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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배경
 • 수성구는 조선시대 이래 많은 학자와 문중이 거주한 지역
 • 수성구는 대구지역 성리학의 시초로, 그에 따른 서원 및 재실이 건립됨
 • 수성구에 산재한 서원 및 재실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 파악이 필요함

1.2 과업의 목적
 • 수성구 관내의 서원(당)·재실의 목록화작업 
 • 문화재의 지정 가치 등을 분석하고 수성구 서원(당)·재실을 연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교육·문화대표도시 수성구의 상징성과 인지도 향상
 •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홍보물(가이드북 혹은 리플릿)을 기획하여 홍보에 활용

1.3 과업의 내용
 • 문헌자료, 인터넷자료, 현장조사를 통한 수성구 관내 서원(당)·재실 현황파악
 • 기존 보고서 및 관련 연구내용 조사 정리
 • 문화재 전경과 방위별 전경, 경관 포인트 전경 사진을 촬영하고 주요 시설물은 상세 사진을 촬영 

및 활용방안 제시
 • 서원(당)·재실 관련인물에 대한 조사 및 타 시·군·구와 연계되는 인물, 건축물 등의 소개와 

이를 연계하여 스토리 구상  
 • 기초조사 및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문화재 지정가치 및 사유 기술, 보존 및 활용방안, 지정 

보존에 따른 문제점 등 종합분석
 • 옛 사진자료와 현재 상태 비교 및 수리·보수한 내역을 조사하며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등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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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업 범위 및 방법

1.4.1 과업범위
 • 과업기간 : 2017. 06. 14 ~ 2017. 11. 15
 • 대    상 : 현존하는 수성구 관내 서원(당)·재실

1.4.2 연구 방법
 • 현존하는 대상 건축물들에 대한 실측도면 작성(배치도)과 대상 건축물들에 대한 사진 촬영으로 

건축적 설명 등을 기술한다.
 • 각 서원 및 재실에서 발간된 서적이나 기문 등을 활용하여 그에 대한 연혁을 조사하여 집필한다.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방안과 문화재지정가치 등에 대한 분석을 한다.

1.4.3 참여 연구진
 • 수성구청
     - 문화교육국장 : 김명희
     - 관광과장 : 이면재
     - 팀    장 : 김종완
     - 주 무 관 : 설희정
 • 자문위원
     - 이수환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구본욱 :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교육과 산학협력교수
     - 김동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연구원
     - 책임연구원 : 조영화  (사)교남문화유산 원장
     - 연구원     : 유인호  (사)교남문화유산 선임연구원
     - 연구원     : 채광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 연구원     : 문정심  (사)교남문화유산 객원연구원
     - 연구보조원 : 이정은  (사)교남문화유산 연구원
     - 연구보조원 : 김우근  (사)교남문화유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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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수성구의 연혁

2.1 연혁
  수성구(壽城區)는 신라시대에 위화군(喟火郡, 上村昌郡이라고도함)인데 경덕왕이 수창군(壽昌郡)
이라 고쳤으며, 고려초에 수성군(壽城郡)으로 바뀌어 현종 9년(1018)에 수성군사(壽城郡司)로 경주
에 속했다가 공양왕 2년(1390)에 감무(鑒務)를 두어 해안현(解顔縣)을 겸하여 맡게 하였다.
  조선 태조3년(1394)에 대구부의 속현이 되었고 뒤에 다시 경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태종 14년
(1414)에 대구에 합속(合屬)시켰으며, 1419년에 수성현사(壽城縣司)로 대구임내(大邱任內)에 속하
게 된 고증과 연유로 명명(命名)된 수성구 수성야(壽城野)[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구획 정리되어 황
금동, 두산동으로 되었음]가 구(區) 관할(管轄)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으며, 1980년 4월 1일 구(區) 
신설시 수성구(壽城區)로 명명(命名)되었다. 1981년 7월 1일 대구직할시로 승격 시 경산군 고산면
이 편입되어 구역(區域)이 확장되었으며, 1995년 대구광역시 수성구로 승격되었다. 구(區) 전체가 
대구의 신개발지로 주택지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수성동·중동·상동 일대는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구의 남부와 중부를 해발고도 300∼500m의 산지가 가로질러 형성되어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
으며, 새로 편입된 고산출장소 지역을 포함한 동부의 6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북부의 만촌동·
범어동과 서부의 수성동·중동·상동·파동 등지에 택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이들 지역에 인
구가 밀집해 있다. 서남쪽의 수성못은 종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였으나 농경지의 많은 부분
이 주택화함에 따라 지금은 시민의 휴식처가 되어 있다.

<그림 1> 영남읍지-대구(붉은색 원이 청호서원) <그림 2> 영남읍지-경산(붉은색 원이 봉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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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동지도-대구(붉은색 원이 수성구일대) <그림 4> 대동여지도 (17첩2면)의 수성구(수성) 일대

<그림 5> 해동지도-경산(붉은색 원이 고산서원) <그림 6> 경산군 읍지(붉은색 원이 고산서재)

  행정동으로는 가천동, 고모동, 노변동, 두산동, 만촌동, 매호동, 범물동, 범어동, 사월동, 삼덕동, 
상동, 성동, 수성동, 시지동, 신매동, 연호동, 욱수동, 지산동, 파동, 황금동이 있다.

<그림 7> 수성구 행정지도 (출처:두산백과 및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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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성구의 자연환경
  대구의 북동부와 남부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서부가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분지형 지형
으로, 남쪽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남부산지는 신천을 경계로 서쪽으로 비슬산괴(琵瑟山塊)와 연결
되어 있다. 용제봉(634m)을 주봉으로 산성산(山城山, 653m), 용지봉(龍池峰, 629m), 대덕산(大德
山, 598m), 병풍산(屛風山, 576m), 성암산(聖岩山, 469m) 등으로 이어지는 용제산괴(龍祭山塊)가 
남쪽 지역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북쪽 지역은 완만한 지형면과 형제봉(190m), 모봉(150m), 두
리봉(217m), 고산(92m) 등의 구릉지들로 이루어져 남고 북저의 지형이다. 신천(新川)에서 남부정
류장까지는 신천(新川)의 범람으로 인해 형성된 충적평야가 도심지를 이루고 있고, 남부정류장을 
지나 시지동까지는 해발고도 100~200m 전후의 구릉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시지동에서는 대덕산
의 곡구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넓고 평탄한 선상지 지형면이 펼쳐져 있다.

  지질은 크게 남쪽의 높은 산지와 북쪽의 낮은 구릉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호수에서 퇴적되어 고결
된 셰일·사암(砂岩)·역암(礫岩) 등의 수성암인 중생대 백악기 경상계 신라통 반야월층, 자인층, 대
구층, 건천층을 기반암으로 하여 중생대 백악기 경상계 주산안산암질암류 안산암질암과 중생대 백
악기 경상계 불국사관입암류인 규장암류가 관입하여 남쪽의 높은 산지를 구성하고 있고, 상부대동
계(백악-상부주라) 불국사통 산성암맥류가 관입접촉하여 북쪽의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신
천(新川)을 연하여 제4기 현세통 고기하성층과 신기하성층이 부정합으로 피복되어 있다.

  하천은 대부분 남쪽의 높은 산지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소규모 지류 하천으로, 동구와 
경계를 지으며 동에서 서로 흐르는 금호강(琴湖江)에 합류한다. 금호강(琴湖江)은 포항시 북구 죽장
면 석계리 매봉산 기슭 문암지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 영천의 동화천, 하양의 청도천, 경산 
남천 등의 십 여개 지류와 합류하고 서류하여 대구시로 들어와 북구 검단동에서 급하게 곡류하여 
흐르다가 달성군 강창 나루터에서 낙동강과 합류하여 총길이는 118.4㎞, 유역면적은 2,088㎢이다. 
그리고 욱수천은 병풍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북동방향으로 흘러 욱수동을 거쳐 신매동을 지나 
북동으로 흘러서 남천에 합류한다.

2.3 수성구의 문화재
  수성구에는 많은 문화재와 역사유적이 있다.
  문화재로는 금동여래입상(국보 182), 금동보살입상(국보 183), 금동보살입상(국보 184), 송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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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층전탑내유물(보물 325), 탁영거문고(보물 957), 조정임진란기록(보물 1003), 조정종손가소장문
적(보물 1004), 영영축성비(대구유형문화재 4), 대구부수성비(대구유형문화재 5), 고산농악(대구무
형문화재 1), 욱수농악(대구무형문화재 3), 상감입사장(대구무형문화재 13), 사월동지석묘군(대구
기념물 9), 야수정(대구문화재자료 14), 고산서당(대구문화재자료 15), 독무재(대구문화재자료 17), 
하효자정려각(대구문화재자료 18)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역사유적이 있는데 청호서원, 정효각·정충각, 오천서원, 명정각, 모명재, 영남제
일관, 덕산재, 성주배씨지려비, 솔일재, 법이산봉수대, 나야대령 기념비, 모운당과 충효재, 영사재, 
무동재, 덕산서원, 성산재, 학산재, 효자각, 봉산서원, 욱수동 공룡발자국, 파동바위그늘유적, 단군
성전, 노변동 사직단 등이 있다.

<그림 8> 이공제비 및 이후범선영세불망비 <그림 9> 하효자정려각 <그림 10> 노변동 사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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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서원과 재실의 일반적 전개

  3.1 대구지역의 성리학 전개
  여말 선초의 성리학의 초기 도입 및 정착과정에 관련된 사대부들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영남 출
신 비중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영남은 개경 이남 어떤 지역 보다 성리학의 전파와 
정착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었다. 특히 영남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대구는 성리학의 전래 초기부터 인근 지역의 성리학과 관련된 저명한 인물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그 이후도 계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지역 성리학 도입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색·정몽주 등과 대구의 인물과
의 관계에 미루어 늦어도 14세기 후반에는 분명히 성리학이 대구에 알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림
파의 계보를 정몽주 – 길재 – 김숙자 – 김종직 – 김굉필 – 조광조로 보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구와 
인근 지역과 연관된 인물들이다. 앞의 인물들을 기준으로 연대기적으로 대구지역 인물들을 살펴보
면 대략적인 정황을 유추 할 수 있다. 
  정몽주와 동시대 인물로 채귀하(蔡貴河)・백인관(白仁寬), 문인에는 전백영(全伯英)·서침(徐忱) 등
이 있다. 김숙자와 김종직의 동시대 인물은 전자에는 서제(徐濟)·서도(徐渡)·서섭(徐涉), 후자에는 
양희지(楊熙止)·장자원(蔣自元)·서거정(徐居正)을 김종직의 문인에는 김굉필·곽승화(郭承華)를 들 수 
있다. 이들이 대구지역 초기 성리학 정착단계에 활동했던 주요한 인물들이다.
  동방오현 중 한 사람으로 문묘에 종사되고 사림파의 도통(道統)을 계승한 김굉필(1454~1504)이 
활동하면서 지역 내 성리학적인 학풍이 크게 조성되었다. 김굉필은 선대의 세거지인 현풍을 비롯해 
처가인 합천과 처외가 성주를 왕래하면서 사류들과 교류하였다. 이 무렵에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
서 소학을 전수받아 중시하면서 스스로 ‘소학동자’로 자처하였다. 그는 소학을 위기지학(爲己之學)
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태도에 대해 이황은 ‘근세도학지종(近世
道學之宗)’이라 평가했으며, 조식(曺植)은 ‘몸소 도학의 창도를 맡아 근세의 유종이 되었다’라고 찬
탄한바 있다. 김굉필의 위기지학은 16세기 안동과 진주에서 성숙되어졌고, 그 성숙되어진 위기지
학은 다시 대구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즉 대구지역 성리학자들은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성리학을 접할 수 있었다. 
  바로 그의 도학과 덕행을 숭앙하기 위해 1605년에 건립한 서원이 바로 도동서원(道東書院)이다. 
도동서원은 1568년에 건립된 쌍계서원(雙溪書院)에 기원한다. 쌍계서원은 성리학 교육과 김굉필의 
제향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 서원은 1597년 전쟁으로 소실되었다. 이후 1605년 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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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론에 의하여 김굉필의 내·외손 및 사림의 공동협력에 의해 사우, 강당, 재사, 누각을 갖춘 서
원이 건립되었다. 1607년에 ‘도동’으로 사액되었다. ‘도동’은 성리학의 진리가 중국에서 동쪽은 한
국으로 전래되었다는 의미를 뜻한다.
  또한 도동서원의 건립과 사액에는 김굉필의 외증손이며 당시 이 지역의 대표적 성리학자이자 대
구지역 성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정구(鄭逑, 1543~1620)의 역할이 컸다. 정구는 서원의 입지, 원
규(院規), 제향의례, 건물배치 그리고 각종 석물(石物)과 건축의 디테일까지 기획하였다. 그의 사후, 
서원 건립에 기여한 공으로 인해 1678년 도동서원에 종향되었다. 도동서원은 대구지역을 대표하
는 서원으로 여론을 주도하면서 문풍 진작을 위한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이 시기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는 전경창(全慶昌), 정사철(鄭師哲), 채응린(蔡應麟), 곽
재겸(郭再謙), 서사원(徐思遠), 손처눌(孫處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각자의 서당이나 정사 등
에서 강학했는데 전경창은 ‘계동정사(溪東精舍)’, 채응린은 ‘압로정(鴨鷺亭)’, 정사철은 ‘선사사당(仙
査祠堂)’ 등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문인들 서로 방문하면서 강학하는 방식은 대구지역 문인들의 사
승 관계를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하지 않게 하였고, 또한 개인 서당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역 
사림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연경서원(硏經書院)’이 건립
되면서 대구권 문인이 집결해 강학하면서 일군의 학단을 형성하게 된다. 1563년(명조 18) 건립된 
연경서원은 대구지역에 최초의 서원이기도 하다. 
  연경서원은 이현보(李賢輔)의 아들인 이숙량(李叔樑)이 건원(建院) 발의하고, 전경창의 주도하에 
대구 사림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건립되었다. 이 서원은 퇴계가 지은 ‘서원십영(書院十詠)’에 포함되
어 있고, 퇴계가 친히 ‘연경서원기후(硏經書院記後)’를 지어 건립을 축하하는 등 상당한 권위를 가
진 서원으로 출발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일반 서원의 예에 따라 퇴계선생을 주향으로, 정구(鄭逑)와 
정경세(鄭經世)를 배향하고 1660년(현종 원년)에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았으며, 대구부에서는 최초
의 서원인 동시에 사액서원으로서도 최초이다. 
  연경서원은 대구 유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강학은 전경창을 필두로 채응린, 정사철과 
이들을 계승한 서사원·손처눌·곽재겸·류요신·정광천·이주 등이다. 이들이 대구지역 유학의 르네상
스시대를 열었으며, 이들에게 강학한 자들이 137명에 이른다. 그들의 후예들이 한말에 이르기까지 
대구지역의 학문과 문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전경창(1532~1585)은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을 대구지역에 정착 시킨 종장(宗長)으로 주
목되는 학자이다. 전경창의 본관은 옥산(玉山), 자는 계하(季賀) 호는 계동(溪東)이며, 정몽주의 문
인으로 태종조에 관찰사와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전백영의 5대손으로 1532년(중종 27) 대구의 수
성 파잠(巴岑)에 출생하였다. 그는 30세 이전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통을 이어 받았으며, 한
때 ‘심경(心經)’, ‘근사록’, ‘주자서’를 들고 가야산에서 1년 넘게 공부하면서 크게 학문을 성취했고, 
그는 이후에도 이 경전들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또한 1573년(선조 6) 43세에 식년문과에 급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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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직 생활을 하면서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중대함을 강조하며, 일반사신이 겸하여 추진하던 것
을 전담사신을 파견할 것을 상소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그가 추구한 공부는 위기지학으로 과거시험이 아닌 인격을 함양하는 수기에 중점을 두었다. 또
한 소학을 공부하게 하여 근본을 세우게 한 뒤 그 다음으로 경전에 나아가 ‘역전’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와 교유하며 대구 학단을 이끈 정사철·손처눌·곽재겸·서사원도 소학을 중요시
했는데 당시 대구 문인들의 소학 중시 경향의 특징을 볼 수 있다. 그의 지도를 받은 문인들은 영남
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학자로 성장한 인사들이 많았다. 1635년(인조 13) 대구지역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경창을 연경서원 향현사(鄕賢祠)에 배향하여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였다.
  전경창의 지도를 받은 인물 중 한강 정구에게 수학한 인물들도 여러 명 확인이 된다. ‘달성십현
인록(達城十賢人祿)’에 수록된 10명의 인사 가운데 정구와 교유관계 2명, 문인 6명, 재전 제자(再傳
弟子) 1명일 정도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 대구지역은 정구의 영향력이 미치던 곳이었다. 
즉 조선중기 대구지역 성리학계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정구인 것이다. 그래서 정구를 
연경서원에 추배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대구지역 서원에 배향된 당시 인물들의 대부분이 
정구에게서 수학한 학자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경창과 정구를 계승한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괴헌(槐
軒) 곽재겸(1547~1615)은 20세에 전경창을 찾아뵙게 되는데 전경창이 근사록 한부를 주면서 “이
것은 참으로 그대의 책이다”라고 하였다. 23세 때는 퇴계 문인 이숙량을 알현했고, 30세에는 정구
를 내방하여 주자서와 중용을 강론하니 정구가 ‘나의 익우(益友)’라고 찬탄하였다. 이후 40여년 동
안 정구를 종유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졌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모집하여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그 공으로 부호군(副護軍)에 올랐다. 난 
종료 후 향리에서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사후 대구의 ‘유호서원(柳湖書院)’에 배향되었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훈자질십륙도(訓子姪十六圖)’를 지었다.
  서사원(1550~1615)은 17세부터 채응린과 전경창에 배웠으며, 이때 전경창은 그에게 심경 한부
를 주면서 “오직 그대가 참으로 이것을 배울 만하다”라고 말하였다. 24세 때는 정사철을 배알하고 
경의(經義)를 강론했고, 28세 때 정구를 사사하였다. 이후 주자학 및 이황의 문집을 깊이 연구했으
며, 52세에 저술한 무극(無極)과 태극에 관한 요점을 비롯해 성리학 핵심적인 주제들을 선현의 학
설에 기초하여 기록한 ‘공부차록(工夫箚錄)’을 통해 그의 학문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중년 이후
는 후진을 가르쳤으며, 선조 때 학행으로 감역·찰방・청안현감(淸安縣監)을 지냈다. 대구의 ‘이강서
원(伊江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낙재집(樂齋集)’이 전한다.
  손처눌(1553~1634)의 학업은 14세 때 전경창에게 배우면서 시작된다. 19세 때 정구의 문인이 
되었고, 장현광(張顯光)·서사원 등과 교유하면서 학문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임난 후 피폐해진 사회를 교육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향교를 재건하고 서실을 지어 많은 후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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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성하여 지역 학문을 흥기시켰다. 이는 그의 문인록인 ‘영모당통강제자록(永慕堂通講諸子錄)’에 
202명이 수록되어 있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602년 연경서원 중수를 주도했고, 1622년 정구 추배 때에는 고유문과 봉안문을 지었다. 
1611년 정인홍(鄭仁弘)의 이황(李滉) 배척에 대항하여 척사부정(斥邪扶正)의 글을 지어 도내사림을 
규합하기도 하였다. 대구의 ‘청호서원(靑湖書院)’에 배향되었다.
  채몽연(蔡夢硯, 호: 투암(投巖), 1561~1638)은 1582년(선조 15) 22세의 나이에 정구를 사사한 
이후 1620년까지 약 40년을 시종했다. 1588년에는 정구의 함안 임소를 1593년~1594년에는 강
릉 임소를 방문 시강하였고, 1603년에는 정구의 목천(木川) 우거를 방문하여 강하는 등 스승을 매
우 열성적으로 섬겼다. 이 과정에 정구는 그에게 위학(爲學)의 요체 5조목을 서증(書贈)하면 학문을 
권면했다. 정구가 사망하자 ‘한강행록’을 지어 스승의 행적을 기술하는 한편 ‘한강연보’의 편찬과 
‘한강신도비(寒岡神道碑)’ 개정작업, ‘한강집’ 편간 등 대구지역 한강학 전개에 클 역할을 하였다. 
칠곡 ‘소암서원(嘯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이외 대구지역 정구와 교유한 인물 중 원우(院宇)에 배향된 인물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송원기(宋遠器), 정광천(鄭光天, 琴巖書院 享), 정추(鄭錘, 梧陽祠 享), 이주(西溪書院 享), 채무(蔡
楙 嘯巖書院 享), 채선수(蔡先修)·채선견(蔡先見, 西山書院 享), 류시번(柳時藩, 靑湖書院 享), 도성유
(都聖兪)·도여유(都汝兪)·도신수(都愼修), 龍湖書院 享), 도응유(都應兪)·도경유(都慶兪, 屛巖書院 享) 
등이다.
  18세기 대구지역 최고의 성리학자는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이다. 본관은 
경주, 자는 태초(太初) 또는 여호(汝浩)이며, 대대로 대구의 칠계(漆溪-옻골)에 살았기 때문에 칠계
선생(漆溪先生)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특별한 사승(師承)관계가 없지만 학문적 관심은 이론적 논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근본적
으로 실천수양의 방면을 지향하였다. 그가 성리학적 순수이론보다는 오히려 심학(心學)과 예학(禮
學) 방면으로 학문적 관심을 집중시켜 나간 것도 내면적 수양을 바탕으로 유학자의 실천적 관심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예학적 성리학에서 실학적 성리학으
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42세 때 소퇴계(小退溪)라 불리우며 퇴계학파의 적전(嫡傳)인 안동의 이상정(李象靖)과의 만남은 
그의 학문이 더욱 성숙하게 하였다. 40여년을 지우(知友)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동지역의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자신을 퇴계학파의 일원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1778
년(정조 2)에는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교관(敎官)이 되었고, 1782년 주부·공조좌랑을 거쳐 1784
년 세자익위사좌익찬(世子翊衛司左翊贊)을 역임했다. 향촌에서도 부인동규(夫仁洞規)를 제정해 지역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켰고, 이 사실이 국왕 정조에게도 알려져 윤발(綸綍)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저서에는 『백불암집』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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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 대구지역 대부분의 학자들은 최흥원의 직·간접적인 제자들이었다. 최흥원 급문록(及門
錄)에 등재된 123명의 문인 가운데 대구지역 인사는 47명에 이른다. 이중 성리학적 성과와 현실 
문제의식을 가지며 18세기 지역 흥학(興學)에 기여한 몇 명을 검토해 보자.
  돈암(遯庵) 조덕신(曺德臣, 1722~1791)의 문집인 『돈암집(遯庵集)』 내에는 ‘주역’, ‘사물잠(四勿
箴)’, ‘사칠문답(四七問答)’, ‘지자설(智字說)’, ‘독서차록(讀書箚錄)’ 등에 대한 논의와 해석이 수록되
어 있는데 비교적 형이상학적·순수사변적 논의에 밝았던 학자였다.
  파강(巴江) 이경록(李經祿, 1736~1804)은 평생 칠곡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쓴 학자로 
최홍원의 문인이자 사위이기도 하다. 성리학에 깊은 경지까지 이르렀으며, 사단칠정(四端七情)의 
같고 다름을 분별에 정통했다. 실천이 독실하여 정통(正統)에서 정통으로 전함을 얻었다. 문집으로 
『파강집(巴江集)』이 전한다. 
  이동항(李東沆, 호:지암(遲菴), 1736~1804)의 문집 『지암문집(遲菴文集)』 중 ‘청한강여헌양선생
승무소(請寒岡旅軒兩先生陞廡疏)’와 ‘답안정첨(答安靜瞻)’이 특기 할만하다. 특히 후자는 본인의 독
서법을 밝히고 있는데 논어와 시경을 먼저 읽은 다음 장자(莊子)·사마천(司馬遷)·좌씨(左氏)·한유(韓
愈) 등의 글을 읽어야 문장수업이 제대로 된다고 하는데 장자의 글이 언급된 점이 특이하다.
  최흥립(崔興岦, 호:천옹(喘翁) 1736~1809)은 시(詩)와 표(表), 책(策)에 능하였으며 특히 ‘사경
주해(四經註解)’에 밝았다. 과거에 여러 번 실패한 후 평생을 학문에 전념하여 ‘역리학통록(歷理學通
錄)’과 ‘주서(朱書)’, ‘심경(心經)’ 등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의 『천옹문집(喘翁文集)』 잡저 
가운데 ‘중용차기(中庸箚記)’는 중용의 성(性)과 도(道), 그리고 인심(人心) 등의 개념에 대해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밝힌 수준 높은 글이다.
 이동급(李東汲, 호: 만각재(晩覺齋), 1738~1811)은 최홍원과 이상정으로부터 모두 배웠으며, 정
종로(鄭宗魯) 등과 교유관계를 가졌다. 『만각재집(晩覺齋集)』에서는 성리학과 관련한 이론적 연구서
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잡저의 ‘하락설(河洛說)’은 하도(河圖)와 낙서(洛書)에 대해 해설한 것으로 
그 수리(數理)를 선유들의 학설을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역설한 철학론이다. 또한 주자(朱子)의 
책에 힘을 쏟아 『주문서류(朱門書類)』를 지었다.
  박광석(朴光錫, 호: 노포(老圃), 1764~1485)은 대구출신으로 최홍원 제자 중 드물게 과거를 통
해 오랫동안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한 인물이다. 남포현감 재직 시 선세(船稅)가 과중하여 백성들
이 곤경에 빠져 있음을 알고 조정에 건의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변부사 때도 송사(訟事)
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819년 채제공(蔡濟恭)의 신원을 주장하였다. 82세로 
죽자 왕이 사제문(賜祭文)을 내렸으며, 저서로는 『노포문집(老圃文集)』이 있다.
  최흥원의 조카인 최화진(崔華鎭)은 큰아버지와 이상정을 모두 스승으로 모셨다. 이상정은 최화진
을 아껴 본인이 지은 『경재잠집설(敬齋箴集說)』을 증서했고, 18세기 상주를 대표하던 정종로 또한 
그를 아껴서 『숙야잠해(夙夜箴解)』을 지어 주었다. 정종로에게 기질의 편박(偏駁)과 연관된 존양성



수성구 서원(당) · 재실 기초조사                                                                                                          

22

찰(存養省察)의 공부에서부터 내외교양(內外敎養)의 수양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토
론하고 있다.

3.2 서원의 성립과 공간구조

3.2.1 서원의 성립1)

(1) 서원의 성립배경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말기부터 찾을 수 있지만 정제화(定制化)된 것은 송나라에 들어와서
이며, 특히 주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열고 도학연마의 도장으로 보급한 이래 남송·원·명을 
거치면서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고려 말 학자 안향(安珦)을 배향
하고 유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경상도 순흥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한 것이 그 효시이다.
서원이 성립하게 된 배경은 조선 초부터 계속되어온 사림의 향촌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림들은 
향촌사회에 있어서 자기세력기반 구축의 한 방법으로 일찍부터 사창제(社倉制)·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하여왔다. 특히 정계진출이 가능해진 성종 이후는 이를 공식화하여 국가정책
으로까지 뒷받침받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 구심체로서 유향소(留鄕所)의 복립운동을 전개하다가, 향권독점을 두려워한 훈구척
신(勳舊戚臣) 계열의 집요한 반대와 경재소(京在所)에 의한 방해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다시 사마소(司馬所)를 세워 본래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노력은 
연산군대의 거듭된 사화로 인하여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교화를 표방함으로써, 향촌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심체로 
서원이 성립·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서원이 16세기 중엽인 중종 말
기에 성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사림의 정계 재진출에 따라 그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문묘종사
(文廟從祀)와 교학체제의 혁신에 있었다.
  조광조(趙光祖)로 대표되던 신진사류들은 지치(至治)의 재현을 목표로 도학정치의 실시를 주장하
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중의 하나인 문묘종사운동은 사람마다 도학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이를 숭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학에 뛰어난 학자를 문묘에 제향하여야 한다는 명분에 근거를 두고, 사림계 유학자인 김
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 등의 종사를 추진하였다.
1) 이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수록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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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 자체가 사림계의 학문적 우위성과 정치입장을 강화해주는 측면과 함께 향촌민에 대한 
교화라는 명분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서원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한편, 당시의 훈척계열이 쇠잔한 관학을 존속시키는 방향에서 그 개선책을 모색하였던 반면, 사
림계의 경우는 그들이 내세우는 도학정치를 담당할 인재의 양성과 사문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지학(爲己之學) 위주의 새로운 교학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물론 그들이 곧 실각함으로써 관학에 대체할 새로운 교학기구의 모색은 중단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뒷날 사림의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위한 장소로서 서원의 출현을 가져온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2) 서원의 전개
  서원은 전 시기에 걸쳐 8도에 417개 소가 있었으며, 사우(祠宇)2)는 492개 소에 달하고 있다. 그
런데 후기, 특히 숙종 때 서원이 남설되면서부터 서원·사우의 구별이 모호해졌으므로, 사우까지도 
서원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하여 양자를 합하면 모두 909개 소에 이른다.
  1741년(영조 17) 서원철폐론의 당시 서원·사우 등 여러 명칭을 모두 헤아린 숫자가 1,000여개 
소에 가깝다고 말한 것이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통계에 나타난 서원건립의 추세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면에서의 변천을 고
려하여 조선 서원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면, 우선 명종까지의 초창기, 선조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
기의 발전기, 숙종에서 영조 초까지의 남설기, 그리고 영조 17년 이후의 서원철폐 및 쇠퇴기 등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초창기의 서원
  초창기에 건립된 서원의 숫자는 19개 소(중종 이전에 이미 3개소의 서원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제외)이다. 이는 당시의 정계가 전반적으로 척신계에 의하여 주도된 사정을 감안할 
때 상당한 진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액된 곳이 4개 소나 되는 것은 서원이 이 시기에 이미 관설에 준
하는 교학기구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황 및 그 문인들에 의한 서원보급운동이 거둔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황의 거주

2) 사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신주(위폐)를 모셔놓은 사당이나, 서원과 사우의 구별이 점차 없어진 이유의 
하나는 시기가 경과할수록 서원과 사우에 존봉(尊奉)하는 인물에 구별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
유는 17, 18세기에 있어서 서원의 기능 변화가 지적되는데, 인재양성과 강학기능이 일차적이었던 서원이 
사현(祀賢) 위주로 전환되면서 종래 사우로 불러야 마땅할 것도 서원이라 칭하며 양자의 혼효현상(混淆現
象)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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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며 그 문인의 활동이 성하던 경상도지역에 전체의 반이 넘는 서원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이 이
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척신세력으로서도 관학의 쇠퇴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단계에 이르러, 그 
대체기구로서 서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향 인물인 안향(安珦)·정몽주(鄭夢周)·최충(崔冲)·최유길(崔惟吉) 등이 사림 이전의 고려
시대 인물이었던 관계로 척신세력의 반발을 받지 않았던 것도 서원의 설립이 활발할 수 있었던 이
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 시기는 서원의 내용면에서도 장차의 서원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다. 즉 서원의 전반적인 면에 걸친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황의 <이산서원
원규 伊山書院院規>를 기본으로 각 서원별 원규가 작성되어 이에 의한 강학활동이 활발하였다.
  또한 지방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향촌 유지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서원전(書院田)과 어물(魚
物)·소금 등 현물조달체제의 영속화를 통한 안정된 재정기반 구축과 원속·노비 등의 확보책이 추진
되고 있었다. 명종 말·선조 초의 활발한 사림의 공급은 바로 이러한 서원의 건전한 운영을 밑바탕
으로 하여 가능하였던 것이다.

