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문화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록
□ 일

시 : 2021. 4. 29.(목), 14:00~

□ 장

소 : 강원도청 제2청사(4층) 중회의실

□ 출석위원 : 금경숙, 최영철, 최장순, 유재춘, 홍성익, 홍형우(이상 6명)
□ 회의안건(6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사전심의】
1. 원주 선화당(原州 宣化堂)
2. 강릉 칠사당(江陵 七事堂)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신청 사전심의】
1. 춘천 칠층석탑(春川 七層石塔)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1. 원주 원호 묘역(原州 元昊 墓域)
2. 영월 흥교사지(寧越 興敎寺址)

【도지정문화재 지정사항(보호구역) 변경 심의】
1. 원주 석남사지(原州 石南寺址)

□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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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사전심의
1. 원주 선화당
가. 제안사항
○ 원주 선화당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사전심의

나. 제안사유
○ 원주 선화당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여부와 지정신청 사항을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寶物)
※ 원주 강원감영(原州 江原監營) 사적 제439호 지정(2002. 3. 9.)
포정루 및 선화당(布政樓 및 宣化堂) 유형문화재 제3호 지정(1971. 12. 16.)

○ 명

칭 : 원주 선화당(原州 宣化堂, Wonju Sunhwadang)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77(일산동 54-3)
○ 규

모 : 1동(186.28㎡)

○ 소 유 자 : 공유(원주시)
○ 관 리 자 : 원주시(원주시장)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1. 4. 9.)>
[문화재위원 ○○○]
- 선화당은 8도체제를 운영하였던 조선시대 지방관아 중 최상위 관아인 감영의 정청이
다. 현존하는 선화당은 원주의 강원감영 선화당과 대구의 경상감영 선화당 등 2곳뿐이며
공주의 충청감영 선화당은 원래의 장소가 아닌 곳에 복원의 형식으로 신축한 것이다. 특
히 강원감영 선화당은 정문인 포정문도 원형으로 남아있어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감영의
구성 중 핵심적인 공간인 진입공간의 위계를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감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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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감영 선화당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평면에 2익공 팔작지붕의 겹처마 집으로 2고
주 7량가이다. 1667년 중건된 이후 현재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감영 선화당은
1660년에 건립된 포정루와 더불어 조선시대 감영의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1895년
23부 체제로 변경되면서 잠시 강원감영 정청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변화를 겪으면서 일
부 공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사진과 이후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되며 흔
적조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일부 원형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전체적인 가구구
조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내진과 외진이 확실히 구분된 건축으로 현재 내진과
외진 모두 우물마루가 깔려 있으나 하부 초석의 형태로 보아 외진의 마루부분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가치와 지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시대성·대표성·희소성·상징성·역사성이 핵심적인 특성이
며 진정성·완전성 구비여부와 다른 유사 문화재와의 차별성을 지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민속적·기술적 가치로 구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로서 가치 판단의 체크리스트를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나름대로 정량화된 기준에 따라
강원감영 선화당의 가치를 평가코자 한다.
- 조선시대 거의 대부분을 팔도체제로 유지하였던 조선왕조 지방관아 중 최상위 관직자
였던 종2품 관찰사의 정청인 선화당은 그 자체로서 시대성·대표성·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조선 후기 선화당 중 경상감영 선화당과 함께 남아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을 갖는다. 특히
기록상 1667년 중건된 이후 특별히 중수와 관련된 기록이 없어 19세기에 중건된 경상감
영에 비해 더 희소성과 차별성이 있다. 내진과 외진이 분명한 구분이 있는 정청이지만 원
형회복 과정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외진에 마루를 설치한 것은 특성 중 완전성 부분
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향후 논의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것이며 강원도와 원주
시의 노력으로 강원감영 전체를 원형회복해온 진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강원감영이 갖는 차별성은 강원도와 원주시의 감영의 원형회복에서 보인 진정성 있는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현재 강원감영은 원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감영이다. 원형회복의 노력을 통해 감영의 정문인 포정루로부터
진입로의 삼문 구성과 정청인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중심영역을 그대로 갖추었고, 선화당
뒤편에 후원을 복원하여 조선시대 감영의 면면을 갖추었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원래 위치의 장소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영의 핵심인 정청의 문화재 경관보호를 위해 주
변부지 확보 노력과 후원 복원 등에서 확인된 원형회복 의지는 강원감영 선화당 자체의
가치보다 더 주목받아야할 부분이다.
- 결론적으로 강원감영 선화당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민속적·기술적 가치가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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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화재로 보물 승격의 당위성이 있으며, 보물 승격에서 누락된 정문인 포정루를 포함하
여 승격시키는 것이 강원감영 본연의 가치와 정체성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문화재위원 ○○○]
1. 강원감영 설치 배경
원주시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였고 강원도 서남단(西南端)에 있
는 도시로서 1395년부터 1895년까지 500년간 강원도의 관찰사가 있었던 수부(首府)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원주지역의 역사는 고대국가로 발전하기까지는 수많은 연합과 분리를 되풀이하면서 때
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융화하면서 발전하여왔다. 부족연맹국가(部族聯盟國家)로 발전하였
던 삼국시대에는 54개 부족국가로 형성된 마한(馬韓)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정립하여 각기 영토를 확장하려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때는 백제의 영토에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가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그 후 통일신라가 전국을 9주 5소경(九州 五小京)으로 구획(區劃)할 때 원주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오소경(五小京) 중의 하나인 북원소경(北原小京)이 되었다. 고려조에 와서,
940년(태조 23)에 처음으로 원주(原州)라고 개칭하게 되었다. 다시 995년(성종 14)에 전
국을 10도(十道)로 구획할 때 원주는 중원도(中原道: 현 충북)에 속해 강원도 지방과는
다른 행정구역에 속하여 주지사(州知事)가 통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1258년(고종 45)에
는 이 고장 사람 송필(松弼)의 반역(反逆) 사건으로 일신현(一新縣)으로 강등 개칭되었
다.
1269년(원종 10)에는 공신(功臣) 임유무(林維茂)의 외향(外鄕)이라고 해서 정원도호부
(靖原都護府)로 승격(昇格)하였다. 1291년(충렬왕 17)에 합단적(哈丹賊)의 침입(侵入)
때 향공진사 원충갑(進士 元沖甲)이 합단의 무리를 물리친 공으로 익흥도호부(益興都護
府)로 개칭되었다. 1308년(충렬왕 34)에는 원주목(原州牧)으로 승격하여 행정의 중심지
가 되었다. 1310년(충선왕 2)에 다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성안부(成安府)로 되었다가
다시 1353년(공민왕 2)에 치악산(雉岳山)에 왕자의 태(胎: 치악태실)를 봉안하고 원주목
(原州牧)으로 회복되었다.
1395년(태조 4)에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할 때 원주는 강원도(江原道: 강원도라는 명칭
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원주가 수부였다.)에 귀속되면서 강원도 관찰사(江原道 觀察府)가
신설되면서 강원감영(江原監營)의 소재지로서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는 1부(府), 3군(郡), 3현(縣)과 주천(酒泉)은 원주 속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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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행정구역으로

