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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하(전남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전래 동명 폐지와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전래 지명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지명 유래(어원)에 그른 어원이 많고 전래 지명의 유래가 상당
히 변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래 동명 폐지와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전래
지명이 더욱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명 유래의 변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
은 단순한 기우가 아닐 것이다.1) 이에 과거의 지명 변개와 지명 유래의 변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발표는 근현대 교체기의 지명 변화, 특히 일제 시기의 변개를 고찰하고, 지명 차자
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1759년 輿地圖書, 1789년 戶口總數, 1912년 舊
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7년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8년 朝鮮
總督府地形圖, 한글학회 편(1982) 한국지명총람, 국토지리정보원(2010) 한국지명유래집
, [보성의 지명유래 편집위원회](2007) 보성의 지명유래, 보성군 누리집(지명유래) 등을
자료로 삼아 정리하고 대비하여 일제 시기에 변한 지명의 모습, 지명어 속 차자 표기 등
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대상 지명어는 전라남도 보성군의 지명이다.

* 이 발표는 손희하(2014b)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논문으로 꾸민 것이다.
1) 전래 동명 폐지와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손희하(2014c)를 지명 소멸
논의에 대해서는 손희하(2017)를, 참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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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가마실(加馬室)

보성읍 보성리 보성읍의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백제시대에는 ‘몰골(沒骨)’이라 불
렀다 하며, ‘부곡(釜谷)골’로 불러오다 일제강점기에 ‘가마실(加馬室)’로 개칭하였다.(보성
의 지명유래: 40)
‘釜谷’과 ‘加馬室’은 마을 형세가 가마솥 안처럼 우묵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
다.(한국지명총람; 보성의 지명유래: 40).
‘釜谷’과 ‘加馬室’은 ‘가마(釜)실(谷)’을 차자 표기한 것인데, ‘釜谷’은 새김(훈차) 표기이
고,2) ‘加馬室’은 음가 표기이다.3)
2) 고전(庫田)

겸백면 석호리 자포실 북쪽 산 밑에 있는 마을. 戶口總數에 ‘화잔촌(花盞村)’으로 나
오며, ‘화잔(花盞), 고잔(枯殘)’ 등으로 쓰다가 일본강점기에 ‘고전(庫田)’으로 개칭하였다.(
보성의 지명유래: 289)
보성의 지명유래: 289, 보성군 누리집(지명유래) 등에 마을 앞에 흐르는 보성강 변
의 장라(張羅)들, 반송국(盤松谷), 신석곡(神石谷) 등을 개척하여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창
고가 건립됨으로서 고전(庫田)으로 마을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원문대로임](보성
의 지명유래: 289)라고 ‘고전(庫田)’의 유래를 기술하고 있으나, ‘고전(庫田)’, ‘고잔(枯殘)’,
‘화잔(花盞)’은 ‘고잔(곶안)’의 차자 표기로 보인다.4)
‘고잔(枯殘)’은 음을 빌린 가차 표기, ‘고전(庫田)’은 좋은 의미를 가진 유사 한자로 바꾼
형태(음가),5) ‘화잔(花盞)’은 ‘고잔’의 새김(‘곶’의 훈차)과 음(‘잔’의 음가)을 빌린 차자 표기
(훈가+음가)로 보인다.
3) 구암(九岩)

