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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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영국사 승탑은 크기가 작은 팔각원당형승탑八角圓堂型僧塔 으로 영국사 원각국사비 동쪽 약 80 되는 곳에 북동방향으
로 뻗어 내린 능선의 둔덕 끝에 조성되어 있다.
승탑의 높이는 1.74 이며 지대석부터 상륜부의 보주까지 각 부재가 완전하다. 8각의 지대석과 하대석이 하나의 석재로
제작되었고, 지대석 위에 높은 괴임대 1단을 두었다. 그 위에 낮은 각형의 2단 받침을 각출하여 하대면석을 받치고 있다.
각 면에는 1좌座 씩의 안상眼象 을 조각하였다. 그 위에는 한 돌로 제작된 하대갑석과 중대석 괴임대가 놓여 있다. 갑석 하단
에는 각형의 부연이 1단으로 각출되어 있다. 상면에 3단의 중대석받침을 각형으로 낮게 각출하여 중대면석을 받치고 있
다. 중대면석은 1석의 팔각형으로 각 면에는 1좌씩의 안상을 장식하였는데 정연하다.
상대석은 하면에 팔각의 각형 2단 괴임대를 각출하여 중대석 위에 맞게 놓이도록 하였으며, 상단에는 단엽 24엽의 앙
련仰蓮 을 중판重辦 으로 조식하여 화려한 연화문양대를 이루고 있다. 상면에는 1조의 원문을 넓게 각출하였고, 중심부에 낮
은 각형-원호-낮은 각형 순으로 3단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탑신은 8각이고 각 면 모서리에 우주가 정

1922년

연히 각출되었다. 탑신석 한 면에 장방형의
문비門扉 (문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식)
를 마련하고 그 내면 상부에 자물통을 양각
하였다. 팔각 옥개석의 하면에는 낮은 각형원호형-낮은 각형 순으로 3단의 옥개석 괴
임대가 돋을새김 되어 있다. 낙수면은 유려
한 곡선을 이루면서 전각까지 흘렀고 각 면
마다 기와골이 정연하게 조각되었다. 상륜부
는 북을 눕힌 형태의 복발과 보주가 조성되
어 있다. 복발의 중심부에 가로방향으로 양
각선이 2조로 돌려졌고 지름 12㎝의 구멍이
관통되어 있다. 연봉형의 보주는 하면에 얕
은 2단의 괴임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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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 승탑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단아한 형태의 승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옥개석 낙수면에 기와골을 모각하
여 처마에 서까래를 표시하고 있는 유례는 신라 말-고려 초기 석조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안상의 형태와 중판앙련
의 상대석 양식은 전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과 흡사하다. 그러나 옥개석 각 변의 반전이 심한 부분은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에 비해 시대적 하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승탑의 조성연대는 12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이 승탑의 주인공은 영국사를 하산처로 삼고, 1174년에 입적한 후 1180년에 탑비가 세워진 원각국사圓覺國師 덕소
德素 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인한

The Stupa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stands on the ridge to the south of the Stele for State Preceptor
Wongak. The small stupa has a traditional octagonal body, and its entire structure has been preserved in perfect
condition from the base to the pearl of the finial. It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lfth
century - probably to enshrine the relics of State Preceptor Wongak (a.k.a. Deokso), who spent his last days at
Yeonggu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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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同 寧國寺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보물

· 종

목

보물 제533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71. 07. 07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국동길 225-35

· 소유자

영국사

· 시

통일신라

대

314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은 9세기의 일반형 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는 석탑으로, 충청북도 지역에 잔존 사례가 희소하여 학
술적 가치가 높다. 현재 영국사 대웅전 앞에 위치하며, 상륜부의 일부 훼손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영국사 삼층석탑은 높이 3.41m로, 원래 옛 절터에 도괴되어 있던 것을 1934년에 주봉조사朱奉祖師 가 영국사를 중창할
때 옮겨와서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이는 2005년 해체복원 당시 석탑 기단부가 조선시대 유구층을 훼손하고 조성된 상
황에서도 확인되었다. 석탑은 대웅전과의 중심 축선이 맞지 않게 건립되어 있는데, 좁은 마당 규모 때문에 출입 계단을
막는 듯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봉조사가 복원한 이후 2003년도까지 상층기단 면석의 상하가 뒤집혀
있었으나 2005년 5월 보존처리 및 해체복원을 하면서 원 상태로 바로잡았다.
석탑의 하층기단 면석은 각 면이 1매씩이나 서쪽 면만 2매이다. 각 면에는 안상眼象 이 3구씩 조각되었다. 하층기단 갑석
은 4매의 판석으로 맞추었는데 중앙부는 강회다짐으로 채웠고 하층 면석의 채움 부분과 연결된다. 윗면에는 2단의 상층
기단 받침을 두었는데 1단은 원호형이고 2단은 각형이다. 상층기단 면석은 각 면 1매 씩 모두 4매로 이루어졌다. 남쪽과
북쪽 면의 면석이 측면의 우주까지 새겨질 정도로 크고, 동쪽과 서쪽 면에는 안상의 하단부가 새겨진 작은 면석을 끼워
넣었다. 각 면마다 우주까지 꽉 차도록 전면에 1구씩 큼직한 안상을 음각하였다. 상층기단 갑석은 1매로 조성되었는데 상
면에 원호형 받침과 각형 받침을 2단으로 조각하여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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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기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었고, 각 탑신석은 우주가 정연하게 조각되었다. 1층의 동쪽 면
에는 문비門扉 (문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식)가 양각되었다. 문비의 내면은 중앙에 1조의 종선을 음각하여 양쪽의 문
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상부에는 양면에 걸쳐 큼직한 자물통 한 개가 양각되었다. 자물통의 양쪽 상단에 원형의 자물통 고
정쇠가 표현되었고, 자물통의 밑으로 양쪽에 한 개씩의 원형 문고리가 조각되어 있다. 탑신석 상면 모퉁이에는 철편 4개
를 끼워 수평을 맞추었다.
각 층의 옥개석은 받침이 모두 4단이고 처마에는 낙수홈이 정연하게 음각되었다. 상면에는 1단의 각형 받침으로 탑신
을 받치고 있다. 낙수면은 얇고 4면의 합각이 뚜렷한데 각 모서리 부분이 곡선적이어서 융기된 인상을 준다. 네 모퉁이의
전각에는 반전을 심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각에는 중심부와 좌우 양면에 각 1공孔 씩 도합 3개의 풍경 구멍이 마련되었다.
2층 옥개석 상면에는 가로·세로 15㎝, 깊이 8㎝의 사리공이 마련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1972년에 주조된 10원짜리 동전
2점과 1974년 주조 100원짜리 동전 1개가 비닐에 싸인 채로 발견되었다. 2층 옥개석 상면 모퉁이에도 수평을 맞추기 위
한 철편 1점과 인위적으로 끼워 넣은 1995년도 10원짜리 동전 1점이 확인되어 2005년 이전에 이미 해체복원작업이 실
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층 옥개석 상면에는 각형 1단의 노반 받침이 각출되었고 그 중심에 지름 8㎝, 깊이 8.5㎝의 찰주
구멍이 있다. 노반 위에는 보주형의 상륜부재가 놓여 있는데 아랫부분이 파손된 상태이다.
영국사 삼층석탑은 전체적으로 2층 기단을 갖추고 있어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각 층 탑신석이 옥개석에 비해 작은 편이
라 다소 불안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옥개석이 두께가 얇고 전각의 반전으로 인해 경쾌하고 균형 잡힌 구조를 보
이고 있다.
영국사 삼층석탑처럼 하층기단의 각 면에 우주를 모각하지 않고 안상을 3좌씩 조각한 것과, 상층기단면석에 1좌의 큼
직한 안상이 조각된 예로는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보물 제510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보물 제250호),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위치한 경주 남산 승소곡 삼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석탑 각 면에 안상을 조식하는 형식은 통일
신라시대 하대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영국사의 석탑도 당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영국사 삼층석탑은
기단 우주 표현이 생략되고, 각 안상의 수법도 다소 세련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석탑의 조성연대는 통일신라시
대 하대인 9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김인한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Yeongguksa Temple belongs to a common type of stone pagoda of Unified Silla
(676-935) rarely seen in the Chungcheongbuk-do area, and has accordingly highly academic value. The pagoda is
preserved well except for the finial which has some damaged parts. It was discovered at a ruined temple site by the
monk Jubong in 1934 and moved to the precincts of Yeongguksa Temple while he was renovating it. The pagoda’s
stylistic details show that it was produced by Unified Silla artisans in the ni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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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永同 寧國寺 圓覺國師碑
Stele for State Preceptor Wongak at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보물

· 종

목

보물 제534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71. 07. 07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138-1

· 소유자

영국사

· 시

고려시대

대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는 고려 명종 초기 왕사王師 였다가 사후 국사國師 로 추증된 원각국사圓覺國師 덕소德素 의 비로, 영
국사 대웅전 남쪽 약 150m 지점의 낮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원각국사 덕소는 천태종으로 출가하여 국사에 오른
첫 승려로, 수많은 고승들을 배출한 천태종의 중흥조이다. 비석은 원각국사가 1174년 입적한 이후 그의 문도들에 의해
1180년 건립되었다.
비석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통식적인 형태로 귀부龜趺 , 비신碑身 , 이수螭首 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이수에 비해 현저히 작
은 비신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수는 결구되지 않고 바닥에 내려져 있다. 비석의 크기는 전체 높이 315.5㎝, 귀
부 높이 101㎝, 비신 높이 163.5㎝, 이수 높이 64㎝, 비
신 폭 107.5㎝, 비신 두께 6~13.5㎝이며 우측 하단부와
상단부의 모서리가 일부 파손되었고, 현대에 건립한 비
각 안에 세워져 있다.
4매의 장대석으로 구성된 지대석의 크기는 242×257
㎝이고, 그 위에 하나의 돌로 조성한 귀부가 놓여 있다.
귀부 상면 중앙에 장방형의 비좌碑座 가 시설되어 있고,
등에는 커다란 귀갑龜甲 이 6각형으로 조각되어 있다. 귀
부의 네 발은 동체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으로 낮게 조
각되어 희미하고 퇴화된 느낌이다. 뒤쪽의 두 발이 비교
적 형태가 잘 파악되는데 발가락은 4개이고 발톱은 날
카롭다. 앞발의 하면에는 연꽃 문양이 조출되었다. 귀두
龜頭 는

주름 잡힌 목을 수직으로 치켜든 형상이고 두 눈

과 코가 높게 돋을새김 되었다. 귀부 상면에 마련된 비
좌 홈의 크기는 112×15㎝이고, 비좌의 상면에는 문양
이 시문되지 않았다. 비좌의 4면에는 안상이 조식되었고
측면 좌우에는 당초문도 양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
아 귀부는 전형적인 고려식으로서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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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은 점판암석으로 조성하였는데 귀부, 비좌의 홈, 이수에 비해 크기가 왜소하고 두께 또한 일정치 않은 점이 특징이
다. 비신 상단을 凸자 형의 돌기를 마련하여 이수를 꽂도록 하였다. 하단도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
재는 하단 부분이 파손되어 비신부를 꽂고 시멘트로 보강하였으므로 형태와 비문의 일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후면에
비문과 음기가 새겨졌는데 자경字經은 1.5~2.5㎝이다. 비신 가장자리에는 보상당초문寶相唐草紋 을 음각하였다.
이수는 현재 귀부 좌측에 놓여 있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나 형태는 거의 완전하다. 하면에는 1단의 각형 괴임을 각
출하였고 주변에 단엽앙련單葉仰蓮 이 돌려졌으며 측면에 구름 문양이 조식되었다. 이수의 전면 중앙에는 장방형의 전액篆額
을 양각하여 3행6자로 “圓覺國師碑銘원각국사비명” 이라 양각하였다. 이수 상부에는 좌우에 1쌍씩 모두 4마리의 용이 조각되
고 정상에는 보주가 놓였었는데 현재 결실된 상태이다. 전면은 해서체로 음각하였으며 후면에는 원각圓覺 문도門徒 등의 음
기陰記 가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은 비문을 통해 1180년(명종 10)이라는 절대연대가 확인되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김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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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ne memorial stele standing in the precincts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was built to
honor the life and achievements of State Preceptor
Wongak (a.k.a. Deokso), who also served as a royal
tutor at the court of King Myeongjong of Goryeo.
Ordained as a monk of the Cheontae (Tiantai) sect of
Goryeo Buddhism, Wongak directed the school to its
heyday, contributing to the production of a multitude
of eminent monks. The stele, erected by his followers
in 1180, six years after his death, consists of a turtle
pedestal laid on a base stone, with the comparatively
small main body set on the middle part of the pedestal.
The hornless dragon capstone is laid on the ground
beside the stele rather than on its top. The inscription
1922년

on the body gives the exact date of its construction,
thus increasing its value as a source of knowl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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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永同 寧國寺 望塔峰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at Mangtapbong Peak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보물

· 종

목

보물 제535호

· 수

량

1기

· 지정일

1971. 07. 07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139-1

· 소유자

영국사

· 시

고려시대

대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은 영국사에서 동쪽 약 50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속칭 망탑봉望塔峰 이라는 작은 봉우리의
정상부 바위 위에 조성되어 있다. 바위를 깎아 기단으로 삼고, 그 위에 탑신부와 상륜부를 올린 특수형 석탑으로 충청북
도 지역에서는 잔존 사례가 희귀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다. 2층 탑신석 위로는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 석탑에 대한
해체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석탑의 높이는 2.8 로, 바위 윗면을 중심부가 약간 낮도록 비스듬하게 다듬어 기단을 삼았다. 바위 중앙에 돌출된 형태
의 방형 기단부를 마련하고 치석한 윗면에 2단의 높은 각형 받침을 각출하여 그 위로 기단면석을 조성하였다. 단층기단으
로서 각 면에는 아랫면이 약간 넓은 모퉁이 기둥인 우주를 양쪽 가장자리에 양각하고 중앙에는 중간기둥인 탱주를 모각
하였다. 우주와 탱주로 구획된 각 면에는 안상을 조각하였다. 상단의 갑석은 얇게 표현되었으나 파손이 심하고 받침 없이
그대로 탑신이 놓였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별개의 석재로 조성되었으나, 1층 옥개석의 4·5층 받침은 별석으로 조성된 점이 특징이
다. 각 층의 탑신석에는 우주가 정연히 각출되었고, 특히 각 층마다 상단이 하단보다 약간씩 좁아지는 형태여서 경쾌한
느낌을 준다. 초층 탑신 하단에는 1단의 각형 받침이 조각되었는데, 이것은 기단부 갑석 상면에 탑신받침을 마련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서 모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층 탑신 네 면에는 동일한 규격으로 문비門扉 (문 형태를 상징
적으로 표현한 장식)가 양각되었는데, 자물통과 문고리 장식도 없고, 상하부의 양 끝이 돌출된 액자형으로 일반적인 형식
에서 벗어나 있다.
1층 옥개석은 옥개받침이 5단이며 하부 4·5층은 별석으로 조성하였다. 처마가 직선적이고 낙수면 두께가 얇아 날렵하
다. 전각에 약한 반전이 있으며 풍경 구멍은 없다. 상면에는 각형 1단의 탑신받침이 각출되었다. 2층 옥개석은 받침이 4
단이며 상면에 옥신받침 1단이 각형으로 조각되었고, 그 위의 3층 탑신에는 양 우주 외에 아무런 조식이 없다. 3층 옥개
석은 옥개받침이 4단이고 상면에 각형의 노반 받침 1단이 각출되었으며, 그 상면 중앙에는 지름 4.5㎝, 깊이 3㎝의 찰주
공擦柱孔 이 시공되었다.
이 탑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암반을 치석하여 기단부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석탑 조성의 사상적 근원은 9세
기에 등장하여 고려시대에 성행했던 풍수도참설에 둘 수 있고, 불력에 의한 산천비보사상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이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은 예는 9세기에 건립된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보물 제186호)에서 양식
적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경주 남산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24호)과 서악동 삼층석탑(보물 제65호)에 이르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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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확립을 이루어 고려시대에는 안동, 서산, 홍천, 영암, 영양 등지에서 전국적인 건탑 양상이 나타난다.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은 각 층 옥개석의 낙수면이 날렵하면서 얇고 네 귀퉁이 전각에도 반전이 있어 경쾌한 느낌을
주며, 각 탑신의 상부가 좁아지는 사다리꼴 형태로 안정감을 주어 단아한 형태이다. 그러나 자연암반을 이용한 단층기단
이면서 갑석의 수법이 약화되고, 옥개받침과 탑신받침의 형태도 정연하지 않으며, 각 부재 조립 기법이 일반적인 양식에
서 조금씩 벗어난 점을 보이고 있는 점을 통해 볼 때 탑의 건립시기는 고려시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김인한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stands on the rocky top of Mangtapbong, a small mountain peak approximately 500
meters east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The base, which was prepared by cutting the top of a large rock
flat, on which the main body is placed with its finial on top, is a fine example of the kind of stone pagodas of Goryeo
that were built on prominent natural sites, though few were built in the Chungcheongbuk-do area. The pagoda is
also highly regarded for the excellent carving technique used to fashion the stone and its good state of preservation.
The stylistic details suggest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Goryeo period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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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 종

목

보물 제984호

· 수

량

1구

· 지정일

1989. 04. 10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서신항길 135-8

永同 新項里 石造如來三尊立像

· 소유자

국유

Stone Standing Buddha Triad in Sinhang-ri, Yeongdong

· 시

통일신라

대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신항1구 마을의 보호각에 안치되어 있는 이 삼존불상은 석은사로 알려져 있는 사찰에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고 하는데, 오래토록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이목구비의 표현이나 광배의 문양 등 세부적
인 표현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멸되었다.
이 불상은 중앙에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이 조합을 이룬 삼존불상으로 본존은 높이 2 , 보살상은 높이 1.4
가량되는 규모이다. 먼저 본존불상을 살펴보면, 머리는 소발이며 육계는 작은 편으로 마치 상투를 묶은 듯이 볼록 솟아있
다. 얼굴은 넓적하면서 둥그스름한 편이며, 눈이 툭 불거져 보인다. 목에 삼도는 없다. 어깨는 넓게 벌어져서 각이 져 있
으며 불신은 대의에 완전히 가려서 가슴이나 허리 등의 몸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대의는 양쪽 어깨를 모두 덮고 가슴 밑
까지 깊게 파여서 U자를 그리고 있는데, 옷자락은 음각선으로 매우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발목 밑으로는 내의가 드러나
있다. 양 손으로 시무외·여원인을 결하고 있다. 광배는 두 겹의 선으로 두광頭光 만을 표현하였는데, 안쪽에는 연화문이 조
각되었다. 두광의 바깥쪽에는 화불化佛 이 아닌가 생각되는 흔적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보살상은 모두 머리에 삼산관을 쓰고 있는데, 우협시보살은 합장을 하고 있으며 좌협시보살은 손에 지물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멸이 심해서 손의 형태나 지물을 알아볼 수 없다. 가슴에도 목걸이로 여겨지는 흔적이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다. 이 보살상들도 본존불상과 마찬가지로 명치 부분까지 가슴을 드러내면서 U자형을 이루는 법의를 걸치
고 있는데, 옷주름의 표현은 음각선으로 매우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특이한 것은 여래가 착용하는 대의와 보살이 착용하
는 천의가 서로 다른데, 이 삼존불상은 대의와 천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은 마멸이 심하여 정확하게 판독할 수 없지만, 소발의 머리카락, 안면의 윤곽이 입체적이지 않
고 부어있는 듯이 퉁퉁한 눈의 표현, 장대한 불신에 몸매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두터운 대의, 시무외·여원인의 수인, 삼산
관 형식의 고식 보관을 쓴 보살상 등을 볼 때 삼국시대 불상의 영향을 간직하
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착의법이 도상적으로 맞지 않는다던지, 불신의
세부 표현이 정확하거나 정교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 지방의
불교도들이 발원하여 조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서지민

This stone Buddha triad is known to have been placed in the precincts of
Seogeunsa Temple before it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Sinhangri in Yongsan-myeon, Yeongdong. The statues have lost many of their
original details, including the features of the face and the ornamentation
of the halos, due to exposure to the elements over the years. The triad
consists of the principal Buddha standing 2 meters tall, flanked by two
bodhisattvas each standing 1.4 meters tall. The thick dharma robes, the
symbolic hand gestures of fearlessness and mercy, and the bejeweled
triple-peak crowns depicted in the ancient style display the influence of
Buddhist statues of the Tang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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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ne pagoda originally located in Tapbeol, to the north of Banyasa Temple in Yeongdong,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1950. The pagoda consist of a main three-story body placed on a single-tier base in the Baekje
style, and a first story whose framework displays the influence of a Silla pagoda. The style of the entire structure
suggests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918-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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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永同 般若寺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of Banyasa Temple
in Yeongdong

