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Ⅲ
Overview of Chungcheongbuk-do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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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편찬위원

고근석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영덕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김지택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김춘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박상일 (청주문화원장)
박은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손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신호철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정제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한종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행정지원

이배훈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 신승철 (충청북도 문화재팀장), 권기윤 (충청북도 학예관), 박미경 (충청북도 학예사)

집필 및 감수

강민식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
길경택 (예성문화연구회 회장)
김인한 (전 충청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관)
김형래 (강동대학교 건축과 교수)
박봉주 (충북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박용목 (국립생태원 원장)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손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안태현 (공군박물관장)
오민기 (㈜새봄생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희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교수)
장희정 (영산강문화관 관장)
조순현 (충청북도 문화재전문위원)
조혁연 (충청북도 문화재전문위원)

연구단

PM 윤나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재활용실 기획연구팀장)
박종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재활용실 기획연구팀 연구원)
성하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재활용실 기획연구팀 연구원)
김준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재활용실 기획연구팀 연구원)

영문 번역

팬트랜스넷 (PM 김미혜 / 번역 강미란, 양영주 / 감수 Andrew Dutch / 행정 김석범)

사진촬영

고형모, 박종선, 성하수, 김준기, 에이팩스컴즈

항공사진

호버엠

3D스캔

테라픽스

사진협조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옥천군청 사진DB), 영동군
간송미술문화재단, 공군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국립청주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성보문화재연구원, 청주고인쇄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주박물관, 한울문화재연구원
강민식, 김백범, 김지혜, 손태진, 안상열, 오민기, 오종우, 조순현

제서

전한숙 (한국서예협회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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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연 (유원대 교양융합학부 교수)
김백범 (한라문화재연구원 원장)
김춘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박경식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상일 (청주문화원 원장)
박은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서지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송수영 (충청북도 문화재전문위원)
양홍진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오종우 (남서울대 GIS공학과 명예교수)
이현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정제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조중근 (영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일러두기
1. 『충청북도문화재대관』은 충청북도의 지정문화재를 집대성한 것으로, 충청북도의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을 국내외에 알리고, 더불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련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찬하였다.
2.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Ⅲ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189건(2018년 5월
기준)과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Ⅰ·Ⅱ의 편찬 이후 지정된 문화재 20건(2018년 5월 기준)을 추가로 수
록하였다. 또한 충청북도에 소재했던 문화재 중 외부로 반출된 지정문화재 5건을 수록하였다.
3. 게재순서는 지역-지정종목-지정번호 순으로 하였다.
4. 각 문화재별 내용은 편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집필자를 명
시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편년, 용어 등은 기존의 학설과 더불어 집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록하였다.
5. 각 문화재의 사진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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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기존 자료를 활용하였다.
6. 각 문화재의 세부항목은 문화재명, 지정구분, 수량/면적, 지정일, 소재지, 소장자, 시대 순으로 명기하였
고, 문화재 명칭은 한자와 영문을 병기하였다.
7. 영문 설명은 국문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83호, 2017.09.0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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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라 표기하였다.
9. 『충청북도문화재대관』Ⅲ권(2018년)에 수록된 신규 지정문화재는 지역별로 재편집하여 수록하였다.
※ 뒷표지에 새겨진 인장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8호 보은 법주사 선조대왕 어필 병풍에 있는 ‘墻角一枝梅 凌寒獨
自開’라는 시 구절을 도안화 한 것이다. 북송대의 재상이며 당송팔대가로 문장에 뛰어났던 왕안석의 시로 “담모퉁이에
매화 한 가지가 추위를 무릅쓰고 홀로 피었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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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안녕하세요,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북도 행복도지사 이시종입니다.
먼저 우리 도에 현존하는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시작한 『충청북도문화재
대관』의 편찬 사업이 2016년 『충청북도문화재대관』Ⅰ권, 2017년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권 발간에 이어 대
미를 장식할 『충청북도문화재대관』Ⅲ권의 발간을 통해 마무리 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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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충북은 강호축(강원-호남)의 중심지역으로 경제, 교통,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제적, 지리적, 인적자원의 교
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결합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충청북도
는 예부터 문화의 접경지, 중원문화의 산실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두 개의 강과 두 개의 산맥이 만나는 이
땅에서 반만년 전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잡았고, 그리고 그 삶의 흔적들은 이제 문화재가 되어 도내 곳곳에 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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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성, 단양 8경의 비경을 간직한 단양 등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우리 충북인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충북
인의 문화적 자긍심이 오늘날,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힘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신문화를 살찌우는 문화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충북인의 지혜와 숨결이 담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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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여
주신 협조기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2.
충청북도지사 이

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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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입니다.
우리 지역의 찬란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Ⅲ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역량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오시고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Ⅲ권 발간에 애써주신 장준
식 원장님을 비롯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은 유구한 한민족 역사의 중심이며 문화유산의 보고寶庫 입니다. 그중에서도 남부지역은 한반도의 지리
적·문화적 요충지로서 역사의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다소 부족했고, 그 가치 역시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남부지역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Ⅲ권의 발간은 매
우 뜻깊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또 문화산업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산의 가
치를 모르고서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그 가치와 교훈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지정 문화재를 집대성하여 충실히 조명한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Ⅲ권은 우리 충북
의 문화유산 연구와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책자에 소개된 유·무형의 문화재들은 우리 충북의 숨결과 얼이 고스란이 녹아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충북 역사의 귀중한 기록인 이 책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
용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Ⅲ권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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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서문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는 꼭 한번쯤 방문하게 됩니다. 파리의 에펠
탑, 로마의 콜로세움, 중국의 만리장성,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등등, 모두 그 나라와 지역의 역사를 오롯이 간
직하고 있는 문화재이며,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문화재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역사의 단면이며, 영광이자 자긍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각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못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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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문
화재대관』은 도내 790여 개의 문화재를 집대성하는 자료로, 그동안 쉽게 지나쳤던 우리 지역 문화재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16년 충북의 중부권이라 할 수 있는 청주·증평·진천·괴산 지역의 문화재 292건을 담은 『충청북도 문화
재대관』Ⅰ권이 발간되었고, 2017년은 충북의 북부권이라 할 수 있는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지역의 문화재
290건을 담은 『충청북도문화재대관』Ⅱ권이 발간되었습니다. 올해는 남부권인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문화재
189건과 Ⅰ·Ⅱ권 발간 후 신규로 지정된 문화재 20건, 충북 외부 지역으로 반출된 문화재 5건 등 총 214건의
문화재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27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진에 참여하였으며,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가 촬
영한 16,000여 장의 사진 중 엄선된 사진을 수록하여, 명실공히 “충청북도 문화재의 집대성 자료”가 될 수 있
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한 질의 도서를 출판하는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문화재가 전국을 넘어 세계로 알려지는 계
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발간에 참여해주신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귀중한 자료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기관,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및 충청북도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8. 1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

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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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국보

· 종

목

국보 제5호

· 수

량

1기

報恩 法 子 石燈

· 지정일

1962. 12. 20

Twin Lion Stone Lantern of Beopjusa Temple,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 소유자

법주사

· 시

통일신라

대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법주사의 중심불전인 대웅전과 팔상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일반적으로 석등의 하대석과 중
대석 사이에는 팔각의 간주석이 있는데, 이 석등은 간주석 대신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가슴을 맞댄 채 뒷발로 하대석을
디디고 서서 앞발로 화사석을 받치고 있다. 사자는 허리가 잘록하고 발은 근육이 두드러지는데, 앞발과 뒷발을 곧게 쭉
펴고 서 있는 모습은 먹이를 잡기 위해 웅크린 채 기다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먹잇감을 낚아채러 달려 나가는 듯이 역동적
이면서 용맹스러운 모습이다. 상대석과 하대석에는 단판의 연화문을 새겼는데, 연화문 안에 둥근 화문을 장식하여 화려
함을 더했다. 하대석 밑에는 8각의 지대석이 있는데 하대석을 받치는 2단의 괴임석을 모각하였다.
불을 밝히는 화사석은 팔각을 이루는데 번갈아가면서 네 곳에만 화창을 뚫었다. 화창의 테두리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
려있는 것은 아마도 등잔 등의 조명기구를 내부에 안치하고 얇은 천으로 화창을 가려서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도록
고안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석등은 단순하게 조명기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부처의 지혜와 광명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있다는 개념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숭고함이나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불가佛家 의 성보聖寶 이기 때문에,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 석등의 조명은 불가에서 석등이 갖는 종교적인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을 것이다. 옥개석은
귀퉁이 부분이 위로 살짝 들려서 반전되어 있을 뿐 다른 장엄표현은 없고, 그 위에 상륜부에는 둥근 보주 형태로 표현되
었다.

1916년 이전

19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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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석

화사석

이 석등은 각 부재가 정교하게 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례가 적절하고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어서 품격이 넘친
다. 이러한 조각수법이나 비례감 등은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전성기의 작품에서 간취되는 양식특징이다. 한편 일반적
으로 간주석을 팔각으로 표현하던 것이 두 마리의 사자로 대체하는 것은 8세기 후반의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국보
제35호)에서 상층 기단부에 네 마리의 사자상을 배치하는 것과 상통하는 변화양상이다. 따라서 전형양식에서 벗어나 새
로운 이형양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나 조각수법, 비례감 등의 양식특징을 고려할 때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776년(혜공
왕 12)에 진표眞表 가 법주사를 중창할 즈음에 해당하는 8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석등과 같은 형식은 경남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353호)과 중흥산성에서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 전시
되고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국보 제103호)이 있다. 이상의 쌍사자 석등들은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다채로
운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이형석탑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데, 그 중에서도 법주사 쌍사자 석등은 귀꽃이나 안
상 등의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면서도 장중한 품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며 일군의 쌍사자 석
등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양식특징을 보는 작품이므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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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ed within the precincts of Beopjusa Temple in Boeun, this stone lantern dating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676-935) consists of two lions standing on the lower pedestal, with their chests touching and their legs raised to
support the middle pedestal on which the octagonal lantern chamber rests. The use of a stem in the shape of an
animal, rather than the typical octagonal pillar-shaped stone, was rare in the period, making it a valuable example
of a Unified Silla stone lantern. Experts believe that the lantern was mad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eighth
century, possibly around the time when the eminent monk Jinpyo had Beopjusa Temple renovated in 776 (the 12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yegongwang). Besides the twin lions, the stone lantern features a delightfully simple but
imposing structure entirely free of ornamental elements such as Gwikkot (“corner flowers”) or ansang (“elephant
eyes.”) This particular stone lantern is generally held to be more valuable than other extant twin-lion stone lantern
not only for its superior aesthetic value but also for its style which predates that of other such lan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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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팔상전
報恩 法住寺 捌相殿
Palsangjeon Wooden Pagoda of Beopjusa
Temple in Boeun

국보

· 종

목

국보 제55호

· 수

량

1동

· 지정일

1962. 12. 20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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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법주사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근대 이전 유일한 목조탑으로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팔상전이란 본래 팔상도를 봉안하는 곳으로,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일생을 8개의 장면으로 묘사한 그림을 말한다.
사전寺傳 에 의하면 이 건물은 신라 진흥왕 때 의신조사에 의하여 초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축시의 탑의 규모와 형태
는 알 수 없다. 1968년에 실시된 팔상전 해체 중수공사에서 당초 목탑의 1층 초석이 현재 평주 초석보다 훨씬 안쪽에 있
어 본래 사방 3칸의 건물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심초석에 마련된 네모꼴의 2단 사리공 안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
되었다. 특히 사리공 안에서 네 벽과 위를 덮었던 동판 5매가 발견되었는데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건립경위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동판에는 “萬曆二十四年丁酉九月日倭人盡燒만력24년정유9월일왜인진소 ”, “乙巳年三月念九日上高柱入柱
을사년3월염구일상고주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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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國僧大將裕淨比丘조선국승대장유정비구 ” 등의 글이 남아 있어 선조 30년인 1597년에 왜군에 의해

18

사천주

2층 지붕 모서리 공포 및 인물상

불타 버린 뒤 1605년에 유정비구(사명대사 유정)가 새롭게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1605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1626년
(인조 4)에 마무리 되었다.
팔상전의 규모는 지상에서 상륜 상단까지의 높이가 약 21 이며, 탑신 높이는 약 16 이다. 평면형식은 층마다 다른데
1·2층은 사방 5칸으로 되었으며, 3·4층은 사방 3칸, 5층에서는 사방 2칸으로 되었다. 지붕은 사모지붕이며 위에 올려진
상륜부는 조선시대 것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남아 있다.
평면의 중심에는 심주(찰주)가 설치되고 그 주변으로 사천주(심주를 중심으로 네 모서리에 상층까지 이어지는 기둥)가
설치되어 있다. 그 바깥으로 내진고주 및 평주가 설치되어 있다. 5층에는 귀틀을 설치하여 결구하였다. 공포형식은 1층부
터 4층까지는 주심포식으로 하였으며, 5층은 다포식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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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벽체는 1층에서 3층까지만 보이며 광창과 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형식은 사천주를 중심으로 고주, 평주를 세워 횡재로써 연결시켰다. 즉 팔상전은 5층에서는 목조탑의 기본형식인
귀틀을 이루고 1층부터 4층까지는 귀틀 없이 장주로서의 사천주 및 고주가 사용되며 퇴보로서 결구되어 있다.
팔상전은 평면형태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4면 모두가 처마곡선 잡기가 유리하며, 전체적으로 처마곡선이 비교적 풍만
한 곡선을 보이고 있다. 즉, 팔상전의 의장은 평면적, 입면적 체감비로 안정적 입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처마곡선의 미를
잘 활용하고 있다.
팔상전은 체감비가 많은 외관을 갖고 있어 중국과 일본의 일반적인 목조탑 형식과 다른 점이 있으나 구조적으로 수평
력에 대응하기 위해 훌륭하게 고안된 것이며 건물 외관이 오히려 안정감을 갖고 있어 5층 목탑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팔상전은 한국 목탑의 유일한 실례로서 그 건축적 가치가 크다.
김형래

사리공 출토 동판

사리함과 사리병

Palsangjeon Wooden Pagoda of Beopjusa Temple is Korea’s only
extant wooden pagoda from the pre-modern period. As its name
suggests, Palsangjeon (“Hall of the Eight Phases”) was built to
enshrine paintings depicting the eight major phases in the life of
Shakyamuni. The original shrine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reign of King Jinheung (r. 540-576) of the Silla dynasty, although
little is known about its size and form. The current building was built
in 1626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to replace
the original, which was destroyed during the Imjin waeran (15921598), the war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followed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592. The pagoda is a five-story
structure standing some twenty-one meters tall, although its interior
is a single space. Its appearance is uniquely different from the
wooden pagodas of China and Japan, and has a structure designed to
deal with lateral force effectively and provide outstanding stability.
1932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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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석련지

국보

· 종

목

국보 제64호

· 수

량

1기

報恩 法住寺 石蓮池

· 지정일

1962. 12. 20

Stone Lotus Basin of Beopjusa Temple, Boeun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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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법주사

· 시

통일신라

대

보은 법주사 석련지는 돌로 만든 작은 연못으로, 법주사 경내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석련지는 전체적인 형태가 잘
남아있으며 일부 파손된 부분은 보수·복원되었다.
법주사 석련지는 활짝 핀 연꽃 형태를 하고 있다. 사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의 받침석이 있고 그 위에는 3단의 괴임석이
층단을 이루며 모각되었다. 팔각 받침석 전면에는 안상을 새겼는데, 안상 내부에 문양은 따로 조각하지 않았다. 받침석
위에는 구름이 말려서 뭉실뭉실 피어오르는 형태를 한 간주석이 있어 그 위의 연꽃이 천상에서 피어난 것임을 말해준다.
연꽃은 겹꽃으로 표현되었는데, 가장 밑의 연판의 내부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지만 가운데 커다랗고 풍성한 연판 내부에
는 고사리처럼 끝이 말린 줄기와 꽃술, 그리고 보상화寶相華 가 도안화된 문양을 화려하게 새겼다. 만개한 연꽃 위에는 난간
을 둘렀는데 천인상과 화문을 번갈아가며 표현하였다.

22
1916년 이전

1970년대

석련지는 원래 법주사의 중심불전이던 용화보전龍華寶殿 앞에 희견보살상, 사천왕이 새겨진 석등과 함께 나란히 축을 이
루고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배치는 미륵을 주존으로 신앙하던 법주사에서 주존불상과 연계된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관련 문헌자료나 비교자료가 전무하여 더 이상의 추론은 어렵다.
석련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석조물은 극락세계의 연못, 즉 연지蓮池 를 표현한 것으로 내부에 물을 담아두고
연꽃을 띄워 부처에게 공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배수시설이 없어 수조처럼 물을 갈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
며, 따라서 실제 연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석련지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석조물로, 아직 그 용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체
적인 형태와 비례, 정교한 문양의 표현이나 조각수법을 통해 볼 때 통일신라시대 전성기 불교미술의 양식특징을 잘 반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판의 내부에 도안화된 보상화문이나 둥글게 말린 구름 형태를 띠고 있는 간주석은 863년
경 조성된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제244호) 대좌에 나타나는 문양과 비교되지만, 그 보다 더 입체
감이 두드러진다. 이런 양식적인 특징을 볼 때 이 석련지는 경내의 쌍사자 석등이나 사천왕상이 새겨진 석등과 함께 법주
사가 중창된 776년(혜공왕 12)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민

While little is known about the use of this stone lotus basin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precincts of
Beopjusa Temple in Boeun, it is regarded as a unique and highly valuable part of the Korean Buddhist heritage
as no similar item remains today. The vessel’s unique shape, along with the elaborately carved decorations on its
surface, its outstanding symmetry and refined carving technique make it a great example of Korean Buddhist art
which reached its zenith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676-935). The stylistic details of the lotus basin suggest that
it was made together with the two stone lanterns, i.e. the one with the twin-lion stem and the other with the Four
Heavenly Kings, in 776 (the 12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yegongwang) when Beopjusa Temple underwent a major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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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석

난간석 천인상

연판 내부 보상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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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報恩 法住寺 四天王 石燈
Stone Lantern of the Four Guardian Kings at
Beopjusa Temple, Boeun

보물

· 종

목

보물 제15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63. 01. 21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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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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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이다. 균열된 부분이 조금 있고 정상부의 보주가 후대에 보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는 결실되거나 파손된 부위 없이 지대석, 하대석, 간주석, 상대석, 화사석, 옥개석 등이 원형 그대로 완
전하게 갖추고 있다.
높이 3.9 에 달하는 규모로 지금은 대웅보전 앞에 있으나 처음 조사될 당시에는 법주사의 중심불전인 용화보전 앞에
있었다고 하며 이 석등 앞에는 희견보살상이, 뒤에는 석련지가 자리하여 가람 배치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석등은 모두 4매의 석재로 이루어졌다. 지대석은 팔각을 이루고 있으며, 그 위의 하대석은 복련의 형태로 내부에는 도
안화된 보상화문이 조각되어 있다. 상대석은 앙련의 형태이며 내부는 보상화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화사석은 8각을 이루
고 있는데, 4면에는 화창이 있고 나머지 4면에는 사
천왕상을 번갈아가며 표현하였다. 화창은 마치 창
틀처럼 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 주위는 일정한 간격
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어 내부에 조명기구를 안치
하고 얇은 천으로 화창을 가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은 조명이 쉽게 꺼지지 않아 오래도록
어둠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와 종교적인 숭고한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옥개석은 귀퉁이가 살짝
반전되어 있어 맵시 있는 형태이며, 중심부에는 둥
근 보주와 보주를 받치고 있는 2단의 받침석을 모
각하였다.
이 석등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사천왕상이
화사석 4면에 조각되었다는 점이다. 사천왕상은 허
리가 잘록하고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이 길어서 전
체적으로 늘씬해 보인다. 갑옷을 입고 있지만 옷자
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고, 손에 검이나 창 등의
무기를 쥐고 있지만 자유로운 자세로 구름을 밟은
1929년

26

27

상대석

하대석

채 허리를 틀고 서 있어서 엄격하다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 석등은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는 석등을 비롯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등의 계보를 잇고 있지만, 화사석에 사
천왕상이 조각되어 있는 등 변화된 형식을 보인다. 이와 같이 화사석에 불교도상을 새겨서 변화를 보이는 예로는 부석사
무량수전 앞의 석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양식적인 변화는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중반 무렵의 석조미술품에서 간취
되는 특징이다. 이 석등은 각 부재들이 적절한 비례를 이루고 있으며, 각 부재의 표현이나 조각수법도 매우 훌륭한 편이
다. 특히 갑옷을 입고 있지만 부자연스럽지 않고 늘씬한 자세와 균형이 잡혀있으면서도 다부진 몸매가 두드러지는 사천
왕상을 볼 때, 이 석등도 법주사 경내의 석련지나 쌍사자 석등과 함께 진표眞表 가 법주사를 중창했다고 하는 776년(혜공왕
12년)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민

This stone lantern of Unified Silla (676-935) situated in the precincts of Beopjusa Temple stands 3.9 meters tall. The
lantern was located in front of the temple’s central prayer hall, Yonghwa Bojeon, when the temple was survey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forming the principal axis of the temple together with the statue of Medicine King
Bodhisattva, which stands in front of the lantern and the lotus basin lying behind it. The lantern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two classical examples of Unified Silla stone lanterns, the other being the one standing in front of Daeungjeon
Hall of Bulguksa Temple, although the decoration of the lantern chamber with the Four Guardian Kings is regarded
as a variation. The lantern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together with the stone lotus basin (National Treasure No.
64) and the twin lion stone lantern (National Treasure No. 5) when the temple underwent a major renov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enowned monk Jinpyo in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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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

보물

· 종

목

보물 제216호

· 수

량

1기

報恩 法住寺 磨崖如來倚坐像

· 지정일

1963. 01. 21

Rock-carved Seated Buddha of Beopjusa Temple, Boeun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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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은 고려시대의 대형 마애불로 법주사 금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자마자 왼쪽 편에 위치
한 커다란 바위에 조각되어 있다. 불상은 6 가 넘는 규모이며 두 다리를 늘어뜨렸고 의자에 걸터앉은 것 같은 자세를 취
하고 있다.
머리는 동글동글 말려있는 나발이 있으며 육계가 낮다. 육계의 가운데는 반달모양의 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얼굴은 둥그
스름한 편이며, 귀가 어깨에 닿을 듯이 기다랗다. 눈자위를 파서 눈두덩이가 튀어나와 보이며, 눈은 반쯤 내려뜨고 있는데
눈 끝이 살짝 치켜 올라가 있어 눈매가 제법 매섭다. 눈 속에는 동그란 눈동자를 표현하였다. 코 주변과 입가도 파서 광대
가 불거졌고 팔자주름이 잡힌 것처럼 보인다. 입은 콧볼과 너비가 거의 같을 정도로 작게 표현되었다. 턱 밑에는 주름이 잡
혀있고 목에 삼도를 두껍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얼굴이 풍만해 보인다. 이런 안면윤곽과 이목구비의 표현에서 부처의 근
엄함이나 자비로움이 느껴지기 보다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근심에 잠겨 침울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다.
좌상의 어깨는 각이 져 있고 매우 넓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허리는 잘록하여 상반신이 거의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하
반신도 장딴지부터 무릎까지는 옆으로 한껏 벌리고 있으며 발목이 모일정도로 다리를 꺾고 있어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인
다. 양 손은 가슴 앞까지 들어 올리고 있는데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잡고 왼손은 중지와 소지를 구부려 설법인說法印 을
결하고 있다. 손가락의 마디와 손금, 손톱까지 매우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대의는 편단우견 방식으로 걸쳐져 오른쪽
어깨와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대의의 옷주름
1917년 이전

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지만 거의 같은
간격을 이루고 있는 등 다소 도식적으로 처리되었다.
종아리 부분에는 대의 안에 입은 하의가 드러나 보인
다.
이 불상은 활짝 만개한 연화대좌에 앉아있는데, 연
꽃 속에는 자방子房 의 촘촘한 횡선이 표현되어 마치
불상이 깔고 앉은 방석처럼 표현되었다. 또 발밑에도
만개한 연꽃이 있어 대좌는 전체적으로 2단을 이루
고 있다. 불상의 앞에는 둥근 연화가 새겨진 배례석
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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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상은 조화롭지 못한 이목구비의 표현이나 특정한 부위만을 과장해서 어색하고 비현실적인 불신의 표현, 대좌와 배
례석의 연꽃의 표현방식 등을 볼 때 고려 초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의좌椅坐 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미륵불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애여래의좌상 옆에는 민머리를 한 지장보살상이 새겨져 있는데, 미륵불과 지장보살은 법상종에서 가장 주요한
예배대상으로 신앙되었으며, 따라서 이 불상들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법상종 사찰로 조영된 법주사의 역사와 신앙을 대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애여래의좌상의 오른쪽 바위 면에는 경전으로 보이는 짐을 실은 말과 말을 끄는 사람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의신조사義神祖師 가 인도에서 경전을 실어 온 것을 표현한 것이며 부처의 법이 머무는 공간, 즉 법주
法住 라는

사찰의 이름이 정해지게 된 내력을 담은 법주사의 창건연기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마애여래의좌상과 지장보

살상, 그리고 창건연기가 표현된 이 바위는 법주사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공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민

This image of Buddha in a seated position is carved on a large rock located on the left-hand side inside
Geumgangmun Gate of Beopjusa Temple. Standing over six meters tall, the image is presumed to have been carved
in the early Goryeo period (918-1392). The right side of the rock features a scene of a man with a horse carrying a
heavy load, probably taken from the Buddhist scriptures, which experts believe was inspired by the historic event in
which the monk Uisin (fl. 6th c.), the founder of the temple, brought the scriptures from India to his temple, which
he named Beopju, or “the Abode of the Buddha’s Law.” Given that the images of Buddha, Ksitigarbha Bodhisattva
and the founder of the temple are carved upon it, the rock must have been a very important object of worship for
the community of monks at the temple.

연화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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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애불 좌측 법주사 창건연기 관련 암각화 3D 스캔

마애여래의좌상과 지장보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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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
報恩 法住寺 新法 天文圖 屛風
Folding Screen of Sinbeop cheonmundo
(Celestial Charts) at Beopjusa Temple,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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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 종
· 수

목

보물 제848호

량

8폭

· 지정일
· 소재지

1985. 08. 09

· 소유자
· 시 대

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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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보은 법주사 신법 천문도 병풍은 1742년(영조18) 관상감에서 제작한 것으로 여덟 폭의 병풍에 황도 남북의 별자리를
그린 그림이다.
이 천문도는 청淸 에 사신으로 갔던 천문관 김태서金兌瑞 와 안국빈安國賓 등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쾨글러(Ignatius
Kogler, 戴進賢, 1680~1748)가 1723년에 만든 《황도총성도黃道總星圖 》를 직접 배워와 만든 것이다. 병풍에는 당시의 천문
지식을 적은 설명문과 황도의 북쪽과 남쪽 하늘을 그린 두 개의 성도, 그리고 천문도 제작에 참여한 관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여섯 폭에 걸쳐 그려져 있는 두 성도에는 황도 북쪽과 남쪽에 보이는 별이 각각 그려져 있는데 모두 1,855개의 별
이 있다. 실제로 쾨글러의 황도총성도에는 300별자리 3,083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 별은 밝기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구
분하였으며 해의 흑점, 달의 표면, 토성의 고리, 목성의 위성 등 당시 망원경으로 관측한 천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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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의 첫째 폭에는 망원경으로 알게 된 천문지식이 적혀 있다. 《황도남북양총성도黃道南北兩總星圖 》로 시작하는 설명에는
하늘의 기준이 되는 황도 12궁과 달 그리고 행성의 운동에 대해 적고 있으며 설명은 모두 510자이다. 설명 왼편에는 해,
달, 토성, 목성, 화성, 금성, 수성을 크기와 색깔을 다르게 그려 넣었다. 둘째에서 넷째 폭에는 지름 165㎝의 원 안에 황도
북극을 중심으로 별과 은하수가 그려져 있으며 바깥 황도원에는 360등분의 눈금이 매겨져 있다. 성도 안의 윗부분에는
황도와 23.5° 기울진 적도가 호선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적도와 바깥 황도원이 만나는 오른쪽 점이 춘분점, 왼쪽 점이 추
분점이다. 황도 북극(원 중심)에서 23.5° 아래에 적도의 북극이 있으며 적도 북극을 중심으로 두 개의 원이 그려져 있는데
안쪽 원과 바깥쪽 원은 각각 적위 23.5°와 66.5°에 해당한다. 황도와 적도의 북극을 중심으로 그려진 원에는 극을 중심으
로 12등분의 방사선이 그려져 있다. 바깥 황도원에는 12방위와 24절기가 표시되어 있다. 성도에는 은하수와 함께 빨강,
파랑, 노랑, 하양, 회색의 1,066개의 별이 밝기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그려져 있다. 다섯째에서 일곱째 폭에는 황도 북쪽
과 같은 방법으로 황도의 남쪽 하늘에 보이는 789개의 별을 그려 놓았다. 황도 남극에서 23.5° 위쪽에 적도의 중심이 있
으며 적도 북극을 중심으로 두 개의 원이 그려져 있다. 성도의 아래쪽에 적도가 그려져 있다. 은하수는 황도와 적도 중심
의 오른쪽을 지나며 남북 두 갈래로 갈라져 그려져 있다. 마지막 폭에는 천문도 제작의 책임자인 영의정 김재로金在魯 와 천
문학자 안국빈을 비롯해 천문도 제작에 참여한 여섯 관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신법천문도는 현재까지 알려진 쾨글러의 천문도 사본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고 그림의 상태가 훌륭해 귀중한 유물로 평
가되고 있다. 국내에는 쾨글러의 황도총성도를 모본으로 만든 목판본 신법천문도 두 가지가 알려졌는데, 하나는 1807년
서조준徐朝俊 이 150여 자의 해설을 붙여 간행한 《황도중서합도黃道中西合圖 》이여, 다른 하나는 1834년 태연제泰然齊 김정호金正
浩가

만든 《황도북항성도-황도남항성도黃道北恒星圖-黃道南恒星圖 》이다.
양홍진

This folding screen consisting of eight panels mounted with the charts of the constellations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hemispheres was produced by the Gwansanggam (Meteorological Office) of the Joseon Dynasty in 1742 (the
1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The charts were drawn up by two meteorological officials, Kim
Tae-seo and An Guk-bin, on the basis of Hwangdochongseongdo (The General Map of the Stars South and North
of the Ecliptic), which was completed in 1723 by Ignatius Kogler (1680-1748), a German missionary in China. The
Joseon officials were able to gain access to the chart when they visited Qing China as envoys. The star-charts on
the folding screen include a brief summary of the meteorological knowledge of the time, two charts of the stars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hemispheres, and a list of the names of the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o
produce them. The two charts are regarded as the largest and finest extant copies of the star chart made by Ignatius
Ko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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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북극

천문도 제작관원

36
우수·입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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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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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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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恩 法住寺 大雄寶殿

· 지정일

1987. 03. 09

Daeungbojeon Hall of Beopjusa Temple in Boeun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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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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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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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이전

1932년 이전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은 법주사의 주불전으로 현재의 건물은 조선 중기에 지어졌으며 비로자나 삼신불을 봉안하고 있
는 중층 전각이다.
법주사는 553년(진흥왕 14)에 처음 건립되었고, 776년(혜공왕 12)에 크게 중창되었는데 대웅보전은 이때 초축된 것으
로 보인다.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탄 것을 1624년(인조 2)에 벽암이 재건하였다.
대웅보전의 기단은 잘 다듬은 화강석으로 지대석과 면석, 그리고 갑석을 쌓아 만든 가구식 기단으로, 전면 중앙에는 답
도踏道 와 우석隅石 을 갖춘 폭넓은 계단이 있다. 답도 좌우의 소맷돌에는 연화가 조각되어 있고, 계단 위에는 한 쌍의 돌 원
숭이가 조각되어 있다.
조선 중기의 양식을 잘 갖추고 있는 이 건물은 팔작지붕에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중층 건물로 우리나라에 흔치 않
은 2층 전각이며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현존하는 3대 불전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층 건물의 구조를 위해 안에는 두 줄의 고주기둥을 세우고, 그 앞뒤로 바깥 기둥을 세워 서로 연결하였다. 2층에 비해
1층이 높은 편이지만 좌우로 7칸에 달하는 큰 규모를 감안하면 아주 적절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안에는 닫집 없이 후
불탱의 위를 막아 천룡이 불상과 불화를 호위하도록 했다.
규모가 170평에 달하는 건물의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석가여래와 노사나불이 협시한 삼신불을 봉안하였다.
삼신불의 모습은 대체로 일치하며 수인만 다르다. 전체적으로 경직된 상호에 눈과 코, 입의 선이 작고, 목은 웅크린 듯 짧
게 표현하였다.
삼신불 뒤로는 후불탱을 봉안하였다. 불상과 마찬가지로 각각 독립된 후불탱으로서 1925년 보응普應 , 문성文性 스님 등
이 그렸다.
대웅이란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
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법주사 대웅보전을 대적광전이나 대명광전으로 부르지 않은 것은 법
신, 보신, 화신 등 삼신불三身佛 을 모시거나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三世佛 을 모신 건물을 뜻하는 것이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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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가구

전면계단

The Daeungbojeon Hall, the main dharma hall of Beopjusa Temple, was built during the mid Joseon period and
is enshrined with the statues of the Birojanasamsinbul (“Vairocana Buddha Triad”). The hall, a two-story sevenkan* (at the front) by four-kan (at the sides)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preserves intact the original
architectural style of the mid Joseon period. The hall is generally regarded as one of Korea’s three greatest two-story
Buddhist prayer halls alongside the Geungnakjeon Hall of Muryangsa Temple in Buyeo and the Gakhwangjeon Hall
of Hwaeomsa Temple in Gurye. In the hall, which measures 170-pyeong*, stands the principal Vairocana Buddha
flanked by Śākyamuni Buddha and Rocana Buddha.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pyeong: a Korean unit of area and floor space, equal to a square kan or 36 square Korean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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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報恩 法住寺 圓通寶殿
Wontongbojeon Hall of Beopjusa Temple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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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원통보전은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 법주사에 자리한 조선 후기의 건물이다.
기록에 따르면 법주사는 553년(진흥왕 14)에 창건되어 776년(혜공왕 12)에 크게 중창하였고 이후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사찰 내 건물들이 대부분 소실된 것을 1624년(인조 2)에 벽암이 중창하였는데 원통보전도 이때 다시 지은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 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1974년 해체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단 구조와 상부 구조물을 살펴
보면 원통보전의 하부 구조는 나말여초羅末麗初 에 조성되었고 상부 구조는 대략 18세기 초를 전후하여 중건된 것으로 추정
된다.
원통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측면보다 정면이 약간 큰 정방형으로 내부 중앙에 불상
이 모셔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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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가구식 기단 위에 대부분 3단의 원형 주좌柱
座를

가진 방형초석을 놓았고 고막이가 잘 남아있다.

