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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 
지명이야기를 발간하면서...

조선 태종 13년(1413)에 고봉과 덕양을 합쳐 고양이 된 이후 600년  

넘게 고양이란 지명(地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고양600년 이후 고양시는 역사의 재조명을 비롯하여 문화재의 

복원, 역사교육, 학술발표회 등 많은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명은 고양의 특정지역을 구분하고 인식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붙인 

명칭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지명은 고양시의 큰 단위로부터 

작은 논과 밭, 산 등 여러면에서 중요한 표상(表象)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오고 있는 지명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유성이 크게 훼손 되었습니다.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고양의 현대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고양지역에서는 이러한 지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 고양문화원을 

통하여 고양군 지명 유래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일산신도시와 

화정, 행신, 탄현, 중산, 능곡 지구 등이 개발되기 전 고양지역의 향토  

지명을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수 천여개의 고유지명이 기록된 뛰어난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기에 분량이 많고 지역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 새로운 지명과 관련된 책자 발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개발을 겪은 고양시에서는 고유지명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촌락과 소지명이 바뀌거나 소멸되었고 또 새롭게 생긴 이름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2013년 고양 600주년을 맞아 고양의 

지명이야기 1권을 만들었고 2018년 제2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발간된 고양의 지명이야기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애향심 및 자긍심, 그리고 고양에 대한 지역정체성이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양시에서는 조상들의 소중한 숨결이 담겨져 있는 지명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꾸준한 지명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검증된 고유의 명칭들은 여러 

시설물을 비롯한 신규 지명을 만들 때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책자가 발간 되기까지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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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동(舟橋洞),
개울에 배로 다리를 만들어 왕래하던 마을

주교동은 지리, 교통, 행정적으로 고양시의 중심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의 중심에 고양시청과 시의회가 자리하고 있으며 고양대로와 호국로, 서울교외

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시청 주변의 여러 도로를 통해 서울

과 능곡, 일산, 의정부, 파주 등을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특

개울에 배다리를 만들어 주교동이 되었다

12   덕  양  구  



히 고양시와 외부지역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고양 나들목이 있

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다.

주교동은 1980년대부터 소규모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현재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와 단독빌라 단지, 상가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박재궁, 

독곶이, 윗배다리, 영글이마을 일대에는 농촌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주교동은 한자로 배 주(舟)자에 다리 교(橋)자를 쓴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

전부터 마을 이름을 배다리라 부르고 있다. 

주교동은 1755년 조선 영조시대 이전부터 사용된 오래된 이름이다. 고양군

지 원당면 편을 보면 이패리(二牌里)마을에 주교촌(舟橋村)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시대에도 주교라는 명칭은 계속 이어져 현재는 행정동과 법정

동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주교동 배다리는 한강에 제방이 쌓이기 전 지금의 대장천을 따라 강물이 밀

려 들어오면 주교동과 성사동 사이의 하천물이 크게 불어나 사람들이 건너다니

기가 어려웠다. 특히 여름철 등 홍수기에는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마을 사

람들이 힘을 합쳐 작은 배를 이용하여 개울을 건너는 주교(舟橋)를 만들게 되

었다.

이렇게 배로 다리를 만들어 물을 건너는 주교가 있다 하여 이 마을의 이름을 

주교동, 배다리라 부르게 되었다.

본래 배다리는 주교동 전체를 부르던 명칭이 아니라 고양시청에서 남쪽에 

있는 마을만을 가리키던 지명이었으나 지금은 주교동 전체를 흔히 한글로 풀어 

배다리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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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말

시청 앞 배다리가 있던 마을에서 시청 너머에 있는 곳이라고 하여 넘

말이라 부르곤 하였다. 즉 넘말은 작은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이라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의 넘말은 작은 상가와 빌라 등이 자리하

고 있으며 시청 본관 건물의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박재궁(朴齋宮)

박재궁은 시청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의 지명으로 현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마을 입구를 관통하여 지나가고 있다.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옥과 단독주택이 많

은 모습을 유지하다가 최근부터 현대식주택들이 점차 들어서고 있다. 

예전의 박재궁은 워낙 마을이 커서 아래 박재궁, 윗 박재궁으로 불릴 

정도였다. 인근 사람들은 부르기 쉽게 박자궁, 박제궁이라 부르지만 옛 

기록들을 통해 볼 때 박재궁이 정확한 명칭임이 확인되었다.

박재궁의 유래가 된 밀양 박씨 재실

14   덕  양  구  



박재궁이란 이름은 조선시대부터 불리는 오래된 지명으로 이 지역의 

토박이 가문인 밀양박씨 문중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박재궁은  “밀양 박씨(朴氏) 가문의 재실(齋室)이 마치 궁(宮)”과 같이 

크고 유명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박재궁의 유래를 확인

할 수 있는 밀양박씨 재실이 박재궁마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본래 박

재궁 마을에 재실이 있어야 하나 지금은 작은 산등성이 너머의 옛 능골

에 대규모의 재실이 있어 가을 시향제례 때에는 전국에서 모인 후손들

이 이 재실을 사용하곤 한다.

마상골(馬上谷)

마상골은 고양시청과 박재궁마을 사이에 있는 지명으로 현재는 빌라, 

아파트, 상가, 활터, 밭 등이 있으며 배다리 누리길이 지나는 구간에는 

마상 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마을 내에 인근에서는 유일한 활터가 있으

며 배다리누리길 건너편에는 배다리마을에서 이전해온 원당초등학교가 

있다.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는 원당면 주교리에 

마상곡(馬上谷)이란 골짜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일명 마상골로 불리는 이 지명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

온다. 우선 오래전에 이곳에 마씨 성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들이 사는 윗마을이라는 뜻에서 마상이란 명칭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래설로는 이곳의 마을 생김새와 위치가 사람이 마치 말을 

타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마상골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독곶이 

독곶이는 고양시청에서 일산동구 산황동 방향에 있는 지명으로 본래 

일산지역에 속해 있던 마을이었으나 1980년 고양군 중면 산황리에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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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원당면 주교리로 편입된 마을이다.

독곶이는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 고양군 구지도면 내곡리에 포함된 

마을로 독곡(纛谷)을 기록하고 있다. 독곡에는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 둑을 쌓아 막은 골짜기란 뜻이 있다. 

또 달리 이곳을 독곶(獨串)이라 부르는데 이는 독곶이가 한강에서 배

다리로 연결되는 대장천, 박재궁천, 독곶이천 방향의 평야지역으로 땅

이 튀어나온 지역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곳

에 한강물이 들어오곤 했는데 이때 밀려 들어온 물속에 사람에게 나쁜 

독(毒)이 많아 독곶이가 되었다고도 한다.

독곶이 지명과 관련하여 마을 앞까지 작은 배가 들어와 소규모의 장

(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실제로 이곳 독곶이 인근 지명에 

장으로 가는 장터, 장터거리란 이름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독곶이 신촌(新村), 새말

시청에서 경의·중앙선 곡산역 방향으로 약 2km 인근에 있는 자연

촌락의 이름이다. 이 신촌, 새말은 주교동 독곶이 마을에 속해 있는데 

여러 마을들 중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라 하여 새말, 신촌이라 부르

고 있다. 독곶이 마을에서 대장동 마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있고 멀리 

북한산과 성라산 (국사봉)도 바라볼 수 있다. 마을의 집들은 주로 남동

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화정동 방향으로는 서울 교외선 철도가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능골(능안)

능골은 주교동 원당초등학교에서 북동쪽에 자리한 마을의 지명으로 

현재는 5층 정도의 빌라 건물과 밀양박씨와 관련이 있는 한옥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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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능골이라 부르는 것은 고려시대 부터 만들어진 밀양박씨의 묘

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이곳 묘역에는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

되어 보호받고 있는 박충원(朴忠元)선생의 묘소와 신도비를 비롯하여 

수십 기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다.

이 중 몇 기의 무덤은 고려조에 공신으로 책봉되고 상장군을 지냈거

나 조선조에 영의정을 지낸 박승종(朴承宗)의 무덤이 있어 그 규모가 매

우 크다.

이러한 대규모의 밀양박씨 묘역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마치 임금이 

묻힌 능과 같다고 하여 이 일대의 골짜기를 능골이라 불렀다. 또 마을 

안쪽은 능안이라 불렀다.

병풍(屛風)바위

병풍바위는 주교동 우인아파트 북쪽에 위치한 흰 바위로 일명 사모바

위라 불리기도 한다. 바위 이름을 병풍바위라 부르는 것은 바위의 생긴 

모양새가 마치 병풍(屛風)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교동 병풍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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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병풍바위는 주교동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인근에 유명했고 명소

답게 옛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옛날 권력을 가진 큰 가문이 이곳 주교동에 거주하며 조선의 대표적

인 명가문으로 성장했다. 가문에서는 높은 벼슬을 한 인물을 비롯하여 

학자가 배출되었고 왕손과 혼인을 하는 등 다른 문중의 부러움을 살 정

도로 크게 번성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문제가 생겨 처벌하는 과

정에서 뜻하지 않게 하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있은 후 억

울한 죽임을 당한 하인의 아들이 이 집안에 큰 적개심을 가지고 도망가

게 되었다. 도망간 하인의 아들은 그 후 열심히 풍수지리(風水地理)를 

익혀 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지관(地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지관이 된 하인의 아들은 나라에 장례가 생기

자 인근 서삼릉에 능 자리를 잡기 위해 인근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때 지관은 어린 시절 억울하게 당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로 하고 서삼릉에서 이곳 주교동 방향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하였다. 그

런데 서삼릉에서 보니 주교동 산 위에서 신비스러운 기운이 온 마을을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관이 그 기운을 따라와 보니 마을 

뒤편 명당자리에 흰 바위 10여 개에서 신비스러운 기운이 시작되고 있

었다.

지관은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을 통해 볼 때 이 가문의 번성함은 이 

병풍바위에서 나오는 것이라 확신하고 이 바위를 깨드리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관은 큰 도끼로 병풍바위를 내리치자 갑자기 천

둥과 번개가 온 마을을 뒤흔들더니 여러 마리의 학이 병풍바위 사이에

서 나와 피를 흘리며 멀리 날아갔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주교동의 명가문은 예전과 같이 크게 흥하지는 못

했다고 한다. 

이 주교동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능골마을 바로 옆에 있는 윗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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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마을 백석봉(白石峰)에도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병풍바위는 도시개발과 도로건설로 위태롭게 주교동마을에 

현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교동에는 이작골, 배다리모탱이와 같은 마

을 지명이 있다.

대궐(大闕)고개

고양시청에서 북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고개의 이름이

다. 현재 배다리 누리길 구간에 속해 있고 유명한 약수터도 있어 다른 

지역에도 알려진 지명이다. 

대궐고개의 정상부는 주교동, 식사동, 원당동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이다.

이곳을 대궐고개라 부르는 것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34대 공양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식사동과 원당동 등 대궐고개 부근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고개에서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그의 부인인 

노씨가 하루밤을 머물고 넘어갔다고 하여 대궐고개라 부른다는 것이다. 

즉 왕과 왕비가 잠시 머물었던 고개이니 대궐고개가 된 것이다.

이곳 대궐고개 부근에는 실제로 왕릉골, 어침이, 식사동과 같은 왕과 

관련된 이름은 물론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 공양왕릉도 자리해 

있다. 

본래 이곳 대궐고개는 덕양구 원당동 왕릉골 마을과 일산동구 식사동 

견달 마을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군사시설이 주둔

하면서 고개의 큰길은 단절되어 있다.

영글이, 영문리(永文里)

영글이 골짜기는 주교동 원당 중학교 뒤편에 있는 지명이다. 현재는 

밭과 산, 비닐하우스,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특별한 시설물이 없으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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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배다리 누리길이 있어 외부로 알려진 지명이다.

현재 영글이 마을에는 조선조 초기의 문신인 단산부원군 이무 선생의 

묘소와 신도비가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영글이 약수도 

있다.

영글이란 이름은 본래 영문리(永文里) 였다고 한다. 오래 전에 이곳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글방이 있어 영문리라 했다가 우리말로 영글이가 되

었다고 한다. 현대적 교통이 발달하기 전 이곳 영글이 마을은 일산동구

의 식사동 주민들이 현재 시청이 있는 원당 지역을 왕래할 때 자주 이용

하던 곳이다. 지금도 영글이란 이름은 골짜기, 산, 길, 고개 등의 이름으

로 사용 되고 있다.

고양시청 앞의 배다리공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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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星沙)1, 2동(洞), 
별(星)과 모래(沙)의 이야기

성사동은 고양시청이 있는 주교동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현재 성

사1동과 성사2동, 흥도동, 주교동 네 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주교동과 함께 일명 “원당”으로 불리며 3호선 전철역 원당역, 원당시장, 성

사초등학교, 성라초등학교 등도 성사동에 자리하고 있다.

성사1동은 2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와 상가, 시장, 단독주택, 농촌마을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원능지구택지개발 사업으로 저층의 빌라 및 원당주공

아파트, 상가로 개발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 주공 아파트에 대한 재개

발이 완료되어 현재는 고층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성사동의 유래가 된 성라산촌마을과 성라산(국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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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2동은 신원당(어울림) 마을로 불리며 아파트 단지 및 불당골의 자연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사(星沙)라는 명칭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인 성라산촌(星羅山村)에서 

성(星)자를 따고 사근사리(沙斤寺里)에서 사(沙)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현재 성라산촌은 일명 별아산(베라산)으로 불리는 큰 마을인데 행정구역상 

흥도동 관할 구역에 속해있다. 성라산촌의 유래가 된 성라산은 성사2동과 흥

도동, 화정1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명산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성

사동에서 사(沙)자의 유래가 된 사근절마을도 원당 전철역에서 동쪽 방향에 위

치하는데 단독주택과 밭이 있는 자연촌락 모습을 하고 있다.

사근절이

사근절이는 원당역에서 동쪽 방향에 위치한 마을 지명으로 성사동의 

사(沙)자의 유래가 된 곳이다.  

사근절 마을은 성사동의 "사"자가 유래가 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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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영조년간에 발간된 고양군지에도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마을이다. 이곳을 사근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래전 이곳에 사근사(沙

斤寺)라는 절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의 성사2동 불당골마을에 이 

절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흔히 절에 빈대가 많아 삭아 없어져 삭은절이 되었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쌀곳이 

쌀곳이는 원당역 북쪽 현재 성사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마을의 자연촌

락 이름이다.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개

발이 이루어져 지금은 빌라, 상가 등이 들어서 있다.

이곳을 쌀곳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째로 1911년 

조선지지자료 성사리 기록에 미곡리(米谷里)가 보이는데 이 마을에서 질 

좋은 쌀이 많이 나와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또 달리 이곳에 쌀을 모아두

는 창고가 있어 쌀곳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시대에서 근래에 이르기까지 미곡 쌀을 

모아 두던 정부의 공판 창고가 있어 고양군 관내의 많은 쌀이 이곳에 쌓

였다고 한다.

본래 마을 이름을 쌀곳이라 부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살

곶이가 되었다고 한다.

용우출이(龍出)

용우출이는 쌀곳이 마을에서 시청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쌀곳이 마을과 같이 도시화되어 현재는 빌라와 상가 등이 들어서 있다.

용우출이는 마을의 집들이 자리 잡은 산등성와 주변 산의 생김새가 

마치 커다란 용(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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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곳 용우출마을에 아주 커다란 연못이 있었는

데 이곳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용우출이라 부른다고 한다. 

현재는 도시개발로 인해 이러한 지명유래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다.

수역(壽域)이, 일명 쇄기말

원당역에서 동북쪽 서삼릉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지명으로 

일명 쇄기, 쇠기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 

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음식점이 들어서 먹거리촌 마을로 바뀌었다.

이 마을의 본래 이름은 수역이(壽域里)이다. 물이 좋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인해 수명이 긴 장수(長壽)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수역이라 하였다.

또 다른 유래로는 물이 많은 지역이라 하여 수역(水域)이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실제로 이곳은 물이 많은 지역으로 시청앞을 지나 

한강까지 흘러내려 가는 대장천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다. 본래 마을의 

지명을 수역이라 불러야 하지만 지금은 수역이 이름을 줄여 쇄기 또는 

쇠기라 부르고 있다.

성사1, 2동, 흥도동의 경계가 되는 성황당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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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쇄기마을이라 하면 산에 사는 쇄기 벌레가 많다고 생각하

는데 실제로 마을의 지명 유래를 조사하다 보면 이런 답변을 자주 듣게 

된다. 현재 마을에 있는 상가 중 일부도 쇠기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수역이 마을의 일부 집들은 고속도로 건설로 철거되었다.

윗(웃) 배다리

고양시청에서 원당동 방향으로 약 1km 부근, 좌측에 있는 자연촌락 

이름이다. 예전에는 인근에 서울 교외선 원릉역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역

이 되었다. 단독주택이 많은 마을 앞으로 시청과 원당동이 연결되는 원

당로와 교외선 철로가 있고 뒤편으로는 밀양박씨의 선산이 자리해 있다. 

이곳을 웃 (윗) 배다리라 부르는 것은 시청이 있는 주교 (배다리) 마을

의 위쪽에 있기 때문이다. 위치상 시청은 아랫 배다리, 이곳은 웃 배다

리가 되는 것이다. 행정동으로는 주교동, 법정동으로는 성사동이다.

웃 배다리의 북쪽에는 인근에 유명한 흰돌 백석봉이 있는데 작고, 흰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성황당(城隍堂), 서낭당고개

원당역에서 서오릉, 구파발 방향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흥도동과 

성사1, 2동의 경계가 되는 지점으로 현재 고양대로가 이 고개를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성황당 고개는 오래전부터 민간신앙과 민속적으로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성황당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고개에 현대적인 도로가 개통되기 

전 커다란 성황당나무를 비롯하여 돌무더기가 있었다. 이 나무에는 오

색의 끈을 비롯하여 치마와 옷 등이 걸려 있기도 하여 무속적으로도 인

근에 유명한 고개였다. 서울 등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으며 

무사안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곤 했다. 고개의 나무와 돌무덤은 원

25
고양의 지명 이야기



당과 삼송동을 연결하는 고양대로의 길이 넓혀지면서 없어졌다.

신원당(新元堂), 어울림누리가 있는 어울림 마을

성사2동을 대표하는 마을 이름으로 1990년대 초반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단지 이름이다. 고양지역 최초의 15층 이상 아파트 전용마을로 신

축되었는데 당시 분양 경쟁률은 수백대 일에 이르기도 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고양군 원당 지역에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이란 뜻으로 신원당(新元

堂)으로 불리었으나 2000년대 이후 인근에 어울림누리가 유명해지자 

지금은 어울림 마을로 부르고 있다.

어울림 마을

본래 신원당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대 이후 성사2

동 지역에 고양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 레저 공간인 고양

어울림누리가 전국적인 명소가 되자 어울림 마을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

하고 있다. 고양어울림누리에는 성사동의 옛 지명을 한글 이름으로 새

어울림누리와 어울림 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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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지은 별모래극장을 비롯하여 성사얼음마루 등 여러 건물들이 성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불당골(佛堂谷)

불당골은 원당역에서 남쪽 방향 성라공원 방향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

락 이름이다. 현재는 화훼판매장과 단독주택, 공원, 비닐하우스와 밭이 

들어서 있는 농촌마을이다.

불당골이란 이름은 이곳에 큰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사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불상(佛像)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불당골이라 

부르고 있다. 불당골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큰 절로 그 명성이 대단하

였으나 절안에 빈대가 너무 많아 절이 삭아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이곳에 있던 절의 이름을 흔히 삭은절이라 마을 주민들이 

부르곤 한다.

이곳 삭은절의 이야기는 성사1동에서 살펴본 사근사(沙斤寺)를 가리

키는 것이다.

성라산(星羅山), 일명 국사봉(國祀峰)

성라산은 성사2동, 흥도동, 화정1동이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있는 유

명한 산으로 해발 높이는 109.4m이다. 

성라산은 공원을 비롯하여 각종 체육, 휴게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최

근에는 고양 행주누리길이 만들어져 이용하는 주민이 매우 많은 산이다. 

산 정상에는 군 관련 시설이 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성라산은 조선조의 역사기록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覽)에는 별아산(別阿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성라산의 별 성(星)자

를 별로 부르고 라(羅)를 아로 읽어 생긴 지명이다. 이후 성라산은 별아

산, 별라산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베라산으로 많이 불리며 한자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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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성라산(星羅山)으로 쓰고 있다. 성사동 별성자의 유래가 된 유명한 

산인 성라산은 별(星)이 마치 새그물과(羅) 같이 촘촘히 온 하늘에 펼쳐

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성라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흔히 국사봉, 또는 국수봉이라 하는데 

국사봉은 이곳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명산으로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냈다고 하여 국사봉(國祀峰)이라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명산이라 하여 국수봉(國守峰)이라 부르기도 한다.

성라산 국사봉 장사바위

장사바위는 성라산 정상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이 바위에는 여러 이

야기가 전해 오는데 특히 흥도동 관할의 베라산 마을에는 말과 아기장

수 등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입으로 전해온다. 특히 장사바위는 어린 시

절부터 유난히 힘이 쎈 한 아기장사의 놀이터였다고 한다. 이 바위는 성

라산 정상에 있어 인근마을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인데 군부대가 들어서

기 전까지는 지역의 명물이었다고 한다.

장사바위는 아기장사가 뛰어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바위에 

이곳 저곳에 파인 홈은 아기장사가 소변을 본 자국이라고 하여 일명 오

줌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아기장사는 이곳 성라산 정상 장사바위에서 

자신을 태우고 갈 말(馬)을 기다렸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아 어디론가 살

아졌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아기장사 이야기는 고양시 곳곳에서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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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동(元新洞),
원당(元堂)동과 신원(新院)동을 

합쳐 만든 이름 

원신동은 덕양구에 속한 행정동 이름으로 관내에는 원당동과 신원동 두 개

의 법정동이 있다.

원신동의 남쪽으로는 성사동과 흥도동이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공릉천을 사

이에 두고 관산동, 고양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원신동은 오래전부터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

어 신원동의 일부지역이 삼송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현재 인구가 크

게 늘었다.

조선 초기 고양군청이 있던 서삼릉 희릉 부근

29
고양의 지명 이야기



원신동은 1992년 시 승격 당시 두 곳의 법정동 이름인 원당동에서 원(元)자

를 따고 신원동에서 신(新)자를 따서 원신동이 되었다.

원당동(元堂洞),
고양군청과 왕릉이 있는  

큰집이 있는 곳

원당동은 원신동에 속해 있는 법정동 이름으로 농촌마을의 모습이 많

이 남아 있다. 최근 청대골과 루동 마을 일대에 먹거리 상가들이 들어서

는 등 마을 모습이 변하고 있다. 

왕릉골 마을의 유래가 된 고려 공양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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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동이란 명칭은 조선시대로부터 전해 오는 이름이다.

조선조 초기에 고양현, 고양군의 군청을 비롯한 관아가 이곳에 있어 

고양지역 행정의 중심지이며 또한 원당동 서삼릉에 가장 으뜸(元)이 되

는 정자각인 집(堂)있어 원당(元堂)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원당동을 

포함한 인근마을을 합쳐 원당면이 되었는데 면사무소가 주교동과 성사

동 일대에 위치하여 현재는 이 일대를 원당이라 부르고 있다. 

왕릉골(王陵谷)

왕릉골은 고양시청에서 원당동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마을 이름

이다. 왕릉골은 고려의 34대 고려 공양왕과 순비 노씨의 무덤이 있어 

왕릉이 있는 골짜기란 뜻으로 조선 초기부터 불리고 있는 고유 지명이

다. 공양왕릉은 현재 사적지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남한지역에서

는 보기 드문 고려조의 왕릉이다. 봉분 앞에 세워진 여러 석물을 통해 

볼 때 조선 왕릉과는 확연히 다르며 매년 10월 이곳에서는 시청과 시민

을 중심으로 한 고려 공양왕릉 제례를 지내고 있다. 이곳 공양왕릉이 있

는 왕릉골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주변 산에는 조선시대의 왕손과 사

대부들의 묘소가 다수 자리하고 있다.

반나절 능과 삽살개 연못이야기

공양왕릉을 흔히 반나절 능이라 부르곤 한다. 공양왕이 이곳에 숨

어 있다가 죽임을 당한 시간이 겨우 반나절이라고 전해 오고 있기 때

문이다. 공양왕릉 앞에는 작은 연못이 남아 있다. 이 연못은 공양왕과 왕

비가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는데 죽은 왕과 왕비의 시신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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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삽살개의 이야기도 있다. 능 앞에 삽살개 같이 보이는 돌짐승 모양의 석

물이 남아 있다.

진텃말과 왜정수(倭井水)

진텃말은 원당동 원당골 뒤편 서울 교외선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이다. 

이곳을 진터말이라 부르는 것은 임진왜란 당시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

라를 물리치고 승전한 일본군이 진(陣)을 치고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이다. 실제로 이곳은 당시 전투가 치러진 벽제관과 숫돌고개의 중간

지점에 자리해 있고 앞으로는 방어선인 공릉천이 있어 방어와 공격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한편 이곳에는 왜군이 진을 치고 마셨다는 왜정수(倭井水) 우물터도 

있다고 한다.

왕릉골 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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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죽안

한국 스카우트 연맹 훈련원에서 농협대학교로 가는 도중에 있는 지명

으로 작은 언덕이 있고 주변은 밭과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을 방죽안이라 하는 것은 예전 인근에 널리 알려진 큰 연못이 있

고 이를 막기 위한 방죽(제방, 뚝)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방죽안에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

데 지금의 물길은 당시 이무기가 지나간 자리라고 한다. 이 연못은 인근

에 있는 조선시대의 서삼릉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동(樓洞)

루동은 왕릉골의 동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일명 다락골이

라 부른다. 

현재 밭이 많은 농촌마을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마을 내에

는 신축 건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루동이란 이름은 마을에 공양왕과 관련된 누각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

라 한다.

제청말(祭廳)

제청말은 루동의 북쪽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여러 음식점과 함

께 단독주택이 있는 마을이다. 일명 지청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을 제청말이라 부르는 것은 이 마을 내에 조선시대의 공주와 부

마를 제사 지내는 제청(祭廳)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공주와 부마의 묘소는 제청말 뒤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후손들도 

일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33
고양의 지명 이야기



낙타고개 

고양시청에서 고양동, 의정부 방향으로 이어진 호국로를 따라 약 

2km 지점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고개를 넘으면 신원동이 되며 예전

에는 이 일대를 일명 바르래미라 불렀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일명 송강현, 송강고개라 불렀다고도 한다. 이곳을 

낙타고개라 부르는 것은 작은 고개 하나와 큰 고개 하나가 마치 낙타등

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낙타고개 정상의 북쪽으로는 태조 이성계의 손녀와 목은 이색의 후손

묘가 자리해 있으며 고개 정상으로는 고양에서 의정부로 이어진 호국로

가 지나고 있다.

청대골(靑大谷)

청대골은 루동 북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본래 조용하며 자연촌락의 형태가 잘 남아 있던 곳이었으나 최근 들

어 먹거리촌이 들어서면서 신축 건물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마

을 가운데로 능곡에서 통일로는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되고 있어 예전의 

모습을 잃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청대골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청태콩을 많

이 심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섬말(島村)

섬말은 일명 도촌으로 불리는데 청대동마을의 동쪽 서울 교외선이 있

는 평야지역에 있다.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는 창고와 비닐하

우스가 있다. 이곳을 섬말로 부르는 것은 청대동과 같이 산이 있는 마

을에서 보았을 때 개울건너 벌판 한가운데에 마치 섬처럼 있는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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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에 서울 - 문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되

고 있다.

원당골(元堂谷)

원당골은 도촌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일명 낙타

고개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앞으로는 논과 밭이 있는 평범한 농

촌마을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을 내에 신축건물이 증가하고 있다. 일명 원

데이라 부르며 원당동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에서 원당골로 부르고 있다.

이 밖에도 원당동에는 새로이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새말과 절이 

있었다는 절골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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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동의 유래가 된 새원마을(지금은 고양동에 속한다)

신원동(新院洞),
새로 만들어진 새원마을을 한자로 하니  

신원이 되다

신원동은 원당동의 동쪽에 위치한 법정동 이름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

께 있는 마을이다. 

이곳을 신원이라 부르는 것은 새롭게 신(新) 고을 원(院)이 만들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원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의 요지나 주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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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만들어지는 일종의 역(驛)과 같은 곳이다. 원 인근에는 주막 등이 

들어서 숙박, 쉼터, 일부역관의 기능을 하게 된다. 서울의 이태원이나 홍

제원 등도 이러한 원의 하나이다.

신원이란 이름은 인근의 벽제관과 덕수원 사이에 새로 생긴 원이라 하

여 붙여진 이름으로 신원동 마을을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새원이라 부르

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원이라 불리는 마을은 신원동에서 벗어나 행정

구역상 고양동에 속해 있다.

능골(陵谷)

능골은 원신동 행정복지센터 서쪽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월산

대군의 사당인 석광사가 있는 마을이다. 능골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로 단독주택과 밭이 있으며 매봉재 산기슭에는 조선 전기의 인물인 월

능골에 있는 월산대군의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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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대군 후손의 묘가 있다. 이곳을 능골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조 제 9대 

성종대왕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묘가 있는데 그 봉분의 규모나 

신도비, 그리고 나라에서 관리하기를 마치 능(陵)과 같이 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능골마을 일대에는 지금도 월산대군의 후손들이 집성촌(集成村)을 

이루어 살고 있다.

물구리

물구리는 능골마을에서 서북쪽 원당동 방향에 있는 마을 지명으로 한

자로는 수곡(水谷)이라 한다.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서쪽을 제외하고 산

으로 둘러쳐져 있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마을이다.

이곳을 수곡 즉 물구리라 부르는 것은 마을에 자연 우물 등이 있어 늘 

물이 풍부한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송강(松江)마을

능골마을에서 공릉천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이 송강마을이다. 송강이

란 지명은 조선조 중기부터 사용된 지명이다.

▲ 신원동이 주제가 된 송강 시비
◀   송강마을 입구의 송강 정철 시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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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송강마을로 부르는 것은 이곳에 조선조 중기의 학자, 정치가, 

시조시인인 송강 정철 선생께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송강 정철 선생과 

관련된 많은 유적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송강마을에는 송강 정철 선생의 문학관을 비롯하여 시비, 송강소, 송

강 선생의 연인이었던 강아의 묘소, 송강 가족의 무덤 등이 남아 있다. 

송강마을 앞으로 고양시에서 조성한 송강 누리길이 지나고 있다.

조관동(朝官洞)

조관동은 신원동의 대표적인 자연촌락 마을이었으나 삼송택지개발지

역에 포함되어 현재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다.

조관동에는 성종의 형님인 월산대군이 이곳 신원동에 별장을 짓고 머

물러 있었다. 이때 아침인사를 온 관리들이 옷을 관복으로 갈아입고 문

안을 준비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월산대군은 이곳 신

원동에 풍월정(風月亭)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한우물(一井, 寒井村)

한우물 마을은 조관동 마을에서 삼송동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

다. 현재 고양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남아 있는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다. 

신원동 인근의 여러 우물 중에서 이 우물(一井)이 으뜸이라 하여 한우물

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달리 한우물은 논 한가운데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 우물로 사용하

였는데 그 물이 워낙 차가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우물은 마을의 빨래터와 식수로 사용하였는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

아 인근마을에도 유명한 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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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뜰

장뜰은 신원동과 오금동의 경계가 되는 마을의 이름으로 1911년 조

선지지자료에도 기록되어 있는 오래된 명칭이다. 장뜰은 삼송동 숫돌

고개를 넘어와 좌우측으로 보이는 큰 평야지역으로 인근에서는 가장 큰 

들판지역이였다. 장뜰은 길고 긴 평야란 의미를 지닌다.

매봉재

원신동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매봉재는 신원동의 

능골마을, 물구리마을, 송강마을이 경계를 이루는 산 봉우리로 동쪽으

로는 공릉천이 흐르고 있다.

매봉재란 이름은 꿩 사냥에 필요한 매를 날려 보내는 봉우리란 뜻이

다. 이곳 정상에서는 북한산과 뫼지산, 고봉산 등을 볼 수 있고 인근에 

꿩이 많아 매를 이용한 사냥이 성행 했다고 한다.

낭구비

낭구비는 새로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신원마을에서 원신동 행정복

지센터 방향에 있는 소지명 이다. 마을 앞으로 북한산 방향에서 흘러 내

려오는 공릉천이 있다.

낭구비는 공릉천의 물이 곧게 흐르다가 이곳에서 곡선으로 굽이쳐 흐

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공릉천 물길이 휘돌

아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굽이에 “낭”자가 붙여진 것은 낭떠러지와 같이 물이 깊고 제방이 높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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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

안터는 낭구비 마을에서 신원동 능골 마을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현재는 비닐하우스와 밭, 그리고 서너 채의 집이 남아 있다.

안터란 이름은 신원동의 큰 마을인 송강마을, 조관동 마을, 해방촌 마

을에서 볼 때 마을 안쪽에 자리 잡은 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

금도 안터 마을은 외부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산 아래에 자리해 있다. 

마을 앞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일로 나들목과 요금소가 건설

되어 외부에서는 더욱 보기가 어려운 마을이 되었다.

신원동에는 이외에도 안골, 해방촌, 물구리고개, 절골 등의 주요  

지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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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도동(興道洞),
원흥동과 도내동을 합쳐 흥도동이 되다

흥도동은 원신동의 남쪽, 성사동의 동남쪽에 위치한 행정동 이름으로 법정

동인 성사동 일부와 도내동, 원흥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그린벨트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삼송택지개발 사업과 원흥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현재 

곳곳에서 고층건물이 신축 중이다. 도래울 마을의 아파트에는 주민 입주가 대

부분 이루어졌다.

택지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은 비닐하우스와 창고, 단독주택 등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곳이 흥도동

이다.

흥도(興道)라는 명칭은 1935년에 처음 생긴 이름으로 관내에 초등학교를 

개교하면서 그 이름을 흥도라고 사용 하면서 부터이다.

흥도는 법정동 이름인 원흥동에서 흥(興)자를 따고 도내동에서 도(道)자를 

따서 흥도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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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동(元興洞), 
나무가 드문 마을에서 으뜸으로(元)  

흥(興)하는 마을로

원흥은 흥도동에 속한 법정동 이름으로 성사동의 동쪽에 위치한다. 

본래 원흥동은 송현(솔개), 목희리(나무드머리), 극동(가시골) 마을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솔개와 가시골마을은 삼송지구 택지개발에 포함되어 

옛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원흥은 원당지역을 크게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지명이며,  

조선시대로 부터의 본 이름은 목희리(木稀里)였다.

원흥동 청자도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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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드머리, 목희리(木稀里)

나무드머리는 원흥동을 이루고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마을은 건지산과 안산 등 여러산으로 둘러쳐져 있으며 마을은 육골, 

궁말, 구석말, 웃말, 아랫말 등 다시 작은 소지명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무드머리의 한자 이름은 목희리가 된다.

목희리란 이름의 우리말은 나무드머리인데 나무(木)가 드문(稀) 마을

이란 뜻이 있다. 

이곳 나무드머리마을에는 신라말 고려 초기부터 청자를 만들던 가마

터가 있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청자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땔감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나무를 많이 사용하게 되자 나무가 드물게 되었고 나무가 드

물다는 뜻에서 나무 목(木) 드물 희(稀)자를 써서 목희리가 되었다. 

솔개, 송현(松峴)

솔개는 나무드머리마을의 동북쪽에 위치한 지명으로 현재는 삼송택

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대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개발되기 

전 솔개마을은 서삼릉과 농협대학을 들어가는 입구의 마을로서 소나무

와 느티나무가 많았던 유명한 마을이다.

일명 송현마을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솔개. 즉 송현마을은 서삼릉

의 입구로서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중 솔개는 소나무가 많은 고개, 즉 솔고개를 줄인 지명이며, 송현

은 솔고개의 한자식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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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골

육골은 원흥동에 속해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주로 경주정씨 주

민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원흥동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육골의 본래 이름은 유골이었다고 한다. 이곳 마을에서 가까운 거리

에 신라 말 고려 초기의 청자 도요지가 있는데 이곳에 항아리가 많다

고 하여 유골이라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이 강해져 유골

이 육골이 되었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원흥동 건지산 일대에 여러 골

짜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고 하여 육골이 되었다고 

한다.

궁말

궁말은 원흥동 육골마을에서 남서쪽 도래울 마을 방향에 있는 자연

촌락의 이름이다. 본래 마을 앞으로는 안산이란 작은 산과 숲이 있었으

나 지금은 원흥지구 개발로 인해 20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도래

울 마을과의 사이에는 자유로와 통일로가 연결되는 권율대로가 지나고 

있다. 이 마을을 궁말이라 부르는 것은 예전에 이곳 쉼고개 아래에 서오

릉에 오신 왕이 잠시 머무는 별궁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솔개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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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달리 이곳에 궁궐에서 물러난 상궁들이 머물며 살던 곳이라 하여 궁

말 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조선조 영조 년간에 발간된 고양

군지에는 궁촌 (宮村)이란 기록이 보인다.