보물

· 종

목

보물 제1371호

· 수

량

1기

· 지정일

2003. 03. 14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 소유자

반야사

· 시

고려시대

대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에 소재한 반야사 경내에 건립되어 있는 삼층석탑으로 본래 경내 북쪽의 석천계곡 탑벌에 있던 것
을 1950년에 이전했다고 한다.
석탑은 단층기단을 구비한 평면 방형이며 높이는 3.4 이다. 길이 330×330㎝, 높이 30∼40㎝ 규모의 토단위에 건립되
었으며 지대석부터 마지막 층의 부재까지 대체로 완전한 면을 보이고 있다. 지대석은 모두 6매의 판석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네 모퉁이에 부재를 놓고, 동쪽과 서쪽 면에는 중간에 짧은 판석을 놓아 조립했다. 지대석 상면의 네 모서리에는 합
각선이 돌출되어 있으며, 중심부는 깊이 3㎝ 가량의 홈을 파 기단면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단층기단을 구성하는 기단면석은 모두 4매의 석재로 구성되었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와 탱주가 모각되었다. 상면의 갑
석은 1매의 판석으로 조성하였으며 중앙에는 77×74㎝ 크기의 장방형 액額 을 깊이 3㎝ 정도로 굴착해 초층 탑신이 꽂히
도록 조성했다. 액의 주변에는 너비 7㎝ 가량의 액을 돌려 갑석의 상면과 구분하고 있으며, 갑석의 네 모퉁이에도 합각선
이 조출되어 있다.
1층 탑신은 4매의 판석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를 조출했다. 4매의 면석 중 동·서쪽의 면은 본래의 부재
이나, 남·북면의 것은 새로 끼워 넣었다. 2·3층탑신은 모두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되었는데, 2층 탑신에 모각된 우
주에서는 가운데가 불룩한 엔타시스 수법을 볼 수 있다. 3층 탑신은 새 부재를 끼운 것으로 판단된다. 옥개석은 1층에서
3층까지 모두 하나의 석재를 사용하여 조성되었다. 각 층을 구성하는 옥개받침은 1층으로부터 각각 5단, 4단, 4단을 이
루고 있어 비교적 정형화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낙수면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둔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
녀는 비교적 두껍게 조성되었는데, 직선화되는 보편적인 수법과는 다르게 완만한 원호를 이루며 전각에 이르고 있어 합
각부의 반전은 예리한 편이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낮은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해 탑신을 받고 있다. 정상에는 찰주공이
관통된 노반과 복발이 남아있다
이 석탑은 전체적인 양식과 석재의 결구수법에서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초층 탑신의 결구수
법은 신라석탑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기단면석과 초층 탑신을 꽂히도록 하면에 홈을 판 형태는 충청도와 전
라도 일원에 건립된 백제계석탑의 양식이라 하겠다. 비록 일부 부재가 결실되어 있지만 신라계와 백제계 석탑의 양식이
혼합되어 건립된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기에 건립된 삼층석탑
으로 추정된다.
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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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 영산회후불탱

보물

寧國寺 靈山會後佛幀
Hanging Scroll Behind the Buddha in Yeongguksa Temple
(The Vulture Peak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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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보물 제1397호

· 수

량

1폭

· 지정일

2004. 03. 03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소유자

영국사

· 시

조선시대

대

영국사 영산회후불탱은 1709년에 제작된 불화로 세로 278.3㎝, 가로 259㎝의 규모이며,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다.
이 불화는 『법화경』을 토대로 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이 대중에게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석가모니불은 높은 대
좌 위에 놓인 연화좌에 앉아 항마촉지인을 짓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보살, 제자, 사천왕, 공양중 등의
여러 존상들이 시위하고 있다. 권속들은 수직과 수평으로 열을 이루는데, 맨 아래 수평 열의 부처 왼쪽은 문수보살과 증
장천왕이며, 부처의 오른쪽은 보현보살과 광목천왕이다. 그 윗 열은 좌우에 석가모니여래의 두 제자 가섭존자와 아난존
자가 합장하고 있으며, 그 옆에는 각각 지국천왕과 비사문천왕이 있다. 다시 그 윗 열 석가모니불 좌우에는 미륵보살과
금강장보살, 제화갈라보살과 제장애보살이 각각 시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석과 범천이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
고, 안쪽으로는 8위의 제자, 타방불 2위, 금강 2위, 머리에 동물형상을 쓴 신중 2위, 홀을 든 용왕, 과일을 받쳐 든 용녀
등이 있다.
이 불화에 묘사된 존상들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이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존격尊格 에 따라
차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의 본존불을 가장 크게 그려 화면의 중심을 잡고, 맨 아래 열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존상들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이중 가장 작게 그려진 존상은 『법화경』에서 세속인물로 등장하는 용왕과 용녀이다.
이 같은 구도는 조선후기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이 불화는 양식적으로 17세기 불화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먼저 형태를 살펴보면 본존의 경우 신체가 평면적이며, 육
계가 높고, 손의 형태는 나뭇가지처럼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다. 보살들을 비롯한 기타 존상들도 펑퍼짐한 가사나 천의로
신체를 감싸 몸매를 드러내지 않은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색채의 경우도 18세기 중후반 이후로 가면 적색과 녹색이 강하게 대비되고, 청색과 검정색이 가미되면서 전반적인 어
두운 색조가 화면을 지배하지만, 이 불화에서는 아직까지 밝은 중간색 계열 또는 담채계열의 색조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일반인과 승려가 합동으로 시주해 제작한 이 불화의 화승은 인문印文 ·민기敏機 ·세정洗淨 등이다. 이중 인문은 장곡사 아
미타불도(1708년)·수도사 괘불(1704년)·벽송사 지장보살도(1708년) 등의 불화제작을 주도한 인물이다. 인문이 그린 불
화들을 보면, 구도, 존상의 형태, 색채와 문양 등의 특징이 도드라져, 그가 자신만의 독자적 화풍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17세기와 18세기 과도기라는 그의 활동시기에 비추어 불화의 내용이 시대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국사 석가모니불도는 당대 활동한 화승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화의 화풍이 개성 있고, 양식사
적으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녀 가치를 발하는 불화이다.
장희정

This Buddhist painting enshrined in Yeongguksa Temple depicts the Shakyamuni Buddha and his followers, including
bodhisattvas, the Four Heavenly Kings, the disciples and Buddhist guardian deities, who gathered at Vulture Peak
to listen to the sermon given by Shakyamuni. Painted by a renowned monk-artist named Inmun on the basis of the
Lotus Sutra, the painting is a fine example of the transitional style that influenced the Korean Buddhist art of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he painting also provides valuable clues about the lineages of the monkartists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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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

보물

李衡 佐命原從功臣錄券 및 函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Yi Hyeong
and Case

· 종

목

보물 제1657호

· 수

량

1축, 1점

· 지정일

2010. 08. 25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소유자

사유

· 시

조선시대

대

The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Issued to Yi Hyeong and Case” is a document that was issued in 1411 (the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ng of Joseon) by King Taejong (r. 1400-1418) of Joseon to Yi Hyeong (?-1433),
who served as a mid-ranking official in his government, to award him the title and matching privilege of Jwamyeong
Gongsin (“Meritorious Subject”), third grade, and the box in which to store the document. A total of forty-seven
officials were honored with the Jwamyeong Gongsin title in recognition of their meritorious service on behalf of Yi
Bang-won (1367-1422, later King Taejong, r. 1400-1418) in quelling the rebellion planned by Bak Po to enthrone Yi’s
half-brother Yi Bang-gan. The document, measuring 34.7cm by 243cm, was made into a scroll by attaching three
pieces of mulberry paper. As this is the only extant example of a stipend certificate issued to meritorious subjects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it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format of meritorious
subject certificates of early Joseon and the privileges granted to the recipients.

329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은 태종이 1411년(태종 11)에 통훈대부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 를 지낸 이형(李衡, ？∼1433)
에게 발급한 좌명원종공신 3등 녹권과 녹권을 보관하였던 함을 말한다.
좌명공신佐命功臣 은 태종이 1400년 방간芳幹 과 그를 추종하던 박포朴苞 에 의하여 일어난 난을 평정하고 왕위에 오른 다음
공을 세운 47명에게 준 공신 명칭이다. 진충좌명공신盡忠佐命功臣 1등에는 이저李佇 ·이거이李居易 ·하륜河崙 등 9명, 익대좌명공
신翊戴佐命功臣 2등에는 이래李來 ·이화李和 ·이천우李天祐 등 3명, 익대좌명공신 3등에는 성석린成石璘 ·이숙李淑 ·이지란李之蘭 등 12
명, 익대좌명공신 4등에는 조박趙璞 ·조온趙溫 ·권근權近 등 23명을 책록하였다.
이후 1411년(태종 11)에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을 보좌하였던 83인을 좌명원종공신佐命原從功臣 으로 삼고 전지田
地와

노비를 하사였다. 1등 공신은 의령군宜寧君 남재南在 등 19명, 2등 공신은 순령군順寧君 이지李枝 등 15명, 3등 공신은 참

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정역鄭易 등 49명이다. 이형은 그 중 3등공신에 임명되었다.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은 세로 34.7㎝, 총 길이는 243㎝으로서 두터운 저지 3폭을 이어 붙여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
었다. 본문은 25㎝ 길이의 상하변 사이에 2.3㎝의 간격으로 주사란朱絲欄 을 긋고 작성하였다. 총 행수는 73행이며 각 행
의 글자는 4~22자로 일정하지 않다. 본문 작성시 왕실과 관련된 내용은 행을 바꾸어 다른 행보다 1~4자 올려쓴 대두법擡
頭法 을

지키고 있다. 내용 가운데 일부는 보자補字 하였고, 사방 6.5㎝의 이조지인吏曹之印 을 접지 부분 및 발급 일자 등 총 4곳

에 날인하였다.
문서의 끝에는 녹권의 발급 일자와 이조 관원들의 관함官銜 ·성씨姓氏 ·수결手決 등이 기록되었다. 좌랑佐郞 3명, 정랑正郞 3
명, 지사知事 1명, 좌·우참의左·右參議 2명, 판서判書 1명, 판사判事 1명 등 모두 11명이다.
태종 때의 원종공신녹권으로는 처음 발견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원종공신에 대해서는 『태종실록』에도 상세하지 않아 조선 초기 원종공신 관련 연구 자료로
중요하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위탁되어 보관되고 있다.
정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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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nkgo Tree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located about 200 meters from the main entrance to the
temple, is presumed to be about one thousand years old. The tree measures 31 meters in height, 11.5 meters in girth,
and 21.2 meters from east to west and 26.7 meters south to north in crown width. No records remain about the tree’s
background or history, but its location suggests that it is connected with the temple in som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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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 종

목 천연기념물 제223호

· 수

량 1주

永同 寧國寺 은행나무

· 지 정 일 1970. 04. 27

Ginkgo Tree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 소 유 자 국토교통부 외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1,000년 정도로 추정되며 영국사 정문에서 약 200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나무 높
이는 31 ,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11.5 , 수관폭은 동서방향 21.2 , 남북방향 26.7 이다.
이 나무의 줄기는 지상 2 정도 되는 곳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가지는 사방으로 퍼져있다. 서쪽으로 뻗은 가지 중
하나는 땅에 닿아 뿌리를 내리고 독립된 나무처럼 자라고 있어 다른 은행나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
다.
은행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해지는 것이 없지만, 영국사 앞에 위치한 영국동 마을에서는 과거 당산제를 이 나무에서
지냈다. 현재는 당산제를 영국사 승려에게 위탁하였고 마을사람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도 은행나무 아래에서
소원을 빌고 간다.
천년 넘게 생을 이어온 영국사 은행나무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2011년에는 긴급보수를 통해 피해
가지를 살균·살충 및 방부처리를 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주변 정비를 통해 전반적인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
다.
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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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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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
永同 梅川里 미선나무 自生地
Natural Habitat of White Forsythias in Maecheon-ri
in Yeo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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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 종

목 천연기념물 제364호

· 면

적 24,597㎡

· 지 정 일 1990. 08. 02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4-4
· 소 유 자 영동군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종(endemic species)으로 식물분류학적으로 볼 때 하나의 속에 한 종이 존재
하는 1속 1종의 식물로, 꿀풀목(Lamiales) 물푸레나무과(Oleaceae) 미선나무속(Abeliophylum)에 속하는 식물 종이다.
미선尾扇 이라는 이름은 꽃대에 달린 열매의 형태가 둥근 부채를 닮아서 붙여졌다고 전해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부채나무
라는 의미의 ‘우치와노기(うちわのき)’로, 그리고 서양에서는 개나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영어로 ‘흰색 개나리’라는 의미의
‘White Forsythia’라 불리고 있다.
영동군 매천리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삼봉천이 영동천으로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300 정도 떨어진 작은 야산을 중
심으로 용두봉에 이르는 사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선나무는 군데군데 몇 개체씩 작은 무리를 이루어 넓게 분
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미선나무가 보통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에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선나무 자생
지에는 아카시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가 드문드문 교목층, 아교목층의 수관樹冠 을 형성하고 있다. 관목층에
는 생강나무, 졸참나무, 개옻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굴피나무가 분포하고 있는 아래쪽 경사지를 올라가면 좁은 산책로
주변으로 국수나무, 쥐똥나무, 조팝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일부 산책로 주변에는 광대싸리, 벚나무, 개맥문동, 현호색,
원추리 등이 분포하고 있다.
영동 매천리 미선나무 자생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귀종인 미선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역으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박용목

Miseon Namu, or White forsythia, is a deciduous shrub native to Korea, and a monotypic genus of flowering plant of
the olive family, Oleaceae. Its Korean name, Miseon (“tail fan”), is believed to derive from the shape of its fruit which
resembles a round hand-held fan. The natural habitat of white forsythias in Maecheon-ri, Yeongdong-gun is located
in the hilly area leading to Yongdubong Peak, about 300 meters away from the confluence of the Sambongcheon
Stream and Yeongdongcheon Stream. The shrubs are distributed in small clusters across the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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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소석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32호

· 수

량

1곽

永同 少石 古宅

· 지정일

1984. 01. 14

Historic House of Soseok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로6길 26

· 소유자

송영석

· 시

조선시대

대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on the house’s ridge-end roof tiles, the Historic House of Soseok in Yeongdong was
built in 1885 (the 2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by Song Byeong-pil (courtesy name: Soseok). The
house, which is located in the village of Chogang on the northern bank at the confluence of the Yeongdongcheon
Stream and Geumgang Rivers, consists of three main buildings, the anchae (inner house), sarangchae (guesthouse),
and gotganchae (storehouse). Although the junghaengnangchae (house’s middle gatehouse) has been lost, damaging
the harmony of the layout of its outer section, it is nonetheless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on the
houses of wealthy farmers of the regio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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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소석고택은 소석 송병필이 축조한 조선시대 고택으로 영동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북안의 초강리 초강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남아있
는 망와의 기록에 의하면 1885년(고종 22)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 곳간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래 안채와 사랑
채 사이에 중행랑채 등이 있었으나 20세기 초에 철거되었다고 한다. 지
금은 안채와 사랑채만이 떨어져 있고, 직각으로 곳간채가 자리하고 있
다.
안채는 남향하고 있으며 정면 6칸, 측면 3칸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서쪽부터 부엌, 안방(아랫방), 웃방, 2칸의 대청, 건넌방으로 구

안채

성되어 있다. 一자형의 평면에 전·후 퇴칸을 두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가구형
식은 납도리의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H자형의 평면으로 서쪽 날개채를 동쪽 날개채보다 길게 설
치하고 앞쪽의 양 날개는 많이 내밀고 뒤로는 반 칸만 내달고 있다. 평
면은 중앙의 사랑방과 사랑대청을 중심으로 서쪽 날개채는 뒷방, 사랑
부엌(상부에 다락), 앞방이 있고, 동쪽 날개채는 골방, 건넌방, 누마루
가 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 누마루는 사방으로 개방되어 있고 서쪽과 남
쪽으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몸칸은 앞뒤로 퇴가 있고 서쪽 날개는 단
칸이며 동쪽 날개는 머리로 전퇴를 두고 있다. 몸칸의 전퇴와 동쪽 날개

사랑채

머릿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고 뒷방의 서쪽과 북쪽, 앞방의 동쪽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지붕도 날개채의 동쪽은 앞뒤가 팔작지붕이고
서쪽 날개채는 우진각지붕으로 되어 있다.
곳간채의 건축연대는 20세기 초 정도로 추정되며 전통적 방식에 따
라 벽체를 빈지널로 만들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
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 사이에 샛기둥을 넣어서
빈지널을 수평으로 끼웠고, 바닥은 널마루, 천장은 널반자를 설치하였
으며 지붕은 초가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나라 중남부 내륙지
방에 보이는 경영시설 중 하나이다.

곳간채

영동 소석고택은 중행랑채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외부공간의 구성은 짜임새를 잃었지만 지역적인 성격을 띠는 조선 후기
부농주거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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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규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 수

량

1곽

永同 圭堂 古宅

· 지정일

1984. 01. 14

Historic House of Gyudang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4길 9-9

· 소유자

송영석

· 시

조선시대

대

안채

According to the inscription on one of its ornamental roof tiles, this historic house in Gyudang, Yeongdong was built
near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e house features a “ㄱ”-shaped anchae (inner
house) and a “ㅁ”-shaped gwangchae (storehouse). Arranged around the two main buildings are various auxiliary
structures including the araechae (lower house) in the busokchae (outer house), which disrupts the original layout
of the house. The main building of the house is a comparatively large, stately structure attached with a guestroom in
the anchae, exhibiting the architectural tradition of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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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채

아래채

영동 규당 고택은 조선 후기에 지은 가옥으로 영동읍 계산리 금리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을유삼월乙酉三月 (1885)과 병술
삼월丙戌三月 (1886) 두 종류의 망와가 남아있어 19세기 말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ㄱ자형의 안채와 광채가 튼ㅁ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위로 아래채와 뒷간 등의 부속채가 배치되어 있다. 외
부공간은 변형이 많이 되어서 전체적인 배치의 원형을 알기가 어렵다. 집 뒤쪽 도로에 맞담을 쌓은 길이가 꽤 길게 이어
져 있다.
안채는 큰 규모의 당당한 건물로 사랑공간을 덧붙이고 있다. 평면계획은 왼쪽부터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이 일직선으
로 놓이고 꺾어져서 작은방·마루방·아래사랑방·윗사랑방으로 구성되었다. 안방부터 작은방까지는 앞·뒤 모두 툇마루로
연결하였다. 사랑공간 또한 툇마루를 포함하고 있는 마루방을 통해 안채와 연결이 되고 있으며 사랑채를 따로 두지 않았
다.
부엌은 전후퇴를 터서 넓게 이용하고 상부에는 다락을 시설했다. 측벽은 처마 밑을 이용하여 내밀어 쌓고 가운데 살강
을 만들었다. 안방과 웃방은 4짝 미서기(방문 두 짝을 한편으로 밀어 겹쳐서 여닫는 문)로 구분하며 뒷퇴에는 각각 골방
을 만들어 두었다. 웃방과 대청 사이는 분합문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청의 앞쪽도 고주 사이에 분합문을 달았
다. 앞퇴에는 안방에서 대청까지, 건넌방과 작은방에는 좌우퇴 모두에 툇마루를 깔았으며 뒤쪽에는 안방에서 건넌방까지
쪽마루를 놓았다. 건넌방 옆의 모퇴에는 토광(장방藏房 )을 시설하였는데 중부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이다. 사랑방 역시
우퇴는 툇마루이고 안쪽에는 쪽마루를 깔았는데 툇마루가 사랑대청에서 연결되지 않고 출입문을 지나 구분되게끔 하였
다. 사랑대청의 안(좌)퇴는 토방으로 해서 굴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광채는 안채 서측에 뒤뜰을 둘러싸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3량가의 홑처마 맞배집이다. 전체 11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 동측으로부터 부엌, 2칸의 온돌방, 마루를 구성하고 나머지 서측 날개는 광채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채는 안채 남측에 있는데, 정면 4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초가이다. 건물구조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
을 놓고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안채 건넌방의 오른쪽에 마련된 뒷간은 작은 초가 사모지붕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이 아름다워 특히 인상적이다.
이 가옥의 안채는 큰 규모의 당당한 건물로 남도방식에 따른 안채에 사랑공간을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조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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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김참판댁

국가민속문화재

·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42호

· 수

량

1곽

永同 金參判宅

· 지정일

1984. 01. 14

The Gimchampandaek House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1길 13-5

· 소유자

김정규

· 시

조선시대

대

영동 김참판댁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
에 있는 조선 후기의 전통주거 건축이다.
17세기 말에 건축되었다고 전해지나 현 거주
자의 5대 조부인 김기현이 예조참판을 지내다
낙향, 가옥을 구입하여 이주하였다고 한다. 안채
는 18세기 중엽, 안사랑채는 19세기 중엽 정도,
문간채와 곳간채는 20세기 초에 지어졌다고 한
다. 안채 대청의 상량문에 “聖上 四十五年 己丑四
月十五日 卯時 立柱上梁성상 사십오년
립주상량 ”이라고

기축사월십오일 묘시

하여 1769년(영조 45)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고, 판대공에는 “文元公 十二世孫
重修 當年三十六 丁卯四月문원공
정묘사월 ”이라고

안채

십이세손중수 당년삼십육

각자되어 있어 1867년(고종 4)에

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넓은 들판 가운데 나지막한 무성한 팽나무가
있는 나지막한 산을 배산하고 마을 앞에는 금강
의 지류인 초강천이 흐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배치는 현재 화단으로 조성된 옛사랑채 터를 중
심으로 사랑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과 안마
당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대문채
를 들어서면 넓은 사랑마당을 중심으로 오른쪽