1638년(숙종 9)에 이 고장에서 여인(女人)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원주는
학성현(鶴城縣)으로 강등(降等), 격하(格下)되었다가 1692년(숙종 18)에 다시 원주목으
로 회칭 복구되었다. 1728년 4월(정조 4년)에 정무중(鄭茂重)의 모반사건으로 원성현(原
城縣)으로 강등 개칭되었다가 1738년(영조 14)에 다시 원주목으로 회칭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전국의 도를 없애고 23부 331군으로 구획할 때 원주는 다시 충주
관찰부(忠州觀察府)로 속하게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전국을 다시 13도로 개편할 때 강원
도로 귀속되면서 원주군(原州郡)으로 되었고 강원도청은 춘천으로 이전되었다.

2. 선화당 연혁
「선화당(宣化堂)」이란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가 근무하는 정당(正堂)을 말하며
고제(古制)에선 당헌(棠軒)이라고도 하였다. 「감영(監營)」은 감사(監司)가 근무하는 관
아(官衙)로서 「순영(巡營)」이라고도 하였으니 이 건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지사가
근무하는 도청 본관 건물인 셈으로 역사적 특징은 선화당은 고려 성종 4年(985) 초창(初
創)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 현종(顯宗, 1660~1674) 때 원주목사 이후산
(李後山)이 중건(重建)하였다고 하며 문루(門樓)는 고려 충숙왕(忠肅王, 1314~1330) 때
건립하였는데 조선 태조 4年(1395) 선화당을 감영(監營) 청사(廳舍)로 하면서 문루는 강
원감영(江原監營) 문루(門樓)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여러 번의 중건과 중수를 거치면서 500년 동안 웅거했던 강원감영이 조선 말기에
이르러 쇠운(衰運)을 맞게 되었으니 즉 갑오경장(甲午更張)이 끝난 1895年(고종 32) 지
방행정 구역조정이 있었을 때 강원감영은 폐지되고 원주 일대는 충주관찰부(忠州觀察府)
에 소속된 군(郡)으로 개편되었다. 다시 이듬해(1896) 전국(全國)을 13도(道)로 분할 재
개편하였을 때 원주군은 강원도에 소속되긴 하였지만, 그 수부(首府)의 자리는 춘천으로
옮겨졌다.
이후 선화당은 당시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교실 또는 원성군청으로 사용되던 중 6․25
전쟁 중엔 강원도청이 임시 이곳 선화당에서 포정(布政)하게 되었으니 강원감영이 폐지된
지 55년 만의 일이었다. 2년 3개월 동안의 집정 후 휴전을 맞아 도청은 춘천으로 복귀되
었다. 그 후로는 원성군의 청사, 도서관, 향토관 등으로 활용되면서 내부 구조가 일부 변
경되고 창호 등 외벽이 완전 개조되기도 하였다. 1979年 국고지원에 의해 보수 복원이 이
루어져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로 지정, 보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입지 현황
인문사회환경으로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주변의 토지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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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로, 녹지 등으로 대별(大別)되고, 구도심에 있는 관계로 고밀도지역으로 별도의 녹지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강원감영의 전면으로는 원일로(폭 20m)와 접해 독립된
블록으로 6~8m 도로가 감싸고 있다. 강원감영 부지는 어느 정도 평탄지로 현재 선화당과
청운당 외에도 부속건물과 연지를 복원한 상태이다.
동선체계와 관련, 부지 안으로의 주 진입은 포정루(布政樓)를 기점으로 중삼문(中三門)
과 내삼문(內三門)을 거처 선화당(宣化堂)으로 진입하는 전통공간영역의 축과 지금의 정
문 위치에서 진입하는 일반 진입축으로 크게 나뉘고, 보행자의 경우 주 진입은 포정루 쪽
의 정문(正門)과 원주기독병원 쪽의 후문(後門)에서 진입할 수 있다.