기단의 앞면과 뒷면에는 소맷돌을 갖춘 계단이 설치
되어 있다. 초석 위로 민흘림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
에 창방과 평방이 짜 맞추어져 축부가 구성되고 있다.
그 위에 내외3출목의 다포식 첨차와 살미를 두었지만
주심포식의 공포가 배열되어 상부의 지붕가구를 받치
고 있다. 공포는 주심포식이지만 부재의 세부기법은
부분적으로 다포계와 익공계 형식의 수법이 혼용되어

일제강점기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간포가 없는데도 평방을 설치
한 것은 다포계 법식과의 절충적 수법을 보여주는 것
이다. 건물의 크기가 크지 않은데 내부에 고주인 사천
주를 채택한 것이 특이하다.
지붕은 전후퇴 단량單樑 형식 위에 사모지붕을 올린
복잡한 가구형식이며, 특히 사모지붕은 현존하는 우
리나라 불전 가운데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형태
이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우물천장이
다. 내진부는 천장고가 높고 외진부는 천장고가 낮은
층급천장 형식이다. 지붕에 올린 석조 절병통은 고식
을 보여주고 있다.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은 여러 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쳐 간결하고 특이한 구조와 의장형식을 보이지만 고대 불전의 형식
을 잘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주목되는 건물이다.
손태진

Wontongbojeon Hall of Beopjusa Temple was built in 1624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when
Byeogam, a renowned monk and righteous army commander of the late-Joseon period, renovated the temple
after it had been devastated by two great wars,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n 1592) and the
Byeongjahoran (Manchu Invasion of Korea in 1636). The hall is a three-kan* by three-kan wooden structure whose
sides are slightly shorter than the front and back, and is covered with a pyramidal roof, making it something of
a rarity among Korean temple halls enshrining a Buddhist image. The building has undergone many repairs and
renovations to acquire the unique appearance it has today, but it maintains the basic form of an ancient Buddhist
prayer hall, making it a valuable resource for studies o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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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괘불탱
報恩 法住寺 掛佛幀
Hanging Painting of Beopju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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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화는 보은 속리산 법주사의 괘불로 세로 1,349㎝, 가로 579.5㎝ 규모의 마본에 채색한 1766년 작품이다. 이 불화
는 화면 전면에 본존불만 단독으로 그리고, 여백과 본존불의 가사에 구름과 꽃문양, 범자梵字 등을 화려하게 장엄하여 간
결한 구도 속에서 장식성이 빛나는 불화이다.
화려한 보관寶冠 과 가사袈裟 를 걸친 이 불화의 주인공은 노사나불이다. 불교에서는 삼신불三身佛 이라 하여 법신法身 ·보신
報身 ·화신化身

세 가지 명칭의 부처를 언급한다. 이중 법신은 비로자나불이라고도 하며, 불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화신은 석가모니불이라 하며, 인류역사 가운데 나타나 중생을 제도한 부처이다. 보신은 노사나불이라고 하며, 수많은 윤
회전생을 거치며 선업을 닦음으로써 부처가 되었다. 이 부처들은 도상적圖像的 으로도 다르게 묘사된다. 하지만 이 삼신불
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설법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명칭과 의미, 형태만 달리 할 뿐이며, 결국 불교의 진리 속에서 일체
를 이룬다. 비로자나불이 곧 석가불이고, 노사나불인 셈이다. 우리나라 조선후기 사찰에서는 이 세 부처를 따로 그려 같
은 전각에 봉안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법주사 괘불처럼 노사나불만을 단독으로 그린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17세기 후반~18세기 초중반에 걸
쳐 다수의 괘불로 제작되었다. 법주사 괘불은 거대한 화면 속의 노사나불이 연꽃을 밟고, 두 손으로는 연꽃을 받쳐 들고
서 있다. 노사나불의 손 모양은 양 팔을 들어 올려 위를 향하거나, 이 경우처럼 연꽃가지를 들고 있기도 하다.
이 노사나불의 얼굴은 형이 둥글며, 윗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또렷한 눈망울과 큼직한 코, 붉고 도톰한 입술 등을 갖
추어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또렷하다.
노사나불의 복식을 보면, 섬세한 꽃무늬가 시문된 흰색의 군의裙衣 (허리에서 무릎 아래를 덮는 긴 치마 모양의 옷으로 불·
보살이 입는 하의를 말한다)위에 받쳐 입은 가사는 붉은색·녹색·군청색 등의 색과 방형문·원문·어린문·여의문 등의 문양
으로 장엄하였다. 노사나불 보관과 가슴으로 이어지는 영락장식은 이 부처의 장식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불화는 적색과 녹색·군청·흑색 등 강렬한 원색류를 주요부분에 채색함으로써 자칫 너무 강렬해 보일 수 있으나, 신
광의 치자색과 구름부위의 은은한 선염식 채색방식으로 강렬함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내었다. 이 같은 배합은 이 불화가
화려하면서도 깊이 있게 보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 불화를 그린 사람은 두훈枓訓 ·자심自心 ·광함廣 瑊 ·윤행允幸 등이다. 이중 두훈은 원래 경상도, 특히 통도사를 중심으로 괘
불을 비롯하여 여러 점의 불화를 그렸던 인물인데, 그 명성을 높이산 법주사에서 두훈을 초빙해 괘불 제작을 의뢰했던 것
으로 짐작된다.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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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uddhist hanging painting
enshrined in Beopjusa Temple depicts
Rocana Buddha, one of the three
Buddha Triad, against a background
lavishly decorated with motifs of
clouds, flowers and Brahmic script.
T h e p a i n t i n g w a s c re a te d b y a
group of monk-artists led by Duhun
who produced numerous Buddhist
paintings for the temples in and
around Gyeongsang-do Province,
including Tongdosa Temple.

44

보은

報
恩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報恩 法住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of Beopjusa
Temple,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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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대웅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으로, 중앙에 비로자
나불, 왼쪽에는 아미타불, 오른쪽에는 석가모니불로 구성되었
다. 이런 구성은 법신法身 (비로자나불), 보신報身 (아미타불), 응신
應身 (석가모니불)을

나타낸 것으로 삼신불三身佛 이라고 한다. 즉

깨달음의 경지로 진리를 의미하는 법신인 비로자나불, 중생을
위해 서원을 세우고 수행한 결과로 얻게 된 보신인 아미타불,
중생과 같은 몸으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중생의 근기에 맞는
설법을 통해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응신인 석가모니불로
구성되는 삼신불을 나타낸 것이다.
이 3구의 불상들은 얼굴이 네모난 편이고 몸은 대체로 건장
하지만 양감 없이 편평한 편으로 몸매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앞에서 보면 양쪽 어깨를 모두 가리고 있기 때문에 통견通肩 으
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의를 입고 허리띠를 묶었으며 오른쪽
어깨에는 편삼偏衫 을 걸치고 가장 바깥에 편단우견偏袒右肩 방식
으로 대의를 두르고 있다. 이와 같이 3구의 불상은 수인을 결
한 손 이외에는 상호나 불신의 표현, 대의의 착의법 등에서 거
의 차이가 없어 같은 조각가들에 의해서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은 채 오른손으
로 왼손을 감싸 쥐고 있다. 이러한 지권인의 형태는 주먹 쥔 왼
손의 검지만을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통일신라시대나 고
려시대 비로자나불상과는 차이가 있다. 왼쪽의 아미타불은 엄
지와 중지를 서로 맞잡고 있으면서 오른손을 결가부좌한 다리
의 중심부에 두고 왼손은 어깨까지 들고 있다. 오른쪽의 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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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모니불은 결가부좌한 다리의 무릎에 오른손을 걸쳤고 왼손은 주먹을 살짝 쥐는 듯이 손가락을 구부린 채 허벅지 위에 얹
었다.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법주사상량문』(1626년)이나 『속리산대법주사대웅대광명전불상기상』(1630년)에 근
거하여 1624년에서 1630년 무렵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다가, 2001년 법주사 대웅보전 해체보수 공사 과정에서 “천계
天啓

6년(1626년) 병인丙寅 3월부터 7월까지 불상삼존을 만들어 점안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조성기가 발견되어 1626

년(인조 4)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불상은 현진玄眞 , 청헌淸憲 , 연묵衍黙 , 양묵懹黙 등이 조성하였고 1747년(영조
23)에 개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이 조성된 17세기 전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 전국의 사찰들이 대부
분 소실된 상태였으나, 승병들이 나라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불상들이 대대적으로 조성되었다. 법주사의 소조비로자나
삼불좌상 역시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조성된 것으로 17세기의 유명한 조각승인 현진과 청헌 등이 불사에 참여하
고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조성기를 통해 제작연대와 작가가 밝혀진 작품이므로 조선후기 불상을 연구하는데 기준이 된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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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uddhist triad enshrined in Daeungbojeon
Hall of Beopjusa Temple consists of Vairocana
Buddha flanked by Amitabha Buddha on the left
and Shakyamuni Buddha on the right. During the
renovation of the hall in 2001, the discovery of
a record about the enshrinement of the statues
revealed that they were made in 1626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As the records
show when and by whom the statues were made,
they are now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studies on the Buddhist sculpture of late Joseon.
아미타불

또 불상을 조성하고 124년 후인 1747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개금에는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를 비롯하여 숭록대부 지내시부사 이경화, 병마절도사 심봉양, 상주목사 이협 등이 후원하였다
고 한다. 이 불상의 개금을 후원한 인물들의 직위를 보거나, 1764년에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이씨의
위패를 모시는 선희궁 원당이 세워진 사실을 통해 보았을 때 당시 법주사는 사도세자 등 조선 왕실과도 밀착되어 전국적
인 대찰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이 불상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서지민

48

보은

報
恩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報恩 法住寺 木造觀音菩薩坐像
Wooden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eopjusa Temple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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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원통보전의 주불로 전체 높이 235㎝의 대형 목조보살좌상이다.
네모꼴의 얼굴은 풍만하여 근엄한 인상이며, 보관은 크고 화려하여 머리 부분
이 크게 보인다. 보관은 나무로 높은 관의 기본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화문, 모란
문, 학, 화염문 장식, 정상에 화불을 부착하여 입체적이고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보관의 양옆에는 커다란 화염보주를 매달고 그곳에 관 띠를 매어 장식하고 있는
데 특이하게도 관 띠가 얼굴 양옆으로 날리고 있다.
불신도 양감이 풍부하고 힘이 넘쳐서 강건함을 보인다. 두 손은 하품중생인의
아미타인을 하고 있고 다리는 결가부좌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몸에는 천의를 걸
쳤는데 양 어깨를 덮고 팔뚝에 걸쳐져 몸 옆으로 늘어지고 있다. 보관의 관 띠와
비슷하게 가슴 양 옆에도 긴 띠 형태의 장식이 붙어 옆으로 휘날리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내의는 수평으로 입었는데 윗부분이 주름져 있고 그 아래 복부에는 복
갑腹甲 형태로 보이는 둥근 꽃장식판이 보인다. 치마는 띠로 묶었고 윗단이 뒤집어
져 늘어져서 배 부분도 공간이 비어있지 않고 장식된 것처럼 보인다. 결가부좌한
양 다리를 휘감는 치마 위에도 갑대甲帶 를 둘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처럼 몸 전체를 빈 공간 없이 화려하게 장식함으
로써 규모가 큰 보살상에서 자칫 비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없애고 충만된 느낌을 부여한다.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이처럼 전체적으로 조각수법이 웅장하고 화려하여 위엄이 넘치는 상이다.
한편 불상의 대좌 아래 좌우에는 연꽃을 배경으로 선재동자와 용왕을 따로 작게 조각해 놓았는데, 수월관음도의 도상을
조각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원통보전의 주존불에 합당하도록 구성면에서 매우 고심하여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의 거대한 규모 또한 원통보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며, 인자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일반적인 보
살상과 달리 남성성이 강한 웅장한 조각양식은 예배하는 이를 압도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기造成記 를 통해 1655년(순치順治 12)에 혜희惠熙 를 수화승首畵僧 으로 하여 지수智修 , 천윤天允 , 상민尙
敏,

해수海修 등 20인에 의해 조성된 상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상을 모본으로 하는 다수의 보살상이 조성되고 있어 조선

후기 불상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김춘실

This wooden statue of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height: 2.35 meters) is the principal Buddha enshrined in
Wontongbojeon Hall of Beopjusa Temple. The bodhisattva is characterized by a square, plump face with a rather
stern look and a voluminous body that radiates energy and a feeling of robustness. The statue is comparatively large
and was thus probably made to fit the spacious room of the shrine hall; and, unlike most other bodhisattvas made to
appear as a goddess of mercy, it displays an imposing manly figure that may have been intended to overwhelm his
awestruck worshippers. The background memo discovered inside the repository in its body revealed that it was made
in 1655, thus providing a specific date - a detail which art historians believe to be very important for studies on the
Buddhist sculpture of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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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old iron vessel preserved in Beopjusa Temple, Boeun is both very large (height: 1.2 meters; diameter: 2.7 meters;
thickness: 8 to 10 centimeters) and very heavy (approx. 20 tons). The vessel has a capacity of about forty 80-liter
bags, thus providing tangible evidence of the prosperity enjoyed by the temple in its heyday. The vessel is in a good
state of preservation and is now known to be the largest extant iron cauldron made in Korea in the pre-modern
period. It is also regarded as a very important historical material in terms of the Korean history of technology,
considering that iron is melted at a much higher temperature than bron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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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내에 전해지고 있는 철솥으로, 높이
1.2 , 지름 2.7 , 두께 10∼3㎝, 무게 약 20여 톤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이다.
현재는 법주사의 금강문 우측편의 보호각 내에 위
치하고 있지만, 1980년대 까지는 궁현당 뒤편의 석
옹石瓮 인근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며 몸체에는 아무런 문양이
나 글자가 남아있지 않고, 이 철솥과 관련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조성된 연대나 제작자 등은 알 수 없
다. 상부에 외반된 전이 달린 구연부는 둥글게 처리
하였다. 이 철솥은 쌀 40가마를 담을 수 있는 크기로

1921년

융성했던 법주사의 사세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이기
도 하다.
현재 전하는 철솥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보
존상태 또한 좋으며, 법주사가 번성하여 3,000 승도
가 운집했을 때 장솥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지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법주사의 사세가 융성했던
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해온도가 청
동보다 훨씬 높은 주철로 주조된 대형주물 솥으로 기
술사적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보은 법주사
석옹(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4호)과 더불어 법주
사의 번성했던 사격을 전해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김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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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에 활동한 수암화상의 승탑으로 법주사 복천암 뒤편 산등성이에 학조화상탑學祖和尙塔 과 나란히 서 있다.
탑신에 “秀庵和尙塔수암화상탑 ”, 중대석에 “成化十六年八月日立성화십육년팔월일립 ”의 명문을 통해 1480년(성종 11)에 조성된
수암화상의 승탑임을 알 수 있다. 승탑의 주인공인 수암화상은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 로 잘 알려져 있으며 속명은 김수
성金守省 , 동생은 유생이면서도 불교에 깊은 관심을 두어 각종 불경의 번역과 보급에 힘썼던 김수온(金守溫, 1410~1481)
이다.
신미의 행장은 전하지 않으나 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그 행적이 확인된다. 세종 때 신미는 복천사福泉寺 (현 복천암)를 중
수하고 그곳에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였다. 문종대에는 선교도총섭禪敎都摠攝 에 임명되었고, 대군시절부터 신미를 경애했
던 세조는 왕위에 오르자 그에게 불교의 중흥을 주관하게 하는 등 왕사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세조의 명을 받아 많은 불
전을 번역·언해·간행하였으며 상원사의 중창을 건의하여 시행되게 하는 등 조선 전기 불교 발전에 막중한 역할을 한 인물
이다.
승탑의 전체높이는 302㎝로, 3단 8각의 기단부에 탑신은 원구형이며 그 위로 옥개석이 올라가 있다. 옥개석은 지붕 폭
이 좁으며 구형 탑신석 또한 학조화상탑보다 작은 편이다. 그러나 지붕이 두툼하고 우동의 표현이 뚜렷하여 단아한 형태
인데, 이는 조선 초기 승탑 지붕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옥개 밑 골과 처마는 양각으로 처리되었다. 기단부는 팔각으로,
상대는 연판장식 없이 각이 진 합각선으로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秀庵和尙塔’ 명문

‘成化十六年八月日立’ 명문

54

2003년 해체·보수 당시 이곳에서 사리기가 발견되었는데, 백자로 된 사리합 2개와 그 위로 꼭 맞는 돌뚜껑이 덮여있었
다. 이는 옆에 건립된 학조화상탑의 사리공보다 훨씬 정교하게 조성된 것이다. 보은 법주사 복천암 수암화상탑은 표면에
화려한 장식은 없으나 규모가 장중하며, 주인공의 존명과 조성연대가 확인되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부도이다.
김춘실

This stone stupa erected in honor of Suam, a Buddhist monk of early Joseon, is located side by side with the Stupa
of Buddhist Monk Hakjo on the mountain ridge behind Bokcheonam Hermitage of Beopjusa Temple. Also known
as Sinmi, or Hyegak, the dedicatee of the stupa is known to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Buddhism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e stupa may not be particularly ornate, but due to its
comparatively large size and clearly known date of construction (1480), it is widely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Korean stupas built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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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에 활동한 수암화상秀庵和尙 의 제자인 학조화상의 승탑으로 법주사 복천암 뒤편 산등성이에 수암화상탑秀庵和尙塔
과 나란히 서 있다.
기단부 남면 중대석의 2칸에 걸쳐 5행으로 “正德九年 甲戌五月日立 學組燈谷和尙塔정덕구년 갑술오월일립 학조등곡화상탑 ”의 명문
이 있어 1514년(중종 9)에 조성된 학조화상의 승탑임을 알 수 있다. 학조는 수암화상(신미信眉 )의 제자이며 세조와 성종
연간에 왕실 불사에 깊이 참여한 승려로, 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또한 1488년(성종 19) 인수대비의 명으로 해
인사를 중수하였고, 1500년(연산군 6)에는 왕비 신씨의 명으로 해인사 고려대장경 3부를 인행하여 발문을 썼다.
승탑의 전체높이는 296㎝이며 팔각의 기단부와 원구형 탑신석, 그리고 옥개석을 갖추고 있으나 전면에 특별한 장식
이 없어 단순한 외형을 보인다. 기단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상대석에는 연판이 시문되지 않았고 각이 진 형태
를 띠선으로 표현하는 등 수암화상탑의 모방작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구형의 탑신과 옥개석이 옆으로 넓고 커서 외형
상 수암화상탑보다 크게 보인다. 옥개석은 지붕 반전이 크며 귀꽃이 표현되었다. 보주는 큰 편이며 밑에 띠를 둘러서 보
다 장식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수암화상탑과 비교해 보면 외형상 화려하기는 하나 세부의 정교함은 다소 부족하다. 2003년 해체·보수 당시 이곳에서
백자병의 사리기가 나왔는데 원상복구하여 다시 넣었으며, 이때 확인된 사리공의 형태는 수암화상탑보다 정교함이 떨어
졌다. 그러나 조선시대 승탑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희귀한 상황에서 이 승탑은 고려 탑을 계승한 조선 초기 탑
양식을 알 수 있게 하며, 절대연대가 확인되어 다른 승탑의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김춘실

‘正德九年 甲戌五月日立 學組燈谷和尙塔’ 명문

57

This stone stupa set up in honor of Hakjo, a Buddhist monk of early Joseon, is located side by
side with the stupa of his tutor, Suam, on the mountain ridge behind Bokcheonam Hermitage
of Beopjusa Temple. Hakjo joined his tutor Suam to play a key role in the effort to promote
Buddhism at the royal court of early Jose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r. 1455-1468) and
King Seongjong (r. 1469-1494), including participation in projects to translate the Buddhist
scriptures into Korean. The architectural style of early Joseon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Goryeo stupas and the proven date of construction (1514) make the stupa a valuable resource
for the study of Buddhist art in the early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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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 Standing Bodhisattva of Beopjusa Temple,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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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은 현재 원통보전 옆쪽에 자리한 보호각에 안치되어 있다. 『묘법연화경妙法蓮華經』 권6 제23 「약
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에 따르면 희견보살은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향유香油를 마시고 온 몸을 불살라 온 세계를 비추는
공양을 한 보살이다. 이렇게 몸을 공양하는 혹독한 정진을 통해 마침내 중생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약왕보살이 되
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법주사사적기』에 경내에 ‘희견보살석상 일좌喜見菩薩石像 一座’가 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이
상을 희견보살상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높이가 2 가량 되는 등신대 크기로서, 전체가 하나의 돌로 제작되었다. 두 팔을 벌리고 머리 위로 올려서 커
다란 향로香爐 내지는 화반花盤을 받쳐 들고 있으며, 사각의 대좌 위에 서 있다. 한편 이 상은 처음 조사될 때 법주사의 중심불
전인 용화보전 앞에 사천왕 석등, 석연지와 함께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다고 하므로, 주존인 미륵에게 향香 내지는 꽃을 공양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이 석조희견보살입상은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작은 편이며 상반신이 짧다. 반면에 허리는 잘록하고 하반신은 비교적 튼
실해 보인다. 얼굴은 파손이 심해서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지만,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며,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입을 벌
리고 있다. 천의를 양 쪽 어깨에 두르고 있는데 몸의 측면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으며, 끝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다. 허리
춤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그 밑으로 무릎까지 오는 짧은 바지가 드러난다.
허리가 잘록하게 표현된 점이나 늘씬한 하반신의 표현 등은 통일신라시대 보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식 특징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신체비율,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자세, 무거운 화반을 머리에 이고 있지만 팔이나 다리에 근육의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 옷주름의 묘사가 도식적으로 처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전성기를 지난 9세
기 무렵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이 보살상을 조선 후기의 기록에 근거하여 희견보살로 비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향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도상 특징이므로 향로공양상으로 부르자는 제안도 있고, 또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을
향로가 아니라 발우 내지는 다기茶器로 보아 가섭봉발가사상加葉奉鉢袈裟像 또는 차공양자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최
근에는 이러한 도상이 당대唐代 돈황벽화敦煌壁畵에 그려진 곤륜노崑崙奴와 흡사하므로 곤륜노상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
다. 곤륜노는 동남아시아의 곤륜지방에서 끌려 온 노예로, 당대 불교미술에서는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나 사자를 탄 문수
보살 앞에 앞장서서 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곤륜노가 표현되고 있다. 돈황벽화의 곤륜노도 이 보살상과 마찬가지로 향
로 내지는 화반을 머리에 이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곱슬이고 상반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이며 하반신에는 짧은 바
지를 입고 있다. 이러한 도상은 우리나라의 불교미술품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 제작당시에는 어떤 존격을 조각한 것인지 단
정하기 어렵지만, 『법주사사적기』가 편찬된 조선후기에는 희견보살로 인식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은 우리나라에서는 희귀한 도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불교미술의 다양성을 살
펴볼 수 있어 매우 주목된다. 

서지민

This Buddhist triad enshrined in Daeungbojeon Hall of Beopjusa Temple consists of Vairocana Buddha flanked by
Amitabha Buddha on the left and Shakyamuni Buddha on the right. During the renovation of the hall in 2001, the
discovery of a record about the enshrinement of the statues revealed that they were made in 1626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As the records show when and by whom the statues were made, they are now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studies on the Buddhist sculpture of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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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동종은 높이 76㎝, 입지름 48.1㎝의 크기로, 일반적인 범종에 비해 작은 크기이며, 이를 통해 볼 때 범종각
梵鐘閣 에

설치된 것이 아닌 불전 안에 두고 법회 때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종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볼 때 1636

년(인조 14)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원래는 법주사의 부속 암자인 중사자암中獅子菴 에서 사용하다가 후에 법주사로 옮겨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종은 전형적인 한국식 범종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용통과 용뉴로 구성되는 용뉴부와, 견대-상대-유곽-유두-종복하대로 구성되는 종신부를 충실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연판의 견대가 매우 높이 솟아있으며 상대에는 뇌문을, 하대에는
둥글게 말린 넝쿨에 연꽃이 피어있다. 유곽 옆마다 꽃가지를 지물로 쥐고 있는 보살입상이 있고, 유곽 밑에는 육자진언을
나타내었다. 종신의 중앙부에는 두 줄의 횡선을 둘러 위·아래를 구획하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위패를 표현하였고 그 사이
에는 명문을 점각으로 새겼다.
보은 법주사 동종은 제작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후원자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조선 후
기 승장僧將 들에 의해 범종이 주조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서지민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on the temple bronze bell of
Beopjusa Temple in Boeun, it was made in 1636 (the 1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for Jungsajaam
Hermitage, one of the temple’s affiliated hermitages, until
it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The bell displays the
characteristic style of Korean temple bells, including an
upper part consisting of a yongnyu (“dragon hoop”) and
a yongtong(“dragon pipe”) and a main part consisting
of the gyeondae (shoulder), sangdae (“upper band”),
yugwak (“nipple box”), yudu (“nipples”) jongbok(“belly”)
and hadae (“lower band”) As the details of its production
date, makers, and patrons are known, the bell is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the study of traditional Korean
temple b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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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

보은 삼년산성

사적

· 종

목

사적 제235호

· 면

적

232,655㎡

報恩 三年山城

· 지정일

1973. 05. 25

Samnyeonsanseong Fortress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1길 104

· 소유자

국공유 및 사유

· 시

신라시대

대

보은 삼년산성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성이다.
해발 326.2 의 오정산烏頂山 정상부와 주변의 봉우리를 감싸
고 서쪽의 골짜기까지 에워싸서 축조한 포곡식包谷式 석축산성
이다. 성의 서쪽 방면에는 금강의 지류인 보청천이 남쪽으로
흐르고, 동북쪽 방면에는 남한강의 지류인 달천이 지나간다.
또한 경상도 상주 일대에서 청주 및 한강유역으로 이어지는 남
북교통로와 공주 및 부여 방면으로 향하는 동서교통로가 교차
하고 있어, 이곳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져
왔다.
『삼국사기三國史記 』 신라본기新羅本紀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13년
(470)조에는 “삼년三年 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완공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여 구체적인 축성
시기와 성 이름의 유래가 전해진다. 486년(소지마립간 8)에 3
천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성을 개축改築 하였고, 660년(태종
무열왕 7)에는 왕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당唐 황제의 조서를 받
는 등 신라의 북진 및 삼국통일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던 곳이다. 또한 김헌창金憲昌 의 난과 후삼국통일전쟁 당시 격
전이 벌어졌던 무대이기도 하다. 고려·조선시대에는 이 일대
의 중요한 산성이자 군창軍倉 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었는데, 조
선시대 지리지에는 오정산성 혹은 오정산고성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문헌기록상 축조시기와 운영과정이 분명히 드러나는 만큼,
삼년산성은 우리나라 성곽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에 따라 삼년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일찍부터 여러 차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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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지 출입시설

수구지 북쪽 성벽 상면 여장토층

루어져 왔다. 1979년 기초조사부터 2011년 동문지 조사까지 각 문지門址 ·연못·수구水口 등을 대상으로 약 10여 차례에 걸
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문지 및 주변 성벽·수구·연못·곡성曲城 등에 대한
종합정비도 이루어졌다.
삼년산성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네모꼴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성 내부의 지형은 주위가 높고 중앙이 오목한 지세를
보인다. 성의 전체 둘레는 약 1.7㎞에 이른다. 성벽은 일정한 크기의 세장방형 성돌로 정연하게 축조되었는데, 내벽과 외
벽을 함께 축조하는 내외협축內外夾築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성벽 바깥 하부에는 기초 보강을 위해 만든 기단보축성벽이 전
체구간에 걸쳐 확인된다. 외벽의 높이는 약 13~14 , 하부의 기단보축성벽을 포함한 성벽의 총 높이는 약 20 에 달하며,
성벽의 기울기는 대체로 80~87°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삼년산성에서는 둥글게 성벽을 돌출시킨 반원형의 곡성이 총 10개소 이상 확인된다. 이들 곡성은 대부분 방어에 취약
한 지점인 능선과 성문 주위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 곡성의 높이는 약 15 내외, 상면 둘레는 약 20 내외의 규모로
추정된다. 그 밖에 동문지 주변에서는 성벽을 통과하는 방식의 수구가 확인되며, 수구 및 남문지 주변의 성벽 상부에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여장女墻 이 너비 105~100㎝, 높이 70~80㎝ 규모로 남아있다.
성문은 성의 네 방향 모두에서 확인되며, 북문을 제외한 서문·동문·남문은 초축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중 남문지
와 동문지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다락문 형태의 현문식懸門式 구조이다. 삼년산성의 대문인 서문은 초석 상태로
볼 때 성문을 밖으로 열고 닫는 외개형外開形 구조로 여겨지는데, 다른 산성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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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지

서문지

성 내부에서는 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중 신라의 유물로는 확쇠와 철정이 주
목된다. 확쇠는 성문의 회전축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남문지에서 암수 확쇠가 결합된 채로 수습되었다. 또한 성문에 부착
되는 철판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정도 발견되어, 당시 성문의 두께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되었다. 성
내부에 있는 저수시설인 아미지蛾眉池 및 그 주변 저수지 등에서는 신라 이후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어, 삼년산성
이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도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종오

Located near Eoam-ri in Boeun, Chungcheongbuk-do, Samnyeonsanseong Fortress consists largely of stone walls
(approx. 1.7 kilometers in length) that enclose a valley between two mountain peaks. The fortress walls were built
with long, roughly hewn rectangular stones and include a variety of defense facilities such as a sluice, battlements,
and a gate guard. The fortress also keeps historic records on the background to its construction and operation,
making it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regarding ancient Korean fortifications and the advancement of Silla to
the area around the H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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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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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사적 제503호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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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25㎡

報恩 法住寺

· 지정일

2009. 12. 21

Beopjusa Temple,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일원

· 소유자

사유

보은 법주사는 553년(진흥왕 14)에 의신義信 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나, 『삼국유사三
國遺事 』의

「관동풍악산발연수關東楓岳鉢淵藪 」에 기록된 연기를 통해 볼 때 776년(혜공왕

12)에 진표眞表 와 그의 제자인 영심永深 이 창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찰의 이름이 법주사인 이유는 의신이 인도에서 수집한 경전을 흰 나귀에 싣고
귀국하여 사찰을 창건할 곳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나귀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제자리
를 맴돌아 이곳에 절을 지으며 부처의 법이 머무는 곳(법주法住 )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라 한다. 이후 720년(성덕왕 19)에 사찰을 중수하였다고 전해지나 현재 법주사
에는 6세기 중반에서 8세기 전반까지의 것으로 보여지는 불교미술품은 없다. 따라
서 사찰에 전해지는 이 창건연기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법주사가 지금과 같은 대
가람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된 것은 진표의 제자인 영심이 주석하면서 부터라 추
정된다.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는 제자인 영심에게 속리산에 들어가 길상초가 피어 난 곳
을 선택하여 사찰을 짓고 교화활동을 펼치라고 하였다. 영심은 스승의 분부에 맞는
입지를 찾아 절을 세우고 길상사吉祥寺 라고 하였다고 한다. 진표가 창건한 금산사金山
寺와

금강산 발연사鉢淵寺 , 그리고 진표의 제자인 영심이 주석했던 법주사와 영심에게

서 진표의 의복과 법구를 전수받은 심지心地 가 중창한 동화사桐華寺 는 미륵을 주존으
로 신앙했던 진표계 법상종의 근본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경내에 지금까지 전해지
고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부재나 석등 등의 석조물들을 통해 진표와 그의 제자
인 영심 등에 의해서 조성된 법주사의 규모나 위상을 가늠케 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도 법주사에는 대규모의 법회나 불사가 자주 이루어졌다.
1101년(숙종 6)에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을 위하여 인왕경회仁王經會 를 베풀었는
데 3만 명의 승려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1281년(충렬왕 7)에는 충렬왕이 행차하
여 산호전珊瑚殿 에 배향을 하였다. 1363년에는 공민왕이 통도사通度寺 에 사신을 보내
부처님의 사리 1과를 법주사로 옮겨 봉안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 조선시대에도 태
조가 상환암에서 기도를 한 바 있으며, 세조는 법주사의 말사인 복천암福泉庵 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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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을 와 3일 동안 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오래도록 불사가 이루어지며 60여동의 건물과 70여개의 암자를 거
느린 대찰로 성장한 법주사는 1597년(선조 30)에 정유재란이 발발하면서 충청도지역 승병의 본거지라는 이유로 왜군
에 의해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후 1605년(선조 38)부터 1626년(인조 4)에 걸쳐 팔상전이 중건되었고, 1624년(인조 2)과
1851년(철종 2)에는 벽암碧巖 과 권돈인權敦仁 등에 의해서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였지만 대웅보전과 용화보전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불전이 늘어서 있던 법주사의 위용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1872년(고종 9)에는 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고자 당백전 주조를 위해 전국 사찰의 불상들을 압수하라는 칙령을 내
렸는데, 이 때 법주사의 중심불전인 용화보전龍華寶殿 (산호전珊瑚殿 또는 산호보광명珊瑚普光明殿 )에 봉안되어 있던 거대한 미륵
삼존불상이 압수당하며 용화보전은 헐리게 되었다. 현재 금동미륵대불이 서 있는 곳이 용화보전 자리이며 미륵삼존불상
의 좌대가 남아있다.
1964년에는 근대조각가인 김복진이 구상한 미륵불입상이 용화보전 자리에 세워졌으며, 1986년에는 이를 헐어버리고
160톤의 청동으로 높이 33 에 달하는 거대한 청동미륵대불을 봉안하였다. 2000년에는 불상의 부식이 진행되고 얼룩진
외관 때문에 품위유지가 어려워지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금박을 입히는 등 보존을 위한 개금불사 공사를 시작하
여 2002년 금동대불로 변모하였다.
현재는 금동미륵대불을 비롯하여 대웅보전大雄寶殿 , 팔상전捌相殿 , 약사전藥師殿 , 원통보전圓通寶殿 , 명부전冥府殿 등의 불전에
서 법등을 밝히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되어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았다.
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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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이전

While there is a record that Beopjusa Temple in Boeun was established in 553 by the monk named Uisin, a far
more reliable historical source titled “Kwandongpungaksanbalyeonsu (Baryeonsa Temple of Pungaksan Mountain
in Gwandong)”, contained in Samgukyusa(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1281), shows that the temple was
established in 776 by Jinpyo and his pupil Yeongsim. The temple continued to prosper and hold large-scale religious
events under the patronage of the rulers of subsequent dynasties, including King Taejo and King Sejo of the Joseon
Dynasty. However, it was burned down by Japanese troops in 1597 (the 3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during the second invasion of Korea (then Joseon) when they found out that the temple had been the
headquarters of a volunteer army of warrior monks who fought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in the earlier years
of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s of Korea of 1592). After the war, the temple strove to recover the glory of
earlier times with the construction of new prayer halls and objects of worship, including the Gilt-bronze Maitreya
Buddha, Daeungbojeon Hall, Palsangjeon Wooden Pagoda, Yaksajeon, Wontongbojeon Hall and Myeongbujeon Hall.
Today, the temple serves as the headquarters of the Fifth Dioces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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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 일원
俗離山 法住寺 一圓
Beopju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Songnisan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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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 종

목

명승 제61호

· 면

적

19,224,542㎡

· 지정일

2009. 12. 9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외

· 소유자

국유·사유

속리산 법주사 일원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에 있는 법주사를 중심으로 속리산의 천왕봉天王峯 ~관음봉觀
音峰 을

연결하는 공간을 일컫는다.

