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마을이야기

제3장 마서면(馬西面)

지리·마을이야기

제2편 마을이야기

(馬西面)

마서면은 금강과 서해바다에 인접해 있고, 산과 너른 평야를 고루 갖춘 우수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농·어촌 지역으로 금강하구둑을 경계로 하여 전북과 도계
를 이룬 충남의 관문이다.
금강하구둑관광단지·카페촌 등 군내 유일의 도시형 위락관광지가 위치해 있
는 지역이고, 합전아름마을·송석어촌체험관광마을 등 어촌체험의 선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장항국가산업단지 입지 및 배후도시로 발전
의 가능성이 높은 고장이며, 남산성 개발·장항선 신역사 등이 자리 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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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도 덕암문화마을과 같은 최적의 전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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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마서면은 백제시대 설림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서쪽으로 나무숲이 우거지고 고
운 모래가 있다하여 설림군이라 부를 때 가장 대표적인 경승지였었다. 신라시대
에는 서림군 소속이었으며, 고려시대 1018년(현종 9)부터 가림군 소속이었고
1314년(충숙왕 원년)부터 지서주사의 고을에 속했었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
에 서천군에 소속되어 외동부면·마길면·남부면·서부면 등 4개 면 지역으로
14개 동리를 관할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부면의 은포 외 15개 동
리와 남부면의 봉근리·역리의 각 일부, 서부면의 동죽리 일부, 판산면의 고산리
일부, 한산군 남상면의 선소리·신아리의 각 일부를 비롯 서하면의 월포리 일부
를 통합하여 마길면과 동부면의 이름을 따서 마동면이라 했다. 이에 따라 산서·
수동·송내·당선·도삼·덕암·어리·장선·신포의 10개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1938년 10월 1일 마동면 산서와 수동 등 2개리와 서남면의 옥남·옥동·장항 등
3개리를 합하여 장항읍을 신설하는 동시에 서남면의 송석·죽산·한성·옥산·
계동·월포·봉남·남전·옥북의 10개리를 통합하여 마동과 서남의 이름을 따서
마서면이라 칭하고 18개 리를 관할했다. 그 후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

호에 의해 남산리가 서천면에 편입되고 17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총 38.41㎢(전 5.94, 답 15.04, 임야 10.6, 기타 6.83)의 면적에 2006년 12월 31일
현재 2,784가구에 6,728명이 살고 있으며, 마을의 55%가 농가로 형성되어 있다.

계동리(桂東里)
계동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었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에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1914년(태종 13) 서천
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사진 1> 계동리 전경

서부면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계룡

리·동죽리의 각 일부와 동부면의 어리 일부를 합하여 계동리라 해서 서천군 서남
면에 편입되었다가 마서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마을은 1리 동죽과 2리 계룡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예부터 앞 들녘은 황새가 많이 날아와 황새들이라 불렀고, 옛날에 향교가 있었
던 마을이라 행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생골이라 하며, 마을에 큰 샘이 있어 새
암골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다. 또한 동쪽에 위치한 마을을 동죽(東竹)이라 부르
는데 대밭이 많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며, 동죽 안쪽을 안터·안태·내기(內
基)라고도 한다. 북쪽 지역을 고개말·고말매라고 하는데, 지형이 게발처럼 생겼
다 해서 게말게라 부르던 것이 변했다 한다. 평해 구씨가 50%를 차지하고 있으
며 효도마을로 유명하다.@@@
2리 계룡말에는 신당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1반 동아시뜸·2반 큰뜸·3반
너멍굴·4반 옥굴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는 동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너멍굴은 옥굴에서 볼 때 마을 너머에
있다 해서 부르게 된 이름이며, 옥굴은 고려시대 남산에 성이 있었고 서림군의
옥(獄)이 있었던 곳이라 옥골이라 부르다가 변하여 옥굴 또는 옥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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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동 1리에는 해복형(蟹腹形)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마서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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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과 2반 사이 가게가 있는 곳을 까치다리라고 하는데, 옛날 까치가 많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남쪽으로 재룡댕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이곳에는 옛
날에 서당이 있었다 하며 그로인해 연유된 이름이라 한다.
마을 중앙에는 오동나무 샘이 있어 고려 때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우리 군사들에게 물을 떠주며 우물 주변에 있는 오동나무에서 잎을 따서 띄워주
어 희생을 크게 줄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로 돕고 한국전쟁 당시나 수복 후 군대에 나가
전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사상범이나 상이용사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길 정도로 평화로운 마을이다.@
계룡리에서는 패총과 무문토기 산포지 등이 조사되어 일찍부터 사람들이 살았
던 곳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계룡당리는 조선후기 읍지인『여지도서』서천군 방리조 서
부면에서 확인된다. 서부면은 23개의 마을을 관할하던 큰 면으로 이중 계룡당리
는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7일 떨어진 마을로 호수는 35호, 남자는 59명, 여자는
50명(溪龍堂里 自官門南距七里 編戶三十五戶 南五十九口 五十口) 거주하던 마
을이었다.
동리는 평해 구씨가 동족마을을 이룬 마을이다. 서천 지역의 평해 구씨는 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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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傳)이 문산지역에 터를 잡은 후에 서천지역에 퍼져 세거하였는데 계동리는 동
죽파에 해당된다. 이는@ 계동리의 동죽을 지칭하는 것으로 마을에는 평해 구씨
관련 유적으로 1963년 세운 사복시정 구복기(丘福基)의 묘비와 1964년 세운 사
효자비각(四孝子碑閣)이 있다.
계동리는 면소재지로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농촌지도서·우체국 등 공공기관
들이 들어서 있다. 면사무소에는 전면장 구철현(丘喆鉉, 1933년 건립)과 양행진
(

鎭)의 송덕비가 있다. 현재 계동리는 농촌체험전통마을인 황새마을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서천군에서 선정한 어메니티 마을이다.