2) 발전기의 서원
  서원은 선조 때, 사림계가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된 이후 본격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우선 양
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선조 당대에 세워진 것만 60여개 소를 넘었으며, 22개 소에 사액이 내려졌
다.
  그 뒤 현종 때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연평균 1.8개씩 106년간 193개 소가 설립되
었으며, 그 가운데 0.9개가 사액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초창기의 경상도 일변도에서 점차 벗어나 전라·충청·경기도 지역에서의 건립이 활발
해졌다. 그래서 한강 이북지역에서도 차차 보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황해도의 경우는 선조 
연간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적인 확산을 보게 된 것은 사림의 향촌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진 정세의 변화라든
가, 특정 유학자의 서원보급운동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깊은 요인은 붕당정치(朋
黨政治)의 전개에 있었다.
  사림의 집권과 함께 비롯된 이 붕당은 그 정쟁(政爭)의 방식이 학문에 바탕을 둔 명분론과 의리
(義理)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당파형성에 학연(學緣)이 작용하는 바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한 학연의 매개체인 서원이 그 조직과 확장에 중심적인 몫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 
당파에서는 당세 확장의 방법으로 지방별로 서원을 세워 그 지역 사림과 연결을 맺고 이를 자기 당
파의 우익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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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향촌사림으로서는 서원을 통하여 중앙관료와의 연결을 맺어 의사 전달과 입신출세의 발
판으로 삼고자 하였기에 서원건립을 놓고 양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서원이 수적 증가는 현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남설이라든가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우려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
것은 이 때까지만 하여도 붕당이 권력구조 균형의 파탄을 초래할 지경에 이를 만큼 격화되지는 않
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조·현종 때의 복제논쟁(服制論爭)에서 나타나듯 그 논쟁의 초점이 학문적인 영역을 벗어
나지 않아서, 그 논리적 기초의 심화와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장소로 서원의 소임이 크게 기대되었
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이나, 정경세(鄭經世)·허목
(許穆)·윤휴(尹鑴)와 같은 당파의 영수이면서 학자이었던 인물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왕성한 강학활
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 학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서원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였던 것이다.
  서원의 양적 증가가 곧 그 문란을 의미하지 않음은, 배향자의 대부분이 조광조나 이황·이이·조
식(曺植) 등 사화기의 인물이거나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학자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서원의 발전은 양적인 증가에서뿐만 아니라 기능의 확대라는 면에서도 이루
어졌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서원은 단순한 사림의 교학기구에만 그치지 않고 강학활동을 매개로 하여 향
촌사림 사이의 지면을 익히고 교제를 넓히는 곳으로서의 구실과, 특히 향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
지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이나 해결책을 논의하는 향촌운영기구로서의 기능을 더하였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향촌방어를 목적으로 한 의병활동이 활발하였고 또 그것을 
일으키기 위한 사림의 발의와 조직의 편성에 서원이 그 거점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였다. 심지어는 
향풍(鄕風)을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훼가출향(毁家黜鄕)이라는 향촌사림의 사적인 제재조처까지 단
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남설기의 서원
  서원은 숙종대에 들어와 166개 소(사액 105개 소)가 건립되는 급격한 증설현상을 보였다. 연평
균 건립수가 3.6개 소로서 발전기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사액도 2.5배(연평균 2.3개 소)가 증가되
어 남설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경종과 영조 초기에 다소 줄었지만, 반면에 사우의 수는 격증하
였다.
  사우의 건립 추세는 현종 때까지 서원에 비교가 되지 않았으나 1703년(숙종 29) 이후 현저한 증
가현상을 보여 서원을 능가하고 있으며, 경종·영조 초에 와서는 서원을 압도하였다.
  영조 초의 17년 사이에 무려 137개 소가 건립되어 연평균 8개 소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수성구 서원(당) · 재실 기초조사                                                                                                          

26

있다. 남설이 문제되던 이 시기는 서원 명칭으로의 건립이 금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금령을 피하여 대신 사우를 건립하는 사례가 성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서원·사우의 구
별은 실제적으로 무의미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우의 격증을 서원남설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원남설은 외면적인 숫자의 격증만이 아닌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 전국에 44개 소(사우 포함)나 되었다. 당시 10개 소 이상에 
제향된 인물이 10여 명에 이르는 데서 보이듯 동일한 인물에 대한 중첩된 서원건립이 성행하였다.
  제향인물도 뛰어난 유학자이어야 한다는 본래의 원칙을 벗어나, 당쟁 중에서 희생된 인물이나 
높은 관직을 지낸 관리, 선치수령(善治守令), 행의(行誼)있는 유생, 그리고 심지어는 단지 자손이 귀
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추향(追享)되는 사례가 자행되었다.
  서원의 이러한 첩설과 남향은 이 시기에 당쟁이 격화되고 그 폐단이 표면화된 데에 원인이 있었
다. 서원은 이제 학연의 확대를 기한다는 면에서보다는 정쟁에 희생된 자기파 인물에 대한 신원(伸
寃)의 뜻을 보다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또 붕당의 원리가 포기된 상태에서 외면적인 당파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하여, 경쟁적으로 향촌
사림을 포섭하려 하자, 자연히 서원조직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서원의 남설과 사액의 남발
을 더욱 부채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서원남설은 오직 당쟁문제로만 초래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17세기 후반 이후 현저해진 현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사족 사이에 동족 내지 가문의
식이 강화된 결과로 나타난 후손에 의한 조상제향처 내지 족적 기반 중심지로 서원건립이 자행되
었던 것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성행할 수는 없었다.
  그러한 행위가 서원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기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강력한 서원금지령이 내려진 1703년(숙종 29) 이후 서원 대신 사우가 
격증한 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 서원의 남설은 필연적으로 그 질적인 저하를 수반하고 사회
적인 폐단을 야기하였다.
  그것은 제향자격에 의심이 가는 인물이 봉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실과 함께 점차 그 성격에 있
어 제향 일변도의 경사가 마침내 사우와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그에 반비례하여 강학활동은 위축되
게 마련이었다.
  또 점차 타락의 도를 더해가는 당시 사림의 기강이나 능력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서원이 학문기
구로 활용되기 어려웠다. 서원이 날로 증가하지만 사문은 더욱 침체하고 의리 또한 어두워질 뿐이
라는 서원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후에 서원철폐의 명분이 되었다.
  서원의 사회적 폐단은 건립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관에게서 갹출하는 구청(求請), 양정(良
丁)을 불법적으로 모점(冒占)하여 피역시켜 양정 부족현상을 야기하여 양역폐를 격화시키는 폐단, 
교화를 구실로 대민착취기구로 전락된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쟁의 격화로 서원의 정치적 비중이 커지는 속에서 중앙의 고관이 향촌의 1개 서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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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신유사(搢紳有司)로 추대되어 일정한 상호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질적인 저하에도 불구하고 향촌사회에서 서원이 누리는 권위는 강대하였으며, 바로 이 
점이 사회적 폐단을 야기할 수 있는 근본요인이었던 것이다.

4) 훼철기의 서원
  서원문제는 1644년(인조 22) 영남감사 임담(林墰)의 서원남향에 대한 상소에서 처음 제기되었으
며, 그 뒤에도 효종·현종연간을 거치면서 간헐적이기는 하나 그 폐단을 논하는 상소로 인한 논의가 
조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원건립이 허가제로 결정되고 첩설금령이 발포되며, 때로는 집권파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당파에 속하는 인물을 제향한 서원이 남향(濫享)을 구실로 사우로 강
호(降號)되거나 심지어는 한두 곳이 훼철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숙종 초까지만 해도 남설로 인한 서원의 문란상은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아서 아직은 서
원옹호론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마련된 서원대책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서원에 
대한 통제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1703년(숙종 29)에 이르러서이다. 그 후 영조조에 와서 
서원철폐를 단행하게 된다.
  영조가 서원철폐를 단행하게 된 계기는 그의 탕평책 실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1741년은 노론
이 결정적으로 우세를 확립한 시기로 신유대훈(辛酉大訓)이 반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탕평파를 이용, 노론의 일방적 권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조낭관(吏曹郎
官)의 통청권(通淸權)과 사관의 천거권을 폐지하는 등 탕평에 예의 주력하였다.
  따라서 서원에 대해서도 그것이 노론·소론·남인 사이의 분쟁을 유발하고 정국을 혼란시키는 요
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 건립에 따른 시비를 근원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탕평파의 협
조를 얻어 1714년 갑오 이후 건립된 서원은 물론 사우·영당 등의 모든 제향기구(祠院)를 일체 훼
철하게 하였던 것이다.
  영조의 이 조처는 지방관의 책임 하에 철저하게 진행되었고 19개의 서원을 포함하여 합계 173
개소의 사원이 훼철되었다. 그 뒤 서원첩설 및 남설의 경향은 크게 둔화되어 거의 정지상태로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금령이 정조와 철종연간에 한두 차례씩 내려지게 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
와 관련없이 이제는 가문의식과 관련하여 후손에 의한 건립이 종종 시도되었던데 그 까닭이 있다.
실로 서원훼철과 같은 강경조처로 서원금령의 강화는 지방관의 서원에 대한 물질적 보조를 거의 
단절케 해서 서원재정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끝내는 이를 메우기 위한 대민작폐의 심화와 함께 서원재정 담당을 기화로 한 후손의 서
원관여를 더욱 조장하여 19세기 이후는 전국의 서원이 대부분 후손에 의하여 운영되고 또 건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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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한편, 서원건립이 중단된 것과 반비례하여 이미 교화의 방향을 상실한 사림층의 대민착취와 서
원의 부패로 인한 민폐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세도정치의 외형적인 지주로서 노론측 당론의 소
굴이었고, 충청도 유림의 여론을 좌우하는 거점으로 전국에 광대한 수세지(收稅地)를 가지고 있었
다.
  또한 복주촌(福酒村)3)을 두어 지방재정을 좀먹고 관령(官令)보다 더 위세가 당당한 묵패(墨牌)로
서 향촌민에 대한 착취를 서슴지 않던 화양동서원의 작폐는 19세기 이후의 서원이 사회에 끼친 역
기능적인 폐단을 극적으로 말해 주는 예이다.
  그러므로 실추된 왕권의 권위를 높이며 강력한 중앙집권하에 국가체제의 정비를 꾀하던 흥선대
원군은 서원의 일대 정리에 착수하였다.
  흥선대원군은 1864년(고종 1)에 이미 민폐문제를 구실로 사원에 대한 조사와 그 존폐여부의 처
리를 묘당에 맡겼으며, 1868년과 1870년에 미사액서원과 사액서원으로 제향자의 후손에 의하여 
주도되면서 민폐를 끼치는 서원에 대한 훼철을 명령하였다.
  이어 1871년에 학문과 충절이 뛰어난 인물에 대하여 1인 1원(一人一院) 이외의 모든 첩설서원을 
일시에 훼철하여 전국에 47개 소의 사원만 남겨놓게 된 것이다. 이때 존치된 47개 소는 서원명칭
을 가진 것이 27개 소, 사(祠)가 20개 소이다. 

(3) 서원건축의 구성과 특징
1) 서원건축의 구성
  서원 건축은 교육과 제향의 이원적 기능이 결탁된바 이를 구성하는 건물도 대개 이 두 기능에 부
합하여 조영되었다. 이들 건물들의 기능 및 평면 형식은 다음과 같다. 
◼ 강당
  강학공간의 중심으로서 유생들이 강학하던 곳이며, 또한 원장의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정면 
3~6칸, 측면 2~3칸 정도로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된다. 평면은 대부분 중앙에 대청을 두고 양측
에 정면 1칸씩 온돌방을 두는 것으로 이러한 형식이 가장 많다. 그러나 양측의 온돌방이 좌우균형
이 많지 않은 예도 있다. 그리고 양측 중 한편에만 온돌방을 두는 형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온돌방으로 하고 전면에 1칸폭의 대청을 둔 형식이 있는데 이는 강당의 기능상 불합리한 평면형식
으로 보인다. 
◼ 사당 
  제향공간의 중심으로서 선현, 선조 등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제향을 베푸는 건물이며 신실(神
3) 복주촌(福酒村) : 서원의 지정음식점 및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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室)이라고도 한다. 정면 3칸이 대부분이며 측면은 1.5~3칸 정도이다. 사당은 제향의식만을 위한 
것이므로 온돌방은 없고 우물마루나 회반죽바닥으로 하였다. 
◼ 재사(齋舍)
  원생들이 숙식과 독서를 하던 곳으로서 정면 2~5칸, 측면 1~3칸 정도로 그 규모가 다양하다. 
평면은 강당과 같이 온돌과 마루로 되어있으나 강당과는 달리 숙식을 주된 용도로 하여 온돌방을 
위주로 평면이 구성된다. 재사는 일반적으로 동재와 서재로 나누어진다. 
◼ 장판각(藏板閣)
  원생들이 문집 등을 판각하여 서적을 펴내며, 판본이나 서적들을 수장하기도 하는데 장판고, 문
집판고, 판각, 서고 등으로 불리운다. 정면 2~3칸, 측면 1~2칸 정도로서 평면은 마루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경장각(敬藏閣 : 필암서원), 장서각(藏書閣 : 옥산서원) 광명실(光明室 : 도산서원)등은 
장판각과 함께 건축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서적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 누각(樓閣)
  이 건물은 조망이 좋은 서원의 전면에 설치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풍류를 즐기며 시작, 사색도 하
고 여가를 보내도록 지은 것이다. 2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에는 바닥을 두지 않고 2층에만 마루를 
두어 누마루를 이루고 있다. 정면은 3-5-7칸이 있고, 측면은 1~3칸정도이다. 서원에는 이 누각이 
정문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 고직사(庫直舍)
  교직사, 고직사등으로 불러지며 서원을 관리하는 이들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의 평면형식은 민가
와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지 않고 다양하다. 
◼ 비각
  서원은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를 보호하는 건물로 정면1칸, 측면1칸의 단칸으로 지었으
며, 바닥은 흙으로 되어있다.
2) 서원건축의 특징
  선현에 대한 제사와 후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향촌사회에서 사림세력의 거점으로 자리한 서원
은 유교의 가르침에 입각한 엄격한 질서와 검소하고 질박한 조형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면서도 
성리학적 자연관과 향촌 지배층으로서의 위세를 나타내는 건축표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서원을 구성하는 중심 건물은 사당과 강당이다. 이밖에 학생들의 숙소인 재사 및 서책이나 목판
등을 보관하는 서고가 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고직사 외에 사림들이 집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누각을 갖추는 것이 보통이다. 
  서원내 건물들은 대개 일정한 배치상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 문이나 누각, 강당 사당이 일직선상
에 배치되고 사당을 제일 뒷편 높은 곳에 두고 강당 앞 마당 좌우에는 대칭으로 기숙사인 동재와 



수성구 서원(당) · 재실 기초조사                                                                                                          

30

서재를 둔다(前學後廟).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건물배치가 정연한 질서를 갖추고 뚜렷한 위계를 이
루도록 한다. 이것은 서원이 바로 선현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예를 실천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하려
는 결과이다. 이런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기 조성되는 여건이나 주변 지형조건에 따라 적절한 
변화를 준다. 강당이나 사당을 일직선상에 두지 않고 축에 변화를 둔다거나 전체 건물군의 절점이 
될 만한 위치에 높은 누각을 세워 공간 구성에 변화를 주고 주변 자연경치를 서원내에 끌어들이기
도 한다. 
  서원에 지어지는 개개 건물들은 특별히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거나 화려한 치장을 나타내지 않는
다. 사당은 네모 반듯한 평면에 간결한 구조와 외관을 하고 있고 강당은 우뚝하게 높은 기단 위에 
탁 트인 개방된 대청마루를 중심에 두고 단정하게 지어진다. 개개 건물의 간결함이 일정한 원칙아
래 정연하게 모이면서 서원의 전체적인 건축공간에 질서와 긴장감을 부여한다. 서원은 제각기의 다
양한 지형조건 속에서 주변 자연지세를 최대한 건축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주자의 무이구곡(武
夷九曲)을 이상향으로 삼고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구현하고 한 16세기 선비들의 자연관이 서원에
서 유연하게 또, 때로는 감동적으로 표현된다.

  

<그림 11> 도동서원의 전경 및 배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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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구의 서원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체 세력으로 등장한 지역엘리트 집
단인 사림들이 16세기 중반부터 자신들의 활동 근거지인 지역에 건립한 대표적인 사립 성리학 교
육기관이자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현재 대구지역[달성 포함]의 서원현황을 통해 지역 성리학의 일
면을 가늠할 수 있다. 관찬사료에 의거하여 조사한 결과 대구지역에는 아래 표와 같이 총 33개의 
원우가 파악되었다4).

4) 이 표는 『嶠南誌』, 『列邑院宇事蹟』, 『邑誌』, 『書院可考』, 『書院誌叢書』, 『增補文獻備考』, 『查括成冊草』, 『俎
豆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일제강점기(1910~1945) 이전에 건립된 서원, 사우만을 대상으로 하였
다.

순 원우 건립 사액/훼철 제향인 소재지 비고
1 연경서원

(硏經書院)
1563

(명종18)
1660
/1871 이황, 정구, 정경세 대구 북구 연경동 1707년 別祠(鄕賢祠)

: 전경창, 이숙량
2 고산서원

(孤山書院)
1573

(선조6)
미사액
/1868 이황, 정경세 대구 수성구 고산 현감 윤희렴 始創(書齋)

·1690년 서원으로 건립
3 도동서원

(道東書院)
1605

(선조38)
1607

/미훼철 金굉필, 정구 대구 달성 구지면

4 표충사
(表忠祠)

1607
(선조40)

1672
/1871 신숭겸, 김락, 신길원 대구 동구 지묘동

5 이강서원
(伊江書院)

1639
(인조17)

미사액
/1868 서사원 대구 달성 다사면

6 예연서원
(禮淵書院)

1674
(숙종1)

1677
/1871 곽준, 곽재우 대구 달성 유가면

7 구암서원
(龜岩書院)

1675
(숙종1)

미사액
/1868

서침, 서거정,
서해, 서성 대구 중구 동산동

8 낙빈서원
(洛濱書院)

1679
(숙종 5)

1694
/1871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이개, 류성원, 유응부 대구 달성 하빈면

9 상덕사
(尙德祠)

1682
(숙종8)

미사액
/1868

이숙, 유탁기, 
김의순, 이존수 대구 중구 남산2동 현: 상덕사 비각

10 청백서원
(淸白書院)

1691
(숙종17)

미사액
/1868 이영, 정수충 대구 동구 청백리

세조 계유정란당시 3등공신
11 백원서원

(百源書院)
1692

(숙종18) /1868 서시립 대구 동구 효자, 1946중건

12 청호서원
(靑湖書院)

1694
(숙종20)

미사액
/1868

손조서, 손처눌
류시번, 정호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 黃淸鄕賢祠로 불리기도 함

13 송담서원
(松潭書院)

1694
(숙종20)

미사액
/1868 박성 대구 달성 구지면 祠에서 陞院

<표 1> 대구지역 서원·사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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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액(賜額)은 서원으로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 사액이 된 서원은 국가의 공인된 교육기관으로 발

14 이양서원
(尼陽書院)

1707
(숙종33)

미사액
/1868

곽안방, 곽지운
곽규, 곽황 대구 달성 현풍면 祠에서 陞院

15
덕동서원

(德洞書院)
(=仁山精舍)

1708
(숙종34)

미사액
/1868 우현보, 우배선 대구 달서 상인 1905년 서원 터에 인산정사 

건립 

16 용호서원
(龍湖書院)

1708
(숙종34)

미사액
/1868

도성유, 도여유,
도신수 대구 달성 다사읍 星州都氏

17 화암서원
(華巖書院)

1727
(영조3)

미사액
/1868 백인관, 백문연, 백용채 대구 북구 노곡동

18 오천서원
(梧川書院)

1744
(영조20)

미사액
/1868 양희지 대구 수성 파동 中和楊氏

19 금암서원
(琴巖書院)

1764
(영조40)

미사액
/1868 정사철, 정광천 대구 달성 다사읍 東萊鄭氏

20 병암서원
(屛巖書院)

1764
(영조40)

미사액
/1868 도응유, 도경유 대구 달서 용산동 星州都氏

21 서계서원
(西溪書院)

1781
(정조5)

미사액
/1868 이문화, 이주 대구 북구 무태동 仁川李氏

22 유호서원
(柳湖書院)

1784
(정조8)

미사액
/1868 곽재겸, 채응인

23 옥계서원
(玉溪書院)

1798
(정조22)

미사액
/1868 서균형, 서변 대구 달성 가창읍

24 봉산서원
(鳳山書院)

1799
(정조23)

미사액
/1868 손린 대구 수성구 상동

25 녹동서원
(鹿洞書院)

1789
(정조13)

미사액
/1868 김충선 대구 달성 가창읍 金海金氏

26 용강서원
(龍岡書院)

1804
(순조4)

미사액
/1868 허득량 대구 달서구 이곡동 金海許氏

27 동천서원
(東川書院)

1820
(순조20)

미사액
/1868 최흥원, 최동집 대구 동구 둔산동 慶州崔氏

28 서산서원
(西山書院)

1824
(순조24)

미사액
/1868 채귀하 대구 동구 검단동 仁川蔡氏

29 평천사
(平川祠)

1836
(헌종2)

미사액
/1868 최인, 최동보, 최계 대구 동구 지묘동 慶州崔氏

30 한천서원
(寒泉書院)

1847
(헌종13)

미사액
/1868 전이갑, 전의갑 대구 달성 가창읍 고려개국 공신, 1989년 

복원, 旌善全氏

31 남계서원
(藍溪書院)

1860
(철종11)

미사액
/1868 곽월 대구 달성 유가면 祠에서 陞院

32 인흥서원
(仁興書院)

1866
(고종3)

미사액
/1868 추적, 추수경 대구 달성 화원읍

33 계림사
(桂林祠) 미상 미사액

/1868 최치원 대구 동구 부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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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함에 따라 각 지방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원 사액은 교육기관으로서 관학인 향
교와 동등한 지위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 또한 법전에 규정된 바 없었던 초기에도 서원에 소속
된 토지와 원속(院屬)은 해당 지방관의 명으로 면세(免稅)·면역(免役)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어 경
제적으로 이점이 있었다. 따라서 서원은 창건되자마자 곧바로 청액(請額) 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대구지역의 사액서원은 도동서원과 연경서원을 비롯해 표충사(表忠祠, 1672 사액), 낙빈서원(洛
濱書院, 1694-사액), 예연서원(禮淵書院, 1677-사액) 5개 원우만이 사액을 받았다. 
  표충사는 후삼국시대 공산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해 싸우다 전사한 신숭겸(申崇謙)을 모신 사우이
다. 왕건은 그의 죽음을 슬퍼해 순절한 이곳에 순절단(殉節壇)과 지묘사(智妙寺)를 세워 그의 명복
을 빌었다. 1607년(선조 40)에 지묘사 터에 경상도 관찰사 유영순(柳永詢)이 충렬사(忠烈祠)를 세
워 장군을 모셨고, 1672년(현종 13) 사액 받았다. 1871년(고종 8) 훼철되어 후손들이 재사(齋舍)
를 지어 이곳을 지켜오던 중 1993년 복원하였다.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낙빈서원은 박팽년을 봉안하기 위하여 세운 하빈사(河濱祠)에 연원을 두고 
있다. 박팽년의 혈손이 하빈에 세거하였는데, 박계창(朴繼昌) 때 와서 사우(祠宇)를 세우고 박팽년
을 향사하게 되었다. 1679년(숙종 5) 박팽년을 비롯한 나머지 사육신 하위지, 이개, 성삼문, 유성
원, 유응부를 위한 사당을 짓고 봉사하게 되었다. 1691년(숙종 17) 별묘와 강당을 건립하고 도내 
유생들의 소청으로 1694년(숙종 20) ‘낙빈’이란 현액을 하사받아 사액 서원(賜額書院)이 되었다. 
1871년(고종 8) 훼철되었다가 1924년 문중에서 원래 위치보다 조금 위쪽에 복원하였다. 
  달성군 유가면에 위치한 예연서원은 1618년(광해군 10) 곽재우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건립
한 충현사에 연원을 둔 역사가 깊은 서원이다. 현풍현감으로 있던 유천지(柳千之)가 규모를 확대하
여 서원으로 승격시키고 곽준을 추향하였다. 1677년(숙종 3) 예연 서원으로 사액되었다. 1871년
(고종 8) 훼철되었으나, 1922년 지역 사림과 후손들이 강당을 복원하였다. 
  대구지역의 서원은 대부분 문중서원이며, 서당·사우·정사에서 서원으로 승원(陞院)한 경우도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경서원 다음 건립연대가 오래되고 조선시대 경산현을 대표한 서원은 고
산서원이다. 명종 대 경산현령을 역임한 윤희렴(尹希廉)이 지역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해 서재(書齋)
를 짓고 이황(李滉)에게 재호(齋號)를 청하여 재(齋)는 ‘고산(孤山)’, 문(門)은 ‘구도(求道)’라는 친필
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 서재가 소실되어 1605년 도감(都監) 정변함(鄭變咸)·유사(有司) 여응주(呂應周) 등이 
중건하였다. 1607년 대구부사로 있던 정경세가 서재에 와서 강학했고, 1690년(숙종 16) 한홍익
(韓弘翊)·정세은(鄭世誾) 등 경산사림이 이황과 정경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원(創院) 
발의했고, 당시 부족한 목재는 현령 남규수(南奎壽)가 청도군수의 협조를 얻어 운문산의 나무를 이
용하여 창건하였다5). 1734년(영조 10)에는 강당과 동·서재를 건립했고, 1776년(정조 1) 서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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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1789년(정조 13) 구도(求道) 문루(門樓)를 완성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맡아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
었다. 당시 훼철을 반대하는 경산사림을 대신하여 이휘재(李彙載)가 올린 고산서원훼철시장(孤山書
院毁撤時狀)이 전한다. 1872년(고종 9) 훼철 된 서원터에 현령 이헌소(李憲昭)가 유허비를 건립하
였다. 이후 1879년(고종 16) 퇴계 후손인 경산현령 이만승(李晩昇)이 고산서당으로 복원하였다. 