4, 건축 현황 및 특징
선화당의 면적은 186.28㎡(56.44평)로 정면 7間 × 측면 4間으로 총 28칸인데 공간구
성은 외진과 내진으로 구획되어 있다. 외진공간은 회랑(廻廊)의 역할을 하고, 내진공간은
5間 × 2間으로 내진고주(內陣高柱)로 외진(外陣)마루 바닥보다 2치 정도 높게 하여 공간
을 구분하여 대청과 마루방으로 되어있다. 마루방은 장마루로 되어있다. 정면 대 측면의
비는 대략 2:1로 정형화되어있다. 내진고주(內陣高柱) 서측 3間列은 우물마루로 되어있는
데 보 방향으로 장귀틀을 1본(本)씩 걸고, 장귀틀 사이에는 동귀틀을 7본씩 결구하여 청
판(마루널)을 끼워 넣었다. 동측 2間列은 서측 우물마루와는 달리 장마루 형태인데 도리
방향으로 장마루(長板)널을 깔았다.
기단은 주심(柱心)에서 1.8m 정도 폭으로 사방(四方)으로 돌아갔는데 재질은 화강석으
로써 두벌대의 기단이다. 가공 정도는 잔다듬한 상태이다. 한단 높이에 비하여 길이는 대
개가 3배 이상의 긴 형상이다. 기단 상면(上面)은 전돌깔기인데 근래 보수를 하면서 대부
분 신재로 교체되었다. 초석은 기단석과 같은 재질의 화강석을 가공하여 정초(定礎)하였
는데 기둥을 앉힐 상부(上部)는 평탄하게 치석하고 그 옆면을 원형으로 쇠시리 몰딩하고
하부(下部)는 방형(方形)으로 다듬은 것이 대부분이나 쇠시리 몰딩이 없는 것도 몇 개 있
다.
외진변주(外陣邊柱)는 모두 원주(圓柱)이며 내진고주(內陣高柱)도 우측열 2間의 3본
(本)만 각주(角柱)이고 동자주(童子柱)도 역시 각주(角柱)이다. 원주(圓柱)의 다듬은 기
법은 민흘림으로 치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주의 귀솟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갈
모산방으로 처마곡선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둥 하부와 상부의 기울기인 안쏠림
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창방은 외진변주의 기둥머리에 짜 돌려져 있고, 내진주의 기둥머리에도 마찬가지로 짜
돌려져 있다. 창방의 단면 형태는 상·하 모서리를 둥글게 굴린 형태로 네 모서리의 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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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목은 직절(直切)되어 있는데 초익공(初翼工)의 앞부분 초각재(初刻材)를 갖다 붙인 형
상이다.
가구구조는 2고주(高柱) 7량가 팔작집이다. 외진변주와 내진고주 사이에는 퇴량을 걸고
고주와 고주 사이에는 대량(대들보)을 얹고 삼분변작(三分變作)하여 동자주를 낮게 세운
후 종량(宗樑, 종보)을 걸고 마루대공을 세운 후 위로부터 종도리, 상중도리, 하중도리,
주심도리를 차례로 놓은 일반적인 7량가이다. 대량은 모두 6개인데 단면 형상은 상하모서
리를 약간 둥글게 굴린 형태이며 퇴량과 종량도 마찬가지 형상이다. 대량의 양 끝은 직절
(直切)하였고 배 바닥은 직선으로 길게 뻗었다. 퇴량은 사면으로 외진변주와 내진고주 사
이에 걸었는데 단면 규격은 비슷하다. 도리는 전부 원형의 굴도리로 도리 하부는 장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평으로 다듬었다. 이것은 도리와 장여와 밀착이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함
이다. 장여는 모두 통장여를 사용하였다. 대공(臺工)은 동자대공과 마루대공 2가지로 구
성되어있다. 동자대공은 대량 위에 2개씩 종량과 상중도리를 받도록 세워져 있으며, 양측
면 퇴량 위 하중도리 위치에도 1개씩 세워져 있다. 마루대공(宗臺工)은 파련대공으로 종
량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도리와 종도리 장여를 그 중앙에 걸어 받치도록 하였
다.
공포는 이익공계(초익공과 혼용)로 초익공(初翼工)의 외부 모습은 연화초각(蓮花初刻)
이 있는 앙서(仰舌)형이며, 이익공(二翼工)은 막 피려고 하는 연꽃의 봉오리가 있는 수서
(垂舌)형으로 되어있다. 내부는 운궁형의 보아지 형상이다. 퇴량 보머리는 적정길이로 끊
어졌는데 그 앞에는 봉황머리형의 초각재(草刻材)를 붙여대어 후기적인 기법임을 알 수
있다.
화반(花盤)은 외진변주(外陣邊柱) 사이사이에 1개씩 배치되었으며 초각(草刻)을 연화
(蓮花)로 하였다. 상부에는 소로를 놓을 자리 3곳을 따내어 소로를 얹고 주심도리 장여와
결구 되도록 하였다. 외진주(外陣柱)에는 하인방이나 중인방, 상인방이 없이 탁 트여 있으
며 내진주(內陣柱) 중 마루방을 구획한 동측 2間列은 수장 폭과 같은 두께의 하인방과 중
인방, 상인방이 가로질러져 문짝 및 교창이 설치되었다. 문짝의 테두리를 만들기 위한 테
두리 뼈대인 문울거미는 안쪽 부분에 모서리를 턱지게 깎아 내는 변탕(邊鐋)으로 처리하
여 5mm 정도의 턱을 주었고, 중앙부분에는 두 줄로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으로 쌍사(雙
絲) 처리하여 치장하였다.
천장은 연목이 시야에 노출되는 연등천장과 천장 면이 정자(井字)형의 바둑판 형태로
된 우물천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마루방 천장과 양측면 중도리와 외기도리, 대량으로 둘러
싸인 좁은 공간의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되어있다. 지붕 마루에는 양성바르기로 되어있으
며, 권위적인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법식인 용마루 양단(兩端)에는 용머리(龍頭)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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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서리 사래 마구리에 끼운 토수는 이무기 모양이다.

