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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고에서는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경기도지역의 지명을추출하고각각의 지명들을 인문과자연의 몇가지 유형으 

로 분류한 후 유형별 특성을 파악했다. 경기도 지역의 지명을 군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고을에 

지명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자연지명에서는 산지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하천， 고개， 島煥 순인데， 평야나 湖핍 

지명은 매우 적다. 인문지명에서는 행정 · 군사 · 교통과 관련된 지명이 많고 경제 · 문화와 관련된 지명이 상대적으로 적다. 

인문지명의 분포를 지도로 작성하여 분석해 보면， 행정 관련 항목에서 고읍은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성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군사 관련 항목에서 산성의 경우는 경기도의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교통 관계 항목에서 포구는 해안 

이나 조수가 작용하는 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볼 때대통여지도』는 19세기 후반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 

세 속에서 국방 강화라는 군사적 목적에서 제작된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대동여지도， 군현， 인문지명， 자연지명， 유형별 특성， 분포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analyze place names of Gyeonggido province in Daedongyeojido and to 

find out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place namεs. The result of analysis of plaιe names in prεfεcture shows 

that large prefecture in population and area have a lot of place namer. As for natural place names, the 

portion of mountains is high, the next are rivers, ridges, islands, specially the place names of plains and 

lakes are very poor. As for human place names, there are many place names about administration, national 

defence, transportation, relatively few place names about economy, cu1ture. In the distribution of human 

place names, many old prefectures are located near the Gaseong(capital of Goryeo Dynasty). Also many 

mountain fortresses are distributed in western and southern area of Gyeonggido province. In the place 

names of transportation, almost ports are distributed near the seashore and the river valley affected by the 

tide. Finally, these facts shows that Daedongyeojido was made for national defense in the late 19th century 

*본고는 2003년 대한지리학회에서 수행한 『고산자 김정호 관련 측량 및 지도 사료 연구」 보고서의 “대동여지도의 지명에 관한 연 
구”부분을수정 ·보완한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Major of Geography Education, Department of SociaI Studies Education, Cheju NationaI 
University) 

-395-



대동여지도의 지명에 관한 연구 

when the intemational circumstances were suddenly changing. 

Key Words : Daedongyeojido(general map of Korea), prefecture, human place names, natural place 

names, typical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인간에게 이름이 있듯이 모든 지 역과 장소에는 

지명이 존재한다. 지명은 일정한 지역(장소)의 명 

칭으로 고대로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특정한 위 

치 · 범위 · 유형의 지리적 실체에 대해 공동으로 

약정한 고유명사이다(도수희， 2003: 15). 이러한 

지명은 특정 지역과 장소를 표상함과 동시에 상징 

성을지난다. 

또한 지명은 어떤 한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역 

사성 및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 환경지각 결과로 

서의 지명은객체로서의 장소가가지는특성과명 

명주체로서의 인간의 인식이 결합되어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지명 속에는 객체인 장소가 지니는 

특성과지각주체의 의지，감성，세계관등이 함축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명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의미의 결집체로 볼 수도 있다(정진원， 

1982: 59).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지명은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된다. 현대 사회처럼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발 

달한 곳에서는 도로 표지판， 지하철 안내판 등에서 

일상적으로 지명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명칭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지명들이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새로 생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이름과는 달리 수백년 동안 사용되었던 이름이 도 

처에남아있는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도 지명은 국가 행정뿐만 아니 

라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기 

능하였다. 이 때 사용된 지명들은 문헌이나 지도 

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지리지나 다른 종류의 문헌에 수록된 지명 

과는 다른 특정을 지닌다. 즉， 지명은 언어로서의 

이름과 그 이름이 배치된 곳(장소)이 연결되었을 

때 구체성을 띨 수 있고 지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도는 이와 같은 것이 구현된 

최고의매체인것이다. 

따라서 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문헌에 수록된 지 

명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분석의 

대상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지도에 수록된 각종의 지명을 분석함으로써 지 

도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밝힐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도제작의 목적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아 

울러 다양한 지명들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 

석해 봄으로써 당시인들의 환경인식과 더불어 당 

시의 지역 상황을구체적으로파악해 볼수 있다. 

1) 예를 들어 문학작품에 ‘t'f村’ 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을 때， 그 지명이 어느 지역의 명칭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을 경우 
‘평촌’ 이라는 지명은 구체성(현장성)을 상실한 껍데기만 남은 지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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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동 

여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를 사례 지역으로 삼아 

《대동여지도》의 경기도 부분의 모든 지명을 추출 

하고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대 

동여지도》에 수록된 지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도에 수록된 내용들의 지 

리적인 분포를 지도화 함으로서 19세기 중반 경기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파 하였다. 

2) 연구방법2) 

본 연구는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지명 연구의 

시론적 시도로서 경기도를 사례로 하여 분석하였 

다. 경기도는 한양과 인접하여 사람과 물자의 왕래 

가 활발하였고 정보 흐름의 중섬부에 해당한다. 더 

구나 《대동여지도》의 제작자인 김정호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경기도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에 

비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동 

여지도》의 경기도 지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오류 

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지 역을 일차적 

으로사례지역으로삼았다. 

지명 항목은 지도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여기서는 지명을 단지 땅에 붙여진 이 

름뿐만 아니라 지표 위 에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 

는 인문적 事象들도 지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예 

를 들어 ‘-춤 ‘라는 절 이름은 단지 절만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절 주변의 공간까지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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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지명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도에 표 

시된 인공적인 구조물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 

이다. 

지명 추출에 있어서는 다른 지도와는 달리 세심 

한 주의를 요한다. {대동여지도》는 앞서 제작된 

《청구도》나 《동여딩와 달리 채색 필사본으로 제 

작되지 않고 목판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 

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목판본의 경우는 

목판에 판각하여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필 

사본에 비해 많은 지명 항목을 수록할 수 없다. 

