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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땅이 있으면 사람이 살게 되고, 사람이 살면 그 땅에 이름이 붙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지명입
니다. 지명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필요한 만큼 만들어집니다. 지명은 특히 사람의 삶과 밀
착되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명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지명은 이제 단순한 땅의 이름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값진 문화유산인 지명은 소중히 지켜지고 간직되어야 합니다.
지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지명이 어떤 곳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 지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해
온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서 기록해야 합니다.
지명 정리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지명에 익숙하더라도 국어학적인 식견이 부족하면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
대로 국어학적인 식견이 높다 하더라도 지역을 모르면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역민
과 국어학자가 공동의 힘을 발휘할 때 지명 정리 작업은 비교적 믿을 만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 생
각됩니다. 저자가 진천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려 했던 것
도 그 때문입니다.
저자는 진천의 골골샅샅을 다니며 많은 지역민을 만났습니다. 그 덕분에 낯선 지명들을 다수 찾
아내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길이 닿지 못하거나 또 부주의하여 채록하지 못한 지
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명 하나하나의 어원과 유래를 밝히려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어원과 유래를 밝힌 것보
다는 밝히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또 지명 해석에는 잘못된 부분은 물론이고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저자의 능력 부족에 따른 것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족
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차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어쭙잖은 이 책을 내는 데에도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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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도움을 주신 전현직 군수님과 담당 직원, 그리고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각 마을 이장님과 진천을 잘 아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그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답사에 아무 조건 없이 동행해 준 장충덕, 김경렬 선생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결과물이지만, 이 책이 진천을 알고 이해하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
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이 책을 감히 진천군민께 올립니다.

2008년 1월 28일
조항범

일러두기

1. 연구의 목적과 성격
(1) 이 책은 진천군 소재 지명의 유래를 다룬 것이다. 진천군 전역에 산재하는 지명을 조사하여
정리한 뒤, 그 지명 하나하나에 대한 유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2) 지명의 조사와 정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되, 현지답사를 통해 기존 자료의 미비점을 보충한
다. 수록되지 않은 지명이 있으면 보태고, 위치가 잘못 지정된 지명이나 어형을 잘못 제시한
지명이 있으면 바로 잡는다. 특히 유래 설명이 잘못된 부분은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
석한다.
(3) 여기서 말하는 ‘지명’은 특정 지형지물에 대한 명칭을 말한다. 자연물에 대한 명칭이 주가 되지
만 간혹 인공물에 대한 명칭도 포함된다. 아울러 일부 문화재 명칭도 포함된다.

2. 대상 지명
(1) 진천군 전역에 현재 존재하는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명은 크게 ‘진천읍, 덕산면, 초평
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면’으로 나누어 배당하며, 작게는 이(里)별로 나열한다.
(2) 지명의 나열은 자모(字母) 순서에 따른다. 지명의 종류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술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밝힌다.
(3) 하나의 지형지물에 결부된 여러 지명들은 한꺼번에 제시한다. 특정 지명이 여러 발음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 그 발음 형태를 모두 제시한다.
(4) 같은 마을에서 동일한 지명이 두 개 이상 나올 때에는 번호를 붙여 구별한다. 아울러 한 지명
이 두 종류 이상으로 쓰일 때에도 번호를 붙여 구별한다.
(5) 한자 지명인 경우에는 한자를 괄호에 병기한다.

3. 기술 방법
(1) 지명의 소재와 대상의 실존 여부를 밝힌다. 대상의 실존 여부는 동사의 시제 표시로 한다.
(2) 지명을 형태 분석하여,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의미 기능을 밝힌다. 특히 선행 요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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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추출하여 지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보편적인 명명의 원리를
근거로 지명의 유래를 밝힌다.
(3) 새롭게 밝혀진 지명 유래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어원이나 여러 학설을 소개
하여 비교한다.
(4) 특정 지명에 대한 유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설명을 피하고 여러 가능성을 제
시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5) 어려운 학술 용어를 피하고, 가급적 쉽게 풀어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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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리(邑內里)


본래 진천군 남변면(南邊面) 지역으로 읍내(邑內)라 불렸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
책에 따라 상리(上里), 하리(下里)의 각 일부와 남변면(南邊面)의 관문리(官門里), 삼장리(三庄
里)를 병합하여 읍내리(邑內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과터
‘읍사무소’에서 서북쪽으로 1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 진천현(鎭川縣)의 관아(官衙, 관원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던 곳)’가 있던 곳이다. ‘과터’는 ‘관터(官-)’에서 ‘ㄴ’이 탈락한 어형이며, ‘관터’
는 ‘관아가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관아가 있던 곳은 일반적으로 ‘관터’라 하지만 ‘관아터’라 하기도
한다. 이곳의 ‘과터’는 터 이름이 아니라 마을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관아가 있던 자리에 마을이
생기자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곳 ‘관아’ 뒤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朝鮮
地誌資料>(1914년 이전)에서는 이를 ‘아뒤동산’이라 기록하고 있다. ‘아뒤동산’의 ‘아’는 ‘官衙’의
‘衙’이다.

광대배기
‘읍사무소’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광대’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이곳에서는 옛날에 가면극, 인
형극과 같은 연극이나 판소리, 줄타기 등을 하던 직업적 예능인으로 보고 있다. 예전 이곳에 조선
시대 하류 계급인 광대와 물고기를 잡아 팔던 천민들이 모여 살았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광
대’는 한자어 ‘廣垈’일 가능성이 높다. ‘廣垈’는 ‘넓은 터’라는 뜻으로 속지명 ‘넓은터’ 또는 ‘광터(廣-)’
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광대골, 광대논, 광대동, 광대모랭이, 광대배미, 광대봉, 광대산’ 등에 보이
는 ‘광대’와 같다. ‘배기’는 ‘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바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고장
배기, 바우배기, 장승배기, 참나무배기’ 등에 보이는 ‘배기’도 그와 같은 것이다. 주로 지명의 후행
요소로 나타나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광대’를 ‘직업적 예능인’으로 보면 ‘광대배기’는
‘광대가 살던 곳’으로 해석되고, ‘광대’를 ‘넓은 터’로 보면 ‘광대배기’는 ‘넓은 터가 있는 곳’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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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광이’로 나오며, ‘光大’를 대응하고 있다.

달걀바위(1)
‘읍사무소’에서 북쪽으로 100m 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삼수초등학교 뒤에 위치한다. 바위가 달걀처
럼 둥글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국에 ‘달걀바위’라는 바위 이름이 아주 흔하다. 대부분의 지
역에서 바위가 달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달걀방우’로 나타나
기도 한다.

달걀바위(2)
천주교 진천 성당 아래 500m 지점에 있던 바위이다. ‘달걀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지금은 볼
수 없다.

뒷달1)/동산(東山)
‘과터’ 뒤 상산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마을이다. ‘뒤’와 ‘달’이 사이시옷을 매개로 연결된 어형이다.
‘뒤’는 ‘후(後)’ 또는 ‘북(北)’의 뜻을 갖는다. ‘달’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박달, 달골’ 등에 보이
는 ‘달’과 같이 ‘山’을 뜻하지 않나 한다. 그렇다면 ‘뒷달’은 ‘뒤쪽에 있는 산’ 또는 ‘북쪽에 있는 산’으
로 해석된다. 군청 뒤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을 그저 ‘동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를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참보(-洑)/세김이보(-洑)
읍내리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에 있던 보(洑)이다. ‘백곡천’의 오른쪽 둑에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다. ‘마참보’는 ‘마참’과 ‘보(洑)’로 분석된다. <朝鮮地誌資料>(1914 이전)에 ‘마참이보’를 제시
하고 ‘馬叅洑’를 대응하고 있어 ‘마참’을 ‘馬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馬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마참’은 ‘마차말(馬車-)’의 준말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마참’
과 ‘마차말’이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 ‘마참보’가 마을을 드나들던 말에게
물을 먹이던 보였다는 점도 ‘마참’이 ‘마차’와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마차말’ 곧 ‘마참’은 ‘마차’
와 관련된 마을 이름임이 분명하나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마차말’ 곧 ‘마참’ 마을에 있는
보가 ‘마차말보’ 곧 ‘마참보’이다. 경남 합천군 적중면 부수리에 ‘마차말보’라는 보 이름이 존재하므
로, ‘마참보’가 ‘마차말보’에서 온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세김이보’는 ‘세김이’와 ‘보(洑)’로 분석된

1) 한글학회(1970:500)에는 ‘뒷말’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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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김이’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세김이’가 ‘쇠금이’로 나
오는 것을 보면 ‘쇠[鐵]’와 관련된 지명이 아닌가 추정된다. 신정리의 ‘새끼미’와 ‘새끼미보’를 참조
하라.

바깥장터(-場-)/박장터거리(-場-)
‘장터’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박장터’의 ‘박’은 ‘밖[外]’이어서 ‘박장터’는 ‘바깥장터’와 같다. ‘바깥
장터’에 있는 ‘거리’가 ‘박장터거리’이다. ‘안장터, 안장터거리’와 짝을 이룬다. 이곳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병막(病幕)
삼수초등학교에서 서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건물이다. 현재 읍내리 1구 노인정이 세워져 있
다. ‘병막’은 한자어 ‘病幕’으로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켜 수용하는 임시 집’을 가리킨다. 장티푸스
환자를 격리시켜 수용하던 곳이다.

삼장(-場)
상산초등학교 뒤에 있는 마을이다. ‘삼’은 ‘뽕나뭇과의 한해살이풀’을 가리키며, ‘장’은 한자 ‘場’이다.
그러므로 ‘삼장’은 ‘삼밭[麻田]’과 의미가 같다.2) 이 마을은 실제 ‘삼’과 인연이 깊다. 삼을 벗겨 큰
가마솥에 삶아 삼베옷을 만들던 곳이기 때문이다. 삼을 재배하는 밭 주변에 마을이 생기자 후행 요
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전국에 ‘삼장’이라는 지명이 많은데 대부분 마을 이름으로 쓰이
고 있다.

소전거리(-廛-)
읍내리 4구 지역을 가리킨다. ‘소전(-廛)’과 ‘거리’로 분석된다. ‘소전(-廛)’은 ‘소를 매매하는 곳’이다.
이 소전에 형성된 거리가 ‘소전거리’이다. ‘소전’은 장관리 입구로 이전하였다.

싸전거리(-廛-)
‘읍사무소’ 앞에 있는 마을이다. ‘싸전’과 ‘거리’로 분석된다. ‘싸전’은 ‘쌀전(-廛)’에서 ‘ㅈ’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쌀전’ 곧 ‘싸전’은 ‘쌀을 매매하는 가게’라는 뜻이다. 이 가게가 있는 거리가 ‘싸전
거리’이다. 이 ‘싸전거리’에 마을이 생기자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2) 그런데 ‘삼장’에는 ‘蔘場’도 있다. ‘蔘場’은 ‘蔘圃(삼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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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학댕이(-學-)/하학당(下學堂)
교성리 ‘학당’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하학당(下學堂)’이라고도 한다. ‘학댕이’는 ‘학당이(學堂-)’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학당이’는 ‘학당(學堂)’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학당이’는
‘학당(글방)이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학댕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학댕이’의 아래쪽
지역이 ‘아래학댕이’이고, ‘아래학당’의 ‘아래’를 한자로 바꾼 지명이 ‘하학당(下學堂)’이다.

안장터거리(-場-)
‘장터거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장터(-場-)’와 ‘거리’로 분석된다. ‘안장터’는 ‘안쪽 장터’라는 뜻
이다. 이곳에 조성된 거리가 ‘안장터거리’이다. ‘안장터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
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박장터거리’와 짝을 이룬다.

알선소거리(斡旋所-)
읍내리 1구 동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지금은 6구에 속한다. ‘알선소’와 ‘거리’로 분석된다. ‘알선소’는
‘斡旋所(남의 일을 주선하여 주는 곳)’로 추정된다. 일제 강점기에 나무장수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앉은뱅이저울(바닥에 놓은 채 받침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위쪽에 있는 저울대에서 저울추로 무
게를 다는 저울)’로 장작 등을 달아 팔고 사던 거리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연당(蓮塘)
‘읍사무소’에서 북동쪽으로 50m 지점에 있던 연못이다. 지금은 메워져 어린이놀이터로 변하였다.
한자어 ‘蓮塘’이다. 연꽃이 만발하고, 못 가운데에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연당께(蓮塘-)/연당거리(蓮塘-)
읍내리 5구 연당(蓮塘) 주변을 가리킨다. ‘연당(蓮塘)’은 ‘연못’과 같다. ‘연당’ 주변을 ‘연당’에 범위
를 나타내는 접미사 ‘-께’를 붙여 ‘연당께’라 하고, 그 주변에 형성된 거리를 ‘연당’에 ‘거리’를 붙여
‘연당거리’라 한 것이다. 장날이면 이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연당’ 주변에 형성된 마
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연삼들(連三-)
읍내리에서 서북쪽으로 300m 지점에 위치한 들이다. 저수지 밑이 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조
선 시대 초 기름진 넓은 평야를 지주(地主) 세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연삼’을 ‘連三’으로 보아 들이 읍내리, 벽암리, 행정리 등 3개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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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서 ‘연삼아들’에
‘連三下坪’을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삼들’의 ‘연삼’을 ‘連三’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연삼들’은 ‘연산들’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진재>짐재, 찬샘>참샘’
등에서 보듯 지명에서 종성 ‘ㄴ’이 ‘ㅁ’으로 바뀌는 예들이 종종 발견되어 ‘연산들’이 ‘연삼들’로 변하
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연산들’은 ‘연산’과 ‘들’이 결합된 형태이다. 전국에 ‘연산’이라는 산 이름과
‘연산들’이라는 들 이름이 적지 않다. 그런데 ‘연산’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한자 지명 ‘硯山, 燕山,
蓮山, 鳶山, 連山’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硯山’에는 ‘베루메’라는 속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데, 이는 ‘벼랑으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뜻이다. ‘베루(벼랑)’를 ‘硯’의 뜻으로 오해하고, ‘베루메’를
한자 ‘硯山’으로 바꾼 것이다. ‘燕山’은 ‘제비산’, ‘鳶山’은 ‘솔개산’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蓮山’은
‘연꽃 봉오리처럼 생긴 산’이라는 뜻이고, ‘連山’은 ‘죽 이어져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 ‘연산’ 밑에
조성된 들이 ‘연산들’이고, 이것이 변하여 ‘연삼들’이 될 수도 있다.

오리나무거리
‘읍사무소’에서 서남쪽으로 50m 지점에 있는 거리이다. 수백 년 묵은 오리나무가 서 있던 거리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나무에 줄을 매고 젊은 여인들이 그네를 뛰곤 했다고 한다. 6·25 한국 전쟁
때 오리나무는 불타 없어졌다.

옥당거리(獄堂-)
읍내리 3구에 있는 마을이다. ‘옥당(獄堂)’과 ‘거리’로 분석되며, ‘옥이 있던 거리’로 해석된다. 조선
시대에 이곳에 진천현의 옥(獄)이 있었다고 한다. 이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곳에 깡패가 많았다고 한다. 전국에 ‘옥당거리’라는 마을이
몇 군데 있는데, 대체로 ‘옥이 있던 거리’로 해석한다.

은행나무거리(銀杏-)
‘진천우체국’ 동쪽에 있는 길이다. ‘은행나무’와 ‘거리’로 분석되며, ‘은행나무가 있던 거리’로 해석된
다. ‘녹원장’ 여관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베어져 지금은 볼 수 없다.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다.

읍내(邑內)
읍내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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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리제방(邑內里堤防)
‘아래학댕이’ 동쪽에 있는 둑이다. 진천 한복판을 흐르는 ‘백곡천’의 제방을 가리킨다.

읍내장(邑內場)/진천장(鎭川場)/새시장(-市場)
‘장터거리’에 있는 시장이다. 5일과 10일에 장이 선다. ‘진천장(鎭川場), 새시장(-市場)’이라고도 한다.
‘새시장’은 ‘새로 조성된 시장’이라는 뜻이다.

응금보(-洑)
‘진천교’ 건너 동남쪽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없어져 볼 수 없다. 삼덕리의 ‘응금산’ 밑으로 흐르는
개천에 설치되어 ‘응금’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나오는
‘은금니들(堰今坪)’을 참조하면 ‘응금산’이나 ‘응금보’의 ‘응금’은 ‘은금’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역에 따라서는 ‘은금산, 은금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은금’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삼덕리의 ‘응금산’을 참조하라.

장터거리(場-)
5일에 한 번씩 진천 장이 서던 마을이다. 본래 ‘장터가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이 거리 주변에 조성
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금은 읍내리 7구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진천교(鎭川橋)
읍내 북쪽에 있는 다리이다. 1937년 3월에 준공되었다. 진천에서 서울 및 충주, 음성으로 통하는
다리로, 길이는 100m이다.

회나무거리/해나무거리
‘KT(한국통신)’ 진천 지점 앞길이다. ‘회나무’는 ‘홰나무’, 곧 ‘회화나무’를 가리킨다. 수령이 600년 정
도가 된다. 읍내리 288-10에 소재하며, 예로부터 진천을 지키는 상징으로 여겨져 보호받고 있다. 이
‘회나무가’ 있는 거리가 ‘회나무거리’이다.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다.

성석리(聖石里)


본래 진천군 북변면(北邊面)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
라 성평리(聖坪里), 주평리(舟坪里), 지석리(支石里), 하리(下里) 및 남변면(南邊面)의 신정리
(新井里), 그리고 월촌면(月村面)의 내두리(內斗里) 일부를 병합하여 성평(聖坪)과 지석(支石)
의 이름을 따서 성석리(聖石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가진갯보(-洑)
‘지석’에서 동남쪽으로 300m 지점에 위치한 보(洑)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가진개’와 ‘보(洑)’ 사이
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가진개’는 다시 ‘가진’과 ‘개’로 분석된다. ‘가진’은 ‘가진골, 가진재,
가진포’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 ‘개’는 ‘물이 드나드는 곳’ 또는 ‘개울’을 가
리킨다. 혹시 ‘가진개’는 ‘가지개’에 ‘ㄴ’이 첨가된 어형이 아닌가 하며, ‘가지개’의 ‘가지’는 ‘가지[枝]’
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가진개’는 ‘가지개’와 같이 ‘여러 갈래로 물길이 갈리는 개울’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에서 ‘가진개보’를 ‘물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급수하는 보’로 설명하고 있어 ‘가진’이 ‘가
지’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가진개’라는 개울에 설치되어 있는 보가 ‘가진갯보’이다.

감독내보(監督-洑)
‘가진개보’ 위에 있는 보이다. 이 보는 본래 이호연 씨의 큰 논에 물을 대던 개인 소유의 보이다.
지금은 하천 부지에 물을 대고 있다. 이연호 씨는 일제강점기에 진천 경찰서 외근계 감독(監督)의
직책을 갖고 있었고, 그 위세로 수만 평의 논을 경작하였다고 한다. ‘감독’ 직함을 갖고 있던 이호연
씨의 논에 물을 대던 보(洑)여서 ‘감독내보’라 한 것이다.

괸돌/지석(支石)
삼덕리 ‘독바위’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괸돌’은 ‘고인돌’의 준말이다. ‘고인돌’은 동사 ‘고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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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 ‘고인’에 ‘돌[石]’이 결합된 어형이다. ‘고인돌’에 대한 한자 지명이 ‘지석(支石)’3)이다. 이 지
역은 선사 시대의 지석분묘(支石墳墓) 유적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지석을 볼 수 없
다. 마을 앞 백곡천 물 속에 고인돌의 덮개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동네의 노인들 말씀에 의하면
약 70여 년 전까지 2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홍수로 인해 매몰되었다고 한다. 노인들의 증언을 토
대로 해 보면 매몰되기 전의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編輯室 2007). 한편
마을 앞의 내에4) 있는 돌이 장마에 저절로 고인돌 형태를 띠자 그것을 ‘괸돌’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고인돌’, 곧 ‘지석(支石)’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자 그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구비안
‘벌터’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비’는 ‘굽이(휘어서 구부러진 곳)’, 곧 ‘산굽
이’를 가리킨다. ‘안’은 ‘內’의 뜻이다. 그러므로 ‘구비안’은 ‘산굽이 안쪽’으로 해석된다. 이곳에 형성
된 골짜기를 ‘골, 실’ 등의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구비’는 ‘구비안’을 비롯하여 ‘구비
고개, 구비내, 구비말, 구비소, 구비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물론
‘구비안’ 자체가 마을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다.

대모산성(大母山城)/할미성(-城)5)
진천읍 성석리와 덕산면 상신리 경계에 있는 토성(土城)이다. 해발 약 50m의 나지막한 구릉지에
축조되어 있다. 낮은 산 능선의 지형을 이용하여 북쪽은 높게 구축하고, 남향의 계곡을 감싼 포곡
식(包谷式) 산성이다. 일명 ‘한뫼성, 할뫼성, 할미성’이라 한다.6) 이 가운데 ‘한뫼성’이 기원형이다.
‘한뫼성’은 ‘한뫼’와 ‘성(城)’으로 분석된다. ‘한뫼’의 ‘한’은 ‘하-[大, 多]’의 관형사형이고, ‘뫼’는 ‘山’의
뜻이다. 그러므로 ‘한뫼’는 ‘큰 산’으로 해석된다. 이 성이 있는 산이 평지에 솟아 있어서 ‘큰 산’으로
이해되었을 수도 있다. ‘한뫼’라는 산에 축조된 성이 ‘한뫼성’이다. ‘한뫼성’이 ‘할뫼성’을 거쳐 ‘할미성’
이 된 것이다. ‘대모산성(大母山城)’은 ‘할미성’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할미성’의 ‘할미’를 ‘大母’7),
곧 ‘조모(祖母)’로 잘못 이해하고 ‘대모산성(大母山城)’으로 한자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모산성’이
3) ‘지석(支石)’은 ‘받침돌’이라는 뜻이다.
4)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마을 앞의 내를 ‘괸돌압’로 기록하고 있다.,
5) 진천문화원(1999:71)에는 ‘母山城, 阿莫山城’이라는 이름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6)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할미셩산’, ‘할미셩고’라는 지명이 나온다. 성이 있는 산을
‘할미셩산’이라 한 것이고, 이곳에 있는 고개를 ‘할미셩고’라 한 것이다. 지금 이와 같은 지명은
들을 수 없다.
7) ‘大母’는 ‘유복친(有服親) 이외의 할머니뻘 되는 여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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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칭이 <朝鮮寰輿勝覽>, <輿地圖書> 등에 이미 보인다. 상신리의 ‘할미성’을 참조하라.

똥싼구레
‘지석’으로부터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들이 넓어 점심을 이고 가던 여자가 똥을 싼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똥싼’과 ‘구레’로 분석된다. ‘똥싼’은 ‘동산(東
山)’의 된소리 어형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똥산’ 및 ‘동산’이라는 산이 아주 많다. ‘동산’은 ‘마을 부
근에 있는 작은 산’을 가리키고, ‘구레’는 ‘물이 늘 괴어 있는 구덩이’라는 뜻이다. ‘똥싼’을 ‘동산’으로
보면, ‘똥싼구레’는 ‘동산 밑에 있는 물구덩이’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똥싼구레’는 들을 지시
한다. 구레가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구레’는 지명의 후행 요소
로서 대체로 ‘들’을 지시한다.

마르들

‘새터’ 앞에 있는 들이다. ‘마르’와 ‘들’로 분석된다. ‘마르’는 중세국어의 ‘[宗]’로 소급하며, 지명
의 선행 요소로서 ‘큰’, ‘넓은’, ‘으뜸’ 등의 의미를 띤다. 이에 따라 ‘마르들’은 ‘크고 넓은 들’ 또는
‘으뜸이 되는 들’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마루들, 마룻들’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국에
‘마르들’ 또는 ‘마루들’이라는 들 이름이 아주 흔하다.

마장부리(馬場-)
‘지석’에서 북서쪽으로 800m 지점에 있는 산이다. ‘마장’과 ‘부리’로 분석된다. ‘마장’의 어원은 분명
하지 않으나 ‘馬場’일 가능성이 있다. 전국에 ‘마장’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한데, 대부분 ‘말을 기르던
곳’으로 설명한다. ‘마장’은 단독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마장부리’를 비롯하여 ‘마장골, 마장들, 마
장말, 마장밭, 마장벌, 마장보, 마장산, 마장안, 마장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적극적
으로 쓰인다. ‘부리’는 ‘산부리(산의 어느 부분이 부리같이 쑥 내민 곳)’라는 뜻이다. ‘마장’을 ‘馬場’
으로 보면, ‘마장부리’는 ‘말을 기르던 곳의 산부리’ 정도로 해석된다. 예전 이곳은 마소를 많이 매어
두던 곳이라고 하는데, 이로써도 지명의 유래를 짐작할 수 있다.

막장거리
‘새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막장가리’의 모음 변화형이다. ‘막장’은 ‘끝장’, ‘일의 끝’이라는 뜻이
며, ‘가리’는 ‘갈-[耕]’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그러므로 ‘막장가리’는 ‘맨 끝에 갈아 심는 논과 밭’으로
해석된다. 물대기가 어려워 끝머리에 갈아 심는 전답을 그렇게 부른다. 아울러 ‘막장거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막장거리’ 전답이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22

매본째
‘새터’ 뒤에 있는 산이다. ‘매봉재’의 변형이다. ‘매봉재’는 ‘매봉(-峰)’과 ‘재’로 분석된다. ‘매봉’은 전
국에 널리 분포하는 산 이름이다. ‘매’를 ‘鷹’의 뜻으로 보아 ‘매처럼 생긴 산’, ‘매가 앉아 있는 모양
의 산’, ‘매를 놓아 사냥하던 산’ 등으로 해석하거나, ‘매’를 한자 ‘梅’로 보아 ‘매화나무가 있는 산’으
로 해석하기도 한다. ‘매’를 ‘鷹’의 뜻으로 보는 지역에서는 ‘응봉(鷹峰)’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
다. 한편 ‘매’를 ‘山’을 뜻하는 일반 명사 ‘뫼’의 이형태로 보고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산이어서 그저
‘매’라고 했다가 ‘산봉우리’임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 이것에 한자 ‘봉(峰)’을 덧붙여 ‘매봉’이라 한 것
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매봉’은 결국 ‘산’을 뜻하는 두 요소가 중첩된 어형이 된다. ‘매
봉’에 ‘봉(峰)’과 의미가 같은 ‘산(山)’을 덧붙여 ‘매봉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재’는 ‘고개’라는 뜻이
다. 그러므로 ‘매봉재’는 ‘매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아울러 ‘매본째’도 그와 같은 의미
를 띤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전국에 ‘매봉재’라는 지명
이 아주 흔한데, 고개 이름뿐만 아니라 산 이름으로도 많이 쓰인다.

방죽안(防-)
‘새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방죽안’은 ‘방죽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금 방죽은 없어졌다.

벌터/배머리/주평(舟坪)
‘지석’에서 북서쪽으로 1,4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배머리, 주평(舟坪)’이라고도 한다. ‘벌터’는
‘벌판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배머리’에 대해서는 예전에 배를 매어두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신빙성이 없다. 이는 ‘배말’에서 변형된 어형일 수도 있는데, ‘배말’에 접미사 ‘-이’가 결합
되어 ‘배마리’가 되고, ‘배마리’의 제2음절 모음이 변하여 ‘배머리’가 될 수 있다. 전국에 ‘배말’이나
‘배머리’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그러나 ‘배말’의 유래도 분명하지 않다. 대체로 지형이 배의 형상
을 하고 있거나 마을 앞까지 배가 드나들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만약 ‘배’가
‘바위’의 방언형이라면, ‘배말’이나 ‘배머리’는 ‘바위가 있는 마을’로 해석되고 ‘배’가 ‘배나무’를 가리
킨다면, ‘배말’이나 ‘배머리’는 ‘배나무가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주평(舟坪)’은 ‘배머리’의 ‘배’를 ‘舟’
의 뜻으로 보고 만든 한자 지명이다. 그런데 ‘주촌(舟村)’이 아니라 ‘주평(舟坪)’으로 대응된 것이 특
이하다. ‘주평(舟坪)’은 대체로 ‘배터, 배들, 뱃들, 배냇들’ 등과 같은 속지명(俗地名)에 대응된다. ‘벌
터’가 ‘배터’로 변한 뒤에 이를 토대로 ‘주평(舟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삼거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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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읍, 초평면, 덕산면’ 방향으로 갈리는 세 갈래 길을 가리킨다.

새터/신대(新垈)
‘벌터’에서 동북쪽으로 4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진천중학교 뒤가 된다. ‘새터’는 ‘새로 조성한
터’라는 뜻이고,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신대(新垈)’이다. 이 터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성평(聖坪)
지금의 진천중학교 앞으로 흐르던 냇가 주변에 형성된 들이다. 세종 26년(1444) 음력 3월 1일에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로 골몰하다 안질(眼疾)이 생겨 치료차 청주 초정으로 거둥하던 도중에 이곳
에 있던 냇가 앞에서 하룻밤을 쉬었다고 한다. 이곳을 당시에 ‘북평(北坪)’ 또는 ‘북교(北郊)’라고 하
였는데, 성군 세종대왕이 유숙한 후로 ‘성평(聖坪)’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성황당고개(城隍堂-)
‘새터’에서 ‘사송정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성황당(城隍堂)’과 ‘고개’로 분석되며, ‘성황당이 있던
고개’로 해석된다.

쇠금들
‘새터’ 뒤에 있는 들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서는 ‘쇠금들’에 ‘釗今坪’을 대응하고 있
다. 아울러 ‘신대’ 우변(右邊)에 ‘쇠금보’가 있었고, 또 당시의 남변면(南邊面)에 ‘쇠금이’ 마을이 있
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숯가마골
지금의 진천중학교 자리에 해당한다. ‘숯가마’와 ‘골’로 분석되며, ‘숯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일제 강점기에 이곳에서 숯을 구웠다고 한다. 전국에 ‘숯가마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
다. 지역에 따라서는 ‘숯가마실’이라는 지명을 쓰기도 한다. ‘실’은 ‘골’과 의미가 같다.

신성(新城)
‘벌터’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자 지명 ‘新城’으로 ‘새로 쌓은 성’이라는 뜻이다. 물론 ‘성’을 ‘聖’
으로 쓰기도 한다. 성 안 주변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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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촌바위(雙寸-)
‘백곡천’ 복판에 있던 바위이다. 바위가 두 개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지금은 볼 수 없다.

양석골
‘새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양석’과 ‘골’로 분석된다. ‘양석’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양
석’ 또는 ‘양석골’이라는 지명이 널리 분포한다. ‘양석’의 ‘석’을 ‘石’으로 이해하여 선돌이 마을 입구
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양석’을 ‘兩石’8)으로 보아 땅이 걸어 한 마지기에서
두 섬이 나는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물론 ‘양석’은 ‘羊石(양의 모양으로 새겨
무덤 주변에 세운 돌)’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양석골’은 ‘양 모양의 비석이 있는 골짜기’로 해
석된다. 한편 ‘양석골’은 ‘양소골’이 ‘양서골’로 변한 뒤에 나타난 어형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유래가 달라진다.

장기방축(-防築)/장구방축(-防築)
‘삼거리’ 앞에 있는 들이다. ‘장기’와 ‘방축(防築)’으로 분석된다. ‘장기’를 ‘장구’라고도 하여 ‘장구방
축’으로 부르기도 한다. ‘장기’나 ‘장구’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장기’를 ‘場基’로 볼 수는 있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전국에 ‘장기’라는 지명이 아주 흔한데, 대부분 ‘장터(場-)’라는 지명과 함께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구’를 악기 이름으로 볼 수도 있다. ‘방축(防築)’은 ‘방죽’의 원말이다.
만약 ‘장기’를 ‘場基’로 보면 ‘장기방축’은 ‘장터에 있는 방죽’으로 해석되고, ‘장구’를 악기의 일종으
로 보면 ‘장구방축’은 ‘장구처럼 생긴 방죽’으로 해석된다. 이 방죽 아래에 펼쳐진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朝鮮地誌資料>(1914 이전)에는 ‘들’을 포함하는 ‘장긔방축들’로
나오고, ‘將基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질매기
‘새터’에서 서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질매기’는 ‘질마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질마기’는 ‘길마기’의 구개음화 형태이다. 곧 ‘길마기>질마기>질매기’로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길마고개>질마고개>질매고개’, ‘길마배미>질마배미>질매배미’, ‘길마재>질마재>질매재’ 등과 동
일한 변화 과정이다. ‘길마기’는 ‘길마’와 ‘기’로 분석된다. ‘길마’는 ‘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안장’을 가리킨다. ‘기’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명의 후행 요소로
나타나는 ‘기’는 주로 ‘들’을 지시한다. 여기서도 ‘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길마기’는 ‘길마처럼 높

8) ‘兩石’은 ‘생산 한도를 말할 때 한 마지기 논에서 나는 벼 두 섬’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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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파른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질매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 지역에서도 들의 형상이
소 위에 얹는 ‘길마’처럼 가파르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송두리(松斗里)


본래 진천군 월촌면(月村面)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
라 외두리(外斗里), 이동(泥洞), 사송리(四松理), 묵동(墨洞) 및 내두리(內斗里), 가암리(佳岩
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사송(四松)과 내두(內斗)의 이름을 따서 송두리(松斗里)라 명명하고 이
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그 후 19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 변경으로 진천읍(鎭川邑)에 편입
하였다.

갈자리/갈궁자리/갈궁저리
‘내두’ 앞에 있는 들이다. ‘갈자리’는 ‘갈궁자리’에서 ‘궁’이 생략된 어형일 수 있다. ‘갈궁자리’의 유래
는 분명하지 않다. ‘갈궁저리’로도 발음한다. 문백면 은탄리의 ‘갈궁저리’와 비교된다. 만약 ‘갈자리’
가 ‘갈’과 ‘자리’로 분석된다면, ‘갈라지는 자리’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갈-’은 ‘갈골, 갈곶, 갈내, 갈매,
갈재, 갈전’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이는데, ‘分’의 뜻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은바위
‘방말’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검은 색의 바위’라는 뜻이다.

골안
‘방말’ 앞에 있는 산이다. ‘골짜기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골안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골안’은 ‘산’뿐만 아니라 ‘골, 들,
못, 재, 저수지’ 등과도 결합하여 ‘골안골, 골안들, 골안못, 골안재, 골안저수지’ 등과 같은 지명을
만들어낸다.

독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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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두’ 북쪽에 있는 들이다. 지형이 독수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독수리’는
‘독수리들’을 비롯하여 ‘독수리고개, 독수리바우, 독수리보, 독수리봉’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
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도 ‘독수리’의 형상에 기초해서 명명된 것으로 설명한다.

매봉재(-峰-)
‘방말’ 서쪽에 있는 산이다. 예전에 잘 길들인 매로 서신 연락을 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하나 믿을 수 없다. ‘매봉(-峰)’과 ‘재’로 분석된다. 전국에 ‘매봉이라는
’
산이 많은데, 대체로 ‘매’를
‘鷹’의 뜻으로 이해하여 ‘매처럼 생긴 산’, ‘매 사냥을 하던 산’ 등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매’는 ‘山’을
뜻하는 일반 명사일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해석을 무작정 따를 수는 없다. ‘매’가 어떤 의미이든
‘봉’은 한자 ‘峰’이므로 ‘매봉’이 산 이름인 것은 분명하다. ‘매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가 ‘매봉재’이
다. 아울러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먹뱅이/묵동(墨洞)
‘사송정’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 일곱 가구가 모여 먹을 만들어 글방을
찾아다니며 팔았는데 먹 장사치들이 먹을 사 간 뒤 ‘먹뱅이’라 불렀다고 한다. ‘먹뱅이’가 ‘먹’과 관
련이 있는 지명인 것은 분명하나 먹을 사간 뒤에 그와 같은 지명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먹뱅이’는 ‘먹방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먹방이’는 ‘먹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먹방’의 ‘먹’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검은 물감’을 가리키고, ‘방’은 한자
‘坊’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먹방’은 ‘먹을 만들던 곳’으로 해석된다. 전국에 ‘먹방’ 또는 ‘먹뱅이’라
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먹을 만들던 곳’,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의 명당’, ‘깊숙하여 대낮에도 먹
을 칠해 놓은 것처럼 컴컴한 곳’, ‘무연탄이 난 곳’ 등과 같은 여러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 중
에서도 ‘먹을 만들던 곳’이라는 유래 설이 우세하다. ‘묵동’은 한자 지명 ‘墨洞’이다. ‘먹’이 중국어
‘墨’을 차용한 말이기에 ‘먹방’과 ‘묵동’은 같은 의미의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방말/외두(外斗)
‘내두’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외두(外斗)’라고도 한다. ‘방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래 설이 전한
다. 그 하나는 마을의 지형이 ‘박’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이 ‘내두’
의 바깥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전자에 따르면 ‘박말’이 자음 동화에 의해 ‘방말’로

변한 것이 되고, 후자에 따르면 ‘말’이 자음군(子音群) 단순화에 의해 ‘박말’이 된 다음 자음 동화

에 의해 ‘방말’로 변한 것이 된다. ‘외두(外斗)’라는 한자 지명을 고려하면 후자의 설명이 합당하다.

곧 ‘방말’은 ‘말>박말’의 변형으로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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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방말’로 나오며, ‘外斗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뱀말(들)
‘내두’ 앞에 있는 들이다. ‘뱀말’은 본래 ‘지형이 뱀처럼 구불구불 긴 마을’을 지시한다. 이 마을 앞에
있는 들이 ‘뱀말들’이며, 이것에서 ‘들’이 생략된 어형이 ‘뱀말’이다. 그러므로 ‘뱀말’은 ‘뱀말 앞에 있
는 들’로 해석된다. ‘뱀말’을 따라 난 들이어서 지형이 뱀처럼 구불구불 긴 것이 특징이다.

뱀산(-山)
‘골안’ 끝부분에 있는 산이다. ‘뱀이 많은 산’ 또는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으로 해석된다.

비석골(碑石-)
‘내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비석(碑石)’과 ‘골’로 분석되며, ‘비석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묵(四墨)
송두리와 이월면 동성리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사송(四松)’과 ‘묵동(墨洞)’에서 한 자씩을 따서 만
든 지명이다. ‘사송정, 먹뱅이, 진밭골(진박골)’을 아우른다.

사송다리(四松-)
‘사송’ 동남쪽에 있는 다리이다. ‘사송(四松)’은 ‘네 그루의 소나무가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
을에 있는 다리가 ‘사송다리’이다.

사송정(四松亭)/사송정이(四松亭-)/사송(四松)
‘사묵’의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다. ‘사송정(四松亭)’은 ‘네 그루의 소나무 정자’라는 뜻이다. 아울러
‘사송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송정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 소나무 정자가 있던 마을
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사송정’에서 ‘정’을 생략한 어형이 ‘사송’이다.

산양재(山陽-)
성석리 ‘새터’와 송두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산양’을 ‘사냥’으로 보고, 산짐승이 많아 사냥하기에 좋
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산양재’의 ‘산양’은 짐승을 잡는 ‘사냥’과는 거리가 멀다.
‘산양’은 ‘山陽’으로 ‘산의 양달쪽’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산양’이라는 마을 이름이 여러 군데 존재한
다. 대부분이 볕이 잘 드는 양지쪽에 자리 잡고 있다. ‘산양재’의 ‘재’는 ‘고개’의 뜻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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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재’는 ‘산의 양달쪽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전국에 ‘산양재’라는 고개가 아주 많다. ‘산양재’라
는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생여집골
‘텃골’ 동남쪽 안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생여집’은 ‘상엿집(행상집)’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생여집골’은 ‘상엿집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서낭댕이고개
‘사송’에서 성석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낭당이고개’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서낭당이
고개’는 ‘서낭당고개’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형태이며 ‘서낭당고개’는 ‘서낭당’과 ‘고개’가
결합된 형태이다. ‘서낭당고개’가 ‘서낭당이 있던 고개’라는 뜻이므로 ‘서낭당이고개’ 또는 ‘서낭댕이
고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서평방죽골(西坪防-)/서풍방죽골(西-防-)
‘서평이방죽’이 있던 골짜기이다. ‘서평방죽(西坪-)’은 ‘서쪽 평야지에 있던 방죽’이라는 뜻이다. 이
방죽이 있던 골짜기가 ‘서평방죽골’이다. ‘서풍방죽골’은 ‘서평방죽골’의 변형이다.

서평이방죽(西坪-防-)/서핑이방죽(西-防-)/서평소류지(西坪小流池)
‘묵동’ 앞에 있던 방죽이다. 지금은 메워져 볼 수 없다. ‘서평이방죽’은 ‘서평방죽’에 접미사적 조음
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서평(西坪)’은 ‘서쪽 평야’를 가리킨다. 이곳에 있던 방죽이 ‘서평방죽’이
며, 아울러 ‘서평이방죽’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서평소류지(西坪小流池)’라고도 한다. ‘서핑이방
죽’은 ‘서평이방죽’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송두소류지(松斗小流池)/신방죽(新防-)
‘신방죽골’에 있던 방죽이다. ‘송두소류지(松斗小流池)’는 ‘송두(松斗)에 있던 방죽’이라는 뜻이고,
‘신방죽(新防-)’은 ‘새로 판 방죽’이라는 뜻이다. 방죽은 없어지고, 공장이 들어서 있다.

송두천(松斗川)
‘신방죽’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송두리 복판을 지나 미호천으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송두
리’를 지나가는 하천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과지(流過地)’가 명명의 근거가 된 하천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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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골
‘내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쉬’는 ‘수렁(깊고 무르게 풀린 진흙이나 개흙이 괸 곳)’을 가리킨다.
수렁이 있는 골짜기가 ‘쉬골’이다. 실제 이 골짜기의 논에는 수렁이 많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
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지금도 동네가 있다.

신방죽골(新防-)
‘내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방죽(新防-)’은 ‘새로 판 방죽’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방
죽은 없다. ‘신방죽’이 있던 골짜기가 ‘신방죽골’이다.

신집이골
‘방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집이’는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고관의 무덤 앞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 죽은 사람의 사적(事蹟)을 기리는 비석)’의 변형이고 ‘골’은 ‘谷’의 뜻이다. 그러
므로 ‘신집이골’은 ‘신도비가 서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실제 이 골짜기에는 고성 이씨(固城李氏)
의 신도비가 서 있다.

안산(案山)
‘내두’ 동쪽에 있는 산이다. 본래 주산(主山)의 책상 또는 안석(案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을 가리
킨다.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그렇게 부른다.

양골[양꼴]
송두리와 가산리 ‘산우물’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양골(李梁-)’ 또는 ‘양이골(梁李-)’이 줄어든
어형으로 설명한다. ‘이양골’ 또는 ‘양이골’은 ‘이 씨와 양 씨가 살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양’은 한자 ‘兩’으로 추정되어 ‘두 갈래로 갈라진 골짜기’로 해석된
다. 실제 이곳에는 골짜기 두 개가 나란히 있다. 전국에는 ‘양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
체로 ‘두 개의 골짜기’,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이곳 ‘양골’은 ‘큰양골, 작은양골,
속양골’로 나뉘어 있다. 가산리의 ‘양골’을 참조하라.

양달말(陽-)
‘내두’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달(陽-)’과 ‘말’로 분석되며, ‘양지쪽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음
달말’과 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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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저개울
송두리에 있는 내이다. ‘옥저’와 ‘개울’로 분석된다. ‘옥저’를 ‘玉笛(옥적)’으로 이해하여, ‘송두천’에
맑은 물이 흐르면 인근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 피리를 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원고개(院-)
‘방말’에서 성석리 ‘주평’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원(院)’은 본래 ‘역(驛)과 역 사이에 두어, 공무를
보는 벼슬아치가 묵던 공공 여관’을 가리킨다. ‘원’에는 그 ‘원’을 경영하는 원주(院主)가 있었는데,
부근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유능한 자로 임명하였다. 원은 처음에는 관원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
나 나중에는 일반 여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그네들이 유숙하는 원으로 쓰던 집을 ‘원집
(院-)’이라 하였다. 일반인을 받으면서 ‘원’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주막으로 변신하게 된다.
곧 ‘원’은 ‘여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원집’이 있던 고개가 ‘원고개’이다.

음달말(陰-)
‘내두’ 음지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음달(陰-)’과 ‘말’로 분석되며, ‘음지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
이다. ‘양달말’과 짝을 이룬다.

읍내고개(邑內-)
‘내두’에서 진천 읍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읍내(邑內)’를 향하는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내울(二-)
‘뱀말’ 북쪽에 있는 내이다. ‘이내’와 ‘울’로 분석된다. ‘이’를 ‘二’로 보아, ‘이내’를 ‘두 내’로 해석한다.
옛날 미호천 상류의 내가 이곳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울’은 이 두 내가
흐르는 안쪽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점에서 ‘우리(울타리)’와 같은 뜻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이내울’
은 ‘두 내가 흐르는 울 안쪽’으로 해석된다. 물론 ‘울’은 ‘골[谷]’의 변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내
골’이 제2음절의 부음(副音) ‘ㅣ’에 영향을 받아 ‘이내올’로 변한 다음 제3음절의 모음 ‘ㅗ’가 ‘ㅜ’로
변하여 ‘이내울’이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내울’은 ‘두 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내울’
이 어떤 뜻이든 이곳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일산들(日傘-)
송두리에 있는 들이다. ‘일산(日傘)’은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한데다가 세우거나 설치하는 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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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킨다. ‘일산’을 꽂았던 자리가 ‘일산자리’이다. 조선조 세종(世宗)과 세조(世祖)가 각기 청주
초정에 거둥할 때 진천 북평(北坪)에서 하룻밤씩 자고 갔는데, 그때마다 ‘일산(日傘)’을 꽂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일산자리’ 논이 있는 들이 바로 ‘일산들’이다. 물론 ‘일산들’은 ‘일
산 모양으로 생긴 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일산자리(日傘-)
‘일산들’에 있는 논이다. 조선조 세종(世宗)과 세조(世祖)가 각기 청주 초정에 거둥할 때 진천 북평
(北坪)에서 하룻밤씩 자고 가면서 늘 ‘일산(日傘)’을 꽂았다고 한다. 바로 그 자리를 ‘일산자리’라고
한 것으로 설명한다. ‘일산자리’에 조성된 논을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일산’은 ‘일
산자리’를 비롯하여 ‘일산등, 일산바우, 일산봉, 일산재, 일산지’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
주 활발하게 쓰인다. 그런데 대개 ‘일산(日傘)’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
렇다면 이곳의 ‘일산자리’도 지형이 ‘일산(日傘)’, 곧 ‘우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다. 오
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자래들
‘산우물’ 앞에 있는 들이다. ‘자래’는 ‘자라(자랏과에 딸린 파충류)’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자래들’
은 ‘자라들’과 같이 ‘지형이 자라를 닮은 들’로 해석된다. 전국에 ‘자래들’이라는 들 이름이 아주 많
다. 들이 ‘자라’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 또는 들에 자라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
명한다. ‘자래’를 포함하는 ‘자래골, 자래논, 자래등, 자래바우, 자래배미, 자래봉, 자래섬, 자래소, 자
래울’ 등도 대부분 ‘자라’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터골
‘내두’ 앞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을 한자 ‘杖’으로 보아 ‘장을 치며 놀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물론 ‘장’은 ‘場’일 수도 있어 ‘시장터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국에 ‘장터골’이라는 골
짜기가 흔한데, ‘나무꾼들이 장을 치며 나무 내기를 하던 골짜기’ 또는 ‘시장터가 있던 골짜기’로 해
석한다.

장터골고개
‘장터골’ 뒤에 있는 고개이다. ‘장터골’과 ‘고개’로 분석된다. ‘장터골’은 ‘장터가 있던 골짜기’ 또는 ‘장
치기를 하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있는 고개가 ‘장터골고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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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골
‘먹뱅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정문들(旌門-)
‘내두’의 정문(旌門) 앞에 있는 들이다. ‘정문’은 구체적으로 고성 이씨(固城 李氏)의 효자 정문을
가리킨다. ‘텃골’ 마을 끝에 있다. 이 정문 앞에 있는 들이 ‘정문들’이다.

주막거리(酒幕-)
‘사송정’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주막(酒幕)’과 ‘거리’로 분석되며, ‘주막이 있던 거리’로 해석된다.
이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진개울
‘외두, 이정, 내두’ 사이에 있던 개울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긴개울’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긴개울’
은 ‘길게 이어진 개울’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진개울’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진밭골/짐박골/이전(泥田)
‘사묵’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진밭’의 ‘진’을 ‘질-’의 관형사형으로 보아 마을 주변이 황토이기에 비
만 오면 밭을 맬 수 없을 정도로 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진밭’에 ‘이전(泥田)’
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진밭’은 ‘긴밭’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밭’이라는 뜻이다. 이 ‘진밭’이 있는 골짜기가 ‘진밭골’이다. 아
울러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짐박골’은 ‘진밭골’이 ‘짐밧골’로 변한 뒤에 나타
난 어형이다. 그러므로 ‘짐박골’도 ‘진밭골’과 같은 의미를 띤다.

진밭골안산(-案山)
‘진밭골’ 마을의 뒷산 능선이다. ‘진밭골’과 ‘안산(案山)’으로 분석된다. ‘진밭골’은 ‘긴 밭이 있는 골
짜기에 조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 ‘진밭골안산’이다.

쪽제비골
‘점촌’ 앞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족제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골
짜기가 ‘족제비’의 꼬리처럼 길고 좁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 골짜기가 좁
다는 점에서 보면 후자의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전국에 ‘쪽제비골’이라는 골짜기가 흔한데,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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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한다. ‘쪽제비’는 ‘쪽제비골’을 비롯하여 ‘쪽제비다리, 쪽제비배미,
쪽제비샴, 쪽제비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쓰인다.

큰골
‘먹뱅이’ 서쪽 논 건너에 있는 산이다. 골짜기의 규모가 제법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짜기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터산(-山)
‘방말’ 동북쪽에 있는 동산이다. ‘집터가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텃골/턱골/내두(內斗)/이곡(梨谷)9)
송두리와 성석리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삼면이 산이고 동남쪽이 트여 있어 집터로 안성맞춤이라
고 한다. ‘텃골’은 예전에 집이나 마을이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음 동화된 ‘턱골’로 나타
나기도 한다. 전국에 ‘텃골’ 또는 ‘턱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내두’는 한자 ‘內斗’로 쓴다. 이
는 ‘松斗里’의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외두(外斗)’와 짝을 이룬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턱골’로 나오며, ‘內斗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곡’은 ‘梨谷’으
로 ‘배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텃골다리
‘텃골(내두)’ 북쪽에 있는 다리이다. ‘텃골’은 본래 ‘집터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인데, 마을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다. ‘텃골’ 마을에 있는 다리가 ‘텃골다리’이다.

홈들
‘진밭골’ 앞에 있는 들이다. 들의 모양이 홈처럼 깊고 길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홈들’로 나오며, ‘筧坪(견평)’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황새봉(-峰)
‘내두’ 동북쪽에 있는 산이다. ‘황새’가 많이 앉는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 산에는 소나
무가 대단히 많다.

9)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27)에는 ‘두곡’으로 나온다.

가산리(佳山里)


본래 진천군 월촌면(月村面)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주구리(周九里), 가암리(佳岩里), 산정리(山井里)의 각 일부 및 방동면(方洞面)의 매산리(梅山里)
와 덕문면(德文面)의 중가리(中加里) 일부를 병합하여 가암(佳岩)과 산정(山井)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가산리(佳山里)라 명명하고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그 후 19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진천읍(鎭川邑)에 편입하였다.

가산교(佳山橋)/더니다리/가리교(加里橋)
가산리에서 동남쪽으로 1㎞ 지점에 있는 다리이다. ‘더니내(미호천)’ 위에 놓여 있다. ‘더니다리, 가
리교(加里橋)’라고도 한다.

갬절이/개미저리/가암(佳岩)
‘산우물’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뒤쪽에 있던 ‘가암사(佳岩寺)’라는 절에 신도들이 ‘개미’처럼
모여 들었다고 하여 ‘개미절’이라 하다가 이것이 줄어들어 ‘갬절’이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가
암사’에 ‘개미’가 들끓어 기둥을 갉아 먹었다고 하여 그 절을 ‘개미절’이라 하다가 ‘개미저리’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취하기 어렵다. ‘가암사’와 관련하여 설명하려면
‘가암절’이라는 명칭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암절’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가암저리’가 되고 다시
이것에 ‘ㅣ’가 첨가되어 ‘개미저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암절’이 축약되어 ‘갬절’이 되고 다시 이

것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갬절이’가 될 수 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암져리

(佳岩里)’로 나온다. ‘암’이 ‘佳岩’인 것은 확실하나 ‘져리’가 과연 ‘절[寺]’에서 온 것인지는 분명하
지 않다. 다만 이곳에 절이 있었다는 점에서 ‘져리’가 ‘절’과 관련된 어형일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
다. 절이 있던 자리에 지금 무당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절집’이라 하고 있다. 한편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져리’는 혹시 이곳이 바위 지역이라는 점에서 ‘절리(節理, 암석에서 볼 수 있는 좀 규칙적
인 틈새)’가 아닐까 생각도 해 본다. ‘남중저리(帳岩), 갈궁저리, 양화저리’의 ‘저리’가 참고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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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가암절리’에서 동음 ‘ㄹ’이 탈락하여 ‘가암절이’가 되고, 이것이 줄어들어 ‘감절이’가 된 다음
제1음절에 ‘ㅣ’가 첨가되어 ‘갬절이’가 된 것으로, 그리고 ‘갬절이’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되
어 ‘개미저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갬절이’의 유래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
다. ‘가암(佳岩)’의 축자적 의미는 ‘아름다운 바위’이다. 그런데 ‘가암’은 ‘佳岩’이 아니라 ‘加岩’일 가
능성이 있다. ‘加岩’은 ‘덤바위’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바위가 더미로 쌓여 있는 경우 ‘덤바위’라 하
고 ‘加岩’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加岩’의 ‘加’를 한자의 의미를 고려하여 ‘佳’로 바꾸어 ‘佳岩’
이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거렁내
‘갬절이’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작은 내이다. ‘거렁말’ 앞을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한다.

거렁내다리
‘거렁내’에 놓인 다리이다. ‘거렁내’와 ‘다리’로 분석된다. 이 내에 놓인 다리가 ‘거렁내다리’이다.

거렁말
‘거렁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거란말’이 ‘거랑말’을 거쳐 나타난 어형으로 추정된다. ‘거란말’은
‘걸안’과 ‘말’이 결합된 형태이다. ‘걸’은 ‘개울’이라는 뜻이어서, ‘걸안’은 ‘개울의 안쪽’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거란말’은 ‘개울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거렁말’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걸안, 거랑, 거렁’이라는 지명이 적지 않다. 그리고 ‘걸안바우, 걸안이, 걸안지’, ‘거랑
골, 거랑마, 거랑배미, 거랑보, 거렁넘, 거렁땀, 거렁마, 거렁배미’ 등과 같이 ‘걸안’ 또는 ‘거랑’을 선
행 요소로 하는 지명도 대단히 많다.

고속모퉁이/고속돌
‘갬절이’에서 진천읍으로 가는 길목 200m 지점에 있는 모퉁이이다. ‘고속’을 ‘고석(古石)’의 변형으
로 보아 예전 이곳 모퉁이에 오래된 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고석’이라는
지명이 흔하다. ‘고석’은 독자적으로 쓰여 바위나 마을을 지시한다. 그리고 ‘고석거리, 고석골, 고석
말, 고석바우, 고석배기, 고석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아울
러 ‘고석’의 모음 변화형인 ‘고속’도 ‘고속굴, 고속바위, 고속배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한편, ‘고석’은 ‘古石’이 아니라 ‘怪石(괴석)’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괴석’이라
는 바위가 아주 흔할뿐더러, ‘괴석거리, 괴석골, 괴석바우, 괴석배기’ 등에서 보듯 이차 지명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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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도 ‘괴석’이 적극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고속돌’은 ‘고속’과 ‘돌’로 분석된다. ‘속’은 ‘석(石)’
의 변형으로 ‘돌’과 의미가 같다. 그러므로 ‘고속돌’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두 요소가 중첩된 어형이다.

공동묘지고개(共同墓地-)
‘은구리’ 남쪽에서 공동묘지를 거쳐 송두리의 ‘내두(內斗)’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공동묘지’를 지나
는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더니/가리(加里)
‘갬절이’에서 동북쪽으로 약 1㎞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네 가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공장 부지로
편입되어 마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더니’를 ‘덧니’의 변형으로 보아 바위가 덧니가 나듯 불쑥
튀어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신빙성이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더리(加里)’로 나온다. 전국에 ‘더리’라는 지명이 간혹 발견된다. ‘더리’는 독자적으로 쓰이기보다는
‘더리논, 더리다리, 더리목, 더리미, 더리산, 더리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훨씬 적극적으
로 쓰인다. 그러나 ‘더리’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가리’는 ‘加里’로 쓴다. 이는 ‘더리’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추정된다. ‘더리’의 ‘더’를 ‘더하다’의 ‘더’로 보고 한자 ‘加’로 바꾼 지명이 ‘加里’이다. ‘더메’
라는 속지명과 ‘가산(加山)’이라는 한자 지명이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더’와 ‘加’의 대
응 관계가 분명해진다. 전국에 ‘가리’라는 지명이 많이 쓰인다.

더니바위/더구니바위/덕온암(德溫岩)/호암(虎岩)
‘갬절이’ 입구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주변을 정비하면서 바위가 크게 훼손되었다. ‘덕온(德溫)’이라
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놀라 바위로 변했다고 하여 ‘덕온이바
위’라고 하다가, ‘덕온이’가 ‘더구니’로 변하여 ‘더구니바위’가 되고, 다시 ‘더구니바위’의 ‘구’가 생략
되어 ‘더니바위’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10) ‘더니바위’는 큰 집채만 한 바위 위에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작은 바위가 올려져 있는 형상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모양을 고려한다면 ‘더니바위’의 ‘더
니’는 ‘더하다[加]’와 관련이 있는 어형일 가능성도 있다. ‘호암(虎岩)’은 바위가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르들
‘갬절이’ 앞에 있는 들로 ‘거렁내’의 물로 관개(灌漑)한다. ‘마르’와 ‘들’로 분석된다. ‘마르’는 중세국

어 ‘[宗]’로 소급하며,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큰, 넓은, 으뜸’ 등의 의미를 띤다. 이에 따라 ‘마르
10) ‘더니바위’의 지명 전설에 대해서는 진천문화원(1999:443〜444)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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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크고 넓은 들’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마루들, 마룻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루들
‘산우물’에서 동북쪽으로 1㎞ 지점에 있는 들이다. ‘마르들’의 모음 변화형이다. ‘마르’는 중세국어

‘[宗]’로 소급하며,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큰’, ‘넓은’, ‘으뜸’ 등의 의미를 띤다. 따라서 ‘마르들’,
곧 ‘마루들’은 ‘크고 넓은 들’로 해석된다.

마루들보(-洑)
‘마루들’에 있던 보이다. ‘마루들’과 ‘보(洑)’로 분석된다. ‘마루들’은 ‘크고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이
들에 물을 대던 보가 ‘마루들보’이다. 경지 정리로 없어졌다.

만두석거리(-頭石-)
‘갬절이’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만두석(-石)’과 ‘거리’로 분석된다. ‘만두석’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
나 ‘망두석(望頭石, 무덤 앞의 양쪽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망두석’이 있
는 거리가 ‘망두석거리’이고, 이것이 변하여 ‘만두석거리’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망월봉(望月峰)
‘갬절이’ 북쪽에 있던 동산이다. ‘달맞이를 하던 산봉우리’라는 뜻이다. 공장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방구모퉁이
‘갬절이’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에 위치한 산모퉁이다. ‘방구’와 ‘모퉁이’로 분석된다. ‘방구’는 ‘바
위’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방구모퉁이’는 ‘바위가 있는 모퉁이’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에는 ‘자동
차바위, 기차바위’ 등과 같은 아름다운 바위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바위 일부만 남아 있다. ‘가암
(佳岩)’이라는 마을 이름이 바로 이 바위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바위 밑에는 ‘갈모
소’11)라는 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956년 홍수 때 완전히 메워져 사라졌고, 바위도 묻혀 그
자리가 논이 되었다. ‘방구’는 ‘방구모퉁이’를 비롯하여 ‘방구들, 방구등, 방구말, 방구머리, 방구모랭
이, 방구모리, 방구바우, 방구배기, 방구배미, 방구산, 방구섬, 방구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
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 중 ‘방구모랭이, 방구모리’는 ‘방구모퉁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11) 현지 주민 가운데 ‘갈모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떤 주민은 ‘간모소’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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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대비들
‘갬절이’ 앞에 있는 들이다. ‘마르들’ 옆이 된다. ‘번답들(反畓-)’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번답들’에 접
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하여 ‘번다비들’이 되고 ‘번다비들’이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번대비
들’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번답(反沓)은 ‘밭을 논으로 만드는 일’을 뜻한다. 곧 밭을 개간하여 논으
로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그렇게 하여 만든 논은 토박하다. 그리하여 ‘번답’이 ‘토박한 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건답(乾畓), 천수답(天水畓)’ 등과 유사한 의미이다. ‘번답’이 있는 들이 ‘번답
들’이다. 아울러 ‘번대비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벌말/번말
가산리 벌판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폐동(廢洞)되어 들로 변하였다. ‘벌판에 조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번말’은 ‘벌말’에서 변한 어형이다.

불개자리
‘호암(더니바위)’ 근처에 있는 논이다. 바위 바로 밑에 있는 논을 ‘아래불개자리’, 소하천 건너에 있
는 논을 ‘위불개자리’라 한다. ‘가암’에서 진천으로 가는 1㎞ 지점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예로
부터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호암(虎岩)’이라 불렀다. 이 바위가 ‘가암’을 바라보고 있어
액운을 방지한다고 하여 ‘불개’(일식이나 월식의 원인을 모르던 옛날 사람들이 일식이나 월식 때에
달이나 해를 집어먹는다고 생각하던 상상의 짐승)를 만들어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불개’의 ‘불’은 ‘갯벌(강원), 모래(경상), 모래밭(경상)’에
대한 방언형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모래’ 또는 ‘모래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개
자리’는 ‘모래밭이 있던 자리’로 해석된다. ‘불개’는 그 자체로 마을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불개
들, 불개미, 불개안, 불갯등’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쓰여 다른 지명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
된다.

사송정이고개(四松亭-)/장나들이고개(場-)
‘산우물’에서 송두리 ‘외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나들이고개’라고도 한다. 이는 ‘장을 보러 다닐
때 넘나들던 고개’라는 뜻이다.

산우물(山-)/산정(山井)
‘갬절이’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정(山井)’이라고도 하며, ‘산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이다. 산 밑
에 큰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우물이 남아 있다. ‘산우물’에 대한 한자 지명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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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山井)’이다. 전국에 ‘산우물’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대부분 ‘산정(山井)’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인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산우머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산우물’이 ‘산
우무리’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이 우물이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아랫말
‘갬절이’에 딸린 마을이다. ‘갬절이’는 마을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아랫
말’이다. ‘웃말’과 짝을 이룬다.

양골[양꼴]
가산리와 송두리 ‘산우물’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양골(李梁-)’ 또는 ‘양이골(梁李-)’이 줄어든
어형으로 설명한다. ‘이양골’ 또는 ‘양이골은 ‘이 씨와 양 씨가 살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양’은 한자 ‘兩’으로 추정되어 ‘두 갈래로 갈라진 골짜기’로 해석된
다. 실제 이곳에는 골짜기 두 개가 나란히 있다. 전국에는 ‘양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
체로 ‘두 개의 골짜기’,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이곳 ‘양골’은 ‘큰양골, 작은양골,
속양골’로 이루어져 있다. 송두리의 ‘양골’을 참조하라.

용수동(龍水洞)
‘산우물’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龍水洞’으로 쓴다. 옛날 이 마을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용수’는 ‘龍水’가
아니라 ‘용소(龍沼)’의 변화형일 가능성이 높다. ‘용소’는 대체로 ‘용이 사는 못’ 또는 ‘용이 승천한
못’ 등으로 해석된다. 이 ‘용소’가 있는 마을이 ‘용소동’, 곧 ‘용수동’이다.

웃말(1)
‘갬절이’에 딸린 마을이다. ‘갬절이’ 마을은 길게 형성되어 있다. 그 위쪽이 ‘웃말’이고, 그 아래쪽이
‘아랫말’이다.

웃말(2)12)
‘잔이슬들’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웃말들’에서 ‘들’이 생략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12)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30)에는 ‘유말’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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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구리(隱龜里)/응구리(應九里)/주구(周九)
‘산우물’과 ‘갬절이’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은구리’는 ‘隱龜里’로 쓰고 거북이가 숨어 있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응구리’는 ‘應九里’로 쓰고 쌀을 생산하려면 아홉 번 응해
야 쌀이 생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응구리’는 ‘은구리’의 자음 동화 형태
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은 믿을 수 없다. 아울러 ‘주구(周九)’에 대해서는 아홉 번 두루
살펴야 쌀이 생산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는데 이 또한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 ‘은구리’로 나오고 ‘周九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내울
‘산우물’에서 동쪽으로 1㎞ 지점에 자리한 들이다. ‘이내’와 ‘울’로 분석된다. ‘이내’의 ‘이’는 ‘二’이고,
‘내’는 ‘川’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내’는 ‘두 개의 내’로 해석된다. 옛날 미호천 상류의 내가 이곳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울’은 이 두 내가 흐르는 안쪽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점에서 ‘우리(울타리)’와 같은 뜻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이내울’은 ‘두 내가 흐르는 울 안쪽’으로 해
석된다. 한편 ‘울’은 ‘골[谷]’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내골’이 제2음절의 부음(副音) ‘ㅣ’에 영향을
받아 ‘이내올’로 변한 다음 제3음절의 모음 ‘ㅗ’가 ‘ㅜ’로 변하여 ‘이내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내울’은 ‘두 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내울’이 어떤 뜻이든 이곳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잔다리보(-洑)
‘갬절이’에서 동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던 보이다. 상신리의 중가(中加), 상가(上加) 앞들에 물을
대던 보였는데, 진천저수지 몽리 구역이 넓어지면서 없어졌다. 이 보를 놓기 전에 작은 다리를 놓
아 통행을 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는 ‘잔다리’를 ‘작은 다리’, 곧 ‘細橋’로
보고 내린 해석이다. 전국에 ‘잔다리’라는 지명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좁은 다리’로 해석하고 ‘細橋’
라는 한자 지명을 부여한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잔다리’를 ‘다리’가 아니라 ‘들’ 이름으로 쓰고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잔다리’의 ‘다리’가 ‘다리[橋]’가 아니라 ‘들[野]’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전국에
‘잔들’이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확인되는 것만 보아도 ‘잔다리’의 ‘다리’가 ‘들’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잔들’에 조음소 ‘으’가 개재되어 ‘잔드리’가 되고, ‘잔드리’의 제2음절 모음이 제1음
절 모음 ‘ㅏ’에 영향을 받아 ‘잔다리’로 변할 수 있다. ‘잔들’은 ‘작고 좁은 들’을 뜻하여, ‘잔다리’가
‘잔들’의 변형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잔다리’는 그 자체로 들, 마을, 다리 이름으로
활발히 쓰일 뿐만 아니라, ‘잔다리골, 잔다리들, 잔다리방죽’ 등에서 보듯 지명의 후행 요소로도 적
극적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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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이슬들
‘산우물’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동성리에서는 ‘자래실들’이라 부른다.

중말(中-)
‘갬절이’의 복판에 있는 마을이다. ‘중’은 한자 ‘中’이어서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갬절이’
에 딸린 ‘웃말’과 ‘아랫말’ 사이에 있다.

지성들
‘거렁내’ 건너에 있는 들이다. ‘가암’에서 남쪽으로 1㎞ 지점에 위치한다. ‘지선들(支線-)’의 변형으로
설명한다. ‘지선들’에 대해서는, 이 들에 원도랑에서 최 남쪽으로 지선을 이루는 도랑의 물을 댄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지성보(-洑)
‘갬절이’ 동쪽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없어져 볼 수 없다. ‘지성들’에 물을 댔다.

하들(下-)
‘산우물’ 앞에 있는 들이다. 동성리에 있는 ‘상들, 중들’과 짝을 이룬다.

상신리(上新里)


본래 진천군 덕문면(德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중가리(中
加里), 상가리(上加里), 신대리(新垈里)와 방동면(方洞面) 인산리(仁山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상가(上加)와 신대(新垈)의 이름을 따서 상신리(上新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
다. 19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진천읍(鎭川邑)에 편입하였다.

갱치들
‘안골’에서 동북쪽으로 300m 지점에 위치한 들이다. 이 들에는 물을 대는 보가 없어 ‘갬절이’로부터
수로를 내어 물을 댔는데 그 수로가 모래로 되어 있어 자주 무너져 수시로 고쳤다고 한다. 그리하
여 ‘다시 更’ 자를 써서 ‘갱치들’이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하나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갱치’는 ‘강
치’에 ‘ㅣ’가 첨가된 어형일 가능성이 있다. ‘강’은 한자 ‘江’으로 추정되나 ‘치’의 어원은 알 수 없다.
혹시 ‘고개’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 이곳에 고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만약 ‘치’가
‘고개’의 뜻이라면 ‘강치’는 ‘강으로 나가는 고개’정도로 해석된다. 큰 하천으로 나가는 고개를 그렇
게 부를 수 있다. 아울러 ‘갱치’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갱치’ 주변에 조성된 들이
‘갱치들’이다.

광덕사(廣德寺)
‘너른골’에 있던 절이다. 큰 미륵불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사(廢寺)되었다.

너른골/너렁골
‘안골’에서 서쪽으로 4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너른골’은 ‘넓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너렁골’
은 ‘너른골’이 ‘너릉골’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이 골짜기에 ‘광덕사’라는 절이 있었다.

뒷동산(-東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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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터’ 마을 뒤에 있는 산이다.

물건너들
‘더니’ 건너편에 있는 들이다. 내 건너에 있는 들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국에 ‘물건너들’이라는
지명이 흔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들’을 생략한 채 쓰기도 한다. ‘물건너’는 ‘들’뿐만 아니라 ‘논(물건
너논), 말(물건너말), 보(물건너보), 산(물건너산)’ 등에도 결합한다.

바위배기
‘우렁터’ 제방 밑에 있던 바위이다. ‘바위가 박혀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냇물 바닥이 바위였다고
한다.

상신제(上新堤)
‘갱치’ 북쪽에 있는 둑이다.

새터
‘우렁터’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새로 조성한 터’라는 뜻이다. 이 터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
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불렀다. 지금은 들로 바뀌어 ‘들’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쉬골
‘너른골’ 위쪽(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쉬’, 곧 ‘수렁’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국에
‘쉬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다. ‘쉬’는 ‘골’뿐만 아니라, ‘내(쉬내), 논(쉬논)’ 등과도 결합하여 새로
운 지명을 만들어낸다.

시게배미
‘우렁터’ 북쪽에 있는 들이다. 지금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곳이다. ‘시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곡식
이나 그 시세’를 뜻하고, ‘배미’는 ‘논배미’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시게배미’는 ‘그 해의 시세를 가름
할 수 있는 논’으로 해석된다. ‘시게배미’는 대체로 척박한 논이어서 여기서 나는 소출을 통해 한
해의 곡물 시세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전국에 ‘시게배미’라는 논 이 대단히 많다. 대부분의 지역
에서 땅이 메말라 이곳의 농사가 평작이면 다른 곳은 으레 풍작이므로 그 해의 시게(곡물 시세)를
짐작할 수 있는 논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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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골/중가(中加)
‘가리’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중가(中加)’라고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안골’로
나오고, ‘中加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안골’은 ‘안쪽에 조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산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느낌을 준다. 전국에 ‘안골’이라는 지명이 수없이 존재한다. 대부분 ‘내곡
(內谷)’ 또는 ‘내동(內洞)’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이고 있다. ‘중가(中加)’는 ‘가리(加里)’ 중간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렁터/우렁테/상가(上加)
‘가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우렁터’는 지형이 ‘우렁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
에 따라서는 ‘우렁이가 많은 터’로 해석하기도 한다. ‘우렁’은 ‘우렁터’를 비롯하여 ‘우렁골, 우렁바위,
우렁봉, 우렁산, 우렁재, 우렁치, 우렁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우렁’은 지형이나 대상의 모양이 ‘우렁이’처럼 생긴 경우에 지명의 선행 요소로 이용된다. ‘우렁테’
는 ‘우렁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고, ‘상가(上加)’는 ‘가리(加里)’ 위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우렁터앞
‘우렁터’ 앞에 있는 들이다. ‘우렁터앞들’에서 ‘들’이 생략된 어형이다. ‘우렁터 마을 앞에 있는 들’이
라는 뜻이다.

육마생이
‘안골’에서 북서쪽으로 1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육마생’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지역 주민들은 ‘육마생’을 ‘育馬生’으로 이해하여 말을 기르던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그러나 ‘육마생’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읍내골(邑內-)
‘우렁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진천 읍내로 가는 길옆에 있는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잔다리들
‘우렁터’ 남쪽에 있는 들이다. ‘아랫잔다리(윗잔다리 밑)’와 ‘윗잔다리(우렁터 앞)’로 나뉜다. 이 들에
‘우렁터보’와 ‘초평보’라는 두 개의 보가 있었는데, 봇도랑이 두 갈래로 갈리어 건너다니기가 불편하
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통나무다리를 여러 군데 놓았는데 그 다리를 ‘잔다리’라 불렀고, 이에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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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들 이름이 생성된 것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잔다리들’ 또는 ‘잔지
리보’에 ‘棧橋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잔다리’를 ‘棧橋(잔교)’로 본 것이다. ‘棧橋’는
‘배를 매 놓고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고 내리기에 편하도록 만든 다리’라는 뜻이다. 한편 지금 ‘잔다
리’가 들 이름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이것이 본래 다리 이름이 아니라 들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
다. ‘잔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잔드리’가 되고, ‘잔드리’가 제1음절 모음에 이끌려 ‘잔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잔’은 ‘잘-[細]’의 관형사형이어서 ‘잔들’은 ‘작고 좁은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잔다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잔다리’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잔다리’가 들 이름보다
는 ‘다리[橋]’ 이름으로 쓰이는 곳이 많다. ‘잔다리’의 ‘다리’가 ‘들’로부터 변형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
르고 우연히 어형이 같은 ‘橋’의 ‘다리’와 연계시켜 그렇게 쓰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세
교(細橋)’라는 한자 지명을 아울러 쓴다. 지역에 따라서는 ‘잔다리’에 ‘들’을 결합한 ‘잔다리들’이라는
들 이름을 쓰기도 한다. ‘잔다리들’은 ‘잔다리’의 ‘다리’로부터 ‘野’의 의미가 사라지자 지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리’와 뜻이 같은 ‘들’을 덧붙인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장고개(場-)
‘안골’에서 진천 읍내 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전국에 ‘장고개’라는 고개 이름이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특정 장을 보러갈 때 넘나드는 고개로 설명한다. 그런데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장고개’ 중
에는 ‘잔고개’로부터 변형된 것도 있다. ‘잔’은 ‘잘-[細]’의 관형사형이어서 ‘잔고개’는 ‘좁고 작은 고개’
로 해석된다. ‘잔고개’가 자음 동화되어 ‘장고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장고개’를 무조건 ‘장을 보러
넘는 고개’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장자골
‘안골’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자’를 ‘장군’으로 보아 고려 때 임연(林衍) 장
군이 살던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장자’를 ‘長者’로 보아 백만 석의 농사를
짓던 부자가 살던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전국에 ‘장자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장자’를 ‘長者’로 보아 ‘부자가 살던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한다. 그러나 ‘장
자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점말(店-)/점촌(店村)
‘안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점’은 한자 ‘店’이고, ‘말’은 ‘마을’의 뜻이다. 그러므로 ‘점말’은 ‘사기
점이나 옹기점이 있던 마을’로 해석된다. 실제 이 마을에는 예전에 옹기점이 있었다고 한다. ‘점촌
(店村)’은 ‘점말’의 ‘말’을 한자로 바꾼 지명이다. 전국에 ‘점말’이나 ‘점촌’이라는 마을이 대단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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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下加)
‘가리’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가(上加), 중가(中加)’와 짝을 이룬다.

할미성(-城)/대모산성(大母山城)
덕산면과 진천읍 가산리 ‘갬절이’ 방면을 보고 위치한 성이다. ‘한뫼성, 할뫼성’이라고도 한다. 이 중
‘한뫼성’이 기원형이다. ‘한뫼성’은 ‘한뫼’와 ‘성(城)’으로 분석된다. ‘한’은 ‘하-[大, 多]’의 관형사형이
고, ‘뫼’는 ‘山’을 뜻하는 고어이므로 ‘한뫼’는 ‘큰 산’으로 해석된다. 이 성이 있는 산이 평지에 솟아
있어서 ‘큰 산’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뫼’라는 산에 축조된 성이 ‘한뫼성’이다. ‘한뫼’에
‘성(城)’이 붙은 ‘한뫼성’은 자연히 ‘큰 산에 있는 성’으로 해석된다. ‘한뫼성’은 ‘할뫼성’으로 변했다가
이어 ‘할미성’이 된다. ‘대모산성(大母山城)’은 ‘할미성’의 ‘할미’를 ‘조모(祖母)’로 잘못 이해하고 만
든 한자 지명이다. 전국에 ‘할미성’이라는 지명이 아주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할미’가 ‘한뫼’로까
지 소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늙은 여자’로 오해한 뒤 ‘노고성’(老姑城)이라는 한자 지명을
만들어 쓰고 있다. 성석리의 ‘할미성’을 참조하라.

홈다리들
‘우렁터’ 동쪽에 있는 들이다. ‘홈다리’와 ‘들’로 분석된다. ‘홈다리’는 ‘홈들’의 변형이다. ‘홈들’에 접
미사 ‘-이’가 결합하여 ‘홈드리’가 되고 ‘홈드리’가 제1음절 모음에 이끌려 ‘홈다리’가 된 것이거나,
‘홈들’이 직접 ‘홈달’로 변한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홈다리’가 된 것이다. ‘홈들’은 ‘홈을 파거
나 홈통을 놓아 물을 대던 들’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홈드리’나 ‘홈다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홈들, 홈드리, 홈다리’라는 지명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대부분 이와 같은 유래 설이 결
부되어 있다. ‘홈다리들’은 들 이름인 ‘홈다리’에 ‘다리’와 의미가 같은 ‘들’을 덧붙인 어형이다. ‘다리
[野]’의 의미가 모호해지자 지명의 의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과 의미가 같은 ‘들’을 잉여적으
로 결합한 것이다.

산척리(山尺里)


본래 진천군 덕문면(德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산직리(山
直里), 장척리(長尺里)와 차상리(次上里) 일부를 병합하여 산직(山直)과 장척(長尺)의 이름을
따서 산척리(山尺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1983년 2월 15일 행정 구역 개
편에 따라 진천읍(鎭川邑)에 편입하였다.

가징개
‘장자울’에서 동남쪽으로 1㎞ 지점에 위치한 들이다. ‘가진개’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이 지
역에서는 ‘가징’을 ‘가지[枝]’로 보고 물이 흐르는 도랑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가지개’에 ‘ㄴ’이 첨가되어 ‘가진개’가 되고, 이것이 자음 동화되어 ‘가징개’가 될 수 있다.
‘개’는 ‘물이 드나드는 곳’ 또는 ‘개울’을 지시한다. 그렇다면 ‘가징개’는 ‘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
진 개울’로 해석된다. 이 개울 주변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당림(-林)
‘장자울’ 동쪽에 있는 들이다. ‘마당’은 ‘場’의 뜻이며, ‘림’은 한자 ‘林’이다. 그러므로 ‘마당림’은 ‘마당
처럼 넓고 높은 숲’으로 해석된다. ‘마당’은 ‘마당골, 마당날, 마당들, 마당듬, 마당바우, 마당배미’ 등
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이며 ‘넓고 높은 곳 또는 그런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숲이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방죽밑(防-)13)
‘장자방죽’에서 동남쪽 밑에 있는 들이다. ‘장자방죽’ 밑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방죽밑들’이라고 하면 더욱 정확하다. 전국에 ‘방죽밑’ 또는 ‘방죽밑들’이라는 지명

13)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32)에는 ‘방죽말’로 나온다.

산척리(山尺里) 49

이 아주 넓게 분포한다.

산안에(山-)
‘산직말’에 있는 들 이름이다. ‘산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산직말(山直-)/산직(山直)/산직리(山直里)
‘장자울’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경주 이씨의 산지기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산직말’이라는 동네가 아주 흔한데 대체로 산직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산
직말’에서 ‘말’을 생략한 채 ‘산직(山直)’이라고도 한다. 독립지사 이상설(李相卨 1871~1917)) 선생
이 태어난 마을이다.

이상설생가(李相卨生家)
‘산직말’ 134-2번지에 있는 독립지사 이상설(李相卨 1871~1917) 선생의 생가이다.

잔다리들
‘장자울’ 북쪽에 있는 들이다. ‘재구레’와 붙어 있다. 상신리의 ‘잔다리들’을 참조하라.

장고개(場-)
‘산직말’에서 삼덕리 ‘신덕장’으로 가는 고개이다. ‘신덕장’으로 갈 때 넘나드는 고개여서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한다.

장자골
‘장자울’에서 북쪽으로 200m 거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자(長者)’, 곧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장자골’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아주 흔한데 대부분 부자가 많이
살았거나 또는 큰 부자가 살았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장자방죽(-防-)/덕문이방죽(德文-防-)
‘장자울’ 서남쪽에 있는 방죽이다. ‘장자’가 만든 방죽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일명 ‘덕문
이방죽(德文-)’이라고도 한다. 고려 시대에 임연(林衍) 장군이 집을 짓고 그 정원에 만든 연당(蓮塘)
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이면 연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었으나, 1980년 이후 방죽을 메워 옛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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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찾아볼 수 없다.

장자울/장척(長尺)
‘산직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때 임연(林衍) 장군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학문과 덕망이
높은 ‘長者’가 ‘덕문이방죽’ 가운데에 바위로 울타리를 쳐놓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한다. 전국에 ‘장자울’이라는 마을이 흔한데, 대부분 ‘장자’를 ‘長者’로 보고 ‘덕망이 있고 나이든
사람이 살던 마을’ 또는 ‘부자가 살던 마을’로 해석한다. 그러나 ‘장자울’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장자울’의 ‘울’이 ‘울타리’라는 뜻이 아니라 ‘골[谷]’의 변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골’이 ‘올’을
거쳐 ‘울’이 될 수 있고, 또 실제 ‘장자골’이라는 지명이 널리 쓰이기 때문이다. 한편 ‘골’의 ‘ㄱ’이
‘ㅇ’으로 변한 것을 보면 ‘장자’는 본래 ‘장재’였을 가능성도 있다. 제2음절 ‘ㅐ’의 부음 ‘ㅣ’의 영향으
로 ‘ㄱ’이 ‘ㅇ’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척(長尺)’에 대해서는 뒷산 능선의 봉우리가 ‘자[尺]’
의 눈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14)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
다. ‘長尺’은 ‘장자’의 ‘장’을 음을 빌려 ‘長’으로, ‘자’를 훈을 빌려 ‘尺’으로 바꾼 한자 지명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

재구레
‘장자울’에서 300m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땅이 잿빛같이 검고 걸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본래 야산 날개 가운데에 있던 구레인데, 지금은 완전 평지인 논으로 변한 곳이다.
‘재’는 ‘고개’를 뜻하고, ‘구레’는 ‘물이 늘 괴어 있는 구덩이’를 뜻한다. 그렇다면 ‘재구레’는 ‘고개에
밑에 있는 물구덩이’로 해석된다. 이 물구덩이가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지명의 후행 요소로 나타나는 ‘구레’는 대체로 ‘들’을 지시한다.

주막거리(酒幕-)
‘장자울’ 앞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주막(酒幕)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이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해나무거리/옻나무거리
‘마당림’ 밑에 있는 거리이다. ‘해나무’는 ‘홰나무(회화나무)’의 방언형이다. 이 나무가 서 있는 거리
가 ‘해나무거리’이다. ‘해나무’는 ‘해나무거리’를 비롯하여 ‘해나무고개, 해나무골, 해나무우물, 해나

14) 이와 같은 내용이 마을 유래비에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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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후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옻나무거리’는 길거리에 ‘옻나무가 많아
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나무고개
‘산직말’에서 삼덕리 ‘방죽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해나무’는 ‘홰나무’(회화나무)의 방언형이다.
‘홰나무’는 지역에 따라 ‘회나무’ 또는 ‘해나무’로 나타난다. 이 ‘홰나무’가 있는 고개가 ‘홰나무고개’,
곧 ‘해나무고개’이다.

황사태
‘장자울’에서 동남쪽으로 200m 지점에 위치한 들이다. ‘황사터’로 소급한다. ‘황사터’가 ‘황사테’를
거쳐 ‘황사태’가 된 것이다. ‘황사’를 ‘黃砂’로 보아 지역이 붉은 진흙 벌판이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실제 들의 흙이 빨간 진흙이다. 한편 ‘황사태’의 ‘사태’는 ‘수렁사태, 사태밑, 용사태, 화사
태’ 등에 보이는 ‘사태’와 같이 ‘새터(새로 조성된 터)’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황사태’
의 유래는 전해 달라진다. 아울러 ‘황사태’는 ‘황새터’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황사태’
는 ‘황새를 닮았거나 황새가 서식하는 곳’으로 해석된다.

삼덕리(三德里)


본래 진천군 덕문면(德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상덕리(上
德里), 차상리(次上里) 및 북변면(北邊面)의 지석리(支石里), 옹암리(瓮岩里), 그리고 남변면(南邊
面)의 신정리(新井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삼덕리(三德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
였다. 그 후 1930년 3월 1일에 진천읍(鎭川邑)에 편입하였다.

구동네(舊-)/흔동네/덕문이(德文-)/아랫덕문이(-德文-)/아랫마을/하덕(下德)
‘방죽동네’ 정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동네’의 ‘구’는 한자 ‘舊’여서, ‘오래 전부터 있는 마을’로 해석
되고, ‘흔동네’는 ‘헌동네’의 변형으로 ‘오래된 마을’로 해석된다. 동네에 있는 수백 년 된 ‘홰나무’가
마을의 역사를 증언한다. ‘덕문이’는 본래의 ‘덕문이’ 마을이어서 남아 있는 명칭이고, ‘아랫덕문이’
는 새로 생긴 ‘윗덕문이’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명칭이다. ‘덕문’을 ‘德文’으로 이해하여, 이 동네에서
글을 배운 사람은 덕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덕문이’는 ‘덕문’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하덕(下德)’은 ‘아랫덕문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높은매기/높은내기
‘하덕’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광복 후 병술년 장마 때에 ‘아랫덕문이’가 침수되
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생겨났다. 이 지역은 논이 수로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관개(灌漑)를 하려
면 수로에 높은 ‘매기’를 쳐야 물을 댈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높은매기’라는 명칭은 이로써 생겨
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신빙성이 없다. ‘높은매기’는 ‘높은목’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높은목’이 ‘높은모기’, ‘높은머기’, ‘높은메기’를 거쳐 ‘높은매기’로 변할
수 있다. ‘높은목’은 ‘지대가 높은 목’이라는 뜻이다. 실제 이곳 마을은 지대가 높은 곳이었다고 한
다. 이 목 주변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높은내기’는 ‘높은매기’
에서 변한 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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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문면터(德文面-)
‘덕문면’이 있던 곳이다. ‘덕문면’은 ‘덕문이’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 처음에는 ‘상덕(上德), 차
상(次上), 차하(次下), 중리(中里), 장척(長尺), 산직(山直), 석탄(石灘), 중가(中加), 상가(上加), 하
가(下加)’의 10개 이(里)를 관할하다가, 1914년 일제(日帝)의 군면 통폐합 정책에 따라 덕산면에 편
입되어 ‘삼덕, 상신, 산척, 중석’ 등의 5개 이(里)가 되었다.

덕문이들(德文-)
‘덕문이’ 앞에 있는 들이다. 진천읍의 성석리, 산척리와 초평면의 중석리 일부가 포함된다.

독바위(1)/옹암(甕岩)(1)
‘독바위’ 마을 입구에 있는 바위이다. 이곳에는 인심이 좋고 후덕하기로 소문난 한 장자(長者)가 살
고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장자에게서 크게 도움을 받은 거지가 그 보답으로 구슬을 주며 자기가
떠난 후에 만져 보라고 하였다. 거지가 떠난 후에 그 구슬을 만져 보는 순간 한 줄기 서광이 비치면
서 독처럼 큰 바위가 생겨났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독바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전형적인 지명 전설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 ‘독’은 ‘항아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독바위’는
‘항아리 모양의 바위’로 해석된다. 실제 마을 입구 동산 밑에 항아리처럼 생긴 바위가 산재한다. ‘독
바위’에 대한 한자 지명이 ‘옹암(甕岩)’이다.

독바위(2)/옹암(甕岩)(2)
‘독바위’가 있는 마을이다. ‘독바위’나 ‘옹암(甕岩)’은 ‘독처림 생긴 바위’라는 뜻의 바위 이름이다. 아
울러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때 ‘오 씨(吳氏)’가 득세하자 동명을 ‘오독바위’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새마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집단 농업을 경영하여 높은 농가 소
득을 올리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방죽동네(防-)/주막거리(酒幕-)
‘하덕’ 북쪽에 있다. 1986년 이후 ‘하덕’ 주민들이 이주하여 형성한 마을이다. ‘방죽’이 있어서 ‘방죽
동네’라 한 것이다. 이곳에는 임연(林衍) 장군의 집터였다고 하는 둘레가 4㎞나 되는 못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막’이 있던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이어서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주막거리’
라고도 한다.

변지들(邊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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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문이’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변지’를 ‘邊地’로 보아 ‘변두리에 형성된 들’로 해
석한다.

삼덕정(三德亭)
‘통뫼’ 또는 ‘통미(산)’로 불리는 작은 동산의 동쪽 언덕에 있는 육각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
녀간 뒤에 만든 정자라고 한다.

새독바위/새동네(1)/구비안
‘독바위’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1941년 백곡저수지 공사로 이주한 주민들이 10여 호의 마을을 이루
고 살고 있다. ‘독바위’는 본래 ‘독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인데,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독바위’ 마을 옆에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새[新]’를 붙여 ‘새독바위’라 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새동네’라고도 한다. ‘구비안’의 ‘구비’는 ‘굽이(휘어서 구부러진 곳)’, 곧 ‘산굽이’를
가리키며, ‘안’은 ‘內’의 뜻이다. 그러므로 ‘구비안’은 ‘산굽이 안쪽’으로 해석된다. 마을이 ‘산굽이 안
쪽’에 형성되어 있어서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새동네(2)
‘하덕’ 옆에 있다. 병술년 장마 때 ‘하덕’ 주민이 이주하여 형성한 마을이다.

쉬논거리
‘독바위’ 남쪽 5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쉬논’은 ‘쉬’, 곧 ‘수렁’이 있는 논을 가리킨다. 이 논 주변
에 생긴 거리가 ‘쉬논거리’이다. 이 거리가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웃덕문이(-德文-)/웃마을/상덕(上德)/새덕문이(-德文-)/새동문이(-文-)
‘하덕’에서 서남쪽으로 500m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덕문이(하덕)’ 위쪽에 있어서 ‘웃덕문이’ 또는
‘웃마을’이라 한 것이다. ‘웃덕문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상덕(上德)’이다. ‘아랫덕문이’와 짝을 이룬
다. ‘덕문이’ 위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새덕문이’라고도 한다. ‘새동문이’는 ‘새덕문이’에서 변형
된 어형이다.

임금산/(-山)/응금산(-山)/은금산(殷錦山)
‘독바위’에서 동북쪽으로 400m 지점에 있는 산이다. 신덕초등학교가 자리한 곳이다. 옛날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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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살아서 ‘임금산’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응금산’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임금’은 ‘임금산’
을 비롯하여 ‘임금고개, 임금골, 임금바우, 임금배미, 임금샴, 임금재’ 등에서도 확인된다. 대체로 임
금이 거쳐 간 곳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렇다고 ‘임금산’을 ‘임금이 거쳐 간 산’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임금산’은 추정컨대 ‘임금처럼 위용을 갖춘 산’이 아닐까 한다. 한편 이 산을 ‘은금산’이라고도
하므로 ‘임금산’이나 ‘응금산’은 ‘은금산’의 변형일 수도 있다. ‘은금’은 ‘은금보, 은금정’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쓰인다. 그리고 ‘은금’은 이것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은금이’ 형태로 쓰이기
도 한다. ‘은금이’에 대해 ‘은이 많이 나는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은금’
을 ‘銀金’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지금 ‘은금산’의 ‘은금’을 ‘殷錦’으로 쓰고 있다. 읍내리의
‘응금보’를 참조하라.

통뫼(桶-)/통미(桶-)/통미산(桶-山)
‘웃덕문이’와 ‘독바위’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산이다. ‘통’은 한자 ‘桶’이고, ‘뫼’나 ‘미’는 ‘山’의 뜻이다.
그러므로 ‘통뫼’나 ‘통미’는 ‘통을 엎어 놓은 듯이 작고 둥글게 생긴 산’으로 해석된다. 전국에 ‘통뫼’
또는 ‘통미’라는 산이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통뫼’나 ‘통미’의 ‘뫼’나 ‘미’를 ‘山’으로 바꾼 ‘통산(桶
山)’이라는 지명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 ‘통미’에 후행 요소 ‘미’와 의미가 같은 ‘산(山)’을 덧붙인 어
형이 ‘통미산’이다. ‘미’가 ‘山’으로서의 의미 기능이 약화되자 그 의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것
과 의미가 같은 ‘산’을 덧붙인 것이다. ‘통미산’이라는 산도 전국에 대단히 많다.

신정리(新井里)


본래 진천군 남변면(南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신대리(新
垈里), 김금리(金今里), 옹정리(瓮井里), 원앙리(元央里), 검실리(劍室里), 월교리(越僑里) 및 덕문
면(德文面)의 상덕리(上德里), 북변면(北邊面)의 지석리(支石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대(新
垈)와 옹정(瓮井)의 이름을 따서 신정리(新井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걸미산(傑尾山)
‘미륵당이’ 옆에 있는 작은 산이다. 천지개벽 때 산이 떠내려가다가 미륵에 걸려 남겨진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는 ‘걸미’의 ‘걸’을 동사 ‘걸리-’와 관련해서 해석한 것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해석은 신빙성이 없다. 또 한자 ‘傑尾山’15)으로 쓰기도 하나 이는 취음자(取音字)일
가능성이 있다. ‘걸미산’은 ‘걸미’와 ‘산(山)’으로 분석된다. ‘걸미’는 ‘갈미’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되
고, ‘갈미’는 ‘갈모(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유지(油脂)로 만든 우구(雨具)의 한 가지)’의 변형
으로 추정된다. 산봉우리가 ‘갈모’처럼 끝이 뾰족하여 ‘갈미산’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걸미
산’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산봉우리가 뾰족한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걸미산고개(傑尾山-)
‘도구머리’에서 읍내리 ‘옥당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걸미산’은 ‘갈모처럼 끝이 뾰족한 산’으로
해석된다. 이 산에 있는 고개가 ‘걸미산고개’이다.

걸미산성(傑尾山城)
‘도구머리’ 뒤쪽 해발 86m의 낮은 구릉지 야산에 있는 산성이다. 남쪽의 저곡 지대(底谷地代)를 끼
고 축성한 포곡식(包谷式) 토성이다. ‘걸미’를 한자 ‘傑尾’로 쓰고 있으나 특별한 의미는 없다. ‘걸미

15) <朝鮮寰輿勝覽>에 ‘傑尾山’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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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갈미산’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되어 ‘갈모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된다. 이 산에 축조된 성이
‘걸미산성’이다.

농공단지(農工團地)
‘도구머리’ 동쪽에 있는 공단이다. 농공병진 정책에 따라 충북에서 가장 먼저 조성되었다.

도구머리/옹정(瓮井)
‘소강정’에서 남서쪽으로 1㎞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걸미산성’ 너머가 된다. ‘도구머리’는 ‘독우물’
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독우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도구무리’가 되고, ‘도구무리’에서 제3음
절의 모음이 변하여 ‘도구머리’가 된 것이다. ‘독우물’은 ‘독’과 ‘우물’로 분석된다. ‘독’은 ‘돌[石]’의 방
언형이다. 그러므로 ‘독우물’은 ‘돌 틈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로 해석된다. 이른바 ‘돌우물’과 의미가
같다. 아울러 ‘도구머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바위틈에서 물이 나왔다고 한다. 이 우물은
‘안동네’에 있었는데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수량이 풍부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충분히 쓰
고도 남았다고 한다. 전국에 ‘독우물’이라는 우물이 아주 많다. 그런데 대부분 ‘독’을 ‘石’의 뜻으로
보지 않고, ‘항아리’로 이해하여 ‘항아리처럼 생긴 우물’로 해석한다. 이 지역에서도 식수용 우물에
독을 묻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독을 본 주민이 없는 것을 보면, ‘독우물’은 ‘돌 틈에
서 물이 나오는 우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옹정(瓮井)’이라는 한자 지명은 ‘독’을 ‘항아리’
로 본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

미력댕이고개(彌-)
‘도구머리’에서 ‘미력댕이(미륵당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미력댕이’는 ‘미륵당이(彌勒堂-)’의 모음
변화형이고, ‘미륵당이’는 ‘미륵당’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한 형태이다. ‘미륵당’은 ‘미륵이 있
는 집’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미륵당이고개’는 ‘미륵당이 있던 고개’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력댕
이고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미륵당이(彌勒堂-)
‘도구머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미륵당(彌勒堂)’과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미륵당’은
‘미륵이 있는 집’을 가리킨다. 아울러 ‘미륵당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그런데 여기서의 ‘미륵당
이’는 집 이름이 아니라 마을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미륵당’이 있던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
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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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머리
‘미륵당이’에서 ‘새끼미’로 넘어가는 모퉁이다. ‘방구’는 ‘바위’의 방언형이며, ‘머리’는 ‘한쪽 옆이나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방구머리’는 ‘바위가 있는 모퉁이’ 정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지금
바위는 없다. 전국에 ‘방구머리’라는 모퉁이 이름이 대단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방구모리, 방구
모랭이, 방구모탱이’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바위가 많거나 큰 바위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뱀산(-山)/뱜산(-山)
‘도구머리’ 남쪽에 있는 산이다. ‘뱀이 많은 산’ 또는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으로 해석된다. ‘뱜산’으
로 발음하기도 한다.

부처적골/부처댕이
‘우두낭골’ 오른쪽, ‘원앙골’ 앞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처적골’은 ‘부처젓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고,
‘부처젓골’은 ‘부처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형태이다. 그리고 ‘부처젌골’은 ‘부처절’과 ‘골’ 사
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형태이다. ‘부처절’은 ‘부처가 모셔져 있는 절’이라는 뜻이다. 이 절이 있던
골짜기가 ‘부처젌골’, 곧 ‘부처젓골, 부처적골’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부처절골’ 또는 ‘부처작골, 부
처접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처댕이’는 ‘부처당이(-堂-)’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부
처당이’는 ‘부처당’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부처당’은 ‘부처를 모신 당집’을 가리킨다. 아
울러 ‘부처당이’ 또는 ‘부처댕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 당집이 있던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
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새끼미
‘소강정’에서 남서쪽으로 5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신석기 시대에 돌로 칼을 만들던 곳
이라 하여 ‘석검(石劍)’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새끼미’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석
검’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석검이’가 ‘새끼미’로 변한 것이 된다. 실제 이 지역에서는 ‘석금’이나
‘새끔’ 등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그러나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쇠금이’로 나오는 것을 보
면 ‘새끼미’는 ‘쇠금이’의 변화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쇠금이’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쇠
[鐵]’와 관련된 어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쇠금들’(‘新垈’ 뒤에 있는 들), ‘쇠금보(‘新垈’ 右邊)’ 등에서
도 ‘쇠금’이 확인된다.

새끼미보(-洑)/새낌보(-洑)/가싯보(-洑)
‘새끼미’ 왼쪽 위에 있는 보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새끼미보’가 줄어든 어형이 ‘새낌보’이다.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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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싯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장자리에 있는 보’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소강정(小江亭)/소강정이(小江亭-)
‘도구머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소강정(小江亭)’은 ‘작은 강(洗錦川)에 있던 정자’라는 뜻이다.
마을 북쪽 500m 지점에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작은 개울이 흘렀고 거기에 정자가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소강정이’는 ‘소강정(小江亭)’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 정자 근처에 형
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소강
졍’으로 나오며, ‘新垈’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소강정보(小江亭洑)
‘소강정’ 앞내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없어져 볼 수 없다. ‘소강정(小江亭)’과 ‘보(洑)’로 분석된다.
‘소강정’은 ‘작은 강에 있던 정자’라는 뜻이다. 작은 산에 흐르는 내에 정자가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이 정자 근처에 있던 보가 ‘소강정보’이다.

쇠실/검실(劍室)
‘새끼미’에서 남서쪽으로 500m 지점에 위치한다. 본래 ‘걸미산’에 딸린 한 골짜기였다. 예전에는 이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있었으나 지금은 공장부지로 들어가 마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쇠’는 ‘金’
또는 ‘牛’의 뜻으로 볼 수 있고, ‘실’은 ‘谷’의 뜻이다. ‘쇠’를 ‘金’의 뜻으로 보면 ‘쇠실’은 ‘철이 나던
골짜기’로 해석되고, ‘쇠’를 ‘牛’의 뜻으로 보면 ‘쇠실’은 ‘소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쇠실’
이라는 지명이 흔한데 전자와 같이 보는 지역에서는 ‘金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후자와 같이 보는
지역에서는 ‘牛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대체로 전자의 해석이 우세하다. 여기서의 ‘쇠실’도
전자로 보아 ‘철이 나던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검실’은 ‘금실(金-)’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금실’은 ‘쇠실’의 ‘쇠’를 한자로 바꾼 지명으로, 그 의미는 ‘쇠실’과 같다. 이 골짜기에 조
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신정들(新井-)
‘소강정’ 앞에 있는 들이다. ‘신정(新井)’과 ‘들’로 분석된다. ‘신정’은 ‘새로 판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
우물이 있는 들이 ‘신정들’이다.

아랫말
‘소강정’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웃말’과 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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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案山)
‘도구머리’ 마을 앞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주로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그렇게 부른다.

앞구레
‘도구머리’ 앞에 있는 들이다. ‘구레’는 본래 ‘물이 늘 괴어 있는 구덩이’라는 뜻이다. 이 구레가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실제 이 들에는 예전에 ‘물구덩이’, 곧 ‘쉬’가 많았
다고 한다. 현재는 지하수 개발로 쉬가 없어졌다.

옻샘
‘걸미산’ 동쪽 밑에 있는 샘이다. ‘옻’은 옻나무 진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이다. 빨갛
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하여 매우 가려운 것이 특징이다. 옻이 오르면 찬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찬물이 피부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찬물 중에서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찬물을 제공하는 샘물이 특효가 있다. 그리하여 ‘옻’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찬물이 나오
는 샘을 ‘옻샘’이라 한다. 곧 ‘옻샘’은 ‘옻을 고칠 수 있는 양질의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용화사(龍華寺)/걸미산미륵당(傑尾山彌勒堂)
‘미륵당이’ 옆에 있는 절이다. 신라 성덕왕 19년에 창건된 송덕불상(頌德佛像)을 모시기 위해 미륵
당을 세웠으나 조선 시대 숭유배불(崇儒排佛) 정책으로 사찰은 없어지고 석불만이 남았는데, 1959
년 10월 한자심(韓慈心)에 의해 법당과 제사각(祭舍閣)을 세 칸씩 건립하여 1965년 준공하였고
1983년에 증축하였다. 속칭 ‘걸미산미륵당(傑尾山彌勒堂)’이라고 불린다.

용화사석조미륵불입상(龍華寺石造彌勒佛立像)/용화사석불입상(龍華寺石佛立像)/미력불(彌-佛)/
송덕불상(頌德佛像)
‘걸미산’에 있는 화강암으로 된 불상으로 진천의 수호신으로 불린다. 고려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
되며 높이 7m, 아래 부분의 폭이 1.7m이다. 목 부분에 영락(瓔絡, 구슬을 꿰어 만든 장신구) 줄이
있고 손에 연꽃을 잡고 있는 것이 다른 불상과 다른 점이다. 이 불상을 일명 김유신 장군 ‘송덕불상
(頌德佛像)’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외적이 ‘덕문이들’ 쪽에서 이 ‘불상’을 보고 신장이 5장이나
되는 장군이 버티고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되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우두낭골/우두나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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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우두낭’과 ‘골’로 분석된다. <朝鮮地誌資料>(1914 이전)에는 ‘웃
던낭골’로 나오고 ‘上元央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들 관계를 고려하면 ‘웃던낭골’은
‘웃원앙골’에서, ‘우두낭골’은 ‘웃던낭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우두낭골’은 ‘위
쪽 원앙골’로 해석된다. 물론 ‘우두나무골’로 발음하는 것을 보면 ‘우두낭’이나 ‘우두나무’가 나무를
지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두낭골보(-洑)
‘우두낭골’을 막아 만든 소류지이다. ‘우두낭골’과 ‘보(洑)’로 분석되며, ‘우두낭골에 있는 보’로 해
석된다.

웃말
‘소강정이’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은 ‘아랫말’이라 한다.

원동고개(院洞-)
‘도구머리’에서 원덕리 원동(院洞)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원(院)’은 조선 시대에 여행자에게 편의
를 제공하던 ‘원집’을 가리킨다. 이 ‘원집’이 있던 마을이 ‘원동(院洞)’이다.

원앙골(鴛鴦-)/원앙(鴛鴦)
‘도구머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원앙새 형상(鴛鴦之形)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원앙(마소의 턱 아래로 늘어뜨리는 쇠고리 또는 방울)’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

에는 ‘元央洞’으로 나오며, 이 마을 앞에 ‘안지산’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 본래의 ‘원

앙골’에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원앙’은 ‘원앙골’을 비롯하여 ‘원앙바구, 원앙봉, 원앙산, 원앙재, 원
양평’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원앙골방죽(鴛鴦-防-)
‘원앙골’ 마을 위쪽에 있는 방죽이다. ‘원앙골’과 ‘방죽’으로 분석되며, ‘원앙골에 있는 방죽’으로 해석
된다.

원앙골보호수(鴛鴦-保護樹)
‘원앙골’에 있는 느티나무이다. 수령 120년, 나무 높이 15m, 나무둘레 2.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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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허리(鴛鴦-)
‘원앙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청룡뿌리(靑龍-)
‘원앙골’ 왼쪽 능선의 끝에 있는 산부리이다. ‘청룡(靑龍)’은 산혈의 좌측을 가리키고, ‘뿌리’는 ‘부리’
의 변형으로 ‘산부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청룡뿌리’는 ‘좌측 산혈에 있는 산부리’로 해석된다.

통미(桶-)/통뫼산(桶-山)16)
‘소강정’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본래 두 개의 작은 산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남아 있다. ‘통’은
한자 ‘桶’이며, ‘미’는 ‘뫼’의 이형태로 ‘山’의 뜻이다. 그러므로 ‘통미’는 ‘통뫼’와 같이 ‘통처럼 작고
둥글게 생긴 산’으로 해석된다. 전국에 ‘통미’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다. 주로 들에 있는 작은 산이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을 가리킨다. 지역에 따라서는 ‘통뫼’로 나타나기도 한다. ‘통뫼산(-山)’은 ‘통
뫼’에 ‘뫼’와 의미가 같은 한자 ‘산(山)’이 덧붙은 어형이다.

평풍바위
‘통미’ 하천 쪽에 있던 바위이다. 일제 강점기에 이 바위를 부숴 제방을 쌓았다고 한다. 병풍처럼
둘러쳐진 형상의 바위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병풍바우, 병풍바위, 병풍방구, 평풍
바우, 평풍방구’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6) 編纂委員會(1974:13)에는 ‘통뫼산’으로 나온다.

원덕리(院德里)


본래 진천군 남변면(南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원동(院
洞), 현조동(玄鳥洞)17), 덕배리(德培里)를 병합하여 원동(院洞)과 덕배(德培)의 이름을 따서 원
덕리(院德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고린장골
‘원동’ 동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고린장’과 ‘골’로 분석된다. ‘고린장’은 ‘고려장(高麗葬)’과 관련
이 있는 어형이다. 전국에 ‘고려장’ 또는 ‘고려장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고려장’이 ‘고리장’으
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고린장’은 ‘고리장’에 ‘ㄴ’이 첨가된 어형이다. 그러므로 ‘고린장골’은 ‘고
려장을 하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 골짜기에서 예전에 고려장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
다. 전국에 ‘고린장골’이라는 골짜기가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 모두 ‘고려장을 하던 곳’으로 해석한
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림장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골짜기 이름을 빌
려 그렇게 부른다.

곱도골
‘원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곱돌골’에서 제2음절의 종성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朝鮮地誌
資料>(1914년 이전)에 ‘곱돌골’로 나오므로 그 변화형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곱돌이 나는 골
짜기’라는 뜻이다.

나비혈(-穴)
‘원동’ 서쪽 ‘봉화산’ 옆 산에 있는 자리이다. 지형이 나비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바래기(南-)
17) ‘玄鳥洞’이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감장’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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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네’에서 ‘사석’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남발기’로 나오
고 ‘南山峰’이 대응되어 있다. 이로 보면 ‘남바래기’의 ‘남’은 ‘南’이어서 ‘남쪽을 바라보는 곳’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넙적바위
‘고린장골’ 근처에 있는 바위이다. ‘넙적’과 ‘바위’로 분석되며, ‘넓적한 바위’로 해석된다.

독박골/덕배리(德培里)/입박곡(立朴谷)
‘원동’에서 동북쪽으로 700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원덕리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다. 지
금은 집 한 채만 남아 있다. 일설에 다른 가구는 모두 이주하고 ‘박덕배(朴德培)’라는 사람만이 남
아 살았다고 하여 ‘덕배리’ 또는 ‘독박골’이라 했다고 하나 믿을 수 없다. ‘독박골’은 ‘독바위골’로 소
급한다. ‘독바위’의 ‘독’은 ‘항아리’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돌’의 방언형이다. 전자로 보면 ‘독바위’는
‘항아리처럼 생긴 바위’가 되고, 후자로 보면 ‘독바위’는 ‘주변에 돌이 많은 바위’가 된다. 전자와 같
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옹암(甕岩)’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덕배리’의 ‘덕배’는 ‘독바위’에
서 변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덕배’를 ‘德培’로 쓰고 있는데, 이는 ‘덕배’와 ‘독바위’와의 관계를 이해
하지 못하고 그저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 지명에 불과하다. 이 ‘독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독
바위골’이다. ‘독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독바골’이 되고, ‘독바골’에 ‘ㅅ’이 개재되어 ‘독밧골’이
된 다음 자음 동화되어 ‘독박골’이 된 것이다. ‘덕배’ 뒤에 있는 골짜기를 ‘자근독박골’이라 한다(朝
鮮地誌資料 1914년 이전).

때골
‘봉화산’의 ‘쌩꼴’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봉화산’에는 ‘쌩골, 때골, 삼형제골’ 등의 골짜기가 있다.
‘때골’은 ‘떼골’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떼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떼’를
‘잔디’ 또는 ‘띠(볏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보아 ‘잔디가 많은 골짜기’나 ‘띠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
다. 한편 ‘때골’은 ‘대골’의 변형일 수도 있다. 전국에 ‘대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다. ‘대’는 한자
‘大’일 가능성도 있고, ‘竹’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대골’은 ‘큰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대골’은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자로 보는 지역에서는 ‘대곡(大谷)’이라
는 한자 지명을, 후자로 보는 지역에서는 ‘죽곡(竹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진천군에
는 ‘때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때방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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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방골’의 된소리 어형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대방골’이라는 골짜
기가 대단히 많다. ‘대나무가 많다’, ‘큰 마을이 있다’, ‘만석꾼이 살았다’, ‘대방(농악의 지휘자)이 살
았다’ 등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으나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말바우
‘때방골’ 입구에 있던 바위이다. 냇가에 있어 미역을 감던 곳이라고 한다. 바위가 ‘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말’은 ‘大’를 뜻하여, ‘말바우’는 ‘큰 바위’
로 해석된다.

망월산등(望月山-)
‘원동’ 북쪽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망월산(望月山)’과 ‘등’으로 분석된다. ‘망월산’은 ‘달맞이를 하던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에 있는 등성이가 ‘망월산등’이다.

방아골
‘원동’에서 남서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밀양 박씨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가 방아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신빙성이 없다. 전국에는 ‘방아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
히 많다. 이들에는 ‘물레방아가 있던 골짜기’,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 ‘연자방아가 있던
골짜기’, ‘방아처럼 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 등과 같은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지형이 디딜방아
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설이 우세하고 믿을 만하다.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봉오골(烽-)
‘원동’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봉화골(烽火-)’ 또는 ‘봉으골’의 변형이다. ‘봉으골’은 ‘봉골(烽-)’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봉화골’이나 ‘봉골’은 ‘봉화를 올리던 골짜기’라는 뜻이
다. 봉화를 올리던 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전국에 ‘봉화골’이라는 지명이 여러 군
데 존재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봉우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삼형제골(三兄弟-)
‘때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세 골짜기가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형제(三兄弟)’는 ‘삼
형제고개, 삼형제바우, 삼형제봉, 삼형제산, 삼형제암, 삼형제우물’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
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크고 작은 세 개의 지형지물이 형제처럼 나란히 자리하고 있을 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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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를 이용하여 명명한다.

상수멍또랑(上-)
‘원동’ 앞 도랑을 가리킨다. ‘상수멍’과 ‘또랑’으로 분석된다. ‘상수멍’의 ‘수멍’은 ‘논에 물을 대거나
빼기 위하여 길 둑이나 방축 따위의 밑으로 뚫어놓은 물구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또랑’은
‘도랑’의 된소리 어형이다.

쌩골
‘봉화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골’이 ‘생골’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샘골’은 ‘샘이 있는 골짜기’
라는 뜻이다. 아울러 ‘생골’이나 ‘쌩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안산(案山)
‘원동’ 앞개울 건너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요빙이
‘때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요빙’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추정되나 ‘요빙’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원동(院洞)
‘독박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院)’은 조선 시대에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던 ‘원집’을 가
리킨다. 이 ‘원집’이 있던 마을이 ‘원동(院洞)’이다. ‘안산’ 맞은편에 ‘원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
다. 編纂委員會(1974:13), 진천문화원(1999:32)에서는 옛날 청주로 나가는 길에 노숙자가 쉬어 가
는 숙소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절터골
‘원동’ 서쪽 산중턱에 있는 골짜기이다. ‘곱도골’ 위쪽이 된다. ‘절터’와 ‘골’로 분석되며, ‘절터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금도 큰 절이 있다.

중중바위
‘봉화산’ 남쪽 중턱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바위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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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고개
‘원동’에서 문백면 태락리로 넘어가던 고개이다. 지금은 ‘터널’이 뚫려 ‘원동터널’ 또는 ‘진천터널’이
라 불린다.18) ‘한’을 ‘一’의 뜻으로 보고 거리가 10리나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한’은 ‘하-[大, 多]’의 관형사형이고 ‘티’는 ‘고개’를 뜻하여 ‘한티’는 ‘큰 고개’로
해석된다. 고개가 아주 크고 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티고개’는 ‘한티’에 ‘티’와 의미가 같은 ‘고
개’를 덧붙인 어형이다. ‘티’의 의미 기능이 약화되자 ‘한티’가 ‘고개’임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 ‘한티’
에 ‘고개’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한틔골’로 나온다. ‘한틔
골’은 ‘큰 고개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며, 이 골짜기에 있는 고개가 ‘한틔골’이다.

현조동(玄鳥洞)
‘원동’에서 남쪽으로 400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벼슬아치들이 쉬었다가 가는 집터가 있었는데,
검은 관복을 입은 한 벼슬아치가 다녀갔다고 하여 ‘검은새’라는 뜻으로 ‘현조동(玄鳥洞)’이라 했다
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 이전)에는 ‘감장’로 나
온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현조(玄鳥)’이다.

18)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한틔골’로 나온다.

교성리(校成里)


본래 진천군 남변면(南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교동(校
洞), 탑동(塔洞), 학당리(學堂里)를 병합하여 교성리(校成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
하였다.

개구리명당(-明堂)
현 골프장 뒤편에 있는 명당자리이다. ‘개구리’와 ‘명당(明堂)’으로 분석되며,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명당’으로 해석된다. ‘뱀산’ 옆에 있는 관계로 발복(發福)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다 묘를 쓰면
집안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개구리명당’을 비롯하여 ‘게명당, 고양이명당, 나비명당,
왜가리명당, 제비명당’ 등에서 보듯 명당자리는 대체로 동물 이름을 이용하여 만든다.

곱돌고개
‘학당’에서 원덕리 ‘원동’으로 넘나들던 고개이다. ‘곱돌’과 ‘고개’로 분석되며, ‘곱돌이 나는 고개’로 해
석된다.

구당재(舊堂-)
‘길상사’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로 예전에 사당이 있던 곳이다. ‘구당(舊堂)’과 ‘재’로 분석된다. ‘구당’
은 구체적으로 김유신 장군 부처(夫妻)와 그 아들 원술 부처(夫妻) 등 4위의 목형화상을 모셨던 서
발한(舒發翰) 사우(祠宇)를 가리킨다. 이 사당이 있던 고개가 ‘구당재’이다. ‘옛 사당이 있던 고개’라
는 뜻이다. ‘구당재’라는 고개가 있는 산봉우리를 후행 요소 ‘봉(峰)’ 또는 ‘산(山)’을 생략한 채 그렇
게 부른다.

교성리사지(校成里寺址)
‘남산’ 북쪽 기슭에 있는 옛 절터이다. 이곳에서 거대한 ‘연화대석(蓮花臺石)’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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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독립지사 이상설 선생의 위패를 모신 숭렬사(崇烈祠)가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숭렬사’는
1972년 건립하여 얼마 동안 이곳에 있다가 1997년 이상설 선생의 출생지인 산척리 ‘산직’으로 옮겼다.

남산(南山)
진천읍 남쪽에 있는 산이다.

남산골(南山-)/탑동(塔洞)
‘행저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남산골’은 마을이 ‘남산(南山)’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탑
동(塔洞)’은 마을에 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탑동’이라는 마을 이름은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남산골’로 나오며, ‘塔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맹꽁논
‘팽기들’에 있던 논이다. ‘맹꽁’을 ‘맹꽁이’로 보고, ‘맹꽁이가 많은 논’으로 해석한다. 논둑이 높아 물
이 늘 고여 있어서 ‘맹꽁이’가 많았다고 한다.

문화원석조여래입상(文化院石造如來立像)
교성리 238-19번지 진천문화원 정원에 있는 석불 입상이다. 1980년 9월 18일에 신정리의 용화
사 앞 냇가에서 발견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겨 와 보존하고 있다.

박명당(朴明堂)
‘신흥사’ 밑의 박 모양을 하고 있는 명당자리이다. 이곳에 산소를 쓰자 집안이 부흥하였는데, 상석
을 마련하면서 이상하게도 집안이 기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뱀산(-山)
‘학당’에서 서쪽으로 800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산이다. 뱀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산이어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뱀이 많은 산’,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부개자리
‘잣고개’ 중턱에 있는 논이다. ‘부개’를 ‘북어’로 보고, ‘북어’ 세 줄(30매)을 주고 논을 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부개’는 ‘북어’의 방언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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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자리’는 ‘북어 모양의 자리’로 해석된다. 전국에 ‘부개자리’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역
에 따라서는 ‘부개’를 ‘부 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그 유래를 설명하기도 한다.

사직골(社稷-)
‘학당’ 앞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사직단(社稷壇,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신(土神)인
사(社)와 곡신(穀神)인 직(稷)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동네/신대(新垈)
현 천주교 진천 성당이 있는 마을이다. 1920년경에 동네가 새로 생겼는데, 이로써 ‘새동네’라 한 것
이다. ‘새동네’에 대한 한자 지명이 ‘신대(新垈)’이다.

새텃말/신리(新里)
‘새동네’에서 서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새텃말’은 ‘새터’와 ‘말’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
재된 어형이다. ‘새터’는 ‘새로 잡은 터’라는 뜻이며, 이곳에 조성된 마을이 ‘새텃말’이다. ‘신리(新里)’
는 ‘새텃말’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옻샘(우물)
옛 ‘숭렬사’에서 동쪽으로 50m 지점에 있는 우물이다. ‘옻’은 옻나무 진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접
촉성 피부염이다. 빨갛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하여 매우 가려운 것이 특징이다. 옻이 오르면
찬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찬물이 피부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찬물 중
에서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찬물을 제공하는 샘물이 특효가 있다. 그리하여 ‘옻’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찬물이 솟는 샘을 ‘옻샘’이라 한다. 다시 말해 ‘옻샘’은 ‘옻을 고칠 수 있는 양질의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장고개(場-)
‘학당’에서 벽암리 ‘저자목’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저자목’은 물물교환을 하던 시장이었다.

점말(店-)/점촌(店村)/방아다리
‘길상사’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점촌(店村)’이라고도 한다. ‘점’은 한자 ‘店’으로 ‘옹기점’을 가리킨
다. 그러므로 ‘점말’은 ‘옹기점이 있던 마을’로 해석된다. ‘점말’의 ‘말’을 한자로 바꾼 지명이 ‘점촌(店
村)’이다. 토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특히 많았다. 이는 18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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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천주교 금령이 엄해지자 옹기그릇을 팔며 은밀히 포교 활동을 펴 왔기 때문이다. ‘방아다리’는
오래된 지명이다.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진천향교(鎭川鄕校)/향교(鄕校)
‘행저골’에 있는 진천군의 향교이다. 조선 태조 때 세웠다.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1호이다.

패기들/팽기들
‘새동네’에서 서남쪽으로 200m 지점에 있던 들이다. 지금은 주택지로 변하였다. 아무리 가뭄이 극
심해도 벼만 심으면 홰기(이삭)가 피어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홰기들’이라 한 것인데, 이것이
변하여 ‘패기들’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팽기들’은
‘패기들’에 ‘ㅇ’이 첨가된 형태로 보인다.

학당(學堂)/학댕이(學-)
‘행저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지형이 학이 날아가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
기도 하고, 경주 이씨 사람들이 동네 뒷산(현 과수원 자리)에 장사를 지내는데, 상주 측에서는 ‘더
파라’ 하고 지관은 ‘그만 파라’ 하며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다가 상주 측 의견을 따르기로 하여
더 파 내려가는 도중에 묏자리에서 학 두 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은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학당’은 ‘學堂’이다. 글방이 있던 마
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學堂’으
로 나온다. 전국에 ‘학당’이라는 마을이 아주 흔한데, 대체로 서원이 있거나 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학댕이’는 ‘학당’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학당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
이다.

향교골(鄕校-)/행교골(-校-)/행저골/생겨골/교동(校洞)
‘향교’는 ‘진천 향교’를 가리킨다. 진천 향교가 있는 마을이 ‘향교골’이다. ‘향교골’은 ‘행교골, 행저골,
생겨골’ 등으로 변한다. ‘교동’은 ‘校洞’으로 이 또한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향교골’이 아니라 ‘향교말’로 나온다.

벽암리(碧岩里)


본래 진천군 북변면(北邊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수암리(秀
岩里)와 상리(上里), 사랑리(仕郞里)의 각 일부와 남변면(南邊面)의 벽오리(碧梧里), 적현리(笛
峴里)를 병합하여 벽오(碧梧)와 수암(秀岩)의 이름을 따서 벽암리(碧岩里)라 명명하고 군중면
(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개천모랭이
‘사랑깨’ 서쪽 개울 옆에 있는 모퉁이이다. ‘개천(開川)’과 ‘모랭이’로 분석된다. ‘모랭이’는 ‘모퉁이’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개천모랭이’는 ‘개천가에 있는 모퉁이’로 해석된다.

구렛보(-洑)
‘숫말’에서 터미널 쪽으로 있는 보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구레’와 ‘보(洑)’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구레’는 ‘물이 늘 괴어 있는 구덩이’라는 뜻이다. 이 물구덩이가 있는 보가 ‘구렛보’이다.

금반형(金盤形)
‘사랑깨’ 남쪽에 있는 터이다. 지형이 ‘금소반(金小盤)’ 형국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길상사(吉祥祠)/김유신사(金庾信祠)/김발한사(金發翰祠)
‘당재산’ 동쪽 ‘도당산성’ 내에 있는 사당이다.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1922년 ‘태령산’
아래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6·25 한국 전쟁으로 퇴락하여 1959년 개축하고, 1975년 정부
에서 정화하여 지방 기념물 제1호로 지정하였다.

길상사산(吉祥祠山)
‘길상사’가 있는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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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먹다리
‘숫말’ 어귀에 있던 다리이다. 지금의 터미널 앞이 된다. ‘검은 색의 다리’라는 뜻이다. 불에 그을린
검은 나무로 놓은 다리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검은 칠을 한 나무로 놓은 다리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미군(美軍)이 놓은 다리라고 한다.

꼬추골
‘저자목’에서 ‘길상사’로 올라가던 골짜기이다. ‘길상사’를 정화하면서 없어졌다. 골짜기의 모양이 ‘고
추’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곳쵸골’로 나오고 ‘花
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花谷’은 ‘곶골’ 또는 그 이형태인 ‘꽃골’ 등에 대한 한자 지명
으로 추정된다. ‘곶골’은 ‘곶(串)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곶’이 ‘꽃’으로 발음이 나자 이것을 ‘花’
로 한자화한 것으로 보인다. ‘꼬추골’이 ‘곶골’로 소급한다면 이 또한 ‘곶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당재(堂-)(1)
‘길상사’ 남쪽 500m 지점에 있는 고개이다. ‘길상사’의 전신인 ‘서발한(舒發翰) 사우(祠宇)’가 있던
곳이다. ‘당’은 한자 ‘堂’이고 ‘재’는 고개의 뜻이다. 그러므로 ‘당재’는 ‘사당이 있던 고개’로 해석된다.

당재(堂-)(2)
‘당재’ 밑에 있는 마을이다. ‘당재’는 본래 ‘사당이 있던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
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도당산(都堂山)
‘도당산성’이 있던 산이다. <朝鮮寰輿勝覽>에는 ‘陶唐山’으로 나온다.

도당산성(都堂山城)
‘당재’ 꼭대기에 있던 성이다. 신라 때 쌓은 석성(石城)으로 둘레가 823.5m이다. 지상부는 허물어졌
으나 지하부는 당초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며, 네 곳의 망대가 발견되었다.

돌깐모탱이
‘사랑깨’ 동쪽에 있는 모퉁이다. ‘돌깐’과 ‘모탱이’로 분석된다. ‘돌깐’은 ‘돌간’의 된소리 어형이다. ‘돌’
은 ‘石’의 뜻이고, ‘간’은 한자 ‘間(무엇이 있는 곳)’이다. ‘깐’은 ‘재깐’이라는 지명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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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과 ‘간’의 의미를 고려할 때 ‘돌간’은 ‘돌이 있는 곳’, 곧 ‘채석장’으로 해석되며, 아울러 ‘돌깐’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곳에서 돌을 떴다고 한다. ‘모탱이’는 ‘모퉁이’의 방언형이다. 채석장
이 있는 모퉁이가 ‘돌깐모탱이’다.

뒷골/벽오동(碧梧洞)
‘저자목’에서 서북쪽으로 4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뒷골’은 ‘저자목’ 뒤편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벽오동(碧梧洞)’이라 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뒤골’로 나오며
한자 지명 ‘碧梧’가 대응되어 있다.

똥고락산(-山)
‘길상사’ 앞에 있는 산이다. ‘똥그락’과 ‘산(山)’으로 분석된다. ‘똥그락’은 ‘똥그랗다’와 관련된 어형으
로 ‘동그란 형상’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똥그락산’은 ‘작고 동그란 산’으로 해석된다.

배불르기산(-山)
‘저자목’ 뒤에 있는 산이다. ‘배불르기’와 ‘산(山)’으로 분석된다. ‘배불르기’는 ‘배부르기’에 ‘ㄹ’ 이 첨
가된 어형이다. 그러므로 ‘배불르기산’은 ‘배가 부른 것처럼 둥근 산’으로 해석된다.

벽오사(碧梧祠)
‘도당산’ 북쪽 기슭에 있는, 유창국(柳昌國)의 위패를 봉안한 사묘(祠廟)이다. 유창국은 병자호란
때 백의종군하여 청군과 싸운 인물이다.

사냥골/뒷골
‘저자목’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냥골’은 ‘사냥’과 ‘골’로 분석된다. ‘사냥’을 ‘수렵(狩獵)’의 뜻으로
보아 ‘사냥을 하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사냥’은 ‘수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의 남쪽’을
뜻하는 ‘산양(山陽)’의 변화형일 가능성이 높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산양골’로 나오
고 ‘山陽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냥골’은 ‘산양골’로 소급하며, ‘산의 남쪽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뒷골’은 ‘뒤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사당께(祠堂-)
‘길상사’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당’ 근처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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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깨
‘저자목’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는 ‘저자목’에서 이어진 장터였다. 주로 남정네들이 모여 놀
던 곳이어서 ‘화랑깨’라 하였는데, 이것이 ‘사랑깨’로 변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舍廊介’
로 쓰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사랑’로 나오고 ‘仕郞’이 대응되어 있다. ‘仕
郞’은 ‘仕郞里’의 그것을 딴 것이며, ‘’는 ‘개울’을 가리키는 ‘개’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사랑
개’가 ‘사랑깨’로 변한 것이 된다.

삼장고개
‘사랑깨’에서 읍내리 ‘삼장’으로 가는 고개이다.

샘골/생골/천곡(泉谷)
‘저자목’에서 ‘길상사’로 오르는 골짜기이다.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가뭄에도 물
이 마르지 않고 잘 나오는 샘이 있다. ‘샘골’의 자음 동화 형태가 ‘생골’이며,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천곡(泉谷)’이다.

숫말/수암(秀岩)
‘저자목’에서 동쪽으로 1㎞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숫말’은 ‘숲말’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朝鮮地誌
資料>(1914년 이전)에 나오는 ‘슙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숲말’이 ‘ㅍ’의 대표음화에 의해 ‘숩말’이
되고, ‘숩말’에 ‘ㅅ’이 개재되어 ‘숪말’이 되었다가 ‘ㅅ’ 앞의 ‘ㅂ’이 탈락하여 ‘숫말’이 된 것으로 파악
된다. ‘숲말’은 ‘숲에 조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숫말’이 ‘숲말’로까지 소급한다면 ‘숫말’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숲말’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촌(藪村), 임리(林
里)’ 등과 같은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수암’은 ‘秀岩’으로 쓰고 있다.19) 마을 입구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아주 빼어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실제 마
을 입구 논 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한편 ‘수암’이 있는 마을이 ‘수암마을’이고 이것이
변하여 ‘숫말’이 되었다고까지 설명한다. 그러나 ‘수암’은 ‘秀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숫말’
은 ‘숲말’이 변한 것이어서 이것이 ‘수암마을’에서 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암’은 ‘수바위’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보인다. ‘수바위’에 대해 ‘암바위’라는 지명이 존재하므로 ‘수바위’의 ‘수’ 또는 ‘수암’
의 ‘수’는 ‘암’에 대응되는 ‘수’일 가능성이 있다.

19) ‘秀岩’이라는 바위가 있는 산을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서는 ‘秀岩山’이라 하고 있다. 그
리고 ‘秀岩山’을 ‘슙말산’과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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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채
‘저자목’ 앞에 있는 들이다. ‘안부채들’에서 ‘들’이 생략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부채들’은 ‘부채 모양
의 들’이라는 뜻이다. ‘부채들’의 안쪽이 ‘안부채들’, 곧 ‘안부채’이다. 이 들은 토질이 좋아 양질의
쌀이 생산된다고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안붓’로 나온다.

저자목/저자매기20)/적현(笛峴)
‘숫말’ 서쪽 도당산성 밑에 있는 마을이다. ‘저자매기, 적현(笛峴)’이라고도 한다. ‘저자목’은 ‘저자’와
‘목’으로 분석된다. ‘저자’는 ‘市場’의 뜻이며, ‘목’은 ‘통로 가운데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
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저자목’은 ‘시장 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이곳은 물
물교환을 하던 곳이어서 지명의 의미와 부합한다. ‘저자매기’는 ‘저자목’에서 변한 것이다. ‘저자목’
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저자모기’가 되고, ‘저자모기’의 제3음절 모음 ‘ㅗ’가 ‘ㅓ’로 변하여 ‘저자
머기’가 된 다음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저자메기’가 되고 ‘ㅔ>ㅐ’에 따라 ‘저자매기’가 된 것이
다. 그러므로 이는 ‘저자목’과 의미가 같다. ‘적현’은 ‘笛峴’으로 쓰고 있다. 글자 뜻에 충실하면 ‘피리
를 부는 고개’로 해석된다. 옛날 장이 서는 날이면 보부상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장날임을 알리기
위해 피리를 불고 풍물을 울리며 모여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적현’은
‘赤峴’일 가능성이 있다. 전국에 ‘적현’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한데, 대부분 ‘붉은고개’라는 속지명과
함께 쓰이고 있다. 만약 ‘적현’이 ‘赤峴’이라면 ‘고개의 흙이 붉은 고개’로 해석해야 한다.

연삼들
‘저자목’ 앞에 있는 들이다. ‘연삼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래 설이 전한다. 첫째, ‘연삼’을 ‘連三’으
로 보아 들이 읍내리·벽암리·행정리 등 3개 이(里)에 걸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 ‘연삼’을 ‘軟三’으로 보아 기름진 들을 세 부자가 삼분하여 소유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
는 것이다. 물론 ‘연삼’은 ‘連三’이나 ‘軟三’이 아니라 ‘연산’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곧 ‘연산들’이
‘연삼들’로 변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전국에 ‘연산들’이라는 지명이 아주 많다. ‘읍내리’의 ‘연삼들’
을 참조하라.

장고개(長-)
‘저자목’에서 교성리 ‘학당’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옛날 시장이 서던 ‘저자목’을 향하고 있
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0)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져자목이’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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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굴
‘사랑깨’에서 군청 앞으로 통하는 농업용수로였다. 용수로가 터널(큰 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
진 이름이다. 지금은 없어져 볼 수 없다.

행정리(杏井里)


본래 진천군 행정면(杏井面)의 지역이었다. 살구나무 밑에 좋은 우물이 있어서 ‘살구물’ 또는 ‘행정
(杏井)’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상내동(上內洞), 하내동(下內
洞), 중리(中里), 상리(上里), 하리(下里), 취적리(吹笛里), 괴형리(傀亨里), 장관리(長管里) 일부와
북변면(北邊面)의 사랑리(仕郞里) 일부를 병합하여 행정리(杏井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고랑골
‘내동’에 딸린 ‘안골’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란골(골안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고란골’은 ‘골짜기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물론 ‘고랑’은 ‘두둑한 땅과 땅 사이에 길고 좁
게 들어간 곳’ 또는 ‘도랑’의 방언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랑골’은 ‘고랑이 있는 골짜기’ 또는 ‘도
랑이 흐르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곳 ‘고랑골’에서 서쪽 길로 넘어가면 ‘노루실’과 ‘매사냥재’로 가
는 길이 나오는데, 직선으로 가면 ‘노루실’이고 좌측으로 가면 ‘매사냥재’와 ‘납작골’이다.

공알명당(-明堂)
‘취적’ 위쪽에 있는 명당이다. ‘잣고개’ 밑이 된다. ‘공알’은 ‘여자의 생식기 속에 있는 감씨 모양으로
도드라져 나온 살’을 가리킨다. 이 ‘공알’처럼 생긴 명당자리가 ‘공알명당’이다. 남자 성기처럼 생긴
‘좆꼬리명당’이 근처에 있다.

관청재(官廳-)[관청째]
‘문안산’ 내에 있는 고개이다. ‘관청’과 ‘재’로 분석된다. ‘관청’을 ‘官廳’으로 보아 고개에 관청이 있어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정말 고개에 ‘관청’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안산’을 ‘관청산(官
廳山)’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 ‘벼슬바위’가 ‘관청배’로 한자화되는 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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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청재’는 ‘벼슬재’에 대한 한자 지명이 아닌가 한다.

굴바위양달(窟-陽-)
‘삼형제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굴바위’와 ‘양달’로 분석된다. ‘굴바위’는 ‘굴이 뚫려 있는 바위’라
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양달진 곳이 ‘굴바위양달’이다. 옛날에 ‘굴바위’에 불을 때면 저수지 정자
쪽에서 연기가 났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난대골
‘취적경로당’에서 ‘동골’로 오르면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아주 깊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난딋골’로 나오며 ‘蘭大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그렇다면 ‘난
대’는 ‘蘭大’일 가능성이 있다.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소재 ‘난대골’의 ‘난대’도 ‘蘭大’로 쓴다. 그리고
는 예전에 난초가 자랐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납작골/납닥골
‘독적골’ 등성이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납닥골’로 발음하기도 한다. ‘납작골’은 ‘지형이 납작한 골
짜기’로 해석된다. 올라가 보면 터가 납작하고 넓다. 산짐승이 많이 출몰하여 혼자는 못 가는 골짜
기라고 한다.

내동(內洞)
행정리를 구성하는 한 지역이다. ‘안테, 안골, 도람말’을 아우른다.

노루실/노리실/장곡(獐谷)
‘내동’에서 서북쪽으로 4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노루가 엎드린 모양을 하고 있는 골짜기여서
‘노루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노리실’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노루-, 노리-’는 ‘늘[延]’ 또는 ‘느리-[延]’와 관련된 어형이어서 ‘獐’의 ‘노루’와는 무관하다. ‘노루실’이나 ‘노리실’은 골짜
기의 형상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곡(獐谷)’은 ‘노루실’의 ‘노루’를 ‘獐’의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만든 한자 지명이다. 한자 지명으로는 ‘延谷(연곡)’이 되어야 한다.

놋적골
‘문안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는 ‘놋점골(-店-)’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놋점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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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적골’을 ‘절골’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놋’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전
국에 ‘놋적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확인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놋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한다. 문백면 계산리에도 ‘놋적골’이 있다.

도람말
‘내동’에 딸린 마을이다. ‘도란말’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도란말’은 ‘돌안말’로 재구된다. ‘돌안말’은
‘돌-[回]’과 ‘안말’이 결합된 어형이다. 공동묘지로 향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마을이어서
‘돌-[回]’을 이용한 것이고,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어서 ‘안말’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돌안말’은
‘모퉁이를 돌아서 안쪽에 위치한 마을’로 해석된다. 아울러 ‘도람말’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독적골
‘노루실’ 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는 ‘독적골’과 어형이 유사한
‘독조골, 독주골, 독줏골, 독족골, 독젓골, 둑적골, 둑작골’ 등과 같은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이들에
는 ‘돌이 많다’, ‘독점(-店, 독을 굽고 파는 가게)이 있었다’, ‘절이 있었다’ 등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
다. 이는 ‘독’ 또는 ‘둑’을 ‘돌’이나 ‘독점(-店)’으로 본 것이며, ‘적골, 작골, 조골’ 등을 ‘절골’로 보고

내린 설명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독젹골’로 나오고, ‘犻鳥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
응되어 있다. 양백리의 ‘둑작골’을 참조하라.

뒷동산(-東山)
‘중리’ 뒤에 있는 산이다.

등잔바위
‘등잔바위골’에 있는 바위이다. ‘등잔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등잔바위골
‘원수골’에서 서쪽 방향으로 400〜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등잔바위’는 ‘등잔처럼 생긴 바
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등잔바위골’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등
잔바위골’로 나오며, ‘燈岩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막은거리/막은가리
‘취적’에서 남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중간에 큰 방죽이 가로 막고 있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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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지금 방죽은 없다. ‘막은거리’는 ‘막은가리’의 모음
변화형이다. ‘막은’은 ‘막-[防]’의 관형사형으로 추정되고, ‘가리’는 ‘갈-[耕]’에서 파생된 명사로 추정된
다. 그렇다면 ‘막은가리’는 ‘물을 막아서 경작하는 논’으로 해석된다. ‘막장가리(맨 끝에 갈아 심는
논과 밭)’가 참고된다. ‘막은가리’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매사냥재/응엽재(鷹獵-)
‘오야고개’ 왼쪽에 있는 산이다. 옛날에 매사냥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응엽재(鷹獵-)’이다. ‘아래매사냥재’와 ‘위매사냥재’로 나뉜다.

물탕골(-湯-)
‘저부실’ 내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탕’은 ‘물이 새어 나와 이룬 탕’을 가리킨다. 이 물탕이 있는 골짜
기가 ‘물탕골’이다.

방아골
‘등잔바위’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골’로 넘어가는 길이다. 전국에는 ‘방아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방앗간이 있던 골짜기’,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 ‘연자방아가 있던 골짜
기’, ‘방아처럼 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 등과 같은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지형이 디딜방아처
럼 생긴 골짜기’라는 설이 우세하고 믿을 만하다. 골짜기가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어
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다.

방낙골(芳樂-)/방나골
‘취적’에서 남서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고 한다.
‘방낙’을 ‘芳樂’으로 보아 마을에 오얏나무(자두나무)가 많고 살기 좋은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그 유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방나골’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방낙골’은 ‘방나골’에
‘ㄱ’이 첨가된 형태이거나 ‘방나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방낫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이 있
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박낙골’로 나온다.

방축말(防築-)
‘취적’과 ‘내동’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행정리 3구 지역이다. 동네 앞을 지나는 개울에 큰 방축(防
築)을 쌓은 후에 생긴 동네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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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골[뱀꼴]
‘안골’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뱀이 뒤웅박처럼 모여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한다. 전국에 ‘뱀골’이라는 골짜기가 흔한데, 대체로 ‘뱀처럼 구불구불한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런
데 이곳 ‘뱀골’은 구불구불하지 않다.

버녀월
‘막은가리’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터가 넓다.

비치골
‘등잔바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해가 뜨면 맨 먼저 햇빛이 비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살구우물/살구물/행정리(杏井里)
‘내동’에서 동북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마을을 가리켰으나 지금은 행정리 전체를 지시한다. ‘살
구’는 ‘살구나무’를 가리켜 ‘살구우물’은 ‘살구나무가 있는 우물’로 해석된다. 살구나무 밑에 수량이
풍부하고 물맛이 뛰어난 우물이 있었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가 우물가에 떨어진 살구를 주워 먹고
가면 급제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살구우물’에서 ‘우’가 탈락한 어형이 ‘살구물’이고, ‘살구우물’
을 한자화한 지명이 ‘행정(杏井)’이다. 이 우물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삼막골(-幕-)
‘외야골’에서 오른쪽으로 3㎞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숯가마가 있던 곳이다. ‘산막골(山幕-)’
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산막골’은 ‘산막(산속에 임시로 지은 막사)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
울러 ‘삼막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삼형제골(三兄弟-)
‘문안산’ 산줄기에 있는 골짜기이다. ‘삼형제(三兄弟)’와 ‘골’로 분석된다. 비슷비슷한 골짜기 세 개
가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드레골
‘난데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들’과 ‘골’ 사이에 속격의 ‘에’가 개재된 어형이다. ‘서들’은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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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들’이거나 ‘서덜(냇가나 강가의 돌이 많은 곳)’의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서드레
골’은 ‘서쪽에 있는 골짜기’ 또는 ‘서덜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승적골
‘등잔방아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승적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로 보면 ‘적골’은 ‘절골’과 관련된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승적골’은 ‘승젌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승젓골’이 되고 ‘승젓골’이 자음 동화하여 ‘승적골’이 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성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적
골’의 ‘승’은 ‘성’에서 변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
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안골
‘내동’에 딸린 마을이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안’
로 나오고, 한자 지명 ‘內洞’이 대응되어 있다.

안산(案山)
‘도람말’과 ‘안골’ 중간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안테
‘내동’ 안에 있는 마을이다. ‘안골’과 붙어 있다. ‘안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안터’는 ‘안쪽에 있
는 터’라는 뜻이다. 이 터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연삼들(連三-)
‘큰말’ 동쪽에 있는 들이다. ‘연삼’을 ‘連三’으로 보아 ‘읍내리, 벽암리, 행정리’의 3개 이(里)가 이어
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읍내리의 ‘연삼들’을 참조하라.

오야고개
‘안골’에서 남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고개이다. ‘취적’에서 ‘내동(內洞)’으로 넘어간다. ‘오얏나무
(자두나무)가 있는 고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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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골
‘매사냥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온수골(溫水-)
‘내동’에서 동남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온수’는 ‘溫水’이다. 골짜기에 더운물이 솟는
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잣고개’ 밑에서 ‘살구물’ 방면으로 내려오는 골짜기인데, 겨울에도
얼지 않는 옹달샘 몇 개가 있다.

외야골
‘안골’ 꼭대기에 있는 골짜기이다. ‘외야’를 ‘오얏나무(자두나무)’로 보고 ‘오얏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런데 만약 ‘외야’가 ‘와(瓦)’와 관련된 어형이라면 ‘기와를 굽던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잣고개
‘봉화산’과 ‘문안산’의 중간을 통하는 고개이다. 이 고개를 통해 진천에서 청주, 천안 방면으로 넘어
간다. 6·25 한국 전쟁 때의 격전지로 유명하다. ‘잣’을 ‘잣나무’로 보아 ‘잣나무가 많은 고개’로 해석
하고 ‘백현(柏峴)’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러나 ‘잣’은 ‘城’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 ‘잣뒤(城
北)’라는 지명에서 보듯 ‘잣’이 ‘城’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잣고개’는 ‘성 밑에 있던 고
개’로 해석된다. 아마도 ‘문안산성’ 밑에 있던 고개여서 그렇게 명명된 것이 아닌가 한다. 김기경(金
起敬)이 지은 한시에서도 “옛 성곽은 황량한데 석양만이 서리네.”와 같이 읊어 주변에 성이 있었음
을 암시하고 있다.

저부실
‘취적’에서 북서쪽으로 1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피리를 만들어 불던 장소라고 하여 ‘적우실
(笛宇室)’이라 하다가, 이것이 변하여 ‘저부실’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에는 ‘저부실’에 ‘吹笛坪’이 대응되어 있다. ‘실’은 한자 ‘室’이 아니라 ‘谷’을 뜻하는 고유어여서
‘笛宇室’ 설은 믿기 어렵다.

절골
‘취적’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금은 절이 없다.

좆꼬리명당(-明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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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적’ 위쪽에 있는 명당이다. ‘잣고개’ 밑이 된다. ‘좆꼬리’는 ‘남자의 성기’를 가리킨다. 남자의 성기
처럼 생긴 명당자리가 ‘좆꼬리명당’이다. 여자 성기를 닮은 ‘공알명당’이 가까이에 있다.

