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마을이야기

제12장 비인면(鍾川面)

지리·마을이야기

제2편 마을이야기

(庇仁面)

비인면은 옛 비인현의 중심지역으로 비인읍성을 비롯한 많은 산성과 서천군의
유일한 보물인 5층 석탑(보물 제224호)이 자리 잡고 있는 해변지역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한 때 부족연맹체(部族 盟體)인 비리국에 속했다가, 백제 때 비중현 소속이
었고, 신라 때에는 비비현, 고려시대에는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조선 초
1413년(태종 13) 비인현이었다가 조선 말 비인군 소재지로서 군내면(郡內面)이라
하여 하북, 상북 외 11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북면
의 오산 외 10개 동리와 일방면의 장진 외 10개 동리, 남포군 습의면의 신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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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비인군의 이름을 따서 비인면 이라 하여 서천군에 편입되었다. 관리·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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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사리·선도리·성내리·성산리·율리·장포리·칠지리를 관할하는 면이다.
지리적으로 서천군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 국도 21호선이 관통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7㎞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데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가족단위 휴양지
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해안지역에서 조개잡이 체험 등으로 여름철에는 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성내리에 면사무소·비인치안센터·우체국·농협 등 주요 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비인중학교와 비인초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있다.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비인면 성북리에 위치해 있는 비인5층석탑은 국가지
정 유형문화재 보물 224호로 높이가 6.2m이고, 측부와 탑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는 단순한 형태에서 백제시대 불교문화가 번성할 때 만들었던 탑을 그대로 모
방한 고려시대의 탑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무형문화재 133호로 지정된 비인면 성내리 비인읍성은 1421년(세종 3)에 왜
구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려 중엽에 쌓았던 토성에 석재로 축성했다고 전해지
고 있다. 성의 높이는 12자, 길이는 3천5백자 정도이며, 지금은 약간의 형태만 남
아있고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비인 향교는 비인면 성내리 월명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 도 문화재 자료 126
호로 지정 관리 되고 있으며, 1398년(태조 7)에 건축되어 대성전 명륜당 등의 구
조를 갖고 공자를 비롯한 27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율리에 위치한 율리사는 도문화재 자료 30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숭겸 등
평산 신씨의 가문을 빛낸 신현·신흔·신연·신기·신철 선생 등을 비롯하여, 조
선 인조 15년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절한 신오 등이 배향되어 있
다. 이 외에도 검산사·청절사 등이 위치해 있고, 남당리에는 2004년도 서천군
향토문화연구회와 문중이 협조하여 건립한 임벽당 시비가 있다.
총 31.16㎢의 면적에 2006년 12월 31일 현재 1천6백3세대 3천7백63명이 살고
있으며, 22개의 행정구역과 8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바닷가에서는 해태와 어패류 등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리고, 중
산간지역에서는 느타리·표고버섯·마늘·쪽파·저마·넝쿨강낭콩 등 특용작물
을 재배하고 있다.

성내리(城內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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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우체국·농협 등이 집중되어 있
고, 4일과 9일에 정기 시장이 서는 곳
이다. 비인향교가 자리 잡고 있으며,
비인중학교·비인초등학교가 있고, 시
가지가 복잡하여 현재 외곽도로가 관
<사진 1> 월명산 및 마을 전경

리에서 성북리 쪽으로 나 있다.
성내리는 4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백제 때는 비중현에 속했었으며, 신라 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고,
고려 때 임천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태종 13)에 비인현에 속했으며, 조선
말 비인군 군내면의 지역으로 읍성안에 있다 해서 성안 또는 성내, 읍내라 하였
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교촌리·성내리·원두리·성북리 각 일부를 합하
여 성내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교촌 남쪽에 있는 고개를 골독재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산짐승인 곰이 많이
살던 재였다 한다. 성내리에서 장항 쪽으로 800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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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면 소재지이며, 면사무소·치안

황당이 있었다.
조선시대 이 고을의 원님이 귀한 물건을 좋아해서 고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
건을 받쳤다. 그때 한 농부가 원님께 바칠 것이 없어서 이 산에서 나오는 곱돌을
캐서 깎아가지고 바치자 도로 갖다 버리라고 해서 이 고개에 다시 버렸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1리는 비인초등학교 앞 청석교에서부터 하천을 경계로 서쪽에 있는 지역이며,
청석교는 비인읍성의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지장천을 건너다니기 위하여 설치한
다리로 비인초등학교 구 교문 앞에 있는데, 길이 4.6m, 너비 1.6m, 두께 40㎝로
한 장의 판석으로 되어 있다.
청석교는 옛날에 음력 정월 초열흘날 다리 밟기를 했던 곳으로 자기 나이만큼
왕복하여 이 다리를 밟으면 그해 무병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비인읍
성은 고려 말 왜구에 대비하여 축조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으며, 대개는 배후의
산등성이를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1리 현 면사무소 자리는 관아가 있었다 하여 관청골이라고 한다.
성내4리는 교촌이라 부르는데 역말, 역촌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청화역이 있
었다 한다. 월명산 아래 양지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로 마을 입구에 하마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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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옆에 2백여 년 된 느티나무가 우람한 자태로 서 있는데 잎이 피는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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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풍흉을 예측한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마을 뒤에 병풍처럼 둘러있는 월명산
에는 유명한 전설이 있다. 산에 4층으로 된 바위가 있는데, 옛날 이 마을에 용골대
와 망골대라는 애기 장수가 있어 힘이 장사로 이 바위는 그들이 가지고 놀던 것이
었으며, 바위와 땅의 높이가 4층이 된다 하여 사층 바위라 부른다고 한다. 월명산
에는 높은 봉우리가 3개있는
데, 그 봉우리 중에서 남쪽에
위치한 봉우리를 망경대라 부
르며, 사비성이 바라보이는 산
봉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4리에는 향교가 자리 잡고
있는데, 태조 7년(1398)에 창
건되어 예로부터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비인향교에 배향인물은 대
성전에 오성을 모시고 동벽과