안사랑채

에 담장으로 영역을 둘러싼 별당형식의 안사랑
채가 직교하여 있고, 맞은편 남서쪽 모퉁이에 물
려서 서쪽 담장을 따라 비스듬히 곳간채가 배치
되어 있다. 대문채와 나란히 옛 사랑채를 지나면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가 배치되고, 동쪽에는
곳간채가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대문채, 사
랑채, 안채가 일직선상의 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완전한 좌우대칭이 아닌 ㄷ자형 평면
이다. 왼쪽 날개채는 앞에서부터 뜰아랫방, 3칸
부엌이고, 꺾어져서 안방, 웃방, 다음은 2칸 대
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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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끝머리에 앞 뒤 2칸 차방이 몸채를 이루고 있다. 다시 앞으로 꺾어진 오른쪽 날개채에 2칸 아래·윗건넌방이 구성되고
있다. 몸채에는 전퇴와 뒤쪽에 쪽마루를 설치하고, 동쪽 날개채의 옆면과 안쪽 그리고 서쪽 날개채의 뜰아랫방 안쪽에 쪽
마루를 놓고 있다. 안방에서는 부엌쪽으로 벽장과 뒷퇴에 골방을 설치하고 있다. 부엌은 서쪽 측벽 3칸을 내달아서 살강
을 만들었다. 가구는 몸채를 5량가로 꾸미고 날개채는 3량가로 꾸미고 있다. 지붕은 왼쪽 날개채에 맞배지붕과 오른쪽 날
개채에 팔작지붕을 설치하고 있다.
안사랑채는 一자형 목조기와집으로 평면은 대청, 웃방, 안방, 부엌, 모퉁이 방으로 구성되고 있다. 동선은 툇마루와 쪽
마루를 설치하여 연결되고 있다. 안방과 웃방 사이는 미서기로 구분되고 웃방과 대청 사이에는 분합문을 달고 있다. 대청
의 남쪽 옆면과 전퇴 사이에도 분합문을 설치하여 개방할 수 있다. 구조는 외벌대기단 위에 높은 주초를 놓고 네모기둥을
올리고 있다. 가구는 납도리의 2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문간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대문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부엌, 방이 한 칸씩 있
고 서쪽에 2칸의 토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얕은 1단의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가구는 3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다.
광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서쪽부터 2칸 토광, 장마루를 깐 2칸 곳간, 그리고 1칸에
측간과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얕은 1단의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
다. 가구는 3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다.
영동 김참판댁은 사랑채가 없어서 짜임새가 없어 보이지만 조선 후기 규모있는 전통주거의 효용성 있는 가구의 구성과
다양한 의장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손태진

This historic house located in Goemok-ri, Yanggang-myeon, Yeongdong-gun, Chungbuk Province exhibits the
characteristic layout of a house of the late Joseon period, whereby the premise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outer yard which once contained a sarangchae (guesthouse), and the inner yard containing the main living
quarters. Although the sarangchae has been lost,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remaining buildings and the old
furniture constitute a useful source of knowledge about late-Joseon dwel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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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성장환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44호

· 수

량 1곽

永同 成章煥 古宅

· 지 정 일 1984. 01. 14

Seong Jang-hwan's Historic House in Yeongdong

· 소 유 자 성위제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미촌길 59-11
· 시

대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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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성장환 고택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집으로 영동읍에서 용화면으로 가는 505호 지방도 변의 봉림리 미촌마을 안쪽
에 위치하고 있다.
성장환 고택의 조성시기는 안채 대청의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장혀에 “崇禎紀元後五丁酉年二月拾八日未?上樑庚坐甲向
숭정기원후오정유년이월섭팔일미?상량경좌갑향 ”이라는

상량문이 남아 있어 1897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채는 18세기, 그 밖의

건물은 20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환 고택은 현재 안채·사랑채·광채·문간채·일각대문·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택의 전체적인 배치는 안채가 대
지의 중앙에 동향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앞쪽에 사랑채, 북쪽에 광채를 두었다. 광채 측면 동쪽의 바깥마당 앞으로 문간
채를 배치하였으며 문간채 북쪽으로 담장을 넓게 돌려 이웃과 경계했다. 남쪽으로는 ㄱ자로 담장을 꺾어 사랑채에 붙여
서 사랑마당과 구분 지으며 일각대문으로 연결했다. 안채 뒤는 넓은 텃밭이 있고 그 뒤로 사당채를 배치하였다.
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초가지붕 건물로 동쪽의 한 칸만을 외부로 개방하여 헛간으로 쓰고 있을뿐, 나머지 3칸
은 벽체를 빈지널벽으로 만들고 마루를 깔아서 광으로 사용하고 있다. 벽체의 빈지널은 큼지막하게 세로로 끼웠는데 주
로 자귀만을 사용하여 치목한 오래된 고식의 기법이 역력히 나타나 있다. 가구형식은 3량가의 납도리집인데 가운데 고주
를 세워서 곧바로 종도리를 받는 오래된 고식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광채 뒤쪽에 세워진 한 칸 크기의 뒤주도 네 기
둥을 세우고 상·하 인방을 조립한 후 벽체를 빈지널을 끼운 전통적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둥과 하방의 맞춤기법
은 오래된 고식기법으로 인상적이다.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에 전면과 좌우측면에 퇴를 설치한 홑처마 우진각집이다. 평면구성은 남쪽부터 건넌방·대
청·안방·부엌을 배치하였다. 구조형식은 3평주3량식으로 되어 있다.
사랑채는 안채의 맞은편에 위치했는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우진각 초가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남쪽부터
아래·위 2칸의 사랑방을 두고 전면으로 툇마루를 설치하였으며, 북쪽의 1칸은 앞에 부엌방, 뒤에 부엌을 배치하였다.
이 고택은 여러 곳에서 전통적인 치목기법이 나타나는 건물로서, 당시 민가건축의 건축구조기술을 알 수 있는 자료이
다.
김형래

The “ridge-beam prayer” written on a purlin support under
the roof of this historic house reveals that it was built in
1897, although the storehouse is presumed to date back
to the eighteenth century and other parts of the building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house consists of an
inner house, a guesthouse, a storehouse, a gate house, a
front gate, and a family shrine, most of which feature a
traditional framework, making them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about the architectural techniques of the period.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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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광채

사랑채

344

영동

永
同

영동 추풍령역 급수탑

목

등록문화재 제47호

· 수

량

1기

永同 秋風嶺驛 給水塔

2003. 01. 28

Water Tower of Chupungnyeong Station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 447

· 소유자

국토해양부

· 시

일제강점기

하였던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철도역사鐵道
시설물이다.

영동 추풍령역 급수탑은 1939년에 축조되었으며,
전체적인 입면구성은 기단부와 기계실, 몸통부, 물탱
크로 이루어져 있다. 철도용 급수탑은 전국적으로 22
기가 현존하지만 대부분 사용이 중지되고 6기 정도만
구내 급수용 또는 화장실용으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
다.
구조는 방형인데 재료가 석조에서 콘크리트로 변화
하면서 콘크리트 축조 기술이 충족되지 못할 때의 과
도기적 평면형태를 띠고 있다. 이전의 석조 급수탑이
상부 물탱크실을 돌로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재
물탱크실을 올려놓는 방식, 즉 하부 기계실과 상부 물
탱크실이 분리되어 축조되었다. 추풍령역 급수탑은 철
근 콘크리트 축조 기술을 기반으로 콘크리트의 가소성
을 충분히 이용하여 기계실과 물탱크실의 두 공간을
하나의 일체화된 구조체로 축조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계실의 벽두께는 60㎝로 4각형 물탱크실 안의
원통형 물탱크의 무게와 연관되어 다른 급수탑의 2배
에 해당하고 있다. 내부 천정도 다른 급수탑이 돔형인
데 반해 평슬라브에 두꺼운 보를 설치하여 철근콘크리
트 급수탑의 육중함을 지탱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으로 이용한 철도 침목의 자국이 내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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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 지정일

영동 추풍령 급수탑은 에너지원으로 물과 불을 이용

驛舍 의

등록문화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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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노출되어 있어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살펴볼 수 있다. 기계실 출입구 문은 2.30×2.45 의 방형으로 문틀은 상
부로 갈수록 좁아지고 문틀 상부는 아치형으로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위로 올라가 있다.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개구부는
상부 문틀과 하부 문틀을 위아래로 꺾어 르네상스의 양식을 간략화하고 있다. 사각형의 상부 물탱크실 안에는 둥근 원통
형 콘크리트 물탱크가 들어가 있으며 그 사이는 촘촘하게 철제 바(bar)가 세워져 있다. 지붕은 골 철판의 사모지붕 형태
로 지붕 중앙에는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 추풍령역 급수탑 기계실 안에는 당시 증기기관차에 물을 압송押送하던 워싱턴 펌
프와 급수에 필요한 물을 끌어들인 연못(12.8×12.8 )과 급수 시 물이 넘칠 경우를 대비한 배관 시설 등 급수탑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들이 당시의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
영동 추풍령역 급수탑은 경부선 역사 중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급수탑이다. 평면형태의 표준 유형이 정
해지기 이전에 기계실과 물탱크실을 일체화된 구조체로 축조한 시발점이 되는 과도기적 급수탑이다. 또한 근대 산업건축
물로서 간결하면서도 기능적인 구조물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The Water Tower of Chupungnyeong Station was built as a reservoir for Chupungnyeong Station, the highest station
on the Gyeongbu (Seoul-Busan) Railway Line. It features a structure in which the mechanical room and the water
tank are integrated with each other, reflecting the transitional period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water-tower system. The tower’s delightfully simple and functional structure makes it an important element of
Korea’s modern industrial architec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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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 종

목

등록문화재 제297호

· 수

량

일원

永同 深川驛

· 지정일

2006. 12. 04

Simcheon Station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로5길 5

· 소유자

한국철도공사

· 시

일제강점기

대

영동 심천역은 1905년에 개통된 경부선의 보통역으로 수송량이 많아지면서 1934년 철로 복선 공사와 함께 지금의 위
치에 현재의 역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후 철도공사에서 여러 차례 철거 계획을 세웠으나 내외부가 크게 변형되지 않은 채
보존되었다. 심천이라는 지명은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맑고 깊어 지프내(깊은내)라고 부른데서 유래하였다.
영동 심천역은 박공지붕과 창호 등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로서 의미를 갖는다. 아담한 역사와 달리 전
면의 넓은 광장을 통해 전성기 때 이용자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건물은 一자형 평면 형태를 하고 있고 대합실 출입
구에 박공지붕을 구성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철로변 대합실 출입구에 차양 지붕을 덧달아 본채 지붕과 차이를 두
어 입체감과 함께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역사의 내부는 천정 및 바닥 등 일부 변형된 부분은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기에
는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전국적으로 문화재로 등록된 간이역은 경춘선 화랑대역, 경의선 일산역, 중앙선 팔당역과 구둔역, 경부선 심천역, 영동선
도경리역, 경전선 남평역, 전라선 율촌역, 동해남부선 송정역, 대구선 동촌역, 문경선 가은역, 장항선 청소역 등이다. 영동
심천역은 경부선 역사 가운데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역사이다.
조중근

Simcheon Station, opened in 1905, is a railway station in Yeongdong on the Gyeongbu (Seoul-Busan) Railway Line.
By 1934, as the volume of traffic increased, a new station was built in its current location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new railroad tracks.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drew up and then canceled its plans to remove the station
many times, and ultimately failed to turn its plans into reality, which to some extent helped maintain the station in
its original condition. The building features a “ㅡ”-shaped layout with a gabled porch at the center providing entry
into the wait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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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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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등록문화재

· 종

목

등록문화재 제59호

· 수량/면적

교량 1기 / 512.83㎡

永同 老斤里 雙窟

· 지 정 일

2003. 06. 30

Ssanggul Bridge in Nogeun-ri in Yeongdong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1길 3-2

· 소 유 자

국토해양부

· 시

일제강점기

대

This concrete twin-underpass railroad bridge is a historic site remembered for the Nogeunri Incident that took place
on July 26-29, 1950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War (1950-1953), when several hundred Korean refugees who
were seeking shelter in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killed in a U.S. air attack followed by small- and
heavy-weapons fire. The site is now marked by the No Gun Ri Peace Park, which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a
special law passed in 2011. The bridge is widely regarded as an important material for study on the turbulent modern
history of Korea and as a symbol for the promotion of universal peac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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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많은 양민들이 피살된 ‘노근리 양민학
살사건’의 현장으로 무근콘크리트 아치형 쌍굴 철도 교
량이다.
노근리 쌍굴다리는 일제에 의해 1934년 경부선 철도
용 교량으로 개근천 위에 축조되었다. 서울 기점 225㎞
지점에 위치하며 길이 24.5 , 폭 6.75 , 높이 12.25 ,
굴 내부 높이 10.35 , 굴 두께 1.9 이다.
노근리 쌍굴다리는 6·25전쟁의 비극적인 역사를 갖
고 있다. 미군은 1950년 7월 25일~7월 29일 사이에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폭
격과 기관총을 발사해 무고한 민간인 250~300명(추정)
을 학살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이 같은 미군의 군
사행동은 피난민 사이에 북한군이 잠입해 있을지도 있
다는 우려 때문에 일어났다. 미군의 학살은 △영동읍 주
곡리마을 소개명령(1950. 7. 23 정오) △영동읍 임계
리에 모인 피난민 500~600명을 미군이 남쪽으로 피난
유도(7. 25 저녁) △영동읍 하가리 하천에서 미군에 의
해 피난민 노숙(7. 25 야간) △미군의 유도에 따라 황간
면 서송원리 부근에 도착한 피난민들이 국도에서 철로
로 행로 변경(7. 26 정오경) △미군 비행기 폭격 및 기
총 소사로 철로 위 피난민 다수 사망(7. 26 정오경) △
노근리 쌍굴다리 아래에 피신한 피난민에 대해 미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다수의 피난민 사망(7. 26 오후~7. 29
오전)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현재 쌍굴다리 벽면에는 당시 탄환의 흔적이 흰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다.
노근리 학살사건을 실제 경험했던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은 1994년 ‘노근리 미군 민간인 학살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
였다. 1998년 미국 AP통신사는 탐사 취재를 시작했고, 이듬해 미 제1기병사단이 “미군의 방어선을 넘어서는 자들은 적
이므로 사살하라. 여성과 어린이는 재량에 맡긴다.” 라는 지시에 의해 노근리 피난민들을 살상한 사실을 밝혀냈다. 2004
년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법안인 노근리 사건 특별법이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특별법에 따라 노
근리 평화공원이 2011년 황간면 옛 노송초등학교 일원의 132,240㎡ 터에 조성되었다.
노근리 쌍굴다리는 한국 현대사의 아픈 단면과 함께 미래의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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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
同

영동 가학루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2호

· 수

량 1동

永同 駕鶴樓

· 지 정 일 1976. 12. 20

Gahangnu Pavilion in Yeongdong

· 소 유 자 황간향교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40
· 시

대 조선시대

Gahangnu Pavilion, which stands beside the Hwangga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in Namseong-ri,
Hwanggan-myeon, Yeongdong-gun, is known to have been built in 1393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
of Joseon) by Ha Cheom, then serving as the administrative chief of Hwanggan-hyeon. The origin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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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uilt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by then
prefectural administrators Son Beon and Gu Jang-won. The name “Gahangnu” (literally “pavilion of crane riding the
wind”) was given by Nam Jae, the then governor of Gyeongsang-do. Located southeast of the Hwangga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and surrounded by a bamboo grove, the pavilion commands wonderful panoramic views of
distant mountains and rivers, which made it an attractive getaway for members of the local elite seeking rest and
relaxation. The pavilion is a wooden structure measuring four-kan* at the front, two-kan on the southwestern side,
and three-kan on the northeastern sid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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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가학루는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황간
향교 옆에 있는 조선시대의 누각이다.
영동 가학루는 황간향교 앞 남동쪽에 자리하여 주위
에는 대나무숲이 우거져 있고, 멀리 산과 굽이치는 물길
의 경관을 내려다보며 풍류를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담
던 곳이다.
1393년(태조 2)에 황간현감 하첨河詹 이 건립하였고,
후에 경상도관찰사 남재南在 가 학이 바람을 타고 떠다니
는 것과 같다고 하여 가학루駕鶴樓 라 하였다고 전한다. 임
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광해군 때 현감 손번孫蕃 과 구장
원具長源 이 중건하였고, 이후 1716년(숙종 42) 현감 황
도黃鍍 의 기와 보수, 정조 때 현감 이운영李運永 의 중수,
1930년에 김석영金錫泳 군수가 다시 중수하였다. 한국전
쟁 후에는 황간초등학교가 불타자 한때 학교 건물로 사
용하기도 하였다.
영동 가학루는 정면 4칸, 측면의 남서쪽은 2칸, 동북쪽은 3칸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지형을 그대로 살린 상태
에서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에 적정한 높이의 마루를 꾸미고 마루
주위에는 평난간을 두르고 있다. 공포는 기둥 위에는 익공 쇠서가 2개인 이익공 형식이나 쇠서가 짧고 공포부가 약화되어
건물 규모에 장중한 느낌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둥 머리를 결구한 창방 위에는 화반을 놓아 장여를 받는 일반적인 누각의
기법을 보이고 있다. 양 측면 협칸에는 남서쪽에 1개, 동북쪽에 2개의 충량을 설치하고 있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이
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영동 가학루는 일반적인 누각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황간향교 앞의 빼어난 경관에 세워진 누각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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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영국사 대웅전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1호

· 수

량 1동

永同 寧國寺 大雄殿

· 지 정 일 1980. 01. 09

Daeungjeon Hall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 소 유 자 영국사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 시

대 조선시대

영동 영국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영국사의 중심 불전으로 천태산을 배산으로으로 동향하여 세워져 있다.
영국사는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말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 유물로 보아 늦어도 통일신라 하대에서부터 법등法
燈을

이어온 유서 깊은 고찰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대웅전은 조선 후기에 건립 된 후 사찰이 퇴락한 뒤 1934년에 주

봉조사朱奉祖師 가 중창할 당시 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에 지반 침하로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해체복원하면서
면모가 일신되었다. 서쪽과 북쪽의 기단석 일부가 폐사지 석재를 사용하여 놓았으나 최근 정비하면서 별도로 보관전시중
이다. 초석은 자연석과 주좌가 조출된 석재가 혼재되었는데 치석된 초석은 옛 절터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사 대웅전은 막돌 바른층 쌓기로 마감한 높은 이중기단 위에 자연석의 덤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운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집이다. 가구형식은 후퇴 2중량 방식의 1고주5량가이다. 다포계 건물에서 통상 기둥 사이는 창방
이 걸쳐지고 평방이 얹히며 맞배지붕 건물인 경우 측면에 공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창·평방이 생략되는 경우가 일반
적이나 이 건물에서는 좌우측면 기둥 사이에도 창방을 걸쳤다. 양측면 어칸에는 평방이 없고 전후 협칸에만 평방이 놓여
있는 독특한 구조는 측면결구의 안정성과 귀포의 의장적 완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포는 내외 3출목으로 각 제
공의 외단은 3제공까지 앙서형仰舌形 으로, 1제공에는 연봉을, 2제공에는 연화를 초각하였으며, 보 밑의 4제공은 당초문을
초각하였다. 창호는 전면에는 3짝의 띠살분합문, 좌우측면 전협칸에는 외여닫이 띠살문을 두었으며, 나머지 벽은 모두 심
벽으로 하였다. 천장은 우물천장과 빗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물천장은 좌우 협칸이 어칸보다 한단 낮은 층급천장
으로 하였다. 또한 후면 중도리를 경계로 하여 바깥기둥 쪽으로는 빗반자를 짜서 올렸다.
대웅전 내부는 정면에 3위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고 건물의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는데 귀틀과 청판 단면을 사다
리꼴로 만든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포계 맞배지붕 형식은 조선중기, 즉 임진왜란 이후에 유행한 지방적인 건축
양식인데, 영국사 대웅전은 조선후기에 이 지역에 건립된 다포계 맞배집의 대표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조중근

The Daeungjeon Hall, the main dharma hall of Yeongguksa Temple, was built facing east with Cheontaesan Mountain
directly behind it. The hall, which enshrines a Buddha triad, is a three-kan* by three-kan structure with a simple
gable roof fitted with multiple bracket clusters under the eaves. The temple building is examplary of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buildings with multiple bracket clusters and a gable roof built in the area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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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
同

영동 자풍서당
永同 資風書堂
Japungseodang Confucian Village School
in Yeongdong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73호

· 수

량 1동

· 지 정 일 1980. 11. 13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두평길 2-153
· 소 유 자 사유
· 시

대 조선시대

영동 자풍서당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에 위치하며 18세기경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서당이다.
이 건물은 풍곡당豊谷堂 으로 부르다가 1614년(광해군 6)에 한강 정구(寒岡 鄭逑, 1543~1620) 선생이 이곳에 머무르며
학문을 장려하는 뜻으로 ‘자법정풍資法正風 ’을 줄여 자풍당資風堂 이라고 바꾸었다고 한다.
영동 자풍서당은 조선 초기 정종∼태종 연간(1398∼1418)에 건립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동천
이충범(東川 李忠範, 1520~1598)이 중수하고 강학하였다고 하며, 1626년(인조 4) 이후 1720년(숙종 46)까지 여러 차례
의 보수공사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금강 변의 산 중턱에 자리하여 사주문에 면해서 막돌담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마당에는 담장 보수 시 발견된 두평리 석탑이 있다. 이 탑은 매몰되어 있던 것을 1989년에 발견한 것으로, 원래 이 자리
는 고려시대에 풍곡사豊谷寺 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라 전하며 조선 초기 폐사된 후 자풍서당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영동 자풍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3칸의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
과 오른쪽에 1칸씩의 방을 두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의 방 앞에는 한 자 정도 높은 마루를 두고 하부에는 함실아궁이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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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과 탑 부재
로 보이는 가공한 네모형의 초석을 혼용하였고 그 위에 정면 정
칸은 두리기둥이며, 나머지는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가구형
식은 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영동 자풍서당은 이 지역의 18개 문중에서 매년 음력 10월
19일을 계일契日 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책 읽는 소리는 양산8경의 하나라고 한다. 영동 자풍서당은 이
지역의 특성과 18세기경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서당이다.
손태진

