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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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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신라 적성비
陽단양 丹陽 新羅 赤城碑

국보

종 목 국보 제198호
수 량 1기
지정일 1979. 05. 22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3-1

Jeokseongbi Monument of Silla, Danyang

소유자 국유
시 대 신라시대

단양 신라 적성비는 단양군 단성
면 적성赤城 내에 위치하고 있는 척경
비이다.
1978년 1월 6일 단국대학교 학술
조사단에 의해 발굴 되었으며, 표면
이 위를 향하고 뿌리가 북쪽을 향해
30㎝ 정도가 땅 속에 묻힌 채로 발견
되었다.
적성비는 높이 93㎝, 폭 107㎝,
두께 25㎝의 크기로, 위가 넓고 두꺼
우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좁고 얇아지
1978년 발굴 모습

는 모양이다. 자연석을 치석治石하여

사용하였으며, 윗부분은 잘려나갔으나 양 측면이 거의 원형으로 남아있다. 비문은 화강암 자연석의 곱고 판판한 면에 새
겼는데, 얕게 음각했으나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 비면이 깨끗하고 자획字劃이 생생하다. 전체 글자 수는 430자 정도
로 추정되나 현재 남아있는 글자는 288자이며, 이 중 판독이 가능한 글자는 284자이다. 문장은 순수 한문식이 아닌 신
라식 이두문吏讀文과 한문이 섞여 있다. 서체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해서체楷書體이나 예서풍隸書風이 남아 있다. 글씨는 각
행마다 가로줄과 세로줄을 맞추어 새겼다.
적성비의 건립연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의 1행 상단부는 파괴되어 정확한 비의 건립연도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비문 첫머리에 언급된 10인의 고위 관등官等과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내용을 견주어 살펴볼 때, 비의 건립은 545
∼550년(진흥왕 6∼11) 또는 적성 지방이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시기인 551년 직후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에는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적성을 고구려로부터 탈취한 이후 이사부지[伊史夫智=이사부]를 비롯한 대중大衆

과 군주軍主, 당주幢主 등이 회의를 열어 공을 세운 현지인들에게 포상하기로 결정하고, 왕명王命의 형식으로 현지인이었

던 야이차也尔次 등에게 전사법佃舍法에 의거하여 포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노역체제와 재산 분배에 관한

국법이 진흥왕 초반에 마련된 것과 적성 지방에 국한된 관습을 법으로 일반화하고 있는 사실 등 신라의 율령제도 발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527

적성비의 발견은 기존의 문헌자료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발견되어 신라사를 연구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대중등大衆等·군주軍主·당주幢主·사인使人 등의 명칭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통치조직 및 촌락의 양상을 보다 깊이 파
악할 수 있게 되었고, 국법國法·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소자小子·소녀小女·여자女子와 같은 용어를 통해 율령律令과 조세제도

등 신라 사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단양 지역은 신라의 북방 공략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 지역에 비를 건립한 것은 새 영토에 대한 확고함을 다지
고 복속된 고구려인들을 회유흡수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양 적성비의 발견은 신라사를 연구할 수 있
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크며, 4기의 순수비巡狩碑(창녕비,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와 함께
척경비拓境碑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장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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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탁본

Located in Jeokseong Fortress of Danseong-myeon, Danyang-gun, this stone monument of Silla was excavated by a team
from Dankook University on January 6, 1978. At the time of its discovery the stele lay buried about thirty centimeters in the
ground, with its main face turned upwards and its base facing northwards.
The area around present-day Danyang was a crucial strategic point for Silla’s northward advance. As such, the existence
of the stele in this area can be interpreted as a symbol of Silla’s determination to defend its newly-won territory by
assimilating the people of Goguryeo after bringing the dynasty under its control.
The excavation of the Jeokseongbi Monument resulted in the discovery of facts that are not recorded in any existing
historical documents, thus enriching contemporary studies of Silla history. It is now regarded as one of the five border
markers － the other four being Changnyeongbi, Bukhansanbi, Hwangchoryeongbi and Maullyeongbi － set up by King
Jinheung (r. 540~576) to demarcate the newly expanded territory of his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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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陽단양 권29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二十九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Zhou
Versi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Edition, Volume 29

권수

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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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종 목 국보 제257호
수 량 1권 1축
지정일 1990. 09. 20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

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인 『법화경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구인사 소장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은 고려 현종(재위 1009∼1031)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
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당唐의 승려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번역한 『화엄경』주본 80권 중 권 제29

이다. 1011년(현종 2)에 거란의 침입때 판각을 시작하여 10여 년 동안 판수제 등 개보판 대장경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권 1축으로,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종이를 길게 이어 붙여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초조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해인사대장경에 비해 새
김이 정교하고 먹색이 진하다. 두 번째로, 행의 자수字數가 14자로 해인사본의 17자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도 보인
다. 세 번째로,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避諱와 약자略字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초조대장경은 책

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 데 비해 해인사대장경은 ‘장張’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 책은 화엄경 39품 가운데 제25품인 십회향품十廻向品의 제7회향이다. 회향이란 보살이 닦은 공덕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다. 보살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탐내지 말아야 하
며 차별심이 없고 부귀를 탐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책의 형태는 상하단변上下單邊에 상하 변란고 22.9㎝, 장 크기는 28.5×46.5㎝ 내외이며 한 면에 23행 14자로 되어 있

다. 권수卷首에는 누습으로 인한 자국과 내용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그 외에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권말에는 양쪽 끝에

주칠이 되어 있는 권축이 붙어 있다. 송宋 태조 조부의 휘인 ‘경敬’자의 겸피휘자인 ‘경竟’자에 결획이 있다.

이 책은 11세기 초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으로 초조대장경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김미선
경竟자 피휘

This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preserved in
Guinsa Temple is part of the original Tripitaka Koreana which was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r. 1011~1031) of Goryeo
to implore the Buddha to help thwart the invading Khitans. This is the
twenty-ninth of the eighty total volumes making up the Zhou version
of the Avatamsaka Sutra , translated into Chinese by the Tang monk
Shichanantuo (652~710).
As a surviving volume of the first Tripitaka Koreana, printed in the

early 11th century, this sutra is of inestimable value.

丹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陽단양 권74

국보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七十四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Zhou
Versi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Edition, Volume 74

종 목 국보 제279호
수 량 1권 1축
지정일 1993. 06. 15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권수

권말

This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preserved in Guinsa Temple is part of the original Tripitaka Koreana
which was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r. 1011~1031) of Goryeo to pray for the Buddha’s aid in defeating
the invading Khitans. This is the seventy-fourth of the eighty total volumes making up the Zhou version of the Avatamsaka

Sutra , translated into Chinese by the Tang monk Shichanantuo (652~710).
Although some parts at the beginning are missing due to moisture damage, this volume of the original Tripitaka Koreana ,

printed in the early 11th century, is in a decent condition of preservation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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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

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인 『법화경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의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구인사 소장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은 고려 현종(顯宗, 재위 1011∼1031)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
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당唐의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번역한 『화엄경』주본 80권 중 권 제
74이다. 1011년(현종 2)에 거란의 침입에 맞춰 판각을 시작하여 10여 년 동안 판수제 등 개보판 대장경의 일부를 수정
하였다. 1권 1축으로,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종이를 길게 이어 붙여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이 책은 화엄경 39품 가운데 제일 마지막 품인 입법계품의 후반부의 내용으로, 입법계품이란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
다는 말이다.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보현보살까지 53선지식善知識을 방문하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며 그 핵심은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이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에 상하 변란고 22.2㎝, 장 크기 28.7×46㎝에 23행 14자로 되어 있다. 11세기 초에 새긴 목판
에서 찍어 낸 것이다. 송宋 태조 조부의 휘인 경敬자와 겸피휘자인 경(竟, 鏡)자에 결획되어 있다. 재조본은 권말간기가 있

고, 1행에 17자로 되어 있다. 권축은 있으나 누습으로 표지가 탈락되었고, 권수제에 ‘엄경嚴經’ 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밑

에 함차표시인 ‘수首’자는 온전하다.

11세기 초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으로 해인사대장경에 비해 새김이 정교하고 먹색이 진하다. 또한 매 행行

의 자수가 14자로, 해인사본의 17자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도 보인다. 누습으로 인해 권수에 일부 탈락이 있기는 하
나 전체적으로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당대의 불교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초조대장경 판본이다.
김미선

경敬자 피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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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陽단양 丹陽 香山里 三層石塔

보물

Three-story Stone Pagoda in Hyangsan-ri, Danyang

종 목 보물 제405호
수 량 1기
지정일 1964. 09. 03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향산1길 24
소유자 국유
시 대 통일신라

충북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에 있는 폐사지에 전하는 석탑이다. 이 석탑은 처음 조성된 이후 옮겨지지 않고 지금까지
원래의 자리에서 그대로 위치하고 있다. 또 주변 밭에는 기와편과 도자기편이 무수히 널려 있어 그 일대가 절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찰에 대한 명칭이나 연혁 등을 말해주는 자료는 알려진 바 없다. 마을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제감
정기인 1935년에 도굴꾼이 이 석탑을 도괴하여 그 속에 매납되어 있던 보물들을 훔쳐갔으며, 그 후에 마을 주민들이 무
너져있던 석탑을 다시 세웠다고 한다.
한편 향산리사지 삼층석탑에서는 금동보살좌상이 발견된 바 있다.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향산리사지
삼층석탑 출토 금동보살좌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석탑이 처음 조성된 이후 고려시대
에 중수되는 과정에서 이 금동보살좌상을 매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향산리사지 삼층석탑은 2층과 3층 옥개석의 전각부가 약간 파손되었을 뿐 그 외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가 거의 완전
하게 남아있다. 기단부는 여러 매의 장대석을 깔아서 지대석을 마련하였다. 하층기단의 면석은 4매의 판석으로 조립되
었는데 각 면 양쪽에는 우주가 모각되었고, 중앙에는 탱주 1주가 모각되었다. 상층기단은 한 면에 2매씩 모두 8매의 판
석으로 조립하였다. 상층기단도 하층기단과 마찬가지로 각 면 양쪽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중앙에는 탱주 1주가 모
각되었다.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의 상면에는 2단의 받침대가 모각되어있다.
탑신부는 모두 3층으로 이루어졌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의 석재로 조성되었는데, 탑신석의 양쪽에 우주가 모각
되어있다. 1층 탑신석의 남쪽 면에만 문비門扉가 표현되어있다. 옥개석 아랫부분에는 4단의 옥개받침이 있으며, 옥개석
윗부분에는 2단의 받침대를 모각하였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반전이 심하지 않고 비교적 편평한 편이지만 곡선을 이루면
서 유려하게 뻗어있다. 1층 탑신석에 비해서 2층과 3층의 탑신석의 높이는 적절하게 체감되어 안정감이 느껴진다. 상륜
부는 노반露盤과 복발覆鉢, 보륜寶輪, 보주寶珠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각각의 석재로 조성되었다.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의 양식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에 널리 조성되었던 석탑양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다만 기단부와 탑신부의 결구방식이나 형식적으로 처리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석탑은 9
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 무렵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산리 삼층석탑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흔치 않은 통
일신라시대 석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왕경지역의 불교문화가 단양지역으로 전해져 지역의 불교문화가 형성되는 과
정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서지민

This stone pagoda standing at an old temple site in Hyangsan-ri in Gagok-myeon, Dangyang-gun, Chungcheongbukdo features the typical elements of ordinary stone pagodas of Unified Silla (676~935). The general architectural style and
detailed structures of the base and the body suggest that the pagoda was built between the late ninth and early t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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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 권7
陽단양 妙法蓮華經 卷七

보물

종 목 보물 제977호
수 량 1권 1첩
지정일 1988. 12. 28

Saddharmapundarika Sutra(The Lotus Sutra), Volume 7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3길 31 방곡사
소유자 방곡사
시 대 고려시대

권수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法華經』이라고 부르는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

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고려시대 『묘법연화경』은 주로 금·은 필사가 주종을 이루다가 1240년(고종 27) 사일四一이 입수한 송본宋本을 조판
하면서 본격적인 목판 인쇄가 시작되었다. 단양 방곡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7은 그 중 1권으로 1240년 최이(崔怡,
?~1249)에 의해 간행되었다.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이 책은 제24품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부터 제28품 「보현보살권발품

普賢菩薩勸發品」까지

모두 5품이 수록되어 있다. 권7의 권수제는 제1행에 ‘묘법연화경’이며, 다음 행에 ‘온릉개원연사비구

계환 해溫陵開元蓮寺比丘 戒環 解’라 하여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 한역본을 송宋의 계환이 주해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제4행에는 품제品題가 보이고 제5행으로부터 경문이 시작된다.

『묘법연화경』 권7의 표지는 감지를 사용하였고, 표지에는 목판으로 인쇄한 제첨을 붙였다. 접었을 때의 크기는 26×
8.7㎝이다. 본문 서체는 송판을 번각한 것이나 단아한 해서체로 사경체의 특징을 보인다. 변란은 접철본의 형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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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상하단변이다. 1절은 전체 7행으로 20자씩이나, 한 판은 28행이다. 4절마다 위쪽에 ‘법칠法七’이란 권수가 보이고, 아래

에 장수를 표시하였다. 권말에는 송나라 건염建炎 3년(1129, 인종 7)에 조파祖派가 쓴 발문이, 이어 1240년에 최이가 쓴

후기後記가 있다. 책의 맨 끝에는 책을 간행하는데 도움을 준 시주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펴낸 시기는 고려 말로
보인다. 개인소장품인 보물 제692-1호 및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인 보물 제692-2호 『묘법연화경』 권7과 같은 판본으
로, 인쇄가 깨끗하며 표지도 잘 남아 있다. 계환이 해석한 판본을 바탕으로 법화경이 쓰인 점과 무신정권의 집권자였던
최이에 의해 간행된 점이 주목된다.
강민식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the primary scripture of
the Tiantai sect of Buddhism, whose
basic tenet is the belief that the path
to attaining Buddhahood is open to all.
This book, the last of the seven volumes
making up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contains five chapters, from Ch. 24
(“Bodhisattva Gadgadasvara”) to Ch. 28
(“The Encouragement of the Bodhisattva
Samantabha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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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대방광불화엄경소 권68
陽단양 大方廣佛華嚴經疏 卷六十八

보물

종 목 보물 제1013호
수 량 1권 1첩
지정일 1989. 08. 01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Volume 68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권수

This volume of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is the sixty-eighth of the one hundred
twenty volumes making up the edition of 1087, which was based on the Song-dynasty edition brought to Goryeo by the Song
merchant Xu Jian. The volume is in a folded book format. The condition of the print suggests that it is a reprint dating from
a later period. Moreover, based on the bookbinding style, the book is presumed to have been printed sometime in the 14th
century; in other words, in late Goryeo.
The version of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woodblocks, imported into Goryeo, consisting of one hundred
twenty volumes, was designated as the “Annotated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 During Sejong’s rule of Joseon,
this version was sent to Japan as a diplomatic favor. This text, therefore, constitute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ultural
exchange based on the exchange of Buddhist printing blocks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and is significant for the
insights it offers into such a histor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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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서역西域 우전국于闐國 출신의 역경승譯經僧 실차난타(實叉難陀, 652~710)가 7세기말 8세기 초

에 번역한 『화엄경華嚴經』 80권본에 대하여 당唐의 승려 징관(澄觀, 738~839)이 그 소疏를 저술하고, 송宋의 승려 정원(淨

源, 1011∼1088)이 다시 이 소에 대하여 상세하게 주해註解한 것이다. 당의 승려 징관은 중국 화엄종華嚴宗의 제4조로서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의 화엄교학華嚴敎學을 부흥시킨 중국 화엄학의 큰 이론가였다.

대각국사 의천(大覺國師 義天, 1055~1101)이 중국에 장소(章疏 : 불전佛典에 대한 동양 학문승들의 연구서 또는 논문)

를 수집하러 갔을 때, 정원에게 이 소를 목판木板으로 판각板刻하여 달라고 직접 요청함으로써, 중국에서 각판刻板되었고,
중국에서 각판된 이 목판 전체가 1087년(선종 4)에 송의 상인 서전徐戩을 통해 의천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단양 구인사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소』 권68은 의천에게 전달한 『대방광불화엄경소』 120권의 목판에서 인출한 것 중
권68만을 1권 1첩의 절첩장折帖裝 형태로 만든 절첩본이다.

판식版式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고, 본문은 검은 선이 있는 오사란烏絲欄에 20행 15자,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되어 있다.

장張크기는 32×54.3㎝이며, 광고匡高는 23㎝이다. 절첩본의 표지가 주황색으로 채색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도토
리 열매로 염색한 종이[橡紙]로 추정된다. 앞표지에는 그 중앙에 금니金泥 세로 형태의 제첨題簽을 그려 넣고 그 속에 역시
금니로 촘촘하게 필사筆寫하고 있는데, 이는 보물로 지정된 『화엄경소』 120권본의 다른 권본卷本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 판본은 인쇄상태로 보아 후쇄본後刷本으로 판단되고, 또한 제본 상태로 보아 고려 말기인 14세기경에 간행되었
을 것이라 추정된다.
1087년경에 고려에 수입된 『화엄경소』 120권 목판木板은 「주화엄경판注華嚴經板」으로 지칭되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

와 일본이 해인사 소장의 고려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 목판을 달라고 요청하자 세종世宗은 1424년에 팔만대장경판 대신
이 「주화엄경판」을 일본 사신에게 주어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송에서 판각된 「주화엄경판」은 고려시대에 잘 보존되었다가 조선 세종 때 일본과의 선린외교善隣外交의 측면에서 일본
에 전래되었고, 이를 통해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사례 및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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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진실주집
陽단양 眞實珠集

Jinsiljujip (Book of True Pearls)

보물

종 목 보물 제1014호
수 량 3권 1책
지정일 1989. 08. 0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권1 권수

Jinsiljujip (Book of True Pearls) preserved in Guinsa Temple was published in 1462 by Gangyeongdogam (Directorate
of Buddhist Publications), by the order of King Sejo (r. 1455~1468). Jinsiljujip is one of the first books printed in
Gangyeongdogam since its establishment. The book is in a fine state of preservation.

This copy has the original cover page with floral medallion and scroll design from the time of its publication in the 15th

century. The postface at the end of the volume, printed in the small Gabinja typeface, makes this book especially valuable.
As one of the first texts by Gangyeongdogam which published an important numbers of Buddhist scriptures over its
existence of eleven years during the reign of Sejo, this book is considered tremendously important for the understanding of
historical printing technolo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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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권말 간기

『진실주집』은 송宋의 예묘행倪妙行이 여러 선사禪師와 문인들의 명銘, 시가詩歌, 심요心要, 불교와 관련한 명언과 시문 등
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구인사 소장 『진실주집』은 1462년 세조(世祖, 재위 1455~1468)의 명에 의해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하였다. 목판

본의 3권 1책으로, 종이는 고정지蒿精紙이며, 선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크기는 26×17.5㎝정도이다.

예묘행은 서문에서 “『전등록傳燈錄』과 같이 역대로 전해지는 훌륭한 법문들 가운데 비교적 간결한 것을 가려 뽑아 쉽게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주집』 3권을 간행한다.”라고 하였다.
이 책은 모두 3권으로, 서문에 이어서 목록이 적혀 있다. 권1에는 중국 역대 조사祖師들의 문장 16편이 수록되었다. 권2

전반부에는 여러 고승들의 ‘법요法要’ 4편과 ‘법어法語’ 12편을 수록하였고, 후반부에는 불법문답 6편이 수록되었다. 권3에

서는 시문 24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예묘행은 불법佛法을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람들에게 본문에 수록된

내용을 이해해 나가면 ‘심법心法’이 진실주眞實珠로서 도움을 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삼교三敎 성현의 말씀이 3가지로 나누
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유교·불교·도교의 가르침이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삼교일리三敎一理’의 사상을
담고 있다.
한편 김수온의 발문에는 『진실주집』 200건과 『법화경法華經』 60건 등 약 1천 건의 경전을 간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
나, 실제 간행된 수량을 합해 보면 모두 29질 2,905부에 달한다.

이 『진실주집』은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초기 인쇄본이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15세기 당시에 만들어진 보상당
초寶相唐草무늬 표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조 재위 11년간 수많은 책을 찍어낸 간경도감에서 최초로 간행한 책으로
한국 인쇄학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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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인천안목
陽단양 人天眼目

보물

종 목 보물 제1015호
수 량 3권 1책
지정일 1989. 08. 01

Incheon anmok (Vision of Five Supreme Patriarchs)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권수

This woodblock-printed copy of Incheon anmok (Vision of Five Supreme Patriarchs), preserved in Guinsa in Danyang,

was printed in 1395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 of Joseon), in Hoeamsa Temple, by the Buddhist monk Muhak,

based on the version of the same book published in 1357 (the 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ngmin of Goryeo) by Gang
Geum-gang, a Goryeo monk based in Goryeo Daeseong Sugyeongseonsa in Yuan China.
This book is considered to be of special historical significance as it was printed based on a Goryeo-period edition. It is
also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for research into early-Joseon Buddhism and bibliographic research
into the sa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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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전의 후서

무학 발문

『인천안목』은 송宋의 승려 지소智昭가 저술한 불교이론서로, 조선 숙종 때 승려인 지안(志安, 1664~1729)이 지은 ‘선

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의 저본이 되었을 정도로 우리나라 선가禪家에서 많이 읽혔던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인천안목’은
인간과 천상 일체가 중생의 안목이 된다는 의미이다.
구인사 소장 『인천안목』은 원나라의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에서 활약했던 고려인 강금강姜金剛이 1357년(공

민왕 6)에 간행한 책을 저본으로 삼아 1395년(태조 4) 무학대사가 회암사檜巖寺에서 목판으로 번각한 책이다. 이러한 간

행 정황은 1357년 3월에 송월한인松月閑人 옥전玉田이 기술한 이 책의 후서와 1395년 10월에 이색(李穡, 1328∼1396)이
기술한 후지後誌에 수록되어 있다.

표제는 인천안목人天眼目이고 상·중·하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란은 상하단변좌우쌍변上下單邊左右雙邊이고, 반곽

크기는 19.3×13.0㎝이다. 본문에는 계선이 있으며, 행자수는 10행 20자이다. 상하향흑어미上下向黑魚尾에 판심제는 목目

이며 그 아래로 권수 및 장수 표시가 있다. 권말에는 옥전의 후서가 있으며, 다음에는 무학대사가 쓴 발문이 실려 있다.
이 발문 끝에는 ‘회암사유판檜嵓寺留板’이란 기록이 새겨져 있어서 간행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고려시대에 간행된 판본을 기초로 조선 초기에 간행하였다는 점에서 서지적으로 귀중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조선 전기의 불교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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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대방광원각략소주경 권상의2
陽단양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之二

Annotated Mahavaipulya purnabudha Sutra (Complete
Enlightenment Sutra), Part 2 of Volume 1

보물

종 목 보물 제1016호
수 량 1권 1책
지정일 1989. 08. 0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권상 권수

『대방광원각략소주경』은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에 대한 당나라 규봉 종밀(圭峯 宗密,

780~841)의 주석서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료의경』은 『원각경』이라고도 하며 693년에 북인도 출신의 역경승譯經僧 불
타발타라(佛馱跋陀羅, 359~429)가 한역漢譯한 불경으로, 관심觀心 수행을 위주로 하여 원만한 깨달음에 이르는 요법要法
을 설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은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어 중국의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종밀은 『원각경』에서 인간 본원本源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인물로, 선禪을 바탕으로 회통會通하는 사상적 논증을 펼치

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 여러 사상들 간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짚어내며 회통사상을 펼쳤다. 종밀의 가르침은 ‘생명체
라면 누구에게나 청정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종밀은 『대방광원
각략소주경』를 저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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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 권말

이 책은 의천義天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 ‘약소略疏 4권(혹 2권)’이라 하였는데, 이 판본은 상·하의 2권

에 각각 1·2로 분할된 2권 4책 중에서 ‘권상卷上의 제2권之二’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글씨체와 판심 및 판각기법으로 보았을 때, 14세기 경 고려시대에 송판본宋板本 계열을 번각飜刻한 것으로 보

인다. 1권 1책으로 목판본이며 선장본線裝本이다. 판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전곽全郭의 크기는 52.4×22.2㎝로 유계有

界이며,

전엽全葉 20행으로 된 권자본 판식의 목판에서 1장 10행씩 찍어냈다. 원문의 상태로 보았을 때 낙서나 독서의 흔

적이 보이지 않아 인쇄된 후 불복장佛腹藏의 용도로 사용된 듯 하며, 인쇄 상태는 선명하고 깨끗하다.

김미선

The Annotated Mahavaipulya purnabudha Sutra (Complete Enlightenment Sutra) is the Mahavaipulya purnabudha Sutra
accompanied by the annotations by the Tang master Zongmil. This book, part 2 of the first volume, is a woodblock-printed
copy on mulberry paper. It was printed using the woodblocks that were originally intended for scroll books, each containing
twenty lines. The book format was achieved by printing only ten lines of each block at a time.
The book preserved in Guinsa Temple appears to have been printed sometime during the Goryeo period, with
woodblocks carved based on a Song-dynasty edition. The quality of impression suggests that it was printed with woodblocks
that had been previous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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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5,
陽단양 주본 권38, 정원본권2, 38
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十五,
周本 卷三十八, 貞元本卷二, 三十八

보물

종 목 보물 제1017호
수 량 4권 4첩
지정일 1989. 08. 0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Jin
Version, Volume 15, Zhou Version, Volume 38,
Zhenyuan Version, Volumes 2 and 38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화엄종의 근본경전이다. 『화

엄경華嚴經』이라고도 하며 『법화경法華經』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구인사 소장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당唐의 반야般若가 번역한 『화엄경』 정원본貞元本 권2, 38과 동진의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가 번역한 『화엄경』 진본晉本 권15, 당나라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周本 권38
로 구분된다.
정원본은 전체 40권이며 각 권은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권2의 표지에는 ‘진본晉本’이라

는 금색 글씨가 있는데 잘못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 숙종(肅宗, 재위 1095∼1105) 때의 원본을 참고하여 다
시 새긴 해인사의 판본에서 찍어낸 것으로 보이며, 인쇄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된다.
진본은 전체 60권 가운데 권15이며, 목판본으로 역시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정원본과
같은 판본에서 찍어낸 것으로 보이며, 간행시기도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본은 진본 60권보다 후에 번역했다고 하여 『신역화엄경新譯華嚴經』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전체 80권 중 권38

이다. 정원본과 진본과 같이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장에 ‘충정忠正’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본문의 체제나 판을 새긴 수법이 『대방광불화엄경』 권36(국보 제204호)과 같이 뛰어나며, 판을 새긴
시기는 고려 숙종 시기로 추정된다.
이 책은 고려시대에 간행된 경전으로 당대의 불교 및 서지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김미선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is the revered scripture of Huayan Buddhism, whose fundamental
tenet is that the Buddha and sentient beings are one and the same. The Avatamsaka Sutra preserved in Guinsa Temple
consists of volumes from several different versions; namely, Volumes 2 and 38 of the Zhenyuan version, translated by
the Tang monk Prajna, Volume 15 of the Jin version, translated by Buddhabhadra of the Eastern Jin and Volume 38 of
the Zhou version, translated by the Tang master Shichanantuo.
This scripture, published in Goryeo, is deemed invaluable for Buddhist and bibliographic research into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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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본 권15 권수

주본 권38 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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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본 권2 권수

정원본 권38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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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
陽단양 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6

보물

종 목 보물 제1049호
수 량 1권 1책
지정일 1990. 09. 2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
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卷六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Korean Translation, Volume 6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언해)』은 당唐의 승려 반자밀제般刺密帝가
처음 한역하고, 송宋의 승려 계환戒環이 요점을

뽑아 주해를 한 불경인 『능엄경楞嚴經』의 언해

본 일부이다.
단양 구인사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
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6은 세조
즉위 원년(1455)에 강희안(姜希顔, 1418∼
1464)의 글씨를 바탕글자로 삼고 동銅으로 주
성하게 한 을해자와 을해자한글자로 간행된
을해자본 판본이다. 본래 『능엄경』의 언해본
은 전체 10권 10책으로 1461년(세조 6)에 세
조가 직접 한글로 구결을 달고 한계희(韓繼禧,
1423∼1482), 김수온(金守溫, 1410∼1481)
등이 번역하여 그해 10월에 교서관에서 주자
鑄字로

400벌이 간행되어 반포되었다. 이 중

권6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비로소 구인
사에 소장된 권6이 발견됨으로써 전체 10권의
완질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구인사에 소장
된 권6의 마지막 제97장은 결락되었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半郭
27×20㎝이며, 계선이 있다. 본문은 9행으로
대자 17자, 중자 21자, 소자쌍행小字雙行 21자

가 수록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백구上下白口로,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붉은 글씨로
권6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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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한 기록이 있으며, 마지막장에 음석音釋이 수록되어 있다. 책
의 크기는 36.5×24.5㎝이다.
『능엄경』의 언해는 세종대에 이미 시도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1461년 회암사檜巖寺 불사佛事 때 석가여래의 사리가 출
현한 것을 계기로 하여 효령대군(孝寧大君, 1396∼1486)의 발원
하에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 한계희, 김수온 등이 완성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몸으로 화현함을 밝히고,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음수행문觀音修行門임을 설하였다.
이 책의 체제는 크게 한문 원문과 언해문으로 나뉜다. 『능엄
경』의 본문과 계환의 주해문은 한문 원문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언해문도 원전의 언해문과 주해문의 언해문으로 구분되어 수록
되어 있다. 한문 원문의 각 구절마다 한글 구결이 쓰여 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는 15세
기 우리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인쇄문화사적 가치
가 높기 때문에 각 권마다 국보·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앞
서 언급한 것처럼 구인사에 소장된 권6이 발견됨으로써 10권 10
권말

책의 완질이 갖춰지게 되어, 그 내용과 체재에 있어 연구 자료로
서 활용될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김미선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surviving
in Guinsa Temple in Danyang
(sixth volume), was printed in

1455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 of Joseon), using the
copper-cast Eulhaeja type and the
Eulhaeja Hangeul type, based on
the handwriting of Gang Hui-an
(1418~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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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불설아미타경(언해)
陽단양 佛說阿彌陀經(諺解)

보물

종 목 보물 제1050호
수 량 1책
지정일 1990. 09. 20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Amitabha Buddha Sutra, Korean Translation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권수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Amitabha Buddha Sutra , preserved in Guinsa Temple in Danyang, contains both the
Chinese and Korean-language versions of this scripture, presented in parallel, along with the phonetic transcription of the
Chinese text and annotations in the Chinese language.
Until the discovery of the Guinsa copy, there was no known example of the Amitabha Sutra published in

Gangyeongdogam (Directorate of Buddhist Publications). This rare edition by Gangyeongdogam is invaluable for research in
the field of the history of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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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간기

『불설아미타경(언해)』는 5세기 초 구마라습(鳩摩羅什, 344~413)이 번역한 『아미타경阿彌陀經』의 언해본이다. 『아미타

경』은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과 함께 정토3부경淨土三部經의 하나로, 아미타불이 있다는 극락세계의 호

화롭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미타불의 자비를 찬양하고 죽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진심으로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염불을 외워 정토 왕생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구인사 소장 『불설아미타경(언해)』는 1464년(세조 10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에 새겨 닥종이에 찍어 간행한
목판본이다.
이 판본은 판을 새긴 뒤 바로 찍어낸 듯 인쇄 상태가 깨끗하며, 인출印出하자마자 바로 불복佛腹에 봉안하여 종이가 희

고 보존 상태가 좋다. 그러나 복장물였던 관계로 표지가 없다. 글씨는 당대 명필가인 안혜安惠가 썼다. 권말에 ‘천순팔년

갑신세조선국간경도감봉교조조天順八年甲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라는 간기가 있다.

