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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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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사자빈신사지
川제천 사사자 구층석탑

보물

堤川 獅子頻迅寺址 四獅子 九層石塔

Four Lion Three-story Stone Pagoda at Sajabinsinsa
Temple Site, Jecheon

종 목 보물 제94호
수 량 1기
지정일 1963. 01. 2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1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소재하는 사자빈신사지에 있는 석탑이다. 이 석탑
의 하층 기단부 면석에는 모두 10행 79자의 조성기가 있는데, 그 중에 ‘구층석탑
일좌九層石塔一坐’ 라는 구절을 통해 이 석탑은 원래 9층임을 알 수 있다. 또 ‘태평2
년太平二年’이라는 제작연대도 밝히고 있어 1022년(현종 13)에 이 석탑이 조성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2단의 기단부와 4층의 탑신부만 남아있지만, 원래 9층이
었다는 조성기의 내용을 볼 때 사자빈신사지 구층석탑은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갖추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살상 상면 연화문

석탑의 형태를 살펴보면, 하층 기단은 3단으로 구성되는데 그 형태가 방형을 이
루는 불상의 대좌와 흡사하다. 하대석의 각 면에는 3구씩 안상을 조각하고, 안상의
내부에는 팔메트 형태의 문양을 표현하였다. 장식적인 경향이 두드러진 하대석과
는 달리 중대석과 상대석은 아무런 장엄요소가 없다. 상층 기단부는 중앙의 불상
을 중심으로 네 마리의 사자가 각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불상은 통견 방식으로
대의를 걸치고 있으며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앉아있는데, 일반적인 불상과는 달리

피건帔巾을 쓰고 있는 나한羅漢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불상의 존명尊名에 대해서

는 지권인을 결한 비로자나불상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비롯하여 피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로 파악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화엄삼매의
경지를 일컫는 ‘사자빈신사’라는 사찰의 명칭을 볼 때, 이 불상은 화엄의 법신인
비로자나불로 이해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사자는 정면을 바라보면서
상층기단부 보살상

앞발을 세운 채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4마리 각각 자세나 표정이 조금씩 다르다.
상층 기단의 상면에는 16판의 복련覆蓮으로 구성된 연화문 받침대를 모각하였
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의 석재로 조성되었다. 현존하는 5층의 탑신석과 4층
의 옥개석 중에서, 초층탑신은 다른 층의 탑신석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고 2층 탑신
석부터는 높이가 급격히 낮아졌다. 각 층 탑신석 양쪽에는 우주를 모각하였다. 옥
개석은 전체적으로 매우 평박한 편이며, 옥개받침은 3단을 이루고 있다. 상륜부는
결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건탑연기문 3D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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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기단부 사자상

상층기단부 보살상 후면

사자빈신사지 사사자삼층석탑의 양식적인 특징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불상과 4마리의 사자가 탑신부를 받치고 있
는 특수한 형태의 석탑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형식적 계보에 속하는 석탑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홍천 괘석리 사사자삼층석탑과 금강산 금장암 사사자삼층석탑 등이 있다. 또 이 석탑
은 조성기를 통해 조성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석탑의 기준작基準作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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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이전

1933년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is located at the Sajabinsinsa Temple site in Songgye-ri of Hansu-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One of its most conspicuous features is the four lions, the guardians of Buddha, supporting its main
body. The inscription engraved on one side of the lower base stone, consisting of 79 characters arranged in ten lines, reveals
that the pagoda originally had nine-stories and was built in 1022, thus providing an important clue for dating other Goryeo
stone pago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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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川제천 提川 德周寺 磨崖如來立像

Rock-carved Standing Buddha of Deokjusa Temple,
Je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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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종 목 보물 제406호
수 량 1구
지정일 1964. 09. 0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
소유자 덕주사
시 대 고려시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상덕주사에 있는 마애불상이다. 월악산 만수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따라 1시간
가량 올라가면 높다란 석축을 쌓은 대지가 있고, 그 앞에 우뚝 솟은 바위의 면을 잘 다듬어 만든 전체 높이 13m
의 거대한 마애불입상이 조각되어 있다.
덕주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권제14 충주목忠州牧 불우조佛宇條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 초반에 이미 존속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덕주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통일신라 말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
설이 전승되고 있다. 덕주사는 암자가 두 곳에 분리되어 있어 상덕주사上德周寺, 하덕주사下德周寺로 불린다. 마애불
이 있는 상덕주사는 6.25 전란 때 불타고 지금은 마애불 앞의 법당 터만 확인할 수 있다. 하덕주사는 1970년에
법당이 세워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마애불상은 얼굴과 손 부분은 도드라지게 조각하였고 신체 부분은 선각에 가깝게 새겼다. 민머리 위에 반원형
의 큼직한 육계가 솟아 있으며, 얼굴은 네모난데 미간에 백호가 있고 뺨부분만을 둥글게 깍은 형태이다. 가늘고
길게 내리뜬 눈과 삼각형 모양의 코, 살짝 도드라지게 표현된 입술과 어깨까지 내려오는 귀는 크고 굵은 선으로
대담하게 표현하였으며, 개성적이지만 후덕한 인상을 풍긴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신체는 어깨만 둥글게 표현하였으며 그 아래는 큰 석주처럼 괴체적塊體的으로 나타내었다.
두 손을 거의 어깨 부근까지 들어올려 약간 벌려서 전법륜인을 취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손바닥을 보이고 왼손은
손등을 보이며 모두 첫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맞대고 있다.
대의는 양 어깨를 덮고 흘러내리다가 팔뚝에 걸쳐져서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부분에는 사선방향의 굵은 띠형
으로 내의가 표현되고, 오른팔 밑에 약간 늘어진 옷자락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대의 속에 편삼偏衫을 걸친 이중착
의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허리 아래의 옷주름선은 매우 활달하며 두 다리에서 각기 둥글게 감기는 형식으로 표
현되었다. 대의 밑으로 치마가 넓게 벌어져 있고, 두 발은 유난히 크게 조각하여 발꿈치를 맞대고 벌리고 있다.
발 아래에는 화려한 복판연화문 대좌를 새기고 있는데, 전형적인 고려시대 대좌 양식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거대한 마애불이므로 얼굴의 표정이 다소 굳어 있고 불신 또한 괴체적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나,
선의 구사가 매우 힘이 있고 활달하다. 또한 덕주사 마애불입상의 가장 중요한 도상적 특징은 전법륜인의 여래입
상이라는 점인데, 전법륜인 상은 원래 통일신라 8세기에는 좌상으로 조성되었다.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전기에
이르면 토착화하여 입상의 전법륜인 상이 유행하는데,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외에도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1122호)과 안성 석남사 마애여래입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9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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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덕주사 마애불상은 선각線刻에 가까운 조각기법으로 거대한 마애불을 조성하는 양식이나 전법륜인 여래입상
이라고 하는 도상 특징 등 여러 면에서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마애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애불 머리 부분의 양쪽
암벽에 네모 형태의 구멍이 몇 군데 남아있어, 조성 당시에 목조 보개寶蓋나 전실前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의 웅
장했던 마애불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덕주사 마애불의 조형상 특징은 예배자를 압도하는 거대한 크기에 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대한 마애불 조성은 통일신라 말의 쇠퇴한 국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려 초에 일어
나는 새로운 기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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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이전

3D 스캔

This large, 13-meter-tall image of standing Buddha is carved on a rocky cliff in the precincts of Deokjusa Temple in
Hansu-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The Buddha is characterized by a stern face and rather grotesque-looking
body expressed with powerful, dynamic lines. The symbolic hand gesture, the dharmachakra mudra or “wheel of the
dharma,” suggests that it was created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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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川제천 堤川 長樂洞 七層模塼石塔

보물

Seven-story Stone Brick Pagoda in Jangnak-dong,
Jecheon

종 목 보물 제459호
수 량 1기
지정일 1967. 06. 2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5-2
소유자 국유
시 대 통일신라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은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65-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이 탑은 6·25 한국전쟁 당시 포탄
에 맞아 1층과 2층의 남서쪽 탑신과 옥개석이 피해를 입었으나 1967∼1968년도에 해체 복원하여 상륜부를 제외한 완
전한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일부 수리되었지만 잔존상태가 거의 완벽하며 유적 전반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석탑 조성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장락동 7층모전석탑은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후 고려 중기에 한 차례 중건된 것으로 판단된다. 탑의 건립 시기는
통일신라설과 고려시대설로 이견이 있어 왔으나 1967∼1968년 기단부 조사 때 석탑의 중수 사실이 밝혀졌으며, 사지寺

址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확인되어 본래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은 통일신라시대 후

기에 처음 조성되었다가 고려시대 중기에 다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탑은 회흑색의 점판암을 벽돌 형태로 납작하게 잘라 쌓았다. 전체 높이는 9.06m이고 폭은 3.51m이다. 기단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지대석으로 탑신부를 바로 받치도록 하였는데 이는 석탑의 규모나 구조에 비해 이례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지대석은 모두 8매의 석재로 이루어졌는데 남쪽 면에 커다란 판석 1매를 놓고 북쪽과 동·서단부에 7매의 장대석
으로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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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972년

The Seven-story Stone Brick Pagoda in Jangnak-dong, Jecheon is a rare example of an ancient stone brick pagoda
in Korea that is highly regarded for its good state of preservation and the existence of documents about its origins and
reconstruction. Excavation and research on the site suggest that the pagoda was originally built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676~935) and rebuilt in the mid-Goryeo period (918~1392). The excavations resulted in the discovery of the features
of thirty-four dwellings, four walls and three passages, as well as a large number of roof tiles, earthenware, ceramics, stone
and metal artifacts. The Buddhist temple that once stood in Jangnak-dong was found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it was closed in the eighteenth century.

282

1층 탑신의 네 모퉁이에는 화강암으로 된 방형 돌기둥
을 세웠는데, 이러한 수법은 다른 전탑이나 모전탑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수법이다. 남쪽과 북쪽 양면에는 화
강암으로 문기둥 두 개를 세우고 지붕돌을 얹어 사각 틀
을 만들고 문을 달았다.
옥개석은 상하 모두 계단 형태를 하였고 추녀도 짧게
마무리하였다. 네모퉁이 끝에는 풍경 구멍이 뚫려 있다.
옥개받침은 9단 내지 7단으로 되었고 상면의 층단도 이에
준하였으며 옥개석은 15단 내외로 구성되었다.
상륜은 모두 없어졌으나 7층 옥개석 정상에 1변 길이

장락사지 14건물지 발굴 모습

70㎝의 낮은 노반露盤만이 남아 있다. 그 중심에 지름 17㎝의 둥근 구멍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연판蓮瓣이 조각되어 있다.

이 둥근 구멍은 찰주공擦柱孔으로, 6층 탑신까지 뚫려 있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탑신 전면을 석회로 발랐던 흔적이 곳곳
에 남아 있는 것인데, 이같은 형태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영양 현이동 오층모전석탑, 영양 삼지동 모전석탑에서도 발
견되고 있다. 7층 옥개석 윗면에서 꽃 모양이 조각된 청동편이 발견되어 원래는 정상에 청동제의 상륜相輪이 있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은 보존상태가 우수하고, 절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석탑의 창건과 재건립 시기가 규명되어
다른 모전석탑의 편년 연구에 있어 비교자료로써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특히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이 국
가 경영의 중추인 교통로의 운영과 신앙적 대상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풍수사상에 기반하여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
어 우리나라 전탑과 모전석탑, 전탑형 석탑의 분포양상과 건립 배경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한

풍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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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청풍 한벽루
川제천 淸風 寒碧樓

보물

Hanbyeongnu Pavilion in Cheongpung, Jecheon

종 목 보물 제528호
수 량 1동
지정일 1971. 01. 08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청풍 한벽루는 현재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위치한 누각으로 제원군(현 제천시)
청풍면 읍리 203-1에 있었으나, 충주댐 건설로 인해 청풍문화재단지로 이건하였
다.
한벽루는 1317년(충숙왕 4)에 창건되었고 조선 초기인 1397년(태조 6)에 중수
하였으며 이때 하륜(河崙, 1347∼1416)이 지은 기문記文의 편액扁額이 남아 있다.
정면 4칸, 측면 3칸의 누각 외 측면에 진입회랑 3칸을 연결한 팔작 누각으로 삼
분변작三分變作 5량 구조이며 통상적인 기수가 아닌 우수의 정면 칸수로 형성된 특
색이 있다.
주칸의 설정은 정면에서는 9자 간격이나 양 협칸에서는 4치 정도가 감소하였
으며, 측면에서는 중앙이 8자에 전후퇴간은 6자 정도이다.
자연석 기단, 평평한 반석 주초, 누 하주와 누 상주를 분리하여 세웠다. 누마루
에는 4면에 계자난간을 둘렀다. 누 상부는 고주 없이 통 칸으로 형성되었으나 누
하부는 측면 주열에 상관없이 중앙열에 마루의 장귀틀을 받치는 기둥이 추가되어
있다.
공포는 주심포양식과 익공양식이 혼합되어 외출목 도리에 출목첨차가 있는 이
익공 형태로서 주간에는 파련각 화반이 설치되었다. 출목 2익공 두공 초가지는 초
익공에 연화 앙서를 구성하고 이익공에 쇠서를 내었다. 보머리에는 봉두를 조각하
여 꽂았으며 3소로 화반을 각 주 칸에 1구씩 배치하였다.
지붕가구는 전후 처마기둥 칸에 대량을 장통보로 걸고 종량과 중도리 종도리를
구성한 5량가로 짜여 있다. 천정은 연등천정이나 외기부분과 우측의 중앙부만 우
물반자로 하였다. 외기부분은 당연히 우물반자로 되는 것이나 측면 중앙부에 외기
반자보다 단을 낮춰 우물반자로 한 것은 이색적인 것이다.
한벽루의 좌측에는 익랑 삼 칸이 연속되어 있으며 초익공양식에 삼량구조 홑처
마 맞배지붕이다. 좌측면에서 진입하여 첫 칸은 마루가 한단 낮게 구성되고 복도
각과 누각 사이에서 층단이 형성되어 누상으로 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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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모습

합각지붕의 2익공계 2층 다락집으로 강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외부공간용 건축이다. 석축으로 된 기단위에 덤
벙주초를 놓고 25개의 기둥을 세워 아래층을 구성하며, 윗 층은 2고주 5량 구조로 앞뒤로 퇴칸이 형성된 일반적 누각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벽루는 밀양의 영남루嶺南樓, 남원의 광한루廣寒樓와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간결하고 단아한 외관을 갖
추고 있어 가치가 높다.
조중근

Hanbyeongnu Pavilion is currently located within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t was built in 1317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Chungsuk of Goryeo) and repaired in 1397.

Hanbyeongnu Pavilion, along with Yeongnamnu Pavilion in Miryang and Gwanghallu Pavilion in Namwon, is said to be a
representative pavilion of the Joseon period due to its simple and gracious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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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川제천 堤川 勿台里 石造如來立像

보물

Stone Standing Buddha in Multae-ri, Jecheon

종 목 보물 제546호
수 량 1구
지정일 1971. 07. 07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국유
시 대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은 원래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읍리에 소재하는 대광사大光寺 입구에 있었으나 충주댐 건설로
그 일대가 수몰되게 되자 1985년에 청풍문화재단지로 옮겨졌다.
이 불상은 목과 허리가 절단되어 분리되었으나 보수되었고, 대좌도 불신과 동떨어진 채로 전해오다가 근래에 조합되
었다. 머리와 얼굴, 손 등이 약간 파손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머리 위에는 육계가 뾰족하게 솟아있으며 머리카락은 소발이다. 이마가 좁은 편이며, 이마 정중앙에는 백호가 파여있
다. 얼굴은 네모난 편으로 눈썹은 반원형을 그리고 있고 눈은 옆으로 긴 편이다. 뺨에는 살집이 적당히 올라있고 눈두덩
이나 눈매의 윤곽이 드러난다. 입가는 움푹 들어가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엄하면서도 중후하기 보다는
후덕하면서도 친근감이 느껴지는 인상이다.
몸은 기다란 장신형長身形이다. 그렇지만 목이 매우 짧고 목 아래에는 삼도가 두껍게 표현되어서 마치 머리와 몸을 서
로 맞붙힌 채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른손은 옆구리에 붙인 채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
리고 있다. 왼손도 손바닥을 바깥으로 보이면서 옆구리에 붙이고 있는데, 중지와 소지는 살짝 펴고 나머지 손가락은 구
부리고 있다.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리지 않았고 손가락도 구부리고 있지만, 손의 위치나 방향을 볼 때 시무외여원
인施無畏與願印을 결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대의는 U자형을 이루면서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데, 드러난 가슴에는 사선 방향으로 내의內衣가 표현되었다. 허리춤에

띠를 두르고 내의를 묶었다. 도드라진 옷주름은 비교적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겹겹이 층단을 이루면서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의에 가려서 몸매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대좌는 1단의 팔각연화좌이다. 내부에 장식문양이 없는 연화를 둘렀다. 그 위에는 받침석을 모각하였다. 받침석 윗면
뒤편에는 불상을 결구시켰던 구멍이 있고, 앞편에는 불상의 발과 내의자락이 표현되어 있다.
물태리 석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시대 여래입상의 양식적인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적인 인상을 주는 상
호의 표현과 볼륨감없이 편평해서 괴체감이 느껴지는 불신의 표현, 형식적으로 처리된 목과 대의의 옷주름 등을 볼 때,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지민

This stone statue of a standing Buddha in Multae-ri, Jecheon originally stood at the entrance to Daegwangsa Temple in
Eup-ri, Cheongpung-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but it was moved to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n 1985 after the original site was submerged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The statue retain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standing Buddha statues originating from Unified Silla (676~935), but the
facial features, the flat and rather grotesque body, and the stylized expression of the folds around the neck and the robe
suggest that it was made between the late Unified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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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川제천 堤川 神勒寺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Silleuksa Temple,
Jecheon

보물

종 목 보물 제1296호
수 량 1기
지정일 1999. 06. 2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로4길 180
소유자 신륵사
시 대 고려시대

신륵사 삼층석탑은 충북 제천시 월악산에 있는 신륵사의 중심불전인 극락전 앞에 세워져있다.
신륵사는 582년(진평왕 4)에 아도阿道가 창건하고 문무왕대에 원효元曉에 의해서 중수되었다고 전한다. 조선 초기에는

무학無學에 의해서 중창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도 사명당四溟堂등의 주도로 중창되었다고 전하는 유서 깊은 고찰古刹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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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 상륜부가 거의 파손되지 않고 온
전한 상태로 전한다. 상층기단과 하층기단의 면석에는 각기 2주
의 우주와 1주의 탱주가 모각되어 있다.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상면에는 2단의 받침대가 모각되어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
각의 석재로 이루어졌다. 옥개석 윗부분에는 2단의 받침대가 모
각되었고, 아랫부분에도 4단의 받침이 모각되었다. 옥개석의 낙
수면 경사는 그리 급하지 않고 처마의 반전도 심하지 않은 편이
다. 각 층의 탑신석은 비율이 적절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상승감
上昇感이

珠로

느껴진다. 상륜부는 노반露盤과 복발覆鉢, 보륜寶輪, 보주寶

구성되는데, 모두 각각의 석재로 조성되었다.

신륵사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
나 각 부재의 결구방식과 표현을 볼 때 고려 전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981년 이 석탑을 복원하기 위하여
해체했을 때, 기단에서 소형 토탑土塔 108기와 사리구편 등이 발

견되었다. 탑 안에 소탑小塔을 봉안하고 있음을 볼 때 이 탑은 『무

구정광다라니경無垢淨光陀羅尼經』에 의거한 무구정탑無垢淨塔으로 판

단된다. 신라하대에서 고려전기에 걸쳐 불국사, 창림사, 동화사
비로암, 보림사 등 많은 사찰에서 무구정탑을 신앙하였다. 신륵
사 삼층석탑도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무구정탑의 한 예로 고려전
기 불교문화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매우 귀중한 가
치가 있다.
서지민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standing in front of Geungnakjeon Hall of Silleuksa Temple at the foot of Woraksan
Mountain, Jecheon-si, Chungcheongbuk-do consists of a base, main body, and finial, all of which are in a good state of
preservation.
The pagoda exhibits the architectural style of Unified Silla pagodas, but the details of the structure suggest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The latest dismantlement and restoration of the pagoda resulted in the discovery of
a number of miniature ceramic pagodas enshrined at its base, revealing that it was erected as a “Pagoda of Undefiled Pure
Light.” Experts are agreed that the pagoda is related with worship of the Pagoda of Undefiled Pure Light, which enjoyed
great popularity between late Unified Silla (676~935) and early Goryeo (918~1392) periods, and, accordingly, constitute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Buddhist heritage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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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의림지와 제림
川제천 堤川 義林池와 堤林

Uirimji Reservoir and Jerim Woods, Jecheon

명승

종 목 명승 제20호
면 적 211,038㎡
지정일 2006. 12. 04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소유자 국유
시 대 삼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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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와 제림은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등에 위치한 우리나라 전통 수리
시설水利施設과 그 제방 위에 조성된 숲이다.

의림지라는 지명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 처음 나타나는데, “큰 방죽[大堤]이

한곳 있으니, 현의 북쪽 6리에 있다. 의림제義林堤라 한다. 길이가 5백 30척이며, 논 4
백 결에 물을 댄다”라고 기술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의림지가 현의 북쪽 10리에 있다. 그 깊이
가 헤아릴 수 없고, 관개하는 것이 대단히 넓다.” 라는 기록과 “순채[蓴]가 의림지에서
난다”라는 내용도 보인다.
제천의 옛 이름인 내토奈吐·대제大堤·내제奈堤은 큰 둑이나 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의림지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후기 산수화가 이방운(李昉運 1761∼?)은 「사군
강산삼선수석四郡江山參僊水石」이라는 서화첩을 남겼고, 의림지도 화제의 대상이 되었

다. ‘사군산수四郡山水’라는 표현은 조선 중기 문신 이안눌(李安訥, 1571~1637)이 지

은 『동악집東岳集』에 처음 등장하고, 이때의 사군은 남한강 수계를 접하고 있는 제천·

단양·영춘·청풍 등 4지역을 의미한다. 『1872년지방지도』, 『조선지도朝鮮地圖』, 『여지

도서輿地圖書』, 『청구도靑邱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 고지도에도 의림지는 빠짐없이
그려져 있다.
의림지를 제목으로 해서 시를 쓴 조선시대 인물과 문집으로는 이식(李植, 1584∼
1647)의 『택당집澤堂集』, 김원행(金元行, 1702∼1772)의 『미호집渼湖集』, 김정희(金正

喜, 1786∼1856)의 『완당전집阮堂全集』, 김윤식(金允植, 1835∼1922)의 『운양집雲養
集』

등이 있다.
제림은 제방 위에 조성된 숲으로, 노송을 주종으로 버드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벚

나무 등이 산림경관을 이루고 있다. 의림지와 제림 주변에는 경호루·와소정·의림정·
영호정·임폭정·홍류정·청폭정 등 누정이 자리 잡고 있어 산림과 고건축의 조화를 높
이고 있다. 의림지와 제림은 인문, 경관,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난 경승지이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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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rimji Reservoir is an ancient irrigation facility dating from the Samhan period, while Jerim Woods are a group of
willows, fir trees, gingko trees, and cherry trees that populate the embankment surrounding the reservoir. Uirimji Reservoir
and Jerim Woods are scenic sites of high historical and scen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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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옥순봉
川제천 堤川 玉荀峰

Oksunbong Peaks, Jecheon

296

명승

종 목 명승 제48호
면 적 178,232㎡
지정일 2008. 09. 09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산9
소유자 국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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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옥순봉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남한강변에 있는 절경지이다.
옥순봉은 기암의 봉우리가 마치 비온 뒤의 대나무순처럼 솟아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해발고도는 283m로 그
리 높지 않다. 지질학상 수평절리와 수직절리들이 현저하고 남한강의 침식작용으로 하식애가 발달해 있으며 이 같은 요
소들이 어우러져 빼어난 절경을 이루고 있다. 대신 암석이 발달했기 때문에 식물이 표면을 덮는 비율인 식피율이 40∼
50%에 불과하다.
옥순봉은 단양팔경에 속해 있으면서 행정구역은 제천시에 편입돼 있다. 조선 명종 때 단양 군수였던 퇴계 이황(退溪
李滉, 1501∼1570)이 옥순봉을 단양에 속하게 해 달라고 청풍부사에게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옥순봉 석벽에
‘단구동문丹丘洞門’이라 새겨 일대를 단양의 관문으로 정했다는 내용이 구전된다. 현재 단구동문 암각자는 충주댐 건설에
따라 물속에 잠겨있다.
‘옥순봉’이라는 지명은 『여지도서與地圖書』에 처음 나타난다. 『여지도서』는 “옥순봉이 구담 아래에 서로 마주 보고 있
다. 4~5개의 특이한 석봉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그 빛깔이 깨끗하고 맑으며 빼어나게 좋으니 마치 새로 나온 죽순이
여기저기서 싹 터 나온듯하다. 문순공文純公 이황이 옥순봉이라고 이름 지었고, 손수 쓴 글씨인 단구동문 네 글자를 바위
위에 새겼다"라고 서술하였다. 조선시대 고지도인 『해동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지방지도』 등에도 옥순봉이 그려
져 있다.
조선시대 옥순봉을 그린 화가로는 김홍도(金弘道, 1745~?), 엄치욱(嚴致郁, ?~?), 이윤영(李胤永, 1714~1759), 윤제
홍(尹濟弘, 1764~1840) 등이 있고 화제畵題는 《옥순봉도》로 모두 같다. 이밖에 옥순봉을 노래한 문인과 문집으로는 김
창협金昌協의 『농압집』, 김창흡金昌翕의 『삼연집』, 이유원李裕元의 『가오고략』, 이인상李麟祥의 『능호집』, 이해조李海朝의 『명

암집』, 임방任埅의 『수촌집』, 정운경鄭雲慶의 『송운집』 등이 있다.

