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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리
마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벽산(碧⼭) 김도현(⾦道炫) 의병대장의 생가와 성터
그리고 당나무를 들 수있다. 김도현 의병대장이 태어난 집은 경상북도 기념물 제64호
(1985)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정면으로나 측면으로 네 칸이며 입구(⼝)자 모양의 기와집이
다. 대문채는 정면 세 칸이며 측면은 한 칸으로 되어 있다.
성터는 성안 혹은 뒷재산이라고도 한다. 소청동 뒤에 있는 산으로서 높이는 461미터이고
둘과 흙으로 쌓은 길이 5백미터 되는 성이 있다. 조선조 고종때에 의병대장이던 김도현이
이성을 쌓아서 왜적에 맞서 싸웠다고 한다. 당나무는 상청리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이른다.
그 둘레가 두 아름이나 되며 매년 정월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나무에 제를 올리며
이어서 애기 당나무에도 제를 올린다.

[ 검산성 앞 벽산 김도현선생 공덕비 ]

상청리를 중심으로한 구매리와 저리
청남 권역은 행정구역으로는 영양군의 서쪽으로 상청1,2리 구매1,2리 저리로 구성된 5개 마을입니다. 옛기록에 이 지역을 소청(⼩⾭)이라 불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신라시대부터
기록된 오래된 마을입니다.
영양군은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태백산맥과 튼튼한 하체에 속하는 소백산맥 사이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청량산과 일월산이 남쪽에는 주왕산이 둘러져 있는 곳
으로 우리나라 동쪽 내륙의 산악지대인 교통의 오지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덜 탄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로부터 빛이 가장 먼 지역으로 밤하늘의 별을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일월산을 중심으로 북에서 남으로
길게 3등분하면 동해쪽은 수비면에 해당하고 중앙은 영양읍에서 입암이며 서쪽은 반변천의 지류인 동천이 길게 한 청기면입니다. 청남권역은 이 청기면에 해당합니다.
안동 북쪽에 살던 옛 선조들이 동해 바다를 가고 싶으면 현재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에서 산길을 타고 구매리로 넘어 상청리, 저리, 입암을 지나 영해(평해)쪽으로 다녔습니다. 특히나
구매 고개길은 산적이 더러 출몰해 이 산길을 갈 때는 3명이 이상이 다녔으며, 방어용으로 돌을 하나씩 들고 오다가 구매마을이 보이는 고갯마루에서 안심하고 돌을 내려놓았다고하
는데 지금도 고갯길 정상에는 그 흔적으로 크다란 돌무더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은 퇴계 선생이 자주 다녔었고 고개마루를 내려오면 나그네들 목을 축였다던 주막도 지금은
흔적은 없지만 그 터가 마을에 있습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 일가가 몇 집 있어 퇴계 선생이 자주 들렀다고 합니다. 소낙비를 피해 어느 집에서 점심을 드셨다는 곳도 있고, 인근에 능금
나무를 심어셨는데 지금은 없지만 마을 곳곳에는 옛 선조들의 발자취와 오랜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하천을 따리 10리 정도 걸어오면 상청리에 항일 의병장 벽산 김도현선생 생가가 있으며 벽산 선생의 개인 사재를 털어 마을 뒷산에 쌓은 검산성이라는 돌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1500미터인데 현재는 200미터만 남아 있으며 검산성 꼭대기는 칼날세운 것처럼 되어있고 산길을 따라 산등성이를 따라 가면 돌성의 흔적이 봉우리에 있어 그 당시 항일 의병
의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천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저리라는 부락이 있으며 지역이 산골이다 보니 골짜기가 많고 부락도 골짜기를 따라 길게 형성된게 특색입니다. 따라서 마을을 낀 하천과 시내가 많
으며 돌을 쌓아 밭을 형성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골짜기 부락의 특성상 논이 거의 없으며 축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여름에도 파리나 모기같은 해충이 거의 없기에 쾌적하며 개울물의
수질이 좋아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깨끗하며 다슬기나 재첩 같은 수생 생물이 많이 살고 있어 때마다 다슬기 축제도 하는 곳입니다.

Copyright ⓒ Ye o n g y a n g - g u n . All Rights Reserved.

ì ì

êµ°ì²(http://www.yy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