이곳에 이런 양식의 석등이 세
워졌다는 것은 석등 양식이 지방으로 전파되는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박상일

This stone lantern is located northeast of the five-story stone pagoda at the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in Suanbomyeon, Chungju. No one knows exactly where the lantern was originally located, and the current work is a restoration made
after the excavation of the site in 1977 with the stones that lay scattered around it.
The various parts of the lantern, including a flame chamber of the style developed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are in a good state of preservation. Historians regard it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diffusion of this style of
lantern from the capital of Goryeo to distan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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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혜원정사 석불좌상 3구는 모두 불석상弗石像들로 표면에 채색이 되어 있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가장 큰

것이 높이 67㎝의 보살좌상이고, 나머지 2구는 소형 여래좌상과 나한상이다. 보살좌상에만 복장공腹藏孔이 있는데, 이곳

에서 순치 16년(1659) 법주사에서 봉안한 것이라고 적힌 복장기와 붉은색 보자기에 싸인 후령통, 그리고 『묘법연화경』
인쇄물과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
이 상들은 현재 충주 혜원정사에서 봉안하고 있으나, 2009년 까지도 보은 삼년산성 내의 보은사報恩寺에서 전하던 상
들이다. 보은사는 100여년 전에 법주사에 계시던 박경하 스님에 의해서 창건된 절이라 한다. 그런데 석조보살상에서 발
견된 복장기에 법주사法住寺에서 봉안한 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법주사에서 전하던 상이 100여년 전 보은
사가 창건되면서 이곳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다시 보은사에서 같은 계통의 사찰인 충주 혜
원정사로 옮겨진 것이다.

168

보살상은 규모가 작은 삼존상의 협시보살상으로 생각되고, 나머지 2상은 천불상 내지는 5백나한상 류의 불상으로 추
정된다. 현재 법주사에서 이러한 상이 봉안될 수 있었던 곳은 팔상전 내부가 추정되나, 현재 팔상전 내부에는 이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진 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3구의 상 중 먼저 보살좌상은 보관을 쓰고 보발이 어깨에 늘어지고 있는 상으로, 보관이 함께 조각되어 머리에서 벗
겨지지 않는다. 불신은 머리 부분이 크고 몸 부분이 작아 어린아이 같은 비례를 보인다. 보관 밑으로 머리카락이 둥글게
내리워져 있고 얼굴도 약간 옆으로 넓적하여 동안이다. 상호는 단정하고 양 귀가 크게 붙어 있다.
양어깨에 천의를 마치 불의처럼 걸치고 있고 가슴 부근에는 내의의 상단과 되접힌 치마 윗단이 보인다. 수인은 양손
을 똑같이 양무릎 위에 얹어 셋째와 넷째 손가락만 구부린 형상을 한 특이한 모습이다. 치마에는 양다리를 묶은 장식이
표현되어 있고 치맛 끝단은 힘차게 발 양쪽으로 뻗치면서 늘어지고 있다. 이 상의 힘찬 조형은 특히 몸의 측면 하단에서
율동적으로 뻗치고 있는 천의天衣 자락 표현에서 볼 수 있다.

보살상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순치십육년기해시월 일 천여래 여 십육나한조성봉안우대법주사차공덕봉위…順治十六年己

亥十月 日 千如來 與 十六羅漢造成奉安于大法住寺此功德奉爲…’라고

쓰인 복장기(62×27.5㎝) 1장과 다라니경 19장, 황초보자기(29.5

×27㎝)에 쌓인 동제 원통 후령통(높이 10.3㎝, 구경 3.8㎝) 1기, 「묘법연화경」 낱장 3종류 등이다. 후령통을 싼 비단보
자기의 중앙에는 5자의 범자梵字가 묵서되어 있다. 후령통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봉납되는 물품인 오색사, 오방, 오곡, 오
향 등이 넣어져 있다.
明,

복장기에 의하면 이 상의 조각장은 혜희惠熙를 수화승으로 하고 상민尙敏, 경림敬林, 인옥印玉, 처상豦祥, 마전摩田, 신명信

유흡惟恰, 선규善圭 등이다. 혜희는 17세기 법주사 원통보전의 목조관음좌상을 조각한 조각장으로 두 상은 같은 힘찬

조형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일치된다.
소형의 여래좌상은 높이 33㎝로 머리가 나발이고 중심계주와 정상계주가 있다. 머리를 약간 옆으로 숙이고 있으나
상호가 단정하고 두손을 옷속에 넣어 공수자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작은 상이나 상호나 옷주름 조각에서 보살좌상과
같은 단정한 양식을 보인다. 소형의 나한상은 높이 28.2㎝로 가장 작은 상으로 역시 옷속에 두손을 넣어 무릎 앞에 모으
고 있는데 얼굴의 표정이나 옷자락 조각에서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
이 3구의 상들은 같은 양식을 보이고, 또한 법주사 원통보전의 목조보살좌상과도 공통된 양식을 보이고 있어 아마도
법주사에서 17세기 불사때에 일괄로 조성된 상들로 추정된다. 복장기의 내용을 참조한다면 보살좌상은 천불과 16나한
상이 함께 봉안된 곳에서 주불 삼존상의 협시보살상으로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형 여래좌상과 나한상은 이들 천
불상 내지는 나한상의 일부가 아니었나 추정된다.
김춘실

These three painted stone Buddha images made of zeolite include a larger statue of a seated bodhisattva (67 centimeters
tall) and two smaller figures, one of the Buddha and the other an arhat. The collection of votive offerings stored in the
repository inside the bodhisattva’s body includes a record showing that the statues were enshrined in Beopjusa Temple in
1659, a treasure container wrapped in red cloth, and printed texts of the Lotus Sutra and dhara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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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is first volume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was printed using woodblocks that were carved based on a large-

character edition from circa 1470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gjong of Joseon). The project was commissioned

by Queen consort Jeonghui. According to the included publishing note, the sutra was printed in 1574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in Deokjusa Temple in Chungju. This edition, containing only the Chinese translation by
Kumarajiva, was intended for recitation. In comparison, the first volume of the same text held at Gobulseonwon Temple
contains the annotations by Jiehuan in addition to the Chinese translation by Kumaraj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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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홍전서

권말 간기

『묘법연화경』은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후진後秦

의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저본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것이다. 『묘법

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유형문화재 357호 『묘법연화경』 권1은 1470년(성종 1)경 정희왕후의 발원에 의해 간행된 대자본계 판본의 번각본
으로, 간기에 따르면 1574년(선조 7) 충주 덕주사德周寺에서 간행되었다. 변상도를 판각한 도경道冏이 권말의 각수질에도
보이며, 계환 주해의 경우 다른 판본이 대체로 첫 칸을 띄우고 판각한 데 비해 그러지 아니한 차이가 있다.
책의 표지는 원 표지 위에 다시 개장하였고, 책의 아래쪽은 훼손이 심하다. 7권 중 1권 1책으로 앞 부분에 두 장의 변
상도가 있다. 사주쌍변의 반곽은 22.6×16.8㎝의 크기로 계선이 있고 8행 13자이다. 판심은 상하대흑구에 상하내향흑
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판심제는 법화경法華經이다. 책은 선장으로 개장하였으며 28.8×20.4㎝의 크기이다.

묵서 표제는 법화경, 권수제와 권말제는 묘법연화경이다. 변상도 끝부분에 ‘회암사지자 산인도경개간檜岩寺止子 山人道冏

開刊’이라
經題’가

하였다. 이어 도선道宣의 ‘묘법연화경홍전서妙法蓮華經弘傳序’와 계환 주해문인 ‘개석과오 초통석경제開釋科五 初通釋

있다. 계환의 주해문도 서문에 해당한다. 계환의 주해문은 사주단변에 9행 15자로 다른 판본이며, 말미에 ‘배산

호서 경진이월일각쌍옥裵珊湖書 庚辰二月日刻雙玉’이라 하였다.

본문은 권1의 서품제일序品第一과 방편품제이方便品第二이다. 권1 말미에 시주질과 각수刻手·연화緣化·연판鍊板·화주질化主

秩이

있는데 이하 사주단변의 반곽으로 차이를 보인다. 간기는 ‘만력이년갑술삼월일 충청도충주지 월악산덕주사개간萬曆

二年甲戌三月日 忠淸道忠州地 月岳山德周寺開刊’이다.

이 책은 간행 시기와 간행처를 알 수 있는 간기가 남아있어 임진왜란 직전의 불교와 인쇄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
료이며, 특히 충주지역 불교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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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홍전서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first volume) that has survived in

Gobulseonwon Temple in Chungju was printed in 1634 (the 12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in Bokcheonsa

Temple in Sunchang. The text appears to have been printed using woodblocks based on the large character edition of 1470.
Containing mostly only the Chinese translation by Kumarajiva, the sutra was published for recitation purposes.
This sutra with a clearly indicated date of publication and name of publisher sheds important light on Korean Buddhism
and printing practices in years immediately following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n in 1592). Moreover, the
book bears a stamped inscription indicating that it belonged to the private collection of the Jinju Gang clan, thus also
providing the identity of its owner in addition to publish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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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은 『화엄경 華嚴經 』과
함께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이
다. 『법화경 法華經 』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후진 後秦 의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
戒環이

주석한 저본을 조선 전기에 간

행한 것이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
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
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충주 고불선원 소장 『묘법연화경』
권1은 1634년(인조 12) 순창淳昌 복천

권말 간기

사福泉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1470년

대자본계 판본의 번각본으로 보인다. 이 판본은 대체로 구마라습의 한역만 실어 독송용으로 간행한 것이 특징이다.
사주단변의 반곽은 21.3×17㎝의 크기로 계선이 있고 8행 13자이다. 판심은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에 상하내향흑어미

上下內向黑魚와

화문花紋으로 일정치 않다. 판심제는 법法이다. 책은 선장이며 32.1×21.1㎝의 크기이다.

묵서 표제는 법화경, 권수제와 권말제는 묘법연화경이다. 앞쪽 한 장의 변상도가 있다. 이어 도선道宣의 홍전서弘傳序 3

장과 급남及南의 요해서(要解序, 靖康丁未暮春中澣日謹序) 3장, 계환戒環 주해문인 ‘개석과오 초통석경제開釋科五 初通釋經題’
3장이 있다.
본문은 권1(51장)의 서품제일序品第一과 방편품제이方便品第二이다. 권1 말미에 발원문과 시주질, 각수刻手, 연판질鍊板秩

등이 있다. 발원문 이하 1장은 본문에 비해 세필로 판본의 차이가 드러나며, 표지에는 홍전서弘傳序의 두 면이 그대로 인

출된 상태로 직후 장황된 정황을 알 수 있다. 간기는 ‘대명숭정칠년갑술유월일 전라도순창지 복천사 간大明崇禎七年甲戌六月
日 全羅道淳昌地 福泉寺 刊’이다.

권수를 포함한 곳곳의 인기印記는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 진주강씨 이복(彛福, 1736~?), 진산세가晉山世家, 강경환인

姜景歡印,

희일熙日, 학선암인學仙庵印, 친전지급親展至急 등이다. 인기에 나타난 특징은 강백년-강현-강세황 3대의 삼세기영

三世耆英과

학선암學仙庵, 진주강씨 여러 인물의 인장이 보여 강세황 후손 가문의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

충주 고불서원 소장 『묘법연화경』 권1은 간행 시기와 간행처를 알 수 있는 간기가 남아있어 임진왜란 직후의 불교와
인쇄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진주강씨 삼세기영가의 소장본임을 알 수 있는 인기가 남아있어 간행처와
간행 시기, 그리고 소장자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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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십현담요해
州충주 十玄談要解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2호
수 량 1책
지정일 2015. 06. 05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충주박물관

Siphyeondam yohae (Commentary on Ten
Profound Verses)

소유자 충주시
시 대 조선시대

서

Siphyeondam yohae (Commentary on Ten Profound Verses) is a commentary on Siphyeondam (Shi xuan tan) by
Changcha (?~961) of the Tang Dynasty, which contains psalms in seven-word, eight-line verses, on the ten major Zen
Buddhist concepts; namely, simin, joui, hyeongi, jini, yeongyo, dalbon, hwanwon, jeonwi, hoegi and ilsaek. This commentary
written by Kim Si-seup (1435~1493) also contains the annotations by Mun Ik (885~958), the founder of the Beobanjong sect
of Buddhism.

Siphyeondam yohae in the collection of the Chungju Museum is missing publishing information, and its date and place
of publication therefore cannot be precisely established. In spite of it, as a rare early Joseon edition, this book is considered
invaluable, and extensiv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to it due to the fact that it was written by Kim Si-seup.

174

권말

권수

『십현담요해』는 당 唐의 상찰(常察, ?~961)이 열 가지 선종의 용어인 심인 心印·조의 祖意·현기 玄機·진이 塵異·연교

演敎 ·달본 達本 ·환원 還源 ·전위 轉位 ·회기 廻機 ·일색 一色 에

대하여 각각 칠언팔구의 게송을 쓴 『십현담』을 김시습(金時習,

1435~1493)이 법안종法眼宗의 개조인 청량 문익(淸凉 文益, 885~958)의 주석을 병기하고 주해한 책이다.

충주박물관 소장 『십현담요해』는 1475년(성종 6) 설잠(雪岑, 김시습의 법호法號)이 주해한 판본으로 그 이후에 찍은

책으로 보인다. 서문에 성화成化 을미乙未(1475년, 성종 6) 설잠이 폭천산瀑泉山에서 주해하였다고 하였다. 폭천산은 지금
의 서울 수락산 폭천정사라 한다.
이 책의 표제는 떨어져 나갔고, 권수제는 십현담이다. 1권 1책 31장의 목판본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은
18.6×12.2㎝, 계선이 없고, 10행 20자이다. 판심제는 담談이다. 책은 25.8×15㎝ 크기이다. 발문은 김시습이 썼다. 서

문에 보이는 ‘성화을미成化乙未’를 통해 보았을 때 책의 간행 시기는 1475년 이후로 추정된다.

충주박물관 소장 『십현담요해』는 간기가 누락되어 정확한 간행지와 간행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김시습의 저작에 따른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적지 않고 조선 전기 판본의 희소성 등이 돋보인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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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지리신법
州충주 地理新法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3호
수 량 2권 1책
지정일 2015. 06. 05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길 112-28 충주박물관

Jirisinbeop (New Principles of Geomancy)

소유자 충주시
시 대 조선시대

상권 권수

Jirisinbeop (Dili xinfa in Chinese: New Principles of Geomancy) is a compendium of various feng shui theories by
Hu Shunshen of the Qing Dynasty. This copy of Jirisinbeop in the collection of the Chungju Museum was printed with
the Eulhaeja metal movable type. As a reference text for many popular Korean geomantic treatises, this book is of high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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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세론

『지리신법』은 청나라 호순신胡舜申의 풍수지리서로서 여러 풍수지리설을 종합 분류하여 정리한 책이다.

충주박물관 소장 『지리신법』은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하였다. 을해자는 1455년(세조 1) 강희안姜希顔의 글씨

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만든 동활자로서 1455년의 간지를 따 을해자라 명명하였는데,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의 글씨를 자본
으로 한 경오자庚午字를 녹여 주조한 것이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권상에는 「오산도식五山圖式」·「오행론五行論」·「산론山論」·「수론水論」·「탐랑론貪狼論」·

「문곡론文曲論」·「무곡론武曲論」·「우필거문좌보론右弼巨門左輔論」·「염정론廉貞論」·「파군론破軍論」·「녹존론祿存論」·「형세론形勢

論」·「택지론擇地論」

등 13개 장이 수록되었고, 권하에는 「정삼십육룡통설론定三十六龍統說論」·「주산론主山論」·「용호론龍虎論」·

「기혈론基穴論」·「좌향론坐向論」·「방수론防水論」·「연월론年月論」·「조작론造作論」·「상지론相地論」·「변곡론辨谷論」 등 10개 장으

로 도합 23개 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5∼6장의 「오산도식」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용호론」의 후반부와 「기혈론」 앞
쪽 부분 1장은 필사되었다.
책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반곽半郭은 22.7×15.6㎝의 크기로 계선界線이 있으며 본문은 9행 17자이다. 판심版

心은

판구版口에 상하흑구上下黑口가 보이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이며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판심제版心題는 ‘필

용必用’이며 전체 30.1×19.3㎝ 크기이다. 표제表題는 알 수 없으며 권수제卷首題는 ‘유집음양제가지리필용선택대성類集陰
陽諸家地理必用選擇大成’,

‘지리신법地理新法 상上’, ‘호씨가숙음양필용선택대성胡氏家塾陰陽必用選擇大成’, ‘지리신법地理新法 하下’이

며 권말제卷末題는 ‘호선생음양비용胡先生陰陽備用’이다.