Japungseodang in Yeongdong was a Confucian village school, located in Dupyeong-ri of Yanggang-myeon,
Yeongdong-gun, Chungbuk. The school, which retains the architectural style of the eighteenth century, was known
as Punggokdang until 1614 (the 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of Joseon) when it was given its current
name of Japung by Jeong Gu (a.k.a. Hangang, 1543~1620), who wanted it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learning.
The school is a five-kan by two-kan wooden structure and contains an old stone pagoda called Dupyeongni Seoktap,
which was discovered during recent repairs of the walls. This place had been regarded as one of the Eight Great
Views of Yangsan, because of the view of seodang with the sound of reading book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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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향교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9호

· 수

량 1곽

永同鄕校

· 지 정 일 1980. 01. 04

Yeongdong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 소 유 자 충청북도 향교재단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20-9
· 시

대 조선시대

Yeongdonghyanggyo is a Confucian shrine-school established by the Joseon dynasty (1392-1910) in Buyong-ri of
Yeongdong, Chungbuk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local Confucian followers and holding seasonal ceremonies
to honor great Confucian thinkers. The institution was esta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r. 15671608), moved to Gugyo-dong, Yeongdong-eup in 1676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and,
finally, to its current location in 1754 (the 3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The school consists of
Daeseongjeon Hall, Naesammun (“inner triple-gat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Oesammun (“outer triple-gate”),
jeonsacheong (storehouse), and hongsalmun (red arrow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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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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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향교는 훌륭한 유학자에 제사지내고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 세운 조선시대 관
학교육기관이다.
영동향교는 조선 선조(1567~1608)때 창건되었으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60년(현종 1)에 옛 읍성 안에 복원하
였다. 그 후 1676년(숙종 2)에 지금의 영동읍 구교동으로 옮겼다가 1754년(영조 30)에 다시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영동향교는 경사지에 동향하여 위치하며 현재 일곽은 대성전, 내삼문, 명륜당, 외삼문, 전사청, 홍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앞에 배치되고 제향공간인 대성전이 뒤에 배치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식 배치로 되어있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하였으며, 좌우에 풍판을 달았다. 전
면 1칸은 툇칸으로 마루를 설치하고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였다. 충북지역 향교의 대성전은 대개의 경우 전면 퇴칸을 기단
과 같은 흙바닥으로 구성하거나 모두 내부공간으로 만드는데, 영동향교에서는 퇴칸에 마루를 깔아 특이하게 구성하고 있
다. 건물 전면 상부는 장대석으로 마감한 자연석 기단을 쌓아 그 위에 자연석과 가공한 화강암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형식으로 되어 있다. 창호는 정면 3칸 모두 쌍여닫이 우리판문을 설치하였으며, 양 측면 후면 벽에
는 실내채광을 위해 정자살문을 설치하였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나, 툇칸 평주 위에 동자주를 올려 고주처럼 사용하여 조
잡하다.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주향으로 하여 4성(안자·회자·자사·맹자)과 22현(송조 4현, 동
국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춘추로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있다.
명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좌우 양쪽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중앙 2칸은 대청으로 구성하였다. 건물구조는 지형상 전면이 낮은 형태를 하고 있어 전면을 막돌허튼층쌓기로 마감한 높
은 기단으로 조성하였으며, 후면은 외벌대로 낮게 기단을 축조하여 그 위로 덤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형
식은 초익공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가구형식은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양쪽에 세워 그 위로 종보를 올리고 판대공을 세워
장혀와 종도리를 받치게 한 5량가이다. 대청의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온돌방은 반자 위에 종이바름으로 마감하였다. 창호
는 대청 전면은 우리판문으로 하였으나 온돌방은 띠살문으로 하였다. 명륜당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평난간을 설치하였으
며 온돌방의 전면으로는 함실아궁이를 두었다.
영동향교는 전학후묘의 배치가 잘 남아있는 향교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
김형래

명륜당

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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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황간향교

유형문화재

永同 黃澗鄕校
Hwangga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in Yeongdong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0호

· 수

량 4동

· 지 정 일 1980. 01. 04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구교리길 88
· 소 유 자 충청북도 향교재단
· 시

대 조선시대

영동 황간향교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향교이다.
1394년(태조 3)에 현의 뒷산에 창건하고, 1666년(현종 7)에 서쪽 2리인 토성으로 이건하였으며, 1752년(영조 28)과
1901년(광무 5)에 중수하였다.
황간향교는 영동 가학루의 북서쪽에 동향하여 입지하고 있다. 배치를 보면 앞에 강학공간인 명륜당이 있고 뒤에 제향공
간인 대성전이 배치되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보이고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중앙 3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있다. 명륜당 앞쪽에는 쪽마루를 설치하였으며, 온돌방의 앞에는 함실아궁이를 두고 있다. 창
호는 대청 앞면에 골판문과 온돌방에 띠살문을 설치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
우고 있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가구형식은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양쪽에 세워 그 위로 종보를 올리고 판
대공을 세워 장혀와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5량가이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목조기와집이다. 전면 1칸은 외진으로 구성하고, 외진칸 상부에는 퇴보를 걸치고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였다. 창호는 정면 3칸 모두 쌍분합 띠살문을 설치하고, 양쪽 측면 가운데칸 벽에는 팔각의 정자살창
을 설치하고 있다. 구조는 3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전퇴의 1열은 인근의 사찰건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연꽃무늬를 조각한
원형초석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이다. 가구형식은 2고
주5량가이고 지붕은 풍판이 있는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주향으로 하여 4성四聖과 22현을 봉안하고 매년 춘추로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있다.
영동 황간향교는 지형에 맞추어 전학후묘의 배치를 보이는 지역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잘 짜여진 대성전과 명륜당이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
손태진
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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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The Hwanggan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located in Namseong-ri, Hwanggan-myeon, Yeongdong,
Chungcheongbuk-do was a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Joseon dynasty to honor great Confucian
thinkers with seasonal ceremonies and teach the Confucian classics to local youths. It was founded in 1394 (the
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 of Joseon) at the foot of the mountain behind the prefecture and was moved to
Toseong, about 800 meters west of the original site, in 1666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Hyeonjong of Joseon).
The current school (located northwest of Gahangnu Pavilion in Yeongdong) underwent two major renovations in
1752 (the 2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and 1901 (the 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It displays the traditional layout of such institutions, i.e. with the educational facilities including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rranged in the front and the Daeseongjeon (shrine hall) in the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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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심원리 승탑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 수

량 1기

永同 深源里 僧塔

· 지 정 일 1982. 12. 17

Stupa of Simwon-ri in Yeongdong

· 소 유 자 국유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 향토민속자료전시관
· 시

대 고려시대

영동 삼원리 승탑은 고려 전기에 조성된 승탑으로, 원래 충북 영동읍 심원리 예전마을 동쪽의 용소곡龍沼谷 내 폐사지에
있다가 영동초등학교로 옮겨졌으며 다시 영동 향토민속자료전시관으로 옮겼다고 한다.
탑신부는 모두 8겹의 연꽃 봉오리가 켜켜이 싸여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2단의 팔각 괴임석을 두고 기단
부는 둥글게 말린 연잎의 모를 죽여 원형의 가까운 형태로 표현하였다. 지대석에는 안상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좋고, 조각수법도 뛰어나다.
영동 심원리 승탑의 가장 큰 특징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승탑의 전형양식인 팔각원당형과는 전혀 다른 형식일 뿐만 아니
라 같은 형식 계보로 묶을 수 있는 작품이 없기 때문에 제작시기의 추정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를 진행하기 어
렵다. 하지만 끝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연꽃이나 연잎이 둥글게 말린 형태, 그리고 지대석의 안상은 고려전기의 석조물에
표현된 문양과 흡사하므로 고려전기 무렵에 제작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앞으로 같은 형식의 예를 조사, 발굴하여 계보를 파악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영동지역 불교문화의 성격과 위상
을 밝히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지민

The stone stupa of Simwon-ri in Yeongdong is a Buddhist memorial monument of Goryeo known to have been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from the Yongsogok temple site situated to the east of the old village of Simwon-ri,
Yeongdong, Chungbuk. The stupa consists of a main body in the shape of a lotus bud with eight layers of petals
placed upon a circular pedestal carved with lotus petals. The superstructure is supported by a square base whose
sides are carved with the “elephant eye” (ansa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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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부속채

영동

永
同

영동 묵정리 고가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

· 수

량 3동

永同 墨井里 古家

· 지 정 일 1985. 12. 28

Historic House of Mukjeong-ri in Yeongdong

· 소 유 자 성우환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외마포길 26
· 시

대 일제강점기

영동 묵정리 고가는 1932년에 용화면 월전리에 있던 정참봉鄭參奉 의 집을 옮겨지은 주택으로 안채의 편액을 따 ‘영사재
永斯齋 ’라

불린다.

이 가옥은 특징 있는 세부부재를 갖추고 있으며 안채 종도리 장혀에 ‘壬申二月二十三日上樑임신이월이십삼일상량 ’이라는 상량
문이 남아있어 1932년에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ㄱ자형의 안채와 一자형의 부속채 그리고 솟을삼문 등이 남아 있
다.
안채는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한 칸은 높은마루 방을 만들고 멀리 경치를 감상토록 하였으며 건넌방 전면
에도 높은 마루를 설치하고 하부에 아궁이를 만들었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 누마루 전면으로 높은 주초석을 놓고,
다른 부분에는 사다리꼴의 네모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에는 창방을 얹고 그 위에 소로받침을 4
구씩 배치하였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로 종보 위에 원형의 대공을 놓아 뜬창방과 종도리의 이중도리를 받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일자형의 부속채는 안채 전면 삼문과 연결되어 외부와의 공간구획을 하고 있다. 또한 외부와 통하는 사주문과 담장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후면에 툇마루를 두어 외부와 접촉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조중근

This historic house called Yeongsajae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Mukjeong-ri, Yeongdong in 1932 from
its original location in Woljeon-ri of Yonghwa-myeon, where it had been the home of a minor local official of the
Chambong rank. The current house consists of a “ㄱ”-shaped anchae (inner house), a “ㅡ”-shaped annex, and a lofty
three-door entrance gate.

상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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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가곡리 고가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7호

· 수

량 3동

永同 柯谷里 古家

· 지 정 일 1985. 12. 28

Historic House of Gagok-ri in Yeongdong

· 소 유 자 이진량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7길 44
· 시

대 일제강점기

The inscription on the ornamental ridge-end roof tile of this historic house in Gagok-ri shows that it was built in
1917. The house consists of a soseuldaemun (lofty gate), a sarangchae (guesthouse) and, just behind it, an inner
courtyard containing the anchae (inner house) and the gwangchae (storehouse). While the house is a comparatively
recent building, it exhibits som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ogether with the local
building traditions of Gagok-ri in Yangsan-myeon, Yeo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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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사랑채

영동 가곡리 고가는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에 있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통가옥이다.
안채의 망와에 “朝鮮開國五百二十五年丙辰五月十日壽富貴多男子조선개국오백이십오년병진오월십일수부귀다남자 ”라는 기록이 남아있
어 1917년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배치는 솟을삼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자리하고 그 뒤에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광채가 자리하고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부엌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전퇴를 설치하고 있고, 건넌방
남쪽에는 전퇴보다 1자 정도 올려 높은 누마루를 두고 있으며 그 밑에 함실아궁이를 설치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사다리꼴의 네모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기둥 머리에 간결한 양봉樑棒 을
결구하고 있다. 가구형식은 납도리의 2고주5량가로서 종보 위에 사다리꼴의 대공을 놓아 뜬 창방과 종도리의 이중도리를
받치도록 되어 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지붕 네 귀퉁이의 끝에 있는 기와에는 태극의 4괘를 새겨놓고 있다.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사다리꼴의 네모초석을 놓
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광채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네모
기둥을 세웠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영동 가곡리고가는 건축연대는 오래되지 않았
지만 전통적인 건축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고 이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
손태진

기년명 망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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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사로당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1호

· 수

량 1동

永同 四老堂

· 지 정 일 1986. 04. 28

Sarodang Hall in Yeongdong

· 소 유 자 충주박씨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민주지산로 3759-13
· 시

369

대 조선시대

사로당기

영동 사로당은 숙종 때 예조좌랑과 무안현감을 지낸 박수근朴守謹 과 그의 아우 3형제가 강학하던 조선시대 별당건물이
다. 4명의 노인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사로당四老堂 이라 불리게 되었다.

1710년(숙종 36)에 세워졌으며, 종도리 장혀에 “崇禎紀元後 三周甲 歲旃蒙作噩 月夾鍾 日疆圉赤奮若 時大荒 立柱上樑

숭정기원후 삼주갑 세전몽작악 월협종 일강어적분약 시대황 입주상량 ”이라는

상량문이 있어 1825년(순조 25)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던 것

으로 사료된다.
사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동쪽 후면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 서쪽으로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나머지 부분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서쪽방은 정면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온돌이
높게 꾸며져 있으며, 후면에 굴뚝을 두었다. 동쪽방은 “浣樂齋완락재 ”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온돌이나 아궁이, 굴뚝시설
이 없고 창호가 들어열개문으로 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상하 분리된 층단주를 사용하였으며, 하부기둥머리에 귀틀을 짜서 상부바닥을 구성하였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
며, 소로수장집이다. 전면과 측면에는 간결한 머름형 난간을 둘렀다. 창호는 띠살문으로 되어 있는 방문과 우리판문으로
된 대청마루 후면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 방의 정면 벽은 정자살과 띠살로 된 창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창호벽은
큰 울거미를 벽면 가득하게 짜고 다시 문짝들을 나누어서 구성한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
사로당은 온돌구조를 지표에서 높이 올려 마루구조와 결합된 특징을 갖춘 전형적인 별당건축이다.
김형래

Sarodang Hall in Yeongdong is a historic building in which, as its name suggests (Sarodang literally means “Hall of
the Four Elders”), the prefectural chief Park Su-geun and his three younger brothers taught local youths. The hall
was built in 1710 (the 3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and underwent a major renovation in 1825 (the
2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 of Joseon), as revealed by the ridge-beam prayer inscribed under the ceiling.
The building, which is a three bay (front) by two bay (sides)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is a typical detached quarters in which the under-floor heating system is raised significantly to be level with
the wooden floor of the central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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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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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흥학당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2호

· 수

량 1동

永同 興學堂

· 지 정 일 1986. 04. 28

Heunghakdang Hall in Yeongdong

· 소 유 자 충주박씨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내동1길 42
· 시

대 조선시대

영동 흥학당은 충주박씨 종중에서 후손들의 강학을 위하여 지은 집이다.
1520년(중종 15)에 세워졌으며, 「흥학당기興學堂記 」에 의하면 1709년(숙종
35), 1735년(영조 11), 1869년(고종 6)에 각각 중수하였다.
흥학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좌우 양
측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중앙 2칸은 대청으로 구성하였다.
대청의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온돌방은 반자 위에 종이바름으로 마감하였으
며, 후면으로는 벽장을 설치하였다. 온돌방의 전면으로는 함실아궁이를 설치
하였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 형식으로 보머리에는 봉두를 초각하여 끼웠다. 가구
형식은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양쪽에 세워 그 위에 종보를 올리고 판대공을
세운 뒤 장혀와 종도리를 받치게 한 5량가의 소로수장집이다. 종도리 장혀에
“歲在己巳六月十六日戊辰立柱十九日辛未上樑세재기사육월십육일무진입주십구일신미상량 ”
이라는 상량문이 적혀 있어 1869년 큰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흥학당 뒤로는 한단 높은 대지에 “世德祠세덕사 ”라는 현판이 걸린 사당이 위

흥학당기

치하고 있다. 원래의 건물이 퇴락해서 1992년에 재건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좌우에 풍판이 있다. 평면은 우물마루로 구성된 1칸의 내진과 반칸의 외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의 납
도리집이다.
김형래

Heunghakdang Hall was built in 1520 (the 1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ungjong of Joseon) by the head family of
the Chungju Park clan to use it as a schoolhouse for the descendants of the clan. According to the Heunghakdanggi
(“Chronicles of Heunghakdang”), the building underwent three major renovations in 1709 (the 35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1735 (the 11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and 1869 (the 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The building is a four-bay by two-bay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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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화수루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65호

· 수

량 1동

永東 花樹樓

· 지 정 일 1988. 09. 23

Hwasuru Pavilion in Yeongdong

· 소 유 자 고성남씨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하도대3안길 33-18
· 시

373

대 조선시대

영동 화수루는 물한천과 고자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서
쪽편에 위치한 하도대리 돈대마을 가운데 위치한 조선후
기 누각이다.
영동 화수루는 당초 1546년(명종 1)에 고성남씨 수일파
문중에서 후손들의 강학처인 옥계서당으로 건립하였는데,
1804년(순조 4)에 현 위치에 옮겨짓고 그 이름도 ‘화수루’
로 바꾼 것이라고 한다. 대청마루의 중수기에 “…옥계서
당 동쪽에 작은 루를 세우니 화수루라…, 1546년에 병건, 1613년에 1차 중수, 숭정 3갑자 순조 4년(1804)에 중수하노
라…”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화수루는 처음 건립당시에는 서당 옆의 누각으로 건립되었는데, 차후에 옥계에서 하도
대로 이건하면서 서당은 없어지고, 화수루가 서당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 건물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전면 2칸은 우물마루로 된 대청으로 하고, 후면 2칸은 온돌방
으로 되어있다. 온돌방은 가운데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하였으며 천정은 반자 위에 종이바름으로 마감하였다.
온돌방의 서쪽 하부에 아궁이가 시설되어 있고 동쪽 하부에는 2개의 굴뚝을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
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상하 분리된 층단주를 사용하였다. 공포는 초익공형식이며, 각 칸
의 창방위에 3구씩의 소로를 설치하여 도리와 도리장혀를 받는 3소로수장집이다. 남쪽과 동쪽에 일각문을 세우고 주위로
는 막돌담장을 쌓았다.
이 건물은 정면과 측면의 칸수를 같게 하고 사면에는 난간을 둘렀으며, 사면기둥 밖으로 쪽마루를 설치하고 난간을 두
었다. 전면 중앙에 양측으로 제단을 서너단을 두어 루를 오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즐겨
이용하던 누정건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조중근

This lofty, pavilion-style building called Hwasuru was originally a part of the Okgyeseowon, a private Confucian
academy established in 1546 during the 1st year of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of Joseon by the Suil branch of
the Goseong Nam clan, and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Hadodae-ri (Sangchon-myeon, Yeongdong) in 1804
during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 of Joseon. The building is a two-kan* by two-kan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a veranda on all four sides, and a raised wooden-floored hall, displaying the
characteristic style of the garden pavilions loved by the Confucian elite of the Joseon period.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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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무첨재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2호

· 수

량 1동

永同 無添齋

· 지 정 일 1993. 06. 04

Mucheomjae House in Yeongdong

· 소 유 자 순흥안씨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옥전2길 69
· 시

대 조선시대

Mucheomjae House in Yeongdong was built by An Yo (1481-1546) in 1519 (the 1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ungjong of Joseon) after he returned home from the royal court of Joseon to avoid entanglement in the factional
strife which resulted in the “literati purge” known in Korean as the Gimyo Sahwa. He wanted to use the building as
a school for the education of local youths, giving it the name that’s still in use today, Mucheomjae, meaning “House
without Shame.” The building, a four-kan by two-kan wooden structure, displays well-preserved features of the
architectural style of late Joseon, including the trimming of the columns and the style of the stone foundation and
column bas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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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무첨재는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옥전리에 있는 조선 중기의 건물이다.
1519년(중종 14)에 기묘사화己卯士禍를 피하여 고향에 돌아온 왕가의 외손자인 안요(安燿, 1481∼1546) 선생이 후학을 교
육하고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건립하였으며 후학들이 세상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라는 뜻에서 ‘무첨재無添齋’라 하였다.
이 건물은 1522년(중종 17)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1872년 화재로 일부가 타서 고쳐지었고, 1911년과 1948년에
도 수리한 후 1994년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교천변의 옥전리 옥전마을 남서쪽에 있는 황새봉 북동쪽 능선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모현문慕賢門 이라고 편액한 사
주문에 면해서 토석담장을 두르고 내부에는 마당을 두고 무첨재가 자리하고 있다.
무첨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가운데 2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남동쪽 뒷면으
로 정면 1칸, 측면 1칸, 북서쪽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을 두고 있다. 아궁이와 굴뚝은 모두 건물의 뒤에 두고 있
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덤벙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설치하고 있다. 공포는 익공형식으로 보머리에
는 봉두를 초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가구형식은 무고주5량가의 소로수장집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영동 무첨재는 기둥의 치목, 기단 및 초석의 형식 등에서 조선 후기의 건축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다.
손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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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영모재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6호

· 수

량 1동

永同 永慕齋

· 지 정 일 1994. 12. 30

Yeongmojae Shrine in Yeongdong

· 소 유 자 고성남씨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관기길 16-5
· 시

대 조선시대

영동 영모재는 고성남씨의 재실로 영동군 상촌면 비니실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영동 영모재는 종도리 장혀에 “ 崇禎紀元後四戌子三月十五日午時立柱二十一日午時上樑 辰坐戌向숭정기원후사술자삼월십오일오시입
주이십일일오시상량 진좌술향 ”이라는

상량문이 적혀 있어 1828년(순조 28)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885년, 1929년에