주막거리(酒幕-)
‘내동’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34번 국도변에 위치한다. ‘주막’과 ‘거리’로 분석되며, ‘주막이 있던 거
리’로 해석된다.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광복 전
후까지 술을 팔던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중말(中-)
‘중리’ 안에 있는 마을이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최병골
‘도람말’에서 서북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초빈골(草殯-)’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초
빈골’이 ‘초빙골’을 거쳐 ‘최빙골’이 되고, ‘최빙골’이 ‘최병골’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초빈(草殯)’은
‘사정상 장사를 속히 치르지 못하고 송장을 방 안에 둘 수 없을 때에, 한데나 의지간에 관을 놓고
이엉 따위로 그 위를 이어 눈비를 가릴 수 있도록 덮어 두는 일. 또는 그렇게 덮어 둔 것’을 뜻한다.
실제 이곳은 ‘초빈’을 하던 골짜기라고 한다.

취적(吹笛)
‘내동’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행정리 3구 지역이다. ‘방낙골, 해방촌, 막은거리’를 포함한다.

큰골
‘저부실’ 내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큰말
‘중리’ 내에 있는 마을이다. ‘중리’는 ‘큰말’과 ‘중말’로 구성된다. ‘규모가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해방촌(解放村)
‘취적’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둥이들이 많이 태어난 마을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
다. 해방 후 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86

행정면터(杏井面-)
‘살구물’에 있는 예전 행정면(杏井面)의 터이다. 상리(上里), 중리(中里), 취적(吹笛), 두건(斗建),
사정(沙亭), 지구(池九), 송정(松亭), 명신(明信), 동암(東岩), 하식(下息), 장관(長管), 석화(石花),
삼효(三孝)의 13개 이(里)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통폐합에 따라 군중면(郡中面)에 편입되었다.

장관리(長管里)


본래 진천군 행정면(杏井面) 지역으로 장관(長管)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구봉리(九峯里)와 북변면(北邊面)의 상리(上里) 일부, 그리고 사미리(思美里)를 병
합하여 장관리(長管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구렛보(-洑)
‘배머리보’ 동쪽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볼 수 없다. ‘구레’와 ‘보(洑)’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
형이다. ‘구레’는 ‘물이 늘 괴어 있는 웅덩이’라는 뜻이다. 이 구레가 있는 보가 ‘구렛보’이다.

구봉(九峰)
‘원장관’에서 동쪽으로 8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한자 지명 ‘九峰’으로 ‘아홉 봉우리의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원장관’의 주민
일부가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꾀꼬리산(-山)
‘구봉’ 뒤에 있는 산이다. ‘꾀꼬리’와 ‘산(山)’으로 분석되며, ‘꾀꼬리가 많이 서식하는 산’으로
해석된다.

돌꼬지/석화동(石花洞)
‘원장관’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석화동(石花洞)’이라고도 한다. 전국에 ‘돌꼬지’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여기에 쓰인 ‘돌’은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어원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石’의 뜻, 둘째는
‘들[野]’의 변형, 셋째는 동사 어간 ‘돌-[回]’이다. ‘꼬지’는 ‘고지’의 된소리 어형이고, ‘고지’는 ‘곶(串)’
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므로 ‘곶’과 같이 ‘길게 내리 뻗은 땅’을 지시한다. 이렇게 본다면
‘돌꼬지’는 ‘돌로 이루어진 길게 내민 땅’, ‘들을 향해 길게 내민 땅’, ‘돌아가는 지점에 있는 쑥 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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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 해석이 그럴듯하다. ‘돌꼬지’ 전체나 그 돌
출 부분이 바윗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돌꼬지’에 대응된 ‘석관(石串), 석화(石
花)’ 등의 한자 지명도 ‘돌꼬지’의 ‘돌’이 ‘石’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돌꼬지’를 ‘석화(石花)’로 옮긴
지역에서는 꽃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뒷산 큰 바위에 꽃나무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꼬지’는 ‘곶(串)’의 변형일 뿐이어서 ‘花’의 ‘꽃’과는 무관하다. ‘곶’과
의 유연성이 상실되면서 어형이 유사한 ‘꽃’과 연계해서 해석한 것뿐이다. 물론 세 번째 해석도 설
득력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곶’을 이룬 산줄기를 큰물이 휘감아 돌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런 지역의 ‘돌꼬지’에는 ‘회관(回串), 회갑(回岬), 회곶(回串)’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되는 것이 자연
스러우나 이들에도 ‘석화(石花)’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는 경우가 있다. ‘돌꼬지’의 ‘돌’이 동사 어
간 ‘돌-[回]’이라는 사실을 잊고 단순히 어형이 같은 ‘石’의 ‘돌’로 바꾸어 이해한 결과이다. ‘돌꼬지’
밑에 조성된 마을이나 ‘돌꼬지’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말’이나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뒷들
‘원장관’ 서쪽, ‘윗말’ 뒤쪽에 있는 들이다. 오래 전에는 미호천이 현재의 마을 뒷동산 밑으로 흘렀
고, 마을 앞으로 울창한 숲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의 마을은 지금보다 훨씬 앞인 현재의 하
천에 있었다고 한다. 마을 뒤에 있는 하천 변에 침적토가 쌓여 농지가 형성되었는데, 이를 ‘뒷들’이
라 한 것이다.

뙈밭골/때박골
‘원장관’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뙈밭골’의 ‘뙈밭’은 ‘떼밭’의 방언형으로 ‘야산을 일구어 만든 밭’
을 가리킨다. 이 ‘떼밭’이 있던 골짜기가 ‘뙈밭골’이다. 실제 이곳은 1950년대까지도 밭뙈기가 있을
정도의 보잘것없는 골짜기였다고 한다. 한편 ‘뙈밭골’을 이곳에 여러 필지의 작은 밭이 무리(떼)를
지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때박골’은 ‘뙈밭골’이 ‘때밧골’
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므로 이 또한 ‘뙈밭골’과 같이 ‘떼밭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말무덤
‘아랫말’ 뒷산 끝에 있던 무덤이다. ‘말’을 ‘馬’의 뜻으로 보아 ‘말을 묻은 무덤’으로 설명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장군이 타던 말을 묻은 무덤’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말’은 대체로 ‘大’의 뜻을 보인다. ‘말무덤’을 비롯하여
‘말골, 말들, 말뫼’ 등에 보이는 ‘말’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말무덤’은 ‘큰 무덤’으로 해석된
다. 풍수상으로 뒷산에서 ‘말무덤’까지 숲이 이어져야 마을이 흥한다고 하여 마을에서 보호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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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8·15 해방과 6·25 한국 전쟁 후 개간이 확대되면서 없어졌다.

방축골(防築-)/방죽골(防-)
‘원장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축(防築)’은 ‘방죽’의 원말이다. 그러므로 ‘방축골’ 및 ‘방죽골’은
‘방죽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뒷들’로 이어진 ‘방축골’ 입구에 작은 연못(방죽)이 1970년
대까지 있었다고 한다. 지금 방죽은 없어졌으나 이곳에 있는 ‘용천(湧泉)’에서 물이 끊이지 않고 나
고 있다. 한편 산림이 훼손되어 이 골짜기에서 사방 사업 축조 공사를 많이 하면서 ‘방축골’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별반 신빙성이 없다.

배머리보(-洑)
‘원장관’ 동쪽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볼 수 없다. 성석리의 ‘배머리들’에 물을 대던 보이다.

백원정(百源亭)
‘원장관’ 서쪽 냇가에 있는 정자이다. 정면 2칸, 옆면 2칸의 팔작지붕(八作-) 목조 기와집으로 오른
쪽 칸에 ‘百源亭’이라는 편액(扁額)을 걸었다.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인 신잡(申磼) 선생이 조선
세종 대의 효자인 김덕숭(金德崇)을 추모하여 ‘백원서원’과 함께 ‘백원정’을 지었다고 한다. ‘백원(百
源)’은 ‘효는 백행(百行)의 근원’이라는 데서 따온 말이다. 현재의 건물은 김덕숭의 21대 손인 김동
휘(金東輝)가 그 옛날 김덕숭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얼음 속에서 잉어를 잡던 ‘여계소(女
溪沼)’의 동쪽 절벽에 새로 지은 것이다.

봇들(洑-)
‘원장관’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보(洑)가 있던 들’이라는 뜻이다. 보는 농지 정리로 없어졌다.

뽈록배기
‘시금리갱변’ 바로 밑의 작은 길가 지역이다. 연고가 없는 듯한 무덤, 그리고 바위가 들판 지면 위에
볼록하게 뛰어나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미(沙美, 思美)/새미
‘백곡천’ 유역에 있는 마을이다. 700년 전에 ‘도봉(道峰)’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홍수로 인하여 인
구가 분산되면서 ‘구봉’과 ‘사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옛날 앞 냇가에 있던 모래가 아름답고
또 번쩍인다고 하여 ‘沙美’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을 그대로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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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미(思美)’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일찍부터 ‘새미’로 불려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미’는 ‘샘[泉]’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샘’이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실제 이곳에는 수량이 풍부한 샘이 있다. ‘사미’는 ‘새미’
에서 제1음절의 부음 ‘ㅣ’가 탈락한 어형이다. ‘새미’가 ‘사미’로 변한 뒤에 의미를 고려하여 ‘沙美’
또는 ‘思美’로 미화한 것이다.

상산(常山)
진천읍 장관리, 이월면 사곡리, 백곡면 명암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높이 255m이다. 날이 가물면
이 산에서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영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산으로 말미암아 고려 제6대 성종
(成宗) 때부터 진천을 ‘상산(常山)’으로 불러왔다고 한다. 진천은 고구려 시대에 ‘今勿奴郡’, 고려
초에 ‘降州’, 그 후에 ‘鎭州’라 칭하였다. ‘降州’는 이곳 호족들이 ‘왕건’에게 來降(내항, 와서 항복함)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鎭州’는 ‘왕건’이 이곳 호족들의 힘을 빌려 청주의 반란군을 진압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鎭州’에 대한 별칭이 ‘常山’이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 ‘鎭州’
를 ‘鎭川’으로 고쳐 지금에 이른다.

상산고개(常山-)/상선고개(常-)
‘윗말’에서 ‘상싱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상선고개’는 ‘상산고개’의 모음 변화형이다.

산지당(山-堂)
‘장수바위’ 옆에 있는 당집이다. 초가지붕 맞배집 단칸 구조의 ‘산제당(山祭堂)’과 그 바로 밑에 ‘전
사청(奠祀廳)’이 있었는데,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격, 그리고 울진 공비 사건 이
후 화전민을 소개하고 외딴집을 정비하면서 1972년 헐어낸 뒤 제단을 마련하였다. 이 제단에서
산신제를 지내다가 2000년에 산제당을 임시 조립식으로 마련하였다. 매년 정월 보름날이 개시되
는 시각에 산신제를 올린다. ‘산지당’은 ‘산제당(山祭堂)’에서 변한 어형이다.

상싱이(常-)
‘원장관’ 서쪽 상산(常山) 밑에 있는 들이다. ‘상성(常聖)’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상성이’가 되고,
‘상성이’의 제2음절 모음이 변하여 ‘상싱이’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상산고개’ 북쪽은 ‘윗상싱이’, 그
남쪽은 ‘아랫상싱이’라 한다. 2001년에 테마공원과 종 박물관이 세워졌다.

새물내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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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관’에서 서남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백곡천 변에 있는 모퉁이다. ‘새물’은 ‘새로 솟는 물’이
라는 뜻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밑에서 물이 났다고 한다. 이 물이 흐르는
내가 ‘새물내’이고, ‘새물내’의 모퉁이 지역이 ‘새물내모퉁이’다.

서낭골21)
‘원장관’ 뒷산 너머 200m 정도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낭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서낭등이/서낭딩이
‘원장관’에서 ‘돌꼬지’로 통하는 길의 고갯마루이다. ‘서낭당이(-堂-)’로 소급한다. 이는 ‘서낭당(-堂)’
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서낭당’이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이곳에 ‘서낭단(-壇)’이 있었고 ‘당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당산나무’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다.

송장골(送葬-)
‘원장관’에서 서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인근 산의 모양이 송장을 일곱 매끼(곡식 섬
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새끼나 끈을 세는 단위) 묶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전국에 ‘송장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하다. 대체로 ‘송장’을 ‘送葬’으로 보아 ‘송장을 내다 버리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물론 이외에도
‘무덤이 많은 골짜기’, ‘송 씨와 장 씨가 많이 살던 골짜기’, ‘송장이 있던 골짜기’, ‘상여를 메고 가다
송장이 굴러 떨어진 골짜기’, ‘지형이 송장과 같은 골짜기’, ‘송 씨의 묘가 많은 마을’, ‘송 씨가 개척
한 마을’ 등의 여러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는 ‘송장을 내다 버리던 골짜기’라는 유래 설이 유
력하다. ‘송장골’에는 상엿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송장골’의 유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물론 ‘송장골’의 ‘송장’은 ‘송정(松亭)’이 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송장
골’은 ‘송정골’의 모음 변화형이 되며, ‘소나무 정자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수더미골
‘구봉’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숲거리/숲나무거리
‘원장관’ 앞에 있던 숲에 조성된 거리이다. 풍수상 안산(案山)을 비보(裨補)하기 위해 마을 앞에 숲
21)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39),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90)에는 ‘서남골’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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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성하였는데, 그 숲이 ‘봇들’이 시작되는 ‘연당모퉁이’에서 ‘새물내모퉁이’까지 이어졌었다. ‘산
오리나무’를 비롯하여 아름드리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백곡저수지’ 공사로 홍수가 잦
아 하천 위치가 변하면서 숲이 일부 유실되었으나 1950년대 중반까지도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다.
유원지화하여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면서 숲에 자연스레 거리가 생겼는데, 이를 ‘숲거리’ 또
는 ‘숲나무거리’라 한 것이다. 나무숲의 일부가 ‘봇들’에 1970년대 초까지 남아 있었으나 경지 정리
를 하면서 없애버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시금리갱변(-邊)
‘원장관’에서 동남쪽으로 800m 지점에 위치한 백곡천 주변의 들이다. ‘화상리’ 동쪽으로 ‘시금리’라
는 마을이 있었는데, 잦은 홍수로 없어졌다. ‘시금리’ 마을의 하천 주변이 ‘시금리강변’이고, ‘시금리
강변’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기금리갱변’이다. 이 강변 주변에 형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
한 채 그렇게 부른다.

신창골(新昌-)
‘구봉’에서 동북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창’을 ‘新昌’으로 보아 황폐한 골짜기에 새
로운 옥답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아랫말
‘원장관’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윗말’과 짝을 이룬다.

아랫말들
‘원장관’ 남쪽 앞에 있는 들이다. ‘아랫말’과 ‘들’로 분석되며, ‘아랫말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연당모퉁이(蓮塘-)22)
‘아랫말’에 있는 모퉁이이다. ‘연당(蓮塘)’과 ‘모퉁이’로 분석된다. ‘연당’은 ‘연못’과 같다. 연못의 모
퉁이가 ‘연당모퉁이’이다.

용틀산(龍-山)
‘원장관’ 뒤에 있는 산이다. ‘원장관’을 싸고 있는 산의 형상이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모양 같다고

22) 주민에 따라서는 ‘연장모퉁이’로 발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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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원장관(元長管)/장관리(長管里)/장관(長管)
‘사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뒷동산의 모습이 긴 대나무와 같다고 하여 ‘장
관(長管)’이라 하고, 으뜸이 되는 마을이라 하여 ‘으뜸 元’ 자를 써서 ‘원장관(元長管)’이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원장관’을 본래 ‘장관’이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가 행정 구역을 조정할 때 북변면 일부를 ‘새미’와 합병한 뒤, ‘장관, 구봉, 새미’를 ‘장관
리’라 하면서 ‘장관’을 ‘원장관(元長管)’이라 별칭한 것이다. ‘원장관’은 ‘원래의 장관’, ‘본래의 장관’
이라는 뜻이다. 약 160여 년 전에 청주 한씨와 안동 김씨가 거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윗말
‘원장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말’과 짝을 이룬다.

장수바위(將帥-)/꺼먹바위
‘상산’에 있는 바위이다. 산신제를 올리는 ‘산제당’ 옆에 있다. 옛날 상산(常山) 인근에 ‘농다리’를 놓
는데 돌과 바위가 많이 소용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장수가 바위를 도포 자락에 넣고 다리 놓는
곳으로 가다가 다리를 다 놓았다는 전갈을 듣고 가져가던 바위를 내려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바위에 장수(將帥)가 소변을 본 자국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장수바위’라는 바위 이름이 전국에 아주
널리 분포하며, 그 유래 설도 아주 다양하다. ‘장수가 살던 흔적이 있는 바위’, ‘장수가 옮겨다 놓은
바위’, ‘장수가 앉은 바위’, ‘장군이 누워 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 ‘장수가 오줌을 누어서 패인 바위’,
‘장수처럼 큰 바위’, ‘장수가 놀던 바위’, ‘장수가 겨드랑이에 끼고 가다가 놓고 간 바위’, ‘장수의 화
상을 그려 넣은 바위’, ‘장수 발자국이 난 바위’ 등의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는 ‘장수처럼 큰
바위’라는 설이 그럴듯하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장수’는 ‘장수(將帥)’의 특징인 ‘크고 우
람한 형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수바위’는 ‘장수처럼 크고 우람한 바위’로 해석된다.
실제 드러난 바위의 규모만도 가로 17m, 높이 7m, 폭 6m나 된다. ‘산제당’의 경건함과 바위의 위세
에 압도되어 이곳은 예전부터 영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수도승과 도인의 발길이 끊이
지 않았다고 한다. ‘꺼먹바위’는 ‘장수바위’에 대한 별칭이다. 오랜 세월 바위에 검은 이끼가 끼면서
멀리서 보면 검게 보여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울창했던 산이 일제 강점기, 6·25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면서 황폐화되면서 진천 읍내에서도 이 바위가 보였는데 검은 빛을 띠고 있어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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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거리
‘사미’에서 동북쪽으로 200m 지점에 위치한 도로이다. 옛날 이 주변에 ‘지적절’이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현재 우주동백 아파트 400 가구가 들어서 있다.

참물내기/찬물내기
‘원장관’ 동남쪽 백곡천의 복판 지역이다. 예전에는 작은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백곡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찬물내기’는 ‘찬물이 나는 곳’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참물내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냇물이 너무 차가워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다녔다. 맑고 깨끗한 물이 1950년대까지도 흘렀다.

한치미
‘꾀꼬리봉’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치’와 ‘미’로 분석된다. ‘한치’는 ‘한티’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한’
은 ‘하-[大, 多]’의 관형사형이고, ‘티’는 ‘고개’의 뜻이므로 ‘한티’, 곧 ‘한치’는 ‘큰 고개’로 해석된다.
‘미’는 ‘山’의 뜻이다. ‘한치’라는 고개가 있는 산이 ‘한치미’이다. 이 산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홍새미
‘구봉’에서 동남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신창골’ 입구 ‘새미’로 통하는 길옆을 가리킨
다. ‘홍’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새미’는 ‘샘[泉]’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규모가 큰
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상리
‘원장관’ 동남쪽 300여 미터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마을이 없어지면서 들로 변하였다. 현재는 하
천 정비 사업으로 ‘백곡천’이 흐르고 있으며, 제방 밖은 1970년에 경지 정리를 하였다.

건송리(建松里)


본래 진천군 행정면(杏井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두건리(斗
建里), 하일송리(下一松里), 상일송리(上一松里)를 병합하여 일송(一松)과 두건(斗建)의 이름을 따
서 건송리(建松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가나울
‘납작골’에서 동쪽으로 400m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마차골’ 위가 된다. ‘가니울’이 제1음절의
모음 ‘ㅏ’에 이끌려 ‘가나울’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니울’의 ‘가니’는 ‘가는[細]’과 관련된 어형으
로 추정되고, ‘울’은 ‘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가니울’은 ‘좁은 골짜기’로 해석되며, ‘가나
울’이 ‘가니울’의 변화형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강당골(講堂-)/강다골(講-)/강닥골(講-)
‘으능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강당(講堂)’은 ‘여러 사람이 모여 교육을 받는 큰 건물’이다. 이
‘강당’이 있는 골짜기가 ‘강당골’이다. ‘강당골’에서 제2음절의 종성 ‘ㅇ’이 탈락한 어형이 ‘강다골’이
고 ‘강다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이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강닷골’의 자음 동화 형태가 ‘강
닥골’이다. 그러므로 ‘강다골’이나 ‘강닥골’도 ‘강당골’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강원도(江原道)
‘농골’ 건너에 있던 산등성이다. 수몰 지역이다. ‘강원도’처럼 외진 곳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
가 한다.

국적굴
‘일송정’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국적’을 ‘국자’의 변형으로 보아 국자처럼 생긴 마을이어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국자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국잣골’이 되고, ‘국잣골’이 자음

96

동화에 의해 ‘국작골’이 된 다음 모음 변화에 의해 ‘국적굴’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물고개[그물꼬개]
‘독족골’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그물을 쳐 놓은 것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물’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래 설을 믿을 수는 없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구물고’로 나오고, ‘九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꽃밭골
‘납작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꽃밭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아주 흔하다. 이는 ‘꽃밭’과
‘골’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꽃밭’을 ‘꽃이 많이 피는 밭’으로 이해하고 ‘화전(花田)’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러데 ‘꽃’은 ‘花’의 뜻이 아니라 ‘곶(串)’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밭’은 ‘田’의 뜻이 아니라 ‘[外]’의 ‘밧’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밭’을 ‘外’의 뜻으로 보면 ‘꽃밭’은
‘곶의 밖’으로 해석된다. ‘곶의 안’이라는 뜻의 ‘고잔’과 비교된다. 곶의 바깥에 형성된 골짜기를 그렇
게 부를 수 있다. 결국 ‘꽃밭골’은 ‘꽃이 많은 골짜기’ 또는 ‘곶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92)에는 ‘꽃방골’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꽂방골’이
본래 어형이라면 그 의미 해석은 전혀 달라진다. ‘꽃방골’은 ‘꽃방우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꽃방우’라는 바위 이름이 적잖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대체로 ‘주변에 꽃
이 많이 피어 있는 바위’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화암(花岩)’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는 지역도
있다. 그런데 ‘꽃’은 ‘곶(串)’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꽃방우’는 ‘곶방우’로 소급하고,
‘곶에 있는 바위’ 또는 ‘곶처럼 긴 바위’로 해석된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곶방우골’이고, 이것
이 변하여 ‘꽃방골’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납작골
옛 ‘두거니’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수몰 지역이다. 마을이 야산 아래 납작하게 앉아 있었다고 한다.
지형상의 이점으로 6·25 한국 전쟁 당시에도 온 마을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농골
‘으능골’ 남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세 집이 살고 있었는데 수몰되었다. ‘논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농골’이라는 골짜기가 전국에 많은데, 실제 ‘논골’과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다. ‘논골’은
‘논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농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답곡(畓谷), 농곡(-谷)’ 등
의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이 골짜기에 들어선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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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답동(畓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농골’은 ‘농골고개, 농골덤, 농골들, 농골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덤배산(-山)23)
옛 ‘두거니’ 북쪽 물가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덤배’는 ‘더미로 이루어진 바위’라는 뜻이다. 지역에 따
라서는 ‘덤바위, 덤바우, 덤방우’ 등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 바위가 있는 산이 ‘덤배산’이다.

독족골
옛 ‘두거니’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수몰 지역이다. 동쪽에 있다 하여 ‘동조골’이라 하던 것이 ‘독족
골’로 변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독족골’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어형의 ‘독조
골, 독주골, 독줏골’ 등의 골짜기 이름이 대단히 많다. 이들에는 ‘돌’이 많다’, ‘독점(-店, 독을 굽고
파는 가게)이 있었다’ 등과 같은 이야기가 결부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후자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독조골’은 ‘독점골’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추정된다. ‘독점골’이 ‘독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므로 ‘독족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곳의 ‘독족골’
은 ‘큰독족골’과 ‘작은독족골’로 나뉜다.

두거니/상일송리(上一松里)/두동(斗洞)/두건(斗建)
‘백곡저수지’ 안에 있던 마을이다. 150여 호의 주민이 살던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1943년 저수지
공사로 일부 주민이 이주하였고, 1984년 저수지 확장 공사로 나머지 주민이 이주하여 마을이 완전
히 없어졌다. 처음에는 두동(斗洞)이라 하다가, 동네가 번창함에 따라 두건(斗建)이라 하였다고 한
다. 그렇다면 ‘두거니’는 ‘두건’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가 된다. ‘두건’의 어원은 알 수 없다.

뒷골
‘식파정’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마차골목/깊은골
옛 ‘두거니’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차꾼’들이 마차를 끌고 나무를 싣고 가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골이 깊어서 ‘깊은골’이라고도 한다.

막수골
23)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92)에는 ‘듬배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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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공동묘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마지막 가는 골짜기’로 설명한다.

방아다리
‘국적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네 입구의 방앗간에 다리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한다. 그런데 ‘방아다리’는 ‘방아들’로 소급하는 들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방아들’이 ‘방아드리’를 거
쳐 ‘방아다리’로 변할 수 있다. ‘방아들’은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는 들’로 해석된다. 아
울러 ‘방아다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방아들’을 ‘물방아가 있던 들’로 해석하
기도 한다.

백곡저수지(栢谷貯水池)/진천저수지(鎭天貯水池)/싸이폰식저수지(-式貯水池)
‘일송정’ 동남쪽에 위치한 동양 최대 규모의 사이폰식 저수지이다. 1984년 제방공사로 사이폰은 없
어지고 덴타게이트식 수문으로 바뀌었다. 총 저수량은 2,200톤으로 충북 최대의 용수원이다.

살찌너머
‘일송정’ 북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여섯 집 정도가 살고 있다. ‘살찌’의 어원을 알 수 없어
그 유래를 밝히기 어렵다.

서낭딩이
‘국적골’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서낭당이(-堂-)’의 변형이다. ‘서낭당’이 있던 마을을 후행 요소 ‘말’
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네 집이 살다가 이주하였다.

소시랑봉(-峰)
‘일송정’에서 동북쪽으로 개울 건너에 있는 산이다. ‘소시랑’과 ‘봉(峰)’으로 분석된다. ‘소시랑’은 ‘쇠
스랑’의 방언형이다. ‘소시랑골’의 ‘소시랑’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소시랑봉’은 ‘쇠스랑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식파정(息波亭)
‘뒷골’에 있는 정자이다. 본래 ‘두건리’ 냇가에 있었는데, 백곡저수지의 확장으로 1983년에 ‘건송리’
백곡저수지 산 위로 옮겼다. 조선 효종 때 식파정(息波亭) 이득곤(李得坤)이 지은 정자이다. 조선
광해군 때 나라가 어지럽고 탁하여 낙향한 이득곤이 수양할 곳을 찾다가 지금의 ‘두건’ 마을에 정착
하였다. 이곳은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경치가 좋아 수양하기로는 안성맞춤이었다. 이곳에서는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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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상만 볼 수 있다고 하여 ‘식파정(息波亭)’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짓고 인근 청소년들을 모아 교
육하며 바르고 밝은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한다. ‘식파정(息波亭)’은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아 바람이 일면 욕랑(慾浪)이 이니 마음의 욕랑을 잠재우도록 양성한다.”는 말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안산골(案山-)
‘깊은골’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수몰 지역이다. ‘안산(案山)’은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
다. 이 산 밑에 자리한 마을이 ‘안산골’이다.

웃골
‘일송정’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위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원골(院-)
‘납작골’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수몰되어 지금 몇 집만 이주하여 살고 있다. 원님이 쉬어가던 곳이
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원(院)’은 행인의 숙박 편의를 위해 지은 ‘원집’을
가리킨다. ‘원집’이 있던 마을이 ‘원골’이다.

으낭골24)
‘국적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으낭’은 ‘은행’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으낭골’은 ‘은행나무가 있
는 마을’로 해석된다.

일송정(一松亭)
‘두거니’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일송정(一松亭)’은 ‘한 그루의 소나무 정자’라는 뜻이다. 크고 오래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 ‘일송정’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마을이 조성되자 소나무 이름으로 마을

이름을 삼아 그렇게 부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웃일송졍(上一松)’과 ‘아일송졍(下
一松)’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일송정’ 마을이 둘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막거리(酒幕-)
‘원골’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수몰 지역으로 ‘주막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이 거리 주변에 형성된
24) 한글학회(1970:495),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40)에는 ‘은낭골’로,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92)
에는 ‘으낭골’로 기록되어 있다. 현지 일부 주민은 ‘응낙골’로 발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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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불렀다. ‘주막거리’는 부근에 있던 원집(院-)이 변질되어
생겨난 것이다.

큰골
‘독적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규모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짜기에 절이 있다.

연곡리(蓮谷里)


본래 진천군 서암면(西岩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상곡리(上
谷里), 보련리(寶蓮里), 비립리(豍立里)를 병합하여 보련(寶蓮)과 상곡(上谷)의 이름을 따서 연곡
리(蓮谷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거먹바위
‘보탑사’ 뒤쪽 200m 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거먹[玄]’과 ‘바위’로 분석되며, ‘검은빛을 띠고 있는 바
위’로 해석된다. 실제 바위 색이 거무스름하다. ‘검은바위’와 의미가 같다. 지역에 따라서는 ‘거먹바
우, 거멍바우, 거멍바위, 거목바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긴용이죽은골
‘쥐눈이’에서 서쪽으로 4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고용살이를 하던 사람이 이곳에서 즉
사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고리안
‘보탑사’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안’으로 소급한다. ‘골안’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골의안’의 모음
변화형이거나 ‘골안’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고르안’의 모음 변화형이다. ‘골안’이 ‘골짜기의 안쪽’이
라는 뜻이므로 ‘고리안’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구룡사(九龍寺)
‘비선골’ 북쪽에 있던 절이다. ‘백비(白碑, 글씨가 써 있지 않은 비)’의 머리에 새긴 아홉 마리 용을
따서 ‘구룡사(九龍寺)’라 이름한 것이다.

국사봉(國師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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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탑사’ 앞에 있는 산이다. ‘국사당(國師堂)이 있는 봉우리’라는 뜻이다. ‘국사당’은 마을의 수호와
경계를 위해 만든 신당(神堂)이다. 대개 마을 뒤쪽 높은 산정(山頂)에 위치한다.

넙적날
‘지마골’ 위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넙적’과 ‘날’로 분석되며, ‘넙적한 산등성이’로 해석된다.

노적봉(露積峰)
‘보련골’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산이다. ‘노적(露積)’과 ‘봉(峰)’으로 분석된다. ‘노적’은 ‘곡
식 따위를 한데에 수북이 쌓아둔 곡식더미’를 가리킨다. 이 ‘노적’처럼 생긴 봉우리가 ‘노적봉’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원진산’에, 조선군이 ‘만뢰산’에 진을 치고 대치할 때 이 산이 노적가리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노적가리’ 모양으로 위장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누에머리끝
‘만뢰산’ 동쪽 산 끝을 가리킨다. 산등성의 끝이 ‘누에’의 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느티나무골
‘서고개’에 있는 골짜기이다. ‘느티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느티나무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도래들
‘보련골’ 앞에 있던 들이다. ‘돌들’에 속격의 ‘애’가 개재된 어형이거나 ‘돌들’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도라들’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돌’을 ‘石’의 뜻으로 보면 ‘돌들’은 ‘돌이 많은 들’로 해
석되고, ‘돌’을 동사 어간 ‘돌-[回]’로 보면 ‘돌들’은 ‘돌아가서 있는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도래들’도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적골
‘보탑사’ 남서쪽 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넙적날’ 너머가 된다. ‘도적’을 ‘盜賊’으로 보아 ‘도둑이 숨어
산 골짜기’로 해석한다.

돌망댕이
‘보련골’ 동북쪽에 있는 작은 들이다.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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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
‘보련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는 ‘後’나 ‘北’을 지시하여 ‘뒤쪽에 있는 골짜기’ 또는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만뢰산(萬賴山)/보련산(寶蓮山)

‘보련골’ 뒤에 있는 산으로 진천에서 가장 높다. ‘萬賴山’은 ‘萬弩山, 萬奴山, 萬藾山’ 등으로 쓰기도
한다. 병자호란 당시 산 정상에 있는 ‘만노산성(萬弩山城)’에서 유창국(柳昌國)이 조감(趙瑊)과 함
께 적과 맞서 수천 명의 피란민을 구했다고 한다. 본래 ‘만노산(萬弩山)’이었는데, 만인(萬人)의 힘
을 입었다고 하여 ‘일만 만(萬)’, ‘힘 입을 뢰(賴)’ 자를 써서 ‘만뢰산(萬賴山)’으로 개칭하였다고 하
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보련산(寶蓮山)’이라고도 한다. ‘寶蓮山’이라는 명칭이 <大東地誌>에 나온
다. ‘만뢰산’ 주변에 ‘도덕봉(道德峰), 약수봉(藥水峰), 옥녀봉(玉女峰), 망해봉(望海峰), 국사봉(國
師峰), 동고봉(瞳高峰), 노은봉(老隱峰), 수령봉(壽齡峰), 서운봉(瑞雲峰’ 등이 있다.

만노산성(萬弩山城)/이흘산성(伊訖山城)
‘만뢰산’ 위에 있던 성이다. ‘이흘산성(伊訖山城)’이라고도 한다. 신라 시대에 변방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으로 백제의 침입을 막는 데 요긴한 역할을 하였다.

망골
‘큰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망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은데, ‘망을 보던 골짜기’, ‘망아지가 뛰어가는 모양의 골짜기’, ‘토지가 아주 메마른 골짜기’, ‘목마
른 말이 물을 마시는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의 골짜기’,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골짜기’, ‘지형
이 막혀 있는 골짜기’ 등의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지형이 막혀 있는 골짜기’라는 설이 믿을
만하다. ‘망골’이 ‘막은골’이라는 지명과 함께 쓰이는 지역이 많을뿐더러 실제 사방이 둘러막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막은골’에서 ‘ㄱ’이 탈락하여 ‘마은골’이 되고 이어서 모음 ‘으’
가 탈락하여 ‘만골’이 된 다음 자음 동화에 의해 ‘망골’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막은골’은 물론이고
‘마은골’과 ‘만골’이라는 지명이 존재하므로 ‘막은골>마은골>만골>망골’의 변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막은골’과 ‘망골’ 사이의 유연성이 상실되면서 ‘망’에 근거한 여러 유래 설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망골’로 나오며, ‘望谷’이 대응되어 있다.

바람매기
‘보련골’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바람마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바람마기’의 ‘바람’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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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개비, 바람고개, 바람바지’ 등에 보이는 ‘바람’과 같이 ‘風’의 뜻이다. ‘마기’는 ‘막-[塞]’에서 파생된
‘막이’이다. 그렇다면 ‘바람마기’ 또는 ‘바람매기’는 ‘바람을 막음’이라는 뜻이다. 산줄기가 길게 뻗어
있어서 들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 형상을 하고 있다.

보련골(寶蓮-)
‘보련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신라 시대에 절이 있었는데, 연화세계를 꿈꾸며 ‘연곡리’라 하였고,
‘연화대(蓮花臺)’와 관련하여 ‘보련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마을 뒤에 진천에서 가장 높은 ‘보련산(寶
蓮山), 곧 ’만뢰산’이 있다. ‘보련골’은 ‘웃말’과 ‘아랫말’로 나뉜다.

보탑사삼층목탑(寶塔寺三層木塔)
‘보탑사’에 있는 탑이다. 신라 황룡사 9층 목탑 이후 처음으로 3층까지 오를 수 있게 지었다는 특징
이 있다.

부엉골25)
‘보련골’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엉이가 많이 서식하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분터골(粉-)
‘보련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분토골’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분토’는 ‘粉土’로 ‘쌀을 쓿을 때
에 섞어서 찧는 흰 흙가루’를 가리킨다. 이 ‘분토’가 나는 골짜기가 ‘분토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분
터골’이 된 것이다.

붱골절/뱅골절26)
‘부엉골’ 중턱에 있는 절이다. ‘붱골’은 ‘부엉골’의 준말이어서 ‘부엉이가 많이 서식하는 골짜기’로 해
석된다. 이곳에 있는 절이 ‘부엉골절’, 곧 ‘붱골절’이다. ‘뱅골절’은 ‘붱골절’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물
론 ‘뱅골’을 ‘뱀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볼 수도 있다. ‘뱀골’은 ‘뱀처럼 구불구불한 골짜기’ 또는 ‘뱀
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뱀골’에 있는 절이 ‘뱀골절’이고, 이것이 변하여 ‘뱅골절’이 될 수
있다.

25) 한글학회(1970:499)나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94)에는 ‘부엉골’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지 주
민인 안장훈 씨는 ‘범골’로 발음하고 ‘범이 살던 골짜기’로 설명하고 있다.
26)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41)에는 ‘튕골절’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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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골(碑-)/비립동(碑立洞)
‘보련골’에서 남서쪽으로 1.5㎞ 지점에 자리한 마을이다. 보물 404호인 ‘백비(白碑, 글씨가 써 있지
않은 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백비’는 전국에 세 개밖에 없는 것 중의 하나이다.
‘비선골’에 대한 한자 지명이 ‘비립동(碑立洞)’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비션골’로 나
오며, ‘碑立’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삼층석탑(三層石塔)
‘보탑사삼층목탑’ 뒤에 있는 석탑이다. 고려 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서고개(西-)
‘비선골’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를 통해 충남 병천면 ‘사작골’로 넘어간다. 이 고개 밑에 있
는 골짜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서고개’라는 골짜기에는 ‘고리안, 느티나무골, 앉은뱅이골’과 같은
작은 골짜기가 있다.

앉은뱅이골
‘서고개’의 ‘느티나무골’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약지산(藥-山)/약수산(藥水山)
‘보탑사’의 주산(主山)이다. ‘약수산(藥水山)’은 ‘약수가 나는 산’이라는 뜻이다. ‘약지산(藥-山)’의 유
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또한 ‘약수가 나는 산’으로 해석해도 문제는 없다. 이 산에 ‘옹달샘’이 있는
데, 앉은뱅이가 이 물을 마시고 일어나 걸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연곡계곡(蓮谷溪谷)
‘만뢰산’에서 ‘사석’까지 약 10㎞ 가량의 계곡을 가리킨다.

연곡리사지(蓮谷里寺址)
‘비선골’ 뒤에 있는 절터이다. 고려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연곡리석비(蓮谷里石碑)/구룡석비(九龍石碑)/백비(白碑)
‘비선골’에 서 있는 비이다. 보물 제404호로, 고려 초기의 석비(石碑)로 추정된다. 귀부(龜趺)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이수(螭首)를 얹은 일반형 석비인데, 이수는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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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태이다. ‘구룡석비(九龍石碑)’27)라는 이름은 이로써 생겨난 것이다. 비신(碑身)에 글씨가 새
겨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처음부터 글씨가 없었는지, 또는 새겨진 글씨를 지워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연곡리석조비로자나불좌상(蓮谷里石造毘盧遮那佛坐像)
‘약수산’ 암반 위의 노천에 있는 석불 좌상이다.

연곡약수터(連谷藥水-)
‘연곡저수지’ 상단 도로 우측에 있는 암벽이다. 암벽에서 나오는 약수가 위장병에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연곡지(蓮谷池)/보련골저수지(寶蓮-貯水池)
‘비선골, 연곡, 쥐눈이’의 세 골짜기가 합수되는 지점을 막아 만든 못이다. 이 못의 물로 상계리 앞
들을 관개(灌漑)한다.

옻나무골
‘망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옻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국에 ‘옻나무골’
이라는 골짜기가 흔한데, ‘칠목곡(漆木谷)’이나 ‘칠목동(漆木洞), 칠목리(漆木里)’ 등과 같은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원진(元陳)
‘연곡지’에서 ‘비선골’ 방향으로 있는 첫 번째 골짜기이다.

원진산(元陳山)
‘보련골’에서 200m 앞 남쪽에 위치한 산이다. ‘元陳山’으로 쓴다. 전쟁 시 목진지(目陳地)로 아주
좋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장고개(場-)
‘비선골’에서 ‘병천장’으로 넘나들던 고개이다. 천안시 병천면 ‘사작골’로 넘어간다.

27) <朝鮮寰輿勝覽>에 ‘九龍石碑(구룡석비)’라는 명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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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너머
‘약지산’ 아래쪽으로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너머골’에서 ‘골’이 생략된 어형으로 ‘절 너머에 있
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옛날에 이곳에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

정고개[정꼬개]
‘쥐눈이’에서 ‘도래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아주 길어서 누구나 한 번은 쉬어 가야 하는데,
고개를 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면 정이 듬뿍 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정고개’는 ‘점고개(店-)’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실제 ‘정고
개’가 ‘점고개’와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다. ‘점고개’는 ‘옹기점이 있던 고개’라는 뜻이다. ‘정고개’가
‘점고개’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중산골(-山-)
‘절너머’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중’을 ‘僧’의 뜻으로 보고, ‘산’을 ‘불사르다’는 뜻의 ‘살-’로 보아
‘스님이 죽으면 화장을 한 골짜기’로 해석한다. 전국에 ‘중산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
체로 이와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중이 살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유래 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중산’은 ‘中山’일 가능성이 있다. 전국에 ‘중산’
이라는 산이 흔한데, 대체로 ‘가운데에 있는 산’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중산’에 있는 골짜기가 ‘중
산골’이다.

쥐눈이/서목(鼠目)
‘보련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쥐눈’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산형이 늙은 쥐의 눈처
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서목(鼠目)’은 ‘쥐눈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朝鮮

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쥐눈이’ 또는 ‘눈니’로 나오고, 이에 ‘上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

되어 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도테눈이고(돼지 눈 고개)’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쥐눈이’라는 지명도 있을 수 있다.

지구머리고개(池九-)
‘쥐눈이’에서 백곡면 사송리 ‘지구머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구’를 ‘池九’로 보아 아홉 골짜기마
다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지구머리’가 나오는
데, ‘池九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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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골
‘보탑사’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지막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천지동(天地洞)
‘비선골’ 앞에 있는 소나무 숲이다. 소나무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지고, 또 자연 경관이
빼어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큰골
‘장고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망고개’ 좌측이 된다. ‘규모가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태산천(台山川)/태삼천(台三川)
‘만뢰산’에서 발원하는 내이다. 동남쪽으로 흘러 상계리, 문봉리, 사석리와 문백면을 지나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에서 미호천으로 들어간다. ‘台山川’으로 쓰고 있으나 본래 ‘胎山川’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大東地志>에는 ‘胎山川’으로 나온다. ‘태삼천’은 ‘태산천’의 제2음절 종성 ‘ㄴ’이 ‘ㅁ’으로
바뀐 어형으로 간주된다. ‘찬샘>참샘, 진재>짐재’에서도 ‘ㄴ>ㅁ’ 현상이 확인된다. ‘台三川’으로 쓰고
있으나 별다른 의미는 없다.

터뒷들
‘보련골’에서 북쪽으로 100m 지점에 있는 조그마한 들이다. ‘터’와 ‘뒷들’로 분석되며, ‘마을 터 뒤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피란골(避亂-)
‘보련골’에서 서남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병자호란 때 청군을 피해 피란하였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상계리(上桂里)


본래 진천군 서암면(西岩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계양리(桂
陽里), 하목리(下沐里), 상목리(上沐里), 내산리(內山里)를 병합하여 상목(上沐)과 계양(桂陽)의 이
름을 따서 상계리(上桂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계량리(桂陽里)/지량이/지랭이28)
‘산거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삼국 시대에는 김서현 장군이 만노(萬弩) 태수로 부임하여 만명
(萬明) 부인과 같이 살았고, 삼국 통일의 위업을 이룬 김유신 장군을 낳은 곳이다. 김유신 장군을
모시는 계양묘(桂陽廟)가 있던 곳이어서 ‘계량’이라 한 것이다. ‘계량리’가 변하여 ‘지량이’나 ‘지랭
이’가 된 것이다.

금성골고개(金城-)
‘멱수’에서 금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금성골로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이다.

길상사지(吉祥祠址)/사당터(祠堂-)/군자터(君子-)
‘길상산’ 아래에 있는 ‘백련암’의 옛 이름이 ‘길상사’였다. ‘길상사’가 있던 곳이 바로 ‘길상사지’이다.
김유신 장군의 사당이 있던 곳이어서 ‘사당터(祠堂-)’ 또는 ‘군자터(君子-)’라고도 한다. 김유신 장군
이 서거하자 이곳에 사당을 짓고 조정에서 향축(香祝, 제사에 쓰는 향과 축문)을 내리시어 나라에
서 제사를 지냈다. 김유신 장군을 모신 사당은 전국에 20여 곳이나 되나 국가에서 제사를 지낸 곳
은 진천의 ‘길상사’뿐이었다고 한다. <練藜室記述>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 선생이 이곳에
은거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나시동(-洞)
28) 編纂委員會(1974:14)에는 ‘지탱이’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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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산거리’에서 서북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나 씨들이 모여 살았고 또 나 장군이
살았다고 하여 ‘나씨골’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나시동’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남산골(南山-)/남산동(南山洞)
‘멱수’에서 서쪽으로 ‘태령산(길상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남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농바위(籠-)
‘농박골’ 중턱에 있던 바위이다. 지금은 훼손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농(籠)’과 ‘바위’로 분석되며,
‘농처럼 네모반듯한 바위’ 또는 ‘농 궤짝을 쌓아올린 듯한 형상의 바위’로 해석된다. 실제 여러 개의
바위가 농 궤짝을 쌓아올린 형상을 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암(籠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농박골(籠-)
‘윗산거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농바골(籠-)’에 ‘ㄱ’이 첨가된 형태이거나 ‘농바골’에 ‘ㅅ’이 개재
된 ‘농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농바골’은 ‘농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농바위골’은
‘농바위’와 ‘골’로 분석된다. ‘농바위’는 ‘농처럼 네모반듯한 바위’ 또는 ‘농 궤짝을 쌓아올린 듯한 형
상의 바위’라는 뜻이고,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농바위골’이다. 아울러 ‘농바골’이나 ‘농박골’도 ‘농
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농박’은 ‘농박골’뿐만 아니라 ‘농박들, 농박산’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농박’이 지명의 선행 요소로 완전히 굳어졌음을 알려 준다.

높은바위
김유신 장군 탄생지 앞산 좌측에 있는 높고 큰 벼랑 바위이다. 30여 미터가 된다. ‘높은’과 ‘바위’로
분석되며, ‘높고 큰 바위’로 해석된다.

담안밭/장군터(將軍-)/장수터(將帥-)/김유신장군탄생지(金庾信將軍誕生址)
김유신 장군의 계양묘(桂陽墓)가 있던 곳이다. ‘담안’과 ‘밭’으로 분석되며, ‘담 안쪽에 있던 밭’으로
해석된다. ‘장군터(將軍-), 장수터(將帥-)’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장군이 탄생한 터’라는 뜻이다. ‘김
유신장군탄생지’로도 불린다.

대골
‘금성골고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를 한자 ‘大’로 보아 골짜기의 규모가 커서 붙여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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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한다. 한편 이곳에 대나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골’은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
석될 여지도 있다.

동학골(東學-)/동학(東學)
‘연평’에서 서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학’을 ‘東學’으로 보아 ‘동학을 믿는 사람들
이 모여 살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옛날 이곳에서 ‘동학’을 교육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골’을 생략
한 채 ‘동학’만으로도 쓴다.

둔던들
‘위산거리’에서 북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둔던’은 ‘둔덕’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되어 ‘둔
던들’은 ‘언덕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초평면 신통리에도 ‘둔던들’이 있다.

멱수/멱수골/상목(上沐)
‘산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길상동(吉祥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신라 시대에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서 ‘미역’을 빨면 그 물이 마을까지 흘러왔다고 하여 ‘미역수’라 하다가 이것이 변
하여 ‘멱수’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물이 맑고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내려와 목욕을 하면
서 놀았다고 하여 ‘미역수’라 하다가 이것이 변하여 ‘멱수’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들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미역쇼(上沐)’로 나오는 것을 보면
‘미역소’가 ‘멱소’를 거쳐 ‘멱수’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역소’의 ‘미역’은 ‘미륵(彌勒)’으로 추정된
다. ‘미역골’에 ‘彌勒谷’이 대응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로써 ‘미역’이 ‘미륵’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시루봉’의 여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멱수’로 모여드는 것을 보면 ‘멱수’
의 ‘수’가 ‘水’일 가능성도 있다. ‘멱수’를 ‘상목(上沐)’, ‘산거리’를 ‘하목(下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물경들
‘산직골’에서 동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물’을 ‘水’로 보아 물이 흔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방아골
‘시루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이 좁고 길다. 전국에는 ‘방아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방앗
간이 있던 골짜기’,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 ‘연자방아가 있던 골짜기’, ‘방아처럼 긴 바
위가 있는 골짜기’ 등과 같은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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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우세하고 믿을 만하다. 골짜기가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
는 것이다.

백련암지(白蓮庵址)
‘멱수’ 뒷산인 길상산 중턱에 있는 절터이다.

백정승날(白政丞-)
‘멱수’의 ‘은골’ 앞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산등성이에 ‘백 씨’ 성의 정승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한다.

범나무골
‘멱수’에서 동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범이 바위 밑에서 새끼를 쳤고 또 범이 자주
출현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범나무골’은 ‘범나미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범나미’
의 ‘나미’는 ‘나-[出]’와 관련된 어형으로 보여 ‘범나미골’은 ‘범이 자주 출현하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범나미’라는 골짜기가 몇 곳 확인되는데, ‘범이 자주 출현하던 골짜기’로 해석하고 있다. ‘범
이 자주 출몰하던 골짜기’는 주로 ‘범난골’이라고 한다.

베락산골(-山-)
‘남산골’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베락산(-山)’과 ‘골’로 분석된다. ‘베락산’의 ‘베락’은 ‘벼락’과 같이
‘벼랑’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베락산’은 ‘벼랑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해석된다. ‘베락’을 ‘낙뢰’로
이해하여 ‘벼락이 떨어진 산’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잘못된 것이다. ‘베락산’에 있는 골짜기가 ‘베락
산골’이다.

분터골(粉-)
‘산거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분터’와 ‘골’로 분석된다. ‘분터’는 ‘분토(粉土)’의 모음 변화형이
다. ‘분토’는 ‘쌀을 쓿을 때에 섞어서 찧는 흰 흙가루’를 가리킨다. 이 ‘분토’가 나는 골짜기가 ‘분토골’
이고, 이것이 변하여 ‘분터골’이 된 것이다.

산거리(山-)/상기리/생기리/산기(山岐)/하목(下沐)
‘지량이’에서 동남쪽으로 300m에 있는 마을이다. ‘산(山)’과 ‘거리’로 분석되며, ‘산에 나 있는 거리’
로 해석된다. 여러 곳의 산판(벌채지)으로 드나드는 길이 있었다고 한다. 이 거리 주변에 조성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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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상기리’는 ‘산거리’에서 자음 동화와 모음 변화를
거친 어형이고, ‘생기리’는 ‘상기리’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산거리’에 대한 한자 지명이 ‘산
기(山岐)’이다. ‘아랫산거리’와 ‘윗산거리’로 나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산거리’로
나오며, ‘下沐’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산직골(山直-)
‘연평’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직(山直)’과 ‘골’로 분석되며, ‘산지기가 살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새막골
‘시루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되나니’ 오른쪽이 된다. ‘시루봉’에는 ‘새막골, 되나니, 숯가마골, 선적
골, 샹골, 방아골, 은적골’ 등과 같은 여러 골짜기가 있다. ‘새막골’은 ‘새’와 ‘막골’로 분석된다. ‘새’는
‘사이[間]’의 뜻이고, ‘막골’은 ‘막힌 골짜기’의 뜻이다. 양쪽 산의 사이에 있는 막힌 골짜기가 ‘새막골’
이다.

샘골/샹골
‘백련암’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샛골
‘분터골’ 아래쪽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와 ‘골’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는 ‘間’
의 뜻이어서, ‘샛골’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짜기와 골짜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
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간곡(間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선적골
‘시루봉’의 ‘샘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하므로, ‘선적골’의 ‘적’은 ‘절’과
관련된 어형임을 추정할 수 있다. ‘선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선젓골’이 되고, ‘선젓골’이
자음 동화되어 ‘선적골’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쇠건너
‘아래산거리’ 동쪽 개울 건너에 있던 마을이다. 화재로 마을이 전소하였다. ‘소건너’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소’는 ‘沼’로 추정된다. ‘소 건너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소건너’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쇠건너’가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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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골
‘시루봉’의 ‘선적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숯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습사대(習射臺)
‘치마대’ 옆에 있다. 김유신 장군이 어린 시절에 활쏘기 연습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시루봉(-峰)
‘멱수’ 서쪽에 있는 산이다. 산형이 시루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루봉’을 이와 같이 설명한다. 이에 따라 ‘증봉(甑峰)’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
응하기도 한다. 이 산에 절이 100여 개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시루봉’은 ‘수리봉’에서 변형된 어형
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유래가 달라진다. ‘수리봉’은 ‘술봉’으로 소급한다. ‘술봉’에 조음소 ‘으’
가 개재되어 ‘수르봉’이 되고, ‘수르봉’의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수리봉’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술봉’의 ‘술’은 본래 ‘山’의 뜻이지만,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는 주로 ‘高’의 의미를 띤다. ‘수리봉’
의 ‘수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술봉’이나 ‘수리봉’은 ‘높은 봉우리의 산’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시루봉’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아래산거리(-山-)
‘산거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위산거리’와 짝을 이룬다.

양달들(陽-)
‘위산거리’ 북쪽 양지에 있는 들이다.

연보정(蓮寶井)
‘담안밭’에서 ‘태령산’ 쪽으로 올라가다 있는 우물이다. 이 우물의 물은 태령산 중턱에서 나오는 지
하수인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연보정’의 물을 ‘담안밭’으로 끌어서 식수로 사
용했다고 한다.

연평(蓮坪)
‘산거리’ 동남쪽 들 옆에 있는 마을이다. 10여 호 정도가 살고 있다. ‘蓮坪’으로 ‘연못이 있던 들’이라
는 뜻이다. 실제 이곳에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는 연꽃이 황홀하게 펴 있었다고 한다. 이 들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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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들(蓮坪-)
‘연평’ 동쪽에 있는 들이다. ‘연평(蓮坪)’은 ‘연못이 있던 들’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 들 주변에 형
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연평’ 마을 앞에 있는 들이 ‘연평들’이다.

용지테(龍池-)
‘지량이’에서 북쪽으로 5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용지터’의 제3음절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용지터’는 ‘용지(龍池)’와 ‘터’로 분석된다. ‘龍池’는 ‘용못’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용이 살고 있는
못’, ‘용이 승천한 못’, ‘용처럼 긴 못’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곳에 있는 집터가 ‘용지터’이다.
큰 동네가 있었는데 용이 올라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위산거리(-山-)
‘산거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래산거리’와 짝을 이룬다.

은골
‘시루봉’의 ‘은적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은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은적골
‘시루봉’의 ‘남산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적골’은 ‘절골’과 관련된
어형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은젹골’로 나오고, 이에 대해 ‘恩積谷’이라는 한자 지
명이 대응되어 있다.

절골
‘멱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금은 절이 없다.

절안
‘시루봉’의 ‘방아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백련암 자리이다. ‘절 안쪽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절안날맹이
‘시루봉’의 산줄기이다. ‘이거이(李居易)’의 산소가 있는 곳이다. ‘절안’과 ‘날맹이’로 분석된다. ‘날맹
이’는 ‘산마루’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절안날맹이’는 ‘절 안쪽에 있는 산마루’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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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터
‘멱수’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일하다 쉬며 ‘참’을 먹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한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기와가 많이 출토되고 있다.

치마대(馳馬臺)
‘김유신장군탄생지’로부터 서쪽으로 600m 떨어진 지점이다. 김유신 장군이 유년 시절 말을 달리던
곳이라고 한다.

큰골
‘김유신장군탄생지’ 앞 우측으로 4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규모가 커서 붙여진 이름
이다.

큰보(-洑)
‘큰봇들’ 서쪽에 있는 보이다. 보의 규모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큰봇들(-洑-)
‘아래산거리’ 동쪽에 있는 들이다. ‘큰보(-洑)’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큰보’는
‘규모가 큰 보’라는 뜻이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큰봇들’이다.

태령산(胎靈山)/태봉산(胎峰山)/장태산(藏胎山)/길상산(吉祥山)
‘지량이’ 뒤에 있는 산이다. 상계리와 문봉리의 경계를 이룬다. 김유신 장군의 태를 묻었다는 산이
다. 지금도 산꼭대기에 태실(胎室)과 태아의 모습을 한 산성(길이 216m)이 남아 있다. ‘길상산(吉祥
山)’이라고도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胎靈山’과 ‘吉祥山’이 나온다.

태령산성(胎靈山城)
‘태령산’ 정상부에 있던 산성이다. 신라 시대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 산성이다.

태실(胎室)
‘태령산’ 정상의 김유신 장군의 태를 묻은 곳이다. ‘태실’은 원형으로 3단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흙
을 덮은 형태이다. ‘태실’을 둘러싸고 태령산 정상부에 석축을 쌓았는데, 태아의 모습을 닮은 타원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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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골
‘산거리’와 ‘멱수’ 사이로 들어가서 있는 골짜기이다. ‘터’는 ‘집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터골’은 ‘집
터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예전에 이곳에 집 두 채가 있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텃골,
텟골, 탯골, 턱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투구바우
‘김유신장군탄생지’로부터 정남향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투구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
이다.

판서봉(判書峰)
‘남산골’ 앞에 있는 산이다. 이거이(李居易)의 셋째 아들 이백신의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문봉리(文鳳里)


본래 진천군 서암면(西岩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문성리(文
城里), 의곡리(意谷里), 율목리(栗木里), 봉평리(鳳坪里), 용소리(龍沼里)를 병합하여 문성(文城)
과 봉평(鳳坪)의 이름을 따서 문봉리(文鳳里)라 명명하여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갈미봉(-峰)
‘동골’ 뒤쪽에 있는 산이다. ‘갈모봉’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갈모’는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유지(油紙)로 만든 우구(雨具)의 한 가지’이다. 펴면 고깔 비슷하게 위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갈모’처럼 위가 뾰족한 산봉우리가 ‘갈모봉’이고, 이것이 변하여 ‘갈미봉’이 된 것이다. 이 산에는
‘귀신골, 사기장골, 머그나무골, 원통골, 주녀니골, 도덕골, 느락골’ 등의 골짜기가 있다.

갈밭골
‘동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 중앙교회 근방이다. 갈 곳이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갈밭’은 ‘갈대밭’을 가리킨다. 이 ‘갈대밭’이 있는 골짜기가
‘갈밭골’이다. 전국에 ‘갈밭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한데, 대체로 ‘갈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한다.

감사무골/강사무골
‘동골’에서 동쪽으로 4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강사무골’로 발음하기도 한다. 비가 오면 강을
건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감사무’는 ‘감사묘(監司墓)’ 또는 ‘감나무’
의 변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자로 보면 ‘감사무골’은 ‘감사의 묘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
로 보면 ‘감사무골’은 ‘감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귀신골(鬼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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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있는 골짜기이다. 부부 교우가 살다가 귀신같이 행방을 감추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이곳은 예전에 죽은 아이들을 갖다 버리는 애장(-葬) 터였
다고 한다. 죽은 아이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골짜기라 하여 ‘귀신골’이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느락골
‘갈미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골’에서 보면 북쪽이 된다. 시신을 넣는 ‘널’을 만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느락골’은 ‘느라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느라골’에
‘ㅅ’이 개재된 ‘느랏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느라골’은 ‘늘골’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
정되고, ‘늘-’은 ‘延(늘어지다)’의 뜻이어서 ‘늘골’은 ‘길게 늘어진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느락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다른 지역에서는 ‘느락골’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
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느라골’에는 ‘어곡리(於谷里), 어락동(於樂洞)’ 등과 같은 한자 지명이 대응
된다. ‘느락’은 ‘느락보, 느락텡이’ 등에서도 확인되어 지명의 선행 요소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느락’은 ‘늘-[延], 느라-’ 등과 같이 ‘길게 늘어진 형상’을 지시한다.

대막거리(大幕-)
‘용소매기’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대막(大幕)’과 ‘거리’로 분석된다. ‘대막(大幕)’은 ‘큰 주막’의 뜻
이다. 그러므로 ‘대막거리’는 ‘큰 주막이 있던 거리’로 해석된다. 옛날 청주, 오창 방면에서 서울로
갈 때에는 이 길을 지나 백곡 ‘엽돈재’로 넘어 다녔다고 한다. 이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대산(大山)/대산골(大山-)/대상골(大-)
‘용소매기’에서 서북쪽으로 8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대산’은 한자 지명 ‘大山’으로 ‘큰 산’이라
는 뜻이다. 이 산은 마을 뒤에 있는 ‘태령산’을 가리킨다. ‘태령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이 ‘대산골’인
데, ‘골’을 생략한 채 ‘대산’이라고도 한다. ‘대산골’이 자음 동화되어 ‘대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국에 ‘대산’이라는 산이 아주 많다. ‘대’를 한자 ‘大’로 보기도 하지만, ‘竹’의 뜻으로 보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산골’로 나오며, ‘鳳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도덕골
‘갈미봉’의 ‘주녀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덕’은 ‘도둑’과 관련된 어형이어서 ‘두두룩한 형
상’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도덕골’은 ‘도둑골’과 같이 ‘두두룩하게 올라와 있는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덕’을 ‘道德’으로 보아 ‘덕이 있는 인재가 나올 마을’로 해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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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동골(東-)/동곡리(東谷-)
‘태령산’을 옆에 낀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현재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동골 분원이 있다. 이
곳은 예전에 천주교인들이 들어와 사기그릇을 굽고 망건을 만들던 곳이다. 천 냥이 나가면 천 냥이
들어올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부자 동네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동골’을 ‘돈골’의 변형으로 보는 것
이 통설이다. 그러나 ‘동골’의 ‘동’은 ‘東’일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유래 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
다. 전국에 ‘동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흔하다. 이에는 ‘동곡(東谷), 동동(東洞)’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이곳 ‘동골’ 마을은 큰 도로를 사이로 ‘양달말’과 ‘음달말’로 나뉜다.

뒤갈메기
‘성암초등학교’ 북서쪽에 있던 길로 ‘잣고개’로 연결되었다. 미군부대가 들어와 길이 없어졌다. ‘뒤’
와 ‘갈메기’로 분석된다. ‘갈메기’는 ‘갈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갈모기’의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갈목’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갈라지는 길목’ 정도로 해석되지 않나 한다. 아울러 ‘갈모기’나 ‘갈
메기’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차굴멍(馬車-)
‘중앙교회연수원’에서 동쪽으로 있는 축사의 뒤편 길이다. ‘마차(馬車)’와 ‘굴멍’으로 분석된다. ‘굴멍’
은 ‘구멍’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마차굴멍’은 ‘마차가 다니는 구멍’으로 해석된다. 마차가 다녀도
될 정도의 큰 산길을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현재에도 보존되어 있다.

막은가리
‘밤나무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세 가구가 살고 있다. ‘막은’은 ‘막-[防]’의 관형사형이고,
‘가리’는 ‘갈-[耕]’에서 파생된 명사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막은가리’는 ‘물을 막아서 경작하는 논’으
로 해석된다. 물이 귀한 곳이라는 점이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막장가리(맨 끝에 갈아 심는
논과 밭)’가 참고된다. 이 논 근처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그렇게 부른다. 행정리
에도 ‘막은가리’가 있다.

말림터골
지금의 ‘중앙교회연수원’ 자리이다. ‘말’을 ‘馬’의 뜻으로 보아 선비들이 말을 타고 다닌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말림’과 ‘터골’로 분석된다. ‘말림’은 ‘말림갓(나무나 풀을

문봉리(文鳳里) 121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여 가꾸는 땅)’을 가리킨다. 지명에서 ‘말림’은 대체로 ‘산’을 지시한다. ‘터골’
은 ‘집터나 절터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말림갓’에 있는, 집터나 절터가 있는 골짜기가 ‘말림터
골’이다.

문성리(文城里)
‘봉평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벽암리 ‘도당산성터’와 ‘문안산’ 밑이 된다.

문안산(文案山)/노적봉(露積峰)/관청산(官廳山)
‘문봉리, 행정리, 사석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잣고개’ 서편이 된다. 이 산 맞은편에 있는 ‘봉화산’이
붓처럼 생겼다고 하여 ‘문필봉(文筆峰)’이라 하는데, 이 ‘문필봉’을 안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문안산
(文-山)’이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文案山’으로 쓰고 있고, 또 ‘문한산’으로 발
음하기도 한다. 산의 모양이 사모 형상이어서 이 산이 비치는 곳마다 문장가와 재사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노적봉(露積峰)’은 이 산이 ‘노적가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청산(官廳
山)’29)은 ‘관청이 있던 산’으로 해석되나 실제 이 산에 ‘관청’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산에는
‘관청재’라는 고개도 있다.

문안산줄기고개(文案山-)
‘용소매기’ 뒤에 있는 고개이다.

머그나무골/머게나무골
‘동골’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머그’를 ‘먹[墨]’으로 보아 두 사람이 먹을 갈면 한 선비는 글을 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머그나무’나 ‘머게나무’
는 ‘머귀나무(오동나무)’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머그나무골’과 ‘머게나무골’은 ‘오동나무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바리산(-山)
‘동골’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바리’와 ‘산(山)’으로 분석된다. ‘바리’는 ‘바리미, 바리봉, 바리섬’ 등에
보이는 ‘바리’와 같이 중의 공양 그릇인 ‘바리때’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바리산’은 ‘바리때를
엎어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생긴 산’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산은 동그란 형상을 하고 있다. 전국에

29) <忠淸道邑誌>에 ‘官廳山’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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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산’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은 유래 설이 달려 있다.

밤나무골/율목리(栗木里)
‘봉평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밤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밤나무가 무성한 마을’로 해석된다. ‘밤
나무골’을 한자화한 지명이 ‘율목리(栗木里)’이다.

봉평리(鳳坪里)
‘용소매기’에서 서북쪽으로 600m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논밭으로 변하여 마을을 볼 수 없다.

북바위
‘용소매기’ 바로 옆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북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 위에서
북을 치면 마을에 평온이 오고 풍년이 든다고 한다. 전국에 ‘북바위’ 또는 ‘북바우, 북바구’라는 바위
가 대단히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북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암(鼓岩)’이
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하기도 한다.

사기장골(砂器-)
‘갈미봉’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기장’과 ‘골’로 분석된다. ‘사기장’의 어원은 몇 가지 관점에서 생
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沙器匠(사기그릇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면
‘사기장골’은 ‘사기를 만드는 사람이 살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둘째는 ‘사기점(沙器店)’에서 변한 어
형으로 본다. ‘사기점골’이 ‘사기정골’을 거쳐 ‘사기장골’로 변할 수가 있다. 이는 ‘점골’이 ‘정골’을 거
쳐 ‘증골’로 나타나고, ‘금점이’가 ‘금정이’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사기장골’은 ‘사기점골’
과 같이 ‘사기를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곳은 탄압을 피해 숨어 들어온 천
주교 교인들이 사기를 구워 생활하던 곳이라고 한다. 진천군에는 ‘사기장골’과 ‘사기점골’이라는 골
짜기가 여러 군데 있다. 셋째는 ‘沙器場’으로 보는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
기’에 ‘沙器場谷’을 대응하고 있는데, 이로써 ‘사기장’을 ‘沙器場’으로 볼 수 있다.

송장골(送葬-)
‘동골’ 동쪽 3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송장을 내다 버리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죽은 아이들을
갖다 버리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송장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은데, 대
체로 이와 같은 유래 설이 붙어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송장골’을 ‘무덤이 많은 골짜기’, ‘송씨
와 장 씨가 많이 살던 골짜기’, ‘송장이 있던 골짜기’, ‘상여를 메고 가다 송장이 굴러 떨어진 골짜

문봉리(文鳳里) 123

기’, ‘지형이 송장과 같은 골짜기’, ‘송 씨의 묘가 많은 마을’, ‘송 씨가 개척한 마을’ 등으로 설명하기
도 한다.

양달말(陽-)
‘동골’ 내에 있는 마을이다. ‘양달(陽-)’과 ‘말’로 분석되며, ‘양지쪽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음달말’과 갈린다.

원통골
‘갈미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잘 살다가 떠나기가 원통스럽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원통골’이라는 골짜기가 흔한데, 대체로 ‘원통사’나 ‘원통암’이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또는 ‘원통산’이라는 산에 있는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통’의 어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둥근 통’을 뜻하는 ‘圓筒’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원통골’은 ‘둥근 통처럼 둥그렇게 생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용소매기(龍沼-)/용소(龍沼)
‘대막거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소(龍沼)’라고도 한다. 전국에 ‘용소’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
다. 대체로 ‘용이 사는 못’ 또는 ‘용이 승천한 못’으로 해석한다. 실제 이 마을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
데, 이 연못에 살던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한편 마을 앞을 흐르는 내가 휘돌아
흐르던 곳을 ‘용소’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용소매기’는 ‘용소마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
이다. ‘용소마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용소막(龍沼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
태로 볼 수도 있고, ‘용소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용소모기’의 모음 변화형으로 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용소마기’는 ‘용소 근처에 있는 막’으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용소마기’는 ‘용소가 있
는 길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용소매기’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물여골/위미/운천동(雲泉洞)
‘용소’에서 북쪽으로 6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큰우물여골’과 ‘작은우물여골’로 나뉜다. 항상 깨
끗한 물이 솟아나온다고 하여 ‘우물여골’ 또는 ‘운천동(雲泉洞)’이라 했다고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우무레골’로 나오고 ‘文城’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우
무레골’은 ‘우물’과 ‘골’ 사이에 속격의 ‘에’가 개재된 어형으로 ‘우물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
울러 ‘우물여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운천동’을 ‘문천동’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또 ‘위미’라는
지명을 쓰기도 한다. ‘위미’는 ‘우무레골’에서 ‘레골’이 생략된 ‘우무’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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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달말(陰-)
‘동골’ 내에 있는 마을이다. ‘음달(陰-)’과 ‘말’로 분석되며, ‘음지쪽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도로를
사이로 ‘양달말’과 갈린다.

장고개(場-)
‘용소매기’에서 사석 ‘여술’ 쪽으로 가는 산 고개이다. 진천 장을 보러가기 위해 걸어 다니던 소로(小
路)이다. 6·25 한국 전쟁 무렵까지 이용하였다고 한다.

주녀니골30)
‘갈미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골’ 북쪽이 된다. 주인을 찾으려면 이 골짜기로 와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주녀니’는 ‘쥐눈이’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쥐눈이콩’이 ‘주
녀니콩’으로 실현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주녀니골’은 쥐의 눈처럼 검고 작은 골짜기
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들(中-)
‘대산골’ 앞에 있는 들판이다. ‘중’은 ‘中’이어서 ‘가운데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태령산(胎靈山)/태봉산(胎封山)/장태산(臧胎山/길상산(吉祥山)
‘대산골’ 서북쪽에 있는 높이 421m의 산이다. 문봉리와 상계리의 경계를 이룬다. 김유신 장군의 태
를 묻은 곳이어서 ‘태령산(胎靈山), 태봉산(胎峰山)’이라 한 것이다. 산 정상에 태아의 모습을 한 길
이 215m의 석성(石城)이 있다. 이 산 아래에 ‘길상사’가 있었기에, 일명 ‘길상산(吉祥山)’이라고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台峯山’으로 나온다.

토정고개
‘막은가리’에서 ‘우물여골’ 중간에 있는 고개이다. ‘土井’은 ‘토정’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토정’이라는
지명이 흔한데, ‘토우물(土-)’ 또는 ‘토물(土-)’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토우물’이나 ‘토물’은 ‘황토에
서 물이 솟는 우물’ 또는 ‘흙빛의 물이 솟는 우물’ 등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토정(土井)’도 그와 같
은 의미를 띤다. 이 ‘토정’이 있는 고개가 ‘토정고개’이다.

30)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100)에는 ‘준너그골’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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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시료기념비(許浚施療記念碑)
‘대막거리’ 앞에 있다. 허준(許浚)이 과거를 보러 가다 환자를 돌보았다는 집에 세워진 비이다.

흐렁골
지금의 ‘정진원’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우물여골’ 북쪽이 된다. 예전에는 아주 후미진 골짜기였
다고 한다.

금암리(錦岩里)


본래 진천군 서암면(西岩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금성리
(錦城里), 휴암리(鵂岩里), 주암리(珠岩里)를 병합하여 금성(錦城)과 주암(株岩)의 이름을 따서
금암리(錦岩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금성골(金城-)/금성굴(金城-)/금성리(金城里)
‘줄바위’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앞산에서 금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 ‘금성골(金城-)’이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한다. 앞산 전체를 채굴하여 속은 텅 비어 있다고 한다. 폐 금광에 ‘황금박쥐’ 약 4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금성’의 ‘금’을 ‘錦’으로 쓰기도 한다.

까치골
‘안금성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까치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까치’
를 ‘鵲’의 뜻으로 보아 ‘까치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까치골’은 ‘아치골’
에서 변형된 것일 수가 있다. ‘아치골’은 ‘앛골’로 소급한다. ‘앛골’에 조음소 ‘으’가 개재되어 ‘아츠골’
로 변하고 이어서 모음 변화에 따라 ‘아치골’이 될 수 있다. ‘앛’은 형용사 어간 ‘앛-[少, 小]’이어서
‘앛골’은 ‘작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아치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만약 ‘까치골’이 ‘아치
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작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까치’는 ‘까치골’을 비롯하여, ‘까치고
개, 까치내, 까치말, 까치산, 까치섬, 까치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대체로 작은 지형지물을 지시하는 데 이용된다.

동면들
금암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들이다. 예전에 큰 마을과 들이 있었다고 한다. ‘동면’은 ‘東面’일 가
능성이 있어, ‘동쪽에 있는 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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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죽바위
‘느티나무’에서 좌측 앞으로 냇가에 있는 바위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소재 ‘무죽바우’는 ‘부엉바위’와 함께 쓰이고 있으며, ‘해마다 부엉이가 새끼를 친다’는 설명
이 붙어 있다.

미력전골(彌-殿-)
‘부엉산’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미력전’은 ‘미륵전(彌勒殿)’의 모음 변화형이다. ‘미륵전’이 있는 골
짜기가 ‘미륵전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미력전골’이 된 것이다. 지금도 ‘미륵’이 있다고 한다.

방아선골
‘금성골’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아선’과 ‘골’로 분석된다. ‘방아선’은 ‘방아산’의 변형으로 추정
된다. ‘방아산’이라는 산이 전국에 널리 분포한다. 이는 ‘디딜방아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산에 있는 골짜기가 ‘방아산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방아선골’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방아산골’이라는 지명도 존재한다.

부봉사석조보살입상
‘부봉사’ 법당 옆 언덕에 안치되어 있는 석불이다. ‘부봉사’는 1979년 창건된 대한불교 원효종에 속
한 근래의 사찰이다. 석불 주변에서 옛 폐사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불상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부엉산(-山)/부흥산(-山)/휴암산(鵂岩山)
‘금성골’에서 남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산이다. 부엉이가 많이 서식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다. 이 산에는 상당량의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엉산’에는 ‘재피골, 종종골, 절
골, 쟁고다리, 안금성골, 금성골’ 등의 여러 골짜기가 있다. ‘부흥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엉산’
의 변형이다. 이 산에 금이 많다고 하여 ‘부흥’을 ‘復興’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부흥’은 ‘부엉’의 변
형에 불과하다. ‘휴암산(鵂岩山)’의 ‘휴암(鵂岩)’은 ‘부엉바위’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이 바위가 있는
산이 ‘휴암산’이다. ‘휴암산’이라는 명칭은 지금 잘 쓰이지 않는다.

산지터(山-)
‘금성골’ 뒷산에 있는 터이다. ‘산지’는 ‘산제(山祭)’의 변형이다. 그러므로 ‘산지터’는 ‘산제터’와 같이
‘산제당이 있던 터’로 해석된다.

128

샘골
‘금성골’에서 동북쪽으로 8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골짜기에
아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선녀바위(仙女-)
‘쟁고다리고개’ 가기 전 좌측에 있는 바위이다. ‘선녀가 놀던 바위’로 해석한다. 전국에 ‘선녀바위’라
는 바위가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송장골(送葬-)
‘안금성골’로 올라가는 길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송장을 버리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전국에 ‘송장
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그 유래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무덤이 많
은 골짜기’, ‘송 씨와 장 씨가 많이 살던 골짜기’, ‘송장이 있던 골짜기’, ‘상여를 메고 가다 송장이
굴러 떨어진 골짜기’, ‘지형이 송장과 같은 골짜기’, ‘송 씨의 묘가 많은 마을’, ‘송 씨가 개척한 마을’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는 ‘송장을 내다 버리는 골짜기’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송장골’
에는 상엿집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송장골’의 유래와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송장골’의 ‘송장’은 ‘송정(松亭)’이 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송장골’은 ‘송정골’의
모음 변화형이 되며, ‘소나무 정자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안금성골(-金城-)
‘금성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금성골’ 안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성골’에서 가장 골이
깊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안금셩골’로 나오며, 이에 ‘內錦城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안산(案山)
‘금성골’ 앞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주로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그렇게 부른다.

웃골
‘안금성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고개(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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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바타니’에서 진천 장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이다.

장춥거리
‘안금성골’로 가는 거리이다. 늘 춥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재피골
‘부엉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재피’는 ‘재피나무’, 곧 ‘조피나무(초피나무)’를 가리킨다. 전국에 ‘재피
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한데, 대부분 ‘재피’를 ‘재피나무’로 보고 그 유래를 설명한다. 이 ‘재피나
무’가 흔한 골짜기가 ‘재피골’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在皮谷’으로 나온다.

쟁고다리고개
진천에서 천안시 동면 방면으로 넘어 다니던 고개이다. ‘쟁고다리’와 ‘고개’로 분석된다. ‘쟁고다리’
는 ‘쟁기다리’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쟁고다리고개’는 ‘쟁기다리처럼 생긴 고개’로 해석된다.

절골[절꼴]
‘쟁고다리고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엉산’ 뒤편이 된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예
전에 절이 있었고, 이 절에 오래된 미륵이 있었다고 한다.

종종골/존중골
‘부엉산’ 왼쪽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종종’은 ‘종종골’을 비롯하여 ‘종종모랭이, 종종바우, 종종밭,
종종보’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어원은 알 수 없다.

줄바위/휴암(鵂岩)
‘금성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줄’은 ‘벌려 선 행렬’의 뜻이다. 그러므로 ‘줄바위’는 ‘줄지어 서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부엉산’을 내려온 바위가 개울을 건너 마을 뒤로 길게 이어져 있어서 ‘줄바위’라
한 것이다. 실제 장엄한 바위가 깎인 듯 솟아 병풍을 두른 모양을 하고 있다. 전국에 ‘줄바위’라는
바위가 적지 않다. 지역에 따라서는 ‘현암(絃岩)’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인다. <朝鮮地誌資
料>(1914 이전)에는 ‘쥴바의’로 나오며, ‘珠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휴암(鵂岩)’은 ‘부
엉바위’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부엉바위’는 ‘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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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골팅이
‘금성골’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과 ‘골팅이’로 분석된다. ‘골팅이’는 ‘골짜기’의 방언형이다. 그
러므로 ‘큰골팅이’는 ‘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석리(士石里)


본래 진천군 서암면(西岩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서암리(西
岩里), 여사리(如士里), 석박리(石礡里)를 병합하여 여사(如士)와 석박(石礡)의 이름을 따서 사석
리(士石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

가마골
‘여술’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가마’를 ‘숯가마’로 보아 ‘숯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전국에 ‘가마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해석한
다. 물론 ‘가마’를 ‘가마솥’이나 ‘기와, 질그릇 따위를 구어 만드는 굴’과 연계하여 ‘가마솥처럼 생긴
골짜기’, ‘가마솥 안처럼 생긴 골짜기’, ‘지형이 가마혈(-穴)인 골짜기’, ‘솥을 만들던 골짜기’, ‘가마처
럼 생긴 골짜기’, ‘그릇 가마가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가마’를 ‘가마솥’으로 해석하
는 지역에서는 ‘부곡(釜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기도 한다. 한편 ‘가마골’에는 ‘감골’에서 변
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감골’에 조음소 ‘아’가 개재되어 얼마든지 ‘가마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의 ‘가마골’은 ‘釜’의 ‘가마’와 연계하여 해석할 수 없다. ‘감골’이 ‘큰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감골’에서 변형된 ‘가마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이든 ‘큰 골
짜기’이든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가맛골, 가
막골, 가매골, 가맷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건너말
‘새텃말’ 서쪽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다. ‘건너-[越]’와 ‘말’로 분석되며,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
다. 특정 마을이 다른 마을이나, 샘, 내 등의 건너편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촌(越村)’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고리봉(-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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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텃말’ 뒤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산봉우리의 모양이 ‘고리’와 같이 둥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고리봉’을 그와 같이 설명한다. 대부분의 ‘고리봉’에는 ‘환봉(環峰), 환
산(環山)’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한편 ‘고리봉’은 ‘골봉(-峰)’에서 변형된 어형일 수도 있
다. ‘골봉’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고르봉’의 모음 변화형이거나 ‘골봉’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고릐
봉’의 모음 변화형일 수가 있다. ‘골봉’은 ‘골짜기가 많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고리봉’이 ‘골봉’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광덕사(廣德寺)
‘성암’의 ‘숲거리’ 동쪽 ‘고리봉’ 입구에 있는 암자이다.

굿골
‘고리봉’에 이르는 산골짜기이다. ‘굸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며, ‘굸골’은 ‘굴골’에 사이
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굴’은 한자 ‘窟’이어서, ‘굴골’은 ‘굴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굿
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물론 ‘굿’을 ‘물구덩이’의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굿골’은 ‘물
구덩이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굿골’이 대단히 많은데, ‘굴속처럼 긴 골짜기’, ‘국화가
무성한 골짜기’, ‘호랑이가 살던 굴이 있던 골짜기’, ‘굴바우가 있는 골짜기’, ‘굴이 있는 골짜기’ 등으
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굿골’은 자음 동화되어 ‘국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꽃봉오리
‘여술’ 동쪽에 있는 산이다. 현재 레이더기지 비행장이 있다. 전국에 ‘꽃봉오리’라는 산은 흔하지 않
지만 이와 유사한 ‘꽃봉’이라는 산은 아주 많다. ‘꽃봉’에 대해서는 ‘꽃’을 ‘花’의 뜻으로 보고 ‘꽃 봉
우리처럼 생긴 산’, ‘꽃이 많은 산’, ‘꽃처럼 생긴 산’ 등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꽃봉’의 ‘꽃’은 ‘곶(串)’
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곶봉’, 곧 ‘꽃봉’은 ‘곶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아울러 ‘꽃봉우리’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돌패기/석박(石博)
‘봉화산’과 ‘문안산’을 등지고 있는 마을이다. 돌팍’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돌팍’에 접미사 ‘-이’가 붙
어 ‘돌파기’가 되고, ‘돌파기’가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돌패기’가 된 것이다. ‘돌팍, 돌파기, 돌패
기’는 ‘돌멩이’의 방언형이다. ‘돌패기’라는 지명은 특정 지역에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패
기’를 선행 요소로 하는 ‘돌패기들, 돌패기보, 돌패기재’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명으로 쓰인
‘돌패기’는 지명의 후행 요소가 생략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돌팍’을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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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石博’이다. 이는 마을에 반석(盤石)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반석은 6·25 한국 전쟁 때
폭격으로 훼손되어 일부 조각만 남아 지금의 마을 느티나무 밑에 보존되어 있다. 매년 정월 보름
새벽에 이 반석에 제향(祭享)을 올리고 있다.

돌패기방죽(-防-)
‘돌패기’ 북쪽에 있는 방죽이다. ‘돌패기’와 ‘방죽’으로 분석된다. ‘돌패기’는 ‘반석(盤石)이 있는 마을’
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에 있는 방죽이 ‘돌패기방죽’이다.

두들미기/두들기
‘성암’ 뒷동산에 있는 들이다. ‘두들미’와 ‘기로
’ 분석된다. ‘두들미’의 ‘두들’은 ‘둔덕’의 방언형으로 중
세국어 ‘두듥’으로 소급한다. ‘두들기’에 ‘斗得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것을 보면(朝鮮
地誌資料 1914년 이전) ‘두들’이 ‘두듥’에서 온 것임이 분명해진다. ‘두들’은 ‘두들미’를 비롯하여 ‘두
들기, 두들들, 두들마, 두들못, 두들밭, 두들배기, 두들보, 두들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미’는 ‘山’을 뜻하는 ‘뫼’의 이형태이거나 ‘밑’에서 ‘ㅌ’이 탈락한 형태로 추
정된다. 전자로 보면 ‘두들미’는 ‘둔덕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두들미’는 ‘둔덕
의 밑’으로 해석된다. ‘기’는 지명의 후행 요소로서 주로 ‘들’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두들미기’는 ‘둔
덕으로 이루어진 산 아래에 있는 들’ 또는 ‘둔덕 밑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문안산성(文案山城)
해발 420m ‘문안산’ 정상부에 있던 산성이다. 삼국 시대에 쌓은 석축성이다.

물탕골(-湯-)
‘여술’에서 동북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탕(-湯)’은 ‘물이 새어 나와 이룬 탕’이라는
뜻이다. 이 물탕이 있는 골짜기가 ‘물탕골’이다. 전국에 ‘물탕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
체로 ‘약물탕’이나 ‘약수터’, 또는 물이 아주 찬 ‘옻샘’ 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곳
에서는 물로 탕을 끓이는 것 같은 약수가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미터골
‘돌패기방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밑골’에 속격의 ‘어’가 개재된 어형이거나 ‘밑터골’에서 제1음절
의 말음 ‘ㅌ’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전자로 보면 ‘미터골’은 ‘밑에 있는 골짜기’로, 후자로 보
면 ‘미터골’은 ‘아래 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가 길 밑에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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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유력하다.

배미골
‘봉화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미’는 ‘논배미’를 가리키거나 ‘뱀’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전자
로 보면 ‘배미골’은 ‘논이 있는 골짜기’ 또는 ‘논배미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배
미골’은 ‘뱀처럼 구불구불한 골짜기’ 또는 ‘뱀이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곳 ‘배미골’에는 예전에
논이 있었다는 점에서 ‘논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전국에 ‘배미골’이나 ‘배밋골’이
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뱀처럼 구불구불한 골짜기’나 ‘논이 많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봉화산(烽火山)/봉화뚝(烽火-)/솔산/소을산(所乙山)
사석리와 원덕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봉수대’가 있던 산이다. 이곳의 ‘봉수대’는 청주에서 오는
봉화를 받아서 충주 망이산(望夷山)으로 보내는 중간 역할을 하였다. 봉수대가 있기 전에는 이 산
을 ‘솔산, 소을산(所乙山)’이라 하였다. ‘솔산’에 대해서는 ‘솔’을 ‘松’의 뜻으로 보아 ‘소나무가 무성
한 산’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솔’은 형용사 어간 ‘솔-[狹]’일 가능성도 있어 ‘솔산’을 ‘산꼭대기가 좁은
산’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 산은 멀리서 보면 산꼭대기가 유독 작고 좁아 보인다. ‘솔산’을 한
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 지명이 ‘所乙山’이다.

봇들(洑-)
‘여술’ 앞에 있는 들판이다. ‘보(洑)’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으로 ‘보가 있는 들’로 해
석된다. 들에 농수를 공급하는 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모바위(紗帽-)
‘두들기’에 있는 바위이다. ‘사모(紗帽)’는 ‘관복을 입을 때 쓰던 벼슬아치의 모자’이다. 이 ‘사모’처럼
생긴 바위가 ‘사모바위’이다.

사충문(四忠門)
‘성암’ 아래에 있다. 이인좌(李麟佐)의 난 때 공을 세운 김천주(金天柱), 김천장(金天章), 김성추(金
聲秋), 김성옥(金聲玉)을 합설한 충신문이다. 조선 영조(英祖) 12년(1736)에 세웠다가 1958년 개축
하였다.

삼거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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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청주, 천안 방면으로 가는, 세 갈래 길이 있는 마을이다. 본래 ‘세 갈래 길’이라는 뜻인데, 이
길가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새골
‘여사’에서 서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는 ‘間’의 뜻이어서, ‘새골’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가마골’과 ‘미터골’ 사이에 있다.

새말
‘돌패기’ 오른쪽 앞에 있는 마을이다. ‘새’를 ‘新’의 뜻으로 보면 ‘새로 생긴 마을’로 해석되고, ‘새’를
‘間’의 뜻으로 보면 ‘사이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전국에 ‘새말’이라는 마을이 대단히 많은데, 대체
로 ‘새로 생긴 마을’로 해석하고 ‘신촌(新村)’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새텃말
‘배미골’ 밑에 있는 마을이다. ‘돌패기’ 마을에 속한다. ‘새터’와 ‘말’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
이다. ‘새터’는 ‘새로 조성한 터’라는 뜻이다. 이 터에 생긴 마을이 ‘새텃말’이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터말’로 나오며, ‘新基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
는 ‘새테말, 새태말, 새텟말, 새탯말, 사테말, 사태말, 사텟말, 사탯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울
러 ‘신기동(新基洞), 신대촌(新垈村), 신촌(新村)’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서당앞들(書堂-)/서당앞(書堂-)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1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서당 앞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예전에 이곳에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들’을 생략한 채 ‘서당앞’이라고도 한다.

서한순효자각(徐翰淳孝子閣)
‘신작로거리’에 있는 효자각이다. ‘서한순’이라는 사람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971년에 세웠다.

성암(聖岩)
‘여술’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聖岩’은 ‘성스러운 바위’라는 뜻이다. 이곳 마을에는 곳곳에 암벽이
솟아 있는데 세종대왕께서 이곳에 오셔서 ‘만뢰산(萬賴山)’과 ‘양천산(凉泉山)’에 진을 치게 하고 직
접 군사 훈련을 시킨 일이 있은 후부터 이 바위를 ‘성암(聖岩)’이라 불렀다고 한다. ‘성암’이라는
바위가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전국에 ‘성암’이라는 바위 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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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체로 ‘별바위, 밸바우, 빌바우’ 등과 같은 속지명과 함께 쓰인다. 이들에 대응되어 있는 ‘성암’
은 ‘星岩’인 것이 분명하다. 이곳 ‘성암’도 ‘별바위’에 대응되는 ‘星岩’이 아닌가 한다.

성암방죽(聖岩防-)
‘성암’ 뒤에 있는 소류지이다. ‘성암(聖岩)’과 ‘방죽’으로 분석되며, ‘성암에 있는 방죽’이라는 뜻이다.

성암앞들(聖岩-)
‘성암’ 앞 지암리 쪽에 있는 들판이다. ‘성암 마을 앞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송장내미(送葬-)
‘성암’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옛날에 송장을 묻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송장배미’
의 변형이 아닌가 추정된다. 전국에 ‘송장배미’라는 논이 많은데, ‘벼가 잘 죽는 논’, ‘홍수 때 송장이
떠내려 온 논’, ‘송장처럼 생긴 논’, ‘송장을 치워주고 얻은 논’, ‘송장을 넣는 널처럼 생긴 논’, ‘송장
을 버린 논’ 등의 여러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송장처럼 생긴 논’이라는 설이 믿을
만하다.

순산말낭/순사말낭
‘고리봉’ 서쪽에 있는 산등성이다. ‘순산’과 ‘말낭’으로 분석된다. ‘순산’의 어원은 알 수 없다. ‘말낭’
은 ‘마루’에 대한 방언형이다.

숲거리/쑥거리
‘성암’에서 동남쪽으로 50m 앞에 있는 마을이다. ‘쑥거리’라고도 한다. ‘숲거리’는 ‘숲’과 ‘거리’로 분
석되며, ‘숲이 우거진 거리’로 해석된다. ‘쑥거리’는 ‘숲거리’의 제1음절 받침 ‘ㅍ’이 대표음 ‘ㅂ’으로
발음이 나 ‘숩거리’가 되고, 제1음절의 받침 ‘ㅂ’이 ‘ㄱ’으로 교체되어 ‘숙거리’가 된 다음 된소리화한
어형이다. 이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신대골
‘문안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대’와 ‘골’로 분석된다. 전국에 ‘신대’라는 지명이 널리 분포하는데,
‘新垈’로 쓰며 속지명 ‘새터’가 대응되어 있다. 이곳 ‘신대골’의 ‘신대’가 ‘新垈’라면, ‘신대골’은 ‘새로
조성된 터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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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로거리(新作路-)
‘돌패기’에서 북쪽으로 1,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신작로(新作路)’와 ‘거리’로 분석된다. ‘신작
로’에 ‘路’와 의미가 같은 ‘거리’가 잉여적으로 덧붙은 어형이 ‘신작로거리’이다. 이 길을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여술/여수(如水)/여사(如士)
‘돌패기’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술’에 대해서는 옛날 안동 김씨 일가가 이주해 오면서 오행렬
(五行列)을 따라 자손이 번성하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여수(如水)’에 대해서는
1,500여 년 전 김 씨가 정착하여 선비를 많이 낳았다는 데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하고, 김 씨 유생이
이곳에 숙박하고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하여 ‘금생여사(金生旅舍)’라 했다는 데서 그 유래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여술, 여수, 여사’의 어원은 알기 어렵다. 다만 ‘여술’의 ‘술’은 ‘가술, 무술’ 등에 보이는
‘술’과 같은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여수’는 ‘여술’에서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 ‘여사’는 ‘여수’의 모
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여술’에 ‘如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
응되어 있다.

여우골
‘문안산’의 끝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우가 살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문안산’에는 ‘연지방골,
작은골, 큰골, 씸배골, 여우골’ 등의 여러 골짜기가 있다.

연지방골
‘문안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연지방아골’에서 ‘아’가 탈락한 어형이다. ‘연지방아’는 ‘연자방아’의 모
음 변화형이다. 그러므로 ‘연지방골’은 ‘연자방아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오소리펀던
‘성암’에서 문백면 태락리에 이르는 도로의 좌측에 있는 산이다. ‘오소리’와 ‘펀던’으로 분석된다. ‘펀
던’은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오소리펀던’
은 ‘오소리가 많이 사는 버덩’으로 해석된다.

자재암
‘성암’ 뒷산에 있는 암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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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개천
‘오소리펀던’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작은골
문안산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골’과 짝을 이룬다.

작은능골(-陵-)/작은넝쿨
‘사석파출소’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능골/큰넝쿨’의 남쪽이 된다. 옛날에 임금의 능이 있어 ‘능
골’이라 했다고 하나 믿을 수 없다. 아마도 큰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물론 ‘능골’
은 ‘는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능골’은 ‘길게 늘어진 형상의 골짜기’로 해
석된다. ‘능골’의 작은 쪽이 ‘작은능골’이고, 큰 쪽이 ‘큰능골’이다. ‘작은넝쿨’은 ‘작은능골’의 변형
이다.

잣고개/잣티
‘돌패기’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잣’을 ‘잣나무[柏]’로 보아 ‘잣나무’를 ‘잣나무가 많은 고개’로 해석한
다. 전국에 ‘잣고개’라는 고개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그 유래를 설명한다. 이에 따라
‘백치(柏峙), 백현(柏峴)’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한편 ‘잣’은 ‘城’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잣고개’가 있는 문안산(文案山)에 ‘문안산성(文案山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잣고개’는
‘성 밑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잣티’의 ‘티’는 ‘고개’의 뜻이다. 그러므로 ‘잣티’도 ‘잣나무가 많은
고개’ 또는 ‘성 밑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정문거리(旌門-)
‘사충문’이 있는 마을이다. ‘정문(旌門)’은 ‘충신, 효자, 열녀 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에 세우던
붉은 문’이다. 이 ‘정문’이 있는 거리가 ‘정문거리’이다.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
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정문거리다리(旌門-)
‘정문거리’ 동쪽에 있는 다리이다. ‘정문거리(旌門-)’와 ‘다리’로 분석된다. ‘정문거리’는 ‘정문이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아울러 그 거리 주변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거리에 있는 ‘다리’가
‘정문거리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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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들(中洑-)
‘성암앞들’에서 여술 쪽으로 나 있는 들이다. ‘여술’ 앞 하천 상류에는 ‘방앗보’가, 그 하류에는 ‘가정
들보’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보 사이에는 ‘중보(中洑)’가 있다. 이 보의 물로 농사를 짓는 들이 ‘중보
들’이다.

증산골(甑山-)
‘봉화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증산’은 ‘甑山’으로 쓰는 흔한 산 이름이다. ‘시루봉(-峰), 시리미, 시리
메, 술봉(-峰)’ 등과 같은 속지명에 대응되어 쓰이며, ‘시루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증산(甑山)’은 ‘시루봉’의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보고 한역한 지명이다. 그런데 ‘시루봉’의
‘시루’는 ‘수리’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루’가 ‘수리’의
변형이라면 ‘시루봉’은 ‘수리봉’으로 소급한다. ‘수리봉’은 ‘술봉’과 같이 ‘높은 봉우리의 산’이라는 뜻
이다. ‘수리봉’이 ‘시루봉’으로 바뀌어 형태상의 유연성이 상실되자, ‘시루봉’의 ‘시루’를 ‘둥근 질그릇’
으로 잘못 이해하고 ‘증산(甑山)’이라는 한자 지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증산’이라는 산에 있는 골짜
기가 ‘증산골’이다. ‘증산골’은 ‘시루처럼 생긴 산에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높은 산에 있는 골짜기’
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큰골(1)
‘잣고개’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큰골(2)
‘돌패기’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큰능골(-陵-)/큰넝쿨
‘약수암’ 남쪽으로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능골/작은넝쿨’ 북쪽이 된다. 옛날에 임금의 능이 있어 ‘능
골’이라 했다고 하나 믿을 수 없다. 아마도 큰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물론 ‘능골’
은 ‘는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능골’은 ‘길게 늘어진 형상의 골짜기’로 해
석된다. ‘능골’의 큰 쪽이 ‘큰능골’이다. ‘큰넝쿨’은 ‘큰능골’의 변형이다.

테링이재
‘여술’과 ‘삼거리’ 사이로 흐르는 도랑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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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미바우/할머니바우
‘돌패기’ 느티나무 밑에 있는 바위이다. 이 바위는 본래 큰 반석(盤石)이었으나 6·25 한국 전쟁 때
폭격으로 훼손되어 지금은 일부 조각만 남아 있다. 이 ‘반석’으로 해서 ‘석박(石博)’이라는 마을 이
름이 생겨난 것이다.

지암리(芝岩里)


본래 진천군 서암면(西岩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지장리(芝
長里), 유점리(鍮店里), 상가리(上加里), 산직리(山直里), 가암리(加岩里), 입장리(笠長里), 신리(新
里)를 병합하여 지장(芝長)과 가암(加岩)의 이름을 따서 지암리(芝岩里)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
面)에 편입하였다.

가루개
‘지장골’ 남쪽 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목장과 삼포(蔘圃)만 남아 있다. 근처에 ‘가루고
개’라는 고개가 있는 것을 보면, ‘가루개’는 ‘가루고개’에서 ‘고’가 생략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가루
고개’를 넘으면 바로 ‘가루개’ 마을이 나온다.

가루고개
‘지장골’에서 ‘가루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가루’를 ‘粉’의 뜻으로 보아 바람에 모래 가루가 많이
몰아쳐서 붙여진 이름 또는 ‘곱돌가루’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가루
고개’는 ‘가르고개’ 또는 ‘갈고개’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실제 ‘갈고개’와 함께 나타나는 지역
도 있다. ‘가르고개’의 ‘가르’는 동사 어간 ‘가르-[分]’이다. 그러므로 ‘가르고개’는 ‘갈라지는 고개’라는
뜻이다. 고개가 몇 갈래로 갈리는 지점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가능골
‘현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는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가는골’은 ‘가늘고 좁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가능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 골짜기에 들어선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가능골’은 지역에 따라 ‘가능굴’로 나타나기도 하며, ‘세곡(細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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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술(加述)
‘놋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골프장 건설로 이주하여 새롭게 형성되었다. 지암리 3구이다. 지형이
갓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가술’이라는 마을이
몇 군데 확인되는데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가술’의 ‘술’은 ‘여술, 무술’ 등에 보이는 ‘술’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술’은 혹시 ‘峰, 山’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에는 ‘가슐들(上加坪)’에서 보듯 ‘가슐’로 나온다.

가술소류지(加述小流地)
‘가술’ 서남쪽에 있는 못이다.

가장들/가정들
‘가술’ 동쪽에 있는 들이다. ‘가장’은 ‘자장자리’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가장들’은 ‘가장자리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가정들’은 ‘가장들’의 모음 변화형이다.

가정들보(-洑)
‘가정들’에 물을 대는 보이다. ‘가정들’은 ‘가장들’의 모음 변화형으로, ‘가장자리에 있는 들’이라는 뜻
이다. 이 들에 물을 대는 보가 ‘가정들보’이다.

감토봉(-峰)
‘덤바위’ 뒷산이다. ‘감토’는 ‘감투’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감토봉’은 ‘감투봉’과 같이 ‘감투 모양의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검박골
‘재경골’ 북쪽 하단에 있는 골짜기이다. ‘검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검바골’에 ‘ㅅ’이 개재
된 ‘검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검바골’은 ‘검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검바위골’의
‘검바위’는 ‘검은 바위’ 또는 ‘큰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검바위골’이다. 아울러
‘검바골, 검밧골, 검박골’도 ‘검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검박들
‘검박골’에 형성된 들이다. ‘검박’은 ‘검박골’의 ‘검박’과 같이 ‘검바위’를 가리킨다. ‘검바위’는 ‘검은
바위’ 또는 ‘큰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들이 ‘검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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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봉(高主峰)
‘가술’ 서쪽에 있는 산이다. ‘高主峰’으로 쓴다.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금선당(산)(-山)
‘놋점’ 남쪽에 있는 산이다. 이에 대해서는 “옛날 부잣집 머슴이 이곳에 소를 매기 위해 돌을 주워 말
뚝을 박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이 휘었다. 기이하여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자 그 돌이 금이라
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말뚝을 박았던 자리로 가서 그 돌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와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그래서 ‘金’을 이용한 명칭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한다.

깊은골
‘부처정골’ 북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깊은’과 ‘골’로 분석되며, ‘깊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
라서는 구개음화된 ‘짚은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산(南山)/삼각산(三角山)/환희산(歡喜山)
‘지장골’ 남쪽 뒷산이다. ‘남산(南山)’은 ‘지장골’ 남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삼각산
(三角山), 환희산(歡喜山)’이라고도 한다. ‘삼각산’은 ‘봉우리가 삼각형인 산’이라는 뜻이고, ‘환희산’
은 ‘기쁨을 안겨주는 산’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환희산’은 ‘하늘산’이 ‘한으산’을 거쳐 나타난 어형일
수도 있어 ‘높은 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 ‘환희’와 ‘하느(<하늘)’ 또는 ‘하누’가 대응되
어 나타나기도 한다. ‘남산’에는 ‘너른골, 바랑골, 조청골, 수리밭골, 오리나무골, 절안’ 등과 같은 여
러 골짜기가 있다.

남생이산(-山)/남성리
‘놋점’ 앞에 있는 산이다. 산의 형상이 ‘남생이’, 곧 ‘자라’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남생이’를 포함하는 ‘남생이골, 남생이바우, 남생이소’ 등의 지명이 흔한데, 이들에 대해서
도 ‘남생이’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한편 ‘남생이산’은 ‘남산이산(南山-山)’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남산이산’이 ‘남상이산’을 거쳐 ‘남생이산’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남생이산’은 ‘남산(南山)’과 같은 의미의 산이 된다. ‘남성리’라고도 하는데, 이는 ‘남생이’와 관
련된 어형으로 보인다.

너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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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너른’은 ‘너르-[廣]’의 관형사형이다. ‘너른바우, 너른밭, 너른봉, 너른여’
등에 쓰인 ‘너른’과 같다. 그러므로 ‘너른골’은 ‘넓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광곡(廣
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남산’에 있는 골짜기 중에서 가장 넓다고 한다.

놋점(-店)/유점(鍮店)
‘지장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놋’은 ‘놋쇠’를 가리키고, ‘점’은 한자 ‘店’이다. 그러므로 ‘놋점(-店)’
은 본래 ‘놋그릇을 만드는 공장이나 가게’를 뜻한다. ‘놋점’이 있던 마을이나 골짜기 등을 후행 요소
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놋점골’이라는 지명도 쓰인다. ‘놋점’에는 ‘유점
(鍮店)’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놋점’은 ‘놋점골, 놋점나루, 놋점들, 놋점소류지, 놋점재’ 등에
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활발히 쓰인다.

놋점소류지(-店小流池)
‘놋점’ 동쪽에 있는 못이다. 소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

덤바위(1)/가암(加岩)
‘덤바위’ 마을에서 동쪽으로 200m 어귀에 있는 바위이다. ‘덤’과 ‘바위’로 분석된다. ‘덤’은 ‘더미’와
같아서 ‘덤바위’는 ‘여러 바위가 더미로 얹혀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가암(加岩)’이라는 한자 지명
이 대응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덤바우, 덤바구, 덤방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덤바위’는 ‘덤바위
골, 덤바위들, 덤바위보, 덤바위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 중 ‘덤
바위골’은 ‘덤바골’ 또는 ‘덤박골’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덤바위(2)
‘놋점’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덤바위’는 본래 ‘여러 더미로 얹혀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덤바위’
가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큰덤바위’와 ‘작은덤바위’로 나뉜다.

독바위
‘놋점’에서 서쪽으로 1㎞ 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독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동명들(東明-)
‘새말’ 북쪽에 있는 들이다. ‘동명’을 ‘東明’으로 보아, 들에 햇빛이 가장 먼저 비치고 또 밝은 곳이라
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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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동산(-東山)
‘지장골’ 뒤에 있는 산이다.

마루들31)

이주하기 전의 ‘가술’ 마을 앞에 있던 들이다. ‘마루’는 중세국어 ‘[宗]’로 소급하며, ‘넓은, 큰, 높
은, 으뜸’ 등의 의미를 띤다. 특히 ‘마루’가 ‘들’과 결합할 때에는 ‘넓은’이나 ‘으뜸’의 의미를 띠는 것
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마루들’은 ‘넓은 들’, ‘으뜸이 되는 큰 들’로 해석된다. ‘말들, 마라들, 마래들,
마리들’ 등과 의미가 같다. 지역에 따라서는 ‘종평(宗坪)’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하기도 한다.

만복사(萬福寺)
‘새말’ 서남쪽에 있는 절이다.

만성사(萬聖寺)
‘놋점’에서 서북쪽으로 2.5㎞에 위치한 절이다. 수많은 인간이 성인이 되기를 축원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만성사석조여래입상(萬聖寺石造如來立像)
‘만성사’ 대웅전 옆 노천에 불단을 갖추고 봉안된 고려 시대의 석불이다. 1979년 이 절을 창건할 때
천안에서 옮겨온 석불로 알려져 있다.

망월산(望月山)/백두산(白頭山)
‘새말’ 뒤쪽에 있는 산이다. ‘망월산(望月山)’은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를 하는 산’이라는 뜻이다. 그
리고 ‘백두산(白頭山)’은 ‘산의 머리, 곧 정상 부분이 흰색인 산’이라는 뜻이다. 산의 정상에 ‘차돌바
위’가 있어 멀리서 보면 산머리가 하얗게 보인다. 전국에 ‘백두산’이라는 산이 적지 않다. 산꼭대기
에서 흰색의 백토, 고령토가 나거나 봉우리가 바위로 덮여 있어서 희게 보이는 산을 그렇게 부른다.
함경도와 중국 지린성에 접해 있는 ‘백두산’은 백색의 부석(浮石)으로 이루어진 산 정상이 멀리서
보면 희게 보여서 붙여진 명칭이다.

문수암(文殊岩)

31) 일부 주민들은 ‘마름들’로 발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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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 뒷산에 있는 암자이다.

미륵선골(彌勒-)
‘놋점’에서 북쪽으로 2㎞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미륵선(彌勒-)’과 ‘골’로 분석되며, ‘미륵이 서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이 골짜기에 미륵이 있었다고 한다.

바랑골
‘남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형이 ‘바랑(중이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바랑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한데, 대체로 그 유래를 이와 같
이 설명한다. 그런데 ‘바랑골’은 ‘바른골’이 ‘바릉골’을 거쳐 나온 어형일 수도 있고, ‘벼랑’을 지시하
는 ‘바랑’과 ‘골’이 결합된 어형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지형이 곧고 바른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벼랑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로 해석된다.

방아골
‘현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방아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방앗간이 있던 골짜기’,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 ‘연자방아가 있던 골짜기’, ‘방아처럼 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 등
과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는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설이 우세
하고 믿을 만하다. 골짜기가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다.

방앗보(-洑)
‘중보’ 위에 있는 보이다. ‘물레방아가 있던 보’라는 뜻이다.

방앗보들(-洑-)
‘방앗보’ 주변에 있는 들이다. ‘방앗보(-洑)’는 ‘물레방아가 있던 보’라는 뜻이다. 이 보의 물로 관개
하던 들이 ‘방앗보들’이다.

백변들
‘놋점’에서 동북쪽으로 1㎞ 지점에 위치한 들이다. ‘백변’과 ‘들’로 분석된다. 백사장을 개간하여 농
경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백변’은 ‘白邊’으로 추정된다.

범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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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범골’과 ‘재’로 분석된다. ‘범골’은 ‘범이 살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 위에 있는 고개가 ‘범골재’이다. ‘범골재’라는 고개가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
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부도(浮屠)
지암리에 있는 돌이다. 양쪽 끝을 뾰족한 모양으로 깎아 세웠는데, ‘佛紀 四年’이라는 글자가 씌어
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부처정골
‘바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처적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부처적골’은 ‘부처젓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고, ‘부처젓골’은 ‘부처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형태이다. 그리고 ‘부처젌골’은
‘부처절’과 ‘골’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형태이다. ‘부처절’은 ‘부처가 모셔져 있는 절’이라는 뜻이
다. 이 절이 있던 골짜기가 ‘부처젌골’, 곧 ‘부처젓골, 부처적골’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부처절골’ 또
는 ‘부처작골, 부처접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골[사꼴]
‘놋점’ 동쪽에 있는 들이다. ‘사’를 한자 ‘蛇’로 보아 ‘뱀같이 구불구불 길게 뻗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런데 ‘사골’은 ‘새골’에서 제1절음의 ‘ㅣ’가 탈락한 어형일 수도 있다. ‘새골’은 ‘사이에 있는 골짜기’
라는 뜻이다. 만약 ‘사골’이 ‘새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사골’도 이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 골짜기
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사자골
‘자래목’ 옆에 있는 산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직골(社稷-)’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본다. ‘사직골’에서 동음 ‘ㄱ’이 탈락하여 ‘사지골’이 되
고, ‘사지골’의 제2음절 모음이 제1음절 모음에 이끌려 ‘사자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직
골’과 ‘사자골’이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다. ‘사직골’은 ‘사직단(社稷壇)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므
로, 만약 ‘사자골’이 ‘사직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사자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사자
골’이나 ‘사작골, 사잣골’ 등의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사직단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는 ‘새젌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본다. ‘새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새젓골’이 되고
‘새젓골’이 자음 동화되어 ‘새적골’이 된 다음 모음이 변하여 ‘새작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작골’
에서 ‘ㄱ’이 탈락하여 ‘새자골’이 된 뒤에 제1음절의 부음 ‘ㅣ’가 탈락하여 ‘사자골’이 될 수 있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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젌골’은 ‘새절’과 ‘골’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절’은 ‘새로 지은 절’이라는 뜻이다. 이
절이 있던 골짜기가 ‘새절골’, 곧 ‘새젌골’이다. ‘사자골’이 ‘새젌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새
로 지은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자골’이 ‘새적골’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곳의 ‘사자골’은 분명 ‘새절’과 관련된 어형이다.

사태골/사타골
‘지장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두 집이 살고 있다. 전국에 ‘사태골’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아주 흔한데, ‘사태’를 ‘沙汰’로 보아 ‘산사태가 잘 나는 골짜기’로 해석한다. 이곳에서도 80여 년 전
에 큰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사태’는 ‘새터’의 변형으로 추정되어 ‘새로
조성된 터’ 또는 ‘사이에 있는 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새터골’이고, 이것이
‘새테골’을 거쳐 ‘사태골’이 된 것이다. ‘사태골’에서 제2음절의 ‘ㅣ’가 탈락한 어형이 ‘사타골’이다.

새골
‘새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새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새’를 ‘草, 鳥, 間, 新’
등의 뜻으로 보아 ‘풀이 많은 골짜기’, ‘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
‘새로 생긴 마을’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조곡(鳥谷), 간곡(間谷), 간동
(間洞), 신곡(新谷), 신동(新洞)’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이들 여러 유래 설 가운데는 ‘사이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 설이 유력하다. 골짜기나 마을이 특정 골짜기나 마을 사이에 있는 경우 그렇게
부른다. 한편 ‘새’는 동쪽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새골’은 ‘동쪽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새말/신리(新里)
‘입장골’ 서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신리(新里)’라고도 한다. 전답이 비옥하여 농사를 짓기에 적
합하기에 근방 주민들이 모여들어 새로 조성한 마을이다.

새말다리
‘새말’ 앞에 있는 다리이다. ‘새말’은 ‘새로 조성된 마을’ 또는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 앞에 있는 다리가 ‘새말다리’이다.

생골
‘작은덤바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샘골’은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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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아울러 ‘생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천곡(泉谷), 천동(泉洞)’ 등의 한
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한편 ‘생골’은 ‘사양골(斜陽-)’이 줄어든 어형일 수도 있다. ‘사양골’은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골짜기나 마을’이라는 뜻이다. ‘생골’이 ‘사양골’에서 줄어든 어형이라면
‘생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서낭당이(-堂-)
‘서낭당이고개’ 밑에 있던 마을이다. 예전에 세 가구 정도가 살았다고 한다. ‘서낭당’에 접미사 ‘-이’
가 결합된 어형이다. ‘서낭당’ 밑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서낭당이고개(-堂-)
‘놋점’ 동남쪽에서 ‘지장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낭당고개’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형태이다. ‘서낭당고개’가 ‘서낭당이 있는 고개’라는 뜻이므로, ‘서낭당이고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소개천(小-)/솟개울(小-)
‘지장골’ 앞에 있는 들이다. ‘소’는 한자 ‘小’이어서, ‘소개천’은 ‘작은 개천’으로 해석된다. ‘솟개울’은
‘소개울’(小-)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어서 이 또한 ‘작은 개울’로 해석된다. 이 하천 주변에 형
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소태봉(小胎峰)
‘놋점’ 앞에 있는 산이다. ‘소(小)’와 ‘태봉(胎峰)’으로 분석된다. ‘태봉산’ 옆에 있는 작은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고개
‘놋점’ 앞길에서 북쪽으로 200m 산자락에 있는 고개이다. 신도로가 나면서 일부만 남아 있다. ‘솔’
과 ‘고개’로 분석된다. ‘솔’은 ‘松’을 뜻하는 것이거나 형용사 어간 ‘솔-[狹]’일 가능성이 있다. 전자
로 보면 ‘솔고개’는 ‘소나무가 많은 고개’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솔고개’는 ‘좁은 고개’로 해석
된다.
‘솔고개’라는 고개가 전국에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소나무가 울창한 고개’로 해석하고 ‘송현(松峴)’
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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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밭골
‘남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수리밭’과 ‘골’로 분석된다. ‘수리밭’의 ‘수리’는 ‘술[峰]’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술, 수리’는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峰’ 또는 ‘高’의 의미를 띤다. 그러므로 ‘수리밭’은 ‘산
에 있는 밭’ 또는 ‘높은 곳에 있는 밭’으로 해석된다. 이 밭이 있는 골짜기가 ‘수리밭골’이다.

아갈딱바위
‘놋점’ 앞의 개울 건너에 있는 바위이다. ‘아갈딱’은 ‘입’의 속어이다. 그러므로 ‘아갈딱바위’는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의 바위’로 해석된다.

안놋점(-店)
‘놋점’ 서쪽의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다. ‘놋점’은 본래 ‘놋그릇을 만들어 팔던 가게’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 가게가 있는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놋점’ 마을의 안쪽이 ‘안놋점’이다.

안산(案山)
‘작은덤바위’에서 동남쪽으로 있는 산 능선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앞구레
‘놋점’ 앞에 있는 들이다. ‘구레’는 ‘물이 늘 고여 있는 물구덩이’를 가리킨다. 구레가 있는 마을 앞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구레들’은 바닥이 깊고 수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역적골[역적꼴]
‘아갈딱바위’ 밑에 있는 산골짜기이다. 전국에 ‘역적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존재한다. ‘역적이
무예를 익히던 곳’, ‘역적이 살던 곳’, ‘역적을 도모하던 이의 선대 묘가 있는 곳’ 등으로 해석한다.
이곳에서는 역적들이 피신해 있던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역적’은 ‘역적골’을 비롯
하여 ‘역적등, 역적바우, 역적봉, 역적산, 역적치’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이
나 이들에 쓰인 ‘역적’이 ‘逆賊’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리나무골
‘남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리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오리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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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샘
‘황새봉’에서 내리뻗은 산줄기 끝자락에 있는 샘이다. 80년대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후 경지
정리가 되면서 없어진 듯하다. 옻을 치료하는 데 효험이 있을 정도로 찬 물이 솟는 샘이다. 실제
옻이 오른 사람이 이 샘에 와서 몇 번 씻으면 옻이 나았다고 한다.

와우형(臥牛形)
‘큰덤바위’ 북쪽 마을을 둘러싼 산 능선이다. 소가 누운 형상을 하고 있어 ‘와우형(臥牛形)’이라 한
것이다.

용두머니(龍頭-)
‘남생이산’ 밑에 있는 개울이다. ‘용두머리’의 변화형이다. 이는 ‘소두머리’가 ‘소두머니’로 변한 것과
같다. ‘용두머리’는 ‘용두(龍頭)’에 ‘頭’와 의미가 같은 ‘머리’가 덧붙은 구조이다. ‘용머리’에 해당하는
산 밑에 있는 개울을 그렇게 부른다.

은내이
‘남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음달산(陰-山)
‘가술’ 남쪽에 있는 산 능선이다. ‘음달(陰-)’과 ‘산(山)’으로 분석되며, ‘음지쪽에 있는 산’으로 해석된다.

입장골(笠場-)
‘덤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갓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충남과 경계를
이룬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입장골’로 나오며, ‘笠長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
어 있다.

입장골들(笠場-)
‘입장골’ 앞에 있는 들이다.

자래목
‘큰덤바위’ 서남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자래’는 ‘자라’의 방언형이다. ‘자라목’과 같이 생긴 산봉우
리를 후행 요소 ‘봉(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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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덤바위
‘덤바위’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덤바위’는 ‘더미를 이루고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
바위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덤바위’의 작은 마을이 ‘작은덤바위’이다. ‘큰덤바위’
와 짝을 이룬다.

장판재
‘감토봉’ 밑에 있는 고개이다. 옛날 인근 4개 동 나무꾼들이 나무하러 와 장치기(杖-)를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장판재’라는 고개가 흔한데, 대부분 ‘장치기를 한 고개’로 설명
한다. 그러나 고개가 얼마나 넓으면 장치기를 하였을까를 생각하면 이와 같은 유래 설은 어딘지 의
심스럽다. 한편 ‘장’을 ‘長’으로 보아 ‘장판’을 ‘넓고 편편한 형상’을 지시하는 요소로 볼 수도 있다.
‘장판골, 장판들, 장판바우, 장판벌’ 등에서 보이는 ‘장판’과 같이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판재’는
‘넓고 펑퍼짐한 고개’로 해석된다.

재경골
‘놋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흙 빛깔이 잿빛처럼 검고 비옥하여 농사짓기에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재경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하다. ‘재경’을 ‘재궁(齋
宮)’으로 보아 ‘재궁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재경’을 ‘자작나무’로 보아 ‘자작나무가 많
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재경골’은 ‘개경골’에서 변한 어형으로 추정되며, ‘개경골’은 ‘가경골’
에 ‘ㅣ’가 첨가된 어형일 수 있다.

절고개
‘절안’에서 천안시 동면 죽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절’과 ‘고개’로 분석되며, ‘절 위에 있는 고개’
로 해석된다. 이곳에 아주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절안
‘지장골’ 계곡 맨 끝 지점이다. 예전 이곳에 몇 집이 살았다고 하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아
주 큰 절 안쪽에 있던 마을을 후행 요소 ‘골’ 또는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올라가는
깊 옆에 아직도 깎다만 돌부처가 있다.

절안절터
‘오리나무골’ 속에 있는 절터이다. ‘절안’은 ‘절 안쪽에 있던 마을’을 지시한다. ‘절안’ 마을에 있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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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절안절터’이다.

조청골
‘남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리나무골’ 동쪽이 된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주막거리(酒幕-)
‘서낭당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주막(酒幕)’과 ‘거리’로 분석되며, ‘주막이 있던 거리’로 해석된다.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암교(芝岩橋)
‘작은덤바위’ 동쪽에 있는 다리이다.

지장골(地藏-)/지장리(地藏里)
지암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라 시대에 지어진 ‘지장사(地藏寺)’라는 큰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한다. 지금도 절의 유허가 남아 있다.

지장골소류지(地藏-小流池)
‘지장골’ 남쪽에 있는 연못이다. 이곳의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지장사지(地藏寺址)
‘잠덕산(潛德山)’ 중턱에 있는 폐사지(廢寺址)이다. 지장보살을 모신 절이어서 ‘지장사(地藏寺)’라
한 것이다.

지장사지부도(地藏寺址浮屠)
‘지장사지’에 있는 부도(浮屠)이다. 이를 주민들은 ‘독부로’라 부르고 있다.

천장골/측량골
‘사태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천 씨네가 묘를 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천장’을 포함하는 지명에는 ‘천장골’ 이외에 ‘천장굴, 천장논, 천장들, 천장바우, 천장배미’ 등
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천장’처럼 높거나 높은 지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천장골’도 ‘높은 지대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측량골’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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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위
‘역적골’ 끝자락에 있는 바위이다. ‘칼’과 ‘바위’로 분석되며, ‘칼 모양의 바위’로 해석된다. 비스듬히
길게 뻗어 있는 형상이 ‘칼’을 닮았다. 전국에 ‘칼바위’라는 바위가 아주 흔한데 지역에 따라서는 ‘칼
바우, 칼바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도암(刀岩), 검암(劍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큰덤바위
‘덤바위’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덤바위’는 본래 ‘더미로 이루어진 바위’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 바
위 주위에 형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덤바위’의 큰 마을이 ‘큰덤바위’이다. ‘작은덤바위’와 짝
을 이룬다.

태봉산(胎峯山)
‘지장골’에서 동쪽으로 1.5㎞ 지점에 있는 산이다. ‘왕의 태를 묻은 산’이라는 뜻이다.

평리(平里)
‘입장골’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평평하다고 하여 ‘평리(平里)’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평리’는 ‘坪里’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벌판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마
을이 들로 변하자 마을 이름으로 들 이름을 삼은 예이다.

함덕거리
‘새말’ 앞에 있는 들이다. ‘함덕’과 ‘거리’로 분석된다. ‘함덕’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함덕
골, 함덕들’과 같은 지명에서는 ‘함덕’을 ‘함정’의 뜻으로 보고 그 유래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함덕거리’도 ‘함정’이나 ‘덫’을 놓은 거리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현골(玄-)
‘지장골’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은 한자 ‘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현골’은 ‘현곡(玄谷)’
과 같다. ‘현곡’에는 ‘가무실, 가마울, 가미골, 거문리, 거먹골’ 등의 속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가무실’
이나 ‘가미골’ 등은 ‘감실’ 또는 ‘감골’로 소급한다. ‘감실, 감골’은 ‘큰 골짜기’ 또는 ‘숲이 우거져서
검은빛을 띠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감골’이나 ‘가미골’의 ‘감, 가미’ 또는 ‘거먹골’의 ‘거먹’을 한자화
하여 ‘현골(玄-)’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황새봉(-峰)

지암리(芝岩里) 155

‘놋점’ 북쪽에 있는 산 능선이다. ‘황새’와 ‘봉(峰)’으로 분석되며, ‘황새가 떼로 날아드는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골프장 건설로 곧 사라질 처지에 있다.

덕산면(德山面)

용몽리(龍夢里)
신척리(新尺里)
한천리(閑川里)
합목리(合牧里)
산수리(山水里)
화상리(花上里)
인산리(仁山里)
구산리(九山里)
기전리(璣田里)
두촌리(斗村里)
석장리(石帳里)
옥동리(玉洞里)

용몽리(龍夢里)


진천군 소답면(所沓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몽촌리(夢村里),
대월리(大月里), 묘봉리(妙峰里), 용소리(龍沼里) 및 음성군(陰城郡) 맹동면(孟洞面)의 하돈리(下
敦里), 상돈리(上敦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용소(龍沼)와 몽촌(夢村)의 이름을 따서 용몽리(龍夢
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갈미봉(-峰)
덕산중학교 뒷산이다. ‘갈미’는 ‘갈모’의 변형으로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유지(油紙)로 만든
우구(雨具)의 한 가지’이다. 펴면 고깔 비슷하게 위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갈모’처럼 위가 뾰
족한 산봉우리가 ‘갈모봉’이고, 이것이 변하여 ‘갈미봉’이 된 것이다.

구말/몽촌(夢村)
면소재지에 있는 마을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구말’로 나오며 ‘夢村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조선 광해군 때 문신인 채진형(蔡震亨) 선생이 현몽(現夢)하여 잡은 자리라
하여 ‘꿈말[夢村]’이라 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꿈말’이 ‘구말’로 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구말’에서 ‘꿈말’이 나온 것이 자연스럽다. ‘구말’은 본래 ‘굼말’이
아니었나 하는데, 이것에서 동음 ‘ㅁ’이 탈락하여 ‘구말’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굼말’이 ‘꿈말’로 변
한 뒤에 이를 토대로 ‘몽촌(夢村)’이라는 한자 지명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몽촌’은 주로
‘안구말’을 지시하고 있다. ‘굼말’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굼’을
‘구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굼말’은 ‘움푹하게 팬 땅에 조성된 마을’로 해석된다. 전국에 ‘굼
말’ 또는 ‘굼마’라는 마을이 여럿 존재하는데, 지형이 구렁이 져 있거나 지대가 낮은 곳으로 해석하
기도 한다. 둘째는 ‘굼말’을 ‘곰말’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곰’은 ‘곰나루,
곰바우, 곰산’ 등에서 보듯 ‘大’의 뜻을 갖는다. 이에 따라 ‘곰말’은 ‘큰 마을’로 해석된다. ‘굼말’이 ‘곰
말’의 모음 변화형이라면 ‘굼말’ 또한 ‘큰 마을’로 해석된다. 아울러 ‘구말’이 ‘굼말’에서 변형된 것이
라면 이 또한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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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말장터(-場-)/시장(市場)
‘구말장터’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킨다. 한천리에 있던 ‘한천시장’이 홍수로 인하여 유실되자 시장을
‘구말’로 옮기고 ‘구말장터’라 불렀다. ‘구말장터’가 시장이어서 그저 ‘시장’으로 부르기도 한다. ‘구말
장터’가 생기고 난 뒤 예전의 ‘한천시장’은 ‘구장터’라 불렀다. ‘구말장터’, 곧 ‘시장’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자 그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구말장터’로 나오고, ‘閑川市’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그릇점(-店).
‘대월이’ 산골짜기에 있던 그릇 공장이다. 예전 이곳에 그릇을 굽던 질그릇 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느다리
‘용소말’ 앞 도랑에 있던 다리이다. ‘너다리’의 모음 변화형이다. ‘너다리’는 ‘널다리’에서 ‘ㄷ’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널다리’가 ‘널로 놓은 다리’라는 뜻이므로, ‘너다리’와 ‘느다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통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장마가 지면 떠내려가곤 했다고 한다.

대월이(大月-)
‘묘봉골’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개 기르는 집 한 가구만 남아 있다. ‘대월’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대월’을 ‘大月’로 보고 지형이 ‘큰 달’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
한 것은 아니다. 전국에 ‘대월’이라는 지명이 아주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월’의 ‘대’를 ‘竹’의 뜻으
로 보기도 하고, 한자 ‘大’로 보기도 한다. ‘대’를 ‘竹’의 뜻으로 보는 지역에서는 마을에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죽동(竹洞), 죽리(竹里), 죽림(竹林)’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
다. 그리고 ‘대’를 한자 ‘大’로 보는 지역에서는 ‘월’을 한자 ‘越’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큰
너머’라는 속지명을 함께 쓴다.

대월이들(大月-)
‘대월이’ 북쪽에 있는 들이다. ‘대월’을 ‘大月’로 보아 들이 달 모양으로 넓고 광활하여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한다.

대월이보(大月-洑)
‘대월이’에 있는 보이다. ‘대월이’와 ‘보(洑)’로 분석되며, ‘대월이들에 물을 대는 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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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울봉우리(望-峰-)
‘용소말’ 뒤에 있는 산이다. ‘망울(望-)’과 ‘봉우리(峰-)’로 분석된다. ‘망울’은 ‘망월(望月)’의 변형이다.
그러므로 ‘망울봉우리’는 ‘달을 바라보던 봉우리’로 해석된다. 대보름날 산봉우리에서 달맞이를 하
였다고 한다.

매산골(-山-)
‘묘봉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매산(-山)’과 ‘골’로 분석된다. 전국에 ‘매산’이라는 산이 아주
흔한데, 그 유래 설 또한 다양하다. ‘매화낙지(梅花落地)의 명당이 있는 산’, ‘매처럼 생긴 산’, ‘매
사냥을 하던 산’, ‘말처럼 생긴 산’ 등의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을 그대
로 믿을 수는 없다. ‘매산’의 ‘매’는 ‘매화, 매[鷹], 말[馬]’ 등으로 볼 수 없다. ‘매’는 본래 ‘山’을 뜻하
는 보통 명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매산’은 ‘山’을 뜻하는 두 단어가 중첩된 지명이 된다. ‘매
산’에 있는 골짜기가 ‘매산골’이다.

메기보(-洑)
‘구말장터’에서 동북쪽으로 700m 지점에 있는 보다. 보(洑)에 ‘메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한다. ‘메기’는 ‘메기보’를 비롯하여 ‘메기바우, 메기수, 메기재’ 등에서도 발견된다.

면소골목(面所-)/면소골(面所-)
‘구말장터’에서 면사무소로 돌아가던 골목이다. ‘면소(面所)’와 ‘골목’으로 분석된다. ‘면소’는 ‘면사무
소’가 줄어든 어형이다. 그러므로 ‘면소골목’은 ‘면사무소가 있던 골목’으로 해석된다. ‘면소’는 ‘면소
골목’을 비롯하여 ‘면소터, 면소고개, 면소뒷말, 면소뜸, 면소말, 면소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면소골목’에서 ‘목’이 생략된 어형이 ‘면소골’이다.

모래봉(-峰)(1)/흰봉(-峰)(1)/묘봉(妙峰)
‘묘봉골’ 북동쪽에 있는 산이다. ‘모래봉’은 ‘모래’와 ‘봉(峰)’으로 분석되며, ‘모래가 많은 산’으로 해

석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모봉’으로 나오며, ‘沙峰’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
어 있다. 산이 주로 모래로 되어 있어 멀리서 보면 희게 보인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흰봉(-峰)’이
다. 그리고 모래 산이 묘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묘봉(妙峰)’이다.

모래봉(-峰)(2)/흰봉(-峰)(2)
‘모래봉’ 밑에 있는 마을이다. ‘모래봉’, 곧 ‘흰봉’ 밑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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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부른다.

목골들
‘구말장터’ 남쪽에 있는 들이다. ‘목골’과 ‘들’로 분석된다. ‘목골’의 어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못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아 ‘못이 있던 마을’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목’을 ‘項’의 뜻으로 보아 ‘길목이 되는 마을’로 해석하는 것이다. ‘목골’ 앞에 형성된 들이 바로
‘목골들’이다. ‘목골’은 ‘목골들’을 비롯하여 ‘목골고개, 목골구레, 목골못, 목골방죽, 목골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목골들’로
나오며, ‘牧洞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묘봉(妙峰)/묘봉골(妙峰-)/요봉골(-峰-)
‘안구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묘봉(妙峰)’은 ‘묘한 산봉우리’라는 뜻이다. ‘백봉산’에 있는 산봉
우리가 묘하게 생겼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 산 밑에 조성된 마을이 ‘묘봉골’이고, ‘묘봉
골’에서 변한 어형이 ‘요봉골’이다. 그리고 ‘묘봉골’에서 ‘골’이 생략된 어형이 마을 이름으로서의 ‘묘
봉’이다.

바우배기(1)
‘묘봉골’ 앞에 있는 산이다. ‘바우’와 ‘배기’로 분석된다. ‘바우’는 ‘바위’의 방언형이고, ‘배기’는 ‘박-’에
서 파생된 ‘바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차돌배기, 참나무배기’ 등에서도 ‘-배기’가 확인된
다. 그러므로 ‘바우배기’는 ‘바위가 박혀 있는 곳’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지금은 바위가 없다. 전국에
‘바우배기’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바우배기(2)
‘용소말’ 북쪽에 있는 작은 산이다. ‘바위가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돌이 없는 지역인데, 바위
두 개가 박혀 있다.

백운암(白雲庵)/흰봉절(-峰-)
‘모래봉’에 있는 절이다. ‘모래봉’, 곧 ‘흰봉’에 있는 절이어서 ‘흰봉절’이라고도 한다.

번개골/도깨비골/화랭이모이골
‘묘봉골’ 동쪽 야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깨비불이 번쩍거린다고 하여 ‘번개골’이라 한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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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옛날에 도깨비가 자주 출현했다고 하여 ‘도깨비골’이라 한 것으로 설명한다. 일명 ‘화랭이모이
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화랑이(광대와 비슷한 놀이꾼의 패)의 무덤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산마루가든촌(山-村)
‘구말장터’에서 ‘용소말’로 가는 산마루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삼거리(三-)/우시장말(牛市場-)
‘대소, 맹동, 진천’으로 나가는 삼거리에 조성된 마을이다. ‘삼거리’는 ‘세 갈래의 길’이라는 뜻의 거
리 이름이다. 이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우시장말(牛市
場-)’은 이곳에 소시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몽촌지(上夢村池)/웃몽촌지(-夢村池)/웃방죽(-防-)
‘안구말방죽’ 위쪽에 있는 못이다. ‘웃몽촌지(-夢村池), 웃방죽’이라고도 한다.

상보(上洑)
‘묘봉골’ 북서쪽에 있던 보이다. ‘위쪽에 있던 보’라는 뜻이다. 보는 지금 없어져 볼 수 없다.

새말
‘용소말’에 속한 마을이다. 작은 언덕을 사이에 두고 호수가 많은 쪽은 ‘큰말’, 적은 쪽은 ‘새말’이라
한다. ‘새말’은 ‘새로 조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새텃말(1)
‘묘봉골’에 속한 마을이다. ‘새터’와 ‘말’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로 잡은 터에 조성
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새텃말(2)
‘안구말’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두세 가구가 살았으나 지금은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

샘건너
‘용소말’ 앞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마을 바로 앞에 있던 ‘샘’ 건너편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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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당유허비(蓴塘遺墟碑)
‘안구말’ 입구 산기슭에 있는 비석이다.

순채(蓴菜)
‘안구말’ 입구 산기슭을 가리킨다. 이곳에 순채(蓴菜)가 자라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순채’는 수련과에 딸린 다년생 풀로 연못 같은 곳에 저절로 난다. 광해군 때 문신인 채진형(蔡震亨)
선생이 관직을 그만두고 몽촌에 와 한거할 때 순채를 이식한 후 지금까지 이 지역의 특산물로 전해
진다고 한다.

싸전(-廛)
‘구말장터’에 있는 마을이다. ‘쌀전’(-廛)에서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 ‘쌀을 파는 가게’라는 뜻이다.
‘싸전’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자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아래몽촌못(-夢村-)/하몽촌지(下夢村池)/아랫방죽(-防-)
‘안구말’ 방죽 아래에 있던 연못이다. ‘하몽촌지(下夢村池), 아랫방죽’이라고도 한다. 방죽을 메워 묘
목을 심었다.

안구말/안꿈말/몽촌(夢村)
‘구말장터’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잦은 홍수로 한천리에 있던 시장을 ‘구말’ 지역으로 옮겨온 후
본래의 ‘구말’을 ‘안구말’이라 불렀다고 한다. ‘안구말’은 ‘구말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안구말’은 본래 ‘안굼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이 변하여 ‘안꿈말’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안구말방죽(-防-)/몽촌지(夢村池)
‘안구말’에 있는 방죽이다. ‘몽촌지(夢村池)’라고도 한다.

앞구레들
‘용소말’ 앞에 있는 들이다. ‘앞’과 ‘구레들’로 분석된다. ‘구레’는 본래 ‘낮아서 물이 늘 괴어 있는 땅
바닥’, 곧 ‘구렁’을 가리킨다. ‘구레’가 많은 들이 ‘구레들’이다. ‘구레들’은 바닥이 깊고 물이 풍부하여
기름지다. 이 ‘구레들’의 앞쪽이 바로 ‘앞구레들’이다.

약주공장(藥酒工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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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이보’ 위쪽 산에 있는 공장이다. 근래 아파트 800세대가 입주하였다.

용소말(龍沼-)/용소(龍沼)
‘묘봉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소(龍沼)’와 ‘말’로 분석된다. ‘용소’에 대해서는 ‘용이 승천한 못’
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을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용이 승천하였다는 이야기
가 전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용이 숨어 있는 못’, ‘용처럼 긴 못’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용
소’가 있는 마을이 ‘용소말’이다. ‘말’을 생략한 채 ‘용소’라고도 한다. 언덕을 경계로 호수가 많은 쪽
은 ‘큰말’, 그것이 적은 쪽은 ‘새말’이라 한다.

우물
‘안구말’ 앞에 있는 우물이다. 300년 이상이 된 우물로 알려져 있다.

유성기보(-洑)
‘묘봉골’ 서남쪽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그 형태만 남아 있다. 지형이 ‘유성기’와 같고 물이 유성기판
이 돌아가듯 돌며 내려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유성기’의 ‘유성’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나 ‘柳城’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
정하는 것은 ‘유성리’에 ‘버들밭’이라는 속지명이 대응되어 쓰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유성’은
‘유성기’를 비롯하여 ‘유성산성, 유성천, 유성평야’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
인다. ‘기’의 어원도 분명하지 않으나 지명의 후행 요소로서, 주로 ‘들’이나 ‘마을’을 지시한다. ‘유성
기보’는 ‘유성기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율리(栗里)
‘용소말’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예전 ‘용소말’이 있던 곳이다. 산적 떼가 자주 출몰하여 지금의 ‘용
소말’로 옮겨 왔다고 한다. ‘율리’는 ‘栗里’로 추정된다. 전국에 ‘율리’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밤나
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대체로 ‘밤실, 밤골’ 등과 같은 속지명과 함께 쓰인다. ‘율리’는 ‘율리
골, 율리다리, 율리동, 율리보, 율리소류지, 율리숲’ 등에서 보듯 지명의 후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
인다.

장고개(場-)
‘용소말’에서 남쪽으로 1㎞ 지점에 있는 작은 고개이다. 마을에서 시장으로 가려면 넘어야 하는 고
개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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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언효자문(蔡慶彦孝子門)
‘안구말’ 입구에 있는 정려(旌閭)이다. 채경언(蔡慶彦)이라는 사람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조선 영조
(英祖) 19년(1743)에 세웠다.

추동골
‘용소말’ 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추동’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楸洞’일 가능성도 있다.
‘楸洞’은 ‘가래골’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래골’의 ‘가래’를 ‘가래나무’로 보아 ‘가
래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을 농기구의 하나인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로 보아 ‘가래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추곡
(楸谷)’이나 ‘추동(楸洞)’과 같은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한편 ‘가래골’의 유래는 다른 각도에서 생
각해 볼 수도 있다. ‘가래골’을 ‘가라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래골’이 ‘가라골’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가라골’은 ‘가르골, 갈골’과 같이 ‘갈라져 나온 형
상의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래골’이 ‘가라골’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래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가래’는 ‘가래골’을 비롯하여 ‘가래기, 가래내, 가래논, 가래들, 가래목, 가래바우, 가래
배미, 가래봉, 가래실, 가래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에 보이는
‘가래’ 또한 ‘가라’와 같이 ‘갈라져 나온 형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큰말(1)
‘묘봉골’에 속한 마을이다. 규모가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새텃말’과 짝을 이룬다.

큰말(2)
‘용소말’에 속한 큰 마을이다. 작은 언덕을 사이에 두고 가구 수가 많은 쪽은 ‘큰말’, 적은 쪽은 ‘새말’
이라 구분한다.

항복들
‘용소말’ 서편에 있는 큰 들이다. ‘한보들(-洑-)’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한보들’이 ‘한봇들’, ‘항봇들’을
거쳐 ‘항복들’로 나타날 수 있다. ‘한보’는 ‘큰 보’라는 뜻이다. 이 보의 물로 농사를 짓는 들이 ‘한보들’
이다. 만약 ‘항복들’이 ‘한보들’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항복들’ 또한 ‘큰 보가 있는 들’로 해석된다.

신척리(新尺里)


본래 진천군 소답면(所畓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가척리(加
尺里), 가신리(加新里), 신대리(新垈里) 및 음성군(陰城郡) 맹동면(孟洞面)의 상동리(上敦里), 신
촌(新村)의 일부를 병합하여 가척(加尺)과 신대(新垈)의 이름을 따서 신척리(新尺里)라 명명하고
덕산면에 편입하였다.

가늑보(-洑)
‘시추보’ 아래에 있던 보이다. 저수지로 편입되어 볼 수 없다. ‘가느보(-洑)’로 소급한다. ‘가느보’에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가늣보’가 되고, ‘가늣보’가 자음 동화하여 ‘가늑보’가 된 것이다. ‘가늑개’의
‘가늑’도 그와 같은 것이다. ‘가느보’는 ‘가늘보’에서 제2음절의 종성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가늘보’
가 ‘가늘고 긴 보’라는 뜻이므로, ‘가느보’를 비롯하여 ‘가늣보, 가늑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가령골
‘홍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가신말(加新-)/신가자울(新-)
‘가재울’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신’을 ‘加新’으로 쓰고, 옛날 ‘가재울(곧 ‘가척’)에 살던 사람들
이 이주하여 산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다 부유해진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서도 ‘가신’을
‘加新’으로 적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가신말’은 ‘갓인말’일 가능성
도 있다. ‘갓’은 ‘가장자리’로 추정되어 ‘갓인말’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가신
골’을 ‘가새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가신’이 ‘가새’, 곧 ‘가장자리’와 관련된 어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가자울(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가재울(구가자울)’ 사람들이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어
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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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골
‘서낭댕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장’은 ‘가장자리’라는 뜻이어서, ‘가장골’은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대체로 산의 끝자락에 자리한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가골, 갓골’ 등과 조어
관점이 같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자골, 가좌골, 재장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국에 ‘가장골’이
라는 골짜기 이름이 아주 흔하다. ‘가장’을 한자어 ‘假葬’으로 이해한 뒤 ‘가매장을 하던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재울/가좌동(可佐洞)/가척(加尺)/구가자울(舊-)
‘홍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재울’에 대해서는 산세가 갑각류 ‘가재’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고려 말 경주 김씨 벼슬아치가 이곳에 낙향하여 눈물로 한탄하며 지내던 중
‘가재’ 한 마리가 우물 속에 매일 나타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가좌동
(可佐洞)’에 대해서는 국가를 보좌하던 벼슬아치들이 낙향하여 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한다. 그러나 ‘가재울’과 ‘가좌동’에 대한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가재울’은 ‘가재골’로
소급한다. ‘가재골’의 제2음절 부음 ‘ㅣ’에 영향을 받아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가재올’이 되고, ‘가
재올’의 제3음절 모음 ‘ㅗ’가 ‘ㅜ’로 변하여 ‘가재울’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재골’은
‘가자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설명된다. ‘가자골’이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가
재골’이나 ‘가재울’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가좌동(可佐洞)’은 ‘가자골’을 그저 한자의 음을 이용
하여 표기한 것뿐이다. ‘가척(加尺)’은 ‘가자골’의 ‘가’를 한자 음을 이용하여 ‘加’로, ‘자’를 한자 훈을
이용하여 ‘尺’으로 바꾼 지명이다. ‘구가재울’은 ‘신가재울’ 마을이 생긴 연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걸이미
‘큰지펄’과 ‘작은지펄’ 아래에 있는 큰 들이다. ‘걸의미’에서 변형된 것이 아닌가 한다. ‘걸’은 ‘도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대바지(廣垈-)
‘해방촌’ 남쪽에 있는 들이다. ‘광대(廣垈)’는 ‘넓은 터’라는 뜻이다. ‘광터(廣-)’에 대한 한자 지명이
다. ‘광대골, 광대논, 광대동, 광대모랭이, 광대배미, 광대봉, 광대산’ 등에 보이는 ‘광대’도 그와 같은
것이다. ‘바지’는 ‘받[田]’에 접미사 ‘-이가
’ 결합된 ‘바디의
’ 구개음화 어형으로 ‘넓은 지역을
’
가리킨
다. ‘구레바지, 모세바지, 큰바지’ 등에 보이는 ‘바지’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광대바지’는 ‘넓
고 광활한 들’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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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레바지
‘가재울’ 동쪽에 있는 들이다. ‘구레’는 ‘물이 늘 괴어 있는 구렁’이라는 뜻이고, ‘바지’는 ‘받[田]’에 접
미사 ‘-이’가 결합된 ‘바디’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넓은 지역’을 가리킨다. ‘광대바지, 모세바지, 큰바
지’ 등에 보이는 ‘바지’와 같다. 그러므로 ‘구레바지’는 ‘구레가 있는 넓은 들’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
에는 조그만 구레논이 많다.

구레보(-洑)
‘구레바지’에 있던 보이다. ‘구레’는 ‘물이 늘 괴어 있는 구덩이’라는 뜻이다. 이 구레가 있는 보가
‘구레보’이다. 보가 크고 수원이 좋아 약 2㎞ 이내의 전지(田地)에 관개하였는데 지금은 논으로 바
뀌어 볼 수 없다.

군량골
‘홍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군량’을 ‘軍糧’으로 보아 ‘군량을 쌓아두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고
구려 군이 ‘대모산성’에서 백제, 신라의 연합군과 싸울 때 이곳에 군량미를 보급했다는 이야기가 전
한다. ‘큰군량골’과 ‘작은군량골’로 나뉜다. 전국에 ‘군량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한데 대체로 군
량(軍糧)과 관련된 이야기가 결부되어 있다.