‘부처님의 법이 머물렀다’는 뜻인 법주사는 553년(진흥
왕 14)에 의신조사義信祖師 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고려
시대에는 뛰어난 고승대덕들이 차례로 법주사에 주석駐錫 하
며 수차례에 걸쳐 중창 불사를 진행, 사세寺勢 와 사역寺域 을
확장하였다. 고려 문종의 다섯째 아들인 도생승통道生僧統 왕
탱王竀 은 법주사의 주지를 지냈고, 공민왕은 직접 법주사에
와서 양산 통도사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의 사리 1과를 법
주사에 봉안하도록 했다.
조선시대에는 세조도 법주사에 들러 복천암에 머물던 신
미대사를 도와 절을 크게 중창시켰다. 이때 정이품송正二品
松 (천연기념물

제103호) 전설이 생겨났고, 법주사와 복천

암은 세조로부터 쌀 3백석, 종 30명, 논밭 2백결을 하사받
았다.(『세조실록』 10년 2월 28일) 2백결을 지금으로 환산
하면 60만평에 해당한다. 법주사는 조선 중기까지도 대찰
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 이후 선조~인조
연간에 사명대사와 벽암 각성스님이 팔상전 등 전각을 중
건했다. 1939년에 당대 최고의 조각가였던 김복진金復鎭 이
미륵대불 조성을 시작해 1964년 콘크리트불로 완공되었
다. 미륵대불(33 )은 여러 번의 불사 끝에 2015년의 개금
불사改金佛事 로 지금의 모습을 지니게 됐다.
법주사는 경내 전체가 야외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다

72

양하면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국보
로 지정된 문화재는 쌍사자 석등(제5호), 팔상
전(제55호), 석련지(제64호) 등 3점이다. 보물
은 사천왕 석등(제15호), 마애여래의좌상(제
216호), 신법천문도 병풍(제848호), 대웅보
전(제915호), 원통보전(제916호), 괘불탱(제
1259호),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제1360호),
목조관음보살좌상(제1361호), 철솥(제1413
호), 복천암 수암화상탑(제1416호), 석조희견
보살입상(제1417호), 복천암 학조화상탑(제
1418호) 등 13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22
점에 이르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속리산 법주사 일원에는 수정암水晶庵 을 비롯
문장대 북천일주

하여 관음암觀音庵 , 동암東庵 , 복천암福泉庵 , 상고

암上庫庵 , 상환암上歡庵 , 여적암汝寂庵 , 중사자암中獅子庵 , 탈골암脫骨庵 , 봉곡암鳳谷庵 법기암法基庵 등 11곳의 산내암자가 위치하고
있다.
법주사가 위치한 속리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1970년 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
정된 이 곳은 예로부터 제2금강 또는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관이 빼어나다. 주요 봉우리인 천왕봉과 비로봉, 문장대는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암봉과 암릉이 잘 발달되어 있고 계곡 식물이 생육하고 있어 자연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속리산 법주사 일원은 속리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역사 깊은 문화유산들이 어우러져 있는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
라 할 수 있다.
조혁연

The Beopju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Songnisan Montain, form an attractive scenic landscape along with
Cheonhwangbong and Gwaneumbong Peaks and other natural features. The temple is often referred to as an openair museum due to the presence within its precincts of many valuable cultural assets designated as three National
Treasures and twelve Treasures. The temple and its surroundings are treasured not only for their timeless natural
beauty but also for the priceless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they co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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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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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 정이품송

천연기념물

· 종

목

천연기념물 제103호

· 수량/면적

1주 / 7,680㎡

報恩 俗離 正二品松

· 지 정 일

1962. 12. 07

Songni Jeongipumsong Pine Tree in Boeun

· 소 재 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17-3

· 소 유 자

국도교통부 외

수령이 약 6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이 소나무는 보은군의 북동
쪽 법주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나무의 남쪽과 북쪽에
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쪽 약 30 거리에는 달천이 흐르고 동
쪽 도로 건너편에는 속리산 오리숲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나무 높이는
14.5 ,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4.8 , 수관 폭은 동서방향 13.7 , 남북방
향 17.3 이다.
1464년(세조 10)에 세조가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고, 세조가 “가마가 걸린다.”고 말하니 소나
무가 자신의 가지를 들어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세조가 이
곳을 지나다가 이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세조는
이 소나무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정이품 벼슬을 내렸고 이에 정이품
소나무라 부르게 되었다.
1982년 솔잎혹파리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릴 때에는 높이 18 에

1939년

이르는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방충망을 씌워 솔잎혹파리의 침
입을 막았고, 나무 옆과 꼭대기에도 피뢰침을 설치했다. 1993년에는 봄의 폭풍으로 큰 가지 하나가 부러졌고, 2004년 3
월에는 강풍과 폭설로 서쪽의 큰 가지 세 개가 또 부러지는 등 천재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아름답던 모습이 많이 상하
게 되었다.
문화재청과 산림청은 2002년부터 정이품송 후계목을 길러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정이품송의 수꽃가루를
정부인송의 암꽃에 인공수분 시킨 후 1년 뒤 씨앗을 받아 2004년부터 키워오고 있으며, 후계목 400여 그루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라고 있다.
보은 속리 정이품송은 일부 훼손은 있으나 나무의 모양이 아름다우며, 고목으로서 생물학적 가치 또한 우수하다. 또한
세조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역사·문화적인 가치도 높다.
박봉주

Standing at the entrance to Beopjusa Temple in Boeun, this six-hundred-year-old pine tree is connected with a
famous local folk tale. According to the tale, King Sejo (r. 1455-1468) of Joseon traveled to Beopjusa Temple in 1464
(the 1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 of Joseon)only to see a branch of the pine blocking the path of his palanquin
to the temple. The king warned the tree that it was a royal palanquin it was blocking, and ordered the tree to raise
its branch to allow him to continue on his journey. However, according to another story, the king took shelter from a
sudden shower under this tree during his visit to the temple, and later recognized the tree’s loyalty by granting it the
Jeongipum (title of Second Grade Senior), hence its nam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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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산 망개나무

천연기념물

· 종

목

천연기념물 제207호

· 수

량

1주

報恩 俗離山 망개나무

· 지정일

1968. 06. 27

Korean Berchemia of Songnisan Mountain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 소유자

국유

망개나무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자
라는 나무로 황색 단풍이 매우 아름답고 대체로
따뜻한 곳에 자라며, 번식력이 약한 희귀수종에
속한다.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는 보은군의 북동쪽 속
리산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법주사 진입로 초
입으로부터 약 3㎞ 떨어져 있고, 법주사 경내에
서 동북방향 직선거리로 1.3㎞ 떨어진 탈골암의
진입로에 위치한다. 수령은 약 300년 정도로 추
정되며, 나무 높이 13.6 ,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1.34 , 수관 폭은 동서방향 12.7 , 남북방향 12.1 이다.
속리산에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던 망개나무는 가지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
지를 꺾어 말라죽었고, 지금은 냇가에서 자라는 망개나무를 대신 지정하게 되었다.
보은 속리산 망개나무는 일부 수피의 색이 변한 것이 확인되나 전반적인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국내에서 자생중인 망개
나무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다.
박봉주

Manggae Namu, or Korean Berchemia, is a rare species of tree native to China and Japan as well as Korea that is
loved for the beautiful yellow color of its leaves in autumn. Growing in the forest of Songnisan Mountain in the
northeastern part of Boeun, this tree enjoys robust health and is known to be one of the largest of its species at
present.

78

79

보은

報
恩

보은 서원리 소나무

천연기념물

· 종

목

천연기념물 제352호

· 수

량

1주

報恩 書院里 소나무

· 지정일

1988. 04. 30

Pine Tree of Seowon-ri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49-4

· 소유자

충청북도

보은 서원리 소나무는 속리산 남쪽의 서원리와 삼가천을 옆에 끼고 뻗은 도로 옆에 있으며, 수령은 600년 정도로 추정
된다.
서원리에서 약 7㎞ 떨어진 속리산 정이품송과는 부부사이라 하여 ‘정부인송’이라 불린다. 외줄기로 곧게 자란 정이품송
이 남성적 위풍당당함을 보여준다면, 밑둥부터 두 줄기로 갈라지며 부드러운 선의 수형을 내비치는 서원리 소나무는 여
성에 비유되고 있다.
나무 높이는 15 , 뿌리 근처의 줄기둘레 5.03 , 수관폭은 동서방향 23.8 , 남북방향 23.1 이다. 줄기는 지상 약 70㎝에
서 둘로 갈라졌으며, 밑 부분의 둘레는 각각 3.67 와 3.04 이다. 두 개의 줄기 가운데 하나는 약 30~40° 쯤 옆으로 비스
듬하게 자랐다. 정이품송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소나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나무이다.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부인 소나무를 서낭나무로 기려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런 면에
서 정부인송은 우리 민속의 한 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이며, 민속적·생물학적 자료로서도 보존가치가 높
다.
박봉주

The Pine Tree of Seowon-ri in Boeun is situated at the side of the
road running between the village of Seowon-ri and Samgacheon
Stream on the southern foot of Songnisan Mountain. The tree
is presumed to be about 600 years old and is often dubbed as
Jeongbuinsong, or “The Wife of Jeongipumsong”, located about
seven kilometers away. The tree is also a subject of worship
among local people who hold annual ceremonies in its honor
and to make wishes for the peace of their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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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천연기념물

· 종

목

천연기념물 제518호

· 수

량

1주

報恩 龍谷里 고욤나무

· 지정일

2010. 11. 22

Date Plum of Yonggok-ri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산97

· 소유자

국토교통부 외

고욤나무는 감나무를 접붙일 때 대목(밑나무)으로 흔히 쓰는데 ‘고욤 일흔이 감 하나만 못하다’, ‘고욤이 감보다 달다’는
속담에서 보듯 우리와 친숙한 나무이다.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는 수령 약 250년으로 추정되며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우래실 마을에 위치해 있다. 우래실 마
을은 보은에서 청주 문의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고욤나무는 이곳의 돌무더기와 함께 서낭나무로 보존돼 왔다. 약
300년 전 경주김씨 집성촌으로 우래실 마을이 형성된 초기부터 이 고욤나무가 자랐던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18 , 가슴
높이 둘레 2.83 , 수관폭은 동서방향 22 , 남북방향 22 에 이른다. 원 줄기는 지상 1.5 높이에서 부러졌는데, 이 지점에
서부터 6개의 가지가 방사형으로 발달해 있다. 줄기가 곧게 자라는 일반적인 고욤나무와는 달리 이 나무는 가지가 사방으
로 고르게 퍼져 있어 수형이 특이하다. 나무껍질은 두꺼운 부분의 경우 두께 3㎝ 정도이다.
이 나무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욤나무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문화·민속적 가치도 크다. 천염기념물로는 최
초이자 현재까지 지정된 유일한 고욤나무이다.
박봉주

The date plum tree is a favored stock for the grafting of a persimmon tree, and is also the subject of several proverbs
such as “Seventy dates are no match for a single persimmon” and “A date can be sweeter than a persimmon.” This
particular date-plum tree located in the village of Uraesil in Yonggok-ri, Boeun is about 250 years old and has long
been worshipped as the guardian tree of the village. The tree, which measures 18 meters in height, 2.83 meters in
girth, and 22 meters in crown width, is known to be the largest date-plum tree existing in Korea today, and is the
only one to have been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82

83

보은

報
恩

보은 우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34호

· 수

량

일원

報恩 愚堂 古宅

· 지정일

1984. 01. 13

Historic House of Udang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길 10-2

· 소유자

선민혁

· 시

일제강점기

대

보은 우당 고택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큰 규모의 전통 고택으로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가옥은 속리산에서 흘러내린 삼가천이 삼각주를 이루며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의 소나무 숲속에 입지하고 있다.
집의 배치 구성은 사랑채와 안채, 사당의 세 공간으로 구분된다. 각 공간은 각각의 안담으로 둘렸고 그 전체가 바깥담으
로 둘러싸여 있다. 남쪽 바깥담 가운데에 솟을대문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서면 널찍한 바깥마당 건너로 곧장 사랑채를 싼
담과 중문이 보인다. 본래는 대문 좌우로 길게 달린 바깥행랑채가 여러 굽 꺾여 사랑채로 들어가는 중문채에 이어져 있었
지만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담과 문, 마당만 남았다.
안채 앞, 사랑채와의 사이를 중행랑채가 ㄷ자 모양으로 크게 둘러져서 안마당을 만들었고 행랑채 남쪽 끝에 안대문이
달렸다. 사당은 전체 공간 북쪽에 위치하며 중행랑채와 같은 축에 자리잡은 정면 3칸 건물로, 옆으로는 3칸의 ㄴ자 재실
이 있다. 사당채 역시 별도의 낮은 담으로 둘렸고 솟을삼문을 통해 출입한다.
사랑채는 대문과 같은 축 위에 남향으로 H자 모양 평면구성의 겹집으로 집의 폭이 넓다. 가운데 커다란 대청이 있고 양
쪽에 방이 붙었으며 앞뒤로 퇴가 딸려 집안이 더욱 널찍하다. 양옆 날개에는 각기 방과 마루방들이 있으며 퇴에는 난간을
둘렀는데 난간의 문양이 다양하다. 직사각형으로 반듯이 잘라 삼단으로 쌓은 석축기단 위에 집채가 놓였고 팔각으로 다
듬은 화강암 주춧돌로 둥근 바깥기둥을 받았다. 처마는 부연이 없는 홑처마이지만 서까래가 길어서 매우 깊숙하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소로수장집이다. 장대석으로 두벌대 기단을 쌓고 4각 주초석을 놓았다. 기둥은
민흘림 두리기둥으로 세워져 있다. 정면 창호는 교살문에 중간에 판각으로 울거미를 짜서 치장하였다. 창방 밑에 고창은
亞자살로 연속된 무늬를 가로로 배열하여 구성하였다. 측면 벽체는 인방과 중깃으로 회벽을 나누는 무늬를 장식적으로 분
할하여 구성하였다.
H자 평면의 안채는 사랑채의 동편에 자리하였는데 대청이 중심이 된다. 대청은 앞·뒤 툇마루를 통하여 어떤 방으로도
갈 수 있다. 부엌은 아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위로는 다락이 마련되었다. 대체로 사랑채와 비슷한 구조를 하였으
나, 사랑채가 전체적으로 두리기둥을 사용한 반면 안채는 앞쪽만 두리기둥이고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안채의
중앙 몸체는 정면에서 볼 때 중앙 2칸을 대청마루로 배치하고 좌우에 1칸씩 방을 구성하였다. 좌측 익랑채에는 몸체부에

사랑채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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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안채 솟을삼문

부엌을 크게 만들고 앞뒤로 방과 마루를 구성하였다. 우익랑채는 정면에 마루방과 관을 연결하고 몸체부에 부엌과 방을
구성하였으며 후면에는 광을 배치하였다. 안채 역시 사랑채와 마찬가지로 방을 종단면으로 2칸 구성한 겹집구조로 되어
있다. 창호는 주로 교살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발기창 모양으로 판각의 울거미를 중간에 짜 넣어 멋을 내었다. 층고도
높고 이색적인 형태의 창호들로 인해 다소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한다. 대문은 솟을대문이고 행랑채가 좌우로 섰다. 대
문간까지 합쳐 단칸통의 32칸 규모이다. 행랑채는 여러 굽이 꺾이는데 그 끝은 사랑채로 들어가는 솟을삼문의 중문채에
이어진다.
1919∼1921년 사이에 지은 이 집은 개화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한옥의 완성을 시도한 것으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
를 지니고 있다. 또한, H자형의 평면을 가진 안채와 사랑채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고 폭이 넓은 큰 교창, 넓은 주칸, 우뚝
한 기단, 정교하게 가공한 창문의 살 문양 등이 이 시기 주택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중근

This magnificent historic house in Udang, Boeun built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consists of an anchae
(inner house), a sarangchae (guesthouse), and a family shrine. Each building is enclosed by an andam (inner wall)
while the entire house is surrounded by a bakkatdam (outer wall). This historic house has great academic value for,
as its construction date (1919-1921) suggests, it displays some modern architectural elements combined with the
traditional hanok (“Korean house”) style, reflecting the shift in Korean architecture towards a style characterized by
progressiveness and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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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恩

보은 최감찰댁

국가민속문화재

·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

· 면

적

5,178㎡

報恩 崔監察宅

· 지정일

1984. 01. 14

Choegamchaldaek House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281번지

· 소유자

최재덕

· 시

조선시대

대

안채

Built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1392-1910), the historic Choegamchaldaek House is located in the village of
the Hwasun Choe clan in Seongok-ri, Samseung-myeon, Boeun. The house consists of an anchae (inner house), a
sarangchae (guesthouse), a jungmunchae (mid-gate house), a gwangchae (storehouse), and annexes that were used
as a shed and a granary. All of the structures are thatch-roofed except for the guesthouse, which has a ceramic tiled
roof. The house reflects the tendency of the period in which practical purposes were regarded as more important
than the traditional Confucian values that had long been maintained by the houses of the upper class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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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최감찰댁은 조선후기에 지어진 가옥으로 보은 삼승면 선곡리의 화순최씨 집성촌에 위치한다.
최감찰댁은 현재 안채와 사랑채, 중문채, 광채를 비롯하여 헛간채와 뒤주 등의 부속채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는 기와
집이지만 안채와 나머지 건물은 초가집으로 된 특이한 구성형식을 띠고 있다.
이 가옥의 건립시기는 안채 대청의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장혀에 “崇禎紀元後五壬辰숭정기원후오임진 ”이라는 상량문이 남아
있어 1892년(고종 29)이라는 정확한 건축연대를 알 수 있다. 사랑채도 안채와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
문채와 헛간채, 뒤주 등의 부속채들은 20세기 초에 건립된 이후에 많은 증·개축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옥의 배치는 앞쪽에 一자형 사랑채, 뒤쪽에 사랑채와 직각축으로 一자형의 안채를 두었는데 안채 앞쪽에 一자형 중문
채를 두어 전체적으로 ㄷ자 모양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가에서는 사랑채를 안채의 전면에 배치하여 인
접시키는데, 이 가옥은 남측에 직각축으로 독립된 별채와 같이 배치하였다. 따라서 안채의 향도 동북향을 하고 있어 흔하
지 않은 사례이다.
안마당 남쪽에는 광채가 사랑채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배치되어 있고 북쪽에는 중문채 곁으로 헛간채와 측간을 두고 있
다. 안채의 뒤뜰에는 2동의 뒤주와 장독대를 두었다. 현재 중문채 앞으로 넓은 빈터가 있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
러채의 가랍집(외거노비들이 살던 초가집)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솟을대문 없이 사랑채 동쪽에 위치한 철대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3칸의 바깥대문채가 있고 그 옆으로 나란히 사랑채
가 동남향하여 배치되어 있다. 사랑마당에는 커다란 회나무와 연산홍 등이 전통적인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마당으로의 진입은 사랑채 동쪽의 바깥대문채와 안채 북쪽의 담장 중간에 설치된 후문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는 두 가
지 방법을 쓰고 있다. 바깥대문채를 들어서면 중문채를 통하거나 사랑채 후면인 서쪽으로 안채와 사랑채를 막아주는 담
장을 두어 작은 샛마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샛마당을 지나 작은 협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가옥은 바깥마당에서 사랑마당으로, 바깥 대문을 거쳐 보다 작은 가운데 마당과 샛마당으로, 중문을 지나
커다란 안마당으로 각각 동선을 ㄱ자로 꺾으면서 집안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양반가옥의 전형적인 공간구
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은 앞뒤로 반 칸씩의 퇴칸을 둔 우진각 초가집이다. 평면은 남쪽부터 부엌 1칸, 안방 2칸, 대청 2
칸, 건넌방 1칸으로 구성하였다. 안방 뒤의 퇴에는 골방을 두었으며, 대청 뒤쪽의 퇴는 벽으로 막아 우측칸에 정실淨室 을
만들어 조상의 위패를 모시게 하였다.
안채는 원래 초가로 지었으나 건물의 전체적인 목구조기법이 다른 반가의 기와집에 비해 손색이 없고, 안방문의 하단에
머름을 설치하는 등 초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으로 보아 당초에는 기와집으로 계획하였으
나 건립과정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 초가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가구는 2고주5량가로 짜여 있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평면은 좌우측의 퇴칸에서 중앙칸들 보다 주칸을 넓게 구성하였다. 우측
면 퇴칸은 간주를 세워 칸을 나누고 다시 처마 밑으로 헛기둥을 세워서 벽장을 달아 공간을 확장시켜 놓았다. 전면 퇴칸
은 마루를 깔아 각 실들의 통로로 연결하였다. 우측에서 두 번째 칸에는 마루방을 두어 대청마루로 만들고 좌우측에 방을
연결하였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지붕가구는 1고주5량가로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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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중문채

광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는 하나의 실로 되어있다. 정면을 제외한 세 벽면에는 화방벽이 설치
되어 있다.
중문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가운데에 대문을 두고 대문 좌우에는 방과 부엌, 광을 두었다. 문간을 중심으로 남측
에 2칸의 광을, 북측으로는 방과 부엌을 각각 배치하였다.
최감찰댁은 과거 양반주택이 고수해 왔던 유교적 규범에서 벗어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부를 과시했던 당시의
시대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래

88

보은

報
恩

보은 순조 태실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호

· 수

량

1기

報恩 純祖 胎室

· 지정일

1975. 08. 20

Placenta Chamber of King Sunjo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소유자

국유

· 시

조선시대

대

The royal family of Joseon maintained the tradition of placing the placenta of a prince or a princess in a jar and
burying it at an auspicious site. While the practice was prohibited outside the royal family, it was an essential part of
the ceremonies that were held according to strict rules to celebrate the birth of a royal baby. Royal protocol required
that such placenta burial sites be elaborately ornamented with carved stone works if the subject later became king.
Thus when King Sunjo, the twenty-third ruler of the Joseon dynasty, was born in 1790 (the 1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of Joseon) his placenta was buried at a site on Songnisan Mountain with a simple mound covering it,
but after his enthronement, it was transformed into a much grander monument decorated with elaborately carved
stones complete with a commemorative stele in 1806 (the 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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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23대 왕인 순조(純祖, 재위 1800~1834)의 태실로 속리산 복천암 입구 세심정의 동쪽에 봉긋하게 솟아오른 태봉
산胎峰山 정상부에 위치해있다.
조선시대에는 태장경胎藏經 의 영향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길지吉地 를 찾아 태를 안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길지의 형세
는 대체로 산모의 배처럼 둥그렇게 솟아오른 봉우리의 모습이며, 이러한 산을 태봉胎峰 또는 태봉산胎峰山 이라 한다. 태장
경에 의하면 사람의 태가 그 사람의 길흉을 좌우하므로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아기가 태어나면 태를 함
부로 버리지 않고 태봉에 묻었는데, 민간에게는 금지시키고 궁중에서 태어난 아기에 한하여 출생의례로써 엄격한 절차에
따라 태실을 조성하였다. 이후 태자가 왕위에 오르면 그 위용을 더하기 위하여 다시 석물石物 로 가봉加封 하였다.
순조는 1790년(정조 14) 6월 18일에 조선 22대왕인 정조正祖 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박준원朴準源 의 딸 수
빈綏嬪 이다. 휘는 공玜 , 자는 공보公寶 , 호는 순재純齋 로 1800년(정조 24) 정월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정조가
승하하자 7월에 11세의 어린 나이로 창덕궁 인정문仁政門 에서 즉위하여 34년간 재위하다가 1834년(순조 34) 11월에 45
세로 승하하였다.
순조의 태는 1790년(정조 14) 11월에 속리산 태봉에 안태되었는데 처음에는 봉분을 갖춘 태실이었으나 그가 왕위에
오른 후 1806년(순조 6)에 왕의 태실로서 석물을 가봉하고 태실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보은현을 군으로 승
격시키고 태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폐망 이후 1927년에 조선총독부에서 태항아리를 꺼내어 창경원
으로 옮겨가면서 훼손된 바 있으며, 현재는 석조물과 태실비만이 원형대로 복원되어 있다. 창경원으로 옮겨간 태항아리
와 태지석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존되고 있으며 태항아리는 외항아리와 내항아리로 구성된 일반적인 형태이다.
원위치에 남아 있는 순조 태실은 중앙에 사각의 하대석을 놓고 그 위에 공처럼 둥근 형태의 중동석中童石 을 놓은 다음 보
주가 조각된 팔각의 옥개석을 얹어 석실을 만들고 주위에 바닥돌과 호
석난간을 설치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이다. 태실의 앞에는 귀부와 이수
가 갖추어진 높이 2.8 의 태실비가 있는데 앞면에는 “主上殿下胎室주상전
하태실 ”이라
일 ”이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嘉慶十一年十月十二日가경십일년십월십이

음각되어 있어 1806년(순조 6) 10월 12일에 태실의 가봉을 마

치고 태실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태실은 1982년에 팔각형의
돌난간을 해체하여 보수한 것이다.
보은 순조 태실은 조선 후기 태실의 형태와 원형을 엿볼 수 있는 문화
재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박상일

내항아리

외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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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세존사리탑
報恩 法住寺 世尊舍利塔
Sakyamuni Stupa of Beopjusa Temple in Boeun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76. 12. 21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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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세존사리탑은 전형적
인 팔각원당형의 승탑으로 능인전 뒤
편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328㎝ 규
모로 기단부로부터 상륜부에 이르기
까지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리탑은 4매의 장대석으로 구축된
270×310㎝ 규모의 탑구 안에 190
×160㎝ 크기의 1매 판석으로 지대
석을 삼았다. 지대석 중앙에는 하나의
석재로 조성된 높이 82㎝ 크기의 부
등변 팔각형 석재를 놓았는데, 상면을
경사지게 치석해 면석부와 상면을 구
분하고 있다.
사리탑은 탑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
이 팔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기단으로부터 탑신석까지를 하나의
석재로 제작하여 특이한 일면을 보이
고 있다. 낮게 조성된 하대석의 각 면
에는 1구씩의 안상을 조식했고, 상면
에는 복엽 16판의 복연을 조식했다.
중대석은 각 모서리에 엔타시스가 있
는 기둥을 모각했으며, 각 면에는 일
변 19㎝의 액額 을 새긴 후 내면에는
화문을 양각했다. 상대석은 다른 부재
에 비해 높고 넓게 조성했는데,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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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복엽8판의 앙련을 조식했으며, 간지에는 간엽을 배치
했다. 탑신석은 다른 부재와는 달리 상·하면을 편평하게 다
듬은 편구형으로 측면을 매끄럽게 치석해 유려한 곡선미를
보여주고 있다. 옥개석은 팔각형으로 낙수면의 경사가 비교
적 완만하고, 합각선을 두툼하게 처리하였다. 처마는 곡선미
를 보이며 전각의 반전이 유려한데, 합각부에는 삼산형 귀꽃
을 조각했다. 상륜부는 옥개석과 하나의 석재로 조성되었는
데, 원형의 노반과 보륜위에 연봉형의 보주를 표현했다.
배례석

사리탑의 전면에는 120×175㎝ 크기의 배례석을 놓았는

데, 측면에는 복엽 20판의 앙련을 조식했다. 또한 사리탑 우측에는 1710년에 세워진 탑비가 있다. 탑비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리탑은 공민왕이 홍적적의 난으로 인해 피난 중 법주사에 왕림했을 때 양산 통도사에 봉안된 석가모니의 사리 일부
를 가져오게 해 봉안했으며, 1362년(공민왕 11)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경식

This stone stupa known to have been enshrined with the relics of Sakyamuni is located in the precincts of Beopjusa
Temple. The structure of the stupa, from the base to the finial, exhibits the characteristic style of octagonal stupas,
suggesting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탑비

1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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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사천왕문

유형문화재

報恩 法住寺 四天王門
Sacheonwangmun Gate of Beopjusa Temple in Boeun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6호

· 수

량

1동

· 지정일

1977. 12. 06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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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이전

1932년 이전

보은 법주사 사천왕문은 법주사의 정문으로, 현재의 건물은 1624년(인조 2)에 벽암선사에 의해 중창된 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건물의 구조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나 간살이 가운데 칸만 넓고 양 옆 칸은 좁고 높아 전체적으로 전면 3칸으로 착각
할 수 있다. 가운데 3칸에는 판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게 하였고 양 끝 칸에는 작은 판창을 달았다.
기단은 장대석이 두 단 가량 쌓여 나지막한데 중앙에 한 단의 디딤돌이 놓였다. 화강암으로 만든 초석은 방형이나 주좌
는 남아 있지 않다. 기둥은 배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인데 비교적 높직하며 기둥머리에 결구된 창방도 두툼하여 힘차게 보
인다. 기둥 위에 창방과 평방이 결구되고 그 위에 공포가 사면으로 배열되어 상부의 지붕가구를 받치고 있다.
공포는 다포계 형식으로 가운데 칸에만 주간포가 1구 배열되었고 양 옆 칸에는 주간포 대신 화반이 설치되었으며 양 끝
칸에는 좁은 주칸 때문에 생략되었다. 포작은 내외 2출목으로 화려한 편이며 초제공과 2제공의 외단에는 쇠서가 있는데
끝이 앞으로 길게 뻗어나와 위로 솟구친 앙서 형태이다. 지붕은 맞배이지만 귀 공포는 팔작형식의 건물에 사용되는 전각
포가 사용되었다. 측면에도 공포와 도리가 배열되어 있어 원래는 팔작지붕이었으나 후대에 와서 맞배지붕으로 바뀐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다포계 맞배집은 흔치 않으며, 다포계의 화려함과 맞배지붕의 엄숙함이 어우러진 건물이다. 가구는
내부 중앙에 일렬로 설치된 고주와 대들보가 맞보 형식으로 결구되고 그 위에 대공이 세워져 중종보와 종보가 올려지는
분심 3중량 방식이다.
건물 내부 양쪽 2칸은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는데 높이 5.7 . 둘레 1.8 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조각수법이 뛰어나다.
이 건물의 독특한 칸살구성은 일반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특수한 의도를 가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장대한
공간의 규모도 위압적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세부 구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 건축 의장적 가치를 격
상시키고 있다.
조중근

Sacheonwangmun (the “Gate of the Four Heavenly Kings”) is the main entrance to the Beopjusa Temple which was
established in 553 during the 1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inheung of Silla. The current gate structure underwent
major renovation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Master Byeogam in 1624 during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and has since been repaired many times. The front of the gate is divided by five kans* and the side is
by two kans. It is easy to mistake the front as being divided by three since the major center kan is significantly wider
than the rest four, which are narrow. This center kan with its plank doors serves as an entrance into the temple,
while those on the side have latticed windows. Visitors can marvel at the statues of the four heavenly kings enshrined
insid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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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석조
報恩 法住寺 石槽
Stone Basin of Beopjusa Temple in Boeun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0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80. 11. 13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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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only after the Unified Silla period (676-935) that major Buddhist temples in Korea began to place large stone
basins in their precincts. As regards Beopjusa Temple, the early basin (Stone Lotus Basin, National Treasure No. 64)
was made in the shape of a lotus pond to symbolize the pond believed to exist in the Pure Land of Bliss in the West,
whereas later basins were made in a much simpler, rectangular form to store water more effectively. This stone basin
at Beopjusa Temple is marked by a simple rectangular form with four straight sides, and has no decorative designs
on its surface. The four corners of the rectangular mouth of the basin, however, have all been cut to show beveled
e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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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경내의 남서쪽 구석에 보존되어 있는 석조이다. 현존하는 위치로 보면 금동미륵대불의 좌측 능인전能仁殿
앞에 놓여 있는데 본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석조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대규모 사찰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본래 극락정토세계의 연못을 상징하여 법주사 경
내에 현존하는 석련지石蓮池 (국보 제64호) 형태로 만들었으나,점차 절에서 사용할 물을 저장하기 위한 수조水槽 로서의 기능
만을 가지면서 장방형이 통식通式 이 되었다. 이 법주사 석조는 높이 1.3 , 길이 4.46 의 크기로 통일신라시대의 통식을 따
라 장방형으로 제작되었다. 석조의 밑바닥에서 구연부口緣部 에 이르기까지 네 벽이 수직을 이루고 있으며 안팎에는 아무런
문양이나 조식彫飾 이 없어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구연부의 윗면자리를 경사지게 깎아내어 모각이 없게 하였다.
특히 밑바닥 남벽에는 너비 11㎝의 둥근 배수구가 뚫려 있어 이 석조가 실제 용구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모서리 일각에 약간의 파손이 있을 뿐 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법주사는 신라의 의신義信 조사가 553년(진흥왕 14)에 창건하고 776년(혜공왕 12)에 진표眞表 율사가 크게 중창하여 미륵
신앙의 중심 도량이 됨으로써 대찰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목조건물들은 대부분 임진왜란으로 전소된 것을 1624
년(인조 2)에 벽암碧巖 대사가 중창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의 것이지만, 이 석조는 다른 석제 유물들과 함께 진표율사가
중창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주사 석조는 3천여 명의 승려가 살았을 당시 식수를 담아두던 용기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지며 이를 통해 법주사가 크
게 융성했던 당시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박상일

배수구

1917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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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

유형문화재

報恩 法住寺 碧巖大師碑
Stele for Buddhist Monk Byeogam at Beopjusa Temple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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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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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는 병자호란 때 활약한 벽암대사(碧巖大
師, 1575~1660)의 내력을 기록한 비로 법주사 입구 수정교를 건
너기 전 갈림길에 위치해 있다.
벽암대사는 보은 출신으로 속성은 김씨이다. 법명은 각성覺性 ,
자는 징원澄圓 , 호는 벽암이며, 14세에 출가하여 부휴대사浮休大師 에
게 배웠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쌓았고, 병자호란 때는 의
승병을 일으켜 국난에 적극 나섰으며, 이후 불교 진흥에도 커다

1921년

란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1660년(현종 1) 86세로 화엄사에서 입
적하였다. 다비茶毘 후 사리舍利 는 법주사와 순천 송광사, 완주 송광
사, 구례 화엄사에 안치되었고, 각각 승탑을 세웠다.
입적 후 1664년(현종 5) 제자 처능處能 이 발원하여 법주사에 비
를 세웠는데, 동부승지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이 글을 짓고,
선조의 손자 낭선군朗善君 이우李 俁 가 글씨를 썼으며, 복창군福昌君 이
정李楨 이 두전頭篆 을 썼다.
비문에는 대사의 용맹을 보여주는 일화, 스승 부휴浮休 와 함께
광해군에게 친국親鞠 받았을 때의 일, 인조 때 팔도도총섭八道都總攝
이 되어 남한산성을 축조한 일, 병자호란 때 의승병 삼천으로 항
마군降魔軍 을 이끌던 일, 즉위 전 효종과 화엄華嚴 을 논했던 일, 입적
入寂 할

때의 일화 등과 대사의 인품에 대해 적혀 있다.