<사진 2> 비인 향교

서벽에는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육현(宋朝 賢)중 미백장재(眉伯張載)와 신
안백 소옹(新安伯邵雍)이 누락되고, 한국십팔현(韓國十八賢)과 도국공 주돈이(道
國公周敦 ), 락국공 정이( 國公程 ), 예국공 정호(豫國公程顥), 휘국공 주희
(徽國公朱熹)가 모셔져 있다.
교궁 규모는 대성전을 비롯하여 복조와가 3동으로 대성전·명륜당·동재실·
서재실·내삼문·외삼문·수복실·홍살문·하마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
누차의 교궁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에도 유림 2백여 명이 모여 춘
추로 석전제를 지낸다.
하마대는 신라 말 안유(安裕)가 중국에 가서 유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공자를
위하여 사당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곳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서 지나가라
고 만든 것이 하마대라 한다고 전해진다.
성내리 동문 남쪽 밭을 질어서 진밭거리라 부르고, 고려 때 비인현의 옥이 있었던
옥터가 있으며, 비인읍성 서쪽 문밖을 서문 밖 동쪽문밖을 동문 밖이라 부른다.
비인장은 옛날 관청 남쪽에 있어 그곳을 구장터라 하고 1952년 현재 지역으로
옮겨 왔으며, 동쪽 골짜기를 불당이 있었다하여 불당골이라 부른다.
비인팔경 중 하나인 관사모종은 해질녘 관사의 종소리를 들고 있어 관사는 비
인사찰 중 문헌상으로 가장 역사가 긴 것으로 추측 되어진다. 사찰 건물은 지금
한 기록은 비인팔경에서만 언급이 될 뿐 별도의 사찰조에 수록된 것은d호서읍
지e
(1871년),d서천군지e
(1929년)이다.d호서읍지e
에 보면 검성산은 월명산을 주
맥으로 하여 내려 온 현재 비인향교 뒷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산의 좌측 비인
면 성내리 산 8번지에 위치한 관적사가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관사의 규
모나 건립 연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주변의 유적유물을 통하여 살펴보
면, 현재 관적사를 감싸고 있는 일명 관적곡 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포곡식 산성
이며 50×10㎝ 크기의 자연 활석으로 쌓은 석축 산성이다. 뚜렷하게 석축 부분이
남아있지 않고 붕괴되어 비인 시내에서 바라보면 돌길이 늘어져 보이는데 이곳
이 바로 전설의 말달린 곳이 아니고 실제로는 성벽이 붕괴된 흔적이다. 또한 이
산성은 지헌영 씨에 의하여 백제가 망하고 부흥운동을 했던 주류성으로 비정한
성이기도 하다. 현재 주변에서는 투박한 와편이 산재되어 있고 인화문 분청사기
편, 백자편 등을 다수 수습할 수 있다. 특히 조형이 조잡한 수막새기와(와당)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 주목이 된다. 관사는 빈대가 많아서 폐사되었다고 전한다.
비인 소재지에서 비인중학교 우측과 군부대 좌측계곡을 감싸고 있는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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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그 자리에 관적사가 위치하고 있다. 관사의 역사와 주변유적, 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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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불당곡(佛堂谷)이라고 부르는데, 이 계
곡을 중심으로 산능선을 따라서 축성한 산
성이 불당곡 산성이다.
또한 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보면 가장
높은 산을 볼 수 있다. 이 산이 바로 월명산
으로 월명산성이 산정에 위치하고 있다.
월명산은 표고 298.3m로 지역내에서 가
장 높은 산으로 관망이 좋아서 멀리 서해바

<사진 3> 비인중학교 앞 비석군

다를 포함한 사면을 경계하기에 용이한 산이
다. 월명산성은 이산의 정상부를 이용하여 남북방향의 타원형을 이루며 산정식으
로 되어 있는데, 동벽은 급경사로 자연지세를 충분히 이용하였고, 남벽·서벽·북
벽은 정상에서 약 15m정도 내려와 석축을 하여 회랑부를 조성하였으며, 대개 자
연석을 그대로 쌓았다. 현재는 거의 붕괴되어 통로만 폭 6~7m 크기로 잔존하고,
성벽은 석축렬이 혼란스럽게 되어있다. 산 정상부의 평탄지역은 약 100×50m 크
기의 건물지로 주변에는 투박한 와편 및 토기편이 산재해 있다. 또한 성의 남쪽 끝
부분에는 마르지 않는다는 샘이 있으나, 지금은 붕괴되어 그 흔적만 남아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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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북서쪽으로는 관적곡산성 등이 있으며, 성의 전단에는 선도리 산성, 서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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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성북리 산성, 남쪽으로 장포리 산성이 있다. 멀리 서천 남산의 영취산성이 바
라다보이기도 한다. 이 산은 후에 기우제를 지내는 제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성내리 고분은 비인 소재지인 성내리 관청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비인읍성 하단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기 위해 개간하면서 드러났다. 또한 비인소재지에서 약 1㎞
정도 율리 쪽으로 가면 지장저수지에 이르는데 그 곳에 성내리 절터고분이 있다.

성북리(城 里)
성북리는 서천경찰서 비인검문소에서 서북쪽으로 바라보이는 마을이다. 백제
때 비중현 소속이었고, 신라때는 비비현, 고려 때 비인현이었던 곳이며, 1413년
(태종 13)에 비인현이었다가 말엽에는 비인군 군내면의 지역으로 비인읍성의 북
쪽이라서 성뒤, 성외 또는 성북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하북
리·신기리·원두리·상북리·사단리·저전리·칠지리 각 일부를 합쳐 성북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아담한 야산을 뒤로하고 남향으로 자리 잡은 성북리는 보물 224호로 지정된 5층
석탑이 있는데 자연마을 탑성이에 위치하며, 석탑의 높이는 6.2m이고, 탑 모양은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비슷하다. 백제석탑으로서 만든 방법도 백제양식을 답습한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또한 고려시대의 석탑에 지방특색을 보였다고 하는데, 백제
때 불교문화가 번성할 당시 지은 탑을 그대로 답습하여 만든 탑이라고 전한다.
성북리에는 수텐이라는 지역과 삼거리 사이에 고인돌이 있었으나 1983년 경
지정리 시 완전히 파괴되어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다.
성북리에서 원두골 서북쪽으로 남포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기럭재라고 부르
고, 기럭재 아랫마을도 따라서 기럭재라 부른다. 또한 안티라고도 하는데, 옛날
명당자리가 있다 해서 많은 풍수지리사들이 드나들었다한다. 이들은 좋은 묘 자
리를 잡기위해 헤맸지만 끝내 잡지 못하고 하루는 마을에서 그 마을에 사는 착한
사람이 죽자 묘를 쓰게 되었었다. 상여가 나가는데 한 도승이 말하기를 묘를 쓸
때 땅을 너무 깊이 파지 말라 하였으나 그 말을 어기고 묘 자리를 깊게 파자 기러
기 한 쌍이 땅속에서 나와 하늘로 날아갔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기럭재라고 부르
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성 뒤 아랫 쪽을 하북마을이라 하며, 서쪽 가장자리에 있
는 지역을 가멀이라고 한다. 또한 하북 서쪽마을을 새로 생겼다 해서 새터말이라
하며, 5층 석탑이 있는 마을을 탑성이라 한다.
람이 앞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이 고개에 주저
앉아 실의에 빠졌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앉아서 죽은 고개라 하여 안질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부엉바위는 삼신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곳이 신성지(神聖地)라 하여
앞치마에 돌을 가득 안고서 돌을 쌓아 올렸는데, 그곳에는 항상 부엉이가 서식하
며 울었다 해서 부엉바위라 부른다고 전해진다.
이 마을은 한 가정에서 조인환·조규대·조규광 씨 등 3인의 판사를 배출한 곳
이기도 하다.
성북리 수텐마을 우측에 자리 잡고 있는 가멀 마을 후록에는 테뫼산이 위치하
고 있다. 이 산이 성북리 산성이며, 테뫼식으로 토석 혼축 산성이다. 서해바다를
향해 산정 남사면에 축성된 이 산성은 고읍성으로 서쪽 2리에 토성으로 쌓여졌
고, 주위가 828척이라 한다. 성내에는 샘이 1개소 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으며,
이 샘을 옥천향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산성은 비인 앞바다와 바로 앞 평
야지대를 통제 감시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산정의 평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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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리에는 안질고개, 부엉바위 등이 있는데, 안질고개는 옛날 백제 때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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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는 건물지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도리(船島里)
선도리는 백제 때 비중현, 신라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 소속이었으며, 고
려 때는 임천에 속한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에 비인현에 속했다가 조선 말
비인군 군내면의 지역으로 배가 드나들었다 하여‘배들이’또는‘선입’
,‘선입
리’
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동리·선서리·고도리와 교촌
리·성내리 각 일부를 합하여 선도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솔머리 북쪽으로 큰뜸이라 부르는 큰 마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옛날부터 소나
무가 무성하여 마을이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해서 솔머리 또는 송두, 선서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배들이 동쪽에 있는 터를 솟대배기라 부른다. 이곳은 옛날에
수호신처럼 모셨던 솟대가 있던 자리라 하며, 전에는 마을 풍어제를 지냈으나 지
금은 배가 있는 집만 각자 지내고 있다.
솟대배기 서쪽마을을 배들이라 하며, 배들이 동남쪽에 있는 못을 용지, 용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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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고, 용못 옆에 있는 마을을 왕마지, 용지라 한다. 이는 용이 하늘로 승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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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옆에 마을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배들이 동쪽마을은 선동 또는
용수라 하며, 용지 서쪽으로 있는 섬을 할미섬이라 하는데, 육지와 연해 있는 섬
으로 옛날 꼬부랑 할머니가 외롭게 살았다는 섬이다.
마을 앞바다에 전설로 유명한 쌍도라고 부르는 작은 섬 둘이 있는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무인도이며, 옛날 쌍둥이를 둔 홀아비가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죽자 아
들 쌍둥이가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다 죽어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비인면 소재지에서 예전 비인 해수욕장 쪽으로 약 1㎞ 정도 가면, 용승말에 이
른다. 이 마을 뒷산이 테뫼산이라고 부르는 선도리 산성이다. 이 산성은 해발 약
30m의 구릉지대로 해변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형 방어 산성으로 간
주된다. 현재 산성의 윤곽은 농지로 개간되어 뚜렷하지 않으나, 멀리에서 보면
서벽만 성선(城線)이 나타나고 있다. 성내에는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 우각형
파수부, 간돌칼편, 어망추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고, 바로 인접한 비인 공
동묘지 부근에서는 유구석부가 출토되기도 했다.
마을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조개 잡기 체험을 하기 위해 외지 관광객들
이 많이 찾는다.