봉남리(烽南里)
서림의 옛터인 봉남리는 성너머·신산 등으로 불리는 중리와, 한적굴로 불리
는 한적 마을로 나누어진다. 봉남리는 백제시대 서림군에 속했던 곳이며 신라와
고려시대는 서림군 지역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서부

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리·봉하리·신산리·화
동·남산리의 각 일부를 합하고, 봉
하와 남산의 이름을 따서 봉남리라
하여 서천군 서남면이었다가 마서
면에 편입되었다.
중리 마을·중뜸은 가운데에 자
리잡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사진 2> 봉남리 마을전경 및 남산

며, 신산은 상고(上古) 때부터 조선
초까지 서천의 고을이었던 남산 아

래에 자리한 마을로 산 아래에 새로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봉남리의 중
심이 되는 지역이다. 현재 고추건조장이 있는 자리에 기와가 출토되어 그곳이 옛
날 서림군청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
남산을 뒤로 하고 오붓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 마을은 마을 뒷산에 봉남리 주민
들이 서천읍내로 넘어 다니는 길을 따라 고개 마루에 성너머서낭댕이라 부르는
성황당이 있는데, 돌무덤이 아직도 남아있다.
남산에는 남산성이 있었는데 이 성은 도지정 기념물 96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
있다. 남산에서는 1952년경까지 매년 음력 8월 17일에 장이 섰다 하는데 이날은
출가한 여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지
금도 장이 섰던 남산에는 갈퀴로 긁으면 엽전 등 장마당의 흔적이 나온다고 한다.
원래 남산 이름은 영치산이라 했다고 하며, 서천읍 쪽에서 볼 때 남쪽에 있다
해서 남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산 위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이를
형제바위라고 한다. 이 마을은 고추를 많이 재배하여 고추마을이라고도 하며, 고
추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다.
한적 마을에는 서남초등학교가 있고, 문화재 자료 제130호로 지정된 봉남리 3
층석탑이 자리 잡고 있다. 봉남리 석탑은 화강암을 치석한 수법이 능숙하고 1층
탑신에는 쇄금을 표현한 조각이 완연한 석탑이다. 전설에 의하면 탑의 후편에 사
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지조차 찾을 길이 없으며 탑 속의 귀금속은 2차대전시
일본군이 가져갔다고 한다. 서천구지(舒川舊誌)에 따르면 이 탑은 원래 5층석탑
이었으며, 건립 시기는 신라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최낙곤씨(일본 와세다대 卒)가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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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일부 형태가 남아있으며 동문·남문·서문지 등도 일부 형태를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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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리(玉山里)
남산의 서쪽에 위치한 마서면 옥산
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고, 신라
시대와 고려 때는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 초 태종 13년(1413)에 서천군 소
속이었으며, 조선 말에는 구술뫼 또는
옥산이라 부르다가 행정구역 개편 때
북옥리, 성북리 일부를 합하여 옥산리
라 해서 서천군 마동면에 편입되었다

<사진 3> 옥산리 전경

가 후에 마서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옥산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진다.
1리는 마서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서남치안센터·마서어촌계·서천농협 서부
지소·보건지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지역으로 성
지 북쪽에 있다 해서 성북이라 하는 곳이다.
마치 마을의 지형이 용이 엎드려 있는 것 같다 해서 복용골·복룡곡이라 부르
346

는 지역이 있다.
망굴·망곡·망운곡이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살아도 의식

제3장 마서면

주 걱정이 없이 풍류를 즐기며 살 수 있는 마을이라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구슬뫼라 부르는 지역은 산이 수려하고 들에 티끌하나 없어 깨끗한 선비가 유리
처럼 맑게 살 수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구슬과 같은 둥근 산 아래 자
리 잡은 지역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또한 옛날 서생들이 글을 읽고
배우는 강당이 있었다 해서 강당이라 부르는 지역과, 우마가 등에 짐을 지고 있는
모양과 흡사하다 해서 길마제라 부르는 지역, 고개의 흙이 검다 해서 먹재 또는 먹
티라 부르는 지역 등이 있다. 한성리와 경계지역에는 진등이라 부르는 능선이 있다.
마을에는 본관이 파평 윤씨인 윤광의를 모신 사당 옥산사가 있고, 그 곁에 윤
영규 5형제 효자비가 있다.
옥산 2리는 발동마을이라고 부르며 바라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형이 바다
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아래뜸·위뜸·바라골·숭방죽골 등
으로 구분되는 지역인데, 마을이 얕은 산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다.
옥산 1리와의 사이에 방죽이 있었으며 그 안에 자리한 마을을 방죽안이라고 했

다 하는데, 옛날 종천면 장구리 쪽에서 바닷물이 들어와 집 앞에서도 낚시를 즐
겼다 한다. 일제시대 방죽을 만들었다 하며, 그래서 방죽 아래는 옥토로 불리는
기름진 마을이었다고 전한다.
방죽안 동쪽에서 서천 쪽으로 넘어오는 고개를 용서티라 하는데, 고개에 용이
깃든 형국이라 용서재라 부르기도 했다.
현재 서낭댕이 고개는 옥산 사거리까지 1km 구간의 남봉선이 뚫려 마을이 오지를
면하게 되었다. 마을에 영운사라는 절이 있으며, 옥남사(玉南祠)는 나주 나씨 사우로,
이 사우에는 나광현 선생(羅光賢)을 배향하고 있는데, 1990년도에 새롭게 증축했고
그 앞에 나광현 선생의 비와 나창하 선생의 효자비, 그의 형수인 신씨 효열비, 나상
진씨 공적비 등이 세워진 비각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비각 곁에는 효사정(孝思亭)이
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으며, 그 위쪽으로 나창하 선생의 재실이 마련되어 있어 작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나상진씨가 사비를 들여 마련하였다 한다.@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며 돕고 이웃과 화목하여 큰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는 마
을인데, 전에는 논농사가 흥한 곳이어서 바닷가에서 이곳으로 일하러 왔었으나 지
금은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바닷가 지역으로 어촌 일을 도우러 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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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면 한성리는 백제시대 설림군
(舌林郡)에 속했던 곳이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서림군(西林郡) 지역이었
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서부면의 지역으로 한성굴
을 줄여서 한성 또는 봉성리라 했는
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봉촌(峰
<사진 4> 한성리 전경