『지리신법』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풍수지리지의 기본서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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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이수일 묘소
州충주 忠州 李守一 墓所
Tomb of Yi Su-il,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21호
면 적 400㎡
지정일 1978. 02. 22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석교길 19
소유자 경주이씨 국당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This is the tomb of General Yi Su-il, a military official of mid Joseon, and his wife Lady Yi of Jeonju. It consists of a
163-centimeter-tall semispherical mound encircled by granite curbstones and a group of funerary stones, including the
headstone, altar, lantern, statues of a military official and a boy attendant, and a memorial pole, all of which are preserved
in their original condition. The tomb was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21 in February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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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무신인 은암 이수일(隱庵 李守一, 1554~1632)과 정경부인 전주
이씨가 합장되어 있는 무덤이다.
이수일은 1554년(명종 9) 충주목 서촌西村 시곡(柿谷: 현재 음성군 감곡면 영

산리)에서 아버지 이란李鸞과 어머니 단양우씨 사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하였고 밀양부사,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회령도호
부사, 성주목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624년 이괄李适의 난이 일어났을 때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가 되어 반란군을 대파했다. 그 공으로 보국숭록대
부에 승진하고, 진무공신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책록되었다. 1628년 형조판서
가 되었고, 1631년 남한산성 수어사에 임명되고 이듬해 사직하고 물러난 지 1
개월 만인 5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8월에 충주목 금생면 석교리(石橋里: 현재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에 장사지냈다. 1657년(효종 8) 충무라는 시호가 내려졌
고, 1686년(숙종 12)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묘비

이수일 묘소는 높이 163㎝ 원형 봉분으로 아래 부분을 화강암 호석으로 둘렀
다. 봉분 앞에는 묘비, 상석, 장명등, 무관석, 동자석, 망주석이 있다.
묘비는 화강석으로 된 지대석 위에 대리석으로 된 비신과 이수가 서 있는 형
태이다. 비신은 62×134×22㎝ 크기로 전형적인 조선 중기 형식이다. 묘비에는
해서체로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겸 영경연사 행알성투위출기진무
공신 보국숭록대부 계림부원군겸 형조판서 오위도총부도총관 지훈련원사 사도
부원수 시충무이공지묘贈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兼 領經筵事 行謁聖套威出氣振武功 臣輔

國崇祿大夫 鷄林府院君兼 刑曹判書 五衛都摠府都摠管 知訓鍊院事 四道副元帥 諡忠武李公之墓’라

쓰여

있고 오른쪽에는 ‘정경부인 전주이씨부貞敬夫人 全州李氏附’라 쓰여 있다.

묘 앞에 있는 석물인 혼유석, 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동자석, 무인석, 장
명등은 모두 165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다.
묘소 서남쪽에는 충무공 이수일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중건한 충훈
사忠勳祠가 있다. 그 남쪽 사역 입구에는 영의정 이경여李敬輿가 찬한 신도비가 있
다. 이와 함께 이수일 장군 관련유물로는 이수일 진무공신교서 및 초상(충청북
도 유형문화재 제178호)이 있다.
이수일 묘소는 묘비, 석물 등이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고, 가까운 곳에 신도
비와 사당이 존재하고 있어 조선 중기 장군묘역의 전형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수일 장군 초상과 공신교서까지 남아 있어 연구의 폭은 더 넓어진다.
무인석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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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박팽년 사당
州충주 忠州 朴彭年 祠堂

기념물

Shrine of Bak Paeng-nyeon,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27호
수 량 1동
지정일 1978. 10. 27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참샘길 113
소유자 순천박씨 충정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를 위해 애쓰다 죽임을 당한 사육신死六臣 중 한 명인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충신문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박팽년은 1447년(세종 29) 문과에 급제하고 집현전 학사가 되어 신숙주申叔舟, 유성원柳誠源 등 젊은 학자들과 관찬사
업에 참여했다. 1453년(단종 1) 우승지가 되었고, 충청도관찰사, 형조참판을 역임했다.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성삼문成三問 등과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무덤은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에 있다.
1691년(숙종 17) 관작이 회복되었고, 1758년(영조 34) 자헌대부의 품계를 받고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1775년(영
조 51) 박팽년 3대 충신문이 내려졌고, 이를 기리기 위해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에 사당이 세워졌다. 1791년(정조 15)에
는 단종의 충신 32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올랐다. 시호는 충정忠正이다.
박팽년 사당은 솟을삼문과 일각대문 그리고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8년 현재의 모습으로 중수되었고, 1977년
사당 입구에 솟을삼문이 세워져 전체영역이 확장되었다. 사당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 팔작지붕 건물이다. 사당 우
측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건물 안쪽에는 박팽년과 둘째아들 박순朴珣 그리고 박순의 유복자 박일산朴一珊
의 충신문 편액이 걸려 있다.
조선시대 죽음으로 절의를 지킨 대표적인 충신이 사육신이다. 사육신 중 한 명인 박팽년을 기리고 제향하는 공간인
박팽년 사당은 그런 의미에서 역사교육의 장소로 가치가 크다.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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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대문

솟을삼문

The Shrine of Bak Paeng-nyeon was built to honor the loyalty of Bak Paeng-nyeon (1417~1456), one of the Six Martyred
Ministers who remained loyal to King Danjong (r. 1452~1455) even after his dethronement by his uncle Prince Suyang
(later King Sejo, r. 1455~1468).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27, the shrine is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education on such values as loyalty and fide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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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남산성
州충주 忠州 南山城

Namsanseong Fortress,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31호
면 적 1,165㎡
지정일 1980. 01. 09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직동 산24-1
소유자 국유
시 대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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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남산성은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과 안림동의 경계에 위치한 성
이다. 해발 636m의 남산南山 정상부와 동쪽으로 형성된 두 개의 계곡 상
단을 둘러싼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충주 분지가 한 눈에 조망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남산과 계명산雞鳴山 사이에 마즈막재라는 교
통로가 형성되어 있고, 동북쪽에는 상류로부터 내려온 남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서쪽 방면으로는 대림산성·망이산성·장미산성 등이 보이는 전략
적 요충지에 해당된다.
남산성은 몽고의 침입 때 김윤후金允侯의 지휘로 승리를 거두었던 충주

산성 전투의 현장으로 인식되어 충주산성忠州山城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

지만 발굴조사 결과 대몽항쟁기의 충주산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밖에 금봉산金鳳山이라는 이름을 따서 금봉산성金鳳山城으로도

불리며, 삼한시대에 마고麻姑 선녀가 7일 만에 성을 쌓았다는 전설과 관련

하여 마고성麻姑城이라고도 한다.

남산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헌기록은 없지만, 위치와 규모로 볼 때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동악성 桐岳城이 그와 관련된 성으
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충주의 동쪽 13리에 위치한 석성으로 둘레가
2,280척이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미 폐했다고 한다. 이후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는 성의 명칭과 거리가 다르게 기록되어 나타나며, 1942년에 간
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 남산성이라는 명칭
으로 성의 위치와 대략적인 규모가 기록된 바 있다.
1984년 지표조사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산
성의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남산성의 평면 형태는 굴
곡이 심한 부정형으로, 서쪽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북
서-남동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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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지

성의 전체 둘레는 1,120m이며, 성벽은 전체 구간에 대체로 잘 남아있다. 잔존하는 성벽은 너비 6.5m, 높이 5~7m 정
도이다. 조사결과 성벽은 외벽 기저부로부터 일정 높이까지 편축片築으로 축조되었으나, 중간 부분부터는 내벽과 외벽을

함께 조성하는 내외협축內外夾築으로 축조되었다. 대체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판상석의 석재로 수평을 맞추어 정

연하게 성벽을 쌓아올렸다. 성벽의 윗부분에는 평여장平女墻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곡부에 해당되는 동벽 구간에는 성벽
을 관통하는 사다리꼴 형태의 수구水口가 남아있다.

문지門址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 1개소씩 총 4개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북문지와 동문지, 남문지는 사다리

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다락문 형태의 현문식懸門式 구조임이 밝혀졌는데, 서문지의 경우에도 입구 바깥 하단부에서 석축

벽이 확인되고 있어 4개의 문지 모두 현문식의 성문으로 추정된다. 동문 주변에서는 돌로 축조한 저수시설이 확인되었
다. 저수시설의 바닥면과 윗면의 형태는 각각 사다리꼴과 원형이며,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다.
남산성에서는 성문의 회전축으로 사용되었던 확쇠[確金]를 비롯하여 나무망치 등의 목기, 토기, 기와 등이 출토되었
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신라의 굽다리접시[高杯]로, 6~7세기로 편년되는 신라의 특징적인 유물이다. 따라서 남산성은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된 군사적인 거점 산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성 내부에서 고려시
대와 조선시대 유물은 전혀 수습된 바 없어, 늦어도 통일신라 말기에는 폐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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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급수지)

Namsanseong Fortress in Chungju
is located at the boundary between
Mokbeol-dong and Allim-dong in
Chungju, Chungcheongbuk-do. With a
circumference of 1,120m, the fortress has a
wall measuring 6.5m in width and 5-7m in
height. Its gates in a characteristic design
and the water reservoir have survived in
a great condition. Artifacts recovered at
the site suggest that this mountain fortress
was constructed sometime in the mid-

6th century or thereafter, presumably
for strategic purposes related to Silla’s
expansion into the Hangang River valley.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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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임경업 묘소
州충주 忠州 林慶業 墓所

Tomb of Im Gyeong-eop,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67호
수 량 일원
지정일 1984. 12. 3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 산45-1
소유자 평택임씨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무신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의 묘소로 달천강 건너 풍동 장군봉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임경업은 1594년 (선조 27) 충주에서 태어나 1618년(광해군 10) 무과에 급제했으며 이후 이괄의 난 때 큰 공을 세웠
다. 1642년(인조 30) 명明이 청淸에게 위협을 받게 되자 명군과 협력해 청에 대항하고자 했으나 계획이 탄로나 청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청나라는 임경업에게 여러 제의를 하면서 포섭하려 했으나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1645년 청나
라의 포로가 되어 구금되었다. 이후 1646년 6월 ‘심기원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6
월 17일 시민당時敏堂에서 인조의 친국을 받은 후 이튿날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다 그의 나이 53세에 장살杖殺되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애석해하지 않은 자 없었다고 한다. 그의 장례는 고향인 충주 달천에서 치러졌다.
임경업의 묘소는 정경부인 전주이씨와의 합장묘로 묘역의 넓이는 700㎡이다. 동향하고 있으며, 정면으로 월악산 영
봉이 보인다. 석물로는 오래된 묘표, 양석, 망주석이 있고, 1982년 새로이 설치된 상석, 장명등, 무관석, 동자석이 있다.
봉분 아랫부분에는 화강암으로 호석護石을 둘렀다. 묘표에는 ‘유명총병조선국 증숭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
사 세자이사 지훈련원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행정헌대부 지중추부사 시충민임공 휘경업지묘 배 증정경부인 전주이씨 부
좌有明總兵朝鮮國 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 判義禁府事 世子貳師 知訓練院事 五衛都摠府都摠管 行正憲大夫 知中樞府事 諡忠愍林公 諱慶業之墓 配 贈貞敬夫
人 全州李氏 祔左’라

적혀 있다. 묘표는 대리석으로 개석蓋石을 갖추고 있다. 비신의 크기는 56×138×28㎝이다.

석물 중에는 묘표, 양석, 망주석이 오래되었다. 이 석물들은 묘지를 조성할 때부터 설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
석, 장명등, 무관석, 동자석은 1982년 묘역 정화 때 설치되었다. 임경업의 묘역 아래에는 아버지 임황林篁과 어머니 파평
윤씨의 합장묘가 있다.
임경업 묘소는 달천강의 남쪽에 있고, 임경업 사당인 충렬사는 달천강 북쪽에 있어 묘소와 사당을 동시에 참배할 수
있다. 묘소를 보고 사당을 참배하면서 임경업의 충절과 절의, 포부와 기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기

This is the Tomb of Im Gyeong-eop (posthumous honorary title: Chungmingong, 1594~1646), a great heroic warrior
of mid Joseon, and is his wife, Lady Yi from Jeongju. Standing within the tomb’s precincts is a group of funerary stones,
including the old tomb marker, stone ram and memorial stone pillar, and the new altar, lantern, and statues of a military
official statue and a boy attendant. General Im Gyeong-eop was posthumously granted the position of Jwachanseong (fourth
state chancellor) at the Uijeongbu (Council of State Affairs) and the honorary title of Chu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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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문주리 요지
州충주 忠州 文周里 窯址

Roof Tile Kiln Site in Munju-ri,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81호
면 적 959㎡
지정일 1988. 09. 3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50-1
소유자 충주시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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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문주리 와요지는 1985년 토지소유자인 유기붕씨가 밭갈이 도중 소가 지하로 빠지는 바람에 신고를 하여 같은
해 충주공업전문대학(현 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조선시대의 기와 생산유적이다.
가마 입지는 단구상段丘狀의 자연 경사면을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조사 후 확인된 가마의 규모는 길이 12m, 너비
1.8m에 이른다. 가마는 경사부의 생토층을 깊이 파내어 아궁이와 터널형의 번조실을 만들고 배연부를 지상에 노출시킨
전형적인 지하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가마는 후대의 경작과정에서 아궁이 천장과 배연부가 일부 함몰되었고, 지표와
맞닿은 번조실 끝부분은 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이다.
아궁이는 길이 약 4m, 폭 130~170㎝에 높이는 약 1~1.2m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면에는 숯, 재가 포함된 토층이
약 80㎝ 정도 쌓여 있었다. 아궁이에서 번조실로 이어지는 불턱은 약 1m에 이르는 단차를 보이나 경사각이 수직이 아닌
65°로 뉘어져 있어 불이 자연스레 번조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번조실은 길이 약 8m, 너비 130~170㎝, 천장
높이 90~120㎝. 바닥경사도 30°의 규모를 보이며 평면은 긴 장방형에 가깝다. 번조실의 중간지점 두 곳에는 파편 상태
의 기와들이 3열씩 횡으로 깔려 있었는데, 이를 통해 기와를 적재했던 방식과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 계
산이 가능한 기와의 수는 적어도 1,680매, 많게는 2,160매에 이르며 최대치로는 3,000매도 구울 수 있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번조실 천장부의 단면은 약 10㎝ 두께로 회청색의 소결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뒤로 약 10㎝ 가량의 붉은 색
층이 연결되고 있어 문주리 와요지는 여러 번 번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청해파문靑海波文 암키와편 다수와 청해파·음선조문陰線鳥文 암키와 다수, 청해파문 수키와편 다수가 수습되
었다. 파도를 의미하는 청해파문은 조선시대 기와류 중 가장 흔한 문양으로, 불에 약한 목조건축에 청해파문 기와를 사
용할 경우 물의 기운으로 화마火魔를 누른다는 의식이 작용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수습된 기와들이 대부분 동일
계 문양이며 양식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이 가마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기와를 구웠을 가능성을 알려준다.
문주리 와요지는 인근의 팔봉서원八峰書院에서 건축물을 조영할 때 필요한 기와를 공급했던 가마로 알려져 있다. 팔봉
서원은 1582년(선조 15)에 설립된 후 1672년(현종 13)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나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
폐령 때 폐원된 곳이다. 이 요지는 조선시대 중기에 충북 북부지역에서 어떤 시설로 기와를 생산했는지를 잘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종민

The roof-tile kiln site in Munju-ri was accidentally discovered in 1985 when a farmer by the name of Yu Gi-bung
witnessed, while plowing his field, his ox fall through a sinkhole. The site was investigated during the same year by an
excavation team of Chungju Technical College (the curr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and was found to
be that of a Joseon-period roof-tile workshop.
This roof-tile workshop in Munju-ri is said to have supplied roof-tiles to Palbongseowon, a Confucian academy located
in the vicinity, when new buildings were constructed there. This kiln site is significant as an example of a facility used for the
production of roof-tiles in northern Chungcheongbuk-do, during the mid-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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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미륵리 요지
州충주 忠州 彌勒里 窯址

기념물

Kiln Site in Mireuk-ri,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00호
면 적 11,831㎡
지정일 1994. 12. 3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송계로 835
소유자 충주시
시 대 조선시대

충주 미륵리 요지는 조선 후기에서 근대기까지 이어지는 가마터가 여러 기 존재
하는 백자 생산유적으로 1993년 12월부터 1994년 4월까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요지가 위치한 지역은 미륵리 사지와 약 500m 떨어져 있으며, 문경으로 넘어가
는 하늘재와도 가깝다. 발굴조사에서는 모두 4기의 가마와 퇴적층, 작업장 등이 확
인되었다. 이중 1·2·4호 가마는 근대기의 백자 가마로 1호 가마가 가장 양호한 상
태를 보이며, 철화백자가 확인된 3호 가마는 훼손상태가 심한 편이다.
1호 가마는 토석을 혼축한 9칸의 계단식 가마로 경사도는 평균 13°를 유지하나
마지막 번조실(초벌실)은 완만하며 번조실은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 가마의 불창기둥은 틀로 찍어낸 동일 규격의 흙벽돌을 쌓아 불창을 조성하여 크
기가 일정해 보이며 내벽표면에는 백토를 바른 점이 특이하다. 마지막 번조실 끝
의 배연시설은 돌들을 쌓아 6개의 배연구를 만들고 그 위에 판석들을 덮었는데 상
태가 좋은 편이다. 이러한 가마구조와 조성방식은 조선 후기의 가마형태를 계승하
면서도 일본의 근대화된 축조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퇴적층으로 볼
때 1호 가마보다 선행한 것으로 보이는 2호 가마는 신설 도로에 묻혀 반쪽만 조사
되었으나 가마의 규모와 구조는 1호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호 가마의 옆을
확장하면서 발견된 3호 가마는 급경사면에 가장 먼저 조성되었으나 1, 2, 4호 가
마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마의 구조는 다른 가마들과
다르고 철화백자편이 발견되고 있어 시기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끝으로 4호 가마는 1호와 나란히 있으며 모두 6개의 번조실이 확인되었고 계단식
칸 가마의 구조를 갖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2번조실과 3번조실 사이의 장작 투입
공간에 길이 40㎝, 직경 13㎝의 I자형 도침陶枕(가마 밑바닥의 모래나 진흙 등의 이
물이 유약에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을 등간격으로 깔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작이 도침 위에서 타고 재는 그 밑으로 떨어지도록 한
것인데 도침은 마치 장작난로의 석쇠와 유사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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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백자, 철화백자, 청화백자 등이 수습되었다. 백자, 청화백자는 발, 접시, 종지가 대부분으로 기벽이 두텁
고 굵은 모래를 받쳐 구웠다. 특히 청화백자의 경우는 포도넝쿨, 초화, 문자 등과 함께 ‘수壽’, ‘복福’, ‘천天’, ‘상모면上芼