따라서 되도록 글자를 줄이고 기호로 바꾸어 표 

현하였는데 이는 地圖標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창 

고인 경우는 술를 빼고 흑색 사각형으로 나타냈고， 

산봉우리에 있는봉수인 경우봉수라는글자를생 

략하고 불꽃의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대동여지딩의 특정을 고려 

하여 글자가 아닌 기호로 표시된 항목까지도 모두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수원의 建達山이라는 지명 

에는 산이 그려져 있고 봉수의 모습도 표현되어 있 

는데， 건달산이라는 산 항목과 건달산봉수라는 봉 

수 항목을 모두 지명 항목으로 추출하였다. 

만약 지명만을 추출하고 기호로 된 항목을 빼 버 

린다면봉수나산성같은항목은모두분석의 대상 

에서 제외되어 《대동여지도》의 내용을 아주 왜독 

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추출된 지명들을 유형별로 구 

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리학에서 지명을 유 

형화하는 방법은 지명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 

법과 지리학의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으로 크 

2) 지명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이나 역사학보다는 국어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명의 어원， 음운과 형태 분석 둥을 토대로 언 
어의 한 부분으로 지명의 변화과정을 고찰하는 연구가 많01 이루어졌다 지리학에서의 지명 연구는 주로 유형 분류에 의한 분석 
이 지배적이다.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趙康現(1975) ， 李聖學(1975) ， 鄭鎭元(1982) ， 李桓坤(1986) ， 金運玉(1986) 田京淑
(1979) , 金玉子(1992) ， 鄭擇鎬 · 辛東承(1995) ， 박태화(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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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누어 볼 수 있다 3) 

전자는 지명의 속성에 따라 크게 인문지명， 자연 

지명으로 분류하고 다시 이를 여러 범주로 세분한 

다. 후자는지리학의 주제인 인간과자연관계，지 

역성， 공간관계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유형을 나누 

는 것이다(鄭環鎬 · 辛東承， 1995: 5). 그러나 후자 

의 경우 지명 항목이 지역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인간-자연관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간관계에 해 

당하는지의 구분이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분류 

방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기존의 지명 연구와 지명 색인집을 참 

조하여 범주를 나누었다 4) 먼저 자연지명을 지형 

에 따라 크게 산지， 고개， 하천， 해안， 호소， 평야， 

기타등으로구분하였다. 그러나모든자연지명이 

이러한범주로명확히구분되는것은아니다. 예를 

들면 하천에 위치한 높은 벼랑의 경우 산지나 하천 

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형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는분류의자의성을완전 

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명들 

의 유형별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인 항목들에 특히 유 

의하지는 않았음을 밝혀둔다. 

인문지명의 경우는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행정， 

경제， 교통， 군사， 문화 등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5) 

한국의 고지도의 경우 대부분 행정의 목적을 위 

해 제작되는 관찬 지담} 많았다. 따라서 행정구역 

의 명칭이 지명의 기초 부분을 이룬다 6) 행정 구역 

의 명칭은 위계에 따라 도명， 군현명， 방면， 동리 

등으로 세분된다. 과거에 쓰였지만 당대는 사라진 

고지명의 경우도 행정지명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행정 지명과 더불어 가 

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지명이 군사항목이다. 

여기에는 군영 · 진보· 산성 · 봉수와 같은 항목 

이해당된다. 

교통과 관련된 항목도 고지도에서 중요하게 수 

록된다. 세밀하게 그려진도로에표시된購院을비 

롯하여 浦口 , 律i度， 店幕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경제와 관련된 항목은 흥庫， 救場， 魚睡， 田짧 등 

과 같은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화로 분류되는 

항목은 가장 다양한 항목을 포괄하는데， 宮關 , 미헤 

蘭， 察增， H음室， 陸養， 學校， 樓臺， 佛宇， 搭陣 등이 

여기에해당한다. 

각 지명들을 추출하여 위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 

하기 위해서는 지명어의 구성어소를 형태소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국어는 어휘 구조가 配意

性이 짙기 때문에 복합어 또는분석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 것이 특정인데， 지명의 경우도 ‘基本 + 基

語’ 의 복합어적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3) 지리학 분야에서 지명을 역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영택(1986)은 지명을 풍토 · 얼 지명， 종교 · 同姓 지명， 자연 지명， 

산업 지명，교역 지명， 방어 지명，궁 · 관직 · 행정 지명， 音題 · 誤用 · 특수 지명 등으로나누었지만분류의 명확한기준은제시하 
지 않았다. 강길부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유형을 분석한다고 하여，(D 자연환경을 단적으로 표현한 지형어，~ 토지제도， 세제， 정 
치，군사등에 관련하여 지은 법제적， 정치적 의미의 法制語@사냥， 고기잡이，농사짓기，교환경제， 공동생활등주민의 생산유 
통에 관련하여 발생한사회 경제사적인 의미의 社會語@신앙 · 민속，구비전승， 의식주동소박한생활속에서 생긴 생활어 둥네 
가지로 구분하였다(강길부， 1997: 68). 

4) 지금까지 간행된 《대동여지도》의 지명 색인집은 1936년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편찬한 색인집이 최초이고， 그 이후 1976년 경희 
대 전통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된 것과 1985년 광우당에서 발행한 『대동여지도 색인표』가 대표적이다. 

5) 이와 같이 구분한 기존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간행한 『해동지도: 해설 · 색 인」과 동 기관에서 간행한 『조선후기 지방지 
도: 경기도편(해설 · 색인)~가 대표적이다. 

6) 지리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이러한 행정 항목 대신에 취락 항목을 두어 구분하였다. 취락 항목에 도회， 군현， 동리에 해당하는 대부 
분의 행정구역명을 수록하였다(원경렬， 1991; 鄭環鎬 · 辛東承，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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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원， 1982: 63). 따라서 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山川購城등과같이 후반부의 접미어가중 

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명을 「前半語素(자립형태) 

+ 접미어」로 구분하여 접미어에 따라 유형을 구분 

하였다. 접미어가 생략된 경우는 지도에 표시된 위 

치를 추적하여 접미어를 보충한 다음 각각의 유형 

으로분류하였다 7) 

지명을 범주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각 유형별 비율 

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유형별로 세부 항목들을 분석하여 유형별 지명의 

특성을 밝히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대동여 

지도》가 지니는 내용적 특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주요 항목들의 분포를 지도화함으 

로써 당시 경기도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대동여지도》 지 

명의 시론적 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장 먼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 

동여지도》의 전 지명을 검토하지는 못하고 경기도 

지역의 지명만을대상으로했다. 다른지역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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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차후의 과제로삼고자한다. 아울러 지명의 

유형별 분석에서는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한자 

지명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자 지명 

이 지니는 실제 우리말 지명을 염두에 두지 못했 

다. 따라서 유형의 분류도 대부분 한자 지명의 접 

미소 부분을 중심으로 했고 예외적인 경우를 일일 

이 고려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8) 

2. 대동여지도의 지명 개관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대동여지되에 수록된 

지명들을개관하면 〈표1)， <표 2) ， <표 3)과같다 9) 

〈표 1) 에서 보면 자연지명의 비율이 58%, 인문 

지명이 42%로 자연지명의 비중이 높다 10) 자연지 

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는 것은 단연 산 

지 항목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지형 이 

산지가 많은 산악 국가인 점 에서 기 인하는 것이다. 