군량골들
‘군량골’에 있는 들이다. ‘군량골’과 ‘들’로 분석된다. ‘군량골’은 ‘군량을 쌓아두던 골짜기’로 해석한
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이 ‘군량골들’이다.

꽃샘골/화천(花泉)
‘가재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꽃샘’과 ‘골’로 분석된다. ‘꽃’을 ‘花’의 뜻으로 보아 ‘꽃샘’을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샘’으로 해석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화천(花泉), 화정(花井)’ 등의 한자 지명을 대
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꽃’은 ‘花’의 ‘꽃’이 아니라 ‘곶(串)의 변형일 수 있다. 그렇다면 ‘꽃샘’은 ‘곶
샘’으로 소급하고 ‘곶 밑 있는 샘’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샘은 길게 뻗어 나온 산줄기의 아래에 있
었다. 예전에 옻이 오르거나 땀띠가 나면 이 샘에 가서 몸을 닦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폐쇄되었다.
이 ‘꽃샘’이 있던 마을이 ‘꽃샘골’이다.

꽃샘거리
‘꽃샘골’ 부근에 있는 거리이다. ‘꽃샘’은 ‘곶(串) 밑에 있던 샘’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지금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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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샘물을 먹을 수 없다. 샘 부근에 있는 거리가 ‘꽃샘거리’이다.

높은봉(-峰)/높은벵이
‘뒷골’ 북쪽 높은 곳에 있는 들이다. ‘높은 산봉우리’라는 뜻이다. 산에 옹기종기 높은 봉우리가 많
다. ‘높은벵이’는 ‘높은봉’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높은봉이’가 ‘높은벙이’로 변한 뒤에 나타난 어형
이다. 이곳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도덕골
‘가재울’에서 ‘해방촌’으로 가는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덕’과 ‘골’로 분석된다. ‘도덕’은 ‘도둑’과
관련된 어형이어서 ‘두두룩한 형상’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도덕골’은 ‘도둑골’과 같이 ‘두두룩하게
올라와 있는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동자골
‘바탕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형국이 ‘동자’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
명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동자골’을 골짜기에 절을 짓고 동자부처를 모셨기에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한다.

두주덤
‘가재울’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뒷고래방죽(-防-)
‘뒷골’에 있는 방죽이다. ‘뒷골방죽’에 처격의 ‘애’가 개재된 어형이다. ‘뒷골’은 ‘뒤쪽 또는 북쪽에 있
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있는 방죽이 ‘뒷골방죽’, 곧 ‘뒷고래방죽’이다.

뒷골
‘가재울’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떼집거리
‘가신말’ 앞 대로변(大路邊)에 있던 마을이다. 예전에 한량, 건달패들이 모여 주색잡기를 하던 주
막거리이다. ‘떼집’과 ‘거리’로 분석되며, ‘떼로 지은 집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뗏집거리’로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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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망월봉(望月峰)/망울산(望-山)
‘홍깨’ 뒤에 있는 산이다. ‘달맞이를 하던 산’이라는 뜻이다. ‘망울산’은 ‘망월산’의 모음 변화형이다.

모세바지
‘가재울’ 서쪽에 있는 들이다. ‘모세’와 ‘바지’로 분석된다. ‘모세’는 ‘모래’의 방언형이고, ‘바지’는 ‘받
[田]’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바디’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넓은 지역’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모세바
지’는 ‘모래로 된 넓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바탕골
‘가재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탕’은 본래 ‘마당[場]’의 뜻인데,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는 ‘넓고
평평함’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바탕골’은 ‘넓고 평평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방구터/방구테
‘가재울’ 서쪽에 있는 들이다. ‘방구’는 ‘바위’의 방언형이다. 그리하여 ‘방구터’는 ‘바위가 있던 자리’
로 해석된다. ‘방구테’는 ‘방구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방구터’와 의미가 같다. 이곳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방죽골(防-)
‘홍깨’에서 서남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방죽’과 ‘골’로 분석되며, ‘방죽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빨땡이
‘가늑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사당골(祠堂-)
‘홍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당(祠堂)’과 ‘골’로 분석되며, ‘사당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1980년에 세운 경주 김씨 사우(祠宇)가 있다.

상낭구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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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깨’에 있는 야산이다. ‘상낭구’와 ‘배기’로 분석된다. ‘상낭구’는 ‘향나무’의 방언형이다. ‘홍개’ 뒤
산 언덕에 수령 약 300년의 향나무가 서 있다. 나무를 고의로 꺾거나 해치는 사람에게는 액운이
따르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뭇잎이 잘 피지 않는 해에는 마을에 변고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배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곳’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상낭구배기’는 ‘향나무가 서 있는 곳’
이라는 뜻이다.

상낭구배기고개
‘상낭구배기’에 있는 고개이다. ‘상낭구배기’는 ‘향나무가 서 있는 곳’을 가리킨다. 이곳에 있는 고개
가 ‘상낭구배기고개’이다.

상사골
‘해방촌’이 있는 골짜기이다.

새텟말
‘홍개’ 마을 회관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테’와 ‘말’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테’는
‘새터’에 ‘ㅣ’가 결합된 형태로 ‘새로 조성된 터’라는 뜻이다. 이 터에 형성된 마을이 ‘새텟말’이다.

서낭댕이
‘취새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낭당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서낭당’이 있던 골짜
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수륵재
‘가재울’에서 ‘큰지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륵’을 한자 ‘肋’으로 보아 이 고개가 있는 산의 형국이
갈비뼈 모양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수륵’과 ‘재’로 분석된다. ‘수륵’은
중세국어 ‘수늙(고개)’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숭모사(崇慕祠)
조선 중기의 문신인 김상(金尙)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1988년에 중건한 사우(祠宇)이다.

승적골
‘홍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승적’을 ‘勝敵’으로 보아 적을 섬멸시키고 승리한 곳이어서 붙여진

신척리(新尺里) 173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이는 ‘승젌골’의 변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승젓골’이 되고 ‘승젓골’이 자음 동화에 의해 ‘승적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에 따라서는 ‘ㄱ’이 탈락하여 ‘승저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승젌골’은 ‘승절’과 ‘골’ 사이에 ‘ㅅ’이 개재
된 어형이다. ‘승절’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성절(城-)’의 모음 변화형일 가능성이 있는데, ‘성절
(城-)’은 ‘성 밑에 있는 절’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승젌골’은 ‘성젌골’과 같이 ‘성 밑에 있는 절골’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승적골’이나 ‘승저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시추보(-洑)
‘진대보’ 아래를 막은 보이다. 저수지로 편입되어 볼 수 없다.

신척저수지(新尺貯水池)
‘가재울’ 앞에 있는 저수지이다.

안산(案山)
‘홍깨’ 동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 앞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앞방죽(-防-)
‘가재울’ 앞에 있던 방죽이다. 익사 사고가 잦아 방죽을 메웠다.

양달말(陽-)
‘홍깨’에 속한 마을이다. ‘양달쪽에 자리한 마을’로 해석된다. ‘음달말’과 짝을 이룬다.

오강자리
‘가재울’ 앞에 있는 들이다. ‘오강처럼 오목하게 생긴 곳’으로 해석된다. ‘오강’은 ‘오강바우, 오강배
미, 오강쏘’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오강자리’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
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오룡가리고개(五龍-)
‘가재울’에서 ‘홍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옻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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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봉’ 꼭대기에 있는 샘이다. ‘옻’은 옻나무 진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이다. 빨갛
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하여 매우 가려운 것이 특징이다. 옻이 오르면 찬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찬물이 피부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찬물 중에서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찬물을 제공하는 샘물이 특효가 있다. 그리하여 ‘옻’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찬물이 나오
는 샘을 ‘옻샘’이라 한다. 곧 ‘옻샘’은 ‘옻을 고칠 수 있는 찬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음달말(陰-)
‘홍깨’에 속한 마을이다. ‘음달쪽에 자리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양달말’ 동쪽이 된다.

자장남구배기
신척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자장남구’는 ‘자작나무’의 방언형이고, ‘배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곳’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자장남구배기’는 ‘자작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해석된다.

작은지펄
‘지펄’ 북쪽에 있는 작은 들이다. 조그마한 ‘구레논’, ‘쉬논’이 많아 ‘작은지펄’이라 한다고 한다. 그렇
다면 ‘지펄’은 ‘진펄’에서 ‘ㄴ’이 탈락한 어형으로 ‘진 벌판’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큰지
펄’과 짝을 이룬다.

장고개(場-)
‘가재울’에서 ‘덕산장’으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이다.

장터굴
‘승적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에 장(杖)을 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한
편 ‘장터’는 ‘장(場)이 서던 곳’일 가능성도 있다. ‘장터’가 있는 골짜기가 ‘장터골’이고, 이것이 변하
여 ‘장터굴’이 된 것이다.

장터굴고개
‘홍깨’에서 ‘장터굴’로 가는 고개이다.

지펄
‘수륵재’ 서쪽에 있는 들이다. ‘진펄’에서 ‘ㄴ’이 탈락한 어형이 아닌가 한다. ‘진펄’은 ‘진 벌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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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지펄’이 ‘진펄’에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큰지펄’과 ‘작은지펄’로 나
뉜다.

진대보(-垈洑)
‘큰보’ 아래에 있는 보이다. ‘진대’와 ‘보(洑)’로 분석된다. ‘진대(-垈)’는 ‘진터’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진대보’는 땅이 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이곳에 있는 보가 ‘진대보’
이다.

취새미
‘동자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취나무’가 많아 ‘취산’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취새미’가 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혹시 ‘새미’는 ‘샘[泉]’의 변화형이 아닌가 한다.

큰바지
‘모세바지’ 남쪽에 있는 들이다. 들의 모양이 바지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
을 수 없다. ‘바지’는 ‘받[田]’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바디’의 구개음화 어형이기 때문이다. ‘바지’는
‘넓은 곳’을 지시하는데, 지명의 후행 요소로 쓰이면 대체로 ‘들’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큰바지’는
‘큰 들’로 해석된다.

큰보(-洑)
‘진대보’ 위에 있는 보이다. ‘규모가 큰 보’라는 뜻이다.

큰보건너(-洑-)
‘큰보’ 건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후행 요소 ‘골’ 또는 ‘실’이 생략된 어형이다.

큰지펄
‘지펄’의 큰 들을 가리킨다. ‘지펄’은 ‘진펄’에서 ‘ㄴ’이 탈락한 어형으로 ‘진 벌판’의 뜻이다. ‘작은지
펄’과 짝을 이룬다.

탑절이(塔-)
‘가재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탑절(塔-)’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탑이 서 있던 절’이라
는 뜻이다. 옛날 이곳에 조그만 절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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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수보(-洑)
‘시추보’ 아래에 있던 보이다. ‘퉁수’와 ‘보(洑)’로 분석된다. ‘퉁수’는 ‘퉁수바우, 퉁수배미’ 등에 보이
는 ‘퉁수’와 같이 ‘통소(洞簫)’의 변화형이 아닌가 한다. ‘퉁수보’는 ‘시추보, 가늑보’와 함께 저수지로
편입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해방촌(解放村)
‘가재울’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해방 후 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은 아홉 가구가 살고 있다.

홍개/홍깨
‘가신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에 충성하던 경주 김씨들이 고려 패망 후 벼슬을 버리고 이곳
에 낙향하여 ‘홍포(紅布)’를 벗고 살았다고 하여 ‘홍포(紅布, 붉은 관복)’라 하였는데, 이것이 일제
말 행정 구역 개편을 하면서 ‘홍개’로 변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믿을 수 없
다. ‘홍개’는 ‘홈개’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홈개’는 ‘물을 대기 위해 홈을 놓은 개울’이
라는 뜻이다. 만약 ‘홍개’가 ‘홈개’에서 온 것이라면 ‘홍개’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홍개’가 변
하여 ‘홍깨’가 된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홍’로 나오며, ‘新垈里’라는 한자 지명
이 대응되어 있다.

홍개방죽(-防-)
‘홍깨’ 동쪽에 있는 방죽이다. 지금은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다.

한천리(閑川里)


본래 진천군 소답리(所沓面) 지역이었다. 한천(閑川) 옆이 되므로 ‘한천(閑川)’, ‘한내’라고 불렀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목신리(牧新里)와 산정리(山井面)의 옥동리(玉洞里)
일부를 병합하여 한천리(閑川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갈보들(-洑-)
‘구시울’ 동쪽에 있는 들이다. ‘갈보(-洑)’와 ‘들’로 분석된다. ‘갈보’는 보 이름인데, 그 유래가 분명하
지 않다. ‘갈보’의 물로 관개를 하던 들이 ‘갈보들’이다.

구장터(舊場-)
‘구시울’에서 서남쪽으로 1㎞ 지점에 있는 터이다. ‘옛날 장터’라는 뜻이다. 이곳에는 예전에 ‘한천시
장(閑川市場)’이 있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閑川市’라는 한자 지명이 나온다. 큰 홍
수로 시장이 폐허가 되자 개울 건너 ‘구말’로 시장을 옮기고 ‘구말장터’라 불렀다. ‘구말장터’는 ‘구말’
에 새로 조성된 시장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말장터’가 생기면서 이전의 ‘한천시장’은 ‘구장터’로
불리게 된 것이다.

구시울/구실
‘가재울(신척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실’이라고도 한다. 마을의 지형이 ‘구슬’을 꿰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곡식의 열매가 잘 여문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구실’은 ‘구시울’이 줄어든 어형이다.

‘구시울’은 ‘구골’로 소급한다. 중세국어 ‘구’는 ‘구유’(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의 한 가지)를 가리킨다. ‘ㅿ’이 지역에 따라서는 ‘ㅅ’으로도 변하는데, 이로써 ‘구’가 ‘구

시’로 나타날 수 있다. ‘울’은 ‘골’이 ‘올’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그러므로 ‘구골’, 곧 ‘구시울’은
‘구유처럼 긴 지형의 마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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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천(德山川)
음성군 대소면에서 발원하여 덕산면 한천리를 지나 초평면 오갑리를 거쳐 문백면 구곡리에서 백곡
천과 합류하여 미호천으로 들어가는 내이다.

모정너머(茅亭-)/모종너머(茅-)
‘구시울’ 북서쪽에 있는 들이다. ‘모정(茅亭)’은 ‘짚이나 새 따위로 지붕을 이은 정자’라는 뜻이다. 이
‘모정’ 너머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모정너머’라 한 것이다. ‘모종너머’는 ‘모정너머’
의 제2음절 모음이 변한 어형이다.

모정터(茅亭-)
‘구시울’ 북쪽에 있던 터이다. ‘모정(茅亭)’은 ‘짚이나 새 따위로 지붕을 이은 정자’라는 뜻이다. 이
‘모정’이 있던 터가 ‘모정터’이다. 글방이 있어서 학생들이 쉬는 장소였다고 한다.

바위모퉁이
‘구시울’ 남쪽에 있는 모퉁이다. ‘바위’와 ‘모퉁이’로 분석되며, ‘바위가 있던 모퉁이’로 해석된다. 지
금은 바위를 볼 수 없다.

밤나무골
‘구시울’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밤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밤나무가 무성한 골짜기’로 해석된
다. 지금 ‘두원제관’이라는 공장이 들어와 있다.

지랭이들/지링이들
‘바위모퉁이’ 남쪽에 있는 들이다. 동네로 들어오는 초입이 된다. ‘지랭이’와 ‘들’로 분석된다. ‘지랭
이’나 ‘지링이’는 ‘지렁이’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지랭이들’은 ‘지렁이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들’로
해석된다. 실제 들이 긴 형상이다.

탑자리(塔-)/탑절자리(塔-)
‘구시울’ 북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탑절자리’와 함께 쓰이는 것을 보면 ‘탑자리’는 ‘탑절자리’에서
‘절’이 생략된 어형으로 보인다. ‘탑절자리’는 ‘탑이 있던 절의 자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탑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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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閑川)/한천천(閑川川)
본래 이름은 ‘한내’이다. ‘한’은 ‘하-[大]’의 관형사형이어서 ‘한내’는 ‘큰 내’로 해석된다. ‘한내’의 ‘한’
을 음차(音借)하고, ‘내’를 훈차(訓借)한 지명이 ‘閑川’이다. ‘한내’의 의미를 고려하면 ‘大川’으로 한
자화해야 한다. ‘한천’이 내 이름에서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어 쓰이자, 이 마을 앞을 흐르는 내를
‘한천’에 ‘천(川)’을 첨가하여 ‘한천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閑川’
에 ‘구말’가 대응되어 있다. ‘구말’ 앞을 흐르는 ‘구말내’를 ‘한천’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한천교(閑川橋)
‘한천’에 놓여 있는 다리이다.

합목리(合牧里)


본래 진천군 소답면(所沓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상목리(上
牧里)와 하목리(下牧里)를 병합하여 합목리(合牧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가마샘/승주우물(-主-)
‘성주암’에 있는 우물이다. 돌에서 물이 나오는데 농수로 쓸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다. ‘가마샘’의 ‘가
마’를 ‘탈것’으로 간주하여, 물이 차서 목욕도 하고 또 마시기 위해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물의 약효가 뛰어나 환자들이 가마를 타고 이곳에 와서 목
욕도 하고 물도 마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승주우물’의 ‘승주’는 ‘성주암(聖
主庵)’의 ‘성주’에서 변한 것이다. ‘성주암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이다.

거리목골
‘목골(하목)’ 복판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구말장터’로 들어가는 입구로, 술청과 음식 등을 파는 노
점거리가 있었다. ‘구말장터’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여 ‘목골’이라 한 것으로 설명
한다. ‘목골’에 노점거리가 있어서 ‘거리목골’이라 한 것이다.

구렁목고개
‘신촌’에서 ‘방죽안’으로 가는 고개이다. ‘구렁목’의 ‘구렁’을 ‘구렁이’로 보고, 고개가 구렁이가 기어
다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에 ‘구령목’으로 나오고, 또 이에 ‘九龍牧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구렁’
은 ‘구룡(九龍)’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아홉 마리 용이 이어진 듯 긴 길목이 ‘구룡목’이고, 이것이
변하여 ‘구렁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목에 있는 고개가 ‘구렁목고개’이다.

매봉재(-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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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죽안’ 서쪽에 있는 산이다. 산봉우리가 ‘매’의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실제 매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매봉(-峰)’은 아주 흔한
산 이름이기 때문이다. ‘재’는 ‘嶺’의 뜻이다. 그러므로 ‘매봉재’는 ‘매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로 해
석된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봉’로 나오며, ‘鷹峰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목골/목동(牧洞)
‘상목(신촌, 방죽안)’과 ‘하목(목골)’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상목
골(上牧洞)’과 ‘하목동(下牧洞)’으로 구분되어 나온다. 물론 ‘목골’은 ‘하목(下牧)’만을 가리키기도 한
다. ‘목’을 ‘項’의 뜻으로 보아 마을이 진천에서 ‘구말장터’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곧 ‘길목에 있는 마을’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편 ‘목골’은 ‘못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못골’은 ‘못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목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
를 띤다.32)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에 못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목골’을 한자로 바꾼
지명이 ‘목동(牧洞)’이다.

목골들
‘목골’ 앞쪽에 있는 들이다. ‘목골’과 ‘들’로 나뉜다. ‘목골’은 ‘길목에 있는 마을’ 또는 ‘못이 있던 마을’
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 앞에 있는 들이 ‘목골들’이다.

방죽안(防-)
‘상목’에 속하는 마을이다. ‘방죽의 안’이라는 뜻이다. 약 150여 년 전에 큰 방죽이 있었다고 한다.
‘방죽’ 안쪽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상목(上牧)
‘신촌’과 ‘방죽안’을 합친 마을이다. ‘하목(목골)’과 대응된다.

성주암(聖主庵)/승주암(-主庵)
‘승주물골’ 위쪽에 있는 암자이다. ‘승주암’이라고도 한다.

32)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54)에서는 마을에 큰 못이 있어 ‘못동’이라 하던 것이 ‘목동’, ‘목골’로
변한 것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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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물골(-主-)/승주우물골(-主-)
‘목골(하목)’에서 서남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승주물골’은 ‘승주우물골’에서 ‘우’가 생
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승주’는 ‘성주(聖主)’의 모음 변화형으로, 구체적으로 ‘성주암’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승주우물’, 곧 ‘승주물’은 ‘성주암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 우물을 ‘가마샘’이라고도
한다. 이 우물이 있는 골짜기가 ‘승주우물골’, 곧 ‘승주물골’이다.

신촌(新村)
‘상목’에 포함되는 마을이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다.

참샘골
‘목골(하목)’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찬샘골’에서 변한 어형이다.33) ‘진재’가 ‘짐재’로 나타나는 예
에서 보듯 종성 ‘ㄴ’이 ‘ㅁ’으로 변하는 예들이 간혹 보인다. ‘찬샘골’은 ‘찬샘’과 ‘골’로 분석되며, ‘찬
물이 솟는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참샘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하목(下牧)/목골
‘목골’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하목’을 ‘목골’이라고도 한다.

33)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55)에는 ‘찬샘골’로 기재되어 있다.

산수리(山水里)


본래 진천군 방동면(方洞面)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매산리(梅山里)
일부와 고수리(古水里), 중방리(中方里)를 병합하여 매산(梅山)과 고수(古水)의 이름을 따서 산수
리(山水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개구리바위
‘고수말방죽’에 있던 바위이다. 방죽이 매몰되면서 없어졌다. ‘개구리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다.

고수말(高水-, 古水-)/고수(高水, 古水)/고순말(高-, 古-)
‘중방’ 안에 있는 마을이다. 실제 발음은 ‘고순말’로 하고 있다. ‘고순말’은 ‘고숫말’의 자음 동화 형태
로 추정된다. ‘고숫말’은 ‘고수’와 ‘말’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형태이다. 그런데 ‘고수’의 어원은
알기 어렵다. ‘고수’를 ‘鼓手’로 보아 장단을 맞추어 북을 잘 치는 유명한 고수가 살았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지금은 ‘高水’ 또는 ‘古水’로 쓰고 있다.

고수말방죽(高水-, 古水-)/고수지(高水池, 古水池)
‘고수말’에 있던 방죽이다. 지금은 메워져 들로 변하였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고수지(高水池,
古水池)’이다. 방죽 위에 개구리 모양의 큰 바위 몇 개가 있었다고 한다. <輿地圖書>에는 ‘古是堤’
로 나온다. 그렇다면 ‘고수’는 본래 ‘고시’였을 가능성이 있다.

골방골/중방(中芳)/윗방골
‘방골(‘골방골’과 ‘벌방골’)’ 마을 중 골짜기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골방골’은 ‘골’과 ‘방골’로 분석되
며, ‘골짜기에 있는 방골’이라는 뜻이다. 벌판에 있는 ‘벌방골’과 비교된다. 이 마을은 ‘방골’ 가운데
위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윗방골’이라고도 한다. 아래쪽에 있는 ‘아랫방골’과 비교된다. <朝鮮地誌
資料>(1914 이전)에는 ‘골방골’에 ‘中方里’가 대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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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착지(歸農定着地)
‘중방’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5·16 혁명 이후 귀농한 사람들이 세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까치골
‘중방’과 ‘귀농정착지’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고개’ 동쪽이 된다. ‘까치’를 ‘鵲’의 뜻으로 보아
‘까치가 많이 서식하는 골짜기’로 해석한다. 전국에 ‘까치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한데 대체로 이
와 같이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작동(鵲洞)’이나 ‘작곡(鵲谷)’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한편 ‘까치
골’은 ‘아치골’에서 변형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아치골’은 ‘앛골’로 소
급한다. ‘앛골’에 조음소 ‘으’가 개재되어 ‘아츠골’이 되고, ‘ㅊ’ 아래의 ‘ㅡ’가 ‘ㅣ’로 변하여 ‘아치골’이
될 수 있다. ‘앛’은 형용사 어간 ‘앛-[少, 小]’이어서 ‘앛골’은 ‘작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아치골’이나 ‘까치골’도 ‘작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나비명당(-明堂)
‘중방’ 동쪽에 있는 산이다. 산의 지형이 ‘나비’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당자리의 명칭에는
‘개구리명당, 고양이명당, 제비명당, 왜가리명당’ 등에서 보듯 동물 이름이 많이 이용된다.

대골
‘웃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대’는 한자 ‘大’이거나 ‘竹’을 뜻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전자로 보면 ‘큰 골짜기’, 후자로 보면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곳 골짜기는 그렇게 큰 골짜기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121)에
서는 ‘큰 골짜기’로 해석하고 있다.

더니다리/덕인교(德人橋)
‘아랫방골’과 ‘상신리’에 걸쳐 있는 다리이다. 상신리의 ‘더니내’ 위에 놓여 있다. ‘덕인교(德人橋)’라
고도 한다.

뒷말랭이(1)
‘매산’ 뒤에 있는 산이다. ‘말랭이’는 ‘산마루’에 대한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뒷말랭이’는 ‘뒤쪽에 있
는 산마루’로 해석된다.

뒷말랭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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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방’의 ‘큰말’ 뒤에 있는 산이다. ‘뒤쪽에 있는 산마루’라는 뜻이다.

매산(梅山)/벌방골/아랫방골/하방골(下-)
‘중방’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중방’과 함께 ‘방골’에 속한다. ‘매산’을 뒷산 형태가 매화처럼 생겼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라 ‘梅山’으로 쓴다. 한편 멀리서 보면 산이 거북이처럼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전국에 ‘매산’이라는 산 이름이 대단히 많은데, ‘매’를 ‘鷹’의 뜻으로 보아
‘매같이 생긴 산’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매’를 한자 ‘梅’로 보아 ‘매화꽃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하기
도 한다. 그러나 ‘매’는 ‘山’의 뜻일 가능성이 있어, ‘매산’은 그저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두 요소
가 중첩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벌방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방골’ 가운데 벌판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
짜기에 형성된 ‘골방골’과 비교된다. 그런데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벌방골’이 아니라
‘병방골’로 기록되어 있다. ‘방골’ 마을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아랫방골’이라고도 한다.
‘아랫방골’에 대한 한자 지명이 ‘하방골(下-)’이다.

방골/방굴/방동(芳洞, 方洞)
‘매산’과 ‘중방’을 아우른 지역이다. ‘방’을 ‘꽃다울 芳’ 자로 보아 동네가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방동(芳洞)’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따르기
어렵다. ‘방골’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방’은 ‘房’이어서 ‘방처럼 아늑한 골짜기’
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방우골’에서 ‘우’가 탈락한 어형일 가능성이 있어 ‘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밤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이 있어 ‘밤나무가 무성한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설이 설득력이 있다. 이 마을은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방처럼 아
늑한 느낌을 준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골’의 유래를 대체로 이와 같이 설명한다. 한편 ‘고수말방죽’
에 큰 바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두 번째 설도 아주 무시할 수 없다.

방골들
‘방골’ 앞에 있는 들이다.

방동면터(芳洞面-)
‘방골’에 있는 옛 진천군 방동면의 터이다. ‘중방’ 서쪽이 된다.

방죽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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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고수말방죽’ 밑에 있는 들이다. ‘방죽’ 밑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뱀날가지/명당가지(明堂-)
‘중방’에서 동쪽으로 800m 지점에 있는 산이다. 산 능선이 뱀처럼 구불구불 길게 뻗어 있어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산소 자리로 명당이라 하여 ‘명당가지(明堂-)’라고도 한다.

봇들(洑-)
‘방골’ 앞에 있는 들이다. ‘보들(洑-)’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보를 막고 봇물을 이용하여 농
사를 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부챙이
‘매산’에서 동남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한 선비가 고명딸을 시집보내면서 ‘부창
부수(夫唱婦隨)’가 여자의 미덕이라 일렀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부챙
이’는 ‘부처당이(-堂-)’로 소급한다. ‘부처당이’는 ‘부처당(-堂)’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부
처당’은 ‘부처를 모신 당집’이라는 뜻이다. 마을에 ‘부처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챙이고개
‘부챙이’ 동쪽에서 옥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부챙이바위/정효자바위(鄭孝子-)
‘부챙이고개’에 있는 바위이다. 일명 ‘정효자바위(鄭孝子-)’라고도 한다.

비석거리(碑石-)
‘중방’ 입구에 있는 거리이다. ‘비석이 서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경주 정씨 ‘황남’의 아들 ‘환’과 그
손자 ‘이경’, 그리고 후손인 ‘우문’의 훈행비, 가락 김씨 ‘종열’의 훈행비, 그리고 ‘과제’ 선생의 비가
서 있는 거리이다.

산수리백제토기요지(山水里百濟土器窯址)
‘중방’ 마을 뒷산에 있는 백제 시대의 토기 요지이다. 총 8기의 가마터가 발굴되었는데, 길이 3m
내외의 소형이 4기, 8m 내외의 대형이 4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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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너머고개
‘방골’에서 삼룡리 ‘삼성너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삼천이매기통
‘방골’ 남쪽에 있는 들이다. 옛날 ‘삼천이’라는 사람이 봇도랑에 ‘매기’를 높이 막아 논에 물을 대어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이천매기통’이라는 유사 명칭이 있
는 것을 보면, ‘삼천이매기통’은 ‘삼천매기통’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매기’는 ‘막이’, 곧 ‘물막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매기통’은 ‘물막이 통’으로 해석된다. 이곳
에는 방죽보다 작은 ‘둠벙’이 있었다고 한다.

성림사(成林寺)
‘부챙이’ 마을 ‘큰애기봉’ 서쪽에 있는 작은 암자이다. 속칭 ‘매산(梅山)’이라 불리는 나지막한 야산
을 배산(背山)하여 남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랫물구리
‘역적무골’ 남쪽에 있는 들이다. ‘물구리’는 ‘물골’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물고리’의 모음 변화형이
다. ‘물골’이 ‘물이 흔한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물구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물구리’ 아래에 있
는 골짜기가 ‘아랫물구리’이다. ‘웃물구리’와 짝을 이룬다.

아랫방골/하방골(下房-)/하방(下房)
‘방골’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래’를 한자로 바꾸어 ‘하방골(下房-)’이라고도 하고, ‘하방골’에
서 ‘골’을 생략하여 하방(下房)’이라고도 한다.

앞산(-山)
‘매산’ 마을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 앞에 있는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적모이골(逆賊-)/역적무골(逆賊-)
‘중방’ 동쪽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에 ‘조백’이라는 사람이 역적모의를 한 곳이라 하여 붙
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모이’는 ‘뫼[묘]’의 방언형이어서 ‘역적모이’는 ‘역적의 뫼’라는 뜻이다. 실
제 이곳에는 역적이 살았고 이들의 묘가 여럿 있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그 묘를 볼 수가 없다.
한편 ‘무골’은 ‘물골’에서 ‘ㄹ’이 탈락한 어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무골’은 ‘물이 흔한 골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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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웃물구리’라는 지명의 ‘물구리’가 ‘물굴’, 곧 ‘물골’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지명일 수 있
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웃골
‘중방’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위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웃물구리
‘역적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구리’는 ‘물골’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물고리’의 모음 변화
형이다. ‘물골’이 ‘물이 흔한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물구리’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물구리’ 위
쪽에 있는 골짜기가 ‘웃물구리’이다. ‘아랫물구리’와 짝을 이룬다.

웃방골/중방(中房)
‘방골’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중방(中房)’이라고도 한다.

이천매기통
‘중방’ 서쪽에 있는 들이다. ‘매기’는 ‘막이’, 곧 ‘물막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매기통’은 ‘물
막이 통’으로 해석된다. 봇물을 막아두는 통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삼천이매기통’이 참고된다.

작은말
‘중방’에 딸린 작은 마을이다. ‘큰말’과 짝을 이룬다.

장고개(場-)
‘중방’에서 ‘덕산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태골’ 밑이 된다.

장태골
‘지아구니’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터골’이 ‘장테골’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전국에 ‘장터골’이
라는 골짜기가 많다. ‘장터’를 ‘시장터’로 보아 ‘시장터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장터’를
‘장치기를 하던 자리’로 보아 ‘장치기하며 놀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장터’의 ‘장’을 ‘張
氏’로 보아 ‘장 씨가 살던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장터’가 ‘시장터’나 ‘장치기 하던 곳’일 가능성은
있으나 ‘장 씨’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세 번째 유래 설은 주목할 바가 못 된다. 이곳에서는 ‘장태골’
을 ‘장치기를 하던 곳’으로 설명한다. 실제 장치기를 할 만큼 골짜기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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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피리
‘작은말’ 서쪽에 있는 들이다. ‘조정필’이라는 사람의 묘를 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얼마 전 토지 정리로 산소가 없어졌다고 한다.

중들(中-)
‘봇들’ 가기 전에 있는 들이다. ‘가운데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중방(中芳)
‘고수말, 큰말, 작은말’을 아울러 이르는 명칭이다.

지아구니
‘웃방골’에서 북쪽으로 7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아’는 ‘기와[瓦]’의 방언형이고, ‘구니’는 ‘굽-’
과 관련된 어형이다. 그리하여 ‘지아구니’는 ‘기와를 굽던 곳’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골짜기에서 전
에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

참나무쟁이
‘조정피리’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참나무정이’의 변형이다. ‘참나무정이’가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
해 ‘참나무젱이’가 되고, ‘참나무젱이’가 ‘ㅔ>ㅐ’에 따라 ‘참나무쟁이’가 된 것이다. ‘참나무정이’는 ‘참
나무정(-亭)’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참나무정’은 ‘참나무로 이루어진 정자’라는 뜻이다.
참나무가 무성한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참나무정이’라 한 것이고, 이것이 변하여 ‘참
나무쟁이’가 된 것이다.

칙덩서낭
‘중방’ 동쪽 700m 지점에 있는 산이다. ‘칙덩’은 ‘칡덩굴’을, ‘서낭’은 ‘서낭당’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칙덩서낭’은 본래 ‘칡덩굴이 많은 서낭당’으로 해석된다. 이 서낭당이 있던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큰말
‘중방’에 딸린 큰 마을이다. ‘작은말’과 짝을 이룬다.

화상리(花上里)


본래 진천군 방동면(方洞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상고리(上
古里), 습지리(濕池里), 화성리(花城里) 및 산정면(山井面)의 옥동리(玉洞里), 상구리(上九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화성(花城)과 상고(上古)의 이름을 따서 화상리(花上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
山面)에 편입하였다.

가자테
‘습지’ 북쪽에 있는 터이다. ‘가자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가자터’는 ‘가장자리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아울러 ‘가자테’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습지’ 마을 북쪽 가장자리에 해당한다. 이
곳에 황새가 날아들었다고 한다.

갱이들
‘아래고재’ 앞에 있는 들이다. ‘갱’을 한자 ‘更’으로 보아 보가 쉽게 파손되어 자주 고친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갱이들’은 ‘강이들(江-)’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고, ‘강이들’
은 ‘강들’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거나 ‘강들’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강의들’의 모
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강들’이 ‘큰 물가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므로 ‘강이들’이나 ‘갱이들’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건너말
‘습지’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지금은 집 한 채만 남아 있다.

고상치기
‘위고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 골짜기에 많은 꽃이 피어 마치 ‘꽃상’을 차려 놓은 것 같
다고 하여 ‘꽃상치기’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고상치기’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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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명하지 않다.

곶재/고재/화성(花城)/고척(高尺)
‘습지’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곶재’의 ‘곶’을 ‘花’의 뜻으로 보아 산에 진달래, 철쭉 등이 만발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곶’은 ‘바다나 평야를 향해 길게 내민 땅’을 가리킨다. 이
‘곶’에 나 있는 고개가 ‘곶재’이고, ‘곶재’에서 동음 ‘ㅈ’이 탈락한 어형이 ‘고재’이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고재’가 ‘고’로 표기되어 나오며, ‘花城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花城’은 ‘곶재’의 ‘곶’을 ‘花’로, ‘재’를 ‘城’으로 훈차한 한자 지명이고, ‘高尺’은 ‘고재’의 ‘고’를 ‘高’로 음
차하고 ‘재’를 ‘자’로 보아 ‘尺’으로 훈차한 한자 지명이다. ‘위고재(上古)’와 ‘아래고재(下古)’로 나뉜다.

귀농지(歸農地)/귀농마을(歸農-)/정착지(定着地)
‘습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1961년 7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긴급 경제 대책에 의해 동년
8월 22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현장에 50세대 321명이 귀농 정착하였다. ‘귀농지(歸農
地)’ 또는 ‘정착지(定着地)’라는 명칭은 이로써 생긴 것이다.

나라지
‘습지’ 앞 남쪽에 있는 들이다. 땅이 비옥하여 ‘나락(곡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어서 ‘나락지’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나라지’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높은들
‘아래고재’ 남쪽에 있는 들이다. ‘높은 지대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실제 들이 높은 지대에 있다.

뒷고래
‘습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래’는 ‘구레(물이 늘 괴어 있는 물구덩이)’와 같다. 이 ‘구레’로 이
루어진 골짜기가 ‘고래골’이다. ‘고래골’은 바닥이 깊고 수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뒤쪽에 있는
‘고래골’을 ‘골’을 생략한 채 ‘뒷고래’라 부른 것이다.

방구모팅이
‘웃고재’ 초입에 있는 모퉁이다. ‘방구’는 ‘바위’, ‘모팅이’는 ‘모퉁이’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방구모
팅이’는 ‘바위가 있는 모퉁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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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다대
‘아래고재’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産多垈’로 쓰고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이곳만은 농사가 잘되어
부유하게 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대’는
‘금다대, 돌팍대, 싸리대, 오래대’ 등과 같은 들 이름에 보이는 ‘대’와 같이 ‘垈’일 가능성이 있다.

산다대보(-洑)
‘산다대’ 들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보가 없다. 이 보의 물로 ‘위고재’와 ‘아래고재’ 앞들을 관개하
였다.

아래고재/하고(下古)
‘고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재’는 ‘곶재’의 변형으로 ‘곶에 나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
의 아래쪽이 ‘아래고재’이다. 그리고 이 고개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
게 부른다. ‘아래고재’에 대한 한자 지명이 ‘하고(下古)’이다.

오령골(五-)
‘습지’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령’을 ‘五齡(누에가 네 번째 잠을 잔 뒤부터
섶에 올릴 때까지의 사이)’으로 보아 누에가 넉 잠을 자고 섶에 오르기까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오령’은 ‘오룡(五龍)’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령골’은 ‘오룡골’로 소급하며, ‘다섯 마리 용의 모양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오령골’이 ‘오룡골’과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다.

오리장등
‘아래고재’에서 ‘어지미’로 넘어가는 작은 길이다. 고개의 형상이 ‘오리의 등’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오리’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장등’은 ‘길게 뻗은 산등성이’를
가리킨다.

옻샘
‘옻샘골’ 복판에 있는 샘이다. ‘옻’은 옻나무 진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이다. 빨갛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하여 매우 가려운 것이 특징이다. 옻이 오르면 찬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찬물이 피부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찬물 중에서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
고 찬물을 제공하는 샘물이 특효가 있다. 그리하여 ‘옻’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찬물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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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을 ‘옻샘’이라 한다. 곧 ‘옻샘’은 ‘옻을 고칠 수 있는 찬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옻샘골
‘위고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옻샘’은 ‘옻을 고칠 만큼 찬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이
샘이 있는 골짜기가 ‘옻샘골’이다.

위고재/상고(上古)
‘고재’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재’는 ‘곶재’로 소급하며 ‘곶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고재’의 위쪽
이 ‘위고재’이다. 이 고개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위고재’
아래 지역은 ‘아래고재(下古)’라 한다.

주보개들
‘습지’에서 옥동리의 ‘옥골’로 건너가는 들판이다. ‘주보개’와 ‘들’로 분석된다. ‘주보’는 ‘보’ 이름인 듯
하나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보가 있는 개울이 ‘주보개’이고, 이 개울이 흐르는 들판이 ‘주보개들’
이다.

지미실/습지(濕地)/습지리(濕地里)
‘위고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진미실’로 나온다. ‘진미실’은 ‘진
미’와 ‘실’로 분석된다. ‘진미’의 ‘진’은 이곳이 습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질다’의 관형사형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긴[長]’의 구개음화 어형일 수도 있다. ‘미’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뫼[山]’
의 이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진미’는 ‘땅이 진 산’ 또는 ‘길게 뻗은 산’으로 해석된다. ‘실’
은 ‘谷’의 뜻이다. ‘진미’라는 산에 있는 골짜기가 ‘진미실’이다. ‘습지(濕地)’ 또는 ‘습지리(濕地里)’라
고도 하는데, 이는 이곳이 습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집너머
‘습지’ 서북쪽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집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금 두 집이 살고 있다.

참샘
‘정착지’에 있는 샘이다. ‘찬샘’의 제1음절 종성 ‘ㄴ’이 ‘ㅁ’으로 변한 어형이다. 이는 ‘진재’가 ‘짐재’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찬샘’은 ‘찬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참샘’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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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찬샘’과 ‘참샘’이라는 샘이 전국에 널리 분포한다. 대체로 ‘한천(寒泉)’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
다. 지역에 따라 ‘찬샘’은 ‘찬새미, 찬새암’ 등으로, ‘참샘’은 ‘참새미, 참새암’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큰골탱이
‘습지’에서 서쪽으로 700m 지점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큰’과 ‘골탱이’로 분석된다. ‘골탱이’는 ‘골짜
기’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큰골탱이’는 ‘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큰봉두리(-峰-)
‘습지’에서 아래쪽으로 700m 지점에 있는 봉우리이다. ‘봉두리’는 ‘봉우리’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큰봉두리’는 ‘큰 봉우리’라는 뜻이다.

화씨골
‘습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 골짜기에 하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 ‘하씨골’이라고 했는
데, 이것이 변하여 ‘화씨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황새뒷들
‘아래고재’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뒷골’은 ‘뒤에 있는 골짜기’ 또는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뒷골’에 황새가 많이 날아와 놀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희야태
‘습지’ 서남쪽에 있는 들이다. ‘태’는 ‘터’가 변한 어형으로 추정되나 ‘희야’의 어원은 알 수 없다. ‘희’
는 ‘흰[白]’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인산리(仁山里)


본래 진천군 방동면(芳洞面) 지역으로 ‘어지미’ 또는 ‘인산(仁山)’이라 불렀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방동면의 산직리(山直里), 매산리(梅山里), 화성리(花城里) 및 산정면(山
井面)의 영주리(永酒里), 그리고 덕문면(德文面)의 신대리(新垈里), 상가리(上加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인산리(仁山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고만이뿔/고만이들
‘어지미’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고만이뿔’은 ‘고만이’와 ‘뿔’로 분석된다. ‘고만이’의 어원은 분명하
지 않다. 지역에 따라서는 ‘풀[草]’의 일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뿔’은 ‘불’의 된소리 어형이고, ‘불’
은 ‘벌’과 같다. 그러므로 ‘고만이뿔’은 ‘고만이들’과 차이가 없다. ‘고만이뿔’과 ‘고만이들’은 ‘고만뿔’
과 ‘고만들’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구레
‘홍까래’ 동쪽에 있는 들이다. ‘구레’는 ‘낮아서 물이 늘 괴어 있는 땅바닥’, 곧 ‘구렁’을 가리킨다. 이
구렁이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실제 ‘구레들’이라는 지명도 쓰인다.
‘구레’는 ‘구레들’을 비롯하여 ‘구레골, 구레논, 구레말, 구레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활
발히 쓰인다.

널번지
‘인산말’에서 ‘옥동’으로 가는 넓은 산과 들을 가리킨다. 형용사 어간 ‘널-[廣]’과 명사 ‘번지’가 결합된
형태이다. ‘번지’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으나 ‘번번하게 비탈진 곳’을 뜻하지 않나 한다. 지금 ‘번지’라
는 단어가 북한에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널번지’는 ‘넓게 비탈진 곳’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의
지형과도 부합한다. ‘큰널번지’와 ‘작은널번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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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다리
‘인산말’ 서쪽에 있는 다리이다. 진천읍 ‘가산리’와 경계가 된다.

도심이골
‘큰애기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심골’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으로 보이는데, ‘도
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뒤턱거리
‘매산’과 ‘인산말’ 사이에 있는 길이다. ‘뒤쪽의 턱이 진 거리’라는 뜻이다. 지금은 턱이 깎여나가 옛
모습은 아니다. 한편 ‘뒤턱거리’는 ‘뒤텃거리’의 자음 동화 형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뒤쪽 터
에 있는 거리’로 해석된다.

방죽골(防-)
‘인산말’ 동쪽 너머에 있는 들판이다. ‘방죽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방죽은 없어지고 공장이 들
어섰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뱀날
‘인산말’ 서쪽에 있는 산이다. 산의 능선이 뱀처럼 구불구불 길게 뻗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윗
뱀날’과 ‘아랫뱀날’로 나뉜다.

봇들(洑-)
‘인산말’과 ‘어지미’ 앞에 있는 들판이다. ‘보(洑)’는 구체적으로 ‘어지미보’를 가리킨다. ‘어지미보’는
콘크리트 보로 바뀌어 남아 있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봇들’이다.

상구집거리
‘어지미’ 입구에 있는 거리이다. ‘상구집’은 ‘상엿집’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상구집거리’는 ‘상엿집
이 있던 거리’로 해석된다.

서낭댕이고개/서낭댕이
‘인산말’에서 ‘널번지’로 가는 고개이다. ‘서낭댕이고개’는 ‘서낭당이고개’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
이고, ‘서낭당이고개’는 ‘서낭당고개’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형태이다. ‘서낭당고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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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당이 있던 고개’라는 뜻이다. 아울러 ‘서낭댕이고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서낭댕이고개’에서
후행 요소 ‘고개’가 생략된 어형이 ‘서낭댕이’이다.

솔개바위
‘큰애기봉’에서 서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솔개’와 ‘바위’로 분석되며, ‘솔개처럼 생긴
바위’ 또는 ‘솔개가 새끼를 치고 사는 바위’로 해석된다.

시장터(市場-)
‘어지미’ 마을 가운데를 가리킨다. 시장이 있던 자리이다.

어지미
‘인산말’ 아래에 있는 동네이다. 옛 선인들이 마을 앞들에 있는 못에서 고기를 낚아 먹어 보니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魚池味’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어지미’는 본래 ‘어진미’가 아니었나 한다. ‘어진개, 어진못’ 등에 보이는 ‘어진’
과 같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어진미’, 곧 ‘어지미’는 ‘어진 모습의 산’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어진미’의 ‘어진’을 ‘어질다’의 관형사형으로 보고, ‘미’를 ‘山’의 뜻으로 보아 한자화한 지명
이 ‘인산(仁山)’이다. 이곳에서는 ‘인산’을 ‘어진 사람이 노는 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지미둠벙
‘어지미’ 서남쪽에 있던 둠벙이다. 지금은 메워져 볼 수 없다.

어지미들
‘어지미’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옻샘골
‘서낭당고개’에서 화상리 ‘위고재’로 가는 길가 구레논 구덩이에 있는 샘이다. ‘옻샘’은 물이 차서 옻
을 치료할 정도로 효험이 있는 샘을 가리킨다. 이 샘이 있는 골짜기가 ‘옻샘골’이다.

인산말(仁山-)
‘어지미’ 위에 있는 마을이다. ‘인산(仁山)’과 ‘말’로 분석된다. ‘큰애기봉’에서 사방을 바라보는 경치
가 아름다워 인근의 시인묵객들이 끊이지 않았고, 또 학자들도 많이 왕래했다고 하여 ‘인산(人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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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진 사람이 노는 산’으로 해석한다. ‘인산(仁山)’은 ‘어지미’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어지미’를
‘인산’으로 바꾼 것을 보면 ‘어지미’는 본래 ‘어진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진’은 ‘어진개, 어진못’
등에서도 확인된다. 산(큰애기봉)이 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어진미’라 한 것인데, 이것을 ‘인산
(仁山)’으로 한자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인산’ 밑에 조성된 마을이 ‘인산말’이다.

인산방죽(仁山防-)
‘인산말’ 동쪽에 있던 방죽이다. 지금은 메워져 공장부지가 되었다.

큰애기봉(-峰)
‘인산말’ 뒷산에 있는 봉우리이다. 덕산에서 가장 높다. 정 씨 처녀가 납채(納采)를 받은 후 신랑
이 씨가 죽자 친정에서 수절하며 살다 죽었는데, 그 유언대로 이 산꼭대기에 묻어 주었고, 그 후 ‘큰
애기봉’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991년에 상산고적회에서 ‘큰애기’ 유래비를 세웠다.

통미(桶-)
‘인산말’ 앞 들판에 외따로 둥근 형상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산이다. 마을 앞에 있는 것은 ‘안통미’,
개울 옆에 있는 것은 ‘배깥통미’로 구분한다. ‘통’은 한자 ‘桶’이고, ‘미’는 ‘뫼[山]’의 이형태여서 ‘통미’
는 ‘통처럼 둥글고 작은 산’으로 해석된다.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통뫼, 통매’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통미둠벙(桶-)
‘통미’ 옆에 있던 ‘둠벙’이다. ‘통미’는 ‘통처럼 둥글고 작은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 아래에 있는 ‘둠
벙’이 ‘통미둠벙’이다. 이 둠벙은 농지 정리로 없어졌다.

청룡뿌리(靑龍-)
‘인산말’ 동쪽에 있던 산부리이다. 지금은 공장부지가 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청룡(靑龍)’
은 ‘주산에서 뻗어나간 왼쪽 산줄기’를 가리키고, ‘뿌리’는 ‘부리’의 된소리 어형으로 ‘산부리’를 가리
킨다. 그러므로 ‘청룡뿌리’는 ‘왼쪽 산줄기의 부리 부분’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청룡뿌리’라는 지명
이 아주 흔한데, 대부분 ‘왼쪽 산의 부리’ 또는 ‘왼쪽 산의 모퉁이’로 해석한다.

홍까래
‘어지미’ 서쪽에 있는 들이다. 풀과 잡초가 무성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그 유래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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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다. ‘홍까래’는 ‘홍가래’의 된소리 어형, ‘홍가래’는 ‘홈가래’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홈가래’는 ‘홈통(물이 흐르거나 타고 내리도록 만든 물건)’이 놓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홍가래’와 어형이 유사한 ‘홍거래’도 쓰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홈통이 있
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홍답들(-畓-)
‘어지미’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홍답’과 ‘들’로 분석된다. ‘홍답’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오갑리에
도 ‘홍답’이 있는데 여기서는 ‘洪畓’으로 보아 ‘홍수가 자주 지는 논’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紅畓’
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붉은 흙이 있는 논’으로 해석된다. 이 논이 있는 들이 ‘홍답들’이다.

구산리(九山里)


본래 진천군 산정면(山井面) 지역으로 ‘개미실’ 또는 ‘구산(九山)’이라 불렀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하구리(下九里), 상구리(上九里), 동산리(東山里), 도장리(道長里)를 병
합하여 구산리(九山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가재골
‘도장굴’에서 남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해너미고개’ 밑이 된다. ‘가재’를 갑각류의
‘가재’로 보아 골짜기에 가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가재골’은 ‘가자골’
의 제2음절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재골’과 ‘가자골’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가자골’이 ‘가장자리에 위치한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가재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대체로
산기슭에 자리한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개미실/가미실
‘동산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가미실’에 대해 ‘상구(上九)’ 앞 도로 가
에 벚꽃나무가 길게 뻗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가미’를 아예 한자 ‘嘉美’로 보기도 한다.
‘개미실’에 대해서는 ‘웃개미실’과 ‘아랫개미실’의 경계선이 잘록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한다. 전국에 ‘개미실’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아주 많다. ‘개미’를 곤충의 ‘개미’로 보거나 ‘가마[釜]’의
변형으로 보아 ‘개미 형국의 골짜기’나 ‘가마솥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
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의곡(蟻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후자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부곡(釜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그런데 ‘개미’가 ‘갯가의 산’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개미
실’은 ‘갯가의 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아울러 ‘개미실’은 ‘감실’에 속격의 ‘의’가 개
재된 ‘가믜실’의 변형인 ‘가미실’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거나 ‘감실’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가
므실’의 모음 변화형 ‘가미실’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일 가능성도 있어 ‘감실’과 같이 ‘큰 골짜기’
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골짜기에 들어선 마을을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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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은 내 상류에 위치하는 ‘웃개미실(下九)’과 내 하류에 위치하는 ‘아랫개미실(上九)’로 나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서는 ‘미실’은 ‘상구(上九)’로, ‘웃미실’은 ‘하구(下九)’로 분류하
고 있다.

개미실앞산(-山)
‘웃개미실’ 앞에 있는 산이다.

금다대(金-垈)
‘아랫개미실’ 남쪽에 있는 들이다.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므로 ‘金’ 자를 써서 명명한 것으로
설명한다. ‘산다대’와 붙어 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금’로 나오며, ‘金垈洑’라
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꿀샘
‘아랫개미실’에 있는 샘이다.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물맛이 꿀맛과도 같아서 ‘꿀샘’이라 명명한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샘은 수량이 풍부하여 농사를 짓는 데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다.

달걀바위
‘도장굴’ 뒷산에 있는 바위이다. ‘달걀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달걀바위산(-山)
‘달걀바위’가 있는 산이다. ‘달걀바위’는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산이 ‘달걀바위산’이다.

도장굴
‘동산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어떤 수도자가 이곳 바위에서 100일 기도를 한 후 도사가 되
었기에 ‘道長’34)이라 하였다가 일제 강점기에 ‘道場’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
영남 장군이 수련하던 곳이어서 ‘道場’이라 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은 크
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도장굴’은 ‘도장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전국에 ‘도장골’이라는 지명이 대단
히 많으며, 이에 대한 유래 설도 다양하다. ‘도장’을 ‘倒葬(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는

34)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道長’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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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도장방(여자가 거처하는 방)’, ‘圖章’, ‘道場’, ‘도살장(屠殺場)’ 등으로 보고 ‘도장(倒葬)을 한
골짜기’, ‘도장방처럼 아늑한 골짜기’, ‘불도를 닦는 도장이 있던 골짜기’, ‘도살장이 있던 골짜기’ 등
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도장’의 ‘장’을 ‘長者’로 보아 ‘부자가 살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며,
‘도장’의 ‘도’를 ‘桃’로 보아 ‘복숭아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들 유래 설 가운데에서는
‘도장방처럼 깊고 아늑한 골짜기’라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또한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다.
‘도장골’은 대체로 골짜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안방처럼 깊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이곳 ‘도장
골’도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고요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동산(東山)
‘개미실’ 앞에 있는 산이다.

동산말(東山-)
‘동산’ 밑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동산(東山)’과 ‘말’로 분석되며, ‘동산 밑에 조성된 마을’로 해석된
다. ‘개미실’ 앞에 있는 ‘동산’에 자리 잡은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내
‘동산말’ 남쪽에 있던 산이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와 없어졌다. 옛날에 어린이가 죽으면 이곳에 갔
다 버렸다고 한다. ‘매’는 ‘뫼’의 이형태로 ‘山’의 뜻이고, ‘내’는 ‘川’의 뜻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매
내’는 ‘산을 흐르는 내’로 해석된다. 실제 산 밑으로 내가 흐르고 있다. 이 내가 흐르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물탕골(-湯-)
‘왁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탕(-湯)’은 ‘물이 새어 나와 이룬 탕’을 가리킨다. 이 물탕이 있
는 골짜기가 ‘물탕골’이다. 실제 이곳에 물이 고이는 ‘구렁탕’이 있었다고 한다. 전국에 ‘물탕골’이라
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 ‘약물탕’이나 ‘약수터’, 또는 물이 아주 찬 ‘옻샘’ 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불당재(佛堂-)
‘도장굴’ 동쪽에서 초평면 금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불당(佛堂)’과 ‘재’로 분석되며, ‘불당이 있
던 고개’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에 불당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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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재(山陽-)
‘도장굴’에서 ‘아래개미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산양(山陽)’과 ‘재’로 분석된다. ‘산양’은 ‘산의 양달
쪽’을 가리키고, ‘재’는 ‘嶺’의 뜻이다. 그러므로 ‘산양재’는 ‘산의 양달쪽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산양고개, 산양티’ 등과 같은 의미이다.

삼형제봉(三兄弟峰)
‘삽다리’ 들 뒤쪽에 있는 산이다. 봉우리 셋이 형제처럼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삽다리/삽교(揷橋)
‘도장굴’ 남쪽에 있는 들이다. 들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은
삽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삽교(揷橋)’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그런데 ‘삽다리’의 유래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삽다리’는 ‘삽달’에 접미
사 ‘-이’가 결합된 어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삽달’의 ‘삽’은 ‘섭(>섶[薪])’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
정된다. ‘삽실, 삽재’ 등에 보이는 ‘삽’도 그와 같은 것이다. ‘달’은 ‘들[野]’의 방언형으로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삽달’은 ‘섶이 무성한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삽다리’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서낭댕이(1)
‘웃개미실’ 북쪽 뒷산을 가리킨다. ‘서낭당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서낭당이’는 ‘서낭당’
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서낭당이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서낭댕이(2)
‘도장굴’ 동남쪽에서 초평면 금곡리로 가는 고개이다. 아울러 이 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기
도 한다. ‘서낭당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서낭당이’는 ‘서낭당’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고개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학(松鶴)
‘동산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시거리
‘동산말’ 동쪽에 있는 들이다. ‘세거리’의 방언형이다. ‘초평, 도당, 동산말’로 가는 세 갈래 길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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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이 길 옆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아래개미실/상구(上九)
‘개미실’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래개미실방죽(-防-)/상구지(上九池)
‘아래개미실’ 앞에 있는 방죽이다. ‘상구지(上九池)’라고도 한다.

안도장굴
‘도장굴’ 북쪽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장굴’은 ‘도장골’의 변형으로 ‘안방처럼 아늑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의 안쪽이 ‘안도장골’, 곧 ‘안도장굴’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안
도장골’로 나오고, ‘內道長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애미장골
‘웃개미실’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애미장’은 ‘애장’과 관련된 어형이다.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의
‘애미덩골’에 ‘아기가 죽으면 묻던 곳’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애미장골’이 ‘애장’과 관련
된 어형임이 분명해진다.

왁새골
‘도장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왁새’는 ‘왁새풀[황새풀]’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왁새골’은 ‘왁새풀
이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한편 ‘왁새’를 ‘왜가리’의 방언형으로 보면 ‘왜가리가 서식하던 골짜기’
로 해석된다.

요골(凹-)
‘도장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요’는 한자 ‘凹’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요골’은 ‘오목한 골짜
기’로 해석된다. 실제 이 골짜기는 산으로 둘러싸여 오목한 형상을 하고 있다. 전국에 ‘요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산으로 둘린 오목한 자리에 위치한다.

용천사(龍泉寺)
‘도장굴’ 남쪽에 있는 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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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개미실/하구(下九)
‘개미실’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하구(下九)’라고도 한다.

웃개미실방죽(-防-)/하구지(下九池)
‘웃개미실’에 있는 방죽이다. ‘하구지(下九池)’라고도 한다.

웃개미실샘
‘웃개미실’에 있는 공동 우물이다. 물이 맑고 시원하다. 매년 한 번씩 우물제를 지냈다고 하나 지금
은 지내지 않는다.

죽학(竹鶴)
‘송학’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송학(松鶴)’과 비교된다.

쪼지골
‘가재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쪼지’와 ‘골’로 분석되나 ‘쪼지’의 어원은 알 수 없다.

파수박골/파수막골
‘해너미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해너미고개/회너미고개
‘도장굴’에서 초평면 금곡리 ‘대바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가팔라서 ‘휘’ 하고 숨을 쉬면서 넘는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부근 산과 골짜기에 전나무가 많아서 ‘회나무고개’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회너미고개’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회너미, 해너미’ 등을 나무 이
름으로 본다면 이는 ‘홰나무(회화나무)’일 가능성이 있다. ‘홰나무’는 지역에 따라 ‘회나무’ 또는 ‘해
나무’로 나타난다. 이 ‘홰나무’가 있는 고개가 ‘홰나무고개’, 곧 ‘해너미고개, 회너미고개’이다. 한편
‘해너미고개’는 ‘해가 너머 가는 고개’로 해석할 수도 있다. ‘대바위’ 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어 해가
너머 가는 고개로 볼 수 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회넘이고’로 나오고 ‘會南峴’
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기전리(璣田里)


본래 진천군 산정면(山井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화전리(花
田里), 선옥리(善玉里), 기지리(璣池里)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기지(璣池)와 화전(花田)의 이름
을 따서 기전리(璣田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가재골
‘요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가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
다. ‘가자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가자골’이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가재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대체로 산기슭에 자리한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갈미봉(-峰)/갈산(葛山)
‘선옥’에서 동쪽으로 1㎞ 지점에 위치한 산이다. ‘갈’을 한자 ‘葛’로 보아 산에 칡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갈미’는 ‘갈모(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고깔과 비슷
하게 생긴 물건)’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갈모’는 모자 위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갈모처럼 위가
뾰족한 봉우리’를 ‘갈미봉’이라 한다. ‘갈산(葛山)’은 ‘갈미’의 ‘갈’을 ‘葛’로 음차하고, ‘미’를 ‘山’으로
훈차한 지명이다.

갈티고개/갈티재/장고개(場-)
‘선옥’에서 초평면 금곡리 ‘대바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갈티’와 ‘고개’로 분석된다. ‘갈-’은 ‘갈거리,
갈골, 갈곶, 갈등, 갈말, 갈매, 갈머리, 갈미’ 등에 보이는 ‘갈-’과 같이 ‘分, 岐’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갈티’는 ‘갈라지는 고개’로 해석된다. ‘갈고개, 갈재’ 등과 같은 의미이다. 고개
가 몇 군데 방향으로 갈리는 지점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갈티’에 ‘티’와 의미가 같은
‘고개’와 ‘재’가 덧붙은 어형이 ‘갈티고개’와 ‘갈티재’이다. ‘장고개’는 ‘장을 보러 넘어 다니던 고개’라
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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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마름/곰마람
‘기지’의 ‘방아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름’을 지낸 권 씨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한다. ‘웃골마름’과 ‘아랫골마름’으로 나뉜다.

구렁목
‘방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멀리서 보면 구렁이가 기어가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구렁’은 ‘움쑥하게 팬 땅’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구렁목’은 ‘구렁이
진 길목’으로 해석된다. 전국에 ‘구렁목’이라는 고개 또는 골짜기가 흔한데, 대체로 이와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구즌다리
‘선옥’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구즌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구즌’은 ‘궂-’의
관형사형으로 ‘심하고 거친’이라는 뜻이고, ‘달’은 ‘들’의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구즌달’은
‘거친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구즌다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 들은 거칠다고 한다.

굴양골
‘요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굴양’을 ‘군량(軍糧)’으로 보아 농사가 잘 되어 ‘군량미’가 나오던 골
짜기로 설명한다. 전국에 ‘굴양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군량미가 나오던 골짜기’ 또는 ‘군량미를
비축해 두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금정이(金-)/금징이(金-)
‘선옥’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방아골’ 서쪽이 된다. ‘금정이’는 ‘금점이(金店-)’에서 변형된 어형이고,
‘금징이’는 ‘금정이’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실제 이곳에 ‘금점(金店)’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금점(金店)’은 ‘금을 캐는 곳’으로 ‘금광(金鑛)’과 의미가 같다. 아울러 ‘금점이’나 ‘금정이, 금징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아래금징이’와 ‘웃금징이’로 나뉜다. ‘아래금징이’가 큰 마을이다.

기지방죽(璣池-)
‘기지’에 있는 방죽이다. ‘기지(璣池)’는 ‘트미실’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이곳에 있는 방죽이 ‘기지방
죽’이다. <輿地圖書>에는 ‘機池堤’로 나온다.

꽁에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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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서쪽에 있는 들이다. 지형이 꿩의 다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꽁’은
‘꿩’의 방언형이고, ‘에’는 속격 조사이다. 그런데 ‘다리’가 ‘脚’의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들’의 방
언형인 ‘달’과 관련된 어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꽁의다리’는 ‘꿩이 많은 들’ 또는 ‘꿩처럼 생긴
들’로 해석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예다리’로 나오고, ‘雉橋坪’이라는 한자 지명
이 대응되어 있다.

능안(陵-)
‘기지’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능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능’은 구체적으로 이영남 장군의 묘소이다.
이 묘소 안쪽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능안샘(陵-)
‘능안’ 마을 앞에 있는 샘이다. ‘능안’과 ‘샘’으로 분석되며, ‘능 안쪽에 있는 샘’으로 해석된다.

동걸미/동골미(東-)
‘선옥’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산등성이에 매달려 있는 모양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한다. 이는 ‘걸’을 동사 ‘걸다’로 보고 내린 해석인데 믿을 수 없다. ‘동골미(東-)’의 ‘동골’은 ‘동쪽
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가 있는 산이 ‘동골미’이다. ‘동걸미’는 ‘동골미’의 모음 변화
형이다.

못둑
‘기지방죽’ 옆에 있는 마을이다. ‘못’은 구체적으로 ‘기지방죽’을 가리킨다. 둑 밑에 두 채의 집이 있다.

방아골
‘동걸미’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방앗간’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
다. 전국에는 ‘방아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대단히 많다. ‘방앗간이 있던 골짜기’, ‘지형이 디딜방아
처럼 생긴 골짜기’, ‘연자방아가 있던 골짜기’, ‘방아처럼 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 등과 같은 유래 설
이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설이 우세하고 믿을 만하다.
골짜기가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다. ‘윗방아골’과 ‘아랫
방아골’로 나뉜다.

사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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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옥’ 동쪽에 있는 들이다. ‘사탕’과 ‘미’로 분석된다. ‘사탕’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미’는‘뫼[山]’
의 이형태로 추정된다.

새농모퉁이
‘선옥’ 동북쪽에 있는 모퉁이다. ‘새논모퉁이’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새논’은 ‘새로 일군 논’
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새논’이라는 논이 흔한데, 대체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 논 근처에
있는 모퉁이가 ‘새논모퉁이’, 곧 ‘새농모퉁이’이다.

새태
‘선옥’에서 ‘기지’로 오르다가 중간 지점의 좌측 구레를 가리킨다. ‘새터’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새터’
가 ‘새테’로 변한 다음 ‘새태’가 된 것이다. ‘새터’는 ‘새롭게 조성된 터’ 또는 ‘사이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아울러 ‘새테’나 ‘새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선옥(善玉)
‘화전’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조 태종의 후예인 선경군(善慶君)이 낙향한 곳이라고 한다. 지금
도 전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고 산다. 마을 입구 산에는 수정 같은 차돌이 분포한다. 그리하여 ‘선옥
(善玉)’을 선경군의 ‘착할 善’ 자와 차돌을 상징하는 ‘구슬 玉’ 자를 써서 만든 지명으로 설명한다.

슴박골
‘기지방죽’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숨어 있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
을 수 없다. ‘슴박골’은 ‘숨박골’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에서 ‘숨박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발견된다. ‘숨박골’은 ‘숨바위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숨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숨바골’
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숨바골’에 ‘ㅅ’이 개재된 ‘숨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그러
나 ‘숨바위’의 유래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숨바위’나 ‘숨바우’를 ‘숨겨 놓은 듯한
바위’로 해석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숨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숨바위골’, 곧 ‘숨박골’
이다.

양지말(陽地-)
‘기지방죽’ 위쪽에 있는 구릉지이다. ‘양지(陽地)’와 ‘말’로 분석되며, ‘양지쪽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
다. 지역에 따라서는 ‘양촌(陽村), 양지촌(陽地村)’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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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凹-)
‘화전’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집 서너 채가 있다. ‘요’는 한자 ‘凹’로 추정되어, ‘오목한 골짜기’로 해
석된다. 아울러 이곳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른다. 실제 이 마을은 아늑하고 고요한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다.

요골앞(凹-)
‘요골’ 앞에 있는 들이다. ‘요골’ 앞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이새울들
‘선옥’ 남쪽에 있는 들이다. 옛날 이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이새울’과 ‘들’로 분석된다. ‘이새울’은 ‘이새골’로 소급한다. ‘이새골’
의 제2음절 부음 ‘ㅣ’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이새올’이 되고, ‘이새올’이 모음 변화에
따라 ‘이새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새’의 어원을 알 수 없어 ‘이새골’, 곧 ‘이새울’의 유래 도

밝히기 어렵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이울’로 나오고 ‘이’를 ‘利沙’로 적고 있다.

이장군묘(李將軍墓)
‘능안’ 바깥쪽에 있는 이영남(李英南) 장군의 묘이다. ‘이영남’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따라
진도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순절하자 자신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후퇴하는 왜적을 쫓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주막거리(酒幕-)/삼거리(三-)
‘선옥’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주막’이 있던 거리여서 ‘주막거리’라 한 것이며, 세 갈래길이어서
‘삼거리’라 한 것이다.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주막앞수리조합(酒幕-水利組合)/석작수리조합
‘주막’ 남쪽에 있는 못이다. ‘석작수리조합’이라고도 한다.

턱골
‘가재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터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터골’에 ‘ㅅ’이 개재된 ‘텃골’
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터골’은 ‘집, 마을, 절, 성, 재실 등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아울러 ‘턱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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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미실/기지(璣池)
‘선옥’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틈미실’ 또는 ‘틀미실’로 나오며 ‘機
池’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 가운데 ‘틀미실’이 기원형으로 보이는데, 이것에서 ‘ㄹ’이 탈
락하여 ‘트미실’이 된 다음 ‘ㅁ’이 첨가되어 ‘틈미실’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미실’에 ‘機池’라는 한
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트미’의 ‘트’가 본래 ‘틀’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마을 주민
들도 마을이 꼭 베틀 모양을 하고 있고 또 마을 가운데 연못이 있어서 ‘베틀 機’ 자와 ‘못 池’ 자를
써서 ‘機池’라 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지금은 ‘機池’가 아니라 ‘璣池’로 쓰고 있다. 한편 ‘틈미실’
에 주목하여 이곳에 작은 마을이 틈틈이 박혀 있어서 ‘틈’ 자를 이용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실
제 이 마을은 ‘아랫방아골, 웃방아골, 동골미, 아래곰마름, 웃곰마름, 아래금징이, 웃금징이, 능안,
못둑’의 여러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틈미실’이 ‘트미실’의 ‘ㅁ’ 첨가 어형이라면 이와 같은
유래 설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트미실’의 ‘실’은 ‘谷’을 뜻한다. 그렇다면 ‘트미실’은 본래 골짜기 이
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트미실고개
‘기지’에서 초평면 금곡리 ‘대바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화전(花田)
‘선옥’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 꽃밭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화전(花田)’이라는
마을이 대단히 많은데, 대개가 ‘꽃밭’이라는 속지명과 함께 쓰이고 있다. ‘꽃밭’에 대해서는 ‘꽃이 많
은 밭’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이것이 ‘곶밭’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곶(길게 뻗은 땅)
에 있는 밭’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촌리(斗村里)


본래 진천군 산정리(山井里) 지역으로 두촌(斗村)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
책에 따라 봉대리(鳳臺里), 두중리(斗中里), 내동상리(內洞上里), 내동하리(內洞下里), 선옥리(善
玉里), 내동신리(內洞新里)의 각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두촌리(斗村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
에 편입하였다.

가재골
‘사탕리’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가재’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가자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가자골’이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가
재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강당말(講堂-)/강당(講堂)
‘안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강당(講堂)’은 ‘교육용으로 지은 큰 건물’을 가리킨다. 이 ‘강당’이
있는 마을이 ‘강당말’이다. ‘말’을 생략한 채 ‘강당’이라 부르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의 ‘강당말’에는 ‘鳳坮’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남천(藍泉)
‘안골, 앞구레, 쪽샘골’을 아우른 명칭이다. ‘藍泉’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쪽샘’에 대한 한자 지명이
다. ‘쪽샘’의 ‘쪽’은 본래 ‘쪼개진 물건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여뀟과의 한해살이풀’로
잘못 보고 ‘藍’으로 한자화한 것이다.

대문이
‘사탕리’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대문’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추정되나, ‘대문’의 의미는 분
명하지 않다. 큰 대문이 달려 있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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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지
두촌리의 열두 동네를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두레’는 ‘두레박’으로 보아 지형이 두레박처럼 생겨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두레’를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으로 보아 열두 동네가 한 개의 두레로 형성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레’는 ‘두르봉’의
‘두르’와 관련된 어형일 가능성이 있다.

두릉팔경(斗陵八景)
두촌리에 있는 경치가 좋은 여덟 곳, 곧 ‘송티명월(松峙明月), 원당약천(元堂藥泉), 상대현가(上臺
弦歌), 매산락조(梅山洛照), 사양락안(沙陽落雁), 화전접무(花田蝶舞), 석실장암(石室帳岩), 옥동
도화(玉洞桃花)’를 가리킨다.

매산(-山)
‘선옥신’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매’를 ‘鷹’의 뜻으로 보아 산의 형세가 ‘매’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매산’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 물론 ‘매화낙지(梅花落地)의 명당이 있
는 산’, ‘매 사냥을 하던 산’, ‘말처럼 생긴 산’ 등으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매산’의 ‘매’는
‘매화, 매[鷹], 말[馬]’ 등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 ‘매’는 본래 ‘山’을 뜻하는 보통 명사일 가능
성이 있다. 그렇다면 ‘매산’은 ‘山’을 뜻하는 두 단어가 중첩된 지명이 된다.

바깥말
‘강당말’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음성과 경계 지역이다.

뽈대봉(-峰)
‘절터’ 꼭대기 산이다. 덕산면, 초평면, 음성 맹동면에 걸친다. ‘뽈대(pole-)’는 ‘측량 푯대’를 가리킨
다. 이 ‘푯대가 세워져 있던 봉우리’가 ‘뽈대봉’이다. ‘뽈대산’과 의미가 같다.

사탕리
‘상대’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사탕리개울
‘선옥저수지’ 상류에 있는 개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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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上臺)
‘강당말’과 ‘차돌배기’를 아우른 마을이다. 이 두 마을을 합쳐서 집을 세우는 데 최고의 명당자리라
하여 ‘상대’라 한 것으로 설명한다. 옛 선인들은 이 지역을 이화낙지형(梨花落地形, 배나무 꽃이 산
발적으로 떨어지는 형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강당말’을 ‘이화강당말’이라 하고, ‘강당말’에서 ‘남
천’ 동네로 가는 곳을 ‘배나무골’이라 한다.

상산숭현사지(常山崇賢祠址)
조선 후기 순흥 안씨(順興安氏) 삼대(三代)의 위패를 모셨던 사당이다. ‘강당’ 마을 LPG저장소 뒤
편의 밭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새농
‘선옥골’ 앞에 있는 들이다. 개간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새논’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
다. ‘새논’은 ‘새로 조성한 논’이라는 뜻이다.

서당골(書堂-)
‘남천’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당(書堂)’과 ‘골’로 분석되며, ‘서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선옥골(善玉-)
‘안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슨옥골’로 나오며 ‘善玉新’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선옥신(善玉新)
‘안말, 선옥골, 원봉’을 아우른다. 기전리 ‘선옥’ 마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최초로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솔티/솔테
‘솔티고개’ 밑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들로 변해 있다. ‘솔테’라고도 하는데 이는 ‘솔티’에서 변한
어형이다. ‘솔’을 ‘松’의 뜻으로 보아 ‘소나무가 있는 고개’로 해석한다. 실제 이곳에는 큰 소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다고 한다. 전국에 ‘솔티’라는 고개가 많은데 대부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현(松峴)’, ‘송티(松-)’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한편 ‘솔’은 형용사 어간 ‘솔-[狹]’일 가능
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솔티’는 ‘좁은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 밑에 있던 마을을 후행 요소 ‘말’

두촌리(斗村里) 215

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솔티고개/솔테고개/송치(松峙)
‘남천’에서 맹동면 통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솔티’와 ‘고개’로 분석된다. ‘솔티’는 ‘소나무가 서
있는 고개’로 해석한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송치(松峙)’이다. 물론 ‘솔’을 형용사 어간 ‘솔-[狹]’로
보면 ‘솔티’는 ‘좁은 고개’로 해석된다. 아울러 ‘솔티’는 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을 지시하기도 한
다. ‘솔티’가 고개 이름에서 마을 이름으로 쓰이게 되자 ‘솔티’ 마을에 있는 고개를 지시하기 위해
‘솔티’에 ‘고개’를 덧붙여 ‘솔티고개’라는 새로운 지명을 만든 것이다.

솔티주막거리(-酒幕-)
음성과 진천 경계에 있던 주막이다.

아냥티고개35)/아냥테고개
‘상대’에서 초평면 신통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너무 험해서 혼자서는 넘기가 어려워 길에
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야 넘을 수 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을 믿을 수 없다. 또한 ‘작은 고개’라는 설도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냥티’는 ‘아낭티’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아낭’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아낭골, 아낭산’
등에 보이는 ‘아낭’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서는 ‘아낭’을 ‘안항(雁行)’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낭티’는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국의 고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낭’은 ‘안[內]’
과 ‘낭[낭떠어지]’이 결합된 어형일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유래 설을 따르기도 어렵다. ‘아낭티’나 ‘아
냥티’가 고개 이름인 것은 분명하다. ‘아냥티’에 ‘티’와 의미가 같은 ‘고개’를 덧붙인 어형이 ‘아냥티
고개’이고, ‘아낭티고개’에서 ‘티’가 ‘테’로 변한 어형이 ‘아냥테고개’이다.

안골
‘두촌초등학교’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안말/내동(內洞)
‘선옥신’에 포함된 마을이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내동(內洞)’
이다.

35)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59)에는 ‘아낭티고개’로 기재되어 있다.

216

안말샘
‘안말’ 앞에 있는 우물이다. ‘안말’과 ‘샘’으로 분석된다. ‘안말’은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에 있는 샘이 ‘안말샘’이다.

앞구레
‘남천’에 속한 마을이다. ‘쪽샘골’ 동쪽이 된다.

앞구레앞
‘앞구레’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 ‘앞구레앞들’에서 후행 요소 ‘들’이 생략된 어형이다.

여우고개
‘원봉’에서 석장리 ‘대화’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여우가 자주 출현하던 고개’라는 뜻이다.

여우산(-山)
‘여우고개’가 있는 산이다.

웃말
‘안말’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말’과 언덕을 경계로 갈린다.

원당골(元堂-)
‘상대’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원당’과 ‘골’로 분석된다. ‘원당’을 ‘元堂’으로 쓰고 있지만 ‘願堂
(소원을 신에게 빌기 위하여 세운 집)’ 또는 ‘院堂’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원당골’은 ‘신당이
있던 골짜기’ 또는 ‘원집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원당골’에
‘院唐坪’이 대응되어 있다. 이로 보면 ‘원당’은 ‘院堂’일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 이곳에 역원(驛院,
조선 시대에 역로(驛路)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여관의 하나)이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고을 원님이 다니며 ‘원당골’ 샘에서 목욕하고 ‘솔티’ 주막에서 술 마시고 쉬었다 가곤 했다는 이야
기도 전한다. 한편 ‘당골’에 ‘원(原)’을 붙여 ‘원당골’이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원봉(元峰)(1)
‘원봉’ 마을에 있는 산이다. ‘원’을 ‘元’으로 보아 덕산면 내에 있는 산 가운데 제일 높다고 하여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원’을 ‘鴛’으로 보아 산의 형국이 원앙새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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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봉’은 ‘圓峰’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둥근 봉우리의 산’이라는 뜻
이다. 실제 이곳 ‘원봉’은 둥그스름한 형상을 하고 있다. 전국에는 ‘원봉(圓峰)’이라는 산 이름이 대
단히 많은데, 이는 ‘두루봉, 도리봉, 둥근메’ 등의 속지명에 대응된다. 이들 속지명 또한 산의 봉우
리가 둥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원봉’에는 ‘圓峰’이 아니라 ‘元峰’이나 ‘原峰, 院峰’ 등으로 보
아야 할 산도 있을 수 있다.

원봉(元峰)(2)
‘안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우고개’ 밑에 있다. ‘원봉’이라는 산 밑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
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원봉구레(元峰-)36)
‘원봉’ 앞에 있는 들이다. ‘원봉구레들’에서 ‘들’이 생략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원봉’은 본래 ‘둥그스
름한 형상의 산’이라는 뜻인데,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구레들’은 ‘바닥이
낮고 물이 늘 괴어 있어 기름진 들’을 가리킨다. ‘원봉’ 앞에 있는 ‘구레들’이 ‘원봉구레들’, 곧 ‘원봉
구레’이다.

절터
‘탑골’ 맨 꼭대기이다. ‘절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다.

줄대추나무거리
‘강당말’에 있는 길이다. ‘강당’이 있었는데 그 앞길이다. ‘줄대추나무’와 ‘거리’로 분석되며, ‘대추나
무가 줄지어 서 있던 거리’로 해석된다. 이 거리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쪽샘골/쏙샘골37)
‘남천’에 속한 마을이다. ‘쪽샘’은 ‘작은 샘’이라는 뜻이다. ‘쪽’을 ‘藍’으로 잘못 이해하고 한자화한 지
명이 ‘남천(藍泉)’이다. ‘쪽샘’이 있는 마을이 ‘쪽샘골’이다. ‘쏙샘골’로 발음하기도 한다. <朝鮮地誌
資料>(1914년 이전)에는 ‘골’로 나오며, ‘藍川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36)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132)에서는 ‘원봉앞’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원봉앞들’에서 ‘들’이 생
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37)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58)에는 ‘쏭생골’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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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돌배기
‘상대’에 속한 마을이다. ‘강당말’ 남쪽이 된다. ‘차돌이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앞산에 있는 샘
속에 차돌이 박혀 있어 동네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것으로 설명한다. 지금도 차돌 속에서 물이 나오
는 샘이 있다.

탑골(塔-)/탁골
‘상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탑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탁골’은 ‘탑골’에서 종성 ‘ㅂ’이 ‘ㄱ’
으로 교체된 어형이다.

석장리(石帳里)


본래 산정면(山井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장암리(帳岩里)와
음성군(陰城郡) 맹동면(孟洞面)의 하석리(下石里), 두서리(斗西里), 대화리(大化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하석(下石)과 장암(帳岩)의 이름을 따서 석장리(石帳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괸돌
‘두리봉’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인돌’의 준말이다. ‘고인돌’은 ‘고이-(밑을 받쳐 안정시키다)’
의 관형사형 ‘고인’과 ‘돌’이 결합된 어형이다. ‘지석(支石)’이라도 한다. ‘괸돌’이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귀신나오는밭
‘장암’과 ‘개미실’ 중간에 있는 밭이다. 장에 갔다 오던 길손이 밤에 이 밭을 지나가다가 소복한 귀신
셋을 만나 놀랐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꽁에다리/꽁아다리
‘장암’ 앞산 너머에 있는 들이다. ‘꽁’은 ‘꿩’의 방언형이고, ‘에’는 속격조사이며, ‘다리’는 ‘들’의 방언
형 ‘달’과 관련된 어형이다. 이에 따라 ‘꿩에다리’는 ‘꿩이 많은 들’ 또는 ‘꿩처럼 생긴 들’로 해석된다.
‘꽁아다리’는 ‘꽁에다리’의 변형이다. 기전리에서는 ‘꽁의다리’라고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에는 ‘예다리’로 나오고, ‘雉橋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남중철
석장리에서 ‘양푼바위’ 쪽으로 가는 길 옆 바른쪽 지역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하여 ‘남중절’이
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남중철’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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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즁졀리’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설명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졀리’는 ‘절[寺]’과 관
련된 어형이 아니면, ‘節理(암석에서 볼 수 있는 좀 규칙적인 틈새)’일 가능성도 있다. ‘갈궁저리,
양화절이’ 등에 보이는 ‘저리, 절이’가 참고된다.

대화(大化)/대월리(大月里)
‘돌실’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보름달처럼 크게 보인다고 하여 ‘대월(大月)’이라
했고, 이것이 변하여 ‘대화’가 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대화소류지(大化小溜池)/대화방죽(大化防-)
‘대화’ 북쪽에 있던 못이다. 지금은 논으로 변하여 볼 수 없다.

더삼재[더삼째]/개삼재
‘평짓말’에서 ‘선옥’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재’는 ‘領’의 뜻이어서 고개 이름인 것은 분명하나
‘더삼’의 어원은 알 수 없다. ‘개삼재’로 발음하기도 한다.

돌실/석실(石-)
석장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돌’은 ‘石’의 뜻이고, ‘실’은 ‘谷’의 뜻이어서 ‘돌이 많은 골짜기’로 해
석된다. 석맥(石脈)이 석장리 일대에 뻗어 있어서 그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돌’을 ‘石’으로 바
꾸어 ‘석실(石-)’이라고도 한다. 이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다. ‘아랫돌실(장암)’과 ‘윗돌실(하석)’로 나뉜다.

돌팍재
‘윗돌실’ 앞산에 있는 고개이다. ‘돌팍’은 ‘돌’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돌팍재’는 ‘돌이 많은 고개’로
해석된다.

두리봉(-峰)
‘대화’ 북쪽 800m 지점에 위치한 산이다. ‘두르봉(-峰)’의 모음 변화형이다. ‘두르봉’은 ‘두르-[圍]’와
‘봉(峰)’이 결합된 어형으로 ‘둥근 봉우리의 산’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두리봉’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주변에서는 비교적 높은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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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봉방죽(-峰防-)
‘두리봉’ 밑에 있던 방죽이다. 지금은 메워져 논으로 변하였다.

뒷동산(-東山)
‘장암’ 뒤쪽에 있는 산이다.

똘다리께
‘장암’ 동쪽 ‘선옥’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첫 마루에 해당한다. ‘똘’은 ‘도랑’의 방언형이다. 도랑이 있
었고 거기에 다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부근을 ‘똘다리께’라 한 것이다.

망월재(望月-)
‘대화’에서 두촌리 ‘선옥신’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 대보름날 달을 바라보던 곳이라 하여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문화관(文化館)
‘윗돌실’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공회당인 문화관이 있어 그렇게 부른다. ‘문화관’ 건물이 ‘윗돌실’과
‘아랫돌실’ 경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뜯겨 볼 수 없다.

바리목골/바리미골
‘대화’에 속한 마을이다. ‘망월재’ 밑이 된다. 옛날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토산품을 한양
으로 운반할 때, 소에 ‘바리’를 싣고 가다가 이곳에서 옮겨 싣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바리목’은 길목 이름인데, ‘바리’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그 유래를 밝히기 어렵다. ‘바리목’ 아래에 있는 골짜기가 ‘바리목골’이고, 여기에 조성된 마을
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바위배미
‘윗돌실’ 뒤에 있는 논이다. ‘바위가 있던 논’이라는 뜻이다. 농지 정리되어 바위는 볼 수 없다.

방축골(防築-)
‘대화’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축(防築)’은 ‘방죽’의 원말이다. 그러므로 ‘방축골’은 ‘방죽이 있
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금 방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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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샘(福德-)/북덕샘(-德-)
‘두리봉’ 남쪽에 있던 샘이다. 지금은 농지 정리로 없어졌다. ‘복덕’을 ‘福德’으로 이해하여 이 우물
물을 마시면 ‘복’과 ‘덕’을 입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복덕’이 ‘福德’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복덕’을 이용한 지명에 ‘복덤샘’을 비롯하여 ‘복덕고개, 복덕골, 복덕바우, 복덕배미’
등이 있다. ‘북덕샘’은 ‘복덕샘’의 모음 변화형이다.

뽕재
‘윗돌실’에서 덕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뽕나무가 많은 고개’라는 뜻이다. ‘뽕나뭇재’와 같
은 의미이다.

삼형제샘(三兄弟-)
‘대화’ 서북쪽에 있던 샘이다. 바위틈 세 군데서 물이 솟는데, 바위 세 개가 형제처럼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농지 정리로 없어졌다.

선낭댕이
‘장암’에서 ‘옥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선낭댕이’는 ‘서낭댕이’의 ‘ㄴ’ 첨가 형태이며, ‘서낭댕이’
는 ‘서낭당이(-堂-)’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그리고 ‘서낭당이’는 ‘서낭당’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서낭당’이 있던 고개를 후행 요소 ‘고개’ 또는 ‘재’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숭말
‘대화’ 서쪽에 있던 마을이다. ‘아랫숭말’과 ‘웃숭말’로 나뉜다.

아랫양짓말(-陽地-)
‘대화’에 속한 마을이다. ‘양짓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말’이 길어서 ‘윗양짓말’과 ‘아랫양짓
말’로 나뉜다.

안산(案山)
‘평짓말’ 앞 들 건너에 있던 산이다. 지금은 과수원으로 변하였다. 주로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안산(案山)’이라 한다.

양짓말(陽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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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바리미골’ 밑이 된다. ‘양지(陽地)’와 ‘말’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
된 어형이다. 그러므로 ‘양짓말’은 ‘양지쪽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웃양짓말’과 ‘아랫양짓말’로 나
뉜다.

여우고개
‘대화’에서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여우가 자주 출현하던 고개’라는 뜻이다.

웃양짓말(-陽地-)
‘대화’에 속한 마을이다. ‘양짓말’ 위쪽에 있다. ‘아랫양짓말’과 짝을 이룬다.

윗돌실/하석(下石)
‘돌실’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하석(下石)’이라고도 한다.

음달말(陰-)/음담말(陰-)
‘대화’에 속한 마을이다. ‘음달(陰-)’과 ‘말’로 분석되며, ‘음달 쪽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양달말’과
짝을 이룬다. ‘음담말’로 발음하기도 한다.

장암(帳岩)(1)/돌실바우
‘아랫돌실’ 동남 쪽 들판에 있는 바위이다. ‘帳岩’으로 쓰고 있으나 이 바위가 크다는 점에서 보면
‘長岩’이 더 합당하지 않나 한다. ‘돌실’ 마을에 있는 바위여서 ‘돌실바우’라고도 한다. 저수지를 막
고 물을 돌리는 바람에 바위가 묻혔는데, 그 후 마을 사람들이 여럿 죽어나가는 흉사가 잇달자 바
위를 캐내고 주변을 정비하였다.

장암(帳岩))(2)/아랫돌실
‘장암’이라는 바위가 있는 마을이다. ‘돌실’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아랫돌실’이라고도 한다.

장암저수지(帳岩貯水池)
‘장암’ 동남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장터골(場-)
석장리에서 ‘옥동’을 거쳐 덕산 장을 보러가는 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터가 있던 골짜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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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장터로 나가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참샘골
‘장암’ 마을 서남쪽에 있는 들이다. ‘참샘’은 ‘찬샘’의 변형으로 ‘찬물이 나는 샘’이라는 뜻이다. 이 샘
이 있는 골짜기가 ‘참샘골’이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철생산유적(鐵生産遺蹟)
‘참샘골’에 있는 삼국시대 초기 백제의 철 생산 유적지이다.

평짓말(平地-)
‘돌실’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평평하고 큰 밭이 있어 ‘평전말(平田-)’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평
짓말’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평지’는 ‘平地’여서 ‘평짓말’은 ‘평지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평짓말들(坪-)
‘평짓말’ 앞에 있는 들이다. ‘평짓말(平地-)’은 ‘평지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 앞에 있는
들이 ‘평짓말들’이다.

하석소류지(下石小榴池)
‘하석(윗돌실)’ 서북쪽에 있는 못이다.

햇골
‘두리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화방죽’ 꼭대기가 된다. ‘해’가 이곳 골짜기로 너머 간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곧 ‘해가 지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전국에 ‘햇골’이라는 골짜기가 많
은데,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횟골’의 변형이라면 ‘석회가 나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옥동리(玉洞里)


본래 진천군 산정면(山井面) 지역으로 옥(玉)이 났다고 하여 ‘옥골(玉-)’ 또는 ‘옥동(玉洞)’이라 불렀
다고 한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양암(陽岩)을 병합하여 옥동리(玉洞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

골말
‘옥골’의 중간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골’은 ‘谷’을 뜻하여, ‘골말’은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 해석된
다. 전국에 ‘골말’이라는 마을 이름이 아주 흔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곡촌(谷村)’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골말샘
‘골말’에 있던 샘이다. ‘골말’과 ‘샘’으로 분석된다. ‘골말’은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에 있던 샘이 ‘골말샘’이다. 지금은 폐쇄되어 볼 수 없다.

구레보(-洑)
‘오래되들’ 서쪽에 있던 보이다. ‘구레’와 ‘보(洑)’로 분석된다. ‘구레’는 ‘물이 늘 괴어 있는 땅바닥’이
라는 뜻이다. 이 구레가 있던 보가 ‘구레보’이다. 경지 정리로 지금은 없어졌다.

나라지
‘구레보’ 서쪽에 있는 들이다. ‘나라’와 ‘지’로 분석되나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나라’를 포함하는 지
명에 ‘나라소, 나라실’ 등이 있다.

달가리
‘나라지’ 동쪽에 있는 들이다. 지형이 ‘달걀’과 비슷하고 물이 빨리 빠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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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가리’는 ‘막정가리’의 ‘가리’와 같이 ‘갈-[耕]’에
서 파생된 명사가 아닌가 한다.

돌팍대
‘양푼바위’ 정남쪽에 있는 들이다. ‘돌팍’은 ‘돌’의 방언형이다. ‘대’는 ‘산다대, 금다대, 오래대’ 등에
보이는 ‘대’와 같이 한자 ‘垈’일 가능성이 있다.

동편(東便)/외딴말
‘옥골’ 동쪽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지금 세 가구가 살고 있다. ‘동쪽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동편(東便)’이라 한 것이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어서 ‘외딴말’이라 한
것이다.

동편샘(東便-)
‘동편’ 마을에 있던 샘이다. ‘동편’은 ‘동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이 마을에 있는 샘이 ‘동편샘’이
다. 지금은 폐쇄되어 볼 수 없다.

뒷재
‘옥골’ 뒷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가 된다. 본래 ‘마을 뒤쪽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망월재(望月-)
‘옥골’ 북동쪽에 있는 산이다. 지금은 개발되어 밭으로 변하였다. 옛날에 달맞이를 하던 산이라 하
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망월재’는 본래 ‘달맞이를 하던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병재
‘옥골’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병’을 ‘뽕’으로 보아 옛날에 뽕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병’은 ‘병목(병처럼 잘록한 길목), 병배미(병처럼 잘록하
게 생긴 논)’ 등에 보이는 ‘병’과 같은 ‘甁’이 아닌가 한다. ‘재’는 ‘고개’를 뜻한다. ‘병’을 ‘甁’으로 보
면, ‘병목’은 ‘병처럼 잘록한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이나 ‘실’
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옥동리(玉洞里) 227

새터말/새텟말
옥동리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새터’와 ‘말’로 분석되며, ‘새로운 터에 조성된 마을’로 해석된다. ‘새
텟말’은 ‘새터말’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새텃말’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서편(西便)/소편(-便)
‘옥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쪽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소편’은 ‘서편’의 모음 변화형이다. ‘동편(東便)’과 짝을 이룬다.

소편샘(-便-)
‘옥골’ 마을 앞에 있는 샘이다. ‘소편’은 ‘서편(西便)’의 모음 변화형이어서 ‘소편샘’은 ‘서편 마을에
있는 샘’으로 해석된다. 지금은 빨래터로 이용되고 있다.

쇠웅둥이
‘양푼바위’ 남쪽에 있는 웅덩이이다. ‘소’의 엉덩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
을 수 없다. ‘쇠’는 ‘소’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추정되나 그 정체는 알 수 없다. 한자 ‘沼’ 또는
‘小’일 수도 있다. ‘웅둥이’는 ‘웅덩이’의 방언형이다.

안산(案山)
‘옥골’ 맞은편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안산고개(案山-)
‘옥골’의 ‘안산’에 있는 고개이다. ‘안산’은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에 있는 고
개가 ‘안산고개’이다.

애장골/애청골
‘작은옥골’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애장’은 ‘아이의 장례’라는 뜻이다. 아이의 시체를 땅에 묻거나 짚
으로 싸서 나무에 얹어 놓는 골짜기가 ‘애장골’이다. 전국에 ‘애장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애청골’은 ‘애장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양푼바위(1)/양암(陽岩)(1)
‘양푼바위’ 마을 중간에 있는 바위이다. 도로 변에 있다. 다른 곳에서 옮겨 온 것이라고 한다. ‘양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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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두가 높지 않고, 넓고 큰 놋그릇’을 가리킨다. 이 ‘양푼’처럼 생긴 바위가 ‘양푼바위’이다.38) ‘양
암(陽岩)’은 ‘양지쪽에 있어서 볕이 잘 드는 바위’라는 뜻이다.

양푼바위(2)/양암(陽岩)(2)
‘양푼바위’ 또는 ‘양암(陽岩)’ 바위가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양푼바위’는 ‘양푼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고, ‘양암(陽岩)’은 ‘볕이 잘 드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
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연꽃방죽(蓮-防-)
‘옥골’ 앞에 있는 넓은 방죽이다. ‘연꽃이 많은 방죽’이라는 뜻이다. 마을 앞에 있는 방죽에 연꽃이
무성한데, 여름 한 철에는 그 향기가 대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고 한다.

오랴보(-洑)39)
‘옥골’에서 북쪽으로 1㎞ 지점에 있는 보이다. 옛날 참봉 벼슬을 하던 어느 채 씨의 전지(田地)가
그곳에 많이 있었다고 하여 ‘오야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오랴보’가 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오래보’와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오래되들
‘옥골’ 서남쪽에 있는 들이다. ‘오래되’와 ‘들’로 분석되나 ‘오래되’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이월면
사당리 소재 ‘오래대들’이 참고된다.

옥골/옥동(玉洞)
‘양푼바위’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 걱정을 하지 않아 옥 같은 쌀이 생산된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마을 입구에 기름진 ‘옥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옥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아주 흔하
다. ‘옥’을 한자 ‘玉’으로 보아 ‘옥이 나는 골짜기’나 ‘옥 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옥’을 한자 ‘獄’으로 보아 ‘감옥이 있던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
에서는 ‘옥곡(玉谷), 옥동(玉洞)’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이 마을에서도 ‘옥동(玉洞)’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물론 ‘옥’은 ‘옥고개’의 ‘옥-’과 같이 형용사 어간 ‘옥-[曲]’일 가능성도
38)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양푼바우’로 나온다.
39) 鎭川郡誌編纂委員會(1994:660)에는 ‘오야보’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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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오목하게 움푹 파인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옥골’에 형성된 마을도 그렇게 부른
다. ‘옥골’은 ‘큰옥골’과 ‘작은옥골’로 이루어져 있다. ‘큰옥골(大玉洞)’은 남쪽, ‘작은옥골(小玉洞)’은
북쪽에 있다.

옥골방죽(-防-)/옥동지(玉洞池)
‘옥골’ 앞에 있는 방죽이다. ‘옥동지(玉洞池)’라고도 한다.

은나무거리(銀-)
‘양푼바위’ 동쪽에 있는 거리이다. ‘은나무(보리수나뭇과의 낙엽 활엽수)’와 ‘거리’로 분석되며, ‘은나
무가 서 있는 거리’로 해석된다.

진박골
‘작은옥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밭골’로 소급한다. 3년 가뭄에도 물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긴밭골’이 구개음화에 의해 ‘진밭
골’이 되고, ‘진밭골’이 ‘진밧골’로 변한 뒤에 자음 동화에 의해 ‘진박골’이 된 것이다. ‘긴밭골’이 ‘길
게 뻗은 밭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진박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참샘
‘옥골’ 남쪽에 있던 샘이다. 여름이면 동네 사람들이 목욕을 하던 샘이라고 하나, 지금은 메워져 사
용할 수 없다. ‘찬샘’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찬샘’은 ‘찬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참샘’
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참샘골
‘양푼바위’에서 동남쪽으로 450m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찬샘골’의 제1음절 종성 ‘ㄴ’이 ‘ㅁ’으

로 변한 어형이다. ‘ㄴ>ㅁ’의 변화는 ‘산태>삼태, 시근>시금치, 진재>짐재’ 등에서도 확인된다. ‘찬
샘골’이 ‘찬 물이 솟는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참샘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초평면(草坪面)

용정리(龍亭里)
오갑리(五甲里)
중석리(中石里)
화산리(畵山里)
영구리(永九里)
금곡리(琴谷里)
신통리(新通里)
연담리(蓮潭里)
은암리(隱岩里)
용산리(龍山里)
용기리(龍基里)
진암리(陳岩里)

용정리(龍亭里)


본래 진천군 초평면(草坪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양촌리(陽
村里), 지전리(芝田里), 부창리(夫昌里), 생석리(生石里), 연촌리(蓮村里)를 병합하고 용소(龍沼)와
쌍오정(雙梧亭)의 이름을 따서 용정리(龍亭里)라 명명하여 초평면(草坪面)에 편입하였다.

감나무골
‘풀무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감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감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감탕수고개
‘지전’ 마을 뒷산을 가리킨다. ‘감탕수’는 ‘甘湯水’로 추정되나 분명하지 않다. ‘감탕수’가 있는 고개
가 ‘감탕수고개’이다.

강낭골
‘옥할미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감남골’로 소급한다. ‘감남골’이 ‘감낭골’로 변한 뒤에 ‘강낭골’이
될 수 있다. ‘감남골’은 ‘감나무골’의 준말이다. ‘감나무골’은 ‘감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
울러 ‘감남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큰강낭골’과 ‘작은강낭골’로 나뉜다.

골통심이
‘치지릉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광대봉(-峰)
‘홍두깨날’ 위에 있는 봉우리이다. ‘광대’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광대’는 ‘廣垈’로 추정되어 ‘산봉
우리가 넓은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전국에 ‘광대봉’이라는 산이 많은데, 대체로 ‘광대’를 ‘창우(倡
優)’의 뜻으로 보고 광대가 놀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광대의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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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 광대가 춤을 추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한다.

궁개들
‘지전’ 서쪽 개울가에 있는 들이다. 예전에 이곳에 ‘게[蟹]’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궁개’는 ‘굼개’의 변형으로 ‘바닥이 낮고 깊은 개울’을 가리킨다. 이 개울이 흐르는
들이 ‘궁개들’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궁갯들, 궁게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금당들(金堂-)/부창들
‘부창’ 앞에 있는 들이다. ‘부창들’에 금당사라는 절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금당’은 ‘황
금 또는 백금을 칠하여 지은, 본존이나 고승의 영정을 모셔 두는 불당’을 가리킨다. 이 불당이 있는
들이 ‘금당들’이다. ‘금당’은 ‘금당골, 금당산, 금당실, 금당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
적으로 쓰인다. ‘부창’ 앞에 있는 들이어서 ‘부창들’이라고도 한다.

기골
‘배너미고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기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기골’이라는 골짜
기가 몇 군데 확인되는데, 대체로 ‘기’를 ‘게’의 방언형으로 보고 ‘게가 많은 골짜기’ 또는 ‘게처럼 생
긴 골짜기’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해곡(蟹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이곳의 ‘기골’도 ‘게’와
관련된 지명일 가능성이 있다.

낚시터/조대(釣臺)
‘지전’ 남쪽의 초평천 냇가에 있는 낚시터이다.

넙디기들
‘넙적날’ 밑에 있는 들이다. ‘넙덕들’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넙덕들’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되
어 ‘넙더기들’이 되고, ‘넙더기들’의 제2음절 모음이 변하여 ‘넙디기들’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넙덕
들’은 ‘넙덕’과 ‘들’로 분석된다. ‘넙덕’은 ‘넙덕골, 넙덕등, 넙덕바우, 넙덕배미’ 등에서도 확인되며,
‘廣’의 뜻이다. 이에 따라 ‘넙덕들’은 ‘넓은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넙덕기들’과 ‘넙디기들’도 그와 같
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 들은 대단히 넓다.

넙적날
‘생곡’ 동쪽에 있는 산이다. ‘넙적’은 ‘넙적골, 넙적논, 넙적등, 넙적말, 넙적바우’ 등에 보이는 ‘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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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넓음’을 지시하고, ‘날’은 ‘산등성이’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넙적날’은 ‘넙적한 산등성이’로
해석된다. 산등성이가 둥그스레하고 넓적하게 퍼져 있다.

대지랑고개/대지랑이고개
‘지전’에서 괴산군 증평읍 미암리 ‘대지랑’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대지랑이고개’는 ‘대지랑고개’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돌펀
‘왜뿔’ 밑에 있는 버덩이다. ‘돌펀던’에서 ‘던’이 생략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펀던’은 ‘거칠고 넓은 들’
을 뜻하는 ‘버덩’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돌펀던’, 곧 ‘돌펀’은 ‘돌이 많은 버덩’으로 해석된다.

동잠
‘배너머고개’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마을이다. 마을의 본래 이름은 ‘동자암동(童子庵洞)’이었다.
‘동잠’은 ‘동자암’이 줄어든 어형이다.

마다골
‘물방아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당골’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마당골’은 ‘마당처럼 넓고 펀펀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전국에 ‘마당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대단히 많다. ‘마다골’이 ‘마당골’의 변형
이라면 ‘마다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곳 ‘마다골’은 ‘큰마다골’과 ‘작은마다골’로 나뉜다.

마당바위
‘배너머고개’ 중턱에 있는 바위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마당’은 ‘마당골, 마당논, 마당들’ 등에서
보듯 ‘마당처럼 넓고 평평함’을 지시한다. 이에 따라 ‘마당바위’도 ‘마당처럼 넓고 평평한 바위’로 해
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마당바구, 마당바우, 마당방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매박골
‘부창’ 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매’처럼 생긴 구렁이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나 믿을 수 없다. 실제 구렁이가 살던 굴이 있다고까지 말한다. 이는 ‘매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
이 아닌가 한다. ‘매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매바골’이 되고, ‘매바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매밧골’이 된 다음 자음 동화에 의해 ‘매박골’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매바위’는 ‘매처럼 생긴
바위’ 또는 ‘매가 앉는 바위’라는 뜻이고,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매바위골’이다. 아울러 ‘매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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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큰매박골’과 ‘작은매박골’로 나뉜다.

매산들(-山-)
‘양촌’에 있는 들이다. ‘매산’과 ‘들’로 분석된다. ‘매산’을 산이 매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또는 경주
이씨 ‘매산공’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한다. 한편 ‘매’는 ‘山’을 지시하여 ‘매산’은
그저 ‘산’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들이 ‘매산들’이다.

매산양달(-山陽-)
‘지전’ 반대 방향에 있는 골짜기이다. ‘매산’의 양달쪽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먹방골
‘솔고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생파리’로 넘어가는 곳이다. ‘먹방’과 ‘골’로 분석된다. ‘먹방’의
‘먹’은 ‘먹물을 만드는 재료’, ‘방’은 한자 ‘坊’이다. 그러므로 ‘먹방’은 ‘먹을 만들던 곳’으로 해석된
다. 지역에 따라서는 ‘묵방(墨坊)’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먹방’이 있던 골짜기가 ‘먹
방골’이다.

문바위들(門-)
‘지전’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문바위’와 ‘들’로 분석된다. ‘문바위’는 ‘문(門)’과 ‘바위’로 분석되며,
‘문설주처럼 서 있는 바위’ 또는 ‘문 형상의 입구가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문의 기둥처럼 양쪽에
서 있는 두 개의 바위 또는 큰 바위에 문처럼 생긴 구멍이 나 있는 바위를 ‘문바위’라 한다. ‘문바위’
가 있는 들이 ‘문바위들’이다. 이 들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다. 지역에 따라서는 ‘門岩’ 또는 ‘文岩’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물방아골
‘분토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방아’와 ‘골’로 분석되며, ‘물방앗간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미선나무
‘생곡’ 남쪽에 자생하는 나무이다. 세계 1종 1속에 속하는 희귀식물로 열매가 선녀의 부채와 흡사하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주변이 훼손되어 현재는 천연기
념물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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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골
‘사태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랑골’의 유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바
른골’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다. ‘바른골’이 자음 동화하여 ‘바릉골’이 되고, ‘바릉골’이 모음 변화하여
‘바랑골’이 될 수 있다. ‘바른골’은 ‘지형이 똑바른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바랑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또 다른 하나는 ‘바랑’을 ‘벼랑’의 방언형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랑골’은 ‘벼랑
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로 해석된다. 산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후자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방축골(防築-)
현 초평농공단지가 있는 골짜기이다. ‘방축(防築)’은 ‘방죽’의 원말이다. 그러므로 ‘방축골’은 ‘방죽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현재 방죽은 볼 수 없다.

배나무골
현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 골짜기이다. ‘배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
이다.

배나미고개/배내미고개/배너머고개/동잠고개
‘동잠교’에서 동쪽으로 약 1㎞ 지점에 있는 고개이다. 옛날 초평에서 증평으로 넘나들던 고개이다.
‘배나미고개’는 ‘배너미고개’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배너미고개’라는 고개가 많은데,
대체로 ‘전에 배가 넘어 다닌 고개’로 해석한다. 이 지역에서도 ‘배나미고개’를 배가 넘어 다닌 고개
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배’가 고개를 넘을 리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배너미고개’는 ‘배나미고개’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보이고, ‘배나미고개’는 ‘배남고개’에 접미사적 조
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배남고개’는 ‘배나무가 서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만약 ‘배
나미고개’가 ‘배남고개’에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한편 ‘배나미고개’ 자체가
‘배나무고개’에서 변형된 어형일 수도 있다. ‘배나무고개’가 전국에 대단히 많다.

벼락바위
‘매산들’ 남쪽의 용정과 화산의 경계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벼락을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벼락’은 ‘벼랑’의 방언형이어서 ‘벼락바위’는 ‘벼랑으로 이루어진 바위’로
해석된다. 이 바위 밑에는 ‘벼락소’라는 소(沼)가 있다. ‘벼락소’는 ‘벼랑 밑에 있는 소’라는 뜻이다.

벼락소(-沼)/베락소(-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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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바위’ 밑에 있는 소(沼)이다. ‘벼락’은 ‘벼랑’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벼락소’는 벼랑 밑에 있는
소’로 해석된다. ‘베락소’는 ‘벼락소’의 변화형이다.

병막(病幕)
‘부창’ 동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한자 ‘病幕’으로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켜 수용하던 집’을 가리킨다.
주로 장질부사 환자를 격리시켜 수용하였다. 이 ‘병막’이 있던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임진왜란 때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수용하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은
밭으로 변하였다.

보광대
‘양촌’ 마을 앞에 있는 절벽이다.

봉황대(鳳凰臺)
‘용정리’에 있는 산이다. 산이 봉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봉황대’와 ‘지전’ 사이에
‘청담암(淸潭庵)’이라는 절이 있었다.

부창(夫昌)/부창이(夫昌-)/부챙이(夫-)
‘생곡’ 서쪽 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경주 이씨 벽오(碧梧) 이시발(李時發)이 딸에게 부창 뒷산
을 상속해 주면서 부창부수(夫唱婦隨)하라고 교훈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부창’은 ‘부처당(-堂)’이 줄어든 어형이다. 그리고 ‘부창이’는 ‘부창’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며, ‘부챙이’는 ‘부창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부처당(-堂)’은
‘부처를 모신 당집’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부창이, 부챙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부창이’의 ‘부
창’을 ‘夫昌’으로 쓰고 있으나 이는 그저 음을 이용한 표기에 불과하다. ‘부처당’ 근처에 형성된 마을
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부창이, 부챙이’ 등으로 부른 것이다.

부창목(夫昌-)/부창고개(夫昌-)/부처당고개(-堂-)
오갑리 ‘도려울’에서 ‘생곡’으로 이어지는 고개이다. ‘부창목’은 ‘부처당목(-堂-)’의 변형으로 추정된
다. ‘부처당(-堂)’은 ‘부처님을 모셔 놓은 당집’이라는 뜻이다. 이 당집이 있던 길목이 ‘부처당목’이고,
이것이 줄어들어 ‘부창목’이 된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부창목’으로 나오며, ‘夫
昌峙(부창치)’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부창고개’도 ‘부처당고개’에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부처당고개’라는 지명도 쓰인다. 이들 세 가지 지명 가운데 ‘부창목’이라는 지명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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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쓰인다. 이 고개에는 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불상(마애불)이 남아 있다.

부창방죽(-防-)
‘부창’ 마을 뒤의 골짜기를 막은 방죽이다.

분토골
‘동잠’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분토’와 ‘골’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토’를 ‘粉土(쌀을 쓿을
때에 섞어서 찧는 흰 흙가루)’로 보고 ‘분토가 나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분
투골, 분톳골, 분툿골, 분터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비조재/비조티
‘지전’에서 화산리 ‘사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비조티’라고도 한다. ‘비조’와 ‘재’로 분석된다. ‘비
조’를 ‘飛鳥’로 보아, ‘날아가는 새 모양의 고개’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오히려 ‘비조’는 ‘비탈진
형상’을 지시하지 않나 한다. 화산리에서는 ‘비지재고개’로 쓰고 있다.

사태골
‘동잠교’에서 ‘화산’ 방면으로 있는 첫 번째 골짜기이다. ‘사태’와 ‘골’로 분석된다. ‘사태’를 ‘沙汰’로
보아 ‘산사태가 잘 나는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사태’는 ‘새터’의 변형으로 추정되어 ‘새로 조성
된 터’ 또는 ‘사이에 있는 터’로 해석된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새터골’이고, 이것이 ‘사터골, 사테
골’을 거쳐 ‘사태골’이 된 것이다.

산소안(山所-)
‘지전’에서 동북쪽에 있는 산이다.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 이제현(李齊賢)의 산소가 있던 곳이어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산소’ 안쪽에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이 산소는 개성으로 이장해 갔다고 한다. 한편 경주 이씨 오촌공(梧村公)과 벽오공(碧梧公)의 산소
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삼박골
‘지전’ 앞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삼밭골’이 ‘삼밧골’을 거쳐 자음 동화에 의해 ‘삼박골’이 된 것
이다. ‘삼밭골’은 ‘삼밭[麻田]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삼박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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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림골
‘작은샘당골’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말림’과 ‘골’로 분석된다. ‘새말림’의 ‘새’는 ‘間’, ‘東’, ‘草’ 등의
뜻으로 볼 수 있고, ‘말림’은 ‘말림갓(지난날,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한 산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새말림’은 ‘사이에 있는 산’, ‘동쪽에 있는 산’, ‘풀이 많은 산’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새’를 ‘新’으 뜻으로 보아 ‘새로 매입한 산’으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백곡면 갈월리에도 ‘새
말림’이 있다. ‘새말림’에 있는 골짜기가 ‘새말림골’이다.

샘당골(-堂-)
‘부창목’ 마애불상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과 ‘당골(堂-)’로 분석된다. ‘당골’은 ‘불당이 있던 골짜
기’라는 뜻이다. 이곳에 ‘샘’이 있어 ‘샘당골’이라 한 것이다.

생곡(生谷)/날터
‘양촌’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형성될 당시에 경주 이씨들이 대성(大姓)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9대조의 호가 ‘생곡(生谷)’이어서 마을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생곡(生谷)’
은 속지명 ‘날터’에 대한 한자 지명이어서 이와 같은 해석은 무리가 있다. ‘날터’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날’을 ‘널-[廣]’과 모음 교체 관계에 있는 형용사 어간 ‘날-’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날터’는 ‘넓은 터’로 해석된다. 둘째는 ‘날’을 형용사 어간 ‘낡-’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낡터’, 곧 ‘낡은터’는 ‘예전에 마을이 있던 자리’로 해석된다. 그런데 ‘날’을 ‘나-[生]’
의 관형사형으로 보고 한자화하여 ‘생곡(生谷)’으로 쓰고 있다. 한편 ‘생곡’은 ‘샘골’에서 변형된 ‘생
골’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볼 수도 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生谷’으로 나오고, ‘농촌’
이라는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생골들
‘생곡’ 서남쪽에 있는 들이다. ‘생골’과 ‘들’로 분석된다. ‘생골’은 ‘샘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샘이 있
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생골’에 형성된 들이 ‘생골들’이다.

석빈영
‘매박골’ 옆에 있는 못이다. 물이 굽이쳐 흘러 깊게 패인 곳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혹시 ‘석’
은 한자 ‘石’이고, ‘빈영’은 ‘비탈’의 방언형인 ‘비녕’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렇다면 ‘석
빈영’은 ‘돌로 된 비탈’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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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골/승지골
‘지전’ 동남쪽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지’를 ‘城地’로 보아 지형이 성터처럼 생겨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성지’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 ‘성지골’의 유래도 불투명하다. ‘성지
골’은 ‘성젌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성젌골’은 ‘성절(城-)’과 ‘골’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
이다. ‘성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성젓골’이 되고 ‘성젓골’이 자음 동화되어 ‘성적골’이 된
다음 동음 생략에 의해 ‘성저골’이 될 수 있다. ‘성지골’은 바로 ‘성저골’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되
고, ‘승지골’은 ‘성지골’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만약 ‘성지골’이 ‘성젌골’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면, ‘성 밑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솔고개
‘부창’에서 초평농공단지로 넘어가던 고개이다. 지금은 농공단지로 편입되어 볼 수 없다. ‘솔고개’라
는 지명은 전국에 대단히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솔’을 ‘소나무’로 보고 ‘소나무가 울창한 고개’로
해석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송현(松峴)’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물론 ‘솔’은 ‘소
나무’가 아니라, 형용사 어간 ‘솔-[狹]’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솔고개’는 ‘좁은 고개’로 해석
된다. ‘솔고개’와 같은 의미의 고개 이름으로 ‘솔재, 솔치’ 등도 쓰인다.

송장고개(送葬-)
‘퉁소바위’ 밑에 있는 고개이다. ‘지전’에서 ‘생파리’로 넘어가던 고개이다. ‘송장(送葬)’과 ‘고개’로 분
석되며, ‘송장이 넘어가던 고개’로 해석된다.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 공동묘지로 갈 때 이용하던 고
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숯고개/쑥고개
‘생곡’에서 영구리 ‘사방테’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숯’과 ‘고개’로 분석되며, ‘숯을 굽던 고개’로 해석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탄현(炭峴)’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쑥고개’는 ‘숯고개’가 ‘숫고개’를
거쳐 ‘숙고개’가 된 다음 나타난 어형이다.

쌍오정(雙梧亭)/쌍오장(雙梧-)
‘생곡’ 남쪽에 있는 벼랑이다. 이인엽(李寅燁)이 벼슬을 버리고 초평으로 낙향하였을 때 건립한 정
자라고 한다. ‘쌍오(雙梧)’라고 한 것은 그 조부(祖父) 이시발(李時發)의 호가 ‘벽오(碧梧)’이고 그
증조부(曾祖父) 이대건(李大建)의 호가 ‘오촌(梧村)’으로 양대(兩代)에 걸쳐 호에 ‘梧’ 자를 썼기 때
문으로 설명한다. ‘쌍오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벼랑을 정자 이름을 빌려 그렇게 부른다. ‘쌍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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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이름으로 보기도 하나 이는 잘못이다. ‘쌍오장’은 ‘쌍오정’의 모음 변화형이다.

안산(案山)
‘부창’ 남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양촌(陽村)
‘생곡’ 남쪽 7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양지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또는
‘양달말’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양촌’ 앞은 지금은 농지이지만 예전에는 ‘유호(柳湖)’라는 큰 둠벙
이 있었다.

양촌다리(陽村-)
‘양촌’에 있는 다리이다.

양촌들(陽村-)
‘양촌’ 남쪽에 있는 들이다. ‘양촌(陽村)’과 ‘들’로 분석되며, ‘양촌 마을 앞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연적절터(硯滴-)
‘마다골’ 앞 ‘봉치지릉골’ 위에 있는 옛 절터이다. 장마에 금부처가 출토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연적’과 ‘절터’로 분석된다. ‘연적’은 ‘연적골, 연적봉, 연적산, 연적여울, 연적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대체로 ‘연적’을 ‘硯滴’으로 이해하고, 지형지물이 ‘연적’과 같이 생
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오는 ‘연적’은 ‘베루’ 또는 ‘벼루’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곧 ‘벼루산’이나 ‘베루산’을 ‘연적산(硯滴山)’으로 바꾼 것과 같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벼루’나 ‘베루’를 ‘연적(硯滴)’으로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바꾼 것이다. 그러나 ‘베
루’나 ‘벼루’는 ‘강이나 바닷가에 있는 벼랑’을 뜻한다. 벼랑에 인접한 절터여서 ‘벼루절터’라고 한 것
인데, ‘벼루’를 ‘硯滴’으로 잘못 파악한 뒤 ‘벼루절터’를 ‘연적절터’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옥할미골
‘두타산’ 줄기인 ‘바랑골’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옥할미’와 ‘골’로 분석된다. ‘옥할미’는 ‘감옥을
지켜준다는 할미 귀신’이다. 그런데 골짜기 이름에 어떻게 해서 ‘옥할미’가 쓰였는지 알 수 없다.

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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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전’ 동남쪽에 버덩이다. ‘돌펀’ 위에 있다. ‘뿔’은 ‘불’의 변형이고, ‘불’은 ‘벌(판)’과 같다. ‘왜’의 어
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외-(외따로 떨어져 있다)’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왜불’은 ‘외따로 떨
어져 있는 벌판’으로 해석된다.

용정다리(龍亭-)/용정교(龍亭橋)
‘용정리’에 있는 다리이다.

용정리고인돌(龍亭里-)
‘생곡’ 면사무소 뒤쪽 야산에 있던 고인돌이다. 초평천이 크게 반원을 그리며 곡류하는 부분의 안쪽
에 해당하며, 구릉의 곳곳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임도(林道) 옆에 서 있는 느티나무 서쪽에 고
인돌 1기가 남아 있었다. 이를 고인돌이 아니라 ‘미륵부처’로 보기도 한다. 도둑이 훔쳐가 지금은
볼 수 없다.

용정리사지(龍亭里寺址)
‘생곡’ 북쪽 야산에 있는 절터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절은 ‘금정사’라 불렸다고 한다.

으그니고개
‘지전’에서 ‘으그니들’로 나가는 고개이다.

으그니들
‘지전’ 남쪽 산 너머에 있는 들이다.

이승지골
‘부창’ 서북쪽 ‘강낭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샘당골(-堂-)
‘샘당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당골’은 ‘서낭당이나 불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곳에 ‘샘’
이 있어 ‘샘당골’이라 한 것이다. ‘샘당골’의 작은 지역이 ‘작은샘당골’이다.

장가바위
‘부창목’ 마애불상에서 오른쪽으로 10m 지점에 있었으나 도로 확장 공사로 훼손되었다. 옛날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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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들이 바위 3보 앞에서 쑥대를 꺾어 틈에 꼭 맞히면 그 해에는 틀림없이 장가를 간다는 속설이
전하기도 하고, 바위 위에 돌을 던져 얹히면 장가를 든다는 속설이 전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도
‘장가바위’라는 바위가 많은데, 대체로 후자의 관점에서 그 유래를 설명한다.

정착지(定着地)/새동네
‘지전’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없어졌다. 난민들이 정착하여 새로 이룬
마을이어서 ‘정착지’ 또는 ‘새동네’라고 부른 것이다.

지전(芝田)
‘양촌’ 동남쪽 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곳이 잔디밭이어서 ‘잔디 芝’ 자와 ‘밭 田’ 자를
써서 명명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인데 소는 물과 풀이 있어야 살기에
‘지초 芝’ 또는 ‘잔디 芝’ 자와 ‘밭 田’ 자를 써서 명명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진채골
‘부창’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철마봉(-峰)
‘광대봉’ 다음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옛날에 ‘철마(鐵馬, 쇠로 만든 말)’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철마봉’이나 ‘철마산’이라는 산 이름이 흔한데, 대체로 산에
‘철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치지릉골
‘마다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큰고개
‘벼락소’ 앞에 있는 고개이다. ‘생파리’로 넘나들던 고개이다. 밑으로 굴을 뚫어 농수로로 이용하고
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굴을 뚫는 데 비용이 너무 들어 ‘양촌’ 부자 세 사람이 갖고 있던 재
산을 모두 잃었다고 한다.

퉁소바위(-簫-)
‘지전’ 서쪽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퉁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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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골
‘동잠’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골짜기이다. ‘풀무’와 ‘골’로 분석되며, ‘풀뭇간(대장간)이 있던 골
짜기나 마을’ 또는 ‘풀무 형상의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무골’로 나타나기
도 하며, ‘야곡(爺谷), 야동(爺洞)’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홍두깨날
‘왜뿔’ 위에 있는 골짜기의 산등성이다. ‘홍두깨’와 ‘날’로 분석되며, ‘홍두깨처럼 길고 곧은 산등성이’
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홍도깨날’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갑리(五甲里)


본래 진천군 산정면(山井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마두리
(馬頭里), 영신리(永新里), 태하리(台下里)와 영주리(永酒里), 삼태리(三台里)의 각 일부 및 방
동면(方洞面)의 화성리(花城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오갑리(五甲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
에 편입하였다가 다시 1930년 초평면(草坪面)에 편입하였다.

감투바우
‘새말’ 뒤에 있는 바위이다. ‘감투’는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의 하나이다. ‘감투’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감투바우’이다. ‘감투’는 ‘감투골, 감투봉, 감투산, 감투정이’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
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지역에 따라서는 ‘감투바우, 감투방우, 감태바우, 감태방우’ 등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개구리명당(-明堂)
‘원대’ 도로 밑에 있는 명당이다. ‘개구리’와 ‘명당’으로 분석되며, ‘개구리 형상의 명당자리’로 해석된다.

광대봉(-峰)
‘원대’ 동쪽에 있는 산이다. 주변에서 가장 높은 송전탑이 있다. ‘광대’를 ‘직업적 예능인’으로 보고,
광대가 놀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광대’는 ‘廣垈’로 추정된다. 그렇다
면 이는 ‘광터(廣-)’에 대한 한자 지명이 된다. 이에 따라 ‘광대봉’은 ‘산봉우리가 넓은 산’으로 해석
된다.

구름배미
‘높은들’ 남쪽에 있던 논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구름만 끼면 곡식이 결실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구름’은 아마도 ‘봇도랑 물을 논에 대기 위해 땅 밑을 파서 굴처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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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가리키지 않나 한다. 곧 ‘속도랑’과 같은 의미로 추정된다. ‘속도랑’을 이용하여 봇물을 대던
논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궁터
‘방아다리’와 ‘회너미고개’ 사이에 있는 터이다. ‘궁’을 ‘弓’으로 보아, 한 장군이 ‘말머리’를 향해 활
을 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궁터’라는 터 또는 마을이 흔하다. ‘궁’을 ‘宮’으
로 보아 ‘궁궐이 있던 곳’, ‘궁궐처럼 큰 집이 있던 곳’, ‘어느 왕이 잠시 머문 곳’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궁’을 ‘弓’으로 보아 ‘지형이 활처럼 굽은 곳’, ‘활을 쏘던 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아울러
‘재궁(齋宮)’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금다대(金-垈)
‘마두’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개울을 경계로 북쪽은 ‘금다대’이고, 남쪽은 ‘높은들’이다. 옛날에 ‘금’
이 많이 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금’과 ‘다대’로 분석된다. ‘다대’

는 ‘산다대’의 ‘다대’와 같은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금들’로 나오고, ‘金垈坪’

이 대응되어 있다. 그렇다면 ‘금다대’의 ‘금’은 ‘金’이고, ‘대’는 ‘垈’일 것으로 추정된다.

농바위(籠-)
‘방안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농(籠)’과 ‘바위’로 분석되며, ‘농처럼 생긴 바위’, ‘농 궤짝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된다. 큰 바위가 농처럼 네모반듯하게 생기거나 크고 작은 바위가 농 궤짝처럼 포개져
있는 듯한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바구, 농바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농암(籠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
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농바위’는 ‘농바위골, 농바위끝, 농바위덤, 농바위모랭이, 농바위밑, 농바위
보, 농바위산, 농바위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높은들
‘금다대’ 남쪽에 있는 들이다. ‘높은’과 ‘들’로 분석되며, ‘높은 지대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덕문이들(德門-)
‘영주원’ 서쪽에 있는 들이다. 예전에는 ‘덕문면’ 지역이었다.

도려울(1)/석탄(石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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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원’ 서쪽에 있는 여울이다. ‘도려울’은 ‘돌여울’의 연철 표기 형태이다. ‘돌’을 ‘石’의 뜻으로 보아
‘돌로 이루어진 여울’로 해석한다. 여울의 바닥이 돌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석탄(石灘)’이라는 한
자 지명이 대응된다. 그런데 ‘돌’은 동사 어간 ‘돌-[回]’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도려울’은 ‘물이
세차게 돌아드는 여울’로 해석된다.

도려울(2)/주막도려울(酒幕-)/석탄(石灘)2)
‘도려울’ 옆에 있는 마을이다. ‘도려울’은 본래 ‘돌이 많은 여울’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
이 ‘석탄(石灘)’이다. 주막이 있었다고 하여 ‘주막도려울’이라고도 한다. 이 여울 근처에 조성된 마을
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도려울다리/석탄교(石灘橋)/오갑교(五甲橋)
‘도려울’에 놓인 다리이다. ‘도려울다리’는 화강암으로 견고하게 놓았던 다리인데, 수해로 매몰되었
다가 1955년 경 장마 때 원형이 드러났으나 석공들이 맷돌용으로 집어가 볼 수 없다. ‘도려울다리’
에 대한 한자 명칭이 ‘석탄교(石灘橋)’이다. 새로 콘크리트 다리를 놓으면서 ‘오갑교(五甲橋)’라 하
였다.

도롱골
‘석탄’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롱골’의 유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돌
룡골’에서 변형된 것으로 본다. ‘돌룡골’이 ‘도룡골’을 거쳐 ‘도롱골’이 될 수 있다. ‘돌룡’의 ‘돌’은 동
사 어간 ‘돌-[回]’이고, ‘룡’은 한자 ‘龍’이다. 이에 따르면 ‘돌룡골’, 곧 ‘도롱골’은 ‘용이 돌아간 형상의
지점[回龍]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돌은골’의 변형으로 본다. ‘돌은골’이 ‘도론골’을
거쳐 ‘도롱골’이 될 수 있다. ‘돌은골’의 ‘돌은’은 ‘돌-[回]’의 관형사형이다. 표준어에서는 ‘돈’으로 활
용하지만 충청 방언에서는 ‘돌은’으로 활용한다. ‘돌은골’, 곧 ‘도롱골’은 ‘돌아 앉아 있는 형상의 골
짜기’ 또는 ‘돌아서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도롱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대단히 많다. ‘회
룡곡(回龍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기도 하고, 또 ‘지형이 동그랗게 생긴 골짜기’라는 설
명이 달려 있기도 하다. 이를 참고하면 이 지역의 ‘도롱골’도 ‘돌룡골’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도적골/도독골
‘영주원’과 ‘원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근처에서 가장 험한 골짜기라고 한다. ‘도적’을 ‘盜賊’으
로 보아 ‘도둑이 숨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독골’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골짜기가 두두룩한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오갑리(五甲里) 249

마당바위
‘영주원’의 ‘웃골’에 있는 바위이다. ‘마당’과 ‘바위’로 분석되며, ‘마당처럼 넓은 바위’로 해석된다.

말구융배미/말구역자리
‘마두’ 입구에 있는 논 이름이다. ‘말구융’과 ‘배미’로 분석된다. ‘말구융’은 ‘말먹이를 주는 구유’라는
뜻이고, ‘배미’는 ‘논배미’를 지시한다. 그러므로 ‘말구융배미’는 ‘말구유처럼 길게 생긴 논’이라는 뜻
이다. ‘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말 머리를 베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월 대보름날 말의 먹이를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1975년 경지 정리되어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
다. ‘말구역자리’라고도 한다.

말머리/마두(馬頭)
‘영주원’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말의 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마두(馬頭)’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이영남’ 조방장이 날랜 말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동
생이 장군의 말이 얼마나 날랜가를 시험하기 위해 그의 말을 타고 지금의 ‘말머리’를 향해 활을 쏘
고 달려와 보니 화살이 없었다. 이에 활의 속도에 말이 진 것으로 알고 말의 목을 베었더니 그제야
공중에서 화살이 소리를 내며 날아왔다고 한다. 그 후로 마을 이름을 ‘말머리’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명 전설에 불과하다. 말의 머리처럼 생긴 지형지물을 후행 요소를 생
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본다.

머거나미고개/머그네미고개
‘석탄’에서 화산리 ‘생파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삼남(三南)의 대로(大路)여서 주막이 많았다고 한
다. ‘머거너미고개’ 또는 ‘머그네미고개’는 ‘목너미고개’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목너미고개’
에 조음소 ‘으’가 개재되어 ‘모그너미고개’가 되고, ‘모그너미고개’의 제2음절과 제3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머거나미고개’와 ‘머그네미고개’가 된다. ‘목너미고개’는 ‘목을 넘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곳
은 실제 좁은 목이다.

물탕골(-湯-)
‘웃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탕(-湯)’은 ‘물이 새어 나와 이룬 탕’을 가리킨다. 이 물탕이 있
는 골짜기가 ‘물탕골’이다. 전국에 ‘물탕골’이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 ‘약물탕’이나 ‘약수터’, 또는 물
이 아주 찬 ‘옻샘’ 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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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다리
‘마두’ 동쪽에 있는 들이다. 지형이 디딜방아의 다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방아다리’의 ‘다리’는 ‘橋’의 뜻이 아니라 ‘들[野]’과 관련된 어형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유
래는 전혀 달라진다. ‘방아다리’는 ‘방아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거나 ‘방아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방아드리’의 모음 변화형일 가능성이 있다. ‘방아달’의 ‘방아’는 ‘곡식을 찧거나 빻는
기구’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디딜방아’를 가리킨다. ‘달’은 ‘들[野]’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방
아달’은 ‘방아들’과 같이 ‘디딜방아의 몸체처럼 Y 자 지형을 하고 있는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방아
드리’나 ‘방아다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방아들, 방아달, 방아드리’라는 지명도 쓰이고
있다. 그런데 ‘다리’를 ‘들’ 또는 ‘달’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橋’의 ‘다리’를 연상하여 ‘방아다리’를 다
리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는 곳이 많다.

방아다리방죽(-防-)
‘방아다리’에 있는 방죽이다. ‘방아다리’는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는 들’로 해석된다. 이
들에 있는 방죽이 ‘방아다리방죽’이다. 지금은 양어장으로 쓰고 있다.

방안골
‘석탄’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안’과 ‘골’로 분석되며, ‘방안처럼 아늑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버시고지
‘승지골’ 왼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버십고지’에서 제2음절의 종성 ‘ㅂ’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버십’은 ‘보습(삽 모양의 쇳조각)’의 방언형이고, ‘고지’는 ‘곶(串)’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렇다면 ‘버시고지’는 ‘보습고지’와 같다. ‘보습고지’는 ‘보습처럼 삼각형 형태로 생긴 곶’이라는 뜻
이다. 이 곶 안쪽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버습구지’로 나타나
는 지역도 있다.

부엉골
‘도롱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엉이가 많이 서식하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산다대(山-垈)
‘새말’ 앞에 있는 들이다. 토양이 비옥하여 곡식이 잘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마을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데, ‘산다대’라는 지명은 이로써 생겨난 지명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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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믿을 수 없다. ‘산’은 ‘山’으로, ‘다대’는 ‘금다대’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는
‘오래대, 돌팍대’ 등에 보이는 ‘대’와 같이 ‘垈’로 추정된다.

삼형제바위(三兄弟-)
‘질랑산’ 계곡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세 개가 형제인 듯 층층이 서 있다.

새들
‘영주원’ 서쪽에 있는 들이다. ‘새’를 ‘모새’로 보아, ‘모래가 많은 들’로 해석한다. 전국에 ‘새들’이라
는 들 이름이 널리 분포하는데, 대체로 ‘새로 조성된 들’로 해석하고 ‘신평(新坪)’이라는 한자 지명
을 대응한다.

새말
‘마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를 ‘新’의 뜻으로 보아 ‘새로 조성된 마을’로 해석한다. 옛날에 국가
에 상납할 물건을 싣고 가다가 ‘머거나미고개’를 너머 ‘영제원’ 못 미쳐서 도둑에게 몽땅 빼앗겼다.
관에서는 ‘안터’ 마을 사람들의 소행이라 몰아붙여 변상을 하라 하니 한 집, 두 집 마을을 떠나 이곳
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생긴 마을 이름이 ‘새말’이라 설명한다.

승지골
‘머거나미고개’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승지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하다. 대체로 ‘승
지’를 ‘承旨’로 보아 ‘승지가 날 명당이 있는 골짜기’, ‘승지가 논을 부친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승지’를 ‘勝地’로 보아 ‘경관이 좋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승지’를 ‘承旨’나 ‘勝地’로
보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승지골’은 ‘승직골, 승짓골, 승저골, 승젓골, 승적골’ 등과 유사한 지명으
로 추정되어 ‘승지’는 ‘승저, 승적, 승젓’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인다. ‘승젓골’은 ‘승젌골’에서 ‘ㅅ’ 앞
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고, ‘승적골’은 ‘승젓골’의 자음 동화 어형이다. ‘승젌골’은 ‘승절’과 ‘골’ 사이
에 ‘ㅅ’이 개재된 어형이다. ‘승절’은 ‘성절(城-)’의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승젌골’을 비롯하
여 ‘승적골, 승지골’ 등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안터
‘새말’ 앞에 있던 터이다. ‘안쪽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예전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릇이나 기와 조각이 발견된다. ‘안터’ 마을에서 이주하여 ‘새말’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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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달말(陽-)
‘새말’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아래 지역을 가리킨다.
산쪽으로 있는 ‘응달말, 음지말’과 짝을 이룬다.

영제원터(永齊院-)
조선 시대 ‘영제원(永齊院)’이라는 원(院)이 있던 자리이다.

영주원(永酒院)
‘원대’에서 500m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영제원(永齊院)’이 변하여 ‘영주원’이 된 것이다. <朝鮮地
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영쥬원’으로 나오고, ‘永酒’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예전 이곳
에 ‘영제원’이라는 원(院)이 있었다. 원(院)’은 ‘공무를 보는 벼슬아치가 묵던 공공 여관’을 가리킨다.
곧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던 숙박시설이다. 진천 관내에는 ‘영제원’을 비롯하여
‘시재원(時才院), 광혜원(廣惠院), 태랑원(台郞院), 협탄원(脇呑院)’ 등의 ‘院’이 있었다. ‘영제원’이
‘영주원’으로 변하자 ‘永酒院’으로 쓰고, 옛날 원님이 지나가다 음주를 하며 피로를 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왜가리명당(-明堂)
‘석탄’과 ‘원대’ 사이에 있는 명당자리이다. ‘왜가리’와 ‘명당’으로 분석되며, ‘왜가리 형상의 명당’이
라는 뜻이다. ‘왜가리명당’을 비롯하여 ‘개구리명당, 고양이명당, 나비명당, 제비명당’ 등에서 보듯
명당자리는 동물 이름을 이용하여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보골(龍洑-)
‘영주원’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용보(龍洑)’와 ‘골’로 분석된다. ‘용보’는 ‘용이 승천한 보’, ‘용이
사는 보’, ‘용처럼 구불구불한 보’ 등으로 해석된다. 이 ‘용보’가 있는 골짜기가 ‘용보골’이다.

웃골
‘영주원’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안에 ‘할미바위’와 ‘마당바위’가 있다.

원대(院垈)/원터(院-)
‘영주원’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영제원(永齊院)’의 터가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여
행하는 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여관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원(院)’이다. 원에는 그 원을 경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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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주(院主)가 있었는데, 흔히 부근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유능한 자로 임명하였다. ‘원’은 처
음에는 관원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일반 여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인을 받
으면서 ‘원’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주막으로 변신하게 된다. 곧 ‘원’은 ‘여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원’이 있던 자리가 ‘원터’이고,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원대(院垈)’이다.

유양나무(柳楊-)
‘영주원’ 앞에 있던 버드나무이다. 지금은 없어져 볼 수 없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나무에
벼락을 쳤고, 그러고는 다시 새싹이 나곤 했다고 한다.

응달말/음지말(陰地-)
‘새말’의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아래는 ‘양지말’, 산 쪽으
로는 ‘응달말, 음지말’이라 한다. 산 쪽으로 있어 햇빛이 늦게 든다.

잔다리
‘영주원’ 서쪽 개울 건너에 있는 들이다. 보(洑)가 놓이기 전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는데, 이로써 ‘잔
다리’라는 명칭이 생긴 것으로 설명한다. 실제 이곳에는 일 년에 한 번 놓는 섶다리가 있었다고 한
다. 그런데 ‘잔다리’는 본래 ‘다리’ 이름이 아니라 ‘들’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잔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잔달’의 ‘잔’은 ‘잘-[細]’의 관형사형이고, ‘달’은 ‘들[野]’
의 방언형이다. 물론 ‘잔들’이 ‘잔달’이나 ‘잔드리’를 거쳐 나타난 어형일 수도 있다. 전국에 ‘잔들, 잔
달, 잔드리, 잔다리’ 등의 지명이 모두 존재한다. ‘잔들’이나 ‘잔달’은 ‘작고 좁은 들’이라는 뜻이므로,
‘잔다리’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리’를 ‘橋’의 뜻으로 보아 ‘잔다
리’를 ‘작은 다리’로 해석한 뒤 ‘세교(細橋)’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다
리’와 ‘들’ 또는 ‘달’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 ‘잔다리’ 지역
을 가서 보면 아예 다리가 없거나 다리가 놓일 장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질랑산(-山)/성주봉(聖主峰)
‘새말’ 동쪽에 있는 산이다. 초평학교를 질러가는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질랑산’은 ‘길랑산’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랑산’의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산 정상에서 해맞이와 달맞이를 했다고 한다. 멀리 진천군이 한 눈에 보인다.

질랑산고개(-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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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랑산’에 있는 고개이다. ‘새말’에서 ‘금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짝바위
‘마두’ 동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농다리’를 놓기 위해 남녀 두 장사가 돌을 날라다 다리를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짝’과 ‘바위’로 분석되며, ‘짝을 이루는 바위’라는 뜻이다. 실제 두
개의 바위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쌍암(雙岩)’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기도
한다.

한다리골
‘석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다리’와 ‘골’로 분석된다. ‘한다리’의 ‘한’은 ‘하-[大, 多]’의 관형사형
이고, ‘다리’는 ‘橋’의 뜻이거나 아니면 ‘달[野]’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거나 ‘드리[野]’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렇다면 ‘한다리’는 ‘큰 다리’ 또는 ‘큰 들’로 해석된다.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
는 ‘대교(大橋)’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들’ 이름으로 쓰이는 지역의 ‘한다리’는 ‘큰 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큰 다리’가 있거나 또는 ‘큰 들’이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가 ‘한다리골’
이다.

할미바위
‘영주원’의 ‘웃골’에 있는 바위이다.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바위가 할머니처럼 굽은 형상을 하고 있
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호미골
‘석탄’과 ‘원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호미’는 흙을 팔 때 이용하는 농기구이다. ‘호미’의 날처럼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골짜기가 ‘호미골’이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호미골’은 산으로 둘러싸여 아늑한 느낌을 준다. 지역에 따라서는 ‘호무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홍답(洪畓)
‘영주원’ 개울 건너에 있는 들이다. ‘洪畓’으로 쓰고 있다. 이는 ‘홍수가 자주 지는 논’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은 상습 홍수 지역이었다고 한다. 한편 이곳이 곡식이 되지 않는 붉은 땅이었다가 농지
정리로 옥답이 된 곳이라는 점에서 보면, ‘홍답’은 ‘紅畓’일 가능성도 있다.

회너머고개/해너미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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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에서 금곡리 ‘대바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회너머, 해너미’는 ‘홰나무(회화나무)’와 관련된 어
형일 수 있다. ‘홰나무’는 지역에 따라 ‘회나무’ 또는 ‘해나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회너머
고개’나 ‘해너미고개’는 ‘홰나무가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한편 ‘회너머’나 ‘해너미’의 ‘회’와 ‘해’를 ‘해
[日]’로 본다면 ‘해가 너머가는 고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고개는 ‘대바위’ 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어 해가 너머 가는 고개로 보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회넘이고’로 나오고 ‘會
南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구산리의 ‘해너미고개’를 참고하라.

중석리(中石里)


본래 진천군 덕문면(德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중리(中
里), 석탄리(石灘里), 차상리(次上里) 일부를 병합하여 중리(中里)와 석탄(石灘)의 이름을 따서 중
석리(中石里)라 명명하고 덕산면(德山面)에 편입하였다가 다시 1983년 2월 15일 초평면(草坪面)에
편입하였다.

가마재
‘석탄’ 북서쪽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다. 전국에 ‘가마재’라는 고개나 마을이 대단
히 많다. 대체로 ‘가마’를 ‘釜’의 뜻으로 보아 ‘가마처럼 생긴 고개나 마을’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부현(釜峴)’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만약 ‘가마’를 ‘釜’의 뜻으로 본다면 ‘가마재’는 ‘그릇 등을
굽던 가마가 있는 고개’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한편 ‘가마재’는 ‘감재’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일
수도 있다. ‘감재’는 ‘크고 높은 고개’라는 뜻이다. ‘감재’가 ‘큰재’와도 함께 쓰이기도 하여 ‘감재’가
‘큰재’와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마재’가 ‘감재’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가마재’도
‘크고 높은 고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고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
게 부른다.

가징개
‘중리’ 동쪽에 있는 들이다. ‘가징개’의 유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가진개’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는 것이다. ‘가진개’는 ‘가지개’에 ‘ㄴ’이 첨가된 형태이다. ‘가지’는 ‘枝’의 뜻이고,
‘개’는 ‘개울’의 뜻이어서 ‘가지개’는 ‘여러 갈래로 갈린 개울’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은 논에 물을 대
는 보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덕산’과 ‘진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는 곳이어
서 ‘가지처럼 보이는 개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진개’나 ‘가징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
다. 둘째는 ‘가정개’의 모음 변화형으로 보는 것이다. ‘가정개’와 ‘가징개’가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어
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가정개’에 대해서는 ‘정’을 ‘亭’으로 이해하여 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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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가징개’라는 개울 주변에 형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가징개보(-洑)
‘가징개들’ 서쪽에 있던 보이다. 농지 정리로 지금은 볼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는 ‘가증보’로 나오고 이에 ‘加增洑’가 대응되어 있다. ‘가증’을 ‘加增’으로 보고 있으나 별 뜻은 없

다. ‘가징개’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가진개’ 아니면 ‘가정개’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가진개’는
‘가지개’에 ‘ㄴ’이 첨가된 어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가진개’, 곧 ‘가징개’는 ‘여러 갈래로 갈
린 개울’로 해석된다. 이 개울에 놓여 있던 보가 ‘가징개보’이다.

덕문이(德文-)
‘상덕(삼덕리), 하덕(삼덕리), 중리(중석리)’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다.

덕문이들(德文-)
진천읍 성석리, 산척리와 초평면 중석리 일대에 걸치는 넓은 들이다.

덕문이방죽(德文-防-)
‘덕문이’ 서쪽에 있던 방죽이다. 지금은 메워져 볼 수 없다.

