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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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沃川 龍岩寺 東ㆍ西 三層石塔
East and West Three-story Stone Pagodas of
Yongamsa Temple in Okcheon

보물

· 종

목

보물 제1338호

· 수

량

2기

· 지정일

2002. 03. 12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산51-1

· 소유자

용암사

· 시

고려시대

대

These twin stone pagodas standing on a low mountain peak north of Yongamsa Temple in Okcheon feature a threestory body placed on a double-tier base. The details of the framework and the simple structural style suggest that the
pagoda was built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918-1392). The location of the pagoda also suggests that it was set
up according to the Pungsu (or Feng Shui) principles about nature that gained great popularity during the G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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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은 옥천군 옥천읍 산청리에 소재한 용암사의 북쪽에 형성된 낮은 봉우리에 위치한 쌍탑으로
2층 기단 위에 삼층 탑신을 올린 일반형 삼층석탑이다.
동 삼층석탑은 높이 4.3 의 규모이며 여러 장의 판석으로 지대석을 구축한 후 2층 기단을 구축했다. 하층기단은 4매의
장대석으로 구축했는데, 우주와 탱주는 생략했다. 기단 갑석은 두꺼운 4매의 판석으로 결구했지만, 상·하면을 모두 편평하
게 치석했다. 상층기단은 남북 방향으로 판석을 놓고 동서 방향에 판석을 끼워 조립했다, 면석에는 양 우주만 모각되어 있
다. 갑석은 2매의 판석으로 조립했지만, 상·하면 모두 편평하게 치석했다. 하면에는 부연이 생략되었고, 상면 중앙에는 낮
은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해 초층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서로 다른 석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
다. 탑신석은 1층 탑신이 다른 층에 비해 높게 조성되었고, 매 층 탑신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3
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다. 낙수면은 길이가 짧고 경사 또한 급하게 조성되었다.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 이르러
둔중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동·서탑 모두 추녀 부분에 풍탁공이 있다. 정상에는 부연이 있는 노반석과 하나의 석재로 제작
된 복발과 보주가 놓여있다.
서 삼층석탑은 높이 4.1 의 규모인데, 여러 장의 판석으로 지대석을 구축한 후 2층 기단을 구비한 3층 석탑을 건립했다.
전체적으로 동 삼층석탑과 같은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2층과 3층 탑신석은 새로운 석재로 보수되었다. 하층기단은 높
직한 장대석을 남북방향으로 놓고, 동서 방향에 소형의 판석을 막은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우주와 탱주는 모두 생략되었
다. 하층기단 갑석은 높게 조성한 2매의 판석으로 결구했으며, 상면은 편평하게 치석했다. 상층기단은 동 삼층석탑과 같은
방식으로 결구했는데 갑석을 1매의 판석으로 놓은 점이 다르다. 정상에는 방형으로 치석한 석재와 보주가 놓여있는데 모
두 새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이 지닌 특성은 양식적인 부분보다 건탑의 목적과 위치 선정에서의 특수성이 주목된다. 즉, 석탑
의 건립위치가 일반적인 사찰에서와 같이 대웅전의 전면이 아니라 사찰의 북쪽에 형성된 낮은 봉우리라는 점이다. 이 곳에
서는 용암사의 경내는 물론 옥천 시가지까지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처럼 가람배치의 정형에서 벗어나 조망권이 확보
되는 지점에 석탑을 건립하는 것은 9세기에 건립된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보물 제186호)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이
는 산천비보 사상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용암사 삼층석탑 역시 건립된 위치로 보아 고려시대에 이
르러 성행했던 산천비보 사상에 의해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파악된 산천비보사상에 의해 건립
된 석탑은 대부분 단탑임에 비해 이 석탑은 쌍탑으로 건립되어 매우 특수한 일례로 판단된다. 더불어 산천비보 사상에 의
해 건립된 석탑은 대체로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은 까닭에 기단부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탑은 자연암반 위에 건립되었음
에 불구하고 2층 기단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석

1922년

탑과 차별성이 확인된다.
이 석탑은 각부의 양식과 석재의 결구수법에서 간략화
및 생략된 양식을 보이고 있어 고려시대 후기에 조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
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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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어름치

천연기념물

錦江의 어름치
Korean Spotted Barbel of the Geumgang River

225

· 종

목

천연기념물 제238호

· 지정일

1972. 05. 08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35

· 소유자

국유

어름치는 잉어목, 모래무지아과에 속하는 담수어류
로써 한강, 임진강 및 금강의 중상류에 분포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어름치의 몸은 원통형이며 꼬리쪽으로 갈수록 가늘
어진다. 눈은 크고, 주둥이는 뾰족하며, 입가에는 1쌍
의 긴 수염이 있다. 몸의 측면에 7~8개의 줄이 늘어
져 있고,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
에는 3~5줄의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 물 밖에서 어름치를 볼

어름치 산란탑

때 마치 눈앞에서 ‘어른거린다’하여 어름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어름치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아언각비雅言覺非 』에서 ‘어름치於廩治 ’로 기록되었고, 『평창군신지지平
昌郡新地誌 』에서는

‘반어斑魚 ’로 기록되어 알려진바 있다. 본 종은 1907년 러시아 어류학자인 Berg, L.S. (1876~1950)가 저술

한 『Révision des poissons d'eau douce de la Corée』에서 ‘Barbus mylodon’이라는 학명으로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
되어 유효종(valid species)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Hemibarbus mylodon’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름치는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곳에 서식하면서 수서곤충이나 갑각류, 다슬기 및 소형동물
을 주로 먹고 산다. 산란기는 4~5월로 하천 여울부의 윗부분에서 산란이 이루어지며, 산란 후 주변의 자갈을 입으로 물어

와 산란탑을 쌓는 독특한 습성이 있다. 지름 30~50cm, 높이 10~20cm 정도 크기의 산란탑은 어름치의 알이 물살에 떠내
려가는 것을 방지해줌과 동시에 산란탑 주변의 수많은 포식자들로부터 알이 먹히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
란탑 위쪽으로 흐르는 물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변의 산소가 풍부한 물이 자갈 틈으로 유입되어 어름치의 부화에 도움을
준다.
어름치는 한강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2년 금강에서도 어름치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금강은 어
름치가 살고 있는 남방한계선으로써 학술적으로 가치를 가지며, 사람들에 의한 남획과 환경오염 및 서식처 파괴 등으로부
터 보호하고자 1972년 5월 8일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135번지의 어름치를 천연기념물 제238호로 지정하였다. 그
리고 1978년 8월 22일에는 전국에 분포하는 어름치 자체를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어름치 개
체군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강에 서식하는 어름치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고, 1980년대 이후에는 금강에서 어름치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금강에서 어름치가 사라지게 된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먼저 꼽을 수 있다. 2017년 조사에 의하면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충북 옥천군 일대에서는 어름치를 쉽게 목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현재의
옥천학생야영장 앞에서 심각한 서식처 파괴를 동반한 골재채취가 수년간 지속된 결과, 1982년 이후부터는 충북 옥천군 이
원면 용방리 일대에서 전혀 어름치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 전문가 역시 1983년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에서
1개체를 직접 확인한 이후 금강에서는 더 이상 어름치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다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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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획이다. 다슬기는 어름치의 주요 먹이원으로 사람들의 무분별한 남획이 어름치의 서식환경의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금강에서 사라진 어름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에 총 46,000
마리의 어름치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왔고, 그 결과 2007년부터는 산란탑이 확인되었다. 2017년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마을 두길교 부근에서 어름치 치어가 하천의 가장자리에서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관찰하
였고, 수중잠수를 통해서는 성체 2개체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옥천학생야영장 앞에서
도 2013~2017년 동안 총 23,000개체의 어름치 치어를 방류하여 왔으나 무주 남대천에서의 결과처럼 어름치 산란탑은
관찰되지 않았고, 성어 역시 자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어름치가 서식하기 위한 서식처의 부
재不在 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정 구간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름치의 산란기동안
에는 사람들의 하천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어름치의 먹이인 다슬기 채취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다슬기 잡이로 인한 어름치
산란탑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2017년 조사에서는 어름치 치어 12개체(방류된 개체) 외에 어름치 성체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추후 정
밀조사에서는 어름치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생태환경 조성 및 산란기간의 집중 돌봄이 필요하
다.
오민기

The Korean Spotted Barbel, or Eoreumchi in Korean, is a species of freshwater cyprinid fish endemic to Korea
that mainly inhabits the upper and middle streams of the Hangang, Imjingang and Geumgang Rivers. The fish is
characterized by a tubular body that gradually narrows toward the tail, large eyes, a sharp mouth, and a pair of
barbels on each side of the mouth. It has seven to eight streaks running along its sides, and three to five black lines
on its dorsal fin, anal fins, and tail fin. In the Geumgang River area, the fish is found near Yongbang-ri, Yiwonmyeon, 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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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름치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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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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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제7호
1동 / 749.3㎡

沃川聖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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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02. 02. 28

Okcheon Catholic Church

· 소

재

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58-2번지

· 소

유

자

천주교 유지재단 청주교구

대

근대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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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수량 / 면적

옥천성당은 6·25전쟁 이후인 1955년에 세워진 성당으로 옥천읍 삼양리에 위치하고 있다.
옥천 지역의 천주교 전래는 1883년경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로베르(A.P.Robert, 金保祿) 신부가 옥천과 가까운 영동군
고자동(현 상촌면 고자리)과 공수동(현 양강면 지촌리)에 전교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886년 로베르 신부가 경상도지역의
전교책임을 맡고 대구로 부임한 후, 1900년을 전후하여 감곡본당의 부이용(R.Camillus Bouillon, 任加彌) 신부에 의해 이
지역의 본격적인 전교활동이 진행되었다.
옥천천주교회는 1906년 5월 20일, 공주본당에서 분리되어 옥천읍 이문동(현 문정리) 43번지에 본당을 설립하였고, 한국
인 사제인 홍병철洪秉喆 루가 신부가 초대신부로 부임하였다. 1909년 5월 30일에는 본동을 죽동(현 죽향리) 154번지로 신
축·이전하였다. 1914년 11월 12일에는 관할하던 비룡 및 대전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공소로 격하되었다가 1928년에
본당으로 환원되었고, 1943년에 다시 공소가 되었으나 1948년 본당으로 환원되면서 같은 해 7월, 현 위치에 한식 목조 성당
을 신축·이전하였다. 1953년 9월 충북지방이 메리놀외방전교회의 전교지역이 되면서 옥천 본당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
데 1955년 9월 8일 현 성당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지붕 상량문에 건축연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현재의 성당건물은 시멘트 벽돌을 사용한 조적조 1층 건물로 지붕은 왕대공형식이 변형된 목재 삼각형 지붕틀 구조를 하
고 있다. 대지 남측면에 서남향으로 길게 놓여있는 이 건물은 현관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좌우대칭형이나 신축당시 조성
된 측면 부출입구, 증축부의 출입구 및 창호, 그리고 내부 실의 구획 등에서 대칭구도가 일부 변형되어 있다. 전면에 3개의
박공형 지붕을 씌운 전실(narthex)을 두고, 중앙부에 3층 규모의 종탑을 배치하였으며, 내부는 비교적 넓은 폭을 기둥없이
예배공간으로 구성하고 각 칸(bay)마다 1~2개의 긴 아치형 창 또는 출입구를 내었다. 증축부의 좌측은 유아실과 전시실,
우측은 고해성사실과 업무실, 후면부는 제의실과 성단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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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당건물은 건축 이후 두 차례의 큰 변화과정을 겪는데, 첫 번째는 12대 하 빈체시오(Vincent Hoffiman) 신부의 재
임(1963.7.15.~1967.10.1.)시로, 종탑부의 부식된 함석마감을 기와로 변경하면서 4면의 환기창과 십자가형 첨탑(尖塔,
pinacle)이 철거되었고, 두 번째는 1991년도에 실시된 증축공사로 기존의 일자형 평면 좌우와 후면에 각각 익랑(翼廊,
trancept)과 제대부(apse)를 추가하면서 긴 십자가형(latin cross)으로 평면이 바뀌었다.
설계자는 백(Ralph Deblance)수사로 추정되는데, 그는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로서 그가 청주교구에서 활동
하던 기간(1945~1989)동안 옥천성당의 건축이 진행되었고, 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당건축과 관련하여 당시 주임신부였
던 변 로이(Petipren Roy, 邊聖行) 신부가 백수사에게 설계를 의뢰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성당건축은 내부의 열주가 사라지고 수직 수평의 분절이 약화되어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단순하고 일률적인 경향을 갖지만 외관 특히 종탑과 정면의 양식적 형태와 상세는 고수된다. 이러한 유형을 양식 변형
양옥洋屋 성당이라고 하며, 옥천성당은 5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성당건축의 변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사적 의의를
지닌 귀중한 자료이다.
김형래

Located in Samyang-ri, Okcheon-eup, Okcheon Catholic Church was built in 1948, three years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t is a single-story, unreinforced masonry building with a king post truss.
Located in the south part of the building lot facing southwest, the church is generally symmetrical, although the
main and auxiliary entrances and windows as well as the design of the inner space alter the symmetry slightly. The
church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architectural heritage of Korean Catholic churches of
the 19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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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일

2003. 06. 30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향수1길 26

沃川 竹香初等學校 舊 校舍

· 소유자

충청북도 옥천교육지원청

Former Jukhyang Elementary School Building
in Okcheon

· 시

일제강점기

대

This historic building, originally constructed in 1936 to house the Okcheon Public Elementary School, now stands
in the grounds of Jukhyang Elementary School in Okcheon. The building is an extended rectangular structure
containing three classrooms connected with a long corridor on one side. The school is famous as the alma mater of
such historic figures as Jeong Ji-yong (1902-c. 1950), one of Korea’s most beloved modern poets, and Yuk Youngsoo (1925-1974), the wife of the former ROK President Park Chung Hee (1917-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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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는 1936년에 세워진 옥천공립보통학교의 교사로 현재 옥천 죽향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
다.
옥천 죽향초등학교는 1909년 10월 1일, 사립창명학교로 설립되었다. 당시 일제 통감부는 1908년 공포한 사립학교령을
토대로 많은 사립학교들을 공립보통학교로 흡수통합을 실시하였는데, 사립창명학교 역시 1910년 옥천공립보통학교로 개
칭되었다. 이후 1941년 9월 1일에 옥천죽향국민학교로 변경되었고, 1996년 3월 1일에 옥천죽향초등학교로 개칭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죽향초등학교 교정 남측에 면하여 위치하고 있는 구 교사는 1926년에 신축된 지상 1층 규모의 일식 목조 건물로 지붕은
함석을 사용하여 마감되어 있다. 1936년에 현 위치에 재건축되었으며, 1977년·1985년에 증축되었다.
이 건물은 3개의 교실이 긴 편복도에 면하여 놓인 장방형의 평면형태로, 외부 벽체는 수평으로 긴 비늘모양 목재판벽으
로 마감하고 내부는 심벽에 회반죽을 사용하여 마감하였다. 교실의 천장은 목재반자로 마감하였으나, 복도는 마감을 별도
로 하지 않고 지붕골조를 그대로 노출하여 보다 풍요로운 공간감을 연출하고 있다.
죽향초등학교는 이 지역 출신 인물인 시인 정지용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모교로도 유명한 데, 특히
육영수 여사는 어린 시절 구 교사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는 현재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건축양식에 있어 일제강점기 초등교육시설
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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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일

