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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용 시인이 시심을 키우던 곳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는 낡은 목조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약 100년 전에 세워진

죽향초등학교 건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로서 정지용 시인, 육영수 여사 등을 배

출하여 대한민국의 새싹들을 교육시킨 추억의 학교이다. 지금은 ‘옥천교육역사관’으로 사

용되고 있다. 100년 전부터 죽향초등학교의 교가(전병석 작사, 정병석 작곡)가 이곳을 가

득 채웠다. 

고시산 옛터에 우리 고을은

거룩한 어른들 살으시던 곳

닦으시던 예의를 이어 받아서

죽향의 전통을 더욱 빛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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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손을 한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 1900년 초의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공부를 하

던 교실 등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교내에는 육영수여사휘호탑이 세워져 있다. 탑에

는 육 여사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친필의 글귀가 새겨 있다. 

“웃고 뛰놀자, 그리고 하늘을 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죽향초등학교는 1909년 10월 1일 사립창명학교로 설립되었다. 당시 일제 통감부는 1908

년 공포한 사립학교령을 토대로 많은 사립학교들을 공립보통학교로 흡수통합시켰는데,

사립창명학교 역시 1910년 옥천공립보통학교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후 194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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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사 안에 있는 책상 구 교사 안에 있는 학교종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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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죽향국민학교로 변경되었고, 1996년 3월 1일 옥천죽향초등학교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른다. 지금 남아 있는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는 1926년 신축된 1층 건물이다. 1936년

재건축되었고, 1977년과 1985년에 또 다시 증축되었다. 

교실의 천장은 목재반자로 마감하였으나, 복도는 마감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붕 골조를

그대로 노출하여 보다 풍요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건립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그대

로 남아 있어 우리나라 근대기의 학교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죽향초등학교 내에는 옥천역사교육관과 죽향리사지 삼층석탑 등도 있어서 역사의

향기를 더한다. 

학교에 간 죽향리사지 삼층석탑

죽향초등학교에 있는 죽향리사지 삼층석탑은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51호로서 원래는

죽향리의 탑산이골이라는 마을에 있었다. 그러다 70여 년 전 옥천공립보통학교가 죽향초

등학교로 변경되어 건립될 때 탑산이골에서 이곳 죽향초등학교로 옮겨온 것이다.  

이 탑은 소형의 석탑이지만 단층의 기단부 위에 3층의 탑신부와 복발 보주로 이루어진 상

륜부를 갖추고 있어서 거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에 가깝다. 

죽향리사지 삼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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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의 크기는 전체 높이 291m, 기단폭 92m이다. 기단은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는데 우주

와 탱주가 표현되었을 뿐 다른 장식은 없고 기단갑석의 윗면에는 1단의 돌출부를 두어 탑

신부를 받치도록 하였다. 

1층의 몸돌에는 각 면마다 우주를 모각하였으며 전면에는 문비를 음각하여 표현하였다.

2, 3층의 몸돌에는 우주가 표현되지 않았고 3층에는 감실이 마련되었다. 

각 층의 지붕들은 층급받침이 3단이며 낙수면의 경사가 매우 심하고 모서리는 직선형이다. 

상륜부는 보상화문을 조각한 복발과 보주가 있다. 

탑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매우 가늘고 길쭉한 모습으로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

며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적인 기법으로 보아 신라 석탑의 양식을 이어받아 변형된 고려시대

석탑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석탑으로 종교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 죽향리사지 삼층석탑

간접 관련된 유적(물) 육영수 생가지, 정지용 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