面’,

‘무舞’ 등의 글씨를 써 넣거나 굽 안쪽에 ‘산림山林’이라는 상표를 전사轉寫한 것도 확인되어 근대기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초화 등의 문양을 표현한 철화백자는 백자나 청화백자에 비해 기벽이 얇고 굽 깎는 방식이 달라 시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느껴진다. 유물의 양식으로 판단할 때 철화백자를 생산한 3호 가마는 17~18세기에, 4호, 2호, 1
호 순으로 축조된 가마들은 20세기 초부터 1950년경까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역은 경상북도로 넘어가는 충북의 접경지로 문경의 관음리와 인접해 있으며 관음리 일대의 가마들과 구조, 축조
방식, 생산품이 같아 동일한 요업권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 2, 4호 가마들은 근·현대 전환기의 지방 요
업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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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가마 발굴 모습

The kiln site in Mireuk-ri, Chungju is a white porcelain production site, comprising vestiges of several kilns dating from a
period ranging from late Joseon to modern times.
This area near Chungbuk’s boundary with Gyeongsangbuk-do closely neighbors Gwaneum-ri in Mungyeong of the latter
province. The kilns at this site are identical to those in Gwaneum and its environs, in terms both of design and construction
style. Moreover, the porcelains produced in these places were also the same types. Therefore, the two towns are presumed
to have belonged to the same ceramic industry zone. Kilns No. 1, 2 and 4 are particularly significant as they cast important
light on the local ceramic industry in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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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대림산성
州충주 忠州 大林山城

Daerimsanseong Fortress,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10호
면 적 78,257.2㎡
지정일 1999. 12. 3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45
소유자 국유, 공유, 사유
시 대 고려시대

충주 대림산성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 35번지 일대에 위치한 성이다. 해발 487.5m의 대림산 정상부를
포함하는 능선과 계곡를 둘러싸서 축조한 포곡식包谷式 토석혼축성土石混築城으로, 서쪽에는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달천達川

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문경에서 이화령梨花嶺이나 계립령鷄立嶺을 넘어 충주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의 교통로를 통제하기

에 매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진 천험의 요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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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성은 1253년(고종 40)에 70일간 항전하면서 몽고의 침략을 격퇴시켰던 충주산성 전투의 현장으로 비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 봉수烽燧와 관련하여 대림성의 존재가 처음으

로 확인되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둘레가 9,638척이고 내부에 우물 하나가 존재하나 당시에 폐하였다
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조선 후기의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에는 대림산 봉수가 남쪽의 주정산 봉수周井山 烽燧와 서쪽의 마

산 봉수馬山 烽燧에 응하며 이곳에 별장別將 1인·감관監官 5인·군인軍人 100명이 상주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헌기록을 통해 대림산성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용되지 않았으나, 내부에 있던 봉수는 조선 후기에도 계속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대림산성은 1997년 상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1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밝혀진 대림산성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의 장타원형이다. 지형상 성의 서쪽 부분이 달천에 접하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형세를 보이는데, 이러
한 해발고도 차이로 인해 밖에서 성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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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대 발굴 모습

성의 전체 둘레는 4,906m에 달하며, 석축 성벽은 4~6m 높이로 남아있다. 방어 상 취약한 서벽과 남벽 일부구간은 외
벽만 돌로 축조하는 편축片築 방식으로 축조되었지만, 그 외의 나머지 구간에서는 대체로 기단부에만 돌을 쌓고 나머지
부분은 흙을 쌓아올리는 토석혼축 방식이 사용되었다. 성벽의 안쪽에는 약 4~5m 너비의 내환도內環道가 조성되었고, 서

벽에는 길게 돌출된 능선을 활용하여 치성雉城을 설치하였다.

성의 시설물로는 10개소의 치성 이외에도 동서남북 방향에 설치된 4개의 문지와 여러 개의 암문지暗門址, 망루望樓와

장대將臺로 추정되는 건물지, 창고지, 우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산 정상부에 위치한 대림산 봉수는 조선시대에 주정

산 봉수로 받은 봉화烽火를 마산 봉수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봉수대는 남북 19m 동서 16m 길이의 타원형 형태를 띠
고 있고 있으며, 대지를 조성한 후 할석을 가지고 편축片築하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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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치성 - 남문구간 잔존성벽

성 내부에서는 기와, 토기, 청자, 분청사기, 청화백자 등 대부분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 통일신
라시대의 도장무늬토기[印花紋土器]도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림산성의 경영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대림산성은 충주 일원의 산성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성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적이다. 또한 출토유물 및
산성의 경영시기로 볼 때, 고려시대에 대몽항쟁의 역사적 현장이었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주목된다.
백종오

Daerimsanseong is a mountain fortress built around a valley (pogok style), located in Hyangsan-ri, Salmi-myeon in
Chungju, Chungcheongbuk-do. The fortress is built using earth and stone. The circumference extends to 4,906m. The
surviving wall measures 4-6m in height. At the summit of Daerimsan Mountain, there are vestiges left by beacon fire. One of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es found in the environs of Chungju, Daerimsanseong is a monument of grea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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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주정산 봉수
州충주 忠州 周井山 烽燧
Jujeongsan Beacon,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13호
면 적 298㎡
지정일 2000. 09. 15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47-2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This Joseon-period beacon is located at Oncheon-ri, Suanbo-myeon in Chungju, Chungcheongbuk-do. The site extends
to close to 50m in circumference, and its various elements, including the mound where beacon fire was lit and the entrance,
have survived in excellent condition. This site is a great example of a typical inland-area beacon from th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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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정산 봉수는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 47-2번
지 일대에 위치한 조선시대 봉수 유적이다. 해발 440.2m의 주정산
정상부에 축조되었으며, 서쪽으로는 오가천五佳川이 북쪽으로 흘러서

달천達川에 합류하고, 동쪽에는 충주와 연풍을 이어주는 교통로가 지
나간다. 그리고 산의 동남쪽으로는 마골점봉수麻骨岾烽燧, 북쪽으로는
대림산봉수大林山烽燧가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봉수는 경봉수京烽燧, 내지봉수內地烽燧, 연변봉수沿邊烽

燧로

크게 구분되는데, 주정산 봉수는 내지봉수에 해당된다. 『세종실

록世宗實錄』 지리지에 따르면, 주정산 봉수는 연풍현延豐縣 북쪽에 위치

하며, 동쪽으로 마골점麻骨岾에 응하고 북쪽으로 충주 대림성大林城에

응한다고 하였다. 이 밖의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주정산 봉수가 행정
구역 상 연풍현에 속해 있었으며, 조선시대 전국적인 봉수망 중 제2거炬에 소속된 간봉間烽으로서 마골점봉수 및 대림산

봉수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지도서輿地圖書』 연풍현 봉수조를 통해 소속된 군사의 숫자를 파악해볼 수

있는데, 별장別將 1인, 감관監官 5인, 봉군烽軍 25명, 보保 75명이 주정산 봉수에 배정되어 있었다. 한편 1942년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는 봉수의 규모를 기재하면서 당시 석벽石壁이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기록한 바 있다.
주정산 봉수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5년에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발굴은 한국 봉수
대 발굴조사의 첫 번째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주정산 봉수대의 구조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기회인 동시에 조선시대 내지봉수內地烽燧의 일정한 양식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학술조사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정산 봉수는 1997년에 복원되었다.
주정산 봉수대의 구조를 살펴보면, 남북 약 27m, 동서 약 19.5m의 규모의 암반으로 된 기반부, 암반의 가장자리를 석

축한 방호벽防護壁, 계단식 통로磴를 갖춘 출입구 3개소, 봉화 불을 지폈던 봉조烽竈 5개와 봉돈부烽墩部, 창고 터, 내구內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호벽은 둘레 약 50m의 규모이다. 남북 길이가 최대 21m이고 동서 너비는 최대 11m로, 전체적으로 긴 타원형의 평
면 형태이다. 석축은 암반 위에 큰 할석으로 비교적 견고하게 축조되었고, 지형에 따라 1.5~4.5m 높이로 조성되었다.
봉돈부는 방호벽의 북쪽 가장 높은 위치에 조성되었으며, 봉돈부 내에서는 서쪽과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 5개의 봉조가
할석으로 축조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조선시대 기와와 도기, 백자 편, 쇠칼, 수저 등이 있다.
주정산 봉수는 조선시대 내지봉수에 속하는 간봉間烽으로서 하나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봉主烽과 간
봉의 형식·구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백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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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김생사지
州충주 忠州 金生寺址

Gimsaengsa Temple Site,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14호
면 적 11,738㎡
지정일 2000. 12. 22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김생로 325
소유자 사유
시 대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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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김생사지는 충주시 금가면 김생로 352 일원에 위치한 절터로 우리나라의 신품사현神品四賢(신라·고려시대 때 신

의 경지라 불릴 만큼 글씨가 빼어난 경지에 이른 네 사람을 일컫는다. 신라의 김생, 고려의 유신柳伸·탄연坦然·최우崔瑀가

이에 속한다) 중 한 명인 통일신라시대의 명필가 김생(金生, 711~?)과 관련된 기록과 전승으로 인해 ‘김생사金生寺’라 불

리고 있다.
김생사지는 남한강과 달천이 합수되는 탄금대에 약간 못 미친 벼루모퉁이 하류의 남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다. 북동남서 방향의 긴 형태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강변과 접하는 북단과 남단부는 3단의 단애를 이루며, 상단부는 매우
평평한 대지이다. 강변과 접하는 곳에는 이른바 ‘김생제방’으로 불리는 거대한 규모의 축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지금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물속에 잠겨 있다. 사역 대부분은 밭 경작지화 되었고, 서단부에 민가가 있으며, 중앙부 남쪽에는
1986년에 세운 ‘김생 유허 집자비金生 遺虛 集字碑’가 있다. 과수원 동쪽의 밭은 서쪽 지역에 비해 약 1m 정도 낮은데, 주민
의 말에 의하면 북단부 지역을 넓히면서 삭토된 것이라고 한다.
김생사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충주목忠州牧 불우조佛宇條에 “충주의 북진北津 언덕에 있다. 신라의 명필

김생이 이곳에서 두타행頭陀行을 닦았는데 이로 인해 이 절을 김생사라 하였다”라는 기록과, 절터 남쪽 강변의 거대한 석
축을 김생이 쌓았다는 ‘김생제방’ 관련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김생사와 김생제방에 대한 것은 조선시대 후기에 편찬
된 『수산집修山集』,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충주읍지忠州邑誌』,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생사지는 1976년 이후 ‘와당 밭’이라 불릴 만큼 지표에 많은 기와가 산재해 있어 주목받아 왔다. 1999년의 정밀지
표조사를 통해 사역의 대략적인 규모와 유적의 시대적 범위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2002년
과 2004년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총 20개 동의 건물지와 축대, 석열, 아궁이 등과 성격 미상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유구의 시대적 범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金生寺’명 기와의 발견으로
유적 명칭에 관한 기록과 전승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김생사지는 출토유물과 문헌기록을 참고할 때 삼국시대에 창건되
어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전성기를 이루다가 조선시대 후기인 19세기 초에는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생사가 융성했던 시기는 8세기 이후부터 고려시대 중·후기로 보여 지며,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이 시기의 유물이 상
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 후기 화엄종의 고승이었던 진각국사眞覺國師 천희(千熙, 1307~1382)가 머물며 수행하였던
곳에 김생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김생사는 통일신라 이후 고려 후기까지 화엄종계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
려 후기와 조선시대에는 사세가 위축되어 사역이 서쪽 지역으로 축소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충주 김생사지는 충주 탑평리사지, 제천 장락사지와 더불어 충북 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조
성되고 오랫동안 존속한 불교유적 중 하나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명필인 김생과의 관련성이 기록된 문헌과 전설 등이 발
굴조사 출토유물을 통해 입증되었고, 절대연대가 표기된 유물도 출토되어 유구와 유물의 상대편년을 연구하는 데도 실
증적인 비교 자료가 된다. 이를 토대로 김생사지가 자리한 남한강 일대와 충주의 역사문화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히는
데도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는 불교유적으로 평가된다.
김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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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굴조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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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지구 동북쪽 석축 전경

Ⅱ-가확-1트렌치 목곽 노출 모습(청동그릇)

The Gimsaengsa Temple Site takes its name from its connection with the life of Kim (or Gim) Saeng (711~?), a great
calligrapher of Unified Silla (676~935). The latest field survey and the two following excavations resulted in the discovery
of a roof tile bearing the inscription “Gimsaengsa” and an eave-end tile decorated with an auspicious bird design with an
inscription revealing that it was made in 872. These discoveries, combined with ancient records and oral traditions, suggest

that the temple was establish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1st c. BCE~ mid 7th c.), prospered in the subsequent
Unified Silla and Goryeo periods, and was closed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name of the temple site and the artifacts bearing the specific year related with them are regarded as valuable
resources for studies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site and other Buddhist heritages scattered around the
Namhangang and Chungju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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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조동리 고인돌
州충주 忠州 早洞里 支石墓

기념물

Dolmen in Jodong-ri,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19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1. 09. 1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56
소유자 국유
시 대 청동기시대

충주 조동리 고인돌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탑평마을에 위치하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고인돌은 보통 제단고인돌과 무덤고인돌로 크게 구분하며, 무덤고인돌은 무덤방의 위치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구
덩식의 3종류로 나뉜다. 탁자식 고인돌은 무덤방이 지상에 있는 구조로, 과거 북방식 고인돌이라 하였으며 비교적 한반
도의 북쪽지방에 많이 분포한다. 바둑판식은 남방식 고인돌의 일종으로, 무덤방이 반지하식이며 남쪽지방에서 많이 발
견된다. 구덩식은 개석식蓋石式이라고도 하며 무덤방이 지하에 위치하는 것으로 비교적 널리 분포되어 있다.
조동리 고인돌의 형태는 흡사 3층 돌탑처럼 보인다. 바둑판처럼 낮은 굄돌을 놓고 그 위에 큰 덮개돌을 얹고, 다시 굄
돌 3~4개로 괸 후 2층 덮개돌을 놓고, 그 위에 다시 작은 굄돌을 높고 다시 3층 덮개돌을 얹었다. 무덤방을 형성한 하단
굄돌은 크기가 일정치 않은 할석을 십여 개 이상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주변에 굴러다니던 크고 작은 돌들을 같이 올려쌓
아 부자연스럽다.
1층 덮개돌은 그 크기가 450×350×100㎝이며 덮개돌을 떼어 다듬은 흔적이 확인된다. 2층과 3층은 1층 덮개돌에
비례해 급격히 작아져 인위적이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덮개돌 위의 2층은 본래 고인돌과는 축조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불교 전래이후 탑의 모습을 모방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되어 고인돌과 불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양식으로 주목된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마을사람
들은 이 고인돌을 탑이라고 생각하여, 고인돌이 있는 이 마을을 ‘탑거리’라 불렀다. 또 이 고인돌을 복탑福塔이라 부르며

그 앞에서 기원을 하거나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마을이름이 ‘탑평塔坪’이 된 것은 한자식으로 표기된 후의 결과라 여겨

진다. 현재는 이곳에 1기의 고인돌만 있지만 주변에 굄돌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인돌이 여러 기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이 조동리 고인돌은 조동천과 인접해 있어 물과의 관련성이 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다.
이 고인돌은 인근의 조동리유적에 살던 사람의 무덤이라고 판단되며 이 시대의 묘제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큰
돌[巨石]문화와 불교의 탑 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첫 예로 크게 주목된다.
한강과 조동천이 만나는 지점인 동량면 조동리에는 조동리 고인돌 외에도 조동리 선사유적(충청북도 기념물 제126
호)을 비롯하여, 관암冠岩마을의 상징인 갓바위 등과 더불어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이 위치한다. 이것이 잘 활용된다면

조동리는 선사문화의 보고寶庫로서 중원지역 선사시대 생활상을 연구하는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길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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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o board” type of dolmen resembling a three-story
pagoda is located at the village of Tappyeong in Jodongri, Dongnyang-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Archaeologists have conjectured that its builders might
have been trying to imitate the shape of a pagoda after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This dolmen, thought to be the tomb of a local person,
is considered a precious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tomb
system of that period. It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as the first known example of a novel form that combines
giant stone culture with a Buddhist pag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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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조동리 유적
州충주 忠州 早洞里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Jodong-ri,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26호
면 적 8,811㎡
지정일 2002. 10. 25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368-2
소유자 사유
시 대 선사시대

조동리 유적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조돈마을에 위치하는 남한강변의
선사유적이다.
이 유적은 1990년 9월 10일 내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조돈마을 앞 한강변의
강 안 퇴적층이 1~2m 두께로 깎이어 나가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나 유적에 대한 조
사가 바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6년이 지나서야 진행되어 홍수대비 둑 축조공사의
구제발굴형태로 1996·1997·2000년 3차례에 걸쳐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
되었다.
조동리 유적은 크게 3지구로 구분되는데 발굴조사된 곳은 처음 유구가 확인된 Ⅰ
지구뿐이다. Ⅱ지구는 Ⅰ지구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으로 지표아래 1m지점
에서 청동기시대 집터가 확인되었다. Ⅲ지구는 Ⅰ지구에서 하류쪽으로 3㎞쯤 떨어진
곳으로 민무늬토기와 화살촉 등이 수습되었다.
Ⅰ지구를 조사한 결과 퇴적층위는 해발 76.5~70m에 약 6~7m 두께이며, 13층으
로 세분할 수 있다. 1층은 표토층이고, 2층이 청동기층, 3·4층이 신석기층으로 확
인되며, 그 이하는 홍수 등으로 인한 단순퇴적층으로 밝혀졌다. 신석기층은 상하 2
층으로 구분되는데 아래층에서는 5,295±545B.P.라는 연대값이 나왔다. 청동기층
은 3층으로 구분되며 아래청동기층에서 2,715±75B.P., 가운데청동기층 2300±
250B.P., 윗청동기층 2,300B.P.·2,060B.P.라는 절대연대 값을 각각 확인하였다.
1·2차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문화층에서 네모꼴 집터 9기(네모꼴 1기, 긴 네모꼴
6기, 둥근꼴 2기), 불땐자리 31기, 움 13기, 돌무지유구 1기, 도랑 6기 등의 생활유
구를 찾았다. 출토유물로는 붉은 굽잔토기를 비롯하여 민무늬토기, 팽이형토기, 구
멍무늬토기 등 다양한 토기문화를 확인하였다. 집터유구는 대부분 긴네모꼴을 기본
으로 서로 겹치지 않고 평면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거의 같은 시기에 생활했
던 것으로 해석되며 가운데청동기층이 주 무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3차 발굴조사에서는 불땐자리 20기, 움 5기, 웅덩이 1기, 도랑 1기 등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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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리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청동기시대의 집터이다. 모두 9기가 확인되었는데 유적의 중심부
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내부 시설물로는 기둥구멍(3·7·8호)과 불땐자리(1·4·7·9호)가 있으
나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7호 집터의 경우 상수리나무를 가공한 판자로 벽체를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불땐자리는 51기(이 중 1기는 근대의 것)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바닥을 약간파고 돌무지형태로 둥글게 쌓은 형
식이 대부분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움은 18기가 확인되었는데 깨진 토기나 석기조각 등이 나와 주목받지 못했으나, 움에서 나온 흙을 물체질 한 결과 많
은 낟알이 검출되어 저장기능을 했음을 확인하였다.
낟알은 집터와 움, 불땐자리에서 약 1,000톨이 넘게 확인되었다. 탄화된 곡물로 쌀, 보리, 밀, 귀리, 수수와 복숭
아씨 등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51호 불땐자리에서 출토된 벼낟알과 숯이다. 절대연대측정결과 각각 6,140B.P.,
6,200B.P.의 연대값을 얻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경의 기원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충주 조동리 유적은 서울 암사동유적이나 여주 흔암리유적과 더불어 한강유역 최대의 선사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충주시에서는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을 건립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
다.
길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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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굴조사 모습