5) 고산서원 창건연도는 문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서원가교(書院可攷)-1694년(숙종 20), 정경세 우복집
(愚伏集) - 1697년(숙종 23), 獐山誌(獐山誌) - 1698년(숙종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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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실(齋室)의 성립과 공간구조

3.3.1 재실의 발전
 (1) 재실의 연원 
  재실(齋室)은 종중(宗中)에서 무덤이나 사당 옆에 조상의 묘제(墓祭)나 망제(望祭)를 지내기 위해
서 세운 건물이다. 이를 재각(齋閣), 재궁(齋宮)이라고도 한다
  재실은 삼국시대의 시조묘(始祖廟)와 신궁제도(神宮制度)에서 발생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400년
대를 전후하여 능을 지키기 위한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1456~1458년에 왕릉을 건립하는 
규범인 산릉제도(山陵制度)를 정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숭유정책(崇儒政策)과 궁실의 산릉제도
가 사대부의 재실건축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6) 

 (2) 재실의 공간적 기능
  재실의 내부공간은 특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적으로 규모면세서 
차이가 있다.
◼루(樓) : 묘제를 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참제인(參祭人)들을 중심으로 문중회의, 제수(祭

需) 점검 및 상차림도 하며, 비가 올 때 망제를 지내고, 묘제 후 참제인들이 음복하는 장소이다.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재실에서 루 건립이 성행하였다.

◼ 전사청(典祀廳) : 제사에 필요한 기구 및 제수를 보관하는 곳이다.
◼ 유사실(有司室) : 회계 및 기록, 제수 마련 및 점검, 제사절차 협의, 문중회의 주관 등을 담당하는 

유사들이 거처하는 방이다. 
◼ 종주실(宗主室) : 종손방이라고도 하며, 종손이 머무는 방이다. 
◼ 참제인실 : 묘제에 참석한 후손들이 머무는 방으로, 연령에 따라 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 수임방(受任房) : 매년 묘제 때마다 교체되어 임명되는 제관 또는 헌관이 머무는 방이다. 
◼ 전임실(前任室) : 전임 유사로 제례에 밝은 연로한 후손이 머무는 방이다. 
◼ 대청(大廳) : 제수를 장만하는 장소 또는 루의 기능을 보조하여 상차림과 음복 등이 행해진다. 
◼ 부엌 : 평상시에는 관리인의 취사용으로 이용되지만 묘제시에는 제사음식을 장만하는 곳이다. 
◼고방(庫房) : 제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문중의 토지에서 생산하는 수확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제기(祭器)의 보관도 한다. 

6)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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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재실의 건축적 형식
  재실의 입지는 묘와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기능상 묘와 가깝게 위치해야만 시제시 편리하고 아
울러 재지기의 묘역관리도 용이하다. 
  건물의 구성형식은 一자, 二자, ㄷ자, ㅁ자형이 나타나는데, 안동문화권에서는 규모가 큰 ㅁ자 
형식이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一자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남의 경우는 경북남부지역과 경남의 재실은 一자형의 소규모 재실이 많고, 위치는 마을 가운
데 또는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동문화권인 경북북부지역의 
재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숙식의 문제 때문에 재실
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에 반하여 마을과 가까운 재실은 묘제때 모이는 문중의 사람들은 
마을 문중의 가옥에 나뉘어 유숙하게 되어 재실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강당건물이 주가 
되는 강당형 유형이 대부분이다. 건물구성은 강당과 주사(廚舍)로 구성되거나 강당건물만 있는 경
우가 많다. 여기에서 주사(廚舍)는 묘제시에 많은 참관인들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기보다는 단지 
관리인의 주거기능이 더 강하다. 이는 마을 근처에 입지한 재실이 특성으로 보여진다.

<그림 12> 안동권씨 능동재사

<그림 13> 안동서지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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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수성구의 서원(당)·재실 현황

4.1 수성구의 서원(당) 현황
<표 2> 수성구내에 있는 서원(당) 현황

서원(당)명 배향인물 건축연혁 건물구성

청호서원
손처눌
유시번
정호인
손조서

창건 : 1685년(사우 건립)
 1694년 승격
 1732년 중건
 1868년 훼철
 1969년 중건

강당, 사당, 전사청, 대문채, 
신문, 비각

오천서원 양희지
1744년 창건
1868년 훼철

1905년 이건(무릉재)
2009년 강당 중건

강당, 사당, 제수청, 대문채, 
신문, 관리사

덕산서원 서섭
서감원

1926년 첨모재 건립
1994년 서원으로 중건

강당, 사당, 동재, 서재, 비각, 
내삼문, 대문채, 관리사

봉산서원 손린
1766년 창건

1844년 현지 이건
1868년 훼철

1996년 강당, 사당 건립
강당, 사당, 서재, 대문채

고산서당 이황
정경세

1560년 고산서재 창건 
1690년 서원 창건

1868년 훼철
1879년 강당 중건 후 고산서당으로 명명

강당, 대문채, 화장실

동천서당 최흥원
1820년 창건

훼철후 현지로 이건
2017년 철거

-

◼ 수성구 서원(당)의 건립시기는 청호서원이 1685년 사우로 출발하여 가장 빠른 시기에 건축되었
으나, 서원으로의 시작은 고산서원이 1690년으로 청호서원보다 4년 먼저 출발하였다. 그 뒤 오
천서원이 1744년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원군시에 모두 훼철되어 서당으로 바뀌거나 더 이
상 명맥을 잇지 못하였다.

◼ 훼철된 서원들은 해방 후 문중의 힘으로 다시 건립하여 서원으로 설립하여 향사를 지내고 있다.
◼ 덕산서원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첨모재로 시작하여 1994년에 사당을 건립하고 서원으로 면모

를 일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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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수성구의 서원 건축물들은 서원건축으로서의 정형화된 배치양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
며, 특히 봉산서원의 경우는 사당이 강당 전면의 동재가 있어야할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부적
절한 배치를 띠고 있다. 

◼ 수성구 소재 서원 건축물들은 거의가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중건하거나 신축하
여 건축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림 14> 영남읍지(대구)의 청호서원(A)과 오천서원(B) <그림 15> 해동지도(경산)의 고산서원

4.2 수성구의 재실 현황

4.2.1 수성구내에 있는 재실
<표 3> 수성구내에 있는 재실 현황

재실명 배향인물 건축연혁 건물구성
독무재 하시찬 1826년 창건 

1967년 이건
강당, 사당, 장판각, 대문채, 

내삼문
돈목재 하시찬 근년 강당
모명재 두사충 1912년 창건

1966년 중건 강당, 대문채, 화장실, 관리사

야수정 진씨문중 1900년 창건
2011년 보수 강당, 대문채

성산재 채선수 1938년 창건 강당

덕산재 장자원
1740년 창건
1917년 이건
1978년 중수

강당, 관리사, 대문채

모운당 및 충효재 정동범 1766년 창건 모운당, 충효재, 정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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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재실의 건립시기는 덕산재가 1740년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건축되었으며, 그 이후로 모
운당(1766년), 독무재(1826년)가 1900년대 이전에 건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실이 1900
년대 이후에 주로 건립되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존하는 건물들은 거의 1900년대 중반에 중건되거나 건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모운당이 
1864년에 건축되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산재가 1890년 중건하였다.

4.2.2 수성구의 재실의 건립용도
<표 4> 수성구내에 있는 재실의 건립용도

건립 용도 재실명
추모기능 모명재, 영사재, 무동재, 덕암재, 솔일재, 모운당, 덕산재, 성산재, 돈목재, 영모재
강학기능 야수정, 학산재, 계술재
제향기능 독무재, 모운당

정지언
1864년 중건

1936년 정려각, 
1995년 충효재 건립

정효각, 대문채

솔일재 박해 1934년 창건
1997년 중건 강당, 대문채

덕암재 김수남 1937년 경 창건 강당, 대문채

학산재 양달화
1700년대 강학지소
1890년 재실로 중건

1997년 중수
강당, 대문채

무동재 전경창 1900년(초가) 창건
1978년 중건 강당, 대문채

영사재 배석붕
배영 1928년 창건 강당, 대문채

보본재 전시헌  1979년 창건 철거
영모재 양달화 1913년 창건

2017년 중수 강당, 대문채
영모재 김상집 1955년 창건

철거 -
계술재 장주한 1600년대 창건

1949 중건, 2007년 중건 콘크리트건물
연호재 아산장씨문중 1996년 신축

철거 콘크리트건물
첨모재 이화옥

이병호
1934년 창건

철거
강당(정면4칸, 측면1칸)

관리사(정면3칸, 측면1칸)
삼강정사 순흥안씨 1920년 창건

철거 강당(정면4칸, 측면1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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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실의 건립용도는 대부분이 추모기능과 문중회의나 친목도모의 기능 및 문중 자제를 위한 강학
의 기능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문중회의나 추모기능이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야수정은 일반적인 재실이 명칭인 ‘~齋’와는 달리 ‘~亭’이라는 당호를 사용하고 있
는데 이는 정자의 기능을 가진 재실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호칭은 간혹 사용하고 있다.

◼ 학산재는 1700년대에 지촌 양달화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서당형 재실로 건립되었으
며, 야수정도 진씨문중의 강학기능을 겸한 재실로 건립되었다.

◼ 독무재는 재실내에 사당과 장판각을 건립하여 제향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서원의 구
조와 매우 흡사하여 매우 드문 경우로 볼 수 있다.

◼ 모운당은 경내에 재실의 또다른 재실을 건립하고, 정려각과 사당을 겸한 건물을 신축하는 등 재
실건축물의 새로운 구성법을 보여준다. 

◼ 재실에 사당을 건립하는 경우는 경북의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예를 들 수 있는데, 예천의 대지재
사도 사당을 건립하여 사우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고, 안동의 경덕사는 묘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리는 경우이다. 또한 안동의 가창재사는 실전된 묘소를 대신해 사당을 건
립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영덕의 대봉재사는 1768년에 건립하여 1835년에 충현사를 두어 대
봉정사로 명칭을 바꾸었고 1838년에 대봉서원으로 개칭하였으나 고종 때(1869)에 훼철되었다.

4.2.3 수성구의 재실의 건물구성
<표 5> 수성구내에 있는 재실의 건물 구성

건물구성 재실명
강당 야수정, 학산재, 영사재, 무동재, 덕암재, 솔일재, 성산재, 돈목재, 영모재

강당+관리사 모명재, 덕산재
강당+정려각+사당 모운당

강당+사당 독무재

◼ 건립위치 : 재실의 입지는 묘소근처에 있는 묘하재실도 있으나 대부분 좀 더 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씨족구성원들이 결속을 위한 상징적 역할이 강조된다.

◼ 수성구 재실의 건물구성은 대부분이 강당만 건립되고 다른 부속건물은 두지 않았다. 그러나 독
무재는 사당과 장판각을 두어 사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모운당은 경내에 정려각과 충효재를 
새로 건립하여 문중 선조들에 대한 추모기능을 매우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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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원·재실의 개별 현황

4.3.1 만촌동
(1) 독무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대구문화재자료 제17호 등록일 1989년 6월 15일
현 명칭 독무재 (獨茂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42길 31(만촌동)
소유자명 달성하씨 독무재파종중
시대/종류 조선시대/재실

연혁 1826년 창건, 1967년 이건
배향인물 하시찬
건물 구성 사당, 독무재(강당), 재실, 대문채, 내삼문

건축규모

독무재
정면 6칸, 측면 1칸 반

사당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홑처마/맞배지붕 겹처마/맞배지붕

이익공 민도리

장판각
정면 3칸, 측면 1칸

내삼문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홑처마/맞배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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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독무재는 벼슬도 마다하고 향리(鄕里)에 묻혀 후진양성에만 전념한 열암(悅菴) 하시찬(夏時贊: 
1750-1828) 선생을 추모(追慕)하기 위하여, 순조 26년(1826, 丙戌) 그의 제자들과 유림(儒林)에서 
세운 건물이다. 1967년 효목동에서 현재자리로 이건(移建)하였다. 
  하시찬 선생은 영조(英祖)26년(1790년) 2월 6일, 대구 만촌동에서 태여나 순조 28년(1828)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는 특히 예학(禮學)에 밝아, 팔예절요(八禮節要)란 예서(禮
書) 2권을 저술(著述) 하였다. 원래 하시찬은 현재의 독무재가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500M 지점
에, 독무암서(獨茂巖捿)란 조그만 재실(齋室)을 짓고 기거(起居) 했는데, 독무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 서인순 등과 유림에서 주동하여 학계(學契)를 만들고, 독무암서를 현 자리에 건립한 것이
다. 또 독무재 옆에는 경덕사(景德祠)가 있어 매년 삼월 상정일(上丁日)에 각지의 유림들이 모여 춘
향(春享)을 지내왔다.
  1967년 효목동 철로변에 있던 독무재는, 도시계획에 의한 3차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이듬해 4
월, 현재의 자리로 이건(移建) 하였다. 이때 이건하면서 독무재 서쪽에 경덕사(景德祠)와 장판각(藏
板閣)을 새로 지었는데, 장판각에는, 팔례절요와 열암문집(悅菴文集)의 판각(板刻)이 보관되어 오다
가, 안동(安東)에 새로 지어진 유교박물관의 장판각에서 보관하고 있다.

2) 주요인물
  가. 하시찬(夏時贊)
  열암(悅菴) 하시찬(夏時贊)선생은 영조(英祖)26년(1790) 2월 6일, 대구 만촌동에서 태어나 순조
28년(1828)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는 특히 예학(禮學)에 밝아, 팔예절요(八禮
節要)란 예서(禮書) 2권을 저술(著述) 하였다.
  하시찬은 독무암서(獨茂巖捿)란 조그만 재실(齋室)을 짓고 기거(起居) 했는데, 그곳의 생활을 다음
과 같은 시(詩)로 남겼다.
    非山非石一古巖(비산비석일고암) : 산도 돌도 아닌 오래된 바위 하나를
    古號流傳獨茂巖(고호유전독무암) : 옛날부터 그 이름을 독무암이라 하였구나.
    人獨依巖巖獨茂(인독의암암독무) : 사람이 유독 빼어난 바위를 의지 했으니
    端宜棲息主人巖(단의서식주인암) : 그 바위 끝에 나혼자 오로지 살고 있구나.
  이때가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정조 13년(1789)인데, 그는 일찍이 당대(當代)의 석학(碩學)이던 
경호 이의조(鏡湖 李宜朝)와 성담 송환기(性潭 宋煥箕)밑에서 수학(修學)하였고, 그의 명성을 듣고 
지방 곳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배우기를 청(請)하여, 독무암서는 언제나 글 읽는 소리가 끊
이지를 않았다. 
  선비로써의 명성이 높아지자 도임하는 관찰사 등은 언제나 하시찬에게 먼저 찾아와서 조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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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는데, 그의 수제자였던 중사마(中司馬) 서인순(徐麟淳)도, 수차례 스승에게 
관직을 권유 하였으나 끝내 사양하였다. 
  그가 제자를 가르치면서 틈틈이 써 펴낸, 팔례절요 상하권(上下卷)은 그의 평생 역작으로써 우리
나라 예학을 집대성 한 것이다. 

3) 건축현황
  독무재는 담으로 둘러싸인 내부로 대문채를 통해 진입하고, 정면에 독무재(강당)가 위치한다. 독
무재 좌측에는 별개의 제향공간이 위치하고, 이 공간은 내삼문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 바로 정면
에는 사당이 있고, 내삼문 좌측에는 장판각이 있다. 
  독무재의 전체 규모는 정면 6칸, 측면 1칸 반이고,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독무재는 중앙 2
칸은 대청, 양쪽 2칸은 방으로 사용한다. 또한 전면 퇴칸을 둬 툇마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독
무재의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건물의 양식은 이익공이다. 기단은 자연석기단으로 구성되고, 상부
는 강회로 마감되어 있다. 초석은 자연석이 아닌 가공 화강석이며, 평면은 원형, 입면은 사다리꼴 
형태이다. 기둥은 모두 원형이고, 방을 구획하는 기둥 2개소만 방형이다. 기둥은 고주가 없이 모두 
평주이며, 그 위로 창방, 주두, 익공, 장여, 대량, 주심도리 순으로 올라간다. 대량 위에 판대공, 장
여, 종도리가 올라가고, 그 위로 연목이 위치한다. 전면 창방과 장여 사이에는 첨차형 화반, 나머지 
면에는 소로가 위치한다. 창방과 장여 모두 방형이고, 도리는 원형이며, 대량과 퇴량은 모두 자연
목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 독무재는 홑처마이며, 맞배지붕이다. 좌·우측에 풍판이 있
다. 독무재의 창호는 대청 배면, 측면 창호는 우리판문, 방에 연결된 창호는 모두 두짝 세살널판문
이다. 
  장판각은 목판을 보관하는 곳인데, 전체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평면 형태는 ‘ㅡ’자형
이다. 내부 칸막이가 없는 통칸으로 되어 있으며, 가구구조는 3량가이다. 건물의 양식은 민도리이
다. 기단은 자연석기단이며, 상부는 방전으로 마감하고, 초석도 자연석을 사용하였다. 기둥은 방형
이며, 총 8본이 사용됐다. 그 위로 보아지,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올라가고, 대량 위에 동자대공, 
장여, 종도리가 위치한다. 도리는 모두 방형이고, 대량 또한 가공된 방형 부재가 사용됐다. 장판각
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창호는 정면 1개소가 있으며, 판문이다. 정면 상부에는 광창을 뒀고, 내
부 바닥은 우물마루이며,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이며,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양식은 
민도리이다. 내부 공간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기단은 자연석 기단으로 정면에 2단의 계단이 있
어 기단으로 이어지며, 상부는 강회로 마감하였다. 초석은 자연석이다. 기둥은 총 8본으로 모두 방
형이다. 그 위로 보아지,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올라가고, 대량 위로 동자대공, 장여, 종도리 순으
로 올라간다. 사당은 겹처마의 맞배집으로 좌·우측엔 풍판을 달았다. 창호는 정면에 3개소 위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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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문으로 상부는 살창을 설치했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이다.
  내삼문은 솟을 삼문으로 구성된다.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양식은 민도리이다. 기둥은 모두 각기
둥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지붕은 3칸 모두 맞배지붕이다. 
  대문채는 독무재에 진입하는 문으로 정면, 측면 1칸 규모이다.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양식은 민
도리이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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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목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돈목재 (敦睦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36길 38 (만촌동)
소유자명 달성하씨 봉사공파만촌동종중
시대/종류 조선시대/재실

연혁 -
배향인물 하시찬
건물 구성 돈목재

건축규모 돈목재

정면 4칸, 측면 1칸 반
3량가

겹처마/팔작지붕
민도리

1) 연혁
  돈목재는 달성 하(夏)씨의 종당(宗堂)이다. 이 건물에서 삼우정(三友亭) 하시남(夏時南 1750- 
1828년)과 열암(悅庵) 하시찬(夏時贊)이 팔례절요(八禮絶要)를 편집하였고, 경덕사(景德祠)에 배향된 
열암 시찬과 학생 시균(時筠)을 기리면서 희암(喜庵) 정(淀), 오재(悟齋) 동기(東箕), 금은(琴隱) 동규
(東奎) 등이 강학(講學)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그 후 호남(湖南) 동달(東達)이 여러 친족들의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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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건물을 중수했는데, 이 재실에 밀양 박효수(朴孝秀)의 기문이 있다.

2) 주요인물
  가. 하시찬(夏時贊) 
  하시찬(1750년∼1828년)은 조선 후기 성리학자로 자는 경양(景襄)이고, 호는 열암(悅菴)이다. 본
관은 달성(達城)이고, 출신지도 경상북도 대구이다. 대도독(大都督) 하흠(夏欽)의 후손으로, 부친은 
하문징(夏文徵)이다.
  심재(心齋) 송환기(宋煥箕),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이 깊어졌으나, 
벼슬에 대한 뜻이 없어 과거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1778년(정조 2) 
모친상을 당하자 고례(古禮)에 따라 상례(喪禮)를 치르면서 조금의 어긋남도 없었다 한다.
  1790년(정조 14) 이의조의 문인이 되면서 성리학에 뜻을 두고 학문에 힘썼다. 성리학 가운데서
도 특히 이기설(理氣說)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였으며, 역학(易學)도 깊이 연구하여 경전(經典)의 이
치를 깨우치는 데 전념하였다. 만년에는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시문집 『열암문집(悅菴文集)』 6권 3책이 있는데, 1836년(헌종 2)에 후손 하정익(夏正益), 하정창
(夏正昌)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후학과 유림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독무재(獨茂齋)를 건립하였고 경내에 장판각(藏板閣)과 경
덕사(景德嗣)를 지어 춘향(春享)을 올리고 있다.

3) 건축현황
  돈목재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문을 통과하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다. 대문채 우측에 돈목
재가 위치한다. 다른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돈목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 규모로 구성된다.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돈목재는 좌측 2
칸은 방, 3째칸은 대청, 우측 1칸도 방으로 사용한다. 정면 반칸은 퇴공간으로 둬 사용하고 있고, 
대청과 이어진다. 돈목재의 가구구조는 3량가이고, 건물의 양식은 민도리구조이다. 기단은 콘크리
트로 구성되며, 1단이다. 초석도 석재가 아닌 시멘트로 구성되며, 기단과 연결되어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정면 기단에 1단의 계단이 위치하고, 대청 앞에 디딤돌이 1개소 있다. 기둥은 정면의 
경우 원형이며, 나머지 공간은 각기둥이 위치한다. 기둥은 정면과 측면에 사용되며, 총 10본이 사
용된다. 기둥은 모두 평주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배면은 콘크리트벽체를 두고 따로 기둥을 두지 않
았다. 기둥 위로 창방, 주두,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오고, 대량 위로 동자대공, 장여, 종도리가 위
치한다. 창방 위에는 소로가 올라가고, 장여가 위치한다. 도리와 대량은 목재를 가공한 원형으로 
구성된다. 돈목재의 처마는 겹처마이고, 도리 위에 연목과 부연이 올라간다. 각 모서리에는 추녀가 
1개소씩 위치한 팔작지붕이다. 창호는 전면 네짝유리청판이 있고, 상부에는 광창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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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는 두짝유리청판문과 두짝유리창호가 위치한다. 배면에는 문 1개소와 2개소의 창호가 존재
한다. 창호는 목재로 창틀을 만들고 창호지 대신 유리를 끼워 만든 형태이다. 건물 내부 바닥은 대
청과 퇴칸은 장마루로 형성되고, 방은 장판지를 깔아 마감했다. 건물 벽체는 정면과 측면 문까지는 
창호로 연결되어 있고, 측면부터 배면까지는 콘크리트 벽체로 구성된다. 기둥이 없으며, 콘크리트 
벽 사이에 창을 내어 사용하고 있다. 내부 벽체는 벽지를 붙여 마감하고, 천장은 대청이 연등천장, 
방은 천장지를 발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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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명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모명재 (慕明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5길 14-21 (만촌동)
소유자명 두릉두씨 모명당종중
시대/종류 일제강점기/재실

연혁 1912년 창건, 1966년 중건
배향인물 두사충
건물 구성 모명재, 협문, 대문채, 화장실, 관리사

건축규모 모명재
정면 4칸, 측면 2칸 반

대문채
정면 1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겹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 2동 남부정류장 뒷편에 있는 형제봉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모명재(慕明
齋)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두사충(杜師忠)이 귀화한 후 그의 후손들
이 선조를 위해 세운 것이다. 모명재는 1912년 경산 객사(客舍)가 헐리자 그 재목을 사와 두사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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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 앞에 지은 것인데 1966년 2월 건물이 너무 낡아 중수하였다. 모명재라고 한 것은 고국인 ‘명
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이다. 

2) 주요인물
  가. 두사충
  두사충은 중국 두릉(杜陵)사람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제독 이여송(李如松)과 우리나라
를 돕기 위해 왔다. 그가 맡은 일은 수륙지획주사(水陸地劃主事)라는 지세를 살펴 진지를 펴기 적합
한 장소를 잡는 임무였다. 따라서 그는 이여송의 일급참모로서 항상 군진을 펴는데 조언해야 했고, 
조선과의 합동작전을 할 때 조선군과도 전략 전술상의 긴밀한 협의를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는 
당시 우리나라 수군을 통괄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도 아주 친했다. 
  임진왜란이 평정되자 두사충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그의 매부인 진린(陳
璘)도독과 함께 우리나라로 나왔다. 이때 두사충은 충무공과 다시 만나게 되며 충무공은 우리나라 
장수도 아닌 외국사람이 수만리 길을 멀다 않고 두 번씩이나 나와 도와주자 감격하여 두사충에게 
오언절구(五言絶句) 형식의 한시(漢詩)를 지어 마음을 표했다. 그것이 모명재의 기둥에 새겨져 있는
데 한문으로 쓴 그 시의 뜻은 다음과 같다. 

     奉呈杜僕射(두복사에게 바치는 시)
     北去同甘苦(북으로 가서는 고락을 함께 하고)
     東來共死生(동으로 와서는 생사를 함께 하네)
     城南他夜月(성 남쪽 타향의 밝은 달빛 아래에서) 
     今日一盃情(오늘 한 잔 술로써 정을 나누세)

  시의 내용을 보면 충무공이 두사충을 아낀 내용이 잘 드러난다. 이후 정유재란도 평정되자 두사
충은 압록강까지 매부 진린을 배웅한 후 자기는 조선에 귀화했다. 두사충이 귀화하자 조정은 두사
충에게 대구 시내 경상감영공원 일대를 주고 거기서 살도록 했다고 전한다. 
  두사충이 받은 땅에 경상감영이 옮겨오게 되자 두사충은 그 땅을 내어놓고 계산동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계산동 일대는 두씨들의 세거지가 되었는데 두씨들은 계산동으로 옮기자마자 주위에 많
은 뽕나무를 심었고 그 때문에 이 일대를 뽕나무 골목이라 부르게 됐다. 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누
구나 고향이 그리운 법, 수만리 떨어진 타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두사충 이었지만 고국에 두고 
온 부인과 형제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두사충은 최정산(最頂山, 현재의 대덕산) 밑으로 집을 옮겨 고국인 명나라를 생각하는 뜻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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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름을 대명동(大明洞)이라 붙이고 단을 쌓아 매일 초하루가 되면 관복을 입고 고국의 천자(天
子)를 향해 배례(排禮)를 올렸다고 한다. 
  이후 나이가 더 많아지자 어느날 자기가 젊었을 때 대구 근교를 샅샅이 뒤져잡아 둔 묘터를 아들
에게 알려주기 위해 가마를 타고 묘터가 있는 고산(孤山)으로 향했다. 그러나 워낙 쇠약한 몸이라 
도저히 고산까지 가지 못하고 담티재에서 되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두사충은 아들에게 오
른쪽의 형제봉을 가리키면서 저 산아래 계좌정향(癸坐丁向)7)으로 묘를 쓰면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 
예언했다. 따라서 그의 사후 자손들은 두사충의 유언에 따라 두사충이 잡아둔 명당까지 가지 못하
고 묘소를 형제봉 기슭에 쓰게 되었고 두사충이 잡아둔 묘터에는 나중에 고산서원(고산서당)이 들
어섰다.
  대문에 걸려 있는 만동문(萬東門) 역시 백천유수필지동(白川流水必之東)이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
데, 이것 또한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두사충이 명나라를 잊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
다. 

3) 건축현황
  모명재는 대문채를 통과해 내부공간으로 진입하면, 정면에 모명재가 위치하고, 좌측에는 협문이 
있으며, 협문 아래에는 화장실이 위치한다. 모명재 우측에는 비석과 부도비가 존재한다. 건물 주변
은 한식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담 밖 왼편에 관리사가 있다. 
  모명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 반 규모로 구성되며,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모명재는 좌·우 1
칸은 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 대청으로 구성된다. 정면 반 칸은 퇴칸을 두고 대청과 
연결된다. 가구구조는 5량가이며, 주심도리, 중도리, 종도리, 대량, 종량이 사용된다. 건물의 양식
은 민도리이다. 기단은 2단의 자연석기단이며, 정면 대청에 1개소씩 2개소의 계단이 위치한다. 초
석은 화강석이며, 원형 받침 위에 원형의 초석이 올라가는 형태로 조사된다. 기둥은 총 16본이 사
용되고, 정면, 배면, 내부의 12본은 원기둥이고, 측면의 4본은 각기둥으로 구성된다. 기둥 위로 창
방, 보아지, 주두,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오고, 대량 위로 창방, 사다리꼴 판대공, 장여, 종량, 중
도리가 온다. 그 후 종량 위로 원형 판대공, 종창방, 장여, 종도리 순으로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창
방 위로 파련형 화반이 오고 그 위로 소로가 장여를 받치고 있다. 주심도리는 원형, 나머지 중도리, 
종도리는 방형으로 구성된다. 보는 원형으로 목재를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처마는 겹처마로 지
붕은 팔작지붕이다. 건물 내 창호는 대청 배면에 2개소, 대청과 방 사이에 4개소, 외부에서 퇴칸으
로 진입하는 2개소가 위치하며, 상부에는 광창을 두고 있다. 대청 배면은 두짝의 울거미널창인데, 
하부에 높지 않는 머름을 놓고 그 위에 키가 큰 창얼굴을 만들었다. 배면 벽체는 판벽으로 구성되
7) 음양오행설에서 말하는 방위 중 묏자리나 집터 등이 계방(癸方)을 등지고 정방(丁方)을 바라보는 방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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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대청에서 온돌방으로 진입하는 문은 불발기네짝분합문이고, 문살과 창살 모두 빗살이다. 
정면 창호는 두짝세살창이고, 상부의 광창은 빗살창으로 구성된다. 온돌방 정면의 벽체구성이 모명
재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인데, 벽체를 전통적인 심벽으로 하지않고 창호의 살대와 같이 빗살문양
으로 처리한 것이 이채롭다.
  대문채는 정면과 측면이 1칸 규모이고, 가구구조는 3량가의 민도리 양식이다. 기단은 자연석기
단으로 상부는 강회다짐하여 마감했다. 초석은 모명재와 같이 화강석으로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다. 
기둥은 4본으로 모두 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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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상동
(1) 야수정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대구문화재자료 제14호 등록일 1984년 7월 25일
현 명칭 야수정 (倻搜亭)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화로 3길 19 (상동)
소유자명 진경애 외 3인
시대/종류 대한제국/가옥(재실)

연혁 1900년 창건, 2011 보수
배향인물 진씨문중
건물 구성 야수정, 대문채

건축규모 야수정
정면 5칸, 측면 2칸

대문채
정면 1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겹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야수정은 1900년경 창건된 진씨문중(秦氏門中)의 재사(齋舍)로써 1984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4호로 지정되었다. 이 재실은 한일절충식 건물이며 현재 안채 정면에는 5층 아파트
가 있으며, 좌우에는 현대식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담장은 기와잇기한 토석담이다. 2011년에 지
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있었으며, 2016년에 시멘트 담장과 철문이었던 것을 전통양식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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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담장과 사주문으로 면모를 일신하였다. 