村), 마동(馬洞)과 송내리(松內里), 성
북리(城 里)의 각 일부를 합하여 한

성리(漢城里)라 해서 서남면에 편입되었다가 후에 마서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한성리는 1·2·3리로 나누어진다.
마을에 마동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마동(馬洞)은 옛날 고려시대 서천포
(舒川浦)에서 왜구들과 크게 싸웠을 때 주인 잃은 말들이 마을에 와서 살았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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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리(漢城里)

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사람들은 당시 이 말들을 잡지 않고 그냥 놔두어 오랫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았다 한다.@
항그매라 부르는 곳은 그 지명으로 인해 해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한성굴은 산성이 있는 마을로 큰 마을이 있었다 하여 한성골이라 하다가 변해
서 한성굴이 되었다 한다. 원하성이라고도 부르며 금녕 김씨 집성촌으로 마을에
사당 숭조사가 자리 잡고 있다.
한성굴 동쪽으로 봉촌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또한 벌촌이라고도 하는데 조선
시대 봉화를 올렸던 마을이며, 산과 들을 가다듬고 마을이 생겨 횃불처럼 번성했
었던 마을이라 이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도 전한다.
반산에서는 지난 1992년 서천군향토문화연구회에서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민무늬 토기 편과 마연석기 등 31점의 유물을 수습하여 서천군에 신고한 바 있으
며, 이로 인해 이곳은 청동기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
산에는 산정식으로 구축된 한성리 산성이 있으며, 산 정상부는 평탄한 지대를 이
루고 있다.
해창은 배수갑문이 있는 곳으로 전에 포구가 있어 어선이 많이 들어와 이곳에
서 생선을 많이 받아다 팔았다 하며, 옛날에 해창이 있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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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곳에는 한양으로 올라갈 곡식이 쌓여 있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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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뫼는 골짜기에 있다 해서 그렇게 부르며 골패라고도 한다. 서쪽에 있다 해서
서뜸, 동쪽에 있다 해서 동뜸, 아래에 있어 아래뜸이라 부르는 지역 등이 있다.
송석초등학교 뒤에 있는 오열사 묘역의 오열사 중 김달식·양태순 열사가 이
마을 출신이며, 장수하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송석리(松石里)@@
송석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다가 신
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소속이었
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 서천군에 속했
었다가 조선 말 서천군 서부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노항리·와석
리·동지리·송내리·죽산리·한성리 각
일부를 합하여 송내와 와석의 이름을 따서

<사진 5> 송석리 마을 전경

송석리라 하여 서천군 마동면에 편입되었다가 후에 마서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노항이라 하는 곳은 새멀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갈목이라고도 하는데 노항리
는 지형이 목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눈돌은 동지산 남쪽에 있으며 와석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에 넓은 바위가 누워
있다 해서 눈돌·와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새멀은 갈목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새로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송석리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새멀 동북쪽 지역을 송내 또는 송매라 하는데 마을 주변
에 솔밭이 있다 해서 솔매라고도 한다.
슴갈목은 새멀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지형이 갈매기 목처럼 생겼다 해서 이 같
은 이름이 붙여졌으며, 갈대가 많은 곳이다. 마을에 송석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뒤 산 23번지에 반공오열사 묘역이 있어 매년 자유총연맹 단체
에서 위령제를 지낸다.
이곳에 선양된 인물은 김달식·양태순·임상덕·신윤식·최승상 등이며, 위
령탑 1기·비석 1기·묘지 1기가 있다. 이들 5인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7월 13일 밤에 이 자리에서 비밀리에 모여 구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연도(섬)
밖에 있던 우리 군함에게 적의 동태를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행동에 들어갔
다. 1차로 8월 13일 우리 함대와 연락이 되자 당시 장항제련소 뒷산과 비인 월
는 서천·도만·웅천 등지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려 우리 공군의 폭격을 지원하
여 적의 진지를 파괴하는 활약을 했으며, 9월 3일 2차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송
석리 아목섬에서 배를 타려다 밀고를 당해 북의 내무서원에게 붙잡혀 9월 9일
대전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곳에 있는 위령

<사진 6> 반공오열사묘역

<사진 7> 송석리 갯벌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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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에 있는 적의 정보를 수집, 함대에 알려 함포사격을 하게 했다. 또한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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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이렇게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5인의 영령을 추모
하고 그 충정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자 1954년 10월 10일에 건립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다.
이 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잡기 등 갯벌체험
을 실시하고 있다.

죽산리(竹山里)
바다 쪽으로 방풍림이 마을을 포
근히 감싸안고 있으며, 아목섬과 매
바위가 어우러진 마을 앞 바다풍경
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서면 죽산리는 백제 때 설림군
에 속했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
대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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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죽산리 전경

서천군이었다가 조선 말 서천군 서
부면의 지역으로 대밭이 많아 죽산이라 했다고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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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리(山所里)와 월산리(月山里)의 일부를 합하여 죽산리(竹山里)라 해서 서남면
에 편입되었다가 뒤에 마서면에 편입된 지역이다.
죽산리는 상소와 하소 2개리로 나누어진다.
상소는 지형이 말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말머리라고도 부르는 지역으로 1·
2반 말머리, 3반 건너뜸, 4반 당재로 구분된다. 왕재산 주변에 들녘을 끼고 있는
상소마을은 송석초등학교 앞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왕재산은 왕산·왕터라고도
부르는데, 이 왕재산 아래에는 부자가 살았다 하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이 부잣집 앞을 지나가던 도사 한사람이 이곳에 도랑을 내면 이 집
이 망한다는 말을 하고 갔는데, 이 소리를 들은 이집 식모가 손에 물이 마를 사이
없이 힘든 생활이 싫어서 도랑을 파 그 집을 망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조
개껍질 등으로 도랑을 막아 다시 잘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
다. 지금도 왕재산 아래에 있는 그 부근의 밭을 파면 기왓장이 나온다고 한다.
이 마을은 김과 지하젓 등이 특산품이며, 마을에 몇 개의 김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하소마을과의 경계지역에 죽산교회가 위치해 있으며 굴과 바지락 공동양