1976. 12. 21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2길 400

沃川 龍岩寺 磨崖如來立像

· 소유자

용암사

Rock-carved Standing Buddha of Yongamsa Temple
in Okcheon

· 시

통일신라

대

옥천 용암사에 뒤편의 대형 암벽에 새겨져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마애불상이다.
불상을 새길 부위와 주변만을 남기고 자연암벽을 치석하였는데, 불상 위로 암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비바람으로부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 지붕을 얹어놓은 듯하다. 불상은 높이 3 가량의 크기이다. 머리에 육계가 있는데, 머리와 육계를 구
분하기 위해서 음각선을 새겼다. 머리카락은 소발이다. 얼굴은 계란형으로 길면서 갸름한 편인데 귀가 길게 늘어져서 어깨
에 닿아있다. 눈은 감고 있으며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미소가 드러나지 않아 인자하거나 자비로운 부처의 인상이 아니라
무뚝뚝해 보인다.
불신은 배를 앞으로 살짝 내밀면서 가볍게 틀고 있다. 어깨는 넓은 편으로 각이 져 있으며 가슴을 쫙 펴고 앞으로 내밀고
있다. 부조상이기는 하나 어깨나 가슴, 팔뚝 등에 양감이 드러나서 체구가 당당하게 보인다. 왼손은 대의자락을 쥔 채 손바
닥을 위로 향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뻗어 내리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 부근까지 들어 올리고 있는데 검지와 소지
를 구부리고 있다. 승기지僧祇支 와 군의裙衣 를 입고 허리에 띠를 묶고 있으며, 오른쪽 어깨에는 편삼褊衫 을 걸치고 가장 바깥
에는 편단우견 방식으로 대의를 둘렀다. 대의의 옷주름은 몸 앞에서 V자형으로 거의 같은 간격을 이루면서 아래로 흘러내
리고 있는데, 도식적으로 처리되었다.
광배는 원형의 두광과 불신을 둘러싼 신광이 연결된 거신광 형식이다. 광배에는 문양의 표현은 없고 정으로 긁어내린 듯
결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마치 화염문을 표현한 것 같이 보인다. 대좌는 복판의 앙련仰蓮 과 복련覆蓮 이 서로 맞붙어 있는
형식이다.
이와 같이 양식적인 특징을 볼 때 용암사 마애여래입상은 백률사 청동여래입상과 같은 통일신라시대 여래입상을 계승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소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표정, 뒤꿈치를 서로 붙일 듯이 어색하게 서 있는 자세, 도식적으
로 처리된 옷주름 등을 볼 때, 통일신라시대 불상양식이 형식화되어 가는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서지민

This Buddhist image carved on a large
rock located behind Yongamsa Temple in
Okcheon dates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676-935). The image, about 3 meters in
height, was carved in a space prepared by
smoothing the surface of a natural rock, and
there is a ledge hanging over it that has been
left in its natural state to protect the image
from the elements. The details of the carving
work indicate that it was made sometime
between late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
during which the distinctive Unified Silla
style became sty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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沃
川

옥천 이지당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

· 수

량

2동

沃川 二止堂

· 지정일

1977. 12. 06

Ijidang Confucian Village School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6길 126

· 소유자

이지당계

· 시

조선시대

대

옥천 이지당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인 중봉 조헌이 제
자를 가르치던 서당이다.
옥천 이지당은 이곳의 지명을 따라 각신서당覺新書堂 이라
하였으나 우암 송시열이 『시전詩傳 』의 ‘고산앙지 경행행지
高山仰止 景行行止 (산이

높으면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고 큰 행

실은 그칠 수 없다)’에서 끝의 두 ‘지止 ’자를 따서 이지당으
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 후 퇴락되었던 것을 1901
년(광무 5)에 옥천읍 옥각리의 금琴 , 이李 , 조趙 , 안安 씨 등
네 문중에서 재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지당은 정면 6칸, 측면 1칸의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을 보면 몸채는 서쪽부터 2칸의 방, 3칸의 대청
마루, 한 칸의 방을 두고 있다. 몸채를 중심으로 동쪽에 정
면 1칸, 측면 2칸과 서쪽에 정면 1칸, 측면 3칸의 익랑이
있다. 서쪽 익랑은 2층 누각식으로 구성하여 변화 있고 율
동감 있는 형식의 서당을 구성하고 있다. 동익랑은 동쪽에
계단을 두고 툇마루를 설치하였고, 서익랑은 북쪽으로 한
칸의 마루방을 두고 남쪽으로 2칸의 우물마루를 두었다.
마루방 아래에 몸채의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서쪽 익랑
의 측면에는 2층 누각에 오르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1922년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
을 세우고 있다. 몸채는 네모기둥을 사용하였고, 동익랑은 앞면에 굵은 두리기둥이며 서익랑은 전체적으로 두리기둥이다.
민도리집이지만 서익랑은 동·서쪽에는 초익공이 설치되어 있다. 가구형식은 3량가이고, 지붕은 몸채와 동익랑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며 서익랑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옥천 이지당은 앞으로 금강 물줄기가 흐르며 배산의 협소한 지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리하고 있다. 건물은 ㄷ자형
평면에 서쪽 익랑을 2층 누각으로 꾸민 모습은 서당의 형식을 넘어서는 건축관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손태진

Ijidang School in Okcheon was the seodang (“Confucian village school”) where Jo Heon (a.k.a. Jungbong), a renowned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and righteous army commander, taught his pupils. The building is located in what
is regarded as an auspicious site, with a tributary of the Geumgang River flowing in front of it and a mountain rising
behind it. The building has two wings forming a “ㄷ”-shaped layout, of which the west wing features a two-story
structure with a raised floor, displaying an architectural style rarely seen in other traditional village schoo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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沃
川

옥천향교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7호

· 수

량

1곽

沃川鄕校

· 지정일

1981. 12. 26

Okcheonhyanggyo Confucian School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향수8길 8

· 소유자

충청북도 향교재단

· 시

조선시대

대

The Okcheonhyanggyo Confucian School in 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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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established in 1398 during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 of Joseon, but was destroyed
by a fire during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t was eventually restored and now consists of
a daeseongjeon (main shrine hall), a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 dongmu and a seomu (eastern and western
shrines), Naesammun (“inner triple gate”), a hongdodang (lecture hall), and a management office. The main shrine
hall is dedicated to Confucius, Saseong (the “Four Saints”), Sipcheol (the “Ten Thinkers”), and Yukhyeon (the “Six
Wise Men”), while the eastern auxiliary shrine is dedicated to the eighteen renowned Confucian scholars including
Seol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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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향교는 훌륭한 유학자에 제사지내고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에 세운 조선시대 관학교육기
관이다.
1398년(태조 7)에 창건되었으며,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된 것을 후에 재건하였다. 여러 차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
며, 1979년에 다시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사지에 남향하여 입지하였는데, 대성전과 동·서무, 내삼문, 명륜당, 홍도당, 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살문을 들어서면 일직선상으로 2층 구조의 명륜당이 있다. 향교의 정문격인 명륜당은 외삼문과 강당의 기능을 겸한
건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구성은 하부는 중앙으로 누하진입 하게 되어 있으며, 상부는 좌우
양측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중앙 3칸은 대청을 두었다. 명륜당은 자연석 기단 위에 전면 3열은 덤벙주초,
후면 1열은 약간 높게 가공된 원형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상하의 기둥은 분리된 층단주를 사용하였다. 공포형식
은 초익공형식으로 되어 있다. 가구형식은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양쪽에 세워 그 위로 종보를 올리고 판대공을 세워 장여
와 종도리를 받치게 한 5량가이다. 마루의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온돌방 천장은 반자 위에 종이바름으로 마감하였다. 창호
정면은 당판문으로 되어 있고, 측면의 온돌방은 띠살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벽체는 하부의 전면에서 중앙에 판문을 설치하
고 나머지 부분은 목살을 세워 중앙으로 접근을 하게 하였으며, 측면은 개방되어 있고 후면은 중앙부에 자연석 계단을 두
어 서재 영역으로 오르내리게 하였다.
서재인 홍도당은 명륜당의 후면 서측에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홍도당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며,
온돌방과 툇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홍도당 건물은 자연석 기단 위에 사다리꼴의 방형초석을 놓고 전·후면 기둥은 원형, 가
운데 2열은 방형기둥을 세웠다. 동재는 없어지고 현재 그 자리에는 고직사가 위치하고 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좌우에 풍판이 있다. 전면은 겹처마, 후면은 홑처마로 하였다. 전면 1칸은
외진으로 구성하고, 외진칸 상부에는 퇴보를 걸친 후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였다. 입지가 구릉지이므로 전면은 2단의 장대
석 기단으로 높게 만들었으며 후면 기단은 1단으로 낮게 쌓았다. 초석은 전면 퇴칸의 1열은 가공한 사다리꼴형의 원형초
석을 두었으며, 나머지는 자연석을 윗부분만 원형으로 가공하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전면은 이익공, 후면
은 물익공 형식으로 되어있다. 벽체의 정면에는 각 칸마다 문얼굴을 내고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아 안으로 열게 하였다. 가
구형식은 2고주5량가이며,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주향으로 하여 사성과 십철, 육현을 배향하고 있으며, 동무에는 설총 등 18인을 배향하였다.
조중근

대성전

명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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沃
川

옥천 청산향교
沃川 靑山鄕校
Cheongsa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in Okcheon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8호

· 수

량

1곽

· 지정일

1981. 12. 26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교평2길 18

· 소유자

충청북도 향교재단

· 시

조선시대

대

The Cheongsa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located in Gyopyeong-ri, Cheongsan-myeon, Okcheon,
Chungcheongbuk-do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o honor great Confucian
thinkers with seasonal ceremonies and teach Confucian classics to local youths. Originally built in 1398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 of Joseon), the school was destroyed by fire during the Imjin waeran (1592-1598), the
seven-year war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started with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592,
and was reestablished in Baegun-dong in 1602 (the 3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before being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1654 (the 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yojong of Joseon). The school consists of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with a library, the main Daeseongjeon (“shrine hall”), the Naesammun (“inner
triple gate”), and the Gojiksa (caretaker’s lodge). It also displays the traditional layout of such institutions, i.e. with
the educational facilities arranged at the front and the religious facilities in the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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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청산향교는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에 있는 조
선시대의 향교건축이다.
옥천 청산향교는 1398년(태조 7)에 창건되었고 1592년(선
조 25)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2년(선조 35)에 백운동白
雲洞 에

재건하였다가 1654년(효종 5)에 다시 지금의 자리로 이

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777년(정조 1)과 1848년(헌종
14)에 중수하였다고 한다.
홍살문과 하마비가 세워져 있는 입구를 들어서면 외삼문이
있고 명륜당과 서재, 내삼문과 대성전 그리고 고직사가 남아
있다. 배치는 강학공간이 앞에 배치되고 제향공간이 뒤에 놓
명륜당

이는 전학후묘前學後廟 의 배치이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
다. 평면구성은 좌우 양측에 정면 1칸, 측면 1칸 반의 온돌방
을 두고 중앙 3칸은 대청을 두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아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공포는 초익공 형식이
다. 가구형식은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종보를 올린 후 판대공을 세워 장여와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5량가이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
다. 평면은 남쪽부터 부엌, 아랫방, 웃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퇴를 두고 있다.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앞

대성전

면은 두리기둥,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가구형식은
납도리의 1고주5량가이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
이다. 구조는 두벌대 장대석기단 위에 전퇴 1열은 가공한 원
형초석을 두었으나 나머지는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
둥을 세우고 있다. 공포는 앞면은 이익공, 뒷면은 초익공 형식
이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
다.
옥천 청산향교는 격식 있는 대성전이 잘 남아있고 지역적 특
성을 잘 간직한 조선시대의 향교건축이다.