옥순봉은 문인들이 즐겨 찾아 많은 시문과 그림을 남겼고, 그리고 뱃길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등 인문, 경관적인
가치가 크다.
조혁연

Located in Goegok-ri, Susan-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the Oksunbong Peak is filled with grotesquelooking rocks. Its name derives from its supposed resemblance to fresh sprouts right after rain.
It is one of the eight scenic sights in Danyang, although it actually belongs to Jecheon administrative district. It is said that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1545~1567), Yi Hwang (pen-name: Toegye, 1501~1570), who was them serving as the
governor of Danyang-gun, asked the magistrate of Cheongpung to transfer the peak to Danyang. As the latter did not accept
his request, Yi Hwang carved the Chinese characters to set the area as the gateway to Danyang.
Many men of letters and painters created literary works and paintings inspired by a visit to Oksunbong Peak. A boat ride
is also a good way to enjoy the beautiful scenery around Oksunbong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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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병진년화첩》, 〈옥순봉도〉, 1796년, 지본담채, 26.7×31.6㎝

299

堤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
川제천 堤原 松界里 망개나무

천연기념물

종 목 천연기념물 제337호
수 량 1주
지정일 1983. 08. 2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46-1

Korean Berchemia of Songgye-ri, Jewon

소유자 교육과학기술부

망개나무는 갈매나무목(Rhamnales) 갈매나무과
(Rhamnaceae) 망개나무속(Berchemia)에 속하는 낙엽활엽
수로 높이가 약 10-15m 정도로 자라는 낙엽교목이다. 망개나
무는 한국, 중국, 일본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속
리산, 월악산, 군자산, 내연산, 주왕산, 주흘산에 자생하고 있
다. 옛날에는 난방을 위한 땔감용으로 주로 이용되었으나, 현
재는 주로 밀원식물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명공학적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제원 송계리 망개나무는 제천시 한수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골매마을의 북쪽에 있는 해발 400m 지점의 충북대학교
연습림에 자리하며, 골매마을과 연결되는 진입로에서 직선거
리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대체적으로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생육환경은 좋은 편이며, 수세도 양호하다. 북
쪽 방향의 줄기 밑둥에 썩은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 나무의 나이는 약 170살로 추정되며, 높이는 17m,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2.2m, 가지 폭은 동서방향 10.2m, 남북
방향 12.4m이다. 이 송계리 망개나무는 가지가 밑 부분 가까운 곳에서 갈라졌다. 원줄기는 다시 1.5m 높이 정도에서 네
개로 갈라졌으나 한 개는 고사했고, 나머지 세 개의 밑부분 둘레는 각각 82㎝, 75㎝, 40㎝이다.
송계리 망개나무는 희귀수목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지역민들의 관심과 보호를 받았으며, 생물학적 자료로서 보존가치
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박봉주

This Korean berchemia is located south of Hansu-myeon, Jecheon, and is presumed to be about 170 years old. The
Korean berchemia has been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in consideration of its rarity and its value for bi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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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박용원 고택
川제천 堤川 朴用元 古宅

Bak Yong-won’s Historic House, Jecheon

국가민속문화재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
수량 | 면적 1곽 | 2,249㎡
지정일 1984. 01. 14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국사봉로23길 25-12
소유자 박도수
시 대 조선시대

제천 박용원 고택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에 있는 조선 후기 전통 가옥이다. 안채 종도리 받침장여에 ‘동치
삼년 갑자오월초삼일 인시입주 이일미시상량同治三年 甲子五月初三日 寅時立柱 二日未時上樑’이라고 기록된 상량문으로 미루어 안
채는 1864년(고종 원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랑채와 아래채는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천 박용원 고택은 기와지붕인 안채와 초가지붕인 사랑채, 아래채, 광채 등의 부속채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에 一자
형 사랑채를 두고 그 뒤에 서쪽으로 굽어 있는 ㄱ자형 안채가 있으며, 동쪽에 남·북으로 긴 一자형 아래채가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튼ㅁ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안채는 안방을 중심으로 남쪽에 부엌을 두고, 동쪽으로 2칸의 대청과 고방이 있고 동쪽 끝에 건넌방이 있다. 고방과
건넌방 앞에는 툇간을 마루로 구성하였다. 건넌방 앞 툇마루는 높은 누마루로 만들고 앞에는 간결하면서도 투박한 난간
을 설치하였다. 특이한 것은 대청과 건넌방 사이에 고방을 두었는데, 전면의 살창, 대청 쪽의 판장문 등이 모두 광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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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또한 대청 배면 상부에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감실을 두어 사당이 없는 대신 대청마루를 제

청祭廳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넌방은 동쪽에 별도의 출입문을 달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 형식은 대청

마루 칸에서는 대량을 전후 처마 기둥 칸에 장통보로 걸고 대공을 첨차 형태로 받친 3량가로 짜여 있으며, 방 부분에서
는 툇간 내진주를 평주로 세우고 대량과 전면 퇴량을 맞보 형식으로 연결한 3평주3량으로 되어 있다.
제천 박용원 고택의 가장 큰 특징은 안대청에 포대공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대공을 첨차와 소로 등의 부재를 사용해
공포형식으로 만든 포대공은 일반 민가나 반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이런 형식은 서까래의 낮
은 물매를 처리할 수 있고, 도리 이음부의 결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이 있다. 가까운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있는 제천 후산리 고가(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5호)에서도 이러한 형식이 나타나고 있어 두 건물이 연관성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문간이 붙어 있는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초가집이다. 평면은 서쪽부터 광, 대문, 사랑방, 외양간으로 구성하
였다. 건물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3량가이다. 광과 외양간의 벽
체는 판벽으로 되어 있으며 방 벽은 재사벽再沙壁으로 되어 있다. 아래채는 2칸 방을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부엌과 2칸
광을 두었다.
제천 박용원 고택은 배치 형식, 평면 형식, 가구 형식 등에서 부농주거富農住居의 전통적 건축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
다. 특히 안채 대청 상부 대들보 위에 종도리를 받치는 포대공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또한 안채 대청 우측에 고방을 둔 것과 대청 배면 상부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감실을 둔 것이 이 가옥의 특징이며, 이
러한 공간구성 방식은 잘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김형래

This traditional Korean house dates back to the late Joseon period. Its main parts were built in 1864, but it appears that
the sarangchae (men’s quarters) and the quarters in the lower section were built at a later date. It exhibits the characteristic
overall layout, plan type, and structural pattern of the houses of rich farming families in that period. Notably, the short
transverse column supporting the ridge on the main cross beam of the daecheong (central large wooden-floored hall) in
the anchae (women’s quarters) is of a unique type rarely seen elsewhere in the country. Also, the kitchen situated to the
right of the daecheong, and the niche for keeping the mortuary tablets of ancestors in the upper part of the rear side of the

daecheong are special features that deserve to be preserved for posterity.

안채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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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정원태 고택
川제천 堤川 鄭元泰 古宅

국가민속문화재

Jeong Won-tae’s House, Jecheon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48호
수량 | 면적 1곽 | 4,988㎡
지정일 1984. 01. 14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로4길 30-26
소유자 정달용
시 대 조선시대

제천 정원태 고택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에 있는 조선 후기 전통 가옥이다. 이 집은 구한말 점점 사라져가
던 한학의 부흥을 위해 평생을 몸 바친 계산 정원태(桂山 鄭元泰, 1913~1993)가 태어나서 살던 집으로, 구전에 의하면
19세기 초에 지어졌다고 한다.
제천 정원태 고택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안마당을 둘러싸고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튼ㅁ자형 배치를 이루
고 있다. 사랑채의 날개부분이 짧게 구성되어 있어 서쪽이 트여져 있다. 고택 주변으로는 안채를 중심으로 방형으로 담
장이 둘러져 있으며, 사랑채 앞의 바깥마당은 담장 없이 외부로 개방되어 있다.
안채는 사랑채 서쪽에 있는 일각문으로 드나든다. 안채 서쪽 끝 부엌 상부에 툇마루 쪽으로 문이 있는 광이 있으며,
옆에 건넌방이 2칸 있고, 그 옆으로 대청 2칸과 대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골방이 있다. 골방에서 꺾여 남쪽으로 2칸의
안방을 두고, 아래로 2칸의 부엌이 있다. 특이하게 부엌은 입구 칸과 아궁이 칸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랑채는 동쪽에 툇마루에서 들어가는 방을 하나 두었고 그 서쪽으로 2칸의 사랑방과 대청, 건넌방이 있으며, 건넌방
뒤로 꺾여 안채에서 사용하는 광이 있다. 대청에는 불발기[煙窓, 連窓: 가운데 광창을 달고 위아래는 벽지를 발라 빛을
차단하는 독특한 분합]삼분합 문을 달아 개방감을 극대화했는데 이는 안채의 폐쇄적인 구성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당시에는 경제 사정으로 초가로 지었지만 내외 구분이 엄격한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방법이나, 초가에 비해 지나치게
튼실한 가구법 등을 볼 때 추후 기와집으로 고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 형식은 안채의 경우 3평주3량이고 사랑채는 1고주5량이며, 기법은 전체적으로 고졸古拙하게 처리해서 장식은
없지만 잘 짜여진 집으로 중부 내륙 지방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김형래

This is the house where Jeong Won-tae (1913~1993, pen-name: Gyesan) was born and raised. Jeong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of Chinese classics, which were gradually losing their influence toward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1897~1910).
This thatched-roof house is said to have been built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As the anchae (women’s quarters)
is clearly separate from the sarangchae (men’s quarters), and the overall structural pattern seems remarkably solid for
a thatched-roof house, it is assumed that Jeong planned to convert it to a tiled-roof house once his financial situation
improved. The house has a simple design with a well-knit structure and few embellishments, and display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houses in the central inland area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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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川제천 大韓通運 堤川營業所

Korea Express, Jecheon Branch Office

등록문화재

종 목 등록문화재 제56호
수 량 1동
지정일 2003. 06. 30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길 16 외 2필지
소유자 대한통운(주)
시 대 일제강점기

대한통운 제천영업소는 제천역 개통과 동시에 설치된 조선운수주식회사朝鮮運輸倉庫會社 제천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1941년 9월에 완공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보수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천역 광장에서 동쪽으로 5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단순한 평면으로 북쪽
에 박스형태의 현관이 돌출되어 있다. 공간구성은 업무실을 중심으로 좌측에 소장실과 숙직실, 외부와 통행이 가능한 복
도가 두 실의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
4면이 화강석 완자형 쌓기로 구성된 입면은 간결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정면은 돌출된 현관 양쪽에 2개씩 창을 설치하
여 좌우 대칭이며 배면은 5개의 창을 두었고 중앙의 창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각각 2개의 창과 굴뚝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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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살펴보면, 기초와 기단부는 화강석 쌓
기, 외벽은 화강석 조적, 내벽은 목조가구+모르
타르마감, 지붕틀은 목조 왕대공 트러스 구조, 우
진각지붕으로 하였다.
건물내부 벽면 구성은 각 실의 출입이 요구되
는 곳에 개구부를 두었다. 창과 문이 설치되는
곳, 벽과 벽의 방향이 교차되는 곳에 세로부재를
세우고 개구부 아래와 위에 인방을 설치한 후 외
를 엮고 합벽을 쳤으며 회반죽 마감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은 사무실 용도의 단순한 평면구성, 다
양한 규격의 화강석을 사용하여 간결하면서 수준
높은 입면구성을 하고 있다. 이는 1940년대 주
를 이룬 목조양식이나, 상업용 건축의 서양식 석
조 양식과 구별되는 화강석을 완자형으로 조적한
습식석조물이다. 또한, 현재까지도 신축 당시의
형태와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석조건축 기술과 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
조중근

This building was completed in September
1941 as the Jecheon branch office of Korea
Transportation Co., Ltd. (later renamed The Korea
Express) simultaneously with the opening of
Jecheon Station. It has been repaired many times.
The building displays a simple yet refined

façade and is built with granite stones of various
sizes. As it has been preserved in its original form,
the Jecheon branch office building exhibits the
stone architecture techniques and patterns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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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엽연초생산조합
川제천 구 사옥
堤川 葉煙草生産組合 舊 舍屋

Former Building of Jecheon Tobacco Growers
Organization

등록문화재

종 목 등록문화재 제65호
수 량 1동
지정일 2003. 09. 27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12길 8
소유자 제천 엽연초생산조합
시 대 일제강점기

제천 엽연초생산조합은 1918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사옥은 1935년에 축조되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직사각형 평면
으로, 아치형태의 출입구는 근대적 분위기를 지니며 현관 상부 창호는 기하학적이다. 축조 당시의 외부장식과 업무시설
의 원형이 잘 보존된 건물로 연면적은 112.99㎡이다.
본래 용도는 조합사무실이었으며 숙직실, 문서창고, 화장실 등으로 부속건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부속건물은
1977년 관사를 신축하면서 철거되었고 신사옥 건축 이후 방치되어 있었다. 2003년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
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2006년 보수공사로 원형을 찾았다.
구조형식은 목조가구식으로 외벽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기법의 변화, 아치벽면과 창문의 도입, 창문상부 타일장
식 등에 의해 전체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오랜 방치로 지붕과 창호는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훼손된 부분이 많은
상태이며, 벽체는 부분적으로 균열되거나 탈락된 부분이 많았으나 보수되었다. 반면 목조에 철물을 사용하여 트러스를
제작한 지붕틀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입면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건립초기에는 전실을 중심으로 대칭적 구성이었으나 왼쪽 일부를 증축하여 좌우 비
대칭적이다. 정문 입구의 상부 창호에는 기하학적 무늬를 패턴으로 이용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문 하부의 인방引枋에는 목조를 경사지게 설치하였고, 그 위에 철판으로 프레싱하여 처리하고 있다. 창문 디테일은
상당한 수준으로 창문 위에는 타일을 이용하여 아래 부분이 튀어나오게 하여 빗물이 창문 바깥으로 떨어지도록 고안을
했다. 창문은 오르내림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 철책과 대문 등 모든 도면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
이 사옥은 외부장식과 평면구성 등 그 당시 업무시설로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낡았지만 원형을 찾아
보수하였다. 일제강점기 업무시설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건축 양식적으로도 뛰어난 조형기법을
보이고 있다.
조중근

This is the building of the Jecheon Tobacco Growers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18). Built in 1935, it is an early
modern building with an arch-shaped entrance.
The building has been preserved in relatively good condition, making it a significant material for research on office
buildings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t also exhibits advanced architectural techniques and patterns for a building
of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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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엽연초 수납취급소
川제천 堤川 葉煙草 收納取扱所
Jecheon Leaf Tobacco Warehouse

등록문화재

종 목 등록문화재 제273호
수 량 1동
지정일 2006. 09. 19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12길 14-1 외 1필지
소유자 문화재청
시 대 일제강점기

The Jecheon Leaf Tobacco Warehouse is a wooden Japanese-style one-story building that was built in 1943 after the
storage and warehouse were demolished in 1919, 1923, and 1925.
The building offers an interesting glimpse into the tobacco handling facilities of the period, particularly devices used to
adjust humidity or ventilation in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tobacco. The wooden trusses and bolts and nuts have been
preserved in good condition. A visit to the site is recommended for those interested in seeing how the country’s tobacco
handling facilities hav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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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엽연초 수납취급소는 1919년과 1923년, 1925년에 각각 수납장과 저장 창고를 헐고 1943년에 일식 단층 목구
조 형식으로 지은 건물이다. 준공당시 도면에는 현재 155-1번지 외에 인접한 151-1, 158-1, 158-3 번지까지 포함하
고 있다. 또한, 넓은 대지 안에 구 사옥, 창고, 사택 등 여러 동의 건물과 일곽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었다.
이 건물의 공간은 중앙의 감정실을 중심으로 동서축이 긴 장방형 평면과 남북축이 긴 장방형 평면이 결합된 ㄱ자형으
로 구성되었다. 각 실들은 기능을 중시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하치장荷置場→배열장排列場·경작자대기실·계산실→감정실鑑

定室→현품대조실現品對照室→갱장장更裝場

순으로 배치하였다. 잎담배 수납업무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기능 위주의 배치

와 수납절차에 필요한 간략한 구성을 하고 있다.
벽체의 구조는 시멘트벽돌을 쌓은 조적구조이며, 벽체를 받치고 있는 기초는 콘크리트로 보강한 줄기초형식, 지붕은
목재 트러스위에 골판함석을 사용한 박공지붕이다. 또한 측면 박공부위에는 엽연초의 보존을 위해 환기용의 그릴 창과
홈통을 전·후면에 걸쳐 각 실별로 용도와 기능에 맞게 높낮이를 달리 하였다.
외벽은 본래 수평으로 긴 비닐모양 목재 판벽으로 되어 있었으나 1967년경 목재판벽을 모두 철거하고 벽돌을 쌓고
미장한 뒤 페인트 도장 마감으로 변경하였다. 주요 건축 재료로 벽체는 외측으로부터 페인트, 미장, 조적, 미장 순으로
마감하였다.
현재 보존상태는 지붕과 창호의 전체적인 노후화로 훼손부분이 많은 상태이며, 벽체는 부분적으로 균열되거나 탈락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전면 보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지붕틀 구조는 목조에 철물을 사용하여 트러스를 제작하였는데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이 건물은 당시 엽연초 생산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감정실에 설치된 원형레일, 갱장장 바닥에 물을 담아
놓은 습도조절장치, 아연도금함석지붕의 환기구 등은 엽연초관련 시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립당시의 목
조 트러스 및 볼트가 비교적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우리나라 근대기 엽연초 산업의 대표적인 시설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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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의병장 유인석 심의
川제천 義兵將 柳麟錫 深衣

Simui (Shenyi) of Yu In-seok, Righteous Army
Commander

등록문화재

종 목 등록문화재 제661호
수 량 1건 3점
지정일 2016. 06. 2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56-7 제천의병전시관
시 대 대한제국시대

These clothes are the everyday clothes worn by Yu In-seok (pen-name: Uiam, 1842~1915). He advocated wijeong

cheoksaron , an anti-Catholic and anti-foreign doctrine,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took lead in independence movement
as a righteous army commander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clothes were donated to the Jecheon Uibyeong Hall by
his descendants. The clothes left by him are of the type of clothing worn by Confucian scholars toward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or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1897~1910), and they are regarded as a valuable cultural heritage for studies of
costum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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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

대대

심의深衣란 유학자들이 평상시 착용하였던 전통복식 중의 하나로, 중국 고대부터 입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처음 전래되어 조선시대에 주로 유학자들이 입었다.
의병장 유인석 심의는 조선말기 대표 위정척사론자이자 의병장이던 의암 유인석(毅庵 柳麟錫, 1842∼1915)이 평소
착용했던 옷으로, 의암 유인석 후손들이 보관해 오다 제천의병전시관에 기탁하였다.
의암 유인석은 1842년(헌종 8)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유인석은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화서 이항로(華西 李恒老, 1792∼1868)의 문인이었던 중암 김평묵(重菴 金平黙, 1819∼1891)과 성재
유중교(省齋 柳重敎, 1832∼1893)로부터 학문을 배웠다. 유인석은 1893년(고종 30) 유중교가 사망한 후 화서학파를 대
표하는 인물이 되어 제천 장담長潭(오늘날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서 제자를 양성하던 중, 1895년(고종 32)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을 일으켜 제천의병을 이끌었다. 그러나 유인석은 관군 및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만주로 망
명하여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다. 또 유인석은 1910년(융희 4) 국내외의 의병을 통합하고자 13도의군十三道義軍을 조직하
여 도총재都總裁에 취임하여 활약했지만, 1915년 74세로 병사하였다.

유인석 심의는 크게 심의와 머리에 쓰던 복건幅巾·허리에 매던 대대大帶로 이루어졌는데, 크기는 각각 심의 128.2㎝,

복건 74.8㎝, 대대 390㎝이다. 심의는 백세포白細布로 만들어졌으며 깃과 소매 끝, 밑단 등에는 검은색 비단으로 선을 둘
렀다. 복건은 검은색 비단으로 만들어졌으며, 대대는 심의와 같은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좌우 양 끝 가장자리 일부분을
검은색 비단으로 감쌌다.
유인석 심의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초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의암 유인석이 평소 착용하던 의복이며 조선
말기∼대한제국 시기 당시 유학자들이 입었던 복식으로, 역사적·인물사적·복식사적으로 그 가치가 크다.
홍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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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청풍 금남루
川제천 堤川 淸風 錦南樓

Geumnamnu Pavilion in Cheongpung, Jech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호
수 량 1동
지정일 1976. 12. 2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Geumnamnu Pavilion served as the main entrance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 of Cheongpung-bu. It was built by

Cheongpung Magistrate Jo Gil-won in 1825 (the 2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 at 203-1, Eup-ri, Cheongpung-myeon,
Jecheon-si, but was relocated within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n 1985 before the area was submerged for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As an entrance to a local government office displaying the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late Joseon period,
Geumnamnu Pavilion is regarded as a precious material for research on offic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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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 금남루는 옛 청풍부淸風府 청사의 정문으로 사용했던 누각으로,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금남루는 1825년(순조 25)에 청풍부사 조길원趙吉源이 세웠고 1877년(고종 14) 부사 이직현李稷鉉이 중수하였으며

1900년(고종 37)에 부사 현인복玄仁福이 전면 보수하였다. 원래 제천시 청풍면 읍리 203-1번지에 있던 것을 충주댐 건
설에 따른 수몰로 인하여 1985년 현재의 청풍문화재단지 내로 이건하였다.
제천 청풍 금남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의 2층 누각건물이다. 어칸의 폭을 양 협칸보다 넓게 하
였다. 건물 전면에는 ‘도호부절제아문都護府節制衙門’, 배면에는 ‘금남루錦南樓’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다. 건물은 낮은 장
대석기단 위에 팔각의 방추형 장초석을 놓은 다음 두리기둥을 세웠다. 1층과 2층의 기둥 연결 방식은 각 층이 별도의 기
둥으로 구성된 층단주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서쪽에 계단을 두어 위층으로 오르도록 하였으며, 위층 바닥은 우물마
루로 되어 있으며 사면에는 계자난간鷄子欄干이 설치되어 있다. 누 하부 중간 열주 3칸에는 장판문을 달았다. 공포형식은
이익공이며, 가구는 5량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대들보와 종보는 작은 건물임에도 매우 우람한 부재로 구성하여 힘차
게 느껴진다.
제천 금남루는 관청의 정문이라는 상징성과 조선 후기의 양식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 관영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
료이다.
김형래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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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청풍 금병헌
川제천 堤川 淸風 錦屛軒

Geumbyeongheon Hall in Cheongpung,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호
수 량 1동
지정일 1976. 12. 2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제천 청풍 금병헌은 옛 청풍부淸風府 부사府使가 집회 및 집무를 처리하던 동헌東軒 건물로,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위치
하고 있다.
제천 청풍 금병헌은 1681년(숙종 7)에 부사 오도일吳道一이 세웠다. 1705년(숙종 31) 부사 이희조李喜朝가 중건하고,

1726년(영조 2)에 부사 박필문朴弼文이 중수하고, 권돈인權敦仁이 편액을 써서 걸었다. 1900년(고종 37)에 부사 현인복玄
仁福이

보수하였다. 원래 제천시 청풍면 읍리 203-1번지에 있던 것을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인하여 1983년 현재의

청풍문화재단지 내로 이건하였다.
제천 청풍 금병헌은 정면 6칸, 측면 3칸의 겹
처마 팔작지붕이다. 좌측 3칸은 방으로, 우측 3
칸은 대청마루로 구성하였다. 대청마루 옆의 방
1칸에는 앞 툇간을 마루로 만들어 대청마루와
연결하였다. 대청마루는 전면과 측면 툇간에서
벽체를 구성하지 않고 개방되어 있다. 측면 2칸
과 배면 벽체는 마루 윗면에 머름을 구성하고 판
벽과 당판문으로 막았으며, 중방과 창방 사이의
벽체는 회벽으로 막았다. 배면의 대청마루와 방
1칸 외부에는 툇마루를 달고 계자난간鷄子欄干을
설치하여 방으로 통하도록 하였다. 건물은 2단
의 장대석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은 다음 두
리기둥을 세웠다. 공포형식은 초익공이며, 가구
는 1고주5량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제천 청풍 금병헌은 옛 청풍부의 중심 건물로
서의 상징성과 조선 후기의 소박하고 단아한 건
축 양식적 특징이 잘 표현된 지방 관아로서 관영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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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umbyeongheon Hall was the office of the
Magistrate of Cheongpung-bu. It was built by
Magistrate O Do-il in 1681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at 203-1, Eup-ri, Cheongpung-myeon,
Jecheon-si, but was relocated within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n 1983 before the area
was submerged for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As a local government office building displaying
the characteristically simple yet elegant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later Joseon period, Geumbyeongheon
Hall is regarded as a precious material for research on
office architecture of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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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청풍 팔영루
川제천 堤川 淸風 八詠樓

Paryeongnu Pavilion in Cheongpung,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호
수 량 1동
지정일 1976. 12. 2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국유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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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문 현판

1983년 이전

제천 청풍 팔영루는 옛 청풍부淸風府를 드나드는 관문으로 사용했던 누각으로, 현재는 청풍문화재단지의 정문으로 이
용되고 있다.
원래 제원군 청풍면 읍리 286번지(당시 주소)에 있던 것을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인하여 1983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처음 지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팔영루 사적비八詠樓 事蹟碑에 의하면 1702년(숙종 28) 부사府使 이기홍李箕洪

이 중건하고 현덕문賢德門이라 하였으며, 1870년(고종 7) 부사 이직현李稷鉉이 중수하고 사적비를 세웠다. 당초 남덕성문
覽德城門이라

했던 것을, 청풍팔경을 읊은 민치상閔致庠의 팔영시八詠詩로 인해 팔영루라 부르게 되었다. 현재 정면에는 ‘팔

영루八詠樓’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고, 기존 배면에 걸려 있던 ‘남덕문覽德門’이라고 쓰인 편액은 내부에 걸어 놓았다.

제천 청풍 팔영루는 자연석으로 육축을 쌓고 홍예를 틀어 만든 석문 위에 세워진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
지붕 문루이다. 초석은 자연석으로 큰 돌을 놓아 설치하였으며,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형식은 이익공이며, 가
구는 5량가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사면에는 평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제천 청풍 팔영루는 성문과 초루譙樓의 원형을 잘 갖추고 있어 조선 후기의 읍성 문루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김형래

Paryeongnu Pavilion was used as an entrance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 of Cheongpung-bu. It was originally built
in Eup-ri, Cheongpung-myeon, Jecheon-si, but was relocated within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n 1983
before the area was submerged for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Judging by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erected to
commemorate the construction of the pavilion, it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before the seventeenth century.
As its gate and gate tower are well preserved, Paryeongnu Pavilion is a precious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gate towers
of eupseong (walled towns) of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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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송원화동사합편강목 목판
川제천 宋元華東史合編綱目 木板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7호
수 량 1,382판
지정일 1976. 12. 21

Songwonhwadongsa happyeon gangmok
mokpan (Woodblocks of Songwonhwadongsa
happyeon gangmok)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자양영당
소유자 자양영당
시 대 대한제국시대

1장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 목판木板」은 1907년(순종 1)에 화서華西 이항로(李恒老, 1792∼1868)가 제자인

유중교(柳重敎, 1832∼1893)와 김평묵(金平默, 1819~1891)이 함께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

史合編綱目』을

간행하기 위하여 새긴 판목이다.

『화동강목華東綱目』은 940년(태조 23)부터 1367년(공민왕 16)까지 480년간의 『송사宋史』·『원사元史』와 『고려사』를 강

목체綱目體로 서술한 역사서로서 모두 33권 33책이다. 유중교가 940년부터 1288년(충렬왕 14)까지 편술하고 김평묵이
1289년부터 1367년까지 그리고 편술 태도를 설명한 「발명發明」과 「범례凡例」, 편찬동기를 설명한 「서법書法」 등을 부록

으로 엮어 완성하였다. 이 책의 저술은 주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이 오대五代말까지로 끝나기 때문에 송·원대의
강목을 속강목으로 삼아서 편찬하되 강목의 정신인 대의명분을 밝히고, 당시 고려의 사정까지도 함께 기록하여 이민족
에게 짓밟혔던 중국과 한국의 동시적 운명을 명분론·정통론에 의해서 서술하자는 데에 있었다.
이항로는 본관이 벽진碧珍(경북 성주)으로 초명은 광로光老이며 자는 이술而述, 호는 화서華西이다. 학문에 전념하여 사

서삼경과 『주자대전朱子大全』 등 성리학연구에 힘을 쏟았으며, 애국사상과 자주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조 말기의 민족
사상인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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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교의 본관은 고흥高興으로 초명은 맹교孟敎이며 자는 치정

穉程,

호는 성재省齋이다. 이항로의 문인으로 1881년 김홍집金弘集

이 일본을 다녀와서 미국과 연합하고 서양의 기술 등을 받아들
여야 한다는 계책을 세우자, 그는 김평묵과 함께 ‘위정척사론爲正
斥邪論’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저서로는 『성재문집』 60권이 있다.

