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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석천 개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고인돌의 수는 3만여 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다고 한다. 고인돌의 분포지는 주

로 서해안 지역을 따라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그중 서

남부에 치우친 화순을 포함한 전남지방이 최대 밀집분포권

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유

역이라고 한다. 

화순, 고창, 강화지역의 고인돌은 한국에서도 가장 밀집도

가 높고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또한, 고인돌 축조과정을 알 수 있는 채석장의 존재 등 우리

나라 고인돌의 기원 및 성격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고인돌 

변천사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2000년 UNESCO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러한 

고인돌 중 길이 7m 무게 200ton이 넘는 이 거대한 덮개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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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화순의 “핑매바위” 고인돌은 세계최대 규모라 한다. 고

인돌을 한자로 지석묘(支石墓)라 부르는데 하필이면 세계최

대규모의 고인돌이 지석천(砥石川)에 있을까? 

지석천 유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석천 유역은 동경 126°45′14″~127°5′58″, 북위 34°49′16″~35°7′ 

사이에 위치하며 광주광역시 서구 및 남구 전라남도 나주시 

및 화순군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유역면적은 영산

강유역(3,469.58㎢)의 19.14%에 해당하는 663.98㎢이다.

유역의 유역둘레는 154.92㎞이고, 유역평균폭은 12.96㎞, 

유역평균표고는 EL. 158.17m, 유역평균경사는 29.21%이다. 

지류로는 지석천, 쌍봉사천, 서원천, 사은천, 추동천, 송정천, 

활용천, 이양천, 청풍천, 강변천, 차천, 백운천, 대비천, 오유

천, 세청천, 송석천, 어시천, 운수천, 춘양천, 석정천, 회송천, 

광대천, 한천천, 결우천, 정승천, 화순천, 복림천, 운곡천, 대

포천, 동천, 만연천, 벌고천, 웅곡천, 대초천, 봉학천, 덕림천, 

궁원천, 대초천, 정천, 옥천 등이 있다.

지석천(砥石川)은 영산강의 제1지류로서 전라남도 화순

군 이양면 증리 계당산(EL. 580.2m) 남서계곡에서 발원하

여 서원천, 쌍봉천이라는 이름을 얻어 북쪽으로 흐르다가 능

주면에서 화순천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남평에서 대

초천을 합류하고 나주시 금천면 신기리에서 영산강으로 들

어간다.

지석천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

간한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 편에 “지석천(砥石川) : 

『해동지도』(남평)에서는 조선 시대에 이곳에 있었던 남평

현의 읍치를 북으로 감싸돌면서 서쪽으로 흐르는 모습이 묘

사되어 있다. 『해동여지도』(남평·능주)에서는 발원지까

지의 유로가 자세히 그려져 있다. 하천의 중류에 '지석강(砥

石江)'과 '지석산(砥石山)' 지명이 모두 표기되어 있어 지명

의 유래를 알 수 있게 한다. 『여지고』(남평)에는 지명과 관

련하여 "지석강(砥石江)은 읍지(邑誌)에는 지석강(支石江)

이라고 하였다. 동쪽 7리에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다. 한

편, 『조선지형도』(능주)에는 '지불강(砥不江)'으로 기재되

어 있으나 그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

석산을 휘돌아가는 강이므로 지석강이라 하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1) 제40권 전라도     

(全羅道) 능성현(綾城縣)의 산천 편에는 “차의천(車衣川) : 

현의 북쪽 5리에 있으니, 여점(呂岾)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흘

러 나주 광탄(廣灘)으로 들어간다. 여점(呂岾) : 현의 동쪽 63

리 보성군 경계가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현재의 지석천을 

능성현(현 화순군의 능주 및 이양)에서는 차의천이라 부르

고 발원지가 보성군과의 경계에 있는 여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점은 화순군 이양면 구례리에서 보성군 노동면 신천

리로 넘어가는 재로 현재에도 국도, 철도 등이 지나가는 교

통의 요지이다. 

같은 책 제40권 남평현(南平縣)의 산천 편에 “성탄(城灘) 

: 현에서 북쪽으로 3리 떨어져 있는데, 근원은 능성ㆍ화순 두 

현에서 나와 서쪽으로 흘러서 현의 북쪽을 지나 나주ㆍ목포

로 들어간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지석천이 남평의 북쪽에서

는 성탄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에는 남평현 소재지 우측에 지석강(砥石江)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지석강도 널리 쓰이는 이름이었던 걸로 

추정된다.