그 뒤를 이어 고개 항목， 해안 항목， 하천 항목 등 

으로 되어 있다. 그 외 평야， 호소 등은 그 비율이 

〈표 1)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지명의 유형별 비율 

겨| 

11,580 

100 

7) 예를 들어 김포에 있는 남岩의 경우납(기본어) + 岩(접미어)J라는 형태소로 분석하여 자연지명의 암석 또는 산지 지명으로 분 
류한다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 오히려 감암은 지도상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한강에 연해 있는 나루터로서 지명은 나루에 해당 
하는진(律)을추가하여감암진으로분석해야한다 따라서 「감암+진」과같은형태소별분석이 되어교통분야의 진도항목으로 
구분된다. 

8) 예를 들어 ‘獨豆 JII ’ 이란 지명의 경우， 오늘날 ‘동두천’ 이라는 도시 행정지명￡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엄밀히 따지지 않 
았다. 단지 ‘독두(獨豆)+천(J II)’ 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접미어(J II)에 따라 지명을 자연지명의 하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9)(표 2) 에서는 전체 지명이 13 ，188로 표1의 11 ，580보다 1 ，6087R나 많다. 그리고 세부 항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뚜렷한 
원인을파악하기가힘들다. 이러한차이는전체 지명을대상으로한추후의 연구에서 밝혀지리라생각된다 

10) 원경렬의 연구에서 제시된 《대동여지도》 전체 지명의 수 11 ，580에서 자연계 지명수를 6 ，671로 보았으나， 그가 작성한 자연계지 
명수를 기재한 표에서 각 항목별 합계는 6 ，671를 초과하고 있다. 지명 개수의 합산 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원경렬， 1991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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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의 지명에 관한 연구 

매우 적다. 이러한 자연 지명의 항목별 비율은 삼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산악 국가라는 지형적 특성 

이반영된것으로정리된다. 

인문지명의 경우， 군사와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 

고그 뒤를 이어 취락지명，교통지명 순이다. 무 

엇보다 군사와 관련된 지명이 많은 것은 《대동여 

지딩의 제작 목적이 국방과 관련 있음을 시사하 

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것은근대 이전의 지 

도제작이 주로 행정，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로 볼 때 특별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군사와 관 

련된 항목이 행정 지명보다도 많아 다른 지도에 비 

해 군사적 관심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지명들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산지 항목의 경우 山 지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峰(筆) , 岩， 臺， 癡(돕) 등이다. 그리고 북 

부 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德 지명도 68개가 수록되 

어 있다. 이러한지명 항목중에서 산과관련된 것 

으로 산， 봉， 악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구 

분하기는 어렵다. 산이 일반적인 ‘뢰’ 를 의미한다 

면， 돕은 그 산들 중에서도 높고 큰 것， 또는 鎭護

하는신령이 있다는산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전통적으로 산신제의 대상이었던 다섯 개의 산 

을 ‘五癡’ 이라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峰은 「봉우리」로서 「불이」， 「부리」라고도하는데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봉우리를 峰이라고 한다. 이 

러한 獨立峰은 북부지방에 많고 중 · 남부 지방에 

서는 산을 구성하는 봉우리 하나하나를 봉이라고 

한다(이 영택 , 1986: 127) , 

岩은 무인도나 山頂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원경렬， 1991: 77) , 그러나 

해안이나 강가의 특정 바위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 

다. 산지 항목에서 臺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독립 

된 산이름으로 붙여진 것도 있고， 북한산의 백운 

대， 만경대， 동장대， 남장대와 속리산의 문장대， 신 

선대와 같이 큰 산의 하나하나의 봉우리를 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포대나 탕춘대 등 해안 

이나 강가의 바위로 이루어진 절경에 붙이기도 한 

다. 

德은 북부지방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뾰족하지 않 

으면서 언덕과 같은 지형을 말하는데 『대동지지』 

방언해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德은 ‘크다’ 는 뜻으 

로 平頂峰에 자주 붙였는데， 이는 여진어 계통의 

말로 함경도， 평안도의 고원지방에 많이 남아 있 

다. 길주 서쪽의 천석덕， 금석덕， 함박덕， 등 많은 

‘德’ 지명을볼수 있다(이영택， 1986: 135-136) , 

고개에 해당하는 지명으로는 領， I뼈， Jlt훈， 古介 등 

이 사용되었다. 鎭은 교통상 중요한 몫을 하던 곳 

으로 關防이 설치되어 있기도 한데， 대관령 · 한계 

령 · 조령 · 추풍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뼈과 Jlt훈의 

〈표 2) (대동여지도) 지명의 유형별 분포 

자료: 이상태， 1999: 225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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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구분이 다소 모호한데 치는 현에 비해 다소 

높고 험한 편이다(원경렬， 1991: 77). 조선후기 일 

종의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才物諸』 에 의하면， 鎭

은 산의 목과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길로 통할 

수 있는 곳이고， I뱀은 領위의 평평한 곳， ru훈는 산이 

우뚝 솟은 모양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길부의 연구에 의하면， I뺑은 경계 지대 또는 험 

난한 곳에 있는데 이런 곳은 緊關地로서의 중요성 

과 院宇나 봉화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鎭

은 교통량이 많은 높은 고개의 양측 산기숨에 취락 

이 발달하여 교통， 생산， 방어의 세 가지 기능을 하 

였다. 그러나 領， I뺑， ru훈에 대한 엄밀한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개 지명 가운데 古介로 

표기된 것이 3개가 있는데， 珍古介(서울) , 沙里古

介(삼수) , 慧古介가 그것이다. 古介는 이북 특히 

함경도， 평안도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는 원래 이 

지방의 사투리로서 후대에 표준말로 정착이 된 것 

으로보인다. 

