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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에서 머물며 마을 속 전통 체험하기 

이원박고택(�����)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젊은 날의 초상> 등의 현대문학 작품의 저자 이문열 작가는 경상북도 영양군 두들마을 출신이다. 도로가 정비되기 이전에는 봉화, 청송과 더불어 오지로 여겨졌던 작은

동네이지만, 지금은 문학관과 전통 음식 체험 등의 문화가 알려져 300년 넘은 종부가의 삶이 궁금한 많은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역사 깊은 마을 안에 이원박고택이 있다. 

석계 이시명과 정부인 장계향의 일화 

두들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은 다른 유적지를 찾아 돌아다니기보다 마을에 머무르며 하룻밤 고택을 체험하고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기반으로 한 전통 반가 음식을 맛보

기도 한다. 이것 외에도 지역에서 배출한 문인들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문학관과 농촌 체험이나 전통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두들마을이 전통 마을로 보관되고 있는 것은 재령 이씨(����) 가문의 일화와도 관계가 깊다. 때는 국정이 어지러웠던 조선 인조(재위 1623∼1649)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나라와의 불평등 조약

으로 치욕을 느낀 학자 석계 이시명(�� ���)은 벼슬을 내려놓고 정부인(���)과 함께 이 마을로 와 재령 이씨 집성촌을 이루고 살며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 

꾸밈없는 모습으로 손님맞이 

마을에 있는 고택 중 이원박고택은 영감댁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집이다. 돌담을 따라 안으로 들어서면 반가 고택이라 하기에는 다소 아담한 한옥이 바로 보인다. 고택은 안정적인 ‘�’자 구조를

띠며 한가운데 대문이 나 있다. 대문과 마루 등 집을 이루는 오랜 나무 빛깔이 곱다. 특히 사람의 발이나 손을 많이 탄 마루는 고동색을 지나 회백색 빛깔을 내뿜고 있어 고풍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긴

다. 

팔작지붕이 얹혀진 집 안으로 들어서면 대청이 훤히 보이는데, 특별한 가구나 장식이 없이 깔끔하다. 방 내부도 마루나 집터처럼 깨끗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창호지를 바른 벽과

벽장, 한옥 전통 창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요즘은 보기 드문 옛날식 작은 텔레비전이다. 반상기 위에 놓여 있는 작은 모니터 크기의 TV가 이 집의 아담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전체 대여 시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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