김평묵의 본관은 청풍淸風으로 자는 치장穉章, 호는 중암重菴이

다. 이항로의 문인으로 스승의 학설을 따라 ‘심즉리心卽理’의 설을

주장하였다. 같은 문하의 유중교와는 대학의 명덕明德을 ‘이理’로

보느냐, ‘기氣’로 보느냐의 견해 차이로 당시에 큰 논쟁을 일으키

기도 하였다. 1874년에 스승의 『화서아언華西雅言』을 편집·간행

하였고, 저서로는 『중암선생문집』 및 『근사록부주近思錄附註』 등

상당수가 있다.
자양영당에 소장된 「송원화동사합편강목 목판」은 가로 33㎝,
세로 21㎝, 두께 1.3㎝ 내외이며, 광곽匡郭은 30×19㎝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10행 19자이다. 주쌍행註雙行이며 상하향
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다. 판심제版心題는 ‘화동강목華東綱

目’,

발문跋文은 ‘영락이백육십일년정미삼월중휴일 고흥류중악永

曆二百六十一年丁未三月中休日 高興柳重岳’이다.

이 목판은 일반적으로 판심제를 따라 『화동강목』이라 부르고
있는데, 본래 3,311판이던 판목은 유실로 인하여 현재 1,382판
만이 전존되고 있다. 조선 중기의 목판 인쇄문화는 물론 17세기
국어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제규

Songwonhwadongsa happyeon gangmok mokpan are the printing blocks of Songwonhwadongsa happyeon gangmok

(Compendium of the Histories of the Song and Yuan Dynasties and Goryeo), a history book published in 1907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ng of Joseon).
This set of woodblocks, preserved in Jayangyeongdang Shrine, is known as Hwadong gangmok for short. Only 1,578 of the
3,311 total blocks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This item is of tremendous significance for the understanding of woodblock
printing practices in mid-Joseon, as well as for gaining further insights into the Korean language in the 17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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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청풍향교
川제천 堤川 淸風鄕校

유형문화재

Cheongpung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4호
수 량 5동
지정일 1980. 01. 09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조선시대

청풍향교는 본래 고려 충숙왕(1332~1339)때 청풍면 물태리에 세워졌으나 1779년(정조 3)에 청풍면 교리로 이건하
였다. 1985년 말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현재의 청풍문화재 단지로 옮겼다. 전면에 명륜당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좌우에
동·서재 배치, 대성전을 후편 중앙에 놓고 그 앞 좌우에 동·서 양무를 두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의 맞배집이다. 정면 1칸은 퇴를 두었고 흙바닥으로 구성하고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기단은 장대석과 자연석을 혼용해서 전면을 높게 쌓고 측면과 배면에서는 지형에 맞추어 초
벌대로 낮게 구성되어 있다. 초석은 팔각, 사각, 자연석을 설치하였고 민흘림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상부에 창방을 걸
고 1출목 2익공 구성으로 익공의 쇠서는 초익공에서 연봉이 새겨져 있고 2익공에서는 당초문이 새겨져 있다. 지붕가구
는 측면에는 전후 2고주와 중앙 어칸에 전면 1고주만을 세운 7량가 이다. 도리는 전후 중도리와 종도리 아래에는 뜬창
방과 장여로 구성되어 있다. 창호는 정면 3칸에 각각 2짝씩 하부에 궁판을 둔 띠살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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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와 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이
다. 자연석 기단과 초석 위 네모기둥은 자연석 초석
에 그랭이하여 세웠다. 지붕가구는 납도리로 3량가
이며 문은 정면 3칸에 2짝씩 띠살문을 설치하고 있
다. 내부는 우물마루이며 후면벽 쪽에 성현들의 위
패가 모셔져 있다.
내삼문은 대성전 중앙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

대성전

며 솟을삼문으로 단아한 모습을 띠고 있다.
명륜당은 중앙 2칸 대청, 마루 양 측편에 각각
온돌방을 둔 목조 팔작집이다. 기단과 초석은 자연
석, 기둥은 대청 정면 중앙만 두리기둥이고 나머지
는 사각주로 구성하였다. 지붕가구는 납도리 5량가
로 대청 정면 주심도리 밑에는 장여를 걸었으나 다
른 곳에서는 도리만으로 짜여 있다. 창호는 방은 띠
살문, 대청마루 뒷편은 판문이다.
동·서재는 자연석 초벌대 기단과 초석 위 기둥
이 굵기에 비해 크고 높게 설치되어 있다. 기둥은
각주로 전면에 퇴를 두면서 고주를 세우고 배면은
평주로 구성되어 있다.

명륜당

외삼문은 내삼문과 같이 솟을삼문형식이며 외삼문의 바로 앞에 있는 계단 끝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이 향교는 고려말 선현을 제사하고 지역 향리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초창되었다. 현재의 청풍문화재단지내로 이건
되어 인근의 한벽루, 팔영루, 이전가옥 등과 함께 관리되고 있으며 청풍현의 규모와 당시 선현들의 건축기술 및 유교건
축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중근
Cheongpunghyang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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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ae-ri, Cheongpung-myeon during the reign of King Chungsuk (r. 1332～1339)

of Goryeo, and was relocated to Gyo-ri, Cheongpung-myeon in 1779 (the 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of Joseon). It
was relocated to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n 1983, as the area was submerged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in 1985.
Since then, Cheongpung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has been managed in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together with Hanbyeongnu Pavilion, Paryeongnu Pavilion, the Historic Houses, and other relocated buildings. It
exhibits the typical features and architectural techniques of Confucian buildings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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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도화리 고가
川제천 堤川 桃花里 古家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3호
수 량 1동
지정일 1981. 05. 01

Historic House in Dohwa-ri, Jecheon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조선시대

제천 도화리 고가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한 조선 후기 전통 가옥이다. 원래 제천시 청
풍면 도화리에 있던 김성기 가옥을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인하여 1985년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다.
제천 도화리 고가는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자형의 홑처마, 우진각 기와집이다. 주위로는 막돌 담장을 둘렀고, 가옥의

동쪽 뒤편 담장 앞에는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광이 위치하고 있다. 평면은 중앙 3칸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서쪽에
방, 부엌, 상방을 배치하고 동쪽에는 방 2칸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서쪽의 상방 앞으로는 반 칸의 툇마루를 놓아 접객 공
간으로 이용했다. 동쪽의 방 2칸은 장지문을 설치하여 틀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집에서는 그 사이를 벽으
로 막아 버렸는데 이는 오래된 집에서만 볼 수 있는 방식이다. 집의 규모에 비해 3칸의 대청과 2개의 부엌은 넓은 편이
다. 원래는 바깥채가 있어 전체적으로 튼ㅁ자형의 배치를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건물 구조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는데, 서쪽의 상방 앞에 설치된 툇마루는 두
리기둥을 세우고 부섭지붕을 이어 붙였다. 가구 형식은 3량가로 하였다.
제천 도화리 고가는 현재 기와집으로 되어 있으나 귀처마의 서까래를 평행 서까래로 구성한 점과 추녀를 종도리까지
결구하는 수법 등 초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구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사용된 서까래도 일반적으로 기와집에 사
용된 서까래에 비해 가늘고 빈약해 보인다.
창호는 방을 비롯해서 대청마루 배면 문까지 모두 띠살문으로 구성하였다. 안채 좌측 익랑에 있는 안방과 대청마루
사이의 벽은 정자살문과 큰 들어열기 정자살문으로 벽면을 구성하였다. 창호만으로 벽을 막아서 필요시 대청과 안방을
한실로 쓰고자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제천 도화리 고가는 건물 규모에 비해 큰 대청 및 부엌 공간과 기와집이면서 초가에서 사용되는 가구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형래

This traditional Korean house dating back to the late Joseon period was originally built at 164, Hwangseok-ri,
Cheongpung-myeon, Jecheon-si, but was relocated within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n 1985 before the
area was submerged for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The household goods and farming tools preserved with the house offer visitors a fascinating glimpse into the rural way of
life toward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Although it is not particularly large for the house of a noble family in a rural area, it
exhibits various unique features in terms of its structural pattern and constru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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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황석리 고가
川제천 堤川 黃石里 古家

유형문화재

Historic House in Hwangseok-ri,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4호
수 량 1동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조선시대

This traditional Korean house dating back to the late Joseon period was originally built in Dohwa-ri, Cheongpungmyeon, Jecheon-si, but was relocated within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n
1985 before the area was submerged for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It exhibits a relatively large daecheong (central large wooden-floored hall) and kitchen compared to its overall size.
Although it has a tiled roof, it was built with the structural techniques usually reserved for thatched-roof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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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간채

안채

제천 황석리 고가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한 조선 후기 전통 가옥이다. 원래 제원군 청
풍면 황석리 164번지 투구골에 있던 유인모柳寅模 가옥을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인하여 1985년 현재 위치로 이건
하였다.
제천 황석리 고가는 一자형의 안채와 문간채, 화장실 등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조선 후기에 지어진 정면 4
칸,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평면은 일반적인 3칸 집의 평면과 같이 서쪽부터 부엌, 안방, 윗방을 나란히
배치하고 끝에 사랑방을 두었다.
현재는 안방, 윗방, 사랑방 앞에 마루를 두었는데, 이건 전에는 사랑방 앞에 마루 없이 한데 부엌을 두고, 동쪽 머리퇴
에 툇마루를 놓아 손님을 맞을 수 있게 했던 4칸 집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었다. 부엌 앞에는 뒤주를 두었는데 뒤주의
개구부는 양 설주에 홈을 내고 널판을 오르내려 열고 닫게 하였다. 건물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1고주5량가 형식으로 하였다.
문간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초가집이다. 평면은 북쪽에 대문 칸을 두고, 남쪽 2칸을 방으로 구성하였다. 건물 구
조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3량가로 하였다.
집 안에는 수몰 전에 사용하던 가재도구 및 농기구를 전시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
않으나 조선시대 시골의 양반가옥으로서 구조 형식과 건축 공법에서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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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후산리 고가
川제천 堤川 後山里 古家

유형문화재

Historic House in Husan-ri,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5호
수 량 2동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조선시대

제천 후산리 고가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한 조선 후기 전통 가옥이다. 원래 제원군 청
풍면 후산리 105번지 웃말에 있던 유영선柳永善 가옥을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인하여 1985년 현재 위치로 이건하
였다.
이 집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ㄱ자형 집이다. 평면은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동쪽에 건넌방을 두고 그 앞으로 높은 툇마
루를 만들고 그 밑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였다. 대청마루 서쪽으로 윗방이 있고 윗방에서 동쪽으로 꺾어 대청 좌측으로
후퇴後退를 개조하여 제사방祭祀房으로 꾸몄다. 윗방 전면으로는 안방과 부엌을 연결한 평면으로 구성하였다.
평면 구성은 중부 지방의 보편적인 민가 유형을 따르지만 안방 뒤에 수장 공간인 윗방을 둔 점과 대청 한구석에 상제
례를 위한 제사방을 둔 점이 특징이다. 건물 구조는 한 단의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대청마루가 있는 몸채는 1고주5량가로 짜고, 익랑으로 연결된 안방과 부엌은 5량가로 구성하였다.
제천 후산리 고가의 가장 큰 특징은 대들보 위에 종도리를 받치는 대공을 민가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첨차 형태로
짠 포대공 형식으로 구성한 점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가까운 제천
박용원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37호)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두 건물이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쪽지붕은 팔
작지붕, 서쪽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구성하였다. 집 안에는 수몰 전에 사용하던 가재도구 및 농기구를 전시하여 당시의 생
활상을 엿볼 수 있다.
제천 후산리 고가는 평면형식, 가구형식 등에서 농촌지역의 부농주거富農住居로서의 전통적인 건축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김형래

This traditional Korean house dating back to the late Joseon period was originally built at 105, Husan-ri, Cheongpungmyeon, Jecheon-si, but was relocated to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n 1985 before the area was submerged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The household goods and farming tools preserved with the house offer visitors a
glimpse into the rural way of life toward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The plan and structural pattern of the house are characteristic of the rural dwellings of rich families in th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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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중전리 고가
川제천 堤川 中田里 古家

유형문화재

Historic House in Jungjeon-ri,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6호
수 량 3동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신담길 278
소유자 진주유씨 종친회
시 대 조선시대

제천 중전리 고가는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조선 후기 전통 가옥이다. 고가의 정확한 초창 시기는 알 수 없
으나, 대략 19세기 중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에 진주 유씨 단양백공파 종중에서 파조派祖인 유승미柳升湄
의 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한다. 원래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140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충주댐 건설
로 인하여 가옥이 수몰 지구로 편입되면서 1985년경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제천 중전리 고가는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ㄴ자형 행랑채가 안마당을 둘러싸고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튼ㅁ자
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주위로 방앗간채와 헛간채 등의 부속채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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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는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건넌방과 툇마루를 두고,
우측으로는 ㄱ자로 꺾으면서 2칸의 안방과 부엌을 두었다.
사랑채는 대문간 우측으로 아랫방, 윗방, 사랑마루를 두었다.
윗방과 사랑마루 사이는 4개의 장지문을 달아 물건을 드나들게
하였으며, 3면이 개방된 사랑마루를 끝으로 우측으로 꺾어지면
서 안채로 들어가는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하였다. 사랑채의 사랑
마루는 원래 사랑방이었으며, 현재는 기와지붕이나 원래는 초가
지붕이었다고 한다. 또한 안채 부엌과 사랑채 사랑방 사이에 협
문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행랑채는 대문간 좌측으로 외양간을 두었고 여기서 꺾어 한데
사랑채

부엌 칸, 아랫방, 윗방과 툇마루로 구성하였다. 대문간에는 내외
벽을 설치하여 대문을 통해 안채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고려하
였다.
건물 구조는 안채, 사랑채 모두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
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안채와 사랑채
모두 3량가의 민도리집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은 모두 우진각
지붕으로 하였다.
제천 중전리 고가는 부재들의 상태 및 가구 기법, 공간 구성
등을 통해 조선 후기 이 지역에서의 부농 계층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김형래

안채

This traditional Korean house dating back to the late Joseon
period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It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1985 before the
area was submerged for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The house’s structural pattern and spatial composition are
useful elements for studies on traditional residences of the wealthy
class in this area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행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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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김세균 고가
川제천 堤川 金世均 古家

Kim Se-gyun’s Historic House,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8호
수 량 1동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588-1
소유자 한장수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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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가는 순조純祖 때 이조판서를 지낸 김세균(金世均, 1812∼1879)이 살았던 집으로, 안채는 없어지고 현재
는 사랑채만 남아 있다. 원래 이 집은 한수면 북노리에 축조되었으나 안채는 중원군 살미면 무릉리로 이건하였
고, 사랑채는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약간 높은 둔덕에 남향한 ㄱ자 집으로 남측 좌에서부터 대청(마루방), 웃방, 안방, 부엌이 전면에 있고, 북으로
꺾여 2칸의 방이 배치되었다. 안방, 웃방, 마루방 전면은 툇마루를 깔았으며 후면 익랑의 2칸 방은 쪽마루, 부엌
의 상부는 다락을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위에 사다리꼴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정면 툇칸에 고
주를 세우고 지붕가구를 짜서 올렸다.
가구는 1고주5량가이며 홑처마로 선자서까래를 짜서 아름다운 처마곡선을 이루고 있다. 몸체의 측면에는 중
간 기둥상부와 대량사이에 충량을 걸고 외기도리를 짜 올려 팔작지붕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대청마루가 없는 대
신 우측에 전후 2칸을 마루방으로 꾸미고 외벽에 들어열개 세살문을 달아 놓았다.
안방과 웃방에는 툇마루에 면한 외벽의 하부에 머름을 설치하고 세살문 안쪽에 영창을 달아 2중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마루방 천장은 외기반자를 우물반자로 가리고 장연부분을 연등천장으로 만들었다.
이 가옥은 크지 않은 규모로 되어 있으나 반듯한 치목솜씨와 간결한 구조로 짜여 있다. 잘 다듬은 사다리꼴 초
석과 멋을 낸 머름, 그리고 마루방은 집의 건축기술과 수준 높은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중근

This was the house of Kim Se-gyun (1812~1879), who served as Personnel Administration Minister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r. 1800~1834). Only the sarangchae (men’s quarters) is left, the anchae (women’s quarters)
having been lost sometime ago.
The house is characterized by a simple structure and exquisite carpentry skills. Its overall aesthetic quality is
enhanced by the well-trimmed rectangular corner stones, the attractive boards attached to the door thresholds, and
a wood-floored room, along with its gracious spatial composition.

333

堤 제천 지곡리 고가
川제천 堤川 池谷里 古家

Historic House in Jigok-ri,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9호
수 량 3동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조선시대

제천 지곡리 고가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위치한 조선 후기 전통 가옥으로 초창시기는 정확
히 알 수 없다. 원래 제천시 수산면 지곡리 웃말에 있던 강부원姜富遠 가옥을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인하여 1985년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다.
제천 지곡리 고가는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행랑채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사
랑채와 행랑채는 초가집이다.
안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몸채에 안방 전면으로 익랑을 달아 ㄱ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몸채는 가운데 대청마
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사랑방과 안방을 배치하고, 안방 전면으로 부엌과 고방을 연결한 평면으로 구성하였다. 부엌 앞의
고방은 식료품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부엌과 고방 사이에 판벽을 둘렀다. 이러한 기법은 오래된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양
식이다.
사랑방 측면에는 쪽마루를 달아내어 사랑채로의 출입을 연결하고 있으며, 대청마루 뒤쪽에는 쪽마루, 안방 측면에도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안채는 두벌대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그랭이질하여 세웠다. 가구 형식은 몸채는 1고주5량
가로 짜고, 부엌과 고방은 5량가로 구성하였다.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안채의 사랑방을 바라보도록 세워져 있다. 평면은 2칸의 방과 1칸의 광으로 구성되
어 있다. 건물 구조는 안채보다 낮게 자연석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가
형식으로 완만한 물매를 이루고 있는데 두터운 초가 적새와 이엉잇기로 지붕 모양을 만들었다.
행랑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대문간 우측으로 외양간, 방앗간을 두고 그 상부는 다락으로 꾸몄다. 대문간에는
내외벽을 설치하여 대문을 통해 안채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건물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3량가인데, 보와 서까래 등의 가구 부재는 자연재를 거칠게 치목해서 사
용하여 초가지붕과 잘 어울리는 자연스런 멋을 느낄 수 있다.
행랑채의 대문 칸과 안채의 사랑방 사이에는 일각문과 목조 판벽으로 만든 담장을 설치하여 사랑채와 안채의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일각문과 담장 구조는 다른 민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형식이다.
제천 지곡리 고가는 행랑채 구조 및 부엌 배치 등은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통가옥의 특징으로 이 지역
주거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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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안채

행랑채

This traditional Korean house dating back to the late Joseon period was the home of Gang Bu-won. It was originally built
in Unmal, Jigok-ri, Susan-myeon, Jecheon-si, but was moved to its present location in 1985 before the area was submerged
for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The household goods and farming tools preserved in the house offer visitors a
fascinating glimpse into the rural way of life toward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As the structure of the haengnangchae (servants’ quarters) and the layout of kitchen are typical of the houses of local
families in this rural area, this house is regarded as a valuable material for studies on the regional style of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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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청풍 응청각
川제천 堤川 淸風 凝淸閣

Eungcheonggak Hall in Cheongpung,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0호
수 량 1동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청풍문화재단지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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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아의 누각으로 19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다. 원래 청풍현 객사 누각인 한
벽루 옆에 나란히 있었으며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1983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청풍문화재단지 가장 안쪽의 한벽루 서쪽 청풍호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 어칸 처마에 ‘응청
각凝淸閣’이라고 쓴 현판과 2층 전면 기둥에는 주련이 걸려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으로 지붕곡선이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다. 하층은 기둥 사이에 토벽土壁을

쳐서 창고 용도로 사용중이다. 상층은 4면에 난간을 둘렀으며, 동쪽 1칸은 우물마루를 깔고, 서쪽 2칸은 방으로 꾸몄다.
상층 정면 창호는 좌측 2칸은 두짝 세 살문, 우측칸은 판문으로 되어 있다. 낮은 석축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세운 2층 누각이며 하층은 두리기둥, 상층은 전면 칸에 두리기둥, 후면 칸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건물 남동쪽에 3단의 석재 계단위 3단의 목조 계단을 만들어 2층으로 오르내리게 하였다. 정면은 칸 사이가 등 간격
이나, 측면은 전면 칸이 후면 칸의 약 1/2 규모이다. 공포는 초익공 형식이며, 가구 형식은 1고주5량가 이다.
청풍문화재단지 내 한벽루 서측에 위치한 이 건물은 청풍현 관아건물로서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방관과 고
을의 세력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중들의 삶을 보듬는 정담을 나누던 장소로 여겨진다. 관아의 누각으로 2층 구성, 계단
설치, 기둥의 모양, 전후의 칸살 상이함 등 독특한 건축이다.
조중근

Eungcheonggak Hall is a tower-shaped structure that was built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as a government office of
Joseon. It originally stood next to Hanbeongnu Pavilion, which itself was attached to the guesthouse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e of Cheongpung-hyeon, but it was relocated to the Cheongpung Cultural Heritage Complex in 1983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This building is characteristically simple and lacks any dancheong , the traditional colored patterns used to adorn wooden
structures.

응청각(좌)과 한벽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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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향교
川제천 堤川鄕校

유형문화재

Jecheo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5호
수 량 일곽 6동
지정일 1981. 12. 26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117
소유자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조선시대

Jecheo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was originally built in 1389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Gongyang of
Goryeo) in Cheongjeon-dong, to the west of Masan. It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on a south-facing hill overlooking
downtown Jecheon in 1590 (the 2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The place produced uibyeong (Righteous Army) who fought the Japanese imperialists. It is still used to teach the Chinese
classics, calligraphy, and Confucia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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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살 및 풍화루

명륜당

대성전

제천향교는 1389년(공양왕 1) 마산의 서쪽(청전동)에 창건되었으며, 1590년(선조 23)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1907년(순종 1) 의병장 이강년(李康秊 1858~1908)과 왜병이 교전할 때 대성전과 재실이 소실되었다. 이로 인해 위패
는 박약재博約齋로 옮겨졌고 대성전을 재건한 후 다시 봉안하였다. 1922년 명륜당을 중건하였고 1969년 향교를 보수하
였다. 1980년에 동재東齋, 1981년에 서재西齋를 중건하였다. 2013년에 풍화루가 복원되었다.

건물의 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이며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단층 목조기와집으로 공자를 주

향하고 그 양쪽에 중국의 4성, 한국의 18현을 배향하였다. 기단은 낮은 장대석을 설치하였고 주초는 자연반석을 사용하
였다. 민흘림 두리기둥 위 초익공의 두공을 간결하게 구성하였고 보머리도 경사로 잘라 순한 형태로 처리하였다. 지붕가
구는 대량을 장통보로 걸었고 종량과 중도리, 종도리를 올린 5량가이다. 창호는 정면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어칸에는 세
짝, 좌우 측면 칸에는 두 짝을 달았다.
동재와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집이다. 동재는 좌측면 칸에 전후 2칸을 큰방으로 만들고 우측 2칸은 툇마
루와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재는 좌측 1칸을 부엌으로 만들고 동재와 마찬가지로 우측 2칸에 전면 툇마루와 방으로
구성하였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두벌대로 쌓고 자연석 초석을 설치했다. 기둥은 각주이며 퇴칸 내부기둥을 고주로 세운
1고주5량가이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집이다. 기단은 장대석을 두벌대, 주좌를 높게한 원형 초석위 민흘림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위 두공은 2익공, 주 칸에 3소로 화반을 1구씩 배치하였고 익공의 초가지는 연화를 초각한 앙서형으로 구
성하였다. 2익공 위에는 봉두를 초각하여 보머리에 꽂았다.
내삼문은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평삼문으로 되어 있다. 자연석 기단과 초석 위에 두리기둥, 지붕
가구는 3량가로 대문을 어칸에서 높게 설치하고 좌우측면 칸에서 낮게 구성하였다.
2013년 고증을 통해 복원된 풍화루는 전면 3칸, 측면 3칸으로 경사지에 2층으로 축조하였고 전면에 계단을 설치하
고 있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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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신륵사 극락전
川제천 堤川 神勒寺 極樂殿

Geungnakjeon Hall of Silleuksa Temple,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수 량 1동
지정일 1982. 12. 17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로4길 180
소유자 신륵사
시 대 조선시대

제천 신륵사 극락전은 신륵사의 주불전主佛殿으로 월악산 동쪽 자락에 위치한다. 극락전의 정확한 초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건물에 나타나는 여러 형식상의 특징과 후불탱화의 화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세워진 건물로 판단된다.
제천 신륵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집 건물로 기단은 주변 지형을 따라 앞쪽은 장대석을 면석형
태로 높게 쌓아 이중기단을 조성하였으며, 옆쪽과 뒤쪽은 낮게 자연석으로 쌓았다. 기단 앞면 1단에는 화단을 꾸몄으며,
중앙부분에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기단 윗면은 탑재의 일부로 보이는 석재를 갑석 형태의 마감재로 사용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의 막돌초석과 원형초석, 방형초석 등 여러 형태의 것이 혼용되었는데,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막돌초석은
조선시대 후기에 극락전을 조영하면서 사용된 것이고, 원형초석과 방형초석은 절터에 있던 구 석재를 재활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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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전 현판 및 단청

공포는 다포식으로 전·후면 모두 내3출목·외2출목의 포작을 사용하였는데, 쇠서의 길이가 길고, 끝부분이 비교적 두
꺼워 약간 둔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는 2고주5량가 형식인데, 대들보와 종보는 모두 반듯한 부재를 사
용하고 있어 휜 부재를 많이 사용한 조선 후기의 건축과는 차이를 보인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옆면 고주
열보다 약간 뒤로 물린 위치에 불단을 꾸미고 그 위에 아미타불을 봉안하였다. 창호는 앞면은 전체 칸을 세살로 된 3분
합문, 서쪽 앞 협칸에는 외짝의 세살문, 뒤 협칸에는 중인방 위로 세살창을 설치하였다. 뒤쪽 어칸에는 띠장널문을 설치
하였다. 옆면 뒤협칸과 배면에 창호를 설치한 것은 조선 후기 법당에서 드문 수법으로, 주로 충북 산간지역 사찰에서만
보이고 있어 지역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천장은 우물천장과 빗천장, 평천장 등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었다.
제천 신륵사 극락전은 사찰의 퇴락과 함께 많이 노후하였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조선 후기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충북지역에 건립된 다포계 맞배집의 대표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건물 내·외부에 다른 불전에서 볼 수 없
는 단청과 장엄화가 펼쳐져 있어 주목된다.
김형래

Geungnakjeon Hall, the main hall of Silleuksa Temple,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late eighteenth or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hall is a typical gable-roofed building with a profusely bracketed structure found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The unique dancheong (traditional decorative coloring on a wooden structure) and solemn
pictorial embellishments of Buddha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are particularly no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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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고산사
川제천 석조관음보살좌상

유형문화재

堤川 高山寺 石造觀音菩薩坐像

Ston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Gosansa Temple,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4호
수 량 1점
지정일 1998. 12. 3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로9길 113
소유자 고산사
시 대 조선시대

제천 고산사 석조관음보살좌상은 충주와 단양을 연결하는 36번 도로에서
북쪽으로 약간 들어간 와룡산 산중에 위치하는 고산사에 봉안된 불상이다. 고
산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의 말사로, 1920년대에 쓴 『고산사중수기高山

寺重修記』에

신라 말 내지 고려 초기에 도선국사(道詵國師, 827∼898)가 창건

했다고 하지만 사역 내에서 수습되는 기와나 토기, 자기편들이 모두 조선시대
의 것들이다.
석조관음보살좌상은 고산사 응진전應眞殿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호분
을 두텁게 바르고 그 위에 채색을 하여 세부의 표현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다.
머리에는 묶어 올린 보발이 관 위로 솟아 있으며, 몇 가닥은 흘러내려 어깨를
덮고 있다. 2중으로 된 산 모양의 높은 보관寶冠을 쓰고 있고, 보관의 내부에는
구름무늬가 표현되어 있다. 살이 오른 동그란 얼굴과 단정한 상호표현으로 친
근감이 드는 인상이다. 굴곡이 드러나지 않는 괴체적塊體的인 신체에 두 손을

결가부좌結跏趺坐한 다리 중앙에 놓아 포개어 모으고 있다. 법의法衣는 옷을 양

쪽 어깨에 걸친 통견通肩이며 내의를 입고 묶은 띠 매듭이 보인다. 옷 주름도 형식적으로 몇 개의 선으로 간단하게 처리

하였다.
이 불상은 전체 높이 50~60㎝ 가량의 작은 보살상으로 소형에 속하는 불상이지만 머리에 매우 정제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얼굴과 몸체의 각 부분도 균형미가 보인다. 다만 양 어깨가 위축되고 턱이 크게 숙여지는 등의 모습이 드러나는
데, 이는 조선 후기의 불상이 갖고 있는 양식적 특징이다. 그러나 세부 형식이나 전체적인 양식을 고려했을 때 조선 중기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상일

This stone statue of seated Avalokitesvara was enshrined as the principal object of worship in Eungjinjeon Hall of Gosansa
Temple at Waryongsan Mountain.
The details of the statue, which is comparatively small (approx. 50-60 centimeters in height), suggest it was made during
the mid-Joseon period (139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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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고산사 석조나한상군
川제천 堤川 高山寺 石造羅漢像群
Stone Arhats of Gosansa Temple,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5호
수 량 6점
지정일 1998. 12. 3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로9길 113
소유자 고산사
시 대 조선시대

월악산 북쪽으로 마주보이는 와룡산 기슭에 위치하는 고산사 응진전應眞殿에 봉안된 나한상羅漢像이다.