조동리 7호 집터

Located at Jodon Village in Jodong-ri, Dongnyang-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close to the Namhangang
River, this prehistoric archaeological site was brought to light when the river bank sedimentary layer near Jodon Village was
cut off as a result of heavy rainfall in September 1990.
The grains of rice and pieces of coal unearthed from the site were found to date back to 6,140 BP-6,200 BP as a result
of Absolute Age Determination (i.e. absolute dating,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 age on a specified chronology in
archaeology and geology), and are regarded as precious materials that shed light on the history of farm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ite, along with the archaeological sites in Amsa-dong, Seoul and Heunam-ri, Yeoju, is sai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ehistoric sites located along the Hanga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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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팔봉서원
州충주 忠州 八峰書院

Palbongseowon Confucian Academy,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29호
수 량 일원
지정일 2003. 06. 1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팔봉안길 11-6
소유자 팔봉서원 보존관리위원회
시 대 조선시대

210

충주 팔봉서원은 조선시대 명현名賢인 이자李耔·이연경李延慶·김세필金世弼·노수신盧守愼 등 4현을 배향하고 후생교육을
담당하던 곳이었다. 1582년(선조 15)에 초창되었고, 1672년(현종 13)에 사액서원이 되었다. 1871년(고종 8) 서원 철폐
령에 의해 훼철된 터에 1998년 복원하였다.
팔봉서원은 전면에 달천이 마을을 돌아 나가고 수주팔봉이 전면으로 보이는 경관이 빼어난 경사진 터에 동남향으로
위치하였다. 비교적 경사가 큰 터에 자연석 석축을 쌓고 자연석 담장이 둘러져 있으며 진입은 삼문 전면에 측면의 계단
을 통해 할 수 있다.
사당은 정면 3칸·측면 2칸 크기의 2익공 겹처마 맞배지붕 기와지붕이다. 건물 구조는 가공된 화강석 기단과 원형초
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운 2고주5량가 굴도리집이다. 전퇴는 강회다짐을 하였고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 전면 창호는 각
칸마다 사분합 띠살문을 설치하였다. 사당 전면에는 3개의 화강석 계단이 설치되었다.
솟을삼문은 ‘팔봉서원’의 현판이 걸려 있고 문은 벽 중앙에 설치하였으며 사당의 오른쪽으로는 재실이 있으며 왼쪽에
는 복원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충주 팔봉서원은 4현을 배향하고 후생교육을 담당하던 곳이다. 특히 이 서원에 배향된 4현은 사화士禍와 연관이 있었
음에도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분들로서 그들의 학문적 자세와 정신을 받들고 계승해야 할 것이다.
조중근

Palbongseowon Confucian Academy was founded in 1582 (the 1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and was

presented with a hanging board inscribed with its name in 1672 (the 13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yeonjong of Joseon). It
keeps the mortuary tablets of four famous Confucian scholars of the Joseon period, Yi Ja, Yi Yeon-gyeong, Kim Se-pil, and
No Su-sin, who are justly celebrated for their fidelity and integrity.
It was closed in 1871 in accordance with the decree issued by Heungseon Daewongun to close all Confucian academies in
1864, and was not restored until 1998.

사당

재실 및 솟을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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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신청리 고인돌
州충주 忠州 新淸里 支石墓
Dolmen in Sincheong-ri,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33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4. 11. 26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502
소유자 국유
시 대 선사시대

Located at the entrance to the village of Sinuisil in Sincheong-ri, Sinni-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this
dolmen belongs to the unsupported capstone type of bronze-age tomb. There used to be a pair of dolmens which the locals
called “tortoise rocks,” but one of them (supposedly the female of the pair) was remov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an
embankment for a stream.
The dolmen has more holes in it than any other found in Chungcheongbuk-do. I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menhir culture of the Prehistoric Age.

212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신의실 마을 입구에 위치하는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이다.
충주 신청리 고인돌은 그 규모나 만든 수법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의 구덩식 고인돌로 보인다. 마을에서는 거북바위로
불리는데 원래는 2개였다고 하나, 마을 앞을 지나는 제방을 쌓을 때 암거북바위는 파괴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숫거북
바위이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혼성편마암으로 보이는데 그 크기는 482×370×125㎝이며 무게는 약 20t에 이른다. 특징적인
것은 덮개돌의 윗면에 지름 약 3.5~10㎝, 높이 약 1~3㎝의 크고 작은 굼(구멍, 星穴, 聖穴, cup-mark) 141개가 분포하
고 있는데, 덮개돌의 구멍 중 곱게 갈아 파 놓은 것은 81개, 거칠게 판 것은 60개이다. 촌로들에 의하면 고인돌의 구멍
에 물을 대어보면서 물의 흐름으로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하며, 구멍은 동네의 가구 수 또는 가족 수를 표현한 것이라
고도 한다.
고인돌은 남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덮개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주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들이 다양하게 수습되고 있다. 덮개돌은 신의실 마을 뒷산인 바위산에서 채취하여 가져왔을 것으로 추
정된다.
충청북도에서 발견된 고인돌 중 가장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충주 신청리 고인돌은 선사시대 큰돌[巨石]문화 연구
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길경택

213

214

忠 충주 부흥사 방단적석유구
州충주 忠州 富興寺 方壇積石遺構

기념물

Stone Mound Relic in Buheungsa Temple,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36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5. 10. 2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서계1길 15-25
소유자 부흥사
시 대 고려 말 ~ 조선 초

충주 부흥사 방단적석유구는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부흥사
에 위치하는 전탑모양의 적석유구이다.
부흥사는 한강가 목계나루터 뒤쪽 봉우리의 8부 능선 상의 넓
지 않은 터에 동향한 작은 사찰이며, 방단적석유구는 부흥사 내
의 산신당 좌측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불탑은 금당 앞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는 다르기에 탑으로 보기 어려워
적석유구라 한 것이다.
부흥산신위

방단적석유구의 전체적인 모습은 벽돌 크기보다 작은 납작한

돌을 한 켜 한 켜 쌓아 올렸으며 기단의 모습은 방형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각추 형태이다. 정면에서 볼
때 방형의 기단 위에 4단 탑신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래는 네모꼴로 층단을 이루게 쌓은 이형탑異形塔이었을 것이
나 허물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단부에는 이형탑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고 잘 남아 있으나, 상단부는 이미 무너졌기에
원래 모습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실 앞 왼쪽에 ‘고 최봉출 탑故 崔奉出 塔’이라고 새겨진 작은 비석이 있는데
이는 근대에 부흥사 부근 목계마을에 거주했던 최봉출이 무너진 탑을 다시 쌓았다는 표지이다. 다시 쌓을 때 뒤쪽은 원
형으로 높이 조성하였으나 상단부는 똑바로 중심을 맞추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 불안한 모습을 보
인다. 산비탈에 붙여 쌓아서 뒷면은 지면에 의지하고 있으며 방단탑의 오른쪽에는 기단의 흔적이 관찰된다. 높이 약 8m,
둘레 약 13m로 쌓았다.
방단적석유구의 전면인 동쪽에는 방형 감실이 있다. 감실은 사람이 앉아서 드나들만한 크기로 안에는 ‘부흥산신위富

興山神位’라고

새겨진 비석이 안치되어 있다. 이 비석으로 보아 이 방단적석유구는 본래 돌탑의 역할과 산신각의 기능을

함께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성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충주 부흥사 방단적석유구와 같은 모전석탑의 모습은 경상북도 안동과 의성, 일본의 구마모토에도 있다. 또한 이 유
구는 안동·의성·제천·여주로 연결되는 선상인 충주 한강변 목계에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축조 형태가 매우 희귀한 문
화재로 불교와 민속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길경택
The Stone Mound Relic located at Buheungsa Temple in Eomjeong-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is an
unusual stone structure with a rectangular bottom that resembles a brick pagoda.
Similar relics have been found in Andong and Uiseong in Gyeongsangbuk-do and in Kumamoto in Japan. Its location in
Mokgye, Chungju near the Hangang River has attracted attention as it is situated near various routes to Andong, Uiseong,
Jecheon, and Yeoju. This unique structure is regarded as a precious material for research on folklore and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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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견학리토성
州충주 忠州 見鶴里土城

Earthen Fortification in Gyeonhak-ri,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37호
면 적 10,036㎡
지정일 2006. 01. 06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441
소유자 사유
시 대 통일신라

This Earthen Fortification is located at Gyeonhak-ri, Sinni-myeon in Chungju, Chungcheongbuk-do. Although some
parts of the west, south and north walls have crumbled away, the earthen fortification is presumed to have measured
approximately 214m in circumference. The width and the height are close to 5-6m and 5m, respectively. This is an
important archaeological site casting light on the late Silla society and the local culture in the Chungcheong-do region
around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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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견학리토성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441번지 일대에 위치한 토축성이다. 가섭산迦葉山에서
북동쪽으로 흘러내린 해발 110m의 낮은 구릉상에 축
조되었다. 토성의 북쪽과 동쪽에는 동서 방향으로 흐
르는 요도천堯渡川과 그 주변으로 형성된 들판이 펼쳐져
있고, 이에 인접하여 충주와 음성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성벽

지나가고 있다.
견학리토성과 관련된 문헌 기록은 확인된 바 없다.
토성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81년과
1982년에 이루어진 중원문화권 유적조사를 통해서였
다. 이후 1991년에 공장 신축으로 인해 토성의 서벽이
파괴되자 이에 대한 1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
고 2000년에 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견학
리토성의 성벽축조방식과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사 당시 서벽과 남벽·북벽의 일부가 파괴된 상태
로, 본래 토성의 전체 둘레는 214m 내외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성벽은 너

북쪽 문지 발굴 유구

비 5~6m, 높이 5m 내외의 규모이다. 성벽 바깥에는 도랑을 두르는 해자垓字 시설이 1.5m의 깊이로 조성되었다.
성벽 축조방식은 지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북벽과 동벽의 경우에는 구릉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한 반면,
평탄지에 위치한 남벽의 경우 해자를 파낸 흙으로 판축한 뒤 그 아랫부분의 안팎을 석재로 보강하였다. 판축은 점질토를
사용하여 5~10㎝ 간격으로 층층이 다져 쌓았으며 판축면의 최고 높이는 2m 정도이다. 또한 토루를 축조하기 위해 사용
되는 영정주永定柱의 기둥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출토유물로는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와 석검, 삼국시대의 연질토기 등이 있으나 대체로 9세기를 전후한 통일신라시
대 토기 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견학리토성의 경영 시기는 8~9세기대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판축토성의 기저부에
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축조 상한연대 역시 경영 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견학리토성은 8~9세기를 중심으로 한 신라 후기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호족이 전국적으
로 발호跋扈하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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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우천석 · 우팽 묘소
州충주 忠州 禹天錫 · 禹伻 墓所

Tombs of U Cheon-seok and U Paeng,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40호
수 량 2기
지정일 2007. 03. 09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05-1
소유자 단양우씨 문숙공파 종회
시 대 고려시대·조선시대

These are the tombs of U Cheon-seok (fl. late 13th century), who served as Munhasijung (Chancellor) for the Goryeo
Dynasty (918~1392), and his son U Paeng who served as Miljikbusa (Assistant Royal Secretary). The square burial mounds
are enclosed with a stone five-tier base, making it a rare example among the tombs built between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s. The tombs were collectively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140 in Marc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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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석 묘소

우팽 묘소

고려시대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우천석(禹天錫, ?~?)과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낸 그의 아들 우팽(禹伻, ?~?)의 묘소
다.
우천석은 고려의 무신으로 1268(원종 9) 도병마녹사都兵馬使司로서 낭장 박신보朴臣甫와 함께 일본을 정벌하러 가는 몽

골 장군 탈타아脫朶兒 일행을 흑산도로 안내했다. 1273년 서해도 안찰사로 제주를 거점으로 하여 저항하는 삼별초를 공
격했다. 1277년(충렬왕 3)에는 전라도 안렴부사를 지내고, 낭장과 예조전서를 거쳐 1280년(충렬왕 6) 문하시중에 올랐
다. 우팽은 우천석의 둘째 아들로, 봉익대부 밀직부사奉翊大夫 密直副使를 지내고 사후 문하시중 평장사門下侍中 平章事에 봉해
졌다.
우천석·우팽 묘소의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으나 우천석이 1280년 문하시중에 올랐기 때문에 처음 장례를 지낸
것은 1300년 전후로 판단된다. 우천석의 묘가 이곳에 위치하면서 산척면 송강리 지역은 단양 우씨의 세거지世居地가 되
었다.
우천석·우팽 묘소는 경사면에 아들과 아버지의 묘를 상하로 배치했다. 두 묘 모두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5단의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사각형의 봉분을 만든 형태이다. 경사면을 따라 묘가 조성되어 둘레석[護石]의 측면은 앞이 많이 드
러나고 뒤가 적게 드러난다. 사각형의 방형분方形墳에 자연석으로 둘레석을 두른 특이한 묘제를 하고 있다. 묘역 전체 면
적은 160㎡이다.
우천석 묘표는 정면에 ‘고려시중 단양우공 휘천석지묘高麗侍中 丹陽禹公 諱天錫之墓’라 쓰여 있으며, 우팽 묘표는 정면에

‘고려밀직부사 추봉시중사 우공팽지묘高麗密直副使 追封侍中事 禹公伻之墓’라 쓰였다. 이들 두 비석 좌측면에는 비석을 세운

18~20세 자손의 이름과 비석을 세운 때를 적었다. 묘표는 기미 11월己未十一月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1919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묘비는 1980년에 새로 세웠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무덤으로, 당시의 묘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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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이시진 묘소
州충주 忠州 李時振 墓所
Tomb of Yi Si-jin,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49호
수량 | 면적 일원 | 3,200㎡
지정일 2010. 12. 1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길 149
소유자 전주이씨 임영대군 효자공파 종회
시 대 조선시대

This is the tomb of Yi Si-jin (1578~1633), a famous filial son whose filial piety is mentioned in Dongguk sinsok samgang

haengsildo (Illustrated Manual on the Conduct of the Three Relations in the Eastern Kingdom, 1617). Standing in front of the
tomb, which is located in Maheul Village in Daejeon-ri, Dongnyang-myeon, Chungju-si, is a stone marker indicating that it
is the tomb of the famous filial son whose virtuous life was officially praised by the rulers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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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이시진 묘소는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마흘 마을에 위치한 효자 이시
진(李時振, 1578~1633)의 묘소이다.
이시진의 자는 기부起夫, 호는 충헌

沖軒으로,

세종의 넷째아들 임영대군

구璆의 후손이다. 조선 중기인 17세기
초에 살았던 효자로, 천성이 인자하고
효심이 지극했다. 사계沙溪 김장생金長

生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의 효행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東國新續三綱行實圖』

李孝子沖軒公碑文’을

「시진단지時振斷指」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687년(숙종 13) 송시열이 ‘이효자충헌공비문
지으면서 그의 효행 이야기는 더욱 유명하게 되었다.