5.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현재 남아 있는 다른 지방의 선화당 건물은 원형이 잘 남아 있지 않은 데 비하여 강원
감영의 선화당 건물은 관찰사의 집무 공간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왔음을 보여준다.
건물의 평면구조는 정면 7칸 측면 4칸이라는 점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정면과 측
면의 비가 2:1에 근접한다는 점과 전·후열 평균 주간(柱間)의 간격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팔작지붕 형식의 정형화된 건물을 기단과 초석을 놓을 때부터 미리 구상하
였음을 알 수 있다.
공포형식은 우주에서는 창방 머리에 초익공을 덧대어 흉내 낸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변주
상부에는 이익공을 적용하였고, 퇴량 보머리에도 봉황머리 초각재를 덧대 장식한 것으로 판
단컨대 조선 후기의 공포 양식임을 익공의 초각(草刻) 문양에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가구구조는 2고주 7량가로 외진변주와 내진고주 사이에는 퇴량을 걸고 고주와 고주 사
이에는 대량을 얹고 삼분변작(三分變作)하여 동자주를 낮게 세운 후 종량을 걸고 마루대
공을 세운 후 위로부터 종도리, 상중도리, 하중도리, 주심도리를 차례로 놓은 7량가로 휘
어지거나 굽음이 없는 반듯한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지방관아의 수부 건물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으로 강원감영 선화당은 전체적인 구조, 양식 등을 고찰하면 고려 성종 4년
(985) 초창(初創)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 현종(1660~1674) 때 원주목
사 이후산(李後山)이 중건(重建)한 것으로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현재의 건
물은 조선 후기에 건립된 건물로 판단되지만, 원래의 위치를 고수하였고, 현재 관찰사 근
무공간으로 일반화되고 정형화된 건물이 드물다는 점을 주목하여 국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바라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임금의 명을 전달해주는 지방 수권의 관아건물이자 근무공간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지붕 마루가 양성바르기로 되어있다는 점, 용마루의 양 끝에 설치된 용두
(龍頭)와 사래 끝의 토수(吐首) 등은 일반 민가나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양식이라는 점,
내부 우물마루의 단차에 있어서도 대청 역할을 하는 내진부분과 회랑 역할을 하는 외진부
분의 우물마루에도 단차를 두어 공간구성을 하였다는 점, 내부 천장구조에서도 마루방 천
장과 양측면 중도리와 외기도리, 대량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의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되
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조재가 노출되는 연등천정으로 되어있다는 점, 상하중도리 밑에
는 동자대공을 사용하고 종도리 밑에는 파련대공을 사용하여 그 쓰임과 위계를 달리하였
다는 점, 문울거미에는 변탕(邊鐋)과 쌍사(雙絲) 처리하여 디테일하게 치장한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컨대 국가 보물로 지정하여도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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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전문위원 ○○○]
- 선화당은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정청 건물로서, 현재 강원감영(원주), 경상감영(대구),
충청감영(공주)에만 선화당 건물이 전해짐. 이 가운데 강원감영 선화당은 조선후기 모습
을 간직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임.
- 강원감영 선화당은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내외진형 평면을 갖춘 단층 팔작지붕
건물로서, 그 동안 여러 차례 변형되었다가 1997년 보수공사 이후 현재 모습으로 남아있
음. 현재 선화당의 주요 목가구(木架構)는 임란이후 중건 당시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비록 여러 차례 변형, 수리 등을 거치면서 명확한 기록, 근거 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감영 선화당은 조선후기 감영 정청의 모습을 간직하고 유일한
건축임은 틀림없는 사실임. 이에 이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6명, 가결 6명
- [명칭] 원주 강원감영 선화당(原州 江原監營 宣化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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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사전심의
2. 강릉 칠사당
가. 제안사항
○ 강릉 칠사당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사전심의

나. 제안사유
○ 강릉 칠사당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여부와 지정신청 사항을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寶物)
※ 강릉 임영관 삼문(江陵 臨瀛館 三門) 국보 제51호 지정(1962. 12. 20.)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 사적 제388호 지정(1994. 7. 11.)
강릉 칠사당(江陵 七事堂) 유형문화재 제7호 지정(1971. 12. 16.)

○ 명

칭 : 강릉 칠사당(江陵 七事堂, Gangneung Chilsadang)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45(명주동 38-1)
○ 규

모 : 1동(147.48㎡)