이 판본의 번각판飜刻版으로 1702년(숙종 28)경상도 고성 와룡산 운흥사판雲興寺版과 1753년(영조 29)대구 팔공산 동

화사판桐華寺版이 알려져 있다.

한문으로 된 『아미타경阿彌陀經』의 각 한자의 음을 한글로 적은 국문 현토懸吐와 한글 문장으로 내용을 제시한 국한문혼

용의 번역, 한문주석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문주석은 천태지자대사天台智者大師설로 보인다.

이 책의 형태는 사주쌍변에 광곽 30.4×18.7㎝이며, 계선이 있다. 본문은 8행 19자로 수록되어 있다. 어미는 상하내
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판심 서명은 ‘아미타경阿彌陀經’이다.
그동안 간경도감에서 처음 간행한 『아미타경』은 거의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책의 발견은 문헌사적 고찰에 소중한 자
료가 되며, 또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고판본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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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하
陽단양 妙法蓮華經三昧懺法 卷下

Saddharmapundarika Samadhi (Meditation on the
Lotus Sutra), Volume 3

보물

종 목 보물 제1162호
수 량 1권 1책
지정일 1993. 06. 15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하는 천태종의 승려 정
선正亘이 법화삼매의 수행을 위하여 예불禮佛하고 경

전을 외우고 참회하는 행법行法을 『법화경』을 근거로

하여 상·중·하의 3권으로 편성한 것의 마지막 권으
로, 1권 1책의 목판본이며 크기는 34.3×19㎝이다.
언제 어디에서 편찬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판
식이 원래 권자본卷子本 형식이고 장차(張次: 쪽수) 표

시가 복卜자로 되어 있으며, 글씨도 고려 후기에 유

행하였던 송설체松雪體인 점 등에서 고려 말기에 판각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판본은 1472년(성종 3)에 성종의 어머니인 인
수대비仁粹大妃가 돌아가신 세조世祖·예종睿宗·의경왕

(懿敬王:德宗)·인성대군仁城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각처에 있던 목판에서 찍어낸 29종 2,805건 가운데
하나이다. 이때 20건을 인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전래된 것이다. 권말에 갑인
소자甲寅小字로 찍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붙어 있다.

이 책은 각 권마다 4과科로 나누어 『법화경』의 내

용을 간추려 인용하고 일심一心으로 『법화경』의 가르
침을 따라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을 닦아 보살도

에 오르기를 발원하고 참회하는 내용이다. 각 분과
의 말미에 “참회축원 기귀명례 석가모니불 묘법연화
경 보현보살 일체삼보懺悔祝願 己歸命禮 釋迦牟尼佛 妙法蓮華
經 普賢菩薩 一切三寶”로

끝을 맺고 있어, 법화참을 행한

곳이 보현도량임을 알려 주고 있다.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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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중국 수나라 지자대사智者大師가 엮은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 1권이 전해지고 있으나, 내용이 이 참법과

는 전혀 다르다. 이 참법의 내용은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에서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11품은 하권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양촌집陽村集』의 법화삼매참법도소法華三昧懺法度疏나 『동문선東文選』의 만덕산백연사원묘국사비문萬德山白蓮寺圓妙國

師碑文,

제선사원묘국사문祭先師圓妙國師文, 초입원축령수재소문初入院祝令壽齋疏文 등을 참조해 볼 때, 우리나라의 법화참법 의

식은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이후 『묘법연화경삼매참』이 천태종의 실천문實踐門의 방법으로 고려 말기까지 상당히 성행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사용된 문헌이 『묘법연화경삼매참의妙法蓮華經三昧懺儀』인지 『묘법연화경삼매참법』인지
는 확실하지 않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하는 천태종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크다.
김미선

분과 말 간기

권말 간기

권3 권수

The Saddharmapundarika Samadhi (Meditation on the Lotus Sutra) is a book describing the way to pray to the
Buddha, recite scriptures and perform the repentance ritual in order to attain enlightenment from reading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The book was written by Jeongseon, a Buddhist monk of the Cheontae (Tiantai) sect, based on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Treasure No. 1162 is the third of the three volumes making up this book.
Although no precise information is available as to the date and place of publication, judging from the fact that its original
format was a scroll book format, the character “bok (卜)” is used for pagination, and that the characters are in Songseolche,
the calligraphic style of Zhou Mengfu which was popular in late Goryeo, this book is likely to have been printed sometime
during the later part of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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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 권3~4
陽단양 妙法蓮華經 卷三~四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3-4

보물

종 목 보물 제1164-1호
수 량 2권 1책
지정일 1993. 06. 15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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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저본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것이다. 묘법연화
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전 7권 중에서 권3∼권4를 1책으로 장책粧冊한 것이다. 권3에는 약초유품藥草喩品·수기품

授記品·화성유품化城喩品,

권4에는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법사품法師品·견보탑품見寶塔品·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권지품勸持品 등이 들어 있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1면 8행 13자이며 크기는 34.4×21.8㎝

이다. 앞·뒤 표지는 남아있지 않다.
『묘법연화경』의 간행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묘법연화경』 권6∼7(보물 제936호,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묘법연
화경』 권5∼7(보물 제950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등과 동일한 서체임을 통해 볼 때 같은 목판에서 찍어낸 것으로 보인
다. 목판은 성종 1년(1470)에 세조의 부인 정희대왕대비 윤씨가 세조와 세조의 장자 덕종, 차남 예종의 명복을 함께 빌
기 위해 새긴 것이다.
이 책은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고말종高末終, 이영산李永山 등 일류 각수刻手들이 참여하여 판각이 정교하고 정밀하
게 인출되어 먹물의 색깔이 진하고 고른 편이다. 조선 전기에 왕실에서 불교 경전을 간행한 연유와 사실을 적은 내용이
담긴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현전하는 대부분의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의 한역본과 계환의 주석본이다. 이 책은 조선 전기 『묘법연화경』의 다
양한 판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김미선

This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preserved in Guinsa Temple in Danyang, is the third and fourth
volumes of a seven-volume edition, bound into one book. Although no publishing note has survived with the book, it
appears to have been printed with the same woodblocks as the Treasure No. 936-designated Saddharmapundarika Sutra (sixth
and seventh volume, collection of Leeum, Samsung Museum of Art), Treasure No. 950-designated Saddharmapundarika

Sutra (fifth to seventh volumes, National Museum of Korea), as an identical calligraphic style is used in all three of them.
This book is valuable as an example of the various editions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at were published in early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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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4 권수

권3 권말

각수(장막동, 최금동, 고말종, 이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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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천자문
陽단양 千字文

Cheonjamun (Thousand Character Classic)

보물

종 목 보물 제1659호
수 량 1책
지정일 2010. 08. 25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3길 31 방곡사
소유자 방곡사
시 대 조선시대

『천자문千字文』은 조선시대 초학자의 한자와 글씨 학습에 큰 영향을 미쳤던 자료이다. 중국 양梁나라의 주흥사周興嗣가

무제武帝의 명으로 지은 책이라 전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글을 만들고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고 하여 ‘백수문白首文’이

라고도 한다. 1구 4자 250구, 모두 1,000자로 된 고시古詩이다. 천자문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자세하지 않으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285년 백제의 왕인王仁이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였다는 기록 등이 남아 있어 참고가 된
다.
방곡사 소장 『천자문』은 석봉 한호(石峰 韓濩, 1543∼1605)가 서사書寫한 필체를 판하본板下本으로 하여 간행한 목판

본木板本으로 현전現傳하는 유일의 초간본初刊本이다.

책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2.3×31.5㎝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1면 33행으로 각 행 4자씩 쓰여

있다.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며 전체 크기는 27.0×42.0㎝에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앞표지에는 ‘천자문千字文 내사內賜’라 쓰여 있는데 후대에 개장改粧하여 쓴 것으로 여겨진다. 안쪽은 오랜 사용으로 인

해 종이가 낡아져 책장을 넘기는 종이를 귀퉁이에 덧대었다. 표지 이면에는 “만력십일년칠월 일 내사사간원대사간박승
임천자문일건 명제사은 좌부승지신(수결)萬曆十一年七月 日 內賜司諫院大司諫朴承任千字文一件 命除謝恩 左副承旨臣(手決)”이란 내사 기록

이 있고, 첫 면 위쪽에 세로 8㎝, 가로 8.1㎝의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찍혀 있다. 모두 42장으로 각 장 6행 24자씩 배열했

는데, 첫 줄에 ‘천자문’이라 새기고 마지막 줄에 “만력십일년정월일부사과신한호봉교서萬曆十一年正月日副司果臣韓濩奉敎書”를

작은 글자로 새겼다. 이로 보아 1583년 정월에 오위五衛 소속의 부사과이던 한호가 왕명에 따라 써서 간행되었으며, 그
해 7월에 영주 출신의 대사간 박승임에게 내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곡사 소장 『천자문』은 초간본으로서 국어학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정제규

Cheonjamun (Thousand Character Classic) played a tremendously important role in the instruction of Chinese characters
and calligraphy to young scholars and beginners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text is a long poem, consisting of 1,000 total
characters in 250 lines, with each line made up of four characters. Cheonjamun surviving in Banggoksa Temple is the second
volume of a woodblock-printed edition based on the handwriting style of Han Ho (pen-name: Seokbong, 1543~1605). The
volume is the only surviving copy of the first print of this edition.
This book is considered of tremendous significance for Korean linguistic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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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
陽단양 白紙金泥梵網菩薩戒經

보물

종 목 보물 제1714호
수 량 1권 1첩
지정일 2011. 04. 29

Transcription of Brahmajala Sutra (Sutra of Brahma’s
Net) in Gold on White Paper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범망경보살계서 및 변상도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은 1364년 고려 공민왕 13년에 완성된 사경寫經이다. 백지에 금니로 필사한 것으로 1권 1첩
이다. 앞표지의 경전 명칭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모 되었으나, 앞 뒤 표지의 연화문양 및 본문은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구인사에 소장된 이 책은 대승불교 계율서의 하나로 『범망경』의 광본廣本 중에서 제10 「보살심지계품菩薩心地戒品」이 분

리된 대승의 독자적인 계율이다. 본래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상권은 대승계목大乘戒目 중 십중사십팔경계十中四十八輕

戒

가운데 십중금계十中禁戒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권의 대승계가 중요하며 이 계를 범망계라고 부른다. 하권

에서는 10가지 무거운 죄와 48가지 가벼운 죄를 설명하고 있다. 십악十惡을 십선十善으로 환원하게 하는 윤리적 계율을

설하여 대승불교의 절대 윤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경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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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살계법병서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은 1364년 5월에 지암芝岩이 쓰고, 무외無外가 변상도를 그려 완성한 것이다. 당시 화주는 계

원戒元이고, 시주는 강양군부인 이씨였다. 권말의 기록에 의하면 시주자의 망부亡夫 이자유李子猷와 딸의 명복을 위해 시주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책에는 금니로 그린 변상도에 이어 범망경보살계서梵網經菩薩戒序, 범망경로사나불설보살심지
계품제십권하梵網經盧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 수보살계법병서受菩薩戒法幷序,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 등이 차례로 있다.

변상도를 제외한 본문은 15장이고, 제1장의 뒷면에는 글씨를 쓰지 않았다. 금니로 된 계선은 1면당 6행이다. 앞면 전
체와 뒷면의 제3면까지는 상하쌍변이고, 3면 이후의 면은 상하단변으로 차이가 있다.
끝부분의 묵서를 통해 1595년 2월에 양이良以라는 사람이 일본의 어느 사찰에 기부하여 안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현재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온 문화재라는 점에서 또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김미선

This Brahmajala Sutra (Sutra of Brahma’s Net) is a hand-transcribed version completed in 1364 (the 13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ngmin of Goryeo). Written in gold on white paper, the sutra is in a folded book format. This sutra, preserved
in Guinsa Temple in Danyang, is a book of precepts for Mahayana Buddhism, corresponding to the Bodhisattva Precepts
section of the full version of the Brahmajala Sutra.
The ink-written note at the end of the book informs that in February 1595, the sutra was donated to a Japanese Buddhist
temple by a certain Yangi and was preserved there. As a cultural heritage item which was once taken away from the country
and later returned, this Buddhist scripture has an added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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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온달산성
陽단양 丹陽 溫達山城

Ondolsanseong Fortress, Danyang

사적

종 목 사적 제264호
면 적 31,640㎡
지정일 1979. 07. 2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 67
소유자 국유
시 대 삼국시대

단양 온달산성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 67번지 일대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소백산맥에서 북쪽으
로 분기한 해발 454.5m의 성산城山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북쪽의 남한강과 동쪽의 남천南川이 자연적인 해자를 형
성하고 있다. 이곳은 입지 상 영월·단양·순흥(영주) 방면의 육상교통로와 남한강의 수운 교통로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
는 지점에 해당된다.
온달산성이라는 명칭은 고구려 평원왕 때의 장군 온달이 성을 쌓았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온달산성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으로, 이에 따르면 성산고성城山古城은 둘레 1,523척 높이 11척

의 규모로, 안에 우물 하나가 있고 반쯤 무너졌다고 한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고구려왕의 사위였던 온달이 성산고성
을 쌓았다는 전설이 처음 기록되었는데, 이후 각종 기록에서 구전을 덧붙여 ‘온달축성설’을 부연하였다. 그러다 1942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를 통해 처음으로 온달산성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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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石丸) 출토 모습

철촉 무더기

Ondalsanseong is a stone fortress located in Ha-ri, Yeongchun-myeon i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built to
enclose a mountain summit in a style known as “temoe.” The overall circumference is 682m, and the surviving portions of
the wall measure up to 9.8m in height. Gathering from the artifacts discovered and the style of construction, this fortress is
likely to have been an important site related to the southward expansion by Goguryeo and the northward expansion by 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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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지금까지 총 3차례 이루어졌다.
먼저 1989년 지표조사를 통해 온
달산성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이
파악되었고, 2001년에는 추정 북
문지·북쪽 치성·수구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각
시설의 구조 및 성격 등이 규명되
었다. 또한 2011년 서남벽 및 남
치성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축조방식 및 남치성의 성격
등을 파악하였고, 2016년에는 집
수지와 동쪽성벽에 대한 발굴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

1976년

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토대로 현재 온달산성의 남벽·북벽·동벽 일부 구간 및 남문지·북문지·동문지 등이 복원 정비되
어 있다.
온달산성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긴 네모꼴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성벽이 정상부에서 북향하고 있는 완경사면을 타
고 내려와 해발 390m의 지점까지 두르고 있어 남고북저南高北低의 형세를 보인다. 또한 남쪽의 정상부와 북벽 안쪽의 성
내부에는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성의 전체 둘레는 682m이며, 잔존하는 성벽은 최고 높이 9.8m에 달한다. 성벽은 납작한 석재를 이용하여 내외협축內

外夾築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축성 재료로는 성산의 기반암인 석회암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북벽 구간에서 사암 등이 이

용되기도 하였다. 성벽의 기울기는 약 80~85°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구간에서는 외벽 기저부에 덧대어진 기단보축성벽
도 확인된다.
성문은 남문지·동문지·북문지 총 3개로, 모두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다락문 형태의 현문식懸門式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또한 성벽을 외부로 돌출시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치성雉城이 북벽과 남벽에 각각 하나씩 축조되었
다. 그리고 성의 가장 낮은 지점인 북벽에는 길쭉한 사다리꼴 형태의 입수구入水口와 출수구出水口가 잘 남아있다.

온달산성은 온달 관련 전승과 화살촉 등의 고구려 계통 유물 및 성벽 축조방식으로 볼 때 고구려와 깊은 연관성을 갖
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단보축성벽 및 수구의 형태와 굽다리접시 등의 출토유물로 볼 때 신라에 의해 수축되었거나 재사
용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 측면에서 온달산성은 남한강 수운과 소백산맥 교통로를 통제하는 요충지로서 고구려의
남진南進 및 신라의 북진北進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백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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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적성
陽단양 丹陽 赤城

Jeokseong Fortress, Danyang

사적

종 목 사적 제265호
면 적 64,879㎡
지정일 1979. 07. 2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 3-1
소유자 국유
시 대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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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적성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산3-1 일대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해발
323.7m의 성산(城山, 또는 성재산) 구릉 정상부에 축조되었으며, 성의 삼면이 남한강·죽령천竹嶺川·단

양천丹陽川으로 둘러싸인 형세를 띠고 있다. 이곳은 남한강 수로를 따라 영월과 충주 방면으로 진출하
거나 육로를 통해 제천과 소백산 죽령竹嶺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된다.

조선 전기의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적성은 당시 성산성城山城으로

불렸으며, 둘레가 1,768척이고 내부에는 큰 우물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이미 폐하였다고 한다. 또한
1942년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당시 성벽이 거의 붕괴되었고 이곳

주민들이 민보성民堡城·농성農城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1978년 단국대학교 고적조사단
에 의해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가 성 내부에서 발견되었는데, 비문에서 ‘적성赤城’이라는 단어가
이곳을 가리키는 지명으로서 3차례 등장함에 따라 성의 공식명칭이 되었다.
현재까지 적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91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한차례 이루어졌다. 당시 중
앙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 현상 기록 및 보존대책 마련을 위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적성의 잔존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적성은 동서로 길쭉한 타원형의 평면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중앙부의 서단과 산성 전체의 동단
사이가 말안장 모양을 하고 있어 마안형馬鞍形에 가까운 테뫼식 산성이다. 성 내부의 지형은 전체적으

로 서고동저西高東底·북고남저北高南底의 지세로, 북서쪽은 급경사인 반면 남동쪽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
로 이루어져 있다.
성의 전체 둘레는 923m이며, 방위에 따른 구간별 성벽 길이는 동벽 483m, 서벽 440m이다. 남단
과 북단은 성벽의 회절부 구간에 해당된다. 성벽은 화강암과 석회암 등의 할석 및 다듬은 돌을 이용하
여 축조되었다. 전반적으로 내벽과 외벽이 있는 내외협축內外夾築으로 축조되었으나, 일부구간에서는

지형에 맞추어 외벽만 축조하는 편축片築 성벽도 확인된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동벽 구간에서는 내환도內環道로 추정되는 평탄지가 확인되었고, 외벽 기저부

에 덧대어진 기단보축성벽이 조사되었다. 또한 폭 6.4m 이내의 문지門址 시설과 저수시설 및 수구시설

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벽 구간에도 내환도 및 기단보축성벽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붕
괴가 심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한편 북단에는 지표조사 당시 붕괴된 북문지의 흔적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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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문지 안쪽에서 투석용으로 보이는 석환石丸 무더기가 발견된 바 있다. 그 반대편의 남단에서는 가파른 능선을 따라
축조된 곡성曲城 형태의 치성雉城도 확인되었다.

현재 적성은 잔존해 있던 성벽을 유지하고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는 등 성벽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다. 동벽 구
간의 상당 부분이 복원되었으며, 추정 수구지 지점에는 출수구가 복원되었다. 또한 북문지를 복원하는 한편, 문지 안쪽
에는 지표조사 당시 발견된 석환 무더기를 노출 전시하고 있다.
산성의 입지조건과 성 내부에서 발견된 단양 신라 적성비 및 인근의 하방리고분군의 분포로 볼 때, 적성은 6세기 중
엽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신라의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 내부에서는 신라 토기
편과 함께 고려시대 기와도 수습되어 고려시대까지 이 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종오

Jeokseong is a stone fortress located in Habang-ri, Danseong-myeon i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constructed
in such a way as to surround a mountain summit, in the so-called temoe style. The stone fortress measures 923m in
circumference. The fortress wall was built with granite and limestone. Jeokseong served as a critical outpost for Silla when
the southern Korean kingdom started its attempt to expand into the Namhangang River valley during the mid-6th century.
The fortress was continuously used for defense purposes all the way to th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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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수양개 유적
陽단양 丹陽 垂楊介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Suyanggae, Danyang

사적

종 목 사적 제398호
면 적 212,208㎡
지정일 1997. 10. 10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82-1
소유자 국유
시 대 선사시대

The Suyanggae Archaeological Site in Aegok-ri, Jeokseo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is an important
Old Stone Age site that was excavated in 1983~1985 by a team of researchers from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while they were examining cultural relics in the area that was submerged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Around ten excavation surveys of the site have been carried out to date.
It is notable that the three districts of the Suyanggae archaeological site show the continuity of the country’s prehistoric
culture associated with the early, middle and late Old Stone Age, the New Stone Age, the Bronze Age, and the Samha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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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에 위치한 수양개 유적은 충주댐 수몰지역에 대
한 문화유적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다.
수양개 유적은 충주댐 수몰지역에 대한 조사시기인 1983~1985년까지 충북대
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된 이래 1995~1996·2001·2008·2011·2013·20
14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유적은 Ⅰ~Ⅵ지구로 나뉘는데 Ⅰ지구는 지금은 수몰된 애곡리 마을회관 앞으
로, 수몰지구 조사때 처음 확인되었다. Ⅱ지구는 한강을 지나는 옛 철도 다릿발 아
래 충적토층에 위치하였고, Ⅲ지구는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 지역에 해당한
다. Ⅳ·Ⅴ지구는 유물은 발견하였으나, 아직 전면 발굴은 실시되지 않았다. 마지막
으로 Ⅵ지구는 수중보 건설로 수몰되는 하진리 일원이다.
Ⅰ지구는 Ⅴ층에서 중기 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Ⅳ층에서 후기 구석기문
화층, Ⅲ층에서 신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는 Ⅳ층이 대표문화층인데
찰흙층에서 무려 3만 여점의 석기유물이 발굴되었다. 석기들은 입자가 고운 규질
셰일(Silicious shale)과 검은셰일(Black shale)이며, 약간의 유문암, 규암, 반암,
슴베찌르개

수정, 흑요석 등 석재로 만들어졌다. 90%이상이 셰일 모난돌을 이용하였는데, 이
돌감은 수양개에서 하류쪽으로 1.5km 떨어진 산제골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되

었다. 수양개로 돌감을 옮겨놓고 50여 곳에서 석기를 제작하였는데, 모룻돌을 중심으로 흩어진 격지들 가운데 18점이
부합되어 석기제작과 복원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이곳의 석기는 주먹도끼, 찍개, 주먹칼, 밀개, 긁개, 새기개, 좀돌날몸돌, 슴베찌르개, 간돌도끼 등 정형화된 여러 유
형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250여점의 좀돌날몸돌과 50여점의 슴베찌르개가 특징적인 유물로 주목된다. 이 가운
데 일부는 수양개에서만 보이는 유형으로 그 수법과 특징이 독특하여 ‘수양개 문화’로 명명되어 국제학계의 관심을 끌었
다. 1996년부터는 매년 『수양개와 그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데,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수양개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Ⅱ지구에서는 1995~1996년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대규모의 삼한시대 취락지가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삼한시대
의 집터 24기와 돌무지유구 등을 확인하였는데 대부분 강물로 인해 훼손되었으나 8호 집터와 11호 집터 등은 거의 완전
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 두 집터는 북서~남동의 장축방향에 진흙다짐 바닥, 30㎝ 정도의 수혈 깊이를 보이고 있는데, 8
호 집터는 7.8×7.4m, 11호 집터는 9.6×8.1m의 평면 방형의 큰방에 ‘呂’자형 주거지의 작은방이 축소된 듯한 출입구를
가지고 있다. 출토유물은 민무늬토기, 타날문토기, 철기, 그물추[漁網錘], 숫돌[砥石], 화살촉, 반달돌칼[半月形石刀]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추정되는 연대는 대략 B.C. 1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가늠된다.
Ⅲ지구(해발160~165m)는 2001년과 2008년 실시된 조사에서 발달된 고기 3단구 자갈층(두께 7m이상)의 전기 구석
기문화층(약 30만년 이전)에서 주먹도끼, 주먹대패, 사냥돌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유적에서는 돌날석기 전통을 밝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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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구 발굴 모습(1985년)

Ⅱ지구 11호 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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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돌날몸돌과 다량의 돌날이 출토된 것이 중요한데 이는 간접떼기와 눌러떼기 기법이 대단히 발달하였다는 증거
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Ⅵ지구 발굴(12차 발굴)에서 3문화층에서 출토된 ‘얼굴모양 새긴 돌’과 ‘눈금돌’은 역사적으로 발
굴유례가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수양개 유적은 3개의 지구에서 각각 구석기시대(전, 중, 후기)와 신석기-청동기-삼한시대로 이어지는 우리나
라 선사문화의 연속성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한강 상류에 위치한 한데유적(Open-site)으로 단양지역의 낮은 석회암지
대에 위치하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대표적 유적이며 수양개 유적에서 확인된 후기 구석기문화층(Ⅳ층)의 18,630B.P.,
16,400B.P.라는 절대연대 또한 유적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판단된다.
이 곳 수양개 유적은 일부가 수몰되어 현장의 보존이 어려웠으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고, 단양 수양개선사유물전시
관이 건립되어 유적이 복원·전시되고 있어 교육의 장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길경택

Ⅱ지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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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도담삼봉
陽단양 丹陽 島潭三峰

Dodamsambong Peaks, Danyang

명승

종 목 명승 제44호
면 적 82,979㎡
지정일 2008. 09. 09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195
소유자 국유

단양 도담삼봉은 단양군 도담리 남한강 가운데 솟아 있는 세 개의 봉우리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명승
지이다.
‘삼봉’은 남한강 가운데 솟아 있는 세 개의 봉우리를 지칭한다. 3개의 석봉石峯은 도담리쪽 강가에서 볼 때 상류쪽 왼
편의 봉우리는 ‘첩봉’, 하류쪽 오른편의 북봉은 ‘처봉’, 중봉은 ‘남편봉’으로 호칭되고 있다. 세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은
중봉에는 ‘삼도정三嶋亭’이라는 육각의 정자가 세워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등장한 도담삼봉에 대한 기록은 “도담島潭이 군 북쪽 24리에 있다. 세 바위[三巖]가 못 가

운데 우뚝 솟아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해동지도』, 『1872년지방지도』, 『대동여지도』 등의 고지도에도 그려져 있다.
도담삼봉이 소재가 된 조선시대 그림으로는 최북(崔北, ?~?)의 《단구승유도》(1749), 정선(鄭敾, 1676~1759)의 《삼
도담도》(18세기), 김홍도(金弘道, 1745~1805)의 《도담삼봉》(1796), 이방운(李昉運, 1761~?)의 《도담도》(1802) 등이
현존한다.
또한 이황(李滉, 1501∼1570)은 『퇴계집』에서 도담삼봉의 경관을 노래했고,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완당
집』을 통해 3개의 석봉을 신선에 비유한 한시를 남겼다. 이 밖에도 도담삼봉을 소재로 한시를 지은 저명 인물과 그들이
남긴 문집으로는 김창협金昌協의 『농압집』, 김창흡金昌翕의 『삼연집』, 박제가朴齊家의 『정유각집』, 안석경安錫儆의 『와교집』,

어유봉魚有鳳의 『기원집』, 이안눌李安訥의 『동악선생문집』,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 조찬한趙纘韓의 『현주집』, 최석항崔錫恒
의 『손와선생유고』, 황준량黃俊良의 『금계선생문집』, 황택후黃宅厚의 『화곡집』 등이 있다.

도담삼봉에는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 1342~1398)에 얽힌 설화도 구전된다. 강원도 정선군의 삼봉산이 홍
수 때 떠내려와 현재의 도담삼봉이 되었는데, 이후 매년 단양에서는 정선군에 세금을 내야 했다. 이에 어린 정도전이
“우리가 삼봉을 떠내려오라 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보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봉우리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니 원하면 도로 가져가시오”라고 한 뒤부터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정도전의 출생지가 단양인
지, 경북 봉화인지는 분명치 않다.
도담삼봉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즐겨 찾은 곳이고, 그리고 남한강과 어우러져 뛰어난 절경을 보여주는 자연경관으로
인문, 경관적 가치가 높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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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병진년화첩》, 〈도담삼봉〉, 1796년, 지본담채, 26.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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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amsambong Peaks tower over the Namhangang River in Dodam-ri, Danyang-gun, and are part of the local karstic
topography.
A story of Jeong Do-jeon (pen-name: Sambong), who helped Yi Seong-gye found the Joseon Dynasty, has been passed
down with regard to Dodamsambong Peaks. The place was a favorite destination for men of letters during the Joseon period.

