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4편 문화유적

1. 신석기
1) 장암리(長岩里) 패총
장암리 패총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산 41번지 일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패총은 A·B 2개 지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점은 각각
표고 약 19.2m의 해안 구릉 사면이다. 이중 A패총은 장암리 당크매 마을의 바로
뒷산에 해당되나 B패총은 A패총의 서쪽으로 현재의 바다를 면한 사면에 위치한
다. 이 일대는 표고 약 20~30m 전후의 구릉부로서, 북쪽은 해안사구로 이어지
334

고 동쪽은 일부 논으로 경작되는 해안습지로 되어 있으며, 서쪽은 곧바로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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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해안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이전 이 구릉일대는 동쪽으로
는 비교적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어패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해안 암초지대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로는 A패총에서 신석기 시대 야영지 유구 2기가 확인 조사되었다. 2기 모
두 점토층 직상부에 형성되어 있는데, 크기는 직경 약 5m, 3m 가량 된다. 이들
야영지에서는 특별한 시설물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원형의 범위 내에서 불탄 숯
및 토기편들의 분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으로 미루어 일종의 텐트와 같은
임시적인 숙영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로는 신석기시대의 빗살토기편 및 석기가 주종을 이루나 청동기시대의 마
제석검 파편과 무문토기편도 소량 채집되었다.

2. 청동기
1) 한성리 유적(漢城里 遺蹟)

한성리 유적은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279번지를 중심으로 한성리와 송석리 일
대의 야산 위에 위치한다. 2~3년 동안 3차에 걸쳐 부여박물관에 의해서 발굴조
사 된 곳이다.
조사된 지역의 지형은 해안가에 접한 낮은 구릉성 산지대로 표고 65m 내외의
낮은 야산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외견되는 지형조건은 상당히 양호하다. 특히
남주한 능선의 정상부와 서향, 동향사면에도 전체적으로 유구가 분포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송국리형 원형주거지 5기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
지 중 1호 주거지의 1차 바닥은 중앙에 작업공이 있고, 그 양쪽에 주공이 배치된
형태이다. 2차 바닥은 1차 바닥의 작업공을 축소시켜 노지로 이용하고 그 외부에
는 4개의 주공을 방형으로 배치한 것이다. 3호 주거지도 송국리형 원형주거지임
에는 틀림없으나 현재까지는 유래가 없는 예이다. 주거지 중앙에 쌍주공이 붙은
타원형작업공 3개를 연접시키고 그 양쪽에 다시 1개씩의 기둥구멍을 배치하였으
며 이들을 둘러싸고 4개의 크고 깊은 기둥구멍을 방형으로 배치하였다.
주거지의 평면면적은 4개 주거지만 파악이 가능한데, 1호가 약 28㎡, 3호가 약
44㎡, 4호가 약 39㎡, 6호가 약 38.5㎡로 전체평균 약 37㎡이다.
위 5기의 주거지 중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주거지는 1기도 없었으며, 그에 따
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구의 규모에 비해 출토유물은 빈약하다. 그나마도
주거지는 바닥면에서 송국리형무문토기옹 2점, 무문토기발 1점, 홍도옹 1점 등 4
점의 토기와 갈돌 1점만이 출토되었고, 6호 주거지에서는 무문토기옹이 출토되
었다. 이 유적의 형성시기는 송국리문화의 늦은 단계이지만, 점토대문화가 들어
오기 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절대연대로는 대체로 기원전 5~4
세기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 원삼국시대 유구로는 1차 조사시 2호 유구와 2차 조사시 구상유
구 및 3차 조사시의 장방형수혈유구, 적석유구 등이 있다.

