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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삼지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30 10:32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371

삼지리(���)세 개의 연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마을이다. 북은 높은 산으로 벽을 삼으며 섬 같은 산을 한 가운데 두고 마을 한 가운데로 찻길이 나 있
어 한바퀴 돌아 나간다. 삼지라 함은 하원리에 있는 원댕이못과 삼지 2리에 있는 탑밑못. 삼지리에 있는 바대못을 통틀어 이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대
못은 파대못 혹은 파대지라고도 이른다. 바대는 때에 따라서 바디라고도 이를 바 베를 짜는 베틀의 한 짬틀 이름이기도 하다.본래 영양군 동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 구역을 고칠 때 사평동, 원하동, 연지동의 각 일부를 떼다가 삼지동에 넣는다.마을의 특징삼지리에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사지수로굴과 
영혈사지와 그리고 탑을 들수 있을 것이다. 삼지수로는 삼지리에 있는 물길인데 일제 말엽에 착공하였으나 조국 광복 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1953년에 
착공하여 1957년에 완공하였다. 일월면 곡강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곳을 지나 삼지들, 하원들, 현들에 댄다.영혈사는 조선조 선조 때에 학자인 사월 조임 선
생이 절터에 암자를 세우고 연대암이라 하였는데 지금도 불신도들이 많이 오고 간다. 영혈사 터의 부근에 탑이 있는데 이 탑 안의 감실 안에서 금동을 입힌 금
동불 4좌가 나왔다. 이를 감정한 결과 삼국통일 이전에 만들어진 호신불이라고 밝혀졌다. 탑의 높이는 1.41미터 가량 되면 앞쪽에 감실이 설치되어 있다. 탑신
은 절벽의 중턱에 돌출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탑의 받침을 썼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탑신은 어디로 가고 지금은 2층까지만 보존되어 있다.영혈에 대하
여는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절벽 아래 신통한 바위 굴이 있는데 여기서 샘물이 솟아 나온다. 이 물의 맑고 흐림으로 리기로써 한 해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또 
이런 곳에 절이 있었다 하여 영혈사란 절의 이름을 삼았던 것이다. 이 샘물을 한번 마시면 속이 시원하여 이른바 보리수가 된다고 하였으니 과연 말대로라면 신
령한 굴이 아닌가.구멍을 중세말로는 구무 혹은 굼기라고 하였으며 구무는 검-금과도 걸림을 보이니 이르자면 굴신숭배 곧 땅신숭배를 드러내는 신앙적인 뜻
이 강하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사들ㆍ사부랭이ㆍ사평옛날에는 이 마을 앞으로 강이 흘렀던 것으로 전한다. 토질이 사질토라서 황토에 비하여 특이하였으
므로 사들이라 하였다. 350년 전 한양 조씨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으며 마을 앞에 큰 연못이 있다. 영양읍으로 통하는 오지 고개와 앞산 고개가 있고 동리를 반
분하여 웃마을, 아랫마을로 불리운다.땅 이름의 맞걸림으로 볼 때 사-새의 분포가 상당수 있다. '새로 생긴 들판' 이란 뜻으로 새김이 좋을 듯하다.탯밑ㆍ탑밑ㆍ
연지세개의 연못 중 중간 연못이 있는 마을이므로 연지라 하였고, 마을 뒷산에 신라 고찰 영혈사가 있었으나 400여년 전에 허물어져서 그 자리에 사월공 조임 
선생이 석성지를 위하여 암자를 짓고 연대암이라 하였는데, 그 곳에 삼층 전탑이 있어 그 아랫동네를 가리켜 탑밑이라 불러 온다. 웃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
이 있다.아탯밑은 탑밑에서 온 것인데 탑의 홀소리가 밑의 모음을 거꾸로 닮아서 탯밑이 되어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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