577

丹 단양 석문
陽단양 丹陽 石門

Seongmun Natural Arch, Danyang

명승

종 목 명승 제45호
면 적 4,982㎡
지정일 2008. 09. 09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 20-35
소유자 국유, 공유

단양 석문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남한강변에 위치하며,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 낸 자연유산이다.
단양 석문은 도담삼봉에서 지근거리의 남한강상류 좌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담삼봉 나루 끝부분에서 산길을 따라
잠시 걸으면 도달할 수 있다. 또 도담삼봉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면 선상 관찰도 가능하다. 석문은 석회동굴이 붕괴되
고 남은 동굴 천장의 일부가 구름다리 모습을 만들어냈으며 그 모양이 마치 ‘돌로 만든 문’과 같다고 해서 석문이라는 이
름이 붙여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단양군 산천조山川條에서는 “도담에서 강을 거슬러 수백 보 올라가면
푸른 벽이 만 길이나 되고, 황양목과 측백이 돌 틈에 거꾸로 나 있으며 바위구멍이 문과 같아서 별개의 한 동천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석문을 묘사하였다.
석문은 너비 15∼20m, 높이 200m에 달하는 거대한 아치(Arch)형태로, 산 위에 걸쳐 있어 독특한 경관을 만들고 있
다. 특히 석문을 통해 바라보는 남한강과 건너편 농가의 전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다가온다. 석문 우측 아래에는
작은 동굴이 존재하고, 그 굴속에 깔린 암석은 마치 다락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물이 담겨
져 있어 마치 한적한 시골 논두렁을 연상케 한다.
석문이 소재가 된 조선시대 그림으로는 김윤겸(金允謙, 1711~1775)의 《석문도》가 있다. 그리고 석문을 소재로 한시
를 지은 인물과 그들이 남긴 문집으로는 강재항姜再恒의 『입재선생유고』, 이광려李匡呂의 『이참봉집』, 이해조李海朝의 『명
암집』, 조찬한趙纘韓의 『현주집』, 홍석주洪錫周의 『연천집』 등이 있다.
석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마고할미의 전설이 구전된다.

옛날 하늘나라에 살던 마고할미는 어느 날 물을 길러 석문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데 물을 긷던 마고할미는 그만
비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마고할미는 비녀를 찾으려고 주위의 흙을 손으로 팠는데 이곳이 아흔아홉 마지기의 논이 되
었다.(중략)
거인이며 창세의 신인 마고할미는 산, 바위, 섬 등 우리나라 자연경관 전역에 등장한다. 마고할미는 늘상 긴 담뱃대를
물고 있었으며, 술을 좋아했다. 석문에서는 긴 담뱃대를 물고 술병을 들고 있는 형상의 마고할미 바위를 볼 수 있다.
단양 석문은 무지개 모양의 돌기둥 경관자원 가운데 동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고,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도
잘 보여주고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 석문 안에 살았다는 마고할미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등 인문학적 가치
도 높다.
조혁연
Seongmun Natural Arch in Danyang is situated on the riverside of Namhangang in Hagoe-ri, Maepo-eup, Danyang-gun,
Chungcheongbuk-do, and is part of the local karstic topography. It was formed after a limestone cave collapsed, leaving only
a part of its ceiling that looks like a suspension bridge. As it looks like a gate made of stone, it was named Seongmun (literally,
“stone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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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겸, 《사대가화묘》, 〈석문〉, 18세기, 지본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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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구담봉
陽단양 丹陽 龜潭峰

명승

Gudambong Peak, Danyang

종 목 명승 제46호
면 적 159,667㎡
지정일 2008. 09. 09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 32
소유자 국유, 공유, 사유

단양 구담봉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과 제전시 수산면 괴곡리에 걸쳐있는 기암괴석의 산봉이다. 높이
338m로, 충주호의 장회나루나 신단양나루에서 배를 타고 물길로 이동하면서도 조망할 수도 있다.
구담봉은 이름 그대로 절벽 위의 바위가 거북이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구담’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신
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으로, “구담이 군 서쪽 20리에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조선 후기의 『호서읍지湖西邑誌』도
“구담은 단양에서 서쪽으로 20리에 있다. 예부터 꼭대기 바위의 형세가 거북과 같다고 하여 구봉이라 일컬었고, 혹은 강
물 속의 바위에 모두 거북 문양이 있다는 연유로 구담이라 말한다”라고 써, 거북 형상을 강조하였다.
구담은 빼어난 경관 때문에 조선시대 시인묵객들이 다수 찾았다. 이 가운데 조선 중기 단양군수를 지낸 황준량(黃俊
良, 1517∼1563)의 한시漢詩 「구담에 들러 이성에게 부치다過龜潭寄而盛」는 남한강 건너편에서 본 구담봉의 지형성과 선계
仙界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성’은 조선 중기의 인물인 이지번(李之蕃, ?~1575)을 가리킨다.

이지번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아우 이지함(『토정비결』 저자)과 함께 구담봉 일대로 낙향하였고, 그는 이때부터 ‘구담봉
주인’으로 불렸다. 구담이 소재가 된 조선시대 미술작품으로는 정선(鄭敾, 1676~1759)의 《구담봉도》, 이방운(李昉運,
1761~?)의 《구담도》, 윤제홍(尹濟弘, 1764~1840)의 《구담봉도》 등이 있다.
구담봉은 지금도 충주호 수상관광의 최절경지로 꼽히는 등 인문지리와 경관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조혁연

Gudambong Peak is full of bizarre-looking rocks located in Janghoe-ri, Danseong-myeon, Danyang-gun and Goegokri, Susan-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Gudambong was thus named as one of the rocks on the cliff is said to
resemble a turtle (the word “gu” of Gudambong means “turtle”). The unique shape of the place attracted many men of letters
and painters during the Joseon period. Even today, many people visit the area, which has become a tourist course near
Chungjuho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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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정선, 《구담》, 18세기, 견본담채, 2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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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사인암
陽단양 丹陽 舍人巖

명승

종 목 명승 제47호
면 적 5,950㎡
지정일 2008. 09. 09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2길 42

Sainam Rock, Danyang

소유자 사유

단양 사인암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의 남조천에 접해 있는 50m 높이의 기암 절벽이다.
사인암이라는 명칭은 고려 때 유학자인 우탁(禹倬, 1263∼1342)의 행적 때문에 지어진 것으로 구전된다. 단양이 본
관인 우탁은 임금을 보필하는 직책인 '사인(정4품)'으로 있을 당시 잠시 낙향해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후 조선 성종 때의
단양군수 임재광이 우탁을 기리기 위해 사인암으로 명명한 것으로 구전된다.
우탁과 관련하여 당시 충선왕이 숙창원비淑昌院妃를 간음하자 흰 옷 차림에 도끼를 들고 거적자리를 멘 채 대궐로 나
아가 “경들은 가까이 모시는 신하이면서도 주상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추악한 일을 저지르게 했으니 경
들은 그 죄를 아는가卿爲近臣 未能格非而逢惡至此 卿知其罪耶”라고 극간하는 모습이 『고려사高麗史』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우탁의

이 같은 간언은 충의忠義의 도리를 보여준 것으로 조선시대 문인들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사인암은 조선 후기의 『여지도서與地圖書』에도 “사인암이 군의 남쪽 15리에 있다. 계곡을 굽어보며 겹겹이 쌓인 절벽

의 높이는 48∼49길이고 둘레는 15∼16아름이다”라고 그 경관을 기록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화원이었던 김홍도(金弘
道, 1745∼?)를 비롯해 김윤겸(金允謙, 1711∼1775), 이방운(李昉運, 1761∼?) 등 많은 시인묵객들이 사인암의 아름다
움을 그림으로 남기거나 글씨를 새겼다.
사인암을 소재로 한시를 지은 인물과 그들이 남긴 문집으로는 박제가朴齊家의 『정유각집』, 임수간任守幹의 『돈와유고』,

정범조丁範祖의 『해좌선생문집』, 정종로鄭宗魯의 『입재선생문집』, 조두순趙斗淳의 『심안유고』,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 조

재호趙載浩의 『손재집』, 최석항崔錫恒의 『손와선생유고』, 홍석주洪錫周의 『연천집』 등이 있다.

사인암은 단양 8경의 하나로, 기암 아래 남조천에 소沼가 형성되면서 빼어난 경관성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이윤영(李

胤永, 1714∼1759)의 ‘독립불구 둔세무민獨立不懼 遁世無憫’과 같은 전통시대 문인들의 글귀가 암벽 곳곳에 각자되어 있는
등 인문학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조혁연

Sainam Rock is a unique 50m-high cliff located beside
Namjocheon Stream in Sainam-ri, Daega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It is said that U Tak
(1263~1342), a Confucian scholar and Goryeo government
official with the rank of Sain (Grade-4), stayed here for a
little while on his return home, which is why it was given
the name “Sain.”
‘낭원군’, ‘성씨별업’ 등 암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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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병진년화첩》, 〈사인암〉, 1796년, 지본담채, 26.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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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陽단양 丹陽 令泉里 측백나무 숲

Forest of Oriental arborvitae in Yeongcheon-ri,
Danyang

천연기념물

종 목 천연기념물 제62호
면 적 54,913㎡
지정일 1962. 12. 07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상시길 100
소유자 단양군

This forest of Oriental arborvitae is located on a limestone slope by the national road between Danyang and Jecheon. It
tells us that Oriental arborvitae grows well in limestone areas. As there are very few colonies of Oriental arborvitae in the
country, this one is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in recognition of its value for plant genetic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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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백나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호북, 사천, 광동 지방 등에 분포하
는 상록침엽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양, 달성, 안동, 영양 등지의 석회암지
대에 주로 분포하며 회양목과 같이 자라는 경우가 많다.
단양 영천리의 측백수림은 단양에서 제천에 이르는 국도변의 경사지에 자
리 잡고 있으며, 높이 100m 남짓한 석회암지대에 위치해 있다. 나무의 높이
는 1~2m 정도로 띄엄띄엄 자라고 있으며 주변에 뚜렷한 숲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겉에서 보면 측백나무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갈기조팝나무 등 석회암
지대에 주로 자라는 나무들도 발견되고 있다.
영천리 측백수림은 측백나무가 석회암지대에 잘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얼마 없는 측백나무 자생지가 단양, 달성, 안
동, 영양 등의 작은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것은 식물군락학상 또는 집단유전
학상 연구가치가 매우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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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소백산 주목군락
陽단양 小白山 朱木群落

Population of Rigid-branch yew in Sobaeksan
Mountain

천연기념물

종 목 천연기념물 제244호
면 적 331,022㎡
지정일 1973. 06. 20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소백산등산길 643
소유자 산림청

주목朱木은 줄기가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오래가고 목
재가 잘 썩지 않는 나무로 명성이 나 있다. 주목은 생장이 매우 느린 나무이나 다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오랜 시간을 견
디며 다 자란 후에는 천년을 사는 나무이다. 암수나무가 따로 있으며 암나무에서는 가을에 동그랗게 빨간 열매가 열린
다. 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서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백산·태백산·오대산·설악산 등 높은 산악지대나 추운지방
에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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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주목군락은 소백산 비로봉과 제1연화봉 사이 해발 1,200~1,320m 정도의 북서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
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이곳의 주목군락은 약 96,000㎡ 정도 면적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주목이 특히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비로봉 아래쪽 일부에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소백산 주목은 고지대의 북서사면이라는 입지 특성 때문에 강한 바람과 겨울철 수 미터씩 쌓이는 많은 눈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목들이 휘어지고 곁가지는 아래위로 굴곡져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층층나무, 고로쇠나무, 당단풍, 복자기, 마가목 등의 활엽수들이 침입하기 시작하여 상층에서 주목과 수관
경쟁을 하고 있으며, 아교목과 초본층에도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이 침입하여 주목의 치수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박봉주

This population of Rigid-branch yew is located on a gentle slope at an altitude of 1,200-1,320 meters, facing northwest
between Birobong Peak and Yeonhwabong Peak No. 1, and covers an area of about 96,000㎡. Those immediately below
Birobong Peak, where most of the colony is concentrated, are protected by a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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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고수동굴
陽단양 丹陽 古藪洞窟

Gosudonggul Cave, Danyang

천연기념물

종 목 천연기념물 제256호
길이 | 면적 1,200m | 61,784㎡
지정일 1976. 09. 24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산 4-1 외
소유자 국유, 공유, 사유

단양 고수동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의 석회암층에 형성된 천연동굴이다. 학교법인 유신학원의 설립자인
고 박창원 이사장에 의해 1976년 개발됐고, 금마굴·까치굴·박쥐굴·고습굴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고수동굴의 입구는 남한강 지류인 금곡천金谷川에서 500m 떨어진 등우산燈郵山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동굴 규모
는 주굴 600m, 지굴 700m의 총연장 1,300m이고, 수직 높이는 평균 5m 정도이다. 이 가운데 600m 정도가 관광객들에
게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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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지질은 고생대 초기의 조선계朝鮮系 대석회암통大石灰岩統 석회암층에 속하며, 약 4∼5억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

하였다. 동굴 내부 공동空洞에 가득 차있던 지하수의 용식작용溶蝕作用과, 이 지하수가 투수층透水層을 뚫고 흘러내리는 침
식작용 등에 의해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고수동굴의 첫 탐사는 1973년 10월 한국동굴학회의 조사단에 의하여 실시되었고, 이때 동굴속과 입구 부근에서 구
석기인이 사용하던 도구인 뗀석기가 발견되었다. 동굴 안에는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린 종유석鍾乳石, 동굴 바닥에서 원

추형으로 위로 자란 석순石筍, 흐르는 물에 의해 밭이랑 모양 등이 형성된 유석流石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밖에 동굴 퇴적

물에 의한 형성된 동굴꽃[石花], 혹처럼 생겨 동굴팝콘이라고도 불리는 동굴산호洞窟珊瑚, 바닥 홈 안에 생성된 동굴진주

洞窟珍珠·천연교天然橋,

동굴 상부면에 형성된 도랑 모양의 천장용식구天障溶蝕溝, 그리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아라고나이트

(Aragonite, 霰石)가 존재한다.
특히 상층부의 대광장에는 길이 10m에 달하는 대종유석이 수 십 개의 고드름을 이어붙인 모습으로 드리워져 있고,
동굴 안쪽에는 인공으로 다듬은 듯한 정교한 기암괴석들이 늘어서 있는 등 지하궁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기암괴석 가운
데 백미는 사자바위로, 포효하고 있는 사자를 그대로 빼닮은 형상이다.
동굴 안을 흐르는 동굴류洞窟流는 생물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에 고수동굴 안에는 화석곤충으로 널리
알려진 고수귀뚜라미붙이를 비롯하여 옆새우·톡톡이·노래기·진드기·딱정벌레 등 풍부한 동굴 생물상이 관찰되고 있다.
내부기온은 연평균 15~19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고수동굴은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미공개 구간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수많은 동굴생성물들이 원경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생대 석회암층과 이후 생성된 석회암동굴을 연구하는데 커다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혁연

Gosudonggul Cave is a natural cave formed in limestone strata in Gosu-ri, Danyang-eup i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The cave began to form around 400-500 million years ago. What we see today has been formed
by erosion by underground water that filled the cave and erosion caused by underground water flowing down through the
permeable layers.
Gosudonggul Cave is an important material for research on limestone strata of the Paleozoic Period and limestone caves
formed t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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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온달동굴
陽단양 丹陽 溫達洞窟

Ondaldonggul Cave, Danyang

천연기념물

종 목 천연기념물 제261호
길이 | 면적 700m | 307,269㎡
지정일 1979. 06. 2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23
소유자 국유, 공유

단양 온달동굴은 석회암 천연동굴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리의 온달산성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춘남굴, 지산
굴, 남굴 등의 별칭도 갖고 있다. 온달동굴은 전체적으로 주굴主屈 방향인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하여 있고, 북동-남서
방향에는 지굴支屈도 존재하는 수평동굴이다.

동굴의 입구가 남한강변에 있어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 동굴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동굴에 사는 생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민물고기만 서식하고 있다. 강물이 동굴 내부를 깎아내려 비교적 단조로운 형태이나,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
린 담백색의 종유석鐘乳石과 동굴 바닥에서 원추형으로 위로 자란 석순石筍이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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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동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처음 보인다. “성산城山은 현 남쪽 3리에 있는

데, 진산鎭山이다. 아래에 석굴이 있는데 높이가 11척 남짓이고 넓이가 10여 척쯤 되며 깊숙이 들어가 끝이 없고 물이 철
철 나와 깊이가 무릎에 닿는데 맑고 차갑기가 얼음과 같다. 고을 사람이 횃불 10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구멍은 오히
려 끝나지 않았는데 횃불이 다되어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산은 지금의 온달산성이고, 석굴은 지금의 온달동
굴이다.
온달동굴은 『여지도서』, 『1872년지방지도』, 『대동여지도』에는 ‘석굴’로, 『해동지도』에는 ‘남굴南屈’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 정조 때의 인물인 신광하(申光河, 1729~1796)는 온달동굴을 직접 체험한 후 『사군록四郡錄』이라는 기행문을 썼다.
‘사군’은 제천·단양·청풍·영춘현 등을 일컫는다. 그는 『사군록』에 “등잔기름이 다 떨어져 하늘빛을 따라가니 동해 울진
의 어느 해안가 절벽으로 나왔다. 절벽이 너무 높아 어쩔 수 모르고 있는데,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갔다. 뱃사공에게 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가 그물로 받아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적었다.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온달
동굴을 직접 체험하고 지은 한시 「남굴南窟」이 『완당전집』 제10권에 전해지고 있다.
온달동굴은 고구려의 온달과 평강공주가 함께 기거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온달의 누이동생이 온달산성 쌓는 것을 도
와주기 위해 이곳의 돌을 나르다보니 굴이 생겼다는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동굴의 내부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나 지
질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다.
조혁연

Ondaldonggul Cave is a natural limestone cave located below Ondalsanseong Fortress in Ha-ri, Yeongchun-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Legend has it that Ondal and Princess Pyeonggang of Goguryeo lived together at
Ondaldonggul Cave and that Ondal’s sister took stones from here to help her brother build a fortress, and that a cave was
formed as a result. During the rainy season, water flows into the cave, and it is of high research value in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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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노동동굴
陽단양 丹陽 蘆洞洞窟

Nodongdonggul Cave, Danyang

천연기념물

종 목 천연기념물 제262호
길이 | 면적 800m | 361,040㎡
지정일 1979. 06. 2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 1 외
소유자 국유, 사유

Nodongdonggul Cave is a natural cave formed in limestone strata, and is one of the leading vertical caves in the country.
It started to form around 400-500 million years ago.
The cave displays well-developed secondary products like stalactites and stalagmites and has high research value. Its
interior is magnifi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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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동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일대의 석회암층에 형성된 천연동굴이다. 이 동굴은 국내에서 손꼽는 대
형 수직동굴의 하나로, 40~50°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원줄봉(圓茁峯, 200m)에 위치하고 있어 원줄굴圓茁窟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지층은 고생대 초기의 조선계朝鮮系 대석회암통大石灰岩統 석회암층에 속하며, 4~5억 년 전부터 형성되

기 시작하였다.
동굴 속에는 천장의 물방울이 고여 만들어진 종유관鐘乳管,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린 종유석鐘乳石, 동굴 바닥에서 원

추형으로 위로 자란 석순石筍, 종유석이 성장하여 돌기둥이 된 석주石柱, 접시 모양의 지형이 계단 형태를 이룬 석회화단

구石灰華段丘, 흐르는 물에 의해 밭이랑 모양 등이 나타난 유석流石, 혹처럼 생겨 동굴팝콘이라고도 불리는 동굴산호洞窟珊瑚
등 2차 생성물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동굴 끝부분 밑에는 커다란 유석이 작은 언덕을 이룬 유석구릉流石丘陵이 있고, 다시 그 밑에는 깊은 구덩이가 존재한

다. 이 같은 모습은 지하수의 침투로 이루어진 공동空洞이 확장되면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성되었다.

동굴 내부에는 용을 닮은 ‘용두암’, 신라 성덕대왕 신종과 비슷해 이름 붙여진 ‘에밀레종’, 사람 손가락 모습을 하고
있는 ‘손가락 바위’, 비 온 뒤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듯한 ‘지하백옥 폭포’ 등 자연이 만든 창조물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
다.
또한 동굴탐사 당시 내부에서는 토기 파편 일부가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왜란 당시 주민들의 피난 흔적
이라는 설과,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활약했던 의병들과 관련된 흔적이라는 구전이 존재한다.
『1872년지방지도』에는 노동리 마을 아래에 큰 동굴의 모습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고, 동굴 입구는 ‘굴窟’로 표기하였
다. 인근에 고수동굴과 천동동굴이 있지만 고문서와 고지도에서 그 기록이 보이는 것은 노동동굴이 유일하다.
노동동굴은 종유폭포, 석주, 석순 등의 2차 생성물이 잘 발달되어 있어 지질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고 내부 경관도
매우 수려하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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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조덕수 고택
陽단양 丹陽 趙德壽 古宅

Jo Deok-su’s Historic House, Danyang

국가민속문화재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면 적 1,375㎡
지정일 1984. 01. 14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덕천1길 19
소유자 조성범
시 대 조선시대

This private house was built around 1770 in Deokcheon-ri, Gagok-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at a spot
with a mountain behind it and water flowing in front of it, which is regarded as the ideal location for a house. It is a typical
house of a middle-class farming family. The “L”-shaped anchae (women’s quarters) 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houses in
the central inland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races left by a grooved stone adze on the columns and framework
show the wood architecture techniques of the areas.

594

단양 조덕수 고택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에 위치한 민가형식의 가옥이다.
1770년경에 지었다고 전해지며 배산임수背山臨水의 풍수지리사상을 잘 활용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고택의 배치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행랑채를 튼ㅁ자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안마당을 중심
으로 구성되며 북서쪽에는 옆마당을 두어 안방과 부엌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옆마당 남서쪽에는 부엌에서 연
결되도록 장독대를 마련하고 있다.
ㄱ자형 안채의 평면은 중부지역의 내륙지방형식과 같이 부엌, 안방, 웃방 꺾어져서 대청, 건넌방을 두고 있으나 일반
적인 형식과는 다르게 부엌 남쪽에 뜰아랫방을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평면은 중부지역 내륙지방의 형식이지만 부엌 남
쪽에 뜰아랫방을 배치하는 남도방식도 간혹 중부지방에 나타나고 있다. 몸채는 전퇴를, 날개채는 후퇴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안마당과 옆마당에 대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건넌방 앞에는 함실부엌을 두고 후면으로는 벽장을 부설하
고 있다. 부엌은 세 칸 정도의 비교적 큰 크기를 보이는 것은 부농주거에서 부엌의 역할을 짐작하게 한다. 안방에는 벽장
과 다락을 설치하였고, 다락은 부엌 위에 전체를 만들지 않고 한 칸 정도의 넓이에만 고미혀를 걸어 고미다락을 만들고
있다. 뜰아랫방은 날개채가 후퇴이지만 앞쪽에 반 칸의 툇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외벌대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머리에는 장혀 받친 도리와 보아지 받친 보를 결구하여 뺄목으로 처리하고 대
들보 위에 사다리꼴 대공을 설치한 후 장혀 받친 종도리를 올리고 있다. 가구는 납도리 평주3량가이며 지붕은 홑처마 팔
작지붕이다. ㄱ자형의 안채는 중부내륙지방의 범위와 특성을 규명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건물이며, 화려하지는
않지만 재료가 튼실하고 후면의 기둥이나 부재에 자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치목 수법이 드러나 고식을 보여주고 있
다.
ㄴ자형의 행랑채는 20세기 중엽에 지은 초가집이라고 한다. 평면은 북동쪽에서부터 광, 외양간, 대문간, 대청 꺾어져
서 아랫방, 웃방, 부엌으로 구성되고 있다.
단양 조덕수 고택은 수려한 배산임수의 지형과 조화되는 자리에 1770년경에 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중농中農정도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가옥이다. ㄱ자형의 안채는 중부내륙지방의 범위와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기둥이나 부재에 자귀 흔적이 그대로 남은 치목 수법에 고식이 잘 드러나는 등 지역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안채

행랑채 대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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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우화교기사비
陽단양 丹陽 羽化橋記事碑

Commemorative Stele for the Construction of
Uhwagyo Bridge, Danyang

전면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0호
수 량 1기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3길 24
소유자 단양군
시 대 조선시대

후면

This commemorative stele was erected in 1754 to mark the construction of the stone bridge built across the Namcheon
(present-day Danyangcheon) Stream in the previous year. The stele is located at 24, Habang 3-gil, Danseo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and has been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80.
The stele bears an inscription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people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bridge. The name
of the bridge, Uhwa (which roughly means “having wings to ride on air and become a divine being”), provides a clue to the
philosophical and social attitudes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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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이전(중방리)

1985년 이후(옛 단양군청 앞)

단양 우화교기사비는 남천(南川: 지금 단양천)에 우화교羽化橋란 돌다리를 놓고 그 내력을 새긴 조선시대의 석비이다.
비문에는 단양군수 이기중(李箕重, 1697~1761)이 1753년(영조 29) 남천에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를 놓고 우화교라
했으며 기사비는 그 다음 해인 1754년(영조 30)에 세웠다는 기록되어 있다. 또한 비문에는 우화교의 내력과 명칭, 경비
와 기획, 공사감독, 예산수입, 예산집행, 기계책임, 각공刻工 등 각 부서별로 담당한 사람의 관직과 이름을 새겼으며 전체
35명 중 승려도 8명이나 참여하였다. 비문은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이 찬하여 썼다.
우화교가 언제 파괴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871년(고종 8) 편찬된 『호서읍지湖西邑誌』에 “우화교는 관
문 서쪽 1리에 있는데 죽령을 왕래하는 대로이다. 이미 큰물로 인하여 무너지고 없어졌다.” 라는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1871년에는 이미 없어진 것만은 틀림없다.
기사비의 대석은 대리석으로 가로 100㎝, 세로 58㎝, 높이 15㎝ 크기이며 시멘트로 보수한 부분이 있다. 비신 또한
대리석으로 높이 115㎝, 폭 58㎝, 두께 16㎝ 크기에 윗면이 타원형으로 상단 58㎝, 하단 55㎝의 크기이며 시멘트로 보
수한 부분이 있다. 두전頭篆은 전후면 상단에 ‘우화교기사비羽化橋記事碑’라 쓰고, 본문은 예서隷書로 음각했다. 양 측면은

해서楷書로 부서별로 담당한 사람의 이름을 새겼다.

우화교기사비는 본래 옛 우화교가 있던 자리인 단양읍 중방리에 있었으나,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면서
당시 단양군청으로 옮겨졌다가 1990년 11월 28일 현충탑이 있는 단양수몰이주기념관 마당으로 옮겨졌다.
단양 우화교기사비를 통해 교량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교량을 축조하기 위한 조직과 참여한 사람들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또한 교량의 이름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뜻의 ‘우화羽化’라 한 것은 당시의 사
고의식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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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탁오대 암각자
陽단양 丹陽 濯吾臺 岩刻字

Rock with Inscription of “Tagodae,” Danya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1호
수 량 1기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3길 24
소유자 단양군
시 대 조선시대

While serving as the governor of Danyang-gun in 1548, Yi Hwang (pen-name: Toegye, 1501~1570) liked to visit
Danyangcheon Stream so much that he had the three Chinese characters tagodae (濯吾臺, literally meaning “a place to wash
myself”) engraved on a rock there. The part of the rock containing the characters was relocated here due to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i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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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이전(중방리)

1985년 이후(옛 단양군청 앞)

단양 탁오대 암각자는 퇴계 이황(退溪
李滉, 1501∼1570)이 단양 군수로 있을
때인 1548년(명종 3)에 군의 정사政事에
시달린 심신의 피로를 풀고자 단양천 변에
자주 나가 손발을 씻고 마음까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을 담아 탁오濯吾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천변에 솟아있는 암석에 친히 ‘탁
오대濯吾臺’라 쓰고 각자한 것이라 전한다.

‘탁오’란 중국 초나라 때의 굴원屈原이

지은 어부사漁父詞에 나오는 말로, “창랑지
水淸焉 濯吾纓 滄浪之水濁焉 濯吾足(흐르는

수청언 탁오영 창랑지수탁언 탁오족滄浪之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흐리면 나의 발을 씻는다)”에서 따온 것이다. 글귀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수신修身하는 글이다. 글자는 자연 화강암석의 중앙 우측의 상단부분에 전서체篆書體로 각자하였

다. 각자한 3자의 크기는 47×17㎝인데 암석은 곳곳에 균열이 있는 상태이다.
본래 옛 단양읍 중방리 단양천 변에 있던것을 충주댐의 조성으로 중방리가 수몰지구에 포함되어 1985년 암각자가 있
는 상단부를 잘라 상방리 96번지인 단양군청 앞마당으로 옮겼다. 이후 군 청사가 매각되어 1990년에 현 위치에 수몰 기
념관을 세우고 그 정원에 옮겼다.
김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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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복도별업 암각자
陽단양 丹陽 復道別業 岩刻字

Rock with Inscription of “Bokdobyeoreop,”
Da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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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2호
수 량 1기
지정일 1981. 05. 0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3길 24
소유자 단양군
시 대 조선시대

While serving as the governor of Danyang-gun around 1548, Yi Hwang (pen-name: Toegye, 1501~1570) had an irrigation
pool built in the area near Danyangcheon Stream. As the water collected there was very clean, he often went there to wash
himself. He had the four characters, bokdobyeoreop (復道別業, literally meaning “a special project for restoring the province”),
engraved on a rock there. The part of the rock engraved with the characters was relocated here due to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in 1985.