가시골, 극동(棘洞)

가시골은 솔개마을의 서쪽에 있는 지명으로 솔개마을과 함께 삼송택

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현재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가시골 마을은 서삼릉의 외곽마을로서 왕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

도록 가시나무를 심곤했는데 마을에 가시나무가 많다고 하여 가시골로 

불렀다고 한다. 가시골의 한자 이름은 극동이 된다.

베라산(별아산) 마을

흥도동에 속한 성사동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성라산, 국사봉 아래에 

위치한 큰 마을이다.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원당에서 화전 

방향으로 이어진 흥도로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식당가가 들어서고 있으

며 마을의 집들도 현대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곳을 베라산마을로 부르는 것은 성라산을 다른 이름으로 별아산이

라 불렀는데 별아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베라산이 된 것이다.

오리골

오리골은 흥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쪽 방향에 있는 지명이다. 훼릭

스 테니스장 옆 건지산 기슭이며 원당에서 도래울 마을 방향으로 이어진 

서오릉로 좌측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현재 몇 채의 집과 비닐하우스, 

농가 창고, 밭과 소규모 농원이 들어서 있다. 

이곳을 오리골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조 중기의 큰 정치가인 오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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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李元翼) 대감과 관련이 있다. 오리골 입구, 서오릉로와 인접한 곳

에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익령군의 묘소가 있다. 태종의 

아홉 번째 아들인 익령군 후손이 바로 오리 이원익 대감이다. 이 오리 

이원익 대감의 선조 묘소가 있다고 하여 이 골짜기의 이름이 오리골이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흥도동에는 월하능, 대장골, 절골, 강고개, 덤블말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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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동의 지명유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석탄 이신의 묘소(2010년)

도내동(道乃洞),
석탄촌 도래울 이야기가  

마을 이름으로

도내동은 원흥동의 남쪽에 있는 법정동 이름으로 흔히 도래울로 불린

다. 도내동도 원흥동과 같이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원흥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일부 마을이 포함되어 현재 대규모의 APT단지가 들어서 

있다. 

도내라는 명칭은 조선조 임진왜란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의병장 이

신의 선생의 지휘 아래 도라산을 돌면서 외적을 물리쳐 유래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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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개발 전 이 마을에 돌여울, 일명 석탄(石灘)이란 지명이 있었다. 

이 도래울을 한자로 옮긴 것이 오늘날의 도내동이 된 것이다.

석탄촌(石灘村)

석탄촌은 도내동을 대표하는 마을 명칭으로 본래는 한옥과 산, 논과 

밭이 있던 곳이였으나 지금은 고층의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

석탄이란 이름은 조선조 중기 고양의 대표적인 인물인 석탄 이신의 

선생의 호를 따면서 유명해진 이름이다. 석탄은 창릉천과 도라산이 만

나는 곳에 돌여울(석탄)이 있어서 이곳에 사시던 이신의 선생이 이 지명

을 따 호로 삼으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석탄촌은 이신의 선생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물

리치고 관직이 형조 참판에 까지 올라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석탄촌 마

을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은지동(隱池洞)

일명 은못이라 불리는 마을로 석탄촌에서 서쪽, 화정동 방향에 있는 

지명이다.

이곳을 은못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 전기부터이며 내용을 보면 유서 

깊은 지명유래를 가지고 있다.

조선조 초기에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망월암 이축(李蓄) 선생께서 계

유정란 등으로 많은 신하를 죽이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관직을 사직

하고 이곳에 연못을 파고 은둔해 살았다고 하여 은지동, 즉 은못이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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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 선생은 단종의 충신으로서 호도 단종대왕이 계신 영월을 잊지 

않고 바라본다고 하여 망월암(望越庵)이라 하였다.

현재도 당시의 은지 연못이 일부 보존되어 있어 있으며 은지 연못을 

파고 은둔해 살았던 이축 선생의 묘소도 은지동 마을에 남아 있다.

후대에 발간된 옛 기록 일부에는 은지동을 은빛의 아름다운 연못이라 

하여 은(銀) 자로 쓰기도 하였다. 이축 선생 묘와 은지 연못은 고양시 향

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서재동(書齋洞)

은못이 마을 남쪽 서정마을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이름이다. 다른 이

름으로 소죽골이라 부르기도 하는 농촌마을이다.

이곳을 서재동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 영조시대 이전으로 윤선거의 제

자이며 현령을 지낸 성재 민이승(閔以升) 선생이 서실(書室)을 세우고 

후학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지금 서실의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나 

지명은 서재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을 뒤로 참판 김상옥의 가문(연안 김씨) 무덤자리로 많은 부분을 차 

은못이 마을의 유래가 된 은지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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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조선 영조때 발간된 고양군지 원당면 학궁(學宮) 편에 이

러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될 정도로 인근에 유명한 마을이다.

봉제산(奉祭山)

봉제산은 도내동 샛말(간촌) 뒤편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산 정상에는 

소나무가 바위와 함께 넓은 공간이 있어 인근에 유명하다. 또한 산 정상에

서는 제를 지내기도 하여 마을 주민들은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

이곳을 봉제산이라 부르는 것은 산 정상에서 가을에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받드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소를 잡아 마을

의 안녕 등을 기원하는 제를 음력 10월 1일에 지냈으나 지금은 간소화

한 산치성으로 지내고 있다.

원흥도래울마을

원흥보금자리주택지역의 이름으로 도내동의 순우리말인 도래울과 보

금자리주택의 명칭인 원흥을 합쳐 생긴 마을 이름이다. 

본래 도래울마을은 논, 밭, 산이 있던 지역을 고층의 아파트와 상가로 

건설하고 그 명칭을 원흥도래울마을로 하였다.

서촌, 동촌 마을

지금의 도래울 마을이 들어서기 전에 있던 옛 마을들의 이름이다. 당

시 흥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김씨 들이 많이 살던 동촌(東村) 

마을이 있었고 서쪽에는 원씨 들이 사는 서촌(西村) 마을이 있었다. 동

촌을 또 다른 말로 석탄촌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동촌마을에는 현재 석

탄 이신의 장군의 장대비가 있고 서촌마을에는 이석탄 장군의 묘소와 

신도비 기념관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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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동(三松洞),
소나무 세그루  

"세솔"이 삼송동으로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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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역에 그려진 소나무 세 그루의 모습

삼송동은 원신동과 흥도동의 동쪽에 위치한 행정동으로 삼송동과 오금동,  

일부 지축동을 법정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삼송동은 본래 신도동에 속한 법정동 이름이었으나 2018년 7월 1일 기존의 

신도동을 대신하여 새로운 행정동 명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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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동(三松洞),
소나무 세 그루로 유명한 마을

삼송동을 이루는 대표적인 행정동, 법정동 이름으로 삼송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지명이다. 관내에 학교를 비롯하여 

3호선 삼송전철역, 통일로, 고양대로 등이 지나고 있어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곳이다.

삼송이란 지명은 인근 서삼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삼송이란 이름을 

우리말로 세수리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큰 소나무 세 그루가 이곳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예전부터 왕이 묻힌 왕릉이나 왕릉으로 가는 입구에는 큰 소나무를 심

곤 했는데 이곳이 서삼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여 아름드리 소나

무 세 그루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소나무가 있는 마을을 한자로 하여 삼

송리라 하였고 이를 한글로 불러 세수리, 그리고 이 소나무가 많은 고개

의 마을 이름을 솔개(솔고개)라 불렀다.

숫돌고개(여석령, 礪石嶺)

숫돌고개는 삼송동과 오금동 사이에 있는 유명한 고개로 현재 1번 

국도인 통일로가 관통하고 있다. 북한산 방향에서 이어져 온 한북정맥

이 지나는 곳으로 고양시에서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개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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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이곳을 숫돌고개라 부르는 것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전해 오고 있다. 

우선 숫돌고개 부근에 바위가 많은데 쇠붙이를 가는 데 사용하는 숫돌

을 많이 나왔다고 한다. 즉 숫돌을 만드는 돌이 많이 생산되어 숫돌고개

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제독 이여송 장군이 이곳 숫

돌고개에서 왜군의 매복에 걸려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다.

전투에서 많은 부하를 잃은 이여송 장군이 복수를 다짐하며 이곳 숫

돌고개 정상 부근의 바위에 자신의 칼을 갈았다고 하여 숫돌고개라 부

른다고 한다. 역사학계 일부에서는 이곳 벽제관 전투와 별도로 숫돌고

개, 여석령 전투로 부르기도 한다. 

숫돌고개의 패배는 곧 벽제관 전투의 대패로 이어져 명나라 군사들은 

전투에 소극적으로 전환하고 개성까지 후퇴하여 한성 수복의 시기가 크

게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진왜란 주요 격전지 중 한 곳인 숫돌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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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리

세수리는 삼송역에서 농협대학교, 서삼릉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

다. 현재 마을의 절반은 삼송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일부는 자연촌락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에는 이곳

도 신축 건물이 급속히 들어서고 있다. 

세수리는 삼송리의 순우리말로 나무가 세 그루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달걀부리

달걀부리는 원흥동과 삼송동 경계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달걀

부리의 많은 곳은 삼송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현재 도시개발이 이루

어졌다.

달걀부리는 풍수지리상 산줄기 모양이 달걀모양이고, 그 산 아래의 

뿌리라 하여 달걀뿌리라 했다가 어순이 부드러워져 달걀부리가 되었다.

신성주택

신성주택은 현재의 삼송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고양고등학교 건너편 

창릉천 옆에 있던 마을의 이름이다. 당시의 주택들은 대부분 1층이나 2

층 정도의 규모 였으며 주로 197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주택들 이였

다. 이곳을 신성(新成)주택이라 부른 것은 이 지역의 토박이 주민들이 

보기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란 뜻으로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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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동(梧琴洞),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던 마을

오금동은 삼송동의 북쪽에 위치한 법정동 이름으로 큰골마을을 제외하

고는 삼송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모두 포함되어 자연마을의 모습은 찾아보

기 어렵다.

오금동은 개발되기 전 하촌, 중촌, 상촌으로 불렸고 오금천을 가운데 

두고 산이 둘러있어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었다.

마을의 상촌인 삼막골부터 하촌의 모장말까지 길게 생긴 모양이였다. 

서북쪽의 신원동 방향을 제외하고는 산으로 막혀 있어 외부에서는 잘 모

르는 경우가 많았던 마을이다. 마을의 주민들은 주로 1번 국도인 통일로

나 구파발에서 일영 방향으로 이어진 일영로를 이용하여 마을을 왕래하

였다. 전철이 있는 삼송역과 직접 연결되는 마을버스가 있어 비교적 교

통도 편리한 곳이었다. 이곳을 오금동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오동나무

가 많아 이 오동나무로 거문고를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모(마)장말

모장말은 통일로 숫돌고개 입구에서 오금동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

는 지명으로 현재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을 마장말 또는 

모장말이라 부르는 것은 한양과 중국을 오고 가는 많은 말이 모이는 곳

이라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이곳은 험한 숫돌고개 아래로 고개를 넘기 

전 잠시 말을 쉬게 하고 물을 먹이는 등 인근의 많은 말이 모인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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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말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 달리 이곳은 당시 의주로가 지나가는 중요한 곳으로 털이 있는 가

축이나 동물들을 사고파는 장(場)이 있다고 하여 모장말(毛場村)이 되었

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숙수(熟手)관

통일로 숫돌고개 동북쪽 오금천 부근에 남아 있는 지명이다.

이곳 숙수관 바로 뒤로는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

는 우봉김씨 김지남의 묘소와 문중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 우봉김씨

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시대 숙종대의 역관 가문으로 유명하다. 

특히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데 공헌이 큰 김지남은 이곳 묘역에서 가

장 유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곳을 숙수관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 우봉김씨가 역관을 지내면서 큰 

부(富)를 갖게 되었는데 무덤에 제사를 지낸 후, 유명한 숙수(熟手) 장인

을 불러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여 

숙수관이란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숙수관에서 바라본 북한산과 오금동의 모습(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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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달리 이곳 묘역 아래의 마을 이름이 숙수관인데 험한 숫돌고개를 

넘기 전 이곳에 하룻밤을 머물며 쉬곤하여 숙수관이라 불렀다고 한다. 

삼막골

삼막골은 오금동의 가장 동북쪽 끝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전

형적인 농촌과 산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곳이다. 현재는 삼송지구 도

시개발로 인해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느티나무가 보존되

어 예전 마을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삼막골이란 지명은 3면으로 모두 산이 막혀 있는 골짜기란 뜻인데 오

금동의 가장 위쪽에 있어 상촌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 달리 이곳 마을 

산기슭 곳곳에는 무덤을 지키는 묘막이 있는데 이 묘막이 모두 세 개 있

다고 하여 삼막골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곳에서 시작된 오금

천이 신원동을 지나 공릉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큰골

큰골은 일명 대곡(大谷)이라 하는데 오금동의 서북쪽, 공릉천 방향에 

큰골마을 새주소 번호판 ▶

오금동에서 유일하게 개발에서 제외된 큰골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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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자연촌락 마을이다. 오금동에서 유일하게 도시택지개발에서 제

외된 지역으로 비닐하우스가 지어진 밭, 농원 등이 마을 면적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들은 산기슭에 자연촌락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

었으나 최근 들어 현대적인 단독주택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마을의 매네미 고개가 양주시 장흥면과 고양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독정(獨井)

독정은 상촌인 삼막골마을에서 중촌마을로 내려 오다가 우측에 위치

한 자연촌락 마을로 긴 골짜기로 남아있다. 현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곳을 독정마을이라 부르는 것은 이 마을 안쪽에 유명한 우물 하나

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도 차를 이용하여 물을 떠갈 

정도로 이름이 높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마을이 하도 길고 깊어 마치 독(항아리) 같다고 

하여 독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당곳말

당곳말은 중촌마을에서 하촌마을로 내려 오다가 중촌마을 입구에 있

는 자연촌락과 골짜기의 이름이다. 논과 밭이 있던 당곳말에서 작은 고

개를 넘으면 현재 마을이 그대로 남아 있는 큰골이 된다. 당곳말이란 지

명은 큰골과 당곳말 사이의 고개 이름이 당고개로 본래 당고개말이었으

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명칭이 줄어 당곳말이 되었다. 현재도 돌무더지 

등 당고개의 흔적을 볼 수 있다. 

60   덕  양  구  



상촌 중촌 하촌 마을

삼송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오금동은 크게 상촌(웃말) 중촌(가운뎃

말), 하촌(아랫말)로 불렀다. 우선 하촌 마을은 지금의 오금초등학교 부

근이 해당하며 중촌마을은 진주강씨 사당이 있는 마을, 그리고 상촌은 

삼막골인데 현재 일영로가 지나는 곳이다. 상촌마을에서 시작된 오금천 

개울은 주민들의 생활용수 역할을 하면서 중촌 마을을 지나 하촌을 경

유하여 공릉천으로 들어간다.

오송산

오금동과 삼송동, 지축동 사이에 있는 작은 산의 이름이다. 오송산

은 오금동에서 "오"자를 삼송동에서 "송"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

송산에는 삼송역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진 일명 "한북누리길"이 만들어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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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孝子洞),
박태성 효자와 호랑이의 전설이 있다

효자동은 삼송동의 동쪽, 북한산 방향에 위치한 행정동, 법정동의 이름이다.

법정동으로는 효자동, 지축동, 북한동 3개 동이 있으며 관내에 북한산이 있

어 고양시의 여러 행정동 중 해발고도가 가장 높고 행정관할구역도 고양시에

서 제일 넓다. 고양시의 젖줄이 되는 창릉천의 발원지가 되기도 하며 서울시 은

평구는 물론 종로구, 강북구, 성북구, 경기도 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

양시 가장 동쪽 끝 마을이다.

효자동의 유래가 된 박태성묘와 호랑이 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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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은 조선조 후기의 유명한 효자인 박태성(朴泰星)과 깊은 관련이 있

다. 서울에 살던 박태성 효자가 아버지인 박세걸이 돌아가자 무덤을 이곳 효자

동 제청말에 만들고 시묘(侍墓)를 마친 후에도 집에서 이곳까지 매일 문안인사

를 했다고 한다. 

하루는 박효자가 서울 무악재고개를 넘어오는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자신

의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고는 박효자를 태우고 아버지 무덤까지 매일 데려다 

▲ 효자동의 유래가 된 박태성 효자의 묘
◀ 박효자와 호랑이의 안내해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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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박태성 효자도 나이가 들어 죽자 아버지 묘소 부

근에 무덤을 쓰게 되었다.

이때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박효자 무덤을 향해 소리를 지르

더니 죽었다고 한다. 후손들은 평소에 박태성 효자가 이야기하던 호랑이 임

을 알아차리고 박태성 효자 무덤 아래쪽에 무덤을 만들어 원혼을 기리도록 

하였다.

한편 나라에서는 이러한 박효자의 이야기를 듣고 박태성에게 효자 정려비를 

내렸는데 지금도 마을 입구에 잘 보존되어 있다. 이후 이곳을 박태성 효자의 

무덤과 효자비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효자동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기막(沙器幕)골

사기막골은 효자동의 지명 유래가 된 박태성 효자비석이 있는 제청말 

입구에서 송추 방향에 있는 마을의 지명이다. 마을 가운데로 구파발에

서 의정부로 연결된 북한산로가 지나고 있으며 고양시의 가장 동쪽 끝 

마을이 사기막골이다.

북한산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군사시설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독주택과 산,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

는 산촌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을 사기막골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시대에 이곳에서 대규모로 백

자(白磁)를 구워 만들던 가마터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양 사람

들은 백자나 그 파편을 사기(沙器)라 불러왔다. 사기막골마을은 창릉천

의 상류로 물이 풍부하고 북한산의 많은 나무가 도자기를 만드는 땔감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오랫동안 도자기를 만들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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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 마을 곳곳에서 도자기편이 발견되고 있어 사기막골 지명의 유래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 다른 사기막골 지명이야기로는 이곳이 양주와 한양을 연결하는 교

통의 요지로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던 곳이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사기그릇을 파는 상점을 열고 생계를 유지하여 마을 

이름을 사기막이라 했다고 한다.

청담(淸潭)

청담은 창릉천의 상류인 사기막골, 효자동 일대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곳은 곳곳에 바위가 있고 깊은 소(沼), 즉 늪과 웅덩이가 있어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옛 기록에도 이 일대를 청담으로 표기한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청담이란 맑고 깨끗하며 물 웅덩이가 깊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제청안

제청안은 신둔마을과 사기막골마을 사이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

로 구파발에서 송추로 연결된 북한산로 부근에 자리해 있다. 입구에 효

자 박태성의 정려비가 있으며 이곳에서 약 100m만 들어가면 제청안이

란 지명을 가진 곳이 나온다.

이곳을 제청안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조선조 후기의 효자인 박태성

과 그의 아버지인 박세걸 등의 무덤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제청(祭廳)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신둔(新屯)

신둔은 사기막골 남쪽에 있는 지명으로 고양시와 서울시의 경계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서울시 은평구와는 작은 개울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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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재배하는 농원이 있어 마을 입구에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다.

신둔이란 지명은 북한산성과 관련이 있는 지명으로 새롭게(新) 만들

어진 병사주둔(屯) 지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북한산성 밖

의 주둔지역으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는 등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전

란이 있거나 비상시에는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전투를 치루거나 이에 대

비하는 진지마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신둔에는 북한산성내 창고(倉庫)의 중간 기지로서 성안에 필요

한 양식이나, 피복, 무기 등을 보관하다가 성안으로 가져가는 역할도 했

다고 한다. 당시 신둔 창고가 있는 곳은 현재 효자원 농원내에 있는데 

건물터는 대략 수 백평에 이른다고 한다.

실제로 이곳 신둔마을은 북한산성의 대서문과 수문, 서암문(시구문)

이 모두 500m 이내에 있어 북한산성 밖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

한 마을이다. 마을 앞으로는 물이 풍부한 창릉천이 흐르고 구파발과 송

추 방향으로 연결된 북한산로가 지나고 있으며 북한산성의 가장 중요한 

대서문과 서암문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시작도 바로 이곳 신둔마을이다. 

태봉(胎峰)

태봉은 효자동 사기막골 입구에서 북한산로를 따라 송추 방향으로 약 

500m 지점, 우측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의 이름이다. 

이곳을 태봉이라 부르는 것은 출산을 할 때 산모와 아기가 연결된 태

(胎)를 묻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명과는 달리 태봉 정상은 

군 시설 등으로 크게 모습이 바뀌어 태봉의 흔적을 알 수 없다. 인근에

서 발견된 태실비석이 있어 조선조 성종대왕 왕녀의 태를 모신 것임을 

확인하였는데 이 비석은 고양시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본래 태는 여러 보존과정을 거쳐 전국의 명당자리에 묻게 되는데 이

곳 태봉도 산봉우리는 높지 않으나 세 방향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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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큰 산에서 내려오는 혈맥이 이어져 있는 전형적인 태봉의 모습을 갖

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실 대부분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고양시 서삼릉으

로 옮겨졌다.

밤나무골

앞에서 살펴본 제청안 마을에서 사기막골 방향에 있는 작은 골짜기의 

이름이 밤나무골 이다. 현재 북한산성과 양주 솔 고개를 연결하는 북한

산로와 함께 북한산 둘레길이 밤나무골을 지나고 있다. 또한 백운대와 

의상봉, 숨은 벽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있어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용하는 곳 이다. 이곳에 크고 오래된 밤나무가 많다고 하여 밤나무골 이

라 부르고 있다.

육모정 고개

육모정 고개는 효자동 사기막골 마을에서 청담동 계곡을 지나 서울 

우이동 경계지점에 있는 큰 고개의 이름이다. 

북한산 백운대에서 이어져온 산 줄기와 도봉산 방향에서 이어진 산 

줄기가 만나는 곳에 해당한다. 육모정 이란 이름은 사기막골 안쪽에 조

선시대에 지어진 후 최근까지 있던 정자, 육모정에서 유래된다. 육모정

은 경치가 좋은 청담동 계곡에 있었으나 홍수, 전쟁 등으로 소실되어 지

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이 육모정 뒤편에 있는 고개라 하여 육모정 고

개라 부른다.

육모정은 정자의 생긴 모양이 육각형의 모자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

름이며 현재는 군사시설 지역으로 일반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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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北漢洞),
민족의 명산 북한산이 있는 마을

북한동은 효자동의 동남쪽에 위치한 법정동 명칭으로 고양시에서 가

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 평균 해발이 가장 높은 마을이다. 본래 

100여 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나 2000년대 중반 북한산국립

공원 정비사업으로 마을 이주사업이 진행되어 현재는 사찰과 관련된 주

민들만이 거주하고 있다.

북한동이란 지명은 북한산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다. 북한(北漢)이란 이름은 삼국시대로부터 사용된 명칭으로 한강 이북

지역을 오래 전에 한산(漢山)이라 하였고 이 한산 북쪽에 있는 산이라 하

여 북한산이 되었다. 고양시 북한산동은 서울시와 북한산성 성곽 및 산

북한동의 유래가 된 북한산 주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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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성이로 행정구역이 구분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성곽의 안쪽은 북한동, 

성곽의 밖은 서울시 구역이 된다. 그러나 성 밖에도 고양시 구역이 있어 

인수봉 아래의 인수산장 부근과 고양시 효자동 방향, 북한산성 성벽에서 

삼천사 방향의 일부는 성벽의 안과 밖이 모두 고양시 효자동 관할 구역

이다.

북한산(北漢山)

북한산은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지역이다. 1년에 천만 명이상이 찾

고 있는 세계적인 명산으로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르는 산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북한산 최고봉인 백운대(해발 

836.5m)를 중심으로 인수봉, 만경대 등의 준봉들이 천하의 절경을 이

루도 있다. 북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세 봉우리를 북한산과 함께 삼

각산(三角山)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산은 한강 북쪽인 한산(漢山) 북쪽에 있는 산이란 뜻으로 삼국시

대부터 불린 이름이다. 신라시대에 북한산 지역을 순행하고 세운 진흥

왕의 순수비(巡狩碑)에도 북한산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북한산에는 삼국시대로부터 현재까지 북한산성이 축조되어 있

다. 지금 남아 있는 북한산성의 성곽은 대부분 조선 숙종조인 1711년에 

쌓여진 것이며 지금도 성곽 복원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북한산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오르는 백운대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에 소재하며 이외에도 인수봉, 만경대 등도 고양시에 있다. 

북한산성의 성곽도 대부분 고양시 관할 구역이거나 서울시와 경계하고 

있으며 보물로 지정된 태고사의 원증국사탑과 부도비를 비롯하여 사적

지로 지정된 행궁(行宮), 명승 삼각산 도지정 문화재로 북한산 중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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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의 입구인 북한산성 대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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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북한산 산영루, 금위영이건기비, 상운사, 덕암사 불상 등 많은 문화

유산도 북한산성내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다.

서문안(西門內)

서문안은 북한동 북한산성 안에 있는 작은 마을의 지명이다. 본래 약 

10여 채의 집들이 있었으나 북한산 정비사업으로 지금은 대서문 한옥 주

택 한 채와 지명만 남아 있다.

서문안이란 이름은 북한산성의 여러 문들 중에서 서쪽인 대서문 안쪽

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서문안마을 부터가 고양시

구간이고 서문밖은 서울시 은평구의 관할 구역으로 서문안은 북한동의 입

구가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문안마을에 있는 대서문은 북한산성내에서 가장 먼저 복원된 성문으

로 북한산성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차량 운행이 가능한 문이어서 

북한산성의 가장 중요한 출입 통행로가 되고 있다.

하창(下倉)

하창은 서문안에서 북한산 백운대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

에 있는 지명이다. 현재는 북한산동 역사관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많은 시

민이 이곳을 지나 북한산을 오르내리고 있는 길목에 해당한다. 이곳 하창

에서 북한산 등산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뉘어지는데 좌측 서쪽으로 오

르면 상운사 부근을 경유하여 백운대로 오를 수 있고 우측 동쪽으로 오르

면 중흥사 등을 경유하여 대남문, 대성문, 대동문 코스로 이어진다.

이곳 하창은 북한산 정비사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많은 음식점

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던 곳이다. 현재 하창은 작은 쉼터로 조성되어 등산

객들이 만남의 장소와 휴식, 북한동 전시관 등 교육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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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하창이라 부르는 것은 북한산성 안에 많은 창고(倉庫)가 있었

는데 위쪽에 있는 창고를 상창, 중간의 창고를 중창, 그리고 가장 아래 

쪽에 있는 창고를 하창(下倉)이라 불렀다. 이곳 하창은 산 아래쪽에 있

는 창고라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지금도 당시 건물의 석축 일부가 남아 

있어 하창 지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하창마을에는 북한동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 북한산 향나무가 보호

수로 지정되어 남아 있다. 

비석거리

비석거리는 북한산 용학사 앞에 있는 지명으로 주변 경치가 매우 뛰

어난 곳이다. 비석거리 앞으로는 북한산 계곡의 물이 쉼 없이 흐르고 있

북한산 비석거리의 모습 ▲ 

비석거리 앞 북한산 산영루의 옛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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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큰 마당 바위가 있어 많은 등산객 시민들이 쉬었다가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을 비석거리라 부르는 것은 이 지역 일대에 수 십기의 비석이 세

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 비석들은 대부분 선정비(善政碑)로 조선조 후기 

북한산성의 관청인 총융청(摠戎廳) 총융사의 공적과 선정을 기리기 위

해 건립한 것이다.

자연 바위를 기단석으로 하여 옥개를 제작한 이 비석들은 일제 강점

기 시기와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일부 훼손되었고 고양시의 정비사업

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석거리는 비석이 길옆으로 길게 줄지어 있어 마치 사람들이 많은 

장터거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훈국(訓局), 훈창(訓倉)

훈국은 중성문의 북동쪽에 위치한 노적사 부근에 있는 지명으로 또 

달리 훈창이라 부르기도 한다. 훈창은 노적사에서 작은 산등성이를 넘

어 배추와 무 등이 재배되는 평지를 부르는 이름으로 경치가 뛰어난 것

으로 유명하다.

훈국은 조선조 숙종시대에 북한산성을 축성하고 관리할 당시, 이곳에 

훈련도감(訓練都監)이 주둔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훈창

은 훈련도감의 창고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훈국터에는 건물의 주춧돌을 비롯하여 성곽과 같은 축대, 연못

자리 등 곳곳에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삼각산(三角山)

삼각산은 북한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고려, 조선시대에 널리 불린 명

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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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은 삼국시대로부터 불린 이름이며 고려가 새롭게 개국하고 고

려 초기부터는 삼각산이란 이름을 주로 사용하였다. 삼각산은 북한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세 봉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다. 행정구역상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과 서울특별

시 강북구의 일부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국

가명승 제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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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동(紙 洞),
종이를 만들고 싸리나무가 많던 곳

지축동은 행정동인 효자동에 속해 있는 법정동 명칭으로 효자동의 서

쪽에 자리하고 있다.

동서로 긴 모양을 하고 있는 지축동은 창릉천을 따라 서울시 은평구와 

많은 곳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산으로 진입하면서 창릉천의 좌측은 

고양시 그리고 우측으로는 서울시가 되어 창릉천이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가 된다.

지축동은 지축역을 중심으로 농촌과 근교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여 왔

으나 2000년대에 들어 지축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금은 많은 주민이 

이주하였고 현재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축역 위쪽의 중고개, 절골, 매미골 등은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단독주택과 일부 상가, 농원 등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지축동은 본래 양

주군 신혈면 지역이었으나 1906년도에 고양군 지역이 되었다.

지축이란 명칭은 이곳의 대표적인 마을인 지정동(紙亭洞)에서 지 자를 

따고 싸릿말로 불리는 축리( 里)에서 축자를 따서 지축동이 된 것이다. 

지정동(紙亭洞)

지정동은 지축역에서 북한산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지명으로 본래 

화원과 단독주택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축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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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동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닥나무를 이용하여 종이(紙)를 만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싸리골( 里)

싸리골은 일명 싸리나무골의 줄인 말이다. 지정동마을에서 중고개마

을, 즉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지

정동과 함께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앞으로 고층아파트의 건설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싸리골은 마을에 싸리나무가 많아 이를 이용해 여러 특산물을 만들었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고개, 닥고개

장고개는 지정동에서 일영 방향에 있는 작은 고개의 이름인데 현재 

일영로가 관통하고 있다.

장고개란 지명은 예전 양주 사람들이 장(場)을 보기 위하여 넘어 다녔

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하며 또 달리 본래는 성황당이 있어 당(堂)

고개라 불렀다가 후대에 장고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래설로는 이곳 인근에 종이를 만드는 닥나무가 많았는데 

이 고개 부근에서 종이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닥나무 껍질이 고개 앞에 

널려 있어 닥고개라 부른 것이 후대에 장고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

해온다. 이 장고개는 교통상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양주, 파주로 갈 때 

지나야 하는데 고개에 주막이 있어 사람과 말이 쉬어가곤 했다고 한다.

 

오부자골(五富子谷)

오부자골은 3호선 전철 지축역에서 오금동 방향에 위치한 자연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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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으로 고양시에서 조성한 한북누리길 아래에 남향으로 터를 잡고 

있다.

오부자골은 지축동을 대표하는 오래된 마을로 일제항쟁기시대의 조

사에 의하면 창릉천변인 이곳 오부자골에서 여러 점의 선사유물이 발견

지축동 절골마을의 유래가 된 흥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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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을 오부자골로 부르는 것은 마을에 유명한 다섯 부자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중(스님)고개

중고개는 싸릿말에서 흥국사가 있는 절골 방향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최근들이 고급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마을 가운데로 북한산에서 

삼송역까지 이어진 한북누리길이 조성되어 있다. 중고개 마을에는 여러 

음식점과 온천이 있어 많은 시민이 왕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보이는 

북한산 능선의 모습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곳을 중고개라 부르는 것은 북한산 일대의 많은 사찰에 있던 스님

들이 이 마을 뒤편에 있는 중고개를 이용하여 고양, 양주, 파주 지역을 

중고개 마을에서 본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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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중고개를 이용하면 진관사나 

삼천사, 흥국사 등의 스님들이 고양의 대자사나 파주의 보광사 등을 가

까운 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중고개 정상에는 돌무덤이 있는데 오금동과 지축동은 물론 옥녀

봉과 노고산으로 가는 작은 사거리 갈림길이 되고 있다. 

이 고개를 넘으면 구파발과 일영을 연결하는 일영로가 지나는데 행정

구역상으로는 삼송동 삼막골마을이 된다.

안진동(安進洞)

안진동은 지축역 인근을 부르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1960년대 이후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한다. 

이후 1970년대 창릉천 제방 부근의 주민들이 또 다시 이주하면서 인

구가 많은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지축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옛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으며 

1970년대 새로 이주한 주민들이 앞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

자는 뜻에서 안진동이란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지축동에는 절골, 곰말, 큰말, 유가골, 불당골, 매미골 등

의 지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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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동(昌陵洞),
서오릉에 창릉이 있어 창릉동이 되다

창릉동은 효자동의 남쪽에 위치한 행정동 명칭으로 법정동으로는 동산동과 

용두동이 있다.

창릉동의 유래가 된 
서오릉 창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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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동의 동쪽으로는 매봉(응봉, 앵봉)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 은평구와 경

계를 이루고 있으며 삼송동, 흥도동과는 창릉천이 경계선이 되고 있다. 본래 서

울외곽 근교 농업을 하는 농촌마을이었으나 현재는 삼송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되어 대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고 일부지역은 저층의 빌라, 단독주택 농

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창릉동은 1992년 고양시 승격 후 동의 명칭을 정하면서 처음 생긴 행정동 명

칭이다. 관내 용두동에 조선조 제 8대 예종대왕과 그의 왕비인 안순왕후 한씨

의 능인 창릉이 있어 이곳을 창릉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마을 앞으로 흐

르는 창릉천이 있어 창릉동이란 지명을 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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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릉 경릉(고양시 최초의 왕릉으로 고양현이 고양군으로 승격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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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고양 밥 할머니 석상
▼ 석상 동쪽의 비석군들

동산동(東山洞),
고양땅의 동쪽에 있는 마을

동산동은 삼송동의 동남쪽에 위치한 법정동 이름으로 대규모의 고층 

아파트와 단독주택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두 마을 사이에는 구파

발에서 고양 시청 방향으로 연결된 고양대로가 관통하고 있다.

동산동은 동쪽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마을 이름이 생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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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조선조 후기에 고양군청이 고양동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볼 때 고

양시 동쪽 산 아래의 마을이란 의미에서 동산동이 되었다고 한다.  

창릉(昌陵) 모퉁이

창릉 모퉁이는 동산동 통일로변에 있는 지명으로 현재 창릉 모퉁이 

공원과 함께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다. 

본래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양 동산동 밥할머니 석상 

및 덕수자씨 교비명 등의 비석이 있었으나 최근 새로운 밥할머니 공원

으로 이전하였다.

이곳을 창릉 모퉁이라 부르는 것은 서오릉에 있는 창릉으로 가는 “길 

모퉁”이라 하여 생긴 지명이다.

대곡(큰골)

큰골은 동산동의 대표적인 마을로서 용바위전설, 능모탱이 이야기 등

이 전해지는 큰 마을의 지명이다. 

대곡 즉 큰골이란 지명은 마을이 자리 잡은 골짜기가 매봉 안쪽까지 

길고 크게 들어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말 

다른 이름으로 신성동으로 불리는 마을의 지명이다.

새말은 인근의 다른 마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지명으로 새로 만들

어진 마을이란 뜻이 있다. 동산동의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늦게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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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말

현재 동산마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곳의 옛 지명이다. 이곳은 창릉천 

변으로 습지와 논, 밭이 있던 곳이다. 

예로부터 이 주변에 웅덩이가 있어 황새와 두루미 등 많은 새들을 이곳

에서 볼 수 있다고 하여 황새말이 되었다고 한다.

걱정머리 

걱정머리는 동산동과 원흥동 사이에 있던 지명으로 지금은 택지개발 

사업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다.

이곳을 걱정머리라 부르는 것은 창릉천의 여러 제방 중 이곳이 제일 

낮고 약하게 축조되었다고 한다. 

이 걱정머리 부근에는 특별히 큰 마을이 없고 논과 밭만 있어 제방을 

좀 허술하게 쌓았다고 한다. 

그런데 장마철과 태풍이 오는 등 우기만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이곳

의 제방이 무너지거나 넘치는 것을 걱정했다고 하여 걱정머리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모기밭

모기밭은 동산동과 삼송동 사이의 창릉천 부근에 있던 지명으로 현재

는 도시개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명이다. 

개발전 모기밭 부근에는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자리잡았고 비닐하

우스, 채소밭 등이 있던 넓은 지역이었다.