칠지리(漆枝里)
장군봉 아래 1.7㎞의 긴 골짜기를 끼고 형성된 마을 칠지리는 백제 때 비중현
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서림군의 비인현 소속이었고, 고려 때 임천의 비인현에
속했었다. 1413년에는 비인현 소속이었으며, 조선 말에 비인군 군내면의 지역으
로 옻나무가 많았다 해서 칠지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동리와
저전리, 사단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칠지라 해서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칠지리는 1리와 2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1리는 뱀골 또는 사동이라고 부르는
지역과 원칠지 등 2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동마을은 한양 조씨가 90%, 원
칠지는 기계 유씨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서면 주항리와 인접마을이며, 그 인
접지역에 봉화산이 있어 이곳 봉화대에서 봉화가 오르면 뒷산 장군봉에 주둔하
고 있던 병사들이 행동을 개시했다고 전하며, 비인현 시절 남쪽으로는 서천 운은
산 봉수로, 북쪽으로는 남포의 통달산 봉수로 통했다 한다. 지금도 장군봉이 있
는 뒷산 밭에서는 기와가 나온다고 한다.
장군봉 중턱에는 여우가 살았다는 여수바위가 있는데,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지병으로 고생하던 마을사람이 하루는 꿈을 꾸니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면 병이 나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길로 산에 올라가니 바위근처에 여우
가 잠들어 있어 개를 동원하고 몽둥이로 때려서 여우를 잡아 그 가죽을 두르니
병이 나았다는 얘기다.
마을 중간쯤에 3백여 년 된 느타나무가 우뚝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한양 조씨 할머니가 이 마을에 최초로 정착하면서 심었다고 전해진다.
칠지 서쪽 뒷산 꼭대기에 비인현의 사직단터가 있었으며, 칠지 남쪽으로 풍작
을 이루는 답이 많은 마을이라서 저전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고, 서면으로 넘어가
는 고개를 칠지고개라고 한다.
칠지리에는 칠성바위가 있는데, 비인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옛날 귀신이 나타
나서 마을사람들을 괴롭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하루는 귀신을 쫓는 주문을
외우는 도승이 나타나 주문을 외우니 귀신이 바로 변해서 일곱 개의 귀신바위가
되었다 해서 칠성바위라 부른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사동마을 입구에서 소로를 따라 0.5㎞쯤 북으로 가면 일명 뱀골에 이른다. 이 마
을의 서쪽 구릉에 고분이 있다. 고분지역은 사동마을이 위치한 뱀골마을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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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뒷산에 오르면 바위에서 사는 여우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여우의 가죽을 덮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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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뱀골이라는 지
명이 의미하듯 너비 100여m의 협곡이 약 1.4
㎞ 길이로 꾸불꾸불하게 드리워져 있다. 칠지
리에서 조사된 고분은 모두 16기이다.
칠지리 사단마을은 비인현의 관에 속한 사
직단이 있던 마을이다. 사직단이란 종묘(宗
廟)와 함께 나라의 신과 곡식을 맡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현재 칠지리 사단마

<사진 4> 효자 이조윤, 이용명 정려

을에 남아있는 사직단 터는 주위에 쌓았던
토벽의 흔적과 단 터가 남아있고, 주위에 기
와편만 흩어져 있다.
칠지리에 있는 효자 이조윤, 이용명 정려
는 1889년에 건립되었다.
이조윤은 부모의 건강을 위하여 갖가지 산
초약을 구하여 지극한 효성으로 공양하고, 보
모의 연세가 아흔살에 이르러 지병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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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눕자 4년간의 병 치료에 온갖 정성을 다했

<사진 5> 300여년 된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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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병이 더욱 악화되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10여 일의 목숨을 연장케 했다 한다.
이용명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효심이 지극하여 겨울철의 죽순과 여름철의 홍시
를 공양하는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던 중, 14세 때 모친이 고질병으로 자리에 눕자
깊은 산에서 약초를 구하던 중 산신령의 신약을 얻고 호랑이의 길인도를 받아 집
에 돌아와 약을 달여 드리니 모친의 병이 완쾌해져 지역주민들이‘하늘로부터 나
온 효자’
라고 추대하고 이를 기려 정려각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구복리(九福里)
비인면 소재지에서 대천 방향으로 향해 가다 기럭재 고개를 넘어서면 장군봉
아래 구복리가 있다.
예로부터 기럭재 북쪽 고을에 인재가 많다고 전해지는 것은 구복리를 일컫는
말이라 하며 선비가 많았던 마을이라고 전해진다.

<사진 6> 구복리 전경

구복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던 곳이며, 신라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
에 속했고,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에 속했었다. 1413년에 비인현에 속했다가
조선 말 비인군 북면의 지역으로 곰북 또는 구복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오산리·종배리와 남당리·우령리의 각 일부와 남포면의 신촌리 각 일부
보령군에 인접해 있으며, 한겨울 북쪽에서 기러기와 동반한 철새가 많이 날아
와 그 무리가 사람과 동락한다고 전할 정도로 낭만이 깃든 마을이다.
오산·종배·원구복 등 3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으며, 들에 황새를 닮았다 해서
황새바위라 부르는 바위가 있고, 능성 구씨 시조의 14대손인 구황 선생을 모신
검산사가 위치해 있다.
장군봉 밑에는 모샛골, 만복굴이라는
곳이 있으며, 산이 아름다워 오산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조선시대 선비 한사람이
이곳으로 유배와서 귀양생활을 할 때 아
름다운 산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고 한다.
마을에는 1992년도에 군에서 세운 유
래비가 있다.
검산사는 비인에서 안치고개 넘어 우측
<사진 7> 검산사