단양 복도별업 암각자는 퇴계 이황(退溪
李滉, 1501∼1570)이 단양 군수로 있을 때
인 1548년(명종 3)경에 단양천의 복도소復

道沼에

보洑를 만들어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

였는데, 물이 맑고 깨끗하여 목욕장으로 훌
륭하여 이황이 이곳에 자주 들려 목욕을 하
며 별업別業을 이루어 ‘복도별업復道別業’이라
써서 바위에 새긴 것이라 전한다.
‘복도별업’이란 아름답고 깨끗한 물에 목
욕하고 도 道를 회복하는 별장이라는 뜻으
로, 이황이 단양의 산수를 아꼈던 마음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1985년 이전(상방리)

본래 탁오대 濯吾臺에서 약 500 m 상류지
점의 상방리의 제방 둑에 있었으며, 화강
암 바위에 해서체楷書體로 써서 각자한 것이
다. 각자된 4자의 크기는 77×19㎝이다. 충
주댐의 조성으로 이 지역이 수몰지구에 포
함되어 1985년 암각자가 있는 부분을 잘라
상방리 96번지인 단양군청 앞마당으로 옮
겼다. 이후 군 청사가 매각되어 1990년에
현 위치에 수몰기념관을 세우고 그 정원에
옮겼다.
김현길

1985년 이후(옛 단양군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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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영춘향교
陽단양 丹陽 永春鄕校

유형문화재

Yeongchu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Danyang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6호
수 량 6동
지정일 1981. 12. 2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영부로 2884-3
소유자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조선시대

?

Yeongchunhyanggyo in Sang-ri, Yeongchun-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was a state-run Confucian
school that also served as a shrine for the holding of sacrificial rites to deceased Confucian saints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is located to the right side of Daeseongjeon Shrine, which is a unique feature, since the
lecture hall and shrine are usually situated in the front and the rear, or vice 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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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전

명륜당

단양 영춘향교는 유학자에게 제사지내고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운 조선시대 관학 교육기관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하고 있다.
1399년(정종 1)에 현북 1리에 세워진 영춘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14년(광해군 6)에 남천리로 옮겨지었으나
다시 불이 나서 1705년(숙종 30) 현재 자리로 이전하였다. 1791년(정조 15), 1811년(순조 11), 1870년(고종 7), 1891
년(고종 28) 등에 고쳐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5년에는 풍화루가 무너져 없어지고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대성전,
명륜당, 하나의 채로 된 동·서재, 고직사, 기물고 등이 있다.
영춘향교는 명륜당과 대성전이 앞뒤로 놓이는 일반적인 배치와는 달리 명륜당이 대성전의 오른쪽 앞에 자리하여 좌
우에 배치되고 있다. 제향공간은 대성전을 중심으로 제향마당을 두고 내삼문에 면해서 담장으로 두르고 있다. 강학공간
은 명륜당을 중심으로 앞마당을 두고 내삼문 앞 동쪽에 하나의 채로 된 동·서재를 배치하여 ㄱ자형의 공간을 이루고 있
다. 외삼문에 면해서 고직사와 앞마당을 두고 담장을 둘렀으며 동쪽에 사주문을 두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외벌대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두리기
둥을 두었으며 이익공 공포를 올리고 있다. 가구는 5량가이고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그 위에 5성과 송조4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있다. 매년 봄 음력 2월·가을 8월의 상정일에 석전제를 지내고
있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두 칸에 대청을 두고 양쪽에 방을 배치하
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공포는 초익공을 꾸미고 있다. 가구는 5량가
로 꾸미고, 지붕은 풍판 없는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전면에는 각 칸에 모두 세살문을 설치하였고 전면으로 길게 쪽마루
를 설치하고 있다. 동재와 서재는 유생들이 기숙하고 공부하는 곳으로,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으며 정면 4칸, 측면 1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가구는 3량가로 꾸미고, 지붕은 풍판 없는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고직사는 정면 6칸, 측면 한 칸 반의 목조기와집이다. 가구는 1고주5량가의 후퇴집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기물고는
대성전 영역의 동쪽 담장에 면해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 목조기와집이다. 가구는 3량가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단양 영춘향교는 지형의 흐름에 맞추어 명륜당이 대성전의 오른쪽 앞에 자리하여 묘학공간이 좌우에 배치되는 특성
을 보이고 있다. 각 건물은 성격에 따른 형식이 위계에 의해 배치되고 있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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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향교
陽단양 丹陽鄕校

Danyang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7호
수 량 7동
지정일 1981. 12. 2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충혼로 26
소유자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조선시대

풍화루

Danyanghyanggyo in Sangbang-ri, Danseo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was
a state-run Confucian school that also served as a
shrine for the holding of sacrificial rites to deceased
Confucian saints during the Joseon period.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is located to the west
of the Dongjae and Seojae dormitories, while the
lecture hall is situated in front of the shrine. The
lecture hall and Punghwaru Pavilion blend in well
with the natural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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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대성전

단양향교는 유학자에게 제사지내고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운 조선시대 관학 교육기관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
면 상방리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일교일읍一校一邑의 원칙에 따라 1415년(태종 15)에 단양군수 이작李作에 의해 창건된 단양향교는 명종 초

기 퇴계 이황李滉이 군수로 있을 당시 지금의 자리로 이건하였고, 명종 후기인 1557년에서 1558년에 걸쳐 군수 황준량
黃俊良이

명륜당을 건립하였다. 이후 영조 때 두 차례 낡은 부분을 손질하였으며 정조 때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1971년과

1977년에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한 채로 된 동·서재, 풍화
루, 고직사 등이 있다.
단양향교는 앞쪽에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가 있는 강학공간을 두고 뒤에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무와 서무를
배치한 제향공간을 두는 일반적인 향교의 배치인 전학후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지형에 따라 다듬은 화강암 세벌대기단 위에 전면에
는 높은 원형초석과 측면과 후면에는 자연석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올리고 있다. 공포는 이익공이고, 구조는 1고주5량
가이다. 지붕은 겹처마 풍판을 설치한 맞배지붕이다. 5성과 송조4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매년 봄 음력 2월·
가을 8월의 상정일에 석전제를 지내고 있다.
동무와 서무는 같은 형식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3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풍판을
설치한 맞배지붕이다.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왼쪽 두 칸에 대청을 두고 오른쪽에 방을 배치하
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모를 굴린 네모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머리에 창방을 뺄목으로 처
리하고 소로를 2기 놓고 주두 위에 장혀 받친 보와 보리를 뺄목으로 처리하여 결구하고 있다. 가구는 굴도리 5량가로 꾸
미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동재와 서재는 하나의 건물에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
다. 이곳은 유생들이 기숙하며 공부하는 곳으로 왼쪽의 수업제修業齊를 서재로, 오른쪽의 진덕제進德齊를 동재로 구분하고
있다.
풍화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누각형식 목조기와집이다. 고직사는 ㄱ자형의 안채와 진덕제를 포함하여 ㄴ자
형의 사랑채로 구성된 일반적인 목조기와집의 주거형식을 하고 있다.
단양향교는 전학후묘의 일반적인 배치형식을 따르면서 지형의 조건에 따라 강학공간은 명륜당을 서쪽에 두고 동재와
서재를 동쪽에 배치하는 서당동재의 형식을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명륜당과 풍화루의 배치 및 형식이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우러지고 있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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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ilt-bronze miniature pagoda (kept in the
Guinsa Temple Museum) is 27 centimeters tall
and has a square base. The frames feature railings
encircling the body of each story, clearly delineated
roof valleys and dragon-head ornaments at the
four corners of the roof, reflecting the influence of
wooden pagodas of the period. It shares significant
similarities with the bronze eleven-story miniature
pagoda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uggesting that it was made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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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구인사 금동구층소탑
陽단양 丹陽 救仁寺 金銅九層小塔
Gilt-bronze Nine-story Miniature Pagoda of
Guinsa Temple, Danya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9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1. 07. 13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구인사는 대한불교 천태종天台宗의 총본산으로 1945년 창건되었다. 이곳 성보박물관에는 창건 이후 수집된 다수의 유
물이 소장되어 있으며, 이 소탑도 그 중의 하나이다.
단양 구인사 금동구층소탑은 평면이 방형인 금동제 9층소탑으로 전체 높이는 27㎝이다. 전면에 청동녹이 드러나고
있으나 일부 도금의 흔적이 남아 있다. 기단부는 망실되었으나 전체 탑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세부 표현도 정교한 편이
다.
탑의 결구는 목탑木塔을 모방하고 있는데 1층부터 5층까지는 분리조립이 가능하고, 6층부터 상륜부까지는 하나의 구
조물로 형성되었다. 초층탑신이 높고 그 위층의 탑신은 낮으며, 탑신부에는 난간을 돌리고 있다. 지붕에는 지붕골이 표
현되었고 각 모서리에는 용두龍頭 장식이 있으며, 각 층 처마에는 풍경을 달았던 흔적이 있다. 상륜부는 노반과 복발만이
남아 있다.
이 탑은 전체적인 형태로 보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1층청동공양탑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
정된다.
김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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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구인사 아미타회상도
陽단양 丹陽 救仁寺 阿彌陀會上圖

유형문화재

Altar Painting of Amitabha Assembly at Guinsa
Temple, Da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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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구인사 아미타회상탱화는 1786년(정조 10)에 그려진 채색불화이다.
화면의 아래 좌우에 각각 화기畵記(불화의 하단에 불화의 제작 경위와 제작에 참여한 승려와 화가, 시주자의 이름 등
이 적힌 붉은 바탕의 묵서)가 남아있는데, 이중 오른쪽 화기의 일부가 훼손되어 원래 그려지고 봉안되었던 장소는 정확
히 알 수 없다. 다만 불화를 제작·봉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종사大倧師 관혜寬慧를 비롯하여 증사證師(법회를 주관

하는 승려), 지전持殿(청소, 향을 피우고 등을 켜는 등 법당관리를 맡은 승려), 송주誦呪(주문을 외우고 다라니를 암송하는

승려), 공양주(사찰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승려), 화승畵僧(불화를 그리는 승려), 화주化主(불화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담당

한 승려) 등 불화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1786년에 그려진 영천 수도사 감로탱화와 일치하며, 제
작연대도 같아 이 불화의 원래 봉안 장소가 경상도 영천의 수도사修道寺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불화는 관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승려들과 일반인들이 마음을 모아 세상을 떠난 자신들의 지인, 즉 스승이나 부모
또는 친척들이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제작한 전형적인 아미타불화이다. 이 불화는 평삼平三이 지휘하는 가운
데, 찰민察敏, 유성惟性, 극찬極贊 환영幻永, 우심友心, ○영○永, 쾌성快性, 성○性○ 등 총9명이 참여해 그렸다. 이중 수화승首畵

僧(화승

가운데 우두머리)인 평삼을 비롯해 찰민·유성·극찬 등은 18세기 후반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라·경상지역을 넘나

들며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뛰어난 그림솜씨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들이다. 특히 평삼은 1760년대부터 1800년대 초까
지 쌍계사 삼세불탱화(1781)를 비롯하여 쌍계사 화엄경변상탱화(1790)·옥천사 괘불탱화(1808) 등 다수의 불화를 남겼
으며, 개성 있는 화풍으로도 잘 알려진 화승이다.
이 불화 역시 그의 개성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크기는 215×240㎝이며, 구도는 약간의 원근법을 적용하였다. 중앙
의 원형 두·신광을 두른 아미타불과 좌우의 관음·세지보살을 비롯한 6보살과 사천왕 등 주요존상에 비해 여래의 상수제
자인 아난·가섭, 7제자, 타방불, 천부중, 용왕·용녀 등의 권속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그렸다. 이 점은 조선 후기 불화에서
각 존상의 신분차이 또는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썼던 형식이다.
한편, 색채는 붉은 색과 녹색을 비롯하여 청색과 양록색, 갈색 등이 조화를 이루고 필선은 묵선墨線과 백선白線을 병행
하여 양감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특징은 18세기 후반 전라도지역 불화의 특징 중 하나이며, 평삼도 즐겨 사용했던 색채
이다. 이외 문양과 장식모티프에도 그의 불화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가령 여래의 중간계주와 정상계주에서 띠를 두르고
선염渲染(시작부분은 짙게 하고 서서히 옅어지게 하는 동양화 채색기법)으로 장식한 점, 양 가장자리로 처진 눈썹, 화문花

紋과

어린문魚鱗紋이 굵게 장식된 가사 가장자리 등이 그러하다.

구인사 아미타회상탱화는 제작연대와 제작목적이 분명하고, 작품의 보존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작품을 제작한 작
가의 개성이 뚜렷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불화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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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ltar painting of Amitabha Buddha delivering a sermon to his followers was produced in 1786 under the patronage
of a group of monks, including Gwanhye, and lay people who hoped that their devotional act of worship would help their
deceased loved ones, parents, teachers and relatives be reborn in the Buddhist heaven, the pure land of bl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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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구인사 청자발우
陽단양 端陽 救仁寺 靑磁鉢盂

Celadon Bowl of Guinsa Temple, Danyang

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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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eladon bowl, preserved in Guinsa Temple, is of the type known as “eosi baru,” which refers to the largest bowl in a
set of four nesting bowls.
The bowl, plain without any surface motif, is coated with a glaze that has a pale green hue and is finely crafted. The bowl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sometime in mid-Goryeo, more precisely in the 12th century, in Gangjin or a similar place

where high-quality celadons were produced. Its thin wall and well-proportioned design suggest that the bowl was crafted as
a high-en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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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우는 승려들의 공양그릇으로 바리, 발다라, 바리때 등으로도 불리며, 전해지는 유물로는 나무, 놋쇠, 철, 도자기 등
으로 만든 사례가 알려져 있다. 발우는 승려들이 반드시 지니고 다니는 승물僧物의 하나로, 전통적인 발우는 밥·국·물·반
찬을 담기 위해 일반적으로 네 개가 한조를 이룬다. 이들을 포갤 경우에는 큰 발우의 내면에 차례로 넣을 수 있어 간편하
게 지니거나 사물함에 놓을 수 있다.
구인사에 소장된 이 청자발우는 네 개의 기물 중 세 개를 담을 수 있는 어시발우御侍鉢盂[큰 발우]이다. 발우 내면의 상

단부분에는 한 줄의 음각선을 돌렸으며 이를 기점으로 입술부분은 직립해 있고, 그 아래의 몸체는 양감量感이 느껴질 정

도로 둥글다. 내면 바닥에는 성형과정에서 그릇의 두께를 맞추기 위해 깎아낸 내저원각內底圓刻의 흔적이 보인다. 굽은 그
릇 밑바닥을 살짝 깎아 낸 속굽으로 처리하여 굽다리가 없고 땅에 닿는 부분은 유약을 살짝 긁어낸 후 다섯 곳에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 구웠다. 표면에 씌워진 유약의 색조는 녹청색으로 비색翡色의 느낌이 강하며, 표면에는 가마에서 불을 껐
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유약 깨짐 현상인 빙렬氷裂 흔적이 전체를 덮고 있다.

2007~2008년 사이의 수중발굴조사로 전모가 드러난 태안 대섬 침몰선에서는 이와 유사한 청자발우가 대량으로 확
인된 바 있다. 당시 동반 출토된 유물 중 목간木簡에 쓰여진 먹 글씨의 판독결과 이들 청자 상품들은 탐진현[眈津縣. 현재
의 강진]을 출발하여 개경으로 향하던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강진산의 고급 청자발우가 상당히 먼 거리까지 유
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양은 없으나 유약색조가 비색을 띠며 만듦새가 정교한 이 청자발우는 남아 있는 흔적으로 볼 때 고려 중기인 12세
기 경, 강진康津과 같은 고급청자생산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릇의 두께가 얇고 비례가 일정한 이 발우
는 제작된 당시로서도 고급품에 속했던 기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이종민

611

丹 묘법연화경 권4~7
陽단양 妙法蓮華經 卷四~七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호
수 량 4권 1책
지정일 2004. 10. 24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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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은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의 대

표적인 경전이다.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하며 중국 후진

後秦의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한 것을 송宋

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저본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것이
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4~7은 1422년(세종
4) 고양 대자암大慈菴 판본을 1456년(세조 2) 이후 간
행한 판본으로 1422년 인순부윤 仁順府尹 성억(成抑,

1386~1448)이 사위인 성녕대군誠寧大君과 대군의 어머

니 원경왕후元敬王后를 위해 새긴 목판을 저본으로 한다.
권7 말미에 변계량卞季良과 기화己和의 발문이 있다. 통도

사 소장 보물 1196호 묘법연화경과 같은 판본으로, 통도
사 소장본은 변계량과 함허당의 발문에 이어 경태景泰 7

년(1456, 세조 2) 학조學祖의 발문이 있다. 발문에 따르면
1456년 동궁빈 한씨가 어머니인 좌의정 한확韓確의 부인

홍씨洪氏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라 하

는데, 판본 상태로 보아 이때 이후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묘법연화경』 권4~7은 4권 1책으로 26.7×16.5㎝의
크기이다. 사주단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1.2×13.7㎝,
계선과 어미는 없으며 10행 20자, 판심제는 법法이다. 본

문에는 묘법연화경 원문 옆에 한 글자 내려 계환의 주註

가 부기되었다.
권4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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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변계량 발문

권7 권말

참고로 묘법연화경은 권1이 서품序品·방편품方便品, 권2 비유품譬喩品·신해품信解品, 권3 약초유품藥草喩品·수기품授記品·화

성유품化成喩品, 권4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법사품法師品·견보탑품見寶塔品·제파달다품提婆

達多品·권지품勸持品,

권5 안락행품安樂行品·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권6 수희공덕품隨

喜功德品·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촉루품囑累品·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권7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다라니품陀羅尼品·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

勸發品 등

7권 28품이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권4~7이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의 한역과 계환의 주석본이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간경도감판 등 몇몇
인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달생 형제의 서체로 인출된 것들이어서 간행 배경과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그 중 이 묘법연화
경은 1422년 대자암본을 저본으로 하고 있어 다른 판본과 비교가 가능하며 조선 전기의 다양한 판본을 확인할 수 있다.
강민식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ese four volumes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fourth to seventh

volumes) are part of a reprint of the Daejaam edition, published in 1422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in Goyang and appears to date from sometime after 1456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 of Joseon). According to
the postface, the reprint of this sutra was commissioned in 1456, by Lady Han, the Crown princess of Joseon, to pray for the
rebirth in the Buddhist paradise of Lady Hong, her late mother and the wife of Left State Councilor Han Hwak (1403~1456).
Its condition of preservation suggests that the book was printed sometime soon after this date.
This vers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based on the Daejaam edition of 1422, is considered highly valuable as
one of the various early Joseon editions of this scripture, permitting their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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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 권6~7
陽단양 妙法蓮華經 卷六~七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6-7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3호
수 량 2권 1책
지정일 2009. 09. 1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3길 31 방곡사
소유자 방곡사
시 대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은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

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하며

중국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

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저본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것이다. 묘법연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

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
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방곡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6~7은 1443년(세종
25) 완주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판본을 바탕으로

1477년(성종 8)에 다시 찍은 저본을 1561년(명종
16) 풍기의 지질방사池叱方寺에서 다시 판각하여 찍은
것이다. 발문에 따르면 성달생(成達生, 1376~1444)
이 해운海雲의 청으로 능엄경을 필사한 후 법화경을

시작하였으나 권1만 쓰고, 권2~5는 임효인任孝仁이,

권6~7은 조절曺楶이 필사를 마친 후 혜신惠信 등의 부
탁으로 발문을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묘법연화경』 권6~7은 2권 1책으로 29.2×18.5
㎝ 크기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으로 계선 없이 10
행 20자이다. 반곽 크기는 6권 20.1×13.3㎝, 7권
20.8×13.8㎝로 차이가 있다. 겉표지에는 법화경이
라 하였고, 권수제와 권말제는 묘법연화경, 판심제는
‘법法’이다. 발문 끝에는 ‘성화십삼년정유이월일 숭

록대부판중추원사 창녕성달생 근발成化十三年丁酉二月

日 崇祿大夫判中樞院事 昌寧成達生 謹跋’이라
권6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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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간기는

발문

권말간기

‘가정사십신유정오월일 경상도풍기지소백산 지질방사개판嘉靖四十辛酉正月日 慶尙道豊基地小伯山 池叱方寺開板’이다. 끝부분에 묵

서로 ‘강희이십오년병인이월일 인경시주선준康熙貳拾伍年丙寅二月日 引經施主鮮峻’이라 하였다.

참고로 묘법연화경은 권1이 서품序品·방편품方便品, 권2 비유품譬喩品·신해품信解品, 권3 약초유품藥草喩品·수기품授記品·

화성유품化成喩品, 권4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법사품法師品·견보탑품見寶塔品·제파달다품

提婆達多品·권지품勸持品,

권5 안락행품安樂行品·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권6 수희공덕

품隨喜功德品·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촉루품囑累品·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권7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다라니품陀羅尼品·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보현보살권발품

普賢菩薩勸發品 등

7권 28품이다. 방곡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권6~7로 18~28품에 해당한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의 한역과 계환의 주석본이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간경도감판 등 몇
몇 인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달생 형제의 서체로 인출된 것들이어서 간행 배경과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그 중 이 『묘
법연화경』은 1443년 화암사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561년 풍기 지질방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다른 판본과 비교가 가능
하다.
강민식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is Saddharmapundarika Sutra (sixth and seventh volumes),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46-3, was printed in 1561 (the 1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of Joseon), in Jijilbangsa Temple in Punggi. For the printing of this sutra, new woodblocks were carved based on

an existing reprint of the Hwaamsa Temple edition of 1443 (the 2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created in
1477 (the 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gjong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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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 권6~7
陽단양 妙法蓮華經 卷六~七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4호
수 량 2권 1책
지정일 2009. 09. 11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6-7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3길 31 방곡사
소유자 방곡사
시 대 조선시대

권6 권수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is Saddharmapundarika Sutra (sixth and seventh volumes),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46-4, was based on another print made using the
Eulhaeja typeface, which was cast in the handwriting style of Gang Hui-an (1418~1464). The woodblocks used for printing
this sutra were carved in 1531 (the 2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ungjong of Joseon), in a Buddhist temple in Yeongcheon-

gun, Gyeongsang-do. The text was printed two years later in Samseongam Hermitage, under a project that lasted from the
fall of 1533 (the 2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ungjong of Joseon) to March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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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7 권말

권말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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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저본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것이다. 묘법연화
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방곡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6~7은 강희안(姜希顔, 1418~1464)의 서체를 바탕으로 주조한 을해자乙亥字로 찍은 『묘

법연화경』을 저본으로 한다. 그 후 1531년(중종 26) 경상도 영천군永川郡 공산公山 본사에서 번각한 후 2년 후인 1533년

(중종 28) 가을부터 1535년 3월까지 삼성암三聖菴에서 간행하였다.

권6~7의 2권 1책으로 책 크기는 35.5×24.4㎝, 사주단변의 반곽은 6권 26.5×20.5㎝, 7권 26.1×20.5㎝로 계선이
있고 9행 16자다. 표제는 묘법화경妙法華經, 권수제와 권말제는 묘법연화경,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위아
래에 흑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판심제는 법화경이다. 간기는 ‘가정십년신묘유월일경상도영천군공산본사중각嘉

靖十年辛卯六月日慶尙道永川郡公山本寺重刻’으로

판본의 간행 시기가 1531년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뒷표지 안쪽에 묵서로, ‘가

정십이년계사추시을미삼월일인출행삼성암嘉靖十二年癸巳秋始乙未三月日印出行三聖菴’이라 하여 실제 간행은 1533년 가을부터
1535년 3월까지 삼성암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을해자 번각본으로 인쇄상태가 좋아 초기 인출본으로 보인다.
권7의 말엽에 이 판본의 간행에 참여한 시주와 각수, 그리고 공양주와 화주 등의 명단과 함께 중각한 연대와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화주化主 행호行浩의 주관으로 간행되었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의 한역과 계환의 주석본이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간경도감판 등 몇몇

인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달생 형제의 서체로 인출된 것들인데 비해 이 책은 강희안 서체의 을해자를 저본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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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 권4~7
陽단양 妙法蓮華經 卷四~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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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7호
수 량 4권 1책
지정일 2004. 10. 24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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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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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
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4~7은 1443년(세종 25) 완주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판본을 후대에 다시 찍은 책이다.
이 책은 1443년 성달생(成達生, 1376~1444)이 쓴 발문을 통해 판본의 인출 배경을 알 수 있다. 1443년 화암사 판본은
효령대군孝寧大君과 영응대군永膺大君 등이 시주하였으며, 성삼문成三問이 감찰하였다. 실제 강원講院에서 사용되었으며 전체

적으로 필사된 주註가 많다. 조선 초기 판본으로 대략 조선 전기에 간행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묘법연화경』 권4~7은 4권 1책의 목판본이며 책 크기는 29.5×18.5㎝이다. 4권을 한 책으로 묶었으며, 광곽은 사주
단변四周單邊에 반곽은 20×14㎝의 크기이다. 계선은 없으며 10행 20자로,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판심

제는 ‘법法’, 서제序題는 ‘묘법연화경요해妙法蓮華經了解’이다. 발문 간기는 ‘정통팔년계해오월일숭록대부판중추원사창녕성

달생근발正統八年癸亥五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謹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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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4 권수

발문 간기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의 한역과 계환의 주석본이다. 특히 조선 전기에는 간경도감판 등 몇
몇 인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달생 형제의 서체로 인출된 것들이어서 간행 배경과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그 중 이 『묘
법연화경』 권4~7은 1443년 완주 화암사에서 간행한 판본을 후대에 다시 새겨 찍어낸 책으로 다른 판본과 비교가 가능
하다.
강민식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se fourth to seventh volumes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47, are part of a reprint of the Hwaamsa Temple edition,
published in 1443 (the 2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in Wanju. The postface at the end of each volume,
written in 1443 by Seong Dal-saeng (1376~1444),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circumstances of the reprint of this edition.
An early-Joseon vers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this book appears to have been published and circulated during
the sa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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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 권4~7
陽단양 妙法蓮華經 卷四~七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8호
수 량 4권 1책
지정일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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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권4 권수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ese fourth to seventh volumes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48, are part of a reprint of the Hwaamsa Temple edition,
published in 1443 (the 2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in Wanju, which dates from 1477. The list of donors

provided in the book, which included Prince Hyoryeong (1396~1486), indicates that the new print was made to pray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Prince Hyoryeong and the peace of the soul of the late Prince Wolsan.
This book is regarded as invaluable as an example of the calligraphic style of Seong Dal-saeng, offering insights into how
it became a popular script, widely used in woodblock print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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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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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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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
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4~7은 1443년(세종 25) 완주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1477년

(성종 8)에 다시 찍은 책으로 효령대군孝寧大君 등의 시주질施主秩이 첨부되어 있다. 효령대군과 월산대군月山大君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정경부인 윤씨와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喜, 참판 한계선韓繼善 등이 주관하여 보명宝明 등의 각수刻手를 동원해

완성하였다.
『묘법연화경』 권4~7은 4권 1책 한 권으로 크기는 26.7×16.5㎝이다.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은 19×13.4

㎝ 크기이다. 대체로 계선은 없으나 권말에 일부 보인다. 자수는 10행 20자이다.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판심제는 법法이다. 권4 말미에는 시주질에 첨부되었다. 권7 끝 발문 간기는 ‘성화십삼년정유이월일숭록대부판중추원사

창녕성달생근발成化十三年丁酉二月日崇祿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生謹跋’인데, 성화13년은 1477년으로 성달생이 사망한 이후이다.
아마도 『묘법연화경』 화암사 판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그의 발문을 그대로 옮겨 쓰고, 번각한 해를 기준으로 한 것 같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의 한역과 계환의 주석본이며 조선 전기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은 활자
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성달생 서체계이다. 성달생 서체계의 번각과 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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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 권1~3
陽단양 妙法蓮華經 卷1~3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9호
수 량 3권 1책
지정일 2004. 10. 22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1-3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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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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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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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1~3은 발문이 없어 간행 시기와 배경을 알 수 없다. 하지만 같은 판본인 김천 직지사 소
장 『묘법연화경』(보물 제1306호)을 통해 1405년(태종 5) 완주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위 책의 발문에 따르면 조계종 대선大選 신희信希 등이 1405년 성달생(成達生, 1376~1444)에게 중자中字로 써줄 것

을 부탁하였다. 마침 성달생은 상중喪中이어서 더불어 부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필사한 것이다. 이를 도인 신문信文이 전
라도 운제현雲梯縣 도솔산兜率山 안심사로 가져와 간행하였다. 성달생 서체계 다른 판본과 비교하면 광곽의 상하단변上下單

邊이

두드러진 것이 차이점이다.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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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권1 권말

이 책은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크기는 30×18.3㎝이다. 광곽은 상하단변으로 반곽은 22×13.8㎝이며 계선은 없고
10행 20자이다. 권수에 변상도가 있으나 첫 장은 복사본이다. 마지막 변상도는 고려 우왕의 극락왕생을 위해 변상을 그
리고 목판에 새긴다는 정씨의 시주글이 있다. 서제序題는 ‘묘법연화경요해妙法蓮華經要解’, 서문은 ‘전주복주상생선원사조사
문급남前住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及南’이라는 찬술자 내용이 있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의 한역과 계환의 주석본이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묘법연화
경』은 활자본과 성달생 서체계 목판본으로 나눈다. 그 중 이 『묘법연화경』 권1~3은 성달생 서체계 중 가장 앞선 판본으
로 다른 판본과 비교가 가능하다.
강민식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ese first to third volumes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49, contain no postface providing the date or
background of publication. However, given the fact that it is of the same edition as Treasure No. 1306, the sutra preserved in
Jikjisa Temple in Gimcheon, this book is presumed to have been published in 1405 (the 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ng

of Joseon), in Ansimsa Temple in Wanju. This Saddharmapundarika Sutra is the earliest edition based on the handwriting
style of Seong Dal-saeng, which can be usefully compared with other e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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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 권1~3
陽단양 妙法蓮華經 卷1~3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0호
수 량 3권 1책
지정일 2004. 10. 22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umes 1-3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변상도 서문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date and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of this Saddharmapundarika
Sutra, which is without a postface, cannot be precisely established. However, the sutra uses a single-line text border like the
surviving examples of the Daejaam edition of 1422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It is also identical

to the Daejaam edition in terms of calligraphic style. At the same time, given the opulent appearance of Sakyamuni and
Bodhisattvas and the diminutive size of the dabotap pagoda in the second illustration which depicts the Pure Land of
Buddhism, this book is likely to be a reprint from a late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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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 권수

권3 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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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저본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것이다. 묘법연화
경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독송讀誦·서사書寫·공덕功德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 중의 하나이다.
단양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1~3은 발문이 없어 간행 시기와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광곽이 사주단변四周

單邊이고

필체가 현존하는 1422년(세종 4) 대자암大慈菴 판본과 같다. 그러나 두 번째 변상도인 영산정토변靈山淨土變에 석

가와 보살이 풍만하게 그려지고 다보탑이 작게 묘사된 점을 통해 이를 후대에 다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판본으
로는 구인사에 소장된 『묘법연화경』 권4~7(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6호)이 있다.
1422년에 간행된 대자암 판본은 임진왜란 이전의 번각본으로,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억(成抑, 1386~1448)이 사위인 성

녕대군誠寧大君과 대군의 어머니 원경왕후元敬王后를 위해 새긴 목판본이다. 이 책은 26.7×16㎝의 크기로 3권 1책 목판본

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0×13.5㎝, 계선은 없으며 10행 20자이다. 어미가 없고 판심제는 법法이다.
앞부분에 변상도가 있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의 한역과 계환의 주석본이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대부분의 『묘법연화
경』은 활자본과 성달생 서체계 목판본으로 나눈다. 『묘법연화경』 권1~3은 1422년 고양 자비암 판본의 후대 번각본이
다. 성달생 서체의 여러 판본과 비교할 수 있으나 정확한 간행처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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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언해)
陽단양 妙法蓮華經(諺解)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Annotated translation

권1 권수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1호
수 량 7권 7책
지정일 2004. 10. 22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권7 권말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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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저본으로 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묘법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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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언해)』는 여성 필사자들에 의해 백색 저지에 한글 궁서체로 필사되어 있다. 방의경이
1909년(융희 3)년에 필사를 시작하여 동년 11월 25일에 필사를 마쳤다. 사경寫經을 위한 시주자들은 각각 방정덕화, 이
만법행, 방의경, 은인기, 이씨로 각 권말에 수록되어 있다.
『묘법연화경(언해)』은 32.5×22.7㎝ 크기로 계선은 없다. 표지는 붉은 비단으로 장정하고 표제는 법화경이라 하였
다. 권1 끝의 간기는 ‘한융히삼년긔酉유구월 일 종」 셔사자 방의경」 한융히십일월이십오일 필셔」 쳥신여갑진방
씨뎡덕화」 곤명계리씨만법」 건영병슐원인긔」 을유쳥신여리씨」 각각심즁소원셩취’라 하였다. 권7 끝 간기는
‘한융히삼년긔유십일월이십오일 필셔」 쳥신여갑진방씨뎡덕화」 곤명계리씨만법」 건영병슐온인긔」 쳥신여
을유리씨」 각각동심즁소원셩취 발원’이다. 필사 과정이나 독송할 때 침을 묻히지 않고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짧은 비
단 조각을 책의 각 장마다 한 장 한 장 붙여놓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묘법연화경은 구마라습의 한역과 계환의 주석본이나, 단양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언해)』는
7권 7책의 한글 필사본으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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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7 간기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basic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is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251, was
hand-transcribed in Hangeul, by a group of women. The text
is written in court script, on white paper. To allow the pages to
be easily turned during the transcription or recitation, without
having to wet the fingers, a short piece of silk fabric were
attached to each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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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어제관무량수불경
陽단양 御製觀無量壽佛經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2호
수 량 1권 1책
지정일 2004. 10. 22

Longer Sukhavativyuha Sutra (Infinite Life Sutra)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권수

The Longer Sukhavativyuha Sutra (Infinite Life Sutra) is one of the three principle Pure Land sutras along with the

Amitayurdhyana Sutra (Sutra of the Visualization of the Buddha of the Infinite Life) and the Amitabha Buddha Sutra. The
Longer Sukhavativyuha Sutra , surviving in Guinsa Temple in Danyang, is a single-volume woodblock-printed book. The
book with a preface indicating that it wa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Ming Dynasty contains no other preface or postface
providing information about its republication in Korea. Hence, the background of its republication is mostly unknown.

