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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대천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29 19:41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528

대천리(���)영해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도 많지만 들도 상당하여 논농사가 중심을 이룬다. 흔히 이 지역에서는 한내라 부른다. 한
내라 함은 큰 냇물이라는 뜻인데 마을 앞에 큰내가 흘러서 붙여진 이름이다.1914년 행정구역을 고칠 때에 선당동, 문양동, 고월동, 옥산동의 일부를 떼다가 합
하여 대천동이라고 부르게 된다.마을의 특징널리 알려진 이 마을의 상징으로는 비파다소와 그 곳에 세워진 삼구정을 들 수 있다. 여기 비파다소는 한내 서쪽에 
있는 소로서 옛날 한 미인이 이곳에서 비파를 타다가 빠져 죽었으므로 생겨난 이름이라 전해 온다. 삼구정은 문월당 오극성 선생이 세운 정자로 소 아래에는 거
북처럼 생긴 바위가 셋이 있다하여 생긴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함양 오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특히 옥산 마을은 조국광복운동을 한 추수 엄순봉 선생이 태
어난 마을이다. 선생은 김좌진 장군을 도와서 조국의 광복운동을 하였으며 조선인 아나키스트연맹에 가입하였다. 만주에 있는 교포들을 모아 한족총연합회를 
만들기도 하는 등 민족주의와 독립사상을 불러 이르켰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고드랫골ㆍ고달골ㆍ고월지형이 반월 모양이고 달맞이나 소원 성취를 이 자리
에서 빌었다고 한다.(오원일(80) 제보) 고월은 고드랫골을 한자로 뒤쳐 적은 것이다. 말의 짜임으로 볼때 곧에 달이 붙어 이루어진 꼴로 보인다. 그러니까 곧 혹
은 곶은 툭 튀어 나온 물체를 이른 것이요. 달은 높은 지역을 이르니 고달은 높게 툭 튀어 나온 곳이 아닌가 한다. 하긴 반달의 모양이 양쪽으로 칼처럼 삐죽하
게 솟아 나온 것으로 보아 고달과 상당한 의미의 걸림이 있는 걸로 보인다. 옛글을 보면 직곡, 다시 이르자면 곧은 골이란 뜻도 내포하고 있다.문양남루한 의복
의 선비 한 사람이 이 곳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고 가려고 주위를 둘러 보아도 집은 한 채밖에 없었다. 그 집으로 가까이 가 본즉 방이 하나밖에 없
어서 주인 몰래 부엌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새벽녘에 주인이 나가 본즉 자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부끄럽게 여기고 방으로 모셨다는데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그 나그네는 암행어사였다고 전하고 이 문양 앞을 주머이골이라 한다.(신상옥(72) 제보)땅 이름의 분포로 보아서 '문'은 거의가 물 곧 냇물과 
걸림을 드러내는 일이 많이 있다. 이를 받아 들인다면 내의 북쪽에 자리한 마을이란 뜻이 된다. 주머이골과 관련하여 볼라치면 마을의 자리가 주머니처럼 움푹 
들어 간 모습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 '문'은 우리말인데 이를 한자의 소리가 비슷하다고 하여 문으로 적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선댕이ㆍ선당신선이 하
늘에서 내려와 놀다가 간 곳이라고 하여 선당이라고 하며 문양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오승목(92) 제보)옥산마을 북쪽 산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되었다. 신선
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하늘로 올라간 산이라고 하여 옥산이라 불렀다. 마을 입구에 절벽으로 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옥선대라 한다.(오승석(74) 제보)
김좌진 장군을 도와 조국광복 운동을 한 추수 엄순봉(1903 ~ 1938) 선생이 태어난 마을이다.장숫골산의 모습이 둥우리처럼 생겨 아늑하고 골이 깊어 식수가 
좋아 옛날부터 이 곳을 사람들이 장수하는 마을이라 한다.(오원일(80) 제보) 산의 모습이 둥우리처럼 생겼으니 아늑할 것이요. 골이 깊으니 물또한 끊이지 않
을 가능성이 높아 마침내 농사가 잘되고 사람들은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골이 깊으면 물길이 길다. 우리 나라의 땅 이름을 보면 길 장자와 물수자가 들어가 불
리우는 경우가 많다. 하면 여기서도 물수자 장곡이 본래의 이름이 아닌가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가 민족의 계통으로 보아 길리약 겨레의 후손이기 때문이
라고 풀이한다. 머리 글자 길을 따서 마을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이다.한내ㆍ대천동리 앞으로 큰내가 흐르기 때문에 한내라 하는데 조선 인조조 함양 오씨 용
계공 오흡 선생이 이 마을을 처음으로 개척한 뒤 가뭄이 십 년간 계속되어 강이 말랐으므로 한천이라고 부른다.(오창본(81) 제보)큰내가 흐르기 때문에 한내라 
하였으니 이를 한자로 뒤치면 대천이 된다. 같은 소리가 나는 한자를 써서 가물 한 자를 쓰기도 함을 보면 이 지역의 물 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황곡평해 황씨가 부유하게 살아서 황씨 성을 따서 황곡이라 하다가 황씨가 떠난 후에는 황곡이라 했다.(임석암(75) 제보) 자연부락의 이름에 황골 혹
은 항골이 많이 쓰임을 고려하면 황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단적으로 깊고 큰 골이라는 뜻으로 쓴 한골의 한자 뒤치기에서 그리 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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