도려울(1)/석탄(石灘)(1)
‘도려울’ 마을과 초평면 오갑리 경계의 미호천에 있는 여울이다. ‘돌여울’의 연철 표기 형태로 ‘돌이
많은 여울’이라는 뜻이다. 실제 바닥에 돌이 대단히 많다. ‘석탄(石灘)’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도려울(2)/벌도려울/석탄(石灘)(2)
‘중리’에서 서쪽으로 1㎞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도려울’은 미호천 변에 있는 ‘돌이 많은 여울’
을 가리킨다. ‘도려울’에 대한 한자 지명이 ‘석탄(石灘)’이다. 이 ‘도려울’ 근처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벌판’에 있는 ‘도려울’이어서 ‘벌도려울’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오갑리의 ‘도려울’은 주막이 있었다고 하여 ‘주막도려울’이라고 한다.

도려울다리/석탄교(石灘橋)/오갑교(五甲橋)
‘도려울’에 놓인 다리이다. ‘도려울다리’는 화강암으로 견고하게 놓았던 다리인데, 수해로 매몰되었

258

다가 1955년 경 장마 때 원형이 드러났으나 석공들이 맷돌용으로 집어가 지금은 볼 수 없다. ‘도려
울다리’에 대한 한자 지명이 ‘석탄교((石灘橋)’이다. 이 자리에 새로 놓은 콘크리트 다리를 ‘오갑교
(五甲橋)’라 부른다.

동골미/통미(桶-)
‘도려울’ 남쪽 들에 있는 동그란 산이다. ‘동골’과 ‘미’로 나뉜다. ‘동골’은 부사 ‘동골동골’의 ‘동골’이
고, ‘미’는 ‘山’의 뜻이다. 그러므로 ‘동골미’는 ‘동그란 형상의 산’으로 해석된다. ‘통미’라는 지명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통미(桶-)’는 ‘통처럼 둥글고 작은 산’이라는 뜻이다.

물레방아거리
‘도려울’ 입구에 있는 거리이다. 옛날에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사가재
‘가징개들’에 있는 작은 지역이다. ‘도랑’이 네 곳으로 갈라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
러나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새들
‘새보께’ 남쪽에 있는 들이다. ‘새’를 ‘新’의 뜻으로 보면 ‘새로 조성된 들’로 해석되고, ‘새’를 ‘間’의
뜻으로 보면 ‘사이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전국에 ‘새들’이라는 들이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 전자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새보(-洑)

‘오중하’ 남쪽에 새로 생긴 보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보’로 나오며, ‘新洑’라는 한
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새보께(-洑-)
‘새보’가 있는 들이다. ‘도려울’ 남쪽이 된다. ‘새보’는 ‘새로 생긴 보’라는 뜻이다. 이 보의 주변이 ‘새
보께’이다.

앞덕문이(-德文-)/앞말
‘중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덕문이’ 앞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큰 마을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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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수해로 인해 대부분 다른 곳으로 떠나고 몇 가구만 남아 있다.

오중하
‘가징개들’ 남쪽에 있는 들이다. 들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유황나무거리(硫黃-)
‘잔다리들’에 있는 작은 지역이다. ‘유황나무가 서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잔다리들
‘도려울’ 북쪽에 있는 들이다. 진천읍의 상신리, 장척리를 거쳐 내려오는 넓은 들이다. 상신리의 ‘잔
다리들’을 참조하라.

장승배기
진천읍 삼덕리 ‘하덕’ 밑에 있는 마을이다. ‘중리’에 포함된다. ‘장승’과 ‘배기’로 분석된다. ‘배기’는
‘박-’에서 파생된 ‘바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로, ‘무엇이 박혀 있는 곳’을 지시한다. ‘차돌배기,
참나무배기’ 등에 쓰인 ‘배기’와 같다. 이에 따라 ‘장승배기’는 ‘장승이 박혀 있는 곳’으로 해석된다.
이곳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중말(中-)/중리(中里)
‘장승배기’와 ‘앞말’을 아우르는 마을로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도로 변에 있는 마을은
‘장승배기’, 앞쪽에 있는 마을은 ‘앞말’이다.

호랑말들40)
‘새들’ 서쪽에 있는 들이다. 지형이 ‘호랑말’, 곧 ‘얼룩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40) 한글학회(1970)에는 ‘호낭말’로 나온다.

화산리(畵山里)


본래 진천군 초평면(草坪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소도평리
(小道坪里), 하리(下里), 화암상리(畵岩上里), 화암하리(畵岩下里), 사산리(斜山里), 생팔리(生八
里) 일부 및 산정면(山井面) 삼대리(三臺里)와 문방면(文方面) 오경리(五更里) 일부를 병합하여 화
암(畵岩)과 사산(斜山)의 이름을 따서 화산리(畵山里)라 명명하였다.

가막골
‘죽정내’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초평저수지의 침수로 오경동이 폐동되어 그 일부가 옮겨와 살고 있
다. 이곳에 있는 바위가 검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가막골’이라 한 것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가막골’
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흔하다. ‘가막’을 ‘가마(탈것)’, ‘그릇가마’, ‘가마솥’ 등으로 보고, ‘가마처
럼 생긴 골짜기’, ‘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 ‘가마솥처럼 깊숙한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가막’을 ‘검은 바위’와 관련시켜 ‘검은 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
고, ‘가막’을 ‘감옥’으로 보아 ‘산이 둘러 있어서 감옥 안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가막
골’은 ‘가마골’로 소급한다. ‘가마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일 수도 있고, ‘가마골’에 ‘ㅅ’이 개재된 ‘가
맛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수도 있다. 실제 ‘가맛골’이라는 지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후자의 설명
이 더 그럴듯하다. ‘가막’이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졌건 ‘가마’와 관련된 어형임이 분명하다면, ‘그
릇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나 ‘큰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 ‘가막’을 ‘감-[玄]’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아, ‘숲이 우거져 어두컴컴한 골짜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각시명당(-明堂)
‘국수봉’ 밑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각시처럼 생긴 명당자리’라는 뜻이다.

게명당(-明堂)
‘가마골’ 동쪽에 있는 명당이다. ‘게 형상의 명당자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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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박뿌리
‘진골’의 끝 부리에 해당한다. 수몰 지역이다. ‘게박’과 ‘뿌리’로 분석된다. ‘게박’은 ‘게바위’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실제 ‘게’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뿌리’는 ‘부리(산부리)’의 된소
리 어형이다. 그러므로 ‘게박뿌리’는 ‘게바위가 있던 산부리’로 해석된다.

광대봉(-峰)
‘서낭골’ 북동쪽에 있는 산이다. ‘광대’는 ‘廣垈’로 추정되어 ‘산봉우리가 넓은 산’으로 해석된다. 산
봉우리가 넓은 마당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국수봉(國-峰)
‘광대봉’ 남쪽에 있는 산이다. 여러 대신들이 모여 국사를 논의하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국사봉(國
師峰)’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국수봉’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국수봉’이 ‘국사봉’에서 온 것은
분명하나, 그 유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국사봉’은 산에 ‘국사당(國師堂)’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이기 때문이다. ‘국사당’은 마을의 수호와 경계를 위해 만든 신당(神堂)이다. 대개 마을 뒤쪽 높은
산의 꼭대기에 위치한다.

굽다리골/굴다리골
‘머그네미고개’ 너머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굽다리’와 ‘골’로 나뉜다. ‘굽다리’는 ‘굽은 다리’ 또
는 ‘지형이 굽은 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굽다리’가 있는 골짜기가 ‘굽다리골’이다.

궁골
‘머그네미고개’ 너머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나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궁골’을 ‘굼골’의 변형으로 본다. ‘굼골’은 ‘지형이 움푹 팬 골짜기’라는 뜻
이다. ‘구렁에 있는 마을’을 ‘궁골’로 부르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금골’의 변
형으로 본다. ‘금골’이 ‘굼골’을 거쳐 ‘궁골’이 될 수 있다. ‘금골’은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실제 이
골짜기는 규모가 크다. 셋째, ‘궁’을 ‘弓’으로 보아 ‘지형이 활처럼 굽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궁골’을
이렇게 해석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림소(-沼)
‘빗길미’ 남서쪽에 있던 소(沼)이다. 초평저수지로 편입되어 없어졌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에는 ‘그림소보’가 제시되어 있고, ‘畵岩洑’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畵岩’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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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구체적으로 ‘그림바위’가 아닌가 한다. 전국에 ‘그림바위’ 또는 ‘그림바우’라는 바위 명칭이
여러 개 확인되나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이 ‘그림바위’가 있는 ‘소’가 ‘그림바위소’인데, 여기서
‘바위’가 생략되어 ‘그림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농골
‘두타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풀무골’ 남쪽이 된다. ‘두타산’에는 ‘농골’을 비롯하여 ‘서낭골, 언터골,
큰골, 진게장등, 짱개뽕’ 등의 여러 골짜기가 있다. ‘농’을 한자 ‘籠’으로 보아, 지형이 ‘농’처럼 생겨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농골’은 ‘논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논
골’은 ‘논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골짜기에 논다랑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농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답곡(畓谷), 농곡(-谷)’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하기도 한다. 이 골짜기에 들어선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마을에는 ‘답동(畓洞)’
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농골’은 ‘농골고개, 농골덤, 농골들, 농골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
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드레골/디려골
‘서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들골’에서 변형된 어형이 아닌가
추정된다. ‘들골’에 속격의 ‘에’가 개재된 어형을 ‘드레골’로 볼 수 있다. ‘드레바지, 드레샘’ 등에 쓰
인 ‘드레’도 그와 같은 것이다. ‘들골’은 ‘들에 있는 골짜기’ 또는 ‘들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드
레골’이 ‘들골’에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등골
‘으그니’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등’을 ‘등잔’으로 보아 골짜기의 지형이 등잔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등’은 ‘산등성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등골’은 ‘산등성이 밑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등골’이라는 골짜기가 흔한데, 대체로 이와 같이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뜨물뜬지
‘서낭골’ 서쪽 저수지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한 집이 살고 있다. ‘뜨물(곡식을 씻어 내 부옇
게 된 물)’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히 유래는 알 수 없다..

매봉산(-峰山)/매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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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사’ 좌측에 있던 산이다. 수몰 지역이다. ‘매봉(-峰)’과 ‘산(山)’으로 분석된다. ‘매’를 ‘鷹’의 뜻으
로 보아 ‘매봉’을 ‘매를 닮은 봉우리’, ‘매사냥하던 봉우리’ 등으로 해석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매’
는 ‘산(山)’을 뜻하는 단어일 가능성이 있어 ‘매봉’은 그저 ‘산’이라는 의미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매봉’에 ‘봉(峰)’과 의미 범주가 같은 ‘산(山)’을 덧붙인 어형이 ‘매봉산’이다.

바둑바위
‘오경’ 동쪽에 있는 바위이다. ‘바둑’과 ‘바위’로 분석되며, ‘바둑판 모양으로 생긴 바위’로 해석된다.
전국에 ‘바둑바위’ 또는 ‘바둑바우’라는 바위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대체로 ‘위쪽이 바둑판 모양으
로 되어 있는 바위’, ‘바둑판이 새겨져 있는 바위’ 등으로 해석하고 ‘기암(碁岩)’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방아소(-沼)
‘구땜’ 밑에 있던 소(沼)이다. 수몰 지역이다. 아마도 소에 물레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
된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에도 ‘방아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가 ‘방아확’처럼 생겨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배나무골
‘가마골’ 뒤에 있는 산이다. ‘배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배나뭇골’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곡(梨谷), 이목곡(梨木谷), 이목동(梨木洞)’ 등과
같은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이 골짜기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
른다.

배나무펀던
‘드레골’ 안에 있는 버덩이다. ‘배나무’는 구체적으로 ‘돌배나무’를 가리키며, ‘펀던’은 ‘펀덩’이라고도
하는데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배나무펀
던’은 ‘돌배나무가 있는 버덩’으로 해석된다.

벌바우모팅이
‘차돌방구’ 밑에 있는 지역이다. ‘벌바우’와 ‘모팅이’로 분석된다. ‘벌바우’는 ‘벌집처럼 생긴 바위’라
는 뜻이다. 전국에 ‘벌바우’라는 바위가 많은데, 이에는 ‘벌집처럼 생긴 바위’라는 해석뿐만 아니라
‘벌처럼 생긴 바위’, ‘벌집이 있는 바위’, ‘벌떼가 모여 있는 것처럼 여러 바위가 붙어 있는 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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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석도 결부되어 있다. 아울러 ‘봉암(蜂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기도 하다. ‘모팅이’는
‘모퉁이’의 방언형이다. ‘벌바우’가 있는 모퉁이 지역이 ‘벌바우모팅이’이다.

베개뚝
화산리와 화암리의 접경 지역이다. ‘베개’와 ‘뚝’으로 분석되며, ‘베개처럼 생긴 둑’으로 해석된다.
‘베개’는 ‘베개뚝’을 비롯하여 ‘베개골, 베개바우, 베개배미, 베개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병목안
‘서낭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병목’은 ‘병의 목’이라는 뜻이다. ‘병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긴
곳의 안쪽’이 ‘병목안’이다. 이곳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실제
‘병목안골’이라는 골짜기 이름도 쓰인다.

뷍데미/뷍디미
‘생파리’ 앞의 개울 건너에 있던 들이다. 수몰 지역이다. ‘뷍데미’는 ‘부엥데미’의 준말이다. 그리고
‘부엥데미’는 ‘부엉더미’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부엉더미’는 ‘부엉덤’에 접미사 ‘-이’가 결합
된 형태이다. ‘부엉’은 ‘부엉이’를, ‘덤’은 ‘바위 더미’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부엉덤’은 ‘부엉이가 사는
바위 더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부엉더미, 부엥데미, 뷍데미’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붱디미’는
‘붱데미’에서 변한 어형이다.

비지재고개
‘으그니’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비지재’와 ‘고개’로 분석된다. ‘비지재’를 용정리에서는 ‘비조재, 비
조티’라 한다. ‘비조재’의 ‘비조’를 ‘飛鳥(날아가는 새)’로 보기도 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지’나 ‘비조’는 ‘비탈진 형상’을 지시하지 않나 한다. ‘비지재’에 ‘재’와 의미가 같은 ‘고개’가 덧붙은
어형이 ‘비지재고개’이다.

빗길미41)/사산(斜山)
‘서낭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저수지가 생기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주하였다. 옛 마을에는 지금
집 한 채만 남아 있다. 비탈길을 돌아가는 곳에 마을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41)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빗길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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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빗길을 걸어야 하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빗길’은 형
용사 ‘빗기-[斜]’의 관형사형이고, ‘미’는 ‘山’의 뜻이다. 그러므로 ‘빗길미’는 ‘비스듬한 형상의 산’으로
해석된다. 산이 각이 없고 비슷하게 올라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사산
(斜山)’이다. 이 산기슭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산신당(山神堂)
‘빗길미’ 서쪽 산의 정상에 있던 신당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산지당펀단(山-堂-)
‘배나무펀던’ 옆에 있는 버덩이다. ‘산지당’은 ‘산제당(山祭堂)’의 변형으로 ‘산신을 모신 집’을 가리
킨다. ‘펀단’은 ‘펀던’과 같이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산지당펀단’은 ‘산제당이 있던 버덩’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에는 ‘산신제’를 올리던 집이
있었다고 한다.

살고개
‘농다리’에서 화산리로 넘어오는 고개이다. 전국에 ‘살고개’라는 고개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살’을
‘살구’로 보아 ‘살구나무가 있는 고개’로 해석한다. 이런 지역에서는 ‘행현(杏峴)’이라는 한자 지명을
아울러 쓰기도 한다. 그런데 ‘살’은 ‘살개, 살골’에 보이는 ‘살’과 같이 ‘화살’일 가능성도 있다. 화살
처럼 좁고 긴 고개를 ‘살고개’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살구개’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살고개’는 ‘살고개들, 살고갯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쓰인다.

삼청이
‘가막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상여바위/사모바위(紗帽-)
‘오경동’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상여바위’는 ‘상여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고, ‘사모바위(紗帽-)’는
‘사모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새리
‘가마골’ 뒤에 있는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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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팔리(生八里)/생파리(生-)
‘빗길미’ 서쪽에 있던 마을이다. 옛날 여덟 가구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초평저수지로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생파리’는 ‘생팔리’에서 동음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朝鮮地

誌資料>(1914년 이전)에 ‘팔리’로 나오며, ‘팔’을 ‘生八’로 적고 있다.

서낭골/성황곡/성황골
‘빗길미’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낭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곳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
게 부른다.

선바위
‘장자테’ 아래에 있는 바위이다. ‘선’은 ‘서-[立]’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선바위’는 ‘우뚝 서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전국에 ‘선바위’ 또는 ‘선바우, 선방우’라는 바위가 대단히 많다. 이들에는 ‘입암
(立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소도평(小島坪)
‘서낭골’ 서쪽에 있던 마을이다. ‘소도(小島)’와 ‘평(坪)’으로 분석된다. ‘소도’는 ‘작은 섬’이라는 뜻이
다. 이 섬에 있는 들이 ‘소도평’이다. 마을이 작은 섬처럼 생겨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수몰되어

볼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小道坪’으로 나오고, ‘장터’라는 속지명이 대응되

어 있다.

승적골
‘으그니’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승적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
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로 보면 ‘적골’은 ‘절골’과 관련된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
은 아니지만 ‘승적골’은 ‘승젌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승젓
골’이 되고 ‘승젓골’이 자음 동화하여 ‘승적골’이 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성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적골’의 ‘승’은 ‘성’에서 변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골’
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리랑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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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그니’ 위에 있는 고개이다. 전국에 ‘아리랑고개’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길이 구불구불하고 가
파른 고개’로 해석한다. 이 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안산(案山)
‘장자테’ 앞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알춘이
‘평사’ 앞에 있던 마을이다. 폐동되어 볼 수 없다.

알춘이들
‘알춘이’ 앞에 있는 들이다.

억새골
‘으그니들’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억새가 무성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언덕골/언터골
‘빗길미’ 동쪽 두타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언덕’과 ‘골’로 분석되며, ‘언덕이 진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짜기가 언덕처럼 턱이 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언터’의 ‘언’은 ‘언덕’이라는 뜻
이다. 그러므로 ‘언터’는 ‘언덕이 진 곳’을 가리킨다. 이 ‘언터’가 있는 골짜기가 ‘언터골’이다.

연적고개(硯滴-)
‘서낭골’에서 증평 방면으로 넘나들던 고개이다. ‘연적’과 ‘고개’로 분석된다. ‘연적’은 ‘硯滴’일 가능
성이 있다. ‘연적고개’는 ‘벼루고개’의 ‘벼루’를 한자 ‘硯滴’으로 바꾼 지명으로 추정된다. <朝鮮地誌
資料>(19194년 이전)에 나오는 ‘벼루’가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벼
루’는 ‘硯滴’이 아니라 ‘강이나 바닷가에 있는 벼랑’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벼루고개’는 ‘벼랑으
로 이루어진 고개’로 해석된다. 아울러 ‘벼루’를 ‘硯滴’으로 잘못 바꾼 ‘연적고개’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열두배미들
‘가마골’ 남쪽 방향에 있는 들이다. ‘열두배미’와 ‘들’로 분석되며, ‘열두 논이 있는 들’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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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개
‘오경’ 앞에 있는 산이다.

오경(五更)/금오
‘빗길미’에서 남쪽으로 1㎞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 말엽에 초평저수지가 생기면서 마을이
수몰되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 다섯 개 마을만 남아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오경골’로 나오고, ‘五更’이 대응되어 있다. 최근 ‘금오’로 이
름을 바꾸었다.

오경동(五更洞)
‘죽정내’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초평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수몰된 지역이다.

옻샘
‘승적골’ 안에 있는 샘이다. 옻 오른 데 효험이 있을 정도로 찬 물이 솟는 샘이다.

외나드리/외나들
‘통신대’가 있는 봉우리이다.

으그니
‘빗길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으그니들
‘으그니’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으그니’는 마을 이름이다. 이 마을에 있는 들이 ‘으그니들’이다.

이시미터
‘생파리’에 있던 터이다. 수몰 지역이다.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바위 밑에 살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시미’는 ‘이무기’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이시미터’는 ‘이무기가 살고 있는
터’로 해석된다.

장딩이
‘생파리’에서 ‘장자테’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등이’의 모음 변화형이다. ‘장등이’는 ‘장등’에 접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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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장등’은 ‘길게 뻗은 산등성이’라는 뜻이다. 속지명 ‘긴등’ 또는 ‘진등’에 대
응된다. ‘긴등, 진등’이나 ‘장등’은 산등성이가 길게 이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장등’에 나
있는 고개를 후행 요소 ‘고개’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장성배기
‘서낭골’ 입구, 예전에 장승이 서 있던 곳이다. ‘장성’은 ‘장승’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장성배기’는
‘장승배기’와 같이 ‘장승이 서 있던 곳’으로 해석된다.

장자테
‘빗길미’ 서쪽에 있던 터이다. 수몰 지역이다. ‘장자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장자’를 ‘長者’로
보고 부자가 많이 살던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장자’가 정말 ‘長者’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장자터’ 또는 ‘장자테’라는 마을이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재고개
‘뜨물뜬지’에서 ‘장자테’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재’에 ‘재’와 의미가 같은 ‘고개’가 덧붙은 어형으로
추정된다.

죽정내(竹亭-)/죽정천(竹亭川)
‘빗길미’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인 최유경(崔有慶)이 사직한 뒤 에 이곳
으로 내려와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죽정(竹亭)’이라 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설명한다.
‘내’를 ‘川’으로 바꾸어 ‘죽정천(竹亭川)’이라고 한다. 전국에 ‘죽정(竹亭)’이라는 정자 이름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체로 ‘주변에 대나무가 무성한 정자’로 해석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쥭졍’로 나오며, ‘下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쥐꼬리명당(-明堂)
‘장자테’ 위에 있는 산이다. ‘쥐꼬리’와 ‘명당(明堂)’으로 분석되며, ‘쥐의 꼬리처럼 생긴 명당자리’로
해석된다.

증산골(1)
‘게명당’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증산’은 ‘甑山’으로 쓰는 흔한 산 이름이다. ‘시루봉(-峰), 시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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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메, 술봉(-峰)’ 등과 같은 속지명에 대응되어 쓰이며, ‘시루처럼 생긴 산’이라는 유래 설이 결부
되어 있다. ‘증산(甑山)’은 ‘시루봉’의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보고 한역한 지명이다. 그런데 ‘시
루봉’의 ‘시루’는 ‘수리’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루’가
‘수리’의 변형이라면 ‘시루봉’은 ‘수리봉’으로 소급한다. ‘수리봉’은 ‘술봉’과 같이 ‘높은 봉우리의 산’
이라는 뜻이다. ‘수리봉’이 ‘시루봉’으로 바뀌어 형태상의 유연성이 상실되자, ‘시루봉’의 ‘시루’를 ‘둥
근 질그릇’으로 잘못 이해하고 ‘증산(甑山)’이라는 한자 지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증산’이라는 산에
있는 골짜기가 ‘증산골’이다. ‘증산골’은 ‘시루처럼 생긴 산에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높은 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증산골(2)
‘오경’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증산골’은 본래 ‘높은 산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른다. 실제 마을이 높은 산 밑에 있다.

진개장등
‘벌바우모팅이’ 밑에 있는 등성이다. ‘진개’는 ‘긴개’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긴 개울’이라는 뜻이고,
‘장등’은 ‘길게 뻗은 산등성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진개장등’은 ‘긴 개울이 흐르는, 길게 뻗은 산
등성이’로 해석된다.

진골
‘빗길미’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골’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긴골’은 ‘길게 뻗은 골짜기’라는 뜻
이다. 아울러 ‘진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짱깨뽕
‘투타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다 쉬던 자리라고 한다.

차돌방구/차돌바우
‘두타산’의 ‘각시명당’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구’나 ‘바우’는 ‘바위’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차돌
방구’나 ‘차돌바우’는 ‘차돌로 된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
한 채 그렇게 부른다.

창바위(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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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다리’에서 ‘알춘이’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바위이다. ‘창(窓)’과 ‘바위’로 나뉘며, ‘창이 나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바위에 창처럼 구멍이 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을 무기의 일종으로 보면
‘창처럼 생긴 바위’, ‘창’을 한자 ‘倉’으로 보면 ‘창고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창바우’ 또는 ‘창바위’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창바위산(窓-山)
‘창바위가’ 있는 산이다. ‘창바위(窓-)’는 ‘창이 나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바위에 창처럼 구멍이 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을 무기의 일종으로 보면 ‘창처럼 생긴 바위’, ‘창’을 한자 ‘倉’으로 보면
‘창고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창바우’ 또는 ‘창바위’를 그렇게 해
석하기도 한다. 이 바위가 있는 산이 ‘창바위산’이다.

청룡뿌리(靑龍-)
‘서낭골’ 앞산이다. ‘청룡(靑龍)’은 ‘주산에서 뻗어나간 왼쪽 산줄기’를 가리키고, ‘뿌리’는 ‘부리’의 된
소리 어형으로 ‘산부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청룡뿌리’는 ‘왼쪽 산줄기의 부리 부분’이라는 뜻이
다. 이곳에 있는 모퉁이나 마을 등을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청룡
뿌랭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초평저수지(草坪貯水池)
‘서낭골’ 북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1945년 착공하여 1958년 준공되었다. 저수지가 개발되면서 ‘생파
리, 소도평, 화암, 오경’ 등 네 개 마을이 폐동되었다.

코지레날
‘국수봉’과 ‘광대봉’ 사이에 있는 날가지이다. 산등성이가 ‘코’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한다.

큰골
‘서낭골’ 동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큰바위절터
‘디려골’ 동남쪽에 있는 절터이다. 큰 바위가 있는 절터를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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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구께
‘디려골’ 동남쪽에 있는 ‘두타산’의 한 능선이다. ‘방구’는 ‘바위’의 방언형이어서 ‘큰방구’는 ‘큰 바위’
로 해석된다. 이 바위가 있는 부근이 ‘큰방구께’이다.

큰섬/큰통미(-桶-)
‘작은섬’ 옆에 있는 큰 섬이다. 산이 섬처럼 외따로 떨어져 있다. ‘큰통미’라고도 한다. ‘통미’는 ‘통처
럼 작고 둥근 산’이라는 뜻이다. ‘작은섬’과 짝을 이룬다.

통미(桶-)/작은섬
‘베개뚝’ 끝에 있는 섬이다. ‘통미(桶-)’는 ‘통처럼 작고 둥근 산’이라는 뜻이다. ‘작은섬’이라고도 한
다. ‘큰섬’ 옆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작은 산을 그렇게 부른다. ‘큰섬’과 짝을 이룬다.

풀무골
‘서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풀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골짜기에 풀뭇간(대장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야곡(爺谷), 야
동(爺洞)’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피서대(避暑臺)
구곡리의 ‘중리’ 동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초평저수지로 들어가 물이 차 있다. 바위가 높고 평평하
며 서늘한 기운이 있어, 여름철이면 피서하기 좋았다고 한다.

피소대들(避-臺-)
‘농다리’에서 ‘화산’으로 넘어오는 들이다. ‘피소대’와 ‘들’로 분석된다. ‘피소대’는 ‘피서대(避暑臺)’의
모음 변화형이다.

학배들(鶴-)
‘농다리’ 너머 오른쪽에 있는 들이다. ‘학배(鶴-)’와 ‘들’로 나뉜다. ‘학배’는 ‘학바위’와 같이 ‘학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들이 ‘학배들’이다.

호혈(虎穴)
‘외나드리’ 밑에 있던 명당자리이다. 수몰 지역이다.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는 명당자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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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진 이름이다.

화암(花岩)/제주도(濟州道)
‘빗길미’ 서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초평저수지로 인해 수몰된 지역이다. 한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서 ‘제주도’라 부른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두물둔지’로 나오고, ‘畵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영구리(永九里)


본래 진천군 초평면(草坪面) 지역이었다. 좋은 우물이 있어서 ‘영구물’ 또는 영구천(靈龜泉)이라 하
였다고 한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어은리(漁隱里), 구성리(九星里), 죽현
리(竹峴里), 상영리(上永里), 하영리(下永里), 금한리(琴閑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영구리(永九
里)라 명명하였다.

가마바위
‘작은용님이’ 밑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가마’ 형국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
국에 ‘가마바위’가 많은데, ‘가마’를 ‘탈것’의 ‘가마’로 보아 ‘가마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바위의 형상이 가마처럼 네모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명이다. 간혹 ‘가마’를 ‘가마
솥’으로 보아 ‘가마솥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마바위’의 ‘가마’는 ‘탈것’으로서
의 ‘가마’나 ‘가마솥’을 뜻하는 ‘가마’가 아닐 수도 있다. ‘가마’가 ‘감’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마바위’는 ‘감바위’로 소급하고, ‘감바위’와 같이 ‘큰 바위’ 또는 ‘검
은 바위’로 해석될 수가 있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감’이나 ‘가마’는 ‘大’ 또는 ‘玄’의 의미를 띠
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마바위’는 지역에 따라서 ‘가마바우, 가매바위, 가매바우, 가매바구, 가맷바
우, 가메바우, 가메바구, 가막바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감찰공봉(監察公峰)
‘구성리’ 뒷산의 봉우리이다. 경주 이씨로 이조판서를 지낸 분의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건넝골/건능골
‘하영’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울러 이 골짜기가 있는 산을 가리키기도 한다. ‘건넝골’은 ‘건넌골’
의 자음 동화 형태이고, ‘건넌골’은 ‘건너골’에 ‘ㄴ’이 첨가된 어형이다. 그리고 ‘건능골’은 ‘건넝골’의

영구리(永九里) 275

모음 변화형이다. ‘건너골’이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건넝골’이나 ‘건능골’도그와 같
은 의미를 띤다.

광수골
‘염소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光水谷’으로 나온다. ‘큰
광수골’과 ‘작은광수골’로 나뉜다.

구성리(九星里)
‘어은’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굴고개
‘죽현’에서 ‘도안’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굴이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댓재/죽현(竹峴)/대작골
‘어은’ 북쪽 3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대재’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대’는 ‘竹’의 뜻이
고, ‘재’는 ‘嶺’의 뜻이다. 그러므로 ‘죽현’은 ‘대나무가 많은 고개’로 해석된다. 지금도 마을 뒷산에
대나무 밭이 있다. ‘댓재’에 대한 한자 지명이 ‘죽현(竹峴)’이다. 이 고개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대작골’의 ‘대’는 ‘竹’의 뜻으로 보이고, ‘작골’은 ‘적골’과 같이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작골’은 ‘대나무가 무성한, 절이 있던 골짜기’
로 해석된다. 골짜기가 매우 넓다고 한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댓재산(-山)
‘죽현’ 뒤쪽에 있는 산이다. ‘댓재’와 ‘산(山)’으로 분석된다. ‘댓재’는 ‘대나무가 많은 고개’라는 뜻이
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이 ‘댓재산’이다.

댓재펀던
‘죽현’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댓재’와 ‘펀던’으로 분석된다. ‘댓재’는 ‘대나무가 많은 고개’로 해
석된다. 고개 주변에 대나무가 많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펀던’은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댓재’ 밑에 있는 버덩이 ‘댓재펀던’이다.

도적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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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골’ 아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적’을 ‘盜賊’으로 보아 ‘도둑이 숨어 산 골짜기’ 또는 ‘도둑이
자주 출현하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샛골
‘어은’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삿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삿골’은 ‘동
사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동사’는 ‘洞祠(동사,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사당)’일 가능성
이 있다. 그렇다면 ‘동사골’ 또는 ‘동삿골, 동샛골’은 ‘동사(洞祠)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동삿골’이나 ‘동샛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적지 않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동사(洞祠)가 있던 골짜
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동’을 ‘東’으로, ‘샛골’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보아 ‘동쪽에 있는 샛
골’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두타산(頭陀山)/무제봉(武帝峰)/무지봉(武-峰)
초평면의 영구리, 화산리와 괴산군 도안면, 그리고 증평 경계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단군시대
산천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은 팽우(彭虞)가 부하를 데리고 물을 다스릴 때 산꼭대기가 섬처럼
조금 남아 있었다고 하여 ‘머리 頭’, ‘섬 陀’ 자를 써서 ‘頭陀山’이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두타(頭陀)’는 ‘번뇌의 티끌을 떨어 없애 의식주에 탐착하지 않
으며 청정하게 불도를 닦는 일’을 뜻하는 불교 용어로 추정된다. 우리의 산 이름에는 ‘관음봉, 비로
봉, 천왕봉’ 등에서 보듯 불교와 관련된 명칭이 많다. ‘무지봉’은 ‘무제봉(武帝峰)’의 변화형이다.

두타산성(頭陀山城)
‘두타산’ 정상에 있던 산성이다. 신라 장군 ‘실죽(實竹)’이 성을 쌓고 백제군을 막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뒷산(-山)
‘어은’ 뒤에 있는 산이다. ‘왜가리’가 살다가 나무가 죽자 떠났다고 한다.

때니마
‘죽현’ 뒤에 있는 산이다. 산이 이마처럼 비탈이 져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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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현’ 앞에 있는 들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말’은 ‘大’ 또는 ‘高’의 뜻을 지닌다. ‘말고개, 말무덤,
말뫼’ 등에 보이는 ‘말’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말들’은 ‘넓은 들’ 또는 ‘높은 지대에 있는 들’
로 해석된다. ‘고평(高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물탕거리(-湯-)/약수암(藥水岩)
‘두타산’의 ‘대작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탕’은 ‘물이 새어 나와 이룬 탕’을 가리킨다. 이 물탕이
있는 거리가 ‘물탕거리’이다. ‘약수암(藥水岩)’은 ‘약수가 나오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바랑골/바낭골
‘큰용님이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바랑골’이라는 골짜기가 흔하다. 대체로 ‘바랑’을
‘중이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로 보고 ‘중이 바랑을 메고 가는 형상의 골짜기’, ‘바
랑처럼 생긴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바랑골’은 ‘바른골’로 소급하거나 ‘바랑’
은 ‘벼랑’의 방언형일 수가 있다. 전자로 보면 ‘바랑골’은 ‘지형이 곧바른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바랑골’은 ‘벼랑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로 해석된다.

박쥐굴
‘영구물’에 있는 바위굴이다. ‘박쥐가 서식하는 굴’이라는 뜻이다.

백봉나드리/백봉나절(질)
‘상영’ 동남쪽에 있는 길이다. ‘나드리’는 ‘드나드는 곳’을 가리킨다.

봉수골(烽燧-)
‘죽현’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곳에 봉 씨가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하나 믿을 수 없다. ‘봉수’는 ‘烽燧’로 추정되어, ‘봉화를 올리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금도 기와
등이 출토되고 있다.

비득바위
‘하영’ 앞에 있는 바위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는 ‘비득바위’를 ‘산비둘기가 사
는 바위’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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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터/사방테
‘어은’ 앞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동네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방터’를 ‘네모 난 골짜기’, ‘사방으로
길이 난 곳’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방테’는 ‘사방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사방터다리
‘사방터’ 동쪽에 있던 다리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사방터보(-洑)
‘사방터’ 들에 있는 보이다. 돌로 쌓은 보였는데, 지금은 시멘트 보로 바뀌었다.

소박골
‘상영’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골’ 아래가 된다. ‘소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소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소바골’이 되고, ‘소바골’에 ‘ㄱ’이 첨가되거나 또는 ‘ㅅ’이 개재된 뒤
자음 동화되어 ‘소박골’이 될 수 있다. ‘소바위’는 ‘소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고,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소바위골’, 곧 ‘소박골’이다.

수리바위
‘백봉나드리’에 있는 바위이다. ‘수리’를 ‘독수리’로 보아 ‘독수리가 서식하던 바위’로 해석한다. 실제
1960~1970년대에는 독수리가 많이 서식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전국에 ‘수리바위’ 또는 ‘수리바구,
수리바우’라는 바위가 아주 흔하다. 대체로 ‘독수리가 서식하는 바위’, ‘독수리처럼 생긴 바위’, ‘독수
리가 잘 앉는 바위’ 등으로 해석한다. 한편 ‘수리바위’는 ‘술바위’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술의바위’
에서 변형된 어형이거나 ‘술바위’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수르바위’에서 변형된 어형일 수도 있다.
‘술바위’의 ‘술’은 ‘山, 高’의 뜻이다. 그러므로 ‘술바위’는 ‘산에 있는 바위’ 또는 ‘높은 바위’로 해석된
다. 아울러 ‘수리바위’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리바구, 수리바우’ 등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술고개/숯고개
‘사방터’에서 용정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술고개’의 ‘술’은 ‘山’, ‘高’의 뜻이다. 그러므로 ‘술고개’는
‘산에 있는 고개’ 또는 ‘높은 고개’로 해석된다. ‘숯고개’는 ‘숯을 굽던 고개’로 해석할 수 있으나 ‘술
고개’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숤고개’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경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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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우마차가 다니지 못하였다고 한다.

승족골/승주골
‘어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승족’을 ‘僧族’으로 쓰고 옛날에 승려들이 많이 거주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승족골’은 ‘승주골’이 ‘승조골’로 변한 뒤에 나타난 어형이어서
‘승족’을 ‘僧族’으로 보기 어렵다. ‘승주골’은 아주 흔한 골짜기 이름인데,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승
지골’로 더 많이 쓰인다. ‘오갑리’의 ‘승지골’을 참조하라.

아랫영구물/하영(下永)
‘영구물’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하영(下永)’이라고도 한다.

암자골(庵子-)
‘두타산’의 ‘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암자가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금 암자는 없다.

앞산(-山)
‘어은’ 앞에 있는 산이다.

어은(漁隱)/은골(隱-)
‘죽현’ 정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모습이 내[川]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마을이 고기가 숨어 있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
년 이전)에는 ‘은골’이 ‘언골’로 나온다. 전국에 ‘어은’이나 ‘어은곡, 어은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한
데, 이들에 ‘은골’이 대응되기도 하지만, ‘언골’이 대응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언골’의 동화
형태인 ‘엉골’도 대응된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언골’의 ‘언’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漁隱’이 아닌
가 한다. 그리고 ‘은골’은 ‘언골’ 또는 ‘어은골’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은’을 ‘隱’으로 쓰고 있
으나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

엉정
‘하영’ 북쪽에 있는 산이다.

여낭골
‘창바위’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남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여남’의 어원을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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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여남골’의 유래를 밝히기 어렵다.

염소내골
‘구성리’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염소내’와 ‘골’로 분석된다. ‘염소내’는 ‘내’ 이름 같은데,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염소’는 ‘염소골, 염소논, 염소바구, 염소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
로 쓰인다. 대체로 ‘염소’를 솟과의 동물로 보고 그 유래를 설명한다.

영구물(永九-)/영구천(靈龜泉)
‘어은’에서 1㎞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약 500년 전에 노승이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주민과 환담을
하던 중 동명을 ‘영구물’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또한 지형이 복
구형(伏龜形,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 ‘영구물(永龜物)’이라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영
구천(靈龜泉)’이라는 지명이 함께 쓰이는 것을 보면, ‘영구물’은 ‘영구우물’에서 ‘우’가 탈락한 어형
으로 추정되고, 마을에 있는 우물에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것을 보면 ‘영구물’의 ‘구’는 ‘龜’인
것이 분명하다. ‘상영(上永)’과 ‘하영(下永)’으로 나뉜다.

영수암(靈水庵)
‘어은’ 동남쪽 두타산 서쪽 기슭에 있는 사찰이다. 고려 태조 원년(918)에 증통국사(証通國師)가 창
건하였다.

용님이고개(龍-)
‘상영’에서 ‘황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에 용이 넘어 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렇다면 ‘용
님이고개’는 ‘용너미고개’로까지 소급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용네미’ 또는 ‘용네미고개’라는 지명도
쓰인다. ‘큰용님이고개’와 ‘작은용님이고개’로 나뉜다.

웃골
‘벼락바위’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위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웃영구물(-永九-)/상영(上永)
‘영구물’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작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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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낭골/자고낭골
‘바랑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낭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낭’을 ‘낭떠러지’의 뜻으로 본다
면 ‘낭떠러지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낭골’의 작은 골짜기가 ‘작은낭골’이다. ‘작은낭
골’은 ‘ㄴ’이 탈락하여 ‘자그낭골’이 되었다가 모음조화에 따라 ‘자고낭골’이 될 수 있다.

장고개(場-)
‘하영’에서 덕산면 기전리의 ‘덕산장’으로 가는 고개이다.

절골
‘영수암’이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정자들(亭子-)
‘상영’에서부터 ‘하영’, ‘죽현’ 마을에 이르는 넓은 들이다. ‘정자(亭子)’와 ‘들’로 분석되며, ‘정자가 있
던 들’ 또는 ‘정자나무가 있던 들’로 해석된다. 전국에 ‘정자들’이라는 들 이름이 대단히 많다. 이에
는 ‘정자평(亭子平)’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정자들보(亭子-洑)
‘정자들’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보가 없다. 예전에는 이 보의 물로 농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먹기
도 하고 빨래도 하였다.

즘말/점말(店-)/즘촌(-村)/점촌(店村)
‘하영’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즘말’은 ‘점말(店-)’의 모음 변화형이다. ‘점말’은 ‘사기점이나 옹기점
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즘말’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즘말’과 ‘점말’에 대한 한자
지명이 ‘즘촌(-村)’과 ‘점촌(店村)’이다.

지아골
‘큰용님이고개’와 ‘작은용님이고개’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아’는 ‘기와’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지아골’은 ‘기와를 굽던 골짜기’ 또는 ‘기와집이 있던 마을’ 등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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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봉(天-峰)
‘영수암’ 앞의 능선이다. ‘천지’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천지’는 ‘천제(天祭)’의 변형이다. 그러므로
‘천지봉’은 ‘천제봉’과 같이 ‘천제를 올리던 산’으로 해석된다.

큰고개
‘댓재’에서 괴산군 도안면 연촌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은 고개’라는 뜻이다. 전국에 ‘큰고개’라
는 고개가 대단히 많다. ‘대현(大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큰골
‘상영’ 뒤쪽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규모가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태봉재(胎峰-)
‘소박골’ 밑에 있는 봉우리이다. ‘태봉(胎峰)’과 ‘재’로 분석된다. ‘태봉’은 ‘태를 묻은 산’이라는 뜻이
다. 이 산에 있는 고개가 ‘태봉재’이다.

통골깽이
‘하영’ 동북쪽에 있는 냇물이다. ‘통골’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통골’은 ‘지형이 통처럼 생긴 골짜기’라
는 뜻이다. ‘깽이’는 ‘강(江)’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하나 분명하지 않다. ‘통골에서 내려오는 물줄
기’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핑계바우/팽개바우
‘벌통날’ 밑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밑 물이 깊다. ‘핑계바우’는 ‘팽개바우’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
된다. 전국에 ‘팽개바우’라는 바위가 여러 군데 존재한다. 이들에는 ‘전에 장정들이 돌을 던져 바위
넘기기 내기를 했다’, ‘꼭대기에 턱이 있는데, 팡개를 쳐서 돌이 얹히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옛
날 왜병과의 접전 때 팡개를 쳤다’, ‘돌을 집어 던져서 바위에 얹히면 소원이 성취된다’ 등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이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팽개’는 ‘팡개’의 방언형으로 볼 수 있다. ‘팡개’는 논
밭에 날아드는 새를 쫓는 데 이용되는 대나무 토막이다. 대나무의 한 끝을 네 갈래로 갈라서 작은
막대를 ‘+’로 물려 묶은 것을 흙에 꽂으면 그 사이에 흙이나 돌멩이가 찍히게 되는데, 이 흙이나
돌멩이를 새에게 던져 새를 쫓는다. ‘팡개’를 이용하여 흙이나 돌멩이를 찍어 던지는 일을 ‘팡개질’
이라 한다. 그렇다면 ‘팽개바우’는 ‘팽개를 이용하여 돌을 얹히게 하는 바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예전 이곳 주민들은 개울가에서 ‘팽개바우’를 향해 돌팔매질을 했는데, 바위를 넘어가게 하거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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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얹히게 하였다. 이는 힘겨루기의 한 방식이다.

호랑이굴
‘팽개바우’ 꼭대기에 있는 굴이다. ‘호랑이가 살던 굴’이라는 뜻이다.

황새골
‘어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황새가 깃들어 살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에 황새가 많이 앉았다
고 한다.

금곡리(琴谷里)


본래 진천군 초평면(草坪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이곡리(栭
谷里), 수문리(水門里), 삼봉리(三峰里), 하영리(下永里), 금한리(琴閑里)와 산정면(山井面)의 기지

리(機池里), 두상리(斗上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금한(琴閑)과 이곡(栭谷)의 이름을 따서 금곡리
(琴谷里)라 명명하였다.

갈터/갈테/갈테골짜구니
‘대바위’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갈터’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갈-’을 ‘分’의 뜻으로 보면 ‘분기
점’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갈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갈테’이다. 그리고 ‘갈테’에
‘골짜기’의 방언형 ‘골짜구니’가 결합된 어형이 ‘갈테골짜구니’이다.

건넌골/건넝골
‘쓰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건넌골’은 ‘건너골’에 ‘ㄴ’이 첨가된 형태이다. ‘건너골’은 ‘건너[越]’와 ‘골’로 분석된다. ‘건너-’는 ‘건너골’을 비롯하여 ‘건너들, 건너뜸, 건너마을, 건너말, 건너매,
건너샴, 건너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건너골’은 ‘특정 지
역의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아울러 ‘건넌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건넝골’
은 ‘건넌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지역에 따라 ‘건너골, 건넌골, 건네골, 건넨골, 건는골’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도 ‘건넌골, 건는골’의 빈도가 높다.

공동묘지골(共同墓地-)
‘대바위’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한이(琴閑-)
‘서원말’에서 동쪽으로 2㎞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금한’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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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琴閑’으로 쓰고 있으나 그 어원을 알 수 없다. 전체적인 지형이 옥녀가 거문고를 타는 형태여서
붙여진 이름, 뒷산 줄기가 거문고 줄 같이 내려와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한다.

넙디기다리/금곡교
‘서원말’ 서남쪽에 있는 다리이다. 지금은 ‘금곡교(琴谷橋)’라고 한다. 이 다리를 건너면 ‘넙디기들’
이 나온다.

넙디기들
‘서원말’ 서쪽에 있는 들이다. ‘넙디기’와 ‘들’로 분석된다. ‘넙디기’는 ‘넙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넙더기’의 모음 변화형이다. ‘넙덕’은 ‘넙덕골, 넙덕등, 넙덕바우, 넙덕배미, 넙덕소’ 등에 쓰인 ‘넙덕’
과 같다. 지금 ‘넙적’으로 남아 있다. 이로 보면 ‘넙디기들’은 ‘넓은 들’로 해석된다.

느티나무골
‘대바위’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느티나무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느티나무다리
‘독장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느티나무가 있는 다리’라는 뜻이다.

대동(大洞)
‘금한이’ 뒤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大洞’일 것으로 보이며, ‘큰골’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추정된다.
‘대동’에는 ‘안직골, 승지골, 토골, 할미골’ 등의 골짜기가 있다.

대바위(大-)(1)/대암(大岩)(1)/마당바위
‘금한이’ 위쪽에 있는 바위이다. 개울이 바위를 끼고 돌고 있다. ‘대(大)’와 ‘바위’로 분석되며, ‘큰 바
위’라는 뜻이다. ‘대암(大岩)’은 ‘대바위’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마당바위’는 ‘마당처럼 넓은 바위’라
는 뜻이다. 바위 상단이 대갓집 마당보다 넓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대바위(大-)(2)/대암(大岩)(2)/삼봉리(三峰里)
‘금한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앞 내에 ‘대바위’ 곧 ‘대암(大岩)’이라는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
름이다. ‘삼봉산(三峯山)’ 밑이라 하여 ‘삼봉리(三峯里)’로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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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장골/독종골
‘느티나무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독장골’이라는 골짜기가 흔한데, 대체로 두 가지 관
점에서 그 유래를 설명한다. 첫째는 ‘독’을 ‘돌[石]’로 보아 ‘돌이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독’을 ‘질그릇’, ‘장’을 ‘점(店)’의 변형으로 보아 ‘독을 만들어 파는 독점이 있던 골짜기’로 해
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같이 보면 ‘독점골’이 ‘독잠골’을 거쳐 ‘독장골’이 된 것이 된다. 전국에
‘독점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보면 ‘독장골’은 ‘독점골’로부터 변형된 것일 수 있다.

뒷골(1)
‘대바위’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뒷골(2)
‘새말’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뒷골(3)
‘쓰레골’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당바위산(-山)
‘대암교’ 우측에 있는 187번지 임야이다. ‘마당바위’와 ‘산(山)’으로 분석된다. ‘마당바위’는 ‘마당처럼
넓은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산이 ‘마당바위산’이다.

막작골
‘쓰레골’에서 서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막작골’ 끝 부분에 ‘절터골’이 있다. ‘막작
골’은 ‘막적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막적골’의 제2음절 모음 ‘ㅓ’가 제1음절의 모음 ‘ㅏ’에 이끌려 ‘막
작골’이 된 것이다. 그리고 ‘막적골’은 ‘막젓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적골’은 ‘새적골, 승적골’ 등에
보이는 ‘적골’과 같은 것이다. ‘막젓골’은 ‘막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막’은 동사
어간 ‘막-[塞]’으로 추정되며, ‘젌골’은 ‘절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막젌골’, 곧 ‘막작골’
은 ‘막다른 곳의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메주골/메지골
‘대바위’ 마을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목벵이골’ 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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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벵이골
‘황새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먹방이골’이 ‘먹뱅이골’로 변한 뒤에 나타난 어형이다. ‘먹방이
골’은 ‘먹방골’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먹방골’은 ‘먹방’과 ‘골’로 분석된다. ‘먹’
은 ‘먹물을 만드는 재료’, ‘방’은 한자 ‘坊’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먹방골’은 ‘먹을 만드는 먹방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먹방이골’이나 ‘목벵이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복고개
‘서원말’에서 ‘금한이’ 쪽으로 가는 작고 가파른 고개이다.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보고개’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보고개’에 ‘ㅅ’이 개재된 ‘봇고개’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보고개’의 ‘보’는 한자
‘洑’이다. 그러므로 ‘보고개’는 ‘보가 있던 고개’ 또는 ‘봇도랑이 지나가던 고개’ 등으로 해석된다. 아
울러 ‘복고개’나 ‘봇고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 고개 밑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봇동산(洑東山)
초평초등학교 뒷산이다. ‘보(洑)’와 ‘동산(東山)’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산에 올라가
보 치는 날을 알리던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삼거리(三-)
‘영구리, 용정리, 금한이’로 가는 세 갈래 길에 조성된 마을이다. 세 갈래 길 주변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삼봉(三峰)
‘대바위’ 앞에 있는 산이다. ‘세 개의 봉우리’라는 뜻이다.

새들
‘서원말’ 서쪽에 있는 들이다. ‘새로 개간한 들’이라는 뜻이다. 150여 년 전 ‘옥천병’ 밑에 새로 보를
막고 그 봇물을 이용하여 경작하게 된 들이다.

새들보(-洑)
‘새들’에 물을 대는 보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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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말
‘수문’ 옆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서원말(書院-)/섬말/수문(水門)
‘금한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수문(水門)’이라고도 한다. 서원(書院)’과 ‘말’로 분석되며, ‘서원이
있던 마을’로 해석된다. 여기서의 서원은 구체적으로 최석정(崔錫鼎)을 기리는 ‘지산서원(芝山書院)’
이다.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여러 차례 지낸 최석정이 말년에 ‘큰말’에 낙향하여 후학을 가르쳤는데,
후손들이 그를 기려 서원을 건립하여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올리고 있다. ‘서원말’이 ‘선말’로 축약된
후 자음 동화하여 ‘섬말’이 된 것이다. ‘수문(水門)’은 ‘물의 흐름을 막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이다. ‘수문’이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들(水門-)
‘서원말’ 앞에 있는 들이다. ‘수문(水門)’은 ‘물의 흐름을 막거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문’을
가리킨다. 아울러 이 ‘수문’이 있는 마을을 지시하기도 한다. ‘수문이 있는 들’ 또는 ‘수문 마을 앞에
있는 들’이 ‘수문들’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水門坪’으로 나온다.

승지골(1)
‘서원말’ 앞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승지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아주 흔하다. 대체로 ‘승지’
를 ‘承旨’로 보아 ‘승지가 날 명당이 있는 골짜기’, ‘승지가 논을 부친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승지’를 ‘勝地’로 보아 ‘경관이 좋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승지’를 ‘承旨’나 ‘勝地’로
보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승지골’은 ‘승직골, 승짓골, 승저골, 승젓골, 승적골’ 등과 유사한 지명으
로 추정되어 ‘승지’는 ‘승저, 승적, 승젓’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인다. ‘승젓골’은 ‘승젌골’에서 ‘ㅅ’ 앞
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고, ‘승적골’은 ‘승젓골’의 자음 동화 어형이다. ‘승젌골’은 ‘승절’과 ‘골’ 사이
에 ‘ㅅ’이 개재된 어형이다. ‘승절’은 ‘성절(城-)’의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승젌골’을 비롯하
여 ‘승적골, 승지골’ 등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승지골(2)
‘금한이’의 ‘대동’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쓰레골/이곡(栭谷)

‘서원말’ 정북방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곡(栭谷)’이라고도 한다. 골짜기가 양쪽으로 ‘써레’의 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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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른다. 지금 10여 가구

가 살고 있다. <朝鮮地誌資料>(194년 이전)에는 ‘씌려골’로 나오고 ‘栭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
되어 있다.

아냥태고개/아낭테고개
‘대바위’에서 음성군 맹동으로 넘나들던 고개이다. ‘갈테’ 맨 꼭대기이다. ‘아낭테고개’의 ‘아낭테’는
‘아낭티’의 변화형이다. ‘아낭’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아낭골, 아낭산’ 등에 보이는 ‘아낭’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에서는 ‘아낭’을 ‘안항(雁行)’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낭티’는 ‘기러
기가 날아가는 형국의 고개’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낭’은 ‘안[內]’과 ‘낭[낭떠러지]’의 결합된 어형일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따르기가 어렵다. ‘아낭테, 아냥태’는 고개 이름인 것이 분명하다.
‘아낭테, 아냥태’의 ‘테, 태‘와 의미가 같은 ‘고개’를 덧붙인 어형이 ‘아낭테고개, 아냥태고개’이다.

안산(案山)
‘서원말’ 남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안직골
‘금한이’의 ‘대동’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게소(-沼)/여기수/외겨수
‘대바위’의 ‘강선암’ 앞쪽 물을 가리킨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여게소’는 ‘女溪沼’가 아닌가 한다.
진천읍 장관리 지역에 ‘女溪沼’라는 소가 있다. 장관리의 ‘여계소’는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
에 ‘여기소’로 나오고, ‘女岐川’이 대응되어 있다. ‘여기수’나 ‘외겨수’는 ‘여계소’에서 변형된 어형
으로 추정된다.

오소리골
‘회너미고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소리’와 ‘골’로 분석되며, ‘오소리가 사는 골짜기’로 해석
된다.

옥천병(玉川屛)
‘삼거리’에서 ‘금한이’로 가는 왼편에 있는 산이다. 큰 바위에 최석정(崔錫鼎) 선생이 썼다는 ‘玉川
屛(옥천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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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새골
‘금한이’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왁새’는 ‘왁새풀[황새풀]’일 수도 있고 ‘왜가리’의 방언형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왁새골’은 ‘왁새풀이 무성한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왁새골’은 ‘왜가리
가 깃드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왁새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왁새풀이 무성한 골짜기’로
해석하기보다는 ‘왜가리가 깃드는 골짜기’로 해석한다.

왁서방/왁서뱅
‘금한이’ 뒷산 높은 산등성이를 가리킨다. 예전에 달맞이를 하던 곳이라고 한다.

요골고개(凹-)
‘장고개’ 위에 있던 고개이다. ‘요골(凹-)’과 ‘고개’로 나뉜다. ‘요골(凹-)’은 ‘오목한 골짜기’라는 뜻이
다. 이 골짜기에 있던 고개가 ‘요골고개’이다.

응골
‘서원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응달진 골짜기’라는 뜻이다.

자뻐진말
‘영수암’ 뒤쪽에 있는 산이다. 지형이 말이 자빠진 것처럼 비스듬하게 보여 그렇게 명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고개(場-)
‘메주골’ 위에 있는 고개이다. ‘대바위’에서 ‘구말장’으로 넘나들던 고개이다.

절터골
‘막작골’ 맨 끝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와 ‘골’로 분석되며, ‘절터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들끓어 없어졌다고 한다.

정자들(亭子-)
‘하영’ 앞에 있는 들이다. ‘정자(亭子)’와 ‘들’로 분석되며, ‘정자가 있던 들’ 또는 ‘정자나무가 있던 들’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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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들보(亭子-洑)
‘초평천’에 있는 보이다. ‘정자들’에 물을 댄다. 지금은 보의 흔적만 남아 있다.

증산골(甑山-)
‘대바위’ 마을을 지나서 첫 번째에 있는 골짜기이다. ‘느티나무골’ 밑이 된다. ‘증산’은 ‘甑山’으로 쓰
는 흔한 산 이름이다. ‘시루봉(-峰), 시리미, 시리메, 술봉(-峰)’ 등과 같은 속지명에 대응되어 쓰이
며, ‘시루처럼 생긴 산’이라는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증산(甑山)’은 ‘시루봉’의 ‘시루’를 ‘둥근 질
그릇’으로 보고 한역한 지명이다. 그런데 ‘시루봉’의 ‘시루’는 ‘수리’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루’가 ‘수리’의 변형이라면 ‘시루봉’은 ‘수리봉’으로 소급한다.
‘수리봉’은 ‘술봉’과 같이 ‘높은 봉우리의 산’이라는 뜻이다. ‘수리봉’이 ‘시루봉’으로 바뀌어 형태상의
유연성이 상실되자, ‘시루봉’의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잘못 이해하고 ‘증산(甑山)’이라는 한자
지명을 만들어 쓴 것이다. 이 ‘증산’이라는 산에 있는 골짜기가 ‘증산골’이다. ‘증산골’은 ‘시루처럼
생긴 산에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높은 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큰증산골’과 ‘작은증산골’로 나뉜다.

지름채골
‘삼봉’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름채’와 ‘골’로 분석된다. ‘지름채’는 ‘지름채거리, 지름채날, 지름
채바우’ 등에서도 확인된다. 대체로 ‘지름채’를 ‘기름채’, 곧 ‘기름틀 떡판에 올려놓은 기름떡을 덮어
눌러서 기름을 짜는, 길고 두꺼운 널판’으로 보고, 해당 지형지물의 유래를 설명한다. 그렇다면 ‘지
름채골’도 골짜기의 지형이 ‘기름채’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질마고개
‘서원말’에서 ‘쓰레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길마고개’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길마고개’는 ‘길마처
럼 높고 가파른 고개’라는 뜻이다. 아울러 ‘질마고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큰말
‘서원말’에 딸린 큰 마을이다.

태극정(太極亭)
‘서원말’ 뒷산에 있던 정자이다. 그 아래 석벽에 ‘玉天屛(옥천병)’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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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골
‘금한이’의 ‘대동’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터골’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터골’은 ‘집터나 절터
등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아울러 ‘토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토골’이라는 골짜기
가 적지 않은데, ‘절터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는 지역이 많다.

통미고개(桶-)/동메고개
‘대바위’에서 ‘통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통미(桶-)’와 ‘고개’로 분석된다. ‘통미’는 ‘통처럼 작고 둥
글게 생긴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에 나 있는 고개가 ‘통미고개’이다.

풍경제보(-洑)
‘서원말’과 ‘금안이’ 사이에 있는 보이다. 콘크리트 보로 남아 있다.

할미골
‘금한이’의 ‘대동’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형이 활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황새골(1)
‘서원말’ 동쪽 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황새가 서식하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황새골(2)
‘대바위’ 서쪽, ‘삼봉’ 끄트머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황새가 서식하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희내미고개/회너머고개/회내미고개/회너미고개
‘대바위’에서 오갑리 ‘말머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부근 산과 골짜기에 전나무가 많아서 ‘희나무고
개’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희내미고개’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희내미, 회너머, 회내미, 회
너미’ 등을 나무 이름으로 본다면 이는 ‘홰나무(회화나무)’일 가능성이 있다. ‘홰나무’는 지역에 따라
‘회나무’ 또는 ‘해나무’로 나타난다. 이 ‘홰나무’가 있는 고개가 ‘홰나무고개’, 곧 ‘해나무고개’이다. 한
편 ‘희내미고개’를 비롯한 여러 어형은 ‘해너미고개’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해가
너머 가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는 ‘대바위’ 서쪽이 되어 해가 넘어가는 곳임은 분명하다. <朝
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회넘이고’로 나오고 ‘會南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신통리(新通里)


본래 진천군 초평면(草坪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신평리(新
坪里), 봉암리(鳳岩里), 용동리(龍洞里), 삼선리(三仙里), 상통리(上通里)를 병합하여 신평(新坪)과
상통(上通)의 이름을 따서 신통리(新通里)라 명명하였다.

가막골
‘삼선’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마골’에 ‘ㄱ’이 첨가된 형태이거나 ‘가마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가맛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숯을 굽던 ‘가마’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
에 ‘가막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흔한데, 대체로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거나 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한다.

골갱이[골깽이]
‘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대단히 길다.

남재골
‘큰닭발’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남재’는 ‘남쪽에 있는 고개’라는 뜻의 고개 이름일 가능성이 있으
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 고개가 있는 골짜기가 ‘남재골’이다.

넙디기날
‘삼선’ 밑에 있는 산등성이다. ‘넙더기날’의 모음 변화형이다. ‘넙더기날’은 ‘넙덕날’에 접미사 적 조음
소 ‘이’가 개재된 형태이다. ‘넙덕날’은 ‘넓은 산등성이’로 해석된다. 아울러 ‘넙더기날’과 ‘넙디기날’
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넙디기들’에서도 ‘넙디기’가 확인된다.

넙적날(1)
‘용동’의 ‘정가목골’에 속해 있는 날가지이다. ‘넙적’과 ‘날’로 분석되며, ‘넓적한 산등성이로
’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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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적날(2)
‘용동’ 앞 물 건너에 있는 날가지이다. ‘넓적한 산등성이’라는 뜻이다.

닭발/닭발골
‘삼선’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닭발골’은 ‘닭발처럼 이리저리 갈린 골짜기’라는 뜻이다. ‘닭발골’에
서 후행 요소 ‘골’이 생략된 어형이 ‘닭발’이다. ‘큰닭발’과 ‘작은닭발’로 나뉜다. ‘큰닭발’은 골짜기가
길고, ‘작은닭발’은 골짜기가 짧다.

닭발고개
‘토골’에서 덕산면 가전리 ‘트미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닭발’은 ‘닭의 발처럼 이리저리 갈린 골짜
기’를 가리킨다. 이 골짜기에 나 있는 고개가 ‘닭발고개’이다.

대작골
‘용동’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를 ‘대나무’로 보아 골짜기에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한다. 골짜기에 ‘조리’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작은 대나무가 많기는 하나, 그렇다고 ‘대작골’
의 유래를 순전히 ‘대나무’와 연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작’의 어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
다. ‘대작골’은 추정컨대 ‘대적골’의 모음 변화형이 아닌가 한다. ‘대적골’은 ‘대절골’에 사이시옷이 개
재된 ‘대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대젓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대절골’의 ‘대’는
‘竹’의 뜻이거나 한자 ‘大’이다. 전자로 보면 ‘대절골’은 ‘대나무가 많은,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되
고, 후자로 보면 ‘대절골’은 ‘절이 있던 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적골’과 ‘대작골’도 이와 같
은 관점에서 그 유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덤배
‘시게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덤’은 ‘더미’와 같고, ‘배’는 ‘바위’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덤배’는
‘여러 바위가 더미로 얹혀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암(加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하며, ‘덤바구, 덤방우, 덤바위’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티골
‘용동’의 ‘넙적날(1)’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돝’은 ‘돼지’를 뜻하거나 ‘도투
마리(베를 짤 때 날실을 감는 틀)’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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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터
‘정가목골’에 있는 자리이다. 나무하러 가서 돈치기, 구슬치기를 하며 쉬던 곳으로 설명한다. 전국
에 ‘돈터’라는 터 이름이 몇 군데 존재하는데, 대체로 ‘나무꾼들이 돈치기를 하며 놀던 곳’으로 설명
한다.

돌산(-山)/덜산(-山)
‘용동’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돌산’은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뜻이다. 깎아지른 바위가 층벽을 이
루고 있다. ‘덜산’은 ‘돌산’의 모음 변화형이다. 전국에 ‘돌산’이라는 산이 많은데, 대체로 ‘석산(石山)’
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두루봉(-峰)
‘넙디기날’ 오른쪽에 있는 산등성이다. ‘두루-’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두루-’는 동사 어간 ‘두르[圓]’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러므로 ‘두루봉’은 ‘둥근 모양의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두루봉’은 지역에
따라 ‘두로봉, 두류봉, 두리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산은 산봉우리가 둥글고 산세가 완
만한 것이 특징이다.

둔던들/진전들/신평(新坪)
‘삼선’ 서남쪽에 있는 들이다. ‘둔던’은 ‘둔덕’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둔던들’은 ‘언
덕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진전들’은 ‘둔던들’의 변화형이어서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신
평(新坪)’은 ‘새들’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새로 조성된 들’이라는 뜻이다. ‘둔던들’ 위에 새로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뒷골
‘상통’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뒷동산(-東山)
‘용동’ 북쪽에 있는 산이다. 호랑이가 나와서 울 정도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매방재
‘상통’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매방’과 ‘재’로 분석된다. ‘매방’은 ‘매방우’에서 ‘우’가 탈락한 어형
이거나 ‘매봉(-峰)’의 모음 변화형이다. ‘재’는 고개의 뜻이다. ‘매방우’는 ‘매를 닮은 바위’ 또는 ‘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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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하는 바위’라는 뜻이다. 전국에 ‘매방우’라는 바위가 대단히 많으며, ‘응암(鷹岩)’이라는 한자 지
명이 대응되어 있다. ‘매봉(-峰)’은 흔한 산 이름이다. ‘매를 닮은 산’, ‘매 사냥을 하던 산’, ‘매가 많
이 서식하는 산’ 등으로 설명한다. ‘매방’을 ‘매방우’로 보면 ‘매방재’는 ‘매방우라는 바위가 있는 고
개’로 해석되고, ‘매방’을 ‘매봉’의 모음 변화형으로 보면 ‘매방재’는 ‘매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가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이나 ‘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모무랭이산(-山)
‘신평’ 뒤에 있는 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모종골(茅-)
‘삼선’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정골(茅亭-)’의 변화형이다. ‘모정’은 ‘짚이나 새 따위로 지붕을
이은 정자’라는 뜻이다. ‘모정’이 있던 골짜기가 ‘모정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모종골’이 된 것이다.
‘모정’이 있는 곳에는 대체로 서당이 있었다.

무스바듬
‘삼선’ 마을 왼쪽에 있는 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문바우골(門-)
‘용동’의 ‘피아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문바우(門-)’는 ‘문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굴로 형성
되어 있는데 박쥐가 서식한다고 한다. 이 바위가 있는 바위가 ‘문바우골’이다.

물건너들
‘용동’ 앞개울 건너에 있는 들이다.

물건너산(-山)
‘용동’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개울물 건너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배나무골
‘용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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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 동쪽에 있는 들이다. ‘번던’은 ‘버덩(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잡풀만 난 거친 들)’의 방
언형이다. ‘번던말, 번던보, 번던잔등’ 등에 보이는 ‘번던’도 그와 같은 것이다.

벼랑골
‘서동골날’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벼랑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라는 뜻이다.

삼댕이들
‘용동’ 서쪽에 있는 들이다. 이곳 지형이 세 사람의 동자가 서 있는 모습 같다고 하여 ‘삼이들’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삼댕이들’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
다. ‘삼당이들’에서 변형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삼당이’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새발래봉(-峰)
‘큰맨드라미’ 앞에 있는 산이다.

서동골날
‘코등이날’ 오른쪽에 있는 능선이다. ‘서동골’과 ‘날’로 분석된다. ‘서동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서동골’에 있는 산등성이가 ‘서동골날’이다.

세개골/시게골
‘삼선’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세개’와 ‘골’로 분석된다. ‘세개’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세개’에
‘三浦’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세개’를 ‘세 개의 개울’로 해석해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보면 ‘세개골’은 ‘세 개의 개울이 흐르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시게골’은 ‘세개골’의 모음 변
화형이다. ‘시게’를 ‘예전에, 시장에서 팔고 사는 곡식이나 그 시세를 이르던 말’로 보고 ‘그 해의 시
게를 짐작할 수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세우개골
‘용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세우개’와 ‘골’로 분석된다. ‘세우개’는 ‘세고개’의 변형이다. <朝鮮地
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셰고’로 나온다. ‘세고개’가 제1음절의 부음 ‘ㅣ’에 영향을 받아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세오개’로 되고, ‘세오개’의 제2음절 모음 ‘ㅗ’가 ‘ㅜ’로 변하여 ‘세우개’로 된 것이
다. ‘세고개’는 ‘세 개의 고개’라는 뜻이다. 세 개의 고개가 있는 골짜기가 ‘세고개골’, 곧 ‘세우개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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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방날(孫-)
‘삼선’에 있는 산등성이다. ‘손서방(孫-)’과 ‘날’로 분석된다. ‘날’은 ‘산등성이’의 뜻이다. 산등성이에
손 씨네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솔또배기
‘삼선’ 뒷산 너머에 있는 들이다. 들이 넓어서 소를 먹이던 곳이라고 한다. ‘솔또’는 ‘솟대’의 방언형
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솔때’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솔또배기’ 또는 ‘솔때배기’는 ‘솟대가 서
있던 곳’으로 해석된다. 솟대가 서 있던 곳의 주변에 형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
게 부른다.

수지미골
‘삼선’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위수지미골’과 ‘아래수지미골’로 나뉜다. ‘위수지미골’은 ‘닭발골’ 왼
쪽이 된다.

아래터골
‘삼선’ 마을 입구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래터’는 ‘아래쪽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
기가 ‘아래터골’이다. ‘위터골’ 아래가 된다.

앞들
‘용동’ 앞에 있는 들이다.

앞산(-山)
‘용동’ 동쪽에 있는 산이다.

엄나무골
‘용동’ 뒷동산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엄나무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엄나무’는 누군가가 캐 가
서 지금은 볼 수 없다.

오시랑골/우시랑골
‘지부랑’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시랑’은 ‘소시랑’의 변형으로 추정되고, ‘소시랑’은 ‘쇠스랑’의
방언형이다. 그렇다면 ‘오시랑골’은 ‘소시랑골’ 또는 ‘쇠스랑골’과 같이 ‘쇠스랑처럼 여러 갈래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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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져 나온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오시랑골’에서 모음이 변한 ‘우시랑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소시랑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대단히 많다.

용님이고개(龍-)/작은고개
‘황골’에서 ‘신평’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용너미고개(龍-)’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용이 승천한 고
개로 설명한다. ‘큰고개’에 대해 ‘작은고개’라고도 한다.

우터골
‘삼선’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우터’와 ‘골’로 분석된다. ‘우터’는 ‘위터’에서 ‘ㅣ’가 탈락한 어형으
로 ‘위쪽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위터골’이다.

유둑밭
‘배나무골’ 위쪽 판판한 곳을 가리킨다. ‘유둑’은 풀의 일종인데, 아주 질기다. ‘유둑’이 많은 밭이 ‘유
둑밭’이다.

임꺽정굴
‘용동’의 ‘돌산’ 동쪽에 있는 굴이다. ‘임꺽정’은 조선 명종 때의 의적(?~1562)이다. 백정 출신으로,
일부 백성을 모아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탐관오리를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아 빈민에게 나누
어 주는 일을 하다가, 토포사 남치근에게 붙잡혀 죽었다. ‘임꺽정’이 숨어 있던 굴이어서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한다. 6·25 한국 전쟁 때 폭파되어 굴의 일부만 남아 있다.

자갈들
‘통미골’ 왼쪽에 있는 들이다. ‘자갈이 많은 들’이라는 뜻이다. ‘자갈’은 ‘자갈들’을 비롯하여 ‘자갈
논, 자갈밭, 자갈배미, 자갈보, 자갈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자고난골
‘지렁이날’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영구리에서는 ‘작은낭골’ 또는 ‘자고낭골’로 나온다. 이로 보면
‘작은낭골’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낭골’은 ‘낭떠러지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작은둥구리
‘큰둥구리’ 옆에 있는 봉우리이다. ‘둥그리’는 ‘둥우리(짚이나 댑싸리 따위로 바구니와 비슷하게 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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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만든 그릇)’의 방언형이다. ‘작은 둥우리’처럼 생긴 산을 후행 요소를 ‘봉’이나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큰둥구리’와 짝을 이룬다.

정가목골
‘용동’ 마을 뒤의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가목’과 ‘골’로 분석된다. ‘정가목’은 ‘목’ 이름인데,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지렁이날/지링이날
‘닭발’ 앞에 있는 산이다. ‘지렁이’와 ‘날’로 분석되며, ‘지렁이처럼 구불구불한 산등성이’로 해석된다.

지부랑/지부랑골
‘진천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우시랑골’ 아래가 된다. 지형이 고불고불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지부랑고개
‘진천말’에서 덕산면 두촌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부랑’이라는 골짜기에 있는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천말(鎭川末)/상통(上通)
‘삼선’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진천말’은 음성군과의 경계 지역으로 진천 땅의 끝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상통(上通)’은 이 마을이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通洞里)와 경계하고 있어서 붙
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짚동날
‘벌통날’ 앞에 있는 산이다. ‘짚동’은 ‘짚단을 모아 한 덩이로 만든 묶음’을 뜻한다. ‘짚동처럼 생긴
산등성이’가 ‘짚동날’이다.

코등이날
‘새발래봉’ 옆에 있는 산이다. ‘코등이’와 ‘날’로 분석된다. ‘코등이’는 ‘코의 등성이’라는 뜻이다. 코의
등성이처럼 생긴 산등성이가 ‘코등이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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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개
‘황골’에서 ‘삼선’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이다. ‘작은고개’ 위에 있다.

큰둥구리
‘닭발’의 상봉이다. ‘큰’과 ‘둥구리’로 분석된다. ‘둥구리’는 ‘둥우리’의 방언형이다. ‘큰 둥우리’처럼 생
긴 산을 후행 요소 ‘봉’이나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작은둥구리’와 짝을 이룬다.

큰봉(-峰)
‘진천말’의 안산이다. ‘큰 산봉우리’라는 뜻이다.

큰맨드라미
‘용동’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북, 벼루, 붓’ 등을 만들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토골[토꼴]/삼선(三仙)
‘용동’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토’를 ‘土’로 보아 토질이 우수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朝鮮
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토골’로 나오며 ‘三仙’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토’의 어원
은 분명하지 않으나 ‘터’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 ‘토골’은 ‘터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터골’은 ‘집
터나 절터 등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토골’이 ‘터골’의 변형이라면 ‘토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
를 띤다. 한편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덕하여 산, 물, 인심의 세 가지를 따서 ‘삼선(三仙)’이라
했다고 한다. 이에 걸맞게 앞에 흐르는 내의 이름도 ‘군자천(君子川)’이다.

통미골(桶-)
‘돌산’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통미(桶-)’와 ‘골’로 분석된다. ‘통미’는 ‘통처
럼 작고 둥근 산’이라는 뜻이다. ‘통미’에 있는 골짜기가 ‘통미골’이다.

피아골
‘물건너산’ 너머, ‘대작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피난민이 거주하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피아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다. 지리산의 ‘피아골’도 그 가운
데 하나이다. ‘피아골’에 대해서는 여러 유래 설이 전한다. ‘피를 많이 흘린 골짜기’, ‘전쟁 때 피란
온 골짜기’, ‘피 씨(皮氏)들이 모여 살던 골짜기’ 등과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물론 이들은
단지 음의 상사(相似)에 이끌려 해석한 민간어원에 불과하다. ‘피아골’은 ‘피밭골’에서 변형된 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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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 ‘피밭골’이 ‘피골’로 변했다가 ‘피왓골’과 ‘피앗골’을 거쳐 ‘피아골’로 남게 된 것으
로 본다. ‘피밭’의 ‘피’는 ‘돌피를 개량한 밭작물’인데, 골짜기와 같은 경사진 곳에서 잘 자란다. 이
‘피’를 심은 밭이 ‘피밭’이고, ‘피밭’이 있는 골짜기가 ‘피밭골’이다. 한자 지명 ‘직전곡(稷田谷)’과 잘
어울린다. 전국에 ‘피아골’과 더불어 ‘피밭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많다. ‘피밭골’이 ‘피밭이 있는 골짜
기’라면 ‘피밭골’에서 변한 ‘피아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한편 ‘피아골’을 ‘비알골’에서 변한 ‘비
아골’에서 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비알골’을 ‘비탈이 심한 골짜기’로 해석하여 ‘비아골’이나 ‘피아골’
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아골’이 ‘피밭골’로 소급하고 ‘피밭골’에 ‘직전곡(稷
田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아골’이 ‘비알골’에서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피아골’은 본래 골짜기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그런데 마을 이름으로서의 ‘피아
골’에는 ‘飛下洞(비하동)’이나 ‘飛霞洞(비하동)’과 같은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이들 한자 지명은 ‘피
아골’과 관련하여 이차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비아골’이 ‘비하골’로도 소리가 나자 ‘비하’를 한자
‘飛下’ 또는 ‘飛霞’로 오인한 뒤 ‘골’을 ‘洞’으로 바꾸어 ‘飛下洞’ 또는 ‘飛霞洞’과 같은 엉뚱한 한자
지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호랑이골/호랭이골
‘돈터’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호랑이가 살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호랑이가 서식하던 지붕 모양
의 바위가 있다.

황골/용동(龍洞)
‘삼선’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황골’은 ‘한골’로 소급한다. ‘한골’이 제2음절의 모음 ‘ㅗ’에 역행 동화
되어 ‘환골’이 되고 이어 자음 동화되어 ‘황골’로 변한 것이거나, 아니면 ‘한골’이 자음 동화되어 ‘항
골’로 변한 뒤에 유추에 의해 ‘황골’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경로를 거쳐 ‘황골’이 되었든
‘한골’에서 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골’은 ‘큰 골짜기나 마을’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황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곡(大谷), 대동(大洞)’ 등과 같은 한자 지명이 함께 쓰
이기도 한다. 한자 지명이 ‘황곡(黃谷)’으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는데, 이는 ‘황골’의 ‘황’을 한자 ‘黃’
으로 잘못 보고 만든 지명이다. ‘용동(龍洞)’은 마을 뒤에 있는 산이 ‘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또는 마을 입구에서 용이 승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한다. 한때 스물세 가구가 살
았으나 지금은 일곱 가구만 남아 있다.

연담리(蓮潭里)


본래 진천군 백락면(白洛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연화동(蓮
花洞), 반리(伴里), 신촌리(新村里)의 일부와 청안군(淸安郡) 서면(西面) 백암리(白岩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연화(蓮花)와 우담(牛潭)의 이름을 따서 연담리(蓮潭里)라 명명하고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가 1930년에 다시 초평면(草坪面)에 편입하였다.

가장골
‘반여울’ 마을 동북쪽 1㎞ 거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가장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가장’을 한자어 ‘假葬’으로 이해한 뒤 ‘가매장을 하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가장’은 ‘假葬’이
아니라 ‘가장자리’를 뜻한다. ‘가장들, 가장등, 가장말, 가장메, 가장실, 가장터’ 등에 보이는 ‘가장’과
같은 성격이다. 그러므로 ‘가장골’은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대체로 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가골, 갓골’ 등과 조어 관점이 같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자골, 가
좌골, 재장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골짜기에 들어선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골말
‘반여울’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이 없어지면서 마을 이
름이 골짜기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기계터
‘청양’에서 구정초등학교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은암리와 용산리 경계가 된다.

도장골
‘반여울’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재각골’ 등성이 너머가 된다. 전국에 ‘도장골’이라는 지명이 대
단히 많으며, 이에 대한 유래 설도 다양하다. ‘도장’을 ‘倒葬(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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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도장방(여자가 거처하는 방)’, ‘圖章’, ‘道場’, ‘도살장(屠殺場)’ 등으로 보고 ‘도장(倒葬)을 한
골짜기’, ‘도장방처럼 아늑한 골짜기’, ‘불도를 닦는 도장이 있던 골짜기’, ‘소를 도살하는 도살장이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도장’의 ‘장’을 ‘長者’로 보고 ‘부자가 살던 골짜기’로 해
석하기도 하며, ‘도장’의 ‘도’를 ‘桃’로 보고 ‘복숭아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도
‘도장방처럼 아늑한 골짜기’라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또한 설득력이 있다. ‘도장골’은 대체
로 골짜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안방처럼 깊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동골고개(東-)
‘양화’에서 ‘바른고개’를 거쳐 문백면 평산리 ‘평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골(東-)’은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있는 고개가 ‘동골고개’이다.

동룡대(東龍臺)
‘소두머니’ 동쪽에 있는 암벽이다. ‘웅룡(雄龍)’이 살고 있다고 한다. ‘자룡(雌龍)’이 살고 있는 ‘서룡
대(西龍臺)’와 짝을 이룬다.

등골
‘양화’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형이 등잔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등’은 ‘산등성이’의 뜻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등골’은 ‘산등성이 밑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
국에 ‘등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람구멍
‘새터말’ 북쪽 ‘가죽골’ 앞에 있는 구멍이다. 바위 구멍에서 한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훈훈
한 바람이 나온다.

바른고개
‘양화’ 서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순심이골’ 옆에 있다. ‘바른’과 ‘고개’로 분석되며, ‘똑바른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반여울(1)/반탄(伴灘)(2)42)

42) ‘伴灘’으로 적고 있으나 의미를 고려하면 ‘泮灘’이 더 어울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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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울’ 마을 남쪽에 있는 여울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반여울’로 나오며 ‘上下泮’이
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아울러 이 ‘여울’이 있는 내를 ‘반여울’로 기록하고 있다. ‘반’을
‘반달’로 보아 냇가의 여울이 반달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반’을 ‘半’으로 보
아 여울이 반 급류를 이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반여울’이라는 여울이 전국
에 흔한데, 지역에 따라서는 ‘반’을 한자 ‘半’으로 보아 ‘반쪽은 홍수요 반쪽은 맑은 물인 여울’ 또는
‘강물의 반이 여울이 된 여울목’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을 ‘반달’이나 한자 ‘半’으로 보
기 어려워 이들 여러 유래 설은 따를 수 없다. ‘반’은 한자 ‘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반여울’
은 ‘소반처럼 납작하고 반반한 여울’로 해석된다.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의 ‘반여울’에는 ‘盤灘’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반여울(2)/반탄(伴灘)(2)/소두머니
‘양화’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네 뒷산이 반달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
을 수 없다. ‘반여울’이라는 여울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반여울’에 대한 한자 지명이 ‘반탄(伴灘)’이다. 아울러 이 마을을 ‘소두머니’라고도 한다. ‘소두머니’
는 본래 이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큰 못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소 이름이 마을 이름으
로 쓰인 것이 특이하다. ‘반여울’ 마을은 ‘웃반여울’과 ‘아랫반여울’로 나뉜다. ‘웃반여울’은 ‘웃말’, ‘아
랫반여울’은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방청들(防-)
‘새터말’ 앞에 있는 들이다. ‘방차안들(防遮-)’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방차(防遮)’는 본래 ‘막아서 가
림’이라는 뜻인데, 대체로 ‘방차둑’을 가리키기도 한다. 방차 둑 안에 있는 들이 ‘방차안들’이고 이것
이 변하여 ‘방청들’까지 된 것이다.

방화골
‘창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형이 방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방아골’의 변화형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방아골’과 같이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방화박골
‘양화’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방화박골’과 ‘작은방화박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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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上伴)
‘반여울’ 서쪽 위에 있는 마을이다. ‘반여울’ 마을 위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말/연화동(蓮花洞)
‘반여울’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터’와 ‘말’로 분석되며, ‘새로 조성된 터에 생겨난 마을’로 해석
된다. ‘산적말’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조성한 마을이라고 한다. ‘연화동(蓮花洞)’은 지형이 ‘연화부수
형(蓮花浮水形)’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서두나드는골
‘바른고개’ 밑, ‘방화박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두머니(1)/우담(牛潭)
‘반여울’ 서북쪽에 있는 큰 못이다. ‘우담(牛潭)’이라고도 한다. 못이 ‘소 대가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소가 누워 있는 형상(臥牛形)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소두문니’로 나온다. 이는 ‘소두무니’의 ‘ㄴ’ 첨가 어형이고, ‘소
두무니’는 ‘소두머니’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리고 ‘소두머니’는 ‘소두머리’의 변형이다. 이는 ‘용두머
리’가 ‘용두머니’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용두머리’가 ‘龍頭’에 ‘頭’와 의미가 같은 ‘머리’가 중복된 형
태이듯, ‘소두머리’ 또한 ‘頭’와 의미가 같은 ‘머리’가 중복된 형태이다. 그러나 ‘소’가 정말 ‘牛’의 뜻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동룡대(東龍坮)’와 ‘서룡대(西龍坮)’가 좌우로 대치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
면 ‘동룡대’ 밑에는 ‘웅룡(雄龍)’ 또는 ‘숫용왕’이, ‘서룡대’ 밑에는 ‘자룡(雌龍)’ 또는 ‘암용왕’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가물에 여기서 기우제를 올리면 영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동룡대’ 자리에
‘우담삼신당(牛潭三神堂)’이, ‘서룡대’ 자리에 ‘우담용왕당(牛潭龍王堂)’이 있었다.

소두머니(2)
‘소두머니’ 옆에 있던 마을이다. 두 가구가 있었다.

서룡대(西龍臺)
‘소두머니’ 서쪽에 있는 암벽이다. ‘자룡(雌龍)’이 살고 있다고 한다. ‘웅룡(雄龍)’이 살고 있는 ‘동룡
대(東龍臺)’와 짝을 이룬다.

순시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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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봄이면 유난히 꽃이 만발하여 춘심을 돋운다고 하여 ‘춘심이골’이
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순시미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순시미’와 ‘골’로 분석된다. 전국에
‘순시미’라는 골짜기 또는 등성이가 몇 군데 존재하는데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시마골
‘새터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시마’와 ‘골’로 분석되나 ‘시마’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혹시
‘시마’는 ‘緦麻’가 아닌가 한다. ‘시마’는 가는 베로 만들며 종증조, 삼종형제, 중현손(衆玄孫), 외손,
내외종 따위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는 상복이다. 그렇다면 ‘시마골’은 ‘상복을 입고 시묘 살
이 하던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침 ‘시마골’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막골’이 ‘시묘
살이 하던 골짜기’로 해석되어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국에 ‘시막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아주
흔하다. 한편 ‘시마골’은 ‘시묘골’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안산고개(案山-)
‘양화’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안산’은 주로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이 산에
있는 고개가 ‘안산고개’이다.

양화절이(楊花-)/양화(楊花)
‘반여울’ 동북쪽에 마을이다. 옛날 청주 ‘양화절’이라는 절에 다니는 독실한 불교신자가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신빙성이 없다. 지금의 사격장 안에 절이 있었고 그 아래
에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하므로 ‘절’과 ‘버드나무’와 관련된 지명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朝鮮
地誌資料>(1914 이전)에 ‘량하졀리’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절이’는 ‘절리(節理, 암석에서 볼 수 있는
좀 규칙적인 틈새)’일 가능성이 있다. ‘갈궁저리, 개미저리’ 등에 보이는 ‘저리’와 같다.

연적골(硯滴-)
‘반여울’ 마을 서쪽 50m 거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연적(硯滴)’과 ‘골’로 분석된다. 지형이 연적을 닮
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연적골’은 ‘벼루골’에 대한 한자 지명
으로 추정된다. ‘벼루’는 ‘강이나 바닷가에 있는 벼랑’을 뜻한다. 그러므로 ‘벼루골’은 ‘벼랑으로 이루
어진 골짜기’로 해석된다. ‘벼루’를 ‘硯滴’의 뜻으로 오해하여 ‘벼루골’을 한자화할 때 ‘연적골’로 바꾼
것으로 본다.

장성배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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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골’ 위쪽 장승이 서 있던 곳이다. ‘장성(長-)’과 ‘배기’로 분석된다. ‘장성’은 ‘장승’의 방언형이다.
장승이 서 있던 들, 고개, 논, 마을 등을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재각골(齋閣-)
‘새터말’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재각(齋閣)’과 ‘골’로 분석된다. ‘재각’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
사를 지내려고 지은 집’을 가리킨다. 이 ‘재각’이 있는 골짜기가 ‘재각골’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재칵
골, 재깍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재각’이 ‘들’에 있으면 ‘재각들’, ‘산’에 있으면 ‘재각산’이라고 한다.

정성골/증성골
‘양화’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성’을 ‘정승’으로 보아 ‘정승이 날 명당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정성골’을 그와 같이 해석하기도 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정성골’은 ‘장성골’의
변형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장승이 서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제비명당(-明堂)
‘창골’ 밑, ‘진터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제비 형국의 명당자리를 그렇게 부른다. 명당자리의
이름에는 ‘제비’를 비롯하여 ‘나비(나비명당), 고양이(고양이명당), 개구리(개구리명당)’ 등에서 보듯
곤충이나 동물 이름이 이용되기도 한다.

주덕대
‘반여울’ 서북쪽에 있는 절벽이다.

주라골
‘양화’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주라(붉은 칠을 한 소라 껍데기로 만든 대각)’처럼 생겨
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믿을 수 없다. ‘주라’는 ‘주라들, 주라벌, 주라재’ 등에서도 확인이 되는
데, 그 어원은 알기 어렵다. 다만 ‘줄’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주라골’에 대해
‘줄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쓰이고, ‘달골’이 ‘다라골’, ‘솔골’이 ‘소라골’, ‘살골’이 ‘사라골’이 되는 예
가 있는 것을 보아 ‘줄골’에서 ‘주라골’이 변형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줄골’에 대해서는 ‘줄처
럼 좁고 긴 골짜기’, ‘줄풀이 많이 나는 골짜기’, ‘줄지어 서 있는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주라골’이 ‘줄골’의 변형이라면, ‘주라골’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
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쥬라골’로 나오고 ‘吹羅’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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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박골
‘정성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지산서원터(芝山書院-)
초평초등학교 내에 있다. ‘지산서원’은 조선조의 문신 최석정(崔錫鼎)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서원
이다.

진터골(陣-)
‘양화’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진터(陣-)’와 ‘골’로 분석된다. ‘진터’는 ‘적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쳐
놓은 자리’라는 뜻이다. ‘진터’가 있는 골짜기가 ‘진터골’이다. 전국에 ‘진터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
히 많은데, 대체로 ‘진을 치고 있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골짜기의 형상이 적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쳐 놓은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창골(倉-)
‘양화’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뾰족한 ‘창’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창’은 한자 ‘倉’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골’은 ‘창고가 있던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전국에
‘창골’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 이름이 아주 흔한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전에 ‘창고’, 곧 ‘사창(社
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청룡골(靑龍-)
‘연적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청룡(靑龍)’은 ‘주산(主山)에서 뻗어나간 왼쪽 산줄기’를 가리
킨다. 이 산줄기 아래에 있는 골짜기가 ‘청룡골’이다.

큰골
‘주마박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넓고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작은골’과 반대 개념이다. 전국에
는 ‘큰골’이라는 골짜기가 수없이 많다. 이에는 대체로 ‘대곡(大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간
혹 마을 이름으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대동(大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큰골’은 ‘큰
골고개, 큰골너드렁, 큰골논, 큰골들, 큰골못, 큰골보, 큰골산, 큰골안, 큰골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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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풍바위
‘주덕대’ 꼭대기에 있는 바위이다. ‘평풍’과 ‘바위’로 분석되며, ‘병풍처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
로 해석된다. ‘병풍바위’와 의미가 같다.

하반(下伴)
‘반여울’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함박골
‘창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한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한바
골’이 되고, ‘한바골’이 자음 동화되어 ‘함바골’이 된 뒤에 ‘ㄱ’이 첨가되거나 사이시옷이 개재된 뒤
자음 동화되어 ‘한박골’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바위골’의 ‘한바위’는 ‘큰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한바위골’, 곧 ‘함박골’이다.

홍판서말랑(洪判書-)
‘청양’ 뒷산의 마루이다. ‘말랑’은 ‘마루’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홍판서말랑’은 ‘홍 판서 산소가 있
는 산마루’로 해석된다.

은암리(隱岩里)


본래 청안군(淸安郡) 서면(西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노은리
(老隱里)와 신촌(新村), 소백암리(小白岩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노은(老隱)과 소백암(小白岩)의
이름을 따서 은암리(隱岩里)라 명명하고 청주군 북이면(北二面)에 편입하였다가 1945년 4월 1일
다시 진천군 초평면(草坪面)에 편입하였다.

가죽골(加竹-)/가죽(加竹)/소백암(小白岩)
‘청양’에서 남동쪽으로 1㎞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이 대쪽같이 곧다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가죽’은 ‘가죽나무’를 가리켜, ‘가죽골’은 ‘가죽나무가 많은 마을’로
해석된다. 진암리의 ‘뱀골(백암)’보다 작아서 ‘소백암(小白岩)’이라고도 한다. ‘가죽골큰말’과 ‘가죽골
작은말’로 나윈다.

개골
‘청양’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개’를 ‘狗’의 뜻으로 보아 ‘개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개골’의 ‘개’는 ‘강가나 바닷가의 물이 드나드는 곳’ 또는 ‘개울’을 가리킨다. 바로 이
‘개울’이 흐르는 골짜기가 ‘개골’이다. 아울러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지
역에 따라서는 ‘개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이전 시기에 ‘ㅣ’ 모음 뒤에서 ‘골’의 ‘ㄱ’이 ‘ㅇ’으로
약화된 어형이다.

관쓴바위(冠-)/삼형제바위(三兄弟-)/상여바위
‘두타산’ 봉우리에 있는 바위이다. ‘관’은 한자 ‘冠’이다. 그러므로 ‘관쓴바위’는 ‘관을 쓴 듯한 형상의
바위’로 해석된다. 바위 세 개가 형제처럼 나란히 있어 ‘삼형제바위’라 부르기도 하고, 초평 쪽에서
보면 ‘상여’와 ‘조문객’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 ‘상여바위’라고도 한다.

구남골/구나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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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남’을 ‘九男’으로 보아 아홉 남자가 춤을 추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구남골’은 ‘구나무골’의 변형이기 때문이다. ‘구나무’는 나
무의 일종으로 추정되나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다.

구수골
‘대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 하나를 두고 ‘구수골’과 ‘대장골’이 갈린다. ‘구수’는 ‘구유(마소
먹이를 담아 주는 큰 그릇)’의 방언형이다. ‘구유’는 긴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구수골’은 ‘구유처
럼 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구수골’ 안에 마을 사람들이 위하는 ‘옻샘’이 있다.

구정벼루(九政-)
은암리에서 진암리로 가는 길가 미호천 개울가에 있는 절벽이다. ‘구정’을 ‘구정승(九政丞)’으로 보
아 아홉 번 정승을 지낸 사람의 묘소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구정’
은 ‘구정벼루’를 비롯하여 ‘구정골, 구정들, 구정리, 구정목, 구정봉’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
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쓰인다. ‘구정’을 대체로 ‘九井(아홉 개의 샘)’, ‘九亭(아홉 개의 정자)’, ‘九井
(좌우 양쪽에 폭이 넓은 줄을 걸고 한쪽에 열여덟 사람씩 두 줄로 메는 큰 상여)’ 등으로 보고 있다.
‘벼루’는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벼랑’을 뜻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배리, 베루’ 등으로도 나타난다.
그리하여 ‘구정벼루’도 ‘구정배리, 구정베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소재 ‘구정배리’에 대해서는 벼랑이 ‘구정’, 곧 ‘상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진암리의
‘구정벼루’를 참조하라.

나무터골/남터골
‘가죽골’에서 진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나무터’는 ‘나무를 하던 곳’이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나무터골’이고, 이것이 줄어든 어형이 ‘남터골’이다.

노루봉(-峰)/노름뱅이
‘두루봉’ 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의 지형이 노루가 뛰어내리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다른 지역에서는 ‘노루봉’을 ‘노루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장봉(獐峰), 녹
봉(鹿峰)’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러나 ‘노루봉’의 ‘노루’를 ‘獐’의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
루’는 ‘늘-[延]’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느르-’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물론 ‘봉’은 한자 ‘峰’이
다. 그리하여 ‘노루봉’은 ‘길게 늘어진 완만한 산’으로 해석된다. ‘노루산’과 같은 의미이다. ‘노름뱅
이’는 ‘노루봉’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노루봉이’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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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천(老隱川)
은암리 동쪽에서 발원하여 연담리 ‘신촌’ 앞에서 남동쪽으로 꺾여 미호천에 합류하는 내이다. ‘노은
(老隱)’과 ‘천(川)’으로 분석된다. ‘노은(老隱)’은 ‘논[畓]’에 대한 음차 표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노
은천(老隱川)’은 ‘논내’에 대한 차자 표기가 된다. ‘논내’는 ‘논이 많은 내’라는 뜻이다. 아울러 ‘노은
천(老隱川)’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하천 주변에 ‘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장골
‘두타산’의 ‘삼형제바위’ 밑에 있는 펀펀한 골짜기이다. ‘대장’을 ‘大將’으로 보아 ‘대장군혈이 있는 골
짜기’로 해석한다. 또는 이곳에 사격장이 생긴 것을 들어 ‘대장(大將)이 태어날 골짜기’로 해석하기
도 한다. 전국에 ‘대장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은데, ‘대장군혈이 있는 골짜기’ 또는 ‘대장간이 있
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두루봉(-峰)
은암리 북쪽 ‘두타산’에 있는 둥근 산이다. ‘두루-’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두루-’는 동사 어간 ‘두
르-[圓]’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러므로 ‘두루봉’은 ‘둥근 모양의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두루봉’은 지
역에 따라 ‘두로봉, 두류봉, 두리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산은 산봉우리가 둥글고 산세
가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산적말(山-)
‘가죽골’ 서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산직말(山直-)’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산직말’은 ‘산
직’과 ‘말’로 분석된다. ‘산직’을 ‘산지기’의 뜻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산직말’은 ‘산
지기가 살던 마을’로 해석된다. 아울러 ‘산적말’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새리/새레
‘청양’ 동쪽에 있는 들이다.

새리고개/새레고개
‘새리’ 동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청양’에서 용산리 ‘댓골’로 넘어간다.

서당골(書堂-)
‘청양’ 동쪽, 37사단 사격장이 있는 골짜기이다. ‘서당’과 ‘골’로 분석되며, ‘서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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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아홉사리고개
‘청양’에서 ‘새리고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사리’는 ‘굽이’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아홉사리’는
‘아홉 개의 굽이’라는 뜻이다. 아홉 굽이를 돌아가는 고개가 바로 ‘아홉사리고개’이다. 고개가 아주
높고 긴 것이 특징이다.

안산(案山)
‘청양’ 남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양목골
‘청양’ 동북쪽 ‘두타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약물(藥-)’이 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
렇다면 ‘약물’과 ‘골’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약뭀골’이 ‘ㅅ’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약뭇골’이 되
고 자음 동화되어 ‘양묵골’이 된 다음 모음 변화에 의해 ‘양목골’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곧
‘약뭀골>약뭇골>약묵굴>양목골’의 과정이 상정된다.

옻샘
‘가죽골’ 동쪽에 있는 샘이다. ‘큰봉’ 밑에 있다. ‘옻’을 고칠 정도로 효험이 있는 샘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화’ 사람들이 위하는 샘이다.

작은말
‘헛가죽골’에 있던 마을이다. ‘큰말’과 짝을 이룬다.

잘개골
‘청양’ 북쪽 ‘두타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개골’의 모음 변화형이 아닌가 한다. ‘절개골’은 ‘절[寺]’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지게테고개
‘청양’에서 용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지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한다. ‘지게테’는 ‘지게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 또는 ‘지게티’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게’는 농기구의 하나인 ‘지게’이거나 문의 하나인 ‘지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지게테’는 ‘지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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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생긴 터’나 ‘지게문처럼 생긴 터’ 또는 ‘지게처럼 생긴 고개’나 ‘지게문처럼 생긴 고개’로 해석된
다. 만약 후자로 보면 ‘지게테고개’는 ‘티’와 의미가 같은 ‘고개’가 덧붙은 동의중복 구조가 된다.

청주양화절이(淸州陽花-)/청양(淸陽)/노은리(老隱里)
‘가죽’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청주 지역이어서 이웃한 진천군에 딸린 ‘양화절이’와 구별하여
‘청주양화절이’라 한 것이다. 이를 줄여서 ‘청양(淸陽)’이라 한다. 마을 앞에 ‘노은천’이 흐르고 있어
‘노은리(老隱里)’라 하기도 한다.

청룡골(靑龍-)/청량골(靑-)
‘가죽골’과 ‘산적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애장’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청룡(靑龍)’은
‘주산(主山)에서 뻗어나간 왼쪽 산줄기’를 가리킨다. 이 산줄기 아래에 있는 골짜기가 ‘청룡골’이다.
‘청량골’은 ‘청룡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큰골
‘산적말’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골’과 짝을 이룬다.

큰말
‘헛가죽골’에 있는 마을이다. ‘작은말’과 짝을 이룬다. 옛날에는 기와집이 많아 지나가는 길손들이
여기가 서울이냐고 물었을 정도라고 한다.

큰봉(-峰)
‘산적말’ 뒷산이다. ‘작은봉’과 짝을 이룬다.

탑선이고개(塔-)
‘청양’에서 증평읍 연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탑선고개’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으
로 ‘탑이 서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헛가죽골
‘가죽골’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는 기와집이 많아서 지나가는 과객들이 여기가 서울이냐고
묻곤 하였다고 한다.

용산리(龍山里)


본래 청안군(淸安郡) 서면(西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신촌
(新村), 우산리(牛山里), 구암리(九岩里), 용대리(龍垈里), 대구동(大口洞), 상우군리(上右軍里)와
칠암리(七岩里), 용전리(龍田里), 중우군리(中右軍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용대(龍垈)와 우산(右
山)의 이름을 따서 용산리(龍山里)라 명명하여 청주군 북이면에 편입하였다가 1945년 4월 1일 다
시 진천군 초평면(草坪面)에 편입하였다.

감나무골
‘망월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감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감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감나
무골’에는 피부병에 특효가 있는 약수가 있었다고 한다. 전국에 ‘감나무골’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

이름이 아주 많다. 이에는 ‘시곡(柿谷), 시목곡(柿木谷), 시목동(柿木洞)’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되

어 있다.

거령말(巨靈-)/거령마을(巨靈-)
‘용대’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만들어질 때 신령님의 지시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거령(巨靈)’이라 불렀다고 하나 믿을 수 없다. ‘거령’은 ‘거렁’의 변화형, 그리고 ‘거렁’은 ‘걸안’의 변
화형이 아닌가 한다. ‘걸안’은 ‘개울 안쪽’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거령말’은 ‘개울 안쪽에 있는 마
을’로 해석된다. 실제 마을이 개울 안쪽에 형성되어 있다. 가산리의 ‘거렁말’을 참고하라.

검바우들
‘용대’ 서쪽에 있는 들이다. ‘검바우’와 ‘들’로 분석된다. ‘검바우’는 ‘검은 바위’라는 뜻이다. 전국에
‘검바우’라는 바위가 아주 흔한데, 대체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간혹 ‘칼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
하기도 한다. 이곳 ‘검바우들’에는 검은 바위 두 개가 있는데, 고인돌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바위가
있는 들이 ‘검바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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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金城)/금성이(金城-)
‘거령’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두타산’ 기슭에 위치하여 마을이 금수강산에 둘러싸인 모습이라 하여
‘錦城’이라 하였는데 ‘錦’을 ‘金’으로 바꾸어 ‘金城’이라 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금을 깨서 찧는
‘금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마을 뒷산에서 ‘토금(흙이나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금)’이 났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작은 성터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성
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생겨난 지명일 가능성도 있다. 또는 ‘금성’에 ‘쇠재’라는 속
지명이 대응되어 쓰이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쇠재’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볼 수도 있다. ‘금성
이’는 ‘금성(金城)’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금성소류지(金城小流池)
‘금성’ 북쪽 산골짜기에 있는 방죽이다. ‘금성(金城)’과 ‘소류지(小流池)’로 분석되며, ‘금성 마을에
있는 방죽’이라는 뜻이다.

김성골(-城-)/짐성골(-城-)
‘감나무골’ 옆에 있는 산골짜기이다. ‘김성골’은 ‘금성골’의 모음 변화형이고, ‘짐성골’은 ‘김성골’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금성골’의 ‘금성’은 ‘金城’으로 추정된다.

너부니들43)
‘물바지’ 밑에 있는 들이다. ‘너분들’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너분들’은 ‘너븐들’
로 소급한다. ‘너븐’은 ‘넙-[廣]’의 관형사형이어서 ‘너븐들’은 ‘넓은 들’로 해석된다. 형용사 ‘넙-’은 중
세국어에서는 적극적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넙치(광어), 넙창’ 등에서나 확인된다. ‘너븐들’은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너분들’이나 ‘너부니들’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너브니혈(-血)
용산리와 용기리 경계에 있는 산줄기이다. 약 1.5㎞ 정도이며, 폭은 400~500m이다. ‘너븐혈’에 접미
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너븐혈’은 ‘넓은 혈’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너브니혈’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넙정바위
‘큰타골’ 위쪽 산에 있는 바위이다. ‘넙정’과 ‘바위’로 분석된다. ‘넙정’은 ‘넙정골’의 ‘넙정’과 같은 것
43)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167)에는 ‘너보냐들’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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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넙적’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넙정바위’는 ‘넙적바위’와 같이 ‘넓은 바위’로 해
석된다. 전국에 ‘넙적바위’ 또는 ‘넙적바우’라는 바위 이름이 대단히 많다. 이에 비해 ‘넙정바위’는 드
물다.

대구동펀던(大口洞-)
‘댓골’ 안에 있는 버덩이다. ‘대구동’과 ‘펀던’으로 분석된다. ‘대구동’은 ‘大口洞’으로 쓰고 있는데, 한
자 그대로는 ‘입구가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대구’가 정말 ‘大口’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만 ‘대구동펀던’이 ‘댓골’ 안에 있다는 점에서 ‘대구동’이 ‘댓골’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지명으
로 추정된다. ‘대구고개, 대구논, 대구들, 대구배미, 대구보, 대구재’ 등에서 보듯 ‘대구’는 지명의 선
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펀던’은 ‘버덩(거칠고 넓은 들)’의 방언형이다. ‘대구동’에 있는 버덩
이 ‘대구동펀던’이다.

대신절골
‘금성소류지’ 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신’과 ‘절골’로 분석된다. ‘대신’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절골’은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댓골
‘거령’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대’는 한자 ‘大’이어서, ‘댓골’은 ‘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이 크고
길다. 전국에 ‘댓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큰 골짜기’로 해석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대나무
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돌고개서낭
‘거령’ 서북쪽에 있던 서낭당이다. ‘돌고개’는 ‘돌이 많이 고개’라는 뜻이다. 이곳에 있던 서낭당이
‘돌고개서낭’이다.

망월산(望月山)
‘상촌’ 뒤에 있는 산이다. 옛날 정월대보름날 달을 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물바지들
‘용대’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 ‘물바지’와 ‘들’로 분석된다. ‘물바지’는 ‘물받이’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물을 받는 곳’, 곧 ‘물이 합수되는 곳’을 가리킨다. 이곳에 있는 들이 ‘물바지들’이다. ‘금성’과 ‘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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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곳 들에서 합수한다.

병목안
‘원당산’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병목’은 ‘병의 목’이라는 뜻이다. ‘병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긴
곳의 안쪽’이 ‘병목안’이다. 이곳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실제
‘병목안골’이라는 골짜기 이름도 쓰인다.

북당골(-堂-)44)
‘새낭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붓당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붓당골’은 ‘불당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붌당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불당’은 ‘佛堂’이고, ‘골’은 ‘谷’의 뜻이므로 ‘붌
당골’은 ‘불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붓당골’이나 ‘북당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곳에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북당’은 ‘북당골’을 비롯하여 ‘북당말, 북당산, 북당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활발히 쓰인다.

상우군이(上-)/상촌(上村)
‘용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진암리 ‘우군이’ 위쪽이 된다. ‘상촌(上村)’이라고도 한다.

새낭골
‘큰방축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 ‘대룡전선’ 공장이 들어서 있다. ‘서낭골’에서 변형된 어형
으로 보인다. ‘서낭골’에 ‘ㅣ’가 첨가되어 ‘세낭골’이 되고, ‘세낭골’이 ‘ㅔ>ㅐ’에 따라 ‘새낭골’이 된 것
으로 보인다. ‘서낭골’이 ‘서낭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새낭골’이 ‘서낭골’에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소재 ‘새낭골’에 대해 ‘서낭당’이 있어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소도둑골
‘안때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둑이 소를 감추어 둔 골짜기’ 또는 ‘도둑이 소를 잡은 골짜기’
등으로 설명한다.

소동골
‘지게재’ 넘어오는 옆 골짜기이다. ‘소동’과 ‘골’로 분석된다. ‘소동’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소동개
44) ‘불당골’로 발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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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소동고랑, 소동나루, 소동들’ 등에 보이는 ‘소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른다.

송장날(送葬-)
‘넙적바위’ 밑에 있는 능선이다. ‘송장(送葬)’과 ‘날’로 분석되며, ‘송장 같은 형상의 산등성이’로 해석
된다. ‘송장’은 ‘송장날’을 비롯하여 ‘송장골, 송장등, 송장바우, 송장배미’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대체로 ‘송장처럼 생긴 형상’을 지시한다. 한편 ‘송장날’을 ‘송장을 버리
는 산등성이’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아시랑골/백정촌(白丁村)
‘소동골’ 동쪽으로 넘어오는 골짜기이다. ‘아시랑’은 ‘소시랑’에서 변한 ‘오시랑’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되며, ‘소시랑’은 ‘쇠스랑’의 방언형이다. ‘우시랑골, 오시랑골’ 등에서 보듯 ‘아시랑’은 ‘우시랑,
오시랑’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시랑골’은 ‘쇠스랑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온 골짜
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소시랑골, 쇠스랑골, 쇠시랑골’ 등의 지명이 다수 보인다. 옛날 고려 시대에
이곳에 백정들이 살았다고 하여 ‘백정촌(白丁村)’이라고도 한다.

안때골
‘북당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과 ‘때골’로 분석된다. ‘때골’은 ‘떼골’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떼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떼’를 ‘잔디’ 또는 ‘띠(볏과의 여러해살이풀)’
로 보아 ‘잔디가 많은 골짜기’나 ‘띠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한편 ‘때골’은 ‘대골’의 변형일 수도
있다. 전국에 ‘대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다. ‘대’는 한자 ‘大’일 가능성도 있고, ‘竹’을 뜻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대골’은 ‘큰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대골’은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자로 보는 지역에서는 ‘대곡(大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후자로 보는 지역에
서는 ‘죽곡(竹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진천군에는 ‘때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때
골’의 안쪽이 ‘안때골’이다. 한편 ‘안때골’은 ‘안터골’에서 변형된 어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안때
골’은 ‘안쪽 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용대(龍垈)
‘용정’ 옆에 있는 마을이다. ‘용터(龍-)’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간주된다. 지형이 용처럼 구불구불하
여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용대’라는 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형이 용처럼 생긴
곳’, ‘용이 승천한 곳’ 등으로 그 유래를 설명한다. 이곳에서는 ‘용대’를 용이 승천한 곳이어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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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구레(龍頭-)
‘용대’ 뒤편 ‘검바우들’ 사이에 있는 들이다. ‘용두(龍頭)’와 ‘구레’로 분석된다. ‘용두(龍頭)’는 ‘용머
리(龍-)’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리키고, ‘구레’는 ‘물이 늘 괴어 있
는 물구덩이’를 가리킨다.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물구덩이가 ‘용두구레’이고, 이 구레가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옛날에 도깨비가 출현하던 들이라고 한다.

우산리(牛山里)
‘용대’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우산(牛山)’은 ‘소매, 쇠매, 소산’ 등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대체로
산의 형세가 와우형인 경우에 이와 같은 지명이 붙는다.

원당산(元堂山)
구정초등학교 뒤에 있는 산이다. 오래 전부터 ‘元堂山’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원당’은 ‘院堂’이나
‘願堂’일 수도 있다. ‘院堂’은 길손이 쉬어가는 ‘원집’을 가리키고, ‘願堂’은 소원을 빌기 위해 지은
‘서낭당’이나 ‘신당’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원집’이 있거나 ‘신당’이 있던 산이 ‘원당산’이 된다.

원댕이(元-)
‘거령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당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원당이’는 ‘원당’에 접미
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원당’을 ‘元堂’으로 쓰고 있으나, ‘院堂’이나 ‘願堂’일 가능성도 있다. ‘院
堂’은 옛날에 길손이 쉬어가던 숙박업소이고, ‘願堂’은 소원을 빌기 위해 지은 집을 가리킨다. 이곳
에 ‘원(院)’에서 변형된 주막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곳의 ‘원당’은 ‘원집’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집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원댕이’라 한 것이다.

작은타골
‘큰타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타골’은 ‘터골’의 모음 변화형으로 ‘집터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타골’의 작은 골짜기가 ‘작은타골’이다. ‘큰타골’과 짝을 이룬다.

지게재
‘댓골’에서 은암리로 넘어오는 고개이다. ‘지게’는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
반 기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게골, 지게바우, 지게배미, 지게실’ 등에보이는 ‘지게’도
그와 같은 것이다. ‘재’는 ‘고개’의 뜻이다. 이에 따라 ‘지게재’는 ‘지게처럼 생긴 고개’로 해석된다.
아마도 ‘지게’처럼 가파른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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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축골(-防築-)
‘감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축골(防築-)’의 ‘방축’은 ‘방죽’의 원말이다. 그러므로 ‘방축골’은
‘방죽골’과 같이 ‘방죽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금 방죽은 메워져 볼 수 없다. 이 ‘방축골’의
큰 골짜기가 ‘큰방축골’이다.

큰타골
‘금성소류지’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타골’은 ‘터골’의 변형이다. 그러므로 ‘타골’은 ‘터골’과 같이 ‘집터,
절터 등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의 큰 쪽이 ‘큰타골’이다. ‘작은타골’과 짝을 이룬다.

터마루
‘상촌’ 앞에 있는 들이다. ‘터’는 ‘집터’를 가리키고, ‘마루’는 ‘마루들’에서 ‘들’이 생략된 어형으로 ‘넓
고 큰 들’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터마루’는 ‘집터가 있는 넓고 큰 들’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에 사람
이 살았고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다. 마을이 들판에 있어 도둑이 자주 들자 할 수 없이 산 밑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진암리에서는 ‘토마루’로 발음한다.

용기리(龍基里)


본래 청안군(淸安郡) 서면(西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수의
리(守義里), 조중리(調中里), 신기리(新基里), 용전리(龍田里), 대주리(大周里), 칠암리(七岩
里) 일부를 병합하여 청주군 북이면(北二面)에 편입하였다가 1945년 4월 1일 다시 초평면(草坪
面)에 편입하였다.

거북바위
‘구암’ 뒷산에 있는 바위이다. 작은 바위가 거북 모양을 하고 있다. ‘구암(龜岩)’이라는 마을 이름은
이 바위로 해서 생겨난 것이다.

골말
‘수의’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골말’이라는 마
을이 대단히 많다. 대체로 ‘곡촌(谷村)’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인다.

구암(九岩/龜岩)
‘방죽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九岩’ 또는 ‘龜岩’으로 쓴다. 후자는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
는 점에 근거한다. 실제 마을 뒷산에 작은 거북바위가 있다.

꺼먹산(-山)/큰산(-山)
‘구암’에서 멀리 보이는 산이다. ‘검은 빛’을 띠고 있는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이 커서 ‘큰산’
이라고도 한다. ‘구암’ 뒷산에 있는 ‘작은산’과 짝을 이룬다.

대밭골
‘구암’ 앞에 있는 들이다. ‘대밭’과 ‘골’로 분석되며, ‘대밭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대밭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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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죽전곡(竹田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돌고개
‘탑골’ 옆에 있는 고개이다. ‘돌’은 ‘石’의 뜻이어서 ‘돌이 많은 고개’로 해석된다. 물론 ‘돌’을 동사 어
간 ‘돌-[回]’로 보면, ‘돌고개’는 ‘돌아가는 고개’로 해석된다. 전국에 ‘돌고개’라는 고개가 많은데, 대
체로 ‘돌이 많은 고개’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석현(石峴)’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뒷들
용산리 ‘용대’와 용기리 ‘용전’ 마을 중간에 있는 들이다. ‘뒤’는 ‘後’ 또는 ‘北’의 뜻이어서 ‘뒷들’은
‘뒤에 있는 들’ 또는 ‘북쪽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방죽말(防-)/방죽(防-)
‘수의’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방죽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예전에 방죽이 있었다고 한다.
‘말’을 생략한 채 ‘방죽’만으로 쓰기도 한다. 지금 ‘방죽’은 ‘芳竹’으로 쓰고 있으나 별다른 의미는 없다.

방죽안(防-)
‘구암’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방죽’ 안쪽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수의(守義)/숫골
‘방죽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금성대군錦城大君)의 증손(曾孫)인 덕천군 삼형제가 이 마을에 살
면서 형제간에 의리를 중히 여겼다고 하여 ‘수의(守義)’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수의’는
‘숫골’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지명으로 추정되어 이와 같은 유래 설을 믿을 수는 없다. 전국
에 ‘숫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숯을 굽던 골짜기’ 또는 ‘숲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
한다. 전자로 보면 ‘숫골’은 ‘숯골’의 다른 표기가 되고, 후자로 보면 ‘숫골’의 ‘숫’은 ‘숲’을 뜻하는 ‘수
ㅎ[藪]’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는 ‘수’를 ‘水’로 보아, 물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오산봇들(-山洑-)/봇들(洑-)
‘용전’ 동쪽에 있는 들이다. ‘오산보’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오산’은 산 이름이
다. 전국에 ‘오산’이라는 산이 많은데, ‘오미’라는 속지명에 대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오미’는 ‘외
미’의 변형으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을 가리킨다. 이곳의 ‘오산’이 ‘오미’와 관련된 지명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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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산 밑에 있는 보가 ‘오산보’이다. 지금도 보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던 들이 ‘오산보들’ 또는 이를 줄여서 ‘봇들(洑-)’이라한다.

용기리고인돌(龍基里-)/칠성바위(七星-)
‘방죽안’ 서쪽 구릉지에 있는 고인돌이다. ‘칠성바위(七星-)’라고도 한다. ‘칠성(七星)’은 ‘북두칠성’을
가리킨다. ‘북두칠성’처럼 일곱 개의 바위가 모여 있는 바위를 그렇게 부른다. ‘칠성바위’라는 바위
가 전국에 대단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칠성바구, 칠성바우, 칠성방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곱 개의 바위가 북두칠성처럼 널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칠성
암(七星岩)’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작은산(-山)/소산(小山)
‘구암’ 뒤에 있는 산이다. 산의 규모가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암’에서 북쪽으로 멀리 보이는
‘큰산(꺼먹산)’과 짝을 이룬다.

정선전씨효부각(旌善全氏孝婦閣)
‘용전’에 있는 정문이다. 조선조 때 승정원 좌승지를 지낸 김우(金瑀)의 처인 정선 전씨(旌善全氏)
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이다.

조팽이45)/용전(龍田)
‘구암’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일찍 온다고 하여 ‘早豊’이라 하
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조팽이’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느 해에 심은 조가 대풍이 들어
‘조풍(-豊)’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조팽이’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이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용전(龍田)’은 ‘용밭(龍-)’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뒷밭에서 용이 승천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용전’ 또는 ‘용밭’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대
체로 ‘용이 올라간 밭’, ‘용이 살고 있는 밭’, ‘용이 머물던 밭’, ‘용처럼 생긴 밭’, ‘비룡등천형(飛龍登
天形)의 밭’ 등으로 해석한다. 아마도 ‘용전’이나 ‘용밭’은 밭이 용처럼 길게 이어진 형상이어서 붙여
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천지봉(天-峰)
‘구암’ 뒤 ‘거북바위’가 있는 산봉우리이다. ‘천지’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천지’는 ‘천제(天祭)’의
45) 한글학회(1970:504)에는 ‘조굉이’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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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다. 그러므로 ‘천지봉’은 ‘천제봉’과 같이 ‘천제를 올리던 산’으로 해석된다.

청당사(靑塘祠)
‘수의’에 있는 사당이다. 조선 세종의 여섯 째 아들 금성대군(金城大君) 이유(李瑜)를 봉향하기 위
해 영조 16년에 세웠다. 금성대군은 전주 이씨 금성대군파의 시조로 계유정란 때 화를 당한 후 후
손들이 이 마을에 세거하게 되었다.

칠암리(七岩里)
‘구암’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는 공터이다. ‘칠암(七岩)’은 ‘칠성바위’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칠
성바위’가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탑골(塔-)
‘거령’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탑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진암리(陳岩里)


본래 청안군(淸安郡) 서면(西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진동
(陳洞), 대백암리(大白岩里), 구정탄리(九政灘里), 중우군리(中右軍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진동
(陳洞)과 대백암(大白岩)의 이름을 따서 진암리(陳岩里)라 명명하고 청주군 북이면(北二面)에
편입하였다가 1945년 4월 1일 다시 진천군 초평면(草坪面)에 편입하였다.

가운데들
‘물방아거리’ 위쪽에 있는 들이다. ‘가운데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여러 들 가운데 중간에 있는
들을 그렇게 부른다. ‘가운데’는 ‘가운데들’을 비롯하여 ‘가운데골, 가운데등, 가운데뜸, 가운데말’ 등
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골안
은암리의 ‘가죽골’에서 ‘뱀골’로 넘어오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골안’이라
는 골짜기와 마을이 대단히 많다. ‘곡내(曲內)’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구나무골/구남골
‘사곡’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나무’는 나무의 일종으로 추정되나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다.
‘구나무’가 있는 골짜기가 ‘구나무골’이다. ‘구나무골’에서 줄어든 어형이 ‘구남골’이다. ‘구남골’의 ‘구남’
을 ‘九男’으로 보아 골짜기가 아홉 남자가 춤을 추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구정벼루(九政-)(1)/구정베리(九政-)(1)/구정베루(九政-)(1)/구정탄(九政灘)(1)
‘사곡’ 서쪽에 있는 벼랑이다. ‘구정’과 ‘벼루’로 분석된다. ‘구정’에 대해서는 “옛날 어느 노승이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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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이곳을 지나다가 해가 저물었다. 어떤 촌로가 노승을 반가이 맞이해서 집에 유숙시키고 옷
도 갈아입히는 등 후대하자, 노승이 그 신세를 갚고자 주인의 묏자리를 잡아주었다. 그 후 촌로의
후손 가운데 정승이 아홉 사람이나 났다고 하여 ‘구정(九政)’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물론
이는 지명 전설에 불과하다. ‘구정’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구정’은 ‘구정벼루’를 비롯하여 ‘구정골,
구정들, 구정리, 구정목, 구정봉’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쓰인다. ‘구정’
을 대체로 ‘九井(아홉 개의 샘)’, ‘九亭(아홉 개의 정자)’, ‘九井(좌우 양쪽에 폭이 넓은 줄을 걸고
한쪽에 열여덟 사람씩 두 줄로 메는 큰 상여)’ 등으로 보고 있다. ‘벼루’는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벼랑’을 뜻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배리, 베루’ 등으로도 나타난다. 그리하여 ‘구정벼루’도 ‘구정배리,
구정베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소재 ‘구정배리’에 대해서는 벼랑
이 ‘구정’, 곧 ‘상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구정’을 ‘九政’으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
‘구정탄(九政灘)’이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구정벼루’를 ‘구정베리, 구정베루’ 등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구정벼루(九政-)(2)/구정베리(九政-)(2)/구정베루(九政-)(2)/구정탄(九政灘)(2)
‘구정벼루’ 가에 있는 마을이다. ‘구정벼루’라는 벼랑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냇께
‘가운데들’에서 냇가로 나가는 곳에 있는 들이다. 내 주변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루태기
‘진동’ 동쪽에 있는 작은 산줄기이다. ‘마루터기’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마루터기’가 ‘마루테기’를 거
쳐 ‘마루태기’가 될 수 있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마루’는 ‘넓은 곳’이나 ‘높은 곳’을 지시한다. ‘마
루터기’의 ‘마루’는 ‘높은 곳’을 지시한다. 전국에 ‘마루터기’라는 들, 산등성이, 마을이 적지 않은데
대체로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무드리
‘사곡’ 앞에 있는 들이다. 장마가 지면 냇물이 범람하여 물이 들로 들어왔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하면 ‘무드리’는 ‘물들이’로 소급한다. ‘물들이’는 명사 ‘물들(물이 들어오는 들)’에 접미사 ‘-이’가 결
합된 어형일 수도 있고, 동사 ‘물들-(물이 들어오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일 수도 있다. 전
자로 보면 ‘무드리’는 ‘물이 흔한 들’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무드리’는 ‘물이 범람하는 들’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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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전국에 ‘무드리’라는 들이 많은데, ‘물이 흔하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거나 ‘水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경우는 전자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이고, ‘水入’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이다. 한편 전국의 ‘무드리’에는 ‘水坪’이나 ‘水入’이라는 한
자 지명만 대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水回’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곳에서
는 ‘물이 돌아 나간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 경우의 ‘무드리’는 ‘무도리’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리
고 ‘무도리’는 동사 ‘물돌-(물이 돌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물방아거리
‘진동’과 ‘사곡’ 사이에 있는 들이다. ‘물방아가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이 거리 주변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물탕거리(-湯-)
‘쪽제비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탕(-湯)’과 ‘거리’로 분석된다. ‘물탕’은 ‘물이 새어 나와 이룬
탕’을 가리킨다. ‘물탕’의 물은 대체로 피부병이나 속병에 좋은 약수이다. 이 물탕이 있는 거리가 ‘물
탕거리’이다.

뱅골/사곡(蛇谷)/백암(白岩)/대백암(大白岩)
‘진동’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뱅골’은 ‘뱀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옛날 이곳에 뱀이 많아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보강천’에 흰 바위, 곧 ‘백암(白岩)’이 있었는데 이것이 변하여 ‘뱅골’
이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설명은 신빙성이 없다. ‘뱀골’은 아마도 골짜기가 뱀처
럼 구불구불하여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뱀골’에 대한 한자 지명이 ‘사곡(蛇谷)’이다. 이 골
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백암(白岩)’은 이곳의 암석이 흰색이어서 붙여진 이
름이다. 은암리의 ‘소백암(小白岩)’보다 규모가 크다고 하여 이곳을 ‘대백암(大白岩)’이라 부른다.

부처골
‘삼막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처골’은 ‘부처가 있던 골짜기’, 곧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큰부처골’과 ‘작은부처골’로 나뉜다.

비개너머
‘잉어배미’ 너머에 있는 들이다. ‘비개’는 ‘베개’의 방언형이 아닌가 한다. ‘비개’ 또는 ‘베개’는 ‘비개배
미, 비개재’, ‘베개골, 베개바우, 베개배미, 베개재’ 등에서 보듯 ‘베개’ 모양의 지형지물을 지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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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그렇다면 ‘비개너머’는 ‘베개’처럼 생긴 지형 너머에 있는 들이 된다.

살가리
‘사곡’에 속한 마을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혹시 ‘산거리(山-)’의 변형이 아닌가 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사곡’은 ‘살가리’와 ‘새터말’로 구성된다.

삼막골(-幕-)
‘집너머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막골(山幕-)’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산막골은
’ ‘산막(산
속에 임시로 지은 막사)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삼막골’이 ‘산막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
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삼막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산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세 개의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막을 치고 난리를
피해서 붙여진 이름, 인삼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산으로 둘러막혀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하
기도 한다.

삼상골/삼성골
‘진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삼성골’의 ‘삼성’을 ‘三姓’으로 보아 세 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
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삼상골’은 ‘삼성골’의 변형으로 본다. 다른 지역의 ‘삼상골’
에는 ‘삼정승이 날 명당이 있는 골짜기’, ‘세 명의 성인이 날 골짜기’ 등의 해석이 붙어 있다. 이곳
‘삼상골’은 ‘큰삼상골’과 ‘작은삼상골’로 나뉜다.

새터말
‘살가리’ 도랑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새터’와 ‘말’로 분석된다. ‘새터’는 ‘새로 생긴 터’ 또는 ‘사이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이 터에 조성된 마을이 ‘새터말’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신기동(新基洞), 신대
촌(新垈村), 신촌(新村)’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샘골
‘태봉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전국에 ‘샘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광
범위하게 분포한다. ‘천곡(泉谷), 천동(泉洞), 정곡(井谷)’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샘푸물들
‘물방아거리’ 위에 있는 들이다. ‘샘푸물’과 ‘들’로 분석된다. ‘샘푸물’은 ‘샘[泉]’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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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나 그 어원을 알 수 없다.

서낭골
‘우군이’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낭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서낭딩이
‘진동’ 북쪽의 산꼭대기를 가리킨다. ‘서낭당이(-堂-)’의 변형이다. ‘서낭당이’는 ‘서낭당’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서낭당이 있던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성모골
‘서낭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뫼골(城-)’ 또는 ‘성목골(城-)’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전자로 보면
‘성이 있던 산의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성의 길목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다른 지역에서 ‘성뫼골’은 잘 보이지 않아도 ‘성목골’은 더러 발견된다.

소도적골
‘구나무골’ 위에 있는 후미진 골짜기이다. 소도둑이 소를 잡은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아마도 ‘소도둑’이 출현할 정도로 후미진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수랭이
‘사곡’ 방죽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수렁이’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수렁이’가 ‘수렝이’를 거쳐 ‘수랭
이’가 된 것으로 본다. ‘수렁이’의 ‘수렁’은 ‘곤죽이 된 진흙과 개흙이 물과 섞여 많이 괸 웅덩이’를
가리킨다. ‘수렁’이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쌍바위(雙-)/구매바위/구배바위
‘진동’의 ‘짐짝골’에 있는 바위이다. ‘쌍바위(雙-)’는 바위가 쌍으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매바
위’의 ‘구매’는 ‘구멍’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구매바위’는 ‘구멍이 나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지역
에 따라서는 ‘공암(空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구매바위’를 ‘구
배바위’로 발음하기도 한다.

여탈미지골/엿할미지꼴
‘수랭이’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엿장수 할멈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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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아가리(龍-)/용희가리산(龍-山)
‘비개너머’ 동쪽에 있는 산이다. 산의 지형이 용의 입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우골
‘진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위골(위쪽에 있는 골짜기)’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옛날 이곳에 노파
들이 치성을 드리는 샘이 있었다.

우군이(右軍-)/우군(右軍)/중우군이(中右軍-)/배깥말
‘사곡’에서 동북쪽으로 1㎞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우군이 진을 치고 승리한 터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위치에 따라 지금의 ‘진동(陳洞)’은 ‘하우군(下右軍)’, ‘우군이’는 ‘중우군(中右
軍)’, 용산리의 ‘상촌’은 ‘상우군(上右軍)’으로 나누어 불렀다. 그리고 ‘안말’인 ‘진동’에 대해 ‘배깥말’
이라도 한다. ‘배깥말’은 ‘바깥말’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은능장이/으넝징이
‘사곡’ 방죽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으능정이’의 변형이다. 이는 ‘으능정(-亭)’에 접미사 ‘-이’가 결합
된 어형이다. ‘으능’은 ‘은행’의 방언형이고, ‘정’은 한자 ‘亭’이므로 ‘으능정’은 ‘은행나무 정자’라는 뜻
이다. 큰 은행나무가 정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으능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으능정이’이나 이것에서 변형된 ‘으넝징이, 은능장이’ 등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잉어배미
‘샘푸물들’ 옆에 있는 논이다. ‘잉어’와 ‘배미’로 분석된다. ‘잉어’는 물고기 이름이고, ‘배미’는 ‘논배미’
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잉어배미’는 ‘잉어가 사는 논배미’로 해석된다. 논배미에 잉어가 많이 살아
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마가 지면 물이 고이고 잉어가 많이 잡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나무골
‘부처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주나무’는 나무 이름 같은데, 어떤 나무인지 분명하지 않다. ‘주나
무’가 있는 골짜기가 ‘주나무골’이다.

중말
‘골안’ 방죽 위에 있는 옛 집터로 넘어오는 골짜기이다. 그 위에 ‘부처골’이라는 절이 있었고, 또 옛
날에 이곳에 중이 살았다고 하므로 ‘중말’은 ‘중이 사는 마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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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陣洞)/하우군(下右軍)/삼성골/안말
‘사곡’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대 난리가 일어났을 때,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여 ‘진
동(陳洞)’이라 한 것으로 설명하고, 또 마을 뒤에 삼정승이 살았다고 하여 ‘삼성골’이라 한 것으로
설명한다. ‘바깥말’인 ‘우군이’에 대해 ‘안말’이라고 한다.

집너머골
‘중말’에 있는 골짜기이다. ‘집 너머 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쪽제비골
‘물탕거리’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쪽제비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뜻이다. 골짜기의 형상이 ‘쪽제비’
의 꼬리처럼 길고 좁은 것이 특징이다.

찐째골46)
‘사곡’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찐째’는 ‘진재’의 된소리화 어형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진재’는
‘긴재’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길게 이어진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가 있는 골짜기가 ‘찐째골’이다.

태봉산(胎封山)
‘사곡’ 뒤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을 멀리에서 보면 9대 정승이 날 묏자리가 있는데, 가까이 와서 보면
그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토마루
‘물방아거리’ 위편에 있는 들이다. ‘토마루’ 위쪽에 있는 들이 ‘가운데들’이다. ‘터마루’의 변형이다.
용산리에서는 ‘터마루’로 발음한다. ‘터’는 ‘집터’를 가리키고, ‘마루’는 ‘마루들’에서 ‘들’이 생략된 어
형으로 ‘넓고 큰 들’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터마루’는 ‘집터가 있는 넓고 큰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토마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곳에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다. 마을이
들판에 있어 도둑이 자주 들자 할 수 없이 산 밑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할미골
‘찐째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할미골’은 아주 흔한 골짜기 이름이다. ‘할미’를 ‘할미꽃’으로 보아

46)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172)에는 ‘짐짝골’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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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미꽃이 많이 피는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할미’를 ‘할머니’로 보아 ‘늙은 할머니가 손자를 안
고 있는 형상의 골짜기’, ‘할미가 손자를 데리고 가다가 죽은 골짜기’, ‘할머니 젖통을 닮은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할미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문백면(文白面)

옥성리(玉城里)
봉죽리(鳳竹里)
계산리(溪山里)
도하리(道下里)
은탄리(銀灘里)
평산리(平山里)
구곡리(九谷里)
장월리(長月里)
사양리(思陽里)
문덕리(文德里)
태락리(台洛里)

옥성리(玉城里)


본래 진천군 백락면(白洛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능동리
(陵洞里), 두성리(豆城里), 판랑리(板郞里), 취라리(吹羅里), 옥산리(玉山里)의 각 일부를 병합
하여 옥산(玉山)과 두성(豆城)의 이름을 따서 옥성리(玉城里)라 명명하고 문백면(文白面)에 편
입하였다.

각구라지/각주라지
‘능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각구라지’는 ‘각굴’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각굴’은 ‘각골’의 모
음 변화형이고, ‘각골’은 ‘갓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갓골’은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
다. 전국에 ‘갓골’이나 ‘각골, 각굴’ 등의 지명이 널리 분포한다. 만약 ‘각구라지’가 ‘각굴’과 관련된
어형이고, 또 ‘각굴’이 ‘갓골’로 소급한다면 ‘각구라지’ 또한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갈대골
‘무새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갈대가 무성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강당골(講堂-)
‘오미’ 동쪽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강당(講堂)’은 ‘여러 사람이 모여 교육을 받는 건물’을
가리킨다. 이 ‘강당’이 있던 골짜기가 ‘강당골’이다. ‘강당골’에는 대체로 ‘서당’이 있었다. 실제 이곳
‘강당골’에도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고린장(高-葬)
‘능골’ 동쪽 산등성이를 가리킨다. ‘고린장’은 ‘고려장(高麗葬)’과 관련된 어형이다. 전국에 ‘고려장’
과 함께 ‘고려장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고려장’이 ‘고리장’으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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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고리장’에 ‘ㄴ’이 첨가된 어형이다. 그런데 ‘ㄴ’이 첨가된 이유는 알 수 없다. 고려장을 하던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고린장’이라 부른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림장’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진천읍 원덕리에도 ‘고린장’이라는 지명이 존재한다.

그럭재(1)47)
‘그럭재’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그럭재’라는 고개가 많은데, 대체로 ‘그럭’을 ‘雁’의
뜻으로 보아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국의 고개’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안치(雁峙)’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참고로 중세국어에서 ‘기러기’는 ‘긔력’이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글억
’로 나오며, ‘板郞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그럭재(2)
‘오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럭재’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금 일곱 가구가 살고 있다.

그럭재고개
‘오미’에서 사양리 ‘사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길어서 그럭저럭 걷다 보면 넘어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그럭재’는 본래 고개 이름이나 이 고개 밑에 형성된 마을
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럭재’ 마을에 있는 고개를 지시하기 위해 ‘그럭재’에 ‘재’와 의미가 같은 ‘고
개’를 덧붙인 어형이 ‘그럭재고개’이다.

느랭이/판랑(板郞)
‘오미’에서 동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느랑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느랑
이’는 ‘늘-[延]’과 관련이 있는 어형으로 ‘길게 늘어진 형상’을 지시한다. 전국에 ‘느랑이’ 또는 ‘느랭
이’라는 지명이 적지 않은데, 대체로 ‘지세가 늘어져 밋밋하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렇다면 밋
밋한 지형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이나 ‘골’을 생략한 채 ‘느랭이’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랑(板朗)’에 대해서는 옛날에 ‘판랑’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나 믿을 수 없다. ‘느랭이’의 ‘늘’을 ‘널[板]’로 잘못 이해한 뒤 ‘판랑(板郞)’으로 한자화한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느량리’로 나오고, ‘板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47) 한글학회(1970:482)에는 ‘그륵재’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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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랭이개울
‘느랭이’ 앞 서쪽에 있는 개울이다. ‘느랭이’는 본래 ‘길게 늘어진 형상의 마을’을 가리킨다. ‘느랭이’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이 ‘느랭이개울’이다.

능골(陵-)/능동(陵洞)
‘오미’에서 북쪽으로 2㎞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능처럼 큰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지금 그 묘를 찾을 수 없다. ‘능골’의 ‘골’을 ‘洞’으로 바꾸어 ‘능동(陵洞)’이라고도 한다.

대골
‘오미’ 앞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재 중부레미콘 건물이 서 있다. ‘대’는 한자 ‘大’이거나 ‘竹’을
뜻하는 것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큰 골짜기’나 ‘대나무가 무성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그리 크지 않고(2,000~3,000평 정도), 또 대나무도 없다고 한다. 전국에 ‘대골’이라는 골짜
기가 대단히 많은데 ‘큰 골짜기’ 아니면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대골고개/대궐고개
‘오미’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고개이다. ‘대골’로 넘어간다. ‘대궐고개’는 ‘대골고개’의 변
형이다. ‘대궐’을 ‘大闕’로 보기도 하나 이는 잘못이다.

동막골
‘느랭이’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전국에 ‘동막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으며, 그에 따른
유래 설도 다양하다. ‘동막’을 ‘동막이(둑을 막아 저수하던 곳)’, ‘洞幕’, ‘동쪽 막’ 등으로 보아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둑을 막아 저수하는 동막이가 있는 골짜기’, ‘마을 입구나 요지에 동막을 두었던 골
짜기’, ‘동쪽 막이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또한 ‘동’을 한자 ‘東’, ‘막’을 동사 어간 ‘막-[塞]’으로
보아 ‘동쪽이 막힌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동막골’을 ‘독막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아 ‘독을
굽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동막골’의 유래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동막(洞幕)을 두었던 골짜기’가 아닌가 한다. ‘초막골(草幕-), 산막골(山幕-),
사기막골(沙器幕-)’ 등과 같이 ‘막(幕)’을 포함하는 지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돼지박골
‘된비녕’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돼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렇게 보면 ‘돼지박
골’의 ‘박’을 설명할 수 없다. 한편 ‘돼지박골’은 ‘돼지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일 가능성도 있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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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돼지바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돼지밧골’이 되었다가 자음 동화되
어 ‘돼지박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바위’는 ‘돼지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다. 전국에 ‘돼지바
위’ 또는 ‘돼지바우, 돼지방우’라는 바위가 여러 군데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돼지박골’은 ‘돼지 모양
의 바위’가 된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바위는 없다고 한다.

된비녕(1)
‘부엉산’ 건너에 있는 비탈 산을 가리킨다. ‘된’은 ‘되-(가파르고 험하다)’의 관형사형이고, ‘비녕’은
‘비탈’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된비녕’은 ‘가파른 비탈’로 해석된다. 비탈진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험한 악산(惡山)이다.

된비녕들48)/된비녕(2)
‘느랭이’ 북쪽에 있는 들이다. 옥성리 저수지 밑이 된다. ‘된비녕’과 ‘들’로 분석된다. ‘된비녕’의 ‘된’
은 ‘되-(가파르고 험하다)’의 관형사형이고, ‘비녕’은 ‘비탈’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된비녕’은 ‘가파
른 비탈’로 해석된다. 이 비탈에 조성된 들이 ‘된비녕들’이다. ‘들’을 생략한 채 ‘된비녕’이라고도
한다.

뒤골
‘느랭이’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체로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큰뒤골’과 ‘작은뒤
골’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후곡(後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마을 이름으로서
의 ‘뒤골’에는 ‘후곡리(後谷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뒤골막치기
‘뒤골’ 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골’과 ‘막치기’로 분석된다. ‘뒤골’은 ‘뒤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
이고, ‘막치기’는 ‘골이 패어 들어간 지대의 마지막 끝난 곳’을 가리킨다. ‘막치기’는 지금 북한에서만
쓰인다. 그렇다면 ‘뒤골막치기’는 ‘뒤골의 마지막 끝난 곳’을 가리킨다. 이 골짜기는 실제 ‘뒤골’ 맨
마지막에 있다.

멍에골
‘실태갱변’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나무’를
가리킨다. 이 ‘멍에’처럼 가운데가 굽은 형상의 골짜기가 ‘멍에골’이다. ‘멍에’는 ‘멍에논, 멍에미, 멍
48) 한글학회(1970:482)에는 ‘되비정들’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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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방죽, 멍에배미’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무당골(巫堂-)
‘뒤골’로 올라가다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무당(巫堂)’과 ‘골’로 분석되며, ‘무당이 거주하며 굿
을 하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무새골
‘오미’ 북쪽 저수지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무새’는 ‘무쇠’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무새골’은
‘무쇠골’과 같이 ‘무쇠가 나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무쇠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다.

바사리
‘오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임진왜란 때에 이곳에서 왜놈의 말을 죽였다고 하여 ‘마살리(馬殺里)’
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마사리’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마사리’가 ‘바사리’로 변한 것
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한편 지형이 ‘바(삼이나 칡 따위로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줄)’를 사리어 놓은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
다. 다른 지역에서도 ‘바사리’의 유래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위배기
‘오미’ 앞 한봉수(韓鳳洙) 의사의 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다. ‘바위가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지
금도 큰 바위가 있다.

방아골
‘느랭이’ 서북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지금은 개발되어 없어졌다. 전국에는 ‘방아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방앗간이 있던 골짜기’,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 ‘연자방아가 있던 골짜
기’, ‘방아처럼 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 등과 같은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지형이 디딜방아처
럼 생긴 골짜기’라는 설이 우세하고 믿을 만하다. 골짜기가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다.

범바위고개
옥성리에서 사양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에 이 고개를 넘다 호랑이를 만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범바위’는 ‘범을 닮은 바위’ 또는 ‘범이 살던 바위’라는 뜻이다. 아니면 ‘부엉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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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가 ‘붱바위’를 거쳐 나타난 어형일 수도 있다. ‘범바위’가 있는 고개가
‘범바위고개’이다.

병목안
‘갈대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병목’과 ‘안[內]’으로 분석되며, ‘병목처럼 좁고 길게 생긴 곳의 안
쪽’을 가리킨다. 이곳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전국에 ‘병목안’
또는 ‘병목안골’이라는 지명이 흔하다.

부엉산(-山)
‘오미’ 북쪽에 있던 산이다. ‘부엉이가 서식하던 산’이라는 뜻이다. 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가 많았
는데, 채석장이 생기면서 산 전체가 없어졌다.

부처딩이
‘부엉산’ 밑에 있던 절터이다. ‘부처당이(-堂-)’의 모음 변화형이다. ‘부처당이’는 ‘부처당’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부처당’은 ‘부처를 모신 당집’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부처당이’, 곧 ‘부처딩
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삼막골(-幕-)
‘오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막골(山幕-)’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산막골’은 ‘산막(산속
에 임시로 지은 막사)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삼막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석덕
‘멍에골’에서 ‘파재’ 쪽으로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금쟁이골
옥성리 입구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금쟁이’를 ‘소금장수’로 보아, 옛날에 얼어 죽은 소금장
수를 이 골짜기에 묻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소금쟁이’가 과연 ‘소금장수’를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소금쟁이고개, 소금쟁이시암, 소금쟁잇들, 소금쟁잇소’ 등에서는
‘소금쟁이’를 ‘소금장수’로 보고 그 유래를 설명한다.

소산(小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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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배기’에서 ‘옥산’으로 들어오다 좌측에 있는 산이다. 외따로 떨어져 있는 ‘작은 산’이어서 ‘小山’
이라 한 것이다. 본래는 산줄기가 이어져 있었으나 도로가 나면서 산줄기가 잘려져 나가 외따로 떨
어진 모습을 하고 있다. 옛날 한봉수(韓鳳洙) 의사(義士)가 청주에서 진천 방면으로 가는 왜놈 헌
병을 사살한 곳이라고 한다.

숯골
‘느랭이’ 위쪽 골짜기이다. ‘숯을 굽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참나무가 많아 숯을 굽기에 알맞았다고
한다.

실태갱변(-邊)
‘그럭재’ 밑에 있는 냇가이다. ‘실태’와 ‘갱변’으로 분석된다. ‘실태’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쉴터’
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옛날 나무꾼들이 나뭇짐을 받쳐 놓고 갈퀴 치기, 낫치기를 하면서 쉬던 곳
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갱변’은 ‘강변(江邊)’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그렇다면 ‘실태갱변’
은 ‘쉬는 자리가 있던 강가’라는 뜻이 된다.

