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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서울시에서는 2014년 서울시 내에 설치된 전체 표석을 정비하기 위해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각 자치구에 표석의 현황을 요청 및 수합하여 전체 현황을 파

악하였다. 강남구에 설치된 표석은 대다수 강남구 자체 설치 표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표석에 대한 평가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강남구 내에 설치된 표석에 대해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역사적 의의와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표석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

다. 이에 강남구 설치 표석의 공공성 및 역사성 평가를 통한 개선의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강남구 표석

의 현황을 파악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올바른 정보를 담고 있는 표석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강남구에는 서울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표석은 없고,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표석만 존재하

였다. 1994년에 서울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역사유적지에 대한 표석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업

의 연장선으로 1995년도에 추가 설치된 이후 신규 표석의 설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장 조사를 통

해 파악된 결과 강남구에는 총 20건의 표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연환경, 설화, 역사유적지, 지명유래, 토

속신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현장 방문을 통해 개별 표석의 형태를 조사하여 유형 및 재질을 살펴보니 표석의 유형은 1994년 설치 당

시 문화공보실(안)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형태를 ‘강남구 기본형’이라 명명하였다. 이외에도 서울시규격(안)으

로 설치된 표석이 2건 있었으며 이 형태를 ‘서울시 기본형’이라 명명하였다. 또한 개별 표석의 위치가 관람

자의 환경, 표석 점검 활동 환경 등에 적합한지 표석의 위치 및 환경을 조사하였다. 

 현장방문 이후 표석의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먼저 표제어와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표제어의 형식 

및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띄어쓰기 문제, 한자 병기와 이칭 표기의 문제, 표제어의 적절성, 부기 정보 요

소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표석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인 표석의 본문 형식과 내용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표석 본문에는 띄어쓰기 미비 및 종결어미 불일치, 대상에 대한 정의 누락 및 불명확한 

설명, 본문 전체 및 한 문장 내의 분량 과다 및 비문, 일관성 없는 한자 병기, 적절하지 않은 표현, 표제어

와 서술 대상 내용의 상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서울시의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신설, 정비(개선), 철거 대상이 되는 표석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신규 설치 대상에 대모산성 터, 수곡서원 터, 3.1운동 기념터: 대왕면사무소, 3.1운동 기념터: 역삼리 

횃불 만세운동지 등을 발굴하였다. 정비(개선) 대상으로는 새말 나루터, 압구정 터, 청숫골 나루터, 삼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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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 등이 본문 내용의 수정 및 위치 수정 필요 등의 이유로 선정되었다. 별도로 지명의 유래를 보여주는 

표석 12건은 역사문화유적의 표석이 아니라 지명 유래비로 재분류하여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

다. 범바위,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 등은 철거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표석의 존재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별 표석을 재평가하여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새로 세울 것은 세워

야 한다. 또한 표석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주변 역사문화유적과 스토리텔링으로 연계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강남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타 자치구의 표석을 활용한 스토리텔

링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남구 표석과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테마를 개발

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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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표석의 정의와 기능

 표석(標石)이란 사라진 문화유산의 터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표지물

(標識物)을 말한다.1) 즉, 멸실된 공간문화자원 중에서 공공의 가치와 역사적 가치 및 학술적 가치

가 높은 대상에 대해 표석을 세워 기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2) 표석은 대상이 되는 장소

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모아 역사성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공간에 대한 역사를 느끼게 해준다.3) 표석은 대상이 남아있는 일반적인 문화유산과 다르

게 대상이 현존하지 않는다. 대상이 사라진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표석이다. 따라서 표석은 그 자체가 아니라 표석이 세워져 있는 공간의 역사성을 드러

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표석을 중심으로 주변의 다른 역사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살펴보

면 더 풍성한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수 있다.    

강남구 설치 표석의 전체 현황 파악 부재 

 서울시에서는 2014년에 서울시에 설치된 전체 표석을 정비하기 위해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표석의 현황을 요청․
수합하여 전체 설치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비된 결과를 공유하였다. 강남구에 설치된 표석은 대

다수가 강남구 자체 설치 표석이었고, 당시 전체 현황이 파악되지 못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공식

적인 문서를 통해서도 강남구 관내 표석의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 설치 표석

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표석 관리 및 정비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2014),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계획」,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1쪽. 

2) 이은주 외(2020), ｢강남구 역사문화자원 기초 조사 및 활용 방안｣, 강남구청 구정연구단, 139쪽.

3)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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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석 및 서울시 설치 표석이 강남구 내에 전무

 서울시는 2014년에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표석 정비의 유형별 세부 기준과 문

안 작성의 기본원칙 및 구성요소별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용역 

사업의 결과보고서인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용역보고서』에 의거해 각 자치구의 연차적 정비 대

상 표석을 선별하였다. 강남구에 설치된 ‘역삼동 청동기시대 집 터’ 표석이 우선순위 A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내용의 부적합 및 설치 가치의 부재 등으로 평가받아 철거되었다.4) 그 결과 강남

구 내에는 서울시 설치 및 관리 대상이 되는 표석이 1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개별 표석의 역사적 의의 및 공공성 평가 부재

 앞서 언급된 서울시의 2014년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개별 표석의 역사적 

의의 및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당시 개별 표석의 표제어 및 문안의 내용이 역사적 

가치와 공공성이 낮을 경우, 철거하거나 재설치 하는 등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에 강남

구 자체 설치 표석의 경우 이러한 평가를 받지 못했고,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사례들

이 확인된다. 따라서 강남구 내 표석의 역사적 의의와 공공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표석 정비가 이어져야 한다. 

1995년 이후 표석의 신규 설치 전무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표석은 대부분 1994년에 이루어진 서울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역사유적지 표석 설치 사업과 이 사업의 연장선으로 1995년 추가 설치된 표석 이후에는 

신규 표석 설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남구의 역사문화 가치 발굴과 향상을 위해서 멸실

역사문화자원의 표지물인 표석의 신규 대상 발굴과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

 위에 언급된 연구 배경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사안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① 강남구 설치 표석의 역사성 및 공공성 평가를 통한 개선의 필요성 점검

 ② 강남구 멸실 역사문화자원 표석의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③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올바른 정보를 담고 있는 표석으로의 개선 방안 마련

 ④ 표석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의 스토리텔링 테마 제안으로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서 잠재력 상승

4) 서울특별시(2013.10.21.),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보수대상(훼손, 마모 등) 조사 제출(역사문화재과-2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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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현재 표석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 기록물은 1944년에 작성된 ‘유래터 표석 설치

(1)’이 유일하다. 이 기록물을 기본으로 하여 연관 기록물과 최근까지 이어진 표석 점검 활동과 

관련한 다른 기록물 등 행정 기록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단의 대상을 추려냈다. 

 또한 1994년에 작성된 기록물에 리스트 업된 대상 표석 외에도 실제 설치가 이루어진 표석들이 

여럿 발견되었다. 주로 1995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1994년에 설치 대상

으로 검토되었던 건이었다. 따라서 문건에 근거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설치가 확인된  것을 추가

적으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 및 자료

 표석 설치 현황의 파악을 위해서 강남구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철 중 1994년 문화공보

실에서 생산한 ‘유래터 표석 설치(1)’를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표석 

자체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표석이 설치된 멸실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시기에 작성된 관찬 및 사찬 사서 등 사료를 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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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남구 표석 설치와 관리 현황

1 ∙ 강남구 표석 설치 연혁과 기록 조사

1) 강남구 표석 설치 연혁

 강남구의 표석 설치 사업은 1994년도에 시작되었다. 당시의 문화공보실 생산 기록물철인 ‘유래

터 표석 설치(1)’5)에 의하면 1994년 1월 24일에 문화공보실에서 작성한 ‘서울 600년 기념사업 

역사 유적지 표석 설치 계획’ 문서를 기본으로 삼아 1월 25일 구청장 방침으로 역사 및 문화유적

지 조사보고 지시가 이루어졌다. 

 당시에 작성된 계획서에 나타나는 표석 설치 목적은 ① 서울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② 관내 역사와 문화유적지 등의 유래를 주민에게 알려 애향심을 고취, ③ 오늘을 되살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 등이다. 사업은 동별 역사 유래지 조사 → 현장탐사 → 표석위치 

선정 및 문안작성 감수 → 표석 규격 선정 및 설치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별로 역사 유래지를 

조사할 때 그 대상은 역사, 문화, 구전 및 설화 등의 유래지, 역사적 사건 장소, 자연 현상에 의한 

옛 지명, 역사적 인물 관계 지명 등이었다. 

 표석 설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위 추진 계획에 더해 강남구 뿌리찾기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위원

회의 위원은 관계 전문가를 비롯해 강남구 토박이 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표석 설치 대상 

및 규격 등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 당시 심의 대상은 총 19개소로, 아래 표 2-1-1과 같다. 

표 2-1-1 강남구 뿌리찾기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상과 결과

5) 서울특별시 강남구기록관 소장, 『유래터 표석 설치(1)』, 기록물철 관리번호 1042699

6) ‘연구비’ 표석이 설치된 위치는 현재는 서초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 

연번 명칭 (지명) 구분 위치 심의결과

1 새말 나루터(신사도선장) 역사유적지 한남대교 남쪽 끝 선정
2 논고개(論峴) 옛 지명 논현동 151-3(천주교회 마루턱)

3 언구비(言九碑)6)
구전 및 설화 

유래지
논현동 86-8 주변

4 청담 나루터(청담도선장) 역사유적지 청담동 103번지 일대 선정
5 범바위 구전 및 설화 영동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수림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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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는 앞서 의결된 표석 설치 대상의 문안을 당시 강남구 뿌리찾기 위원이자 서울시사편찬위

원이던 박○○ 교수에게 감수 의뢰하여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후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표석의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1994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에 의하면, 당시 설치할 것으로 선정된 표석은 총 6건이다. 이 중 구

룡산과 대모산은 실물의 확인이 되지 않았다.7) 현재까지 남아있는 표석으로는 당시 선정된 새말 

나루터, 청숫골나루터,8) 승과평, 범바위이다. 이외에도 ‘압구정지’가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으나 

설치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9) 

 1994년에 이어 1995년에도 신규 표석의 설치가 이루어졌다.10) 당시에 설치된 표석에는 삼성

리 토성,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이다. 이 중 ‘삼성리 토성’ 표석은 1994년 표석 설치 대상으로 

심사된 이력이 있다. 

7) 구룡산과 대모산의 경우에는 표석 문안 감수 과정에서 현존하는 대상지이므로 안내문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표석 형태가 아니라 안내문 형태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8) 청숫골나루터는 심의 당시에는 명칭이 ‘청담나루터’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표석 문안 감수 과정에서 표제어의 경우 지명 유래대로 표기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청숫골나루터’로 변경･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9) ‘압구정지’의 경우에는 다른 표석처럼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나 당시에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0년에 서울시 문화관
광국 문화재과 주관의 문화유적지표석설치위원회의에서 표석 설치 심의 대상으로 압구정지와 저자도가 올랐던 기록이 있다. 당시 서울시 설치 
표석에 압구정지와 저자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7쪽.)

10) 해당 연도의 표석 설치 관련 기록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그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존하는 표석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당시 설치된 
표석을 추적할 수 있다. (이은주 외(2020), ｢강남구 역사문화자원 기초 조사 및 활용 방안｣, 강남구청 구정연구단, 139-140쪽.)

연번 명칭 (지명) 구분 위치 심의결과

유래지
6 청수샘터 옛 지명 청담동 65(청담공원 내)

7 청담얼음창고
구전 및 설화 

유래지
청담동 129-9(현 크로바호텔)

8 삼성리토성(삼성동 성지) 역사유적지 삼성동 73~74(봉은사 뒷산)
9 중의벌(승과평) 역사유적지 삼성동 159(코엑스 북측 부근) 선정
10 한티(한터) 마을 옛 지명 대치동 975-8 주변
11 웃방아다리 옛 지명 역삼동 635 일대(국기원 근처)
12 아랫방아다리 옛 지명 역삼동 833 일대(역삼국교 근처)

13 독구리마을(독골)
구전 및 설화 

유래지
도곡동193번지 일대

14 구룡산
구전 및 설화 

유래지
개포동 산 18-1 선정

15 물미리(밀미리) 옛 지명 포이동 266
16 밤고개(栗峴) 옛 지명 율현동 275-2
17 쟁골(紫陽洞) 옛 지명 자곡동 210번지 일대
18 못골(池谷洞) 옛 지명 자곡동 440번지 일대

19 대모산(大母山)
구전 및 설화 

유래지
일원동 산 63 일대 추가선정



강남구 표석 현황조사와 개선안 도출 및 스토리텔링 연계 8

2) 강남구의 표석 현황 파악 및 관리 현황

표석 설치 현황 파악의 문제 발생

 강남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표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제 설치된 표석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

고 있었다. 강남구 문서관리시스템에서 ‘표석’, ‘표지’ 등으로 검색한 결과로 나오는 표석관리카

드나 표석 현황 보고 등의 행정문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설치 현황 수보다 관리 현황 표석의 

수가 훨씬 더 적었다. 

 서울시는 2014.5.22.(역사문화재과-11189,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유지관리 철

저)의 공문을 발송하여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표석의 유지관리를 강조하였으며, 각 자치구가 

직접 설치한 표석의 현황을 제출 요청하였다. 이에 강남구에서는 2014.5.23.(문화체육과

-12431, 강남구,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현황 제출)을 통해 총 5건의 표석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2-1-2 강남구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현황 제출 결과

설치 설치년도 표석명 표석문안 설치위치

강남구 1994 승과평

명종7년(1552) 4월에, 당시 봉은사 주지 보우 
선사가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 윤씨의 신임을 얻
어 고려때 있다가 조선시대에 폐지된 승과(僧科)
를 부활하고, 그해 8월에 과거시험을 실시하였
다. 이당시 수천명의 승려가 이 벌판을 과장(科
場)으로 승과를 실시하였기에 이 벌판을 「중의 
벌」 또는 승과평(僧科坪)이라 부르게 되었음

코엑스 아셈타워 입구
(봉은사 맞은편)

강남구 1994 압구정지
조선조 세조(世祖)때부터 성종(成宗)때까지 영의
정을 지낸 權臣 한명회(韓明澮)가 그의 號를 따
서 지은 狎鷗亭이라는 정자가 있던 명소

압구정동 현대(아)
 72-74동 사이

강남구 1994 새말 나루터

조선시대에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새말(新村)로 
불리던 이곳은 한남동 한강 나루터와 이어지는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며, 
말죽거리 판교를 지나 남부 지방과 연결되는 교
통의 요지였던 곳임. 

한강잠원지구 한남대교 
남측 끝(한강전망대 옆)

강남구 1995 삼성리토성

건국 초 한산(현 경기도 광주)에 도읍을 정하였던 
백제는 고구려 및 신라에 대항하여 한강유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곳 옛 삼성리 일대에서 뚝섬 
맞은 편까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릉을 따라 
토성을 쌓았다. 토성의 유적이 최근까지 남아있
었으나, 강남개발로 인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경기고-코엑스 사이 
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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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강남구의 표석 설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포착되었다. 표석이 

설치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로 보인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표석 관리의 문제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구에서 비슷하게 일어

나고 있다.11) 표석 현황 파악과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표석 정기 점검 및 관리의 문제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는 표석의 원래 기능이 유지되도록 주변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를 실시

하고, 파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긴급히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자치구에서는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아래의 표 2-1-3에 제시한 표석관리카드를 작성

하여 매월 25일 이전에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1)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101-107쪽 참고. 

설치 설치년도 표석명 표석문안 설치위치

강남구 미표기
홍순언과
강남녀

이곳 청담동 출신의 홍순언은 조선 선조대의 한
어 역관이었다. 그는 사신을 따라 중국 연경에 
갔다가 부친의 장례비용을 마련키 위해 청루에 
나서게 된 중국 강남지방의 한 여인을 구해준 일
이 있었다. 그녀는 후에 명나라 병부상서를 역임
한 석성(石星)의 부인이 되어 비단 수백필을 손수 
짜고 보은단(報恩緞) 이라고 수놓아 홍순언에게 
주어 은혜에 보답하였다. 홍순언의 의협심에 감
명받은 그녀 남편 또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
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원군을 파병하는데 적
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온다. 

청담공원 약수터 근처

(출처: 2014.5.23.(문화체육과-12431, 강남구,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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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석관리카드 서식

 

표 석   현 황

관리번호 표석명

위    치

문안내용

규    모 형  태

관리부서  담당자 이름 및 번호

사진 및 위치도

표석 사진 표석 위치 지도(관람 방향 표시)

점검 및 정비 이력 / 시민신고 처리 이력

점검내역 정비내역

점검일자
(접수일자)

점검자
(접수자)

점검결과
(접수내용)

정비일자 조치사항 및 정비내용

점검 및 정비 사진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 정비일자 :          ○ 정비부서 : 

(사진설명) (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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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석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표석의 정기 점검과 관리의 문제도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강남구에서는 구 자체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항으로 강남구에 설치된 표석의 정기 

점검 및 관리를 시행중이다. 관련 행정 문서를 살펴보면, 2013.7.18.(문화체육과-16374, 강남

구, 표석관리개선 및 정기점검 실시 계획)에 정기 점검 및 표석 관리 개선 계획에 의해 아래 표 

2-1-4에 기재된 6건의 표석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 수 있다. 

표 2-1-4 표석 관리 개선 및 정기점검 실시 대상

 

 위의 계획에 의하여 2013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1회 표석에 대한 정기 점검이 실시

되었다. 주요 점검내용은 표석 균열 및 파손 여부 확인, 표석 기단부 기울어짐 및 훼손 여부 확인, 

표석 주변 청소상태 확인 및 개선 등이다. 위의 점검 내용을 표석 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

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관리실명제로 책임성 있는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표석 정기점검 결과 보고에는 표석 표면의 흙먼지 등 주변 청소, 표석 주변 이끼 등 청소 

등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나 주로 경관 정비 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점검 

및 관리 내용을 통해 강남구의 전체 표석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일부의 표석만 관리 대상에 포함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석 관리 대상이 오인되어 엉뚱한 표석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2020.3.4.(문화체육과-8574, 표석 점검 결과 제출(강남구))의 문서가 해당 사례이다. 이 문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표석의 정기점검을 이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의한 제출 결과물이

다. 그런데 기존에 관리되던 역사문화유적 표석이 아니라, 시지정문화재자료 42호인 ‘불교제중원 

표석’에 대한 점검 내용이었다. 표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표석 관리 대상을 오인한 사례이다.

 요약해보면, 강남구에서는 표석 관리를 위해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나, 실제 점검 결과를 보면 

강남구 내에 설치된 모든 표석에 대해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표석 설치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기록물이 보존되지 않아 담당자들이 정확히 

표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관리 대상이 되는 표석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표석 정기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표석명 위치 설치일 설치
승과평 코엑스 아셈타워 입구(봉은사 맞은편) 1994.12 강남구

압구정지 압구정동 현대(아) 72-74동 사이 1994.12 강남구

새말 나루터
한강잠원지구 한남대교 남측 끝

(한강전망대 옆)
1994.12 강남구

삼성리토성 경기고-코엑스 사이 대로변 1995.12.11 강남구
홍순언과 강남녀 청담공원 약수터 근처 - 강남구

역삼동 청동기시대 집 터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대로변 1988 서울시

(출처: 2013.7.18.(문화체육과-16374, 강남구, 표석관리개선 및 정기점검 실시 계획))



강남구 표석 현황조사와 개선안 도출 및 스토리텔링 연계 12

2 ∙ 강남구 관리 대상 표석 현황

1) 강남구 설치 표석 현황

 강남구의 표석 설치 관련 기록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강남구 설치 표석의 현황은 아래 

표 2-2-1과 같다. 

표 2-2-1 강남구 내 표석 설치 현황 (2020.4.29.기준)

표제어 소재지 문안 설치 주체 설치 시기

구룡산

개포동 
638-8  

구룡터널 
등산로 입구 

90m 부근

 구룡산(九龍山)은 해발 306m로써 서울의 남부 경
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산은 계곡이 아홉 개가 있는 
산으로 옛날에 용 10마리가 승천하다가 임신한 여자
를 보고 놀라서 그 중 한마리가 양재천에 빠져죽고 
9마리는 올라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봉은 국사봉이고 정상에 봉수꾼이 기거한 바위굴
이 있었다고 함. 

강남구 1994.12.

대모산

일원동 산56 
대모산도시자
연공원 입구 
종합안내판 

앞

대모산은 해발 293m로써 서초구 내곡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산모양이 늙은 할미와 같다고 하여 
할미산 또는 대고산(大姑山)으로 칭했는데 조선초에 
와서 태종의 헌릉이 내곡동에 자리잡자 어명으로 대모
산(大母山)이라고 고쳐 불렀다고 함. 

강남구 1994.12.

범바위
올림픽대로와 
도산대로의 
분기점 부근

옛날 아름답고 예쁜 벙어리아가씨가 말을 하게 해달라
고 절로 매일 치성을 드리러 다니던 중 어떤 젊은스님
이 몸을 범하자 치욕을 느낀 나머지 이곳에서 한강물
에 투신 자살하엿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스님이 아가
씨의 명복을 빌며 혼백을 위로하기 위한 제를 지내던 
중 천둥 번개가 치고 강물이 심하게 출렁이면서 아가
씨는 승천하고 쳐다보던 스님은 범의 형태인 바위로 
변했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불리어져옴. 

강남구 1994.12.

새말
나루터

압구정동 
386내 

한남대교 
전망대 부근 

화단 내

조선시대에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새말(新村)로 불리
던 이곳은 한남동 한강 나루터와 이어지는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며, 말죽거리 판교
를 지나 남부 지방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임. 

강남구 1994.12.

승과평

영동대로 
517 코엑스 
북문 출입구 
쪽 화단 내

명종 7년(1552) 4월에, 당시 봉은사 주지 보우(普雨) 
선사가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 윤씨의 신임을 얻어 고
려때 있다가 조선시대에 폐지된 승과(僧科)를 부활하
고, 그해 8월에 과거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당시 수천
명의 승려가 이 벌판을 과장(科場)으로 승과를 실시하
였기에 이 벌판을 「중의 벌」 또는 승과평(僧科坪)이라 
부르게 되었음. 

강남구 1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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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터

(狎鷗亭
址)

압구정동 
465 현대A 

72동과 
74동 사이

조선조 세조(世祖)때부터 성종(成宗)때까지 영의정을 
지낸 權臣 한명회(韓明澮)가 그의 號를 따서 지은 狎
鷗亭이라는 정자가 있던 명소.

강남구 1994.12.

청숫골 
나루터

선릉로 
190길에서 
올림픽대로 

진입부

조선시대 이후 영동개발 이전까지 한강을따라 강원도
로 오고 가는 배가 쉬었다 가는 나루터로 청숫골사람
들의 고기잡이 배를 띄우는 선착장 역할도 하였던 곳
이며, 농산물을 강북으로 수송할 때도 이용하였던 곳
임.

강남구 1994.12.

논고개
(論峴)

논현로 647 
힐탑호텔 앞 

도보

조선말기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논현리라 불렸던 
이곳은 광주군 신동면과 접하는 곳으로 마루턱이 높은 
고개였다. 현재 영동우체국에서 반포아파트 까지는 
산골짜기가 이어져 있었고, 그 좌우로 펼쳐진 너른 
들판에 논이 많다고 하여 논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 고개아래 논고개마을이 있었고,현재 논
현동의 동명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강남구 1995.12.11.