이곳을 모기밭이라 부른 것은 이곳이 창릉천과 개울, 웅덩이가 있어 

여름철만 되면 모기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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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은 쉽게 상촌, 하촌 등으로 불리곤 하였는데 뱀골, 상촌, 하촌, 

응달말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에는 동

산동이 안말과 바깥말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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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龍頭洞),
서오릉이 있는 용머리를 닮은 마을

용두동은 흔히 용머리라 부른다. 용두동은 동산동의 남쪽에 있는 법정

동 이름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이 있어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진 곳

이다. 

고양시청에서는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구산

동, 갈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없으며 서오릉 부근에는 식당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서

울과 고양시를 연결하는 서오릉로가 있어 교통도 편리한 곳이다. 용두초

등학교 인근 지역도 본래는 단독주택지 농촌마을이었으나 현재는 현대

서오릉이 있는 용두동 매봉(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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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저층의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용두동이란 이름은 마을 내에 있는 서오릉이 풍수지리상 용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특히, 용두동 사거리는 원당, 화전, 삼송,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

지로 주변에는 화원이 들어서 있다.

벌고개, 봉현(蜂峴)

벌고개는 용두동과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구산동 사이에 있으며 일

명 봉현(蜂峴)으로 불리기도 한다. 고개 정상에 고양시와 서울시의 경계

지점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 남쪽으로는 봉현산으로 이어지

고 북으로는 서오릉 뒷산인 매봉(응봉, 앵봉)으로 연결되는 고개이다. 

이곳은 서울시 은평구에서 고양시청이 있는 원당 방향으로 최단거리 

고개이다.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 군사적인 요지에 벌고개가 

자리해 있다. 벌고개라 부르는 것은 고양시 용두동에 위치한 서오릉과 

고양과 서울이 경계를 이루는 벌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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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관련이 있다. 

예전 서오릉에 왕릉을 만들 때 있었던 이야기다.

왕릉 자리를 잡기 위해 한양에서 유명한 지관(地官)이 이곳 용두동 일

대를 살피던 중 참으로 좋은 무덤 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 자리를 왕릉 

자리로 나라에 적극 추천하여 능을 만들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지관은 

왕릉 자리를 잡으면서 한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반드시 자신이 서울과 

고양의 경계에 위치한 고개를 넘은 후에 땅을 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리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며 왕릉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왕릉 공사가 있는 날 지관은 정확한 무덤자리를 잡아준 뒤, 일하는 관

리와 사람들에게 앞으로 약 1시간 후에 땅을 파야 하며 그 전에 무덤 자

리에 손을 데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매우 불안해 하였다. 

말을 마친 후 지관은 급히 짐을 챙겨 서울, 한양을 향해 출발했다. 지관

이 떠난 후 관리들은 그의 말에 따라 땅을 파지 않고 시간이 지나길 기

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쪽으로부터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에 

왕릉 조성의 일자를 맞추기 위해 인부들은 지관의 말을 무시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삽으로 땅을 잠시 파고 내려가자 

수 백마리의 땅벌이 갑자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벌들은 1차로 주변

의 인부들을 공격하여 피해를 입인 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한편 왕릉자리를 잡은 후 부지런히 길을 가던 지관은 이 벌고개의 입

구에 들어서고 있었다. 이제 짧은 거리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고개의 

중간을 지나고 있을 때 자신이 잡아준 왕릉자리 방향에서 시커먼 벌떼

가 고개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지관은 죽을 힘을 다해 고개를 

넘고자 하였으나 결국 벌에 집중 공격을 받고 이 고개에서 죽고 말았

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 왕릉자리가 벌들이 살고 있던 벌집 자리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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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왕릉을 쓰게 되자 이에 대한 복수로 벌들이 지관을 죽이게 된 것이

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리고는 이 고개 이름을 벌고개라 불렀는데 또 다

른 이름으로 벌 봉(蜂), 고개 현(峴), 봉현(蜂峴)이라 하였다. 

또 달리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 벌에게 벌을 받아 죽었다고 하여 두

벌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능말(陵村)

능말은 서오릉 정문 앞쪽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지명이다. 현재

는 식당가가 많이 들어서 있었으나 본래는 전형적인 밭, 논 농사 중심의 

농촌마을이었다.

이곳을 능말이라 부르는 것은 서오능 주변의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능과 가깝게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산 뚝과 아기장사, 용마(勇馬)

조산 뚝은 화전에서 동산동으로 이어진 화랑로 인근에 있는 지명으로 

다음과 같은 아기장사와 용마의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야기의 핵심은 한 어린아이가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를 달고 힘이 

장사로 태어났는데 장차 나라에 좋지 못한 일을 할 것이라며 마을 사람

들이 죽이게 되었다.

장사아이가 죽자 이곳 조산뚝 일대에서 용마들이 나타나 크게 울부 

짖더니 조산뚝 땅에 머리를 박고 모두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

서야 아이를 죽인 일을 후회하고 아기장사와 말을 기리기 위해 마을 사

람들이 울타리 담장을 만들고 오리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흔적을 볼 수 없으나 용두동 사람들은 이곳 조산뚝과 아기

장사의 이야기를 가장 유명한 전설이야기로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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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리, 일명 울하리(蔚下里)

운하리는 용두동의 중심마을 중 하나인 중촌마을에서 화전 망월산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중촌 사람들은 건너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운하리는 이곳이 망월산과 창릉천이 있는 자연적인 조건으로 구름이 

자주 내려 앉아 밖에서 마을이 잘 보이지 않아 구름 운(雲), 아래 하(下)

를 써서 운하리라 부른다는 것이다. 또 달리 풀과 숲이 우거진 마을이란 

뜻으로 울(蔚)하리라 부른다고 한다.

명릉 안산과 썰매고개

명릉안산과 썰매고개는 숙종대왕의 무덤 자리인 명릉에서 용두초교 

방향에 있는 산과 작은 고개의 이름이다.

이 고개가 있는 산의 이름은 명릉 안산인데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

터 이산과 고개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산이라 부르고 있다.

숙종대왕의 명릉을 모두 만든 후 주변을 보니 먼 곳에서도 이곳 왕릉

이 훤히 보이고 왕릉의 정기가 빠져나간다고 하였다. 이에 나라에서는 

인근의 모래와 흙을 이용하여 산을 만드니 이가 명릉 안산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흙을 나르는데 사용한 썰매의 이름을 따서 고개 이름을 

썰매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벌말

벌말은 서오릉 주차장에서 삼송신도시 동산마을 방향에 있는 자연촌

락의 이름이다. 현재 마을 뒤로는 60사단 권율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화전에서 삼송으로 연결된 화랑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량

이 많은 편이다. 이곳 벌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

다. 첫 번째는 용두동 안쪽에서 보았을 때 창릉천 벌판 쪽에 새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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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라 하여 벌말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또 달리 옛날에는 마을에 날

아다니는 벌이 많다고 하여 벌말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 밖에도 용두동에는 우묵골, 고울목, 중촌, 정능골, 비선말, 동두말 

등의 여러 지명이 남아 있다.

숙종대왕의 능을 가리기 위해 만든 명릉 안산(썰매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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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동(花田洞),
사대부들이 예쁜 꽃을 심어 꽃밭을

이루다

화전동은 창릉동의 남쪽에 위치한 행정동, 법정동 명칭으로 한글 이름으로

는 흔히 꽃밭이라 불린다.

화전동 관내에는 법정동인 화전동, 향동동과 덕은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

며 중앙로, 경의·중앙선 화전역 등이 있다. 서울 은평구 수색 등으로 진입이 편

리하며 일산, 화정, 행신으로도 편리한 대중교통을 갖추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마을이다.

화전동의 유래를 벽화에 새긴 꽃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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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동은 최근까지 각종 규제 등으로 3층 이상의 현대식 건축물을 보기 어

려울 정도로 도시 근교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의 완화 등

으로 최근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화전역과 중앙로 주변으로 지어지고 있다. 

화전동은 조선시대 후기의 기록에도 보이는 고유지명으로 1755년 영조년간

의 기록에는 모두 77호가 살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지역을 화전이라 부르는 것은 화전 지역이 조선시대부터 한양과 가깝고 

한강과도 인근거리에  있어 많은 명문세족들이 머물곤 하였다.

이들 사대부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대규모로 꽃을 심고 즐겨 보았다고 하

여 화전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설로는 본래 이곳이 한강으로 땅이 튀어나간 형상이어서 곶밖

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곶밖이 꽃밭으로 변해 이를 한자

로 화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안동네

안동네는 망월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화전 일대에서는 비교적 넓고 

인구도 많아 인근에 널리 알려진 마을이다.

산 정상에서 보는 달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망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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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는 주변의 여러 마을과 왕래가 쉬운 곳이었으나 인근에 군부대가 

들어서고 대전차 방어벽이 만들어진 이후 동쪽과 북쪽, 서북쪽으로는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안동네는 화전역과, 화전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는 화전의 중심지에서 

보았을 때 망월산 아래 안쪽에 동네가 위치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월산(望月山)

화전동과 향동동의 경계가 되는 산인데 화전 지역의 주산(主山)으로 

유명하다. 산 정상 에서는 고양시는 물론 북한과 강화도까지 조망할 수 

있으나 현재는 군 시설이 있어 민간인의 출입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곳을 망월산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달과 북

한산 등이 어우러진 모습이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이 정월대보름 큰 달

을 바라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달리, 산 아래 마을에서 볼 

때 이 망월산 위에 떠 오른 달이 산과 함께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이라 한다. 일부에서는 망월산을 만월산(滿月山)으로 부르기도 한다.

왜정관사(倭政館舍)

왜정관사는 현재의 덕양중학교와 덕은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의 옛 지

명이다. 이 이름은 1900년대 초반, 일본인들이 경의선 철도를 건설할 

당시 일본식 주택을 만들고 거주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때 공

사를 감독하고, 일본인 기술자와 인부들이 집단으로 살았다고 하여 왜

정관사라고 한다.

경의선 철도 건설이 모두 완료된 후에도 이곳에는 일본인들이 집단으

로 거주하며 부근의 일본군부대 및 철도와 관련된 일에 종사했다고 한

다. 왜정관사는 왜정시대에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관사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왜정관사 일대를 또 달리 대흥관사(大興館舍)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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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기도 하였다.

짱골내

현재의 30사단 신병훈련소 자리 일대를 부르는 옛 지명이다. 흔히 짱

골내는 중국인을 부르는 별칭으로 이곳에 중국 만주 일대에서 잡혀온 

중국사람들의 숙소가 있어서 붙여진 지명이다. 중국인들은 경의선을 통

해 만주 등지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으며 이들은 철로를 만들거나 군수창

고를 보수, 건설하는 막노동으로 인력을 착취당하곤 하였다.

일제식민지시대 화전과 수색 일대는 일본인의 군수 창고와 관련된 많

은 시설물이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곳이 덕은동의 기관고와 쌍굴, 그

리고 현재 30사단 일대의 육군창고가 대표적인 시설물이다.  

막거리

막거리는 항공대 정문, 화전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있는 마을의 지

명이다. 이곳을 막거리라 부르는 것은 해방 이후 이곳에 막걸리를 파는 

작은 상점이 2~3개 있었는데 옛날 조선시대의 주막(酒幕)과 같이 소규

모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달리 6.25전란 때 평양, 개성, 파주 등 북쪽 사람들이 대규모로 철

도를 따라 피난행렬을 이루었는데 이들을 상대로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

자 주막이 많은 거리라 하여 막거리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벌말

벌말은 30사단 정문 앞쪽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지명이다. 본래 벌

말은 창릉천이 자주 범람하여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황무지마을이었다

고 한다. 이곳에 사람이 처음 거주한 것은 일제식민지시대에 소화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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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주민들이 작은 규모로 이곳으로 이사와 살면서부터였다.

해방후인 1940년대 후반 새롭게 제방을 만들고 6.25 이후 인구가 늘

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벌말은 현재 1960~7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주택과 상가가 들어서 있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다

른 지역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벌말이란 이름은 현재의 화전동 중심지 등에서 볼 때 창릉천 방향 벌

판에 있는 마을, 즉 벌판마을을 줄여 부르고 있는 이름이다. 

벌말 일대는 화전동에서 가장 넓은 들판으로 본래는 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논을 메꾸어 밭, 비닐하우스, 창고 등으로 사용하

고 있다.

벌말은 벌판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옛 모습이 잘 남아 있는 곳이다(2014년)

98   덕  양  구  



만학산(萬鶴山), 능산(陵山)

현재 30사단 부내 내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이 작은 야산을 만학산

으로 부르는 것은 산에 소나무가 많아 인근 학(鶴)들의 집단 서식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 아래 마을에서 보면 흰 학 수 백 마리가 만학산을 

가득 메우면 장관이었다고 한다. 본래 이산은 벌말 부근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해방 후 도로 및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산의 일부가 깎여 나가 규

모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곳 만학산을 마을 사람들은 일명 능산(陵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용

두동에 있는 서오릉까지 산 줄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대흥관사(大興官舍)

대흥관사는 현재 덕은 초등학교,  덕양 중학교가 있는 마을의 옛 이름

이다. 

본래 작은 마을이었는데 1900년대 초반 경의선 화전역이 만들어지고 

열차가 운행하면서 인구가 늘자 큰 마을이 되었다. 지금도 인근에 경의 

중앙선 화전역이 자리해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 화전과 수색 일대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유흥거리가 생길 정도로 번화했다. 이때 주로 일본인, 또는 철도 관리, 

일본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살던 마을이 바로 대흥관사 였다. 이 지역을 

크게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사용하던 지명이며 지금

도 토박이 주민들은 대흥관사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전동에는 낭골을 비롯하여 좁은골, 응골, 수작골, 질마

바위, 매봉재, 쑥덕골과 같은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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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동동(香洞洞),
꽃 향기가 그윽한 마을

향동동은 화전동의 동쪽에 있는 법정동 명칭으로 행정구역으로는 화

전동 속한다. 화전역에서 서울시 수색, 신사동 방향에 있는 마을이며 주

로 중앙로를 이용하여 외부로 왕래하곤 한다.

향동동은 남쪽으로 서울과 고양시를 잇는 중앙로와 연결되지만 나머

지 북쪽과 서쪽, 동쪽은 산으로 가로막혀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마

을이다. 마을 내에는 서오릉이 있는 용두동과 향동동을 연결하는 향동로

가 주요 도로이며 현재는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규모의 아파

트가 건설되고 있다.

향동동은 대부분의 마을이 향동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대규

모 APT단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과 도시근

교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향동동은 앞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중심으

로 한 대규모의 도시마을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이곳을 향동이라 부르는 것은 화전동과 같이 이곳 산 골짜기 등에 많

은 꽃이 있어 그 향기가 가득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곳은 

일제시대 이전부터 능금, 자두, 복숭아, 앵두 등 과일나무가 많아 봄이 

되면 온 동네에 과일 꽃의 향기가 넘쳐났다고 한다.

화(禍)고개

화고개는 용두동과 향동동의 경계가 되는 고개의 이름이다. 대 전차 

장애물과 같은 군 시설이 있어 이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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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나던 곳이다. 최근 군시설물은 해체되었다.

화고개는 예전에 성황당이 있어 일명 성황당 고개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이곳을 화고개라 부르는 것은 이곳이 워낙 외지고 으슥한 곳으로 화

를 당하기 쉬운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곳에서 화를 당하

는 것은 일반사람들의 해꼬지를 비롯하여 나병환자, 도깨비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애기능

애기능은 화고개에서 향동동 방향 서쪽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

이다. 애기능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궁궐에 살던 내시와 깊은 관련이 있

다. 즉 어린 시절 내시로 만들기 위해 남성의 성기를 제거해야 했는데 

이때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이 아이들

의 시신을 이곳 향동동에 묻었는데 그 크기를 일반 무덤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 할 정도로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 작은 무덤들이 있는 마을

을 애기능이라 불렀다고 한다.

용두동과 향동동 경계에 화고개(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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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달리 애기능마을 뒤편에 조선시대에 세도가 대단했던 내시들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들의 무덤이 작다고 하여 애기능이라 불렀다는 것

이다.

봉산(烽山)

일명 봉현 봉수대가 있는 산의 이름으로 산 정상에 조선시대의 교통, 

신호 시설인 봉화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봉산은 향동동과 서

울시 은평구 구산동이 경계되는 지점에 위치하며 이 일대에서는 최고봉

에 해당한다. 산 정상에는 군 시설물이 있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으나 

지금도 석축과 기와편, 자기편 등이 출토되고 있어 이곳이 예전 봉화자

리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간절

간절은 애기능마을에서 향동 하촌 방향에 있던 마을 이름이다. 대부

분의 주택들은 1970~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간절은 향동동의 여러 

마을 중 비교적 큰 마을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향동동에서 본 봉산(정상에 봉수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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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간절이라 부르는 것은 본래 이곳에 스님이 거주하는 작은 절

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연도 없이 절이 없

어지고 스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절이 없어져 어디론가 간 것

이라 하여 지명을 간절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달리 이 마을의 위치가 웃 산골(향동)과 아랫 산골(향동) 사이에 있

어 사이 간(間)자를 써서 간산골로 부르다가 간골, 간골이 다시 간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다른 지역에도 간촌, 즉 샛말이란 지명을 흔히 볼 수 있다.

향동 능골(陵谷)

간절마을에서 마을 안쪽 깊은 골짜기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곳은 금

번 향동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산세가 깊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곳곳에 조선시대 사대부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을 능골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먼저 이곳에는 조선조 중기에 큰 세력을 떨친 윤임의 묘가 

있는데 그가 왕의 외삼촌이며 당대의 세력가에 걸맞게 묘를 왕릉과 같

도시개발이 한창인 향동동 모습(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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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만들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 묘를 보고 마치 능과 같다고 

하여 이곳을 능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곳은 본래 서오릉과 함께 왕릉 자리로 사용하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왕릉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산골짜기가 100개는 

되어야 하는데 한 개가 부족한 99개라 하여 왕릉으로 사용하지는 못했

다고 한다. 이후 사람들은 이곳을 왕릉이 될 뻔한 곳이라 하여 이곳을 

능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곳 능골에 있는 윤씨의 묘소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절대로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는 음식을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능골 윤씨 묘역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상석에 음

식을 진설했는데 새가 날아와 고기산적을 낚아채 날아 가다가 목이 부

러져 죽었고 땅에서는 쥐가 산채를 물고 가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

해온다. 이곳 윤씨의 선산에 있는 묘소들에서는 제사 지내기 전 일체 음

식이나 물 하나도 입에 대서는 안 되는 무서운 곳이라 한다.

후손들도 제사를 지낼 때에는 묘소 앞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멀리 떨

어져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실제로 윤씨의 묘소들은 마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산속 깊이 자

리하고 있으며 인근에 산으로 둘러쳐져 있어 외부와 단절된 모습으로 

남아 있다. 능골의 안쪽은 능안골이라 부른다.

원수골(웬수골)

원수골은 간절의 북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임진왜란 당시

에 이 마을에 쳐들어온 왜군들을 크게 물리쳤다고 하여 원수골이라 부

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이와는 달리 이곳 향동동에는 민족의 원수인 

일제시대 이완용의 아들과 선조들의 무덤이 있고 이 무덤주위에 그의 

후손들이 살았다고 한다. 이들은 이완용과 친일파의 힘만 믿고 인근 마

104   덕  양  구  



을 사람들을 크게 괴롭혔는데 해방 후 이완용의 후손들은 밤에 몰래 도

망갈 정도로 인심을 잃었다고 한다. 이들 이완용과 관련된 무덤이 있고 

그 원수같은 후손들이 살았다고 하여 이곳을 원수골, 또는 웬수골로 불

렀다고 한다.

마지막 이야기로는 6.25전쟁 당시에 이곳에서 인민군이 사람들을 죽

여 원수같은 곳이라 하여 원수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 밖에도 향동동에는 매골, 숯골, 절골, 암매골, 강서골, 내시촌, 향

고개, 봉산고개와 같은 작은 지명이 남아 있다.

APT공사가 진행중인 향동동(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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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동(大德洞),
마을의 명산 대덕산을 

동의 이름으로 하다

대덕동은 화전동의 남쪽에 위치한 행정동의 명칭이다. 고양시 최남단에 위

치한 마을로 서울시 마포구 상암지구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 강서구, 양

대덕동의 유래가 된 대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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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와도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덕동의 서쪽으로는 자유로와 한강이 지나고 있으며 마을 중앙으로는 제2

자유로, 신공항 철도가 관통하고 있으나 역이나 나들목이 멀어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덕동은 현재 현천동과 덕은동 2개의 법정동과 함께 화전동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을 대덕동이라 부르는 것은 현천동과 덕은동 사이에 이 지역의 대표적

인 명산인 대덕산이 있기 때문이다.

대덕이란 이름은 행촌 민순 선생과 같은 큰 덕을 가지신 분이 사는 곳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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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고층아파트로 개발된 지역은 전혀 없으며 

오랫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30여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집들이 많

다. 이곳 대덕동에는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진 한국 항공대학교와 국방대학

원이 있다.

현천동(玄川洞),
글 공부한 먹물이 개울을 이룬 마을

현천동은 화전동의 남쪽에 위치한 법정동 명칭으로 흔히 가무내라고 

불리는 마을이다. 흔히 양짓말과 음짓말, 난점으로 구분하며 이 두 마을 

사이에는 서울과 인천 영종도를 연결하는 신공항 철도가 지나고 있다.

현천동이란 지명에는 이곳에 무덤이 있는 행촌 민순 선생과 깊은 관련

현천동의 유래가 된 인물, 행촌 민순 선생의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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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행촌 민순 선생은 고양8현의 한분으로 고양지역은 물론 조선 유

학자로 덕망 높은 인물로 유명하다.

어린 시절부터 이 마을에서 성장한 행촌 민순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

이 가무내 마을인데 가무내는 검은내, 즉 현천(玄川)의 한글식 이름이다.

행촌 선생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으나, 지독하게 

가난하여 학문에 정진하기가 어려웠다. 선생은 책을 보고 글을 익히며 

글씨 연습을 해야 하는데 종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민순 선생은 궁리 끝에 공부한 내용을 집 부근에 있는 나뭇잎에 매일 

연습을 하여 글을 익히곤 하였다.

수없이 많은 나뭇잎에 글 공부을 한 후 비가 오기만 하면 씻겨 내려간 

먹물이 온 동네의 개울을 검게 물들여 흘렀다고 한다. 그래서 먹물이 흘

러내려가는 골짜기라 하여 먹골이라 했으며 검은내를 한자로 옮겨 현천

(玄川)이 된 것이다. 이 검은내란 지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무내로 불리

고 있다. 

난점(蘭店)

난점은 현천동 가무내마을에서 서쪽 한강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이

다. 난점은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대덕산 기슭에 주택들

이 자리하고 있다.

난점은 이곳 마을에서 난초(蘭草)풀이 많이 자란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이다. 인근의 난지도와 같이 이곳도 난초가 많아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사용했다고 한다.

본래 난점은 난전(蘭田)이라 불렀다고 한다. 난초가 많은 밭이란 뜻으

109
고양의 지명 이야기



로 난점마을에서 한강 방향, 현재의 서울시 난지재생센터 일대에는 말 

그대로 난초 천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 이름도 난전이라 했

다가 후대에 지금과 같이 난점으로 바뀐 것이라 한다.

난전이 난점으로 바뀐 것은 한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서울과 인천, 강

화 등을 오고 가는 배들이 늘어나고 난초의 사용처도 다양해 지자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난초를 이용한 전문적인 상점을 만들어 판매했기 때문

에 난점(蘭店)이 되었다고 한다.

한강에 제방이 만들어지고 수상 교통으로서 한강의 뱃길이 끊어지자 

마을 주민들은 난점마을의 난초를 베어 서울 신촌 등에 내다 팔기도 했

다고 한다.

난골고개

난골고개는 난점마을에서 덕은동 원골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로 

난점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을 난골고개라 부르는 것은 예전 가난했던 시절, 마을 주민들은 

겨울에 짚신을 만들어 서울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이 짚신을 만들기 위

해서는 반드시 참나무나 오동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골(일종의 틀)이 필

요했다. 그런데 이 난골고개가 이러한 골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나무들

이 많은 곳이라 하여 골자를 붙였고 난점마을에 있는 골이란 의미에서 

난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난점마을에 있는 산 골짜기라 하여 난골이라 불렀

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락(달악)고개 이야기

다락고개는 덕은동 대태마을에서 현천동으로 넘어오는 고개로 예전

에 이곳에 성황당이 있다고 하여 일명 성황당 고개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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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이 고개는 대덕산의 정기가 길게 이어진 곳으로 이 기운을 

이어받아 고개 부근에는 호랑이를 때려 눕힐 정도로 기운 쎈 장사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한다. 인근에서도 이 마을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덩치도 크고 힘이 넘쳐 모두 대덕산과 이 고개의 정기를 이

어받은 것이라 했다.

일제식민지시대에 이러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자리이고 기운이 솟아

나는 다락고개의 이야기를 들은 일본인들이 그 기를 없애기 위해 대덕

산 산골짜기에 쇳물을 붓고 이 고개 정상에는 커다란 돌부리를 심었다

고 한다. 그리고 다락고개를 더욱 많이 파내어 대덕산의 정기가 이 고개

에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마을에는 예전과 같이 힘센 장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종종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 서울 등 외지로 자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다 마을에 큰 장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도 안타까워하며 이 

고개의 혈맥을 달아서라도(정기를 묶어서라도, 또는 쪼매어 연결해서라

도 즉, 산맥을 잇는다는 뜻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이 고개 이름을 달

악고개라 했다고 한다.

밤나무골

밤나무골은 항공대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름으로 법정동으

로는 화전동에 속하는 마을이다. 밤나무골은 일제시대에 이일대에서 크게 

세도를 부리던 우봉이씨가 밤나무를 많이 심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현천동에는 이외에도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음짓말과 양짓말이 있

다. 또한, 봉룡골고개, 능넘이고개, 난점 벌, 먹골 등의 지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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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동(德隱洞),
대덕산이 감싸안은 한강변 마을

덕은동은 현천동의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동 명칭으로 마을 앞으로 자

유로와 한강이 있고 뒤편으로는 대덕산이 있는 농촌마을이다. 오래전부

터 여러 규제에 묶여 도시 근교의 모습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마을 모습이 변하고 있다. 덕은동은 높은 덕을 가진 분이 은거, 숨어사신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양시 덕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상태이다.

대태(터)

대태는 덕은동과 현천동이 경계를 이루는 다락(달악)고개 아래에 있

는 지명이다. 서울 수색에서 고양시로 들어오면 초입에 위치한 마을의 

덕은동에서 비교적 큰 마을인 대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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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촌락 이름이다. 

대태의 지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하

나는 이곳에서 예전에 대나무가 자랐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하

나는 이 덕은동 일대에서 제일 큰 마을로 큰터에서 대터가 되었는데 시

간이 지나면서 대터가 대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기관고(機關庫)

기관고는 대태마을에서 수색 방향에 있는 지명이다. 기관고는 일제식

민지시대에 만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를 건설하고 수많은 열

차들이 정차했던 곳이다.

수색과 화전 사이의 이곳 덕은동 일대에도 동서남북으로 이어진 철로

들이 군수창고를 비롯해 정비창고 등으로 쉼없이 운행했다고 한다.

기관고는 그 중 핵심 건물로 고양군 일대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고 

한다.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물로 주로 만주 등으로 오고 가는 열차들

을 수리, 정비하고 석탄을 실은 기차가 도착하면 짐을 내리는 역할도 했

다고 한다.

대태마을 사람을 중심으로 이곳 기관고에서 일한 한국인 근로자가 많

았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면 일본이나 태평양 등으로 징발되는 강제징용

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임금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 있던 기관고는 1990년대 초반까지 여러 공장의 용도로 사용

되다가 1990년대 후반에 헐리어 지금의 빈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기관

고는 하나의 건물이었지만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하나의 고유지명으로 

이 일대를 기관고라 부르고 있다. 

원곡(願谷)

원골은 대태의 상촌, 하촌마을과 함께 덕은동을 이루고 있는 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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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서울에서 문산으로 이어진 자유로에서 진출이 가능하며 뒤편으로

는 이 지역 최고의 명산인 대덕산이 마을을 보호하듯 자리하고 있다.

이곳을 원골이라 부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1911년 조선지지 

자료에는 원곡(願谷)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양지역에는 한강 부근에 유

난히 홍수와 한강 범람을 막기 위한 제례 및 굿이 남아 있었다. 이곳 원

골도 고양지역 최남단의 마을 중 하나로 한강에 제방을 막기 전까지 홍

수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매년 음력 10월 1일 대덕산에 올라 산치성을 올

리곤 했다. 이러한 산신제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한강 바로 옆에 있는 

원골마을에 홍수피해와 제방붕괴, 마을 침수 방지 등을 기원했다고 하

여 원골(願谷)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마을이 같은 덕은동이면서도 대태에서 멀리 떨어

져 있어 원골(遠谷)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곳 원골에 조선시대에 

정승을 지낸 분의 묘소가 있어 원(元)골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난점마을과 원곡일대에는 한강가에서 자라는 풀이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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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야사로 조선시대에는 이곳 원골에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 살

고 있어 잘못이 있어도 조금은 봐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보뚝 

자유로가 만들어지 전 한강변에 있었던 큰 제방(뚝)을 고양지역 사람들

은 일명 대보뚝이라 불렀다. 지금도 고양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한강 제방

과 관련된 지명을 이야기 할 때 대보뚝을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제

방이었다.

특히 덕은동 원골마을은 한강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인근의 난점마을 

등과 함께 한강물이 자주 범람하여 생계에 위협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한강물로 인해 피해가 많은 홍수, 장마시기는 물론 평소에도 밀물 때

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특히 1925년 을축년의 대홍수로 한강 부

근에 큰 인명,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다. 홍수피해를 줄이고자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이곳 덕은동을 시작으로 하여 파주 심학

산 아래까지 고양지역 구간의 대보뚝을 쌓았는데 그 길이는 대략 20km

가 조금 넘는 규모였다고 한다. 당시 대보뚝은 한강 인근의 모래와 뻘

흙, 갈대, 난초풀 등을 총 동원하여 제방을 쌓았는데 임금을 지불하여 

인근의 여러 마을 사람들이 이 대보뚝 쌓기에 참여했다고 한다. 

대보뚝은 당시 쌓은 제방과 그 인근을 부르는 옛 지명이며 지금은 자

유로가 한강제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천동에는 동구뫼산, 서울고개, 샘말, 호곡, 장골고개 등

의 지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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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高陽洞),
290년간 고양군청이 있던 곳

고양동은 고양시에서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행정동, 법정동 이름으로 고양

동, 벽제동, 선유동의 3개 법정동과 대자동 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행정동 명칭을 정할 때 법정동마을 중에서 역사, 지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법정동 중 대표성이 높은 고양동을 그대로 행정동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다.

고양동의 북쪽으로는 파주시와 경계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양주시, 고양

시 삼송동, 서쪽으로는 관산동과 이웃하고 있다.

고양동은 고양시에서 파주, 양주로 연결되는 지리, 교통상 매우 중요한 곳이

며 오래전부터 서울과 한반도 북부지역, 중국까지 연결된 연행로(燕行路), 의

주로상 벽제관이 위치하는 등 고양지역의 대표적인 역사 마을이다.

고양동은 조선조 후기 인조 때인 1625년부터 1914년까지 289년간 고양지

역을 다스리는 고양군청(郡廳)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군청이 있을 

당시 고양동은 단순히 군청의 소재지란 의미 이외에도 지금의 1번 국도에 해당

하는 관서대로, 경의로가 함께 지나는 경유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양동은 중심마을답게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고양지역 최고의 역사를 

가진 고양초등학교, 시장, 상점 등이 있어 고양시 동북부지역의 중심마을이 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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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邑內)

읍내는 현재 벽제관지 주변을 부르는 지명으로 이곳에 고양군청, 벽

제관 등 여러 관청과 함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막, 벽제역 등 고양

의 상업, 교통, 행정의 중심지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읍내는 한 군(郡)

의 중심지란 뜻이다.

신도시가 개발된 지금도 고양시에서는 이곳 고양동의 읍내가 읍내라

는 이름을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벽제관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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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거리

비석거리는 고양동 벽제관지에서 서울 방향에 있는 작은 지명이다. 

이곳에 조선조 후기의 고양군수, 경기도 관찰사, 벽제면장 등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선정비(善政碑) 등 7기(基)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고양동의 중심거리로 이 비석들을 통해 고양동이 옛 역사의 

중심지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부근일대에 벽제관 육각정이 있었다고 하나 1918년 일본으로 반

출되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고양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비석거리 ▲

일본으로 밀반출된 벽제관 육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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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양시에서는 일본 현지를 방문하고 환수를 촉구하는 등 반환운

동을 전개하고 있다.

바늘아지고개(針峴)

바늘아지고개는 고양동 벽제관지에서 대자동 바늘아지마을 방향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다. 이 고개는 북쪽 벽제동 방향에서 이어져 온 개

명산 산줄기가 남쪽으로 연결되고 다시 통일로 부근까지 이어진 대자산 

산줄기를 넘는 곳이다. 이 고개를 경계로 법정동 고양동과 대자동이 경

계를 이루며 현재는 고개가 많이 깎여 동헌로가 지나고 있다.

바늘아지고개는 한자로 침현(針峴)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곳을 침현, 

바늘아지라 부르는 것은 고개가 바늘과 같이 뽀쪽하고 높아 붙여진 이

름이라 한다. 이곳 고개 정상에서는 북한산의 주요 봉우리인 삼각산을 

비롯한 큰 봉우리를 볼 수 있고 고양동 읍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고개의 

서쪽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나 고양동 방향인 동쪽에서는 경사가 매우 

심해 과히 바늘고개라는 이름의 유래를 이해할 수 있다. 

호랑이굴

호랑이굴은 바늘아지고개 정상에서 서남쪽에 있는 굴의 이름이다. 이

굴은 대자산 정상으로는부터 약 7부 능선 아래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

는 곳에 자리해 있다.

이곳을 호랑이굴이라 부르는 것은 호랑이가 살 정도로 크기가 크고 

깊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양동 주민들은 전란이 있을 때 마다 이

곳으로 피신하는 곳이라 하며 한때 이곳은 군작전지역에 포함되어 민간

의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한편 이 호랑이굴은 한강 옆 행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 

오고 있으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모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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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골(鄕校谷)

향교골은 벽제관지에서 서남쪽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다. 향교

골이란 이름에는 고양지역 유일의 공립전통교육기관인 고양향교가 있

는 곳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향교골 앞으로 대자동과 고양동을 

연결하는 대양로가 지나고 있으며 고양향교와 함께 중남미문화원이 있

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 되었다. 이곳 향교골에는 고양동 최대의 

수목인 향교골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자라고 있다.

본래 이곳 향교골에는 고양군수 사택을 비롯하여 많은 한옥 건물들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 옛 흔적은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고양군청 터(자리)

고양동 고양군청 터 (자리)는 현재의 백제빌라 인근을 부르는 작은 지

명이다. 이곳은 고양동에 도시화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있던 오래된 마을

향교골의 유래가 된 고양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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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민들은 이곳에 고양군청이 있었는데 1층의 기와집 모습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주택과 주택 사이에는 기와장이 발견되고 있으며 단독주

택 모퉁이에는 당시 건물의 주춧돌로 보이는 석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조선조 후기 인조 때부터 1914년까지 289년 동안 고양군청

이 있었다.

점막(店幕)

점막은 벽제관지에서 선유동 방향, 현재 고양동 시장이 들어선 지역

의 이름이다. 벽제관은 주로 고위관리나 중국사신 등이 머무는 영빈관

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벽제관 부근에 출입이 어렵게 되

자 부근에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는 숙박, 음식, 상가의 목적으로 새롭게 

주막을 만들었다.

이곳은 주로 서울에서 반나절, 파주에서도 반나절 거리로 하루를 머

물고 험한 혜음령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주막이 크게 발전했다고 한다. 

점막은 상점과 주막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피장산

피장산은 고양동에서 선유동 방향에 있는 산과 벽제관 바로 뒤로 보

이는 산의 이름이다. 이 두산을 모두 피장산이라 부르는 이유는 산을 중

심으로 여러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이라 한다.

1593년 이 두 산 사이에는 조선 임진왜란 당시 최대의 전투 중 하나

였던 일명 벽제관 전투가 벌어져 명나라 군사와 일본군이 서로 큰 피해

을 입었는데 특히 명나라 장수인 이여송이 이곳에서 부상을 당하고 부

하장수가 대신 죽는 치욕을 겪게 되었다.