소로를 따라가면 종배마을에 이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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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쳐 구복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이 마을 후록에 위치하고 있다.
검산사에 모신 분은 구황(具滉) 선생이다. 구황의 자는 토호(土浩)이고 호는 검
산(劍山)이며 본관은 능성(稜城)으로 구씨의 시조 구재유(具在裕)의 14세손이다.
선조 임진왜란 때 왜적이 관북(關 )으로 쳐들어오는데 구공(具公) 휘황(諱滉)이
오촌권관(吾村權菅)으로 의병을 일으켜 정공문부(鄭公文孚)와 같이 단천쌍포(端
川雙浦)에서 적을 대파하여 큰 공을 세움으로 하진첨사(下鎭僉使)에 승진하여 대
구도첨부사(大邱都僉府使)를 거쳐서 하진(下鎭)에 재임되었다. 때마침 오랑캐가
난을 일으켜 여러 고을을 함락했을 때 공은 성을 수축(修築)하고 군졸을 훈련시켜
적이 침범하면 과감히 섬멸하였다. 그렇게 지내다 적이 본격적으로 대병을 몰고
쳐들어오는데, 마침 공께서 와병중이고, 성은 외롭고 군졸은 소수라 저항할 도리
가 없어 공이 일어나서 무장(武裝)을 갖추며“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며 적진으로
돌입하여 많은 적을 참살하고 힘껏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 사실을 선조께서 전
해 듣고 병조판서를 증하고 선무원종일등훈(宣武原從一等勳)에 기록하였다. 그 후
현종 을사년에 함경도 경성 어랑리 장열사에 배향했고, 다시 비인 통박동 청절사
에 봉안(奉安)했다가 현종 갑진년에 비인 종배동에 검산사를 창건한 후 옮겼다.
그 후 고종 5년 무진년 훼철(毁撤)되었고, 단기 4310년 정월에 옛터에서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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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동편에 묘지를 중건 착공하여 그 이듬해인 을미년 봄에 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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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산사 밑에 능성 구씨의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 검산사의 효충문(效忠
門)을 들어서면 단기 4312년에 세워진 비가 있으며, 사당에는 대구부사(大邱府
使) 검산구공(劍山具公)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검산사의 건물은 조선 말기에 이
루어졌던 익공집으로 전형적인 화반이 있고 전면 3칸, 측면 1칸 반이며 맞배지붕
이다. 검사사에는 숭의제(崇義祭)라는 재실이 있다.

남당리 (南塘里)
남당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고,
신라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 소
속이었으며,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
에 속했다. 조선 태종 13년에 비인현에
속했다가 조선 말 비인군 북면의 지역
으로 남당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사진 8> 남당리 마을 전경

구역 개편 당시 통박리, 우령리 일부와 남포면의 신촌리 각 일부를 합하여 남당
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구복리 오산 북쪽으로 있는 고개를 우령(牛嶺)이라고 하고, 그 아래에 자리 잡
고 있는 마을도 따라서 우령이라 하며 쇠재라고도 부른다. 이 같은 지명은 와우
형의 명당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그곳에는 전의 이씨 이방일(어영대장을
지냈다함)의 묘지가 있다.
통박골에서 쇠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서낭댕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고갯마루에
성황당이 있었다한다. 통박골 서쪽으로 있는 마을을 남당이라 하는데 이는 남쪽
으로 터전이 아름다운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통박골은 마을에 박을 많이 심어서 박이 많은 고장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한때 박씨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라고도 전한다.
말무덤재라 부르는 곳은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도 왜병이 주둔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왜군의 기병하나가 이 고개를 넘다가 죄를 많이
지은 탓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었다 한다. 마을 사람들이 말과 왜병을 이곳에
묻어주었는데, 그 후 말무덤재라 하였다 한다.
또한 마을에는 말무덤이 있는데 이곳에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에 집단 거주하는 기계 유씨의 부인 박씨 할머니가 죽산에서 작고하여
이 떨어져 바람에 날렸는데 그 명정이 현재 남당리에 있는 박씨 할머니 묘자리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를 이상히 여겨 살펴보니 그곳이 고양생화(枯楊生華)의 명당
자리라 그곳에 묻었는데, 운구를 운반하던 말이 죽어서 그 곁에 묻어주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말무덤이 생겼으며, 그곳을 말무덤재라 칭하고, 박씨 할머니 묘가 있
다 하여 통박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고 전해지기도 한다. 박씨 할머니를
그곳에 안장한 후 그의 아들 서호공
유기창 선생이 병조참의가 되었고, 사
후에 병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 자손
만대에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전한다.
지금도 유씨들은 박씨할머니와 말
무덤을 함께 금초하며 돌본다.
청절사는 통박골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 9> 청절사 전경

청절사에는 유기창·유여림·유홍·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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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에 있는 남편 묘지로 가기 위해 운구하던 중 주산면 신구리 앞에 이르니 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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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유계의 다섯 분이 배향되어 있다.
유기창(兪起昌)은 무과에 급제하고 만포진첨절제사(滿浦鎭僉節制使)를 지낸
무인으로서 1504년(연산군 10) 좌의정 성준이 왕의 난정(亂政)을 직간하다 교살
될 때 그 일당으로 몰려 유배되었으며, 1506년 중종반정으로 석방되어 비인현에
은거한 무신이다.
유여림(兪汝霖)은 1504년(연산군 10)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고 1531
년(중종 26) 호조판서에 이르렀으나, 김안로의 탄핵으로 벼슬길에서 물러났다가
1537년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예조판서( 曹判書)에 이른 문인이다.
유홍(兪泓)은 1555년(명종 5)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고 예조판서에 이르
렀다. 1588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정여립의 난을 다스려 광국일
등공신(光國一等功臣)에 오르며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591년에
는 이조판서에 오르고 다음해 우의정에 올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원도와
함경도에서 세자를 시종하고 이어 도절제사(道節制使)를 겸직, 관군과 의병을 이
끌고 왜병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 1594년 좌의정에 오르고 해주로 왕비를 호종하
다가 객지에서 숨을 거둔 충신으로 시(詩)에 능하고 장서(藏書)가 많았던 선비다.
유황(兪榥)은 1633년(인조 11)에 증광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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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廣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하고, 16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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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正言)에 재직 중 후금(後 )이 청국(淸國)
이라 고친 건국축하에 참석했던 나덕헌( 德
憲)을 처단하여 대의를 밝힐 것과 청태조(淸太
祖)의 국서를 받지 말 것을 주장하여 배청파(排
淸派)로 지목 받아 청나라의 압력으로 유배되
었다. 이듬해 풀려나 호서순검사(湖西巡檢使)
로 나갔으나 병자호란에 척화파로 몰려 다시
유배되었다. 그 후 풀려나 고향에 은거하다가
좌승지(左承旨)에 오르고 춘추관편수관(春秋
館編修官)으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유계는 1633년(인조 11) 식년문과(式年文
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1636년 병자호란 때
설서(說書)로서 척화죄(斥和罪)로 유배되었
다. 1639년에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1649년
인조가 죽자 왕의 장례절차를 제도화하기도

<사진 10> 1982년 지정된 500년 된 보호수

했다. 이어 인조의 묘호를 정함에 조(祖)자를 사용할 것을 반대하다가 다시 유배
되었다. 1657년 관직에 올라 우암(尤庵)의 추천으로 문학에 등용, 이어 공조참의
(工曹 議), 승지(承旨)를 역임했다. 효종이 죽자 서인(西人)으로서 남인(南人)을
논박하다가 유배 또는 좌천되기도 했다. 관직은 이조참판에 그쳤으나 성리학에
밝았고 예론(

)에 정통한 학자로 사학(史學)에도 밝았다. 그의 저서d가례원류

(家禮源流)e
를 중심으로 노소론 사이에 치열한 당쟁(黨爭)이 벌어졌었다.
이 마을에는 남당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학생 수가 적어 폐교되고 지
금은 비인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2004년 4월 22일 이 마을에서 살던 조선시대 시인 임벽당 김씨의 시비를 서천
군향토문화연구회에서 유씨 문중과 함께 건립했으며, 마을이 농촌체험마을인 행
복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활력이 넘치고 있다.

