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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향토유적 > 비지정

소
재
지

(36506)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산운길 20, 영양군 청기면 산운리 121-3

지
정
번
호

연
대

1988년 이건, 건립연대 추정불가

규
모

‘�’자형 비각, 비

내
용

효자각은 사면이 한식기와를 올린 토석담장을 두르고 있으며, 두 짝 여닫이 세살문을 달아 출입한다. 우측에는 숲이 있으며 좌측에는 줏재길이 있다.

효자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내부에는 비 1기가 있다 비는 비신받침 위에 비신을 세우고, 삼부에 옥개석을 올린 형태를 하고 있다. 비 전면에는 ‘�����������’란 비명이 각
자되어있고, 좌우측과 배면에는 최진만의 일대기가 각자 되었다. 비각 전후좌우면에 중방을 두 개를 걸고 살대를 박아 마감했다. 정면 처마도리 아래에 ‘���’ 편액이 걸려 있으며 비각 배면
에 강릉최씨 후손계보가 각자 된 비석이 놓여 있다. 담장 밖 우측편에는 비각에 각자된 최진만 일대기를 해설한 비석이 놓여있다.
효자각의 기단과 기단바닥은 시멘트 모르탈로 마감 되어 있으며 기단 위 주초는 원형 초석이다. 주초 위 기둥은 원기둥이며 기둥 상부는 이익공으로 짜 맞춤을 했다. 가구는 삼량에 서까래는 각
서까래이고, 처마는 겹처마이며, 처마 끝은 막새기와로 마감했다. 지붕은 한식기와를 올린 맞배지붕이며, 박공 면은 풍판을 달아 마감했다. 목재는 석간주색으로 가칠단청한 후 포작부와 무재
끝부분을 파스텔톤으로 단청하였고, 풍판 쫄대목에 하얀색으로 단청하였다. 비각 상량대에 ‘�� ����� �� �� � �� �� �� ��’가 적혀 있다.

현재 마을 버스정류장에 위치하여 마을을 오가는 사람에게 각인시키고 있으며 후손들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가 있다면 인문적 가치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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