웅치면 강산리 연행 동남쪽에 있는 마을. ‘구암(龜岩)’이라 부르다가 ‘구암(鳩岩)’으로 바
꾸었는데, 또 다시 ‘구암(九岩)’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釜 가마부(훈몽자회 1421, 신유, 무유ㆍ호유 14 앞, 영유 17 앞, 동유ㆍ교유ㆍ고유 11 뒤)
釜 기[가]매부(송유 17 앞) 釜 가매부(선유 17 앞)
새김 자료는 손희하(1991)의 부록을 이용한 것이다.
3) 지명 표기에서 ‘加馬室’ 같은 음가 표기는 흔하다. 고지도 지명에 나오는 이러한 보기에 대해서
는 손희하(2012, 2014 , 2015)를 참조하길 바람.
4) 윤여정(2009: 345)에서는 ‘고잔(곶안)’을 곶(串)의 안쪽에 있는 마을로 풀고 있다.
5) 이는 ‘재음가’자라 이름 붙일 수 있겠다. 이표기가 많은 지명은 이처럼 음가를 다시 음가한 ‘재
음가’가 많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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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龜岩)’은 마을 앞들의 이름이 ‘구와등(龜臥登)’인 데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설, 마을
뒷자락에 크고 작은 바위가 아홉 개가 있고 그곳이 거북이 살고 있는 곳에서 연유한 것
이라는 설 등이 있다(보성의 지명유래: 637). ‘구암(龜岩)’은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한국지명총람).6) ‘구암(鳩岩)’은 풍수지리와 연관하여 ‘龜岩’의
동음어로 차자한 음가 표기, ‘九岩’은 ‘龜岩’을 한자 획이 간결한 동음어로 차자한 음가 표
기로 보인다.7)
4) 구정(九井)

벌교읍 칠동리 칠동 서쪽에 있는 마을. 戶口總數에는 낙안군(樂安郡) 남면(南面) 상도
(上道) ‘九井里’로 나온다. 애초에는 ‘구정(龜汀)’이라 불러 오다가 일제강점기에 ‘구정(九
井)’이라 했다 한다.(보성군 누리집(지명유래))8)
마을 앞산 지형이 거북이의 형국이라 하여 ‘구정(龜汀)’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보성
군 누리집(지명유래)). “마을에 우물이 아홉 군데 있다 하여 구정(九井)이라 했다(보성의
지명유래: 129)”고 하나, 이는 한자 ‘九井’에 이끌린 유래이다9). 곧 ‘九井’은 ‘龜汀’을 한자
의 의미와 상관없이 음만 같은, 획이 간결한 한자로 바꾼 것인데, 나중에는 원래의 유래와
상관없이 바뀐 한자어의 의미에 이끌려 나온 어원설이다.
6) 관련 지명으로는 ‘구와등(龜臥登)’이 있다.
7) 보성의 지명유래와 보성군 누리집(지명유래)의 내용이 좀 다르다. 보성의 지명유래에는
“마을 지명은 마을 앞들의 이름이 구와등(龜臥登)인데서 연유한 것인데 마을 뒷자락에 크고 작
은 바위가 아홉 개가 있고 그곳이 거북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해서 구암(龜岩)이라 부르기도 했
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장흥군 웅치면 구암리(龜岩里)라고 했다. 1885년경 풍수지
리설에 능한 마을 한 노인에 의해 마을 형국이 비둘기 같이 생겼다해서 ‘아홉 九’字를 ‘비둘기
鳩’ 字로 구암(鳩岩)이라 마을 이름을 바꿨다고 하며 1949년 마을 주민들이 구암(九岩)으로 협
의 결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보성의 지명유래: 637)”라고 나와 있고, 보성군 누리집(지
명유래)에는 “마을의 지명은 마을 앞들의 이름이 구와등(龜臥登)인데 이곳에 큰바위가 있어 구
암(龜岩)이라 부르다가 1755년경, 풍수지리설에 능한 마을 노인에 의해 마을형국이 비둘기 같
이 생겼다 해서 한자의 ‘구’를 ‘鳩’로 바꾸었는데 1945년경 또 다시 마을 가운데 큰바위가 9개가
있다 해서 ‘鳩’를 ‘九’로 바꾸어 구암이라 부르고 있어 같은 지명이 3번이나 변한 것을 알 수 있
다.”라고 나와 있다. 유래와 연도가 달라져 있다.
8) 한국지명총람에는 ‘龜汀’이 아니라 ‘龜鼎’으로 나와 있다.
戶口總數에도 ‘九井里’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일제 직전에는 ‘龜汀’이라 표기하던 것을 일
제 시기에 ‘九井’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9) 보성의 지명유래와 보성군 누리집(지명유래)의 내용이 좀 다르다. 보성의 지명유래에는
“마을 앞산 지형이 거북이의 형국이라 하여 구정(龜汀)이라 불리어 오다가 마을에 우물이 아홉
군데 있다 하여 구정(九井)이라 했다 한다.”로, 보성군 누리집(지명유래)에는 “지형이 거북이
의 형국이라 하여 구정(龜汀)이라 불리어 오다가 일제시대에 마을에 우물이 아홉군데 있다 하여
구정(九井)이라 했다 한다.”로 나와 있다.
한자 표기가 달라져 있는데, 한자 표기의 변화를 볼 때에 보성의 지명유래의 오류를 보성
군 누리집(지명유래)이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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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井’은 획이 복잡한 ‘龜汀’을 한자의 의미와 상관없이 음만 같은, 획이
바꾼 차자 표기(음가)이다.