중수하였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평면구성은 우측에 정면 1칸, 측면 1칸 반, 좌측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
돌방을 두고 중앙 2칸은 우물마루로 된 대청을 두었다. 좌측 방은 후면에 벽장을 설치하고 측면에 아궁이를 두었으며, 우
측방 전면에는 반칸 크기의 툇마루를 설치하고 후면에 아궁이를 두었다. 또한 대청후면과 좌측측면에 쪽마루를 설치하여
각 방과 대청을 넓게 활용하고 있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
형식은 1고주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마당 앞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솟을삼문을 세우고 주위로는 막돌담장을 쌓았다. 솟을삼문은 중앙의 대문을 중심으
로 남쪽은 창고, 북쪽은 방으로 구성하였다.
온돌방에 불을 지피면 연기가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하여 열효율을 극대화하도록 굴뚝을 설치하지 않은 이 지역 재실건
축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난방 방식으로서 전통온돌의 구조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조중근

According to its ridge-beam inscription, this building in the village of Binisil (Sangchon-myeon, Yeongdong-gun)
was built in 1828 during the 28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 of Joseon as the shrine of the Goseong Nam clan.
It is a four-kan* by two-kan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The building has an ondol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built without a chimney to enhance thermal efficiency, making it a valuable
source of academic research of traditional ondol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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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영국사 석종형승탑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4호

· 수

량 1기

· 지 정 일 1996. 01. 05

永同 寧國寺 石鍾型僧塔
Bell-shaped Stupa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138-1
· 소 유 자 영국사
· 시

대 조선시대

영동 영국사 석종형승탑은 조선시대의 승탑으로 영국사 구형승탑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2.3 의 이 탑은 기단부와 탑신부, 상륜부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석종형승탑이다. 기단부는 상·중·하대로 조성되
었는데 변의 길이가 1.5×1.49 인 방형 지대석 위에 놓여 있다. 지대석은 3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졌다. 기단 하대석은 직
경 93㎝의 원형으로, 복련伏蓮 을 장식하였고 하면 12㎝ 높이는 문양을 장식하지 않아 굽처럼 돌리며 연판과의 사이에 1조
의 선을 넣어 구분하였다. 그 위에는 단엽單葉 16판의 연꽃을 조각하였다. 상면에는 2단의 8각형 중대석 괴임대를 각출하
고 그 위에 1석의 8각 중대석을 받치고 있다. 중대석 각 면에 장방형의 곽을 2중으로 마련하고 그 내면에는 구형승탑에
조식된 것과 동일한 넓적한 안상을 1좌座 씩 조식하였다. 상대석은 원형인데 하면만은 8각으로 1단의 각형 괴임대를 각출
하여 중대석 위에 놓이도록 하였다. 상대석 면에는 단엽 14판의 앙련仰蓮 이 조식되었다. 문양대 윗부분 10㎝ 범위는 하대
석 하부와 같이 문양을 시문하지 않아 굽 형태로 표현하여 상하대가 대칭적 형태를 띠고 있다.
상대석 상면에는 석종형의 탑신을 놓았는데 평면상으로는 원형이고 하부가 상부보다 넓어서 안정감이 있다. 탑신 표면
에는 별다른 조각이 없이 정교하게만 치석하였으며 상면에는 1단의 낮은 받침이 각출되었다. 탑신석 상면에 길이 14×
13㎝, 깊이 5㎝의 방형 구멍이 시공되었는데 상륜부의 석재와 결구되는 시설로 추측된다.
상륜부의 석재는 평면상 방형으로 하단에 높은 괴임대를 두었다. 마치 석등의 화창火窓 과 같이 네 면이 긴 장방형으로
뚫려 있고 석재 중앙은 잘록한 기둥 형태로 막혀 있다. 탑신석 상면의 홈과 결구되는 구조가 없으며 평면형태도 맞지 않
는 것을 볼 때 다른 석조물에서 옮겨온 것으로 여겨진다. 영국사 석종형승탑과 유사한 형태의 작품으로는 천안 광덕사 부
도(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5호)를 들 수 있다.
영국사 석종형승탑은 비록 상륜부재가 다른 석조물을 전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하대가 대칭을 이루는 기단부와 단
아한 탑신부의 조각수법이 정연하여 조선시대의 석조승탑으로서는 수작에 속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다.
김인한

This stone stupa in the shape of a temple bell located in Yeongguksa
Temple consists of a base, body, and finial. The entire structure is
in a good state of preservation, although the finial appears to have
been made from a different type of stone to that of the base and
body. The fine symmetry of the base and the delightfully simple
structure of the body make it a fine example of the stone stupas
produced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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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년 영국사 석종형승탑 및 구형승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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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영국사 구형승탑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5호

· 수

량 1기

永同 寧國寺 球型僧塔

· 지 정 일 1996. 01. 05

Spherical Stupa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 소 유 자 영국사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산138-1
· 시

대 조선시대

영동 영국사 구형승탑은 석종형승탑과 함께 영국사 원각국사비 바로 옆에 세워져 있다. 기단과 탑신 및 상륜부가 모두
온전하며, 조성 사례가 많지 않은 구형의 탑신이 특징이다.
승탑의 높이는 1.86 이다. 기단부 하대석은 화강암을 다듬어 89×89㎝ 크기의 방형으로 조성하였으며, 네 모퉁이와
각 면에 복련판伏蓮辦 을 1좌座 씩 장식하였다. 4면의 연잎 크기는 42×21㎝이고, 모서리 복련은 21×30.5㎝ 크기이다. 하
대석 중심부에는 각형 받침을 1단으로 각출하여 중대석을 받치고 있으며 대각선 방향으로 석재가 갈라져 있다. 중대석은
1석으로 된 방형 석재이다. 각 면에 넓적한 안상을 하나씩 조각하였다. 상대석은 반구형으로 조성되었는데 하면의 중대
석과 닿는 부분만은 방형이다. 상대석의 면에는 단엽單葉 8판의 연꽃이 상하 2중으로 투박하게 장식되었다. 하단의 연꽃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어 뚜렷하지 않다. 상단부의 연꽃은 간잎을 갖춘 연판이 조각되었는데 간잎이 매우 큰 편이다. 상
대석 윗면에는 탑신 괴임대를 원형 1단으로 각출하였다.
탑신석은 구형으로, 윗면과 아랫면은 편평하게 치석하였으며 다른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 표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장
식되어 있지 않다. 탑신의 형태가 구형인 승탑의 사례로는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국보 제102호), 망월사 혜거국사 부
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2호), 강진 백련사 원구형부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23호) 등이 있다.
옥개석은 8각으로 낙수면의 합각이 뚜렷한 일반적인 형식인데 처마가 직선적이고 전각에 반전이 있어서 경쾌한 편이
다. 옥개석 정상부로부터 처마까지의 높이가 높고 경사가 급해 두툼하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보주寶珠 는 연꽃봉오리 형태
인데 아랫면에 2단의 원호형 괴임대가 낮게 돋을새김 되어 있다.
이 승탑은 탑신부와 상륜부에 비해 기단부가 왜소하여 균형미가 결여되고 기단부의 안상과 연꽃무늬 장식, 옥개석의 표
현이 투박하고 단순화 되어 시대적 하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탑신의 형태가 조성 사례가 희귀한 구형이며 각 부재가
완전하게 남아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조성시기는 각 부의 양식을 통해 볼 때 조선 초기로 추정된다.
김인한

This stone stupa featuring a rarely seen spherical body is located beside the Stele for State Preceptor Wongak along
with the bell-shaped stupa in the premises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The entire structure from the base
to the finial is in a good state of preservation, although it lacks balance due to the disproportionately small base
compared with the upper part it supports. Despite this aesthetic weakness, the stupa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thanks to the spherical body, a rarely seen feature, and the well preserved parts. Certain details of the
structure, including the roof stone, suggest that it is a work of the early Joseon period (139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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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영동 영국사
목조보살좌상 및 좌대

유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52호

· 수

량 1구, 3점

· 지 정 일 2013. 11. 08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永同 寧國寺 木造菩薩坐像 및 座臺

· 소 유 자 영국사

Wooden Seated Bodhisattva and Pedestals
of Yeongguksa Temple in Yeongdong

· 시

대 조선시대

This collection of a wooden statue of
a seated bodhisattva and three statue
pedestals is enshrined at Daeungjeon
H a l l i n Ye o n g g u k s a Te m p le i n
Yeongdong. The statue of a seated
bodhisattva (height: 80cm) was made
as the right acolyte of a Buddha
triad, as shown by the three pedestals
placed near it. The bodhisattva
is in a good state of preservation,
complete with body and bejeweled
crown, as well as the pedestal on
which he is seated. The carving
techniques used for the pedestal,
which consists of an octagonal lower
part and a lotus-shaped upper part,
display remarkable similarities with
those used for the statue and the
other pedestals, revealing that they
were all made in the same period as
part of the same triad. The stylistic
details, and the comparatively simple
form in particular, suggest that
the bodhisattva and the pedestals
were made in the first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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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 대웅전 내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보살좌상 1구와 대좌 3점이다.
높이 80㎝의 이 목조보살좌상은 불단에 모셔진 삼존불 중 우측 협시보살상이고, 좌대는 삼존불상 대좌 3점이다. 본존
불과 좌측 협시보살은 최근에 제작된 것이다. 본존불 대좌 앙련의 조성기에 “康熙伍拾年奉印 五月日 證明持殿兼 弘信 畵員
首頭 呂贊 碧閑 就習 雪岩 三印 分男 弼種 夜掌 崔□山 供養 鶴林 彩眞 負木居士 信元 化主 慧眼 別座 宝忍강희오십년봉인 오월일 증
명지전겸 홍신 화원 수두 여찬 벽한 취습 설암 삼인 분남 필종 야장 최□산 공양 학림 채진 부목거사 신원 화주 혜안 별좌 보인 ”이라는

묵서명이 쓰여 있어 이

대좌가 여찬呂贊 을 중심으로 벽한, 취습 등의 인물들이 1711년에 제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보살상에는 명문이 없지만 대
좌와 좌협시보살상의 대좌에서도 “左좌 ·右우 ”라는 묵서명이 있고, 제작방식이 같은 것을 볼 때 보살상과 3구의 대좌는 삼
존불로 함께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래 삼존상으로 함께 조성되었다가 이후 본존상과 협시
보살상 1구가 망실되고 보살상 1구와 좌대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찰 측의 전언에 의하면 우협시 보살상은 본존 좌측
에 봉안하여 오다가 근래에 우측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대좌 복련에 적힌 “康熙四十一年 幸信강희사십일년

행신 ”(1702년)이라

는 또 다른 묵서 내용과의 연관성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목조보살좌상은 대좌와 불신, 보관을 모두 갖추고 있고, 신체는 피나무, 양손은 버드나무, 밑판은 은행나무 등으로 제작
되었으며, 대좌와 앞무릎, 팔, 보관 등을 별도로 제작해 접목시킨 형상이다. 보살상은 신체에 비해 큰 방형의 머리와 짧고
굵은 목으로 인해 비례감이 약간 떨어지지만 다부지고 안정감을 주고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의 측면 폭은 상대적으로 넓
은 편이다. 머리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으며, 상호는 살이 있어 풍만한 인상을 주면서 단정하다. 눈은 살짝 감아 내리뜬
형상이고, 입 가장자리가 위로 올라가 있어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머리카락은 상투를 높게 틀어 올렸고, 나머지 머리카
락은 어깨에 늘어뜨렸다. 머리에는 나무로 제작한 높은 보관을 쓰고 있고, 화염문과 화문 장식은 금속판을 크게 오려 붙
여 화려하다. 법의는 양쪽 어깨를 살짝 덮고 속에 편삼을 걸쳤고, 내의의 윗단이 수평으로 장식되어 있다. 다리를 덮는 주
름은 다리 가운데서 양 옆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살상 밑면에는 복장공이 있으나 원복장물은 모두 결실되고 최근에
봉납한 복장물만 들어 있다.
대좌는 8각 대좌 위에 연화좌를 놓은 형태로 구조와 조각수법이 목조보살좌상과 동일하다. 본존불 대좌의 앙련과 복련
이 접하는 부분에 묵서명이 있고, 좌우의 협시보살상 대좌에도 “左좌 ·右우 ”라는 묵서명이 있다.
보살상과 대좌를 제작한 여찬은 18세기 전반에 활약한 조각승으로, 그가 조각한 봉은사 목조사천왕상(서울특별시 유형
문화재 제160호)과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삼존불상과 시왕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7호)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목조보살좌상의 전체적인 조각양식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한 형태 등이 18세기 전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좌, 불신, 보관 등의 보존상태가 완전하며, 조각승과 제작시기가 명확하여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불교조각의 경향과 편년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
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발굴조
사를 통해 밝혀진 영국사의 역사와 시대적 변천과정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한

우측 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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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난계사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8호

· 수

량

1곽

永同 蘭溪祠

· 지정일

1976. 12. 30

Nangyesa Shrine of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3-34

· 소유자

밀양박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영동 난계사는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 중의 한 분인 박연(朴堧, 1378~1458)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박연 선생의 자는 탄부坦夫 , 호는 난계蘭溪 이며, 본관은 밀양으로 영동군 심천에서 태어났다. 1411년(태종 11) 문과에 급
제하여 집현전 교리集賢殿

校理 를

거쳐 1418년(세종 1)에 관습도감제조慣習都監提調 가 되어 음악에 전념하고, 1425년(세종 7)

에 악학별좌樂學別座 가 되어 당시의 불완전한 악기의 율조를 정리해 악서樂書 를 편찬하였다. 그 후 편경編磬 을 만들고, 궁정에
서 향악을 폐하고 아악을 연주케 하는 등 궁정음악을 전반적으로 개혁하였다. 1433년(세종 15)에는 회례아악會禮雅樂 을 만
든 공으로 안마鞍馬 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 후 여러 벼슬을 거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에 올랐다.
난계사 일곽은 사당, 내삼문, 외삼문, 홍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당인 난계사는 1973년에 다시 세워졌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측면에 풍판을 설치하였
다. 전면 반칸은 외진으로 구성하였으나, 양 측면은 벽으로 막았다. 기단은 이중기단으로 조성하였는데 하층기단은 장대
석을 넓게 두벌쌓기 하였으며, 상층기단은 장대석을 한벌쌓기 하고 그 위에 가공한 원형주초를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형식은 초익공 형식이며,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이나 중도리 바깥쪽으로는 연등천장, 안쪽은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
어 대공은 보이지 않는다.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전면 창호는 각 칸마다 사분합띠살문을 설치하였다.
영동 난계사 주변에는 박연 묘소(충청북도 기념물 제75호)와 박연의 사촌형인 박흥생 묘비(충청북도 기념물 제88호)를
비롯하여, 박연을 비롯한 6인의 위패를 봉안한 세덕사世德祠 , 쌍효각雙孝閣 등 밀양박씨 복야공파 문중과 관련된 여러 문화
유산들이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영동국악체험촌이 조성되어 이 일대가 난계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국악의 부흥과 정
진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
김형래

The Nangyesa Shrine in Yeongdong was established in honor of Park Yeon (1378-1458) who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three greatest musicians in Korean history. Park Yeon started his career in the Joseon government in 1425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oyal court music of the
dynasty and the compilation of music books. His contribution to the reform of court music includes the development
of a pyeongyeong (Korean version of stone chimes) and the creation of court music known as aak, literally meaning
“elegant music.” The shrine consists of a main shrine hall, a Naesammun (“inner triple-gate”), an Oesammun (“outer
triple-gate”), and a hongsalmun (red arrow gate).

386

영동

永
同

영동 삼괴당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22호

· 수

량

1동

永同 三槐堂

· 지정일

1978. 10. 27

Samgoedang Lecture Hall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3길 28-13

· 소유자

고성남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영동 삼괴당은 조선 전기 문인 남지언(南知言, 1507∼?)이 말년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강당이다.
자신의 호를 따 삼괴당이라 하였고 임산리 수산 마을 서쪽 끝 지점 산 밑에 위치하고 있다.
남지언은 1507년(중종 2) 영동 임산리에서 출생하여 향시에 일등으로 합격하였으나 사화士禍 의 참상을 본
뒤 복시覆試 에 나가지 않고 귀향하여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의 아버지 남인南寅 및 아들 남경효南景孝 와 함께 특
출한 효행으로 정려旌閭 되어 삼효각三孝閣 이 건립되었으나 불에 타 없어졌다 한다.
삼괴당의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건물은 1802년(순조 2)에 중수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
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구성은 동북쪽부터 2칸의 방, 1칸의 마루로 구성하였으며, 방 전면 반 칸은 툇
마루를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형
식은 1고주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구들을 지표에서 높이 올려 고상식 마루구조와 결합된 높은 방바닥과 추
위를 극복하기 위해 고미반자를 갖춘 전형적인 서당건축이다. 대청에 가기 위해서는 목재 계단을 통해 건물
측면 툇마루로 올라 측면문을 거쳐야 한다. 대청에는 한원진의 「삼괴당기」, 송환기의 「삼괴당중수기」, 윤봉
구가 쓴 당호 등이 있다.
삼괴당 정면에는 일각문을 세웠고 주위로는 막돌담장을 둘렀으며 마을 뒤쪽에 위치하여 주위 경관과 조
화를 이루고 있다. 삼괴당 인근에는 남지언과 관련된 유적인 일제재와 묘소, 고반대 등이 위치한다.
조중근

The Samgoedang Lecture Hall in Yeongdong was built by Nam Ji-eon (1507-?), a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of early Joseon period, for the education of local youths. Little is known about the
original building except that its name derives from his courtesy name, Samgoe. The current building,
renovated in 1802 during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Sunjo of Joseon, is a three-kan* by twokan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with double-layer eaves. The lofty wooden-floored central hall
is connected with a room which also features a raised floor with the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and a gomibanja (wattle-and-daub ceiling) designed to retain warmth in winter.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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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괴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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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부용리 고분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34호

· 수

량

1기

永同 芙蓉里 古墳

· 지정일

1981. 05. 01

Ancient Tomb of Buyong-ri in Yeongdong

· 소재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73

· 소유자

국유

· 시

삼국시대

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영동 산업과학고등학교 옆 상록연립 뒤쪽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고분이다. 영동읍 쪽으
로 뻗은 성산(436.2 ) 능선이 영동천에 가로막힌 곳에 동향한 양지바른 밭 가운데에 위치한다.
부용리 고분의 원 봉분은 도굴로 인해 유실되었으나, 내부구조는 지하에 잘 보존되어 있다.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에 가
까운 현실玄室 의 동벽 쪽에 현실로 들어오는 널길[羨道]이 달린 ㄱ자형 평면의 돌방[石室]무덤이다.
널방의 크기는 남-북 길이 350㎝, 동-서 너비 210㎝이며, 벽의 높이는 145㎝이다. 네 벽은 긴네모꼴의 판암계 할석을
다듬어 비교적 정교하게 쌓았는데, 그 크기나 높이는 일정하지 않다. 남벽과 북벽은 수직으로 쌓아 올렸고, 동서 두 벽은
위쪽이 안으로 좁아지도록 경사를 이루도록 축조하였다. 뚜껑돌은 넓고 큰 판석을 잇대어 덮었는데, 발굴을 통해 조사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두 매 이상이 사용되었다.
이 주변에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영동 부용리 고분 1기에 지나지 않으나 능선을 따라 다수의 고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영동 부용리 고분은 도굴로 인해 부장유물을 확인할 수 없어 축조연대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구조양식으로 보았을
때 삼국시대 후기에 속하는 신라고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분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어 묘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길경택

This ancient tomb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1st c. BCE~ mid 7th c.) is located in Buyong-ri, Yeongdong-eup,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The tomb was looted by grave robbers who left nothing behind except for
the inner structure, which consists of an “ㄱ”-shaped stone chamber with a passagewa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exactly when the tomb was built due to the absence of specific relics, but its structure suggests that it is a Silla tomb
from the late phase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Certain aspects of its structure provide valuable clues about the
burial practices of the early Korean people who settl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390

391

영동

永
同

영동 김자수 고가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41호

· 수

량

2동

永同 金自粹 古家

· 지정일

1977. 12. 07

Historic House of Kim Ja-su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1길 28-7

· 소유자

경주김씨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영동 김자수 고가는 고려말 충청도관찰사를 지낸 김자수金自粹 선생과 손자 김영년金永年 이 살았던 가옥으로 충청북도 영
동군 심천면 각계리에 위치해 있다.
가옥의 이름은 선지당先志堂으로 중종(1506∼1544) 때 세워졌으며 1816년(순조 16)에 중수하였다. 이 곳에는 조선 인

조 때 효성이 지극했던 김은(金檼, 1640~1709)과 김추(金樞, 1648~1698) 형제를 기리기 위한 정효비각도 함께 세워져
있다.