하천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江， )11 , 水， 漢， 離이 

사용되었다. 원경 렬(1991)에 의하면， 강은 배가 다 

닐 수 있는 하천이고 川은 개울의 개념， 水는 慣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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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지류)와 같이 川보다는 다소 긴 하천이나 

가항하천이 아닐 때 붙이고， 離은 여울목에 해당하 

는데 협곡을 흐르는 곳이나 급류가 흐르는 곳을 말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과 천， 수를 가항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가항 

여부보다는 규모의 정도에 구분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큰 하천을 江이라 

하고 작은 하천은 川이라 한다. 水는 대하천의 지 

류에 널리 사용되고 또한 고대의 하천에 水를 많이 

사용하였다. 하천의 최소 단위는 개울(시내)인 漢

인데 개울이 합하여 흐르는 약간 큰 개울을 川이라 

한다. 대체로 江， )1 1, 漢의 순서로 하천 길이의 大

小를 나타내고 있다(이 영택 , 1986). 지명의 개수에 

서도 규모가 가장 큰 강은 천보다 훨씬 적다. 離은 

물길 가운데 암초나 바위 자갈들이 많이 있어서 

생긴 여울을말하는데， 일부소규모하천에서도붙 

여진다. 

평야 범주에 해당하는 지명으로는 tf과 野， 代 등 

이 사용되었다. 평은 넓은 들의 뜻을 지니는데， 우 

리말로는 들， 벌이라고 했다. 벌은 불(火， 빼) 또는 

벌(代) 등으로 표기했다(B"대동지지』 方言解).

〈표 3) {대동여지도) 지명의 세부 항목별 상황 

흙훨흉: :ν #훌훌? 패 흉쫓 

산지 山(3 ， 017) ， 筆(139) ， 岩(130) ， i'ì-(8이， 漢(49) ， 돔(44) ， 묘(3) ， 臺(96) ， 庸(2이， 德(68)

고개 뼈(500) ， 鎭(508) ， I時(315) ， 古介(3)

하천 江(109)， 川 (818) ， 水(24) ， 離(77)

자연 펑야 t푸(85) ， 野(11)， 1)(;(1 0)

호소 湖(15) ， 澤(22) ， 池(32) ， 淵(75) ， 提(13)

해안 뽑(82) ， 梁(23) ， É3 沙(10)

기타 溫井(12)

취락 둠(334) ， 古물(309) ， 里(359) ， 浦(369) ， 律(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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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핍에 해당하는 지명으로는 湖， 澤， ?B, 淵， 池，

등이 사용되었다. 원경렬(1991)에 의하면， 湖는 永

郞湖(간성) , 좁草湖(양양)와 같이 자연호에 붙는 

지명으로 j점湖에 많이 붙고， 灌과 池는 자연호와 

인공호에 모두， 提는 인공호에만 사용되었다. 지명 

의 수량으로 보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淵이 가장 

많다. 

해안의 범주에 해당하는 지명으로 申과 梁， 白沙

등이 사용되었다. 꽂(고지)은 해안으로 돌출한 지 

형에 붙이는 것으로 백제어에서는 ‘夫里’ 에 해당 

한다. ‘梁’ 은 우리말로 ‘도’ 라고 하는데 수중이 돌 

이 쌓여 있거나 암초가 있는 곳을 말한다. 이후에 

돌다리로 어의가 변하기도 하였다. 해안에서는 육 

지와섬 사이 또는섬과섬 사이가좁아물살이 매 

우 빠른 곳에 많이 보이는데 ‘울둘목(嗚梁)’ 과 같 

은 지명이 대표적이다. 백사는 백사장으로 지금의 

해수욕장에 해당하는 지형이다. 

《대동여지딩의 인문지명은 군사와 취락의 비율 

이 높다. 취락 항목에서는 행정구역의 명칭과 관련 

된 군현 ·고읍· 里名 등이 대부분을차지하고 있 

고， 교통과 관련된 취락인 浦와 律의 비중도 높다. 

군사 항목에서는 전국적으로 분포된 봉수의 비 

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곽 · 고성 등의 방어용 

시설과 진 · 고진 등의 군사기지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營은 군대에서 사령부에 해당하는 기지 

로 전국적으로 15개가 분포하고 있다. 

교통 항목에서는 역원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그밖에 站， 店 등이 있는데 역원에 비해 

비중이 매우 작다. 당시 관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역원과 더불어 사설의 숙박 업체인 店幕이 많이 성 

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상당수가 빠져 있음을 

알수있다. 이러한사설로보아도《대동여지도》가 

참조했던자료는주로관찬의 지도나지리지가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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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 항목에 뻐이 들어 있는 

데 이는 우리말의 고개에 해당하는 ‘재’ 를 못하는 

우리식 한자어 표기 이다. 따라서 교통 항목보다는 

자연 지명의 고개에 분류해야 한다. 

기타 항목으로 창고， 절， 정자 등이 분류되어 있 

는데 창고는 경제， 사찰과 정자는 문화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창고의 비중이 압도적으 

로 많은 것은 국가 경영에서 재정의 보관처인 창 

고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자와 같 

은 문화적인 항목이 적은 것은 《대동여지도》가 군 

사，행정적인 실용적인목적에서 제작되었기 때문 

이다. 

3. 경기도 지명의 분석 

1) 지명의 군현별 분포 

한반도의 중심지역에 자리갑고 있는 한양을 포 

함하는 경기도 지역은 중앙으로 한강과 그 이북에 

임진강이 흘러가고 동쪽으로는 산지가 포진해 있 

다. 서쪽에는 서해와 연해 있고， 강화도， 교동도， 

대부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포진해 있다. 지형적 

으로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완만한 모습을 띠고 있 

는데 한강하류를따라충적 평야가발달해 있기도 

하다. <그림 1)은 《대동여지도》를 축소한 《대동여 

지전도》의 경기도지역으로이러한지리적 상황을 

잘보여주고있다. 