간결한 한자로

5) 금곡(錦谷)

벌교읍 칠동리 유정자 동쪽, 골짜기에 있는 큰 마을. 戶口總數에는 낙안군(樂安郡) 남
면(南面) 상도(上道) ‘各今谷里’로 나온다. ‘가끔실(各今谷)’이라 불러 오다 ‘금곡(金谷)’이라
고 했는데, 일제 강점기 이후 ‘금곡(錦谷)’으로 개칭하였다.(보성의 지명유래: 128)10)
까끔(가끔, 말림갓, 멧갓)이 있는 ‘실(골)’이어서(한국지명총람). ‘가끔실’, ‘까끔실’이라

고 이름이 붙은 것이다.
‘各今’은 ‘가끔’, ‘까끔’의 음을 빌린 차자 표기(음가)이다. 마을 앞에 사금(砂金)이 많이
있다 하여 금곡(金谷)이라고 했다(보성의 지명유래: 128)고 하나, ‘金谷’은 ‘各今谷’에서
‘各’을 빼고 2음절 좋은 의미의 한자로, ‘錦谷’은 ‘金谷’에서 다시 좋은 의미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6) 도화(桃花)

복내면 복내리 원봉 서북쪽에 있는 마을. 戶口總數에는 ‘沙器店’으로 나온다. ‘질꼬지,
질꾸지’로 부르다가 일제강점기 ‘도화촌(桃花村)’으로 개칭하였다.
도화락지(桃花落之)형의 명당이 있다 하여 도화촌이라(한국지명총람)고 알려져 있으
나,11) 실은 ‘도화(桃花)’는 ‘질꼬지’의 새김을 빌린 차자 표기 지명 ‘陶花’를 풍수지리설과
엮어 ‘桃花’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12) 곧 ‘도화(桃花)’는 ‘질꼬지’의 새김(훈차) 표기 ‘陶花’
10) 지형이 중의 바랑 형국으로 예부터 각금실(各今谷)로 불리워 오다마을 앞에 사금(砂金)이 많
이 있다 하여 금곡(金谷)이라고 했다고 한다(보성의 지명유래: 128).『지방행정구역 명칭 일
람』에 금곡(錦谷)으로 부른 것으로 보아 1789년 이후 일본강점기에 금곡(錦谷)으로 개칭된 것
을 알 수 있다.(보성의 지명유래: 128)
11) “질흙이 났으므로 질꾸지, 질꼬지라 하다가 도화낙지형의 명당이 있다 하여 도화촌으로 고침.”
(한국지명총람).
“도화락지(挑花落地)의 명당이라 해서 도화(挑花)라 불러지고 있으며 일명 질꾸지 또는 질꼬지
라고 불리었다. 질꾸지는 옹기를 구울수 있는 진흙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
다.”(보성의 지명유래: 376)
“마을의 이름은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도화락지(桃花落之)”의 원봉산 주령따라 이곳에 있다해서
도화(桃花)마을이라 불러지고 도화(桃花)마을이라 불러지고 있으며 일명 “질꼬지” “질꾸지”라고
도 불러지는데, 옹기를 구울 수 있는 진흙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이다.”[원문대로
임](보성군 누리집(지명유래)).
12) ‘陶’자와 ‘花’자의 새김을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자료는 손희하(1991)와 한민족 언어 정보
화(국어 어휘의 역사 검색 프로그램)에서 가져 온 것임.]
陶 딜아비도(千字文(광주본, 대동급본) 5ㄱ)
陶 셩녕도(신유 하 : 7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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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가자 표기이다. ‘질꼬지’는 옹기를 구울 수 있는 진흙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붙인 이
름이다.(한국지명총람).
7) 동륜동(東倫洞)