2) 옥북리 유적(玉 里 遺蹟)
옥북리 유적은 장항-서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확인된 것이다. 조사
결과 청동기 패총 2개소·유물퇴적층 1개소·토기가마 8기·구상유구 1기·수혈
유구 1기, 원삼국시대 주구 1기, 백제시대 분묘 4기·구상유구 2기·수혈유구 2
기, 조선시대 건물지 2기·건물지부속시설 1기·수혈주거지 9기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패총은 모두 송국리유형에 속하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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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서 안정된 위치로 유물이 출토된 것은 3호와 6호 주거지 2기뿐이다.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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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깊이 및 범위가 소규모에 해당되어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2호 패총에서 출토된 석기류를 보면 석촉·유구석부·석도 등으로 어업
용 도구는 출토되지 않았다. 수렵용 1점과 나머지는 농업용 도구들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옥북리 일대에 패총을 형성했던 주인공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의 취락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청동기시대 토기가마는 모두 8기가 조사되었는데, 크게 2개의 군을 이루어 조
성되었다. 이중 A군은 1호 패총, B군은 2호 패총과 보다 가깝게 조성되었으며,
A군이 B군에 비해 규모도 크고, 평면 형태도 말각방형계로 정형화된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B군은 평면형태가 대부분 원형에 가깝고 규모가 작지
만, 상대적으로 A군에 비해 깊게 잔존된 것이 특징이다. 아직 유물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한 단계이지만 이들 두 가마군간에 약간의 시기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추동리 유적(楸洞里 遺蹟)
추동리 유적은 서천-공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내에서 확인되었다. 그 중
추동리 Ⅰ지역 전반에서 확인된 560기의 유구 중 G지구 및 창외리 지구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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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토광위석묘 2기이다. G지구 서쪽의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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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서 석관묘 2기와 토광위석묘 2기가 소규모 묘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 중 토광위석묘 2기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상정하
긴 어려웠으나, 분묘의 축조 방법이 주변에서 조사된 석관묘나 백제시대 분묘들
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Ⅰ지역 A지구능선 상단부에서 단면원형점토대토
기가 출토되는 초기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초기철기
시대의 토광위석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도삼리 유적(道三里 遺蹟)
도삼리 유적은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29기,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며, 원삼
국시대의 주구묘 2기, 토광묘 11기, 옹관묘 4기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의 토광묘 1기와 조선시대 주거지 2기, 토광 2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밖에 정
확한 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 토광묘, 불명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취락연구로 볼 때 청동기시대의 유구는 중복축조된 예가 소수에
불과하다. 조사된 주거지는 대부분 송국리형 주거지이며, 출토유물도 모두 이 시
기에 해당하고 있어 송국리문화단계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적의 남서쪽과 북쪽에서 확인된 구상유구는 지형에 따라 주거군을 구획하고
있는데, 중서부지역 송국리문화단계의 유적에서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구상유
구와 함께 조사된 주공열은 목책으로 추정된다. 일찍이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확
인된 이후로 최근 여드니 유적에서 조사된 바 있다. 구상유구와 함께 목책열은
유적의 방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삼리 유적
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는 요소라 판단된다.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분묘군도 조사되었다. 비교적 대형의 주구묘와 함께
토광묘,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다. 최근 서천지역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의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오석리·한성리·봉선리 등의 분묘유적과 송내리·지
산리 등의 생활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5) 이사리·월기리 유적( 寺里·月岐里 遺蹟)
이사리 유적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에서 확인되었다. 이사리 유
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지석묘 및 하부구조 14기와 백제시대 토광 3기 등이 조사
되었으며, 월기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4기, 환호, 구상유구 등이 확
인되었다. 이밖에 양 유적 모두에서 조선시대 및 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 토광묘
다수가 조사되었다.
역 일대의 지석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서천군
은 인근의 보령군과 함께, 남한지역 최대 밀집지역인 전라도 일대 만큼이나 관련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충남지역의 지석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유적의 조사로 충남지역 지석묘에 대한 새로
운 연구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월기리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와 환호, 구상유구 등은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중복된 예가 소수에 불과한
것을 볼때, 동일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된 주거지는 대부분 송국
리형 주거지이며, 출토유물도 이 시기에 해당하고 있어 송국리문화단계의 취락
유적으로 판단된다. 물론, 환호내부에서도 점토대토기문화단계의 유물만이 출토
되어 송국리형주거지와 어느 정도의 시기적 차이가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송국
리형주거지 내부에서 점토대토기와 외반구연토기의 공반 출토예가 증가하는 양
상을 볼 때, 그 시기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 대율리 유적, 서
천 도삼리 유적 등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에서 환호의 조사예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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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의 조사성과는 이사리 유적에서 확인된 지석묘 상석과 하부구조는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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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기대하게 한다. KC-013호 주거지는 유구
주변을 둘러싼 원형의 구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송국리형주거지와 관련된 외곽
구시설이 조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6) 오석리 유적(烏石里 遺蹟)
서천읍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4번 국도를 따라 1.8㎞ 정도 가면 오석리 마을에
이르게 된다. 유적은 오석리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데, 이 곳은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인터체인지 공사 전에 1994년 1차, 1995
년 2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거주지와 분묘 그리고 삼국초기의
토광묘 및 기타의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주지는 모두 13기가 확인되었고,
거주지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석관묘 25기와 무문토기 옹관묘 1기가 함께 조
사되었다. 또한 같은 지역이지만 분포지역이 구분되면서 주구형태의 도량과 조
선시대에 만들어진 원형 구덩이도 있다.
유적은 구릉이라는 단위권역에 위치하여 비교적 복합적 성격이다. 유적의 분
포는 상호 존재모양에서 지역적으로 구분되면서 시기별 혹은 성격별로 나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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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같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라도 주거지와 분묘 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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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으로 구분되고, 분묘이면서도 시기적 차이에 따라 석관묘와 토광묘가 구
역을 달리한다. 유적은 대체로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한다. 이는 토광묘와 석관묘
가 자리한 구역과 주거지만 조성된 구역, 그리고 토광묘만 자리한 구역이 있고
나아가 토광묘와 석관묘가 혼재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봉선리 유적(鳳仙里 遺蹟)
봉선리 유적 1·2·3지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천-공주간 고속도
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봉선리 유적
1·2·3지역을 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분묘군·생활유적군, 마한시대 분묘군,
백제시대 분묘군·생활유적군, 조선시대 분묘군·생활유적군 등 여러 시대에 걸
쳐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석관묘·주거지·원형구덩이 등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이
함께 조사됨으로써 이 당시 사회상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석관묘는
생활유적 바로 인근거리에서 일부 확인 조사되고 있는데, 바닥면에 무문토기를

<사진 1> 봉선리 유적 전경

<사진 2>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파쇄 하여 깔아놓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중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소위 송국리형으로 불리는 원형주거지와 (장)방형
계 주거지 두 종류로 구분되며, 출토유물은 무문토기와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주
거지와 세트관계로 볼 수 있는 원형구덩이에서는 무문토기(송국리형토기·단도
마연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마한시대 유구는 토광묘·주구묘·옹관묘 등 분묘군이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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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토면을 말각장방형으로 굴착하고 토광이 마련된 것으로 내부에서 목곽·관을
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다행히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어 그 조영시기는 살필
수 있다. 출토유물은 양이부호·이중구연호·원저단경호·환두대도·철부·철
정·철모 등이 출토되었다.
주구묘는 대부분 능선의 평탄면과 완만한
경사면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일부 주구
묘에서 매장주체부가 확인되기도 하고, 다양
한 형태의 주구묘가 확인되어 다른 지역에서
조사된 주구묘와 비교 검토가 가능한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
근 서천지역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분묘
군이 조사되고 있어 봉선리 유적의 분묘군
은 서천지역에 있어서 마한시대의 묘제 변천
<사진 3> 봉선리 유적 출토 철기

상을 밝히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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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상단부가 대부분 파괴되어 그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