《대동여지도》가 제작될 무렵의 경기도는 전체 

377ß 군현으로 이전 시기보다 1개가 줄어든 숫치 

다. 이는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豊德那이 1823년 

(순조정)에 혁파되어 개성에 예속되었기 때문이 

다. 이후 풍덕군은 1866년에 복구되었는데， 1861 



년 제작된 《대동여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표 4)는 경기도 지명을 각 군현별로 정리한 것 

이다. 지명이 많이 수록된 지명은 개성 · 수원 · 광 

주 · 강화 등 4개의 유수부와 양주목과 같은 면적 

이 큰지역， 인천부와같이 많은섬을거느리고 있 

는 지역 등이다. 개성， 수원， 광주， 강화 등 4개의 

유수부는 수도 방위에 중요한 지역으로 직제상으 

로도 외관이 아닌 경관직 에 해당한다. 이들 유수부 

는 대개 5-6%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고려시대의 

도읍이었던 개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 

救 단위에서는 면적이 가장 큰 딴목에 73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전체를통틀어 가장많다. 여주목 

의 경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파주목의 경우 

地理學論輩 제45호 (2005.2) 

는면적이 작은관계로평균정도의 지명이 수록되 

어있다. 

府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섬들이 많이 있는 인 

천이 가장 많은 지명을 수록하고 있고， 서해에 연 

해 있는 南陽， 비교적 면적이 넓은 長端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면적이 작은 竹山， 利Jl I ， 富平 등은 

평균에 밑도는 지명수를 보유하고 있다. 

那의 경우 비교적 면적이 넓은 가평군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 가운데 면적 

이 작은 김포군이 117ß의 지명으로 가장 적다. 현 

의 경우는 전부 평균 이하로 이 중에서 抱川， 龍仁

정도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 중에서도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작은 고을인 양천의 경우， 수록 지 

〈그림 1) {대동여지전도)의 경기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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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경기도 지명의 군현별 분포 

명수가 7개로 가장 적다. 

이러한사실을종합해 볼때 경기도지역 지명의 

군현별 분포는 위계가 높고 행정， 군사적으로 중 

요한 고을에 지명이 많이 수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지명의 유형별분석 

(1) 자연지명의 분석 

경기도 지역의 자연지명은 504개로 경기도 전체 

의 54.8%를 차지하고 있다.(대동여지딩 전체 자 

연지명이 58%를차지하고 있는 것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다. 자연지명을 유형별로 보면 산지에 해 

당하는 지명이 전체의 29.6%로 압도적으로 많고 

뒤를 이어 하천， 고개， 도서의 순으로 지명이 많다. 

해안， 평야， 호소와 관련된 지명은 상당히 적은 편 

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대동여지도》 전 

체 지명의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11) 

자연지명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산 

지 항목에서는 접미소가 山으로 된 것이 압도적으 

로많다. 그밖에 峰，돔，臺，岩， 偶등이 수록되어 

있다. 峰의 경우는， 道輩(양주) , 쏠筆(장단) , 惡뿔 

(파주)， 三筆(수원)， 王峰(시흥) , 阿王筆(시홍)， 君子

筆(안산) 등이 수록되어 있고 臺의 경우는 王母臺

(남양)， 鳳仙臺(인천)， 超然臺(가평) , 望遠臺(수원) , 

朝天臺(인천) , 望海臺(수원)， 俊虛臺(인천) 등이 수 

록되어 있다. 몸 지명으로는 白몸(장단) , 松폼(개 

성) , 雲돕(가평) , 曾돕(수원) 등이고 岩 지명으 

〈표 5) 경기도 지역 지명의 유형별 분포 

11) 앞서 살펴본 원경 렬의 연구에서는 도서 항목을 해안에 포함시켜 계산했기 때문에 해안 항목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도서와 해안 항목을 합하여 계산하면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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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기도 지역 자연지명의 세부 항목별 상황 

산지 | 山(25 1)， 뿔(7)， 岩(2) ， 폼(4) ， 臺(7)， 隔(1)

고개 l 뼈(43) ， 鎭(11) ， 時(18) ， 뻐(1) 
하천 ! 江(4) ， )11(56), 水(24) ， 離(11)， 漢(3) ， 뺏(1) 

자연 | 평야 l 괜(4) 

호소 ! 澤(2) ， 淵(4)

해안 | 申(6) ， 項(1)， 頭(1τ전팍처(1) 
기타 l 島(65)

로는 馬岩(여주) , 聽岩(지평) 등이 있다. 

陽大隔(시홍)에서와 같이 ‘隔’ 의 지명도 볼 수 

있는데대동지지 r方言解」에 의하면 偶는 산길 

에서 휘돌아진 곳으로 ‘毛老’ 와 동일한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모로’ 는 둥그런 산봉우리 또 

는 언덕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지지』 의 「방언해」 

에는 잘못 서술되어 있다. 또한 산으로 둘러싸인 

두메에 해당하는 지명으로 映도 보이는데 陽|、|의 

훨口 rt뺏이 그것이다. 

고개 항목의 경우는 l뺑이 가장 많고 뼈보다 규모 

가 큰 領은 11개로 ~훈보다도 적다. 경기도 지역이 

험준한 산줄기가 적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우리말 지명으로 고개에 해당하는 ‘재 

(뼈)’ 가 기재되어 있는데 광주의 ‘마재(麻뼈)’ 가 

그것이다. 재는 원래 위(上)의 뜻으로 지형을 나타 

낼 때는 산꼭대기나 둥성마루의 뭇으로 사용되던 

것이 고개의 뜻으로 변하였는데， 순우리말로서 한 

재(韓視) . 갈재(홉~훈) . 새재(鳥領) 등에서처 럼 한 

자어의 고개 지명에 두루쓰인다(강길부， 1997). 