나한상은 나한재羅漢齋와 오백나한재, 반승飯僧 등의 나한신앙의 유행과 더불어 조성되었으며 16나한상, 18나한상,

500나한상으로 분류된다. 이들 나한상들은 나한전羅漢殿, 응진전, 오백나한전五百羅漢殿, 영산전靈山殿 등에 봉안되는데, 이
곳 고산사에는 응진전에 봉안하고 있다.
고산사는 1920년대에 쓴 『고산사중수기高山寺重修記』에 신라말 내지 고려 초기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하지만 사역
내에서 수습되는 기와나 토기, 자기편들이 모두 조선시대의 것들이어서 대체로 조선시대의 작은 암자였던 것으로 짐작
된다.
석조관음보살좌상과 함께 응진전에 봉안된 나한상은 조선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나한상은 석고상이거나 흙으로 만든 소조상塑造像인데 비하여 이 나한상은 돌로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나한상은 모두 6
구로서 불단의 중앙에 모셔진 석조관음보살좌상의 옆으로 3구씩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이들도 매우 두터운 호분이 입
혀져 있어서 세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다. 모두 두건을 쓰고 복부에 모은 두 손에는 지물持物이 들려 있는데 무엇인지
는 알아볼 수 없다. 고산사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석조관음보살좌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4호)과 동시에 조성되었
을 것으로 보여 대체로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나한상은 돌로 제작된 드문 예로서 충북지역에서 조선시대 나한신앙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
된다.
박상일

These three stone images of arhats, enshrined together with a stone statue of seated Avalokitesvara in Eungjinjeon Hall of
Gosansa Temple in Jecheon, are presumed to have been made during the mid-Joseon period (1392~1910). They are made
of stone, unlike other arhat statues of the same period, which were typically made of clay or plaster, and are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tradition of arhat worship in the Chungbuk area during th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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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덕주사
川제천 석조약사여래입상

提川 德周寺 石造藥師如來立像

Stone Standing Bhaisajyaguru Buddha of
Deokjusa Temple,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6호
수 량 1구
지정일 1998. 12. 3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 1-1
소유자 제천시
시 대 고려시대

제천 덕주사 석조약사여래입상은 전체높이가 2.3m인 석불상
으로 원래 한수면 역리 덕상골의 전 정금사지에 있던 상이다. 충
주댐 건설로 그 지역이 수몰되게 되어 1983년 4월에 덕주사 경
내로 이전되어 보존되고 었다. 현재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약사
전을 짓고 그 안에 봉안되어 있다.
얼굴은 각이 진 네모난 형태이고 머리는 나발로 위에 작은 육
계가 있는데 모습이 마치 투구를 쓴 듯 보인다. 둥글게 표현된 양
눈썹은 코와 연결되며 눈부분은 깨졌고 이마에는 직경 2㎝가량
의 백호공이 있다. 입은 작게 표현되었는데 다른 부분보다 돌출
되어서 표정이 일그러져 보인다. 양쪽 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았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없다.
불신은 얼굴보다 뒤에 있어서 목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듯하
고, 몸은 긴 석주형태여서 비사실적이고 부자연스럽다. 편단우견
의 대의를 간략한 몇 개의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사이사이에
그물모양으로 가사의 이어붙인 조각천을 표현하였다. 몸의 뒷면
은 상체에 편단우견의 표현이 있을 뿐 별다른 조식은 없다. 수인
은 오른손은 손바닥이 보이게 하여 가슴까지 들어올리고 왼손에는 네모난 합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상임을 표현하였다.
대좌는 별도로 만들었는데 윗부분에 양발이 조각되어 있고 불신의 촉 없이 그대로 안치하였다. 대좌의 앞면이나 옆면
에는 별다른 문양이 없다. 조각수법이 소략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김춘실

This stone statue (2.3 meters tall) once stood at the Jeonggeumsa Temple site in Deoksanggol, Yeok-ri, Hansu-myeon;
but it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the precincts of Hadeokjusa Temple in April 1983 prior to the submersion of the
original site due to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The Buddha holds a square chest in his left hand, showing that he is
Bhaisajyaguru. The crude carving techniques suggest that it was made during the Joseon period.

347

堤 제천 교리 방단적석유구
川제천 堤川 校里 方壇積石遺構

Square-stepped Stone Pile of Gyo-ri,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3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0. 12. 2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산16
소유자 학교법인 서원학원
시 대 통일신라

제천 교리 방단적석유구는 제천시 청풍면 교리 산16 일원 교리사지校里寺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유
실되어 현재는 두 단만이 잔존한다. 일제강점기였던 1927년에서 1935년 사이에는 최소 5층 이상의 형태로 있었다고
전해지나 이후 도굴로 인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1982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998년 사이 누군가에 의해 허물어진 부
분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조성되었다.
방단적석유구는 자연석을 판석형으로 자른 후, 한 면 내지 두 면을 반듯하게 다듬고 그 면이 바깥을 향하게 하여 여러
단으로 조성하였다. 일반적인 전탑이나 모전석탑과는 달리 석재의 크기나 입면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석재의 입면적 형
태는 방형이 대부분이나 정확한 규격으로 가공된 것은 거의 없다.
유구 하단부의 잔존크기는 최대 폭 435.4㎝, 최대 높이 117.4㎝이다. 동면 북단부와 북면의 유실이 가장 심한 편이고
남면에는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단이 남아있으나 엉성한 모습이다. 잔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나, 내압에 의한
밀림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석재 간의 이격현상도 나타난다. 하단부 상면의 잔존상태는 북쪽과 동쪽의 유실이 가장 심
하고, 서쪽은 북단부 일부 석재들이 유실되었으며 남쪽 상면은 모두 새로 조성되면서 채워졌다. 상면 안쪽에는 상단부를
받치기 위한 괴임대가 있으나 서쪽과 북쪽만이 본래의 것이고, 남쪽과 동쪽의 괴임대는 최근에 조성된 것이다.
유구 상단부의 잔존크기는 최대 폭 211.4㎝, 최대 높이 94.1㎝이다. 하단부에 비해 도괴가 심한 편으로, 북면과 서면
일부만 남았을 뿐 동면과 남면은 모두 도괴되었던 것을 최근에 새로 조성하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15단 정도가 잔
존하였으나 이후 훼손과 변형으로 현재는 9단만이 남아있다. 상단부의 평면적 형태는 방형이나 석재의 유동으로 인해
돌출과 내곡 등이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하단부에 비해 정연성과 석재 간 결구법의 정교함이 결여되어 있다.
방단적석유구와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1927∼1935년경에는 5층 내지 7층 형태의 모전석탑이었고 모
퉁이에는 풍경까지 달려있었다고 한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불공佛供을 드린 것과, 도굴범에 의해 도괴된 점 등은 적어도
이 유구를 불탑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모전석탑에 비해 정형성은 떨어지나 구조
적인 측면과 고대사회에서 행정적·물적 기반이 크게 들어가는 공역工役이었던 중층의 구조물을 축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제단이나 적석유구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우며, 당시 국가종교였던 불교의 조형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
다.
이전까지는 유구 인근의 교리사지에서 수습된 고려시대 기와를 근거로 적석유구 역시 고려시대의 것으로 판단하였으
나 2014년도에 실시된 정밀지표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는 기와가 다수 수습되어 방단적석유구 또한 통일신
라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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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유구 북동쪽에서도 통일신라시대의 기와를 사용한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당시 기와는 왕궁이나 성, 사원 등과
같은 곳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귀한 건축자재임을 감안했을 때 교리 방단적석유구는 신앙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유구는 교리사지의 중심이 아닌 서쪽의 높은 암반위에 조성되었는데, 이는 산천비보사상에
바탕을 둔 비보탑裨補塔으로 추정된다.
장준식

This square, stepped mound of piled stones is located to the west of the Gyorisa Temple site in Gyo-ri, Cheongpungmyeon, Jecheon-si. Its current condition shows that much of the original structure has either been damaged or lost, leaving
only its two lowest steps.
The stone pile used to be regarded as a legacy of Goryeo (918~1392) due to the discovery of a Goryeo roof-tile shard at
the nearby Gyorisa Temple site, but the systematic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site conducted in 2014 resulted in the
discovery of roof-tile shards dating back to Unified Silla (676~935), suggesting that the stone pile is a relic from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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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정방사
川제천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유형문화재

복장유물

提川 淨芳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6호
수 량 불상 1구, 복장물 4점
지정일 2001. 03. 30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 52 정방사
소유자 정방사
시 대 조선시대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Jeongbangsa Temple, Jecheon

정방사는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금수산 정상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절이다. 정방사의 창건은 신라시대 의상대사에 의
한 것이라 전하나 확실하지 않다. 현재 정방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은 칠성각으로 조선 후기의 건물이며, 법당 기와 중
에는 1838년(현종 4)으로 추정되는 명문기와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곳에서 전하는 칠성탱화七星幀畵와 나한탱화羅漢幀畵에

는 1900년(광무 4)에 영운永雲등이 그린 것으로 당시 정방암에서 봉안한 것임이 명기되어 있어 정방사의 연혁 고찰에 참

고가 된다. 1994년에는 산신각 옆 암벽에서 고려시대 국화문 동경銅鏡이 발견된 바 있어 고려시대에 사찰이 건립되어 있
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이 동경은 청주박물관에 기증된 상태이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1㎝, 어깨 폭 20㎝의 작은 규모의 목불이나 조각솜씨가 단아하고 아름다우며 전형적인 조
선 후기 보살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상이다. 이 상은 문화재 지정 이후 한때 분실된 적이 있으나 이후 소재가 밝혀지고
환수되어서 현재는 정방사 법당에 봉안되어 있다.
머리에 관대가 옆으로 심하게 날리는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정면에 화불化佛이 있어서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다. 보관 안에 보계를 높이 묶고 있으며 머리카락을 어깨에 늘어뜨리고 있다. 얼굴은 작은 편이나 볼에 양감이 있으며
이목구비는 작고 단정하다. 어깨가 적당히 넓고 몸에는 양감이 표현되어서 가슴이 불룩하고 결가부좌한 다리도 당당한
편이다. 목보다 내려온 부분에 단순하게 2줄을 표현하여 마치 목걸이처럼 보이나 삼도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를 반달형으로 덮은 여래상의 대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어깨에서 되접히는 옷주름선이 힘이 있
다. 대의 속에는 윗단이 주름진 내의를 가로로 입고 그 위에 편삼을 걸쳤으며 그 자락을 대의 중간에 끼워 넣고 있어 배
부분의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W형을 이루고 있다.
손은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취하고 있으나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내리고 있어 일반적인 하품중생인과는 반대의 모습
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손의 자세는 이 상이 아미타삼존불의 왼쪽 협시보살으로 조성된 상임을 알려준다. 결가부좌한
다리는 오른발을 위로 올리고 있는데, 발끝은 옷자락에 덮혀 있고 발 밑으로 옷자락이 나뭇잎처럼 늘어져 있다. 한편 오
른쪽 다리를 덮는 옷주름은 둥글게 휘감기고 있다.
이 상에서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 개금불사改金佛事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2001년 지

정 당시에 남아 있는 복장물은 한지에 쓰여진 발원문發願文(62×80㎝) 1매, 「묘법연화경」 1권(일부가 없어지고 27면이
남아 있음), 그리고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愣嚴神呪」 및 「범자다라니梵字陀羅尼」 각 1매 등이다. 따라서 복장기에 보이는

후령통候鈴筒 등 일부 복장물은 유실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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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문에는 강희康熙 28년(1689)에 삼존불을 조성하였는데, 증명證明은 행수비구行修比丘, 화공畵工은 단응비구端應比丘·

보웅비구宝雄比丘·유특비구裕特比丘·탁린비구琢璘比丘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불상을 봉안한 사찰의 이름을 적고 있지 않
아 이 보살상이 처음부터 정방사에서 조성된 상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본존상과 우협시보살상은 현재 전하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삼존상이 본래 정방사에서 조성한 불상이라면 17세기 후반에 정방사에서 대대적인 사찰의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화승 단응은 1684년에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龍門寺의 목불탱을 탁밀卓密 등과 더불어 조성한 조각승이다. 보웅

宝雄은

1689년에 탁밀을 수화승으로 하여 상주 갑장사甲長寺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중수하였다. 유특裕特은 1687년에 영월

보덕사報德寺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의 조성에 참여하였다. 탁린琢璘은 1716년 수화승으로서 양구 심곡사深谷寺목조
아미타삼존불상을 조성한 승려이다.

이처럼 정방사 불상의 조성에 참여한 화승들은 17세기 후반에 주로 경상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남부지역에서 단응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한 승려들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들이 조성한 불상들은 도상이나 양식면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인
다. 정방사 관음보살상 또한 단응이 조성하여 예천 용문사 목조삼존불상과 흡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17~18세기 경상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남부지역, 그리고 충북 북부지역은 하나의 불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방사 불상의 조성 이후 단응 계열의 불상양식은 충북지역의 조각승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같은 계통의
불상으로 1730년과 1736년에 조각승 정행正幸에 의해 각기 조성된 제천 신륵사 삼존불상과 제천 백련암·강천사 불상
등이 전한다. 이 상들은 단아한 얼굴 형태나 불신의 허리를 길죽하게 하고 배부분의 옷주름을 W형으로 도식화한 표현
등에서 단응 계열 불상양식의 전통을 잇고 있다. 이로 보면 정방사 관음보살상은 조선 후기 충북지역의 불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상이라 할 수 있다.
김춘실

This elegant 51-centimeter-tall wooden statue of Avalokitesvara elaborately carved by a skillful master artist is
representative of the bodhisattva sculptures of late Joseon. According to the written prayer contained among the hidden
treasures discovered in the repository made inside the statue, it was carved in 1689 as an attendant of a Buddha triad.
The creator of the statue, Daneung, was a monk-artist known to have been active in Gyeongsangbuk-do during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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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대불정수능엄신주

범자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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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oden statue of Amitabha Buddha (85 centimeters tall) is the principal Buddha of Geungnakbojeon Hall at Muamsa
Temple. The statue features a voluminous body, stern facial features, a stylistically expressed robe, and a hand gesture
symbolizing “the middle level of the lowest grad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wooden Amitabha Buddha statues made
after the seven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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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무암사
川제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유형문화재

提川 霧岩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Muamsa
Temple,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4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2. 03. 15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39길 285
소유자 무암사
시 대 조선시대

무암사는 제천 성내리 안말마을에서 금수산을 약 2.5㎞
정도 오르는 곳에 위치 한다. 주법당인 극락보전은 근래의 건
물이지만 근처에서 조선시대 기와편이 발견되었고, ‘건륭5
년연□편수승 □준계심김초관□방建隆五年蓮□片壽僧 □俊戒沈金肖

官□方’명

망와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건륭5년建隆五年(영조5,

1740)에 극락보전의 건립 또는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극락보전의 주불로 근래에 조성한 지
장보살상, 관음보살상과 함께 삼존상을 이루며 봉안되어 있
다. 전체 높이 85㎝의 비교적 큰 크기의 상으로 조각수법 또
한 우수하다. 결가부좌를 한 채 허리를 곧게 세웠으며 머리는
앞으로 내밀고 있어 부자연스러운 듯 하나 이런 자세는 조선
후기 불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신체표현이다.
얼굴은 네모난 편으로 머리와 육계의 구별이 불분명하며
정수리에는 정상계주가 솟아있다. 상호는 눈썹과 코를 연결
하여 높게 세우고 눈은 옆으로 길게 표현하였으며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대의는 전형적인 형식이고 가슴에는 내의의 윗단이 주름잡힌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왼손과
오른손은 각기 제작하여 팔목의 홈에 끼웠으며, 수인은 중지와 약지를 구부려서 엄지와 맞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하고
있다.
대좌는 측면의 모를 죽인 3단의 팔각대좌로 최근에 다시 색을 입혔지만 중대석에 안상이 있고 내부에는 학, 꿩 등의
새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불상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불신 전체에 양감이 있고 근엄한 얼굴이나 도식화된 대의의 표현, 그리고 하품중생인의 수인 등에서 조선 17세기 이
후의 전형적인 목조아미타불좌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복장물이 유실되어 정확한 조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충북지역 불상 연구에 중요한 상이라 할 수 있다.
김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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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ooden statue (75㎝ tall) of seated Buddha enshrined as the principal Buddha in the main dharma hall of
Baengnyeonsa Temple is characterized by a short upper body and a cross-legged posture. According to the record of
its origin discovered in the repository made inside the Buddha’s body, the statue was made in 1736 by an artist named
Jeonghaeng to serve as the principal figure of the Buddha triad enshrined in Jogyesa Temple at Geumsusa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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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백련사
川제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유형문화재

提川 白蓮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Baengnyeonsa Temple,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7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2. 12. 06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암로5길 414
소유자 백련사
시 대 조선시대

백련사는 치악산의 지맥인 감악산의 정상부 가까이에 위치한 사찰로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사명대사가 지었다

고 하는 「치악산백련사중창기문雉岳山白蓮寺重創記文」이 전한다. 이에 의하면 고려, 조선시대에도 법등이 이어져 왔다고 하
나, 그와 같은 역사를 알려주는 유물은 전하는 것이 없고 조선시대 부도가 1기 전한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앉은 높이 75㎝, 어깨 폭 45㎝인 작은 크기의 상으로, 새로 조성된 협시보살상과 더불어 삼존
불을 이루며 삼단의 팔각연화대좌 위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상체가 짧고 결가부좌한 다리는 각이
지게 표현되어서 도식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머리는 나발이고 육계는 낮은데 이마 위와 정수리에 계주가 있다. 얼굴은 동그란 편이고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순진하
여 작은 불신과 더불어 어린아이 같은 인상을 준다. 어깨가 아래로 쳐져 있고 몸은 통통할 뿐 사실적인 표현이 보이지 않
는다.
대의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후기 여래상의 특징을 보여서 반단半袒의 편단우견으로 오른쪽 어깨에 둥글게 감싸고 있는

옷자락이 있고, 대의 속에는 승각기僧脚崎가 가슴을 가로질러 입고 있으며 윗단이 주름잡혀 있다.

수인은 양손의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을 둥글게 맞잡아서 모두 양 무릎에 놓고 있는 형상으로 일반적인 불상의 수인
표현에서 다소 벗어난 특징을 보인다. 결가부좌한 다리 부분의 옷주름도 대칭을 이루며 형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상에서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복장腹藏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복장물들이 산일散逸된 상황이고

건륭원년乾隆元年(영조2, 1736)의 연대가 있는 복장기腹藏記만 복사본으로 전하고 있다. 최근 복장물 중에서 「대불수능엄

신주다라니경大佛首楞嚴神呪陀羅尼經」이 수습되었다 한다.

조성원문을 통해서 이 상은 원래 금수산 조계사曹溪寺의 극락전에 모셔졌던 삼존불상의 본존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같은 제천의 송학산 강천사江天寺에 모셔진 목조보살좌상에서 같은 내용의 복장기가 조사되어 두 상이 조계사에
서 삼존상을 이루었던 상들임이 밝혀졌다. 금수산은 정방사가 있는 산이나, 현재 조계사의 위치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사찰이 폐사되면서 봉안되었던 불상이 주변의 사찰로 흩어진 예는 다수 있다.
또한 백련사 발원문 내용 중에는 인근의 제천 신륵사 목조삼존불상의 발원문(1730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함께 등
장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즉 백련사 불상의 화주化主인 행찰幸察이 신륵사 불상에서는 공양주供養主 중 한 명이고, 또한 불
상 조성때 증명證明인 인신印信과 수화승首畵僧인 정행正幸이 일치하고 있다.

이로 보면 신륵사 삼존상을 조성한 후 6년 뒤에 행찰이 같은 조각장인 정행을 초빙하여 금수산 조계사의 삼존상을 조
성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18세기 전반 제천지역에서 활약한 조각승 정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상들은 조각
양식면에서도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김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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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송계리
川제천 대불정주범자비

堤川 松界里 大佛頂呪梵字碑

Monument with Sanskrit Characters in Songgyeri, Jecheon

3D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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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1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3. 09. 26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 1 덕주사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불교 경전의 한 주문(呪文=神呪)인 『대불정주大佛頂呪』로 보기 드문 범문자梵文字로 새긴 고려시대의 비석이다. 1988년

2월에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의 월광사지月光寺址 입구인 송계리 답 147번지의 논둑에 묻혀있던 것이 도로확장 공사 중
노출되어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 옮겨져 확인 조사되었다. 이후 현재 덕주사德主寺 경내에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대불정주는 불정주 또는 능엄주楞嚴呪라고도 하며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수능엄경首楞嚴經』에서 설設하는 주문

이다. 이 주문은 총 427구句로 이 중 최후의 8구를 심주心呪라 하여 특별히 염송念誦한다. 범문의 짧은 것을 진언眞言 또는

주라하고, 긴 것을 다라니陀羅尼 또는 대주大呪라 하며, 이를 독송讀誦은 하되 번역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범문으로 새긴 것
이다. 이를 독송하면 한량없는 말을 들어도 잊지 아니하며, 끝없는 이치를 알고 모든 장애를 벗어나 한량없는 복덕을 얻
는 등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한다.
이 대불정주범자비는 다듬은 흔적이 없는 자연석으로 모서리가 둥그나 163×161㎝의 방형을 이룬 판석에 새기고 있
다. 두께는 상단부는 30∼40㎝로 불규칙하며, 하단부는
28㎝이다. 하단부 바닥면은 정으로 다듬은 흔적으로 보
아 받침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의 첫줄은 ‘대불정주’로 해서체의 제명題銘을 음

각하였는데 글자 지름이 11㎝이나 ‘주呪’자 만은 14.5㎝
이다. 주문은 모두 범문으로 11행이며 1∼4행은 8자, 5
∼6행은 7자, 7행은 11자, 8∼11행은 12자로 모두 105
자이다. 전반적으로 석질이 좋지 못하고 약간의 마멸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범문자로 된 비석은 고려시대의 대불정다라니당大佛頂

陀羅尼幢이라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5점이 있다. 그러나 4

점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에 있는 범자비는 대불
정주비가 유일한 것으로 그 가치가 크며 이를 통해 당시
불교문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현길

This rare Buddhist relic engraved with Sanskrit characters dates back to the Goryeo period (918~1392). The characters
refer to an incantation taught by Suramgama-Sutra. Buddhists believe that reciting the content helps one to memorize
endless sentences, understand the ways of the world, free oneself from all troubles, and enjoy endless bless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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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두학동 석조여래입상
川제천 提川 頭鶴洞 石造如來立像

유형문화재

Stone Standing Buddha in Duhak-dong,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4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4. 10. 2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1117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조선시대

제천 두학동 석조여래입상은 두학천을 끼고 알미마을로 가다보면 북쪽에 있는 낮은 능선 하단부에 있는 보호각 안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으로 기와편이 다수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옛 절터이고 불상은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194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석조반신불 고육척 흉

폭삼척 와편산포石造半身佛 高六尺 胸幅三尺 瓦片散布’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불상은 그 동안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나 근래

에 보수되어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불상은 높이가 3.2m인 대형 석조 원각상으로 얼굴과 팔, 옷주름 등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머리는 신체에 비해
큰 편이나 양손은 가냘프며 배부분은 볼록하다. 머리 부분은 육계가 낮아 얼굴이 더욱 둥글어 보이며, 이목구비는 얕게
조각되어 많이 마멸되었다. 목은 짧으며 삼도三道를 2줄의 굵은 띠선으로 표현하였다. 수인은 양손을 배부분으로 들어올
려 엄지손가락을 맞대어 포개고 있다.
대의는 가슴에 굵은 U형의 띠선이 있어서 통견처럼 보이나 옷자락이 왼쪽 팔만 덮고 오른팔은 그냥 맨살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편단우견임을 알 수 있다. 몸체에는 음각선으로 작은 천을 잇대은 가사를 표현하고 있다. 불상의 뒷부
분에는 별다른 조각을 하지 않았으며, 대좌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제천 두학동 석조여래입상은 규모가 큰 불상이나, 여래상으로서의 도상이 정확하지 않고 조각수법도 매우 치졸하여
조선시대에 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조성한 상으로 추정된다.
김춘실

This 3.2-meter-tall stone statue of standing Buddha is marked by the simple depiction of the face, arms, and folds of the
robe. Its comparatively large size, the lack of details to identify the Buddha, crude expression, and poor carving techniques
suggest that it was made by local sculptor(s) during th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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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의학입문
川제천 醫學入門

Uihak immun (Introduction to Medicine)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6호
수 량 16책
지정일 2007. 11. 2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소유자 모춘상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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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 권수

목록

『의학입문』은 중국 명나라 이천李梴이 1575년에 지은 한의학 서적으로, 내집內集 9책과 외집外集 10책으로 구성된 의

학 입문서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의원 선발을 위한 기본 과목으로 활용되었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의 편찬에 많이
인용되었던 자료이다.
책의 찬자인 이천은 외감外感·내상內傷·잡병雜病 및 임상 각과의 질병을 논술하였는데 간단명료하고 알기 쉬우며, 의학
공부 방식에 대한 논술이 꽤 꼼꼼하여 의학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로 평가된다.
『의학입문』은 내집內集에 「운기運氣」·「경락經絡」·「장부臟腑」·「문진問診」·「맥진脈診」·「침구鍼灸」·「본초本草」 등을 수록하였

고, 외집은 「온서溫署」·「상한傷寒」·「내상內傷」·「잡병雜病」·「용약用藥」·「부인婦人」·「소아小兒」·「옹저癰疽」·「개창疥瘡」 및 「습유
拾遺」

등이 실려 있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3.3×17.1㎝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10행 19자이다. 주쌍행註雙行이

며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34.7×22.4㎝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이 책은 서문에 “만

력 을해년 중춘 상정일萬曆 乙亥年 仲春 上丁日”의 간기가 남아 있어 1575년의 원판본을 복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
책 가운데 내집 상중, 외집 상·중 등 3책이 결본된 상태이다.
『의학입문』은 복각본이기는 하나 『동의보감』의 편찬에 많이 인용되었고, 조선시대의 의학 관련 기본 과목으로 활용
되었던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제규

Uihak immun (Introduction to Medicine) is a medical text written in1575 by the Ming physician Li Chan. The book is a
medical primer, consisting of an inner collection (nine books) and an outer collection (ten books). In Joseon, Uihak immun
was one of the books on which aspiring physicians were tested for their qualification to practice medicine. It was also
frequently quoted in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by Heo Jun.
Although a reprint made with new blocks replicating the original printing block set, this book is considered highly
valuable as a basic reference document of Joseon-perio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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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송조표전총류 권8~10
川제천 宋朝表箋總類 卷八~十

유형문화재

수 량 3권 2책
지정일 2007. 11. 23

Songjo pyojeon chongnyu (Collection of Appeals
and Letters to the Emperors of the Song Dynasty)

권9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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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7호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소유자 모춘상
시 대 조선시대

권8 권수

『송조표전총류』는 중국 송나라의 명신名臣들이 황제에게 올린 시정施政에 관한 각종 표문表文과 전문牋文 중에서 뛰어

난 것을 뽑아 편찬한 것으로, 조선시대 최초로 주조한 동활자銅活字인 계미자癸未字로 찍어낸 책이다. 태종 연간(1400∼
1418)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미자는 경연에서 사용되었던 책 가운데 옛 주가 달린 시詩·서書·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바탕으로 만든 글자이다.