고직사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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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두암리 삼층석탑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 수

량

1기

沃川 斗岩里 三層石塔

· 지정일

1982. 12. 17

Three-story Stone Pagoda of Duam-ri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582-3

· 소유자

국유

· 시

고려시대

대

옥천군 이원면 두암리 마을에 건
립되어 있는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평면 방형의 일반형 석
탑으로, 높이는 3.35 이다.
여러 장의 높직한 판석을 사용해
지대석을 구축하고 2층 기단을 놓
았다. 하층기단은 4매의 장대석을
사용해 면석으로 삼았다. 각 면에는
우주와 탱주를 생략하고 각각 3구
씩의 안상을 새겼다. 2매의 판석으
로 구성한 갑석의 상면은 경사지게
처리했고, 중앙에는 낮은 각호각형
3단의 받침을 조출해 2층 기단을
받고 있다. 경사진 갑석의 상면 곳
곳에서는 성혈性穴 이 확인된다. 2층
기단 역시 4매의 판석으로 조립했
는데, 면석에는 양 우주와 탱주 1주
가 모각되어 있다. 2매의 석재로 이
루어진 상층기단 갑석의 하면에는
낮은 각형 1단의 부연이 조출되어
있다. 상면은 하층기단 갑석에 비해
완만한 경사를 지니고 있는데, 낮은
각호각형 3칸의 받침을 조출해 초
층 탑신을 받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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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층 탑신 문비

하층기단 안상

탑신부를 이루는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했다. 매층 탑신석에는 양 우주를 각출했는데, 초
층 탑신의 전면에는 자물쇠가 표현된 문비를 모각하고 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매 층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을 조출했다.
낙수면의 경사는 급하게 조성했지만, 추녀가 길게 조성되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추녀는 수평을 이
루다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합각석과 만나며 경쾌한 반전을 이루고 있다. 정상에는 노반석으로 추정되는 부재와 팔각형의
평면을 지닌 보개가 놓여있다.
이 석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하층기단 면석에 우주와 탱주를 생략하고 안상을 모각한 것과, 초층탑신에 모각된 문비
형과 더불어 경쾌한 반전을 보이는 옥개석의 양식이다. 이 같은 형태는 이 석탑이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석탑에 구현된 신라석탑의 양식과 전체적인 면면을 볼 때 고려시대 전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추정된다.
박경식

The presence of this stone pagoda in Duam-ri, Okcheon suggests that
there used to be a Buddhist temple in the village. The pagoda consists
of a three-story main body and a double-tier base supporting it. The
“elephant eye” carved on the sides of its lower base, the doors carved
on its first-story body, and the style of its roof stone suggest that the
pagoda was built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Goryeo period (9181392) under the influence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of Unified Silla.
19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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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청석교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

· 수

량

1기

沃川 靑石橋

· 지정일

1982. 12. 17

Cheongseokgyo Bridge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장계1길 57

· 소유자

국유

· 시

조선시대

대

대청댐 호반을 끼고 조성된 장계국민관광지 내의 옥천향토전시관 야외에 전시되고 있는 돌다리이다. 이 돌다리는 본래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경부선 철도 자리에 있었으나 철도공사로 인하여 마을 입구로 옮겨졌다가, 그 후 여러 차례 수해를
입자 2001년 4월에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이 돌다리가 가설되어 있던 증약리는 조선시대의 주요 교통망인 청주 율봉도에 속한 증약역이 있었던 곳으로 경상도에
서 추풍령을 넘어 서울로 향하던 교통상의 요지였으며, 지금도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지나고 있다. 전하
는 바에 의하면 이 돌다리는 신라 문무왕 때인 660년경에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이곳 주변이어서 군사상의 중요한 거점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 다리가 만들
어진 것은 조선시대에 증약역을 통과하는 사람이나 역마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도나 옥천·영동 지역의 사람
들이 서울에 가려면 이 다리를 통과해야 했으므로 통행량이 빈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다리의 규모는 높이 1.75 , 너비 2.2 , 길이 9.83 이다. 총 3칸으로 가운데 칸이 좁으며 양쪽 칸은 좀 더 넓다. 다리의
구조는 하천의 양쪽 둑에 치석한 돌로 축대를 쌓고 개울 바닥에는 넓적한 돌을 깔은 다음 1자(약 30㎝) 정도의 사각형 돌기
둥을 2개씩 세워 교각을 만들고 1자 정도의 사각형 장귀틀을 댄 위에 9∼10자씩 되는 넓고 긴 판석을 다리 상판床板 으로 걸
쳐놓았다. 상판석과 상판석 사이에 화강암 장대석을 밑으로 빠지지 않게 짜 넣어 완전한 석교의 상판을 만들었다. 총 4개
의 교각 가운데 3개는 원래의 것이고 하나는 복원한 것이다.
증약마을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강감찬 장군이 이 다리를 지나다가 모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괴로워
하고 있음을 보고, 모기떼에게 호령하여 물리쳤다고 한다. 강감찬 장군이 모기를 물리쳤다는 전설은 충북의 여러 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박상일

Originally located in Jeungyak-ri in Gunbuk-myeon, Okcheon-gun, the historic bridge of Cheongseokgyo Bridge has
now been restored in the outdoor exhibition area of the Okcheon Folk Museum. The bridge was originally located
near Jeungyak Station, which was once part of Yulbongdo in Cheongju, one of the major transportation routes of
Joseon, at a strategic point linking the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with the Gyeongsang-do Province region. Even
today, it is adjacent to two of Korea’s most important transportation routes, the Gyeongbu Railroad Line and the
Gyeongbu Expressway. Built for travelers and post horses passing by Jeungyak Station, the bridge is 1.75 meters
above ground, 2.2 meters in width and 9.83 meters in length, and consists of three lanes of which the central lane is
narrower than the two outer l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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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모습(1989년)

이전 전 모습(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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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옥주사마소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 수

량

1동

沃川 沃州司馬所

· 지정일

1987. 03. 31

Okju Samaso House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67-6

· 소유자

옥주사마계

· 시

조선시대

대

Samasos were institutions in provincial villages where local Confucian scholars with academic degrees, such as
Saengwon and Jinsa, would gather together to exchange ideas about Confucian teachings and political issues.
Okju Samaso in Okcheon was built in 1654 during the 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yojong of Joseon, with timber
obtained by demolishing the Uichang (charity granary) structure, which was used to store grains for distribution
in times of famine and hardship. The building is a five-kan* by one-and-half-kan structure with a gable roof with
single eav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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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소중수기

사마소는 조선시대에 지방고을마다 생원生員 과 진사進士 들이 모여 유학儒學 을 가르치고 정치를 논하던 곳이다.
옥천 옥주사마소는 우암尤菴 송시열宋時烈 이 쓴 「의창중수기義倉重修記 」에 의하면 본래 어려운 백성을 위하여 곡식을 비축, 저
장해 두던 의창건물을 뜯어서 1654년(효종 5)에 세운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893년(고종 30) 2월에 좌의정을 지낸
입제立齊 송근수宋近洙 가 중수기重修記 를 남겨 몇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옥천은 1313년(충선왕 5)부터 1413년(태종 13)까지 옥주로 불려 왔기 때문에 옥천사마소가 아닌 옥주사마소라 불리고
있다. 지금도 사마소의 현판은 “沃州司馬所옥주사마소 ”라 되어 있다.
1685년(효종 9) 9월에 송시열이 친필로 기록한 「사마안司馬案 」에는 백촌白村 김문기 선생을 비롯하여 생원과 진사에 급제
한 165명이 등재되어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1891년(고종 28) 송근수 선생의 「관성사마안管城司馬案 」과 「향약절
목鄕約節目 」 등 남아있는 모든 기록으로 보아 상당히 활발하게 활약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은 그 후손과 유림들이 봄
에는 3월 15일, 가을에는 9월 15일 두 번에 걸쳐 모여 사마계司馬契 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1992년 관리사를 건립하여 관
리하고 있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평면구성은 서측으로 부엌을 두고, 동측으로 2개의 방과 2칸의
마루방을 두었으며, 부엌을 제외한 전면의 4칸은 마루를 설치하였다. 마루방의 전면에는 띠살문양의 사분합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들어열개문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을 느끼게 한다.
건물구조는 1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사다리꼴의 방형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반 5량가이다.
기단석은 어느 사찰의 탑 부재를 헐어다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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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경현당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 수

량

1동

沃川 景賢堂

· 지정일

1987. 03. 31

Gyeonghyeondang Hall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3길 88-17

· 소유자

은진송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Long used as a seodang (“Confucian village school”) to provide elementary education for local youth during the
Joseon period, Gyeonghyeondang Hall is known to have been established in 1650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Hyojong of Joseon) when the great Confucian thinker Song Si-yeol returned home after retiring from government
service. The school was originally run together with the Confucian shrine, named Yongmun Yeongdang, which no
longer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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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경현당은 조선시대 이 지방의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서당 건물이다.
이 건물은 송시열이 고향인 이곳 옥천으로 낙향했을 때인 1650년(효종 1)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97년(숙종
23)에 영당과 재실을 지어 송시열의 영정을 봉안하여 용문영당이라 하고 서당은 경현당이라 하였으나 용문영당은 허물어
져 없어졌다. 현재는 마루에 경현당과 용문영당의 편액이 같이 걸려 있는데 “崇禎庚寅 六月日숭정경인 유월일 ”, 즉 1650년(효종
1)에 쓴 것이라는 각기刻記 가 있다. 온돌방 북쪽 벽에는 감실을 두어 송시열의 영정을 모셨다. 당내에는 『시안』, 『용문서당
계좌목』 등 2개의 문서가 보존되어 있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으면서 산을 배산으로 삼지않고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경현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서쪽에 온돌방을 두고, 동쪽에 우물마루를 두었
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다만 정면 어칸에 사용한 기둥은 두리기둥
이다. 가구형식은 5량가의 민도리집이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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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전식 초상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1호

· 수

량

1폭

全湜 肖像

· 지정일

1992. 10. 23

Portrait of Jeon Sik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소유자

옥천전씨 송정공파

· 시

조선시대

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의병장인 사서공 전식(沙西公 全湜, 1563~1642)의 초상이다.
전식은 1589년(선조 22)에 사마시司馬試 에 합격하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왜적을 토벌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1603
년(선조 36)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典籍 , 예조좌랑禮曹佐郎 을 거쳐 울산판관蔚山判官 과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 를 지냈으며 1624년에
이괄(李适, 1587~1624)의 난이 일어나자 태복시정太僕寺正 이 되어 왕을 호종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도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우고 대사간大司諫 , 대사헌大司憲 을 거쳐 예조참판禮曹參判 , 대사성大司成 의 벼슬에 올랐다.
초상은 흑단령과 흰 창의氅衣 를 입고 오사모烏紗帽 를 착용한 모습을 그린 정장관복본正裝官服本 이며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로
교의에 앉은 좌안7분면左顔七分面 의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 이다. 얼굴은 흰색의 호분을 칠하고 붉은 색의 필선으로 윤곽선과
이목구비를 표현하고 검은 색의 필선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묘사하였다. 비단 바탕의 박락이 심해 보존처리를 하고 다시
표구했지만 초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얼굴의 묘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모의 양쪽 날개에 커다란 운문雲文 이
표현되었고 뇌문雷文 바탕에 모란, 구름과 백한 두 마리가 있는 백한흉배白鷳胸背 (조선 시대에 정삼품, 종삼품의 문관이 달던
꿩과에 속하는 새인 백한을 수놓은 흉배)를 착용하였다.
좌안칠분면의 얼굴 방향, 복식의 표현, 족좌대 위에 놓인 팔자형으로 벌린 발, 바닥에 깔린 채전 등은 17세기 정장관복본
초상화의 표현양식과 기법을 따랐다. 그러나 17세기 초상화의 특징인 짙은 안료로 화려하게 채색한 채전彩氈 이 이 작품에
는 단순한 문양으로 표현되었고 흉배와 품대品帶 의 묘사도 간략하다. 또한 단령의 트임 사이로 안감과 속에 입은 포袍 가 드
러나 보이는데 튀어나온 무릎의 형태를 표현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색하게 그려졌다.
17세기 전반 공신초상화의 전형적인 양식과 도상을 따랐지만 1857년 옥천의 무담영당鶩潭影堂 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이모본으로 19세기에 옥천 지역에서 활동한 화가나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박은화

This portrait of Jeon Sik (a.k.a. Saseogong, 1563-1642), a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and righteous army
commander of the mid-Joseon (1392-1910) period, depicts him wearing heukdallyeong (a black round-collared robe)
over changui (a wide-sleeved white upper garment) and osamo (a black satin hat). He is seated on a chair with his
hands folded in his lap, facing three-quarters left. While it exhibits the characteristic style and features of the fulllength official attire portraits made in the first half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 portrait is in fact a copy of the
original made in 1857 to be enshrined in the Mudam Yeongdang Shrine in Okcheon. The portrait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by a local painter who was active in Okcheon area in the nine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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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조헌 신도비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 수

량

1기

沃川 趙憲 神道碑

· 지정일

1996. 01. 05

Stele for Jo Heon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926-1

· 소유자

옥천군

· 시

조선시대

대

조선 선조(1567∼1608) 때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임진왜
란 때의 의병장인 중봉 조헌(重峯 趙憲, 1544∼1592)의 신도
비로 1649년(인조 27)에 건립한 것이다.
조헌의 본관은 배천白川 , 호는 중봉·도원陶原 ·후율後栗 이며,
부친은 조응지趙應祉 이다. 조헌은 1567년 문과에 급제 후 성균
관전적成均館典籍 과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관직
에서 물러난 뒤 옥천군 안읍 밤티[安邑/栗峙, 현재의 안내면]
로 물러나 서실書室 후율정사後栗精舍 를 짓고 강학과 학문에 전
념하였다.
이후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李瑀 ·김경백金敬伯 ·전승업全承業 등과 1,700여 명의 의
병을 모아 8월 1일 영규靈圭 의 승군僧軍 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이후 의병이 강제 해산되자 700여 명의 남은 병
력을 이끌고 영규의 승군과 함께 금산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1592년 8월 18일,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고바야가와 다카카
게[小早川隆景]의 부대와 격전을 벌이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1922년

신도비문에는 조헌의 이 같은 생애와 최후의 격전지에서 벌어졌던 금산전투錦山戰鬪 에 대하여 자세히 적고 있다.
현재 신도비는 조헌 묘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250 지점에 위치한다. 비는 장방형의 비좌와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
의 크기는 높이 175㎝, 너비 100㎝, 두께 32㎝이다. 비문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이 찬撰 하고, 송준길宋浚吉 이 서書 했으며, 전
액篆額 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 이 썼다. 묘소 아래에는 사우인 표충사表忠祠 와 재실인 영모재永慕齋 가 위치하고 있다.
고수연

This memorial stele was set up in 1649 (the 2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 of Joseon)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Jo Heon (also known by his courtesy name of Jungbong, 1544-1592), a renowned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and a righteous army commander. When the seven-year war known as the
Imjin waeran (1592-1598) in Korea broke out following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592 (the
2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he organized a righteous army and joined the volunteer army of
warrior-monks commanded by Yeonggyu to recapture Cheongjuseong Fortress, which had fallen into enemy hands.
Following the victory, he continued to fight to the death with the 700 men left with him in Geumsan, in an attempt to
halt the enemy’s advance into Jeolla-do, the granary of the dynasty. The stele contains an inscription about his life
and achievements and the Battle of Geumsan, where Jo fell in his final heroic struggle with the Japanese inv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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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경율당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 수

량

1동

沃川 景栗堂

· 지정일

1998. 06. 26

Gyeongnyuldang School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종미3길 120

· 소유자

용궁전씨수재공파

· 시

조선시대

대

옥천 경율당은 1736년(영조12)에 용궁전씨 시조 전섭의 47대손인 경율景栗 전후회全後會 가 종미리 미산마을 입구 작은
언덕에 축조한 서당이다. 지붕의 망와에 “擁正十三年乙酉옹정13년을유 ”라는 명문이 있어 1735년(영조 11)경에 건립된 것으
로 추정된다.
전후회는 학문이 뛰어났으며 율곡 이이의 학덕을 숭상하여 호를 경율이라 하고 서당 이름도 경율당이라 하였다. 평소에
도 ‘율’자를 즐겨 쓰며 율곡의 후학으로서 맥을 잇고 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경율당은 용궁전씨의 문중 서당으로서
후손들의 학문 연수와 인격 수양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다. 일반 서당과는 달리 문중의 규
약에 의해 운영이 되었으며 용궁전씨 문중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현재도 용궁전씨의 재실로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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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 13년(1735)명 망와