쑥고개
‘능골’에서 태락리 ‘다랭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전국에 ‘쑥고개’가 대단히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
서 고개가 쑥 내민 형상이거나 깊은 골짜기에 쑥 들어간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 쑥이 많아서 붙
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설명은 믿을 수 없다. ‘쑥고개’는 ‘숯고개’ 또는 ‘숲고개’에
서 변형된 어형일 수 있다. ‘숯고개’가 ‘숫고개’, ‘숙고개’를 거쳐 ‘쑥고개’가 될 수 있다. 실제 ‘쑥고개’
가 ‘숯고개’와 함께 쓰이는 지역이 많다. 물론 ‘숲고개’가 ‘숩고개’를 거쳐 ‘숙고개’로 변한 뒤에 ‘쑥고
개’가 될 수도 있다. 전에 숲이 울창했다는 설명이 달려 있는 ‘쑥고개’는 ‘숲고개’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쑥고개’는 ‘숯을 굽던 고개’ 또는 ‘숲이 무성한 고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양천산(凉泉山)/양치산(凉-山)
‘그럭재’ 마을 뒷산이다. ‘양천’을 ‘良泉’으로 보아 산 정상에 찬물이 솟는 좋은 샘이 있어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양’을 ‘梁 氏’로 보아 양 씨 성을 가진 사람 천 명이 피란한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양천’을 ‘養千’으로 보아 임진왜란 때 마을 사람을 구해준 산이
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천’은 ‘凉泉’이어서, ‘찬물이 솟는 샘’으로 해석해
야 한다. 그런데 <朝鮮寰輿勝覽>에는 ‘凉天山’으로, <忠淸道邑誌>와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에는 ‘楊泉山’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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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산성(凉泉山城)
‘양천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석축(石築) 산성이다.

연봉소(蓮峰所)
‘오미’에서 청주 방향으로 있는 산봉우리이다.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서는 ‘蓮峰沼’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연봉소’는 ‘연봉이라는
산에 있는 못’으로 해석된다.

오미/옥산(玉山)
옥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오’를 한자 ‘烏’로 보아 마을 앞산이 까마귀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오미’ 자체를 한자 ‘午未’로 보아 ‘점심을 잘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오미’라는 산이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외따로 떨어
져 있는 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오’를 ‘외[獨]’의 변형, 그리고 ‘미’를 ‘뫼[山]’의 이형태로 보고
내린 해석이다. 이 마을에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이 있기는 있다. 바로 ‘소산’이다. 그런데 이 ‘소
산’은 본래부터 외따로 떨어져 있던 산이 아니라 큰 도로가 나면서 최근에 생긴 외딴 산이라는 점
에서 ‘오미’라는 지명의 생성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곳의 ‘오미’는 어떤 연유로 생겨난 것인지 분명
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전국에 ‘오미’라는 산 이름이 흔한데, ‘五山’, ‘鼇山’뿐만 아니라 ‘玉山’이라는
한자 지명도 대응된다. 이곳의 ‘오미’에도 ‘玉山’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쓰인다. ‘오미’라는 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도 ‘오미’로 나오며, ‘玉山’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옥성교(玉城橋)
‘오미’ 서남쪽에 있는 다리이다.

옥성리사지(玉城里寺址)
‘오미’에서 북쪽으로 약 700m 지점에 있는 절터이다. 지금은 주변이 모두 논으로 변하여 사찰 터로
서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곳에 남아 있던 고려 시대의 석탑과 석불도 1980년대 초에 도난당하
여 현재는 최근에 새로 조성한 삼층석탑과 석불좌상이 옛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외텃골
‘뒤골’로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외터’와 ‘골’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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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터’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외텃골’이다.

용골고개(龍-)
‘느랭이’에서 도하리 ‘용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용골(龍-)’과 ‘고개’로 분석된다. 전국에 ‘용골’이라
는 골짜기가 많은데, ‘용이 승천한 골짜기’, ‘지형이 용처럼 긴 골짜기’, ‘용샘이 있는 골짜기’, ‘용이
나온 못이 있는 골짜기’ 등과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아마도 골짜기가 용처럼 길게 이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용곡(龍谷), 용동(龍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

유희원효자문(柳希源孝子門)
‘파재’에 위치한다. 조선 헌종(憲宗) 12년(1846)에 유희원(柳希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
(旌閭)이다.

육판이재/육판이고개
‘석덕’에서 ‘파재’로 가다 오른쪽에 있는 지름길이다. ‘육판재’ 또는 ‘육판고개’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육판’은 ‘육판거리, 육판골, 육판바우, 육판산’ 등에 보이는 ‘육판’과 같다.
이들에서는 ‘육판’을 ‘여섯 판서(判書)’로 보고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으나 믿을 수 없다. ‘육판’은
‘윷판’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윷판거리, 윷판골, 윷판바우, 윷판산, 윷판재’ 등에 쓰인 ‘윷판’과 같
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윷판’과 같은 형상이거나 ‘윷판’이 그려진 듯한 지형지물에 ‘윷판’이라는
선행 요소가 결합한다. 이곳의 ‘육판이재’ 및 ‘육판이고개’에 대해서도 ‘윷판’이 그려진 바위가 있어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실제 ‘윷판’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한다.

은재고개
‘오미’에서 은탄리 ‘은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은재’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본래 고개 이름이나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은재’ 마을로 향하는 고개여서 ‘은재’에 ‘고개’를 덧붙여 ‘은재고개’라 한
것이다.

작은방아골
‘작은뒤골’ 위에 있던 골짜기이다. 지금은 개발되어 볼 수 없다. ‘방아골’은 ‘디딜방아처럼 Y 자 형
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곳의 작은 골짜기가 ‘작은방아골’이다. ‘큰방아골’과 짝을 이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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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골
‘동막골’ 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줄골’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줄골’이 대단히 많은데, ‘줄처럼 좁고 긴 골짜기’, ‘줄풀이 많이 나는 골짜기’, ‘줄지어 서 있는 골짜
기’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라골’이 ‘줄골’의 변형이라면, ‘주라골’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의
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곳의 ‘주라골’이 ‘소두머니’까지 길게 뻗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줄처럼 긴
골짜기’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주라골고개
‘동막골’에서 은탄리 ‘은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증골
‘동막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증’을 ‘정(鄭)’으로 보아 정 씨 묘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증골’은 ‘점골(店-)’로 소급한다. ‘점골’이 ‘즘골’을 거쳐 ‘증골’이 된 것이다.
‘점골’은 ‘옹기그릇을 만들거나 팔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증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
국에 ‘증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옹기골’과 함께 쓰여 ‘증골’이 ‘점골’에서 변한
것임을 분명히 증거한다. 이곳의 ‘증골’은 ‘큰증골’과 ‘작은증골’로 나뉜다.

증산골(甑山-)
‘형제골’로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증산’과 ‘골’로 분석된다. ‘증산’은 ‘甑山’으로 쓰는 흔
한 산 이름이다. ‘시루봉(-峰), 시리미, 시리메, 술봉(-峰)’ 등과 같은 속지명에 대응되어 쓰이며, ‘시
루처럼 생긴 산’이라는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증산(甑山)’은 ‘시루봉’의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
로 보고 한역(漢譯)한 지명이다. 그런데 ‘시루봉’의 ‘시루’는 ‘수리’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루’가 ‘수리’의 변형이라면 ‘시루봉’은 ‘수리봉’으로 소급한다.
‘수리봉’은 ‘술봉’과 같이 ‘높은 봉우리의 산’이라는 뜻이다. ‘수리봉’이 ‘시루봉’으로 바뀌어 형태상의
유연성이 상실되자, ‘시루봉’의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잘못 이해하고 ‘증산(甑山)’이라는 한자
지명을 만든 것이다. ‘증산’이라는 산에 있는 골짜기가 ‘증산골’이다. ‘증산골’은 ‘시루처럼 생긴 산에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높은 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화산리’의 ‘증산골’을 참조하라.

진골
‘양천산’을 지나 사양리 방면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골’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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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이다. 전국에 ‘진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긴 골짜기’로 해석하나 ‘땅이 몹시
진 골짜기’, ‘군사가 진을 친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초당봇들(草堂洑-)/봇들(洑-)
‘오미’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옥성리와 봉죽리에 걸친다. ‘초당보(草堂洑)’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
이 개재된 어형이다. ‘초당보’의 ‘초당’은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억새나 짚 따위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채’를 가리킨다. 이곳에 있는 보가 ‘초당보’이다. 이 보는 봉죽리에 있다. ‘초당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초당봇들’이다. 줄여서 ‘봇들’이라고도 한다.

치마바위
‘육판이재’로 가는 도중 좌측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 청주 상당산성을 쌓을 당시에 어떤 여자 장군
이 치마에다 바위를 싸가지고 가다 이미 성을 다 쌓았다는 말을 듣고 바위를 이곳에 내려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치마바위’라는 바위가 대단히 많다. 대부분
의 지역에서 바위가 여자의 치마처럼 넓거나, 치마처럼 주름이 잡혀 있거나, 치마 색깔처럼 하얀
색을 띠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실제 큰 바위가 마치 치마를 두른 형상을 하고 있고,
주름치마처럼 주름이 잡혀 있으며, 또 하얀 차돌바위인 경우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상암(裳岩)’
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하기도 한다.

탑상골(塔-)
‘삼막골’ 반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탑상골’은 ‘탑산골(塔-)’의 자음 동화 형태이며, ‘탑산골’은 ‘탑선
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탑선골’은 ‘탑이 서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탑산골’과 ‘탑상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파재/두성(豆城)
‘느랭이’에서 북쪽으로 3㎞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문백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파’를 ‘芭蕉(파
초)’의 ‘芭’로 보고, 성 안이 파초 잎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재’는 ‘고개’ 또는 ‘城’의 뜻이어서 ‘파재’가 본래 고개나 성 이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유래를 밝히
기가 쉽지 않다. 일제(日帝) 강점기에 토지 측량을 하고 ‘팥 豆’ 자를 써서 ‘豆城(두성)’이라 했다고
한다. 일제가 만든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파’로 나오며 ‘豆城’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
되어 있다. ‘豆城’은 ‘파재’를 ‘팥재’로 이해한 뒤 한자화한 지명이다. 그렇다면 ‘파재’의 본래 어형은
‘팥재’였을 가능성도 있다. ‘팥재’라는 지명이 경북 칠곡면 석적면 성곡리에서 확인된다. ‘파재’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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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있거나 또는 이 성 안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파재산성(-山城)
‘파재’ 마을 뒷산에 있던 성이다.

형제골(兄弟-)
‘큰뒤골’로 오르다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형제처럼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죽리(鳳竹里)


본래 진천군 백락면(白洛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어은리
(漁隱里), 봉암리(鳳岩里), 대상리(垈上里), 석보리(石洑里), 옥산리(玉山里)의 일부를 병합하
여 봉죽리(鳳竹里)라 명명하고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

가죽나무골
‘때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때골’ 위에는 ‘역적골’이, ‘역적골’ 위에는 ‘강골’이 있다. ‘가죽나무’
는 ‘소태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이다. ‘가죽나무’가 많은 골짜기가 ‘가죽나무골’이다.

갈마지/석보(石洑)/석복(石-)
‘봉암’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갈마지’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마을의 지형이 목마른 강아지 형
국이어서 붙여진 이름 또는 말에게 갈증을 풀게 하기 위해 물을 먹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 등으
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갈지’로 나오며, ‘石洑’가 대응되

어 있다. ‘갈마지’는 ‘갈마’와 ‘지’로 분석된다. ‘갈마’는 ‘갈마지’를 비롯하여 ‘갈마고개, 갈마골, 갈마
등, 갈마못, 갈마봉, 갈마산, 갈마소, 갈마실, 갈마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형이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석보(石洑)’는 ‘돌이 많은 보’ 또는 ‘돌로 막은 보’라는 뜻이다. 산 아래에 있던 보인데 지금은
없어졌다. ‘석보’를 ‘ㄱ’이 첨가된 ‘석복’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강골
‘은골’ 왼쪽 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역적골’ 위가 된다. ‘강골’ 아래로 ‘역적골, 때골, 가죽나무골’ 등
의 골짜기가 있다. 그런데 ‘강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강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강
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 ‘양류도강형(楊柳渡江形)’의 명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관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 강처럼 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 등의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관청이 있어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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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름으로 해석하는 지역의 ‘강골’은 ‘관골(官-)’에서 변형된 것이다.

강다골(講-)49)
‘봉암’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강당골(講堂-)’의 변형이다. ‘강당골’은 ‘여러 사람이 모여 교육을
받는 강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강다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강당골’은 ‘첫강다
골, 속강다골(둘째강다골), 끝강다골(세째강다골)’로 이루어져 있다.

곱도임야(-林野)
‘가죽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곱도’와 ‘임야(林野)’로 분석된다. ‘곱도’는 ‘곱돌’의 ‘ㄹ’ 탈락
형이다. 그러므로 ‘곱도임야’는 ‘곱돌이 나오는 산’이라는 뜻이다.

깊은골
‘증펀던’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깊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실제 골이 대단히 깊다. 지역에 따라서
는 구개음화된 ‘지픈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끝강다굴(-講-)/세째강다굴(-講-)
‘속강다굴’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강다굴’ 내에 있다. ‘강다굴’은 ‘강당골’이 ‘강다골’을 거쳐 나타난
어형으로 ‘강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세째강다굴’이라고도 한다.

대말
‘석복’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 ‘대’를 ‘竹’의 뜻으
로 보아 옛날에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물론 ‘대’는 ‘大’일 수도 있어 ‘큰 마을’

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한편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말’로 나오며, ‘垈上’이라는 한
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덕고개
‘어은’에서 ‘산적말’로 넘나드는 고개이다. ‘세조고개’ 위가 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덕’은 ‘덕골,
덕내, 덕등, 덕산’ 등에서 보듯 대체로 ‘大’의 뜻을 보인다. 이에 따라 ‘덕고개’는 ‘높고 큰 고개’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고개가 크고 험하다.

49)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181)에는 ‘강터골’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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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랫말
‘석복’ 남쪽 산모퉁이를 돌아서 있는 마을이다. 지금 네 가구가 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 ‘도랫말’은
‘도래말’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고, ‘도래말’은 ‘도라말’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거나 ‘돌말’에 속
격의 ‘애’가 개재된 어형이다. 그리고 ‘도라말’은 ‘돌말’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이다. ‘돌말’의
‘돌’은 동사 어간 ‘돌-[回]’이다. 그러므로 ‘돌말’은 ‘산모퉁이를 돌아서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아울러
‘도라말, 도래말, 도랫말’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회촌(回村)’이라는 한자 지명
이 대응되기도 한다.

독고령고개(-嶺-)
‘석복’ 서북쪽에서 계산리 ‘낙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독’을 한자 ‘獨’으로 보아 홀로 고개를 넘기
에는 너무 외롭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독고령’에 ‘령(嶺)’과 의
미가 같은 ‘고개’를 덧붙인 어형이 ‘독고령고개’이다.

독박골
‘석복’ 마을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독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독바골’에 ‘ㅅ’이 개재된
‘독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독바골’은 ‘독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독바위골’은 ‘독
바위’, 곧 ‘독처럼 둥글게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아울러 ‘독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
를 띤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이 골짜기에 바위가 없다고 증언한다. 전국에 ‘독박골’이라는 골짜
기가 여러 군데 있다. 이 가운데에는 산에 독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덕박골’과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다. ‘덕박골’에서 변형된 ‘독박골’은 ‘덕바위’,
곧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해야 한다.

동토골(東-)
‘봉암’ 맞은편 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토’는 ‘동터(東-)’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동터’는 ‘동
쪽에 있는 터’라는 뜻인데, 동쪽에 있는 마을 터나 집터 등을 가리킨다. ‘동터’가 있는 골짜기나 마
을이 ‘동터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동토골’이 된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토동(東土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뒷골
‘송강사’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쪽에 있는 골짜기’ 또는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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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골
‘역적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나 ‘떼골’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떼골’의 유래 또한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떼’를 ‘잔디’ 또는 ‘띠(볏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보아 ‘잔디가 많은 골짜기’나 ‘띠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한편 ‘때골’은 ‘대골’의 변형일
수도 있다. 전국에 ‘대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다. ‘대’는 한자 ‘大’일 가능성도 있고, ‘竹’을 뜻하
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대골’은 ‘큰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대골’은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자로 보는 지역에서는 ‘대곡(大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후자로 보는 지
역에서는 ‘죽곡(竹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진천군에는 ‘때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마당골
‘요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당’과 ‘골’로 분석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마당’은 ‘마당들,
마당바우, 마당재, 마당터’ 등에서 보듯 ‘넓음’을 지시한다. 이에 따라 ‘마당골’은 ‘마당처럼 넓고 평
평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짜기의 공간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부리고개/말구리고개50)
‘바사리’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인 국도상에 있는 고개이다. 옛날 우암 송시열 선생이 말을 타고
가다 이곳 고갯마루에서 쉬게 되었는데, 고갯마루에 두 개의 바위가 있어 타고 온 말을 가리키며,
“이 바위가 네 부랄 같구나.”라고 해서 ‘말부랄고개’라고 하던 것이 변하여 ‘말부리고개’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말구리고개’에 대해서는 말이 굴러 떨어진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
러나 이들 설명은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말불리고’로 나오며 ‘馬窟峴’
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馬窟峴’을 참조하면 ‘말불리고’는 본래 ‘말굴고개’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 ‘말굴고개’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 ‘말구리고개’이다. ‘말굴’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큰 굴’로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골’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아 ‘큰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다. ‘큰 굴이 있는 골짜기’ 또는 ‘큰 골짜기에 있는 고개’가 ‘말구리
고개’이다.

말부랄바위
‘말구리고개’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말의 불알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50) 한글학회(1970:481)에는 ‘말구리고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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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峰)/매봉재(-峰-)
‘석복’ 북쪽에 있는 산이다. 산이 매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
니다. ‘매봉재’는 ‘매봉’에 ‘고개’를 지시하는 ‘재’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매봉이라는 산에 있
는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매봉’
이나 ‘매봉재’에 대해서는 진천읍 성석리의 ‘매본째’를 참고하라.

먹보(-洑)
‘석복’ 북쪽에 있는 보이다. ‘먹’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먹[墨]’이 아닌가 한다. ‘먹바우, 먹산’ 등
에 보이는 ‘먹’과 같은 것으로 본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먹’은 ‘먹[墨]’의 특징인 ‘검음’을 지시한
다. 이에 따라 ‘먹보’를 ‘검은 빛의 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먹
보’에 ‘石洑’가 대응되어 있다.

바사리
‘석복’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옥성리에 속하는 ‘바사리’도 있다. ‘바사리’에 대해서는 옥성리의 ‘바
사리’를 참조하라.

바위산(-山)
‘석복’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뜻이다.

밭번던
‘세조고개’ 아래에 있는 들이다. ‘밭’과 ‘번던’으로 분석된다. ‘번던’은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
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밭번던’은 ‘밭이 있는 버덩’ 또는 ‘밭과 같이 넓은
버덩’이라는 뜻이다.

방아보(-洑)/방앗간보(-洑)
‘봉암’ 남쪽에 있던 보이다. 보에 ‘물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앗간보’라고도 한다.

본동(本洞)/번던
‘은골’ 동남쪽에 있다. ‘은골’ 사람들이 이주하여 형성한 마을이다. ‘본동(本洞)’은 ‘본 마을’이라는 뜻
이다. ‘번던’은 본래 ‘버덩(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잡풀만 난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번던
말, 번던보, 번던잔등’ 등에 보이는 ‘번던’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마을이 ‘번던’에 터를 잡아 그렇게

354

부른 것이다.

봉암(鳳岩)
‘석복’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동네에서 태어난 조선 영조 대의 학자인 봉암(鳳岩) 채지홍(蔡
之洪)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마을 앞에 있는 ‘빙애산’을
‘鳳舞山’이라고도 했으므로, 이 산에 있는 바위를 ‘鳳岩’이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산에 있는 바위 이름을 딴 지명으로 볼 수 있다.

봉암향현사지(鳳岩鄕賢祠址)
‘봉암’ 뒷산자락 끝의 평지에 위치한다. 조선 후기의 처사 채지홍(蔡之洪)의 위패를 모셨던 사당
이다.

부엉배/붱배
‘석복’ 남쪽에 있는 산이다. ‘부엉’은 ‘부엉이’를 가리키고, ‘배’는 ‘바위’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부엉
배’는 ‘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로 해석된다. ‘부엉배’가 줄어든 어형이 ‘붱배’이다. 이 바위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붱골/범골
‘번던’ 앞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부엉골’로 나온다. ‘부엉골’이
‘붱골’로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엉골’은 ‘부엉이가 많이 서식하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붱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라서는 ‘범골’로 발음하고, 골짜기에 큰 호랑이
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 호랑이에게 놀란 사람들도 있다고 전한다. 그런
데 ‘범골’은 ‘붱골’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어 ‘범’과 관련된 유래 설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가 한다.

빙애산(-山)/빙하산(-山)/빙아산(-山)

‘봉암’ 앞에 있는 산이다. ‘빙애’는 ‘벼랑’의 방언형이다. 중세국어 문헌에 ‘애’로 나오며 이것이 지
명에 ‘빙애’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빙애산’은 ‘벼랑으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뜻이다. 실제 이
산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다. ‘빙하산, 빙아산’ 등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빙에산’으로 나오며, ‘鳳舞山(봉무산)’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봉죽리(鳳竹里) 355

사자봉(獅子峰)
‘석복’ 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봉우리가 사자(獅子)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사자봉’이라는 산이 많은데, 대부분 지형이 사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상들(上-)
‘석복’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산 밑에 있다. 들이 높은 곳에 있어서 ‘上’ 자를 이용하여 명명한 것
이다.

새텟말
문백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다. ‘새텃말’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새텃말’은 ‘새터’와 ‘말’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터’는 ‘새로 조성한 터’라는 뜻이다. 이곳에 형성된 마을이
‘새텃말’ 곧 ‘새텟말’이다.

새태
‘독박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터’가 ‘새테’를 거쳐 나타난 어형으로 추정된다. ‘새터’는 ‘새로 조
성한 터’로 해석되며, 아울러 ‘새테’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샹골
‘봉암’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골’의 변형으로 ‘샘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샘은 지금 볼 수 없다.

세조고개
‘은골’에서 계산리 ‘산직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예전 고갯마루에서 소
죽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세조’는 ‘소죽’과 관련된 어형일 수도 있다.

속강다굴(-講-)/둘째강다골(-講-)
‘첫강더굴’ 좌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둘째강다골’이라고도 한다.

송강묘(松江墓)
‘은골’에 있는 송강 정철 선생 묘이다.

송강사(松江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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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골’에 있는 송강 정철 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송강시비(松江詩碑)
‘송강사’ 안에 있는 비이다. 1968년 국어교육학회에서 세웠다.

승적골
‘은골’ 남쪽 ‘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승적골’이라는 골짜기
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곳의 ‘승적골’도 ‘절골’
아래에 있다. 이로 보면 ‘적골’은 ‘절골’과 관련된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승적
골’은 ‘승젌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승젓골’이 되고 ‘승젓골’
이 자음 동화하여 ‘승적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는 ‘성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
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적골’의 ‘승’은 본래 ‘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
다. 이곳 ‘승적골’ 위에는 ‘환희산성’이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안골
‘봉암’ 남쪽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은 ‘內’의 뜻이므로, ‘안쪽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안골’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대단히 많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안골’은 ‘골짜기 안쪽에
형성된 마을’로 해석된다. 골짜기인 경우에는 ‘내곡(內谷)’, 마을인 경우에는 ‘내동(內洞)’이라는 한
자 지명이 대응된다.

여우골
‘옷샘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우’와 ‘골’로 분석되며, ‘여우가 살던 골짜기’ 또는 ‘여우가 자주
출현하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여수골, 여시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역적골
‘강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역적’이 지나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역적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존재한다. ‘역적이 무예를 익혔던 곳’, ‘역적이 살았던 곳’,
‘역적을 도모하였던 이의 선대 묘가 있는 곳’ 등으로 해석한다. ‘역적’은 ‘역적골’을 비롯하여 ‘역적
등, 역적바우, 역적봉, 역적산, 역적치’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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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쓰인 ‘역적’이 모두 ‘逆賊’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요골[요꼴]
‘작은숯가마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요’는 한자 ‘凹’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오목한 골
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요골’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대단히 많다.

웃샘골51)
‘새태’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골’은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샘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
가 ‘웃샘골’이다.

은골/어은(魚隱)
‘번던’ 위쪽에 있던 마을이다. 전에는 ‘寬洞(관동)’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서른 한 가구가 살고 있었
는데, ‘송강사’를 조성하면서 ‘번던’으로 이주하여 지금은 새로 지은 송강 정철 선생의 종손 집만 남
아 있다. 송시열 선생이 송강 정철 선생의 묘지를 정할 때 이곳 지형을 보고 어은지형(魚隱之形)이
라 하였다고 하여 ‘魚隱’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채봉암 선생이 이곳 지형이 물고기가 숨어
있는 형국 과 같다고 하여 ‘魚隱’이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하나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
년 이전)에는 ‘漁隱’으로 나온다. ‘漁隱’은 아마도 ‘은골’의 ‘은’에 대한 음차 표기가 아닌가 한다. ‘은
골’과 ‘어은골’이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어 ‘어은’은 ‘어은골’에서 ‘골’이 생략된 어형임을 엿볼 수 있
다. ‘은골’의 유래도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은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은’을 ‘銀’으
로 보아 ‘은을 캐던 곳’으로 설명하고, 간혹 ‘은’을 ‘隱’으로 보아 ‘숨기 좋은 곳’으로 설명하기도 한
다. 그리고 ‘寬洞(관동)’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쓰이는 곳도 더러 있다. ‘寬洞(관동)’과 ‘은골’
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은골소류지(-小流池)
‘은골’ 동쪽에 있는 못이다.

작은숯가마골
‘큰숯가마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숯가막골’은 ‘숯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숯가마골’의 작은 골짜기가 ‘작은숯가마골’이다. ‘큰숯가마골’과 짝을 이룬다.
51)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180)에는 ‘옷샘골’로 나온다. ‘옷샘골’을 ‘옻샘골’로 보면 ‘옻샘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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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언골
‘승적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언골’은 ‘은골’과 같다. ‘은골’의 작은 골짜기가 ‘작은언골’이다.

절골
‘봉암’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금은 절이 없다.

절터골
‘동토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와 ‘골’로 분석되며, ‘절터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조롱팅이/조롱골
‘작은언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롱골’이라고도 한다. ‘조롱’은 ‘조롱골’을 비롯하여 ‘조롱답, 조
롱매, 조롱목, 조롱산, 조롱섬, 조롱터’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액막이로 주머니 끈이
나 옷끈에 차는 물건’을 가리키지 않나 한다. 그렇다면 ‘조롱골’은 ‘지형이 조롱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증펀던
‘여우골’ 위에 있는 버덩이다. ‘증’과 ‘펀던’으로 분석된다. ‘증’의 어원은 알 수 없다. ‘펀던’은 ‘버덩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골짜기가 아주 깊다.

진골
‘파란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골’의 구개음화 형태로 ‘길게 뻗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찬샘
‘참샘골’ 복판에 있는 샘이다. 샘물이 몹시 차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샘골
‘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찬샘골’의 제1음절 종성 ‘ㄴ’이 ‘ㅁ’으로 변하여 ‘참샘골’이 된 것이

다. ‘산태>삼태, 시근>시금치, 진재>짐재’ 등에서 보듯 종성에서의 ‘ㄴ>ㅁ’ 변화가 종종 발견된다.
‘찬샘’은 ‘찬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이 샘이 있는 골짜기가 ‘찬샘골’, 곧 ‘참샘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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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강다골(-講-)
‘강다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강다골’은 ‘강당골’의 변형으로 ‘강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두째강다골, 세째강다골’도 있다.

큰보(-洑)/초당보(草堂洑)
‘봉암’ 뒤쪽에 있는 보이다. ‘큰보’는 ‘규모가 큰 보’라는 뜻이다. ‘큰봇들’에 물을 대는 보이다. ‘초당
보(草堂洑)’의 ‘초당’은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억새나 짚 따위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
채’를 가리킨다. 이곳에 있는 보가 ‘초당보’이다. ‘초당봇들’에 물은 대는 보이다.

큰봇들(-洑-)/초당봇들(草堂洑-)
‘봉암’ 남쪽에 있는 들이다. ‘큰봇들’은 ‘큰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라는 뜻이고, ‘초당봇들’은 ‘초당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라는 뜻이다.

큰숯가마골
‘강다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숯가마골’은 ‘숯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숯가
마골’의 큰 골짜기가 ‘큰숯가마골’이다. ‘작은숯가마골’과 짝을 이룬다.

터골
‘밭번던’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터’는 예전에 집, 마을, 성, 재실, 절 등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나 이 터에 조성된 마을이 ‘터골’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텃골, 텟골, 탯골’ 등으
로 나타나기도 한다.

통보골
‘봉암’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골’ 옆이 된다. ‘통보’의 어원은 알 수 없으나 ‘桶洑’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통처럼 생긴 보’로 해석된다. 이 보 근처에 있는 골짜기가 ‘통보골’이 된다. 그런데
이곳에는 보가 없었다고 한다.

파란골
‘진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파란’과 ‘골’로 분석되며, ‘파란빛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숲이 울창
하여 숲 전체가 파랗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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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샘(函-)/함천(函泉)
‘함샘골’에 있는 샘이다. ‘함’은 한자 ‘函’이다. 그러므로 ‘함샘’은 ‘함처럼 생긴 샘’으로 해석된다. 돌
로 가지런히 싼 우물이 ‘함’처럼 네모지게 보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함처럼 네모지
게 생긴 바위 밑에서 물이 나와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자식이 없거나 아들을 낳지 못
하는 사람이 찾아와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한편 ‘함샘’은 ‘한샘’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함샘’은 ‘큰 샘’으로 해석된다. ‘함샘’에 대한 한자 지명이 ‘함천(函泉)’
이다.

함샘골(函-)
‘환희산’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함샘’은 ‘함처럼 생긴 샘’이라는 뜻이다. 이 샘이 있는 골짜기가
‘함샘골’이다.

환희산(歡喜山)
‘송강사’ 뒤편에 있는 산이다. 진천읍 지암리와 문백면 봉죽리, 천안시 동면에 걸친다. 한자 뜻대로
라면 ‘기쁨을 안겨주는 산’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환희산’은 ‘하늘산’과 관련된 어형일 수도 있다.
‘하늘산’이 ‘한으산’을 거쳐 ‘환희산’까지 변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지명의 선행 요소 ‘환희’가 ‘하느
(<하늘)’ 또는 ‘하누’와 대응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하늘산’은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만약 ‘환희산’
이 ‘하늘산’에서 변한 어형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환희산성(歡喜山城)
‘환희산’ 정상부에 축성된 테뫼식 토축(土築) 산성이다.

황토주머니(黃土-)
문백초등학교 뒷산이다. ‘황토(黃土)’와 ‘주머니’로 분석된다. 산이 ‘황토’로 이루어져 있고, 또 ‘주머
니’ 모양이어서 ‘황토주머니’라 한 것이다. ‘성주머니(城-)’(평산리)라는 지명이 참고된다.

계산리(溪山里)


본래 진천군(鎭川郡) 백락면(白洛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산
직리(山直里), 낙계리(洛溪里), 신리(新里)를 병합하여 낙계(洛溪)와 산직(山直)의 이름을 따서 계
산리(溪山里)라 명명하고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

가름박골
‘함득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가눔바골’로 나오며, ‘細谷’이
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細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고려하면 ‘가눔바골’은 ‘가는바위골’로까
지 소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는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가는바골’이 되고, ‘가는바골’이 자음
동화되어 ‘가늠바골’이 되었다가 모음 변화에 의해 ‘가눔바골’이 될 수 있다. ‘가는바위골’은 ‘가는바
위’와 ‘골’로 분석된다. ‘가는바위’는 ‘가느스름한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다. ‘가는바구, 가는바우’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가는바위골’이다. 아울러 ‘가눔바골’도 ‘가는바위’
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한자 지명 ‘細谷’의 ‘細’는 ‘가는바위’의 ‘가는’에 대응되는 요소이다. ‘가
름박골’은 ‘가눔바골’의 변형으로 보아야 한다. ‘가눔바골’이 ‘가눔밧골’을 거쳐 얼마든지 ‘가름박골’
로 변할 수 있다.

갈마지고개/갈매기고개
‘신리’에서 봉죽리 ‘갈마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갈매기고개’라고도 한다. 이는 ‘갈마지’가 이와 어
형이 유사한 ‘갈매기’에 이끌려 변한 어형이다.

감나무골
‘덕고개’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감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감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갓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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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직말’ 남쪽 방향으로 있는 첫 골짜기이다. ‘막골’ 앞이 된다. ‘갓’은 ‘가장자리’를 뜻하여 ‘가장자리
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여러 골짜기 중에서 구석진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갓’을 머리에 쓰는 ‘갓[冠]’으로 보아 ‘갓처럼 생긴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하기도 한
다. 이에 따라 ‘관곡(冠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거북재
‘막골’ 뒷산에서 천안시 동면 수남리 ‘거북바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거북’은 ‘거북바위’를 가리키
고, ‘재’는 ‘嶺’의 뜻이다. 그러므로 ‘거북재’는 ‘거북바위가 있는 고개’ 또는 ‘거북바위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해석된다.

계산리부도(溪山里浮屠)
‘부두골’에 있는 석종형(石鐘形) 부도(浮屠)이다.

국사봉(國師峰)
‘대낙골’ 뒤에 있는 높은 산이다. ‘국사(國師)’는 ‘국사당(國師堂)’을 가리킨다. ‘국사당’은 마을의 수
호와 경계를 위해 만든 신당(神堂)이다. 대개 마을 뒤쪽 높은 산정(山頂)에 위치한다. ‘국사당’이 있
던 산이 ‘국사봉’이다.

국사봉산성(國師峰山城)
‘국사봉’ 정상부를 둘러싼 토축 산성이다.

국사암(國師庵)
‘산직말’ 서쪽 ‘국사봉’에 있던 절이다.

나무터골
‘신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점심터골’ 밑이 된다. ‘나무터’는 ‘나무를 하던 터’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나무터골’이다. 그런데 ‘나무터골’은 ‘나루터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보는 주민
도 있다. ‘나루터골’에서 배로 사기를 싣고 가다 ‘점심터골’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놋적골
‘신리’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놋점골’에서 변형된 어형이거나 ‘놋절골’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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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로 보면 ‘놋적골’은 ‘놋점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놋적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
데 확인되는데, 대체로 ‘놋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진천읍 행정리에도 ‘놋적골’이
있다. 후자로 보면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놋’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이곳에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대나무골/대낭골
‘산직말’ 서쪽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
석된다. ‘대낭골’은 ‘대남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대남골’의 ‘대남’도 ‘대나무’를 가리키므로 ‘대남
골’이나 ‘대낭골’ 또한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대나무골’에 절이 있었고, 또 샘 두 개가
있었다고 한다.

대드람뿔52)
‘갓골’에서 서쪽으로 마주 바라다 보이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대낙골(大落-)/대낙곡(大落谷)
‘산직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락’을 ‘大落’으로 보아 골짜기 형세가 산으로부터 큰 낙차를 이
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덕고개(1)
‘산직말’ 북쪽에서 봉죽리 ‘어은’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덕’은 대체로 ‘大’의
뜻을 보인다. 이에 따라 ‘덕고개’는 ‘큰 고개’로 해석된다.

덕고개(2)
‘덕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네 집이 살다가 지금은 한 집만 남아 있다. ‘덕고개’는 ‘큰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독구레미/독구머리
‘흐네기’에서 봉죽리 ‘바사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독구레미’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와
어형이 유사한 ‘독구리미’(경기도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독을 구운 곳’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독구레미’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한다. 한편 ‘독구레미’를 ‘독굴’,
52)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183)에는 ‘대드람골’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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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독골’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면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도 있다. 常山古蹟會 · 鎭
川文化院(1997:183)에서는 ‘득그레미’를 제시한 뒤, 옛날 이곳에 살던 가난한 농부가 일을 열심히
하여 이 고개 너머에 있는 ‘구레논’을 얻은 후부터 이 고개를 ‘구레논’을 얻었다는 의미로 ‘득구레미’
라 부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독막골/동막골
‘역골’ 위쪽, ‘부도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독막’과 ‘골’로 분석된다. ‘독막’은 ‘돌멩이’의 방언형일
수도 있고, ‘독을 굽던 곳’을 가리킬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독막골’은 ‘돌멩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독막골’은 ‘독을 굽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동막골’은 ‘독막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볼 수 있다. 물론 ‘동막골’의 ‘동막’이 ‘洞幕’ 또는 ‘東幕’일 수도 있다.

막골/마옥(磨玉)/마위동(馬位洞)
‘산직말’에서 서쪽으로 1.5㎞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서 옥돌을 갈고 닦아 장신구를 만들었다
고 하여 ‘마옥골(磨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막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설명은 믿을 수 없다. 전국에 ‘막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다. ‘막’을 한자 ‘幕’으로 보아 ‘전에
산막(山幕)이 있던 골짜기’, ‘어떤 사람이 움막을 짓고 살던 골짜기’, ‘막을 치고 도둑을 막은 골짜
기’, ‘선비 한 사람이 피란을 와서 막을 치고 살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막’은 동사 어간 ‘막-[塞]’이거나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막’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막골’은 ‘막
다른 골짜기’ 또는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간혹 이와 같은 해석을 달고 있는 ‘막골’도
발견된다. 한편 ‘막골’은 ‘말골’과 관련된 어형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마위동(馬位洞)’이라고도 하는데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막골고개
‘산직말’에서 ‘막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막골방죽
‘막골’에 있는 방죽이다. 지금도 방죽이 있다.

물의골
‘청석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골’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어형이다. ‘물골’은 ‘물이 아주 흔한
골짜기 또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물의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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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谷)’이나 ‘수동(水洞)’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물팅이골
‘나무터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팅이’는 ‘물탕이(-湯-)’의 변형이다. 그러므로 ‘물팅이골’은 ‘물
탕이골’과 같이 ‘물탕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바우배기
‘흐네기’ 남쪽에 있는 논이다. ‘바위가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논 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서 붙
여진 이름이다.

번개들
‘흐네기’ 앞쪽에 있는 들이다. ‘번개’를 ‘방전 현상으로 일어나는 번쩍이는 불꽃’으로 보아, ‘번개가
자주 치는 들’ 또는 ‘번개가 자주 치고 장마가 져야 모를 심을 수 있는 들’로 해석한다. 실제 이 들은
물이 귀해서 장마가 진 뒤에야 물을 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번개’는 ‘개울’ 이름일 수도 있다. 그
렇게 보면 ‘번개들’은 ‘개울이 흐르는 들’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부두골(浮-)
‘흐네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도골(浮屠-)’의 모음 변화형이다. 실제 절터가 있으며, 부도 항
아리도 남아 있다.

사골
‘중막골’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사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다. ‘사’를 ‘사기점’ 또는 한자 ‘沙’로 보아 ‘사기점이 있던 골짜기’ 또는 ‘모래가 많은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사골’은 ‘새골’에서 ‘ㅣ’가 탈락한 어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사골’
은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 된다.

사골방죽(-防-)
‘사골’에 있는 방죽이다. 지금도 방죽이 있다.

사기장골((沙器-)
‘안적골’ 가기 전에 ‘덕고개’를 오르다가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기장’의 어원은 몇 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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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沙器匠(사기그릇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면 ‘사기장골’은 ‘사기를 만드는 사람이 살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둘째는 ‘사기점(沙器店)’에
서 변한 어형으로 본다. ‘사기점골’이 ‘사기정골’을 거쳐 ‘사기장골’로 변할 수 있다. 이는 ‘점골’이 ‘정
골’을 거쳐 ‘증골’로 나타나고, ‘금점이’가 ‘금정이’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사기장골’은 ‘사
기점골’과 같이 ‘사기를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진천군에는 ‘사기장골’과 ‘사
기점골’이라는 골짜기가 여러 군데 있다. 셋째는 ‘沙器場’으로 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

에는 ‘기’에 ‘沙器場谷’을 대응하고 있는데, 이로써 ‘사기장골’의 ‘사기장’을 ‘沙器場’으로 이해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기장’을 무엇으로 보든 ‘사기장골’이 ‘사기를 굽던 곳’임은 분명하다. 이
곳은 지금도 땅을 파면 사기그릇 깨진 것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사기점골(沙器店-)(1)
‘상도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기점(沙器店)’과 ‘골’로 분석된다. ‘사기점’은 ‘사기그릇을 구워 만
들어 팔던 가게’라는 뜻이다. 이 사기점이 있던 골짜기나 마을이 ‘사기점골’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그점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기점골(沙器店-)(2)/사기정골(沙器-)
‘갈마지고개’에서 내려오다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기점(沙器店)’과 ‘골’로 분석되며, ‘사기그릇
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기정골’은 ‘가기점골’의 변화형이다.

산직말(山直-)
‘막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세가 험준하여 많은 도적떼, 곧 ‘산적’이 들끓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산지기’가 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직말방죽(山直-防-)
‘산직말’ 남쪽에 있는 방죽이다. 지금도 방죽이 있다.

상도골
‘안적골’ 못미처에 있는 골짜기이다. ‘상독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상독골’은 ‘상(上)’과 ‘독골’로 분
석해 볼 수 있다. ‘독골’은 ‘돌이 많은 골짜기’ 또는 ‘독점이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된다. ‘독골’,
곧 ‘도골’의 위쪽을 ‘상도골’이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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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上峰)
‘안적골’ 앞에 있는 산이다. ‘산직말’에서 보면 동북쪽에 있다. ‘높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새논뚝
‘흐네기’ 서쪽에 있는 밭이다. ‘새논’과 ‘뚝’으로 분석된다. ‘새논’은 ‘새로 일군 논’이라는 뜻이다. 전
국에 ‘새논’이라는 논이 대단히 많다. ‘새논’이 있던 둑이 ‘새논뚝’이다. 실제 이곳에 ‘둑’이 있었다고
한다. 본래 논이었는데, 지금은 밭으로 쓰이고 있다.

새매골
‘산직말’에서 ‘대낙골’ 쪽으로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전국
에 ‘새매’를 선행 요소로 하는 ‘새맷골, 새맷등, 새맷소’ 등이 보이는데, 대체로 ‘샘’이나 ‘묘’와 관련
하여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세거리/시거리/신리(新里)
‘흐네기’ 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문백면, 충남 천안시 동면, 청원군 오창면으로 가는 세 갈래 길
이 있어서 ‘세거리’라 한 것인데,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세거리’는 ‘시거리’로 발음하기도 한다. ‘신리(新里)’는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
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세걸리’로 나오고, 이에 ‘新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소롱골
‘신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롱’과 ‘골’로 분석된다. ‘소롱’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몇
가지 관점에서 그 어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소롱’을 ‘소룡(小龍)’으로 본다. 전국에 ‘소룡골’
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소룡골’은 ‘작은 용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소롱골’이 ‘소룡골’에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이와 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소롱’을 ‘솔(소나무)’과 관련된 어형
으로 본다. ‘소롱골’을 ‘소나무가 울창한 골짜기’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셋째, ‘소롱’을 ‘솔-[狹]’과
관련된 어형으로 본다. 그렇다면 ‘소른골’이 자음 동화되어 ‘소릉골’이 된 다음 제1음절의 모음 ‘ㅡ’
가 제1음절의 모음 ‘ㅗ’에 이끌려 ‘소롱골’이 된 것이 된다. ‘소른골’은 ‘솔골’과 같이 ‘좁은 골짜기’라
는 뜻이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소재 ‘소롱골’에는 ‘지세가 솔다(좁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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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랑골53)
‘신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시랑’은 ‘쇠스랑’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소시랑골’은 ‘쇠스랑처
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송장골(送葬-)
‘흐네기’ 남쪽 아래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송장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송장’을 ‘送葬’으로 보아 ‘송장을 내다 버리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물론 이외에도 ‘무덤이 많은 골짜
기’, ‘송 씨와 장 씨가 많이 살던 골짜기’, ‘송장이 있던 골짜기’, ‘상여를 메고 가다 송장이 굴러 떨어
진 골짜기’, ‘지형이 송장과 같은 골짜기’, ‘송 씨의 묘가 많은 마을’, ‘송 씨가 개척한 마을’ 등과 같은
여러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는 ‘송장을 내다 버리던 골짜기’라는 유래 설이 유력하다.
실제 이곳은 애장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송장골’에는 상엿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송장골’
의 유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송장골’의 ‘송장’은 ‘송정(松亭)’이 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송장골’은 ‘송정골’의 모음 변화형이 되며, ‘소나무 정자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안적골
봉죽리 ‘은골’에서 ‘산직말’로 넘어오다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다섯 집 정도가 살고 있어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난리를 피하여 평안히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안절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안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안젓골’이 되고, ‘안젓골’이 자
음 동화에 의해 ‘안적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젌골’이 ‘절이 있는 골짜기의 안쪽 지역’으로
해석되므로 ‘안적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곳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안적골방죽(-防-)
‘안적골’에 있는 방죽이다. 방죽이 아주 크다.

약물내기(藥-)
‘안적골을
’ 지나 서쪽 방향에 있는 골짜기이다. ‘약물(藥-)’은 ‘약수(藥水)’와 같고, ‘내기’는 ‘나-[出]’
에서 파생된 ‘나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그러므로 ‘약물내기’는 ‘약물이 나는 곳’을 가리
킨다. 이 샘이 있는 골짜기나 들을 후행 요소 ‘골’이나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물론 지역에

53)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184)에는 ‘소사리골’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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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약물내기골’이나 ‘약물내기들’로도 쓰인다.

역골(驛-)
‘신리’ 뒤의 오른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역(驛)’은 ‘지난날, 공문을 중계하여 전달하고, 공무로 여행
하는 관원에게 마필(馬匹)의 편의를 제공하던 곳’이다. ‘역기, 역논, 역답, 역둔전, 역말’ 등에 보이
는 ‘역’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 ‘역’이 있던 마을이 ‘역골’이다. ‘역말’과 같은 의미이다. 지역에 따라
서는 ‘역굴’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력골/오리골
‘덕고개’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五勒(오륵)’, 곧 ‘다섯 개의 갈비뼈’ 모양을 하고 있어
‘오력골’이라 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오력골’은 ‘오리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오리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은데, 그 유래 설 또한 다양하다. ‘오리나무가 많은 골짜기’, ‘오리
가 많이 살던 골짜기’, ‘오리 모양으로 생긴 골짜기’, ‘오동나무가 많은 골짜기’, ‘길이가 오 리나 되
는 골짜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는 ‘오리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설이 믿을 만하다.
‘오리골’이라는 곳을 가 보면 대체로 예전에 ‘오리나무’가 무성했거나 지금도 무성하기 때문이다. 한
편 ‘오리골’은 ‘오류골’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오리골’과 ‘오류골’이 함께 나타
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오류골’의 유래도 분명하지는 않지만 ‘오류’를 ‘五柳’로 이해하여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가 있는 골짜기’ 또는 ‘오류’를 ‘오룡(五龍)’의 변형으로 보아 ‘다섯 마리 용의 형상
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류골’의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리골’이 ‘오류골’에서 변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리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옥터골(獄-)
‘향교터’에서 남쪽으로 왼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옥터(獄-)’와 ‘골’로 분석된다. ‘옥터’는 ‘옥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이 ‘옥터골’이다. 이곳이 면소재지였기에 ‘감옥’이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옻샘
‘갈마지’ 뒤쪽에 있는 샘이다. ‘옻’을 고칠 만큼 물이 매우 찬 샘이다.

왕재봉(王-峰)
‘장군봉’ 서쪽에 있는 산이다. ‘왕재(王-)’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왕’은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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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을 보인다. ‘왕바우, 왕산’ 등의 ‘왕’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왕재’는 ‘큰 고개’로 해석된
다. 이 고개가 있는 산봉우리가 ‘왕재봉’이다. ‘장군’이 왕을 모시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장검터(長劍-)
‘산직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검(長劍)’과 ‘터’로 분석되며, ‘지형이 긴 칼처럼 생긴 터’로 해
석된다.

장군봉(將軍峰)/노루봉(-峰)
‘왕재봉’과 ‘투구봉’ 사이에 있는 산이다. ‘산직말’ 북쪽이 된다. 전국에 ‘장군봉(將軍峰)’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으며, 이에 따라 그 유래 설도 다양하다. ‘장군처럼 크고 위용이 넘쳐나는 산’, ‘장군대좌형
(將軍對坐形)의 명당이 있는 산’, ‘어느 장군이 살았던 산’, ‘장군이 태어난 산’ 등으로 해석하는데,
아마도 장군처럼 크고 위용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장군바위, 장군들’ 등의 지명에
서 보듯 ‘장군’이 ‘大’의 의미를 지시하여 ‘장군봉’도 ‘크고 우람한 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루봉’에
대해서는 산이 ‘노루’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산형이 ‘노루’가 뛰어 내리는 형
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장봉(獐峰), 녹봉(鹿峰)’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러나 ‘노루’는 ‘늘-[延]’과 관련된 어형이어서 ‘노루봉’은 ‘길게 늘어진 형상의 완만한 산’
으로 해석된다. ‘노루산’과 같은 의미이다.

점심터골(點心-)
‘사기정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점심터(點心-)’와 ‘골’로 분석된다. 이곳 ‘점심터’는 ‘사기그릇’을
지고 내려오다 점심을 먹던 곳이라고 한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점심터골’이다.

중막골
‘산직말’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중막’과 ‘골’로 분석된다. ‘중막’을 ‘중이 지은 막’으로 보고, 전
에 중이 막을 짓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중막’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
아 ‘중막골’의 유래는 밝히기 어렵다.

청석골(靑石-)/청석곡(靑石谷)
‘흐네기’ 동쪽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청석(靑石)’과 ‘골’로 분석되며, ‘청석(푸른 빛깔을 띤 응
회암)이 나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바닥에 청석이 깔려 있어 샘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청석골’
의 ‘골’을 한자로 바꾼 지명이 ‘청석곡(靑石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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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봉(-峰)
‘산직말’ 뒤쪽에 있는 산이다. ‘왕재봉’ 동쪽이 된다. ‘투구’와 ‘봉(峰)’으로 분석되며, ‘투구처럼 생긴
봉우리’로 해석된다.

파랑골
‘소시랑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파랑’과 ‘골’로 분석되며, ‘파란빛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파란
골’과 의미가 같다. 나무숲이 울창하여 골짜기가 푸른빛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함득재
‘흐네기’ 북쪽에 있는 산이다. ‘함’을 한자 ‘函’으로 보아 옛날에 어느 장군이 이곳에서 ‘함’을 얻었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함덕재’의 모음 변화형이 아닌가 생각된다. ‘함덕’
이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이고, 또 ‘함덕재’라는 고개 이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함덕’
을 포함하는 지명을 보면, 대체로 ‘함덕’을 ‘함정’으로 보고 있다. ‘재’는 ‘고개’를 지시하므로, ‘함득재’
는 본래 고개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
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함박골
‘신리’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함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함바골’에 ‘ㅅ’이 개재된 ‘함밧
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함바골’은 ‘함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함바위골’의 ‘함바위’
는 ‘한바위’의 자음 동화 형태로 ‘큰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이 ‘함바위골’
이다. 아울러 ‘함박골’도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전국에 ‘함박골’이라는 골짜기
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함박’을 ‘함박꽃’으로 보아 ‘함박꽃이 많이 핀 골짜기’로 해석하거나, ‘함박’
을 ‘함지박’으로 보아 ‘함지박의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함박골’은 ‘큰 바위’
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어서 이와 같은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함박골’의 ‘함박’은 ‘함박논, 함박등,
함박배미, 함박보, 함박산, 함박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굳어져 쓰이면서 ‘큰 바위가 있
음’을 지시한다.

향교터(鄕校-)/생겨골
‘송장골’ 남쪽 방향으로 왼쪽에 있던 버덩이다. 향교가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생겨골’은
‘향교골’에서 변형된 어형이어서 이 또한 ‘향교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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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네기/흐락기/낙께
‘산직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계곡 물이 마을 가운데로 흘러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기도 하고, 뭐든지 흔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이곳이 본래 백락면
(白洛面) 백락리(白洛里)였다는 점에서 ‘흐’는 ‘흰’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낙께’는 ‘흐락기’
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흐낙리’로 나오고, ‘洛溪’가 대응
되어 있다.

흐네기방죽(-防-)
‘흐네기’ 남쪽에 있는 방죽이다.

도하리(道下里)


본래 진천군 백락면(白洛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하대음리
(下大陰里), 도장리(道長里), 판랑리(板郞里) 일부를 병합하여 도장(道長)과 하대음(下大陰)의
이름을 따서 도하리(道下里)라 명명하여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

개경골
‘파랑골’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경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가경골’의 ‘가경’
은 ‘佳景’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가경골’, 곧 ‘개경골’은 ‘경치가 빼어난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가경골’이나 ‘가경동’이라는 지명이 몇 군데 확인이 되는데, 이 중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
으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개봇들(-洑-)
‘하대음’ 앞에 있는 들이다. ‘개보(-洑)’와 ‘들’이 사이시옷을 매개로 연결된 어형이다. ‘개보’는 ‘개울
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개봇들’이다.

까시나무골
‘파랑골’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까시나무’는 ‘가시나무’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까시나무골’
은 ‘가시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나무터골/나무토골
‘양지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나무터골’은 ‘나무터’와 ‘골’로 분석되며, ‘나무를 하던 터가 있
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곳은 예전부터 나무를 하던 곳이라고 한다. ‘나무토골’로 발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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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촌(難民村)/난민수용소(難民收容所)
‘황근너’의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난민들이 만든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랑들
‘양지말’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농지가 많다. ‘다랑’과 ‘들’로 분석된다. ‘다랑’은 ‘다랑들’을 비롯하여
‘다랑골, 다랑논, 다랑미, 다랑바우, 다랑봉, 다랑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다랑’은 ‘달[山, 高]’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되어 ‘높은 곳’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에 따라 ‘다랑들’은 ‘높은 지대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다랑들’에는 ‘논다랑이(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으로 된 좁고 긴 논배미)’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곳 ‘다랑들’은 현재
지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

당골(堂-)
‘등철’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당’은 한자 ‘堂’이어서 ‘당골’은 ‘당집이 있던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
된다. 골짜기나 마을에 서낭당과 같은 당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당곡(堂
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기도 한다. ‘당골’은 ‘당골고개, 당골들, 당골마루, 당골말, 당골못,
당골새미, 당골우물, 당골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대궐골
‘양지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궐’을 ‘大闕’로 보아 지형이 대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대궐’은 ‘대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도둑골
‘도장배’ 뒤쪽 중간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둑’은 ‘도둑재, 도둑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도둑’을 ‘盜賊’으로 보고 해당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도둑골’도 ‘도둑이 숨기에 좋을 만큼 후미진 골짜기’로 해석한다. 실제 도둑이 자주 출현하여
물건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도둑놈골’이라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그
런데 ‘도둑골’의 ‘도둑’은 ‘盜’의 ‘도둑’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둑’은 ‘돋우-’ 또는 ‘두둑(두두룩한 언덕)’
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둑’은 ‘두두룩한 형상’을 지시하며, 이에 따라 ‘도둑골’은
‘두두룩한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짜기가 깊지 않고 두둑하게 올라와 있는 형상이
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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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바위(圖章-)(1)/도장배(圖章-)(1)/도장(圖章)(1)
‘아래황근너’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도장’은 ‘圖章’이어서 ‘도장바위’는 ‘도장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
된다. ‘배’는 ‘바위’의 방언형이므로 ‘도장배’도 ‘도장바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도장바위’와 ‘도장
배’에서 ‘바위’와 ‘배’가 생략된 어형이 ‘도장’이다.

도장바위(圖章-)(2)/도장배(圖章-)(2)/도장(圖章)(2)
‘도장바위’가 있는 마을이다. ‘도장배(圖章-)’, ‘도장(圖章)’이라고도 한다. ‘도장바위’나 ‘도장배’는 ‘도
장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도장바위’와 ‘도장배’에서 ‘바위’와 ‘배’가 생략된 어형이 ‘도장’이다.

도장배보(圖章-洑)
‘도장배’ 북쪽에 있는 보이다. ‘도장배(圖章-)’와 ‘보(洑)’로 분석된다. ‘도장배’는 ‘도장처럼 생긴 바위’
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도장배’ 바위 근처에 있는 보 또는
‘도장배’ 마을 근처에 있는 보가 ‘도장배보’이다.

뒤골
‘도장배’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등철
‘큰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철’은 덕산면 석장리 소재 ‘남중철’의 ‘철’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중철’은 <朝鮮地誌資料>(19194년 이전)에 ‘남즁졀리’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져리’가 변하여 ‘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節理(암석에서 볼 수 있는 좀 규칙적인 틈새)’일
가능성이 있다.

물탕골(-湯-)
‘나무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탕(-湯)’은 ‘물이 새어 나와 이룬 탕’을 가리킨다. 이 물탕이
있는 골짜기가 ‘물탕골’이다. 전국에 ‘물탕골’이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 ‘약물탕’이나 ‘약수터’, 또는
물이 아주 찬 ‘옻샘’ 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번답(反畓)/본답(-畓)
‘양지말’ 앞에 있는 들이다. ‘번답(反沓)’은 ‘밭을 개간하여 논으로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그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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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만든 논은 토박하다. 그리하여 ‘번답’은 ‘토박한 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건답(乾畓), 천수
답(天水畓)’ 등과 유사한 의미이다. 전국에 ‘번답’이라는 논 또는 들이 대단히 많은데, ‘새로 개간한
논’, ‘건답’, ‘천둥지기’ 등이 있는 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황폐한 벌판을 옥답으로 만들었
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벌황근너
‘황근너’ 벌판에 있는 마을이다. ‘황근너’의 벌판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베락바위
‘파랑골’ 꼭대기에 있는 바위이다. ‘베락’을 ‘벼락’으로 보아 ‘벼락을 맞은 바위’로 설명한다. 그러나
‘베락’은 ‘벼랑’의 방언형이어서 ‘베락바위’는 ‘벼랑으로 이루어진 바위’ 또는 ‘벼랑 위에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봉서대(鳳栖臺)/봉소대(鳳巢臺)
‘평사’ 상류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봉서대(鳳栖臺)’에 대해서는 봉황새가 날개를 펴면서 날아갈 듯
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봉소대(鳳巢臺)’에 대해서는 옛날에 봉이 깃들
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봉서대’도 한자 뜻에 충실하면 ‘봉소대’와 같은 의
미로 해석된다.

산제당골(山祭堂-)/산지당골(山-堂-)
‘양지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제당골(山祭堂-)’은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를 가리킨다. ‘산지
당골’은 ‘산제당골’의 변형이어서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상대음방죽(上大陰防-)
‘양지말’에 있는 방죽이다. ‘등철’ 근처가 된다.

상봉(上峰)
도하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한자 지명 ‘上峰’으로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상봉’이라는 산 또는 마을이 대단히 많다. ‘상봉’ 마을은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어 지대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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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굴고개(書堂-)
‘도장배’에서 오창읍 북현리 ‘서당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당굴(書堂-)’은 ‘서당골’의 모음 변화
형으로 ‘서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도장배’ 마을 뒷골목에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서당굴’로
넘어가는 고개가 ‘서당굴고개’이다.

서바탕산(-山)54)/서바탱이
‘도장배’ 북쪽에 있는 산이다. ‘서바탕’과 ‘산’으로 분석된다. ‘서바탕’은 ‘섭바탕’에서 동음 ‘ㅂ’이 탈락
한 어형이다. ‘섭바탕’의 ‘섭’은 중세국어에서 ‘薪’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섶’으로 쓰인다. ‘바탕’은 ‘마
당’과 같은 뜻이며, 지명에서는 ‘넓은 곳’을 지시한다. 이에 따라 ‘섭바탕’은 ‘섶나무가 많은, 넓은 곳’
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서바탕’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섶이 무성한, 넓은 곳이 있는 산이 바로
‘섭바탕산’, 곧 ‘서바탕산’이다. ‘서바탱이’는 ‘섭바탕이’로 소급한다. ‘섭바탕이’는 ‘섭바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섭바탕이’에서 동음 ‘ㅂ’이 탈락하여 ‘서바탕이’가 된 다음,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서바탱이’가 된 것이다.

세울고개
‘양지말’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세울’과 ‘고개’로 분석된다. ‘세울’은 ‘새골’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새골’의 제1음절 부음 ‘ㅣ’의 영향으로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새올’이 되고, ‘새올’이 모음 변화에
따라 ‘세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새골’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전국에 대단히 많다. ‘새’를 ‘鳥’의
뜻으로 보아 ‘새가 나는 듯한 형상의 골짜기’, ‘새가 날아드는 골짜기’, ‘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새’를 ‘新’의 뜻으로 보아 ‘새로 조성된 마을’로 해석하기도 하며,
‘새’를 ‘間’의 뜻으로 보아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골짜기에 있는 고개가 ‘새골
고개’, 곧 ‘세울고개’이다.

세일
‘하대음’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일’의 모음 변화형이다. ‘새일’은 ‘새’에서 ‘ㅿ’이 소실된 어
형으로 추정된다. ‘새’은 ‘새실’로 소급한다. 전국에 ‘새실’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흔하다. ‘새’
를 ‘鳥’의 뜻으로 보아 ‘새의 형국인 골짜기’, ‘황새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새’를 ‘草’의
뜻으로 보아 ‘풀이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며, ‘새’를 ‘新’의 뜻으로 보아 ‘새로 조성된 마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조곡(鳥谷), 초곡(草谷), 신동(新洞)’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물론

54)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186)에는 ‘저바탕산’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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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間’의 뜻으로 보면 ‘새실’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심촌(沈村)/심춘(沈-)
‘양지말’에서 동쪽으로 300m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예전에 심 씨(沈氏)가 많이 살던 마을인데, 지
금은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 ‘심춘’은 ‘심촌’에서 모음이 변한 어형이다.

아래황근너/하대음(下大陰)
‘황근너’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황근너’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
렇게 부른다. ‘하대음(下大陰)’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옛날 음 씨(陰氏)가 거주하던 곳이

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아황근너’로 나오고 ‘下大陰’

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앞산(-山)
‘양지말’ 동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 앞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약물내기(藥-)
‘양지말’ 앞에 있는 샘이다. ‘약물(藥-)’은 ‘약수(藥水)’와 같고, ‘내기’는 ‘나기[出]’의 ‘ㅣ’ 모음 역행 동
화 형태이다. 약수가 나는 샘을 후행 요소 ‘샘’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양지말(陽地-)/위황근너/상대음(上大陰)
‘황근너’의 위쪽 양지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어서 ‘양지말’이라 하고, ‘황근너’
의 위쪽이어서 ‘위황근너’라고 한다. 아울러 ‘하대음(下大陰)’에 대해 ‘상대음(上大陰)’이라고도 한
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위황근너’로 나오고 ‘상대음(上大陰)’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
되어 있다.

용골(龍-)
‘양지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주안 농산 공장 안쪽이 된다. ‘용’이 승천하는 모양이라 하여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아마도 골짜기가 ‘용’처럼 길고 구불구불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전
국에 ‘용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용이 승천한 골짜기’, ‘지형이 용처럼 생긴 골짜기’ 등으
로 해석한다.

도하리(道下里) 379

원들(院-)
‘번답’ 위쪽에 있는 들이다. ‘원’은 ‘院’, 곧 ‘원집(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던 여관)’을 가리킨다. 그러므
로 ‘원들’은 ‘원집이 있던 들’로 해석된다. 전국에 ‘원들’이라는 들이 흔한데, 대체로 이와 같이 그
유래를 설명한다. 그리고 ‘원평(院坪)’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작은골
‘양지말’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골’과 짝을 이룬다.

지골
‘양지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한자 ‘池’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
렇다면 ‘지골’은 ‘연못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는 ‘못골’과 같은 의미이다.

지아집골
‘당골’ 꼭대기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아집’과 ‘골’로 분석된다. ‘지아집’은 ‘기와집’의 방언형이다. 그
러므로 ‘지아집골’은 ‘기와집이 있던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참새미골
‘양지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참새미골, 나무터골, 지골, 파랑골, 명심이골’ 순으로 골짜기가
이어져 있다. ‘참새미’는 ‘찬새미’의 변형이고, ‘찬새미’는 ‘찬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샘이 있는 골짜기가 ‘찬새미골’, 곧 ‘참새미골’이다.

큰골
‘양지말’ 동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다. ‘작은골’과 짝을 이룬다.

파랑골
‘양지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파랑’과 ‘골’로 분석되며 ‘파란 골짜기’라는 뜻이다. 계곡이 깊고
숲이 우거져 파란색을 띠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파랑’을 ‘波浪’으로 보아 나무숲이 물결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잘못된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파랑골’로 나오고, ‘靑蘿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황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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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음’과 ‘하대음’을 아우른 마을이다. ‘홈건너’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홈건너’가 ‘홍건너’를 거쳐
‘황근너’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백면 구곡리 소재 ‘홍건너’도 ‘홈건너’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홈’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놓은 홈통이다. 이 ‘홈통’ 건너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홈건너’라 한 것이며, 이것이 변하여 ‘황근너’까지 된 것이다. 위치에 따라 ‘위황근너’와 ‘아래황
근너’로 나뉜다.

후동산(後東山)
‘도장배’ 뒤에 있는 동산이다. ‘뒤쪽에 있는 동산’이라는 뜻이다.

은탄리(銀灘里)


본래 진천군 백락면(白洛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은성리(銀
城里), 갈탄리(葛灘里)와 취라리(吹羅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은성(銀城)과 갈탄(葛灘)의 이름을 따
서 은탄리(銀灘里)라 명명하고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

가늘만고개
‘은재’에서 옥성리 ‘오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가마골(1)
‘은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가마골(2)
‘갈궁저리’ 뒷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궁저리/갈탄(葛灘)
‘은재’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평사십리(平沙十里) 끝나는 지점에 포근히 자리하고 있다. 마른 말
이 여울에서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마을 앞 개울 물이 칡
넝쿨처럼 흐르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실제 강가에는 칡이 무성하여 나무가 자
라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갈궁저리’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에 ‘갈구져리’로 나오는 것을 보면 ‘갈궁저리’는 ‘갈구져리’에 ‘ㅇ’이 첨가된 어형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葛公灘’이라는 옛 문헌 속의 한자 지명을 참고하면 본래부터 ‘ㅇ’을 갖고 있었던 어형일
수도 있다. 한편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저리’는 ‘개미저리, 남중절이(帳岩), 양화절이’ 등에 보이는
‘저리’와 같이 ‘절리(節理, 암석에서 볼 수 있는 좀 규칙적인 틈새)’에서 변형된 어형일 수도 있다.
이곳 물가에 암벽이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갈탄(葛灘)’이라는 한자 지명이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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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은 ‘가리여울’ 또는 ‘갈여울’이라는 속지명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간주된다. ‘가리여울’이나 ‘갈
여울’은 ‘물줄기가 갈라지는 여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갈탄고개(葛灘-)/갈궁저리고개
문백에서 ‘갈궁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갈궁저리고개’라고도 한다.

강지박골
‘마상재’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강 씨’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박골’은 ‘바위골’이 변형된 어형이거나 ‘밭골’ 또는 ‘골(>밖골)’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거문박골/검박골
‘절터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거문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거문바골’에 ‘ㅅ’이 개재된
‘거문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거문바골’은 ‘거문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거문바위
골’은 ‘거문바위’, 곧 ‘검은빛의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아울러 ‘거문박골’도 그와 같은 의
미를 띤다. ‘검박골’은 ‘거문박골’이 줄어든 어형이다.

게디기재
‘박산’ 옆에 있는 산이다. ‘게디기’와 ‘재’로 분석된다. ‘게디기’의 어원은 알기 어렵다. ‘재’는 ‘고개’의
뜻이어서 ‘게디기재’는 본래 고개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고래팅이
‘모새골’ 왼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골팅이(‘골짜기’의 방언형)’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구릉고개(丘陵-)
‘은재’ 마을 뒤에 있는 고개이다. ‘구릉(丘陵)’과 ‘고개’로 분석되며, ‘언덕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에서 장차 장수가 날 곳이라 하여 임진왜란 때 혈을 끊었다고 한다.

김산(金山)
‘박산’ 옆에 있는 산이다. ‘김 씨’ 종산(宗山)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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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南山)
‘보염이산’ 옆에 있는 산이다. ‘의령 남씨’ 종산이다.

느랑골
‘작은부엉이집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느라골’에 ‘ㅇ’이 첨가된 형태로 추정된다. ‘느라골’은 ‘늘골’
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형태이다. ‘늘골’은 ‘길게 늘어진 형상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느라
골’ 또는 ‘느랑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다리미날
‘버드나무골’ 밑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다리미’와 ‘날’로 분석되며, ‘다리미 손잡이처럼 생긴 산등성
이’로 해석한다. ‘다리미’는 ‘다리미날’을 비롯하여 ‘다리미골, 다리미들, 다리미샘, 다리미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달바위
‘갈궁저리’ 동쪽 취적대 옆에 있는 바위이다. 전국에 ‘달바위’가 흔하다. 대체로 ‘달’을 ‘月’의 뜻으로
보아 ‘달처럼 둥글게 생긴 바위’, ‘달을 바라보는 바위’, ‘정월 대보름날 달맞이를 하던 바위’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월암(月岩)’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그런데 ‘달’
은 ‘달고개’에 보이는 ‘달’과 같이 ‘山’ 또는 ‘高’의 뜻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달바위’는 ‘산에
있는 바위’ 또는 ‘높은 바위’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달바구, 달방우, 달바우’ 등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

덤바위
‘갈궁저리’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덤’은 ‘더미’와 같아서 ‘여러 바위가 더미로 얹혀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암(加岩)’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기도 하고, ‘덤바구, 덤방우, 덤
바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덤바위’는 ‘덤바위골, 덤바위들, 덤바위보, 덤바위산’ 등에서 보듯 지
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 중 ‘덤바위골’은 ‘덤바골’ 또는 ‘덤박골’로 변형되어 나타나
기도 한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도둑골/도적골
‘승적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세게’ 꼭대기가 된다. ‘도둑’은 ‘도둑골’을 비롯하여 ‘도둑바우, 도둑
산, 도둑재, 도둑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도둑’을 ‘盜賊’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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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도둑골’도 ‘도둑이 숨기에 좋을 만큼 후
미진 골짜기’로 해석한다. 실제 이 골짜기에 도둑이 자주 출현하여 물건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전
한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도둑놈골’이라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산적이 숨어 살며 소
를 훔쳐다 잡아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도둑골’의 ‘도둑’은 ‘盜’의 ‘도둑’으
로 보기 어렵다. ‘도둑’은 ‘돋우-’ 또는 ‘두둑(두두룩한 언덕)’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둑’은 ‘두두룩한 형상’을 지시하며, 이에 따라 ‘도둑골’은 ‘두두룩한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짜기가 깊지 않고 두둑하게 올라와 있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도룡골(-龍-)
‘은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도룡’을 ‘渡龍’ 또는 ‘東龍’으로 보아 마을 뒷산이 용이 강을 건너려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거나 동쪽에 있는 용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도룡’은 ‘돌룡’에서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 ‘용이 돌아간 형상의 지점’
을 가리킨다. ‘회룡(回龍)’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바로 이곳에 있는 골짜기가 ‘도룡골’이다.
실제 이곳 골짜기는 용처럼 생긴 마을의 뒷산이 휘감고 있는 형상이다. ‘돌룡골’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 ‘도룡골’이나 ‘도롱골’로 나타난다. 심지어 ‘도랑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도룡
골’과 ‘도롱골, 도랑골’ 등이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다.

돼지골
‘절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돼지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산돼지가 많
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간혹 지형이 돼지처럼 생겨서 붙여졌거나 돼지를 기르는 장소여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뒤골/디골
‘느랑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디골’은 ‘뒤골’의 변형이다.

때골산(-山)55)
‘은재’ 동북쪽에 있는 산이다. ‘때골’과 ‘산’으로 분석된다. ‘때골’은 ‘떼골’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떼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떼’를 ‘잔디’ 또는 ‘띠(볏과의 여러해살이풀)’
로 보아 ‘잔디가 많은 골짜기’나 ‘띠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한편 ‘때골’은 ‘대골’의 변형일 수도

55)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188)에는 ‘퇴골산’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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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국에 ‘대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다. ‘대’는 한자 ‘大’일 가능성도 있고, ‘竹’을 뜻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대골’은 ‘큰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대골’은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자로 보는 지역에서는 ‘대곡(大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후자로 보는 지역에
서는 ‘죽곡(竹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진천군에는 ‘때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때
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 산이 ‘때골산’이다.

마상재
‘은재’ 마을 뒤에 있는 산이다. ‘마상’과 ‘재’로 분석된다. ‘마상’은 ‘마상골, 마상바우, 마상봉, 마상치’
등에서도 확인되나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 ‘마상재’라는 지명도 생소하다. 이에 비해 ‘마산재’라
는 고개 이름은 아주 흔하다. 그렇다면 ‘마상재’는 ‘마산재’와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마산재’의 ‘마산’은 ‘馬山’으로 ‘큰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에 있는 고개가 ‘마산재’이다. 만약 ‘마상
재’가 ‘마산재’에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큰 산에 있는 고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매봉재(-峰-)
‘은재’ 동북쪽에 있는 작은 산이다. 산의 형국이 매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매봉
(-峰)’은 아주 흔한 산 이름이고, ‘재’는 ‘嶺’의 뜻이다. 그러므로 ‘매봉재’는 ‘매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명박골/명막골
‘방아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명밭골’이 ‘명밧골’을 거쳐 나타난 어형으로 추정된다. ‘명밭’은
‘미영밭’의 준말이다. ‘미영’은 ‘목화’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명밭골’은 ‘목화밭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명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명막골’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박골’의
변형으로 간주된다. ‘명막골’로 발음하는 주민들은 이곳에 최근 들어 막을 치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모새골/모사골
‘진날’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새’를 ‘모래’의 방언형으로 보면, ‘모래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
다. ‘모사골’은 ‘모새골’에서 제2음절의 ‘ㅣ’가 탈락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모사골’에 대해서는
‘사’를 ‘寺’로 보아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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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아거리
‘은재’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물방아’와 ‘거리’로 분석되며, ‘물방아가 있던 거리’로 해석된다. 이 거
리 주변에 조성된 들이나 마을을 후행 요소 ‘들, 말’ 등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바깥말
‘갈궁저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안말’과 짝을 이룬다. 전국
에 ‘바깥말’이라는 마을이 대단히 많다. ‘외촌(外村)’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바랑골
‘덤바위’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형이 ‘바랑(중이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바랑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한데, 대체로 그 유래를
이와 같이 설명한다. 그런데 ‘바랑골’은 ‘바른골’이 ‘바릉골’을 거쳐 나온 어형일 수도 있고, ‘벼랑’을
지시하는 ‘바랑’과 ‘골’이 결합된 어형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지형이 곧고 바른 골짜기’로 해석
되고, 후자로 보면 ‘벼랑으로 이루어진 골짜기’로 해석된다.

바탕골
‘주걱날’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탕’은 중세국어에서 ‘본질’이라는 의미 이외에 ‘마당, 자리’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바탕’은 ‘마당’의 뜻이며 ‘넓고 평평함’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바탕골’은 ‘마당처럼 넓고 반반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박산(朴山)
‘홍산’ 동쪽에 있는 산이다. ‘박 씨’ 종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아재
‘은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물방아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다른 지역에도 ‘방아재’라는 고개가 많은데, 대체로 ‘방아처럼 생긴 고개’로 해석한다.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는 고개를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 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배거리/백거리
‘주라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를 ‘舟’의 뜻으로 보아 저수지가 되면 배가 뜰 것이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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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배’를 ‘梨’의 뜻으로 보아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거리’ 또는
‘배거리’라고 하다가 이것이 ‘백거리’로 변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백거리’는 ‘배거리’에 ‘ㄱ’이
첨가되거나 이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뱃거리’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배거리’는 ‘배골’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배고리’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배골’이라는 골짜기가 전국에 대단히 많다. 대
부분의 지역에서 ‘배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물론 ‘지형이 배를 닮은 골짜기’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배거리’가 ‘배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배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한
편 ‘배’를 ‘바위’로 보면 그 유래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

뱀날
‘은재’ 입구 마을 자랑비가 서 있는 능선을 가리킨다. ‘뱀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산등성이’라는 뜻이
다.

버드나무골
‘은재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버드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버드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범박골
‘은재’ 북쪽 ‘큰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범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이것에 ‘ㅅ’이 개재
된 ‘범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범바골’은 ‘범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범바위골’은
‘범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 또는 ‘범이 살던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범바골’
이나 ‘범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벼락바위
‘달바위’ 위에 있는 바위이다. ‘벼락’을 ‘낙뢰(落雷)’의 뜻으로 보아, ‘벼락을 맞아 부수어진 바위’로
해석한다. 전국에 ‘벼락바위’라는 바위가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그 유래를 설명한다. 그러나 ‘벼
락’은 ‘벼랑’의 방언형이어서 ‘벼락바위’는 ‘벼랑으로 이루어진 바위’로 해석된다. 이 바위가 있는 들
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보떼미산(洑-山)/보염이산(洑-山)
‘은탄분교’ 뒤에 있는 산이다. 산을 막아 큰 저수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그러나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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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집골
‘빈박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 ‘부엉이식당’이 있는 곳이다. ‘부엉이집’은 ‘부엉이가 사는 집’, 곧
‘큰 바위’를 가리킨다. 부엉이는 바위에서 서식한다. 이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부엉이집골’이다.
‘큰부엉이집골’과 ‘작은부엉이집골’로 나뉜다.

북당골(-堂-)
‘갈궁저리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붓당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붓당골’은 ‘불당골’에 사이시
옷이 개재된 ‘붌당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붌당골’의 ‘불당’은 ‘佛堂’이고, ‘골’은
‘谷’의 뜻이므로 ‘붌당골’은 ‘불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붓당골’이나 ‘북당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북당’은 ‘북당골’을 비롯하여 ‘북당말, 북당산, 북당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활발히 쓰인다.

불당산(佛堂山)/천지봉(天-峰)
‘은재’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불당(佛堂)’은 ‘부처님을 모신 신당’이라는 뜻이다. 이 신당이 있던 산
이 ‘불당산’이다. ‘천지봉’은 ‘천제봉(天祭峰)’의 변형으로, ‘천제를 올리던 산’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음력 1월 14일 저녁에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빈박골
‘거문박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빈박’은 바위 이름으로 추정되나 그 어원은 알 수 없다.

산골(山-)/살골
‘모새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을 ‘살-[生]’의 관형사형으로 보아, ‘난’을 피해 살만한 골짜기여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산’은 ‘山’으로 추정되어 ‘산골’은 그야말로 ‘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살골’은 ‘산골’의 변형이다. ‘산’은 ‘도라산’이 ‘도라살’로, ‘동산미’가 ‘동살미’로
나타나는 예 등에서 보듯 ‘살’로 변하기도 한다. ‘산곡(山谷), 산동(山洞)’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될
수 있다.

살고개[살꼬개]
‘갈궁저리’에서 ‘은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은 산에 있던 여러 굽이의 경사진 좁은 길이었는데,
지금은 큰 도로로 변하였다. ‘살고개’의 유래는 ‘살’의 의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살’은
‘화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살고개’는 ‘화살처럼 좁고 긴 고개’로 해석된다. 둘째, ‘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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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山)’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감살뫼, 고살메, 남살메, 당살메, 도리살’ 등에서 보듯 ‘산’이 ‘살’
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살고개’는 ‘산고개’와 같이 ‘산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셋째, ‘살’
은 ‘살구’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살고개’는 ‘살구나무가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살고개’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이 의외로 많다. 이런 지역에서는 ‘행현(杏峴)’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
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살고’로 나오며, ‘葛灘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삼성고개
‘은재’ 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은재’에서 ‘느랑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삼성’을 ‘三姓’으로 보아 ‘장
씨’, ‘윤 씨’, ‘김 씨’ 등 세 성 씨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고개에 올라와 상의를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삼신당(三神堂)(1)
‘태봉산’에 있는 절이다. ‘용수암(龍水岩)’이라고도 한다.

삼신당(三神堂)(2)
‘도룡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삼신당(三神堂)’은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당’이라는 뜻이다. ‘삼신당’
아래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세게
‘은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주변에서 가장 큰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소두머니/우담(牛潭)/이심소(-沼)/이시미소(-沼)/뒷소(-沼)
‘갈궁저리’ 앞 기암절벽 밑에 있는 깊은 물이다. ‘소두머니’에 대해서는 “해질 무렵이면 이곳을 지나
는 행인마다 간데없이 갓만 물 위에 떠 있고, 농사꾼이 매어 놓은 소도 자주 없어지곤 하여 이무기
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농사꾼이 칡넝쿨로 소머리를 잡아매어 물가에 담아 두었
더니 그 소머리는 그대로 칡넝쿨에 달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리하여 이 여울을 ‘우두머
리’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소두머니’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연못이 ‘소’의 머리처럼 생겨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연못이 소가 누워 있는 형상(臥牛形)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소두문니’로 나온다. 이는 ‘소두무니’의 ‘ㄴ’
첨가 어형이고, ‘소두무니’는 ‘소두머니’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리고 ‘소두머니’는 ‘소두머리’의 변형
이다. 이는 ‘용두머리’가 ‘용두머니’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용두머리’가 ‘龍頭’에 ‘頭’와 의미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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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중복된 형태이듯, ‘소두머리’도 ‘頭’와 의미가 같은 ‘머리’가 중복된 형태이다. 그러나 ‘소’가
정말 ‘牛’의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이심소(-沼)’ 또는 ‘이시미소(-沼)’에 대해서는 “뱀이 용
이 되려면 적어도 들에서 10년, 산에서 10년, 물에서 10년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30년 세월을 보낸
뱀이 용이 되기 위해 안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임신한 아낙네가 용이 올
라간다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부정을 타 용이 되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이 깊은 물
을 ‘이시미소’라 하였으며 이때부터 이 부근에 소를 매어 놓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시미’가 나와
서 소를 잡아먹고는 물로 들어가고 일년에 한 번 씩 물밖에 나와서 기어 다니는 통에 부근 주민들
은 공포에 떨었다. 일년 중 7월 칠석날에는 처녀 한 사람씩을 잡아먹었다.”와 같은 전설이 전해 온
다. ‘이시미’는 일부 지역에서 ‘이무기’의 방언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이시미소’는 ‘이무기가 사는 소’
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용이 사는 ‘용소(龍沼)’와 비교된다. ‘뒷소(-沼)’는 ‘은재’ 마을에서 ‘이심소’를
부르는 이름이다. 마을 뒤에 있는 소여서 그렇게 부른다. ‘연담리’의 ‘소두머니’를 참조하라.

쇠적골
‘주라골’ 중간 입구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적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쇠점골(-店-)’과 관련
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쇠점골’은 ‘쇠점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큰쇠적골’과 ‘작은쇠적골’로
나뉜다.

승적골
‘세게’ 골짜기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승적골’이라는 골짜기가 적
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로 보면 ‘적골’은 ‘절골’과 관련된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승적골’은 ‘승젌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승젓골’이 되고 ‘승젓골’이 자음 동화하여 ‘승적골’이 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성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적
골’의 ‘승’은 ‘성’에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
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
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안말
‘갈궁저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쪽에 들어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바깥말’과 짝을 이룬다.

여우내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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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에서 오창읍 여천리 ‘여우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여우내’와 ‘고개’로 분석된다. ‘여우내’의
‘여우’는 동사 어간 ‘여위-’의 모음 변화형이다. ‘여위-’는 중세국어에서 ‘파리하다[瘦]’는 뜻 이외에
‘마르다[乾]’는 뜻으로도 쓰였다. ‘여위내’의 ‘여위-’는 ‘마르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위
내’는 ‘마른 내’로 해석된다. 내에 모래나 돌이 많아 물이 땅속으로 흘러 바닥이 늘 말라 있는 내를
그렇게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건천(乾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여위내’에서 제
2음절의 부음 ‘ㅣ’가 탈락한 어형이 ‘여우내’이다. 그러므로 ‘여우내’도 ‘마른 내’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여우내’에서 ‘우’가 탈락하여 ‘여내’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우내’로 넘어가는 고개가 ‘여우
내고개’이다.

여우내골
‘명박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은재’ 남쪽 산에 ‘여우내골, 명박골, 원구내미, 삼성고개’ 등이 있
다. ‘여우내’는 ‘마른 내’라는 뜻이다. 이 내가 흐르는 골짜기가 ‘여우내골’이다. 여우가 많아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믿을 수 없다.

오산(吳山)
‘박산’ 옆에 있는 산이다. ‘오 씨’ 종산(宗山)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고내미(院-)/원구내미(院-)
‘은재’에서 오창읍 ‘원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원골너미(院-)’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원골너미’에서
‘ㄴ’ 앞의 ‘ㄹ’이 탈락하여 ‘원고너미’가 되고, ‘원고너미’가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원고네미’로
변한 뒤에 ‘ㅔ>ㅐ’에 따라 ‘원고내미’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골(院-)로 넘어 가는 곳’으로 해석된
다. ‘원골’은 오창면의 ‘원리(院里)’를 가리킨다.

원골(院-)
‘은재’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원’은 ‘원집(院-)’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원골’은 ‘원집이 있던 골짜기’
로 해석된다. 지금 이곳을 파보면 고급 기와가 나오고 있다. 전국에 ‘원골’이라는 골짜기 내지 마을
이 많은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에 행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던 원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한다. 간혹 ‘서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윤핑이쥐골
‘정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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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끝모롱이
‘은재’에 있는 모롱이다. ‘은끝’은 ‘은성의 끝 지점’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있는 ‘모롱이(산모퉁이의
휘어 둘린 곳)’가 ‘은끝모롱이’이다. 예전에 이곳에서 은을 캤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은재/은성(銀城)
‘도룡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네 입구에 은구덩이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으로 설명한다. 실
제 은줄기가 있었고, 은을 캤다고 한다. ‘은성(銀城)’은 ‘은재’의 ‘재’를 ‘城’으로 바꾼 한자 지명이다.
이 마을이 성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관련된 지명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은’로 나오고 ‘銀城’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은재방죽(隱-防-)
‘은재’에 있는 방죽이다.

은탄리백자요지(銀灘里白磁窯址)
‘도룡골’에 있는 요지이다.

은하봉(-峰)/신하봉(臣下峰)
‘도룡골’ 앞 남쪽에 있는 산이다. ‘은재’ 쪽에서는 ‘신하봉(臣下峰)’이라고 한다. ‘홍산’ 정상 밑에 있
는 봉우리이다.

장승거리
‘은재’ 입구에 있는 들이다. ‘장승이 서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이 주변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절골[절꼴]
‘큰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절터가 남아 있다.

절터골
‘자근쇄적골’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정골/증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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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점골(店-)’이 변하여 ‘정골’이 되고, ‘정골’이 변하여 ‘증골’이 된
것이다. ‘점골’은 ‘사기점이나 옹기점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정골’이나 ‘증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정’을 ‘正’으로 음차하여 표기하기도 한다. 전국에 ‘정골’이나 ‘증골’이라는 골짜
기가 많다. 사기점이나 그릇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며, ‘점골’과 같이 쓰이는 지역도 있다.

주걱날
‘주라골’ 가는 중간에 있는 산등성이다. ‘주걱’과 ‘날’로 분석되며, ‘주걱처럼 생긴 산등성이’라는 뜻이
다. ‘주걱’은 ‘주걱날’을 비롯하여 ‘주걱등, 주걱바우, 주걱배미, 주걱봉, 주걱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주라골/취라(吹羅)
‘은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천주교인들이 들어와 형성한 마을이다. ‘바라’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주라’는 ‘주라들, 주라벌, 주라재’ 등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 어원을 알기 어렵다. 다만 ‘줄’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주라골’에 대해 ‘줄골’
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쓰이고, ‘달골’이 ‘다라골’, ‘솔골’이 ‘소라골’, ‘살골’이 ‘사라골’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줄골’로부터 ‘주라골’이 변형되어 나올 수 있다. ‘줄골’에 대해서는 ‘줄처럼 좁고 긴 골짜
기’ 또는 ‘줄풀이 많이 나는 골짜기’, ‘줄지어 서 있는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
라골’이 ‘줄골’의 변형이라면, ‘주라골’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골짜기
가 아주 길고 좁은 것을 보면 ‘줄처럼 좁고 긴 골짜기’라는 유래 설이 어울린다. ‘취라(吹羅)’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라’를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지리미골
‘명박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지리미’를 ‘지렁이’와 관련된 어형으
로 보면 ‘지렁이처럼 가늘고 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진날
‘북당골’ 밑에 있는 산등성이다. ‘윤 씨’ 종산이다. ‘긴날’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긴’은 ‘길-[長]’의 관형
사형이고, ‘날’은 ‘산등성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긴날’은 ‘길게 이어진 산등성이’로 해석된다. 아울
러 ‘진날’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천지봉(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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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천제봉(天祭峰)’의 변형이다. ‘천제봉’은 ‘천제를 올리던 산’이라
는 뜻이다. 아울러 ‘천지봉’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취적대(吹笛臺)
‘청소년수련원’ 앞에 있는 산이다. 신선이 바위에 앉아 피리를 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한다.

큰골
‘갈궁저리’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규모가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예전에 이곳에 절이 있었
다고 한다.

태봉산(胎峰山)
‘도룡골’ 마을에 있는 산이다. ‘태봉(胎峰)’은 ‘태를 묻은 산’이라는 뜻이다. 임금의 태를 묻었다고 한
다. ‘태봉’에 ‘봉(峰)’과 의미가 같은 ‘산’을 덧붙인 어형이 ‘태봉산’이다.

토골
‘도둑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터골’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터골’은 ‘집터가 있는 골짜기’라
는 뜻이므로, ‘토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한편 ‘토’를 한자 ‘土’로 본다면 ‘토골’은 ‘황토가 나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평사십리(平沙十里)
‘농다리’에서 ‘소두머니’까지 펼쳐진 모래사장을 가리킨다.

평풍바위
‘청소년수련원’ 산속에 있는 바위이다. ‘병풍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호랭이바위
‘갈궁저리’ 뒷산에 있는 바위이다. ‘호랑이바위’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호랑이가 살던 바
위’라는 뜻이다. 바위에 호랑이가 살 만한 큰 굴이 있다. 6·25 한국 전쟁 때 이곳으로 피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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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산(洪山)
‘은재’ 동쪽에 있는 산이다. ‘홍 씨’ 종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새바위
‘홍산’에 있는 큰 바위이다. ‘황새가 서식하는 바위’라는 뜻이다. 바위가 집채만 한데 황새가 날아든
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바위가 황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전국에 ‘황새바
위’ 또는 ‘황새바우’라는 바위가 많은데, 대체로 ‘황새처럼 생긴 바위’, ‘황새가 사는 바위’ 등으로 해
석한다.

평산리(平山里)


본래 진천군 문방면(文方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이티리
(梨峙里), 평사리(平沙里), 통산리(通山里)를 병합하여 평사(平沙)와 통산(通山)의 이름을 따서
평산리(平山里)라 명명하고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

감나무골
‘성주머니’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감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갓모바위(-帽-)/간너바위
‘멍석바위’ 위쪽 물속에 있는 바위이다. ‘갓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던 고깔과 비슷
하게 생긴 물건’을 가리킨다. 지금은 ‘갈모’로 쓰고 있다. ‘갈모’처럼 끝이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갓모바위’이다. ‘갓모바위’를 ‘간너바위’로 발음하기도 한다.

굴고개(窟-)
‘성주머니’에서 ‘굴테’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거북고개’가 변하여 ‘굴고개’ 또는 ‘굴티’가 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굴’은 ‘窟’이어서, ‘굴고개’는 ‘굴이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꺼먹바위
‘배티’ 앞산 ‘배티고개’에 있는 바위이다. ‘검은 색의 바위’라는 뜻이다.

남새미들/남생이들
‘장머리고개’ 밑에 있는 들이다. ‘성주머니’ 서쪽이 된다. ‘남생이들’이라고도 한다.

너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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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머니’ 남쪽 산 밑에 있는 들이다. 제보자에 따라서는 산을 가리키기도 한다. 전국에 ‘너더리’라
는 들 이름이 대단히 많다. ‘너더리’에 대해서는 ‘너’와 ‘더리’로 분석한 다음 ‘너’를 ‘널(널빤지)’로 보
고, ‘더리’를 ‘다리[橋]’로 이해하여 ‘널로 놓은 다리’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판교
(板橋)’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한편 ‘너더리’가 ‘들’ 이름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리’를 ‘들’과 관
련된 어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너더리’는 ‘너들’로 소급한다. ‘너들’이 ‘너덜’로 변한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너더리’가 될 수 있다. ‘너들’은 ‘널들’에서 ‘ㄷ’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너더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 들은 대단히 넓다. ‘너더
리’에 ‘광평(廣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곳도 있어, ‘너더리’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들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너더리’는 ‘너더리골,
너더리다리, 너더리들, 너더리못, 너더리벌, 너더리보’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능고개(陵-)
‘안능’에서 은탄리 ‘주라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능’은 한자 ‘陵’이며, 구체적으로는 세종 대(世宗
代)에 정승을 지낸 ‘남지(南智)’라는 사람의 묘소를 가리킨다. 이 묘소가 있는 고개가 ‘능고개’이다.

대박골/죽전(竹田)
‘성주머니’ 서쪽 1㎞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대밭골’이 ‘대밧골’을 거쳐 ‘대박골’이 된 것이다. ‘대밭
골’은 ‘대나무 밭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대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마을 뒷산
이 대밭이었다고 한다. ‘죽전(竹田)’은 ‘대밭골’의 ‘대밭’을 한자로 바꾼 지명이다. 옛날 이곳에 ‘죽사
(竹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대박골방죽(-防-)
‘대박골’에 있는 방죽이다. ‘대박골’은 ‘대밭골’의 변형으로 ‘대나무 밭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인데, 마
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 마을에 있는 방죽이 ‘대밭골방죽’이다. 지금도 방죽이 있다.

대운사지(大雲寺址)
‘양천산’에 있는 절터이다. <常山誌>에 “양천산 아래에 대운사(大雲寺)’가 있었는데, 고려 시대에는
수백 간의 큰 사찰이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덤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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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박골’에 있는 바위이다. ‘덤’은 ‘더미’와 같아서 ‘여러 바위가 더미로 얹혀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가암(加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덤바구, 덤방우, 덤바위’ 등으로 나타나
기도 한다. ‘덤바우’는 ‘덤바우골, 덤바우들, 덤바우보, 덤바우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 중 ‘덤바위골’은 ‘덤바골’ 또는 ‘덤박골’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덤박골
‘아래배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덤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덤바골’에 ‘ㅅ’이 개재된
‘덤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덤바골’은 ‘덤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덤바위골’의 ‘덤
바위’는 ‘여러 바위가 더미로 얹혀 있는 바위’라는 뜻이고,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덤바위골’이다.
아울러 ‘덤박골’도 ‘덤바위라는 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뎀박골’로 나타나
기도 한다.

돌내깔/돌내깰
‘성주머니’에서 서쪽으로 4㎞ 지점에 있는 내이다. ‘돌[石]’과 ‘내깔’로 분석된다. ‘내깔’은 ‘내[川]’의
방언형이어서 ‘돌내깔’은 ‘돌이 많은 내’로 해석된다. 실제 바위돌이 많다고 한다. ‘돌내깰’로 발음하
기도 한다.

두껍바위
‘배티’ 앞산에 있는 바위이다. ‘두껍’과 ‘바위’로 분석되며, ‘두꺼비를 닮은 바위’로 해석된다.

두루봉(-峰)/두리봉(-峰)
‘방아봉’ 위에 있는 산이다. ‘두루-’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두루-’는 동사 어간 ‘두르-[圓]’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러므로 ‘두루봉’은 ‘둥근 모양의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아울러 둥근 봉우리가 있는
산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두루봉’은 지역에 따라 ‘두로봉, 두류봉, 두리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
난다. 이들 산은 산봉우리가 둥글고 산세가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뒤리골
‘대박골’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를 ‘後’의 뜻으로 보아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한편 ‘뒤리골’을 ‘두리골’에 ‘ㅣ’가 첨가된 형태로 보면 그 유래 설명이 달라진다. ‘두리골’
의 ‘두리’는 ‘두리등, 두리봉’ 등에 보이는 ‘두리-[圓]’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리골’, 곧 ‘뒤리골’은
‘지형이 둥글고 반반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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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암폭포(蔓岩瀑布)
‘양천산’에 있는 폭포이다.

망재
‘성주머니’ 북쪽에 있는 산이다. ‘굴테’ 뒷산이다. 외적의 침입을 살피는 망대(망루)처럼 생겼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망재’라는 고개가 흔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망’을 한자 ‘望’
으로 보고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어망을 쳐놓고 고기떼가 몰려오는 것을 살피던 곳
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망’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망재’의 유래를 정
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혹시 ‘망바우’의 ‘망’과 같이 ‘큰’으로 이해하여 ‘망재’를 ‘큰 고개’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역에
따라서는 ‘망째’로 나타나기도 한다.

맷돌바위
‘아들바위’ 밑에 있는 바위이다. ‘맷돌’은 ‘곡식을 가는 데 쓰이는 재래식 기구’이다.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맷돌중쇠로 연결하여 포개고, 윗구멍으로 곡식을 넣어 위짝을 손잡이로 돌려서 갈게 된다.
‘맷돌’처럼 생긴 바위가 ‘맷돌바위’이다. ‘맷돌’에 두 개의 돌이 포개져 있듯이 바위 위에 또 다른 바
위가 얹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를 그렇게 부른다. ‘맷돌바위’라는 바위가 전국에 대단히 많
다. 지역에 따라서는 ‘맷돌바구, 맷돌방구, 맷돌바우, 맷독바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멍석바위
‘돌내깔’에 있는 바위이다. ‘멍석’과 ‘바위’로 분석되며, ‘멍석처럼 넓은 바위’로 해석된다. 실제 멍석
처럼 넓으며, 2~3m 깊이의 소를 이루고 있다.

묵노골
‘안능’ 서쪽의 은탄리 ‘주라골’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묵논골’에서 ‘ㄴ’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된
다. 전국에 ‘묵논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묵논’은 ‘묵힌 논’이라는 뜻이다. 이 ‘묵논’이 있는 골짜기
가 ‘묵논골’이다. ‘묵노골’이 ‘묵논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방아봉(-峰)
‘배티’ 남쪽에 있는 산이다. ‘방아’와 ‘봉(峰)’으로 분석되며, ‘방아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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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골
‘배티’에서 물 건너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
로 해석된다.

배티(1)/배고개/백고개/이티(梨-)
‘배티’ 마을 앞산에 있는 고개이다. ‘배티’에서 ‘평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배’를 ‘梨’의 뜻으로
보아 고개에 ‘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실제 이 고개에는 돌배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이티(梨-)’는 ‘배’를 ‘돌배나무’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다. 한편 ‘배’는 ‘바위’의 방언형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배티’는 ‘바위가 있는 고개’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실제 이 고개에는 ‘꺼먹바위’라
는 바위가 있다. ‘백고개’는 ‘배고개’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이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뱃고개’
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배티(2)
‘배티’ 고개 밑에 형성된 마을이다. ‘아랫배티’와 ‘윗배티’로 나뉜다.

배테앞들
‘아랫배티’ 앞에 있는 들이다. ‘배테’는 ‘배티’의 변형이다.

범바우
‘범박골(붐박골)’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이다. ‘범이 살던 바위’라는 뜻이다. 돌 속에 굴이 뚫려 있다.

범박골/붐박골
‘배티’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범박골’은 ‘범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범바골’에 사
이시옷이 개재된 ‘범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범바골’은 ‘범바위골’로 소급한다. ‘범바위골’은 ‘범
이 살던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범바골’이나 ‘범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범박골’을 ‘붐박골’로 발음하기도 한다.

벼락바위
‘평사’ 남서쪽 하천가에 있는 기암괴석으로 평사 8경의 하나이다. ‘벼락’은 ‘벼랑’의 방언형이어서,
‘벼락바위’는 ‘벼랑으로 이루어진 바위’로 해석된다. 바위 아래 잡다하게 흩어져 있는 돌이 마치 호
표(虎豹, 호랑이 무늬)와도 같다고 한다. ‘별학바위’로 쓰고 ‘別鶴岩’을 대응하기도 하나 이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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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복사골
‘배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복사’는 ‘복숭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복사골’은 ‘복숭아나무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북당골(-堂-)
‘배티’에서 북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붓당골’은 ‘불당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붌당골’
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붌당골’의 ‘불당’은 ‘佛堂’이고, ‘골’은 ‘谷’의 뜻이므로 ‘붌당
골’은 ‘불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붓당골’이나 ‘북당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북
당’은 ‘북당골’을 비롯하여 ‘북당말, 북당산, 북당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활발히 쓰인다.

삼신당이들(三神堂-)
‘안능’ 남쪽에 있는 들이다. ‘삼신당들(三神堂-)’에 접미사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삼신당’이 있던
들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주머니(城-)/아랫통산(-桶山)
‘대박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성을 쌓아 놓은 듯 산으로 둘러싸이고 동쪽 부분이 틔어 있
어 성문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하여 지형이 ‘城址門(성지문)’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변하여 ‘성주머니’가 된 것으로 본다. ‘성지문’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성지무니’가 ‘성주머
니’로 변할 수는 있어도, 이와 같은 유래 설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오히려 ‘城(성)’과 ‘주머니’
가 결합된 어형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한다. 이곳이 성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또 한쪽만
틔어 있는 것이 마치 주머니처럼 보인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는 ‘셩주문니’로 나오고 ‘通山’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아랫통산’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통산(桶山)’은 ‘성주머니’와 ‘대박골’을 아우른다. ‘통산’은 ‘통미(桶-)’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통미’
는 ‘통처럼 작고 둥근 산’이라는 뜻이다. ‘성주머니’ 동쪽에 통처럼 둥근 산이 있다.

쉬골
‘대박골’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쉬’는 ‘수렁’을 뜻하여, ‘수렁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
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지금은 쉬를 메워 인삼밭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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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팅이
‘통미’에 있는 들이다. ‘신통미’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팅이’는 ‘골팅이, 고래팅이, 조롱팅이’
등에 보이는 ‘-팅이’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들바위
‘배티’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두껍바위’ 옆이 된다. 바위에 돌을 던져 얹히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
이 전한다.

아랫배티/덕하(-下)
‘배티’ 동쪽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가운데에 언덕이 있는데, 그 아래가 된다. ‘언덕 아래’에 있어서
‘덕하’라고도 한다.

아래통미(-桶-)
‘통미’ 동쪽 아래에 있던 마을이다. ‘통미(桶-)’는 본래 ‘통처럼 작고 둥근 산’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 산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통미’ 마을의 아래쪽이 ‘아래통미’이다.

안밭테
‘아랫배티’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안밭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안밭터’는 ‘안’과 ‘밭터’로 분석
된다. ‘밭터’는 ‘밭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고, 이곳의 안쪽이 ‘안밭터’, 곧 ‘안밭테’이다.

양천산(凉泉山)/양치산(凉-山)
‘안능’ 뒷산이다. 평산리, 은탄리, 사양리에 걸쳐 있다. ‘양천’을 ‘良泉’으로 보아 산 정상에 찬물이
솟는 좋은 샘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양’을 ‘梁 氏’로 보아 양 씨 성을 가진 사람
천 명이 피란한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양천’을 ‘養千’으로 보아 임진왜
란 때 마을 사람을 구해준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천’은 ‘凉泉’이어
서 ‘찬물이 솟는 샘’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朝鮮寰輿勝覽>에는 ‘凉天山’으로, <忠淸道邑誌>
와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楊泉山’으로 나온다. ‘양치산’은 ‘양천산’의 변형으로 추정
된다.

양천산성(凉泉山城)
‘양천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석축(石築) 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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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탄(梧桐灘)
‘평사’ 마을 입구에 있는 세 골짜기의 물이 합수되는 여울이다. 이곳 여울 근처에 오래된 오동나무
수십 주가 있어서 ‘梧洞灘’이라 명명한 것이다.

왜마루/오얏마루
‘성주머니’ 앞에 있는 들이다. ‘오얏마루’는 ‘오얏마루들’에서 ‘들’이 생략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오얏’
은 ‘오얏나무’를 가리키고 ‘마루들’은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오얏마루들’은 ‘오얏나무가
있는 넓은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오얏마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곳에는 예전에 큰
오얏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왜마루’는 ‘오얏마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왜마루’
도 ‘오얏마루’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에 ‘왜마루’라는 마을이 많은데, 대체로 ‘기와점이 있던
마을’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곳의 ‘왜마루’는 ‘와말(瓦-)’에서 변형된 것이다.

웃고개
‘윗배티’ 동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위쪽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윗배티/안능(-陵)
‘배티’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 산소가 있는 안쪽 지역이어서 ‘안능(-陵)’이라고도 한다.

장머리고개(獐-)
‘성주머니’에서 장월리 ‘장머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월리의 ‘장머리’를 참조하라.

장암창벽(丈岩蒼壁)
‘봉서암’과 강을 따라 이어진 절벽이다. 가파른 계곡과 절경을 이룬다.

절터
‘대박골’ 뒷산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다.

죽뱅이
‘웃고개’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죽방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죽방이’는 ‘죽방’에 접미
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죽방’은 ‘죽제품을 만들어 팔던 집’을 가리킨다. 작은 대나무가 많은 지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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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골(-上-)
‘통산’에서 동남쪽으로 1.5㎞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상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정상’은 ‘井上’
이어서, ‘정상골’은 ‘샘 위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증상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
제 이곳에 샘이 있다고 한다.

진골
‘통산’ 마을에서 ‘굴티고개’로 가는 길에서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질’을 형용사 어간 ‘질-’로 보아
땅이 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그렇게 보기 어렵다. ‘긴골’의 구개음화 형태로서 ‘길게 뻗
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실제 이 골짜기는 아주 길다.

초당앞들(草堂-)
‘안밭테’ 북쪽에 있는 들이다. ‘초당앞(草堂-)’과 ‘들’로 분석된다. ‘초당(草堂)’은 ‘집의 원채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억새나 짚 따위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채’를 가리킨다. ‘초당’ 앞에 있는 들이 ‘초당앞
들’이다.

초막골(草幕-)
‘통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초막(草幕)’은 ‘짚이나 풀 따위로 지붕을 인 조그마한 집’을 가리킨
다. ‘초막’이 있는 골짜기나 마을이 ‘초막골’이다. 실제 이곳에는 농사용 초막이 있었다고 한다. ‘위
초마골’과 ‘아래초막골’로 나뉜다.

평사(平沙)
‘배티’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약 300년 전에 민태중(閔泰重) 선생과 송시열(宋時烈) 선생이
이 마을에서 만났는데, 송시열 선생이 민태중 선생에게 이곳에 기지(基地)를 잡으라 하며 ‘平沙’라
는 마을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平沙’라는 한자 지명의 의미를 고려하면 마을 앞에
넓은 모래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평사낙안(平沙落雁)
평산리에 있는 백사장이다. 이곳은 진천 3대천이 합수하는 지점으로, 하얀 모래밭이 10리를 뻗치
고 기암괴석이 많다. 모래밭이 기러기 떼가 날아와 앉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평사절경(平沙絶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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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리와 은탄리에 있는 ‘봉서대(鳳栖臺), 오동탄(梧桐灘), 장암창벽(丈岩蒼璧), 별학암(別鶴岩),
동룡대(東龍臺), 서룡대(西龍臺)’를 가리킨다.

평산리고인돌(平山里-)/변씨오형제바위(邊氏五兄弟-)
‘평사’ 마을 도로변에 있는 고인돌이다. 속칭 ‘변씨오형제바위(邊氏五兄弟-)’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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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리(九谷里)


본래 진천군 문방면(文方面) 지역이었다. ‘굴티고개’ 밑이 되므로 ‘굴티’ 또는 ‘구곡(九谷)’이라 하였
다고 한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내구리(內九里), 외구리(外九里) 및 덕문
면(德文面)의 차상리(次上里) 일부를 병합하여 구곡리(九谷里)라 명명하고 문백면(文白面)에 편입
하였다.

개바위
‘농다리’ 밑 ‘쌍바위’ 건너에 있는 바위이다. ‘개’와 ‘바위’로 분석되며, ‘개 모양을 한 바위’로 해석된
다. 전국에 ‘개바위’라는 바위가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그 유래를 설명한다.

구곡(九谷)
본래 구산동(龜山洞)이라 하였는데, 일제 때 ‘龜’ 자를 ‘九’ 자로 바꾸면서 ‘구곡리(九谷里)’가 된 것
으로 설명한다. 이보다는 골짜기가 아홉 개나 되어 ‘九谷’이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낫다.

구억말/궝말
‘내구’ 안에 있는 마을이다. ‘구억’은 ‘구석’의 방언형이어서 ‘구억말’은 ‘구석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
다. ‘궝말’은 ‘구억말’이 ‘궉말’로 줄어든 뒤에 자음 동화된 어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구역말, 국말,
공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억말고개
‘구억말’ 뒤에 있는 고개이다. ‘구억말’에서 ‘주내’로 나가는 고개이다.

굴고개(窟-)/굴티(窟-)/굴테(窟-)(1)
‘중리’에서 평산리의 ‘통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굴’과 ‘고개’로 분석되며, ‘굴이 있는 고개’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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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굴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굴테’는 ‘굴티’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굴테(窟-)(2)/효자촌(孝子村)
‘굴테’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중리, 내구, 외구’로 구성되어 있다. ‘굴테’는 ‘굴티’에서 변형된 어
형이다. 효자가 많이 나서 ‘효자촌(孝子村)’이라고도 한다.

까치목골
‘내구’ 북쪽, ‘지밋산’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까치목’과 ‘골’로 분석된다. ‘까치목’에 대해서는 ‘까치가
많은 길목’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까치’는 ‘아
치’와 관련된 어형으로 일반적으로 ‘작음’을 지시한다. 그렇다면 ‘까치목’은 ‘작은 목’으로 해석된다.
이 목이 있는 골짜기가 ‘까치목골’이다.

녹두서리
‘농다리’ 밑 미호천 가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에 초동(樵童)들이 ‘콩서리, 녹두서리’를 많이 해먹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녹두’와 ‘서리’로 분석된다. ‘녹두’는 ‘綠豆’일 가
능성이 있고, ‘서리’는 ‘무엇이 많이 모여 있는 무더기의 가운데’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농다리(籠-)/농교(籠橋)
‘선바위’ 앞 세금천(洗錦川)에 놓여 있는 다리이다. 신라 또는 고려 때 축조한 다리로 추정되나 정
확한 축조 연대는 알 수 없다. 낭비성(娘臂城)에서 도당산성(都堂山城)으로 통하는 길로 보고 있
다. 돌과 자갈을 섞어 둘레 2.5m, 높이 2m 가량 되게 쌓아 올려 지네의 발 형국으로 놓았는데, 아
무리 큰물이 나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큰 홍수로 다리 일부가 유실되었다. ‘농다
리’의 유래를 밟으면 움직이고 잡아당기면 돌아가는 돌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
고, 물이 다리 위로 넘쳐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농다리’의
‘농’은 한자 ‘籠’이기 때문이다. ‘농’은 ‘농다리’를 비롯하여 ‘농독, 농돌, 농바우, 농여’ 등에서 보듯 지
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농 궤짝을 쌓아 올리거나 농짝처럼 포개져 있는 듯한
형상의 지물(地物)을 ‘농’을 이용하여 명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농다리’는 ‘농 궤짝을 쌓아 올리듯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다리’로 해석된다. 실제 이 다리는 교각(橋脚)을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농교(籠橋)’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충북 지방유형문화
재 제2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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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배(籠-)
‘농다리’ 근처 개울을 가리킨다. ‘농’은 한자 ‘籠’이고, ‘배’는 ‘바위’를 뜻하여, ‘농배’는 본래 ‘농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농바위’와 같은 뜻이다. 이 ‘농배’가 있는 주변 개울을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망테산(-山)56)
‘중리’ 뒤에 있는 산이다. ‘망’을 ‘望’으로 보아 6·25 한국 전쟁 때 진천 봉화산 전투를 구경하던 산
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망테’를 ‘망태’, 곧 ‘망태기’로 보아 ‘망태기처럼 생긴 산’
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망태골, 망태논, 망태바우, 망태배미, 망태봉, 망태샘’ 등에서 보듯 ‘망태’를
이용한 지명이 대단히 많다. 이들에서도 ‘망태’를 ‘망태기’로 보고 있다.

모삼재
‘내구’와 ‘외구’ 마을 사이에 있는 산이다. ‘모삼’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모산’의 변형일 가능성
이 있다. ‘진재>짐재, 찬샘>참샘’ 등에서 보듯 종성의 ‘ㄴ’이 ‘ㅁ’으로 변하는 예들이 간혹 보인다. 그
렇다면 ‘모삼재’는 ‘모산재’로 소급한다. ‘모산’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유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못산’에서 동음 ‘ㅅ’이 탈락된 어형으로 본다. ‘못산’은 ‘못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모산’이 ‘못산’의 변형이라면 ‘모산’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못이 있는 산’으로 해석되
는 ‘모산’이 적지 않다. 이에는 ‘지산(池山)’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둘째는 ‘못안’의 또 다른
표기로 본다. ‘못안’, 곧 ‘모산’은 ‘못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못의 안쪽’으로 해석되는 ‘모산’
이 많다. 이에는 ‘지내(池內)’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이에 따르면 ‘모산재’, 곧 ‘모삼재’는 ‘못이
있는, 산에 있는 고개’ 또는 ‘못의 안쪽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문백광산(文白鑛山)
‘외구’의 ‘망테산’에 있는 아연 광산이다.

박굴티(-窟-)/박굴테(-窟-)/외굴(外窟)/외구(外-)
‘굴테’ 서남쪽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박’과 ‘굴티(窟-)’로 분석된다. ‘박’은 ‘(밗>)밖’으로 ‘外’의 뜻
이고, ‘굴테’는 ‘굴이 있는 고개’라는 뜻인데 그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56)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195)에는 ‘망재산’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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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굴테’는 ‘굴테 바깥쪽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박’을 ‘外’로 바꾼 한자 지명이 ‘외굴(外窟)’이고,
‘외굴’에서 제2음절의 종성 ‘ㄹ’이 탈락한 어형이 ‘외구’이다.

방아골
‘중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는 ‘방아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방앗간이 있던 골
짜기’,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 ‘연자방아가 있던 골짜기’, ‘방아처럼 긴 바위가 있는 골짜
기’ 등과 같은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지형이 디딜방아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설이 우세하고
믿을 만하다. 골짜기가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다.

뱀산(-山)
‘외구’에서 장월리 ‘장두’ 마을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산이다. ‘뱀이 많은 산’ 또는 ‘뱀처럼 산등성
이가 길고 구불구불한 산’으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배암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뱅골(1)
‘주내’ 북쪽에 있는 하천 주변이다. ‘뱀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뱀골’은 ‘뱀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큰 장마가 지면 하천이 뱀같이 꾸불꾸불 변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한다.

뱅골(2)
‘지밋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뱀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뱀처럼 길고 꾸불꾸불한 골짜기’라는 뜻이
다. 지금 제약회사가 들어와 있다.

부자충신문(父子忠臣門)/충신문(忠臣門)
구곡리 산 1-2에 위치한다. 임수전(林守荃)과 임현(林賢) 두 부자(父子)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조선 경종(景宗) 원년(1721)에 건립한 정려이다.

살고개[살꼬개]
‘굴테’ 동쪽 1㎞에 위치한 고개이다. 초평면 화산리로 넘어간다. 고개 너머 화산리에 부자 동네가
있었는데, 시주를 청하는 중의 부탁을 거절하자 중이 괘씸하게 여겨 앞산을 깎아 길을 내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거짓으로 속였다. 마을 사람들이 혹하여 앞산을 깎아 내리자 앞산 고개 부근에
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래서 그 고개를 ‘살고개(殺-)’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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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다. ‘살’은 ‘화살’일 가능성이 있어, ‘살고개’는 ‘화살처럼 좁고 긴 고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새보(-洑)
‘굴테’ 북쪽에 있던 보이다. 하천 정리로 없어졌다. 새로 만든 보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
보의 물로 농사를 짓는 들이 ‘새봇들’이다.

새보개(-洑-)/새보깨57)
‘지밋산’ 앞에 있는 들이다. ‘새보(-洑)’와 ‘개’로 분석된다. ‘새보’는 ‘새로 놓은 보’라는 뜻이고, ‘개’는
‘개울’의 뜻이다. 그러므로 ‘새보개’는 ‘새로 놓은 보가 있는 개울’로 해석된다. 이 개울이 흐르는 들
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새봇들(-洑-)
‘굴테’ 북쪽에 있는 들이다. ‘새보(-洑)’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보’는 ‘새로 만
든 보’라는 뜻이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새봇들’이다.

샛골
‘양신’과 ‘중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새’는 ‘間’의 뜻이어서 ‘샛골’은 ‘사이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
다. 대체로 골짜기 사이에 형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른다.

서낭고개
‘통산’에서 구곡리로 넘어오는 고개이다. ‘서낭’과 ‘고개’로 분석되며, ‘서낭당이 있던 고개’로 해석
된다.

서당재(書堂-)
‘중리’ 남쪽에 있는 산이다. ‘서당(書堂)’과 ‘재’로 분석되며, ‘서당이 있던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
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선바위
‘살고개’ 너머에 있는 바위이다. 예전에 ‘굴테’에서 임 장군 남매가 미호천에 다리 놓기를 내기했다
57)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194)에는 ‘새보제’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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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임 장군은 돌을 모아 놓기로 하고, 누이 장군은 긴 바위 한 개로 걸쳐 놓기로 하였다. 누이
장군이 여러 곳을 다닌 끝에 바위를 구해 가지고 왔으나 이미 임 장군이 다리를 다 놓은 상태였다.
화가 난 누이 장군이 이곳에다 바위를 던졌는데 이 바위가 ‘선바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선’은 ‘서-[立]’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선바위’는 ‘우뚝 솟아 있는 바위’
로 해석된다. 산비탈에 청벽(깎아지른 듯이 험한 바위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습바위
‘굴테’에서 동남쪽으로 500m에 있는 바위이다. ‘세습’의 어원을 알 수 없어 ‘세습바위’의 유래 또한
밝히기 어렵다. 바위 중간에서 항상 물이 솟는데 이 물을 세종대왕이 초정 약수터로 거둥하다 잠깐
들러 마셨다고 하여 어수천(御水泉)이라 한다.

쌍바위(雙-)
‘농다리’ 아래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쌍’으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골
‘망테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안굴테(-窟-)/내구(內九)/내굴(內窟)
‘굴테’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內]’과 ‘굴테’로 분석된다. ‘굴테’는 ‘굴티’의 변형으로 ‘굴이 있는
고개’라는 뜻인데, 이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지시하기도 한다. ‘굴테’ 마을 안쪽이 ‘안굴테’이다. ‘안
굴테’의 ‘안’을 ‘內’로, ‘굴’을 ‘窟’로 한자화한 지명이 ‘내굴(內窟)’이고, ‘내굴’에서 제2음절의 종성 ‘ㄹ’
이 탈락한 어형이 ‘내구’이다.

안산(案山)/앞산(-山)
‘중리’ 앞에 있는 산이다. ‘안산(案山)은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을 가리킨다. ‘앞산’과 의미가 같다.

양지말(陽地-)/양신(陽新)/아랫말
‘중리’ 북쪽 양지에 새로 조성된 마을이다. ‘양지(陽地)’와 ‘말’로 분석되며, ‘양지에 자리 잡은 마을’
로 해석된다. 아래쪽에 있어서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웃말’과 짝을 이룬다.

열녀문(烈女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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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 입구에 있다. 호조참판을 지낸 임대철(林大喆)의 처 은진 송씨(恩津宋氏)의 열행(烈行)을 기
리기 위해 세운 정문(旌門)이다.

웃말
‘중리’에 포함된 마을이다.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아랫말’과 짝을 이룬다.

이상테
‘중리’ 남서쪽에 있는 산비탈이다. 초평 이 씨네가 몰래 묘를 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그렇다면 ‘이상테’는 ‘이장터(移葬-)’에서 변한 어형이 된다.

장렬사(蔣烈祠)
‘양신’ 도로 변 왼쪽의 산자락 끝에 있는 사당이다. 고려 무인집권기의 권신 임연(林衍)을 비롯하여
상산 임씨 시조 흥화부원군(興化府院君) 상산백(常山佰) 임희(林曦), 그리고 조선 시대 호조참의
를 지낸 임구(林球)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주내/주냇들
‘굴테’에서 북동쪽으로 1㎞ 지점에 있는 들이다. 큰 하천 물을 끌어 오기 위해 물길을 내어 물을 돌
렸다고 하여 ‘주천’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주내’가 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줄내’
에서 ‘ㄴ’ 앞의 ‘ㄹ’이 탈락하여 ‘주내’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줄내’와 ‘주내’가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다. ‘줄내’는 ‘줄처럼 긴 내’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주르내들
‘외구’에서 동북쪽으로 2㎞ 떨어진 곳에 있는 들이다. 하천에서 물을 흘려보낸다고 하여 ‘주류천(-流
川)’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주르내’가 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주르내’는 ‘줄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줄내’의 유래를 알 수 없어 ‘주르내’의 유래 또한 밝히기
어렵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쥬루’로 나온다. ‘주르내’ 근처에 조성된 들이 ‘주르내
들’이다.

중리(中里)
‘박굴테’와 ‘안굴테’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어서 ‘중리(中里)’라 한 것이다.

지르골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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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억말’ 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질골’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어형이다. ‘질골’이라는 골짜기
가 전국에 대단히 많다. ‘땅이 진 골짜기’, ‘길이 사방으로 난 골짜기’, ‘긴 골짜기’ 등의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긴 골짜기’ 설이 믿을 만하다. ‘질골’이 ‘길골’에서 변형되어 나올 수 있고,
실제 이 골짜기가 대단히 길기 때문이다.

지밋산(-山)/제비산(-山)
‘안굴테’ 북쪽의 뒷산이다. 큰 홍수가 나 큰물이 흘러도 이 산이 피해를 막아주어 마치 ‘지어미’나
‘지아비’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하여 ‘지어미산’ 또는 ‘지애비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지밋산’ 또는 ‘제비산’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지밋산밑(-山-)
‘지밋산’ 북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지밋산밑들’에서 후행 요소 ‘들’이 생략된 어형이다.

칠리(七里)
구곡리 안의 일곱 마을을 가리킨다. 곧 ‘윗말, 중리, 샛골, 구억말, 평짓말, 양지말, 바깥굴테’를 묶어
부르는 지명이다.

칠성샛골(七星-)
‘중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칠성(七星)’과 ‘샛골’로 분석된다. ‘칠성’은 ‘칠성바위(일곱 개의 바위)’ 또는
‘칠성당’을 가리키며, ‘샛골’은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칠성바위가 있는 샛골’ 또
는 ‘칠성당이 있는 샛골’로 해석된다.

평짓말(平地-)/평신(平-)
‘내구’ 안에 있는 마을이다. ‘평지(平地)’와 ‘말’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으로 ‘평지에 있는 마
을’이라는 뜻이다. ‘양지말’과 붙어 있다. ‘평신’이라고도 한다.

풀무골
‘외구’ 서쪽 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풀무’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거나 골짜기에 ‘풀뭇간’,
곧 ‘대장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58)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195)에는 ‘제비골’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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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너/홍근너들
‘주르래’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홈건너’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논에 물을 대려고 홈통을 놓았는데,
그 건너 쪽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홍근너들’은 ‘홍건너들’에서 변
한 어형이다.

효자문(孝子門)
‘외구’ 입구에 있는 효자문이다. 전주 최씨(全州崔氏)의 정문이다.

장월리(長月里)


본래 진천군 문방면(文方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장두리(長
頭里), 월호리(月湖里), 어룡리(魚龍里)를 병합하여 장두(長頭)와 월호(月湖)의 이름을 따서 장
월리(長月里)라 명명하여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

가시보(-洑)
‘월호’ 서북쪽에 있던 보이다. 경지 정리로 보가 없어졌다. 보에 ‘가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하기도 하고, ‘어룡’ 마을 뒷산 끝에 있는 바위가 갓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
도 한다. 한편 ‘가시보’는 ‘갓보’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가싀보’에서 변한 ‘가스보’의 모음 변화형이
거나 ‘갓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가스보’의 모음 변화형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가시보’는
‘가장자리에 있던 보’로 해석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가시보’에 ‘紫洑’라는 한자 지
명이 대응되어 있다.

가시보들(-洑-)
‘가시보’ 주변에 있는 들이다. ‘가시보(-洑)’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들이 ‘가시보들’이다.

관진바다59)/간진바닥
‘장머리’ 북쪽에 있는 들이다. 장마에 제방이 유실되어 들에 바다와 같이 물이 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관진’과 ‘바다’로 분석된다. ‘관진’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지
만 ‘관진바다’를 비롯하여 ‘관진들, 관진못, 관진봉’ 등에서 보듯 비교적 지명의 선행 요소로 활발히
쓰인다. 지명에서 ‘바다’는 주로 ‘넓은 곳’을 지시한다. 넓은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관진바
다’라 한 것이다. ‘간진바닥’은 ‘관진바다’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59) 한글학회(1970:483)에는 ‘관진바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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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생이고개/남싱이고개/장머리고개(獐-)
‘장머리’에서 ‘성주머니’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남생이(자라)’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남생이’는 ‘남산이(南山-)’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남산이’가 ‘남상이’를 거쳐 ‘남생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남생이’는 ‘남산(南山)’과 같은 의미
가 된다. 이 산에 있는 고개가 ‘남산이고개’, 곧 ‘남생이고개’가 된다. ‘장머리고개’라고도 한다.

노루머리/장머리(獐-)/장두(獐頭)
‘월호’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지형이 노루의 머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노루머리’라는 지명이 전국에 아주 흔하다. 주로 산, 들, 마을 등의 이름으로 쓰인다. 대체로 ‘노루’
를 ‘獐’의 뜻으로 보고, 지형이 노루의 머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장머리
(獐-)’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노루’는 ‘느르’와 관련
된 어형으로 ‘길게 늘어진 형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루머리’는 ‘길게 늘어진 지형의
머리 부분’으로 해석된다. ‘장머리(獐-)’의 ‘머리’까지 한자로 바꾼 지명이 ‘장두(獐頭)’이다.

다람비/월호(月湖)

‘장머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다남, 달암뷔’로 나온다.
‘다람비’의 유래는 알기 어려우나 ‘달’을 포함하는 지명으로 추정된다. ‘달’을 ‘月’로 바꾼 지명이 ‘월
호(月湖)’이다. ‘월호’는 반달처럼 생긴 큰 호수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구월호

(舊月湖)’와 ‘신월호(新月湖)’가 있었는데, ‘구월호’는 수해로 폐동이 되었다.

대동골
‘월호’ 동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농지 정리로 없어졌다. ‘대동’은 ‘大洞’일 것으로 보이며, ‘큰골’에 대
한 한자 지명으로 추정된다.

돌담불
‘대동골’ 동쪽에 있는 들이다. ‘돌담불’은 ‘산이나 들에 모여 있는 돌무더기’라는 뜻이다. 돌이 많은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뒷구레
‘월호’ 북쪽에 있는 들이다. ‘뒤’와 ‘구레’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구레’는 ‘물이 늘 고여
있는 웅덩이’를 가리킨다. 이 웅덩이가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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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山)
‘월호’ 뒤에 있는 산이다.

마룻들
‘장두’ 동쪽에 있는 들이다. ‘마루’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마루’는 중세국어 ‘

[宗]’로 소급하며,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큰’, ‘넓은’ 등의 의미를 띤다. 이에 따라 ‘마루들’은 ‘큰
들’, ‘넓은 들’ 등으로 해석된다.

망북정(望北亭)
‘월호’에 있는 정자이다.

망재산(-山)/망테산(-山)
‘장머리’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평산리의 ‘망테산’을 참조하라.

안산(案山)
‘어룡’ 앞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알내께/내천(內川)
‘월호’ 남쪽 지역이다. ‘안내께’의 변형이다. ‘안내’는 ‘마을 안쪽으로 흐르는 내’라는 뜻이다. 이 내
근처가 ‘안내께’, 곧 ‘알내께’이다. ‘내천(內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어링이(魚-)/어룡(魚龍)
‘월호’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링이’는 ‘어룡이(魚龍-)’의 변형이다. ‘어룡(魚龍)’이라고도 한다.
동네 뒷산의 지형이 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어릉이산(魚-山)
‘어룡’에 있는 산이다. ‘어릉이’와 ‘산(山)’으로 분석된다. ‘어릉이’는 ‘어룡이(魚龍-)’의 변형이다. ‘어
릉이’, 곧 ‘어링이’ 마을에 있는 산이 바로 ‘어릉이산’이다.

열녀문재(烈女門-)
‘어룡’에서 사양리 ‘소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열녀문(烈女門)’과 ‘재’로 분석되며, ‘열녀문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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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개’로 해석된다.

은진송씨열녀문(恩津宋氏 烈女門)
구곡리 산9번지에 위치한다. 호조참판을 지낸 임대철(林大喆)의 처 은진 송씨(恩津宋氏)의 열행
을 기리기 위해 조선 철종(哲宗) 2년(1851)에 세운 정려이다.

장월들(長月-)
‘장머리’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주루래
‘한새울’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주르내’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주르내’는 ‘줄내’에 조음소 ‘으’가 개
재된 어형이다. ‘줄내’는 ‘줄풀이 많은 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이곳 내에는 줄풀이 많았다고
한다. 만약 ‘주루래’가 ‘줄내’로 소급한다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줄내’는 ‘줄처

럼 긴 골짜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쥬루들’로 나오고, ‘走牛
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최유경부자효자문(崔有慶父子孝子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문신인 최유경(崔有慶)과 그 아들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문이다.
최유경은 부친상을 당하여 6년 간의 묘막 생활을 하고, 그 아들은 모친이 병석에 눕자 자기의 허벅
지를 베어 봉양하는 등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이에 세종께서 정문 창건을 명하셨다고 한다.

칠성바위(七星-)
‘열녀문재’에 있는 바위이다. ‘칠성(七星)’과 ‘바위’로 분석된다. ‘칠성(七星)’은 ‘북두칠성’을 가리킨
다. ‘북두칠성’처럼 일곱 개의 바위가 모여 있는 바위를 그렇게 부른다. 주민들은 이곳 ‘칠성바위’가
고인돌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칠성바위’라는 바위가 전국에 대단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칠성
바구, 칠성바우, 칠성방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곱 개의 바위가 북두칠성
처럼 널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칠성암(七星岩)’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탕건바위(宕巾-)
‘어룡’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탕건(宕巾)’과 ‘바위’로 분석되며, ‘탕건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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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수바위
‘월호’ 북쪽 끝에 있는 바위이다. ‘망북정’ 뒤에 있다. ‘퉁수’는 ‘퉁소’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러므로
‘퉁수바위’는 ‘통소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옛날에 선비들이 이 바위에서 시를 읊고 퉁소를 불
며 풍류를 즐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한새울/한사울
‘월호’ 동쪽에 있는 들이다. ‘한새울’에 대해서는 ‘새’를 ‘新’의 뜻으로 보아 새로 생긴 들이여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한사울’에 대해서는 ‘사’를 ‘蛇’로 보아 도랑이 뱀처럼 구불구불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한사울’은 ‘한새울’에서 제2음절의
부음 ‘ㅣ’가 탈락한 어형으로 간주된다. ‘한새울’은 ‘한새골’로 소급한다. ‘한새골’의 제2음절 부음 ‘ㅣ’
에 영향을 받아 제3음절의 두음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한새올’이 되고 이것이 모음 변화에 따라
‘한새울’이 된 것이다. ‘한새골’의 ‘한새’는 ‘황새’의 고형이다. 그러므로 ‘한새골’은 ‘황새가 서식하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한새울’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한새골’이나 ‘한새울’이라는
골짜기, 마을이 많은데, 대체로 ‘황새가 서식하는 골짜기’나 ‘황새 형국의 골짜기’로 해석한다.

홍가래/홍까래
‘어룡’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홍 씨가 소유하고 있던 들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홍’은 ‘홈’의 자음 동화 형태여서, ‘홍가래’는 ‘홈통’이 놓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에는 ‘홍가래’와 어형이 유사한 ‘홍거래’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홈통이 있다’는 설명
이 붙어 있다. ‘홍가래’의 된소리 어형이 ‘홍까래’이다.

사양리(思陽里)


본래 진천군 문방면(文方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추동(楸
洞), 사암리(思岩里), 맹동(孟洞), 율계리(栗溪里), 호암리(虎岩里), 소가리(所加里), 양암리(陽岩
里), 내동(內洞)을 병합하여 사암(思岩)과 양암(陽岩)의 이름을 따서 사양리(思陽里)라 명명하
고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

가래골/추동(楸洞)
‘중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붙여진 한
자 지명이 ‘추동(楸洞)’이다. 전국에 ‘가래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 이와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한편 ‘가래골’을 ‘가라골’에 ‘ㅣ’가 첨가된 형태로 본다면 ‘가르골, 갈골’과 같이
‘갈라져 나온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고사골
‘사미’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곱돌’이 나는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
니다. 전국에 ‘고사골’ 또는 ‘고삿골’이라는 골짜기가 여러 군데 있다. ‘고사’를 ‘古寺’로 보아 ‘옛 절
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고사’를 ‘상엿집’으로 보아 ‘상엿집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기
도 한다.

고양이봉(-峰)/고이봉(-峰)
‘사미저수지’ 위쪽, ‘풀무골’ 입구에 있는 산이다. ‘고양이’와 ‘봉(峰)’으로 분석되며, ‘고양이 형상의
산’으로 해석된다. ‘고이’는 ‘고양이’에 대한 옛말이다. 그리하여 ‘고이봉’도 ‘고양이봉’과 같은 의미를
띤다. ‘풀무골’을 두고 ‘쥐봉’과 마주보고 있다.

공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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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싱이’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공을 치고 장을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굴골[굴꼴]
‘새작골’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굴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호랑이 굴이 있는데, 굴속에서 4
명이 화투 놀이를 한 곳이라고 한다.

궉토
‘중리’ 마을 뒤쪽이다. ‘구억터’로 소급한다. ‘구억터’가 ‘궉터’로 축약된 뒤에 모음이 변하여 ‘궉토’가
된 것이다. ‘구억터’의 ‘구억’은 ‘구석’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구억터’는 ‘구석에 있는 터’로 해석된
다. 아울러 그 축약형인 ‘궉토’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그럭재/그륵재고개
‘사미’에서 옥성리 ‘오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그럭재’라는 고개가 전국에 몇 군데 확인된다. 대부
분의 지역에서 고개의 지형이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雁峙(안
치)’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고개가 길고 가파르다’라는 설명을 부연하고
있다. ‘기러기’를 뜻하는 중세국어가 ‘그력’이라는 점에서 ‘그럭재’의 ‘그럭’을 ‘기러기’의 뜻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어떤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륵재고개’는 ‘그륵재’와 ‘고
개’로 분석된다. ‘그륵재’는 ‘그럭재’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륵재’에 ‘재’와 의미가 같은 ‘고개’를 덧붙
인 어형이 ‘그륵재고개’이다.

기러기명당(-明堂)
‘사미저수지’로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산이다. 함안 조씨 선조 묘소가 있다. ‘지형이 기러기처럼 생
긴 명당’으로 해석된다.

기와가마
‘호암’ 동쪽에 있는 들이다. 기와를 굽는 가마가 있던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깔다리밭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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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른선녀골(-仙女-)
‘그럭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선녀골(仙女-)’은 ‘선녀가 놀다 하늘로 올라간 골짜기’로 해석된
다. ‘선녀골’의 넓은 쪽이 ‘너른선녀골’이다.

노적봉(露積峰)(1)
사양리에 있는 산이다. 산봉우리가 ‘노적가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노적봉(露積峰)(2)
‘노적봉’ 밑에 있는 마을이다.

다리미명당(-明堂)
‘가래골’ 오른쪽에 있는 명당이다. ‘다리미’와 ‘명당(明堂)’으로 분석되며, ‘다리미 형상의 명당’으로
해석된다. ‘빨래봉’과 마주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동녘골(東-)/동역골(東-)
‘그럭재’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녘골’ 아래가 ‘풀무골’이고, ‘풀무골’ 아래가 ‘새작골’이다. ‘동
녘골’은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동역골’은 ‘동녘골’의 변화형이다.

똥덕골
‘맹강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덕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동덕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확인되는데,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매봉재(-峰-)[매봉째]
‘중리’ 서쪽에 있는 산이다. ‘매봉(-峰)’과 ‘재’로 분석된다. ‘매봉’은 아주 흔한 산 이름이다. 이 산에
있는 고개가 ‘매봉재’이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맷돌바위
‘범바위’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이다. ‘맷돌’은 ‘곡식을 가는 데 쓰이는 재래식 기구’이다.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맷돌중쇠로 연결하여 포개고, 윗구멍으로 곡식을 넣어 위짝을 손잡이로 돌려서 갈게 된
다. ‘맷돌’에 두 개의 돌이 포개져 있듯이,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가 얹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를 ‘맷돌바위’라 한다. ‘맷돌바위’라는 바위가 전국에 대단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맷돌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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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방구, 맷돌바우, 맷독바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맹강골
‘채알봉’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맹 씨’가 살았다고 하여 ‘맹가골(孟家-)’이라 하다가, 이것이 변
하여 ‘맹강골’이 된 것으로 설명하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전국에 ‘맹강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확인되는데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메무락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모정골(茅亭-)
‘궉토’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정(茅亭)’은 ‘짚이나 새 따위로 지붕을 이은 정자’라는 뜻이다. 이
‘모정’이 있던 골짜기가 ‘모정골’이다. ‘모정’을 짓고 한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밤자골
‘사미’ 앞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밤절골’로 소급한다. ‘밤절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밤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밤젓골’이 되고, ‘밤젓골’이 자음 동화되어 ‘밤적골’로 변한 다음 ‘ㄱ’이 탈락하
여 ‘밤저골’이 되고, 이어서 모음 변화에 따라 ‘밤자골’이 된 것이다. 곧 ‘밤절골>밤젌골>밤젓골>밤
적골>밤저골>밤자골’이라는 긴 변화 과정이 상정된다. ‘밤절골’은 ‘밤절’과 ‘골’로 분석된다. ‘밤절’은
‘밤나무가 많은 절’이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밤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
절이 있는 골짜기가 바로 ‘밤절골’, 곧 ‘밤자골’이다.

백정골(白丁-)
‘중리’ 꼭대기에 있는 산골짜기이다. 예전에 백정들이 모여 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범바위(1)/호암(虎岩)(1)
‘중리’ 동쪽에 있는 바위이다. ‘범이 살던 바위’ 또는 ‘범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옛날에 범이 살
았다는 이야기가 전하므로 전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호암(虎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범바위(2)/호암산(虎岩山)
‘범바위’가 있는 산을 가리킨다. ‘범바위’는 ‘범이 살던 바위’ 또는 ‘범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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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호암(虎岩)’이라고도 한다. 이 바위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山)’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다. 물론 ‘호암(虎岩)’에 ‘산(山)’을 붙여 ‘호암산(虎岩山)’이라고도 한다.

범바위(3)/호암(虎岩)(2)
‘범바위’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범바위’는 ‘범이 살던 바위’ 또는 ‘범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의
바위 이름이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벳바위(1)/양암(陽岩)(1)
‘우경촌’ 북쪽에 있는 둥글 넙적한 바위이다. ‘벳’을 ‘볏(닭이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으로 보아 바위가 ‘장끼’의 벼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양암(陽岩)’이
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벳’은 ‘볕’의 방언형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벳바
위’는 ‘볕이 잘 드는 바위’로 해석된다. 양지쪽에 있어 볕이 잘 드는 바위를 그렇게 부른다. ‘볕바위’
로 쓰는 지역도 있다.

벳바위(2)/양암(陽岩)(2)
‘벳바위’가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벳바위’는 ‘햇볕이 잘 드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한자 지
명이 ‘양암(陽岩)’이다. 이 바위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빨래봉(-峰)
‘가래골’ 마을 초입에 있는 산이다.

뽕나무밭골
‘큰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뽕나무밭’과 ‘골’로 분석되며, ‘뽕나무밭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모봉(紗帽峰)
‘중리’ 남쪽에 있는 산이다. ‘사모(紗帽)’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사모’는 ‘고려 말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를 가리킨다. 이 모자처럼 생긴 산이 ‘사모봉’이다.

사미(思美)/사암(思岩)
‘우경촌’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송강 정철 선생이 임금을 생각하며 지은 사미인곡(思美人曲)을 표
방하여 ‘사미’라 했다고 하나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삼의’로 나온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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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思岩)’이라고도 한다. ‘사암’은 마을 뒤에 있는 바위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지명으로 추정된다.

사미저수지(四美貯水池)
‘사미’ 마을 위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삼밭(蔘-)
‘새작골’ 밑에 있는 삼밭이다.

상골(上-)[상꼴]
‘사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상’은 한자 ‘上’이어서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상상골60)
‘호암’에서 동남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상상’을 ‘相思’로 보아, 옛날에 한 여인이 임
을 그리워하며 울던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상’은 ‘上’일 수도 있어
높은 지대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일 수가 있다. 전국에 ‘상상골’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몇 군데
존재하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을 가리킨다.

새작골/사자골
‘고양이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작골’은 ‘새적골’로 소급하고, ‘새적골’은 ‘새젌골’로 소급한다.
‘새젌골’은 ‘새절’과 ‘골’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새젓골’이 되고 ‘새젓골’이 자음 동화되어 ‘새적골’이 된 다음 모음 변화하여 ‘새작골’이 된 것이다.
그리고 ‘새작골’에서 ‘ㄱ’이 탈락하여 ‘새자골’이 된 뒤에 제1음절의 부음 ‘ㅣ’가 탈락하여 ‘사자골’이
된 것이다. ‘새절’은 ‘새로 지은 절’이라는 뜻이다. 이 절이 있던 골짜기가 ‘새절골’, 곧 ‘새젌골’이다.
아울러 ‘새작골’이나 ‘사자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새작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
부분의 지역에서 ‘절이 있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샥시골/처녀골(處女-)
‘중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샥시’는 ‘색시’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샥시골’은 ‘색시골’과 같다.
전국에 ‘색시골’ 또는 ‘색씨골’이라는 골짜기가 여러 군데 확인되지만, 그 유래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처녀가 빨래를 하다 성폭행을 당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처녀
60) 한글학회(1970:481)에는 ‘상삿골’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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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또한 전국에 적지 않게 분포한다. ‘처녀가 나무하러 가서 죽은 골짜기’, ‘처녀가 빠져 죽은 골짜
기’, ‘처녀가 살다 죽은 골짜기’, ‘처녀가 목을 매어 죽은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가리/우경(牛耕)/우경촌(牛耕村)
‘중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소가리’에 대해 지형이 ‘소가 밭을 가는 형국(牛耕之形)’이어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소가리’의 ‘소’를 ‘牛’로, ‘가리’를 ‘耕’으로 한자화한 지명이 ‘우경촌(牛耕村)’
이다.

안골/내동(內洞)
‘우경촌’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안골’에 대한 한자 지명이 ‘내동
(內洞)’이다.

안산(案山)
‘사미’ 남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안응골
‘가래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안은골’ 또는 ‘안음골(-陰-)’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안은골’은 ‘은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를, ‘안음골’은 ‘음골(陰-)’ 안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얼근밧골
‘새작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얼근바위골’로 소급한다. ‘얼근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얼근
바골’이 되었다가 사이시옷이 개재되어 ‘얼근밧골’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얼근바위’는 ‘바위 표면에
우묵우묵한 흠이 많이 나 있는 바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얼근바위골’,
곧 ‘얼근밧골’이다.

육밭바위
‘맹강골’ 고갯마루에 있는 바위이다. ‘육밭’은 ‘윷밭(윷놀이를 할 때 말을 쓰는 자리)’의 다른 표기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육밭바위’는 ‘윷밭이 그려져 있는 형상의 바위’로 해석된다.

장머리골(獐-)/장두골(獐頭-)

사양리(思陽里) 427

사양리에 있는 도유림(道有林)이다. ‘노루머리’의 ‘노루’를 한자로 바꾼 지명이 ‘장머리(獐-)’이고,
‘머리’까지 한자화한 지명이 ‘장두(獐頭)’이다. ‘노루머리’는 ‘길게 늘어진 곳의 머리 부분’을 가리킨
다. 이곳에 있는 골짜기가 ‘노루머리골’, 곧 ‘장머리골, 장두골’이다. 장월리의 ‘노루머리’를 참조
하라.

재피골
‘새작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재피’와 ‘골’로 분석된다. ‘재피’는 ‘재피나무(운향과의 낙엽 활엽
관목. ‘초피나무’라고도 함)’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피골’은 ‘재피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
석한다. ‘재피’는 ‘재피골’을 비롯하여 ‘재피내, 재피드미, 재피등, 재피봉’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저터골
‘청주이씨영당’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골’에서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절터골’은 ‘절터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저터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절골
‘새작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좁은골
‘맹강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좁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주막거리(酒幕-)
‘벳바위’ 앞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주막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이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죽뱅이
‘중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죽뱅이’는 ‘죽방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죽방이’는 ‘죽
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죽방’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죽제품을 만들어 파는 곳’을 가
리키지 않나 한다. 그렇다면 ‘죽방이’나 ‘죽뱅이’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은
‘대나무’와 큰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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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말(中-)/중리(中里)
‘벳바위’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이 중앙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쥐봉(-峰)
‘고양이봉’ 밑에 있는 봉우리이다. ‘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산’으로 해석된다.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
의 모양을 하고 있다. ‘풀무골’을 사이에 두고 ‘고양이봉’과 마주한다.

증골
‘새작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골’의 모음 변화형이며, ‘정골’은 ‘점골(店-)’의 자음 동화 형태이
다. ‘점골’이 ‘사기점이나 옹기점이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므로 ‘증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량골
‘안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량’은 ‘지렁이’와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지량골’은
‘지렁이처럼 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이 골짜기는 길다.

채알봉(-峰)/세알봉(-峰)
‘사미저수지’ 가기 전 오른쪽에 있는 산이다. ‘채알’은 ‘차일(遮日,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채알봉’은 ‘차일을 친 듯한 형상의 봉우리’로 해석된다. ‘세알봉’은 ‘채알봉’
의 변형으로 보여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청주이씨영당(淸州李氏影堂)
‘사미’에 있는 청주 이씨의 영당(影堂)이다.

