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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마을 > 두들마을 문화재

옛 정취 가득한 두들마을 문화재

석계고택(����)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92호

조선 인조(��)와 현종(��) 때의 학자인 석계(��) 이

시명(���, 1590〜1674)이 인조 18년(1640)에 세운

고택이다. 석계선생은 퇴계(��) 이황(��)의 학통을 이

은 장흥효(���)의 문인으로 사마시(���)에 합격하

였으나 이곳에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였다. 선생의 부인인

정부인(���) 장씨는 부덕(��)과 학문을 갖춘 인물로 

신사임당(����)에 비견(��)되는 분으로 이문열 장

편소설 [선택]의 주인공이 되었고, 아들인 이조판서 갈암(

��) 이현일(���)은 퇴계 이황의 영남학파를 계승하

였다. 이 집은‘�'자형 사랑채와 안채를 ‘�'자형으로 배치

하고 토담으로 막아 허실감(���)을 메운 뜰집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석천서당(����)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79호

이 서당은 석계(��) 이시명(���, 1590〜1674) 선생

이 영해에서 석보로 이사와 세운 석계초당을 후손들과 유림

이 중건하여 석천서당(����)이 되었다. 선생은 퇴계의

학통을 이은 장흥효(���)의 문인이며, 영남학파를 이은 

이조판서 갈암(��) 이현일(���)의 부친이다. 이 서당

은 두들산을 배산(��)으로 하고 남서향으로 향하고 있는

데 평면은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되어 있다. 좌측에서 첫

째와 넷째 칸은 통칸방으로 꾸몄고 둘째와 셋째 칸은 마루

를 깔았다. 정면과 좌우면에 2자의 쪽마루를 내어 평난간을

둘렀고, 마루로 향하게 한 창호는 4분합의 들어 열개문으로

하여 6칸을 1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주곡고택(����)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14호

조선중기 유학자인 주곡 이도(�� ��, 1636~1712)공

이 주남리에 건립하였던 것을 후손들이 순조(1830)에 이곳

으로 이건하였다.

‘ㅁ’자 구조의 이 집에는 수장 공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산지 마을의 특성이 곡식의 저장성을 중요시 한 것

으로 보인다.

유우당(���)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285호

조선 순조 33년(1833)에 이상도(���, 1773~1853)이 

주남리에 세운 집으로 구한말 후손인 파리장서사건에 가담

한 이돈호(���)가 이곳으로 이건하였다. 항일 시인 이

병각의 집이기도 한 이집은 당초 ‘ㅁ＇자 형태였으나 이후 

기능이 부가되어 ‘날개집＇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사대부

들의 예학(��)사상과 엄격함, 그리고 도덕성을 느낄수 있

는 고택이다.

석간고택(����)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603호

석간고택은 1883년에 건립한 후로 일부 실생활에 편리하

도록 변용이 되었으나, 관리 상태가 상호한 편이다. ‘ㅁ’자
형 정침, ‘ㅡ’자형 별채, ‘ㅡ’자형 곳간채 형태이다. 고택은 

소설가 이문열이 유년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지역의 역사문

화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고

택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세운 후, 이에 

따라 활용한다면 그 가치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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