식장 8ha를 운영하여 주민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소 마을은 소매·우산·임가르매·개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는 죽산 남쪽에 있는 산 이름으로 지형이 소처럼 생겼다 해서 부르게 되었
고, 마을 앞 모래터를 모래장불이라 하는데 여름철에 모래찜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소매산 남쪽에 외따로 있는 산을 똑뫼 또는 독산이라 하는데 외
따로 떨어져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앞 바다에 있는 아목섬은 거위의 목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아항도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사람이 살았으나 한국전쟁 당시 쫓겨나다시피 했
다 하며, 우물이 두 곳 있었는데 물맛이 짜지 않았고 지금도 한 곳이 남아있다.
아목섬 서남쪽에 섬이 있는데 이 섬을 노루섬·장도라고 한다.
매바위는 마치 매가 앉아있는 모습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많이 훼
손되어 형태가 변형되었다. 또한 매바위와 아목섬 부근에 가운데 바위가 있고 임
가르매라는 곳은 가르매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70년대에는 백합·대합 양
식장이 성시를 이루었으며, 양질의 바지락·고막·굴 등이 많이 수확되었으나
어장 폐쇄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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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포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었고 신라 때와 고려 때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 소속이었으며, 조선 말 서천군 서부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월산리 일부와 금포리를 합하여 월포리라 해서 서천군 서남면에 편
입되었다가 후에 마서면이 되었다.
월포리는 동촌과 서촌으로 나누어지며, 서촌은 간뜸·골뜸·당산·신창동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 쇠깨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옛날 사금이 많이 나와 금포라고도 했
다. 새로 생겼다 해서 새뜸이라는 지명이 있고, 신창동역시 선청가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깨 서북쪽에 있는 산을 당산이라 하는데 월산이라고도 하며 옛날에 신당이 있
었다고 전해진다. 큰 팽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한번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장잣굴이라 하는 지역은 자적골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장자(長子)가 살았었다 한다.
큰구렁이라 하는 곳은 옛날 마을에 큰 고랑이 있었다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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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포리(月浦里)

여졌으며, 그 고랑에는 청룡이 살았었다가 승천했다고 전해진다.
방아다리논이라 하는 곳은 형태가 방아다리처럼 생겼다 하며, 버드샘 남쪽에
골짜기에 있다 해서 골뜸이라는 지역이 있다.
장잣굴 옆의 골짜기를 지상골이라 하는데, 이는 옛날에 이웃에 큰 마을이 있었
고 그를 상대로 이곳에서 기생들이 술을 팔던 자리였다고 한다. 그래서 기생골이
라 하다가 지생골·지상골 등으로 변했다 한다.

남전리(南田里)
남전리는 동백꽃 축제가 열리는 아리랜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동백꽃 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름마을과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마을
방문자센터·가공공장·농산물판매장·산책로 등이 마련되어 각 단체의 교육과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갯벌체험·농촌체험·농촌문
화체험 등 도농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인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마을은 백제 때 설림군이었다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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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 서천군 남부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에 따라 백사리·남산리·합전리 각 일부를 합하여 남산과 합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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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따서 남전리라 하여 서천군 서남면에 편입되었다가 마서면이 되었다.
옻밭골 남전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옻나무가 많이 있다 해서 옻밭골·칠전
리 등으로 불렀다.
옻밭골 남쪽 지역을 조개티 또는 합전이라 하는데, 마을의 지형이 조개처럼 생겼
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 마을에 기와집을 지으면 조개가 눌려서 숨을 못 쉰다
해서 기와집을 지을 수 없었다 한다.
마을 바다 쪽으로 방파제와 모래사장
이 있는데 이곳에 소나무를 심어서
자라면 조개가 바다로 나갈 수 없어
자연히 마을이 망한다는 설이 전해져
소나무를 자주 베어내었다고도 한다.
옻밭골 북쪽 지역을 새터라 하며
서남쪽에는 말무덤이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 고려 경 왜구가 침범했

<사진 9> 남전리 합전 마을 전경

을 때 죽은 말을 합장한 무덤이 있다 한다. 옻밭골 동쪽지역을 동뜸이라 하고, 새
섬 남쪽에 있는 섬을 대섬이라 하며, 큰대섬 서쪽 섬은 흙이 검다 하여 묵도라고
한다. 큰대섬 서북쪽에 있는 섬은 유재도이다.
백사장에는 목은 이색이 지은 정자가 있었는데 이를 백사정이라 했으며, 정자
에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옻밭골과 조개티 사이에 작은 고개가 있는데 이를 보두막재라 한다. 옛날 고려
때 왜구들의 침범이 잦을 때 우리 군사들이 보루를 쌓았던 곳이었다.
백사장 서남쪽에 있는 새섬은 아도라고도 하며, 겨울이면 거위가 많이 날아와
서 사는 섬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조개티 동쪽 골짜기를 서당골이라 하고, 백사장 서남쪽 길을 장승백이라 하며,
옻밭골 북서쪽에는 솟대가 있던 자리가 있어 솟대백이라 했는데 지금은 공동묘
지가 있다.
남전리는 특히 1999년 농협의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되었고, 2001년 행정자치
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에는 행자부의 2차정보화시
범마을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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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북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었으며,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서림군 소속
이었다. 조선 초 태종 13년 서천군에 속했고, 조선 말 서천군 남부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분절리와 역리·남산리·비두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옥북리라 해서 마동면에 편입되었다.
옥북리는 역리 또는 역말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 두곡역이 있어서 역졸들과
역마가 머물던 곳이라 한다.
고려시대 충청도 일대에 34개역이 있었는데, 옥북리 두곡역이 이에 속했고,
조선시대에는 역 제도가 개편되어 충남도에는 8개도에 42개역으로 구분되었는
데 이인도의 10개역 중 하나였다 한다. 역은 당시 관청에 공문서를 전달하고 관
물을 우송했으며, 외국 사신과 관원의 왕래에 필마를 제공했다. 또한 암행어사의
포졸 임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교통기관이었다. 두곡역은 서도지방 끝머리에
자리 잡아 분주했던 역으로 역졸이 많았던 곳이었다 한다.
역말은 상리와 하리로 나누어지며, 마을에 두곡역 시절 이용하던 관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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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북리(玉 里)