큰골
‘채알봉’ 너머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규모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턱골
‘사미’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다. ‘터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터골’에
‘ㅅ’이 개재된 ‘텃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터골’은 ‘집, 마을, 절, 성, 재실 등이 있던 곳’을 가리킨
다. 아울러 ‘턱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하대(下垈)’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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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토골
‘중리’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터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터골’이 집터, 절터
등이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므로, ‘토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풀목골
‘동녘골’과 ‘새작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풀묵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풀묵골’은 ‘풀무골’에 ‘ㄱ’
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이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풀뭇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풀무골’은 ‘풀뭇
간(대장간)이 있던 골짜기’ 또는 ‘풀무처럼 생긴 골짜기’라는 뜻이다. 전국에 ‘풀무골’이라는 골짜기
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은 유래 설이 붙어 있다. ‘야곡(冶谷), 야동(冶洞)’이라는 한자 지
명을 함께 쓰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골짜기가 ‘풀무’ 형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함박골
‘노적봉’ 앞에 있던 골짜기로 수몰 지역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함박골’이라는 골짜
기가 대단히 많다. ‘지형이 함박처럼 생긴 골짜기’, ‘함박꽃이 많이 피는 골짜기’,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로서의 ‘함박골’은 ‘한바위골’에서 변형된 것이다.
‘한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한바골’이 되고, ‘한바골’이 자음 동화되어 ‘함바골’이 된 뒤에 ‘ㄱ’이
첨가되거나 ‘ㅅ’이 개재된 뒤 자음 동화되어 ‘함박골’이 된 것이다.

행상골(行喪-)
‘중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행상(行喪)’은 ‘상여(喪輿)’와 같다. 그러므로 ‘행상골’은 ‘상엿집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호암절(虎岩-)
‘호암산’ 밑에 있는 절이다. ‘호암(虎岩)’은 ‘호랑이가 살던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 근처에 있는
절이 ‘호암절’이다.

홍두깨골
‘사미저수지’가 끝나면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홍두깨’와 같이 길고 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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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싱이
‘중리’ 뒤에 있는 고개이다. 문덕리 ‘구년티’에서 ‘중말’로 넘어오는 고개이다. ‘홍성이’의 모음 변화형
으로 추정되나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황새봉(-峰)
‘사미’ 앞에 있는 산이다. 산의 모양이 황새가 부리를 내민 것 같이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황새봉’이라는 산이 많은데, 대체로 ‘황새처럼 생긴 산’, ‘황새 명당이 있는 산’,
‘황새가 날아드는 산’ 등으로 해석한다.

문덕리(文德里)


본래 진천군 문방면(文方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미래리(美
來里), 동덕리(東德里), 창대리(蒼垈里), 원암리(元岩里)를 병합하여 문방면(文方面)과 동덕리
(東德里)의 이름을 따서 문덕리(文德里)라 명명하고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

가도토리
‘윗미력골’ 왼쪽에 있는 들이다. 들에 ‘가도토리’만한 자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깅이/갈궁이61)
‘미력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갈깅이’는 ‘갈궁이’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갈궁이’는 ‘갈
궁’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갈궁’은 ‘갈궁골, 갈궁논, 갈궁배미, 갈궁실, 갈궁절’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비교적 활발히 쓰인다. 이들에서는 ‘갈궁’을 ‘갈고리’로 보고 그 유래를 설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갈궁배미’는 ‘갈고리처럼 생긴 논’으로 해석한다. 이곳 ‘갈깅이’에 대
해서는 ‘지형이 갈퀴 모양’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고지작골
‘자라바위’ 남쪽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보릿고개를 면하기 위해 위토답을 도지로 경작하여
연명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믿을 수 없다. ‘고지작골’은 ‘고지적골’의 모음 변화형일
가능성이 있다. ‘고지’는 ‘곶(串)’, ‘적골’은 ‘절골’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구년터/구년티/구대(舊垈)
‘자라바위’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형태가 ‘개[拘]’와 같다고 하여 ‘구대(拘垈)’라 하다가 ‘拘’
61) ‘갈궁이’는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202)에 나오는 어형이다. 현지 조사에서는 ‘갈깅이’로 발
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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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좋지 않아 ‘舊’ 자로 바꾸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다시 ‘龜’ 자로 고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설명은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 이전)에는 ‘구연터’로 나오고, 이에 ‘舊垈’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를 참고하면 ‘구년티’의 ‘구년’을 ‘久年(아주 오래된 세월)’일 가능성도 있
다. ‘구년티’는 ‘구년터’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구레들
‘음달들’ 북쪽에 있는 들이다. ‘구레’는 ‘낮아서 물이 늘 괴어 있는 땅바닥’, 곧 ‘구렁’을 가리킨다. 이
‘구레’가 있는 들이 ‘구레들’이다. ‘구레들’은 바닥이 깊고 물이 풍부하여 기름진 것이 특징이다. 지역
에 따라서는 ‘구렛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능골(陵-)[능꼴]
‘원암’ 서쪽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뫼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산등성이에 큰 산소가
있다.

대미들
‘자라바위’ 남쪽에 있는 들이다.

대미보(-洑)
‘대미들’에 있던 크고 긴 보이다.

덴빈영
‘아랫미력골’ 전방 오른쪽에 있는 산이다. ‘된비녕’의 변화형이다. ‘된’은 ‘되-(가파르고 험하다)’의 관
형사형이고, ‘비녕’은 ‘비탈’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된비녕’은 ‘가파른 비탈’로 해석된다. 아울러
‘덴빈영’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도둑골
‘윗미력골’의 ‘북당골’과 ‘뒷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둑’은 ‘도둑재, 도둑터’ 등에서 보듯 지명
의 선행 요소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쓰인다. ‘도둑’을 ‘盜賊’으로 보고 해당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도둑골’도 ‘도둑이 숨기에 좋을 만큼 후미진 골짜기’로 해석한다. 실제
도둑이 자주 출현하여 물건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예 ‘도둑놈
골’이라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도둑골’의 ‘도둑’은 ‘盜’의 ‘도둑’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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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우-’ 또는 ‘두둑(두두룩한 언덕)’과 관련이 있는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둑’은 ‘두두룩한
형상’을 지시하며, 이에 따라 ‘도둑골’은 ‘두두룩한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짜기가
깊지 않고 두둑하게 올라와 있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독고대
‘육판이재’ 너머 ‘동득이’로 가는 샛길이다. ‘육판이재’에 대해서는 옥성리의 그것을 참조하라.

독박골
‘미력골’ 마을에서 진천읍으로 연하는 길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독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독바골’에 ‘ㅅ’이 개재된 ‘독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독바골’은 ‘독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
형이다. ‘독바위골’은 ‘독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독바위’는 ‘독처럼 둥글게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한편 ‘독박골’은 ‘덕박골’에서 제1음절의 모음이 변한 어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큰 바위
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동덕고개(東德-)
‘윗미력골’ 동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동덕이’로 해서 ‘파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덕이(東德-)/동득이(東-)/동덕(東德)
‘미력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덕이’는 ‘동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동덕’을 ‘東
德’으로 쓰고 있다. ‘동득이’는 ‘동덕이’의 모음 변화형이다.

동덕이들(東德-)
‘동덕이’ 앞에 있는 들이다.

뒷골
‘윗미력골’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 왼편에 해당한다. 마을 뒤에는 ‘뒷골’을 시작으로 ‘도독골,
불당골, 참나무배기, 천지터, 전덕골, 양석재, 약물내기, 시루봉, 후미기, 소리총’ 등의 여러 골짜기
와 산이 있다.

뒷동산(-東山)
‘아랫미력골’ 뒤에 있는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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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山)
‘자라바위’ 마을 뒤에 있는 산이다.

무장골
‘자라바위’ 서쪽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무장골’ 위쪽 산에는 ‘장군묘’라는 고총(古冢)이 있다. 전
국에 ‘무장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발견되는데,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지역에 따라서는 ‘무
장’을 ‘무기’ 또는 ‘무쇠’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문상리(文上里)/문생이(文-)
‘자라바위’에서 동쪽으로 600m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마을이 완전히 없어졌다. ‘문생이’는
‘문상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문상이’는 ‘문상’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
‘문상’을 ‘文上’으로 쓰고 있으나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

문상이들(文上-)
‘문상이’ 마을 자리에 형성된 들이다. ‘문상이’는 없어진 마을이다.

미력골(彌-)/미래(美來)
‘자라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미력골’은 ‘미륵골(彌勒-)’의 모음 변화형으로 ‘미륵불이 있던 골
짜기’라는 뜻이다. ‘웃미력골’과 ‘아랫미력골’로 나뉘는데, ‘웃미력골’에 절과 미륵이 있었다는 이야
기가 전한다. ‘미래’는 ‘미력골’의 ‘미력’이 ‘미려’를 거쳐 나온 어형이다. ‘미래’를 ‘美風美來’에서 온
말로 보고 ‘美來’로 쓰고 있으나 별다른 의미가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미력골’에
‘美來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배나무골
‘자라바위’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주변에 ‘고지작골, 회골’ 등이 있다. ‘배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배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북당골(-堂-)
‘윗미력골’의 ‘도독골’과 ‘참나무배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붓당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붓당
골’은 ‘불당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붌당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붌당골’의 ‘불당’
은 ‘佛堂’이고, ‘골’은 ‘谷’의 뜻이므로 ‘붌당골’은 ‘불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붓당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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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당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북당’은 ‘북당골’을 비롯하여 ‘북당말, 북당산, 북당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활발히 쓰인다.

삼박골62)
‘미력골’에서 서남쪽, ‘동득이’에서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봉우리가 셋인 산이 있어서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삼박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삼밭[麻田]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한다. 이는 ‘삼밭골’이 ‘삼밧골’을 거쳐 ‘삼박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삼박골’은
‘함박골’에서 변형된 것이다. ‘한박골’은 ‘한바위골’에서 ‘한바골>한밧골’을 거쳐 나온 어형이다.

새터골
‘미력골’ 뒷동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터’는 ‘새로 조성된 터’ 또는 ‘사이에 있는 터’라는 뜻이
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새터골’이다.

샌지고개/향지고개
‘자라바위’에서 동북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의 흙이 살아 있다고 하여 ‘생지고개(生
地-)’라 하다가 이것이 변하여 ‘샌지고개’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을 그대
로 믿을 수는 없다. ‘향지고개’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샌지’는 ‘향지’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향지고개’로 발음하는 사람들은 ‘향지’를 ‘황토(黃土)’로 이해하고, 고갯길이 아주 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서낭고개
‘독박골’에서 진천 읍내로 가던 고개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서낭’과 ‘고개’로 분석되며, ‘서낭당이
있던 고개’로 해석된다.

소리총/소리칭이
‘동덕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리총’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소리칭이’는 ‘소리총’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소리총이’의 모음 변화형이다.

쇠태봉(-峰)
62)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202)에는 ‘삼반골’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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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간’ 위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쇠태’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쇠태’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솟대’의 방언형일 가능성이 있다. ‘쇠태배기’를 ‘솟대를 꽂아 놓은 산’으로 해석하는 지역이 있는 것
을 보면, ‘쇠태봉’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시루봉(-峰)
‘윗미력골’ 남쪽에 있는 산이다. 전국에 ‘시루봉’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루’
를 ‘질그릇’의 하나로 이해하고 ‘시루를 엎어놓은 듯이 생긴 산’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증봉(甑峰)’
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런데 ‘시루’는 ‘수리’의 모음 변화형일 가능성이 있어 ‘山, 高’의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시루봉’은 ‘수리봉’ 또는 ‘술봉’과 같이 ‘높은 산’으로 해석된다.
‘시루봉’ 가운데는 수백 미터 또는 천 미터 이상의 높은 산이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러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묘골(侍墓-)
‘구년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시묘(侍墓)’와 ‘골’로 분석된다. ‘시묘(侍墓)’는 ‘부모의 거상 중
3년 동안 그 무덤 옆에서 막을 짓고 사는 일’을 뜻한다. 그러므로 ‘시묘골’은 ‘시묘를 살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어떤 이가 이곳에서 시묘사리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안터골
‘동덕이’ 마을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터’와 ‘골’로 분석된다. ‘안터’는 ‘안쪽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안터골’이다.

약물내기(藥-)/약물내골(藥-)
‘시루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약물내기’는 ‘약물내기골’에서 ‘골’이 생략된 어형이고, ‘약물내골’은
‘약물내기골’에서 ‘기’가 생략된 어형이다. ‘약물(藥-)’은 ‘약수(藥水)’와 같다. ‘내기’는 ‘나기[出]’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그러므로 ‘약물내기골’은 ‘약수가 나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약물
내기’나 ‘약물내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양석재
‘동덕고개’ 위에 있는 산이다. ‘양석’과 ‘재’로 분석되나, ‘양석’의 어원은 알기 어렵다. 고개 이름이
산 이름으로 전용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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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미력골방죽(-彌-防-)
‘윗미력골’ 오른쪽에 있는 방죽이다.

음달들(陰-)
‘자라바위’ 앞에 있는 들이다.

음달보(陰-洑)
‘자라바위’ 앞에 있던 보이다. ‘음달에 있던 보’라는 뜻이다.

자라바위/원암(魭岩)
‘미력골’ 동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자라’와 ‘바위’로 분석되며, ‘자라 모양의 바위’로 해석된다. 이 바
위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보호받고 있다. ‘자라바위’가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

한 채 그렇게 부른다. ‘원암(魭岩)’이라고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자라바위’로
나오고, ‘元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자라바우앞들
‘자라바위’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

전덕골
‘윗미력골’의 ‘천지터’와 ‘양석재’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덕’과 ‘골’로 분석되나, ‘전덕’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조직간/조죽간
‘삼박골’ 밑에 있는 들판이다. ‘조죽간’은 ‘조죽’과 ‘안[內]’으로 분석해 볼 수 있으나 ‘조죽’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지장골
‘구년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지장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
히 많은데, 이에는 ‘지장사라는 절이 있는 골짜기’, ‘긴 못이 있는 골짜기’, ‘기장을 많이 심는 골짜기’
등과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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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배기
‘윗미력골’의 ‘불당골’과 ‘천지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지터(天-)/천지테(天-)
‘웃미력골’의 ‘전덕골’과 ‘참나무배미’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천지터’는 ‘천제터(天祭-)’의 모음 변
화형이고, ‘천지테’는 ‘천지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천제터’는 ‘천제를 올리던 곳’이라는 뜻이
다. 아울러 ‘천지터’나 ‘천지테’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파재/파재고개
‘동덕이’에서 옥성리 ‘파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옥성리의 ‘파재’를 참조하라.

홍성이골/홍싱이골
‘자라바위’ 동남쪽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홍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한다. ‘홍성이골’은 ‘홍성골’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고, ‘홍싱이골’은 ‘홍
성이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전국에 ‘홍성골’이라는 지명이 몇 군데 확인되지만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홍성이고개
‘홍성이골’ 위에 있는 고개이다. 사양리 ‘중말’로 넘어간다.

회골
‘자라바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는 ‘회’를 ‘灰’로 보아
‘회가 나는 골짜기’, ‘회를 굽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후메기/후미기
‘전덕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회목이’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회목이’는 ‘회목’에 접미사 ‘-이’가 결
합된 형태이다. ‘회목’은 ‘손목이나 발목의 잘록한 부분’ 또는 ‘강이나 길 따위에서 꺾이어 방향이 바
뀌는 곳’을 가리킨다. ‘회목고개’의 ‘회목’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회목이’는 ‘지형이 회목
처럼 잘록한 길목’ 또는 ‘휘어 돌아가는 길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회미기’가 ‘회목이’의
변화형이라면 ‘회미기’ 또한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경남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에서
는 ‘회미기’를 ‘지형이 회목처럼 잘록한 고개’로 해석하고 있다.

태락리(台洛里)


본래 진천군 서암면(西岩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대랑리
(臺郞里), 역리(驛里), 거락리(巨洛里), 개찬리(開贊里), 묵동(墨洞)을 병합하여 대랑(臺郞)과
거락(巨洛)의 이름을 따서 대락리(臺洛里)63)라 명명하고 군중면(郡中面)에 편입하였다가 1930
년 3월 1일 문백면(文白面)에 편입하였다. 지금은 태락리(台洛里)라고 한다.

가시랑골
‘비룡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시랑골’을 넘으면 ‘서쪽골’이 있고, ‘서쪽골’을 넘으면 ‘붬덩골’
이 있다. ‘가시낭골’의 변형이다. ‘가시낭골’은 ‘가시남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가시남골’은 ‘가시
나무골’과 같이 ‘가시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감터골
‘한티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감토골’의 모음 변화형이 아닌가 한다. ‘감토골’은 ‘감투골’과 같이
‘감투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개천이
‘태랑’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개천’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마을 앞에 큰 개울이 흘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거내기/게네기/거락(巨洛)
‘역리’ 남쪽 1㎞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옛날에 큰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큰거내기’와 ‘작은거내기’로 나뉜다. ‘큰거내기’는 마을 남쪽에, ‘작은거내기’는 마을 북쪽에 위
치한다.

63) ‘대락리(臺洛里)’는 ‘태락리(台洛里)’의 본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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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박골
‘삼박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근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근바위골’에서 ‘위’가 탈
락하여 ‘근바골’이 되고, ‘근바골’에 ‘ㄱ’이 첨가되거나 그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근밧골’이 자음 동
화되어 ‘근박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에 ‘근바위’를 비롯하여 ‘근바우, 근방우’라는 바위 이
름이 몇 개 존재한다. 그런데 그 유래를 밝히기 어렵다. 이에 따라 ‘근박골’의 유래도 밝힐 수 없다.

넙적골
‘비룡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넙적’과 ‘골’로 분석되며, ‘넙적하게 생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다랭이/대랑(-郞)/태랑(台郞)
‘역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역관(驛館) 제도가 있을 때 이곳에 큰 역원이 있어 그 이름을 ‘태락역’
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변하여 ‘다랭이’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태락역’이 변하여 바로 ‘다랭
이’가 되는 것은 어렵다. 이곳에는 ‘태랑역(台郞驛)’과 ‘태랑원(台郞院)’이 있었다. ‘태랑역’은 본래
‘역리’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태랑’은 바로 ‘태랑역’과 ‘태랑원’에서 온 말이다. 그리고 ‘대랑’은
‘대랑리(臺郞里)’의 ‘대랑(臺郞)’에서 온 것이고, ‘다랭이’는 ‘대랑’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대랑이’에
서 제1음절의 ‘ㅣ’가 탈락한 어형으로 설명된다.

닥너머
‘다랭이’ 뒷동산이다. ‘닥’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 그 유래를 밝히기 어렵다. 혹시 ‘당너머(堂-)’와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닥너머’ 반대쪽에 ‘서낭당’이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지
역에서는 실제 ‘당너머’라는 지명이 쓰인다.

됫골
‘먹뱅이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는 ‘되’를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으로 보고 ‘지형이 되와 같은 골짜기’로 해석하기
도 한다. 물론 ‘뒷골’의 변형일 수도 있다.

두간들
‘역리’ 동쪽에 있는 들이다. 신작로 옆이 된다. ‘둑안들’에 대한 다른 표기로 ‘둑의 안쪽에 있는 들’이
라는 뜻이다. 들에 ‘방차둑’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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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에골
‘텃골’에서 북쪽으로 산 하나를 넘어 있는 골짜기이다.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나무’를 가리킨다. ‘멍에’처럼 가운데가 굽은 형상의 골짜기가 ‘멍에골’이다. ‘멍에’는 ‘멍에
논, 멍에미, 멍에방죽, 멍에배미’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먹뱅이골
‘다랭이’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먹뱅이’와 ‘골’로 분석된다. ‘먹뱅이’는 ‘먹방이(-坊-)’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먹방이’는 ‘먹을 만들던 곳’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먹뱅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먹뱅이’에 있는 골짜기가 ‘먹뱅이골’이다.

먹보(-洑)
‘다랭이’ 서쪽에 있던 보이다. ‘먹’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먹[墨]’일 가능성도 있다. ‘먹바우, 먹
산’ 등에 보이는 ‘먹’과 같은 것으로 본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먹’은 ‘먹[墨]’의 특징인 ‘검음’을 지
시한다. 이에 따라 ‘먹보’를 ‘검은 빛의 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미러번데기
‘멍에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미러’와 ‘번데기’로 분석된다. ‘미러’의 어원은 알 수 없으나 ‘미럭’
곧 ‘미륵’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번데기’는 ‘펀던’과 같이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미러번데기’는 ‘미륵이 있던 거친 들’ 정
도로 해석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밀어번덕이’로 나오고, ‘蜜於坂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蜜於’는 ‘밀어’에 대한 음차 표기이다.

방고박골
‘역리’ 동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고박’은 바위 이름인 듯하나 그 어
원이 분명하지 않다.

베루봇들(-湺-)
‘큰보들’ 남쪽에 있는 들이다. 들의 형국이 ‘벼루’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베루보(-洑)’와 ‘들’ 사이에 ‘ㅅ’이 개재된 어형이다. ‘베루보’의 ‘베루’는 ‘벼랑’의 방언형이
다. 그러므로 ‘베루보’는 ‘벼랑 밑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베루봇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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붬덩골
‘서쪽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붱덤골’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붱덤’은 ‘부엉덤’의 축약형으로 ‘부
엉이가 사는 바위 더미’라는 뜻이다. 이 바위 더미가 있는 골짜기가 ‘붱덤골’이다. 아울러 ‘붱덩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비룡들(飛龍-)
‘비룡산’ 앞에 있는 들이다. ‘비룡산(飛龍山)’은 ‘용이 날아가는 듯한 형국의 산’이라는 뜻이다.

비룡산(飛龍山)
‘다랭이’ 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이 ‘용’이 나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
에 ‘비룡산(飛龍山)’ 또는 ‘비룡봉(飛龍峰)’이라는 산이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그 유래를 설명한다.

삼박골
‘역리’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증산골’ 위가 된다. ‘삼밭골’이 [삼받골]로 발음이 난 뒤에 자음 동화에
의해 ‘삼박골’로 표기된 것이다. ‘삼밭골’은 ‘삼밭[麻田]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삼박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삼박골’로 나오며, ‘三礡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삼태봉(三太峰)/계봉(-峰)
‘다랭이’ 동쪽에 있는 산이다. 봉우리가 세 개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삼태봉’이라
는 산이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큰 봉우리가 세 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물론 봉우리
가 삼태기나 삼태성(三台星)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
년 이전)에는 ‘三台峰’으로 나온다.

새보들(-洑-)
‘거내기’ 앞에 있는 들이다. ‘중보들’ 밑이 된다. ‘새보(-洑)’는 ‘새로 만든 보’라는 뜻이다. 지금 보는
없다. 이 보의 물로 농사를 짓던 들이 ‘새보들’이다.

서쪽골(西-)
‘비룡산’ 뒤쪽으로 ‘가시랑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쪽골’ 위가 ‘붬덩골’이다. ‘서쪽에 있는 골
짜기’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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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적골
‘방고박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승적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
서 ‘절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로 보면 ‘적골’은 ‘절골’과 관련된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분
명한 것은 아니지만 ‘승적골’은 ‘승젌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
하여 ‘승젓골’이 되고 ‘승젓골’이 자음 동화하여 ‘승적골’이 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성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은 ‘성’에서 변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
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양산(梁山)
‘붬덩골’ 위쪽에 있는 산이다. ‘양 씨’의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여우골
‘됫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우’와 ‘골’로 분석되며, ‘여우가 살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역리(驛里)/역말(驛-)
‘다랭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역(驛)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역’은 구체적으로 ‘태랑역(台郞
驛)’을 가리킨다. ‘태랑역’은 조선시대에 ‘율봉도(栗峰道)’에 속한 역이었으며, 1896년 2월에 폐역
(廢驛)되었다.

역말다리(驛-)
‘역리’ 동북쪽에 있는 다리이다.

왜골
‘감터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와골(瓦-)’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와골’은 ‘기와를 굽던 골짜기’
라는 뜻이다. 아울러 ‘왜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와동(瓦洞)’이라는 한자 지
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용난골(龍-)
‘한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용이 난 골짜기’라는 뜻이다. 옛날에 이곳에서 용이 났다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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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전한다. 전국에 ‘용난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대체로 ‘용이 날아오른 골짜기’로 해석한다. 지
역에 따라서는 자음 동화된 ‘용낭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웃골
‘역리’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골
‘역리’의 ‘큰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흠천골’ 위가 된다. ‘큰골’과 짝을 이룬다.

장고개(場-)
‘다랭이’에서 진천읍으로 가는 고개이다. ‘한티골고개’ 막바지이다. 옛날 진천 장을 보러 다니던 고
개이다.

재피골
‘웃골’ 왼쪽으로 첫 번째에 있는 골짜기이다. ‘재피’는 ‘재피나무’, 곧 ‘조피나무(초피나무)’를 가리킨
다. 그러므로 ‘재피골’은 ‘조피나무가 흔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재피골’이라는 골짜기가 대
단히 많다.

절골
‘역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윗골’ 오른쪽으로 첫 번째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
는 뜻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

주각번디기
‘다랭이’ 서북쪽에 있는 버덩이다. ‘개천이’ 너머가 된다. ‘주각’은 ‘주걱’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
다. ‘주걱’은 ‘주걱날, 주걱등, 주걱바우, 주걱배미, 주걱봉, 주걱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번디기’는 ‘버덩’의 방언형인 ‘번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번더기’의 모음 변
화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번덕’ 또는 ‘번더기’ 등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주각번디기’는 ‘주
걱처럼 생긴 거친 들’로 해석된다.

중보들(中洑-)
‘새보들’ 위에 있는 들이다. ‘중보(中洑)’는 ‘가운데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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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중보들’이다.

증산골
‘절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증산’은 ‘甑山’으로 쓰는 흔한 산 이름이다. ‘시루봉(-峰), 시리미,
시리메, 술봉(-峰)’ 등과 같은 속지명에 대응되어 쓰이며, ‘시루처럼 생긴 산’이라는 유래 설이 결부
되어 있다. ‘증산(甑山)’은 ‘시루봉’의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보고 한역한 지명이다. 그런데 ‘시
루봉’의 ‘시루’는 ‘수리’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어 ‘시루’를 ‘둥근 질그릇’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루’가
‘수리’의 변형이라면 ‘시루봉’은 ‘수리봉’으로 소급한다. ‘수리봉’은 ‘술봉’과 같이 ‘높은 봉우리의 산’
으로 해석된다. ‘수리봉’이 ‘시루봉’으로 바뀌어 형태상의 유연성이 상실되자, ‘시루봉’의 ‘시루’를 ‘둥
근 질그릇’으로 잘못 이해하고 ‘증산(甑山)’이라는 한자 지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증산’이라는 산에
있는 골짜기가 ‘증산골’이다. ‘증산골’은 ‘시루처럼 생긴 산에 있는 골짜기’가 아니라 ‘높은 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참나무배기
‘터골’ 안쪽의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참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큰골
‘재피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작은골’과 짝을 이룬다.

큰보(-洑)
‘역리’ 북쪽에 있는 보이다. 보의 규모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큰보들(-洑-)
‘큰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다.

태랑역터(台郞驛-)
‘태랑’에 있는 조선 시대의 ‘태량역’의 터이다. 본래 ‘역리’에 있었다고 한다. ‘태랑역’은 옛 문헌에 ‘台
量驛, 堆良驛, 堆粮驛’ 등으로 나오기도 한다.

텃골/기곡(基谷)
‘닥너머’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집터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로 바꾼 지명이 ‘기곡

446

(基谷)’이다.

한티고개
태락리에서 진천읍 원덕리 ‘원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한티’는 ‘큰 고개’라는 뜻이다. ‘한티’에
‘티’와 의미가 같은 ‘고개’를 덧붙인 어형이 ‘한티고개’이다.

한티골
‘한티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티’는 ‘큰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가 ‘한티
골’이다.

한티골방죽(-防-)
‘한티골’에 있는 방죽이다.

함적골
‘거내기’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젌골’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절’과 ‘골’ 사이에 사
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한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한젓골’이 되고, ‘한젓골’이 자음
동화하여 ‘한적골’이 된다. ‘한적골’은 ‘진재>짐재, 찬새미>참새미’ 등에서 확인되는 ‘ㄴ>ㅁ’에 따라
‘함적골’이 된다. ‘한절’이 ‘큰 절’이라는 뜻이므로, ‘한젌골’을 비롯하여 ‘한젓골, 한적골, 함적골’은
‘큰 절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한절골, 한적골, 함적골’ 등의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큰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흠천골
‘작은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백곡면(栢谷面)

석현리(石峴里)
구수리(九水里)
대문리(大門里)
갈월리(葛月里)
양백리(兩白里)
성대리(城大里)
용덕리(龍德里)
명암리(明岩里)
사송리(沙松里)

석현리(石峴里)


본래 진천군 백곡면(栢谷面) 지역으로 돌이 많은 고개여서 ‘돌고개’ 또는 석현(石峴)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개평리(開坪里), 용암리(龍岩里), 저동리(苧洞里),
백곡리(栢谷里), 석현리(石峴里), 와조동(瓦鳥洞)을 병합하여 석현리(石峴里)라 명명하였다.

가지막골
‘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호랑이, 멧돼지 등 맹수가 많이 살고 있어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여 ‘가지마오골’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변하여 ‘가지막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가지막’은 ‘가지막등’에서도 확인되나 그 어원은 알 수 없다. 다만 ‘가지
막’의 ‘막’은 ‘초막(草幕), 산막(山幕), 사기막(沙器幕)’ 등에 보이는 ‘막’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갈미봉(-峰)
‘용암’에서 서남쪽으로 3㎞ 지점에 위치한 산이다. ‘만뢰산’ 밑에 있다. ‘갈’을 ‘가을’, ‘미’를 한자 ‘美’
로 보아 가을에 단풍이 들면 산이 아름다워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갈미’는 ‘갈모’의 변형으로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유지(油紙)로 만든 우구(雨具)의 한 가지’
이다. 펴면 고깔 비슷하게 위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갈모’처럼 위가 뾰족한 산봉우리가 ‘갈모봉’
이고, 이것이 변하여 ‘갈미봉’이 된 것이다. 실제 산봉우리가 ‘갈모’처럼 끝이 뾰족한 형상을 하고
있다.

능골(陵-)
‘용암’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능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충청감사를 지낸 박 씨의 큰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고개[돌꼬개]/석현(石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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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와 ‘용암’을 아우른 명칭이다. ‘돌고개’는 ‘돌이 많은 고개’라는 뜻이고,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석현(石峴)’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돌고’로 나오고, ‘石峴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
응되어 있다.

마산개울(馬山-)
‘안골’ 앞을 흐르는 개울이다. ‘만뢰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마산(馬山)’은 ‘말뫼’에 대한 한
자 지명으로 추정된다. ‘말뫼’는 ‘큰 산’이라는 뜻이나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혹시 ‘만뢰산’을 가리키지 않나 한다. ‘만뢰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마산개울’이기
때문이다.

마산개울다리(馬山-)
‘마산개울’에 놓인 다리이다.

명심이고개(明心-)/명암리고개(明岩里-)
‘지새울’에서 명암리 ‘명심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명암리고개’라고도 한다.

모새골/저동(苧洞)
‘용암’에서 서남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여덟 가구가 살고 있다. 옛날에 ‘모시’를
만드는 ‘삼’을 많이 재배하던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저동(苧洞)’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모시골’로 나오고 ‘苧洞里’라는 한자 지
명이 대응되어 있다.

복골고개
‘용암’에서 대문리 ‘복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복골’은 ‘봇골(洑-)’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가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금 보는 없어졌다. ‘복골’로 향하는 고개가 ‘복골고개’이다.

산지당골(山-堂-)
‘지새울’의 ‘승적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지당’은 ‘산제당(山祭堂)’의 변형이다. 그러므로 ‘산지
당골’은 ‘산제당골’과 같이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마을 주민들이 매년 정초에 목욕재
계하고 한 해의 운세를 빌던 곳이다. 새마을운동으로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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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형제봉(三兄弟峰)
‘갈미봉’ 북쪽에 있는 산이다. 산봉우리 셋이 형제처럼 나란히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당(-堂)
‘돌고개’ 안에 있던 당집이다. 마을 주민들이 소원을 빌던 곳이다.

석현리백자요지(石峴里白磁窯址)
‘오대골’ 저수지 위쪽 100m 지점의 북서 사면에 있다.

소금소(-沼)
‘장대’ 동쪽 200m 지점에 있는 개울이다. ‘소금’을 ‘鹽(염)’의 뜻으로 보아 ‘소금기가 있던 소’로 해석
하기도 하고, ‘소금’을 ‘사금(砂金)’의 변형으로 보아 ‘사금을 채취하던 소’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자
의 해석은 개울 근처에 있는 ‘장대’가 소금장으로 유명했다는 점이, 후자의 해석은 개울 바닥에 사
금이 많았다는 점이 뒷받침한다.

승적골
‘지새울’ 북서쪽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 골짜기에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승적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이 있었
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곳에도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로 보면 ‘적골’은 ‘절골’과 관련
된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승적골’은 ‘승젌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승젌골’
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승젓골’이 되고 ‘승젓골’이 자음 동화하여 ‘승적골’이 될 수 있다. 지
역에 따라서는 ‘성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은 ‘성’에서 변한 것일 수가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씨아고개/씨앗고개
‘용암’에서 사송리 ‘지구머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형이 ‘씨아(목화의 씨를 빼는 기구)’처럼 생겨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씨앗고개’로 발음하기도 한다.

안골/내곡(內谷)/백곡(栢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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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 서남쪽 1.5㎞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모새골’에서 더 올라간다. 마을이 골짜기 안쪽으로 들
어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골’에 대한 한자 지명이 ‘내곡(內谷)’이다. 옛날 이 일대에 잣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서 ‘백곡(栢谷)’이라 불렀다고 한다.

안골방죽(-防-)
‘안골’에 있는 방죽이다.

안터/내대(內垈)
‘지새울’ 동쪽 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안쪽 지역에 자리 잡은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터’에 대한 한자 지명이 ‘내대(內垈)’이다.

오대골64)
‘지새울’ 북쪽 1㎞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오대’를 ‘五代’로 보아 어느 부자가 5대를 살던 골짜
기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五大谷’으로
나온다. 이는 ‘다섯 개의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오대골방죽(-防-)
‘오대골’에 있는 방죽이다.

왁새골/와조동(瓦鳥洞)
‘장대’ 남쪽 1.5㎞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사송리와 경계 지역이다. 마을이 있었는데 1927년에
폐동되었다고 한다. ‘왁새’는 ‘왁새풀[황새풀]’ 또는 ‘왜가리’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왁새골’은 ‘황새
풀이 많은 골짜기’ 또는 ‘왜가리가 서식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송리에서는 예전에 이곳에 백로가
하얗게 앉았다고 증언한다. ‘와조동(瓦鳥洞)’에 대해서는 이곳이 새를 새긴 기왓장으로 지은 기와집
이 여러 채 있던 부자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믿을 수 없
다. ‘와조동’은 ‘왁새골’이 ‘와새골’로 발음이 난 뒤에 ‘와’를 ‘瓦’로, ‘새’를 ‘鳥’로 한자화한 지명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왁골’로 나오고, ‘瓦鳥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왁새골고개
64) 한글학회(1970:487)에는 ‘오래골’로 나온다. 그리고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211)에서는 ‘오대
골’을 ‘당골, 재피골, 사질땡이골, 뎅미력골, 살인동골’이라고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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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새골’에서 ‘왁새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왁새골’은 ‘황새풀이 무성한 골짜기’ 또는 ‘왜가리가 서
식하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로 넘어가는 고개가 ‘왁새골고개’이다.

용암(龍岩)
‘돌고개’에 속한 마을이다. ‘장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큰 바위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용암(龍岩)’은 ‘용바우’에 대한 한자 지명으
로, ‘용처럼 길게 이어진 바위’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이 바위는 없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후
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작은나무골
‘피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과 ‘나무골’로 분석된다. ‘나무골’은 ‘나무가 무성한 골짜기’
라는 뜻이다. 전국에 ‘나무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나무골’의 작은 골짜기가 ‘작은나무골’
이다.

장골(長-)
‘용암’ 서남쪽 1㎞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골’ 가기 전 우측으로 쑥 들어간 골짜기이다. ‘장’은 한자
‘長’이어서, ‘장골’은 ‘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짜기가 길게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장자배미/장자배기
‘지새울’ 북쪽에 있는 들이다. ‘장자’를 ‘長者’로 보고 옛날에 부자가 경작하던 논이어서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한다. 실제 면적이 넓고 크다. 이 논이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다. ‘장자배기’는 ‘장자배미’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보인다.

장터(場-)/장대(場垈)
‘용암’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마을이다. ‘장터(場-)’는 ‘장이 서던 곳’이라는 뜻이다. 물물교환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곳은 ‘소금장’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충남 아산만 일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충
청 내륙 지역인 괴산, 증평, 음성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갔다고 한다. 마을 앞 냇가에 ‘소금소(沼)’라는 소가 있을 정도이다. ‘장대(場垈)’는 ‘장터’의 ‘터’를 한자로 바꾼 지명이다.

잿들
‘장대’ 북쪽 1㎞ 지점에 있는 산언덕배기이다. ‘재’는 ‘고개’의 뜻이어서, ‘고개 밑에 조성된 들’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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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옛날에 부잣집이 많은 동네였는데, 폐동되어 들로 변한 것으로 설명한다.

절골(1)
‘용암’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옛날에 실제 이곳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절골(2)
‘지새울’ 뒤편 ‘큰말림’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금은 절이 없다.

지방골
‘용암’ 서쪽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곳에 천하절색의 기녀가 있어 ‘기방골’이라 불렀는
데, 이것이 변하여 ‘지방골’이 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지방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으나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지방돌, 지방바우’ 등의 ‘지방’이 ‘문지방’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 ‘지방골’의 ‘지방’도 ‘문지방’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새울/지곡(知谷)/지사동(知事洞)/와조동(瓦鳥洞)
‘장대’ 북쪽 3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강릉 김씨 사혁공(斯革公)이 이곳에 낙향하여 지내면서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다 알아맞힘에 동네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근동(近洞) 사람들이
이 마을을 아는 것이 많은 예언자가 사는 곳이라 하여 ‘알 知’와 ‘일 事’ 자를 써서 ‘지사울’이라 불렀
는데, 이것이 변하여 ‘지새울’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지
사(知事)’는 단지 ‘지새울’의 ‘지새’를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곳을
‘와조동(瓦鳥洞)’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새울’의 ‘지새’는 ‘기와[瓦]’의 방언형임을 알 수 있다. ‘지
새’는 중세국어 ‘디새’가 구개음화한 어형이다. ‘울’은 ‘골’로 소급한다. ‘골’이 ‘지새’의 제2음절 모음
‘ㅐ’의 ‘ㅣ’에 영향을 받아 ‘올’로 변한 뒤에, 다시 모음 ‘오’가 ‘우’로 변한 것이다. 이로 보면 ‘지새골’
이 ‘지새올’을 거쳐 ‘지새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새골’은 ‘기와를 굽던 골짜기나 마을’ 또는 ‘기
와집이 많던 마을’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새울’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한편 ‘지곡(知谷)’은 ‘지새

울’의 ‘지’를 ‘知’로, ‘울’을 ‘谷’으로 한자화한 지명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지울’로
나오고, ‘開坪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지새울고개/지사울고개
명암리에서 ‘지새울’로 넘어오는 고개이다. ‘지새울’과 ‘고개’로 분석된다. ‘지새울’의 ‘지새’는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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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언형이다. ‘지새’는 중세국어 ‘디새’의 구개음화 형태이다. ‘울’은 ‘굴’의 두음 ‘ㄱ’이 ‘ㅣ’의 영향
으로 ‘ㅇ’으로 교체된 어형이고, ‘굴’은 ‘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이렇게 보면 ‘지새울’은 ‘기와를 굽던
골짜기나 마을’, ‘기와집이 있던 마을’ 등으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와동(瓦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이 ‘지새울’로 넘어가는 고개가 ‘지새울고개’이다. 그리고 ‘지새울고개’의
제2음절에서 ‘ㅣ’가 탈락한 어형이 ‘지사울고개’이다.

추자나무골
‘지새울’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추자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온 마을이 추자
나무로 조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추자나무골방죽(-防-)
‘추자나무골’에 있는 방죽이다.

큰말림
‘지새울’ 북쪽에 있는 산이다. 강릉 김씨 산소가 있다. ‘말림’은 ‘말림갓(지난날,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한 산림)’을 가리킨다. 산이 커서 ‘큰말림’이라 한 것이다.

피나무골
‘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피나무’는 ‘피나뭇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이다. ‘피나무’가 많은 골
짜기가 ‘피나무골’이다.

회가마골(灰-)
‘소금소’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회(石灰)’를 가마에 구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
에 ‘회가마골’ 또는 ‘횟가마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회를 굽던 곳’으로 해
석하고 있다.

구수리(九水里)


본래 진천군 백곡면(柏谷面) 지역으로 ‘구슬, 구수골’ 또는 구수(九水)라 하였다. 1914년 일제의 행
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신개죽리(薪介竹里)와 개죽리(介竹里)를 병합하여 구수리(九水里)라
명명하였다.

가살미들
‘정자들’ 동쪽에 있는 들이다. ‘가살미’와 ‘들’로 분석된다. ‘가살미’는 ‘가산미’의 변화형으로 추정된
다. ‘산(山)’은 ‘감산뫼’가 ‘감살뫼’, ‘고산메’가 ‘고살메’, ‘홍산미’가 ‘홍살미’ 등으로 나타나는 예에서
보듯 ‘살’로 변하기도 한다. ‘가산’은 ‘산’ 이름인 것은 분명하나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가살미’는 ‘가
산’에 ‘산(山)’과 의미가 같은 ‘미’가 덧붙은 어형이다. 이 ‘가살미’라는 산 아래에 형성된 들이 ‘가살
미들’이다.

개죽(介竹)/가죽(嘉竹)/구사(狗死)/대골/대촌(-村)
‘구메바위’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라 시대에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서 군사 훈련을 할 당시 가
죽으로 말안장과 갑옷 등을 만들었다고 하여 ‘가죽골’이라 불렀다는 설과, 동네 뒷산에 조리 대나무
가 많아서 ‘개죽’ 또는 ‘대골, 대촌’ 등으로 불렀다는 설이 전한다. ‘대골’은 분명 ‘대나무가 많은 골짜
기’라는 뜻이며, 이것을 한자화한 지명이 ‘대촌(-村)’이다. 실제 이 마을 뒤에 대나무 밭이 있다. <朝
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介竹’으로 나온다.

과수원(果樹園)
‘바깥구수’ 남쪽 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1929년 과수원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수원이 없다.

구메바위/혈암(穴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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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구수’ 서쪽 5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구메’는 ‘구멍’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구메바위’는
‘구멍이 뚫려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이곳은 ‘엽돈재’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바위 밑에 굴이 있어
이 굴을 통과하여 다녔다고 한다. 이 바위를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메바위’라 부른 것이다. ‘구메바위’
에 대한 한자 지명이 ‘혈암(穴岩)’이다. 이 바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구메바위’로 나오고, ‘穴岩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
응되어 있다.

구수골(九水-)
백곡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마을이다. 삼국시대에 김유신 장군이 군사 훈련을 시키면서 말에게 먹
이는 죽 그릇을 아홉 군데 설치하였다고 하여 ‘구실’ 또는 ‘구술’이라 하였는데, ‘구술’이 변하여 ‘구
수’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또 ‘구수’를 ‘九水’로 쓰고 있
으나 이 또한 별 다른 의미가 없다. ‘구수’는 중세국어 ‘구’로 소급하며 ‘구유(마소 먹이를 담아 주
는 큰 그릇)’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구수골’은 ‘구유처럼 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구수골’
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그 유래를 설명한다.

구수교(九水橋)/구슬앞다리
‘바깥구수’ 앞 동쪽에 있는 다리이다.

구수리백자요지(九水里白磁窯址)
‘사장골’에 있는 도요지이다.

구수소류지(九水小溜池)
‘구수골’ 안에 있던 연못이다. 지금은 메워 논으로 쓰고 있다.

굴바위
‘병풍바위’ 밑에 있는 바위이다. ‘굴’과 ‘바위’로 분석되며, ‘굴이 뚫려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느릅실고개
‘안구수’에서 용덕리 ‘느릅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느릅실’은 ‘느릅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
다. 이에 따라 ‘유곡(楡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느릅실’은 골짜기 이름보다는 마을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인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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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느릅’을 ‘느름’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면, ‘느릅실’은 ‘길게 늘어진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
다. ‘느릅실’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가 ‘느릅실고개’이다.

돌산(-山)
‘개죽’ 뒤에 있는 산이다. 채석장이 있는 산이다.

뒴박골
‘개죽’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뒴박’과 ‘골’로 분석된다. ‘뒴박’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이 지역에
바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뒴박’은 ‘바위’를 지시하는 단어가 아닌가 한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서는 ‘뒴박골’에 ‘큰 바위가 있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한편 ‘뒴박’을 ‘뒤웅박’의 방언형
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뒴박골’은 ‘뒤웅박 모양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뒷골
‘개죽’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채석장이 있다. ‘뒤’는 ‘後’ 또는 ‘北’을 지시하므로, ‘뒷골’은 ‘뒤에 있
는 골짜기’ 또는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먹거니들
‘바깥구수’ 동쪽에 있는 들이다. 물이 흔해서 가물어도 잘 먹고 살고, 또 비가 많이 와도 잘 먹고
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들’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먹거리’는 ‘먹을 만들던 거리’ 또는 ‘그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킨다. ‘먹거리’를 이
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묵동(墨洞)’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먹거리’ 마을 앞에 있는
들이 ‘먹거리들’, 곧 ‘먹거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먹거니보(-洑)
‘먹거니들’에 물을 대는 보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수원(水源)이 아주 좋아서 이 보의 물로 농사를
짓는 논은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모종터(茅-)
‘개죽’ 뒷산에 있는 터이다. ‘모종(茅-)’과 ‘터’로 분석된다. ‘모종’은 ‘모정(茅亭)’의 변화형으로 ‘짚이
나 새 따위로 지붕을 이은 정자’라는 뜻이다. 이 정자가 있던 자리가 ‘모정터’, 곧 ‘모종터’이다. 여름
에 글방 학동들이 글을 읽던 곳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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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구수(-九水)/바깥구실/외구수(外九水)/외구(外九)
백곡초등학교 옆 동네이다. ‘구수’ 바깥쪽에 있어서 ‘바깥구수’라 한다. ‘바깥구수’에 대한 한자 지명
이 ‘외구수(外九水)’이고, ‘외구수(外九水)’에서 ‘수(水)’가 생략된 어형이 ‘외구(外九)’이다. ‘안구수,
내구수, 내구’와 짝을 이룬다.

방가말림
구수리에서 동북쪽으로 1㎞ 지점에 위치한 산이다. 예전에 방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산을 말렸다고
(관리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말림’은 ‘말림갓’, 곧 ‘산의 나
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단속하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큰말림’에 보이는
‘말림’과 같은 것이다.

배나무골
‘개죽’에서 뒤쪽으로 1㎞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수령 천 년이 넘는 배나무가 있었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지금은 ‘배나무’가 없다.

뱀날
‘구메바위’ 뒤쪽 700m 지점에 있는 산등성이다. 장군봉의 줄기가 뱀처럼 길게 뻗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부어리몽당골
‘양가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어리’는 ‘부엉이’를 가리키고, ‘몽당’은 ‘명당(明堂)’의 변형으
로 추정된다. 곧 ‘부어리몽당골’은 ‘부엉이명당골’에서 변형된 어형일 가능성이 있다.

부처당(-堂)
‘개죽’에서 남쪽으로 개울 건너 4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처’와 ‘당(堂)’으로 분석되며, ‘부
처님을 모셔 놓은 당집’으로 해석된다. 이 당집이 있던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분터골
‘바깥구수’에서 서남쪽으로 개울 건너 7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분터’는 ‘분토(粉土, 쌀을 쓿
을 때에 섞어서 찧는 흰 흙가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분터골’은 ‘분토골’과 같이 ‘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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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나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분토골’과 더불어 ‘분터골’이 적지 않은데, 대체로 ‘분토가
나는 골짜기’로 해석하고 있다.

산제당골(山祭堂-)
‘개죽’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은 이 골짜기에 전자제품 회사가 들어와 있다. ‘산제당(山祭堂)’
은 ‘산제를 올리던 신당’이라는 뜻이다. 이 신당이 있던 골짜기가 ‘산제당골’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산지당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송탄(松炭)
‘바깥구수’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日帝) 때 소나무를 구워서 송유(松油)를 만들던 곳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나무 松’ 자와 ‘숯 炭’ 자를 써서 ‘松炭’이라 한 것이다. ‘송탄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수문다리(水門-)
‘대문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다리이다.

승주골
‘승주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승지골’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승지골’이라는 골
짜기가 아주 흔하다. ‘승지’를 한자 ‘承旨’로 보아 ‘승지가 날 명당이 있는 골짜기’, ‘승지가 논을 부
친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승지’를 ‘勝地’로 보아 ‘경관이 좋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
러나 ‘승지’를 ‘承旨’나 ‘勝地’로 보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승지골’은 ‘승직골, 승짓골, 승저골, 승젓
골, 승적골’ 등과 유사한 지명으로 추정되어 ‘승지’는 ‘승저, 승적, 승젓’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인다.
‘승젓골’은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고, ‘승적골’은 ‘승젓골’의 자음 동화 어형이다.
‘승젌골’은 ‘승절’과 ‘골’ 사이에 ‘ㅅ’이 개재된 어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승적골’이 ‘성적골’로 나타
나기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적골’의 ‘승’은 ‘성’이 변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
적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골’이나 ‘승지골’, 그리고 ‘승주골’
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승주봉(-峰)
‘장군봉’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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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장골
‘개죽’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점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쇠점골’이 ‘쇠정골’로 변한 뒤에 나
타난 어형으로 추정된다. ‘쇠점(-店)’은 ‘철점(鐵店, 광석을 캐어서 쇠를 불리어 만드는 곳)’과 같다.
이 ‘쇠점’이 있던 곳이 ‘쇠점골’이다. 아울러 ‘쇠정골, 쇠장골, 쐬장골’ 등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안구수(-九水)/안구실/내구수(內九水)/신개죽(新介竹)
‘구수’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안구수’ 또는 ‘안구실’이라 한다. ‘안구수’의 ‘안’을 ‘內’로 바꾼
지명이 ‘내구수(內九水)’이다.

양가골
‘개죽’ 앞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양가’를 ‘兩家’로 보아 옛날에 두 집이 살던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한다. 한편 ‘양가말, 양가배미’ 등에서는 ‘양가’를 ‘양 씨’로 보고 그 유래를 설명한다.

옹님이골
‘개죽’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옹’은 ‘龍’으로 추정되어 ‘용님이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원터(院-)
‘송탄’에서 동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터이다. ‘원(院)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다. ‘원’은 본래 ‘역
(驛)과 역 사이에 두어, 공무를 보는 벼슬아치가 묵던 공공 여관’을 가리킨다. ‘원’에는 그 ‘원’을 경
영하는 원주(院主)가 있었는데 흔히 부근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유능한 자로 임명하였다. 원은
처음에는 관원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일반 여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
나그네들이 유숙하는 원(院)으로 쓰던 집을 ‘원집’이라 하였다. 일반인을 받으면서 원은 음식과 잠
자리를 제공하는 주막으로 변신하게 된다. 곧 ‘원’은 ‘여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원터고개(院-)
‘안구수’에서 ‘송탄’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원터들(院-)
‘원터’ 앞에 있는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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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보(院-洑)
‘원터’에서 서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보이다. ‘원터들’에 물을 댄다.

작은청계수(-淸溪水)/소청계수(小淸溪水)/작은청고바위(-淸-)
‘바깥구수’ 서쪽에 있는 작은 내이다. 물이 맑아서 ‘청계수(淸溪水)’라 한 것이다. ‘작은청고바위’의
‘청고’는 ‘청계’가 변한 어형이다. 이곳이 바위로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명칭이 만들어진 것이다. ‘큰
청계수, 대청계수’와 짝을 이룬다.

장군봉(將軍峰)
‘개죽’과 ‘구메바위’ 뒤에 있는 산이다. 백곡면 중앙 지대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은 산이다. 옛날에 김
유신 장군이 공부하고 무술을 연마하던 산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장군봉’은 산
의 형세가 장군처럼 크고 우람하여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실제 이 산은 주변에서 가장 높고 웅
장하다. 전국에 ‘장군봉’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다. 이에는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의 명당이 있는
산’, ‘장군이 태어난 산’, ‘장군이 살던 산’, ‘장군이 서 있는 모양의 산’, ‘장군이 버티고 있는 형상의
산’ 등의 여러 유래 설이 붙어 있다.

장수굴(將帥窟)
‘장군봉’ 동쪽 중간에 있는 굴이다. 길이가 10m 정도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신라 시대 김유신 장군
이 이 굴에서 탄생하였다고 한다. 불을 때면 ‘느릅실’ 뒷산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한다.

절터
‘개죽’ 동쪽에 있는 터이다. ‘절이 있던 자리’이다.

점골(店-)/증골
‘개죽’에서 남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점골’은 ‘옹기점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증골’은 ‘점골’이 ‘정골’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정자들(亭子-)
‘구메바위’ 앞개울 건너에 있는 들이다. ‘정자(亭子)’와 ‘들’로 분석되며, ‘정자나무가 있던 들’로 해석
된다. 실제 이곳에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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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계사터(竹溪祠-)
김유신 장군의 사당이 있던 자리이다.

지아집골
‘구메바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아집’은 ‘기와집’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지아집골’은 ‘기
와집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가옥은 없다.

질마자
‘개죽’ 뒷산에 있는 고개이다. ‘길마재’로 소급한다. ‘길마재’가 구개음화에 의해 ‘질마재’로 변한 뒤에
‘질마재’에서 ‘ㅣ’가 탈락하여 ‘질마자’가 된 것이다. ‘길마재’는 ‘길마처럼 높고 가파른 고개’라는 뜻
이다. 아울러 ‘질마재’나 ‘질마자’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큰말/대촌(大村)
‘개죽’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1954년 마을이 새로 구성될 때 마을의 규모가 컸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한다. 지금은 한 가구만 살고 있다. ‘큰말’에 대한 한자 지명이 ‘대촌(大村)’이다.

큰말림
‘개죽’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말림’은 ‘말림갓(산의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단속하는
땅이나 산)’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큰말림’은 ‘큰 산’으로 해석된다.

큰청계수(-淸溪水)/대청계수(大淸溪水)
‘바깥구수’ 동남쪽에 있는 큰 내이다.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청계수, 소청
계수’와 짝을 이룬다.

평풍바위
‘구수’ 북쪽 장군봉 기슭에 있는 바위이다. ‘병풍처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병풍
바위’와 의미가 같다.

대문리(大門里)


본래 진천군 백곡면(栢谷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대삼리(大
三里)와 수문리(水門里)를 병합하여 대문리(大門里)라 명명하였다.

가는골
‘대삼골’ 뒷산으로 올라가다 좌측으로 두 번째로 있는 골짜기이다. ‘가는’과 ‘골’로 분석되며, ‘가늘고
좁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음 동화된 ‘가능골’로 나타나기도 하며, ‘細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가락골
‘새텟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가락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
서 ‘가락’을 베틀의 ‘가락(물레로 실을 자을 때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으로 보고 ‘가락처럼 곧고 긴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가락골’은 ‘가라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가라골’에 ‘ㅅ’이 개재된 ‘가랏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기 때문이다. ‘가라골’은 ‘여러 갈래
로 갈려져 나온 골짜기’를 뜻한다. 아울러 ‘가랏골’이나 ‘가락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갈골, 갈
실, 가라실’과 같은 의미이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가락’은
‘가락동, 가락등, 가락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굳어져 ‘가라’와 같이 ‘갈라져 나온 형상’
을 지시한다.

가래골
‘음턱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래’를 ‘가래나무’로 보아 ‘가래나무가 많은 골
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래’를 농기구의 하나인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로 보아 ‘가
래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추곡(楸谷)’이나 ‘추동
(楸洞)’과 같은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한편 ‘가래골’의 유래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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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골’을 ‘가라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래골’이 ‘가라골’
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가라골’은 ‘가르골, 갈골’과 같이 ‘갈라져 나온 형상의 골짜기’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가래골’이 ‘가라골’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래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가래’
는 ‘가래골’을 비롯하여 ‘가래기, 가래내, 가래논, 가래들, 가래목, 가래바우, 가래배미, 가래봉, 가래
실, 가래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에 보이는 ‘가래’ 또한 ‘가라’
와 같이 ‘갈라져 나온 형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운데골
‘싸리재’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운데’와 ‘골’로 분석되며,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
된다. 여러 골짜기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중골(中-)’과 같은 의미이다. 지
역에 따라서는 ‘가운뎃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운데말/중수문(中水門)
‘상수문’과 ‘하수문’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중수문(中水門)’이라는 명칭은 이로써 생겨난 것이다.
‘가운데말’은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마을이 두 마을 사이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감나무재
‘뒷동산’ 오른쪽에 있는 고개이다. ‘감나무’와 ‘재’로 분석되며, ‘감나무가 많은 고개’로 해석된다.

갓모산(-山)/갈미봉(-峰)
‘새텟말’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갓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
긴 물건’을 가리킨다. 지금은 ‘갈모’로 쓰고 있다. ‘갈모’처럼 생긴 산이 ‘갓모산’이다. ‘갈미’는 ‘갈모’
가 변한 것이어서 ‘갈미산’은 ‘갈모산’과 같이 ‘갈모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된다. ‘갈모’처럼 산봉우리
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갓골
‘되장골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갓골’이라는 골짜기가 흔하다. 지역에 따라 ‘갓’을 머
리에 쓰는 ‘갓[冠]’으로 보아 ‘갓처럼 생긴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하기도 하고, ‘갓’을 ‘가장자리’로 보
아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관곡
(冠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아울러 쓴다. 이들 두 해석 중에서는 후자의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대
체로 ‘갓골’이 여러 골짜기 중에서 구석진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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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골
‘고파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장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가장골’은 ‘가장자리
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실제 이 골짜기는 산자락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개장골’도 ‘가장자리
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거문달/거문다리
‘돌목이고개’ 올라가면서 왼쪽이 된다. ‘거문’과 ‘달’로 분석된다. ‘거문’은 ‘검-[玄]’의 관형사형이고,
‘달’은 ‘산(山)’을 뜻하는 것이거나 ‘들’의 변형이다. 그렇다면 ‘거문달’은 ‘검은 산’ 또는 ‘검은 들’로
해석된다. 높은 산인 ‘갈미봉’ 밑이 되므로 전자의 설명이 더 어울린다. 산이 음지에 있으며, 깊고
울창하여 검게 보인다.

고사리골
‘하수문’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안골’ 위가 된다. ‘고사리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고파골
‘대삼골’에서 뒷산으로 오르다 첫 번째로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위로 ‘가는골, 범바굴, 상가마골, 짐재
(큰짐재, 작은짐재)’ 등의 골짜기가 있다.

관청재(官廳-)
‘하수문’에서 ‘진동골’ 위쪽으로 800m 지점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고사리골’ 위가 된다. 김유신 장군
의 부친이 도읍지로 정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관청’을 ‘官廳’으로 보아 고개에 관청이 있어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정말 고개에 ‘관청’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안산’을 ‘관청산(官廳
山)’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 ‘벼슬바위’가 ‘관청배’로 한자화되는 것을 보면,
혹시 ‘관청재’는 ‘벼슬재’에 대한 한자 지명이 아닌가 한다. 진천읍 행정리의 ‘관청재’를 참고하라.

광마루재/망마루재

‘대삼골’ 앞에 있는 산이다. 현지 주민들은 지금 ‘광마루재’로 발음하고 있으나, 常山古蹟會 ․ 鎭川
文化院(1997:216)에는 ‘망마루재’로 나온다. 다른 지역에 ‘망마루’라는 들 이름과 ‘망마루끝’이라는
마을 이름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망마루재’가 원형일 가능성이 있다. ‘망’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
나 한자 ‘望’으로 볼 수 있으며, ‘마루재’는 ‘높고 큰 고개’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망마루재’는 ‘망을
보던 큰 고개’로 해석된다. ‘광마루재’가 ‘망마루재’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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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다. ‘망마루재’ 밑으로 ‘위큰골, 아래큰골, 양아터골, 잰터골’ 등의 골짜기가 있다.

구기대골/구리대골
‘절터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구래
‘대삼골’ 남쪽에 있는 들이다. ‘구래들’에서 후행 요소 ‘들’이 생략된 어형이다. ‘구래’는 ‘구레’로 ‘물이
늘 괴어 있는 구덩이’라는 뜻이다. ‘구레’로 이루어진 들이 바로 ‘구레들’이다.

꼬마댕이
‘절터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산제당’이 있었다고 한다.

남근석(男根石)
‘수문골’ 입구 우측에 있는 남근(男根) 모양의 돌이다. 돌 위에 있는 갓을 벗기면 인근 마을 처녀들
이 바람이 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느루펀던
‘하수문’ 앞에 있는 버덩이다. ‘느루’는 ‘느르’의 변형으로 ‘길게 늘어진 형상’을 지시한다. ‘느르메기,
느르미, 느르실’ 등에 보이는 ‘느르’도 그와 같은 것이다. ‘펀던’은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느르펀던’, 곧 ‘느루펀던’은 ‘길게 늘어진 형상의 거
친 들’로 해석된다.

단지점(-店)
‘칡목’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단지를 만들어 팔던 가게’로 해석된다. ‘단지점’이 있는 골짜기를 후
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대문리분청사기요지(大門里粉靑沙器窯址)
제1호는 ‘하수문’과 ‘중수문’ 마을 중간쯤의 도로에서 왼쪽으로 30m 떨어진 산 사면에 위치하고 있
으며, 제2호는 제1호 요지에서 1.2㎞ 떨어진 남서쪽 약 100m 지점의 돌출된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대문리사지(大門里寺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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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터골’에 있는 절터이다.

대삼골(大三-)/대삼곡(大三谷)
‘새텟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대삼곡(大三谷)’이라고도 한다. ‘조대삼’이라는 대감이 낙향하여 산
곳이어서 ‘대삼’이라 했다고 하나 믿을 수 없다. ‘대삼’을 ‘大三’으로 보면, 큰 골짜기가 세 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世宗實錄地理志>에 ‘大三洞’으로,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大三’으로 나온다.

도덕골/더덕골
‘칡목’에서 개울 건너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덕’은 ‘도둑, 두둑’과 관련된 어형으
로 ‘두두룩한 형상’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도덕골’은 ‘도둑골’과 같이 ‘두두룩하게 올라와 있는 형상
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도소장(屠所場)
‘하수문’ 동남쪽에 있다. ‘소를 잡는 곳’이라는 뜻으로, ‘도살장(屠殺場)’과 의미가 같다. 옛날에 이곳
에서 소를 잡았다고 한다.

도치장골
‘하수문’의 ‘구리대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치장골’ 위에 ‘구리대골’, ‘구리대골’ 위에 ‘절터골’이
있다. 전국에 ‘도치장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확인되는데,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돌목이고개
‘칡목’에서 충남 천안시 병천면 봉항리 ‘돌목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돌목이’는 ‘돌이 많은 길목’
또는 ‘돌아가는 길목’이라는 뜻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돌목이고’에 ‘石項峙’가 대
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자의 설이 설득력이 있다. 이곳에 있는 고개가 ‘돌목이고개’이다.

동그락들
‘대삼골’ 동쪽에 있는 들이다. ‘동그락’과 ‘들’로 분석되며, ‘동그란 형상의 들’로 해석된다.

동그락보(-洑)
‘대삼골’ 입구에 있는 보이다. ‘동그락들’에 물을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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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막
‘싸리재’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막골’에서 후행 요소 ‘골’이 생략된 어형이다. 전국에 ‘동막골’이
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으며, 그에 따른 유래 설도 다양하다. ‘동막’을 ‘동막이(둑을 막아 저수하던
곳)’, ‘洞幕’, ‘동쪽 막’ 등으로 보아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둑을 막아 저수하는 동막이가 있는 골짜기’,
‘마을 입구나 요지에 동막을 두었던 골짜기’, ‘동쪽 막이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또한 ‘동’을
한자 ‘東’, ‘막’을 동사 어간 ‘막-[塞]’으로 보아 ‘동쪽이 막힌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동막골을
’
‘독막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아 ‘독을 굽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동막골’의
유래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동막(洞幕)을 두었던 골짜기’가 아닌
가 한다. ‘초막골(草幕-), 산막골(山幕-), 사기막골(沙器幕-)’ 등의 지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되장골고개
‘동막’에서 천안시 북면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되장골’과 ‘고개’로 분석된다. ‘되장골’은 ‘도장
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도장골’은 ‘도장방처럼 아늑한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
기에 있는 고개가 ‘도장골고개’, 곧 ‘되장골고개’이다.

뒷골
‘쇄댕이’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뒷동산(-東山)
‘대삼골’ 동네 뒤에 있는 산이다.

띠야골
‘말구리고개’로 올라가다 왼쪽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다음에 있는 골짜기가 ‘홀짝골’이다. ‘띠야
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혹시 ‘띠앗골’과 관련이 있는 어형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띠앗골’은
‘띠밭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띠밭(띠가 잡초와 함께 무성하게 난 땅)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전국에 ‘띠밭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띠야골’이 ‘띠앗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띠야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말구리
‘말구리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말굴’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말굴’은 ‘말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말골’은 ‘큰 골짜기’라는 뜻이어서 ‘말굴’이나 ‘말구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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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단히 크고 웅장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말’을 ‘馬’의 뜻으로 보고, 말의 발이
빠져 나오지 못해서 붙여진 이름, 말의 꼬리 혈에 해당하여 붙여진 이름, 말의 허리처럼 생겨서 붙
여진 이름,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의 지형이어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말구리고개
‘대삼골’에서 갈월리 ‘강당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말구리’와 ‘고개’로 분석된다. ‘말구리’는 ‘큰 골
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 위에 있는 고개가 ‘말구리고개’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는 ‘말구리고’로 나오며, ‘馬掘峙’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모야골
‘도치장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야’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 ‘모야골’의 유래를 밝히기 어렵
다. 전국에 ‘모야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다.

배나무골
‘새텟말’의 ‘범바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배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범바굴
‘대삼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범바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범바골’은 ‘범바위골’에서 ‘위’가 탈
락한 어형이다. ‘범바위’는 ‘범이 살던 바위’ 또는 ‘범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범바위골’이다. 아울러 ‘범바골’이나 ‘범바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범바위
‘범바굴’ 위쪽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에 범이 살던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복골
‘하수문’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봇골(洑-)’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에 보가 있었다고 한다.

북당골(-堂-)
‘이남지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붓당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붓당골’은 ‘불당골’에 사이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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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재된 ‘붌당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붌당골’의 ‘불당’은 ‘佛堂’이고, ‘골’은 ‘谷’
의 뜻이므로 ‘붌당골’은 ‘불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붓당골’이나 ‘북당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곳에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북당’은 ‘북당골’을 비롯하여 ‘북당말,
북당산, 북당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활발히 쓰인다.

사기장고개(沙器-)
‘갈미봉’ 밑에 있는 고개이다. ‘사기장’의 어원은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沙器
匠(사기그릇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면 ‘사기장골’은 ‘사기를 만드는 사
람이 살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둘째는 ‘사기점(沙器店)’이 변한 어형으로 본다. ‘사기점골’이 ‘사기
정골’을 거쳐 ‘사기장골’로 변할 수 있다. 이는 ‘점골’이 ‘정골’을 거쳐 ‘증골’이 되고, ‘금점이’가 ‘금정
이’가 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사기장골’은 ‘사기점골’과 같이 ‘사기를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셋째는 ‘沙器場’으로 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기’에 ‘沙器
場谷’을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사기장골’의 ‘사기장’을 ‘沙器場’으로 볼 수 있다.

사기장골(沙器-)/새걍지
‘쇄댕이’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기장골’은 ‘사기를 굽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새걍지’는 ‘사기장’
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진천읍 문봉리의 ‘사기장골’을 참조하라.

새텟말/신대(新垈)
‘칡목’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터말’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새텃말’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새터’는 ‘새로 조성된 터’라는 뜻이다. 이곳에 형성된 마을이 ‘새터말’, 곧 ‘새텟말’이다. 그리고 ‘새텟
말’에 대한 한자 지명이 ‘신대(新垈)’이다.

성안골(城-)
‘만뢰산성’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안(城-)’과 ‘골’로 분석되며, ‘성 안쪽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
된다.

쇄당이/쇄댕이/상수문(上水門)
‘중수문(가운데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쇄댕이’는 ‘쇄당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그런
데 ‘쇄당이’의 유래는 알 수 없다. ‘상수문(上水門)’은 ‘수문동’의 위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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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골(水門-)/수문동(水門洞)
‘하수문, 중수문, 상수문(쇄당이)’을 아우른 마을이다. 옛날 군사 훈련을 할 당시 물을 가두었다가
이용하는 수문(水門)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마을 입구에 있는 돌벙거
지가 숨어 있는 듯하여 ‘숨음’이라 하다가 ‘수문’이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수문골’은 ‘숨
은골’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깊은 골짜기가 마치 숨어 있는 듯이 보여 ‘숨은골’이라 한 것인데,
이것이 ‘수문골’로 변하자 ‘수문’을 한자 ‘水門’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뢰산’을 등지
고 골짜기에 들어선 여러 마을이 숨어 있는 듯하여 ‘숨은골’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전국에
‘수문골’이라는 골짜기가 여러 군데 확인되는데 물문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골이 깊어 숨어 있는 듯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슴터
‘말구리재’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승주골’ (올라가면서 보아) 왼쪽이 된다. ‘쉼터’
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쉬어가는 곳’으로 해석된다.

신염산
‘칡목’ 서쪽에 있는 산이다. ‘신주암’이 있었다.

신잠
‘도덕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주암/신점
‘신염산’에 있던 절이다. ‘신점’은 ‘신주암’이 줄어든 어형으로 보인다.

싸리재
‘새텟말’에서 천안시 북면 대평리 ‘싸리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전국에 ‘싸리재’ 또는 ‘싸리고개’라
는 고개가 흔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싸리’를 ‘싸리나무’로 보고 ‘싸리나무가 많은 고개’로 해석한
다. 그러나 ‘싸리’는 ‘사리’의 된소리 어형일 가능성이 있어 ‘싸리재’를 무조건 ‘싸리나무’와 연계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실제 ‘싸리재’에 대해 ‘사리재’도 존재한다. 어떤 학자는 ‘싸리’를 ‘사리’의 된소리
어형으로 간주하고, ‘수리[峰, 頂, 上]’ 또는 ‘사이[間]’와 관련된 어형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싸
리재’는 ‘높은 고개’ 또는 ‘사이에 있는 고개’로 해석한다. 한편 ‘사리’는 ‘살[矢]’과 관련된 어형일 수
도 있다. 그렇다면 ‘싸리재’ 또는 ‘사리재’는 ‘살재’와 같이 ‘화살처럼 가늘고 긴 고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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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싸리고개’로 나오고, ‘杻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쌍가마골(雙-)
‘큰짐재’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두 개가 쌍으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큰골
‘대삼골’ 동쪽의 ‘큰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위큰골’ 밑이 된다. ‘대삼골’ 동쪽 산에는 ‘위큰골,
아래큰골, 양아터골, 잰터골’ 등의 골짜기가 있다.

안산(案山)/앞산(-山)(1)
‘하수문’ 앞에 있는 산이다. ‘안산’은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앞산(-山)(2)
‘새텟말’ 동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양아터골
‘대삼골’ 동쪽 ‘잰터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양아터’와 ‘골’로 분석된다. ‘양아터’의 어원은 분명
하지 않지만, ‘양가터’와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양가터’에서 변형된 어형일 가능성도
있다. ‘양가터’에 대해서는 ‘양 씨’가 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
아터’라는 터가 있는 골짜기가 ‘양아터골’이다.

양지봉(-峰)
‘단지점’ 왼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양지’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양지’는 ‘양지뜸, 양지말, 양지
배미, 양지보, 양지산’ 등에 보이는 ‘양지’와 같이 ‘陽地’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양지봉’은 ‘양지쪽에
있어 햇볕이 잘 드는 봉우리’로 해석된다.

얕은번데기
‘하수문’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깊은골’ 아래가 된다. ‘얕은’과 ‘번데기’로 분석된다. ‘번데기’는 ‘번
더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번더기’는 ‘번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번덕’은
‘버덩(거칠고 넓은 들)’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얕은번데기’는 ‘지형이 얕은 버덩’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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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모당
‘느루펀던’ 안에 있던 연못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옥녀봉(玉女峰)
‘거문달’ 아래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전국에 ‘옥녀봉’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다. ‘옥녀처럼 곱고 단정
한 모습을 하고 있는 봉우리’, ‘옥녀가 산발한 모양(玉女散髮形)을 하고 있는 봉우리’, ‘옥녀가 거문
고를 타고 있는 형국(玉女彈琴形)의 산’,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玉女織錦形)의 산’ 등과 같은
여러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옥녀처럼 곱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봉우리’라는 설
이 믿을 만하다.

원봉(元峰, 圓峰)/만뢰산((萬賴山)
‘관청재’ 위쪽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원봉’은 ‘원봉(元峰)’ 또는 ‘원봉(圓峰)’일 것으로 추정된
다. 전국에 ‘원봉’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다. 대체로 ‘두리봉, 두래봉, 둥글메, 등근봉’ 등에 대응되어
있다. 이들에 대응된 ‘원봉’은 ‘둥근 봉우리’를 뜻하는 ‘圓峰’임에 틀림이 없다. ‘원봉’이 ‘큰산’에 대응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원봉’은 ‘元峰’일 가능성이 높다. 이곳의 ‘원봉’이 ‘관청재’ 위쪽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점에서 ‘元峰’으로 보아 무방하다. ‘만뢰산(萬賴山)’은 ‘萬弩山, 萬奴山, 萬藾
山’ 등으로 쓰기도 한다. 본래 ‘만노산(萬弩山)’이었는데, 만인(萬人)의 힘을 입었다고 하여 ‘일만 만
(萬)’, ‘힘 입을 뢰(賴)’ 자를 써서 ‘만뢰산(萬賴山)’으로 개칭하였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월봉산(月峰山)
‘대삼골’ 뒤에 있는 주산(主山)을 가리킨다. 전국에 ‘월봉산(月峰山)’이라는 산이 많다. 이는 ‘달봉(峰), 달매’ 등의 속지명과 함께 쓰인다. ‘달봉, 달매’에 대해서는 ‘달’을 ‘月’의 뜻으로 보아 ‘달맞이를
하던 산’, ‘달처럼 둥글게 생긴 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달’은 ‘高’의 뜻일 수도
있어 ‘달봉’이나 ‘달매’는 ‘높은 산’의 뜻일 가능성도 있다.

위큰골
‘큰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큰골’과 짝을 이룬다.

음지논(陰地-)
‘하수문’ 공장 앞에 있는 논이다. ‘음지쪽에 있는 논’이라는 뜻이다.

대문리(大門里) 475

음턱골(陰-)
‘새텟말’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음터골(陰-)’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음터골’에 ‘ㅅ’이 개재
된 ‘음텃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음터’는 ‘그늘진 곳’이라는 뜻이다. ‘음터’가 있는 골짜기가 ‘음터
골’, 곧 ‘음턱골’이다.

이남지골
‘하수문’ 서남쪽으로 있는 긴 골짜기이다.

작은승주골
‘슴터’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승주골’ 왼쪽이 된다.

작은짐재
‘꼬마댕이’ 왼쪽에 있는 고개이다. ‘짐재’는 ‘진재’의 ‘ㄴ>ㅁ’ 변화형이고, ‘진재’는 ‘긴재’의 구개음화
형태이다. ‘긴재’는 ‘길게 뻗은 고개’라는 뜻이다. 아울러 ‘짐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짐재’의
작은 고개 쪽을 ‘작은짐재’라고 한다.

장구맥이
‘하수문’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북당골’ 왼쪽이 된다. ‘장구목이’의 변형이다. ‘장구목이’가 ‘장구
먹이’로 변한 다음 ‘장구막이’가 되고, 이어서 ‘장구막이’가 ‘장구맥이’가 된 것이다. ‘장구목이’는 ‘장
구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장구목’은 ‘장구의 잘록한 목’을 가리킨다. 아울러 ‘장구맥
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장구의 목처럼 잘록하게 생긴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장수바위(將帥-)
‘고사리골’ 앞에 있는 바위이다. ‘장수바위’라는 바위 이름은 전국에 아주 널리 분포하며, 그 유래
설도 또한 다양하다. ‘장수가 살던 흔적이 있는 바위’, ‘장수가 옮겨다 놓은 바위’, ‘장수가 앉은 바
위’, ‘장군이 누워 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 ‘장수가 오줌을 누어서 패인 바위’, ‘장수처럼 큰 바위’,
‘장수가 놀던 바위’, ‘장수가 겨드랑이에 끼고 가다가 놓고 간 바위’, ‘장수의 화상을 그려 넣은 바위’,
‘장수 발자국이 난 바위’ 등의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는 ‘장수처럼 큰 바위’라는 설이 그럴듯하
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장수’는 ‘장수(將帥)’의 특징인 ‘크고 우람한 형상’을 지시하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장수바위’는 ‘장수처럼 크고 우람한 바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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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골
‘새텟말’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래골’ 오른쪽이 된다. 전국에 ‘장자골’이라는 골짜기가 흔한데, 대
체로 ‘장자’를 ‘長者’, 곧 ‘부자’로 보아 부자가 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장
자’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장자골’의 유래 또한 밝히기 어렵다. 물론 ‘장자’를 고유어 ‘잔
자’의 변형으로 보아 ‘작은 산’의 의미를 부여한 다음 ‘장자골’을 ‘작은 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기
도 하나 믿을 수 없다. ‘작은 산’을 뜻하는 ‘잔자’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자골’은 지역에 따라 ‘장재골, 장재울’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 ‘장자골’이 ‘장재
골’의 변형이라면 ‘장자’는 ‘장재(長-, 긴 고개)’와 관련된 어형일 수가 있다. 한편 ‘장자’가 ‘정자(亭
子)’의 변형이라면 ‘정자골’은 ‘정자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장작고개/장잘고개
‘새텟말’과 ‘대삼골’을 잇는 고개이다. ‘개장골’ 왼쪽이 된다. ‘장작고개’는 ‘장자고개’에 ‘ㅅ’이 개재된
‘장잣고개’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장자고개’의 ‘장자’는 ‘장자골, 장자말, 장자터’ 등에 보이
는 ‘장자’와 같은 것이다. 전국에 ‘장자고개’라는 고개가 몇 군데 확인되는데, 대체로 ‘長者’가 살아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장잘고개’는 ‘장작고개’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잰터골
‘칼바위날’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잰터’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잰터’라는 터가 있는 골짜기가
‘잰터골’이다.

절골/사곡(寺谷)
‘칡목’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른다. ‘절골’에 대한 한자 지명이 ‘사곡(寺谷)’이다.

절터골
‘하수문’의 ‘모야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는 ‘절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절터’가 있는 골짜
기가 ‘절터골’이다.

정자들(亭子-)
대문리 입구 ‘숯가마’ 앞에 있는 들이다. ‘정자 또는 정자나무가 있던 들’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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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고개/길고개
‘칡목’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길고개’는 ‘긴 고개’라는 뜻이다. ‘지리고개’는 ‘길고개’의 구개음화
어형인 ‘질고개’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지리고개’도 ‘긴 고개’로 해석된다. 다른
지역에도 ‘지리고개’가 있는데, 대체로 ‘아주 긴 고개’로 해석한다.

진동골
‘고사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진동’은 ‘진등’의 모음 변화형일 수도 있고, ‘진골’에 대한 한자 지
명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진동’은 ‘긴 산등성이’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진동’은 ‘지형이 긴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전국에 ‘진동’이라는 마을이 흔한데, ‘진등’과 함께 쓰이기도 하고 ‘진골’
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진동골’은 ‘긴 산등성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 또는 ‘진동 마을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질재날
‘하수문’의 ‘도치장골’ 밑에 있는 산등성이다. ‘질재’는 ‘길재’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긴 고개’라는 뜻
이다. 이 고개가 있는 산등성이가 ‘질재날’이다.

짐재
‘대삼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군사들이 진을 쳤다고 하여 ‘진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짐
재’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짐재’는 ‘진재’의 ‘ㄴ>ㅁ’ 변화
형이고, ‘진재’는 ‘긴재’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긴재’가 ‘긴 고개’라는 뜻이므로 ‘짐재’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큰짐재’와 ‘작은짐재’로 나뉜다.

최다리바골/쳇도리바우골
‘고사리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최다리’ 또는 ‘쳇도리’는 ‘쳇다리’로 추정된다. ‘쳇다리’는 ‘체로 밭
거나 거를 때에, 그릇 따위에 걸쳐 그 위에 체를 올려놓는 데 쓰는 기구’이다. Y 자 모양이나 사다
리꼴로 된 나무를 쓴다. ‘쳇다리’ 모양의 바위가 ‘쳇다리바위’이고,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쳇다리
바위골’이다. ‘쳇다리바위골’에서 모음 변화와 ‘위’ 탈락을 거쳐 ‘최다리바골’, ‘쳇도리바우골’로 나타
난 것이다.

칡목/갈항(葛項)
‘대삼골’ 남쪽, 곧 ‘새텟말’ 밑에 있는 마을이다. ‘칡이 많은 길목’이라는 뜻이다. 실제 이곳에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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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칡’이 많다. ‘칡’이 굵어 대들보로 썼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길목에 자리 잡은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칡목’에 대한 한자 지명이 ‘갈항(葛項)’이다.

칼바위날
‘망마루재’ 옆에 있는 산이다. ‘칼바위’는 ‘칼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산등성이가
‘칼바위날’이다.

큰골
‘말구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큰승주골
‘홀짝골’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짐재
‘작은짐재’ 왼쪽에 있는 고개이다.

풀모골
‘슴터’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풀모’는 ‘풀무’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리하여 ‘풀모골’은 ‘풀무골’
과 같이 ‘풀뭇간(대장간)이 있던 골짜기’ 또는 ‘풀무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하수문(下水門)
‘수문골’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홀짝골
‘띠야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홀짝’은 ‘홀쭉’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홀짝골’은
‘홀쭉한 골짜기’, 곧 ‘좁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홀짝개, 홀짝고개’ 등도 지형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
이다.

황새나무골
‘풀모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황새나무’는 ‘황새가 깃들어 사는 나무’라는 뜻이다. 전국에서 ‘황새
나무’라는 나무 이름이 몇 개 발견된다. 이 나무가 있는 골짜기가 ‘황새나무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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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미기
‘하수문’의 ‘장구맥이’ 앞이다. ‘회목이’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회목이’는 ‘회목’에 접미사 ‘-이’가 결합
된 형태이다. ‘회목’은 ‘손목이나 발목의 잘록한 부분’ 또는 ‘강이나 길 따위에서 꺾이어 방향이 바뀌
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회목고개’의 ‘회목’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회목이’는
‘지형이 회목처럼 잘록한 길목’ 또는 ‘휘어 돌아가는 길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회미기’가 ‘회목
이’의 변화형이라면 ‘회미기’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띤다. 경남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에서는 ‘회미
기’를 ‘지형이 회목처럼 잘록한 고개’로 해석하고 있다.

갈월리(葛月里)


본래 진천군 백곡면 지역으로, 갈대가 많은 골짜기여서 ‘갈대밭, 갈울, 갈월, 노동’이라 했다고 한
다.65)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노신리(蘆新里), 신평리(新坪里), 흑석리(黑
石里), 중로리(中蘆里), 상로리(上蘆里), 서수리(西水里)를 병합하여 갈월리(葛月里)라 명명한
것이다.

갈월산성(葛月山城)
‘갈월산’에 있던 성이다. 신라 시대의 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천의 서방을 수비하던 요새지로 짐
작된다.

갓골
‘구억말’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갓’은 ‘가장자리’를 뜻하여,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갓모봉(-帽峰)
‘중로’ 북쪽에 있는 산이다. ‘갓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긴
모자’를 가리킨다. 지금은 ‘갈모’로 변하여 쓰이고 있다. ‘갈모’처럼 꼭대기가 뾰족한 산봉우리가 ‘갓
65) 전국에 ‘갈월’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다. 대체로 ‘갈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蘆
洞’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葛月’은 ‘갈울’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곧 ‘갈’을 ‘葛’로, ‘울’
을 ‘月’로 음차한 것이다. ‘갈울’은 ‘갈골’로 소급한다. ‘갈골’의 제1음절 종성 ‘ㄹ’에 영향을 받아 후행
하는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갈올’이 되고 2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갈울’이 된 것이다. 전국에 ‘갈
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이에 대해 ‘갈’을 ‘갈대’로 보아 ‘갈대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갈’을 ‘葛’로 보아 ‘칡이 무성한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들 해석 가운데 두 번째 설은
별반 설득력이 없다. ‘칡’이 많으면 ‘칡골’이라 하지 굳이 한자 ‘葛’을 이용하여 ‘갈골’이라 하지 않았
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갈’은 동사 어간 ‘가-[分]’와 관련된 어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갈
골’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갈울’이나 ‘갈월’도 ‘갈’의 정체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갈월리(葛月里) 481

모봉’이다. ‘갈미봉’과 같은 의미이다. 전국에 ‘갓모봉’이나 ‘갈미봉’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다. 진천
지역에서는 주로 ‘갈미봉’이 쓰인다.

강당(講堂)/강당골(講堂-)/강당말(講堂-)
‘새텟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평양 조씨가 대성을 이루고 산다. ‘강당(講堂)은 ‘강의를 하는 큰 집’
이라는 뜻이다. 이 강당이 있던 마을이 ‘강당골’ 또는 ‘강당말’이다. 후행 요소 ‘골’과 ‘말’을 생략한
채 ‘강당’이라고도 한다. 이곳 ‘강당’에서 불경을 강독하고 신도들을 교육했다고 한다. ‘강당’은 ‘강당
골, 강당말, 강당들, 강당산, 강당소, 강당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은 모두 해당 지역에 ‘강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선봉(降仙峰)
‘갓모봉’ 서쪽에 있는 산이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놀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강선(降仙)’은 ‘강선봉’을 비롯하여 ‘강선바구, 강선암, 강선정, 강선터’ 등에서도 확인된다. 대체로
신선이 내려와 놀던 곳으로 설명한다.

개미골
‘중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불개미’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개미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개미’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골짜기
의 지형이 개미의 허리처럼 잘록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 개미 혈이 있는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개미골’에 ‘부곡(釜谷)’이나 ‘부동(釜洞)’ 등의 한자 지명
이 대응되어 있기도 한데, 이런 곳의 ‘개미골’은 ‘가마골’과 관련이 있다.

개천이
‘구억말’ 앞에 있는 산이다. ‘개천’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추정되나 ‘개천’의 어원은 분명
하지 않다. ‘물이 흘러 내려가는 내’를 가리킬 수도 있다.

검은돌/검은들/흑석(黑石)
‘새텟말’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검은돌’은 ‘검은 빛의 바위’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흑석(黑石)’이고, 그 모음 변화형이 ‘검은들’이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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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鷄龍臺)
‘엽둔’ 마을 서남쪽, ‘안골’과 붙어 있는 골짜기이다.

곡간이고개
‘구억말’에서 천안시 북면 대평리 ‘곡간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곡간이’로 넘어가는 고개여서 붙여
진 이름이다.

구억말/음달말(陰-)
‘서수’에 딸린 마을이다. ‘구억’은 ‘구석’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구억말’은 ‘구석진 곳에 있는 마을’
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구역말, 국말, 공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이 구석진 곳에
있어 음달이 진다. 그리하여 ‘음달말’이라고도 한다.

긴골/진골
‘상로’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골’ 옆이 된다. ‘긴’은 ‘길-[長]’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긴골’은
‘길게 이어진 골짜기’로 해석된다. ‘진골’은 ‘긴골’의 구개음화 어형이어서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늘보탕(-湯)/늘조탕골(-湯-)66)
‘상로’의 ‘웃말’부터 ‘생골’ 입구까지의 지역이다. 공동묘지가 있다. ‘늘’을 ‘널(시체를 넣는 관이나 곽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보아 ‘널’을 생산하여 공급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조탕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확인된다.

달기집골
‘하독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깊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달기집’은 ‘닭장’을 지시하지 않나 한다. 그렇다면
‘달기집골’은 ‘닭장과 같이 생긴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당골(堂-)
‘강당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낭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66) 지금 현지 사람들은 ‘늘보탕’으로 발음하고 있으나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219)에는 ‘늘조탕
골’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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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굴고개(大-)
‘강당말’에서 대문리 ‘대삼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대상굴’과 ‘고개’로 분석된다. ‘대상굴’은 ‘대삼골
(大三-)’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대원말(大元-)/대원동(大元洞)/노신(蘆新)
‘웃말, 아랫말, 장성구지’를 아우르는 마을이다. 이 지역은 본래 갈대밭이었다고 한다. 갈대밭에 새
로 조성된 마을이라고 하여 ‘갈대 蘆’ 자와 ‘새 新’ 자를 써서 ‘蘆新’이라 했다고 설명한다.

덤풀골/덤벙골
‘강당’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덤풀골’의 ‘덤풀’은 ‘덤불’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덤풀골’은 ‘덤불
이 무성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덤벙골’의 ‘덤벙’은 ‘둠벙’의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르면 ‘덤벙
골’은 ‘둠벙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된봉(-峰)
‘중로’ 북쪽에 있는 산이다. ‘갈미봉’에서 보면 오른쪽이 된다. ‘된’은 ‘되-(가파르고 험하다)’의 관형
사형이다. 그러므로 ‘된봉’은 ‘가파르고 험한 산’으로 해석된다. 정상에 서면 멀리 서해안까지 보인
다고 하는 높은 산이다.

두루봉(-峰)
‘서수’의 ‘양달말’ 뒷산이다. ‘두루-’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두루-’는 동사 어간 ‘두르-[圓]’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러므로 ‘두루봉’은 ‘둥근 모양의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 ‘두로봉, 두류봉,
두리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산은 산봉우리가 둥글고 산세가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만뢰사(萬賴祠)
‘강당말’ 북쪽에 있는 백파(柏坡) 조감(趙瑊)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말구리
‘강당말’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문리와 통한다. ‘말굴’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말
굴’은 ‘말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말골’이 ‘큰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말굴’이나 ‘말구리’ 또한 그와 같
은 의미를 띤다. 골짜기가 대단히 크고 웅장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말’을 ‘馬’의
뜻으로 보아 말의 발이 빠져 나오지 못해서 붙여진 이름, 말의 꼬리 혈에 해당하여 붙여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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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허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의 지형이어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대문리의 ‘말구리’를 참조하라.

먹뱅이
‘검은돌’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먹방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먹방이’는 ‘먹방’에 접미
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전국에 ‘먹방, 먹방이, 먹뱅이’라는 지명이 수없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
해서는 ‘먹을 만들던 곳’, ‘선인독서형(仙人讀書形)의 명당’, ‘깊숙하여 대낮에도 먹을 칠해 놓은 것
처럼 컴컴한 곳’, ‘무연탄이 난 곳’ 등의 여러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먹을 만들던 곳’이라는
유래 설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먹방’의 ‘먹’은 ‘먹물을 만드는 재료’, ‘방’은 한자 ‘坊’으로 볼 수 있다.
‘묵방(墨坊)’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기도 하는데, 이는 ‘먹방’의 ‘먹’을 한자로 바꾼 지명이다.

목천너미(木川-)
‘강당말’ 서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천안시 북면 대평리로 넘어간다. ‘목천(木川)’은 지명이고, ‘너미’
는 ‘넘-[越]’에서 파생된 어형이다. 그러므로 ‘목천너미’는 ‘목천으로 넘어가는 곳’이라는 어원적 의미
를 갖는다.

방아목이고개
‘중로’ 위쪽에서 양백리 ‘상백’과 ‘하백’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방아목고개’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
가 개재된 형태이다. ‘방아목고개’는 ‘방아목’과 ‘고개’로 분석된다. ‘방아목’은 ‘지형이 방아처럼 생긴
길목’이라는 뜻이다. 이 길목에 나 있는 고개가 ‘방아목고개’, 곧 ‘방아목이고개’이다. 고개가 잘록한
형상을 하고 있다.

부른이고개
‘상로’에서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부른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부른고개’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
가 개재된 형태이다. ‘부른고개’가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에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부른고개’를 ‘붉은
고개’로 이해하고 고개 흙이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서는 ‘불운이고’를 제시하고 ‘佛雲峙’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하고 있다.

사라골
‘토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질마재’와 ‘행여바위’ 아래가 된다. ‘살골’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
으로 추정된다. ‘살골’은 ‘화살처럼 좁고 긴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라골’이 ‘살골’에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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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면 ‘사라골’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띤다. ‘웃사라골’과 ‘아랫사라골’로 나뉜다.

상로(上蘆)/소터골
‘중로’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소터골’의 ‘소’를 ‘牛’의 뜻으로 보고, ‘소가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소터’는 ‘솔터’에서 ‘ㄹ’이 탈락한
어형이거나 ‘솟대’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터골’은 ‘소나무가 많은 골짜기’나 ‘솟
대가 서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소터골’ 및 이와 어형이 유사한 ‘소텃골, 소턱골, 소토골,
소톳골, 소톡골’ 등이 흔한데, 지역에 따라서는 ‘솟대가 서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소터골’
은 ‘웃말’과 ‘아랫말’로 나뉜다. <朝鮮地誌資料>(1914 이전)에는 ‘서터골’로 나오고 ‘上蘆’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새말림
‘강당말’ 앞에 있는 산이다. ‘새’는 ‘間’, ‘東’, ‘草’ 등의 뜻으로 볼 수 있고, ‘말림’은 ‘말림갓(지난날,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한 산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새말림’은 ‘사이에 있는 산’, ‘동쪽에
있는 산’, ‘풀이 많은 산’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전국에 ‘새말림’이라는 산이 적지 않은데, ‘새’를 ‘新’
의 뜻으로 보아 ‘새로 매입한 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곳 ‘새말림’은 예전에 나무를 하던 산이다.
초평면 용정리에도 ‘새말림’이 있다.

새반도고니/새반두고니
‘중로’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새텟말/신대(新垈)
‘강당말’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새터말’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새텃말’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새터’는 ‘새로 조성한 터’라는 뜻이다. 이 터에 생겨난 마을이 ‘새터말’, 곧 ‘새텟말’이다.

새텟말앞
‘새텟말’ 앞에 있는 들이다. ‘새텟말’은 ‘새로 조성된 터에 조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 앞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생골/샹골
‘상로’ 위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골프장으로 수용되어 없어졌다. ‘생골’은 ‘샘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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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샹골’로 발음하기도 한다.

생골절
‘생골’ 북쪽에 있던 절이다. ‘생골’은 ‘샘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샘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있는 절이 ‘생골절’이다.

서수(西水)/서수원(西水院)/세손
‘엽둔재’ 밑에 있는 마을이다. 백곡면의 서쪽 끝이 된다. 삼국 시대에는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로서
병사들이 진을 치고 주둔하였다고 한다. ‘서수원(西水院)’은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던 ‘원(院)’
의 이름이다. ‘서수원’에서 ‘원’이 생략된 어형이 ‘서수’이고, ‘서수원’의 축약형이 ‘세손’이다.

수원네미(水院-)
‘상로’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수원’ 지방의 높은 벼슬아치가 넘어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수원’은 ‘서수원’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네미’는 ‘너미’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너미’는 ‘넘-[越]’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렇다면 ‘수원네
미’는 ‘서수원으로 넘어가는 곳’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양백리에서는 ‘서운네미’라 한다.

승지골
‘중로’의 ‘윗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승지 벼슬을 한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승지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하다. ‘승지’를 한자 ‘承旨’로 보
아 ‘승지가 날 명당이 있는 골짜기’, ‘승지가 논을 부친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승지’를 ‘勝地’로
보아 ‘경관이 좋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승지’를 ‘承旨’나 ‘勝地’로 보는 것은 무리이
다. ‘승지골’은 ‘승직골, 승짓골, 승저골, 승젓골, 승적골’ 등과 유사한 지명으로 추정되어 ‘승지’는
‘승저, 승적, 승젓’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인다. ‘승젓골’은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
이고, ‘승적골’은 ‘승젓골’의 자음 동화 어형이다. ‘승젌골’은 ‘승절’과 ‘골’ 사이에 ‘ㅅ’이 개재된 어형
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승적골’이 ‘성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
가 높다. 이로 보면 ‘승적골’의 ‘승’은 ‘성’에서 변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
된다. 아울러 ‘승적골’이나 ‘승지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랫말

갈월리(葛月里) 487

‘대원말’에 속한 마을이다. ‘읏말’과 짝을 이룬다.

안골
‘엽둔재’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안말/중로(中蘆)
갈월리 한복판에 있는 마을이다. ‘안말’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중로(中蘆)’
는 ‘갈대밭 중앙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안산(案山)
‘상로’ 동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양달말(陽-)
‘서수’에 딸린 마을이다.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음달말(구억말)’과 짝을 이룬다.

여우골
‘중로’ 북동쪽 산 정상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우가 살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엽둔(葉屯)/엽돈(葉-)
‘엽둔재’ 밑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두 집이 살고 있다.

엽둔재(葉屯-)/엽둔고개(葉屯-)/엽둔재고개(葉屯-)/엽둔티(葉屯-)/협탄티(脇呑-)/협돈령(脇-嶺)
‘서수’ 서쪽인 천안시 입장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매우 험준하고 깊은 고개이다. 조선 시대에는
도적 떼들이 들끓어 ‘엽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모두 털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임진왜란 당시 안성 사는 홍계남(洪季男)이 의병 수천 명을 모군하여 왜군과 접전하
여 승전한 곳이다. 그 후부터 이 지역은 왜군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조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홍계남을 수원 부사로 임명하였다. ‘엽둔재’ 우측에는 홍계남이 왜군과 싸울 당시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터가 남아 있다(진천문화원 1999:374).67) 근간에는 ‘엽둔재’ 중턱에서 나오는 물이 일급
수라고 하여 서울, 경기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매일 성시를 이루고 있다. ‘협탄티(脇呑-)’
67) 그런데 진천문화원(1999:289)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엽둔재’뿐만 아니라 ‘갈월산성’에도 중복
되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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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곳에 ‘협탄원(脇呑院)’이라는 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협돈령(脇-嶺)’의 ‘협’은
‘협탄티’의 ‘脇’이고, ‘돈’은 ‘엽둔재’의 ‘둔(屯)’의 변화형으로 간주된다.

옻샘/약시동샘
‘생골’ 중턱에 있던 샘이다. 골프장으로 수용되어 없어졌다. 옻을 치료하는 데 효험이 있는 찬 물이
솟는 샘이어서 ‘옻샘’이라 한 것이고, ‘약시동’에 있는 샘이어서 ‘약시동샘’이라 한 것이다.

웃말
‘대원말’에 속한 마을이다. ‘아랫말’과 짝을 이룬다.

원골(院-)[원꼴]
‘서수’에서 ‘상로’ 쪽으로 있는 마을이다. ‘원이 있던 마을’로 해석된다. ‘원(院)’은 ‘서수원(西水院)’
또는 ‘협탄원(脇呑院)’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월봉(月峰)
‘상로’ 남서쪽에 있는 산이다. ‘달맞이를 하던 산’이라는 뜻이다.

윗골
‘중로’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음달(陰-)
‘상로’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음달이 진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음달’과 ‘작은음달’로 나뉜다.

음달말림(陰-)
‘대원말’ 뒤쪽 골짜기로 500m 정도 올라가서 있는 산이다. ‘말림’은 ‘말림갓(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
지 못하게 하여 가꾸는 산)’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음달말림’은 ‘음지에 있는 산’으로 해석된다.

장고개(場-)
‘상로’에서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을 보러 다니던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성구지/장성곡(-谷)/성산(省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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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성구지’는 ‘장성고지’의 모음 변화형이다. ‘장성고지’의 ‘장성’은
‘장승’(마을 또는 절 입구 따위에 세운,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긴 기둥)의 방언형이다. ‘장성개, 장성
거리, 장성고개, 장성골, 장성등, 장성말, 장성배기, 장성보, 장성산, 장성재’ 등에 보이는 ‘장성’도
그와 같은 것이다. ‘장승’의 본말은 ‘장생(長栍)’인데 ‘장성’은 이 ‘장생’과 어형이 유사하다. 실제 이
곳 마을 앞에 ‘장승’이 서 있었다고 한다. ‘고지’는 ‘곶(串)’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곶’은
‘평야를 향해 길게 내민 땅’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장성고지’는 ‘장성이 서 있던 길게 내민 땅’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장성구지’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장성꼬지’로 나타나기
도 한다. ‘장성(長星, 혜성)’이라는 별이 비쳐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장수나들이/장순아들
‘엽둔재’ 아래를 가리킨다. ‘입장’ 쪽으로 넘어간다. ‘장순아들’은 ‘장수나들이’의 변형이다.

전나무골
‘상로’ 북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전나무가 많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골프장에 수용되어 없어졌다.

절터골
‘강당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는 ‘절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다. 절터가 있는 골짜기가 ‘절
터골’이다.

중로들(中蘆-)/안말들
‘중로’ 앞에 있는 들이다. ‘중로’를 ‘안말’이라고 하므로, ‘중로들’을 ‘안말들’이라고도 한다.

중봉바위
‘질마재’ 밑에 있는 바위이다.

증상골
‘상로’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상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정상’은 ‘井上’이어서, ‘정상골’은 ‘샘 위
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증상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진재
‘엽둔’ 마을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본래 ‘긴 고개’라는 뜻의 고개 이름이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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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토골
‘음달말림’에 있는 골짜기이다. ‘터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터골’은 ‘집터, 절터 등이 있는 골짜기’
라는 뜻이다. ‘토골’이 ‘터골’의 변형이라면 ‘토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품목골샘
‘중로’ 남쪽에 있는 샘이다. ‘품목골’과 ‘샘’으로 분석된다. ‘품목골’은 ‘풀무골’과 관련된 어형이다. ‘풀
무골’은 ‘풀무처럼 생긴 골짜기’ 또는 ‘풀뭇간(대장간)이 있던 골짜기’를 가리킨다. 전국에 ‘풀무골’이
라는 골짜기가 흔한데, 대부분 대장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품목골’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그 유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전에 두 집이 살았다고 하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곳에 있는 샘이 바로 ‘품목골샘’이다. 지금도 샘이 있는데, 물이 아주 차서 옻오른데 특효
가 있다고 한다.

하독골
‘구억말’ 뒷산을 가리킨다. ‘하’는 ‘下’로 추정되고, ‘독골’은 ‘돌이 많은 골짜기’ 또는 ‘독점(옹기점)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독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돌이 많은 골짜기’
로 해석한다. 물론 ‘독점(옹기점)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독골’의 아래쪽을 ‘하독
골’이라 한 것이다. 이 골짜기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학골(鶴-)
‘서수’의 ‘양달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지형이 학이 날아가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학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학의 모양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기
도 하고, ‘학이 깃들어 사는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행여바위
‘대원말’ 뒤쪽 골짜기에 있는 바위이다. ‘행여’는 ‘상여’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행여바위’는 ‘상여처
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협탄소(脇呑所)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220)에서는 “갈월리에 있는 고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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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탄소의 터”라 기술하고 있다. ‘협탄원(脇呑院)’과 관련된 지명으로 추정된다.

호랑바위
‘검은돌’ 동쪽 밭둑에 있는 큰 바위이다. 바위가 호랑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백리(兩白里)


본래 진천군 백곡면(栢谷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상백리
(上白里), 하백리(下白里), 이티리(梨峙里)를 병합하여 양백리(兩白里)라 명명하였다.

가랫골
‘청학동’에서 ‘배티’ 또는 ‘배티’에서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가래골’에 사이시옷이 개재
된 어형이다. 전국에 ‘가래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래’를 ‘가래나무’로
보아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래’를 농기구의 하나인 ‘흙을 파헤치거나 떠
서 던지는 기구’로 보아 ‘가래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
서는 ‘추곡(楸谷)’이나 ‘추동(楸洞)’과 같은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이곳에서는 ‘가래’를 ‘물레에서
실을 뽑는 꼬챙이’로 보고, ‘가래처럼 좁고 길게 생긴 골짜기’로 해석한다. 한편 ‘가래골’을 ‘가라골’
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보면 ‘갈라진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래’는 ‘가래골’을 비
롯하여 ‘가래기, 가래내, 가래논, 가래들, 가래목, 가래바우, 가래배미, 가래봉, 가래실, 가래재’ 등에
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이며, ‘가라’와 같이 ‘갈라져 나온 형상’을 지시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가마바위/가모바위
‘학동’ 북쪽에 있는 바위이다. ‘가마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된다. 전국에 ‘가마바위’라는 바위가 많은
데, 대체로 이와 같이 해석한다. ‘가모바위’는 ‘가마바위’의 모음 변화형이다. 한편 ‘가마바위’를 ‘감
바위’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보면, ‘검은 바위’ 또는 ‘큰 바위’로 해석된다.

갈미봉(-峰)
‘하백’ 동북쪽에 있는 산이다. ‘갈모봉’의 변형이다. ‘갈모’는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유지(油
紙)로 만든 우구(雨具)의 한 가지’이다. 펴면 고깔 비슷하게 위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갈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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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뾰족한 산봉우리가 ‘갈모봉’이고, 이것이 변하여 ‘갈미봉’이 된 것이다.

갈월고개(葛月-)
‘하백’ 남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갈월리 ‘중로’로 넘어간다.

갓골
‘상백’의 ‘음달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갓’은 ‘가장자리’를 뜻하여, ‘갓골’은 ‘가장자리에 있는 골
짜기’로 해석된다.

강기미골
‘배티’의 ‘둑작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강신터(降神-)
‘상백’의 ‘음달말’ 서쪽에 있는 터이다. ‘강신’은 ‘처음 잔을 올리기 전에 신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향
을 피우고 술을 따라 모사(茅沙) 위에 붓는 제사 절차의 하나’이다. ‘강신’의 절차를 행하던 터가 ‘강
신터’이다.

겅너골
‘상백’의 ‘양달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건너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건너골’은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겅너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구름박골
‘청학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름밭골’ 또는 ‘구름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구
름밭골’이 ‘구름밧골’을 거쳐 ‘구름박골’이 될 수 있고, ‘구름바위골’이 ‘구름바골’, ‘구름밧골’을 거쳐
‘구름박골’이 될 수 있다. 이곳에 바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구름바
위’는 ‘구름처럼 떠 있는 바위’ 또는 ‘구름이 드린 것 같은 바위’ 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바위
가 있는 골짜기가 ‘구름박골’이다.

굴박골
‘배티’의 ‘둑작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굴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굴바위골’에서 ‘위’가 탈
락되어 ‘굴바골’이 되고, ‘굴바골’에 ‘ㄱ’이 첨가되거나 이것에 ‘ㅅ’이 개재된 ‘굴밧골’이 자음 동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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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굴박골’이 된 것이다. ‘굴바위’는 ‘굴이 뚫려 있는 바위’라는 뜻이고,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굴바위골’, 곧 ‘굴박골’이다.

꺼먹바위
‘상백’의 ‘양달말’ 뒤편 산속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의 빛깔이 검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낡은터
‘상백’의 ‘양달말’ 뒤에 있는 터이다. 집이나 마을이 있던 오래된 터를 가리킨다. 전국에 ‘낡은터’라는
마을, 들 이름이 적지 않다. 대체로 예전에 집이나, 마을, 절이 있던 곳으로 설명한다.

느티나무거리
‘상백’의 ‘음달말’에 있는 거리이다. 예전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있는 느티나무는 60
여 년 전에 새로 심은 것이다.

달박골
‘배티’의 ‘장고개’ 너머 가면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긴데, 예전에 화전민들이 ‘화전’을
일구던 곳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달박’은 ‘달밭’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달밭골’이 ‘달밧골’을 거쳐
자음 동화에 의해 ‘달박골’이 될 수 있다. 전국에 ‘달밭’이라는 밭 이름이 대단히 많다. 대부분의 지
역에서 ‘달(‘갈대’ 비슷한 풀)이 많은 밭’으로 해석한다. 물론 ‘반달 형국의 밭’, ‘높은 지대에 있는 밭’
등으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높은 지대에 있는 밭’은 ‘달’을 ‘山’, ‘高’의 뜻으로 보고 내린 해석이
다. ‘달밭’이 있는 골짜기가 ‘달밭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달박골’이 된 것이다.

대문령(大門領)
‘청학동’에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輿地圖書>, <東國與地勝覽> 등
에도 나온다.

댓들
‘상백’ 앞에 있는 들이다. ‘대들’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대’는 한자 ‘大’이어서 ‘댓들’은 ‘큰
들’로 해석된다.

도라모팅이

양백리(兩白里) 495

‘상백’의 첫 번째 동네이다. ‘도라’와 ‘모팅이’로 분석된다. ‘도라’는 ‘도라논, 도라미, 도라배미, 도라
산, 도라재’ 등에 보이는 ‘도라’와 같이 ‘돌-[回]’과 관련된 어형이고, ‘모팅이’는 ‘모퉁이’의 방언형이
다. 그러므로 ‘도라모팅이’는 ‘돌아가는 모퉁이’라는 뜻이다. ‘양달말’에서 좌측으로 길게 돌아가면서
터가 형성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둑작골
‘배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는 ‘둑작골’과 어형이 유사한 ‘독조
골, 독주골, 독줏골, 독족골, 독젓골, 독작골, 둑적골’ 등이 대단히 많다. 이들에는 ‘돌이 많다’, ‘독점
(-店, 독을 굽고 파는 가게)이 있었다’, ‘절이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한다. ‘독’ 또는 ‘둑’을 ‘돌’이
나 ‘독점’으로 보거나, ‘작골, 적골, 조골’ 등을 ‘절골’로 본 것이다. 진천읍 행정리의 ‘독적골’을 참조
하라.

뒷골
‘배티’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맷돌바위
‘배티’ 서쪽에 있는 바위이다. ‘맷돌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맷돌’에 두 개의 돌이 포개져 있듯,
바위 위에 또 다른 바위가 얹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국에 ‘맷돌바위’라는
바위 이름이 대단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맷돌바구, 맷돌방구, 맷돌바우, 맷독바우’ 등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맷돌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한다.

무너거리
‘사기막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문 씨가 처음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문거리(門-)’에서 변형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바깥말/하백(下白)
‘중백’ 아래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하백’이라고도 한다.

방아모기
‘상백’에서 갈월리 ‘중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에 방 씨가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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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방아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방아목’은 ‘디딜방아처럼
지형이 Y 자로 생긴 길목’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방아모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큰방아모기’
와 ‘작은방아모기’로 나뉜다.

배골
‘상백’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득한 옛날 배가 뜨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배’를 ‘梨’의 뜻으로 보아 ‘배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상백’에는 ‘배골’을
시작으로, ‘불당골, 양다라골, 서운네미, 음다라골, 소토골, 갓골, 강신터, 방아모기(큰방아모기, 작
은방아모기), 홀짝골’ 등의 여러 골짜기가 있다.

배나무골
‘배티’ 어귀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나무’와 ‘골’로 분석되며, ‘배나무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예
전에 이곳에 아름드리의 ‘돌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이 ‘돌배나무’로 해서 ‘배티’라는 고개 이름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한다.

배티/이티(梨-)
‘배티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시대에 반역의 뜻을 품은 신천영(申天永)의 무리와 과거 북
병사(北兵使)를 지냈던 이순곤(李順坤)의 의병이 싸운 고개인데, 신천영이 패하자 그 고개를 ‘패
한 고개’라 하여 ‘패티(敗-)’라 하였고, 이것이 변하여 ‘배티’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배티’가 고개 이름인 것은 분명하나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다만 마을 어귀에 아름드리 ‘돌배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하면 ‘배티’는 ‘배나무’와 관련
된 고개 이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배티’의 ‘배’를 ‘梨’의 뜻으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 ‘이티(梨-)’이
다. ‘배티’, 곧 ‘이티(梨-)’는 천주교 탄압 당시 교도 30여 명이 관군에 의해 학살당한 곳이다. 지금
은 성역화하여 순례지가 되었다. 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배티’ 마을은 ‘아랫말, 중간말, 꼭대기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중간말’은 없어
졌다.

배티고개
‘배티’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배티’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지만 마을 어
귀에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배티’가 고개 이름에서 마을 이름으로 전용
되어 쓰이자, 이 마을에 있는 고개를 지시하기 위해 ‘배티’에 ‘티’와 의미가 같은 ‘고개’를 덧붙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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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고개’라 한 것이다.

배티성지(-聖地)
진천군과 경기도 안성시의 경계가 되는 고개에 자리한 천주교 성지(聖地)이다. 한국천주교회의 대
표적인 교우촌(敎友村)이다. 이곳에 천주교 교우촌이 형성된 것은 1820~1830년대 무렵이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인근에서 여러 명의 순교자가 탄생한 곳으로 윤의병(尹義炳, 바오로) 신부의
박해 소설「은화(隱花)」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1857년 무렵에는 ‘배티’와 ‘절골’ 주변의 ‘삼
박골(양백리), 용진골(용덕리), 정삼이골(용덕리), 발래기(백곡면 명암리), 명심이(명암리), 지구머
리(백곡면 사송리), 새울(이월면 신계리), 지장골(진천읍 지암리), 굴티(문백면 구곡리)’ 등에도 신
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백곡천(柏谷川)/우천(牛川)
양백리 서쪽 서운산(瑞雲山)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용덕리를 지나 석현리에 이르러 서쪽
‘엽둔재’에서 오는 물과 합류하고, 계속 동남쪽으로 흘러 건송리에 이르러 진천저수지를 이루며,
동쪽으로 꺾여 진천읍을 지나 문백면과 초평면의 경계에서 덕산천과 합류하여 미호천으로 들어가
‘우담(牛潭, 소두머니)’을 이루는 내이다. ‘우천(牛川)’은 ‘우담’을 이루는 하천이어서 붙여진 이름
이다.

뱃들보(-洑)
‘청학동’ 앞에 있는 보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뱃들’과 ‘보(洑)’로 분석된다. ‘뱃들’의 유래는 분명하
지 않다. 전국에 ‘뱃들’이라는 들이 많은데, ‘배를 타고 건너다닌 들’, ‘지형이 배처럼 생긴 들’,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형상의 들’ 등으로 설명한다. 이 들에 물을 대는 보가 ‘뱃들보’이다.

불당골(佛堂-)
‘상백’의 ‘음달말’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불당(佛堂)’은 ‘부처를 모신 신당’이라는 뜻이다. 이 신당
이 있던 골짜기가 ‘불당골’이다.

뻗나무골
‘배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뻗나무’는 ‘벚나무’의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뻗나무골’은
‘벚나무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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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막골(砂器幕-)/사그막골(砂-幕-)
‘청학동’ 북쪽, 예전 ‘안성장’으로 넘어가던 고개와 연결된 골짜기이다. ‘사기막(砂器幕)’은 ‘사기를
굽는 사기소’를 가리킨다. 이 사기막이 있던 골짜기나 마을이 ‘사기막골’이다. 후행 요소 ‘골’을 생략
한 채 ‘사기막’이라고도 한다. ‘사그막골’은 ‘사기막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상백(上白)
‘중백’ 위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말기 이성계가 개국하자 고려 충신들이 속세를 떠나 세상을 등지
고 이곳에 모여 들어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살았다고 한다. 깨끗한 선비들이 사는 곳이어서 ‘약백’
이라 하였고, 위쪽은 ‘상백(上白)’, 아래쪽은 ‘하백(下白)’으로 나누어 불렀다고 한다. ‘상백’ 마을은
개울을 경계로 ‘양달말’과 ‘음달말’로 나뉜다.

새터/신대(新垈)
‘하백’ 서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새터’는 ‘새로 조성한 터’라는 뜻이다. 이곳에 생긴 마을을 후
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새터’에 대한 한자 지명이 ‘신대(新垈)’이다.

샘골
‘상백’의 ‘양달말’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서낭댕이
‘뱃들보’ 위쪽이다. ‘서낭당이(-堂-)’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서낭당이’는 ‘서낭당’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로, ‘서낭당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아울러 ‘서낭댕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서운네미
‘양다라골’ 안쪽에 있는 고개이다. ‘서운’은 ‘서수원(西水院)’과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네미’
는 ‘너미’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너미’는 ‘넘-[越]’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렇다
면 ‘서운네미’는 ‘서수원으로 넘어가는 곳’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갈월리에서는 ‘수원네미’라 부
른다.

선반들
‘배티’의 ‘둑작골’ 안에 있는 들이다. ‘선반’은 ‘물건을 얹어 두기 위하여 긴 널조각을 까치발로 받쳐
벽에 가로 매어서 만든 것’을 뜻한다. 이 ‘선반’처럼 생긴 들이 ‘선반들’이다. 이곳에는 ‘다랑이논’이

양백리(兩白里) 499

많다고 한다. 한편 ‘선반들’은 ‘선반돌’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선반들’은 ‘선반처럼 생긴
돌’로 해석해야 한다.

성재(城-)[성째]
‘배티’의 ‘맷돌바위’에서 우측으로 200-300m 지점에 있는 산이다. ‘성’은 ‘城’이고, ‘재’는 ‘고개’를
뜻하여 ‘성이 있던 고개’로 해석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터의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전국에 ‘성
재’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배
티’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한다.

세경골
‘낡은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소토골/소터골
‘상백’의 ‘음달말’에서 북서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터골’의 ‘소터’는 ‘솔터’에서 ‘ㄹ’
이 탈락한 어형이거나 ‘솟대’와 관련된 어형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터골’은 ‘소나무가 많은 골짜
기’나 ‘솟대가 서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예전 이곳에 소나무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전국
에 ‘소터골’ 및 이와 어형이 유사한 ‘소텃골, 소턱골, 소토골, 소톳골, 소톡골’ 등이 흔한데, 지역에
따라서는 ‘솟대가 서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소토골’은 ‘소터골’의 제2음절 모음 ‘ㅓ’가 제
1음절 모음 ‘ㅗ’에 이끌려 변한 어형이다.

안말/중백(中白)
‘상백’과 ‘하백’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중백(中白)’이라 한 것이고, 마을이 깊은 골짜기 안에
들어 있어 ‘안말’이라 한 것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하백’에 속한다.

안진바위
‘배티’ 마을 앞에 있던 바위이다. ‘안진’은 ‘앉은’과 같다. 그러므로 ‘안진바위’는 ‘사람이 앉아 있는
듯한 형상의 바위’로 해석된다. 지금 바위는 없다.

양다라골(陽-)
‘음달말’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불당골’ 너머가 된다. ‘다라골’에 ‘양(陽)’이 붙은 어형이다. ‘다라
골’은 ‘달골’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달골’이 ‘높은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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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다라골’ 양지쪽에 있는 골짜기가 ‘양다라골’이다. 음지쪽에 있는
‘음다라골(陰-)’과 짝을 이룬다.

양달들(陽-)
‘안말’ 동쪽에 있는 들이다. ‘양달(陽-)’과 ‘들’로 분석되며, ‘양지쪽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다른 들에
비하여 유난히 햇빛이 많이 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달말(陽-)
‘상백’의 ‘음달말’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다. ‘양달(陽-)’과 ‘말’로 분석되며, ‘양지쪽에 있는 마을’로 해
석된다.

양물내기
‘배티’에서 서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약물나기(藥-)’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약물(藥-)’
은 ‘약수(藥水)’를 가리키고, ‘나기’는 ‘물이 나는 곳’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약물나기’, 곧 ‘양물내기’
는 ‘약수가 나는 곳’으로 해석된다.

양물탕(-湯)
‘상백’의 ‘사기막골’ 초입에 있는 물탕이다. ‘양물’은 ‘약물(藥-)’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따라서 ‘양물
탕’은 ‘약수가 나오는 물탕’으로 해석된다.

오룡골(五龍-)/오령골(五-)
‘하백’ 앞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룡’은 ‘五龍’으로 ‘다섯 마리의 용’이라는 뜻이다. 옛날 이곳에 다
섯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골짜기가 다섯 마리
의 용이 이어진 듯 길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오령골’은 ‘오룡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오리나무골
‘양달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리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용보(龍洑)
‘하백’ 앞에 있는 보이다. 보가 지금도 있다. ‘용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무기’가 용이 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은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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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보가 ‘용’처럼 구불구불 길게 이어진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용보들(龍洑-)
‘하백’ 앞에 있는 들이다. ‘용보(龍洑)’와 ‘들’로 분석된다. ‘용보’는 ‘용처럼 구불구불 길게 이어진 보’
라는 뜻이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용보들’이다.

우정골
‘배티’ 동쪽 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길이가 2㎞ 정도가 되며, ‘화전(火田)’이 많았다고 한다.
‘우정’과 ‘골’로 분석된다. ‘우정’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한자 ‘牛井’이 아닌가 한다. 전국에 ‘우정’
이라는 지명이 흔한데 대부분 ‘소우물’이라는 속지명과 함께 쓰이고 있다. ‘소우물’의 유래는 분명하
지 않다. 다만 다수의 지역에서 ‘큰 우물’로 이해하고 있다. ‘우정’이라는 우물이 있는 골짜기가 ‘우
정골’이다.

은골/은곡(隱谷)
‘하백’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은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隱谷’으로 한자화한 것을 보면 ‘은’
은 한자 ‘隱’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은골’은 ‘숨어 있는 듯한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옛날
부터 피신처로 아주 적합하다고 한다.

은골들
‘은골’ 동쪽에 위치한 들이다. ‘은골’과 ‘들’로 분석된다. ‘은골’을 ‘숨어 있는 듯한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나 그 유래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들이 ‘은골들’이다.

은적느미
‘청학동’ 뒤쪽이다. ‘서운산’ 동남쪽 산록에 ‘은적느미절’이 있어 그렇게 부른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은적’은 ‘은절’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되고, ‘느미’는 ‘너미’의 모음 변화형이다. 실제 이곳
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음다라골(陰-)
‘양다라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다라골’에 ‘음(陰)’이 결합된 어형이다. ‘다라골’은 ‘달골’과 같이
‘높은 지대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다라골’의 음지쪽에 있는 골짜기가 ‘음다라골’이다. 양지쪽
에 있는 ‘양다라골(陽-)’과 짝을 이룬다.

502

음달말(陰-)
‘상백’의 ‘양달말’ 앞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음달(陰-)’과 ‘말’로 분석되며, ‘음지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이복골
‘하백’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이승배기
‘배티’ 서쪽의 ‘양물내기’ 다음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승 벼슬을 한 분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이승’과 ‘배기’로 분석된다. ‘이승’은 ‘이승골, 이승등, 이승산’ 등에서
도 확인되나 그 어원을 알 수 없다. ‘배기’는 ‘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바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장승배기, 차돌배기’ 등에서 보듯 무엇이 박혀 있는 곳을 지시한다.

장고개(場-)(1)
‘상백’의 ‘양달말’ 뒤에 있는 고개이다. ‘장’을 ‘장수(將帥)’로 보아 옛날 신립(申砬) 장군이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장’을 ‘場’으로 보아 안성시 금광면으로 장을 보
러 다니던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장고개(場-)(2)
‘배티’에서 경기도 안성 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절골
‘상백’에서 서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옛날 이곳에 절
이 있었다고 한다.

정지미골
‘배티’의 ‘장고개’ 너머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지미’와 ‘골’로 분석된다. ‘정지미’의 ‘정지’는
‘정자(亭子)’의 변형으로 ‘정자나무(亭子-)’를 가리키고, ‘미’는 ‘뫼’의 이형태로 ‘山’의 뜻이다. 그러므
로 ‘정지미’는 ‘정자나무가 있는 산’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정지미’라는 산
이 있는데,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정지미’라는 산에 있는 골짜기가 ‘정지미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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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방골
‘은골’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중방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절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진보(-洑)/모팅이보(-洑)
‘상백’의 ‘음달말’ 앞에 있는 보이다. 보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다. ‘긴보(-洑)’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길게 뻗은 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는 봇물을 대는 논의 면적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모팅이’는 ‘모퉁이’의 방언이다. 그러므로 ‘모팅이보’는 ‘모퉁이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실제 보가 모
퉁이 앞에 있다.

진보들(-洑-)
‘상백’에서 서쪽으로 500m쯤에 있는 들이다. ‘진보(-洑)’와 ‘들’로 분석된다. ‘진보’는 ‘긴보’의 구개음
화 어형으로 ‘길게 뻗은 보’라는 뜻이다. ‘음달말’ 앞에 보가 있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긴보
들’, 곧 ‘진보들’이다.

질마재고개
‘하백’ 남서쪽에 있는 고개이다. ‘질마재’는 ‘길마재’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길마’는 ‘짐을 싣거나 수
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안장’을 가리킨다. ‘길마’처럼 높고 가파른 고개가 ‘질마
재’이다. 그리고 ‘질마재’에 ‘재’와 의미가 같은 ‘고개’를 덧붙인 어형이 ‘질마재고개’이다.

차돌배기
‘도라모팅이’ 옆 지역이다. ‘차돌이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청룡고개(靑龍-)
‘상백’에서 경기도 안성시 입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청룡(靑龍)’과 ‘고개’로 분석된다. ‘청룡’은
‘주산(主山)에서 뻗어나간 왼쪽 산줄기’를 가리킨다. 이곳에 나 있는 고개가 ‘청룡고개’이다.

청학동(靑鶴洞)
‘상백’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네 집이 살고 있다. 소나무가 우거진 곳에 청학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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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골
‘하백’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터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터골’에 ‘ㅅ’이 개재된 ‘텃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터골’은 ‘집, 마을, 절, 성, 재실 등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아울러 ‘턱골’도 그
와 같은 의미를 띤다.

하백(下白)
‘중백’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바깥말, 은골, 새텟말’은 물론이고 ‘중백’도 포함한다.

홀짝골
‘상백’ 동남쪽 마을 앞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홀짝’은 ‘홀쭉’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홀짝골’은 ‘홀쭉한 골짜기’, 곧 ‘좁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홀짝개, 홀짝고개’ 등도 지형이 좁아서 붙
여진 이름이다.

성대리(城大里)


본래 진천군 백곡면(栢谷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성대리
(城垈里), 상봉리(上峰里), 대명동(大明洞), 모리(毛里)와 행정면(杏井面)의 명암리(明岩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성대(城垈)68)와 대명(大明)의 이름을 따서 성대리(城大里)라 명명하였다.

갬덕지고개/개미둑재/장고개(場-)
‘성대’에서 서북쪽으로 3㎞ 지점에 위치한 고개이다. 산이 높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뒤에 오는 사
람이 개미처럼 조그맣게 보인다고 하여 ‘개미둑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갬덕지고개’가 된 것

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 ‘미둑’로 나오고, ‘纛齋’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
어 있다.

구살골/구산골
‘성대’에서 북쪽으로 2㎞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구슬’과 같아서 ‘구슬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구살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구살골’은 ‘구산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
정되어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산’은 ‘도라산’이 ‘도라살’로, ‘동산미’가 ‘동살미’로 변하
는 예 등에서 보듯 ‘살’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국에 ‘구산’이라는 산 이 대단히 많다. 이에는 대체로
‘거북뫼’라는 속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곳 ‘구산골’의 ‘구산’은 ‘龜山’일 가능성이 있다.
‘구산’에 있는 골짜기가 ‘구산골’인데, 이것이 변하여 ‘구살골’이 된 것이다.

굴바위
‘상봉’ 뒷산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밑으로 굴이 뚫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68) ‘城垈’는 ‘성터’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성터’가 ‘城垈里’에 대응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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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봉산(-峰山)
‘성대’에서 북쪽으로 2㎞ 지점에 있는 산이다. 산이 까마득하게 높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까마봉’은 ‘가마봉’의 된소리 어형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가마봉’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다. 대체로 ‘가마처럼 생긴 봉우리’, ‘가마솥을 엎어 놓은 듯한 형상의 봉우리’로 해석한다. ‘까마
봉’에 ‘봉(峰)’과 의미가 같은 ‘산(山)’을 덧붙인 어형이 ‘까마봉산’이다.

노름박골
‘모니’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노름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노름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
여 ‘노름바골’이 되고, ‘노름바골’에 ‘ㄱ’이 첨가되거나 ‘ㅅ’이 개재된 뒤 자음 동화하여 ‘노름박골’이
된 것이다. ‘노름바위’에 대해서는 ‘노름을 하며 놀던 바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노
름바위’는 ‘노른바위’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보기 어렵다. 실제 ‘노른바위’ 또는
‘누른바위’라는 바위 이름도 쓰인다. ‘노른바위’는 ‘바위 빛이 누런 바위’가 아닌가 한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노름바위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노름박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능말(陵-)
‘상봉’과 ‘모니’가 갈리는 동쪽 100m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마을이 없다. 옛날에 능 씨가
터를 잡고 대대로 부자로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능’은 한자 ‘陵’
이고, ‘말’은 ‘村’의 뜻이어서 ‘능말’은 ‘능이 있던 마을’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능리(陵里), 능
촌(陵村)’ 등의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다락골
‘대명동’의 ‘웃말’ 올라가기 전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헬기장이 있다. ‘다락골’은 아주 흔한 골짜기
또는 마을 이름이다. ‘다락’을 ‘樓’의 뜻으로 보고 ‘다락처럼 높은 곳에 있는 골짜기’, ‘어떤 사람이
다락집을 짓고 살던 골짜기’, ‘지형이 다락처럼 생긴 골짜기’, ‘다락처럼 아늑한 골짜기’ 등으로 해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누곡(樓谷), 누곡동(樓谷洞), 누동(樓洞)’
등의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그러나 ‘다락골’의 ‘다락’은 ‘樓’의 ‘다락’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한다.
‘다락골’은 ‘다라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다라골’에 ‘ㅅ’이 개재된 ‘다랏골’의 자음 동화 형태
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라골’은 ‘달골’에 ‘아’가 개재된 어형이다. ‘달골’은 ‘높은 곳에 있는 골짜기
나 마을’로 해석된다. 아울러 ‘다라골’이나 ‘다락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다락골’은 지역에 따
라서는 ‘다락굴’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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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너머(堂-)
‘모니’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당(堂)’은 ‘서낭당’을 가리킨다. 서낭당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대명굴(大明窟)
‘상대명동’에 있는 굴이다. ‘대명’을 ‘대망(大蟒, 이무기)’으로 보고, 아득한 옛날에 ‘대망’, 곧 ‘이무기’
라는 뱀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대명굴’에서 이무기가 나와 ‘모니’에 와서 뭉쳐지고,
‘성터’에 와서 서린 뒤 ‘용진’에 와서는 용이 되어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한다.

대명동(大明洞)
‘성대’에서 북쪽으로 3㎞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대망(大蟒, 이무기)’, 곧 ‘대명’이라는 뱀이 무리를
지어 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덕주봉(德主峰)
‘대명동’ 동쪽에 있는 산이다. 산이 험하여 외적이 침입을 하지 못하므로 덕을 본 산으로 이해하고
그 명칭을 만든 것으로 설명한다.

덤벙골
‘서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첫 머리에 큰 연못이 있어 ‘둠벙골’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덤벙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도장골
‘학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도장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으며, 이에 대한 유래 설도
다양하다. ‘도장’을 ‘倒葬(조상의 묘 윗자리에 자손의 묘를 쓰는 것)’, ‘도장방(여자가 거처하는 방)’,
‘圖章’, ‘道場’, ‘도살장(屠殺場)’ 등으로 보고 ‘도장(倒葬)을 한 골짜기’, ‘도장방처럼 아늑한 골짜기’,
‘불도를 닦는 도장이 있던 골짜기’, ‘도살장이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도장’의
‘장’을 ‘長者’로 보아 ‘부자가 살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며, ‘도장’의 ‘도’를 ‘桃’로 보아 ‘복숭아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들 여러 설 가운데에서는 ‘도장방처럼 아늑한 골짜기’라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또한 그런대로 믿을 만하다. ‘도장골’은 대체로 골짜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안방처럼 깊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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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봉산(-峰山)
‘성대’에서 서남쪽으로 700m 지점에 있는 산이다. 산에서 꿩 사냥을 할 때 매를 가지고 두루 살피
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두루봉(-峰)’과 ‘산(山)’으로 분석된다. ‘두루
봉’은 ‘두르봉’의 모음 변화형으로 ‘둥근 봉우리의 산’이라는 뜻이다. ‘두루봉’에 ‘봉(峰)’과 의미 범주
가 같은 ‘산(山)’을 덧붙인 어형이 ‘두루봉산’이다.

두멍골
‘모니’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몇 집이 살았는데, 골프장 부지로 흡수되어 폐동되었다. ‘두멍’은 ‘물
을 길어 담아 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가리킨다. ‘두멍’은 ‘두멍골’을 비롯하여 ‘두멍배미, 두멍소,
두멍안’ 등에서도 확인된다. ‘두멍’처럼 아주 깊은 골짜기가 ‘두멍골’이다. 아울러 이 골짜기에 조성
된 마을을 그렇게 부른다.

뚜껑바위
‘성대’의 안산(案山)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위에 또 하나의 바위가 얹혀 있는데, 그것이 마치 뚜껑
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암(守護岩)’이자 아들을 점지하여 주는 ‘기자
암(祈子岩)’이다.

말골[말꼴]
‘성대’에서 동북쪽으로 2㎞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말의 등허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말골’은 아주 흔한 골짜기 이름이다. ‘말’을 ‘馬’의 뜻으로 보아 ‘지형
이 말처럼 생긴 골짜기’, ‘말을 기른 골짜기’, ‘역마(驛馬)를 먹이던 골짜기’, ‘말이 굴러 떨어진 골짜
기’, ‘말의 꼬리 혈에 해당하는 골짜기’, ‘말의 허리처럼 생긴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마곡(馬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아울러 쓴다. 지역에 따라서는 ‘말’을 ‘斗’의
뜻으로 보아 ‘모말을 닮은 골짜기’로 해석한 뒤 ‘두곡(斗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기도 한다.
그런데 ‘말골’의 ‘말’은 ‘馬’나 ‘斗’의 뜻이 아니라 ‘大’의 뜻으로 이해된다. 그리하여 ‘말골’은 ‘큰 골짜
기’로 해석된다. 이곳 ‘말골’도 규모가 크다. ‘마라골, 마래골’ 등과 같은 의미이다.

말구리재/말부리재
‘성대’에서 동북쪽으로 2㎞ 지점에 있는 고개이다. 고개의 모양이 말 등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말골재’로 소급한다. ‘말골재’가 ‘말고리재’를 거쳐 ‘말구리재’가 된 것
이거나 ‘말골재’가 ‘말굴재’를 거쳐 ‘말구리재’가 된 것이다. ‘말골재’는 ‘말골’과 ‘재’로 분석된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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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은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나 있는 고개가 ‘말골재’이다. 아울러 ‘말구리재’도 ‘큰 골
짜기에 나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말부리재’는 ‘말구리재’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매봉재(-峰-)
‘대명동’ 북쪽에 있는 산이다. ‘매봉(-峰)’은 아주 흔한 산 이름이고, ‘재’는 ‘嶺’의 뜻이다. 그러므로
‘매봉재’는 ‘매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먹뱅이(들)
‘구산골’ 밑에 있는 들이다. ‘먹’을 동사 ‘먹-[食]’으로 보아 농사가 잘 되어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먹뱅이’는 ‘먹방이(-坊-)’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먹방이’는 ‘먹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먹방(坊)’은 ‘먹을 만들던 곳’이라는 뜻이다. 아
울러 ‘먹방이’나 ‘먹뱅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먹뱅이’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명막바위/명목바위
‘두멍골’ 안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에 ‘명매기새’들이 많이 서식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
국에 ‘명막바위’라는 바위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명매기집이 있는 바위’, ‘명매기처럼 생긴 바위’
등으로 해석한다.

모니/모리(毛里, 慕里)
‘상봉’에서 서쪽으로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학(鶴)이 ‘대망(大蟒, 이무기)’이라는 뱀을
노리고 있을 때, ‘대망’이 모두 밑으로 내려와 무리를 지었다고 하여 ‘무리’라고 하던 것이 ‘모리’로
불리다가 ‘모니’까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옛날에 성이 있어 ‘모리성터(毛里城-)’라 불렸는데
‘모리’만 취하여 ‘모리’라고 하다가 이것이 ‘모니’로 변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손 씨’, ‘주
씨’ 양성(兩姓)이 이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여 ‘毛里’라 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모새골
‘대명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새’는 ‘모래’ 또는 ‘모시’의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전자로 보면
‘모래가 많은 골짜기’로, 후자로 보면 ‘모시가 나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모새골’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데, 대체로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沙洞(사동)’이나 ‘苧洞(저동)’이라는 한자 지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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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한다.

모팅이들
‘성대’에서 북쪽으로 1㎞ 지점에 있는 들이다. ‘모팅이’는 ‘모퉁이’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모팅이들’
은 ‘모퉁이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모니’ 어귀의 모퉁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무수매기
‘모니’ 끝에 있는 골짜기이다. 일견 보기에는 골이 짧은 것 같으나 들어가면 골이 깊어 ‘무수(‘무’의
방언형)’를 자른 것같이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무수매기’는 ‘무쇠
막’으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무쇠막’에서 제2음절의 ‘ㅣ’가 탈락하여 ‘무소막’이 되고, ‘무소막’의 제
2음절 모음이 변하여 ‘무수막’이 된 다음 ‘무수막’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무수마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수마기’가 ‘ㅣ’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무수매기’가 된 것이다. 전국에 ‘무쇠막’
이나 ‘무수막’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대단히 많다. 대체로 ‘무쇠’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무수매기’가 ‘무쇠막’과 관련된 어형이라면 이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유래를 설명
할 수 있다.

밤낭골상팅이
‘학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밤낭골’은 ‘밤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상팅이’의 어원은 분
명하지 않으나 ‘상’은 ‘上’으로 추정되며, ‘-팅이’는 ‘고래팅이, 골팅이, 장팅이, 조롱팅이’ 등에 보이는
‘-팅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배나무골
‘성대’에서 동북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배티고개
‘모니’에서 양백리의 ‘배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사장터(射場-)
‘상봉’ 앞들에 있는 자리이다. ‘사장’을 ‘射場’으로 보아, ‘활을 쏘던 곳’으로 해석한다. 전국에 ‘사장
터’라는 골짜기, 들, 마을 등이 많은데, 대체로 ‘활을 쏘던 곳’으로 해석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활터’
와 대응되어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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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산(山神山)
‘모니’ 마을 뒤에 있는 산이다. ‘산신당(山神堂)이 있던 산’으로 해석된다.

산지당골(山-堂-)
‘학동’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지당’은 ‘산제당(山祭堂)’의 모음 변화형이다. ‘산제당’이 있는 골
짜기가 ‘산제당골’, 곧 ‘산지당골’이다.

산지장팅이(山-)
‘모니’ 마을 뒷산에 있는 산등성이다. ‘산지’는 ‘산제(山祭)’의 변형이고, ‘장팅이’는 ‘장등이’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산지장팅이’는 ‘산제당이 있던 산등성이’로 해석된다.

삼봉산(三峰山)
‘모니’의 안산(案山)이다. ‘상봉’ 뒷산이다. ‘봉우리가 셋인 산’이라는 뜻이다.

상대명동(上大明洞)/윗대명동(-大明洞)
‘대명동’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봉(象峰)
‘모니’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象峰’으로 쓰고, ‘코끼리 형상의 산봉우리’로 해석한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도 ‘象峰’으로 나온다. 물론 ‘象峰’의 ‘象’을 ‘上’으로 바꾸어 ‘上峰’으로 쓰기도 한
다. 이 산 밑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쇠산(-山)/서산(西山)
‘상봉’ 북쪽으로 붙어 있는 산이다. ‘쇠산’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쇠’를 ‘鐵’의 뜻으로 보면 ‘철이
나는 산’으로 해석되고, ‘쇠’를 ‘牛’의 뜻으로 보면 ‘소 형상의 산’으로 해석된다. 일제강점기 이곳에
‘중석’ 광산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해석이 그럴듯하다. 그런데 ‘서산’은 ‘西山’으로 쓰고
있다. 이는 ‘서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서쪽에 있는 산이어서 저녁에 햇빛을 많이 받는다. 물론
‘서산’은 ‘쇠산’에서 변형된 어형일 가능성도 있다.

서당골(書堂-)
‘대명동’의 ‘웃말’ 반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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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덜골
‘학동’ 북쪽 큰 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덜’은 ‘냇가나 강가 따위의 돌이 많은 곳’을 가리킨다. ‘서덜’
이 있는 골짜기가 ‘서덜골’이다. 전국에 ‘서덜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대체로 ‘돌이 많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선바위
‘성대’에서 동쪽 1㎞ 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우뚝 서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바위의 색이 하얗게
변하면 ‘모니동’에서 바라보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처녀들이 바람이 난다고 한다.

성대교(城垈橋)/성대다리(城垈-)
‘성대’ 마을에 있는 다리이다.

성대리분청사기요지(城垈里粉靑沙器窯址)
‘성대’ 마을 뒤쪽 골짜기에 있는 요지이다.

성대천(城垈川)
‘성대’ 앞을 흐르는 하천이다.

성터(城-)/성대(城垈)
‘상봉’ 밑에 있는 마을이다. ‘성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성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터’를 ‘垈’로
바꾼 한자 지명이 ‘성대(城垈)’이다.

속골
‘성대’에서 동북쪽으로 1.5㎞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근처에 저수지가 있다. ‘속’은 ‘內’의 뜻이어
서, ‘안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수구골
‘학동’ 동네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수구’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水溝(수구, 도랑)’가 아닌가 한
다. 그렇다면 ‘수구골’은 ‘도랑이 있는 골짜기’ 또는 ‘수렁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수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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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대’에서 동쪽으로 4㎞ 지점에 있다. 물이 깊어 ‘수심골(水深-)’이
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수신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스승골
‘구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스승’이라는 말이 예전에 ‘중’을 가리키기도 했다는 점에서 보면,
‘스승골’은 ‘중이 살던 골짜기’, 곧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절이 있던 골짜기’
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아랫말
‘학동’에 있는 마을이다. ‘학동’은 위쪽의 ‘웃말’과 아래쪽의 ‘아랫말’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랫말’만 있고 ‘웃말’은 없어졌다.

안상골
‘학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안산골(案山-)’의 자음 동화 형태가 아닌
가 한다. 그렇다면 ‘안산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안산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안장바위(鞍裝-)
‘두멍골’ 안에 있던 바위이다. ‘두멍골’이 골프장으로 수용되면서 이 바위도 없어졌다. 바위가 말안
장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안장바위’라는 바위가 대단히 많다.

어뎅이(魚-)/어뎅이소류지(魚-小流池)
‘어뎅이골’ 초입에 있는 저수지이다. 청벽(-壁, 깎아지른 듯이 험한 바위 언덕)에서 물이 나오고 있
다. 옻을 치료할 정도로 물이 차다. ‘어뎅이’는 ‘어덩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고, ‘어덩이’는
‘어당이’의 모음 변화형이다. 그리고 ‘어당이’는 ‘어당(魚塘)’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어당
(魚塘)’은 ‘물고기가 노는 못’이라는 뜻이다. 전국에서 ‘어당’이라는 지명이 몇 군데 확인되는데 주로
마을 이름으로 쓰인다. ‘어당’은 ‘어당고개, 어당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쓰인다. 아울
러 ‘어당이’나 ‘어덩이, 어뎅이’도 ‘어당’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어뎅이골(魚-)
‘모니’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물고기의 대가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하나 믿을 수 없다. ‘어뎅이’는 ‘어당이(魚塘-)’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로, ‘물고기가 노는 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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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이다. 이 못이 있는 골짜기가 ‘어뎅이골’이다.

웃말(1)
‘학동’에 있던 마을이다. 마을 위쪽에 있던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다.
‘아랫말’과 짝을 이룬다.

웃말(2)
‘대명동’에 있는 마을이다.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장고개(場-)
‘덕주봉’에서 ‘안성장’으로 넘어다니던 고개이다.

장수골
‘성대’에서 동남쪽으로 2㎞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깊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장수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장수가 태어난 골짜기’, ‘물이 많
은 골짜기’,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골짜기’, ‘긴 골짜기’ 등의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진골
‘모새골’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골’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진보(-洑)
‘모팅이보’ 남쪽에 있는 보이다. ‘긴보’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길게 뻗은 보’라는 뜻이다.

차동주나무골
‘성대’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차동주나무’와 ‘골’로 분석된다. 그런데 ‘차동주나무’가 어떤 나무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터골
‘성대’에서 동쪽으로 2㎞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명주실이 다 풀려야 골짜기를 빠져 나온다고 하
여 ‘타대골’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터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터’는 예전에 집, 마을, 성, 재실, 절 등이 있던 곳을 가리킨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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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터에 조성된 마을이 ‘터골’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텃골, 텟골, 탯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평박골
‘대명동’ 앞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평바위골’ 또는 ‘평밭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평바위
골’에서 ‘위’가 생략되어 ‘평바골’이 되고, ‘평바골’에 ‘ㄱ’이 첨가되거나 ‘평바골’에 ‘ㅅ’이 개재된 뒤
자음 동화하여 ‘평박골’이 될 수 있다. ‘평바위’는 ‘평평한 바위’, 또는 ‘병풍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된
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평바위골’ 곧 ‘평박골’이다. 이 골짜기에 바위가 있다는 점이 이를 뒷
받침한다. 한편 ‘평밭골’은 ‘평밧골’을 거쳐 자음 동화에 의해 ‘평박골’이 될 수 있다. ‘평밭’은 ‘평평한
밭’이라는 뜻이다. 이 밭이 있는 골짜기가 ‘평밭골’, 곧 ‘평박골’이다. 이 골짜기가 편편한 지역이라
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들(下-)[하뜰]
‘성대’에서 남서쪽 1㎞ 지점에 있는 들이다. 학교 건너편이 된다. ‘하’를 ‘下’로 보아 ‘하질의 들’로
설명한다. 토질이 나빠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전국에 ‘하들’이라는 들이 많은데, 대체로 ‘아랫쪽에
있는 들’로 해석한다.

학동(鶴洞)/황새울/관동(官洞)
‘대명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황새울’은 ‘황새골’이 ‘황새올’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황새골’
은 ‘황새가 서식하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황새울’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황새울’에 대한
한자 지명이 ‘鶴洞’이다. 이곳 마을에는 예전에 ‘선전관’을 지낸 벼슬아치가 내려와 살면서 서당을
짓고 한학을 지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관동(官洞)’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
울러 ‘서당’이 있었기에 ‘학동’을 ‘學洞’으로 볼 수도 있다.

학동저수지(鶴童貯水池)
‘학동’ 마을 밑에 있는 저수지이다.

호지봉골(-峰-)
‘안상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호지봉’과 ‘골’로 분석된다. ‘호지봉’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호지
봉’을 주변 산이 동그랗게 감아 싸고 있는 형상이다. ‘호지봉’에 있는 골짜기가 ‘호지봉골’이다. 아주
호젓한 골짜기로,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용덕리(龍德里)


본래 진천군 백곡면(栢谷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용진리(龍
津里), 덕가리(德加里), 유곡리(楡谷里)를 병합하여 용진(龍津)과 덕가(德加)의 이름을 따서 용덕
리(龍德里)라 명명하였다.