하천 항목에서는 강보다는 규모가 작은 川의 지 

명이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水가 사용되었고 江

은 東江(개성) , 祖江(통진) , 神知江(적성) , 燈波江

(연천) 등의 4개가 보인다. 시내에 해당하는 漢 지 

명은 陳漢(양주) , 牛漢(파주) , 秋漢(양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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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울을 나타내는 離도 117~나 샤용되었는데， 대 

부분 한강과 그 지류에 연해 있다. 

평야 항목에 해당하는 지명으로는 첼 지명으로 4 

개 수록되었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 적다. 湖핍 항 

목에서는 澤이 比巴灌(용인) , 빼澤(음죽) 정도이고 

淵 지명은 鍾淵(마전) , 析淵(마전) , 未積淵(영평) , 

111尾淵(적성) 등으로 경관이 빼어난 곳에 해당한 

다. 해안 항목에서는 꽂 지명으로 陽也申(수원) , 

組申(부평) , ε梅(申)(수원)， JC未申(수원) , 塊台申

(양성)， 洪原뽑(수원) 등이 있다. 또한 물살이 세기 

로 이름난 염하의 손돌목이 孫梁項(통진)으로 표 

기되어 있다. 이 곳은 삼남 해로에서 가장 험한 곳 

으로 유명했는데 지형이 목처럼 가늘어 조수가 밀 

려들과 나갈 때는 물살이 매우 빠른 곳이다. 그 밖 

의 자연지명에 속하는 항목으로 여개의 섬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2) 인문지명의 분석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인문 지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지도 범례(legend)에 해당하는 

地圖標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대동여지도》가 

이전의 다른 지도와 비교되는 가장 큰 특정은 여러 

인문 事象을 정교한 기호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지도표에는 《대동여지도》에서 사용된 기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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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동여지도$의 지도표와 K동여도$의 지도표 

수록되어 있는데， 영아(營衝) , 읍치(힘읍) , 성지(城 

池) , 진보(鎭뿔) , 창고(쓸庫) , 목소(救所) , 봉수(峰 

緣) , 능침(陸寢) , 방리(혜里) , 고현(古縣) , 고진보 

(古鎭僅) , 고산성(古山城)， 道路 등의 14개 항목이 

있다. 이 중에서 읍치， 진보， 창고， 고현， 고진보 등 

을 성곽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고， 성지는 산성과 

관성으로， 版所는 屬場을 구분하여 전체 항목은 총 

22종이 된다((그림 2) 참조)， 

지도표의 기호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행정 영역 

에 해당하는 것은 영따 · 읍치 · 고현이고 경제 영 

역은 창고·목소， 군사 영역은 성지 · 진보·봉 

수·고진보·고산성，교통 영역은 역참·도로，문 

화 영역은능침 등으로구분해 볼수 있다，{대동 

여지도》가 군사적 목적에 의해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군사와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고 문화와 관 

련된항목은가장적다. 

이 러한 지도표는 《대동여지도》와 짝을 이루는 

필사본 지도인 《동여도》에도 수록되어 있다. 동여 

도에서 사용된 지도표의 기호는 영진(營鎭) , 주현 

(州縣) , 진보(鎭壘) , 역도(繹道) , 목소(軟所) ,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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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面) , 창고(용庫) , 봉수(峰隊) , 능침(陸寢)， 성지 

(城池) , 도로(道路)， 파수(把守) 등 총 12개 부분이 

다. 대동여지도에 비해 2개 항목이 작다. 그러나 

세부 항목에서는 城池， 行城， 有iß有聲， 把守 등이 

추가되어총 26종이다.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행정영역에는 영진 · 

주현 · 방면 등이고， 경제 영역은 목소 · 창고， 군사 

영역은 진보·봉수· 성지 ·파수， 교통 영역은 역 

도 · 도로，문화 영역은능침에 해당한다. 대동여지 

도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영역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호의 정교함이나 시각적 효과는 

대동여지도보다 못하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볼 때 

동여도는 대동여지도의 제작 이전에 만들어졌던 

지도일가능성이높다. 

그렇다면 실제 경기도 지역의 인문 지명에서는 

각각의 항목들이 얼마나수록되어 있을까? (표 7) 

은 항목별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행정과 

관련된 항목 가운데 군현은 당시 37개 군현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豊德은 1823년(순조23)에 혁파되 

어 개성에 예속되었는데 지도에는 古縣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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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동여지도)어| 수록된 고읍과 왕릉의 분포 

되어 있다. 古縣은 37개나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 

분 고려시대 때 군현의 명칭들이다. 이의 분포를 

보면 고려의 도읍이었던 개성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 

방리 지명도 48개나 수록되어 있다. {대동여지 

도》에서는 필사본인 《동여도》에 수록된 방리 지명 

중에서 판각의 어려움으로 인해 3β00여개의 방리 

지명이 제외되었다. 각군현의 주변 지역에 분포해 

있는 행面 지명이 대부분 제외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의 방리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명들 

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도로 주변에서 발달하고 있던 

-407-

역원， 점막과 관련된 街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대동여지도》 

가 단순한 행정적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말 

해준다고볼수있다. 

월경지 항목은 3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南陽의 2 

개， 陽城이 1개이다. 이들 월경지에는 창고와 목장 

이 설치되어 있는데， 월경지는 재정과 관련된 경제 

적인목적에서 계속유지되었던것으로보인다. 

《대동여지도》의 인문 지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군사와 관련된 항목이다. 이것은 앞서 언 

급했지만 《대동여지도》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제 

작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진보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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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기도 지역 인문지명의 세부 항목별 상황 

인문 

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방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화도는 육 

지에 근접해 있고 넓은 땅을 지니고 있어서 유사시 

피난처로 이용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입을 피해 30여년간 도읍으로 기능하였고， 조선 

짧쫓 

A 를수 

l 징보 

。 고산생 

시대에는 서울의 ‘뼈候之地’ 로 평가되어 군사적 

으로매우중시되었다. 경기도의 동부지역은비교 

적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자연적인 방벽이 되기 때 

문에 진보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그림 4) 참 

조). 