율리( 里)
매봉산 아래 다복하게 모여 앉은 율리는 몇 집을 제외하고 모두 신씨 일가로
이루어져 주변에서 밤골 신씨라고 할 정도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며, 매가 날개를 펴고 마을을 내려다보는 형상이라 해서 매봉산이라 부르는 뒷산
과, 월명산이 앞에서 바람막이를 해주고 있어 천혜의 요지로 보이는 마을이다.
마한 때 부족연맹체의 외곽에 자리 잡은 마을로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었으며,
신라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했고, 고려 때는 임천에 속한 비인현 소속
이었다. 1413년에 비인현에 속했으며, 조선 말 비인군 북면의 지역으로 밤골 또
는 율동( 洞)이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냉정리와 둔덕리를 합하여
율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산 아래 있는 마을이 중국 도연명이 살던 율리와 같다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
었다 하며, 둔덕·밤골·참새골·석척골 등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둔덕은
둔데기라고도 부르며 둔덕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그렇게 불렀다 한다.
밤골은 밤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밤나무로 절구를 만들 정도로 오래된 밤나
무가 있었다 한다. 참새골이라는 곳은 찬샘골이라고 부르다 변했다 하는데, 지금도 두
곳에 찬샘이 있다고 한다. 석척골은 석척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냇물 바닥이 돌로
깔려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공기가 맑고 산수가 수려하여 장수마을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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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그루의 노송이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듯 마을 앞 언덕에서 지켜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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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한 노승이 멀리서 이곳을 보고 절터를 잡으려고 왔다가 혈이 끊겼다고 안
타까워하며 떠났다는 얘기와, 신씨 자손들이 후산의 맥을 끊지 않으려고 노력했
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성북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성황당이 있어 마을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서 정성을 들였다 하며 이곳을 서낭댕이라고 부른다.
마을에 율리사가 있는데, 신용식 씨가 관리하고 있다.
율리사는 고려 개국공신이며 평산 신씨의 시조인 태사(太師) 장랑공 신숭겸(申
崇謙 ?~927)을 주 배향으로 모시고, 금자광록대부( 紫光 大夫)를 지낸 신현(申
賢), 한림공(翰林公) 신혼(申渾), 대제학(大提學) 신연(申演), 온수감공(溫水監公) 신
기(申淇), 그리고 조선시대에 참판을 지낸 신철(申澈), 승지공(承旨公) 신오(申澳)
등 7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지방문화재 자료 제303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율리사는 1850년에 창건, 세덕사(世德祠)라 칭하고 신숭겸·신오 등을 봉향하
다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헐리게 되었다. 그 후 1892년 제단을 설치,
1918년 현 위치에 중건(重建)하여 율리사라 칭했다.
주배향 된 신숭겸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등 삼국의 정국이 혼란하고 도탄
에 빠져 있을 때 궁예(弓裔) 말년의 장수로 배현경, 변지겸 등과 함께 왕건(王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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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대하여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 개국의 대업을 이룬 개국공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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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년 신라를 도와 후백제 왕인 견훤과 대구 팔공산에서 싸우다 포위를 당하
여 형세가 위태롭게 되자 신숭겸은 태조 왕건을 탈출시키기 위해 태조 왕건으로
가장 어차(御 )를 바꾸어 타고 진격, 포위망을 격파하여 왕건의 목숨을 구하고
는 김락 등과 혈전 끝에 전사하였다.
왕건은 그의 전사를 슬퍼하고 전사한 곳에 지묘사(智妙寺)를 세우고 명복을 빌
게 했으며, 팔관회를 열 때는 신숭겸의 초상을 만들어 제를 지내도록 했다. 신숭
겸의 장지인 춘천 비방동에 장생을 세우고 비방동의 2품전 1만 9천보와 이산현
촌 내 1품전 1만 9천보를 하사하고 제수(祭需)에 쓰게 하는 한편, 백성 30호를 이
곳에 이사를 시켜서 살도록 했다.
또한 1589년 그가 태어난 전남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에도 덕양사(德陽祠)를 세
우고 1695년에 서원으로 사액하고 예관을 보내 치제하기도 하였고, 전국 사림(士
林)들에 의해 매년 춘·추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신숭겸의 본관을 평산으로 정한 이유는 왕건이 제장들을 데리고 평산에 사냥
을 나가 삼한을 지날 때 하늘에 3마리의 기러기가 날고 있었는데, 왕건이 제장들
에게“누가 저 기러기를 맞힐 수 있겠는가”
하고 물을 때 신숭겸이 앞으로 나오며

자신이 활을 쏘겠다고 말하며,“몇 번째 기러기를 쏘리까”
하는 물음에 왕건이 대
답하기를“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쏘아라”
하자 신숭겸은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리자 과연 기러기가 떨어졌다. 이를 살펴본 즉 왼쪽 날개를 맞고 떨어
진 것이다. 왕건은 이에 탄복하고 기러기가 날던 땅 3백결(結)을 하사하고 본관을
평산으로 삼게 하였다고 전한다.
신오는 비인면 율리에서 태어나 풍천, 서천의 훈도(訓導)를 지냈고, 1620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1627년 정묘호란시 청성부(淸城府)에 무관으로 본도(本道)출신
3백여 명을 이끌고 한성에 들어가 궁성을 지켰다. 1636년 병자호란 시 군자감주
부(軍資監主簿)가 되어 집에 들렀을 때 남한산성에서 왕이 포위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청관찰사 정세규에게 전투에 임하기를 자청 광주·험주에서 싸우다 전사
하였고, 그 후 1850년에 좌승지로 추증(追贈)되었다.