1403년(태종 3)에 주조되어 1420년(세종 2)의 경자자庚子字를 주조하기까지 18년 동안만 사용되었던 활자로서 매우 중

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활자의 인본印本으로는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東萊先生校正北史詳節』,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

簒古今通要』,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新刊類編歷擧三場文選對策』, 『찬도호주주례簒圖互注周禮』, 『도은선생시집陶隱先生詩集』 등이

있다.
책의 형태는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郭 23.1×14.3㎝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8행 21자이

다. 주쌍행註雙行이며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29×19㎝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개인 소장본 『송조표전총류』는 2책으로 8권, 9권, 10권을 합본이다. 판심제는 ‘송표宋表’라 되어 있다. 원표지는 없고

책의 앞뒤에 여지 1매를 각각 삽인한 다음 황색 표지를 사용하여 백사白絲로 사침안정법에 의해 개장한 선장본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최초로 주조된 동활자인 계미자로 찍어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정제규

Songjo pyojeon chongnyu (Collection of Appeals and Letters to the Emperors of the Song Dynasty) contains a selection
of some of the finest appeals and letters to the emperor, written by illustrious courtiers of the Song Dynasty. The book is
presumed to have been published sometime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1400~1418).
This book, printed with the Gyemija copper type, the first metal movable type cast in Joseon, is of inestimabl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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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경은사 목조문수보살좌상
川제천 및 복장유물
堤川 慶恩寺 木造文殊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Gyeongeunsa Temple, Jech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4호
수 량 불상 1구, 복장물 2점
지정일 2008. 07. 25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76 경은사
소유자 경은사
시 대 조선시대

조상기

주기

제천 경은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제천 박달재 인근 구학산 자락에 위치한 경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살상이다.
경은사는 봉선사奉先寺의 말사末寺로 조선시대 승려 탄명坦明이 수행한 곳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화재로 소실되었고,
1942년 법당을 중창하면서 경은사라는 사명을 얻게 되었다. 이 상이 언제부터 경은사에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불상 안에서 복장기腹藏記가 확인되어 정확한 존상명과 조성시기가 밝혀졌다. 복장기에 따르면 이 상은 문수보살이며, 숭
정崇禎 9년(1636)에 조성되었다.

이 불상은 문수보살상으로서는 드물게 두건을 쓰고 있는 점이 특이하며 조각 솜씨도 단정하다. 전체 높이 30㎝에 상
호相好는 원만하며 미간에는 백호白毫가 있고 상호의 각 부분이 정제되어 있다. 양 귀는 길지 않으며 목에 삼도三道가 있어
근엄하면서도 자비스러운 인상이다. 두건은 머리 전체를 덮고 있는데 별다른 문양은 없으나 뒷면에서 2단의 큰 원호를
이루며 등 중간까지 드리워져 있다. 검은 보발은 양쪽에서 어깨 위로 흘러내려 넓은 매듭을 지으며 두 가닥으로 갈라져
양쪽 팔위로 흘러내렸다. 대의大衣는 통견通肩으로 어깨를 둥글게 덮고 있으며, 양쪽 팔에 걸쳐 수려하게 흘러 양 무릎으
로 이어진다. 가슴에는 대의를 묶은 띠 매듭이 보이며, 다리를 덮은 옷자락은 좌우로 넓게 펼쳐졌는데, 옷 주름선의 표현
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수인手印은 양 손을 합한 선정인禪定印을 취하였다.

복장에서는 조상기造像記, 주기朱記, 범문梵文 다라니陀羅尼, 변상도變相圖, 오색실과 비단 주머니 등이 나왔다. 특히 한지

에 묵기한 조상기에는 ‘대지문수사리보살大智文殊師利菩薩’이라는 존상명과 조성연대, 조성자, 조각승彫刻僧 등에 대한 기록
이 있다. 조상기 말미의 ‘숭정구년병자십이월이십구일 화주 김춘생복원崇禎九年丙子十二月二十九日 化主 金春生伏願’ 기록을 통해

이 상이 숭정9년인 1636년 12월 29일 김춘생을 중심으로 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세기 경상도와 전라도
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던 수화승首畵僧 승일勝一이 조각승으로 참여하였다는 기록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조상기와 함께 발
견된 주기에는 ‘대한광십년정미사월초팔일大韓光十年丁未四月初八日’이란 기록이 있어, 1907년에 개금불사改金佛事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은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은 소형 불상이나 단정한 조각솜씨가 돋보이는 우수한 작품이다. 또한 복장기를 통해 조성
연대와 조각승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 가치가 크며 17세기 불교 조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장준식
This wooden statue of a seated Manjusri Bodhisattva is enshrined in Gyeongeunsa Temple at the foot of Guhaksan
Mountain near Bakdaljae Pass in Jecheon. While no one knows exactly how long the statue has been stored in the temple, a
document discovered in the depository inside the statue indicates that it is a representation of Manjusri Bodhisattva made in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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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경은사
川제천 강희오십년명 석감

堤川 慶恩寺 康熙五十年銘 石龕

Stone Niche with Inscription of “the Fiftieth
Ganghui Year”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5호
수 량 1점
지정일 2008. 07. 25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276 경은사
소유자 경은사
시 대 조선시대

This stone niche (currently stored in Gyeongeunsa Temple in Jecheon) was discovered together with a white porcelain
bowl, a brass vessel for food offerings, and a number of lead beads during the construction of drainage channels in 1985.
The niche had neither cover nor door, and was empty when found. The inscriptions on its rear and front right surfaces
indicate that it was made in the 50th Ganghui (or Kangxi in Chinese) Year (i.e. 1711) by a monk-sculptor named Tanmyeong
to enshrine Dhrtarastra, the Guardian of the East and one of the Four Heavenly 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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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우측면

제천 경은사 강희오십년명 석감은 경은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석재 감실龕室이다. 이 석감은 1985년 대웅전 뒤편의 배
수로 공사 때 백자대접, 금속제불기, 납 구슬 등과 함께 발견되었다. 불감의 재질은 옅은 붉은색의 납석이며, 전체 높이
20㎝, 폭 12㎝, 너비 9㎝의 아담한 크기이다. 전면 중앙에 감실을 만들고 하단부는 비좌碑座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 안

정감 있게 세워졌다. 석감의 좌측면에는 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얕게 파낸 후 묵선으로 장방형의 액額을 만들었고, 그 안
에 전각했던 흔적이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내용은 알 수 없다. 감실 전면에 개폐시설을 했던 장치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석감은 처음부터 개방형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감실 내부는 비교적 거칠게 치석되었으며 발견 당시부터 비
어있었다고 한다.
조성 당시에는 전·후·좌·우면에 모두 각자刻字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배면과 우측면에만 명문이 남아있다.

명문에는 연호와 간기, 조성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명문에 따르면 이 석감은 강희 50년인 1711년(숙종 37) 6월
에 사천왕 중 하나인 지국천왕持國天王을 모시기 위하여 탄명坦明이 조성한 것이다.

조성자인 탄명은 경기도 죽산 칠장사七長寺 중창에 동량棟梁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폐허에 방치되어 있던 나한상들

을 모아 전각을 건축하여 봉안하였으며, 무너져있던 철당간을 다시 세우는 등 칠장사 중창에 전력을 하였다. 안성 칠장
사 대웅전 영산회상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39호) 역시 탄명이 조성한 것으로, 1710년(숙종 36)에 조성되었다. 즉 경
은사 석감과 칠장사 영산회상도는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은사 석감의 원 소재지가 칠장사일 가
능성이 제기된다.
경은사 강희오십년명 석감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288호)과 유사한 아치형 석감으로, 조성연대와 봉헌
대상 그리고 공양자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장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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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신륵사
川제천 극락전 벽화 및 단청

堤川 神勒寺 極樂殿 壁畵 및 丹靑

Murals and Dancheong Decoration of
Geungnakjeon Hall in Silleuksa Temple, Je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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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1호
수 량 벽화 136점, 단청 150점
지정일 2009. 04. 10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로4길 180 신륵사
소유자 신륵사
시 대 조선시대

제천 신륵사 극락전은 조선 후기의 목조건물이다. 이 건물은 정면·측
면 모두 3칸 규모이며 다포계 양식에 맞배지붕을 얹은 것으로, 건물 내벽
內壁의

사방과 기둥, 천정, 공포栱包와 공포 사이의 포벽包壁 등은 물론, 외

벽外壁의 박공널판과 포벽 등에 19세기~20세기 초의 것으로 보이는 그림
들이 그려져 있다.
극락전의 벽화와 단청들의 소재와 내용은 대체로 극락전의 주인공인
아미타여래도 및 반야용선도般若龍船圖를 포함해 여러 여래·보살도와 나
한·조사도, 역사고사도, 천녀·동자도, 문양도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먼저 극락전 내벽의 그림들은 동·서·남·북 네 벽에 선종禪宗의 역대 조

사를 그린 조사도祖師圖와 석가모니여래의 제자들을 그린 나한도羅漢圖, 그

리고 불법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신으로서 제석천도帝釋天圖·범천도梵天圖

등이 그려져 있고, 그 위의 포벽에는 나한도류가 묘사되어 있다. 다음으
로 천정에는 천계天界를 상징하는 도상들이 주류를 이룬다. 빗반자(천정

부위의 비스듬히 사선을 이루는 공간)에는 천녀天女와 천동天童이 피리를
불거나 무용을 하는 모습들이 있고, 천정 정중앙에는 두 마리의 용이 엉
켜있는 쌍룡도가 있다. 또 건물 윗부분의 기둥을 가로지르는 대량大樑에
는 관음·세지보살과 용이 그려져 있으며, 불상과 후불도가 위치한 천개天

蓋

부위에는 여래도가 있다.
예불도로서 다소 경직되고 형식적인 극락전 내부의 후불탱화에 비해

내벽의 벽화와 단청들은 형태와 움직임이 자유분방하고 활달하다. 하지
만 기본적인 배색이나 필선, 모티프 등에서 유사한 화풍이 나타나므로 벽
화와 단청은 후불탱화가 그려진 1809년을 전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건물의 외벽 벽화로는 서쪽 측면에 반야용선도와 혜가단비도慧可

斷臂圖,

아미타삼존내영도阿彌陀三尊來迎圖가 있고, 동쪽 측면에는 사명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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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천

천녀와 천동

행일본지도四溟大師行日本之圖, 유선도游船圖, 위왕조조도魏王鼂錯圖 등의 역사 고사도가 있다. 이중 반야용선도는 아미타불이
중생들을 용선에 태워 극락으로 안내한다는 내용의 대표적인 불교도상이며, 사명대사행일본지도는 사명대사가 임진왜
란이 끝난 후 왕의 명을 받아 수신사修信使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온 역사적 일화를 그린 것이다. 그리고 유선도는 도교道敎

신선들의 세계를 묘사한 것이다. 위왕조조도는 흔히 알려진 후한後漢의 조조曹操가 아닌 전한前漢의 정치가 조조鼂錯의 이

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한 조조의 「원앙조조열전袁盎鼂錯列傳」과 「오왕비열전吳王濞列傳」에 기록된 이야기와 후한 조조의

적벽대전 화용도 이야기를 한 화면에 그린 것이 이채롭다. 이렇듯 다양한 주제를 선별해 그린 극락전 외벽의 벽화들은
내벽 벽화와 달리, 흰색과 하늘색, 노란색, 짙은 붉은 색이 주류를 이루고, 필선의 힘이 빠지는 등 화풍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시기는 내벽의 벽화보다 늦은 19세기말 또는 20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전각의 내외부에 다양한 소재와 도상을 그린 신륵사 극락전의 벽화와 단청은 19세기 목조건물의 중요한 모범
이 된다. 비교적 제작당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온 내부의 벽화와 단청으로 묘사된 각각의 존상들은 붉은색, 흰색, 녹색
등의 색채가 선명하고 선묘가 명쾌하며 선묘의 굵기와 방향이 자유자재하여 회화적인 기교가 높다. 그리고 각각의 그림
들에는 그 도상 또는 장면을 설명하는 방제旁題가 있어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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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룡도

반야용선도

사명대사행일본지도

위왕조조도

Geungnakjeon Hall of Silleuksa Temple in Jecheon is a wooden structure dating from the late Joseon (1392~1910) period.
It is thought that the hall’s inner and outer walls, columns, beams, and ceiling, as well as the upper walls between the
bracket clusters under the eaves and the gable walls decorated with paintings and colorful patterns, were most probably
created in the nineteenth or early twentieth century.
All of the mural paintings and dancheong decoration have been preserved in their original condition, depicting the
Buddhist deities in vivid shades of white, red and green. The painter’s brushstrokes display great technical versatility and
mastery. Each painting contains a postscript providing explanations of the image or scene it dep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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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이공기 호성공신교서 및
川제천 초상
李公沂 扈聖功臣敎書 및 肖像

Portrait and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Yi Gong-gi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4호
수 량 1첩 1폭
지정일 2009. 09. 1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조선시대

1604년(선조 37) 10월에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녹훈된 한계군韓溪君 이공기(李公沂, ?~1605)에게 내린 공신교서와
왕명에 의해 제작되고 하사된 호성공신 초상화이다.
조선 중기에 활동한 명의名醫인 이공기는 본관이 한산韓山이며 선조년간(1567~1608)에 어의御醫를 지냈다. 임진왜
란 중에 서울에서 의주까지 선조의 피난을 호종한 공으로 허준(許浚, 1539~1615) 등과 함께 호성공신에 녹훈되었으며
1644년(인조 22)에 종1품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추증되었다.
이공기 호성공신교서에는 공적 사례, 공신에 대한 포상과 특전, 공신의 명단, 사실증명 등이 차례로 기록되었지만 현
재 앞부분이 손실되어 완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선조가 호성공신에 봉한 1등 2명, 2등 31명, 3등 53명 등 모두
86명의 이름이 수록되었는데 이공기는 3등 공신 53명 중 36번째로 등재되었다. 글은 당시 승지承旨였던 신지제(申之悌,
1562~1624)가 짓고 글씨는 당대의 명필인 한호(韓濩, 1543~1605)가 썼다고 한다.
『선조실록』 37년 10월 29일조에 호성, 선무宣武, 청난淸難 삼공신三功臣에게 교서를 반사頒賜한 의식에 대한 내용이 수
록되어 있고 같은 해에 호성, 선무, 청난 삼공신의 공신상을 제작하라는 왕명이 내려졌음으로 이공기 초상은 그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초상은 사모(紗帽 :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착용하던 관모)를 쓰고 단령(團領: 조선시대 관리들이 입던 깃이 둥글고 위
아래가 붙은 겉옷)을 입고 소매 안에서 두 손을 맞잡은 공수拱手 자세를 취하고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全身坐像이다. 가슴에

는 기러기와 구름 문양의 운안흉배雲雁胸背가 부착되었고 학정금대鶴頂金帶를 착용하고 있어 초상화가 그려졌을 때 이공기

의 품계는 종2품관인 것으로 여겨진다. 단령은 깃이 깊게 파이지 않고 단령의 트임 사이로 붉은 첩리(帖裏: 상의와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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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로 구성해 허리에서 연결한 형태의 겉옷)와 녹색 안감이 드러난다. 오른쪽 의자 손잡이 위로 세모꼴의 무(웃옷의 양
쪽 겨드랑이 아래에 덧댄 부분)가 그려져 17세기 전반 초상화의 특징이 보인다.
얼굴은 옅은 담홍색으로 안색을 표현하였고 이목구비는 약간 짙은 색의 필선으로 나타내었다. 코는 음영을 넣지 않고
필선으로만 표현하였고 뺨과 법령(法令: 얼굴의 양쪽 코 끝에서 입술 가에 이르는 부위) 부분의 주름도 약간 짙은 필선으
로 표시하고 얼굴의 튀어나온 부위에는 붉은 색을 살짝 칠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옷주름은 굵기가 고른 필선으로 묘사
하고 선염으로 옷감의 질감이나 주름을 표현하지 않아 조선 초기 공신상의 화법을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공기초상은 후에 채색을 더하거나 보수한 흔적이 없어 1604년에 제작된 원본으로 여겨지며 17세기 전반 공신상의
전형적인 형식과 표현기법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존하는 유일한 의관醫官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작품이다.
박은화

These two cultural relics are the portrait of Yi Gong-gi (?~1605), a royal physician of mid Joseon, and the royal certificate
issued to him in the tenth month of 1604 to certify that he had been honored with the title Hoseong Gongsin , or “Meritorious
Subject of Royal Escort,” for his distinguished service in a time of turbulence.
Although part of the certificate has been lost, it contains the list of meritorious subjects including Yi, along with details of
their services, the prizes and privileges bestowed on them,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Yi’s portrait exhibits the characteristic style and techniques of the portraits of meritorious subjects made during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and it is highly regarded as the only extant portrait of a royal physician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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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기 초상

堤 제천 강천사
川제천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유형문화재

提川 江天寺 木造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Wooden Seated Bodhisattva and Excavated Relics
of Gangcheonsa Temple,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1호
수 량 불상 1구, 복장물 3점
지정일 2012. 07. 06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옥천3길 56-10
소유자 강천사
시 대 조선시대

강천사는 제천 송학산 정상부에 있으며 1945년 이후 창건된 절이다. 목조보살좌상은 법당의 주불은 아니며, 언제부
터 이 절에 소장되어 왔는지는 알 수 없다. 2009년 3월 목조보살좌상의 복장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는데, 불상의 바닥은
종이로 봉해졌고 그곳에 붉은색으로 범자와 더불어 ‘증명신승인신근 봉證明臣僧印信謹 封’이라 쓰여 있었다. 인신印信은 복장
기에도 증명승證明僧으로 나온다.

목조보살좌상은 높이 65㎝, 무릎 폭 40㎝의 크기로 작은 편이다. 머리에는 화염보주와 구름문이 장식되었고, 옆으로
관띠가 날리는 보관을 썼다. 얼굴과 이목구비는 작으면서도 단정하다. 대의大衣 형식으로 옷을 걸쳤고 목에는 삼도三道의
표시 외에는 장식이 없다. 배에 늘어지고 있는 W형의 옷주름이 특징적이며, 다리를 덮고 있는 옷주름도 다소 도식화되
어 대칭을 이루며 늘어지고 있다. 손은 따로 만들어 끼웠는데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내려서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복장물은 건륭원년乾隆元年(1736, 영조 12) 때의 조성원문造成願文(52×41㎝) 1점, 후령통 1점(높이 7.5㎝, 지름 3㎝),

다라니 10점 외에 낱장으로 된 『연화경蓮花經』, 『금강경金剛經』,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무량수진언집無量壽眞言集』,

『선원제전집도석서禪源諸銓集都席叙』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조성원문은 이미 조사된 인근의 제천 백련사 목조여래좌상에서

나온 복장문과 내용이 같아서 두 상이 원래 금수산 조계사曹溪寺에서 삼존불을 이루었던 상임이 밝혀졌다.

이 중, 조성원문은 백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원문과 달리 가로를 길게 놓은 종이에 쓰여 있으며 필체와 내용
은 동일하다. 조성원문의 내용을 통해 강천사 보살좌상은 백련사 여래좌상과 더불어 원래 제천 금수산 조계사曹溪寺의 극
락전에서 삼존불을 이루었던 상임을 알 수 있다. 강천사 목조보살좌상은 손의 위치로 보건대 백련사 여래좌상을 본존상
으로 하는 대세지보살상으로 확인된다. 인근의 백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강천사 목조보살좌상의 크기로 보았을
때 이 상들이 봉안되었던 조계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절로 추정된다. 금수산은 현재 정방사가 있는 산이나, 조계
사의 위치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삼존상의 조성시기는 건륭원년(1736)이고, 화주化主는 행찰幸察, 증명은 인신印信, 그리고 수화승首畫僧 정행正幸이

도관道寬·최건最建·해섭海涉 등을 이끌고 조성한 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정행은 제천 신륵사 목조삼존불상(1730년 조성)
의 발원문에도 조각승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18세기 제천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대표적 조각승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천사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은 불상 내에 복장물이 온전히 전하고 있는 드문 예로, 조선 후기 충북지역
사찰에서 조성하였던 불상과 복장의 내용 등을 밝혀주는 중요한 불상이다.
김춘실

377

378

다라니

금강경

조성원문

This 65-centimeter-tall wooden statue of a seated bodhisattva is famous for the collection of votive offerings discovered
in the secret repository made inside its body. According to the record about its origin contained found inside the repository,
the statue was made in 1736 as an acolyte belonging to the Buddha triad enshrined in Jogyesa Temple at Geumsusan
Mountain. The discovery provides valuable clues about Buddhist statues and the tradition of offering treasures for them that
was prevalent in the Chungbuk area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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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사상과 학문,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문신이며 학자인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초상이
다. 비단 바탕에 채색을 사용해 사방건(四方巾 : 조선시대 사대부나 유생들이 평상시 집안에서 쓰던 관)을 쓰고 심의(深
衣 : 문인들이 한가하게 지낼 때 착용한 평상복)를 입은 평상복 차림의 상반신을 그린 야복초상화반신상野服肖像畵半身像이
며 원래 안동권씨 문순공파文純公派 종중의 황강영당黃江影堂에 봉안되어 ‘황강영당본’으로 알려졌다.

화면 위쪽에 “우암송선생칠십사세진尤庵宋先生七十四歲眞”이라는 제기題記가 있어 1680년경 송시열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찬문贊文은 김창협의 동생인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초상을 그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왼쪽 위에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찬문이 있다. 송시열의 제자인 김창협과
권상하의 찬문은 모두 권상하의 제자인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의 글씨로 초상이 제작된 후에 써 넣었거나 후대에
초상을 모사한 후에 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초상은 김창업이 그린 원본을 이모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이 초상의 원본이 그려진 1680년은 송시열이 1675년 제2차 예송禮訟에서 패배하고 유배된 후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유배에서 풀려나 영중추부사겸영경연사領中樞副使兼領經筵事에 임명되고 봉조하奉朝賀가 된 해이다. 갈색의 탄력 있는 필선으

로 표현한 이목구비, 깊은 주름과 골격은 짙은 눈썹, 구레나룻, 흰색의 턱수염과 함께 얼굴의 특징을 포착하였으며 노학
자의 달관한 듯 한 면모를 잘 드러낸다. 간결하고 모난 필선의 옷주름은 심의 깃과 옷소매의 넓은 선과 대비되며 당당하
고 강인한 체구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암시하면서 짜임새 있는 화면을 구성한다. 힘 있고 탄력 있는 필선과 차분한 채색
의 조화로 절제와 과장,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여 조선 후기 초상화가 추구한 사실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송시열의 사후 그를 추모하고 받드는 영당과 서원이 전국의 여러 곳에 세워져 많은 수의 초상화가 봉안, 향사되었다.
이 초상화는 현재까지 전하는 10여 점에 달하는 송시열의 초상화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국보 제239호)과 함께 작품
성이 뛰어난 예이며 후대 송시열 초상화의 제작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박은화

This portrait of Song Si-yeol (pen-name: Uam, 1607~1689), a great Neo-Confucian thinker of mid Joseon, is characterized
by powerful and dynamic brush strokes, a fine balance of serene colors, harmony between restraint and exaggeration and
realistic depiction. As such, it is a fine example of the late Joseon portrait painting in which realism was a significant factor.
While there are about ten portraits of Song Si-yeol remaining today, this particular work is generally regarded as one of
his two greatest portraits, the other being the work (National Treasure No. 239)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collection.
The painting is also known to have exerted a greater influence on the portraits of Song produced in the late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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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of Gwon Sang-ha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3호
수량 | 크기 1점 | 90.3×132㎝
지정일 2012. 07. 06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소유자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문신인 수암 권상하(遂菴 權尙夏, 1641~1721)의 초상화이다. 권상하는 노론계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학맥을 이은 제자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 한수

재寒水齋이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1660년에 진사가 되었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이 초상이

봉안되었던 황강영당黃江影堂(충청북도 기념물 제18호)은 원래 권상하가 생시에 쓰던 서재인 한수재를 영당으로 개조한
것이다. 한수재는 권상하가 46세인 1686년에 낙성落成되었고 송시열은 직접 편액을 써주었다.