○ 소 유 자 : 공유(강릉시)
○ 관 리 자 : 강릉시(강릉시장)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1. 3. 29.)>
[문화재위원 ○○○]
지형적으로 강릉 칠사당은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일부이기에 풍수적으로 명당의 자리에 입
지하고 있다. 그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배면은 얕은 산자락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열려 남
대천과 마주하고 있으며, 남대천 건너에는 안산 역할을 하는 남산(南山)과 조산 역할을 하
는 모산(母山)이 연이어 마주하고 있다. 저 멀리 남쪽으로는 칠성산 자락이, 서쪽으로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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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맥의 줄기인 봉우리들이, 북쪽으로는 천왕봉을 중심으로 하는 산자락이 둘러싸고 있고,
동쪽으로는 동해로 열려있어 그대로 배산임수의 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오늘날 행정관청이 주민들의 거주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듯이 과거에도
지방의 관아의 일부였던 강릉 칠사당은 대관령 자락에서 내려오는 남대천 변을 따라 강릉읍
성으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동서를 관통하는 중앙 신작로(경강로와 임영로)의 중앙 교차점이
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관아가 위치해 있고, 그 관아 내 서쪽에 칠사당이 위치하였다. 이렇듯
강릉의 중앙에 자리 잡았기에 칠사당이 위치한 지명 역시 자연스럽게 옛 지명인 명주(溟州)
를 딴 명주동으로 강릉시 경강로 2045(명주동 38-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칠사당이란 명칭은 조선 시대 수령의 주요 업무가 칠사(七事)로 규정되었던 데서 연유하
여 칠사당(七事堂)이라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 수령의 평상시 집무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칠사(七事)란 빈민과 노약자를 구호하는 존심인서(存心仁恕), 비용 절약에 관한
행기염근(行己廉謹), 명령의 준행과 전파 상황을 보는 봉행조령(奉行條令), 제언과 식목을
관리하고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는 권과농상(勸課農桑), 교육에 관계된 수명학교(修明學校),
공부(貢賦)와 군역(軍役)에 관한 부역균평(賦役均平), 노비 소송을 비롯한 잡송 처리에 관
한 결송명윤(決訟明允)을 말한다. 같은 의미이지만 유사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순조 24년
(1824) 지방 수령의 칠사(七事)를 말하기도 하는데, 호구(戶口)의 확대, 농사와 양잠(農桑)
의 진흥, 군정의 엄정, 학문의 진흥, 부세(賦稅)의 균정(均正), 송사의 공명, 풍속의 순화 등
일곱 가지 정사를 칠사라 하고 이러한 업무를 보는 곳이라 하여 칠사당이라 하기도 한다.
칠사당의 최초 건립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1632년(인조 10)에 고쳐지었다고 하는 사실과
1726년(영조 2)에 크게 수리하였다는 사실, 1866년(고종 3)에는 진위병(鎭衛兵)의 군영으
로 쓰이다가 이듬해에 화재로 타 버린 것을 강릉부사 조명하(趙命夏)가 다시 지었다고 하는
사실로 보아 조선 중기 이전에 건립되어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제 자리를 지켜왔
고, 기본 형태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강릉 객사문과 근년에 문화
재청에 의해 복원된 관아와 객사 등의 건물과 연계해 봐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
본 수비대에서 사용하다가 강릉군수 관사로 한동안 사용하였고, 한국전쟁 때에는 미국 민사
원조단(C.A.C.K)에서 사용했다. 1958년 5월부터는 강릉시장 관사로 한동안 사용되기도 하
였다. 1980년에 정비 복원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 보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
적 사실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는 칠사당 건물을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7호로 지정하였다.
이 건물은 정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역ㄱ자형에 후면을 내단 특이한 평면형(┍┙)의 건
물로 규모는 전면 7칸 측면 4칸이며, 가구 구성은 대청마루를 기준으로 하면 5량집 가구이
다. 전면 좌측에 공중에 떠 있는 뜻한 누마루로 인해 전체적 형태가 둔중해 보이지 않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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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하다.
실 배치는 중앙 대청마루를 기준으로 좌측은 온돌방 1칸과 마루방 2칸, 누마루 2칸, 그리
고 대청에서 누마루로 올라갈 수 있도록 대청마루보다 한 단 높은 전이공간으로서의 툇마루
1칸을 두고 이곳에 계단을 설치하여 누마루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누마루 2칸 중 1
칸은 누마루 바닥보다 1단 낮게 하여 누마루로의 진입을 위한 전이공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마루이다. 또한, 대청 툇마루 귀틀에 계단을 설치했던 장부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단을
설치하여 오르내렸음을 알 수 있다. 우측은 온돌방 6칸과 아궁이(위 마루다락) 2칸, 툇마루
1칸을 배치하였다. 대청마루와 이들 방 앞으로는 대청마루보다 2치 정도 낮은 툇마루를 두
었다.
공포는 초익공과 이익공은 쇠서의 끝이 위로 휘어 오른 앙서(仰舌)로 되어있고, 삼익공은
쇠서 끝이 아래로 휘어 내린 수서(垂舌)로 되어있어 관아건물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삼익공
(三翼工) 형식이다. 퇴량의 보 머리에도 익공 모양을 덧붙여 사익공(四翼工)처럼 보이게 만
든 것이 관아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건물과 비교해도 매우 특이하다. 내부의 대들보와
종보, 충보 등은 인위적인 기교보다는 등쪽으로 욱은 자연 상태의 목재를 생긴 모양 그대로
치목하여 사용함으로써 목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렸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후좌우
각 모서리 기둥 상부에 삼각형의 갈모산방을 사용하여 지붕 안허리곡과 앙곡을 제대로 조성
함으로써 지붕 처마곡선을 날아갈 듯이 날렵하게 조성하였다.
단면구성은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데, 특히 마루는 누마루를 가장 높게 설치하고, 다음
으로 다락의 마루이며, 그다음으로 건물의 중심인 대청마루를 높게 설치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대청마루보다 약간의 높이를 달리하여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이들 마루는 모두 우물마루
로 되어있다. 이들 툇마루 앞에는 기단 바닥과 같은 높이로 퇴칸이 설치되어있고, 기단과 같
이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는 전위공간이 형성되도록 구분하였
다는 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누마루를 연결하기 위해 위로 돌
출된 쪽마루 형태의 툇마루, 그리고 내부공간이자 외부공간의 역할을 하는 누마루의 공간과
연결한다면 전체적으로 마루 공간구성은 다섯 개의 단으로 서로 연결되는 공간구성이라는
데에 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붕은 팔작기와지붕으로 하되 전면은 겹처마로, 배면은 홑처마로 처리하고, 초석도 정면
은 정으로 치석한 장초석과 정평주초로 하고, 배면은 덤벙주초로 하여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대청의 천장은 우물천정과 연등천정을 병행함으로써 연등천정으로 인해 종도리 쪽으로 쏠리
는 시선을 방지코자 하였으며, 온돌방은 지네목에 지네발을 걸친 고미천정 하였다. 벽체는
회벽 마감을 하였다. 전면의 겹처마 부연의 단면은 폭보다 춤이 큰 장방형으로 되어있고, 마
구리 부분은 45°에 가깝게 사절함으로써 밑에서 쳐다보았을 때 날렵하면서도 안정감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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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아울러 이 건물은 디테일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데, 사각기둥의 네모서리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창방과 누마루의 귀틀을 받치는 창방, 그리고 지붕의 곡선을 이루는 주요 부재인
추녀와 사래의 하부 양단에 처리한 변탕(邊鐋) 기법, 창방과 도리 장여 사이를 받치는 물고
기 모양 화반의 같은 듯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다양성, 문얼굴로 사용되는 중인방과 하
인방, 문선에 적용된 쌍사 치장 기법, 문살의 중앙부를 오목하게 들어가게 처리한 변탕(邊
鐋) 기법 등에서 장인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칠사당은 조선 중기 이전에 건립되어 고종 때에 한 차례 화재를 겪기도 하였지만,
6·25전쟁 통에도 원형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조선 시대 관아의 다양한 건축양식 중에서도 그
형태나 평면, 단면 등의 처리기법이 매우 두드러져 빼어나다는 점, 내부 공간구성에서도 누
마루와 대청마루를 구성함에 있어 높낮이를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공간과 단면구성을 보여준
다는 점, 또한 목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잘 활용하여 내부 공간구성을 미려하게 꾸몄다는
점, 각기둥과 창방, 인방, 화반을 비롯하여 문얼굴과 문얼거미 등 소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쌍사(雙絲)와 변탕(邊鐋)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디테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
사적으로나 건축사적으로 국가 보물로서의 충분한 지정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끝
으로 본 칠사당으로 인해 최근 복원한 객사와 함께 강릉이라는 고도의 읍치 공간 구조를 파
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6명, 가결 6명
- [명칭] 강릉대도호부 관아 칠사당(江陵大都護府 官衙 七事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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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신청 사전심의
1. 춘천 칠층석탑