However, circumstanti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book was probably published sometime in the 15th century. The

examination of the print quality of this book and the type of paper used cast some important light on the woodblock
printing technology of early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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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후서

『관무량수경』은 『불설무량수경佛設無量壽經』,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과 함께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의 하나로, 정토 사

상을 대표하는 경전으로 꼽힌다. 이 책은 아미타불阿彌陀佛 즉, 무량수불無量壽佛이 머무는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
는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이다. 『관무량수불경』은 5세기 중엽 서역 출신의 학승 강량야사畺良耶舍가 인도의 불경을 한역

한 책이다.
구인사 소장 『어제관무량수불경』은 1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사지刊寫地와 간사자刊寫者는 미상이다. ‘홍희원년(洪熙元

年, 1425) 정월초일일正月初一日’에 쓰인 서문과 ‘대명경태이년大明景泰二年 세차신미정월상원절歲次辛未正月上元節’에 석도부釋
道孚가

쓴 후서가 있어, 이를 통해 1451년 명明의 인종仁宗이 즉위하여 선황先皇인 태종太宗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도부에

게 간행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제관무량수불경』에는 명나라에서 간행하였다는 서문만 남아 있고, 우리
나라에서 간행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개간改刊과 관련된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이를 통해
간행시기는 약 15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이 책에는 11매의 변상도變相圖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도판에는 서쪽에 지는 해를 보고 극락세계를 관하는 법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16관법觀法이 있다.

책의 형태 사항은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 23.5×14.3㎝이며, 계선이 있다. 책의 크기는 30.5×20.3㎝이다. 본문

은 7행 17자 주쌍행註雙行으로 수록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판심제는 ‘관觀’으로 되어 있다.

서명은 ‘관무량수불경觀無量壽佛經’이다. 장정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섯 구멍을 뚫고 실로 꿰매는 선장본線裝本이다.
표지에 결락이 있는 등 보존 상태는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다.

『어제관무량수불경』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사지와 간사자 불명으로, 명나라에서 간행된 책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간행된 내력은 알 수 없으나, 인출印出 상태나 지질 등을 통해 조선 초기 목판 인쇄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로
서 가치가 있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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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e jineonjip (Five Greatest Books of Mantras) is a collection of Buddhist mantr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the Tang
master Bukong (705~774), compiled by the Joseon monk Hakjo. The postface by Hakjo informs that this book was printed in
1485 (the 1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gjong of Joseon), in Ssanggyesa Temple in Eunjin, using woodblocks.

Mantras in Sanskrit are phonetically transcribed in Hangeul and Chinese, line by line. In the phonetic transcription in
Hangeul, dots, placed on the side of a syllable, are used to indicate the appropriate intonation. Hangeul letters that were
no longer in use, such as ‘ㅸ’ or ‘△’ are also encountered. This Buddhist text which pioneered the phonetic transcription of
mantras in Hangeul is considered an in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for Korean linguistics research as well as Buddhist and
bibliograph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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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진언집』은 당唐의 불공(不空, 705~774)이 번역한 불교의 진언 가운데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신묘장구대다

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수구즉득다라니隨求則得陀羅尼」·「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 가장 널

리 유통된 5대 다라니를 모아서 범문梵文과 한문, 한글의 음역音譯을 대비하여 승려 학조學祖가 편집한 것이다.

구인사 소장 『오대진언집』은 학조가 쓴 발문을 통해 1485년(성종 16)에 은진 쌍계사雙溪寺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된 사

실을 알 수 있다. 간행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혜왕후昭惠王后로도 불리는 인수대비(仁粹大妃, 1437~1504)의 명

에 따라 일반 백성이 진언을 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인수대비와 인혜왕대비仁惠王大妃가 세조 등 선

왕의 뜻을 추모하기 위해서이다. 책의 체제는 먼저 범문으로 진언을 기록하고 행을 바꾸어 나란히 한글의 음역과 한문의
음역을 기록하고 있다. 초간은 1485년(성종 16)에 간행되었으나 전하지 않으며, 난외欄外에 있는 시주자의 기명記名으로
보아 충청도 논산 은진의 쌍계사雙溪寺에서 중간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책에는 12매의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다.

책의 형태 사항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반곽半郭 17.2×12.5㎝이며, 계선이 있다. 책의 크기는 25.4×17.0㎝이다. 본문

은 8행 16자 주쌍행註雙行으로 수록되어 있다. 판심은 흑구黑口로,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장정 방법은 전통적

인 방식으로 다섯 구멍을 뚫고 실로 꿰매는 선장본線裝本이다.

이 책에는 한글 음역에서 방점으로 성조聲調를 표기하고 있으며, ‘ㅸ’나 ‘△’ 등 이미 폐기된 한글의 자모도 사용되고

있다. 진언의 한글 음역에 선구가 된 불서佛書로 국어학, 불교학, 서지학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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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몽산화상육도보설
陽단양 蒙山和尙六道普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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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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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간기

Mongsanhwasang yukdoboseol (Preachings on Six Realms by Buddhist Monk Mongsan)
is a reedition of Liudao pushuo by Mongsan Deogi (Mengshan De-yi,1231~1308), an eminent monk of the late Yuan
Dynasty. The postface indicates that the book was printed in 1539, in Gwangheungsa Temple in Hagasan Mountain in
Andong.
This book with a clearly established publisher and year of publication offers precious glimpses into printing technology in
the mid-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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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화상육도보설』은 원元 말기의 고승인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 1231~1308)의 『육도보설六道普說』을 개판開板

한 책으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입장에서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수라修羅·인人·천天의 육도六道와 성문聲聞·연각緣

覺·보살菩薩·불佛

등의 사성四聖을 합한 10계界를 설하여 범부의 자리를 벗어나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을 권하는 것을 중

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인사 소장본 『몽산화상육도보설』은 간기에 ‘가정십팔년기해이월일경상도안동지하가산광흥사개판嘉靖十八年己亥二月

日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라고

되어 있어, 안동 하가산에 있는 광흥사에서 1539년에 개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인사

소장본 이외에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몽산화상육도보설』 고간본古刊本은 1432년(세종 14)의 간행처 미상본을 비롯하여

1536년(중종 31)의 설악산 신흥사판神興寺板이 있으며, 국역본으로는 1584년(선조 17년) 9월 간행된 서산 가야산 개심
사판開心寺板이 있다.

이 책은 1권 1책의 목판본으로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 23.0×15.9㎝이며, 계선이 있다. 책의 크기는 34.0×21.0

㎝이다. 본문은 6행 13자로 수록되어 있다. 판심은 흑구黑口로,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판심 서명은 ‘보普’로 되
어 있다. 장정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섯 구멍을 뚫고 실로 꿰매는 선장본線裝本이다.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이 책은 정확한 간행처와 간행시기를 통해 조선 중기 인쇄기술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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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불설수생경
陽단양 佛說壽生經

Bulseol susaenggyeong (Sutra Spoken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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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불설예수시왕생칠경 권수

Bulseol susaenggyeong (Sutra Spoken by the Buddha on Life and Birth) is a Buddhist text describing the amount of money
and scriptures to be donated to the officials of the underworld according to the zodiac sign and sexagenary term of one’s
birth. It contains the portrait of each underworld judge in charge of one of the twelve zodiac signs and the list of offerings
to be made to them. The Guinsa copy of Bulseol susaenggyeong is bound together with Bulseol yesusiwang saengchilgyeong
(Sutra Spoken by the Buddha about the Judgment of Ten Kings for the Rebirth after Seven Days) into one volume.
This book, in a relatively decent state of preservation, casts important light on the woodblock printing technology and
woodcut art of early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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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간기

『불설수생경』은 12지 띠별 60갑자에 따른 저승의 관속官屬과 시주해야 할 금전金錢 및 경전經典의 수량을 설명한 불서
로, 12지 띠를 담당하는 판관의 도상과 띠별 공양 내용을 담고 있다. 639년 현장(玄裝, 600~664)이 인도 순례 중 발견
했다는 경전이며 ‘환수생신앙還壽生信仰’을 바탕으로 한다.

구인사 소장 『불설수생경』은 『불설예수시왕생칠경佛說預修十王生七經』과 합본되어 있다. 1469년(예종 1)에 학승인 신미

信眉,

학열學悅, 학조學祖와 효령대군孝寧大君, 김수온金守溫 등이 개판開版한 것을 1575년(선조 8)에 전라도 영광에 있는 불갑

사佛岬寺에서 다시 간행한 중간본重刊本이다.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은 지옥의 고뇌를 면하기 위해 생전에 부처님께 공양을 바칠 것을 권한 책으로, 생전에 부처님
께 공양을 바칠 것을 권하는 찬탄문讚嘆文과 함께 저승의 각 대왕들과 권속眷屬, 그리고 지옥의 풍경 등이 판화로 묘사되어
있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 20.3×13.6㎝이며, 계선이 있다. 책의 크기는 26.4×18.0㎝이다. 본문은 8

행 16자 주쌍행註雙行으로 수록되어 있다. 판심은 흑구黑口로,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판심제는 ‘생生’으로 되어

있다. 장정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섯 구멍을 뚫고 실로 꿰매는 선장본線裝本이다.

이 책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조선 전기 목판 인쇄와 판화 분야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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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선종영가집
陽단양 禪宗永嘉集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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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jong yeonggajip (Essence of Zen Buddhism)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권수

Seonjong yeonggajip (Essence of Zen Buddhism) is a Buddhist text written by the Tang master Zhenjue (647~713) to offer
guidance to posterity on the practice of Zen. The copy of Seonjong yeonggajip preserved in Guinsa Temple was printed in
1575 (the 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in Cheonbulsa, a temple located in Bultasan Mountain in Jangyeon-

gun, Hwanghae-do, by Neungin and others.
This book with a precisely known year and place of publication is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on printing technology
in the early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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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선종영가집』은 당唐의 현각(玄覺, 647~713)이 참선參禪 수행을 하는 후인後人들을 위하여 찬술한 법문이다. 불교의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하여 참선參禪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방법을 10가지로 나누어 상세하
게 분석하고 설명한 선종禪宗 불전으로, 송宋의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수정과문修定科文한 책이다. 선종의 요결要

訣로서

우리나라의 선림禪林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開板한

것이다. 발문에 ‘만력삼년을해지춘···황해도장연현불타산천불사개판萬曆三年乙亥之春···黃海道長淵縣佛陀山千佛寺開板’이라

구인사 소장 『선종영가집』은 1575년(선조 8) 능인能仁 등이 황해도 장연군 불타산에 있던 절인 천불사千佛寺에서 개판

고 되어 있어 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문跋文에 인종의 비인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다고
쓰여 있어 간행을 하게 된 연유를 알 수 있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 18.6×13.8㎝이며, 계선이 없다. 책의 크기는 27.7×17.5㎝이다. 본문은 11

행 19자로 수록되어 있다. 판심에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가 있다. 표제와 판심제는 ‘영가집永嘉集’으로 되어 있다.

장정 방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섯 구멍을 뚫고 실로 꿰매는 선장본線裝本이다.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선종영가집』의 주요 판본으로는 1381년본(보물 제641호, 아단문고 소장), 1464년본(보물 제774호, 동국대학교 도
서관 소장), 1495년본(보물 제1163호, 개인소장)이 있으며 세 판본과 함께 구인사 소장본은 정확한 간행처와 간행시기
를 통해 임진왜란 이전 조선의 인쇄기술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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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불설대보부모은중경
陽단양 佛說大報父母恩重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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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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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seol daebo bumo eunjunggyeong (Sakyamuni's Teaching on Parental Love) is a scripture containing Sakyamuni’s
sermons on the loving care provided to children by their parents and the filial conduct to repay their kindness. This text was
translated into Chinese by Kumarajiva (344~413) of the Later Qin.
The Guinsa copy of Bulseol daebo bumo eunjunggyeong is bound together with Bulseol jangsu myeoljoe hojedongja

darani (Dharani Spoken by the Buddha on Longevity, the Extinction of Offences and the Protection of Young Children) into
one volume. The book was printed in 1562 (the 1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of Joseon), in Gwangheungsa

Temple in Hagasan Mountain in Andong, Gyeongsang-do, along with several other Buddhist scrip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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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석가모니의 설법 가운데 부모가 자식에게 베
푼 은덕과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해야 할 효행에 관한 내용을 설파한 불교
경전으로, 후진後秦의 승려인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하였
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조선 초기부터 왕실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
기도 하였다. 이 책은 『은중경』, 『부모은중경』이라고도 하며 부모의 은혜
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이 ‘효’와 관련이 있어 효
를 중요시하는 한국, 중국, 일본에 널리 퍼졌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필사본이 유포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이후로 공덕을 위해 목
판본이 많이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었다.
구인사 소장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
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과 합철되어 있다. 1562년(명종 17) 경상도
안동 하가산에 있는 광흥사廣興寺에서 여러 경전과 함께 간행되었다.

이 책에는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모의 은혜에 대해 전반부

와 후반부로 나누어 설파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며 성장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리니경 권수

하기까지의 부모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십대은十大恩으로 나누어서 설명

하고 있다. 십대은은 ①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 주는 은혜[懷躭守護恩], ② 해산날에 즈음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

혜[臨産受苦恩], ③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生子忘憂恩], ④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는 은혜[咽苦吐甘恩],
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廻乾就濕恩], ⑥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乳哺養育恩], ⑦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洗濁不淨恩], ⑧ 먼 길을 떠나갔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遠行憶念恩], ⑨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爲造惡業恩], ⑩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은혜[究竟憐愍恩] 등이다.
후반부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자손들이 보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이나 행동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은혜를 갚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7월 15일의 우란분재盂蘭盆齋에 부모를 위해서 삼보三寶에 공양하고,
이 경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이 경의 한 구절 한 게송을 잘 익혀 마음에 새기면 오
역五逆의 중한 죄라도 소멸된다고 하였다. 유교 경전인 『효경孝經』에서 ‘효’를 강조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내세우는 것에
비해,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은혜’를 강조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어린 동자를 보호하여 현세의 죄업을 모두 소멸하고, 장수長壽의 법을 설법한 밀

교 계통의 경전이다. 이 불경은 문수사리文殊師利의 질문에 석가모니가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불경은 고
려 때에도 주요 공덕경으로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조선 초기 이후 왕실에서 집중적으로 간행하였고 전국 주요 사찰
에서 널리 간행하였다.
이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 19.9×14.8㎝이며, 계선이 없다. 책의 크기는 27.2×18.1㎝이며 본문은

8행 16자로 수록되어 있다. 판심은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판심제는 ‘부父’으로 되어 있다. 장정 방법은 전통적

인 방식으로 다섯 구멍을 뚫고 실로 꿰매는 선장본線裝本이다.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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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佛頂如來密因修證了義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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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Volume 9

권수

The 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preserved in Guinsa Temple in Danyang, appears to have been
printed with woodblocks that were based on a Korean translated version published by Gangyeongdogam (Directorate of
Buddhist Publications), during the reign of Sejo, which was also a woodblock-printed edition. The book is the ninth of the
ten total volumes making up this sutra.
Given the condition of the print and the quality of paper, this book is likely to cast important light on Korean woodblock
printing during the mid-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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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석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당唐의 승려 반자밀제般刺密帝가 한역하고 송宋의 계환戒環이 요점을

뽑아 주해를 한 불경으로,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수능엄경首楞嚴經』 혹은 『능엄경楞嚴經』으로 일컫는다. 온갖 번

뇌로부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요의要義를 설說한 경전으로서 한국에서는 주로 선가禪家에서 독송·연구되었으며, 불교

강원 사교과四敎科의 하나로 학습되었던 경전이다.

단양 구인사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조선 세조世祖 때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국역하고

인출한 바 있는 목판본의 복각본覆刻本인 듯하다. 전10권 가운데 권9의 1권이 1책으로 되어 있다. 권9에서는 수행 도중
에 수행자에게 나타나는 50가지 마魔에 대해서 그 원인과 종류를 밝히고 있다.

책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반곽半郭 21.9×18.2㎝이며, 계선이 있다. 본문은 9행 17자 주쌍행註雙行의 상하내

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붉은 글씨로 교정한 기록이 있으며, 마지막장에 음석音釋이 수록되어 있다. 표제表題는 ‘불정능
엄경佛頂楞嚴經’이고 권수제卷首題는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며

판심제版心題는 ‘능엄경楞嚴經’이다. 전체 크기는 34.2×23.8㎝이다.

이 책은 인출의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아 조선 중기의 우리나라 목판인쇄문화를 규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
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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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eokgayeorae seongdogi (Annotated Life and
Enlightenment of Sakyamuni Bu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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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Juseokgayeorae seongdogi (Annotated Life and Enlightenment of Sakyamuni Buddha) is the biography of Sakyamuni
Buddha, written by the early Tang-dynasty poet Wang Bo (650~676). The annotations are by Dao Cheng, who also lived
during the Tang Dynasty.
The circumstances of the printing of this book are not precisely known, as no preface or publication note is included.
Notwithstanding, based on the typeface and the condition of the print, the book is presumed to date from sometime during
the reign of Sejo (r. 1455~1468); in other words, sometime in the mid-15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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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석가여래성도기釋迦如來成道記』는 당唐의 시인 왕발(王勃, 650∼676)이 쓴 석가모니의 일대기이다. 여기에 당나라 때

중국 항주杭州 남쪽 교외의 전광강錢塘江가에 있는 월륜산月輪山의 도성道誠이 주석註釋한 것이 『주석가여래성도기』이다.

금속활자가 자주 사용되었던 조선시대에도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서류의 금속활자 인출은 많지 않았었는데, 이
책은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인출한 책이다. 1책 41장으로 된 이 책에는 발문跋文이나 인기印記가 없어서 인출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활자와 인쇄 상태로 보았을 때 세조 연간(1455~1468)인 15세기 중엽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半郭 22.0×14.5㎝이며 계선이 있다. 본문은 9행 17자 주쌍행註雙行의 상하내향

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전체 30.5×19.5㎝의 크기이다. 표제表題는 ‘여래성도기如來成道記’이며 판심제版心題는 ‘성도기聖道

記’,

권말제卷末題는 ‘협주성도기夾註聖道記’이다. 권수에는 송宋의 최육재崔育才가 1034년에 쓴 ‘조봉랑수상서둔전랑중분사

남경주국최육재술···대송경우원년중춘기망서朝奉郞守尙書屯田郞中分司南京柱國崔育才述···大宋景祐元年仲春旣望序’의 서문이 있다. 표

지는 장지로 장정되어 있으며 본문의 지질은 저지이다.
현전하는 국내판 『석가여래성도기』의 판종版種은 금속활자본 1종(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8호, 선광사 소장)과

1655년(효종 6)에 지리산 연곡사燕谷寺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판본 1종(원각사 성보박물관 소장)이 있으며 구인사 소장
본은 선광사 소장본과 동일본으로서 조선 초기의 금속활자 인쇄문화를 살피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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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중간진언집
陽단양 重刊眞言集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61호
수 량 2권 1책
지정일 2004. 10. 22

Junggan jineonjip (Book of Mantras, Reprint)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실담장

Jineonjip (Book of Mantras) is a compilation of the most popular and most frequently-recited mantras from esoteric
Buddhist scriptures known in Korea. The mantras are in Sanskrit and Chinese, accompanied by their phonetic transcription
in Hangeul. Junggan jineonjip surviving in Guinsa Temple is a reprint of the Mangwolsa edition, dating from the late 19th
century.
The book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Hangeul consonants and vowels such as ㅸ, △, ㅂ and ㅇ, along with the
explanation of Sanskrit characters in Hangeul, which makes it highly valuable for Korean linguistics research as well as for
Buddhis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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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시주절 및 간기

『진언집眞言集』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밀교密敎경전에 나오는 진언 중에 대중들에게 널리 염송되는 진언을 모아서 간행

한 책으로 범자梵字와 한자漢字에 한글로 설명을 달고 있다. 『진언집』은 조선 후기에 용암 체조(龍巖 體照, 1714~1779)와

그의 제자 백암白巖이 편수하여 1777(정조 1)에 전라도 화순의 만연사萬淵寺에서 개판開版하였으나 목판이 소실되었다. 이
후 만연사의 판본을 저본으로 영월暎月 낭규郎奎가 다시 원본을 수정하여 1800년(정조 24)에 경기도 양주의 망월사望月寺
에서 중간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망월사 판본을 바탕으로 19세기 후반에 강원도 일대에서 활약하였던 연파蓮坡 영주永住

등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중간본은 초간본에 비해 추가된 내용도 있다.
책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반곽半郭 23.5×16.5㎝이며 계선이 있다. 10행 20자 주쌍행註雙行의 상하내향흑어

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전체 32.5×20.5㎝의 크기이다. 판심제版心題는 ‘진언집眞言集’이며 발跋은 ‘세경신수하수관거사지歲庚

申首夏水觀居士識’라

되어있다. 본문의 지질은 저지이다.

권두卷頭의 서문에 이어 권말에는 수관거사水觀居士의 「진언집발眞言集跋」과 시주질·간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주자의

첫머리에 상궁尙宮들의 성씨姓氏가 대거 수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상궁들이 인출에 참여한 듯하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널리 유통된 『오대진언집五大眞言集』과 같은 유형의 진언집으로, 범자로 된 여러 진언을 모아서 범

자와 한문 및 한글의 음역을 대비하여 편집한 것으로 변상도變相圖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이 책은 한

글 자모의 표기에 있어 ㅸ·△ 등이 ㅂ·ㅇ 로 바뀌는 언본諺本과, 인도의 범자梵字를 한글로 설명한 실담장悉曇章이 있어서

국어학과 불교학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인출의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아 조선말기의 목판인쇄문화를 살피는 서지학
분야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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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백지묵서불설법화삼매경
陽단양 白紙墨書佛說法華三昧經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3호
수 량 1권 1축
지정일 2006. 10. 04

Transcription of the Buddha Speaks of the
Dharma Flower Samadhi Sutra in Ink on White
Paper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권수

『불설법화삼매경』은 중국의 유송劉宋(420∼479)시대에 지엄(智嚴, 350~427)이 한역한 책이다. 부처님이 나열기羅閱

祇의

기사굴산耆闍崛山에 머물 때에 부처님이 땅 속에서 솟아나와 큰 보배 수레 위에 앉는 모습을 나열기의 왕과 후궁, 태

자, 왕녀 등이 직접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왕녀 이행利行이 부처님에게 그러한 신비한 일을 일으키게 해주는 법화

삼매法華三昧에 대해 질문하고 부처님이 설명한 내용이다. 부처님은 삼매 가운데에서도 법화삼매의 뛰어난 점을 말하고
법화삼매를 통해서 여자의 몸으로도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인사 소장 『백지묵서불설법화삼매경』은 『불설법화삼매경』을 흰 종이에 먹으로 직접 글씨를 쓴 것이다. 간기刊記는

‘을사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로, 이에 따르면 원판은 1245년(고종 32)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

서 판각한 것이며 해인사에 소장된 재조대장경판再雕大藏經板으로 조선 말기에 후쇄後刷한 것으로 보인다. 보존 상태는 비
교적 양호한 편이며, 배접은 최근에 행하여진 것인 듯하다.
1장의 크기는 22.0×44.5㎝로 23행 14자이며 전체 크기는 22.7×678.0㎝ 이다. 지질은 저지楮紙이며 권축장卷軸裝의
형태이다.
이 경전은 1994년 8월에 입적入寂한 함도성스님의 유품으로, 인출의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아 고려 중기와 말기의 우
리나라 목판인쇄문화 및 불교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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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간기

The Buddha Speaks of the Dharma Flower Samadhi Sutra is a Buddhist text in which the Buddha answers questions about
the Dharma Flower Samadhi Sutra. The version preserved in Guinsa Temple is a hand-copied transcription of this text,
written in ink on white paper. According to the publication note, the text was copied from a woodblock-printed edition by
Daejangdogam , dating from 1245 (the 3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Goryeo). But, the actual text on which this

transcription was based is likely to have been one that was printed in late Joseon, using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blocks,
which has survived in Haeinsa Temple. The book is in a comparatively decent condition. The fabric linings appear to have
been added in more recent times.

647

丹 선문염송집 권11
陽단양 禪門拈頌集 卷十一

유형문화재

Seonmun yeomsongjip (Compilation of Analyses
and Verses of the Zen School), Volume 11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4호
수 량 1권 1책
지정일 2006. 10. 04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 말 ∼ 조선 초

『선문염송집』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智訥의 제자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8~1234)이 지눌에 의해 주창된

간화선看話禪의 선풍을 널리 흥륭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선가禪家의 공안公案과 여러 선사의 염拈·송誦·법어法語 등을
모아 1226(고종 13)년 조계산 수선사修禪寺에서 총 30권으로 편집한 어록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강원講院에서 학인들이 불교의 경전과 가르침을 연구하고 거쳐야 할 과목科目 중의 하나로서 대

교과에 『화엄경』 등과 함께 포함된다. 조선 초기 선교양종禪敎兩宗때에는 전등록傳燈錄과 함께 선종禪宗 승과僧科의 시험과
목이기도 했다.

구인사 소장 『선문염송집』 권11은 고려 1243년(고종 30)에 남해南海의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판각板刻된 경판

으로 조선 초기에 인출印出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문염송집』 30권의 초간 판목은 몽고침입 때 불타버린 뒤 조선시대에
도 여러 번 간행되어 현재까지 여러 판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 책은 그 가운데 제11권에 해당하는 1권 1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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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권말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半郭 17.3×13.0㎝이며 계선은 없다. 본문은 12행 21자이며 상하향흑어미上下

向黑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29.4×17.0㎝이며 지질은 저지楮紙로 되어있다. 판심제版心題는 ‘염송拈頌’이다.