이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면에 툇마루를 설치하기 위해 북측은 3칸으로 만들었다. 동·
서·남측에 툇마루를 두고 중앙에 2칸의 온돌방을 두었다. 방 북측으로는 한단 높은 툇마루를 두었으며, 동측으로는 1칸
규모의 골방을 두고 골방 북측에 반 칸 규모의 다락을 두었다. 정면 4칸 중에서 가운데 2칸은 폭이 더 넓으며, 온돌방을
크게 만들어 문중회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전면에 마루를 놓고, 양 측면과 후면에 툇마루를 설치하여 건물의 활용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측면 아궁이 위의 툇마루는 전면 마루보다 다소 높여서 화재 예방과 건물의 단순함을 미적으로
극복하였다. 그 옆의 창고와 후면 방 1칸은 툇마루를 설치하지 않고 창고로 만들어 문중 대소사에 대비한 실용성을 높였
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 형식으로 익공쇠서에는 연
화를 조각하였으며, 보머리에는 봉두를 조각하여 끼웠다. 가구형식은 2고주5량가이다. 서측에 일각문을 세우고 주위로는
막돌담장을 쌓았다.
일반적으로 서당은 장수와 유식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장수는 학문을 통한 수양을 의미하며 유식은 즐기며 휴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경율당은 문중 서당이었기 때문이 자신만의 학
문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장수의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대개 서당의 구조가 대청마루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장수와 유
식의 공간을 따로 하고 있는데 비해 경율당은 그 두 공간을 함께 놓은 것이 특징이다.
조중근

Gyeongnyuldang is the name of a seodang (“Confucian village school”) built in 1736 during the 12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by Jeon Hu-hoe, a 47th-generation descendant of Jeon Seop, the founder of the Yonggung
Jeon clan, on a small hill located at the entrance to the village of Misan in Jongmi-ri. An enthusiastic Confucian
scholar, Jeon Hu-hoe gave himself the nickname Gyeongnyul (“admirer of Yulgok”) and his school Gyeongnyuldang
to express his admiration for the great Confucian thinker Yi I (courtesy name: Yulgok). As a private school used
exclusively for the education of the descendants of the Yonggung Jeon clan and the veneration of their ancestors, it
produced many distinguished men of talent. Still used as a family shrine of the clan, the building is a four-kan* by
two-kan structure covered by a hip-and-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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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용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3호

· 수

량

1구

· 지정일

1998. 11. 20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2길 400

沃川 龍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 소유자

용암사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of Yongamsa Temple in Okcheon

· 시

조선시대

대

옥천 용암사의 중심불전인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다.
이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용암사는 현재 법주사의 말사인데, 사찰 연기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 때 의신조사義信祖師 가 인도
에서 귀국하여 법주사를 창건하기 1년 앞선 552년(진흥왕 13)에 창건했다고 전한다.
용암사의 중심불전인 대웅전에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주불로 오른쪽에는 지장보살, 왼쪽에는 관음보살을 배치하여
삼존불상을 봉안하고 있지만, 협시보살상들은 최근에 후보된 것이다. 이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순치8년 신묘년
(1651년, 효종2)에 문경聞慶 오정사烏井寺 에서 제작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다라니경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불상
도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거나 조금 더 늦게 제작되지 않았을까 추정되고 있다.
용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86㎝의 크기이다. 나발의 머리에 육계가 있지만,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정수리
에는 계주가 있다. 야무지면서도 단정한 인상이지만 목이 짧고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있어 구부정한 자세이다. 오른
손을 가슴까지 들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얹고 있는데, 양 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잡고 있는 중품중생인中品中生印
을 결하고 있다. 불신의 몸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대의가 두텁다. 내의內衣 를 입고 끈으로 묶었으며, 오른쪽 어깨
에는 반달모양으로 편삼褊衫 을 걸치고, 가장 바깥에 편단우견 방식으로 대의를 둘렀다.
현재 조상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제작연대나 작가, 발원자 등을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작은 체구에 구부정한 자세,
야무진 인상, 중품중생인의 수인, 착의법 등을 볼 때 이 불상은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7세기 불상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
이다.
서지민

This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height: 86 centimeters) statue is enshrined in Daeungjeon Hall, the main
dharma hall of Yongamsa Temple in Okcheon. The Buddha is characterized by a firm yet decent facial expression,
distinctive conch-shaped hair with, though not clearly defined, a topknot (usnisa), and a pearl ornament placed at
the center of the head. There is no extant record about its production date or by whom and for what purpose it was
made, but various details including the small body depicted in a drooping posture, the firm facial expression, the
hand gesture (mudra) symbolizing the middle level of the middle grade, and the Buddha’s attire are all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seventeenth century style, suggesting that the statue was mad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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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곽은 재실
沃川 郭垠 齋室
Tomb Keeper's House of Gwak-Eun
in Okcheon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43호

· 수

량

1동

· 지정일

2004. 09. 17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청길 144-13

· 소유자

선산곽씨종중

· 시

조선시대

대

The Tomb Keeper's House of Gwak Eun in Okcheon, also known as Dongnim Jaesil (“The Tomb Keeper's House
of the Eastern Forest”), was established to honor Gwak-Eun (a.k.a. Yongchon) who served as the Busa (Magistrate)
of Damyang and as Dongbuseungji (Royal Secretary)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The house, a five-kan*
wooden structure, is known to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mid-sixteenth century, although there are doubts about
the date. The ridge-beam inscription on the roof structure shows that the latest renovation took place in 1894.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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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 묘소

묘갈

옥천 곽은 재실은 조선 성종 때 담양부사와 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낸 용촌龍村 곽은郭垠 의 묘소에 제사 지내기 위하여 지
은 재실로 ‘동림재실東林齋室 ’이라고도 한다. 곽은 재실은 대성산 자락의 곽은과 부인 신씨 묘소의 북동쪽에 자리하고 묘역
앞에는 우암 송시열이 지은 묘갈이 있다.
이 건물은 16세기 중엽에 건립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건립연대는 추정하기 어렵고, 대청의 종도리 장혀에 “崇禎後五甲
午二月二十二日酉時立柱 二十四日巳告上樑 子座午向…승정후오갑오이월십이일유시립주

이십사일사고상량 자좌오향… ”라는

상량문을 통해

1894년에 중수된 것을 알 수 있다. 1978년에 수해로 무너진 것을 재건하며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은 재실은 정면 5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서쪽부터 한 칸 부엌, 2칸 방, 한 칸 대
청, 한 칸 방으로 이루어졌고 방 앞으로는 전퇴를 두고 있다. 동쪽 방 앞은 누마루를 설치하여 대청과 연결되면서 대청보
다 1자 정도 높여 그 밑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고 있다.
구조는 높은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앞면은 두리기둥이지만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이다. 기둥
은 굵은편이지만 기둥 높이가 낮아 웅장한 맛이 상쇄되고 있다. 앞면 두리기둥 위의 퇴량을 받치는 보아지에는 쇠서를 초
각하여 초익공과 같이 꾸미고 있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옥천 곽은 재실은 중부지역의 전형적인 민가 평면형식을 하고 있으나 부엌이나 수장공간의 규모가 작으며 쇠서가 정면
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건축 당시의 치목이 남아있어 이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실 건축으로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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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척화비

기념물

沃川 斥和碑
Cheokhwabi (Stele condemning reconciliation)
in Okcheon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6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76. 12. 21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산4-4

· 소유자

국유

· 시

조선시대

대

척화비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이 1866년(고종 3) 병인양요丙寅洋擾 와 1871년(고종 8) 신미양요辛未洋擾 의
외침을 격퇴한 뒤 전승을 기념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서양 배척의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기 위해 1871년 4월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요충지에 세운 것이다. 이때 옥천에도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후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壬午軍亂 으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고, 고종이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틈을 타 일본
공사의 요구로 전국의 척화비는 대부분 철거되었다. 이 때 옥천의 척화비도 땅에 묻혔다가 후에 옥천읍 삼양리 경부선 철로
옆에 다시 세워 놓았다. 이후 산기슭인 옥천읍 삼양리의 현 위치로 옮겨졌다.
옥천 척화비의 규모는 높이 135㎝, 폭 45㎝, 두께 26㎝이며 화강암으로 된 비갈형碑碣形 비석이다. 비문은 다른 척화비들
과 마찬가지로 1행에 “洋夷侵犯非戰則양이침범비전칙 ”, 2행에 “和主和賣國화주화매국 ”, 작은 글씨로 3행에 “戒我萬年子孫계아만년자
손 ”,

작은 글씨로 4행에 “丙寅作辛未立병인작신미립 ”라고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6·25전쟁

때 생긴 탄흔이 남아 있다.
옥천 척화비는 충청북도에 남은 두 개의 척화비 중 하나로, 강력한 쇄국정책을 실시하였던 19세기 후반의 조선의 모습과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수연

This stele, called a cheokhwabi, is one of many that were
erected in strategic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at the
command of Heungseon Daewongun, the biological father

of

King Gojong of the Joseon Dynasty, after historic
battles with two Western powers, France in 1866
(“Byeonginyangyo”) and the USA in 1871 (“Sinmiyangyo”).
The stele in Okcheon was erected in 1871 and bears an
inscription describing the daewongun’s firm decision
to isolate the dynasty from powerful western countries.
It reads: “Western barbarians are encroaching upon our
territory; failure to resist is appeasement: appeasement
means selling out the country.”

262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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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옥천 후율당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3호

· 수

량

1동

沃川 後栗堂

· 지정일

1976. 12. 21

Huyuldang Shrine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도이길 42

· 소유자

배천조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The Huyuldang Shrine in Okcheon, originally a Seodang (“Confucian village school”) built in 1588 during the 2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is dedicated to Jo Heon (a.k.a. Jungbong, 1544-1592), a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and renowned righteous army commander who died a heroic death alongside his 700 men at the
historic Battle of Geumsan (1592) while fighting against Japanese troops during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hich took place that year. The shrine stands at the place where he founded his righteous army. An
enthusiastic follower of the great Neo-Confucian thinker Yi I (a.k.a. Yulgok, 1536-1584), Jo used the courtesy name
Huyul (“Post-Yulgok”) and taught local youths in the village school called Huyuldang, which he founded using his
courtesy name. The building is a three-kan* by three-kan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with double eav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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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각

옥천 후율당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금산싸움에서 700여명 의병과 함께 장렬하게 순국한 중봉 조헌(重峯 趙憲,
1544~1592)선생의 사당으로, 처음 지어질 당시인 1588년(선조 21)에는 서당이었다.
옥천 후율당은 당초 옥천군 용촌 밤티[栗峙]에 있던 것을 1854년 안내면 백양리로 이건하였다가 1864년 현 위치로 이전
한 뒤, 1977년 전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진왜란 때에는 조헌이 이곳에서 의병을 일으켜 1,700명을 규합, 영규
靈圭 의

승병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1588년(선조 21)에 조헌이 이이李珥 의 후학임을 자처하여 자호自號 를 후율後栗 이라

하고 후율정사를 세워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가 죽은 뒤 사당이 되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2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원형의 정평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이며 가구형식은 5량가이다. 내부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창호는 정면 3칸
모두 사분합문을 설치하였다. 마당 앞에 솟을삼문을 세우고 주위로는 막돌담장을 쌓았다. 뜰에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목
조가구와 맞배지붕의 효자각이 있는데 조헌의 아들인 완기完基 의 효자 현판懸板 이 걸려 있다.
이곳에는 1621년(광해군 13)에 판각한 『항의신편抗義新篇 』 판본 125매, 『유림시판儒林詩板 』 10매, 선조가 하사한 조서詔書 1
장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최근 금산 칠백의총七百義塚 기념관이 건립되면서 그 곳으로 이관되어 보존하고 있다.
조중근

조완기 효자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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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조헌 묘소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4호

· 수

량

1곽

沃川 趙憲 墓所

· 지정일

1976. 12. 21

Grave of Jo Heon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산63-1

· 소유자

배천조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This is the grave of Jo Heon (also known by his courtesy name of Jungbong), a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and the commander of a righteous army during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hen the war broke out in 1592 (the 2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he organized a righteous army
and joined the volunteer army of warrior-monks commanded by Yeonggyu to recapture Cheongjuseong Fortress,
which had fallen into enemy hands. Following the victory, he continued to fight to the death with the 700 men left
with him in Geumsan, in an attempt to halt the enemy’s advance into Jeolla-do, the granary of the dynasty. Jo’s
body was recovered by his younger brother Jo Beom and buried in Dori-dong, An-eup, Okcheon-gun. His grave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Donong-ri, Annam-myeon in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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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선조(1567∼1608) 때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임진왜란 때의 의병
장인 중봉 조헌(重峯 趙憲, 1544∼1592)의 묘소이다.
조헌의 본관은 배천白川, 호는 중봉·도원陶原·후율後栗 이며, 부친은 조응
지趙應祉 이다. 조헌은 1567년 문과에 급제 후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과 사헌
부감찰司憲府監察 등을 역임하였다. 1587년(선조 29) 정여립鄭汝立 의 흉패
함을 논박하는 상소문을 여러 차례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다시 일본 사신을 배척하는 소를 올려 선조의 진노를 샀다. 관직에서 물

1922년

러난 뒤에는 옥천군 안읍 밤티[安邑 栗峙, 현재의 안내면]로 물러나 서실書室 후율정사後栗精舍를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에 전념
하였다. 1589년(선조 22) 지부상소持斧上疏 로 시폐時弊 를 극론하다가 길주 영동역嶺東驛 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1591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사신을 보내어 명나라 원정의 길을 빌려 달라 하자 상경하여 지부상소로 일본 사신
의 목을 벨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헌은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李瑀 ·김경백金敬伯 ·전승업全承業 등과 1,7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8월 1일 영규靈圭 의 승군僧軍 과 합세하여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이후 의병이 강제 해산되자 조헌은 700여 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영규의 승군과 함께 금산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8월 18일,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고바야가와 다카카게
[小早川隆景]의 부대와 격전을 벌이다가 모두 전사하였다.
이후 그의 아우 조범趙範 이 시체를 거두어 옥천에 돌아와 8월 23일 옥천군 안읍 도리동道理洞 에 장사를 지냈고, 1636년(인
조 14) 10월 20일에 현 위치인 안남면 도농리로 이장하였다. 현재의 묘소는 마을 뒷산 중턱의 노송 사이에 위치해 있고, 묘
역은 약 100평으로 상석·문인석·망주석이 있으며 봉분 앞 좌·우에 각각 묘비가 있다. 묘비 중 하나는 송시열이 현재 이곳
으로 이장하면서 조헌의 공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후 조헌은 문열文烈의 시호를 받았으며 1604년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책록되었고 1734년(영조 10)에는 영의
정에 추증되었다. 1883년(고종 20) 문묘에 배향되고 옥천의 표충사表忠祠 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서원에 제향되었다.
조헌의 묘소 아래에는 사우인 표충사表忠祠 와 재실인 영모재永慕齋 가 있으며 동쪽으로 약 250 떨어진 곳에는 신도비가 건
립되어 있다.
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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沃
川

옥천 양신정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29호

· 수

량

1동

沃川 養神亭

· 지정일

1978. 12. 11

Yangsinjeong Pavilion of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이로 788-29

· 소유자

옥천전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1922년

옥천 양신정은 조선 중기 문신인 전팽령(全彭齡, 1480~1560)이 세운 정자로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옥천 양신정은 1545년(인종 1)에 전팽령이 밀양부사로 있다가 물러나며 건립하였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때 병화
로 불타 없어진 것을 1620년(광해군 12)에 다시 지었으나 1733년(영조 9)에 무너져 없어졌었다. 지금의 정자는 1828년
(순조 28)에 다시 건립하였다. 이 정자를 처음 건립하였을 때의 사정을 전하는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의 『양신정기養
神亭記 』가

전하고 있다.