가. 제안사항
○ 춘천 칠층석탑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신청 사전심의

나. 제안사유
○ 춘천 칠층석탑의 위치 변경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신청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 명

칭 : 춘천 칠층석탑(春川 七層石塔)

○ 지정일자 : 1963. 1. 21.
○ 시

대 : 고려시대

○ 수

량 : 1기

○ 소 재 지 : (기존)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62-2 일원
(변경)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62-9 일원
○ 면

적 : (기존) 1필지 617.8㎡(지정구역 20.2㎡, 보호구역 597.6㎡)
(변경) 34필지 4,809.4㎡(지정구역 68.7㎡, 보호구역 4,740.7㎡)

○ 소유자 및 관리자 : 춘천시(춘천시장)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1. 4. 5.)>
[문화재위원 ○○○]
- 춘천 7층석탑은 충원사(冲圓寺)로 알려진 절터에 남아 있는 고려초기 석탑이다. 이 탑
은 일제강점기에 해체되어 지반을 시멘콘크리트로 다짐하고 그 위에 석탑을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2000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쳐 완전 해체 이전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 탑은 해체 이전되는 과정에서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등이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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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고 기존의 구역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석탑의 위치 변동에 따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변동이 필요하여 재조정하게 된 것이다.
- 본 신청안의 문화재구역 변경 지정신청지역은 2016.07.04.~동년 07.24.(시굴조사),
2016.10.31.~2017.06.02.(1차 발굴조사), 2018.03.14.~동년 04.04.(2차 발굴조사)까지 3
차에 걸쳐 시굴과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시·발굴조사 결과 지정문화재인 춘천칠층석탑의
탑지(塔址)를 포함하여 여러 기의 건물지와 다양한 유구·유물이 조사되었다.
- 이번에 신청된 지정지역은 시·발굴조사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범위를 모두 포함하
였다. 따라서 춘천시에서 신청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6명, 가결 6명
- 同 문화재의 (보호)구역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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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1. 원주 원호 묘역
가. 제안사항
○ 원주 원호 묘역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원주 원호 묘역의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기념물(記念物)
○ 명

칭 : 원주 원호 묘역(原州 元昊 墓域)

※ 강원도문화재위원회(제1분과) 지정 심의(’20. 11. 19.) “유보” (자료 보완 후 재심의)
⇒ 보완 자료 제출(’21. 1. 20.) 상하연분의 위치관계 및 문화재 지정동의(종중) 등
○ 시

대 : 조선시대

○ 수

량 : 일원(一圓)

○ 면

적 : 1,539㎡(지정구역 132㎡, 보호구역 1,407㎡)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1리 산72번지
○ 소유자 및 관리자 : 원주원씨 생육신 정간공파 종중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9. 7, 2021. 4. 14.)>
[문화재위원 ○○○]
조선전기 생육신의 한사람으로서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 지정 대상이 되는 묘역이 본
래의 소재지이고, 원 석물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에 폭우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묘역 주변이 크게 변형되었고, 특히
묘역 입구와 묘 우측에 새로운 석물이 설치되어 조선전기 묘의 원형 경관을 해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정비 문제는 지정 전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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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인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묘역의 현상만 가지고 평가하기 어
렵고, 유사 유적에 대한 지정신청이 잇달을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2000년경 강원
도지역 묘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정 대상 묘를 선정할 당시 기록에 대한 검토도 필요
함.

[문화재위원 ○○○]
원호는 계유정난에 반대한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단종 복위를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
은 한국사에서 충절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가 지니고 살았던 정신적 가치와 이를 계승하
려는 후대인들의 사상사적 의미는 이미 폭 넓게 평가되어 새롭게 논할 바가 아니라고 생
각한다.
묘의 조성 년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묘역에는 묘갈·묘비·상석·향로석·문인석 2기
가 있으며 봉분의 뒤편으로 산신 상석이 있다. 묘비는 1713년(숙종 39)에 세운 것이고
묘갈은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워 건립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 단지 탁본을 하면 판
독이 가능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묘갈의 양식은 조선전기부터 다수 건립되는 연봉형 지붕
돌에 비신을 갖추고 있다. 상석을 경계로 계체석이 동-서로 있고 앞쪽으로 다시 계체석이
동-서로 설치되었다. 산신 상석은 받침돌과 상석으로 설치되었는데 조선전기에 보이는 상
석임을 감안하면 묘역을 조성할 당시에는 상석으로 제작되었으나 후대에 현재의 상석을
놓으면서 산신 상석으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봉분의 서쪽 묘비에 묘갈이 있
는데 원주의 역사와 문화유적(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7, 368쪽)에서 묘표가 없고 이
후 여러 자료에서도 이 묘표는 보이지 않는다. 원호의 묘를 조성하면서 건립한 묘갈로 추
정되나 비문을 판독하지 못하여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다.
이외의 묘역 석물로 봉분 서편으로 2017년에 비좌는 귀부로 하고 오석의 비신에 이수
를 갖춘 옥개석 대형 비석을 설치하고 묘역의 남쪽 하단에는 2단의 기단에 방형의 원호의
시비(詩碑)를 건립하였다. 묘역의 중앙 진입로 좌우 사초지는 장마 등의 호우 피해로 인
해 화강석으로 3단의 축대를 쌓았다.
강원도 내에 군왕릉을 포함한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① 명주군왕릉(도기념물
제12호, 1971.12.16.지정) ② 실직군왕릉(도기념물 제15호, 1971.12.16.지정) ③ 김청풍
부원군묘역(도기념물