이후 이곳을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피를 흘린 곳이라 하여 피장산

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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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에 들어서도 고양동은 파주와 양주, 그리고 서울로 통하는 군

사적인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인 중

요성 때문에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특히 중공군의 피해가 심했다

고 한다. 북한군과 중공군 등이 이곳 피장산 일대에서 큰 피해를 입어 

산 곳곳에 시체와 피로 물들었다고 하여 피장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공원산

공원산은 현재 벽제관지 뒤편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이곳에 오래전

부터 공원이 조성되어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일본군에게 대패한 역사적 사실

을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 일본군이 승전탑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참

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조선총독도 방문하여 일본

군의 대표적인 전승지로 곳곳에 알리는 정책을 폈다고 한다. 이곳에 있

던 승전탑은 규모가 대단하였고 이외에도 근대식 계단을 만드는 등 일

제시대 당시 고양지역 최대의 공원으로 새롭게 꾸며 그 명칭을 공원산

으로 불렀다고 한다.

성황당 고개

고양동 성황당 고개는 고양향교와 횟바람고개 사이에 위치한  고개의 

이름인데 현재의 고양 유스호스텔 앞쪽에 해당한다. 이곳은 고양지역에

서 가장 유명한 성황당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돌 무더지와 참

나무 계통의 성황당 나무가 보존되어 있다. 성황당(城隍堂)은 일명 서낭

당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토속신앙의 한 종류이다.

이곳의 성황당이 특히 유명한 것은 이 지역이 조선조 중후기에 무려 

290년간 고양군청이 있던 곳이라 여러 기록에 잘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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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동(碧蹄洞),
한양과 북쪽을 연결하는 경치좋은 곳

벽제동은 고양동의 북쪽에 위치한 법정동 명칭으로 3개의 큰 고개를 

경계로 파주, 양주시와 이웃하고 있다.

고양시의 최북단에 위치한 법정동 마을로 파주시, 양주시 사이에는 개

(계)명산의 산맥이 길게 이어져 동서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뻗어 있다. 벽

제동 일대는 본래 양주군 신혈면 지역이었으나 1906년에 고양군으로 편입

된 지역이다.

본래는 논농사, 밭농사 위주의 농촌, 산촌마을이었으나 1990년 중반

부터 택지개발에 의한 아파트 건립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는 고층의 아파

트와 함께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섰다. 유명한 목암마을과 상곡마을도 정

겨운 농촌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 중간으로 개명산 아래에서 발원한 벽제천이 고양동을 지나 공릉

천으로 합류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개울을 가둔천이라 불렀다고 한다.

벽제동의 지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 우선 이

곳 벽제는 주변에 태봉산을 비롯하여 우암산, 개명산 등이 있어 산림이 

울창했다고 한다. 이렇게 나무가 많아 푸른 마을이라는 뜻으로 벽제가 

되었다.

또한 숲이 많아 사냥하기 좋은 곳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푸를 

벽(碧)자를 쓰고 짐승의 발굽 제(蹄)를 써서 벽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또 다른 이야기로는 나무와 맑은 물이 있는 푸른 지역에 동물의 

발굽을 닮은 긴 골짜기라 하여 벽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래설에 따라 이 지역의 아파트 마을 이름을 푸를 벽(碧)자를 

사용하여 푸른마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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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음령(惠陰嶺)고개

혜음령은 벽제동에서 파주시 광탄 용미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의 이

름이다. 고양지역에서는 파주 보광사로 넘어가는 퇴패고개와 함께 가장 

높고 험한 고개로 유명한데 파주 용미리로 넘어간다고 하여 용미리고개

라 부르기도 한다.

혜음령고개는 고양 벽제관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관서대로, 연행로, 

경의로, 의주로가 지나는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중국 등을 연결하는 주

요 도로들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교통상의 요지였다. 이곳을 혜음령이

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조선 인조대의 병자호란 전쟁으로 수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청나라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중에는 조선의 왕자와 세자도 포함되어 그 숫자는 

수 십만이나 되었다고 한다.

의주길, 관서대로의 중요지점인 벽제동 혜음령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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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끌려가 수많은 치욕을 당한 조선의 여인들 중 일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파주를 지나 이곳 혜음령 아래에서 행렬이 

멈춰 움직이질 않게 되었다.

청나라에서 돌아오는 환향녀의 행렬을 이끌던 관리가 그 이유를 묻자 

많은 여인들이 중국으로 끌려가 수많은 치욕을 겪었는데 저 혜음령만 

넘으면 곧 한양으로 차마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다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이에 관리는 잠시 행렬을 멈추고 부하를 보내 이러

한 사실을 왕에게 알리게 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혜음령의 내용을 알

게 된 왕은 청나라에서 돌아오는 모든 여인들에게 혜음령 아래 연못, 우

물에서 여인네들의 음부를 깨끗이 닦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글을 관

리에게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여인들은 고개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음부를 닦고 고개를 넘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로 이 고개의 이름을 음(陰)부를 닦고 임금의 은혜(惠)을 받은 곳

이라 하여 혜음령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 달리 이 고개는 인근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 중 하나로 여름에

는 햇빛과 무더위로 특히 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개 정상에

만 오르면 남북으로 뚫린 산줄기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고개 그늘

의 은혜로 잠시 쉬어간다고 하여 혜음령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 달리 혜음령(蕙蔭嶺)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이곳에 난초와 같은 

풀이 많아 늘 응달지고 향기가 넘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

기도 전해 오고 있다.

현재 고개 정상으로 고양동과 광탄을 연결하는 혜음로가 지나고 있으

며 최근 혜음령 터널이 개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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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박고개, 퇴패(退敗)고개

퇴패고개는 벽제동 상곡마을에서 파주 보광사 방향으로 넘어 가는 큰 

고개의 이름이다. 현재 고개 정상으로 파주와 고양을 연결하는 보광로

가 지나고 있다. 이 고개는 혜음령과 함께 고양에서 가장 굽이가 많고 

높은 고개로 유명한 곳이다. 본래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으나 도

로를 만들면서 깍아내려 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이라 한다.

이곳을 퇴패고개란 한 것은 조선 임진왜란 당시에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패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부상을 입고 이 고개를 급

하게 넘어 도망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고개 이름을 일부에서는 퇴패고개를 쉽게 발음하여 되박고개라 부

르기도 한다.

목암(木岩)마을

목암 마을은 벽제동 푸른 마을에서 양주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

름으로 마을 앞으로 고양시와 양주시가 연결되는 호국로가 지나고 있

다. 마을의 뒤로는 나무와 바위가 많은 개(계)명산 줄기가 남북으로 길

벽제동 목암마을(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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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어져 있다. 목암 마을은 크게 광개토부대 아래의 아랫목암촌과 위

쪽의 상목암촌으로 나뉘어 있다. 목암이란 이름은 마을이 산 아래에 있

어 나무(木)가 많고 또 곳곳에 바위(岩)가 매우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일부에서는 모감 마을이라 부르기도 한다. 목암 지구 아파트 개발

로 현재 아래 목암 마을의 집들은 모두 허물어졌다.

샛벽지

고양동에서 벽제동 혜음령고개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작은 마을의 

지명으로 벽제동의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다고 하여 샛벽지마을이라 부

른다.

능안 

능안은 웃 목암 마을과 아랫 목암 마을 사이에 있는 옛 지명이다. 현

재 광개토부대 앞을 부르는 지명으로 예전에는 전주 이씨의 사패지로 

유명했던 곳이라 한다. 이곳 능안이란 이름은 이곳에 있는 조선의 왕손

인 회원군의 묘가 마치 능과 같이 규모가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동자백이

동자백이는 능안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 지명으로 예전 임진왜란때 힘

이 장사인 한 장수가 벽제관 전투 등에서 여러 전과를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군과 명나라군에 그 이름을 드높혔는데 이곳 동자백이 부근

에서 전투 중 전사하였다고 한다. 이에 나라에서는 전투가 끝난 뒤 이 

장수의 공을 기리기 위해 동자석을 세워 주었다고 한다. 이후 이곳을 동

자석이 있다는 뜻에서 동자백이라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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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바위 모탱이

은바위 모탱이는 고양동과 경계에 있던 옛 지명으로 지금도 마을의 

토박이들은 은바위 모탱이란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은바위 모탱이는 이곳에 은색찬란한 흰 바위가 있어 붙여진 지명인데  

바위 아래에 인근에 유명한 부자가 살았다고 한다. 

도화다리

벽제동 상곡동에서 파주 보광사로 가는 방향에 있는 다리의 이름이

다. 본래 나무로 만든 허술한 다리였으나 1980년대 중반 현재와 같은 

콘크리트로 개축하였다. 옛날 왕이 보광사 방향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

해 이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상류에서 복숭아 꽃잎이 무수히 흘러 떠

내려 오는 것을 보시고는 “이 개울 상류에는 복숭아나무가 매우 많은가 

보구나 하시며” 이 다리의 이름을 도화다리라 이름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벽제동 상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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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胎封)재

태봉재는 고양동에서 벽제동 혜음령 방향으로 나아가다 벽제 삼거리

서남쪽에 위치한 산봉우리의 이름이다. 산의 경사도가 심해 쉽게 오를 

수 없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 봉우리의 명칭을 태봉이라 부른다. 일반적

으로 태봉은 조선시대 사대부나 왕실에서 태를 봉안하는 봉우리를 태봉

재라 부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곳을 하나의 큰 산봉우리로 보아 태봉

(胎峰)이라 쓰기도 하다고 한다.

앵무봉

앵무봉은 고양시와 파주, 양주가 경계되는 지점에 자리한 산봉우리의 

이름으로 계(개)명산의 주요 봉우리가 되고 있는 산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산이 워낙 높고 험준하여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데 산에서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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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동(仙遊洞),
신선이 내려와 놀던 아름다운 마을

선유동은 행정동인 고양동에 속한 법정동 이름으로 벽제동의 남쪽에 위

치한 마을이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북으로는 벽제동, 고양동 사이의 

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삼송동과의 사이에 공릉천이 흐르고 있는 곳이다.

호국로와 같은 큰 도로에서는 산이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다. 마을 중앙으로 서울 교외선 철로가 관통하고 있

다. 많은 곳이 양주 장흥과 경계하고 있는 마을인데 본래 이곳 선유동도 

벽제동과 같이 양주군에서 1906년에 고양땅으로 새롭게 편입된 곳이다.

선유동은 자연풍광이 아름다워 마치 신선(仙)이 노니는 놀 유(遊)자를 

써서 선유(仙遊)동이 되었다고 한다. 

선유동의 대표적인 마을, 불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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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골

서리골은 선유동의 여러 자연촌락 마을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웃 

서리골을 포함하여 샛말, 가운뎃말(월촌), 아랫말(성촌말) 전체를 합쳐 

서리골이라 부르는데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도 선유동의 또 다른 이름

을 서리골로 기록하고 있다.

서리골은 선유동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마을이며 선유천의 상

류에 해당한다. 마을 곳곳에 해안군 묘소, 이직 묘소등 오래된 역사유산

들이 자리해 있다. 서리골은 선유리골이란 한자식 이름을 한글로 쉽게 

부르는 이름이다.

서리골 내에는 뒷골을 비롯하여 성촌, 유촌, 월촌, 소관촌, 옥동골, 

시마골, 장고개 등 많은 지명이 남아 있다.

불미지(佛彌池) 

불미지는 서리골마을에서 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이다. 

본래 산과 공릉천의 있어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양시 

대자동과 양주시 삼하리를 연결하는 선유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편리

해지고 마을이 외부로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선유동 불미지 앞의 서울 교외선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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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지마을 앞으로 서울 교외선 철로가 지나고 있으나 선유동마을 내

에는 기차역이 없고 여객선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들의 생활에는 큰 영

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곳을 불미지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큰 절과 연못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1911년 일제의 지명 정비 전에 발간된 조선지지

자료 기록에도 불미지(佛彌池)로 기록하고 있다. 

본래 불미지마을 입구에 미륵(彌勒)불상을 모신 멋진 연못이 있는 절

이 있었다고 한다. 한때 크게 번성하여 인근에 널리 알려졌으나 점차 퇴

락하여 결국은 북한산 아래 진관사로 절을 옮겼다고 한다. 절이 옮겨간 

뒤로도 이곳에는 연못이 있어 불미지마을로 불렸다고 한다.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 입구에 있던 절터에서는 기왓장이 나온다고 한다.

서리골로 이어지는 고양동 누리길 중 장고개(선유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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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上山)

상산은 불미지 남서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공릉천과 가까

운 거리에 있다.

이곳을 상산이라 부르는 것은 마을 서쪽에 위치한 유명한 산에서 이

름이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일명 상산봉(上山峰)이라 불리는 이산은 인

근에 높은 산이 없어 더욱 돋보이는 곳이다. 산 정상에서는 북한산은 물

론 파주, 양주, 고양의 많은 지역을 조망해 볼 수 있고 특히 파주, 양주, 

고양에서 서울로 통하는 주요 지점을 관망해 볼 수 있어 군사적인 요충

지로도 사용되었다. 실제로 현재도 이곳은 군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다.

상산이란 이름은 마을과 인근에서 보았을 때 산이 높고 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이 산의 남서쪽 기슭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가 개통되어 상산봉의 산줄기가 많이 깎여 졌다.

청천수(靑川水)

청천수는 불미지마을의 남동쪽에 위치한 공릉천 한 구간을 부르는 

지명이다. 예전에는 공릉천의 여러 경치 중 가장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

하던 곳이다. 선유동과 오금동, 양주 심하리에서는 이 일대를 흔히 청

천수라 부른다. 

이곳 청천수는 고양, 양주시의 경계가 되는 지점인데 공릉천(恭陵川)

의 물이 맑고 푸르러(靑) 붙여진 이름이다. 청천수는 인근에 바위 절벽

이 있고 수심이 깊어 이 일대에서는 소문난 명승지였다. 수심이 깊어 수

영을 즐기다 익사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던 곳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이전까지 청천수의 명칭에 걸맞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으나 토사가 쌓이고 도로가 나면서 옛 모

습이 크게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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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봉

둥굴봉은 양주시 장흥면과 선유동의 경계에 위치한 봉우리의 이름이

다. 둥글봉이란 산의 이름은 산이 크지 않고 높지 않으며 둥굴게 생겨 

붙여진 지명이다. 일제식민지시대에 일본인들의 선유동의 정기를 죽이

기 위해 둥글봉, 매봉재, 검외산 등에 철못을 박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진다.

이곳 불미지마을에도 작은 골짜기마다 소지명이 많이 있는데, 옹골, 

도장골, 장자골, 여박골, 성점말 등이다.

공릉천과 상산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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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동은 고양동과 관산동에 속해 있는 법정동 이름이다. 

대자동의 유래에 대해서는 관산동에서 소개할 예정이며 고양동

에 속한 대자동마을 중 용복원, 빈정동, 새원마을의 유래에 대해

서 간단히 알아본다.

빈정동(賓亭洞)

빈정동은 행정동인 고양동에 속해 있는 대자동마을의 자연촌락 이름

으로 흔히 빈재이라도 부른다. 벽제관이 있는 고양동 중심부에서 남서

쪽으로 약 1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주로 단독주택과 논과 밭 등

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은 한양에서 중국으로 연결된 연행로 등이 지나는 곳에 위치

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오고 가던 곳이었다. 이들 중 특히 귀한 

손님(賓)을 맞이하던 정자(亭子)가 있어 빈정동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

은 위치상 인근에 벽제관과 고양군청과 같은 관아가 있어 왕과 고위관

리가 머무는 정자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양시가 고양600년을 맞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벽제관 육각정

이 있던 후보지로도 이곳 빈정동의 정자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육각정

은 벽제관 인근에 있던 정자로 1918년 일본인 총독 하세가와에 의해 일

본 이와쿠시니로 반출되어 현재 고양시가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일부 주민들은 이곳에 빈대 벌레가 많아 "빈재이"라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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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백이

장승백이는 대자동에서 선유동으로 넘어가는 텃골고개 앞에 있는 지명

이다.

이곳에 마을간의 경계, 거리와 방향 그리고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만

들어진 장승이 세워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지명이나 고양시에서는 드물게 남아 있는 명칭이다. 고양지역의 

장승에는 대부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 쓰여 있다.

용복원(龍腹院) 

용복원은 빈정동의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이다.

마을 앞으로는 벽제천의 흐르고 있으며 뒷편으로는 파주, 양주에서 

연결된 대자산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용복원에 대한 지명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커다란 용의 배에 해당한다는 용복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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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최고봉인 백운대에 올라 고양시를 바라보면 큰 용 한 마리가 

머리를 한강으로 두고 꼬리는 파주를 향해 함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

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용의 신체 생김새에 따라 우선 서오릉이 있는 용두동은 용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산등성이를 따라 이

곳 용복원마을이 용의 배(腹)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북쪽에 위치한 파

주 용미리마을이 용의 꼬리(尾)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의 이야기가 덕양구 용두동, 대자동 용복원, 파주 용미리의 

지명유래가 되었다. 

왜똥치

왜똥치는 일제시대에 이곳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안장고개

안장고개는 용복원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작은 고개의 이름이

다. 안장고개의 유래는 임진왜란 때까지 올라가는데 명나라 장수 이여

송이 왜군에게 패하여 급하게 파주 방면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그런데 

말이 지쳐 더 이상 가기 어렵게 되자 물이 흐르는 이곳 작은 고개에서 

잠시 쉬었다가 갔다고 한다. 

안장고개는 힘들어 하는 말을 위하여 말의 안장을 잠시 내려 놓고 쉬

어간 고개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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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모리

황새모리는 용복원마을에서 빈정동마을로 넘어가는 작은 마을 모퉁

이를 부르는 이름이다. 모퉁이는 보통 작게 돌아가는 곡선길을 나타내

는 것인데 황새모리는 황새모양으로 생긴 모퉁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

다. 이 황새모리 위로는 최영장군의 묘소가 있는 대자산이 있고 그 아래

로는 고양동과 대자동을 연결하는 횟바람재가 있다.

한오동

한오동은 서울 교외선 철도에서 선유동 방향에 위치한 마을로 예로부

터 주변에 큰 산이 없고 사방으로 탁 트여져 있는 마을 형상이라 바람이 

불고 매우 추웠다고 한다. 

또한, 주변의 작은 산이 겨울에 그늘이 져 응달이 많았다고 한다. 이

러한 이유로 늘 춥다고 하여 한오동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새원, 신원(新院)

새원은 대자동에 속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용복원마을에서 남동쪽, 

선유동 상산마을 서쪽에 위치한 자연촌락마을이다.

마을 뒤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릉

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공릉천을 넘어 신원동, 오금동 일대는 현재 고양

삼송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

새원마을의 한자식 이름은 신원(新院)이 된다. 

원은 역이나 주막이 있는 등 교통, 지리, 상업적으로 중요한 곳에 붙

여지는 지명이다. 서울도 홍제원, 이태원 등이 있다.

현재 새원마을은 본래 서울 구파발에서 고양을 거쳐 파주, 개성 등으

로 연결되는 관서대로, 의주로 등이 지나는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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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현재 삼송동 일대의 덕수원에서 벽제관 구간은 왕이 제례를 위해 행

차하고 수많은 고위관리, 백성들이 이용하던 당대 최대의 도로 중 하나

였다. 이러한 이유로 벽제관과 덕수원 사이에 새롭게 원을 만들고 그 이

름을 나중에 새롭게 생긴 원이라 하여 새원, 새원을 한자로 하니 신원이 

된 것이다.

조선조 후기의 옛 지도에도 이곳 공릉천을 신원천으로 기록하기도 할 

정도로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다. 

몇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본래 신원의 유래가 된 새원마을은 

현재 고양동 행정구역내 대자동에 속해 있으며 새원을 한자로 옮긴 신

원이란 명칭은 행정동인 원신동, 신원동에서 사용하고 있다. 새원, 신원

에 대한 지명은 이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송강마을 정철 선생의 시

조에도 나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유명했다.

새원(신원)마을과 망객현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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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객현(望客峴) 

망객현은 공릉천옆 새원마을에서 대자동 용복원마을 방향에 위치한 

고개의 이름이다. 현재 고개 앞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

다. 망객현은 관서대로상에 있는 유명한 고개로 고개 정상에서는 벽제

관과 신원, 숫돌고개 등을 볼 수 있는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망객현이란 이름은 손님을 바라보는 고개란 뜻이다. 중국의 사신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연행로에 위치한 망객현에서는 벽제관을 출발하여 

빈정동을 지나 이곳 새원마을을 지나 한양으로 들어가는 사신 행렬을 

모두 볼 수 있는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보통 고양 벽제관을 출발한 사신단은 점심 나절에 서울 한양에 도착

하였다. 벽제관에서 옷을 관복, 또는 정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천의 행

렬과 함께 고양땅을 지나는 사신단의 행렬은 당시에 대단한 볼거리였을 

것이다. 멀리서 오는 손님인 사신단을 바라보는 고개라 하여 이곳을 망

객현이라 하였다.

선바래기

선바래기는 대자동 새원마을 뒷산의 이름으로 망객현에서 벽제역 방

향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산을 선바래기라 부르는 것은 명나라 장군 이여송과 군사들이 벽

제관 초기 전투인 숫돌고개에서 패한 뒤 이 산에 서서 후퇴할 퇴로를 찾

기 위하여 사방을 살펴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월천리(越川里)

월천리는 옛 신원초등학교 부근의 공릉천 옆을 부르는 지명으로 개울

을 넘었다는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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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월천리에는 서울에 사는 왕의 외갓집이 있었다고 한다. 왕이 

이곳에 자주 행차하여 공릉천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기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물놀이가 끝나고 외가가 있는 마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물

을 건너와야 하는데 이때 신하들과 궁녀들이 왕을 업고 개울을 넘은 곳

이라 하여 월천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월천의 유래가 된 공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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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동(官山洞),
오래전, 고양의 객사가 있던 곳

관산동은 고양동의 서쪽에 위치한 행정동, 법정동의 이름이다.

관산동의 주요 지점을 서울에서 파주 방향으로 이어진 통일로가 지나고 있

다.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며 남서쪽으로는 고양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공릉천이 흐르고 있다.

관산동에는 법정동, 관산동 이외에 파주와의 경계에 내유동이 있고 고양동

과의 사이에는 대자동의 일부 지역이 관산동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관산동의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포함하여 빌라와 저층의 아파트 지

역, 그리고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지역 등 각 마을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남

아 있다.

관산이란 이름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되어온 오래된 지명이다. 조선조 영조년

간에 발간된 고양군지에도 관산(館山)이란 지명이 나오는데 당시의 표기에는 

벼슬 관(官)자를 대신하여 객사 관(館)자를 써서 관산(館山)으로 기록하였다. 

이후 지명의 한자가 바뀌면서 관(館)자가 관(官)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사용

하고 있다.

관산이란 이름은 이곳에 조선조 중종조부터 인조조에 이르기까지 고양군청

의 관청과 객사 등이 있어 관(館)자를 사용하다가 일제시대 등을 거치면서 오

늘날의 벼슬 관(官)자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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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중심마을로 농촌마을과 도시마을이 함께 있는 

곳이다.

본래 벽제면과 읍사무소가 있어 일명 벽제라 불리기도 하는데 2000년대 이

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지금과 같은 고층 아파트들이 마을에 들

어서게 되었다. 통일로를 따라 북쪽 방향에 자연촌락과 빌라 형태의 주택이 있

다. 주로 통일로 주변 파주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우측, 즉 동쪽으로 많은 주택

들이 자리하고 있다.

관산동에는 조선 전기의 무덤 유적과 선산 등이 있어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임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옛 기록에는 용연, 깊으내 등 명소가 많았던 곳으로 표기하고 있다.

옛 한옥건물과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는 관산동 시묘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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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묘동(侍墓洞)

시묘동은 다른말로 시묘굴(시미굴)이라 부르기도 하는 자연촌락 이

름이다. 본래 농촌마을로 옛 모습이 잘 남겨져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대규모의 아파트 개발 공사가 이루어져 지금은 고층의 아파트단지와 상

가, 공원, 빌라 등이 들어서 있다.시묘동은 조선시대 초기 청주한씨 성

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고 묘셨다고 하여 모실 시(侍)자와 

무덤 묘(墓)자를 따서 시묘(侍墓)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현재 향토 문화재로 지정된 한계미 무덤을 비롯

하여 수십 기의 묘가 남아 있으며 후손들도 집성촌을 이루어 마을에 살

고 있다.

두포동(杜浦洞)

시묘동의 북서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흔히 막음개라 부르

기도 한다. 통일로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밭과 단독주택, 빌라, 비닐

하우스가 있는 농촌형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두포동은 조선조 영조년간

의 기록에는 마근포(麻根浦)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이곳을 두포동 또는 막음개라 부르는 것은 공릉천개울을 막아 

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즉 공릉천이 홍수 등으로 

자주 범람하여 마을 앞에 있는 벌판 곡식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홍수를 막고자 개울에 제방을 쌓았다고 하여 막

음개 즉 두포동이 되었다는 것이며 또 다른 유래로는 공릉천개울에 보

(洑)를 쌓아 개울을 막는다는 뜻으로 막음개, 두포동이 되었다는 이야

기가 전해진다.

1911년에 발간된 고양군지지자료의 보(洑)편에는 사리현리와 관산리 

사이에 선희궁보(宣禧宮洑)에 관한 기록이 있어 두포동에 대한 이야기

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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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골(古谷)

고골은 두포동마을에서 파주 방향, 북서쪽에 위치한 자연촌락 이름으

로 저층의 빌라, 단독주택과 상가, 창고 등이 많은 곳이다. 

통일로와 직접 연결된 마을도로가 있고 파주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인구가 늘어나는 마을 중 한 곳이다.

이곳 고골이란 이름은 옛골 또는 오래된 골이란 뜻인데 이곳 마을 뒤

편 웃 고골에 오랜 기간동안 고양군청이 있어 아주 오래된 골짜기마을

이란 뜻에서 고골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웃 고골마을은 또 다른 말로 고읍이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깊은내

일명 깊으내. 심천(深川)

심천은 관산동을 대표하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옛 기록에도 자주 등

장하는 오래된 지명이다. 

깊으내는 이곳 마을 앞 공릉천의 물이 유달리 푸르고 수심이 매우 깊

어 붙여진 이름이다. 

가장동 마을

가장동 마을은 관산동 두포동 마을에서 고골 마을 방향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 통일로가 지나고 옆으로는 동헌로가 관통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일명 새술막, 또는 주막거리라 불리기도 한다. 

이곳은 옛날 유명한 주막거리가 있었는데 이를 한문으로 하여 가장(街

場)동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 뒤편으로 고양시의 대표적인 만세운동 지

역인 가장동산이 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소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

어 현재는 빌라와 저층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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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동(大慈洞),
왕이 세운 큰 절이 있어 대자동

대자동은 관산동, 내유동과 함께 행정동인 관산동을 이루는 법정동 명

칭이다. 관산동의 동쪽에 해당하는데 대자동의 일부지역은 고양동에 포

함되어 있기도 하다. 대자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며 논과 밭, 창고와 

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발된 지역이 전혀 없는 지역이다. 최근 들

어 저층의 공동주택이 조금씩 지어지고 있다.

대자(大慈)라는 명칭은 조선조 초기 태종때부터 붙여진 이름이라 한

다. 조선조 태종의 네 번째 아들인 성녕대군이 병을 앓다가 어린나이에 

돌아가자 이곳 대자동에 성대히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성녕대군

의 영혼을 달래고 제를 지내기 위한 원찰(願刹)로 절을 짓고 그 명칭을 

대자사(大慈寺)로 하였다. 

일찍 죽은 아들을 위해 부모가 큰 사랑을 내린다는 뜻이 포함되었고 

부처님의 대자대비함이 포함된 이름이라 한다. 이후 이 대자사가 위치한 

마을의 이름도 대자리로 바꾸었다.

고읍(古邑)말

고읍말은 대자동에 속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관산동 고골마을의 북

쪽에 자리 잡고 있다. 고읍마을의 뒷산인 옥녀봉 넘어는 파주시 구간으

로 고읍마을은 고양시 서북쪽의 끝 마을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곳은 고골마을의 위쪽에 있어 웃 고골이라 불리기도 하며 일명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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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동의 유래가 된 성녕 
대군의 묘와 사당

◀ 옛 대자사터
▼   고양군청이 있던 고읍말과 

파주로 이어지는 관청재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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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로 두 번 책봉된 인물의 묘가 있다고 하여 쌍궁말이라 불리기도 한다.

고읍이란 이름은 이곳에 조선조 중종조부터 조선 인조조까지 고양군

청을 비롯한 관아와 객사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당시와 관

련된 많은 지명들이 남아 있는데 향교가 있던 향교골을 비롯하여 국사

봉, 사직단, 관청령 등이 고양의 옛 역사를 보여주는 지명들이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이곳에 부마와 공주의 묘소가 들어서면서 고양군

청은 현재의 고양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쌍궁말

쌍궁말은 고읍마을을 달리 부르는 이름으로 이곳에 고양군청과 관아, 

객사 등 많은 건물이 있어 마치 궁과 같다고 하여 쌍궁(雙宮)이라 했다

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또 달리 이곳에 두 명의 궁녀가 죽은 후 묻혀져 있다고 하여 쌍궁말이

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대적골

대적골은 관산동 필리핀 참전비석 뒤편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

로 흔히 대자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관산동에서 대자동 안쪽으로 이어

진 무민로를 따라 약 1.5km 지점에 있는데 양짓말, 음짓말을 합쳐 대적

골로 부른다.

이곳 대적골에는 최영장군 묘소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으며 대자동의 유래가 된 대자사터도 이 마을에 소재하고 있다. 

이렇듯 대자사터와 유적지 등이 있는 대자동은 역사적 중심마을이라 

하여 대자골로 불리다가 발음이 거칠어지면서 대적골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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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재

관청재는 고읍마을에서 파주 용미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일명 관청

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관청재의 오른쪽으로는 고양군의 주산인 국사봉

이 있으며 산 아래로는 고양군청이 있던 터가 남아 있다.

관청재란 이름은 이 고개 아래 고읍마을에 고양군청 등 관청이 수백

년간 자리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 파주와 고양을 오고 가는 가

장 빠른 고개(지름길)이기도 하다.

국사봉

국사봉은 옛 고양군청 뒤편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일명 옥녀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을 국사봉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고양군청이 있을 당시에 고

양군수가 임금이 계신 한양을 보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

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고양시에는 성사동에도 국사봉이 자리해 

있다.

수레재

수레재는 국사봉의 우측에 있는 큰 고개의 이름으로 파주로 이어지던 

옛 교통로의 이름이다. 

수레재는 이곳을 통해 파주와 고양을 연결하는 수레가 자주 왕래한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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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바람 고개

횟바람 고개는 대자동에서 고양동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으

로 지금은 대양로가 지나는 곳이다. 

이곳을 휫바람고개라 부르는 것은 겨울이나 봄이 되면 이 골짜기와 

고개위로 바람이 부는데 고개의 폭이 워낙 좁아 바람소리가 마치 휫바

람과 같이 크게 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간촌(샛말)

통일로 필리핀 참전비에서 북쪽, 대적골을 지나 고읍마을 사이에 있

는 자연촌락 마을이다. 마을 앞으로 동헌로가 지나고 있다.

간촌(샛말)은 고읍마을과 대적골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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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유동(柰遊洞),
능금나무가 많은 살기 좋은 곳

내유동은 관산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법정동 명칭으로 관산동 행정복

지센터에서 통일로를 따라 파주시 방향에 자리하고 있다. 내유동의 북쪽

으로는 파주시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공릉천을 사이에 두고 일산동구 고

봉동과 경계를 하고 있다.

내유동의 뒤편으로는 이 지역 최고봉인 명봉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

부분의 마을은 이 명봉산을 주산으로 삼고 있다. 공릉천 방향에는 넓은 

퇴적 평야가 발달되어 있어 본래는 논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논

과 창고, 비닐하우스, 밭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내유동은 조선조 영조년간에 발간된 고양군지 등의 기록에도 보이는 

오래된 마을이다. 당시의 기록에는 내산리(柰山里)로 표기되어 있는데 

내동촌(內洞村)과 계기동(鷄基洞) 마을이 있고 모두 102호(戶)가 있는 것

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후 1911년 조선기록지지 기록에는 이 지역을 내

유산리(柰遊山里)로 표기했다.

내유리는 이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내산리의 내(柰)자와 유산리(遊

山里)의 유(遊)자를 따서 내유리가 되었다가 후에 오늘날의 내유동이 되

었다.

명봉산과 내산촌, 내산촌은 내유동의 유래가 된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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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산촌(柰山村)

내산촌은 내유동을 이루는 주요 마을로 주 교통로인 통일로에서 명봉

산 방향, 동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내유동의 유래가 된 오래

된 마을로 마을 곳곳에 조선조 전기, 중기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내산동이란 이름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마을에 능금(柰)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밭과 논에서 능금나무의 뿌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유산촌(遊山村), 놀미

유산마을은 내산마을의 서북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일명 

놀미라 부르기도 한다.

유산촌은 본래 명봉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

나 199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져 지금은 저층의 빌라와 

내유동의 유래가 된 유산촌, 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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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가 등 옛 모습에 비해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서울을 오고 

가는 교통편이 발달하여 인구도 늘어났다.

유산촌은 골이 깊고 산이 좋아 놀기(遊) 좋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

름이라 한다. 일명 놀미라 부르는 것은 본래 이름인 유산을 놀뫼라 부르

다가 이를 쉽게 부르면서 놀미가 되었다고 한다.

놀미는 고양시 놀미와 파주시 놀미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여못이

여못이는 통일로변 내유초교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

이다. 이곳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큰 연못이 있어서 연못이라는 지명

이 붙게 되었는데 현재는 쉽게 여못시라 부르고 있다.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에도 이곳 내유산리에 태지(胎池) 연

못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기록에는 이곳 연못을 태못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연못이 있던 

마을이라 하여 여못이란 이름으로 부른다.

명봉산(鳴鳳山)

명봉산은 내유동 뒤편에 있는 명산으로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계지점

에 있다.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봉황(鳳凰)새가 우는 곳이라 하여 울 명

(鳴), 새 봉(鳳)자를 써서 명봉산이라 부르고 있다. 

다른 이름으로 산 줄기가 매우 길다고 하여 장령산(長嶺山)으로 부르

기도 한다. 마을 일부에서는 이곳에 유명한 봉화가 있다고 명봉산(名烽

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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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산(五尾山)

오미산은 유산동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산의 이름이다. 

이곳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 오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속할

머니란 분이 전란이 일어나 부지런히 흙을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워낙 급하게 다니다 보니 흙을 조금씩 흘려서 고양지역에 작은 산이 다

섯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내유동의 오미산이란 것이다. 

본래 이름은 오뫼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미산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로는 마을 밖에 있는 작은 산이라 하여 외미산이라 부르

다가 현재와 같은 오미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명묘골(명막골)

내산마을에서 관산동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지명으로 조선시대에 

도감찰사를 지낸 유명한 인물이 묻힌 골짜기의 이름이다. 명묘(막)골은 

유명한 분이 묻힌 묘와 묘를 지키는 묘막이 있는 골짜기란 뜻에서 붙여

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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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花井)1, 2동(洞),
꽃과 우물이 있는 곳

화정동은 고양시청이 있는 원당(주교동, 성사동)의 남쪽에 있는 법정동 명칭

으로 행정동으로는 화정1, 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래 국사봉 자락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논과 밭, 산과 과수원 등이 있는 

자연촌락의 마을이었다. 1990년대 초반 화정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중심의 신시가지로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의 대표적인 상업, 교통의 중심지이며 인구밀도도 높아 유동인

구도 많은 곳으로 덕양구청과 같은 관공서도 자리하고 있다.

화정이란 명칭은 이곳의 대표적인 마을인 화수촌(花水村)과 냉정촌(冷井

村)에서 한글자씩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화정의 지명 유래를 새긴 화정역 꽃벽화

155
고양의 지명 이야기



골머리(꽃물리, 화수촌)

골머리는 화정1동 지역을 부르는 한글 이름이다. 지금도 고양지역의 

토박이 주민들이 화정1동 국사봉 아래를 부를 때 골머리라 부르곤 한다.

골머리란 이름은 본래 화수촌(花水村), 즉 꽃물리에서 나온 이름이

다. 이곳은 국사봉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봄과 초여름이 되면 마을 인

근이 여러 가지 꽃이 만발했다고 한다. 이 꽃이 개울을 따라 대장천까

지 흘러 갔는데 꽃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이라 하여 화수, 꽃물리가 된 것

이다. 꽃물리란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골머리가 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마을 앞 안산에 주로 진달래가 많이 있었는데 봄

이 되면 이 진달래가 농사를 위해 가두어둔 논물에 비춰진 모습이 아름

다워 화수촌, 즉 꽃물리가 되었다는 설도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화정1동 국사봉 기슭에는 봄이 되면 진달래, 철죽, 개나리, 

배꽃까지 여러 가지 꽃을 볼 수 있어 화정이란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

게 해주고 있다.

화정지구 개발되기 전 골머리마을(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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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冷井) 찬우물

냉정은 화수촌, 골머리의 남쪽에 있던 고유한 지명으로 골머리마을과 

함께 화정1동의 대표적인 마을이었다. 찬우물마을의 현재 위치는 화정

역 인근이며 일부는 화정1동에 일부는 화정2동에 해당한다.