보성읍 보성리 시가지 동북쪽, 옛 보성 읍성 동쪽에 있는 마을. 戶口總數에는 ‘龍門面
東門外’로 나온다. ‘동문밖’, ‘동밖’이라 불러오다가 1918년 보성면이 되면서 ‘동외(東外)’라
고 칭하였고,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왜식 동명으로 ‘소화정(昭和町)’이라 하다가, 1941년
읍으로 승격할 때에 동외리와 교촌리를 합하여 향교의 명륜당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동
륜동(東倫洞)’이라 하였다.(보성의 지명유래: 35) 한때는 ‘향교동’이라고 불렀다.
‘동문밖, 동밖, 동외’는 동문 밖에 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보성군 누리집(지명유
래)에 “동밭(東田)이라 칭하였듯 밭(田)이 많은 곳”이라고 하였으나(보성군 누리집(지명
유래))13), 기실 ‘東田’은 ‘동밖’의 당대 표현인 ‘동
, 동밧, 동받’을 차자한 것으로 이는 당
시 ‘밖’과 ‘밭’에 해당하는 말이 비슷한 데에서 기인한 차자 표기(훈가)이다.14)
8) 두방(斗防, 杜防)

보성읍 쾌상리 평촌 동남쪽에 있는 마을. 戶口總數에는 ‘玉巖面 斗防村’으로 나온다.
‘구암(龜岩)’, ‘둠벙실’이라 불러 왔으나 일제강점기에 ‘두방(斗防)’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陶 딜것도(내천, 경천, 신천 5ㄱ, 송천 3ㄴ, 갑천 5ㄱ, 정천, 오천, 홍천 4ㄱ, 육천 2ㄴ), 陶 딜것
ㄷ[도](칠천 4ㄱ), 陶 딜것모[도](영천 5ㄱ), 陶 닐[딜]긋도(병천 3ㄴ), 陶 □[딜]깃[것]도
(용천 4ㄱ), 陶 딜것도 瓦器 仝匋 (又)고요요皐～ (又)즐길요～～ (又)릴도～～(註解千字文 5ㄱ)
陶 질글도(서천 4ㄱ) 陶 질긋릇도(행천 4ㄱ), 陶 딜그륻도 瓦器 化也 姓也 晋 ～潛 又요 和樂
人名 皐～ 匋仝(字類註釋 상 : 60ㄱ)
陶 딜구을도 又鬱 ～ 思也 又音姚 皐～人名(訓蒙字會 중 : 5ㄴ)
花 곳화(훈몽 하: 2ㄴ), 花 곳화(칠유 6ㄱ) 花(한불 195)
13) 선조 말 동밭(東田)이라 칭하였듯 밭(田)이 많은 곳……일침기에는 읍의 중심가로 발전하여 본
정(本町)으로 불리어 지기대도 했으며 ……마을 위치가 동문 밖에 있다고 하여 동문밖 또는 동
밖이라 불러오다가 1918년 보성면이 되면서 동외라고 칭하였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보성읍
으로 승격되면서 동쪽에 위치하고 향교의 명륜당(明倫當)이 있다고 해서 한때는 향교동이라 부
르다 동윤동(東倫洞)으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다.[원문대로임](보성군 누리집(지명유래))
14) ‘밭’은 ‘바깥’의 원말 ‘밧, 받 < ’을 적은 것인데, 현 표기법은 현대어 ‘바깥’에 끌려 ‘ㅌ’ 받침
으로 적고 있다.[자료는 손희하(1991)와 한민족 언어 정보화(국어 어휘의 역사 검색 프로그
램)에서 가져 온 것임.]
(용가 69 여사 3:10ㄴ, 명의2:29ㄴ, 태상 2:55ㄱ)
밧(석상 6:27ㄴ)
外 밧외(훈몽 하:15ㄱ, 천자문, 밧 外(한불 307)
/ 밧(언두 상:54ㄱ)
밖(언두 상:31ㄴ, 가언 6:14ㄱ, 잠상집요 12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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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의 지명유래: 61).15)
‘구암(龜岩)’은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다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하며, ‘두방’, ‘둠벙실’은
둠벙(연못의 보성 지역어)이 있는 곳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한국지명총람; 보
성의 지명유래: 61).16)
‘두방(斗防)’은 ‘둠벙’의 음을 빌린 차자 표기(음가)로 보인다.
9) 비끼