이 묘역에는 전주이씨 임영대군 효자공파 6세손인 이시진 묘부터 13세손인 이명규李明圭 묘까지 조성되어 있다. 17세

기 전반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묘역에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 이시진묘, 이만재(李晩栽: 이시진의 장자)
묘, 이세언(李世彦: 이만재의 장자)묘, 이억령(李億齡: 이세언의 장자)묘, 이현창(李顯昌: 이억령의 장자)묘가 차례로 조성
되어 있다. 이 중 이시진묘가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시진 5대묘는 봉분과 기본 석물(상석, 혼유석, 향로석, 석비, 망주석 등)을 갖추고 있다. 상석과 혼유석, 향로석 등
은 조성당시의 석물이며, 석비와 망주석은 2003년 종중에서 일괄 건립한 것으로 역사가 길지 않다. 이시진, 이제홍묘
앞 석비만 무덤 조성 당시 건립된 것이다. 이시진의 묘표는 17세기 조성된 것으로, 가운데 ‘효자 이공 시진지묘孝子 李公 時

振之墓’라고

썼다. 그리고 좌우에 ‘유인 전주황씨부우孺人全州黃氏附右’, ‘유인풍산심씨부좌孺人豊山沈氏附左’라고 썼다. 묘표의

높이는 지대석을 포함해 133㎝이다.
오석烏石에 새로 새긴 묘갈은 2003년에 건립된 것이다. 이 묘갈에는 3면에 걸쳐 이시진의 삶과 효행 그리고 자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묘갈은 지대석, 비신, 옥개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높이는 190㎝이다. 이시진 묘소는 평면 사다리꼴
형태이며 가로 6ｍ, 세로 6ｍ, 높이 1.5ｍ 정도이다. 묘역 아래는 1990년 건립된 사당 겸 제각祭閣인 모선재慕先齋가 있
다.
이시진 묘소는 조성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순조 12년(1812)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이시진 묘표와 상석,
향로석, 계체석 등이 잘 남아있어 조선 후기 묘제 연구에 중요한 사례이며 더욱이 8대에 이르는 후손의 묘가 함께 있어
묘제 변천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등장하는 인물의 효행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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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양능길 · 양여공 묘소
州충주 忠州 梁能吉 · 梁汝恭 墓所

Tombs of Yang Neung-gil and Yang Yeo-gong,
Chungju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53호
수 량 1곽
지정일 2012. 01. 06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산58
소유자 충주양씨 종회
시 대 고려시대·조선시대

양능길 묘소

These are the tombs of Yang Neung-gil (fl. 10th century), the founder of the Chungju Yang clan, and his fifteenthgeneration descendant Yang Yeo-gong. The two tombs retai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ombs of early Goryeo (918~1392)
and early Joseon (1392~1910). They were collectively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153 in recognition
of their perfect state of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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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공 묘소

고려 초 삼한 통일에 기여한 충주양씨 시조인 양능길梁能吉과 그의 15세손 양여공(梁汝恭, 1378~1431)의 묘다.
양능길은 타고난 품격이 영민하고 비범하였으며 육체적으로도 그 힘이 남보다 뛰어나 장상이 될 재능을 보였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나라를 창업할 때 그를 도와 통일을 이뤄 통합삼한대장군統合三韓大將軍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공훈을 인정
받아 예성군에 봉해지고 예성(蘂城, 지금의 충주)을 본관으로 삼게 하였다.
양여공은 1396년(태조 5) 생원시에 합격하고 1405년(태종 5)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급제했다. 1407년(태종 7) 판사랑

교서정자判仕郞 校書正字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1418년(태종 18) 통덕랑通德郞으로 병조정랑兵曹正郞에 이르렀다. 1420
년부터 충주에 살았고, 1433년(세종 15) 충주시 엄정면 내창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양능길 묘는 4각형 호석護石 위에 봉분을 올린 방형봉토분이다. 호석은 한 변의 길이가 260㎝ 높이가 90㎝이며 3단으
로 되어있다. 네 귀퉁이를 대나무 모양의 기둥으로 처리한 것이 특이하다. 일부 풍화되고 떨어져 나가 보수한 흔적이 있
으나 고려 초기 분묘 양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례다. 묘역에는 상석과 망주석이 있고, 1977년 10월 후손들이 세운 묘
비에는 ‘고려대장군 예성양공묘갈高麗大將軍 蘂城梁公墓碣’이라 쓰여 있다. 원래 있던 묘비가 분실되어 묘갈을 다시 세웠다.
양여공 묘는 20평 정도의 묘역에 타원형의 봉분이 있는 무덤이다. 봉분의 높이 180㎝, 지름이 200㎝, 밑변의 둘레가
620㎝이다. 봉분 앞에는 대리석으로 된 묘표가 있다. 그런데 묘표의 풍화가 심해 글자를 판독하기 어렵다. 묘표 앞에는
상석이 있고 좌우에 문관석 한 쌍이 있다. 양여공 묘에는 1435년(세종 17) 자헌대부 예문관대제학資憲大夫 藝文館大提學 윤

회尹淮가 찬한 묘갈墓碣이 있었으나 중간에 사라졌다고 한다. 이를 안타까워 한 후손들이 1977년 묘갈을 다시 만들었는
데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양능길은 고려 개국공신으로 충주양씨의 시조다. 양여공은 조선 초기의 인물로 벼슬이 형조정랑에 이르렀고, 효자로
정려까지 받았다. 이처럼 고려 초와 조선 초 인물의 묘소가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400년 차이가 나는 묘제 연구에 귀
중한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양능길이 양길과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고, 묘 또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연구 보존
할 가치가 높다.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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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州충주

충주 김세렴 묘소
忠州 金世濂 墓所

Grave of Kim Se-ryeom in Chungju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65호

· 수

량

1기

· 지정일

2017. 08. 04

·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 6-46

· 소유자

김무열

· 시

조선시대

대

The grave of Kim Se-ryeom (1593-1646) in Chungju is located at one end of the hilltop situated behind the village of
Bonbok in Bonpyeong-ri, Angseong-myeon. The grave features a “tailed mound” and is placed in the rear part of the same
graveyard (196㎡) as that of his son, Kim Pil-sang. A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Kim Seryeom visited Japan as Busa (the deputy commissioner) of the Tongsinsa (“communication envoys”) in 1636, and served as
Gwanchalsa (the magistrate) of Anbyeong, Hwanghae-do and Pyeongyang, where his main duties included the reception of
Qing envoys. He also worked as Doseungji (royal secretary) and Hojopanseo (finance minister), and tried hard to wipe out
corruption among local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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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김세렴 묘소는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본복마을 뒷산 구릉의 정상부 끝부분에 자리한 남향의 묘로 동명 김세렴
(東溟 金世濂, 1593~1646)의 음택이다. 묘역은 약 196㎡(약 60평) 정도로 유돌분이며, 뒤쪽에는 아들 김필상金弼相의
묘가 위치한다.
김세렴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선산이며 자는 도원, 호는 동명,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성암省菴 김효원金孝元의
손자이며, 반계 유형원磻溪 柳馨遠의 고모부가 된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났으며 22세에 생원·진사가 되고 1616년(광
해군8) 증광시에서 장원급제하여 예조좌랑이 되었으며 시강원의 사서를 겸임하였다. 이어 홍문관, 사간원을 거쳤고 인
목대비 유폐를 주장한 자들을 탄핵하다가 곽산으로 유배되었다. 인조 때 사면되었지만 공신 이귀의 방자함을 탄핵하다
가 현풍현감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1636년 통신부사로 일본을 다녀오며 투금投金의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다. 안변, 황
해도, 평양관찰사로 청淸사신을 대하기도 하였고, 도승지·호조판서에 이르러 방납의 폐를 없애려 노력하였던 인물이
다. 1646년(인조 24)에 사망 후 문강공文康公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경서에 박식하였고, 문장과 시에 조예가 깊었으며 온
후하고 과묵, 겸손하였다고 평가받았다. 저서로는 『동명집東溟集』 6권과 일본에 갔을 때 쓴 『해사집海槎集』 등이 있다.
묘역에는 혼유석과 상석, 향로석이 있으며 동자석(101㎝)과 촛대석(175㎝), 문관석(177㎝)이 1조씩 배치되어 있다.
묘표석(230㎝)은 묘소의 우측에 측면이 보이도록 설치하였는데, 사각대석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가첨석을 얹었다. 이 묘
표석은 몰년보다 근 100년이 늦은 1744년에 세워진 것이다. 비제는 해서체로 “戶曹判書弘文提學諡文康東溟金先生之墓
貞夫人文化柳氏祔左호조판서 홍문제학 시문강 동명 김선생지묘 정부인 문화류씨 부좌”라 음기되었으며, 글을 지은 찬자撰者와 글씨를 쓴 서자
書者 는

미수 허목許穆이고, 비석의 제호를 쓴 전자篆者는 증손 김일기金一基이다. 봉분은 감싸는 둔덕을 만들지 않은 17세기

후반 사대부가의 묘제양식을 잘 보여준다. 원래 이 묘소는 경기도 양주에 있던 동명의 묘소를 증손 대에 현 위치로 이장
하고 석물을 세운 것이기에 표지석이나 신도비의 연대가 늦은 것이다.
김세렴의 신도비는 묘소 남단 아래쪽으로 약 70 가량 떨어져 있는데, 1746년 건립되었고 단아한 해서체의 글씨체
로 각인되어 있다. 찬자는 미수 허목이고 서자는 오시복吳始復, 전자는 김일기이다. 원래 신도비는 묘소의 초입인 산기슭
에 위치하였으나 현재는 본복마을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민가 주택 마당 안에 서있는 형태이다.
묘표석이나 신도비의 비문을 미수
허목이 찬하게 된 것은 이장移葬을 계획
한 손자가 미리 글을 받아놓았기 때문
이라 한다.
그의 묘소 상단에는 둘째아들 김필
상의 묘소가 있는데, 그의 자는 인경隣
卿으로

장악원掌樂院 첨정僉正을 역임하

였다.
충주 김세렴 묘소는 조선시대 중기
의 묘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역사자
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길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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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청명주
州충주 忠州 淸明酒

무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지정일 1993. 06. 0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청금로 112-10

Cheongmyeongju Liquor, Chungju

충주 청명주는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에 누대累代 거주한 김
해김씨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주이다.
충주시 가금면 일대는 조선시대에 남한강 뱃길 집결지인 동
시에 과거를 보러 가는 길목이었다. 이런 지리적 이유와 청명
주의 우수한 맛이 합을 이루어 청명주가 전국에 이름이 나기
시작해 사대부가에서 귀한 손님의 접대주로 사용되었고 명절
과 제사에는 제주祭酒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맛과 향이 우
수해 궁중에까지 진상하였다.
향전록

청명주란 이름은 24절기인 청명일(양력 4월 5~6일경)에 사

용하기 위해 빚어진 민속주이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최초로 빚은 시기와 인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가
금면 창동리에 누대 거주한 김해김씨 가문에서 조선시대 이전부터 대대로 비방으로 만들어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접대하
던 술이라 전한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 가양주 제조를 금지하며 잠시 중단되었으나 비법만은 전수되어 명맥을
유지해 왔다. 현재 후손인 김영기 씨가 기능보유자로 청명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청명주 제조 방법은 『향전록鄕傳錄』에 전한다. 향전록에는 이 청명주와 민간약방문이 수록되어 있다. 청명주 제조법은
순찹쌀과 재래종 통밀로 제조한 누룩만을 사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약 100일 동안 발효 숙성시켜 빚는 것이 그 특징이다.
제조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청명일에 제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할 때는 그 기간을 가늠하여 청명주를 담그며 청명일
에 이르면 술독을 열어 용수를 박아 청주를 떠낸다. 청명주는 알콜 도수가 18∼20°정도의 높기 때문에 “충주에서 마시
면 문경새재에 가서 취기가 깬다”라는 말이 전해진다. 도수가 높기는 하지만 찹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끈기가 있고 숙취
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청명주는 일반 곡주보다 알콜 농도가 높고, 색·향·맛이 뛰어나다. 청명절 차례와 명절, 제사 때 쓰일 뿐만 아니라 궁중
에까지 진상되어 이름을 알린 전통 고유주로서 그 가치가 높다.
이상희
Cheongmyeongju is a local traditional liquor that has been hand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by members of the
Gimhae Kim clan in Changdong-ri, Gageum-myeon, Chungju-si. The name “Cheongmyeong” is thought to have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drink was specially made for consumption on the day of Cheongmyeong (around April 5, the 5th of 24
solar terms). Kim Yeong-gi, a descendant of the clan, is a holder of the skill of making Cheongmyeongju.
This liquor is stronger than other ordinary grain wines, and has a pleasant color, flavor, and bouquet. It was once so
popular that it was presented to the royal pa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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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마수리 농요
州충주 忠州 馬水里 農謠

무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5호
지정일 1994. 12. 3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마제2길 7

Masuri Nongyo (Farmers’ Song of Masu-ri,
Chungju)

충주 마수리 농요는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에 전승되고 있는 농요이다.
농요는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면서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소리라고
도 하며, 토속민요로 지역에 따라 노래가 다르다. 일제강점기 이후 잊혀져가던 것을 1970년대에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마제마을 사람들이 재연하여 보존해 오고 있다. 1972년에는 ‘탄금대 방아타령’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에 참가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충주 마수리 농요는 예부터 이 지역에서 농사지을 때 풍년을 기원하며 부르던 노래이다. 농요의 구성은 ‘절우자(모찌
는 노래)’, ‘아라성(모심기 노래)’, ‘방아호우(김매기 노래로 긴방아, 중거리, 자진방아로 나뉨)’, ‘대허리(두벌매기로 긴방
아와 자진방아로 나뉨)’를 마치고 ‘방아타령’과 ‘방아찧기 노래’를 여성부와 같이 한 뒤 남녀가 어울려서 한마당 놀이를
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모찌기소리는 모를 찌면서 부르는 노래이고 모심기소리는 모를 심으면서 부른다. 방아타령은 벼
를 찧을 때 긴방아타령으로 시작해서 중거리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으로 다양하게 부른다.
충주 마수리 농요는 초대 기능 보유자 지남기가 2005년에 사망하고 현재는 메김소리 예능 보유자인 박재석이 맥을
잇고 있으며, 충주지역 들노래의 전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농요로 모찌기, 모심기, 방아타령까지 다양한 노랫가락을 보
존하고 있다.
이상희

Masuri Nongyo was sung by farmers to pray for a good year while they worked in their fields. Ji Nam-gi, the first person
to be designated as a leading holder of Masuri Nongyo, passed away in 2005, and was succeeded by Park Jae-seok, a holder
of megim sori art.
The song, which belongs to the tradition of farmers’ songs from the Chungju region, contains different melodies
associated with the removal of young rice seedlings from their bed, the planting of seedlings in rice paddies, and the milling
of harvested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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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사기장
州충주 沙器匠

무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지정일 2013. 04. 05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도자기길 10

Sagijang (Master Ceramic Maker)

Lee Jong-seong (1958~ ), a Master Ceramic Maker based in Eomjeong-myeon, Chungju-si who began making traditional
white porcelain in 1974, is a master of both the openwork technique and the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and celadon.
He holds various skills related with the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and is striving to develop traditional pottery wheel
molding techniques and pattern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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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장은 도자기 공예 장인을 말하는 것으로, 충주시 엄정면에 거주하는 이종성(李鐘誠, 1958~ )은 1974년 전통도예
백자 기술에 입문 한 후 백자와 청자 제작 기법뿐만 아니라 뛰어난 투각透刻기법에 능통한 장인이다.
이종성은 19세때인 1974년 인천 선암도예에서 입문한 후, 백자 기술 계승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무
형문화재 제5호인 故 안동오(1919~1989) 선생 기문에 입문한 후 최고 난이도 기술로 일컬어지는 투각기술을 익혀 뛰
어난 투각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 후 안동오 선생 문하의 윤덕중에게 전통가마 축조법을 전수받아 전통 기법에 따라 도
자기를 번조하는 전통 방법의 명맥을 잇고 있다. 2001년 사위인 최정호가, 2010년 딸 이우진이 입문해 가업으로 전통
사기 공예 기술을 잇고 있다.
사기장 이종성은 백자의 성형 기능으로 물레 성형, 판성형, 주입성형, 조형의 기술을 사사 받아 제작할 수 있으며 음
각, 양각, 상감, 이중투각, 박지 등의 전통 도예의 문양 기법을 두루 갖추었다. 이에 회화, 소지(백자토) 및 유약 조합 등
의 기술도 겸비했다. 이와 더불어 가마를 직접 축조할 수 있는데 가스 가마뿐만 아니라 옛 전통가마를 축조할 수 있다.
도예과정은 백자토 수비水飛 및 토련土鍊 과정을 통해 진공과정을 거친다. 이후 물레로 성형하고 정형하여 다듬은 후
건조한다. 이때 투각과 조각을 한다. 초벌로 가마에 굽는 초벌소성을 거쳐 청화문양 새기기의 회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가마에 넣고 소성과정을 통해 도자기를 굽는다. 이후 도자기를 식혀 번조를 완성한다. 제작 가능 품목은 백자와 청자, 분
청사기이다.
사기장 이종성은 다양한 백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방법의 물레 성형, 전통문양 기법 등을 통해 전통의 명맥
을 이으며 전통도자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희

231

忠 야장
州충주 冶匠

무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지정일 2003. 10. 2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인8길 23-1

Yajang (Blacksmith)

야장冶匠은 보통 대장장이라 하며 망치나 집게 등을 이용해 철을 단조鍛造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보통 대장
장이라고 부른다.
철이 농기구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구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철을 다루고 철제 도구를 만드는 대장간은 5일장이 서
는 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5일장에 나오는 길에 필요한 농기구 등을 구입하고
또한 훼손된 농기구 등을 수선하였다. 대장간에는 이곳의 운영자인 대장장이를 비롯하여 쇠를 두드리는 메질꾼, 메질을
돕는 집게잡이, 화덕의 불을 조절하는 풀무꾼 등이 있다. 이들은 쇠를 달구는 화덕,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 쇠를 두들길
때 필요한 망치·메·모루, 뜨거운 쇳덩어리를 잡는 집게, 날을 가는 데 쓰는 숫돌 등의 연장을 사용해 쇠를 다룬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야장의 기능보유자는 보은의 설용술薛溶述과 충주의 김명일金明一이다. 설용술이 운영하

고 있는 남다리대장간은 보은 5일장이 서는 삼산리三山里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김명일의 삼화대장간은 충주 5일장이
서는 자유시장 안에 위치한다. 김명일 야장은 1940년 충주에서 태어나 14세에 충주시 충인동에 있던 신흥철공소에서
시작한 풍구질로부터 대장장이의 삶을 출발하였다. 29세가 되던 해부터 직접 대장간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김명일 야
장은 호미·괭이·낫·쇠시랑·호구·꼬챙이 등의 농기구와 삼발이·부지깽이·집게·칼·작두 등의 살림살이, 문고리·정 등의
건축재와 산山일에 필요한 보라·도끼·닥칼 등을 제작하고 있다. 현재 김명일 야장의 대장장이 기술을 전수교육조교인 이
치우가 잇고 있다.
철기의 역사와 더불어 기원전 4~3세기 경부터 서서히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장은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삶의 기반으로 자리 잡은 이래 대장간은 농경생활에서 절대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시
대의 변화에 따른 문물의 발달과 값싼 중국산 농기구의 수입으로 인해 대장간의 규모와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대장간이 없는 재래시장이 더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대장간에서 만들어내는
농기구와 물건들을 찾는 이들의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장간에서 전통방식으로 쇠를 다루어 생산된 철
제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함 때문이다. 이런 견고함은 오랜 숙련과 경험으로 몸에 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야장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자 우리의 전통문화이다.
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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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Yajang” refers to a
blacksmith who forges iron and creates
iron objects using tools such as a
hammer and tongs. It is presumed that
blacksmith skills started developing
with the widespread use of iron tools.
However, the number of blacksmiths
d e c re a s e d n o t i c e a b ly w i t h t h e
emergence of modern methods of mass
producing farming tools.

