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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4)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길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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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 강당, 사주문

내
용

월록서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자형 건물이다. 중앙 마루간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있다. 전면과 측면에는 쪽마루를 두었는데, 측면에는 평난간을 두르고 전면은 출입하기 위
한 중앙을 제외하고 계자난간을 둘렀다. 그리고 쪽마루의 전면과 계단으로 출입한다. 정면은 네 짝 여닫이 들어걸개문을 달아 출입하고 있으며, 배면은 우리판문을 달고 판벽으로 마감했다.
좌우측 온돌방은 정면 1칸 측면 2칸이며, 마루간 쪽으로 외여닫이 세살청판분합문과 두 짝 여닫이 세살문을 달았고 쪽마루 쪽에는 두 짝 여닫이 세살문을 달았으며, 각 측면에는 외여닫이 세
살문과 만살창을 달았다. 좌우측 온돌방은 고미반자로 마감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연등천장으로 열려있다.
월록서당의 기단은 자연석과 흙으로 축조하고 시멘트로 마감했다. 좌우측 온돌방의 아궁이는 정면 쪽마루 아래 기단 면에 있고 굴뚝은 후면 기단 위에 있다. 주초는 자연석 주초이다. 주초 위
에는 사각기둥을 올려놓았다. 기둥 상부는 직절익공형식으로 창방과 보아지가 짜 맞춤을 한 후 주두를 놓고 보와 도리받침장여, 굴도리가 짜 맞춤을 하였고 소로수장으로 꾸몄다. 가구는 오량
이며, 종도리는 파련대공과 판대공이 받고 있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린 팔작지붕이고 벽면과 서까래 사이는 회바름으로 마감했다. 처마도리에는 ‘����’라는 편액
이 걸려 있으며, 마루간 상부 좌측에는 ‘���’ 우측에는 ‘���’ 편액이 걸려 있다.

월록서당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실마을에 자리 잡고 있어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다. 서당은 앞으로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활용을 한다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목록

관광명소 > 문화유적문화유적 - 전체

(http://tour.yyg.go.kr)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2/%25EC%259B%2594%25EB%25A1%259D%25EC%2584%259C%25EB%258B%25B9%20%25EC%2582%25AC%25EB%25B3%25B8.jpg?pkey=yBFrtdg6g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2/%25EC%259B%2594%25EB%25A1%259D%25EC%2584%259C%25EB%258B%25B9%20%25EC%2582%25AC%25EB%25B3%25B8.jpg?pkey=yBFrtdg6g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2/%25EC%259B%2594%25EB%25A1%259D%25EC%2584%259C%25EB%258B%25B9%20%25EC%2582%25AC%25EB%25B3%25B8.jpg?pkey=yBFrtdg6g&mode=preview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3/IMG_8722.JPG?pkey=yBFrtdg6g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3/IMG_8722.JPG?pkey=yBFrtdg6g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3/IMG_8722.JPG?pkey=yBFrtdg6g&mode=preview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4/IMG_8757.JPG?pkey=yBFrtdg6g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4/IMG_8757.JPG?pkey=yBFrtdg6g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4/IMG_8757.JPG?pkey=yBFrtdg6g&mode=preview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5/IMG_8746.JPG?pkey=yBFrtdg6g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5/IMG_8746.JPG?pkey=yBFrtdg6g
https://www.yyg.go.kr/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7699/38805/IMG_8746.JPG?pkey=yBFrtdg6g&mode=preview
https://www.yyg.go.kr/tour/attractions/cultural_relics


COPYRIGHT BY YEONGYANG-GUN. ALL RIGHTS RESERVED.

(http://tour.yyg.go.kr)




	紐⑹감
	문화유적 - 전체
	월록서당(月麓書堂)
	첨부파일(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