초상은 비단 바탕에 채색을 사용해 얼굴을 약간 오른쪽으로 향하고 바닥에 앉은 모습으로 그린 전신부좌상全身趺坐像이

다. 화면 위에 “한수옹칠십구세진寒水翁七十九歲眞”이라는 제기가 있고 오른쪽 중간 부분에는 “기해사월일화사김진여모己亥

四月日畵師金振汝摹”라는

관지款識가 있어 『한수재집寒水齋集』의 연보年譜에 수록된, 권상하가 79세인 기해년(1719)에 김진여

(金振汝, 1675~1760)가 초상을 그렸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김진여는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화원화가이며 사대부의 초
상을 많이 그린 화가이다.
커다란 화면에 보는 사람의 시선을 압도하는 느낌을 주는 초상화는 노학자의 당당한 풍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수작이
다. 심의에 복건(幞巾: 머리에 쓰는 건의 하나로 뒷부분은 곡선이고 귀 윗부분에 좌우 2개씩의 주름을 잡고 주름 속으로
끈을 달아 뒤로 돌려 맨다)을 착용하고 가슴에는 흰색의 광다회(廣多繪: 의복에 두르는 폭이 넓고 납작한 모양의 허리띠)
를 매었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부드러운 필선과 선염으로 묘사하였고 눈 주위와 입술 아래, 법령에 밝은 색을 더해 입체감을 표
현함으로 얼굴의 특징과 주인공의 강직한 성격을 드러내었다. 검버섯, 콧잔등 위의 사마귀는 화가의 뛰어난 관찰력과 묘
사력을 말해주며 두 손을 모으고 앉은 신체의 묘사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비례감을 보여준다. 대담한 필선에 음영이 가해
진 옷 주름과 하얀색의 안료로 섬세하게 그린 옷감의 문양은 독특한 질감과 입체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안으로 말아
넣은 듯한 풍성한 옷자락의 끝은 굵고 검은 단과 함께 화가의 개성적인 표현기법으로 주목된다.
이 작품은 18세기에 유행한 한림학사풍翰林學士風 사대부초상의 대표적인 예이며 화가가 밝혀져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박은화
This portrait depicts a late Joseon civil official named Gwon Sang-ha (pen-name: Suam, 1641~1721). The title written on
the painting, as well as the artist’s inscription, show that the painting was produced by the artist Kim Jin-yeo (1675~1760) in
1719 when the sitter was 79 years old.
With its painter clearly identified, the work is regarded as a valuable example of the portraits of members of Joseon’s
Confucian elite produced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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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rait of Han Won-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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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학자이며 수암 권상하(遂菴 權尙夏, 1641~1721)의 제자인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 1682~1751)의 초
상화이다. 한원진의 본관은 청주, 자는 덕소德昭이고 결성(結城: 지금의 홍성)의 남당에 거주하며 지명을 호로 삼았다. 어

려서부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났으며 21세 때 제천 황강의 권상하를 찾아가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725년 경연관經

筵官에

임명되었으나 곧 관직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권상하의 문인 중 대표적인 여덟 명을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라고 하는데 한원진, 위암 이간(巍巖 李柬, 1677~1727),

병계 윤봉구(屛溪 尹鳳九, 1681~1767), 봉암 채지홍(鳳巖 蔡之洪, 1683~1741), 화암 이이근(華巖 李 頤 根,

1668~1730), 관봉 현상벽(冠峰 玄尙璧, ?~?), 매봉 최징후(梅峰 崔徵厚, ?~?), 추담 성만징(秋潭 成晩徵, 1659~1711)을
말한다. 이중 한원진은 이간과 함께 가장 뛰어난 제자로 송시열과 권상하의 학맥을 이었다.
비단 바탕에 채색을 사용해 그린 반신상으로 그림 위쪽에 “남당한선생진상南塘韓先生眞像”이라는 제기가 있다. 한원진은

복건을 쓰고 가슴 아래에 세조대(細絛帶 : 여러 겹으로 합사한 명주실로 만든 띠)를 맨 심의를 입었으며 두 손을 맞잡은
공수자세로 그려졌다. 머리를 약간 숙인 구부정한 자세로 사대부의 일반적인 반신상에 비해 얼굴이 작고 신체가 비교적
크게 그려져 당당한 체구가 드러나며 눈을 지그시 내려뜨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에서 사려 깊은 학자의 풍모가 부각된
다.
얼굴은 배채(背彩 : 비단 뒤에서 채색을 가하여 앞쪽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기법. 앞에서 칠하는 것보다 채색이 은은하
고 물감이 쉽게 박락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한 후 살색 필선으로 이목구비를 표현하고 미간과 눈 주위, 법령과 양쪽 뺨에
약간의 선염을 가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머리를 약간 숙인 탓에 두드러지는 굽은 코가 얼굴 모습의 특징을 강조하며,
굵기의 차이가 거의 없는 회색의 필선으로 단순하게 묘사한 옷 주름은 복건, 심의의 깃, 세조대의 검은 색과 대비를 이루
며 강직한 문인의 성정을 그려내었다.
복건과 심의를 착용한 문인의 초상화는 조선 중기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송시열의 초상화가 야복본野服本으로 그
려지면서 17세기 중반 이후 크게 유행하였다. 이 작품은 누가 그렸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18세기 야복본 문인 초상화
의 대표적인 예로 손꼽히며 19세기에 그려진 한원진 초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범본範本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박은화
This portrait of Han Won-jin (pen-name: Namdang, 1682~1751), a Confucian scholar of late Joseon, shows the sitter
wearing the scholar’s head cloth and robe (simui ). Portraits of Confucian scholar-officials dressed in this kind of attire
enjoyed great popularity after the mid-seventeenth century. Although the painter is not identified, it is regarded as a classic
example of the portraits of members of Joseon’s Confucian elite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The painting is also known
to have served as the model for the portrait of Han Won-jin, currently stor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roduced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385

386

堤 권욱 초상
川제천 權煜 肖像

유형문화재

Portrait of Gwon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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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소유자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문인이며 권상하의 장남인 초당 권욱(草堂 權煜, 1658~1717)의 초상이다. 권욱은 아버지의 스승인 송시
열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송시열은 책을 읽으면 바로 외울 정도로 뛰어난 그의 재주를 아껴 유회幼晦라는 자를 지어주

었다. 권욱은 24세인 1681년에 진사가 되어 영릉참봉英陵參奉 등 여러 관직을 거쳐 1716년 선산도호부사善山都護府使가 되
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이듬해에 사망하였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비단에 채색을 사용해 그린 이 작품은 유건(儒巾: 유생이 쓰던 실내용 두건)을 쓰고 흰색 직령포(直領布: 옷깃이 곧은
겉옷)를 입고 가슴 아래에 검은 세조대를 맨 모습의 반신상으로 공수한 자세에서 단정한 유학자의 풍모가 두드러진다.
약간 붉은 입술과 생기 있는 눈이 두드러지는 차분한 얼굴은 배채한 후 옅은 갈색의 필선과 선염으로 표현하였고 눈
과 이마의 주름, 법령은 옅은 먹선으로 그리고 입술 아래에는 밝은 색을 더하였다. 구레나룻과 턱수염은 매우 가늘고 유
연한 필선으로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미간과 콧잔등의 잔주름까지 그려내었다. 비교적 어두운 안색은 어릴 적부터 총명
하고 재주가 탁월했지만 병약했던 권욱의 병색이 완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직령포는 부드러운 필선으로 간략하게 묘사해 부친의 뜻을 이어 가학을 계승한 권욱의 단아한 풍모와 성정을 드러낸
다. 부친 권상하의 초상과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지만 상이한 화풍으로 그려져 18세기 전반 사대부 초상화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작품이다.
박은화

This portrait depicts Gwon Uk (pen-name: Chodang, 1658~1717), a Confucian scholar of late Joseon who studied
Confucianism under the great Confucian thinker Song Si-yeol (1607~1689). His father, Gwon Sang-ha, who had also been a
pupil of Song Si-yeol, sat for his portrait in the same period. The unique difference in style between the two portraits reflects
the diversity of the portraits of Confucian scholars painted during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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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윤봉구 초상
川제천 尹鳳九 肖像

Portrait of Yun Bong-gu

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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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안동권씨 문순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수암 권상하의 문인이며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하나로 호락논쟁湖洛論爭의 중심인물로 꼽힌 조선 후기의 문인 병계

윤봉구(屛溪 尹鳳九, 1681~1767)의 초상화이다. 윤봉구의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서응瑞鷹, 호는 병계, 또는 구암久菴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을 사용해 그린 큰 크기의 전신부좌상全身趺坐像이며 화면 위쪽에 “병계윤선생진상屛溪尹先生眞像”이라

는 제기가 있다. 윤봉구는 동파관(東坡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한가하게 지낼 때 쓰던 관. 중국 북송의 문인 소식蘇軾이

즐겨 착용하여 그의 호를 따 동파관이라 하였다)을 쓰고 난삼(藍衫: 조선시대 유생들이 입던 포의 하나로 소매, 깃, 도련
에 검은 선을 둘렀다)을 입고 화문석에 앉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난삼의 아래 자락을 둥글게 말아 넣은 듯한 표현은 권상
하 초상과 유사하고 크기도 권상하 초상과 비슷해 18세기 사대부 초상의 양상을 반영한다.
얼굴은 배채한 후 갈색 필선으로 이목구비를 묘사하고 눈 주위, 코, 법령에 선염을 가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이마와
코 위의 마마자국을 세밀하게 그려 넣었고 튀어나온 광대뼈와 짙은 눈썹이 두드러지는 얼굴의 특징이 효과적으로 묘사
되었다.
이 그림과 같이 동파관과 난삼을 착용하고 화문석에 앉은 모습의 윤봉구 초상이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에 소장되어 있다. 미국에 있는 그림의 화면 위쪽에는 “병계거사칠십세진屛溪居

士七十歲眞”이라는

제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윤봉구의 동생인 윤봉오(尹鳳五, 1688~1769)가 쓴 윤봉구의 자경찬自警贊과

“화사변상벽사畫師卞相壁寫”라는 관지가 있어 1750년에 화원화가인 변상벽(卞相壁, 1726이전~1775)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윤봉구의 문집인 『병계집屛溪集』에는 변상벽에게 준 글인 「증사진변군상벽贈寫眞卞君相壁」이 수록되어 변상벽이 그의
초상을 그렸음이 확인된다.
이 그림은 미국 소장본과 거의 같은 양식의 초상으로 두 작품 모두 변상벽이 1750년에 그린 초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모본일 가능성이 크며, 18세기에 초상화를 많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변상벽의 화풍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윤봉구의 초상으로 동일한 의관衣冠에 가슴 위까지만 그린 반신상과 복건에 심의를 착용한 반신상이 함께 있는 화첩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형식과 크기가 다르지만 역시 같은 초본에 의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은화

This portrait of Yun Bong-gu (pen-name: Byeonggye, 1681~1767), a Confucian scholar of late Joseon, is one of two
portraits depicting the scholar, the other one belonging to the collection of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USA.
Both portraits share almost the same style, suggesting that they are copies of the original painted in 1750 by the court
painter Byeon Sang-byeok, who was active as a portrait painter in the eighteenth century. Two more portraits of Yun Bongju, in which he is depicted half-length dressed in the attire of a scholar, currently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Seoul, are also presumed to have been copied from the same original, although they are painted in different format and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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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권섭 초상
川제천 權燮 肖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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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인이며 권상하의 조카인 옥소 권섭(玉所 權燮, 1671~1759)의 반신상이다. 권섭은 권상명(權尙明,
1652~1684)의 장자로 자는 조원調元, 호는 옥소, 백취옹百趣翁 등이며 14세에 부친을 여의고 백부인 권상하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다. 시문에 뛰어났고 폭넓은 학문의 기초를 쌓았지만 관직에는 뜻이 없었고 52세에 권상하가 살던 황강리로 이
주해 청풍, 황강, 문경 일대에서 생활하였으며 89세에 제천에서 일생을 마쳤다.
비단에 채색을 사용해 그린 초상의 위쪽에 “백취옹육십사세진百趣翁六十四歲眞이라는 제기가 있어 권섭이 황강리에서 활

동하던 1743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화면 양쪽의 글씨는 이원태李元泰가 권섭의 자술自述을 옮겨 쓴 것으로 진응

회(秦應會, 1705~?)가 그렸다는 내용이 있어 화가가 누구인지 밝혀준다. 진응회는 초상화를 잘 그렸던 화원화가 진재해
(奏再奚, 1691∼1769)의 아들이다.
권섭은 익선관(翼善冠: 조선시대 왕이 곤룡포를 입고 쓰던 관. 2단으로 턱이 진 형태이며 앞쪽보다 뒤쪽이 높다)과 비
슷한 형태에 푸른색의 드림이 뒤로 늘어지는 특이한 모자를 착용하고 곧은 깃의 흰색 직령포에 검은 세조대(細絛帶: 여
러 겹으로 합사한 명주실로 만든 띠)를 묶은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어깨 위쪽과 머리 뒤쪽으로 모자와 같은 회색의 둥근
원이 그려져 있는데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얼굴은 배채한 후 갈색 필선으로 이목구비를 묘사하고 이마, 눈 주위와 법령에 잔 주름을 가해 마른 얼굴의 생김새가
강조된다. 검고 흰 필선으로 세밀하게 그린 수염, 안쪽에 붉은 기운이 두드러지는 눈매, 미간의 주름과 갸름한 턱의 선에
서 예민한 감성과 섬세함이 부각되는 주인공의 개성적인 면모가 잘 드러난다.
회화에 관심이 많았던 권섭은 초상화에 대해 쓴 제발題跋과 제시題詩, 찬문贊文을 여러 편 남겼으며 64세의 모습을 그린
이 초상화에 쓰인 자술에는 노년에 이른 문인의 심경을 담담하게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권섭의 생시에 제작되었으며 화
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회화사적인 가치가 높다.
박은화

This portrait captures Gwon Seop (pen-name: Okso, 1671~1759), a Confucian scholar of late Joseon who was a nephew
of Gwon Sang-ha. The title of the portrait and the inscription on the upper part of the painting show that it was painted in
1743 by the artist Jin Eung-hoe when the sitter was 64 years old. The fact that the painter of the portrait is clearly known and
that it was produced during the sitter‘s lifetime make the work a valuable material for the study of Korean painting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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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첩』은 옥소 권섭(玉所 權燮, 1671~1759)이 소장했던 화첩이다. 이 화첩에는 권섭의 동생 청은 권영(淸隱 權瑩,
1678∼1745)이 권섭에게 보낸 편지와 정선(鄭歚, 1676∼1759)의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 2점, 그리고 권섭이 쓴 발문 등
이 들어 있다.
옥소 권섭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자는 조원調元, 호는 옥소·백취옹百趣翁·무명옹無名翁·천남거사泉南居士 등을 썼다. 조부

는 집의執義 권격權格, 부친은 증 이조참판 권상명權尙明, 어머니는 용인 이씨로 좌의정 이세백李世白의 딸이다. 아우는 대사

간 권형權螢이며, 백부는 권상하權尙夏, 숙부는 이조판서 권상유權尙遊이다.

권섭은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 19세로 소두疏頭로서 소를 올리는 등 한때 시사에 관심을 갖기도 했으나, 송시

열宋時烈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사사賜死 또는 유배되면서 일생을 여행을 하며 보고 겪은 바를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

켰던 인물이다. 저서로는 간행본 『옥소집玉所集』(13권 7책)과 필사본 『옥소고玉所稿』가 있다.

옥소 권섭의 동생인 권영은 자는 중온仲蘊, 호는 청은淸隱이다. 1721년(경종 1) 사마시에 입격入格하여 좌랑을 지냈으

며, 1732년(영조 8) 문과에 급제한 뒤 이듬해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이때 왕의 실정을 상소하다가 제주도 대정현大靜縣

과 전라도 해남현海南縣으로 유배되었다. 1734년(영조 10) 귀양에서 풀려나 1737년(영조 13) 세자시강원 문학에 기용되
었으며, 1739년(영조 15) 부교리·교리·수찬을 역임하였다. 1740년 사간원 대사간과 승정원 승지를 거쳐 1743년(영조
19)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던 인물이다.
안동권씨 연잠공파 종중 소장본인 『공회첩』은 권섭과 권영 형제의 사연이 깃든 화첩이다. ‘공회孔懷’는 ‘대단히 사모한
다’거나 ‘형제간에 우애가 좋다’는 의미로 뜻으로 해석된다. 화첩의 내용 가운데 편지는 동생 권영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으로 권섭에게 쓴 것이다. 병세가 위독한 가운데 평소 정선의 그림을 좋아한 형에게 정선의 그림 2점을 선물로 보냈다.
동생이 보낸 편지와 이후 그림을 전해 받은 권섭은 여기에 자신의 발문을 붙여 첩으로 꾸민 것이다.
화첩은 32.7×22.5㎝의 크기로 저지를 사용하였다. 화첩 속 두 그림은 「옹천甕遷」과 「반구盤龜」이다. 옹천은 강원도 고

성에서 통천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절벽으로 독[甕]과 같은 모양의 가파른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어 옹천이라 불렀
다. 또한 반구는 암각화巖刻畵로 유명한 울주군 언양면 대곡리에 있는데 절벽의 산등성이가 마치 거북이가 앉아 있는 모
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유물은 겸재 정선의 그림과 함께 권섭과 그 아우 권영의 형제애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회화사 및 인물사 연구
에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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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 간찰

권섭 발문

「반구」 (좌), 「옹천」 (우)

Gonghoecheop (Book of Brotherly Love) is a book of paintings that belonged to the personal library of Gwon Seop (penname: Okso, 1671~1759), which bears testimony to the close relationship he had with his brother Gwon Yeong. The title
“gonghoe” is interpreted to mean “great longing” or “brotherly love.”
This book containing the paintings of Jeong Seon (pen-name: Gyeomjae) and text and images informative about Gwon
Seop’s affection for his younger brother Gwon Seop cast light on the history of Joseon painting and the historical figures of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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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강상찰
川제천 江上札

Gangsangchal (Letters at the River)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9호
수 량 15책
지정일 2012. 07. 06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소유자 안동권씨 연잠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강상찰 江上札 』은 조선 후기의 문인 수암 권상하(遂菴 權尙夏, 1641∼1721)가 조카인 옥소 권섭(玉所 權燮,
1671~1759)과 청은 권영(淸隱 權瑩 1678∼1745) 등에게 전한 간찰집으로 총 15첩이다.
권상하의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한수재寒水齋이다. 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정통 계

승자로서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인 호락논변湖洛論辨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인물이다. 글씨에 능하여

「기백이태연표箕伯李泰淵表」·「형참권극화표刑參權克和表」·「부사과이숙표副司果李塾表」 등의 작품을 남겼고, 저서로는 『한수재

집』·『삼서집의三書輯疑』 등이 있다.

394

권상하 간찰

옥소 권섭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자는 조원調元, 호는 옥소·백취옹百趣翁·무명옹無名翁·천남거사泉南居士 등을 썼다. 조부

는 집의執義 권격權格, 부친은 증 이조참판 권상명(權尙明, 1652∼1684)이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는 19세로 소

두疏頭로서 소를 올리는 등 한때 시사에 관심을 갖기도 했으나, 송시열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사사賜死 또는 유배되면

서 일생을 여행을 하며 보고 겪은 바를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인물이다. 저서로는 간행본 『옥소집玉所集』(13권 7책)
과 필사본 『옥소고玉所稿』가 있다.

옥소 권섭의 동생인 권영은 자는 중온仲蘊, 호는 청은淸隱이다. 1721년(경종 1) 사마시에 입격入格하여 좌랑을 지냈으

며, 1732년(영조 8) 문과에 급제한 뒤 이듬해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이때 왕의 실정을 상소하다가 제주도 대정현大靜縣

과 전라도 해남현海南縣으로 유배되었다. 1734년(영조 10) 귀양에서 풀려나 1737년(영조 13) 세자시강원 문학에 기용되
었으며, 1739년(영조 15) 부교리·교리·수찬을 역임하였다. 1740년 사간원 대사간과 승정원 승지를 거쳐 1743년(영조
19)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던 인물이다.
안동권씨 연잠공파 종중 소장본인 『강상찰』은 1696년(숙종 22)∼1720년(숙종 46) 사이에 주고 받은 편지글로서 후
에 15책으로 만들었다. 15책 가운데 1책은 간찰 봉투를 해체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14책은 시기별로 간찰을
묶은 것이다.
권상하가 조카들에게 보낸 간찰은 병자(丙子, 1696년)부터 경자(庚子, 1720년)에 이르는 25년간 약 1천여 통에 달한
다. 조카 권섭과 권영은 부친 권상명이 32세로 일찍 죽자 백부 권상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43.5×28.8㎝크기의 책
에 실린 간찰은 주로 조카들의 질의에 대해 권상하가 답한 내용이다.
이 유물은 조선시대 학자의 일상과 학문에 대한 열정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조선 후기 예禮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인물사 연구는 물론 조선 후기의 사회사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정제규

Gangsangchal (Letters at the River) is a collection of letters written by Gwon Sang-ha (pen-name: Suam, 1641~1721),
a man of letter of late Joseon, to his nephews Gwon Seop (pan-name: Okso, 1671~1759) and Gwon Yeong (pen-name:
Cheongeun, 1678~1745), consisting of fifteen folded books.
This collection of correspondence offers rare insights into the everyday life of a Joseon-period scholar and his scholarly
passion and is also interesting for the glimpses of the notion of ye (li in Chinese, “propriety”) in late Joseon. Gangsangchal is
considered of great significance for research into the social history of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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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화서선생아언 목판
川제천 華西先生雅言 木板

Hwaseo seonsaeng aeon mokpan (Woodblocks of
Best Sayings by Yi Hang-ro)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8호
수 량 133판
지정일 2013. 02. 0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소유자 자양영당
시 대 조선시대

「화서선생아언 목판」은 조선 말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이항로(李恒老, 1792∼1868)의 어록을 그의 제자인 김평묵(金
平默, 1819∼1891)과 유중교(柳重敎, 1832∼1893) 등이 후학들의 학문연마에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편찬한 『화서아
언華西雅言』을 간행하기 위하여 새긴 목판이다.
『화서아언』은 1867년(고종 4)에 36편 391조로 편찬하였으며 7년 뒤인 1874년에 판각한 목판으로 찍어 간행하였다.
한말에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반외세를 주장하며 ‘위정척사론爲正斥邪論’을 펼친 이항로의 학문적 근간과 태도
를 알 수 있는 문집으로 12권 3책의 36편 891조로 구성되어 있다.
목판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 광곽匡郭 33.7×20.7㎝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10행 20자이다. 주쌍행註雙行

이며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가로 49.4㎝, 세로 20.7㎝, 두께 1.5㎝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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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은 총 133판 265면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판목으로 구성되었다
1 ∼ 2면 : 華西先生雅言凡例(崇禎紀元之四丁卯1867孟夏編輯于楊根之迷源山中云)

96 ∼ 109면 : 권지5 〈知性제13(29조)·處獨제14(32조)·叩兩제15(7조)〉

3 ∼ 4면 : 華西先生雅言凡例(門人淸風金平黙 高興柳重敎 編輯)

110 ∼ 128면 : 권지6 〈陳子禽제16(20조)·盡分제17(39조)·忠信제18(40조)〉

5 ∼ 9면 : 華西先生雅言目錄

129 ∼ 144면 : 권지7 〈造次제19(29조)·理順제20(18조)·有德제21(25조)〉

10 ∼12면 : 華西先生事狀(崇禎紀元之五癸酉1873陽月日門人淸風金平黙謹述)

145 ∼ 163면 : 권지8 〈伊尹제22(37조)·桂山丈제23(18조)·子常問제24(12조)〉

13 ∼30면 : 권지卷之1 〈形而第1(31條)·臨川第2(22조)·九德第3(19조)〉

164 ∼ 192면 : 권지9 〈朱門제25(16조)·洪濤제26(33조)·嚮背제27(40조)〉

31 ∼50면 : 권지2 〈天地제4(19조)·太陽제5(25조)·乾爲제6(22조)〉

193 ∼ 220면 : 권지10 〈聖王제28(33조)·大壯제29(12조)·尊中華제30(21조)〉

51 ∼73면 : 권지3 〈神明제7(36조)·心一제8(25조)·仁應제9(36조)〉

221 ∼ 242면 : 권지11 〈閭閻제31(17조)·武王제32(21조)·易者제33(38조)〉

74 ∼95면 : 권지4 〈事父제10(26조)·生知제11(23조)·蓋天제12(19조)〉

243 ∼ 265면 : 권지12 〈異端제34(18조)·洋禍제35(17조)·堯舜제36(25조)〉

자양영당에 소장된 「화서선생아언 목판」은 조선 말기 이항로의 위정척사론에 대한 연구와 한말 시대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저서를 인출한 원전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19세기 후반 목판의 전형적인 형태로, 총 133매의 목판이
결락 없이 보존되고 있어 조선 후기의 목판 인쇄문화 연구를 위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제규

Hwaseo seonsaeng aeon mokpan are the printing blocks of Hwaseo aeon (Best Sayings by Hwaseo), a collection of the
most memorable sayings by Yi Hang-ro (pen-name: Hwaseo, 1792~1868), a civil official and scholar of late Joseon. The
book was compiled by two of his disciples, Kim Pyeong-muk (1819~1891) and Yu Jung-gyo (1832~1893), to offer guidance
to future scholars on their scholarly pursuit.
These woodblocks, preserved in Jayangyeongdang Shrine, were completed in the summer of 1874, seven years after
the compilation of Hwaseo aeon . This set of printing blocks are deemed to have an important value for the understanding
of woodblock printing in late Joseon, and also for research into “wijeong cheoksaron,” the anti-Catholic and anti-foreign
doctrine that gained ground in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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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청송심씨묘 출토 복식
川제천 靑松沈氏墓 出土 服飾

유형문화재

Clothes from the Tomb of Lady Sim from the
Cheongsong Sim Cla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6호
수 량 8종 16점
지정일 2014. 03. 07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조선시대

청송심씨묘 출토 복식은 2012년 3월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매촌마을에 위치한 여흥민씨驪興閔氏 삼방파三房派의 문중

묘역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복식들로 저고리 13점과 과두裹肚와 명목暝目 및 여모女帽 1점씩 총 16점이다. 2013년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현재 제천시 의병전시관에 소장 중이다.
출토복식의 주인 청송심씨는 1753년(영조 29)에 출생하여 1810년(순조 10) 50세에 사망하였으며, 남편 민명혁閔命爀
역시 1753년(영조 29) 청송심씨와 같은 해에 태어났으나 청송심씨보다 8년 뒤인 1818년(순조 18) 58세에 사망하였다.

청송심씨묘 출토 복식은 19세기 초기의 저고리로 조선 후기 의복이다. 조선 후기는 김홍도·신윤복 등의 풍속화가들
에 의하여 여자 복식이 매우 빠른 간격으로 변화하는 시기임이 확인되나 그 실물인 출토복식은 대개 17∼18세기에 집중
되어 있어, 19세기 실물자료는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19세기의 실물인 제천 출토 유물은 19세기 저고리를 이해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토된 저고리는 6점이었으나 보존처리 과정에서 3벌이 겹쳐진 삼작저고리(No.1) 1벌과 2벌이 겹쳐진 2벌 저고리
(No.2,3,4,5,7) 5벌로 총 13점이다. 이들 저고리의 특징은 저고리 6점 모두 겹쳐진 저고리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다. 저고리 여러 벌을 겹쳐 있는[重着] 착장방식은 오늘날에는 ‘삼작三作저고리’라 부르기도 하며 예장 시 저고리의 착
장으로 전통 혼례의 신부의 저고리 착장으로 남아있다.
겹쳐진 저고리 가운데 저고리(No.1)은 겉저고리에 거들지 장식의 삼회장저고리이며 그 안에 받침저고리에는 끝동 장
식의 삼회장저고리이고 속저고리에는 민저고리로 겹쳐져 있다. 이외 2벌 저고리 가운데 저고리(No.2, 3, 5, 7)은 겉저
고리에 끝동 장식의 삼회장저고리가, 속저고리에는 민저고리로 겹쳐져 있으며, 저고리(No.4)는 겉저고리와 속저고리
모두 민저고리로 겹쳐져 있어 다양한 겹침 저고리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겹쳐진 저고리는 18세기 청주출토 김원택 일가의 청송심씨, 전주이씨, 한산이씨 출토 저고리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조선 후기 일상저고리의 착장방식임을 알려준다. 특히 3벌이 겹쳐진 저고리(No.1)은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중
인 청주 출토 청송심씨 저고리(No.37)에서도 확인되나, 청주 출토 청송심씨 저고리는 거들지 삼회장저고리, 반회장저고
리 그리고 민저고리로 한 벌의 삼회장저고리로 구성되어 있어 2벌의 삼회장저고리가 겹쳐져 있는 본 제천 출토 청송심
씨 삼회장저고리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천 출토 저고리들은 격식을 갖추어 매장되었음을 보여주며 저
고리(No.1)은 최고의 예장 저고리의 착장방식으로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제천 청송심씨 유물은 그 출토의 예가 매우 드문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복식으로, 그 수에 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풍성하며 최대의 격식을 갖춘 옷들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천지역에서 발굴된 최초의 출토복식
이라는 점에서 본 출토유물은 조선 후기의 제천 여흥민씨 집안의 사회적 위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 지역사 자료로서
도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장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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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겹 삼회장 저고리

삼회장 저고리

명주 겹 과두

The clothes were collected during the relocation of tombs belonging to the Yeoheung Min clan from Maechon Village,
Wonwol-ri, Baegun-myeon, Jecheon in 2012. The clothes include six jackets, a gwadu (cloth used to wrap the head of a
deceased person), a myeongmok , and a woman’s headgear.
These splendid items of mainly formal attire date from the late eighteenth century and early nineteenth century and are
rare finds. As the first clothes from the period ever unearthed in Jecheon, they are also significant in terms of loc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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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옥소고
川제천 玉所稿

Oksogo (Manuscripts of Gwon Seop)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4호
수 량 46책
지정일 2015. 06. 05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소유자 안동권씨 화천군파·연잠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옥소고玉所稿』는 조선 후기의 문인인 옥소 권섭(玉所 權燮, 1671~1759)의 작품을 정리한 필사본이다. 총 46책으로

시 12책, 문답 3책, 유행록遊行錄 2책, 묘산墓山 3책, 문文 5책, 산록散錄 4책, 잡의雜儀 1책, 잡저雜著 5책, 잡록雜錄 1책, 잡

지雜誌 1책, 정각록亭閣錄 1책, 붕유창수朋遊唱酬 5책, 필찰筆札 2책, 옥소장계 1책 등이 있다.