233

忠 대목장
州충주 大木匠

무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3호
지정일 2011. 04. 29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8길 29

Daemokjang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Master)

A daemokjang is a master carpenter who takes charge of the design and supervision as well as basic carpentry work.
Shin Jae-eon (1947~ ) was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3 in April 2011. He
strives is dedicated to preserving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maintaining the country’s carpentry tradition. Notably, his
ability to work according to his own design drawings has ensured a bright future for the preservation of this traditional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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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장은 전통 가옥을 짓는 과정에서 재목을 마
름질하고 다듬는 기술설계는 물론 공사의 감리까
지 겸하는 목수로서 궁궐, 사찰, 군영시설 등을 건
축하는 도편수를 가리킨다. 대목장은 문짝, 난간 등
의 건물 안의 부속적인 목공일을 하는 소목장과 구
분하는 명칭으로 기와장, 드잡이, 석장, 미장이, 단
청장 등과 함께 주요 건물을 짓는 총 책임자를 의미
한다.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주
어졌다. 오늘날에는 사찰이나 서원, 향교, 전통한옥
등을 짓는 것으로 대목장 기술이 전수되어 오고 있
다. 대목장은 그 기법이 엄격히 전승되기 때문에 기
문技門이 형성되어 있다. 기문은 기술로서 한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문에서의 대목장은 가장家長과

같은 역할을 한다.
대목장 기능보유자인 신재언(辛在彦, 1947~ )
은 조부 신성집(1877~1954)부터 시작되어 부친
신현묵(1921~1968)으로 이어진 전통건축기법을
계승받아 활동하고 있다. 신재언의 조부인 신성집
은 1923년 괴산 감물면 오창리의 이창훈 고가(충
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7호)을 건축한 도편수이다.
1938년에는 괴산 감물면 구월리 인천 조씨 효자각을 건립하기도 했다. 부친인 신현묵은 1960년 문효사 건립과, 1962
년에 괴산 불정면 삼방리 도장사·음성 금왕읍 이원규 가옥 건립 등의 활동을 했다.
신재언은 1965년 19살 때에 입문하여 청주시 보현사, 충주시 용화사, 대원사, 대흥사, 계담서원, 영모재, 백련암, 법
정사 등 다수의 건축물을 제작하였고, 1999년부터는 차자次子인 신태선에게 기술을 전수해 기문을 가문화하여 전통의
명맥을 잇고자 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수리기능자인 이연훈, 손정화 등에게 전수해 전승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목재는 전통재료인 강원도 재래종 육송을 주로 사용하며 제작과정에서 전통목조건축 과정을 따른다. 치목과정에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연기와 불꽃을 이용한 건조기법으로 살균·살충한다. 치목의 특징은 각 건축마다 창의적이고 의
장적인 표현을 한다.
대목장 신재언은 지역의 특성을 잘 보전하면서 전통성을 유지하는 기술과, 설계도면을 직접 그려서 시공하는 능력을
갖추어 전통 기법 전수를 명백하게 하고 있다.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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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주물유기장
州충주 鑄物鍮器匠

무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4호
지정일 2011. 08. 19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인7길 19

Jumul Yugijang (Master Brassware Making)

Park Gap-sul (1934~ ) is a holder of brassware making skills specializing in production of brassware using a casting
technique.
He has been making brassware using traditional skills ever since he entered the trade in 1951, and is committed to passing
on his skill to young people. He has also made his own traditional pedal-operated turning wheel for brasswar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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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유기는 유기 제조 방법 중 거푸집에 유기를 넣어 제작하는 방법의 금속공예로 기능보유자는 박갑술(朴甲述,
1934∼ )이다. 주물유기장 박갑술은 1951년 유기 제작에 입문해 주물 유기의 명맥을 잇고 있다.
유기의 제조방법은 단조鍛造와 주조鑄造로 나뉜다. 단조는 두드려서 만드는 방법으로 방짜유기 또는 향동이라고도 한
다. 주로 전통악기나 식기류를 제조한다. 주조는 틀에 부어 제작하는 방법으로 거푸집을 사용하며 주물유기 또는 추동이
라고 부른다.
현재 주물유기장 보유자로 지정된 박갑술(朴甲術, 1934~)은 1951년 17세 되던 해 부친인 박수돌(1906~1994)이 종
사하던 가업을 이어받아 주물유기의 기문에 입문했다. 부친인 박수돌 이외에 김중배에게도 사사받았으며 현재는 아들인
박관태, 박상태에게 사사하는 것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제작방식은 전통 주조 방식에 따라 하고 있으며 그릇 정리 작업인 가질에 사용되는 도구는 나무로 직접 제작해서 만
드는 발구름식 돌침틀의 전통방식대로 하고 있다.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쇠를 녹여 거푸집에 부어 거친 상태의 놋쇠 제품을 만드는 부질공정이 우선이다. 쇳물을 녹이
는 용해 과정을 통해 거푸집을 만들고 그 후 그을음질을 해 쇳물을 붓고 기물을 꺼내 담금질을 하는 과정이다. 거친 표면
을 깎고 연마하여 광택을 내는 가질 공정은 표면을 가공하는 칼질하기 후 광을 내는 작업이다.
제조하는 유기의 합금 비율은 주석 4냥 닷 돈(28~30%)에 구리 16냥(70~72%)로 섞어서 거푸집에 부어 제품을 만든
다. 주로 주방용품, 식기, 불교용품 등을 제작하고 판매하며 주발, 촛대, 향로, 잔, 잔대 등도 생산한다.
주물유기장 박갑술은 1951년 주물유기에 입문한 이후 끊임없이 전통방법에 따라 유기를 제작할 뿐 아니라 전승에도
힘쓰고 있다. 사라져가는 전통기법인 구름식 돌림틀을 직접 제작하여 가질 작업을 하는 등의 전통 주물 유기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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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영모사
州충주 忠州 永慕祠

문화재자료

Yeongmosa Shrine,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9호
수 량 1동
지정일 1998. 01. 09
소재지 충북 충주시 동량면 내동1길 26-11
소유자 충주최씨 종중
시 대 조선시대

Yeongmosa Shrine was built in 1922 by the descendants of the Chungju Choe clan to hold sacrificial rites for their
ancestors. It is a 4-kan * structure that holds the mortuary tablets of eight venerable ancestors of the clan, including that of its
founder, Choe Seung.
The shrine is a significant material in terms of local history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local culture.
*kan :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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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모사는 충주최씨 시조始祖인 최승崔陞등 선조先祖 8위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제향하는 사당으로 후손들에 의해 1922
년에 세워졌다.
최승은 당나라 출신으로, 846년 당나라에 큰 흉년이 들
어 도적이 많아지자 병마사에 임명되어 이들을 토벌하였
다. 이후 889년(진성여왕 3)에 사벌주沙伐州지역에서 원종元

宗과

애노哀奴가 난을 일으키자 당 황제의 명을 받아 이들을

토벌하고 그 공으로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에 올랐다. 이
후 신라에 귀하하여 예성(蘂城 : 충주의 옛 지명)에 정착하
였으며 충주 최씨의 시조가 되었다.

석교

대전리 내동부락에 깊숙한 뒤쪽 사면에 위치한 영모사는 남쪽을 향해 있으며 전면에는 솟을대문과 최승이 살았을 때
의 업적을 기록한 신도비神道碑와 석교石橋가 있다.

사당은 묘소 전면에 남향으로 배치되었는데, 정면 4칸, 측면 3칸의 전퇴前退를 둔 이익공 목조 팔작 기와지붕이다. 전

퇴는 마루를 설치했고 4칸 모두 4분합문 세 살창과 상부에 교살의 고창을 설치하고 있다. 건물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가공된 구의 전면초석, 나머지 8각의 초석 위에 전열은 두리기둥,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운 5량가 이다.
영모사는 충주최씨 종중 사람들이 뿌리를 잊지 않고 선조를 제향하기 위해 세운 4칸 규모의 사당으로서, 조상의 얼을
받드는 추모의 장소인 만큼 향토문화의 정립과 역사 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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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숭선사지 당간지주
州충주 忠州 崇善寺址 幢竿支柱

Flagpole Support at Sungseonsa Temple Site,
Chu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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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3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4. 09. 17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숭선길 56
소유자 숭선마을회
시 대 고려시대

충주 숭선사지 당간지주는 고려 광종 대에 창건된 숭선사의 당간지주로 충주시 신니면 문숭
리 숭선마을 숭선사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당간지주는 통일신라 초기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에 들어와 크게 성행하였다. 그
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법회의 양상이 변화되며 당간지주 대신 괘불지주가 사찰의 중심
법당 앞에 세워졌다.
이 당간지주 위쪽에 위치한 숭선사는 고려 광종 대에 창건된 사찰로 충주 지역의 유력 호족
이었던 충주 유씨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찰이었다. 숭선사에 대해서는 『고려사高麗史』를 비롯
하여 여러 사료에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 954년(광종
5)경에 창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182년(명종 12)경 대규모 중수가 이루어졌고, 조선 후
기까지 꾸준하게 법등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숭선사지 당간지주는 사찰 창건 시 입
구에 배치되어 왕실사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숭선사지 당간지주는 현재 서쪽 지주와 간대석만 남아있으며 동쪽 지주는 일제강점기 때 마
을 앞 신덕저수지를 축조하며 석재로 사용되었다 전해진다. 기단부는 결실되었으며 지주부와
간대석의 하단부 치석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은 잔여부가 아직 매립되어 있거나 기단부와 결구

간대석

된 흔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간대석은 90×65㎝ 크기의 사각형 대석臺石으로, 별다른 조식은 없으나 상면에 한 변이
17㎝, 깊이 5㎝의 사각형 구멍이 2개 시공되어 있으며 이것은 당간 하단부를 이중으로 세워 당간을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
지주부 각 면에는 별다른 조식은 확인되지 않아 단순해 보이나 높이가 3.27m로 웅장한 느낌을 준다. 외면 외곽 모서
리는 부드럽게 깎았으며, 정상부는 평평하다가 약하게 호선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통일신라시대의 당간지주 치
석수법이 일부 적용된 고려시대의 치석수법으로 볼 수 있다. 당간을 고정시키는 간杆은 간구杆溝와 간공杆孔을 마련하여
고정하였는데 지주 전체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간구의 규격은 31×19×14㎝로 내면 꼭대기에 ㅁ형으로 크게
시공되었으며, 간공의 규격은 8×12×16㎝로 지주 내면을 관통하지 않게끔 시공되었다.
충주 숭선사지 당간지주는 규모만으로도 숭선사가 대찰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숭선사지의 절대연대가 확인되
어 고려 초기 이후에 건립된 당간지주 양식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장준식

This Buddhist flagpole support standing at the entrance to the Sungseonsa Temple Site in Sungseon Village, Munsung-ri of
Sinni-myeon, Chungju-si is a pillar-like stone object that once served to secure a temple flagpole on which a flag was raised
to signal special events. Historically, flagpole supports began to be used during the early Unified Silla period (676~935) and
enjoyed great popularity in the subsequent Goryeo period (918~1392); but their use declined in the Joseon period (1392~1910)
when temples began to use large altar paintings rather than flags whenever they held special religious gatherings, resulting in
the replacement of flagpole supports by altar painting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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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연안이씨 쌍효각
州충주 忠州 延安李氏 雙孝閣

Ssanghyogak Monument of the Yeonan Yi Clan,
Chungju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6호
수량 | 면적 일원 | 256㎡
지정일 2005. 03. 1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1길 25
소유자 연안이씨 사복시정공파 종회
시 대 조선시대

This monumental gate called Ssanghyogak (literally, “monument for two filial sons”) was built in 1722 to honor the filial
piety of two brothers, Yi Si-hui and Yi Si-geol, who did all they could to revive their parents who were suffering from a
terminal illness. The monument was originally erected in Sindang-ri, Salmi-myeon but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at
the entrance to Baeil Village in Daejeon-ri, Dongnyang-myeon after the original site was submerged by Chungju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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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편액

연안이씨 쌍효각은 조선 후기 효자 이시희李時熙·이시걸李時杰 형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722년(경종 2) 내려진 효자정려문孝子旌閭門이다.

이시희·이시걸 형제는 연안이씨 문강공文康公 이석형李石亨의 7세손이다. 이들

두 형제는 부모의 병이 심해지자 겨울에도 잉어와 딸기를 구해 왔으며 손가락
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기도 하고 산삼을 구해 봉양하기도 했다. 부친과 모친의
상喪을 당해서는 형제가 함께 정성을 다해 시묘했다.
이 소식이 나라에 전해지자 1722년(경종 2) 예조에서는 두 형제를 기리는
정려旌閭를 내려 효자문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1756년(영조 32) 이시희·이시걸
형제에게 각각 통정대부通政大夫와 장사랑將仕郞의 벼슬이 내려졌다.

연안이씨 쌍효각은 1878년 살미면 신당리에 세워져 100년 이상 이어져 왔
다. 그러다 충주댐 건설로 신당리 지역이 수몰되면서 후손들이 1983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 복원했다. 5.16㎡ 규모의 비각 안에 높이 120㎝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각 건물은 단청이 칠해져 있으며, 정면에 ‘쌍효려雙孝閭’라는 편액이 걸

려 있다. 건물 내부에는 효자 명정命旌이 걸려 있고, 건물 한 가운데 쌍효비가 안
치되어 있다.
내부 편액에는 ‘유명조선효자 증통정대부 승정원우승지겸 경연참찬관 이시
희 장사랑 시걸형제지문 숭정기원후 세차임인사월일 명정려후 삼십오년병자
증직有名朝鮮孝子 贈通政大夫 承政院右承旨兼 經筵參贊官 李時熙 將仕郞 時杰兄弟之門 崇禎紀元後 歲
次壬寅四月日 命旌閭後 三十五年丙子 贈職’이라고

쌍효비

쓰여 있다.

쌍효비에는 ‘쌍효려정비명雙孝閭庭碑銘’이라는 가로 전액篆額이 있고, 그 아래

세로로 정려비를 세우게 된 연혁을 기록하고 있다. 쌍효각의 남쪽으로 출입문이 있고, 주변을 담장으로 둘렀으며, 그 안
에 비각이 위치한다. 남향하고 있는 정면 1칸, 측면 1칸 팔작지붕 건물로, 사면에 홍살을 돌렸다.
쌍효각은 조선시대 충주목 살미면 지역에 살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 형제를 기리는 효자각으로 효의 의미를 교육
할 수 있는 장소로 그 가치가 높다.
이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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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미륵대원지
州충주 석조보살의좌상

문화재자료

忠州 彌勒大院址 石造菩薩倚坐像

Stone Bodhisattva Sitting on a Chair at the
Mireukdaewon Stone Temple Site,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7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5. 05. 06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55
소유자 충주시
시 대 고려시대

충주 미륵대원지 석조보살의좌상은 미륵대원지의 석굴사원 앞에 보존되어 있는데 원래 위치는 석굴 뒤 큰 바위 위에
있었다고 전해지나 확실하지 않고, 1970년대 이후 수안보초등학교 미륵분교 교문 옆에 있었다가 학교가 폐교되자 지금
의 위치로 옮겨 놓았다.
석조보살의좌상은 두께 50㎝, 폭 68㎝, 높이 96㎝의 독립된 장방형 돌에 의자를 탁자 모양으로 양각한 다음 그 위에
걸터앉은 보살상을 새겼다.
상호相好는 갸름한 편으로 머리 윗면과 안면은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형상을 알 수 없지만 머리에는 보관을 썼으며 관

식冠飾은 양쪽 귀를 감싸고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목에는 3줄의 목주름인 삼도三道가 표현되었으며, 법의法衣는 오른쪽 어

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만 옷을 걸친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보인다. 옷 주름의 표현은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수인手印은 오른쪽 팔을 밖으로 벌리고 손목은 몸으로 향하여 손바닥을 복부에 대고 있으며, 왼손은 팔을 밖으로 더욱
벌리면서 위로 쳐들어 목 아래에서 법의 자락을 살짝 잡은 듯이 보인다. 발은 탁자에 걸터앉아 왼쪽 다리는 그대로 내리
고 발목은 밖으로 틀었고, 오른쪽 발은 왼쪽 발의 종아리 부분에 발목을 아래로 틀어 발가락이 땅을 향하게 한 특이한 형
태로 석굴 내의 장식이나 감실龕室의 판석상板石像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의자와 오른쪽 발아래에는 연화문으로 짐작되는 문양과 연꽃 줄기에 아직 피지 않은 연꽃 봉우리를 조각하였으나 전
체적으로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곳 절터에서 ‘미륵당彌勒堂’이라 새겨진 기와들이 다수 발
굴된 것으로 보아 미륵반가사유상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전체적인 조각양식으로 보아 석굴의 조성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래의 위치 및 용도는 확실하지 않으나 석굴사원 및 사지 내의 장엄구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보기 드문 형
태의 의상倚像으로서 이곳 절터의 역사와 성격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박상일

This image of a bodhisattva sitting on a chair is carved on a cubic rock which used to be situated at the entrance to a
grotto of Mireukdaewon Stone Temple in Chungju. No one knows exactly where the image was originally located or for what
purpose it was made, but some experts believe that it was used as one of the altar items for the grotto or the temple. The
rareness of images of a bodhisattva in the sitting position makes it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on the history and
function of the templ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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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문주리 석조여래좌상
州충주 忠州 文周里 石造如來坐像
Stone Seated Buddha in Munju-ri, Chungju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8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5. 05. 06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487-2
소유자 충주시
시 대 고려시대

충주 문주리 석조여래좌상은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과 수주팔봉을 바라보며 형성
된 문주리 탑동 마을에 위치한 불상이다.
이 불상이 있는 탑동 마을은 본래 고려
시대의 사찰이 있었던 절터인데 창건과 폐
사시기에 대한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다.
다만 현존하는 이 석조여래좌상과 함께
1998년에 도난당한 오층석탑이 있었고 주
변에 기와편이 다수 산포되어 있어 사찰이
있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탑동’
이라는 마을 이름도 이 절터의 석탑에서
유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래에 마을 사람들이 절터에 방치되어
있던 석불좌상과 광배를 봉안하기 위하여
임시 보호각을 세우고 법은사法恩寺라 하였
다. 이 석불좌상 옆에 있었던 오층석탑은
도난 이후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석조여래좌상은 불상과 이를 받치고 있
는 대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배석이 따로
불상 뒤에 놓여 있다. 대좌는 하단부에 안
상眼象까지 조각되고 8판의 복련覆蓮을 돌
린 하대석과 8각 간주형의 중대석으로 이
루어져 있다. 불상은 결가부좌하고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의 여래좌상으로서, 머리는
나발螺髮이며 정수리에는 육계肉髻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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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좁은 이마에는 백호白毫를 장식하였던 구멍이 얇게 파여 있다. 상호相好에 비해 코는 크고 입은 작으며 턱이
뾰족하여 불상이 갖는 신비성 등이 결여되어 형식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귀는 짧으며 두상에 비해 위축된 양쪽 어깨는
약간씩 위로 치켜든 상태이다. 목에는 삼도三道의 흔적이 보인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편단右肩偏袒인데 옷 주름은 가슴 앞에서 좌에서 우로 사선斜線으로 처리하였으며 뒷

면의 등까지 감싸고 있다. 수인手印은 양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통식의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을 취하고 있다. 광배는 원
형의 석조 광배로 중심에 거신광擧身光 표현이 있으나 심하게 파괴되어 원형을 알 수 없다.

