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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하원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30 10:55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101

하원리(���)마을의 동과 서를 반변천으로 가로 둘러서 두 자연 부락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강물과 산의 경치가 매우 뛰어난 마을이다. 본래 영양군 동면의 
지역으로서 상원리의 아래쪽이 되므로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행정구역을 고칠 때에 원당동과 문현동의 일부를 따다가 하원동이라고 부르게 된다.마
을의 특징하원리 마을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조임 선생의 신도비와 사월공이 세운 숙운정이 있으며 월담헌이 있다.신도비는 원댕이 마을 앞쪽에 있는데 조선
조에 지중추부사를 지낸 사월 조임 선생의 행적을 적어 놓은 신도비가 있다. 숙운정은 사월공이 원댕이 앞에 세운 정자이며 월담헌 또한 마찬가지이다. 월담헌
은 유형문화재 제 52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원댕이 서쪽에 있는 집으로서 사월공이 지은 것으로서 금동부처 4좌가 있었다고 하는데 1963년에 도난을 당하
였다고 한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문고개ㆍ문현하원리의 입구이다. 삼지리에서 대천리로 가는 길목의 고개인데, 이 고개가 문처럼 생겨 문의 기능을 한다 해
서 문고개이다. 옛날 동면 사무소가 있었고 물방앗간이 있었다. 문현은 문고개를 한자로 뒤쳐서 적은 부름말이다.원댕이ㆍ원당반변천 상류의 강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안쪽을 내원당, 바깥족을 외원당이라 한다. 처음 이 곳에는 오씨들이 살았으나 조선 중종조 기묘 사화후 조원 선생이 입향하면서 지금은 조씨들이 더 
많다. 큰 못이 있다하여 원당이라 하였다. 원래 대천 다리에서 원당으로 들어오는 곳에 산이 양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강물이 삼지리로 흘러 갔으나 천지개벽이 
일어나 앞산이 끊어져 물에 떠 내려가 독립되었다고 하며, 옛날 옥황선녀가 옥선대에 내려 와서 비파담에서 목욕하고 선유굴에서 놀았다 한다.원당의 한자를 
풀이하면 으뜸 가는 연못이란 말이 된다. 농사일에 가장 중요한 것일 물이고 보면 물이 모자라는 이 지역의 기후 풍토로 보아 비가 내릴 때 혹은 흐르는 샘물을 
못에 가두어 놓은 일이란 먹거리와 바로 이어진다.반변천 물이 흘러 내려서 오늘날의 임하댐의 큰 뿌리샘이 됨을 생각하면 오래전에 벌써 물 자원이 소중함을 
일깨워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혜안이 아닐 수 없다.안원댕이ㆍ내원당원댕이 마주 보는 동리로서 강 안쪽에 있다하여 내원당이라 부른다.뚝넘이원당에서 뚝 
너머에 있는 마을로 주민들의 협동심이 강해 단결이 잘되는 마을이다. 그러니까 뚝 너머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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