독골
(독구리)

남부순환로
378길 29 
독골근린
공원 내 
자전거

보관대 뒷편

조선시대 한양으로 통하던 길목이었던 이 일대에 자리
잡은 옛 마을 이름으로, 매봉산 기슭아래 돌이 많이 
박혀 있어 독부리라 불리던 것이 와전되어 독골(독구
리)로 되었다고 전한다. 일설에는 이 부근에 독(항아
리) 굽는 가마가 있어 독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현재 동명인 도곡(道谷)은 일제시기 붙여진 독골의 한
문이름이다. 

강남구 1995.12.11.

마고개
(馬峴)

세곡동 산47 
최북단 

비닐하우스 
앞 

 1860년경 세곡동에 살던 홍수근이라는 사람의 셋째 
아들이 힘이 장사였는데, 이로 인하여 도리어 화를 
입게 될 것을 걱정한 홍수근이 어느날 그 아들을 심하
게 꾸짖고 매질을 하여 그만 아들이 죽어버렸다. 기이
하게도 그날밤 이 고개에서 밤새도록 말 우는 소리가 
들리자 마을사람들은 홍장사가 말로 환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 이곳을 마고개라 불렀다고 전한다. 

강남구 1995.12.11.

못골
(池谷洞)

자곡동 
447-23 

못골공원 내 
자곡증압장  

옆

 조선시대 경기도 대왕면 궁촌(현재 수서동 궁마을) 
출신의 유학자인 이후원의 묘를 마을뒷산(현재 자곡
동 산32)에 쓰고 그 앞에 못을 팠다하여 못골이라 부
르게 되었다고 한다. 옛 행정명은 지곡동이었으며, 자
양동(쟁골)과 통합되면서 현재의 동명인 자곡동이 되
었다. 못골은 자곡동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
제 때에는 광주군에서 제일 큰 마을이었다. 

강남구 1995.12.11.

물미리
(밀미리)

개포동 
1248 

포이근린공
원 화단 내
(서울개포현
대우편취급
국 후문 쪽)

 물미리란 물이 밀려 들어온다는 뜻으로 예전에 이 
일대는 큰물이 지면 한강물이 마을 앞까지 밀려 들어
와 물미리 혹은 밀미리라 불렀다. 조선시대 이후로 
이 지역은 포이동(浦二洞)에 속하였는데 포이라는 지
명 또한 물이 자주 범람하던 이 지역 사정에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강남구 1995.12.11.

밤고개
(栗峴)

세곡동
사거리에서 

 율현동에서 세곡동으로 넘어가는 이 고개를 예전에
는 고개 주변에 밤나무가 많아 밤고개(栗峴)라고 하였

강남구 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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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소재지 문안 설치 주체 설치 시기

자곡사거리 
방향 220m 
부근 도보

다. 낮은 고개라 하여 반고개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이곳의 밤나무는 조선 숙종 때 영의정
을 지낸 유상운(柳尙運)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면
서 심은것이라 전한다. 

삼성리
토성

경기고에서 
봉은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영동대로의 
보행로

건국 초 한산(현 경기도 광주)에 도읍을 정하였던 백제
는 고구려 및 신라에 대항하여 한강유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곳 옛 삼성리 일대에서 뚝섬 맞은 편까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릉을 따라 토성을 쌓았다. 
토성의 유적이 최근까지 남아있었으나, 강남개발로 
인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강남구 1995.12.11.

웃방아
다리(上
方下橋)

12)

역삼동 
635-1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앞 
공원내 

팔각정 앞

 이 일대에 있던 옛 마을 이름으로 조선시기에는 인근
의 말죽거리(馬粥巨里:현재 양재역 근처), 아랫방아다
리(下方下橋:현재 역삼국교 근처)와 함께 역삼동을 구
성하는 세 역말(驛村)가운데 하나였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는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이 강했고, 이름없
는 효자와 열녀들이 많이 났다고 한다. 

강남구
(추정)

1995.12.11.
(추정)

은행나
무와 

영산단(
靈産壇) 
기념비

대치동 
975-8 
대치동 

은행나무 
부근

 마을을 守護하는 洞神으로 傳說이 깃든 수령 약500
년 묵은 은행나무와,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에 신령에
게 제사를 지내는 영산단(靈産壇)이 있는 명소

강남구 1994.12.

쟁골(紫
陽洞)

자곡동 
233-2 

쟁골공원 
입구 화단

 이곳에는 원래 쟁골, 행정명으로는 자양동이라 부르
던 마을이 있었다. 자양동이라는 이름은 마을이 서산
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고 있어 동틀무렵의 검붉은 햇
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라하여 붙여진 것이며, 쟁골
은 자양동을 줄여 우리말로 부르던 이름이다. 현재의 
동명인 자곡동은 자양동(쟁골)과 지곡동(못골)을 합쳐
서 만든 이름이다. 

강남구 1995.12.11.

학여울
학여울역 

1번 출구 앞

 탄천(炭川)과 양재천(良才川)이 만나는 지점이다. 멀
리서 보면 지형이 학처럼 생겼고, 이 부근의 물살이 
빠르고 세차다 하여 학여울이라 부르게 되었다. 대동
여지도에는 학탄(鶴灘)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곳에 1993년 10월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이 세워
졌다. 

강남구 1995.12.11.

한티
(한터)마

을

대치동 
975-8 
대치동 

은행나무 
부근

 이곳은 예전에 큰 고개가 있었고 그 아래에 한티(한
터)마을이라고 부르던 부락이 있던 곳이다. 
한티는 큰 고개란 뜻의 우리말로 한자로 표기하면 대
치(大峙)가 된다. 대치동이라는 현재의 동명은 이 마
을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이 일대의 조선시대 행정
명은 광주군 언주면 대치동이었다. 

강남구 1995.12.11.

홍순언
(洪純彦)

과 
강남녀

(江南女)

청담동 66 
청담공원 내

이곳 청담동 출신의 홍순언은 조선 선조대의 한어 역
관이었다. 그는 사신을 따라 중국 연경에 갔다가 부친
의 장례비용을 마련키 위해 총루에 나서게 된 중국 
강남지방의 한 여인을 구해준 일이 있었다. 그녀는 
후에 명나라 명부상서를 역임한 석성(石星)의 부인이 

강남구 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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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표석은 총 20건이며, 유형의 구분은 자연환경, 설화, 역사유적지, 지명유래, 토속신앙 

등이고, 시기별로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로 구분된다.13) 

2) 강남구 설치 표석의 분류

 강남구에 설치된 표석을 대상 시기 및 구분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2-2 강남구 설치 표석의 분류 현황

12) 국기원 진입로 서쪽에 위치한 공원 초입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됨. 현재(2020.7.30.기준) 해당 위치에 주차장 조성 공사 진행 중으로 진입이 
불가능하여 표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13) 서울시에서 추진한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자치구에 요청한 표석 현황과 이후 정비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내 설치된 표석의 
수는 5건이나, 실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견된 표석 15건이 있었다. 행정 문서와 실제 현장의 건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설치 주체가 불명확하여 구에서 파악이 어렵거나, 관리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등으로 판단된다. 

표제어 소재지 문안 설치 주체 설치 시기

의 전설

되어 비단 수백필을 손수 짜고 보은단(報恩緞)이라고 
수놓아 홍순언에게 주어 은혜에 보답하였다. 홍순언
의 의협심에 감명받은 그녀 남편 또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원군을 파병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온다. 

순번 구분 표제어
1

자연환경
구룡산

2 대모산
3

설화
범바위

4 홍순언(洪純彦)과 강남녀(江南女)의 전설
5

역사유적지

새말나루터
6 승과평
7 압구정터(狎鷗亭址)
8 청숫골 나루터
9 삼성리토성
10

지명유래

논고개(論峴)
11 독골(독구리)
12 마고개(馬峴)
13 못골(池谷洞)
14 물미리(밀미리)
15 밤고개(栗峴)
16 웃방아다리(上方下橋)
17 쟁골(紫陽洞)
18 학여울
19 한티(한터)마을
20 토속신앙 은행나무와 영산단(靈産壇)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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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남구 설치 표석의 현장 조사 및 내용 분석

1 ∙ 현장 조사

1) 표석의 형태

 강남구 표석의 경우 대부분이 1994년 표석 설치 사업 당시 결정된 문화공보실(안) 형태로 제작

되었다. 당시 기록물철인 ‘역사 및 문화유적지(유래터) 표석 설치(1)’를 살펴보면, 표석의 제작방

법 및 규격이 아래 표 3-1-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 3-1-1 강남구 표석 제작 규격과 모형 비교

규 격 표석 설치 모형 비 고

서울시규격(안)
표석설치 화강암에 글자판을 
오석으로 설치

표석이 운치가 없으며 상당기간이 
지나면 표석에 얼룩이 생김

문화공보실(안) 표석전체를 오석으로 설치
표석이 운치가 있으며 미관을 
오래도록 유지함

 두 가지 표석 규격의 형태는 각각 아래 그림과 같다.14) 

그림 3-1-1 서울시 규격의 표석 형태

    

그림 3-1-2 문화공보실 규격의 표석 형태

14) 강남구청(1994), ‘역사 및 문화유적지(유래터) 표석 설치(1)’ 기록물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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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에 따르면, 표석 설치 형태는 서울시 규격을 참고하여 문화공보실(안)로 결정되었다. 그러

나 설치가 확인된 표석 중에는 서울시 기본형을 따르는 표석이 2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추후

에 추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구 관내에 설치된 멸실 역사문화자원의 표석은 총 20건

이며, 각 표석의 형태 및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15)  

표 3-1-2 강남구 표석의 형태와 현황

15) 표석 설치 당시 표석의 형태는 ‘문화공보실(안)’이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다양한 형태의 표석과 구분하기 위해 ‘강남구 
기본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16) 웃방아다리(上方下橋) 표석의 경우, 본래 위치하던 공원을 주차장으로 공사하면서 해당 표석의 현황을 확인하지 못함. 이에 다음 카페 ‘과우사랑
방’에서 표석의 사진을 발견하여 활용하였다. 

순번 구분 표제어 유형 재질 설치 현장

1
자연
환경

구룡산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2
자연
환경

대모산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3 설화 범바위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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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표제어 유형 재질 설치 현장

4 설화
홍순언(洪純彦)과 
강남녀(江南女)의 

전설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5
역사

유적지
새말 나루터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6
역사

유적지
승과평

강남구
기본변형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7
역사

유적지
압구정터

(狎鷗亭址)
서울시
기본형

문안판: 화강석, 
오석
받  침: 화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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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표제어 유형 재질 설치 현장

8
역사

유적지
청숫골 나루터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9
역사

유적지
삼성리 토성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10
지명
유래

논고개(論峴)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11
지명
유래

독골(독구리)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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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표제어 유형 재질 설치 현장

12
지명
유래

마고개(馬峴)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13
지명
유래

못골(池谷洞)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14
지명
유래

물미리(밀미리)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15
지명
유래

밤고개(栗峴)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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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표제어 유형 재질 설치 현장

16
지명
유래

웃방아다리
(上方下橋)16)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17
지명
유래

쟁골(紫陽洞)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18
지명
유래

학여울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19
지명
유래

한티(한터)마을
강남구 
기본형

문안판: 오석
받  침: 화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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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에 설치된 총 20건의 표석의 구분은 크게 자연환경, 설화, 역사유적지, 지명유래, 토속신

앙으로 정리하였고, 표석의 유형은 강남구 기본형과 서울시 기본형으로 설치되었다. 다만, ‘승과

평’ 표석의 경우 강남구 기본변형형으로 받침석의 높이가 다른 표석에 비해 높으며, 문안판의 크

기와 받침석의 크기가 큰 것이 특이한 점이다. 

2) 위치 및 환경

 표석의 위치는 유적의 원 위치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 위치가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표석의 기능

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원 위치에 세우기 어려울 때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표석의 기능

을 고려할 때 관람자의 관람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관람자의 관람 환경뿐만 아니라, 표석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표석 점검을 수행할 때 접근 

및 정비 환경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현재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 표석

의 관람 및 표석 점검을 위한 접근성과 주변 환경 등이 적합한지 개별 표석별로 위치 및 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1) 구룡산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구룡산’ 표석은 강남구 개포동 638-8 인근에 위치한 구룡터널 등산로 입구에서 개암약수터 방

향의 90m 부근에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위치는 그림 3-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보 변에 표

석이 위치해 있고, 정면은 도보 쪽을 향해 있어서 관람자가 도보를 통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표석을 인지하고 관람이 가능하다. 

순번 구분 표제어 유형 재질 설치 현장

20
토속
신앙

은행나무와 
영산단(靈産壇) 

기념비

서울시 
기본형

문안판: 화강석, 
오석
받  침: 화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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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구룡산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4 구룡산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구룡산’ 표석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종합안내판 옆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그림 3-1-4). 산

을 오르는 길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은 방해 요소가 적은 편이라서 관람이나 표석 점

검 활동을 위한 환경으로는 무난한 편이다. 다만 종합안내판의 크기가 매우 크고 높이도 높아서 

진입 방향에서 바라보면, 표석이 안내판에 가려져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 아쉽다. 

(2) 대모산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대모산’ 표석은 강남구 일원동 산56에 위치한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입구의 종합안내판 앞 화단

에 설치되어 있다. 표석의 정면이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입구로 올라가는 길목을 향해 있다(그림 

3-1-5). 

그림 3-1-5 대모산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6 대모산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대모산’ 표석은 안내판이 설치된 화단에 위치해 있는데, 화단의 규모가 다른 표석 사례보다 크



강남구 표석 현황조사와 개선안 도출 및 스토리텔링 연계 26

고 높다. 또한 조경을 위해 심어놓은 식물들이 표석 높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표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그림 3-1-6). 이에 관람자가 표석이 있는 위치를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표석

을 점검하는 활동자의 경우에는 화단 내로 진입해야만 표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3) 범바위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범바위’ 표석의 위치는 올림픽대로에서 도산대로로 진입하는 분기점 부근의 잔디밭이다. 자세

한 위치는 아래 그림 3-1-7에 나타난다. 1994년에 작성된 ‘유적지 표석 설치 문안감수자료’에 

따르면, 제일 처음에 설치된 위치는 영동대교 남단의 올림픽대로 상행 방향의 수림대(청담동 128

번지 맞은편)로 나타난다. 이 표석은 최초 설치 위치에서 이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7 범바위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8 범바위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범바위 표석은 올림픽대로 변 잔디밭 위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도보 관람자가 표석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편이다. 또한 표석이 있는 위치로 가는 도보나 횡단보도가 없어서 접근이 어

려우며, 건너편 도보에서 관람하기에는 거리가 멀어 문안을 읽기 어렵고, 표석의 방향 또한 정면

이 아니다(그림 3-1-8). 이와 같은 관람 환경은 표석 점검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접근성이 떨

어지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이 표석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영동대교 남단 쪽에서 잔디밭을 따라 

도로변으로 걸어 내려오거나, 맞은편 도보로 접근하여 무단횡단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뿐이다. 

(4)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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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 표석은 청담동 66번지 청담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표석의 경우

도 ‘삼성리 토성’ 표석과 마찬가지로 설치 당시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최초 설치 위치를 파악하

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설치 위치가 이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9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10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 표석 
주변의 환경

 해당 표석은 청담지구대 옆 청담공원 출입구에서 배드민턴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휴식 

공간 맞은편 화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림 3-1-9처럼 표석의 전면부가 도보 쪽을 향하고 있다.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 표석의 경우 주변에 체육시설과 배드민턴장이 위치하고, 바로 앞에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관람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도보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치상 관람과 점검 활동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 다만, 그림 3-1-10

에 보이는 것과 같이 조경수에 둘러싸여 안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수가 표석의 높이보다 

높을 경우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점이 있다. 표석 관람을 위해서 조경수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새말 나루터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새말 나루터’ 표석의 현재 위치는 압구정동 386번지 내에 위치한 한남대교 전망대 부근의 화단

이다. 1994년에 작성된 ‘유적지 표석 설치 문안감수자료’에 따르면, 제일 처음에 설치된 위치는 

한남대교의 남쪽 끝인 올림픽대로 북측 잔디 구역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석의 위치가 이설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석의 위치 및 관람 방향은 아래 그림 3-1-11과 같다. 관람 방향이 

도보에서 화단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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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새말 나루터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12 새말 나루터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한강공원 잠원지구 내의 도보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다만, 한쪽 방향에서 

바라볼 때는 화단 내의 조경수가 표석 높이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어 근처까지 다가가도 표석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표석 점검 활동 환경 부분에서도 비교적 접근성이 좋아서 점검 활동이 

용이한 편이다. 다만, 화단 내에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화단의 받침대를 둘러싸는 경계석 내부 

쪽으로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으며, 이는 표석 점검 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그림 3-1-12). 

(6) 승과평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승과평’ 표석은 영동대로 517의 코엑스 북문 출입구의 화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도에 나타

내면 아래 그림 3-1-13과 같다. 1994년에 작성된 ‘유적지 표석 설치 문안감수자료’에는 삼성동 

159번지 한국종합전시장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치가 변동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3 승과평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14 승과평 표석 주변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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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승과평’ 표석의 위치는 도보로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관람이나 점검 활동을 하는데 큰 불편

함은 없는 위치이다. 다만, 승과평 표석은 다른 강남구 내의 표석과 다르게 받힘석의 높이가 높은 

편이다. 도보보다 약간 높은 단에 화단이 꾸며져 있고, 해당 화단 내에 높이가 높은 받침돌을 사

용하여 표석을 설치하였다(그림 3-1-14). 이 형태는 다른 강남구 내의 일반적인 표석 형태와도 

차이가 있으며 관람에 용이하지 않다. 도보에서 표석을 바라보고 서면 높이가 높고 도보에서 약

간 떨어져 있어서 성인의 눈높이에서도 문안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 표석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표석 설치 위치도 조금 더 도보 쪽으로 앞당기면 관람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7) 압구정터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압구정 터’ 표석은 현재 압구정동 465번지 현대아파트 72동과 74동 사이의 공원 내에 위치하

고 있다. ‘압구정 터’ 표석의 경우 1994년에 작성된 ‘유적지 표석 설치 문안감수자료’에 정보가 

없으나, 표석에 기재된 설치 시기가 1994년 12월인 것으로 보아 다른 표석이 설치될 때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표석의 관람 방향은 현대아파트 72동과 74동 사이에 조성된 공원 내에 

74동 방향 도보를 향하고 있다(그림 3-1-15의 빨간색 동그라미). 특이한 점은 표석의 형태가 다

른 강남구 표석들과 다르게 서울시 규격을 따르고 있다는 점과 표석이 위치한 공원에서 조금 떨

어진 곳(그림 3-1-15의 파란색 동그라미) 에 설치 주체가 불분명한 둥근 자연석 형태의 ‘狎鷗亭

址’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석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이다(그림 3-1-16).

그림 3-1-15 압구정터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16 자연석 형태의 ‘압구정지’ 표석 

 또한 표석 외에도 문화재 안내판 형식의 철제 안내판이 인근에 존재하며(그림 3-1-17), 표석과

는 별개의 문안이 기재되어 있다. 안내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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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조선 세조때 권신 한명회(1415-1487)가 세조 (수양대군)를 도와 계유정란의 일등 공신으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직을 두루 지내고 여생을 보내기 위하여 정자를 지었던 곳으로 그의 호

를 따서 압구정이라고 하였으며 성종에게서 압구정시를 하사받고 부터 조정의 문사들이 즐겨 찾아 시

를 지어 읊었다고 한다. 

원래 압구는 한명회의 호로써 일찍이 중국 송나라의 재상이던 한기가 만년에 정계에서 물러나 한가

롭게 지내면서 그의 서재 이름을 압구정이라고 했던 고사에서 따온 것으로 “세상일 다버리고 강가에서 

살며 갈매기와 아주 친근하게 지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옛날 “압구정”이란 정자가 있던 이 자리는 조선시대 동호의 남쪽강가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닥나무

가 무성했던 저자도와의 강물 사이에 서남으로 바라다 보이던 낭떠러지 언덕바지에 위치하였고 멀리

는 북한산의 여러 봉우리 까지 시야에 들어와 절경을 이루던 곳이다. 

그뒤 압구정은 저자도와 함께 철종의 딸인 영혜옹주와 결혼하여 금릉위가된 박영효(1861-1939)에게 

하사 되었으나 갑신정변에 역적으로 몰려 한때 몰수 되었다가 고종 말년에 다시 찾았으며 정자가 없

어진 것은 그 뒤이긴 하나 언제 철폐 되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이곳 압구정동 이라는 동명의 유래도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조선시대 

이곳의 자연부락은 뒤주니, 먼오금, 옥골, 장자말 등이 있었고 옥골 뒷산에서는 석기시대의 돌도끼가 

출토 되기도 했었다. 

 현재 이 안내판은 설치된 지 오래된 듯 녹이 슬어 글자를 제대로 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석

과 안내판은 그 기능이 비슷한 시설물로서 중복되게 설치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 가이드라인 상의 

원칙이다. 더불어 문화재 안내판의 경우에는 멸실 역사문화자원이 아니라 현존하는 역사문화자원

을 설명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3-1-17 압구정터 표석 인근에 있는 안내판

  

그림 3-1-18 압구정터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압구정 터’ 표석은 아파트 단지 내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의 경우는 표석의 존재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외부인의 통행이 통제되지 않기 때

문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관람 환경을 살펴보면, 표석의 전면부가 도보를 향해 있는

데, 표석 바로 앞에 조경수가 조성되어 있어서 통행 시에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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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표석 점검 활동의 측면에서도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다만, 표석 전면부의 문

안판 주변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받침 부분을 둘러싸는 경계의 돌에 손상이 많은 편이다. 

(8) 청숫골 나루터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청숫골 나루터’ 표석은 현재 선릉로 190길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진입부의 화단 내에 설

치되어 있다. 1994년에 작성된 ‘유적지 표석 설치 문안감수자료’에 의하면, 최초 설치 위치가 청

담동 108번지 앞 수림대(가로공원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위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표석의 문안이 기재된 전면부는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방향을 향하여 진입로를 

등지고 있는 형태이다(그림 3-1-19).

그림 3-1-19 청숫골 나루터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20 청숫골 나루터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청숫골 나루터’ 표석은 올림픽대로에서 선릉로 190길로 진입하는 진입부의 청담근린공원 끝자

락에 위치하며, 표석의 전면부가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그림 3-1-20).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긴 하지만, 표석의 전면부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잔디밭으로 올라가야 하므로 관람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해당 위치는 도보 이용자보다 차량 이용자들이 더 많은 통행을 하는 

곳이므로 표석의 존재를 인지하기도 어렵다. 표석의 관람 방향을 수정하거나 청담근린공원 내부 

쪽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석 점검을 위한 접근성은 어느 정도 확

보되는 편이나, ‘새말 나루터’ 표석과 마찬가지로 화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 표석 받침을 둘러싼 

경계석 내부에 잡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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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성리 토성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삼성리 토성’ 표석은 그림 3-1-21과 같이 영동대로변의 경기고에서 봉은사 방향으로 이어진 

보행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표석의 경우 설치 당시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최초 설치 위치

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삼성리 토성의 위치에 경기고등학교가 이전된 시기가 1977년이므

로 유적지 내에 표석을 설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현재 위치가 최초 설치 위치이거나 이동

되었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21 삼성리 토성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22 영동대로를 등지고 있는 삼성리 
토성 표석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삼성리 토성’ 표석의 관람 방향은 실제 유적이 위치한 경기고등학교 방향이 아니라 영동대로 방

향으로 설치되어 있다(그림 3-1-22). 표석 관람 시 시선의 방향은 장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

기도 하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삼성리 토성’의 경우 장소를 등지고 표석의 전면을 바라보

는 형태로 관람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자칫 관람자가 영동대로를 삼성리 토성이 위치했던 곳으

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관람 방향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10) 논고개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논고개’ 표석은 강남구 논현로 647에 위치한 힐탑호텔 정문 앞 도보 끝에 설치되어 있으며, 

논현로를 등지고 표석의 정면이 호텔을 바라보도록 설치되어 있다(그림 3-1-23). 이 표석도 설치 

당시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최초 설치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위치가 이전되지 않은 것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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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논고개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24 논고개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논고개’ 표석은 힐탑호텔 앞 도보에서 도로에 맞닿아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도보에서 표석을 관

람하기 수월하다(그림 3-1-24). 도보로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관람자나 표석 점검 업무자의 활동에

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 독골(독구리)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독골(독구리)’ 표석의 설치 위치는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29에 위치한 독골근린공원 내부이

다. 자세한 위치로는 공원 내 자전거 보관대 뒤편 화단이다.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바라보면 표석

의 정면이 보여 통행로에서 표석의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도에 표시한 대략적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은 아래 그림 3-1-25과 같다. 