이 책의 보존 상태는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편이나, 인출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목판인쇄문화를 살
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영덕

Seonmun yeomsongjip (Compilation of Analyses and Verses of the Zen School) is a collection of gongan (stories, dialogues
or questions), analyses, verses and teachings that are used in Zen practice. This book compiled by State Preceptor Jingak
Hyesim (1178~1234) consists of thirty volumes.

Seonmun yeomsongjip surviving in Guinsa Temple was printed with woodblocks carved in 1243 (the 3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Goryeo), in Bunsa Daejangdogam in Namhae, presumabl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r. 1455~1468)
of Joseon. This book is considered significant for the insights it offers into Korean woodblock printing during a transition
period between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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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묘법연화경
陽단양 妙法蓮華經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5호
수 량 7권 2책
지정일 2006. 10. 04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묘법연화경』은 주로 『법화경法華經』이라 불리는데 『금강경金剛經』·『화엄경華嚴經』 등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전으로 삼국시대 이래 전국적으로 널리 유통되었다. 『묘법연화경』에는 특히 독송, 서사, 공덕이 강조
되어 있어 사상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유행했었기에 간행된 판본도 가장 많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대부분의
『법화경』은 구마라습(鳩麻羅什, 344~413) 한역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으며, 고려 중기 이후에 간행된 판본으로는 계환戒

環의

주해가 들어 있는 송나라 판본계통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독자적 판본이 다수 출현하여,

현재 대략 16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법화경』은 성달생成達生의 발문으로 이

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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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4 권수

권7 권말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간사자刊寫者와 간사지刊寫地는 미상이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 19.7×
12.8㎝의 크기이다. 계선과 어미는 없으며 본문은 14행 24자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크기는 26.4×16.5㎝이며 판심제
版心題는

‘법法’, 발문跋文은 ‘건문원년기묘칠월일순충좌명개국공신숭정대부수문전학사의녕군남재발建文元年己卯七月日純忠佐

命開國功臣崇政大夫修文殿學士宜寧君南在跋’로

되어있어 이를 통해 1399년에 간행된 사실과 간행자[南在]를 알 수 있다. 지질은

저지楮紙이며 권1의 1∼2장이 보사補寫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다.
이 책의 간행시기를 보았을 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묘법연화경』(보물 제1081호)와 동일 판본으로 보이며, 인출 상
태나 지질 등으로 보았을 때 조선 초기의 목판인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김영덕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 most often referred to as the Lotus Sutra , played a tremendous role in the shaping of
Korean Buddhist thinking, along with the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and the Avatamsaka

Sutra. This scripture was widely circulated across the country,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preserved in Guinsa Temple appears to be the same edition as the one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reasure No. 1081). This book, in a fine state of preservation overall, is considered invaluable for the light it sheds on
woodblock printing in early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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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백지묵서약사유리광
陽단양 여래본원공덕경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6호
수 량 1권 1축
지정일 2006. 10. 04

白紙墨書藥師琉璃光如來本願功德經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Transcription of the Bhaisajyaguru Sutra in Ink on
White Paper

시 대 고려시대

권수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琉璃光如來本願功德經』은 흔히 『약사경藥師經』이라고도 불리며 청정한 유리와 같은 세계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소멸시키며, 부처의 수행을 닦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을 증득證得하게 하

는 약사여래의 공덕을 설파하고 있는 경전이다. 약사여래는 본래 석가모니의 별칭으로, 세간의 훌륭한 의원에 비유하여
석가가 미혹과 깨달음의 인과를 명확하게 해서 중생들의 번뇌와 괴로움을 덜어준다는 뜻으로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하며, 석가의 구제활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여래이다.
약사여래와 관련된 경전은 도합 4가지 역본을 헤아릴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중국 당나라 때(650)의 현장(玄奘,
600~664)이 번역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1권이 내용면에 있어 완비되어 있고 가장 널리 전해져 있다.
구인사 소장 『백지묵서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흰 종이에 먹으로 직접 글씨를
쓴 것이다. 1권 1축의 권축장卷軸裝으로 1장 22.6×46.6㎝의 크기에 23행 14자가 들어가 있다. 본문의 지질은 저지이며

판제版題는 ‘약사본원공덕경藥師本願功德經’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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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이 책은 고려 현종 연간(1009∼1031)에 여래의 공덕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하

나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과는 달리 간기가 없으며 피휘避諱와 약자略字가 나타나고 있고, 재조대장경과

는 달리 장차張次가 ‘장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함차函次는 ‘공恭’이다. 표지는 누락되었으나 목판의 새김이 정교하고 보
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인출의 상태나 지질 및 초조대장경의 희귀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고려 중기의 우리나라 목판인쇄문화와 대장경 연구
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김영덕

The Bhaisajyaguru Sutra , also popularly known as the Medicine Buddha Sutra , is a text that relates the virtues and
charitable deeds of Bhaisajyaguru. The version of this sutra surviving in Guinsa Temple is a hand-copied transcription,
written in ink on white paper. The text appears to have been part of the original Tripitaka Koreana , cre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of Goryeo (1009~1031), to prayer for the Buddha to help defeat the invading Khitans.
As a rare surviving transcription of the original Tripitaka Koreana , this hand-copied sutra is of inestimable value and may
offer important insights into woodblock printing technology in mid-Go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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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陽단양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Chapter on the Practice of Samantabhadra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2호
수 량 1권 1책
지정일 2009. 07. 03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권수

This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preserved in Guinsa Temple in Danyang, contains only the chapter
on the “Practice of Samantabhadra.” The book was print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of Joseon (r. 1455~1468), using the
Euryuja type, a metal movable type.
One of the very few surviving documents in the Euryuja typeface, this book offers important clues for understanding
metal movable type printing in early Joseon and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bibliographic research into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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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가운데 한 부분인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은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문수보살文殊菩薩에 의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어 53분의 선지식善知識을 차례로 찾아가 참된 가르침을 묻고, 끝으로 보현보살을 만났을 때
보현보살이 설한 법문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보현보살행원을 특별히 중시하여 이 한 품을 별도의 책으로
간행하여 널리 유포시켰다. 「보현행원품」은 한문본과 함께 언해본도 자주 간행되었다.
구인사 소장 『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은 『화엄경華嚴經』의 「보현행원품」만을 별도로 편집한 것으로, 세조연간

(1455∼1468)에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되었다. 을유자는 『원각경圓覺經』 등 불경을 인출하기 위해 세조의 명을

받아 정난종鄭蘭宗의 글씨를 자본字本으로 하여 1465년(세조 11)에 주조했던 동활자인데, 글자체가 고르지 않아 그다지

이용되지 않았던 활자였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半郭 17.5×10.9㎝ 크기이며 계선은 없다. 본문은 8행 17자 주쌍행註雙行으로,

판구版口는 백구白口이며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23.6×14.4㎝이며 지질은 저지楮紙이다.

권두제卷頭題는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판심제版心題는 ‘행원行

願’,

부附는 ‘속질만보현다라니速疾滿普賢陀羅尼’, 인기印記는 ‘고산古山’·‘천혜봉소장인千惠鳳所藏印’이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이 책의 구체적인 간행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전기의 금속활자인쇄술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
료이며 특히 을유자로 간행된 판본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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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
陽단양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3호
수 량 1권 1첩
지정일 2009. 07. 03

Bulseol jangsu myeoljoe hojedongjagyeong (Sutra
Spoken by the Buddha on Longevity, Extinction of
Offences and the Protection of Young Children)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권수

The copy of Bulseol jangsu myeoljoe hojedongjagyeong (Sutra Spoken by the Buddha on Longevity, Extinction of Offences
and the Protection of Young Children) which has survived in Guinsa Temple is a woodblock-printed edition pu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r. 1213~1259) of Goryeo to pray for the prosperity and longevity of Choe I. The publishing
note at the end of the book informs that the sutra was printed in January of 1241 (the 2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Goryeo).
This woodblock-printed scripture opens a precious window onto the religious faith of people who lived during the
Goryeo period and Buddhist culture in the Goryeo society. Beyond its religious interest, this document is also valuable for
the understanding of woodblock printing technology in late Goryeo and bibliographic research into the sam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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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간기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은 중국 당나라 때의 인도승려 불타파리佛陀波利가 번역한 것으로, 불보살의 가호와 수행을

통하여 모든 죄를 없애고 장수하는 법과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법 등을 설하는 밀교계통의 기복祈福경전이다.

구인사 소장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은 고려 고종연간(1213∼1259)에 정권을 전횡專橫하였던 진양공晋陽公 최이崔

怡의

복福과 장수長壽를 발원發願할 목적으로 간행된 목판본으로 말미의 간기를 통해 1241년(고종 28) 1월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책의 형태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판版은 22.5×51.5㎝의 크기로 5절折하였으며 전체 22판 110절이다. 매절 29.5×

10.2㎝ 크기에 5행 17자가 있으며, 계선과 어미는 없고 주쌍행註雙行이다. 전체 크기는 29.5×1,119㎝이며 지질은 장지

壯紙이다.

간기는 ‘시신축정월時辛丑正月’로 되어있으며 표지表紙와 제첨題簽은 현대의 것이다. 경전의 제목과 앞부분이 일부

훼손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책머리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보필補筆하였다.

이 책은 고려시대 목판으로 제작된 불교전적으로 당시 대중들의 불교신앙과 불교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불교문화
재이며, 고려시대 고종연간의 목판인쇄술 및 서지학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김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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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청련암 목조보살좌상
陽단양 丹陽 淸漣庵 木造菩薩坐像

Wooden Seated Bodhisattva at Cheongnyeonam
Hermitage, Danya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9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9. 09. 1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산 27
소유자 청련암
시 대 조선시대

단양 청련암 목조보살좌상은 단양팔경 중 한곳인 사인암舍人岩 바로 옆에 위치한 사찰인 청련암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
보살상이다. 이 불상은 원래 청련암이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에 소재했을 때 봉안했던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중의 하나로
대세지보살상이다. 1954년에 청련암이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본존상은 없어졌고 관음보살상은 제천 원각사로, 그리고
대세지보살상은 이곳으로 봉안되었다.
불상의 크기는 전체 높이 99.4㎝, 무릎 폭 67.5㎝로 비교적 큰 상이며, 청동대좌는 1991년에 새로 제작된 것이다. 복
장腹藏은 전하지 않으며 2009년에 개금改金하면서 불상의 재질이 은행나무인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무릎 앞면은 나무를

덧대어 제작하였고 손을 제외한 불두와 불신이 통조通造로 제작된 것도 확인되었다. 개금 이후 본존상과 관음보살상이
새로이 조성되어 현재 아미타삼존상의 협시보살상으로 봉안되고 있다.
이 불상은 높은 보관을 쓴 보살상으로 전체적인 모습은 불신에 비해 얼굴이 작은 편이다. 보관 안의 머리는 높게 보발
을 묶고 일부는 어깨로 늘어뜨리고 있다. 보관은 꽃잎 모양으로 화염문과 운문, 새 등을 금속으로 조각하여 부착하였다.
착의는 이중 착의법이며, 상의 위에 변형의 편단우견으로 걸친 대의 자락이 어깨에 살짝 걸쳐 있다. 불신에는 주름이
거의 없고, 좁게 노출된 가슴은 비스듬히 접어 멋을 낸 군의의 끝단이 표현되었으며 그 아래로 W자형으로 교차된 두 장
의 대의를 왼쪽 어깨 뒤로 넘겼다.
두 손은 따로 만들어 끼웠으며 몸에 비해 크게 조각되었다. 왼손은 무릎 위에 놓아 각기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었으나 너무 위로 들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무릎 부분의 양감이 좋고 옷 주름
선도 유려하며 불신이 단순하면서도 부드러운 양감이 잘 표현된 상이다.
이 상의 조성시기와 관련해서는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단양군청련암중창기丹陽郡靑蓮庵重創記」가 전하여 참고가
되며, 이 기록으로 보아 불상의 조성시기도 중창기가 작성된 1746년 즈음으로 추정된다.
충북지역에는 청련암의 목조불상 외에도 조선 후기 목조불상이 다수 남아 있다. 제천의 정방사 목조관음보살좌상(端
應, 1689년작)을 필두로 제천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正幸, 1730년작), 제천 백련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강
천사 목조보살좌상의(正幸, 1736년작) 등이다. 이 상들은 공통적으로 17세기 후반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의 목각탱을 조
성한 단응端應 계열의 양식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18세기 전반 제천지역에서 활약한 화승은 정행正幸인데, 그가 조성한
불상들은 단응 양식을 바탕으로 불신의 허리 부분이 더욱 길어지고 배 부분의 옷 주름은 W형으로 도식화되는 특징을 보
여준다.
단양 청련암 목조보살좌상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불상들 중에서 가장 조성시기가 늦은 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보았을 때 충청북도 북부지역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함께 하나의 불교문화권
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춘실

This wooden statue of the bodhisattva Mahasthamaprapta is enshrined in Cheongnyeonam Hermitage, located close to
Sainam Rock, one of the Eight Great Scenic Views of Danyang. The bodhisattva was once a part of the wooden Amitabha
triad enshrined in the hermitage when it was located in Hwangjeong-ri, Danyang-gun. The principal Buddha was lost when
the hermitage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1954, while the Buddha’s other acolyte, Avalokitesvara, was transferred to
Wongaksa Temple in Jecheon. Experts believe that the statue was made for Cheongnyeonam Hermitage when it underwent
major renovation work in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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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사경영험
陽단양 四經靈驗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0호
수 량 4권 1책
지정일 2009. 09. 11

Sagyeong yeongheom (Miraculous Accounts from
Four Sutras)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3길 31 방곡사
소유자 방곡사
시 대 조선시대

법화경지험기 권수

Sagyeong yeongheom (Miraculous Accounts from Four Sutras) is a Buddhist text published in 1686 (the 12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by the Joseon monk Baegam Seong Chong (1631~1700). The book is also known as

Sagyeong jiheomgi. This woodblock-printed book, although it dates from late Joseon, is highly valued as its year and place
of publication are precisely known, and few other copies of the same book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This text is also
considered of special significance in that it was authored by a Korean monk, unlike most other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cribed from Chinese texts. Finally, the item is also appreciated for the window it offers onto the woodblock printing
culture of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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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지험기 권말 간기

『사경영험』은 백암 성총(栢庵 性聰, 1631~1700)이 1686년(숙종 12)에 간행한 책으로 『사경지험기四經持驗紀』라고도
한다.
성총은 1681년(숙종 7) 전남 신안 임자도에 표류한 중국 배에서 190여 권의 경전을 수습하였고, 이 경전들은 순천
낙안의 징광사澄光寺로 옮겨 간행하였다고 한다.
방곡사 소장 『사경영험』은 4권 1책의 목판본이다. 책의 크기는 31.2×20.4㎝로 선장하였다. 반곽은 21×15㎝로, 판
식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며, 계선이 있고, 10행 20자로 어미는 없으나 하단에 흑구黑口가 하나 있다. 판심제는 지험持驗과
화엄지엄이다. 판심제 아래에 인명이 보이는데, 시주질인지 각수질인지 분명치 않다. 표제는 사경영험四經靈驗이다.

각 권별 구분은 없으나 「금강경지험기金剛經持驗紀」, 「법화경지험기法華經持驗紀」, 「관세음지험기觀世音持驗紀」, 「역조화엄

경지험기歷朝華嚴經持驗紀」라 한 권수제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권말제는 권수제와 같다.

권2 「법화경지험기」 말미에 간기가 있는데, ‘강희이십오년병인사월 전라도낙안군금화산징광사개간康熙二十五年丙寅四月

全羅道樂安郡金華山澄光寺開刊’이라
門性聰謹跋’이라

하였다. 권4 끝에 발문이 있으며, 발문은 ‘병인천중절일 백암사문성총근발丙寅天中節日 栢庵沙

되어있다.

단양 방곡사 소장 『사경영험』은 비록 조선 후기의 목판본이나, 소장 사례가 드물고 대개의 경전이 중국의 것을 옮겨
와 간행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 승려가 편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간행 시기와 간행지를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의 인쇄문화를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크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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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6 권수

『묘법연화경』은 『법화경法華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천태종天台宗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다. 중국 후진後秦의 구마라습

(鳩麻羅什, 344~413)이 한역한 것을 송宋의 계환戒環이 주석한 저본으로, 조선 전기에 간행한 것이다.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불교사상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승경전으로, 일불승一佛乘의 사상 및 보살사상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가치도 높다. 구성이나 내용도 풍부하며 특히 아주 쉽고도 절묘한 비유를 들어 우리나
라에서 널리 독송되었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판본도 가장 많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전체 7권 가운데 권5·6·7의 3권이 1책으로 되어 있는 목판본이다. 권말에는 1405년
(태종 3) 권근(權近, 1352∼1409)의 발문과 시주질施主帙이 있다. 이에 따르면 태종 3년에 조성되고 중종 연간(1506∼

1544)에 이르러 인출印出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문에는 조계종 대선인 신희信希 등이 법화경을 신봉해 왔는데 연로하
여 독서가 불편해지자 성달생 형제에게 부탁하여 선사繕寫하게 하였으며, 이것을 도인 신문信文이 전라도 운제현雲梯縣 도
솔산兜率山 안심사安心社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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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 발문 및 시주질

책의 형태는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광고匡高는 21.4㎝이다. 계선界線과 어미魚尾는 없으며 본문은 10행 20자로 이루어져

있다. 지질은 저지楮紙이며 전체 26.5×17.0㎝의 크기이다. 표제表題와 권두제卷頭題는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 판심제版心題
는 ‘법法’이다. 발문跋文은 ‘우무상묘법취비련화수기증과고무점차내제불…영악삼년춘삼월하한양촌권근발右無上妙法取譬蓮華

授記證果固無漸次乃諸佛…永樂三年春三月下澣陽村權近跋’,

시주질施主秩은 ‘토산군부인김씨/전사헌시사송결처령인원씨…전각림사주

지 선사 行▢/권연兎山郡夫人金氏/前司憲侍史宋潔妻令人元氏…前覺林寺住持 禪師 行▢/勸縁’이라 되어있다. 인문印文은 ‘통문관痛文館’·‘이
겸로인李謙魯印’·‘산기山氣’, 개장표지改裝表紙 이면裏面에는 ‘경오신년오월삼일가의신장통문관주인만팔십일세인문(통문관,

이겸로인)庚午新年五月三日加衣新裝通文館主人滿八十一歲印文(通文館, 李謙魯印)’라 되어있다.

이 책은 원명사 소장본 『묘법연화경』 권4∼7(보물 961-1호)과 같은 판본으로 보여진다. 표지 안쪽 묵서 내용을 통해
이겸로(李謙魯, 1909∼2006)에 의해 1990년 1월에 새로이 개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권두의 수장數張에 보필補筆이 있고
전체적으로 습해를 입어 변색되었으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본 『묘법연화경』 권5∼7은 대부분 운문韻文으로 되어 있고, 명明 태조太祖의 응제시應製詩 24수首를 지은 대문장가 권근

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 점은 유불병행儒佛竝行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김영덕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known also as the Lotus Sutra for short, is a revered scripture of Cheontae (Tiantai)
Buddhism. This Saddharmapundarika Sutra printed in early Joseon is based on the Chinese translated version of the same
text by the Later Qin monk Kumarajiva (344~413), annotated by Jiehuan of the Song Dynasty.
Three of the seven volumes of a woodblock-printed edition, fifth to seventh, have survived in Guinsa Temple. The three
volumes are bound into one book. The text is mostly in verses. The postface by Gwon Geun makes this book an interesting
point of intersection between Buddhism and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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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육조대사법보단경 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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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조대사법보단경六祖大師法寶壇經』은 중국 당唐 선종禪宗의 6조祖였던 혜능(慧能, 638∼713)의 입문과 수도 및 중요한

설법을 담고 있는 자서전적 일대기로, 원元의 종보宗寶가 엮은 책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사어록祖師語錄이지만 선禪에 관

한 간결하고도 깊은 사상을 전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이 책이 경전과 같은 존숭을 받고 있으며 조계
종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이다.

구인사 소장 『육조대사법보단경』 권중은 몽산화상蒙山和尙 덕이(德異, 1231~1308)의 서문이 있고, 본문은 법을 깨닫

고 법의法衣를 전한 일화, 공덕정토에 대한 풀이 등 10가지 법문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이 책은 언해본諺解本 단경單經이

며 앞·뒷부분이 결실되어 정확한 간기는 알 수 없으나, 언해본으로 1496년(연산군 2)에 간행된 책과 중종中宗 때 간행된

간기 미상의 책이 있는데 이 언해본의 단경과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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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 간기

권수

언해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1495년(연산군 원년)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와 성종계비成宗繼妃 정현대비貞顯大妃가 성종

이 승하한 후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듬해 인경자印經字와 한글자를 만들어 『천지명양수륙잡문天地冥陽水陸雜文』, 『진언권

공眞言勸供』과 함께 간행한 것이 시초이다. 순수 한문 판본은 1569년(선조2) 평안도 상원祥原 해탈사解脫寺에서 개판하여
심곡사深谷寺로 옮겨 간행하였다는 판본과 1574년 전라도 고산高山 대웅산大雄山 광제원廣濟院에서 판각한 판본, 1885년

해인사海印寺에서 판각한 판본 등이 알려져 있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半郭은 24.6×15.9㎝의 크기이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半葉 8행 17자로 이루어

져 있다. 주쌍행註雙行이며 상하대흑구上下大黑口,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30.4×20.1㎝이며 지질은
저지楮紙이다. 개장한 표지에는 ‘육조대사법보단경六祖大師法寶壇經’이라 하였고 안쪽 표제는 ‘단경壇經 병언해幷諺解’, 권수제

卷首題는

‘정혜일체제삼定慧一體第三’이다. ‘중권中卷’이라 한 표제를 통해 원래는 상·중·하의 3권 1책임을 알 수 있다. 표지

안쪽에는 ‘갑술甲戌’ 간기가 적힌 묵서가 있다. 개장된 표지와 그보다 앞선 표지가 그대로 남아있으나 3쪽 분량이 필사되
어 있다. 전체적으로 변색과 탈락이 일어나는 등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이 책은 대비들의 발원으로 간행된 관계로 글자체가 정교하며 불교사상 및 불경의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한글활자체는 음운 등 조선 초기의 인쇄문화를 알 수 있어 국어 연구에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김영덕

Yukjodaesa beopbodangyeong (The Sixth Patriarch’s Dharma Jewel Platform Sutra) is an autobiographic text by the
Tang master Huineng (638~713), which features the accounts of how he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and practiced the
Buddhist path, along with his sermons. The book was compiled by Zongbao of the Yuan Dynasty.
The Guinsa-preserved copy of Yukjodaesa beopbodangyeong is the second of the three volumes. In this book
commissioned by royal ladies, characters are in an exceptionally fine style. A potentially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about Buddhist philosophy and for Buddhist scripture research and bibliographic research, this document is especially
valuable for the insights it provides into the printing culture of early Joseon and the Korean language as spoken in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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菩薩萬行首楞嚴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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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약칭 『능엄경』이라도 하며 『금강경金剛經』, 『원각경圓覺經』, 『대승기

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강원講院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되는 경전이다. 당唐의 반자밀제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원元의 유칙(惟則, 1298~1368)이 여러 선사禪師의 해설을 모아 편찬하였으며 10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능엄경은 1401년 남송판을 복각한 대자판본, 1443년 성달생成達生 발문의 전라도 고산 화암사판

花岩寺板,

1461년 을해자 국역본, 1462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국역 목판본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인사 소장본은 지

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판본으로 보인다.
구인사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을해자로 간행하였으며 발문에 의하면 1457년(세조
3), 왕세자의 치유를 위해 세조가 임영대군臨瀛大君 등에게 명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한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半郭의 크기는 22.0×15.5㎝이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半葉 9행 17자이다. 주쌍

행註雙行의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전체 크기는 32.0×20.0㎝, 지질은 저지楮紙이다. 표제表題는 ‘능엄경楞嚴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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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 권수

권10말 회해소인교선제사명목

라 하였고, 권수제卷首題는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으로 권말제卷

末題도

동일하다. 판심제版心題는 ‘회해서會解敘’, ‘회해會解’이며 권말卷末에는 음석音釋이 첨부되었다. 서문序文은 ‘대불정수

능엄경회해서…시지정이년임오불성도일여릉사문유칙술우고소성중지사자림大佛頂首楞嚴經會解敍…時至正二年壬午佛成道日廬陵沙
門惟則述于姑蘇城中之師子林’,

勸持敘’,

발문跋文은 ‘어제발御製跋’이다. 권10 말미에는 ‘회해소인교선제사명목會解所引敎禪諸師名目’, ‘권지서

‘어제발御製跋’과 강맹경姜孟卿·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조석문曺錫文·김수온金守溫·한계희韓繼禧·임원준任元濬의 발

문이 첨부되었다.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1책은 다른 책에 비해 습해를 입었으며 전체적으로 충해蟲害를 입었다. 표
지의 내지를 분리하여 묵서가 남아 있다.
이 책은 권1의 계환戒環의 주해註解를 시작으로, 권10의 말미에는 주해에 참여한 여러 선사들의 주해를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대부분 계환의 주해본으로, 이 책은 고려시대 판
본에는 주해가 없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의 왕실 간행본이 주로 계환의 주해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유칙은 여러 주해를 모아 능엄경을 편찬한 것이고, 이것을 수입한 초기 판본에 따라 회해본會解本
이 한 때 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지금까지 다수 확인된 계환의 주해본과는 달리, 9명 선사의 주해를 유칙이 모아 간행한 것으로 발견 사
례가 드문 경우이다. 또한 권10 말미의 주해를 담당한 선사의 명단과 어제발,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의 발문은 능엄경의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그 가치가 크다.
김영덕

The Shurangama Sutra (The Sutra of the Heroic One) was known in Korea, through the Chinese translated version by
Paramiti, a Tang monk from India, which consists of five books in ten volumes.

The Shurangama Sutra which has survived in Guinsa Temple was printed in 1457 (the 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

of Joseon) by the order of the king who thus wanted to pray for the recovery of the crown prince who was suffering from an
illness. Prince Imyeong was placed in charge of printing the sutra. Unlike most of the currently surviving copies of this sutra,
that are the annotated edition by Jiehuan, this one is of the extremely rare edition containing annotations by nine Buddhist
masters, compiled by the Yuan monk We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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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불설사십이장경
陽단양 佛說四十二章經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1호
수 량 1권 1책
지정일 2011. 02. 01

Sasibijanggyeong (Sutra of Forty-two Chapters)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여말선초

권수

This copy of Sasibijanggyeong (Sutra of Forty-two Chapters) surviving in Guinsa Temple in Danyang is the 1384 (the 1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U of Goryeo) edition which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hinking
in Korea. Although an annotated translation of a Song-dynasty edition, this book is presumed to have been printed in or
after 1384, based on the postfaces by Yi Saek (1328~1396) and the monk Ikdae, found at the end. While the precise year
and place of publication are unknown, the book is estimated to date from late Goryeo or early Joseon. This Buddhist text is
considered invaluable for the understanding of printing technology and practices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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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유교경』 권수

『위산경책』 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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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송宋의 사문沙門 수수(守遂, 1072∼1147)가 주해하였다. 『불유교경佛遺敎經』, 『위산경책潙山警策』과 합철 하였으며 『불

조삼경佛祖三經』으로 불리었다. 합철된 『불유교경』과 『위산경책』은 일명 『불입열반약설교계경佛入涅槃略說敎誡經』이라고도

한다. 『불유교경』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什, 344~413)이 한역하고 수수가 주해한 것이며, 『위산경책』은 당唐의
영우(靈佑, 771~853)가 찬하고 수수가 주해한 것이다. 세 책 모두 수수가 주해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불설사십이장경』의 판본은 두 계통이 알려졌는데, 계선이 없는 1361년(공민왕 10) 전라도 전주 원암사圓巖寺 판본과
계선이 있는 1384년(우왕 10) 판본이 있다. 단양 구인사 소장 『불설사십이장경』은 1384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한국 불
교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이다. 이 책은 송의 판본을 주해한 것이나 권말 이색(李穡, 1328~1396)의 발문과 비구
比丘

익대益大의 발문을 통해 1384년 이후에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간행 배경은 알 수 없다.

이 책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2.0×14.8㎝이다. 계선이 있으며 반엽 대자大字는 8행 17자, 소자小字는 8행

22자이다. 상내향흑어미上內向黑魚尾로 판심제는 ‘사십이장四十二章’이다. 책의 크기는 24.0×14.8㎝이다. 표제는 ‘사십이
장경’이며 권수제와 권말제는 ‘불설사십이장경’이고 권말에 시주질이 있다.

『불유교경』은 권수제와 권말제가 ‘불유교경’으로 같다. 서문으로 ‘대송진종황제주유교경大宋眞宗皇帝注遺敎經’이 있다.

『위산경책』의 권수제는 ‘위산경책’, 권말제는 ‘주위산경책注潙山警策’이다. 소흥紹興 9년(1139) 장수張銖가 쓴 서문이 있다.

『불설사십이장경』은 정확한 간행년과 간행처를 알 수 없지만, 고려 말~조선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의 인
쇄문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책의 앞부분과 일부가 습해를 입었지만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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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진실주집
陽단양 眞實珠集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2호
수 량 1권 1책
지정일 2011. 02. 0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Jinsiljujip (Book of True Pearls)

소유자 구인사
시 대 조선시대

권수

Jinsiljujip (Book of True Pearls) is a collection of epigraphs, poems, explanations of Buddhist concepts and famous sayings
by Zen monks, which was compiled by Ni Miaoxing of the Song Dynasty. This copy surviving in Guinsa Temple was printed
in 1462 (the 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 of Joseon: 6th Tianshun year), a year after Gangyeongdogam, Directorate of
Buddhist Publications, was established.

