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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현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30 11:03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560

현리(��)영양읍 관문으로 들어 오면 오른쪽 넓은 들에 자리한 동쪽 마을이다.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반변천은 물이 맑고 주위의 경치가 아름답다. 본래 읍내
면의 지역으로서 영양현의 소재지였다. 해서 현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1914년 행정 구역을 고칠때 양평동을 합하여 현동이라고 이르게 된다.마을의 특징
마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서악사 절터에 있는 무량사와 북악사 터에 있는 3층 석탑, 수장산의 물무지, 남악사의 전탑, 그 밖에 송영당소와 영성사를 
들 수 있다.북악사 터의 3층 석탑은 탑의 테 면 탑신에 사천왕과 여덟 보살을 양각하였는데 신라 때 세웠다고 한다. 아울러 남악사의 전탑은 벽돌 모양의 것으
로 쌓아 올렸는데 신라 시대의 것이라 한다. 마을의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자주 불이 남으로 하여 불의 재난을 막기 위하여 산꼭대기에 물단지 세 개를 
묻는다. 해마다 정월 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들어서 이 물단지에 물을 길어다가 붓는다고 한다.한편 송영당이란 소는 소 위로 큰 길이 나서 마을의 관문
이 되었으며, 거두산성의 신당에는 동부 여덟 개 동과 서부 다섯 동이 매년 정월 보름날에 번갈아 가며 제사를 지내며 다음날 동부와 서부는 줄다리기를 하였다
고 한다.이제 영산서원과 영성사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영산 서원은 조선조 효종 6년에 세워졌는데 퇴계 이황선생과 학봉 김성일 선생 두분을 서원에 모
신다. 숙종 20년에 이르러 임금이 친히 쓴 액자를 걸어 두는 사액서원이 되기에 이르나, 그 뒤 고종 5년 서원 철폐령에 따라서 헐리게 된다. 아직도 현동 마을 
뒤에 서원터가 남아 있다.5층 전탑이 있는 영성사는 1940년에 권영성 선생이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지은 절이라고 한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달밭ㆍ월전지
대가 높고 땅모양이 반월형이며 밭만 있고 논이 없어서 1940년 무렵에 붙여진 이름이다. 월전은 달밭을 한자로 뒤쳐 적은 것인데 달밭은 높은 지대에 있는 밭
이란 뜻풀이를 할 수 있다.압싯골ㆍ압실골ㆍ신동현리 앞에 위치하여 양지 바르고 살기 좋아 선비 김태식 선생이 붙였다고 전한다. 1945년 현리로 분할될 당시 
신동이라고도 칭한다. 행정 구역상 현 3리이다.양지마ㆍ양평영양현 관아가 있었던 현리의 앞들로서 토질이 비옥하고 넓어 양평이라 하였다. 강의 흐름이 변하
여 행정구역상 현 2리이며 산비탈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중앙은 들이다.양평의 양은 땅 이름을 고칠 때 그칠 간에 점을 찍어 좋은 뜻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양-혹은 간- 계열의 땅 이름은 거의가 북쪽에 많이 있으며 여기 간은 물신 혹은 땅신을 드러내는 감과 같은 계열의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령 대구 
동구의 양방동도 본래는 간방동에서 비롯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상양평양지마와 마을이 이어져 있으나 위치상 상단에 있기 때문에 상양평이라 부른다. 옛날에 
큰 우물이 있어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 양평에서 간-감의 걸림을 물신과 관련하여 풀이하였는 바 여기 큰 우물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보기라고 하여도 좋
을 것이다.마치골ㆍ마차골전곡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서 현리의 마지막 골이라는 뜻이다. 마치골은 현리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
되어 있지 않다.소리의 걸림으로 볼때 맞-맟으로 상관성을 둘 수 있으며 동사로는 '마치다'를 기본으로 하는 형태로 보인다.창터ㆍ창몰ㆍ창촌영양현에 딸린 창
고가 이 곳에 있었다고 전하는데, 1358년 영양현 관아가 불탈 때 함께 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창고엔 각종 병기를 넣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 흔적은 없고 들
판일 뿐이다.탑밭둑ㆍ탑답둥천영성사 앞 5층 전탑이 있는 곳으로 구조 연대 미상이다. 부근에 큰 사찰이 있었던 흔적이 있으며 지대가 높다. 탑이 있기 때문에 
탑밭둑이라 한다.현동영양현의 관아가 있던 자리였으므로 현동이라 하였다. 1358년 왜구의 침입으로 관아가 소실되었으며 다시 그 자리에 중창되지 못하고 
동헌이 현 영양군청 자리로 옮겨졌으므로 지금은 3층 석탑과 큰 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당간지주가 남아 있을 뿐이다.산성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입
을 막기 위하여 들머리 산중턱에 성을 쌓았다 하여 산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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