이 석조여래좌상을 봉안하였던 절터의 명칭이나 연혁은 알 수 없으나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운 이곳에 사찰을 세우고
불교문화를 꽃피웠음을 보여주는 불상이다. 또한 파손이 심하고 많은 부분이 결실되었으나 항마촉지인의 수인과 8각의
간주석 및 안상을 새긴 하대석, 그리고 거신광으로서 광배 일부가 남아 있는 석불좌상으로서 충주지방에서는 흔치 않은
조각양식을 보여준다.
박상일

This granite statue of a seated Buddha is, as its name suggests, located in the village of Tapdong in Munju-ri, Chungju,
which is famous for the scenic landscapes created by the Dalcheon, a tributary of the Namhangang River, and the eight
rocky peaks known as the Sujupalbong.
Nothing is known about the name and history of the Buddhist temple where this statue was once enshrined. The statue
has suffered considerable damage, but the remaining parts, including the middle stem, base and halo, as well as the symbolic
hand gesture (mudra ), exhibit a style of Buddhist sculpture rarely found in the Chungju area.

석탑 잔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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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신흥사 석조나한상군
州충주 忠州 新興寺 石造羅漢像群
Stone Arhats of Sinheungsa Temple, Chungju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0호
수 량 4구
지정일 2005. 09. 16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족동2길 197 신흥사
소유자 신흥사
시 대 조선시대

충주 신흥사 석조나한상군은 충주 신만리 배후에 높이 솟은 장병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신흥사에 봉안된 4구의 석조
나한상이다. 현재의 신흥사는 1924년에 창건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동종銅鐘이 출토된 바 있으며, 1970년에는 고려청
자가 출토되어 이곳에 이미 고려시대의 절터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대웅보전 불단의 본존상 좌측에 나란히 봉안
되어 있는 4구의 나한상羅漢像들도 본래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하므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향화香火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
다.
나한상은 나한재羅漢齋와 오백나한재, 반승飯僧 등의 나한신앙의 유행과 더불어 조성되었으며 16나한상, 18나한상,

500나한상 등이 있다. 이들 나한상들은 나한전, 응진전應眞殿, 오백나한전五百羅漢殿, 영산전靈山殿 등에 봉안되는데, 작은
사찰에서는 대웅전 내 석가여래 좌우에 봉안하기도 한다.
신흥사 스님의 말에 따르면 대웅보전 안에 봉안된 나한상이 본래는 6구였는데 2구는 도난을 당하고 4구만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4구의 나한상은 모두 대리석 계통의 돌로 조성하였으며 머리에 두건頭巾을 쓰고 있는데 두건이 어깨 아래

까지 흘러내리도록 표현되었다. 4구의 모양이 각각 다르며 각기 다른 채색彩色을 하였다. 기존에 문양이 있는 채색이 있
고 후대에 덧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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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 왼쪽에 봉안된 나한상 중 맨 왼쪽 끝의 나한상은 흰색 두건을 쓰고 있으며 얼굴이 넓적한 편이다. 목에 삼도
三道가

표현되고 결가부좌한 무릎 위로 오른손을 올리고 있으며 왼손은 복부에 대고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나한상은 좌

우에 있는 나한상보다 2㎝ 정도 작은 규모이며 황색 두건을 쓰고 있다. 머리가 약간 왼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리
는 옷자락이 무릎을 덮고 있어 나타나지는 않으나 결가부좌한 것으로 보이며 양 손은 가슴에 모으고 있다. 세 번째 나한
상은 청색 두건을 쓰고 있으며 통견의 법의 사이로 가슴이 넓게 노출되어 있다. 얼굴은 다른 상에 비해 긴 편이며 결가부
좌한 무릎 위로 옷자락이 걸쳐 있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두고 왼손은 가슴 앞에서 주먹을 쥐고 옷을 살짝 쥐고 있는 모
습이다. 본존과 가까이 있는 네 번째 나한상은 녹색 두건을 쓰고 하의는 진한 붉은색이며 양손은 가슴에 모으고 있다.
4구의 나한상 모두 크기와 조각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동시기 동일인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
로 조선시대에 16나한 또는 18나한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4구만 남아 있어 원형은 알 수 없다.
나한상들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은데 높이가 49.5∼52㎝에 이르는데 비해 어깨높이는 30.5∼36㎝로 비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상일

These four arhats enshrined in Sinheungsa Temple in Sinman-ri, Chungju are made of marble and painted in a few
different colors. The statues exhibit different shapes but are similar in terms of their size and carving technique, suggesting
that they were made by the same artist in the same period, probably as part of a group representation of Sixteen or Eighteen
Arhats.

249

忠 충주 지당리 석조여래입상
州충주 忠州 智堂里 石造如來立像

문화재자료

Stone Standing Buddha in Jidang-ri,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2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6. 03. 0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180
소유자 충주시
시 대 조선시대

This granite statue of a standing Buddha, whose origin is unknown, is currently situated in the grounds of Wonbulsa
Temple in Samdang Village of Jidang-ri, located southeast of Ogapsan Mountain.
The carving techniques show that the statue (height: two meters) dates from the Joseon period (1392~1910) and was
connected with the local tradition of Maitreya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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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당리 석조여래입상은 오갑산烏岬山 남동쪽에 남향으로 형성된 지당리 삼당三堂 마을에 있는 석불로서 현재는 원
불사의 경내 노천에 봉안되어 있다. 본래의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마을 주변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마을 이름을 ‘삼당’이라 한 것은 부처님의 가호를 기원하는 불당佛堂과 풍년을 기원하고 잡귀를 쫒기 위해 제물을 올리

는 산제당山祭堂, 그리고 내세의 극락왕생을 비는 미륵당彌勒堂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전해진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정수리에는 육계肉髻가 표현되었으나 이 부분이 파손되어 언뜻 보기에는 표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정확한 높이와 형태도 알 수 없다. 귀는 짧아서 어깨까지 닿지 못하고 눈은 마모되어 원래의 모습을 상실
하였으며 목 부분은 시멘트로 보강하여 삼도三道를 파악할 수 없다. 입술이 두껍고 튀어나오는 등 엄숙한 표정이 되어 불
상이 갖는 자비로운 모습이 결여되었으며, 상호와 몸체의 전체적인 모습이 살이 찐 풍만한 상을 보여준다.
법의法衣는 옷을 양쪽 어깨에 걸쳐 입은 통견通肩으로 표현되었으며 옷 주름은 무릎 아래에까지 흘러내렸으나 형식적

인 표현에 불과하고, 뒷면은 평면적으로 처리되어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신체의 표현도 분명하지가 않다. 수인手印은 오

른손은 손등을 밖으로 하여 검지를 꺾어 위로 향하게 하였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지와 새끼손가락
을 구부렸다. 마치 두 손 모두 손바닥이 밖으로 향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른손가락의 형태를 보면 손등이 밖으로 향
한 것으로 보이나 손등과 손바닥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 불상은 현재 높이가 220㎝에 이르나 불상의 대석을 갖추었다면 이보다 훨씬 규모가 컸을 것으로 짐작되며 전체적
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주 지당리 석조여래입상은 조선시대의 불상으로서는 2m
가 넘는 대형의 석불로서, 미륵신앙彌勒信仰과 관련된 지역의 불교문화의 변화양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
가된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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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강천리 석조여래입상
州충주 忠州 江泉里 石造如來立像

Stone Standing Buddha in Gangcheon-ri, Chungju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3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6. 03. 0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산 2-1
소유자 충주시
시 대 고려시대

충주 강천리 석조여래입상은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강천리 서음마
을의 서편 산골짜기에 위치하는 고려시대의 석불입상이다. 이 석불의 본
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마을에서 이 골짜기를 ‘미륵골’이라 부르
고 주변에서 기와편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작은 암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은 뒷산 중턱에 있었는데 장마로 도괴되어 방치되어
있던 것을 마을 사람들이 지금의 자리에 옮겨 세웠다고 전해진다.
불상의 대석은 찾을 수 없고 근래에 시멘트로 만든 받침으로 고정시
켜 북향으로 세워 놓았다. 석불의 머리는 오른쪽이 파손되었으나 낮은
육계肉髻가 보이고 머리는 소발素髮이며 미간에 양각으로 백호白毫가 표현
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안면의 마모가 심하여 원래의 모습을 잃었으
나 눈썹은 반원형이며 눈은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약간 부은 듯이 보이며
입가는 마멸이 심하여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다. 귀는 짧게 표현되었고 목은 시멘트로 보강하였으나 삼도三道를 표현한
풍만한 상호를 가지고 있다.
법의는 옷을 양쪽 어깨에 걸친 통견通肩으로 옷자락이 어깨서부터 흘러내렸고 가슴에서 V자형으로 깊게 파였으며 왼
팔에 걸친 옷의 주름은 어깨 밑으로 평행의 사선을 그어 손목에까지 표시하였다. 왼손 아래에서는 발까지 흘러내리게 하
여 복부에서 끝이 뾰족한 두 개의 V자형을 이루다가, 하체로 가면서 U자형을 이루며 흘러내리게 표현되었다. 다리 부분
은 약간 돌출된 모습으로 조각되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왼손은 가슴에서 장지와 엄지를 맞

댄 모습의 미타정인彌陀定印을 취하였으나 팔과 손은 몸체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발목은 시멘트로 덮여 있어 파악할 수 없으며 뒷면은 평면형으로 아무런 조각이나 문양이 없다. 전체적으로 팔과 손
은 몸에 비해 작은 편이고 옷 주름이 도식적으로 표현되는 등 형식화한 면이 보이지만 풍만한 상호와 눈두덩을 도톰하게
표현하고 어깨가 약간 왜소하면서도 당당함이 남아있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상의 크기는 높이 196
㎝로 비교적 큰 편이다.
충주 강천리 석조여래입상은 충주지역의 고려시대 불교문화를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석불입상의 한 예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박상일

This stone statue of standing Buddha in Gangcheon-ri, Chungju is known to date back to the Goryeo period (918~1392).
While no one knows exactly where the statue was originally located, it was brought to its current location by some local
people who found it on the mid-slope of the mountain behind the village after heavy rainfall knocked it over.
The statue is now regarded as a fine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local Buddhist heritage from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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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청룡사지 석종형승탑
州충주 忠州 靑龍寺址 石鐘形僧塔

Bell-shaped Stupa at Cheongnyongsa Temple
Site, Chungju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4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6. 03. 0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바깥오량길 28-2
소유자 충주시
시 대 조선시대

충주 청룡사지 석종형승탑은 조선시대 승탑으로 적운당寂雲堂의 것으로 추정된다.

청룡사지靑龍寺址는 충주시의 북쪽으로 강원도 원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청계산淸溪山 남쪽 기슭에 자리하는 비교적 큰
절터이다. 창건 연대와 창건자는 알려지지 않으나 전래되어 오는 창건설화나 사지에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서 고려시대
에 매우 흥성하였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보물 제658호인 보각국사정혜원융탑비를 통하여 사지의 내력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李成桂의 스승인 보각국사普覺國師 혼수(混修, 1320∼1392)가 말년에 이 절에 머물게
됨으로써 태조가 대규모 사찰로 중창하도록 하였으며, 그 뒤 조선시대 충주지역의 대찰로 내려오다가 조선 말기에 판서
민대룡閔大龍이 소실의 묘를 쓰려고 승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절을 불사르게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승탑은 적운당 스님이 입적한 후에 그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으로 추정되나, 적운당의 생몰연대나 행적은 기록에 전
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승탑의 형태는 조선시대의 일반형 승탑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2단의
하대석을 놓고 화강암으로 조성한 범종梵鐘 모양의 탑신을 올려놓았는데 탑신이 원통처럼 밋밋한 느낌을 준다. 탑신 위에

는 사발을 엎어놓은 모양인 복발형覆鉢形 보주寶珠를 장식하였다. 탑신의 한쪽에 승탑 주인공의 이름을 음각하였는데 마멸

이 심하여 뚜렷하지는 않으나 ‘적운당 사리탑寂雲堂 舍利塔’으로 판독되고 있다. 석종형승탑 앞에는 육각형의 연화대화와 옥
개석만 남은 승탑이 있으나 탑신부나 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승탑의 크기는 높이 198㎝로서 비교적 대형에 속하며, 조성 수법은 단순해 보이나 웅장하고 균형감이 돋보이는 작품
으로서 조선시대 승탑 양식의 변천과 청룡사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박상일

This stupa in the shape of a temple bell located at the Cheongnyongsa Temple site in Chungju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to enshrine the relics of a Joseon monk named Jeogundang, although very little is known about him.
The stupa stands 198 centimeters tall and features a delightfully simple, stately and balanced body. I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for the study of stupas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and the history of Cheongny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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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창룡사 다층청석탑
州충주 忠州 蒼龍寺 多層靑石塔

Multi-story Slate Pagoda of Changnyongsa
Temple, Chungju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6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6. 06. 30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고든골길 63-89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충주 창룡사 다층청석탑은 충주 직동의 남산南山 서쪽 기슭에 자리한 창룡사蒼龍寺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창룡사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하였고 고려 공민왕 때 혜근惠勤이 중건, 조선 선조 때 서산대사西山大

師로

유명한 휴정休靜이 중수하여 대찰大刹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전해진다. 조선 말기인 1870년(고종 7)에 충주목사 조병

로趙秉老가 충주관아의 수비청守備廳을 짓기 위해 전각을 철거해 절이 축소되었다 한다. 이후 1904년 여자 신도 박씨가 요

사채를 중건하였고, 1951년 주지 동인東寅이 중건하였으며, 1975년 주지 도관道觀이 중창하였다. 1993년 정도靜道가 대
웅전을 해체하고 극락전을 지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사찰 건물로는 극락전과 산신각·요사 등이 있다.

창룡사 마당에는 옥개석만 중첩하여 쌓아 올린 청석탑靑石塔이 있다. 청석탑은 점판암 계통의 청석을 이용하여 조성한

이형異形석탑으로서, 사각이나 팔각형의 옥개석을 중첩하여 올려놓은 것이 대부분이나 드물게는 육각형도 있다. 이 창룡
사 다층청석탑은 높이 35㎝의 화강암 몸돌 위에 9층의 점판암제 옥개석이 차례로 놓여 있다. 평면은 정사각형으로 초층
및 2층 옥개석 하면에는 연꽃무늬가 장식되어 있으며 그 이상은 각형 층급받침을 새기고 있다. 청석탑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남아있으며 충청북도 내에는 창룡사의 다층청석탑과 보은 속리산 여적암의 것이 유이하다. 이 탑은 고려시
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작으나 마치 정원을 장식하는 공예품과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박상일

This multi-story pagoda made of green slate is located in the precincts of Changnyongsa Temple in Chungju. The majority
of green slate pagodas characterized by an aberrant appearance, such as this pagoda, consist of multiple stories, each of
which is topped with a square, octagonal or, though more rarely, hexagonal roof stone.
This is the only extant green slate pagoda in Chungju and one of only two in the entire province of Chungbuk, the other
being the one at Yeojeogam Hermitage in Songnisan Mountain, Boeun.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pagoda was built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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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이시진 효자각
州충주 忠州 李時振 孝子閣

문화재자료

Hyojagak Monument of Yi Si-jin, Chungju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6호
수 량 1동
지정일 2009. 05. 08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1길 149
소유자 전주이씨 임영대군 효자공파 종회
시 대 조선시대

조선시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기록된 이시진(李時振, 1578∼1633)의 효자각이다.