30km 
ir-' --

〈그림 4)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군사 관련 항목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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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항목도 세밀하게 표시되어 았다. 조선시대 

에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봉수의 전달망이 5개의 

루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함경도 지방에서 내 

려오는 봉수망과 평안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봉수 

망， 그리고 영남 내륙 지방을 거쳐 올라오는 봉수 

망， 그리고 서쪽 해안을 따라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봉수망 등의 5개의 루트 

로 구성된 것이다. 이 러한 봉수는 남산의 봉수대 에 

최종 도달하여 병조에 보고되었다. 경기도 지 역의 

봉수분포도를보면 이러한봉수망의 대략적인모 

습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해안에서는 남쪽과 북쪽 

에서 오는 봉수망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내륙으 

로는 평안도， 함경도에서 전달되는 망과 경상도에 

서 충청도를 거쳐 전달되는 내륙 봉수망의 대략적 

인 윤곽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진보 항목 

에서와 같이 내륙보다는 해안에 봉수가 밀집되어 

있는경향을엿볼수있다((그림 4) 참조). 

산성 항목은 고산성까지 자세하게 표시하였다. 

그림4의 고산성의 분포를 보면 서쪽의 한강 하류 

지역과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경기도 지역의 요충에 해당 

하는 곳이다. 한양의 서쪽과 북쪽은 뱃길과 육로 

의 길목에 해당하고경기도남부지역은충청도에 

서 이어지는 길목이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이 군사 

적 요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산성이 축조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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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교통 관련 지명 중에서는 역원이 가장 많고 진도 

와 포구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역원 항목의 경우 

는 원보다는 역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즉， 국 

가에서 관리하는 공식적인 기관인 購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院， 店幕과 같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숙박 

시설을부가적으로수록하였다. 당시 경기도지역 

에 설치되어 있었던 羅의 현황을 『대동지지』에서 

정리해 보면 〈표 8)과같다. 

『대동지지』 에 수록된 역의 현황과 《대동여지딩 

에 표시된 역을 비교해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 {대동여지도》에는 찰방역인 迎體道가 표시되 

지 않았고 迎華道 소속의 無極 · 果)1 1 ， 慶安道 소속 

의 安平 · 留春， 挑源道 소속의 玉漢 등이 빠져 있 

다. 대신에 홈)1 1. 月漢 · 輸亨 · 奉安 · 德삽 · 終

生 · 迷原 등이 추가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동여지도》와 『대통지지』가 자매편처럼 밀 

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동여지딩에서는 양주에 속해 

있는 古둠인 見州를 역으로 표시하는 오류도 보이 

고 있어서 지도제작에 활용했던 자료를 파악하는 

데에는세심한주의를요한다. 

역원과 더불어 육상 교통의 요지에 성장하고 있 

던 院이나 점막들도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仁

德院이나 退漢院 등은 오늘날에도 교통의 결절로 

〈표 8) r大東地志」에 수록된 경기도 지역의 購 상황 

迎體道

迎華道

平邱道

慶安道

重林道

#熾훌 

홈훌훌 

뿔歸， 馬山， 東城， 좁잣~ 

良才， 樂生， 關興， 金鎭.~호贊， 分行， 無極， 果川， 海門， 加川， 康福

雙樹 綠楊. 1九읍 娘實 田짝.Él￥ 1tJR 連洞 安奇 梁文

德豊， 阿111. 楊花 新律， 安平， 留春

盤￥L. 石갑， 南山， 金輪

f九和， 터鎭， 玉漢， ft짧， 뼈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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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대동여 

지딩가 제작될 무렵에는 사설 숙박기관인 店幕의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지도에는 西五郞， 長登과 같은 점막도 표시되어 

있다. 특히가촌이 형성된 ‘거리’도표기되어 있는 

데， 양주의 陣立街， 포천의 밟場街 등이 대표적인 

노변취락으로 표시되어 있다. 

역원 이외에 교통과 관련된 항목에는 浦口와 律

禮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포와 진 

이 엄밀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이나 律은 강이나 하천의 나루터를 나타내고， 浦의 

경우는 해안에 있는 선착장이나 조수의 영향이 미 

치는 내륙 하천의 「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律의 

경우에는 강을 건너는 나룻배가 정박해 있는 반면， 

浦의 경우 해안에 위치한 곳에는 대부분 조운선을 

비롯한 바닷배가 정박해 있고 내륙의 포구에도 고 

깃배 또는 해산물을 수송하는 海船들이 많이 정박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포구는 해안이나 대하천의 

연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7}운데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에 위치한 中梁浦(양주)， 남한강변의 유명 

한 포구취락인 여주의 첼浦， 진위천에 위치한 진위 

의 1c申浦 등은 해안이 아닌 내륙에 위치한 포구들 

이다. 반면 대부분의 진도는 한강， 임진강을 따라 

밀집해 있다. 당시 경기도의 유명한 律懷로는 고려 

시대 국제 무역항으로 유명했던 훨i關禮， 병자호란 

때 항복했던 장소로 유명한 三田 i度 등이 있고， 한 

강변의 유명 나루터인 洞輩， 廣律 대표적인 나루터 

이다. 

경제 관련 지명으로는 세독을 보관하던 창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고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의 서남부 지역에 많이 있고， 내륙 지 

역인 지평， 여주， 가평， 양주 동에도 설치되어 있 

다. 해안에 위치한 것은 대부분 海쓸으로 해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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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점이 있는 곳에 세곡이나 해산물의 보관을 위해 

설치된 창고들이다. 또한 내륙에 위치한 창고들도 

대부분 운반에 편리한 하천변이나 도로가에 위치 

하고있다. 

경제 관련 지명 중에서 창고 다음으로 많은 것은 

목장항목이다. 목장은대부분서해안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데 수초가 풍부한 섬 지방에 집중되어 있 

다. 이 가운데 大뿔島의 목장은 藍뺨官이 파견되어 

있었던 곳으로 『대동지지』 에 의하면 屬場으로 仙

#鋼， 靈興， 집忽， 伊作， 小牛， 佛， 立彼 목장을 거느 

리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목장들은 대부분 

많이 황폐되어 목마장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 

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고， 목장 이외에 경제 관련 항목으로 장시 항목 

이 일부 보인다. 수원의 安中， 시홍의 安養， 포천의 

松隔 등이 대표적인 장시이다. 안중은 당시 수원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평택시에 속해 있고 현재도 

국도가교차하는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안양 

은 현재 수도권 남부에서 급성장한 도시로 조선후 

기 시장이었던 지역적 배경이 성장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볼수있다. 