이곳을 흔히 냉정, 즉 찬우물마을로 부른 것은 마을안에 유명한 우물

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우물은 국사봉 자락에서 연결된 산기슭

에서 아래의 논과 밭으로 둘러쌓인 곳에 있었다. 물맛이 시원하고 늘 차

가운 온도를 유지하여 찬우물, 즉 냉정으로 불리웠다. 

이 찬우물에는 오래 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화정동 북쪽에 있는 서삼릉에 왕릉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기만 

개울을 따라 꽃물이 흐르던 곳(현재의 화수공원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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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계속 물이 나왔다고 한다. 워낙 많은 물이 계속 나와 결국 왕릉 만

들기를 포기하려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지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지관이 왕릉자리에서 뻗어 내려간 신비스러운 기운을 따라가 그

곳에 우물을 파면 물이 말라 왕릉 자리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그 지관과 함께 군사들을 보내어 그 정기를 따

라와 보니 바로 이곳 냉정마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그 기운이 

가장 강한 곳을 찾아내어 우물을 파니 서삼릉자리의 물은 모두 빠지고 

흙이 말라 이곳에 왕릉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우물에서 나

온 물이 유난히 차갑고 시원하여 냉정, 즉 찬우물이라 불렀고 후에 이 우

물 이름이 마을 이름이 되어 오늘날 화정의 유래까지 되었다.

찬우물과 꽃물리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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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무 백이

전나무 백이는 현재의 명지병원 부근을 부르던 지명이다.

신도시로 개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름드리 전나무가 빽빽하

게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전나무들은 명지 병원이 들

어서기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화수개울

화수개울은 현재의 명지병원과 국사봉 사이에 있던 옛 개울의 이름이

다. 화수개울은 마을 내에 있는 안산에 만개했던 꽃들이 초여름이 되어 

꽃들이 지면 이 화수개울의 물을 통해 마을을 지나 흘러 내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골머리 산 기슭에 지어진 화정도서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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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물고개

현재 화정1동에서 흥도동 베라산마을 궁골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

이다. 고개위로 행주누리길이 지나고 있으며 본래는 산을 넘는 작은 고

개였으나 지금은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예전에는 화정동 주민들

이 서울을 왕래할 때 자주 이용하던 고개였다.

궁물고개는 흥도동 궁골의 “궁”자와 화수촌의 “물”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민간신앙의 하나인 성황당이 있었다고 하여 

성황당 고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백양동(白楊洞)

백양동은 화정2동의 옛 지명으로 일명 뱅골, 또는 뱀골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주택은 주로 성라산에서 이어져 온 지렁산 기슭에 자리했으며 

마을 앞으로는 논과 밭이 자리했다.

이곳을 백양동이라 부르는 것은 버드나무의 일종인 백양(白楊)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에도 이곳 화정

에 백양동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백양동을 뱅골로 부른 것은 백양동을 줄여 부른 지명이며 후에 다시 

뱀골로 부르기도 했다.

백양동마을의 개발 전 모습(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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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출이고개

용우출이고개는 찬우물에서 흥도동 베라산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본래 인적이 드믄 작은 소로길이었으나 현재는 2차선의 도로

가 개설되어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행주누리길이 고개의 정상부근을 지나고 있으며 용우출이라는 

지명은 예전 이곳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개로는 절대로 상여나 영구차가 왕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

다고 한다.

장대뿌리

장대뿌리는 현재의 고양경찰서 부근을 부르던 지명으로 지렁산에서 

연결된 산 뿌리를 부르는 이름이다. 산 뿌리의 모양이 길게 이어져 있는

데 마치 장대(긴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렁동 채동지 우물이야기

지렁동은 옥빛마을 뒤편에 있는 지렁산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과 골

짜기의 이름이다. 행신동과의 경계에 위치한 마을인데 이곳의 우물에는 

예전부터 채동지 우물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지렁동마을에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흔히 

채동지 우물이라 부르곤 하였다.

채동지는 가난하여 인근의 마을 주민들에게 밥을 동냥하여 살았는데 

밥을 주면 조금씩 모아 한꺼번에 먹었다고 한다.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이곳 채동지 우물에 밥을 말아서 먹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채동지에게는 사람의 병을 낳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채동지 우물과 함께 채동지가 먹던 음식이나 침이 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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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아 고양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이곳 지렁동의 채동지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오곤 했다고 한

다. 많은 사람이 몰려 오자 채동지는 어느 날 갑자기 지렁동을 떠났다고 

한다. 채동지 이야기는 이곳 지렁동마을을 중심으로 고양시 곳곳에서 

전해 오고 있다. 

화정동에는 옛 마을을 대신하여 현재는 은빛, 달빛, 옥빛, 별빛마을

이 있다.

복원된 화정의 꽃우물(덕양구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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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동(陵谷洞),
경의선 개통과 함께 능골이 

능곡이 되다

능곡동은 화정2동의 남서쪽에 위치한 행정동 명칭으로 토당동, 신평동, 대

장동, 내곡동 총 4개의 법정동이 있다.

능곡동의 동남쪽으로는 행주동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능곡동은 인근에서 큰 마을로 고층의 아파트지

역과 연립빌라. 단독주택, 그리고 농촌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능곡이란 이름은 1900년대 초반 경의선이 만들어질 당시, 기차역의 이름을 

능곡동의 상징과도 같은 옛 능곡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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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역으로 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능곡이란 이름은 본래 능골이라 불리던 

마을 이름이다. 능골은 현재의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옛 이

름인데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로 이 능골을 한자로 옮긴 것이 지금의 능곡이 

되었다. 

능곡이라는 지명의 유래에는 또 달리, 마치 능과 같이 큰 무덤들이 많아 붙

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이곳에는 정씨 성을 가진 왕의 사위인 부마를 비롯한 많

은 무덤이 있었다. 일설에는 이곳에 본래 왕릉을 쓰려 했으나 골짜기 한 개가 

부족하여 왕릉으로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능곡은 역을 만들면서 역부근에서 제일 유명했던 능골, 즉 능곡을 역 이름으

로 하면서 유명해진 것이다.

▲   능곡의 유래가 된 능골마을의 
능곡고등학교

▶   능곡역이 들어서면서 시장이 
번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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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당동(土堂洞),
흙으로 만들어진 토당집이 있던 곳

토당동은 능곡역과 능곡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능곡동의 중심마을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마을이다.

토당동의 유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유래설이 있다.

첫째, 마을의 집들을 인근에 있는 흙으로 지었다고 하여 붙어진 이름

이다. 둘째로 토당동의 대표적인 마을 중 하나인 삼성당마을에 인근에서 

유명한 흙으로 만든 사당(祠堂)이 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얼음들, 빙석리

얼음들은 능곡역에서 한강 방향에 있는 큰 벌판과 인근마을의 이름이

다. 이곳을 얼음들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한강 제방이 만들어지기 전, 

마을에 물이 자주 들어오곤 했다고 한다. 특히 추운 겨울이면 이 물이 

얼음판으로 자주 변하곤 하여 얼음들이라 불렀는데 이 벌판의 바람과 

추위는 인근에 유명했다고 한다.

이 얼음들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을 얼음 빙(氷), 돌 석(石)자를 따서 

빙석리라 불렀다. 한강제방과 경의선이 만들어지기전 한강물이 이곳 빙

석마을까지 들어와 겨울이 되면 마치 얼음이 돌과 같이 얼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빙석마을은 능곡역에서 사뫼마을로 가는 중간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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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뫼

사뫼는 빙석촌마을에서 북쪽, 화정동 방향에 위치한 마을로 현재는 

빌라와 단독주택, 상가가 들어선 마을이다.

사뫼는 고양시 네 개의 작은 산마을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

다. 이중 첫 번째 산이 일산에 있는 한뫼이며 두 번째는 한강가 송포동

에 있는 이산, 그리고 세 번째가 토당동에 있는 삼성당, 그리고 네 번째

가 바로 이곳 사뫼라는 것이다. 

토당동 주변의 행신동 일대에도 가라뫼, 번데뫼, 장고뫼와 같은 작은 

산에서 명칭이 유래한 지명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사뫼마을은 개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작은 야산 네 곳이 

합쳐지는 살기 좋은 곳으로 사산(四山)을 한글로 옮긴 것이 바로 사뫼가 

되는 것이다. 

또 달리 이곳은 대장천의 중류지역으로 상류지역에서 내려온 모래가 

작은 산을 이루어 사산(沙山)으로 불린다는 이야기도 전해 오고 있다.

얼음들 들판과 토당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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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당(三星堂)

삼성당마을은 능곡역에서 경의·중앙선 철도를 지나 서쪽에 위치한 자

연촌락 이름이다. 본래 농촌마을의 모습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빌

라와 상점 등 그 모습이 크게 변하고 있다.

마을 한가운데로 능곡과 일산 백석동 지역을 연결하는 호수로가 지나

고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이곳 삼성당마을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유래설이 있

다. 우선 이곳은 한강물이 자주 범람하여 들어오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홍수예방을 위해 산위에 흙으로 만든 집을 짓고 제사를 지내곤 했다고 

한다. 하늘에 있는 삼성을 모신다고 하여 삼성당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

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래설로는 이곳이 오래전부터 3개의 성씨(姓氏)가 살았다고 

하여 삼성(三姓)당이라 부른다고 한다.

1755년 영조년간에 발간된 고양군지에는 이곳을 삼창당리촌(三昌堂

里村)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911년 기록에는 삼성당리(三星堂里)로 표

기하고 있다.

능골

능골은 능곡을 우리말로 부르는 지명이다. 능골은 지금의 능곡중학

교, 능곡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의 옛 이름이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

는 능곡의 유래가 된 곳이다.

이곳을 능골로 부르는 것은 1990년대까지 이곳에 있던 나주 정씨 정

응두의 무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응두는 왕의 사위인 부마인데 그

가 죽자 이곳에  왕릉과 같이 대규모로 무덤을 만들자 주민들이 이곳을 

능골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후 정응두와 나주 정씨의 무덤들은 능곡

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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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동(新坪洞), 
김포에서 고양땅이 된,

들판이 넓은 마을

신평동은 토당동의 서쪽에 위치한 법정동 명칭으로 일명 새펄이라 불

리는 마을이다. 한강가 자유로 아래에 위치한 곳으로 고양시의 대표적인 

평야마을이며 한강물과 마을 높이가 비슷하여 저지대 마을로 유명하기

도 하였다.

1990년 고양지역의 한강제방 붕괴도 이곳 신평동에서 무너진 것이며 

이로 인해 당시 큰 수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곳 신평동은 본래 한강 건너 김포의 관할 구역이었다. 그후 한강의 

물줄기가 바뀌면서 1922년 김포에서 고양군으로 새롭게 편입된 지역이

라고 하여 새롭게 들어온 벌판, 새펄이라 하여 신평(新坪)이란 지명을 얻

게 되었다.

신평동에는 평(坪)자에서 보여주 듯, 작은 산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벌

판마을이다.

동녘펄

새벌, 동녘펄은 신평동 지역을 부르는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새벌은 김포군에서 새롭게 고양군으로 편입되어 새롭게 생긴 벌판이

란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동녁벌은 김포군에서 볼 때 한강넘어 동녘

에 있는 벌판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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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벌

조개벌은 신평동에서 토당동 삼성당 방향에 있는 벌판의 이름으로 한

강제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곳에서 유난히 조개가 많이 있었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강 대보뚝

대보뚝은 한강의 제방을 부르는 고양 사람의 지명이다. 1930년대 초

반까지 한강에는 제방(뚝)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홍수 피해를 자주 

겪게 되었는데 특히 1925년의 을축년 대홍수는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이 대홍수 이후 고양지역에서는 1926년부터 본격적인 한강 제방공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갯벌과 진흙, 모래였던 황무지에 일본인들이 주도하

여 제방을 만들어 갔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갈대와 진흙을 이용하여 뚝

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매우 컸다. 이때부터 고양 사람들은 한강 제방

을 큰 뚝 이란 뜻에서 대보뚝이라 불렀다.

현재는 자유로가 만들어져 남북을 잇는 도로가 되었지만 고양지역의 

토박이 어른들은 지금도 한강 대보뚝을 기억하고 있다.

벌판 한가운데에 있는 신평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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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大壯洞), 
기상이 크고 장대한 마을

대장동은 토당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법정동 명칭으로 상대장, 중대장, 

하대장으로 불리는 농촌마을이다. 본래 주택들도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

었으나 최근 들어 저층의 다세대주택과 신축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토

당동과의 사이에는 대장천이 있으며 대장천 주변에는 넓은 벌판이 만들

어져 있다. 특별히 외부 지역에 널리 알려진 시설물은 없으나 주변에 3호

선 전철인 대곡역이 자리해 있다. 

대장동의 지명 유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마을 뒤편

에 있는 영주산의 산 줄기의 모양이 크고(大) 기상이 굳세다(壯)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다.

또 달리 이곳 하대장 마을에 조선조 초기의 충신이며 생육신 중에 한

분인 추강 남효온(秋江 南孝溫) 선생의 묘소가 있었다. 추강 남효온 선생

은 고양 행주 출신의 충신으로 그의 기상의 크고 장대하다고 하여 그의 

무덤이 있는 이곳을 대장동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추강 남효온 선생의 무덤은 후손

들에 의해 김포시 하성으로 이전하였다.

갈머리

갈머리는 대장동 하대장에 속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갈두촌(葛頭村)

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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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갈머리는 한강에 제방이 쌓이기 전 영주산 줄기와 한강이 만나

던 곳으로 마을의 산세가 마치 칡(갈, 葛)이 엉킨 듯하다고 하여 갈머리

가 되었다고 하며 또 달리 이곳에 칡 덩굴이 많아 갈머리가 되었다는 이

야기가 있다.

다물이

다물이는 대장동 상대장마을에서 내곡동 방향에 있는 큰 골짜기의 이

름이다. 이곳에는 인근에 유명한 우물도 있어 일명 다물이 우물이라 부

르고 있다.

다물이는 이 우물에서 황금 수닭이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처음에는 닭이 물에서 나왔다고 하여 닭물이가 되었다가 후에 담

물이, 다시 다물이가 되었다고 한다.

동여울 뿌리

동여울 뿌리는 현재의 대정역 부근을 부르는 소지명이다.

예전, 제방이 쌓이기 이전에 한강물이 이곳까지 들어와 물이 굽이쳐 

하대장의 갈머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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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렀다고 한다. 동여울 뿌리는 강여울 물이 흐르는 산줄기라 하여 붙여

진 이름이라 한다.

대장동에는 갈머리 이외에 대장동의 중간지점에 있다 하여 중대장, 

그리고 위쪽에 있는 대장동이라 하여 상대장으로 불리는 마을도 있다.

견비다리

견비다리는 대장동과 토당동 사이에 있는 다리의 이름이다. 다리 아

래로는 원당에서 한강으로 이어진 대장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을 견비다리라 부르는 것은 주인을 구하고 죽은개의 견비(犬碑)

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남아 있는 견비는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주

인을 구하고 죽은 충성스러운 개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을 말하는 것

이다. 견비다리 동쪽에 높이 1.2m 규모의 견비석이 지금도 남아 있다.

서울 교외선 부근의 중대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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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內谷洞), 
영주산 아래 안쪽에 있는 마을

내곡동은 대장동의 서쪽에 있는 법정동 명칭으로 대장동과 함께 전형

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마을도 본래 단독, 한옥집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저층의 빌라와 

함께 서양식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다. 내곡동은 일명 안골과 뒤꾸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알려졌다.

안골, 뒤꾸지

내곡동을 부르는 지명으로 능곡역 등 예전 지도면의 중심지에서 보았

을 때 영주산 아래 대장동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골이라 불렀다. 안골을 

한자로 한 이름이 내곡동이 되며 뒤꾸지는 대장동 뒤쪽에 있다고 하여 

부르는 마을 이름이다. 

안골과 뒤꾸지마을은 내곡동을 이루는 두 개의 큰 마을이다.

영주산과 내곡동 안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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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산(暎洲山)

영주산은 내곡동 안골 뒤편에 있는 산으로 대장동과 내곡동 일대에서

는 가장 높고 유명한 산이다. 

영주산이란 이름은 한강에 제방이 쌓이기 전, 강물이 내곡동 앞 벌판

까지 들어왔는데 물에 비춰진 산의 그림자가 마치 섬처럼 보인다고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청릉(靑陵), 청초

청릉은 내곡동 뒤꾸지 마을 가운데에 있는 지명이다. 이곳에는 조선

조 후기에 고위관직을 지낸 문신 신(愼)씨의 무덤이 있는데 유난히 무덤

이 푸르고 큰 무덤이라 하여 청릉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에 있던 무덤은 1990년대 후반에 후손들에 의해 이장되었는데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이 일대를 청릉, 또는 청릉안 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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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幸信)1, 2, 3동(洞),
서로 믿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을

행신동은 화정동의 남쪽에 위치한 법정동 마을로 행신1, 2, 3동 모두 세 개

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행신동은 고양시 덕양구의 서쪽지역을 대표하는 마을로 고층의 아파트 지

역과 빌라, 단독주택 그리고 농촌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큰 마을이다. 서울과 가깝고 행신역, 중앙로가 있어 많은 사람이 거주

하고 있다.

행신동도 본래는 논과 밭, 산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1990년대 

초반 당시 고양군에서 공영개발로 행신지구택지개발 사업과 함께 능곡지구택

지개발 사업으로 오늘날과 같은 마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도시 개발 전의 행신동 소만마을 모습(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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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선 행신은 본래 행주(幸州)지역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하여 행신(幸新)

이라 하였다가 후대에 지금의 행신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래설은 이곳이 개발되기 전, 행신동의 대표적인 토박이 가문인 청

주한씨의 사람들이 이곳에 터를 잡게 된 것을 다행(幸)으로 알고 서로 믿으며

(信) 살라는 의미에서 행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성신(成新)마을

성신마을은 행신동이 개발되기 이전에 있던 마을의 이름으로 일부지

역은 행신3동에 일부마을은 행신1동에 포함된 곳이다.

이곳 성신마을은 본래 야산이 있던 곳이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곳

에 처음 마을을 만들어 성신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현재도 성신초교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신1동과 행신3동 사이의 현재 모습(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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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유래로는 이곳 주민들이 본래 살던 곳이 서울시 성산동이었

는데 이곳 행신동에 새롭게 터를 잡아 성신(城新)마을이 되었다는 이야

기도 있다.

샘터마을

샘터마을은 행신1동 있는 아파트마을의 이름으로 이곳이 개발되기 

전 인근에서 유명한 샘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이와는 달리 마치 샘처럼 마르지 않고 마을이 영원히 행복하고 번

성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샘터마을이란 이름을 붙였다고도 한다. 

소만(小滿)마을

소만마을은 행신2동에 위치한 아파트 이름으로 도시개발 이전부터 

불리던 지명이다.

소만마을의 이름에는 이곳에 살던 주민들의 소원이 그대로 담겨져 있

다. 즉 소만은 흔히 반달(半月)을 의미한다고 한다. 반달은 앞으로 조금

씩 보름달로 커 가듯이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일 소

만으로 하지 않고 대만(大滿)으로 할 경우 달이 보름달이 되어 점차 쇠

퇴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후대에 이곳이 보름달과 같이 크게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과 같이 크게 마을이 번성하고 

발전된 것으로 보아 소만이란 이름은 매우 적절하게 지어진 것으로 여

기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곳이 본래 한강물이 들어와 물이 차는 형세를 

가지고 있는데 소만이라 하면 물이 넘치지 않고 가둘만한 여력이 있지

만 대만이라 하면 물을 가둘 여유가 없어 홍수가 발생하고 마을이 큰 피

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177
고양의 지명 이야기



이러한 의미에서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고 마을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하는 뜻에서 소만이란 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무원(茂院)마을

무원마을도 소만마을과 함께 행신2동의 주요 아파트 명칭이다. 소만

마을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흔히 무어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원마을도 소만마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마을이 크게 발전하고 번

창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래 작은 마을이었던 무원마을의 주민들이 앞으로 마을이 풍족하고 

무성하다는 의미의 우거질 무(茂)자와 함께 고을, 집 원(院)자를 써서 무

원마을이 되었다. 

마을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램이 포함되어 

있는 지명이다. 이곳도 소만마을과 함께 후대에 마을의 큰 발전을 기원

하는 지명인데 그 뜻이 이루어져 지금은 무원마을에 많은 집이 들어서

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행신역 주변의 소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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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薄石)고개

박석고개는 현재의 고양시여성회관 입구에 있던 고개의 이름이다. 

예전 소만마을 주민들이 매우 중히 여겨 상여나 영구차가 함부로 넘

지 못하도록 하던 고개의 이름이다.

박석고개란 이름은 이 고개가 인근에서는 제법 중요하고 높은 고개

로 눈비가 오거나 하여 땅이 진흙탕이 되면 마차나 수레 등이 넘기가 힘

들었다고 한다. 이후 고개를 좀더 쉽게 넘기 위해 고개 곳곳에 박석돌을 

박아 놓았다고 한다. 지금으로 하면 돌을 부분적으로 박아 포장한 모양

이 되었던 것이다. 

박석을 박아 놓은 고개라 하여 박석고개라 불렀는데 이 돌 중 하나라

도 빼면 마을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곤 했다고 한다. 

행신역, 행신동을 대표하는 전철, 
고속철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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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말(遮帳)

차장말은 무원마을과 소만마을 사이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행

신동에서는 제법 큰 마을로 유명했다. 

차장말이란 장차 마을이 크고 더욱 번성해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마

을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한, 다른 이야기로는 이 마을을 처음으로 개척할 때 처음 이사온 

사람들이 차장(천막)을 치고 거주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

기도 전해지고 있다.

장고(長鼓)뫼

장고뫼는 무원마을에서 경의·중앙선 철도길 방향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명이다. 

장고뫼란 이름은 마을과 산의 생김새가 마치 전통악기 중 하나인 장

고 모양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즉 긴 산줄기가 연결되어 동서로 

뻗어내리다가 이곳 마을에 들어서면서 가운데 부분이 잘룩하게 들어간 

모습이 마치 큰 장고와 같다는 것이다. 장고뫼는 옛 지도읍의 명당 자리 

중 한 곳으로 유명했다.

장고뫼마을 개발 전 모습(1990년), 장고뫼와 경의선 열차, 강매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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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읍의 명당 자리는 끝 자리에 뫼자가 들어가는데 사뫼, 가라뫼, 번

데뫼, 장고뫼, 강고뫼가 이들 명당 자리라 한다.

번데뫼(번답, 沓) 

번데뫼마을은 현재 류형 장군묘소 등 진주 류씨 묘역이 자리한 지역

의 옛 자연촌락 이름이다. 개발 전의 모습으로는 장고뫼마을과 무원마

을 사이에 해당하는 곳으로 특히 논과 밭이 많이 있던 곳이다. 번답은 

한강의 물이 자주 들어오는 물가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햇빛마을

햇빛마을은 행신3동을 이루는 주요마을로 햇빛이 따스하게 비추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본래 성신 새마을이라는 마을

이 있었으나 1990년대 초반에 개발이 이루어져 지금과 같은 아파트지

역으로 변화되었다.

가라뫼(加羅山)

가라뫼는 행신동 햇빛마을과 서정마을 사이에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마을이다. 현재는 단독주택과 빌라,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마을의 북쪽

에 가라산 일명 도당산이 공원으로 일부 남아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이

곳에서 매년 도당제사를 지내고 있다. 가라뫼의 유래는 두가지 이야기

가 있다. 첫 번째는 고양시의 주산 중 하나인 성라(星羅)산이 길게 이어

져 이곳 마을까지 연결되어 더할가(加)를 써서 가라산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으로 행주 누리길이 만들어져 있다. 또 다른 설은 가라는 곧 

강의 순 우리말이고 여기에 산이 더해져 가라뫼가 된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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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西井, 書井), 서두물

서정마을은 서두물의 한자식 이름이다. 서두물은 가라뫼 마을에서 화

전 방향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이름으로 마을 가운데로 성사천이 흐르

고 있으며 권율대로, 중앙로 등이 관통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서두물은 마을에 있던 커다란 우물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한문으로 표

기하니 서정이 되었다. 서정, 즉 서두물은 인근에 있는 도내동, 서재동 

(書齋洞) 마을의 입구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서정이 되었다는 설과 함

께, 마을의 서쪽에 가장 좋은 물 서두(西頭)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

다. 개발되기 전 실제로 서두물 마을 앞쪽 산에 유명한 우물이 있어 주

민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행신3동 가라뫼 마을 ▲

서정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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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동(江梅洞), 
강고산 마을과 매화정 마을을 합친 이름

강매동은 행신2동에 속해 있는 법정동 명칭으로 행신2동 소만마을에

서 자유로, 한강 방향에 자리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마을 뒤로는 봉대산이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권

율대로와 함께 비닐하우스 등이 들어선 큰 들판이 자리하고 있다.

강매동이란 이름은 이 마을의 대표적인 자연촌락인 강고산마을에서 

강자를 따고 매화정마을에서 매자를 따 붙인 이름이다.

매화정(梅花亭)

매화정 마을은 소만마을 남쪽, 경의·중앙선 강매육교 건너편에 위치

한 자연촌락 이름이다.

예전부터 이곳에 매화꽃이 유명하고 또한 큰 매화나무가 많아 이 나

무 중 큰 것이 마치 정자 역할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달

리 이 마을에 매화정이란 큰 정자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세 번째로는 이곳이 풍수지리상 매화나무의 줄기가 떨어져 나간 형상 

즉 매화낙지혈(梅花落之血)의 형상을 하고 있고 이 명당자리에 정자를 

지어 매화정이라 한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는 이곳 매화정의 정자를 우물정(井)자로 표

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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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산(江古山)

강고산은 매화정 남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마을 뒤로는 봉

대산이 있고 앞으로는 창릉천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예전에 해포나루가 있던 유명한 곳으로 한강입구의 오래된 마을이란 

의미에서 강고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래전에 강물이 들어오던 

산 아랫마을이란 의미로 강고산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곳이 예전 수로와 교통의 주요 지점이었다는 것은 이 마을에 있는 

강매석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은행정

은행정마을은 매화정마을과 강고산마을 사이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예전 이곳에 은행정이란 정자가 있어 붙여진 마을 이름이라 

한다. 현재는 평산 신씨의 한옥 재실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최근 마을

에 고속도로, 제2자유로가 만들어져 그 모습이 크게 바뀌었다.

안산(雁山)

안산은 강고산마을 앞 창릉천 방향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안산이 비록 해발 50m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야산이지만 정상에서

는 창릉천과 북한산, 한강과 행주산성 등을 모두 조망할 수 있어 인근에

강매석교는 고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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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명한 명소이다.

이곳을 안산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조 초기부터라 한다. 조선조 초기

에 태조가 삼송동의 숫돌고개를 거쳐 한양으로 입성하는 길이었다고 한

다. 고개 정상에 도착했을 때 기러기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왕

의 옷에 똥을 싸고 도망갔다고 한다. 화가 난 태조가 활을 쏘아 기러기

를 명중해 맞췄는데 기러기가 떨어져 발견된 곳이 이곳 안산이라는 것

이다.

안산은 이 기러기(雁)가 발견된 산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달리 이곳은 창릉천물과 한강물이 만나는 곳으로 새의 먹이가 풍

부하여 기러기가 많다고 하여 안산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봉대산(烽臺山)

봉대산은 강매동의 주산을 이루는 유명한 산의 이름이다.

북한산에서 이어져 온 산줄기가 마지막으로 솟은 산이며, 경의·중앙

선 철도부터 창릉천, 강매동의 매화정, 은행정, 강고산 마을에 이르는  

강매동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이다.

봉대산이라 부르는 것은 산 정상에 봉수대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

름으로 조선조의 기록에 의하면 해포(醢浦)봉수대 등으로 표기되어 있

다. 이곳의 봉수는 고봉의 봉화를 받아 서울 안산 봉화로 연결하였다. 

현재 산의 곳곳에서 서울 - 문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강고산 주막거리

강고산 주막거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지명으로 강고산마을의 역

사를 보여주는 이름이다.

한강에 제방이 쌓이기 전 이곳 강고산마을에는 해포나루라는 큰 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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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을 거쳐 서울과 고양을 연결하는 큰 길

이 지나곤 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강매석교라 한다. 

당시 이곳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많았는데 이러

한 이유로 마을 입구에 주막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

을 주막거리라 불렀다고 한다.

행신동의 가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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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동(幸州洞),
행주산성이 있는 유명한 마을

행주동은 행신동의 서쪽과 남서쪽에 위치한 행정동 명칭으로 토당동 일부와 

행주내동, 행주외동 세 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당동 지역은 빌라와 아파트, 단독주택과 상가 등 도시화가 이루어진 마을

이며 행주내동과 외동은 단독주택과 식당, 공원이 있는 자연촌락마을이다. 그

러나 최근 들어 이곳에도 저층의 빌라와 상가들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어 마을

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행주동의 서쪽으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 김포시와 경계를 하고 있

행주산성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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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관내에 행주산성이 있어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는 마을이다.

행주는 행주산성(幸州山城)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행주외동에 위치한 행주서원에는 행주를 살구나무 행(杏)자에 섬 주(洲)자

를 썼는데 이는 살구나무가 많은 섬마을이란 뜻이 있다. 행주서원과 행주산성

은 옛 기록에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행주내동(幸州內洞), 
행주산성 안쪽의 마을

행주내동은 행주산성 가까이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법정동 명칭

이다. 

행주산성(幸州山城)

행주산성은 행주내동과 행주외동에 걸쳐 있는 토성(土城)으로 현재 

국가지정 사적 제 56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래 삼국시대로부터 전략적

인 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및 남북국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고대의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조 임진왜란 당시에는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민, 관, 군, 여성, 

승병에 이르기까지 총력전을 전개하여 행주대첩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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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결과, 왜군은 한양에서 삼남지방

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며 방어적인 자세에 있던 조선군이 공세로 전환하

는 계기를 마련한 전투였다.

행주산성에는 행주대첩비 문화재와 함께 유물전시관인 대첩기념관과 

덕양정, 진강정의 정자를 비롯하여 권율 도원수 동상, 토성 등이 남아 

있다. 덕양산 정상에서는 인근의 한강은 물론 고양, 서울, 김포 등을 조

망할 수 있어 많은 시민이 찾고 있다.

행주산성에서는 매년 1월 1일 고양시 해맞이 행사를 비롯하여 3월 

14일 행주대첩제와 함께 5월(또는 10월)에 행주문화제 등 축제를 개최

하고 있다.

잣골, 성동(城洞)

성동, 즉 잣골은 행주산성의 정상인 덕양산 북쪽에 위치한 자연촌락

이다. 본래 산성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성동이라 불렀으나 이를 한글로 

행주산성 아래에서 바라본 잣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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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 잣골로 부르고 있다. 잣골은 성곽을 한문으로 잿성(城)자를 써서 

잿골로 부르다가 잣골이 된 것이다.

이곳 잣골은 행주산성으로 올라가는 주 진입로에 위치해 있고 가장 

경사가 완만한 지역으로 행주산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이다.

망곡재고개

망곡재는 행주산성 입구에서 맨돌마을 방향에 있는 고개의 이름으로 

지금은 행주산성로가 지나고 있다.

이곳을 망곡재라 한 것은 행주산성 일대에 고려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이곳의 주민들은 고기를 잡으며 매우 번성하여 큰 마을을 이루었는데 

매번 고려조에 국상 장례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고개에 올라 

개성땅을 바라보고 크게 통곡했다고 하여 망곡재라 부른다고 한다.

맨돌, 결석(結石)

맨돌은 잣골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으로 다른 이름으로 맨들

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자명으로는 결석(結石)으로 쓴다.

맨들의 지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온다.

우선 임진왜란 당시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외적을 물리친 돌이 모두 

이곳에서 조달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은 덕양산 줄기가 끝나고 한강과 

만나는 지점인데 마을 전체가 순 돌맹이가 많다고 하여 맨돌이란 지명

이 생겼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로는 이곳이 한강제방이 쌓이기 전까지는 한강의 배들

이 들어오던 곳이라 한다. 이 배들의 상선을 대상으로 맨돌마을 사람들

도 작은 주막과 상점을 열었는데 이때 이 배들이 정박하기 위해 마을 입

구의 커다란 돌에 배를 묶어(매어) 두어 맨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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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유래설로는 이곳 맨돌마을은 한강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홍

수기나 밀물때만 되면 마을 앞까지 물이 들어오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번 들어왔던 물이 빠져나가면 마을주변의 뻘흙이 굳어져 마치 돌과 

같이 단단하게 변했다고 한다. 이렇게 진흙이 돌과 같이 맺혔다고 하여  

결석(結石)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세이

장세이는 맨돌마을에서 호국로 방향에 있는 작은 자연촌락의 이름으

로 예전에 이곳에 장승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낙차공

낙차공은 행주고가도로에서 행주산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지

명이다. 낙차공 가운데로는 한강물을 끌어올린 수로가 지나고 있다. 

이곳을 낙차공이라 부르는 것은 수로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절골은 행주산성 내 대첩 기념관 부근을 부르는 오래된 지명이다.

산성 매표소에서 덕양산으로 오르다가 우측, 한강과 행주산성 사이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절골은 예전에 이곳에 절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고려시대의 시인

인 인빈이 지은 시를 보면 이곳에 소화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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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외동(幸州外洞), 
행주산성 밖에 있는 마을

행주외동은 행주내동의 서쪽, 한강 방향에 있는 법정동 이름이다.

행주산성을 기준으로 산성 밖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행주외동이라 부

르고 있다. 

본래 농사와 어촌의 모습을 가진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한강에 철책

이 만들어지고 한강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어업의 기능은 축소된 상

태이다. 마을은 단독주택이 많이 있었으나 1990년대부터 장어와 매운

탕 등 식당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규모의 먹거리촌이 형성되

어 있다.

이곳 행주외동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있는 마을로서 현재도 군부대의 

승인을 받은 주민들만 어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근대적인 교통수단이 들어서기 전까지 고양시 최대의 나루터로 크게 

번성했던 마을이다.

서원촌(書院村)

서원촌은 행주서원이 있는 인근마을을 부르는 이름이다. 한강과는 약 

2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며 특별한 제방이 쌓여져 있지 않아 수해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다.

이 마을에 있는 행주서원은 조선 헌종 당시에 건립된 서원으로 일명 

기공사로 불리기도 한다. 본래 행주서원은 행주대첩의 권율 장군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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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기 위해 건립하였으나 현재는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여러 제장들을 

모시고 봄과 가을에 제를 지내고 있다.

행화촌(杏花村)

행화촌은 행주서원 서쪽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갬뱃말

이라 부르기도 한다.

행화촌은 이곳 행주나루 일대가 살구나무가 많고 봄이 되면 살구꽃이 

만발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행주서원의 현판은 지금도 살구나무 

행(杏)자를 쓰고 있어 이러한 유래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 서원촌의 유래가 된 행주서원
▶ 행주서원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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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 돌빵구지

행주 돌빵구지는 행주나루터 북동쪽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 절벽을 부

르는 이름이다. 지금은 식당가가 들어서면서 깎이어 옛 명성을 대부분 

잃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 돌빵구지는 높고 경치가 아름다워 행주나루의 명물인데 강으로 고

기를 잡으러 나간 어부들이 이 돌빵구지를 보고 이정표로 삼을 정도로 

멀리서도 보였다고 한다.

이곳을 돌빵구지로 부르는 것은 석곶(石串)을 우리말로 부르는 것이

다. 즉 돌곶이가 돌빵구지가 된 것이다. 돌곶은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 

강물에 의해 계속 깎여 돌이 보이는 육지를 부르는 이름이다. 고양시에

는 이곳 행주 돌곶이 외에도 한강 변 여러곳에 돌빵구지란 지명이 있다. 

이곳 돌빵구지 부근에 고기를 보관했던 석빙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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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 소애촌

소애촌 

소애촌은 행주대교에서 동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행주외

동을 이루는 큰 마을이다.

소애촌은 한강에서 가장 가까운 큰 마을로 예전에는 행주나루에서 고

기를 잡으며 생업에 종사했던 마을이다. 

1911년 조선지지자료를 보면 이곳의 지명을 소애(小涯)촌으로 기록

하고 있다. 물가 애(涯)자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곳이 고양시의 대표적

인 어촌마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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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동(高峰洞), 
고봉산(高峰山)이 있는 큰 마을

고봉동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행정동으로 고양시청

이 있는 주교동의 북쪽에 위치한다. 고봉동은 공릉천을 사이에 두고 관산동 등 

덕양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마을의 황룡산 줄기를 경계로 일산서구와 

진밭마을에서 본 고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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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넓은 면적이 파주시와도 경계를 이루고 있는 큰 마

을이다.

고봉동에는 사리현동, 문봉동, 지영동, 설문동, 성석동 등 5개의 법정동이 있

다. 사리현동의 일부 고층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밭과 창고, 공원, 주택 등 일산

동구의 여러 행정동 중에서 농촌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곳이다. 