그림 3-1-25 독골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26 독골 표석 주변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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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독골(독구리)’ 표석은 독골근린공원 내부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너머의 화단에 설치되어 있어 

관람과 점검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그림 3-1-26). 현장조사 당시에는 표석 정면에 자전거

가 거치되어 있지 않아서 비교적 표석 관람이 용이했으나, 해당 위치에 자전거가 거치된다면 표

석의 존재 자체를 알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람자뿐만 아니라 점검 업무 활동

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2) 마고개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마고개’ 표석은 강남구 세곡동 산47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중 최북단의 비닐하우스 

앞이다. 이 비닐하우스는 헌릉로569길 52-15와 같은 길 52-17의 건물 사이의 길로 진입하여 

세곡공원으로 진입하는 산길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표석은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세곡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등지고 있어서 세곡공원 진입로에서 표석의 정면이 보인다(그림 

3-1-27). 

그림 3-1-27 마고개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28 마고개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마고개’ 표석은 설치 위치가 도보나 대로 주변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목이라서 발견

이 쉽지 않다. 관람객이나 점검 업무를 위한 접근이 쉽지 않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길목의 정

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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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못골(池谷洞)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못골(池谷洞)’ 표석의 설치 위치는 강남구 자곡동 447-23 못골공원 내의 자곡증압장 설치물 옆 

화단이다. 표석의 정면은 도보를 등지고 공원 내부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림 3-1-29 못골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30 못골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못골(池谷洞)’ 표석은 공원 밖 길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표석 높이보다 높은 조경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원 안쪽에서 표석을 관람하기도 쉽지는 않다. 사진 3-1-30과 같이 표석을 사이

에 두고 앞뒤로 조경수가 설치되어 표석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앞뒤뿐만 아니라 표석의 좌우

에도 시설물과 나무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앞쪽의 조경수만이라

도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관람 활동에 방해가 되며, 주변 환경의 

요소도 관람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점검 활동은 위치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까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인지 현

장조사 당시 표석의 앞뒷면에 낙서가 확인되었다.

(14) 물미리(밀미리)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물미리(밀미리)’ 표석은 강남구 개포동 1428에 위치한 포이근린공원 내 화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 화단의 위치와 관람 방향은 그림 3-1-3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개포현대우편취급국 후

문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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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물미리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32 물미리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물미리(밀미리)’ 표석은 현장 조사 당시 비교적 쉽게 발견하였다. 화단 내에 위치한 표석이지만, 

화단의 식물들이 표석 관람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높이가 높아지면서 관람자의 눈높이에 

쉽게 들어오도록 했다. 관람 및 점검 활동 환경이 무난한 편이다. 

(15) 밤고개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밤고개’ 표석은 세곡동사거리에서 자곡사거리 방향의 220m 부근 오른쪽 도보 위에 설치되어 

있다. 도보를 따라 걸어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이며, 표석의 정면은 도보 쪽을 향하고 있

다(그림 3-1-33). 

그림 3-1-33 밤고개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34 밤고개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밤고개’ 표석은 도보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관람자 및 표석 점검 활동자의 접근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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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 뒤쪽으로 운동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석을 관람하기에

도 좋은 환경이다. 표석의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16) 웃방아다리(上方下橋)

표석의 본래 위치와 관람 방향 및 현황

 ‘웃방아다리(上方下橋)’ 표석은 본래 강남구 역삼동 635-1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앞에 있던 

공원 내의 팔각정 앞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 당시에는 해당 공원 자리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현재 표석의 행방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인터넷을 통

해 본래 설치되어있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발견하여 참고하였다(그림 3-1-3517)).  

그림 3-1-35 웃방아다리 표석의 본래 설치 현황 

(17) 쟁골(紫陽洞)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쟁골(紫陽洞)’ 표석은 강남구 자곡동 233-2에 위치한 쟁골공원 입구의 화단에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위치는 그림 3-1-36에 나타나 있다. 관람 방향은 쟁골공원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표석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정면이 도보 쪽을 향해 있다. 

17) 해당 사진의 출처는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카페 ‘과우사랑방(http://cafe.daum.net/mosto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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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쟁골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37 쟁골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쟁골(紫陽洞)’ 표석의 위치는 관람 및 점검 활동자의 눈에 잘 띠는 곳이며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

이 없어서 비교적 용이한 환경이다. 다만, 화단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단 관리 상황에 따

라 관람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18) 학여울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학여울’ 표석의 위치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앞이다. 표석은 학여울역 1번 출구 

안내 시설물, 가로등과 함께 잔디 위에 나란히 서 있다. 그림 3-1-38과 같이 표석의 정면이 학여

울역 교차로를 향하고 있다. 

그림 3-1-38 학여울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39 학여울 표석 주변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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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학여울’ 표석은 다른 표석에 비해 비교적 눈에 잘 띠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하철 역 출구에 위치하여 이용객들이 오가며 표석의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표석 주

변 환경 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표석을 관람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었다. 접근성 또한 

좋아서 표석 점검 활동 여건도 무난하다.  

(19) 한티(한터)마을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한티(한터)마을’ 표석은 강남구 대치동 975-8 인근에 있는 보호수인 대치동 은행나무를 보호하

기 위한 시설물 내 화단에 위치하고 있다. 표석의 정면은 도보를 향하고 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표석의 원 위치는 추정이 어렵다. 다만 다른 지명 유래 표석의 주요 설치 위치가 해당 

지역의 이름을 띠는 공원인 것으로 보아 현 위치보다는 강남구 대치동 212-1에 위치한 한티근린

공원이 본래 위치가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그림 3-1-40 한티마을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41 한티마을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앞서 언급했듯이 표석이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 관람자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이다. 또한 보호 시설물이 단(壇)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서 

높이가 높다. 이에 관람자가 도보에 서서 표석을 바라보면 표석의 위치가 관람자의 눈높이보다 

한참 높아 관람에 어려움이 따른다. 더구나 표석 주변과 앞쪽에 비슷한 높이의 조경수가 심어져 

있어서 시야를 방해한다. 점검 활동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고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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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은행나무와 영산단(靈産壇) 기념비

① 표석의 위치와 관람 방향

 ‘은행나무와 영산단(靈産壇) 기념비’ 표석은 강남구 대치동 975-8 인근에 있는 보호수인 대치동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내 화단에 위치하고 있다. ‘한티(한터)마을’ 표석과 나란히 서

있으며, 마찬가지로 표석의 정면은 도보를 향하고 있다. 표석의 표제어에서 가리키는 ‘은행나무’

가 시설물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대치동 은행나무를 가리키며, 이 은행나무가 수호목으로 인식되

어 동제(洞祭)를 지내는 단이 형성되었다. 이에 해당 표석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42 은행나무와 영산단 기념비 표석의 
설치 위치와 관람 방향 

  

그림 3-1-43 은행나무와 영산단 기념비 표석 주변의 
환경 

② 관람 및 표석 점검 활동의 환경

  ‘은행나무와 영산단(靈産壇) 기념비’ 표석은 ‘한티(한터)마을’ 표석과 마찬가지로 표석이 보호수

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로 인해 관람자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 높이가 높은 단(壇)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자가 도보에 서서 표석을 바라보면 표

석의 위치가 관람자의 눈높이보다 한참 높아 관람에 방해가 된다. 마찬가지로 점검 활동은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고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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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용 분석

 표석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표시하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시 기능으로서 표석의 형태를 살펴보았다면, 공간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문안의 내용

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표석은 표제어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석의 규격에 따라 

문안판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본문의 길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짧은 문장 안에 대상이 되는 

공간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일반 문화재 안내판이나 다른 

장문의 글과는 다른 방법으로 표석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강남구에 

있는 표석의 표제어와 본문, 그리고 설치 정보 등 부기정보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분석해보

고자 한다.18) 

1) 표제어의 형식 및 정확성

 표제어란, 표석의 문안판에 제시된 표석의 제목을 말한다. 표제어는 본문을 읽기 전에 해당 공간

의 성격과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공간의 성격과 의미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표석이 설치되는 경우가 멸실 유적이기 때문에 공간의 명칭에 ‘터’를 붙여 제시

한다.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표석의 표제어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표 3-2-1 강남구 표석의 표제어 기재 현황

18)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49쪽 참고. 

표제어 표석에 기재된 표제어 형태 띄어쓰기 한자 병기

구룡산 틀림 X

대모산 틀림 X

범바위 틀림 X

홍순언(洪純彦)과 
강남녀(江南女)의 전설

O

새말나루터 틀림 X

승과평 틀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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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띄어쓰기의 문제

 표제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장형이 아니라 고유명사로 쓰인다. 표석의 표제어 기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다. 공간의 명칭은 고유명사로 처리해야 하므로 띄어쓰기를 적

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새말 나루터’ 표석의 경우 현재 ‘새말 나루터’로 기재

되어 있는데, ‘새말나루 터’가 띄어쓰기 상 적절한 표기법이다. 또한 명칭에 ‘터’를 붙일 때는 띄

어쓰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압구정터’가 그 사례인데, ‘압구정 터’

가 올바른 표기법이다. 대부분의 표석의 표제어에서 발생하고 있는 띄어쓰기 문제는 표제어의 음

절 사이를 일정 구간 띄어쓰기한 것이다. ‘구룡산’ 표석의 경우 표제어에 ‘구 룡 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외의 많은 표석의 표제어가 대부분 해당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표제어 표석에 기재된 표제어 형태 띄어쓰기 한자 병기

압구정터(狎鷗亭址) 틀림 O

청숫골
나루터

틀림 X

삼성리
토성

틀림 X

논고개(論峴) 틀림 O

독골(독구리) 틀림 X

마고개(馬峴) 틀림 O

못골(池谷洞) 틀림 O

물미리(밀미리) X

밤고개(栗峴) 틀림 O

웃방아다리(上方下橋) 틀림 O

쟁골(紫陽洞) 틀림 O

학여울 틀림 X

한티(한터)마을 틀림 X

은행나무와 영산단(靈産壇) 
기념비

틀림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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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자 병기와 이칭 표기의 문제

 강남구 표석의 표제어에는 외국어를 병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홍순언(洪純彦)과 강남녀(江南女)의 전설’ 표석은 일부 한자 병기가 이루어졌고, ‘압구정터(狎鷗亭

址)’ 표석도 한자가 병기되어 있다. 

 어떤 표석은 한자가 아니라 표제어의 이칭을 괄호 안에 표기한 경우도 있다. ‘독골(독구리)’ 표석

과 ‘물미리(밀미리)’ 표석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이 두 사례는 이칭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사례

이고, 이칭이 한자로 표기되어 병기된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논고개(論峴)’ 표석과 

‘밤고개(栗峴)’ 표석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한자 병기와 이칭 표기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한자 표기 방식과 이칭 표기 방식에 사용하는 괄호의 형태를 정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병기와 이칭 표기 형태의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한자 병기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으며, 괄호의 모양도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표제어의 적절성(‘터’ 및 문장형)

 표석의 표제어를 정할 때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의 명칭과 ‘터’를 합하여 만드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런데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표석의 표제어 중에는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표제어

가 다수이다. 

 멸실 유적을 가리키는 ‘터’가 표제어에 포함된 경우는 ‘새말나루 터’, ‘압구정 터’, ‘청숫골나루 

터’ 세 건뿐이고, 나머지 표석의 표제어에는 ‘터’가 빠져있다. ‘터’가 없는 표제어는 현재 해당 

유적이 남아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삼성리 토성’의 경우는 현재 

일부 석축이 남아있기 때문에 ‘터’를 제외한 형태를 유지할지 논의가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표제어의 형태는 명사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강남구의 표석 표제어에는 명사형이 아

닌 문장형이 몇 가지 있다.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 표석과 ‘은행나무와 영산단 기념비’가 그 

사례이다. 이 같은 표제어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 

2) 부기 정보 요소

 표석에는 표제어와 본문 외에도 기타 정보를 담고 있는데, 바로 부기 정보이다. 강남구에 설치된 

표석에 기재된 부기 정보는 설치 주체와 설치 시기로 구분되며, 설치 시기는 다시 연/월 형태와 

연/월/일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특이한 부분은 설치 시기와 형태별로 설치 주체에 대한 부기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압구정 터’ 표석의 경우, 표석의 형태가 다른 표석들과 다르

며, 설치 주체를 ‘강남구’로 기재하고 있다. 1994년에 세워진 표석들은 설치 주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치 시기에서 일자가 빠져있다. 1995년에 세워진 표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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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설치 시기에는 연월일이 모두 기재되

어 있다.  

표 3-2-2 강남구 표석의 부기 정보 요소

표제어 설치 주체 표기
설치 시기 표기

연 월 일

구룡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설치 1994 12

대모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설치 1994 12

범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설치 1994 12

홍순언(洪純彦)과 
강남녀(江南女)의 전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새말나루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설치 1994 12

승과평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설치 1994 12

압구정터(狎鷗亭址) 강남구 1994 12

청숫골
나루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설치 1994 12

삼성리
토성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논고개(論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독골(독구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마고개(馬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못골(池谷洞)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물미리(밀미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밤고개(栗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웃방아다리(上方下橋) 확인불가 확인불가

쟁골(紫陽洞)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학여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한티(한터)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1995 12 11

은행나무와 
영산단(靈産壇) 기념비

강남구 1994 12

 각 표석의 부기 정보 요소를 분석한 결과, 부기 정보의 기재 방식과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일관

성 있는 정보 기재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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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표석에는 없으나, 서울시 표석 중에는 QR코드나 NFC코드를 활용하여 표석의 한계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자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전자 코드를 활용할 여건의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전자

코드는 개별적으로 표석을 활용한 도보 관광을 진행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제반 환경과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표석을 매개로 한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본문의 형식과 내용

 표석의 본문은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한된 면적의 표석 문안판 내에 내용을 기재하

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효율 및 정확성을 위해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분량인지, 띄어쓰기나 외국어 병기를 비롯해 내용의 파악을 방해하는 비문이 있는지 여부 

등 문법․어법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표 3-2-3 강남구 표석의 본문 형식

표제어 본문 분량 문제점

구 룡 산

구룡산(九龍山)은 해발 306m로써 서울의 남
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산은 계곡이 아홉 
개가 있는 산으로 옛날에 용 10마리가 승천하
다가 임신한 여자를 보고 놀라서 그 중 한마리
가 양재천에 빠져죽고 9마리는 올라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봉은 국사봉이고 정상에 봉수꾼이 기거한 바
위굴이 있었다고 함.

171자
2문장

1.띄어쓰기 
2.종결어미 불일치
3.한 문장 내 분량과다
4.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장

대 모 산

대모산은 해발 293m로써 서초구 내곡동과 경
계를 이루고 있으며, 산모양이 늙은 할미와 같
다고 하여 할미산 또는 대고산(大姑山)으로 칭
했는데 조선초에 와서 태종의 헌릉이 내곡동에 
자리잡자 어명으로 대모산(大母山)이라고 고
쳐 불렀다고 함. 

133자
1문장

1.띄어쓰기 
2.한 문장 내 분량과다

범 바 위

옛날 아름답고 예쁜 벙어리아가씨가 말을 하게 
해달라고 절로 매일 치성을 드리러 다니던 중 
어떤 젊은스님이 몸을 범하자 치욕을 느낀 나
머지 이곳에서 한강물에 투신 자살하였다. 이
에 죄책감을 느낀 스님이 아가씨의 명복을 빌
며 혼백을 위로하기 위한 제를 지내던 중 천둥 
번개가 치고 강물이 심하게 출렁이면서 아가씨
는 승천하고 쳐다보던 스님은 범의 형태인 바
위로 변했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불리어져옴. 

384자
2문장

1.띄어쓰기 
2.종결어미 불일치
3.첫 문장 정의 누락

새말 
나루터

조선시대에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새말(新村)
로 불리던 이곳은 한남동 한강 나루터와 이어
지는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며, 말죽거리 판교를 지나 남부 지방과 연
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임. 

198자
1문장

1.한 문장 내 분량과다
2.지명과 대상지 설명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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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본문 분량 문제점

승과평

명종 7년(1552) 4월에, 당시 봉은사 주지 보
우(普雨) 선사가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 윤씨의 
신임을 얻어 고려때 있다가 조선시대에 폐지된 
승과(僧科)를 부활하고, 그해 8월에 과거시험
을 실시하였다. 이당시 수천명의 승려가 이 벌
판을 과장(科場)으로 승과를 실시하였기에 이 
벌판을 「중의 벌」 또는 승과평(僧科坪)이라 부
르게 되었음. 

315자
2문장

1.띄어쓰기
2.한 문장 내 분량과다
3.첫 문장 정의 누락
4.비문
5.종결어미 불일치

압구정터
조선조 세조(世祖)때부터 성종(成宗)때까지 영
의정을 지낸 權臣 한명회(韓明澮)가 그의 號를 
따서 지은 狎鷗亭이라는 정자가 있던 명소.

127자
1문장

1.띄어쓰기
2.한자 병기 일부 누락

청숫골 
나루터

조선시대 이후 영동개발 이전까지 한강을따라 
강원도로 오고 가는 배가 쉬었다 가는 나루터
로 청숫골사람들의 고기잡이 배를 띄우는 선착
장 역할도 하였던 곳이며, 농산물을 강북으로 
수송할 때도 이용하였던 곳임.

199자
1문장

1.띄어쓰기
2.한 문장 내 분량과다

삼성리
토성

건국 초 한산(현 경기도 광주)에 도읍을 정하였
던 백제는 고구려 및 신라에 대항하여 한강유
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곳 옛 삼성리 일대에
서 뚝섬 맞은 편까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
릉을 따라 토성을 쌓았다. 토성의 유적이 최근
까지 남아있었으나, 강남개발로 인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289자
2문장

1.띄어쓰기
2.한 문장 내 분량과다
3.첫 문장 정의 누락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

이곳 청담동 출신의 홍순언은 조선 선조대의 
한어 역관이었다. 그는 사신을 따라 중국 연경
에 갔다가 부친의 장례비용을 마련키 위해 청
루에 나서게 된 중국 강남지방의 한 여인을 구
해준 일이 있었다. 그녀는 후에 명나라 병부상
서를 역임한 석성(石星)의 부인이 되어 비단 
수백필을 손수 짜고 보은단(報恩緞) 이라고 수
놓아 홍순언에게 주어 은혜에 보답하였다. 홍
순언의 의협심에 감명받은 그녀 남편 또한 고
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
에 원군을 파병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 전해온다. 

481자
4문장

1.띄어쓰기
2.분량과다
3.첫 문장 정의 누락
4.한자병기 누락
5.한 문장 내 분량과다

논고개

조선말기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논현리라 
불렸던 이곳은 광주군 신동면과 접하는 곳으로 
마루턱이 높은 고개였다. 현재 영동우체국에서 
반포아파트 까지는 산골짜기가 이어져 있었고, 
그 좌우로 펼쳐진 너른 들판에 논이 많다고 하
여 논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 고개
아래 논고개마을이 있었고,현재 논현동의 동명
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188자
3문장

1.띄어쓰기
2.첫 문장 정의 누락
3. ‘논현동’ 동명 옆에 한자 병기 여부 
  결정 필요

독골
(독구리)

조선시대 한양으로 통하던 길목이었던 이 일대
에 자리잡은 옛 마을 이름으로, 매봉산 기슭아
래 돌이 많이 박혀 있어 독부리라 불리던 것이 
와전되어 독골(독구리)로 되었다고 전한다. 일
설에는 이 부근에 독(항아리) 굽는 가마가 있어 
독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현재 동명인 도
곡(道谷)은 일제시기 붙여진 독골의 한문이름
이다.

179자
3문장

1.띄어쓰기
2.한 문장 내 분량과다
3.괄호 사용 기준 불일치
  (한자 병기 혹은 이칭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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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본문 분량 문제점

마고개

1860년경 세곡동에 살던 홍수근이라는 사람
의 셋째 아들이 힘이 장사였는데, 이로 인하여 
도리어 화를 입게 될 것을 걱정한 홍수근이 어
느날 그 아들을 심하게 꾸짖고 매질을 하여 그
만 아들이 죽어버렸다. 기이하게도 그날밤 이 
고개에서 밤새도록 말 우는 소리가 들리자 마
을사람들은 홍장사가 말로 환생한 것으로 생각
하고, 이후 이곳을 마고개라 불렀다고 전한다.

200자
2문장

1.띄어쓰기
2.한 문장 내 분량과다
3.첫 문장 정의 누락

못골
(池谷洞)

조선시대 경기도 대왕면 궁촌(현재 수서동 궁
마을) 출신의 유학자인 이후원의 묘를 마을뒷
산(현재 자곡동 산32)에 쓰고 그 앞에 못을 팠
다하여 못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옛 행
정명은 지곡동이었으며, 자양동(쟁골)과 통합
되면서 현재의 동명인 자곡동이 되었다. 못골
은 자곡동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제 
때에는 광주군에서 제일 큰 마을이었다.

195자
3문장

1.띄어쓰기
2.한 문장 내 분량과다
3.첫 문장 정의 누락
4.인물명 한자병기 누락
5.괄호 사용 기준 불일치
  (위치 정보 혹은 이칭별칭)
6.시대 지칭 용어의 부정확

물미리
(밀미리)

물미리란 물이 밀려 들어온다는 뜻으로 예전에 
이 일대는 큰물이 지면 한강물이 마을 앞까지 
밀려 들어와 물미리 혹은 밀미리라 불렀다. 조
선시대 이후로 이 지역은 포이동(浦二洞)에 속
하였는데 포이라는 지명 또한 물이 자주 범람하
던 이 지역 사정에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52자
2문장

1.첫 문장 정의 누락
2.한 문장 내 분량과다
3.다른 표석과 지명에 대한 한자 병기 
  일관성 없음

밤고개

율현동에서 세곡동으로 넘어가는 이 고개를 예
전에는 고개 주변에 밤나무가 많아 밤고개(栗
峴)라고 하였다. 낮은 고개라 하여 반고개라고
도 불렀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이곳의 밤나
무는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유상운(柳尙
運)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심은것이라 
전한다. 

154자
3문장

1.띄어쓰기
2.첫 문장 정의 누락
3.이칭의 한자 병기에 괄호 사용
4.다른 표석과 지명에 대한 한자 병기 

일관성 없음

웃방아
다리

(上方下橋)

이 일대에 있던 옛 마을 이름으로 조선시기에
는 인근의 말죽거리(馬粥巨里:현재 양재역 근
처), 아랫방아다리(下方下橋:현재 역삼국교 근
처)와 함께 역삼동을 구성하는 세 역말(驛村)
가운데 하나였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는 상
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이 강했고, 이름없는 효자
와 열녀들이 많이 났다고 한다. 