A publishing note found at the end of each volume informs that this book was printed in the 6th Tianshun year, in

Gangyeongdogam. This book is presumed to be the first publication by this institute since its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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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법진실주서

권말 간기

『진실주집』은 중국 송나라의 예묘행倪妙行이 선승禪僧들의 명銘, 시가詩歌, 심요心要, 명언, 시문詩文 들을 모아 편집한 것
이다.
구인사에 소장된 『진실주집』은 간경도감刊經都監 설치 이듬해인 1462년(세조 8)에 진의부위進義副尉 황오신黃伍信이 왕명

을 받아쓰고 윤필상尹弼商, 노사신盧思愼, 한계희韓繼禧 등이 감수하여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목판으로 간행한 3권 1책으로, 광곽은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반곽의 크기는 18.4×13.7㎝, 계선이 있으며 반

엽 11행 18자이다.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에 판심은 ‘진실주집’이다. 저지楮紙를 사용하여 인출하였으며 선장線裝으
로 마무리하였다. 책의 크기는 26.1×17㎝이다.

표제表題는 ‘진실주집’이며 ‘세조칠임오서기일사육이간경도감판世祖七壬午西紀一四六二刊經都監版’이라 부기하였다. 권수제

와 권말제는 표제와 같다. 지원갑신(至元甲申, 1284) 지용智瑢의 글과 송宋 함순갑술(咸淳甲戌, 1274) 묘행妙行이 쓴 심법
진실주서心法眞實珠序가 있다. 이어 진실주집 묘행이 편집한 목록目錄이 있다.

매 권마다 간기가 반복되는데, ‘천순육년임오세조선국간경도감봉교조조 진의부위신황오신서天順六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

奉敎雕造 進義副尉臣黃伍信書’라

하였다. 같은 판본의 다른 책에는 결실된 한 장에 ‘위의장군행용양위섭호군지제교신윤필상교

감 관편수관겸판군자감사지호조사신노사신교감 통정대부승정원동부승지지제교충춘추가선대부중추원부사신 한계희교
감威毅將軍行龍驤衛攝護軍知製敎臣尹弼商校勘 館編修官兼判軍資監事知戸曺事臣盧思慎校勘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㫖知製敎充春秋嘉善大夫中樞院副使臣 韓継

禧校勘’이라

하여 감수자를 밝히고 있다.

책의 첫 장 첫 쪽과 간기가 붙은 각 권 마지막 장이 결실되었다.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습해로 인해 전체적으
로 변색되었다. 이 책은 보물 제921호(아단문고 소장)·보물 제1014호(구인사 소장) 『진실주집』과 같은 판본으로 보이며
간경도감이 만들어진 후 최초의 간행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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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대반열반경
陽단양 大般涅槃經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6호
수 량 3권 3축
지정일 2012. 04. 0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Maha Parinirvana Sutra (Nirvana Sutra)

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권상 권수

권하 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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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반열반경』은 달리 『열반경』으로도 불리는데, 석가모니의 입적에 관한 경전이다.
이 책은 여래의 몸은 색신色身이 아니라 불신佛身이고 법신法身이며, 여래의 법신은 상락아쟁常樂我淨하며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는 사상을 담고 있으며, 재조대장경의 일부로 1244년(고종 31)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대장도감大

藏都監에서

판각한 것이다. 『대반열반경』 상·중·하는 전체 대장경 목록 천天에서 내奈함 중 연淵의 함차순에 해당하며 세

가지 판본 중의 하나이다. 선장의 경우 전체 1,339책 중 1책에 불과한 분량이다. 대장경은 고려 후기를 지나 조선시대에
도 여러 차례 인경印經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대장경은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 그리
고 1963년에 인경된 것들이다. 조선 초기에는 일본의 요구에 의해 다수의 인경이 이루어졌고, 조선 말기나 일제강점기,
1963년 등 최근에도 여러 차례 학술적 목적 등으로 인경이 이루어졌다.
단양 구인사 소장 『대반열반경』 상·중·하 3권 3축의 목판본 권자(축)본으로, 지질이나 인쇄상태를 통해 보았을 때
조선시대에 찍은 것으로 본다. 상하 단변의 본문은 장당 23행 14자로 전곽의 크기는 권상 22.3×47.1㎝, 권중 22.4×
46.8㎝, 권하 22.5×47.0㎝이다. 두루마리의 크기는 3권 모두 세로 34.0㎝ 내외이나 가로 길이는 권상 1,091.5㎝, 권
중 1,217.55㎝, 권하 1,184.0㎝로 서로 다르다. 권상은 23장, 권중은 25장, 권하 25장이다.
표제는 따로 없으며, 권수제는 ‘대반열반경’으로 각권 하단에 ‘동진평양사문석 법현역 연東晉平陽沙門釋 法顯譯 淵’이라 하

였다. 판심제는 ‘대반열반경권○ 제○장 연大般涅槃經卷○ 第○張 淵’이며, 권말에 3권 각각 ‘대반열반경권상 계묘세고려국대

장도감봉 칙조조大般涅槃經卷上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 ‘대반열반경권중 계묘세고려국대장도감봉 칙조조大般涅槃經卷中 癸
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

‘대반열반경권하 갑진세고려국대장도감봉 칙조조大般涅槃經卷下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라 하여

간기의 차이를 보인다. 계묘년은 1243년(고종 30), 갑진년은 1244년(고종 31)으로 보인다.
『대반열반경』은 세 계통의 번역본이 전하고 있는데, 북량北凉의 담무참曇無讖 번역본[北本]과 송의 혜엄慧嚴 번역본[南

本]이 주종이며, 구인사 소장본은 동진東晋의 법현法顯 번역본이다. 이 경전은 동진 안제安帝 의희義熙 연간(416~418)에 번
역된 상·중·하 3권이다.
단양 구인사 소장 『대반열반경』 3권 3축은 최근 새로이 개장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다만,
권상의 첫 부분 법현역法顯譯 부분은 뒤쪽에 배접을 하고 ‘연淵’자는 따로 떼어 붙인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법현역본
의 『대반열반경』은 지정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희귀한 자료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나 1963년 인경한 간본이 동아대학
교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어 인본의 지질 등 인경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민식
The Maha Parinirvana Sutra is also known as the Nirvana Sutra for short. This scripture is about Sakyamuni Buddha’s

attainment of nirvana. This text is part of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 whose printing blocks were carved in 1244 (the 3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to implore the Buddha to protect Goryeo from the invading Mongols.

This Maha Parinirvana Sutra surviving in Guinsa Temple in Danyang consists of three volumes in a scroll format and
has been newly mounted. The state of preservation is excellent overall. Versions translated by Faxian such as this one are
extremely rare and have thus far never been designated as a treasure or cultural heritage item. But, one example prin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s well as one from 1963 exist in the collections of the Dong-a and Dongguk University
Libraries. A careful examination of them, including the quality of paper, may be necessary to determine their precise time of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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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일체경음의 권92
陽단양 一切經音義 卷九十二

유형문화재

Ilche gyeongeumui (Pronunciation in the
Complete Buddhist Canon), Volum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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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구인사
시 대 고려시대

This copy of Ilche gyeongeumui (Pronunciation in the Complete Buddhist Canon) is the 92nd volume (one fascicle,
twenty-nine sheets) of the 807 publication by the monk Hyerim, consisting of 100 total volumes. In the absence of a preface
or a postface, the background of this publication is mostly unknown. However, it is presumed to have been printed using the
second Tripitaka Koreana , carved in 1247 (the 3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Goryeo), but in a later era.
As a sole surviving copy of its edition, this rare book is of inestimabl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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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권말

『일체경음의』는 일종의 대장경 사전事典으로, 458종 2200권의 불교경전에 나오는 어휘들을 경전별로 제시한 뒤 생소

한 범어梵語 음차자의 음과 뜻을 번역해서 적고 난해한 자구字句의 경우에는 뜻을 풀고 용례를 정리한 책이다. 똑같은 이

름의 경전으로 현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당나라 644년에 현응玄應(또는 원응元應)이 편찬한 25권으로 된 판본이 있
고, 807년에 혜림慧琳이 100권으로 편찬한 책이 따로 있다. 전자를 『현응음의玄應音義』로, 후자를 『혜림음의慧琳音義』로 구

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단양 구인사 소장 『일체경음의』 권92는 혜림이 편찬한 100권 중 권92(1책, 29장)에 해당한다. 서·발문 등이 없어
간행 배경을 알 수 없으나 1247년(고종 34) 재조대장경의 후쇄본으로 판단한다. 이 책은 사주단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1.2×14.1㎝로, 계선은 없으며 반엽 5~6행 14자의 소자小字이다. 어미는 없으며 판심이 첫 장에는 없으나 둘째 장부터

‘일체경음의 권제구십이 제○장 동一切經音義 卷第九十二 第○張 洞’이라 하였다. 비교적 두터운 저지楮紙를 사용하여 인출하였

으며 포배장包背裝으로 마무리하였다. 책의 크기는 33.5×18.7㎝이다. 표제는 새로이 ‘일체경음의’라 하였고, 권수제와
권말제는 표제와 같다. 표지가 일부 훼손되어 표제는 가필한 흔적이 있다. 권수에 ‘종제육진제십 음속고승전제육권從第六

盡第十 音續高僧傳第六卷’,

권말에 ‘속고승전제이권 종육진십續高僧傳第二卷 從六盡十’이라 부기하였다.

『일체경음의』 권92는 현재 알려진 동일본의 사례가 거의 없어 매우 희귀하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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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7
陽단양 紺紙金泥妙法蓮華經 卷六~七

유형문화재

Transcript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n Gold on Indigo Paper,
Volumes 6-7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8호
수 량 2권 2축
지정일 2012. 04. 0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3길 31 방곡사
소유자 방곡사
시 대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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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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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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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 방곡사 소장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7은 감지에 금니로 필사한 2권 2축의 경전이다. 전체 7권 중 일부로,
권6은 변상도와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제18을 시작으로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제23까지, 권7은 변상도와 묘음보살
품妙音菩薩品 제24에서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제28까지 모두 11개 품이다.

권7 말미의 발원문과 조성기를 통해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다. 권7 말미의 발원문과 조성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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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위 황제만세 국왕천추 불일증명법륜상전선망부모이고득락 겸급기신일문권속각탈재앙동증복수 세세생생상득길상
견불문법오무생인도제유정방증보리지원 천인가중경사성금자묘법연화경공칠권 용자복리이 근지 지원삼십일년갑오십이
월일 공덕주중정태부종부명치사안절 흥왕사시주합장 고려국伏爲 皇帝萬歲 國王千秋 佛日增明法輪常轉先亡父母離告得樂 兼及己身一門眷屬

各脫灾殃同增福壽 世世生生常得吉祥 見佛聞法悟無生忍度諸有情方證菩提之願 倩人家中敬寫成金字妙法蓮華經共七卷 用資福利耳 謹識 至元三十一年甲午十二月
日 功德主中正太夫宗簿命致仕安節 興王寺施主合掌 高麗國’

발원문에는 황제만세와 국왕천추를 엎드려 빌고, 세상을 떠난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여러 중생을 구제하기 위
해 사람을 청해 법화경 7권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어 지원至元 31년(1294) 12월 공덕주 안절이 흥왕사에 시주하였다
는 조성기가 있다. 이 발원문과 조성기를 통해 1294년 안절이 흥왕사에 시주한 사경임을 알 수 있는데, 발원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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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7 권말 간기

몇 자의 오자가 보인다. ‘고苦’를 ‘고告’라 하고, ‘종부령宗簿令’을 ‘종부명宗簿命’이라 한 점 등이다.
변란은 상하단변이며 계선은 금니로, 자수는 매 행 17자이고 어미는 없다. 두루마리의 크기는 권6 32.8×806.3㎝,
권7 32.9×808㎝이다. 지질은 감색 저지로 양면에 필사하였고, 비단으로 배접하여 마무리 하였다. 권수의 변상도는
24.8×65.0㎝ 크기이다.
이 책은 고려 후기 개인 발원의 사경으로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며, 특히 발원문과 조성기를 통해 1294년 안절이 흥왕
사에 시주하기 위해 사경한 것임을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강민식

Along with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criptures of Korean Buddhism. This Transcript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in Gold on Indigo
Paper (sixth and seventh volumes), surviving in Banggoksa Temple in Danyang, is a hand-copied scripture made up of two
scrolls. The transcription was made in 1294 (the 2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Chungnyeol of Goryeo), in Heungwangsa
Temple, commissioned by An Jeol.
In the accompanying prayer text, An is said to have commissioned the transcription of all seven volumes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o pray for the long life and prosperity of the Emperor and the King and the rebirth of his late
parents in the paradise, and to save sentient beings from suffering.
This hand-transcribed scripture from the late Goryeo period is a rare example of its kind, which is made yet more
valuable by the prayer text accompanying it and the detailed information provided about the circumstances of its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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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금강산마하연명 주장자
陽단양 金剛山摩訶衍銘 拄杖子

유형문화재

Monk’s Staff with Inscription of “Geumgangsan
Mahayeon”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9호
수 량 1점
지정일 2012. 07. 0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방곡3길 31 방곡사
시 대 조선시대

주장자拄杖子는 승려들이 설법이나 좌선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의 일종이다. 지팡이는 비구18물[비구가 필수적으로 지
녀야 하는 18개의 물건] 중 하나로, 승려의 지혜와 덕을 상징하는 지물이며 스승이 입적할 때 법제자에게 법통을 물려준
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단양 방곡사 소장 금강산마하연명 주장자는 금강산 마하연선원의 조실祖室이였던 율봉 청고(栗峰 靑杲, 1738~1823)

대선사가 사용하던 것을 제자들에게 물려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현 방곡사 주지인 묘허妙虛스님이 은사인 덕암德

菴

흥덕興德대선사부터 전수받은 것이라고 한다.

청고대선사의 주장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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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고 대선사가 금강산 마하연선원에 주지로 머물고 있을 때 아주 심한 흉년이 들어 모든 스님들이 절을 떠나고 대사
혼자 남게 되었다. 대선사 역시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선원을 떠나 서울 망월사로 향하였다. 망월사 조금
못 미친 곳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한 어린 동자승이 다가와 물었다.
“큰 스님께선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나는 금강산 마하연선원에서 수행하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 망월사로 향하는 길이다.”
답을 들은 동자승은 다시 물었다.
“금강산의 소나무는 모두 말라 죽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선사는 소나무 껍질이라도 벗겨먹으며 버티지 못한 자신을 조롱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동자승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주장자를 휘둘렸다. 그러자 동자승이 그 자리에서 홀연히 사라졌다. 이에 선사는 명색이 주지인 자신이
굶주림을 피해 절을 비운 것을 후회하며 돌아가 수행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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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바대로 청고대선사가 사용한 주장자라면, 늦어도 1823년(순조 23) 이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길
이는 총 103.3㎝이며, 재질은 노간주나무이고 옻칠을 하였다. 지팡이의 상·하단은 동철로 감싸 나무를 보호하였으며,
상단부에는 연판형 동철을 덧대고 그 안에 ‘노가지 향목老加枝 香木’이라 음각하였다. 또한 나무 면에 ‘불佛’, ‘금강산 마하

연金剛山 摩訶衍’이라고 음각하였다. 상단에서 28㎝ 지점에는 원형의 고리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 끈이나 술과 같은 장식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산마하연명 주장자는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법의 증표로서 전래가 드문 희귀한 유물로, 그 가치
가 크다.
장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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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陽단양

원주이씨 단양종중
소장 유물

유형문화재

原州李氏 丹陽宗中 所藏 遺物

Relics of the Wonju Yi Clan in Danyang

반신상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6호

· 수

량

일괄(7건 31점)

· 지정일

2016. 11. 04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 소유자

원주이씨 단양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전신상

묘산도

원주이씨 단양종중 소장 유물은 조선 후기 인물인 이상문(李尙文, 1692~1767)의 효행 사실과 관련된 자료로 이상문 효자각과
이민열李民烈의 부인 전의이씨(全義李氏, 1812~1885)의 열녀문과 나란히 위치한 영정각에 보관하여 오다가 현재는 단양 원주이씨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원주이씨는 고려 초 이신우李申佑를 시조로 하여 10개 파로 나뉘었는데, 단양 종중은 파주목사를 지낸 13세 이요李腰 이래 단양 지
역에 세거하고 있다. 이들 유물은 시조로부터 24세인 이상문이 중심 인물이다. 이상문의 지극한 효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실
제 1828년(순조 28) 효자 정려가 내려진 바 있다.
유물은 초상화와 묘산도 3점, 교지 2점, 서목書目 3점, 소지 18점, 기타 3점, 성책成冊 2점 등 31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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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상과 반신상의 2점 초상화는 이만춘(李萬春, 1675~1747)의 72세 상으
로, 아들 이상문이 화가 정태명鄭台明으로 하여금 그리게 한 것이다. 초상을 그려
살아생전처럼 모셨다는 단양군수의 서목도 있다. 묘산도墓山圖는 화가 정태명이
이상문 부모의 묘소를 그린 것이다.
교지 2점은 효자 정려가 내려진 후 1833년 이상문 부부를 동몽교관과 영인令
人에

추증한 문서이다.

서목 3건은 상부에 원장과 함께 붙인 문서로 이상문의 효행 사실을 확인한
단양군수가 관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3점을 제외한 13점의 소지는 이상문의 효자 정려를 받기 위해 1754년(영조
30)부터 군수와 관찰사에게 올린 문서이다.
기타 3점의 문서는 감영에서 이상문 댁에 음식을 내린 물목이며 성책 2건은
단양군 읍면과 남면, 변산촌의 포답砲畓양안과 동당同堂 22인의 명부이다.
원주이씨 단양종중 소장 유물은 조선 후기 단양 지역 효자 이상문과 관련된
자료이며 조선 후기 단양 지역의 효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반 자료로서 명
정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강민식

소지

This collection of cultural assets consists of 31 relics, including
a portrait and three grave charts, two written royal edicts of
appointment, three bibliographies, eighteen written appeals, two
books, and three other items. The relics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tradition of filial piety in the Danyang area and funeral
practices in the late Joseon.

교지

과거시험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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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천동동굴
陽단양 丹陽 泉洞洞窟

Cheondongdonggul Cave, Danyang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9호
면 적 26,705㎡
지정일 1977. 12. 0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천동2길 18
소유자 사유

Cheondongdonggul Cave is located at 18, Cheongdong 2-gil, Danyang-eup, Danyang-gun, Chungcheongbuk-do, and
was discovered by an inhabitant of Danyang in December 1976. It is small, but displays unique and exquisite features in a
variety of colors. It is of high research value in spel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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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동굴은 단양군 단양읍 천동2길 18에 위치하고 있는 천
연동굴이다. 동굴이 위치한 단양읍 천동리의 지명은 마을 가
운데 샘이 있어 샘골 또는 천동泉洞이라고 불렸으며 천동동굴
의 명칭은 천동리에서 유래하였다.
천동동굴은 선캠브리아의 흑운모, 화강암질편마암, 풍촌석
회암 등이 혼합 형성된 소규모 광장동굴로, 4억 5천 년 전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지하수의 침투량이 적어 동굴 천정의
낙수량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종유석鐘乳石과 석순石筍의 생성
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굴 내 광장을 중심으로 천장의 물방울이 고여 만
들어진 종유관鐘乳管과, 종유석이 성장하여 돌기둥이 된 석주

石柱

등이 다양한 지하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굳어진 동

굴 퇴적물로 ‘꽃쟁반’이라 불리는 부유칼사이트[Calcite, 방해
석方解石]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수중 2차 생성물이다. 동굴 안
에는 맑은 지하수가 고인 연못이 세 군데 정도 있고, 그 물 속
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포도상 구상체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동굴 천정을 가득 메운 돌고드름, 잔잔히 펼쳐진 돌주
름, 가늘게 움터 나온 수많은 종유석들은 생명체를 보는 듯한
경이감을 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덜 여문 듯한 석
주와 쏟아질 듯이 박힌 종유석은 장대하지는 않으나 매우 정
교한 모습을 하고 있다. 길이 3m의 석순은 ‘북극 고드름’으로
이름 붙여졌고, 숱한 세월 동안 동굴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석순은 ‘천하대장군’으로 불리고 있다. 천동동굴은 이 같은 모
습 때문에 단양지역 석회암동굴 가운데 가장 여성적이고 섬세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차 생성물인 동굴 퇴적물들이
많아 학계에서는 동굴 실험실로 부르고 있다.
1976년 12월 마을주민에 의해 처음 발견된 천동동굴은 규
모는 작고 아담한 편이지만 지형지물이 다양하면서도 섬세하
게 발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색채도 매우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등 동굴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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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금굴 유적
陽단양 丹陽 金窟 遺蹟

Archaeological Site in Geumgul Cave, Danyang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02호
면 적 4,348㎡
지정일 1994. 12. 30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4-18
소유자 사유
시 대 선사시대

단양 금굴 유적은 충북 단양군 매포읍 도담리의 한강 북쪽 석회암 절벽의 남쪽 면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구석기시대
석회암 동굴유적으로 충주댐 수몰지구에 포함되어 1983~1985년까지 3차에 걸쳐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금굴 유적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에서 약 5.4m(해발 135m) 높이에 굴 입구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굴의
전체길이는 85m이며, 굴 입구는 정남향으로 최대너비 10m, 최대높이 약 8m에 달하는 큰 동굴이다. 입구에서 일직선으
로 빛이 들어오는 길이가 30m에 달하며, 네 차례나 수직으로 꺾이는 특이한 구조의 동굴이다.
동굴퇴적층은 굴 입구부터 큰 광장을 이루는 막장까지 지속되고 있다. 퇴적층은 14개 정도로 구분되는데 굴 입구로
나올수록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금굴의 문화층은 아래부터 7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되는데 1~4층은 구석기시대 문화층,
5층은 중석기, 6층은 신석기, 7층은 청동기시대 문화층으로 확인된다.
1문화층에서는 외날찍개·안팎날찍개·주먹도끼·긁개·자르개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찍개가 65%로 가장 많다.
큰 석기가 많으며 형태가 단순한 편이다. 짐승화석으로는 큰 꽃사슴이 있다. 석기형식으로 추정한 연대는 60~70만 년
전이다.
2문화층에서는 찍개·주먹도끼·찌르개·긁개 등의 석기와 함께 주먹대패·사냥돌·뚜르개 등의 석기가 발굴되었다. 짐
승화석은 5과科 5종種으로 사슴·소·사자·하이에나·코뿔소가 있다. 석기와 동물상으로 추정한 연대는 45~35만 년 전이
나, 전자스핀공명 ESR연대측정값은 18만 년 전까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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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85년 발굴 당시 모습

3문화층에서는 주먹도끼·주먹자르개 등 르발루아(Levallois : 파리 근교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독특한
몸돌과 격지가 발견되었다)양식의 다양한 석기가 출토되었다. 찍개의 수량은 줄었으나 긁개는 늘어났으며 밀개·홈날 같
은 격지석기도 증가했다. 인공적인 떼기가 베풀어진 뼈 연모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짐승화석은 20과 37종으로 확인되
었다. 전자스핀공명 ESR연대측정 결과는 14~15만 년 전으로 측정되어 중기구석기시대에 해당된다.
4문화층에서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돌날을 이용하여 만든 새기개·밀개·뚜르개 등의 돌날석기와
함께 톱날·찌르개·긁개·찍개·자르개가 발굴되었다. 돌날떼기와 같은 새로운 석기제작 기술이 보이며, 사용된 돌감의 종
류가 다양하다. 짐승화석은 10과 14종이며 다른 문화층과 같이 사슴 뼈가 주를 이룬다.
5문화층은 잔석기와 작은 동물화석들이 출토되는 중석기문화층으로 해석된다.
6문화층은 후빙기동안에 형성된 신석기시대 문화층으로 빗살무늬토기, 간석기, 조가비 팔찌 및 화덕자리가 확인되었
다. 24종의 동물화석이 나왔는데 사나운 짐승은 없고 집소·산양·영양·사슴·노루 등의 온순한 짐승만 발견되어 이들을
잡아먹고 산 것으로 생각된다.
7문화층은 청동기시대 문화층으로 민무늬토기와 돌자귀·돌대패·돌도끼·화살촉 등의 간석기·멧돼지·사슴·남생이 등
7종의 동물화석이 출토되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소나무·녹나무·벼과·천남성과·백합과·명아주과·비듬과·국화과가 자랐
고 국화꽃가루가 266개 확인되어 금굴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가을철 짧은 시간동안 살았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금굴유적은 전기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시대의 층위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유적(Type-site)으
로 중요하며, 현재까지는 한반도에서 인류의 첫 시작유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곳에서 조사된 석기와 동
물화석, 식물화석, 토기 등을 포함한 많은 인공·자연의 자료들은 우리 선사문화 연구 및 자연환경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길경택

The Archaeological Site in Geumgul Cave is located in Dodam-ri in Maepo-eup, Danyang-gun, Chungcheongbuk-do on
the south side of a lime rock cliff along the Hangang River. This lime rock cave dating from the Old Stone Age was excavated
by a research team from Yonsei University Museum and surveyed on three occasions in 1983~1985, being included in the
area that was submerged for the construction of Chungju Dam. The cave faces south and measures 85 meters in length by 10
meters in width, and is 8 meters high at its highes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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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구낭굴 유적
陽단양 丹陽 九郞窟 遺蹟

기념물

Archaeological Site in Gunanggul Cave, Danyang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03호
면 적 5,600㎡
지정일 1994. 12. 30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산32 외
소유자 사유
시 대 선사시대

단양 구낭굴 유적은 구석기시대의 석회암 동굴유적으로 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의 삼태산 남쪽 중턱(해발 312m)
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매포중학교 임광훈 교사의 제보로 처음 확인되어 198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충북
대학교 박물관과 한국선사문화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이 유적은 비교적 파괴나 교란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주목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굴의 전체 길이는 140m 정도로
특히 입구에서 11m 들어간 지점에 형성된 넓은 공간(6×10m)이 구낭굴 사람들의 주된 생활터전으로 추정된다.
구낭굴 유적의 전체 층위는 굴의 바닥으로 보이는 암반층 위로 약 4.9m 두께로 9개의 지층이 확인되었다. 표토층(1
층)과 3개의 석회마루층(2·5·7층), 4개의 퇴적층(3·6·8·9층), 얇은 노란 끼인층(4층)이 지층을 형성하는데, 유물이 출
토되는 곳은 3층과 6층이다. 이 가운데 사람 뼈와 석기·뼈 연모 등의 문화유물 및 많은 짐승화석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곳은 3층인데, 이 층이 구낭굴의 중심문화층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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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화석

넓은 공간의 3층에서 출토된 사람 뼈는 모두 5점(손가락뼈 2점, 손등뼈 1점, 발가락뼈 1점, 발목 뒤축뼈 1점)으로 형
태와 특징으로 보았을 때 성인남자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른쪽 셋째 손가락 첫째마디뼈를 살펴보면 건강한 체격을
갖고 있었으며 많은 육체적 노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석기는 외부의 석재를 쓰지 않고 모두 이곳의 동굴에서 떨어진 석회암 낙반석과 종유석을 돌감으로 제작한 것
으로 보인다. 30여점의 출토유물 중 대부분이 부엌용(자르개·새기개·긁개)이나 사냥용 주먹찌르개 1점도 출토되었다.
종 분류가 가능한 동물 화석은 모두 2문 4강 11목 17과 21종이며, 오소리·호랑이·불곰·시라소니·산달 등의 식육류
와 코뿔소·말사슴·사슴·사향노루·산양 등의 초식류 외에 사람과 짧은 꼬리원숭이의 영장류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동물
화석을 분석한 결과 구낭굴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사슴을 사냥하여 식량원으로 하였으며 어린 사슴부터 성숙한 사슴까
지 고루 잡아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사슴 뼈 분석을 통해 구낭굴은 가을에서 봄까지 이용된 계절적 주거유형으로 보여
진다.
구낭굴에서 발달한 3개의 석회마루층을 측정한 결과 2층(제1석회마루층)이 12,500B.P., 5층(제2석회마루층)이
80,000B.P., 7층(제3석회마루층)이 98,000B.P.의 연대값을 얻었으며, 구낭굴에 퇴적물이 처음 쌓이기 시작한 시기는
약 15만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동물상의 특징과 퇴적층에 발달된 석회마루의 형성으로 볼 때, 구낭굴 3층의 연대
는 후기 홍적세로 가늠된다.
이곳에서는 숯과 꽃가루분석을 통해 당시의 기후도 나름 분석하고 있는데, 맨 아래층부터 한랭-온난건조-한랭-온난
건조-온난습윤-온난건조로의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단양 구낭굴유적은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사
람들의 동굴생활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학술적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국제적 유적으로 평가되며, 이에 문화재로 지
정하여 임의개방을 금지하는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길경택
Consisting of a lime rock cave dating from the Old Stone Age, the Archaeological Site of Gunanggul Cave is located
on the southern mid-slope of Samtaesan Mountain (height: 312m) in Yeocheon-ri, Gagok-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The site has been preserved in good condition and appears never to have been disturbed. A total
of nine soil layers have been identified so far, but most of the relics originate from the third layer, i.e. the late Pleistocene
stratum, which is presumed to be the central cultur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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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각기리 입석
陽단양 丹陽 角基里 立石

Seondol Rock Pillars in Gakgi-ri, Danyang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27호
수 량 2기
지정일 2002. 10. 25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185
소유자 단양군
시 대 선사시대

