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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 있는 선비들의 고향, 주실마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에 속하는 주실마을은 북쪽으로 일월산이 있고, 서쪽에는 청기면, 동쪽은 수비면, 남쪽은 영양읍과 맞닿아 있다. 조선 중기 때 환란을 피해 이곳으로 와 정착한

한양 조씨들의 집성촌으로서 1630년경 호은공 선생이 이곳에 터를 잡았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경이 배 모양이라 하며 산골등짝이가 서로 맞닿아 이루어진 마을이라 하여 주실

(��) 또는 주곡(��)이라 부른다. 이 마을은 실학자들과의 교류로 일찍 개화한 마을이면서, 또한 일제 강점기의 서슬 퍼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던

지조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는 조지훈 시인의 생가인 호은종택과 입향조 호은공의 증손자인 옥천 조덕린 선생의 옥천종택, 조선 영조 49년(1773)에 후진 양성을 위하여 건립한 월록서당 등 문화자원들

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훈문학관과 지훈시공원, 시인의 숲 등 또 다른 볼거리가 가득하다.

2008년 제 9회 아름다운 마을 숲 대상 - 주실마을 숲

영양 주실마을 숲은 마을 주민들이 오랜 세월 지극 정성 가꾸어온 숲이다. 예부터 영양에서 봉화로 가기 위해서는 주실마을을 지나야 하는데 주실숲은 길목에 위치하여 마을을 살짝

가려주고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원래 천연림이었으나 100여년 전에 숲의 서북쪽 밭을 구입하여 소나무를 보식, 현재 규모의 숲으로 확장되었다. 숲으로 들어서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으며 상충목, 중층목, 하층목이 빼곡히 들어선 매우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이다.

주실마을은 350여 년 전 한양조씨가 입향하면서 생성된 집성촌으로서 청록파 시인이자 승무(��)의 시인 '조지훈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산 아래

고즈넉이 자리 잡은 고택(��)들이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마을에서는 주실숲을 '시인의 숲'으로 부르며 보존하고 있으며 숲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공간에 조지훈 선생을 기리는 기념 시비와 무대를 마련하여 문학해설이나 백일장 등을 열고 있다.

마을로 통하는 문, 주실숲...

영양읍에서 주실마을로 들어서려면 반드시 주실숲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곳숲은 마을로 들어서는 문이자 마을을 가려주는 커튼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의 당산목인 250년생 아

름드리 느티나무가 낯선 이들에게 반가운 미소를 던진다.기존의 천연림이 있던 곳을 보완하여 나무를 심고 오늘날 나무들이 두 팔벌린 

듯 뻗어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다. 마을 앞 개울은 숲으로 이어져 주실숲의 싱그러움을 더하고 다양한 식물과 곤충들이 생태적인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 주실숲은 마을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 대신 숲을 보존하고 자연 그대로의 숲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다.

주실마을 > 주실마을소개

청정자연과 푸름감성이 어우러진곳

숲으로 들어서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있으며

매우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청록파 시인이자   승무의 

시인 조지훈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학자였던 조지훈을 비롯하여 한

국 인문학의대가 조동일, 조동걸, 조동원 교수등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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