2) 건축현황
  건립 당시 야수정은 정면 5칸, 측면 1칸반 규모였으나, 나중에 뒷부분 전체가 반칸씩 증축되어 
겹집처럼 되어 있다. 
  중앙부의 2칸 마루방을 중심으로 왼쪽에 1칸 반의 온돌방이, 오른쪽에 온돌방 1칸과 마루방 1칸
이 있으며 그 뒤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칸통과 1칸 및 반칸 크기의 온돌방이 차례로 연이어 
접하여 있다. 앞면에는 반칸 폭의 전퇴가 있고, 집 뒤에는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1칸 폭 이상 물려 
쌓아 헛간과 부엌을 증축하였다. 
  이 건물은 소로수장의 민도리집으로 화강석 기단 위에 원주형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는데, 전
면 6주(柱)는 원기둥, 나머지는 모두 각주를 사용했다. 기둥위에는 주두를 놓고 보아지를 끼웠다. 
가구의 구성은 5량가로 이루어졌는데, 전후면 퇴칸에는 내고주를 세우고 퇴량을 결구하였다. 이 때
문에 퇴칸과 마루방의 높이 차이가 다르게 되었으며, 마루방의 천장이 높게 될 수 있었다. 건물의 
마루 밑에 붉은 벽돌을 쌓아 고막이벽으로 하였고 마루에는 장마루를 깔았으며, 앞에는 4짝 격자
살 미서기 유리문을 달았고 일본식 천장에 가까운 격자천장(우물반자)으로 꾸며져 있다.
창호는 마루방 전, 후 밒 마루방에서 온돌방으로 출입하는 문을 모두 亞자형 문살을 가진 4짝 굽널 
미서기문으로 하여 창호지를 발랐다. 그러나 마루방 뒷편 방의 배면은 건물 정면의 유리문과 동일
한 문양을 가진 문을 시설하였다. 온돌방 정면은 亞자살을 가진 4짝 미서기창을 달고 하부에는 머
름을 두었다.
  이러한 기법은 20세기 초 건축양식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통 건축양식이 일본식 건
축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장마루와 일식 격자천장, 높은 천정고, 일
식 미서기창 등의 형식이 주목된다. 전통과 신문화의 융합을 볼 수 있는 시대에 따른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건축적 사료이며 현재는 직산서당이라는 한문교육 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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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산서원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봉산서원 (鳳山書院)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12길 70 (상동)
소유자명 일직손씨 참의공파종중
시대/종류 조선시대/서원

연혁 1766년 창건, 1868년 훼철, 1996년 강당, 사당 건립
배향인물 손린
건물 구성 봉산서원, 사당, 재실, 대문채

건축규모

봉산서원
정면 4칸, 측면 2칸

사당
정면 1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홑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재실
정면 2칸, 측면 1칸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홑처마/맞배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봉산서원(鳳山書院)은 조선 중기 명신(名臣)인 문탄(聞灘) 손린(孫遴) 선생의 유적을 기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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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수 상동 385-1번지에 건립한 서원이다. 손린의 자는 계진(季進) 호는 문탄(聞灘) 또는 천담(遷
潭)이다. 만년에 현 자리에 봉산재(鳳山齋)를 건립하여 서실(書室)로 삼았는데 이것이 서원의 모태
가 되었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 1735년(을묘, 영조 11년)에 도내의 유생들이 선생의 뜻을 기리었는데 당시 
관찰사인 김재증(金在曾)이 영문(營門)에 쓰기를 “선생의 지극한 효성과 뛰어난 절개는 밝기가 해와 
별 같으며, 바람소리를 듣는 것과 같으니 누구라도 우러르지 않으리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1766년(영조42년)에 수성 옛 터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고, 1799년(정조23년)에 금봉산(金鳳山)
아래(고산골, 현 효성 아파트)에 사우를 이건하였다. 이 후 1803년(순조3년) 2월에 봉암사(鳳巖祠)
에 위판을 봉안하고 1844년(헌종10년)에 다시 현재의 장소로 옮겨와 서원으로 높여 부르고 이름
도 ‘봉산서원’이라 하였다.
  이후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으나 1967년 강당을 지어 경모재라 이름 
지었다. 1996년 후손들과 유림의 뜻으로 강당인 지행당(砥行當)과 사당인 봉암사(鳳岩祠), 
재실인 송독재(誦讀齋)를 200여 평의 대지 위에 건립하고 공의 유허비도 세웠다. 여기에 우
복(愚伏), 선원(仙源) 양가의 수의첩(修誼帖)이 보존되어 있다.

2) 주요인물
  가. 손린(孫遴)
  본관은 안동 일직(一直)이고, 자는 계진(季進), 호는 문탄(聞灘)이다. 손순무(孫荀茂)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손세경(孫世經)이고, 아버지는 손덕운(孫德雲)이다. 김우옹(金宇顒)과 정구(鄭逑)의 문인
이다. 손린은 명종(明宗) 이십이년(二十二年) 정묘(丁卯, 1567)에 대구 수성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8세에 어머니 상을 당해 3년간 시묘살이를 할 만큼 효성이 지극했고 한강 정구선생의 문하에서 수
업하여 인근 대유학자인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 동강 김우옹, 여헌 장현광 선생의 찬탄을 받았
다. 그의 삼형제가 모두 동시급제 하였으나 두 형들은 합격방을 부르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비운을 
맞았다. 임진왜란 때에도 사당의 위패를 모시고 피난하여 아침저녁으로 우러러 참배하고 경전공부
를 그러지 않았다.
  1600년(선조 33) 향시에 합격한 뒤 1606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11년(광해군 3)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문묘종사론(文廟從祀論)이 일어나 정인홍(鄭仁弘)이 이를 논척하자, 
종질인 손처눌(孫處訥)과 함께 부정척사문(扶正斥邪文)을 만들어 이를 비판하였다. 이 때문에 정인
홍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오랫동안 벼슬길이 막히었다. 1615년 안동교수(安東敎授)가 되고, 1618년 
예문관봉교를 거쳐 1623년 인조반정 후 예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 병조좌랑, 단성현감을 지냈는
데 자못 치적이 있다는 평을 들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정경세(鄭經世)에 의하여 추천되어 의병장이 되었고, 난후 향리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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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하지 않았다. 정경세가 여러 차례 서신을 보내어 벼슬길에 나갈 것을 권하였지만 끝내 따르지 
않고 장현광(張顯光)·김상용(金尙容) 등과 교유하며 지냈다.
  저서로는 『문탄집(聞灘集)』이 있는데 여기에 실린 시는 강직한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걸
작으로 칭송받았다.
  장자(長子) 처각(處恪)은 증호조참의(贈戶曺參議)이고 차자(次子) 처신(處愼)은 충청도사(忠淸都事)
이고 장손(長孫) 단은 고성현령(固城縣令) 등이다. 

3) 건축현황
  봉산서원은 대문채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며, 대문채를 통과한 좌측에는 비석이 위치하고, 비석 
정면에는 서재가 위치한다. 서재 반대편에는 사당이 있고, 사당 우측, 대문채 정면에는 봉산서원의 
강당인 지행당(砥行堂)이 위치한다. 
  강당의 전체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며,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전면 1칸의 좌·우 1칸
씩이 누마루로 구성되고, 중앙 2칸은 대청이다. 후면 1칸은 좌측 1칸, 중앙 2칸, 우측 1칸으로 조
사된다. 중앙 대청 2칸을 빼고 정·좌·배·우측면은 모두 쪽마루가 내어있다. 가구구조는  5량가이
다. 건물 양식은 민도리이며, 기단은 화강석이다. 기둥은 총 16본이 사용되며, 정면 5본과 배면 2
본은 원기둥으로 나머지 기둥은 각기둥으로 구성된다. 기둥 위로 창방, 보아지, 주두와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오고, 대량 위로 동자대공, 장여, 종량, 중도리가 온다. 그 후 종량 위로 동자대
공, 종창방, 장여, 종도리 순으로 올라간다. 강당의 처마는 홑처마이며, 팔작지붕이다. 건물 내 창
호는 대청과 방 사이의 2개소, 누마루 6개소, 누마루에서 방의 2개소, 방 8개소가 위치한다. 대청
과 방 사이의 2개소는 들어열개문으로 만살불발기 사분합문이고, 누마루의 창호는 용자살 청판사
분합문으로 구성되고, 창호지 대신 유리를 사용하였다. 측면과 배면에 사용된 창호는 두짝세살창이
다. 누마루를 제외하곤 모두 목재 창틀에 창호지를 사용한다. 2칸의 방 배면에는 쪽마루 너비만한 
수납공간을 두었고, 이 공간의 측면에 만살창이 위치한다. 바닥은 누마루와 대청이 우물마루, 방은 
장판지로 구성되고, 벽체는 전통한식벽체이며, 대청 천장은 연등천장, 방은 천장지가 발린다. 쪽마
루도 우물마루로 구성되며, 누마루 아래에는 기둥 사이에 판재를 대 벽을 구성한다. 
  서재는 송독재(誦讀齋)라 편액하였는데,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된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평면 형태는‘ㅡ’자형이다. 우측 방 측면에는 수납공간이 있다. 가구구조는 3량가구조로, 양식은 민
도리이다. 기단은 콘크리트로 구성되며, 초석은 화강석으로 방형이다. 기둥은 모두 각기둥이다. 바
닥은 장마루를 깔았다.
  사당은 봉암사(鳳巖祠)라 편액하였으며,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홑처마로 구성된 풍판을 시
설한 맞배지붕이다. 기단은 콘크리트로 구성되며, 전면에는 화강석 판석을 깔아 마감한다. 정면 
좌·우에 3단의 계단을 설치해 진입 가능하게 하였다. 초석은 화강석을 가공해 사용하며, 방형의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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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석에 원형의 초석으로 구성된다. 그 위로 기둥이 올라가는데, 기둥 4본이고, 모두 원기둥이다. 
기둥 위로 보아지, 장여, 대량, 도리가 올라가며, 대량 위로 동자대공, 장여, 종도리가 온다. 도리는 
모두 원형이고, 창호는 정면에만 3개소가 위치하고, 정면에 두짝세살청판 1개소, 한짝세살청판 2
개소가 위치한다. 천장은 구조가 다 드러나는 연등천장이다. 
  대문채는 솟을삼문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중앙과 좌측은 출입문이고, 우측 1칸은 현재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기둥은 모두 각기둥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며, 맞배지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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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성동
(1) 고산서당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대구문화재자료 제15호 등록일 1984년 7월 25일
현 명칭 고산서당 (孤山書堂)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로 37길 39-3 (성동)
소유자명 고산서당 서원유림회
시대/종류 조선시대/서원

연혁 1560년 고산서재 창건, 1690년 서원 창건, 1868년 훼철, 1879년 강당 중건 후 고산서당으로 개칭
배향인물 이황, 정경세
건물 구성 고산서당, 대문채, 협문, 화장실

건축규모 고산서당
정면 4칸, 측면 2칸

대문채
정면 1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겹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고산서당은 대구와 경산 간 국도 상에서 대구와 접경지점의 북쪽에 위치하는 성동의 서원골 야
산 중턱에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앞으로는 남천이 흐르고 있다. 고산서당이 언제 세워졌는
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퇴계 이황(1501∼1570) 선생과 우복 정경세(1563∼1633) 선생이 이곳
에서 강론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1500년대에 이미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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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퇴계 선생이 지었다고 한다.
  문중의 기록에 의하면 명종 15년(1560)경에 향내의 유림이 헌성금을 모아 경산현령 윤희렴(尹希
濂)과 협의하여 이곳에 서재(書齋)를 건립하였으며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서재가 소실되
자 선조 38년(1605)에 정변함(鄭變咸), 여응주(呂應周), 진현(陳晛) 등이 중건하였으며, 인조 22년
(1644) 명유(名儒)인 동고(東皐) 서사원이 여러 차례 강론하면서 서원 운영과 의식 절차를 정하였
으며 서원 건립을 공론화 하였고, 숙종 16년(1690)8) 한홍익(韓弘翊), 정세은(鄭世誾), 한두일(韓斗
一) 등이 서원을 건립하여 고산서원의 현판을 걸고 문순공(文純公) 퇴계 이황(李滉)과 문장공(文莊
公) 우복 정경세(鄭經世) 두 사람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게 되었다. 영조 10년(1734)에 강당과 
동·서재(東·西齋)를 건립하고, 영조 52년(1776) 원우(院宇)의 중수와 정조 13년(1789) 서원의 문
루인 구도문(求道門)을 건립하였다.
  사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강당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훼철되었다가 1879년(고종 16) 
유림에서 강당만을 다시 중건하여 고산서당이라 하였다. 서당 뒷편에는 1872년 세워진 퇴계, 우복 
선생의 강학을 기념하는 유허비가 있다. 
  1984년 7월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15호로 지정되었고 1993년에 고산서당 유림회를 수성구청
에 등록하였다. 2008년 각 문중을 통하여 고산서원 유림의 후손을 찾아 유림회를 결성하였으며, 
고산서당 유림회를 고산서원서당 유림회로 개칭하고 2010년 서원 옛터와 유적지를 권리등기 취득
하고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퇴계 선생과 우복 선생의 추모 향사를 거행하고 서원 봉원을 결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 주요인물
  가. 퇴계(退溪) 이황(李滉) : 주향(主享)
  이황(1501~1570)은 명종 때의 대학자로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졌으며 퇴계학파를 형성했다. 자
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퇴도(退陶), 도수(陶叟), 시호는 문순(文純)이며 본관은 진보(眞寶)이
다.
  경상도 예안현(禮安縣) 온계리(溫溪里: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서 좌찬성 이식(李埴)의 7남 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생후 7개월에 아버지의 상(喪)을 당했으나, 현부인이었던 생모 박씨의 훈
도 밑에서 총명한 자질을 키워 갔다. 12세에 작은 아버지 이우(李堣)로부터 『논어』를 배웠고, 14세
경부터 혼자 독서하기를 좋아해, 특히 도잠(陶潛)의 시를 사랑하고 그 사람됨을 흠모하였다. 18세
에 지은 「야당(野塘)」이라는 시는 그의 가장 대표적인 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세를 전후하여 
『주역』 공부에 몰두한 탓에 건강을 해쳐서 그 뒤부터 다병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 한다. 1527년(중
8) 고산서원의 건립을 1694년으로 보는 견해(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고산서원유림

회에서 발간한 ‘고산서원 문화(2012)’의 내용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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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22) 향시(鄕試)에서 진사시와 생원시 초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성균관에 들어가 다음해에 진사 회시에 급제하였다. 1533년 재차 성균관에 들어가 김인후(金
麟厚)와 교유하고, 『심경부주(心經附註)』를 입수하여 크게 심취하였다. 이 해에 귀향 도중 김안국(金
安國)을 만나 성인군자에 관한 견문을 넓혔다.
  1534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면서 관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1537년 어머니 상을 당하자 향리에서 3년간 복상했고, 1539년 홍문관수찬이 되었다가 곧 임금으
로부터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은택을 받았다.
  중종 말년에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먼저 낙향하는 친우 김인후를 한양에서 떠나보냈다. 이 무렵
부터 관계를 떠나 산림에 은퇴할 결의를 굳힌 듯하다. 1543년 10월 성균관사성으로 승진하자 성
묘를 핑계삼아 사가를 청해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을사사화 후 병약함을 구실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1546년(명종 1)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계
(兎溪)의 동암(東巖)에 양진암(養眞庵)을 얽어서 산운야학(山雲野鶴)을 벗 삼아 독서에 전념하는 구
도 생활에 들어갔다. 이때에 토계를 퇴계(退溪)라 개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그 뒤에도 자주 임관의 명을 받아 영영 퇴거(退居)해 버릴 형편이 아님을 알고, 부패하고 문란한 
중앙의 관계에서 떠나고 싶어서 외직을 지망하여, 1548년 충청도 단양군수가 되었다. 그러나 곧 
형이 충청감사가 되어 옴을 피해, 봉임 전에 청해서 경상도 풍기군수로 전임하였다.
  풍기군수 재임중 주자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부흥한 선례를 좇아서, 고려 말기 주자학의 
선구자 안향(安珦)이 공부하던 땅에 전임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창설한 백운동서원에 편액(扁額)·
서적(書籍)·학전(學田)을 하사할 것을 감사를 통해 조정에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조
선조 사액서원(賜額書院)의 시초가 된 소수서원(紹修書院)이다. 1년 후 퇴임하고, 어지러운 정계를 
피해 퇴계의 서쪽에 한서암(寒棲庵)을 지어 다시금 구도 생활에 침잠하다가, 1552년 성균관대사성
의 명을 받아 취임하였다. 1556년 홍문관부제학, 1558년 공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여러 차례 고
사하였다. 1543년 이후부터 이때까지 관직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렀다.
  1560년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아호를 ‘도옹(陶翁)’이라 정했다. 이로부터 7년간 서당에 기
거하면서 독서·수양·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들을 훈도하였다. 명종은 예(禮)를 두터이 해 
자주 그에게 출사(出仕)를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명종은 근신들과 함께 ‘초현부지탄(招賢
不至嘆)’이라는 제목의 시를 짓고, 몰래 화공을 도산에 보내 그 풍경을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
에다 송인(宋寅)으로 하여금 도산기(陶山記) 및 도산잡영(陶山雜詠)을 써넣게 해 병풍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조석으로 이황을 흠모했다 한다. 그 뒤 친정(親政)하게 되자, 이황을 자헌대부(資憲大
夫)·공조판서·대제학이라는 현직(顯職)에 임명하며 자주 초빙했으나, 그는 그때마다 고사하고 고향
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1567년 명나라 신제(新帝)의 사절이 오게 되자, 조정에서 이황의 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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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京)을 간절히 바라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갔다. 명종이 돌연 죽고 선조가 즉위해 그를 부왕의 
행장수찬청당상경(行狀修撰廳堂上卿) 및 예조판서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신병 때문에 부득이 귀향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황의 성망(聲望)은 조야에 높아, 선조는 그를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우
찬성에 임명하며 간절히 초빙하였다. 그는 사퇴했지만 여러 차례의 돈독한 소명을 물리치기 어려워 
마침내 68세의 노령에 대제학·지경연(知經筵)의 중임을 맡고, 선조에게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
를 올렸다. 선조는 이 소를 천고의 격언, 당금의 급무로서 한 순간도 잊지 않을 것을 맹약했다 한
다.
  그 뒤 이황은 선조에게 정이(程頤)의 「사잠(四箴)」, 『논어집주』·『주역』, 장재(張載)의 「서명(西銘)」 
등의 온오(蘊奧)를 진강하였다. 노환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을 청원하면서 왕에 대한 마지막 봉사
로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저술하여 어린 국왕 선조에게 바쳤다.
  1569년(선조 2)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번번이 환고향(還故鄕)을 간청해 마침내 허
락을 받았다. 환향 후 학구(學究)에 전심하였으나, 다음해 11월 종가의 시제 때 무리를 해서인지 
우환이 악화되었다. 그 달 8일 아침, 평소에 사랑하던 매화분에 물을 주게 하고, 침상을 정돈시킨 
후, 일으켜 달라 해 단정히 앉은 자세로 역책(易簀: 학덕이 높은 사람의 죽음)하였다.
  선조는 3일간 정사를 폐하여 애도하고,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영의정 겸 경
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영사를 추증하였다. 장사는 영의정의 예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나, 
산소에는 유계(遺誡)대로 소자연석에 ‘퇴도만은진성이공지묘(退陶晩隱眞城李公之墓)’라 새긴 묘비만 
세워졌다.
  저서로는 퇴계집(退溪集), 심경후론, 역학계몽전의,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자성록(自省錄), 송원
이학통록 등이 남아 있고 작품으로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퇴계필적이 있다. 

  나.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 배향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며 경상도 상주 출신으로 자는 경임(景
任), 호는 우복(愚伏)이며, 서애(西厓)유성룡(柳成龍)의 수제자이다. 문과를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고 내외요직과 청환(淸宦)을 역임한 다음 이조판서·대제학에 이르렀다. 사후에 의정부 좌찬성
에 추증되고 문장(文莊)이란 시호가 추서되었다. 
  문장과 성리학에서 명성을 떨쳤으며 특히 기호(畿湖)계의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예학(禮學)에 밝
았다. 퇴계 이황과 서애 유성룡의 학통을 전수하여 상주권에서 서애학통을 확장시켰다. 또 송준길
(宋浚吉)이 그의 사위가 되면서 그의 학문은 영남과 기호지방에서 서로 교류하게 되었다. 
  저서로는 문집인 『우복집』과 『주문작해』·『상례참고(喪禮參考)』 등이 있고, 상주의 도남서원(道南
書院), 대구의 연경서원(硏經書院), 강릉의 퇴곡서원(退谷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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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현황
  이 서당은 네모꼴의 기와를 올린 토석담장으로 되어 대문채와 서당이 있고 근년에 건립한 화장
실이 경내에 있다. 서당 우측에 협문이 나 있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홑처마로 구성된 팔작기와지붕집이다. 평면은 가운데 2칸을 대청
으로 하고 좌우에 온돌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型)의 구성을 하고 있다. 우측방 배면에 벽장을 
두었으며, 건물의 정면과 좌·우, 대청배면에 각각 쪽마루를 시설하였다. 낮은 한단의 자연석기단위
에 덤벙주초를 놓고 기둥을 올렸는데 대청 전면 한군데만 둥근기둥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네모기
둥이다. 기둥위에는 주두없이 대량하부에 보아지만 결구하고 도리하부에 장혀를 넣은 민도리양식
이다. 가구의 구성은 3량으로 대량을 기둥위에 걸쳤는데 휘어진 부재를 사용하였다. 대량위에는 대
공을 놓고 종도리와 장혀를 건너지르게 하였다. 대공의 형태는 대청위에는 사다리꼴 판대공을, 방
에 면하는 벽체 상부에는 동자대공을 놓았다. 창호는 대청배면은 각 칸에 두짝 울거미널창을 달았
고, 창하부에는 약간 낮은 듯한 머름을 설치하였다. 대청과 온돌방이 면하는 청방간에는 각각 두짝
여닫이 문을 달았는데 굽널이 있는 세살문이다. 건물의 정면에는 두짝 세살창을 두었는데 머름은 
두지 않았다.
  서당의 정문은 사주문으로 3량의 맞배지붕집이다. 문짝은 측면 가운데에 두었다.
  서당건물은 작은 규모의 소박한 교육공간으로 재건 당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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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산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성산재 (城山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로 33길 6-27 (성동)
소유자명 인천채씨 달서제공파종중
시대/종류 일제강점기/재실

연혁 1938년 창건
배향인물 채선수
건물 구성 강당

건축규모 성산재
정면 4칸, 측면 1칸

 3량가
홑처마/팔작지붕

민도리

1) 연혁
  성산재(城山齋)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 인천인(仁川人) 채선수(蔡先修 1568∼1634)를 위한 우모
소(寓慕所)이다. 
  성동에 지어진 이 건물은 1938년에 건립되었는데, 종도리 장혀 하단에 “戊寅正月二十五日午時立
柱亥時上樑”이라는 묵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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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인물
  가. 채선수(蔡先修)
  채선수의 본관은 인천(仁川)이며 자는 경중(敬仲), 호는 달서재(達西齋)로 대구 출신이다. 아버지
는 채응원(蔡應黿)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훈도(訓導) 사공(士恭)의 딸이다. 큰아버지 
채응룡(蔡應龍)에게 입양되었는데, 천성이 영민하고 효우가 지극하였다. 장현광(張顯光)과 정구(鄭
逑)에게 수학하였다.
  원래 벼슬에 뜻이 없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할 계
획을 세우고, 1593년 권응수(權應銖)·이준(李埈) 등과 함께 군사와 식량을 모아 팔공산 전투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또 정유재란 때 곽재우(郭再祐)가 화왕성(火旺城)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의 
휘하에 들어가 여러 번 전공을 세웠다. 난이 평정되자 자택인 달서재(達西齋)에 돌아가 독서를 하면
서 여생을 보냈다. 저서로는 『달서재문집』 3권이 있다.

3) 건축현황
  성산재는 대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좌측에 성산재가 위치한다. 주위에는 시멘트 벽돌을 쌓아 담
을 구성하고 있다. 
  성산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이고,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좌·우 측면 1칸은 방으로 구성되
고, 배면에 반침, 정면에는 쪽마루를 두었다. 중앙 2칸은 대청으로 구성되고, 배면에 쪽마루가 위
치한다. 가구구조는 3량가구조이며, 민도리 양식을 사용한다. 기단은 콘크리트이며, 정면에 디딤 
계단이 2개소 위치한다. 대청 입구에는 디딤돌이 2개소 있어 진입을 수월하게 돕는다. 초석은 자연
석을 사용한다. 기둥은 총 10본이 사용되었으며, 정면 대청 중앙 1본만 원기둥이고 나머지 기둥은 
모두 각기둥이다. 반침 외부에는 크기가 작은 각기둥이 사용됐다. 기둥 위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 
대량 위로 동자대공, 장여, 종도리가 위치한다. 도리는 모두 방형이고, 대량은 방형이지만 상부는 
자연 형태 그대로 남겨 활용했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추녀가 각 모서리에 위치하는 팔작지붕이다. 
연목은 원형이며, 지붕은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사용된다. 팔작지붕에는 합각부가 위치하
고, 합각, 박공, 목기연으로 구성된다. 창호는 방에 4개소, 대청과 방에 2개소, 대청 배면 2개소, 
방에서 반침에 이어지는 2개소가 있다. 방 창호는 두짝 세살창호, 한짝 세살창호이고, 대청 배면은 
울거미 판문이며, 대청과 방 사이 창호는 한짝 세살청판창호가 있다. 방에서 반침에 이어지는 창호
는 두짝 미서기창호이다. 대청 바닥은 우물마루이며, 쪽마루도 우물마루로 구성된다. 벽체는 전통
한식벽체이고, 대청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방은 천장지를 발라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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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시지동
(1) 덕산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덕산재 (德山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39-4 (시지동)
소유자명 아산장씨  덕봉공파경산 종중
시대/종류 조선시대/재실

연혁 1740년 창건, 1917년 이건, 1978년 중수
배향인물 장자원
건물 구성 덕산재, 대문

건축규모 덕산재
정면 3칸, 측면 2칸

대문
정면 1칸

 5량가 -
홑처마/팔작지붕 겹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덕산재(德山齋)는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아산인(牙山人) 덕봉(德峰) 장자원(蔣自元)을 위한 우모소
(寓慕所)이다. 장자원은 감찰(監察) 간(芉)의 아들로서, 조선 성종 때 사마시(司馬試)에 올라 한성참
군(漢城參軍)에 이르렀다. 일찍이 덕행과 효행으로 사림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대덕산 밑에서 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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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김종직(金宗直)과도 교유가 있었다. 
  재실 중수 기록에 의하면 덕산재(德山齋)는 영조 17년(1740)에 해붕공(海鵬公)이 종족의 서당으
로 곡계정사(曲溪精舍)라 편액 하였다가 그 후 대흥동 속칭 ‘서당골’로 이건하여 ‘부모 없이는 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심을 가지고 학문에 정진하여 가문의 전통을 세우라’는 뜻에서 이로재
(履露齋)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덕산재라 편액한 것은 고종 7년(1870) 해붕공(海鵬公)이 대흥으로 이건(移建)하고 나서부
터라고 한다. 1917년 현 위치로 다시 이건하였으며, 1978년 한 차례의 중수가 있었다. 건물은 정
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2) 주요인물
  가. 장자원(蔣自元)
  아산인(牙山人) 덕봉(德峰) 장자원(蔣自元)은 감찰(監察) 간(芉)의 아들로서, 조선 성종 때 사마시
(司馬試)에 올라 한성참군(漢城參軍)에 이르렀다. 일찍이 덕행과 효행으로 사림들의 추앙을 받았으
며 대덕산 밑에서 은거하면서 점필재, 김종직(金宗直)과도 교유가 있었다. 
  장자원의 후손으로는 장지순(蔣志淳, 1875∼1962)이 대표적인데 그는 일제 강점기의 학자로 자
는 일원(源一)이고, 호는 지당(止塘)이다. 본관은 아산(牙山)이고, 출신지는 경상북도 경산(慶山)으로 
만구(晩求) 이종기(李鍾杞) 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 등 구한말 대학자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00년(광무 4) 명경(明經)으로 천거되어 도지부자사(度支部主事)를 역임하였고 같은 해에 대리로 
경산군수(慶山郡守)을 지냈다. 1910년(융희 4)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은둔하여 서사(書舍)를 짓고 ‘지당(止塘)’이라 편액한 뒤 학문에 정진하였다. 저서로 의서(醫書) 『경
험중마방(經驗重磨方)』과 문집 『지당집(止塘集)』 4권 1책을 남겼다.