권섭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자는 조원調元, 호는 옥소·백취옹百趣翁·무명옹無名翁·천남거사泉南居士 등을 썼다. 조부는 집

의執義 권격權格, 부친은 증 이조참판 권상명權尙明, 어머니는 용인 이씨로 좌의정 이세백李世白의 딸이다. 아우는 대사간 권
형權螢이며, 백부는 권상하權尙夏, 숙부는 이조판서 권상유權尙遊이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때는 19세로 소두疏頭로서 소를 올리는 등 한때 시사에 관심을 갖기도 했으나, 송시열宋時

烈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사사賜死 또는 유배되면서 일생을 여행을 하며 보고 겪은 바를 문학 작품으로 남겼는데 이

『옥소고』는 그러한 결과이다.

Oksogo is the manuscript copies of selected works of Gwon Seop (pen-name: Okso, 1671~1759), a man of letter who
lived in late Joseon. This book contains a wealth of information about culture in the 18th century across wide-ranging fields
such as literature, painting, music and dance. The drawings and paintings capture landscapes that were visited during trips,
and the maps of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included in the book are highly realistic. Oksogo is a richly informative book of
great cultur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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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록

문

붕유창수

이 책은 후손들에 의해 나뉘어진 것으로 보이며 충청북도 제천에 46책, 경상북도 문경에 17책이 전한다. 이는 서로
다른 체제와 구성으로 각기 다른 시기에 문집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제천 소장본이 완질에 가깝다. 그러나 제천
소장본은 중복된 부분도 적지 않아 문집간행을 위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초고를 만든 반면 문경 소장본은 중복된 것이
거의 없고 완성 직전의 문집 형태이다. 이처럼 두 지방에 『옥소고』가 전하는 것은 권섭이 말년에 제천에 낙향하여 기거
하였고, 이후 3남 권선성權善性은 문경 화지동(현 문경읍 당포리) 지역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이다.

제천 의병전시관 소장 『옥소고』는 비록 필사본이나 제천의 세거성씨世居姓氏인 안동권씨의 유력 인물과 관련한 문집의

초고이며 다소 중복된 내용이 보이고 구성에서 혼란이 보이기는 하나 오히려 문집 간행 직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도 적지 않다.
또한 18세기 초반의 18세기 초반의 문학, 그림, 음악, 춤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담고 있고 기행紀行을 통한 풍광風光
을 그림으로 잘 남기고 있으며, 각 지방의 지도도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 매우 충실하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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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황강영당 및 수암사
川제천 堤川 黃江影堂 및 遂庵祠

Hwanggangyeongdang Shrine and Suamsa Shrine,
Jecheon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8호
수 량 2동
지정일 1977. 12. 07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801-1
소유자 안동권씨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제천 황강영당 및 수암사는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위치한 조선 후기의 영당과 사당이다. 원래 제천시 한
수면 황강리 112번지에 창건되었으나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1983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황강서원은 권상하의 거주 공간인 한수재로부터 황강 상류 지역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황강서원
은 1726년(영조 2)에 건립하고 그 다음해에 사액을 받았으며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된 한수재에 영정을 봉안하여 황강영
당이라 하였다.
황강영당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집이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
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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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영당

수암사

한수재

영당 내에는 송시열宋時烈, 권상하權尙夏, 한원진韓元震, 권욱權煜, 윤봉구尹鳳九 등 5현의 영정을 배향하고 있으며, 영당과

담장을 두고있는 수암사遂庵祠는 수암遂庵 권상하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수암사는 재실 뒤편 높은 곳에 위치하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건물 구조는 자연석 기단과 초
석 위에 두리기둥을 세운 3량가의 사각도리집이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 전면 창호는 각 칸마다 사분합 띠살문을 설치
하였다. 수암사 남측에 정면 2칸, 측면 1칸, 맞배지붕의 장판고가 북향하고 있다. 장판고는 본래 판각을 소장한 곳으로
1950년 6·25 전쟁으로 멸실되기 전에는 먹을 갈아서 탑본하던 곳이다.
한수재는 수암 권상하의 거주 공간으로 정면 5칸 반으로 남측은 정면 1칸 반, 측면 7칸, 북측은 정면 1칸, 측면 6칸의
익랑을 두어 H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좌우 익랑을 제외하면 몸체는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우 익랑은 대칭을 취하
지 않고 남측 부분은 팔작지붕, 북측 부분은 우진각지붕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을 중심으로 북측으로 2칸의 방 2개
와 방 양측에 부엌이 있으며 남측으로 4칸의 방과 부엌·큰방, 서측에 작은 방과 부엌,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정면 가
운데 대청부분은 장대석 기단, 나머지는 자연석 기단과 초석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몸체와 남측 익랑은 5
량가, 북측 익랑은 3량가로 구성되어 몸체와 남측 익랑의 지붕보다 북측 익랑의 지붕이 낮다.
이곳은 조선 후기 정치사적 영향과 원 소재지의 수몰로 인해 훼철과 서원에서 영당으로의 용도의 변경, 그리고 이건
등 변화가 많았던 사례이다. 또한 5현을 배향하고 이 지역의 유교교육을 담당했던 곳으로서 서원 철폐령 이후 서원 건축
의 잔존 양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중근
Hwanggangseowon Confucian Academy was founded in 1726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and
was presented with a hanging board inscribed with its name by King Yeongjo the following year. It was closed in accordance
with the decree issued by Heungseon Daewongun ordering the closure of all Confucian academies in 1864, but it was later
enshrined with the portraits of Song Si-yeol, Gwon Sang-ha, Han Won-jin, Gwon Uk, and Yun Bong-gu and renamed
Hwanggangyeongdang Shrine. Located nearby is the Suamsa Shrine to Gwon Sang-ha (pen-name: Suam) where an annual
ritual is held for him.
Hwanggangyeongdang and Suamsa shrines are significant relics which show how certain elements of Confucian academy
buildings survived the order for their dem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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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덕주산성
川제천 堤川 德周山城

기념물

Deokjusanseong Fortress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35호
둘레 | 면적 9,800m | 14,687㎡
지정일 1983. 03. 30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1-1 외
소유자 국유, 사유
시 대 삼국시대

제천 덕주산성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 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성이다. 월악산月岳山의 험준한 산세와 깊은 계곡을 둘러싸서 축조
한 포곡식包谷式 석축산성으로, 상성·중성·하성·외곽성 등 총 4겹의 성벽

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남지방과 남한강 일대를 연결하는 중요 고개인 계
립령鷄立嶺의 북쪽 길목에 위치하면서 관문성關門城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덕주산성에 관한 최초의 문헌기록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신증동국
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이에 따르면, 덕주산성은 둘레가 32,670
척이며 내부에 샘이 하나 있으나 당시에는 이미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조선 중종中宗과 선조宣祖 때 성벽과 성문을 축조하여 다시 사용하
였는데, 그 사실은 정혼鄭渾의 문집인 『진재집進齋集』과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의 문집인 『벽오유고碧梧遺稿』 권5 중 「월악산덕주산성문루
상량문月岳山德周山城門樓上梁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동지지大東地
志』에서는

덕주고성德周古城이라 칭하면서 내부에 두 개의 샘과 하나의 계

곡이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학술조사는 1981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까지 총 7차례 이루어졌다. 1991년에는 성벽 일부에 대한 실측조사 후
북문·남문·동문의 홍예문 및 남문·북문의 문루와 성벽 일부가 복원되었
다. 이어 1999년에는 동문 주변의 성벽, 2000년에는 남문 내측의 석등
시설, 2003년에는 북문지 동쪽 성벽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
해 복원·정비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4년의 상성 문지 및 서쪽 성벽에
대한 시굴조사와 2008년 남문 주변 및 추정연못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진
행됨으로써 덕주산성의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의 전체 둘레는 약 15㎞에 이르며, 성벽은 지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
으로 축조되었다. 성벽축조방법은 기본적으로 내벽과 외벽을 함께 축조
하는 내외협축內外夾築 방식이나, 지형 상 험준한 곳은 자연 암벽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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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성벽으로 삼았다. 상성과 중성 일부에는 성벽 위에 조성된 담장인 여장女墻시설이 잘 남아있으며, 남문에는 등성계단시
설과 연못 등의 주변시설이 성문과 함께 완전한 형태로 갖추어져 있다.
4겹 구조의 성곽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곽은 덕주사지 계곡을 에워싸고 있는 상성으로, 내성內城이라고도 한다. 전
체 둘레는 4km에 달하지만 인공적으로 석축한 구간은 약 650m 정도 된다. 제2곽은 덕주사를 둘러싸며 동문과 이어지
는 중성으로, 전체 둘레는 약 7km이다. 성벽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인공적으로 석축한 구간은 약 1.5km 정도
이다. 제3곽은 덕주골 입구에서 계곡을 가로지르는 하성이다. 덕주골 입구를 막는 차단시설이라 할 수 있어 차단성遮斷城

이라고도 부른다. 제4곽은 송계계곡 전체를 가로막는 외곽성으로, 크게 남북으로 교통로를 막는 일종의 관문關門 역할을
한다. 이중 상성과 하성이 먼저 축조되었으며, 중성과 외곽성 및 홍예 구조의 남문·북문·동문은 조선 후기에 수축된 것
으로 추정된다.
문헌기록 및 출토유물로 볼 때, 덕주산성은 고려~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축성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입지 상 계
립령이라는 중요한 교통로 상에 위치하였고, 한국 성곽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15㎞의 거대한 규모와 4겹의 성곽 구조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원형대로 잘 보존된 여장과 등성계단시설 등의 구조물을 갖추고 있어 덕주산성은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백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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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Deokjusanseong Fortress, located in Songgyeri, Hansu-myeon in Jecheon, Chungcheongbukdo is the so-called pogok -style stone fortress, built
in a manner to hug a valley. The fortress extends to
15km in circumference. The fortress is protected by
four tiers of walls; sangseong, jungseong, haseong
and the outer wall. Records as well as artifacts
discovered at the site indicate that this fortress
was rebuilt several times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and was continuously in use. As a
defense structure located at an important center of
transportation, which has survived with most of its
essential elements intact, Deokjusanseong Fortress
holds a great historical and research significance.
1970년대 중반, 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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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자양영당
川제천 堤川 紫陽影堂

기념물

Jayangyeongdang Shrine, Jecheon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37호
수 량 1곽 2동
지정일 1984. 12. 3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소유자 자양영당
시 대 조선시대

제천 자양영당은 1895년 조선 후기 의병장 의암 유인석(毅菴 柳麟錫, 1842~1915)이 팔도의 유림을 모아 창의倡義의
비밀회의를 했던 의병 운동의 진원지로,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자양영당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유중교(柳重敎, 1832~1893)가 후진을 양성할 목적으로 1889년(고종 26)에 창주
정사滄州精舍를 세운 데서 유래한다. 창주정사는 후에 이름이 자양서사로 바뀌게 되었고, 1906년 이소응(李昭應, 1861∼
1928)의 주도하에 화서학파에서 존중하는 선현들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그 옆에 자양영당을 창건하였다. 이후 유인석
을 통해 의병운동의 진원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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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서사

자양영당 및 숭의사

자양영당 영역은 주자朱子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항로·유중교·유인석·이소응의 영정을 봉안한 자양영당
을 중심으로 전면에 유중교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강당인 자양서사, 서쪽에 의병을 추모하기 위해 2001년에 세
운 숭의사가 위치하고 있다.
자양영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집으로 측면에 풍판을 설치하였다. 평면은 통칸으로 구성되었는
데, 전면의 창호는 각 칸 모두 사분합 띠살문을 설치하였다.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건물
은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전면은 두리기둥,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 형식이며,
가구 형식은 1고주5량가이다. 주위로는 막돌 담장을 둘렀고, 남쪽에 강당인 자양서사로 통하는 평삼문을 두었다.
자양서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방
형의 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2고주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평면 구성은 가운데 1칸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측
에 1칸씩의 방을 두었으며, 전면 반 칸은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대청마루 전면에는 ‘자양서사紫陽書社’, 각 방의 전면에는

‘박약재博約齋’, ‘극복재克復齋’ 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정면에 솟을대문을 세우고 주위로는 막돌 담장을 둘렀다. 남쪽

담장 밖에는 자양영당 묘정비가 세워져 있다.
자양영당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유중교가 후학을 양성하고 구한말 유인석이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 봉기를 논의한
곳으로, 그들의 역사의식을 담은 기록이 목판으로 전하는 곳이다. 구한말 쓰러져 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목숨 바쳐 풍운
을 막아보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조선 의병의 넋이 흐르는 곳으로, 애국교육의 생생한 장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형래

Jayangyeongdang Shrine has its origin in Changjujeongsa Hall that was built in 1889 (the 2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by Yu Jung-gyo (1832~1893) to educate young people and later renamed as Jayangseosa Hall. Jayangyeongdang
Shrine was built there in 1906 under the supervision of Yi So-eung (1852~1930) to hold a sacrificial rite for respected
ancestors of the Hwaseo School of Confucianism. Later, the shrine became the epicenter of the uibyeong (righteous army)
movement led by Yu I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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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yakjae Hall was originally built in the mid-Joseon period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children of the Jinju Gang clan.
Gang Yu (1597~1668, pen-name: Sanggok), who insisted on fighting the Manchurian invaders to the bitter end in 1627, is
known to have studied here. It is also the historic site where Ungang seonsaeng changui illok (Record of the Righteous Army’
s Activities Led by Master Ungang) was compiled. The record contains an account of the exploits of the uibyeong (righteous
army) written by Bak Jeong-su and Gang Sun-hui which was added to records left by Hoseo Righteous Army Commander Yi
Gang-nyeon (1858~1908, pen-name: Ungang) in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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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박약재
川제천 堤川 博約齋

Bagyakjae Hall, Jecheon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87호
면 적 1동
지정일 1993. 11. 05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중말16길 5-4
소유자 진주강씨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제천 박약재는 진주 강씨 문중에서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세운 건물로, 제천시 두학동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중기에 처음 세웠다고 전하며, 정묘호란 때 화의를 반대하고 항전할 것을 주장했던 상곡 강유(商谷 姜瑜,
1597~1668)가 공부하던 곳이다. 또한 1907년 호서 의병장 운강 이강년(雲崗 李康秊, 1858~1908)이 남긴 기록에 박정
수朴貞洙, 강순희姜順熙 등이 종군기를 엮은 『운강선생창의일록雲崗先生倡義日錄』을 편찬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1910년
경 중건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박약재는 낮은 야산 중턱에 북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일각문을 세우고 주위로 막돌 담장을 둘렀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평면은 중앙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온돌방을 두
었다. 반 칸의 앞퇴를 두었는데, 서쪽 방 앞의 툇마루는 1자 정도 높게 설치하고 밑에는 함실아궁이를 두었다. 각 방의
창호는 모두 띠살문으로 하였는데, 대청마루 전면에는 궁판이 있는 4분합 띠살문을 설치하였다. 건물 구조는 1단의 낮
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1고주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어칸 문
인방 상부에 걸려 있는 ‘박약재博約齋’ 현판은 조선 말기의 유학자이며 의병장인 유인석柳麟錫의 친필이다.

제천 박약재는 진주 강씨가 문중 자녀들을 교육하여 제천 지역의 유력 사족士族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건

물로 그 가치가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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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원호 유허비 및 관란정
川제천 堤川 元昊 遺墟碑 및 觀瀾亭
Memorial Stone for Won Ho and Gwallanjeong
Pavilion, Jecheon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92호
수량 | 면적 1곽 | 6,347㎡
지정일 1994. 06. 24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14-2
소유자 원주원씨 종중
시 대 조선시대

The Memorial Stone for Won Ho and Gwallanjeong Pavilion were built in Janggok-ri, Songhak-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Following the dethronement of King Danjong (r. 1452~1455) and his exile to Yeongwol, Won Ho, one of his most loyal
retainers, erected an altar near the Seogang River where he made deep bows and shed tears of grief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toward Yeongwol, the former king’s place of exile. After Won Ho’s death, his descendants and Confucian scholars

set up the memorial stone and the pavilion in 1845 (the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eonjong) to commemorate his
loyalty.
The pavilion was named Gwallanjeong after his pen-name, Gwa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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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유허비

관란정

제천 원호 유허비 및 관란정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에 위치한 조선 후기에 세워진 비석과 정자이다.
관란정은 단종端宗이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되어 영월에 유배되자, 생육신 중의 한 사람이었던 원
호가 단종을 그리면서 서강가에 단을 세우고 아침저녁으로 영월 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문안을 드리던 장소이다.
원호가 죽은 뒤, 그의 후손과 유학자들이 원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845년(헌종 11)에 비석과 정자를 세우고 원호의
호를 따서 ‘관란정’이라 하였다.
관란정은 정면 2칸·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구조는 별도의 기단 없이 맨땅바닥 위에 두리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누마루 주위로는 머름동자를 세우고 널로 막아 댄
난간을 설치하였다. 가구형식은 4면 가운데 기둥 위에 십자로 장통보를 걸고 장통보 상부 양쪽에 장여가 井자로 받친 중
도리를 걸었다. 중도리 위로는 우물반자를 만들고 반자 주변은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연등천장이 되게 하였다. 공포
는 이익공 형식으로 하였으며, 보머리 뺄목 끝에 봉황머리를 조각하여 장식을 더했다.
원호유허비는 원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으로, 관란정 건립과 함께 세워졌다. 비석은 기초석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자연석 위에 세웠으며 비문의 글자가 붉은색으로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높이 174㎝, 너비 54㎝, 두
께 25㎝이다.
제천 원호 유허비 및 관란정은 임금을 향한 충심을 끝까지 지킨 원호의 정신이 스며있는 역사적 장소로, 충효의 중요
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생생한 교육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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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청풍 망월산성
川제천 堤川 淸風 望月山城

Mangwolsanseong Fortress in Cheongpung, Jecheon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93호
면 적 21,619㎡
지정일 1994. 06. 24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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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 망월산성은 망월산에서 북쪽으로 뻗어내
린 능선의 끝자락인 해발 237.2m의 태산台山 정상부에
축조된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남한강이 산성 주위를 휘
감고 있는데, 이곳은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연결
되는 교통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히 남한강 수운을
통제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문무왕文武王 13년(673) 8월조에

는 “사열산성沙熱山城을 증축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
다. 신라에 편입되기 전 청풍의 지명은 사열이현沙熱伊縣

이므로, 문무왕 때 증축된 사열산성이 청풍 지역에 위치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망월산성을 신라의 사열
산성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사열산성이 청풍 지역 내의
다른 성곽일 가능성도 남아있으므로 확실치는 않다.
망월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 후기에 들어
서야 나타난다.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에 태산의 옛 성
터로 처음 기록되었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성황산

城隍山의

고성古城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1942년에 간행

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 망월
산성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당시에는 석
축성이 거의 붕괴되었다고 기록하였다.
현재까지 망월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차례 이루어
졌다. 1994년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에 의해 지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산성의 구체적인 현황
과 구조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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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산성의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抹角方形에 가까운 부정원형이다. 성 내부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고서저東高西

低의

형세를 띠고 있다. 산의 정상부와 서쪽으로 낮아지는 성벽은 약 50m의 고도 차이를 보이며, 동남쪽으로는 평탄지가

존재한다.
성의 전체 둘레는 외벽을 기준으로 약 502m이다. 남서쪽 구간에서 잔존하고 있었던 외벽의 높이는 3~4m로, 현재 이
구간은 복원정비 되어 있다. 축성에 사용된 성돌은 사암과 석회암이며, 기본적으로 수평에 맞추어 정연하게 축조되었다.
성벽 상단부의 유실로 인하여 내벽과 외벽을 함께 축조하는 내외협축內外夾築 방식인지 외벽만 축조하는 편축片築 방식인
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성벽을 보강하기 위해 외벽 기저부에 설치되는 기단보축성벽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성벽의
기울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양상이 확인되는데, 하나는 기단에서 수직을 이루면서 쌓아올린 수직 성벽이며 다른 하나는
기단에서 들여쌓기로 축성한 계단식 성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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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내부의 시설물로는 서북쪽 회절부에 곡성曲城과 같은 구조물이 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門址의 경우, 현재
성 내외로 출입하는 북서벽 일대로 추정해볼 수 있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히 알 수 없다. 평탄지에 위치하는
추정건물지에서는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기와가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성의 축조 연대 및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출토 유물 및 입지
조건 등으로 볼 때 망월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종오

Mangwolsanseong is a temoe -style stone fortress in Multae-ri, Cheongpung-myeon in Jecheon, Chungcheongbuk-do,
built to surround a mountain summit. The circumference is about 502m, and the surviving portion of the wall is 3-4m in
elevation.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nd its location suggests that this mountain fortress was constructed sometim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was continuously in use through to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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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점말동굴 유적
川제천 堤川 점말洞窟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Jeommaldonggul Cave,
Jecheon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16호
면 적 2,500㎡
지정일 2001. 02. 0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산68-1
관리자 제천시
시 대 선사시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산 68-1에 위치하는 구석기시대 동굴유적으로 주민들은 ‘용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동굴에 대한 조사는 1973년부터 1980년에 걸쳐 모두 7차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점말동굴 유적에서 출토된 곰과 짧은꼬리원숭이 등의 짐승 화석들은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유적의 연대를 알게 해주
는 기준이 되며, 동굴유적의 조사와 연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곳에서는 구석기 시대 이후에도 사람들이 살
았던 흔적이 확인되며, 출토된 빗살무늬토기와 동굴 앞 암벽에 새겨진 신라화랑들의 글씨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18

점말동굴은 용두산의 동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해발 높이
는 430m이고 인근의 점말 마을로부터는 100m 높이다. 유적
의 주위로 30m쯤 되는 바위벽이 둘러싸고 있으며, 굴 앞쪽은
동남향으로 열려 햇볕을 잘 받는 지역이다. 동굴 주변의 크고
작은 가지굴에는 맑은 물이 흘러 구석기 사람들이 생활하기
알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굴의 규모는 작은 편으로 너비 2∼3m, 길이 12∼13m이
다. 굴을 채웠던 퇴적층의 두께는 4∼5m에 이르며, 이 퇴적
층 안에서 제4기의 짐승화석과 더불어 이 굴에서 사람이 살
다 남긴 여러 가지 유물이 발굴되었다.
퇴적층은 7개의 층으로 나뉜다. 아래로부터 Ⅰ층은 굴른
자갈돌층, Ⅱ층은 석회마루층, Ⅲ층은 흰모래층, Ⅳ층은 붉은
모래찰흙층, Ⅴ층은 갈색모래찰흙층, Ⅵ층은 회갈색찰흙층,
Ⅶ층은 겉흙층이다. 이 중에서 Ⅴ층은 우라늄계열연대측정
(U·Th·Pa방법)으로 66,000＋30,000/-18,000B.P., Ⅵ층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C14)으로 13,000±700B.P.의 연대값이
나왔다.

1970년대 발굴 모습

동굴 퇴적층의 형성 과정을 보면 I층과 Ⅲ층은 물에 의해 쌓인 것이고, Ⅱ층은 동굴 안에서 스스로 이루어진 층이며,
Ⅳ·Ⅴ·Ⅵ층은 동굴 안에서 형성된 낙반석과 동굴 밖에서 바람에 불려 들어간 흙들이 함께 쌓인 층이다. 구석기 유물은
Ⅳ~Ⅵ층에서 나왔는데 플라이스토세에 살았던 짐승 화석과 뼈 연모·뼈에 새긴 조각품·석기 등이다. 또 Ⅶ층에서는 신석
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점말동굴의 구석기 유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짐승뼈 화석이다. 5목 12과 25종의 젖먹이 짐승뼈가 나왔
다. 층위별로 Ⅲ층은 온난하고 조금 춥고, Ⅳ층은 따뜻하며 Ⅴ층과 Ⅵ층은 침엽수가 많아지는 서늘한 기후에 맞게 짐승
화석의 종적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굴곰·하이에나·털코뿔이·짧은꼬리원숭이 같은 사멸종의 비율이
변화하고, 뼈연모를 만드는 기술도 변화·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말동굴 유적은 이곳의 퇴적층과 낙반석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기후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구석기연구 방법론의 커다란 진보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석기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에
서는 이 유적을 생활유적이 아니라 고생물 화석유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점말동굴 유적은 토양과 석회암 퇴적층위의 구분을 통해 당시의 기후환경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가 되며, 짐승 뼈
화석과 식물자료·골각기·석기 등의 고고학 자료는 유적의 시대편년과 선사시대 생활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길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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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각자 탁본

멧박쥐 왼쪽 아래턱

The Archaeological Site in Jeommaldonggul Cave, located in Pojeon-ri, Songhak-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dates back to the Old Stone Age and is known by locals as “dragon cave.” A research team from Yonsei University
Museum surveyed the cave on seven occasions in the period 1973~1980. The cave measures 2-3 meters in width and 12-13
meters in length.
Its soil and lime rock sedimentary stratum are a good material for research on the climatic environment in ancient times.
The many fossilized animal bones, plant remains, bone tools, and stone tools found at the site are precious materials for
research on the age of the archaeological site and the way of life during the Prehistoric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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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입석리 선돌
川제천 堤川 立石里 선돌

Seondol Rock Pillar in Ipseok-ri, Jecheon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17호
수 량 1기
지정일 2001. 02. 0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665-3
소유자 국유
시 대 선사시대

The Seondol Rock Pillar is located at the entrance to the village of Seondolbaegi in Ipseok-ri, Songhak-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The pillar appears to have served as a village guardian. Judging by the name Seondolbaegi, which
literally means “a place where a huge stone stands,” it must have been here for a long period of time.
Locals still hold a sacrificial rite at the Seondol Rock Pillar in which they pray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village.

422

제천 입석리 선돌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선돌백이’라 부르는 마을 입구 길옆에 위치한다.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동네 이름이 ‘입석리立石里’인 것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입석리 선돌의 축조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한다. 먼저 힘이 장사인 마고麻姑할미가 앞치마에 돌을 날라다 포

개어 쌓았다는 이야기, 마고할미 둘이 힘자랑을 할 때 던진 돌들이 이곳에 떨어지며 서로 겹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
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돌을 던져 선돌 위에 얹어 놓으면 수태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등이 그러하다.
특히 전해지는 마고할미 전설은 다음과 같다.