8) 당정리 유적(堂丁里 遺蹟)
당정리유적에서 드러난 주거지는 원형구조(圓形構造)가 기본이면서 12호·13
호와 같이 방형(方形)도 있었는데 이들의 선후관계를 규명할 뚜렷한 자료는 확인
되지 않았다. 다만 13호가 14호를 파괴하면서 조성되었고, 12호 및 13호의 조성
연대 순서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방형주거지가 원형주거지보다는 다소
늦게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기본 형태는 수혈식(竪穴式)으로서 중앙에 두 개의
기둥구멍을 마련하였고 구멍 안에는 기둥고정효과를 높이기 위한 잔돌이 채워져
있었다. 그렇지만 바닥에서는 노지(爐址)나 지붕재료의 흔적인 목탄들이 발견되
지 않았다. 당정리 주거지와 비교했을 때 형태나 구조상에서 비슷한 유적지는 이
곳에서 동쪽으로 약 5㎞정도 떨어져 있는 오석리(烏石里) 주거지가 있는데 가장
자리에 기둥구멍이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주구묘(周溝墓)는 모두 23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매장주체부가 확인된 예는
없었고, 다만 17호분에서 깊이 5㎝ 정도의 토광흔적이 남아있었다. 주구묘는 크
기에 따라 대형은 주구의 양측을 관통하는 외측지름이 적어도 20m 이상, 중형은
10∼20m, 소형은 10m 미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주구의 형태 즉, 구(溝)가 형성
되지 않고 끊어진 모습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내부의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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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비교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속성이나 특징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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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다.

9) 지산리 유적(芝山里 遺蹟)
지산리유적은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 72기, 구덩이 8기, 소성유구 3기, 고
려시대 주거지 5기, 석곽묘 1기,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25기 등 총 114기의 유
구가 확인·조사되었다.
지산리유적에서 확인된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는 모두 72기(Ⅰ지구-4기,
Ⅱ지구-68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해발 65m 이하의 범위에서 확인되는데,
주로 해발 40~50m 내외의 지점에 밀집·분포되어 있다. 주거지는 입지한 지역
의 능선 방향을 따라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조사지역 동남쪽 외곽
에 해당하는 남서향사면과 서쪽 외곽의 골짜기부분에 해당하는 남향사면으로 분
류된다. 남서향사면에 조성된 주거지는 지표면 삭평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훼손
되거나 주거지사이의 중복이 심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서쪽 외곽의 남향사면 골
짜기부분에 조성된 주거지는 잔존상태도 양호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 사이의 중

복도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주거지의 평면은 장방형과 방형으로 확
인되는데, 주로 300~400㎝ 내외 규모의 방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내부시설
로 주목되는 것은 노시설(爐施設)과 주거지 바닥면에서 확인되는 점토시설이 일
부 확인된다. 노시설은 아궁이와 연도부, 연통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노시설은 점토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벽면을 이용하여 터널식의 연도부를
갖추고 있다. 아궁이의 너비는 70㎝ 내외의 규모로 평면‘

’
자상의 구조를 보

이는데, 아궁이 중앙에는 지름 7~10㎝ 내외의 지각이 1개씩 세워져 있다. 연도부
는 형태에 따라서‘ㄱ’
자형과‘ㄷ’
자형, 그리고‘一’
자형으로 확인되며, 연도의
너비는 20㎝ 내외이다. 연통부는 주거지@바닥에서 약 20~30㎝ 높은 지점에서
확인 되는데, 대부분 원형이다. 연도가 주거지 벽면을 따라 길게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난방의 효과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주거지 내 아궁이의 위치에
규칙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매우 다양한 기종구성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형토기·주구부토기·반형토기·심발형토기·발형토기·시루·장란
형토기·호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계형토기는 매우 초기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표면에는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시루와 장란형토기는 공반되어 출토되
는 경우가 있으나, 장란형토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시루는 직립구연에 양쪽
지름 0.5~1㎝ 내외의 소형구멍이 불규칙하게 뚫려 있다. 토기의 전체적인 기종구
성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이는 반면에 소성재질에 있어서는 연질·와질·경질
소성의 토기편으로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연질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문양은 격자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토기이외의 유물로는 내박자와 장고형 이기
재, 그리고 원통형의 토관형 받침이 있다. 철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일부 구역에서 보이는 점토의 경우 주거지 바닥면에서 확인되는 것은 주
거지의 바닥면이나 아궁이 부근에서 황백색조의 니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는 모습
이 확인된다. 특히 24호 주거지의 경우 소성유구와 중복된 모습을 보이는데, 주
거지의 남동쪽 모서리부분에서 니질점토가 두텁게 퇴적되어 있는 것도 확인된
다. 이러한 니질점토는 조사지역 외곽범위에 해당하는 남서쪽 능선 하단에서 일
정한 면적을 이루어 분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점토를 사용한 어떤 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지산리 주거유적은 유구의 형상이나 유물의 갖춤새로 미루어 4세기
대 라는 대략적인 축조시기를 추정할 수 있지만, 추후 탄소 연대 측정 등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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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수부가 달린 기형으로, 저면은 평저와 말각평저의 형태를 보이며, 중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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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더불어 관련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보다 정확한 축조시기를 판
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하여 주거지 내부에서 아궁이나 연도
등 구체적인 시설의 구조가 어느 정도 원상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기의 주거 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산리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매우 다양한 기종구성을 이루고 있는 생활
용기이다. 구체적인 기형은 계형토기·주구부토기·반형토기·심발형토기·발
형토기·시루·장란형토기·호 등으로 구분되는데,@이와 같이 생활용기가 다양
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식생활의 변화에 기초한 토기 기종의 다양화를 추정
할 수 있어서 주목된다.

10) 남산리(南山里) 고인돌
서천읍에서 신송리 방향으로 약 800m정도 가다가 남산쪽 좌측 소로로 600m
쯤 가면 남산리에 이르게 된다. 고인돌은 남산리 동쪽편의 북쪽기슭에 1기가 자
리하고 있다. 고인돌은 규모는 높이가 180㎝, 두께 110㎝, 너비 210㎝ 정도가 된
다. 고인돌은 형식상 남방식으로서 한쪽은 받침돌이 있으나 반대편에는 받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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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지 않는다. 마을주민인 박은규씨(80)의 전언에 의하면 한국전쟁당시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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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밑이 움푹 파여 있어서 이곳에서 전란을 피했다고 한다. 이 지역은 동으로는
길산천을 따라 발달한 평야지대와 북으로는 판교천과 서천읍내가 보여 지리적으로
선사취락지가 자리하기에는 좋은 곳이다. 그리고 10여m 거리에 조개무지가 위
치하고 있고, 산 너머에는 계룡리 조개무지와 무문토기산포지가 자리하고 있다.