우물이 남아있고, 그 곁에 두곡역 당시 찰방(역의 우두머리) 김조헌 선정비(1865
년)가 세워져 있다.
역말 북쪽에 있는 마을을 관저울이라 하며,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이 이곳을 지
나다가 하룻밤 묵은 일이 있는데, 앞으로 뛰어난 선비가 나오지 않으면 관영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는 마을이다.
남상골·남상곡이라 하는 지역은 옛날 남부면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며, 역말과 어리, 분당골 사이에 있는 고개를 회나무가 많이 있다 하여 회
나무재라 한다.@
분절 뒤쪽에는 테살메라는 산이 있는데, 산이 둥근 테를 두른 것 같이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던 터가 지금도 평평하게 남아
있다 한다. 분절에는 위뜸과 아래뜸, 새터말 등이 있다.
구스렁개는 분절 동쪽에 얕은 개를 사이에 두고 자리 잡은 지역으로 옥포라고
도 부르는데, 구슬처럼 아름답다는 뜻이 담겨있다 하며, 옛날 그 갯가로 배가 드
나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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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리(德岩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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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리는 백제 때 설림군이었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다.
조선 초에 서천군에 속했다가 조선 말에는 서천군 동부면의 지역으로 1914년 홍
덕리·동고리·삼연리·백양리 일부와 마길면 송내리·구절리 각 일부, 남부면
의 봉근리 일부를 합하여 마동면에 편입되었다가 그 후 마서면이 되었다.
덕암리는 홍덕리와 대치, 삼연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백암이라 하는 곳은 마을
에 흰 바위가 있어 그렇게 부른다 하며,
차츰 변해서 흠바위라고도 한다.
용화실은 동고개에서 남동쪽에 위치
한 지역으로 마을에 못이 세 개 있어 용
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해서 붙여진 이
름이며, 덕암리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홍덕리라 하는 곳은 덕암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로 홍더기라고도 하며, 그로인

<사진 10> 덕암리 전경

해 이 마을에서 동고리를 거쳐 옥북리 분절로 가는 고개를 홍더기고개라 했다.
홍더기고개 남쪽에 있는 산을 동태산이라 한다. 동태산 남쪽에 펼쳐진 들을 한
시례라고 하는데 논이 매우 크다 해서 연유되었다.
마서면 어리를 지나 장항을 향해 넘어가는 고개를 홍덕리 고개라 하는데, 이
고개는 겨울철 눈이 많이 오면 응달져 잘 녹지 않고 경사가 져서 장항과 서천 사
이의 도로 정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새 도로가 뚫렸다. 용화실
서북쪽에 있는 지역을 동고개라 부른다. 홍덕에서 동고개를 거쳐 넘어가는 고개
인데 동태산 아래에 있다 해서 그렇게 부른다.
대추장터는 안뜸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지형이 꿩의 형국이라 해서 대치장터
라 하다가 대추장터·대추장·평정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삼연리의 역사와 관련하여 도로 건너편 대치 마을 뒷산 도광암 입구에 고분이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의 개설로 인해 일부가 훼손된 상태이다. 또한 고분이 위치
한 정상에는 중태산성이 있다.
『여지도서』서천군 방리조에 의하면 삼연리는 외동부면에 속한 마을로 관문으
로부터 남쪽으로 15리 떨어져 있었다. 마을로 호수 14호, 남자 24명, 여자 23명
(三淵里 自官門南距十五里 編戶十四戶 男二十四口 二十三口)이 살고 있는 것으
로 기록되어 있다.
3개월 동안 잃어버린 부친의 시신을 찾아 헤맨 지극한 효자로 유명하다.