165자
2문장

1.띄어쓰기
2.첫 문장 정의 누락
3.이칭의 한자 병기에 괄호 사용
4.시대 지칭 용어의 부정확

은행나무와 
영산단

(靈産壇) 
기념비

마을을 守護하는 洞神으로 傳說이 깃든 수령 
약500년 묵은 은행나무와, 매년 음력 7월 초
하루에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영산단(靈産
壇)이 있는 명소

83자
1문장

1.띄어쓰기
2.첫 문장 정의 누락
3.한자 병기 누락
4.한 문장 내 분량과다

쟁골
(紫陽洞)

 이곳에는 원래 쟁골, 행정명으로는 자양동이
라 부르던 마을이 있었다. 자양동이라는 이름
은 마을이 서산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고 있어 
동틀무렵의 검붉은 햇살을 가장 많이 받는 곳
이라하여 붙여진 것이며, 쟁골은 자양동을 줄
여 우리말로 부르던 이름이다. 현재의 동명인 
자곡동은 자양동(쟁골)과 지곡동(못골)을 합쳐
서 만든 이름이다. 

182자
3문장

1.띄어쓰기
2.첫 문장 정의 누락
3.한 문장 내 분량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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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띄어쓰기 미비 및 종결어미 불일치

 띄어쓰기는 매우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글을 통해 의미를 전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띄어쓰기에 따라 문장이 가리키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문장을 끝맺을 때 종결어미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범바위’의 경우 첫 문장에서는 

“~투신 자살하였다.”라고 서술형 어미를 사용하였지만, 다음 문장에서는 “~불리어져옴.”이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였다. ‘승과평’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하였다.”의 서술형 어미

를 사용하였으나, 두 번째 문장에서는 “~되었음.”의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였다. 띄어쓰기와 종결

어미는 하나의 표석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체 표석 간에도 통일이 필요한 부분이다. 

② 대상에 대한 정의 누락 및 불명확한 설명 

 표석의 본문 중 첫 문장은 대상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문장을 읽었을 때 대상

지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상지의 정의는 내리지 않고, 배경

과 연혁 등의 설명에 그친 표석이 다수 있었으며, 그 대상은 ‘범바위’, ‘새말 나루터’, ‘승과평’, 

‘삼성리 토성’,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이다. ‘새말 나루터’의 경우에는 ‘새말(新村)’이라는 지명

과 대상지를 섞어서 설명하고 있어서 명확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③ 본문 전체와 한 문장 내의 분량 과다 및 비문

 본문의 분량은 지나치게 축약하여 표제어의 동어 반복 수준에 머물러도 적절치 않지만, 반대로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도 대상지의 의미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핵심적인 문장을 

통해 대상지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어반복이나 비문 등 때문에 문장을 

읽으면서 대상지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제어 본문 분량 문제점

학여울

탄천(炭川)과 양재천(良才川)이 만나는 지점이
다. 멀리서 보면 지형이 학처럼 생겼고, 이 부
근의 물살이 빠르고 세차다 하여 학여울이라 
부르게 되었다. 대동여지도에는 학탄(鶴灘)으
로 기재되어 있다. 
이곳에 1993년 10월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이 세워졌다. 

144자
3문장

1.띄어쓰기
2.첫 문장 정의 누락
3.한자병기 누락 

한티(한터)
마을

이곳은 예전에 큰 고개가 있었고 그 아래에 한티
(한터)마을이라고 부르던 부락이 있던 곳이다. 
한티는 큰 고개란 뜻의 우리말로 한자로 표기
하면 대치(大峙)가 된다. 대치동이라는 현재의 
동명은 이 마을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이 일
대의 조선시대 행정명은 광주군 언주면 대치동
이었다. 

155자
3문장

1.띄어쓰기
2.첫 문장 정의 누락
3.한 문장 내 분량과다
4.괄호 사용 기준 불일치
 (한자병기 혹은 이칭별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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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표석 중에서 특히 본문의 분량이 많은 표석은 ‘범바위’(384자), ‘승과평’(315자), ‘삼성리 

토성’(289자),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481자) 등이다. 전체 분량은 적절하나,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쓰여 있어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새말 나루터’와 ‘청숫골 나루터’가 있다. 

④ 일관성 없는 한자 병기

 표석의 본문을 살펴보면 한자의 병기 처리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한자의 음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와 순우리말을 한자로 바꾸어 병기한 경우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

다. 한자 병기가 필요한 경우, 즉 한글로 표기한 한자어의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는 ‘한글 표기(한

자)’의 형태로 표기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글 표기와 한자어가 각각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밤고

개’라는 순 우리말 표현과 ‘栗峴’라는 한자어가 병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밤고개[栗峴]’와 같이 한

자어를 대괄호에 넣어 표기해 주는 방식이 절절하다. 한자 병기는 동음이의어의 존재로 인해 의

미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⑤ 적절하지 않은 표현

 본문의 내용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몇 가지 발견되었다. 먼저 표준어가 아닌 표현으로는 

‘대모산’ 표석에 사용된 ‘봉수꾼’이라는 용어이다. 표준어로 바꾸면 ‘봉수지기’가 된다. 또한 ‘범

바위’ 표석에서는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 ‘벙어리 아가씨’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언어 장

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에 해당되므로 ‘말을 못하는 여인’ 정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호칭어가 사용된 경우인데, 역시 ‘범바위’ 표석에 사용된 ‘스님’은 호칭어에 해당되므로 

지칭어인 ‘승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⑥ 표제어와 서술 대상 내용의 상치

 표석의 본문 내용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표제어와 문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다. 강남구 표석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새말나루 터’ 표석이다. 표석의 표제어는 

새말나루를 가리키지만, 문안의 내용은 새말나루가 아닌 사평나루에 대한 내용으로 표제어와 서

술 대상 내용이 상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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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강남구 표석의 검토

강남구 소재 개별 표석의 문안과 설치 위치 등의 검토는 서울시에서 정립한 ‘표석 정비 가이드라

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는 그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 및 자

치구에서 추진하는 표석 정비사업’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이다.19)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석의 신설, 

철거, 이설, 문안 수정, 보수 등의 정비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강남구에 설치된 개별 표석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특히 표석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ㅍ

1 ∙ 신설

1) 서울시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의 신설 기준 검토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표석 정비 신청(제안)을 할 때는 표석 정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표석 정비 신청서의 서식에는 유적/터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신청 사유, 정비 내용 등과 함께 

유적 터와 관련된 사진이나 도면을 비롯해 문헌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표석 정비 신청서의 서식에 기반하여 신설이 필요한 유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신설 대상 유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의 신설 규정을 참고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 나타나는 표석의 정비 유형별 세부 기준 중 

‘신설’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 

4.1 신설

○ 표석 신설 대상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 중 형성된 후(사건인 경우에는 사건발생 후, 인

물은 사망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표석을 설치할 수 있다. 

  - 공공의 가치･역사적 가치･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 고증을 통해 유적의 원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경우

19)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역사문화재과),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계획(역사문화재과-7920, 2014.4.9.)

20) 이하 본문에 작성된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역사문화재과),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계
획(역사문화재과-7920, 2014.4.9.)에 첨부된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을 전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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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석을 설치할 때는 유적의 원 위치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 위치에 세우기 어려운 경우 디자인적 접근 방법 또는 별도의 안내사인 설치 등을 활용하여 

위치 고증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역사적 층위가 중첩되어 관람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형 표석을 설치할 수 

있다. 

  - 관서 또는 건물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군데 옮겨 다닌 경우에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검

토하여 가장 대표적인 위치에 세운다.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조건은 (1)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지 중 

50년 이상이 지난 것이어야 한다. 즉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1970년 이전에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1970년 이전에 형성된 멸실 역사문화자원 중에서 

㉠ 공공의 가치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 ㉡ 고증을 통해 유적의 원래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기준을 검토하였으므로 표석의 신규 설치가 가능할만한 멸실 역사문화자원의 후보를 추려

내야 한다.21) 조건 (1)에 맞는 강남구 소재 역사문화자원의 후보는 ① 대모산성 터, ② 수곡서원 

터, ③ 3.1운동 기념터: 대왕면사무소, ④ 3.1운동 기념터: 역삼리 횃불 만세운동지가 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2) 표석은 유적의 원 위치에 세우는 것이다. 세부 기준으로는 

㉠ 원위치에 세우기 어려울 때 디자인 혹은 안내 사인 등으로 고증에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 해당 역사문화자원의 존속 기간이 길어서 역사적 층위가 중첩될 경우에는 통합형으로 설치하

고, ㉢ 해당 역사문화자원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닌 경우에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가장 대표적인 곳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 (1)과 (2)를 고려하여 앞에 제시

한 네 가지 후보 항목들에 대해 표석 설치 대상으로 적합한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유적의 

정확한 위치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2) 신규 표석 설치가 가능한 멸실 역사문화자원 항목의 검토

(1) 대모산성 터

① 대모산성의 역사적 배경 및 의의

○ 대모산성은 삼국시대-통일신라의 어느 시점에 신라가 한강유역을 영유하게 되면서 강남구 일

대를 방어·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쌓았다. 삼국시대-통일신라 시기 여러 성(城) 간의 방위 네트

워크와 교통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21) 신설 표석의 후보가 되는 멸실 역사문화자원은 이은주 외(2020), 『강남구 역사문화자원 기초 조사 및 활용 방안』, 강남구청. 에서 제시한 
강남구의 역사문화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려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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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시대-통일신라 시기의 축성기법, 토기의 편년과 유형 분류에 대한 유용한 고고학적 정보

를 제공한다. 산성이 들어서기 이전 초기철기시대의 주거지, 석제도구와 토기편, 그리고 고려

시대의 토기편도 함께 수습되었다. 대모산성은 이 일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통시대적

으로 보여주는 역사 현장이다.

○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체육시설의 설치와 등산객의 방문으로 훼손

이 심해졌다. 성 내에 헬기장과 교통관제용 철탑이 구축되기까지 했다. 산성은 급경사면에 축

조된 데다 인위적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 표석 설치를 통해 이곳이 통일신라 시기 산성 터였음

을 알리고, 유적지 훼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② 사료 조사 및 분석

○ 추정성지

   대모산성의 현황 실측 평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1 대모산성 실측 평면도
(출처: 서울특별시(2003), 『서울소재 성곽 현황도집: 서울소재 성곽조사 보고서』) 

   성의 길이는 583m, 성의 면적은 6,334㎡로 조사되었으며22), 성곽의 현재 주소지는 서울특

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 13-1번지 일원이다.

22) 서울특별시(2003), 『서울소재 성곽 현황도집: 서울소재 성곽조사 보고서』, 대모산성현황실측평면도 범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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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조 시기와 축성 주체

   1999년 3월 7일 방송매체에서 대모산성을 삼국시대의 석성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3월 9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실은 지표조사를 통해 AD 9세기의 토기편을 수습했고, 따라서 삼

국시대가 아니라 통일신라 말에 축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23)

○ 산성의 축성 및 사용 시기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1999년 6월 말 대모산의 일부 구역(일원동 산 63-28번지)을 시굴 조사

하였다. 고려시대의 것을 포함한 여러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유물의 조합상이 인근한 통일

신라시대의 산성과 비슷했다. 즉, 대모산성은 주로 통일신라 시기 이용되었다고 보았다.24)

   한편, 2003년 백제문화연구회는 대모산성을 우면산성과 옥녀봉토성, 구룡산성과 함께 한성백

제의 서남쪽 수비성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25) 또한 한강 일대에 분포한 삼국시대 여러 성의 

분포와 배치로 판단할 때, 대모산성을 백제의 수도 방어를 위한 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최병식

(2013)의 의견이 있다.26) 한강 이남의 삼국시대 성들의 배치와 지형을 고려한 추정이지만, 

백제의 성으로 볼 물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12년 서울시가 대모산성을 서울시기념물로 지정하려 했을 때의 의견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시는 성곽의 구조와 출토된 토기 유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모산성은 6세기 중엽, 신라

가 한강 일대로 북진하면서 건축한 산성으로 보았다.27) 이와 같은 물적 근거를 바탕으로 윤성

호(2018)는 대모산성이 7세기 중반 이후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단, 산성 내 기와가 확인

되지 않은 점(급조한 성이라는 의견)에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초기나 나당전쟁기가 축조시

기일 가능성을 제기했다.28)

  정리하면, 대모산성에 대한 전면적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여서 축성 시기나 성의 소

유 주체에 대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한성백제의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등이 인접한 곳에 

있다는 점을 의식한 채 대모산성을 백제의 성으로 보는 입장이 있으나, 대모산성에서 백제계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대모산성에서 출토된 물적 근거는 통일신라 시기 사용했던 

성임을 말해주며, 축성 시기는 그보다 앞선 나당전쟁기나 신라의 한강 진출 시기로 당겨볼 

수 있다. 즉, 대모산성은 6세기 중엽 이후 어느 시점에 신라가 강남구 일대를 영유하면서 방

어·관리하기 위해 쌓은 산성으로 이해된다. 

23) 한양대학교박물관(1999), 『대모산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7쪽.

24) 한양대학교박물관(1999), 『대모산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43쪽.

25) 문화일보 기사(2003.6.3.), ‘한성백제 南西방어선 찾았다’ 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1&aid=0000032444)

26) 최병식(2013), 「서울강남 대모산성의 역사적 성격」, 『한성백제시대 남한산성 문화권 위상』, 성남문화원, 39-40쪽.

27) 한국일보 기사(2012.6.3.), ‘신라 때 지어진 대모산성, 서울 기념물 된다’ 참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206031377586002

28) 윤성호(2018)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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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토 유물(한양대학교박물관(1999), 『대모산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참고)

 - 초기철기시대 주거지와 출토 유물

   경사진 자연 암반층을 ‘s’ 모양으로 굴광한 주거지로, 바닥층 기준으로 남북 240cm, 동서 

190cm의 크기다. 바닥면에서 다량의 점토대토기 조각, 유구석부(有溝石斧) 및 갈판, 성격 불

명의 석재 등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림 4-1-2 점토대토기

  

그림 4-1-3 유구석부

 

 - 대모산성의 축석 흔적

   대모산성은 산 정상부를 둘러싼 테뫼식이다. 성벽은 산 정상부를 돌아가며 ‘ㄴ’자 모양으로 

깎아내고 돌을 쌓았으며, 40~100cm 크기의 할석이 3단 정도로 구성되었다. 성벽은 전체적

으로 붕괴가 심해 분명치 않으나, 둘레 약 584m에 내부 면적 1,900평 정도로 추정한다. 

          

그림 4-1-4 대모산성의 축석 흔적(좌)과 북벽(우) 
(출처: 서울역사편찬원(2018), 『서울역사답사기2 관악산과 아차산 일대』, 107쪽.) 

 - 산성 출토 유물

   단각고배류(短脚高杯類)·대부완(臺附盌)과 연질·경질의 각종 호(壺)와 개배류(蓋杯類)를 비롯하

여 고려시대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토기편까지 여러 종류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서울특별시

의 지표조사에서도 시기를 알 수 없는 토기편이 약간 수습되었다. 유물 조합은 이성산성·호암

산성·아차산성 등 인근한 삼국·통일신라시대 성곽에서 출토되는 유적들과 유사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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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대완(臺盌)의 밑바닥 

 

그림 4-1-6 대족(臺足) 

       

그림 4-1-7 병경부(甁頸部) 조각 

  

그림 4-1-8 완(盌) 

   대모산성에서는 초기철기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통시대적 고고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사

기간과 조사범위가 매우 제한된 한계가 있었음에도 주거지, 석축의 흔적, 석제 도구, 토기 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기철기시대의 주거 양상, 삼국시대-통일신라의 축성기법, 

토기의 편년과 유형 분류 등 고고학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기타(이성산성 A지구 1차 저수지 목간)

   윤성호(2018)는 연구에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戊辰年’ 명 목간의 내용을 다루었다. 목간의 

‘南漢城’은 이성산성이고 ‘須城’은 그에 인접한 성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한강 이북의 아차산

성을 제외하고 가장 인접한 대모산성일 가능성을 거론했다.29)

29) 윤성호(2018)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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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무진년(戊辰年) 명 목간

※ ‘戊辰年’ 명 목간의 내용

戊辰年正月十二日朋南漢城道使 … 須

城道使村主前南漢城□□ … □□蒲 □

□□□□□ …

  

   아직 대모산성과 ‘須城’의 정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차후 자료의 보강이 뒤따르

면 대모산성의 원래 명칭과 관련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모산성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신라가 강남구 일대를 중심으로 방

위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쌓았다. 성에서 초기철기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폭넓은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어 이 일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보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발굴조사의 미진과 

관리 부실로 성벽 노출과 훼손이 심하다. 표석을 설치해 대모산성의 터를 알리고 시민의 관심

에서 멀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2) 수곡서원 터

① 수곡서원의 역사적 배경 및 의의

○ 수곡서원은 현재 강남구 수서동 일대의 광수산(현재 대모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서원으로 조

선 후기까지 강남구 일대에서 손꼽히는 큰 규모의 교육기관이자 사당 역할을 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강남구 일대의 서원 중 2번째 규모였으며, 송시열이 수곡서원을 위해 쓴 「광주수곡

사우기(廣州秀谷祠宇記)」, 오희상의 「수곡사비(秀谷祠碑)」등이 존재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 가

치가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노주집』, 『송자대전』, 『순암집(順菴集)』 등의 기록을 통해 

그 위치를 대략 파악할 수 있고, 『조선지도』, 『대동지지』 등에 간략한 지도와 지리적 정보 등

이 소개되고 있어 표석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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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곡서원의 터는 찾을 수 없지만 수곡서원이 위치했던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서원마을의 지명

을 통해 수곡서원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모산 일대에 위치

한 대규모 묘역인 광평대군 묘역과 인접한 곳에서 활동하고 거주한 광평대군의 후손 이의건과 

이후원이 배향된 서원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더불어 조선후기 사우의 건립과 서원으로의 

발전 과정에 있어 이후원의 배향 관련 내용과 맞물려 수곡서원의 이야기는 재조명될 가치가 

있다. 

② 사료 조사 및 분석

 여러 사료에 따르면, 수곡서원(秀谷書院)은 조선 후기인 숙종대에 건립된 서원이다. 창건 연대에 

대해서는 기록별로 차이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노주집』에는 숙종 을축년

(1685년)에 건립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송자대전』은 숙종 갑자년(1684년)에 건립되었다고 기록

하고 있다. 

수곡서원(秀谷書院) 서쪽으로 20리이며 숙종(肅宗) 을축년에 세웠고 을해년에 액(額)을 내렸다. 이의건

(李義健) 자는 의중(宜中) 호는 동은(峒隱)이고 본관은 전주이다. 벼슬은 공조 정랑이고 증직 집의(執義)

이다. 조속(趙涑) 자는 계온(季溫) 호는 창강(滄江)이며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벼슬은 진선(進善)이며 증

직 이조참판이다. 이후원(李厚源) 자는 사심(士深) 호는 우재(迂齋)이고 완산(完山)이다. 벼슬은 우의정이

며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이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경기 광주목

수곡서원(秀谷書院) 을축년에 세웠으며, 숙종 을해년에 사액하였다. 이의건(李義健) 자는 의중(宜仲)이

며, 호는 동은(峒隱)이요,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벼슬은 공조 정랑이며 집의를 승직하였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사전전고 서원

 반면 사액 시기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연려실기술』에만 기록이 남아 있어 을해년

(1695년)에 사액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892년 간행된 『노주집』은 수곡사의 연원에 대한 

기록인 「수곡사비(秀谷祠碑)」를 남기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영의정을 역임했던 이

후원이 추가 배향된 연원도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주부 서쪽 광수의 산에는 사당이 서있는데, 동은, 창강, 우재 3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이를 수곡사

라 한다. 동은은 이의건 선생이고 자는 의중, 세종의 별자인 광평대군의 5세손이다. (중략) 창강선생 조

씨는 조속이고 자는 희온이다... 우재선생의 휘는 후원이고 자는 사심, 동은의 형의 후손이다... 이 사당

은 숙종 을축년에 건립되었고, 동은, 창강을 배향하고, 34년 후 무술년에 우재를 배향했다. 사당이 퇴락

하고 무너지자 재임 이인겸 등이 정비하여 새롭게 하였다. 또 계생(繫牲, 희생 제물을 묶어두는 곳)의 

돌을 세우고자 했다. 돌은 이미 전에 있었던 것이나 특히 소략할 뿐이었다.30) 

『노주집(老洲集)』 권18, 비(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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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곡서원은 광주부 대왕면 일대 출신인 선조 때의 공조정랑 동은(峒隱) 이의건(李義健)과 효종 

때의 장령 창강(滄江) 조속(趙涑)을 배향하기 위해 ‘수곡사(秀谷祠)’란 이름의 사당으로 처음 건립

되었다. 『노주집(老洲集)』에 의하면 수곡사는 광주부 서쪽의 광수산(光秀山)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현재 광수산은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20(수서동)에 위치한 산으로 대모산의 북동쪽 기슭을 

통칭하는 말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대모산과 광수산을 별도로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광수산에 

위치했다고 기록한 것이다. 현재 수곡서원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서원

마을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처음 건립된 위치에서 옮기지 않고 현재의 일원동 서원마을에 

위치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수곡사의 ‘수곡(秀谷)’은 맑은 골짜기란 의미이고 인근에 

맑은 못이란 뜻의 ‘청숫골’과도 관련이 깊어 보이지만, 지리적 근접성을 따져볼 때 광수산과 연관

이 더 깊어 보인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후원은 1718년(숙종 44, 무술년) 추가로 배향되면서 비로소 이의건, 조속, 

이후원이 배향되었고, 서원이 퇴락하자 새로 재건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서원등록』에 기록된 이후원의 추가 배향 관련 기록은 『노주집』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조(禮曹)에서 올린 신목(申目)에, “달하(達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경기(京畿) 광주(廣州)의 

유학(幼學) 어경설(魚景卨) 등이 올린 편지 글을 보니, 고(故) 상신(相臣) 충정공(忠貞公) 이후원(李厚源)

을 수곡사우(秀谷祠宇)에 추배(追配)하기를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곡사우는 바로 고 정랑(正郎) 이

의건(李義健)과 장령(掌令) 조속(趙涑)의 위패를 봉안한 곳입니다. 이후원은 바로 이의건의 종손(從孫)인

데, 집안에서 시(詩)ㆍ예(禮)의 학문을 터득하여 절개가 강직하고 행실이 독실하였습니다. 선정신(先正
臣)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문하를 드나들며 예서(禮書)를 학습하여 천명한 바가 많았고, 사우

(師友)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으니, 덕업(德業)의 성대함과 명절(名節)의 우뚝함은 진실로 진신(搢紳)과 

사림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현(儒賢)들을 보좌하고 사문(斯文)을 흥기시킨 공로 또한 크니, 많

은 선비들이 이의건과 조속의 사우에 철식(腏食)하는 것을 청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

니다. 명현(名賢)을 포숭(褒崇)하는 도리에 있어서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사액사우에 관련되므로 신(臣)의 조(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세자께서 재결(裁決)

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57년 3월 1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어

유귀(魚有龜)가 담당하였는데, 특별히 많은 선비들이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달하(達下)하였다.