11) 사곡리(寺谷里) 절골 고인돌
서천군청의 북동쪽의 서천고등학교에서 서천여상으로 가는 외곽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길 좌측으로 절골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는데, 고인돌은 이 마을의
첫 번째 민가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지형은 동쪽으로는 평야가, 서쪽으로는 서해가 근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해발 127m의 오석산과 남쪽으로 서천읍 뒷산과 접하고 있다. 고인돌
은 남북 장축으로 규모는 장축 길이 295cm, 단축 길이 130cm, 두께 70cm로 장
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지석이 보이는데 이로 보아 남방식 고인돌로 추정된
다. 이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오석산을 넘으면 오석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유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오석리(烏石里) 고인돌군
서천읍 소재지에서 부여방면으로 4번 도로를 따라 약 1.8km쯤 가다 보면 도
로 우측으로 기동마을입구 푯말이 보이고 이 길을 따라 500m쯤 가면 장항선 철
길이 나타난다.@
고인돌은 이 철길 건너편에 있는, 민가의 뒤편 대나무가 자생하는 곳에 위치하
고 있다. 이곳의 지형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린 능선의 중하단부에 속하는 지형
으로 3기의 고인돌이 있다.
이 고인돌군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약 300m 정도 가면 오석리 발굴
조사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유적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발굴조사지역에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와 석관묘
등이 다수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남쪽으로 넓은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곳을 경제적인 기반지로 하여 생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오석리에 위
치하는 여우고개를 넘으면 종천면 지석리 수소마을 고인돌이 약 1㎞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고인돌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가공리(加公里) 고인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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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소재지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기산면으로 가다가 602번 지방도를 타
선생 유적지 팻말이 보이는데, 그 길을 따라 약 3㎞ 가면 온군절 마을에 이르게
된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바로 마을의 동쪽 야산에 위치해 있다.
고인돌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의 능선상으로, 현재 밭으로 개간된 지
역과 산림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은 모두 4기가 확인되었는데 1기는 2개
의 지석이 받치고 있는 북방식 형태이다.
크기는 남으로부터 차례대로 보면 고인돌1의 개석규모는 길이 200㎝, 너비
170㎝, 높이 90㎝이고, 고인돌2의 개석규모는 길이 200㎝, 너비 90㎝, 높이 60
㎝, 고인돌3의 개석규모는 길이 290㎝, 너비 190㎝, 높이 160㎝, 고인돌4의 개석
규모는 길이 290㎝, 너비 180㎝, 높이 80㎝정도이다.

14) 광암리(光岩里) 쌍암 고인돌군
서천에서 한산으로 가는 602번 지방도를 따라 약 8㎞쯤 가면 황사리에서 광암으
로 넘어가는 쌍암고개에 이른다. 이 고개는 602번 지방도가 횡단하는 고개로 숭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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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려가다 보면 기산면 황사리에 이르게 된다. 쌍암고개를 넘어 가다보면 목은

에서 뻗어 내린 완만한 능선이 형성된 곳이며 모두 6기의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흔히 쌍암이라는 부락명칭 때문에 2기의 고인돌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밤나무
를 재배하는 곳의 능선 남쪽으로 5기가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곳 서쪽으로는 경작지가 형성되어져 있으며 이곳을 경제적인 생활 터전으로 이
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고인들의 개석 밑으로는 지석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로 보아 남방식의 고
인돌로 추정되며 이 고인돌 이외에도 상당수의 고인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도로의 개설이나 경작, 개간 등으로 인해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5) 월기리(月岐里) 고인돌
기산면 소재지에서 마산방면으로 포장도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폐교된 월기초
등학교가 나온다. 학교 뒤에는 쌍암마을이 있는데 고인돌은 이곳 고갯마루에 2기가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 명칭이 쌍암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고개는 상여가 지나가
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마을 부녀자들이 명절 때마다 정성을 드리는 바위이다.
이곳에는 2기의 고인돌과, 서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는 성혈이 나타나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마제석검과 화살촉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고인돌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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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의 전방으로는 길산천과 넓은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고인돌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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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 천과 현재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을 이용하여 경제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어로 및 수렵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이사리( 寺里) 감나무재 고인돌군@
마산면 소재지에서 한산 쪽으로 약 2㎞쯤 가면 이사리로 들어가는 길이 우측
으로 보이는데 이 길을 따라 약 2㎞쯤 가면 길 우측으로 이사리 남리마을이 보인
다. 이 감나무재 고인돌군은 남리의 동쪽에 위치하는 고개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고인돌이 위치하는 곳은 동에서 서로 형성된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밭
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으며 전방으로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 고인돌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경작지는 개간 전에는 길산천의 강물이 고인돌이 위치하
고 있는 곳까지 들어와 천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고인돌의 주인공들은
길산천에서 어로 및 수렵을 하거나 습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까 생각된다. 고인돌의 규모는 대형의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소형의 것으로 이사
리 칠성바위 고인돌군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7) 이사리( 寺里) 구렁목 고인돌군@
마산면 소재지에서 한산쪽으로 약 2㎞쯤 가면 이사리로 들어가는 길이 우측으로
보이는데 이 길을 따라 약 2㎞쯤 가면 길 우측으로 이사리 남리마을이 보인다. 이 구
렁목 고인돌군은 감나무재 고인돌군에서 동쪽으로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 고인돌군은 감나무재 고인돌군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과 동일한 것인데 다
른 것은 이 고인돌군이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현재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동에서 서로 형성된 능선의 정상부에 있는데, 밭으
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으며 전방으로는 논이 넓게 펼쳐져 있다. 이 고인돌 전방
에 위치하고 있는 경작지는 개간 전에는 길산천의 강물이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 들어와 천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고인돌의 주인공들은 길산천에
서 어로 및 수렵을 하거나 습지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했지 않았을까 생각된
다. 고인돌의 규모는 대형의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소형의 것으로 이사리 칠성바
위 고인돌군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부 고인돌의 지석 또는 석
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보이는 석재가 있으며 석부 외 1점의 석기가 수습되었다.
이 고인돌군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전설이 있는데, 이곳은 용이 되어 승천하고
자 하던 구렁이가 몸을 길게 늘어뜨리고 누워있었던 곳으로 장차 천하를 통일하
고 중국을 속국으로 삼을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해지던 명당이었다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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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협을 느낀 중국은 지관을 보내 맥을 잘랐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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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사리( 寺里) 칠성바위 고인돌군
마산면 소재지에서 613번 지방도를 따라 한산방면으로 약 2㎞쯤 가면 도로 우
측으로 안면마을 입구 푯말이 보이는데, 이 길을 따라 약 800m정도 들어가면 석동
마을에 이르게 된다. 칠성바위 고인돌은 마을로 들어서는 좌측 낮은 구릉에 7기
가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 서쪽으로는 넓은 경작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 앞으로는 길산천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는 제방으로 인해서 길산천의 물이 경작
지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나 제방이 설치되기 전에는 길산천의 물이 경작지까지
흘러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낮은 구릉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린 곳에 있으며 현재는 감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보아
이 고인돌의 주인공들은 길산천을 이용하여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인돌과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칠성신앙의 모습이 엿보여서 주목이
되는데, 옛날 칠성바위에 기대어 신령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7형제가 장성하여