가마소(-沼)
‘용진’ 남서쪽에 있는 소이다. 혼행(婚行) 길에 ‘가마’가 빠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신빙성이 없다. 전국에 ‘가마소’라는 소(沼)가 대단히 많다. ‘가마’를 ‘탈것’으로 보아 ‘가마를 엎어놓
은 듯한 모양의 소(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마’를 ‘가마솥’으로 보아 ‘가마솥처럼 둥글게 생긴 소’
로 해석하기도 한다. 후자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부연(釜淵)’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한편 ‘가마소’는 ‘감소’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일 가능성도 있다. ‘감소’는 ‘검은 빛깔의 소’ 또는
‘큰 소’로 해석되어, ‘가마소’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소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가운데골
‘쇠장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장골’에는 ‘가운데골’을 비롯하여 ‘큰골, 갓골’ 등의 골짜기가 있
다. ‘큰골’과 ‘갓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가운데골’이다.

간남골
‘점말’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감남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밤고개’가 ‘반고개’로, ‘감바우’가
‘간바우’로, ‘곰말’이 ‘곤말’로 나타나듯, ‘감남골’이 얼마든지 ‘간남골’로 나타날 수 있다. ‘감남골’은
‘감나무골’이 줄어든 어형으로 ‘감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간남골’도 그와 같은 의
미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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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골
‘쇠장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갓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하다. ‘갓’을 머리에 쓰는 ‘갓
[冠]’으로 보아 ‘갓처럼 생긴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하기도 하고, ‘갓’을 ‘가장자리’로 보아 ‘가장자리
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자와 같이 해석하는 지역에서는 ‘관곡(冠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아울러 쓴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는 후자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대체로 ‘갓
골’은 여러 골짜기 중에서 구석진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이곳의 ‘갓골’도 ‘쇠장골’에서 가장자리에
있다.

건너말/양달말(陽-)
‘용진’ 앞개울 건너에 있던 마을이다. 전에 네 가구가 살았다고 하나 지금은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
‘건너말’은 ‘개울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양달말’은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구용진들(舊龍津-)/한섬지기골
‘용진’ 서쪽 ‘개울’ 건너에 있는 들이다. 본래의 ‘용진’ 마을 근처에 조성된 들이어서 ‘구용진들’이라
한 것이며, ‘한 섬지기 논이 있는 골짜기’여서 ‘한섬지기골’이라 한 것이다. ‘한 섬지기’는 ‘볍씨 한
섬의 모를 심을 수 있는 논의 넓이’를 가리킨다.

느릅실(1)
‘느릅실’ 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느릅’과 ‘실’로 분석되며, ‘느릅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마을 앞 둑에 ‘느릅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전국에 ‘느릅실’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 대단히
많다. 대체로 ‘느릅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고 ‘유곡(楡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이 골
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느릅실’은 골짜기보다는 마을 이
름으로 더 많이 쓰인다. 그런데 ‘느릅’을 ‘느름’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면, ‘느릅실’은 ‘길게 늘어진 형
상의 골짜기’로 해석해야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늘읍실’로 나오고, ‘楡谷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느릅실(2)
‘용진’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느릅실’은 본래 ‘느릅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곳에 조성
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덕가동(德加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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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릅실’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돌골
‘느릅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돌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돌비녕
‘용진’ 남서쪽 개울 건너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돌’은 ‘石’의 뜻이고, ‘비녕’은 ‘비탈’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돌비녕’은 ‘돌로 이루어진 비탈’로 해석된다. 비탈진 돌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뒷고개
‘용진’에서 ‘오대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뒤쪽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등미리골
‘작은오대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등미리’는 혹시 ‘등밀이(함지박이나 나
막신 따위의 구붓한 등바닥을 밀어 깎는 연장)’가 아닌가 한다. 한글학회(1970:488)에는 ‘됭며리골’
로, 常山古蹟會 ․ 鎭川文化院(1997:227)에서는 ‘핑며리골’로 제시하고 있다.

명심이고개(明心-)
‘오대골’에서 명암리 ‘명심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부처골
‘느릅실’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처’와 ‘골’로 분석되며, ‘부처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기장골(沙器-)
‘오대골’ 가기 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기장’의 어원은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沙器匠(사기그릇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면 ‘사기장골’
은 ‘사기를 만드는 사람이 살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둘째는 ‘사기점(沙器店)’이 변한 어형으로 본다.
‘사기점골’이 ‘사기정골’을 거쳐 ‘사기장골’로 변할 수가 있다. 이는 ‘점골’이 ‘정골’을 거쳐 ‘증골’로 나
타나고, ‘금점이’가 ‘금정이’로 나타나는 예와 같다. 그렇다면 ‘사기장골’은 ‘사기점골’과 같이 ‘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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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곳은 탄압을 피해 숨어 들어온 천주교 교인들이
사기를 구워 생활하던 곳이라고 한다. 진천군에는 ‘사기장골’과 ‘사기점골’이라는 골짜기가 여러 군

데 있다. 셋째는 ‘沙器場’으로 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기’에 ‘沙器場谷’이 대
응되어 있는데, 이로써 ‘사기장’을 ‘沙器場’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기장’을 무엇으로
보든, ‘사기장골’은 ‘사기를 만들던 곳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장터(射場-)
‘느릅실’ 서북쪽 끝에 있는 터이다. ‘사장터’ 오른쪽으로 ‘부처골, 샘뒷골, 돌골, 승지골’ 등의 골짜기
가 이어져 있다. ‘사장터’는 ‘사장(射場)’에 ‘장(場)’과 의미가 같은 고유어 ‘터’를 덧붙인 어형이다.
‘사장’은 ‘활을 쏘는 곳’, 곧 ‘활터’를 가리킨다. 아울러 ‘사장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옛날에 이
곳에서 활을 쏘았다고 한다. 전국에 ‘사정터’라는 터, 골짜기, 마을이 대단히 많다. 대부분의 지역에
서 ‘활을 쏘던 곳’으로 설명하나, ‘죄인을 사형하던 터’로 설명하는 지역도 간혹 있다.

살인동굴(殺人洞窟)
‘오대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한 백정이 버드나무를 베러 갔다가 처자를 만나 범하고
자 하였으나 불응하자 살인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삼박골
‘덕가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삼밭골’이 [삼받골]로 발음이 난 뒤에 자음 동화에 의해 ‘삼박골’
이 된 것이다. ‘삼밭골’은 ‘삼밭[麻田]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삼박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옛날에 삼밭이 있었다고 한다.

샘뒷골
‘느릅실’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 뒤에 있는 골짜기’ 또는 ‘샘이 있는 뒷골’로 해석된다.

쇠장골/쇠엉골
‘느릅실’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를 ‘鐵’의 뜻으로 보아, ‘쇠장골’을 ‘금광’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한다. 그리고 ‘쇠엉골’에 대해서는 높은 지대여서 올라간 후에는 꼭 쉬어 갔다고 하여 ‘쉬엉
골’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쇠엉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쇠엉골’은 ‘쇠장골’의 변형으
로 추정되어 이와 같은 유래 설을 믿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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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장골소류지(-小流池)/유곡소류지(楡谷小流池)
‘느릅실’의 ‘쇠장골’에 있는 못이다.

승주산(-山)
‘장군봉’에서 ‘느릅실’ 쪽으로 뻗어 내려온 산이다.

승지골
‘느릅실’에서 남쪽으로 6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승지 벼슬을 한 분의 산소가 있어서 붙
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승지골’은 흔한 골짜기 이름이다. ‘승지’를 한자 ‘承旨’로 보
아 ‘승지가 날 명당이 있는 골짜기’, ‘승지가 논을 부친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승지’를 ‘勝地’로
보아 ‘경관이 좋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승지’를 ‘承旨’나 ‘勝地’로 보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승지골’은 ‘승직골, 승짓골, 승저골, 승젓골, 승적골’ 등과 유사한 지명으로 추정되어 ‘승지’
는 ‘승저, 승적, 승젓’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인다. ‘승젓골’은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
형이고, ‘승적골’은 ‘승젓골’의 자음 동화 어형이다. ‘승젌골’은 ‘승절’과 ‘골’ 사이에 ‘ㅅ’이 개재된 어
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승적골’이 ‘성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
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적골’의 ‘승’은 ‘성’에서 변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
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골’이나 ‘승지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안산(案山)
‘느릅실’ 앞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앞들
‘느릅실’ 앞에 있는 들이다.

양백천(兩白川)
‘양백리’에서 발원하여 ‘느릅실’을 거쳐 성대리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합수되는 하천이다.

오대골
‘용진’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대’를 ‘五代’로 보아, 옛날에 5대까지 이곳에서 살았으나 6대째
떠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큰오대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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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오대골’로 나뉜다.

오대골방죽(-防-)
‘오대골’에 있는 방죽이다.

용덕교(龍德橋)
‘용진’ 남쪽에 있는 다리이다.

용진(龍津)
‘점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대명동’에 살고 있던 늙은 구렁이가 장마에 이곳으로 떠내려 와
살다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한다. 성대천(城大川)과 양백천(兩白川)이 합수되
는 지점이다.

음달말(陰-)
‘용진’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남쪽이 된다. ‘음지에 조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양달말’과 짝을 이룬다.

작은오대골
‘오대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큰오대골’과 짝을 이룬다.

작은오대골소류지(-小流池)
‘작은오대골’에 있는 못이다.

장군봉(將軍峰)
구수리와 ‘느릅실’의 경계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장군처럼 크고 우람하게 생긴 산’으로 해석된다.

장수바위(將帥-)
‘장군봉’ 밑 ‘돌골’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 장수가 바위 밑에서 수련을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
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장수바위’라는 바위가 전국에 아주 널리 분포하며, 그 유래 설도 다양하
다. ‘장수가 살던 흔적이 있는 바위’, ‘장수가 옮겨다 놓은 바위’, ‘장수가 앉은 바위’, ‘장군이 누워
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 ‘장수가 오줌을 누어서 패인 바위’, ‘장수처럼 큰 바위’, ‘장수가 놀던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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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가 겨드랑이에 끼고 가다가 놓고 간 바위’, ‘장수의 화상을 그려 넣은 바위’, ‘장수 발자국이 난
바위’ 등의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는 ‘장수처럼 큰 바위’라는 설이 그럴듯하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장수’는 ‘장수(將帥)’의 특징인 ‘크고 우람한 형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장수바위’는 ‘장수처럼 크고 우람한 바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절골
‘용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절터
‘큰골’과 ‘갓골’ 사이에 있는 터이다. 예전에 절이 있던 자리이다.

점말(店-)/점촌(店村)
‘용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점(店)’은 ‘옹기점’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점말’은 ‘옹기점이 있던 마
을’로 해석된다. 이곳은 천주교도들이 숨어서 옹기그릇을 굽던 곳이다. ‘점말’을 한자화한 지명이
‘점촌(店村)’이다.

증샘이
‘점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옹기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증’은 ‘점(店)’에서 변한 어형으
로 간주된다.

큰골
‘쇠장골’에서 가장 큰 골짜기이다.

큰오대골
‘오대골’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작은오대골’과 짝을 이룬다.

헛가마골
‘건너말’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의 흙이 좋지 않아 숯을 구울 때 허탕을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헛가마골’은 혹시 ‘횟가마골(灰-)’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횟가마
골’에서 제1음절의 ‘ㅣ’가 탈락하여 ‘홋가마골’이 되고, ‘홋가마골’의 제1음절 모음이 변하여 ‘헛가마
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헛가마골’은 ‘회를 굽던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명암리(明岩里)


본래 진천군 행정면(杏井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명심(明心)
과 동암(東岩)을 병합하여 명암리(明岩里)라 명명하고 군중(진천)면에 편입하였다가 1930년 3월 1
일 백곡면(栢谷面)에 편입하였다.

가는골
‘동암’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는’은 ‘가늘-[細]’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가는골’은 ‘좁은 골
짜기’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능골’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곡(細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
응되기도 한다.

곱다리
‘발래기’ 북쪽에 있는 들이다. ‘곱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곱달’의 ‘곱-’은 ‘曲’
의 뜻이고, ‘달’은 ‘들[野]’의 방언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곱달’은 ‘지형이 굽은 들’로 해석된다.
아울러 ‘곱다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올라가는 길이 구불구불하다고 한다.

구고개
‘무제봉’에 있는 고개이다. ‘구’의 어원은 알 수 없다. 만약 ‘九’라면 ‘아홉 고개’로 해석되고, ‘舊’라면
‘오래된 고개’로 해석된다.

깊은다리
‘발래기’ 가기 전에 있는 다리이다.

네비고개
‘학당’에서 이월면 사곡리 ‘사지’로 가는 고개이다. ‘너비고개’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너비’는 ‘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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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너비고개’, 곧 ‘네비고개’는 ‘넓은 고개’로 해석된다.

노적봉(露積峰)
‘동암’ 동북쪽에 있는 산이다. ‘노적(露積)’과 ‘봉(峰)’으로 분석하며, ‘노적가리처럼 생긴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놋적골
‘동막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놋점골(-店-)’의 변형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놋점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둘째는 ‘적
골’을 ‘절골’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이 경우에는 ‘놋’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전국에 ‘놋적골’
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확인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놋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문백면 계산리에도 ‘놋적골’이 있다.

대장네터골(大將-)
‘사기장골’ 가기 전 도랑 건너 왼쪽 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에 충장공 ‘남연년(南延年)’
의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라골
‘동암’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사울고개’ 가기 전에 있다. ‘돌골’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으
로 추정된다. ‘돌골’은 ‘돌이 많은 골짜기’ 또는 ‘돌아가서 있는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국에
‘돌골’이라는 골짜기가 흔한데, 대체로 ‘돌이 많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아울러 ‘도라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동막골
‘동암’ 북쪽, ‘양달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동막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으며, 그에
따른 유래 설도 다양하다. ‘동막’을 ‘동막이(둑을 막아 저수하던 곳)’, ‘洞幕’, ‘동쪽 막’ 등으로 보아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둑을 막아 저수하는 동막이가 있던 골짜기’, ‘마을 입구나 요지에 동막을 두었
던 골짜기’, ‘동쪽 막이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또한 ‘동’을 한자 ‘東’, ‘막’을 동사 어간 ‘막[塞]’으로 보아 ‘동쪽이 막힌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동막골’을 ‘독막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
아 ‘독을 굽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동막골’의 유래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
다.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동막(洞幕)을 두었던 골짜기’가 아닌가 한다. ‘초막골(草幕-), 산막골

명암리(明岩里) 525

(山幕-), 사기막골(沙器幕-)’ 등과 같이 ‘막(幕)’을 포함하는 지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암(東岩)/동암말(東岩-)/아랫말
‘명심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암(東岩)’은 ‘동쪽에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는 ‘동암’
입구의 ‘바위배기’에 있던 두 개의 큰 바위를 가리키지 않나 한다. 도로가 나면서 이 바위는 없어졌
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이 ‘동암말’이며, ‘동암말’에서 ‘말’이 생략된 어형이 ‘동암’이다. ‘아랫말’은
‘명심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윗말, 중간말’과 짝을 이룬다.

뒷골/큰뒷골
‘발래기’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뒷골’이라고도 한다. ‘작은뒷골’과 짝을 이룬다.

말부리고개
‘사기장골’로 해서 성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호남 지역에서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넘어 다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말부리고개’는 ‘말구리고개’의 변형으
로 추정된다. ‘말구리’는 ‘말굴’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고, ‘말굴’은 ‘말골’로 소급한다. ‘말골’
이 ‘큰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말구리’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그러므로 ‘말구리고개’는 ‘큰 골
짜기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아울러 ‘말부리고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명심이(明心-)/멍심이(-心-)
‘윗말, 중간말(양달말), 아랫말(동암)’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멍심이’는 ‘명심이’의 변형이다. 마을이
아주 심수(深邃)한 곳에 있다고 하여 ‘멍심이’라 하였다고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명심이고개(明心-)/명심터(明心-)
‘명심이’ 동북쪽에서 이월면 노원리로 가는 고개이다.

명암리백자요지(明岩里白磁窯址)
‘명심이’와 ‘발래기’ 사이에 있는 백자요지이다.

모산(-山)/모산이(-山-)
명암리 입구에 있는 산이다. 돌로 된 높은 산이었으나 지금은 돌을 깎아 내려 산이 낮아졌다. ‘모산
이’는 ‘모산’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모산’의 유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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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는 ‘못산’에서 동음 ‘ㅅ’이 탈락된 어형으로 본다. ‘못산’은 ‘못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아
울러 ‘모산’이 ‘못산’의 변형이라면 ‘모산’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못이 있는 산’으로
해석되는 ‘모산’이 적지 않다. 이에는 ‘池山(지산)’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둘째는 ‘못안’의 또
다른 표기로 본다. ‘못안’, 곧 ‘모산’은 ‘못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못의 안쪽’으로 해석되는
‘모산’이 많다. 이에는 ‘지내(池內)’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모산바우(-山-)
‘모산’에 있던 바위이다. 크게 훼손하여 지금은 볼 수 없다.

무제봉(武帝峰)/무제산(武帝山)
백곡면 명암리와 이월면 신계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높이 574m이다. ‘무제봉’에는 ‘백장나무골, 물
방아골, 구고개, 삼밭골’ 등의 골짜기가 있다.

물방아골
‘무제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백장나무골’ 아래가 된다. 전국에 ‘물방아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물레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곳 ‘물방아골’에 ‘물레방아’가 있었
는지는 알 수 없다.

물탕골(-湯-)
‘동암’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탕(-湯)’과 ‘골’로 분석된다. ‘물탕’은 ‘물이 새어 나와 이룬 탕’을
가리킨다. 이 물탕이 있는 골짜기가 ‘물탕골’이다. 전국에 ‘물탕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 ‘약물탕’이나 ‘약수터’, 또는 물이 아주 찬 ‘옻샘’ 등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바우배기
‘동암’ 첫 동네 입구, 바위가 있던 곳이다. 큰 바위 두 개가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유실되었다. ‘동
암(東岩)’이라는 지명은 이 ‘바위’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발래기
‘양달말’ 위쪽 맨 끝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한국순교복자수녀원’이 있다. ‘伴雲庵(반운암)’이라는
절터 아래에 시가(詩歌)를 읊으며 마음껏 즐기는 곳이라 하여 ‘般樂’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발

래기’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바이’로 나오고, ‘伴雲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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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백만이골
‘발래기’의 ‘큰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소재
의 ‘백만잇고개’가 참고된다.

백장나무골
‘무제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방아골’ 위가 된다. ‘백장나무’는 ‘백작나무’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백작나무’가 많은 골짜기가 ‘백작나무골’, 곧 ‘백장나무골’이다.

백석봉(白石峰)
‘양달말’ 앞, ‘놋적골’ 위에 있는 산이다. 백곡면 ‘명암리, 용덕리, 성대리’에 걸쳐 있다. 높이 468m이
다. ‘흰 돌이 있는 산봉우리’라는 뜻이다. 꼭대기에 하얀 차돌이 박혀 있다고 한다.

부도재(浮屠-)[부도째]/부둑재(浮-)/부도골(浮屠-)/부둑골[浮-]
‘발래기’에서 북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고개이다. ‘부도’는 ‘浮屠(이름난 중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
하여 두는 둥근 돌탑)’이다. 이 ‘부도’가 있는 고개가 ‘부도재’이고, ‘부도’가 있는 골짜기가 ‘부도골’
이다.

사기장골(沙器-)
‘발래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기장’의 어원은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沙器匠(사기그릇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면 ‘사기장골’은 ‘사기를 만드
는 사람이 살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둘째는 ‘사기점(沙器店)’이 변한 어형으로 본다. ‘사기점골’이
‘사기정골’을 거쳐 ‘사기장골’로 변할 수가 있다. 이는 ‘점골’이 ‘정골’을 거쳐 ‘증골’로 나타나고, ‘금점
이’가 ‘금정이’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사기장골’은 ‘사기점골’과 같이 ‘사기를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곳은 탄압을 피해 숨어 들어온 천주교 교인(敎人)들이 사기를
구워 생활하던 곳이라고 한다. 진천군에는 ‘사기장골’과 ‘사기점골’이라는 골짜기가 여러 군데 있다.

셋째는 ‘沙器場’으로 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기’에 ‘沙器場谷’을 대응하고 있
는데, 이로써 ‘사기장’을 ‘沙器場’로 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밭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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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고개’ 아래가 된다. ‘삼밭’과 ‘골’로 분석되며, ‘삼밭[麻田]이 있는 골
짜기’로 해석된다.

상장골
‘발래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큰상장골’과 ‘작은상장골’로 나뉜다.

삼형제골(三兄弟-)
‘사기장골’ 가기 전,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이다. 등성이 하나를 넘으면 ‘사기장골’이다. 골짜기 세 개
가 형제처럼 나란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말림
‘발래기’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새말림’의 ‘새’는 ‘間’, ‘東’, ‘草’ 등의 뜻으로 볼 수 있고, ‘말림’은 ‘말
림갓(지난날,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한 산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새말림’은 ‘사이에 있는
산’, ‘동쪽에 있는 산’, ‘풀이 많은 산’ 중의 하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새’를
‘新’으로 보아 ‘새로 산 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갈월리의 ‘새말림’을 참조하라.

새터/새테/사테
‘동암’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 ‘새터’의 제2음절에 ‘ㅣ’가 첨가된 어형
이 ‘새테’이고, ‘새테’의 제1음절에서 ‘ㅣ’가 탈락한 어형이 ‘사테’이다. ‘새터’는 ‘사이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이곳은 ‘동암’과 ‘양달말’ 사이가 된다. 물론 ‘새터’가 ‘새로 조성된 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새터들
‘새터’ 서쪽에 있는 들이다. ‘새터’는 ‘사이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이 터 앞에 있는 들이 ‘새터들’
이다.

서원고개(書院-)
‘명심이’에서 이월면 노원리 ‘서원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아랫말
‘명심이’에 있는 마을이다. ‘윗말, 중간말’과 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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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암(-東岩)
‘동암’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암(東岩)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안자리
‘증앞자리’ 밑에 있는 들이다. ‘안쪽에 있는 자리’라는 뜻이다.

양달말(陽-)/중간말/양지동(陽地洞)
‘명심이’의 ‘아랫말’과 ‘윗말’ 사이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달쪽에 있어서 ‘양달말’이고, 세 마을
의 중간에 있어서 ‘중간말’이라 한다.

윗말
‘명심이’의 ‘양달말’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중간말, 아랫말’과 짝을 이룬다.

이진봉(-峰)
‘동암’ 북서쪽에 있는 산이다. 옛날에 군사들이 진을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작은뒷골
‘발래기’의 수녀원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뒷골’은 ‘뒤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뒷골’의 작은
쪽이 ‘작은뒷골’이다. ‘큰뒷골’과 짝을 이룬다.

전앞자리/증앞자리
‘동암’ 남쪽에 있는 들이다.

절터골
‘윗말’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절터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9층
석탑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볼 수 없다.

지사울고개
‘동암’에서 석현리 ‘지새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지새울고개’에서 제2음절의 ‘ㅣ’가 탈락한 어형이
다. ‘지새울’의 ‘지새’는 ‘기와’의 방언형이다. ‘지새’는 중세국어 ‘디새’가 구개음화한 어형이다. ‘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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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의 두음 ‘ㄱ’이 ‘ㅣ’의 영향으로 ‘ㅇ’으로 교체된 어형이고, ‘굴’은 ‘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이렇게
보면 ‘지새울’은 ‘기와를 굽던 골짜기나 마을’ 또는 ‘기와집이 있던 마을’ 등으로 해석된다. ‘와동(瓦
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이 ‘지새울’로 넘어가는 고개가 ‘지새울고개’, 곧 ‘지사울
고개’이다.

차돌배기
‘백석봉(白石峰)’의 한 부분이다. ‘차돌이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 ‘차돌’로 인하여 ‘백석봉
(白石峰)’이라는 산 이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찬샘물
‘동막골’에 있는 샘이다. ‘찬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큰산(-山)
‘사기장골’ 위에 있는 큰 산이다. ‘발래기’ 서쪽이 된다.

퉁점(-店)
‘발래기’ 입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통점’은 ‘銅店’으로 ‘놋그릇점’을 가리킨다. ‘銅’의 중국 음이
‘퉁’이어서 ‘동점’을 ‘퉁점’이라고도 한다. 놋그릇점이 있던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
게 부른다.

팽나무/팽나무정(-亭)/팽나무거리
‘양달말’ 북쪽에 있는 거리이다. ‘팽나무정’은 ‘팽나무 정자’라는 뜻이고, ‘팽나무거리’는 ‘팽나무가 있
던 거리’라는 뜻이다. 예전에 큰 팽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학당(學堂)/학댕이(學-)
‘아랫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학당(學堂)’은 ‘서당(書堂)’을 가리킨다. ‘학당’이 있던 마을을 후
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학당’에 접미사 ‘-이’가 붙은 어형이 ‘학당이’이고, ‘학당이’
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가 ‘학댕이’이다.

학당고개(學堂-)
‘동암’에서 ‘학당’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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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문(孝子門)
명암리에 있는 효자 이교영의 정문(旌門)이다.

사송리(沙松里)


본래 진천군 행정면(杏井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상송리
(上松里), 사정리(沙亭里), 지구리(池九里)와 백곡면의 두주리(斗酒里)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사
정(沙亭)과 상송(上松)의 이름을 따서 사송리(沙松里)라 명명하여 군중(진천)면에 편입하였다가
1930년 3월 1일 백곡면(栢谷面)에 다시 편입하였다.

갈미봉(-峰)
‘지구’ 서쪽에 있는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가리킨다. ‘갈모봉’의 변형이다. ‘갈모’는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유지(油紙)로 만든 우구(雨具)의 한 가지’이다. 펴면 고깔 비슷하게 위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갈모’처럼 위가 뾰족한 산봉우리가 ‘갈모봉’이고, 이것이 변하여 ‘갈미봉’이 된 것이
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갓모봉’으로 나온다. ‘갈모’는 ‘갓모’에서 변형된 것이어서 ‘갓
모봉’과 ‘갈모봉’의 의미는 같다.

공동묘지골(共同墓地-)
‘두주’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송 공동묘지가 있다.

금은고개
‘상송’에서 진천읍 건송리 ‘두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끌재
‘갈미봉’의 된 경사지를 가리킨다. ‘갈미봉’ 너머 ‘만뢰산’에서 나무를 해서 끌고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토대로 해 보면 ‘끌재’는 ‘끌고 내려오는 고개’로 해석된다.
경남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소재 ‘끌바탕’에 대해서도 지형이 가팔라서 나무꾼들이 나무를 끌고 내
려왔다는 설명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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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골
‘지구’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길고 협소하다. 옛날에 골짜기에 도둑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도둑골’은 아주 흔한 골짜기 이름이다. ‘도둑’은 ‘도둑바우, 도둑산, 도둑
재, 도둑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도둑’을 ‘盜賊’으로 보고 해당 지
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도둑골’도 ‘도둑이 숨기에 좋을 만큼 후미진 골
짜기’로 해석한다. 실제 골짜기에 도둑이 자주 출현하여 물건을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도둑놈골’이라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도둑골’의 ‘도둑’은 ‘盜’의 ‘도둑’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둑’은 ‘돋우-’ 또는 ‘두둑(두두룩한 언덕)’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도둑’은 ‘두두룩한 형상’을 지시하며, 이에 따라 ‘도둑골’은 ‘두두룩한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
석된다. 골짜기가 깊지 않고 두둑하게 올라와 있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동골고개(東-)
‘지구’에서 진천읍 문봉리 ‘동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골’은 ‘동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동골’로 향하는 고개여서 ‘동골고개’라 한 것이다.

동정골
‘지구’ 입구에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정’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東井’일 가능성이 있
다. 전국에 ‘동정’이라는 지명이 흔한데, 대체로 ‘동쪽에 있는 우물’로 해석한다. ‘동정’이라는 우물이
있는 골짜기가 ‘동정골’이다.

두주(斗酒)/두줄
‘상송’에서 서북쪽으로 600m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옛날 이곳에 방앗간이 있었고, 쌀과 벼를 보
관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항상 쌀과 벼가 많은 이곳을 인근 사람들이 ‘쌀뒤주’라 일컬어 왔다고 한
다. ‘쌀뒤주’의 ‘뒤주’가 변하여 ‘두주’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지금 ‘두주’는 ‘斗酒’로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대주가(大酒家)가 있어 말술을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줄’이라는 지명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두주’는 ‘두줄’에서 변한 어형으로 추정되어 ‘뒤주’나
‘두주(斗酒)’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주포강(斗酒浦江)
‘두주’ 서북쪽에 있는 못이다. ‘포강’은 ‘늪’에 대한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두주에 있는 늪’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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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
‘두주’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밤나무골
‘두주’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밤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밤나무골방죽(-防-)
‘밤나무골’에 있는 방죽이다. 지금도 방죽이 있다. ‘밤나무골’은 ‘밤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있는 방죽이 ‘밤나무골방죽’이다.

벼락바위
‘벼락박골’에 있던 바위이다. 지금은 바위가 없다. 바위 옆에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벼락
을 맞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벼락’은 ‘벼랑’의 방언형이어서 ‘벼락바
위’는 ‘벼랑으로 이루어진 바위’로 해석된다.

벼락박골
‘상송’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벼락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벼락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
여 ‘벼락바골’이 되고, ‘벼락바골’에 ‘ㄱ’이 첨가되거나 ‘벼락바골’에 ‘ㅅ’이 개재된 ‘벼락밧골’이 자음
동화되어 ‘벼락박골’이 될 수 있다. ‘벼락바위’는 ‘벼랑으로 이루어진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
는 골짜기가 ‘벼락바위골’, 곧 ‘벼락박골’이다.

비둘기집
‘횟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위에 산비둘기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성들(沙-)
‘사송리’에 있는 들이다. ‘사송들’의 모음 변화형으로 추정된다. ‘사송 앞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사송교(沙松橋)
‘사정’ 남쪽에 있는 다리이다.

사정(沙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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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송’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조 중엽, 선비들이 산수가 수려한 이곳에 정자를 짓고 글을 읽
고 시를 읊으며 지냈는데, 냇가의 백사장이 깨끗하고 넓어 정자 이름을 ‘모래 沙’ 자, ‘정자 亭’ 자를
이용하여 ‘사정(沙亭)’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정자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사태골/사타골
‘지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사태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
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태골’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태골’은 ‘새터골’로 소급한다. ‘새터골’
에서 제1음절의 부음 ‘ㅣ’가 탈락하여 ‘사터골’이 되고, ‘사터골’의 제2음절 모음이 변하여 ‘사타골’
이 된 다음, ‘사타골’에 ‘ㅣ’가 첨가되어 ‘사태골’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새터’는 ‘새로 조성한
터’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새터골’, 곧 ‘사태골’이다.

상송(上松)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이곳을 ‘송정(松亭)’이라 불렀다. ‘송정’은 ‘소나무 정자’라
는 뜻이다. ‘송정’의 윗마을이어서 ‘상송(上松)’이라 한 것이다.

새메기
‘갈미봉’ 쪽으로 올려다보아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우측에는 ‘큰골’이 있다. ‘새모기’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새모기’가 ‘새머기’를 거쳐 ‘새메기’가 된 것이다. ‘새모기’는 ‘새목’에 접미사 ‘-이’가 결합
된 어형이다. 전국에 ‘새목’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다. 대체로 지형이 새의 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조항(鳥項)’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물론 ‘새’를 ‘間’의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새목’은 ‘사이에 있는 목’으로 해석된다.

새터말/신대(新垈)
‘두주’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터’는 ‘새로 조성된 터’라는 뜻이다. 이를 한자화한 지명이 ‘신대(新
垈)’이다. ‘새터’에 형성된 마을이 ‘새터말’이다.

선바위
‘횟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바위이다. ‘선’은 ‘서-[立]’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선바위’는 ‘우뚝 서
있는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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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새골/왁사골/와자동(瓦-洞)
‘사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왁새’를 ‘왁새풀[황새풀]’로 보면 ‘황새풀이 무성한 골짜기’로 해석된
다. 물론 ‘왁새’는 ‘왜가리’의 방언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왜가리가 서식하던 골짜기’로 해석된
다. 이곳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로’가 날아들어 산이 하얗게 보였다고 한다. 지금도 개울가에
‘백로’가 날아든다. ‘왁사골’은 ‘왁새골’에서 ‘ㅣ’가 탈락한 어형이다. ‘와자동’은 ‘와조동(瓦鳥洞)’의 모
음 변화형이며, ‘와조동’은 ‘왁새골’이 ‘와새골’로 발음이 난 뒤에 ‘와’를 ‘瓦’로, ‘새’를 ‘鳥’로 한자화한
지명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왁골’로 나오고 ‘瓦鳥洞’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

어 있다.

율목동(栗木洞)
‘지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밤나무골’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밤나무골’은 ‘밤나무가 무성한 골짜
기’라는 뜻이다.

일송정고개(一松亭-)
‘상송’에서 ‘일송정’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수골/장사골
‘상송’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점말(店-)/점촌(店村)
‘지구’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옹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에 대한 한자 지명이 ‘점촌
(店村)’이다.

지구(池九)/지구머리(池九-)
‘율목동’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초기에 고 씨(高氏)와 정 씨(鄭氏)가 처음 들어와 살기 시작하
였는데, 그 당시 아홉 골짜기마다 연못이 있어 ‘지구(池九)’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한다. ‘지구머리’는
‘지구’에 ‘머리’가 덧붙은 어형이다.

진우니골
‘지구’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연곡리 ‘쥐눈이’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진우니’는 ‘쥐눈이’의 변형
이다. 쥐의 눈처럼 작고 검은 골짜기가 ‘쥐눈이골’, 곧 ‘진우니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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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물
‘사정’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찬 물이 솟는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 우물이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충신열녀문(忠臣烈女門)/이성문부부충렬각(李成文夫婦忠烈閣)
‘상송’에 위치한다. 충신 이성문(李成文)과 열녀인 그의 처 경주 정씨(慶州鄭氏)의 충렬을 기리기
위해 조선 인조(仁祖) 11년(1633)에 세운 정려이다.

큰골
‘갈미봉’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터골
‘사정’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을 터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텃골, ’턱
골‘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평풍바위/병풍바위
‘횟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바위이다. ‘병풍을 둘러쳐 놓은 듯한 형상의 바위’로 해석된다.

횟돌산(灰-山)
‘사정’ 앞에 있는 산이다. ‘횟돌(灰-)’은 ‘석회암’을 가리킨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이 ‘횟돌산’이다.
이곳에서 ‘회’를 구웠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월면(梨月面)

송림리(松林里)
신계리(新溪里)
장양리(長楊里)
노원리(老院里)
사곡리(沙谷里)
중산리(中山里)
동성리(東城里)
삼룡리(三龍里)
신월리(新月里)
미잠리(美蠶里)
사당리(沙堂里)
내촌리(內村里)

송림리(松林里)


본래 진천군 이곡면(梨谷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구탄리
(九灘里), 향림리(香林里), 학동(學洞), 송현리(松峴里)와 만승면(萬升面) 구암리(九岩里) 일부
를 병합하여 송현(松峴)과 향림(香林)의 이름을 따서 송림리(松林里)라 명명하여 이월면(梨月
面)에 편입하였다.

가재골
‘작은골말’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가
재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한데, 대체로 ‘가재’를 갑각류의 ‘가재’로 보아 골짜기에 가재가 많아
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가재골’의 ‘가재’는 ‘가자골’의 ‘가자’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
로 추정되어 갑각류의 ‘가재’와는 거리가 멀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재골’이 ‘가자골’과 함께 나타나
기도 하여 두 지명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한다. ‘가자골’은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재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작은골말’에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중 가
장자리에 있는 골짜기가 ‘가재골’이다.

강당고개(講堂-)
‘송현’에서 ‘논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강당이 있던 고개’라는 뜻이다. ‘강당’은 이월초등학교의 전
신이 된다고 한다.

골말
‘독지미’ 뒤쪽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큰골말’과 ‘작은골말’로 나뉜다.

곱다리고개
‘송현’에서 백곡면 성대리 ‘발래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를 넘으려면 힘에 겨워 허리가 굽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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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리가 오그라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곱다리’는 ‘발래기’ 북쪽에
있는 들이다. ‘곱’을 형용사 어간 ‘곱-[曲]’으로 본다면 들이 고불고불 굽어 있어 붙여진 이름일 것이
다. ‘곱다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곱다리고개’이다.

굼티기
‘독지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굼티’를 ‘굼뜨-’로 보아 지역이 어둡고 어수룩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산 아래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
은 신빙성이 없다. ‘굼티기’는 ‘굼터기’의 변형이 아닌가 추정된다. ‘굼’은 ‘굼들, 굼밭’ 등에 보이는
‘굼’과 같이 ‘구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굼터’는 ‘구렁이 진 터’로 해석된다. 전국에 ‘굼
터’라는 지명이 몇 개 확인된다.

대막거리(大幕-)
‘이월시장’에서 다리 건너에 있는 거리이다. ‘대막’은 ‘大幕’으로 ‘큰 막’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장사
꾼들이 쉬어가는 큰 막이 있었다고 한다. ‘대막’이 있던 거리가 ‘대막거리’이다.

독지미/독금이/학동(鶴洞, 學洞)
‘이월시장’에서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안성 지방에서 ‘독기 김씨(강릉 김씨)’ 일파가 이곳에
와서 대성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중 한 분의 호를 따서 ‘독김’이라 하던 것이 ‘독지미’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마을의 지형이 독처럼 오망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朝鮮
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독짐이(鶴洞)’로 나오고, 編纂委員會(1974:11)에는 ‘독금이’로 나온
다. ‘독지미’는 ‘독저미’의 변화형으로 추정되고, ‘독저미’는 ‘독점(-店)’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
으로 추정된다. ‘독점’은 ‘독을 만들어 팔던 가게’라는 뜻이다. ‘독지미’가 ‘독저미’에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학동(鶴洞)’은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 학이 많이 서
식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編纂委員會(1974:11)에서는 ‘學洞’으로 쓰고
있다. ‘독지미’는 복개된 도랑을 중심으로 ‘양달말’과 ‘음달말’로 나뉜다.

두들기
‘대막거리’ 동쪽 둔덕에 있는 들이다. ‘두들’과 ‘기’로 분석된다. ‘두들’은 ‘둔덕’의 방언형으로 중세국
어 ‘두듥’으로 소급한다. ‘두들’은 ‘두들기’를 비롯하여 ‘두들들, 두들마, 두들못, 두들밭, 두들배기, 두
들보, 두들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기’는 지명의 후행 요소로
서 주로 들을 지시한다. 따라서 ‘두들기’는 ‘둔덕으로 이루어진 들’로 해석된다. 전국에 ‘두들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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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대단히 많다.

보뚝거리(洑-)
‘송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뚝’은 ‘보를 막은 둑’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보뚝’에
생긴 거리가 ‘보뚝거리’이고,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삼형제골(三兄弟-)
‘삼형제바위’가 있던 골짜기이다. ‘송림저수지’에 수몰되었다.

삼형제바위(三兄弟-)/삼형제골바위(三兄弟-)
‘삼형제골’에 있던 바위이다. 현재는 ‘송림저수지’에 수몰되어 볼 수 없다. 삼형제처럼 바위 셋이 각
기 크고 작은 순으로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가 ‘삼형제골’에 있어서 ‘삼형제골바위’라고도
한다.

송림교(松林橋)/이월다리(梨月-)
송림리 동남쪽에 있는 다리이다. 1955년에 놓여졌다.

송림지(松林池)/안싼저수지(-貯水池)
‘무제봉’ 서쪽 하단에 있는 저수지이다. ‘짐재봉’과 ‘장군봉’ 사이가 된다. ‘안싼저수지’는 ‘안싼(案-)에
있는 저수지’라는 뜻이다.

송현(松峴)/안말
‘장양장’ 안쪽이 된다. 그리하여 시장에서는 ‘안말’이라 부른다. 이 일대에 소나무 숲이 우거져 ‘송림
(松林)’이라 하였고,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동네를 ‘소나무 松’ 자와 ‘고개 峴’ 자를 써서 ‘송현(松
峴)’이라 했다고 한다. ‘송현(松峴)’은 ‘솔고개’ 또는 ‘솔재, 솔티’ 등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솔고개,
솔재, 솔티’ 등의 ‘솔’을 ‘松’으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 ‘송현(松峴)’이다. ‘솔고개, 솔재, 솔티’ 등의
‘솔’은 ‘松’의 뜻일 수도 있으나 ‘狹’의 뜻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르면 ‘솔고개, 솔재, 솔티’ 등은
‘소나무가 많은 고개’ 또는 ‘좁은 고개’로 해석된다. 아울러 ‘송현(松峴)’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544

숫돈말
‘장양장터’에서 서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숫돌’이 많아 나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실제 옛날 이곳에서 ‘숫돌’을 만들어 팔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렇다면 ‘숫돌’과 ‘말’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숫돐말’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숫돗말’이 되고, 이것이 자음 동화되어
‘숫돈말’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산 밑으로 ‘새똘’이라는 내가 있었다고 하므로, ‘새똘말’
이 변하여 ‘숫돈말’이 된 것일 수도 있다.

안싼
‘독지미’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마을이다. 일곱 가구가 살았으나 산에서 모두 내려와 아무도
살지 않는다. ‘안산(案山)’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앞산(-山)
‘숫돈말’ 뒤, ‘학동’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6·25 한국 전쟁 당시의 공동묘지였다고 한다.

약방말(藥房-)
‘장양장터’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약방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대막거리’에 약방이 있었다.

이월시장(梨月市場)/장양장(長楊場)
‘장양장터’에 있는 이월면의 시장이다.

이월장터(梨月場-)/장양장터(長楊場-)/주막거리(酒幕-)
송림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장양장이 서던 곳이고, 또 주막이 있던 곳이다.

작은골말
‘골말’에 속한 마을이다. ‘골말’은 ‘독지미’ 뒤쪽에 있는 마을이며, ‘큰골말’과 ‘작은골말’로 나뉜다.

장수바위(將帥-)
‘팔봉산’의 ‘장수방골’에 있는 큰 바위이다. ‘장수바위’라는 바위 이름이 전국에 아주 널리 분포하며,
그 유래 설도 아주 다양하다. ‘장수가 살던 흔적이 있는 바위’, ‘장수가 옮겨다 놓은 바위’, ‘장수가
앉은 바위’, ‘장군이 누워 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 ‘장수가 오줌을 누어서 패인 바위’, ‘장수처럼 큰
바위’, ‘장수가 놀던 바위’, ‘장수가 겨드랑이에 끼고 가다가 놓고 간 바위’, ‘장수의 화상을 그려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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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위’, ‘장수 발자국이 난 바위’ 등의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는 ‘장수처럼 큰 바위’라는 설이
그럴듯하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장수’는 ‘장수(將帥)’의 특징인 ‘크고 우람한 형상’을 지
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수바위’는 ‘장수처럼 크고 우람한 바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장수방골(將帥-)
‘독지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수방우골’에서 ‘우’가 탈락한 어형이다. ‘장수방우’는 ‘장수처럼
크고 우뚝한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장수방골’이다.

장승배기
이월 면사무소 앞에 있는 들이다. ‘장승이 박혀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이곳 주변에 형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장양들(長楊-)/재양들(-楊-)
‘장양장터’ 동쪽에 있는 들이다. ‘재양들’이라고도 한다.

진골
‘안싼’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골’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짐재봉(-峰)
‘팔봉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나뭇짐을 지고가다 쉬어 가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나 믿을 수 없다. 이는 ‘진재봉’의 변형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후)에는 ‘진봉’으로 나
오고, ‘陳峰’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진재’는 ‘긴재’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긴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가 있는 봉우리가 ‘긴재봉’, 곧 ‘진재봉’이다. 아울러 ‘짐재봉’도 ‘긴 고개가 있는 봉우
리’로 해석된다.

차돌배기
‘독지미’ 서북쪽에 있는 산이다. ‘차돌이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큰골말
‘독지미’ 뒤쪽에 있는 마을이다. ‘골말’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골말’ 속의 큰 마을이
‘큰골말’이다. ‘작은골말’과 짝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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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산(八峰山)
‘독지미’ 뒤에 있는 산이다. ‘팔봉’은 ‘八峰’이어서, ‘봉우리가 여덟 개인 산’으로 해석된다. ‘팔봉산’에
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짐재봉’이다.

피야골

‘송림저수지’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피밭골’로 소급한다. ‘피밭골’이 ‘피골’로 변했다가 ‘피왓골’과
‘피앗골’을 거쳐 ‘피아골’이 되고, ‘피아골’이 순행 동화에 의해 ‘피야골’이 된 것이다. ‘피밭’의 ‘피’는
‘돌피를 개량한 밭작물’인데, 골짜기와 같은 경사진 곳에서 잘 자란다. ‘피’를 심은 밭이 ‘피밭’이고,
‘피밭’이 있는 골짜기가 ‘피밭골’이다. 한자 지명 ‘직전곡(稷田谷)’과 잘 어울린다. 전국에 ‘피아골’과
더불어 ‘피밭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많다. ‘피밭골’이 ‘피밭이 있는 골짜기’라면 ‘피밭골’에서 변한 ‘피
아골, 피야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초평면 신통리의 ‘피아골’을 참조하라.

향림(香林)
‘독지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자 지명 ‘香林’으로 ‘향나무 숲’이라는 뜻이다. 예전 이곳에 향나
무 숲이 있었다고 한다.

향림들(香林-)
‘향림’ 동쪽에 있는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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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진천군 이곡면(梨谷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산석리(山
石里)와 만승면(萬升面)의 상분토리(上分土里), 상신리(上新里), 하신리(下新里), 화산리(花山
里), 쌍계리(雙溪里), 어두앙리(漁頭央里)를 병합하여 신리(新里)와 쌍계(雙溪)의 이름을 따서
신계리(新溪里)라 명명하고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가골
‘화산당’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가장골
‘어뎅이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가장골’ 위로 ‘작은골,
큰골, 은전골, 암생이골, 해너리골, 올고사리골, 국수고사리골, 뎀박골, 수리방아덕골, 다래골, 칡덕
골, 명막골, 등잔골, 망등양지’ 등이 있다.

개감나무골
‘큰찰어뎅이’ 우측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개감나무’는 ‘개금나무’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개감나
무골’은 ‘개금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고갯새울/상분토(上分土)
이월면과 경기도 안성시의 경계 지역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다. ‘새울’은 ‘새골’이
‘새올’을 거쳐 나타난 어형으로 ‘새로 조성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고개 밑에 형성된 ‘새울’ 마을이어
서 ‘고갯새울’이라 한 것이다. ‘아랫새울, 윗새울’과 짝을 이룬다.

고갯새울앞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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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갯새울’ 앞에 있는 들이다.

구멍골
‘어뎅이’의 ‘방아덕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구멍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국수골(國-)/국수뎅이골(國-)/국수고사리골(國-)
‘어뎅이’의 ‘올고사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국수’와 같은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하나 믿을 수 없다. ‘국수’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국사(國師)’의 모음 변화형일 가능성이 있
다. 그렇다면 ‘국수골’은 ‘국사골(國師-)’로 소급한다. ‘국사골’은 ‘국사당(國師堂)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국사당’은 마을의 수호와 경계를 위해 만든 신당(神堂)이다. 대개 마을 뒤쪽 높은 산정
(山頂)에 위치한다. ‘국수뎅이골’이라는 또 다른 지명이 ‘국수골’의 ‘국수’가 ‘국사당’과 관련이 있음
을 뒷받침한다. ‘국수뎅이골’은 ‘국사당이골(國師堂-)’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국수고사리골’은 그 밑
에 있는 ‘올고사리골’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지명으로 보인다.

군사직골
‘아랫새울’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골/홀짝골
‘짐작골’의 ‘사랑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 골짜기’라는 뜻이다. ‘홀짝골’의 ‘홀짝’은 ‘홀쭉’의 변
화형이다. 이에 따라 ‘홀짝골’은 ‘홀쭉한 골짜기’, 곧 ‘좁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늑대골
‘어뎅이’의 ‘구멍골’ 안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늑대가 새끼를 치고 살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능골[능꼴]
‘어뎅이’ 서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능’을 한자 ‘陵’으로 보면, ‘능과 같은 큰 산소가 있는 골짜
기’로 해석되고, ‘능’을 ‘는’의 동화 형태로 보면 ‘길게 늘어진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곳에는
큰 산소는 없고 능처럼 생긴 산이 있다고 한다.

다래골
‘어뎅이’의 ‘수리방아덕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다래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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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이들에 대해 ‘다래가 많은 골짜기’, ‘뒷산이 반달형인 골짜기’, ‘지대가 높은
골짜기’ 등의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대가 높은 골짜기’라는 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대가 높은 골짜기’를 뜻하는 ‘다래골’은 ‘달골’에서 변형된 것이다. ‘달골’에 조음소 ‘아’가 개
재되어 ‘다라골’이 되고, ‘다라골’에 ‘ㅣ’가 첨가되어 ‘다래골’이 될 수 있다. ‘달’은 ‘山’, ‘高’의 뜻이어
서, ‘달골’은 ‘높은 지대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달골’에서 변형된 ‘다래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당직골
‘화산저수지’에서 진안도로를 따라 우측으로 첫 번째에 있는 골짜기이다. ‘당’은 ‘堂’으로 추정되어,
혹시 ‘신당’이 있던 골짜기가 아닌가 한다.

대명굴고개
‘어뎅이’에서 백곡면 성대리 ‘대명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덕지봉(德-峰)
‘윗새울’ 서쪽에 있는 산이다. ‘덕주봉(德主峰)’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덤바위
‘윗새울’ 앞에 있는 더미로 된 바위이다. ‘덤’은 ‘더미’와 같아서 ‘덤바위’는 ‘여러 바위가 더미로 얹혀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덤바우, 덤바구, 덤방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암
(加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덤바위’는 ‘덤바위골, 덤바위들, 덤바위보, ‘덤바위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 중 ‘덤바위골’은 ‘덤바골’ 또는 ‘덤박골’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덤바위골
‘아랫새울’의 ‘쇠죽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덤바위’와 ‘골’로 분석된다. ‘덤바위’는 ‘여러 바위가 더
미로 얹혀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덤바위골’이다.

뎀박골
‘어뎅이’의 ‘국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덤박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덤박골’은 ‘덤바위골’
로 소급한다. ‘덤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덤바골’이 되고, ‘덤바골’에 ‘ㄱ’이 첨가되거나 이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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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시옷이 개재된 ‘덤밧골’이 자음 동화하여 ‘덤박골’이 된 것이다. ‘덤바위’는 ‘여러 바위가 더미로
얹혀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덤바위골’, 곧 ‘덤박골, 뎀박골’이다.

도깨비골
‘윗새울’ 왼쪽에 있던 골짜기이다. 골프장에 수용되어 없어졌다. ‘도깨비가 출현하던 골짜기’라는 뜻
이다. ‘도깨비’는 ‘도깨비골’을 비롯하여, ‘도깨비둠벙, 도깨비바구, 도깨비방죽, 도깨비보, 도깨비여
울’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도링개모팅이
‘아랫새울’ 위쪽에 있는 모퉁이이다. ‘도링개’와 ‘모팅이’로 분석된다. ‘도링개’를 ‘물이 돌아나가는 곳’
으로 설명하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도린개’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도린개’는
‘물이 돌아나가는 개울’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도링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
개울의 모퉁이가 ‘도링개모팅이’이다.

돌나무지골
‘짐작골’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불당골’ 아래가 된다.

돌부처골
‘짐작골’과 ‘갓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돌부처와 여장군석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돌부처’를 ‘아랫새울’ 길이 보이는 곳에 옮겨 놓으면 ‘아랫새울’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된다는 이야
기가 전한다.

동대골
‘어뎅이’의 ‘방아덕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東)’과 ‘대골(大-)’로 분석되어,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서대골’과 짝을 이룬다.

등잔골(燈盞-)
‘어뎅이’의 ‘칡덕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등잔(燈盞)’과 ‘골’로 분석되며, ‘등잔처럼 생긴 골짜기’
로 해석된다. 전국에 ‘등잔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은데, 대체로 ‘등잔을 벽에 걸어 놓은 형국의
골짜기’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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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골
‘어뎅이’의 ‘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나 ‘떼골’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
다. ‘떼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떼’를 ‘잔디’ 또는 ‘띠(볏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보아 ‘잔디
가 많은 골짜기’나 ‘띠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한편 ‘때골’은 ‘대골’의 변형일 수도 있다. 전국에
‘대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다. ‘대’는 한자 ‘大’일 가능성도 있고, ‘竹’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대골’은 ‘큰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대골’은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
된다. 전자로 보는 지역에서는 ‘대곡(大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후자로 보는 지역에서는 ‘죽곡(竹
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그런데 이곳 ‘때골’은 크지도 않고, 대나무도 없다고 한다.

만디고개
‘고갯새울’에서 ‘만디’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망둥양지(-陽地)
‘어뎅이’의 ‘등잔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망둥’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물론 ‘양지’는 ‘陽地’이다.
햇빛이 잘 비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명막골
‘어뎅이’의 ‘칡덕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명막’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명막’은 ‘명막골’을 비롯
하여 ‘명막바우, 명막소, 명막암’ 등에서도 확인된다. 대체로 ‘명막’을 새의 일종인 ‘명매기(칼새)’로
보고 해당 지명의 유래를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명막골’은 ‘명매기가 깃들어 사는 골짜기’로 해석
된다.

무당의능골(巫堂-陵-)
‘짐작골’의 ‘돌부처골’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무당’과 ‘능골’ 사이에 속격의 ‘의’가 개재
된 어형이다. ‘능골’은 ‘큰 산소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무당이 ‘능골’이 살았기에 붙여진 이름으
로 추정된다.

무제봉(武帝峰)
이월면의 신계리, 백곡면의 성대리, 명암리의 3개 이(里)에 걸쳐 있는 산이다.

방아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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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뎅이’의 ‘서대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아’와 ‘덕골’로 분석된다. ‘덕골’은 ‘큰 골짜기’라는 뜻
이다. 그러므로 ‘방아덕골’은 ‘방아처럼 생긴 큰 골짜기’ 또는 ‘방앗간이 있던 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배나무골
‘윗새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나무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부덕골
‘화산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덕’을 ‘夫德’으로 보아 ‘부덕이 없는 돌부처가 있던 곳’으로 설
명한다. 골짜기에 돌부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랫새울’ 아낙네들이 바람이 난다고 하여 주민
들이 넘어뜨렸다고 한다.

불당골(佛堂-)/북당골(-堂-)
‘짐작골’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이다. ‘불당’은 ‘佛堂’이어서, ‘불당골’은 ‘불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
된다. ‘북당골’은 ‘불당골’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불당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붌당골’에서 ‘ㅅ’ 앞
의 ‘ㄹ’이 탈락한 ‘붓당골’이 자음 동화된 형태이다. ‘북당’은 ‘북당골’을 비롯하여 ‘북당말, 북당산, 북
당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비둘기방아덕골
‘어뎅이’의 ‘작은찰어뎅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당골(祠堂-)
‘짐작골’의 ‘사랑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당(祠堂)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사랑골
‘짐작골’ 안의 ‘소반쟁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장골
‘짐작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사장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사장’을 ‘사장나
무(팽나무, 정자나무, 당산나무)’, ‘사장(射場)’, ‘사기점(沙器店)’, ‘모래사장’ 등으로 보고, ‘사장나무
가 있는 골짜기’, ‘활터가 있던 골짜기’, ‘사기점이 있던 골짜기’, ‘모래가 많은 골짜기’ 등으로 다양하
게 해석한다. 이 중에서도 ‘사장나무가 있는 골짜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장’의 어원이

신계리(新溪里) 553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골’의 유래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산제당골(山祭堂-)
‘즘새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산제(山祭)’를 올리던 ‘산제당(山祭堂)’이 있어서 붙여
진 이름이다.

삼형제골(三兄弟-)
‘짐작골’ 안의 ‘돌부처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첫째 골, 둘째 골, 셋째 골을 합하여 ‘삼형제골’이라
고 한다.

새골
‘윗새울’ 서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골프장으로 수용된 지역이다. ‘새’는 ‘間’의 뜻으로 추정되어, ‘새
골’은 ‘사이에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큰 산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새울/신리(新里)/아랫새울/하신(下新)
‘윗새울’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울’은 보통 ‘아랫새울’을 가리킨다.69) 신 씨네가 수원서 내려와
마을을 새롭게 열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새울’은 ‘새골’로 소급한다. ‘새
골’에서 제1음절의 부음 ‘ㅣ’에 영향을 받아 ‘ㄱ’이 ‘ㅇ’으로 약화되어 ‘새올’이 된 다음, 제2음절의 모
음이 변하여 ‘새울’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새골’은 ‘새로 조성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신리(新里)’이다. ‘아랫새울’은 ‘윗새울, 고갯새울’과 대응되는 명칭이다. ‘아랫새
울’의 ‘아래’와 ‘새’를 한자화한 지명이 ‘하신(下新)’이다. 지금의 ‘하신’은 ‘아랫새울, 어뎅이, 화산동’
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상신’은 ‘고갯새울’과 ‘윗새울(즘새울)’을 아우른다.

새울샘
‘아랫새울’ 들 복판에 있는 샘이다. ‘새울에 있는 샘’이라는 뜻이다. 물이 차고 물맛이 좋기로 유명
하다.

샛골
‘덕지봉’ 아래에 있던 골짜기이다. 골프장으로 수용되어 없어졌다.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69)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239)에서는 ‘새울’이 ‘윗새울, 아랫새울, 고갯새울’로 나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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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와 골짜기 또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그렇게 부른다.

서대골
‘어뎅이’의 ‘구멍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西)’와 ‘대골(大-)’로 분석되어 ‘서쪽에 있는 큰 골짜
기’로 해석된다. ‘동대골’과 짝을 이룬다.

소반쟁이골
‘짐작골’의 ‘북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반장이골’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이다.

쇠죽골
‘아랫새울’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죽’은 ‘쇠죽고개, 쇠죽골, 쇠죽들’ 등에서도 확인되는데, ‘효죽
(孝竹)’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효죽(孝竹)’이 구개음화에 의해 ‘소죽’으로 변하고, ‘소죽’에 ‘ㅣ’가 첨
가되어 ‘쇠죽’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효죽’은 ‘솟대’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그렇다면 ‘효죽골’, 곧
‘쇠죽골’은 ‘솟대가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수리방아덕골
‘어뎅이’의 ‘뎀박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바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바위 위에는 ‘수리’가 앉고,
아래에는 ‘호랑이’가 잠을 자던 곳이라고 한다.

신계천(新溪川)
‘옥정리고개’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송림리를 거쳐 장양리에서 미호천으로 들어가는 내이다.

아래어뎅이(-魚-)/아랫말
‘어뎅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아랫능골(-陵-)
‘어뎅이’의 ‘위능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랫새울들
‘아랫새울’ 앞에 있는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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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생이골
‘어뎅이’의 ‘은정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는 ‘암생이’를
‘남생이’로 보고, ‘남생이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어당(魚塘)/어당이(魚堂-)/어뎅이(魚-)
‘화산당’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이 고기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어두(魚頭)’라 하
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어당이’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본래 ‘어정리’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어당이’가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당’은 한자 ‘魚塘’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 유래 설
을 믿을 수는 없다. ‘어당’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 ‘어당이’이고, ‘어당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가 ‘어댕이’이다. 그리고 ‘어댕이’의 ‘ㅐ>ㅔ’ 변화형이 ‘어뎅이’이다.

어대정(御臺亭)
‘어뎅이’ 입구에 있는 정자이다. 제5공화국 때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모를 심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정자이다.

어뎅이고개(魚-)
‘어뎅이’에서 성대리 ‘모니’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어뎅이골(魚-)
‘어대정’에서 성대리 방면으로 넘나드는 긴 골짜기이다.

어뎅이앞들(魚-)
‘어뎅이’ 앞에 있는 들이다.

어두다리
‘어뎅이’ 어귀에 있는 다리이다.

옥정리고개(玉井里-)
‘고갯새울’ 서쪽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올고사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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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뎅이’의 ‘해너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올-’을 ‘早’의 뜻으로 보아 고사리가 일찍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요충골
‘어뎅이’의 ‘호랑바위골’ 아래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위능골(-陵-)
‘어뎅이’의 ‘때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아래능골’과 짝을 이룬다.

위어뎅이(-魚-)/웃말
‘어뎅이’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웃말’이라고도 한다.

윗새울/상신(上新)/점말(店-)/즘새울
‘아랫새울’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옹기점이 있었으며 지금은 천주교 공소(公所)가 있다. ‘새
울’은 ‘새로 조성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새울’의 위에 있는 마을이 ‘윗새울’이다. ‘윗새울’의 ‘위’를
‘上’으로, ‘새’를 ‘新’으로 한자화한 지명이 ‘상신(上新)’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신’은 ‘윗새울’과 ‘고갯
새울’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쓰인다. ‘점말(店-)’은 ‘사기점, 옹기점 등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고, ‘즘
새울’은 ‘점새울(店-)’의 모음 변화형으로 ‘옹기점이 있던 새울’이라는 뜻이다.

은정골(銀-)/은점골(銀店-)
‘어뎅이’의 ‘큰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은정골’은 ‘은점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은점골’의 ‘은
점’은 ‘銀店’으로 ‘銀鑛’과 같다. 이 골짜기에 ‘은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작은갓골
‘짐작골’의 ‘큰갓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갓골’은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갓골’
의 작은 골짜기가 ‘작은갓골’이다. ‘큰갓골’과 짝을 이룬다.

작은골
‘어뎅이’의 ‘가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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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뎅이’의 ‘동대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진골’은 ‘긴골’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
라는 뜻이다. ‘진골’의 작은 골짜기가 ‘작은진골’이다.

작은찰어뎅이(-魚-)
‘어뎅이’의 ‘개감나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찰어뎅이’와 짝을 이룬다.

절골
‘어뎅이’의 ‘비둘기방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8부 능선에 절
이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진골
‘어뎅이’의 ‘작은진골’ 아래, ‘때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긴골’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긴 골짜기’라
는 뜻이다.

진안도로(-道路)
신계리 앞을 지나 안성시 금광면 쪽으로 가는 길이다.

짐작골
‘화산저수지’에서 서남쪽 방향의 헬기장으로 연결된 긴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길어서 짐작을 해야
알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짐작골’에는 ‘불당골, 돌나무지골, 삼형
제골, 소반쟁이골, 사랑골, 긴골(홀짝골), 돌부터골, 무당의능골, 사당골, 큰갓골, 작은갓골’ 등의 여
러 골짜기가 있다.

짐작골들
‘짐작골’ 앞에 있는 들이다.

천룡골프장(天龍-場)
‘윗새울’ 서남방 ‘덕지봉’으로부터 ‘요충골’, ‘도깨비골’까지의 전 지역을 가리킨다.

칡골
‘윗새울’ 입구에서 왼쪽 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칡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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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덕골
‘어뎅이’의 ‘다래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갓골
‘짐작골’의 ‘작은갓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갓골’과 짝을 이룬다.

큰골
‘어뎅이’의 ‘작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골’과 짝을 이룬다.

큰찰어뎅이(-魚-)
‘무제봉’ 동북쪽으로 내려오는 골짜기이다. ‘작은찰어뎅이’와 짝을 이룬다. ‘큰찰어뎅이’ 밑으로 ‘개
감나무골, 작은찰어뎅이, 비둘기방아덕골, 절골, 터진방아덕골, 홀짝골, 구멍골(‘구멍골’안에 늑대
골), 서대골, 방아덕골, 동대골, 작은진골, 진골, 때골, 위능골, 아랫능골’ 등의 골짜기가 있다.

터진방아덕골
‘어뎅이’의 ‘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함박골
‘어뎅이’의 ‘아랫능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함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함바골’에 ‘ㅅ’
이 개재된 ‘함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함바골’은 ‘함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함바
위골’의 ‘함바위’는 ‘한바위’의 자음 동화 형태로 ‘큰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나 마
을이 ‘함바위골’이다. 아울러 ‘함박골’도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그런데 ‘함박’을
‘함박꽃’으로 보아 ‘함박꽃이 많이 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함박’을 ‘함지박’으로 보아 ‘함지박
의 형상을 하고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함박골’은 ‘큰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에 불과하므로 이들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함박골’의 ‘함박’은 ‘함박논, 함박등, 함박배미, 함박보,
함박산, 함박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굳어져 ‘큰 바위가 있음’을 지시한다.

해너리골/회놀이골
‘어뎅이’의 ‘암생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호랑바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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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골’ 아래에 있던 골짜기이다. 골프장으로 수용되어 없어졌다. ‘호랑바위’는 ‘호랑이처럼 생긴 바
위’ 또는 ‘호랑이가 살던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호랑바위골’이다.

홀짝골
‘어뎅이’의 ‘터진방아덕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홀짝’은 ‘홀쭉’의 변화형이다. 이에 따라 ‘홀짝골’
은 ‘홀쭉한 골짜기’, 곧 ‘좁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홀짝개, 홀짝고개’ 등도 지형이 좁아서 붙여진 이
름이다.

화산다리(花山-)
‘화산당’과 ‘아랫새울’ 사이에 있는 다리이다.

화산당(花山堂)/화산당이(花山堂-)
‘어뎅이’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저수지를 조성할 당시 그 안쪽에 큰 마을이 있었는데 꽃동산 모
습이었고, 또 마을 입구에 있던 선돌에 ‘화산동(花山洞)’이라는 글귀가 있었기에 ‘화산동’이라 불렀
다고 한다. 이주한 마을 역시 ‘화산동’으로 부르다가 ‘화산당’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
料>(1914 이전)에는 ‘화산당이’로 나오고, ‘山石’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화산동문바위(花山洞門-)
‘화산당’에 있는 바위이다. ‘花山洞門’ 넉 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문바위’는 ‘문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화산제(花山堤)/새울저수지(-貯水池)/이월저수지(梨月貯水池)/화산저수지(花山貯水池)/화산동저수지
‘아랫새울’ 동남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1958년에 만들어졌다.

장양리(長楊里)


본래 진천군 이곡면(梨谷面) 지역이었다. 조선 시대에 장양역(長楊驛)이 있었기에, 장양(長楊), 장
양역(長楊驛), 역말(驛-), 역촌(驛村)이라 불렀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일영리(日永里), 화양리(花陽里)와 만승면(萬升面)의 내당리(內堂里), 구암리(九岩里)의 각 일
부를 병합하여 장양리(長楊里)라 명명하여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광수들
장양리와 내촌리 경계에 있는 들이다. ‘광수’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廣水’이거나 ‘광소(廣沼)’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광수동’에 ‘너래물’이 대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의 ‘광수’는 ‘廣水’
임이 분명하다.

구리대
‘일영거리’ 북쪽에 있는 들이다. 아홉 노인이 개답(開沓)을 했다고 하여 ‘구로대(九老大)’라고 했는
데, 이것이 변하여 ‘구리대’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대’는
‘금다대, 돌팍대, 산다대, 싸리대, 오래대’ 등에 보이는 ‘대’와 같이 ‘垈’일 것으로 추정된다. <朝鮮地

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구로들’로 나오고 ‘九老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녹두샘
‘녹두샘들’ 서쪽 귀퉁이에 있는 작은 샘이다. ‘녹두’와 ‘샘’으로 분석된다. ‘녹두’는 ‘녹두샘’을 비롯하
여 ‘녹두골, 녹두논, 녹두바위, 녹두배미, 녹두보, 녹두봉, 녹두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샘이 ‘녹두’처럼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물이 매우 차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녹두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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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영거리’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들에 ‘녹두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더대
‘일영거리’ 서쪽에 있는 들이다.

뒷개
‘화양리’ 뒤쪽에 있는 들이다. ‘뒤에 있는 개울’이라는 뜻이다. 실제 이곳에 개울이 흐른다. 이 개울
근처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랫들
‘일영거리’ 서쪽에 있는 들이다. ‘마래들’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그리고 ‘마래들’은 ‘마라들’
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고, ‘마라들’은 ‘말들’에 조음소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말들’은 ‘넓
은 들’ 또는 ‘높은 들’로 해석된다. 만약 ‘마랫들’이 ‘말들’로 소급한다면 이 또한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국에 ‘마랫들’이라는 들이 적지 않은데, ‘높은 지대’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곳
도 있다.

비행장(飛行場)
‘화양리’ 동쪽에 있는 들이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백사장이었다고 한다. 비행기가 내릴 정도로
넓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설흔마지기들
‘원장양’ 남쪽에 있는 들이다. 서른 마지기나 되는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수해’와 붙어
있다.

아래장양(-長楊)
‘장양’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수해
‘일영거리’ 서쪽에 있는 들이다. ‘설흔마지기들’과 붙어 있다. ‘여수해’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수’를 ‘여우’로 보고, 여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거나 여우를 닮아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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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샘
‘여수해’ 서쪽에 있는 샘이다.

역말(驛-)/장양리(長楊里)
현 이월초등학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역(驛)’은 관리가 공무를 수행할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
던 곳이다. 장양역(長楊驛)이 있던 곳이어서 ‘역말’이라 한 것이다.

원장양(元長陽)
장양리의 원 마을이다. 옛날 역참 제도가 있을 때 장양역(長楊驛)이 있던 곳이다.

일영(日永)/일영거리(日永-)/이렁거리
‘장양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다. 온종일 햇빛이 비친다고 하여 ‘날 日’ 자와 ‘길 永’ 자를 써서 명명
한 것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일령거리’로 나오고, ‘日永里’라는 한자 지
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렁거리’는 ‘일영거리’의 변화형이다.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
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장양들(長楊-)/재양들
‘아래장양’ 동남쪽에 있는 큰 들이다. 병충해가 없으며, 학이 많이 날아드는 명승지이다. ‘재양들’은
‘장양들’의 제1음절 종성 ‘ㅇ’이 탈락한 ‘자양들’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장양역터(長楊驛-)
‘장양’에 있던 역 터이다. ‘장양역(長楊驛)’은 조선 시대 율봉도찰방(栗峯道察訪)에 딸렸던 역(驛)이
다. 이 역이 있던 자리가 ‘장양역터’이다.

잿들
‘원장양’ 동쪽에 있는 들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재’를 ‘고개’의 뜻으로 본다면 ‘잿들’은
‘고개 밑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한편 ‘잿들’을 ‘갯들’의 변형으로 본다면 ‘개울가에 있는 들’로 해석
된다. 실제 이 들은 개울가에 있다.

화양리(花陽里)/오양산(-山)
‘일영거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평산 신씨 일행이 노은(老隱) 영당을 찾아오던 중 꽃과 햇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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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하여 ‘화양(花陽)’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오양산’은 마을 뒤에 있던 산을 가리킨다. 지금
은 산의 흔적만 남아 있다.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허멍골
‘일영거리’ 남쪽, ‘녹두샘들’ 동쪽에 있는 들이다.

노원리(老院里)


본래 진천군 이곡면(梨谷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노곡리(老
谷里), 서원상리(書院上里), 서원하리(書院下里), 관동(官洞)과 신흥리(新興里) 일부를 병합하여
노곡(老谷)과 서원(書院)의 이름을 따서 노원리(老院里)라 명명하고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감투바위
‘서원말’에 뒷산에 있는 바위이다. ‘멍석바위’ 위쪽이 된다. ‘감투’는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의 하나
이다. ‘감투’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감투바위’이다. ‘감투’는 ‘감투골, 감투봉, 감투산, 감투정이’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이는데, 이들에 쓰인 ‘감투’가 모두 의관의 하나인
‘감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역에 따라서는 ‘감투바우, 감투방우’로 나타나며, 심지어 ‘감태바우,
감태방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강당고개(講堂-)
‘논실’에서 송현리 ‘송림’으로 넘나드는 고개이다. ‘강당(講堂)’은 ‘여러 사람이 모여 교육을 받는 건
물’을 가리킨다. ‘강당(講堂)’은 대체로 ‘서당(書堂)’이 있는 곳에 세워진다. ‘강당’이 있던 고개가 ‘강
당고개’이다.

강터
‘서원말’의 ‘굼박골’ 아래쪽에 있는 펑퍼짐한 언덕이다. ‘강’을 ‘江’으로 보면, ‘큰 물줄기의 언저리’를
뜻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강터’를 ‘강가에 있는 버덩’ 또는 ‘활을 쏘는 과녁이 있던 자리’로 해석
된다.

고등이/고등이골
‘논실’ 남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고든골’로 소급한다. ‘고든골’이 자음 동화되어 ‘고등골’로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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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이것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되어 ‘고등이골’이 된 것이다. ‘고등이골’에서 ‘골’이 생략된
어형이 ‘고등이’이다. ‘고든골’의 ‘고든’은 ‘곧-[直]’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고든골’은 ‘곧게 뻗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고등골’이나 ‘고등이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고랑이
‘서원말’ 북쪽에 있는 들이다. ‘고랑이들’에서 ‘들’이 생략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고랑이들’은 ‘고랑들’
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고랑들’은 ‘고랑이 있는 들’ 또는 ‘고랑이 진 들’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고랑이들’과 ‘고랑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곳은 지대가 낮고 꼬불꼬
불 길게 늘어진 형상을 하고 있다.

굼박골
‘서원말’ (앞에서 보아)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옥녀봉’ 밑이 되며, 바위가 많다. ‘굼박골’은 ‘굼
바위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굼바위’의 ‘굼’은 ‘구멍’을 뜻하는 방언형 ‘구무’가 줄어든 어형이다.
그러므로 ‘굼바위’는 ‘구무바위’와 같이 ‘구멍이 나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아울러 ‘굼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궁골/궁동(宮洞)
‘서원말’ 북쪽 옥녀봉 밑에 있는 마을이다. 중국 원나라 황제가 이곳에서 기씨(奇氏) 처녀에게 장가
를 들고 장인, 장모를 위하여 큰 궁궐을 지었는데, 이로 인해 ‘궁골’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한다. 지금도 동네 뒷밭 궁터에는 주춧돌이 남아 있고, 기왓장이 산재해 있다. ‘궁골’에 대한 한
자 지명이 ‘궁동(宮洞)’이다. 한편 ‘궁골’은 다른 각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도 있다. ‘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궁’을 ‘弓’으로 보면 ‘지형이 활처럼 휘어진 골짜기’, ‘궁’을 ‘금’
으로 보면 ‘큰 골짜기’, ‘궁’을 ‘굼’으로 보면 ‘구렁이 진 골짜기’로 해석된다.

궁터밭(宮-)
‘궁골’ 뒤에 있는 밭이다. 옛날에 기씨(奇氏)의 재궁(齋宮)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도 기
와 파편이 발견되고 있다.

금천들(金川-)
‘서원말’ 왼쪽에 있는 들이다. 30년 전 금천(金川)이란 사람이 개간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금천(金川)’은 하천 이름에 불과하다. ‘金川’은 ‘쇠내’에 대한 한자 지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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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쇠내’는 ‘쇠 성분의 물이 흐르는 내’라는 뜻이다. 서쪽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에서 금점(金店)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금천’ 주변에 형성된 들이 ‘금천들’이다.

금천들방죽(金川-防-)
‘금천들’ 서쪽에 있던 방죽이다. 지금은 없어져 볼 수 없다.

기와집말/신촌(新村)
‘서원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기와집이 많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6·25 한국 전쟁 때 피란민
을 구호하기 위해 새로 조성한 마을이어서 ‘신촌(新村)’이라고도 한다.

기차바위(汽車-)
‘서원말’의 ‘멍석바위’ 밑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기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꼬꼬할머니바위
‘백원서원’의 사패지(賜牌地, 고려·조선 시대에, 임금이 내려 준 논밭)로부터 서쪽으로 150m 지점
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꼬부랑 할머니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노원리고인돌(老院里-)
‘논실’에 있는 고인돌 군이다.

노원리석조마애여래입상(老院里石造磨崖如來立像)
‘옥녀봉’ 동쪽 산중턱에 수직으로 솟은 바위 면에 선각(線刻)으로 새겨진 불상이다.

노은정지(老隱亭址)
‘논실’에 있는 정자 터이다. 신잡(申磼) 선생의 후손 신협(申脥)이 건립하였다고 한다.

논실/노곡(老谷)/노은실(老隱室)
‘서원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논실’은 본래 ‘논이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실제 이곳에는 마을
앞에 넓은 들(곧 ‘마루들’)이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논실’ 마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랫말, 중말, 웃말’이 위치한다. ‘老隱室’은 ‘논실’에 대한 차자 표
기식 명칭이다. ‘老隱’을 관직에서 물러난 신잡(申磼) 선생의 호로 이해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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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잡 선생은 그 말년(1608)에 진천으로 내려와 한거하면서 두드러진 행적을 남겼다.70) ‘노곡(老谷)’
은 ‘노은실(老隱室)’의 ‘노’를 한자 ‘老’로 음차하고 ‘실’을 ‘谷’으로 훈차한 지명이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는실’로 나오는데, 이는 ‘논실’의 변형일 가능성 있다.

담배박골
‘서원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봉화적골’ 남쪽이 된다. ‘담배밭골’의 변형이다. ‘담배밭골’이
‘담배밧골’을 거쳐 ‘담배박골’이 된 것이다. 골짜기에 담배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산너머(東山-)
‘서원말’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동산 너머에 있는 평평한 들판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루들

‘논실’ 앞에 있는 큰 들이다. ‘마루’는 중세국어 ‘[宗]’로 소급하며, ‘넓은, 큰, 높은, 으뜸’ 등의 의
미를 띤다. ‘마루고개, 마루골, 마루미, 마루바위, 마루밭, 마루봉, 마루터기’ 등에 보이는 ‘마루’도
그와 같은 것이다. ‘마루’가 ‘들’과 결합할 때에는 ‘넓은’이나 ‘으뜸’의 의미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마루들’은 ‘넓은 들’, ‘으뜸이 되는 큰 들’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종평(宗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한다.

멍석바위
‘서원말’ 뒷산에 있는 바위이다. ‘감투바위’ 밑이 된다. ‘멍석’을 깔아 놓은 듯이 넓은 바위를 그렇게
부른다.

명자치바위
‘옥녀봉’ 남쪽 암벽에 있는 바위이다. ‘명자치’는 ‘명주(명주실로 무늬 없이 얇게 짠 피륙)’와 관련된
단어이다. 이 바위에 ‘무명’을 널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바위에 하얀
두 줄기 무늬가 10여 m나 내리박혀 있어서 마치 명주를 널어놓은 듯이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앞들(門-)
‘서원말’ 앞에 있는 들이다. ‘대문 앞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70) ‘평산 신씨’의 진천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신영우 편(2007:142~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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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탕골(-湯-)
‘서원말’ 서쪽 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탕(-湯)’과 ‘골’로 분석되며, ‘물탕이 있는 골짜기’로 해
석된다.

미나무골
‘논실’의 ‘고등이’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미나무’는 ‘미루나무’로 추정되어, ‘미루나무가 많은 골짜
기’로 해석된다.

미력골(彌-)/미륵골(彌勒-)
‘궁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미륵골’은 ‘미륵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미륵골’의 모음 변화
형이 ‘미력골’이다.

방죽골(防-)
‘금천들’ 서쪽에 있는 들이다. ‘금천들’ 방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충배기소류지(防-小流池)
‘서원말’ 북쪽에 있던 소류지이다. ‘방충배기’는 ‘방축배기’와 관련된 어형이다. ‘방축(防築)’은 ‘방죽’
의 원말이다. 농지 정리로 방죽은 없어졌다.

배나무송골
‘통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배나무’와 ‘송골’로 분석된다. ‘송골’은 아주 흔한 골짜기 이름이다.
대체로 ‘송’을 한자 ‘松’으로 보고 ‘소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이런 지역에서는 ‘송곡(松谷),
송리(松里), 송동(松洞)’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러나 한자 ‘松’과 고유어 ‘골’이 결합하는 지
명 구조는 아주 어색하다. ‘송골’이 ‘손골’ 또는 ‘손동’과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송골’은 ‘손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송골’과 더불어 ‘손골’이라는 골짜기 이
름도 전국에 널리 분포한다. ‘손’은 형용사 ‘솔-[狹]’의 관형사형이므로 ‘손골’은 ‘좁은 골짜기’로 해석
된다. 골짜기의 공간이 아주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골’이 ‘손골’의 자음 동화 형태라면 ‘송골’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띤다. ‘배나무’가 있는 ‘송골’을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백원서원터(白源書院-)
‘서원말’에 있는 ‘백원서원’의 터이다. ‘백원서원’은 조선 중기의 문신 신잡(申磼) 선생이 세종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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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김덕숭(金德崇)을 제향하기 위해 선조(宣祖) 41년(1608)에 세운 서원이다.

봉화적골(烽火-)/봉화작골(烽火-)
‘서원말’ 뒤에 있는 높은 산이다. 주변에서 가장 높다. ‘봉화젌골’로 소급한다. 이는 ‘봉화절골’에 사
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봉화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봉화젓골’이 되고, ‘봉화젓골’
이 자음 동화되어 ‘봉화적골’이 된 것이다. 그리고 ‘봉화적골’의 제3음절 모음 ‘ㅓ’가 제2음절 모음
‘ㅏ’에 이끌려 ‘봉화작골’로 변한 것이다. ‘봉화’는 ‘烽火’이고, ‘절골’은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
다. 절이 있던 골짜기에서 봉화를 올렸기에 이와 같은 골짜기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골짜기
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부억배/벅배
‘서원말’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금천들’의 머리가 된다. 옛날에 부엉이가 많아 ‘부엉이골’ 또는
‘부억배’라 했다고 한다. 아마도 ‘부억’은 ‘부엉이’와 관련된 어형이고, ‘배’는 ‘바위’의 방언형으로 추
정된다. 그렇다면 ‘부억배’는 ‘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라는 뜻이 된다. ‘부억배’가 줄어든 어형이 ‘벅
배’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사자골
‘궁골’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을 바라보면서 왼쪽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두 가지 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직골(社稷-)’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본다. ‘사직골’에서 동음 ‘ㄱ’
이 탈락하여 ‘사지골’이 되고, ‘사지골’의 제2음절 모음이 제1음절 모음에 이끌려 ‘사자골’이 될 수
있다. 실제 ‘사직골’과 ‘사자골’이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다. ‘사직골’은 ‘사직단(社稷壇)이 있던 골짜
기’라는 뜻이므로, 만약 ‘사자골’이 ‘사직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사자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사자골’이나 ‘사작골, 사잣골’ 등의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사직단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
하고 있다. 둘째는 ‘새젌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본다. ‘새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새젓
골’이 되고 ‘새젓골’이 자음 동화되어 ‘새적골’이 된 다음 모음이 변하여 ‘새작골’이 될 수 있다. 그리
고 ‘새작골’에서 ‘ㄱ’이 탈락하여 ‘새자골’이 된 뒤에 제1음절의 부음 ‘ㅣ’가 탈락하여 ‘사자골’이 될
수 있다. ‘새젌골’은 ‘새절’과 ‘골’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절’은 ‘새로 지은 절’이라는
뜻이다. 이 절이 있던 골짜기가 ‘새절골’, 곧 ‘새젌골’이다. ‘사자골’이 ‘새젌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새로 지은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자골’이 ‘새적골’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도 있
는데, 이런 곳의 ‘사자골’은 분명 ‘새절’과 관련된 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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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당골(山祭堂-)/산지당골(山-堂-)
‘서원말’의 ‘배나무송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제당(山祭堂)’과 ‘골’로 분석되며, ‘산제당이 있
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산지당골’은 ‘산제당골’에서 변형된 것이다.

산지당(山-堂)
‘논실’ 뒷산을 가리킨다. ‘산지당’은 ‘산제당(山祭堂)’의 변형이다. ‘산제당’이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산징말(山-)/산정말(山-)
‘궁골’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산지기가 살아서 ‘산직말’이라 했는데 이
것이 변하여 ‘산징말’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산정말’은 ‘산징말’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되나 그 변
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산정말’의 ‘산정’을 ‘山井’으로 볼 수도 있다. ‘산정말(山井-)’은 ‘산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실제 이곳에는 ‘옻샘’이 있다.

삼박골(蔘-)
‘논실’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삼밭골’이 ‘삼밧골’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삼밭골’은 ‘삼밭[麻
田]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삼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상골/샘골
‘서원말’의 ‘멍석바위’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골’은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상골’은 ‘샘
골’의 자음 동화 형태인 ‘생골’에서 제1음절의 ‘ㅣ’가 탈락한 어형이다.

새달양지(-陽地)
‘서원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달’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새’를 ‘東’, ‘달’을 ‘山’의 뜻으로
보면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해석된다. ‘새달’과 ‘동산(東山)’이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어 이를 뒷받침
한다. 한편 ‘달’을 ‘들’의 방언형으로 보면 ‘새로 조성된 들’로 해석된다. ‘양지(陽地)’는 ‘양지골’에서
‘골’이 생략된 어형으로 ‘양지바른 골짜기’라는 뜻이다.

생여바위
‘서원말’ 서쪽에 있는 바위이다. ‘생여’는 ‘상여’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생여바위’는 ‘상여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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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書院)/서원말(書院-)/섬말
‘논실’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원말’은 ‘서원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의 서원은 ‘백원서
원(百源書院)’을 가리킨다. 이 서원은 신잡(申磼) 선생이 은퇴한 후 청년 제자들을 모아 교육을 하
던 곳이다. ‘서원말’에서 ‘말’이 생략된 어형이 ‘서원’이고, ‘서원말’이 줄어들어 ‘선말’이 된 다음 그것
이 자음 동화된 어형이 ‘섬말’이다.

서원방죽(書院防-)
‘서원말’ 동쪽에 있는 방죽이다.

신당(新堂)/신당이(新堂-)
‘서원말’ 동쪽 입구에 있는 마을이다. ‘서원말’에 살던 청주 이씨와 상산 임씨가 이거하여 마을이 형
성되었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마을이 커지자 ‘신당(新堂)’이라 부르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신당
이’는 ‘신당’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신대장사당(申大將祠堂)
노원리에 있는 사당이다. 신립(申砬) 장군의 후손 신잡(申磼) 선생을 모신 사당이다.

신헌고택(申櫶古宅)
‘논실’에 있는 가옥이다. 1850년 경 신헌(申櫶)이 건립하여 거처하던 전통 한옥이다.

아들바위
‘서원말’의 ‘멍석바위’ 위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에 돈을 던져 얹히면 아들을 낳고 떨어지면 딸을 낳
는다는 속설이 전한다. ‘아들을 점지해 주는 바위’라는 뜻이다.

안산(案山)
‘궁골’ 남쪽에 있는 산이다. 대체로 마을 앞에 있는 산을 그렇게 부른다.

안산너머(案山-)
‘서원말’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안산’ 너머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오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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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골’ 동쪽에 있는 들이다. 전국에 ‘오리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은데, 그 유래 설 또한 다양하
다. ‘오리나무가 많은 골짜기’, ‘오리가 많이 살던 골짜기’, ‘오리 모양으로 생긴 골짜기’, ‘오동나무가
많은 골짜기’, ‘길이가 오 리나 되는 골짜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물오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오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후자
일 가능성이 높다. 아름드리 오리나무가 동네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오리나무 때문에 밖에
서 마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오리나무가 많지 않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 ‘오리골’로 나오고, ‘鳧坪(부평)’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옥녀봉(玉女峰)
‘궁골’ 뒤쪽에 있는 산이다. 백곡면 명암리와 이월면 노원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중국 원나라 황제
비(妃) 기씨((奇氏)의 이름이 ‘옥녀’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옥
녀봉’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다. ‘옥녀처럼 곱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봉우리’, ‘옥녀가 산발한
모양(玉女散髮形)을 하고 있는 봉우리’, ‘옥녀가 거문고를 타고 있는 형국(玉女彈琴形)의 산’, ‘옥녀
가 비단을 짜는 형국(玉女織錦形)의 산’ 등과 같은 여러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옥녀
처럼 곱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봉우리’라는 설이 믿을 만하다.

옻나무골
‘궁골’과 ‘서원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옻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옻샘
‘산징말’ 어귀에 있는 약수이다. ‘옻’은 옻나무 진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이다. 빨갛
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하여 매우 가려운 것이 특징이다. 옻이 오르면 찬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찬물이 피부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찬물 중에서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찬물을 제공하는 샘물이 특효가 있다. 그리하여 ‘옻’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찬물이 나오
는 샘을 ‘옻샘’이라 한다. 곧 ‘옻샘’은 ‘옻을 고칠 수 있는 양질의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왜가리번식지(-繁殖地)/노도래지(鷺到來地)
‘논실’ 뒤편에 약 80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있다. 이 은행나무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천연기념물 제
13호로 지정된 왜가리 서식지이다. 1968년에는 ‘백로’가 왜가리와 함께 서식하였으나, 1973년에는
‘백로’는 한 마리도 없고 왜가리만 약 80여 수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노도래지’의 ‘鷺’는 ‘白鷺’
의 ‘鷺’를 가리키는데, 이는 ‘백로 도래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지금은 왜가리가 은행나무 뒤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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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여 살고 있다.

용추안(龍湫-)/용치안(龍-)
‘서원말’의 ‘산제당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용추(龍湫)’와 ‘안[內]’으로 분석된다. ‘용추’는 ‘용소
(龍沼)’와 같다. ‘용추’ 또는 ‘용소’는 ‘용이 사는 소’, ‘용이 승천한 소’ 등으로 해석한다. ‘용추’의 안쪽
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용추안’이라 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용추안’을 용이
올라가는 것을 임신한 사람이 보아 승천하지 못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용치안’은
‘용추안’의 모음 변화형이다.

윷판매
‘궁골’ 뒷산 ‘사자골’에 있는 바위이다. ‘웇판배’의 변형이다. 이는 ‘윷판’과 ‘배’로 분석된다. ‘배’는 ‘바
위’의 방언형이어서, ‘윷판배’는 ‘윷판이 그려져 있는 형상의 바위’로 해석된다. 아울러 ‘윷판매’도 그
와 같은 의미를 띤다. 화랑들이 수련하던 바위로 알려져 있다. 이월면 사곡리의 ‘육판산’을 참조
하라.

응달말
‘서원말’의 ‘굼박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장군봉(將軍峰)
‘논실’ 뒤에 있는 산이다. ‘장군처럼 크고 우람한 산’이라는 뜻이다. 주변 산 가운데 가장 높다.

장수바위(將帥-)
‘서원말’의 ‘장수박골’ 중턱에 있는 바위이다. 마애불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장수바위’라는
바위 이름은 전국에 널리 분포하며, 그 유래 설도 다양하다. ‘장수가 살던 흔적이 있는 바위’, ‘장수
가 옮겨다 놓은 바위’, ‘장수가 앉은 바위’, ‘장수가 누워 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 ‘장수가 오줌을 누
어서 패인 바위’, ‘장수처럼 큰 바위’, ‘장수가 놀던 바위’, ‘장수가 겨드랑이에 끼고 가다가 놓고 간
바위’, ‘장수의 화상을 그려 넣은 바위’, ‘장수 발자국이 난 바위’ 등의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는 ‘장수처럼 큰 바위’라는 설이 그럴듯하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장수’가 ‘장수(將帥)’의
특징인 ‘크고 우람한 형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수바위’는 ‘장수처럼 크고 우람한 바
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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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박골
‘서원말’ 북쪽으로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수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이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장수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장수바골’은 ‘장수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장수바위골’은 ‘장수바위’, 곧 ‘크고 우람한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아울러 ‘장
수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재양들
‘논실’ 앞에 있는 들이다. ‘장양들(長楊-)’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잿말량/잿말량이/잼말량
‘논실’ 남쪽에 있는 산마루이다. ‘잿말량’은 ‘재’와 ‘말량’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재’는
‘고개’의 뜻이고, ‘말량’은 ‘마루’에 대한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잿말량’은 ‘고개가 있는 산마루’로 해
석된다. ‘잿말량’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 ‘잿말량이’이고, ‘잿말량’의 자음 동화 형태가 ‘잼말
량’이다.

절터
‘서원말’의 ‘산제당골’로 오르는 중간 지점에 있는 터이다. ‘절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다. 5층 석탑이
있었는데, 일제(日帝) 말기에 없어졌다고 한다.

진번던
‘궁골’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긴번던’의 구개음화 형태이다. ‘긴-’은 ‘길-[長]’의 관형사형이고, ‘번던’
은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긴번던’은 ‘길
게 형성된 버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진번던’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주막거리(酒幕-)
‘신당’ 앞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주막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이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
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청주한씨열녀각(淸州韓氏烈女閣)
‘논실’ 마을에 있는 정려(旌閭)이다. 순조(純祖) 34년(1834)에 신잡(申磼) 선생의 9세손인 선전관
신의양(申義養)의 처 청주 한씨(淸州韓氏)의 정렬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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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대
‘궁골’ 입구에서 좌측으로 50m 지점에 있던 큰 바위이다. 바위 위에 서 있으면 진천이 보였다고 하
는데, 지금은 크게 훼손되어 돌조각만 남아 있다. 이 바위와 관련하여 “궁동의 어느 부잣집 하인
이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 한을 품고 뛰쳐나가 중이 되어 돌아와서는, 옛 주인을 보고
저 앞에 있는 돌을 부수면 더욱 큰 부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바위를 부수었는데,
이후 부잣집은 망하였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통미(桶-)
‘서원말’의 ‘멍석바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통’은 한자 ‘桶’이고, ‘미’는 ‘뫼[山]’의 이형태이다. 그
러므로 ‘통미’는 ‘통처럼 작고 둥근 산’으로 해석된다. 이 산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
한 채 그렇게 부른다.

피물들
‘기와집말’과 ‘신당’ 마을 사이에 있는 들이다. 이곳은 물이 귀해 피눈물이 나게 일을 해도 농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피물’은 ‘피 빛깔의 물’이라는 뜻인데,
‘황토 빛 물’을 가리키지 않나 한다. 이 지역에는 누런 황토가 많다.

행여바위
‘서원말’의 ‘굼박골’에 있는 바위이다. ‘행여’는 ‘상여’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행여바위’는 ‘상여처럼
생긴 바위’로 해석된다.

사곡리(沙谷里)


본래 진천군 이곡면(梨谷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중평리(中
坪里), 반지리(盤池里), 상사지리(上沙池里), 중사지리(中沙池里), 하사지리(下沙池里), 신흥리(新
興里), 도산리(刀山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사지(沙池)와 이곡(梨谷)의 이름을 따서 사곡리(沙谷
里)라 명명하고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굴암(窟岩)
‘이곡(은행정)’ 서쪽에 있는 바위이다. ‘굴이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장수굴’이라는 굴이 있다.

굴암골(窟岩-)
‘굴암’이 있는 골짜기이다. ‘굴암’과 ‘골’로 분석된다. ‘굴암’은 ‘굴이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
가 있는 골짜기가 ‘굴암골’이다.

굴암골고개(窟岩-)
‘이곡(은행정)’에서 ‘사지’로 넘어오는 고개이다. ‘굴암골’에 있는 고개이다.

굴암봉(窟岩峰)
‘이곡(은행정)’ 마을 뒷산이다. ‘굴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굴암약수(窟岩-)
‘굴암’ 밑에 있는 약물이다. ‘굴암’은 ‘굴이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 밑에서 나오는 약수가
‘굴암약수’이다. 속병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김덕숭효자문(金德崇孝子門)

사곡리(沙谷里) 577

‘사지’ 산50번지에 위치한다. 통정대부(通政大夫) 김공암(金恭庵)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조선 인조
(仁祖) 11년(1633)에 세운 정려(旌閭)이다.

너른골
‘네비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넓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음 동화된 ‘너릉골’
로 나타나기도 한다.

네비고개/니비고개
‘사지’에서 명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험하고 도둑이 들끓어 혼자 넘기 어려워 네 사람이
한꺼번에 넘는 고개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네비고개’는 ‘너비고개’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추정되고, ‘니비고개’는 ‘네비고개’의 모음 변화형이다. ‘너비’는 ‘넙-[廣]’과 관
련된 어형으로 간주되어, ‘너비고개’는 고갯길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노정구(路程-)
‘이곡(은행정)’ 마을에서 ‘사지’로 가는 첫 고개이다. 옛날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갈 때 이정
표가 된다고 하여 ‘노정구(路程-)’라 하였다고 한다.

농바위(籠-)
‘서산’에 있는 바위이다. ‘농(籠)’과 ‘바위’로 분석되며, ‘농처럼 생긴 바위’ 또는 ‘농 궤짝처럼 쌓아올
린 듯한 바위’로 해석된다. 큰 바위가 농처럼 네모반듯하게 생기거나 크고 작은 바위가 농 궤짝처럼
포개져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농암(籠岩)’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농바우, 농바구, 농방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랑고개
‘승적골’ 위쪽에 있는 고개이다. ‘다랑’과 ‘고개’로 분석된다. ‘다랑’을 ‘논다랑이(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으로 된 좁고 긴 논배미)’로 보아 ‘논다랑이가 많은 고개’로 해석한다. 실제
이곳에는 지금도 ‘다랑이논’이 많다. 한편 ‘다랑’을 ‘山’, ‘高’의 의미를 띠는 ‘달, 다라, 다락, 다랏’ 등
과 같은 계열의 지명 요소로 보면 ‘다랑고개’는 ‘산에 있는 고개’ 또는 ‘높은 지대에 있는 고개’로 해
석된다. 한편 ‘다랑고개’를 ‘달안고개’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면 ‘산 안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돌꼬지봉(-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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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서쪽 방향의 뒷산이다. ‘돌고지봉(-峰)’의 변형이다. 이는 ‘돌고지’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돌고지’는 ‘돌곶’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돌’은 ‘石’, ‘곶’은 ‘串(길게 뻗은 땅)’의 뜻이므로
‘돌곶’은 ‘돌로 된 길게 뻗은 땅’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돌고지’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돌곶’으로
이루어진 산봉우리가 ‘돌고지봉’이다.

동막
‘이곡(은행정)’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전국에 ‘동막’이라는 지명이 흔하다. 주로 마을 이름으로 쓰
이고 있다. ‘동막’에는 ‘막을 친 것처럼 산이 둘러싸고 있는 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 ‘막을 치고
고기잡이를 한 마을’, ‘막을 치고 토기를 만든 마을’, ‘동쪽에 막을 치고 피난한 마을’ 등과 같은 다양
한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대체로 한자 ‘東幕’으로 쓰고 있다. ‘초막골(草幕-), 산막골(山幕-), 사
기막골(沙器幕-)’ 등과 같은 지명을 참고하면 ‘동막’의 ‘막’이 ‘幕’인 것은 분명하다. 한편 ‘동’은 ‘洞’
일 가능성이 있어, ‘동막’을 ‘洞幕’으로 볼 수도 있다. ‘토기를 만들던 곳’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동막’은 ‘독막’의 자음 동화 형태가 분명하다. ‘동막’ 주변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물론 ‘동막들’이라는 지명도 쓰인다.

뒤골
‘이곡(은행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뒷고개
‘반지’ 뒷산(망월봉)에 있는 고개이다. 아울러 들 이름으로도 쓰인다. ‘반지’ 산 너머에 있는 들을 후
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뒷동산(-東山)
‘이곡(은행정)’ 북쪽에 있는 산이다.

막촌(-村)/막춘
‘수평’ 동쪽에 있는 들이다. 전에 집터가 있었다. 망해서 ‘막촌’이라 했다고 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
에 ‘막촌’이라는 마을이 몇 군데 존재하는데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막춘’은 ‘막촌’의 모음 변화
형이다.

망월봉(望月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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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뒤에 있는 산이다. ‘달맞이를 하던 산봉우리’라는 뜻이다.

멍석바위
‘서산’에 있는 바위이다. ‘멍석처럼 넓은 바위’라는 뜻이다.

무당바위(巫堂-)
‘사지’에서 서쪽으로 100m 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장수가 공깃돌 놀이를 하다가 하나를 집어 던진
것이 ‘무당바위’라고 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무당바위’라는 바위가 대단히 많은데, 이에는 ‘무당
이 굿을 한 바위’, ‘무당이 놀다 연못에 빠져 죽은 바위’, ‘무당이 치성을 드리던 바위’, ‘무당 머리처
럼 생긴 바위’ 등과 같은 다양한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아마도 ‘무당바위’는 무당이 제를 올리며
치성을 드리던 바위여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실제 이곳 ‘무당바위’ 근처에 무당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반지(盤池)
‘사지’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1,600년 경에 장연 노씨 세 가구가 들어와 살면서 현재의 마을이 형성
되었다고 한다. ‘소반처럼 밋밋한 형상의 못’이라는 뜻이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소반과 같은
형상인데, 그 가운데 못이 있어 그렇게 명명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 못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반지뒤(盤池-)
‘반지’ 뒤에 있는 들이다. 후행 요소 ‘들’이 생략된 어형이다.

반지방죽(盤池防-)
‘반지’ 마을 앞에 있는 소류지이다. ‘반지(盤池)’는 본래 ‘소반처럼 평평한 못’이라는 뜻인데, 마을 이
름으로 전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반지’ 마을에 있는 방죽이 ‘반지방죽’이다.

배랍
‘이곡(은행정)’의 동쪽, ‘수평’의 북쪽에 있는 들이다.

범박골
‘이곡(은행정)’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범박골’에 ‘부엉이굴’이 있는 것을 보면, ‘범박골’은 ‘부엉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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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부엉바위골’이 ‘붱바골’을 거쳐 ‘벙바골’이 된 다음 ‘범바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엉바위골’은 ‘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라는 뜻이다. 아울러 ‘범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
를 띤다. 한편 ‘범박골’은 ‘범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일 수도 있다. ‘범바위골’이 ‘범바골’을 거쳐 ‘범
밧골’이 되었다가 ‘범박골’이 될 수 있다. ‘범바위골’은 ‘범이 살던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만약 ‘범박골’이 ‘범바위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

보상골
‘새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봇들(洑-)
‘이곡(은행정)’ 동쪽에 있는 들이다. ‘보들(洑-)’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보가 있던 들’이라
는 뜻이다. 지금 보는 없다.

부엉이굴
‘범박골’에 있는 굴이다. ‘부엉이가 살고 있는 굴’이라는 뜻이다.

부자터(富者-)
‘이곡(은행정)’ 북쪽에 있는 농지이다. 전에 천석지기 ‘부자’가 살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한다.

사다리바위
‘서산’에 있는 바위이다. ‘사다리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다.

사랑앞들/방죽앞들
‘사지’ 아랫동네에 있는 들이다. ‘사랑앞들’은 ‘사랑채 앞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고, ‘방죽앞들’은 ‘방
죽 앞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예전에 큰 방죽이 있었다고 한다.

사자골
‘서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사자(獅子)가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직골(社稷-)’
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본다. ‘사직골’에서 동음 ‘ㄱ’이 탈락하여 ‘사지골’이 되고, ‘사지골’의 제2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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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이 제1음절 모음에 이끌려 ‘사자골’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직골’과 ‘사자골’이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다. ‘사직골’은 ‘사직단(社稷壇)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만약 ‘사자골’이 ‘사
직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사자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에 ‘사자골’이나 ‘사작골,
사잣골’ 등의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사직단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는 ‘새젌골’에
서 변형된 어형으로 본다. ‘새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새젓골’이 되고 ‘새젓골’이 자음
동화되어 ‘새적골’이 된 다음 모음이 변하여 ‘새작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새작골’에서 ‘ㄱ’이 탈락
하여 ‘새자골’이 된 뒤에 제1음절의 부음 ‘ㅣ’가 탈락하여 ‘사자골’이 될 수 있다. ‘새젌골’은 ‘새절’과
‘골’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절’은 ‘새로 지은 절’이라는 뜻이다. 이 절이 있던 골짜
기가 ‘새절골’, 곧 ‘새젌골’이다. ‘사자골’이 ‘새젌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새로 지은 절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자골’이 ‘새적골’과 함께 나타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런 곳의 ‘사자골’은
분명 ‘새절’과 관련된 어형이다.

사자골약수(-藥水)
‘사자골’에 있는 약수이다.

사곡리사지마애여래입상(沙谷里寺址磨崖如來立像)
‘장수굴’ 옆 바위벽에 조각된 불상이다.

사지(沙地, 沙池, 獅止, 獅地)
‘이곡(은행정)’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사자가 행동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형국(獅止
仰天形)이어서 ‘獅止, 獅地, 獅池’라 불렀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이 지역에 사질토가 많고 사태가
자주 나서 ‘沙地, 沙池’라 불렀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사곡리사지(沙谷里寺址)’가 있는 것을 보면
‘사지’는 ‘절터’를 가리키는 ‘寺址’일 가능성이 높다. ‘사지’ 내에 ‘아랫말, 웃말, 음달말, 양달말’의 작
은 마을이 있다. 아울러 ‘안사지’와 ‘바깥사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산지당골(山-堂-)
‘사지’의 ‘다랑고개’ 너머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지당’은 ‘산제당(山祭堂)’의 방언형이다. 그러
므로 ‘산지당골’은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상사지(上沙池)
‘사지’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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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반지(-盤池)
‘반지’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는 ‘新’의 뜻이어서, ‘새반지’는 ‘새로 생긴 반지 마을’이라는 뜻이다.

서산(西山)
‘이곡(은행정)’ 서쪽에 있는 큰 산이다. 산이 마을 서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평(守坪)/수평재(守坪-)
‘이곡(은행정)’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도적이 많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도적을 물리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산의 지형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기도 한다. ‘수평재’라고도 하는데, ‘수평’은 아마도 ‘수평재’에서 ‘재’가 생략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슈평’로 나오며, ‘守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수평리’와 ‘숲벌’이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수평’은 ‘숲벌’이 ‘수벌’로 변한 뒤에 한자화
한 지명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한다. ‘숲벌’은 ‘숲이 우거진 벌판’이라는 뜻이다.

승적골
‘사지’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승적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이로 보면 ‘적골’은 ‘절골’과 관련된 어형
임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승적골’은 ‘승젌골’로 소급하지 않나 한다.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하여 ‘승젓골’이 되고 ‘승젓골’이 자음 동화하여 ‘승적골’이 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서는 ‘성적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적골’의
‘승’은 ‘성’에서 변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절골’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골’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신도비골(神道碑-)
‘너른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성 이씨’ 용두석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체바위(身體-)/송장바위(送葬-)
‘서산’에 있는 바위이다. 사람 형상을 한 바위가 누워 있는 모습이다. 그리하여 ‘신체바위(身體-)’라
명명한 것이다. 아울러 누워 있는 시체처럼 보이기도 하여 ‘송장바위(送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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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배펀던
‘새반지’ 마을이 자리 잡은 곳이다. ‘아구배’는 ‘아그배나무’를 가리키고, ‘펀던’은 ‘버덩(높고 평평하
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아구배펀던’은 ‘아그배나무가 많은
버덩’으로 해석된다.

안사지(-沙池)
‘사지’에서 서남쪽으로 1㎞ 떨어진 지점이다. 원래의 ‘사지’ 마을이 있던 곳인데, 도둑이 많아 ‘바깥
사지’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양계장만 있다.

여무골
‘사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묘골(廬墓-)’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여묘’는 ‘상제가 무덤 근처에
서 여막(廬幕)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일’을 뜻한다. ‘여묘사리’를 하던 골짜기가 ‘여묘골’이
다. 만약 ‘여무골’이 ‘여묘골’에서 변한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여무골’을 ‘어
떤 효자가 여묘사리를 한 골짜기’로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여우골
‘반지’ 앞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우가 살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여우박골
‘서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우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여우바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여우밧골’이 자음 동화된 어형이다. ‘여우바골’은 ‘여우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여우바
위’는 ‘여우가 살던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여우바위골’이다. 아울러 ‘여우박골’
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역골
‘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역골’이 많은데, 대부분의 지역에
서 예전에 ‘역(驛, 중앙 관아의 공문을 지방 관아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 벼슬아치의 여행과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던 곳)’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곳 ‘역골’은 ‘역’
이 들어설 만한 곳은 아닌 듯하다.

오소리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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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 있는 바위이다. ‘오소리가 사는 바위’라는 뜻이다.

오야골/엄나무소낭길
‘이곡(은행정)’ 동쪽에 있는 들이다. ‘오야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오야골’이라는 골짜기
가 적지 않은데, 대체로 ‘기와를 굽던 골짜기’, ‘까마귀 집이 많은 골짜기’, ‘오얏나무가 있는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엄나무소낭길’은 ‘오야골’의 옛 이름으로, ‘엄나무’ 밑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옥녀봉(玉女峰)
‘이곡(은행정)’ 뒤쪽에 있는 높은 산이다. 전국에 ‘옥녀봉’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다. ‘옥녀처럼 곱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봉우리’, ‘옥녀가 산발한 모양(玉女散髮形)을 하고 있는 봉우리’, ‘옥녀가
거문고를 타고 있는 형국(玉女彈琴形)의 산’,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玉女織錦形)의 산’ 등으로
해석한다. 이 가운데 ‘옥녀처럼 곱고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 봉우리’라는 설이 믿을 만하다.

원답
‘돌꼬지봉’에서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院畓’일 가능성이 있다. ‘원
답’은 ‘원에 딸린 논’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원답’이라는 논이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 논이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육판산(-山)
‘이곡(은행정)’ 서쪽 꼭대기에 있는 산이다. 판서 여섯 사람이 날 명당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육판’은 ‘윷판’일 가능성이 있다. 산에 ‘윷판’이 그려져 있는 바
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추정된다. 문백면 옥성리의 ‘육판이재’, 그리고 이월면 노원리의
‘윷판매’를 참조하라.

은행정(銀杏亭)/으능징이/이곡(梨谷)
‘수평’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중앙에 큰 은행나무가 서 있었으며 그 옆에 십동육간(十棟六間)
의 큰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 정자가 은행나무 그늘에 가리게 되자 그를 ‘은행정(銀杏亭)’이라
불렀다고 한다. 물론 ‘은행정’을 ‘은행나무 정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은행나무가 우거져 정자 모양
을 하고 있는 경우 ‘은행정’이라는 지명이 잘 어울린다. 정자나무가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은행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은행정이’가 변하여 ‘으능징이’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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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은졍이’로 나오고, ‘梨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곡면터(梨谷面-)
옛 이곡면의 터이다.

인력거바위(人力車-)
‘서산’에 있는 바위이다. ‘인력거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장고개(場-)/소낭딩이고개
‘사지’ 입구에 있는 고개이다. 진천 장을 보러 다닐 때 넘나들던 고개여서 ‘장고개’라 한 것이며, 고
개에 서낭당이 있어서 ‘소낭딩이고개’라 한 것이다. ‘소낭딩이’는 ‘서낭당이’의 변화형이다.

장수굴(將帥窟)
‘굴암’에 있는 굴이다. 김유신 장군이 굴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 신인(神人)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
한다.

재끼실/세끼실
‘수평’ 북쪽에 있는 들이다. ‘재끼’나 ‘세끼’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실’은 ‘谷’의 뜻이다. 그러므로
‘재끼실’ 또는 ‘세끼실이
’ 골짜기 이름인 것은 분명하다. 이 골짜기에 형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
한 채 그렇게 부른다.

정문거리(旌門-)
‘반지’ 북방 1㎞ 지점으로, ‘정문(旌門)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옛날 이곳에 정문이 있었다고 한다.

정문골(旌門-)
‘사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문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정문’은 강릉 김씨의 효자 정문
(旌門)이다. 지금 정문은 ‘장수굴’ 입구 쪽으로 옮겨져 있다.

중사지(中沙池)
‘하사지’와 ‘상사지’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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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샘골
‘보상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찬샘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찬샘’은 ‘찬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
이다. 이 샘이 있는 골짜기가 ‘찬샘골’, 곧 ‘참샘골’이다.

큰번던
‘이곡(은행정)’ 북쪽에 있는 큰 들이다. ‘번던’은 ‘버덩’의 방언형이다.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
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이라는 뜻이다.

통미(桶-)
‘이곡(은행정)’ 동쪽에 있는 들이다. ‘통처럼 작고 둥근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의 밑에 형성된 마을
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하사지(下沙池)
‘사지’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행여바위
‘서산’에 있는 바위이다. ‘행여’는 ‘상여’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행여바위’는 ‘상여처럼 생긴 바위’
로 해석된다. 진천군의 다른 지역에서는 ‘상여바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산리(中山里)


본래 진천군 이곡면(梨谷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중보리(中
洑里)와 도산리(刀山里)를 병합하여 중산리(中山里)라 명명하고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각장말림
‘갈미’ 뒤쪽에 있는 평평한 야산이다. ‘각장’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말림’은 ‘말림갓(지난날, 나
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한 산림)’을 가리킨다. ‘독기부리’에서 도끼로 소를 잡아 ‘갈미’에서 칼로
해체하고 ‘각장말림’에서는 소가죽을 말렸다는 이야기가 전하나 믿을 수 없다.

갈미다리/중산교(中山橋)
‘갈미’에 있는 다리이다.

갈미/칼산(-山)/도산(刀山)
‘중보’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이 칡으로 덮여 있어 ‘칡 葛’ 자 ‘뫼 山’ 자를 써서 ‘갈산(葛
山)’이라 하다가 ‘갈뫼, 갈미’로 변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뒷산이 칼처럼 생겼다고 하여 ‘갈미,
칼산(-山)’ 또는 ‘도산(刀山)’이라 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후자의 설명이 그럴듯하다.
‘갈미’의 ‘갈(ㅎ)’은 중세국어에서 ‘刀’의 뜻이고, ‘미’는 ‘뫼’의 이형태로 ‘山’의 뜻이다. 그러므로 ‘갈미’
는 ‘칼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된다. ‘칼산’은 ‘갈ㅎ’이 ‘칼’로 변한 뒤에 새롭게 만들어진 지명이고, ‘도
산(刀山)’은 ‘갈미’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거먹다리
‘갈미’ 서북쪽에 있는 다리이다. ‘검은색의 다리’라는 뜻이다. 나무다리가 불에 그을려서 검다고 한다.

구냇들(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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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미’ 동쪽에 있는 들이다. ‘내’를 ‘內’로 보아 들이 신월리와 중산리의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구냇들’은 ‘구내’와 ‘들’ 사이에 사이
시옷이 결합된 어형이다. ‘구’는 ‘舊’이어서 ‘구내’는 ‘예전부터 있던 내’로 해석된다. 이 내 근처에 조
성된 들이 ‘구냇들’이다.

기와집말/난민촌(難民村)
‘중정’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기와집말’은 ‘기와집이 많던 마을’이라는 뜻이고, ‘난민촌(難民村)’은
‘피란민들이 형성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나븐들/나번들
‘중정’ 동쪽에 있는 넓은 들이다. 토질이 척박하고 물을 대기 어려워 ‘나쁜들’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나븐들’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믿을 수 없다. ‘나븐들’은 중세국어
‘납-[廣]’의 관형사형 ‘나븐’과 ‘들’이 결합된 형태로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나븐들’의 모음 변화형이
‘나번들’이다.

독기부리
‘갈미’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도끼의 부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독기
부리’에 말뚝을 박아놓으면 마주보이는 내촌동의 ‘당골’ 처녀들이 바람이 난다는 속설이 전한다.

말모이
‘기와집말’과 ‘신당’ 마을 중간에 있던 묘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말’은 ‘大’의 뜻으로 추정되
고, ‘모이’는 ‘묘’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말모이’는 ‘큰 묘’로 해석된다. 경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없
어졌다.

말뫼/말미/마산(馬山)
‘갈미’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어떤 유명한 장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 산에서 쉬었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마을 뒷산이 말머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
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말’은 대체로 ‘大’의 뜻을
보이고, ‘뫼’는 ‘山’의 뜻이다. 그리하여 ‘말뫼’는 ‘큰 산’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산은 근동에서 가장
크다. ‘말뫼’에 대한 한자 지명이 ‘마산(馬山)’이다.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
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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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샘
‘말미’에 있는 샘이다. ‘말미’는 ‘큰 산’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 산 아래에 형성된 마을을 지시하기도
한다. ‘말미’ 마을에 있는 샘이 ‘말미샘’이다. 수원이 풍부하여 ‘말미구레들’ 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망월모이(望月-)
‘갈미’ 뒷동산이다. 정월 보름에 달맞이를 하던 산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망월’은 ‘望月’이고, ‘모이’
는 ‘뫼[山]’의 이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이’는 ‘뫼(산소)’의 이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곳에 큰 산소가 있다. 전자로 보면 ‘망월모이’는 ‘달맞이를 하던 산’으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망
월모이’는 ‘달맞이를 하던 큰 산소’로 해석된다.

모작다리
‘갈미’ 서쪽에 있는 큰 들이다. ‘은행정’ 입구가 된다. ‘모작’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모작골, 모작
들, 모작바리’ 등에 보이는 ‘모작’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리’는 ‘달’, 곧 ‘들[野]’과 관련된 어형으
로 추정된다.

모종골(茅-)
‘중복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종’은 ‘모정(茅亭)’의 모음 변화형으로 ‘짚이나 새 따위로 지붕
을 이은 정자’를 가리킨다. 더위를 피하기 위한 허름한 정자이다. ‘모정’이 있던 골짜기가 ‘모정골’이
고, 이것이 변하여 ‘모종골’이 된 것이다. 이곳에 서당이 있었으며, 서당을 다니는 아이들이 ‘모정’에
모여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배터부리/배텃불
‘갈미’ 서남쪽에 있는 들 또는 마을이다. ‘배텃불’은 ‘배터’와 ‘불’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
다. 그리고 ‘배터부리’는 사이시옷이 개재되지 않은 ‘배터불’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배
터’는 ‘돌배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불’은 ‘벌’과 같다. 그러므로 ‘배터불’은 ‘돌배나무가 있는
벌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배텃불’이나 ‘배터부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봇들(洑-)
‘갈미’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구내들’ 위에 있다. ‘보(洑)’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으
로 ‘보가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예전부터 이곳 보의 물로 농사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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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낭당고개(-堂-)
‘갈미’ 북쪽, ‘기와집말’ 가기 전에 있는 고개이다. ‘서낭당’과 ‘고개’로 분석되며, ‘서낭당이 있던 고개’
로 해석된다. 이곳에는 120여 년이나 되는 큰 참나무 두 쌍이 있는데, 영험이 있다고 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칠석날이면 이곳을 찾아 소원성취를 빈다.

시내개울
‘중산교’ 밑을 흐르는 내이다. 물이 맑아 주민들의 목욕 터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어수물(御水-)(1)/어수정(御水井)/은수물
‘중복개’ 서쪽에 있는 우물이다. ‘어수물(御水-)’ 또는 ‘어수정(御水井)’에 대해 원나라의 홀필렬(忽
必烈) 황제의 본궁인 기황후(奇皇后)가 사용하던 우물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
고, 세종대왕께서 초정 약수터로 거둥할 때 세수를 한 우물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
다. 또는 암행어사가 물을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까지 설명한다. ‘은수물’에 대해서는 ‘은
숟가락’으로 세 번 우물물을 떠먹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은슈물’로 나온다.

어수물(御水-)(2)
‘어수물’이 있는 마을이다.

자내실고개
학성초등학교에서 동성리의 ‘자래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를 넘는 행인들이 스스로 와서 자
고 간다고 하여 ‘자래실’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자내실’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자랫보(-洑)
‘갈미’ 동쪽에 있는 보이다. ‘자래’와 ‘보(洑)’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자래’는 ‘자라’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자랫보’는 ‘자라가 많은 보’로 해석된다.

중보(中洑)(1)/삼보(三寶)/현장보(現場洑)
‘중복개’ 동쪽 ‘미호천’에 있는 보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중보’는 ‘가운데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상보(미잠리)’와 ‘하보(동성리)’ 사이에 있다. ‘삼보(三寶)’는 ‘삼보토건’ 회사가 공사한 보여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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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현장보’는 공사를 하는 현장에 설치된 보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중복개(中-)/중보개(中洑-)/중보(中洑)(2)/중복(中-)
‘갈미’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중보(中洑)’는 ‘상보(上洑)’와 ‘하보(下洑)’ 사이에 있는 보이다. 이 보
가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이 보가 있는 개울이 ‘중보개’이고 ‘중보
개’에 ‘ㄱ’이 첨가되거나 이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중봇개’의 자음 동화 형태가 ‘중복개’이다. ‘중복
개’에서 ‘개’가 생략된 어형이 ‘중복’이다. 이 개울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이 마을에는 아름드리 미루나무가 있었고 여기에 ‘학’이 서식하였다고 한다. 충북에
학이 서식하던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한다.

중정(中定)/너머짝
‘중복개’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너머짝’이라고도 한다. ‘너머짝’은 ‘너머 쪽’이라는 뜻이다.

참삼골
‘갈미’ 남쪽에 있는 들이다. 지금의 ‘서울직물’ 자리이다. ‘찬샘골’의 변화형이다. ‘찬샘’은 ‘찬물이 솟
는 샘’이라는 뜻이다. 지금 이 샘은 볼 수 없다. 지하수가 풍부하여 주변에 음료수 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 샘이 있는 골짜기가 ‘찬샘골’이다. 아울러 ‘참삼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칼산들(-山-)
‘칼산’ 앞에 있는 들이다. ‘칼산’과 ‘들’로 분석된다. ‘칼산’은 ‘칼처럼 날카롭게 생긴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들이 ‘칼산들’이다.

칼산방죽(-山-)
‘칼산’ 앞에 있는 소류지이다.

흙고지
‘말미’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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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진천군 월촌면(月村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동곡리
(東谷里), 자래리(自來里), 성평리(城坪里), 산정리(山井里) 일부를 병합하여 동곡(東谷)과 성
평(城坪)의 이름을 따서 동성리(東城里)라 명명하고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건방죽골(乾-)/건방지골(乾-)
‘동실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건’은 ‘乾’이어서, ‘건방죽’은 ‘마른 방죽’으로 해석된다. 길의 둑
을 제방삼아 우기(雨期)에 담수하고 담수된 물로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이 오면 다시 마르곤 하였
다고 한다. 물을 가두어두던 방죽이 있던 골짜기가 ‘건방죽골’이다. ‘건방지골’은 ‘건방죽골’의 변형
이다.

도롱골
‘건방지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롱골’에는 ‘옻샘’이라는 옹달샘이 있었는데, 이곳에 ‘도롱뇽’
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도롱골’의 유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
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돌룡골’에서 변형된 것으로 본다. ‘돌룡골’이 ‘도룡골’을 거쳐 ‘도롱골’이
될 수 있다. ‘돌룡’의 ‘돌’은 동사 어간 ‘돌-[回]’이고, ‘룡’은 한자 ‘龍’이다. 이에 따르면 ‘돌룡골’,
곧 ‘도롱골’은 ‘용이 돌아간 형상의 지점[回龍]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돌은골’의
변형으로 본다. ‘돌은골’이 ‘도론골’을 거쳐 ‘도롱골’이 될 수 있다. ‘돌은골’의 ‘돌은’은 ‘돌-[回]’의 관
형사형이다. 표준어에서는 ‘돌-’이 ‘돈’으로 활용하지만 충청 방언에서는 ‘돌은’으로 활용한다. ‘돌은
골’ 곧 ‘도롱골’은 ‘돌아 앉아 있는 형상의 골짜기’ 또는 ‘돌아서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도
롱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대단히 많다. ‘회룡곡(回龍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기도 하
고, 또 ‘지형이 동그랗게 생긴 골짜기’라는 설명이 달려 있기도 하다. 이를 참고하면 이 지역의 ‘도
롱골’도 ‘돌룡골’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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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구부리
‘잿들’ 북쪽에 있는 산이다. ‘독구’는 ‘도끼’의 방언형이고, ‘부리’는 ‘어떤 물건의 끝이 뾰족하게 된
부분’을 가리킨다. 도끼의 부리처럼 생긴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동곡(東谷)/동실이(東-)
‘잿들’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곡(東谷)’은 ‘동실(東-)’에 대한 한자 지명이다. ‘동실’의 ‘실’은 ‘谷’
의 뜻이어서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동실’을 ‘東室’로 적고 있으나 별 다른 의미는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동실리’로 나오고, ‘東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동실이’는 ‘동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거나, ‘동실리’의 변화형이다. ‘아래동실이’와 ‘윗동
실이’로 나뉜다.

동성들(東城-)
‘성평, 자래, 동곡’의 세 마을에 걸쳐 있는 들이다.

동실이샘(東-)
‘윗동실이’에 있는 샘이다. 수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돼지바위
‘자래실’ 뒷산에 있는 바위이다. ‘돼지 모양으로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마당배미
‘자래실’ 앞에 있는 들이다. ‘마당처럼 넓은 논’이라는 뜻이다. 열네 마지기짜리 논이어서 크고 반듯
하다. 이 논이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말미고개
‘자래실’에서 ‘말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말미’는 본래 ‘큰 산’이라는 뜻인데, 이 산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말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가 ‘말미고개’이다.

매봉재(-峰-)
‘동실이’ 서쪽에 있던 산이다. 공장이 들어서 없어졌다. 매 사냥을 할 때 매를 받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또는 산의 형세가 매가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하나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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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다. ‘매봉’은 아주 흔한 산 이름이다. 이 ‘매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가 ‘매봉재’이다.
‘매봉재’라는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먹뱅이고개
‘동실이’에서 ‘먹뱅이’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먹뱅이’는 ‘먹방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
이고, ‘먹방이’는 ‘먹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먹방’의 ‘먹’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
는 데 쓰는 검은 물감’을 가리키고, ‘방’은 한자 ‘坊’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먹방’은 ‘먹을 만들던
곳’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먹방이’나 ‘먹뱅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모새둑/모새펀던
‘아래동실이’에서 동쪽으로 약 50~100m 지점에 있던 둑이다. ‘모새펀던’이라고도 한다. ‘모새’는 ‘모
래’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모새둑’은 ‘모래가 쌓인 둑’이라는 뜻이다. ‘펀던’은 ‘버덩’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모새펀던’은 ‘모래가 쌓인 거친 들’로 해석된다.

밤나무골
‘자래실’과 ‘잿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밤나무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배꼬재71)
‘자래실’에서 ‘중들’로 나가는 들 입구에 있는 산이다. ‘재’가 ‘고개’라는 뜻이므로 본래 고개 이름이
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버선바위
‘자래실’ 뒷산에 있는 바위이다. ‘버선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벌동실이
‘아래동실이’에서 남쪽으로 100m 지점에 있던 들이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다. ‘벌’은 ‘벌판’의
뜻이고, ‘동실이’는 마을 이름이다. 그렇다면 ‘벌판에 있는 동실이 마을’로 해석된다. 예전에 이곳에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71)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254)에서는 ‘뻐꾸재부리’를 제시하고 ‘뻐꾸기가 와서 울던 산으로 산
의 형태가 뻐꾸기의 부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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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바위(紗帽-)
‘잿들’ 남쪽 산에 있던 바위이다. 현재는 경지 정리로 묻혀 없어졌다. 바위의 모양이 머리에 쓰던
사모(紗帽)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상들(上-)
‘잿들’ 앞에 있는 들이다.

성평(城坪)/잿들
‘자래실’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성평(城坪)’에 대해 마을 뒷산이 길게 성을 쌓아놓은 듯한 형상이
고, 마을 앞에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잿들’의 ‘재’는 ‘고개’의 뜻이다.
그러므로 ‘잿들’은 ‘고개 밑에 조성된 들’이라는 뜻이다. ‘잿들’의 ‘재’를 ‘城’으로 잘못 이해하고 한자

화한 지명이 ‘성평(城坪)’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들’에 ‘城坪’이 대응되어 있다.

성평들(城坪-)
‘성평’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

송장골(送葬-)
‘자래실’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송장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송장’을 ‘送葬’으로
보고 ‘송장을 내다 버리던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외에도 ‘무덤이 많은 골짜
기’, ‘송 씨와 장 씨가 많이 살던 골짜기’, ‘송장이 있던 골짜기’, ‘상여를 메고 가다 송장이 굴러 떨어
진 골짜기’, ‘지형이 송장과 같은 골짜기’, ‘송 씨의 묘가 많은 마을’, ‘송 씨가 개척한 마을’ 등의 여러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는 ‘송장을 내다 버리던 골짜기’라는 유래 설이 유력하다. ‘송장골’에는
상엿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송장골’의 유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송
장골’의 ‘송장’은 ‘송정(松亭)’이 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송장골’은 ‘송정골’의 모음 변
화형이 되며, ‘소나무 정자가 있는 골짜기나 마을’로 해석된다.

안산(案山)
‘동실이’ 서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오리골뿌리
‘동실이’ 동남쪽에 있던 산이다. 농지 정리로 없어졌다. ‘오리’의 부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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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오리골’은 ‘오리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되고, ‘뿌리’는 ‘산부리’를 가리키
는 것으로 보인다.

옻샘
‘도롱골’에 있는 샘이다. ‘옻’은 옻나무 진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이다. 빨갛게 붓거
나 물집이 생기거나 하여 매우 가려운 것이 특징이다. 옻이 오르면 찬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찬물이 피부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찬물 중에서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찬
물을 제공하는 샘물이 특효가 있다. 그리하여 ‘옻’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찬물이 나오는 샘을
‘옻샘’이라 한다. 곧 ‘옻샘’은 ‘옻을 고칠 수 있는 양질의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용수동(龍-洞)
‘동실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송정’과 ‘산우물’의 접경지이다. ‘용수’는 ‘용소(龍沼)’의 변형이
거나, ‘龍鬚’ 또는 ‘龍首’일 것으로 추정된다.

용수동고개(龍-洞-)
‘벌동실이’에서 ‘용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내월들
‘동실이’ 앞에 있는 넓은 들이다. ‘이내월’은 ‘이내울’이라고도 하는 개울 이름이다. ‘이내울’은 ‘이내’
와 ‘울’로 분석된다. ‘이내’의 ‘이’는 ‘二’이고, ‘내’는 ‘川’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내’는 ‘두 내’로 해석된
다. 옛날 미호천 상류의 내가 이곳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울’은 이 두
내가 흐르는 안쪽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점에서 ‘우리(울타리)’와 같은 뜻으로 본다. 그렇게 보면 ‘이
내울’은 ‘두 내가 흐르는 울 안쪽’으로 해석된다. 물론 ‘울’은 ‘골[谷]’의 변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내골’이 제2음절의 부음(副音) ‘ㅣ’에 영향을 받아 ‘이내올’로 변한 다음 제3음절의 모음 ‘ㅗ’가 ‘ㅜ’
로 변하여 ‘이내울’이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내울’은 ‘두 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개울 주변에 형성된 들판이 ‘이내월들’이다.

자내실/자래실/자래/자래곡
‘동실이’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 싸여 ‘삼태기’ 모양을 하고 있다. 옛날
한양으로 연결되는 큰 통로였기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또 이곳에
서 숙박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여 ‘自來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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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자내실’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자실’로
나오며, 한자 지명 ‘自來里’가 대응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자내실’의
‘실’은 ‘谷’을 뜻하여, 이것이 골짜기 이름인 것은 분명하다. ‘실’을 한자화한 지명이 ‘자래곡(-谷)’이
다. 그리고 ‘자래실’에서 ‘실’이 생략된 어형이 ‘자래’이다.

자래실들

‘자래실’ 앞에 있는 들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서는 ‘자래실들’을 ‘자실상들, 자실
즁들, 자실하들’로 구분하고 있다.

자래실고개/동실이고개
‘동실이’에서 ‘자래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실이’에서는 ‘자래실고개’라 하고, ‘자래실’에서는 ‘동
실이고개’라고 한다.

장고개(場-)(1)
‘동실이’에서 송두리 ‘사묵’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고개(場-)(2)
‘자래실’에서 ‘참샘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장나드리고개(場-)
‘동실이’에서 진천 방면으로 나가는 고개이다. ‘진천 장을 보러 나갈 때 넘나들던 고개’라는 뜻이다.

잿들고개/자래실고개
‘자래실’에서 ‘잿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자래실’에서는 ‘잿들고개’, ‘잿들’에서는 ‘자래실고개’라고
한다.

중들(中-)
‘자래실들’ 복판에 있는 들이다. ‘중’은 ‘中’이어서 ‘가운데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상들, 하들’과 짝
을 이룬다.

질마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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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실이’의 ‘황습배’ 위에 있는 바위이다. ‘질마’는 ‘길마(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
위의 등에 얹는 안장)’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바위 가운데가 소의 ‘길마’처럼 골이 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새바위
‘황습배’ 복판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의 모양이 황새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한편 주
민들 가운데에는 ‘황새바위’가 아니라 ‘황소바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황소배’나 ‘황소배골’이라
는 지명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 있는 바위가 ‘황새바위’가 아니라 ‘황소바위’일 가능성도
있다.

황소배골/황소배/황습배

‘윗동실이’ 서쪽 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朝鮮地誌資料>(1914)에는 ‘황바위골’로 나온다. 그렇다
면 ‘황소배골’은 ‘황새바위골’에서 변형된 어형일 수가 있다. ‘황새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황새
바골’이 되고 ‘황새바골’에 ‘ㅣ’가 첨가되어 ‘황새배골’이 되었다가 ‘황새배골’의 제2음절 모음이 변하
여 ‘황소배골’이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황소바위골’에서 변한 어형일 수도 있다. ‘황소바
위골’이 ‘황소바골’을 거쳐 ‘황소배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황소배골’은 ‘황새바
위가 있는 골짜기’나 ‘황소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황소배’는 ‘황소배골’에서 ‘골’이 생략된
어형이다. ‘황습배’는 ‘황소배’가 ‘황솝배’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삼룡리(三龍里)


본래 진천군 월촌면(月村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신흥리(新
興里), 용암리(龍岩里), 하장리(下長里), 상룡리(上龍里), 하룡리(下龍里), 상월리(上月里) 일부를
병합하여 용암(龍岩), 상룡(上龍), 하룡(下龍)의 세 ‘龍’ 자를 따서 삼룡리(三龍里)라 명명하고 이월
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가새보(-洑)
‘안터’ 북쪽에 있던 보이다. ‘숫보들’ 위에 있었다. ‘가새’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가장자리’의 방
언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가새보’는 ‘가장자리에 있던 보’로 해석된다.

강당말림(講堂-)/강당산(講堂山)
‘장결이’ 서북쪽에 있는 산이다. ‘강당(講堂)’은 ‘여러 사람이 모여 교육을 받는 큰 건물’을 가리키고,
‘말림’은 ‘말림갓(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여 가꾸는 땅)’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강당말림’
은 ‘강당 뒤에 있는 산’으로 해석된다. ‘강당산(講堂山)’이라고도 한다.

경모사(景慕祠)
‘용사’ 마을 동편에 있는 사우(祠宇)이다. 정봉남(鄭鳳男)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1986년에 건립하
였다.

구내(舊-)/구천(舊川)
‘청룡말’ 서쪽에 있는 들이다. ‘구’는 한자 ‘舊’로, ‘구내’는 ‘오래된 내’라는 뜻이다. ‘새로 생긴 내’인
‘신내(新-)’와 비교된다. ‘구내’에 대한 한자 지명이 ‘구천(舊川)’이다. 이 내 근처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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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춘골
‘안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월리’와 겹쳐 있다. ‘다래춘’은 ‘다래촌’의 모음 변화형이다. ‘다래
촌’은 신월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다래촌’에 있는 골짜기가 ‘다래촌골’, 곧 ‘다래춘골’이다.

뒷골(1)
‘용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 두 집이 살고 있다.

뒷골(2)
‘안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중보(-中洑)
‘청룡말’ 서남쪽에 있던 보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들’과 ‘중보(中洑)’로 분석되며, ‘들에 있던 가운데
보’로 해석된다.

막골
‘안터’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삼룡리 마지막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신월리와
의 경계이다. 전국에 ‘막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그에 따라 유래 설도 다양하다. ‘막’을
한자 ‘幕’으로 보고 ‘전에 산막(山幕)이 있던 골짜기’, ‘어떤 사람이 움막을 짓고 살던 골짜기’, ‘막을
치고 도둑을 막은 골짜기’, ‘선비 한 사람이 피란을 와서 막을 치고 살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막’은 한자 ‘幕’이 아니라 동사 어간 ‘막-[塞]’이거나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막’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막골’은 ‘막다른 골짜기’ 또는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막골’이 막다른 곳이거나 여러 골짜기 중에서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막골’은 ‘막골들,
막골못, 막골보, 막골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적극적으로 쓰인다.

막골잔등고개
‘막골’에 있는 고개이다. ‘안터’에서 신월리 ‘다래촌’으로 넘어간다.

말무덤보(-洑)
‘안터’ 북쪽에 있던 보이다. ‘말무덤’은 ‘큰 무덤’이라는 뜻이다. 그 근처에 있던 보가 ‘말무덤보(-洑)’
이다. 경지 정리로 보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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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재(望月-)/만월재(-月-)
‘물구리’ 뒷동산이다. ‘망월재’는 ‘달맞이를 하던 고개’라는 뜻이다. ‘만월재’는 ‘망월재’의 변화형이다.
3·1 운동 당시 삼룡리 시위 군중이 집결했던 곳이다. 최근 망월장등에서 가마터가 발굴되었다.

물구리/수곡(水谷)
‘안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앞 구레에 쉬가 많아 늘 물이 솟는다고 한다. 그래서 본래 ‘물구레’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물구리’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물구리’는 ‘물골’이 ‘물고리’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기 때문이다. ‘물골’은 ‘물이 흔한 골짜기’
라는 뜻이다. 아울러 ‘물구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수곡(水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이를 잘 입
증한다.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물구
리’로 나오며, ‘下長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물구리앞구레
‘물구리’ 동쪽 앞에 있는 들이다. ‘물구리’는 ‘물이 흔한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킨다. 이 마을
앞에 있는 ‘구레들’을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구레들’은 바닥이 깊고 물이 풍부하여 기름
지다.

방골들
‘청룡말’ 서남쪽에 있는 들이다. 산수리 ‘방골(중방)’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들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분터골(粉-)
‘안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분터’는 ‘분토(粉土)’의 모음 변화형이다. ‘분토’는 ‘쌀을 쓿을 때에
섞어서 찧는 흰 흙가루’를 가리킨다. 이 ‘분토’가 나는 골짜기가 ‘분토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분터
골’이 된 것이다.

삼룡리백제도요지(三龍里百濟陶窯址)
‘안터’와 ‘물구리’ 중간 능선에 있는 원삼국시대의 토기 도요지로 사적 344호이다. 길이 2.4m의 소형
부터 7.9m의 대형까지 총 여섯 기의 가마터가 발굴되었다.

삼룡리석조여래입상(三龍里石造如來立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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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산(五美山)’ 서쪽 끝 언덕에 서 있는 석불이다.

삼성너머
산수리의 ‘방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상룡리(上龍里)
‘용사’ 위에 있는 마을이다. ‘하룡리(下龍里)’와 짝을 이룬다.

수리골/수루굴
‘안터’ 동쪽, ‘아래지아구니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삼남 지방 사람들이 과거를 보러갈 때 통과
하던 곳이었다. ‘수리골’은 ‘술골’에서 변형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술’은 ‘峰’, ‘山’ 또는 ‘高’의 뜻이
어서 ‘술골’은 ‘높은 곳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수리골’이 ‘술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수리골’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수리골고개
‘수리골’에서 ‘차돌배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수리봉(-峰)
‘차돌배기’ 동쪽에 있는 산이다. 산형이 ‘독수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
다. ‘수리봉’은 ‘술봉’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수릐봉’의 ‘ㅢ>ㅣ’ 변화형이거나 ‘술봉’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수르봉’의 모음 변화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독수리’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
이다. ‘술봉’이 ‘높은 산’이라는 뜻이므로 ‘수리봉’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실제 이 산은 주변에
서 가장 높다.

수청(水靑)
‘물구리, 장결이, 청룡말’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水谷’과 ‘靑龍’에서 한 자씩을 따온 명칭이다.

숫보들(-洑-)
‘청룡말’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학교촌’ 앞 넓은 들 가운데 ‘숫보’라는 보가 있었다. ‘숫보’는 ‘숲보’
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숲보’는 ‘숲에 있던 보’라는 뜻이다. 실제 이곳에 숲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숫보’의 물로 관개하던 들이 ‘숫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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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지아구니
‘지아구니’ 남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구레’를 기준으로 ‘아래지아구니’와 ‘위지아구니’로 나뉜다.

안산(案山)
‘물구리’ 맞은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안터/안테/내기(內基)
‘용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터’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터’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
이 ‘내기(內基)’이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늑하고, 또 인심이 좋아 살기 좋은 마을로 알
려져 있다. ‘안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안테’이다.

안터뒤고개
‘안터’ 뒤에서 ‘수리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안터 뒤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안터방죽(-防-)/내기소류지(內基小流池)
‘안터’ 마을 앞에 있던 방죽이다. ‘내기소류지(內基小流池)’라고도 한다. 지금은 경지 정리로 없어졌다.

어지미보(-洑)
‘청룡말’ 서남쪽에 있는 보이다. 인산리 ‘어지미들’에 물을 댄다. 말뚝을 이용한 보에서 콘크리트 보
로 바뀌었다.

오미산(五美山)(1)
‘청룡말’ 서쪽 들판 가운데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이다. 음성군 대소 방면에서 떠내려 오다 걸쳐
있는 산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오미’는 ‘외뫼’로 소급하며 ‘외따로 떨어져 있는 산’
이라는 뜻이다. ‘오미’에 ‘미’와 의미가 같은 ‘산’이 결합된 형태가 ‘오미산’이다. 지금 ‘五美山’으로 쓰
고 있으나 별다른 의미는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오미산’으로 나오며, ‘烏尾山’이
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오미산(五美山)(2)
‘오미산’ 아래에 있던 마을이다. 30년 전에 철거되어 현재 마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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옻샘
‘물구리’ 동쪽에 있던 샘이다. 지금은 샘을 볼 수 없다. 옻을 치료할 정도로 찬 물이 솟았다고 하며,
주변 농지에 물을 댈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였다고 한다.

용저리(龍-)/용사(龍寺)/용전(龍-)
‘안터’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저리’는 ‘용절(龍-)’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용절’에 대
한 한자 지명이 ‘용사(龍寺)’이다. ‘용전’은 ‘용절’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용저리방죽(龍-防-)/용사소류지(龍寺小流池)
‘용사’에 있는 방죽이다. 현재는 논으로 변하였다.

위지아구니
‘지아구니’ 위쪽에 있는 들이다.

인산말보(-洑)
‘어지미보’ 밑에 있던 보이다. 옛 ‘어지미보’와 ‘인산말보’ 사이에 콘크리트 보를 새로 만들었다.

작은골
‘안테’의 ‘큰골’ 남쪽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골’과 짝을 이룬다.

장결(長結)/장결이(長結-)
‘안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결’은 ‘논밭 넓이의 단위’로 추정된다. 이 마을 앞에 긴 들이 있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강당(講堂)이 있어 신도들이 모여 불경에 대한 강의를 받던 곳이라고 한다.

장결보(長結洑)/장겨리보(長-洑)/쟁겨리보(-洑)
‘용사’ 서쪽에 있던 보이다. ‘장결이들’에 물을 댔는데, 지금은 경지 정리로 없어졌다. ‘장겨리보’는
‘장결보’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장겨리보’로
나오며, ‘長結洑’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장밤들(長-)
‘용사’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옛날에 밤나무가 있어 밤알이 아주 굵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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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장밤들’로 나오고 ‘長夜坪’이라는 한자 지
명이 대응되어 있다. ‘장밤들’은 ‘장배미들(長-)’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장배미’는 ‘긴 논’이
라는 뜻이다. 이 논이 있는 들이 ‘장배미들’이고, 이것이 ‘장뱀들’로 축약된 뒤 제2음절의 ‘ㅣ’가 탈락
하여 ‘장밤들’이 된 것이다. ‘장밤들’에 대한 한자 지명이 ‘長夜坪’이다.

지아구니
‘물구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기와를 굽던 곳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아’는 ‘기와’의 방언
형임이 분명하다. ‘구니’는 ‘골’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고리’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아
구니’는 ‘기와를 굽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차돌배기고개
‘안터’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차돌배기’는 ‘차돌이 박혀 있는 곳’을 가리킨다. 이곳에 있는 고개가
‘차돌배기고개’이다.

청룡말(靑龍-)
‘청룡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청룡(靑龍)’은 ‘주산(主山)에서 뻗어나간 왼쪽 산줄기’를 가리킨다.
이 산줄기 밑에 조성된 마을이 ‘청룡말’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청용말’로 나오며,
‘龍岩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청룡말바위(靑龍-)/청룡바위(靑龍-)/각시바위
‘청룡산’ 끝자락에 있던 바위이다. 지금은 땅속에 묻혀 볼 수 없다. ‘청룡말바위’나 ‘청룡바위’는 바위
가 ‘청룡말’ 또는 ‘청룡산’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각시바위’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다른 지역
에서는 ‘각시처럼 곱게 생긴 바위’, ‘각시가 떨어져 죽은 바위’, ‘신랑바위와 마주 서 있는 바위’ 등으
로 해석한다.

청룡산(靑龍山)
‘안터’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청룡(靑龍)’은 ‘주산(主山)에서 갈려나간 왼쪽 산줄기’를 가리킨다.
‘청룡’에 ‘산’이 결합된 ‘청룡산’도 그와 같은 의미이다. 산이 특정 지역에서 보아 왼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국에 ‘청룡산’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은데, 이들에는 ‘청룡 쪽에 있는 산’
이라는 유래 설과 함께 ‘산형(山形)이 청룡과 같이 생긴 산’, ‘지형이 청룡혈인 산’, ‘청룡이 승천한
산’ 등과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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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골
‘안터’ 북방에 있는 골짜기이다. ‘작은골’과 짝을 이룬다.

하룡리(下龍里)
‘용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룡리(上龍里)’와 짝을 이룬다.

학교촌(學校村)
‘물구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강점기 이곳에 간이 학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학성초등학교로 이전하였다.

함박뫼
‘안터’ 동쪽에 있는 산이다. ‘함박’과 ‘뫼’로 분석된다. ‘함박’은 ‘함지박’일 가능성이 있고, ‘뫼’는 ‘山’을
뜻하는 고어이다. 그렇다면 ‘함박뫼’는 ‘함지박을 엎어놓은 듯한 산’으로 해석된다. 전국에 ‘함박뫼’
라는 산은 드물지만 ‘함박산’이나 ‘함박봉’이라는 산은 대단히 많다. 대체로 ‘지형이 함지박처럼 생
긴 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이 크고 둥근 특성이 있다. 한편 ‘함박’은 ‘한바위(큰 바위)’와 관련된
어형일 수도 있다. ‘한바위뫼’가 ‘한바뫼’, ‘함바뫼’, ‘함밧뫼’를 거쳐 ‘함박뫼’가 될 수 있다. 만약 ‘함박
뫼’가 ‘한바위뫼’로까지 소급한다면, 이는 ‘큰 바위가 있는 산’으로 해석된다.

헌터
‘용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 집터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지금은 산지기가 사는 묘막만 남아
있다.