제20호,

1976.06.17.지정)

④

신장절공묘역(도기념물

제21호,

1976.06.17.지정) ⑤ 삼척공양왕릉(도기념물 제71호, 1995.09.18.지정) ⑥ 의암유인석묘
역(도기념물 제74호, 2000.03.11.지정) ⑦ 운곡원천석묘역(도기념물 제75호, 2000.11.18.
지정) ⑧ 조엄묘역(도기념물 제76호, 2000.11.18.지정) ⑨ 박걸남묘역(도문화재자료 제
130호, 2000.03.11.지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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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를 보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된 군왕릉와 민묘는 9건이다. 성격을 보면 왕,
본관의 시조, 관료, 충절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지정년도는 1971년 2건, 1976년 2건,
1995년 1건, 2000년 4건이다. 이를 보면 2000년 이후 능묘는 1건도 강원도 문화재로 지
정된 사례가 없다.
원호는 충절의 대표적 인물로 한국 정신사에서 대표적 인물이며 묘역의 석물도 문화재
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초지에 묘역의 경관을 해치는 화강석 축대가 조성
되었고 건립시기와 묘주와의 관련성이 파악되지 않은 비갈이 최근에 이전 건립되었다.
이와 같이 묘와 관련성이 규명되지 않은 묘갈이 있으며 2017년에 조성한 묘비와 시비
가 있고 사초지에 새로 축조된 화강석 축대의 존치문제가 선결된 이후에 도문화재로 지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위원 ○○○]
관란 원호선생은 조선전기 생육신의 한사람으로서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
서, 그리고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되는 묘역이 본래 위치이고, 원 석물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최근에 폭우피해를 복구하는 과정
에서 묘역 주변이 크게 변형되고, 묘역 입구와 묘 우측에 새로운 석물이 설치되어 조선전
기 묘의 원형 경관을 해치고 있어 지난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 바, 문중에서 전적으로 원형 복구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
장이므로, 동 사항을 조건으로 도 기념물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유보 : 출석위원 6명, 유보 6명
- 묘역의 원형에 대한 고증자료 보완 후 재심의

- 18 -

도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2. 영월 흥교사지
가. 제안사항
○ 영월 흥교사지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심의

나. 제안사유
○ 영월 흥교사지의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신청종별 : 기념물(記念物)
○ 명

칭 : 영월 흥교사지(寧越 興敎寺址)

○ 시

대 : 통일신라시대 ~ 조선시대

○ 수

량 : 일원(一圓)

○ 면

적 : 6필지 13,963㎡(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없음)

○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 1081번지 일원
○ 소유자(관리자) : 영월군 외(영월군)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1. 3. 23.)>
[문화재위원 ○○○]
1. 영월 흥교사터는 태화산(1,027m)의 해발고도 545~548m의 완만한 해발고도에 자리잡
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 절터에는 흥교분교(폐교)가 있었다. 학계에서는 이 주변
이 세달사(世達寺)이자 흥교사(興敎寺)의 터인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현장을 조
사한 바에 따르면 폐교 운동장 일대가 절의 중심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절터에서
는 탑을 세웠던 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탑의 다듬은 기단석이 출토되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탑을 중심으로 가람의 배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
안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기와편을 수습하였는데 “世”“達”“興”“敎”등 문자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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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절은 삼국사기삼국유사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문헌에 의하여 통일신라시
대에 창건된 ‘世達寺’였다가 고려초 어느 시기에 ‘興敎寺’로 이름을 바꾸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세달사에는 신라 고승인 의상(義湘)대사(625~702)의 법통을 잇는 승려 신림
(新琳)이 주석하였다. 세달사는 주변의 山地를 개발하여 농장을 경영하였다. 삼국유사권
3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에는 승려 조신이 세달사의 田莊을 관리하며 겪은 유명한 에
피소드가 실려있다. “조신의 꿈”으로 알려진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실려있다. 승려 조신
이 꿈속에서 자신의 세속적 욕망이 허망한 것을 깨닫는 내용인데 그가 세달사에서 田莊을
관리하는 승려로서 겪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1947년에 이광수가 “꿈”으로 중편소설화하
였고, 이후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2. 통일신라말 궁예는 세달사에 들어가 승려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권50
궁예전에 의하면 그의 나이 10여세에 출가하여 세달사로 갔다고 하였다. 궁예가 불교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던 것은 세달사에서 화엄사상을 익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世達寺는 고려시대 興敎寺로 이름을 바꾸었다.
3.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흥교사는 조선초기까지 존재하였다고 한다.
4. 세달사는 통일신라시대에 화엄10刹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그에 버금가는 규모의 사찰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세달사=흥교사의 역사적 위상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사 및 사찰의 사회경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에 ‘흥교사터’는 문화재적인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문화재위원 ○○○]
흥교사는 궁예가 경주를 벗어나 처음 머물던 사찰로 궁예가 머물던 시기에는 세규사(世
逵寺, 세달사;世達寺의 오기)였으나, 흥교사(興敎寺)로 개칭되었다. 궁예는 이 세달사에서
출가하고 이곳에서 왕이 되고자 꿈을 키운 사찰이다(삼국사기권50, 열전 10 궁예). 이
후, 흥교사는 여러 역사서와 지리지에 등장하고 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조사의 성격이 유구의 분포범위와 조성시기를 밝히는 시
굴조사였으므로 정확한 유구의 성격과 가람의 배치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폐교된 흥
월분교 교정과 서쪽 경작지에서 흥교사와 관련된 다수의 건물지와 유물이 출토되었고 지
표수습품이기는 하지만 ‘흥교(興敎)’명와가 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는 궁예
가 머물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궁예는 영월의 흥교사에서 은거하면서 왕이 되고자 뜻을 세우고 진성왕 6년(892)에 원
주지역 호족이었던 양길의 군사를 치악산 석남사에서 집결시키고 주천(영월)→나성(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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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오(위치 미상)→어진(위치 미상) 등의 성을 습격하여 항복받고, 2년 후인 진성왕 8년
에는 명주에 들어가 3,500명으로 군대를 확대하여 장군에 추대되었다. 궁예는 확대된 군
사를 이끌고 저족(인제)→생천(화천)→부약(김화)→금성(김화군 금성면)을 정복하고 철원
에서 고려국을 건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고대사를 마감하고 한국중세사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의 중요
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유적은 궁예가 군대를 집결시킨 원주 치악산 석남사지가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와 같이 영월 흥교사지 역시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유보 : 출석위원 6명, 유보 6명
- 지정명칭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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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지정사항(보호구역) 변경 심의
1. 원주 석남사지
가. 제안사항
○ 원주 석남사지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예정)사항 변경 심의