마을에 침범한 왜구를 물리치고 죽은 후에는 이 바위아래에 묻혔다는 전설이 마
을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다.

19) 지산리(芝山里) 고인돌군
부여군 옥산면에서 서천군 한산면으로 가는 613번 지방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
측으로 팔지리 마을이 나온다. 고인돌은 팔지리 마을의 뒷산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형은 야트막한 구릉지대에 해당된다.
고인돌이 위치한 지역은, 밤나무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소
로길 옆에 수풀이 우거진 곳에 고인돌이 확인된다. 고인돌 개석의 크기는 길이
298㎝, 너비 175㎝, 높이 100㎝이며, 개석의 하단부에는 2개의 지석으로 받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고인돌 외에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유구나 유물은 없다.

20) 은곡리(恩谷里) 고인돌
문산면 소재지에서 부여군 옥산면
방면으로 약 5㎞쯤 가다보면 은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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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이 길 좌측으로 있으며, 고인
돌은 마을회관의 동쪽에 있는 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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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뜰에 위치한다. 이곳의 고인돌은
지원리와 은곡리의 고인돌을 합하여
칠성바위라고 일컬어진다.
은곡리에는 2기의 고인돌이 있는데

<사진 4> 은곡리 고인돌

1호는 장축 방향이 남북방향이며, 규
모는 장축 길이 290㎝, 단축 길이 180㎝, 두께 78㎝로 타원형을 하고 있다.
2호는 1호에서 남으로 약 3m정도 떨어진 남쪽에 위치하는데 장축 방향은 남북
이며, 규모는 장축 길이 375㎝, 단축 길이 240㎝, 두께 154㎝로 장방형에 개석
윗부분에 15개의 성혈이 보인다. 이곳의 고인돌이 위치한 곳 앞으로는 자그마한 소
천이 흐르며, 앞·뒤쪽으로는 150m 이상의 산들이 둘러져있다.

21) 지원리(支院里) 칠성바위 고인돌군
지원초등학교에서 난곡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약 200m 정도를 가면 우측에
민가가 보이는데,@ 민가의 남쪽 편 논과 인접하여 2기의 고인돌이 모두 이곳에

위치한다. 이 고인돌은 은곡리 고인돌과 관련하여 칠성바위라고 부른다.
이 고인돌은 남으로 약 300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민가 앞의 논에 있는데
일명‘흰바위’
라고 칭한다. 장축의 방향은 남북에서 20°편동하였으며 규모는 장축
길이 210㎝, 단축 길이 170㎝, 두께 125㎝로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하부구
조는 현재 개석만이 보이므로 정확한 형식 분류는 어려우나 남방식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은 전방으로는 소천이 흐르고 있으며 넓은 경작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로
보아, 고인돌의 주인공들은 이곳의 소천에서 어로생활 및 주변의 넓은 대지를 이
용하여 생활을 했거나, 주변의 산을 배경으로 수렵생활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은곡리와 지원리에 원래 7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수해
및 개간정리 당시에 파괴되었다고 하며, 주변의 자연조건으로 보아 이 고인돌 외
에도 다수의 고인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2) 성북리(城 里) 고인돌군@
비인소재지에서 대천방면으로 가다보면 서면과 대천으로 가는 삼거리가 보이는
데,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삼거리에서 서면 방면으로 약 500m쯤 가면 도로 우측에
있다. 총 12기가 위치며, 휴경지에 동에서 남으로 11기가 위치하며 1호로 칭한 1기는
경작되고 있는 논에 위치한다. 그러나 1호를 제외한 11기가 도로와 개간으로 인해서
장축 방향이나 구조는 알 수가 없으며
유물은 수습되지 않는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 전방으로는 넓은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경작지는
이 고인돌이 조성되었을 당시에는 아마
도 서해의 바닷물이 이곳까지 다다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고인돌 이외
에도 상당수의 고인돌이 위치했을 것으
로 보이나 개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사진 5> 성북리 고인돌

