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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무학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29 20:0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691

무학리(���)숲이 우거지고 많은 학들이 날아 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전해 오기로는 옛날에 이 마을에서 무덤을 파는데 그 속에서 학이 날아 갔다
고 하여 무학동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산속 깊은 오지 마을로서 교통이 불편하나 산나물이 많이 난다.본래 영양면의 동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 구역을
다시 고칠 때에 자무동과 대학동을 합하여 자무와 대학의 이름을 따서 무학동이라고 이르게 된다.마을의 특징마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한심박골과 
자무터의 학이야기가 있다. 사실상 마을을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사는 이가 거의 없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뭉노골ㆍ묵논골ㆍ진답골이 골에 살던 사람이 다
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나 논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 묵었으므로 그래서 생긴 이름이며, 논은 없고 밭뿐이다. 진답골의 진답은 묵논을 한자로 뒤쳐서 지은 것이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논이 모두 묵었다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밤통골ㆍ밤퉁골ㆍ방통골아름드리 큰 나무가 많았으며 그 나무로 방티를 많이 만들었
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아름드리 소나무는 다 베어져 요사이는 없고 산기슭에 작은 소나무만이 있다. 이 지역의 말로 함지를 방티라고 한다.자무터
ㆍ자무동이 곳은 한심박골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한심박골 광중에서 나온 학이 이 곳으로 날아와 잠을 자고 날아간 곳이라 전해진다.
농사를 지을 만한 평지가 아주 적은 편이다. 자무터는 잠터를 그리 적은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다 학이 날라 와 잠을 잤다는 민간어원을 곁들인 경우로 보인다.
학모기ㆍ함모기ㆍ항곡산고개의 모양이 흡사 학이 날아와 앉아 있는 형상인데, 한심박골에서 날아 온 학이 이 곳에 와 앉았다가 자무터로 가서 잤다고도 하고, 
이 곳의 지형이 학의 목처럼 생겼기 때문에 불리어진 이름이라고도 전한다.땅 이름의 분포를 보아서 학은 '새'와도 걸림을 보인다 결국 학목-새복이란 맞걸림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학목-새목이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쓰는 한자만 달랐지 드러내고 자 하는 기본 뜻은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생긴 동네의 길목이나
어구를 이르는 말이다. 이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항곡이라 적은 것으로 보이다.한심박골·한지박골·화심곡학이 한숨을 쉬었다고도 하고, 한심스러운 서군
을 일컬어 한심박골이 되었다고도 한다. 그런데 이 골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옛날 이 곳 무학동에서 수비면의 송하로 넘어가는 산마루에 묘
터가 좋아 이 곳에 살던 한 사람이 터를 잡아 산소를 쓰기로 하고 땅을 팠더니 커다랗고 둥굴넓적한 석판이 나왔다고 한다. 상제들은 지관의 말에 따라 그 돌을 
파내지 말고 그냥 매장하자고 하였으나 사위 한 사람은 끝까지 그럴 수 없다고 고집하여 관을 들어냈다고 한다. 그랬더니 광중에서 연기 같기도 하고, 이내 같
기도 한 안개가 피어 오르면서 학 한마리가 날아 갔다고 한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탄식을 하였다고도 하고, 땅에서 나온 학이 날아가면서 긴 한숨을 쉬더
라고도 한다.여러가지의 마을 이름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지박골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함지박처럼 우묵하게 들어 갔다 하여 부르는 마을 이름이 있음
을 미루어 함지-한지가 되었으며 다시 의미 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한심으로, 다시 한자로 뒤쳤을 때에 이르러 꽃 화자 화심곡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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