『서원등록』, 1718년(숙종 44) 3월 13일 (수곡사우(秀谷祠宇)에 이후원(李厚源)을 추배(追配)하는 건)

 『서원등록』에 의하면 1718년 3월 13일 수곡사우(秀谷祠宇)에 이후원을 추배(追配)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조에서 광주 유학생들의 이후원 추가 배향 의견을 받아들여 숙종에게 건의하자 

숙종이 이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곡서원은 본래 이의건과 조속을 먼저 배향하고 있었으나 

이때 이르러 효종 때 우의정을 역임하고 송시열(宋時烈)과 송준길(宋浚吉)을 등용한 이후원을 배

향하면서 그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30) 維廣州府西光秀之山 有祠巋然 幷享峒隱滄江迂齋三先生 是爲秀谷祠也 謹按峒隱先生諱義健 字宜仲 世宗別子廣平大君璵五世孫 (중략) 滄江先
生趙氏 諱涑字希溫 (중략) 迂齋先生諱厚源 字士深 峒隱兄孫 (중략) 祠始建於肅廟乙丑 妥侑峒隱滄江而宣額 後三十四年戊戌 追躋迂齋 祠舊頹
圮 齋任李仁謙鳩財繕修而一新之 且謀所以立繫牲之石 石則已有前人之具而特短少耳 屬煕常文之 辭不獲 遂謹觕擧崖畧如右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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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주집』에서도 수곡서원은 ‘수곡사우’로 표기되고 있으며 이전 기록인 송시열의 『송자대전(宋

子大全)』에도 수곡사우로 표기되고 있다. 실제 송시열은 1688년 가을에 「광주수곡사우기(廣州秀

谷祠宇記)」를 직접 지어 그 기문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에만 해도 수곡서원은 수곡사우로 

불리고 있어 여전히 사우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시 사우와 서원에는 엄연히 구분이 존재했다. 사

우가 그 지역의 특출나고 현달한 인물을 배향하는 사당의 역할을 하는데 비해 서원은 지역의 인

물을 배향하는 기능을 넘어서 성리학의 도통을 잇는 학자를 배향하고 유생들을 교육하여 학문적

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곡서원은 1695년 10월 광주의 

유학 김성렴 등이 상소로 인해 사액을 받았음에도 그 역량이 서원으로 높아지기에는 한계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지역 인물인 이의건과 조속 두 사람만을 배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주 유생들은 수곡서원에 주요한 인물을 배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718

년 인조대에 반정공신이자 우의정을 지낸 바 있는 이의건의 친족인 이후원을 추가 배향하게 되었

다. 이후 수곡서원은 강학과 교육 기능을 지닌 서원으로 거듭나고 퇴락한 건물을 새롭게 지어 

그 면모를 일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후일 수곡서원은 동은(峒隱), 창강(滄江), 우재(于齋) 3선생을 

모신 서원으로 꼽히면서 경기도 광주부의 3대 서원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 경기도 광주부에는 수곡서원 외에도 구암서원, 명고서원이 있었고, 남한산성에는 현절사가 

있어 3학사를 배향하고 있었다. 

휴옹(休翁) 정공 홍익 의 사당 건립을 위한 통문[休翁鄭公 弘翼 建祠洞文] 기축년. 남을 대신하여 지

은 것임. 생각건대, 사람의 떳떳한 도리를 부식(扶植)하는 것은 인도(人道)의 중대한 단서이며, 어질고 

덕망있는 이를 높이는 것은 실로 사림(士林)의 큰 절개입니다. 그러므로 그 덕행과 풍절(風節)이 진실로 

후진(後進)의 사표가 될 만하고 각박한 세속을 가르쳐 권면할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 조두(俎豆)의 장소

를 마련하여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크게는 서원(書院)으로 모시고 작게는 사당으로 모시는

바, 이것은 바로 현사(賢士)를 동서(東序)에 제사하고 향선생(鄕先生)을 사문(社門)에 모신 고례(古禮)의 

뜻이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어진이를 높이고 도리를 중히 여기는 뜻을 모두 여기에 붙였으니, 풍교(風
敎)와 문물(文物)이 전대를 능가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고장을 두고 말해본다면, 귀암(龜
巖)ㆍ수곡(秀谷)ㆍ명고(明皐) 세 서원의 설립은 각각 전배(前輩)가 살던 곳에다가 세운 것인바, 한편으로

는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마음을 붙이고 한편으로는 여럿이 모여서 강습하는 장소로 삼으니, 그 의의가 

어찌 중하지 않겠습니까.

『순압집』, 「순암선생문집」 제17권, 잡저

 구암서원은 이집, 이양중, 정성근, 정엽, 오윤겸, 임숙영 등을 배향한 서원으로 구천면에 위치해 

있었다. 명고서원은 조익, 조복양, 조지겸 등을 배향한 서원으로 송간면(松澗面)에 위치해 있었다. 

이에 비해 수곡서원은 광주의 서쪽인 대왕면에 위치해 있었다. 이때 위치에 대해서는 『여지도서』

와 『광주부읍지』, 『대동지지』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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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0 『대동지지』에 기록된 수곡서원

※『대동지지』의 내용

秀谷書院西二十里肅宗乙丑建乙亥賜額

李義健字宜中號峒隱全州人官工曹正郞

贈執義趙涑字季溫號滄江豐壤人官進善

贈吏曹參判李厚源字士深號迂齋完山人

官右議政完南府院君謚忠貞

 이에 따르면 수곡서원은 광주부 관아에서 서쪽 20리에 위치했다고 한다. 그 규모와 크기에 대해

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1864년을 기록하고 있는 『각사등록』에 의하면 기전답(起田畓) 2결

(結) 53부(負) 이속(束), 진전답(陳田畓) 46부 8속을 경장하고 있었고, 서원에 소속된 원생 50명, 

모입(募入, 모집 인원) 2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구암서원이 기전답 2결 77부 4속, 진전답 22부 

6속, 원생 50명, 모입 30명으로 그 규모는 비슷했지만 명고서원과 매곡서원은 원생이 20명이나 

25명에 그치고 있어 당시 광주부에서는 가장 큰 서원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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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1 『조선지도』(규장각)에 수록된 수곡서원 위치

 한편, 수곡서원의 배향 인물은 크게 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먼저 배향된 인물은 선조 때 

공조정랑을 지낸 바 있는 이의건과 조속이다. 이 중 이의건은 전주 이씨로 광평대군의 후손이다. 

광평대군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로 그 재주가 뛰어났지만 20세의 나이로 요절한 인물이다. 그러나 

광평대군은 그 후손이 번창하였고, 그 묘역이 현재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있었다. 이후 선릉(宣陵)

이 이곳에 입지하면서 그 묘역이 옮겨져 수서동 일대인 광수산에 정해졌다. 따라서 수곡서원이 

위치한 곳은 광평대군의 묘역이 위치한 곳과 매우 인접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광평대군의 후손들은 수서동 일대에서 대대로 거주하며 세거지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이의건은 광평대군의 5대손으로 광수산 일대에서 공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주했을 

것이다. 안정복의 『순암집(順菴集)』에 의하면 수곡서원은 각각 전배(前輩)들이 살던 곳에 세운 것

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의건의 묘 역시 수많은 광평대군의 후손들과 함께 광평대군

의 묘역에 함께 조성되어 있다. 광평대군의 묘역은 1495년에 조성되었고, 현재 700여 기의 후손 

분묘가 조성된 대표적인 가족 묘역이기도 하다. 

 아울러 함께 배향된 이후원 역시 광평대군의 후손으로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일대인 광주군 대

왕면 궁촌(宮村)에 살았다. 궁촌 뒤에는 광수산이 바로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현재의 일원동 

서원마을 일대일 가능성도 있다. 1910년의 관보에 의하면 이택종이 궁촌 원곡마을 뒤편의 광수

산 아래의 땅을 대여해 개간할 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궁촌은 광수산과 매우 

인접한 지역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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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有未墾地利用法에依야貸與許可者左와如홈(農商工部)

  京畿 第二十一號
  京畿道廣州郡大旺面宮村後光秀山麓下
  草生地參町七畝貳拾壹步
  田及桑園
  同  六年十二月末日지

  京畿道廣州郡大旺面宮村苑谷十七統一戶  李 宅 鍾
관보, 1910년 01월 04일(隆熙四年一月四日 (火曜)) 第四千五百六十七號

 이곳에 거주했던 이후원의 자는 사진(士晋)·사심(士深), 호는 우재(迂齋)이며 광평대군(廣平大君)

의 7세손이다. 이후원은 이의건과 함께 배향된 조속과 교유하며 김장생을 스승으로 모시기도 하

였다. 그래서 김장생의 『사계전서』에 문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김장생의 손녀 사위로 효종 대

에는 우의정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때 이후원은 송시열을 이조판서, 송준길을 병조판서에 임명

하도록 천거하여 서인 산림을 우대하는 정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1660년 서거하여 경기

도 금천(衿川)[오늘날 광명시] 일직촌(一直村)[일직동] 삼석산(三石山)[호봉골]에 매장되었다가 

1714년 광평대군의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일대에 묘역과 신도비가 

조성되어 있다. 이로 보아 1714년 이장 후 이 지역의 유생들이 이후원의 수곡서원 배향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718년 고향이자 광평대군의 묘역이 위치한 광수산 일대의 수곡서원에 

배향되었다. 

 수곡서원은 19세기 중반까지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그러나 1871년(고종 8)에 흥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 위패는 서원 뒤편인 광수산 기슭에 매안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서원 터도 폐허가 되어 지금은 그 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조선후기 사우의 건립과 서원으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3) 3.1운동 기념터: 대왕면사무소, 역삼리 횃불 만세운동지

① 대왕면사무소와 역삼리 만세운동의 역사적 배경 및 의의

○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3.1운동 유적지는 현재 선정된 곳이 없으며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어 

표석이 세워진 곳이 없다. 그러나 율현리에 소재한 대왕면사무소와 역삼리에 소재한 뒷산은 

강남구 주민들이 100여 명 이상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장소란 점에서 표석을 세워 3.1운

동 유적지로 삼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1919년 3월 26일 이시종, 이재순 등이 주도하여 수서리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율현리에 소재

한 대왕면사무소를 찾아 만세를 외치고 『조선독립신문』을 낭독한 사건이 존재한다. 이시종, 

이재순은 3,1운동을 이끌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 1년형을 언도받고 수감생활을 했

으며 이시종은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도 남아 있다. 특히, 중대면 송파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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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 것을 보고 일제의 수탈 기관인 대왕면사무소를 밤에 찾아가 미리 얻어 둔 『조선독립신

문』을 낭독한 사건은 강남구의 비폭력 만세시위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대왕면사무

소의 위치는 당시 율현리(현재의 강남구 율현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어 표석을 세울 만한 위치

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919년 3월 28일 밤에 전개된 이중인 등 1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한 횃불 만세운동은 역삼

리 뒷산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로 3.1운동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 준다. 이중인은 양재리에 소작

지를 두고 소작을 하던 중에 소작지를 빼앗긴 데 분개해 역삼리 주민들을 모아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 결과 역삼리의 야트막한 뒷산 정상에 올라 횃불을 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

다. 이는 일제의 잔혹한 만세운동 탄압으로 인한 또 다른 방편의 만세시위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역삼리 뒷산은 현재 국기원이 위치한 역삼근린공원(서울특별시 강

남구 역삼동 635)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 대왕면사무소, 역삼리 횃불 만세운동지는 강남구의 3.1운동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

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강남구 일대는 대부분 개발로 인해 옛 유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대왕

면사무소 터, 역삼리 뒷산은 대체로 위치 추정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표석을 세우기에 어렵

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다. 실제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고지도를 이용한 위치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② 사료 조사 및 분석

○ 대왕면사무소 만세운동지 관련

   1919년 3월 초에 서울의 종로 일대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경기도 광주군에도 3월 하순에 

들어 전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광주군 돌마면 일대였고, 3월 26일 광주군 

낙생면장과의 협의 하에 돌마면과 낙생면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현재의 강남구 수서동 

일대인 대왕면사무소 인근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26일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시종(李時鍾)은 돌마면 여수리(麗水里) 출신으로 19세의 나

이에 불과했다. 당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일대)

에서 3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후 용기를 얻어 대왕면 수서리 일대로 

만세운동을 확산시켰다. 이때 그는 100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대왕면사무소를 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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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2 이시종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앞면

 

그림 4-1-13 이시종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뒷면

   본래 대왕면사무소는 1911년 대왕면 상적리(현재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대)에서 개소하였

고, 1917년에 대왕면출장소가 율현리(栗峴里)에 개소하였다.31) 실제 수서리 일대에서 대왕면

출장소가 위치했던 율현리까지는 매우 가까웠다. 따라서 시위 인파들이 몰려간 대왕면사무소

는 율현리 일대에 위치한 대왕면사무소의 출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4 수서리(上)와 대왕면사무소(下) 위치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참고하면 당시 대왕면사무소의 출장소 위치를 살

펴볼 수 있다.  

   「이시종 등 2인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시종은 3월 25일 저녁에 이웃인 이윤종(李胤鍾)이 

갖고 있던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을 보고 잠깐 빌려 달라고 한 뒤 이를 몸에 지닌 채 

31) 강남구․한국학중앙연구원, 강남구디지털향토문화대전, 대왕면사무소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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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리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윤종은 일찍이 일제강점기 이전에 광주군에 학교

를 설립한 인물로 1923년에는 ‘민립대학 광주지방부’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광주 지역의 계

몽적 인사였다. 때문에 이윤종이 입수한  『조선독립신문』의 내용을 접한 이시종이 이를 들고 

나가 광주 지역의 3.1운동 확대에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의 내용은 “조선은 독립해야

만 된다”는 취지를 12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한 것이었다. 송파리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한 경험

을 토대로 이시종은 사람들을 이끌고 수서리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이시종이 이끌고 간 

주민들의 숫자가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재순(李載淳), 이규문(李揆文) 등 수서리 주민들이 

합류했다. 이 중 이재순은 당시 32세로 송파병원을 다녀오다가 합류하였다. 이에 이재순은 

대왕면사무소를 향하고 있던 일행에게 저녁이 되었으니 대왕면사무소는 비어 있을 것이라고 

하며 면장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이시종과 주민들은 수서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세력

을 규합한 후 비어 있는 대왕면사무소에 집결하였다. 이후 대왕면사무소 앞에서 20여 분 간 

만세를 불렀다. 이후 이시종은 면사무소 안의 남포등에 불을 켜고 모여 든 주민들 앞에서 조

선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조선독립신문』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재순은 이시

종이 모르는 글자를 알려주면서 『조선독립신문』의 낭독을 도왔다고 한다. 이시종은 낭독을 

마친 후 “면사무소에서 오늘까지 일본의 일을 했지만,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 세금 등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연설했다. 그러나 직후에 이시종과 이재순은 체포되고 말았다. 이시종과 

이재순은 각각 보안법 위반의 죄를 적용받았으나 이시종은 군중을 선동하고 규합했다는 이유

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재순은 군중을 규합한 죄를 적용받지 않아 8개월을 선고받

았다. 이 중 이시종은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가 현재 남아 있어 수감 중의 앳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시종은 1919년 7월 26일 형을 언도받고, 10월 8일에 형을 적용받았

다. 이후 일제는 1920년 4월 28일 은사(恩赦)라는 미명하에 석방하였다. 한편, 이재순은 

1919년 5월 15일 징역 8월형에 처해져 상고 끝에 10월 9일 기각되어 8개월의 징역이 확정

되었다.32) 이후 4월 28일 만기출옥하였다고 하지만 이시종과 같은 이유로 석방되었을 가능

성도 있다. 

   정리해보면, 당시 광주군 대왕면 율현리에 소재한 대왕면사무소(혹은 출장소)에서 일어난 만

세시위운동은 이시종과 이재순이 주도한 강남구의 대규모 만세운동이었다. 특히, 주민들을 규

합하여 100여 명이 면사무소로 몰려갔으나 면장을 체포하거나 직원들에 폭력을 가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사무소를 파괴하지 않고 그 앞에서 평화롭게 만세를 외치고,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혀 조선 독립의 취지와 당위성이 적힌 『조선독립신문』을 낭독했다는 점에

서 비폭력 만세시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32)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판결문, 이시종 등 2인 판결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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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리 횃불 만세운동지 관련

   대왕면사무소에서의 만세운동은 인근의 송파진파견소의 헌병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러나 

강남구 일대의 만세시위운동은 인근으로 확대해 나갔다. 1919년 3월 28일 밤에 광주군 언주

면 역삼리 뒷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그것이다. 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농민 이중인

(李重仁)이었다. 

 1919. 3.28 京畿 廣州郡 彦州面 驛三里 뒷山 山頂에서 里民 百餘名이 集結하여 「횃불」을 올리며 독

립만세를 高唱 시위하다 主動者로 被逮되어 懲役 6月을 받고 獄苦의 餘毒으로 29세에 死亡한 사실이 

확인됨.

이중인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이중인은 1919년 당시 27세의 청년으로 아버지 이정익(李廷翼)과 함께 인근의 경기도 시흥군

(始興郡) 신동면(新東面) 양재리(良才里, 현재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국유지 논 10마

지기와 밭을 대여해 소작하던 농민이었다. 그런데 1919년 2월 15일 소작지가 모종밭으로 지정

되면서 소작지를 잃어버리게 되어 3월 18일에 동생 이중항(李重恒)과 함께 면서기 이병찬(李秉

燦)을 찾아가 소작지 탈취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 와중에 광주군 일대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지

자 역삼리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만세운동을 벌일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3월 28일 역삼리 

뒷산에 주민 100명을 모아 함께 횃불을 올리고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며 시위하였다. 

   횃불 만세시위는 만세시위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자 밤에 주민들이 모여 불을 

밝히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조선독립신문’과 선언서를 낭독하기 위해 전국의 각지에

서 벌어진 3.1운동의 또 다른 양상이었다. 이를 통해 일제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산에 올라가 불을 피움으로써 인접한 지역으로 만세운동을 확산할 수 있었다. 이중인 

역시 밤을 틈타 역삼리의 주민들을 모아서 뒷산에 집결시킨 후 횃불과 모닥불을 이용한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횃불 만세시위가 벌어진 역삼리는 말죽거리, 상방하교[윗방아다리], 하방하교[아랫방아다리] 

등 세 마을을 합쳐 역삼리라 한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세 마

을이 합해져 역삼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중인은 역삼리에 살면서 인근의 양재동 소작

지를 경작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역은 주변에 산이 없고 평지가 대부분을 이루며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점차 많은 주민이 모여 살게 되었다.33) 그래서 1923년 5월에는 언주면

사무소가 역삼리로 위치를 변경할 정도로 주민들의 숫자는 증가했다고 한다.34) 

33) 강남구․한국학중앙연구원, 강남구디지털향토문화대전, 역삼동 항목 참고. 

34) 조선총독부 관보 제3249호(1923년 6월 11일)
大正12年5月15日廣州郡彦州面事務所位置ヲ同面驛三里ニ變更セ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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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만세시위가 벌어진 곳은 역삼리 뒷산으로 나타난다. 역삼리에서 산이라고 할 만한 곳은 

거의 없지만 우면산에서 매봉산으로 이어지는 지맥 가운데 북으로 뻗은 작은 능선이 이어진 

야산이 있었다고 한다. 

그림 4-1-15 역삼리 횃불 만세운동 위치(역삼리 뒷산)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

   약 84m의 높이로 낮은 구릉이 바로 횃불 만세시위가 벌어진 역삼리 뒷산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곳에는 현재 역삼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국기원(國技院)이 자리잡고 있다. 

   이중인은 이 야트막한 야산에 마을 주민 100여 명을 모은 후 횃불을 피운 후 만세운동을 전개

한 것이다. 그러나 만세운동을 감시하고 있던 일제 헌병대에 의하여 그는 주동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6월 28일 경기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형을 언

도받고 8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하였으나 옥고로 인해 

얻은 병으로 29세가 되던 1921년 1월 25일에 사망하였다.

   역삼리 뒷산에서 이중인이 주도하여 전개된 만세시위는 강남구에서 벌어진 또 다른 전형의 

만세시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반에 대대적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이 일제의 

폭압적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단속으로 인해 주춤해지자 밤을 틈타 주민들을 모아 야산에서 

횃불을 들고서라도 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견 소극적인 만세시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제의 잔혹한 만세시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을 유지한 채 지속적인 독

립만세운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주군 일대에서 벌어진 3.1운동은 비폭력적인 경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지속되었

다. 대왕면사무소 만세운동에 이어 일어난 역삼리 횃불 만세운동은 강남구 일대의 3.1운동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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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선

1) 서울시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의 문안 수정 및 이설 기준 검토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문안 수정이 필요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역사적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역사적 사건의 전개된 상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거나 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내용이 소략해서 표제어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경우 

- 표제어의 동어반복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 오자, 탈자 등이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근거하여 ① 역사적 사실 관계 및 전개 상황, ② 문장의 문법 및 어법, ③ 

내용의 충분성, ④ 불필요한 내용 및 오탈자 등을 중심으로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각 표석의 문안

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비 검토 대상 표석은 (1) 새말 나루터, (2) 압구정 터, (3) 청숫골 나루터, 

(4) 삼성리토성이며, 4건의 표석에 대한 개선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기타 지명 

유래 표석의 경우 재분류 및 관리 필요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2) 정비(개선)가 필요한 표석의 검토

(1) 새말 나루터

① 현황

○ 문안의 내용과 설치 위치

   새말 나루터 표석 문안에 쓰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새말 나루터

  조선시대에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새말(新村)
로 불리던 이곳은 한남동 한강 나루터와 이어
지는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며, 말죽거리 판교를 지나 남부 지방과 연
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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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말 나루터 표석은 한남대교 남단에 위치한 한남대교 KPOP체험관 인근 화단으로 한남대교

를 기준으로 동쪽에 설치되어 있다. 

○ 문안 내용의 검토

   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나루터가 광주군 언주면 새말[新村]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재

되어 있다. 이어 해당 나루터가 한남동의 한강 나루터와 이어지며, 상업이 성행하였고, 말죽거

리와 판교를 지나 남부 지방과 연결되던 교통의 요지라고 하였다. 해당 설명의 내용은 새말나

루가 아니라, 사평나루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② 자료 조사 및 분석

 현재 표제어인 ‘새말 나루터’의 새말나루는 사평나루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루터가 있던 

지역은 현재 행정구역 상 신사동에 해당된다. 신사동은 일제 강점기에 새말[新村]과 사평리(沙平

里)를 합쳐 만든 행정구역이다. 새말나루라는 명칭은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불러온 오해로 보

인다. 

그림 4-2-1 사평리(沙坪里)와 새말[新村]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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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도를 살펴보면, 신사리(新沙里)를 구성하는 사평리와 신촌[새말]의 위치

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신사리 인근 한강변에 뱃길이 표시되어 있고, 이 뱃길이 한남동 쪽 

나루터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량 가설 계획 위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한

남대교의 위치와 유사하다. 교량을 기준으로 하면 나루터의 위치는 현 한남대교 남단의 동쪽이 

아니라 서쪽임을 알 수 있다. 

 문안의 내용 중 ‘언주면 새말(新村)로 불리던 이곳은’ 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해당 위치 

즉, 한남대교 남단 인근은 조선시대에 새말이 아니라 사평리이다. 신촌의 위치는 한남대교의 동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또 ‘한강 나루터와 이어지는 나루터’는 여러 사료에서 사평진, 사평도로 

칭하는 사평나루를 의미한다. 

 문안의 내용 중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 지칭하는 것은 사평나루 인근에 위치했던 사평장을 말하

는 것으로, 조선후기 사평장은 송파장과 더불어 전국 15대 장시로 손꼽히는 큰 장시였다. 