해동지도 능주목 편을 보면 연주강(蓮珠江)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능주에서는 연주산 아래에 있었다는 연주정(

해동여지도상의 지석강 및 지석산 

1) 한국고전 종합 DB -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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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영벽정映碧亭)과 함께 연주강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 번역문2) 제20권/여지고 8/산천 2/내/

사호강 편에 보면 “【지석강(砥石江)】：근원이 능주(綾州)의 

여점(呂岾)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흘러 차의천(車衣川)이 되

고, 능주(綾州)의 고을 치소를 돌아 도천(道川)을 지난다. 또 

웅치(熊峙)의 저포천(猪浦川)을 지나 서북쪽으로 흘러 남평

현(南平縣)을 경유하여 성탄(城灘) 지강(砥江)이 되고, 북서

쪽으로 왕자대(王子臺)에 이르러 어천(魚川)을 지나 사호강

(沙湖江)에 들어간다.” 라고 적혀있어 발원지가 여점으로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발간된 『한국하천지명사전3)』에는 “지석천 砥石

川 Jiseokcheon [異] 지석강(砥石江), 지석천(芝石川), 드들

강 디딜강 전라남도 나주시 일대를 흐르는 유로연장 53.0km, 

유역면적 662.4㎢의 국가하천 화순군 이양면 구례리 시리산 

북쪽에서 발원하여 지방하천이 되고 여러 물을 모아 북서

류 한다. 화순군 춘양면과 이양면 경계에서 국가하천이 되

고 이 일대의 국내 최대 고인돌군 옆을 지나 나주시 남평읍 

삼포면 금천면에 이르러 광주광역시에서 남류한 영산강 본

류에 합류한다.

현지에서 지석강(砥石江) 또는 지석천이 혼용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도 ‘강’으로 표기되어있다.  하천이름의 어

미(語尾)가 강(江)이나 천(川)이 혼용되는 사례는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지석(砥石)’은 연장을 날카롭게 하는 숫돌

을 뜻한다. 그러나 ‘지석’이 현지의 ‘드디들(딜강)’을 표기한 

것이므로 ‘지(砥)’는 ‘디지’의 차자(借字) 표기이고 ‘석(石)’은 

‘돌들’의 뜻 새김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석천(芝石川)’은 단

순한 표기 오류로 보인다.

▶드들강 Deudeulgang 지석천을 현지에서 부르는 명칭의 

하나이다. 드디=지(砥)이고 들돌 딜=석(石)의 표기로 풀이하

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에 보(洑)를 막기 위

하여 처녀 ‘드들’을 제물로 묻고 무사히 보를 막았으므로 드

들강이라 부른다는 전설이 있다. ‘드들디딜 디들’은 발로 밟

고 누른다는 뜻의 우리말 ‘디디다’에서 비롯된 ‘디딜방아’라

든지 ‘디딤돌’ 등과 연관 지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자세한 

유래는 확인할 수 없다.

▶지석천 芝石川 Jiseokcheon 지석천의 다른 한자(砥→

芝) 표기의 하나이다. 『한국지명총람』 전남편에 나온다 ‘

지석천’이 우리말 ‘디딜디들강’을 적기 위한 한자표기로 볼 

때 디들의 ‘디지’를 적기 위한 차자(借字)표기의 하나 이거

나 ‘지(砥)’의 표기 오류일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되어 있다.

여러 자료로 볼 때 지석천은 이미 옛날부터 지석강, 지석천 

등의 이름으로 불려 왔으며 발원지는 현재의 예재(여점, 呂

岾)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양면 증리의 계당산 남쪽 

동여도상의 지석천 청구요람상의 지석천 

2) 한국의 지식콘텐츠 - 누리미디어(http://www.krpia.co.kr)

3) 한국하천지명사전(2011,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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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으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현지답사

지석천의 현장답사를 위하여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

한바 지석천의 발원지에 관하여는 대부분 문헌이 화순군 

이양면 계당산 남쪽계곡 최상류지점을 발원지로 하고 있는

데 이는 최근에 출판된 국토교통부의 『한국하천길라잡이

(2013.6)』에서도 지석천 최장발원지라 하여 표기된 화순군 

이양면 봉화산 북쪽계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1/5,000 수치지도를 참고하