비석은 커다란 자연 암반을 네모꼴로 다듬어 비 몸돌을 세웠고,
그 위로 지붕 모양의 덮개돌을 올렸다. 전체 높이는 214㎝, 너비
108㎝, 두께 35㎝의 크기이다.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는 바로 옆의 봉교비奉敎碑 와 함께 조선

봉교비

후기 법주사의 중창을 꾀하고 유림의 침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비석이며, 벽암대사의 여러 일화를 기록하고 있
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강민식

This stone stele standing in the precincts of Beopjusa Temple in Boeun was erected in honor of an eminent monk
named Byeogam, who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construction of Namhansanseong Fortress in 1624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fought courageously with a volunteer army of warrior monks he formed against
the Manchu forces that invaded Joseon in 1636, and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promoting Buddhism. The
stele was built by a pupil of his named Cheoneung in 1664, four years after his death at the age of eighty-six.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contain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Byeogam. The stele
was built to lead the renovation of Beopjusa Temple and to protect the Buddhist heritage against the hostility of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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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

이제현 초상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2호

· 수

량

1폭

李齊賢 肖像

· 지정일

1980. 11. 13

Portrait of Yi Je-hyeon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소유자

경주이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고려말의 문신이며 학자인 익재 이제현(益齋 李齊賢, 1287~1367)의 초상이다.
이제현은 뛰어난 유학자로 성리학의 수용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8세인 1314년에 원元의 수도인 대도大都에 있

던 충선왕忠宣王의 부름을 받고 원에 가서 당대의 문장가 원명선(元明善, 1269~1322), 조맹부(趙孟頫, 1254~1322) 등 충선왕

의 만권당萬卷堂에 출입하던 한족漢族 출신 문인들과 접촉하며 학문과 식견을 넓혔다. 고려의 25대 충선왕대부터 31대 공민왕대
까지 요직에 있으면서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관직은 공민왕대에 문하시중門下侍中까지 올랐다. 저서에 『효행록孝行錄』, 『익재집益齋
集』,

『역옹패설櫟翁稗說』, 『익재난고益齋亂藁』 등이 있다. 이제현은 서화에도 능해 조맹부의 서체를 도입해 유행시켰으며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기마도강도騎馬渡江圖》가 그의 작품으로 전한다.
이 작품은 당초 보은 이제현 영당(충청북도 기념물 제161호)에 봉안된 초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국보 제110호 《이
제현 초상》의 모사본을 이모한 것으로 여겨진다. 보은 이제현 영당은 이제현의 후손인 눌헌 이사균(訥軒 李思鈞, 1471~1536)
이 1504년 부수찬副修撰으로 폐비 윤씨의 복위에 반대하다가 보은으로 부처付處(장소를 지정해 머물게 하는 형벌)되었을 때 건
립하였다. 작품은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위탁·관리 중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초상화에 뛰어났던 원의 화가 진감여陳鑑如가 1319년에 그린 것이며 그림 위쪽에 초상화가 그려
지고 21년이 지난 후에 쓴 이제현의 자찬自撰과 시, 당대의 문장가 탕병룡湯炳龍이 이제현의 뛰어난 인품과 학문을 찬양한 시가
있다. 이제현의 글은 그가 33살이 되던 1319년에 충선왕을 모시고 절강浙江에 갔을 때 왕이 항주杭州 출신 화가인 진감여를 불
러 초상을 그리고 탕병룡에게 찬을 쓰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이제현과 탕병룡의 글도 그대로 모사하였다.
초상은 심의深衣에 검은 색 건巾을 쓰고 공수자세로 의자에 앉은 우안팔분면右顔八分面의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이며 비단에 채
색을 사용해 그렸다. 얼굴의 윤곽선과 이목구비는 부드러운 갈색 필선으로 묘사하고 음영은 가하지 않았다. 수염, 눈썹, 머리
카락은 가는 필선으로 섬세하게 한 올 한 올 묘사하였고 푸른색의 선이 둘러진 흰색의 심의는 당당한 풍채를 강조한다. 공수
자세를 한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끝이 나와 있는 것은 중국 초상화의 특징이다. 인물 왼쪽에 화려한 당초문이 자개로 촘촘
하게 시문된 칠기 탁자가 있고 그 위에 『주역周易』, 청동정靑銅鼎, 가야금이 놓여있다. 교의와 가로줄 무늬가 있는 족좌대는 화려
하게 조각하고 붉은 색 칠을 하였고 교의 등받이에는 붉고 푸른 양면의 천을 덮고 의자의 팔걸이에 매듭을 늘어뜨렸다. 이처
럼 초상화에 여러 물건이 놓인 탁자 등의 기물이 등장하는 것은 명·청대까지 계속된 중국초상화의 양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명의 화가가 그렸다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9호와 제179호로 지정된 《임경업 초상林慶業 肖像》에도 나타난다.
이 초상화는 중국화가가 그린 초상화의 인물은 물론 주위의 기물과 글씨까지 매우 충실하게 모사한 이모본으로, 제작 시기
는 확실하지 않지만 손상이 많은 원본의 세부묘사를 보충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박은화

This portrait of Yi Je-hyeon (a.k.a. Ikjae, 1287-1367), a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of late Goryeo, was made to
be enshrined at his portrait shrine (“Ikjae Yeongdang shrine”) in Boeun-gun. It presumed to have been copied from
an original that has been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No. 110 and is currently stor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Seoul. The shrine was established in 1504 by Yi Sa-gyun (1471-1536), a descendant of Yi Je-hyeon,
when he was exiled to Boeun for his opposition to the restoration of the Deposed Queen Lady Yun (1445-1482). The
painting is an extremely faithful reproduction of the original created by a Chinese painter, and every details of the
figure and objects placed around the sitter as well as the inscriptions written by Yi Je-hyeon and a Chinese scholar
have been meticulously copied. While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date of this reproduction, it is highly
regarded for the details that complement the partly damaged original por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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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

유형문화재

報恩 法住寺 慈淨國尊碑
Stele for State Preceptor Jajeong at Beopjusa Temple
in Boeun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9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80. 12. 19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 소유자

법주사

· 시

고려시대

대

법주사 자정국존비는 고려 말 고승인 자정국존(慈淨國尊, 1240∼1327)의 사적비로 법주사 경내 세존사리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이 있는 능인전(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2호) 뒤쪽에 위치해 있다.
자정국존의 속성은 선산김씨이다. 법명은 자안子安 에서 미수彌授 로 고쳤고, 호는 보명普明 이다. 13살에 선산 원흥사의 종
연宗然 스님에게 나아가 배우고, 19살에 승과에 급제하였다. 양주 국녕사國寧寺 에 주석하며 주로 유식론종지唯識論宗旨 를 강설
하였다. 이후 웅신사熊神寺 , 장의사莊義寺 를 거쳐 법주사와 중흥사重興寺 , 유가사瑜伽寺 에 주석하였다. 박학다식하여 왕의 총애
를 받아 도승통에 올랐으며, 88세로 입적하여 법주사에 승탑을 세웠다.
자정국존비는 1342년(충혜왕 3)에 세운 것으로, 왕명으로 이숙기李叔琪 가 비문을 짓고, 전원발全元發 이 글씨를 썼으며 제
자 도탁道卓 과 법주사 주지 탄기坦起 가 세웠다.
자정국존비는 자연 암반을 파고 직사각형 비 몸돌을 끼워 넣은 특이한 형태이다. 비 몸돌은 높이 213㎝, 너비 107㎝이
며 아랫부분 일부가 파손되었다. 전액篆額 은 “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속리산법주사자정국존비 ”이다. 비문에는 자정국존의 일대기
와 주요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법주사 경내에는 역대 법주사를 거쳐간 고승들의 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 자정국존비는 연대가 가장 오래된 금석
문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또한 이 비석을 통해 삼국시대에 창건된 법주사가 고려 말에 이르러 고승대적의 주석처로 이
당시에도 사세가 크게 번창했음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강민식

This stone stele, located behind Neunginjeon Hall and the Shakyamuni’s sarira pagoda in Beopjusa Temple, was
built to honor the Goryeo monk State Preceptor Jajeong. Known to be the oldest stone monument remaining in the
temple, the stele is regarded as a very valuable heritage. The stele is also a source of important historical information
as its inscription states that Beopjusa Temple was found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1st c. BCE~ mid 7th c.)
and flourished in the subsequent Goryeo period, becoming the seat of many eminent mo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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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향교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5호

· 수

량

1곽

報恩鄕校

· 지정일

1981. 12. 26.

Boeu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향교2길 21-5

· 소유자

충청북도 향교재단

· 시

조선시대

대

Boeunhyanggyo is a Confucian shrine-school established by the Joseon dynasty (1392-1910) in Gyosa-ri, Boeun,
Chungbuk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local Confucian followers and holding seasonal ceremonies to honor great
Confucian thinkers. Few records remain about its origins but, according to the Sejong Sillok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it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between the reigns of King Taejong (r. 1400-1418) and King Sejong
(r. 1418-1450). The shrine-school consists of Daeseongjeon Hall, Naesammun (“inner-triple gat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Oesammun (“outer-triple gate”), hongsalmun (red arrow gate), and a Gojiksa (caretaker’s lodge). The
institution is laid out with the school facilities, represented by Myeongnyundang Hall, at the front and the religious
facilities, represented by Daeseongjeon Hall, at the rear. The main shrine hall stores the spirit tablets of nineteen
Chinese Confucian saints including Confucius himself and eighteen Korean Confucian s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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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향교는 훌륭한 유학자에 제사지내고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에 세운 조선시대 관
학교육기관이다.
보은향교의 정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에 “세종 5년(1423)에 보은현에 교도敎導 를 파견했다.”는 기록
이 있어 태종말에서 세종초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보은현 서쪽에 건립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발간된 『여지도서』의 기록을 통해 현縣 의 북쪽인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시
기는 알 수 없다. 창건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가 있었는데 1678년(숙종 4) 대성전을 중수하였으며, 1871년(고종 8)에 서
원 훼철령에 의하여 철폐된 상현서원象賢書院 의 강당을 옮겨 명륜당을 세웠다. 1907년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일
본군에 의해 불타 없어진 것을 1908년에 당시 군수 신태완이 중건하고, 위패를 다시 만들어 봉안하였다. 그 후 1931년과
1957년에 중수하고 1983년에 해체 보수하였으며, 2015년에 명륜당을, 2017년에 대성전을 해체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다.
보은향교는 경사지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일곽은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홍살문, 고직사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앞에 배치되고 제향공간인 대성전이 뒤에 배치되는 ‘전학후묘前學後廟 ’식 배치로 되어있
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지붕은 전면은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로 하였으며 좌우에 풍판을
달았다. 평면은 가운데 3칸은 정전正殿 으로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동서 각 1칸은 비어있는데 옛날 동서무東西廡 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성전의 전면 열은 제사의식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툇칸으로 만드는데, 이 건물은 전
면 열에 툇칸을 두지 않고 모두 내부공간으로 꾸몄다. 건물구조는 두벌대로 쌓은 장대석 기단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
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형식은 전면에 초익공을 두었으나 후면은 공포를 두지 않았다. 전면 초익공 위의 보머리에는
봉두를 초각하여 끼웠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며,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 성현 19
인과 한국 성현 18인의 위패를 모셨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좌우 양측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중앙 3칸은 대청으로 구성하였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다만 가운
데 열에 사용한 기둥은 네모기둥이다. 어칸의 전·후면 기둥 위에는 초익공의 공포를 설치하였으며, 가구는 5량가 형식으
로 구성하였다.
내·외삼문은 솟을삼문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일곽은 전체적으로 담장을 둘렀다.
김형래

명륜당

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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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회인향교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6호

· 수

량

1곽

報恩 懷仁鄕校

· 지정일

1981. 12. 26

Hoeinhyanggyo Confucian School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부수1길 31-11

· 소유자

충청북도 향교재단

· 시

조선시대

대

The Hoeinhyanggyo Confucian School located in Hoein-myeon, Boeun-gun is a Confucian institution that was
established during the Joseon period to pay tribute to eminent Confucian scholars and teach the Confucian classics
to local youths. The shrine-school currently consists of Naesammun (“inner triple gate”) and a management office, as
well as a daeseongjeon (main shrine hall) and a myeongnyundang (lecture hall), which are arranged in the traditional
layout with the educational facilities at the front and the religious facilities at the rear. The institution also keeps
a four volume collection of five block books and a nine volume collection of 31 printed documents. In particular,
written materials related to the students and teachers such as Gyosaengchoan, Byeongbusamungyosaengan,
Hyanggyoyugyean, and Gyonojaejikbusokbojikan contain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of the institution
and the surrounding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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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대성전

보은 회인향교는 훌륭한 유학자에 제사지내고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에 세운 조선시대 관학
교육기관이다.
향교말 뒤쪽의 산자락에 남향하여 위치한 회인향교는 선조 때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어 보은향교와 합하였다가,
1611년(광해군 3)에 재건하였다.
현재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을 경사지형에 맞춰 배치하고 담장으로 각 공간을 구획하고 있다. 또한 명륜당이 앞에 위치
하고 대성전이 뒤에 위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로 되어 있다.
명륜당은 외삼문과 강당의 기능을 겸한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하층부는 가운데로 누하진
입하며, 상층부는 좌우 양측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가운데 3칸은 대청을 두었다. 자연석 기단 위에 초석
을 놓고 그 위에 상하의 기둥이 분리된 층단주를 사용하였으며 초익공형식으로 되어 있다. 가구형식은 대들보 위에 동자
주를 양쪽으로 세웠고 그 위에 종보를 올리고 판대공을 세워 장여와 종도리를 받치게 한 5량가이다. 중앙 3칸은 연등천장
이고 온돌방은 반자 위에 종이바름으로 마감하였다. 창호는 정면 3칸은 당판문으로 되어 있다. 측면의 온돌방은 띠살문으
로 이루어져 있다. 벽체는 하부 전면 가운데 3칸에 판문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방되어 있다. 후면은 가운데 3칸에
자연석 계단을 두어 대성전 영역으로 오르내리게 하였으며 다른 부분은 지형의 단차에 의해 막혀 있다. 전면과 측면, 후
면의 온돌방 앞으로는 계자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전퇴가 없고 정면 가운데 칸에만 출입문이 있는 전형적인 감실형 평면이
다. 지붕은 전면은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로 하였으며 좌우에 풍판이 있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 자연석 주초를 놓
고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1출목 이익공형식으로 익공은 앙서와 연화로 조각되어있다. 벽체의 구성은 전면 3칸 가운데 양
협칸은 3등분하여 문설주를 세우고 가운데 상부에 교창交窓 을 설치하였으며, 가운데 칸은 5등분하여 가운데 칸은 띠장널
문을 달아 들어열개문으로 하고 양 옆칸은 외여닫이 띠장널문을 달았으며 양 끝 칸은 판벽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측면 가
운데 칸도 3등분하여 문설주를 세우고 가운데 상부에 광창을 설치하였다.
대성전의 출입문이 1개소인 경우는 흔치않은 사례이며, 가운데 칸의 기둥 사이에 좁은 문얼굴을 내고 띠장널문을 둔 것
이 대성전의 고졸古拙 스러움을 더한다. 가구형식은 2고주5량가이며,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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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동헌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5호

· 수

량

1동

報恩東軒

· 지정일

1982. 12. 17.

Magistrate’s Office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4

· 소유자

국유

· 시

조선시대

대

The Dongheon (Magistrate’s Office) in Boeun was the main building of the office building complex in which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f Boeun administered public affairs during the Joseon period. While no one knows
exactly when the building was built, it underwent a major renovation in 1860 (the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Cheoljong of Joseon) according to a historic record. The building, a seven-kan by three-kan structure, displays a few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elements of late Joseon such as the use of octagonal columns, the central hall with floors
of different levels, and diversity in terms of the spatial layout and the ornamentation on the windowed door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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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동헌은 감사 또는 수령이 공무를 집행하던 조선시대 관아의 중심건물로 충청북도 보은군 삼산4리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의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후기인 1860년(철종 11)에 중수한 사실이 있어 창건 시기는 그보
다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융희 1)에 보은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일본 헌병대가
강점한 후 계속하여 경찰관서로 사용하면서 구조가 많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1983년에 개조된 부분을 원형대로 복원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은동헌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서쪽부터 3칸 온돌방과 4칸 대청으로 구성된다. 앞
면 한 칸은 전퇴를 설치하고, 뒷면 두 번째 방에서 마루방까지 후퇴가 연결되지만 가운데칸 동쪽에는 높은 마루를 설치하
고 있다. 4칸의 대청마루는 넓게 조성하고 동쪽 1칸과 뒤쪽 3칸의 바닥을 부분적으로 약 70㎝ 정도 높여 평면상의 위계
를 표현하고 있다. 온돌방은 칸마다 사잇장지를 들여 4개의 작은 온돌방으로 갈라놓았다. 첫 번째 방의 옆면과 뒷면은 마
루방, 골방, 벽장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다. 창호는 측면과 후면에 다양한 크기의 판문을 달고, 대청과 방 사이에는 장지문
가운데에 창호지를 대어 채광을 할 수 있도록 불발기문을 다는 등 다양한 창호구성을 하고 있다. 고상식 온돌을 설치하고
있고 굴뚝은 두 번째 방 뒷면으로 설치되고 있다.
구조는 낮은 장대석 기단 위에 전면과 동측면은 팔각주초석을, 후면과 서측면은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
을 세우고 있다. 다만 서측 온돌방 전면 중앙에 사용한 2개의 기둥은 팔각기둥이다. 기둥머리에는 창방을 결구하고 주간
에 간략화된 화반과 소로를 2기씩 놓았으며, 기둥 위에는 주두를 놓고 보 방향으로 이익공 계통의 공포를 하고 있다. 익
공형식은 초익공 쇠서에는 활짝 핀 연화를 초각하고, 이익공 쇠서 밑에는 연봉을 조각하였으며 보머리에는 봉두를 조각
하여 끼웠다. 돋을 새김을 한 이중 보아지와 도리방향으로 첨차와 소로를 놓고 그 위에 장혀 받친 도리와 툇보를 돋을 새
김한 뺄목으로 결구하고 있다. 가구형식은 납도리의 2고주5량가로 기둥과 보의 결구 지점에는 초각한 보아지를 설치하여
지붕의 하중을 분산시켜 주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보은동헌은 조선시대 관아의 중심건물로서 팔각기둥을 사용한 것과 대청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변화있게 구성한 것은
권위건축으로서의 격을 보여주고 있다. 장식이나 세부는 약식화 되었지만 화려하고 격식 있게 꾸미고 있어 조선시대 후
기의 다양한 공간구성과 창호의 의장수법意匠手法 이 돋보이는 동헌이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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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회인 인산객사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6호

· 수

량

2동

報恩 懷仁 仁山客舍

· 지정일

1982. 12. 17.

Insan Guesthouse of Hoein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42-5

· 소유자

보은군

· 시

조선시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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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문(솟을삼문)

보은군 회인면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회인현의 관아 건물로 정당과 외문(솟을삼문)이 남아 있다.
객사는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지방의 각 고을에 있던 관사館舍 이다. 조선시대에는 궐패闕牌 를 모시어 망월望月 에는 궁궐을
향해 배례하였고, 여행하는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객사의 배치형식은 정당正堂 을 중심으로 좌우에 익실翼室 을 두고 전면에는 중문·외문과 행랑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현
재 회인 인산객사에는 정당과 삼문으로 된 외문만이 남아 있다.
이 건물은 한때 회인현 동헌으로 전해져 왔으나, 1983년 해체 수리할 때 대들보 아래에서 발견된 묵서명에 1655년(효
종 6)에 중건하고 1803년(순조 3)에 중수한 기록과 ‘인산객사人山客舍 ’ 명문이 확인되어 종래에 동헌으로 잘못 전해진 것임
이 밝혀졌지만, 건물의 성격은 동헌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보통학교 교사로 쓰이기도 하였고, 그 후 면사
무소와 농촌지도소로도 사용되었다.
회인 인산객사는 정면 8칸, 측면 2칸의 홀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중앙 3칸을 우물마루로 짜고 좌우에 전
후 1칸 반의 방, 좌측 끝단은 2칸의 대청, 우측 끝단은 2칸의 대청으로 구성하였다. 전면에는 툇마루를 두어 중앙의 마루
와 연결시키고 있다. 건물구조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이익공형식
이며, 가구형식은 5량가이다.
객사 앞에 있는 외문은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민흘림 두리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3량가
의 납도리 집이다. 중앙칸에만 대문을 달고 홍살을 구성하였으며, 좌우 측면 칸은 회벽으로 막았다. 원래는 삼문으로 지
어졌으나 후에 개조되어 좌우측 벽이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보은 회인 인산객사는 일반적인 객사의 건축양식과는 다르게 건물 중앙의 정당 지붕을 높게 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건물의 전체적인 가구수법도 조선후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김형래

The Gaeksa, or guesthouse, was a government institution that was operated in major towns and administrative
centers across Korea during the Goryeo (918-1392) and Joseon (1392-1910) periods, providing lodgings for
government officials when traveling on official duty. The building also stored the gwolpae (palace plaque) under
which ceremonies were held on special occasions in honor of Joseon’s rulers. This particular guesthouse in Hoeinmyeon, Boeun-gun now consists only of the main hall and the outer gate, and was for a long time mistakenly thought
to be the Dongheon (prefectural office) of Hoein-hyeon until the discovery of an inscription on a crossbeam, which
stated that it was the guesthous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i.e. Insan Gaeksa), and had been renovated in 1655
(the 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yojong of Joseon) and repaired in 1803 (the 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
of Joseon). The main building is an eight-bay by double-bay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with single-layer
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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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원정리 삼층석탑
報恩 遠汀里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at the Wonjeongnisa
Temple Site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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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8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82. 12. 17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 산60

· 소유자

국유

· 시

고려시대

대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의 일명사지逸名寺址 에 소재한 석탑으로, 단층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높이 3.8 규모의 일반형
3층 석탑이며 1982년에 수리·복원되었다.
여러 장의 판석형 석재를 결구해 지대석을 구축한 후 단층기단을 조성했다. 기단은 4매의 판석으로 결구했는데, 각 면
에는 양 우주만 모각했다. 전체적으로 1매의 판석을 넣고, 비교적 두꺼운 판석으로 양 측면을 막아 조성한 탓에 나머지 면
의 석재는 규모가 작게 조성되었다. 이 같은 결구방법으로 인해 면석에 조출된 양 우주는 다른 석탑에 비해 넓게 조성되
었다. 갑석은 면석과 일석으로 조성되었는데, 하면에는 부연이 생략되었고, 상면은 편평하게 조성했다. 갑석의 상면 중앙
에는 높직한 각형 3단이 조출된 별석받침을 놓아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탑신부를 구성하는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하였는데 매 층 탑신석에는 양 우주만 모각되
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매 층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을 조출했는데, 다른 석탑과는 달리 전각의 하면에서 귀솟음이 확인
된다. 낙수면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게 조성되었다.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둔중하면서도 높게 구현된 합각부와 만나
며 둔중한 반전을 이루고 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높직한 각형 1단의 탑신괴임대가 조출되어 있다. 상륜부는 각각 별석
으로 조성된 노반과 보주가 남아있다.
이 석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기단 면석과 갑석이 하나의 석재로 조성된 점과 초층 탑신 받침으로 사용된 각형 3단
의 별석받침이다. 신라 석탑 이래 초층 탑신 받침은 전형적인 각형 2단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석탑
에서와 같은 예는 경주 남산리 동 삼층석탑에서 등장한 이래 통일신라시대는 물론, 그 이후에 건립된 모든 석탑에서 찾아
보기 힘든 양식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받침 사용으로 인해 초층 탑신이 유난히 높게 보이는 효과는 보여주나, 이로 인
해 전체적인 균형을 잃고 있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추정된다.
박경식

This stone pagoda standing at a temple site in Wonjeong-ri, Boeun is 3.7-meters tall and consists of a three-story
body placed on a single-tier base. One of its characteristic features is the angled three-tier support placed under the
first-story body, which is regarded as a very rare example of its kind. While the use of such a support first appeared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other details suggest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mid-Goryeo period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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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국지경록 목판

유형문화재

光國志慶錄木板
Gwanggukjigyeongnok
(Woodblocks of the Collected Celebrations
on the Recovered National Honor)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4호

· 수

량

22매

· 지정일

1988. 09. 30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 소유자

사유

· 시

조선시대

대

광국지경록 목판은 1587년(선조 20) 선조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종계변무宗系辨誣 ’를 마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직
접 시를 짓고, 신하들이 화답한 것을 모아 1701년(숙종 27)에 편찬한 『광국지경록光國志慶錄 』을 1744년(영조 20)에 다시
새긴 판목이다.
‘종계변무’란 조선 태조 이성계李成桂 의 아버지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 이라고 명나라의 『태조실록太祖實錄 』과 『대명
회전大明會典 』에 기록되었는데, 그 잘못된 내용의 수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비로소 고쳤던 사실을 말한다. 조선에서 수차
례 잘못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던 상황에서, 1584년(선조 17)에 종계변무주청사宗系辨誣奏請使 황정욱
(黃廷彧, 1532~1607)이 명나라에 가서 변무의 일을 성사시켜 잘못된 부분을 고친 것을 확인받았으며, 1587년에 종계시
정사은사宗系是正謝恩使 유홍兪泓 이 다시 명나라로 가서 황지皇旨 를 얻어내어 속찬한 『대명회전』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에
선조는 모화관慕華館 으로 나가 명의 칙사를 맞고 종묘에 종계시정의 고유제告由祭 를 지내고 특사령特赦令 도 내렸다. 이 같은
‘종계변무’에 대한 시말을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국지경록 목판에는 영조의 어제어필, 특사전교特赦傳敎 , 산문散文 , 대제학 이산해李山海 가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사은표謝
恩表 ,

종계가 변무된 사안에 대한 태학 유생들의 시를 모은 태학유생헌축太學儒生獻軸 등이 들어 있다. 이 판목으로 찍은 『광

국지경록』은 숙종과 영조의 어필이 다른 간본들과는 다르게 새겨져 있고, 황정욱의 시 3수가 추가로 보각補刻 되어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광국지경록 목판은 모두 22매로서 크기
는 세로 30㎝, 가로 58㎝, 두께는 2㎝ 내
외이다. 판광 板匡 은 사주단변 四周單邊 , 세로
23.0㎝, 가로 35.7㎝이며, 유계有界 , 14행
16자, 상하화문어미上下花紋魚尾 의 형식을 갖
고있다. 주로 양면 판각이나 3판(제1장 1
엽과 2엽, 제15장 1엽)은 단면 판각이다.
판심板心 에는 판심제板心題 와 장차張次 를 각자
했으며, 단면으로 판각한 3판에는 판심제
가 있으나 나머지에는 그 위치에 홈이 파
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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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국지경록 목판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기계유씨의 재실인 영모재永慕齋 천장에서 발견되었다. 영모재는 기
계 유씨 보은지역 입향조인 부호군副護軍 유은兪檃 의 재실로, 유은의 사망년도인 1690년에서 광국지경록 목판의 제작 시기
인 1771년 사이에 초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모재는 지붕, 서까래와 마루 청판 일부가 보수된 것 외에는 목구조가 건립
당시의 형태로 비교적 잘 남아 있다.
광국지경록 목판은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위탁·관리되고 있다.
정제규

This collection of twenty-two woodblocks was carved in 1744 (the 2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to print the Gwanggukjigyeongnok (“Collected Celebrations of the Recovery of National Honor”), a collection of
poetic works written in 1587 (the 2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njo of Joseon) by King Seonjo (r. 1567-1608) and
his ministers to celebrate their success in Jonggye Byeonmu (clarifying the royal lineage) and compiled in 1701 (the
2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The woodblocks, each being 58cm wide, 30cm long, and 2cm
thick, were discovered at the memorial hall of the Gigye Yu clan in Bulmok-ri, Oesongni-myeo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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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산사실기비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 수

량

1기

報恩 俗離山事實記碑

· 지정일

1989. 12. 08

Sasilgibi Monument of Songnisan Mountain in Boeun

·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 소유자

법주사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속리산사실기비는 속리산의 내력과 수정봉水晶峰 위의 거북바위에 대한 속설俗說 을 담고 있는 비로 법주사 입구 수
정교를 건너기 전 갈림길에 위치해 있다. 1666년(현종 7)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짓고 송
준길宋浚吉 이 썼다.
송시열의 본관은 은진恩津 으로 자는 영보英甫 , 호는 우암尤菴 또는 우재尤齋 이다. 조부는 도사都事 송응기宋應期 이고, 아버지는
사옹원봉사司饔院奉事 송갑조宋甲祚 이며 어머니는 선산곽씨善山郭氏 이다. 충북 옥천 구룡촌九龍村 외가에서 태어나 26세(1632)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는데, 후에 회덕懷德 의 송촌宋村 ·비래동飛來洞 등지로 옮겨가며 살아 ‘회덕인懷德人 ’이라고도 부른다. 김
장생金長生 에게서 성리학과 예학을 배웠고, 1631년 김장생이 죽은 뒤에는 김장생의 아들 김집金集 문하에서 학업을 마쳤다.
27세 때 생원시生員試 에서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를 논술하여 장원으로 합격하였고, 1635년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 (효
종)의 사부師傅 가 되었다. 이후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낙향하여 10여 년 간 학문에만 몰두하였으나, 1649년 효종이 즉위하
면서 비로소 벼슬에 나아가 존주대의尊周大義 (춘추대의에 의거하여 중화中華 를 명나라로, 이적夷賊 을 청나라로 구별함)와 복
수설치復讐雪恥 (청나라에 당한 수치를 복수하고 설욕함)를 정치적 소신으로 삼았던 인물이다. 효종의 북벌 계획과 효종과
효종비의 죽음으로 인한 1, 2차 예송禮訟 그리고 그로 인한 서인과 남인의 갈등과 노론과 소론의 분당 등이 모두 송시열을
중심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사후 문정文正 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1744년(영조 20)의 문묘배향으로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을 공인받은 조선 후기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보은 속리산사실기비는 직방형直方形 으로서 비석을 받치는 대좌臺座 , 비문이 새겨진 비신碑身 그리고 비신을 덮은 개석蓋石
으로 구성되었다. 비석의 높이는 163㎝, 너비 65㎝, 폭 29㎝이다.
비문의 내용은 속리산과 수정봉 위의 거북바위에 대한 내력에 대해 소개하며 미신으로 인한 사람들의 소요를 경계하고
이를 타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북바위 전설은 중국의 재물이 동국東國 인 한국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원인이 속리산 수
정봉에 있는 거북바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인들이 와서 거북바위의 목을 자르고 그 위에 10층 석탑을 쌓아 거북
의 정기를 눌렀다. 이후 1653년(효종 4)에 옥천군수 이두양의 지시로 목을 다시 붙이고, 1665년(현종 6)에 충청병마절도
사 민진익이 수정봉에 올라 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찰사 임이백에게 건의하여 탑을 부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은 속리산사실기비는 유학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속리산의 내력과 관련된 설화와 인물 등에 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
는 자료이다.
정제규

This stone monument standing at the entrance to Beopjusa Temple contains a record of the Geobukbawi (turtle rock)
on top of Sujeongbong Peak and the history of Songnisan Mountain. The text was written by Song Si-yeol (1607-1689),
a great Confucian thinker of the mid-Joseon period, and calligraphed by Song Jun-gil. The monument (163cm tall,
65cm wide and 29cm thick) consists of a rectangular body carved with inscriptions laid upon a pedestal and covered
with a cap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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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산 금강골 쌍탑

유형문화재

報恩 俗離山 錦剛谷 雙塔
Twin Pagodas at Geumganggol of Songnisan Mountain
in Boeun

서탑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 수

량

2기

· 지정일

2000. 09. 15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소유자

법주사

· 시

고려시대

대

동탑

These two pagodas standing at a temple site in Geumganggol at Songnisan Mountain, Boeun consist of a three-story
body placed on a double-tier base built on natural rock. The style of the pagoda suggests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mid-Goryeo period (918-1392), while its location suggests that its erection was influenced by the Pungsu (or Feng
Shui) principles about nature that began to gain popularity during late Unified Silla (676-935) period and prospered
in the subsequent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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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금강골에 위치한 옛 절터에 건립되어 있는 쌍탑이다. 본래는 무너져 있었는데, 1996년에 한국
교원대학교박물관에서 진행된 학술조사로 인해 전체의 부재가 완전함이 파악되어 1997년에 복원되었다.
금강골 절터의 서쪽 암반에 2기의 석탑이 건립되어 있어 본래부터 쌍탑으로 건립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양 석탑은 암반
위에 지대석을 조성하고 그 위로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평면방형의 일반형 석탑으로, 3.2 의 규모이다.
동 삼층석탑은 암반의 상면을 높직하게 조성하고 기단을 조성했다. 하층기단에는 양 우주와 1주의 탱주를 모각하고 상
면에는 갑석을 두었다. 갑석의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하고 4매의 판석으로 조립된 상층기단을 두었다. 기단
의 면석에는 양 우주와 1주의 탱주가 모각되어 있다. 판석으로 조성한 상층기단 갑석의 하면에는 부연이 조출되지 않은
탓에 평평한 면을 이루고 있고, 상면에는 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초층 탑신을 받고 있다. 갑석의 상면은 경사를 이루고
있어 전각에서는 약간의 반전이 확인된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되었다. 탑신석에는 양 우주만 표현되었는데, 1층 탑신
이 2·3층에 비해 높게 조성되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1층은 각형 4단, 3층은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다. 옥개
석은 전체적으로 둔중하게 조성되었고, 하면이 들려진 형태로 조성되어 고려시대의 석탑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낙수
면의 경사는 비교적 가파르게 조성되었고 처마는 중앙부에서는 수평을 이루고 있지만, 전각으로 갈수록 원형을 그리며
반전되고 있다. 정상에는 노반석만 남아있다.
서 삼층석탑 역시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리고 있다. 이 석탑은 하층기단을 구성하는 지대석·면석·갑석이 모
두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매의 통석으로 기단이 조성되었다. 면석의 각 면에는 안상이
조식되었고 갑석의 상면에는 호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상층기단을 받고 있다. 4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기단 면석에는
양 우주와 탱주 1주가 모각되어 있다. 1매의 판석으로 조성한 갑석의 하면은 부연이 없는 탓에 편평하게 조성되었고, 상
면에는 높직한 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해 초층 탑신을 받고 있다. 갑석의 상면은 약간의 경사를 지니고 있어 전각에서 반
전이 확인된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되었다. 탑신석에는 양감이 강하게 부조된 양 우주가 조
출되었고, 초층 탑신이 다른 층에 비해 높게 조성되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동 삼층석탑과 같이 1층은 각형 4단, 3층은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을 조출했다.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 이르러 반전을 보이고 있다. 더
불어 1층 옥개석은 비교적 통일신라시대 석탑에서와 같이 낙수면의 길이가 길게 조성된 탓에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2·3층에서는 고려시대 특유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정상에는 노반석만 남아있다.
이 석탑은 해발 860 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는 경업대가 보이는 위치에 건립되었다. 더불어 석탑과 연
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절터는 이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5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지리적인 면면을 생각
해 볼 때 통일신라시대 말기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이래 고려시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건립된 산천비보사상에 의한 석탑
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쌍탑 가람은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고 있음에 비해 이 탑은 고지대에 건립되어 일반적인 상
황에서 벗어난 건탑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2층 기단을 구비하고, 석탑의 기단부에 새겨진 안상과 옥개석의 양식에서 통
일신라시대 석탑의 양식도 확인되어 주목된다. 양 석탑이 지닌 전체적인 양식으로 볼 때 고려시대 중기에 건립된 석탑으
로 추정된다.
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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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석옹
報恩 法住寺 石瓮
Stone Jar of Beopjusa Temple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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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경내에 보존되어 있는 항아리 형태의 석조물로 현재 선희궁 원당 오른쪽 40 정도 떨어진 곳에 항아리의
구연부가 지면과 거의 일치하도록 묻혀 있다.
이 석옹에 대한 문헌기록은 없으나 김칫독처럼 생긴 모양이나 땅에 묻힌 위치로 보아 음식물을 저장하기 위한 용기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주사에 전해지는 말로는 법주사에 거주하는 3천여 승려들의 김칫독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하며, 법주사 경내에 이와 같은 형태의 석옹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하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이러한 형태의 석옹은 다른 사
찰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조성연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주사가 신라의 의신義信 조사가 553년(진흥왕 14)에 창건
하고 776년(혜공왕 12)에 진표眞表 율사가 크게 중창하여 미륵신앙의 중심 도량이 됨으로써 대찰을 이루게 된 역사적 배경
을 가지며, 법주사 경내에 현존하는 석조물들과 비교하여 볼 때 대략 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옹은 구연부만 지면과 같은 높이로 노출되어 있고, 몸통 부분은 땅속에 묻혀 있어 외형은 정확히 살펴볼 수 없지만 항
아리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체를 중심으로 상하 항아리 모양의 돌을 3단으로 쌓아올린 형태이다. 윗부분과 아랫부
분은 두 개의 돌을 항아리 모양으로 깎아서 만들고, 가운데 몸체 부분은 30∼40㎝ 크기의 돌을 둥그스름하게 가공하여 4
∼5장을 둥글게 이은 것이다. 일부 깨진 부분이 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땅 속에 묻힌 석옹 주위에는 건물의
주춧돌과 지대석으로 보이는 잘 다듬어진 석재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원래는 보호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옹
의 크기는 깊이 225㎝, 윗부분의 바깥지름 180㎝, 안쪽지름 85㎝ 정도이다.
법주사 석옹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석조물로 많은 인원이 상주했던 대찰로서 법주사의 면모를 엿
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박상일