경기 102처, 공충도(公忠道 충청도(忠淸道)) 157처, 강원도 68처, 황해도 82처, 전라도 214처, 경상도 

276처, 평안도 134처, 함경도 28처. 길주(吉州) 이북 삼갑(三甲) 각읍에는 본래 장시(場市)가 없고 여염

간(閭閻間)에서 평상일에 매매함. ○ 경기의 광주사평장(廣州沙坪場)ㆍ송파장(松坡場)ㆍ안성 읍내장(安城
邑內場)ㆍ교하 공릉장(交河恭陵場), 공충도(公忠道)의 은진 강경장(恩津江景場)ㆍ직산 덕평장(稷山德坪
場), 전라도의 전주 읍내장(全州邑內場)ㆍ남원(南原) 읍내장, 강원도의 평창 대화장(平昌大化場), 황해도

의 토산 비천장(兎山飛川場), 황주 읍내장(黃州邑內場), 봉산 은파장(鳳山銀波場), 경상도의 창원 마산포

장(昌原馬山浦場), 평안도의 박천 진두장(博川津頭場), 함경도의 덕원 원산장(德源元山場)이 가장 큰 장

들이다.

『만기요람』, 부(附) 향시(鄕市)

 사평나루 인근은 교통의 입지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사평장과 같은 큰 장시가 형성될 수 있었다.

사평장은 한강 이남에 위치하는 대규모 장시 중 하나였다. 특히 사평장은 도성과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대로에 위치하여 지방의 물건을 도성에 공급하는 장시로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

조대의 기록인 『일성록』에 사평장에서의 거래가 도성의 물류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사

례가 등장한다. 

 

또 아뢰기를, “우전(牛廛)의 시민(市民) 백문항(白文恒) 등의 원정에, ‘반인(泮人)들이 송판(松坂)과 사평

장(沙坪場) 부근의 간민(奸民) 및 동도루원(東道樓院)과 서로점막(西路店幕) 사람들과 결당하여 지방의 

소들을 모두 차지하여 매매하고 있습니다. 또 본전(本廛)이 진배(進排)하는 타락유우(駝駱乳牛)가 1년에 

도합 34척(隻)인데, 태복시(太僕寺)에서 지급해 주는 물건이 있기는 하지만 1년에 손해 보는 것이 1000

여 냥(兩)에 이르므로 흩어지는 지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해사(該司)에 내려 편의대로 구획(區劃)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미 사건사(四件事)가 아닌데 방자하게 등문(登聞)하였으니, 지극히 무엄합니

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율문대로 엄히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일성록』 1781년(정조 5) 4월 10일 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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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촌의 반인(泮人)들이 사평장의 백성들과 작당하여 지방의 소 매매를 독점하여 이익을 도모한 

사례이다. 도성 내로 들이는 소를 독점할 만큼 사평장의 영향력이 컸고, 또한 그만큼 사평장의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규모의 장시가 형성되었던 만큼 사평장 인근의 벌판이 매우 넓었던 것 같다. 사평장 인근의 

벌판의 규모는 『인릉청봉산릉도감의궤』의 한 부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舊綏陵所在前排石物自纛島津頭由沙坪場 里運入于新陵所是如乎
『순조인릉천봉산릉도감의궤([純祖]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1권

 헌릉(獻陵)의 우강(右岡)으로 인릉(仁陵)을 천릉(遷陵)할 때, 수릉에 있던 석물을 뚝섬 나루를 통

해 옮겨 사평장을 경유하여 현재 헌릉이 위치한 대모산 자락으로 들여왔다. 크기가 큰 왕릉의 

석물을 감당할 만큼 사평장 인근에 너른 벌판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평나루는 북쪽으로 한강을 건너면 한강리를 통해 도성으로 통하고, 남쪽으로 가면 남부

지방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형성되어 있어 남부 지방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다. 사평나루 인근

에 있던 사평원(沙平院)의 존재는 사평나루가 가지는 교통의 입지 조건이 좋았음을 보여주는 대표

적 시설이다. 사평원은 사평 나루 인근에 있던 공무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시설로, 한강 

이남 지역과 한강 이북의 도성을 잇는 길목에 위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공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원 이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일】새벽 날이 밝기 전에 조재(趙宰)ㆍ권득경(權得卿)과 아침밥을 먹고 동이 틀 무렵에 출발해 묘

시(卯時)에 한강에 이르니 경렴(景濂)과 전 첨사(僉使) 권우(權遇)가 사평원(沙坪院)에서 마중하였다. 한

강의 배에 이르니 전 현감 김급(金汲)과 그 아우 협(浹)ㆍ흡(洽)과 전 찰방(察訪) 권수(權守)와 송형신(宋
亨愼), 선전관(宣傳官) 김흥조(金興祖)와 이복장(李福長)이 모두 와서 맞았는데, 각기 술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음식을 든 뒤에 말을 타고 갔는데, 대교(待敎) 김한 계옹(金僩季雍)과 교서 박사(校書博士) 김기문

(金起門)이 술을 가지고 마중을 나왔다. 나는 잠시 내려 담화하고 술을 마셨다. 삼가 들으니 임금께서 

기체(氣體)가 강건하시어 지난겨울처럼 초췌하지 않다고 하니 깊이 우러러 기쁘다. 남대문으로 들어가 

광화문(光化門)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공경히 지나 영추문(迎秋門)으로 들어가 보루문(報漏門)에 이

르니 모든 재상과 조사(朝士)들이 사람을 시켜 물어와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미암집』 제13권, 일기(日記), 병자년(1576) 만력 4년, 우리 선조대왕 9년 7월

 선조대의 문신인 미암 유희춘(柳希春)이 1576년 7월에 선조의 부름을 받아 고향에서 한양에 올

라오자, 유희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사평원으로 모였던 기록이다. 사평원은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교통의 요지였음을 보여준다. 사평원의 입지가 교통의 요지로서 그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이괄의 난 당시 파천하는 어가 행렬이 사평원을 

거쳐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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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에 적병이 벽제(碧蹄)에 이르렀으므로 임금이 창졸히 남으로 파천하기 위해 남대문을 지나 한강에 

당도하니 날이 조금 어두워졌다. 나룻사람이 모두 달아나버렸으므로 백관은 발을 동동굴렀다. 배는 모

두 강 가운데 떠있으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선전관 우상중(禹尙重)이 죽음을 무릅쓰고 헤엄쳐 

강 가운데 뱃사람을 쳐서 넘어뜨리고 5,6척의 작은 배를 구하여 밤새도록 건넜다. 9일에는 임금의 행

차가 사평원(沙平院)에 머물렀는데 해가 저물때까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였다. 남원부사 신준(申埈)이 

율무죽과 곶감을 올렸다. 이내 수원에 도달하였다.《일월록》

『연려실기술』 제24권, 인조조고사본말(仁祖朝故事本末), 이괄(李适)의 변(變)

 인조의 어가 행렬은 이괄의 난을 피해 파천을 하는 길에 사평원에 머물렀다. 뿐만 아니라, 이괄

의 난을 진압한 이후 파천했다가 돌아오는 인조의 행렬이 다시 사평원에 들러 도성의 상황을 파

악하기도 하였다.35) 사평원은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대로변에 설치되어 원으로서 교통로를 운

영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③ 종합 의견

 자료 분석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새말 나루터 표석은 표제어 및 문안의 내용에 수정이 필요

하며, 위치의 이설도 고려해야 한다. 표제어는 새말 나루터 → 사평나루 터로 수정하고, 위치는 

한남대교 남단의 동쪽 → 한남대교 남단의 서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안의 내

용은 대체로 사평나루에 해당되나, (1) 나루의 일반적 기능, (2) 사평나루의 교통 입지 조건과 사

평장, 사평원의 설치/운영과 관련성 등을 밝혀주는 방향으로 본문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표석을 

통해 사평나루에 대한 역사와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압구정 터

① 현황

○ 문안의 내용과 설치 위치

   압구정 터 표석 문안에 쓰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압구정 터

  조선조 세조(世祖)때 
부터 성종(成宗)때까지 영
의정을 지낸 權臣 한명회
(韓明澮)가 그의 號를 따서 
지은 狎鷗亭이라는 정자
가 있던 명소.

35) 『인조실록』 1624년(인조 2) 2월 22일(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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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터 표석의 설치 위치는 압구정동 465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로, 72동과 74동 사이의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 문안 내용의 검토

   조선시대에 세워진 압구정의 연원을 중심으로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특히 압구정을 세운 한

명회에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타 압구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재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문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압구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② 자료 조사 및 분석

 압구정은 조선 전기 인물인 한명회(韓明澮)가 별서로 한강변에 지은 정자이다. 압구정이란 명칭

은 명나라의 한림학사인 예겸(倪謙)이 지어주었다고 한다. 압구정은 그 규모가 크고 화려해서 중

국 사신을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영사(領事)한명회(韓明澮)가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신(臣)이 압구정(狎鷗亭)을 지은 것을 깊

이 스스로 뉘우칩니다. 신이 옛날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중국 조정에 들어갔을 때에 학사(學士) 예겸

(倪謙)과 더불어 접화(接話)하고자 하여 드디어 청하기를, ‘한강(漢江) 가에 조그마한 정자 하나를 지었

으니, 원컨대 아름다운 이름을 내려주십시오.’했더니, 이에 압구(狎鷗)라고 이름하고 또 기(記)를 지어 

주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이것으로 인하여 이 정자가 있는 것을 알고 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압구정은 중국 사신이 가보고자 하니 사양할 수 없지마는, 윤정승(尹政丞)은 병으로 

사양하는 것이 가하다. 다만 중국 사신이 회정(回程) 할 날이 먼데 매양 병으로 사피(辭避) 하기가 어렵

다.” 하니, 이세필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족친의 집에 가고자 하는 것을 말리면 노하겠지만, 윤필상

의 집같은 것은 비록 병으로 사양하더라도 어찌 노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1480년(성종 11) 6월 7일(병진)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신의 압구정(狎鷗亭)을 구경하

려 하는데, 이 정자는 매우 좁으니, 말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우승지(右承旨) 노공

필(盧公弼)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이 정자는 좁아서 유관(遊觀) 할 수 없습니

다.” 하였으나, 중국 사신이 대답하기를, “좁더라도 가보겠습니다.”하였다.

『성종실록』 1481년(성종 12) 6월 24일(정묘)

 위의 실록 기사는 성종대 조선을 방문한 중국의 사신들이 압구정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다. 

당대에 압구정은 조선을 방문하는 중국 사신들에게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 코스처럼 여겨졌다. 

그만큼 압구정의 풍광이 아름답고 뱃놀이를 즐기기에 좋은 장소였다. 압구정과 한강변의 경치를 

노래하는 당대 문인들의 시도 다수 전해지며 중국 사신들과 임금의 시도 존재한다. 압구정을 노

래한 시가 매우 많은 한편, 압구정을 주제로 시를 주고 받는 차운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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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상이라 공명은 청사에 빛나는데/丞相勳名國史靑
풍류 즐겨 압구정 그 이름이 자자하네/風流尙說狎鷗亭
삼한의 주옥 비단 자리에 전부 쌓였고/三韓玉帛全堆席
팔부의 가수악기 뜰에 모두 있었다오/八部歌鍾盡在庭
가련할 사뜬 세상은 흐르는 물 똑같은데/浮世可憐同逝水
고깃배는 어인 일로 빈물 가에 떠있나/漁舟何意汎空汀
지는 꽃향 그런 나무 찾을만 한 곳은 없고/落花芳樹無尋處
석양 빛만 낡은 난간 쓸쓸하게 비추누나/唯有殘暉照古欞

압구정에 올라 목공의 운에 화답하다[登狎鷗亭和睦公韻](『다산시문집』 제1권, 시(詩))

 

 위 시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이 압구정에서 화답하여 지은 시이다. 당대 많은 문인들이 압

구정에 올라 시를 짓고 차운하는 문화의 흐름에 참여했으며, 이런 문화가 형성된 근거로는 압구

정에 관한 많은 시가 많은 문집에 실려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압구정은 많은 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고지도에도 기록될 만큼 잘 알려진 명소였다. 

 

그림 4-2-2 『1872 지방지도』, 광주전도의 狎鷗亭

  

그림 4-2-3 『팔도군현지도』, 경기 광주의 狎鷗亭

 현재 행정구역 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속하는 압구정은 조선시대에 이미 지명화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8년 뒤인 갑진년(1664,현종5) 윤6월 2일에 졸하니, 향년 67세였다. 그 해 10월에 광주(廣州) 압구정(狎
鷗亭)에 안장하였다. 부인 강씨(姜氏)가 졸하자 공의 무덤을 옮겨 마전(麻田)에 합장하였다가, 기사년

(1689, 숙종15) 4월 3일에 다시 압구정의 옛무덤으로 옮기면서 좌향을 정좌(丁坐)로 바꾸었다. 부인 강

씨는 본관이 진주(晉州)로, 생원 위흥(渭興)의 따님이다. 공보다 16년 뒤인 경신년(1680) 윤8월 7일에 

졸하니, 향년 85세였다.

『서계집』 제14권, 갈명(碣銘), 한성판관(漢城判官) 박공(朴公) 묘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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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1664년(현종 5)에 박여가 죽자 압구정에 안장하였다가 이후 박여의 부인이 죽으면서 

무덤을 옮겼다가 다시 압구정으로 이장하였다는 내용의 묘갈명이다. 광주 압구정이라는 지명으로 

언급되어 당대에 이미 압구정이 지명으로 굳어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압구정의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겸재 정선(謙齋 鄭敾)의 작품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림 4-2-4 압구정(정선, 『경교명승첩』,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4-2-5 압구정(정선,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소장) 



강남구 표석 현황조사와 개선안 도출 및 스토리텔링 연계 78

 두 작품은 압구정을 주제로 그린 정선의 산수화이며, 압구정의 규모와 함께 초가로 이루어진 

주변 마을 및 인근 나루터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③ 종합 의견

 압구정은 한명회(韓明澮)가 지은 정자이지만, 한명회 개인의 정자로서 가지는 정체성보다 조선

시대 수많은 문인들과 중국 사신들이 방문하여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던 한강변 정자로서 가지

는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안의 내용은 한명회 개인의 정자로서 갖는 

가치만 표방되고 있어 문안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압구정은 다른 한강변의 정자와 마찬가지로 한강 유람과 연회 및 시회를 여는 공간이자, 누정에 

대한 시에 차운하는 문화가 생긴 대상으로서 그 정체성이 형성되어 갔고, 특히 중국 사신들은 

조선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하는 필수 명소로 자리잡았다. 한명회 개인의 별서로 치부하기에는 수

많은 문집과 기록을 통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압구정을 노래한 시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점

도 문화적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압구정의 의미와 가치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한명회 외에도 압구정의 주인은 여러번 바뀌었다. 한명회 이후 선조 말년 권력을 잡았던 소북의 

영수인 유영경(柳永慶)이 압구정의 주인이 되었으며,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압구정을 재건하였고, 

이후에도 압구정에 방문한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시와 함께 자신의 필체를 담은 편액을 주어 이

후 압구정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36) 이후 압구정의 소유권은 왕실 권력가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진평군 이택(李澤)과 그 아들인 함릉군 이극(李極)이 소유하였다가 1750년 무렵에 윤양후

를 거쳐 조정철(趙貞喆), 남병철(南秉哲), 김세호(金世鎬)를 거쳐 마지막으로 박영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음이 확인된다.37)

 이후 압구정은 행정구역명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명회 개인의 별서로

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보다 지역성이 더 중요하므로 표석의 본문 내용을 수정하여 올바른 역사와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3) 청숫골 나루터

① 현황

○ 문안의 내용과 설치 위치

 청숫골 나루터 표석의 문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36) 김세호(2015), 「한명회 사후 압구정의 변천사」, 『문헌과 해석』 70권, 문헌과해석사. 

37) 이은주 외(2020), ｢강남구 역사문화자원 기초 조사 및 활용 방안｣, 강남구청 구정연구단, 21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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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숫골 나루터

  조선시대 이후 영동개발 이전까지 한강을 따라 
강원도로 오고 가는 배가 쉬었다 가는 나루터
로 청숫골사람들의 고기잡이 배를 띄우는 선착
장 역할도 하였던 곳이며, 농산물을 강북으로 
수송할 때도 이용하였던 곳임. 

 청숫골 나루터 표석은 영동대교 남단의 서쪽에 위치한 선릉로 190길 부근에서 올림픽 대로로 

진입하는 갈림길에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위치와 설치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2-6 청숫골 나루터 표석 설치 위치

  

그림 4-2-7 청숫골 나루터 표석 설치 모습 

○ 문안 내용의 검토

  현재 표석 문안의 내용에서 ① 한강을 오가는 배가 쉬어간 곳, ② 고기잡이배를 띄운 곳, ③ 농

산물을 강북으로 보낼 때 이용한 곳이란 설명은 다른 여러 나루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내

용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①, ②, ③이 조선시대에 해당하는지, 근현대인지, ‘조선시대 이후 영동

개발 이전’까지를 모두 아우른 설명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문안에서 청숫골 나루터의 역사성을 드러낸 내용은 ‘조선시대 이후 영동개발 이전까지’ 이용된 

나루터란 서술뿐이다. 다만 ‘조선시대 이후’라는 서술에 대해선 기록의 부재로 청숫골 나루가 

조선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나루로 기능했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또 ‘영동개발 이전까지’는 영동

개발 이후 청숫골 나루가 나루터로 기능하지 않았단 정보를 내포하곤 있으나, 영동개발은 수십 

년 간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시점이 제대로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현재 표석의 내용은 청숫골 나루터에 대한 두루뭉술한 서술로 불분명한 정보를 전달하

고 있어 문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나루터의 기능과 폐소 경위 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그

를 바탕으로 내용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강남구 표석 현황조사와 개선안 도출 및 스토리텔링 연계 80

② 자료 조사 및 분석

 조선시대 관찬사서 중에서 강남구에 위치한 청담(淸潭)나루를 가리키는 기록은 많지 않다. 그러

나 선조와 인조대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의 기록에 청담이 등장한다. 

또, 한강의 나루 중에 남쪽의 길과 통하는 광진(廣津)ㆍ한강(漢江)ㆍ노량(鷺梁)ㆍ양화(楊花) 나루는 모

두가 대로(大路)이지만 그 나머지 삼전도(三田渡)ㆍ청담(淸潭)ㆍ동작(銅雀)은 소소한 나루터이니 폐기하

고 통행하지 않아도 별로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선조실록』 1593년(선조 26) 10월 3일

인조가 “군사가 언덕을 내려가지 않으면 출병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언덕을 내려갔다가 패배를 당

하면 병법을 잘 쓰지 못했다고 비난하니,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시비(是非)를 하여 일을 그르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듣건대 적이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해빙(解氷)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는 것

인가?”하였다. 이경증이 아뢰기를, “청담(淸潭)의 얼음도 풀렸다고 합니다. 적이 무단히 물러갈 리가 없

으니, 아마 혹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1637년(인조 15) 1월 4일

 첫 번째 기록은 임진왜란으로 피난을 떠났던 선조가 환도한 직후 병조(兵曹)에서 나루 운영에 

관해 아뢰는 내용이다. 위 내용을 통해 청담나루는 한강변의 다른 나루에 비해 규모가 작았으며, 

전쟁이란 특수 상황에서 일시 폐소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록은 병조호란 때 남한

산성으로 피란하여 겨울철에 농성을 벌이는 상황을 보여준다. 청담의 해빙과 적의 도강 여부를 

연결하여 전황을 살피고 있다. 청담이 한양도성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향하는 수상 통로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선조실록』과 『승정원일기』 외에 정조대의 기록인 『일성록』에도 청담에 관

한 내용이 등장한다. 

내(정조)가 이르길 “오늘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할 때 연로한 대신들과 이곳에서 함께 즐길 수 

있으니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경들은 이처럼 꽃이 피는 때를 맞아 외부에서 꽃구경을 한 적이 

있는가?”하니, 홍낙성이 “청담(淸潭)이라는 경치 좋은 곳이 있으나 신은 한 번도 가서 보지 못하였으므

로 항상 한탄합니다.”했다. 내가 “압구정(狎鷗亭)이라는 유명한 정자가 있고 거리도 청담에 비해서 다소 

가까운데 경은 어찌하여 때때로 가서 보지 않았는가?”하였다.

『일성록』 1794년(정조 18) 3월 15일

 정조와 연로 대신들이 내원(內苑)에 나가 유람하며 나눈 대화이다. 당시 경치 좋은 유람 명소로

서 압구정과 청담이 거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루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한강 

연안의 청담 지역이 정조나 당대 대신들에게 어떤 곳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 여러 문집에도 청담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저자도의 아래쪽, 두모포의 위쪽을 청담이라 한다. 한강의 상류다.

『동악집』 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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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에 해 비끼고 저녁 바람 부는데

가는 배 몇 척이나 더딜까 두렵구나

한조각 구름 돛을 곳곳마다 올리나니

때때로 나룻가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 듣는다네

『중봉집』 권2, 청담귀범(淸潭歸帆)

저자도는 물길이 둘로 나뉘어 섬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다.… 그 위쪽은 광나루다. …그 아래쪽은 청

담이다. 물이 맑고 질펀하여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백헌집』 권31, 풍월정기(風月亭記)

 『동악집』의 기록은 청담이 저자도와 두모포 사이에 위치했음을 세주로 기록하였다. 저자도는 오

늘날 중랑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두모포 일대에 있던 섬으로 기억되지만, 17세기까지만 해도 삼성

동쪽 탄천과 한강이 만나는 봉은사 곁의 작은 섬을 일컬었다.38) 나루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날 중랑천과 한강의 합수부, 탄천과 한강의 합수부 중간쯤에 청담이 있음을 전해주며, 오늘

날 이해와도 일치한다. 『중봉집』의 내용은 청담 지역과 날누의 모습을 묘사한 한시이다. 아이들

이 떠들며 노는 청숫골 나루의 옛 모습을 가늠케 한다. 『백헌집』의 기록은 저자도에 있었던 풍월

정(風月亭)에 대한 기문이다. 저자도를 기준으로 광나루와 청담이 위아래에 각각 위치했음을 말해

준다. 나루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자도를 기준으로 청담의 위치와 그 물이 깊이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맑고 질펀했음을 전해준다.

 청담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근현대 지도 자료가 있다. 

그림 4-2-8 조선지형도 청수동 부분(1915,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중앙의 압구정리 동쪽으로 이어진 모래사장을 따라 청수동(淸水洞)이 표기되어 있다. 모래

사장이 끝나는 지점의 강안에 조그만 배 그림이 삽입되어있어, 나루터 기능을 한 장소였음을 알 

38) 이종묵(2014), 「조선 후기 楮子島의 문화사」, 『국문학연구』 30, 국문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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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청수동 쪽에만 배가 표시된 것은 ‘일안출선(一岸出船)’, 즉 청숫골 나루에서 승객을 태워 

강 건너편인 동뚝도리(東纛島里)로 배를 내보내고, 다시 반대편의 승객을 태워 회송하는 식으로 

운영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4-2-9 경성도 청수골 부분(1922,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도에서는 조선지형도에서 청수동(靑水洞)이라고 표기한 것과는 달리 靑水谷[청수골]로 명기

하였다. 또 배 모양의 그림은 없으나 강의 남북을 연결하는 점선을 표기하였고, 북안(北岸)의 위치

가 조선지형도의 위치보다 더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점이 다르다.