송내리(松內里)
서천에서 장항 쪽으로 가다 보면 하구둑을 향해 난 도로와 만나는 삼거리가 나
온다. 그 삼거리에는 전에 검문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송내리는 백제 때 설림군이었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서림군에 속했던 지역이
다. 조선 태종 13년에 서천군에 속했다가 조선 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천군 마길면
의 지역으로 효실리와 구절리, 황산리를 합하여 솔리, 또는 우거진 솔밭 안쪽에 자리
잡았다 해서 송산리라 하여 서천군 마동면에 소속됐다가 후에 마서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에 마동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장항선 직선화 사업에 의한 철로가
마을을 관통하게 되어 한때 주민들의 반발을 샀었다.
효실은 마을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마을에 효자 박수충이 살았다 해서 붙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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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마을에는 1860년(철종 11) 세워진 효자 이병연( 秉淵)의 비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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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라고 전해진다.@
송내 동쪽에 있는 지역을 수역이라 하는데, 금강물이 역수하는 마을이라서 붙
여진 이름이라 한다. 효실 서쪽에는 송내라 부르는 지역이 있다. 이는 소나무 숲
안에 자리 잡은 마을이며, 이 세상의 풍류를 모두 안고 있는 마을 같다 해서 송내
라는 지명이 붙었다고도 한다.
송내 북서쪽으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구절이라 한다. 산의 아홉 곳이 끓
어졌다 해서 구절이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전한다. 송내 옆에 자리 잡은 마을을
관정이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비인이 유배지였을 때 한 선비가 유배지에서 적적하여 남쪽으로 걸어오다가 마침
소나무가 우거진 이곳에 와서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잠을 자다가 늦게 서야 깨어
유배지를 떠난 죄책감에 비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도승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 도
승이“남쪽으로 가야만 산다.”
고 말해 그냥 남쪽으로 도망쳤다가 그 후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 선비가 자기를 구해준 도승을 찾지 못하고 자기를 구해준 이 장소를 관정
이라 했는데, 그 후 이곳에 마을이 들어서면서 그대로 관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송내리 왕갯산에는 금강 하구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송내리 산성이 있
다. 테뫼식 토축산성으로 대부분이 붕괴되어 서벽과 북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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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원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효실 마을 야산 하단부에는 사지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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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적이 조사되었다. 수습된 유물들을 보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물로 고려시
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적어도 고려시대 이래 마을의
역사를 추정할 수 있다.
송내리는『여지도서』
에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효실리는『여지도서』서천
군 방리조에 마길면에 속한 마을로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으며
호수는 43호, 남자는 70명, 여자는 41명(孝實里 自官門南距二十里 編戶四十三戶
南七十口 四十一口), 구절리는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22리 떨어져 있으며 호
수는 27호, 남자는 56명, 여자는 30명(九節里 自官門南距二十二里 編戶二十七戶
男五十 口 三十口)이 거주하는 마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효실에는 1905년에 효실교회가 건립되었다. 서천과 한산 지역은 여러 선교사
들 중 의사인 부위렴(W. F. Bull)이 많은 선교활동을 하였고 그의 활동으로 서천
지역에 개신교가 뿌리를 내렸다. 효실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는 밝혀지
지 않지만 효실마을은 일찍부터 기독교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2년 3월 1일에 건립된 서천군 기산면의 화산교회는 서천 최초의 개신
교 교회일 뿐만 아니라 충남 최고의 장로교 교회였다.

당선리(堂仙里)
당선리는 백제 때 설림군이었다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소속이었
고, 조선 초에 서천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조선 말 서천군 마길면의 지역으로 마을 뒤에 당산이 있다 해서 당산 또는 당
선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쌍현리·신리의 각 일부를 합
하여 당선리라 해서 마동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서천군 마서면에 편입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당선리 중앙에 자리 잡은 마을을 중뜸이라 하고, 중뜸 서쪽에 있는 지역을 서
뜸이라 한다. 또한 중뜸 동쪽에 있는 마을을 동뜸이라 한다.
당산 남쪽에 두못치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마을 앞에 연못 두개가 있다 해
서 붙여진 이름이며, 쌍연 또는 쌍연리라고도 한다.
두못치 북쪽에 있는 지역을 당선이라 하는데, 이 마을의 이름을 갖게 한 지역
으로 마을 뒤에 당산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리는 두못치 동북쪽에 자리 잡은 새로 된 마을이며, 새로 생겼다 해서 붙여
진 이름이다.
두못치 서쪽 산 너머에 있는 지역은 재너머라 한다. 장선리는 마을에서 조사된
에 여러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 있어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큰
마을이다. 특히 금강과 접하고 있는 마을로 이 일대는 진포대첩의 현장으로 추정
되는 곳이다. 즉 금강하구의 지리 조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
된다. 1380년(우왕 6) 8월 왜선 5백척이 진포에 들어와 노략질을 하자 나세 장군
이 심덕부 등과 함께 최문선이 만든 화포를 이용하여 모두 수장시킨 진포대첩의
현장이기도 하다. 마을 뒷산에는 1996년 건립한 대첩비가 있다.
『여지도서』
에서는 쌍연리는 확인 할 수 있다. 서천군 방리조에 의하면 쌍연리
는 마길면에 속한 마을로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으며 호수는 76
호, 남자 120명, 여자 80명(雙淵里 自官門南距二十里 編戶七十 戶 男一百二十
口 八十口)이 살고 있던 매우 큰 마을이었다. 호수와 인구 규모로 볼 때 지금 당
시 쌍연리는 지금의 당선·안골 등 일대를 포함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선리는 단양 우씨가 동족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었다. 처음 단양 우씨가 당선
리와 인연을 맺은 것은 봉신(奉申)으로 충북에서 필상(筆商)으로 입향하면서 부터
라고 전해지지만 쌍연에 밀양 손씨가 살고 있어 봉신의 아들인 만업(萬業,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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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은 없지만 옆 마을인 도삼리, 가까운 송내리 에도 테뫼식 토축산성 등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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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생)이 마을에 살고 있던 밀양 손씨와 혼인하면서 처가와의 인연으로 살기 시
작하였다고도 전해진다.
정착 후 우씨들은 인동에서 옥남리와 추씨와 더불어 부자로 유명하였다. 서천
군내는 물론 부여·보령 등지에 토지가 많아서 도지가 수천석에 이르렀다고 전
하는데 보령·부여 등의 도지는 배로 실어 마을로 날랐다고 한다. 또한 집을 짓
는데 필요한 목재는 안면도에서 운반하여 사용하였고 일꾼들에게 소를 잡아 먹
일 정도였다고 한다.
후손 중 막대한 부를 소유했던 우종림(鐘林, 1857~1935)은 선원전 참봉을 지
냈는데, 재산을 내어 군민을 진휼하여 군인들이 송덕비를 세웠고, 아들 동제(東
濟, 1887~1940)도 면장을 지냈는데 그때 세운 공으로 불망비가 세워졌다. 1935
년 2월 12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서천 마동면장 우동계(禹東溪)가 청년훈련소에
천원을 기부했다고 보도 했는데, 면장을 지낸 점이나 단양 우씨 제(濟)자 항렬을
고려하면 우동제의 오기로 추정된다. 마을에는 이들의 공적을 기리는 전참봉우
종림청덕비(前 奉禹鐘林淸德碑, 1928년), 전참봉공우종림시혜구활비(前 奉公
禹鐘林施惠救活碑, 1932년), 고면장우공동제송덕불망비(故面長禹公東濟頌德不
忘碑, 1944년)가 세워져 있으며, 마을에는 단양 우씨 제실이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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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삼리(道三里)
하구둑이 개통됨에 따라 어느 마을보다 눈부시게 발전한 도삼리는 금강하구
둑 관광단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마을이다.
도삼리는 조선 말 서천군 동부면의
지역으로 뒷산에 세 봉우리가 솟아있
다 해서 도사미 또는 도삼리라 했는
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
기리·대한리·모군리 일부와 마길
면 신리·쌍연리 각 일부, 한산군 남
상면의 선소리·신아리 각 일부를 합
쳐 도삼리라 해서 서천군 마동면에
편입되었다가 후에 마서면이 되었다.