While there is no extant record about the origin or use of this jar-shaped stone vessel located in the precincts of
Beopjusa Temple, experts believe from its shape and the place where it is buried that the stone jar was made to store
food. According to the oral tradition of the temple, the vessel was used to store kimchi to feed the three thousand or
so monks who stayed there during wintertime. While no one knows exactly what the stone jar looks like because it
is buried underground except for the mouth, which opens at the surface of the ground, a close look into its interior
suggests that it was made by laying stones in three tiers to form the shape of a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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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恩 法住寺 能仁殿
Neunginjeon Hall of Beopjusa Temple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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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능인전은 법주사 경내에 있는 조선 후기 건물로 추래암 뒤쪽에 동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1624년(인조 2)에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법주사를 중건할 때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9)이 다시 건립하였다고
한다. ‘능인’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불의 다른 이름이다. 이는 능인전이
건립되었을 때는 석가모니불을 모신 건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치는 담장을 둘러 독립된 공간을 구성하면서 세존사리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과 배례석 그리고 능인전이 자
리하고, 옆에는 ‘사리각舍利刻 ’이라고 편액을 건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다. 담장 밖 앞쪽에는 법주사 석조(충청북도 유형문
화재 제70호)가 위치하고 있다.
뒤쪽에 세존사리탑이 있어 원래는 사리탑을 예배하는 적멸보궁의 역할을 한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석가모니불과 16나한상 그리고 1922년에 조성한 신중탱神衆幀 이 자리하여 영산전 또는 나한전의 기능을 갖고 있다. 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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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구조는 두벌대로 쌓은 장대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
고 있다. 앞쪽 양 귓기둥에는 연꽃 조각과 8각의 주좌가 새겨져 있어 장식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포는 이익공계통
의 형식으로 앙서와 서로 다른 모습의 연꽃 장식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그 위에 운공이 도리를 받치고 있다. 공포 사이에
는 화반을 두었고 금단청을 하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능인전의 뒷면의 가운데 부분은 유리창을 설치하여
세존사리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은 당초 세존사리각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2017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
굴조사 결과 5기의 초석과 11기의 적심, 그리고 기단 석렬이 확인되었다. 또한 건물지 주변에서 고려시대 청자편, 조선
전기 청자편, 조선 전기 분청사기편, 백자편, 어골문기와편 등 조선 전기 전후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조선 전기 이전부터
건물이 위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보은 법주사 능인전은 적멸보궁으로 건립되어 사리탑을 배례하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나한전으로 사
용되고 있어 용도가 변경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기단이나 기둥 등은 옛 형식을 잘 유지하고 있으
며, 공포의 형식이 조선 후기의 양식이 잘 나타나 있는 등 여러 시기에 걸친 형식이 나타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
손태진
Located behind Churaeam Hermitage within the precincts of Beopjusa Temple, this prayer hall is known to have
been built by the eminent monk Byeogam while he was restoring the temple in 1624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after it had been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seven-year war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started with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592. The name of the hall, Neungin (meaning, “One who is able and humane”), is one of the many appellations
of Shakyamuni, showing that the hall is dedicated to the historic Buddha. Situated behind the hall is Shakyamuni’s
stupa, suggesting that a building worshipped as the Jeongmyeolbogung (Jewel Palace of Nirvana) once stood there.
Despite its connection with Shakyamuni, the building is currently dedicated to the Sixteen Arhats and the Guardian
Deities enshrined in 1922, as well as Shakyamuni, playing the role of Yeongsanjeon (Hall of the Holy Mountain) or
Nahanjeon (Hall of the Ar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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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21대 왕인 영조(재위 1724~1776)의 후궁인 영빈이씨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1765년(영조
41)에 건립된 건물로,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앞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원당이란 특정 개인의 사당과 같은 성격의 건물이다. 선희궁 원당은 불교 사찰 안에 유교 건축의 형식이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어려웠던 불교계의 사정과 불교 특유의 통종교성을 엿볼 수 있는 건물이다.
선희궁 원당은 본래 영빈이씨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건립되었으나, 이후 법주사와 관련이 있는 역대
큰스님들의 초상을 모셔 둔 조사각祖師閣 으로 사용되었고 1990년 대웅보전 서편에 진영각이 신축됨에 따라 현재 비어 있
는 상태이다.
선희궁 원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구조는 장대석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내2출목·외1출목으로 익공형식과 주심포형식이 혼용된 주삼포형식으로 되어 있다. 외부로
뻗은 2개의 제공 위아래에는 연화와 연봉을 조각하였으며, 공포 위는 봉두를 조각하여 장식을 더했다.
선희궁 원당 정면에는 솟을삼문을 두고 주위로는 토석담장을 둘렀다. 담장은 2단의 화강암 장대석을 하부에 놓고 자연
석을 이용해 쌓았는데, 전면 담장은 와편과 둥근 돌들을 이용해 여러 가지 길상문양과 별문양으로 장식하였다.
선희궁 원당은 한국 전통의 담장과 솟을삼문을 두어 경내의 다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향교, 서원 등에
자주 사용된 유교적 건축 형식이다.
김형래

This private shrine called Wondang (“prayer house”) located in the precincts of Beopjusa Temple was built to
enshrine the spirit tablet of Queen Consort Yeongbin, one of King Yeongjo’s royal concubine, and to honor her with
annual memorial rites. The existence of the Confucian shrine in the grounds of the Buddhist monastery is regarded
as a unique case which provides important clu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ucian and Buddhist
communities of late Joseon and the adoption of traditional folk beliefs by Buddhism. The shrine is a three-bay by
three-bay structure with a 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and is enclosed by a stone-and-earth wall with a
soseuldaemun (lofty gate) directly facing the s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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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을 삼문

담장내 길상·별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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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궁현당

유형문화재

報恩 法住寺 窮玄堂
Gunghyeondang Hall of Beopjusa Temple in Boeun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4호

· 수

량

1동

· 지정일

2004. 01. 09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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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법주사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법주사 궁현당은 조선후기에 건립된 건물로 팔상전의 동쪽에 여러 채의 승방이 모인 공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
다. 원래 설법, 참선, 공양, 침방寢房 의 공간으로써 사찰 내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인 선당禪堂 이었으나 현재는 스님들
의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1632년(인조 10)에 선당으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상량문에 법주사에 기거하던 스님들과 선당을 지은 목수들의 명
단과 “崇禎紀元四壬子年숭정기원사임자년 ”이라고 적혀 있어 1852년(철종 3)에 퇴락된 건물을 중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1968년에 정면 4칸, 측면 4칸의 一자형을 ㄱ자형 구조로 바꾸었으며 1998년 보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보은 법주사 궁현당은 정면 4칸, 측면 4칸의 몸채에 정면 13칸 반, 측면 3칸의 날개채로 된 ㄱ자형 목조기와집이다. 원
래의 건물은 전퇴만 있었으나 현재는 전후퇴이다. 구조는 낮은 장대석 외벌대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앞면
은 네모기둥, 뒷면은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공포형식은 앞면은 민도리식으로 되어있고 옆면과 뒷면은 초익공식으로
되어 있다. 천장은 방과 마루 모두 우물천장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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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궁현당은 생활의 변화에 따른 선당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건축이다. 그 과정에서 스님들이 출입하는 앞
면을 소박한 전통주거건축처럼 구성하고, 사찰 중심인 팔상전에서 보이는 면은 화려하게 장식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한 상량문에 당시 스님들과 목수들의 명단이 남아있어 법주사의 규모와 목수들의 조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존
가치가 높다.
손태진
Gunghyeondang Hall of Beopjusa Temple offers a vivid example of the changes made in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seondang (meditation hous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The current building is
marked by the contrast between the simple appearance of its front, which resembles
an ordinary traditional dwelling house, and its rear, which directly faces
Palsangjeon Hall, standing at the very center of the entire temple, and
is elaborately ornamented. The ridge-beam inscription of the
hall contains a list of the names of the monks and builders
who participated in the restoration of the temple,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on the size
and organization of the temple during
the mid-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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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가경9년명 철종

유형문화재

報恩 法住寺 嘉慶九年銘 鐵鐘
Iron Bell with Inscription of the Year 1804
at Beopjusa Temple, Boeun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6호

· 수

량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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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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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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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에서 전하는 조선시대의 철제 종으로 높이 212.5㎝, 종신부 하단 지름 140㎝인 대형 종이다. 종신 하단에 명문
이 있어 가경嘉慶 9년(1804년)에 법주사에서 주조된 종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데 일부 부식
이 확인되나 파손된 곳은 없다.
종신은 위·아래의 폭이 거의 비슷해 전체적으로 거대하고 둔중해 보이며 용뉴는 쌍룡으로 되어 있다. 종신의 위·아래에
는 폭이 좁은 상대와 하대가 있고, 각기 연판문과 당초문이 얕게 부조되어 있다. 가운데의 넓은 공간은 양각의 횡선을 3줄
둘러 크게 구획하였으며 상단에는 범자문과 비천상이, 중단에는 유곽과 보살입상이, 하단에는 주조명이 각기 부조되어
있다. 규모는 크지만 종의 문양들이 얕게 부조되는 등 주조기법이 뛰어난 편은 아니다.
일부 파악된 명문에 의하면 가경 9년(1804년) 7월에 법주사에서 대종을 중수하였는데 무게는 4천근이고 당시 주지는
진하震河 , 도감은 동수東秀 , 그리고 감사는 봉협奉協 , 야장은 임화
순林化順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은 법주사 가경구년명 철종은 부조된 글자를 통해 절대연
대가 확인되어 조선 후기 종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김춘실

This iron bell of Beopjusa Temple, measuring 2.125 meters in
height and 1.40 meters across the mouth, was cast in 1804 at
the temple, as revealed by the inscription on its low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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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선조대왕 어필 병풍
報恩 法住寺 宣祖大王 御筆 屛風
Folding Screen with King Seonjo’s Handwriting,
Boeunsa Temple, Boeun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8호

· 수

량

8폭

· 지정일

2004. 07. 09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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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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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에 소장하고 있는 선조대왕 어필 병풍으로 비단에 인출한 것이며, 크기는 (53.6×134.7㎝)×8폭이다.
선조대왕 어필 병풍은 1758년(영조34)에 영조로부터 《신법천문도병풍新法天文圖屛風 》, 《주서무일편병풍周書無逸篇屛風 》과 함께
하사받은 것이라 하나,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서 해당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선조의 어필은 다른 어필보다 많이 전해지는데, 양난兩亂 이후 열성조列聖朝 의 어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망실亡失 되어 종묘
사직의 역사를 회복하려는 의미도 있었던 듯하다. 이 병풍의 판본은 1630년(인조 8) 의창군義昌君 에 의해 처음 목판으로 새
겨졌고, 2년 뒤에 다시 판각되었다. 의창군은 선조의 아들 광(珖, 1589~1645)으로 인조의 숙부이다.
법주사 소장 선조대왕 어필 병풍의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병풍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국립고궁
박물관본은 비단이 아닌 지류紙類 에 인출된 것이다. 안동 국학진흥원에도 법주사본과 동일한 문장을 새긴 목판이 있다. 이
목판의 마지막 판본에는 1588년(선조21)에 왕자사부王子師傅 인 송소 권우(松巢 權宇, 1552~1590)에게 하사하신 어필을 첩
으로 만들어 보관해 오다 1683년(숭정갑자崇禎甲子 ) 2월에 영가부永嘉府 에서 새긴다는 문장이 판각되어 있다. 판각 기법이 법
주사본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또 다른 모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이 병풍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제1폭 오른쪽 상단 귀퉁이에 작은 글씨의 전서체篆書體 로 “宣祖大王御筆선조대왕어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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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표식이 있다. 1·2폭에는 왕안석(王安石, 1069~1076)의 매화梅花 , 3·4폭에는 이백(李白, 701~762)의 추포가秋浦歌 제
15수, 4·5·6폭에는 장적(張籍, 768~830)의 석화惜花 , 6·7·8폭에는 두보(杜甫, 712~770)의 춘일억이백春日憶李白 시가가 남
아있다. 왕안석은 북송대 재상이며 당송팔대가로 문장에 뛰어났으며, 이백·장적·두보는 모두 당대唐代 의 저명한 시인이다.
선조는 네 편의 시문을 매우 유려하고 활달한 초서로 썼는데, 특히 2폭의 “來래 ”, 4폭의 “山산 ”, 6폭의 “歸귀 ”는 몇 글자의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감정을 덧붙였다. 서풍書風 은 석봉 한호(石峯 韓濩, 1543~1605)의 서풍이 있다. 기골氣骨 의 응축
보다는 감정의 발산에 더 무게를 둔 글씨로, 매우 숙달되고 자신감 넘치는 필치筆致 이다. 판각의 상태가 매우 뛰어나 제3폭
의 마지막 글자인 “下하 ”에서는 선조가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점획을 튕기듯 써 내려갔는지 운필의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으
며 이는 마치 비단에 직접 쓴 것처럼 보여질 정도이다.
선조가 1588년에 쓴 것으로 여기지는 어첩의 판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모각되고 전래되어 법주사에 소장된 것인지 그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430년 전에 쓴 선조어필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이 병풍은 인재
의 출현을 기다리는 선조의 마음, 감정이 폭발된 서법, 정밀한 판각기법, 비단을 사용한 인출 기법 등이 함께 연구될 수 있
는 자료이다.
송수영

제3폭의 마지막 글자인 ‘下’

‘선조대왕어필’ 표식

The writing on this 430-year-old relic provides some insight into the mind of King Seonjo, who was at that time
waiting for the emergence of outstanding people, his writing style with great sensitivity, the fine engraving technique,
and the silk-based printing techniqu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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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

유형문화재

報恩 法住寺 周書無逸篇 屛風
Folding Screen of the Book of Zhou in Beopjusa Temple,
Boeun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39호

· 수

량

10폭

·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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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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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 시

조선시대

대

속리산 법주사에 소장하고 있는 병풍으로 『서경書經 』의 「주서周書 」 ‘무일편無逸篇 ’을 서사한 것이다. 감지에 금니로 썼으
며, 크기는 (73.5×170.0㎝)×10곡이다.
주서무일편 병풍은 1758년(영조 34)에 영조로부터 《신법천문도병풍新法天文圖屛風 》, 《선조대왕어필병풍宣祖大王御筆屛風 》과
함께 하사받은 것이라 하나,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서 해당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주사는 조선후기부터 왕실의 원찰願刹 이나 원당願堂 이 되어 왕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원찰과 원당은 왕실과 종묘
사직의 안위를 기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17세기 이후에는 충·효를 강조하는 역할이 더해졌다. 영조는 억불정책
을 시행하면서도 조선 후기 군왕 가운데 가장 많은 23개의 원당을 설립하였는데, 특히 1764년(영조40) 사도세자의 어머
니인 영빈이씨(暎嬪李氏, 1696∼1764)가 세상을 떠나자 1765년(영조41)에 법주사에 원당을 조성하고 위패를 봉안하였
기 때문에 왕의 하사품이 보시되고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서무일편 병풍도 아마 같은 연유에서 법주사에 하사된 것으
로 추정된다.
주서무일편 병풍은 『서경』 무일편을 쓴 것이다. ‘주서’란 주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서경』의 일부분이다. 『서경』
은 『상서商書 』라고도 하며, 『상서』는 다시 「서전書傳 」과 「주서」로 나뉜다. 「주서」는 3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일편은
「주서」의 17번째 편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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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편의 핵심은 주공周公 이 “아! 군자는 편안함이 없는 것을 처소로 삼습니다.(嗚呼라. 君子는 所其無逸)”라고 말한 것
이다. 주공은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동생으로 성왕成王 의 작은아버지인데, 무일편을 지어 조카인 성왕의 장수長壽 를 축원하
고, 주색을 경계하여 훌륭한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 왕과 신하들은 경연經筵 에서 무일편을 자주 언급하였고, 무일편을 쓴 병풍이나 그 내용이 담겨있는 그림 병
풍을 왕좌의 옆에 두며 항상 읽게 하여 마음을 경계 삼았다.
보은 법주사 주서무일편 병풍에는 글씨를 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단서가 되는 것은 ‘영조가 하사하였다’는 충청북
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편찬된 『사지寺址 』의 기록과 병풍에 드러난 영조 필획의 특징이 간간히 보인다는 것뿐이다. 그
러나 이 두 가지 근거가 곧바로 ‘영조의 글씨다’라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주서무일편 병풍은 매우 숙련된 서자의 글씨로, 글자의 결구結構 가 조밀하고 행간에 질서가 있다. 병풍의 점획은 영조어
필의 특징이 있으나 안진경·조맹부 등 조선시대에 유입된 여러 서풍들이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조화로움이 있어 조선시대
의 서자와 서체 등 서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송수영

This folding screen with ten panels is mounted with a work of calligraphy taken from the “Chapter on Diligence” in
The Book of Zhou, which forms a part of The Shujing (The Classics of History). The text is written in gold on indigo
paper, which has been applied to a screen measuring 73.5×170.0 cm. The screen is known to have been presented
as a gift to the Temple by King Yeongjo in 1758 (the 3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together with
two other screens, one of which is mounted with the Celestial Charts and the other with King Seonjo’s calligraphy.
The calligraphic work on this folding screen is marked by the masterful brush strokes of its creator and the high level
of density and balance between the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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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관음보살입상
報恩 毘摩羅寺 石造觀音菩薩立像
Stone Stand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imarasa Temple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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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산 비마라사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조관음보살입상이다.
비마라사는 속리산 서쪽 속칭 부처바위골에 있으며 1999년에 창건된 사찰이다. 석조
관음보살입상은 비마라사 관음전 바깥에 위치하며 관음전과 보살입상은 자연석 밑의 공
간을 이용하여 자연석을 지붕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주지스님이 인근에서 수습
하였다 전한다. 보살상의 코와 귀부분의 마모가 심한 편인데, 전하는 이야기로는 마을 주
민들에 의해 긁혀진 것이라 한다. 또한 마을의 청년이 반출하려던 과정에서 보살상의 목
부분과 동체부분이 파손되어 시멘트로 접착하였다고 하며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보살상은 1석의 화강암으로 조성된 불신과 대좌가 전하고 있으며 광배光背 도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입상의 전체 높이는 151㎝이며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
은 옆으로 내려 천의자락을 잡고 있는 형상인데, 불신의 비례는 균형이 잡히고 몸의 굴곡
이 부드럽게 드러나고 있다. 머리는 낮은 보계에 삼면보관三面寶冠 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마모가 심하나 부드러운 인상이다. 목걸이가 가슴에 넓게 늘어지고 팔뚝과 팔목에는 팔찌
가 있다. 천의는 가슴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몸 옆으로 길게 늘어지고 배 밑으로도 둥글게
1줄 늘어지고 있다. 치마는 허리에 띠매듭이 있고 양다리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있다. 몸
의 뒷면에도 부드러운 양감과 치마의 주름이 표현되고 있다.
대좌는 옆면에 앙련이 부조된 낮은 둥근 대좌인데 아래 부분이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보은 비마라사 석조관음보살입상은 규모가 크지 않고 상호나 옷주름 등이 얕게 조각되어
표현은 약한 편이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통일신라시대 보살입상 양식을 반영한 고려시대
초기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김춘실

This stone statue of Avalokitesvara stands in the precincts of Bimarasa Temple, which is located in Bucheobawigol
Valley at the western foot of Songnisan Mountain. It is 1.51 meters tall and stands on a pedestal, but it lacks a
mandorla. The statue, with the bodhisattva’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robe folds carved shallowly, suggesting that
it was produc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Goryeo period (918-1392) under the influence of bodhisattva statues from
Unified Silla (67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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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恩 法住寺 大雄寶殿 後佛圖
Daeungbojeon Altar Paintings of Beopjusa Temple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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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five paintings enshrined in Daeungbojeon Hall of Beopjusa Temple were produced to worship Vairocana
Buddha, Amitabha Buddha and the Four Heavenly Kings. The paintings differ from each other in size, production
date and composition, but are closely connected in that all of them were created by the monk-artists who formed a
school under the leadership of Yakho (a.k.a. Geumhodang) betwee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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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에 봉안된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후불도로 비로자나불도 1폭과 아미타불도 2폭, 사천왕도 2폭
등 도합 5폭의 불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크기와 제작연도가 모두 다른데, 비로자나불도는 세로 628㎝, 가로 353㎝
이며, 면 바탕에 채색한 1917년 작이다. 2점의 아미타불도는 비로자나불도 좌우에 있는데, 먼저 마주보는 오른쪽 아미타
불도는 세로 621.5㎝, 가로 221㎝ 규모로 면 바탕에 채색한 1897년작이다. 그리고 왼쪽의 아미타불도는 세로 620.5㎝
가로 211.5㎝으로 1925년에 제작되었다. 2폭의 사천왕도 가운데 동방천왕·남방천왕은 세로 581㎝, 가로 202㎝로 1897
년 작이고, 서방천왕·북방천왕은 세로 581㎝, 가로 199.6㎝ 규모로 1925년 작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삼세불도三世佛圖 라고 하여 석가모니불도·아미타불도·약사불도가 함께 봉안되거나, 삼신불도三身佛
圖라

하여 비로자나불도·노사나불도·석가모니불도 등이 같은 전각에 배치되는 형식은 흔히 볼 수 있으나, 이처럼 비로자

나불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아미타불도가 배치되고, 별도로 사천왕도까지 봉안되는 후불도 형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5폭의 불화 제작시기가 각기 다르고, 불화의 배치도 이례적인 이유는 애초 전각에 조성되었던 후불도가 어떤 이
유로 와해되어, 후대 보충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법주사 대웅보전 후불도 5폭은 제작시기의 차이와 더불어 화풍도 다르다. 1897년 작 아미타불도는 전통적인 불화표현
기법이 적용되어 선묘위주이면서 색감의 농도를 조절해 입체감을 나타내는 선염채색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비로
자나불도는 이른바 음영법陰影法 이라는 강렬한 명도대비의 서양화식 입체기법을 도입하여 묘사하였다. 비로자나불도의 광
배와 존상들의 신체 윤곽 가장자리를 보면 짙고 어두운 색을 넣어 마치 그림자처럼 보인다. 또한 1925년 작 아미타불도
는 이전 아미타불도와 동일한 존상구성이지만 채색과 문양을 비롯하여 상단 4위의 제자상 얼굴에 서구식 입체표현이 가
미되어 회화기법에서 차별된다.
이 5폭의 후불도는 비록 시기와 화풍이 다르지만 제작자인 화승畵僧 들은 화연畵緣 관계로 맺어져 있다. 즉 금호당錦湖堂 약
호若效 를 축으로 형성되었던 화승집단이 선후관계를 형성하며 이 불화들의 제작에 참여한 것이다. 화기가 있는 1897년작
아미타불도와 1917년작 비로자나불도를 보면, 아미타불도는 봉화奉華 ·정련定鍊 ·세일世一 등이 그렸으며, 비로자나불도는
문성文性 ·몽화夢華 ·경인敬仁 ·재찬在讚 ·축림竺林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금호당 약효의 제자이거나 공동으로 불화제작에
참여해 화연관계가 있는 화승들이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 활동하였다.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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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암 다층청석탑

유형문화재

報恩 法住寺 汝寂庵 多層靑石塔
Multi-story Greenstone Pagoda at Yeojeogam Hermitage
of Beopjusa Temple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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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에 속한 암자인 여적암의 대웅전 앞에 건립된 청석탑이다. 단층기단 상면에 청석으로 조성한 다층의 탑신과 옥개
석 및 화강암 부재를 올린 변형된 석탑이다.
지대석과 단층기단은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되었다. 기단의 상면에는 복엽 16판의 연화문이 새겨진 방형의 청석
부재가 놓여있고 그 위로 양 우주가 모각된 탑신석을 놓았는데,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원 부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화강
암 탑신석 위로 단엽 24판의 연화문이 새겨진 청석부재가 놓여있다.
화강암 탑신석 상면의 부재 위로 놓인 청석의 옥개석은 6개 층이 남아있으며 이 중 탑신이 남아있는 것은 6층과 7층의
탑신뿐이다. 7층 탑신 위로 놓인 1개의 옥개석은 화강암 재질이며 노반까지 하나의 돌로 제작되었으나 재질과 크기가 달
라 원 부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7층의 화강암 옥개석 위로 상륜부를 장식한 화강암 재질의 부재가 올려져 있으나 이 역
시 원 부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석탑은 전체적으로 변형이 심하고 여러 부재가 혼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①지대석-②기단③연화문청석부재-④화강암탑신-⑤연화문청석부재-⑥청석옥개석 5개-⑦청석탑신-⑧청석옥개석-⑨청석탑신-⑩화강암
옥개석및노반-⑪상륜부의 형태를 하고 있다.
각각의 부재를 살펴보면 지대석과 기단석으로 사용된 부재는 근래에 조성되었고 원 지대석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③과 ⑤의 연화문 청석부재에 개착된 홈으로 볼 때 기단석 역시 청석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④의
화강암 탑신은 원 부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면면을 보면 본래 이 석탑은 방형의 불좌형 기단이 마련된 청석
탑으로 추정된다.
탑신부 ⑦의 청석탑신은 ⑧의 청석 옥개석과 하나의 돌로 제작되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낮은 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
했는데, 일정한 높이와 너비를 지닌 전형적인 양식이 아니라 낮은 각형과 완만한 사각을 이루는 받침이 조출되어 특이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낙수면의 길이는 짧게 조성했지만 전각의 반전은 예리하다. 이 같은 면은 수평을 이루는 처마와 상
면으로 들려진 낙수면의 합각부가 조화를 이룬 탓에 더욱 예리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⑦의 청석탑신과 ⑧의 청석옥개석
이 하나의 돌로 조성된 것을 통해 볼 때 ⑨의 7층부 청석탑신도 사라진 7층 옥개석과 하나의 돌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옥개석의 체감비가 비교적 일정한 규칙을 보이는 점을 볼 때 이 석탑은 당초 7층 또는 9층으로 건립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⑩의 화강암 옥개석 및 노반부는 옥개석과 상륜부가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된 부재인데, 이 석탑과는 무관한 것
으로 판단된다. 화강암 옥개석의 하면에는 각형 3단의 받침이 조출되었다.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전각의 반전이 둔중한
점으로 볼 때 고려시대 석탑의 부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⑪의 상륜부재 역시 이 석탑과는 무관한 부재로 판단된다.
이 석탑은 통일신라 말기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청석탑의 일례로 주목되며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탑으로 추정된다.
박경식

This greenstone pagoda standing at Yeojeogam Hermitage of Beopjusa Temple consists of a seven to nine-story
body placed on a base in the shape of a Buddha’s pedestal. Stone pagodas of this type were first built during the late
Unified Silla (676-935) period and gained nationwide popularity in the subsequent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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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천암 극락보전
報恩 法住寺 福泉庵 極樂寶殿
Geungnakbojeon Hall of Bokcheonam Hermitage
in Beopjusa Temple of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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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보은 법주사의 암자인 복천암의 중심불전으로 조선 중기에 건립되었다.
1449년(세종 31)에 중창하고, 1735년(영조 11)에 화재로 전소된 것을 재건하였으며 1803년(순조 3)
에 퇴락된 것을 중수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76년에 공포부 이상을 해체 복원한 것이다.
복천암 극락보전은 경사가 급한 부지에 비해 규모가 크고 화려한 구성을 한 건물로 후면에는 여러단의
축대를 조성하였다.
아미타불을 모신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집 건물이다. 대체로 다포계 맞배집의
경우, 전후면에만 공포를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극락보전의 경우 4면에 공포를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3단의 높은 장대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형식은 다
포식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내외3출목의 주간포작을 두었다. 가구형식은 내부에 내진고주가 있는 2
고주5량가로 구성하였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로 하였으며,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하였다. 내부구성을
보면, 어칸의 내진고주와 배면 평주 사이에 불벽을 만들어 불감을 형성하고 불단을 설치한 일반적인 형
태이다.
이 건물은 조선후기 다포계 맞배집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측면에 공포를 갖춘 건물이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시대 중·후기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건립된 것으로, 전국에 20여동 밖에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형태이
며 공포, 내부구성 등 건축양식이 뛰어나 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이다.
조중근

The Geungnakbojeon Hall, the main dharma hall of Bokcheonam Hermitage, a tiny Buddhist chapel
affiliated with Beopjusa Temple in Boeun, was built in the mid Joseon period to enshrine a statue
of Amitabha Buddha. Architecturally speaking, the building, measuring three-kan by three-kan, is
characterized by a simple gable roof and ornamental bracket clusters arranged under the eaves on all
four sides, unlike other gable-roof buildings which typically exhibit such bracket ornaments only at
the front and back. As one of only about twenty buildings to have retained such features in Korea, the
hall is regarded as a fine source of academic research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of the middle
and late Joseon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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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복천암 극락전의 주불로, 법당이 1733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1735년부터 1737년까지의 중창불사 때 법당과
함께 조성된 불상이다.
복천암은 속리산의 대표적 암자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암자이며 규모도 가장 크다.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본존
불인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좌협시보살은 관음보살좌상이, 우협시보살은 대세지보살좌상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중
대석이 사각인 3단 연화좌에 봉안되어 있다.
아미타불좌상은 하품중생인의 수인을 결하고 있으며 얼굴에 살집이 있는 편이다. 특히 코가 작고 양볼과 턱이 풍만하여
전체적으로 온후한 인상을 보여준다. 법의는 오른쪽 어깨를 둥글게 감싼 변형 편단우견으로 속에 입은 편삼의 옷깃을 대
의와 대칭을 이루게 입고 있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내의의 윗단이 보이는데 윗부분이 주름져 있다. 상체가 긴 편이
나 어깨는 작고 움츠린 자세이다. 불신의 양감은 적당하며 옷주름은 이에 걸맞게 적당히 투박하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
다.
좌우의 보살상은 거의 동일한 모습이나,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 손만 좌우대칭을 이룬다. 두 보살상 모두 높은 보관을 썼
으며 각각의 보관에 화불과 정병이 표현되어 있어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구분이 가능하다. 보관 속으로 높게 묶은 보
발寶髮 이 있고 귀를 감아 어깨 위로 몇 가닥이 늘어지고 있다. 또한 두 보살상의 얼굴은 본존상과 달리 아래턱의 살집이 적
어 갸름하고 단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불신 또한 본존상에 비해 작으며 법의는 여래상과 같은 형식으로 입고 있다. 관음
보살이 들고 있는 연꽃가지 위에만 정병을 붙여 대세지보살과 구별하고 있다.
삼존좌상 각각의 대좌는 크기에서만 조금 차이를 보일뿐 비슷한 형태로, 상·하단의 연판에는 양감이 있으며 중대석 앞
면에는 옆으로 긴 안상 안으로 당초문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건륭 2년(1737)에 제작된 복장 발원문에 의하면 불상을 발원한 화주化主 는 천신天信 , 담연淡演 , 인안忍安 이고 증명證明 은 인
신印信 이다. 조각장은 연기演機 를 수화승으로 하여 두책斗策 , 수성守性 , 초붕超鵬 , 수견守堅 , 광붕廣鵬 등이 제작하였다.
보은 법주사 복천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성시기가 분명하며 조각기법이 단정하고 대좌를 모두 갖춘 조선시대
의 불상이다. 또한 법당이 중창되며 함께 조성된 불상이므로 복천암의 연혁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김춘실

This Buddhist statue, the principal Buddha of Bokcheonam Hermitage, a subsidiary of Beopjusa Temple, was
produced when the hermitage’s main dharma hall was being rebuilt between 1735 and 1737, having been destroyed
by fire two years earlier. The Amitabha Buddha of the wooden triad is flanked by Avalokitesvara on the left and
Mahasthamaprapta on the right. The discovery of a written prayer inside the repository made in the body of the
statue revealed that the triad was completed in 1737, using fine carving techniques, along with the original pede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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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복천암 극락보전에 봉안된 이 신중도는 세로 190㎝, 가로 158㎝ 규모의 비단바탕에 그린 채색화로 1795
년에 제작되었다. 이 불화는 화기畵記 에 “속리산 대법주사 대웅보전에 신중탱을 새로 그려 봉안하다俗離山大法住寺大雄寶殿神衆幀
新畵成安于 ”라고

되어있어 원래 법주사에 봉안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중도는 다양한 존상과 도상의 출현이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 불화 역시 제석과 범천, 위태천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중
神衆 이

등장해 그 전형성을 갖추었으며, 회화적으로도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이 불화는 투구를 쓴 위태천의 몸을 감싼 구름대가 좌우 수평으로 확장되는데 이 구름을 경계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
된다. 상단은 고대인도의 토속신으로 불교에 귀의한 제석천과 해와 달을 인격화한 일궁·월궁천자 및 공양인, 이외 천자天
子 복장의

신중이다. 한편 왼쪽 상단에는 범천이 3위의 신위들과 구름을 타고 하강하는 모습이 있는데, 보통 범천은 제석과

나란히 묘사되는 신중도의 구성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채로운 구도이다. 하단은 수행승이나 사찰을 보호하는 위태천을 비
롯하여 아수라왕과 사천왕, 용왕 2위, 금강밀적, 기타 이마에 밴드를 한 역발逆髮 의 신위가 있다.
복천암 신중도는 존상형태에서 세속적 인물의 면모를 드러내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각 존상들은 관념의 신들을 인격화
한 인격신으로서 개성있는 외모와 개연성 있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가령 천자들은 이지적이고 섬려하다든
가, 사천왕은 강단지고 역동적이며, 용왕 등은 신령스러움을 표방하고, 공양중은 온아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각자의 본분
과 역할에 맞는 표정과 태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옅은 선염과 자연스러운 표정이 생동감을 더해준다.
이 불화의 채색은 적색과 녹색·군청을 위주로 사용했으며, 부분적으로 호분을 활용한 백색과 피부색·양록색·황색·분홍
색·엷은 보라색 등 밝은 색이 다양하게 설채되어 있다. 또한 각 도상의 복식에는 호피문·연화문·국화문·용의 체표를 묘사
한 비늘문 등과 구갑문, 투구의 선문線文 ·원화문圓花文 ·와권문渦卷文 등 10여종의 문양이 반복적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위태
천의 화염문 두광 안쪽의 점문은 역분법瀝粉法 (그림의 일정 부위에 진흙이나 물감으로 우둘투둘하게 강조하는 회화기법)을
써서 질감과 양감에 입체적인 효과를 주는 장식성을 추구하였다.
이 불화의 제작에는 13명의 화승이 참여했다. 이중 수화승인 신겸信謙 을 비롯하여 광헌廣軒 ·계관戒寬 ·모영謨英 등, 이 불화
제작에 참여한 대부분의 화승들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이 불화는 화면구성 방식이나, 존상들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한 선묘와 선염채색으로 신중들의 개별 특징을 잘 살
려내었을 뿐 아니라, 화승의 개성있는 화풍이 잘 드러나 있고,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행하는 신중도 양식의 과도적 특
징을 지니고 있다.
장희정

This painting enshrined in Bokcheonam Hermitage depicts a group of Buddhist deities protecting the Buddhist Law,
including Indra, Brahma and Skanda. The deities exhibit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Buddhist paintings but
the composition is quite new in that the details are more elaborately rendered with an effective gradation of tones.
The painting is regarded as a fine example of paintings of this kind which were undergoing a significant transition
between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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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inting of the Buddha triad, which is enshrined at Bokcheonam Hermitage, a subsidiary of Beopjusa Temple in
Boeun, was most likely created around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judging by its shown composition, form, and
use of color.
Designed to be hung behind the Buddhist sculptures enshrined on the altar inside the temple’s dharma hall, the
painting’s style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art historians because it deviates from typical ceremonial paintings of
this kind, and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work of the local heritage of Buddhist painting developed by Yakhyo
(a.k.a. Geumhodang) and maintained by his pup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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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화는 법주사 말사末寺 인 복천암의 후불도後佛圖 이다. 면 바탕에 채색을 입힌 것으로, 세로 389㎝, 가로 268㎝ 규모이
다.
이 불화의 명칭인 ‘삼세불도三世佛圖 ’는 세 부처가 함께 그려진 데서 비롯된다. 이 형식의 불화는 조선전기의 오불도五佛圖 혹
은 사불도四佛圖 형식의 불화 출현에 이어 조선후기 사찰 건립이 확산되면서 전각의 후불도로 다수 봉안되었다. 이른바 대승
경전인 『법화경』의 석가모니불, 『아미타경』의 아미타불, 『약사경』의 약사불 등 이 세 경전의 교주를 불상과 불화로써 한 공
간에 봉안한 것은 특정 종파를 숭상하던 신라ㆍ고려시대의 사찰건립에서 벗어난 조선시대 불교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편 이 불화는 조선후기 다른 삼세불도와 도상적으로 차이가 확연하다. 즉 대개의 삼세불도가 중앙-석가불, 향우측-아
미타불, 향좌측-약사불이 배치되고, 고유한 수인이나 지물持物 , 보처보살補處菩薩 (부처의 부재시 부처의 역할을 대신할 보살)
등으로 도상적 특징을 명시하는 것과 달리, 이 불화의 삼존은 특정한 수인이나 지물이 없다. 다만 중앙 부처의 왼손이 촉지
인觸地印 을 지어 석가불로 추정될 뿐이다. 그렇지만 중앙 부처의 보처보살은 관음ㆍ세지보살로, 이들은 아미타불의 보처보살
이지 석가불의 보처보살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향좌측 통상 약사불의 위치에는 지장보살이 보처보살로 등장한다. 이처럼
이 불화는 일반적인 삼세불도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불화의 존상구성은 위의 삼세불과 보처보살을 비롯하여, 삼존의 두광 위로 십대제자, 그리고 화면 상하좌우 네 가장
자리에 사천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삼존의 위치에 변화를 주어 중앙 부처를 앞으로 나오고, 좌우 2위의 부처가 뒤로
물러나있는 것처럼 크기와 위치를 달리하여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이 삼세불도의 색채는 다홍색과 군청, 양록, 백색을 주요색으로 삼고, 이 계열의 색조들에 명도만 달리한 유사계열의 색
조들이 각 존상과 복식에 배채되어 있다.
현재 이 불화는 불상에 가려 화기畵記 를 정확히 판독

