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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황룡리의 이름과 유래
작성일 2017.03.30 11:1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228

황룡리(���)영양읍에서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 마을이다. 골의 길이가 약 6킬로나 된다고 한다. 일월면 감부골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황룡사의 절터가 있으
므로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황룡터 혹은 황룡기라고도 이른다.1914년에 행정 구역을 고칠 때 가리점과 달구터를 합하여 황룡리라 부르게 되며 영양면에 들게 
된다. 달구터란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이름인데 이는 새로이 생겨 난 마을이며 높은 곳에 자리한 곳을 이르는 일이 많다. 흔히 닭을 일러 이 지역의 말로는 달구 
혹은 달이라 하는 바 뒤로 오면서 모든 날 짐승은 '새'라고 이른다. 대구의 옛이름이 달구벌인데 이 또한 같은 뜻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마을의 특징이 
마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황룡터를 들 수 있다. 이는 옛날에 황룡사란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다.자연부락의 이름과 유래가리점ㆍ강
유점270년 전 한 선비에 의해 칡이 많고, 품질이 좋은 것이 알려져 그 뒤 갈포원료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으나 원래는 강유점이었다. 산천이 
매우 아름다워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놀았다고 전한다. 또 이 곳에는 함지 같은 나무 그릇을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걸어서 다니던 옛날 주곡, 가곡, 당동 등지
의 사람들과 청기면 산운 사람들은 지름길인 가리점길을 거쳐서 영양읍으로 오고 갔었다. 이 곳 가리점은 주곡과 산운으로 갈리는 길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달구터뒷산의 모양이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달구터라 불렀다. 영양읍에서 3킬로 떨어져 있으며 일월면과의 경계를 이룬다. 앞에
서도 풀이하였지만 달구는 달과 같은 말인데 새와 걸림을 보인다고 하였다. 하면 새로이 만든 터전이란 뜻이 된다. 달구의 구은 '달'이 특수한 형태의 말이기에 
그러하다. 이르자면 기역 특수곡용 체언이라 일컫는다.아랫마ㆍ아랫마을ㆍ아랫몰황룡리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며, 영양읍에서 2 킬로 정도 떨어진 곳
에 있다. 지대가 낮고 집들이 분산되어 있으며 황룡리의 주된 마을이다. 마-몰-마을은 같은 뜻을 드러내는 다른 적기이지 결코 전혀 뜻이 다른 말이 아니다.중간
마ㆍ중간마을황룡리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산재하여 있고 담배를 많이 심었으나 요사이는 고추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 논이 적고 밭이 많다.웃마ㆍ웃
마을ㆍ웃몰황룡리에서 제일 상단에 위치한 마을이다. 영양읍에서 이 곳으로 오자면 아랫마, 중간마를 거쳐야 하며 현재 경운기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길이 뚫
어져 있다.황룡터ㆍ황룡기신라의 사찰인 황룡사지가 남아 있어서 황룡터가 되었다 한다. 동민의 협동심이 강하고 새마을 사업을 잘 추진하여 1977년 대통령
의 상을 받은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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