양신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서측으로 2칸의 온돌방을 두고 동측으로 4칸의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다. 온돌방과 마루 사이에는 정자살문양의 이분합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들어열개문으로 되어 있어 정
자로서의 개방감을 느끼게 한다. 건물구조는 1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사다리꼴의 네모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
웠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며 공포는 초익공 형식이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다. 4면에 토석담장을 두르고 남쪽과 북쪽
중앙에 협문을 내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옥천 양신정은 소박한 자태로서 충북지역 선비들의 풍모를 엿볼 수 있는 정자이다.
김형래

Yangsinjeong Pavilion in Okcheon was originally built in 1545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Injong of Joseon)
by a Confucian scholar-official named Jeon Paeng-nyeong who served as the busa (mayor) of Miryang. The current
pavilion, a three-bay by two-bay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was rebuilt in 1828 (the
28st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 of Joseon). The pavilion is also marked by a delightfully simple appearance as if
to reflect the austere lifestyle of local Confucian sch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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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김문기 유허비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44호

· 수

량

1기

沃川 金文起 遺墟碑

· 지정일

1984. 12. 31

Memorial Stone for Kim Mun-gi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3길 44-29

· 소유자

백천사상연구소장

· 시

조선시대

대

옥천 김문기 유허비는 1456년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죽은
김문기(金文起, 1399~1456)의 고향에 세운 유허비로, 충청
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 위치해 있다.
김문기의 본관은 김녕金寧, 초명은 효기孝起, 자는 여공汝
恭,

호는 백촌白村이다. 아버지는 김관金觀, 어머니는 옥천육

씨로 옥천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선산김씨 김효정(金孝貞,
1383~1440)의 딸이다.
1426년(세종 8)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1456년(세조 2) 사육신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하다 처형당
했다. 1731년(영조 7) 후손의 탄원으로 복관된 후 1778년
(정조 2)에 신원되었고, 1757년 충의忠毅 라는 시호를 받았
다. 1781년에는 의정부 좌찬성의 벼슬을 증직받았다. 또
1791년 본인은 장릉莊陵 충신단忠臣壇에, 아들 김현석(金玄錫,
1420~1456)은 조사단朝士壇에 제향되었다.
유허비가 있는 이원면 백지리는 김문기의 부인 선산김씨
의 고향이다. 유허비는 1804년(순조 4)에 세웠는데, 비문은
1765년(영조 41) 유최기(兪最基, 1689~1768)가 썼고 그의
아들 유언육兪彦錥이 추기追記를 보태었다. 그런데 후손을 사
칭하는 문제로 유허비가 파괴되자, 1846년(헌종 12)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이 다시 유허비문을 써서 옛 글과 함께
세웠다.
김문기 유허비는 네모꼴 받침 위에 화강암 몸돌과 그 위에 지붕 모양 덮개돌을 올렸으며 높이는 152㎝이다. 앞면에 “有
明朝鮮國吏曹判書 贈議政府左贊成 諡忠毅金公諱文起遺墟碑유명조선국이조판서

증의정부좌찬성 시충의김공휘문기유허비 ”라

하고, 뒷면과 옆

면에 유허비문을 새겼다.
옥천 김문기 유허비를 통해 1456년 사육신과 함께 절의를 지킨 백촌 김문기의 충절을 엿볼 수 있으며, 비문을 통해 이
곳에 유허비가 세워진 배경과 연혁을 이해할 수 있다.
강민식

This stone memorial stone was erected in honor of Kim Mun-gi, who wsa joined Sayuksin (the “Six Martyred
Ministers”) in the effort to reinstate King Danjong (r. 1452-1455) to the throne, but he was executed in 1456 after
their secret plan failed. Located in Baekji-ri, Iwon-myeon, Okcheon-gun, Chungcheongbuk-do, this granite
memorial stone (1.52 meters tall) stands on a square pedestal and is covered with a roof stone. The monument is
regarded as tangible evidence of the loyalty of Kim Mun-gi (also known by the courtesy name of Baekchon) and
the Six Martyred Ministers, who were devoted to the same cause. The inscription on the memorial stone contains
information on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memorial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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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ne stele was set up in Guryongchon, Yongbang-ri, Okcheon in 1778 to commemorate the birthplace of Song
Si-yeol (also known by his courtesy name of Suam, 1607-1689), a great Neo-Confucian thinker of the mid-Joseon
period. He spent his childhood in Guryongchon, the home village of his mother, and received a Confucian education
until 1635, when he was appointed as the tutor of Prince Bongnim. His career in the government of Joseon coincided
with the intensification of factional strife. As a result, he suffered many trials and tribulations until 1689, when he
was poisoned to death. The stele, now placed inside a monument, contains two inscriptions, one on the front and
the other on the rear face, which contain information about when and for whom the stele was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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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송시열 유허비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45호

· 수

량

1기

沃川 宋時烈 遺墟碑

· 지정일

1979. 09. 29

Memorial Stone of Song Si-yeol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34-2

· 소유자

은진송씨 우암공파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
∼1689)의 출생지를 기념하여 1778년(정조 2)에 옥천 용방리 구
룡촌九龍村에 세운 유허비이다.
송시열의 본관은 은진恩津이고, 호는 우암이다. 외가인 충청도
옥천 구룡촌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송갑조宋甲祚이며, 어머니
는 선산곽씨 곽자방郭自防의 딸이다. 송시열은 외가인 구룡촌에서
8살까지 살다가 대전 회덕으로 옮겨 갔다. 이후 김장쟁金長生·김
집金集의 문하에서 수학한 송시열은 율곡 이이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1633년에 생원시에 장원급제하여 최명길의 천거로 경릉의 참봉
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였고, 이후 1635년에 봉림대군鳳林大君 (훗
날 효종)의 사부師傅로 임명되었다가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와 봉
림대군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자 낙향하였다. 1649년 효종
즉위 후 송시열은 세자시강원진선世子侍講院進善·사헌부장령司憲府掌
令

등의 벼슬이 제수되었고, 기호학파를 이끌면서 서인西人과 노론

老論의

영수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1656년 효종이 승하하자 다시

낙향하였다. 1674년에는 효종비의 상으로 인한 2차 예송논쟁에

후면

서 송시열의 예론을 주장했던 서인들이 패배하자 유배되었다가 1680년 경신환국으로 인해 풀려나 다시 조정에 복귀하였
다. 1689년에는 기사환국으로 인해 남인들이 다시 집권하여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그 해 6월 서울로 압송되던 중 정읍에
서 사사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득세하자 송시열은 무죄로 인정되어 시호가 내려지는 등 관작이 회복
되었고, 각지에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졌다.
송시열 유허비는 현재 비각 안에 보존되어 있으며 비좌와 비신, 덮개돌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256㎝,
폭 63㎝, 두께 26㎝로 정조 때 건립되었다. 앞면에는 “尤庵宋先生遺墟우암송선생유허 ”라고 써있으며, 뒷면에는 “崇禎後三戊戌
二月日숭정후삼무술이월일 ”이라 새겨 건립연대(1778년)와 날짜를 밝히고 있다.
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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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창주서원 묘정비
沃川 滄州書院 廟庭碑
Commemorative Stele of Changjuseowon
Confucian Academy in 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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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05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96. 01. 05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이원3길 24

· 소유자

옥천군

· 시

조선시대

대

옥천 창주서원 묘정비는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중봉 조헌(重峯 趙憲, 1544~1592)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창주서원滄洲書
院의

내력과 배향 인물이 기록된 비석이다.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창주서원 터에 위치해 있다.

창주서원은 조헌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임진왜란 후 안읍安邑의 묘소 아래에 사당을 세우고 편액을 하사받았
다. 이후 1636년(인조 14) 묘소를 안남安南으로 이장하면서 사당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1642년(인조 20) 적등강 변에
서원을 창건하여 조헌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표충表忠’이라 선액되었다. 하지만 이곳이 자주 수해를 입자 1657년(효종 8)
에 이건하였고,1670년(현종 11) 김집(金集, 1574~1656)을 추향한 후 1682년(숙종 8) ‘창주滄洲’라 사액 받았다. 1694년
송시열, 1710년 송준길과 곽은郭垠을 추향하였다.
창주서원은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에 있는 조헌의 묘소 앞에 소재한 표충사表忠祠와 혼동된다. 조헌 묘소의 이장과 두 차
례의 사액, 1720년 묘소 아래 표충사를 신축하면서 혼란이 있었다. 창주서원은 1864년 철폐되어 서원 터는 마을로 변하
고 지금은 묘정비만 비각에 보존되고 있다.
창주서원 묘정비는 창주서원의 배향 인물과 건립 배경을 적은 비이다. 네모꼴 받침돌 위에 비를 세웠으며, 지붕 모양의
덮개돌을 올렸다. 비의 높이는 254㎝, 비 몸돌 높이 170㎝, 너비 148㎝, 두께 44㎝이다. 묘정비문은 1689년(숙종 15) 송
시열이 썼는데, 1697년 추기追記를 더해 김수증(金壽增, 1624~1701)이 써서 세웠다. 묘정비의 내용은 중봉 조헌의 학문
과 의병활동, 서원의 내력, 그리고 추기에 송시열의 추향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창주서원은 옥천의 대표적인 인물인 중봉 조헌 선생을 제향했던 서원이며, 창주서원 묘정비는 서원의 내력과 역사를 이
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강민식

The stone commemorative stele in the precincts of Changjuseowon Confucian Academy in Iwon-ri, Iwon-myeon,
Okcheon-gun was established in honor of Jo Heon, a great righteous army commander who fought valiantly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 in 1592. The
stele’s inscription provides informa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Jo Heon and his patriotic activities as a
righteous army commander, the history of the academy, and the enshrinement of the spirit tablet of the great NeoConfucian thinker Song Si-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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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15호

· 수

량

2동

· 지정일

2000. 12. 22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안내회남로 671

沃川 佳山寺 影幀閣 및 山神閣

· 소유자

가산사

Yeongjeonggak and Sansingak Shrines
of Gasansa Temple in Okcheon

· 시

조선시대

대

The Yeongjeonggak and Sansingak Shrines, located in the precincts of Gasansa Temple in Okcheon, were constructed
to preserve the portraits of two great righteous army leaders, Yeonggyu (?-1592) and Jo Heon (1544-1592), and of the
mountain god. The Yeongjeonggak Shrine is a three-kan* by two-kan structure covered by a hip-and-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that was built in 1694, as shown by the inscription on one of its ornamental roof-tile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same period, the shrine to the mountain god displays a simpler structure with single kan at
the front and sides, covered by a hip-and-gable roof with single-layer eaves. The details, as well as the general style
of the building, retain the characteristics of late Joseon architecture, providing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Korean architecture of this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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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각 내부

영정각 내부

옥천 가산사에 있는 영정각과 산신각으로 임진왜란 때 활약한 영규대사와 중봉 조헌의 영정과 산신탱화를 보관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가산사는 옥천군 안내면 서북쪽에 있는 채운산彩雲山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가산사의 창건에 대한 자세한 문헌기록은 없다.
단편적인 기록에 의하면 신라 무열왕 20년(673) 화운화상이 창건하였다고 하며, 다른 설에 의하면 신라 성덕왕 19년(720)에
창건하였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 가산사의 연혁에 대하여 전해주는 기록은 없다. 임진왜란 이후
에는 의병과 의승들의 활약상과 관련하여 각종 문헌에 가산사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된다. 1760년(영조 36)에 간행된 『여지도
서與地圖書 』,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지은 『가람고伽藍考 』 등에 간단히 위치가 소개되고 있으며, 1799년(정조 23)에 왕명
에 의해 편찬된 『범우고梵宇攷 』에는 폐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가산사는 신라시대에 절이 세워졌으나 이후 전란이나 화
재 등으로 폐허와 복구를 반복하면서 사찰의 명맥을 유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경내에는 극락전, 영정각, 산신각, 요사
체 등이 있다.
영정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전면 반칸은 외진으로 구성하고, 배면에 반 칸 규모를 달아내어
감실을 꾸몄다. 감실에는 기허당 영규대사와 중봉 조헌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붕에 있는 망와의 명문銘文
으로 보아 1694년(숙종 20)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구조는 3단의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외진은
두리기둥, 내진은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3량가이며, 단청은 모로단청을 하였다.
산신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건물의 규모는 작지만 부재의 상태와 가구수법으로 보아 영정각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들은 사찰에서의 영정각의 규모와 배치 등을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이며, 전체적인 건물의 형식과 양식이 조선후기
의 가구수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조선후기 목조건축기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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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육영수 생가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23호