<사진 11> 도삼리 전경

원도삼은 도삼리의 본래 마을로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이라 한다.
원도삼 마을 북쪽 야산 지역에서 패총이 발견되었는데 자세한 유적현황을 파
악할 수 없으나 바닷가에 접한 야산 구릉지대라는 입지적 환경으로 보아 유적의
존재가 추정된다. 또한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적도 보고된 바 있다. 여러 전언과
유적이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도삼리 일대는 일찍부터 바다와 관련된 마을의 역
사와 문화가 예상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원도삼 북쪽에 있는 마을을 본읍지라 하는데, 이는 마을에 평사낙안형(平沙落
雁形)의 명당이 있다 해서 본오지 또는 대안지라고도 한다. 본읍지 뒷산 동산재
아래 도삼교회가 자리잡고 있는데, 그 교회 뒤에 옛날에 당산나무라고 하는 소나
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둘레가 세 아름이나 되는 나무로 마을에 전염병이 돌때
이 나무에 제사를 지내면 전염병이 없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원도삼 남쪽에 있는 마을을 새로 생겼다 해서 새터·신기라 하며, 원도삼 아래
쪽에 있는 지역을 아랫뜸, 안쪽을 안뜸, 위쪽을 위뜸 등으로 불린다.
새터 바깥쪽에 있는 지역을 바깥뜸이라 하고, 동쪽에 있는 지역을 서천망월이
라 한다. 서천망월은 조선시대 이 지역이 서천군과 한산군의 경계였는데, 이 마
을은 서천군에 딸린 마을이라서 서천망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밖에도 벼락
배미라는 논이 있고, 그 동남쪽에 있는 논을 선지기자리라 하는데 조선시대 이곳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는 곳이다.
도삼리의 자연 마을 중에 대한리·모군리·도삼리는『여지도서』서천군 방리
조에서 확인이 된다. 이들 마을은 외동부면에 속한 마을로 대한리는 관문으로부
터 동남쪽으로 17리 떨어져 있으며 호수는 16호, 남자는 27명, 여자는 21명(大汗
里 自官門東南距十七里 編戶十 戶 男二十七口 二十一口), 모군리는 관문으로
부터 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으며, 호수는 67호, 남자는 89명, 여자는 86명(募
軍里 自官門南距二十里 編戶 十七戶 男八十九口 八十 口), 도삼리는 관문으
로부터 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으며 호수 16호, 남자는 36명, 여자는 26명(道三
里自官門南距二十里 編戶十 戶 男三十 口 二十 口)이었다. 이로 보면 모군
리는 주변에서 꽤 규모가 큰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원도삼 동쪽에 위치한 모
군리는 옛날에 나라에서 군사를 모병할 때 이 마을에서 군사를 모집했다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하며, 모군리 서쪽에 있는 지역은 서뜸이라 한다. 더구나
금강하구 일대는 일찍부터 왜구가 출몰한 지역이며, 나세(羅世) 장군이 심덕부
등과 함께 왜구를 수장시킨 진포대첩(鎭浦大捷)의 현장이기 때문에 군사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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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를 만드는 선소가 있었고 이 자리에 배를 지키는 선지기가 살았다 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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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는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접지역인 화양면 망월리와 함께 금강생태공원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신포리(新浦里)
도고산을 뒤로 등지고 마을 앞
으로 길산천이 흐르고 있는 마서
면 신포리는 백제 때 설림군 소속
이었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조선 초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
선 말 서천군 동부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은포

<사진 12> 신포리 전경

리·신리·산북리 일부를 합하여
신리와 산북리의 이름을 따서 신포리라 하여 마동면에 편입되었다가 후에 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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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포리가 되었다.
은개는 신포리의 으뜸 되는 지역으로 마을이 은을 깔은 듯 빛나는 마을이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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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은포·아포라고도 한다.
은개 동북쪽에 있는 마을을 대섶말이라 한다. 마을에 대섶이 있다 해서 부르게
된 이름이다.
은개 남쪽으로 밭 가운데 있는 마을을 밭가운데라고 하며, 은개 동쪽에 있는
마을을 새로 생겼다 해서 신리라 하고 위쪽지역을 위뜸이라고 한다.
은개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공덕산이라 하며 산 아래에 있는 마을도 산
이름을 따서 공덕이라 한다. 공덕 동쪽에는 나룻개라는 곳이 있다. 지금은 화양
면 장상리와 연결되는 장성교가 있으나 옛날에는 나룻배로 왕래하였다.
서천 삼산리·산내리 등과 함께 길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산내리(山內里)
백제 때 설림군이었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서림군에 속했던 마을이다. 조