3) 건축현황
  덕산재는 협문을 통과하면 정면에 덕산재가 위치하고 주위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담은 콘크
리트와 석담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덕산재의 전체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인 ‘ㅡ’자형 평면 형태를 갖는다. 좌측 2칸은 방, 
우측 1칸은 대청 전면 반 칸은 퇴칸으로 활용된다. 가구구조는  5량가이며, 민도리 양식이 사용된
다. 기단은 콘크리트이며, 초석도 콘크리트로 만든 것을 사용했다. 기단은 측면 중간에서 배면으로
는 2단으로 정면은 1단으로 구성된다. 초석은 자연석과 가공석이 혼용해 사용한다. 정면과 후면 8
본은 원기둥이 사용되고, 그 외 5본은 각기둥을 쓰며 총 13본이 쓰인다. 기둥은 정면과 배면에 4
개소씩 위치하고, 좌측면은 반칸마다 1개소씩, 방 전면에는 한칸마다 1개소씩, 우측면은 중앙에 1
개소가 위치한다. 방과 대청에 맞게 기둥의 위치가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기둥 위로 창방, 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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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로, 장여, 대량과 퇴량, 주심도리가 사용된다. 우측면 부분만 대량과 퇴량이 아닌 맞보가 위치
한다. 대량 위로 동자대공이 오고 그 위로 보아지, 장여, 종량, 중도리가 조사되고, 종량 위로 동자
대공, 장여, 종도리가 올라간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추녀가 각 모서리에 1개소씩 위치하고 총 4개
가 사용된다.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사용된다. 합각부는 합각, 박공, 
목기연으로 구성된다. 창은 방에 4개소, 대청에서 방으로 가는 1개소, 대청 3개소가 있다. 대청의 
3개소는 두짝판문이고, 대청에서 방으로 진입하는 창호는 네짝빗살청판문이다. 방 배면은 한짝세
살여닫이문이고, 정면은 두짝세살여닫이문이 위치한다. 창호는 목재창틀에 창호지를 발라 마감한
다. 대청과 툇마루 바닥은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방 바닥은 장판지를 발라 마감한다. 외부 벽체는 
전통한식벽체로 강회를 발라 마감하고, 내부 벽체는 벽지를 붙인다. 천장은 방의 경우 천장지를 붙
이고, 대청과 퇴칸은 연등천장으로 가구구조가 모두 드러났다. 
  협문은 일주문형태로 원기둥을 양쪽에 두고 대문이 위치한다. 정면 1칸으로 구성된다. 장대석 
기단으로 구성되고 상부는 강회마감으로 마무리했다. 초석은 따로 두지 않고, 기단 위에 기둥을 뒀
다. 기둥 위로 창방, 소로, 장여, 주심도리와 종도리가 사용된 3량가구조를 보이며, 연목과 부연이 
있는 겹처마로 구성된다.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측면에 박공이 위치한다. 대문은 널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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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운당과 충효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모운당과 충효재 (慕雲堂과 忠孝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공원로 7길 7 (시지동)
소유자명 청주정씨 노암공파노변문중
시대/종류 조선시대/재실

연혁 1766년 창건, 1864년 중건, 1936년 정려각, 1973년 이건, 1995년 충효재 건립
배향인물 정동범, 정지언
건물 구성 모운당, 충효재, 사당, 대문채, 협문 1, 협문 2, 화장실

건축규모

모운당
정면 4칸, 측면 1칸

충효재
정면 5칸, 측면 2칸 반

 3량가  5량가
홑처마/팔작지붕 겹처마/팔작지붕

민도리 이익공

정려각 및 
사당

정면 3칸, 측면 1칸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겹처마/맞배지붕 겹처마/맞배지붕
이익공 이익공

1) 연혁
  모운당(慕雲堂)은 철종 14년(1863)에 청주인 낙화 정필석이 그의 증조고(曾祖考) 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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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蘆庵) 정동범과 조고(祖考) 면암(勉庵) 정지언 등의 선조를 봉향하기 위해 건립한 우모소
(寓慕所)이다. 충효각, 정효각, 모운당, 충효재 모두가 적련와(赤煉瓦) 담으로 울타리 안을 
이루고 있다. 
  모운당이라고 한 것은 종선조 한강 선생의 망운이라는 뜻을 취한 것이며 경산 정공이 쓴 것이다. 
청주인 노암 정동범이 선고 동지중추부사 이태(以泰)공 사후 묘전에 3년간 시묘한 후 묘역을 멀리 
떠날 수 없다 하여 서사를 지어 모연정이라 하고 강학하던 곳이며, 후손 자헌대호군 필석이 철종 
14년(1863) 중건하여 모운당이라고 하고 선대 묘소를 추원감모하며 후손을 강학하던 곳이다. 오대
조 증좌윤공에 이르러 이곳 노변동으로 이주하였다. 
  정려각(정충각과 정효각)은 1936년, 충효재는 1995년를 지어 정충·정효 정신을 기리며 청주정
씨 좌승지공파 경산종중 후손들이 불천위를 모시고 매년 설날 선대조의 숭모제사를 올리고 있으며 
종중의 모든 행사를 시행하는 곳으로 보존하고 있다. 충효재(忠孝齋)는 후손들이 1995년에 준공했
으며 동추공의 묘갈과 노암공의 정충비 면암공의 정효비 3대 헌양 사업을 했다. 
  모운당은 1973년 4월 16일 현 위치로 이건하였는데 구부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 문틀은 교
체하였다. 
  
2) 주요인물
  가. 정동범
  노암(蘆庵) 정동범(鄭東範)은 영조4년(1728) 이인좌의 난 때 의병을 모아 성주 목사 이보혁과 함
께 합천에서 적을 격파하고 섬멸하였으나, 공로를 사양하고 귀향해 은거하였으며 양친을 지극한 효
도로 봉양하여 그를 후연거사라 일컬었다. 후에 수직부호군(壽職副護軍)에 올랐다. 그의 부인 진주 
강씨는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나. 정지언
  면암(勉庵) 정지언(鄭之彦)은 조부상에 부친을 모시고 묘소 앞에 시묘하며 3년을 지냈으며 부친
인 정동범 선생이 병에 걸렸을 때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한다. 부친을 모시고 여모살이를 할 
때 부친의 병환에 큰호랑이가 개를 던져주어 약으로 쓰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고종조에 나라
에서 정려를 내리고 아울러 이조참의로 추증하였다.

3) 건축현황
  모운당과 충효재은 대문채를 지나가면 바로 정면에 충효당이 있으며, 좌측에 모운당이 위치한다. 
우측에 협문 1이 보이고, 옆에 협문 2가 있다. 사당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며, 협문을 
통과하면 협문 2 정면에 사당이 위치한다. 협문 2 앞에는 비각이 2개소 위치하고 사당 배면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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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가 있다. 충효당 좌측에 화장실이 존재하며, 건물로 가는 길은 벽돌이며, 주변은 잔디를 식
재해 놓았다. 주변은 콘크리트 담장이 둘러져 있다. 
  모운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고, 평면 형태는 ‘ㅡ’자형 이다. 좌측 2칸은 방, 우측 1
칸도 방, 중앙 1칸은 대청으로 활용된다. 우측 1칸 배면에는 수납공간이 위치한다. 기단은 화강석 
가구식 기단으로 판석을 조립해 만든다. 기단 상부는 화강석 판석을 방전 형태로 만들어 얹어 마감
했다. 정면 3단의 계단은 1개소 위치하고, 화강석으로 조사된다. 디딤돌은 방 2개소, 대청 1개소로 
총 3개소에서 사용됐다. 초석은 원형으로 입면의 형태는 사다리꼴이다. 기둥은 총 12본이 사용되
었고, 정면 3개소, 배면 1개소에서 원기둥이 나머지는 모두 각기둥이 사용됐다. 가구구조는  3량가
이며, 민도리 양식이다. 기둥 위로 보아지, 장여, 대량, 주심도리, 대량 위로 운형대공, 장여, 종도
리가 온다. 도리는 방형이며, 대량은 자연목을 다듬어 사용한다. 도리 위에 연목이 오며, 추녀가 각 
모서리에 있는 팔작지붕이다. 합각부는 합각, 박공, 목기연으로 구성된다. 창호는 대청 2개소, 방에 
5개소, 대청에서 방에 2개소가 위치한다. 대청 정면은 네짝불발기창호인데, 만살과 빗살이 혼용되
어 사용되고, 배면은 두짝판문으로 구성된다. 방은 정면 두짝세살창호, 측면과 배면에 한짝세살창
호가 있다. 대청에서 방으로 진입하는 창호는 대청과 동일하다. 우측 방의 배면 수납공간은 네짝미
서기문으로 구성된다. 모운당 바닥은 대청이 장마루, 방은 장판지가 깔렸으며, 벽체는 전통한식벽
체이고, 천장은 연등천장이 대청에서 보이고, 방은 천장지를 발라 마감했다. 
  충효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 반의 규모이고, ‘ㅡ’자형의 평면을 갖는다. 좌측 1칸은 방, 중앙 2
칸은 대청, 우측 2칸은 방으로 사용된다. 정면 반칸은 퇴칸을 두고, 좌측 방 배면에는 반침을 두었
다. 가구구조는 5량가이며, 이익공 양식을 보인다. 기단은 모운당과 같이 가구식 기단과 판석을 사
용해 상부를 마감했다. 계단은 정면 1개소, 측면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가 있다. 디딤돌은 정면 5
칸 모두 위치한다. 기둥은 총 19본이 사용되고, 그 중 주심도리는 모두 원형, 내부 3본은 각기둥이 
사용됐다. 기둥 위에 창방, 익공, 주두와 화반,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있고, 대량 위로 동자
대공을 올리고, 장여, 종량, 중도리를 두고, 종량 위로 판대공, 장여, 종도리를 둔다. 도리 위로 연
목과 부연을 두는 겹처마이며, 팔작지붕이다. 추녀와 사래가 각 모서리에 1개소씩 위치한다. 창호
는 퇴칸 정면 5개소, 측면 2개소, 대청에서 방으로 접하는 7개소, 방은 5개소, 대청 배면 2개소가 
있다. 퇴칸 정면은 네짝빗살창호가 있고, 측면에는 판문이 조사된다. 상부에 빗살광창을 내었다. 
방 측면 창호는 외짝세살청판문이 2개소 있고, 대청에서 방으로 진입하는 창호는 네짝빗살불발기
문이고, 대청 배면은 판문이 사용됐다. 대청과 퇴칸은 우물마루로 바닥을 깔고, 방은 장판지를 깔
아 마감한다. 벽체는 전통한식벽체가 사용되고, 대청 천장은 연등천장, 방은 천장지로 마감했다. 
  정효각·정충각·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ㅡ’자형의 평면을 갖는다. 건물은 칸별로 벽체
를 두어 실(室)을 구분했으며, 중앙은 사당으로 사용한다. 기단과 초석은 모운당, 충효재와 동일하
다. 정면에 2단의 계단이 위치하고, 기둥은 총 8본이며, 원기둥이 사용된다. 디딤돌은 사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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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이익공 양식을 사용했다. 가구구성은 기둥, 창방, 익공, 주두와 삼소
로형,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있고, 대량 위로 대공, 장여, 종도리가 올라간다. 창호는 정면 
중앙에 두짝세살청판문이 있다. 바닥은 재실이 장마루, 나머지 양쪽 바닥은 화강석 판석을 깔아 마
감한다. 벽체는 중간 2개소와 배면에 전통한식벽체가 있고, 나머지 측면과 정면 벽체는 홍살이 사
용된다. 천장은 가구구조가 보이는 연등천장이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솟을삼문이고, 대문은 정면에 위치한하며 양쪽 실은 창고로 사
용중이다. 가구구조는 3량가구조에 이익공 양식을 사용했다. 사당과 부재 구성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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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솔일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솔일재 (率一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62 (시지동)
소유자명 밀양박씨 대사헌공파종중
시대/종류 일제강점기/재실

연혁 1934년 창건, 1997년 중건
배향인물 박해
건물 구성 솔일재, 대문채

건축규모 솔일재
정면 5칸, 측면 3칸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겹처마/팔작지붕 겹처마/맞배지붕+팔작지붕

이익공 이익공

1) 연혁
  솔일재(率一齋)는 밀양인 대사헌(大司憲) 박해(朴晐) 공의 우모소(寓慕所)이다. 
  솔일재는 건평 23평으로 처음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반의 홑처마 팔작지붕의 건물이었으나 지
금은 5칸(방3칸. 대청2칸)의 팔작지붕으로 중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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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인물
  가. 박해(朴晐)
  귀림(歸林) 박해 선생은 고려 충목왕 3년(1349) 밀직부원군을 지낸 문숙공(文肅公) 중미(中美)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한 학자이다. 그는 국
사가 어지럽자 벼슬을 사양하고 청주 계림에 은거하다가 경산현 서면 내매촌(현 수성구 신매동)으
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때 문평공 전백영(全伯英), 예조판서 이거, 양정공 박령 등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교우를 맺었다고 한다.

3) 건축현황
  솔일재는 대문채에서 솔일재 건물까지 석담을 둘렀고, 대문채를 통과해 바로 정면에 솔일재가 
위치한다. 대문채에서 솔일재 건물까지는 화강석 판석을 깔았고, 그 주변으로는 잔디를 식재했다. 
  솔일재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되며, 평면 형태는 ‘ㅡ’자형 이다. 좌측 2칸은 방, 중앙 2
칸은 대청, 우측 1칸은 방이고 정면 1칸은 퇴칸으로 구성된다. 대청 배면에 쪽마루가 위치한다. 가
구구조는 5량가이며, 이익공 양식이 사용됐다. 기단은 판석을 붙이고, 깔아 마감하였으며, 3단으로 
구성된다. 5단의 계단이 정면에 위치하고, 정면 5칸 모두 디딤돌이 있다. 원형 사다리꼴의 초석을 
두고, 초석 사이사이에는 낮은 고막이석을 뒀다. 기단 상부 판석은 장대석 형태로 깔았다. 기둥은 
총 19본이 사용됐고, 모두 원기둥이다. 기둥 위엔 창방, 주두, 익공과 파련형 화반, 소로, 장여, 대
량, 주심도리가 오고, 대량 위에 뜬창방, 주두, 익공 및 파련형 화반, 소로, 장여, 종량, 중도리가 
온다. 종량 위에 원형 판대공, 장여, 종도리가 온다. 주심도리는 원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방형이
다. 보는 모두 원형인 부재가 사용됐다. 솔일재의 처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창호
의 구성은 대청 배면, 퇴칸은 판문이고, 대청에서 방으로 가는 창호는 네짝 빗살불발기문과 두짝 
세살문이 있다. 세살창 옆에 벽체가 아닌 빗살고정창을 둬 사용하고 있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중앙 정면과 배면 중앙에 대문이 위치한다. 좌측 1칸은 방으
로 사용하고, 우측 1칸은 화장실로 활용중이다. 가구구조는 3량가구조이며, 이익공 양식을 보인다. 
가구구성은 대량과 주심도리, 종도리가 사용된 것으로 다른 부재들은 모두 솔일재와 동일하게 사용
된다. 기단은 화강석 판석을 블록 형태로 깔았으며, 배면 방과 화장실에 디딤돌이 있다. 대문채는 
솟을 대문 형태이며, 처마는 겹처마이며, 지붕은 중앙이 맞배지붕, 양쪽에는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다. 대문채 중앙의 대문은 널판문이고, 그 위에 상인방 위에 홍살이 세워져 있다. 양쪽 방, 화장실 
문은 두짝판문이다. 측면에는 작은 미서기 창이 있다. 창틀은 목재로 만들고, 유리가 끼워진 형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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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지산동
(1) 덕암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덕암재 (德巖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22길 23 (지산동)
소유자명 경주김씨 참의공파문중
시대/종류 일제강점기/재실

연혁 1937년경 창건
배향인물 김수남
건물 구성 강당, 대문채

건축규모 덕암재
정면 4칸, 측면 1칸 반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홑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덕암재(德巖齋)는 경주(慶州) 김침(金沈)의 선재(先齋)인데 참의공(參議公) 김수남(金守南)의 묘향
소(墓享所)로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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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청에 10세손 교현(敎賢)이 쓴 1937년에 쓴 덕암재기가 걸려 있다.

2) 주요인물
  가. 김수남
  참의공(參議公) 김수남(金守南)의 초명(初名)은 애남(愛南), 호는 우재(愚齋)이다. 인조 때 일어난 
이괄의 난에 공을 세웠으며 병자호란 때에도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贈職)
되고 아들인 대길(大吉)과 더불어 진무훈(振武勳)에 병록(幷錄)되었다.

3) 건축현황
  덕암재는 콘크리트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문채를 통과한 후 정면에는 덕암재가 있다. 
  덕암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으로 구성되고, 정면 반칸은 퇴칸, 중앙 2칸은 마루, 양쪽 1칸은 
방으로 활용된다. 정면을 제외한 측면과 배면에는 쪽마루가 위치한다. 가구구조는  5량가이고, 민
도리 양식이 사용된다. 기둥은 총 14본으로 정면 5본과 배면 1본은 원기둥이고, 나머지는 각기둥
이다. 기둥 위로는 창방, 보아지, 주두 및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오고, 대량 위로 동자대공, 
보아지, 종량, 중도리가 오르고, 종량 위로는 동자대공, 장여, 종도리가 위치한다. 도리는 모두 원
형이고, 보 또한 모두 원형이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팔작지붕이다. 창호는 정면 퇴칸 4개소, 측면 
2개소, 방 6개소, 대청 배면 2개소가 있다. 정면 네짝미서기 창은 용자살청판에 유리를 끼웠고, 퇴
칸 측면은 판문이다. 배면은 판문으로 모두 동일하고, 대청에서 방으로 진입하는 창은 세살청판이
고 문짝의 수만 다르다. 대청과 퇴칸은 원래는 정면에 창이 없는 형태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창을 달고 마루바닥 위에 장판을 깔아 마감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문채의 경우 솟을대문 형태이며,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된다. 정면 중앙은 대문이 있고, 
양쪽에는 창고가 위치한다. 가구구조는 3량가이고, 민도리 양식을 보인다. 기단은 장대석 기단에 
상부는 방전을 깔아 마감했다. 초석은 넓은 원형의 형태이며, 기둥 하부 일부에는 보강을 위한 철
판이 보강되어 있다. 초석은 총 8본이며, 중앙에 솟은 부분은 원기둥이 사용되고, 바깥 기둥은 각
기둥이 사용됐다. 기둥 위에는 창방, 보아지, 주두 및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와 대량 위에 판대
공을 두고 장여, 종도리를 올린다. 도리와 대량 모두 원형의 단면을 보이며, 처마는 홑처마이다. 지
붕은 모두 맞배지붕으로 나타난다. 창호는 중앙에 대문이 널판문으로 구성되고, 배면에 2개소의 문
은 판문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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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산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학산재 (鶴山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14길 103 (지산동)
소유자명 중화양씨 지촌공파문중
시대/종류 조선시대/재실

연혁 1700년대 강학지소로 창건, 1890년 재실로 중건, 1997년 중수
배향인물 양달화
건물 구성 학산재, 대문채, 협문

건축규모 학산재
정면 5칸, 측면 2칸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홑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학산재(鶴山齋)는 중화인(中和人) 지촌 양달화(池村 楊達和, 1694∼1756)를 위한 재사(齋舍)이다.
  원래의 건물은 초가(草家)로 1700년대 초 양달화가 세운 강학지소(講學之所)였으나 그 후 선생의 
학덕을 사모하며 문중의 자제들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서당이 너무 비좁아서 선생의 후손들이 공론
하여 1890년(고종 27년, 경인년)에 학산재로 중건하였다. 재호(齋號)는 무학산(舞鶴山)이라는 뒷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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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현재의 건물은 1997년초에 중수(重修)하였다.
  지촌의 후손인 창랑(滄浪) 양헌악(楊憲岳, 1825~1878)과 절친한 교분을 가지고 있던 월배(月背) 
월촌(月村)의 큰 학자 경도재(景陶齋) 우성규(禹成圭, 1840~1905)가 상량문을 짓고 기문(記文)을 
썼으며, 당시 합천의 대학자 시암(是庵) 이직현(李直鉉)의 지촌 시에 대한 차운시(次韻詩)를 비롯하
여 많은 학자. 후손들의 시가 편액으로 걸려 있다. 학산재 정면 현판은 고종 때의 문신이자 유명한 
서예가인 해사(海士) 김성근(金聲根)이 1891년에 쓴 것이고, 당우 왼편에는 혜재(蕙齋) 양재호(楊在
湖)가 쓴 ‘제광정(霽光亭)’이란 현판이 걸려 있고, 당우 오른 편에는 정학교(丁學敎)가 쓴 ‘학산재’란 
현판이 걸려 있다. 당우 안쪽 오른쪽 뒷 벽면에는 학남(鶴南)이라고 호(號)한 이의 ‘학산재’ 현판이 
걸려 있으며, 당우 안쪽 서쪽 벽면의 중앙에는 유명한 서예가인 석재(石齎) 서병오(徐丙五)의 스승
인 팔하(八下) 서석지(徐錫止)가 쓴 ‘혜재(蕙齋)’란 현판이 걸려 있다. 혜재는 지촌의 후손인 양재호
의 호(號)이다. 대들보 정중앙의 뒤쪽 오른편 큰 가로나무 위에 상량문이, 그 앞쪽에 기문이 붙어 
있다. 당우 안쪽 대청마루의 상부 둘레에는 지촌의 시와 그에 차운한 많은 문사들의 시가 걸려 있
다.

2) 주요인물
  가. 양달화(楊達和)
  양달화의 자는 태삼(泰三), 호는 지촌(池村), 연산조(燕山朝)에서 임사홍(任士洪)을  참할 것을 상
소하여 무오리화사류(戊午罹禍士類)를 구출하였던 대사헌(大司憲) 대봉(大峰) 양희지(楊熙止)의 후손
으로 문행(文行)으로 향리에서 명망이 높았다.

  나. 양희지(楊稀枝)
  양희지의 본관은 중화(中和) 자는 가행(可行) 호는 대봉(大峰)이며,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양미(楊
渼)이고, 아버지는 군수 양맹순(楊孟淳)이며, 어머니는 직장(直長) 정시교(鄭是僑)의 딸이다.
  1462년(세조 8) 생원·진사 두 시험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어가, 1464년에 동료 유생들과 함께 
세자가 추진하는 원각사(圓覺寺) 개창에 맹렬히 반대하였다. 1474년(성종 5)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편전에서 성종을 알현했을 때 왕으로부터 희지라는 이름과 정부(楨父)라는 자(字)를 받았
다. 이 해 검열에 임용되었으며, 이듬해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가 되었고, 1475년부터 3년간 사가
독서(賜暇讀書)하였다. 1477년 저작(著作)·박사를 거쳐, 이듬해 부수찬(副修撰)에 올라 경연관을 겸
직했고, 이어서 교리(校理)·문학·검상을 역임하였다. 1483년 정희왕후(貞喜王后)의 상을 당해 산릉
도감낭첨(山陵都監郎廳)을 맡아 이를 잘 처리하였다.
  1487년 예조좌랑, 이듬해 병조좌랑을 거쳐 1489년 장령(掌令)이 되었다. 그 뒤 1494년 연산군 
즉위 후 홍문관전한을 거쳐 상의원정(尙衣院正)으로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1497년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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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되었다. 1496년 좌부승지, 1498년 대사간으로 있다가 충청도관찰사로 나간 뒤 바로 사직하
였다.
  1500년에 다시 부총관을 거쳐 대사간이 되었으나, 박림종(朴林宗) 등을 구하기 위해 소를 올렸
다가 우의정 성준(成俊)의 배척을 받았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임사홍(任士洪)의 당여로 붕당을 만들
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자로 지목받아, 익산에 부처되었다. 1502년에 죄가 풀려 동지중추부사로 서
용되고 겸세자우부빈객(兼世子右副賓客)이 되었다. 이듬해 동지성균관사를 거쳐 한성부우윤에 이르
렀다.
  문장에 뛰어나고 재주가 있었으나 임사홍·유자광(柳子光)·노공필(盧公弼) 등과 친하고, 임금의 뜻
만 맞추려 하는 등 출처(出處)에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대봉집』이 있다. 대구 오천서원
(梧川書院)에 제향 되었다.

3) 건축현황
  학산재는 한식 토석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문채를 통과해 정면으로 화강석 판석을 따라가면 
학산재가 위치하고, 그 우측으로 협문이 있다. 길을 제외한 부분은 잔디를 식재했다. 
  학산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이고,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좌측 1칸은 방, 중앙 2칸은 대청, 
우측 2칸은 방, 정면 반칸은 퇴칸으로 활용된다. 좌측면과 배면은 쪽마루를 설치하고, 우측방은 반
칸의 반침이 있다. 건물 가구구조는  5량가이며, 민도리 양식이 사용됐다. 기단은 자연석으로 2~3
단으로 구성되고, 상부는 강회다짐하여 마감한다. 기둥은 총 20본이며, 정면 6본은 원기둥이고, 나
머지 기둥은 모두 각기둥이다. 기둥 위로 창방, 보아지, 주두 및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위치
하고, 대량 위 동자대공, 장여, 종량, 중도리가 올라간다. 종량 위로 운형대공, 소로, 장여, 종도리
가 오고, 연목만 사용된 홑처마이며 팔작지붕이다. 창호는 대청 배면 2개소는 판문이고, 대청에서 
우측 방을 진입하는 창호는 정자살 불발기창호이다. 나머지 창호는 모두 세살창호로 구성된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좌측 1칸은 창고, 중앙 대문, 우측 1칸은 화장실이다. 건물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민도리 양식을 갖는다. 기둥은 총 8본이며, 중앙 4본은 원형, 나머지는 방
형 기둥을 사용했다. 맞배지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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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파동
(1) 무동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무동재 (武洞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2안길 6-25 (파동)
소유자명 옥산전씨 통례공파종중
시대/종류 조선시대(1978 개축)/재실

연혁 1900년 초가로 창건, 1978년 중건
배향인물 전경창
건물 구성 무동재, 대문채, 협문

건축규모 무동재
정면 6칸, 측면 2칸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홑+겹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팔작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무동재(武洞齋)는 옥산인(玉山人) 계동(溪東) 전경창(全慶昌, 1532~1585)의 재숙지소(薺宿之所)이
다. 1900년에 창건하고 1978년에 중건하였다. 창건당시는 초가였고, 일부 기록에는 파산재(巴山
齋) 또는 파재란 이명(異名)도 있다. 1978년에 창랑 장택상의 사랑채를 뜯어서 그대로 이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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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종도리 장혀하부에 “檀紀四千三百十一年戊午七月初六日癸卯辰時立柱
同月初八日乙巳辰時上樑”이라는 묵서명이 있어 1978년 6월 8일에 상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재실은 전경창과 파계 전백영을 비롯한 옥산 전씨 가문에서 훌륭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
은 것이다. 무동재에서 모시는 분들 중에는 전경창 외에 또 다른 임진왜란 관련 인물로 이 전계신
(全繼信, 1562∼1614)이 있다.
  무동재는 재숙소이기도 한데 재숙소란 옛날, 제사를 지내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
하여 밤을 지내던 곳이다.
  
