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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해 옥 | (주)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 전무 

/ 우리협회 역사문화특별위 부위원장

(jhok88@dohwa.co.kr)

금호강 (琴湖江)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에서 고촌천과 자호천이 만나 금

호강이 시작된다. 이후 경산시를 지나 대구광역시로 들어간

다. 여기서 서쪽으로 흐르면서 남쪽에서 북류한 남천과 신천 

등을 합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경상북도 고령군 다사면 

사이에서 낙동강에 유입한다. 이 강으로 인하여 비옥한 금호

평야와 대구·영천·경산 등의 도시가 형성되었다.

 ‘금호(琴湖)’는 자의(字意)상 금(琴)이 거문고를 뜻하지만 

그 어원은 신성(神聖), 큼(大), 많음(多) 등을 뜻하는 ‘’ 계열

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큰 강, 어머니강(母川)의 뜻으로 풀

이한다. 한편 금호강의 ‘거문고 금(琴)’ 자는 바람이 불면 강

변의 갈대가 흔들리면서 거문고나 비파처럼 아름다운 소리

를 내기 때문에 불여진 것이라고 한다. 

문헌에는 지역에 따라 하양현(河陽縣)에서는 남천, 영천에

서는 동경도라 부른다고 하였다. 단종 2년(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보면  ‘금호 : 수원이 영천 모자산이

며 서쪽으로 흘러 대구군 북쪽을 지나 서남쪽에서 낙동강으

로 흘러들어간다’ 라고 하였다. 조선 성종(1486년)때 발간된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금호 : 대구 도호부 서북쪽 11리에 

있으며 그 근원이 둘이 있는데 영천군 보현산과 모자산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흘러 사문진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였다. 

한편 이긍익이 지은 「연려실기술」지리전고편에 보면 ‘영

천·신령·하양…자인·경산의 여러물은 대구의 금호·달천진이 

되어 낙동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며 김정호의 「대동

여지도」에는 대구 북서쪽은 달천진, 북쪽은 금호강, 북동쪽

을 전탄, 저탄, 대구와 하양 중간을 황월천, 하양 남쪽을 남

천, 영천 남쪽을 임천이라 하였다. 

임진왜란 때, 이 산의 수려한 산세가 장차 위대한 인물을 

배출 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지역을 끊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10 

금호강 (琴湖江) 

금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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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흔적이 아직도 폭포 위 반석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하빈현의 금호(琴湖) 하류를 

달천진(達川津)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경상북도 지명유래

총람」에 보면 ‘금호는 영천시 서쪽 6km 지점에 있는데 금호

강 남쪽과 북쪽이 구릉지로 호수와 같아 갈대잎이 바람에 흔

들릴 때 비파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여 금호

라 불렀다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천시의 청제(菁堤)는 청못이라고도 하며, 5~6세기경 신

라에 벼농사가 보급된 것을 나타내는 수리시설이다. 경부고

속도로에 의하여 저수지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청못에 

세워진 비석 청제비는 이두문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보물로 

지정되었다. 영천시 금호읍의 강남쪽 어은동(魚隱洞)은 강

에 물고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

는 강속의 물고기가 놀란다 하여 농악놀이를 하지 않았다

고 한다. 유역에는 영천시 자양면의 영천호, 경산시 하양읍

의 금호강변 하양유원지, 대구광역시 동구의 동촌유원지 등

이 있다.

그 외 명칭

▶ 금강 琴江

금호강을 줄여서 부르는 현지 명칭의 하나이다. 대구광역

시 동구의 금호강변에 법정동으로서 금강동(琴江洞)이 있어

서 금호강의 또 다른 이름을 전해주고 있다. 금강은 ‘금호강’

의 줄임말로서 대도시주변에서 하천의 명칭을 줄여서 부르

는 사례가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등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대동여지도』(17첩 2면) 금호강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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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천 南川

경상북도 하양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영천에

서 흘러온 금호강이 하양 고을의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흐르

므로 남천이라 하였으며, 문헌에는 “동경도(금호강)의 하류”

라고 하였다. 고을 명칭과 강 이름의 관계는 ‘수이북위양(水

以北爲陽)’이라 하였는데 ‘하양(河陽)’은 곧 금호강의 북쪽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달천진 達川津

대구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금호강이 낙동강

에 합류하기전의 대구 서쪽 지방에서 부르던 이름으로서 ‘달

내나루’를 뜻하는데 ‘달내’는 그 해석에 따라 들판을 흐르는 

내로 풀이할 수 있다.

▶ 동경도 東京渡

경상북도 영천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신증동

국여지승람』(영천에는“고을의 북천과 남천의 두 물이 합해

져 동경도가 된다”고 하였다. 영천의 ‘영(永)’은 이수(二水)로

서 두 물이 합해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영천 고을을 ‘삼

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이라고 한다. 동경도는 예전에 신

라의 도읍지 경주(동경)로 가기 위하여 금호강을 건너던 나

루터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대동여지도』(17첩 2면) 남천 일대

『대동여지도』(17첩 2면) 달천진 일대

『대동여지도』(17첩 2면) 동경도 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