· 수 량 / 면 적 일원 / 9,133.4㎡

沃川 陸英修 生家

· 지

정

일 2002. 04. 26

Birthplace of Yuk Young-soo in Okcheon

· 소

재

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

· 소

유

자 옥천군 외 5인

· 시

대 조선시대

옥천 육영수 생가는 고故 육영수 여사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가이다.
옥천의 진산인 마성산에서 산세가 남으로 뻗어 내려오며 이어지는 정기가 모인 명당이라 전하고 있다.
1600년대부터 김정승, 송정승, 민정승이 기거했다하여 ‘삼정승집’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1920년 육여
사의 아버지가 민정승의 자손 민대감에게 매입·개축한 이후 방치되다가 고증을 거쳐 2004년부터 4차에 걸
친 복원공사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가는 전체 대지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사랑마당을 두고 가운데에 큰집이 위치
하며 오른쪽 모서리에 연못과 그 뒤에 별당인 연당사랑, 목욕탕과 동네사랑, 창고 등 다양한 부속채가 배치
되어 있다. 큰집을 중심으로 전면의 왼쪽에는 아랫집이 있고 뒤쪽의 오른쪽에는 윗집이 있다. 형태적으로는
튼ㅁ자형인 3개의 건물군과 차고, 방앗간과 큰 규모의 곳간이 부속된 대문간채와 집합되어 거대한 장원을
이루고 있다.
큰집은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부속채로 구성된 튼ㅁ자형이다. 사랑채의 왼쪽 뒤로 목욕탕과 중문간, 동네
사랑, 창고가 부속된 중문간채의 중문을 들어서면 사랑뒷마당이 있어 매개공간을 이루고 있다. 대문을 들어
서면 안마당과 안채가 전개되고 안채 뒤 언덕에는 사당채가 자리하고 있다.
큰집의 안채는 정면 4칸 규모의 ㄷ자형 평면이다. 몸채는 안방, 웃방, 2칸의 안대청으로 구성되며 대청의
동쪽 날개채는 북쪽부터 금고로 사용하던 창고, 웃방, 통로방, 안사랑, 부엌이 있고 서쪽 날개채는 북쪽부터
3칸 부엌, 통로, 2칸의 뜰아랫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고와 안사랑채의 사이의 툇마루와 연결되는 통로방은
몸채와 날개채를 구분하는 전이공간을 구성하여 조선 후기 반가의 전형적인 공간구성 양식을 보이고 있다.
안방은 田자형이며 안방, 웃방, 침방, 골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방에 부속된 작은 골방이 육영수여사가 출
가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이라고 한다. 몸채와 날개채를 구분하는 통로공간을 통해 외부로 나가면 쪽마루
를 통해 연당사랑 쪽에 위치한 독립된 화장실로 연결되며, 몸채의 지붕이 연결되지 않는 곳은 별도의 지붕을
가설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사랑채는 동쪽부터 사랑대청, 큰 사랑방, 작은 사랑방과 뒤로 전화방과 암실이 있고, 꺾어져서 一자형으로
마루방, 전화방, 창고, 솜틀기계를 놓던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방 앞에는 전퇴를 구성하고, 뒷면에는 쪽
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사랑대청의 뒤쪽에는 동쪽에 직교하여 남쪽부터 욕실, 중문, 동네사랑, 도장 등이 부속된 행랑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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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행랑채에 면해서 담장을 설치하여 안 사랑채와 분리되고, 안채로 진입하기 위한 두 번째 문이 된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전퇴를 두고 있고 내부는 마루가 깔려 있다. 기단부에는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렸고, 기와는 푸른색의 기와를 올렸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연당사랑은 연못의 뒤에 배치되어 연못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기 위한 공간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一자
형 목조기와집이다. 전퇴를 설치하고 있고, 내부는 우물마루로 되어있다.
아랫집은 가옥의 왼쪽에 자리하며 대문간채에는 차고와 대문간, 창고 및 행랑과 화장실이 부속되어 있다. 뒤로는 창고
가 연속되어 1 정도의 석축을 쌓아 높이차를 극복하고 큰집과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후면에 ㄱ자
형의 안채가 자리하고 있고, 안마당에는 우물이 있다.
윗집은 전체 가옥의 오른쪽에 자리하며 출입문은 우측담장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부속된 행랑 및 침모방을 지나 안마
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역시 두 개의 대문을 통과하고, 우회하여 안마당을 진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구성이다.
옥천 육영수생가는 고 육영수 여사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튼ㅁ자형인 3개의 건물군이 집합되어 형성된 조
선후기 상류주거건축의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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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This is the house where Yuk Youngsoo, the wife of Park Chung-hee, the
ROK’s president from 1963 to 1979,
was born and spent her childhood.
The house has also been referred to
as Samjeongseungjip, or “the House of
the Three Premiers,” since the 1600s
because three jeongseung (prime
ministers) of Joseon, Kim, Song and
Min, inhabited this house at one time

아랫집

or another. The house lay in a ruined
state for some years until it was sold
in 1920 by a descendant of the Min
family to Yuk’s father, who renovated
and lived in it with his family. Since
2004, the house has undergone a
series of restoration works to acquire
its current well-preserved appearance.
It consists of a few buildings arranged
in a square layout, providing valuable
insights into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country homes of aristocrats of
the late Joseon period.
연당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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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석탄리 고인돌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47호

· 수

량

1기

沃川 石灘里 支石墓

· 지정일

2010. 10. 01

Dolmen of Seoktan-ri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안터1길 36

· 소유자

국유

· 시

선사시대

대

옥천 석탄리 고인돌은 신석기시대의 무덤유적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안터선사공원에 위치한다. 1977년
12월 대청댐 수몰지역 조사 당시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탁자식 고인돌로, 석탄리 선돌과 함께 현 위치에 옮겨
복원한 것이다.
발굴된 고인돌은 대청댐 만수위(해발 80 ) 안쪽에 있던 탁자식 1기로, 의인화된 석탄리 선돌과 짝을 이루고 있었다. 고
인돌의 덮개돌은 거북모양으로 동네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었다고 한다. 재질은 화강암이고 크기는 320×210×33
∼36㎝이며 가장자리에는 손질한 흔적이 있다.
조사 결과 덮개돌은 거의 수평을 유지한 채 놓여 있었고 굄돌은 높게 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덤방의 크기는 145×
75㎝이며, 바닥은 생토면을 고른 다음 노란 찰흙을 뿌렸다. 그리고 주검屍身 을 묻을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붉은 흙이 무
덤방 밖에서 덩어리 상태로 있었다. 이는 악귀를 쫓고 죽은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인돌 아래의 무덤방에는 숫돌, 가락바퀴[紡錘車], 그물추[漁網錘],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등 주로 생활용품들이 나왔
고, 무덤방 밖에서는 눈돌과 얼굴예술품, ‘X’자를 새긴 돌 등의 의식용품이 발굴되었다. 이 가운데 빗살무늬토기는 4조각
으로 깨진 채 출토되었는데 깨진 면에 마모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장 당시 넣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이 고인
돌은 신석기시대 후기에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얼굴예술품은 길이 10.1㎝ 크기의 천매암 자갈돌로, 두 눈과 약간
벌린 입을 표시했는데 이는 여인의 얼굴로 해석된다.
유구 안에서 주방용품이 주로 나오는 것과 얼굴예술품 등과 같은 유물을 통해 보았을 때 무덤의 주인공은 여인으로 추
정된다. 이는 210 떨어진 곳에서 발굴된 옥천 석탄리 선돌이 여성형 선돌이라는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고인돌과 선
돌은 동일한 여인을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해석된다.
길경택

This Neolithic tomb consisting of a dolmen in the shape of a table is located at the site currently occupied within the
Anteo Prehistoric Park in Seoktan-ri, Dongi-myeon, Okcheon-gun, Chungcheongbuk-do. The tomb was excavated
in 1977 by a team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useum as part of a research project on the area submerged
by the construction of Daecheong Dam, and was moved, together with a prehistoric menhir, to its current
location. Judging by the artifacts discovered at the burial chamber, including kitchen ware and a female figurine,
archaeologists believe that the tomb was built for a woman. They also regard the menhir of Seoktan-ri as a female
menhir, and believe that both the dolmen and the menhir were built for the same woman.

19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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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석탄리 선돌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48호

· 수

량

1기

沃川 石灘里 立石

· 지정일

2010. 10. 01

Menhir of Seoktan-ri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안터1길 36

· 소유자

국유

· 시

선사시대

대

옥천 석탄리 선돌은 선사시대 큰돌문화의 유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식 학술 발굴된 선돌 유적이다. 1977년
12월 대청댐 수몰지역 문화유적 조사 시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수몰되기 이전에는 석탄리 고인돌에서
정남방향으로 210 거리에 위치했기에 석탄리 고인돌과 함께 동이면 안터선사공원 내에 이전되어 있다.
석탄리 선돌 발굴결과 바닥에서 버팀목을 세운 흔적이 8개가 확인되었는데, 버팀목은 통나무로 여겨지며 바닥에는 노
란 흙이 깔려 있었다. 이는 석탄리 고인돌 유구 안에서 확인한 흙과 같은 것이며,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고인돌과 선돌은
동시기에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돌의 모습은 윗부분이 평평하게 처리되어 여성 선돌로 보이는데, 전체 형상은 의
인화된 모습으로 배가 불룩하거나 등짐을 진 여인(할머니)의 모습으로 해석되며, 이는 동네에서 구전되는 이야기와도 일
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고인돌과 선돌의 주인공이 동일인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석탄리 선돌은 배 부분에 둥근 원(지름 90㎝)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은 쪼기 수법으로 제작하였는데, 중심점
에서 반지름 45㎝의 줄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은 선돌의 측면에 표시 가능한 최대너비였으며, 이는 선
사시대 사람들의 수리數理 의식의 단면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선돌에 표시된 둥근 원은 태양을 상징하거나 임신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돌을 여성으로 볼 때 태양이 선돌
의 아래 부분에 표시된 모습은 아기를 잉태한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는 태양을 임신한 주몽설화가 연상되는 부분
이며, 우리민족 고유의 천손사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옥천 석탄리 선돌은 석탄리 고인돌과 더불어 신석기시대의 고인돌과 선돌이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유적으로 학술적 가
치가 크다.
길경택

The menhir of Seoktan-ri is widely regarded as an important
example of the prehistoric megalithic culture, and is the first lithic
monument to have been officially acknowledged as a prehistoric
menhir. The stone features a comparatively flat top and a main body
that is often compared with the shape of a young pregnant woman
or an old woman with a burden on her back, leading archaeologists
to conclude that both the dolmen and the standing stone are
connected with the same woman. The menhir of Seoktan-ri in
Okcheon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Korea’s
megalithic culture, as it is the only example in Korea of a dolmen
and a menhir being located in the same area.
이전 전(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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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이성산성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63호

· 수

량

1곽

沃川 已城山城

· 지정일

2017. 04. 07

Iseongsanseong Fortress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산20-1

· 소유자

국유

· 시

삼국시대

대

Located in and around Sangye-ri, Cheongseong-myeon,
Okcheon-gun, Chungcheongbuk-do, this ancient fortification
consists of a fortress wall with a circumference of 1,111
meters that was built using the traditional rammed earth
technique whereby rammed layers of earth were piled up one
on top of another. The fortress is regarded as an important
historical asset due to its close connection with the northward
advance of Silla after the second half of the fir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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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벽 발굴 모습

옥천 이성산성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0-1번지 일원에 위치한 토축산성이다.
해발 110~155 의 낮은 구릉성 산지에 축조되었는
데, 성의 남쪽에는 금강으로 합류하는 보청천報靑川이 동
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이곳은 옥천읍 방면으로의 교
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곳이지만, 보은 삼년산성으로
향하는 북쪽 교통로와 추풍령 방면의 영동 용산면으로
향하는 남쪽 교통로가 연결되는 지점에 해당된다.
이성산성은 산계리토성이라고도 불리며, 「삼국사기
三國史記」

소지마립간 8년(486)조의 굴산성屈山城으로 추

목책열

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이찬 실죽實竹을 장군으로 삼아 일선(一善, 지금의 선산) 지역의 정부丁夫 3천명을 징발하여 삼년
三年과

굴산屈山 2개의 성을 개축改築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삼년산성 인근의 주요 거점지역 중 하나인 이곳을 굴산성에 비정

한 것이다. 한편 조선 전기 지리지에서는 이성 혹은 이성산석성으로 기록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와 폐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토축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성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84년 청주대학교 박물관, 2002년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의 지표조사를 통해 간략하
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2011년 주택 신축공사과정에서 훼손된 후 그대로 방치되었던 성벽이 계속 붕괴되었고, 결국
2014년에 정비복원계획이 세워졌다. 그리고 2015년에 국강고고학연구소에 의해 긴급발굴조사가 실시됨으로써 토성 서벽
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은 구릉지 정상부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불규칙한 타원형이고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세를
보인다. 성의 전체 둘레는 약 1,111 이다. 성벽은 흙으로 조성되었는데, 크게 중심토루와 내외피토루로 구분된다. 중심토루
는 영정주와 판재를 사용하여 틀을 설치한 후 그 안에 흙을 층층이 쌓아 단단하게 다지는 판축기법으로 조성되었다. 내외피
토루는 사면을 따라 성토다짐을 하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성벽의 규모는 내외피토루를 포함하여 너비 15 , 높이 3.5 정
도이다. 한편 성벽 일부 구간에서는 내외피토루에 덧붙인 성돌이 확인되었는데, 외벽 중 일부는 석축 성벽으로 개축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성문의 흔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성 내부로 들어오는 진입로 부근에 서문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물
로는 성벽을 오르내리는 등성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성 내벽에서 성벽의 진행 방향을 따라 조성되었다. 그 밖에도 수혈유구
2기와 석축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로는 고배 편, 뚜껑 편, 완, 기와 등 신라의 유물이 주를 이룬다. 그 중 이단투창고배가 중심토루 내부에서 확인
되었는데, 이를 통해 성벽의 초축 시기는 5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단각고배와 인화문 토기가 수혈유구에서 수습되
는 정황으로 볼 때, 6~7세기경에 성벽이 개축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이성산성은 5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북방 진
출과 관련하여 축조되고 운영되었던 토성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진 유적이다.
백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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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이기윤 망북비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5호

· 수

량

1기

沃川 李箕允 望北碑

· 지정일

1996. 01. 05

Mangbuk Monument of Yi Gi-yun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35

· 소유자

성주이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옥천 이기윤 망북비는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옥천 유림 이기윤(李箕允, 1852~?)이 북쪽을 향해 통곡하던 곳에 세운
비석이다.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예로부터 지역 유림들이 국상을 당할 때 북향 제배하던 곳이라 전
해진다.
이기윤의 본관은 성주星州 , 자는 윤홍允弘 , 호는 계양稽陽 이다. 조부는 이진동李振東 , 부친은 이상선李相善 이다. 이기윤은 소영
원昭寧園 참봉參奉 을 지낸 후 농사와 낚시로 소일하다가 1919년 고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뒷산에 올라 통곡하고 이곳에 망
북재望北齋 를 세웠다고 한다.
망북비 앞면에는 두 행 소자로 “태황제 돌아가시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온 백성이 망극하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과 같

다.(太皇帝崩 日月無光 臣民罔極 如喪孝妣태황제붕

일월무광 신민망극 여상고비 )”라

하고 아래쪽에 대자로 “望北碑망북비 ”라 하였다.