2) 주요인물
  가. 전경창(全慶昌, 1532~1585)
  계동(溪東) 전경창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산(慶山) 자는 계하(季賀), 호는 계동(溪東)
이며, 판서 전백영(全伯英)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전순(全珣)이다.
  24세인 1555년(명종 10)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했으며, 그 후 1561년(명
종 16) 임하 정사철의 연화재(煙花齋)를 방문하여 주자서를 강론하였고 64년(명종 19) 매암 등과 
연경서원을 창건하였으며, 1566(명종 21) 35세 때에 모당(慕堂) 손처눌(11세)과 태암(苔巖) 이주
(11세)가 공에게 배움을 청했다. 이 때 아호를 계동 즉 신천의 동쪽에 기거한다는 의미로 사용했
다. 또한 낙재 서사원(17세)과 괴헌 곽재겸(20세)이 찾아옴으로 각기 <심경>과 <근사록>을 주었다. 
1571년(선조 4) 연정 서형, 남간 서식 형제와 송탄(송담) 채응린이 청하여 청하 내연산을 유람했
다. <유산록(遊山錄)>을 남겼으나 임란 때 유실되었다고 한다.
  1572년(선조 5) 형 응창이 문과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573년(선조 6) 그의 나이 42세 비교적 
늦은 나이에 그 역시 문과에 급제했다. 1575년(선조 8) 출사해 경주, 진주교수를 시작으로 성균관 
학록, 정자,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대교, 봉교를 거처 1581년 병조좌랑(정 6품)에 올랐다. 
이 때 그때까지 일반사신이 겸하든 종계변무(宗系辨誣)업무를 전담사신이 담당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자 이를 선조가 받아들여 성사시켰다.
  성리학의 태두인 이황(李滉)의 학통을 이어받았으며, 한때 가야산에서 학문 연마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종계변무(宗系辨誣)의 중대함을 강조하며, 일반사신이 겸하여 추진하던 것을 전담사신을 
파견할 것을 상소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대구의 연경서원(硏經書院)에 제향 되었다. 저서로 『계동
집』이 있다.

  나. 전계신(全繼信, 1562∼1614)
  전계신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옥산(玉山) 자는 여중(汝重), 호는 파수(巴叟)이며, 부친은 
사재감정(司宰監正) 전련(全璉)이다. 1594년(선조 27) 무과 별시 병과에 급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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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창의 집안 동생이기도 한 전계신은 임란 발발 당시 31세의 나이로 경상좌수영 우후(정4품)
였다. 수사 박홍이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도주하는 바람에 군대가 와해되는 기막힌 처지에 놓였
다. 
  전계신과 권응수 등은 고향에 가서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한다. 권응수는 경북 영천으로 가고, 
전계신은 파동으로 돌아와 창의한다. 
  1602년(선조 35)에 경상도 동래소모진(東萊召募陣) 천총(千摠)으로 근무 중 경상도체찰사 이덕형
(李德馨)의 추천에 의하여 승려 유정(惟政)을 따라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이 공으로 첨지중추
부사가 되었고, 1604년에는 경상도우후(慶尙道虞候)가 되었다.
  1609년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가 조선과 화친을 꾀하여 통신사의 파견을 요구해오
자 1606년(선조 39) 일본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사절로서 조훤(趙暄)·손문욱(孫文彧) 등과 함께 
대마도에 건너가 일본 측의 의사를 타진하고 돌아왔다. 이후 1607년(선조 40) 첨지중추부사와 함
안군수를 역임하였다.
  1614년에 사망하였으며, 전계신을 추모하기 위해 화강서당(花岡書堂)이 건립되었다. 시문집으로 
『파수실기(巴叟實紀)』가 있다.
  전계신이 이른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대구의 선비들은 크게 애통해 했다. 그의 선배인 곽
재겸(1547∼1615) 의병장은 그 슬픔을 만사(輓詞)에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歷數風雲將  이력은 풍운의 장수였고 
    貞忠罕有君  곧은 충성 그대만한 이 드물었네.
    講和重渡海  일본과의 강화를 위하여 거듭 바다를 건너
    揚武靜收氛  무용을 떨치고 나쁜 기운을 고요히 거두었네. 
    召募能扶國  군사를 모아 능히 나라를 지탱하게 하였고 
    屯耕以助軍  둔전을 경작하게 하여 군량을 도왔네.
    嗚呼全節度  아! 전(全) 절도사여 
    位不滿酬勳  지위가 업적을 따르지 못하였네.

3) 건축현황
무동재는 한식 토석담에 둘러싸여 있으며, 대문채를 지나면 정면에 계단이 보이고 그 위를 오르

면 무동재가 위치한다. 대문채 좌측에 협문이 있다. 대문채에서 계단까지는 판석을 두어 길을 만들
었고, 그 주변에는 자갈을 깔았다. 계단을 오르는데 석축이 3단이다. 

무동재는 정면 6칸, 측면 1칸 반이며,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좌측 2칸은 방, 중앙 2칸은 대
청, 우측에서 두번째칸은 방, 가장 우측 1칸은 마루방으로 바닥을 한단 높게하여 높이를 달리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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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면 반 칸은 퇴칸으로 구성되며, 대청 배면은 쪽마루, 방 배면은 반침을 두어 사용하고 있다. 
가구구조는 5량가이며, 민도리 양식을 보인다. 기단은 가공석을 4단으로 쌓아 올리며, 상부는 강회
를 깔아 마감했다. 초석은 원형인 것과 방형인 것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화강석으로 구성된다. 
기둥은 총 21본이며, 정면, 우측면의 기둥은 원형이며, 나머지 기둥은 각기둥이 사용된다. 기둥 위
는 창방, 보아지, 주두 및 소로, 장여, 대량 및 퇴량, 주심도리가 있고, 대량 위로 대공, 장여, 중도
리가 오고, 종량 위로 대공, 장여, 종도리가 위치한다. 처마는 정면, 측면은 겹처마이고, 배면은 홑
처마로 구성된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추녀는 4개가 사용되었으나, 사래는 정면에 2개만 사용된
다. 창호는 대청 정면의 문은 네짝의 들어열개문으로 세살굽널분합문이고, 대청과 방을 연결하는 
청방간의 문 역시 네짝의 들어열개의 굽널이 있는 명장지문으로 문의 가운데 정도에 팔각 불발기
창을 두었다. 우측 대청의 창호는 네짝판문으로 구성된다. 퇴칸 측면 또한 판문이 위치하며, 반침 
배면에는 외부에서도 외짝세살창호를 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대청 배면도 판문을 설치하며, 반침
에 미서기 문이 설치되어 있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솟을대문 형태이다. 좌측은 창고, 우측은 화장실이다. 기둥은 
총 8본으로 모두 각기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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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천서원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오천서원 (梧川書院)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2안길 20 (파동)
소유자명 중화양씨 대봉공파종중
시대/종류 조선시대/서원

연혁 1744년 창건, 1868년 훼철, 1905년 이건(무릉재), 2009년 강당 중건
배향인물 양희지
건물 구성 강당, 무릉재, 전사청, 사당, 대문채, 협문

건축규모

강당
정면 4칸, 측면 2칸

재실
(무릉재)

정면 3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겹처마/팔작지붕 겹처마/팔작지붕
초익공 민도리

사당
정면 3칸, 측면 2칸

내삼문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홑처마/맞배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1) 연혁
  오천서원(梧川書院)은 조선 성종 때 대사헌(大司憲)을 지낸 중화인(中和人) 대봉(大峰) 양희지(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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凞止 1439~1504)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744년(영조 20년)에 건립된 것으로 대구지역의 23개 
서원 가운데 4번째로 건립되었다. 원래는 지금 위치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인 파령골에 
위치하였으나 1868년(고종 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고, 1905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면서 당호를 무릉재라고 하였다. 1971년 유림총회의 의결로 사당을 신축하여 오천사(悟川
祠)라 하고 당호도 오천서원으로 바꾸었다.
  서원 경내에는 사우(祠宇)와 송재(松齋) 양세흥(楊世興)의 강학소인 무릉재(武陵齋)가 있으며, 야
트막한 야산기슭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2개의 영역으로 분리 배치되어 있다. 좌측으로는 외삼문(外
三門), 강당(講堂), 제수청(祭需廳)이 일곽(一廓)을 이루고 있으며, 강당 우측에 제향공간(祭享空間)
인 사당이 한단 높게 토장(土墻)으로 둘러싸여 일곽(一廓)을 이루고 있다. 외부에서 별도로 진입할 
수 있게 강당과 사당의 출입이 분리되어 있으며, 향사(享祀)시 활동이 편리하도록 강당 우측에 협
문(夾門)을 두어 사당과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 주요인물
  가. 양희지(楊凞止, 1439~1504)
  양희지의 자는 가행(可行)이요 호는 대봉(大峯)으로 본관은 평안도 중화(中和)이다. 세종(世宗) 21
년(1432)에 군수(郡守) 양맹순(楊孟淳)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집안이 외롭고 가난하여 떠돌아다니
며 울산으로 여식(旅食)할 때 양근군수(揚根郡守) 이종근(李宗根)의 아버지인 충속공이 그의 사람됨
을 보고 한눈에 들었다. 문의현령(文譩縣令)도 지낸 바 있었던 이종근에게는 1남1녀가 있어 위 딸
을 주게 하여 공을 사위로 삼게 되었으니 충숙공(忠肅公)이 예의 손서가 되어 울산에 살게 되었다. 
세조(世祖) 8년(1462)에 이르러 사마시(司馬詩)의 생진과(生進科)와 소과(小科)에 합격하여 세조 10
년(1464)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원각사(圓覺寺)의 개혁안을 맹렬히 반대 하였다. 성종(成宗) 5년
(1474)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응시 병과로 급제하여 되어 성종의 부름을 받아 편전(便殿)에서 알
현 희지(稀枝)라는 이름과 정부(楨父)라는 자(字)를 하사 받았다. 그러나 뒤에 이르러 그는 다시 초
명을 사용하였다. 등과한 뒤에 검열(檢閱)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에는 승문원 정자(承文院 正字)로 
사가독서를 하고 성종 9년(1478) 부수찬에 올라 경연관을 겸직하였다. 이어 교리(校理) 문학(文學) 
검상 대사간 충청도 관찰사 등을 거쳐 도승지로 직재학을 겸했다가 연산군(燕山君) 4년(1498) 무오
사화가 일어나자 직을 사퇴하여 버렸다. 뒤에 다시 대사헌 부제학 형조참판 등으로 여러 차례 임명
되었으나 직을 맡지 않았다. 연산군 6년 다시 대사관의 직에 나아가 무오사화로 극변으로 귀양 보
냈던 사람들을 남쪽지방으로 옮기도록 하였다가 노사신(盧思愼)을 유자광(柳子光) 등으로부터 노획
되어 삭직을 당하고 전리(田里)에 쫒겨난 몸이 되었다. 이에 앞서 한훤당(寒暄堂) 김광필(金宏弼)이 
희천(熙川)의 적소(謫所)에 있을 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가 어천찰방(漁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감에 알고 글을 써주어 그로 하여금 김굉필의 문화에 들게 하였다. 그 후 연산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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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504)에 복관이 되어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우빈객(右賓客)이 되었으나 곧 병사하고 
말았다. 
  성종24년(1493) 10월에 장령(掌令)으로 있으면서 좌병영의 이영(移營)을 건의한 일이 있었다. 
공은 말하기를 국가의 주장(主將)되는 자는 마땅히 왜인(倭人)과 더불어 뒤섞인 곳에는 있을 수 없
으니 좌수영(左水營)을 개운포로 이설한 것은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이나 병마절도사영이 또 울산
에 있어 염포의 왜인과는 더불어 가까이 있고 이는 수로(水路)로 10여리요 육로로 겨우 20여리에 
지나지 않으며 소리치면 서로 들릴 정도라 바로 볼 때 성위의 깃발을 역력히 볼 수 있어 좌병영(左
兵營)을 내지로 옮겨 엿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울산 출신이었던 공은 누구보다도 
울산사정을 소상하게 잘 아는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연산군 10년(1504)에 65세로 죽은 공은 글
씨를 잘 썼으며 문집으로 대봉집(大峯集)이 있으며 오천서원(梧川書院)에 제향 되었다.

3) 건축현황
  오천서원의 경우 대문채로 진입하면 오천서원이 정면에 위치하고, 좌측에 재실이 있다. 재실 배
면으로 화장실이 있고, 오천서원 우측으로 사당 공간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 오천서원에서 사당으
로 가는 협문이 있고, 사당 입구는 내삼문이고, 정면에 사당이 위치한다. 주변은 한식석담으로 둘
러싸여있다. 내부 공간은 자갈을 깔아 마감하였다. 
  오천서원은 정면 4칸, 측면 2칸이고,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중앙 2칸은 대청이고, 양쪽 1칸
은 방으로 구성된다. 정면에 쪽마루 공간을 두고, 가구구조는 5량가에 초익공 양식이 나타난다. 기
단은 장대석 기단이오고 정면이 배면보다 높게 나타난다. 기단 상부는 장방형의 판석을 깔아 마감
한다. 정면에 5단의 화강석 계단이 위치하고, 정면에 쪽마루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초석은 방형의 
받침석에 원형의 화강석이 더해져 기둥을 받치고 있다. 기둥은 총 14본으로 주심기둥은 모두 원기
둥이고, 나머지 내부 기둥 2본은 각기둥이 사용된다. 기둥 위로 창방, 보아지, 소로, 장여, 대량, 주
심도리, 대량 위로 판대공, 장여, 종량, 중도리, 종량 위로 판대공, 장여, 종도리가 올라간다. 도리
는 모두 방형이고, 대량은 원형이다. 처마는 겹처마로 구성되며, 추녀와 사래가 사용되는 팔작지붕
이다. 창호는 대청 배면에 판문이 있고, 대청에서 방으로 가는 세살청판불발기문이 있으며, 정면 
창호는 모두 세살청판으로 조사된다. 그 외 창호는 조사되지 않는다. 대청의 경우 바닥은 우물마
루,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구성되며, 방 바닥과 천장은 장판지와 종이반자로 마감한다. 벽체는 전통
한식벽체이다. 
  재실은 무릉재라는 편액이 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각 칸마다 별실로 구분하여 방으로 사
용한다. 기단은 장대석기단과 상부에는 장방형 판석을 깔았다. 정면에는 2단의 계단을 두고, 정면 
3칸에는 모두 디딤돌이 놓여있다.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민도리 양식이다. 기둥은 총 8본이며, 모
두 원기둥이 사용된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팔작지붕이다. 창호는 정면이 두짝 세살굽널창호, 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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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출입문이 1개소, 좌측면에 외짝 출입문, 방 내부를 구획하는 미닫이창이 2개소 존재한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3량가의 가구구조를 갖고, 민도리 양식이다. 중앙에 대문이 
위치하고, 양쪽엔 방이 온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맞배지붕이다. 
  내삼문은 사당을 가기 위한 건물로 솟을삼문 형태이다. 실 구분 없이 터진 공간으로 나타난다.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정면 3칸 모두 문을 달았다. 기둥은 각기둥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고, 가구구조는  3량가에 민도리 양식을 보인다. 기단은 콘크리트
로 구성되며, 꽤 높게 구성된다. 2단의 계단이 양쪽 정면에 위치하고, 초석은 원형으로 화강석을 
가공해 사용했다. 좌·우 입구에 디딤돌을 두어  진입을 도왔고, 정면 창호는 판문으로 얇은 판재들
을 덧붙여 창호를 구성했다. 기둥은 8본으로 모두 원기둥이다. 기둥 위로 창방, 보아지, 주두 및 소
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 대량 위로는 판대공, 장여, 종도리가 온다. 실 내부는 3칸을 다 통하게 
두고 홑처마의 맞배지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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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황금동
(1) 덕산서원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덕산서원 (德山書院)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46길 5-3 (황금동)
소유자명 달성서씨 판서공파종회
시대/종류 현대/서원

연혁 1926년 첨모재로 건립, 1994년 서원으로 중건
배향인물 서섭, 서감원
건물 구성 강당, 동재, 서재, 사당, 대문채, 내삼문, 협문, 비각, 관리사

건축규모

강당
정면 4칸, 측면 1칸 반

동재
정면 3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홑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서재
정면 3칸, 측면 1칸

사당
정면 3칸, 측면 1칸

 5량가  5량가
홑처마/맞배지붕 겹처마/맞배지붕

민도리 초익공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내삼문
정면 3칸

 3량가 -
홑처마/맞배지붕 겹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전사청 및 

관리사

정면 3칸, 측면 1칸
비각

정면 1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홑처마/팔작지붕 겹처마/맞배지붕
민도리 이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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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덕산서원(德山書院)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절개를 지켰던 남은(南隱) 서섭(徐涉)을 추모하기 위
해 건립한 것이다. 그는 달성서씨 판성공파(判書公派)의 파조(罷朝)로 세종 때 대과에 급제했으며, 
단종 때에는 이조판서까지 올랐으나,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세
상을 떠날 때까지 자연을 벗 삼아 은둔생활을 하였다. 그의 충절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서원을 세우고 향사를 지냈으며 대표적인 곳이 무주의 분양서원, 영일의 중앙서원이다.
  덕산서원의 강당은 4칸으로 강당은 충정당(忠正堂)이다. 동재는 3칸으로 구인재(求仁齋)이고 서
재 또한 3칸으로 존성재(存誠齋)이다. 사당은 경의사(景義祠)로 강당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강당
의 서쪽 벽 위에 이수락(李壽洛)의 덕산서원기(德山書院記)가 편액되어 있고 기둥에는 주련이 걸려 
있다. 대문인 외삼문은 숭절문(崇節門)이고 내삼문은 유현문(維賢門)이다. 정당의 동편에 남은 서선
생신도비(南隱 徐先生神道碑)와 비각(碑閣)이 있고 강당의 남쪽에 덕산서원 사적비가 있다.  
  봉안위는 세종조의 이조판서 남은(南隱) 서섭(徐涉)을 주향으로 하고, 아들 생원 서감원(徐坎元)
을 배향하고 있다. 서섭의 유문(遺文)은 조선조에는 금기시 되는 바가 있어 자손들이 드러내지 못
하였다. 1920년(경신)에 이르러 후손 서의곤(徐義坤)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경전연의(經傳演義)』와 
상소문, 시(詩), 서(書) 약간편이 발견되어 공의 행적이 400여 년 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후손
들과 사림들이 뜻을 모아 1926년에 선생의 묘소가 있는 황금동 무학산 동쪽 형제봉 아래에 첨모재
를 건립한 것을 1954년 8월 중수하였다. 1926년 그의 묘소 아래 담모재(膽慕齋)를 건립, 그를 주
향(主享)하고 1994년 그의 아들인 서감원(徐坎元)과 아울러 두 부자를 배향하면서 유림에서 덕산서
원(德山書院)으로 개칭, 중건하였다.

2) 주요인물
 가. 서섭(徐涉)
  서섭(徐涉)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로 호는 남은(南隱) 본관은 달성이다. 부친 승사랑(承
仕郞) 광흥창부승(廣興倉副承) 서문한(徐文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세종조 때 등과한 후, 문종조‧단종조에 벼슬을 지냈고, 관직은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
書)에 올랐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란 때 수양대군이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 등을 죽이고, 안평대군 
부자를 강화도로 귀양보내자, 간신들을 물리치고 집현전 학자들을 등용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영월사변(寧越事變) 때 「문영월사변통곡(聞寧越事變痛哭)」이라는 시를 남기고 낙향한 후, 호를 남
애(南涯)에서 남은(南隱)으로 바꾸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은둔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그의 행적을 모르고 있다가 문녕월사변통곡(聞寧越事變痛哭), 문륙신순절감음(聞六臣
殉節感吟), 재적소시시(在謫所時詩)와 여손격재(與孫格齋) 업서(業瑞), 계자손설(戒子孫說), 백형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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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伯兄親監祭文)들이 포함된 유고(遺稿)와 그 행장(行狀)이 1924년 그가 살던 낡은 집 친정에서 
발견되어 늦게나마 그의 충절을 알게 되었다. 유림들은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중양재(中陽齋)‧분
양서원(汾陽書院)을 건립하고 향사를 지냈다. 또한 첨모재(瞻慕齋)와 신도비를 건립하여 그의 유지
를 기렸다.
  저서로 『남은선생집(南隱先生集)』 2권 1책이 있다.

  나. 서감원(徐坎元)
  서감원은 남은 서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잠영세가(簪纓世家)에서 출생하여 생원과(生員
科)에 오르고, 성균관에 거재하시면서 큰 뜻을 품었으나, 선군의 연고로 초야에 물러나 고수동강(固
守東岡)의 지조를 지켰다.
  성종 15년(1484) 8월 2일에 구언(求言) 상소를 올렸다가 많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문
을 당하게 되었다. 상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주공(周公)을 본받을 것, 빈번한 토목 공사의 문
제점, 궁궐 확장의 문제점, 불교의 폐단, 부모의 3년 상(喪) 권장, 수령 임명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종은 승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상소에 나를 꾸짖는 말이 많다」하고, 또 초야의 
선비가 조정을 멸시한다는 등의 말로 크게 진노하여 추국하려 하였다. 이때 정창손(鄭昌孫), 한명회
(韓明澮), 심회(沈澮), 윤필상(尹弼商), 노사신(盧思愼), 이극배(李克培), 김겸광(金謙光), 윤호(尹濠), 
서거정(徐居正), 허종(許琮), 한치례(韓致禮) 등이 모두 「구언(求言)을 하고 죄를 준다면 언로가 막힐 
것이니, 직언한 사람을 죄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간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관찰사 이육
(李陸)에게 명하여 혹심한 추국을 계속하였던 바, 형옥 중에서 운명하였다.
  성균생원 서공(徐公) 실기(實紀)가 세상에 전하고 대구의 덕산서원에 배향되었으며 그의 사적이 
성종실록에 등재되어 있다.

3) 건축현황
  덕산서원은 대문채를 통하면 정면에 ‘충정당(忠正堂)’이라 편액된 강당이 위치하고, 우측엔 동재, 
좌측엔 서재가 위치한다. 본채 좌측에는 전사청과 결합된 관리사가 오고, 우측에는 비각이 있다. 
강당 뒤편으로 난 계단을 올라 내삼문을 진입하고, 정면에 사당이 위치한다. 내삼문 우측에는 협문
을 뒀다. 건물 주변을 한식석담이 둘러싸고 있다. 내부 공간은 방전 형태의 벽돌이 깔린다. 
  덕산서원의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이고,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좌측 2칸은 방, 우측 
1칸은 대청, 우측 1칸은 방으로 구성된다. 정면 반칸은 퇴칸을 둬 사용하고, 배면에는 반침과 쪽마
루가 설치된다. 가구구조는 5량가에 민도리 양식이다. 기단은 장대석 기단이 오고, 기단 상부는 강
회 깔아 마감한다. 정면에 1단의 화강석 계단이 위치하고, 정면에 방과 대청에 디딤돌이 2개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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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초석은 원형의 화강석이 기둥을 받치고 있다. 기둥은 총 15본으로 정면 기둥은 모두 원기
둥이고, 나머지 내부 기둥 10본은 각기둥이 사용된다. 기둥 위로 창방, 보아지,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가 결구되고, 대량 위로는 동자대공, 장여, 종량, 중도리, 종량 위로 동자대공, 장여, 종도
리가 올라간다. 처마는 홑처마로 구성되며, 추녀가 사용되는 팔작지붕이다. 창호는 대청 배면에 네
짝 판문이 있고, 대청에서 방으로 가는 문은 네짝 들어열개문인데 정자살의 불발기창이 있으며, 정
면 창호는 모두 세살창호로 조사된다.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좌측 2칸, 우측 1칸으로 구획하여 방으로 사용한다. 기단은 장
대석기단과 상부에는 강회를 깔았다. 가구구조는 5량가이며, 민도리 양식이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
이 사용된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맞배지붕이다. 창호는 정면에 두짝세살청판창호, 측면에 네짝세
살 미닫이창호가 사용되고, 방 내부 구획 창호는 네짝 용자살 미닫이문을 사용하고 목재 창틀에 창
호지를 붙여 마감한다. 배면은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동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좌측 2칸, 우측 1칸으로 구획하여 방으로 사용한다. 정면에는 
쪽마루를 두고, 배면에는 반침을 두었다. 기단은 장대석기단과 상부에는 강회를 깔았다. 계단은 위
치하지 않고, 정면 3칸에는 모두 디딤돌이 놓여있다.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민도리 양식이다. 기
둥은 총 8본이며, 모두 원기둥이 사용된다. 기둥 위에 창방, 보아지, 주두 및 소로, 장여, 대량, 주
심도리가 오고, 대량 위에 동자대공, 장여 종도리가 위치한다. 처마는 홑처마이며, 맞배지붕이다. 
창호는 정면에 세살청판창호, 좌측면에 네짝세살 미닫이창호가 사용되고, 방 내부 구획 창호는 네
짝세살청판 미닫이문을 달았다. 배면과 우측면에는 창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가구구조는  5량가에 초익공 양식을 보인다. 기단은 판석을 깔
아 마감하고, 2단으로 구성된다. 2단의 계단이 양쪽 정면과 측면에 위치하고, 초석은 방형 받침석 
위에 원형으로 화강석을 가공해 사용했다. 좌·우 입구에 디딤돌을 두어 진입을 도왔고, 정면 창호
는 판문으로 창호를 구성했다. 기둥은 8본으로 모두 원기둥이다. 기둥 위로 창방, 익공, 주두 및 소
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를 놓았고, 대량 위로는 대공, 장여, 중도리, 종량 위로는 대공, 장여, 종도
리가 온다. 실 내부는 3칸을 다 통하게 두고,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구성된다. 측면에 풍판을 달아 
건물에 오는 피해를 줄였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3량가의 가구구조를 갖고, 민도리 양식이다. 3칸 모두에 대문
이 위치한다. 기둥은 총 8본으로 모두 원기둥이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맞배지붕으로 솟을삼문 형
태로 구성된다.
  내삼문은 사당을 가기 위한 건물로 솟을삼문 형태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정면 3칸 모두 
문을 달았다. 기둥은 4본이고, 각기둥이다. 일주문 형태이며, 기단은 동재와 동일하다. 초석은 장방
형 형태로 나타난다. 가구부재 구성은 기둥, 장여, 도리, 연목, 소로, 부연, 개판으로 구성되며, 지
붕은 3칸 모두 맞배지붕이다. 중앙이 높게 솟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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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각은 정면, 측면 1칸이고, 정방형 평면 형태를 갖는다.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이익공 양식으
로 조사된다. 내부에는 비석이 위치하며, 문과 벽체는 따로 없고 홍살을 둘러 감싸고 있다. 기둥 위
로 창방, 익공, 주두 및 첨차형 화반,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 위로 대량, 판대공, 장여, 종도리
가 위치한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맞배지붕이다. 측면은 풍판이 오고 건물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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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사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영사재 (永思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35길 (황금동)
소유자명 성주배씨 필동파 황금종중
시대/종류 일제강점기/재실

연혁 1928년 창건
배향인물 배석붕, 배영
건물 구성 영사재, 대문채, 협문

건축규모 영사재
정면 4칸, 측면 1칸 반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겹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영사재(永思齋)는 성산인 배석붕(裵錫鵬)과 배영(裵泳)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28년에 세운 
재사(齋舍)이다. 배석붕의 호는 모재(慕齋)로 아버지에 대한 효도가 지극한 효자로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있을 때 단지주혈(斷指注血)하였으며 돌아가신 뒤에도 여묘(廬墓)하였다고 전한다. 배영의 호
는 공천(孔川)으로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지극한 효자로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있을 때 단지주혈(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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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注血)하여 삼일을 회생하게 하였으며 돌아가신 후에 죽만을 먹으며 3년 상을 마쳤다고 한다. 일
화에 제삿날에 소리개가 날아와 제육(祭肉)을 물고 가거늘 영(泳)이 자기의 죄 탓으로 돌려 가슴을 
치며 통곡하니 소리개가 그 고기를 도로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조정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져 조정
에서 효자로 정려(旌閭)했다.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정면 4칸 중, 중앙에 대청 2칸을 중심으로 양편에 각각 방 1칸씩 2칸, 옆
면은 3칸이며 골기와 팔작지붕으로 지어진 건물로 부연이 있다. 서편으로 툇마루가 있고 마루와 
뜨락 사이에는 벽돌로 쌓아 올려 마루 밑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정원에는 배롱나무, 측백, 사
철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정문인 솟을대문 외에 서편에는 작은 쪽문이 있다. 성산 배씨 선산
은 현 경북고등학교 자리에 있던 것을 성주군 용암면 사곡동 후산으로 이장하였으며 문중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5일 이전 일요일을 택하여 영사재에서 묘제를 올리고 있다.

