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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서부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30 10:4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555

서부리(���)영양읍의 소재지로서 동쪽은 동부리와 경계를 두고 있으며, 서쪽은 청기면과 사이하여 있다. 영양군의 모든 행정기관이 이 고장에 있으며 영양
문화의 구심점을 이룬다.남쪽은 송영당을 사이로 하여 큰 느티나무를 수호신으로 한다. 현리와 이웃하여 있다. 고려 공민왕 7년 일본군의 침탈로 말미암아 현
리에 있던 관아가 불타게 되고 약 3백년 동안이나 소실된 관아를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지역민들의 상소에 따라서 1676년 현재의 군청 자리에 동헌이 들
어 서게 된다. 하여 동부리와 서부리가 영양문화의 요람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마을의 특징마을에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폭포수와 삼의각이 있으니 그 내
력은 다음과 같다. 폭포는 영양읍에서 청기로 가는 마을 어구에서 약 1 킬로 정도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높이는 3~4미터쯤 되지만 물이 떨어지는 곳이 넓은
바위로 디어 있어 그 둘레가 천연의 동굴을 이루고 있는데 바닥이 평평하여 수십 명이 둘러 앉을 만하다. 폭포수를 맞으면 신경통이나 가려움증 및 눈병이 낫는
다고 하는데 여름철이면 많은 여성들이 찾아 온다.한편 삼의각은 서부리 영양중고등학교 정문 어름에 뜻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세운 충절의 상징이다. 일본
인들의 압박에 맞서서 항일 투쟁을 하던 중 견디다 못해 푸른 동해에 몸을 던진 김도현 장군과 조선총독부 재정 책임자를 암살하려다가 붙잡혀 옥살이를 하던 
중 굶어 죽는 남자현 여사와, 김좌진 장군을 도와서 만주에서 활약하다가 중국 상해 유삼정에서 일본국의 영사를 암살하려고 하다 붙잡혀서 사형을 당한 엄순
봉 의사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기념물이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갈판지ㆍ갈펀지ㆍ갈평지ㆍ갈전ㆍ갈전지지역골 뒷산 해발 300미터의 산중턱에 있는 평지로
서 칡넝쿨이 많고 또 칡의 질이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의 봉우리를 탕건봉이라 하는데 이는 가뭄이 드는 해 현감의 주재하에 기우제를 지내고 내
려오던 중 소나기를 만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갈전은 우리말로는 갈밭이 되며 갈밭은 우리나라 전영에서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이름이다. 칡은 
옷감을 만드는데 쓰였고 때로는 갈건을 만드는 데 더러 그 뿌리가 약재로 혹은 먹거리의 일부로 쓰였기에 우리 생활과는 아주 가까운 물건이었다.북쇠몰ㆍ북새
이 마을의 뒷산이 북새등으로 전해진다. 외부로부터 침략을 방비하는 요충지 구실을 하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가선대부 죽사공 남규원 선생이
북새동이라 불렀으며 현재 서부 3동 3반에 위치한다. 한자의 뜻대로라면 북쪽에 있는 요새를 가리킨다.새들ㆍ새장터280여년 전에는 읍내 중앙에 생겼으나 인
구 증가로 1935년 이 곳으로 옮겨 오면서 생긴 이름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동편에 10여 정의 옥답이 형성되었다. 말 그대로 새로이 만들어진 들판이란 뜻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옥가리ㆍ옥거리ㆍ옥골마을ㆍ옥골몰ㆍ옥골ㆍ옥동영양 감영에 딸린 감옥이 이 곳에 있었다. 죄인들이 사용하던 옥담 우물도 1970년도까지는
있었으나 이 우물에 부인 한 사람이 투신 자살하였기 때문에 메워져 지금은 그 흔적이 없다. 구슬처럼 맑은 물이 갈펀지에서 지영골을 지나 옥거리로 흐른다 하
여 옥동이라고도 했다.제검촌ㆍ제인촌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영양읍은 동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담한 산맥이 둘러있는 좋은 형국이나 남쪽으로는 가까
이 울타리가 될 만한 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든 모양의 산이 두곳으로 팔수골 입구 남쪽 칼등과 양평 남쪽 칼등이 마주 보고 있어서 읍민에게 액운이 많다
고 한다. 그래서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3백년 전 영양읍에서 남쪽으로 1킬로 지점인 현 1리 입구에 산을 만들고 느티나무를 심어 조산단이라했고 양평 남
쪽 산의 화기는 정월 대보름날 산 꼭대기에 소금을 묻어 잠 재운다. 팔수골 입구 남쪽 칼등의 액운은 길목에 도축장을 설치하여 방지하였다고 한다. 현재 한국
방송공사 영양 중계소 밑 마을이 제검촌이며 농민들이 거주했으나 지금은 밭이 있을 뿐이다.한자 이름을 보면 여기에서 칼을 만들던 대장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마저도 든다.팔수골ㆍ팔십골여덟골 물이 합쳐 하나로 흐르기 때문이라고도 하며, 골이 팔십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약수 폭포가 있
는 청기로 질러가는 꼬부랑길이 너무 가파르고 험해 행곡로, 행곡령이라 한다. 1969년 독립 가옥의 집단화 사업을 벌여 영양군내 흩어져 살고 있던 화전민 20
집을 이 곳 팔수골 상턱에 정착시켜 새마을촌이라 부르고 시범촌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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