뒷면에는 “開國功臣行領議政文景公星州李稷十五世孫箕允 □□泣血 開國五百二十九年立개국공신행영의정문경공성주이직십오세손기윤
□읍혈 개국오백이십구년립 ”이라

□

하여 1920년에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망북비는 네모꼴 비좌 위에 아래가 좁은 길쭉한 모양의

몸돌을 세우고 지붕 모양 덮개돌을 올렸다. 전체 높이 135㎝, 너비 35㎝, 두께 15㎝이다.
옥천 이기윤 망북비는 일제강점기 옥천 지역에 세거하던 유림의 동향과 복고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강민식

This stone monument called Mangbukbi, or the Stele of the Northern Lament, was erected to mark the spot where
a local Confucian scholar of Okcheon named Yi Gi-yun expressed his grief, facing north where the capital was
located, upon hearing of the death of Emperor Gojong (r. 1863-1907) in 1919. It is also known as the place where
local Confucians in Okcheon gathered to mourn together whenever a state funeral took place. Located in Pyeongsanri, Dongi-myeon, Okcheon-gun, the monument is a tangible heritage item directly related with the patriotic
traditions preserved by local Confucians in Okche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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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청마리 제신탑

민속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호

· 수

량

1곽

沃川 靑馬里 祭神塔

· 지정일

1976. 12. 21

Jesintap Shrine of Cheongma-ri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1길 43-2

· 소유자

옥천군

· 시

조선시대

대

The Jesintap Shrine in Cheongma-ri was a sacred place of the local folk religion once used by the villagers of
Cheongma-ri to pay homage to their village guardian deities. Locally called Tapsinjedang, Jusalmaegi or Susalmaegi,
the shrine consists of a doltap (tall stone mound), jangseung (village tutelary posts), and sotdae (or jimdae, guardian
poles). The conically-shaped stone mound stands five meters tall and measures seven meters around the base, and
is topped with a post-like stone. While there is no extant record about its origin, the shrine is generally believed to
have been there for about five hundred years because the village’s oldest family dates back some sixteen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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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제신탑은 마티마을 동제당으로 옥천군
동이면 청마분교 뒤편에 위치한다. 돌탑, 장승, 솟대(짐대)로 구성
된 복합 제장祭場 이다. 마을 사람들은 ‘탑신제당’, ‘주살맥이’ ‘수
살맥이’라고도 부른다.
탑은 돌을 쌓아 올린 원추형으로, 높이 5 , 밑 둘레 7 정도의
장승

크기다. 충북 중남부 지역에 분포한 제신탑은 대부분 남성 탑에
윗돌을 세우는데, 청마리 탑도 위에 긴 돌을 하나 세웠다. 탑의 정
확한 연원은 알지 못하나 마을 세가世家 가 16대째 세거하는 것을
통해 볼때 5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솟대는 탑 오른쪽 8~10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마을 사
람들은 ‘짐대’, ‘진대’라고 부른다. 높이는 약 7 정도 긴 장대 끝
에 나무로 깎은 오리 형상을 올렸다. 마을사람들은 마을의 질병과
악귀를 쫓아내는 ‘추악대追惡臺 ’로 믿는다. 솟대는 마한시대부터
기원하며, 마티리가 강을 끼고 위치하고 있어 외지와의 소통이 힘
들던 지역인 관계로 솟대 신앙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한다.
장승은 탑에서 북쪽으로 8~10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길 양옆
으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마주보고 서 있는 형태이다. 장승
옆에는 팽나무 신목이 서 있다. 지하여장군 옆에 경주최씨 세거비
를 세웠으나, 현재는 한글로 ‘마티리’를 적은 비석이 서 있다.
마을에서는 동제를 산제와 수살맥이제로 두 번 지낸다. 음력 정
월 초 제일을 택일해 산제사를 지낸 후, 정월 대보름에 탑제를 올
린다. 산제와 탑제는 제주와 제물, 제일을 달리하지만 산제가 상
당上堂 , 탑제가 하당下堂 의 역할을 한다. 제주祭主 도 나이 많은 사람
은 산제를, 나이 어린 사람이 탑제를 올린다. 산제당은 뒷산 소나
무 두 그루를 신이 깃든 나무로 여겨 모시고 있다. 제신탑 제사도
과거에는 탑, 솟대, 장승, 샘굿으로 마무리했으나 샘굿은 대보름
행사가 간소해지며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솟대

옥청 청마리 제신탑은 충북 남부 지역의 탑신제의 성격을 기본
으로 탑, 솟대, 장승의 복합제장으로 마한 시대 솟대 신앙의 문화
유산을 현대에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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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독락정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3호

· 수

량

1동

沃川 獨樂亭

· 지정일

1998. 06. 26

Dongnakjeong Pavilion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170

· 소유자

초계주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옥천 독락정은 충청북도 옥천근 안남면 연주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조선시대 절충장군중추부사를 지낸 주몽득
周夢得 이

1607년(선조 40)에 세운 정자이다.

당초 정자로 지어졌지만 후대에는 학문을 연구하는 서당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668년(현종 9)에 군수 심후가 쓴 현
판과 송근수의 율시기문律詩記文 이 걸려있다. 1772년(영조 48)에 중수하였고 1888년(고종 25)과 1923년에 보수하였다. 근
래에는 1965년에 문중에서 보수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배치는 독락정을 중심으로 동쪽에 일각문을 세우고 동·서·북쪽에는 막돌담장을 설치하고 있다. 뒤로는 병풍처럼 솟아있
는 둔주봉이 있고 앞으로는 트여 있어 유유히 흐르는 금강과 그 주변의 수려한 경관이 바라다 보인다.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동·서·남쪽에 툇마루를 두고 북쪽 중앙에 2칸의 마루
방을 두고 있다. 동서쪽에 툇마루를 설치하기 위해 내부는 4칸으로 되어있고, 서쪽 방에는 벽장을 설치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운 민도리집이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
마 팔작지붕이다. 동쪽 방에는 띠살문의 사분합 들어열개문을 설치하고 있다.
옥천 독락정은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툇마루를 설치하였고, 이를 위해 정면은 3칸이지만 내부를 4칸으
로 구성한 유서 깊은 정자이다.
손태진

Dongnakjeong Pavilion in Okcheon was built by a Confucian scholar-official named Ju Mong-deuk (fl. early 17th
c.) and was used by his descendants as a seodang (“Confucian village school”). The pavilion is a three-kan* by twokan wooden structure with verandahs overlooking the scenic landscape around the Geumgang River, thus consisting
four-kan inside of pavilion. Its entrance faces east, and its walls were built by piling up rough stones on three sides,
east, west and north of the pavilion.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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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덕양서당
沃川 德陽書堂
Deogyangseodang Confucian Village School
in Okcheon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4호

· 수

량

1동

· 지정일

1998. 06. 26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덕1길 93-2

· 소유자

무송유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Deogyangseodang school in Okcheon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by Yu Sik (fl. 17th c.), a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who also served as the tutor of Prince Inpyeong, the third son of King Injo. The
inscription on the ridge-beam of the roof shows that the school building underwent a major renovation in 1895
(the 3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As a six-kan* wooden structure with the layout of a typical
dwelling house of the period, it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heritage of local Confucian schools during the
Joseon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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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서당기

옥천 덕양서당은 충청북도 옥천근 안남면 도덕리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서당이다.
조선 인조 때 유식(庾軾, 1586~1650)이 지은 서당이라고 하나 초축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청의 종도리 장혀에 “崇
禎紀元後 五乙未四月初四日未時立柱 同月初七日巳時上樑 丑座未向…숭정기원후

오을미사월초사일미시립주 동월초칠일사시상양 축좌미향… ”라

는 상량문이 남아 있어 1895년(고종 32)에 중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식은 본관은 평산平山 이고, 자는 자경子敬 , 호는 덕곡德谷 으로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33년(인조 11)에 생원시
에 합격하여 1640년 인평대군의 사부를 지냈으며 송시열, 김집, 송준길, 이유태 등과 교류하였다. 역사와 지리서에 조예가
깊었고 4권 2책의 『덕곡문집德谷文集 』이 있다.
건물의 배치는 덕양서당을 중심으로 마당 앞에 일각문을 세우고 주위를 막돌담장으로 둘러싸고 있다. 덕양서당은 정면
6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서쪽부터 부엌, 안방, 웃방, 대청, 건넌방, 반 칸의 툇마루로 구성
하고 있다. 방의 천장에 고미반자를 하고 있다. 대청마루와 안방·웃방 앞으로는 반 칸의 전퇴를 두고 있으며, 건넌방 앞에
는 약간 높은 누마루를 두고 그 밑에는 함실아궁이를 설치하고 있다. 굴뚝은 가래굴 형식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
단 위에 앞면의 일부는 사다리꼴의 가공된 원형주초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주초는 배천조씨 문중에서 기증받은 것이라고 전하며, 대들보와 기둥은 대패로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형
식은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덕양서당」 현판은 송근수의 친필로 알려져 있으며, 대청에는 송병선
의 「서당기」가 있다.
이곳은 후학을 가르치던 서당이지만, 중부지역 전통민가의 평면형식을 하고 있는 주거건축으로 지어진 것을 후에 서당
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옥천 덕양서당은 지역의 고유한 서당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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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죽향리사지
삼층석탑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1호

· 수

량

1기

· 지정일

2002. 10. 21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향수1길 26

沃川 竹香里寺址 三層石塔

· 소유자

국유

Three-story Stone Pagoda at the Jukhyangri
Temple Site in Okcheon

· 시

고려시대

대

옥천군 옥천읍 죽향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삼층석탑이다. 단층기단 위에 삼층탑신을 올린 평면 방형의 일반형 석탑으로,
전체 높이는 2.9 이다.
단층으로 조성된 기단은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되었는데, 양 우주와 탱주 일주가 모각되었다. 갑석 역시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했는데, 규모에 비해 두껍게 조성되어 둔중함을 보이고 있다. 하면은 편평한데 비해 상면은 경사를
이루고 있고, 중앙에는 낮은 받침을 조출해 초층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하나의 석재로 조성되었는데, 체감비가 구현되지 않은 탓에 상승감만이 강조되었을
뿐 안정감은 상실되었다. 탑신석은 매 층이 비슷한 높이와 규모를 지니고 있어 1층 탑신만이 높게 조성된 일반적인 석탑과
는 다른 특이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층 탑신에만 양 우주가 모각되었을 뿐 다른 층에서는 생략되었고, 한 면
에는 문비형門扉形 이 모각되어 있다. 3층 탑신의 전면에는 장방형의 감실이 개설되어 있다. 옥개석 역시 매 층이 같은 규모
로 조성되어 탑신부와 더불어 체감비가 완전히 무시된 탓에 다른 석탑에서와 같이 안정감이 결여되었다. 옥개석의 하면에
는 매 층 각형 3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다.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 역시 짧게 조성되어 탑신석과의 조화로움 역시
상실하고 있다. 상륜부에는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된 복발과 보주석이 놓여있다.
옥천 죽향리사지 삼층석탑은 본래 죽향리 탑선골 절터에 있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초
층 탑신의 문비와 3층 탑신에 개설된 감실이 주목되지만, 전체적으로 체감비가 완전히 무시된 탓에 전체적으로 안정감과
균형감이 상실되었다. 각 부의 양식으로 볼 때 고려시대 후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추정된다.
박경식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which once stood at a temple site in Tapseongol, Jukhyang-ri, Okcheon, is known
to have been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at Jukhyang Elementary School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1910-1945). The pagoda displays a lack of balance and an outdated style. Certain details, such as the door carved
on the first-story body and the niche in the third-story body, suggest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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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송갑조 유기비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5호

· 수

량

1기

沃川 宋甲祚 遺基碑

· 지정일

2006. 04. 07

Memorial Stone of Song Gap-jo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3길 88-30

· 소유자

은진송씨 경헌공 종중

· 시

일제강점기

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부친인 수옹 송갑조(睡翁 宋甲祚, 1574~1628)의 유기비이다.
유기비는 송갑조의 8세손인 송흠만宋欽晩 이 글을 짓고, 9세손 송의수宋宜洙 가 글씨를 써서 1914년에 건립하였다. 약 300
쯤 떨어진 곳에는 우암 송시열 유허비가 위치하고 있다.
송갑조의 본관은 은진恩津 , 호는 수옹, 부친은 송응기宋應期 이다. 송갑조의 부인은 옥천 용방리에 세거했던 선산곽씨 곽자
방郭自防 의 딸이다. 송갑조는 처가이자 유기비가 세워진 옥천 용방리로 이주한 후 송시열을 낳았다. 송갑조는 1617년(광해
군 9)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나, 유폐되어 있는 인목대비를 배알하였다가 유적儒籍 에서 삭제되었다. 1623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 으로 강릉참봉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이괄李适 의 난 때는 공주의 행재소까지 왕을 호종하였다. 1627년 정묘
호란丁卯胡亂 때 화의和議 가 성립되자 낙향한 후, 다음해 세상을 떠났다.
유기비는 집 마당에 축대를 쌓고 비좌를 놓았으며 오석烏石 비신을 세운 후 옥개석을 얹고 주위에 보호 철책을 둘렀다. 비
신의 크기는 높이 116㎝, 폭 38㎝, 두께 20㎝이다. 전면에는 “睡翁宋先生遺基수옹송선생유기 ”라고 적고, 후면에는 송갑조의 생
애를 기록하였다. 측면에는 “八世孫宋欽晩謹識 九世孫宋宜洙敬書甲寅五月日팔세손송흠만근지 구세손송의수경서갑인오월일 ”이라 적어, 유
기비를 건립한 연대와 인물을 밝혀놓았다.
고수연

This stone stele was set up to mark the historic site connected with Song Gap-jo (also known by his courtesy name of
Suong, 1574-1628), the father of Song Si-yeol (also known by his courtesy name of Suam, 1607-1689), a great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of mid-Joseon.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stele, located 300 meters from the one
commemorating his son, was erected by members of the Eunjin Song clan in 1914. The stele (116cm tall, 38cm wide,
20cm deep) is covered with a roof-stone and protected by a fence.

