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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숙박

병암고택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병암고택

위치  석보면 두들마을길 100

안내전화  054-682-8050

조식제공  미제공

규모  0채 5실 ⁄ 총 0명 수용

주차시설  주차시설있음 / 주차요금 : 무료 / 승용차 : 10 대 가능

신용카드  가능

홈페이지  http://byungamgotaek.modoo.at/

추천수  10

추천하기  관심콘텐츠

두들마을의 문학관과 인접한 재령 이씨 가문의 고택

병암고택(����) 

문학의 향기에 취하고 싶다면 경상북도 영양군을 둘러보길 추천한다. 낙동강의 협곡지대에 있어 청정 자연 속을 거닐며, 다양한 문학관을 한꺼번에 둘러 볼 수 있다. 주실마을과 감천마을, 두들마을

순으로 가로지르며 청송 방향으로 내달리는 길은 남다른 발자취를 남기기에 제격인 코스다. 이중 두들마을 안에 있는 130여 년 된 병암고택을 소개한다. 

주실, 감천, 두들마을 순으로 떠나는 문학 기행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 자락의 읍이나 면으로 들어가면 작고 옹골진 마을들이 즐비하다.

대체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된 곳인데, 청록파 시인인 조지훈(���) 작가와 애국지사 오일도(���) 시인, 현대문학의 거장 이문열(���) 작가가 배출된 고장이다. 풍수 지리학적으로 붓 모양

의 문필봉을 마주하고 있는 마을마다 문인의 배출이 많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들의 출신지는 하나같이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고 문필봉을 갖춘 산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조선의 실학자들이 대거 거주했던 주실마을은 근대 시대의 저항 시인, 조지훈 선생의 고향이다. 생가였던 호은종택이 보존되어 있으며 지훈길과 지훈시공원, 지훈문학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문학관에는 그의 시 속에 담긴 세계관을 해석해주는 전시실이 있고, 삶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들이 걸려 있다. 

오일도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애국지사로 영양군 감천마을 출신이다. 마을 입구부터 오일도 시공원과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문학 마을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영양문학 테마공원을 거닐며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도 좋다. 

재령 이씨 가문의 후손이 소유한 병암고택

이문열 작가가 전통 한옥 형태의 광산문학 연구소를 마련해둔 두들마을 역시 볼거리가 다양하다. 뒤로는 두들산이, 앞으로는 화매천이 흐르는 경치 좋은 지형에 위치하며, <음식디미방(����

�)>의 저자 장계향(���) 선생과 이시명(���) 선생의 생가였던 석계고택을 비롯해 석천서당, 유우당 등 30여 채의 한옥이 모여 있다.

그중 병암고택은 130년쯤 된 한옥으로 재령 이씨(����) 가문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자 구조의 집이다. 5년 전 개조하고 보수해 한옥 체험관을 시작한 병암고택은 문학관과 음식디미방 체

험을 위해 두들마을을 찾는 손님들이 자주 들르는 한옥 중 하나다. 전형적인 ‘�’자 구조의 한옥에 현대식 화장실과 냉방 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전통 온돌 방식의 난방을 하고 있다. 대청과 쪽

마루가 있어서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마당에는 100년 넘은 향나무가 있고, 가옥 앞에는 장계향 선생의 유적비와 상수리나무가 어우러져 있어 볼거리도 많다.

문학관과 두들마을의 음식을 맛본 뒤에는 주변에 있는 서석지도 꼭 한 번 둘러보자. 서석지는 담양의 소쇄원, 안도의 세연정과 함께 조선의 3대 연못으로 꼽히는 곳이다. 광해군 시대 때 조성된 정원

인 서석지에는 총 90여 개의 돌이 있는데, 이름이 붙은 돌이 있어 그것을 찾는 과정도 꽤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객실정보  관련사진  위치 및 주변정보

성수기 안내, 주말요금적용, 추가인원요금, 부대/편의시설,기본시설/비품 정보 제공
성수기 안내 해당내용 없음 주말요금적용 해당내용 없음

추가인원요금
객실1,2: 정원 3명 ( 최대인원 : 4명 , 추가요금: 인당 0원) / 객실
4: 정원 3명 ( 최대인원 : 4명 , 추가요금: 인당 0원) / 객실3,5: 정
원 4명 ( 최대인원 : 6명 , 추가요금: 인당 0원)

부대/편의시설 문학기행 / 전통음식체험 / 고택 음악회 / 바비큐

기본시설/비품 내용 없음.

음식·숙박·쇼핑 > 숙박 > 전체 숙박전체 숙박

(http://tour.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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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yungamgotaek.modoo.at/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목록으로

수용가능인원 정원 : 3명 ( 최대인원 : 4명 )

요금 성수기주중 : 70,000원 / 성수기주말 : 70,000원 / 비
수기주중 : 70,000원 / 비수기주말 : 70,000원

기타정보 세면도구, 목욕시설, 에어컨, TV, 헤어드라이기 , 취사
도구, 냉장고

객실1,2

수용가능인원 정원 : 3명 ( 최대인원 : 4명 )

요금 성수기주중 : 80,000원 / 성수기주말 : 80,000원 / 비
수기주중 : 80,000원 / 비수기주말 : 80,000원

기타정보 세면도구, 목욕시설, 에어컨, TV, 헤어드라이기 , 취사
도구, 냉장고

객실4

수용가능인원 정원 : 4명 ( 최대인원 : 6명 )

요금 성수기주중 : 50,000원 / 성수기주말 : 50,000원 / 비
수기주중 : 50,000원 / 비수기주말 : 50,000원

기타정보 세면도구, 목욕시설, 에어컨, TV, 헤어드라이기 , 취사
도구, 냉장고

객실3,5

Prev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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