관음보살

세지보살

할 수 없으나 기존 조사자료에 따르면, 금호당錦湖堂 약
효若效 , 월현당月現堂 도순道淳 , 천일天日 , 구교久敎 , 성엽性曄 ,
봉주奉珠 , 익신益信 등이다. 이중, 약효는 법주사 대웅보
전 후불도의 주축 화승이자, 20세기 전후 충청도 불화
계를 이끈 대표적 화승이다.
이 불화는 구도ㆍ형태ㆍ색채 등에 반영된 특징이 조
선말기 불화의 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삼세불
도 형식을 깬 파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점, 충청도
일대에서 두각들 나타냈던 지역화승들의 활동범위에
포함된 점 등이 불화사적으로서 자료 가치가 있다.
장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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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문수암 산신도

유형문화재

報恩 文殊庵 山神圖
Mountain God Painting of Munsuam Hermitage
in Boeun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8호

· 수

량

1폭

· 지정일

2009. 09. 11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감동2길 35-9

· 소유자

문수암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문수암 산신도는 세로 120㎝, 가로 96㎝ 규모의 면 바탕에 채색을 입힌 불화로 1909년에 제작되었다. 이 불화는
원래 복천암 산신각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근래 문수암으로 옮겨 봉안하고 있다.
불화에는 화면 오른편에 투명두건을 쓰고 붉은 겉저고리를 입은 산신, 눈을 부릅뜨고 포효하듯 크게 입을 벌린 채 산신
의 허리를 에워싼 호랑이, 그 옆에 산신에게 바치는 공양물을 두 손으로 받친 어린 소년이 등장한다. 이 그림에서 호랑이
는 눈과 이빨, 발톱 등을 과장되게 크게 그려 희화적인 요소가 짙다.
산신과 호랑이 뒤편으로는 굵은 소나무가 서 있는데, 소나무는 큰 가지가 왼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가로질러나가 왼쪽
화면의 끝에 닿아있고, 곡선의 가지 아래로는 멀리 자연경치가 펼쳐져 있다. 수직으로 가파르게 치솟은 산봉우리들이 층
층이 겹을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로는 폭포수가 흘러내린다. 이와 같은 산수의 정경을 통해 이 그림의 공간적 배경이 깊
은 산중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산신도는 심산구곡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산신과 호랑이, 그리고 동자가 묘사된다. 이 산신도에 등장
하는 호랑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산악신앙과 관계가 깊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깊은 산중에 신령한 정령인 산신이 있으며,
산신은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호랑이는 산신과 동격同格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산신은 호랑이의 인격신人格神 인 셈이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신은 전통 산악신앙에서 발달해 엄밀히 정통 불
교신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산신도는 조선말기 사찰에 산신각이 자리 잡으면서 크게 유행했다.
이 불화에 사용한 안료의 색감은 일반적인 불화와 마찬가지로 적색과 녹색이 대조를 이루지만, 배경이 되는 산과 암벽
은 황갈색을 썼고, 폭포에는 흰색도 사용되었다. 선묘는 가는 붓으로 인물의 세부나 호랑이의 털가죽을 정교하게 나타내
었다.
문수암 산신도를 그린 화승은 금호당錦湖堂 약효若效 , 병법秉法 , 순관順觀 등이다. 이중 약효는 충남 마곡사 출신의 화승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활동하며
수많은 불화를 그렸으며, 법주사 일대 사암에도 화적을 남겼다.
장희정

This painting of the sansin (mountain god) enshrined in Munsuam Hermitage display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raditional religious paintings of this type in which the deity appears as an old man attended by a tiger against
a natural landscape. The tradition of worshipping the mountain deity adopted by Korean Buddhism continued to
prosper until it reached the zenith of its popularity in the late Joseon period with the construction of sansingak
(shrines to the deity) in Buddhist temples across the country. This particular painting was produced by a monkpainter named Yakhyo who was famous for his delicate brush st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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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보은사 석조여래입상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2호

· 수

량

1구

報恩 報恩寺 石造如來立像

· 지정일

2009. 12. 04

Stone Standing Buddha of Boeunsa Temple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1길 104

· 소유자

보은사

· 시

고려시대

대

보은 삼년산성 안에 위치한 사찰인 보은사에 봉안된 고려시대 석조여래입상이다.
보은사는 100여 년 전 창건된 사찰로, 삼년산성 내 북문 안쪽에 위치한다. 이 석조여래입상은 법당의 한쪽 옆에 봉안되
어 있는데 크기는 높이 205㎝, 어깨 폭 50㎝이다. 원래 이곳에서 전하던 불상은 아니며 50~60여 년 전에 보은읍 대야리
미륵댕이 산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 불상은 목과 허리부분이 훼손되어 시멘트로 접합한 상태인데, 불두佛頭 는 후에 조성
된 것이고 광배와 대좌는 전하지 않는다.
이 석조여래입상은 비교적 큰 규모이며 뒷면까지 조각된 원각상이다. 전법륜인을 취하고 있으며 대의는 통견처럼 보이
나 뒷면을 보면 편단우견으로 대의를 입고 오른쪽 팔에 소매가 넓은 편삼을 걸쳤음을 알 수 있다. 불두는 돌의 재질이 불
신과 동일한 듯 보이나, 상호나 귀의 조각이 치졸하여 후보後補 된 것으로 판단된다.
입상의 어깨는 좁은 편이고 목에는 삼도의 흔적이 보이며 불신은 굴곡 없이 길쭉하다. 양팔에 걸쳐진 옷자락은 마치 도
포의 소매 자락처럼 몸 옆으로 길게 늘어지고 있고 가슴 부근에는 내의와 띠 매듭이 보인다. 배 부분에서 아래로 늘어지
고 있는 대의 자락은 도드라진 띠 모양의 주름으로 몸에 밀착되어 둥글게 늘어지면서 양 다리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의 밑에 입은 군의裙衣 는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에 따로 둥근 옷 주름을 만들고 있다. 발은 군의 밖으로 내밀고
있었던듯하나 파손되어 발가락만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수인은 오른손이 손바닥을 보이며 중지와 약지를 접고 있고, 왼손은 손등을 밖으로 하면서 오른손과 동일하게 중지와
약지를 접고 있는 전법륜인을 취하고 있다. 불상의 일부 형식이나 양식 면에서 통일신라시대 여래입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인 양식을 통해 보았을 때 조성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보은사 석조여래입상은 머리 부분을 후보 하는 과정에서 목이 길게 붙어 다소 이형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나, 불신의 조
각은 고식을 보이고 전체적인 조각 양식도 비교적 사실적이다. 특히 전법륜인을 취한 여래입상으로서 청주 목우사지 석
조여래입상(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0호),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보물 제406호) 등과 함께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시대 초기에 충북지역에서 유행했던 불상의 형식으로 판단된다.
김춘실

This stone statue of a standing Buddha dating back to the Goryeo period (918-1392) is enshrined in Boeunsa Temple,
which is located within the walls of Samnyeonsanseong Fortress in Boeun. The statue is known to have been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from Mireukdangisan Mountain in Daeya-ri, Boeun-eup fifty or sixty years ago. The statue is
marked by the “old style” consisting of comparatively realistic details. The hand gesture symbolizing the wheel of the
dharma suggests that it is one of many statues of the same style that were popular in the Chungbuk area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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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보은사 지장시왕도

유형문화재

報恩 報恩寺 地藏十王圖
Painting of Ksitigarbha Bodhisattva and
Ten Underworld Kings at Boeunsa Temple in Boeun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3호

· 수

량

1폭

· 지정일

2009. 12. 04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280-1

· 소유자

보은사

· 시

조선시대

대

In this painting of Ksitigarbha produced betwee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the ruler of the
Buddhist underworld is depicted with his assistants, the Ten Underworld Kings. The painting was based on the
Ksitigarbha painting (1813) enshrined in Yongmunsa Temple in Yecheon, Gyeongbuk, and is presumed to be one of
several Buddhist paintings commissioned by Beopjusa Temple between 1896 and 1897.

151

보은사 지장보살도는 19세기 말~20세기 초두에 그려진 채색불화로 지장보살과 시왕이 한 화면에 존재하는 지장시왕
도 형식이다.
화면의 내용은 본존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그리고 시왕이 각각 좌우 3열을 이루는 가운데, 꽃잎형
태의 두광과 신광을 머리와 몸 주변에 두른 지장보살은 왼손에 투명보주를 쥐고 앉아 있다.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화면의
맨 아래 열 오른쪽에는 도명존자가 화불化佛 이 있는 석장을 들고 있고, 왼쪽에는 무독귀왕이 경책을 맨 관모를 쓰고 있다.
다시 좌우에 5위씩 10위의 시왕이 제1열과 제2열에 걸쳐 시위하고 있으며, 제3열에는 동자와 동녀, 판관, 직부사자, 우
두나찰·마두나찰 등 저승세계에서 시왕의 업무 관장을 보필하는 존상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 불화의 범본이라고 할 만한 유사한 구도와 화풍을 지닌 이전 시기의 불화가 있어 주목된다. 경상도에서 주로 활동했
던 퇴운당退雲堂 신겸愼謙 과 두찬斗贊 , 정민定敏 , 성민性旻 등이 그린 예천 용문사 지장보살도(1813년)가 그것이다. 지장보살의
석장이 도명존자의 손으로 옮겨간 점만 제하면 두 작품의 본존 형태가 일치한다. 이외 용문사 지장보살도보다 권속의 수
가 적고, 약간의 형태 변화가 있을 뿐이다. 특히 권속들이 일률적으로 수평을 이루는 구도는 신겸의 불화에서 줄곧 나타
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신겸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한때 충청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는데, 그 무렵을 계
기로 그의 영향이 잔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불화는 제작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난 화곡당華谷堂 임성琳性 의 이름으로 시주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 생전 화곡당의 유
지를 받들어 탄응당坦應堂 돈형頓亨 이 화주化主 를 맡아 추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를 그린 사람은 금호당錦湖堂 약효若效
를 비롯하여 만총萬聰 법임法任 등이다. 제작연도가 분명치 않은 이 지장보살도의 제작시기는 법주사의 불화불사를 통해서
유추가능하다. 즉, 1897년에 법주사 팔상전 팔상도, 대웅보전 104위 신중도, 원통전 관음보살도, 신중도 등이 일괄 제작
되었는데, 이때의 시주와 화주가 동일한 인물들이다. 또 화기畵記 에 복천암, 중사자암, 상환암, 여적암 등 여러 암자와 그
곳의 거주승들이 기재되었는데, 이
는 팔상도의 유성출가상 화기 내용
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불화는
1896~1897년에 걸친 법주사의 일
괄 불화 제작 시기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 불화는 약효가 선배화승의 화
본 畵本 과 화풍 畵風 을 추구한 법주사
일괄 불화제작의 일부라는 점, 그리
고 법주사 본사와 복천암, 상환암,
여적암 등 산내 말사 거주 인물들과
불화제작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을 특징지을 수 있다.
장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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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
족보 목판

유형문화재

慶州金氏 版圖判書公派 族譜 木板
Genealogy Woodblocks of the Pandopanseogong Branch
of the Gyeongju Kim Clan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4호

· 수

량

23매

· 지정일

2009. 12. 04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 소유자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This collection of woodblocks was carved in 1685 (the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for the
publication of the genealogy book titled Mujabo (completed in 1648, the 2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which records the lineage of the Pandopanseogong branch of the Gyeongju Kim clan. Only twenty-three
of the original forty blocks have survived to the present day. While not complete, the collection is regarded as an
important cultural asset in that it is a rare example of the genealogy woodblocks of the Pandopanseogong branch
and because the blocks were carved at Mohyeonam Hermitage, where the eminent Neo-Confucian scholar Seong Un
devoted himself to the quest of academic truth. The woodblocks are also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publication of genealogy books in the seventeenth century and the development of woodblock printing
outside the capital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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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의 족보 목판은 1648년(인조 26) 무자보(戊子譜, 1648년)를 완성한 후 1685년(숙종 11) 판각한
것으로 총 40매 중 현재는 25매만 전한다.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는 고려 말 판도판서 김장유金將有 가 충청도 보은으로 입향하면서 보은 지역에 세거하기 시작하

였다. 이 일대의 경주김씨는 이후 7대에 이르러 크게 번성했는데 충암 김정(冲菴 金淨, 1486~1521)과 그의 조카사위 대
곡 성운(大谷 成運, 1497~1579)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판도판서공파의 초간 족보는 무자보라 전하나, 이때 간행되지 못하고 1685년 목판으로 처음 판각한 것으로 보이며, 이
와 관련하여 12세손 김현필(金鉉弼, 1638~?)의 발문에 비로소 목판으로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목판의 서문에 따르면, 족보는 숭정기원후 21년인 무자년 정월에 완성하였고 일을 맡아 이룬 이는 전한공典翰公 김천우金
天宇 의

얼손 김섭金涉 , 글을 쓴 이는 군수공 김천부(郡守公 金天富, 1506~1548)의 손자 김상(金鋿, 1607~1674)이며, 발문

은 1685년 8월 김현필이 썼다.
목판은 모두 40매로 추정되나, 15매는 사라져 현재는 25매만 전하고 이중 2매는 보은 법주사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
은 가로 45.0㎝, 세로 28.6㎝, 두께 2.8㎝의 크기이다. 남아있는 목판은 양면 형태이며, 장수를 기준으로 서序 ·45, 1·2,
4·6, 7·8, 9·10, 15·16, 17·18, 19·20, 23·24, 25·26, 29·30, 35·36, 37·38, 39·40, 41·42, 43·44, 56·57, 60·61,
64·65, 66·67, 70·71, 72·73, 76·78장 등이다.
비록 결판이 있으나 현재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의 족보 자체가 희귀한 상태에서 족보 목판이 남아있다는 사실, 대곡
성운의 수학처로 알려진 모현암慕賢菴 에서 판각하여 보관한 사실 등과 함께 17세기의 족보 간행과 당시의 지방목판인쇄술
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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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능성구씨
보갑 및 구씨가승 목판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9호

· 수

량

1기, 8매

· 지정일

2013. 05. 31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청산관기로 1377

報恩 綾城具氏 譜匣 및 具氏家乘 木板
Genealogy Repository and Woodblocks of the
Neungseong Gu Clan in Boeun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소유자

능성구씨 판안동파 관기종회

· 시

조선시대

대

This collection of cultural assets consists of a repository that was used to store the genealogy book of the Neungseong
Gu clan and the woodblocks that were used to print it. The woodblocks were sorted in 1640 (the 1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by Gu Bong-seo, a descendant of the widely revered Confucian scholar-official Gu Subok. Currently, the genealogy repository is stored in Gobongjeongsa Pavilion in Gwangi-ri, Maro-myeon, Boeun-gun,
Chungcheongbuk-do, while the woodblocks have been entrusted to the Cheongju National Museum for management.
The repository was made with stone to preserve the family history during times of emergency such as war, and is
covered with a capstone. Both the repository and the woodblocks are regarded as valuable parts of the local cultural
heritage related with the tradition of ancestral reverence and the publication of a genealogy book by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milies based in Bo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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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능성구씨 보갑 및 구씨가승 목판은 구수복(具壽福, 1491~1535)의 현손인 낙주 구봉서(洛洲 具鳳瑞, 1597~1644)
가 1640년(인조 18) 직계 조상 중심으로 가계를 정리한 목판과 이를 보관하고 있던 보갑이다. 보갑은 족보를 보관하기
위해 돌로 만든 네모꼴 상자이다.
능성구씨 보갑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고봉정사孤峰精舍 내에 있다. 보은 고봉정사(충청북도 기념물 제51호)는

보은 출신 사림인 김정(金淨, 1486~1520), 최수성(崔壽峸, 1487~1521), 구수복 등이 정자를 지어 학문을 연마하던 곳
가까이에 능성구씨 문중에서 세운 건물이다. 고봉정사 내 동쪽에 석조 보갑이 있고, 구씨가승 목판은 국립청주박물관에
서 보관하고 있다.
보갑은 감실 위에 직사각형의 덮개돌을 올려 놓았는데, 앞쪽에 “綾城具氏譜匣능성구씨보갑 ”이라 새겨 놓았다. 가로 80㎝,
세로 56㎝, 높이 84㎝ 크기이다.
구씨가승 목판은 가계를 정리한 목판이다. 남아있는 서문에 따르면 구봉서는 1639년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가승家
乘

1점을 얻어 시조에서 14세에 이르는 세계世系 를 정리하며 직계는 큰 글씨로, 원손遠孫 은 작은 글씨로 정리하였다. 또 7대

조 이하 과거 급제자는 별권으로 만들었다. 구씨가승 목판은 원래 18매였으나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어 지금은 8매만 남
아있다. 8매의 목판은 앞뒤 양면에 판각하였는데, 서문 2판, 세력世歷 6판, 방목 8판이다. 원래 서문을 포함하여 세력 14
판, 방목 20판 등 36판의 18매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승의 내용은 세대별 인물의 출생, 관력, 주요활동, 추증사실, 배우자, 자녀, 묘소 등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학맥과
혼인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어 조선 전기의 족보와 차이를 보인다.
능성구씨 보갑은 인근 장안면 불목리의 기계유씨 석조보실과 함께 희귀한 사례로 꼽힌다. 전란을 대비하여 족보의 훼손
과 화재·분실을 막기 위해 돌로 족보함을 만들고 뚜껑돌을 덮은 형식으로 당시의 숭조崇祖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보은지
역 세거 성씨의 가계 전승과 족보 간행 사례로서 가치가 크다.
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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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후율사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5호

· 수

량

1동

報恩 後栗祠

· 지정일

1976. 12. 21

Huyulsa Shrine of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30-4번지

· 소유자

후율사계

· 시

일제강점기

대

The Huyulsa Shrine in Boeun was built to enshrine the spirit tablets of twenty-one patriotic heroes, including Park
Chun-mu, who fought alongside Jo Heon and the righteous army of about 700 men under his command at the Battle
of Geumsan during the Imjin waeran (1592-1598), the war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followed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592. All of the righteous fighters died a heroic death in the battle.
The shrine is located at the historic site under Suritijae Pass where the righteous army led by Jo Heon engaged the
Japanese invaders for the first time and won a victory by using stones as their weapons. The shrine also contains a
stone stele set up in 1839 at the command of King Heonjong (r. 1834-1849) to honor the patriots. The inscription
on the stele provides information about King Seonjo’s regret about his wrong decision, Jo Heon’s report about the
wartime situation of Chungcheong-do Province, Ming’s aid for Joseon, and the promotion of loyalty to the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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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교서비

보은 후율사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금산싸움에서 700여명 의병과 함께 장열하게 순국한 중봉 조헌(重峯 趙憲,
1544~1592)선생과 당시 함께 순절한 박춘무 의사 등 21위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후율사가 위치하고 있는 수리티
재 아래는 중봉 조헌선생이 이끄는 의병이 처음 왜적과 만나 석전石戰 으로 승리한 곳이라 전한다.
후율사는 1832년(순조 32)에 송흠요宋欽寮 등 28인의 발의로 옥천, 회인, 청주 등지의 선비들의 협조를 얻어 처음 지었
으나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1894년(고종 34)에 유림들에 의하여 옛터에 단을 모으
고 연 1회 조두례俎豆禮 를 올리다가 1927년에 다시 세웠다. 그 후 1959년에 사당을 중수하였고, 1978년에는 사당, 삼문,
비각을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통칸으로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천장은 연등천
장으로 하였다. 건물구조는 3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네모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5량가의 도리집
형식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했다. 창호는 정면 가운데칸은 이분합의 띠살문, 양 옆칸은 띠살문을 설치하였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다.
사당 좌측 뒤편으로는 1839년(헌종 5)에 세운 교서비가 있다. 이 비의 내용은 선조의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과 조헌에
게 충청도의 동정을 보고하라는 지시 사항, 명군이 조선에 원조한 정황, 그리고 자신을 위해 충성할 것을 독려하는 부분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의 정황 및 이를 바라보는 국왕의 시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비는
교서라는 문서를 비에 새긴 문서비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는 교서라는 국왕문서를 직접 나타내 보임으로써 후율사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조선후기 사회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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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풍림정사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28호

· 수

량

1동

報恩 楓林精舍

· 지정일

1979. 12. 21

Pungnimjeongsa Academy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회남로 2445

· 소유자

영해박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The Pungnimjeongsa Academy in Boeun was established in 1889 by Bak Mun-ho (1846-1918), a Neo-Confucian
scholar of the late Joseon period, who used it as his own private library and school for the education of local youths.
The academy consists of the central lecture hall, which is a six-kan* by two-kan structure covered with a hip-and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a dongjae (dormitory) in the rear left, and Huseong Yeongdang (shrine) behind
it. The building has a valuable merit as a provinc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ince it retains the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style of late Joseon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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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기의 성리학자 호산 박문호(壺山 朴文鎬, 1846~1918)가 1889년(고종 26)에 창건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진을
강학하던 곳이다.
풍림정사는 정면 6칸 반,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을 보면, 남측으로부터 1칸의 부엌, 2칸의 온
돌방, 2칸의 대청, 1칸의 온돌방으로 구성되었고, 각방의 전면과 북측방의 북측으로는 툇마루를 두었다. 건물구조는 자연
석 기단 위에 전면은 방형주초, 나머지는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대청은 우물마루이며 천장은 연등
천장이다. 그리고 안방, 건넌방의 천장은 반자위 종이바름으로 하였다.
그리고 전면 좌측에는 정사와 직교하여 정면 3칸 반,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의 동재가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의
평면은 부엌과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정사 뒤로는 ‘후성영당後聖影堂 ’이란 사우가 있는데 정면 1칸, 측면 1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좌우에는 풍판을 달았다.
이 사우는 박문호가 1906년(광무 10)에 창건하였다. 사우 안에는 주자朱子 , 율곡栗谷 이이李珥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 박문호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정사 정면으로는 삼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막돌담장을 둘렀다.
풍림정사는 박문호가 성리학을 공부하고 책을 쓰며 후진양성을 하던 곳으로 조선 말 정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지역
문화유산이다.
조중근

풍림정사

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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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상현서원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43호

· 수

량

1곽

報恩 象賢書院

· 지정일

1984. 12. 31

Sanghyeonseowon Confucian Academy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201

· 소유자

충청북도 향교재단

· 시

조선시대

대

The Sanghyeonseowon is a Confucian shrine-academy established in honor of Kim Jeong (a.k.a. Chungam, 14861520) by Seong Je-won (a.k.a. Dongju). Kim Jeong, (along with Jo Gwang-jo), was one of the two key leaders of
Sarimpa (the Reformist Neo-Confucian elite), the other being Jo Gwang-jo, and served in several top positions
in the early Joseon government, including Ijo (Minister of Civil Affairs) and Hyeongjo (Minister of Justice)
and produced some fine painting and calligraphic works. His shrine was originally named and established as
“Samnyeonseongseowon” inside Samnyeonsanseong Fortress, but it was renamed “Sanghyeon” after being awarded
the royal honor of a name plaque in 1610. The Sanghyeonseowon is historically significant in that it was only the
second such institution to appear in Korea (then Joseon) after the Sosuseowon in Yeongju, and was the first to be
built and awarded a royal honor in Chungbuk. Currently, the shrine-academy consists of the Sanghyeonsa (“main
shrine hall”), Oesammun (“outer triple gate”) and Naesammun (“inner triple gate”), and a commemorative st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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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상현서원은 동주東洲 성제원成悌元 이 충암 김정(沖庵 金淨, 1486∼
1520)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서원으로 보은군 장안면 서원리에 위치해
있다.
김정은 이조참판 대사헌 등을 거쳐 형조판서를 역임한 조선 전기 문신
으로 조광조와 함께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그림과 시문에도 능하
였다.
1555년(명종 10)에 보은현감 성제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 유림들의 뜻
을 모아 삼년산성 안에 김정을 봉안하는 독향원獨享院 을 세우고 삼년성서
원三年城書院 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삼년성서원은 선조 때 대곡 성운선생
을 추가 배향하였고 1610년(광해군 2)에 국가 공인의 사액서원으로서
‘상현’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상현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었으며 충북에서는 가장 먼저 건립되고 사액받았다. 1672
년(현종 13)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고, 1612년(광해군 4)과 1681년(숙
종 7)에 설립자 동주東州 성제원成悌元 과 중봉重峰 조헌趙憲 을, 1695년(숙종
21)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 을 추가 배향하였다.
1871년(고종 8)에 훼철된 뒤 강당은 보은향교로 옮겨 명륜당을 건립
하는데 쓰였다. 1892년(고종 29)에 찰방察訪 김세희金世熙 가 옛 터에 단을
만들고 제향을 올렸으며 1896년(건양 1)에 장예원집의掌禮院執義 김문희
金文熙 가

재건하고, 어윤원魚允元 , 강대원姜大元 등이 중수하여 복원하였다.

1986년까지 사당과 정문 그리고 담장을 보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배치는 낮은 산을 배산하여 외삼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묘정비각이 있
고, 삼문을 들어서면 묘정을 두고 상현사가 자리하고 있다.
건물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앞면에
는 반 칸 전퇴를 설치하고 있고 정칸과 협칸에 사분합문을 설치하고 있
다. 내부는 우물마루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사당을 둘러싸고 토석혼
축의 담장을 쌓고 중앙에 사주문을 설치하였다.
묘정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우진각지붕이고, 안에는 1778년(정조 2)에 세운 상현서원묘정비가 있다. 비문은 예
조참의 김양행金亮行 이 짓고, 사헌부장령 김종후金鍾厚 가 썼다.
보은 상현서원은 김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삼년성서원의 맥을 이어온 서원으로 충북에서는 가장 먼저 사액을 받은
유서깊은 곳이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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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김수온 부조묘
報恩 金守溫 不祧廟

Shrine of Kim Su-on in Boeun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48호

· 수

량 1곽

· 지 정 일 1984. 12. 31.
· 소 재 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 산332번지
· 소 유 자 영산김씨 종중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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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선시대

조선 초기의 문신인 좌리공신佐理功臣 괴애 김수온(乖崖 金守溫, 1410~1481)의 위패를 모신 부조묘로 보은읍 지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조묘란 불천위不遷位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神主 를 둔 사당을 일컫는다.
김수온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산永山 , 호는 괴애이다. 1441년(세종 23)에 식년문과式年文科 에 급제하여 세종
의 특명으로 집현전에서 『치평요람治平要覽 』을 편찬하였고, 그 뒤 『의방유취醫方類聚 』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세종 때 수양대
군·안평대군이 존경하던 고승 신미信眉 의 동생으로 불경에 통달하고 제자백가諸子百家 ·육경六經 에 해박해 세조의 총애를 받
았다. 특히, 시문에 뛰어나 명나라 사신으로 왔던 한림 진감陳鑑 과 「희정부喜睛賦 」로써 화답한 내용은 명나라에까지 알려졌
다. 그리고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 ·이석형李石亨 등 당대의 석학들과 교유하며 문명을 다투었다. 1471년(성종 2)에는 좌
리공신 4등에 책록되어 영산부원군永山府院君 에 봉해졌다.
이 부조묘는 원래 1487년(성종 18)에 보은읍 종곡리에 건립되었는데, 1664년(현종 5)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 이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고 한다. 1981년에 보수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높은 사괴석기단 위에 사다리꼴의 원형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
둥을 세웠다. 공포는 이익공형식이며, 가구형식은 3량가이다. 사당 정면에는 솟을삼문을 두고 주위로 토석담장을 둘렀다.
부조묘는 왕이 특별히 명하여 짓게 한 공신의 사당으로 김수온 부조묘는 역사적,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김형래

This shrine was built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Kim Su-on, an eminent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early Joseon, and to store his spirit tablet. A younger brother of Sin Mi, a Buddhist monk who was widely respected
by the royals of early Joseon, Prince Suyang and Prince Anpyeong in particular, Kim had extensive knowledge of
Buddhist scriptures, the Hundred Schools of Thought, and the Six Classics, which helped him to gain favor with
King Sejo (r. 1455-1468). Also a talented man of letters, the poetic work he wrote for a conversation with a Ming
envoy earned him a reputation in the Ming court. For his distinguished service in government, he was granted Jwari
Gongsin (the title of meritorious subject) and an honorary position, Yeongsan Buwongun. The shrine building is a
three-bay structure with a 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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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고봉정사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51호

· 수

량 1곽

報恩 孤峰精舍

· 지 정 일 1984. 12. 31

Gobongjeongsa Pavilion of Boeun

· 소 유 자 능성구씨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청산관기로 1371
· 시

대 조선시대

Gobongjeongsa Pavilion was originally built by Choe Su-seong (1487-1521) on the hilltop where Kim Jeong (14861521), a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had his own place of study. The pavilion was also
used as a retreat by Gu Su-bok (1491-1545) after the Literati Purge of 1519 until it became too old and unusable.
The pavilion was rebuilt by Gu I-cheon, one of his fifth-generation descendants, at its current location and given
its current name. Gu I-cheon used the pavilion not just for his own studies but for the education of local youth. The
building is a three-bay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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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고봉정사는 당초 조선 중기 문신인 충암 김정(冲菴 金淨, 1486~1521)이 학문을 연마하고 즐기던 봉우리 위에 원

정 최수성(猿亭 崔壽峸, 1487∼1521)이 세운 정자로, 건물이 퇴락하자 능성구씨 후손들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운 건물
이다.

고봉정사가 위치한 곳은 보청천, 삼가천, 적암천이 합수하는 지점으로 주위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한가운데 작
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이름은 김정이 삼파연류봉을 고봉이라고 하고 올라가 즐긴데서 비롯되었
으며,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이후에는 병암 구수복(屛庵 具壽福, 1491∼1545)이 은거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그
뒤 정자가 낡자 구수복의 5세손인 구이천具爾天 이 봉우리 아래로 옮겨 지금의 건물을 세우고 ‘고봉정사’라 하였다. 구이천
은 이곳을 자신의 수양처로 삼고 후진을 모아 강학講學 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전한다.
고봉정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1칸의 온돌방과 2칸의 우물마루로 구성하였다.
온돌방과 우물마루 사이는 사분합문을 달아 두 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정방형에 가까운 덤
벙주초를 놓고 민흘림으로 된 두리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5량가의 민도리집이다. 창호는 온돌방 전면과 측면에 띠살
문양의 쌍분합문을 달았고 마루의 전면 각 칸에는 궁판이 있는 사분합문을, 측면과 후면에는 우리판문을 달았다. 이 건물
은 1981년에 해체 보수하였으며, 사당인 고봉사와 관리사, 솟을삼문을 세우고 주위로 토석담장을 둘렀다.
사당인 고봉사에는 김정, 최수성, 구수복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김형래

166

보은

報
恩

보은 성운 묘소 및 묘갈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70호

· 수

량

1곽

報恩 成運 墓所 및 墓碣

· 지정일

1986. 04. 28

Grave and Gravestone of Seong Un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35-2

· 소유자

경주김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This grave and gravestone of Seong Un, a renowned scholar of the mid-Joseon period, is located in San 35,
Seongjok-ri, Boeun-eup, Boeun-gun, Chungcheongbuk-do. Seong Un declined opportunities to serve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stead led a peaceful life in his home village in Boeun, contributing to the education of local youths
and exchanging ideas about diverse issues through correspondence with distinguished scholars across the country.
His grave consists of a two-meter-high mound, a stone marker, an offering table, and an incense burner table. The
gravestone, which stands at about sixty meters southwest of the entrance to the grave, bears an inscription about the
scholar’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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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학자인 성운(成運, 1497~1579)의 묘소와 묘갈
로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35번지에 위치해 있다.
성운의 본관은 창녕昌寧 , 자는 건숙健叔 , 호는 대곡大谷 , 시호
는 문각文恪 이다. 할아버지는 성충달成忠達 , 아버지는 선공감부
정繕工監副正 을 지낸 성세준成世俊 , 어머니는 박효원朴孝元 의 딸 비
안박씨比安朴氏 이다.
성운은 1531년(중종 26) 생원과 진사에 입격한 후 여러 음
직蔭職 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특히 작은 형 성우成
遇가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장살 당하자 부인 경주김씨의 고향

인 보은에 은거했다. 이곳에서 제자를 기르고, 성수침成守琛 ,
성제원成悌元 , 조식曺植 등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만년을 보냈다.
1579년(선조 12) 83세를 일기로 사망하여 이곳에 묘소를 조
성하였다.
묘소의 봉분은 높이 약 2 이며 바로 앞쪽에 묘표와 상석,
향로석을 두었다. 묘소에서 서남쪽으로 약 60 떨어진 묘역
입구에 따로 묘갈이 있다. 묘표는 1579년 성혼成渾 이 써 세운
것이고, 묘갈은 1663년(현종 4) 송시열宋時烈 이 짓고 전액은
문곡文谷 김수항金壽恒 이 썼으며, 비문은 송준길宋浚吉 이 써서 세웠다. 묘갈은 팔작지붕의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묘표에는 “中訓大夫 守 司宰監正 成公之墓중훈대부 수 사재감정 성공지묘 ”라 써있고, 묘갈에는 “左承旨 大谷 成先生 墓碣銘좌승지 대
곡 성선생 묘갈명 ”이라는

전액이 써있고 성운의 일생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
강민식

168
전액

옥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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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이제현 영당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61호

· 수

량

1곽

報恩 李齊賢 影堂

· 지정일

2014. 01. 03

Memorial Shrine of Yi Je-hyeon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하장2길 100

· 소유자

경주이씨 익재공파 종친회

· 시

조선시대

대

고려 말 명신이자 유학자인 익재 이제현(益齋 李濟賢, 1287∼1367)의 초상을 봉
안하기 위해 경주이씨 익재공파 후손 중 보은에 처음 들어온 이사균李思鈞 이 건립한
것으로 수차례 보수를 거쳤다. 전면에 재실인 염수재念修齋 와 후면에 영당影堂 이 있고
그 사이에 내삼문을 설치하였으며 담장을 둘렀다.
1938년 영당 중수공사 때 건립되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염수재는 누문樓門 형식으
로 아래층은 외문, 윗층은 재실의 기능을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건물
은 기단 위에 온돌을 축조한 일반적인 전통건축 형태와 달리 높이 들어 올려 온돌
을 들인 독특한 형태와 구성을 보이고 있다.
영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전면에는 반칸의 퇴를 두
었으며, 전면 창호는 어칸과 협칸 모두 세살문으로 측면 중방높이까지 방화벽 마감
을 하고 풍판을 달았다.
영당 내부에 모셔졌던 영정은 고려말기의 학자 이제현의 초상화로, 정본正本 이 아
닌 부본이다. 정본은 1319년(충숙왕 6년) 이제현이 왕과 함께 원나라에 갔을 때 당
시 최고의 화가인 진감여陳鑑如 가 그렸고 석학인 탕병용湯炳龍 이 찬撰 을 쓴 것으로 현

이제현 초상(충북 유형문화재 제72호)

재 국보 제110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부본은 표현형식이 정본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 고려
시대 초상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으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누문 형식으로 지은 염수재는 일반적인 건축형태를 벗어나 지역의 독특한 전통건축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건축적 가치가 있다.
조중근

This shrine was established by Yi Sa-gyun (1471-1536) while living in exile in Boeun in the early sixteenth century to
commemorate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Yi Je-hyeon (1287-1367), a great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late
Goryeo period. The shrine, which has undergone several major repair works since then, consists of a jaesil (memorial
hall) called Yeomsujae, a yeongdang (main portrait hall) and Naesammun (“inner triple gate”) enclosed by a wall. The
portrait of Yi Je-hyeon stored in the shrine is a copy of the original which is currently kept in the Cheongju National
Museum. Yeomsujae, built in the untraditional style of a double-story gate building,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heritage preserved in the area of Boeun.
영당

염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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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대야리 고분군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56호

