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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축제 > 문화와 자연

전체(13) 지리와 기후(2) 자연과 이야기(10) 생활과 풍습(1)

고분(��)과 지석묘(���
)
고분(��)과 지석묘(���) 소재지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1리 산 18 영양은 신라시대부터 사람이 살아 왔으나 산촌이고 땅이 비옥하지 못한 관계로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아 고분과 고묘가 많지 않으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농토화되고 남은 수가 매우 적다. 입암면 신구동 산 18번지에는 고려총 이라고 말하는 고분

30기가 있으며 직경이..

2017-01-20

황씨부인당
지금부터 약 160여 년전 순조때 청기면 당리에 살던 우씨(��)의 부인 평해 황씨(����)는 남편과 혼인하여 금실좋게 살았으나 딸만 9명을 낳아 시어머니의

학대가 극심했다. 황씨 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대 할 수 없어 아홉째 딸이 젖 뗄 무렵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

데, 우씨댁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

2017-01-20

학바위와 황부자의 몰
락
옛날 석보면 소계리 은행지란 못가에 약초와 나무를 팔아 겨우 연명해 가는 황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산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극진히 간호하여 회생시켰다. 풍수가인 그는 그 보답으로 앞산 학바위를 향해 사립문을 내면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떠났다. 그 후 말대로

실천한 결과 황씨 부부는 나무..

2017-01-20

조산단
영양읍에서 남쪽으로 1킬로미터 지점 송영당이 시작되는 지점에 사람의 힘으로 만든 산이 있다. 그 규모는 작으나 이를 조산단(���)이라 부르는데, 여기 한 그루

오래된 느티나무가 자리잡고 있으나 풍수지리설을 믿어온 우리 조상들은 읍민들의 재난을 막아주는 신목(��)으로 여겨 왔으며 지금도 음력 정월 대보름날 어김없

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

2017-01-20

장군천
일월산 남쪽에 위치한 도곡리 월간(��)에서 발원하여 가곡리를 거쳐 주곡리 앞으로 흘러 도계리 입구에서 동쪽의 반변천과 합류하는 내(�)가 바로 장군천이다.

조선조 영조 4년 무신년(1728)에 이인좌(���), 정희량(���) 등이 나라에 불만을 품고 난리를 일으켰는데 그 세력이 자못 큰지라 전국적으로 이를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양에서는 경상..

2017-01-20

옥녀무덤
조선시대 중엽(인조 5년) 황씨 성을 가진 부사가 영남 지역에서 영해(��)부사로 부임하기 위해 영양을 거쳐 주령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당시 이 고개를 중심으로

20, 30리 이내엔 민가 하나 없는 무인지경이었고, 산이 높고 길이 험하여 교통이 대단히 불편 하였다. 부사가 나졸들을 거느리고 온 가족 과 함께 이 고개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딸 옥녀(��..

2017-01-20

선유굴
영양읍 하원리 반변천에는 천여 명이 앉아 놀 수 있는 큰 반석이 있는데, 이를 선유굴이라고 일컫는다. 옛날 사슴이 맹수에 쫓겨 달아나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밤이 되어 정신을 차린 사슴은 반변천 물을 마시려다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이 때 반변천에 목욕하러 내려온 선녀들이 이를 보고 구해 주었는데,

목숨을 건진 사슴은 선녀들의 은혜에 ..

2017-01-20

선바위와 남이
포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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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category_1=%25EC%25A7%2580%25EB%25A6%25AC%25EC%2599%2580%20%25EA%25B8%25B0%25ED%259B%2584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category_1=%25EC%259E%2590%25EC%2597%25B0%25EA%25B3%25BC%20%25EC%259D%25B4%25EC%2595%25BC%25EA%25B8%25B0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category_1=%25EC%2583%259D%25ED%2599%259C%25EA%25B3%25BC%20%25ED%2592%258D%25EC%258A%25B5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8&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8&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7&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7&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6&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6&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5&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5&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4&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4&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3&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3&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2&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2&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1&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1&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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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색

포
옛날 조선 중종때 지금의 연당1리[���� : 옛 석백리(���)의 속칭 돌백리] 석백지(���) 가에 아룡(��)과 자룡(��)이라는 형제가 살았다. 이 아룡과

자룡 형제는 원래 석백지의 지룡(��)의 소생으로 지용(��)이 뛰어났으나 일찍부터 흉계를 품어 역모를 꾀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원래 아룡과 자룡은 신용(�

�)이 있어 누구라도 감당할 자가 없..

무덤에서 솟아나는 
물
옛날 영양읍 상원리에 한양 조씨와 함양 오씨들이 문중을 차려 놓고 옹기종기 의좋게 잘 살고 있었다. 그래서 한양 조씨와 함양 오씨간에 사돈이 되었는데 오씨의 딸

이 한양 조씨11대손인 참판공에게로 시집가서 조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시집인 조씨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여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사위

조씨가 병이 들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

2017-01-20

만지송
나무의 가지가 아주 많아 만지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옛날 어느 장수가 전쟁에 나가기전에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소나무를 투구봉에 한 그루, 그리고 답곡 앞산 여러

봉우리에 심으면서 이 나무의 생사와 자신의 생사가 같이 할 것이라고 하며 자기의 생사를 점쳤다고 하여 ‘장수나무'라고도 한다. 그 후 마을에 실성한 사람이 아랫봉

우리와 윗봉우리에 있는 소나무..

2017-01-20

감천측백수림
영양읍 감천1리 마을앞에 끼고 도는 반변천의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도도히 흐르는 강줄기를 바라보며 붙어있는 측벽수림은 흡사 병풍과 같아 선명한 날에 물위에 비

추는 그림자는 신선이 노니는 곳이 따로 없을 것 같다. 맑은 강에는 메기와 잉어�붕어�쏘가리가 한껏 힘을 자랑하며 감천보를 뛰어 오르고 절벽 건너편 마을에는

한가로운 마을숲이 한껏 오수에 잠들 때 이..

2017-01-20

영양의 지리와 물
산
서리는 흔하고 햇빛은 귀하다. 영양군은 남쪽에 이웃한 청송군처럼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내륙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육지 속의 섬’ 으로 불리는 외진 고장이다.

남쪽으로 청송군과 만나는 이 군은 동쪽으로는 영덕군과 울진군, 서쪽으로는 안동군, 서북쪽과 북쪽으로는 봉화군과 만난다. 강원도에서 봉화군을 거쳐 내려와 이

군으로 들어온 태백산맥은 봉화군과의 경계..

2017-01-20

어새이 초부가(���
)
얼시구나 남날적에 나도나고 내날적에 남도났건만 어떤사람 팔자좋아 책상밑에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팔자좋게 지내건마는 어떤사람 팔자좋아 겨울기면 뜨신방 찾아

각자장판 소로반죽에 이불담요 피어놓고 포시라이 놀건마는 나는 어이하여 팔자가 기박하여 육날이 미틀이에다가 목발없는 지게에다 썩은새끼 지게꼬리에다 황경피

낫잘에다 지게꽂아 짊어지고 산천을 후워보..

2017-01-19

COPYRIGHT BY YEONGYANG-GU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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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0&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600&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599&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599&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598&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598&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597&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597&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579&mode=view
https://www.yyg.go.kr/tour/culture_festival/nature?idx=46579&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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