좌측면

후면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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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백운리 고가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0호

· 수

량

1곽

沃川 白雲里 古家

· 지정일

2007. 09. 07

Historic House of Baegun-ri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백운길 49

· 소유자

밀성박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사랑채

안채

옥천 백운리 고가는 조선 후기의 가옥으로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에 위치하고 있다.
망와의 기록으로 보아 1842년(도광道光 22년 계묘癸卯 일日 )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참판이 기거했다 하여 참판댁으
로 불렸다. 해방 이후 밀성박씨 통덕랑파 문중에서 매입하여 현재 안채는 사당으로, 사랑채는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외부는 벽돌담과 철문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지나 들어가면 솟을삼문과 막돌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삼문을
지나 진입하면 “追遠齋추원재 ” 현판이 걸린 사랑채가 나오며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랑채
뒤쪽으로 안채가 위치하고 있는데, 담장과 문으로 구역이 분리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3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
다.
전면 사랑채의 평면구성은 3칸의 구들방, 부엌, 사무실 순으로 구성되었고, 전면으로는 온돌방 앞에 반 칸 규모의 마루를
두고 있다. 건물구조는 화강석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방주를 세워 납도리집으로 구성하였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며,
마루의 천정은 연등천정이고 온돌방 천장은 반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루는 자귀질하여 제작한 고식기법이 유지되고 있다.
안채의 평면구성은 1칸의 마루방, 3칸의 사당, 마루방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면으로는 1칸 규모의 마루가 설치되었고
마루방과 대청 모두 문이 달렸다. 또한 사당 내부에는 1칸 폭의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고가의 안채는 5칸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규모가 큰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마루기와의 제작
수법과 기술이 뛰어나고, 툇마루 청판은 오래된 고식기법으로 조선시대의 치목기법治木技法 이 역력히 나타나 있다. 이를 통
해 축조 당시의 목조기술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부 변형된 기단과 부재 교체를 제외하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옥천 백운
리 고가는 160여년 전 축조된 건축물로, 19세기 중반의 원형이 유지되고 있어 건축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조중근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on an ornamental tile of its roof, this historic house in Baegun-ri, Okcheon was built
in 1842. Located near the Cheongsanhyanggyo Confucian School and currently used as a family shrine, the house
is known locally as Champanjip (“Champan house”) because it was once the home of a high-ranking official of the
Champan rank. The house consists of Oesammun (“outer triple gate”), a sarangchae (guesthouse), and an anchae
(inner house) of which the last, measuring five kans*, is larger than other structures of its kind. The wooden-floored
veranda of the inner house exhibits the traditional Joseon period techniques of trimming and framing.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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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 초상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3호

· 수

량

1폭

宋時烈 肖像

· 지정일

2008. 07. 25

Portrait of Song Si-yeol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66-1

· 소유자

선산곽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신이며 학자인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1607~1689)의 초상이다.
옥천군沃川郡 구룡촌九龍村 에서 태어난 송시열이 1650년 벼슬을 버리고 소년 시절에 학문을 닦은 옥천에 내려가 서당을 세
우고 제자들을 가르친 경현당景賢堂 내의 용문영당龍門影堂 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초상화로 ‘용문영당본龍門影堂本 ’으로 알려져
있다. 1697년(숙종 23)에 영당을 세우고 서당을 재사齋舍 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1697년경에 초상화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 전하는 그림은 원래의 초상을 다시 그린 이모본으로 여겨진다.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송시열 초상은 생시에 그린 세 본의 진상眞像 을 전형으로 하는 많은 이모
본이 제작되었으며 용문영당본은 현재까지 전하는 다섯 가지 본 중의 하나이다. 비단 바탕에 채색을 사용해 그렸으며 심의
深衣 에

복건服巾 을 착용한 평상복 차림의 모습으로 손을 맞잡은 공수拱手 자세를 취한 좌안칠분면左顔7分面 의 반신상이다.

이 작품은 정조正祖 의 어제찬문御製贊文 과 송시열이 1651년(효종 2)에 쓴 자경문自警文 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국보
제239호 반신상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32호로 지정된 제천 황강영당黃江影堂 소장본을 합성한 흥미로운 예로 주목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지만 복건의 형태와 얼굴의 묘사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사방건四方巾 을 쓴 황
강영당본의 어깨가 올라간 자세, 이목구비의 표현, 심의의 검은색 선襈 과 옷소매의 선이 X자를 이루는 복식의 표현방법을
모방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진재해(奏再奚, 1691~1769)가 그린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송시열 초상화에도 그대로 나타
난다.
거칠고 짙은 눈썹, 흰 필선과 검은 필선을 섞어 섬세하게 표현한 수염과 얼굴의 이목구비를 충실하게 묘사하였으며 갈색
선으로 울퉁불퉁한 골격을 표현하고 선염渲染 을 더해 강직한 유학자의 성격과 풍모를 잘 드러내었다. 이처럼 선의 표현적 기
능이 강조된 안면 묘사는 17세기 말엽에 제작된 초상화의 양식적 특징을 반영하며, 간결한 필선으로 묘사된 옷주름은 당당
한 체구의 모습을 강조하여 얼굴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1697년 용문영당을 건립하였을 당시 초상을 제작한 화가가 진재해가 그린 초상을 임모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작품의
실제 제작 시기는 1871년(고종 8)에 사당이 훼손된 후 용문서당이 증수된 즈음으로 추정된다. 이모본이지만 초상화 주인공
의 품격이 잘 드러나는 수작이다.
박은화

This portrait depicts Song Si-yeol (a.k.a. Uam, 1607-1689),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cholar-officials of the Joseon
period and a great Neo-Confucian thinker. The portrait is known to have been produced for dedication to the
Yongmun Yeongdang Shrine situated in the precincts of Gyeonghyeondang Lecture Hall, where Song Si-yeol opened
a village school for the local youth of Okcheon. The written record about establishment of the portrait shrine in 1697
suggests that a portrait of Song Si-yeol was produced before or during that year. However, this particular portrait is
presumed to be a copy of the original enshrined in the Yongmun Yeongdang S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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沃川 永募齋

· 지정일

2010. 06. 11

Yeongmojae Shrine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농1길 71

· 소유자

백천조씨 문열공 종회

· 시

조선시대

대

The Yeongmojae Shrine in Okcheon is a memorial hall built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Jo Heon (15441592), a renowned Confucian scholar-official and righteous army commander, and to hold annual memorial
ceremonies. Originally built as the grave keeper’s lodge in 1812 (according to the ridge-beam prayer written on
the ceiling), the shrine is a five-bay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double-layer eaves. It is regarded as a fine
example of the jaesil (memorial hall) built in the style of ordinary dwelling houses in the Chungcheong area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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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영모재는 조선 선조때의 유학자이자 의병장인 조헌(趙憲, 1544~1592)의 제사를 위한 건물이다. 원래는 산직집의
용도로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모재는 대청의 고미받이에 “前建築崇禎四年壬申十月三日重建 檀紀四千三百三年庚戌三月二十日午時立柱酉時上樑 …전건
축숭정사년임신십월삼일중건 단기사천삼백삼년경술삼월이십일오시입주유시상량… ”이라는

상량문으로 보아 1812년에 세웠으며, 1970년에 중건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영모재는 정면 5칸, 측면 1칸 반으로 된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남측으로부터 부엌, 안방, 웃방, 대청, 건넌방
으로 구성되었으며, 방 전면으로는 툇마루를 두었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중부지역의 전형적인 민가 형태로 구성되었다.
건물구조는 높은 자연석 기단 위에 전면은 사다리꼴의 원형주초, 나머지는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천장은 고미반자로 되어있으며, 현재 안방, 웃방, 건넌방의 천장은 종이로 도배를 하였다. 안방 앞의 토광은 도정하기 전의
벼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공간으로서, 개구부는 양설주에 홈을 내고 널판을 오르내려 열고 닫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충청도 가옥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이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의 민도리집이다. 마당 정면과 북측에 일각문을 세우고 주
위로는 막돌담장을 쌓았다.
옥천 영모재는 민가형 재실의 한 예로, 근대기 충청지역 재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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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곡정사

305
고직사

옥천

沃
川

옥천 예곡정사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6호

· 수

량

3동

沃川 藝谷精舍

· 지정일

2011. 11. 04

Yegokjeongsa Pavilion in Okcheon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2길 13-28

· 소유자

광산김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옥천 예곡정사는 1680년(숙종 6) 김광로가 낙향하여 후학 양성을 위해 건립한 강당 건물로 나중에 문중에서 재실로 사
용하였다. 현재 일곽은 예곡정사, 고직사, 창고 등이 남아 있으며 ‘예곡정사’명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 썼다고 전한다.
예곡정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동쪽부터 1칸 방, 2칸 우물마루로 구성하
였다. 전면 반칸은 퇴칸으로 마루를 설치하였다. 사고석으로 쌓은 석축기단 위에 원형주초를 놓고 그 위에 외진은 두리, 내
진은 네모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 형식이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이며,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다.
주위로는 토석담장을 둘렀고, 동쪽에는 일각문을 두었다. 담장 밖 동남쪽으로는 고직사가 있다. 고직사는 정면 4칸, 측
면 1칸 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북쪽으로부터 1칸 부엌, 2칸의 안방, 1칸 웃방으로 구성하였다. 안방
과 웃방 전면으로는 반 칸의 툇마루를 두었는데 특히 웃방 전면의 툇마루는 단을 높여 하부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시멘트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고직사는 1980년대 쯤 보수하면서 기단과 일
부 벽이 시멘트로 처리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창고는 근래의 개·보수 과정에서 1888년명 상량문
이 확인되었다.
예곡정사는 예곡리의 광산김씨 입향조인 김광로와 이종사촌인 우암 송시열이 관련된 광산김씨 씨족마을의 중심건물이
다. 또한 재실형식의 정사와 고직사가 함께 남아 있는 예가 많지 않으며, 정사가 재실로 기능이 변화한 시기와 수용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형래

Yegokjeongsa Pavilion in Okcheon was built by Kim Gwang-ro, a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mid Joseon, in 1680
(the 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upon his return home after retiring from government service.
The building was originally used as a lecture hall where he taught local youths, but it was later converted to a shrine
to hold annual memorial services for his ancestors. The shrine consists of a Gojiksa (caretaker’s lodge) and a sajumun
(four-post gate), as well as the main hall, which is a three-bay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As the central institution of the village of the Gwangsan Kim clan in Okcheon for many years, Yegokjeongsa
Pavilion is one of only a few buildings of its kind in which the central shrine hall exists together with the caretaker’s
lodge. It also contains a valuable record about how and when it was converted from a family library to a family
s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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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ne statue of Buddha in
standing position enshrined in
Daeseongsa Temple, Okcheon
is a reproduction of an original
which was significantly smaller
and made in a seated position. It
is apparent that the small seated
statue was later reconstructed to
be a large standing statue that
lacks of detail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is is
the statue from the geneology
records. The current standing
Buddha was reproduced in the
1950s during the reestablishment
of Daeseong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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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沃
川

옥천 대성사
석조여래입상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89호

· 수

량

1구

· 지정일

2016. 03. 04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1길 57-13

沃川 大成寺 石造如來立像

· 소유자

대성사

Stone Standing Buddha of Daeseongsa Temple
in Okcheon

· 시

근대

대

옥천 대성사에 모셔져 있는 석조여래입상으로 원래는 좌상이었던 불상을 후보後補 하여 입석거불로 만든 상이다.
옥천 대성사는 1950년대에 지역 토성인 옥천육씨 집안과 연관되어 창건된 사찰이다. 그런데 『옥천육씨대동보沃川陸氏大同
譜』

권지 일卷之 一 에 1491년(성종 22) 석불의 존재를 알려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사찰터에 다시 중창된 것

으로 추정된다.
현재 석조여래입상은 법당 옆 2중의 기단 위에 조성되어 있으며 전체높이가 3.6 에 이르는 거불로 모셔져 앞뜰의 넓은
공간을 조망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각이 치졸하며 작은 규모의 좌불을 후대에 입불로 다시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어 대동보에 기록된 석불이 이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상의 모습은 관모官帽 를 쓰고 있는 기둥 형태의 석불입상으로, 불상의 몸 중간이 두 개의 석재로 이어졌다. 모자는 별도
의 석재이며 윗부분이 둥글고 그 위로 다시 둥글고 작은 꼭지가 붙은 관모인데, 이 부분의 조각수법이 가장 정교하고 고식
古式 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모자 아래 머리에서 허리 중간 까지는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으며 얼굴 부분은 관모 때문인지 돌이끼가 끼지 않아 마치
다른 석재인 듯 하얗게 보인다. 상호는 눈을 감고 있는데 입 부분을 옆으로만 길게 벌려서 파고 있어 노인과 같은 느낌을
준다. 윗몸은 아랫부분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연화좌 위에 오른쪽 다리를 괴고 앉은 좌상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 이
부분을 통해 후보된 것이 확인된다. 양 손은 불신에 붙여진 형태로 오른손은 지물을 들고 있었던 듯 구멍이 나 있고 왼손은
무릎 부분에 대고 있다. 대좌 부분은 낮은 단이 네 면으로 둘러졌고 앞면에만 간략히 연잎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상체
부분도 거의 치졸한 음각선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 유래가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불신의 중간 아래로 다시 기둥 형태의 석재가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는
옷주름의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가운데만 우묵히 파내려 가다
가 발만 거칠게 표현하고 있어 가장 나중에 후보된 것으로 생각된다. 불
상 측면은 팔 부분만 약간 조각되고 허리 아래로는 아무런 조식이 없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볼 때 대성사 석조여래입상이 현재의 모습처럼
입상이 된 것은 1950년대에 이르러 대성사가 다시 창건되기 전후로 보인
다. 전체적인 조각양식을 통해 볼 때 지역 민불의 전통을 띠고 있는 상으
로 보인다.
김춘실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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