김자수는 1374년(공민왕 23)에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에 올랐으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인 안동에서 숨어 지냈
다. 그 후 조선이 개국되고 태종이 형조판서에 오르게 하였으나 사양하였고, 자손에게 결코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결하였다. 김영년은 1450년(문종 1)에 강릉판관을 지내다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선지당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
하며 후학 양성에 헌신하였다.
김자수 고가는 영동천 변의 각계리 상각계 마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배치는 사주문에 면해서 토석혼축 담장을 둘렀
으며, 마당을 중심으로 뒤로 물러 선지당이 있고 서쪽에 후손의 효자 정려각이 있다. 효자각은 김자수 선생의 9대손 김은,
김추 형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721년(경종 1)에 건립한 정문旌門이다. 선지당 현판은 1800년(순조 1)에 김노경이 친필
로 쓴 것이고 추사 김정희가 쓴 “長宜子孫장의자손” 현판이 보존되어 있다.
선지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3칸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1칸씩의 방을 두고 있다. 전면 반 칸은 퇴를 내어 계자난간을, 방 앞면 하부에는 아궁이를 설치하고 있다. 구조
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았으며 그 위로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으로 소로수장집이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효자각은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높은 막돌허튼층쌓기 기단 위에 가공한 네모주초
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공포는 초익공 형식이다. 가구형식은 3량가이며, 지붕은 겹처마의 풍판을 설치
한 맞배지붕이다. 내부에는 비와 효자문이 있다.
영동 김자수 고가는 경주김씨의 중시조이자 고려 후기의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김자수 선생과 그의 후손이 살았던 가옥으로 반가의 격식을 갖추고 이 지역의 형식
을 잘 보여주는 가치 있는 자료이다.
손태진

This historic house was once the home of Kim Ja-su (fl. 14th c.), who revived the
Gyeongju Kim clan and served as the Gwanchalsa (governor of Chungcheongdo)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and his grandson Kim Yeong-nyeon. The
house also has a monument to two brothers, Kim On and Kim Chu, who were
widely respected for their filial piety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early 17th
c.). The layout of the house consists of a “four-pillar gatehouse” with stoneand-earth walls enclosing a yard, with Seonjidang Hall at the back and the
monument in the western part.

김은·김추 정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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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송시열 유허비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46호

· 수

량

1기

永同 宋時烈 遺墟碑

· 지정일

1977. 12. 07

Memorial Stone of Song Si-yeol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111

· 소유자

황간유림회

· 시

조선시대

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우암 송시
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이 서재를 짓
고 강학했던 곳을 기념하여 세운 유허비이
다. 이 비석은 1779년(정조 3)에 당시 황간
현감 이운영李運永이 서書하여 건립되었으며,
현재의 비석은 1875년(고종 12) 송시열의
후손과 지역 유림들이 다시 세운 것이다.
송시열의 본관은 은진恩津이고, 호는 우암
이다. 외가인 충청도 옥천군 구룡촌九龍村에
서 출생하였다. 송시열은 벼슬을 지낸 후
잠시 낙향하여 황간현(현재 영동군 황간면)
의 한천팔경寒泉八景 중 하나인 월류봉月留峰에
서재를 짓고 강학하였다. 이후 김장쟁金長生·
김집金集의 문하에서 수학한 송시열은 율곡
이이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畿湖學派 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
다.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 부록
제2권 「연보年譜」에 의하면 병자호란 직
후인 1638년(인조 16) 송시열이 32세 되
던 해에 “선생이 큰 난리를 치르고 나서는
국가의 치욕을 절통하게 생각하여 세상을
그만두고 영구히 은거隱居하려는 뜻을 가지
되, 황간黃澗 냉천리冷泉里 (현 원촌리)가 산이
높고 물이 깊은 것을 사랑하여 드디어 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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寓居 했는데,

집이 어설펐고 채소 반찬에 험한 밥이 자주 끊어질 때가 있었지만 편안스럽게 여겼다. 일체 시사時事를 말하지

않고 날마다 사방에서 모여 배우는 사람들과 학문을 강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1638년부터 황간 원촌리에 거주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책의 “1647년 진잠鎭岑 성전리星田里로 이사했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1638년부터 1647년(인
조 25)까지 약 10여 년 동안 황간현 원촌리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동춘당집同春堂集』에 의하면 1638년 송시열이 원촌리
에서 강학할 당시 송준길도 그 아들을 보내 배우게 하였다고 한다.
영동 송시열 유허비는 비좌 위로 비신을 세우고 옥개석을 올린 모습으로, 비신의 크기는 높이 200㎝, 폭 70㎝, 두께 20
㎝이다. 비신 앞면에는 “尤庵宋先生遺墟碑우암송선생유허비 ”, 측면에는 “後學黃澗縣監韓山李運永謹書 崇禎紀元後百三十六年三
己亥九月日立 百五十三年丙辰六月日改磨立후학황간현감한산이운영근서

숭정기원후백삼십육년삼기해구월일립 백오십삼년병진유월일개마립 ”이라

새겨

져 있다. 유허비를 보호하고 있는 비각은 정면 1칸 반, 측면 1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의 형태이며 사면에는 홍살을 설치하
였다. 비각이 위치한 곳은 한천팔경 중 하나인 월류봉의 맞은편으로, 주변에는 송시열이 강학하였던 한천정사가 있다.
고수연

This stone stele was set up to mark the place where Song Si-yeol (also known by his courtesy name of Suam, 16071689), a great Neo-Confucian thinker of the mid-Joseon period, gave lectures to local Confucian students during
his stay in the area. Song remained in the area around Wollyubong of Hwanggan-myeon, where this monument is
situated, for about ten years after he retired from government service, and devoted his time to reading and writing
and to teaching local youths. The commemorative monument was originally set up in 1779 (the 3rd year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of Joseon) by Yi Un-yeong, then administrative chief of Hwanggan-hyeon, but was replaced by the
current one, which was erected in 1875 (the 12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ojong of Joseon) by his descendants and
local Confucian followers.
영동 월류봉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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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박연 묘소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75호

· 수

량

1곽

永同 朴堧 墓所

· 지정일

1987. 03. 31

Grave of Bak Yeon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산49-1

· 소유자

밀양박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This grave is the burial site of Bak Yeon (a.k.a. Nangye, 1378-1458), who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three
saints of music” in the history of Korea. Bak served as a mid-ranking official responsible for Akhak Byeoljwa (musical
affair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r. 1418-1450), playing a key role in the compilation of books on Korean
genres of music. He also created the Pyeongyeong (Korean version of stone chimes) to fit Korean, rather than
Chinese, musical sound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oyal court music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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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난계 박연(蘭溪 朴堧, 1378~1458) 묘소로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위치하
고 있다.
박연은 어려서 영동향교에서 공부하였다. 28세에 생원이 되었고, 34세에 문과급제 하여 집현전 교리, 사간원 정언, 사
헌부 지평, 세자시강원 문학 등을 역임했다. 세종이 즉위하자 관습도감의 악학별좌樂學別座로 임명되어 향악·당악·아악의
율조와 악기의 그림 및 악보를 실은 악서樂書를 편찬하였다. 특히 중국이 아닌 조선음을 기준으로 한 편경을 제작하여 조선
초기의 음악을 완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밖에 회례會禮 때에도 아악을 사용하게 하여 궁정음악을 전반적으로 개
혁하였고, 그 공으로 말과 안장을 하사받았다. 박연은 이후 명나라에 성절사聖節使로 다녀온데 이어 예문관 대제학大提學까지
지낸 후 낙향하여 여생을 마쳤다.
박연 묘소는 난계사, 일각문, 신도비를 지나 재실인 경란재景蘭齋 북쪽의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앞에는 송씨부인의 묘
가 위치한다. 묘역에는 오른쪽에 묘비, 가운데에 상석, 양옆에 망주석이 갖춰져 있다. 박연의 명성에 비해 봉분은 그리 높
지 않다. 묘역으로 오르는 길은 계단길이며, 진입공간 양옆은 화강석으로 축대를 쌓았는데 전면부는 높게, 후면부는 낮게
조성하여 경사면을 보호하고 있다. 신도비는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이 지었다. 묘소 앞 난계사에는 박연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향하고 있다.
묘소 앞에는 시묘살이를 하는 소년 박연과 호랑이 조각
상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안내문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
이 적혀 있다.
“난계공이 18세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년 후 어머니
가 돌아가시어 시묘살이 6년, 공의 피리소리에 토끼와 새
들이 모여들고 밤마다 호랑이가 찾아와 같이 시묘살이 하
던 호랑이, 함정에 빠져 죽으니 아버님 묘소 아래 무덤을
만들고 제사지냄. 이 사실을 태종왕께서 들으시고 효자정
려를 내리심.’(중략) 속설에 “잘 되려면 뒷골 여우가 돌아
뵈도 돌봐줘야” 공은 정녕코 산신령(호랑이)이 돌봐주신
분.”
박연의 음악사적 업적으로는 악서 편찬, 편경 및 각종악
기 제작, 아악 작곡, 종묘악 정정 등이 꼽히고 있다. 박연
은 신라의 우륵·고구려의 왕산악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
성의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영동 박연 묘소는 그의 생전
업적과 효행을 살필 수 있는 곳이다.
조혁연

396

영동

永
同

영동 김수온 묘소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76호

· 수

량

1곽

永同 金守溫 墓所

· 지정일

1987. 03. 31

Grave of Kim Su-on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산18-1

· 소유자

영산김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조선 전기의 문신 김수온(金守溫, 1409∼1481)의 묘소로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천관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김수온의 본관은 영산永山 (영동의 이칭), 자는 문량文良 , 호는 괴애乖崖 또는 식우拭疣 이다. 영의정에 증직된 김훈金訓 의 아들
로, 1441년(세종 23) 문과에 급제한 후 집현전학사를 거쳐 호조판서, 영중추부사 등을 지냈다.
김수온은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 등 당대의 석학들과 함께 학문적 명성이 높은 인물이며 『치평요람治平要覽 』, 『의방유
취醫方類聚 』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사서오경』의 구결口訣 을 정하는데 참여하였다. 고승高僧 신미信眉 의 동생으로 불경에도
조예가 깊어 『석가보釋迦譜 』를 증수하고, 『금강경金剛經 』을 번역하는 등 불경의 국역과 간행에도 공이 컸다. 저서로는 『식우
집』이 전한다. 시호는 문평文平 이다.
일각에는 김수온과 그의 형 신미대사가 태어난 곳이 영동에서 가까운 청산면 일대라는 설이 있다. 시인 이은상(李殷相,
1903~1982)은 1955년 “청산靑山 을 지나노라니 생각나는 이 있다. 신미대사 괴애선생 유불儒彿 형제 그려보며 하 좋은 황
청산수黃靑山水 에 해 지는 줄 모른다.”라고 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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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에는 아랫부분에 호석을 두룬 봉분 1기가 있고, 묘 앞에는 묘비, 상석 1기, 장명등 1기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좌·우에 문인석과 동자석이 각각 한 쌍씩 갖추어져 있다.
특히 문인석은 장신이고 조각이 세련돼 마치 조선시대 대신大臣 을 대하는 느낌이다. 상석에는 투박한 돌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장명등은 과거 개석을 도난당하여 현재는 관련 석부재가 부재한 상태이다. 김수온의 묘소 뒤에는 할아버지 김
종경金宗敬 의 아내 경주김씨의 묘소가 이채롭게 자리 잡고 있다.
묘역 주위에는 일반과 달리 위패를 모신 사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부조묘不祧廟 (충청북도 기념물 제48호)가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김수온 부조묘는 원래 1487년(성종 18) 왕명으로 보은읍 종곡리에 세웠던 것을 1664년
(현종 5)에 우암 송시열이 지금 위치로 이전하였다.
영동 김수온의 묘소는 김수온의 유교적 행적과 불경의 간행을 살필 수 있는 곳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혁연

This grave of the great Confucian scholar-official Kim Su-on (1409-1481) is located at the foot of Cheongwansan
Mountain in Hangok-ri, Yongsan-myeon, Yeongdong-gun. As one of the most venerated members of the Confucian
elite of early Joseon, together with Seong Sam-mun and Sin Suk-ju, Kim contributed not only to Confucian studies
but also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Buddhist scriptures. His grave is now regarded as a valuable part of the
historical heritage connected with h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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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박흥생 묘비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88호

· 수

량

1기

永同 朴興生 墓碑

· 지정일

1993. 11. 05

Gravestone of Bak Heung-saeng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산52-1

· 소유자

밀양박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조선 전기 문신 국당 박흥생(菊塘 朴興生, 1374~1446)의 묘비로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의 밀양박씨 복야공파
문중의 선산에 위치하고 있다.
박흥생의 본관은 밀양密陽 , 자는 경부敬夫 로, 조선 태종 때 대제학을 지낸 문간공 박시용朴時庸 의 손자이고, 악성 박연朴堧 과
는 사촌간이다. 박흥생은 어려서부터 학문으로 이름이 높아 1386년(우왕 13) 13세에 진사가 되었고, 17세인 1390년(공
양왕 2)에 생원이 되었다. 그러나 문과에는 번번이 낙방하였다. 이후 김자수金子粹 의 문하에서 학업에 전념하던 중 이색李穡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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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의 추천으로 여흥부驪興府 ·춘천부春川府 의 교수敎授
로 벼슬을 시작하여 1423년(세종 5) 창평현감
을 역임하였다. 박흥생 묘비를 바탕으로 작성된
『국조인물고』 권33은 창평현령의 재직 시절을
“너그러움으로써 백성에 임하고 청렴하고 엄격
함으로써 자신을 단속하여 옥송獄訟 을 분명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감사監司 성억成抑 과 조
계생趙啓生 공이 모두 도내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일을 공에게 돌렸다. 그리고 인근에 사는 권천權
踐과

민심언閔審言 공 같은 이도 모두 그 명신明信

박흥생 묘소 전경

함에 탄복하고서 자신들은 미칠 수 없다고 여겼다.”라고 기술하였다.
박흥생은 1424년(세종 7)에는 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고, 그에 대한 표창으로 정려각이 세워졌다. 이후 세
조의 왕위찬탈에 반대하는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하였다가 파직되었다. 박흥생은 이락정二樂亭 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다
73세에 몰하였고, 공주 동학사東鶴寺 의 숙모전 초혼각에 생육신生六臣 과 함께 배향되었다. 동생 흥거興居 와 더불어 정려된 쌍
효각雙孝閣 이 영동 세덕사世德祠 안에 현존하며 세덕사에는 박흥생과 박연 등을 비롯한 6인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저술로는
『촬요신서撮要新書 』가 있다. 그의 행적은 종제從弟 인 박연·박순과 함께 『삼선생문집三先生文集 』에 전한다.
묘비는 1683년(숙종 9)에 세웠고, 비문은 송시열宋時烈 이 짓고 남구만南九萬 이 썼다. 비는 네모진 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
우고 지붕모양의 머릿돌을 세운 형태로, 파손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온전한 모습이다. 비문은 “有明朝鮮通訓大夫行昌平
縣令贈通政大夫工曹參議朴公諱興生之墓유명조선통훈대부행창평현령증통정대부공조참의박공휘흥생지묘 ”라고 쓰여 있다. 봉분 둘레석·문인
석·상석·장명등·추모비 등 석물은 근래의 것이다.
영동 박흥생 묘비는 조전전기 관료 생활과 효행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조혁연

This gravestone marking the resting place of Bak Heung-saeng, a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the early Joseon
period, is located in the cemetery of the Bogyagong Branch of the Miryang Bak clan in Godang-ri of Simcheonmyeon, Yeongdong-gun, Chungbuk provinc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Bak was both a man of integrity widely
respected by the local people under his administration and a filial son who paid tribute to his deceased parents on
a daily basis for the full three-year period of mourning. The inscription on the gravestone provides valuable clues
about the way of life of early Joseon officials who were dedicated to the Confucian virtue of filial p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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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istoric battlefield site was established in honor of General Jang Ji-hyeon (1536-1593), a righteous army
commander who died a heroic death in an early battle against the Japanese forces that invaded Korea in 1592, thus
starting the seven-year war known as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Korean. The site
contains the general’s memorial stele and shrine and the battle monument. When the Japanese invaders advanced
from the south, Jang Ji-hyeon formed a 2,000-strong righteous army of volunteer soldiers an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army, fought against 10,000 Japanese troops at Chupungnyeong Pass, effectively defending the area
by driving them out toward Gimcheon. In the ensuing battle the righteous army was attacked on both sides by the
enemy - now reinforced with the troops from Geumsan - but the general fought valiantly until he was killed along
with his cousin Jang Ho-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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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추풍령 전적 및
장지현 순절비

기념물

永同 秋風嶺 戰蹟 및 張智賢 殉節碑
Chupungnyeong Battlefield and Memorial Monument
of Jang Ji-hyeon in Yeongdong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96호

· 수

량

1곽

· 지정일

1994. 12. 30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 235

· 소유자

구례장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절한 장지현(張智賢, 1536∼1593) 장군의 전적지로서,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하
여 세운 순절비와 사당, 전적기념비가 있다.
장지현은 1590년(선조 23) 신립 장군의 부장이 되고, 이듬해 사헌부 감찰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 2,000명을 모아 관군과 합세하여 추풍령에서 1만여 명의 왜적과 싸워 물리쳤다. 그러나 곧 금
산방면에서 공격해 온 왜군의 협공을 받아 사촌동생 호현과 함께 전사하였다.
이곳 전적지에는 장군의 높은 뜻과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1978년 사당을 건립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평면은 우물마루로 구성된 1칸의 내진과 반 칸의 외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2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원형의 정평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했
다. 창호는 정면 어칸과 양 협칸 모두 쌍분합의 정자살문을 설치하였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가이며, 단청은 모로단청으
로 하였다. 사당 일곽은 마당 앞에 솟을삼문을 세우고 주위로는 막돌담장을 둘렀다. 솟을삼문 남쪽으로는 동측에 장지현
장군 순절비, 서측에 장지현장군 전적기념비가 있다. 순절비 보호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좌우에
풍판이 있다.
순절비는 1864년(고종 1) 후손들이 뜻을 모아 송환기宋煥箕 가 비문을 지어 건립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매몰된 것을 찾아
전적지인 오룡동에 세웠다가, 1980년 사당이 있는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전면에는 “司憲府監察贈兵曹參議사헌부감찰증
병조참의

三槐堂張公殉節碑삼괴당장공순절비 ”라고 음각되어 있다. 비 뒷면에도 장군의 행적을 적고 있으나 훼손이 심하여 해독하

기 어렵다.
이 곳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선열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적유적으로 교육적·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조중근
순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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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덕수이씨
육세팔효정문

기념물

永同 德水李氏 六世八孝旌門
Memorial Gate of the Deoksu Yi Clan in Yeongdong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09호

· 수

량

1동

· 지정일

1999. 09. 15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원당리 424-1번지

· 소유자

덕수이씨 참판공정철파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영동 덕수이씨 육세팔효정문은 조선 선조때부터 영조때까지 덕수이씨 가문에서 배출한 효자 6인과 효부 2인에 대한 효
행을 기리기 위해 1764년(영조 40)에 세운 정문이다. 양산면사무소에서 동쪽으로 약 1km 정도 벗어난 68번 지방도로
변의 원당리 너그말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받들고 있는 6인의 효자는 이학수李鶴壽 , 이탱李樘 , 이만춘李萬春 , 이채李埰 , 이복초李復初 , 이정철李廷喆 이고 2인의 효
부는 복초의 처인 구례장씨求禮張氏 와 이종윤李宗胤 의 처인 관성전씨管城全氏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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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은 정면 5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
붕 목조기와집으로 8분의 정려를 모시고 있어
장방형의 긴 형태이다. 건물구조는 낮은 자연
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
기둥을 세웠다. 기둥머리에서는 물익공 형식으
로 초각된 부재를 十자형으로 2중으로 포개어
보아지 형식으로 보강하여 도리와 결구된 보를
받쳤다. 가구형식은 3량가이다. 벽체는 하인방
위로 사면에 홍살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위로는
낮게 보호철책을 둘렀다.
건물에는 서쪽에서부터 “孝子嘉善大夫行敦寧
都正李鶴壽之門효자가선대부행돈령도정이학수지문 ”, “孝
子通政大夫行僉知中樞府事李 樘 之門 효자통정대부행
첨지중추부사이탱지문 ”,

“孝婦光陵參奉李復初妻宜人求

禮張氏之門효부광릉참봉이복초처의인구례장씨지문 ”, “孝婦
將仕郞李宗胤妻孺人管城全氏之門효부장사랑이종윤처
유인관성전씨지문 ”,

“孝子折衝將軍行龍驤衛副護軍李

萬春之門효자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이만춘지문 ”, “孝子贈
嘉善大夫戶曹參判李廷喆之門효자증가선대부호조참판이
정철지문 ”,

“孝子贈司憲府持平李埰之門효자증사헌부지

평이채지문 ”,

“孝子成均生員行宣敎郞光陵參奉李復

初之門효자성균생원행선교랑광릉참봉이복초지문 ”이라 쓴 편액이 걸려 있다.
영동 덕수이씨 육세팔효정문은 덕수이씨 가문에서 배출한 효자 6인과 효부 2인에 대한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중부
지방의 특징적인 정려건축으로 충효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형래

This memorial gate, called Yukse Palhyo Jeongmun (“Memorial Gate for Eight Filial Children in Six Generations”),
was built in 1764 (the 4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to honor the eight filial children, including
six sons and two daughters, produced by the Deoksu Yi clan. The building is a five-bay structure with a rectangular
layout, with a simple 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The memorial gate is regarded as a fine example of the
architecture of memorial gates developed in Korea’s central region and as tangible evidence of the tradition of filial
piety practiced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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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김영이 장비 단소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89호

· 수

량

1곽

永同 金令貽 張丕 壇所

· 지정일

1993. 11. 05

Altar of Kim Yeong-i and Jang Bi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목산막로 204