성산리(城山里)
1991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비인면 성산리는 지난 1981년에 이어 두 번
째로 지정되었다.
루가 한데 어우러져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을의 안정을 느끼게 한다. 10여 년 전까지
만 해도 정월 초하룻날 밤에 전 마을주민이 협조하여 제관을 모셔다 목욕재계하고
산신제를 지냈다 하며, 그로인해 비인에 가기위해 지게를 지고 월명산을 무수히 넘
나들어도 어느 누가 낙상 한 번 하지 않고 무사했다고 한다. 마을에 있는 정자나무
는 그 잎이 피는 모습을 보고 흉풍을 점칠 정도로 마을과 고락을 같이 해 왔다.
성산리는 백제 때 비중현, 통일신라때 비비현, 고려 때 비인현에 속했던 지역
이다. 1413년 비인현이었다가 조선 말 비인군 북면의 지역으로 성산이라 하였는
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미력리 일부를 합하여 성산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
면에 편입되었다.
성산 남서쪽 마을을 미력골이라 하는데, 백제 때 남녀의 미륵상이 있었다 해서
미륵골이라 하다가 변했다 하며 남상(男像)의 미륵이 있었던 곳은 외미륵골 여상
( 像)이 있었던 곳을 내미륵골이라고 부른다.
성산 북쪽에 있는 마을을 서당이라 하는데, 서당이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며, 서당은 신항섭 씨의 고조부 신문균(申文均) 때부터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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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산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뒷산의 수려한 경치와 3백여 년 된 느티나무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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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동쪽 벌판을 평전이라 하는 것은 마을이 평평한 밭에 형성되었다 해서 붙
여진 이름이며, 동쪽에 있는 점굴은 점동(店洞)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옹기점이
있었다 한다.
성산 동쪽의 새로 된 마을을 새터 또는 신기라 하며, 점굴 서쪽 지역을 성을 끼
고 자리 잡았다 해서 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마을에 성산분교가 있었
으나, 지금은 비인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외미륵에는 미륵불이 있었는데, 1970년대에 유출되어 현재는 용인 민속촌에 있
다. 미륵불은 부처님이 미처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모두 구제해 준다는 믿음을 가
진 불교 신앙의 한 형태이다. 출토 당시의 사진으로 본 미륵불은 서천지역에서 유
일하게 조각한 미륵불로 3부위로 절단되어 있으며, 눈과 코가 큰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절터로 간주되는 지역은 현재 민가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서는 조선시
대의 청해 파문이 시문된 기와편과 자기편이 발견되고 있다. 내미륵에서는 지금도
어느 곳에 미륵불이 있을 것으로 믿고 항상 미륵이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리(冠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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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었다가 신라 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에 속
했고, 고려 때는 가림군의 비인현 소속이었다. 1413년 비인현이었다가 조선 말
비인군 일방면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완리리(完利里), 신기리, 상
관리, 하관리와 상외다리(上外多里), 기노리의 각 일부를 합하여 관골 또는 관동
이라 하다 관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관골 동북쪽 고개를 새소고개라 하는데, 옛날 소 세 마리가 이 고개를 넘다가
죽었다 하여 세소고개라 하던 것이 변했다 하며, 고개 아래 마을도 고개이름 따
라 새소고개라 하고, 우아티 또는 시설고개라고도 부른다.
관골 뒤쪽에 있는 마을을 뒷굴, 관리 중앙에 있는 마을을 새로 생겼다 해서 신
기 또는 통소매라 하고, 아랫쪽 마을을 아래뜸 또는 하관동·하관리라 한다.
관골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을 안쪽으로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안
잇굴이라 하며 안티라는 지역도 있다.
안잇굴 남쪽을 관골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정성을 드리면 크게 인물이 나온다
는 산이 있어서 그 명당에 제사를 지내왔었다 한다. 현재까지 인물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관(冠)을 쓸 인물이 나올 명당이 있다고 전한다.

관리는 1·2·3리로 나누
어진다.
멀리 월명산이 바라보이
는 관1리는 전설로 유명한
망골대 용골대가 태어난 마
을이라 전한다.
월명산 전설에 나오는 망
골대 용골대가 태어난 곳이
라서 역적골이라 부른다는
설과 세상을 등진사람들 즉
<사진 11> 비남초등학교 전경

유생들이 정착하여 이룩한
마을이라 옛적골이라고 부른

다는 설이 있는 역적골과, 아랫뜸 위뜸을 비롯하여 안잇굴은 드나드는 사람이 드물
었으며, 유촌으로 예의가 바른 마을이라 완리로 부른다는 지역 등으로 나뉜다.
또한 마을 전설에 황씨 성을 가진 천석군이 두 집 살았는데, 매일 술을 걸러 손
이 짓물렀다고 한다. 하루는 스님이 나타나 짓무른 손을 낫게 해준다고 비방을
알려주고 갔다. 그래서 그 스님 말대로 시장가는 길을 골독재에 샛길을 내어 이
뒷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산제를 지내던 곳이 있었으며, 산 중턱에 원
당굴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김이 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정
월에 마을사람들이 시루를 해 놓고 그곳에 가서 치성을 들였다고 전한다.
뒷산 너머에는 빈대 때문에 망했다는 월구리 절터가 있다 하는데, 지금은 대밭
만 무성하다. 통주 통천 김씨가 50여 호 모여 집성을 이루고 있다.
관3리는 봉산제라 불리우는 뒷산이 있는데, 원래 큰골이라 했으며 1반 하관동,
2반 가운데뜸, 3반 뒷굴, 4반 안태, 5반 송티뜸으로 구분된다.
큰골은 큰 골짜기가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현재 서천군 위생매립장
이 자리 잡고 있다. 송티재에 예비군종합훈령장이 위치해 있으며, 어릿굴에는 성
지산장이 있고, 뒷굴이라는 곳은 종천과 비인의 면계인데 관골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그렇게 불렸다고 한다.
이 마을은 평산 신씨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 월구리 사지는 비남초등학교에서 관리 보건지소의 뒷산 소로를 따라 가
면 표고 161m의 무명산의 능선이 남으로 뻗어 내려 계곡이 형성된 완사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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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되니 그 집은 망하게 되고 술거르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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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사지이다. 사지는 완만한 경사면이 형성된 곳에 위치하여 비교적 넓은 편이
다. 사지내에는 축대가 구축된 것으로 보아 계단식으로 건물이 배치된 것으로 추
정 된다. 건물지 측면으로 계곡 물이 흐르고 있으며, 현재 사역내에는 대나무가
울창하여 자세한 것은 확인이 어렵고 사찰의 규모, 연대 등은 미상이다.
그리고 예비군 종합훈련장 입구 우측 능선에 고분군이 있다.

다사리(多沙里)
봉산재 산자락 주변에 바다를 바라보고 넓게 자리 잡은 다사리는 팽나무 전설
로도 유명하다.
백제 때 비중현 지역이었고, 신라때 비비현, 고려때는 비인현에 속했던 이곳은
조선 태종 13년에 비인현에 속했고, 조선 말 비인군 일방면의 지역으로 다사내,
다시래라 했으며 구수매라고도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내다리, 상외
다리, 하외다리 각 일부를 합하여 다사리라 해서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다시래 중앙 마을을 드믄다리라 하며, 드믄다리 옆으로 있는 마을을 다시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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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래가 많은 곳이라 다사내라고 하다가 구수매라 부르는 곳이다. 윗쪽을 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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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래, 아랫쪽을 아랫다시래라 한다.
아랫다시래 동쪽으로 산너머에 자리 잡은 마을을 개양골이라 하며, 서쪽에 있
는 바위를 농처럼 생겼다 해서 농배라고 한다.
또한 다사2리 동쪽 1㎞ 지점에 호랑이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서
호랑이들이 놀았다 하며 발자국이 있다고 전해진다.
마을에 장수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조선시대 이곳에 사는 한 장수가 해변
가에서 쉬고 있다가 오줌이 마려워 바
위에다 오줌을 누자 그곳에 구멍이 뚫
리고 그 뒤에 그 구멍에서 물이 나왔
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바위틈에서 물
이 나오며 얼마 전까지 해안초소 군인
들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했었다.
다사2리에는 3백여 년 전에 심어
졌다는 팽나무가 있는데, 이 팽나무