 

     그림 4-2-10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 청수동 부분(1953,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도시계획가로망도의 경우 조선지형도와 별 차이가 없다. 청담에서 강을 건너면 성수동 2가

의 동쪽 끝 부분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64년 3월에 발행된 경향신문에 뚝섬도선장에

서 강을 건너  청담동으로 가는 코스와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 봉은사 입구로 가는 코스가 그려진 

약도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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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1964년 당시 운영된 한강 나룻배
(출처: 1964.3.26.자 경향신문 기사)

 

그림 4-2-12 1964년 당시 운영된 나룻배 코스
(출처: 1964.3.26.자 경향신문 기사)

 정밀한 지도가 아닌 약도 형태라서 한강변의 지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에 제시한 세 지도에 

표기된 뚝섬-청담 간 최단거리를 잇는 수상교통로가 당시까지도 계속 운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해

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청담과 뚝섬을 잇는 나룻배가 운영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다. 

(중략)　… 뚝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야하는 봉은사행 코스에는 봄, 여름, 가을이면 많은 소

풍객들이 찾아들고 강변은 붐빈다. 나룻배로는 폭 5미터, 길이 12미터 정도의 목선이 강변을 왕래한다. 

목선이라기보다 원시적 뗏목이랄 밖에 없는 이 나룻배는 뒤에서 모터보트가 밀어 강을 건너게 한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사이 없이 뚝섬-청담백사장 사이를 다니는 이 뗏목을 타고 아무리 적어

도 하루 평균 5백명의 시민들이 오고 간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자동차까지도 함께 실어 운반하는 

이 나룻배의 도선 요금은 4원, 10분 정도면 강을 건넌다. 제한된 정원은 따로 없고.

(중략)　… 특히 뚝섬 나루터는 강 건너 청담, 삼성, 대치 등의 마을에서 재배되어 서울에 들어오는 채

소의 운반을 도맡고 있다. 그래서 봄철이면 무거운 짐짝과 월간 50대의 마차와 40대의 손수레마가 이 

나룻배에 실린다.

 이 나루에는 두 개의 코스로 강을 건넌다. 뚝섬-청담 간의 직선 코스(200미터)는 주로 지금 운행되

는 낡은 나룻배가 왕래하고 뚝섬-봉은사입구까지의 우회 코스(1천 미터)에는 제비호 등의 기계배(배 안

에 모터가 달려있다)가 다닌다. 나룻배에 비하면 제법 배의 형태는 갖춘 셈이지만, 노후하긴 마찬가지

다. 주로 봉은사로 가는 소풍객을 태우는 이 기계배는 도선요금 11원, 22분이면 건너편 사장에 닿는다. 

“정원은 따로 없고 탈 수 있는 만큼 타면 된다.”고 한다. 짐과 강 건너 주민 4천 명, 여기에 국민교생들

의 집단소풍도 끼여 연간 4만 명의 유람객이 이 배를 타고 다니고 보면 이 나루에도 놀이철을 앞두고 

걱정은 끊일 날이 없다.

경향신문 1964년 3월 26일자 기사(「위험지대 <3> 나룻배 뚝섬 봉은사)

 나룻배는 크기가 폭 5m, 길이 12m 정도인 목선으로 뗏목 형태로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뚝섬과 청담 사이를 오가며 하루 평균 500명의 시민들을 태웠다고 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

와 가축 등도 운반하였고, 청담과 삼성, 대치 등 마을에서 재배된 채소를 당시 서울로 운반하였다

는 내용을 통해 당시 논밭이 대부분이던 강남 일대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뗏목 형태의 나룻배 

운행 과정에서 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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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하오 4시30분쯤 서울성동구 성수동2가 뚝섬유원지앞 한강에서 승객25명을 태운 철선동력 나룻

배 청담호(2.5톤 선주-이영재, 52)가 가라앉아 승객 김녀자씨(28)와 그의 딸 장점순양(3) 등 8명이 익사, 

27일 상오 숨진 8명의 시체를 모두 인양했다. 이날 승객들은 봉은사 등 뚝섬건너편 쪽에 놀이갔다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돌아오다 뭍을 50여m 앞두고 변을 당했다.

 사고를 낸 배는 정원이 16명인데도 봉은사입구 나루터에서 4명을 태우고 출발, 청수장에서 20여명

을 태워 사고 당시 10명 가까이 정원을 넘어 물이 많이 스며든데다 기관사 전용도씨(46)가 술에 취해 

운전부주의가 겹쳐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중략)　… 사고를 낸 배는 4년전 지프엔진을 달아 신조한 길이 8m, 폭 2.8m의 동력선으로 지난 71

년 8월 16일 해운국으로부터 조선 허가를 받아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봉은사입구와 뚝섬간을 운행해왔

다.

경향신문 1973년 7월 27일자 기사(나룻배침몰 8명 익사, 철선정원(鐵船定員) 초과, 술취해 운전 부주의)

 기사를 통해 1973년에도 여전히 뚝섬과 청담-봉은사 입구를 잇는 나룻배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봉은사 입구에서 승객을 태웠고, 청담의 도선장(청수장)에서 추가 승객을 받은 후, 

뚝섬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사고가 일어났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뚝섬↔청담↔봉은사입구를 오가

는 승선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남구향토문화대전에 따르면, 청숫골 나루는 1973년 11월 

8일 영동대교가 건설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위 기사를 통해 최소한 7월 말까지 나루가 운영되

었음이 확인된다. 

③ 종합 의견

 조사된 자료의 검토 결과, 현재 문안의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 나루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채우거나, 두루뭉술한 서술로 정보전달에 혼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 문안을 작성한다면, ① 조선시대에 나루로 기능했다는 점, ② 강 건너 뚝섬 쪽으로 오가는 

사람이 이용했던 교통로라는 점, ③ 1973년 영동교 준설로 나루의 기능이 소진되었다는 점을 포

함하는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청숫골 나루는 한강변의 다른 나루에 비해 특별히 부각할 내러티

브가 적은 편이라서 비교적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표석의 위치도 올림픽대로 진입로 상이 아니라, 영동대교 남단의 아래의 강안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청숫골 나루는 청담 백사장의 끝머리에 있었다. 현 표석이 왜 대로변에 설치되었

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청숫골 나루터와 상호 연결된 뚝섬 나루터가 영동대교 북단의 강안에 있

다는 점에서 표석의 위치를 옮겨 대칭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4) 삼성리토성

① 현황

○ 문안의 내용과 설치 위치

삼성리토성 표석의 문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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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리토성

  건국 초 한산(현 경기도 광주)에 도읍을 정하였던 
백제는 고구려 및 신라에 대항하여 한강유역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이곳 옛 삼성리 일대에서 뚝섬 맞은 편
까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릉을 따라 토성을 쌓았
다. 토성의 유적이 최근까지 남아있었으나, 강남개발
로 인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삼성리토성 표석은 경기고등학교 정문에서 봉은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영동대로의 보행로 중간

에 설치되어 있다. 

○ 문안 내용의 검토

표석의 표제어에 현재 행정구역명인 삼성동이 아닌 삼성리가 사용되었다. 이는 1920년 발간한 

『다이쇼6년도조선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에서 당시 행정구역명을 따라 “삼성리

산성(三成里山城)”으로 명기했던 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백제의 첫 도읍지를 한산(현 경기도 광주)으로 언급하고 있어 『삼국유

사』에 근거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② 자료 조사 및 분석

○ 성의 명칭 관련

표제어의 경우 삼성리가 아니라 현재 행정구역 명칭인 삼성동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삼성동은 조선시대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저자도리·무동도리·부리도리였다. 1914년 

세 곳을 합쳐 언주면 삼성리로 행정구역명을 정했고, 1963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 과정에

서 삼성동이 되었다. 현재 행정구역명을 따라 ‘삼성동토성’으로 수정해야 옳으며, 국내의 각종 

연구에서도 ‘삼성동토성’을 사용하고 있다.

한강변에 설치된 삼국시대 성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이 존재한다. 

“국인을 징발하여 증토축성(蒸土築城)하고, 안에는 궁실· 누각· 대사 등을 지었는데, 모두가 장려(壯麗)

하였다. 또 욱리하(郁里河)에서 큰 돌을 캐다 곽을 만들어 부왕의 뼈를 장사지내고, 강 연변을 따라 사

성(蛇城) 동쪽에서 숭산(崇山)의 북쪽까지 제방을 쌓았다”

『삼국사기』 권25, 475년(개로왕 21)

1937년에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작성한 『풍납리토성(風納里土城)』 지도에 송파에서 풍납토성 사

이에 토벽이 그려졌는데, 이것이 위 기록에 나오는 제방일 것으로 추측한 연구가 있다. 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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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제방의 동쪽 기점이 되는 사성은 지도상 토벽의 서쪽을 따라가면 있는 삼성동토성일 수

밖에 없으므로, 곧 삼성동에 위치한 토성=사성이란 의견이다. 

그림 4-2-13 풍납리토성 지도(1937, 경성전기주식회사) 

지도에서 삼성동토성이 ‘ㄱ’자 모양으로 구불거리는 것이 뱀 모양을 연상시키는데, 때문에 사성

(蛇城)으로 명명됐으리라 추정했다.39) 해당 연구에서 삼성동토성=사성을 주장한 이래, 많은 고

대사 연구자들이 이 의견을 따르고 있다. 다만, 민덕식(2013)은 이 제방이 학술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조선시대 사료에도 제방 공사 관련 기사가 존재하는 만큼 한성백제 시기의 것으로 단정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40)

조선시대 기록에도 삼성동토성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조선후기의 인물인 김창흡(金昌翕)의 

『삼연집(三淵集)』과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를 비롯해 『남한지(南漢志)』에 언

급된다. 

능침의 울창한 숲에 기대니 왕릉의 산줄기에 용이 이를 듯,

공주의 긴 모래섬을 얻었으니 은하수에 봉황새가 노니는 듯.

온조왕의 성은 바위가 흰데, 남한산성의 누각은 노을이 붉다.

모래펄이 강 언덕에 떨어져 구비 도니 달빛 안은 자태를 바치고

배들이 섬 양쪽으로 치달리니 신선이 바람을 나누어 달리는 듯.

『삼연집(三淵集)』 권26, 저도신거상량문(楮島新居上樑文)

39) 이도학(1990), 「백제 사성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동아시아문화연구』 17, 동아시아문화연구소. 

40) 민덕식(2013), 「서울 삼성동토성에 대한 연구」, 『향토서울』 85, 서울역사편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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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성엔 흰 돌이 훤하고

새로 된 성엔 흰 구름에 떠 있네.

백제는 하마 아득히 보이지 않는데

남한산성은 아직 부끄러움 많다오.

『삼연집(三淵集)』 권3, 현성잡영(玄城雜詠)

백석성은 차가운데 외로운 기러기 날아 지나고, 황국화에 술이 익었는데 큰 강은 유장하다. …… 술잔 

들어 산에 뿌려 한 번 장난을 부리니, 온조왕은 어느 날 중양절에 잔치를 하리요

『삼연집(三淵集)』 권3, 중양일방허설봉홍(重陽日訪許雪峰烘) 음우국총(飮于菊叢)

삿갓 쓰고 거닐다 보니 어느 새 저물녘

범이 사는 숲에는 까마귀가 울며 날아다니네.

푸른 잣나무 그늘 드리운 곳에 왕릉이 엄숙한데

파란 등불이 달처럼 훤한 절간은 호젓하구나.

유장한 강물은 주나라 높이던 처사의 절개요

낡은 성은 촉나라 지키던 어린 왕의 마음일세.

우연히 고인이 은거하던 집에 이르렀으니

호박국 쌀밥을 마주하고 흉금을 털어 놓는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 

도저자도허씨모정(到楮子島許氏茅亭) 방허창해고거(訪許滄海古居) 등백제궁성(登百濟宮城) 유감(有感)

백제성 가에 풀과 나무 거칠어

천추의 지나간 자취를 어랑에게 물어보니

머리 돌려 흥망사는 대답 않고

앞 여울로 내려가며 저녁볕에 낚시하네

『남한지(南漢志)』 권8, 제영 저자도(題詠 楮子島)

위의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서 언급된 삼성동토성의 명칭은 매우 다양했다. 위 기록들에서 다

룬 토성은 대부분 저자도와 함께 언급되고 있어 삼성동토성을 의미함을 짐작할 수 있다. 저자도

는 오늘날 중랑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두모포 일대에 있던 섬으로 기억되지만, 17세기까지만 해

도 삼성동쪽 탄천과 한강이 만나는 봉은사 곁의 작은 섬을 일컬었다.41) 저자도가 있던 탄천-합

강의 합수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성은 삼성동토성일 수밖에 없다. 이에 근거하면 조선시

대 당시 삼성동토성은 ① 온조왕의 성, ② 오래된 성, ③ 백석성, ④ 백제궁성, ⑤ 백제성 등으로 

불러왔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표석의 표제어에 포함된 삼성리라는 행정구역명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다이쇼6년도조선

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1920)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41) 이종묵(2014), 「조선 후기 楮子島의 문화사」, 『국문학연구』 30, 국문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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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다이쇼6년도조선고적조사보고』 부분

※ 삼성리산성 내용의 번역

언주면에 있는데, 북으로는 한강에 임

하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 뚝섬방향을 

내려다보는 산성으로 토축이다.

이보다 앞선 1919년 자료인 『다이쇼7년 복명서(大正七年復命書)』에도 독도(纛島) 부근 백제시대 

유적도에서도 삼성동 부근의 토성지(土城址)가 표기되어 있다. 또 1942년에 간행된 『조선보물

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跡調査資料)』에도 삼성동에 위치한 성 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림 4-2-15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성지 부분

※ 10. 성 터[城址] 내용의 번역

언주면(彦州面) 삼성리(三成里)

사유림(私有林)

봉은사 동북쪽에 있다. 길이 약 170칸 

높이 약 1칸의 토루(土壘)는 산허리를 

두르고 한강에 임해있다.

(1칸=1.818m, 170칸 약 30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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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현 삼성동은 조선시대까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저자도리·무동도리·부리도리였으며, 세 곳을 합쳐 1914년 언주면 삼성리라고 명명했고, 1963

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 과정에 삼성동이 되었다. 삼성리산성이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 

당시의 행정구역명에 따라 명명한 것이며, 축성 형태에 따라 ‘토루’ 내지 ‘토성지’로 지칭하기도 

했다. 

즉, 현재 표석의 표제어인 삼성리토성은 일제 강점기부터 1963년까지의 행정구역명인 삼성리

를 딴 것이다. 삼국시대 당시에는 ‘사성’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신이 어렵다. 조선시대

에도 고유 명칭은 없었다. 1920년에 비로소 ‘삼성리산성’으로 명명하였고, 현 표제어를 결정하

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석 설치 당시의 행정명은 삼성리가 아닌 삼성동이었

으며, 이미 학계에서도 현재의 행정구역명을 따른 ‘삼성동토성’이 학문적 시민권을 얻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42) 따라서 현 행정구역명을 따라 ‘삼성동토성’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 표석의 위치 관련

현재 표석은 경기고에서 봉은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영동대로의 보행로 상에 있으며, 유적의 위

치를 현 경기고등학교 자리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동토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이견이 있는 편이다. 일제 강점기 자료와 삼성동토성의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에 따르면, 강남개

발 이전까지 봉은사의 동북방향의 청담배수지 일원에서 삼성동토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경기고

-봉은사 일대에서는 근래 한성백제박물관의 시굴조사를 통해 인위적 판축 및 성토 흔적이 발견

되었는데, 삼성동토성과 연계성은 정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삼성동토성 일대의 발굴조사 진

전에 따라 표석의 위치 이동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해볼 자료로는 위에서 언급한 『다이쇼7년복명서』, 『다이쇼6년도조석고적조사보고』, 『조선

보물고적조사자료』 등이 있다. 먼저 『다이쇼7년복명서』에는 독도 부근 백제시대 유적도가 포함

되어 있어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42) 아래의 논저를 비롯한 한국사 여러 연구결과물에서 이미 ‘삼성동토성’을 사용하고 있다.
방동인(1974), 「풍납리토성의 역사지리적 검토」, 『백산학보』16, 백산학회.
성주탁(1983), 「한강유역 백제초기 성지연구 – 몽촌토성·이성산성 조사와 문헌과의 비교검토」, 『백제연구』1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이도학(1990), 「백제 사성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동아시아문화연구』17,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공석구(1994), 「백제 테뫼식 산성의 형식분류」, 『백제연구』2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여호규(2002), 「한성시기 백제의 도성제와 방어체계」, 『백제연구』3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한신대박물관(2003), 『서울소재 성곽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사편찬위원회(2004), 『서울의 성곽』,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3.
민덕식(2013), 「서울 삼성동토성에 대한 연구」, 『향토서울』85, 서울역사편찬원. 
신희권(2014), 「백제 한성도읍기 도성 방어 체계 연구」, 『향토서울』86, 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2018), 『삼성동토성-2016년 삼성동토성 추정지 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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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6 『다이쇼7년도복명서』 독도 부근 백제시대 유적도 부분

 

세 자료 모두 삼성동토성을 봉은사 동북쪽의 한강에 임한 야트막한 산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했

는데, 이는 <독도(纛島) 부근 백제시대 유적도>에서 확인되듯 청담배수지(삼성동 82번지)와 봉

은중학교가 자리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1974년에 발표된 방동인의 연구에서는 강남개발 전 삼성동토성을 조사하여 표고 88m에 축조

된 둘레 2km의 성이며, 하부는 잡석, 상부는 토축된 것으로 파악하였다.43) 구체적 언급은 없지

만, 삼성통토성이 현재 경기고가 자리한 봉은사 북쪽의 구릉까지를 포함한다고 파악했던 듯 여

겨진다.

한편, 삼성동토성을 경기고등학교 부지 일대만으로 파악한 연구도 있다. 야트막한 구릉 정상부 

일대에 삼성동토성이 있었으나, 경기고등학교 교사와 운동장 등이 마련되면서 문화층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의견이다.44) 반대로 1982년 삼성동토성을 조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남구 삼성동 

닥점 마을(현, 봉은사로 190길) 뒤 해발 83.2m의 야산 정상에 삼성동토성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둘레 500m 정도의 산복식(山腹式) 토성이며, 현 봉은중학교가 성 

내에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45) 

그동안 제기된 각 설을 종합하여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보고서에서는 봉은사 동북쪽의 한강에 

면한 해발 83m의 구릉 정상부를 포함하여 현 경기고등학교가 들어선 봉은사 뒤쪽 구릉지까지

를 삼성동토성으로 추정하였다.46)

43) 방동인(1974), 「풍납리토성의 역사지리적 검토」, 『백산학보』16, 백산학회. 

44)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한신대박물관(2003), 『서울소재 성곽조사 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3.; 서울시사편찬위원회(2008), 『한성백제사』 3.

45) 민덕식(2013), 「서울 삼성동토성에 대한 연구」, 『향토서울』85, 서울역사편찬원.

46) 한성백제박물관(2018), 『삼성동토성-.2016년 삼성동토성 추정지 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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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 의견

 표석의 표제어는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삼성리’가 아니라 ‘삼성동’을 사용하여 수정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동토성 터’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석의 내용 중 ① 건국 초 한산(현 경기도 광주)에 도읍을 정했던 백제, ② 고구려 및 신라에 

대항하여 한강 유역을 확보하기 위해, ③ 옛 삼성리 일대, ④ 강남개발로 인해 등의 내용을 중심

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① 백제 건국 초기 도읍지와 변천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무수한 이견이 있다. 위 의견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따른 것인데, 그 경우 『삼국사기』의 기록과 배치된다. 삼성동토성을 설명하

기 위해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은 아니므로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 좋다. ②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일찍이 한강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백제가 고구려와 신라에 맞서기 위해, 한강 유역을 

확보하기 위해 쌓았다는 문장은 어색하다. ③ 굳이 ‘옛 삼성리 일대’로 쓸 이유가 없다. ‘현 삼성

동’이면 된다. ‘뚝섬 맞은 편까지’란 문구도 불필요해 보인다. 그냥 삼성동에서 한강이 내다보인

다고 쓰면 된다. 『다이쇼정6년도조선고적조사보고』는 “삼성리산성 : 언주면에 있는데, 북으로는 

한강에 임하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 뚝섬방향을 내려다보는 산성으로 토축이다”라고 썼는데, 현

재 표석의 표제어 ‘삼성리’토성도 그렇거니와 ‘뚝섬방향을 내려다 본다’는 내용도 그대로 옮겨다 

서술한 탓으로 여겨진다. ④ ‘강남개발로 인해’라는 내용은 강남개발 이후 삼성동토성이 사라졌다

는 정보를 내포하곤 있으나, 강남개발은 수십 년 간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시점을 

명시해주는 편이 좋다.

3) 지명 유래비로 재분류 및 관리 필요 대상

 강남구에 설치된 표석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유적지에 비해 설화, 지명 유래, 민간신앙 등을 대

상으로 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 표석들은 서울시의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석으로 

적합하지 않다. 강남구에 설치된 표석이 총 20건이며, 그중 역사유적지 외의 대상이 15건으로 

75%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지명 유래에 관한 표석은 구룡산과 대모산을 포함하여 총 12건

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지명 유래 표석의 경우는 철거를 하기 보다는 역사유적지와 따로 

구분하여 지명에 대한 유래 정보를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

명 유래 표석으로서 별도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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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강남구 지명 유래비 현황

표제어 소재지 설치 설치 시기

구 룡 산 개포동 638-8 구룡터널 등산로 입구 90m 부근 강남구 1994.12.

대 모 산
일원동 산56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입구 

종합안내판 앞
강남구 1994.12.

논고개 논현로 647 힐탑호텔 앞 도보 강남구 1995.12.11.

독골(독구리)
남부순환로378길 29 독골근린공원 내 

자전거보관대 뒷편
강남구 1995.12.11.

마고개 세곡동 산47 최북단 비닐하우스 앞 강남구 1995.12.11.

못골(池谷洞) 자곡동 447-23 못골공원 내 자곡증압장 옆 강남구 1995.12.11.

물미리(밀미리)
개포동 1248 포이근린공원 화단 내
(서울개포현대우편취급국 후문 쪽)

강남구 1995.12.11.

밤고개
세곡동사거리에서 자곡사거리 방향

220m 부근 도보
강남구 1995.12.11.

웃방아다리
(上方下橋)47)

역삼동 635-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앞 
공원 내 팔각정 앞

강남구
(추정)

1995.12.11.
(추정)

쟁골(紫陽洞) 자곡동 233-2 쟁골공원 입구 화단 강남구 1995.12.11.

학여울 학여울역 1번 출구 앞 강남구 1995.12.11.

한티(한터)마을 대치동 975-8 대치동 은행나무 부근 강남구 1995.12.11.

47) 국기원 진입로 서쪽에 위치한 공원 초입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됨. 현재(2020.7.30.기준) 해당 위치에 주차장 조성 공사 진행 중으로 진입이 
불가능하며, 표석의 존재 확인이 불가능함. 따라서 설치 주체 및 시기 등은 기타 다른 유래 표석 설치 정보를 근거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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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철거

1) 서울시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의 철거 기준 검토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 설치된 표석에 대한 철거 기준이 나타난다. 

○ 표석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철거할 수 있다.

