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11시 23분



2
3
3
3
3
3
3

��감

��감
역사체험코스

시간이 숙성시켜온 이야기, 영양의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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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URSE

영양향교

영양향교는 숙종 3년(1677)에 처음 지었으나 모든 건물들이 조선 후기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건물

로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재, 서재, 신문(내삼문) 등이다.

대성전은 앞면 5칸·옆면 3칸 규모로�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하여�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명륜당은 앞면 5칸·옆면 2

칸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명륜당의 현판은 고려말 명필인 한수(��)가 쓴 것이다.

2 COURSE

서석지

담양 소쇄원, 보길도 부용원, 그리고 영양 서석지.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대표 정원을 영양에서 만난다. 경북

중요민속자료 제108호인 서석지는 정영방(���)이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정자와 연못이다.

자연과 인간의 합일사상을 토대로 조성하였고 못 주위 사우단에는 매난국죽을 심어 선비의 지조를 담았으며 400년이

넘는 은행나무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본 임천정원보다 훨씬 앞서 발달한 우리 고유의 정원이다.

3 COURSE

남자현지사 생가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 1872~1933)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영양군과 남자현의 후손들이 3년 여의 조성 기

간을 거쳐 1999년 11월 30일에 복원한 생가(��)이다.남자현은 19세 때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에 사는

김영주(���)에게 시집을 간 후, 남편이 의병으로 활동하다 전사한 후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19년 만세

운동 후 중국으로 건너가 서로군정서(�����)에 적을 두고 독립운동과 여성계몽운동을 벌였다.

대지면적은 4,919�이며, 본채·문간채·추모각 등의 건물과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념비(남자현지사 항일순

국비)가 세워져 있다. 5칸 규모의 외문을 지나면 본채와 문간채가 있고, 본채 뒤편 경사진 산 쪽으로 정면 3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인 추모각이 있다.

4 COURSE

삼지리 모전3층석탑

절벽을 이룬 산 중턱의 튀어나온 바윗돌 위에 서 있는 석탑으로,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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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active_theme
https://www.yyg.go.kr/tour/active_theme/history_experience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main_areas?mode=view&idx=4688
https://www.yyg.go.kr/tour/active_theme/visiting/seoseokji
https://www.yyg.go.kr/tour/active_theme/history/jivillage


절벽을 이룬 산 중턱의 튀어나온 바윗돌 위에 서 있는 석탑으로,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전

석탑이다.

탑은 큰 바위를 기단(��)삼아 그 위로 탑신(��)을 올려 놓은 모습이며, 원래 3층탑이었다고 하나 현재는 2층까

지만 남아있다. 탑신의 1층 몸돌 앞면에는 불상을 모시는 방인 감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신라 금동

불상 4구가 나왔다고 하나 현재 전하고 있지 않다. 지붕돌은 아래·윗면이 모두 층단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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