<사진 12> 다사리 하다마을 전경

는 난리가 날 때마다 징소리를 내며 울어 마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데, 특히
동학난 때와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때에 나무가 울었다고 전한다.
다사리에는 팽나무에 얽힌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아침 일찍 밭에 나가던 사람들이 서로 마주서서 근심스럽게
팽나무가 어젯밤에 울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수심에 잠겼다. 나무가 울었
다면 바람에 마주쳐서 웽웽하는 바람소리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당
산에서 팽나무가 울었다면 대대로 전해 내려오기를 꼭 난리가 난다 해서 모두가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동학란 때도 그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질 때는 몇날 며칠을
두고 팽나무에서 소리가 나서 마을사람들이 불안해 했더니 일본군이 밀려왔고,
일제 강점기 말엽에도 팽나무는 울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며칠
전에는 궂은비가 내리는데 팽나무 밖으로 큰 구렁이가 나와서 한바퀴 나무를 돌
고 나무속으로 들어가더니 그 후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한다.
다사리 당산마을 사람들도 나무가 운다는 말을 처음에는 거짓말로 생각하였으나
막상 나무가 우는 징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팽나무 앞에 가면 모두
가 숙연해지는 것이었다. 전해오는 말로는 팽나무에는 백년이 채 못 된 구렁이가
살고 있으며, 이 나무에서 백년을 채우면 구렁이는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하는데
한다. 팽나무는 밑뿌리에서 큰 나무로 솟아서 큰가지 세개로 나뉘어져 있었다.
옛날에 기운이 장사이고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제
사를 지내면 그것을 미신이라고 비웃던 박씨라는 사람이 땔감을 해야겠다고 나
무를 도끼로 찍었는데, 그 도끼로 찍은 자리에서 피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날 저녁부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팽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천벌을 받은 거라고 수군거렸는데, 하루는 박
씨의 아내가 꿈을 꾸니 팽나무가 나타나서“네 남편이 내 몸을 찍었으니 이번엔
내가 네 딸을 잡아갈 것이다”
하므로 깜짝 놀라서 잠을 깨어보니 딸이 이미 숨져
있었다 한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박씨가 도끼로 찍은 자리를 황토흙으로 발라
서 치료하여 줌으로서 마을이 안정되었다 한다.
나라에 궂은일이 있을 때는 구렁이가 우는 데에도 그 울음소리가 길게 퍼져나
가는 것이었다. 동학란 때는 울음소리가 어찌나 슬펐던지 팽나무에서 흘러나오
는 징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모두가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걱정을 하
는데, 남쪽에서 동학이 봉기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곳 마을 사람들도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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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이 승천하면 다시 백년을 기도할 구렁이가 나무에 들어서서 또 백년을 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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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호응을 해서 배낭을 메고 공주 쪽으로 달려갔었다. 일제 말엽에는 팽나무에
서 큰 울음소리 같은 징소리가 들려왔었다 한다. 백성들에게 기쁨을 알리는 소리
는 크고 우렁차며, 6·25 전쟁 같은 비극이 닥쳐올 것 같으면 소리가 구슬프게
멀리까지 들렸다 한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보호하며 제사를 지내주었
는데, 칠석날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더욱 성대히 제사를 지냈다 한다.
이 마을에는 또한 삼형제 바위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서면 마량진을 지나 남쪽으로 뱃길을 따라 비인 다사리의 백사장을 지나 배를
몰다보면 마서면에 들어서고, 마서면 송석리를 지나 조금 노를 저어가면 백사장
을 끼고 우뚝우뚝 솟아있는 바위와 바위섬이 세 개 있다. 이 바위섬은 효자로 알
려졌으나 억울하게 죽은 삼형제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
다는 통칭 삼형제 바위로 통하는 바위이다. 모래사장 앞에 있는 바위는 큰형 바
위라 해서 윗 바위라 하고 윗 바위의 서남쪽으로 자리한 바위는 가운데 바위라고
부르며, 가운데 바위 아래쪽에 자리한 섬의 바위는 막내의 아랫바위라고 부른다.
폭정이 심하던 광해군 때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갈망하여‘백성들이 배가 불러
야 올바른 정사’
라는 말을 한 죄로 한 선비가 사화에 몰려 관가로 붙들려 가게 되
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뜻 깊게 받아들여 아버지를 존경하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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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형제는 매일같이 관가에 가서 아버지를 풀어 달라고 사정하였고, 가난한 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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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이었기에 아버지를 위해 돈을 만들려고 교대로 하루에 한 사람씩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서 팔아 그 돈으로 떡이나 과일을 사다가 옥에 넣어드렸다.
그러면서도 이 삼형제는 매일 원님이 등청하는 길가에 엎드려 탄원하고 눈치 빠
른 막내는 원님 집에 가서 물도 길어주고 심부름도 해주며 아버지의 무죄 석방을
소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냉한 무관심뿐이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어도 석방되지 않는 아버지와 이제는 지쳐버
린 그들이었으나 더욱 정성을 들여야만 아버지께서 풀려나실 것으로 믿고 더 열
심히 일을 하였다. 하루는 동헌이 떠들썩하더니 조정에서 금부도사가 나왔다고
했다. 아들 삼형제는 이제는 아버지가 풀려 나오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옥리들이 아버지를 끌어내어 동헌 마당에 놓고 사형을 언도받아 내일 목
숨을 끊는다는 판결문을 읽었다. 아들 삼형제는 눈앞이 아찔하여 이제는 사정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굳은 결심을 하더니 그날 밤이 이슥해서 옥리가 잠을 자고 있
는 사이에 옥리의 허리춤에서 열쇠를 빼내어 옥문을 열고 아버지를 모신 다음 삼
형제가 교대로 아버지를 부축하면서 바닷가로 나왔다. 그들은 미리 준비 하였던
곡식을 배에 실으면서 아버지께 어디 섬나라라도 가셔서 살다 오시라고 했다. 아

버지는 자식들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노를 바
짝 붙잡고 섬으로 흘러갔다.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다 잠깐
눈을 붙인 삼형제가 눈을 뜨니 어느덧 아침
이 밝아 왔다. 그들은 아버지를 구해내고 집
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죽으러 가는 것과 같
은 일이라고 생각한 끝에 육지로 길을 재촉
했다. 그들이 산마루에서 고을을 바라보자
포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
들은 북쪽으로 달음질치기 시작했으나 십리
도 못가서 포리들에게 붙잡혀 아버지 대신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서 목이 잘리고 말았
다. 그들이 죽자 그들의 시체는 해변가에 역
<사진 13> 하다마을 당집

적이라는 글씨와 함께 널려있게 되었다.
그날따라 모래를 적시는 파도소리도 잔잔

하고 달빛이 유난히도 밝게 비치더니 어디선가 기러기 울음소리와 함께 선녀들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차분히 모래밭에 앉아서 삼형제의 시체를 하나씩 나누
그래서 이곳 세 개의 섬에는 따로따로 그들의 무덤이 하나씩 생겼는데 그 후
밤이 이슥하면 윗바위에서 동생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가운데 바위에서 큰형
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면 이번에는 아랫바위에서 형을 부르는 소리로 매일 밤
한 번씩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그들의 힘으로 죽음을 면한 아버지는
흑산도로 갔다가 인조반정 후에 육지에 올라와서 그를 무고하게 죽음에 몰아넣
은 선비를 잡아 죽이고 한참동안 벼슬에 있다가 자식들의 무덤이 있는 이 해변에
와서 살았다 하며,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부르고 자식을 부르는 소리가 더욱 오랜
세월을 두고 들려왔다 한다.