파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개야리(介也里) 고인돌군@
서면 소재지에서 비인 방면으로 1㎞쯤 가면 도로 좌측으로 주항리로 가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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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변동되었으므로 확실한 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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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이는데 이 길을 따라 2.5㎞쯤 가면 개야리 마을회관이 보인다. 고인돌은 이
마을회관 옆에 위치하며 일명‘학바위’
라고도 칭한다. 개야리 고인돌군은 총 11
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1기만이 확인된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개야리에서 주항리로 넘어가는 도로를 따라 주항
리 방면으로 약 1.5㎞쯤 가면 도로 좌측으로 2기가 위치하며 8기는 이곳에서 동
북쪽으로 약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밭 경작과 하
우스 조성으로 매몰되었다고 한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넓은 경작지 내지 야트막한 구릉 지역인데 서해와 매우
근접해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 서북쪽으로는 넓은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앞으로는 서해가 위치하고 있다. 현재 넓게 조성되어 있는 경작지는 고인돌이
조성될 당시에는 서해의 바닷물이 이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능선 근처까지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주변의 자연조건으로 인해서 이들은 어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고인돌이 위치한 곳에는 밤나무와 잡목이 자
라고 있으며, 능선에서 서남쪽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곳에서 무문토기편이 발견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주거지가 조성되어져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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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두리(元頭里) 동포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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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주항리 칠성초등학교에서 철길을 지나 원두역으로 가다보면 원두교회가 있
고, 그 교회의 북편에 있는 육교를 건너가면 박풍화씨의 민가가 있다. 고인돌은 이
집 담벼락에 위치한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밭에 2기, 집 뒤쪽의 야트막한
구릉에 2기가 더 위치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밭개간으로 인해 파괴되었다고 한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 전방으로는 넓은 경작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북
서쪽으로 약 700m쯤 가면 해안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경작되고 있는 경작지는
개간되기 전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보아 이 고
인돌의 주인공들은 주변의 구릉을 중심으로 해안가에서 어로생활 및 수렵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주변의 자연 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이곳에는 이
고인돌 이외에도 상당수의 고인돌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경작지로 개간
할 당시 파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유물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고인돌은 민가의 담벼락에 위치하는데 일명‘거북바위’
라고 불리는 것으로 장
축은 남북, 규모는 190㎝×150㎝×100㎝로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하부
에 석실로 생각되는 석재가 발견되는데 규모는 길이 120㎝, 두께 25㎝, 현 높이
15㎝이다. 밖으로 보이는 유구의 형태로 보아 개석식으로 생각된다.

25) 주항리(酒缸里) 칠성바위 고인돌군
비인 소재지에서 서면으로 3.5㎞쯤 가다보면 도로 좌측으로 원두리와 비인 남
당마을로 가는 푯말과 주항 저수지가 시작되는 곳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우측으
로 난 도로를 따라 2.3㎞ 가면 칠성초등학교가 나타난다. 고인돌은 이 마을의 민
가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은 3기가 확인되는데 이 고인돌은 일명‘칠성바위’
라고 불린다. 원래는 7
기였으나 현재는 3기만이 확인된다. 주변의 환경을 보면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낮은
구릉지대로 좌우에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이곳에 바닷물이 밀려 왔을
것으로 보이며 해안과는 약 700m정도 떨어진 거리이다. 이로 추정하건데 이 해안
과 이 고인돌과 거리를 생각해 볼 때 이 고인돌은 이 해안에 생활 터전을 갖고 생활
하였던 사람들의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에서는 아무런 유물도 수습되지 않았다.
현재 민가의 우사 옆에 위치한 고인돌은 규모가 장축 길이 180㎝, 단축 길이
170㎝, 두께 57㎝로 장방형의 형태로 남방식 고인돌로 추정되는데, 개석 위쪽에
는 1907년(고종 광무 11년)에 세워진 현감 강원노(姜元魯)의 애민선정비(愛民善
政碑)가 건립되어 있다.

26) 주항리(酒缸里) 고르디 고인돌군
로 약 300m정도 가면 과수원이 보이는데, 고인돌은 바로 이 과수원 옆의 고르디
마을에 거주하는 강종구씨 소유의 밭 가운데에 2기가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주
변지형은 낮은 구릉으로 앞에 넒은 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칠성바위 고인돌
군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고인돌의 주인공들도
칠성바위 고인돌군의 주인공들과 동일한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아무런 유물도 수습되지 않았다.
고인돌의 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장축은 동-서방향이며 규모는 장축 200㎝,
단축 200㎝, 두께 40㎝, 그리고 장축 170㎝, 단축 110㎝, 두께 60㎝로 그다지 크지
않다.

27) 태성리(台城里) 고인돌
이곳은 서천군 마산면으로부터 군도 7호선을 타고 가다보면 시초면 태성리와
이사리를 통과하는 지점에 이른다. 이 지점에서 우측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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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주항리 칠성초등학교에서 서천화력선 철길을 지나 비인면 칠지리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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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제실마을이 위치하며 유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바로 제실마을의 뒷산이
다. 이 능선은 남북으로 뻗은 산의 남향사면이며 밭으로 경작되는 지역과 수목으
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인돌이 확인되는 표고점은 약 25m 정도의 낮은 능선의 하단부에서 3기가 확인
되고 있다.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는 상태인데 고인돌이 경작지의 전
면에 산포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인돌의 구체적인 형태는 하부구조가 확인되어 않
아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남방식으로 추정된다. 지표에서 수습되는 유물로는 격자문
이 타문된 적갈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의 타날문토기 및 다수의 자기편들이다.

28) 산천리(山川里) 윗말 고인돌군@
서천에서 대천으로 가는 21번 국도를 따라 서천 읍내에서 대천 방면으로 약 3
㎞쯤 가면 도로 우측으로 산천리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난다. 이 길을 따라 700m
쯤 가면 산천리 마을회관이 보인다. 여기에서 좌측으로 약 200m쯤 가면, 서남쪽
으로 약 100m쯤 떨어진 곳에 논이 경작되고 있는데 고인돌 3기가 위치하지만 주
변에서는 아무런 유물이 수습
되지 않는다. 고인돌의 장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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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앞뒤로는 산이 위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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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으로는 넓은 개활지가 펼
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다수의
고인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되고, 현재는 개간 등으로 인해
파괴된 건 같다. 고인돌이 위치
한 곳은 현재 논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1972년 마제석검이 1점 출토되
어 부여박물관에 보관중이다.