· 소유자

영산김씨 종중

· 시

조선시대

대

This historic altar located in Namjeon-ri of Yanggang-myeon, Yeongdong, was built by Kim Yeong-i, a late Goryeo
(918-1392) official who was also the founder of the Yeongsan Kim clan village, and his son-in-law Jang Bi. They
erected the altar to honor their ancestors whose graves had been destroyed amidst the turbulence caused by a series
of Mongol invasions in the thirteenth century. The altar, which is also related with Kim’s other two sons-in-law,
who also followed their father-in-law to settle in his home village and dedicated to the education of local youths, is
regarded as a precious heritage site connected with the upheaval of late Goryeo society and the activities of the local
elite during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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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의 문신으로 영산김씨 입향조入鄕祖인 김영이金令貽와 그 사위인 장비張丕의 단소壇所로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에 자리
잡고 있다. 단소는 선현의 묘소를 잃어 버린 경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단을 말한다.
김영이는 고려 말엽에 정세가 혼란해지자 박원룡朴元龍·장비·박시용朴時容 등 세 명의 사위와 함께 벼슬을 버리고 지금의
영동 양강면으로 내려와 학문을 강의하며 후진양성에 힘썼다. 1764년(영조 40) 후손들이 네 분 선현의 행적을 기려 정자
빙옥정氷玉亭을 짓고 그 앞에 단소를 세웠다. ‘빙옥’은 중국 진晉나라 때의 고사로, 당시 위개衛玠라는 인물이 악광樂廣의 딸에
게 장가를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장인과 사위가 똑같이 명망이 높은 것을 보고, ‘장인은 얼음처럼 깨끗하고, 사위는 옥
처럼 윤택하다婦翁冰淸 女胥玉潤’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박원룡의 순천박씨와 박시용의 밀양박씨는 다른 곳으로 이단移壇 하고, 김영이와 장비 단소만이 지금
까지 남아 있다. 빙옥정은 정면 2칸·측면 2칸의 목조맞배집으로, 바닥에는 화강암을 깔았다. 1977년 사성四姓의 후손들은
빙옥회를 조직하고 경비를 모아 조경단청을 하고 자연석에 만세돈목萬歲敦睦이라 새겨 선조의 정신을 되새기고 화목을 다짐
하였다.
입향조 김영이의 세계世系는 영이令貽-길원吉元-종경宗敬-훈訓-수성守省·수온守溫으로 이어진다. 길원과 종경은 고려 후기의
관료였고, 훈은 옥구진沃溝鎭 병마사로 있던 중 1416년(태종 16) 불미스러운 일로 귀양을 가야 했다. 이때 장남 수성은 자
괴감으로 불교에 귀의했고, 신미信眉라는 법명을 얻었다. 동생 수온은 신숙주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학문적 명성이
높았다.
장비는 14세기 중엽의 인물로 본관은 구례다. 호부시랑戶部侍郞 장유張維의 아들이다. 장비는 고려 충숙왕 때 과거에 급제
하여 개성승開城丞이 되었다. 당시는 조정의 기강이 문란했고, 따라서 지배층 사이에는 사치스런 풍토가 극에 달했다. 그는
이같은 정치 풍토에 염증을 느끼고 관직을 버리고 장인 김영이와 함께 영동에 우거하였다. 그의 7대손이 명종·선조대의
무인으로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났던 장필무(張弼武, 1510~1574)이다. 영동 김영이 장비 단소는 두 인물의 청빈한 삶
과 고려말의 사회상, 그리고 후손들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 유적이다.
조혁연

빙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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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가곡리 고분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97호

· 수

량

1곽

永同 柯谷里 古墳

· 지정일

1994. 12. 30

Ancient Tomb of Gagok-ri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141-7

· 소유자

영동군

· 시

삼국시대

대

This stone-chamber tomb located in Gagok-ri, Yangsan-myeon,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dates back
to the Silla period. At the time of its discovery, it consisted of a mound measuring 5 meters in diameter and 1.9
meters in height, but it was later enlarged to its current size (9 meters in diameter and 3 meters in height) following
the excavation of and research on the tomb site. Archaeologists discovered a few relics at the site, including belt
ornaments, iron daggers and pottery, which suggest that the tomb was used twice, with the second burial dating to
the mid-seventh century. Given that this period is closer in time to the period when Silla was struggling to dominate
the other two ancient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omb is presumed to have been connected with the
Battle of Jocheonseong Fortress waged between Silla and Baekje in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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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 제거 후 모습(1993년)

석실 내부 유물 출토 모습(1993년)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에 있는 신라시대의 돌방무덤으로, 비봉산의 동쪽 산자락의 끝부분인 양산면사무소 남
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능선의 말단부로 바로 앞쪽으로 698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다.
이 지역은 옛날에 양산현陽山縣 으로 신라 때에는 조천성助川城 또는 조비천현助比川縣 이라 불리었고 신라와 백제 사이에 치
열한 싸움이 있었던 곳이다. 이 과정에서 태종무열왕의 사위이자 신문왕의 장인인 김흠운金歆運 이 전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진왜란 때는 진주성에서 순절한 의병장 이의정(李儀精, 1555~1593)의 애마가 옷만 물고와 죽어서 묻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로 인해 이 고분군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오랫동안 ‘말무덤’으로 알려져 왔다.
이 고분에 대한 조사는 1993년 여름,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현재 가곡리 고분은 봉분의 크기를 지름
9 , 높이 3 규모로 복원하였으나, 조사당시 봉분은 지름 5 , 높이 1.9 규모였다.
돌방[石室]은 장축을 동남향으로 하였으며 평면이 장방형이다. 벽은 할석으로 쌓고 천정은 커다란 판상할석板狀割石 으로
덮었다. 내부에는 동쪽으로 치우쳐 시상屍床 을 마련하였고, 북서쪽 모서리에 부장품을 두었다.
돌방의 규모는 남북 220∼245㎝, 동서 153∼162㎝, 높이 172㎝이고, 시상의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110∼118
㎝이다. 천정은 길이 약 210㎝, 너비 약 200㎝, 두께 38∼40㎝의 돌 1장으로 되어 있다. 시상은 1차로 너비 50∼58㎝의
것을 동쪽 벽에 잇대어 만든 뒤, 다시 할석으로 덧대어 2차 시상을 만든 형태이다.
출토유물은 청동으로 만든 과대금구銙帶金句 (허리띠 장식) 1점, 쇠칼 1점, 쇠살촉 1점, 뚜껑이 있는 목긴 병 1점, 뚜껑이
있는 합 10점 등 모두 25점이 나왔다. 유물들 중 토기들은 통일신라 토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장식무늬가 찍힌
것들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영동 가곡리 고분은 2차 매장에 의한 유물의 연대가 대체로 7세기 중엽 이후로 여겨지고 있
다.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전쟁과 가까운 시기의 것이며, 때문에 이 고분은 655년의 조천성 싸움과 관련될 수 있는 유적으
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길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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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일제재 일원

기념물

·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42호

· 수

량

1동(일제재), 1곽(묘소 5기)

永同 一祭齋 一圓

· 지정일

2008. 05. 16

Iljejae Shrine of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3길 34-10

· 소유자

고성남씨 삼괴당지언파 문종

· 시

조선시대

대

영동 일제재는 고성남씨 삼괴당지언파 문중 재실로 주변에 고성남씨 문중과 관련된 5인의 묘소가 묘역을 이루고 있다.
일제재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수기에 따르면 1809년(순조 9)에 중수된 재실이라고 한다. 1809년, 1919
년, 1969년에 각각 작성된 중수기 편액이 남아 있다.
일제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전면 2층 구조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좌측에 존저당存著堂 이라는 현판이
걸린 정면 1칸, 측면 1칸의 방과 우측에 추원당追遠堂 이라는 현판이 걸린 정면 1칸, 측면 2칸의 방을 두고 중앙 3칸을 대
청으로 구성하였다. 대청의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방은 판자 위 고미반자로 마감하였다. 우측 방의 전면으로는 마루를 설
치하고 방 후면에는 각각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였다. 전면에는 전체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지형의 특성을
살린 전면 중층, 후면 단층의 형태로 양 측면을 돌아 대청 후면에서 진입토록 하였다.
가구형식은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양쪽에 세우고 그 위에 종보와 장혀 받친 중도리를 결구하여, 종보 위에 사다리꼴 대
공을 세워 장혀를 받친 종도리를 받는 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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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은 고성남씨 문중과 관련된 5인의 묘소로, 처음 조성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삼괴당 남지언(三槐堂 南知言,

1507~1566), 삼괴당의 아버지인 참봉공 남인南寅 , 참판공 남경효(叅判公 南景孝, 1527~1594)의 삼대 묘소가 위로부터
조성되었고, 남지언의 동생 남지원南知遠 의 묘소는 남지언 묘소 왼쪽, 남경효의 큰아들 남수약(南守約, ?~1651)의 묘소는
남경효 묘소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석물은 일괄적으로 묘비석과 상석, 향로석을 놓고 있으며 혼유석은 없다. 문인석은 묘
역의 아래쪽에 1조만 놓았다. 묘역 전면 우측에는 영조 때 세워진 삼괴당 묘갈이 위치하고 있다. 이 묘역은 삼괴당의 묘소
가 가장 위쪽에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가 중간, 아들이 아래쪽에 위치하여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일제재는 조선 중·후기의 재실로서 지형의 특성을 살린 전면 중층, 후면 단층의 형태로 양 측면을 돌아 대청 후면에서
진입토록 되어 있는 독특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재실 전면에 계자난간을 설치하였으며 고식기법의 맞춤 청판과 온돌
방의 고미반자 그리고 평면형식, 가구형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아울러 주변에 고성남씨 문중의 묘소도 함께 있어 지
역에서 활약한 한 문중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김형래

The Iljejae Shrine of Yeongdong served as a memorial house for the ancestors of the Samgoedang Branch of the
Goseong Nam clan. Next to the shrine is a family cemetery containing the graves of five members of the clan. The
shrine building is a unique structure featuring a double-story front and a single-story rear, with the main entrance
positioned at the center of the rear part. The building also features gyeja-nangan (“drumstick-shaped” baluster) at
the front, old-style floor boards, rooms with the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and a gomi-banja (plaster
panel ceiling), one of the traditional roof frameworks. Together with the family cemetery, the shrine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history of a local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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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언 묘소

남지원 묘소

남경효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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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설계리 농요

무형문화재

永同 雪溪里 農謠

·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6호

· 지정일

1996. 01. 05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중2길 4

Seolgyeri Nongyo (Farmers’ Songs of Yeongdong)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전승되고 있는 농업노동요이다. 영동 설계리 농요는 논농사와 더불어 조선말부터 부
르던 노래로 1975년부터 소개되기 시작했다.
1975년 설계리 주민 남자 23명과 여자 22명으로 영동 설계리 농요단이 창단 되었으며 1975년 제16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당초 기능보유자 서정숙이 사망함으
로 서병종이 후임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2008년에는 영동 설계리 농요 전수관이 건립되어 설
계리 농요의 전수와 후계자 양성, 연구활동, 홍보활동, 정기공연, 연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영동 설계리 농요는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초벌매기 소리>, <두벌매기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모찌는 소리
>의 가창 방법은 앞소리꾼이 메기는 소리를 3소박 4박자와 3소박 7박자로 노래하면 거기에 걸맞게 노랫말을 만들어 뒷소
리꾼들이 대꾸하듯이 노래하는 교환창이다. 이 가창 방식은 영동지역이 경상도와 인접해 있어 경상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자소리>의 가창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성음은 <미, 솔, 라, 도′ ,미′>음이며 주요음이 <미,
라, 도′>음이며 메나리토리이다.
<모심는 소리>의 가창 방법은 교환창이며 <모찌는 소리>와 가락이 유사하다. 노랫말만 바꾸어 부르고 있다. 3소박 4박
자와 3소박 7박자로 노래한다. 구성음은 <미, 솔, 라, 도′ ,레′>음이며 주요음이 <미, 라, 도′>음이며 메나리토리이다.
<초벌매기 소리>의 가창 방법은 앞소리꾼이 메기는 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정한 가락으로 “어러구 저러구
하네 에헤이야 산이가 저허러구 하네”하고 부르는 메기고 받는 형식이다. 구성음은 <라, 도′, 레′, 미′, 솔′ >음이며 주요

모찌기

초벌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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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라, 레′, 미′>음이다. 장단은 3소박 4박자의 중모리 장단인데 한 박자씩 늘여 부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두벌매기 소리>의 가창 방법은 앞소리꾼이 메기는 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정한 가락으로 “어러구 저러구
한다”하고 부르는 메기고 받는 형식이다. 장단은 3소박 4박자형태의 굿거리장단이다. 메기는 소리의 구성음은 <미, 솔,
라, 도′, 미′>음이며 주요음이 <미, 라, 도′>음이며 메나리토리이다.
영동 설계리 농요는 기능상 노동요에 해당한다. 노동요는 일할 때 동작을 통일시키며 노동의 피로를 덜고 능률을 높이
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조순현

This heritage of agricultural work songs, which has been preserved in Seolgye-ri, Yeongdong-eup, Yeongdong-gun,
Chungcheongbuk-do, continues to be passed down with the designation of Seo Byeong-jong as a hold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gricultural work songs from Seolgye-ri in Yeongdong include Mojjineun Sori (The Rice Pickers
Song), Mosimneun Sori (The Rice Planters Song), Chobeolmaegi Sori (The First Weeding Song), and Dubeolmaegi
Sori (The Second Weeding Song). These songs were invaluable to farm laborers because they served the functional
purpose of synchronizing the rhythm of their laborious movements and helping increase their productivity while
alleviating fatigue.

모찌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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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심는 소리

영동

永
同

영동 내포제 시조창

무형문화재

· 종

목

· 지정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4호
2004. 05. 07

永同 內浦制 時調唱
Naepoje Sijochang (Sijo Songs of Yeongdong)

영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내포제 시조창으로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에서 불려 지던 시조창을 말한다.
내포는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인 예산·당진·서산·홍성 일대를 이르는 이름이다.
내포제 시조창은 윤종선에 의해 불려 지기 시작했다. 윤종선은 충청북도 영동의 정구익과 충청남도 부여의 소동규에게
내포제시조창을 전승했다. 충청남도 부여의 소동규는 김원실에게 전승하였고 이어 김연소로 전승되고 있다. 충청북도 영
동의 정구익은 한우섭에게 전승했다. 한우섭은 2004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4호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2009
년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내포제 시조의 종류에는 평시조·반각시조·사설시조·여창지름시조·남창지름시조·중허리시조·엮음시조가 있다. 한우섭
이 부른 내포제 시조창의 음악적 특징은 온화하고 점잖은 창법이 특징이다. 중장과 종장에서 처음에는 4도 아래로 낮은
음으로 가락을 올리지 않아 안정감을 유지한다. 종지형은 중려음에서 황종음으로 떨어뜨려서 여운을 남긴다. 가성을 쓰
지 않고 첫 박에 장식음을 많이 사용한다. 악기 반주를 하지 않고 장구나 무릎장단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초장·중장·종
장의 끝 부분에서 3내지 5박자가 축소되기도 한다. 음계는 황종·중려·임종의 3음을 사용하지만 중려와 임종 사이가 약간
좁다.
충청남도의 내포제 시조창은 1992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초대 예능보유자로 소동규가 지정되
었고 2대 예능보유자 김원실에 이어 3대 예능보유자 김연소가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2014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7-2호로 윗내포제시조를 지정하고 박선운을 초대 예능보유자로 지정했다. 이에 비해 충청북도는 2009년 한우섭의
사망 이후 기능보유자가 지정되지 않고 있어 전승의 맥이 끊어진 상태이다.
조순현

This heritage of sijo songs, which has been preserved in the Yeongdong region, is called the Naepoje Sijochang as
a nod to the history of its origins in the northwestern part of Chungcheongnam-do. Genres of Naepoje Sijochang
can be organized into categories according to rhyme and meter, the length of the lines, tempo, and the singer’s
gender, such as Pyeong Sijo, Bangak Sijo, Saseol Sijo, Yeochangjireum Sijo, Namchangjireum Sijo, Jungheori Sijo and
Yeokkeum Sijo. The musicality of the sijo songs of Yeongdong is characterized by a mild and gentle singing style.
Following the death of Han U-seop, the last holder of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 has not been a new
designated holder and the succession of the Naepoje Sijochang heritage has c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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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장
樂器匠

무형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 지정일

2009. 06. 19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5

Instrument Maker

악기장은 악기를 만드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다. 악기장은 전통악기의 주 재료인 나무와 가죽, 명주
실, 대나무, 쇠, 돌, 흙 등을 이용하여 악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공예적 기능과 악기가 지닌 특유의 소리를 정확하게 만
들어내야 하는 음악적 기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점에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영동군 심천면에 거주하는 조준석(曺準錫, 1962~ )은 전통악기제작기술에 입문한 후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아쟁,
단소 등 현악기 및 관악기는 물론 고대악기 복원 및 제작에 매진하고 있는 악기장이다. 악기장 조준석은 집안의 내력으로
어려서부터 전통악기 제작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성장하였으며, 1977년 본격적으로 입문한 이래 현재까지 이 분야
에 종사하고 있다.
조준석의 전승계보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전통가구를 제작하다가 거문고의 명인 신쾌동, 판소리 김동진, 가야금 송창섭
등의 권유로 가야금 제작에 입문한 백옥기(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 백옥기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50여
년간 국악기를 제작했던 조정삼, 1965년 조정삼에게 입문하여 40여년 간 악기제작에 임했던 조대석의 문하생으로 시작
한 조준석은 4대째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조준석은 입문이후 1985년 광주 남도 국악사를 설립하여 광주일대에서 활동하다가 2001년 충북 영동 난계 국악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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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촌에 입주한 이래 충북지역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공방을 독립한 이래 광주 신창동 유적 출토 마한시대 현악기, 대전 월평동 유
적 출토 양이두, 경기도 하남 이성산성 출토 요고 등 전통고대악기를 복원하였다. 전
통악기제작 및 전수는 물론 거문고, 가야금, 해금의 개량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정부우수조달업체선정, 충북 중소기업청 품질인증 획득 등 전통악기의 문화상품화에
서 매진하였다. 또한 국내는 물론 일본 야스기시 및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국외에서
도 국악기 초청전시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적인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며, 전통
공예품 경진대회 다수 수상, 국악기 체험학습장 운영, 후진양성 등을 통한 전통 공예
분야의 전승에 힘쓰고 있다.
조준석은 대부분의 악기제작이 가능하며, 특히 해금과 가야금 제작기술이 탁월하
다. 또한 해금과 가야금의 재료인 대나무와 오동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을 합
사하는 곳, 말총을 제작하는 곳, 재료를 건조시키는 곳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제작공
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가야금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30년 이상 된 오동나무를 자연건조 후 대패작업
을 거쳐 족대와 속감 및 뒤판, 공명통 작업을 한 후 뒤틀림방지를 위한 옆댕이작업, 나
무의 진을 뽑아올리는 인두작업, 좌단장식, 악기에 부들 줄을 걸기 위한 봉미작업, 발
받침 제작을 위한 발감작업 그리고 칠작업 등을 거친다. 그런 다음 현침작업, 안족작
업, 명주실을 수증기에 찐 후 건조하여 현작업을 마친 후 조립하여 음을 조율하면 악
기가 완성된다.
우리나라의 국악기는 출토된 유물과 문헌의 기록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그 제작도 이른 시기
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 가운데 가야금은 거문고와 같이 풍류와 가곡 반주 등에 많이 쓰이며 산조가 생기면서부터 독주
악기로도 각광을 받아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전통국악기 제작기술은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수
공업형태의 소규모로 어렵게 전승되고 있으나 악기장 조준석은 기술전승교육과 전통국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경주
하고 있다.
이현주

The Korean word “akgijang” refers to a skilled maker of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Of the various types
of musical instruments, stringed instruments require a higher level of musical knowledge and artistic techniques for
their production, including not only in-depth knowledge of the diverse materials used to make them, such as wood,
leather, silk, bamboo, metal, stone and clay, but also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for making and
controlling sounds in order to create precise musical pitches. Jo Jun-seok of Simcheon-myeon, Yeongdong-gun is an
officially acknowledged master instrument maker who is dedicated to the production of a wide range of traditional
stringed and wind instruments including the gayageum, geomungo, haegeum, daegeum, ajaeng, and danso. His latest
interest includes the research and restoration of newly found ancient instruments.

