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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동부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29 19:47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742

동부리(���)황룡천 어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냇물이 마을을 동서로 갈라 놓고 있다. 영양읍의 소재지가 있으며 읍의 동쪽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본
래 영양군 읍내면의 지역으로 1914년에 행정 구역을 고칠 때에 서부동과 연지동의 일부를 따다가 합하여 동부리라고 부르게 된다.마을의 특징동부리 마을에
서 두드러진 것은 여남서원과 영양 남씨 시조인 영의공의 묘소와 아울러 이 고장의 특산물인 고추를 들 수 있을 것이다.여남서원은 조선조 숙종15년에 세워졌
으며 순조 30년에 사당을 서원으로 승격시켰으니 고종 5년에 서원을 헐 때에 철폐된다. 하지만 1920년에 들어 와서 그의 후손들이 서원을 다시 세우고 여남서
원이라 부르게 된다.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 76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영의공의 묘는 1958년 그의 후손들이 남민 선생의 묘라고 전해 오는 것을 의심쩍어 
파 보았는데 여기서 신라 시대의 돌널 곧 석관이 나왔으므로 석물을 갖추고 잘 돌보게 된다한편 특산물인 고추의 경우는 어떤가. 영양 여중고 맞은 편 산기슭에
영양식품회사가 보이는데, 영양 고추의 가공공장으로 질 좋은 고추를 가공하여 고추장이며 된장 등을 생산하고 있어 널리 알려져 있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
골뱅이골산세가 골뱅이(다슬기)처럼 생겨 골이 깊고 꼬불꼬불하며 옛날엔 산적이 많아 이 곳이 그들의 은신처였다고 한다.(주상로(63) 제보) 골이 깊고 꼬불꼬
불한 모양을 골뱅이에 비유하여 붙인 이름이다.바들양지ㆍ바대양지ㆍ해양지햇볕이 많이 쬐는 곳으로 양지 바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280년 전에 마을
이 형성 되었으며, 옛적에는 강이 흐르던 곳이었는데 용의 조화로 강의 흐름이 바뀌어 들이 생기고 마을이 들어 섰다고 전해 온다.(허태근(48) 제보)이 마을 앞
들을 바대들이라고 하며 이 들에 물 대는 못을 바대못이라고 이른다. 이 곳은 마을 동쪽의 양지 바른 데라고 하여 바대양지라고 불렀고, 아울러 햇볕이 많이 쬐
는 곳이라고 하여 바들양지라고도 한다.(최총탁(71) 제보)도뭇골ㆍ도곡ㆍ도항동ㆍ도모곡이 곳은 영양에서 황룡동을 거쳐 일월의 주곡동과 청기면 산운동과 
나방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해서 예로부터 이 마을을 동항동이라고 하였다. 영양 남씨들이 도항재라는 재실을 지어 선조를 모셨다. 도항동은 하자로 길 도에다 
목항이니 이를 합하면 도목골이 된다. 뒤에 소리가 바뀌어 도뭇골이 되었다(최총탁(71) 제보)불밋골오래전에 불무(풀무)가 있던 곳으로 산허리에 잘룩한 골짜
기이다. 사람들의 왕래함이 마치 불무질 하는 것 같다고도 한다. 불미는 불무에 대한 이 지역의 말이다. 불무는 물불의 줄임말로서 쇠를 불에 달구었다가 물에 
담금질하기를 되풀이 함으로써 쇠를 강하게 만든다 하여 생긴 마을 이름으로 보인다.섶밭밑이부락의 뒤편에는 진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산기슭에 참나무가 많
아 섶밭밑이 되었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이웃 사람들은 이 산봉우리에 올라가 보름달을 보며 그 해의 소원 성취를 빌었다 한다.섶밭은 숲밭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섶-숲이 같은 낱말의 겨레가 되기에 그러하다. 중세의 우리말로는 숲이 '솝'이었다. 솜-솝-숩-숲으로 이어지는 같은 뜻의 다른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화에서 숲은 생명을 상징하며 신의 집으로도 표상된다. 나무의 솟아 오른 모양을 연상하여 마침내 해 우러름으로 이어지는 섬김의 고리를 
갖고 있다.여남몰ㆍ여남당나라 여남현인 김충이 통일신라시대인 경덕왕 14년(755)에 당나라의 이부 상서로서 안렴사가 되어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태
풍을 만나 영덕군 축산면에 정착하여 살기를 희망하였으므로 당시 신라 경덕왕은 이를 쾌히 승락하여 남씨를 사성하고 영의공을 시호하여 영양을 식읍으로 삼
게 한다. 이 분이 남씨 시조 남민 선생이며 이 곳에는 그의 사당인 여남서원이 있었다 조선 시대 숙종 15년에 창건하고 순조 30년에 향사우로 승격하였다가 고
종 5년에 헐렸는데 1920년 공의 후손들이 강당을 건립하고 여남강당이라 부르니 이 곳을 지금까지 여남 혹은 여남몰이라 불렀다.임금이 김충에게 성씨를 내
릴 때에 고향인 여남의 '남'을 따다가 성으로 삼게 한 것이다. 가령 여남의 한자를 마을 이름과 걸림을 두어 풀이하자면 '그대를 남씨로 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으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여남은 우리말로 풀면 여섯 명 남짓한 경우를 이른다. 이는 바다에서 김충 일행이 풍랑을 만나서 겨우 대여섯 사
람정도 살아 남은 경우와도 무관하지 않다. 하여 뒤에 와서 영양 남씨의 시조가 되기에 이른다.재궁몰남씨들의 재실인 도항재가 있는 곳이다. 여남몰 북쪽에 위
치하여 현재는 여남몰과 마을이 이어져 있고 각 성들이 살고 있다. 도항재가 있기 때문에 재궁몰이라 불린다.투방꺼리ㆍ투방껄ㆍ특방골투방이 있던 거리이다. 
투방이란 관을 파는 상점이란 설도 있고, 조선 말엽 영양 현감이 봉화군 재산 방면과 영양군 수비 방면에서 영양으로 오가는 행인을 위하여 나무로 집을 지어 
그들의 편의를 도와 주었던 집으로 통나무를 쌓아서 지은 방특집을 가리킨다는 사람도 있다. 일월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고장에 크고 질 좋은 나무들이 많으니 
이는 훌륭한 널감이 되므로 널을 만들어 파는 투방집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함이 더욱 온당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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