나. 제안사유
○ 원주 석남사지의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예정)사항 변경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예정)사항 변경 여부를 심의

다. 주요내용
○ 지정종별 : 기념물(記念物)
※ 강원도문화재위원회(제1분과, 2020. 11. 19.) 지정 심의 “가결”(고시 전)
○ 명

칭 : 원주 석남사지(原州 石南寺址)

○ 시

대 : 신라시대 ~ 조선시대

○ 수

량 : 일원(一圓)

○ 면

적 : [기존] 19필지 34,353㎡(지정구역 4,494㎡, 보호구역 29,859㎡)
[변경] 14필지 11,421㎡(지정구역 4,494㎡, 보호구역 6,927㎡)

○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750-1번지 일원
○ 소유자(관리자) : 국공사유(원주시)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20. 9. 7, 2021. 4. 14.)>
[문화재위원 ○○○]
석남사지는 신라말 강원도지역의 새로운 지역세력으로 성장한 궁예집단이 중부내륙지역
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궁예군이 주둔하였던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를 갖는 곳임. 궁예
본인이 불교계 출신이기에 석남사는 당시 궁예집단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사찰이었다고
여겨지고 그런 점에서 궁예의 성장과 태봉 건국, 그리고 태봉을 계승한 고려의 건국이라
고 하는 역사적 격동기의 중요한 장소라고 판단됨. 특히 최근 발굴조사에서 석남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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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확인되어 그 장소가 명확하므로,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문화재위원 ○○○]
석남사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궁예가 태봉국을 건설하기 이전 원주 호족 양길의 군사
를 치악산 석남사에 집결시켜 주천→영월→강릉으로 향하는 숙영지이며 인제→화천→김화
→금성을 거쳐 철원에서 고려를 건국하는 한국중세사의 출발지이다.
석남사는 기존에 석남사 터라는 것이 알려져 왔으나 발굴조사를 통하여 ‘石南寺’銘 와편
2종이 수습되었다. 이로써 석남사는 궁예가 양길의 군사를 집결시키고 동해안 방향으로
진출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구로 건물지 1호는 동-서 12m, 남-북 7.3m, 건물지 2호는 남-북 3.6m, 동-서
3.8m, 건물지 3호는 남-북 12.3m, 동-서 6.6m, 건물지 4호는 동-서 14.3m,

남-북

4.3m 규모로 확인되었다. 1호 건물지에서는 길이 1m, 높이 0.5m 크기로 치석한 장대석을
사용하였으며 건물지의 초석은 70~150㎝ 크기의 대형 자연석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건
물지에서는 배수로 시설과 남-북 4.7m·동-서 1.2m, 남-북 4.3m·동-서 3.7m 규모의 석
렬이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석탑의 면석과 하대갑석으로 추정되는 부재와 화형청자, 압출
양각청자가 출토되었다. 규석받침을 이용하여 번조한 고급청자도 확인되고 있다.
‘석남사‘명 와편 중에서 ‘太平/▽南寺’銘 와편은 요나라 연호인 ‘太平’이 확인되어 1021
(고려 현종12)~1030년 간에 사찰이 중수되거나 기와가 교체되는 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이 시기에도 석남사가 경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역의 북단 산록부에 조
선시대 석종형 부도가 있어서 늦어도 조선중기까지는 사찰이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남사는 궁예가 고려를 건국하는 출발지역이면서 한국고대사를 마감하고 한국
중세사의 시작하는 지역이라는 역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해도 무방
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는 발굴조사지역의 서남 방향과 동남 방향에 형성된 계곡 사이 산
록부로 정하되 북쪽은 조선후기 부도가 있는 지점의 산록부까지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문화재위원 ○○○]
- 석남사지는 궁예가 고려·태봉국을 건설하기 이전 양길의 군사를 집결한 사찰터이다. 이
사찰터는 강원도문화재위원회(제1분과, 2020. 11. 19.)의 지정 심의결과 강원도기념물로
가결되었다.
- 이에 앞서 원주시에서는 2019.09.16~동년 09.24(시굴조사), 2019.11.25.~동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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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석남사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을 확인하였다.
- 이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원주시가 변경신청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가결 : 출석위원 6명, 가결 6명
- 동 문화재의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예정)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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