문화와 관련된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중이 

낮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관찬지리지인 『동국여지 

승람』 에도 제영， 누정， 인물 등과 같은 문화 항목이 

많은데 비해 《대동여지도》에서는 陸幕 항목만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항목은 매우 소략 

하다. 조선후기에 제작되었던 다양한 군현지도에 

서는 사찰， 서원， 누정과 같은 문화적 항목의 비중 

이 높지만 《대동여지되는 군사적 성격이 강해 문 

화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다. 

능묘 항목에서는 대부분 陸을 표시하였는데， 능 

이 아닌 것으로는 양주에 있는 昭寧園이 유일하다. 

소령원은 숙종의 후궁인 淑購崔BÇ의 묘로 숙빈이 



영조의 생모인 관계로 영조 때 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림3) 의 능묘의 분포 지도를 보면 대부분 서 

울 북동부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정종의 능인 멀l埈이 개성 

에 있고 정조의 능인 건롱이 수원에， 세종대왕의 

능인 英陸이 여주에 있는 정도이다. 조선시대 陸制

에서는 왕도를 중심으로 100리 넘는 곳에서는 능 

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것이다. 

기타 문화 항목으로는 사찰， 사묘， 탑비 등이 있 

다. 사찰은 ÒJ:주의 露積춤， 교종의 普門춤， 수원의 

大興춤， 여주의 神軟놓， 가평의 縣燈춤， 장단의 華

藏춤 등과 같은 명찰들이 표시되어 있다. 파주의 

의주대로변에는爛朝도표시되어 있는데， 이는현 

재 파주 용미리에 있는 대형 의 석불 입상(보물93 

호)으로서 당시에도 상당한 명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수록된 항목으로는 마전의 성측義願 

과 같은 사묘도 보인다. 숭의전은 고려 태조와 7왕 

을 제사지내던 사당으로 고려 왕조의 후예들을 회 

유하는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개성의 부소산 

밑에는 搭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敬天춤十層石 

뽑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석탑은 원대의 나마 수법 

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석탑으로 각면에는 12會

相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또한 陽城에는 陣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을 

토별한 吳命|캘의 업적을 기리는 공적비로 지금도 

남아있다. 

4. 껄론 

본고는 《대동여지도》의 지명에 대한 시론적 연 

구로서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경기도 지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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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 

도 지 역의 모든 지명을 추출하고 각각의 지명들을 

인문과자연의 몇가지 유형으로분류한후유형별 

특성을 파악하파 했다.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첫째， 경기도 지역의 지명을 군현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개성 · 수원 · 광주 · 강화의 유수부 

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양주목과 같은 면적 

이 큰 고을， 인천부와 같은 많은 섬들이 있는 고을 

에도 지명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양천현， 마전현， 

시흥현 등과 같은 작은 면적의 那勢가 약한 고을에 

는수록된지명수가적다. 

둘째， 경기도지역의 지명을자연적 항목과 인문 

적 항목으로 유형을 분류해 보면，{대동여지딩 전 

체 지명의 유형 분포와 대략 유사하다. 자연 지명 

에서는 산지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하 

천， 고개， 도서 순인데， 평야나 호소 지명은 매우 

적다. 산지의 경우 산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峰， 臺，

돕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고개는 l뱀의 비율이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ru훈， 領 순으로 빈도가 높다. 

하천 항목에서는 川이 가장 높고 水， 離， 江， 漢

순으로 되어 있다. 서해안의 섬들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평야나 호소의 비중은 매우 낮고， 해안과 

관련된 항목은 뽑의 비중이 높다. 

셋째， 인문 지명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행정 · 군 

사·교통과 관련된 지명이 많고 경제 · 문화와관 

련된 지명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로 볼 때 《대통여 

지도》는 김정호라는 민간의 개인이 제작한 지도이 

지만 지도의 성격은 국가에서 제작한 행정 · 군사 

적 성격의 관찬지도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행정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당시의 那縣 이외에 

도고려시대의 古물，도로변에 위치한행里名도수 

록되어 있다. 군사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적의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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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하는 봉수망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고 적 

을 방어하는 시설인 산성， 그리고 중요한 군사기지 

인 鎭뚫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교통 관계 

의 항목에서는 육상교통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 

는 羅院의 비중이 높고， 水運과 관련된 포구나 진 

도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경제와 관련된 항목에 

서는 국가 재정의 원천인 세곡을 보관하던 창고가 

상세하며 관영 목장도자세히 표시되어 있다. 그러 

나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던 장시와 같은 상 

업 관련 항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문화와 관련된 

항목도 매우 적은데 왕롱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일 

부 유명 사찰이 수록된 정도이다. 

넷째， 인문 지명의 분포를 지도로 작성하여 분석 

해 보면， 행정 관련 항목에서 고읍은 고려의 도읍 

이었던 개성을중심으로분포하고 있다. 군사관련 

항목에서 산성의 경우는 경기도의 서부지역과 남 

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두지역이 서울로 

향하는 길목이 되어 역사적으로 중시되었기 때문 

이다. 군사 기지인 진보의 경우는 서울의 ‘n떠唯之 

地’ 에 해당하는 강화도와 그 주변 해안에 밀집되 

어 있다. 봉수망의 경우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망이 서울로 집중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교통 관 

계 항목에서 포구는 해안이나 조수가 작용하는 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고， 진도는 대부분 내륙 하천가 

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 관련 항목에서 국가의 세 

곡을 저장하던 창고는 대부분 운반에 유리한 바닷 

가 포구나 강가 또는 육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문 

화 관련 항목인 陸園의 경우 서울의 북동부에 밀집 

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대통여 

지딩는 19세기 후반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 속 

에서 국방 강화라는 군사적 목적에서 제작된 지도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 방위를 위해서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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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형 , 지세에 대한 이해가 기초적으로 이루어져 

야 되고， 이를 토대로 산성， 봉수， 진보와 같은 군 

사 시설들을 배치하고 이와 더불어 각 지역간의 통 

행로에 대한 숙지가 펼수적이다. <대동여지도》는 

바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인 

데 다른 지도에 비해 실용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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