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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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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리(���)마을의 뒷산은 청기리와 연접하여 있으며 국도에서 맞은 편 산기슭에 자리하여 있다. 큰내가 마을 앞을 흐르기 때문에 감들내 혹은 감내,감천
이라고도 부른다. 본래 영양읍 읍내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을 고칠 때 남면의 지평동과 하풍동을 합하여 감천동이라고 하여 영양읍에 들게 된다.땅
이름의 분포로 볼 때 감천은 흔히 감내라 하는 곳이 많다. 본래 우리말인데 이를 한자로 갑천으로 적기도 한다. 가운데를 뜻하는 '감'에서 비롯한 형으로서 감은 
기원적으로 물신 혹은 땅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하면 감내는 중앙천이란 말이 된다. 가령 유성의 갑천이나 횡성의 갑천이나 그 고장에서는 보통 감내라고 
부름을 보아도 그리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마을의 특징이 마을의 상징적인 것으로는 오일도 시인의 시비와 범바위 위에 있는 폭포가 있으며 아울러 절벽과 축
백나무 숲을 들 수 있다. 오시인의 시비는 마을 앞 동산에 세워져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폭포는 마을의 서편 산위에 백여 척이나 되는 데에 있으며 
범바위 위에 있다. 바위는 마을의 동남쪽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서 그 곳에 측백나무가 무리 지어 살고 있으므로 천연기념물 제 114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
다. 한편 측백나무 숲은 약 3천평 가량되는 절벽의 바위 틈에 신기할 정도로 자리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 제 114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절벽 아래로는 
깊은 소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가짓들ㆍ지평골ㆍ지평토질이 비옥하고 살기 좋아 가짓들이라 불렀다. 한양 조씨 문중의 
삼수당 조규 선생이 입암면 연당리 임천에서 이 곳으로 들어 오면서 가짓들을 사고 제택과 묘우를 세워 이를 삼수당이라 이름한 뒤에 택호를 삼수당이라 하였
다. 삼수당이라 호를 지은 것은 이 곳의 잔디가 빛이 나서 1년에 세 번씩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공이 삼수당을 지은 뒤부터 마을 이름을 지평이라 불렀
다 한다. 현재 감천 2리이다.지평이라 함은 가짓들을 한자로 뒤쳐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두를 갖춘 혹은 많은 것을 지닌 들이란 뜻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한
다.감내ㆍ감들내ㆍ감천ㆍ동곡ㆍ지곡큰 내가 동네 앞을 감돌아 흐르므로 감들내, 감내, 감천이라 하였다. 전해 오기로는 처음에 지곡이라 불렀는데 400년 전
통정대부 오시준 선생이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동곡이라 하였다. 마을 뒤 산기슭에 맛있고 좋은 물이 솟았다고 하여 감천(��)이 되었다가 감천(��)으로 변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오상대(45) 제보)앞에서도 풀이하였듯이 감내의 '감'은 물신이요 땅신을 상징한다. 최남선의 「신자전」을 보면 신을 '검' 이라고 하
였으니, 여기 감은 검과 같은 뜻으로서 거북신앙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거북은 옛말로 거붑이요. 다시 이는 '검'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양산 민요 '
왕거미 노래'의 거미-검-거북) 모든 삶의 가능성은 물과 땅에서 말미암는 것이니 땅신을 중심으로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우리말 감내를 이
에 가까운 한자로 대응을 두어 감천이라고 한 것이다.괴박골ㆍ괘벽바위가 벽에 걸려 있는 모습이라고 하여 불리어진 이름이고, 현재 여섯 집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 감천 1리의 뒷골이다.(오상대(45) 제보)수비면에도 괘벽골이 있는데 여기서는 깨밭이 많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보고 있다. 깨를 된소리로 내지 않으면 
개-괘가 비슷한 소리임을 알 수 있다. 짐작하건대 이 마을도 깨밭에서 연유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개벽을 괘벽이란 한자로 뒤쳐서 적은 것이다.진마골ㆍ진막
곡ㆍ김막곡마을 입구의 오른쪽 능선에 산성이 있다. 영양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진을 친 곳이라고 한다. 앞으로 강이 흐르며 골이 깊숙한데, 현재 24
집이 살고 있다.(오수국(49) 제보)진을 치다 혹은 깊숙하다에서 비롯한 이름인데 깊숙한 골이라면 길어야 하니까 길다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긴-진의 걸림에
서 '긴'이 구개음화가 되면 긴이 '진'의 소리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하풍ㆍ합풍가짓들 아래쪽에 있고 입암과 경계를 이룬다. 고을이 야자복
치형으로 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바람도 이 곳에 머물렀다 가는 좋은 산세를 지녀 합풍이라고 한다. 높은 산기슭에 자리하면서 샘이 풍부하여 하풍이라
고도 한다. 이 곳에는 야자 형국의 명당에 터를 쓴 무덤이 하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어떤 집에서 명풍수에게 물어 묘터를 잡아 놓았는데 영천 이씨 
가문으로 출가한 딸이 몰래 광중에 물을 길어다 부어 산소를 못 쓰게 하고서는 시가에 알려 영천 이씨네가 그 자리에 산소를 써 그 자손이 잘 되었다고 한다.(박
종국(56) 제보)꿩이 알을 품는 형국이라 하였는데 여기 꿩은 산과 들이요, 알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나 집을 가리킴이니 바람이 막히고 물이 돌아 흘러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마을임을 암시하고 있다.

영양소개 > 지명유래 > 마을이름과 유래

COPYRIGHT ⓒ YEONGYANG-GUN. ALL RIGHT RESERVED.

마을이름과 유래 - 전체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www/introduce
https://www.yyg.go.kr/www/introduce/origin
https://www.yyg.go.kr/www/introduce/origin/name_origin
https://www.yyg.go.kr/www/introduce/origin/name_origin



	紐⑹감
	마을이름과 유래 - 전체
	감천리의 이름과 유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