선 초에는 서천군에 속했으며, 조선 말에는 서천군 동부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북리·원내리·죽림리·장선리 각 일부와 판산면의 고
산리 일부, 한산군 서하면의 월포리 일부를 합하여 산북과 원내의 이름을 따서
산내리라 했으며, 마동면이었다가 후에 마서면에 편입되었다.
마을 뒤에 있는 도고산이 길산천을 끼고 마을을 감싸안고 있는 곳이다. 산북과
신포리 사이의 고개를 여수고개 또는 여수티라고 하는데, 고개에 여우가 많아 살
았고 이 고개에서 사람이 지나다 여우에게 홀렸다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전하며,
옛날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곳 서낭당에 와서 제를 지냈다 한다. 옛날
에는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이 돌 하나씩 산마루에 갖다놓은
돌무덤이 있었다.
도고산 뒤에 있는 지역을 산뒤라고 부르는데 산북·산후·신산이라고도 한다.
원안은 산 뒤 서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원내라고도 하며, 옛날 원이 있는 안쪽
마을이라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또한 들 가운데 있는 곳을 들원안이라고 하는
데, 이는 들 가까이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안 서쪽에 흐르는 냇물을 종중개라 하는데, 그 주변지역도 냇물의 이름을 따
라 종중개라 한다.
길산권역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이 인근 삼산리·신포리 등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 장선리라 했다고 전하는 이 마을은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
었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 동부면의 지역이었
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리·장선리·죽림리·백암리·원내리·산북리 각 일
부를 합쳐 장선리라 해서 서천군 마동면에 속했다가 후에 마서면에 편입되었다.
일명 죽림·대통매라고 하는 마을에는 왕대나무가 많았으며, 옛날 통매는 사
람이 통을 매는데 자꾸 부서져 매지 못하게 되자 아이들이 모여들어 웃고 떠드니
까 이 마을은 대로 통도 못 맬 마을이라 하며 떠났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장선 동북쪽으로 시조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마을에 서당이 있었다 하며, 선
비들의 선창에 따라 많은 서생들이 운집하여 풍류를 즐기며 성리학을 공부하던
곳이라 사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장선 서북쪽 마을을 무수리라 하는데, 옛날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놀다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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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리(長善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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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마을로 지금도 명당자리가 있다 하여 풍수지리사들이 찾는다고 한다.
장선 동남쪽에 있는 지역이 대통매인데 옛날 왕대나무가 많았다 하며, 고려 공
양왕 때 서천포에 왜구가 쳐들어 왔을 때 이곳 농민들이 대창을 만들었던 나무가
대통매의 왕대나무였다 한다. 이곳 대나무는 마디가 질겨서 수명이 길다고 한다.
대통매 북쪽으로 돌다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이는 조선 세조 때 공신 홍윤
성의 가복들이 내려와 돌다리에서 크게 행패를 부렸는데, 마침내 세조가 알게 되
어 그들을 돌로 죽였으며 그 가복들의 시체를 이 돌다리에 버려 백성들로 하여금
원한을 풀게 한 다리다.
장선 북쪽 아래에 있는 마을을 아래뜸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착한 선비의 후손
들이 처음 정착할 때는 초막부터 시작한 곳이라 한다. 산 좋고 물 좋고 땅이 기름
져서 장수하는 마을로 알려졌다.
마을이 돌아앉은 듯 외따로 있다 하여 도란뜸이라는 지역이 있고, 장선 위쪽으
로 웃뜸이라는 지역이 있다.
『여지도서』서천군 방리조에 의하면, 죽림리는 외동부면에 속해한 마을로 관
문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5리 떨어진 마을로 호수는 16호, 남자는 20명, 여자는
17명(竹林里 官門東南距五十里 編戶十 戶 男二十口 十七口)이 사는 마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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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장선지리도 등장하는데, 관문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5리 떨어진 마을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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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7호, 남자는 31명, 여자는 28명(長先之里 自官門東南距五十里 編戶十七戶
男三十一口 二十八口)이 살고 있었다.
현재 이 마을은 평해 구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선파는 맹전의 5대
손인 인원(仁元, 1618~1677)이 이곳으로 입향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동족마을을
이루며 거주하고 있다.
장선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학생수의 격감으로 폐교되고 마동초등학교로 통합
되었다.

어리(於里)
마서면 어리는 백제 때 설림군이었다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서림군에 속했
었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 서천군이었으며, 조선 말 서천군 동부면의 지역으
로 느릅나무가 많다 해서 느름매·어산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남
부면의 역리 일부와 서부면의 동죽리 일부를 합하여 어리라 해서 마동면에 편입

되었다가 마서면이 된 마을이다. 마을은 붓당골·장작골과 밧돌골 방죽목·목갈
매·모산·장승백이·작은뜸 등이 있는데, 붓당골은 옛날 불당이 있었다 해서 불
당골이라 하다가 변했다 한다.
방죽목은 방주막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에 방죽이 있었으나 일본사람들이 메웠
다 하며, 그 곁에 주막이 있어 방주막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 한다.
목갈매는 목갈마라고도 하는데, 지형이 말이 다리를 뻗고 물을 마시는 형국이
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어리는 모산 서북쪽에 있고 어산이라고도 하며 마을 주변에 느릅나무가 많아
서 느름매라고 부르다가 변해서 어리라 했다고 전한다.
느름매 서쪽 골짜기를 장자굴이라 한다. 옛날 장자가 살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이다. 모산이라 하는 곳은 느름매 동남쪽에 있으며, 방죽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
로 옛날에는 숲이 우거졌던 마을이라 한다.
지금은 없으나 까치가 물어다 놓은 다리라 해서 까치다리라는 곳이 있고, 도둑
고이(고양이) 바위, 배를 매였다는 배냇재 등이 있다.
마을에 광산 김씨 효자문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김제형의 효자문이다. 김제
형은 부친이 병으로 1년 남짓 자리에 누었을 때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던 중, 어느 날 꿈에서 신령이 나타나 참게를 구해드리면 나을 것
불효막심함을 자탄하면서 돌아오던 중 방죽가 양지 바른 곳에서 참게 두 마리를
발견하고 잡아서 고아드리니 부친의 병이 나았다 한다.
이러한 효행을 유
림에서 조정에 천거하
여 1883년 조봉대부
동몽교관의(朝奉大夫
童蒙敎官) 증직을 내
리고 훈자가 새겨진
보검을 내리고 정려를
명하여 본 정려가 세
워졌다 한다. 현재 마
을에 푸른병원이 자리
<사진 13> 어리 전경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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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말을 듣고 엄동설한에 방죽으로 나갔으나 구할 길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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