고봉(高峰)이란 이름은 고대로부터 사용된 명칭으로 삼국사기에 고봉산과 

한씨 미녀 이야기가 전해 오며 다른 이름으로 고봉(高烽)으로 쓰기도 한다. 고

봉동이란 명칭은 관내에 해발 208.6m의 고봉산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또 달

리 봉화(烽火)를 올렸다고 하여 고봉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봉산은 고양지역의 주산(主山)으로 삼국시대의 고봉산성과 봉수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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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홍이상 선생 묘와 같은 무덤유적 등이 집중된 일산동구의 대표적인 명산

이다. 고봉의 명칭은 행정동 명칭 이외에도 도로, 학교, 누리길 등 여러 이름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리현동(沙里峴洞),
모래 언덕이 있는 공릉천옆 마을

사리현동은 고봉동에 속해있는 법정동 명칭으로 공릉천을 사이에 두

고 덕양구 관산동과 경계하고 있는 마을이다. 논과 밭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고층 아파트와 단독주택 단지 등이 

들어서 사리현동의 일부 마을은 완전히 도시화 되었다.

사리현동마을 일대를 이 지역에서는 사리재라 부르곤 한다. 사리재는 

고개란 이름으로 지금도 사리현동과 문봉동 경계의 고개를 사리재라 부

르는데 관산동에서 성석동 방향으로 성현로가 이 고개를 지나고 있다.

사리재 즉, 사리현동은 인근에 있는 공릉천이 자주 범람하여 모래 사

(沙)로 만든 고개현(峴)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댓골(죽동, 竹洞)

댓골은 사리현동에 속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벽제초교에서 지영동 

방향에 있는 마을이다. 댓골마을은 집들의 호수와 마을의 크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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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댓골과 작은 댓골로 구분되어 있다.

댓골이란 지명은 중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곳에 대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

에도 이곳에 죽동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지명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대나무는 볼 수 없으며 다른 이야기로는 이 마을이 사리현동 인

근에서 제일 큰 마을이라 하여 대골(大谷)이라 했는데 후에 한자로 표기

하면서 대골, 즉 죽동이 되었다고 한다.

월현(月峴)

월현은 댓골과 벽제초교 남동쪽에 위치한 자연촌락마을 이름이다. 마

을 앞으로는 공릉천을 비롯하여 사리현동과 원당을 연결하는 원당로도 

지나는 평범한 농촌마을이다.

월현은 일명 다랑고개 또는 달고개로 불리는데 이 마을에서 보는 북

한산과 공릉천 방향의 달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

라고 한다.

또 달리 이 월현마을은 벌판 한가운데 있는데 벽제초등학교가 있는 

사리현동마을에서 볼 때 달빛 아래 있는 마을의 모습이 예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단지(丹芝) 모퉁이

단지 모퉁이는 월현마을에서 지영동 방향, 현재 동문아파트가 들어

선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이름으로 인근에 공릉천이 있다. 이곳을 단지 

모퉁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시대 부터다. 조선조 영조 년간에 발간된 고

양군지에도 관산 깊으내(심천) 아래에 단지연(丹芝淵)이란 연못이 있다

는 기록이 있어 이 마을 지명의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 단지 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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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래가 된 단지연은 공릉천에 있던 연못의 이름으로 특히 연못에 붉

은(丹), 풀(芝)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현재 그 흔적은 남아 있

지 않다. 모퉁이는 고양지역에서 길을 돌아가는 곳이란 의미로 사용되

고 있는 지명이다.

새터

새터는 단지 모퉁이 마을에서 지영동 방향에 있는 자연 촌락의 이름

으로 마을 뒤로는 일명 봉화뚝이라 불리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관산동

과의 사이에 공릉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을 새터라 부르는 것은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이 처음 생길 때 마을 

주민들이 새롭게 터를 잡고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새터라 했다고 한다. 

또 달리 이 마을이 사리현동과 지영동 사이에 있는 샛터였는데 시간

이 지나면서 샛터가 새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새터마

을을 일부에서는 새마을사업이 잘 되었다는 뜻으로 한때 혁명촌으로 불

렀다고도 한다.

봉화뚝과 새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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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태연이 있던 공릉천

광대연(廣大淵)

광대연은 사리현동 새터말과 관산동 사이의 공릉천에 있던 유명한 연

못 이름이다. 예전, 고양지역 인근에 소문난 소리꾼(소리광대)이 있었는

데 이 연못에서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후 이 연못을 광대가 빠져 죽은 

곳이라 하여 광대연못이라 불렀는데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이곳에

서 광대의 명창 소리와 함께 북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공릉천은 고봉동의 주요 하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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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동(芝英洞),
공릉천옆에 풀과 꽃이 있는 마을

지영동은 사리현동의 북서쪽에 위치한 법정동 마을이다. 사리현동에 

비해 공릉천 하류에 위치한 마을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

다. 본래 논과 밭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창고와 신축건물이 늘어나는 추

세다.

지영동이란 이름은 공릉천과 그 주변에 기이한 풀과 꽃들이 많아 붙여

진 이름이라 한다. 

본래 고양군 사리대면 상이패리로 불리다가 1910년 지영동으로 명칭

이 바뀌었다.

지영동을 흐르는 공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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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촌(梧木村)

오목촌은 지영동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일명 마을 위쪽에 있다

고 하여 웃말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곳을 오목촌이라 부르는 것은 산속

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며 또 달리 이곳에 오동나무가 유난히 많아 오목촌이라 불린다고 한다.

우거촌

우거촌마을은 지영동에서 설문동 방향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일명 우

거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거촌이란 이름은 이곳 마을 주민들이 예전

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돕고 위하면서 거주(우거)했다고 하

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마쟁이

마쟁이는 지영동 하촌마을에서 오목촌마을로 가는 도중 좌측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마쟁이는 이곳에 말의 무덤이 있어 붙여진 이름

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의 안장 형국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

기도 한다.

고려말,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자신이 이 마

을에 들어가면 마을이 자물쇠 형국이라 하여 죽게 된다고 하여 들어가

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지명 유래가 된 말무덤 자리에는 예전에 소나무 숲이었는데 이곳에 

후에 논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말의 뼈와 장식들이 출토되기

도 하였으나 지금은 지명으로만 전해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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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동에는 위의 마을 이외에도 새터, 장승거리, 하촌, 양짓말, 성황당 고

개, 봉바위, 응달말, 독굴, 증골, 정상골 등의 지명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지영동 마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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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동(雪門洞),
문에 눈 쌓인 모습이 아름다운 설문동

설문동은 지영동의 서북쪽에 위치한 법정동 이름이다. 

설문동은 서쪽과 북쪽으로 파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로 전형

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곳곳에 전원주택과 연수원, 빌

라 고층건물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마을의 동쪽으로는 공릉천이 파주 봉일천 지역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

으며 공릉천 주변에는 넓은 벌판이 있는데 주로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설문동의 마을 중앙으로는 일산과 봉일천이 연결되는 고봉로가 지나

고 있으며 고봉로에서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이어진 설문로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본래 행정구역상 사리대면 하패리 마을로 불리다가 1910년 설문리로 

바꾸었다.

설문동의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먼저 이곳 설문동에 유명한 정려문(旌閭門)이 있었는데 이 정려문에 

쌓인 눈의 모습이 보기 좋아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본래 이곳 마을에 설(卨)씨 성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살아 설문리라고 했

다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벽제면 설문리로 바꾸었다는 이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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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동(上鶴洞)

상학동은 설문동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 마을에 소

나무가 많았는데 이 소나무에 학(鶴), 두루미가 날아와 앉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나무위에 학이 앉았다는 의미에서 상학동(上鶴

洞)이라 쓰기도 하며 또 달리 학은 예전부터 상서롭고 길한 새라고 하여 

상(祥)학동으로 부른다고 한다.

은곡(隱谷) 은골

은곡은 설문동을 이루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주변에 작은 산이 여러 

개가 있고 또한 마을 속 깊은 곳에 있어 전란 등으로부터 피하여 숨기 

좋은 곳이라 하여 은곡(隱谷)이 되었다. 특히 마을이 밖에서 잘 보이지 

않아 피해를 보지 않으며 6.25전쟁 당시에도 파주와 고양지역의 사람이 

피난을 와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은골 주변에 골짜기가 많아 은골의 지명유래를 증명

해 준다고 한다.

농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설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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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동의 현재 모습(논과 축사)

군주리

군주리는 설문동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전형적인 농촌의 마을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마을 뒤로는 설문로가 지나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멀리 

장진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 군주리는 예전부터 거주하는 사람들이 학덕이 깊고 군자(君子)

의 성향이 있어 군주리(君住里)라는 지명이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명월봉(明月峰) 

상학동 부근에 있는 지명으로 맑고 아름다운 달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명월봉이라 부른다.

이 밖에도 설문동에는 뒤편에 위치한 골짜기라 하여 두터골(후덕동), 

윤씨 성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살았다는 윤촌말, 큰 오동나무가 있었다

는 오촌말, 늦게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창말, 말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마장말 등 많은 자연촌락 및 골짜기 지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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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동(文峯洞),
학문을 받들던 문봉서원이 있던 곳

문봉동은 고봉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고봉동의 중심마을 중 한 곳으

로 설문동의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동의 명칭이다. 고봉동의 다른 마을과 

같이 주로 단독주택이나 창고, 작은 상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래 

교통이 불편하여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관산동과 

성석동 감내를 잇는 성현로가 개통되어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농

촌과 창고의 모습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 빌라 등이 신축되고 있다.

문봉동은 흔히 상촌과 하촌, 빙석촌과 안촌 등 여러 자연촌락이 있으

▲ 문봉동에서 바라본 붓 모양의 견달산 
◀ 옛 문봉서원이 있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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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봉이란 지명의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1755년 고양군지에 의하면 이곳은 본래 고양군 사리대면 죽원상패리

라는 마을이었으며 1910년 다시 상일패리에서 지금의 문봉으로 바꾼 것

이다. 

문봉이란 지명은 이곳 문봉동 빙석촌 입구에 고양팔현을 모신 문봉서

원(文峰書院)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곳 문봉서원은 고양시 최

초의 서원으로 옛 기록에는 그 위치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나 흥

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될 당시에는 이곳 문봉동에 있던 것으

로 보인다. 이렇듯 고양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성리학의 중심인물을 모신 

문봉서원이 있어 마을의 지명도 서원의 위상에 걸맞게 문봉이라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곳 문봉동과 식사동 경계에 있는 견달산과 깊

은 관련이 있다. 견달산은 문봉동의 안산에 해당하는 명산으로 알려진 

산이다.

이 견달산은 산봉우리가 예쁘고 산세가 좋기로 유명하다. 특히 문봉 

안촌과 하마패마을에서 보면 산의 생김새가 마치 글을 쓰는 붓끝과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 붓은 곧 글을 상징하므로 문(文)자를 쓰고 봉우리 봉

(峰)자를 써서 문봉이 되었다고 한다.

봉화뚝

봉화뚝은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문봉, 사

리현, 지영동에 걸쳐 있는 큰 산이다. 산 정상에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

정된 독산 봉수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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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인근에서도 제법 높은 산으로 봉화뚝, 문봉산, 독산, 문수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특히 봉화뚝이란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이

곳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호체계의 하나인 봉화, 봉수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독산 봉수대는 파주의 봉서산으로부터 봉화를 받아 서울 방향 

봉현 봉수대로 전달하던 봉화터였다. 봉화뚝으로 부르는 것은 산 정상

에 외부에서 봉화 안쪽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고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돌로 담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마치 뚝 같다고 하여 붙어진 이름이다. 

현재 산 정상에는 일부 훼손된 구간을 제외하고 비교적 봉화 유적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하마패(下馬碑)

하마패는 고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촌인 안촌마을 방향에 있는 지

명이다.

봉화가 있어 봉화뚝으로 불리는 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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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패는 이곳이 문봉서원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으로 조선시대의 성

리학자 여덟 분을 모신 서원 앞을 지날때 말에서 내려(下馬) 걸어 가라

고 하여 하마패라는 지명이 생긴 것이다. 이곳에 실제로 누구든 말에서 

내리라는 뜻의 문구가 적혀진 하마비가 있었으나 서원이 없어지고 새롭

게 도로가 개통되는 등 혼란기에 비석이 없어졌다고 한다. 

안촌(安村)

안촌은 문봉동의 아랫말을 이루는 대표적인 마을로 현재는 단독주택

과 창고, 저층 빌라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고양지역에는 안촌마을이 몇 곳 있는데 문봉동 안촌은 

오래전부터 순흥 안씨(順興安氏) 성을 가진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

여 "안씨네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안촌이라 부르고 있다.

빙석촌(氷石村)

빙석촌은 안촌의 서남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단독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이다.

예전 문봉동의 유래가 된 문봉서원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빙

석촌이라 부르는 것은 겨울이 되면 마을 앞 벌판이 차가운 얼음판으로 

자주 바뀐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마을의 북서쪽에 산이 없이 열려 있어 겨울에는 빙석촌 입구가 매우 

추웠다고 한다. 빙석촌을 우리말로 일명 얼음뜰이라 부르기도 했다.

서원터

빙석촌 입구에 있는 지명으로 고양 팔현을 모시던 문봉서원이 있었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문화재 시굴 조사를 통하여 주춧돌과 댓돌 등

이 발견되어 건물지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나 유적이 많이 훼손되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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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체의 규모와 건물 배치 방식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조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돌봉 

차돌봉은 문봉서원터 뒤편에 있는 작은 야산의 이름으로 마치 차돌과 

같이 예쁘게 잘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또 달리 이곳 산에

서 작은 차돌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평재이 

평재이는 문봉동과 식사동 사이에 있는 낮은 고개와 그 인근을 부르

는 지명이다. 견달산 정상에서는 동쪽에 해당하며 지금은 서울과 문산 

간 고속도로, 새로운 창고 건물 등이 지어지고 있거나 도로공사가 진행

되고 있다.

평재이라는 이름은 주변의 산은 높은데 비해 고개는 평평하고 이곳에 

목장이 만들어져 마치 평야와 같은 고개라는 의미에서 평재이가 되었다

고 한다. 지금은 고봉산과 송강누리길을 연결하는 누리길이 만들어져 

있다. 문봉동에 있는 평평한 고개라 하여 평재이가 된 것이다.

뫼골 

뫼골은 견달산 아래의 빙석촌 마을에서 식사동, 성석동 방향에 있는 

작은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현재 서너 채의 집이 있는데 입구에는 밀양

박씨 박안현의 산도비와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을 뫼골로 부르는 

것은 사방에 산이 있어 산골로 부르다가 뫼골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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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동(城石洞),
돌로 성을 쌓은 오래된 마을

성석동은 문봉동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고봉산과 황룡산 자락에 오

래된 자연촌락들이 형성되어 있다.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최

근 들어 식당과 전원주택, 상가, 빌라들이 들어서고 있어 외형적으로 변

화를 겪고 있다. 

성석동의 중앙으로는 일산과 파주 봉일천을 연결하는 고봉로가 있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본래는 고양군 구이동면 성동리(城洞里)로 기록되어 있다가 1914년 

벽제면으로 바뀌었고 이때 마을 이름도 성동리에서 성석리로 바뀌게 되

었다.

성석이란 이름은 고대로부터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봉산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봉산은 고양지역의 군사, 교통, 지리적으로 매우 중

요한 곳인데 이곳에 성(城)을 돌(石)로 쌓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고봉산 정상에 고봉 봉수대가 있는데 봉수대가 무

너지지 않도록 산 정상에 돌로 매우 견고한 축대, 기단부를 축성하였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돌로 쌓은 성곽과 같다고 하여 성석동이 되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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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城洞) 일명 잣골

성동은 고봉산을 차로 올라갈 수 있는 만경사 아래에 있는 자연촌락

의 이름으로 고봉산성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

문으로는 성동(城洞)이 되며 한글로 풀이하면 잣골이 된다. 

성동이 잣골로 된 것은 성자가 잿성(城)자로 불리기 때문에 잿골에서 

잣골이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고봉산성이 있는 마을이란 것이다.

사당골

사당골은 진밭마을에서 성동(잣골)마을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자연촌

락의 이름으로 단독주택과 논,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뒤로 고봉산

이 있으며 주변에 오래된 묘소들이 있어 사당골마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사당골의 지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본래 이곳은 

서당(書堂)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당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

재도 당시 서당의 터가 남아 있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설은 사당골은 조상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에는 사당 묘자

를 써서 묘동(廟洞)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곳에는 순천 김씨가 많이 살

고 있다.

하못이

하못이는 진밭마을과 사당골 사이에 있는 작은 자연촌락 및 연못의 

이름이다. 본래 이름은 함못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모시가 되었다. 

이곳을 함못이라 부르는 것은 조선시대에 이곳에 묘를 쓰게 된 함종

어씨 문중이 묘소와 함께 연못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씨 문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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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이 연못과 그 주변을 함종어씨의 연못이란 의미

에서 함못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이후 연못은 세월이 흐르면서 규모가 줄고 결국에는 논이 되었는데 

지명은 지금도 하못이로 불리고 있다.

오래골

오래골마을은 진밭마을의 북동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이 

마을을 지나면 마골이 나오는데 오래골은 산과 묘소, 단독주택, 밭, 논

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이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기록과 1910년대의 

기록을 보면 오야동(梧野洞)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보아 마을에 

벽오동나무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의 오래골은 오야동이 

변하여 불리고 있는 지명인 듯하다. 현재는 오동나무를 거의 볼 수 없다

고 한다. 고양시 향토문화재인 계원군 묘와 벽오재 사당이 있다.

독정고개, 박쥐고개

독정고개는 진밭마을에서 군부대를 지나 고봉산기슭의 중산마을로 

넘어오는 큰 고개의 이름이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고 험악한 고

개였다고 하며 주로 군인들의 훈련과 작전도로로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인근이 개발되어 통행량이 많다.

독정고개란 이름은 이곳에 유명한 우물이 하나 있어 독정(獨井)이라 

했으며 또 달리 이 고개가 탄현 방향에 있던 독정마을로 간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라 한다. 후대에 이곳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부대의 이름

을 따 박쥐고개라 불리기도 한다.

마골

마골은 진밭마을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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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었으나 성현로가 확장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전원주택 및 

상가, 창고, 중대형 건물이 들어서 그 모습이 크게 바뀐 곳이다. 

조선조 영조년간에 발간된 이 지역의 지명 중 마위곡(馬位谷)이 나오

는데 현재의 마골을 부르던 이름이 아닌가 여겨진다.

마골이란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 죽은 말들을 묻어 

주어 말무덤, 마총이라 불리다가 오늘날의 마골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특히 이곳 고봉동 일대에는 말무덤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데 

그중 가장 큰 마을이 이곳 성석동 마동이 된다. 

또 다른 유래설로는 이곳에서 문봉 방향에 고양8현을 모신 문봉서원

이 있는데 말을 타고 온 선비들이 말에서 내려 말은 이곳에 묶어두고 걸

어갔다고 하여 마골이란 지명이 생겼다고도 한다.

백석재

백석재는 마골에서 두테비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라 한다.

이곳을 백석재라 부르는 것은 이 마을에서 큰 부자가 나와도 쌀 백석

을 넘지 못하며, 만일 백석을 넘겨 천석이 되려는 사람은 이 고개를 떠

나야 한다는 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곳에서 흰바위, 흰돌이 많이 나와 백석재라 부

른다고도 한다.

천(청)석궁

천석궁은 두테비와 감내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으로 

예전에 이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어 벼 천석을 추수하여 천석궁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달리 이곳에 청석궁이란 작은 궁이 있어 붙여진 이

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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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일안골, 구이내곡(九耳內谷)

귀일안골은 사당골에서 식사동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

이다. 이곳은 본래 고양군 구이면 성동리에 속한 마을이었다. 귀일은 구

이면을 부르는 이름이고 안골은 마을의 위치가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

여진 지명이다. 구이면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벽제면에 속

하게 되었다. 

진밭, 이전(泥田)마을

진밭은 성동마을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자연촌락마을로 논과 밭, 작은 

상가와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농촌마을이다.

마을 뒤편으로는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 문중의 선산들이 

자리해 있다. 

진밭은 한문으로 이전이 되는데 이곳이 고봉산 기슭에서 시작되는 물

이 마을 앞을 지나 장진천으로 흘러들어 간다. 곳곳에 샘이 있고 물이 

풍부하여 밭이 진 곳, 곧 진밭이 되었다는 곳이다. 이렇듯 물이 있어 가

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이곳은 인근에서도 농사가 잘되어 "진밭쌀"

하면 유명했다고 한다.

진밭은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진밭두레패가 있는 마을로 매년 

마을 주민들이 주관되어 정월대보름 놀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두테비, 섬암(蟾岩)마을

두테비마을은 진밭에서 북쪽에 있는 자연촌락마을로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최근 들어 전원주택과 함께 상가들이 들어서 외형이 

크게 바뀌었다. 이곳을 두테비라 부르는 것은 마을 앞에 위치한 산에 두

꺼비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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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석동의 대표적인 마을 진밭 
◀   두테비마을의 유래가 된 

두꺼비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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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위에는 예전부터 마을을 지킨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즉 황룡산 방향에서 이무기가 나타나 마을에 큰 재앙을 주었는데 이

때 두테비마을에 커다란 두꺼비가 나타나 이 이무기를 물리치고 마을을 

재앙에서 구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마을에 재앙이 오면 이를 지

키기 위해 마을 앞산에서 지키고 있다고 한다.

감내(甘川)

감내는 두테비마을에서 황룡산 방향, 즉 서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마을의 위치에 따라 윗 감내와 아랫 감내로 나누어져 있다.

이곳은 황룡산 자락의 살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마을 앞을 흐

르는 개울과 마을 곳곳에 있는 샘물 맛이 좋아 달감(甘), 내천(川)을 써

서 감천이라 부르고 있다. 감내마을에는 고양시의 유명한 서원 중 하나

인 용강서원이 자리해 있다. 이 마을의 옛 기록은 감로촌(甘露村)으로 

기록하고 있다.

고봉산 장사바위(벼락바위)

고봉산 정상에서 동쪽, 진밭마을 방향에 있는 큰 바위의 이름이다. 고

봉산 누리길에 속한 구간이고 주민들의 산책로가 주변에 조성되어 많은 

주민이 오르내리는 바위로 고봉산의 명소 중 한 곳이다.

이곳의 바위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전 힘이 센 장사가 바위를 

두 개로 쪼개어 장사바위라 부른다. 또 달리 장사가 이곳에 자주 올라와 

바위를 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별명으로 벼락 바위라고도 

하는데 바위가 벼락을 맞아 두 개로 쪼개어 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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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동(食寺洞),
고려 공양왕에게 밥(食)을 해준 

사찰(寺)이 있던 곳

식사동은 시청이 있는 주교동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의 행정동, 법정동 이

름으로 고층의 아파트와 농촌마을이 함께 있는 곳이며 견달산과 동국대 병원, 

고양가구단지 등으로 유명하다.

식사동의 유래가 된 고려 공양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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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북쪽에는 인근의 명산인 견달산이 우뚝 솟아 있고 마을 가운데로 견

달산천, 도촌천이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식사동이란 명칭은 고려의 34대 공양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의 전설

에 의하면 식사동은 공양왕과 왕비가 왕자리에서 쫓겨나 식사동 인근마을에 

숨어 있을 때 밥(食)을 사찰(寺)에서 해주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관련된 땅

이름이 식사동 곳곳에 남아 있는데 밥절, 어침이, 대궐고개가 대표적이며 문화

재로 지정된 고려 공양왕릉은 식사동 인근 원당동에 현존하고 있다.

견달산(見達山)이야기

견달산은 식사동과 문봉동 사이에 있는 유명한 산으로 식사동에서는 

북쪽에 해당한다. 산 정상에서는 인근의 주변마을을 바라볼 수 있으나 

군 시설 등이 있어 아직까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견달산에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전설이 있다.

견달산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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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중국 명나라의 황제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기 위해서 세

수대의 물을 보는 순간, 아름다운 산의 모습과 함께 신비한 정기가 뻗쳐 

보였다고 한다. 이에 군사들을 시켜 그 정기를 따라가 어떤 산인지 찾도

록 했는데 그 정기가 바로 이곳 견달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견달산 정상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정기는 그 나무에

서 나온 것이라 했다. 이후 이 산의 이름을 그 신비스러운 정기가 보인 

곳이라 하여 견달산이라 했다고 한다. 인근 사람들은 이곳 견달산을 현

달산(見達山)으로 부르기도 하며 본달, 번달이라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견달산은 산봉우리가 하나인 산으로 주변에 다른 

야산이 없이 홀로 우뚝 솟아 사방을 훤히 볼 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동서남북으로 거칠 것 없이 멀리 볼 수 있는 지세와 풍경을 가지고 있다

고 하여 견달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위시티(WI CITY)마을

식사동의 여러 마을 중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사는 큰 마을이다. 

식사동에 새로 만들어진 위시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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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로 본래 어침이, 방아고개, 고운마을 

등 자연촌락과 함께 고양 가구단지 등이 있던 곳을 개발한 아파트단지 

마을의 이름이다.

위라는 이름은(World Class ILSAN)에서 WI를 만들어 붙여진 이름

이다. 

어침이(御寢)

어침이 마을은 현재 위시티마을 개발로 없어진 식사동의 자연촌락이

다. 식사동의 유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고려 공양왕과 왕비가 하룻밤을 

어침, 즉 주무시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이름으로 언침이

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일대에 경주 정씨, 전주 이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했다.

저현(杵峴, 방아고개)

식사동 저현은 일명 방아고개라 불리던 마을 이름이다. 저현마을의 

모습이 크게 바뀌어 현재 위시티마을과 같은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

어서 있다. 마을 모습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저현은 학교이름 등으로 사

용되고 있다.

저현은 이곳 마을의 생김새가 마치 절구의 공이를 닮은 고개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설과 함께 이곳 저현마을 인근에 유명한 방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영심동(鈴尋洞) 

영심동은 위시티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전형적

인 농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도로변을 중심으로 상가

의 신축, 개축되는 건물들이 마을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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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동마을은 1755년에 발간된 고양군지를 보면 영수미촌(英水味村)

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식사동은 구이동면에서 원당면으로 행정구역

이 개편되었고 명칭도 영심동이 되었다. 

영심동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곳 마을에서 매를 이용하여 꿩 사냥을 

하였는데 사냥꾼이 잃어버린 매의 방울(鈴)을 찾았다고(尋) 하여 영심동

이 되었다고 한다.

오룡동(五龍洞) 

오룡동은 영심동의 북쪽에 위치한 자연촌락 이름이다. 단독주택 위주

의 마을이며 최근 들어 고양대로 주변에 상가와 신축건물이 들어섰다. 

이곳을 오룡동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살던 용다섯 마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다른 유래설로는 마을 뒤편

에 있는 산이 마치 다섯 마리의 용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오룡동마을과 구학재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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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재(九鶴峴)

구학재는 오룡동마을과 영심이마을 사이에 있는 자연촌락과 고개 이

름이다. 이 고개는 일산동구와 덕양구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구학재

고개 정상으로 덕양구와 일산동구가 연결되는 고양대로가 지나고 있다.

이곳을 구학재라 부르는 것은 고개 바로 아래에 인근에 유명한 연못

이 있었는데 이곳에 아홉 마리의 학(두루미)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

름이다. 

이곳 구학재 연못에 연꽃이 피고 물안개와 학이 함께 어우러진 그 모

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외에도 식사동에는 동거리마을과 은행마을 일부, 능안골, 견달마을

과 같은 자연촌락, 아파트단지 마을 이름이 있다,

구학재고개 
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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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동의 유래가 된 가을 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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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동(楓山洞),
산에 단풍과 붉은 흙이 많아 

풍산동이 되다

풍산동은 식사동의 서남쪽에 위치한 행정동 이름으로 관내에는 법정동 풍동

(風洞)과 산황동(山黃洞)이 있다. 풍산동이란 이름은 풍동(楓洞)과 산황동(山

黃洞)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풍동은 도시개발 이전, 마을에 단

풍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며 산황동은 산에 붉은 흙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

라 한다. 관내에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은 공공기관과 함께 경의·중앙선 

전철 풍산역, 일산동구의 명소인 애니골 등이 있다. 농촌마을과 고층의 아파트

가 함께 있으며 관내에 경의·중앙선 전철과 고양대로, 백마로 등이 지나고 있

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아파트 단지는 단풍마을, 숲속마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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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楓洞),
단풍나무가 많은 곳

풍동은 풍산동을 이루는 법정동 명칭으로 농촌과 고층의 아파트, 단독

주택과 상가, 식당가, 카페촌, 공원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풍동의 동쪽으로는 식사동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마두1동, 백석1동, 

정발산동 등과 많은 면적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풍동과 마두동 사이에는 서울과 파주를 연결하는 하는 경의·중앙선 전

철이 운행하고 있으며 풍동 관내에도 풍산역이 있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

향토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식골 산치성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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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풍동도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식골

마을과 풍3리, 그리고 민마루마을 일부가 아파트로 개발되어 현재는 도

시와 농촌마을이 공존하고 있다.

풍동이란 이름은 풍동의 대표적인 마을이었던 식골(食谷)마을 인근에 

유명한 큰 단풍나무가 있어 붙여진 명칭이라 한다. 또 달리 마을 골짜기

마다 단풍나무가 많아 가을이 되면 참으로 아름다워 풍동이 되었다는 이

야기도 있다.

식골

식골은 현재 숲속마을이 들어서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이다. 일

부 도시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을 이 지역의 토박이 주민들은 지금도 식

골이라 부르고 있다. 식골은 마을 내에 논과 밭, 산이 있어 먹을 것 걱정

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식골의 대부

분 지역은 지금의 아파트 지역으로 변하였으나 식골 공원과 식골 산치

성의 지명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숲속마을

숲속마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식골 자연촌락과 산을 대신하여 만

들어진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 등이 있는 도시 마을의 이름이다. 본

래 단풍나무가 많다는 의미에서 풍동이 되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쾌

적한 숲 속의 마을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숲속마을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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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전 식골마을 모습
▼ 풍동은 단풍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 민마루의 아랫말산 모습(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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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마을

단풍마을은 숲속마을 남서쪽에 있는 아파트마을의 이름으로 풍동의 

유래가 된 단풍나무를 사용하여 단풍마을로 정하였다. 

은행마을

은행마을은 숲속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의 이름이다. 은행

나무와 같이, 여러 병충해에 강하고 많은 열매가 열리며 오래도록 행복

하자는 의미에서 은행마을로 정한 듯하다.

민마루

민마루는 은행마을 남쪽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현재 마을 가운

데로 원당에서 일산 백마 방향으로 연결된 백마로가 지나고 있다. 도로 

주변에는 자동차 전시 판매장이 다수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안쪽으로

는 논과 밭, 단독주택이 자리해 있다.

이곳을 민마루라 부르는 것은 견달산 방향에서 이어져 온 산줄기가 

이 마을에서 큰 벌판을 만나 끝나게 된다. 이 산줄기와 아랫말에 있는 

작은 민둥한 산마루가 있어 사람들이 민마루라 불렀다고 한다. 민마루

는 작고 낮은 산등성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있다.

이 민마루의 유래가 된 산등성이는 큰 용 모양이 된다. 처음 시작은 민

마루 아랫마을의 산이 용의 머리에 해당하고, 용의 배와 허리는 경로당, 

노인정 부근이며 꼬리는 식사동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지금의 백마

로가 용 모양의 민마루 산줄기를 끊어낸 결과가 되었다.

민마루에 대한 또 다른 유래 이야기로는 마을 산마루의 흙이 워낙 진

흙이 많아, 마을 전체가 진 산마루란 의미에서 민마루가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로는 마을에 작은 절이 있어 이곳에 불당과 함께 누각이 있

어 민마루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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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골

애니골은 풍산역에서 숲속마을, 단풍마을 일대에 있는 상가, 식당, 

카페, 아파트 등이 있는 마을의 이름이다. 본래 이곳은 소나무와 학이 

많다고 하여 학골로 불리던 곳이다.

1990년대 이후 일산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조금씩 집들이 들어

서기 시작한 후 지금은 고양지역에서 유명한 먹거리촌으로 성장하였다.

애니골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는 이곳이 본래는 사랑고개 즉 애현(愛

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현이 애니가 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학골 (鶴谷)

학골은 풍동 애니골 지역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다. 본래는 소나무

가 많고 주변에 산 등성이가 많아 자연 풍광이 좋은 곳으로 유명했다. 

애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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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애니골에 식당 및 카페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

금은 옛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

학골은 이곳에 있는 소나무 위에 학 (두루미)이 무리를 지어 서식했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지역의 토박이 주민들에 의하면 정발산이나 인근의 경의선 열차에

서 볼 때 수많은 학들이 소나무에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날아가는 모습

은 가히 장관 이었다고 한다.

한때는 이곳에 학골이란 이름을 쓴 상가가 있을 정도로 풍동 일대에

서는 유명한 지명 이다.

풍동에 위치한 풍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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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山黃洞),
마을에 누런 흙이 많은 마을

산황동은 풍동의 남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일산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파트와 큰 상가 등이 거의 없으며 기관

이나 단체 등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옛 모습이 잘 남아 있는 자연촌락마

을이다.

마을 앞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나 마을 내에는 

나들목이 없어 직접 이용할 수 없으며 경의·중앙선 철도인 곡산역을 많

이 이용하였다.

산황동이란 이름은 마을의 산과 밭에 붉은 황토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산황동의 붉은 흙과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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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골(溫水谷)

온수골은 마을회관에서 내곡동 방향에 있는 작은 골짜기의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따스한 온수가 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 이 온

수골에는 우물이 3개가 있었는데 이 우물은 한겨울의 강추위에도 얼지 

않고 따뜻했다고 한다. 이 따스한 우물 덕분에 마을의 아낙네들이 겨울

에도 쉽게 빨래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에 전해 오는 이야

기에 의하면 지나가던 뱀을 잡는 땅꾼이 이 우물물을 먹은 후 물에 온기

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다.

당재말

당재말은 온수골에서 서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도당제를 지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모동말

모동말은 당재말의 남쪽에 위치한 작은 자연촌락의 이름이며 달리 사

근촌이라 부르기도 한다. 모동말이란 이름의 유래는 이곳에 장마가 지

면 상류에 있던 모래가 물로 인해 내려와 이 마을에 자주 쌓이게 되었다

고 한다. 이렇게 모래가 쌓이는 마을, 모동말이 되었다는 것이다.

달보는 능성이

달보는 능성이는 앞에서 살펴본 당재말의 동쪽 긴 산줄기를 부르는 

이름이다. 산황동으로 들어오는 주 능선중에 하나이며 최근 주변에 골

프장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달보는 능성이란 지명은 이곳이 산황동 최고의 달보는 산 등성이이기 

237
고양의 지명 이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의 달을 보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점치는 

풍습이 이 마을에 전해지고 있다.

우선 정월대보름날 달이 크고 예쁘게 뜰 때 이곳에서 달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북한산(삼각산)의 어느 봉우

리로 달이 떠오르는 것인가를 보고 한해의 운을 점치는 것이라 한다. 예

를 들어 북한산의 최고봉인 북한산 백운대 위로 달이 떠오르면 그해는 

흉년이 예상되며 일명 삼형제봉으로 불리는 용혈, 용출, 의상봉으로 달

이 떠오르면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전해온다고 한다.

목골

목골은 산황동 마을회관에서 주교동 독곶이 마을 방향에 있는 작은 

산 골짜기의 이름이다. 

현재 일부는 과수원이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산 자락과 밭으로 이용

되고 있다.

목골은 예전에 이곳에 목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

진 이름이라는 설과 함께 이곳에 주교동의 장터, 큰 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하여 목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독곶이 고개

독곶이 고개는 산황동에서 주교동 독곶이 마을로 넘어가는 작은 고

개의 이름이다. 본래 길을 잘 아는 주민들만 이용하던 고개였으나 군사 

도로가 신설되고 지금과 같은 큰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고개는 낮아지게 

되었다.

주변에 군부대가 있고 숲도 우거져 있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주민들

의 왕래도 적었던 곳이다. 독곶이 고개는 산황동 사람들이 독곶이 마을

로 갈 때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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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동(中山洞),
고양역사의 중심인 고봉산이 있는 곳

중산동은 풍산동의 북서쪽에 위치한 행정동의 명칭으로 크게 중산과 하늘, 

산들마을 3곳의 아파트마을과 단독주택, 상가, 공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

화유산으로는 추만 정지운 선생의 묘와 신도비가 유일하며 안곡습지공원 등은 

고봉산을 오르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중산동이란 이름은 이곳이 개발되기 전부터 사용된 고유 지명인 중산마을에

서 유래되었다. 중산은 마을에 위치한 고봉산이 고양의 역사적 중심(中心)지에 

해당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한때 이 중산마을은 고양군 중면(中面)에 속했고 

중동(中洞)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중산동에서 바라본 고봉산, 고봉산은 고양지역 역사의 중심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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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산(高峰山)

고봉산은 중산동을 비롯한 고양지역의 주산이며 일명 테미산이라 부

르기도 한다. 해발 208.6m의 산으로 중산동 주민들이 고봉 누리길을 

통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삼국시대의 기록이 남아 있고 곳곳에

서 토기편, 기와편이 나오고 있는 고양 역사의 중심산이 되고 있다.