까마득한 옛날 충주 언저리를 나돌아 다니던 마고할미들이 우연하게 이곳에서 마주쳤다. 평소 사이가 나빠 서로 으르
렁대던 두 마고할미는 힘자랑을 하게 되었다. 한 마고할미가 옆에 있던 큰 돌을 냅다 던졌다. 그 돌은 논 가운데로 날아
가더니 땅에 박혀 우뚝 섰다. 이것을 본 다른 마고할미가 역시 커다란 돌을 집어 들더니 앞서의 할미가 던진 곳을 향해
던졌다. 그 돌은 하늘을 날아 먼젓번에 던진 돌 위에 떨어져 두 개의 돌이 겹치면서 하나의 돌처럼 되었다. 결국 여기서
벌인 두 마고할미의 힘내기는 승부를 보지 못한 채 끝났으며 두 마고할미는 각기 제 갈 길로 떠났다. 이때 마고할미가 던
진 돌이 입석리의 선돌이 되었다.

지금도 이 선돌의 중간은 층이 진 것같이 보이는데 이는 두 개의 돌이 겹쳐 있어 그런 것이라 한다. 이러한 마고할미
전설은 제천 입석리 선돌이 큰돌문화[巨石文化]를 숭상하던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에 만든 것이라는 반증이다. 지금도 이
선돌에는 제의가 행해지며 일반적인 유교식으로 지낸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의로써 수호적 기
능의 대상물로 섬기고 있다. 또한 이 선돌은 기자신앙의 대상물이기도 하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한밤중에 남의 눈에 띄
지 않게 선돌에다 금줄을 두르고 음식을 차려 놓은 다음 부녀자가 제를 행하면 아들을 낳았다고 하며, 길에서 돌을 던져
선돌 위에 얹히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밤에 제를 지내고 돌을 던졌다고 한다.
이 선돌은 7개의 돌을 3단으로 쌓아 만들었다. 제일 아래에는 높이 66㎝ 정도의 넓다란 돌 3개가 놓여 기단부를 이룬
다. 그 위에는 높이 96㎝, 너비 140㎝, 두께 96~116㎝ 크기의 돌 3개가 중단부를 형성한다. 제일 꼭대기는 높이 245㎝,
너비 258㎝, 둘레 654㎝ 정도의 커다란 돌 1개가 상단부를 이루어 7개의 돌이 하나의 선돌이 되는 매우 특이한 형태이
다. 선돌의 전체적인 크기는 높이 395㎝, 둘레 770㎝, 너비 185∼258㎝, 두께 90∼125㎝로 충북에서 조사된 선돌 중
에는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위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져 안정감이 있다. 선돌을 이루고 있는 돌들은 대부분 손질한 흔적
을 확인할 수 있다.
제천 입석리 선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돌회’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다. 1986년부터는
선돌회를 중심으로 음력 10월중에 선돌제를 지내고 있으며 지금은 이 선돌 주변을 정비하여 광장을 조성하고 선돌제를
대규모 축제로 승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길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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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배론성지
川제천 堤川 舟論聖地

Baeron Sanctuary, Jecheon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18호
면 적 8,898.5㎡
지정일 2001. 03. 0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배론성지길 296
소유자 천주교 원주교구
시 대 조선시대

Baeron Sanctuary in Jecheon is a Catholic holy site where many Catholics were executed during the central government

persecutions of 1801 (Sinyu Persecution;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 of Joseon) and 1866 (Byeongin Persecution;

the 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The sanctuary comprises the dugout where Hwang Sa-yeong (1775~1801)

wrote a letter on a silk scroll (baekseo ) to a bishop in Beijing, pleading for his help in rebuilding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the tomb of Father Choe Yang-eop (1821~1861), the second Korean priest, also known as the Martyr of Sweat, and
St. Joseph Seminary, the first seminary in Korea.
The Baeron Sanctuary produced a total of five Catholic martyrs and is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early
history of Catholic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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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셉신학교

토굴

최양업 신부 묘소

제천 배론성지는 1801년(순조 1) 신유박해辛酉迫害와 1866년(고종 3) 병인박해丙寅迫害가 일어났던 천주교 성지이다.

‘배론’이라는 지명은 한자어로는 ‘주론舟論’이라 하는데, 마을이 있는 지역의 계곡이 배 밑바닥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구전되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배론성지 경내에는 조선 후기 황사영(黃嗣永, 1775~1801)이 백서白書를 썼던 토굴,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로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양업(崔良業, 1821~1861) 신부의 묘,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성요셉신학교[배론신학교]
가 위치하고 있다.
황사영은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배론성지 내 토굴 속에 은거하며 박해의 전말과 그 대응책을 흰 비단에 적어
중국 북경의 구베아(A. Gouvea) 주교에게 보내고자 하였으나 중도에 발각되어 그해 11월 사형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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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업은 1849년 중국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고 귀국해 12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전교활동을 펴다 과로와 식중
독으로 인해 1861년 6월 사망했고, 그의 장례식은 배론신학교에서 베르뇌(S. Berneux) 주교에 의하여 거행되었다.
성요셉신학교는 배론에 살고 있던 장주기(張周基, 1803~1866) 요셉이 1855년 자신의 살고 있던 집을 제공해 세워
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이다. 초대 교장은 푸르티에(Pourthie, 申妖安) 프랑스 신부였고, 당시 교사는 프티니콜라
(Petinicolas, 朴德老) 프랑스 신부였다. 배론신학교는 제천 산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학 외에 라틴어, 동식물학, 지
리학, 과학 등 서양학문도 가르쳤고, 그 결과 1866년 총 8명의 신학생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1866년 병인박해가 발생
하면서 세 사람 모두 순교하였고 배론신학교는 폐교되었다. 순교한 3위位는 1984년 교황 바오로 2세 방한 때 모두 가톨
릭 성인聖人에 시성되었다.

1988년 서울대 이원순 교수의 고증을 바탕으로 황사영 토굴이 재현되었고, 2006년에는 6.25 때 불탄 사진을 근거로
성요셉신학교가 복원되었다. 2010년에는 성지 내에 배론문화영성연구소가 개관하였다. 배론성지는 순교자 5위를 배출
하는 등 한국 초기 천주교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종교유적이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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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월광사지
川제천 堤川 月光寺址

Wolgwangsa Temple Site, Jecheon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54호
면 적 17,585㎡
지정일 2012. 11. 0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 9-3
소유자 교육과학기술부 및 산림청
시 대 통일신라

월광사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산9-3 일원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때 절터로서, 절대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가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다.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으며, 유적 내
에는 일제 때 원랑선사탑비를 반출하면서 원래 자리임을 알리는 표석과 원랑선사의 부도탑재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있고
기와류, 도기류, 자기류 등의 많은 유물이 지표에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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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광사지가 위치한 송계계곡은 남쪽으로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에서 북쪽으로 제천시 한수면 복평
리에 이르며 월악산국립공원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곳이다. 영남지방과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고대 교통로 중 가장 오랫동안 중요시 되었던 계립령
로의 대로大路로, 계곡 주변에는 충주 미륵대원지·미
륵리고분·미륵리도요지, 제천 사자빈신사지·덕주사·
덕주산성·동창지東倉址·만수 야철지 등을 비롯한 수
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월광사지는 이 교통로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00여 미터 떨어진 월광폭포 서쪽 경
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월광사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원랑선사대보선광탑
비가 유일하며 탑비는 원랑선사가 입적한 후인 890
년에 건립되었다. 비문에 의하면 월광사는 효소왕(孝
昭王, 692∼702)대의 승려 도증道證에 의해 창건되었

고, 866년 이후 원랑선사 대통大通이 머물면서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송계계곡에서 월광사지로 진입하는 초입의 제천
시 한수면 송계리 147번지 논둑에서 발견된 대불정
주범자비大佛頂呪梵字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1호)
와 유적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볼 때 고려시대에도
보물 제360호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월광사는 사찰의 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월광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오직 유적 내에서 출토되는 기와와 자기뿐이다. 기와의 제작시기
를 기준으로 할 때 월광사는 17세기 이전에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광사지는 1997년에 실시된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학술자료가 축적되었고,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 기념물
로 지정되었다.
월광사는 경사면에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계단식 형태이며 크게 6단의 산지가람山地伽藍이다. 절터는
남남서 방향이며 법당이 있는 중심사역은 2단 지역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4단 지역의 동단부로 원랑
선사탑비가 있던 곳이다. 탑비 터에서 서쪽으로 60여 미터 거리에는 원랑선사부도탑으로 추정되는 연화대석과, 지대석
등의 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2016년 충청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원랑선사탑비터 발굴조사 결과 원랑선사탑비 기저부 유구, 석축, 담장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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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비지 발굴조사 전경

연화대좌

확인되었다. 유구의 조성시기는 유구 기단토 내 출토유물과 유구 상면 출토유물의 제작시기를 볼 때 통일신라시대와 고
려시대로 추정된다.
제천 월광사지는 충북 지역에서는 보고 사례가 많지 않은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으로, 890년에 조성된 원랑선사대보
선광탑비를 통해 유적과 유물의 절대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이를 토대로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탑비,
부도, 기와, 토기 등의 편년 연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중요한 교통로였던 계립령로의 역사문
화상을 연구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불교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인한

This historic site is the place where a Buddhist temple called Wolgwangsa stood for a long period. Historians believe
that the temple was established by the great Unified Silla monk Dojeung during the reign of King Hyoso (r. 692~702)
and prospered when it was headed by the eminent Seon Master Wollang in 866. The temple survived at the site until the
seventeenth century.
Located at the foot of a mountain, the site features a six-tiered tract containing a stone marker with an inscription
revealing that it had once had the monument of Seon Master Wollang and stones conjectured to have been used in the
construction of his memorial stupa. The archaeologists who excavated the site also discovered features of the foundation of
the monk’s monumental stele, retaining walls, and column bases.
The site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rare items of Buddhist heritage of Unified Silla discovered
in the Chungbuk area to date. Knowledge of the specific year (i.e. 890) of the construction of Wollang’s monumental stele is
also regarded as an important clue that will deepen our knowledge of the heritage discovered at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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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복평리 모감주나무 군락
川제천 堤川 伏坪里 모감주나무 群落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55호
수량 | 면적 70주 | 1,646㎡
지정일 2012. 12. 07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복평리 산 14

Population of Goldenrain tree in Bokpyeong-ri,
Jecheon

소유자 산림청

모감주나무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황해도 이남의 해안가 숲에서 주로 자란다.
중국에서 들어 왔다는 설도 있으며 안면도를 중심으로 서
해안에서 자생하고 있다.
모감주나무는 6~7월에 노란색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로 10월에 익으며 3개로 갈라져 흑색의
종자가 나온다. 모감주나무는 열매 안의 씨앗으로 염주를
만들기 위해 절 주변에 피나무와 더불어 많이 심었기 때
문에 염주나무라고도 하며, 선비의 기품을 지녔다하여 선
비수 또는 학자수라 불리기도 한다.
제천 복평리 모감주나무 군락은 마의태자가 왕리조사
王利祖師가

되어 불교로 귀의하면서 잠시 머물렀다는 보

덕굴 普德窟 인근에서 70여주가 자생하고 있다. 높이는

6~10m이며, 가슴높이 지름은 6~8㎝, 가슴높이 둘레는
30~70㎝ 정도이며 수령은 대략 30~100년 정도로 추정
된다.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천연기념물 및 지방기념물로 지
정된 다른 지역의 모감주나무는 주로 한반도 중부 이남의
해안가에서 자생하고 있는데 반하여 복평리 모감주나무
는 내륙지방의 산림지역에 군락으로 서식하고 있는 특이
한 사례라 볼 수 있으며, 특히 충북 및 강원 지역에서 군
락으로 자생하고 있는 지역이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어
보존가치가 크다
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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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bout seventy Goldenrain tree near Bodeokgul Cave, where Crown Prince Maui, later to become Monk Wangni,
is said to have stayed for a little while. This inland colony is unusual as golden rain trees are generally found near beaches to
the south of the central region. Colonies of Goldenrain tree are rare in Chungcheongbuk-do and Gangwon-do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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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교동 음나무
川제천 堤川 校洞 음나무

Carstor aralia of Gyo-dong, Jecheon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58호
수 량 1주
지정일 2013. 12. 06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115-2
소유자 제천향교

음나무는 보통 엄나무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부 지역에서 자라며, 유럽과 미국에는 없는 나
무이다. 봄에 연한 잎은 나물로 먹고 가시가 있는 가지는 악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하여 출입문 위에 달아 놓기도 했
다. 옛날에는 이 나무로 6각형의 노리개를 만들어 어린아이에게 채워 줌으로써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
을 ‘음’이라고 하여 음나무로 불려졌다.
제천 교동 음나무는 옛날부터 조상들이 이 고을 주민의 안녕과 부귀영화 및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도록 영험한 수호목
으로 신앙하였으며, 향교에서는 봄, 가을 석전대제 전날 일몰 후 각종 재앙을 물리치고 음식을 차려놓고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분향제례(봉건제)를 지내고 있다.
수령은 약 35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16m, 가지 폭은 동서 14.5m, 남북 15.7m이며, 가슴둘레는 5.3m, 뿌리둘레는
8.4m정도이다.
제천 교동 음나무는 다른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음나무에 비하여 수령은 다소 떨어지나 크기와
가슴둘레와 뿌리둘레는 상대적으로 크며, 수형이 빼어나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다.
박봉주

The inhabitants of Gyo-dong in Jecheon have long regarded this tree as their village guardian. They still hold a sacrificial
rite at Jecheonhaynggyo Local Confucian School on the day preceding the Seokjeon Daeje (National Rite to Confucius) twice
a year in spring and fall to pray for health and wealth.
Although the Carstor aralia of Gyo-dong is younger than those in other area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s, it is
somewhat larger and looks very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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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제 서낭대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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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오티별신제
川제천 堤川 吾峙別神祭

무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
지정일 2001. 02. 0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청풍호로64안길 4

Oti Byeolsinje (Village Ritual of Oti), Jecheon

제천 오티별신제는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吾峙里]에서 전승되고 있는 동제洞祭이다. 제천 오티별신제의 형성

과 그 역사적 변화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약 400년 전에 오티리가 설촌設村되면서, 그즈음부터 동제도 모셔진 것
으로 추정할 뿐이다.
오티리 사람들은 마을 최고의 신령인 산신山神을 주산主山격인 봉화산烽火山에 좌정시켰다. 그리고 오티리로 들어오는
다섯 고갯마루에는 각각 서낭을 모셨다. 이렇게 좌정한 한 분의 산신과 다섯 분의 서낭이 오티리 마을을 보살피는 신령
들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 신령에게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정성껏 동제를 올리고 있다. 매년 음력 정월 14일 밤에는
산신제와 매차골 서낭제를 지내며, 격년으로 음력 정월 15일 오전에는 오티리 다섯 고갯마루의 서낭들께 별신제別神祭를
모신다. 한 해는 산신제와 매차골 서낭제만 지내고, 그 이듬해에는 이들 제사와 함께 다섯 서낭님들께 별신제를 지내는
것이다. 오티별신제란 이렇게 2년마다 다섯 서낭에 지내는 동제를 일컫는다.
산신제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치러지는 유교식 제사로서, 남자 위주의 제관들만이 참여하고 풍물이 수반되지 않는다.
산신제는 산신께 올리는 상당제上堂祭와 안골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에 올리는 하당제下堂祭로 구성된다. 하당 옆에는 산신
수비당이 있어 이곳에서도 간단히 제사를 지낸다. 이어서 오티리 마을중 하나인 매차골의 서낭당에서 서낭제를 지낸다.
별신제로 모시는 서낭제는 개방적이다. 부정不淨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연히 풍장이 수반된다. 가
장 먼저 ‘상당 서낭’으로 불리는 봉화재 서낭을 위한다. 그리고 나머지 4곳의 서낭제를 지낸다. 마을에서 가장 먼 서낭으
로부터 차례대로 제사를 모셔오면, 마지막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까운 서낭을 위하게 된다. 곧 작은재-구실재-해너물재흰티재 서낭의 순서대로 제사를 모시는 것이다. 서낭제에서는 서낭대로 서낭의 신의神意를 매번 직접 확인한다. 서낭이
서낭제를 잘 잡수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상당 서낭을 제외한 4곳에는 당집은 없고 매차나무가 있다. 5곳의 서낭제를 모두 지내고 마을로 내려오면, 안골 입구
에 위치한 느티나무에서 본당제를 지낸다. 이곳에서는 산신을 비롯하여 상·하당에 이르는 모든 신령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제사를 올린다. 여기에서도 서낭대로 신령들이 제사를 잘 받으셨는지 가린다. 신령들의 흠향을 확인한 후에, 서낭대를
한바탕 실컷 놀린다.
다음에는 마지막 절차로 해물리기를 한다. 볏짚으로 만든 남녀 한 쌍의 허재비(허수아비)를 곤장을 쳐서 마을 바깥으
로 내쫓는다. 허재비는 오티리 마을의 온갖 액운을 상징하며 별신제에 몰려들었던 초대받지 않은 잡귀잡신들도 바가지
에 담은 제물로 풀어 먹임으로서 오티별신제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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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상당 서낭

436

매치골 서낭과 소나무

소지 올리기

서낭대에 신이 잘 내리도록 절을 하는 고양주

제천 오티별신제는 ‘오티별신제계승보존위원회(이하 보존회)’의 주관으로 지낸다. 오티리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사람
은 모두 보존회의 회원이다. 보존회는 오티리 마을의 동제를 보존하며, 이를 계승하기 위한 전수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충청북도 동북부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로 매년 지내는 산신제와 서낭제가 하나의 지역 특색으로 전승되어 온다. 제천
오티별신제는 이러한 지역 전통을 잘 간직한 대표적인 동제이다.
오선영

Oti Byeolsinje is a ritual in which villagers of Oti-ri in Susan-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express their
gratitude to their guardian deities. For many generations villagers have held this sacrificial ritual for mountain deities on
the night of January 14 on the lunar calendar every year, as well as a ritual, or byeolsinje, for tutelary deities on the morning
of January 15 every other year. The Oti Byeolsinje held in Jecheon is a representative village ritual that preserves the folk
traditions of the northeastern area of Chungcheo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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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명오리 고가
川제천 堤川 鳴梧里 古家

Historic House in Myeongo-ri, Jecheon

민속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5호
수 량 2동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588
소유자 홍성덕
시 대 조선시대

제천 한수면 명오리 풍무골에 축조된 이 고가는 충주댐 건설로 수몰을 피해 이 자리로 이건되었다. ㄱ자 모양의 안채
와 ㄴ자 모양의 사랑채, 그리고 광채가 마주 놓여서 튼ㅁ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는 초가집이다.
안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몸채 좌측에 익랑을 달아내어 ㄱ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몸채는 대청마루 1칸을 중앙
에 두고 좌우로 방을 구성하였다. 익랑은 몸채 와 방과 부엌을 툇마루로 연결하고 있다.
기단은 자연석을 세벌대로 쌓고 자연석 덤벙주초 위 각 기둥은 전후 종단으로 동일한 높이의 평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가구는 툇간의 내진주를 중심으로 대량과 전면 퇴량을 맞보형식으로 연결하고 도리와 서까래를 올렸다. 퇴칸 기둥
상단에는 횡방향으로 창방보를 연결하고 그 위에 토벽을 쌓고 중도리를 올렸다. 서까래는 종도리를 중심으로 처마서까
래를 앞뒤로 하나씩 걸어서 지붕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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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형식은 도리의 구성으로 볼 때 4량가이나 서까래 구조상 3량가를 취하고 있다. 익랑의 가구는 몸채와 같은 방식
으로 짜여 있다.
사랑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방을 한 칸씩 구성하여 정면 3칸, 측면 1칸을 만들고 우측방 뒤로 외양간과 헛
간, 광을 이어 나갔다. 기단은 자연석을 두벌대로 낮게 쌓고 자연석 덤벙 주초 위 네모기둥을 세웠다. 지붕가구는 종도리
를 중심으로 앞뒤로 서까래를 배치한 3량가로 짜여 있다. 그리고 덧서까래를 설치하여 지붕의 경사를 조절하였다.
이 집의 특징으로 안채 웃방 밖으로 개자리가 나와 있는 가랫굴을 두어, 부엌에서 땐 불의 연기가 안방과 웃방의 구들
을 거쳐 가랫굴로 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독특한
난방방식이다. 또한 안채의 ㄱ자 모양 가옥 구조는 이 지역의 일반적인 3칸 툇집을 발전시킨 것으로, 민가 가옥 구조의
발전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조중근

안채

사랑채

The Historic House in Myeongo-ri is a thatched-roof house composed of a “ㄱ”-shaped anchae (women’s quarters) and a
“ㄴ”-shaped sarangchae (men’s quarters), with a courtyard in the middle. The anchae is equipped with a garaetgul, a unique
heating system common to this region that emits smoke from the stove in the kitchen through an opening in the foundations
of the building rather than through a chimney. The “ㄱ” shape of the anchae is a more developed version of an ordinary
straight-shaped structure, which sheds light on the development of private houses.

439

堤 자양금
川제천 紫陽琴

민속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9호
수 량 1점
지정일 1994. 12. 30

Jayanggeum (Seven-stringed Zither)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제천의병전시관
소유자 제천시
시 대 조선시대

자양금은 성재 유중교(省齋 柳重敎, 1832~1893)가 연주하던 7현의 거문고로, 현존하는 거문고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다. 유중교의 후손인 유연호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현재 제천의병전시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유중교의 본관은 고흥高興이며. 초명은 맹교孟敎, 자는 치정穉程, 호는 성재이다. 아버지는 진사 유조柳鼂이며, 어머니는

한산이씨韓山李氏로 이희복李羲復의 딸이다.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으로, 이항로의 사후에는 김평묵金平默을 스승으로 섬겼다.
김평묵과 함께 위정척사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유중교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자양금조후사紫陽琴調候詞」·「옥
계조玉溪操」·「현가궤범絃歌軌範」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자양금은 1800년대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재질은 오동나무이다. 괘는 14개, 현絃은 7개이다. 거문거의 윗

면에는 ‘양군중화지정성금이분욕지사심건곤무언물유칙아독여자구기심우주선생구명養君中和之正性禁爾忿欲之邪心乾坤無言物有

則我獨與子鉤其深右朱先生舊銘’의

34자가 5행으로, 뒷면에는 ‘재취조종황단정상동제용자양선생금률설윤제정구수착지정군하

진수희지경시우영력사갑신하졸업우월사년추칠월명명자양금이위지저보자여동악산인유중교야材取朝宗皇壇庭上桐制用紫陽先生

琴律說尹弟貞求手斵之鄭君夏鎭修餙之經始于永歷四甲申夏卒業于粤四年秋七月命名紫陽琴而爲之著譜者余東岳山人柳重敎也’의

70자가 4행으로 음각되

어 있다. 좌단에는 전각으로 ‘자양금紫陽琴’이라 적혀 있으며 현이 부식되어 1995년에 보수하였다. 크기는 높이 15㎝, 길

이 169㎝, 너비 20㎝이다.
현존하는 거문고는 대부분 궁중악사들이 사용했던 것들이나 자양금은 선비가 직접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특히 현재의 거문고와는 형태 차이가 있어 보존가치가 더욱 크다.
윤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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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jayanggeum is a seven-stringed geomungo (zither) that was used by Yu Jung-gyo (pen-name: Seongjae, 1832~1893).
Known to be the oldest existing geomungo, it was handed down to Yu Yeon-ho, a descendant of Yu Jung-gyo, and is now
owned by the Jecheon Uibyeong (Righteous Army) Hall.
This instrument is unusual in that it was used by a scholar while most geomungo were used by musicians of the royal
palace. It is particularly valuable as it has a different form to the modern version of the geom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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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시곡리 석조여래입상
川제천 提川 柴谷里 石造如來立像
Stone Standing Buddhas in Sigok-ri, Jecheon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1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4. 03. 1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300-2
소유자 제천시
시 대 고려시대

제천 시곡리 석조여래입상은 시곡1리 마을 앞 경작지 옆에 서 있는 상으로 대좌와 광배를 갖추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하다. 원래의 위치는 아니고 주변의 사지에서 봉안했던 상으로 추정되며, 1999년에 도난되었다가 2002년에
다시 찾아 세웠다. 현재는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상의 크기는 전체 높이 2m이다.
이 상의 불신과 광배는 하나의 돌에 조각되어 있고, 대좌는 따로 만들어져 발 부분이 끼워져 있다. 얼굴은 동그란 형
태로 빰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듯하나 상호는 마멸로 인해 거의 알아볼 수 없다. 머리는 소발이며 육계가 희미하게 남아
있다. 어깨는 넓고 허리는 잘록하며 가슴과 배부분에는 양감이 있는 편이다. 대의는 편단우견으로 입었고 허리 아래 옷
자락이 옆으로 넓다. 왼손은 손바닥이 보이도록 가슴까지 들어 올렸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모은 채로 배에 대고 있다. 광
배는 불신 주위에 좁게 표현되어서, 두 줄의 융기선으로 원형 두광을 표현하였고 두광과 신광의 내부에는 화염문 장식이
보인다.
반면에 대좌는 불신에 비해 돌의 재질도 좋고 조각수법도 매우 뛰어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볼륨감이 큰 복련의
연화대석으로 윗 부분에는 2단의 팔각받침이 모각되어 있고 그 위에 불상의 발이 붙어서 조각되어 있다. 이처럼 불신과
대좌는 돌의 재질이나 조각수법이 서로 다른 점이 두드러진다. 대좌는 통일신라 말기 내지는 고려시대 초반의 양식특징
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불신은 조각수법이 치졸하고 마멸도 심하다. 따라서 대좌만이 원래의 것으로 보이고 불상은 일
단 파손된 후 후대에 다시 조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춘실

This stone Buddha statue standing at the side of a
field in Sigok-ri, Jecheon is very damaged, although its
pedestal and halo have been preserved. The differences
in the materials and carving techniques used to make
the body of the Buddha and the pedestal suggest that
the statue is a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while the
pedestal is part of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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堤 제천 한산사 석조여래입상
川제천 提川 寒山寺 石造如來立像
Stone Standing Buddha of Hansansa Temple,
Jecheon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5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4. 10. 2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 8길 27
소유자 한산사
시 대 조선시대

한산사는 제천시내 수도산 남사면에 위치한 절로 원각사와 이웃하여 있으며 1924년에 창건되었다. 주변에서 기와편
들이 수습되는 되는 것으로 보아 원각사터와 더불어 일대가 옛 절터로 추정되고 있다. 제천 한산사 석조여래입상은 현재
한산사 경내인 대웅전 밖 동쪽편에 낮은 기단을 마련하고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 전하던 상은 아니고 원래 제천시 교
육청이 있는 마을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이라 한다.
불상의 높이는 2.82m로 긴 기둥형 석재의 앞면에 선각으로 윤곽만 새긴 여래입상이다. 갸름한 작은 얼굴에 상호와
백호가 표현되고 소발의 육계가 있다. 두 귀는 표현되지 않고 삼도는 뚜렷하게 조각되었다. 대의는 통견으로 옷주름선이
왼쪽 어깨 쪽으로 치켜 올려지고 밑에는 치마형의 군의를 입었는데 표현이 매우 소략하다. 수인은 손만 겨우 옷속에서
내밀고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형태나 조각수법 등이 매우 소략하여 제작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조선시대 후반
정도에 세워진 민불民佛의 한 예가 아닌가 한다.

김춘실

This image of a standing Buddha incised on a 2.82-meter-tall columnar stone is currently located on a low stone base to
the east of Daeungjeon Hall of Hansansa Temple. The statue was originally situated near the Jecheon-si Office of Education
before being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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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Chungcheongbuk-do
Cultural Herit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