416

영동

永
同

영동 당곡리 십이장신당

민속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2호

· 수

량 1동

永同 堂谷里 十二將神堂

· 지 정 일 1976. 12. 23

Sibijangsindang Shrine of Danggok-ri in Yeongdong

· 소 유 자 당곡리 마을회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당곡리 산32
· 시

대 조선시대

This sindang (tiny shrine) located in Danggok-ri, Yeongdong is dedicated to sibijang (the twelve generals), including
Gwanu (or Guan Yu), whose martial prowess was depicted in detail in the Chinese historical nove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The shrine consists of a prayer hall, i.e. a two-bay by single-bay wooden structure with a gable
roof, and an annex. The tradition of worshipping Gwanu and his junior warriors was prevalent across Korea until
1908 when it was officially banned. In Danggok-ri, these generals of ancient times were worshipped as village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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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당곡리 십이장신당은 당곡리 성황당으로 관운장을 비롯한 12장군의 영정을 모시며 영동읍 당곡리 산32번지에 위
치한다. 『전설지』에 신당은 상촌면 고자리 산너머당골에 있었는데 영동군수의 꿈에 관우가 현몽해 고곡리(현 당곡리)로
옮기라고 지시해 현 마을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유래담이 전한다. 전설로 추정하면 조선시대 선조대로 연원을 삼을 수 있
다.
본당은 16.5㎡ 규모로 전면 2칸, 측면 1칸의 마루와 신당으로 구성된 목조 기와집이다. 건물 왼쪽에 0.66㎡ 규모의 1
칸짜리 맞배지붕 형태의 별당이 있다. 별당에는 관우의 적토마 그림을 봉안했다. 동제의 정확한 시원은 알 수 없으나 임
진왜란 이후로 추정한다. 관우를 주신으로 하는 십이장신당이 임진왜란 때 명군에 의한 외세적 수용이 계기가 되어 1599
년(선조32년) 남묘를 시작으로 관행제官行祭 로 전국에 분포하다가, 대한제국에서 1908년 관왕묘 제사를 폐지하였는데, 당
곡리 십이장신당은 당곡리로 이전한 후 민간신앙의 신격으로 자리잡아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십이장신당은 『삼국지三國志 』의 주요 등장인물을 세 개의 화상으로 나누어 봉안했다. 각각의 화상에는 네 명의 장신이
그려져 있다. 좌측 화상에는 요화寥化 , 창위菖偉 , 마축麻竺 , 위연魏延 이, 중앙 화상에는 장비張飛 , 제갈량諸葛亮 , 관우關羽 , 조운趙趙
雲 이,

우측 화상에는 마속馬稷 , 마초馬超 강유姜維 황충黃忠 이 그려져 있다. 장군 중 관우를 주신으로 섬겨 ‘관우신당’, ‘관왕묘’

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화상은 새로 그려 봉안한 것으로 원 그림은 도난당했다. “제갈량 관운장 있는 방향으로 손가락질
만 해도 사흘 초악(하루걸이)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 오른편 별각은 ‘마방’ ‘마당’이
라고 부른다. 안에는 관운장이 타고 다니던 적토마 화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본래는 목마가 전해졌으나 역시 도난당했다.
중국의 관왕묘 신격과 말 신앙이 복합적 형태로 민간 신앙과 습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십이장신당의 제사는 관행제에서 민간신앙의 동제로 신격이 변한 이후, 음력 정월 열나흘에 관왕묘의 위전位田 을 부치
는 사람이 유교식 기제사 순서로 올리고 있다. 위전은 주민이 희사한 땅으로 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십이장신당 관리
및 제의를 담당한다. 제장은 산제당, 십이장신당(큰당), 마방집, 새터 남근석, 당골 돌무더기 등의 다섯 곳이다. 동제에 선
출된 제주는 제일 사흘 전부터 술, 담배, 부부관계 등을 금하고 매일 목욕재계한다.
당곡리 십이장신당은 관행제의가 민간신앙의 동제로 신격이 변환되어 전승되는 의의를 지닌다.
이상희

요화·창위·마축·위연

장비·제갈량·관우·조운

마속·마초·강유·황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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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신항리 상여

민속문화재

·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0호

· 수

량 1습

永同 新項里 喪輿

· 지 정 일 1994. 12. 30

Funeral Palanquin of Sinhang-ri in Yeongdong

· 소 유 자 신항리 마을회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174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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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신항리 상여는 세종의 열셋째 아들인 밀성군密城君 이
침(李琛, 1430∼1479)의 15세손 이용직(李容直, 1824∼
1909)이 사용한 상여로 구한말에 제작되었다.
신항리 상여가 처음 조사되었을 때는 조선 고종 때 경상감
사와 공조판서를 지낸 고종의 6촌 형인 이용강이 영동군 황
간면 금계리로 유배온 뒤 1870년 작고할 때 고종이 그를 애
도해 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 세종의 열셋째
요여

아들인 밀성군 이침의 15세손 이용직의 것으로 추후에 밝혀
졌다. 이용직은 철종 때 문과에 급제하고 용강현감을 거쳐 여주목사, 영남어사 홍문관·예문관 제학 등의 관직을 지냈고,
기로사耆老社 에 들어갔다. 묘소는 황간면 수석리 후록에 있다.
이 상여는 세도 있는 양반가의 것으로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상여와는 다르게 특별하고 화려하게 제작되었다. 긴 멜대
를 중심으로 한 기본틀 위에 관을 싣는 몸체를 올리고 맨 위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천을 넓게 드리는데, 몸체의 아래 위
에는 난간을 두르고 검은 천을 덮은 뒤 색띠와 술을 늘어뜨리는 형식이다. 윗 난간에는 동방삭(삼천갑자년을 살았다는 전
설 속의 인물) 인물상을 여러 개 세웠는데 죽은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하는 역할인 듯하다.
재료는 목재와 천이고 대차와 소차의 이중구조 형태이다. 대차 32명, 소차 24명이 메도록 만들었으며 규모가 크고 외
부장식이 섬세하고 화려하다. 대차는 총 길이 10 , 둘레 47㎝이다. 교차판(칠성판)도 전하는데 가로 123㎝의 크기로 고
리가 8개 있어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양한 장식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 용머리 장식과 봉주가 앞뒤로 2개씩 4개,
황주가 앞뒤로 1개씩 2개 있다. 동자상도 앞뒤 좌우에 6개씩 12개 등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상여 바닥과 매듭도
아름답게 장식하고 연꽃 등 단청과 풍경도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상여와 함께 요여腰輿 도 보존하고 있다. 요여는 혼백을
모시는 가마 형식의 형태로, 4명이 드는 형식이다.
영동 신항리 상여는 양반가가 사용한 상여로 목재와 천의 화려한 그림과 장식이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대차와 소차
의 이중구조 형태를 보이며 시신과 함께 혼백을 옮기는 요여도 함께 보존하고 있어 그 가치가 더 크다.
이상희

This sangyeo (funeral palanquin) treasured by the local community of Sinhang-ri was made at the turn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used at the funeral of Yi Yong-jik (1824-1909), a fifteenth-generation descendant of Yi
Chim (1430-1479), the thirteenth son of Joseon’s fourth ruler King Sejong (r. 1418-1450). The palanquin’s elaborate
structure and lavish decoration suggest that it was owned by a wealthy aristocratic family. It is made of wood and
fabric and consists of a daecha (large litter) designed to be carried by thirty-two bearers and a socha (smaller litter)
to be borne by twenty-four bearers. Also preserved in good condition, yoyeo (the spirit’s palanquin) was used to
carry the spirit tablet of the deceased person, which required four be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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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이의정 유적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6호

· 수

량 1곽

永同 李義精 遺蹟

· 지 정 일 1986. 04. 28

Historic Site of Yi Ui-jeong in Yeongdong

· 소 유 자 이영식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봉곡2길 35
· 시

421

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한 이의정(李義精, 1555~1593) 장군의 유적지로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의정은 고려 후기의 문인 이규보의 8대손으로 본관은 여주이다.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 예빈시를 거쳐 보령
현감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진주로 가 방어전에 참전하였다. 1593년(선조 26) 진주성 싸움
에서 김천일·최경회 장군 등과 더불어 최후까지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자 석강에 투신, 순국하였다.
유적으로는 사당인 충의사忠義祠 와 묘소 및 신도비가 있다.
묘소는 충의사 뒤뜰에 위치하고 있는데, 봉분과 2기의 망주·상석·신도비를 갖추고 있다. 신도비는 1796년(정조 20) 이
조참의 송환기가 글을 짓고 강택중이 써 새긴 것을 1801년(순조 1)에 묘 앞에 세웠다. 묘소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여 옷
과 신발만을 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당인 충의사는 1996년에 세웠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우물마루로 구성된
1칸의 내진과 반칸의 외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2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정평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 형식으로 측면에는 풍판을 설치했다. 창호는 정면 3칸 모두 사분합띠살문을 설치하였다. 가구형식
은 1고주5량가이며, 단청은 모로단청으로 하였다.
영동 이의정 유적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인물을 기리는 유적으로 역사적·교육적
으로 가치가 높다.
김형래

This historic site consists of the Chunguisa Shrine erected in honor of General
Yi Ui-jeong (1555-1593), and his grave and stele. General Yi died a heroic death
at the Battle of Jinjuseong Fortress against the Japanese troops that invaded
Korea (then Joseon) in 1592, starting the historic seven-year war known as the
Imjin waeran in Korea. Built in 1996, the shrine is a three-bay structure with a
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while the grave is accompanied by a pair of
memorial stone pillars, a stone altar, a gravestone, and a mound. According to
records, the grave only contained his clothes and shoes as the general’s body
was never recovered. His life and achievements are recorded on the inscriptions
on the four sides of the memorial st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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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송담재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5호

· 수

량 3동

永同 松潭齋

· 지 정 일 1998. 11. 20

Songdamjae Shrine in Yeongdong

· 소 유 자 영일정씨 목사공파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송담길 43-2
· 시

대 조선시대

조선 중종 때의 무신인 정경(鄭瓊, 1490∼1564) 선생을 모신 재실로 풍천과 초강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동쪽 붓들 산사
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정경은 중종 때 무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吏曹佐郞 에 이르렀으며, 기묘명현己卯名賢 으로 효행이 지극하고 청렴결백하여 조
정에서 포상을 받아 인근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
송담재의 전체적인 배치는 재실이 대지의 중앙에 동북향하여 자리하고 있으며 앞쪽에 안채를, 북쪽으로 문간채와 뒷간
을 두었다. 원래의 재실 건물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790년(정조 14)에 중건하였으며, 그 후 수차례 중수하였다.
송담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구성은 중앙의 2칸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북서쪽에 정면 1
칸, 측면 2칸, 동남쪽에 정면 1칸, 측면 1칸 반의 온돌방을 두었다. 동남쪽 방의 전면으로는 반 칸의 툇마루를 두어 대청
마루와 연결하였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1고주5량
가의 납도리집이다.

423

안채

안채는 약 3백여 년 전에 지어진 초가집 건물이었으나,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슬레이트 지붕으로 변형되었다가
2001년에 해체·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우진각지붕이다. 평면구성은 북쪽
으로부터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되어 있다. 각 방은 1칸 규모로 하였는데 안방 전면에는 반 칸의 툇마루를 두어 대
청마루와 연결하였으며, 건넌방 앞에는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반오량가형식으로 꾸몄다.
문간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 규모의 우진각지붕이다. 평면구성은 서쪽부터 부엌, 방, 대문, 광, 외양간, 헛간으로 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뒷간은 사방 1칸의 초가 사
모지붕이며 3면이 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조중근

This shrine, located in Yul-ri (Yongsan-myeon, Yeongdong-gun), is dedicated to Jeong Gyeong (1490-1564), a
military official who served King Jungjong of Joseon and was widely praised for his great virtue as a filial son and as
a model of honesty and integrity in office. The shrine consists of a shrine hall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precincts
facing northeast, an anchae (inner house) in the front section, a munganchae (gatehouse) and a dwitgan (rear house)
in the north. The shrine hall is a four-kan* by two-kan building with a hip-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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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한천정사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8호

· 수

량 1동

永同 寒泉精舍

· 지 정 일 1999. 09. 15

Hancheonjeongsa Hall in Yeongdong

· 소 유 자 은진송씨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원촌동1길 48
· 시

대 조선시대

Hancheonjeongsa Hall in Yeongdong is a three-kan* wooden structure that was used by the great Neo-Confucian
thinker Song Si-yeol (a.k.a. Uam, 1607-1689) as his own private library and as a school for local youth. It is
located at a spot overlooking the beautiful landscape of the Hancheon Palgyeong (or the “Eight Great Scenic
Views of Hancheon”) so beloved of the scholar. The serene surrounding landscape created by the confluence of
the Janggyocheon and Seokcheon Streams and Wollyubong Peak and the well-preserved details of the traditional
architectural style make the hall a valuable part of the local cultural heritage.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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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한천정사는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 선생이 한천팔경寒泉八景 이라 일컫는 아름다운 절경을 음미하
면서 서재를 짓고 글을 가르치던 곳으로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에 위치해 있다.
서재가 있던 자리는 우암 사후에 우암 선생의 제사를 모시고 글을 가르치는 한천서원寒泉書院 이 세워졌다가 1868년(고종
5)에 철폐된 후 1910년 유림들이 한천정사를 건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물 정면으로는 일각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토석혼축 담장을 둘렀다. 건물 앞 양쪽에는 은행나무가 서 있다.
한천정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1칸씩의 방을 두었으며, 전면 퇴칸은 툇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구조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가구는 퇴주4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다.
영동 한천정사는 장교천과 석천이 합류하고 월류봉과 어우러져 선경仙境 을 이루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고, 양식
적으로 옛 건축 기법이 잘 유지되고 있어 학술 가치가 높은 정사이다.
손태진

한천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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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세천재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9호

· 수

량

1동

永同 歲薦齋

· 지정일

1999. 09. 15

Secheonjae Shrine in Yeongdong

·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내오곡길 94-97

· 소유자

충주박씨 선무랑공 문중

· 시

조선시대

대

영동 세천재는 조선 중기인 1690년 (숙종 16)에 충주박씨 문중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동시에 후손들이 학문을 배
우고 탐구하는 곳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은 재실이다. 매곡면 유전리 느랏마을과 내오곡마을 사이의 작은 소류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동 세천재는 상해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성하식成夏植 선생이 훈장을 지내며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이다. 광복 후
에는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李始榮 선생이 황간·매곡·상촌 지역의 유림들을 모아 시국강연을 한 곳으로 전
해 온다.
이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이 지역의 전형적인 재실형식인 2칸의 대청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측면으로 1칸씩의 방을 두었으며, 전면 반 칸은 툇마루를 두고 난간을 설치하였다. 대청마루 뒷벽 밖에
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각 방의 천장은 고미반자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종이로 도배를 하였다. 대청 양 옆방의 뒷면으로
는 반칸 정도 벽장을 달아내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부에는 아궁이를 두고 양 측면으로 굴뚝을 설치하였다. 건물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형식으로 익공쇠서에는 연봉을 조각
하였으며, 보머리에는 봉두를 조각하여 끼웠다. 가구형식은 5량가의 소로수장집이다. 재실 정면에 솟을대문을 세우고 주위로
는 막돌담장을 사방으로 둘렀다. 담장 밖 서쪽으로는 2003년에 관리사와 화장실을 초가로 새로 신축하였다.
영동 세천재는 4칸 규모를 가진 이 지역의 전형적인 재실건물로서 옛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중근

This historic building is a jaesil (memorial hall) established
by the Chungju Bak clan in 1690 during the 1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of Joseon for use as a family
shrine where they could pay tribute to their ancestors
during seasonal memorial rites and as an academy for the
education of their descendants. It was here at this shrineacademy that the Korean independence fighter Seong Hasik provided patriotic education for local youth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It was also here that,
after Korea’s liberation, Yi Si-yeong, an independent
activist who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nd was the first Vice-President of the
ROK, gave patriotic speeches to his Confucian followers
in Hwanggan, Maegok and Sangchon. The shrine has
retained its traditional four-kan* by three-kan structure
complet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double-layer
eaves.
*kan: a unit of measurement referring to the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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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永
同

영동 모의당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2호

· 수

량 1동

永同 慕義堂

· 지 정 일 2002. 01. 11

Mouidang Hall of Yeongdong

· 소 유 자 성산배씨 참의공파기호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양산심천로 802-42
· 시

429

대 조선시대

영동 모의당은 회봉공 배후도(晦峰公 裵後度, 1612~1645)의 후
손들이 선대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의 강학을 위하여 지은 강당
건물로 영동군 심천면 기호마을 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1725년(영조 1)에 건립하여 ‘돈화재敦話齋’라 불리어지
다가 1815년(순조 15)에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1852년(철종 3)
에 이름을 모의慕義로 바꾸었다. 「모의당기慕義堂記」에 의하면 현재의
건물은 1899년(고종 36)에 건립하였으며, 1914년과 1935년경에
중수하였다.
모의당은 정면 4칸 반,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서쪽부터 마루방, 대청, 2칸의 온돌방, 반
칸의 벽장을 두었으며, 벽장 하부에는 아궁이를 두었다. 전면 툇칸과 건물 뒷벽 밖으로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마루방은
대청마루보다 1자 정도 높게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의 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5량가의 납도리집이다. 정면에 솟을대문을 세우고 주위로는 블록담장을 둘렀다.
영동 모의당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건축형식이 서당성격과 같은 요소가 있어 서당건축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
김형래

전면

후면

Mouidang Hall of Yeongdong, located in Giho Village, Simcheon-myeon, Yeongdong-gun, is a lecture hall built by
the descendants of Bae Hu-do (a.k.a. Hoebonggong, 1612-1645) in honor of the achievements of his ancestors and
for the education of his descendants. The hall is a four and half bay (front) by one and half bay (sides)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and single-layer eaves. The building is well preserved and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with respect to the architecture of regional Confucian schools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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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박사삼 묘표

문화재자료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4호

· 수

량 1기

永同 朴事三 墓表

· 지 정 일 2002. 01. 11

Grave Marker of Bak Sa-sam in Yeongdong

· 소 유 자 충주박씨 일석공파 종중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산4
· 시

대 조선시대

This stone stele standing in Seosongwon-ri of Hwanggan-myeon, Yeongdong-gun was erected to mark the grave
of Bak Sa-sam (1564-1644). Bak was widely praised not only for his filial devotion but also for his outstanding
knowledge of Confucianism, about which he exchanged ideas with Jo Heon, a renowned Neo-Confucian scholarofficial and righteous army commander. The stone marker bears an inscription containing detailed biographical
information about Bak Sa-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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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효자로 이름을 알린 안정 박사삼(安定 朴事三, 1564~1644)의 묘표로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에 위치하고 있
다.
묘표는 죽은 사람의 벼슬명이나 이름, 생몰연월일, 행적 등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푯돌을 말한다. 박사삼 묘표에는 그
의 효행을 기록하였으며 박사삼의 행적은 묘표를 바탕으로 지은 『국조인물고』 권41에도 기술돼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의 자는 여일如一 이고 본관은 충주로, 겨우 포대기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버이가 있으면 감히 떠들지 않았고, 어버이가 앓
으면 으레 눈물을 흘리고 먹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효아孝兒 라 불렀다. 그는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잃
자 빈소를 지키며 밤낮으로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폐질廢疾 로 30년 동안 앓았는데도 봉양하는 정성이 하루 같았다.
박사삼은 유현儒賢 에도 종사하여 행동이 바르고 깨끗하며, 도량과 식견이 깊고 컸다고 『국조인물고』는 기록하였다. 특히
그는 중봉重峰 조헌趙憲 선생의 제자면서 매부 관계로 성리학적 조예가 매우 깊었다. 그는 조헌을 “대현大賢 은 내가 알 수 없
으나, 중봉으로 말하면 거의 가까울 것이다.”라고 흠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사삼은 과거에는 응시하지 않았고, 황악黃
岳의

앞 시내가에 초가를 지어 스스로 근심을 잊으며 때로는 상마桑麻 와 조세租稅 를 이야기 한 것으로 『국조인물고』에 기록

되어 있다. 그는 1644년(인조 22)에 81세로 생애를 마쳤고, 장사랑사옹원참봉將仕郞司甕院參奉 으로 증직되었다.
박사삼 묘표문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
이 지었고 후손이 쓴 것을 승려 쌍운雙運 이 새겼다. 묘표의
크기는 전체 높이 147㎝, 두께 10㎝이다. 비신은 가로 57
㎝에 세로 97㎝로, 1665년(현종 6)에 세워졌다. 현재의 비
받침과 머릿돌은 새로 만든 것으로, 원래의 비받침은 담장
위에 있으며 머릿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
재 묘표는 오른쪽 아랫부분에서부터 석재 자체에 포함된 금
속 성분이 부식되고, 사암화砂岩化 현상이 보이고 있다.
묘소 앞에는 1973년에 새로 갖춰놓은 상석과 “贈將仕郞
司甕院參奉朴事三之墓증장사랑사옹원참봉박사삼지묘 ”라고 쓴 비가
세워져 있고, 그 오른쪽 아래에는 유인孺人 백천조씨부좌白川
趙氏附左 의

묘표가 있다.

이 묘표는 박사삼의 행적을 통해 조선 중기의 효행 문화
를 알 수 있는 등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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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고당리 서당

문화재자료

永同 高塘里 書堂
Confucian Village School of Godang-ri
in Yeongdong

·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42호

· 수

량 1동

· 지 정 일 2004. 07. 30
· 소 재 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11번지
· 소 유 자 고당3리 마을회
· 시

대 조선시대

The seodang (“Confucian village school”) of Godang-ri in Yeongdong is a four-bay by two-bay structure with a
hip-and-gable roof. The school was used for education on the Confucian classics until the mid-twentieth century.
This school building is highly regarded for its framing, building techniques and good state of preservation, which
increase its educational, historical and architectural value. The building is also a valuable resource for study of the
architecture of Confucian village schools of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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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영동 고당리 서당은 구한 말의 서당으로, 금강이 초강천과 합류하면서 U자형으로 크게 곡류하는 남쪽의 고당리 날근이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다.
고당리 서당의 정확한 축조연대는 알 수 없으나, 흥학당興學堂 번택명록飜宅名錄 과 단양이씨丹陽李氏 춘천부사공파보春川府使公派譜
의 기록과 마을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1800년대 말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영동 고당리 서당이 위치한 고당3리(날근이) 마을은 대전-영동간 국도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심천에서 영동으로 가기 위해
금강을 건너는 나룻터가 있던 곳이자 단양이씨 동족同族 마을로, 이 마을은 물론 인근 마을까지 고당리 서당으로 와서 교육을
받았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동쪽으로부터 벽장용도의 1칸의 다락방, 2칸의 온돌방, 1칸의
대청을 두었으며 전면 반칸은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건물구조는 얕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고 그 위에 방형기둥
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3량가의 납도리집이다.
고당리 서당은 해방 이전까지 한학漢學 을 지도하던 순수 서당으로서 큰 규모의 건물은 아니지만 가구법과 건축수법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건축적 가치가 높고, 서당 건축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
김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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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Chungcheongbuk-do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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