고봉산이란 이름에 대해서는 2가지 유래설이 있다. 먼저 이곳 고봉산

은 일산지역은 물론 파주 교하 등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산 정상에서는 

한강은 물론 개성 송악산까지 볼 수 있는 중요한 산이다. 고양지역에서 

크고 높은 산이란 뜻에서 고봉(高峰)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래설로는 이곳이 삼국시대부터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

지였다. 백제와 고구려가 이 지역의 땅을 두고 한창 싸울 때 한씨 미녀

가 고구려의 안장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산 위에서 봉화(烽火)를 피웠다

고 하여 고봉산(高烽山)으로 쓰기도 한다.

하늘마을

하늘마을은 중산마을과 함께 이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의 이름이다. 

고봉산 줄기의 남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개발전에는 논과 마을, 산이 있

던 곳이다. 

하늘마을이란 이름은 이곳이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자리해 있고, 인근

의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고층의 아파트로 지어져 높고 행복하며 하늘

과 같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240   일  산  동  구



소개울마을

소개울마을은 고봉산 아래에 있는 하늘마을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마을 이름으로 본래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

어 주변에 식당과 상가 등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지금과 같은 아파트단지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었다. 

소개울마을의 일부지역은 개발에서 제외되어 상가 및 식당, 단독주택

지로 남아 있다. 소개울은 고봉산 자락에서 시작된 작은 개울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약산마을

앞에서 소개한 하늘마을에서 원당 방향에 위치한 마을의 이름으로 예

전에는 하사관주택이라 부르던 곳이다. 

2000년대에 들어 주민들이 건강하며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약산마을이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달리 마을 뒤편에 유명한 약수가 있어 약산마을이 되었다는 이야

기도 전해진다.

중산동 개발되기 전 모습(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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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마을

산들마을은 중산동과 일산2동에 속해 있는 아파트단지의 이름으로 

산과 들이 만나는 곳에 산들바람과 같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 살기 좋은 

곳이란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말무덤

현재의 모당초등학교 부근을 부르던 옛 지명으로 본래 큰 무덤이 있

고 주변은 모두 딸기밭이었다고 한다. 이 무덤에 손을 대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 하여 훼손이나 정비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큰 무덤의 

모습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후 고양대로를 만들면서 주변의 흙이 깎여 

그 외형이 크게 달라졌으나 지명은 여전히 말무덤이라 불렀다. 말무덤

은 이곳에 말의 무덤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덕방재고개

덕방재고개는 일산복음병원에서 원당 방향에 있는 작은 고개의 이름

이다. 

본래는 비포장의 제법 높은 고개였으나 지금은 고개가 깎이고 넓혀져 

고양대로가 지나고 있다.

이곳을 덕방재라 부르는 것은 이곳 부근에 고양8현의 한 분이시며 

조선조 중기의 대학자인 추만 정지운 선생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

름이라 한다. 즉 추만 같은 덕이 있는 분이 머무르고 계신 고개라는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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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가시초가에서 바라본 정발산과 마을

정발산동(鼎鉢山洞),
정발산에서 지명 유래가 된 마을

정발산동은 풍산동의 서쪽에 위치한 행정동의 명칭이다. 인근 중산동과 풍

산동 경계 지점에는 서울과 파주를 오가는 경의·중앙선 전철이 지나고 있다. 

정발산동은 마을 내의 중심산인 정발산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정발산은 

산의 생긴 모양이 마치 솥과(鼎) 같고 밥그릇(주발, 鉢)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내에는 고양시 유일의 초가 문화재인 일산 밤가시 초가가 있고 

단독주택과 저층 빌라, 상가와 학교, 공원 등이 있다. 예쁜 단독주택지와 일식 

먹거리촌도 정발산동의 명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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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가시 마을

밤가시 마을은 정발산동에 있는 지명으로 예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땅

이름이다. 한문으로는 율동(栗洞)이라 했으며 밤가시 마을과 함께 밤가

시초가가 남아 있어 그 유래를 알 수 있다.

이곳을 밤가시로 부른 것은 조선시대 전기부터로 추정된다. 당시 기

록에는 고양군에 율악부곡(栗岳部曲)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밤

가시라는 명칭은 이곳에 밤나무가 많아 가을이 되면 밤가시가 정발산과 

함께 마을 전체를 뒤덮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도 밤가시 마을에는 밤나무로 지어진 밤가시 초가집과 밤나무가 

남아 있어 지명의 유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밤가시 마을의 유래를 보여주고 있는 밤가시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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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골

명자골은 현재의 밤가시초가에서 서쪽에 있던 골짜기의 이름으로 당

시에는 밤가시 마을과 닥밭마을이 경계를 이루고 있던 곳이다.

이곳을 명자골이라 부르는 것은 고양8현의 한 분이며 조선조 중기의 

학자며 관료였던 사재 김정국 선생과 관련이 있다. 사재 선생은 이곳에

서 추만 정지운 선생과 같은 인물들을 배출하여 유명한 학자가 머문다

는 뜻에서 명자골이라 했다고 한다. 

또한, 명자골에 이들 유학자를 기리는 사당을 지어 이곳을 일명 사당

골로 부르기도 했다.

현재 정발산 아래, 아람누리 방향에 있는 사재정 정자의 이름도 사재 

김정국 선생의 호를 따서 붙인 것이다. 이곳 명자골, 사당골을 또 달리 

우두머리란 지명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 지역 학문의 우두머리

가 머물렀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오미동(五尾洞)

오미동은 밤가시 마을 일대를 부르던 이름으로 지형적으로 볼 때 밤

가시 마을 주변의 작은 산줄기가 모두 5개의 꼬리 모양을 하고 있어 붙

여진 이름이라 한다.

백학동(白鶴洞)

백학동은 밤가시 초가에서 중산동 하늘마을 방향에 있던 지명으로 오

래전 이곳에 흰 백학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양지마을

밤가시 마을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햇빛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라

고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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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 공원

사재 공원은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는 공원의 이름이다. 

공원 내에는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등이 들어서 

있다.

사재라는 이름은 조선조 중기의 대표적인 학자, 정치인, 목민관이었

던 사재 김정국(思齋 金正國, 1485-1541)의 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김정국 선생은 황해도 관찰사에서 물러난 뒤  고양군 정발산 부근에서 

살면서 추만 정지운 선생 등 후학을 배출했다. 이곳에서 사재 선생은 촌

가 구급방, 등을 편집하는 등 20년간 고양지역에 큰 족적을 남긴 고양8

현 중 한 사람이다.

고양시에서는 공원 이름을 선정하면서 김정국 선생의 업적을 후대에 

기리기 위해 사재 공원이라 하였다.

율동(栗洞)

율동은 밤나무 마을을 한문으로 표기한 이름이다, 이곳에는 조선조 

초기 이영득 이란 분이 마을에 처음 거주하면서 밤나무를 심고 특산물

로 국가에 공납했다고 한다. 단양 이씨의 후손들은 그 후 계속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아왔는데 1990년대 초반 일산신도시 개발로 모두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지금은 밤가시 초가집이 남아 있다.

현재도 율동 이란 이름은 학교 이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이다.

이곳 밤가시 마을에는 이외에도 육골, 곰말, 집넘어말, 새말, 장모탱

이 등의 지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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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獐項)1, 2동(洞),
한강과 정발산 사이,

노루(獐)의 길목(項)마을

장항동은 정발산동의 서남쪽에 위치한 법정동의 명칭으로 행정동으로는 장

항1, 2동이 있다. 장항1동 지역은 밭과 창고, 단독주택이 많으며 장항2동 지역

은 아파트와 대규모의 상가, 오피스텔 등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장항동

에는 세계적인 장항습지를 비롯하여 고양지청, 법원, 사법연수원 등이 있고 호

수공원의 대부분도 장항동에 속해 있다.

장항동은 오래전부터 일명 놀메기라 불려 왔다. 장항동의 지명 유래에 대해

장항습지의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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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이곳이 정발산과 

한강사이에 있는 노루의 길목이란 의미에서 노루목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옮긴 것이 장항(獐項)이 되는 것이다. 또 달리 장항동이 풍수지리적으로 노루

의 목에 해당하는 곳이라 하여 장항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다.

닥밭, 저전(楮田)

저전마을은 다른 이름으로 닥밭이라 불리던 마을 이름이다.

일산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장항리를 대표하는 마을 중 하나로 정발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의 저동초등학교 부근과 양지마을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집

들이 많았다. 닥밭이란 이름은 종이를 만들 때 원재료가 되는 닥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저전은 닥밭을 한문으로 표기한 이름이다.

개발 전 장항 닥밭마을에 있던 
측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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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저동초·중·고등학교는 이 저전에서 유래된 학교 이름들이

다. 당시 닥밭마을은 그 면적이 넓어 많은 자연지명이 있던 곳이다. 

궁골, 이물재산, 구석말, 마진재고개, 구두머리 등이 대표적인 닥밭

의 옛 지명들이다.

놀메기

놀메기는 현재의 일산 정발산역 일대를 부르던 옛 지명으로 노루의 

길목이라는 장항동의 지명유래가 된 마을이다. 당시에는 신촌(새마을), 

가마동재, 안산, 박석고개, 구석말, 차돌봉, 냉적골, 구렁목, 냉밑, 다방

골 같은 여러 자연지명이 있었다. 놀메기는 노루목을 쉽게 부르는 명칭

이다.

무검(巫劒)

무검은 장항1동에 속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현재는 창고와 밭, 상가 

현재의 장항동 고층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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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본래 일산 평야를 이루는 큰 벌판이 있던 곳

이었으나 자유로가 개통되고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논과 밭을 대신

하여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무검이란 이름은 이곳이 한강변에 있어 자주 물이 범람하여 마을 주

민들이 피해를 보곤 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고 홍수의 범

람을 예방하기 위해 굿을 지내곤 했다고 한다. 이때 무녀가 칼을 들고 

춤을 추었다고 하여 무검이라 부른다고 한다. 

산염(山鹽)

산염은 무검마을에서 능곡 방향, 즉 남쪽에 위치한 자연촌락마을로 

장항1동의 행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마을은 한강변에 위치한 

곳으로 예전 강에 제방이 없을 때는 많은 배가 이곳 산염마을 앞을 지나 

서울과 강화도를 왕래하곤 하였다. 어느 해 소금을 가득 싣고 한강을 운

행하던 배가 산염마을 앞에서 침몰하여 이 마을 앞에 소금이 산처럼 쌓

였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산염이라 했다고 한다.

또 달리 이곳에 작은 나루터가 있었는데 주로 소금을 거래했다고 한

다. 소금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이 나루에 소금이 산처럼 쌓여 팔

려 나갔다고 하여 산염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노점(蘆苫) 노첨 

노점마을은 흔히 노첨으로 불리는 자연촌락마을이다. 장항1동에 속

해 있으며 산염마을의 남동쪽에 있다.

노첨은 이 마을이 한강변에 있어 장마나 홍수가 자주 발생하여 마을 

주변에 갈대풀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이 갈대를 잘라 생계를 유지하기

도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발간된 책자에는 이 지역의 특산물로 갈대가 

기록되어 있고 갈대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의 관리가 파견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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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명했던 곳이다.

노첨은 마을에 워낙 갈대가 많아 갈대 노자에 덮을 점자를 써서 노점

이라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노첨으로 바뀐 것이라 한다.

백신(白新)

백신은 행정구역상 장항1동에 속해 있으며 법정동으로는 백석동에 

속해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노첨의 동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장항로 도로로 보면 능곡 방향이 

된다. 백신은 본래 백석5리에 있던 마을로 백석동의 여러 마을 중 가장 

나중에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에서 백신마을로 부르고 있다.

호수(湖水)마을

호수마을은 장항2동의 아파트마을 이름으로 이 부근에 한국에서 가

장 아름다운 인공호수인 일산호수공원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일산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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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말산 

아랫말산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 있는 작은 산의 이름이다. 신도시 

개발과정에서도 보존되어 현재 호수공원의 서북쪽에 남아 주민들의 쉼

터, 숲속길로 이용되고 있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주엽리는 위쪽을 상주(上注)와 아래쪽의 하주 

(下注)로 불렀다.

이 때 하주마을(아랫말)에 있는 산이라 하여 아랫말산이라 부르게 되

었다. 산 아래에 돌빵구지란 이름이 있어 마을의 명소였으나 신도시 개

발 전에 사라져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신도시 개발 전에는 주엽리에 속했으나 지금은 장항2동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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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馬頭)1, 2동(洞),
말의 머리에 해당하는 마을, 

일명 말머리로 불려

마두동은 일명 말머리로 불리며 현재 1동과 2동으로 행정동이 나누어져 

있다.

이곳을 마두라 부르는 것은 마을에 있는 정발산의 모양새가 마치 말의 머리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달리 정발산은 큰 말(馬)에 

해당하는데 이 중 마두동이 말(馬)의 머리(頭) 부분에 속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마두동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단독주택 마을이 있으며 일산동구청, 마두 

전철역과 정발산, 국립암센터, 학교와 중앙로 등 여러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

로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백마(白馬)마을

백마마을은 마두1동의 아파트 이름이다. 백마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

된 것은 경의·중앙선 백마역과 백마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백마는 백석리와 마두리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생긴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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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마두동의 유래가 된 정발산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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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촌(姜村)마을

강촌마을은 백마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아파트마을 이름으로 행정동

으로는 마두2동에 속한다.

강촌이란 이름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진주 강(姜)씨 성을 가진 주민들

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강촌마을과 백마로 ▲

개발되고 있는 마두동의  옛 모습 ▶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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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강촌마을은 정발산 자락에 있는 농촌마을로 앞

으로는 큰 벌판이 있는 곡창지대로 유명했던 곳이다.

낙민(樂民)

낙민마을은 강촌마을의 서쪽 한강 방향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정발산과 일산평야가 만나던 곳에 자리해 있었다. 

이곳을 낙민이라 부르던 것은 마을에 모든 것이 풍부하여 주민들이 

늘 즐긴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달리 이 마을에 유명한 

두레패가 있어 주민들이 악기를 잘 다루어 낙민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이 마을의 이름을 딴 낙민초등학교가 마두2동에 있다.

 

설촌(卨村)

설촌은 백마마을 서북쪽에 있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현재의 빌라

와 저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함께 있는 곳이다.

경의·중앙선과 정발산 사이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능곡과 일

산이 연결되는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였고 비교적 인구밀도도 높았던 

곳이다. 

설촌이란 이름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설씨 성을 가진 주민들이 집성촌

을 이루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냉천(冷泉), 냉촌마을

냉천마을은 일명 냉촌마을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설촌마을에서 일산

역 방향, 즉 북쪽에 위치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경의·중앙선과 정발산

이 가까이 있던 마을이다.

대부분 논과 밭농사 위주의 농촌마을이었으나 신도시개발로 지금은 

학교와 공원 상가, 빌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57
고양의 지명 이야기



이곳을 냉천이라 부르는 것은 마을에 차가운 샘이 계속 솟아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냉천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일부에서는 냉촌

말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모범마을

강촌마을의 북쪽, 정발산 자락에 있던 마을의 이름이다. 강촌과 설

촌 마을 사이에 있는데 마두동의 여러 마을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곳이다. 모범마을은 마두동의 마을 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발된 마을이

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도두머리

도두머리는 정발고등학교에서 경의·중앙선 방향에 있던 옛 지명이

다. 도두머리는 마두동과 풍산동 사이인데 마두동의 여러 마을 중에서 

으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도두(都頭) 머리라 불리고 있다.

도두머리는 본래 정발산의 산 줄기가 길게 뻗어 경의·중앙선까지 

이어졌는데 집은 거의 없었고 산과 밭, 작은 과수원이 있었다. 마을 주

민들의 일부는 마두리 냉천 마을 일대를 도두머리라 부르기도 하였다.

능안골

능안골은 정발산의 동쪽, 지금의 국립암센터가 있는 지역의 고유지

명이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능안골에는 마을은 없었고 일부는 밭과 

산골짜기가 있던 곳이다.

능안골이란 이름은 이곳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자리여서 본래 능

을 쓰려해서 능골이 되었고 이 능골 중에서 안쪽에 있다고 하여 능안

골 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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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白石)1, 2동(洞),
  마을에 있는 흰돌에서 백석동이  

시작되다

백석동은 마두동의 남동쪽에 위치한 법정동의 이름으로 행정동으로는  

1동과 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백석동에는 고속버스터미널, 백석역, 일산병원을 비롯하여 고층의 아파트와 

백석동의 유래가 된 백석(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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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덕양구 지역에서 일산신도시로 진입하는 

입구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백석동은 이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백석(白石, 흰돌)이 있어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이 흰돌 백석은 백석체육센터 동쪽에 자리해 있는데 높이는 1m 

20cm, 넓이는 1m 40cm의 규모이다. 

이곳 백석에서는 매년 3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돌을 닦고 제를 지내는 백석

동 흰돌제례 행사가 전해져 오고 있다. 제례의 독특성과 절차, 원형보존의 의

미 등 문화적 가치가 있어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백송(白松)마을

백송마을은 백석1동의 아파트단지 이름이다.

백송마을의 유래가 된 천연기념물 송포 백송(덕이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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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백송마을로 부르는 것은 백송이 고양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며 

일산서구 송산동의 송포백송이 고양시의 유일한 천연기념물 나무이기 

때문이다.

백송은 예로부터 고귀함을 나타내기도 하며 백송의 흰색과 같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의 지조를 상징하기도 한다.

흰돌마을

흰돌마을은 백석2동의 마을 이름으로 흰돌은 백석(白石)을 한글로 옮

긴 것이다. 

백석동의 흰돌은 일산신도시개발과정에서도 보호되고 있는 바위로 

백석동의 상징과 같은 바윗돌이다.

방기(方基), 방터골

방기, 일명 방터골마을은 현재의 강촌마을 내에 있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무덤이 많은 산과 한옥의 단독주택, 밭, 논이 있던 마을이다. 

일산신도시개발로 현재는 옛 흔적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마을의 

개발되기 전 백석동  방터골마을(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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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으로는 능곡과 일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가며 마을 앞으로는 한

강과의 사이에 넓은 일산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방기, 방터골은 이 마을에 오래전부터 방(方)씨가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마을 뒷산에는 문인석, 비석, 상석 등이 갖추어진 방씨의 선산

이 자리하고 있었다.

청천(靑泉) 샘푸리

청천마을은 현재 백마역에서 곡산역 방향에 있던 마을의 이름이다. 

예전에는 고양군 일산읍 백석2리로 일명 샘푸리마을로 부르곤 했다. 마

을 서쪽으로 일산과 능곡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나고 마을 동쪽으로는 

경의선 기차가 지나는 곳에 있었다.

농촌마을에서 현대적인 도시로 바뀐 백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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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는 한옥과 밭, 과수원, 묘, 작은 상가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고

층의 아파트로 바뀌었다.

이곳을 샘푸리라 부른 것은 이곳 마을에 맑고 푸른샘이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한문으로는 청천, 또는 천청으로 쓰기도 하였다.

난산(卵山) 알뫼

난산, 일명 알뫼, 알미마을은 신도시개발 이전에 있던 마을 명칭으로 

샘푸리마을에서 서남쪽에 있던 마을 이름이다. 마을 뒤로 일산과 능곡

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났고 마을 앞으로는 한강과의 사이에 넓은 평야

가 펼쳐진 마을이었다.

이곳을 난산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이 풍수지리상 알 모양의 산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부르기 쉽게 흔히 알미, 또는 알뫼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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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白石), 흰돌마을

백석마을은 옛 백석4리에 속했던 마을 이름으로 난산, 알미마을의 남

쪽에 있었던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현재는 일산병원 주변이 되며 현재 

백석동의 유래가 된 마을이다.

백석 또는 흰돌, 핸둘 등으로 불리던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흰 바위

가 있어 백석, 흰돌마을로 불려 왔다. 

검바골

검바골은 현재의 백석1동행정복지센터 부근을 부르는 옛 이름으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명이다. 검바골은 신도시 개발 전 능곡과 

일산을 연결하던 도로 인근의 마을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곳이다.

검바골은 검은 바위골을 줄여 부르던 이름이라 한다.

편촌(片村)마을

편촌마을은 백석동에 있던 옛 지명으로 현재의 백마중학교 부근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편촌마을은 일산읍 백석2리에 있던 마을인데 이 마을에 오랫동안 편

씨(片氏) 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밭

과 논, 그리고 마을과 집이 있던 편촌마을은 당시에 비교적 큰 마을 이

었으나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섰다.

흰돌 장터

백석동 일산병원에서 대곡역 방향에 있던 고유지명이다. 현재 마을 

주민들이 부르고 있는 노고산의 동남쪽에 해당하며 매년 주민들이 흰돌 

제사를 지내는 백석공원에서는 북동쪽에 있는 땅 이름이다. 현재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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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환경에너지 시설 부근이 된다. 이곳은 100 년 전, 한강에 제방이 쌓이

기 전, 현재의 도촌천을 따라 작은 배가 들어오고 이 부근에 백석, 흰돌 

장(場)이 서면서 이곳을 장터라 부르게 되었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옛 장터가 있던 곳이라 하

여 구(舊) 장터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에 있던 백석장은 1900년대 초반 

지금의 경의선 기차가 개통되고 새롭게 일산장이 만들어지면서 사라지

게 되었다.

백석 흰돌 장터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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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





일산(一山)1, 2, 3동(洞),
1900년대 초반부터 

널리 사용한 이름, 일산

일산동은 일산서구 최대의 행정동, 법정동 마을로 일산1, 2, 3동으로 나누어

져 있다. 일산1동은 경의·중앙선을 경계로 하여 일산신도시 지역과 경계를 이

루고 있는데 고층의 아파트와 상가, 단독주택 등이 있다. 

2동은 1동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일산장과 산들마을 일부, 일산서구 보

1930년대에 지어진 옛 일산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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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 등이 자리해 있다. 일산3동은 일산신도시로 개발된 후곡마을로 고층의 아

파트가 들어서 있는 마을이다.

일산이란 이름은 1900년대 초반, 경의선에 기차역을 신설하면서 일산이란 이

름을 사용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본래 이름인 와동(瓦洞)마을

을 일산리로 바꾸면서 고정된 지명으로 불리었다. 인근에 있는 큰 마을인 한산

(寒山, 韓山)을 일산(一山)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중면 일산

리 일대가 일산읍으로 변경되었고 1990년대 초반 일산신도시의 개발로 일산이

란 이름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고양의 대표적인 지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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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三井)

삼정은 일산중고교에서 덕이동 방향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본

래 삼정은 삼재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단독주택과 소규모의 상가 등이 있던 일산동의 큰 마을이었다.

삼정이란 이름은 이 마을에 우물이 세 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

데 세 개의 우물은 황새우물, 대동우물, 빨래우물이라 하였다. 이 우물

들은 각기 독특한 특징이 있어 명칭도 이와 비슷하게 불리게 되었다.

독정(점)

독정은 앞에서 살펴본 삼정마을 건너편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본래는 경의·중앙선 주변의 단독주택마을로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독, 

항아리 등을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이곳의 독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경의선을 통해 다른 지역에 운송하였는데 장날 등에는 많

은 양의 질그릇이 팔려 나갔다고 한다.

또 달리 이곳에 일본의 기업인 삼정(마쓰이)회사가 있던 곳이라 하여 

삼정이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정산(井山)

정산은 삼정마을의 동쪽 정면에 있던 산의 이름으로 현재의 일산중, 

고교가 있는 곳이다. 이곳을 정산으로 부르는 것은 삼정마을 부근에 있

는 유명한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정산에서는 매년 1회씩 

산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구시장터

구시장터는 일산초등학교와 현재의 일산시장 사이에 있는 옛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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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던 곳을 부르는 이름이다. 경의선 주변에 위치한 구 시장터는 한때 크

게 번성하였으나 지금의 일산시장 부근으로 옮겨졌고 이를 대신하여 구 

시장터에서는 우(소)시장이 운영되었다고 한다.

동거리(東街)

동가(동거리)는 현재의 일산서구 보건소 및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한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이다. 일산역과 일산시장 등 일산의 중심

가에서 보았을 때 동쪽에 있는 거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동거

리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한다.

장작골

장작골은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쪽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

로 본래 전형적인 산골짜기마을이었으나 1980년대에 도시화가 이루어

져 연립과 빌라 등이 들어선 곳이다. 

고양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일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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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골은 이곳이 고봉산 자락으로 겨울에 난방용으로 사용하게 될 땔

감, 즉 장작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 장작의 대부분은 참나무였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 장작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후곡(後谷)마을

후곡마을은 일산3동의 아파트단지 이름이다. 후곡이란 이름은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지명으로 일명 뒷골이라 불렀다. 

후곡이란 이름은 일산지역의 중심지에서 볼 때 뒤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에서 후곡마을이 되었다.

▲ 오랫동안 뒷골로 불리던 후곡마을
▼ 개발 전 후곡마을의 옛 모습(1990년)

272   일  산  서  구



개주골

개주골은 현재의 신일중학교 부근을 부르던 옛 지명이다.

예전에는 밤가시초가에서 일산역으로 가는 중간에 있던 마을이었으

며 기와집이 줄지어 있을 정도로 기와집이 많다고 하여 기주골로 부르

다가 후에 개주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리랑고개

아리랑고개는 현재의 신일중학교와 후곡마을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

던 작은 고개의 이름이다. 본래 이곳을 뺄고개라 부르기도 했으며 아름

드리나무가 많고 인적이 적었다. 1970년대 이후 조금씩 사람들이 거주

했고 일산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던 곳이다.

이곳을 아리랑고개라 부르던 것은 예전에는 이 마을 부근에서 초상

이 나면 공동묘지로 모시곤 했는데 이곳이 바로 공동묘지로 가는 길목

에 해당하여 이 고개를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하여 아리랑고

개라 했다고 한다.

후곡 오거리

후곡, 뒷골 오거리는 현재의 후곡마을 아파트단지에 포함된 옛 지명

으로 일산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후

곡마을의 중심이 되던 곳이다.

이곳을 오거리라 부르던 것은 일산역으로 가는 길, 능곡 방향으로 가

는 길, 주엽리로 가는 길, 송포 방향으로 가는 길, 웃 뒷골로 가는 길 등 

모두 오거리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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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재

매봉재는 후곡마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옛 고개의 이름이다. 매봉

재는 이곳에서 매를 가지고 꿩사냥을 위해 주위를 관망하던 곳이라 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우백이 논

바우백이 논은 후곡마을에서 강선마을로 가는 도중에 있던 논의 이름

이다. 바우백이란 이름은 이 논의 가운데에 큰 바위가 박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한편 이 바우백이 논에는 큰 샘이 있었는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것

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후곡 돌다리

후곡마을에서 강선마을로 가는 중간에 있던 다리의 이름이다. 이곳에 

작은 개울이 있어 한강으로 흘러들어 갔는데 이 개울을 건너다니기 위

해 돌을 이용하여 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이곳을 후곡 돌다리라 

불렀다. 후에 넓게 콘크리트로 다리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였는데 

다리의 이름은 그대로 돌다리라 불렀다고 한다.

문화촌(文化村)

문화촌은 현재의 문화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마을의 이름이다. 

문화촌마을은 6.25전쟁 이후 만들어진 마을인데 앞으로 문화가 발달

한 마을로 변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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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현동(炭峴洞),
황룡산, 고봉산 기슭에서   

숯을 굽던 마을 

탄현동은 일산동의 북쪽에 위치한 법정동, 행정동 마을로 고양시 송산동을 

비롯하여 파주시와도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양시 서북쪽의 끝 마을이다. 

관내에 황룡산이 있고 홀트 종합복지 타운, SBS드라마 제작소, 탄현문화의 

집, 경의·중앙선 탄현역 등이 자리해 있다. 탄현마을은 고층의 아파트와 상가, 

공원, 단독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탄현의 순우리말은 숯고개로 황룡산과 고봉산 자락에 참나무가 많아 숯을 

굽던 고개라 하여 탄현(炭峴)이라 하였다. 

개발되기 전 탄현은 위쪽마을인 상탄(上炭)을 비롯해 중탄(中炭), 하탄(下

炭)마을이 있었다.

개미고개

개미고개는 탄현동과 중산동, 그리고 고봉동의 경계지점에 있는 고개

의 이름이다. 현재 고개 정상으로는 일산에서 봉일천 방향으로 이어진 

고봉로가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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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고개란 이름은 고개의 정상이 마치 개미허리처럼 좁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다.

황룡산(黃龍山)

황룡산은 일산동구 고봉동과 일산서구 탄현동의 경계에 위치한 산의 

이름으로 풍수지리상 황룡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황룡산에서 고봉산 방향으로 이어진 긴 산줄기 

모양이 마치 황룡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갓골

갓골은 탄현동에서 고봉산 방향에 있던 작은 골짜기의 이름이다.

골짜기의 모양이 마치 사람이 예전에 쓰고 다니던 갓 같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라 한다.

병안

병안은 현재의 탄현동 고봉로에서 황룡산 자락 방향에 있던 작은 자

연촌락의 이름이다. 병안은 이곳 골짜기의 생긴 모양이 마치 유리병처

럼 처음에는 좁았다가 들어가면 넓어져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황룡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탄현동 황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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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작골

새작골은 개발전 유명했던 탄현 숫고개 약수터가 있던 곳의 지명이

다. 새작골은 새로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범룡골

범룡골은 탄현동의 대표적인 골짜기의 이름으로 황룡산 자락에 있던 

지명이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나무가 많아 예전에 호랑이(범)가 자주 

나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또 달리 풍수지리상 이곳이 

명당자리로서 범과 용이 다투는 형상이라 하여 범룡골로 불렀다는 이야

기도 있다.

하탄마을에 들어선 공원과 아파트 ▲

개발되기 전 탄현동 모습(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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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注葉)1, 2동(洞),
나뭇잎이 개울 물 위로 흐르던 마을

주엽동은 일산3동인 후곡마을 서쪽에 위치한 법정동 마을로 현재 행정동은 

1동과 2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이루어진 마을로 1동 지역

은 예전에 이곳이 신선이 내려올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여 강선(降仙)으

로, 주엽2동은 큰 글방이 있었다는 뜻이 있는 문촌(文村)을 마을 이름으로 쓰

고 있다.

주엽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중기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지명이며 한

강으로 연결된 작은 개울물에 나뭇잎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달리 한강물을 끌어들여 주엽나무를 길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

기도 한다. 

예전부터 이 지역 토박이들은 주엽동을 한글로 줄여 흔히 "줴비마을"로 불

러왔다.

개발 전 주엽동의 옛 모습(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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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降仙)마을

강선마을은 주엽1동에 속한 아파트 단지의 이름으로 인근에 있는 문

촌마을과 함께 주엽동을 이루고 있는 주요 마을이다.

강선이란 이름은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지명이

다. 정발산에서 이어진 산줄기가 길게 이어져 이곳 강선마을에까지 뻗

고 경치가 아름다워 마치 신선이 내려올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다. 강선마을의 뒤편에는 강재라는 고개가 있었다. 이곳에는 소나무 등

이 울창했는데 마을 앞으로는 한강 방향으로 이어진 큰 벌판이 있던 아

름다운 마을이었다.

문촌(文村)마을

문촌마을은 강선마을의 서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이름이다. 주엽2

동에 속하며 고층의 아파트와 학교, 단독주택, 상가 등이 들어서 있다.

민마루로 불리던 문촌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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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촌마을을 흔히 인근 사람들은 민마루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 또한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사용한 고유한 이름이다. 

문촌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인근에 널리 알려진 학문을 배우던 글방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주엽 신촌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주엽1리를 부르던 이름이 신촌, 즉 새말이다.

새말은 주엽동의 여러 마을 중 가장 늦게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이라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산 내에 신촌초등학교 등에 

이 명칭이 사용되었다.

장구뫼(장구산)

신촌마을 내에 있던 자그마한 산의 이름이다. 

마을 입구에 있는 산인데 산의 생긴 모양이 마치 전통악기 중 하나인 

장구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예전에 한 세도가가 이곳에 무덤을 

쓰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무덤 앞에 상석과 문인석, 망주석 

등 여러 석물을 설치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석양이나 큰 비석을 더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결국은 망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말하길 장구는 그 소리가 잘 나야하는 악기인데 장구 위에 

자꾸 돌을 얹으니 소리를 낼 수 없어 결국 집안이 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복사골(도화동)

복사골은 신촌마을 내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큰 축사가 있던 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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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도화동 즉 복사골이라 부른 것은 이곳에 큰 복숭아 과수원이 

있어 복숭아 꽃과 복숭아 열매로 유명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마리(五馬里)

오마리는 신촌마을에서 한강 방향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현재

는 문촌마을에 포함된다. 신도시 개발 전에는 주엽2리에 속했던 마을로 

마을 앞으로 큰 벌판이 있고 일산역 방향으로는 작은 산이 자리하고 있

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이곳 오마리라는 지명에는 여러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 대표

적인 것이 오마리와 아기장수의 이야기다. 예전에 이곳 바로 옆동네인 

문촌마을 골동산에 아기장수가 살고 있었는데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것이 일반 사람과는 크게 다른 점이었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기장수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것이라며 잘 돌봐 주었는

데 어느 날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다고 

한다. 

아기장수가 사라진 뒤 이곳 오마리마을에 흰말 다섯 마리가 나타나 

하늘을 날며 아기장수를 기다리다 결국 나타나지 않자 문촌마을 골동산 

바위에 머리를 박은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이때부터 아기장수를 태울 신령스러운 말 다섯 마리가 나온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오마리라 불렀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과는 달리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오(吳)씨 성을 가진 주민

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왔기 때문에 오마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

해지고 있다. 실제로 이곳에는 해주 오씨 주민들이 많이 살았다.

이러한 오마리의 지명은 현재 오마초등학교 등 학교명칭 등으로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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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산

골동산은 주엽3리 문촌마을에 있던 산의 이름이다. 주엽동 및 후곡마

을, 대화마을, 강선마을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산 정상에서는 인

근의 마을은 물론 한강과 고봉산, 심학산, 정발산 등을 모두 볼 수 있었

다. 주엽리 마을의 주민들은 이곳 골동산을 마을의 큰 자랑으로 삼곤하

였다. 산 정상에는 어디서나 보이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곳을 골동산이라 부른 것은 돌이 많은 산이었는데 아기장수들이 이

곳에 굴을 파고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곳에 있던 아기

장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아기장수가 돌아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의 지명을 골동산으로 썼다고 한다. 

골동산에는 차돌과 같이 둥글게 생긴 큰 바위들이 많이 나와 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돌들은 별도로 모아져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개발 전 문촌마을 골동산 모습(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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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이곳 골동산에 일본인들이 쇠말뚝을 박아 더 이상 장사가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문촌마을 서당터

문촌마을의 아랫마을에 있던 지명으로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문촌

의 유래가 되는 서당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인근에 널리 알려진 서당으

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닦아 이 마을의 이름이 문

촌(文村)마을이 되었다.

강재

강재는 신도시개발 이전 당시 주엽4리 강선마을에 있던 고개와 마을

의 이름이다. 강재란 이름은 강선마을로 들어오는 고개라는 의미와 함

께 한강으로 가는 고개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또 달리 이곳은 정발산에서 이어져 온 산 줄기가 이곳에서 큰 벌판을 

만나 끝나게 되는데 그 경치가 아름다워 선녀가 내려온 고개라 하여 강

재라고 불렀다고 한다.

궁골

궁골은 강선마을에서 정발산 방향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이곳

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임금이 쉬었다가 가는 작은 궁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이곳은 산과 벌판이 만나는 곳으로 예전에는 한강물이 

마을 앞에까지 오곤 했는데 왕은 배를 타고 이곳 궁골까지 와서 쉬었다

가 돌아가곤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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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동의 역사를 원위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엽동 회화나무(호수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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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동

문촌마을과 강선마을 경계에 있는 작은 소지명으로 신도시개발 전에

는 이곳에 소나무가 우거져 인적이 드물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곳이라 한다. 이 축동의 나무들은 마을 밖에서 마을 안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한강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 심었다고 한다. 축

동은 나무가 심어진 장소를 부르는 이름이다.

상주(上注)

상주는 신도시개발 전 주엽5리를 부르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지금

은 호수공원 내에 포함되어 집은 모두 없어지고 주엽동 회화나무만이 

남아 있어 옛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상주라는 지명은 위쪽에 있는 주엽리라는 뜻이다. 이곳 호수공원 일

대에는 상주와 하주가 있었는데 상주마을에는 회화나무가 남아 있고 하

주마을에는 아랫말산이 지금도 남아 있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분두재

분두재는 강선마을에서 상주, 하주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작은 

고개의 이름이다. 주로 나무와 무덤이 있던 곳으로 분두재란 이곳에서 

붉은 황토가 많이 나와 붙여진 고개 이름이라 한다. 