장포리(長浦里)
탁트인 바다, 시원한 해풍, 은빛 모래밭, 한적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장포리
해변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와 본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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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뗏목에 태워 섬에 옮기면서 깊이 파묻고 하늘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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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장포리 전경

고 그 입을 통해 전해 듣고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질 좋은 모래사장과 맑고 깨끗한 물, 완만한 경사, 백사장과 연계된 송림 등이 말
없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곳은 해수욕장으로의 개발가치가 높은 곳이다.
홍주의병으로 유명한 문석환 태어난 장포리는 백제 때 비중현에 속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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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때는 서림군의 영현인 비비현 소속이었고, 고려 때는 임천의 비인현에 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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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413년에 비인현 이었으며, 조선 말 비인군 일방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
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장진리·포성리·신동리·기로리 일부를 합하여 장진
과 포성의 이름을 따서 장포리라 하여 서천군 비인면에 편입되었다.
장포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진다. 장포1리는 마을에 포성 또는 포성대, 포성
리라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옛날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크게 성터구실을 한
마을이라서 그런 지명이 생겼다고 전한다. 또한 산정말 이라 부르는 곳은 호젓
한 자리에 바람을 안고 있는 곳이라서 그리 불렀다 하는데, 이곳에는 1906년(광
무 10) 문익점의 후손으로 홍주의병을 일으킨 문석환의 묘역과 군에서 세워준
비석이 있다.
퇴멧재 또는 상산봉이라 부르는 마을 뒷산은 옛날에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고
전한다. 마을 입구 쪽에 한일 레미콘 공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1995년 봄에 마을
경지정리사업이 끝나 새롭게 길이 났다.
장포2리에는 홋작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라실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
는 외딴곳에 마을이 떨어져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지라실은 흙이 몹
시 질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기로(耆 ), 기로소라고도 한다. 장진개는 지라실

서남쪽에 있으며 장지, 장지리라고도 하며, 바닷가에 연해 있는 지역이다. 장진
개 북쪽으로 집터자리가 있는데, 이곳은 조선시대 사창으로 창고가 있었다 해서
창터라고도 한다.
서천 쪽에서 비인소재지에 이르기 전에 있는 고개를 골독재 라고 하는데, 이
고개를 넘기 전에 소로를 따라가면 장포1리 회관에 이르게 된다. 이 회관의 좌측
으로는 포성대교회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장포리 산성이 위치한 곳이다. 이 산
성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남벽만이 그 상태가 조금 남아 있을 뿐이다.
성 내부는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고, 주변은 밤나무가 대부분 심어져 있다. 이 마
을의 지명이 포성대(浦城臺)이고 보면, 그 지명에서 성터구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성은 앞바다의 장진(長津)을 감시하고, 해안의 토루적 역할을 담
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서쪽의 선도리 산성과는 약 2㎞ 정도 떨어져 있고, 주변지
역에서 수습된 백제 토기가 매장문화재로 신고 되어 부여 박물관에 전시중이다.
장포리 당제는 장진개에서 행해졌으나 50년 전부터 제를 올리지 않고 있다.
장포리 장진개는 조선시대에 해창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던 마을이었으나 지금
은 포구로써의 역할은 거의 못하는 상태이고, 소형 어선 몇 척이 있을 뿐이다. 당
산은 마을 앞산이고 팽나무 3그루가 있는 곳에 당집이 있었으나 붕괴되었다. 지
금은 그 흔적으로 토담 일부가 남아있다. 당제를 지낸 유래가 다음과 같은 전설
옛날에 안씨 성을 가진 집안의 어린이가 밤이면 밖에 나가 세곡선의 큰 돛대를
반대방향으로 돌려놓곤 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를 보고 깜짝 놀라 그 아이
가 돛대를 돌려놓는다고 전하
니 마을에서는 이 아이를 장군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전부터 아이장군이 태어
나면 후에 역적이 된다는 어
른들의 말에 그 아이를 멍석
에 말아 죽이려 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나의 부모
에게는 아무 일이 없게 해 달
라고 하면서 겨드랑이에 두
개의 비늘이 있으니 그것을
<사진 15> 장포리 당산제를 지냈던 곳

뽑고 쑥으로 뜨라고 하였다.

제12장 비인면

로 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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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아이가 죽었다. 마을에서는 현재 당산이 있는 곳
에 묻었는데, 사흘 후에 백마가 3번 뛰고 소리를 지르며 죽었다 한다. 그 후 당산
앞에는 백마자국이 생겼으며, 마을사람들은 이를 안장군이라 부르고 당제를 올
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옛날에 노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천장과 벽에 붙었
다 떨어졌다 하였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부모에게 하루는 산신령이 나타나 이
아이가 장차 장군감이라 하며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으니 이는 부모만 알아야 한
다고 했다. 그 후 아이의 이상한 행동이 널리 퍼지자 마을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소문이 퍼지면 마을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며, 마을에 큰 해를 입힐 것
이라 하여 잡아다 죽였다. 죽은 아이를 당제 밑에 묻어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백
마가 나타나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마을사람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백마와 함께
현 당산 당집 근처에 묻어주고 당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마을 출신 운초(雲樵) 문석환(文奭煥)은 1906년(광무 10) 홍양(지금의 홍성)
에서 의병을 일으킨 인물로, 문익점 선생의 후손인 문상철과 어머니 경주 김씨와
의 사이에서 1870년(고종 7) 10월 16일 태어났다. 자는 영백(英伯), 호는 운초로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가 하면,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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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사랑으로, 친구 간에는 믿음으로 생활했다. 지혜로운 성품과 도량이 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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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2살 때부터 신율농(申 農)과 윤희상 두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문을
갈고 닦아 그 기량이 날로 발전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나이 37세가 되던 무렵(1906) 이전에 이미 국내에 서양문물이 들어오고, 일
본·청나라·러시아 및 유럽과의 통상문호개방이 전통사회를 살아왔던 유림을
자극하였으며, 민씨 일파의 세도정치와 내정의 혼란으로 서민생활을 위협 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발생하고 있었다. 더구나 국모시해(國母弑害)는 국민들
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단발령 또한 민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이러한
일들로 전국 각지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었고, 백성들의 가슴 속 깊이 뭉치고 쌓
인 분노와 울분은 관리 유림 등의 상소를 통하여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1895년의 첫 의병이 대전 유성에서 일어났고, 뒤를
이어 1896년에는 강원도 춘천과 충북·충남·영남·안동지방에서도 수백 명의
의병이 일어났다. 고종은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자 애통한 마음으로 봉기한 의병
에게 비밀리에 조서를 내려 격려했다.
1906년 1월 26일 충남 예산 광시에서 홍주성을 함락시키기로 하고 민종식을
대장으로, 문석환을 서기로 정하고 3천여 명의 의병이 밤낮을 두고 항쟁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하였다. 마침내 음력 윤4월에 일본인의 손에 체포되어 면
암 최익현(崔益鉉)과 많은 애국동포들이 감옥에 감금되어 이때부터 옥중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충의는 날이 갈수록 더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애국지사들이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대항하였으나 점점 기세는 기울고, 동료 수감자들과 대마도로 이
감되니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해 10월 17일 불행히도 옥중에서 면
암 최익현은 일본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거절하고 숨을 거두니 문석환은 옥중에
서도 복을 입고 통곡하였다.
그는 옥중생활 4년 만에 쇠약해진 몸으로 출옥하였다. 그러나 장부의 뜻을 이
루지 못하고 옥중에만 있었다 하여 의관을 갖추지 않고 문밖을 나오지 않으며 죄
인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오랫동안 옥고를 치른 탓으로 몸은 점점 쇠약해져 병석
에 누운 지 13일 만에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 전국 사림의 애도 속에 고향
인 비인면 장포리에 안장되었다. 1977년 12월 13일 정부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서천군에서는 1980년 공의 업적을 기록한 비문을
묘역에 세웠다. 그가 대마도 옥중에서 저술한d대마도일기e
가 아들 문규박씨에
의해 보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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