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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연꽃, 단청 풍경으로 혼백을 위로하다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는 뒤로는 용두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마을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목가적인 곳이다. 이곳에는 노루목, 새터, 수리라는 3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신항리 수리마을에는 충청북도 민속자료인 신항리 상여가 있다. 왕족이 탔다는 호화찬란

한 상여이다. 신항리 상여는 1909년(조선 순종 3)에 고종 황제의 6촌 형인 것으로 알려진

이용강 대감의 장례 때 시신을 묘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기구이다. 이용강은 조선

고종 때 경상감사와 공조판서를 지낸 인물로, 영동 황간으로 낙향하여 노년을 보냈다.

이 상여는 세도(勢道) 있는 양반가의 것으로, 민간에서 사용하는 상여와는 다르게 특별히

제작되었다. 보통 상여와는 달리 대차와 소차의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대차는 36명, 소

차는 24명이 메도록 되어 있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외부 장식이 섬세하고 다채롭다. 대차

의 총 길이는 10m이고 둘레 47cm이며, 교자판이 있어 칠성판에 고정시킬 수 있다. 장식은

용머리가 앞뒤로 2개씩 4개, 봉(수컷)이 앞뒤 2개씩 4개, 황(암컷)이 앞뒤로 1개씩 2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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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이 앞뒤 좌우에 6개씩 12개 등으로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고, 연꽃 등 단청과 풍경이 섬

세하게 그려져 있다. 혼백을 모시는 요여(腰輿·작은 가마)는 4명이 들도록 되어 있다.

신항리 상여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해 오던 것으로, 매우 호화로웠던

본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 상여집 안에 복원되어 있다. 

미륵의 세계를 떠받치다

신항리 노루목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길보다 높은 지대에 작은 누각 하나가 세워져 있

다. 누각 안에는 보물 제984호인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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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신항리 상여

신항리 상여집



직사각형의 네모나고 평평한 돌에 새겨진 이 불상은 중앙의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

살입상이 배치된 삼존불(三尊佛) 형식을 이루고 있다. 

본존불은 민머리 위에 작은 상투 모양의 머리(육계)가 있고, 둥근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

다. 양 어깨를 감싸고 있는 두꺼운 옷은 가슴에서 U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

형 모양의 띠 매듭이 있다. 옷 주름 선은 오른손 아래에서 3가닥의 음각 선을 이루며 흘러

내리고 있다. 

양쪽의 보살상은 각각 손으로 물건을 감싸 잡거나 합장한 자세이다. 본존은 신고(身高)

200㎝, 머리 높이 43㎝, 어깨 넓이 59㎝이고 왼쪽 보살은 신고 136㎝, 머리 높이 31㎝, 어

깨 넓이 32㎝이며 오른쪽 보살은 신고 148㎝, 머리 높이 31㎝, 어깨 넓이 32㎝이다. 

반듯하면서도 단아한 어깨와 중후한 체구 등 신체 각 부분에서 옛 형식이 나타나는 이 삼

존불상은 태안마애삼존불상 등과 함께 7세기 석불상을 계승한 것으로 7세기 후반 내지 8

세기 초의 작품으로 크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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