<사진 6> 산천리 고인돌

29) 종천리(鍾川里) 모도매기 고인돌@
서천에서 대천으로 가는 21번 국도를 따라 종천면 소재지에서 대천방면으로
약 3㎞쯤 가면 종천면 부내초등학교에 이른다. 고인돌은 이 학교를 지나서 도로
우측 10m 정도에 밭으로 추정되는 곳에 위치한다.

고인돌의 장축 방향은 동서이고, 장축에서 20°편남해 있으며 규모는 장축 길이
250㎝, 단축 길이 150㎝, 두께 70~80㎝로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고인돌의
구조는 산천리에 있는 고인돌과 동일한 개석식으로 추정되고, 석실 구축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 1매가 보이며, 그 외의 석재들은 확인되지 않고 유물은 수습되
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고인돌은 밭으로 개간될 당시에 약간의 위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개석이 밭의 아랫부분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에서 서남쪽으로 약 1㎞쯤 가면 서해안이 위치하며 현재는
논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으나 개간 이전에는 바닷물이 이곳까지 밀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고인돌은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과 관련되어 구축된
것으로 보이며 이외의 고인돌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0) 봉명리(鳳鳴里) 황새바위 고인돌
서천 읍내에서 한산방면으로 4.5㎞쯤 가다가 길산교를 지나 좌측으로 나있는
도로를 따라 약 5.2㎞쯤 가면 화양초등학교에 이른다.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봉명산(鳳鳴山) 또는 계명산(鷄鳴山)이라고 불리는 화양초등학교 뒷산 하단
부의 낮은 구릉으로, 앞쪽으로는 넓은 평야지대와 금강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넓은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으나 고인돌이 조성되었을 당시에는, 금강이 봉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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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하고 있는 곳 근처까지 흘러 내려왔을 것이고 경작지는 늪지 내지 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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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어 생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석 밑으로는 개석을 받쳤던 지석이 보
이는 것으로 보아 남방식의 고인돌로 생각된다.
고인돌의 장축 방향은 남북으로 규모는 장축 길이 360㎝, 단축 길이 120㎝, 두
께 300㎝로 타원형이며 아무런 유물도 수습되지 않는데, 개간 등으로 인해서 상
당수의 고인돌이 파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인돌은 황새가 우렁을 먹는 형
국이라 하여 일명“황새바위”
라고도 불린다.

31) 완포리(完浦里) 고인돌
화양면 소재지에서 동쪽 도로를 따라 약 3㎞ 가량 가면 도로 좌측에 완포에서
한곡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가 나온다. 고인돌은 이 고개의 정상 부근에 있는 소로
우측에 위치한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고인돌은 원래 바로 오른쪽 밭의 가운데에 자리했
었으나 임의로 옮겨 놓은 것이고, 옛날부터 이 바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

며, 신령스러운 바위로 취급했지만 도로 공사중에 위치가 바뀐 것이라고 한다.
이 고인돌은 화강암 석재로 주변에서 이것이 선사시대의 것으로 입증할 만한 유
구나 유물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구릉의 남쪽 전방에 금강이 흐르고 있어 선사시
대 유적이 자리할 만한 지형적 입지를 갖추고 있다. 고인돌의 장축방향은 동서이
고, 장축으로 약 250㎝, 남북 90㎝ 높이 90㎝ 가량의 규모이다.

32) 산천리 입석(山川里 立石)
서천에서 대천으로 가는 21번 국도를 따라 서천 읍내에서 대천 방면으로 약 3
㎞쯤 가면 도로 우측으로 산천리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는데 이 길을 따라
700m쯤 가면 산천리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입석의 규모는 하부가 땅속에 매몰
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길이 120m 정도이고, 입석모양은 마치 남
근석을 평면으로 그린 것과 같다.

33) 남산리(南山里) 조개무지
서천읍에서 신송리 방향으로 약 800m 정도 가다가 남산쪽 좌측 소로로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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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 가면 남산리에 이르게 된다. 조개무지는 남산리 동쪽편의 북쪽기슭에 자리하
고 있다. 마을주민인 박은규씨(80)의 전언에 의하면 굴 껍데기가 산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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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집을 지으면서 폐기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조개무지의 모습은 알 수 없
다. 하지만 집주변으로 굴 껍데기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그 흔적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동으로 길산천을 따라 발달한 평야지대와 북으로 판교천과 서천읍내가
보이고, 10여리 거리에 남산리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선사취락지
가 자리하기에는 좋은 곳이다.

34) 둔덕리(屯德里) 조개무지
서천읍 소재지에서 611번 도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3.5㎞ 정도 가면 둔덕리 마
을이 있다. 유적은 이 마을 입구 도로변 100m 내외 높이의 테뫼산의 동향사면 능
선중하단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조사지역은 주변에 민묘조성과
밭개간으로 상당한 형질변경이 되어 현지답사를 통하여 유적을 상세하게 확인하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마을 주민인 박병철씨의 전언에 의하면 산
중턱에 조개무지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굴 껍데기를 소의 먹이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이 지역주변에서 어망추를 수습하였다고 한다.

