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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선대(���)는 하원동과 대대천동 경계지점 산마루에 있으며, 영양읍에서 3km로 지점에 위치한다. 이곳은 태백산맥의 한 줄기가 서쪽으로 기복을 지으며 들어와서 하원동 동쪽에서 큰 봉우리
를 이루고, 다시 영양읍으로 이어지다가 반변천에 의하여 중허리가 잘리고, 강변 양쪽에 절벽을 형성하였다. 그 동편 절벽 밑은 소가 되어 이름을 ‘옥산소(���)'라 하고, 그 절벽 위에 넓이가 두 평

가까운 평평한 석대가 있으며, 주위에 노송이 우거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옛날 옥부선인들이 내려와 바둑을 즐기던 곳이라 하여 옥선대라 이름 지었다 하며, 전망이 매우 좋은 곳이다.

옥선대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면 북으로 선유굴을 지나 유유히 흐르는 반변천이 대 밑으로 흘러 들어오고, 연지(��)와 영혈사() 석탑이 손에 닿을 듯하며, 군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인 월
담헌이 마주 보인다.동쪽으로 읍령에서 시작되는 동천을 따라 전개되는 대천들이 길게 늘어섰고, 대 밑 남쪽으로는 반변천과 동천이 합치는 곳에 삼구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그 옆에 비파담이 눈 아래
로 보인다. 남서쪽은 반변천이 현 앞산을 돌아 흐르는 모습이 한 눈에 보이며, 서쪽으로는 반변천의 물줄기에 의하여 갈려나간 절벽은 그때의 사연을 말해주듯 솟아 있고, 그 산줄기가 삼지동과 영양

읍쪽으로 이어져 있다.

옥선대는 만년을 한 자리에 앉아 대 밑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사연을 보아왔으니 신라시대 화랑들의 수련행렬을 지켜보았고, 고려 때(공민왕 7년 358년)왜구가 침입 노략질하며 대앞을 지나는 모
습을, 조선 때는 영해부에 예속 된 이 고장 주민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가는 모습을, 일제 때는 징용으로 끌려가는 젊은이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보았으며, 6.25동란시 1950년 9월 북한 공산군이 패
주할 때 대천동에 수용되었던 수많은 부상병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으니, 옥선대도 바로 보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죽은 공산군의 시체가 너무 많아 일일이 매장하지 못하고, 옥산대 밑 강가에
대마를 익히기 위하여 파 두었던 큰 구덩이에 합장하였으니, 옥선대도 바로 보지 못하고 눈길을 돌렸으리라.근년에 하원 동민의 노력으로 옥선대 밑 절벽을 허물고 다듬어 차도를 개설하여 아름다운

옛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곳 옥선대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원당리에 조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또한 천석꾼이었으니, 학문을 배우고 담론하기 위하여 찾아드는
선비는 물론 지나가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을 접대하고 바라지하는 주인마님과 하녀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한다.그런데, 주인마님의 신임을 받고 다른 일꾼들을 지휘하는 늙은 하
녀 한 사람이 있어 주인마님의 노고를 덜어주고, 자기들도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 하루는 고승이 이 집을 찾아왔으므로 주인마님이 내어주는 시주돈을 전해주면서 자기들의 사정을 하

소연 하니, 주인마님의 꾸중은 물론이고, 고승도 이 집에 사람이 많이 찾아옴은 복을 함께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조금도 괴롭다고 생각지 말고 접대하는 것이 도리라 타이르고 떠났다.

그 다음해 정초에 다시 그 고승이 찾아오니 주인마님의 지시보다 많은 시주를 하고 다시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니, 마지못해 한 가지 비방을 가르쳐 주면서 “하늘의 뜻이라면 당신의 소원
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떠났다. 며칠 후, 정월 대보름날 밤에, 주인마님 몰래 마님이 사용하던 가위를 훔쳐 옥선대에 올라가 주위에 있는 노송 세 그루에 가위질한 흔적을 내었다. 그랬더니
여름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넘쳐 옥선대 앞 산맥이 끊어져 물길이 바뀌어 버렸다. 그러자 조씨 소유의 문전옥답이 자갈밭이 되었다. 그 때부터 차츰 가세가 기울고 손님이 끊어졌고, 그 많았던 남녀

일꾼들도 팔려가거나 내쫓김을 당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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