The Seondol Rock Pillars are two prehistoric standing rocks that stand at the entrance to the village of Gakgi-ri,
Jeokseong-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It is said that the village was named Gakgi-ri, literally meaning “the
site of the horns,” after these two pillars.
Although certain areas along the Geumgang River are well known for containing elements of Korea’s menhir-related
culture, this atypical site is situated close to the Namhangang(South Han) River. These Seondol Rock Pillars have a value that
they are classified into ambawi (female rock) and sutbawi (male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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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각기리 선돌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185번
지에 위치한 2기의 입석이다. 선돌은 마을 입구에 서있는데
이 선돌을 보고 마을 이름을 붙였다 전한다. 선돌의 생김새
가 우뚝하여 2개의 뿔이 솟아 자리 잡은 모습으로 보였기에
뿔 각角자와 터 기基자를 써서 ‘뿔이 터 잡고 있는 마을’이라
는 의미로 동네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 선돌은 용추연못에서 흘러내리는 용추도랑과 또 다른
도랑이 합쳐지는 두물머리 지점에 서북향 65° 방향으로 암
수가 쌍을 이루며 서 있다. 시대를 비정할 정확한 자료는 남
아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큰 돌로 만든 기념물들은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 간주한다.
선돌 사이의 간격은 17m로 ‘숫바위’라고 부르는 1호 선
돌은 전체적으로 세모꼴로 끝이 뾰족하고, ‘암바위’라고 부
르는 2호 선돌은 작고 두께가 고르며 윗면이 둥근 형태이
다. 크기는 숫바위가 암바위보다 월등히 큰데, 각각의 크기
는 숫바위가 220×280×60㎝, 암바위는 150×160×30㎝
이다. 숫바위 앞에는 돌을 쌓아 만든 타원형의 단壇이 놓여
있어 선돌을 위하는 제의祭儀가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암바위 구멍

암질岩質은 모두 편암片岩으로 조성하였으며, 암수 선돌 모두에 갈거나 쪼아서 만든 크고 작은 구멍(굼, 性穴, Cup-

mark)이 있다. 구멍은 모두 전면에 새겨졌는데 숫바위에는 15개, 암바위는 27개가 확인되며, 그 구멍크기는 지름 2.0
∼12㎝까지로 매우 다양하다.
이 선돌은 남성을 상징하는 숫바위가 여성 선돌인 암바위보다 월등히 큰데, 이는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완전히 접
어든 상태에서 조성된 선돌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제천 황석리에 발달하였던 큰돌문화[巨石文化]의 소산
인 고인돌과 선돌 중에서 황석리 할머니 선돌이 할아버지 선돌보다 큰 현상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크기 변화를 고려할
때 단양 각기리의 선돌은 부계가 발달된 후기양식으로 해석된다. 요즘도 마을사람들이 해마다 ‘각기리 선돌 봉치기’라는
민속행사를 하는데 이때 짚으로 이엉을 엮어 선돌에 씌우고 암바위에는 치마를 두르듯 한다.
일반적으로 선돌은 고인돌과 함께 큰돌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그 가운데 단양 각기리 선돌은 선돌문화가 발달되
어 있는 금강지역과는 다르게 선돌이 드문 한강지역의 한 예로서 주목되며, 뚜렷이 성性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가 있다. 제천 황석리에서 확인된 선돌과 더불어 남한강 상류지역까지 큰돌문화가 널리 퍼져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 판단된다.
길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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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사지원리 방단적석유구
陽단양 丹陽 斜只院里 方壇積石遺構
Stone Mound Relic in Sajiwon-ri, Danyang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35호
면 적 2,080㎡
지정일 2005. 08. 12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산 14
소유자 산림청
시 대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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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리 방단적석유구는 단양군 영춘면과 강원도 영월군을 잇는 도로변에 위
치한다. 깬돌[割石]을 사다리꼴 형태로 높이 쌓은 유구로, 고구려의 장군총이나 백
제의 석촌동 고분의 적석총을 연상케 하는 구조물이다. 주변에는 사지원이라는 원
터가 있고, 온달산성의 북쪽 골짜기에 있어 고구려 온달장군의 묘로 알려져 있기
도 하다. 지역민들은 일명 ‘태조탑’ 또는 ‘태장이묘’라고도 부른다. 이 중 ‘태장이
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그 뜻은 ‘큰 장군의 무덤’이라는 의미이
다. 축조 시기는 돌을 쌓아올린 기술이 신라시대의 축성법과 같은 형태임을 통해
보았을 때 대략 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모양은 산자락에 의탁하여 동서남북 4벽면을 네모꼴로 쌓았다. 전체 높
이는 8m에 달하고, 서벽은 잘 남아 있으나 동·남·북벽은 산에 의탁하였기에 경사
면까지만 축조된 모습이다. 서벽의 최대 길이는 22m에 이르며, 10단의 긴 네모꼴
기단을 쌓았다. 아래쪽 3단은 기단을 형성하듯 낮게 조성하였으나 위쪽 7단은 1m
정도로 높게 쌓았다가 위로 갈수록 줄였다. 맨 윗단은 긴네모꼴로 1단만 쌓았는데
이전에는 정상부에 뾰족하게 비석돌이 꽂혀있었다.
이 유구의 용도에 대하여는 크게 3가지 설이 있는데, 첫번째는 무덤이라는 견해
이다. 동네 사람가운데 어떤 이가 어릴 때 유구의 아랫단에 틈이 있어 그 안에 들
어가서 놀았다고 하는 증언이 있어 무너지기 전에는 적석총과 같은 무덤일 것이라
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이 유구의 위치가 온달산성 아래쪽이기에 온달이나
전투에 관련된 지명이 많은 것에 착안하여 방단적석유구를 온달장군의 무덤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온달장군묘’라 하지 않고 ‘태장이묘’라고 하는 까닭에 고구려
장군의 무덤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나뉘기도 했다.
두 번째는 탑塔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제천 청풍 교리의 방단적석유구나 충
주 목계의 부흥사 방단적석유구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설이다. 또한
그 위치가 마을 입구이며 축조방식이 서낭당의 돌무더기를 쌓던 형태가 아닌, 단
을 정성스럽게 한꺼번에 축조한 것이기에 제기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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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제단祭壇이라는 설인데,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내거나 산신제, 동제를 지내면 그 효과가 컸다는 증언에 근
거한 것이었다. 이 설의 근거는 이 마을 일대에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머물 때 부하들을 시켜 돌을 쌓았다는 전설
에 있다. 또 옛날부터 날이 가물면 서촌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 효험이 매우 컸다는 이야기가 있다.
1960년대까지 산신제, 동제 등과 같은 마을제를 정기적으로 했으나 지금은 마을의 공식적인 제사는 기우제만 남아 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한양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1999년과 2001년, 2002년에 각각 1차례
씩 실시되었다. 발굴 결과 동쪽 상부로부터 3층째 석축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석재와 소나무 뿌리 틈에서 경질토기편, 연
질토기편, 경질시루편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유구의 특징이 상당한 규모의 인위적인 돌무지라는 점, 계단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좁은 공간의 작은 강변의 산사면에 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돌방은 찾지
못해 무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기편과 청동 불상의 광배가 출토되어 민간신앙의 대상물 또는 불탑
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적석 구조물에 대한 문헌 기록이나 뚜렷한 유물이 없어 유적의 성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
렵다. 다만 1960년대까지 이곳에서 기우제와 산신제를 행한 점과 지금도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지역 주민들에게 이 유적은 서낭당과 같은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길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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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전 모습

2차 발굴조사 전 남쪽면(2001년)

3차 발굴조사 전경(2002년)

The Stone Mound Relic located in San 14, Sajiwon-ri, Yeongchun-myeon, Danyang-gun, Chungcheongbuk-do is a tall
trapezoid-shaped structure with a rectangular bottom. It is reminiscent of the Janggunchong Tomb of Goguryeo in Jian,
China and the ancient tombs of the Hanseong Baekje period in Seokchon-dong, Seoul.
Located close to Ondalsanseong Fortress, it is said to be the tomb of General Ondal of Goguryeo. Some locals call it
“Taejotap” or “Taejangimyo” due to its association with the legend of Yi Seong-gye [King Taejo,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but the overall appearance of the mound is similar to that of fortresses built during the Silla period (57
BC~935 AD). It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sev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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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陽단양

단양 영천동굴
丹陽 靈泉洞窟

Yeongcheondonggul Cave, Danyang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64호

· 면

적

총길이 388m

· 지정일

2017. 05. 12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1

With a known length of 388 meters, Yeongcheondonggul Cave in Danyang is the longest underwater cave discovered in
Korea to date. However, experts have speculated that it may be as much as four or even six kilometers long. The cave
was designated as Chungcheongbuk-do Monument No. 164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 early 2017.
The discovery of Yeongcheondonggul Cave has not only brought several million tons of clean water resources to the
local area, but has also proved to be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aquatic organisms inhabiting the cave,
early human settlement, and such phenomena as cave erosion and sed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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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영천동굴은 국내 수중동굴 중 최장最長의 동굴로서 총 길이는 북서방향의 미탐사 C구간을 제외한 388 에 달한
다. 2014년 6월부터 10월 사이 탐사된 A·B·C구간 중에서 A와 C구간에서는 대형동공(수심:4∼19 , 폭:5∼8 , 수면
위:2∼3 )과 대용량의 프리에틱(Phreatic, 샘과 물이 솟아나오는 지층이나 암층)형 수중동굴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2014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실시된 탐사결과 D·E·F·G구간은 이전 탐사와는 달리 수심 기복이 심하고, 수중층
과 기동층氣洞層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어긋나게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빠른 터뷰런트 유속(Turbulent
Flow, 亂流)에 의해 용식溶蝕(암석이나 지층이 침식되는 일종의 화학적 풍화작용)된 예리한 용식각溶蝕角 등이 노출된 벽
면과 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호수 구간에 걸쳐 훼손 없는 군집형의 대형 종류석, 석순, 석주 및 플로우
스톤(Flowstone:1∼1.8 크기) 등 중대형의 2차 생성물이 남아있는 수중동굴 특유의 베이도스(Vadose, 지하수가 지
하수면보다 높은 형태)형 동굴로 형성되었다.
특히 추가 구간 중에서는 동굴풀(Poo, 5×7 )이 7군데나 형성되어 있어 용식작용에 의한 지굴형枝窟形의 파생적인 동
굴수 흐름의 전형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통로 전반에 걸쳐 대형의 베이컨시트(Bacon Sheet), 용식 종유석과 석
주, 용식공(孔), 용식바(Bar) 및 용식 펜던트(Pendent), 용식단구(Terrace) 등의 특징적인 수문지형이 10여 군데에 노
출되어 있다. 이 같은 점은 일반 동굴과 차별화된 형상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탁월한 동굴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구간을 살펴보면 영천동굴은 크게 여섯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첫째,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인 울진 성류굴(85 ), 삼척 관음굴(130 ), 정선 용소동굴(140 ) 보다 긴 석회수중동
굴(2015년 1월 388 까지 확인)로, 영천동굴은 국내 최장 및 최대급 수중동굴(전체 4∼6㎞ 추정)로 확인되었다.
둘째, 수중동물인 동굴 가재류와 도룡뇽 등의 희귀 수생물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동물의 두개골 이외 토기와 화살
촉 등의 발견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는 영천동굴이 수생물水生物과 원시인의 생활주거지로서 존재했다는 증거이며
이로 인해 신생대 제4기의 지질환경과 동굴생물의 학술적 탐사가치가 증대되었다.
셋째, 총 8개 동굴호수의 발견과 수면 공동空洞(빈 굴)구간 및 수중 잠수구간의 발견 등은 용식수문학적 동굴특성인 침
식과 퇴적 지형을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넷째, 영천동굴은 2차 생성물이 전무한 수몰형 동굴과 2차 생성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열된 기동형 동굴의 복합형 특
수동굴로 형성되어 있다.
다섯째, 영천동굴에서 4~5㎞ 서북에 위치한 시멘트공장 및 골프장까지 동굴이 이어져 있으며 이는 미국 맘모스 동
굴(Mammoth Cave National Park)의 그린리버(Green River)와 동일한 하천형 수중동굴로 확인된다.
여섯째, 영천동굴의 발견으로 수백만 톤의 청청 수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청정 동굴의 지표가 되는 각종 생물과
지형들이 확인되어 연구와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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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ijang (Master Ceramic Maker)

Seo Dong-gyu (1940~ ), a Master Ceramic Maker based in Daegang-myeon, Danyang-gun, has been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ceramic wares since 1956, having acquired the skills from his father.
Seo strives to enhance his skill for production of the country’s traditional ceramics, particularly developing the unique
skills for green ceramics.

698

사기장은 도자기 기술자 중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졌거나 높은
명성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단양군 대강
면에 거주하는 서동규(徐東圭, 1940~ )는 전통 도자 기술과 독특한
녹자綠磁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단양군 대강면은 조선시대부터 민간 도자기 기술로 전국에 이름
난 고장이다. 이 고장에서 나고 자란 사기장 서동규는 부친인 서병
욱에게 1956년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도자 공예를 하고 있다. 서동
규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1993년부터 아들 서찬기에게 기술을 전
수하고 있어 3대째 도자공예의 가문을 형성하여 맥을 잇고 있다.
서동규는 작품 활동 초기에 다완茶碗을 중심으로 도기를 제작하
였다. 전통 제작법에 근간을 둔 생활 도자기 중심의 작품 활동을 펼
치다가 1999년 독창적 기술법인 녹자 기술을 개발했다. 녹자 기술
이란 일반적으로 잿물을 사용해 유약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에서 벗
어난 제작법으로, 녹자는 느릅나무 재를 유약 원료로 이용하여 황
록색으로 발색시키는 독창적 기술이다.
녹자의 제조법은 소지를 소정의 형상으로 성형하고 건조한 후,
저온에서 초벌구이 성형단계 제작을 한다. 이 성형단계와 별도로
느릅나무를 태워 얻은 재를 물에 풀어 잿물을 만들고 이를 채로 걸
러 앙금만 수집한 후, 앙금을 다시 물에 풀어 잿물을 만드는 제조
단계를 거친다. 이때 성형단계에서 성형된 소지의 표면에 잿물을
도포한 소지를 건조시킨 후 다시 구워 내는 재벌구이 단계를 거쳐
제작한다.
이 녹자의 특징은 갈색 일변의 도자 색에서 벗어나는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이 녹자 기술은 미세기공이 뛰어나 점
토로 만든 용기 특유의 원적외선 방사 효과로 탁한 물을 정수하는
효과도 뛰어나다. 녹자에 쌀과 곡식을 저장하면 벌레가 생기지 않
고, 김치를 보관하면 싱싱한 맛과 질감을 유지한다.
사기장 서동규는 전통 도예 기법의 전승 계보가 뚜렷할 뿐만 아
니라 독특한 기술인 녹자 기술을 개발해 도자 공예의 우수함을 위
해 노력하며 전통도예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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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ijang (Korean Paper Making)

한지韓紙는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종이이다. 제지술이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610년경 고구려 승려 담징이 일본에 종이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을 보아 7세기
초에는 제지기술이 보편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최고最古의 한지는 국보 126호 『무구정광대라나니경
無垢淨光大陀羅尼經』,

국보 196호 『백지묵서대방광불화염경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로 통일신라시대의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에서 최고의 종이로 칭송받은 고려지高麗紙가 생산되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
지고 있다.
단양 단구제지丹丘製紙 황동훈 장인은 부친 황현식黃炫植옹의 뒤를 이어 한지 제작의 길로 뛰어들었다. 1956년 황현식
옹이 단양군 상방리에서 단구제지 공장을 세웠으며, 1969년 황동훈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부자가 함께 공장을 운영
하였다. 1984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읍 상방리가 수몰되게 되자, 현재의 위치인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로 공장을 이전
하였으며, 2011년 황현식 옹이 작고한 이후에는 황동훈이 홀로 공장을 운영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만드는데 손이 백번 간다하여 백지百紙라 불릴만큼 한지 제작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 한겨울 닥나무

채취부터 작업은 시작된다. 채취한 닥나무는 한번 쪄내어 속심과 껍질을 분리한다. 전통방식으로 한지를 만들 때는 거친
겉껍질을 다시 한번 벗겨내야 하는데, 닥칼로 한 장 한 장 일일이 겉껍질을 긁어낸다. 겉껍질을 모두 제거하고 남은 하얀
속껍질을 백닥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지의 원료이다. 백닥은 닥섬유가 잘 풀어지도록 다시 잿물로 삶아낸 후 맑은
물로 행구고 표백과 잡티 고르기 작업을 거쳐 밑작업을 마무리한다.
밑 작업을 마친 백닥은 곱게 갈아 닥죽으로 만든다. 과거에는 방망이로 두들겨서 섬유를 풀어냈지만, 이 방식은 너무
힘이 많이 들고 원료의 손실도 크기 때문에 요즘은 기계를 사용하여 갈아낸다. 닥죽이 완성되면 지통에 물과 닥죽과 닥
풀을 고르게 섞는다. 닥풀은 섬유의 배열을 양호하게 하고 종이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전통방식은 황촉규黃蜀

葵

뿌리의 점액을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재료가 모두 혼합되면 틀에 발을 걸고 종이를 얇게

떠낸다. 본래 전통적인 기법은 물을 가두지 않고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흘려보내면서 떠내는 외발뜨기이나, 1900년대
이후에는 이중의 발틀 안에 물을 가두고 전후로 흔들어 떠내는 쌍발뜨기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떠낸 한지는 압착
기로 눌러 물을 빼고, 한 장씩 건조대에 말려 완성한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공정을 거쳐 탄생하는 우리의 한지는 보존성이 뛰어나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황동훈 장인의 한지는 40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비록 값 싼 중국제 종
이가 밀려들어오면서 우리의 한지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황동훈 한지장처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
고 있는 이들이 있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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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a long history of making hanji , a type of traditional Korean
paper made with the inner bark of paper mulberry, a tree native to Korea,
and traditional papermaking techniques. The paper is also referred to as

baekji , or “paper made with one hundred hands,” because its production
involves a complex procedure requiring a considerable amount of energy
and time. The paper produced in such an intensely complex and timeconsuming manner has been highly acclaimed by its users in and outside
Korea since ancient times.
Master Hanji Maker Hwang Dong-hun has been dedicated to the art of
Korean paper making since he was introduced to it by his father Hwang
Hyeon-sik, who established the Dangu Paper Company in 1956. The manual
papermaking factory has now been under his sole management since the
death of his father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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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Ocher Inkstone Making

종이, 붓, 먹과 함께 문방사우文房四友로 꼽히는 벼루는 먹을 가는 도구이다. 좋은 벼루는 먹이 잘 갈리고, 먹 고유의 색
이 잘 나타나며, 먹물을 흡수하지 않아 먹물이 오래도록 마르지 않아야 한다. 이런 벼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석의 선별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벼루석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중국 광둥성[廣東省] 돤저우[端州]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계석端溪石

이며, 국내에서는 충남 보령 남포지역에서 생산되는 남포석藍浦石이 대표적이다.

단양에서 생산되는 자석벼루는 향산리 일원에서 채굴되는 자석紫石으로 만들어진다. 적색셰일 계통의 원석은 석질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입자가 고와 예부터 벼룻돌로 애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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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벼루장 기능보유자인 신명식申明植은 1972년부터 이 자석으로 벼루를 만들어 왔다. 본디 충남 보령군 출신인 신
명식은 1972년 충북 단양에서 보령 남포석에 버금가는 벼룻돌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신근식과 함께 단양군 가
금면 향산리 일원에서 자석산지를 발견하고, 아예 이곳에 터를 잡았다.
자석벼루의 제작은 돌감 고르기부터 시작한다. 채굴장에서 옮겨온 원석들은 빛깔과 소리로 일차 선별과정을 거친다.
망치로 두드려 보았을 때 좋은 원석은 맑은 쇳소리가 나고 나쁜 원석은 둔탁한 소리가 난다. 돌감의 선별이 끝나면 모탕
과 박톱, 작두칼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크기로 재단을 한다. 그리고 정으로 울퉁불퉁한 면을 대략 다듬고, 평미리로 다시
한 번 면을 고르게 다듬는다. 이때 팔 힘만으로는 돌을 깎아내기 어려우므로 어깨에 칼자루를 대고 미는 방식을 사용한
다. 벼루의 여섯 면을 모두 다 다듬은 후에는 모탕돌에 모래와 물을 뿌리고 각 면을 둥글게 돌려가며 갈아 마무리한다.
벼루의 바탕이 완성되면 먹을 가는 공간, 즉 바닥과 물집을 만든다. 만일 바닥이 고르지 않다면 먹이 제대로 갈리지 않고
먹물이 몰리게 되므로 신중하게 물집의 좌우측 길이, 바닥의 깊이 등을 확인한다.
벼루의 기본이 완성된 후에는 뚜껑과 테두리 부분에 세부 조각을 한다. 조각 작업은 벼루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
이 걸리는 공정이다. 조각까지 완성되면 ‘봉망 세우기’를 한다. ‘봉망 세우기’란 먹이 잘 갈리도록 연마석으로 바닥을 갈
아 돌의 결을 살려주는 작업이다. 봉망이 없으면 먹이 잘 갈리지 않고, 봉망이 심하면 먹이 거칠게 갈려 죽처럼 걸쭉하게
된다. 따라서 먹이 가장 잘 갈리는 상태로 바닥을 갈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벼루제작의 마지막 공정은 광내기이다.
우선 표면을 뜨겁게 달구고 거기에 밀납을 입힌 후 식혀 마무리한다.
자석벼루장 신명식은 단양에서 생산되는 자석을 전통기법으로 한 작품 한 작품씩 혼을 쏟아 제작하고 있다. 또한 그
의 뒤를 이어 아들 신재민이 4대째 가업을 잇고 있어 충청북도의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윤나영

The term Jaseok Byeoru
( Re c O c h e r I n k S to n e )
refers to the traditional ink
stones made in the Danyang
area with the “red ochre”
or “violet stone” produced
around Hyangsan-ri. As
the name suggests, the
ink stones of Danyang are
famous for being made
with this violet-colored
stone rather than the more
typical black stone used to
make traditional Korean ink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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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hoehyang Nori(Play), popularly known as Ttangseolbeop, is a ritual held after the Yeongsanjae Rite
to pray for the spirits of the deceased to attain Nirvana. The play is performed by thirty-six members of the
Association for Preserving Songs of Praise for Sakyamuni Buddha. The Samhoehyang Nori of Guinsa Temple is
performed every year when a major Yeongsanjae rite is held.

丹 단양 구인사 삼회향놀이
陽단양 丹陽 救仁寺 三廻向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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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hoehyang Nori of Guinsa Temple, Danyang

삼회향은 죽은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영산재靈山齋의 뒷풀이 축제로 속칭 ‘땅설법’이라 한다. 삼회향은 『대승

의장大乘義章』의 삼종회향三種回向에서 유래된 말로 자기가 닦은 선근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돌리는 중생회향, 보리회향, 실
제회향을 뜻한다. 불교의식에 우리나라 민속을 습합한 전통놀이로서 구인사의 천태범음범패보존회가 보존·계승한다.
삼회향놀이는 고려시대 연등회燃燈會나 팔관회八關會 등 국가적 불교행사가 성행하면서 산대놀이를 했다는 기록에서

그 형식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인해 위축되었으나 민속음악, 민속무용, 민속극 등의 요소
를 지녀 불교민속예술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금지되어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
고, 광복 후 1960년대 부산 금수사에서 정순종 스님의 회향설법을 전후하여 그 맥이 끊어졌다. 그 후 권수근 스님이 여
주 신륵사에서 삼회향을 하였고 천태종단이 권수근 스님을 초치招致하여 천태종의 의식규범을 마련할 때 변효근(춘광)
스님이 삼회향놀이를 전수받았다. 현재는 ‘천태범음범패보존회’에서 36명의 보존회원들이 삼회향놀이의 각 부분을 담
당하고 있으며, 구인사 삼회향놀이는 큰 영산재가 있을 때 매년 실연하고 있다.
구인사 삼회향 놀이는 1. 도입(길 놀음, 범종5타, 법고무) 2. 땅설법(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의 이야기), 3. 범패와 작
법(범패, 작법, 화청), 4.백희잡기(법주스님과 바라지스님의 뒤풀이, 땅재주와 버나돌리기, 줄타기, 지게놀음, 학춤, 민
요, 농악, 장엄염불), 5. 회향의 단계로 구성된다.
구인사 삼회향놀이는 단순한 사찰놀이가 아니라 승속僧俗이 합일되어 범패·민요·승무.북춤 그리고 문답법문으로 진행
되는 음악·무용·연극이 함유된 종합예술의 놀이이며, 특히 오늘날 도내에서 행위·전승 되는 유일한 불교민속이라는 점
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상희

나비춤

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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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죽령 산신당
陽단양 丹陽 竹嶺 山神堂

Sansindang Shrine in Jungnyeong, Danyang

민속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3호
수 량 1동
지정일 1976. 12. 2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 49-9
소유자 손효범
시 대 조선시대

Sansindang Shrine, located at San 49-1, Yongbuwon-ri, Danyang-gun, Chungcheongbuk-do, was Guksadang Shrine
where rites for the country were held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It has been transmitted as a village shrine to
mountain deities for the Yongbuwon-ri locals, and locals still hold a sacrificial rit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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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산신제 모습

단양 죽령 산신당은 조선시대 국사제國師祭를 지내던 국사당으로 단양군 용부원리 산49-1에 위치한다.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호서읍지湖西邑誌』·『여지도서輿地圖書』에

단양 죽령 산신당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매년 춘추에 국행제國行祭로 소사小祀를 지냈다는 기
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죽령사竹嶺祠라는 사당을 세우고 단양·영춘·풍기군수가 제주祭主가 되어 관행제官行祭로 전승했
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양 죽령 산신당은 정면 2칸, 측면 1.5칸의 목조건축물로 1948년 주민들의 성금으로 개수되었다. 제당 내부에는
‘죽령산신지위竹嶺山神之位’라 적은 위패를 모셔두고 있다. 산신인 동시에 동제洞祭로서의 신격을 지닌 죽령산신제는 용부

원리에서 매년 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용천龍泉의 상탕上湯물로 만든 음식 등을 차려놓고 산신제를 지낸다.

마을에서는 죽령산신을 ‘다자구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어 ‘다자구 할머니당’이라 칭한다. 다자구 할머니를 죽령산신
으로 모시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이곳에는 산적들이 밤낮으로 나타나 백성을 괴롭혔는데, 산이 험준하여 관군도 산적을 토벌하기 힘들었다. 이
때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산적소굴에 들어가 ‘다자구야’하면 산적이 자고 있는 것이고, ‘덜자구야’하면 도둑이 안자고 있
는 것으로 관군과 계획을 짰다. 두목의 생일날 밤, 술에 취해 산적이 모두 잠들자 할머니가 ‘다자구야’라고 외쳐 이 소리
를 들은 관군이 산적을 모두 소탕할 수 있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할머니의 공적을 기리도록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
게 하였다.

이처럼 오랜 연원과 전통을 가진 죽령 산신당은 현재 용부원리 주민들이 지내는 산신제의 제당으로서 전승되고 있으
며, 죽령 산신은 마을을 수호하는 마을 수호신으로 좌정坐定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죽령 산신당은 민속제의의 종합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여신좌정내력담女神坐定來歷談, 신가神歌, 제祭와 제당祭堂을 갖

춘 종합민속예술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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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 단양 방곡사
陽단양 목조칠성여래설법상

丹陽 傍谷寺 木造七星如來說法像

Wooden Altarpiece of Seven-star Deities Giving a
Sermon in Banggoksa Temple, Da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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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4호
수 량 1점
지정일 2010. 04. 30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방곡3길 31 방곡사
소유자 방곡사
시 대 조선시대

단양 방곡사 목조칠성여래설법상은 칠성불화를 목각한 작품이다. 소백산 줄기의 수리봉(1019m)과 도락산(964m) 사
이의 방곡도예촌 동쪽 계곡에 위치하는 방곡사는 1998년에 창건된 신축된 현대 사찰이다.
방곡사에 소장된 목조칠성여래설법상은 본존불 뒤에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목각탱木刻幀으로서 10매의 판목을 세로로

나란히 배치한 후, 상하좌우에서 각 1매의 목재로 고정시켜 틀을 만들어 화면畫面을 형성한 것이다. 칠성불화를 목각에
묘사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몇몇의 현존 목각탱이 부조와 투조를 병행한 것과 달리, 부조의 단조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크기는 화면畫面 157.5×113㎝, 두께 6.3㎝, 전체 186.5×142㎝이다.

이 목조칠성여래설법상의 불·보살의 구성은 중심에 치성광여래熾盛光如來를 배치시키고 그 좌·우측에 일광보살日光菩薩

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을 협시불로 배치하고 있다. 이 삼존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7위의 칠원성군七元星君과 태상로군太上

老君이

있고, 그 위로 7여래가 있으며 이 존상들은 수평으로 3단을 이룬다. 권속들은 하나같이 안면을 옆으로 틀어 본존

불을 향하도록 조각하였다.
목각탱화의 모든 존상은 신체의 표현에서 토실토실한 양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슴·복부·팔·다리 등의 신체 각부의
윤곽과 높은 무릎대좌에서도 볼륨감이 잘 살아있다. 또한 불·보살 등 각 존상들의 새김은 그들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좌
우로 깊이와 양감을 차별시켜 조각하였는데, 매우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방곡사 목조칠성여래설법상은 비록 조각수법이 약간 둔하고 무거운 감을 주기는 하지만 정교한 조각기술로 입체적인
느낌을 충분히 살리고 있으며, 칠성여래의 도상을 충실히 재현하였다. 본존 뒤의 직선으로 뻗은 파상형波狀形 신광身光과

본존 무릎의 가로로 놓은 옷 주름 선, 칠원성군들의 원유관遠游冠의 형태는 1900년대 초중반에 제작된 칠성여래불화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 목조칠성여래설법상의 제작시기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시대 말기로 추정되고 있는데, 제작
시기와 관계없이 이처럼 부조에 가까운 목각탱화의 유존이 희소하므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며 이곳에서 가까운
문경 대승사의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제575호) 비견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박상일

This wooden altarpiece, hung behind the principal Buddha enshrined in Banggoksa Temple, Danyang, is made of ten
wooden boards joined together vertically and framed with four boards to form a rectangular panel.
While there is no record about the origin of the altarpiece, experts believe that it was produc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1392~1910). The work is highly regarded as a source of knowledge on wooden Buddhist altarpieces thanks to the
technique of relief carving used to depict the de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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