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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무창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29 19:59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456

무창리(���)읍 소재지에서는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작은 시내가 많으며 논과 밭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골이 깊고 산이 높아서인지 바람이 많이 불어 
고냉지 채소의 재배가 아주 성하다.본래 영양군 동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을 고칠 때 지무동, 창상동, 창하동, 사천동의 일부를 따다가 합하여 무
창동이라 하고 영양면에 들게 한다. 결국 지무동과 창상동의 이름자를 따다가 합하여 만든 부름말이 된다.마을의 특징비교적 논보다 밭이 많은 마을로서 자연
환경에 맞게 높은 지역에서만 되는 고냉지 채소가 잘 된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검젱이ㆍ금지ㆍ금징이ㆍ금전ㆍ금장ㆍ금정ㆍ창상동약 350년 전 김씨 성을 
가진 선비 한 사람이 이 마을을 개척할 당시 우물가에서 빛나는 돌덩이 하나를 주워 관가에 가져가 보니 금덩이였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금지로 되었다.구석마
ㆍ구석마을무창리 남쪽 구석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구석마라 하며 마을 입구에 암석이 9개가 있었다고 하여 구석 마을이라고도 일컬어 왔다.내면ㆍ내미원영양
현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이나 아름다운 산수 때문에 불리어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선비인 유 선생이 자기의 스승을 성황당에 모셨으므로 영덕군 창수면의 자손
들이 이 마을로 자주 내왕하였다고 하여 내면이라고도 한다.무네미ㆍ묵골ㆍ물골산의 어느 곳을 파헤쳐도 물이 솟는다고 하는데 해발 600미터에는 약수가 있
다. 무네미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물이 넘친다는 뜻을 바탕으로 한 마을 이름으로 보인다.바른골·밤나무골·밤수골옛날에는 바른골이라 불렀으나
마을 중간 위치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나무골이 되었다.작은 밤나무골밤나무골 남쪽 골짜기이다. 밤나무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고 골이 좁으며 깊이가 얕아서 붙
여진 이름이다.장풍ㆍ장풍원조선조에 행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풍원이 있었다. 요사이에는 장풍이라 부른다.지무실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울창한 산림
과 풀이 온 산을 덮고 있다. 임진왜란 때 피난 온 사람들이 동네를 만든 곳으로 요사이도 마을 길이 좁다. 지무라 함은 한자이지만 본래는 우리말로 적은 게 아
닌가 한다. 풀숲을 지역에 따라서는 김 혹은 짐이라 하는것을 보면 김-집의 걸림을 따라서 풍부한 임산자원이 있는 마을이란 속내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무의 한자대로 풀이하더라도 아름다운 풀이 무성하다는 멋들어진 이름임을 엿 볼 수 있음은 이러한 풀이의 가능성을 더해 주고 있다.화라터ㆍ화란터ㆍ황랑
터ㆍ활인터임진왜란 당시 영양군 석보면 삼의에서 우씨들이 이 곳으로 피난을 와 스물네 가구가 동네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한다. 난이 끝나자 사람을 살린 곳
이라 하여 활인터로 불렀으며 그때는 이 곳이 본동이었고 지무실이 부속 마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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