· 수량/면적

280기 / 174,629㎡

報恩 大也里 古墳群

· 지 정 일

2013. 03. 15

Ancient Tombs of Daeya-ri in Boeun

· 소 재 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대야리 산 23외 8필지

· 소 유 자

보은군

· 시

삼국시대

대

보은 대야리 고분군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대야리 산23번지 일원에 위치한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보은 삼년산성이
위치한 오정산烏頂山 을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뻗어진 능선 및 사면에는 봉토분 309기를 비롯하여 약 1,644여 기에 달하는
고분들이 일정한 무리를 이루면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보은읍의 어암리·대야리·성주리·길상리·풍취리·강신리 일대
에서 대규모로 확인되고 있다. 대야리 고분군은 그 중 대야리 및 대야리와 탄부면 평각리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약 310여
기 이상의 무덤군을 지칭한다.
삼년산성 인근의 고분군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이루어
지지 못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 각종 도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방치되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2010년에
삼년산성 고분군 보존을 위한 기초계획이 수립된 후, 2011년 중원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본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
고, 2013년에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대야리고분군 172호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대야리
고분군의 전체적인 분포 현황과 성격, 무덤 구조 및 출토유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대야리고분군의 분포지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삼년산성에서 남동쪽으로 약 1.5㎞ 떨
어진 곳으로, 보은읍 대야리와 탄부면 평각리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다. 이곳에는 약 200여기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데, 직경 15~20 의 대형봉토분과 직경 10 내외의 중소형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삼년산성에서 동쪽으로 400~500 떨어진 곳으로, 삼년산성 동문지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온 대야리 마을의
동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30여기의 봉토분을 포함하여 약 110여기의 고분이 이곳에 남아있다. 능선 정상부에서 북쪽
방향으로 대형봉토분이 줄지어 남아있으며, 그 중심능선에서 동서방향으로 뻗은 가지능선 상에 중소형분들이 분포하고
있다.
172호분 시상 유물 출토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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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호분 매장 주체부

고분은 기본적으로 석축으로 조성되었는데, 그 형식은 돌방[石室]무덤과 돌덧널[石槨]무덤으로 나뉜다. 대부분 도굴로
인해 심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고분군의 전반적인 양상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로 볼
때, 대형·중형 봉토분의 구조는 대체로 평면 장방형, 단면 사다리꼴의 횡구식석실橫口式石室 (앞트기식 돌방무덤)로 여겨진
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봉토분이나 소형분들은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평면형태의 돌덧널무덤으로 조성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분군 주위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고배, 뚜껑, 대부장경호, 단경호, 파배, 완 등이 있다. 그 중 일단투창고배, 이단투창
고배, 대부장경호 등은 전형적인 신라 토기로 널리 알려진 유물이다. 특히 2013년 172호분 발굴조사에서는 이들 토기류
와 함께 금동제 귀고리 조각이 출토된 바 있어, 고분군의 조성 시기는 대체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대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야리고분군은 5세기 후반 이후 신라의 북진과 삼년산성 경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백종오

This historic site dating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located in Daeya-ri, Boeun-eup, Chungcheongbukdo consists of about 310 tombs scattered to the south and southeast of Samnyeonsanseong Fortress. The tombs
consist of earthen mounds of different sizes, with the largest measuring about 15 to 20 meters in diameter. The
interior structure of the tomb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stone-chamber and sideways-entrance
tombs and stone-lined chamber tombs. The tombs were built by Silla after the second half of the fifth century, and
are presumed to have been closely related with Silla’s northward advance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amnyeonsanseong For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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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회인 사직단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57호

· 수

량

1곽

報恩 懷仁 社稷壇

· 지정일

2013. 09. 13

Sajikdan Altar of Hoein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5길 12-10

· 소유자

보은군

· 시

조선시대

대

Erected by the leaders of the local community, the Sajikdan Altar of Hoein is a valuable historical relic dedicated to
two guardian deities of the state, the Sa (“land god”) and the Jik (“grain god”), where prayers were given for a good
harvest and peace. Now an extremely rare example of an altar of this kind, it is under the careful management of
a local youth organization which also plays a key role together with the Hoei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in
maintaining the tradition of holding the annual ceremony to honor the state deities on the 15th day of the first lunar
month. The altar consists of a 0.8-meter-high square earthen platform measuring 8.2 meters from east to west and 7.7
meters from south to north that is covered with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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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회인현 관아에서 서북쪽으로 300여 떨어진 회인중학교의 서편 동산에 있는 이 사직단은 조선시대에 토지를 관할하
는 사社 와 곡식을 관장하는 직稷 의 두 신위神位 에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마다 문묘文廟 와 사직단社稷壇 , 성황당城隍堂 , 여단厲壇 등의 단묘壇廟 를 설치하고 일정한 날짜에 제사를
올렸는데, 향교 내에 있는 문묘를 제외하고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훼철되었으나 회인지역에서는 청년회를 중
심으로 사직단을 관리해 왔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에 회인향교와 청년회가 주관하여 사직단제를 봉행함으로써 역사의 맥
을 지켜왔다.
사직단의 위치는 『주례周禮 』에 규정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사직, 왼쪽에 종묘’라 하여 왕이 거주하는 궁실을 중심으로 사
직은 오른쪽에, 종묘는 왼쪽에 둔다는 뜻이며 중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이를 엄격하게 따랐다. 또한 종묘는 왕이 있는 서
울 한 곳에만 설치하는 데 반해 사직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단위인 주현州縣 에도 빠짐없이 설치하였으며, 그 위치는
관아의 서쪽, 곧 고을의 주요 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세웠다.
사직단은 사단社壇 과 직단稷檀 을 따로 설치하였으며 사단은 동쪽에, 직단은 서쪽에 위치하였다. 각 단에는 다섯 가지 색
깔의 흙을 덮었는데 동은 청색, 서는 백색, 남은 적색, 북은 흑색, 중앙은 황색 흙으로 하였다. 또한 각 단에는 신위를 모
셨는데 사단에는 국사신國社神 을 북향하여 모시고 후토신后土神 을 동향하여 배향하였으며, 직단에는 국직신國稷神 을 북향하여
모시고 후직신后稷神 을 동향하여 배향하였다. 각 단에는 사방으로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단 둘레에는 유壝 라고 하는 울타리
를 치고 그 유에도 사방으로 문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에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조선시대에 각 고을마다 필수적으로 있었던 사직단은 조선의 멸망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 대
구 노변동 사직단(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6호), 남원 사직단(전라북도 기념물 제79호), 산청 단성 사직단(경상남도 기념물
제255호), 창녕 사직단(경상남도 기념물 제278호)과 함께 이 회인 사직단이 남아 있을 뿐이다. 회인 사직단은 『신증동국
여지승람』 등의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 사직단이 고을 서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충청도읍지』와 『해동지지』, 『광
여도廣輿圖 』 등의 고지도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회인 사직단은 높이 0.8 의 낮은 토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동서 방향 8.2 , 남북 방향 7.7 의 방형이며 현재는 제단
으로 조성한 토단과 주변에 잔디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7년 9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단과 석축단, 담
장형태의 유壝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방형으로 난 제단은 가로와 세로가 6.4 로 자연 층
인 풍화토를 단 형태로 남겨두고, 외측으로 돌을 쌓아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유의 길이는 동서 27.3~27.4 , 남북
26.5~28.1 로 역시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동안 발굴한 우리나라의 다른 사직단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비교적 크고, 유구도 많이 남아 있어 사직단 설치 기준을 정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의 규정을 충실하게 따랐음
을 보여준다.
2013년 사직단제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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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송로주
報恩 松露酒

무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 지정일

1994. 01. 07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구병길 141

Songnoju of Boeun

보은 송로주는 소나무의 관솔을
섞어 빚은 충청북도 보은지방의 전
통민속주이다. 소나무 옹이마디(관
솔)에 생밤과 누룩, 멥쌀을 섞어 술
을 빚어 맑게 거르면 송정주松節酒 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증류하여 내리
면 송로주가 된다. 보은군 속리산면
에 거주하는 임경순은 보은 송로주
의 양조비법을 전수받고 제작하고
있는 전통민속주 양조 장인이다.
보은 송로주는 1998년 신형철씨
가 작고한 이후 전수교육보조였던
임경순이 기능전수자로 지정되었다.
임경순은 1999년부터 제조시설을
갖춰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송로
주 생산에 들어갔으며 2006년 신형
철에 이어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임경순의 전승계보는 신형철의 외
조모 정금이鄭今二 와 모친 이순심에
게 사사받은 신형철의 계보를 이어
받았다. 1대 보유자였던 신형철은
충남 서천군 한산면 평산 신씨 가문
의 신현태씨와 이순심씨의 장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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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마디를 이용하여 술을 빚는 것은 일찍부터 개발되었으며 『동의보감』, 『고사십이집』, 『임원경제지』, 『규합총서』
등의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송로주는 관련 기록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부터 양조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전통 양조기법
을 제작하는 곳이 드문 실정이며, 현재 보은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송로주의 양조방법이 실린 『고조리서古祖理書 』 두 권이1대 보유자 신형철의 친정어머니 이순심씨에게 전해 내려왔다고
하며 이순심씨 역시 친정에서 전해졌다고 한다. 『고조리서』 두 권 가운데 한 권은 책명이 『음식법』으로 1880년에 신형
철의 조부 이한수씨의 부인인 정금이씨가 지었고, 또 한 권은 16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필사본이다. 소주
의 제조법은 이 두책에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쌀 한 말을 하려면 솔옹이를 생률 쳐 고이 다듬어 놓고 섬
누룩 넉 되를 넣고 물 서 말을 부어 빚어 두었다가 멀겋커든 소주를 여러 물 가지 말고 장작을 때어 고으면 맛이 좋고 백
소주로 받아 먹어야지 절통도 즉시 낫느니라.”고 되어 있다.
보은 송로주 제작법은 다음과 같다. 통밀을 가루낸 후에 맷돌에 간 녹두물을 섞어 빚어 누룩을 만든다. 삼잎과 도꼬마리
잎에 싸서 그늘진 곳에 40∼50일간 띄우면 누룩이 완성된다. 이 누룩을 이용하여 삼해주를 빚는다. 100일 동안 묻어 두
었다가 청주를 떠내고 남은 지게미로 송로주의 술밑을 삼는다. 멥쌀로 지에밥을 지어 생률 치듯이 깍은 솔 옹이(관솔)를
20:1의 비율로 섞어 지게미에 섞어 술을 빚는다. 여름이면 일주일, 겨울에는 열흘내지 보름이면 술이 익는다. 이것을 체
로 받쳐 지게미를 버린 후에 소줏고리에 넣고 증류하여 만든다.
송로주는 소나무 특유의 향과 담백하고 맑은 맛을 지닌다. 예로부터 송로주를 마시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으며 『동의
보감음식법』에는 관절·신경통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 조선시대부터 일반인들의 생활관습속에서 널리 알려졌던 우리
전통 고유주로서 그 가치가 높다.
이현주

Songnoju, literally “pine dew wine,” is the name of a type of “folk” liquor traditionally made in the area around
Boeun by blending pine knots (resinous knots of a pine tree) with other ingredients such as chestnut, malt and rice.
The fermentation of these ingredients produces a beverage called Songjeongju, which is then distilled into the final
product known as Songnoju. Currently, the beverage is produced in Naesongni-myeon, Boeun-gun by Im Gyeongsun, who has been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local government as the inheritor of the traditional method of
making the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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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22-1

야장은 일반적으로 망치나 집게 등을 이용하여 철을 단조鍛造 하여 물건을 만드는 장인을 일컫는다. 충청북도에는 야장
의 기능보유자가 2명이 있는데 보은의 설용술薛溶述 과 충주의 김명일金明一 이다.
야장 설용술은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위치한 남다리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용술은 1934년 보은에서 태어나 14
세 때 보은읍 삼산리에서 마차공장 겸 대장간을 운영하는 최정전으로부터 대장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1962년에는
안천용이 운영하는 안씨 대장간에서 대장기술을 연마하였다. 1967년 33세부터 현재의 남다리 대장간을 독립적으로 운
영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른다. 1968년 유오현과 이재용을 전수자로 입문시켜 기술을 전승시켰으나 현재 작고하였으
며, 현재 전수조교로 유동열이 계승하고 있다.
남다리 대장간은 18.5㎡ 규모의 작은 대장간이지만 설용술은 이곳에서 40여년 간 재래식 화덕과 풀무, 모루, 메 등 전
통제작도구와 전통대장기술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낫, 괭이, 도끼, 호미, 쇠스랑 등 농기구와 문고리, 문손잡이 등의 건축
재와 한옥장식재, 집게, 칼, 부지깽이, 작두 등의 살림살이 등 쇠를 다루어 생산하는 전반적인 물건들을 제작하고 있다.
대장간은 옛부터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기구, 연장 및 생활 도구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설용술은 오
랜 경험과 숙련된 대장기술로 50여년간 전통기법에 의한 대장장이의 기술을 연마하여 야장의 기능보유자로 전통성과 향
토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농촌 근대화와 대량생산되는 현대화된 생활용품, 값싼 중국산 농기구의 수입 등으
로 전통적인 대장간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육성 대책이 시급하다.
이현주

The Korean word “yajang” refers to a metalsmith who creates diverse objects from wrought iron by forging the metal
using such tools as a hammer and tongs. Seol Yong-sul, a blacksmith who runs his own workshop named Namdari
Daejangjanggan in Samsan-ri, Boeun, has been dedicated to the production of farming and household implements
using traditional smithery methods for the last fifty years. He is officially acknowledged as the inheritor of the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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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佛彫刻匠
Artisan of Wooden Buddhist Scul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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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북암길 1

목불조각장은 목재를 소재로 삼아 불상의 양·음각의 질감을 표현
하는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일컫는데, 하명석은 특히 전통불교조각
기법을 보유한 인물이다.
보은군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하명석은 1960년생으로, 1975년 전
통불교조각에 입문하여 불상, 목탱화, 불감 등 전통불교조각분야에
서 뛰어난 조각솜씨를 보인다.
하명석은 1975년 전통조각에 입문 이래 1979년 청원靑苑 스님에게
5년간 불교조각을 사사받았으며, 1986년 속리산면 사내리에 개인
공방으로 독립하였다. 독립 이후 충북, 충남, 대전 일대는 물론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남 지역 등의 사찰과 암자에 삼존불, 오백불, 약사
여래, 지장보살 등의 목조불과 후불목탱화, 신중목탱화, 목조삼존불
감 등 다수의 조각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회원
전에 수 차례 출품을 통한 전통공예 전승활동, 1989년 문화재수리기
능공 자격 취득 등 문화재 수리업무에도 종사하고 있다. 전수자로는
윤재선 등이 있다.
불교조각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된 이래 의례적 대상으로서 제
작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목불조각은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불교조각분야로 자리잡게 된다.
목조불상 제작과정은 원목의 건조와 재단, 여러 나무의 접목과 끌
질, 사포질, 골회작업, 옻칠과 개금, 개안과정을 거쳐서 완성한다. 하명석은 소나무, 괴목, 은행나무 등을 사용하여 전통
공구와 기법으로 불상, 목탱화, 불감 등의 제작에 있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목불조각장 하명석은 입문 이래 불상제작의 외길을 걸어 온 장인으로서 불상조각과 문화재 수리를 하면서 전통불상조
각에 정진하는 불교조각장이다. 불교의례적 생활관습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통불교조각기법을 전승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이현주

Ha Myeong-seok of Songnisan-myeon, Boeun-gun is a Mokbul Jogakjang (Artisan of Wooden Buddhist Sculpture)
who has been dedicated to the traditional art of Buddhist wood carving since 1975. He has produced a multitude
of outstanding sculptural works, statues of Buddha and bodhisattvas, altarpieces and shrines, many of which
are enshrined in Buddhist institutions including temples. He is now regarded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wooden Buddhist sculpture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liferation of
Buddhism even during the Joseon period, when the religion experienced a severe setback due to the ruling dynasty’s
adoption of Confucianism as the state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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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grapher

낙화장은 종이, 나무, 비단, 가죽 등의 표면을 인두로 지져서 그림이나 글씨 문양을 나타내는 기술을 가진 장인을 말한
다. 낙화는 전통회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묵화 화법과 유사하며 수묵화 농담과 발묵에 비교될 수 있는 낙화의
농담법은 인두의 면을 사용하여 빠르게 지지거나 천천히 지지거나 깊게 혹은 얕게 누르거나 하는 등의 손놀림에 의해 표
현한다.
보은군 보은읍 대야리에 거주하는 김영조(金榮祚, 1950~ )는 전통낙화기술에 입문한 후 한지, 나무, 가죽 등 여러 재료
를 이용한 전통낙화기법에 능통한 장인으로, 특히 종이에 그리는 낙화기술은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다.
김영조의 전승계보는 19세기 순조년간 활동했던 수산 박창규(遂山 朴昌珪, 1786~1855)로부터 박창규의 사촌동생인
송암 박복규(松庵 朴復珪, 1819~1859), 박복규의 아들인 죽파 박진호(竹坡 朴鎭灝, 1842~?)와 초산 박병수(1858~?), 이
를 계승한 운포 백학기(雲浦 白鶴起, 1895~?), 설봉 최성수(雪峯 崔聖洙, 1920~1985)와 뒤이어 전통기법을 전수받은 전
원 전창진(田園 田昌鎭, 1947~?)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조는 1972년 서울 종로3가에서 한국낙화연구소를 운영하던 전창진에게 처음 입문하였는데, 입문초기에는 사군
자, 화조, 산수, 인물 등의 동양화를 먼저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이 소재들을 그대로 낙화로 그리거나 혹은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문양을 제작하며 낙화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낙화가 전창진은 일제강점기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했던 백학기
선생에게 배웠던 최성수의 계보를 이은 인물이다. 이후 낙화연구소가 운영이 어려워서 폐쇄되었을 때도 김영조는 종로2
가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 낙화를 연습하고 한편으로는 낙화를 제작 판매하였다.
1977년 대구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 1979년 속리산에 청목화랑을 개원하여 지속적인 작품활
동과 제자양성을 통해 전통낙화기법의 전승과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2007년부터 전승공예대전에 낙화산수병풍을 출
품한 것을 계기로 여타 전승공예대전 및 전통미술대전 등 공모전에 특선 및 장려상 등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부터 둘째 딸인 김유진이 입문하여 가업으로 전통낙화기술을 이어가고 있다.
낙화의 발생시기를 알수 있는 기록은 찾기 어려우나 낙화에 관한 기록이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오
세창의 『근역서화징槿域書畫澂 』 등의 문헌에 전하는데, 특히 오세창의 『근역
서화징』에 안동장씨(1598년생)가 낙화에 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
로 보아 조선중기에 낙화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낙화의 중흥
조에 해당하는 수산 박창규가 1837년 화화법火畵法 을 창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이 시기 전후로 낙화의 기법이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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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화제작은 유지油紙 와 먹지墨紙 제작, 초본草本 과 선초線草 과정을 거쳐 작업에 임한다. 김영조는 얇고 투명도가 높은 선익
지에 기름을 발라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려 유지를 직접 제작하고, 완성된 유지에 유탄을 골고루 입혀 먹지를 완성한
다. 그 다음 붓으로 한지에 초본을 그린 후 초본위에 유지를 대고 선초과정을 거친다. 그런 다음 평인두와 앵무부리인두
를 사용하여 손놀림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여 낙을 놓는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김영조는 한지와 목재를 바탕재료로 삼아 수묵화법, 농담법을 이용하여 섬세한 묘사력과 숙련된 낙화기술을 구사함으
로써 완성도 높은 회화적 전통미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화화적火畵的 전통미는 여타 전통공예기술 가운데
에도 한 때 전승의 맥이 단절될 위기에 있었으나 낙화장 김영조의 집념과 노력에 의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이현주

The Korean word “nakhwajang” (pyrographer in English) refers to a skilled artist who creates drawings or decorations
on such materials as paper, wood, silk and leather using a heated tool resembling a poker. The art of pyrography in
Korea h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raditional ink wash painting and hence shares many of the same techniques except that a pyrographer uses a metal implement (indu in Korean) heated in a fire rather than a brush and ink, and
carefully controls its application to obtain the desired tones and shades. Artist Kim Yeong-jo of Daeya-ri, Boeun has
been officially acknowledged as a master pyrographer by the provincial authority in recognition of his outstanding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traditional art and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pyrographic
techniques. His works created on paper are particularly highly reg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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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block Engraver of Boeun

The Korean word “gakjajang”, or “master woodblock engraver”, refers to a skilled artisan who specializes in the
traditional art of engraving images or calligraphic works on a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wood, metal or stone.
Korean has a long tradition of woodblock engravers skilled not only in the creation of woodblocks for the printing
of books but also in the management, repair and restoration of printing blocks. One such artist, Park Yeong-deok,
who lives in Jangan-myeon, Boeun was recently awarded the title of Master Woodblock Engraver in recognition
of his longstanding commitment to the art (since 1988) and his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echniques related with the traditional art of woodblock engraving, including the production of
movable metal types and calli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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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장은 목재, 동재, 석재 등 다양한 재료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장인을 일컫는다. 각자는 서각書刻 이라고도 한다. 예
로부터 각자장은 대량 인출印出 이 필요한 서적을 만들기 위하여 책판의 글자와 세밀한 그림을 새김과 동시에 책판의 관리
와 보수, 복원을 전담하였다. 우리나라 목판 인쇄술의 근원을 제공하는 책판의 제작과 각자 장인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
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신라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비롯하여 고려 팔만대장경 등에서 볼 수 있듯
이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각자는 일제강점기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각자와 미의식을 고려한 현대서각으로
분리되면서 전통각자 분야는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각자장 박영덕(朴泳德, 1965~)은 보은군 장안면에 거주하며 1988년 입문한 이래 서각, 금속활자 주조 및 제작, 서예 등
각자 관련 기술을 연마하여 전통각자 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인물이다. 박영덕의 전승계보는 각자와 서예분야로 나뉘는데
각자분야는 산목 신영창으로부터 이어진 동천 송인선과 신학균으로부터 동림 오국진에 이어지는 계보를 보유하고 있으
며, 서예분야는 일중 김충현으로부터 배운 운곡 김동연에게 사사받았다. 박영덕은 1988년 동천서각 송인선 선생 문하에
입문하여 책판제작의 전통서각을 사사받았으며, 200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오국진에게 금속활자 주조
및 책판 제작기법을 전수받았다. 전수자로는 자녀 박해원, 박지원 등이 그 기능을 계승하고 있다. 1996년 운봉서각원을
연 이래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문화재청장상, 대통령상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삼국유사, 훈민정음 해
례본 등 규장각 및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문화재 인출작업에 참여하여 전통책판 각자 복원에 힘써왔다. 박영덕은 책판
이나 목활자는 물론 각종 서적간행과 인출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판書板, 능화판菱花板, 괘판罫版, 공문판公文板, 인찰판印札板,
분판粉板 등 거의 모든 각자에 능하지만 가장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전통 책판기술에 탁월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통책판의 제작과정은 판하본 제작, 책판제작, 책판인출 순서이다. 먼저 글자본을 선택한 후 선정된 자본字本 에 맞게
판하본을 제작한다. 책판을 제작할 목재의 건조와 마름질을 거쳐 글자를 각하고, 마구리 조립을 거쳐 초벌완성한다. 초벌
책판을 인출하여 교정과정을 거쳐 인출한
후 장책하여 완성한다. 박영덕은 판하본
제작에서부터 목재선별과 건조, 각자, 최
종인출까지 전 과정을 혼자해내고 있다.
전통각자는 인쇄공예기능에서 발생한 것
이지만 각자장, 목장, 조각장, 인출장, 책
장 등의 기능을 통합한 총체적 공예기술
을 보여주는 분야라 할 것이다.
각자장 박영덕은 고인쇄문화의 중심지
로서의 충북지역에서 각자기능의 계승과
보존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통각자기법의
전승과 육성에 전력하고 있다.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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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최혁재 고가

민속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6호

· 수

량

1동

報恩 崔赫在 古家

· 지정일

2005. 03. 11

Historic House of Choe Hyeok-jae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거현송죽로 333-8

· 소유자

최혁재

· 시

조선시대

대

The ridge-beam inscription of the Historic House of Choe Hyeok-jae in the village of the Hwasun Choe Clan
shows that it was built in 1849 (the 1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eonjong of Joseon). The house consists of a
soseulsammun (lofty triple gate) and stone walls with earthen mortar enclosing the anchae (inner house), byeolchae
(annex), and well. The details of the wooden framework, including the types of timber, joinery and timber trimming,
display the characteristic architectural features of dwelling houses built in the area during the mid-nine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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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을삼문

상량문

보은 최혁재 고가는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에 위치한 조선 후기에
지은 전통가옥이다.
종도리의 상량문에 “崇禎後四己酉年숭정후사기유년 ”이라는 상량문이 남아 있어
1849년(헌종 15)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고, 기둥과 마루판의 일부 부재를 교
체한 흔적이 있어 중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와 기타 부속건물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보아 규모가 있는 가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혁재 고가가 위치한 곳은 화순최씨의 씨족마을로 삼승면 선곡리의 초입
부인 마을 진입로에 접해 있다. 배치는 솟을삼문에 면해서 토석혼축 담장을
넓게 두르고 안에는 안채, 별채, 빈지, 우물 등이 복원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반, 측면 2칸 반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왼쪽
으로부터 1칸의 건넌방, 2칸의 대청, 1칸의 안방, 1칸 반의 부엌으로 구성되
어 있다. 앞면에는 반 칸의 전퇴를 설치하고 건넌방 앞쪽은 대청보다 1자 정
도 높은 누마루를 두었으며 그 밑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고 있다. 높은 누마
루에는 풍혈이 뚫린 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안방에는 벽장과 다락을 설치하
고, 건넌방에는 뒤쪽으로 벽장을 설치하고 있다. 창호는 대부분 띠살문을 설
치하고 있으나 부엌과 통하는 문과 건넌방 창은 격자문을 설치하고 있다. 부
엌에는 통풍과 환기를 위한 판문과 살창을 설치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
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앞면은 두리기둥과 벽체부는 네모기둥을 세
운 민도리집이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안채 누마루

삼승면 선곡리는 화순최씨의 씨쪽마을로 최감찰댁을 비롯하여 최혁재 고가, 최재한 고가, 최동근 고가, 금화서원 등이
분포되어 있어 충북지역의 민속마을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보은 최혁재 고가는 내부 부재의 결구방식, 부재규
격, 짜임새, 치목 등 조선 후기 이 지역의 건축 특성을 보여주는 전통주거건축이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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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박기종 고가

민속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8호

· 수

량

1동

報恩 朴起鍾 古家

· 지정일

2010. 09. 03

Historic House of Park Gi-jong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13번지

· 소유자

박근섭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박기종 고가는 조선 후기 가옥으로 장신리 비룡소飛龍沼 마을 내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비룡소 마을은 뒤로는 낮은 야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항건천恒乾川 이 흐르며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어 배산임수의 풍수를 갖추고 있다.
박기종 고가는 박기종(1910~1991)의 5대조가 약 300여 년 전 이곳으로 입향하
면서 건축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고가는 현재는 안채만 남아 있으나, 1980년대까지
만 해도 안채와 사랑채, 곳간채 등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고가 외부로 담장이 둘
러져 있으며 1980년대 복원한 솟을대문이 있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우진각 초가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동측
부터 부엌, 방, 대청,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 천장은 고미반자를 설치하였으며,
대청은 우물마루로 원목을 자귀로 다듬어 사용하였다.
이 고가는 지붕 보호와 난방을 위해 전면 지붕의 경사는 완만하게 하고,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후면 지붕은 급경사로 하여 습기로부터 후면 지붕을 보호하는 배려
를 한 것이 특징이다. 1980년 수해로 인해 개조한 전면 창호를 제외한 기둥, 보, 마
루 등이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은지역 민가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형래

The Historic House of Park Gi-jong is known to have been built when a fifthgeneration ancestor of Park Gi-jong (1910-1991) moved to the village in which
it stands some three hundred years ago. The house originally consisted of an
anchae (inner house), a sarangchae (guesthouse) and a gotganchae (storehouse)
until the 1980s, but since then all but the inner house have disappeared.
The house is enclosed by a wall and has a soseuldaemun (lofty gate) that was
restored in the 1980s. One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 house is the roof, whose
front side is gently sloped to protect the roof structure and retain warmth during
winter season, and whose rear side is sloped steeply to protect the roof from
drain off rain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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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사내1리 산제당

민속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9호

· 수

량

1동

報恩 舍乃一里 山祭堂

· 지정일

2011. 09. 30

Sanjedang Shrine of Sanaeil-ri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 소유자

사내1리 마을회

· 시

조선시대

대

This shrine, located at Jeorangol in Sanae-ri, Songnisan-myeon, Boeun, is dedicated to sansin (the mountain god)
who is still honored by local worshippers at the annual ceremony held in the 15th day of the first lunar month. The
shrine hall, a simple two-bay wooden structure, contains two Buddhist paintings, one of the mountain god on the
left and another of the chilseong (seven star spirit) on the right. Although the two deities share the same room, the
village ceremony is held only for the mountain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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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사내1리 산제당은 속리산면 사내리 절안골에 위치한 산제당으로 현재도 매년 정월에 산제를 지내고 있다.

제당 내부 상량문에 “歲在庚寅陰二月二十四日國泰民安時和年豐國泰民安 龜龍세재경인음이월이십사일국태민안시화연풍국태민안

구용 ”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경인년庚寅年 을 1890년보다 1950년으로 추정해 1950년 음력 2월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한국전쟁 이전부터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볼 때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법주사 여적암에서 옮겨와 새로 건립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은 사내1리 산제당은 2 정도의 규모로 2칸 구조의 목조 기와건물이다. 앞면에서 바라볼 때 왼편
에 산신탱화가 오른편에 칠성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산신과 칠성이 방을 나누어 봉안되어 있는 구조인데, 동제는 산신에
게 올린다. 사내1리 산제당이 위치한 속리산은 신라 때 중사中祀 를 올렸으며, 산정에는 대자재천왕사大自在天王祠 라는 제당이
있었다고 전할 정도로 제장으로서의 역사가 길다. 이 지역은 불교를 중심으로 도교, 민간신앙이 습합해 전승되는 신앙형
태를 보인다.
사내1리 산신제는 음력 정월 설을 쇠기 전 제주를 선출하고 왼새끼를 꼬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전에는 생기 복덕을 가
려 제관과 축관 등을 선출했지만 현재는 마을 주민이 고령화되고 토박이 비율이 줄어들면서 십 여 년 전부터는 마을 일을
관장하는 이장과 반장 등이 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주관한다.
금줄은 설을 쇠기 전 이 삼일 전에 친다. 산제당에 먼저 친 후 마을 앞 마을입석과 마을회관에 금줄을 쳐서 산제사가 있
음을 알린다. 제수는 소고기 산적, 삼색실과, 백설기 한 시루, 주, 포, 탕 등으로 기제사와 유사하다. 이렇게 마련한 제수를
산제당에 진설한 후 마을 남자 15명 정도가 참여해 산제사를 치른다. 제사 시작은 오후 5시 무렵으로 산제사를 지낸 후
마을 앞 입석(수살)에서 제를 마무리한다. 산신탱화 앞에 산제사를 올린 후 칠성탱화에는 간단한 제수를 진설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산제사 순서는 기제사와 유사하게 흠향, 헌주, 고축, 재배, 소지 순으로 진행된다. 사내1리는 산신축문과 수살
목 축문을 한글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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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기계유씨 석조보실

민속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20호

· 수

량

1기

報恩 杞溪兪氏 石造譜室

· 지정일

2012. 04. 06

Stone Genealogy Chamber of the Gigye Yu Clan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산 11-1

· 소유자

기계유씨 충목공파 부호군은공 보은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충청북도 보은군에 세거하는 기계유씨의 족보를 보관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만든 석조보실로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실은 족보를 보관하기 위한 장치로 기계유씨 보은 입향조 유은(兪檃, 1605~1690)의 묘소 앞에 있다. 이 보실은 유은

이 사망한 해인 1690년 이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은 1614년 학생으로 위성원종공신衛聖原從功臣 3등에 형제들과 함
께 책록된 바 있고, 이후 1637년(인조 15) 경기도 광주에서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로 이주하였다.
보실의 조성 시기는 유은 사후 기계유씨 족보 편찬과 관련 있어 보인다. 입향시기를 고려한다면 을유보(1645년)나 갑
신보(1704년) 등을 넣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재실인 영모재永慕齋 에서 1744년 판각된 광국지경록 목판光國志慶錄 木板 (충
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4호)이 발견된 바 있다. 광국지경록 목판은 광국공신 1등에 책록된 유홍(兪泓, 1524~1594)을 기
리는 의미에서 후손들이 다시 판각한 것이다. 따라서 기계유씨 충목공파의 파조인 유홍과 입향조인 유은을 기리는 의미
에서 두 가지 유산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석조보실은 네모꼴 보갑 위에 둥근 덮개돌을 올린 형태이다. 네모꼴 보갑은 51×51×46㎝, 둥근 덮개돌은 지름 71㎝
의 크기이다. 남쪽에 “杞溪兪氏譜室기계유씨보실 ”이라 2열로 음각되어 있다. 2011년 실측과 내부 확인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
였으나 별도의 부장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보실은 인근의 보은 능성구씨 보갑 및 구씨가승 목판(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9호)과 함께 보은 지역의 특징적인
사례로, 일반적으로 암반을 뚫고 보갑을 설치하거나
묘소 앞 상석 아래에 족보를 보관했던 방법과는 명확
하게 구분된다.
보은 기계유씨 석조보실은 유사시 족보를 보존하기
위한 희귀한 자료로, 족보 관련사 연구에 귀중한 자
료를 제공하는 등 그 가치가 크다.
강민식

This stone repository was mad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o store the genealogy of the
Gigye Yu clan, which was based in Boeun-gun,
Chungcheongbuk-do. It is located in front of the
grave of Yu Eun, the founder of the Gigye Yu clan
in Boeun. The storage, which features a rectangular
body covered with a round capstone, was found to
be empty when it was first opened. The storage is
a valuable material for studies on the tradition of
maintaining genealogy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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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

보은 선병묵 고가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호

· 수

량

5동

報恩 宣炳默 古家

· 지정일

1986. 04. 28

Historic House of Seon Byeong-muk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길 60

· 소유자

선진규

· 시

일제강점기

대

Built in the 1940s, the House of Seon Byeong-muk consists of a few buildings in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including the anchae (inner house), sarangchae (guesthouse), and haengnangchae (gatehouse), and two yards, one
belonging to the inner house and the other to the guesthouse. The wider bays, the highly functional “ㄴ”-shaped
verandah, the entrance to the inner house, and the use of red bricks figured among the new architectural features
adopted in the 19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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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선병묵 고가는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하개리
에 위치하며 1940년대에 지어진 전통주거건축이다.
배치는 대문을 들어서면 장방형의 사랑마당과 사랑
채가 있다. 그 뒤에 사랑채 옆으로 난 중문을 들어서
면 장방형의 안마당을 두고 안채가 자리하여 각 채들
이 마당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구분되면서 연속적인 구
성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왼쪽의 담장이 있는 도로
에서 사랑마당과 안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을
설치하고 있어 전통주거 건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채는 정면 4칸 반, 측면 2칸의 비교적 큰 규모

사랑채

의 목조기와집이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규
모의 목조기와집으로 전·후퇴를 두고 있다. 평면구성
은 전체적으로 간살을 크게 잡고 전·후퇴를 두었는데
특히 옆면에는 몸채 2칸에 전·후퇴를 두어 방을 크게
꾸미고 있다. ㄱ자형으로 꺾인 툇마루는 통로로 활용
하면서 공간의 확장을 부여하고 있다.
보은 선병묵고가는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을 갖춘
전통주거건축으로 평면구성에서 보 방향으로 규모가
커지거나 퇴의 기능의 확대, 공간구성에서 안채로 들
어가는 구조, 그리고 의장에서 벽돌의 사용 등 1940

안채

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전통주거건축이라고 할 수 있
다.
손태진

행랑채

194

보은

報
恩

보은 선병우 고가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호

· 수

량

4동

報恩 宣炳禹 古家

· 지정일

1986. 04. 28

Historic House of Seon Byeong-u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길 15-9

· 소유자

선범규

· 시

일제강점기

대

Built in the 1940s, the House of Seon Byeong-u in Boeun built consists of the anchae (inner house), sarangchae
(guesthouse), ansarangchae (inner guesthouse), haengnangchae (gatehouse), two courtyards, one for the inner
house and the other for the guesthouse, and sajumun (a four-pillar gate) Although these structures were built in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they also exhibit certain new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architecture of the 1940s,
such as the use of a secondary entrance to the inner house, wider bays, and the use of glass windows and modernstyle chimneys, making the house of Seon Byeong-u a valuable resource for the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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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선병우 고가는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하개리에
위치하며 1940년대에 지어진 전통주거건축이다.
배치는 사주문을 들어서면 사랑마당과 바깥사랑채가 있
고, 사랑채를 돌아 들어가면 안마당을 둘러싸고 안채, 안
사랑채, 행랑채가 자리하고 있다. 행랑채가 안채와 사랑채
를 구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독립적으
로 각 영역을 구성하는 남부지방의 가옥배치를 보이고 있
다.
사랑채는 정면 4칸 반, 측면 1칸 규모의 목조기와집이
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3칸의 규모의 목조기와집으로
안채