장승논과 황새논

상주마을에 있던 논의 이름으로 예전에 큰 장승 두 개가 있어 장승논, 

황새를 만들어 세웠다고 하여 황새논으로 불린다.

이곳에 장승과 황새를 만들어 세운 것은 마을의 화재를 예방하고 마

을을 지키기 위함이라 한다. 즉 이곳 상주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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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이영은 물론 담장과 변소(뒷간) 등도 모두 볏짚을 이용하여 지어

져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계속 일어나 인명, 재산상에 큰 

피해를 보자 마을 사람들이 장승과 황새를 세워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

는데 이후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주(下注)

하주는 상주마을에서 한강 방향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현재 호

수공원의 생태학습장과 호수가 있는 곳이다. 마을 앞으로 작은 산이 있

었는데 일명 아랫말산이라 불렀고 지금도 호수공원내에 남아 있다.

하주는 주엽리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흔

히 아랫말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는데 아랫말과 

웃말의 경계는 지금도 호수공원에 남아 있는 회화나무 부근이 되었다.

호수공원 내에 있는 아랫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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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빵구지

돌방구지는 현재 호수공원내에 남아 있는 아랫말산의 남서쪽에 있는 

지명이다. 돌빵구지는 예전에 한강의 배들이 들어와 머물던 선착장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주민들의 휴식처로도 이용되던 곳이다.

돌빵구지란 지명은 이곳에 큰 바윗돌이 많이 있어 붙여진 지명인데 

구지는 곶(串)이란 뜻으로 땅이 벌판이나 강가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다. 주엽리 돌방구지 앞에는 본래 4백 여평 규모의 연못

이 있어 낚시와 수영을 즐겼는데 이 지역의 농지정리 때 없어지고 돌빵

구지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장풍(창포개울)

장풍개울은 정발산 방향에서 흘러온 물이 이곳 주엽리를 거쳐 한강으

로 흘러들어 가던 개울의 이름이다.

여인들이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던 창포가 많은 개울이라 하여 창포

개울이라 부르다가 그 명칭이 바뀌어 장풍개울로 불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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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大化洞),
작은 마을이 큰 마을로 

발전될 것을 예상한 이름

대화동은 주엽동의 서북쪽에 있는 법정동, 행정동의 명칭이다. 대화동은 대

화동 행정복지센터 관할의 대화동과 송포동 관할구역의 대화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화동에는 종합운동장, 킨텍스, 한류월드, 대화레포츠 공원, 고양 생태 

공원 등으로 유명하며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원, 학교,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

루어진 마을이다.

대화동이란 명칭은 본래 이곳이 성저, 뱀개, 김서, 김동, 백암, 장촌, 양촌 등 

여러 자연촌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여러 마을이 합쳐 큰 마을인 대화(大化)

가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성저(城低)마을

성저는 행정동인 대화동에 속한 마을 이름으로 단독주택, 빌라, 다세

대주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성저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불린 오래된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기록

을 보면 이곳에 토성의 흔적이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성저는 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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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쌓은 것으로 보이는 토성(土城)의 밑, 아래(低)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저마을 앞 들판에 마치 논

뚝과 같은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

울 정도로 대규모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성뜰

성뜰은 성저마을 앞 벌판에 있던 지명이다.

이곳 성저마을이 성 아래에 있어 붙여진 지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지

명이다. 성뜰은 일종의 토성을 부르는 이름인데 성저리에서 가와지 마

을, 그리고 북쪽의 왕산 방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성저마을과 성저공원, 성저공원은 개발 전부터 있던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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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王山)

왕산은 뱀개마을에서 덕이동 방향, 즉 북쪽에 있는 산으로 대화동 일

대에서는 최고로 높고 큰 산이었다. 

왕산이란 이름은 산의 모양새가 마치 왕릉처럼 당당하고 높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또 달리 이 산 정상에 큰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의 크기와 규모가 마치 왕릉 같다고 하여 왕산으로 불렀다고 한다.

왕산에서는 인근의 대화리는 물론 송포 및 정발산, 고봉산을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풍광이 좋았다고 한다. 후에 왕산 아래로는 송포면의 공

동묘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장성(長成)마을 

장성마을은 성저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의 이름이다. 이곳 

장성이란 이름도 신도시개발 이전부터 있었던 명칭이다. 

장성마을은 민족의 아픔인 6.25전쟁이 끝난 후 경기도 장단 지역의 

주민들이 새롭게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근의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일명 수용소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장성마을 

주민들은 이 지명보다는 장단 사람들이 새로 이룬 장성마을로 불리기를 

원하였다. 

1986년 1월 25일 수용소란 이름이 여러 가지로 마을 이미지에 적합

하지 못하여 새롭게 장성마을로 정하게 되었고 동리명칭을 표석으로 새

기게 되었다. 장성마을 사람들은 이 이름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여 마을 

입구에 장성지명을 표시하는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도 옛 장성마을 부근 

공원에 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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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촌(長村, 場村)마을

장촌마을은 장성마을의 남쪽에 있던 마을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전

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던 곳이다.

장촌을 다른 이름으로 장말이라 부르기도 했다. 

장촌이란 이름은 마을의 주택들이 이어져 마을이 길다고 하여 장촌

(長村)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또 이와는 달리 이 마을

에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던 곳이라 하여 장촌(場村)으로 불렀다는 이야

기도 있다. 

실제로 이곳 대화동에는 백암장, 장촌장 등이 옛 기록에 보인다. 이곳 

장촌에 있던 전통장은 한강의 수로와 육로가 만나는 요충지로 한때 크

게 번성하였으나 1900년대 초반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급속히 쇠퇴하여 

현재의 일산장에 흡수되었으며 장촌이란 지명만 사용하고 있다. 

가와지(家瓦地)

가와지는 성저마을과 장촌마을 사이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가와지는 일명 가라지라고도 불렀는데 가와지란 이름은 이곳에 기와

고양 가와지 볍씨(5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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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곳 가와지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일산신도시개발 당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하여 5000년 전, 국내 최고의 재배 볍씨인 고양 가와지 볍씨

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가와지 볍씨는 땅속 지하층인 토탄층(土炭層)에

서 발굴되었으며 이 볍씨의 발굴로 가와지란 이름이 외부로 널리 알려

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쇠맷간

쇠맷간은 성저마을에서 덕이동 한산마을 방향에 있는 지명이다.

이 지명은 벌판 방향으로 작은 산이 두 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소

의 머리와 같고 그 앞에 연못이 있는데 소들이 자주 가서 물을 먹었다고 

하여 쇠맷간이라 부르게 되었다. 

예전 농사일이 바쁠 때 이곳에 소를 메어 두고 물을 먹게 하였는데 이 

지역의 경지정리 때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고리포동

고리포동은 가좌동과 송포동 사이의 장월평천 부근에 있는 지명이다.   

장월평천의 개울물은 고봉산 부근에서 시작되는데 이 물은 모두 송포들

판을 지나 한강으로 들어간다.

고리포동은 장월평천의 물을 동뚝으로 막아 물수세(고리)를 받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리포동의 작은 물 저수지에도 주인이 있어서 5마지기당 5말, 10

마지기당 10말의 물수세의 고리를 받았다고 한다. 고리포동이란 지명은 

물의 고리를 받는 동뚝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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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포동(松浦洞),
옛 지명인 송산과 사포를 합쳐 송포로

송포동은 행정동인 대화동의 서쪽에 있는 행정동 명칭으로 현재 대화마을을 

비롯하여 법곳(곶)동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이산포 나들목은 물론, 송포 

호미걸이, 멱절 유적 등으로도 유명하다.

송포동의 본래 이름은 사포면(巳浦面)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

라 송산면(松山面)과 사포면을 합쳐 송포(松浦)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게 되

었다. 송포는 학교, 농협, 도로명 등으로 쓰이고 있다.

법곳(곶)동(法串洞)

법곳(곶)동은 송포동에 속한 법정동 명칭으로 자유로상의 이산포 나들

목 부근에 있는 마을이다. 법곳(곶)동의 서쪽으로는 한강이 흘러 김포시

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법곳(곶)이란 이름은 이 마을에 있는 법수산에서 법(法)자가 유래되었

다. 곳(곶)은 이산포 인근의 육지가 한강 방향으로 튀어나와 곳(곶, 串)자

가 붙여져 법곳(곶)동이 되었다. 법곳(곶)동은 논과 밭, 단독주택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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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이며 자유로와 제2자유로, 고양대로 등이 지나 교통도 편리한 

곳에 자리해 있다. 법곳(곶)동 관내에는 백제시대의 멱절산 유적이 있어 

마을의 오랜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산포(二山浦)

이산포는 법곳(곶)동에 포함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현재 자유로상에 

이산포 나들목과 일산대교가 있어 다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지명이다.

이산은 한강과 인접해 있는 지명으로 마을에 두 개의 산인 이미산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이 두 개 있는 마을의 나루터란 의미에

서 이산포가 되었다.

법곳(곶)동의 유래가 된 법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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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섬

오염섬은 현재의 한강 한가운데에 있던 섬의 이름이다. 

본래는 그 높이가 약 30m에 이르는 큰 규모였으며 사람들이 살 정도

로 인근에 유명한 섬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30년대에 새롭게 한강

에 제방을 만들면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이 산의 흙을 모두 파내어 제

방을 쌓는 데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산포 앞에 한강물이 빠지면 이 

섬의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한강에는 상류로부터 모두 다섯 개의 섬산이 줄지어 있는데 이 

이산포 앞의 오염섬이 다섯 번째로 막내둥이라 한다. 

▲ 이산포 부근의 멱절산 
▶ 이산포의 유래가 된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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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십리와 법수산(法首山)

법십리는 법곳(곶)동 서촌을 또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서촌은 서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법십리는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의 모양이 

마치 두꺼비 모양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한편 1755년 고양군

지에는 이곳 산의 이름을 법수산이라 기록하였다. 

이 법수산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두꺼비와 큰 뱀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늘 뱀은 두꺼

비를 잡아먹기 위해 기회를 엿보곤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두꺼비가 뱀에

게 쫓겨 장월평천 앞에 이르렀는데 큰 용기를 내어 이 개울을 넘어 동촌 

쪽으로 도망갔다고 한다. 한편 뱀은 이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두꺼비는 안심하고 살았는데 마을 주민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

고 동촌과 서촌 사이에 다리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두 마을 사이

에 다리를 놓으면 뱀이 두꺼비를 바로 잡아먹어 마을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한다.

동촌 

동촌은 법곳(곶)동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다

른 이름으로는 동력(動力)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로부터 동력말은 마

을의 생긴 모양이 마치 절구의 공이와 같아 잠시 쉬지도 않고 열심히 부

지런히 일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촌(島村)

도촌은 이산포마을에서 구산동마을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자

유로 아래에 집들이 자리하고 있다. 도촌마을은 본래 한강에 제방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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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전까지는 작은 섬이었다고 한다. 이후 제방이 쌓이면서 육지와 연

결되어 마을 이름을 도촌, 즉 섬마을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 달리 인근 육지마을에서 볼 때 송포평야 한가운데에 마치 섬처럼 

있다고 하여 도촌이라 부른다고 한다.

멱절, 곽사(藿寺)

멱절은 이산포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자연촌락 이름이다.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과 논, 밭, 공원, 창고 등이 있는 농촌마을이다.

멱절은 한자로 곽사에서 나온 지명이라 한다. 즉 곽은 바다에서 나는 

미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래 미역절이라 부르다가 줄여 지금의 멱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곳 멱절마을 뒤편에 있는 산의 이름이 멱절산인데 이곳에서는 백제

시대의 유적인 멱절산 유적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뱀개(巳浦)

뱀개는 송포동에 속한 대화동 일부 지역을 부르는 이름으로 현재는 

고층의 아파트마을인 대화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뱀개, 사포는 송포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불린 오래된 지명

이다. 홍수철이 되면 한강물을 따라 많은 뱀이 마을로 들어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야기라는 설이 있다. 

또 이와는 달리 뱀개마을 주변의 산과 마을이 고봉산에서 이산포 방

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마치 뱀과 같은 모양으로 꾸불꾸불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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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陽村)

양촌은 지금의 송포동 대화마을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현재는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양촌이란 이름은 양지바른 곳

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다른 지명 유래설로는 양씨 성을 가진 주민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다고 하여 양촌이라 부른다고 한다.

김동(金東), 김서(金西)

현재의 대화마을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양촌마을의 서남쪽에 

있었던 지명이다. 김동과 김서는 이곳 마을에서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

어 살아온 김녕 김씨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김씨가 사는 동쪽마을이라

고 하여 김동, 서쪽마을을 김서라 불렀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다. 이곳 

대화마을에는 고유한 자연촌락의 지명이 많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 아

파트단지로 개발되면서 지금은 공원명 등으로 일부 이름만이 사용되고 

있다.

법곳(곶)동에서 바라본 대화마을(옛날 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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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內村) 

내촌마을은 김동마을에서 주엽동 방향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내촌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내촌이라 불렀다. 내촌과 유사한 안골, 뒤꾸지, 내곡, 안촌과 같은 지명

은 고양시 곳곳에 남아 있다.

백암(白岩)

백암마을은 대화동 내촌마을에서 주엽동 하주마을 방향에 있던 자연

촌락의 이름이다. 백암이란 이름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울옆에 흰 바

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마을은 한강에 제방이 쌓이기 전까

지 배가 들어와 백암장(場)이 서기도 했다.

예전에는 이 백암마을이 한강의 샛강이 들어오던 곳으로 갯벌, 또는 

한강가로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갯가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송포동의 전해 내려오는 송포호미걸이 공연모습(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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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덧섬

내촌마을과 백암마을 사이에 있던 지명으로 백암마을에서 한강 방향

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줄기를 부르는 이름이다. 

버덧섬은 예전에 이곳 마을까지 한강물이 들어왔을 때 육지에서 연

결된 섬인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물이 빠지면서 이곳이 섬과 

같이 보이고 그 모양새가 마치 버섯과 같이 생겨 버덧섬이라 부르게 되

었다고 한다.

용구(龍口)재 

내촌과 백암마을에서 한강 방향에 있는 산등성이의 끝자락에 있던 고

개의 이름이다. 

용구재는 이 마을에 사는 커다란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한 곳이라 하

여 붙여진 지명으로 실제로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용구재 이무기제

란 민속놀이를 재현하여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용구재란 이름은 용모양의 형세를 한 고개라는 뜻이다.

강구(江口)재

대화동과 법곶동의 경계에 있던 지명으로 한강에 제방이 쌓이기 전 

한강물이 크게 불어나면 이곳에 큰물이 내려와 물이 굽이쳐 흐른다고 

하여 강구재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쉽게 풀이해 보면 이곳은 한강 입구에 있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지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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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이산

검새이산은 장촌마을과 백암마을에 제방이 생기기 전 한강물이 마을

까지 들어왔을 때 강물의 그림자가 이 산에 검게 비춰져 검새이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대화동 돌방구지 이야기

돌방구지는 대화동과 법곶동을 연결하는 뱃길가에 있던 지명으로 앞

돌방꾸지와 옆돌방구지로 나누어져 있다. 옛날에는 이 돌방구지에 큰 

바위가 있어 배가 부서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곤 했다고 한다.

이곳 돌방구지 앞에 넓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 깊은 곳에 용맹한

말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배주골

배주골은 강서마을에서 장말, 장촌 경계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인근을 오고 가던 배를 만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

이라 한다. 배를 만들어 인근의 석굴나루로 띄었다고 하나 후에 공단이 

들어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대호(大虎)고개

대호고개는 배주골에서 백암마을 방향에 있던 작은 지명으로 큰 호랑

이에게 물려간 오빠를 구한 일에서 대호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사랑하는 오빠를 물고 간 호랑이를 쫓아 누이동생이 호랑이의 목을 

꽉 부여잡고 밤새도록 조여 큰 호랑이를 죽였고 이 호랑이를 잡은 곳을 

대호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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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松山洞),
소나무로 유명했던 마을, 송산

302   일  산  서  구



송산동은 대화동의 북서쪽에 있는 큰 마을로 구산동, 가좌동, 덕이동 3개의 

법정동이 있다. 송산동에는 가좌마을, 하이파크마을과 같이 고층의 아파트단

지를 비롯하여 밭과 논이 있는 농촌마을이 함께 있다. 송산동의 북쪽은 모두 

파주시 구간으로 고양시 서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송산이란 이름은 이곳 마을에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수령 500년이 넘는 송포 백송(흰 소나무, 천연기념물 60호)이 있어 송산

동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구산동(九山洞)
구봉이 구산동으로 변하다.

구산동은 송산동에 속한 법정동 마을 명칭으로 법곳(곶)동의 서북쪽에 

자리해 있다. 고양시 한강의 하류지역으로 북서쪽으로는 심학산 자락을 

사이에 두고 파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단독주택과 저층의 

빌라, 창고 등이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논과 밭이 많은 곳이다. 

구산동이란 이름은 이곳에 조선조 중기의 학자인 구봉(龜峰) 송익필 

선생이 터를 잡고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 본래는 구산(龜山)으로 표기하였으나 후대에 아홉 구(九)자로 바뀌

어 현재는 구산(九山)을 쓰고 있다.

또 달리 심학산에서 이어져 온 산 줄기가 이곳 구산동 부근에서 큰 벌

판을 만나 멈추게 되는데 이 작은 산의 모양이 마치 거북이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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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동의 유래가 된 구봉  
송익필 유적비

▼   노루뫼라 불리는 장산마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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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獐山), 노루뫼

장산은 구산동에 속한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일명 노루뫼라 불리는 곳

이다. 주택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장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사방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본래는 단독주택 등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하고 있

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서 있다.

장산, 노루뫼라 부르는 것은 한강에 제방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불

리던 지명이다. 장산마을은 한강 부근에 있어 한강물이 자주 들어오던 

곳이다. 이때 장산마을 인근에 버드나무와 갈대풀 등 습지가 만들어져 

있어 노루가 많이 살았는데 노루가 많은 산이라 하여 장산(獐山)이라 했

고 이를 한글로 하여 노루뫼라 부른 것이다. 

장월(獐越)

장월은 장산, 노루뫼마을의 서쪽, 한강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

으로 마을과 한강 사이로 자유로가 지나고 있다. 

장월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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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상에서는 고양시의 끝 마을이며 장월마을 북쪽으로는 파주시 

교하면이 되는 경계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장월이란 명칭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가좌동에서 

보았을 때 장산마을 너머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두 번째 유래설로는 장산마을 사람들이 인근에 많이 사는 노루를 잡

으러 벌판으로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수많은 노루들이 장산과 장월마을 

사이에 있는 샛강을 쉽게 뛰어넘어 장월마을 방향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이에 노루장(獐)자에 넘을 월(越)자를 따서 장월이라 불렀다고 한다.

거그뫼(龜山)

거그뫼는 장산, 노루뫼마을의 북쪽, 파주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

름이다. 파주 심학산 자락에 있으며 이곳에 구봉(龜峰) 송익필 선생이 

기거했다는 산이 있어 이를 구산(龜山)이라 표기하고 이를 한글 이름으

로 거그뫼라 불렀다. 

또 다른 유래설로는 이 마을의 생김새가 마치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

어 거북이산, 즉 거그뫼가 되었다는 유래설도 있다.

행정(향정)

행정은 은행나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행정마을에는 수령 

수백 년이 되는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정자나무로 

쓰곤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인근에 널리 알려 지면서 행정(杏亭) 또는 

향정이 되었다는 유래설이다.

또 달리 예전에 경기감사를 지낸 인물이 죽은 후 이곳 마을에 묻히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묘소 양옆에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는 이야기도 있다. 

이후 묘소는 없어졌으나 은행나무 두 그루가 마을의 상징과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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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행정(杏亭)이 되었다는 것이다.

탁(탑)골

탁골은 가좌동 새지마을에서 파주 심학산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

름으로 예전에 이곳에 탑(塔)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지금은 지

명의 유래가 된 탑의 위치와 흔적은 전혀 없다.

가좌동에서 본 구산동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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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加佐洞)
가재울이 가좌동이 되다.

가좌동은 구산동의 동북쪽에 있는 법정동 명칭이다. 논과 밭, 그리고 

고층의 아파트와 상가, 단독주택 등이 있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마

을이다.

가좌라는 이름은 마을에 있는 가재울 우물과 가재울 하천에 가재가 많

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또 달리 가좌는 개울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대화동 방향에서 

볼 때 장월평천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가좌동의 유래가 된 가재울 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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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배미) 

율리는 가좌동 송포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율리

(배미)에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우선 이곳 가좌동 율리마을에 밤이 많이 생산되어 한자로는 율리(栗

里)라 하고 한글로는 밤이라고 부르다가 현재는 배미라 부르고 있다.

두 번째 유래로는 본래 이곳의 마을 이름이 야미촌(夜味村)인데 이 명

칭이 시간이 지나면서 배미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중산, 중선말

중산말은 송포초등학교에서 대화마을 방향에 있던 큰 마을로 일명 중

선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중선말은 예전에 이 마을 앞에까지 중선(重船)

배가 들어와 물품과 사람을 날랐다고 한다. 이때 배가 정박하기 위해 뱃

줄을 묶은 은행나무의 흔적이 지금도 마을에 남아 있다. 중선마을은 이

처럼 중선배가 드나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 음송마을 일대에 건설된 현재의 가좌마을

309
고양의 지명 이야기



이 중선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말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달리 음송

마을과 율리(배미) 사이의 중간에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하여 중

산말이란 지명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다.  

음송(陰松)

음송은 현재의 송포초등학교 동북쪽에 있었던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음송이란 이름은 마을에 소나무가 많아 그늘이 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000년대 이후 음송마을은 고층의 아파트단지인 가좌마을로 

개발되어 옛 지명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음송마을 앞쪽의 논과 밭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이 지역 토박이를 중심

으로 음송이란 지명은 사용되고 있다.

두신(斗新)

두신은 가좌마을 아파트단지에서 북쪽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두신이란 이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예전 두신마을 부근의 개울은 좁고 논뚝이 낮아 모내기 등 농번기에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물을 풍부

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새롭게 논의 물길을 만들고 동뚝을 크게 높여 주

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였다. 

두신이란 이름은 이때 물을 사용한 주민들에게 물세로 벼 한 두(斗)

씩을 새롭게(新) 거두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음(堂陰)

당음은 두신마을에서 구산동 거그뫼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이

다. 당음이란 이름은 오래전부터 마을의 안녕과 평안, 풍년을 기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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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제를 지냈는데, 당제를 지내는 도당나무의 규모가 대단하여 그늘이 

진다고 하여 당음(堂陰)이라 했다고 한다.

또 달리 마을에 있는 도당(都堂)에서 치성올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다고 하여 당음(堂音)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주라굴

주라굴은 당음마을에서 두신마을로 가는 방향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

이다. 

이곳을 주라골이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유명한 성황당이 있어서 조라

술을 드리던 곳이라 했기 때문이다. 주라는 조라를 드린다는 조라굴에

서 주라굴로 바뀐 것이라 한다.

도여지(道餘池), 되레지

되레지마을은 주라골에서 구산동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1911년 조선지지자료에는 도여지로 기록되어 있다. 지금 부르고 있는 

되레지는 도여지 지명이 변하여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도여지란 이름은 이 마을 길가 옆에 연못이 있어서 생긴 지명으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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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동(德耳洞)
덕위마을이 덕이동으로 바뀌다.

덕이동은 가좌동의 동북쪽에 있는 법정동 명칭으로 고층의 아파트와 

함께 농촌마을이 함께 남아 있는 마을이다.

덕이동이란 이름은 이곳에 덕이 높아 존경받는 선비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달리 이곳은 사람이 살기 좋은 명당자리로서 

좋은 자리라는 의미에서 덕위(德位)라고 부르다가 지금의 덕이동으로 바

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한산(寒山)

한산은 덕이동 문화의 거리가 있는 마을의 자연촌락 이름이다. 

덕이동의 대표적인 마을인 한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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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한옥 단독주택 등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

어서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현재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 

중 한 곳이 되었다.

이곳을 한산이라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우선 조선조 영조 연간에 발간된 고양군지 등을 보면 시원하고 춥다

는 뜻의 한산(寒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달리 한산(韓山)이라 쓰기도 

하는데 이는 이 마을에 오래전 한씨 성을 가진 주민들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 달리 인근에서 큰 마을이라 하여 한산(韓山)

이라 부른다고 한다. 1900년대 초 지금의 일산역을 만들면서 한산을 일

산(一山)으로 표기하면서 지금의 일산이 유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창리(倉里)

창리는 한산마을 북쪽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의 경계가 되는 곳이다. 

이곳을 창리라 부르는 것은 이곳에 임진왜란 당시에 관군들이 먹을 

군량미를 보관하던 창고(倉庫)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추산(秋山)

추산은 송포백송이 있는 덕위마을에서 파주 교하 방향에 있는 자연촌

락의 이름이다. 본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으나 최근 들어 창고와 물

류창고 등이 들어서 마을 모습이 바뀌었다. 쉽게 "가랄미"라 부른다. 

추산은 본래 가래나무가 많은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추산(楸山)이라 

하였으나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추산(秋山)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군산능(群山陵)

군산능은 추산마을에서 가좌동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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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능이란 이름은 이곳에 자리한 묘소, 산에 있는 무덤이 무리를 지

어 자리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마치 왕릉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성제산

송포백송이 있는 덕위마을에서 만재이고개를 지나 구산동 거그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작은 산의 이름이다. 예전 한강에 제방이 쌓이기 

전 조수물이 밀려오면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곳에는 작은 

나룻배가 정박하곤 하였는데 홍수가 지면 이 일대에 물이 많아져 주변 

농경지가 위험해지곤 했다고 한다. 이렇듯 조수물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방을 쌓은 곳이라 하여 성제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실제로 한강제방이 붕괴되었을 때 이곳 성제산의 제방이 물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분두골

분두골은 성제산에서 군산능 방향에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 주변 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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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덕이동 모습

에서 붉은 흙이 많이 출토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이와는 달리 

이 분두골에 배가 들어오면 뱃머리를 묶곤하여 배두골로 불리다가 후에 

분두골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만장, 만재이고개

만재이고개는 송포 백송에서 파주 방향 추산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구산동, 파주, 덕이동이 나뉘어지는 삼거리가 있어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다.

본래 이곳은 숲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명하여 여우가 많

이 살았다고 하는데 6.25전쟁 때 총소리에 놀라 모두 달아났다고 한다. 

이 고개의 원래 이름을 망원(望遠)재라 불렀는데 이는 인근마을과 고

개의 생긴 모양이 마치 십오야 밤에 토끼가 넉없이 바라보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를 한문으로 하면 옥토망원월(玉免望遠

月)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곳에서 보는 보름달이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보름달속에 옥토끼가 방아를 찧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여 망원

재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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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야기로는 이곳 고개가 인근에서는 비교적 높아 이 고개에 

올라서면 아주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

도 있다. 

종미(終尾)

종미는 송포 백송이 있는 덕위마을에서 가좌동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자연촌락 이름이다. 덕위마을 중 가장 끝, 마지막 꼬리 부분에 있는 마

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은장(隱庄)

일명 언장이라고도 불리는 마을 이름이다. 

은장은 덕이동에서는 널리 알려진 지명으로 만재이고개에서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은장이란 이름은 이곳이 산과 나무로 둘러쳐져 집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 한다.

솔아태

덕이동 창리마을에서 파주 경계지점에 있는 야산의 이름으로 솔아태

는 예전에 이곳에 소나무와 솔잎, 솔방울이 많은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

름이다. 송산동의 지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곳으로 도시화를 하기 전 이

곳 송산동 일대는 유난히 소나무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있었다. 

봉배산(奉拜山)

봉배산은 한산마을 뒤편에서 시작되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산의 

이름이다. 지금은 군부대가 일부 주둔하고 있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

다고 한다. 

이곳을 봉배산으로 부르는 것은 예전에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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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원하는 도당제를 지내곤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산봉우리 근처

에 오면 절을 하며 매우 귀하게 받들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한산마을 사람들은 이 산 이름을 봉배산과 함께 둥글봉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한산마을 앞의 논이나 밭에서 보았을 때 산의 모양이 둥글

게 잘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앵굴, 아양(峨洋)

앵굴은 한산마을에서 파주 교하 방면에 있던 자연촌락의 이름이다. 

일명 아양이란 이름으로 쓰기도 한다. 앵굴은 예로부터 전해 오는 이야

기로는 마을에 앵두나무가 울창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하이파크마을

덕이동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마을의 이름으로 품격높고 푸른 공원이 

많은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명칭이다. 

하이파크마을 내에는 아이파크아파트 단지도 있다. 

덕이동을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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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烽臺山)	 185

봉배산(奉拜山)	 316

봉산(烽山)	 102

봉제산(奉祭山)	 51

봉화뚝	 211

북한동(北漢洞)	 68

북한산(北漢山)	 69

분두골	 314

분두재	 285

불당골(佛堂谷)	 27

불미지(佛彌池)		 131

비석거리	 72,	118

빈정동(賓亭洞)	 135

빙석촌(氷石村)	 213

사근절이	 22

사기막(沙器幕)골	 64

사당골	 216

사리현동(沙里峴洞)	 200

사뫼	 166

사재	공원	 246

산들마을	 242

산염(山鹽)	 250

산황동(山黃洞)	 236

삼각산(三角山)	 73

삼막골	 59

삼성당(三星堂)	 167

삼송동(三松洞)	 52,	54

삼정(三井)	 270

상산(上山)	 133

상주(上注)	 285

상촌	중촌	하촌	마을	 61

상학동(上鶴洞)	 208

새말		 85

새원,	신원(新院)	 138

새작골	 277

새터	 202

샘터마을	 177

샛벽지	 127

서리골	 131

서문안(西門內)	 71

서원촌(書院村)	 192

서원터	 213

서재동(書齋洞)	 50

서촌,	동촌	마을	 51

서정(西井,	書井),	서두물	 182

석탄촌(石灘村)	 49

선바래기	 140

선유동(仙遊洞)	 130

ㅅ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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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동(雪門洞)	 207

설촌(卨村)	 257

섬말(島村)	 34

성동(城洞)	일명	잣골	 216

성뜰	 289

성라산	국사봉	장사바위	 28

성라산(星羅山),	일명	국사봉(國祀峰)	 27

성사(星沙)1,	2동(洞)		 21

성석동(城石洞)	 215

성신(成新)마을	 176

성저(城低)마을	 288

성제산	 314

성황당(城隍堂),	서낭당고개	 25

성황당	고개		 122

세수리	 56

소개울마을	 241

소만(小滿)마을	 177

소애촌		 195

솔개,	송현(松峴)	 44

솔아태	 316

송강(松江)마을	 38

송산동(松山洞)	 302

송포동(松浦洞)	 293

쇠맷간	 292

수레재	 149

수역(壽域)이,	일명	쇄기말	 24

숙수(熟手)관	 58

숫돌고개(여석령,	礪石嶺)	 54

숲속마을	 231

시묘동(侍墓洞)	 144

식골	 231

식사동(食寺洞)	 222

신둔(新屯)	 65

신성주택	 56

신원당(新元堂)	 26

신원동(新院洞)	 36

신평동(新坪洞)		 168

싸리골( 里)	 76

쌀곳이		 23

쌍궁말	 148

아리랑고개	 273

아랫말산	 252

안골,	뒤꾸지	 173

안동네	 95

안산(雁山)	 184

안장고개	 137

안진동(安進洞)	 79

안촌(安村)	 213

ㅇㅇ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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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	 41

애기능	 101

애니골	 234

앵굴,	아양(峨洋)	 317

앵무봉	 129

약산마을	 241

양지마을	 245

양촌(陽村)	 298

어울림	마을	 26

어침이(御寢)	 225

얼음들,	빙석리	 165

여못이	 153

영글이,	영문리	(永文里)	 19

영심동(鈴尋洞)		 225

영주산(暎洲山)	 174

오금동(梧琴洞)	 57

오래골	 217

오룡동(五龍洞)		 226

오리골	 46

오마리(五馬里)	 281

오목촌(梧木村)	 205

오미동(五尾洞)	 245

오미산(五尾山)	 154

오부자골(五富子谷)	 76

오염섬	 295

온수골(溫水谷)	 237

왕릉골(王陵谷)	 31

왕산(王山)	 290

왜똥치	 137

왜정관사(倭政館舍)	 96

용구(龍口)재		 300

용두동(龍頭洞)	 88

용복원(龍腹院)		 136

용우출이(龍出)	 23

용우출이고개	 161

우거촌	 205

운하리,	일명	울하리(蔚下里)	 92

원곡(願谷)	 113

원당골(元堂谷)	 35

원당동(元堂洞)	 30

원수골(웬수골)	 104

원신동(元新洞)	 29

원흥도래울마을	 51

원흥동(元興洞)	 43

월천리(越川里)	 140

월현(月峴)	 201

위시티(WI	CITY)마을	 224

윗(웃)	배다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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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촌(遊山村),	놀미	 152

육골		 45

육모정	고개		 67

율동(栗洞)	 246

율리(배미)		 309

은곡(隱谷)	은골	 208

은바위	모탱이	 128

은장(隱庄)	 316

은지동(隱池洞)	 49

은행마을	 233

은행정	 184

음송(陰松)	 310

읍내(邑內)	 117

이산포(二山浦)	 294

일산(一山)1,	2,	3동(洞)	 268

잣골,	성동(城洞)	 189

장고(長鼓)뫼	 180

장고개,	닥고개	 76

장구뫼(장구산)	 280

장대뿌리	 161

장뜰	 40

장산(獐山),	노루뫼	 305

장성(長成)마을		 290

장세이	 191

장승논과	황새논	 285

장승백이	 136

장월(獐越)	 305

장작골	 271

장촌(長村,	場村)마을	 291

장풍(창포개울)	 287

장항(獐項)1,	2동(洞)	 247

저현(杵峴,	방아고개)	 225

전나무	백이	 159

절골	 191

점막(店幕)	 121

정발산동(鼎鉢山洞)	 243

정산(井山)	 270

제청말(祭廳)	 33

제청안	 65

조개벌	 169

조관동(朝官洞)	 39

조산	뚝과	아기장사,	용마(勇馬)				 91

종미(終尾)	 316

주교동(舟橋洞)	 12

주라굴	 311

주엽	신촌	 280

주엽(注葉)1,	2동(洞)	 278

중(스님)고개	 78

ㅈ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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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	중선말	 309

중산동(中山洞)	 239

지렁동	채동지	우물이야기	 161

지영동(芝英洞)	 204

지정동(紙亭洞)	 75

지축동(紙洞)	 75

진밭,	이전(泥田)마을	 219

진텃말과	왜정수(倭井水)	 32

짱골내	 97

차돌봉		 214

차장말(遮帳)	 180

창릉(昌陵)	모퉁이	 85

창릉동(昌陵洞)	 80

천석궁	 218

청담(淸潭)	 65

청대골(靑大谷)	 34

청릉(靑陵),	청초	 174

청천(靑泉)	샘푸리	 262

청천수(靑川水)	 133

추산(秋山)	 313

축동	 285

큰골	 59

탁골	 307

탄현동(炭峴洞)	 275

태봉(胎峰)	 66

태봉(胎封)재	 129

토당동(土堂洞)	 165

편촌(片村)	마을	 264

평재이	 214

풍동(楓洞)	 230

풍산동(楓山洞)	 229

피장산	 121

하늘마을	 240

하마패(下馬碑)	 212

하못이	 216

하이파크마을	 317

하주(下注)	 286

하창(下倉)	 71

학골(鶴谷)	 234

한강	대보뚝	 169

한산(寒山)	 312

한오동	 138

한우물(一井,	寒井村)	 39

햇빛마을	 181

행신(幸信)1,	2,	3동(洞)	 175

행정(향정)	 306

행주	돌빵구지	 194

행주내동(幸州內洞)	 188

ㅍ
ㅎ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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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행주동(幸州洞)	 187

행주산성(幸州山城)	 188

행주외동(幸州外洞)	 192

행화촌(杏花村)	 193

향교골(鄕校谷)	 120

향동	능골(陵谷)	 103

향동동(香洞洞)	 100

현천동(玄川洞)	 108

혜음령(惠陰嶺)고개	 124

호랑이굴	 119

호수(湖水)마을	 251

화(禍)고개	 100

화수개울	 159

화전동(花田洞)	 94

화정(花井)1,	2동(洞)	 155

황룡산(黃龍山)	 276

황새말	 86

황새모리	 138

횟바람	고개	 150

효자동(孝子洞)	 62

후곡	돌다리	 274

후곡	오거리	 273

후곡(後谷)마을	 272

훈국(訓局),	훈창(訓倉)	 73

흥도동(興道洞)	 42

흰돌마을	 261

흰돌	장터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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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년 조선 태종13년, ‘고봉’과 ‘덕양’을 합쳐 

지금의 ‘고양’이란 지명이 만들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