2) 주요인물
  가. 배석붕(裵錫鵬) 
  배석붕은 아버지에 대한 효가 지극 정성한 효자로서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을 때 단지주혈(손가
락을 잘라 그 피를 주입하는 것)과 돌아가신 뒤에도 여묘(무덤 주위에 오두막을 짓고 기거)를 했다
고 한다. 또한 배영은 어머니에 대한 효가 지극하여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을 때 단지주혈을 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죽만을 먹으면서 3년을 보냈다고 한다

  나. 배영(裵泳, 1810~1852) 
  배영은 조선 후기 유학자로, 자는 함중(涵中)이고, 호는 공천(孔川)이다. 본관은 성산(星山)이다. 
고려 삼중벽상공신(三重壁上功臣) 배위준(裵位俊)의 24세손으로, 부친은 배석붕(裵錫鵬)이다. 처부
는 안동김씨(安東金氏) 김희건(金希鍵)이다.
  어려서부터 효행이 뛰어났고 재주가 빼어났다. 15세 때 외와(畏窩) 최림(崔琳)에게서 『소학(小
學)』을 7년간 배워 그 진수를 깨달았으며, 만년에는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과 교유하였다. 그는 
『소학(小學)』과 『주서석의(朱書釋義)』를 가까이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기
설(理氣說)」, 「성정설(誠正說)」, 「물아상형개지위귀설(物我相形改之爲貴說)」, 「시중설(時中說)」 등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부친상과 조모상, 모친상을 연이어 당해 9년간을 상중에 있으면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예
를 갖추어 시묘살이를 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위독하였을 때는 손가락을 끊어 피를 넣어 드려 3일
간 생명을 더 연장하도록 하였다.
  그는 향리의 풍속을 교화하는 일에도 열중하여 마을에서 남녀가 어울려 모심기를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천연두에 걸려 온 가족이 죽은 집안을 위해 자신의 가재도구를 팔아 장사 지내주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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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는 이러한 효행과 학행으로 천거되어 정려(旌閭)되었으며, 호세(戶稅)가 감면되었다. 이러한 그
의 행적은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과 『대구읍지(大邱邑誌)』에 실려 있다.
  묘소는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용암면(龍巖面) 사곡동(沙谷洞) 후돈봉에 있으며, 저서로 문집 
『공천선생문집(孔川先生文集)』이 전한다.

3) 건축현황
  영사재는 콘크리트 담장을 두르고, 그 내부로 건물이 위치한다. 대문채를 통하면 정면에 영사재
가 보이고 영사재 좌측에 협문이 위치한다. 
  영사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이고,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중앙 2칸은 대청, 양쪽 1칸씩
은 방으로 구성된다. 정면 반칸은 퇴칸을 둬 사용하고, 배면에는 반침과 쪽마루가 설치되고, 좌측
면에도 쪽마루를 뒀다. 가구구조는 5량가에 민도리 양식이 나타난다. 기단은 콘크리트로 구성되고, 
초석은 원형의 화강석이 기둥을 받치고 있다. 초석 사이는 벽돌로 고막이석을 막아 구성하고 있다. 
기둥은 총 14본으로 정면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고, 나머지 기둥 9본은 각기둥이 사용된다. 기둥 
위로 창방, 보아지, 주두 및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 대량 위로 동자대공, 장여, 종량, 중도리, 
종량 위로 원형 판대공, 장여, 종도리가 올라간다. 처마는 겹처마로 구성되며, 팔작지붕이다. 창호
는 대청 배면에 판문이 있고, 대청에서 방으로 가는 네짝 빗살불발기문이 있으며, 퇴칸 측면에도 
판문이 위치한다. 나머지 방에 설치된 창호는 두짝 세살창호이다. 정면 창호는 모두 세살창호로 조
사된다. 
  대문채는 솟을삼문 형태로 구성된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중앙에 대문이 위치하고, 양쪽에는 
방이 위치한다. 3량가의 가구구조를 가진 민도리 양식이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맞배지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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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호서원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청호서원 (靑湖書院)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46길17(황금동)
소유자명 일직손씨 모당공파종중
시대/종류 조선시대/서원

연혁 1685년(사우 건립) 창건, 1694년 서원 승격, 1868년 훼철, 1969년 중건
배향인물 손처눌, 류시번, 정호인, 손조서
건물 구성 강당, 외삼문, 사당, 내삼문, 전사청, 협문, 비각

건축규모

강당
정면 4칸, 측면 1칸 반

외삼문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홑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사당
정면 3칸, 측면 2칸

내삼문
정면 3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겹처마/맞배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전사청
정면 1칸, 측면 1칸

비각
정면 1칸, 측면 1칸

 3량가  3량가
홑처마/맞배지붕 겹처마/맞배지붕

민도리 이익공

1) 연혁
  청호서원(靑湖書院)은 1685년(숙종 11)에 조선조 대학자였던 모당(募堂) 손처눌(孫處訥)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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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우로 창건되었는데, 청호사는 1694년(숙종 20)에 서원으로 승격되어다. 1731년(영조 
7)에 소실된 것을 1732년(영조 8)에 중건하였으며, 1755년(영조 31) 손처눌의 제자인 사월당(沙月
堂) 류시번(柳時蕃), 1795년(정조 19)에 양계(暘溪) 정호인(鄭好仁)과 손처눌의 6대조인 격재(格齋) 
손조서(孫肇瑞)를 추가 배향하였다. 1968년(고종 5)에 흥성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이 후 1930년 경 강당을 건립하였으나 1971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듬해인 1972년에 강당과 
상인사(尙仁詞)를 중건하고 서원 입구에 유허비를 세웠으며, 1981년에 중수하였다. 1981년, 1990
년과 2008년 등 수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원의 입구에 있는 모당선생유허비는 일제 때 의병장이던 김도화(金道和)가 지은 것이다.
  
2) 주요인물
  가. 손조서(孫肇瑞 1412~1473)
  본관은 일직(一直), 자는 인보(引甫), 호는 격재(格梓) 정평공의 현손이며 진성현감 관의 맏아들로 
태종12년(1412) 일직 송리에서 출생하여 밀양 용평리 증벌촌에서 성장하였으며 향년 61세로 졸하
였다. 모당선생의 6대조로 세종14년(1432)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세종 17년(1435) 23
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사헌부감찰, 병조정랑을 거쳐 집현전학사로 박팽년, 성삼문 제현과 함께 한
림원에서 함께 있다가 단종 원년(1453)외직으로 옮겨 봉산군사로 재임하였다. 세조2년(1456) 성
삼문 등이 단종 임금의 복위를 꾀하다가 순절하자 결연히 벼슬을 던지고 환향하였다. 세조는 여러 
차례 공의 고충학덕(高忠學德)으로 인해 기용코자 하였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고 학문에 힘써 경전에 깊이 통하고 시문에 능했으며 도학이 깊어 
<심경연의(心經衍義)><근사록연의(近思錄衍義)>를 지었고 김굉필, 정여창 등 거유들이 공에게 사사
(師事)하셨고 문장, 학문으로 점필재와 아울러 일컬을 만큼 당대의 거벽이었다.
  옛 임금 단종을 사모하여 충절에 명(命)을 바친 옛 벗(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등)들을 슬퍼
하여 미사인(未死人)으로 자처하면서 원근에서 많은 선비들이 가르침을 청하여 찾아 들었으나 공은 
한결 같이 사양하여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어 비분강개로 생애를 지웠다.
  세상의 일과는 연을 끊고 선왕에 대한 절의를 지킨 선비로 그의 학행은 일두 정여창, 한훤당 김
굉필이 스승으로 예로써 공경하였고 문장은 박팽년, 점필재 김종직과 막역한 사이가 될 정도로 훌
륭했다.

  나. 손처눌(孫處訥, 1553~1634)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일직(一直) 자는 기도(幾道) 호는 모당(慕堂) 할아버지는 현감 치운(致
雲)이다. 성주(星州) 출신이며 정구(鄭逑)의 문인으로 장현광(張顯光), 서사원(徐思遠) 등과 교유하면
서 학문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대장으로 활동하였다. 난리(亂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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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모상(父母喪)을 당하였으며, 이를 옳게 못 모신 것을 한탄하면서 임진왜란이 평정되자 종신여
모(終身廬慕)한다는 뜻에서 자기 거처를 영모당(永慕堂)이라 하였다.    난(難) 후 그는 후진 양성에 
전념하여 영모당은 언제나 문전성시(門前盛市)를 이루었고 '영모당통강제자록(永慕堂通講諸子錄)'에
는 제자 202명의 명단이 적혀 있어 당시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정인홍(鄭仁弘)의 이황(李滉) 배
척에 대항하여 척사부정(斥邪扶正)의 글을 지어 도내사림을 규합하기도 하였다.

  다. 류시번(柳時藩, 1569~1610)
  류시번의 자는 위중(衛仲)이며 호는 사월당(沙月堂)으로 문화(文化)인이다. 
  9세에 괴헌(槐軒) 곽재겸(郭再謙)에게 소학을 수업했는데 곽재겸이 그 총명함에 놀랐다 한다. 한
강(寒岡) 정구(鄭逑), 낙재(樂齋) 서사원(徐思遠), 여헌(旅軒) 장현광(張顯光), 모당(慕堂) 손처눌(孫處
訥)에게 사사하였다. 과거시험에는 일체 응시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모당과 청호서원
에서, 또 만년에는 사월당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학식이 탁월하고 성품이 너그러워 당시의 
사림들이 추앙하였는데 문장과 학덕으로 달성십현으로 <달성지(達城誌)> 덕행록에 기록되어 있다. 
영조 을해년(1755년)에 사림들의 공의로 청호서원에 배향되었다.
  유집(遺集) <사월당문집>과 대구광역시 동구에 월천재(月川齋 ; 사월당)가 있으며 후손 천여 세대
는 대구 동구와 전남 구례 등지에 세거하고 있다. 

  라. 정호인(鄭好仁, 1597~165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자현(子見) 호는 양계(暘溪)이며, 할아버지는 의병
장 세아(世雅)이며, 아버지는 안번(安藩)이다. 장현광(張顯光)을 사사하였으며, 문장과 재행(才行)이 
탁월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진사시에 합격하고, 1627년(인조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
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향리에서 의병을 일으켜 관군을 도왔다. 1637년 이후 1654년까지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었으나, 때로는 부임하지 않기도 하였다.
  벼슬은 진주목사에 이르렀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간단한 고리짝과 서책 몇 권이 행장
의 전부였을 정도로 청빈하였으며, 만년에는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저서로는 <양계문집>이 있다.

3) 건축현황
  청호서원은 대문채를 통하면 정면에 본채인 강당이 위치하고, 우측엔 협문이 위치한다. 대문채 
전면 우측에는 비각이 있다. 비각은 따로 담을 치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대문채에서 본채로 콘
크리트 길을 내었고, 주변은 잔디를 식재하였다. 건물 주변은 콘크리트담이 둘러싸고 있다. 사당도 
콘크리트로 담을 만들어 구획하고 있으며, 내삼문을 통과하면 바로 정면에 사당이 위치하고, 대문
채 좌측에 전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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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서원의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이고,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좌측 2칸은 방, 우측 
1칸은 대청, 우측 1칸은 방으로 구성된다. 정면 반칸은 퇴칸을 둬 사용하고, 배면에는 반침과 쪽마
루가 설치된다. 양 측면에도 쪽마루가 둔다. 가구구조는 3량가에 민도리 양식이다. 기단은 2단으로 
하여 장방형 판석을 대어 마감하였다. 초석은 가공석과 자연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 위로 
기둥을 받치고 있다. 기둥은 총 14본으로 정면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고, 나머지 기둥 9본은 각기
둥이 사용된다. 기둥 위로 창방, 보아지, 주두 및 소로, 장여, 대량, 주심도리, 대량 위로 사다리꼴 
판대공, 장여, 종도리가 올라간다. 도리와 보 모두 원형이다. 처마는 홑처마로 구성되며, 추녀가 사
용되는 팔작지붕이다. 창호는 대청 배면에 판문이 있고, 대청에서 방으로 가는 네짝 세살굽널 여닫
이문이 있으며, 정면 창호는 모두 세살창호로 조사된다. 퇴칸 측면은 판문, 측면의 창호는 외짝세
살창호이다. 대청과 퇴칸의 경우 바닥은 우물마루,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구성하였다.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3량가의 가구구조를 갖고, 민도리 양식이다. 중앙은 대문이 
있고, 좌측은 화장실, 우측은 방으로 사용된다. 기단은 청호서원과 동일하고, 초석은 방형 자연석
초석을 사용한다. 기둥은 총 8본으로 모두 각기둥이다. 가구구성은 위의 청호서원과 동일하며, 대
문채는 솟을삼문 형태로 구성된다. 
  비각은 정면, 측면 1칸이고, 정방형 평면 형태를 갖는다. 가구구조는 3량가이며, 이익공 양식으
로 조사된다. 내부에는 비석이 위치하며, 문과 벽체는 따로 없고 홍살이 없고, 외부에 철제로 만든 
살이 홍살처럼 감싸고 있다. 기둥 위로 창방, 익공, 주두 및 삼소로형 화반, 소로, 장여, 대량, 주심
도리 위로 대량, 사다리꼴 판대공, 장여, 종도리가 위치한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맞배지붕이다. 측
면은 풍판이 위치한다. 바닥은 자갈을깔아 마감하고, 초석은 원형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고, 가구구조는 3량가에 민도리 양식이다. 기단은 판석을 깔아 마
감하고, 3단으로 구성된다. 3단의 계단이 양측면에 위치하고, 초석은 방형으로 화강석을 가공해 사
용했다. 좌·우 입구에 디딤돌을 두어 진입을 도왔고, 정면 창호는 판문으로 창호를 구성했다. 기둥
은 10본으로 모두 각기둥이다. 기둥 위로 보아지, 장여, 대량, 주심도리, 대량 위로는 동자대공, 장
여, 종도리가 온다. 실 내부는 3칸을 다 통하게 두고, 도리에 원형 연목과 방형 부연이 걸쳐지고, 
맞배지붕으로 구성된다. 측면에 풍판을 달아 비바람으로 인해 오는 피해를 줄였다. 사당 바닥은 장
마루가 사용되고, 정면은 판벽으로 벽을 구성하고, 나머지 세면은 한식벽체를 사용했다. 천장은 가
구구조가 다 드러나는 연등천장이다. 
  내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3량가의 가구구조를 갖고, 민도리 양식이다. 3칸 모두에 대문
이 위치한다. 기단은 2단의 콘크리트기단으로 구성되고, 초석은 방형의 자연석초석이 사용된다. 기
둥은 총 8본으로 모두 각기둥이다. 사당의 가구구성과 동일하다. 도리와 대량 모두 방형이다. 보는 
도리보다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원형에 가까운 방형으로 조사된다. 처마는 홑처마이고, 맞배지붕이
다. 측면에 풍판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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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청은 정면, 측면 1칸 규모로 구성되며, 가구구조는 3량가에 민도리 양식이다. 정면에 판문이 
1개소 위치하고, 기단은 콘크리트이며, 초석은 방형과 원형이 혼용되어 사용되며, 좌측은 콘크리트 
방형초석이 있고, 우측은 원형초석이 있다. 정면과 좌측면은 전통한식벽체로 구성되고, 배면과 우
측면은 담장에 포함되어 있어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다. 가구구성은 대문채와 동일하다. 기둥은 4
본 사용되고, 모두 각기둥이다. 내부 바닥은 장판지를 깔고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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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모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영모재 (永慕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67 (황금동)
소유자명 중화양씨 지산문중
시대/종류 일제강점기/재실

연혁 1913년 창건, 2017년 보수
배향인물 양달화
건물 구성 영모재, 대문채, 협문

건축규모 영사재
정면 3칸, 측면 1칸 반

대문채
정면 3칸, 측면 1칸

 5량가  3량가
홑처마/팔작지붕 홑처마/맞배지붕

민도리 민도리

1) 연혁
  영모재(永慕齋)는 지촌 양달화(楊達和)를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13년에 세운 묘하(墓下) 재
실이다. 양달화는 숙종조의 사람으로 천성이 온후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학문에 힘써 학덕이 
높았다고 한다. 무학산 아래 서당을 열고 문중의 자제들과 향리의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그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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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재를 건립하였으며, 영모재는 양달화의 묘소 바로 아래에 세운 묘하재실이다. 2017년 봄에 담
장을 보수하고 사주문 및 재실을 수리하였다.

2) 주요인물
  가. 양달화(楊達和)
  양달화(1694~1756)의 자는 태삼(泰三), 호는 지촌(池村), 연산조(燕山朝)에서 임사홍(任士洪)을  
참할 것을 상소하여 무오리화사류(戊午罹禍士類)를 구출하였던 대사헌(大司憲) 대봉(大峰) 양희지(楊
熙止)의 후손으로 문행(文行)으로 향리에서 명망이 높았다.

3) 건축현황
  영모재는 기와를 올린 토석담장을 두르고, 대문채인 사주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대문채를 통하면 우측에 영모재가 있다.
  영모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이고, 평면 형태는 ‘ㅡ’자형이다. 좌측 2칸은 온돌방, 우측 1칸
은 대청으로 구성된다. 방 정면 반칸은 퇴칸을 둬 툇마루를 두었고, 왼쪽측면에는 반침을 시설하고 
우측면은 쪽마루가 설치하였다. 
  가구구조는 5량가에 민도리 양식이다. 기단은 자연석을 한단 놓고 그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기
둥을 세웠는데 정면에만 4개의 원주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방주이다. 
  기둥 위로 창방, 보아지, 장여, 대량, 주심도리, 대량 위로 동자대공, 장여, 종량, 중도리, 종량 
위로 원형 판대공, 장여, 종도리가 올라간다. 도리는 모두 방형이고, 대량은 원형이다. 처마는 홑처
마로 구성되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창호는 대청 배면에 판문이 있고, 대청에서 방으로 가는 네짝빗살불발기문이 있으며, 퇴칸 측면
에도 판문이 위치한다. 나머지 방에 설치된 창호는 두짝세살창호이다. 정면 창호는 모두 세살창호
로 조사된다. 대청과 퇴칸, 쪽마루의 경우 바닥은 우물마루,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구성되며, 대문
채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며, 3량가의 가구구조를 갖고, 민도리 양식이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 
사용되고, 처마는 홑처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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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가천동 
(1) 계술재

문화재 개요 등록번호 - 등록일 -
현 명칭 계술재 (繼述齋)

현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로20길 18 (가천동)
소유자명 아산장씨문중
시대/종류 조선시대/재실

연혁 창건년대 미상(1600년대 추정), 1949년 중건, 2007년 신축
배향인물 장주한
건물 구성 계술재
건축규모 계술재 콘크리트건물

팔작지붕

1) 연혁
  계술재(繼述齋)는 아산장씨(牙山蔣氏)문중의 서당 및 재실이다.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을 지낸 
장주한(蔣柱漢)이 관직을 마치고 이 곳 가천에 와서 계술재를 지어 독서와 후학을 강술한데서부터 
서당이 시작되었다. 공자가 무왕과 주공의 효행을 찬양하면서 말한 “효자는 사람의 뜻을 잘 잇고, 
사람의 일을 잘 베푼다”는 말을 따와 ‘繼述’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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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건물은 콘크리트건물이나 그 전에는 3칸 규모의 팔작지붕의 와가였다. 그 동안 수차례 
건물을 보수해 왔었는데 기존의 건물이 퇴락하여 팔공산 아래에 있던 민가를 구입하여 1949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와가를 새로이 건립하였다. 그 당시의 건물은 가운데 마루를 두고 
양 옆에 방을 둔 중당협실형(中堂夾室型)의 평면을 가진 건물이었다. 그 후 재실이 협소하고 부재가 
낡아 그 자리에 2007년 현재의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하였다.

2) 주요인물
  가. 장주한(蔣柱漢) 
  장주한(1605~1669)은 자는 흥도(興道)이며, 牙山人이다. 장자원(蔣自元)의 6세손으로, 장주한의 
고조 광연(光延)은 승의랑(承議郞), 증조 유신(裕信)은 추천을 받아서 참봉이 되었고, 조부 천배(天
培)는 훈련판관(訓練判官), 부친 여란(如蘭)은 집경전(集慶殿) 참봉이었다. 주한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에 올라, 처음에는 헌납(獻納)이 되었고, 다시 선교랑(宣敎郞) 성현찰방(省峴察訪)이 되었다. 시
지동 뒤에 있는 천을봉 남향한 산에 안장하였다.

3) 건축현황
  계술재는 가천동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담장을 두르지 않고 마을길에 면하여 건립
하였다. 기존 건물이 형태를 답습하여 콘크리트로 기둥을 굵게 만들어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모습
으로 한 후 상부에는 팔작지붕의 기와집으로 꾸몄다. 내부는 칸막이를 두지 않은 통칸으로 하여 사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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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원에 관한 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5.2 서원 관련 정부 정책 동향

5.3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수성구
5.4 문화재 지정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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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활용계획에 관한 기초적 방안

5.1 서원에 관한 문화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9) 

5.1.1 서원문화 콘텐츠 활용의 방향
 (1) 서원 및 재실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
- 서원문화의 본질은 지성사 정신사적 성격
- 서원문화의 진정성[hardware]을 보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논 스토리 메이킹
- 인물, 문학, 정신사적 콘텐츠의 자료정리에 충실할 것
-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
- 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개발
  효과적인 교육자료집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 추가
- 서원스테이 : 토론, 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등의 활용 위주
- 국민적 문화향수 욕구에 부응하는 서원 관리운영체계(humanware)를 정립

 (2)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서원과 연관 있는 유형문화재(건축물)외 유·무형의 모든 자원에 대한 총괄 조사
- 각 서원의 특징적이고 개성적인 문화소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적극 개발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3)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
- 실제로 옛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원이 되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
-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후손, 가족, 철학모임, 문학동호회, 역사기행동아리)등을 고려한 맞춤

형 프로그램
-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성들의 집회소, 사회교육의 장소, 도서관 및 

출판기능 참고

9) 이 내용은 문화재청에서 2010년 발간한 『서원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와 2013년에 발간한 『향
교·서원 활용 운영모델 제시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것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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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
-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대문화 추세에 주목,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통한 낙감문화(樂感文化)를 

체험하고 향유 

 (4)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 활용
- 서원이 지역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매우 큼을 이해
  • 도심 속 학원가의 한문학원 → 역사공간으로서 고급선비문화의 공간으로 입장
  • 강학전통의 복구와 계승, 덕성·인성교육의 대안, 지속가능한 교육방침
- 과거공간으로의 완벽한 이동(철저한 과거식 교육방식)
-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문학사상·역사 특강, 이벤트)

 (5)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
- 종합정비계획 중에 반드시 활용 포함토록 명문화
- 문화재 원형 및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 활용을 허락
- 자원 활용의 성과와 서원문화 재생산에 기여한 서원 우선 지원
- 서원 활용계획과 예산지원을 심의하는 소위원회 설치
- 서원 활용에 지원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과 기대효과를 평가

5.1.2 서원 스테이의 활성화 방향과 현재적 활용
 (1) 기본 방향
  서원의 활용은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 서원의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자원 개발, 활용 대상으로 한다.
- 서원의 의례와 강학 등 무형자료 및 전적·고문서·목판·금석문·건축물 등의 유형자료, 그리고 주

변 역사문화 환경 및 경관 특성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 관리주체는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전시·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

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서원의 문화재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과 활용대상의 문화재를 구분하고, 활용의 경우 활용

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와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템플 스테이 및 한옥체험의 성공사례와 시행착오를 연계 적용하여 효율적 대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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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원 스테이의 미래 -현재적 활용의 과제
- 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 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
  • 소규모를 지향하되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효과적인 교육자료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 아이디어 개발
-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서원의 특성, 개성적인 문화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 
  • 실제적인 체험형 프로그램,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조선사회

를 이끈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
-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공간의 활용
  • 과거식 교육방식, 격리되고 철학적 의미 깃든 명소 체험
  • 서원의 명성과 품위에 맞는 활용
- 서원문화의 본질은 정신사적 성격
  •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스토리 메이킹
  • 인물, 문학, 정신사적 콘텐츠의 자료정리에 충실할 것
  • 수요자에 대한 예상과 대비
  • 수요자와 가치의 정확한 판단
  • 수요자의 특징에 신속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연령별, 그룹별, 지역별, 관심사별 유기적 프로그램 개발)
- 활용 위한 문화재의 구분과 가이드라인 제시
  • 지정된 단위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 사당,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인물에 대한 향사
  • 강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한 예절교육 등
  • 동재, 서재, 수직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예) 테마와 스테이의 거점화
- 영남·호남·호서학파 등 학맥의 거점 서원(首院)
- 향약, 의병, 상소, 당쟁, 학문토론 등등 역사적 사건으로 유명한 서원
- 유적·문화재가 보물,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 국가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 인물이 제향된 서원
  • 분야별(학문, 사상, 저술, 유적, 인물, 교육, 의례 등)성격을 대표하는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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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원문화 특화 프로그램 유형
가. 서원의 지역 지성사 관련 다양한 문화기능 활용
- 제향 인물의 학문,사상,정치적 업적 등등의 내용
- 여론 및 공론의 결집처로서 서원과 재실이 지니는 사회사적 의미
- 전통의례 이외에 각종 사회교육적 측면의 기록들
- 도서출판 및 도서관적 기능의 문화사적 의미
- 위의 사항들이 포함된 다양한 역사기록자료의 보존

나. 서원의 개별적 특성 고려한 경쟁력(차별화)고려
- 조선시대 학맥의 거점인 서원, 학파별 학문적 이론과 행동양식
- 향약, 의명, 상소, 당쟁, 학문토론 등등 역사적 사건의 장소로 유명한 서원
  국보나 보물, 사적 등으로 지정된 가치
- 국가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명 인물이 제향된 서원
- 해당 지역의 유교문화의 종합적 결집체로서 대표되는 서원

다. 서원의 기능 특성 특화
- 인물 중심의 서원 : 제향 인물과 관련
- 강학 중섬의 서원 : 교육 및 학문활동
- 의례 중심의 서원 : 제향 등 의례와 의식의 이벤트화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전시, 체험, 기행, 답사 등 학습장

〈표 6〉 서원문화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유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예시

교육의례(체험)
- 서원 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단순 제례→전통과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의미 해설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전통교육(체험)
- 서원교육 및 학문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 교욱과정, 교과서, 운영 실제, 재정, 규약(고

문서, 현판 자료)
-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 서원생활문화 체험
- 유림과의 토론 및 대화

문화유적
(답사주제)

-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포함
- 관련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포함
- 경관 해설 : 서원의 입지 특성, 풍수형국, 전망, 장소 경관
-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와 저술, 업적, 유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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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원문화자원 활용 프로그램

가. 교육,유교의례의 문화 체험
[자원특성과 경쟁력]
-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서원의 교육프로그램 홍보
- 유교의례방식을 돌아보고 현대사회에서 유교의례의 의미를 생각

[개발내용]
1) 전통의례와 현대의 만남
- 서원제향 등 유교의례 이벤트관련 프로그램으로 특화
- 보여주기식 제례로 화석화 경계, 유림과의 대화를 통한 현대적 의미 생각
-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2) 방문자가 직접 의례체험
- 교육의례 강학, 시회, 향시, 급제유가행차
- 전통제향의례 : 석전제,서원제 향의례
- 사족행사의례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나. 경관, 건축자원 활용한 문화공간 활용
[자원특성과 경쟁력]

인물사상
(교육답사)

-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교육
- 인물유적 탐방, 인물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
- 주요 인물관련 (동족)마을 탐방 및 종가 체험
- 서원의 기문(記文), 시문(時文) 자료의 조사와 번역

공간활용
(활용)

- 학교교육과 연계, 문화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문화유적 최대한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
-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자료관
(전시홍보)

-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학습장화)
-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 정례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자료 종합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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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공간으로서 충분히 정취 있는 공간이 이미 구성되어 있음
- 약간의 관리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소규모 문화교육행사장으로 최적
- 서원 주변의 자연경관과 명소를 함께 활용 가능

[개발내용]
1) 문화 교육행사장으로의 적극 활용방안
- 서원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 문화교류의 기능과 부합
  • 접근성과 위치 고려
  • 강당 앞마당을 이용하여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 도시 또는 도시지역에 인접된 서원-음악회, 

문학회 등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프로그램 공동운영 가능

2) 연구,교육과의 연계 방안
- 관련 지역대학의 인문학 학술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활용 :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교육청과 연

계
- 고전 강독, 지역문화, 인물사상 특강 등

3) 서원산수강회(書院山水講會) 및 산수실경(山水實景) 극장
- 특화된 서원 주변의 경관과 자연환경 동시 활용
- 서원의 강회는 세계적인 전통학문 심포지엄
  도산서원 : 천광운영(天光雲影), 옥산서원 : 풍월무유(風月無遊), 필암서원 : 곽연대동(郭然大公), 

도동서원 : 추월한수(秋月寒水), 남계서원 : 음풍영귀(吟諷詠歸), 병산서원 : 취병만대(翠屛晩對), 
구연서원 : 관수유술(觀水有術)

- 서원의 산수 경치를 실경 무대와 배경으로 하는 가설(假設) 산수환경 극장
- 서원의 서사(敍事)와 경관을 결합

다. 인물 사상과 학문, 정신사
[자원특성과 경쟁력]
- 서원은 저명인물의 제향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음
- 지역 내 저명인물에 관한 홍보를 통해 자긍심 고취
- 인물에 대한 콘텐츠는 서원문화콘텐츠의 새로운 개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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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1) 서원제향 인물 관련 프로그램으로 특화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
- 관련유적의 복원·정비(생가, 유허지, 활동유적 등)