전·후 퇴를 두고 있다.
안채의 평면구성은 전체적으로 간살을 크게 잡고 전·후
퇴를 두고 있다. 시멘트 마감한 기단 위에 네모나게 가공
한 주춧돌을 놓고 민흘림을 한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가구는 1고주7량가로 일반주택보다 큰 규모이며, 고주와
평주 사이에 굽어진 우미량을 설치하고 있다.
붉은 벽돌은 대문의 벽, 고맥이, 굴뚝, 합각벽 등에 보이
고 있어 당시의 시대적인 특성을 담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
립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채의 지붕 서쪽에 설치된 붉
은 벽돌의 굴뚝은 내부에 난방방식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청이나 창문 등에 유리 양판문을 사용하

사랑채

고 있어 당시 생산된 재료를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은 선병우 고가는 194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가옥
으로 전통주거건축을 계승하면서 안채로 들어가는 별도의
공간을 갖는 것, 보 방향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간살을 크
게 잡는 것, 벽돌의 사용이나 굴뚝을 설치하는 것 등이 나
타나고 있어 시대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손태진

안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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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

보은 김진묵
송덕비 및 비각
報恩 金振默 頌德碑 및 碑閣
Songdeokbi Memorial Monument and Pavilion
of Kim Jin-muk in Boeun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9호

· 수

량

1기 1동

· 지정일

2003. 04. 11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월송리 480-2

· 소유자

김해김씨 삼현파 종중

· 시

일제강점기

대

197
비각서

상면벽화

김진묵 송덕비 및 비각은 조선 고종때 비서감승秘書監丞 을 지냈으며, 많
은 자선사업을 한 김진묵(金振默, 1859~1916)의 덕을 기리기 위해 1931
년에 주민들이 세운 비와 이를 보호하는 비각이다.
김진묵의 자는 성학聖學 이고 호는 용계龍溪 , 본관은 김해이며, 1859년(철
종 10) 보은에서 출생하였다. 내부內府 와 외서外署 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목릉穆陵 (선조宣組 의 릉)을 다시 축조하고 비서승秘書丞 에 올랐다. 효성이 지
극하여 모범이 되었으며, 구한말 잦은 수해와 병란으로 백성이 도탄에 빠
지자 곡식을 나누어 주는 등 빈민구제에 앞장서 주민들이 그 덕을 기리어
송덕비를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문은 부제학副提學 정만조鄭萬朝 가 짓고 판돈영判敦寧 윤용구尹用求 가 썼으
며 비각 서문은 윤명학尹命學 이 지었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한 벌의 장
대석기단 위에 팔각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형식은
내·외2출목의 다포식으로 주간포작을 전·후면에는 2조, 측면에는 1조를
두었다. 외부로 뻗은 3개의 제공 위아래에는 연화와 연봉을 조각하였으
며, 공포 위에서는 봉두를 조각하여 장식을 더했다. 내부의 충량에는 용두
를 조각하여 더욱 화려하게 보인다. 내부바닥은 강회다짐을 하였고 천장
은 우물천장으로 하였다. 벽체 사면의 하인방 밑으로는 벽을 설치하고 위
로는 홍살이 설치되어 있다.
이 비각은 건축적인 형태가 매우 균형이 잡혀 있으며, 건축의 각 부재의
사용도 건실한 자재를 사용하였고 가구의 수법은 매우 정교한 기교가 엿
보인다. 또한 내부 상단 벽면에 16개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은 매우 특
이하다. 비각 좌측면 현판은 임신년(1932)에 윤명학이 쓴 것으로 일본의 연호인 ‘소화昭和 ’를 사용하지 않고 고갑자를 사
용하였다. 이는 일본 연호 사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비각은 1932년에 건립하였는데, 규모와 양식 등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근대로 들어서는 과도기의 건축물로 건
축적인 기교나 수법은 가치가 있다.
조중근

This memorial stone monument was erected by a group of local people in 1931 in honor of Kim Jin-muk (1859-1916),
who served a royal secretary during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and conducted many charity businesses.
Born in Boeun, Kim Jin-muk was widely respected both for his filial piety and his charitable act of distributing grain
to local people whose lives were devastated by war and floods. His beneficiaries were so moved by his act of charity
that they erected a memorial monument in his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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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최재한 고가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4호

· 수

량

1동

報恩 崔在翰 古家

· 지정일

2004. 09. 17

Historic House Choe Jae-han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거현송죽로 301-5

· 소유자

최재한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최재한 고가는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진 화순최씨 씨족마을의 전통주거건축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은 최재한 고가는 보은 최감찰댁(국가민속문화재 제139호)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고, 최감찰댁보다 건립
연대가 다소 앞선 18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건축기술과 수법이 이전보다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배치는 평대문에 면해서 사랑채가 있고 대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길게 헛간과 광으로 구성된 광채가 있으며, 왼쪽으
로 안채가 자리하고 있다. 다시 안채의 왼쪽에는 광채가 있고 뒷마당에는 장독대를 설치하고 있다. 사랑채 뒤 안채와 구
분되는 내외벽이 있으며 우물이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대청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방을 설치한 우진각지붕이다. 광채
는 4칸 광, 방, 방앗간, 2칸 외양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초가집이다. 평면구성은 왼쪽부터 1칸의 부엌, 2칸의 온돌방, 2칸의 대
청, 1칸의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으로는 반 칸의 마루를 둔 전퇴가 있고 건넌방 앞쪽은 대청보다 1자 정도 높은
누마루를 두었으며 그 밑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고 있다. 건물구조는 높은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
모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이다. 가구형식은 납도리 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초가지붕이다. 이중 구조의 대들보를 설치하
고 그 위에 판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부재의 규격이나 짜임새는 추후에 기와지붕으로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둥 간격에 비해 부재의 규격이 큰 것을 사용하고 있다. 마루의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방의 천장에는 반자를 설치하고
있다.
삼승면 선곡리는 화순최씨의 씨족마을로 최감찰댁을 비롯하여 최혁재 고가, 최재한 고가, 최동근 고가, 금화서원 등이
분포되어 있어 충북지역의 민속마을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보은 최재한 고가는 이 지역의 전통주거건축의 특성
을 보여주는 사례로 화순최씨 씨족마을 내의 건축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손태진

The Historic House of Choe Jae-han in Boeun is a traditional-style house of the Hwasun Choe clan that was built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It is presumed to predate its neighboring building, the House of Choe Gamchal (i.e.
Inspector), which was built in 1892. The house consists of a pyeongdaemun (plain gate) adjoining the sarangchae
(guesthouse), and a gwangchae (storehouse) and an anchae (inner house or “main living quarters”), located on
the right and left of the courtyard, respectively. The house is regarded as a valuable resource for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raditional dwelling houses of the village founded by the Hwasun Choe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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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恩

이상수·박순행·
박용호·양주승 초상

문화재자료

李象秀·朴洵行·朴龍鎬·梁柱承 肖像
Portraits of Yi Sang-su, Park Sun-haeng, Park Yong-ho
and Yang Ju-seung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4호

· 수

량

4폭

· 지정일

2008. 07. 25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소유자

사유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이상수(李象秀, 1820~1882) 및 그 문하생의 초상으로 보은군의 추양정사秋陽精舍 에 봉
안된 초상 일곱 점 중 제작 당시의 원형이 보존된 네 점이다. 나머지 세 점은 파손이 심해 최근 복사본을 제작 봉양하였
다. 추양정사는 1912년 조선 말기의 유학자인 박문호(朴文鎬, 1846~1918)가 스승인 이상수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세
웠으며 후에 회인 유림의 주도로 이상수의 문하에서 배출된 박문호, 양주승(梁柱承 ?~1910), 양주학(梁柱學 1850~?), 박
용호(朴龍鎬 1859~1927), 박순행(朴洵行 1866~1916), 양주하梁柱河 의 초상을 추가 배향하고 춘추로 제향하고 있다. 이
상수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학통을 이어받은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학맥을 계승한 유학자이다.
네 폭의 초상화는 비단 바탕에 채색과 먹을 사용해 그렸으며 반신상이 두 점, 전신상이 두 점이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모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보은 지역에서 활동한 학자이지만 박문호가 1912년에 추양정사를 건립하고 봉안한 이
상수 초상 외에 박순행, 박용호, 양주승의 초상은 제작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수의 초상은 비단 바탕에 먹으로 그린 반신상이며 학창의鶴氅衣 (덕망 있는 선비가 입던 포. 학과 같이 고결하고 숭고
함을 상징하는 옷)에 붉은색 세조대를 묶고 방건方巾 을 쓴 모습이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구헌久軒 ’이라는 관지款識 가 있
지만 화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의 눈, 코, 귀 부분에 약간의 음영이 가해졌으며 옷주름은
비수의 차이가 있는 간략한 필선으로 표현하였다. 신체 뒤쪽에 담묵淡墨 의 선염을 가해 인물을 부각시키는 배경처리 기법
을 사용하였다.

이상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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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행 초상

박용호 초상

양주승 초상

박문호의 아들인 박순행의 초상은 비단에 먹으로 그린 반신상으로 대창의大氅衣 (조선시대 사부들이 입던 곧은 깃의 포.

대창의에는 주로 세조대를 띠고 복건이나 정자관, 동파관을 썼다)에 정자관程子冠 을 쓴 모습이다. 화면 왼쪽 위에 “肫菴 朴
先生순암

박선생 ”이라는

제기가 있다. 이목구비와 옷주름에 명암법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표현하였고 신체 주위에 옅은 먹색

을 더하고 신체의 아래 부분은 점차 흐려지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이처럼 반신상에서 신체 아래 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하
는 기법은 당시에 유입된 사진 촬영법을 반영한 것으로 주목된다.
박용호 초상은 비단에 채색을 사용해 그렸으며 박순행 초상처럼 창의에 정자관을 쓴 모습으로 손을 앞으로 모으고 의
자에 앉은 전신의좌상全身椅坐像 이다. 가는 필선을 잇대어 가하고 옅은 선염을 더해 얼굴과 의복의 명암을 표현하였다. 다른
초상에 비해 매우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며 배경색을 사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현재 상태로 표구할 때 좌우의 여백이 많이
잘린 것으로 여겨진다.
양주승 초상은 비단에 먹으로 그린 전신부좌상全身趺坐像 으로 심의深衣 (선비가 한거할 때 착용한 평상복)에 복건服巾 을 쓰고
바닥에 앉은 모습이다. 심의의 깃이 벌어졌고 옷고름을 맺은 모양이 특이하며 오른손으로 옷고름에 달린 대나무 가지와
술을 잡고 왼손에는 『효경孝經 』을 들고 있다. 얼굴과 신체의 표현에 강한 음영법이 사용되었으며 지나치게 가는 목이나 앉
은 자세, 손의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고 신체의 전체적인 비례가 적절하지 않아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이들 초상은 모두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초상화법에서 벗어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대두된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의 초상화법과 서양에서 전래된 사진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초상화 양식을 보여준다. 가늘고 섬세한 붓질
을 반복하여 얼굴에 명암을 가하고 선염으로 옷주름을 강조해 입체감을 드러내는 기법은 모두 당시 초상화에 새롭게 나
타난 특징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초상화의 기법으로 보아 네 점을 각각 다른 화가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며 그다지 높은 수준의 작품은 아니지만 인물의
특징적인 표정이나 모습, 당시의 복식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포착하였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초상이지만 크기, 재질, 양
식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여 조선 말기의 초상화에서 근대의 인물화로 변화하는 과정의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는 예로 평
가된다. 또한 보은 지역에서 활동한 화가의 그린 것으로 여겨짐으로 당시 초상화의 지역 양식을 살펴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박은화

These four portraits, selected from among the seven portraits dedicated to the Chuyang Jeongsa Shrine in Boeungun due to their good state of preservation, depict the widely respected local Confucian scholar Yi Sang-su (18201882) and three of his pupils. The Chuyang Jeongsa Shrine was established in 1912 by a Confucian scholar of the
late Joseon period named Park Mun-ho (1846-1918) to enshrine the portrait of his mentor Yi Sang-su. The local
community of Confucian followers in Hoein have placed inside the shrine a number of additional portraits of Yi’s
pupils, including those of Park Mun-ho, Yang Ju-seung (?-1910), Yang Ju-hak (1850-?), Park Yong-ho (1859-1927),
Park Sun-haeng (1866-1916) and Yang Ju-ha, and hold memorial ceremonies there every spring and autumn. These
four portraits, two of which are half-length and two full-length, are all painted on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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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법주사 수정암
석조여래좌상

문화재자료

報恩 法住寺 水晶庵 石造如來坐像
Stone Seated Buddha at Sujeongam Hermitage
of Beopjusa Temple in Boeun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0호

· 수

량

1구

· 지정일

2009. 12. 04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 소유자

법주사

· 시

근대

대

보은 법주사 수정암의 극락보전 주불단 옆에 따로 봉안되어 있는 석불좌상으로 근래에 금칠을 한 듯하다.
약사여래좌상으로 왼손에 둥근 보주를 쥐고 있으나, 보주는 후보인 듯 손에서 떨어지는 작은 공 모양이다. 1982년에
발간된 『사지寺址 』에 호분이 칠해진 모습으로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이곳에 봉안되어 온 듯하다.
좌상의 전체높이는 92㎝로 그리 크지 않은 상이다. 머리가 몸에 비해 큰편이나 상호는 비교적 단정하게 조각되었다. 나
발은 흙으로 빚어서 붙인 듯 다른 부분의 조각과 달리 날카롭고 정연하다. 불신은 상체가 짧고 둔중한데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둥글게 덮은 전통 형식이며 옷주름은 거의 표현되어 있지 않다. 오른손의 수인은 무릎에 얹은 항마인이고, 왼손은
둘째 손가락만 펴고 나머지 손가락을 오무려뜨려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둥근 공모양 보주를 쥐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각수법이 단순하고 둔중한 형태의 상으로 특히 귀부분의 세부 표현은 매우 생소하다. 따라서 이 불상의
조성시기는 근대에 들어와 전통양식을 따라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춘실

This stone statue of the seated Buddha placed beside the main altar in Geungnakbojeon Hall of Sujeongam
Hermitage, a subsidiary of Beopjusa Temple in Boeun, stands 92 centimeters tall. The statue appears to have been
made by a less experienced sculptor, as shown by the rather dull body and the ears made in a singular shape. These
characteristic features, among others, suggest that the statue was made in the modern period and modeled on an
old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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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회인동헌 내아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1호

· 수

량

1동

報恩 懷仁東軒 內衙

· 지정일

2010. 03. 12

Inner Office of the Hoein Dongheon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41-12

· 소유자

이종휘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회인동헌 내아는 회인현감이 기거하던 관아건물로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에 위치해 있다.
회인지역은 1413년(태종 13)에 현이 되었고 현감이 부임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부터 내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되지만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기 어렵다. 회인동헌 내아는 일제강점기 때 조석구가 불하 받아 살다가 1975년
현 소유주인 이종휘가 매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석구가 살던 당시에 부식된 기둥 하부를 잘라내어 건물높이가 낮
아졌으며, 이종휘가 매입 후 대청마루 전면에 유리 창문을 설치하는 등 부분적인 개보수를 하였으나 평면 형식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회인동헌은 현재 교회가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1952년경에 교회에 매각되어 철거되었다고
한다. 수령이 정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공간인 동헌과 비교하여 내아는 사적인 공간으로 관아
와 연계되지만 동헌과는 구별되며, 살림채로서 상류주택의 안채와 같은 평면을 구성하고 있
다.
회인동헌 내아는 ㄱ자형 평면으로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안방과 부엌을 배치하고,
남쪽으로 건넌방을 두고 있다. 건넌방 남쪽으로는 반 칸 규모의 툇마루를 두고, 앞쪽은 대청
과 연결된 누마루를 대청보다 1자 정도 높게두고 있으며 그 밑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고 있
다. 건넌방의 대청 쪽에 있는 1칸은 원래 대청마루였으나 현재 온돌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가
구 형식은 5량가이며,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이 건물은 각 부재에 나타나는 치목 흔적
으로 보아 중수과정에서 건물의 높이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이 원형을 잘 유지
하고 있고 부재의 굵기나 치목기법 등 세부기법에서 조선 후기의 기법이 잘 나타나고 있다.
보은 회인동헌 내아는 많은 변형이 있었으나 원형을 크게 손상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온 회인지역 관아건축으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손태진

This historic building, which is currently being used as a private dwelling house, was once
the Nae-a (Inner Office) of the Hoein Dongheon,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prefectural
administrator of Hoein-hye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While the Dongheon was a
crucial part of the prefectural administration office complex, the residence was placed
in the innermost part of the premises, largely because it was the private residence of the
family of the Hoein-hyeon’s administrative chief. The house is regarded as a fine source
of architectural knowledge concerning local public buildings of the late Joseon period as
it retains the layout of the anchae (inner house) of typical homes of the upper class of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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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고현재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2호

· 수

량

1동

報恩 羔峴齋

· 지정일

2010. 03. 12

Gohyeonjae Shrine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만마루길 15

· 소유자

경주김씨 승지공파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고현재는 경주김씨 판도판서版圖判書 김장유金將有 의 4세손으로 평택현감平澤縣監 을 지낸 김호金滸 의 재실로 보은군 회
남면 만마루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뒷산의 중턱에는 꿩이 점지해 준 자리라고 전하는 김호의 묘가 위치해 있다.
이 건물은 2009년 건물 보수 시 “康熙 三十二年 癸酉 三月 造作 瓦匠 金然麟 吳先伊 金貴範 金海信강희
와장 김연린 오선이 김귀범 김해신 ”이라는

삼십이년 계유 삼월 조작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어 1693년 전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청에는

1889년(고종 26)에 후손 인태寅泰 가 쓴 「재사중수기齋舍重修記 」가 편액되어 있다.
고현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좌측부터 방, 대청, 방, 부엌으로 구성하였다. 건물
구조는 급경사의 뒷산(259m)을 배산으로 전면에 높은 기단을 쌓아 대지를 조성하였으며,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웠다. 다만 대청 전면은 일반 재실의 건축양식과 다르게 두리기둥을 세워 사당형식으로 하여 제청祭廳 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이하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이다.
고현재는 보은지역 재실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건물로서 지붕 보수 시에 발견된 기와명문과 중수기, 문중 기록 등 기
록이 잘 남아있으며, 목조의 가구기법, 치목기법 등에서 고식의 기법을 잘 보여준다. 또한 기둥을 비롯한 부재에서는 자
귀자국이 역력하여 당시 사용된 연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께가 있는 나무못이 사용되어 더욱 운치가 있다.
김형래

The Gohyeonjae Shrine in Boeun is a memorial house that was set up in honor of Kim Ho, who served as the chief
of Pyeongtaek-hyeon. He was a fourth-generation descendant of Kim Jang-yu, the founder of the Pandopanseogong
branch of the Gyeongju Kim clan. Built in the vicinity of his grave on the mid-slope of a mountain rising behind
it, the shrine is a four-bay by two-bay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The roof tile
discovered in 2009 during the repair of the shrine building bears an inscription which states that it was built in
1694. The shrine is highly valued not only because it preserves the traditional techniques used for the framing and
timberwork, and retain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original shrine buildings of this type in the Boeun area, but
also because there are many records on the history of the shrine and the family who own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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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恩

보은 최동근 고가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7호

· 수

량

2동

報恩 崔東根 古家

· 지정일

2010. 09. 03

Historic House of Choe Dong-geun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거현송죽로 333-14

· 소유자

최훈, 최주하

· 시

조선시대

대

안채

This historic house in Seongok-ri (Samseung-myeon, Boeun), the village of the Hwasun Choe clan, was built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s a large country house complete with a sarangchae (guesthouse), a busokchae (outer house),
an anchae (inner house) and a byeolchae (annex), of which only the latter two remain today. The anchae is a sixand-a-half-kan* (front) by two-and-a-half-kan (sides)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while the byeolchae is a four-kan by one-kan structure, also with a hip-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The
annex is preserved with its original timberworks and roof tiles, including the ornamental tiles placed on the ridgebeam and hip rafters, making it a fine source of knowledge for academic research about the regional architecture of
the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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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최동근 고가는 보은 삼승면
선곡리의 화순최씨 집성촌에 위치하
며 조선후기에 지어진 가옥이다.
선곡마을은 조선조 중종대에 계당
최흥림(溪堂 崔興霖, 1506~1581)
이 을사사화乙巳士禍 를 피하여 이곳으
로 이주한 후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
인재를 배출하면서 형성되었다. 이
마을엔 현재까지도 최감찰댁을 비
롯하여 최재한 고가, 최혁재 고가 등
다수의 옛 주거건축이 위치해 있다.
이 가옥은 삼승면 선곡리 마을 입
명문 망와

구에 동북향하여 위치하며 마을 진

입로에 접하고 있다. 현재는 넓은 대지 위에 안채와 별채가 위치하고 있지만, 원래는 사랑채와 부속채를 갖춘 대규모 가
옥이었다고 한다.
안채는 정면 6칸 반, 측면 2칸 반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중앙의 한 칸은 우물마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물마루
좌측으로 한 칸, 우측으로 두 칸 전면에 퇴칸을 두었다. 전면에는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다.
별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우측으로 벽돌구조에 회벽 마감을 한 부엌을 덧달아 설치하였
으며 전면에 퇴를 두어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별채 지붕의 망와에는 가옥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명문이 남아 있어 가
옥의 내력을 살피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 가옥은 100여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별채의 목부재, 기와, 망와, 추녀기와 등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이 지역 주
거건축 연구에 중요한 유례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있다.
조중근

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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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법주사
상고암 마애불상군
報恩 法住寺 上庫庵 磨崖佛像群
Rock-carved Buddhas at Sanggoam Hermitage
of Beopjusa Temple in Boeun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9호

· 수

량

6구

· 지정일

2010. 11. 05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658-24

· 소유자

법주사

· 시

조선시대

대

This group of six Buddhist images carved on a large natural rock is located in the precincts of Sanggoam Hermitage,
which is seated under Birobong Peak in Songnisan National Park. Of the six images, five are arranged in a row
on the lower part of the rock, while the sixth is carved on the right side of its upper part. The five lower figures
represent the Four Heavenly Kings - each of which is armed with (from left to right) a sword, a bejeweled pagoda, a
dragon, a club and a bipa - and a Buddha seated cross-legged with his hands folded together at the chest. The sixth
figure on the upper part of the rock is carved in a more clear-cut fashion and is presumed to be Avalokitesv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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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보살상

광목천왕

국립공원 속리산 비로봉 아래의 상고암에 있는 마애불상군이다. 상고암은 법주사에 속한 산내암자로서 해발 900 에 가
까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인 720년(성덕왕 19)에 창건되었다. 이후 법주사를 짓기 위한 목재를 저장
하는 창고로 이용되다가 후에 암자로 바뀌었다고 전해지나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 말기인 1876년(고종 13)에 인명
대사仁明大師 가 중창하고 1897년 보봉普峰 스님이 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복 후인 1963년 법혜 스님이 법당을 중건하
고 이후 극락전과 영산전, 산신각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고암의 본전인 극락전에서 천왕봉 방향으로 가는 남
쪽 길가에 서향으로 솟아오른 자연 암벽에 6구의 마애불이 상·하 2단으로 배치되어 조각되어 있다. 하단에는 칼과 보탑·
용·방망이·비파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의 사천왕상 4구가 왼쪽부터 나란히 서있고, 가장 오른쪽에는 양손을 가슴에서 합
장하고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좌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 좌상의 머리는 승려의 상과 같은 민머리이며, 그 위로 화염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의 화관이 장식되어 있다. 사천왕상 중 지국천왕 위쪽으로는 마애불 중 조각이 가장 뚜렷한 좌상이 있는
데, 머리에는 관을 쓰고 목에는 영락이 장식되었으며 양 손에는 긴 줄기가 달린 연꽃봉우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
음보살상으로 추정된다.
이 마애불상군의 조각된 시기를 알려주는 명문이나 기록은 없으나, 상고암 주변에서 조선시대의 기와편이 다수 발견되
고, 마애불상군 표면에 전체적으로 석화 형태의 돌이끼가 끼어 있는 상태로 보아 대략 1876년 무렵에 인명대사가 상고암
을 중창할 당시 조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 측에서는 이 마애불상군이 사천왕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속리산의 많은 산내암자 중에서도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이 상고암 마애불상군은 관음보살과 불상의 종류를 정확히 알
기 어려운 또 다른 좌상, 그리고 4구의 사천왕상 등 총 6구의 마애상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조성된
시기는 상고암이 중창된 1876년 무렵의 조선 말기로 추정되며 비교적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외세의 침략으로 사회가 혼
란스런 시기에 이러한 마애불이나 석불이 조성된 예가 흔하지 않으므로 희귀성이 돋보이고 학술적으로도 연구가치가 있
는 자료이다.
박상일

212

This stone stele was erected to
commemorate the village where
Kim Jeong (1486-1521), a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of
e a r ly J o s e o n w i d e ly a d m i re d
for his wisdom, was born and
spent his childhood. Generally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Confucian scholars and a symbol
of the Confucian heritage of the
Chungbuk area, he served the
Joseon government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r. 15061544), and produced many fine
poetic works and paintings of
birds and animals. The rectangular
stele is erected on a double-tier
pedestal, and bears an inscription
about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Kim Jeong that was composed
by Song Hwan-gi, a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late Joseon,
and calligraphed by Kim I-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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恩

보은 김정 유허비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0호

· 수

량

1기

報恩 金淨 遺墟碑

· 지정일

2010. 12. 10

Memorial Stone of Kim Jeong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79

· 소유자

사유

· 시

조선시대

대

조선 중종 때의 정치가이자 학자이며 기묘명현己卯名賢 으로 추앙을 받는 김정(金淨, 1486~1521)이 출생하고 성장한 마
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석비이다.
김정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원충元冲 이며 호는 충암冲菴 또는 고봉孤峯 으로 보은 성족리 소라리 마을에서 태어났다. 김
호金滸 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처용金處庸 이고, 아버지는 호조정랑 김효정金孝貞 이며, 어머니는 양천허씨로 판관判官 허윤
공許允恭 의 딸이다. 김정은 10세에 이미 사서四書 에 능통하였으며 1504년(연산군 10) 사마시에 급제하고 1507년(중종 2)
증광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성균관 전적에 보임되고, 수찬·병조좌랑을 거쳐 정언正言 으로 옮겨졌다. 이어 병조정랑·부
교리·헌납·교리·이조정랑 등을 거쳐 1514년(중종 9)에 순창군수가 되었다. 이때 왕의 구언求言 에 응해 담양부사 박상朴祥
과 함께 중종 때 억울하게 폐출된 왕후 신씨愼氏 의 복위를 주장하고, 아울러 신씨 폐위의 주모자인 박원종朴元宗 등을 추죄追
罪할

것을 상소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보은에 유배되었다. 이후 복직하여 부제학·동부승지·도승지·이조참판·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광조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금산에 장배杖配 되고 다시 제주도에 안치되었다가
사사賜死 되었다. 후에 복권된 뒤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충북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며, 시문은 물론이고 그림에도 능하여
새 짐승 등을 잘 그렸다. 청주의 신항서원莘巷書院 ,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 순창의 화산서원花山書院 , 제주의 귤림서원橘林書院
등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충암집冲菴集 』이 있는데, 여기에 실린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은 기묘사화로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견문한 제주도의 풍토기이다. 시호는 처음에는 문정文貞 이고, 나중에 문간文簡 으로 고쳐졌다.
유허비는 소라리 마을 안쪽에 위치하며 정면 1칸, 측면 1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에 사면을 살창으로 막은 비각을 세워 보
호하고 있다. 비석은 평면 장방형의 계단식 낮은 이중대석에 홈을 내어 비신을 세웠다. 덮개돌은 1973년에 새로 만들어
얹은 것으로 팔작지붕 모양이며 연당초蓮唐草 무늬를 조각하였다. 비신은 여러 성분이 포함된 조질 화강암이다. 비문은 조
선후기 문신인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가 지었고 글씨는 김이재金履載 가 썼는데 전면에는 “沖菴金先生遺墟碑충암김선생유허비 ”라
새기고, 나머지 3면에 행적과 내력을 적었다. 비문의 끝에 “崇禎後三丁巳年숭정후삼정사년 ”이라 기록되어 있어 1797년(정조
21)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각 내에는 1973년에 건립된 장암壯菴 김광金光 의 유허비도 나란히 서있는데, 김광은 김
정의 형이다.
이 유허비는 충암 김정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을 알려주는 자료로 보존가치가 높다.
박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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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恩

보은 윤여익 충신각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1호

· 수

량

1동

報恩 尹汝翼 忠臣閣

· 지정일

2010. 12. 10

Chungsingak Monument of Yun Yeo-ik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한중리 402-3

· 소유자

파평윤씨 금좌공파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보은군의 동남쪽 끝인 한중리 한중 마을 입구의 도로변에 위치한 이 충신각은 임진왜란(1592년) 때 중봉重峯 조헌趙憲 의
의병에 가담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직한 윤여익(尹汝翼, 1548~1592)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정려이다.
윤여익은 본관은 파평坡平 이고 자는 원경元卿 , 호는 금좌錦左 이며 참봉 윤질尹垤 의 아들이다. 조헌의 문인으로서 임진왜란
이 발발하자 스승을 따라 의병에 참가하여 청주성을 탈환할 때는 그 휘하에서 진력하여 공을 세웠고 금산전투에서 스승
과 더불어 장렬하게 순국하였다.
지금의 충신각은 1883년(고종 20)에 건립된 것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정면 2.3 , 측면 2 )의 겹처마 팔작지붕 형태
의 일반형 정려이다. 본래는 지금의 위치보다 조금 앞쪽에 있었으나 1980년대에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수몰지에 포함되
어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 이전 당시 기둥과 서까래 등은 교체하였으나 공포 등 지붕부분의 목재는 원래의 것을 사
용하였다고 한다. 하방석 및 주초는 이설한 뒤 건물을 높이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재질로 시공하였는데, 2015년에 전면적
으로 개축공사를 하여 11월 20일에 파평윤씨 공간공파 한중문중의 주관으로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내부에는 “忠臣旌閭 忠臣將仕郞坡平尹汝翼之閭 光緖九年癸未八月十九日 啓충신정려

충신장사랑파평윤여익지려 광서9년계미8월19일 계 ”

라고 판각한 편액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윤세봉尹世鳳 이 지은 “錦左先生坡平尹公行狀금좌선생파평윤공행장 ” 기문판이 걸려 있
다.
보은 윤여익 충신각은 비록 조선후기에 건립되었고 한차례 이전하였으나, 윤여익이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의병장 중 한
사람이며 충신각 내부에 당시의 행장을 기록한 현판이 보존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박상일

This memorial monument, called Chungsingak (“Shrine of a Loyal Subject”), was dedicated to Yun Yeo-ik (15481592), a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Yun joined the righteous army led by Jo Heon, his
mentor, and fought against the Japanese troops that invaded Korea (then Joseon) in 1592, triggering the seven-year
war known as the Imjin waeran in Korean. H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great victory at the Battle of
Cheongjuseong Fortress, but died a heroic death together with his mentor at the Battle of Geumsan that followed the
initial victory. Erected in 1883 (the 2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this monument is a single-bay
structure measuring 2.3 meters by 2 meters, with a hip-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편액

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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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영모재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5호

· 수

량

1동

報恩 永慕齋

· 지정일

2011. 07. 29.

Yeongmojae Shrine in Boeun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불목길 49-6

· 소유자

기계유씨 충목공파 부호군은공 보은종중

· 시

조선시대

대

The Yeongmojae Shrine in Boeun is a jaesil (memorial hall) built in honor of Yu Eun (d. 1690), the founder of the
Gigye Yu clan in the Boeun area. Presumed to have been built between 1690 (the 1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the year of his death, and 1771 (the 4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when the
woodblocks were completed for the publication of the book, Gwanggukjigyeongnok (“Collected Celebrations on the
Recovered National Honor”), praising his ancestor’s meritorious services, the shrine is a five-bay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The building shows some traces of repair work, but is generally in a good
state of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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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영모재는 기계유씨 보은지역 입향조인 부호군副護軍 유은兪檃 의 재실로 광국지경록 목판光國志慶錄

木板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 제164호)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다.
건물의 건립시기는 유은의 사망년도인 1690년(숙종 16)에서 광국지경록 목판의 제작 시기인 1771년(영조 47)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모재는 정면 5칸,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좌측에서부터 부엌 1칸, 방 1칸, 대청마루 2칸,
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마루 앞에는 반 칸의 툇마루가 설치되었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
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1고주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창호는 각 방은 띠살문, 대청마루는 궁판이 있
는 사분합 띠살문, 부엌은 판문을 설치하였다. 주위로는 토석담장을 둘렀다.
영모재는 보은지역의 유은 묘소·기계유씨 석조보실 등과 연관된 곳으로 지역 성씨의 토착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이며, 동시에 1987년 이 건물 대청마루 천장에서 발견된 광국지경록 목판은 이 건물의 역사적 의미를 깊게 하
고 있다.
이 건물은 후에 개축한 부분이 있으나 목구조가 건립 당시의 형태로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이 지역의 재실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김형래

광국지경록 목판(충북 유형문화재 제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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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報
恩

보은 경주이씨 효열각

문화재자료

報恩 慶州李氏 孝烈閣
Hyoyeolgak Monument of the Gyeongju Yi Clan
in Boeun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90호

· 수

량

1동

· 지정일

2016. 04. 08

·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81-3

· 소유자

경주이씨 익재공파 종친회

· 시

조선시대

대

보은 경주이씨 효열각은 이창경李昌慶 , 이원경李元慶 , 이명경李鳴慶 등 3형제와 이영간의 처 연안김씨延安金氏 , 이신록의 처 창
녕성씨昌寧成氏 등 경주이씨 문중 5인의 효행과 열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문이다.
이 정문은 정면 6칸, 측면 1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했다. 건물구조 하부는 방형, 상부는 팔각
의 화강암 고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형식이며, 가구형식은 3량가이다. 벽체는 정면은
초석까지, 측면은 상인방까지 벽을 설치하였다.
현재 건물 정면에는 “月城名旌월성명정 ” 현판이 걸려 있고, 건물 안에는 서쪽에서부터 “孝子贈承訓郞戶曹佐郞李昌慶之門
효자증승훈랑호조좌랑이창경지문 ”,

“孝子中直大夫玉果縣監南原鎭管兵馬節制都尉李元慶之門효자중직대부옥과현감남원진관병마절도위이원경지문 ”,

“孝子贈承訓郞工曹佐郞李鳴慶之門효자증승훈랑공조좌랑이명경지문 ”, “烈婦學生李榮幹妻孺人延安金氏之門열부학생이영간처유인연안김씨지
문 ”,

“烈婦學生李臣祿妻孺人昌寧成氏之門열부학생이신록처유인창녕성씨지문 ”이라고 기록되어진 편액이 걸려 있다.

맨 서측에는 “文剛公訥軒李先生絶忠記蹟碑문강공눌헌이선생절충기적비 ”가 세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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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중에서 5인의 효자·열부가 배출됨은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서, 잊혀져가는 효의 정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인접한 보은 이제현 영당(충청북도 기념물 제161호)과 더불어 조선시대 이거사족의 정착과 발전 과정을 잘 보여
주는 연계 유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조중근

This memorial monument located in Boeun was
established to commemorate the filial piety of
three brothers of the Gyeongju Yi clan, namely, Yi
Chang-gyeong, Yi Won-gyeong and Yi Myeonggyeong, and the fidelity of two wives, Lady Kim
from the Yeonan Kim clan and Lady Seong from
the Changnyeong Seong clan. The monument is a
six-kan* by one-kan structure with a simple gable
roof, double-layer eaves, and pungpan (“wind
guards”). The monument is enshrined with five
memorial plaques and one stele praising the lives
of the filial sons and the faithful wome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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