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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화천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30 11:09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411

화천리(���)영해로 넘어 가는 길가에 자리한 마을로서 무창리와 이웃하여 있다. 밭농사를 주로 하는 산속의 아담한 마을이다. 본래 영양군 동면의 지역으
로서 1914년 행정구역을 고칠 때 회원동, 세천동과 사천동의 일부를 떼어다가 합하고 화원과 사천의 이름을 따다가 화천동으로 부르게되었다. 여기 사천이란 
새로이 생긴 내를 뜻하는 말로서, 물길이 바뀌어 새로이 생겨난 물길을 일러 부르는 게 아닌가 한다.마을의 특징마을에는 사천 냇가에 두 그루의 느릅나무가 한
데 어울려 서 있는데 이 나무들은 느릅나무로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한다. 큰 것은 세 아름이요, 작은 것은 두 아름반이나 되며, 큰들 가운데에는 
세 아름이나 되는 배나무가 의연한 모습으로 서있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가느내ㆍ세천구리골에서 흘러 내리는 물에는 철분이 많아 이를 식수로 하면 장수
한다 하였으며 계곡에서 흐르는 물줄기의 폭이 좁기 때문에 세천이라 했다. 세천은 가느내를 한자로 뒤쳐 적은 이름인데, 가느내의 '가느'는 가늘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갈가지골골짜기가 깊고 험하며 산림이 울창하여 옛날에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들이 떼지어 살았고 특히 이 곳은 살쾡이의 일종인 갈가지가 많이 
나와 지나는 사람들에게 흙을 퍼부어 괴롭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갈가지골은 본래 우리말인데 한자의 소리를 빌려다가 적은 표기로 보인다.갱변몰ㆍ거
리마ㆍ사천현재 화천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서 냇가에 위치하고 있다. 강가의 모래밭이 넓고 깨끗하다고 하여 강변몰 혹은 사천이라고 하며, 강폭이 조금 넓어
졌다고 하여 거리마라고 한다. 모래밭이 깨끗하여 그리 붙일 수는 있지만, 땅 이름의 여러가지 분포로 볼 때 사-새의 걸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니 사천은 결국 
새롭게 생가난 내란 뜻으로 풀이함이 옳을 것으로 본다.구리골ㆍ구리덤ㆍ동곡고려 때 구리덤이라 불리운 곳으로 구리를 채굴한 일이 있다고 하여 구리골이라 
칭힌다. 지금도 옛날 구리를 캐내던 굴이 있다.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논밭이 조금 있을따름이다. 동곡은 구리골을 한자로 뒤쳐 적은 것이다. 구리는 
청동기 문화의 상징으로서 철기 시대를 여는 전단계로서 아주 주요한 문명의 새벽을 열었으니 우리나라 웬만한 곳이면 구리와 걸림을 보이는 곳이 있다.문칸골
ㆍ문간골임진 왜란이 끝난 뒤 중국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전국 명산의 혈을 잘랐다고 하는데,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이 곳에 도착하여 쇠말뚝으로 바위를 쳤더
니 깨어지는 바위 형상이 문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여 문칸골이라 한다.배바들지형상으로 배가 드나드는 것 같은 모양이라고 한다. 웃배바들과 아랫배바들이 있
다.선지산아랫배바들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부채를 펴 놓은 형국이며 옛날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고 전해 온다. 경치가 아름답고 산에 있는 바위의 모양
이 층층을 이루어 성스럽다.안한골한골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한골이라 불리워지며 계곡이 깊고 경치가 수려하다. 한골로 흐르는 물질기의 근원을 이루는 지점
으로서 이 곳에는 신라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한골이라 함은 큰 골 혹은 넓은 골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니 안한골은 안쪽에 있는 큰 골이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창바우현재 화천리의 주된 마을로서 이 곳에는 바위들이 푸른 빛을 띄고 있어 창바우라 한다. 이 곳에 있는 토질은 구리 성분이 상당량 있다. 영
해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이 곳을 통과하여 영양현까지 갔으므로 영양현의 관문 역할을 했다 한다.항골ㆍ한골ㆍ화원동신라 시대의 절터와 3층 석탑이 있다. 
풍류를 좋아하던 중국 한나라 어떤 선비가 마을을 개척한 데서 온 이름이라고 한다.우리 나라의 땅 이름을 보면 중국을 뜻하는 한수 한자가 많이 나온다. 그럼 
이런곳에는 모두가 중국 사람과 무슨 걸림이 있는 것인가. 한골의 '한'은 우리말이다. 크다, 좋다, 으뜸 간다는 뜻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풀이하면 온당할 것이다
.가령 서울의 한강을 생각해 보면 어찌하여 한국의 강이 중국 한나라의 강이란 말인가. 굳이 우리말 한-을 한자로 쓸 양이면 마땅히 나라 한을 써서 한강으로 해
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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