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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관소개

지훈문학관은,
지훈선생 작품 및 유품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https://www.yyg.go.kr)



- 주실숲 산책길 - 지훈문학관 전시실

- 영양 주실마을 - 지훈 시비공원

지훈문학관은,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학자 조지훈 선생을 후세에 길이 기리기 위해 건립한 문학관이다.

조지훈 선생의 부인 김난희 여사가 직접 현판을 쓴 문학관을 들어서면 170여 평 규모에 단층으로 지어진 목조 기와집이 '�'자 모양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조

지훈의 대표적인 시 '승무'가 흘러나오고, 동선을 따라 조지훈 선생의 삶과 그 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동선을 따라가보면 지훈의 소년시절 자료들, 광복과 청록집 관련 자료들, 격정의 현대사 속에 남긴 여운, 지훈의 가족 이야기, 김난희 여사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작품, 지사

로서의 지훈 선생의 삶, 지훈의 시와 산문, 학문 연구의 핵심 내용, 조지훈 선생의 선비로서의 삶의 모습 등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전시물 중에는 지훈 선생이 쓴 주례사와 여러 곳에서 받은 감사장, 위촉장, 표창장 등의 자료를 비롯하여 평소 썼던 문갑과 서랍도 있다.그리고 30대 중반에 썼다는 검은색 모

자와 가죽 장갑, 40대에 사용했다는 부채, 그리고 세상을 뜨기 6~7년 전부터 애용했다는 담배 파이프와 안경 등을 비롯하여 외출할 때 즐겨 입었던 외투와 삼베 바지 등도 전시가 되

어 있다.

또, 문학관을 돌아나오기 전 한쪽 벽면에는 그의 삶의 단상을 보여주는 1백개의 사진들이 걸려 있으며, 그 맞은편 헤드폰을 통해서는 투병 중인 그가 여동생(조동민)과 함께 낭송했

다는 시 '낙화'를 들을 수 있다.

지훈선생 작품 및 유품

지훈육필원고집, 부채, 여권, 가죽장갑, 모자, 넥타이, 모시두루마기, 삼베바지, 초상화, 사방탁자, 문갑, 제1회 지훈상 수상식 초대장, 제2회 지훈상 수상식 초대장, 고 지훈 조동탁

선생 20주기 추모학술대회 초대장, 조지훈 선생 비문제막식 초대장, 지훈시비 제막식 초대장, 1982년도 문화의 날 기념식 팜플렛, 1996 문학의 해 문인모습 및 작고문인 육필 전시

회 팜플렛, 금관문화훈장, 편지 2통3장, 신라국호연구논고, 신문스크랩-전교학신문제39호 문화일보 제222호, 릴테이프, 육성녹음 테이프, 시낭송테이프등 다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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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자연과 푸름감성이 어우러진곳

개관연도 : 2007월 5월 18일

위��치 :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주실마을 일원

대지규모 : 2,792� (846평)

건축면적 : 538� (163평)

주요시설 : 관리사, 세미나실, 전시실

부대시설 : 지훈시공원, 주차장, 탐방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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