(2) 인물유적 탐방, 인물관련 유적 유물 전시 – 정신, 저술, 생애, 일화, 전설 등
- 주요 인물관련 (동족)마을 탐방 및 종가체험
- 생애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전시, 인물사상의 교육장
- 지역 배출인물 선정 학술세미나 년 1회 이상 정례화

라. 서원문화 유적답사체험코스 개발
[자원특성과 경쟁력]
- 여가를 활용하는 학생 및 일반인들의 의식수준의 향상
- 문화유적 방문 시 효율적인 코스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게 됨
- 서원문화와 해당지역(방문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알릴 기회 : 기능과 문화 성격별 유교문화
재 및 유물의 재인식

[개발내용]
1) 지역별·의미별·주제별 코스 개발
-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 경쟁력 고려(차별화)
- 인물·성씨별 /문화유적 기능별 /특화된 주제와 체험, 이벤트별 개별 프로그램
- 향교·서원 이외에 연결되는 관련 유적도 병행, 연계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사우, 정려, 인물

유적, 일화, 전설, 동족마을 등 포함

2) 체험과 탐방을 겸한 테마(예시)
- 서원에서의 유교교육, 의례 체험 : 향교, 서원, 재실, 사당, 고택
- 인물유적 탐방 : 서원에 제향된 저명 인물들의 생애와 관련 유적 탐방
- 유교문화 유물의 재인식 :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포함
- 전통(동족)마을의 탐방 및 체험 : 주요 성씨와 인물의 고향
- 운영의 실제 모습 : 관련자료(고문서)를 동원하여 관련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배출인물 일화와 저

술, 업적, 유적 등등을 포함
- 유물 및 역사자료 중심의 서원 : 소장자료 전시 및 학습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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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료관·전시관 설립,운영
[자원특성과 경쟁력]
- 도서관과 장판각의 기능을 했던 서원의 고유기능과 부합
- 확실한 유물 관리시스템만 구축된다면 전시관으로 최적
- 이미 각 서원에 고문서·전적 등 상당량의 유물 확보

[개발내용]
1) 자료관 및 전시관 구축 후 활용
- 도시지역 서원의 경우 서원전체를 하나의 전시공간으로 활용
  • 서원의 역사와 인물을 전시주제로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전시장화 방안
- 자료가 많은 향교·서원 집중 지원
  • 전시·홍보 기능 확보
  • 지역유교문화 자료의 시대와 계열, 체계화 시도
- 소장자료, 지역 문중(인물)유적 유물, 전적, 장판, 기타 고문서
- 정례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문화유산별 인물,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일화, 전설, 동족마을

2) 전국 유일의 특성화 박물관으로 육성도 가능
  (1안) 별도 건립, 
  (2안) 위 교육연구원에 병설 
  • 향교, 서원, 재실, 고택 활용 고려
- 유교문화 자료의 시대와 계열, 체계화 시도
- 문중(인물)유적 유물, 전적, 장판, 서원·향교·정려의 건립과 운영관련 자료, 정례 특별전시회 개

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인물사상의 교육장
  • 위의 교육과정, 문화재 정비계획과 철저한 병행 필요
  • 교수 프로그램과 현장자료 접합

바. 서원문화제 개최
[자원특성과 경쟁력]
- 인물, 혹은 유교문화 종합축제 (상설운영 프로그램의 종합적 개최)
- 정해진 기간과 장소를 완벽하게 조선시대로 재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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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유교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 효과
- 정적인 서원문화의 이미지를 다소 탈피할 수 있는 기회

[개발내용]
1) 조선시대 서원의 재구성(전통교육 및 강학 체험 이벤트)
- 옛 조선시대 서원으로 입장(실제 원생으로 입학)
  • 원생으로서의 생활을 통해 서원문화에 대한 경험을 쉽게 도와줌
  • 선비의 교육방법과 내용, 학문세계를 학습함
  • 동·서재의 기숙과 생활(고강, 기숙 등등 교육생활사 체험)
- 서원의 생활모습전반 재구성(규약, 교육과정, 시험, 의례 등)
  • 서원에서의 교육 및 학문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특화함.
  • 서원의 강학적 전통 복원이 필요
  • 관련분야 대학 등과 연계
  • 교육과정과 교과서 : 운영의 실제 - 재정 인적구조, 규약(고문서, 현판 자료)
- Staff가 서원의 원장과 임원으로 참가
  • 서원의 역할과 의무, 생활양식, 규약 등을 알려주고 수행하게 도와줌
  • 정신교육 중심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쉽게 구성하여 대중적 관심을 유발
  • 동서 양재가 있는 경우 이를 숙박 가능하도록 정비 : 혹은 수직사를 숙박 가능하도록 정비(한옥 

체험)

2) 상설 프로그램의 종합운영 및 특화 이벤트
- 기존에 운영되던 서원 안내프로그램 및 서원답사기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를 한시

적으로 운영
  ex) 원생의 서원생활 Real Story보여주기(영상, 연극) : 강학, 시회, 제례, 의례, 과거, 종가, 시

제, 사당제, 가례, 향시, 급제유가행차, 사직, 성황, 석전제, 서원제향, 향약, 향음례, 동약, 향회, 
동계, 시제, 회갑진찬연

- 각종 의식행사를 공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3) 서원관련 문화유적을 최대로 활용한 주제별 답사기행
- 관련유적 : 향교,타 서원, 재실, 사당, 정자, 종가 등을 활용
- 참가자의 그룹별, 연령별, 목적별로 적합한 답사프로그램의 유연한 운영
-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원 및 유교문화의 정수 홍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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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규모 학술회의 개최
- 선비문화제의 정체성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
- 전국에 있는 서원 관련 연구지의 적극적 참여 : 결국 관련연구자 부터가 적극적인 홍보대사 역할 

수행
- 강당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 : 집단학습, 동아리활동, 강연회 등

5.1.3 문화재 활용을 위한 유형별 가능 프로그램
(1)형 : 숙박형-자족형-단독형
- 숙박형-자족형-단독형의 경우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인원을 따

로 모집하지 않아도 상시 운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주변 연계 문화재는 없는 유형이
다.

- 이 유형의 경우 시설적 우위와 상시 이용이 가능한 대상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습교
실 놀토학교가 가장 적합한 활용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아카데미로
도 가능하다.

- 주변 지역에 많은 상주 인구와 유동인구를 있고,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통의 멋을 살
린 카페형 쉼터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소규모 음악 감상을 하기에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심에 위치히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배경으
표 한 체험형 숙박이용도 제한적으로 될 수 있다.

- 주변에 문화재 등 연계시설이 부족하기는 하나 카페와 연계한 소규모 전시공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회의시설 역시 단시간 이용 가능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

(2)형 : 숙박형-자족형一연계형
- 숙박형一자족형-연계형의 경우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 이용이 가능한 대상

이 거주하고 문화재 연계를 통한 활용이 가능한 유형이다
- 교육 및 강연에 필요한 시설과 상주인구, 연계 문화재 등이 분포하고 있어 아카데미, 방과 후 학

습교실·놀토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최적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
적 이점과 숙박이 가능한 시설, 연계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배향인물 또는 지역적 특성만 
갖추어 준다면 지역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연구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체험형 숙박시설로는 기피될 수 있지만 주변 문화재와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주변 문화재와 연계할 수 있는 소규모 전시공간, 카페형 쉼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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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도심에 위치해 있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규모 음악 감상 공간으로의 활
용은 고려해 봐야 한다.

(3)형 : 숙박형-외부유입형-단독형
- 숙박형-외부유입형-단독형의 경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시설을 활용 할 인구가 주변에 없어 외

부로부터 유입을 해야하며, 주변에 연계할 만한 문화재가 없는 유형이다.
- 이 경우 주변에 상주인구가 적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시설을 이용할 인원을 모집하여햐 한다. 이

를 위해 시설적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음악 감상공간과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소규모 회
의시설로의 활용에 최적화된 유형이다

-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자연속에 위치해 있어 체험형 숙박시설로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주변 문화재와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 도심과의 거리는 멀지만 한적한 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형 쉼터와 소규모 전시 공간 등으
로 이용이 가능하다.

(4)형 : 숙박형-외부유입형-연계형
- 숙박형-외부유입형행-연계형의 경우 숙박을 위한 시설과 주변의 문화재와의 연계는 가능하지만 

주변 상주 인구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유입하여햐 하는 유형이다.
- 이 유형의 경우, 체험,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유형이다.
-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도심에서 벗어난 자연 속에 위치하여 있는 점, 그리고 주변에 연계가

능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체험형 숙박시설로서의 활용이 최적화 된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또
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있는 문화재가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이용하기에 좋은 유형
이다. 숙박이 가능한 회의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이 유형의 경우 주변문화재 답사를 포함한 
세미나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에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소규모 음악 감상 공간의 경우 주변과의 연계가 필요없이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감점요인이 되며 도심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역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연구소로의 활용으
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5)형 : 당일형-자족형-단독형
- 당일형-자족형-단독형의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풍부하지만 숙박이 가능한 시설과 주

변에 연계가 가능한 문화재는 부족한 유형이다.
- 이 유형의 경우, 상주 인구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용 프로그램인 방과 후 학습교실·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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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 주변에 참여가 가능한 인구는 많지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면에서 제약이 있다. 장시간 
운영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나 소규모 전시공간으로의 
활용이 기능하며 넓은 마당이 있을 경우 카페형 쉼터로도 활용가능할 것이다. 소규모 음악 감상
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규모 회의시설로의 활용도 시설부족으
로 인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형 : 당일형-자족형-연계형
- 당일형-자족형-연계형의 경우 숙박 가능한 시설이 없지만 주변의 상주인구가 풍부하고 주변에 

연계 가능한 문화재가 풍부한 유형이다.
- 이 유형의 경우, 주변 상주인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교육·강연형 프로

그램 활용이 가장 우수한 유형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카테미 운영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
과 후 학습교실·놀토학교로의 활용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도심에 위치한 이점을 이용하여 전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규모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적당하지만 시설의 취약함으로 인해 카페형 쉼터나 소규모 회의시설로의 활용이 어려운 점이 많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심에 위치해 있어 소규모 음악감상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어려운 점
이 있다.

- 지리적 이점과 주변 문화재를 연계하여 지역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연구소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7)형 : 당일형-외부유입형-단독형
- 당일형-외부유입형-단독형의 경우 숙박을 위한 시설이 없고, 주변 상주인구가 없으며, 주변 문화

유산이 없기 때문에 당일,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유형이다. 시설과 상주인구와 주
변 연계 문화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취약한 유형이다.

- 이 유형의 경우, 외부인을 대상으로 당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음악감상공간이 가장 적합한 유형다. 또한 특별히 주변과 연계가 필요없이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소규모 회의시설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카페형 쉼터
와 소규모 전시공간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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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형 : 당일형-외부유입형-연계형
- 당일형-외부유입형-연계형의 경우 숙박을 위한 시설과 주변 상주인구는 없지만 주변에 문화시설

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유형이다.
- 이 유형의 경우, 주변 문화재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유동인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카페형 쉼터로의 이용이 적절하며, 유동인구를 끌어 들일 수 있는 방법
으로 소규모 전시공간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시설은 부족하지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소규모 음악감상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
으로 보이며, 주변 문화재를 답사하며 짧은 시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표 7> 유형별 가능 프로그램
구분 (1)형 (2)형 (3)형 (4)형 (5)형 (6)형 (7)형 (8)형

교 육
강연

아카데미 ○ ◎ ○ ◎
방과 후 학
습교실, 놀
토학교

◎ ◎ ◎ ◎

공연
소규모 
음악감상공
간

△ △ ◎ ○ △ △ ◎ ○

체험 체험형 
숙박시설 △ ○ ○ ◎

전시 소규모전시
공간 △ ○ ◎ ○ ○ △ ◎

기타

소규모
회의시설 △ ○ ◎ ◎ △ △ ○ ○
카페형 
쉼터 ○ ○ △ ◎ ○ △ △ ◎
지역전통문
화 및 문화
유산연구소

◎ △ △

범례 : △:가능, ○:보통,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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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원관련 정부 정책 동향

5.2.1 교육부
(1) 국정과제로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제시
(2) 정부 주도의 단기적 성과 지향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자율적·점진적 변화를 유도

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
   -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체계적·지속적 정책 추진
   -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를 통한 인문역량 제고
   - 사회문화적 확산을 통한 품격 있는 시민사회 구축

5.2.2 문화체육관광부
과제1 : 초 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1) 고전탐구, 전통문화･ 예절 등 단위학교의 인문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또래중심･ 사제동행 인문 

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가치 공유‧확산
(2) 서원･ 향교･ 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인문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운

영하여 인문소양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
   -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민간단체‧기업 등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과제2 :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1) 지역 고유 인문정신문화 체험 기회 확대
   - 지역 인문정신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15년 229개 문화원 연계)
   - 민간 세시풍속(24절기), 정자문화, 차문화, 선비정신(안동·퇴계, 강릉·율곡), 실학
     정신(강진·다산), 동학정신(정읍·전봉준), 화랑정신(청도·원광) 등
(2)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향교·서원 유교 아카데미’ 확대를 통해 전통문화공간인 

향교·서원 활성화 및 체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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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향교·서원 생생사업 <그림 17> 도동서원 현장체험
  

중점과제2 : 문화재청 2017년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 학교」 사업 공모 계획
(1)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향교·서원을 상시 개방하여 유학기제 학생체험 장

소로 제공하고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 지원
   - 선비정신의 현대적 가치발현을 통하여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을 선현들의 지혜·철학으로 풀어

보는 학습 동기부여
   -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향교·서원에서 정규 교과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생활예절, 자

아확립, 민족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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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수성구

5.3.1 고산서당
- 서원의 복원과 성산 봉수대 및 토성과 결합한 역사문화유산의 상품화

<그림 18> 고산서당 <그림 19> 성산 봉수대(추정) <그림 20> 성산토성
- 모명재, 두사충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개발과 중국인 맞춤관광상품 개발
- 우복 정경세와 관련한 상주시와의 연계상품으로 서원답사 및 관련 학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 개최
  (고산서원-도암서원-우복종가 및 대산루를 연계한 탐방 루트)  

<그림 21> 우복 정경세 <그림 22> 대산루 <그림 23> 도암서원
 

- 서원스테이 및 서원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고산지역 고인돌 유적 및 고인돌 축제
  ∙ 두꺼비 생태마을
  ∙ 욱수천 공룡발자국

  위의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고산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많은 
유적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이 요구되며, 청소년 수련원이 설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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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모명재
- 중구청과 연계하여 두사충 장군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경상감영)과 일제 강점기때 활동한 

중국인 건축가(강의관, 모문금) 와의 볼거리 제공으로 중국인 맞춤 관광상품 개발
- 풍수지리의 대가라는 점을 활용하여 풍수답사
- 두사충과 이순신장군과의 교류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개발

<그림 24> 모명재 <그림 25> 대구화교협회
  

5.3.3 무동재
- 대구지역에 퇴계의 성리학을 정착시킨 최고의 유학자 ‘계동 전경창’의 재실
- 복원예정인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과의 연결상품 개발
- 자연경관이 수려한 인근의 오천서원과 연계한 ‘유학자와 함께하는 명상의 길’
- 전경창에 관련한 인물 연구 및 학술아카데미 개최
- 초등 및 중등학교교육과 연계한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오천서원과 연계한 경관활용을 위하여 진입도로 정비, 주변 경관 및 쉼터 개발이 필요

<그림 26> 무동재 <그림 27> 계동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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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오천서원
- 무동재와 연계한 상품개발
- 산중에 위치한 서원으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서원주변의 자연경관과 명소를 

함께 활용 가능)
- 서원스테이 관련 프로그램 개발
- 선비문화체험 및 서원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서원경관활용을 위하여 주변 경관 및 쉼터 개발이 필요
- 서원산수 강회(書院山水 講會) 및 산수실경(山水實景) 극장 : 서원의 산수 경치를 실경무대와 배

경으로 하는 산수환경 극장 개설

<그림 28> 오천서원과 주변모습

5.3.5 봉산서원
-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 
- 조선시대 향약의 개념을 활용한 마을 집회장소 개발

<그림 29> 마을만들기’ 관련 영상 <그림 30> 봉산서원에서의 주민집회
    
5.3.6 청호서원
- 대구를 대표하는 학자인 ‘모당 손처눌’을 배향하는 서원
- 서원에 대한 접근성과 배면이 산에 둘러 쌓여 있어 좋은 입지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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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체험, 인성교육, 전통음악감상 등의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주변 서원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서원문화제 개최를 하고 학술세미나 개최

<그림 31> 청호서원과 주변 모습 <그림 32> 모당 유허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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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문화재 지정 가능성 분석

5.4.1 문화재지정 기준의 설정
가. 시·도지정 문화재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나. 문화재자료
  시·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다. 등록문화재
(1) 등록 원칙
-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2) 예외
-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5.4.2 문화재지정 평가요소 설정
가. 건립년대 및 원형유지
- 건축문화재는 우선 언제 건립이 되었는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건물이 원형을 잘 유

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 해당 건물이 건축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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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다.
- 목조 건물은 건립 후 세월이 흐르면서 보수, 중수, 중건 등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 중 중건은 

보수의 개념보다는 신축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중건년대를 건축년대로 판단한다.
- 보수와 중수는 수리범위의 정도를 표현하는데, 주요구조부를 전부 교체하지 않으면 원래의 건축

년도로 인정한다.

나. 인물의 상징성
- 건축주 또는 서원이나 재실의 경우는 배향하고 있는 인물의 학문, 사회공헌, 국가공헌 등 지명도

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서원의 경우는 동일한 인물이 다른 서원에도 배향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장소성
-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장소인지를 고려한다.
- 원래 창건된 위치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이건한 곳인지를 고려한다.

라. 역사성
- 그 건물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행위가 발생되었는지를 판단한다.
- 그 건물이나 장소가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인지를 판단하다.

5.4.3 문화재지정 평가요소에 따른 결과 및 분석
  위 사항(5.4.2)들을 토대로 이를 계량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건물명 건립년대 원형유지 인물 장소성 역사성 계 순위10 5 10 5 10 40
덕산서원 2 4 6 3 5 20 9
봉산서원 2 2 6 2 5 17 13
오천서원 5 4 6 5 5 25 2
청호서원 2 4 8 5 5 24 3
덕산재 5 4 4 4 3 20 9
덕암재 5 3 4 3 3 18 11

<표 8> 평가요소에 따른 문화재지정신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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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면
- 건축적인 사항과 인물, 역사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모명재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오천서원, 청호서원, 무동재 등이 차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 건축적인 사항만을 고려하였을 때는 학산재가 건립년대 및 원형유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

다.
- 인물만을 고려할 때는, 무동재, 청호서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문화재의 지정은 모든 면들이 고려되나, 어느 한 분야라도 특출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충분히 고

려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돈목재 2 1 4 3 3 13 15
모명재 5 3 8 5 6 27 1

모운당과 
충효재 2 4 4 5 3 18 11
무동재 2 4 10 5 3 24 3
성산재 5 4 4 5 3 21 6
솔일재 2 4 4 3 3 16 14
영모재 5 4 4 5 3 21 6
영사재 5 4 4 5 3 21 6
학산재 6 4 4 5 3 22 5
계술재 1 1 4 3 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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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목조 가옥 건축의 가구 구조 이해10)
 
• 보의 종류
대들보 : 건물의 앞뒤 기둥을 연결하는 보
종보 : 대들보 위에서 동자주를 세우고 동자주를 연결하는 보
합보 : 기둥 또는 평주의 양쪽에서 물리게 되는 보로 대청과 온돌방의 경계벽에서 볼 수 있는 보
충량 : 측면 2칸에 기둥이 있을 때 그 기둥에 큰 보와 직각으로 연결되어 얹히는 보로 정자 건물에
서는 용머리를 조각하는 경우도 있다.

• 창방과 평방의 종류와 이해
창방 : 기둥 위에 가로 질러 연결하고 평방, 화반 등을 받는 가로 부재
뜬창방 : 용마루나 중도리 밑에 있는 대공 또는 동자주에 가로 건너지른 부재
멍에창방 : 중층건물에 있어서 하층 서까래 상단을 받는 이층기둥에 건너지른 가로재
평방 : 공포 등을 받기위해 평주 위에 건너지르고 창방 위에 얹히는 가로재

• 도리 : 보와 직각방향으로 걸어 서까래를 받는 수평 구조부재
납도리 : 단면이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된 도리(=민도리)
주심도리 : 기둥 위에 놓인 도리
내목도리 : 공포를 짜고 건물 내부로 내놓아 건 도리
출목도리 : 주심도리에서 바깥쪽으로 내밀어 걸린 도리(=외목도리)
중도리 : 처마도리와 지붕 마룻도리 사이에 건 도리
상하중도리 : 여러개의 중도리를 걸 때 위와 아래쪽에 있는 중도리
처마도리 : 출목이 없는 변두리기둥 위의 주심도리, 들도리
종도리 : 용마루 밑에 서까래를 걸쳐 놓는 도리. 마루도리, 마룻대

• 장여 : 도리 밑에서 도리와 같은 방향으로 놓이는 인방과 같은 부재로 도리 밑에 받친 수평 목재, 
• 화반 : 상하 부재 사이에 끼어서 가로재를 연결하는 창방 위 중간에 얹어서 장여를 받는 초새김

10) 서정호, 『한옥의 미』, 경인문화사(2010)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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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받침
• 대공 : 대들보 위에 서서 종보와 종도리를 받치거나, 종보 중앙에 서서 종(마루) 도리를 받치는 
수직 목재
판대공 : 널판으로 만든 대공의 총칭
파련대공 : 판대공에 파련각한 대공
포대공 : 대들보나 종보위에 첨차와 살미를 조립한 포작으로 만든 대공
화반대공 : 연꽃이나 연당초 모양으로 초각한 화반모양 대공
인자대공 : 도리 양쪽에서 人자 형태로 받치는 대공
솟을합장 : 수직 대공이 따로 있고 보조적으로 "人"자형 받침대를 종도리와 연결한 부재. 봉정사 극
락전이나 수덕사 대웅전이 대표적 사례
• 보아지 
대들보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에 들보의 힘을 모아주고 받쳐주는 기능을 하는 기둥머리에 사통가지
로 홈을 판 곳에 올리고, 보아래 받치는에 끼우는 작은 부재 

〈벽과 문의 구조〉 
• 벽체의 종류와 이해
평벽 : 기둥이 노출되지 않게 만든 서구식 벽체
심벽 : 기둥을 일부 노출하고 사이에 흙벽으로 마감하는 벽체. 전통 가옥의 벽체
박공벽 : 건물의 측면 합각박공의 삼각형 벽
포벽 : 공포와 공포 사이 평방 위에 있는 벽
판벽 : 널을 붙인벽, 널빈지벽, 귀틀판벽
바름벽 : 진흙과 회반죽을 이용하여 미장한 벽
머름대 : 머름은 창틀과 그 밑의 하인방 사이에 짧은 동자주를 세우고 널로 막아낸 부분으로 온돌
방 창틀 아래 붙어 있는 머름틀

• 문의 종류와 이해
바라지창 : 대청마루 후면을 막는 창문으로 대부분 판문이 많으나 세살창문인 경우 있음.
광창 : 출입문이 아닌 중인방 위에 꾸며서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문
불발기창 : 4짝의 문으로 창틀의 앞뒤를 한지로 바르고 벽체 대신 사용하다가 열어서 등자쇠에 걸
도록 되어 있는 창
교창 : 문틀의 위쪽에 고정식으로 꾸며진 채광 창
들창 : 창을 밖으로 열고 작대기로 고이도록 만든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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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창 : 중인징에 2개의 인방을 걸친 창문틀에 상하로 직선재를 끼워 만든 환기창문으로 부엌이나 
곳간, 측간 등 환기가 필요한 곳에 설치
봉창 : 벽체의 일부를 구멍을 내거나 수수깡이나 나무로 얽어 놓은 창
미닫이문 : 덧문 안에서 좌우로 밀어 여는 문
덧문 : 미세기문 밖에 문울거미 살대로 만든 문. 추울 경우에 사용하는 문
분합문 : 문짝이 대칭이 되게 만들어져 밖으로 여는 문
협문 : 추녀 밑이나 대문이 아닌 담장 아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문(=일각문)

〈공포〉 
• 공포의 구성 부재의 이해
주두 : 기둥머리 위에 놓여 포작을 받아 공포를 구성하는 대접처럼 넓적하게 네모난 나무. 상부의 
하중을 균등하게 기둥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포에서는 주두가 기둥머리를 떠나 평방 
위에도 놓임.
소로 : 두공, 첨차, 제공, 장여, 화반 등의 사이에 틈틈이 끼우는 네모난 사각재. 작은 두공, 접시받
침라고 부른다.
살미 : 궁궐이나 성문 등과 같이 화려한 공포 부분에 기둥 위 도리 사이에 장식하는 촛가지를 짜서 
만든 부재로 첨차에 직교되며, 외부는 쇠서형으로 조각하고 내부는 교두형이나 또는 초엽, 연화 등
을 새긴다.
주심포 : 기둥 위에만 공포를 짜 올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화반 등으로 받침
다포 : 기둥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의 창방과 평방 사이에 공포를 짜서 넣은 공포로 처마도리나 출
목도리를 보강하고 화사한 외관을 갖추는데 의미가 있는 공포의 한 짜임새
익공 : 포작집의 모습으로 꾸미고 초방 끝이 쇠서로 되어 내부는 초각되어 있는데, 용이나 봉황을 
새긴 경우도 있다. 일반 민가 주택에서 많이 사용함.
첨차 : 도리방향으로 살미와 십자맞춤으로 짜여지는 공포부재를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
행공 : 외출목도리와 장여를 받치는 첨차
안초공 : 기둥머리와 평방 이음새에 끼워서 평방 이음을 보강하는 부재

〈지붕가구〉 
• 지붕의 구성과 이해
처마 : 지붕에서 벽 바깥쪽으로 내민 부분
홑처마 : 부연을 달지 않고 처마 서까래만 걸어 꾸민 처마
겹처마 : 처마 서까래위에 덧서까래(부연)를 달아 꾸민 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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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녀 : 합각, 모임지붕의 귀서까래를 받치는 대각선 방향으로 거는 경사진 부재
골추녀 : 지붕골이 되는 좌우 지붕면의 서까래 (=회첨추녀)
붙임혀추녀 : 사래 옆에 붙이는 반쪽으로 된 서까래나 부연
추녀각 : 추녀끝에 새김질 한 것, 눈각
사래 : 처마서까래에 부연을 달아 겹처마로 하였을 때의 부연의 추녀
평고대(초매기) : ‘ㄱ’자형 건물에서 지붕골의 좌우에 있는 처마가 합쳐지는 곳
착고 : 지붕마루 기와골 위끝을 막아 대는 기와
착고판 : 구획된 좁은 간 사이를 막아댄 널. 당골판
개판 : 지붕이나 서까래 위를 덮는 널. 지붕널
부연개판 : 부연위에 까는 개판
연함 : 평고대 위에 골을 파서 처마끝 암기와를 받는 재. 연암
박공 : 박풍. 팔작지붕이나 맞배지붕에서 양 옆면의 마구리 부분
삼량집 : 앞뒤 기둥에 주심도리를 얹고 보를 건너지른 다음에 보 중앙에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올
리고 양쪽으로 서까래를 얹은 집
오량집 :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에에 중도리가 하나 더 걸리는 구조
용마루 : 지붕의 중앙부에 가장 높이 있는 수평마루
내림마루 : 지붕면에 따라 경사져 내린 마루의 총칭
서까래 : 비탈진 지붕면을 만들려고 도리 위에 촘촘하게 설치하는 구조 요소. 연목
장연 : 중도리에서 처마끝까지 내밀어 건 긴 서까래
단연 : 오량기둥에서 마룻대에 거는 짧은 서까래. 상연, 동연
평연 : 일반 처마면에 있는 서까래. 들연, 처마서까래
선자연 : 추녀 옆에서부터 면서까래까지 중도리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부채살처럼 방사형으로 배치
한 서까래. 선자서까래
부연 : 처마서까래 끝에 덧얹어 처마를 길고 아름답게 처들어 주는 서까래
부연초 : 단청에서 부연(덧서까래)에 그린 문양
목기연 : 박공, 까치박공 등의 박공널에 직각되게 거는 서까래. 모끼연, 모끼서까래
• 지붕의 종류
맞배지붕 : 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고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3각형으로 된 지붕
우진각지붕 : 용마루에서 지붕면이 사방으로 다 비탈져 있어 박공이 없는 지붕
팔작지붕 : 여덟팔자모양의 내림마루를 갖은 지붕(=합각지붕)
부섭지붕 : 서까래의 윗머리를 다른 벽에 지지시켜 달아낸 지붕(=눈썹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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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익공양식과 민도리양식 용어 도해

초익공양식

이익공양식

민도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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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각 부재의 명칭


	본문(12-19)
	책갈피
	30334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