조성면 은곡리 반곡 북쪽, 장군봉의 서남쪽 산록에 있는 마을. 戶口總數에는 ’斜只
村’으로 나온다. 한때 ‘호산(虎山)’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일제 시기에 ‘은림(隱林)’으로

개칭하였다.
‘호산(虎山)’은 맹호출림형의 명당이 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며, ‘은림(隱林)’은 마을이
산과 숲으로 감싸 숨겨져 있다(보성의 지명유래: 482)거나 고려말 조양인 임정승이 산
과 숲으로 감싸여 보이지 않는 이 마을에 피신하여 살았다 하여 은림(隱林)이라고 했다는
설(보성의 지명유래: 483)이 있다.17) ‘비끼, 빗기(斜只村)’는 비끼재 밑에 있는 터라 해서
‘비끼’라 한 것으로 보인다(보성의 지명유래: 482).
‘斜只’는 ‘빗기’를 새김(斜: 빗, 훈차)과 음(只: 기, 음가)으로 차자 표기(훈차+음가)한 것이다.
10) 웅동(雄洞)

복내면 계산리 산수 동쪽 내 건너 골짜기, 덕촌 마을 서편의 해발 170m의 높은 천마산
록에 있는 마을. ‘숯골(숫골)’이라고 부르다가 일제 강점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에
‘웅동(雄洞)’으로 개칭하였다.(보성군 누리집(지명유래); 보성의 지명유래: 409).18)
옛날에 숯을 구웠다 해서(보성의 지명유래: 408～409), 또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숮가마처럼 생겼다 하여 ‘숯골(숫골)’, 탄동(炭洞)이라고 부르다가 천마산의 웅
장한 골짜기 속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웅동(雄洞)’으로 개칭하였다(보성군 누리집(지
15) 戶口總數에도 ‘斗防村’으로 나오는 것으로 볼 때에, 일제 직전에는 ‘구암(龜岩)’, ‘둠벙실’이라
고 표기하고 불러오던 것을 일제 시기에 ‘두방(斗防)’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16) ① 앞에 둠벙이 있었음. ②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음.(한국지명총람).
보성의 지명유래(61)에도 “활성산에서 뻗어내린 황호동산(黃虎童山, 옥시나무골)과 옥녀동
산(玉女童山 황골)의 두 산 밑에 있는 연못 옆에 거북모양의 바위가 있다하여 구암(龜岩)이라
불러 왔으나 한때는 연못(둠벙)이 있는 곳이라 하여 “둠벙실”이라 부르다가 일본강점기에 두방
(斗防)이라고 개칭하였다 한다.”와 같이 나와 있다.
17) 고려말 조양인 임정승이 산과 숲으로 감싸여 보이지 않는 이 마을에 피신하여 살았다 하여 은
림(隱林)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보성의 지명유래: 483)
18) ‘웅동(雄洞)’으로 개칭한 시기가 보성의 지명유래(409)에는 1914년으로, (보성군 누리집
(지명유래)에는 1936년쯤으로 다르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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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유래))고도 하고, “쑥 골짜기 안으로 들어간 마을. 쑥+골>쑥골>숯골>숫골로 되면서 ‘숯
炭’으로 ‘炭洞’이라 하고, ‘숫 雄’을 취하여 ‘雄洞’이라 한 것”(윤여정 349)이라고도 한다.
‘웅동(雄洞)’은 새김의 소리를 빌린 가차 표기(훈가)이다.19)
11) 추동리(秋洞里)