이시진의 자는 기부起夫, 호는 충헌沖軒으로, 세종의 넷째아들 임영대군 구璆의 후손이다. 사계沙溪 김장생金長生의 문하

에서 수학한 이시진은 천성이 인자하고 효심이 지극했으며, 그의 효를 기리는 정려문이 1608년(선조 42)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마흘 마을에 처음 세워졌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보면, 이시진의 효행 이야기가 「시진단지時振斷指」라는 제목으로 그림과 함께 나온다. 이시진
은 12세 때에 아버지가 병이 들자 대소변까지 맛보면서 극진히 간호했다. 어머니가 병이 나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여 소생시켰다. 또한 어머니가 꿀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때마침 엄동설한이라 구하기가 어려웠다. 백번
절을 하여 기도를 하니 꿀이 그릇에 가득차서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탄하
며 하늘이 낸 효자라고 칭찬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슬퍼함이 극진하여 난리(임진왜란)를 만나서도 상복을 벗지 않
았다. 어머니 상을 당해서는 죽을 먹으며 3년 동안 무덤 옆 초막에서 시묘살이를 했다. 그 때문에 몸이 야위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이시진 효자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사면에 홍살을 둘렀으며 건물 내부에 효자 명정命旌이 걸려 있

다. 명정에는 ‘효자완산이시진지려孝子完山李時振之閭’라 쓰고, 명정을 내린 때인 ‘만력무신춘萬曆戊申春’이라 부기했다. 이를
통해 효자각 정려를 내린 해는 1608년임을 알 수 있다.
효자각 기단은 자연석을 낮게 쌓았으며 그 위에 사각 주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초석이나 기둥은 옛날 것으
로 판단되며, 기둥 일부와 서까래 단청은 최근에 다시 하면서 기와도 보수하였다.
이 건물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실린 주인공 이시진을 기리는 효자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상기

This monument was built in 1608 under the auspices of the government of Joseon to honor the filial piety of Yi Si-jin,
who cut his fingers in a desperate effort to restore the health of his parents, who were dying from a terrible disease. His act
of filial piety was regarded as being so extraordinary that it was introduced in the book Dongguk sinsok samgang haengsildo
(Illustrated Manual on the Conduct of the Three Relations in the Eastern Kingdom, 1617) under the subtitle, “Si-jin’s Cutting
of His Fingers.” The monument has been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Cultural Heritage Monument No.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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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임경업 초상
州충주 林慶業 肖像

문화재자료

Portrait of Im Gyeong-eop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9호
수량 | 크기 1폭 | 93.5×143.5㎝
지정일 2009. 12. 0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충열1길 6 충렬사
소유자 충렬서원
시 대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충신이며 명장인 충민공忠愍公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의 초상이다. 임경업은 1618년(광해군 10)에

무과에 합격하고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에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이 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
다. 1706년(숙종32)에 충민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며 충주의 충렬사忠烈祀, 선천의 충민사忠愍祠, 백마산성의 현충사顯忠祠

등에 제향되었다.
종이에 채색을 사용해 그린 이 초상은 청색 단령團領(조선시대 관리들이 입던 위아래가 붙은 겉옷으로 깃이 둥글다)에

사모紗帽, 흑피화黑皮靴(검은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신발)를 착용하고 정면을 향해 앉은 관복전신좌상官服全身左像이며 화면

오른쪽 위에 ‘충민공임장군유상忠愍公林將軍遺像’이라는 글씨가 있다. 글씨는 충민이란 시호가 내려진 1706년 이후에 쓰였

음이 분명하지만 그림의 제작 시기와 글씨가 쓰인 시기가 일치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640년(인조 18)에 명나라 장수
가 화사畵師를 보내 임경업 초상 두 폭을 그려 한 폭은 명의 황제에게 보내고 나머지 한 폭은 임경업 장군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記』 권2에 있지만 명의 화가가 그렸다는 초상은 전하지 않는다.

현재 충주 충렬사에 보관중인 이 작품은 충청북도 도지정유형문화재 제179호로 지정된 초상, 국립중앙박물관에 소
장된 초상과 비슷한 크기에 같은 구성이며 세부묘사에서만 차이를 보여 동일한 원본에서 유래한 이모본移模本임을 알 수
있다. 세 작품 모두 이목구비의 표현과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은 비슷하지만 충렬사본은 신체의 표현에서 어깨가 약간 올
라가 경직된 느낌을 주며 옷주름과 윤곽선의 묘사, 흉배의 문양, 호피虎皮 등의 표현기법이 매우 도식적이다. 국립중앙박
물관본과 도지정유형문화재 제179호는 비단에, 충렬사본은 종이에 그렸으며 국립중앙박물관본은 세 작품 중 관복과 흉
배에 가장 짙은 채색을 사용하고 관복의 문양도 선명하게 묘사하였다. 충렬사본은 옅은 채색을 사용하고 옷주름, 교의交

椅

아래에 보이는 호랑이 발의 표현도 어색하여 다른 두 초상을 그린 화가가 아닌 다른 작가가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교의 뒤에 다리가 긴 향궤香几를 배치하고 그 위에 향로와 꽃병 등을 놓은 것은 중국 명·청대 문관초상의 특징으로, 명

의 장군이 보낸 화가가 임경업 장군의 초상을 그렸다는 유래와 부합한다. 그러나 탁자의 왼쪽 모서리 표현이 미숙하여
자연스럽게 그려진 명대 초상화와 비교되며 이는 원본을 모사하는 과정에서 기물의 표현이 소홀해진 결과로 여겨진다.
이 초상은 『임충민공실기』 에 기록된 명의 화가가 그린 것은 아니지만, 중국 초상화의 영향을 받아 19세기에 제작된
조선 후기 이모본 초상화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은화
This portrait of Im Gyeong-eop (posthumous title: Chungmingong, 1594~1646), a military 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renowned for his outstanding bravery and loyalty, is currently stored at Chungnyeolsa Shrine in Chungju. The
painting is one of three portraits copied from the same original work, the first of the other two having been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79 in private collection, and the second stor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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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수회록
州충주 忠州 壽會錄

Chungju suhoerok (Records of the Meetings of the
Elderly Society of Chungju)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6호
수 량 1책
지정일 2010. 07. 23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소유자 심종섭
시 대 조선시대

Chungju suhoerok (Records of the Meetings of the Elderly Society of Chungju) is the collection of notices of meeting
and circulars of an elderly society based in Chungju, containing also poems by its members. The members of this society
were seventy years of age or older. Chungju suhoerok is also known as Chilsip gyehoerok (Records of the Meetings of the
Septuagenarian Society).
This book is considered highly important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literature of Joseon’s scholarly class based outside
the capital area as it contains the poems of Chungju-area elders and offers glimpses into their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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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십회통문

남구만 발문

『충주 수회록』은 충주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기로耆老들이 조직하였던 모임에 참여하였던 계원契員들의 통문通

文과

시詩 등을 모은 책으로 ‘칠십계회록七十契會錄’이라고도 부른다.

기로회耆老會는 고려 시대 산림에 은둔하였던 문인들이 죽림고회竹林高會를 이루어 친목 및 문학 활동을 하였던 데서 기

인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기로소를 운영하며 70세 이상의 문관으로 정2품 이상의 노인을 대우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에서도 70세 이상 퇴임한 관료들을 중심으로 계회契會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며 명칭도 다양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첫머리에는 김정현金鼎鉉, 조옥趙沃이 지은 통문이 나오고 다음에 기로회원 명단인 「칠십회좌목

七十會座目」이
朴□,

있다. 계원으로는 이시량李時良, 안권安權, 유영희柳永禧, 정훈鄭薰, 정시태鄭時泰, 김정현金鼎鉉, 윤형계尹衡啓, 박□

조옥趙沃, 한구韓逑, 윤여징尹汝徵, 이□李□, 정온鄭蒕, 김이金怡, 김익기金益基, 김기곤金起坤, 김응해金應海 등이 있고, 이들

의 자字, 출생갑자, 본관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후 김응해와 정태제鄭泰齊가 쓴 축시 서문과 송시열宋時烈의 발문跋文, 기로

회원들의 축시祝詩, 남구만南九萬의 발문이 있다.

계원들의 생존 시기를 기본으로 「칠십회 통문」의 작성 시기인 ‘乙巳年 正月十八日’을 통해 볼 때 기로회의 모임은
1665년(현종 6)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되나, 자료 가운데 황산 김유근(黃山 金逌根, 1785∼1840)의 낙관이 찍혀있는 것

으로 보아 그의 생존 시기인 1840년을 전후한 시기에 다시 전사轉寫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책의 형태는 반곽半郭 20.3×16.5㎝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8행 10자이다. 주쌍행註雙行이며 어미魚尾는 없다.

전체 크기는 25.8×20.4㎝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표제表題는 ‘수회록壽會錄’이다.

이 자료는 충주지역에 거주하였던 기로들의 활동 모습과 그들의 시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사림문학士林

文學의

배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제규

263

忠 충주 고불선원
州충주 소조여래좌상

忠州 古佛禪院 塑造如來坐像

Clay Seated Buddha of Gobulseonwon Temple,
Chu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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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8호
수 량 1구
지정일 2010.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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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강희준
시 대 조선시대

충주 고불선원에 봉안된 소조여래좌상塑造如來坐像은 조선 후기의 지방 양식을 보여주는 불상으로, 1987년경 환오스님
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전하며 본래 복장물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불상은 소조불塑造佛로서 양손을 일부 보수한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얼굴에는 철분으로 분장되어 있

으나 원래부터 칠이 된 것인지 후대에 개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두발은 나발螺髮에 계주髻珠를 표현하였고, 이마에
는 백호白毫를 표현하였는데 보주寶珠는 후대의 것이다. 두정부頭頂部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상계주頂上髻珠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에는 희미하게 삼도三道를 표현하였다. 상호相好는 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하여 비례가
잘 맞지 않으나 인자한 미소를 잘 표현하고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양 어깨를 모두 덮고 있으며, 대의大衣는 U자

형의 편삼偏衫을 걸친 이중착의법으로 가슴부터 무릎까지 흘러 발끝을 감싸고 있고 이를 대칭되게 표현하였다. 오른손은
무릎에서 손가락을 모두 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으로 보인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손가락을

굽혀 무릎 위에 놓고 있으며 손끝은 약간 손상되었다. 결가부좌한 다리에도 대의 자락이 덮혀 아래로 늘어지고 있다. 등
뒤에는 어깨 뒤로 넘긴 대의 끝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밑으로 복장공이 있으나 속은 비어있다.
충주 고불선원 소조여래좌상은 전체 높이 38㎝, 머리 높이 13.5㎝, 어깨 폭 17.5㎝, 무릎 폭 27㎝이다. 전체적으로
단아한 편이며 입가의 미소가 인자한 모습이 특징이다. 비록 소형이지만 형태가 완전하며 단아한 모습으로 조각수법 또
한 양호한 편이다.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 있는 모습과 불상에 표현된 옷 주름 양식 등이 18세기 충청도 북부지역에서 유
행한 목조불상의 양식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 이 불상도 같은 시기에 조성 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비록 양손의 일부가 보수되었고 상호에 표현된 백호의 보주 등 후대적인 요소가 엿보이나 충북지역에 전하는 소조불
塑造佛의

조성 사례가 드물고, 조선 후기 소조불상의 지방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장준식

This clay statue of a seated Buddha enshrined in Gobulseonwon Temple in Chungju retains the characteristic style of
late Joseon sculpture from the local area. The statue is presumed to have contained votive items in its hidden depository,
although none remains now.
The statue is in a comparatively good state of preservation except for the hands, parts of which had been damaged and
had to be repaired. The seated figure with rounded shoulders and the folds of his robe show remarkable similarities with
wooden Buddhist statues made in the northern part of Chungcheongbuk-do in the eighteenth century, suggesting that it was
also made in the same period.
As a rare example of a clay Buddha made in Chungbuk during late Joseon, the statue is highly regarded as a source of
knowledge about the sculptural style of late Joseon that developed outside th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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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석보군 묘소
州충주 忠州 石保君 墓所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4호
수 량 일원
지정일 2011. 03. 0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다래월2길 20

Tomb of Seok Bo-gun, Chungju

소유자 전주이씨 석보군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 정종定宗의 9남인 석보군(石保君, 1399~1447)과 학성군부인鶴城郡夫人 원주김씨의 합장묘로 충주시 소태면 양촌
리 월촌 마을 묵방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석보군은 조선 정종의 9남으로 1399년 태어났다. 어머니는 숙의淑儀 해평윤씨이고 이름은 복생福生이다. 호는 검묵당

儉默堂이고

명선대부明善大夫에 이르렀다. 석보군은 1447년 2월 세상을 떠나 경기도 양주군 미아리 불당동에 안장되었다.

시호는 정혜靖惠이며 1871년(고종 8) 석보군이라는 군호를 받고 영종정경부사領宗正卿府事로 추봉되었다.

석보군 묘소는 1958년 2월 25일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로 천장遷葬되었으며 이때 1872년 건립된 묘표와 장명등이 함

께 옮겨져 묘 앞에 설치되었다. 1964년에는 비신 위에 옥개석이 있는 묘비가 설치되었고, 1990년 5월에는 묘 입구에
신도비가 설치되었다. 이때 묘 앞에 상석, 문관석, 동자석, 망주석 등 석물이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봉분의 지름은
450㎝이고 높이는 160㎝이다. 12개의 호석에는 12지신상을 양각으로 표현했다. 봉분 앞에는 1932년에 처음 세워진
화강석 묘표가 있으며 해서체로 ‘석보군 겸 영종정경부사 증시정혜공 휘복생지묘 군부인학성김씨부石保君 兼 領宗正卿府事

贈諡靖惠公 諱福生之墓 郡夫人鶴城金氏附’라

썼다. 묘표 음기에 ‘숭정후오임신구월일개립崇禎後五壬申九月日改立’이라는 기록이 있어

1872년 9월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표 앞에는 혼유석, 상석, 고석鼓石, 향로석, 준석樽石이 있다. 그 앞으로 망주석,

동자석, 문관석, 양석, 장명등이 있는데 이 중 장명등이 가장 오래되었다.
무덤 왼쪽에는 1964년 건립된 묘비가 세워져 있다. 비의 전면에 ‘명선대부 석보군 겸 영종정경부사 정혜공지묘 배학
성군부인 원주김씨부우明善大夫 石保君 兼 領宗正卿府事 靖惠公之墓

配鶴城郡夫人 原州金氏附右’라고

썼다. 지대석, 비신, 옥개석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비석의 높이는 216㎝이다. 묘역 입구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석보군 묘소는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무덤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왕자의 무덤으로, 왕실의 매장풍습을 연구하는데 있
어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상기

Located at the foot of Mukbangsan Mountain in Wolchon Village, Yangchon-ri, Sotae-myeon, Chungju-si, this is the tomb
of Prince Seokbogun (a.k.a. Jeonghyegong, 1399~1447), a son of King Jeongjong (r. 1398~1400), and his wife Lady Kim from
Wonju. A stone marker and other funerary stones, including the memorial stele, were erected at the entrance to the tomb in
1990. It has been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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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표

장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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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ne statue of Bhaisajyaguru in standing position is conjectur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1392~1910; currently stored at Bongbulsa Temple in Tap-dong, Chungju). It is believed that the village of Tap-dong once
had nine stone pagodas, although only one of them has survived to the present day.
The Buddhist figure holds a bowl-like object in his left hand, which experts believe is a medicine bottle, revealing that he
is the Medicine Buddha, or Bhaisajyaguru. The statu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studies of the local Buddhist
heritage because there are few stone statues of Bhaisajyaguru remaining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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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충주 봉불사
州충주 석조약사여래입상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8호
수 량 1구
지정일 2012. 10. 12

忠州 奉佛寺 石造藥師如來立像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탑골1길 74
소유자 조영남
시 대 조선시대

Stone Standing Bhaisajyaguru Buddha of
Bongbulsa Temple, Chungju

이 석조약사여래입상은 수안보온천 시내의 동남쪽을 감싸고 흐르는 석문동천 안쪽의 탑동 마을에 위치하는 봉불사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탑동 마을에는 9기의 석탑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1기만 남아 있다. 이
절터는 탑동 또는 온천리 사지라 알려져 있으며 불상은 온천리 탑동 석불입상으로 불리기도 했다. 봉불사는 1951년 창
건된 작은 암자로, 대웅전 옆 마당에 이 불상이 서 있다. 본래 위치는 알 수 없으며 봉불사가 창건되며 1979년까지 봉불
사 경내의 아랫단 마당 한구석에 세워져 있다가 현 위치인 법당 좌측으로 1984년에 옮겨져 시멘트 대좌 위에 세워졌다.
석불은 마멸이 심해 뚜렷하지 않으나 머리 위에 높은 육계肉髻가 있고, 두발은 소발素髮로 표현되었으며 미간에는 백호

白毫를

끼웠던 구멍이 있다. 눈썹은 반원형이며 얼굴은 살이 쪄서 원만한 상호를 하였으나 마모가 심하여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오른쪽 귀는 파손되었으며 왼쪽 귀는 비정상적으로 크게 표현되었고 육계의 뒷부분은 파손되었다. 목은 시
멘트로 보강하였고 뒷면은 평면적으로 처리되어 아무런 표현이 없다.
법의는 통견이며 가슴에서 4조의 양각선을 U자형으로 처리하였다. 수인은 오른손은 약간 앞으로 꺾어 내려 손바닥을
편 다음 손등을 밖으로 하여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으며 왼손은 복부에서 약합藥盒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로 조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옷의 주름은 두껍게 조각되었으며 손과 팔이 전체
적으로 몸에 비하여 머리가 크고 손의 굵기가 굵은 형태로 표현되
었으나 신체의 세부 표현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이 불상은 전체높이 137㎝의 아담한 불상으로 비록 상호에는 마
멸이 있으나 동체부분은 비교적 온전하다. 전체 규모로 볼 때 크게
위축되거나 굴곡 되지 않아 단아함을 느끼게 한다. 특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약합으로 보여 약사여래로 조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신체
비례와 의문처리, 수인 등을 볼 때 이 불상은 조선전기에 제작된 석
불입상으로 추정된다.
충주지역의 여러 석조불상 중에서 약사여래의 조상은 매우 희귀
한 사례로, 충주 봉불사 석조약사여래입상은 이 지역의 불상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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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Chungcheo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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