신월리(新月里)


본래 진천군 월촌면(月村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외신리(外
新里), 하신리(下新里), 마흘리(馬屹里), 상월리(上月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신리(新里)와 상월(上
月)의 이름을 따서 신월리(新月里)라 명명하고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강당(講堂)
‘되마루’ 북쪽 지역이다. 예전에 사람을 모아 교육하던 강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체로 ‘서
당’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강당말(講堂-)
‘다래촌’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두 가구가 살고 있다. ‘강당(講堂)’과 ‘말’로 분석되며, ‘강당이
있던 마을’로 해석된다. 채 씨(蔡氏) 문중의 ‘강당’이 있었다.

공동묘지(-共同墓地)
‘되마루’ 남쪽, ‘욕골’ 옆에 있는 공동묘지이다.

구름벌[구름뻘]/운촌(雲村)
‘되마루’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옛날에 부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야산이 판판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혹시 ‘구름처럼 펼쳐진 들’이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 ‘운촌(雲村)’은 ‘구름말’에 대한 한자 지명인데, ‘구름말’이라는 지명은 지금 쉽게
들을 수 없다.

능말(陵-)
‘되마루’ 북쪽에 있는 들이다. 본래 ‘능’이나 ‘큰 산소’가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이곳에도 큰 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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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런데 이곳 ‘능말’은 마을 이름이 아니라 들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능
말’이라는 마을 앞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능말고개(陵-)
‘되마루’에서 ‘능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다래촌(-村)/월촌(月村)
‘상촌(열마지기), 음달말, 양달말’을 아우른 명칭이다. 지형이 둥근 달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달의
촌’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다래촌’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다촌’으로 나오며, ‘上月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다래촌’은 ‘달촌’으로 소급한다. ‘달

촌’에 조음소 ‘아’가 개재되어 ‘다라촌’이 되고, ‘다라촌’에 ‘ㅣ’가 첨가되어 ‘다래촌’이 된 것으로 본다.
‘달’은 ‘山’, ‘高’의 뜻이어서 ‘달촌’은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아울러 ‘다래촌’도 그와 같
은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은 주변 지역에 비해 높다. ‘월촌(月村)’은 ‘달촌’ 또는 ‘다래촌’의 ‘달’
또는 ‘다래’를 ‘月’으로 뜻으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다.

다래촌방죽(-村防-)/월촌방죽(月村防-)/새방죽(-防-)
‘다래촌’ 북쪽에 있던 방죽이다. 지금은 방죽이 없어졌다.

도종감천(道宗甘泉)/아랫말샘
‘되마루’에 있는 샘이다. ‘도종감천(道宗甘泉)’은 ‘도종에 있는 단 우물’이라는 뜻이고, ‘아랫말샘’은
‘아래 마을에 있는 샘’이라는 뜻이다.

되마루/도종(道宗)
‘다래촌’ 서쪽 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되마루’ 또는 ‘도종(道宗)’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래
설이 전한다. 첫째, ‘매봉산’ 절에서 세 사람이 기도를 하며 도를 닦은 산마루라고 하여 ‘도마루(道-)’,
곧 ‘도종(道宗)’이라 한 것으로 설명한다. 둘째, 이곳이 한양으로 통하는 큰 길목이어서 큰 주막이
있었는데 이 주막에 한번 쉬어가면 급제한다는 ‘툇마루’가 있어 이것이 변하여 ‘되마루’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셋째, 인간의 도리를 으뜸으로 하는 마을이라 하여 ‘도종(道宗)’이라 명명한 것으로 설명
한다. 그런데 이들 유래 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되마루’에 ‘도종(道宗)’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
어 있는 것을 보면, ‘되마루’는 본래 ‘도마루’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도’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
다. ‘마루’는 지명의 후행 요소로서 ‘넓고 높은 곳’을 지시한다. 추정이지만 ‘도마루’는 혹시 ‘돌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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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어형에서 ‘ㄹ’이 탈락한 어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전국에 ‘돌마루’라는 마을 이름이 여러 군
데 확인된다. ‘돌마루’에는 ‘돌이 많다’ 또는 ‘돌아가는 곳이다’라는 설명이 곁들여 있다. ‘되마루’ 마

을은 ‘윗말’과 ‘아랫말’로 나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큰되마루(上下新里)’와 ‘되
마루(外新里)’로 분류하고 있다.

되마루방죽(-防-)/도종소류지(道宗小流池)
‘되마루’에 있던 방죽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마라래
‘다래촌’ 마을 앞에 있는 들이다. ‘마을아래’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마을 아래에 있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매봉재(-峰-)
‘되마루’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매봉(-峰)’과 ‘재’로 분석된다. ‘매봉’은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산 이
름이다. ‘매’를 ‘鷹’의 뜻으로 보아 ‘매처럼 생긴 산’, ‘매가 앉아 있는 모양의 산’, ‘매를 놓아 사냥하
던 산’ 등으로 해석하거나, ‘매’를 한자 ‘梅’로 보아 ‘매화나무가 있는 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매’를
‘鷹’의 뜻으로 보는 지역에서는 ‘응봉(鷹峰)’이라는 한자 지명을 아울러 쓴다. 한편 ‘매’를 ‘山’을 뜻
하는 일반 명사 ‘뫼’의 이형태로 보고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산이어서 그저 ‘매’라고 했다가 ‘산봉우리’
임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 이것에 한자 ‘봉(峰)’을 덧붙여 ‘매봉’이라 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렇게 보면 ‘매봉’은 결국 ‘산’을 뜻하는 두 요소가 중첩된 어형이 된다. ‘매봉’에 ‘봉(峰)’과 의미가 같
은 ‘산(山)’을 덧붙여 ‘매봉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재’는 ‘고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매봉재’는 ‘매
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물레방아
‘되마루’ 서쪽 ‘봇들’에 있던 물레방앗간이다. 두 곳이 있었다고 한다.

물미/마흘(馬屹)
‘되마루’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물미’에 대해서는 “옛날 이 마을 앞에 향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그 때문인지 나무 옆에 있는 우물의 물맛이 대단히 좋았다. 어느 날 원님이 말을 타고 이 마을 앞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여 맛을 보았다. 그 물맛과 향내가 너무 좋아 ‘물
미로다’라고 하였다고 한다.”와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 이는 지명 전설일 뿐이어서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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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물미’의 ‘물’은 ‘水’의 뜻이고, ‘미’는 ‘뫼’의 이형태로 ‘山’의 뜻이다. 그러므로 ‘물미’는 ‘물이 많
은 산’으로 해석된다. ‘馬屹’에 대해서는 한양에서 원님이 말을 타고 미잠리를 넘어서 물미 고개를
넘어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뒷산이 말이 고개를 숙여 미잠리 개울물을 먹
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馬屹’의 ‘馬’는 ‘水’를 뜻하
는 ‘’에 대한 훈독자로, ‘屹’은 ‘골’에 대한 음독자로 추정되어 ‘물이 흔한 골짜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이곳 마을에는 물이 흔하다고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물미’로 나오
고, ‘馬屹里’가 대응되어 있다.

밤디/밤나무골
‘물미’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밤디’는 ‘밤뒤’가 ‘밤듸’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밤뒤’는 ‘밤나무
뒤쪽’ 또는 ‘밤나무 북쪽’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밤나무골’이라고도 한다.

벌떤
‘되마루’ 남서쪽 들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두 집이 살고 있다. ‘되마루’ 아래로 흐르던 하천의 수로
가 수해로 변하면서 큰 벌이 생겼는데, 이로써 ‘벌떤’이라는 명칭이 생긴 것으로 설명한다. ‘벌’은
‘벌판’의 뜻이지만, ‘떤’이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다.

벌떤내/새들내
‘벌떤’에 있는 내이다. ‘새들내’라고도 한다. ‘새들’은 ‘새로 조성된 들’ 또는 ‘사이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이 들을 흐르는 내가 ‘새들내’이다.

봇들(洑-)/쇠편들(-便-)
‘되마루’ 서쪽에 있는 들이다. ‘봇들’은 ‘보(洑)’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으로 ‘보가 있
던 들’이라는 뜻이다. 보는 지금 없어졌다. ‘쇠편들’은 ‘서편들(西便-)’의 변형으로 ‘서쪽에 있는 들’이
라는 뜻이다. 큰 보가 있어 농사짓기가 수월하였다고 한다.

부처지골
‘되마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부처집골’에서 제3음절의 말음 ‘ㅂ’이 탈락한 어형이다. ‘부처집골’
은 ‘부처집’, 곧 ‘불당(佛堂)이 있던 골짜기’를 가리키므로 ‘부처지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돌부
처를 모신 집이나 부처를 모신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부처집골, 부처짓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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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기도 한다.

부처지골샘/옻샘
‘부처지골’ 양쪽에 있는 샘이다. ‘부처지골’과 ‘샘’으로 분석된다. ‘부처지골’은 ‘부처를 모신 불당이
있던 골짜기’를 가리킨다. 이 골짜기에 있는 샘이 ‘부처지골샘’이다. ‘옻샘’이라고도 한다. 이는 ‘옻을
고칠 만큼 찬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산직말(山直-)/상징말
‘다래촌’ 서쪽에 있던 마을이다. ‘산지기가 살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산직말’의 자음 동화 형태가
‘상징말’이다.

상월(上月)/열마지기/십두락(十斗落)
‘다래촌’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월(上月)’은 ‘다래촌’ 위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고,
‘열마지기’는 열 마지기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열마지기’ 근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십두락(十斗落)’이다.

상징말고개/상증말고개
‘되마루’에서 ‘상징말’을 거쳐 덕산면 ‘구말장’으로 가는 고개이다.

상징말산(-山)
‘다래촌’ 뒤에 있는 산이다. ‘산직말산’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산직말’은 ‘산지기가 살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이 있는 산이 ‘산직말산’, 곧 ‘상징말산’이다.

새능(-陵)
‘새되마루’에서 남쪽으로 1㎞ 지점에 있는 구릉지이다.

새되마루/신도종(新道宗)/하신(下新)/작은되마루/새말
‘되마루’ 동남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새되마루’는 ‘새로 생긴 되마루’라는 뜻이고, 이에 대한 한
자 지명이 ‘신도종(新道宗)’이다. ‘되마루’의 작은 마을이어서 ‘작은되마루’라고도 하고,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새말’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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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신평(新坪)
‘되마루’ 동남쪽 들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새들’은 ‘새로 조성된 들’이라는 뜻이다. ‘새들’에 대한 한
자 지명이 ‘신평(新坪)’이다. 이 들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새말방죽(-防-)/신도종방죽(新道宗-)
‘새되마루’에 있던 방죽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설흔마지기보(-洑)
‘마라래’ 들 안에 있던 보이다. ‘설흔마지기’ 논에 물을 대던 보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경지 정리로
없어졌다.

숲거리
‘새되마루’ 앞 남쪽에 있는 들이다. ‘숲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예전에 참나무, 소나무 숲이 있었
다고 하나, 지금은 약간의 소나무만 남아 있다. 이 거리 주변에 형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
한 채 그렇게 부른다.

신월교(新月橋)
‘신월리’에 있는 다리이다.

안산(案山)
‘새되마루’ 앞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양달말(陽-)/양촌(陽村)
‘다래촌’ 서쪽 양지에 있는 마을이다. ‘양달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동쪽에 있는 ‘음달말’과 짝을
이룬다.

연방죽(蓮防-)
‘되마루’ 마을 입구에 있는 방죽이다. 못에 ‘연(蓮)’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본래 마을이 있
었다고 한다.

와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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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미’에 있는 골짜기이다. ‘와룡이(臥龍-)’의 변화형이 아닌가 한다. ‘와룡’이나 ‘와룡이’는 ‘누워 있는
용’이라는 뜻이다. 누워 있는 용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와랭이’가 ‘와룡이’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와랭이재고개/물미고개
‘큰되마루’에서 ‘물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물미’ 사람들은 ‘와랭이재고개’라 부르고, ‘되마루’ 사람
들은 ‘물미고개’라 부른다. ‘와랭이재고개’는 ‘와랭이재’에 ‘재’와 의미가 같은 ‘고개’가 덧붙은 어형이
다. ‘와랭이’는 ‘와룡이(臥龍-)’와 관련된 어형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누워 있는 용처럼 길고 구불
구불한 고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와랭이재들
‘와랭이재’ 밑에 형성된 들이다.

욕골
‘새되마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요사스런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나 믿을 수 없다. ‘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그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욧골’의 자음 동
화 형태이다. ‘요’는 ‘凹’로 추정되어, ‘요골’은 ‘오목한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원고개(院-)/언고개
‘밤디’에서 ‘정착촌’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원’은 ‘院’으로 행인의 숙박 편의를 위해 지은 ‘원집’을
가리킨다. ‘원집이 있던 고개’가 ‘원고개’이다. ‘언고개’는 ‘원고개’의 모음 변화형이다.

월촌면터(月村面-)
옛 월촌면의 터이다.

음달말(陰-)/음촌(陰村)/건너말
‘다래촌’ 동남쪽 음지에 있는 마을이다. ‘건너말’은 ‘양달말’에서 ‘음달말’을 부르는 명칭이다. 서쪽에
있는 ‘양달말’과 짝을 이룬다.

장터골
‘다래촌’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터’와 ‘골’로 분석된다. ‘장터’의 ‘장’은 ‘場’ 또는 ‘杖’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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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場’으로 보면 ‘시장이 있던 곳’으로 해석되고, ‘杖’으로 보면 ‘장치기를 하던 곳’으로 해석된다.
이 ‘장터’가 있는 골짜기가 ‘장터골’이다. 전국에 ‘장터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장이 서던
골짜기’나 ‘장치기를 하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재끼리
신월리와 미잠리 사이에 있는 구레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절터골
‘되마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는 ‘절이 있던 터’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절터
골’이다.

정착촌(定着村)/신정(新定)
‘다래촌’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1952년 10월 난민 정착 사업 이후 신월리 일대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지머터
‘매봉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지쟁이
‘열마지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지장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지장이’는 ‘지장’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나, ‘지장’의 어원은 알기 어
렵다. ‘지장골, 지장들, 지장말’ 등에 보이는 ‘지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쟁이고개
‘물미’에서 ‘다래촌’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미잠리(美蠶里)


본래 진천군 월촌면(月村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미곡리
(美谷里), 쌍호리(雙湖里), 잠두리(蠶頭里) 및 음성군 대조면(大鳥面) 미곡리(美谷里), 사다면
(沙多面) 사산리(沙山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미곡(美谷)과 잠두(蠶頭)의 이름을 따서 미잠리
(美蠶里)라 명명하고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가는골/가능골
‘미리실’에서 동쪽으로 6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는’은 ‘가늘-’의 관형사형이어서, ‘가는골’은
‘가늘고 좁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좁은골’이라는 지명과 함께 쓰이기도 하여 ‘가
는골’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는 ‘가느골, 가느실, 가는실’ 등과 같은 의미이다. ‘가능골’은 ‘가는골’
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전국에 ‘가는골’ 또는 ‘가능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이들에는 대체로 ‘세곡
(細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골짜기에 조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
르기도 한다. 이런 지역에서는 ‘세동(細洞)’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가는골’은 ‘가는골고개,
가는골들, 가는골등, 가는골못, 가는골보, 가는골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곗말/괴말
‘미리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미리실’에서 이주하여 생긴 마을이다. 먹을 것이 없어 배급을 타
려고 이주하였다고 한다. 지형이 삼태기처럼 오목하게 생겼다. ‘괴말’에 대해 마을이 들어선 ‘밭’이
괴어 놓은 것처럼 다른 지대보다 높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괴이하게 생겼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신빙성이 없다. 혹시 ‘곗말’은 ‘잿말’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로 해석된다.

글맹이/걸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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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실’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글맹이들’에 조성되어 있다. ‘걸맹이’를 ‘걸망이’의 변형으로 보고,
‘걸망’을 ‘乞亡’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는 이 마을에 살던 큰 부자가 시주를 청하는 스님에게 쇠똥
을 던져준 뒤에 망했다는 전설에 토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글맹이들
‘미리실’ 서북쪽에 있는 들이다.

누에머리/잠두(蠶頭)
‘바람부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속도로가 나면서 산허리가 잘려 나가 옛 모습을 보기 어렵다.
누에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지형을 후행 요소를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다른 지역에서는 ‘누
에머리’에 후행 요소가 구비된 ‘누에머리산, 누에머리들, 누에머리등’ 등도 쓰인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누에머리’가 ‘눼머리, 뉘머리’로 축약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누에머리’에 대한 한자 지명
이 ‘잠두(蠶頭)’이다. ‘누에머리’가 산을 지시할 때에는 ‘잠두(蠶頭)’에 ‘봉(峰)’을 결합한 ‘잠두봉(蠶
頭峰), 잠두산(蠶頭山)’ 등을 쓰기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루어머리’로 나오며,
‘蠶頭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두레봉(-峰)
미잠리에 있는 산이다. ‘두르봉(-峰)’의 변형으로 추정되어 ‘둥근 산봉우리’로 해석된다. 실제 산봉우
리가 둥글다.

미리실/미실
‘바람부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미리’의 ‘미’를 한자 ‘美’로 보아 산세와 경치가 아름다워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서도 ‘미리실’을 ‘美谷’에 대응하
여 ‘美’ 자로 쓰고 있다. ‘미리실’은 ‘미리’와 ‘실’로 분석된다. ‘미리’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龍’을
뜻하는 ‘미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 ‘실’은 ‘谷’의 뜻이다. 만약 ‘미리’를 ‘미르’와 같은 것으
로 보면, ‘미리실’은 ‘용처럼 구불구불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곳 지형은 현재 구불구불한
모양이 아니다. ‘미실’은 ‘미리실’의 축약형이다.

미리실개울
‘미리실’ 앞을 흐르는 개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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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실방죽(-防-)/미잠소류지(美蠶小流池)
‘미리실’에 있는 못이다. ‘미잠소류지’라고도 한다.

미잠리들(美蠶里-)
‘미잠리’ 앞에 있는 들이다.

미잠정착지(美蠶定着地)
‘미정’ 동쪽에 있는 피란민 정착지이다.

바람부리/쌍호(雙湖)
‘미리실’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쌍호(雙湖)’라고도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바람
부리’로 나오고 ‘雙湖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중국의 만주족 오랑캐가 이곳을 지나갈
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 오랑캐가 갖고 있던 지도에
이곳이 ‘風角(풍각)’으로 나와 그때부터 ‘바람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바람부리’가 된 것으
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바람’을 ‘발안’의 변형으로
이해하고, ‘산의 안’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발’을 ‘山’의 뜻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해석도 따르기 어렵다. 오히려 ‘발’을 ‘벌(벌판)’의 모음 교체형으로 보고 ‘발안’을 ‘벌판의 안쪽’
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아직 ‘바람부리’에 쓰인 ‘바람’의 어원이 분명히 밝혀진 것
은 아니다. ‘부리’는 ‘산부리(산의 어느 부분이 부리같이 쑥 나온 곳)’를 가리킨다. 실제 마을이 산부
리의 끝에 조성되어 있다. ‘바람’을 ‘발안’의 변형으로 본다면 ‘바람부리’는 ‘벌판 안쪽에 있는 산부리’
로 해석된다. 이 산부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쌍호(雙湖)’는
‘미호천(미리실개울)’과 ‘칠장천(관지미개울)’이 합류하는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디
‘미정’ 서쪽에 있는 들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혹시 ‘밤뒤’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밤뒤’가
‘밤듸’를 거쳐 ‘밤디’가 될 수 있다. ‘밤뒤’는 ‘밤나무의 뒤쪽’ 또는 ‘밤나무의 북쪽’을 가리킨다. 그런
데 지금 이곳에 밤나무는 없다고 한다. ‘밤디’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
른다.

밤디보(-洑)/미리실보(-洑)
‘밤디들’에 물을 대던 보이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와 없어졌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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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듸보’로 보이며, ‘栗坪洑’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미리실보’는 ‘미리실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방죽골(防-)
‘미리실방죽’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죽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부엉바위/붱바위
‘벙바위산’ 정상에 있는 바위이다. ‘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라는 뜻이다. ‘붱바위’는 ‘부엉바위’가 줄
어든 어형이다.

벙바위산(-山)
‘바람부리’ 남쪽에 있는 산이다. ‘벙바위’와 ‘산(山)’으로 분석된다. ‘벙바위’는 ‘부엉바위’의 변형으로
‘부엉이가 서식하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산이 ‘부엉바위산’, 곧 ‘벙바위산’이다.

살짜리들
‘바람부리’ 서쪽에 있는 들이다. 지형이 ‘쌀자루’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토질
이 좋아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살짜리’는 ‘살자리’의 된소
리화 어형이며, ‘살자리’의 ‘자리’는 ‘부개자리, 불개자리, 요강자리, 안자리’ 등에 보이는 ‘자리’와 같
이 ‘공간’을 지시한다.

살짜리보(-洑)
‘살짜리들’에 물을 대던 보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아랫개들
‘글맹이’ 동쪽 아래에 있는 들이다. ‘개들’은 ‘개울이 흐르는 들’이라는 뜻이다. 이 들의 아래쪽이 ‘아
랫개들’이다.

안산(案山)
‘미리실’ 앞산이다. 백로의 서식지였는데, 현재 백로는 없다.

재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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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실’ 앞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재’는 ‘고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재너머’는 ‘고개 너머’라
는 뜻이다. 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조산(造山)
‘미리실’ 옆에 있는 산이다. 장마 때 떠내려 온 산이라고 한다. 풍수지리설에서는 기(氣)가 허한 곳
에 인공적으로 쌓은 작은 산을 ‘조산(造山)’이라 하는데, 지명에서는 만들어 놓은 듯한 작은 산도
그렇게 부른다.

족기리골/직기리골/젝기리골
‘바람부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남자가 수렁에 빠져 여자에게 희롱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
한다.

주막거리(酒幕-)
‘미리실’ 앞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한 집이 있는데, 이마저도 곧 이주한다고 한다. 옛날 영남
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으로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로 ‘소장수’들이 쉬어 갔다고 한다.

질마고개
‘누에머리’에서 ‘글맹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대여섯 집이 있었으나 고속
도로가 나면서 마을이 없어졌다. ‘길마고개’는 ‘길마처럼 높고 경사진 고개’라는 뜻이다. 아울러 ‘질마
고개’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 고개 밑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
른다.

칼산(-山)(머리)
‘바람부리’ 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의 형세가 칼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합수머리(合水-)/쌍호방(雙湖坊)
‘바람부리’ 남쪽에 있다. ‘미호천(미리실개울)’과 ‘칠장천(관지미개울)’이 합쳐지는 곳이다.

사당리(沙堂里)


본래 진천군 만승면(萬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당촌리(堂
村里), 외당리(外堂里), 사산리(沙山里) 일부를 병합하여 사산(沙山)과 당촌(堂村)의 이름을 따
서 사당리(沙堂里)라 명명하고 이월면(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개똥고개
‘살천이’에서 ‘대소’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에 ‘개똥’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관지미/사당(沙堂)72)
‘살천이’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이곳에 절이 있었는데 절 밑으로 조그마한 샘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산꼭대기에서 물이 난다. 이 샘을 ‘관지미’라 했는데, 이 샘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 바
뀐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혹시 ‘관지미’는 ‘관점이’에서 변한 어형이 아닌가 한다. ‘독점이
(-店-)’가 ‘독지미’로 변하듯이, ‘관점이’도 ‘관지미’로 변할 수 있다. ‘관점이’는 ‘관점’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고, ‘관점’은 ‘冠店’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관점’이라는 지명이 몇 군데 확인되며, 이들
은 ‘갓점’과 함께 쓰이고 있다. ‘갓점’이나 ‘관점은
’ ‘갓을 만들어 팔던 가게’라는 뜻이다. 아울러 ‘관지
미’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관짐이’로 나오며,
‘外堂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돌모랭이
‘관지미’에서 ‘사산’ 쪽으로 가는 모퉁이이다. ‘모랭이’는 ‘모롱이’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돌모랭이’
는 ‘산부리가 돌로 된 모퉁이’라는 뜻이다. 모퉁이에 암석이 있다.

뒤지골/뒤집골
72) 한글학회(1970:476)에서는 ‘외당(外堂)’이라는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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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모랭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주골’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뒤주’는 ‘쌀 따위의 곡식을 담
아 두는 세간의 하나’이다. ‘뒤주’처럼 깊고 푹 파인 골짜기가 ‘뒤주골’이다. 아울러 ‘뒤지골’이나 ‘뒤
집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전국에 ‘뒤주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확인되는데, ‘뒤주처럼 푹
파인 골짜기’, ‘뒤주처럼 깊은 골짜기’, ‘쌀이 많이 나는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 해석이 그럴듯하다.

드네모동
‘관지미’ 앞에 있는 들이다. ‘새보’의 물로 관개한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막골
‘이덕’ 도로에서 ‘관지미’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골짜기 이름으로 추정되나 이곳에 골짜기는 없었고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 금점(金店)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전국에 ‘막골’이라는 골짜기 이름
이 흔하다. 대체로 ‘막’을 한자 ‘幕’으로 보고 ‘전에 산막(山幕)이 있던 골짜기’, ‘어떤 사람이 움막을
짓고 살던 골짜기’, ‘막을 치고 도둑을 막은 골짜기’, ‘선비 한 사람이 피란을 와서 막을 치고 살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막’은 한자 ‘幕’이 아니라 동사 어간 ‘막-[塞]’이거나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막’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렇다면 ‘막골’은 ‘막다른 골짜기’ 또는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막골’이 막다른 곳이거나 여러 골짜기 중에서 끝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막골’은
‘막골들, 막골못, 막골보, 막골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적극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마골’로 나오고 있어, ‘막골’은 ‘마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
나 ‘마골’에 ‘ㅅ’이 개재된 ‘맛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그 유래는 전혀
달라진다.

막골보(-洑)
‘막골’에 있는 보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망골고개
‘살천이’에서 내촌리 ‘근어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망골’과 ‘고개’로 분석된다. ‘망골’의 유래는 분
명하지 않다. 전국에 ‘망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은데, ‘망을 보던 골짜기’, ‘망아지가 뛰어가는
모양의 골짜기’, ‘토지가 아주 메마른 골짜기’,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의
골짜기’,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골짜기’, ‘지형이 막혀 있는 골짜기’ 등의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지형이 막혀 있는 골짜기’라는 설이 믿을 만하다. ‘망골’이 ‘막은골’이라는 지명과 함께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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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이 많을뿐더러 실제 사방이 둘러막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은골’에서 ‘ㄱ’이
탈락하여 ‘마은골’이 되고 이어서 모음 ‘으’가 탈락하여 ‘만골’이 된 다음 자음 동화에 의해 ‘망골’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막은골’은 물론이고 ‘마은골’과 ‘만골’이라는 지명이 존재하므로 ‘막은골>마은
골>만골>망골’의 변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막은골’과 ‘망골’ 사이의 유연성이 상실되면서
‘망’에 근거한 여러 유래 설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망월산(望月山)
‘관지미’ 뒤에 있는 산이다. ‘달맞이를 하던 산’이라는 뜻이다. 봉우리가 둘인데, 앞에서 보아 왼쪽
봉우리가 ‘망월산’이다. 봉우리가 둘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잘 화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살천이/사산(沙山)
‘관지미’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도로를 경계로 ‘진천살천이’와 ‘음성살천이’로 나뉜다. 100여 년
전 어느 지사(地師)가 이곳이 천 명은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예언하였다고 하여 ‘살천(-千)’이라 불렀
고, 미호천 상류의 모래가 이곳에 많이 쌓여 산을 이룬다고 하여 ‘사산(沙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살천이’에 대한 유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잘찬리’로 나
오므로, ‘살천이’를 ‘살-’, ‘千’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새보들(-洑-)
‘관지미’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새보(-洑)’와 ‘들’로 분석된다. ‘새보’는 ‘새로 놓은 보’라는 뜻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이 보의 물로 관개(灌漑)하는 들이 ‘새보들’이다. ‘오래대들’과 ‘새보들’이 ‘중보들’
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새보들보(-洑-洑)
‘새보들’에 물을 대는 보이다.

소편보(-便洑)/쇠편보(-便洑)/천석지기보(千-洑)
‘관지미’ 앞에 있던 보이다. ‘소편’은 ‘서편(西便)’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소편보’는 ‘서쪽에
있던 보’로 해석된다. ‘쇠편보’는 ‘소편보’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천석지기보’는 ‘천석지기의 넓
은 들’에 물을 대는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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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천이’ 동쪽에 있는 들이다. ‘오래대’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금다대, 산다대’ 등과 같은 들 이름
에서 보듯 들 이름에 ‘대’가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오래’는 ‘門’을 가리키
는 고어일 가능성도 있다. ‘중보들, 새보들’과 연결되어 있다.

오래대보(-洑)
‘오래대’에 물을 대던 보(洑)이다. 지금은 봇물이 아니라 수리조합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잠방들
‘오래대들’ 밑에 있는 들이다. ‘잠방’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잠’은 ‘蠶’이 아닌가 보여 ‘잠방들’은
누에치기와 관련된 들 이름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잠방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누에를
치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절터
‘관지미’ 뒷산에 있는 절터이다. ‘절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다. 지금도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중보들(中洑-)
‘관지미’ 위쪽에 있는 들이다. ‘오래대’와 ‘새보들’ 사이에 있다. ‘중보(中洑)’는 ‘가운데에 있는 보’라
는 뜻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중보들’이다.

내촌리(內村里)


본래 진천군 만승면(萬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근어리(謹
語里), 구암리(九岩里), 내당리(內堂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내촌리(內村里)라 명명하고 이월면
(梨月面)에 편입하였다.

개똥고개
‘근어골’에서 사당리 ‘살천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갱기들
‘덕룡골’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개울 건너가 된다. ‘갱기’와 ‘들’로 분석된다. ‘갱기’라는 지명이 전국
에 아주 흔하다. 특히 들 이름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갱기들, 갱기뚝, 갱기보, 갱기샘, 갱기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활발히 쓰인다. 혹시 ‘갱기’는 ‘강기’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
가 아닌가 한다. 충남 당진에 ‘강기’라는 마을이 있는데 ‘강터(江-)’라는 지명을 함께 쓰고 있으며,
전북 남원에 ‘강기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강촌(江村)’이라는 지명을 함께 쓰고 있다. 이로 보면 ‘강
기’의 ‘강’은 ‘江’이고, ‘기’는 한자 ‘基’이거나 ‘들’을 지시하는 후행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강기’, 곧 ‘갱기’는 ‘강에 있는 터’ 또는 ‘강가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예전 이곳에 넓은 내가 있었다
고 하는 것을 보면, ‘갱기’의 ‘갱’은 ‘강(江)’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갱기’에 ‘들’이 결합된 어형이
‘갱기들’이다.

관지미뒤산(冠-山)
‘당골’ 동쪽에 있는 산이다. ‘관지미 뒤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광수들
‘새봇들’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장양리와 내촌리의 경계가 된다. ‘갱기들’ 앞에 있는 넓은 냇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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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농사를 짓는 들이다. ‘광수’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廣水’이거나 ‘광소(廣沼)’의 변형일 가
능성이 있다. ‘광수동’에 ‘너래물’이 대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의 ‘광수’는 ‘廣水’임에 틀림
이 없다.

근어골(謹語-)/근어(謹語)/근네골(謹-)
‘당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시대에 한 풍수(風水)가 살았는데, 이곳을 임금이 탄생할 땅이
라고 소문을 퍼뜨려 한때 ‘王谷’이라 했다고 한다. 몇 해가 지나 풍수가 아들을 낳자 자기 아들이
임금이 될 상이라고 또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을 듣고 관가의 포졸들이 풍수를 붙잡아 들여 죽
이자 ‘王谷’이 ‘亡谷’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뜻있는 학자들이 후세에 입이 가벼우면 화를 당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말조심 하라는 뜻으로 ‘삼가할 謹’, ‘말씀 語’ 자를 써서 마을 이름을 ‘謹語’라 했다고
한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謹語(里)’로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신빙성
이 없다. 한편 ‘근어골’이나 ‘근네골’은 ‘건너골’로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너골’이 ‘근너골’을
거쳐 ‘근네골’ 또는 ‘근어골’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건너들(堂越坪)’이 ‘당근어들’로 나타나는 예
가 참고가 된다. ‘건너골’은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마을 앞에 큰 내가
흐르고 있다.

내촌들(內村-)
‘근어골’ 앞에 있는 들이다.

당골(堂-)/당동(堂洞)/당곡(堂谷)/내촌(內村)
‘근어골’ 남쪽, ‘새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당골’은 ‘서낭당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골짜기가
삼태기 형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당동(堂洞)’과 ‘당곡(堂
谷)’은 ‘당골’을 한자화한 지명이다. ‘내촌(內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안말’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추정된다. ‘안말’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안말’이라는 마을이 ‘당골’ 마을 동쪽
에 있었다.

덕룡골(德龍-)
‘새터’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덕룡골보(德龍-洑)
‘덕룡골’에 물을 대는 보이다. 보가 지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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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들기
‘새터’ 서북쪽, ‘근어골’ 앞에 있는 들이다. ‘두들’과 ‘기’로 분석된다. ‘두들’은 ‘둔덕’의 방언형으로 중
세국어 ‘두듥’으로 소급한다. ‘두들’은 ‘두들기’를 비롯하여 ‘두들들, 두들마, 두들못, 두들밭, 두들배
기, 두들보, 두들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기’는 지명의 후행
요소로서 주로 ‘들’을 지시한다. 따라서 ‘두들기’는 ‘둔덕으로 이루어진 들’로 해석된다. 실제 ‘두들기’
라는 들이 둔덕 위에 있다.

두메보(-洑)
‘당골’ 동남쪽에 있는 보이다. ‘두메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뒤지골
‘당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지’는 ‘뒤주’와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뒤주’는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이다. ‘뒤주’처럼 깊고 푹 파인 골짜기가 ‘뒤주골’이다. 전국에 ‘뒤주
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확인되는데, ‘뒤주처럼 푹 파인 골짜기’, ‘뒤주처럼 깊은 골짜기’, ‘쌀이
많이 나는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해석이 그럴듯하다. ‘뒤지골’이 ‘뒤주골’에
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뒤주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뒷산(-山)
‘근어골’ 뒤에 있는 산이다.

막골
‘당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미잠리’ 방향의 개울가에 있다. 예전에 동네가 있었으나 지금은
한 가구도 살지 않는다. 전국에 ‘막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막’을 한자 ‘幕’으로 보고 ‘전에
산막(山幕)이 있던 골짜기’, ‘어떤 사람이 움막을 짓고 살던 골짜기’, ‘막을 치고 도둑을 막은 골짜
기’, ‘선비 한 사람이 피란을 와서 막을 치고 살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막’은 동사 어간 ‘막-[塞]’이거나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막’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막골’은 ‘막
힌 골짜기’ 또는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간혹 이와 같은 해석을 달고 있는 ‘막골’도 발
견된다. 이곳 ‘막골’도 막혀 있다는 점에서 ‘막힌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막골모팅이
‘당골’ 동남쪽에 있는 모퉁이이다. ‘막골’과 ‘모팅이’로 분석된다. ‘막골’은 ‘막힌 골짜기’ 또는 ‘막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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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로 해석된다. 이 골짜기의 ‘모퉁이’가 ‘막골모팅이’이다. ‘모팅이’는 ‘모퉁이’의 방언형이다.

말무덤
‘당골’의 ‘서낭당’ 밑에 있던 무덤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 ‘말’은 주로 ‘大’의 뜻을 보인다. 그러므로
‘말무덤’은 ‘큰 무덤’으로 해석된다. 무덤이 긴 형태를 하고 있다. 이곳에다 말뚝을 박으면 바람이
난다고 하여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망골
‘근어골’ 동쪽, ‘막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산소가 있었는데, ‘망’을 ‘望’으로 보아 성묘
만 하면 자손이 죽어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본래
‘왕골’이었는데 공동묘지가 생기면서 ‘망골’로 변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전국에 ‘망골’이라는 지
명이 다수 존재한다. 그에 따라 그 유래 설도 각양각색이다. ‘망을 보던 골짜기’, ‘망아지가 뛰어가는
모양의 골짜기’, ‘토지가 아주 메마른 골짜기’,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의
골짜기’,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골짜기’, ‘지형이 막혀 있는 골짜기’ 등의 유래 설이 전한다. 이
중에서 ‘지형이 막혀 있는 골짜기’라는 설이 믿을 만하다. ‘망골’이 ‘막은골’이라는 지명과 함께 쓰이
는 지역이 많을뿐더러 실제 사방이 둘러막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막은
골’에서 ‘ㄱ’이 탈락하여 ‘마은골’이 되고 이어서 모음 ‘으’가 탈락하여 ‘만골’이 된 다음 자음 동화에
의해 ‘망골’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막은골’은 물론이고 ‘마은골’과 ‘만골’이라는 지명이 존재하므로
‘막은골>마은골>만골>망골’의 변화 과정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막은골’과 ‘망골’ 사이의 유연성
(有緣性)이 상실되면서 ‘망’에 근거한 여러 유래 설이 생겨난 것이다.

망월산(望月山)
‘근어골’ 동쪽에 있는 산이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보름날에 달을 보러 오르던 산이다.

문화마을(文化-)
‘신촌’ 옆에 있는 마을이다. 10여 년 전에 새로 조성된 마을이다.

새봇들(-洑-)
‘갱기들’ 동쪽에 있는 들이다. ‘새보(-洑)’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새보’는 ‘새로
놓은 보’라는 뜻이다. 이 보의 물로 관개(灌漑)하는 들이 ‘새봇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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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신대(新垈)/본읍거리(本邑-)
‘새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로 잡은 터’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신대(新垈)’이다.
읍이 있던 자리여서 ‘본읍거리(本邑-)’라고도 한다.

서낭당(-堂)
‘당골’ 북쪽 지역이다.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고, 또 아름드리 ‘엄나무’가 서 있었다. ‘엄나무’는 불타
죽었다.

속안말
‘안말’ 동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안말’에서 더 들어가는 지역에 있어서 ‘속안말’이라 한 것이다. 지금
은 마을이 없다.

신촌(新村)
‘문화마을’ 북쪽으로 붙은 마을이다. 난민 정착촌이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다.

싸리대
‘새터’ 동북쪽에 있는 들이다. ‘벼’보다 ‘쌀’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싸리대’의 ‘대’는 ‘금다대, 돌팍대, 산다대, 오래대’ 등의 들 이름에 보이는 ‘대’와 같이 ‘垈’로
추정된다.

싸리대보(-洑)
‘싸리대’ 들에 물을 대는 보이다.

안막골
‘막골모팅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막골’의 안쪽 지역을 가리킨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에도 ‘안막골’로 나오며, ‘內幕谷’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안말
‘당골’ 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안쪽에 있던 마을’로 해석된다. 마을이 없어지면서 골짜기 이름으로
쓰인다. ‘안말’이라는 지명을 근거로 ‘내촌(內村)’이라는 한자 지명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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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등
‘당골’ 서쪽에 있는 산등성이다. 수령 250~30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다.

중봇들(中洑-)
‘싸리대’ 북쪽에 있는 들이다. ‘싸리대’와 ‘갱기대’ 중간에 있다. ‘중보(中洑)’는 ‘중간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중봇들’이다.

터앞새보(-洑)
‘당골’ 앞에 있는 보이다. ‘터앞’과 ‘새보(-洑)’로 분석된다. ‘터앞’은 ‘집터의 앞’이라는 뜻이고, ‘새보’
는 ‘새로 조성한 보’라는 뜻이다. 집터 앞에 있는 새로 생긴 보가 ‘터앞새보’이다.

광혜원면(廣惠院面)

광혜원리(廣惠院里)
실원리(實院里)
구암리(鳩岩里)
회죽리(會竹里)
죽현리(竹峴里)
금곡리(金谷里)
월성리(月城里)

광혜원리(廣惠院里)


본래 진천군 만승면(萬升面) 지역이었다. 조선 시대 때 여행자의 편의를 돕는 광혜원(廣惠院)이라
는 원이 있던 곳이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과궁리(戈宮里), 상리(上里),
중리(中里), 금천리(金泉里)와 음성군 사다면(沙多面)의 풍동(楓洞)과 경기도 죽산군(竹山郡) 남면
(南面) 가척리(加尺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광혜원리(廣惠院里)라 명명하여 만승면(萬升面)에 편입
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개칭되면서 광혜원면에 속하게 되었다.

개대가리골
‘화랑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개다가리’라는 지명을 비롯하여 ‘개대가리’를 포함하는
‘개다가리고개, 개대가리동네, 개대가리산’ 등의 지명이 적지 않은데, 대체로 지형이 ‘개의 머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개대가리골’은 ‘개의 머리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
된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골짜기가 후미지고 험한 곳이어서 개가 가기만 하면 잡혀 먹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게발명당(-明堂)
‘호랑이명당’ 맞은편에 있는 명당자리이다. ‘게의 발처럼 생긴 명당자리’라는 뜻이다.

고양이명당(-明堂)
‘화랑들’ 북쪽에 있는 명당자리이다. ‘고양이처럼 생긴 명당자리’라는 뜻이다. ‘쥐꼬리명당’과 짝을
이룬다.

광혜원리사지(廣惠院里寺址)
‘화랑벌’ 들판에 있는 절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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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장(廣惠院場)
‘광혜원’에 있는 시장이다. 3일, 8일에 장이 선다.

광혜원터(廣惠院-)
‘광혜원’이라는 원(院)이 있던 자리이다. 지금의 광혜원중학교 남동쪽이 된다. ‘원(院)’은 ‘고려 · 조
선 시대에 역(驛)과 역 사이에 두어 공무를 보는 벼슬아치가 묵던 공공 여관’이다. 원터 옆에 정자
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와 퇴임하는 관찰사가 서로 관인(官印)을 주고받았다
고 한다.

느라골
‘사장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늘골’에 조음소 ‘아’가 개재되어 확장된 어형이다. ‘널골’이 ‘너
라골’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늘’은 형용사 어간 ‘늘-[延]’이어서 ‘늘골’은 ‘길게 늘어진 형상의 골짜
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느라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지역에 따라서는 ‘느라’와 ‘골’ 사이에 ‘ㅅ’
이 개재되어 ‘느랏골’로 나타난다. ‘느랏골’은 또 자음 동화되어 ‘느락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적골
‘느라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적’을 ‘盜賊’으로 보아 ‘도둑이 숨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돌팍재/석현(石峴)
현재의 ‘신협’ 자리에 있는 마을이다. ‘돌팍’은 ‘돌멩이’의 방언형이고, ‘재’는 ‘고개’의 뜻이다. 그러므
로 ‘돌팍재’는 ‘돌이 많은 고개’ 또는 ‘큰 돌이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이곳에 큰 바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에 따라 ‘석현(石峴)’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이 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매봉재(-峰-)
‘중말’ 서쪽에 있는 산이다. ‘비봉산(飛鳳山)’의 한 줄기이다. 산의 형세가 매가 날아가는 모습이어
서 ‘매봉재’라 했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매봉’은 아주 흔한 산 이름이다. 이 산에 있는 고개
가 ‘매봉재’이다. 아울러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진천읍 송두리의 ‘매봉재’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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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들들[바들뜰]
‘바듬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들이다. ‘바들’에 ‘들[野]’과 의미가 같은 ‘들’이 중첩된 어형이다.
‘바들’은 ‘밭들’에서 ‘ㄷ’ 앞의 ‘ㅌ’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밭들’은 ‘밭이 많은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밭들’이라는 들이 대단히 많다. 아울러 ‘바들’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바들’
에 이것이 들임을 강조하기 위해 ‘들’을 덧붙인 어형이 ‘바들들’이다. 이는 ‘검들’을 ‘검들들’, ‘머들’을
‘머들들’, ‘솝들’을 ‘솝들들’, ‘한들’을 ‘한들들’로 바꾼 것과 같다.

바듬말/버듬말
‘주막거리’에서 개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베’ 짜는 ‘바디’와 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곳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아울러
버드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버들말’이라 부르다가 ‘버듬말’이 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바듬말’은
‘버듬말’에서 모음이 변한 어형으로 추정되고, ‘버듬말’은 ‘버든말’의 자음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버
든’은 ‘벋-’의 관형사형이어서, ‘버든말’은 ‘길게 뻗은 마을’로 해석된다. 아울러 ‘버듬말’이나 ‘바듬말’
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사당골(祠堂-)
‘재경골’을 지나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당(祠堂)’과 ‘골’로 나뉘며, ‘사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
된다.

사장골
‘읍사무소’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사장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많다. ‘사장’을 ‘사장나무(팽나무, 정자나무, 당산나무)’, ‘射場’, ‘사기점’, ‘모래사장’ 등으로 보
고, ‘사장나무가 있는 골짜기’, ‘활터가 있던 골짜기’, ‘사기점이 있던 골짜기’, ‘모래가 많은 골짜기’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이 중에서도 ‘사장나무가 있는 골짜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사
장’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 ‘사장골’의 유래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새짜리
‘바듬말’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끝자락이다. ‘샛자리’의 다른 표기가 아닌가 한다. 전국에 ‘샛자리’라
는 논, 들이 적지 않다. 사이에 있는 논이나 들을 그렇게 부른다.

섭바다보(-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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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봇들’ 동쪽에 있는 보이다. 들 이름으로도 쓰인다. ‘섭’은 ‘섶(잎나무, 풋나무, 물거리 따위의 땔나
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과 같으며, ‘바다’는 ‘넓은 곳’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섭바다’는 ‘섶이 있는
넓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이 주변에 있는 보가 ‘섭바다보’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그리고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숫고개
‘광혜원’에서 ‘대소’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숯고개’의 이표기(異表記)로 ‘숯을 굽던 고개’라는
뜻이다.

아랫말/하신(下新)
‘바듬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하신(下新)’이라고도 한다.

역적못날(逆賊-)/역절골
‘느라골’ 너머에 있는 산등성이다. ‘역적못날’은 ‘역적모잇날’의 준말이다. ‘역적의 묘가 있는 산등성
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산소를 쓰고 역적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역절골’은 ‘역적골’의 변형
이다.

용수머리(龍首-)
‘재경골’ 위쪽으로 옛날에 용이 올라갔다는 자리이다. ‘용수’는 ‘龍首’로 ‘용의 머리’라는 뜻이다. ‘龍
水’에 ‘首’와 의미가 같은 ‘머리’를 덧붙인 어형이 ‘용수머리’이다.

웃말/상신(上新)
‘바듬말’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신(上新)’이라고도 한다.

웃술막/상리(上里)
‘중말’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술막(주막)’이 많았다고 한다.

장산(樟山)
‘장터’ 남쪽으로 있는 산이다. 산의 모양이 돛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장
산’은 ‘獐山’일 가능성이 더 높다. ‘獐山’은 ‘놀미, 노루매, 노리산, 노르미’ 등과 같은 속지명에 대응
된다. ‘노루, 노리’를 ‘獐’의 뜻으로 보고 ‘獐山’으로 한자화한 것이다. ‘놀미, 노루매, 노리산, 노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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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길게 늘어진 형상의 산’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장산’이 ‘獐山’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
미로 해석해야 한다. 월성리의 ‘장산’을 참조하라.

장터(場-)/장기(場基)
‘광혜원장’이 서는 마을이다. ‘장터(場-)’의 ‘터’를 한자화한 지명이 ‘장기(場基)’이다.

재경골/재양골
‘광혜원’ 서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공단이 들어서면서 면사무소 뒤로 이주하였다. 아주 크고 부유한
마을이라 처음 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이곳이 서울이 아닌가 착각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재경골’이라는 지명이 흔하다. ‘재경’을 ‘在京’으로 보아 ‘서울에 있는
고을’로 설명하기도 하고, ‘재경’을 ‘재경나무(자작나무)’로 보아 ‘자작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설명하
기도 한다. 또한 ‘재경’을 ‘재궁(齋宮, 제사를 지내려고 지은 집)의 변형으로 보고 ‘재실이 있던 골짜
기’로 설명하기도 한다. ‘재경골’에는 ‘재궁’, 곧 ‘재실’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재경골’을 ‘재궁골’에서
변한 것으로 보고, ‘재실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곳에도 ‘재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데 ‘재경골’에 대해 ‘자경골’이라는 지명이 많이 쓰이는 것을 보면 ‘재경’이 ‘자경’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경’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自耕’으로 보기도 하고, ‘佳景(가경)’에서 변한 것으
로 보기도 한다. 전자로 보면 ‘자경골’은 ‘스스로 경작하는 골짜기’가 되고, 후자로 보면 ‘아름다운
경치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재양골’은 ‘재경골’이 제1음절 ‘ㅣ’의 영향으로 제2음절 두음 ‘ㄱ’이 ‘ㅇ’
으로 약화되어 ‘재영골’이 된 다음,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주막거리(酒幕-)/주점터(酒店-)
면사무소 북쪽에 있는 거리이다. ‘주막거리’는 주막이 있던 거리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울러 ‘주점
터’는 ‘주점(酒店)이 있던 자리’로 해석된다.

죽산말(竹山-)
‘바듬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죽산(竹山)’은 ‘대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 아래에 조성
된 마을이 ‘죽산말’이다. 예전의 경기도 죽산현(竹山縣) 지역이다.

중말(中-)/중리(中里)
‘장터’와 ‘웃술막’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중’은 한자 ‘中’이어서, ‘중말’은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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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봇들(中洑-)
‘바들들’ 아래에 있는 들이다. ‘중보(中洑)’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 ‘중보’는 ‘가
운데에 있는 보’라는 뜻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이 보의 물로 관개하는 들이 ‘중봇들’이다.

쥐꼬리명당(-明堂)
‘고양이명당’ 오른쪽에 있던 명당자리이다. 지금은 택지로 변하여 볼 수 없다. ‘쥐꼬리 형상의 명당
자리’라는 뜻이다.

충주말(忠州-)/풍동(風洞)73)
광혜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전 충주군 사다면(沙多面) 지역이었다. ‘풍동(風洞)’은 바람맞이 동
네가 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호랑이명당(-明堂)
‘개대가리골’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호랑이 형상의 명당자리’라는 뜻이다.

화랑들(花郞-)/화랑벌(花郞-)
광혜원중고등학교 옆에 있는 들이다.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를 거느리고 훈련을 하던 곳이어서 붙
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곳에 ‘화랑궁터’가 남아 있다.

73) 한글학회(1970:475)에는 ‘楓洞’으로 제시되어 있다.

실원리(實院里)


본래 진천군 만승면(萬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대실리
(大實里), 소실리(小實里), 경기도 죽산군 남면(南面) 동주원리(東柱院里) 일부를 병합하여 대실
(大實)과 동주원(東柱院)의 이름을 따서 실원리(實院里)라 명명하여 만승면에 편입하였다. 그러다
가 2000년 1월 1일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개칭되면서 광혜원면에 속하게 되었다.

간원논
‘대실’ 마을의 복판을 따라 형성된 들이다. ‘간원’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간원논’의 유래를 밝히기 어
렵다.

관청샘(官廳-)
‘동주원’ 서남쪽에 있던 샘이다. 지금의 ‘동주원저수지’ 가운데에 있었다고 한다. 관청이 있었고, 그
관청에 딸린 샘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수질이 좋아 신라 시대 화랑들이 식수로 이용했
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굴량골
‘소실’에서 마을 입구로 내려가면서 형성된 긴 골짜기이다. ‘굴량’을 ‘군량(軍糧)’으로 보아 ‘군량을
저장하던 골짜기’로 해석한다. 전국에 ‘굴량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설
명하고 있다.

너른골
‘대실’의 ‘즘말’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골’ 남쪽이 된다. ‘너른’은 ‘너르-[廣]’의 관형사형이다. ‘너
른바우, 너른밭, 너른봉, 너른여’ 등에서 보듯 ‘너른’은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그
러므로 ‘너른골’은 ‘넓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광곡(廣谷)’ 또는 ‘광동(廣洞)’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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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지명이 대응되기도 하고, 자음 동화되어 ‘너릉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능안(陵-)
‘부마묘’ 근처를 가리킨다. ‘능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능’은 구체적으로 당원위(唐原尉) 홍우경(洪
友敬)의 묘이다.

당원위사(唐原尉祠)
‘대실’ 마을에 있는 사우(祠宇)이다. 선조의 4녀인 정인옹주(貞仁翁主)와 그의 남편인 당원위(唐原
尉) 홍우경(洪友敬)의 위패를 봉헌하기 위해 세웠다.

대실(大實)/큰실원리(-實院-)/실안리(實安里)
‘소실’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대실’을 ‘大實’로 쓰고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 ‘대’는 한자 ‘大’이고,
‘실’은 ‘谷’의 뜻이다. 그러므로 ‘대실’은 ‘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골짜기가 엄청나게 크다. 실원
리 가운데 큰 마을이어서 ‘큰실원리’라고도 한다. ‘실안리’는 ‘실원리’에서 변형된 어형이다. ‘실안’을
‘實安’으로 쓰고 ‘살기 좋은 곳’, ‘편안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朝鮮
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큰실원리’가 ‘큰실안리’로 나온다.

도토마리산(-山)
‘안말’의 옛날 기와집 뒤에 있는 산이다. ‘도토마리’와 ‘산(山)’으로 분석된다. ‘도토마리’는 ‘베를 짤
때 날실을 감는 틀’을 가리킨다. ‘도토마리논, 도토마리바구, 도토마리밭’ 등에 보이는 ‘도토마리’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도토마리산’은 ‘도토마리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도토마리’를 ‘도토리’로 보기도 한다.

동그락산(-山)/배
‘소실’ 마을 앞, ‘노적봉’ 밑에 있는 작은 산이다. ‘동그랗게 생긴 산’이라는 뜻이다. 큰 산 밑에 동떨
어져 있다. ‘노적봉’ 밑에 있어 마치 ‘노적가리’를 실어 나르는 ‘배’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배’
라고도 부른다. ‘동그락산’ 밑을 ‘통미(桶-)’라고 하는데, ‘통미’는 본래 ‘통처럼 작고 둥근 산’이라는
뜻이다. ‘동그락산’에 대한 예전 명칭으로 추정된다.

동막골
‘새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초막’을 지어 놓아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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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으며, 그에 따른 유래 설도 다양하다. ‘동막’을 ‘동막이(둑을 막아 저수
하던 곳)’, ‘洞幕’, ‘동쪽 막’ 등으로 보아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둑을 막아 저수하는 동막이가 있던
골짜기’, ‘마을 입구나 요지에 동막을 두었던 골짜기’, ‘동쪽 막이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또
한 ‘동’을 한자 ‘東’으로, ‘막’을 동사 어간 ‘막-[塞]’으로 보아 ‘동쪽이 막힌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동막골’을 ‘독막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아 ‘독을 굽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동막골’의 유래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동막(洞幕)을 두었던 골짜
기’가 아닌가 한다. ‘초막골(草幕-), 산막골(山幕-), 사기막골(沙器幕-)’ 등과 같이 ‘막(幕)’을 포함하
는 지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주원(東注院)
실원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역원(驛院) 제도가 있던 당시 원사(院舍)가 있어 관리들의 숙식을
제공했다. 당초 죽산군 남면 지역이었으나 1914년 진천군 만승면에 편입되었다.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웃말’, 동쪽은 ‘아랫말’로 나뉜다.

동주원저수지(東注院貯水池)/탑골방죽(塔-防-)
‘동주원’에 있는 저수지이다. ‘탑골방죽’이라고도 한다. ‘탑골방죽’은 ‘탑골에 있는 방죽’이라는 뜻이
다. 마을 뒷산이 ‘탑골산’이고, 방죽 밑에 있는 들이 ‘탑골들’이다.

동글봉(-峰)
‘범박골’을 오르면서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동글’은 ‘둥글’과 같아서 ‘봉우리가 둥근 산’으로 해
석된다.

망울산(望-山)
‘동주원’ 동쪽에 있는 산이다. ‘망월산(望月山)’의 모음 변화형이다. ‘망월산’은 ‘달맞이를 하던 산’이
라는 뜻이다. 아울러 ‘망울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막장가리
‘소실’ 북쪽에 있는 들이다. ‘막장’은 ‘끝장’, ‘일의 끝’이라는 뜻이며 ‘가리’는 ‘갈-[耕]’에서 파생된 명
사이다. 그러므로 ‘막장가리’는 ‘맨 끝에 갈아 심는 논과 밭’으로 해석된다. 물대기가 어려워 끝머리
에 갈아 심는 전답을 그렇게 부른다. 아울러 ‘막장거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막장거리’ 전답이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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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수팽이
‘동주원’ 공동묘지와 ‘장막골’ 사이에 있다. ‘수팽이’는 ‘숲’과 관련된 어형이다. 예전에 미루나무 숲이 있
었고, 또 이 숲에 매미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매미수팽이’는 ‘매미가 많던 숲’으로 해석된다.

매봉재(-峰-)
‘절골’ 위에 있는 산이다. ‘매봉(-峰)’은 아주 흔한 산 이름이다. ‘매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가 ‘매봉
재’이다. 아울러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모과나무재
‘안말’ 뒤쪽에 있는 산이다. ‘모과나무가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
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바양골/배양골
‘절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위안골’에서 변형된 것으로 ‘바위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
이다. 골짜기에 바위가 많다. ‘바양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배양골’이다.

벌터
실원리 벌판에 있는 마을이다. ‘새터’ 북쪽이 된다. ‘벌판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이 터에 조성된 마
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범바위
‘범박골’에 있는 큰 바위이다. ‘범이 살던 바위’라는 뜻이다. 실제 범이 살던 바위굴이 있다.

범박골/붐박골
‘절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범바골’에 ‘ㄱ’이 첨가된 형태이거나 이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범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범바골’은 ‘범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범바위’는 ‘범이
살던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범바위골’이다. 아울러 ‘범박골’도 그와 같은 의미
를 띤다. ‘붐박골’은 ‘범박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봇들논(洑-)
‘대실’ 마을 입구에 있는 논이다. ‘봇들(洑-)’은 ‘보가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보가 있다. 이

실원리(實院里) 643

들에 있는 논이 ‘봇들논’이다.

부마묘(駙馬墓)/부마모이(駙馬-)
‘안말’ 남쪽에 있는 당원위(唐原尉) 홍우경(洪友敬)의 묘이다. 홍우경은 선조의 넷째 딸인 정인옹주
(貞仁翁主)의 남편이다.

새동네/재경골
실원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공단이 조성되면서 새로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예전에는 이곳
을 ‘재경골’이라 하였다. 전국에 ‘재경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하다. ‘재경’을 ‘재궁(齋宮)’으로 보
아 ‘재궁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재경’을 ‘자작나무’로 보아 ‘자작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새터
‘벌터’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새로 조성된 터’라는 뜻이다.

솔터번던/솟터번던
‘절터’ 남서쪽에 있는 들이다. ‘솔터’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어원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솔’을
‘소나무’로 보아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곳의 ‘솔터’에는 ‘송대(松垈)’라는 한
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곳에는 이른바 ‘리키다 소나무’가 많기는 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솔터번던’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솔’을 ‘과녁’의 뜻으로 보아 ‘활터’로
해석하는 것이다. 실제 ‘솔터’를 ‘활터’로 해석하는 지역이 대단히 많다. 셋째는 ‘솔터’를 ‘솟대’의 방
언형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데 보면 ‘솔터’는 ‘솟대가 서 있던 곳’으로 해석된다. 실제 ‘솔터’를 그렇
게 해석하는 지역도 있다. ‘번던’은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의 방언
형이다. 그러므로 ‘솔터번던’은 ‘소나무가 무성한 거친 들’, ‘활터가 있던 거친 들’, ‘솟대가 서 있던
거친 들’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솟터번던’의 ‘솟터’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어원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솔터’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솘터’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
는 ‘솟대’의 방언형으로 보는 것이다. ‘솟터’와 어형이 유사한 ‘솟태, 솟테’는 ‘솟대’의 방언형으로 지
명에 많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솟터번던’은 ‘솔나무가 무성한 거친 들’ 또는 ‘솟대가 서 있던 거친
들’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원리선돌(實院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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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 입구에 있던 선돌이다. 길 양쪽에 두 개가 서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마을로 들어가는 방향에
서 볼 때 왼쪽의 선돌을 제1호 선돌, 오른쪽의 선돌을 제2호 선돌이라 불렀다.

심방골
‘안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붐박골’ 왼쪽에 있다. ‘심’을 ‘深’으로 보아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하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심방’은 ‘무당’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僧房(승방)’ 또는 ‘僧
坊(승방)’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다. 후자라면 ‘승방’이 ‘싱방’을 거쳐 ‘심방’이 된 것이다. ‘심방동, 심
방산, 심방소, 심방이, 심방터’ 등에서도 ‘심방’이 확인된다. 전자로 보면 ‘심방골’은 ‘무당이 살던 골
짜기나 마을’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심방골’은 ‘僧房(여승들이 사는 절) 또는 僧坊(절)이 있던 골
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이 골짜기 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안말
‘대실’의 ‘당원위사당(唐原尉祠堂)’ 주변에 있는 동네이다.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앞개울
‘공동묘지산’ 밑으로 흐르는 미호천을 가리킨다. ‘동주원’ 앞을 흐르는 개울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열두봉(-峰)
‘절터’ 뒤쪽으로 있는 열두 봉우리의 산을 가리킨다.

열두봉고개(-峰-)
‘대실’에서 경기도 안성시 이죽면 두교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열두 봉우리에 걸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 맨 끝에 있는 봉우리가 ‘국사봉’이다. 맑은 날에는 서울과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고 한다.

원대(院垈)/원터(院-)
‘동주원’ 큰길가 주변이다. 조선시대에는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여관이 있었
다. 이것이 바로 ‘원(院)’이다. 원에는 그 원을 경영하는 원주(院主)가 있었는데, 흔히 부근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유능한 자로 임명하였다. ‘원’은 처음에는 관원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나중에는
일반 여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인을 받으면서 ‘원’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주막으
로 변신하게 된다. 곧 ‘원’은 ‘여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원’이 있던 자리가 ‘원터’이고,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원대(院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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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방죽(院垈防-)
‘원대’ 근처에 있는 방죽이다. 방죽의 일부만 남아 있다. 이마저도 곧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원수골
동주원 공동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전국에 ‘원수골’이라는 골짜기
가 적지 않다. 지역에 따라서는 ‘더운물이 난다’는 설명이 붙어 있기도 하다. 이런 곳의 ‘원수골’은
‘온수골(溫水-)’에서 변형된 것이다.

작은실원리(-實院里)/소실(小實)
‘대실’ 동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실원리’의 작은 마을이어서 ‘작은실원리’라 한 것이다. ‘큰실원
리’와 짝을 이룬다. ‘소실’은 ‘小實’로 쓰고 있으나 아무 의미가 없다. ‘소’는 한자 ‘小’이고 ‘실’은 ‘谷’
의 뜻이어서 ‘소실’은 ‘작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큰 골짜기’를 뜻하는 ‘대실’과 짝을 이룬다. <朝鮮
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작은실원리’가 ‘작은실안리’로 나온다.

장막골
‘동주원’ 공동묘지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골[절꼴]/사곡(寺谷)
‘대실’의 ‘즘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사
곡(寺谷)’이다. 지금은 절이 없다.

절터골(1)
‘매봉재’ 중간 지점이다. ‘절터’와 ‘골’로 분석되며, ‘절터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절터골(2)
‘노적봉’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즘말
‘대실’ 마을의 ‘새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한 가구만 살고 있다. ‘점말(店-)’의 모음 변화형
으로 ‘사기점이나 옹기점이 있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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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골산(靑龍-山)
‘새터’ 북쪽에 있는 산이다. ‘청룡골(靑龍)’과 ‘산’으로 분석된다. ‘청룡’은 ‘주산(主山)에서 뻗어나간
왼쪽 산줄기’를 가리킨다. 마을에서 보면 마을을 감싸고 있는 왼쪽 산줄기가 된다. 이 산줄기 아래
에 있는 골짜기가 ‘청룡골’이고, 이 골짜기가 있는 산이 ‘청룡골산’이다.

치마바위
‘새동네’에서 조금 올라오다가 오른쪽 개울둑에 있는 바위이다. ‘치마’를 펼쳐놓은 듯 넓은 바위를
그렇게 부른다.

탁골
‘동주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탑골’에서 제1음절의 종성 ‘ㅂ’이 ‘ㄱ’으로 교체된 어형이다. ‘탑골’
이 ‘탑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므로, ‘탁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곳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탁골산(-山)
‘동주원’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탁골’은 ‘탑골’의 변형으로 ‘탑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
짜기가 있는 산이 ‘탁골산’이다.

탑골논(塔-)
‘탑골방죽’ 밑에 있는 들이다. ‘탑골’은 ‘탑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고, 이 골짜기에 있는 논이 ‘탑골
논’이다.

통미(桶-)
‘동그락산’ 밑을 가리킨다. ‘통미(桶-)’는 본래 ‘통처럼 작고 둥근 산’을 가리킨다. ‘동그락산’에 대한
이전 명칭으로 추정된다.

홍애바위(洪涯-)/홍애암(洪涯岩)
‘대실’과 ‘소실’의 갈림길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에 ‘홍애(洪涯)’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 주변 땅이 홍 씨네 땅이었다고 한다.

구암리(鳩岩里)


본래 진천군 만승면(萬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구항리(鳩
項里), 무수리(無愁里), 중암리(中岩里) 일부를 병합하여 구항(鳩項)과 중암(中岩)의 이름을 따
서 구암리(鳩岩里)라 명명하고 만승면(萬升面)에 편입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 만승면
이 광혜원면으로 개칭되면서 광혜원면에 속하게 되었다.

갈미봉(-峰)/갓모봉(-帽峰)
‘무술’ 북서쪽에 있는 산이다. ‘갈미봉’은 ‘갈미’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갈미’는 ‘갈모(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던 고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의 변형이다. 산봉우리가 ‘갈모’처럼 끝이 뾰족
하여 ‘갈모봉’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갈미봉’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산봉우리가 ‘갈모’처
럼 뾰족한 삼각형을 하고 있다. ‘갓모봉’은 ‘갓모’와 ‘봉(峰)’으로 분석된다. ‘갓모’는 ‘갈모’와 같은 의
미의 단어이다. 따라서 ‘갓모봉’도 ‘갈모봉’과 같은 의미를 띤다. 진천군 내에 ‘갈미봉’이라는 산이 여
러 군데 있다.

감자골/빈대절골
‘병목안’에서 ‘사장골’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암자가 있어서 ‘암자골(庵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감자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경북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 소재 ‘감자골’에도 이와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곳을 ‘빈대절골’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절’이 있었던 것은 분명
하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감자골’을 ‘감자를 많이 심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빈대절
골’은 ‘빈대’가 너무 많아서 절이 망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빈대절, 빈대
절골, 빈대절터’ 등과 같이 ‘빈대’를 이용한 지명이 대단히 많다. 이들에 대해서도 빈대가 들끓어 절
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그 유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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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진던74)
‘무수’ 마을 입구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메바위
‘병목안’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바위’라 하던 것이 ‘구메바위’로 변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구멍’이 변하여 바로 ‘구메’가 된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구메’는 중세국어 ‘구무(구멍)’에 처격조사 ‘에’가 결합된 ‘구무에’가 줄어든 뒤 어휘화한 것이다. ‘구

메’가 “離別 나는 구메도 막히가”라는 고시조(古時調)의 일 구절에서 확인된다. ‘구메’는 현대국어
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다만 ‘구메밥’을 비롯하여 ‘구메구메(남모르게 틈틈이), 구메농사(작은 규모
로 짓는 농사), 구메혼인(널리 알리지 않고 하는 혼인), 구메활터(작은 규모로 꾸민 활터)’ 등과 같

은 복합 형태 속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구메’가 ‘구멍’과 같은 뜻이므로, ‘구메바위’는 ‘구멍이
뚫려 있는 바위’로 해석된다. 전국에 ‘구메바위’와 더불어 ‘구멍바위’라는 바위가 대단히 많다.

굴바위
‘굴바위골’에 있는 바위이다. ‘굴이 뚫려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굴바위골/굴바골
‘천장날’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굴바위’는 ‘굴이 뚫려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
짜기가 ‘굴바위골’이다. ‘굴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 ‘굴바골’이다. ‘굴바골’은 ‘속굴바골, 갓
굴바골, 큰굴바골’로 나뉜다.

까치봉(-峰)
‘비들목’ 동북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전국에 ‘까치봉’이나 ‘까치산’이라는 산이 적지 않다. 대체로
‘까치가 유난히 많은 산’, ‘까치 형상의 산’ 등으로 해석한다. 간혹 ‘매우 작은 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매우 작은 산’으로 해석되는 ‘까치봉’은 ‘아치봉’에서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치’는 ‘앛-[小,
少]’과 관련된 어형으로 ‘작음’을 지시한다. 이곳 ‘까치봉’도 뒤에 있는 큰 산에 비하면 작은 봉우리
에 불과하다.

느진갈매기
‘무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말머리골’ 오른쪽이 된다. ‘느진’은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늘어진’,
74)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1997:273)에는 ‘뱀진던’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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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밋한’이라는 의미를 띤다. ‘느진목, 느진재’ 등에 보이는 ‘느진’과 같다. ‘갈매기’의 어원은 분명하
지 않다. ‘느진매기’에서 ‘매기’가 유추에 의해 ‘갈매기’로 변하여 ‘느진갈매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한
다. ‘느진매기’는 ‘느진목’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느진모기’의 변화형이다. ‘느진목’은 ‘늘어져 밋밋
한 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느진매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당고개(堂-)[당꼬개]/당현(堂峴)
‘구암’에서 실원리 ‘대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당(堂)’은 ‘서낭당’을 가리켜 ‘서낭당이 있던 고개’로
해석된다. 김유신 장군 시대에 지신(地神)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보고 있다. ‘당고개’의 ‘고개’를
한자로 바꾼 지명이 ‘당현(堂峴)’이다.

대박골
‘안성재’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대바위골’ 또는 ‘대밭골’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대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하여 ‘대바골’이 된 뒤에 ‘ㄱ’이 첨가되거나 이것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뒤
에 자음 동화되어 ‘대박골’이 될 수 있다. 물론 ‘대밭골’이 ‘대밧골’을 거쳐 ‘대박골’이 될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대박골’은 ‘큰 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대박골’은 ‘대나무 밭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대박골’이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대나무 밭이 있는 골짜
기’로 해석한다.

덕성산(德聖(成)山)
안성시 죽산면과 진천군 광혜원면 경계에 위치한 높이 506m의 금북정맥 능선상에 있는 산이다.
‘비들목’ 뒤에 있다. 산 정상에서 ‘기왓장’, ‘토용’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토용’을 주워
집으로 가져오면 부정을 탄다고 어른들이 크게 꾸중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산을 경계로
신라와 백제가 대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산 아래인 ‘무술’과 ‘비들목’에 신라군이 주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둔벙골
‘무술’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둔벙’은 ‘둠벙(웅덩이)’의 방언형이다. ‘둔벙논, 둔벙배미, 둔범섬’
등에서도 ‘둔벙’이 확인된다. 따라서 ‘둔벙골’은 ‘둠벙골’과 같이 ‘둠벙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등그럭산(-山)
‘무술’ 북쪽에 있는 산이다. ‘등그럭’과 ‘산(山)’으로 분석된다. ‘등그럭’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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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줄기를 잘라 낸 나무의 밑동)’의 방언형일 수도 있고, 형용사 ‘둥글-’과 관련된 어형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등걸이 많은 산’으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둥그스름한 산’으로 해석된다. 후자일 가
능성이 더 높다.

말골[말꼴]
‘무술’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말’의 형국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말’은 ‘大’를 뜻하여 ‘말골’은 ‘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말머리골
‘산제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말머리’와 ‘골’로 분석되며, ‘지형이 말의 머리를 닮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말머리’는 ‘말머리골’을 비롯하여 ‘말머리덤, 말머리들, 말머리등, 말머리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후행 요소가 생략된 ‘말머리’만으로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

멍에골
‘비들목’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나무’를
가리킨다. ‘멍에’처럼 가운데가 굽은 형상의 골짜기가 ‘멍에골’이다. ‘멍에’는 ‘멍에논, 멍에미, 멍에방
죽, 멍에배미’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모래고개
‘병무관’에서 남서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사냥할 때 짐승을 몰던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하나 믿을 수 없다. ‘모래’를 ‘沙’의 뜻으로 보면, ‘모래가 많은 고개’로 해석된다. 전국에 ‘모래고개’
라는 고개가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술/무수(無愁)
‘병무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80여 호가 살던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조선 연산군 때
조정의 선비가 사화(士禍)를 피하여 이곳에 와서 아무 걱정 없이 지냈다고 하여 ‘무수(無愁)’라 명
명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75) ‘무술’이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무수’는 ‘무술’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무술’에 대해서는 김유신 장군이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이 또한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전국에 ‘무술’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을 이름이 몇 군데

75)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無愁里’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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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데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가술, 여술’ 등에 보이는 ‘술’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山’의
뜻일 가능성도 있다.

무위산(無爲山)/무술산(-山)/무수산(無愁山)/요순산(堯舜山)
구암리와 경기도 안성시 경계에 있는 산이다. 속세의 번민을 잊는다고 하여 ‘무수산(無愁山)’이라
한 것이며, 산속에 있으면 옛날 중국의 요순시절 같이 편하다고 하여 ‘요순산(堯舜山)’이라 한 것으
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신빙성이 없다. ‘무수산’이나 ‘무위산’은 ‘무술산’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수산’은 ‘무술산’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 보인다. ‘무술산’
의 ‘술’은 ‘山’을 뜻하는 단어일 수 있어, ‘무술산’은 ‘山’을 뜻하는 두 요소가 중첩된 어형일 가능성이
있다.

무터
‘무술’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터’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이다. ‘물터’는 ‘물이 많이 나오는 터’라
는 뜻이다. 아울러 ‘무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무티고개/무티재/안성재(安城-)/옥정이고개
‘무술’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무티’가 고개 이름인 것이 분명하나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근무치(小武峙)’로 나온다. ‘무치’는

‘무티’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무티’에 ‘티’와 의미가 같은 ‘고개’와 ‘재’를 덧붙인 어형이 ‘무티고개’와
‘무티재’이다.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로 넘어가는 고개여서 ‘안성재’ 또는 ‘옥정이고개’라고도 한다.

바른골/바릉골/바랑골
‘갈미봉’ 동쪽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비들목’의 ‘홍두개골’ 오른쪽에 있다. ‘바른골’의 ‘바른’은 ‘바르
-[直]’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바른골’은 ‘지형이 곧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짜기가 곧게 뻗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골짜기도 똑바른 형상을 하고 있다. 전국에 ‘바른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바른골’의 자음 동화 형태가 ‘바릉골’이다. 그리고 ‘바릉골’에서 제2음절의 모음 ‘ㅡ’가
제1음절의 모음 ‘ㅏ’에 이끌려 변한 어형이 ‘바랑골’이다. 그러므로 ‘바랑골’도 ‘곧고 바른 골짜기’로
해석된다. 지형이 중의 ‘바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또 지역
에 따라서는 ‘바람이 센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나 이 또한 믿을 수 없다.

벌자리[벌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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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관’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들이다. ‘벌’은 ‘벌판’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벌자리’는
‘벌판 자리’로 해석된다. 전국에 ‘벌자리’라는 들이 여러 군데 존재한다.

벼락바위
‘구메박골’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큰 바위가 벼락을 맞아 갈라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
명한다. 그러나 ‘벼락’은 ‘벼랑’의 방언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벼락바위’는 ‘벼랑으로 이루어
진 바위’로 해석된다.

벼락박골
‘벼락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벼락바골’에 ‘ㄱ’이 첨가된 형태이거나 이것에 ‘ㅅ’이 개재된 ‘벼락밧
골’이 자음 동화된 형태이다. ‘벼락바골’은 ‘벼락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벼락바위’는
‘벼랑으로 이루어진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벼락바위골’이다. 아울러 ‘벼락박
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병무관(兵武館)/병목안
‘무술’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병무관’에 대해 화랑이 훈련하던 연무대와 무기를 보관하던 병기고가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병무관’은 ‘병
목안’의 변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병목골’이 ‘병무골’로 나타나듯, ‘병목안’도 ‘병무관’으로 나타
날 수 있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도 ‘병목안’으로 나오고, ‘中岩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
응되어 있다. ‘병목안’은 ‘병의 목같이 생긴 안쪽’을 지시한다. 전국에 ‘병목안’이라는 골짜기 또는 마
을이 대단히 많다. 이곳 ‘병목안’도 병목처럼 생긴 초입을 지나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보성골
‘사장골’ 아래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보성’과 ‘골’로 분석되나 ‘보성’의 유래는 알 수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보성골’의 ‘보성’을 ‘큰 소나무’를 뜻하는 ‘보송’으로 보고 있다.

비들목/구항(鳩項)/구항리(鳩項里)
‘병무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비들’을 ‘비둘기’로 보아 예전에 비둘기를 통신전령으로 훈련시키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비둘기가 많은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비둘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 지형이 비둘기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 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비들메’를 ‘비스듬히 뻗친 산등성이’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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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들목재, 비들티고개’를 ‘비탈진 고개’로 해석하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비들’이 ‘비탈진 곳’
을 지시하는 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비들’은 중세국어 ‘빗-’과 관련된 어형이 된다. 이에
따르면 ‘비들목’을 ‘비탈이 심하게 진 목’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곳 ‘비들목’은 비탈이 심하게 져 다
니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이 산을 ‘무술산’과 비교하여 ‘그악스럽다(보기에 사납고 모진 데가 있다)’
라고까지 표현한다. ‘비들목’의 ‘비들’을 ‘비둘기’로 보고 한자화한 지명이 ‘구항(鳩項)’이다. <朝鮮地
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비둘목리’로 나오고, ‘鳩項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뽈대봉(-峰)
‘무술’ 서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뽈대(pole-)’는 ‘측량 푯대’를 가리킨다. ‘푯대가 세워져 있던 봉우리’
가 ‘뽈대봉’이다. ‘뽈대산’과 의미가 같다.

사기막고개(砂器幕-)/사그막고개(砂-幕-)
‘무술’에서 안성시 금광면 ‘사기막’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砂器幕’은 ‘사기를 굽던 막’이라는 뜻이
다. ‘사기막’이 있던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사기막’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가 ‘사기막고개’이다. ‘사기막고개’를 ‘사그막고개’로 발음하기도 한다.

사기점(砂器店)/사그점(砂-店)
‘갓모봉’ 동쪽 밑이다. ‘사기를 구어 팔던 곳’이라는 뜻이다. 예전에 이곳에서 사기를 구웠다고 한다.
지금도 사기 조각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사당골(祠堂-)
‘무술’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당(祠堂)’과 ‘골’로 분석되며, ‘사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사장골
‘병무관’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네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외져 위험한 곳이라 하여 이주시켰
다고 한다. ‘사장’을 ‘射場’으로 보아 신라 화랑들이 활을 쏘고 훈련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전국에 ‘사장골’이라는 골짜기가 적지 않은데, ‘활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로는 ‘사장나무(당산나무, 마을 앞 둥구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
다. 아니면 ‘사장’을 ‘沙場’으로 보아 ‘모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의 ‘사장골’에는 ‘沙場谷’이 대응되어 있다.

654

산제당골(山祭堂-)/산지당골(山-堂-)
‘바른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산제당(山祭堂)’과 ‘골’로 분석되며,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로
해석된다. ‘산지당골’은 ‘산제당골’에서 변형된 것이므로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삼바골/삼박골
‘벼락박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삼바골’이 적지 않다. 대체로 ‘삼밭[麻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삼바골’은 ‘삼밭골’에서 ‘ㅌ’이 탈락한 어형이 된다. 그리고 ‘삼
밭골’은 ‘삼밧골’을 거쳐 ‘삼박골’이 될 수 있다. 한편 ‘삼바골’은 ‘삼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일
수도 있다. ‘삼바위’는 ‘세 개의 바위’라는 뜻이다. 이 세 개의 바위가 있는 골짜기가 ‘삼바위골’, 곧
‘삼바골’이다. ‘삼바골’에 ‘ㄱ’이 첨가되거나 ‘ㅅ’이 개재된 뒤 자음 동화하면 ‘삼박골’이 된다.

쇠파래골
‘굴바위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전국에 ‘쇠파래골’은 보이지
않고, 이와 어형이 유사한 ‘쇠파니골’이 몇 개 존재한다. ‘쇠파니골’에 대해서는 대체로 ‘쇠를 캐던
곳’으로 설명한다. 이는 ‘쇠파니’를 ‘쇠판’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으로 간주하고 내린 해석일
것이다. 전국에 ‘쇠판이’라는 지명도 다수 나온다. ‘쇠파래골’의 ‘쇠파래’를 ‘쇠파니’와 관련하여 이해
하면, ‘쇠를 다루던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무술’에서 예전에 병장기를 만들
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다. 한편 ‘파래골’을 별개의 지명으로 보면 그 유래는 전혀 달라진다. 전
국에 ‘파래골’이 몇 군데 확인되는데, ‘파래’를 녹조류의 ‘파래’ 또는 ‘용두레’를 뜻하는 ‘파래’로 보고
‘파래가 많은 골짜기’ 또는 ‘용두레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파래골’은 아마도 ‘파라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고, ‘파라골’은 ‘팔골’에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팔골/파라골/파래골’의 관계는 ‘달골/다라골/다래골’, ‘살골/사라
골/사래골’ 등의 관계와 같다. ‘팔’은 ‘팔골’을 비롯하여 ‘팔고개, 팔곡, 팔매, 팔못, 팔미, 팔밭, 팔산,
팔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에 쓰인 ‘팔’은 두 가지 관점에
서 이해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명사로 보아 ‘거친 산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른 하나
는 동사 어간으로 보아 ‘불을 질러 개간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전자로 보면 ‘팔골’은 ‘거
친 산야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팔골’은 ‘불을 질러 개간한 골짜기’로 해석된다.
‘팔골’을 어떤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 ‘파라골’이나 ‘파래골’의 의미도 결정될 수 있다. 실제 ‘파래골’
은 깊고 거친 산 속에 있으며,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던 곳이다.

수영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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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목’에서 동쪽으로 500m 거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수영’과 ‘골’로 분석되나, 그 유래를 알 수 없
다. 전국에 ‘수영골’이라는 골짜기가 몇 군데 존재한다. 간혹 ‘수정골’에서 변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목욕을 하던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쏠고개/사현(射峴)
‘무술’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쏠’을 ‘쏘-[射]’의 관형사형으로 보고, ‘활을 쏘던 고개’로 해석한다. 활
쏘기 연습을 하기에 알맞은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사현(射峴)’이라는 한
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러나 ‘쏠고개’는 본래 ‘솔고개’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해석에 무리가
있다. 전국에 ‘솔고개’라는 고개가 수없이 많다. 대체로 ‘솔’을 ‘松’의 뜻으로 보아 ‘소나무가 무성한
고개’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松峴’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솔-’을 ‘狹’
의 뜻으로 보아 ‘좁은 고개’로 인식하기도 하다. 만약 ‘쏠고개’가 ‘솔고개’의 변형이라면 이 또한 ‘소
나무가 무성한 고개’ 또는 ‘좁은 고개’로 해석할 수 있다.

쑥밭골
‘쇠파래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쑥밭’과 ‘골’로 분석되며, ‘쑥밭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쑥’이 많은 나는 지역이다.

아랫벌자리
‘무술’ 아래쪽에 있는 들이다. ‘웃벌자리’와 짝을 이룬다.

안성재
‘삼바골’ 오른쪽에서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앞산(-山)
‘무술’ 남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 앞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다.

어댕이(魚-)
‘보성골’ 왼쪽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당이’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로 추정된다. ‘어당이’는
‘어당(魚塘)’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우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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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서쪽, ‘갈미봉’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랑골’ 아래가 된다. ‘우터’는 ‘위터’의 변형으로 ‘위쪽
에 있는 집터’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위터골’, 곧 ‘우터골’이다. 벼슬하던 어떤 사람이
피란 와서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한다.

웃벌자리
‘아랫벌자리’ 서쪽 위에 있는 들이다. ‘벌자리’에서 300m 올라간 자리이다. ‘아랫벌자리’와 짝을 이룬다.

위토골[위토꼴]
‘비들목’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위토’는 ‘위터’의 변형으로 ‘위쪽에 있는 집터’라는 뜻이다. 이 터
가 있는 골짜기가 ‘위토골’이다.

장군봉(將軍峰)
‘굴바위골’ 위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전국에 ‘장군봉(將軍峰)’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으며, 이에 따
라 그 유래 설도 다양하다. ‘장군처럼 크고 위용이 넘쳐나는 산’,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의 명당이
있는 산’, ‘어느 장군이 살았던 산’, ‘장군이 태어난 산’ 등으로 해석하는데, 아마도 장군처럼 크고
위용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장군바위, 장군들’ 등의 지명에서 보듯 ‘장군’이 ‘大’의
의미를 지시하여 ‘장군봉’도 ‘크고 우람한 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피골
‘비들목’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바른골’로 올라가다 오른쪽에 있다. ‘재피’는 ‘재피나무(운향과의
낙엽 활엽 관목. ‘초피나무’라고도 함)’를 가리킨다. ‘재피드미, 재피등, 재피밭’ 등에서 보이는 ‘재피’
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재피골’은 ‘재피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국에 ‘재피골’이
라는 골짜기가 많은데, 대체로 이와 같이 그 유래를 설명한다.

절골[절꼴]
‘비들목’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현재 절은 없다.

조상골
‘무술’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사당골’ 북쪽이 된다. ‘조상’과 ‘골’로 분석되나 그 유래가 분명하
지 않다. 전국에 ‘조상골’이라는 골짜기가 더러 있는데, ‘조상’을 ‘祖上’으로 보아 ‘조상의 묘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상’을 한자 ‘霜’으로 보아 ‘지대가 높아 서리가 일찍 내리는 골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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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조상골’은 ‘조산골’의 자음 동화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조산’은 ‘祖山(풍수
지리에서, 혈(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용의 봉우리)’이거나 ‘造山(인공적으로 쌓아 만든 산)’일 가능
성이 있다. 이 ‘조산’에 있는 골짜기가 ‘조산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조상골’이 될 수 있다.

진날장등/진날고개
‘무술’ 마을 뒤에 있는 큰 산이다. ‘진날’과 ‘장등’으로 분석된다. ‘진날’은 ‘긴날’의 구개음화 어형으로
‘길게 뻗은 산등성이’를 가리키고, ‘장등’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로 보면 ‘진날장등’은 ‘진날’
에 그것과 의미가 같은 ‘장등’이 잉여적으로 덧붙은 어형이 된다. ‘진날고개’는 ‘긴 산마루에 있는 고
개’라는 뜻이다. 이 고개를 통해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기막’으로 넘어간다. ‘진날’이 있는 산이나
‘진날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천장날
‘무술’ 서쪽, ‘느진갈매기’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천장’과 ‘날’로 분석된다. ‘천장’은 ‘천장골, 천장
논, 천장배미, 천장보’ 등에 보이는 ‘천장’과 같이 ‘天障’으로 추정된다. ‘천장논’이나 ‘천장배미’를 ‘천
장처럼 높은 곳에 있는 논’으로 해석하는 지역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천장날’은 ‘천장처럼 높은 지
대에 있는 산등성이’로 해석된다..

토끼골
‘바른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토끼’와 ‘골’로 분석되며, ‘산토끼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평탁산(-山)
‘무술’ 서쪽에 있는 산이다. ‘허적’의 산소가 있다. ‘평탁’은 지명 ‘평택(平澤)’의 변화형이 아닌가 한다.

홍두개골/홍대골
‘바른골’ 위로 올라가다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홍대골’은 ‘홍두개골’의 준말로 추정된다. ‘홍두
개골’은 ‘홍두깨골’과 같이 ‘홍두깨처럼 길게 뻗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홍대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화랑장터(花郞場-)
‘병목안’ 동쪽 지역이다. 지금은 수몰되어 볼 수 없다. 장(場)이 제법 커서 과거보러 가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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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개목골
‘감자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황개목’과 ‘골’로 분석된다. ‘황개목’은 다시 ‘황개’와 ‘목’으로 분석
된다. ‘황개골, 황개논, 황개들’ 등 ‘황개’를 포함하는 지명에서는 ‘황개’를 ‘황가’로 보아 ‘황 씨’가 소
유한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황’을 ‘黃’으로 보아 토질이 붉은 색이어서 붙여
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황개’는 혹시 ‘한개’의 변형이 아닌가 한다. ‘한개’가
‘항개’를 거쳐 ‘황개’가 될 수 있다. ‘한개’는 ‘큰 개울’이라는 뜻이므로, ‘황개’가 ‘한개’에서 온 것이라
면 이 또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황개’라는 개울 근처에 있는 길목이 ‘항개목’이고, 그 목 아래에
있는 골짜기가 ‘황개목골’이다.

회죽리(會竹里)


본래 진천군 만승면(萬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이목리(梨
木里), 죽동(竹洞), 회안리(會安里), 중암리(中岩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회안(會安)과 죽동
(竹洞)의 이름을 따서 회죽리(會竹里)라 명명하고 만승면(萬升面)에 편입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개칭되면서 광혜원면에 속하게 되었다.

가래골
‘회안이’의 ‘매봉재’로 올라가는 중턱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래’처럼 길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가래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가래’를 ‘가
래나무’로 보아 ‘가래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래’를 농기구의 하나인 ‘흙을 파헤
치거나 떠서 던지는 기구’로 보아 ‘가래처럼 생긴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자와 같이 해석하
는 지역에서는 ‘추곡(楸谷)’이나 ‘추동(楸洞)’과 같은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한편 ‘가래골’은 ‘가라골’
에 ‘ㅣ’가 첨가된 어형일 수도 있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가라골’은 ‘가르골, 갈골’과
같이 ‘갈라져 나온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할 수 있다. ‘가래골’이 ‘가라골’에서 온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가래’는 ‘가래골’을 비롯하여 ‘가래기, 가래내, 가래논, 가래들, 가래목,
가래바우, 가래배미, 가래봉, 가래실, 가래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굴바위골(窟-)/굴바골
‘무이봉’의 ‘회안반석’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굴바위’는 ‘굴이 뚫려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
위가 있는 골짜기가 ‘굴바위골’이다. ‘굴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 ‘굴바골’이다.

댓골/죽동(竹洞)
‘회안이’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대’는 ‘竹’의 뜻이어서, ‘댓골’은 ‘대나무가 흔한 마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한 한자 지명이 ‘죽동(竹洞)’이다. 그런데 이 마을에 현재 대나무는 없다고 한다. 일설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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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붓 장사’가 살아서 붓을 만들기 위해 늘 대나무를 쌓아 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
하기도 하고, ‘활’을 비롯한 대나무를 이용한 병장기를 만들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
도 한다.

돌산(-山)
‘동막골’에 있는 산이다.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뜻이다.

동막골
‘회안이’ 정북 방향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동막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으며, 그에 따른 유
래 설도 다양하다. ‘동막’을 ‘동막이(둑을 막아 저수하던 곳)’, ‘洞幕’, ‘동쪽 막’ 등으로 보아 ‘논에 물
을 대기 위해 둑을 막아 저수하는 동막이가 있던 골짜기’, ‘마을 입구나 요지에 동막을 두었던 골짜
기’, ‘동쪽 막이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또한 ‘동’을 한자 ‘東’, ‘막’을 동사 어간 ‘막-[塞]’으로
보아 ‘동쪽이 막힌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동막골’을 ‘독막골’의 자음 동화 형태로 보아 ‘독을
굽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동막골’의 유래가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洞幕을 두었던 골짜기’가 아닌가 한다. ‘초막골(草幕-), 산막골(山幕-), 사기막
골(沙器幕-)’ 등의 지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때밭골
‘물마른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때밭과
’ ‘골’로 분석된다. ‘때밭은
’ ‘대밭’의 변형으로 ‘대나무 밭이
’
라는 뜻이다. 예전 이곳에 ‘조릿대’가 많았다고 한다. 대나무 밭이 있는 골짜기가 ‘대밭골’이며, 이
것이 변하여 ‘때밭골’이 된 것이다. 전국에 ‘대밭골’이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죽전(竹田), 죽전곡
(竹田谷), 죽전동(竹田洞)’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한편 ‘때밭’은 ‘띠밭’과 관련된 어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때밭골’은 ‘띠(볏과의 여러해살이풀)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매봉재(-峰-)
‘회안이’ 서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다. ‘무이봉’ 능선 너머가 된다. ‘매봉’은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산
이름이다. ‘매’를 ‘鷹’의 뜻으로 보아 ‘매처럼 생긴 산’, ‘매가 앉아 있는 모양의 산’, ‘매를 놓아 사냥
하던 산’ 등으로 해석하거나, ‘매’를 한자 ‘梅’로 보아 ‘매화나무가 있는 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매’
를 ‘鷹’의 뜻으로 보는 지역에서는 ‘응봉(鷹峰)’이라는 한자 지명을 아울러 쓴다. 한편 ‘매’를 ‘山’을
뜻하는 일반 명사 ‘뫼’의 이형태로 보고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산이어서 그저 ‘매’라고 했다가 ‘산봉우
리’임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 이것에 한자 ‘봉(峰)’을 덧붙여 ‘매봉’이라 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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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매봉’은 결국 ‘산’을 뜻하는 두 요소가 중첩된 어형이 된다. ‘매봉’에 ‘봉(峰)’과 의미가
같은 ‘산(山)’을 덧붙여 ‘매봉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재’는 ‘고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매봉재’는
‘매봉이라는 산에 있는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무디치/무이산(無夷山)/무이봉(無夷峰)
‘배나무골’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산이 험하고 골이 깊어 사람이 잘 다닐 수 없다고 한다.

물마른골
‘회안이’에서 서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물이 마른 골짜기’라는 뜻이다. 물이 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배나무골/이목동(梨木洞)
‘댓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여섯 집이 살고 있다. ‘배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전
에 배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보습고지(들)
‘서운봉(순봉)’ 남쪽 방향에 있는 논 구레이다. ‘보습’은 ‘땅을 갈아 흙덩이를 일으키는 데 쓰는 농기
구’를 가리킨다. 삽 모양의 쇳조각으로 쟁기나 극젱이의 술바닥에 맞추어 끼운다. ‘보습’은 ‘보습고
지’를 비롯하여 ‘보습골, 보습들, 보습배미’ 등에서도 확인된다. ‘고지’는 ‘곶(串)’에 접미사 ‘-이’가 결
합된 어형이다. 이렇게 보면 ‘보습고지’는 ‘삼각형 모양의 길게 뻗은 땅’으로 해석된다. 이곳에 형성
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보십고지들’
로 나온다.

보습고지고개
‘회안이’ 마을에서 ‘보습고지들’로 가던 고개이다. 지금은 고개를 볼 수 없다.

불당재(佛堂-)
‘회안이’ 서쪽에 있는 산이다. ‘불당(佛堂)’과 ‘재’로 분석되며, ‘불당이 있던 고개’로 해석된다. 이 고
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김유신 장군이 말을 달린 터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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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절이고개
‘회안이’ 남쪽에서 ‘죽현’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운봉(瑞雲峰)/순봉(-峰)
‘회안이’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현재 유원건설이 자리하고 있다. ‘순봉’은 ‘서운봉’이 줄어든 어형이다.

선바위골/선박골
‘회안반석’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선바위’는 ‘우뚝 서 있는 바위’라는 뜻이다. 이 바위가 있는 골
짜기가 ‘선바위골’이다. ‘선박골’은 ‘선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선바골’에 ‘ㄱ’이 첨가되거나 ‘선바
골’에 ‘ㅅ’이 개재된 ‘선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수양사(首陽祠)
해주 오씨 선조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해 1988년에 중건한 사우(祠宇)이다. ‘회안이’ 마을 뒤쪽에 있다.

숲거리들
‘회안이’ 앞에 있는 들이다 ‘숲거리’와 ‘들’로 분석된다. ‘숲거리’는 ‘숲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예전
에 ‘버드나무’와 ‘오소리나무’ 숲이 있었다고 하며, 이곳을 ‘도깨비숲’으로 불렀다고도 한다. 이 거리
주변에 조성된 들이 ‘숲거리들’이다.

어름바위
‘매봉재’에 있는 바위이다. ‘얼음처럼 하얀 바위’라는 뜻이다. 하얀 차돌이 집채만 한데, 어름덩이 모
양을 하고 있다.

얹힌바위
‘매봉재’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더미가 얹혀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왕재(王-)/왕재고개(王-)
‘회안이’에서 ‘배나무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왕’이 넘어 다닌 고개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
나 믿을 수 없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왕(王)’은 ‘大’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왕재’는 ‘크고 높은 고개’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곳의 ‘왕재’는 높지 않다. ‘왕재고개’는 ‘재’
와 의미가 같은 ‘고개’를 덧붙인 어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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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저수지(梨萬貯水池)/무수제(無愁堤)
‘댓골’ 서북쪽에 있는 못이다. 1923년 정부 보조로 만들어졌다. ‘무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 두
는 곳이라 하여 ‘무수제(無愁堤)’라고도 한다.

절터
‘물마른골’에 있는 터이다.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다. 주변에 ‘조릿대’가 많았다고 한다.

풀무간들
‘회안이’ 북쪽에 있는 들이다. 옛날 이곳에 ‘풀뭇간’, 곧 ‘대장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회안반석(會安盤石)
‘회안이’ 서쪽 ‘무이봉(無夷峰)’ 기슭 계곡에 있는 바위이다. ‘회안에 있는 넓은 돌’이라는 뜻이다. 한
학자들이 이 바위에 올라 한가롭게 강론도 하고 한시도 읊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회
안반석’은 ‘회안’에 있는 돌일 뿐이다. 경치가 빼어나 진천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회안이(會安-)/회안리(會安里)
‘댓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회안이’는 ‘회안리’에서 변형된 어형일 가능성이 있다. ‘회안’은 ‘會安’
으로 쓰고 있다.

죽현리(竹峴里)


본래 진천군 만승면(萬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필현리(筆
峴里), 만죽리(晩竹里), 성주동(聖住洞)과 구암리(九岩里), 회안리(會安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만죽(晩竹)과 필현(筆峴)의 이름을 따서 죽현리(竹峴里)라 명명하고 만승면(萬升面)에 편입하였
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개칭되면서 광혜원면에 속하게 되었다.

가마골
‘절터골’ 가기 전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큰 음료수 공장이 들어서 있다.

거북바위
‘거북산’ 위에 있는 바위이다.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라는 뜻이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군 이여
송이 조선의 천기(天氣)를 보니 조선의 중심지에 거북이 한 쌍이 명나라를 노려보고 있어 자기 나
라에 변란이 잦다고 보아 이곳에 있는 거북이의 목을 치고 앉아 있는 방향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려놓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거북산(-山)/구암산(龜岩山)
‘절터골’ 서북쪽, ‘만디’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의 꼭대기에 거북 형상의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龜岩山’은 ‘거북바위산’을 한자화한 지명이다.

곰말
‘만디’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고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곰[熊]’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전국에 ‘곰말’이라는 마을 이름이 적지 않으나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지명의 선행 요소 ‘곰’이 ‘大’를 뜻한다는 점에서 ‘곰말’은 ‘큰 마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곳 ‘곰말’에는 몇 집만 살고 있었다고 하며, 마을 터도 넓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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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되면서 지금은 골짜기 이름으로 쓰인다.

굴박골
‘윗만디(윗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월면 신계리의 ‘고갯새울’로 넘어간다. ‘늑대, 너구리, 오
소리’ 등의 굴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굴바골’에 ‘ㄱ’이 첨가된 어형이거나 ‘굴바골’에
‘ㅅ’이 개재된 ‘굴밧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다. ‘굴바골’은 ‘굴바위골’에서 ‘위’가 탈락한 어형이다. ‘굴
바위골’은 ‘굴바위’, 곧 ‘굴이 뚫려 있는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아울러 ‘굴바골’이나 ‘굴밧
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기와집말
‘온수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기와집’과 ‘말’로 분석되며, ‘기와집이 있던 마을’로 해석된다. 회
동 정씨의 열두 대문 큰 기와집이 있었다고 한다.

노당골
‘성재’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노당골’과 ‘너드랑골’이 함께 쓰이
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노당골’이 ‘너드랑골’에서 변형된 어형이 아닌가 추정된다. ‘너드랑골’에
대해서는 ‘너덜겅(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만약 ‘노당골’이 ‘너드랑골’에서 변형된 것이라면 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능안(陵-)
‘거북산’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 산소 안쪽에 있는 골짜기’를 후행 요소 ‘골’을 생략한 채 그
렇게 부른다.

덕먹거리
‘절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유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혹시 ‘덕목골’에서 변형된 어형이
아닌가 추정된다. ‘덕목골’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덕목고리’가 되고, 이어서 모음이 변하여 ‘덕
먹거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덕목골’은 ‘덕목’과 ‘골’로 분석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덕’은
‘大, 高’의 뜻을 지녀, ‘덕목’은 ‘크고 높은 목’으로 해석된다. 이 목 밑에 있는 골짜기가 ‘덕목골’, 곧
‘덕목거리’라고 볼 수 있다.

동막골/동박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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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만디’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국에 ‘동막골’이라는 지명이 대단히 많으
며, 그에 따른 유래 설도 다양하다. ‘동막’을 ‘동막이(둑을 막아 저수하던 곳)’, ‘洞幕’, ‘동쪽 막’ 등으
로 보아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둑을 막아 저수하는 동막이가 있는 골짜기’, ‘마을 입구나 요지에 동
막을 두었던 골짜기’, ‘동쪽 막이 있던 골짜기’ 등으로 해석한다. 또한 ‘동’을 한자 ‘東’, ‘막’을 동사
어간 ‘막-[塞]’으로 보아 ‘동쪽이 막힌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동막골’을 ‘독막골’의 자음 동화 형
태로 보아 ‘독을 굽던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동막골’의 유래가 분명히 밝혀진 것
은 아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洞幕을 두었던 골짜기’가 아닌가 한다. ‘초막골(草幕-), 산막골
(山幕-), 사기막골(沙器幕-)’ 등의 지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박골’은 ‘동막골’에서 ‘ㅁ’이 ‘ㅂ’으로
교체된 어형이다. 경남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에서도 ‘동막골’과 함께 그 변화형인 ‘동박골’이 함께
쓰이고 있다.

동상골
‘어시락골’ 가기 전에 있는 첫 번째 골짜기이다.

동터골(東-)/등터골/등테골
‘양만’ 뒤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소의 등처럼 생겨 ‘등터골’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동터골’이
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등터골’은 ‘동터골(東-)’의 변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동터’는
‘동쪽에 있는 터’라는 뜻이다. 이 터가 있는 골짜기가 ‘동터골’이다. 그리고 ‘등터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등테골’이다.

두들기
‘온수동’ 앞에 있는 들이다. 땅이 질어 신발에 흙이 붙기에 자주 두들겨 떨어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두들’은 ‘둔덕’의 방언형으로 중세국
어 ‘두듥’으로 소급한다. ‘두들’은 ‘두들기’를 비롯하여 ‘두들들, 두들마, 두들못, 두들밭, 두들배기, 두
들보, 두들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기’는 지명의 후행 요소로
서 주로 들을 지시한다. 따라서 ‘두들기’는 ‘둔덕으로 이루어진 들’ 또는 ‘둔덕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뒷골
‘만디’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곰말’ 오른쪽이 된다.

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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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디’ 남쪽에 있는 밭이다. ‘떼골’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다. ‘떼골’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부
분의 지역에서 ‘떼’를 ‘잔디’ 또는 ‘띠(볏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보아 ‘잔디가 많은 골짜기’나 ‘띠가 많
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한편 ‘때골’은 ‘대골’의 변형일 수도 있다. 전국에 ‘대골’이라는 골짜기가 아
주 많다. ‘대’는 한자 ‘大’일 가능성도 있고, ‘竹’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로 보면 ‘대골’은 ‘큰
골짜기’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대골’은 ‘대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된다. 전자로 보는 지역에
서는 ‘대곡(大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후자로 보는 지역에서는 ‘죽곡(竹谷)’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
께 쓰고 있다. 진천군에는 ‘때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마금골/막은골
‘성재’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마금’은 ‘막음’이다. 그러므로 ‘마금골’은 ‘막은 듯한 골짜기’ 또는
‘막힌 골짜기’로 해석된다. ‘막은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마금골’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만디/만죽리(晩竹里)/만승리(萬升里)
죽현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옛날 흉년이 든 어느 해에 큰 부잣집(영의정 ‘허적’의 집)에서 쌀을
만 되(萬升)나 내놓아 주민을 구휼했다고 하여 ‘만되’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만디’가 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 마을 이름을 따서 ‘萬升面’이라는 면 이름을 만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朝鮮地誌
資料>(1914년 이전)에 ‘만’로 나오며, ‘晩竹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그렇다면 ‘만’가
변하여 ‘만디’가 된 것이고, ‘’는 ‘竹’의 뜻일 가능성이 있다. ‘만디’ 마을은 ‘양만’과 ‘음만’으로 나뉜다.

만승면터(萬升面-)
‘만디’에 있는 옛 만승면의 터이다. ‘만디’에 면 소재지가 있다가 ‘광혜원’으로 옮겼다.

모래골
‘절터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모래’를 ‘沙’의 뜻으로 보아 ‘모래가 많은 골짜기’로 해석한다.
한편 ‘모래골’을 ‘몰골’에 속격의 ‘애’가 개재된 어형이거나 ‘몰골’에 속격의 ‘아’가 개재된 ‘모라골’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본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몰골’은 ‘산에 있는 골짜기’ 또는 ‘높은 골
짜기’로 해석된다. 만약 ‘모래골’이 ‘몰골’로 소급한다면 ‘모래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못골
‘굴박골’ 밑에 있던 골짜기이다. ‘연못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실제 이곳 골짜기에 연못이 있었
다고 한다. 지금은 논밭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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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태골
‘승지골’에서 동쪽으로 내려온 골짜기이다. ‘무터골’이 ‘무테골’을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무터골’은
‘물터골’에서 ‘ㅌ’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물터’는 ‘약물이 나는 곳(약물터, 약수터)’ 또는 ‘물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물터’가 있는 골짜기가 ‘물터골’이고, 이것이 변하여 ‘무테골’이 된 것이다.
한편 ‘무태골’은 ‘미테골’의 변형일 수도 있다. ‘미테골’은 ‘밑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특정 골짜
기의 밑에 있는 골짜기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

바들이
‘만디’ 앞에 있는 들이다. ‘밭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밭들이’에서 ‘ㅌ’이 탈락한 어형이 아닌가
한다. ‘밭들’은 ‘밭이 많은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전국에 ‘밭들’이라는 들이 대단히 많다. 아울러 ‘바
들’이나 ‘바들이’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이곳 들은 대단히 넓다. 들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바리봉(-峰)76)
‘뱀고개’ 서북쪽에 있는 산이다. 산이 오야 꽃이 핀 형국을 하고 있다고 하여 ‘발이봉(發李峰)’이라
한 것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바리’는 ‘절에서 쓰는 중의 공양 그릇’, 곧 ‘바리때’를 가리킨다.
‘바리때’를 엎어놓은 것과 같이 둥글게 생긴 산이 ‘바리봉’이다. 전국에 ‘바리봉’이라는 산이 많다. 대
체로 ‘바리때처럼 생긴 산’으로 해석한다.

방죽골(防-)/방치골(防-)
‘방죽밑’ 아래에 있는 들이다. ‘절터골소류지’라는 방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치골’은 ‘방축
골(防築-)’에서 ‘ㄱ’이 탈락한 ‘방추골’의 모음 변화형이다. ‘방축골’이 ‘방죽골’과 같은 의미이므로,
‘방치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이 골짜기에 펼쳐진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
른다. ‘방치골’은 아주 기름진 들이라고 한다.

방죽밑(防-)
‘절터골소류지’ 밑에 있는 들이다. 방죽 밑에 조성된 들을 후행 요소 ‘들’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뱀고개(1)
현재의 ‘주안농장’에 편입된 지역이다. ‘뱀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고개’라는 뜻이다.
76) 한글학회(1970:477)에는 ‘발리봉(發李峯)’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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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고개(2)
‘뱀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뱀고개’는 본래 ‘뱀처럼 길고 구불구불한 고개’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버드나무골
‘윗만디’의 ‘새번디기’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버드나무가 많은 골짜기’라는 뜻이다.

불당재(佛堂-)
‘만디’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불당(佛堂)’은 ‘부처님을 모신 신당’을 가리킨다. ‘불당’이 있던 고개가
‘불당재’이다.

붓고개/북고개/필현동(筆峴洞)
‘만디’ 동쪽 고개에 있던 마을이다. 붓 만드는 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마을
뒤에 있던 산이 붓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고개 아래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불렀다. 지금은 고개 전체가 공장부지로 들어가 옛 모습
을 찾아볼 수 없다. ‘북고개’는 ‘붓고개’의 자음 동화 형태이고, ‘필현동(筆峴洞)’은 ‘붓고개말’을 한자
로 바꾼 지명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붓고’로 나오며, ‘筆峴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붓고개산(-山)
‘속개’ 마을 뒤에 있던 산이다. 공장이 들어와 산 전체가 없어졌다. ‘붓고개’가 있던 산을 가리킨다.

사동(四洞)
한자 지명 ‘四洞’으로 ‘뱀고개, 기와집말, 온수동, 절터골’ 등의 네 마을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삼절이들
‘안산’ 뒤쪽에 있는 들이다. 세 개의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본래의 어형
은 ‘삼절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윗삼절이’와 ‘아래삼절이’로 나뉘는데, ‘윗삼절이’는 ‘등터골’ 뒤
쪽, ‘아래삼절이’는 ‘새터말’ 뒤쪽이 된다.

새번디기

670

‘버드나무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와 ‘번디기’로 분석된다. ‘새’는 ‘草’ 또는 ‘間’의 뜻으로 추
정되고, ‘번디기’는 ‘버덩’의 방언형인 ‘번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새
번디기’가 ‘새번덕’ 또는 ‘새번더기’로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새번디기’는 ‘풀이 많은 거친 들’
또는 ‘사이에 있는 거친 들’로 해석된다.

새터말
‘만디’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터’는 ‘새로 조성한 터’라는 뜻이다. 이 터에 자리한 마을이 ‘새터말’
이다.

성재(城-)[성째]
‘만디’ 북쪽에 있는 산이다. ‘성재(城-)’는 ‘성이 있던 고개’라는 뜻이다. 전국에 ‘성재’라는 고개가 적
지 않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속개
‘만디’ 마을 입구 우측에 자리한 마을이다. ‘沼蓋(소개)’의 변형으로 보고, 큰 장마에 물이 산기슭까
지 넘쳐와 큰 연못이 생겼다가 곧 메워지곤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속개’라는 ‘개울’, ‘들’, ‘마을’이 적지 않다. 이들에는 ‘근처 개
울의 복판이 된다’, ‘개울이 연결되어 있다’, ‘두 내 사이가 된다’, ‘갈라진 두 내의 안쪽이 된다’, ‘깊
숙히 들어와 있다’ 등의 설명이 부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속’은 ‘內’의 뜻이고, ‘개’는 ‘개울’을 지
시한다. 그렇다면 ‘속개’는 ‘개울의 안쪽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곳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을 앞으로 ‘죽현천’이 흐르고 있어 이와 같은 설명을 뒷받침한다.
한편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속들’에 ‘小浦坪’이 대응되어 있는데, 이로써 ‘속’를
‘小浦’, ‘곧 ’작은 개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손가락바우
‘절터골’의 ‘거북산’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손가락 하나를 펼친 것처럼 일자(一字)로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로또랑(水路-)
광혜원 ‘백골저수지’에서 ‘만디’를 지나 ‘사동’까지 이어지는 수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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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골
‘윗만디’ 아래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조선 시대 때 ‘승지’ 벼슬을 한 사람이 벼슬자리를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승지골’이라는 골짜기가
아주 흔하다. ‘승지’를 한자 ‘承旨’로 보아 ‘승지가 날 명당이 있는 골짜기’, ‘승지가 논을 부친 골짜
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승지’를 ‘勝地’로 보아 ‘경관이 좋은 골짜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승
지’를 ‘承旨’나 ‘勝地’로 보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승지골’은 ‘승직골, 승짓골, 승저골, 승젓골, 승적
골’ 등과 유사한 지명으로 추정되어 ‘승지’는 ‘승저, 승적, 승젓’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인다. ‘승젓골’
은 ‘승젌골’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고, ‘승적골’은 ‘승젓골’의 자음 동화 어형이다. ‘승젌
골’은 ‘승절’과 ‘골’ 사이에 ‘ㅅ’이 개재된 어형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승적골’이 ‘성적골’로 나타나기
도 한다. 오히려 ‘성적골’이 ‘승적골’보다 빈도가 높다. 이로 보면 ‘승적골’의 ‘승’은 ‘성’에서 변한 것
일 수 있다. 문제는 ‘성’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추정컨대 한자 ‘城’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보면 ‘성적
골’은 ‘성 밑의 절이 있던 골짜기’ 정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승적골’이나 ‘승지골’도 그와 같은 의미
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안산(案山)
‘음만’ 북쪽에 있는 산이다. ‘마을에 안대(案對)한 산’이라는 뜻이다.

양만(陽晩)
‘만디’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음만(陰晩)’과 짝을 이룬다.

어시락골
‘윗만디’ 위쪽으로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막골’ 너머가 된다.

얼기미골
‘윗만디’ 위쪽으로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시락골’ 위가 된다. ‘얼기미’는 ‘어레미(바닥
의 구멍이 굵은 체)’의 방언형이다. 지형이 ‘어레미’와 같은 골짜기가 ‘얼기미골’이다.

업상골
‘성재’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수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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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디’ 동쪽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위에 여우 발자국이 남아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여수’는 ‘여우’의 방언형이다. 그러므로 ‘여수바위’는 ‘여우바위’와 같다. 전국에 ‘여우바위’
나 ‘여수바위’라는 바위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여우처럼 생긴 바위’, ‘여우 굴이 있는 바위’, ‘여우가
살던 바위’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우가 살던 굴이 있는 바위가 ‘여수바위’이다.

용머리앞들(龍-)/용머리(龍-)
‘만디’ 앞에 있는 들이다. ‘용머리’는 평야를 향해 내려온 산줄기의 끝이 용의 머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농지정리가 되면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용머리’ 앞에 펼쳐진 들이 ‘용머리앞
들’이다. ‘용머리앞들’에서 ‘앞들’을 생략하고 ‘용머리’만으로 쓰기도 한다.

원수동(-水洞)/온수동(溫水洞)
‘사동’의 한 마을로 ‘만디’ 남쪽에 있다. ‘원수동’의 ‘원수’를 ‘怨讐’로 보아 마을에 살던 한 불효자식이
원수를 갚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원수동’은 ‘온수동(溫水洞)’에서 변
형된 어형이기 때문이다. ‘온수동(溫水洞)’은 ‘따듯한 물이 솟는 동네’라는 뜻이다. 느티나무 밑의
샘에서 항상 따뜻한 물이 솟아 나왔다고 한다. 지금 샘은 폐쇄되어 물을 먹을 수 없다.

윗만디/상만(上晩)
‘만디’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만(上晩)’이라고도 한다. ‘아랫만디, 하만’과 짝을 이룬다.

음만(陰晩)
‘만디’의 음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만’과 짝을 이룬다.

잠방들/잠뱅이들
‘속개’의 ‘죽현교’ 아래에 있는 들이다. ‘잠방’과 ‘들’로 분석된다. 그런데 ‘잠방’의 어원은 알기 어렵다.
‘잠방’은 ‘잠방들’을 비롯하여 ‘잠방고개, 잠방골, 잠방실, 잠방논, 잠방배미’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
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에서는 ‘잠방’을 ‘잠방이(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
든 홑바지)’ 또는 ‘누에를 치는 곳’ 등으로 해석한다. 만약 전자로 보면 ‘잠방들’은 ‘잠방이처럼 생긴
들’로 해석되고, 후자로 보면 ‘누에를 치던 곳이 있는 들’로 해석된다. ‘잠방들’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 ‘잠방이들’이고, ‘잠방이들’의 ‘ㅣ’ 모음 역행 동화 형태가 ‘잠뱅이들’이다. 일설
에 일꾼들이 ‘잠방이’를 입고 일을 하다 쉬던 들이어서 ‘잠뱅이들’이라 하다가, ‘잠뱅이들’이 변하여
‘잠방들’이 된 것으로 설명하나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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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골
‘어시작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이 있던 골짜기’라는 뜻이다.

절터골
‘거북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절터’와 ‘골’로 분석되며, ‘절터가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거북산’
밑에 ‘구암사(龜岩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남쪽으로 옮겨 새로 지었다.

절터골소류지(-小流池)
‘절터골’ 앞에 있는 방죽이다.

주막거리(酒幕-)
‘양만’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주막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안성장’을 보러 다닐 때 행인들이 쉬
어 가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 거리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참나무밭(1)
‘속개’ 뒷산에 있던 밭이다. 참나무가 많았던 곳이다. 지금은 공장부지로 들어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참나무밭(2)
‘때골’ 아래에 있던 밭이다. 참나무가 많은 넓은 지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농지정리로 옛 모습
은 완전히 사라졌다.

참샘이골
‘절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찬샘이골’의 변형이다. ‘찬샘이골’은 ‘찬샘골’에 접미사적 조음소
‘이’가 개재된 어형이다. ‘찬샘골’은 ‘찬물이 솟는,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아울러 ‘찬샘이골’
이나 ‘참샘이골’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칙덕거리
‘절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금곡리(金谷里)


본래 진천군 만승면(萬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각곡리(角
谷里), 점촌리(店村里), 마차리(馬差里), 용소리(龍沼里), 내금천리(內金泉里), 외금천리(外金
泉里)를 병합하여 금곡(金谷)과 각곡(角谷)의 이름을 따서 금곡리(金谷里)라 명명하고 만승면
(萬升面)에 편입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개칭되면서 광혜원면
에 속하게 되었다.

거문바위/검바우
‘쇠물’ 앞 구레 끝에 있는 큰 바위이다. ‘검은 색의 바위’라는 뜻이다. ‘검바우’는 ‘거문바우’가 줄어든
어형일 수도 있고, 형용사 어간 ‘검-[玄]’이 이용된 어형일 수도 있다.

구수골
‘모치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구수’는 ‘구유(마소 먹이를 담아 주는 큰 그릇)’의 방언형이다. 그
러므로 ‘구수골’은 ‘구유처럼 긴 골짜기’로 해석된다.

도덕골
‘용소’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곳에서 도를 닦았다고 하여 ‘도덕골’이라 부른 것으로 설명
하나 믿을 수 없다. ‘도덕’은 ‘도둑’과 관련된 어형이어서 ‘두두룩한 형상’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도
덕골’은 ‘도둑골’과 같이 ‘두두룩하게 올라와 있는 형상의 골짜기’로 해석된다. 실제 골짜기가 두두
룩하게 올라온 형상을 하고 있다.

뒤골
‘모치울’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뒤에 있는 골짜기’ 또는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뒤골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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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물’에서 남쪽으로 200m 지점에 있는 고개이다. ‘모치울’로 넘어간다. ‘뒤골’은 ‘뒤쪽에 있는 골
짜기’ 또는 ‘북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에 있는 고개가 ‘뒤골고개’이다.

마차방죽(馬差防-)
‘모치울’ 앞에 있는 소류지이다. ‘마차’ 마을에 있는 방죽이라는 뜻이다.

만다집게
‘소물’ 입구에서 좌측으로 100m 지점이다.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말무덤
‘새터’ 옆에 있는 묘이다. 옛날에 장수들이 회죽리 ‘불당고개’에서 말을 타고 훈련하다가 말이 죽으
면 이곳에 묻었다고 하는데, ‘말무덤’이라는 지명이 이로써 생겨 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 ‘말’은 ‘大’의 뜻을 보인다. 이에 따라 ‘말무덤’
은 ‘큰 무덤’으로 해석된다.

먹거리
‘소물’ 입구에서 우측으로 200m 지점이다. ‘먹거리’의 유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목거리’의 모음 변화형으로 본다. 그렇다면 ‘목거리’는 ‘길목’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 된다. 이곳이 예전에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는 ‘먹’을 ‘墨’의
뜻으로 보아 ‘먹을 만들던 거리’로 해석된다. 경기도 용인시 운학동 소재 ‘먹거리’는 실제 먹을 만들
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못거리’의 자음 동화 형태인 ‘목거리’의 모음 변화형으로 본다. ‘못거
리’는 ‘연못이 있던 거리’라는 뜻이다. ‘먹거리’가 ‘못거리’에서 ‘목거리’를 거쳐 나온 어형이라면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모치울/마차(馬差)/마차리(馬差里)
‘용소’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의 지형이 모가 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모치새(수알치새, 올빼밋과의 큰새)’가 많이 서식하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모치
울’의 ‘울’은 ‘골’의 변형인 것은 분명하나 ‘모치’의 어원은 알 수 없다. ‘마차’는 ‘馬車’로 보고 있다.
이곳이 ‘말’이 끄는 전쟁 기구인 ‘마차’를 고치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못치울’로 나오며 ‘馬差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그런데 ‘마차’는
‘모치’에서 변한 어형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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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소물/외금천(外金川)
‘안소물’ 지나 고개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소물’ 바깥 지역이어서 ‘바깥소물, 외금천(外金泉)’이라
한 것이다. ‘안소물, 내금천(內金泉)’과 대응된다.

반지터
‘안소물’ 남쪽에 있는 들이다. ‘반지’와 ‘터’로 분석된다. ‘반지’는 ‘반지들, 반지미, 반지평’ 등에서도
확인되나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들에 ‘넓고 펀펀하다’, ‘쟁반과 같다’와 같은 설명이 곁들
여 있는 것을 보면 ‘반지’의 ‘반’은 ‘盤(반, 소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반지터’는 ‘소반’처럼
넓은 특성을 지닌 터로 이해할 수 있다.

방아골
‘검바우’ 근처에 있는 산이다. ‘방아골’은 ‘디딜방아처럼 Y 자 형상으로 생긴 골짜기’라는 뜻이다. 이
골짜기가 있는 산을 후행 요소 ‘산’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보솟곶이방죽(-防-)
‘용소’ 앞에 있는 방죽이다. ‘보솟곶이’는 ‘보습고지(보습처럼 삼각형 모양의, 길게 뻗은 땅)’의 방언
형이다. 이 ‘보습고지’에 있는 방죽이 ‘보솟곶이방죽’이다.

삼절이
‘용소’ 북서쪽에 있는 들이다.

새터
‘용소’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로 잡은 터’라는 뜻이다. 이곳에 형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성마루보(城-洑)
‘용소’ 앞 하천 건너에 있던 보이다. ‘성마루(城-)’와 ‘보(洑)’로 분석된다. ‘성마루’는 ‘성처럼 생긴 높
고 넓은 들’을 가리킨다. 이 들에 물을 대던 보가 ‘성마루보’이다. 지금은 농지 정리로 옛 모습을 찾
아볼 수 없다. 이 보의 물로 농사를 짓던 들이 ‘성마루들’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 ‘셩
마루들’로 나오고, ‘成宗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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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물/소물/금천(金泉)/금천리(金泉里)
‘용소’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허적(許積)이 이곳에 내려와 사는
데77) 마을 우물에 늑대가 빠져서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자 쇠뚜껑을 해서 덮었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허적이 이곳에 별장을 짓고 우물을 팔 때에 돌 대신 쇠를 녹여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지금도 이 우물에 ‘쇠’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보
면 ‘소우물’이 ‘쇠’를 이용한 명칭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곧 ‘쇠우물’에서 제1음절의 부음 ‘ㅣ’가 탈락한
어형이 ‘소우물’이다. ‘쇠우물’에 대한 한자 지명이 ‘금천(金泉)’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
에는 ‘소물’로 나오며, ‘金泉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소물방죽(-防-)
‘소물’ 앞에 있는 방죽이다. 지금은 메워져 볼 수 없다.

안소물/내금천(內金泉)
‘모치울’에서 ‘뒷골고개’로 넘어가다 첫 번째로 있는 동네이다. ‘소물’의 안쪽 지역이어서 ‘안소물, 내
금천’이라 한 것이다. ‘바깥소물, 외금천’과 대응된다.

옻샘
‘소물’ 앞산(망월봉) 너머 1㎞ 지점에 있는 샘이다. ‘옻에 효험이 있는 찬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용소(龍沼)/용소께(龍沼-)/용소리(龍沼里)
‘모치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하천가(구암천) 논에 둠벙이 있었다. 그 둠벙에 용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승천하였다고 하여 그 둠벙을 ‘용소(龍沼)’라 불렀다고 한다. ‘용소’ 주변에 있던
마을을 ‘용소’ 가까이에 있다고 하여 ‘용소께’라 불렀다. 이곳은 수해 상습지역이어서 1976년 경 취
락 구조 개선 사업으로 서쪽 길 건너로 마을을 이주하여 현재의 ‘용소’ 마을로 불린다. <朝鮮地誌資
料>(1914년 이전)에는 ‘용숙’로 나오며, ‘龍沼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용소천(龍沼川)
구암리 ‘덕성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광혜원면의 중심부를 뚫고 금곡리에 이르러 ‘용소
(龍沼)’를 이룬다. ‘용소천(龍沼川)’이라는 이름은 이로써 생겨난 것이다. 내촌리 남쪽에서 미호천으
로 들어간다.
77) <常山誌>(1932)에 ‘조선 숙종 때 허적(許積)이 별당을 짓고 만든 우물’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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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院-)[원꺼리]
‘용소’에서 광혜원 쪽으로 100m 지점의 도로변이다. ‘원(院)’은 ‘행인의 편의를 도모하던 원집’을 가
리킨다. 이 ‘원집’이 있던 거리가 ‘원거리’이다. 이 거리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
한 채 그렇게 부른다.

작은지아지골
지금 ‘소우물’이 있는 마을이다. ‘큰지아지골’과 짝을 이룬다. ‘지아지골’은 ‘기와집골’의 변형이다.
‘기와집골’은 ‘기와집이 많던 마을’이라는 뜻이다. 서울로 가던 사람들이 이곳에 기와집이 많아 여기
가 서울인가 하고 마을로 들어왔다고 한다.

재조골
‘소물’ 앞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에 ‘옻샘’이 있다.

잿들들
‘모치울’ 앞에 있는 들이다. ‘구수골’ 밑이 된다. ‘잿들’은 ‘재’와 ‘들’ 사이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어형
이다. ‘재’는 ‘嶺’의 뜻이거나 ‘城’의 뜻이다. 이에 따라 ‘잿들’은 ‘고개 밑에 있는 들’ 또는 ‘성 밑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여기서는 전자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 들이 ‘절골’로 넘어가는 고개 밑에 있기
때문이다. ‘잿들’에 ‘들’을 덧붙인 어형이 ‘잿들들’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잿들’이

‘들’로 나오며 ‘灰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진주봉(珍珠峰)/망월봉(望月峰)
‘소물’ 앞산으로 장산의 주봉이다. ‘망월봉(望月峰)’은 ‘달맞이를 하던 산’이라는 뜻이다.

집너머들
‘소물’ 서쪽에 있는 들이다. ‘집 너머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큰지아지골
‘작은지아지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와지골’은 ‘기와집골’의 변형이다. ‘기와집골’, 곧 ‘지아지골’
의 큰 동네를 가리킨다. 지금의 ‘침례교회’ 뒤편 지역이다.

월성리(月城里)


본래 진천군 만승면(萬升面) 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 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하장리
(下長里), 강당리(講堂里), 월굴리(月窟里)와 광동리(光東里), 광서리(光西里), 검성리(儉城里)
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월굴(月窟)과 검성(儉城)의 이름의 따서 월성리(月城里)라 명명하고 만승
면(萬升面)에 편입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1월 1일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개칭되면서 광혜원
면에 속하게 되었다.

검성골(-星-)/금성골(金星-)/금성동(金星洞)
‘담안’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곳에 ‘금전’이 있어 ‘금전골’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금성골’이 되고 다시 이것이 변하여 ‘검성골’이 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금셩골’로 나오며, ‘儉城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고무래봉(-峰)
‘담안’ 서쪽에 있는 작은 산이다. ‘고무래’는 ‘T’ 자 모양의 농기구이다. ‘고무래’와 같이 생긴 산봉우
리가 ‘고무래봉’이다.

광흥사(廣興寺)
‘담안’ 북쪽에 있는 절이다.

광흥사석조여래좌상(廣興寺石造如來坐像)
‘광흥사’ 경내 입구 쪽에 보호각을 짓고 봉안한 석불이다.

담안/장내(墻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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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담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300년 전 허 씨가 큰 담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안쪽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다. ‘담안’에 대한 한자 지명이 ‘장내(墻內)’이다. 전국에 ‘담안’이라는 마을이 대단히 많다. <朝鮮地
誌資料>(1914년 이전)에는 ‘다안’으로 나오고, ‘下長里’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담안못
‘담안’ 안에 있는 못이다. ‘담안’은 본래 ‘담의 안쪽’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담안’ 마을에 있는 못이 ‘담안못’이다.

대문안들(大門-)
‘담안’ 동남쪽에 있는 들이다. ‘대문안(大門-)’과 ‘들’로 분석되며, ‘대문 안쪽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담을 친 큰 집의 대문 안쪽에 형성된 들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독보(-洑)
‘담안’ 북쪽에 있던 보이다. ‘독’을 한자 ‘獨’으로 보아 조선 시대 경주 김씨 어떤 사람이 혼자서 보를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래 설은 믿을 수 없다. ‘독’은 ‘돌’
의 방언형으로 추정되어, ‘독보’는 ‘돌로 쌓은 보’ 또는 ‘돌이 많은 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국에
‘독보’ 또는 ‘돌보’라는 보가 대단히 많은데, 대체로 ‘돌로 쌓은 보’로 해석하고 있다.

마차들
‘담안’ 동쪽에 있는 들이다. ‘마차’를 ‘馬車’로 보아 ‘마차가 많이 다니던 들’로 해석한다. 이곳에 있던
두 곳의 물레방앗간으로 곡식을 실은 마차들이 빈번히 오고갔다고 한다. 전국에 ‘마차들’이라는 들
이 몇 군데 존재하는데, 그 유래가 분명하지 않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에서는 ‘마차들’을 땅
이 메말라서 수확이 한 마차밖에 안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바다배미
‘검성골’ 남쪽에 있는 논이다. ‘바다’와 ‘배미’로 분석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바다[海]’는 ‘바다
처럼 넓은 형상’을 지시한다. ‘바다배미’의 ‘바다’를 비롯하여 ‘바다골, 바다미, 바다실’ 등의 ‘바다’도
모두 그와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바다배미’는 ‘바다처럼 넓은 논’으로 해석된다. 이 논은 열 마지
기 이상 되는 큰 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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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거리(碑石-)
‘담안’ 북쪽에 있는 거리이다. ‘비석이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김현국 씨라는 분이 빈민 구제에 공이
많아 면장 박광국 씨가 주축이 되어 그를 기리는 공적비(功績碑)를 세웠다.

상들(上-)
‘담안’ 북쪽에 있는 들이다. ‘비석거리’ 위쪽이 된다. ‘상’은 ‘上’이어서, ‘상들’은 ‘위쪽에 있는 들’로
해석된다. 전국에 ‘상들’이라는 들이 대단히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상평(上坪)’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하들(下-)’과 짝을 이룬다.

섭바대들/서바대78)
‘담안’ 동쪽에 있는 들이다. ‘섭바다들’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다. ‘섭’은 ‘섶(잎나무, 풋나무, 물거리
따위의 땔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과 같으며, ‘바다’는 ‘넓은 곳’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섭바다’는
‘섶이 있는 넓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이곳에 형성된 들이 ‘섭바다들’, 곧 ‘섭바대들’이다. ‘서바대’는
‘섭바대들’에서 ‘들’이 생략된 ‘섭바대’에서 동음 ‘ㅂ’이 탈락한 어형이다. <朝鮮地誌資料>(1914년 이
전)에는 ‘셰바다들’로 나오고 ‘薪海坪’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쇠산고개(-山-)
‘쇠산골’에 있는 고개이다. ‘담안’에서 남쪽 방향으로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로 넘어간다.

쇠산골(-山-)
‘담안’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를 ‘牛’의 뜻으로 보아 소가 누워 있는 듯한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나 믿을 수 없다. ‘쇠산’은 ‘소산’에 ‘ㅣ’가 첨가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소산’
이라는 지명이 전국에 많다. ‘소’를 ‘牛’의 뜻으로 보아 ‘소의 형국을 하고 있는 산’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소’를 ‘小’로 보아 ‘작은 산’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쇠’는 ‘鐵’의 뜻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
다면 ‘쇠산’은 ‘철이 나는 산’이라는 뜻이다. 이 산에 있는 골짜기가 ‘소산골’ 또는 ‘쇠산골’이다.

쇠산방죽(-山防-)
‘쇠산골’ 동쪽에 있는 방죽이다. 방죽이 지금도 있다.

약수터(藥水-)
78) 한글학회(1970:477)에는 ‘셧바대’로 나오고, ‘薪海’라는 한자 지명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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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거리’에서 서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터이다. ‘약수가 솟는 터’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꽃가마
를 타고 물을 먹으러 왔으나 수문 혈에다 묘를 써서 효험이 없어졌다고 한다.

옻샘
‘쇠산골’ 복판에 있는 샘이다. ‘옻’은 옻나무 진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이다. 빨갛게
붓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하여 매우 가려운 것이 특징이다. 옻이 오르면 찬물로 세척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찬물이 피부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찬물 중에서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
고 찬물을 제공하는 샘물이 특효가 있다. 그리하여 ‘옻’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찬물이 나오는
샘을 ‘옻샘’이라 한다. 곧 ‘옻샘’은 ‘옻을 고칠 수 있는 양질의 물이 솟는 샘’이라는 뜻이다.

용담머리(龍潭-)/용당머리(龍-)
‘담안’ 중간에 있는 작은 산의 모퉁이를 가리킨다. ‘용담(龍潭)’은 ‘용이 승천한 못’, ‘용이 산 못’, ‘용
처럼 구불구불한 못’ 등으로 해석된다. 조그마한 못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볼 수 없다. 이 ‘용담’
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용담머리’이다. ‘용당머리’는 ‘용담머리’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추정
된다.

월곡(月谷)
‘담안’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 여덟 집이 살고 있다. 지형이 보름달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
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전국에 ‘월곡(月谷)’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대체로 ‘달골, 다라
골, 다리골, 다리실, 다래울’ 등의 속지명과 함께 쓰인다. 이 가운데 ‘달골’이 기원형이다. ‘달’은 본래
‘山’의 뜻이나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는 ‘高’의 뜻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달골’은 ‘산에 있는
골짜기’ 또는 ‘높은 지대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한다. ‘월곡’도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월성리선돌(月城里-)
‘담안’ 입구에 있는 선돌이다. 광혜원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양편에 약 10m 거리를 두고
남북으로 마주 보며 서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것만 남아 있다. 마을로 들어가면서 왼쪽의 선돌
을 제1호 선돌, 오른쪽의 선돌을 제2호 선돌이라 하였다.

장미산(獐-山)/쟁미산(-山)/모범산(模範山)
‘담안’ 서북쪽에 있는 산이다. ‘장’을 ‘墻’으로 보아 약수가 나는 샘 주변에 담을 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나 믿을 수 없다. ‘장미산’은 ‘장미’와 ‘산(山)’으로 분석된다. ‘장미’는 ‘노르미’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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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를 한자 ‘獐’으로 바꾼 한자 지명으로 ‘길게 늘어진 형상의 산’이라는 뜻이다. ‘장미’에 ‘미’와 의미
가 같은 한자 ‘산’을 덧붙인 어형이 ‘장미산’이다. ‘미’의 의미 기능이 약화되자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같은 의미의 ‘산’을 덧붙인 것이다. ‘장미산’에 ‘ㅣ’가 첨가된 어형이 ‘쟁미산’이다. ‘장미산’이나
‘쟁미산’은 ‘장미’와 같이 ‘길게 늘어진 형상의 산’으로 해석된다. ‘모범산’은 ‘조림이 잘된 모범림(模
範林)’으로 지정된 산이다.

장산(獐山)
‘담안’ 뒤에 있는 큰 산이다. 전국에 ‘장산’이라는 산이 대단히 많다. 대체로 ‘긴산, 긴미, 진산, 진매,
진미’ 등과 함께 쓰이기도 하고, ‘놀미, 노루매, 노리산, 노르미’ 등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전자의
지명과 함께 쓰이는 ‘장산’은 ‘長山’이고, 후자의 지명과 같이 쓰이는 ‘장산’은 ‘獐山’이다. 마을 뒤의
산이 길게 이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장산’이 ‘長山’일 수 있지만, 늘어진 형상이라는 점에서 보
면 ‘장산’이 ‘獐山’일 수 있다. ‘장산’에서 서북쪽으로 500미터 지점에 있는 산을 ‘장미산’ 또는 ‘쟁미
산’이라 하는 것을 보면 ‘장산’은 ‘장미’의 ‘미’를 한자 ‘山’으로 바꾼 지명으로 간주된다. ‘미’는 ‘뫼[山]’
의 이형태이다. 전국에 ‘장미’라는 마을이 몇 군데 있는데 ‘노리미, 장매(獐-), 장산(獐山)’ 등의 지명
과 함께 쓰이고 있다. 이들 예를 참고하면 ‘장’은 ‘獐’이며, ‘장미’는 ‘노르미’에 대한 한자 지명으로
보인다. ‘노르’를 ‘노루’로 보고 ‘노르미’의 ‘노르’를 ‘獐’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노르미’의 ‘노르’는
‘노루[獐]’의 뜻이 아니라 ‘늘-[延]’과 관련된 어형으로 ‘길게 늘어진 형상’을 지시한다. 이로 보면 ‘장
미’는 ‘길게 늘어진 형상의 산’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장산’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獐山’으로 쓸
수 있지만 ‘노루’와는 무관하다.

쟁미고개
‘쟁미산’에 있는 고개이다. ‘담안’ 마을에서 서북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준주봉(-峰)
‘담안’ 서쪽에 있는 산이다. 산봉우리가 ‘구슬’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 이는 ‘준주’
를 ‘진주(珍珠)’의 변형으로 보고 내린 해석이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소재 ‘준주바위’에 대해 ‘진
주를 닮은 바위’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 ‘준주’가 ‘진주’의 변화형일 가능성도 있다. ‘준주’는 ‘준주봉’
을 비롯하여 ‘준주먼당, 준주바위, 준주산, 준줏골’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준지메, 준지봉, 준
지밭’ 등에서 보듯 ‘준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류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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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안’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쇠산’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이곳에서 죽을 먹었다고 하여 ‘죽류골’
이라 했는데, 이것이 변하여 ‘중류골’이 된 것으로 설명하나 신빙성이 없다.

폐수처리장(廢水處理場)
‘만승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다.

하들(下-)
‘검성골’ 남쪽에 있는 들이다. ‘아래쪽에 있는 들’이라는 뜻이다. ‘상들(上-)’과 짝을 이룬다.

제보자

진천읍
백원평(68)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32-8. 011-9807-3150
황진범(57)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51-1. 534-4587
이상설(71)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214. 533-4066
김동헌(71)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 317-3. 533-4270
이용환(78)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248-1. 533-3709
김영수(80)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495. 533-3324.
임정섭(74)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176. 532-1361.
홍창렬(71)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37. 532-1862
조순제(78)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90. 533-2371
이병기(83)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283. 533-3811
조윤섭(61) 진천읍 진천읍 장관리 642-1. 011-9868-6602
이호영(73)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676-1. 533-3249
이호제(72)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715. 532-5526
김기봉(61)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498. 532-5534
정부택(61)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783. 532-5528
이도세(67)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507. 011-245-4023
안장훈(69)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360. 011-9840-8915
신순철(78) 진천읍 진천읍 상계리 346. 532-9455
심원복(73)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765-1.
유월소(74)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406. 532-9348
피기설(78)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99. 532-9339
전재근(76)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42. 55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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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면
홍숙표(62)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62-4. 536-0762.
이인선(61)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398-1. 536-2272.
이용규(90)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404. 536-4217.
이기완(66)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80. 536-4403.
박성님(58)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519. 536-3752
김옥희(73)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536-4395.
윤종열(71)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210-9. 536-4316
박태순(48)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99-1. 011-9402-6527
정대훈(89)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248. 536-5099
김성영(71)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43-7. 536-3910.
김달영(72)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268. 536-4684.
이용철(80)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448. 536-3862.
이용학(83)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448. 536-3863.
김재철(73)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240-11. 536-3967
문순복(75)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39.
박윤환(71)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285. 536-3689
조의현(61)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167. 011-468-3759
정해이(43)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204. 536-3954
조병희(84)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65. 536-4554
홍이화(71)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03.
김난희(75)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13. 536-3544

초평면
이수정(73)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5번지. 532-6201
김기성(61)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188-1. 532-6359
송구호(62)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87. 532-6581
정찬인(54)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546. 011-334-5228
연기상(71)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124. 532-6191
김인식(68)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126-4. 532-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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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환(71)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153-7. 534-9507
손현자(52)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126. 532-1005.
신찬식(72)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76-2. 532-6295
신흥수(61)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 134. 532-6481
양창우(70)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 518. 532-6315.
최철홍(71) 진천근 초평면 영구리 530-6227.
장갑순(74)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77. 532-6132.
김성호(72)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555-4. 532-6467.
김용래(81) 진천군 초평면 금곡리 321. 532-6236.
박이순(70)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272. 534-1571.
김용문(63)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304-2. 532-6615.
손해수(71)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174. 532-6562.
임풍열(71)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199-2. 838-2889.
김선태(72)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50. 838-2942.
임상윤(72)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127-5. 838-2929.
이상세(46)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230-1. 838-3251
임용열(70)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320. 838-2933.
조상익(75)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1031. 838-2588.
임승태(72)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792. 838-2721.
최광순(72)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121-7. 838-2997
이석희(77)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459. 838-2800

문백면
이상규(71)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447. 532-9117
유재환(61)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453-1. 532-7104
서광둔(64)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3-1. 523-7123
정구성(63)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522-5. 010-8849-7309
김차환(69)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36. 018-406-7556
김순기(81)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41. 532-7022
조중호(55)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441-1. 011-465-4410
박상규(56)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199. 532-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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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순(74)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199. 532-7454
김주환(61)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199. 532-7147. 010-3028-7147
이규정(69)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452. 532-7204
김희남(70)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759. 532-3329
강성용(61)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46. 534-3617
진창수(56)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586-3. 011-467-7585
조규태(66)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540. 532-7474
최순분(79)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269. 010-3432-3664
홍종성(70)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441. 534-2676
안경준(57)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564. 534-5750
임봉기(55)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538. 016-427-7091
임기용(72)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574. 019-403-1300
임시종(75)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576. 534-3167
임완수(84)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164. 534-3390
김정한(76) 진천군 문백면 장월리 442. 533-2051
김주만(63) 진천군 문백면 장월리 442. 532-0874
이태희(86)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412. 534-2990
오병식(78)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412
이상열(85)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589. 534-3527
이중상(75)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601-3. 533-3998
서상옥(72)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348. 532-0344
권병희(78)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256. 533-3460
박민규(88)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325. 532-7140
육근수(60)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325. 532-7091

백곡면
유방열(73)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334-2. 532-5326
유재옥(69)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380. 532-2464
한연수(60)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124-1. 532-5303
김상권(73)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296. 532-5121
김종철(65)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546. 53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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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훈(71)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179. 532-5696
정상영(80)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521. 532-5668
이명원(47)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635. 532-8921
엄영석(56)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270. 011-384-5728
임병구(72)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594. 532-5446
조창상(59)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32. 010-2640-9878
조항인(66)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123. 532-5032
이규관(78)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31. 532-5274
임정남(43)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692. 532-5678
최문규(70)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26. 533-5698
조순호(79)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51. 533-5611
최종성(70)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319. 533-8911
조용식(54)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430. 011-9845-5582
백세현(55)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314-4. 011-491-5416
전재근(74)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1353. 533-5586
강수용(56)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718-1. 011-469-5503
손용관(67)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951. 533-5607
정정자(78)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565. 533-7298
강용규(56)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414. 533-5689
이방희(48)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178. 011-9406-5509
오수원(61) 진천군 백곡면 용덕리 123. 019-473-5517
이인우(81) 진천군 백곡면 용덕리 377. 533-5649
유모열(69)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363. 532-5389
이광섭(72)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34. 532-5570
신현영(68)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182-7. 532-5546
이건용(68)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76. 532-5195
이재성(74)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9. 532-5044
김태우(60)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415. 532-5184

이월면
정락원(72)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154. 536-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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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78)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572. 536-8257
신현종(74)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166. 536-8392
오창근(82)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 536-8359
허음전(71)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5-2. 536-8347
배만순(71) 진천근 이월면 노원리 479. 536-5806
김학수(47)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885. 536-5433
김중기(68)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345-2. 534-2537
김덕락(50)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771. 010-9440-1145
이상근(73)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297. 534-2762
노홍식(71)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205. 533-0252
김원기(83)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205. 533-5771
이부태(61)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425. 016-468-8206
박찬관(57)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467. 534-2925
양진복(71)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88. 533-8667
임성기(69)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425. 536-8202. 016-9816-8202
김경수(74)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378. 532-0573
박동복(69)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471-2. 532-0494
김선종(54)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416-5. 534-1513
임환섭(71)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51. 533-8552
박홍일(72) 진천군 이월면 삼룡리 758. 533-8714
심재덕(75) 진천군 이월면 삼룡리 412-2. 533-8626
노상덕(78) 진천군 이월면 삼룡리 519. 533-8763
정지호(73) 진천군 이월면 삼룡리 428. 533-8632
한일수(74)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508. 537-8293
김석자(78)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579. 533-0238
차홍기(54)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13. 533-8613
이준의(72)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212. 536-8530
반도현(64)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133-5. 536-8658
박정순(75)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338. 536-8092
신용달(81)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174-2. 536-8818
박의식(67)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47. 536-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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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환(75)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104. 536-8377
이영일(66)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299-9. 536-7949

광혜원면
오광렬(48)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읍 644-1-7. 535-5033
이상훈(68)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읍 284. 535-3141
이동규(75)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131. 535-3327
한상철(70)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44-4. 535-3201
이진만(63)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526-1. 535-2606
길인순(72)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612-2. 535-2591
김희동(66)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449-2. 011-753-6666
김태희(69)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416-8. 535-0046
우숙자(66)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38-1. 535-2403
정정봉(83)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597. 535-2943
김승한(71)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429-1
박해웅(65)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610. 011-662-2463
최병두(78)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364. 535-2364
유근철(77)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186. 536-8673
이상희(73)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502-6. 535-2836
신동근(73)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601. 535-2937
현준섭(66)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48. 536-8786
정기홍(80)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14. 535-3211
허상구(78)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527. 535-2422
김창순(70)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527. 535-2932
이종광(53)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293-1. 011-492-3405
* 그 외 각 마을 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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