벌교읍에 있는 마을. 戶口總數에는 낙안군 고읍면 ‘楸洞里’로 나온다. 일제 강점기
에 ‘추동(秋洞)’으로 바뀌어 나온다.
가래나무가 많으므로 ‘가라골, 가래골’이라 하고(보성의 지명유래: 113)20), 이를 한자
로 적어 ‘추동(楸洞)’이라 하였다.
‘추동(秋洞)’은 ‘楸洞’을 한자 획이 간결한 동음 한자로 가차한 음가자이다.
3. 요약과 제언

근현대기 지명 자료를 활용하여 근현대 교체기의 지명 변화, 특히 일제 시기 변개를 고
찰하고, 지명 차자 표기를 살펴본 결과, 한자 표기는 지명의 본래 의미와 상관없이 변한
것이 상당히 많았다. 이중에는 단순히 한자 표기의 변화인 것도 있지만, 어휘의 변화인 것
도 있다. 지명 차자의 음절수를 2음절어로 바꾼 것, 획수가 많은 한자를 간단하고 일상적
으로 쓰는 글자로 바꾼 것, 의미가 좋은 한자로 바꾼 것 등이 그것이다. 차자 표기면에서
보면 새김(훈차) 표기가 음차 표기로 변한 것, 가차(훈가, 음가) 표기로 변한 것, 동음 표
기로 변한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명 표기와 지명어의 변개에 따라서 지명 유래설
이 다양화하고 원 유래에서 변한 것도 많아졌다.
지명은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산물이다. 근현대기 특히 일제 시기의 지
명 변개는 이러한 지명의 모습과 의미를 바꾸어 버린 것이 상당히 많다. 지명 유래는 설
19) ‘雄’과 ‘炭’의 새김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자료는 손희하(1991)와 한민족 언어 정보화(국어
어휘의 역사 검색 프로그램)에서 가져 온 것임]
수히 왼 개 드리옛니 허러 마 히미 낫도다.雄者左翮垂, 損傷已露筋.(두시-초 16: 70),
炭 숫기라(월석 23: 92ㄴ), 숫爲炭(훈해 57), 炭 숫탄(훈몽 중: 8ㄱ), 炭 숟탄(왜해 상: 49
ㄴ), 숫 탄 炭(정몽 5ㄱ), 슛 숫 炭(한불 446)
‘雄’의 옛말은 ‘숳’인데, ‘숳’과 같은 ㅎ 종성 체언은 손희하(2020: 123～131)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종성 ‘ㅎ’이 ‘ㅅ’으로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炭’을 ‘雄’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20) 외추마을은 내추마을의 북쪽에 위치하며 마을의 이름은 존제산(尊帝山, 702m)의 줄기가 동북
쪽으로 내려와서 내추와 외추 사이의 가락 같이 생긴 등(登)이 있다 하여 가락골이라 불리워 오
다 가락 등에 가래나무가 많이 있어 가래골 또는 추동(秋洞)이라 하였으며 일제강점기때에는 고
상면(古上面)으로 나뉘면서 가락동 밖에 있다하여 외추(外秋)라고 했다 한다.(보성의 지명유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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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통한 관광ㆍ시ㆍ소설ㆍ드라마 자원을 제공하고 있어서 융복합 시대에 지명 관련 스
토리텔링 등 다른 분야에 이야깃거리(관심)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
대로 된 유래를 밝혀내는 일이 필요하고, 또 잘못된 유래는 바로잡아야 할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연구자 한둘의 연구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재 지명을 다루는 기관은 국어원, 국토지리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여러 곳
이다. 이들 기관이 공조하거나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기관, 적어도 국무총리실 산하의 조
사연구 기관 설립과 조사 연구를 제언한다.
[핵심어(keyword)] 지명어, 근현대 교체기의 지명 변화, 일제 시기의 지명 변개, 차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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