여 인근하천과의 길이를 비교한바 계당산 쪽이 더 긴 최장

발원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지답사는 계당산쪽을 목표

로 수행되었다.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저녁에 화순군 소재지에 가서 하루

를 묵고 다음 날 아침 계당산 방향으로 향하였다. 최근에 개

통된 듯한 시원하게 정리된 국도 29호선을 타고 능주를 거쳐 

쌍봉사천으로 향하다가 쌍봉사에서 최상류 하천인 서원천

으로 들어선 후 증리입구의 커다란 고목 앞쪽에 마련된 마을 

공동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지도에 표기된 마을 이름은 서운

태로 각종 자료에서 말하는 서원동을 칭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장비를 챙겨 계당산 계곡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마을을 지나 계곡을 따라 1km 정도 올라가니 용박골과 천

리난골 두 계곡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지도를 참고하니 용박

골이 더 긴 하천으로 표시되어 있어 용박골을 향하여 하천가

로 들어섰다. 그러나 용박골 방향은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사람의 키 보다 더 자란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있어 발원지까

지의 여정이 순탄치 않으리란 예고를 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시덤불과의 싸움이어서 시간을 지체

하며 온몸이 지쳐가고 있었다. 드디어 200m 정도 계곡을 따

라가다가 옛날에 논이었다가 폐기된 습지를 따라 계곡의 가

장자리로 이동하여 산을 옆으로 타고 가기로하고 산비탈로 

들어서려는데 옆을 보니 고라니 새끼가 겁을 잔뜩 먹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세

영산강 합류부 위성사진(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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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해치지 않을 테니 얼른 

도망가 하며 한참을 기다렸는데 고라니는 도망도 못 가고 넋

을 잃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가던 길을 계속 올라가려

고 돌아서면서 생각하니 저렇게 내버려두면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나 않을까? 걱정되었다.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헤치며 1km 정도 올라가는 도중 멀

리 산 중턱에서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겁이 났다. 멧돼

지가 나에게로 달려오면 어찌 해야 하나 하면서 한참을 서서 

관망했다. 이제까지 발원지 답사를 하면서 전국의 오지는 다 

가봤어도 멧돼지를 만난 적은 없으므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다행히도 멧돼지 소리는 산등성

을 향하여 점점 멀어지는 듯이 푸우 푸우 하는 소리가 희미

해지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아갔다.

드디어 산 중턱의 7부 능선쯤에서 지도를 보니 계당산으로 

향하는 계곡을 들어서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산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몇 걸음 올라가

서 쉬고 또다시 몇 걸음 올라가 쉬면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

다가 보니 지도상 하천시점에 다다랐는데 계곡의 물길은 아

직도 정상을 향해 계속 뻗어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끊어지고 적막한 숲 가운데 가시밭길을 

헤치고 올라가기를 1시간 정도 하니 드디어 발원지라생각되

는 지점에 다다랐다.

지석천의 발원지는 20~30년은 된 나무와 가시덤불, 수많은 

낙엽이 쌓여있는 곳으로 산 정상으로부터 약 20m 정도 아래

에 움푹 패어있는 전형적인 넓은  “U”자 형태로 비가 많이 오

면 물길을 형성하여 계곡 아래로 쓸려가지만, 평상시는 그냥 

낙엽만 수북한 그런 장소였다.

답사 후 집에서 GPS 좌표를 지도에 옮기고 도상에 그려본

바 지석천의 발원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 계당산

의 남쪽 계곡으로 북위 34°52′58″, 동경 127°05′07″(GRS80좌

표계)로 확정하였다.

발원지를 확인 한 후 계당산의 정상에 올라보니 각종 표지

가 이곳이 계당산 임을 알리고 있었으며 호남정맥의 한 봉우

리임을 확인하였다.

하산하는 길은 비가 부슬부슬 와서 계당산의 북쪽 사면을 

따라 등산로로 내려오다가 임도로 들어서서 편안한 길을 택

해 내려왔는데 산을 구불구불 돌아서 내려오면서 점심도 잊

어버리고 고생한 배의 허기를 길가에 지천으로 핀 산딸기로 

보충하면서 내려왔다. 

지석천 발원지는 내게 여러 가지 추억을 안겨 주었다. 

생전에 보지 못했던 산딸기와 산딸기 점심, 걸음을 가로막

용박골 고라니

계당산 올박골

지석천 발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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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키만 한 가시덤불, 말로만 듣던 멧돼지와의 조우에 

의한 공포, 생전 보지도 못하던 동물(사람)을 만나 공포에 떨

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고라니, 그리고 덤으로 하산 길에 만

난 노루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한 하루였다.

지석천 발원지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