  -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부족하다고 평가 받는 경우

  - 위치 및 내용을 알려주는 근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서울시 공공의 표석으로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우

  - 특정 개인, 가문이나 집단의 명예 현창, 홍보 등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

  - 문화재로 승격되었거나 주변에 문화재안내판, 동상, 기념비 등이 있어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

  - 원래의 유적 일부가 남아있어 표석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서울특별시(2014.4.), 「표석 정비 가이드라인」 참고.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표석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의 철거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 철거 대상을 선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 절의 목적이다.48) 가이드라인의 철거 기준은 

① 설치 가치(역사적 기념 가치), ② 위치 및 내용 근거 부족, ③ 공적 가치 부족(사적 이익 관련), 

④ 기능과 역할 중복(타 시설물 존재 등), ⑤ 본 유적 잔존 등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표석 중 철거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철거가 필요한 표석의 검토

(1) 범바위

 ‘범바위’ 표석은 설치 당시 구전 및 설화 유래지로 구분된 표석 중 하나이다. 설화 속 주인공이 

범의 형태인 바위로 변했다는 내용은 구전되던 설화 속 이야기이므로 표석 철거 기준 중 ① 설치 

가치(역사적 기념 가치), ② 위치 및 내용 근거 부족에 해당된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로서 표

석을 처음 설치하던 당시에 표석 조사표에서 제시한 유형 중 하나였기 때문에 표석으로 만들어져 

설치되었으나, 현재의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설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범바위 설화

는 『강남구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설화 자체의 근거도 확인이 어렵다.  

48)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철거 대상 표석을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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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

 ‘홍순언과 강남녀의 전설’은 표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치 당시 구전 및 설화 유래지로 구분

된 표석 중 하나이다. 홍순언(洪純彦)이라는 현재의 청담동 지역에 살았던 조선시대 역관과 관련

된 표석이다.

 홍순언은 태조의 세계(世系)를 잘못 기록한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을 수정해 달라고 

주청한 종계변무(宗系辨誣)라는 외교적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홍순언이 역관으로서 명나라

에 방문했을 때 한 여성을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이 인연이 훗날 종계변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광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표석의 표제에 ‘강남녀의 전설’이 포함된 이유는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표제어에 ‘강남녀’ 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추측컨대, ‘강남구’와 

중국의 ‘강남’ 지역을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홍순언과 중국의 강남 여인의 관계는 홍순언의 

공적을 개인적 인연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킨 소설적 요소가 가미된 이야기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낮다. 또한 중국의 강남 지역과 서울시 강남구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표석 철거 기준 중 ① 

설치 가치(역사적 기념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홍순언을 대상으로 보더라도, 말년에 언주면 청담에 거주했다는 기록뿐이어서 홍순언과 청

담 지역의 관련성이 그다지 깊지 않다. 또한 공간적 범위를 규정할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

서 표석 철거 기준 중 ② 위치 및 내용 근거 부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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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표석 관광자원화 사례와 강남구 스토리텔링 테마 제안

1 ∙ 표석과 역사문화자원 연계 관광 코스의 사례

1) 서울시 중구 ‘성지순례로’49) 

 서울시 중구에서는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장소 및 인물 관련 공간 등을 테마로 엮어 성지순례로

를 관광코스로 제공하고 있다. 코스에 소개된 표석으로는 ‘김범우 집터’, ‘이벽 집터’가 있다. 성

지순례로는 두 건의 표석과 함께 현재까지 대상이 남아있는 광희문, 명동주교좌성당, 약현성당을 

비롯해 기념 공간으로 설립된 샬트르 성바오르 수녀회 역사박물관과 서소문 역사공원을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코스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토리텔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희생되었다. 천주

교 박해 때 교인들의 시신이 버려졌던 광희문,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의 집터 등이 이어지

는 성지순례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자

관광 코스

총 7.33km, 110분

광희문 – 명동주교좌성당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 – 김범우 집터 – 이벽 집터 – 
서소문 역사공원 – 약현성당

① 광희문

 광희문은 시구문, 수구문이라고도 부르며 궐 안의 시신을 내보내던 문이다. 조선 말 천주교 박해 

당시 희생된 교인들의 이 문을 통해 시신이 버려졌고, 가족이 시신을 찾지 않으면 광희문 근처에 

매장되기도 했다. 광희문은 2014년 39년 만에 개방되었다.

49) 서울 중구청 중구 문화관광 사이트 참고하여 작성함(2020.6.16.)
   (http://www.junggu.seoul.kr/tour/content.do?cmsid=4712&keyword=&searchField=&contentId=5021&order=desc&orderField
   =createdTime&goto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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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동주교좌성당

 한국 가톨릭교회가 시작된 곳이다. 이 성당이 가진 역사적, 종교적, 건축적 가치가 높아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사진을 찍거나 방문하는 일이 많다. 성당 지하에는 병인박해와 기해교난, 병오

교난으로 희생된 순교자 유해 79위가 모셔져 있다.

③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

 샬트르 수녀회는 한국의 첫 수녀회로 이곳의 역사박물관에는 유물과 사료를 통해 초대 수녀들의 

숭고한 희생을 알 수 있다. 한국 첫 선교수녀로 샬트르 제1대 원장인 자카리아 수녀의 일기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풍금, 첫 수녀들의 유품인 평생 사용한 가위, 묵주, 지팡이 등이 전시

되어 있다. 황해도 수녀 학살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강 마리 레지스 수녀가 기록한 ‘공산 치하 

5년간의 체험 수기’도 전시되어 있어 이들의 강한 신앙정신과 순교의 증거로 남겨져 있다. 샬트

르박물관에 방문하고 싶다면 관람 전 미리 전화예약을 해야 한다.

④ 김범우 집터

 김범우는 한국 최초의 순교자로 세례명은 토마스이다. 김범우는 정약용, 이벽, 권일신 등과 함께 

천주교 설법 집회를 열었으나 관리에게 발각되어 명문가 출신이 아닌 김범우만이 모진 고문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다. 집회 장소였던 김범우의 집이 있던 자리가 오늘날 명동성당이 세워졌다고 한다.

⑤ 이벽 집터

 청계천 수표교 근처에 이벽의 집터로 알려진 ‘한국 천주교회 창립 터’가 있다. 한국 천주교의 

첫 세례식이 열린 곳이라고 한다. 이벽(세례자 요한)은 선교사가 없는 조선에서 독학으로 천주교

를 받아들인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⑥ 서소문 역사공원

 천주교 박해로 피바람이 불던 조선시대, 서소문 밖 형장은 한양의 공식 처형지로 수많은 순교자

를 배출한 곳 중 하나였다.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은 서소문 순교지를 방문하며 기도를 올렸다. 

한국 천주교 최대 순교지인 이곳의 역사를 기억하는 서소문역사공원이 2017년 완공되었다.

⑦ 약현성당

 천주교는 순랫골에 강당을 짓고 신앙을 전파했는데 이곳에서 약현성당은 시작되었다. 이 장소가 

선택된 것은 수많은 교인이 희생되었던 서소문 성지가 내려다 보였기 때문에 그 넋을 기리기 위

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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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종로구 골목길 탐방과 골목길 해설사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과 함께 골목길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

는 코로나 19로 인해 골목길 해설사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기존 골목길 해설사는 미리 신청을 

받아 신청인에 한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중에서 교남무악동의 ‘역사와 

풍경이 함께 있는 길’과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길’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1) 교남무악동 ‘역사와 풍경이 함께 있는 길’ 

 종로구 교남무악동에서 제공하고 있는 탐방길의 포인트가 되는 공간은 돈의문과 경교장, 딜쿠샤

이다. 이 탐방길에 활용되고 있는 표석은 ‘경기감영 터’, ‘돈의문 터’, ‘베델 집 터’, ‘권율 도원수 

집 터’로 4건이다. 이외에 현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4.19 혁명 기념 도서관(이기붕 집)과 경교장, 

기상청, 홍난파 가옥, 딜쿠샤, 개미마을 등이 연계되어 있다. 주제를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기념 

공간으로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과 한양도성안길 전망대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탐방 포인트 

- 보이지 않는 문 ‘돈의문 이야기’

- 경교장, 딜쿠샤 등 근현대사 여행

② 관광 코스

경기감영 터 - 4.19 혁명 기념 도서관(이기붕 집)(일요일, 공휴일 휴관) - 돈의문 터 - 경교장 

(월요일, 1월 1일 휴관) - 돈의문 박물관마을(서울도시건축센터)(월요일 휴관) - 기상청 - 베델 

집 터(월암근린공원) - 홍난파 가옥 (주말, 공휴일 휴관) - 딜쿠샤 - 권율 도원수 집 터 - 개미마을 

- 한양도성안길 전망대(청와대전망) - 행촌동 넓은 마당 - 독립문역

(2)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길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길은 겸재 정선이 화폭에 담은 풍경, 겸재 정선의 출생과 성장 배경이 

되는 공간, 한국 전통회화 작품의 일생과 시대적 배경 등이 주요 탐방 포인트로 제시되어 있다. 

이 탐방길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석은 ‘김가진 집터’, ‘청송당 터’, ‘김상용 집터’, ‘송강 정철 집 

터’, ‘겸재정선 집 터’, ‘가재우물 터’ 등 6건이다. 표석과 함께 연계되어 있는 현존하는 공간은 

백운동천 각자, 백세청풍 각자, 청휘각, 수성동 계곡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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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방 포인트 

- 진경산수화를 통해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겸재 정선

- 겸재 정선이 태어나고 자란 터를 돌아보며 그림에 등장했던 배경을 알아가는 코스

- 한국 전통회화를 대표하는 작품과 작가의 일생,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는 길

② 관광 코스

시인의 언덕 - 백운동천 각자 및 김가진 집 터 - 청송당 터 - 백세청풍 각자 및 김상용 집 터 

- 송강 정철 집 터 - 겸재 정선 집 터 - 청휘각, 가재우물터 - 인곡정사 터 - 수성동계곡

3)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 문화재 기념표석들의 스토리텔링 개발50)

서울거리를 흔든 3.1운동의 함성 

 ‘서울거리를 흔든 3.1운동의 함성’ 답사코스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 ‘서울 

문화재 기념표석들의 스토리텔링 개발’의 내용 중 일부이다. 현존하는 역사문화자원과 표석을 연

계하여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답사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스토리텔링 내용은 답사순

서와 표석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코스의 소개는 아래와 같다. 

 우리는 3.1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그 준비과정과 전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표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3.1독립운동의 

표석들을 따라 걷다보면, 일제 탄압 하에서 3.1운동의 비밀스런 준비과정과 거국적이고 감동적인 전

개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유익한 역사공부가 될 것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3.1운동의 준비 과정 및 전개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코스이다. 특히 3.1운동 

관련 표석이 다른 표석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포인트에 담아내고 있다. 구체적

인 답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김사용 집 터

    3.1운동 당시 천도교계와 기독교계의 첫 만남을 가졌던 곳

50)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사이트(http://www.culturecontent.com/) 내 문화원형 라이브러리의 ‘서울 문화재 기념표석들의 스토리
텔링 개발’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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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립운동 유적지 유심사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이 됐던 곳

    위치 : 안국역 3번 출구 중앙고등학교 정문 전 주택가 우측

 3. 손병희 집 터

    민족대표들이 상견례를 했던 곳

    위치 : 안국역 2번 출구 가회동 주민센터 옆 화단

 4. 이상재 집 터

    민족운동의 원로 이상재가 살던 곳

    위치 : 안국역 2번 출구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직진하다보면 재동초등학교 사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조금 더 직진하면 가회동 주민센터 옆 화단에 표석이 위치한다.

 5. 독립선언문 배부 터

    33인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검토하고 준비하던 곳

    위치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수운회관 정문 앞 인도변

 6. 보성사 터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곳

    위치 : 종각역 2번 출구에서 조계사 후문 앞에 표석이 위치한다.

 7. 태화관 터

    33인의 독립선언식이 이뤄진 곳

 8. 탑골공원

    학생, 시민들의 만세시위가 있었던 곳

 9. 3.1독립운동 유적지: 종로YMCA

    학생단의 거점 및 독립운동 준비 장소

    위치 : 종각역 3번 출구 우리은행 앞 인도변

10. 3.1독립운동 유적지: 보신각

    만세운동과 한성정부수립 선포를 했던 곳

    위치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보신각 내 화단

11. 3.1독립운동 기념 터

    3.1 독립운동 만세시위 및 일제관헌과 충돌했던 곳

    위치 : 한국은행 소공별관 건너편 한국은행 화폐 금융박물관 우측 인도변

12. 3.1독립운동 기념 터

    1919년 3･1운동 당시 시민, 학생 수천 명이 모여 제2차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했던 곳

    위치 : 서울역 2번 출구 서울역 파출소 부근 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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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1독립운동 유적지 마포전차 종점

    3월 1일 오후 8시경 약 1천 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인 장소

    위치 : 마포역 4번 출구 불교방송국 앞 화단

 3.1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장소가 많이 모여 있는 북촌을 중심으로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

며, 인사동과 종각역을 거쳐 서울역, 마포역까지 이어지며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

록 구성되어 있다. 표석과 함께 김사용 집 터, 태화관 터, 탑골공원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연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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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구 표석과 역사문화자원의 연계 테마 제안

1) 한양에서 남부를 가려면 강남을 지나야지!

테마

 조선시대의 영남로는 도성에서 영남 지방으로 이어지는 대로인데, 당시 광주부 언주면 사평리를 

거친다. 사평리는 지금의 신사동으로, 일제 강점기에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사평리와 한강 새말

[新村]을 합쳐 한 글자씩 따서 신사동이 되었다. 강변에 인접했던 사평리에는 한양에서 뱃길로 

이어지는 나루가 있었는데, 바로 사평나루이다. 사평나루를 통해 지방에서 한양으로, 또 한양에

서 지방으로 향할 수 있었다. 사평리는 한양으로 들어가기 전 여행자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마을

이었고, 인근에 사평원이라는 공무 여행자의 여관도 있었다. 나루와 원이 존재했다는 것은 당시

사평리가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북의 한강나루와 연결되던 사평나루는 지금의 한

남대교인 제3한강교가 가설되면서 제 기능을 잃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남대교에서 남쪽으로 

강남대로를 따라 이어진 길이 바로 조선시대에 영남 지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길을 따라 내려가

다 보면 양재역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에게 말을 바꾸어 주는 조선시대의 역

참이었다. 인근에서 말에게 죽을 먹이는 곳이 있었다고 하여 말죽거리라고 불렀다. 

표석 연계 탐방 포인트 및 코스

① 탐방 포인트

- 강남 교통의 대표적 요지, 사평리(사평나루, 사평원, 사평리 이야기)

- 한남대교 남단에서 바라보는 옛 길과 지금의 경부고속도로

- 신사역 사거리를 통해 말죽거리까지, 그리고 남부지방까지 

② 탐방 코스

사평나루 터 – 한남대교 남단 – 신사역사거리(신사동) – 말죽거리(양재역 터) 

2) 조선시대의 동호(東湖) 구간, 강남의 한강 문화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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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에는 한강을 경강(京江)이라고 불렀다. 강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어서 지명

처럼 불렀고, 강폭이 넓고 유속이 느린 마포･서강･양화도 부근을 서호(西湖)라고 했고, 한양도성

의 동편인 중랑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두모포 지역을 동호(東湖)라고 불렀다. 강남에서 바라보는 

한강이 바로 동호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강폭이 넓었던 동호 지역은 

강변의 누정과 뱃놀이를 통해 문화적인 공간으로 기능했다.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정자와 나루터였다. 강남에는 누구나 아는 옛 정자 터가 있는데, 바로 압구

정 터이다. 지금도 유명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압구정은 매우 유명했다. 오죽하면 동네 이름이 압

구정이 되었을까. 압구정의 위치가 한강을 조망하고 강북의 산자락을 바라보기에 너무 좋았던 탓

인지, 인근에 또 다른 정자도 지어졌다. 바로 압구정 동쪽에 위치했던 숙몽정이다. 지금은 그 터

조차 존재하지 않으나 당대에는 압구정과 더불어 강남의 한강 문화를 이끌던 정자였다. 압구정과 

숙몽정이 자리했던 지금의 압구정동은 강폭이 넓은 동호의 풍광과 닥나무가 무성했다고 알려졌

으나 지금은 사라진 저자도를 바라보기 좋았고, 강 너머에 있는 우리가 남산이라 부르는 목멱산

과 함께 북한산이라 불리는 삼각산까지 한눈에 보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풍류를 즐기는 문인이라

면 모두 압구정에서 시를 짓고 동호에서 뱃놀이를 하고 싶었을 법한 풍광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지 압구정에서 시를 차운(次韻: 남의 시에 화답하기 위해 남의 시운을 써서 시를 짓는 것)하는 

문화가 흥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압구정과 관련된 한시가 넘쳐나는 이유이다. 누정에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더불어 한강에서의 뱃놀이는 당대 문인들이 즐긴 한강 풍류 문화였다. 

특히 강폭이 넓고 풍광이 수려한 동호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문인들이 많았다. 문인들의 뱃놀이가 

풍류였다면, 일반 백성들에게 한강은 도성을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큰 장애물이었다. 이들

은 배를 풍류가 아닌 도강(渡江)을 목적으로 이용했다. 배를 타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이 

바로 나루이다. 강남에는 배를 타기 위해 조성되었던 나루 터 두 곳이 표석으로나마 전해진다. 

바로 청숫골나루 터와 사평나루 터이다. 청숫골나루는 조선시대 광주 지역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실어 나르는 배가 운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사평나루는 도성에서 나와서 남부지역으로 내려가

기 위해 꼭 지나야 하는 나루였고, 반대로 지방에서 도성으로 들어갈 때도 꼭 지나야 하는 나루로 

교통의 요지 중에서도 요지였다. 

표석 연계 탐방 포인트 및 코스

① 탐방 포인트

- 조선시대 동호의 풍광과 강 너머 산세를 감상하기 좋았던 압구정

- 조선시대 풍류의 끝이었던 선유(船遊) 

- 일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 이용했던 나루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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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탐방 코스

청숫골나루 터 – 압구정토끼굴 - 압구정 터 – 잠원한강지구 - 사평나루 터

3) 강남에 울려 퍼진 3.1운동의 만세 소리

테마

 1919년에 전국적으로 울려 퍼진 3.1운동의 만세소리는 강남 지역에서도 울려 퍼졌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종로의 태화관에서는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이 거행되었고, 당시 경기도 

광주 지역에 속했던 강남 지역에서는 3월 말에 이르러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서

리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은 민중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만세운동이었다. 광주군 돌

마면 여수리 출신의 농민 이시종(李時鍾)은 3월 2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인근 마을인 송파리

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고, 저녁 7시 경 수서리로 이동하여 인근 주민 100여 명을 모아 대왕면

사무소로 향하며 만세운동을 펼쳤다. 대왕면사무소 앞에 도착한 주민들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면사무소으로 들어갔다. 면사무소 안의 남포등에 불을 켜고 군중이 모였고, 이시종은 그들에게 

조선은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선독립신문을 크게 낭독하였다. 수서리의 농민 이재

순(李載淳)은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대왕면사무소로 행진하는 것을 보고 행렬에 참여하여 면사

무소로 함께 향했다. 이시종이 조선독립신문을 읽을 때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글자를 알려주며 

낭독을 도왔다. 이들은 군중을 선동하고 규합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왕면사무소에

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일반 민중의 주도로 일어난 대규모 만세운동이었으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었다는 점에서 3.1운동의 특징인 비폭력 만세시위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왕면사무소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은 인근 송파진파견소의 헌병대에게 진압되었으나, 인근 지

역으로 만세운동이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3월 28일 밤에 역삼리 두시산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이 이후 확대된 만세운동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때도 만세운동의 주도는 일반 민중인 농민 

이중인(李重仁)이었다. 이중인은 역삼리 두시산에서 주민 100명을 모아 횃불을 올리고 조선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다. 현재 국기원이 위치한 역삼공원이 조성된 곳이 바로 횃불 만세운동이 일어

났던 역삼리 뒷산이다. 위에 올라가 횃불을 밝혀 인접 지역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다.  

이중인 역시 일제 헌병대에 의해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고, 징역을 선고받았고, 

옥고를 치르다 얻은 병으로 29세가 되던 1921년 1월 25일에 사망하였다. 일제의 무차별적인 

단속과 검거로 인해 만세운동이 주춤해지던 시기, 야심한 밤을 틈타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만세

운동을 외쳤다는 점에서 기존의  3.1운동의 양상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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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출신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에는 이석종(李奭鍾)과 이규철(李揆哲) 부자가 있다. 이들은 광평

대군의 후손으로 지금의 강남구 자곡동에 해당하는 대왕면 자곡리 출신이다. 이석종은 을사오적

의 처단을 주장하고 의거를 도모하였다. 을사오적 중 한명의 저격에 성공하였으나, 나머지는 실

패하고 또 다시 의거하고자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유배형에 처해졌다. 유배지에서 경술국치를 맞

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아버지와 함께 만주로 망명한 이규철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민족사상을 

이어 받아 민족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고종 승하 후 만세운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결사대를 조성하

여 무장독립운동까지 진행하였으나,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광평대군의 후손으로서 부자가 모두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강남의 독립운동사의 한 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석 연계 탐방 포인트 및 코스

① 탐방 포인트

- 민중이 중심이 된 강남의 만세운동

- 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역사 

- 광평대군파 후손, 이석종․이규철 부자의 독립운동

② 탐방 코스

3.1운동 기념터: 대왕면사무소 – 광평대군파 묘역 - 3.1운동 기념터: 역삼리 횃불 만세운동지

4) 광평대군과 그 후손을 기리는 대모산 일대

테마

세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은 강남과 인연이 깊다. 죽은 뒤 처음 조성된 묘와 이장한 

묘 모두 강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조성된 광평대군의 묘는 현재 선․정릉이 위치한 

학당리였다. 학당리에 광평대군 묘가 조성된 이후 광평대군의 부인인 신씨는 근처에 있던 견성암

이라는 암자를 중창해서 광평대군 묘의 재암(齋庵)으로 삼았는데, 이후 이름이 견성사(見性寺)로 

바뀌었다가 다시 봉은사(奉恩寺)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선릉(宣陵)이 조성되면서 광평대군 

묘는 이장을 해야 했는데, 이장한 곳이 바로 현재의 광평대군 묘역이 있는 수서동이다. 광평대군

의 후손들은 이후 재실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며 살았고, 이 마을이 바로 궁촌이다. 현재도 

광평대군 후손들이 살던 전통가옥이 남아있는데, 광평대군파 묘역 근처에 있는 필경재가 바로 그

것이다. 광평대군의 후손 중 이름난 인물이 바로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이다. 이

후원은 인조반정(仁祖反正) 당시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봉되었고, 이괄의 난을 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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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묘호란 때는 총융사로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

다. 도승지와 예조․형조․공조․이조판서 등을 두루 거쳤고, 우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사후에는 강남

구 자곡동의 못골 마을에 묘가 조성되었고, 수곡서원(秀谷書院)에 제향되었다. 못골이라는 마을의 

명칭이 바로 이후원의 묘가 조성될 때 묘 앞에 판 연못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원의 묘역에는 

다른 묘역에서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해치상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치상이 

묘역에 설치된 경우는 매우 드물어 희소성을 갖는다. 광평대군과 그 후손들의 묘를 품은 대모산

자락은 이후원이 배향되었던 수곡서원이 훼철될 당시 위패가 매장된 곳이기도 하다. 

표석 연계 탐방 포인트 및 코스

① 탐방 포인트

- 광평대군과 이후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궁촌과 못골마을

- 이후원 묘역의 특별함을 엿볼 수 있는 해치상

- 광평대군파 후손을 감싸 안은 대모산 자락

② 탐방 코스

광평대군 묘역 – 완남부원군 이후원 묘역 – 수곡서원 터(표석 미설치) – 대모산성 터(표석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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