35) 삼산리(三山里) 조개무지
서천 읍내에서 602번 도로를 따라 기산방면으로 약 3.2㎞ 가량 가다 보면 삼
산리 사거리가 나온다. 조개무지는 사거리에 이르기 전 좌측에 보이는 작은 야산
남동향사면에 위치한다.
이곳은 정면이 넓게 트인 간척지와 연결되어 있고 북쪽의 야산에 연결된 구릉
지이다. 조개무지가 위치한 지역은 민가가 개축되고 밭으로 개간되어 조개무지
의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 부근의 넓은 개간지가 원래 바닷물이 들
어왔던 곳으로 미루어 보아, 선사유적의 입지에 알맞으며 조개무지 이외에도 또
다른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6) 계동리(桂東里) 조개무지
마서면 봉남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약 1.5㎞ 가량 가면 계룡마을로 들어가는
소로가 나온다. 계동리 조개무지는 소로를 따라 마을 안으로 약 200m 들어가면
골짜기의 남서향 하단부에 위치한다.
계동리 마을의 지형을 살펴보면 전방에는 황새들이란 개간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 해발 145m 높이의 남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황새들은 개간
되기 전에는 물길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곳과 접한 남산은 남향사면 하단부 일
가 조성되고 농로가 개설되면서 파괴되었다.

37) 남전리(南田里) 백사 조개무지
장항읍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도로를 따라 6㎞ 정도 들어가면 마서면 남전리
백사마을이 있다. 백사마을은 서해안에 인접한 지역으로 서남쪽이 모두 바다에
접하고 있다. 조개무지는 이 마을의 동남쪽에 위치한 야산의 북서향 사면 하단부
에 위치한다.
조개무지가 확인된 지역은 민가 개축으로 인하여 모두 대부분이 파손된 상태인
데 민가 뒤쪽의 단면과 야산지역에서 조개무지가 확인되고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민가 개축 이전에 조개무지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었다고 한다.

38) 원도삼(原道三) 조개무지
장항읍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4번 국도를 따라 3㎞ 정도 가면 마서면 도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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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선사유적이 산포하고 있다. 조개무지는 마을 안쪽 골짜기에 있었으나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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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다다르게 된다. 도삼리 마을에서 남동쪽 방향(금강을 향해 트인 지형 쪽)
으로 500m 정도 따라가면 원도삼 마을이 있는데 조개무지는 이 마을의 북쪽 야
산 지역에 위치한다.
조사된 지역의 자연환경은 넓은 평야지대로 낮은 구릉성 산지가 연결되어 있
는 자연부락이다. 조개무지가 있는 지역은 현재 교회건설을 위해서 마을 뒤쪽의
야산 하단부에 이르기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으며 교회부지에서 조개무지가 확인
되었다고 전한다.
현재 조개무지가 확인된 지역주변에서 자세한 유적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바
닷가에 접한 야산 구릉지대라는 입지적 환경으로 보아 유적의 존재가 추정된다.

39) 새말 조개무지
서천읍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6.5㎞ 정도 가면 마서면 한성리 마을에 이르게 된
다. 확인된 유적은 도로변에 위치한‘한성교회’남서쪽 하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 현재는 도로와 경작지로 개간되어 지형 변경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확인된 조개무지는‘한성교회’남서쪽 하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로와 경
작지의 단면에 조개무지 편들이 상당히 많이 산견하고 있다. 다만 토층 단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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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층서적인 관계로 유적의 상황파악은 어렵다. 조사지역에서 조개 부스러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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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조개무지와 관련된 유물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0) 선암리(仙岩里) 신틀매 조개무지
시초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 정도 가면 선암리에 이르는데 이 유적은
신틀매 마을 끝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넓은 논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는데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전에는
근거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개무지는 거의 해수면과
접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표고 10m의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곳에 조개, 굴 껍질들이 조금이나마 확인되고 있다. 그
외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41) 두왕리(斗旺里) 석기(石器)출토지
서천읍내에서 602번 도로를 따라 기산방면으로 약 3.5㎞ 가량 가면 길이 갈라
지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좌측 소로를 따라 1.2㎞ 가량 가다가 도로 좌측으로 두

왕재 마을이 위치하는데, 마을 전언에 의하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야산의 골짜
기에서 석기가 수습되었다고 전한다.
석기가 출토된 유적지는 민묘의 조성과 경작지의 경작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은 전방에 두왕리 간척지가 펼쳐져 있어 예전에는
섬과 같은 지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선사유적이 자리하기에 알맞은 지형이다.

42) 둔덕리(屯德里) 무문토기(無文土器)산포지
서천읍내에서 611번 도로를 따라 문산방면으로 3.5㎞ 정도 가면 둔덕리마을이
있다. 유적은 둔덕리마을 북쪽의 성황당고개 서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무문토
기 산포지의 지형적 환경을 보면 둔덕리마을 중앙의 표고 142m 산에서 동주한
능선의 동남향사면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밭 개간과 민묘 조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지형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밭에서는 무문토기편이 산포되어 있다. 세부 지형은 표고 60m 미만의 낮은 능선
중하단부에 전체적으로 산포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개간되어 유적은 이미
상당부분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편으로 파손이 심하여
자세한 기형 파악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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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읍내의 서천중학교에서 종천방면으로 서쪽 도로를 따라 약 3㎞ 가량 가면
하송마을이 위치한다. 산포지는 하송마을에서 장마루로 넘어가는 길목의 남향사
면 경작지 부근이다. 전언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무문토기편이 다량 산포하고 있
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도로가 이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어 유물의 수습은 어렵
다. 이곳은 전방에 간척지가 펼쳐져 있으며 낮은 야산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선
사시대 유적의 입지조건으로 적당한 지역이다. 인근지역에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44) 화성리(花城里) 대막골 석기(石器)출토지
서천읍 소재지에서 문산방면으로 611번 지방도를 따라 3㎞쯤 가면 공동체 비전고
등학교가 나온다. 태월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지금은 공동체 비전고등학교가 설립되
었는데, 학교에서 좌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약 2㎞쯤 가면 대막골 마을이 나온다. 석
기 출토지는 대막골 마을의 뒷산 산사면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 전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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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송 무문토기(無文土器)산포지

면 수 십 년 전 삼사면에서 돌칼과 돌화살촉
을 수습한 기억이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고 지표면에는 잡
풀과 부식토가 퇴적되어 유구의 확인은 할
수 없었다. 다만, 주민의 전언과 인근에 오
석리 발굴조사지역과 지석리 수소마을 고
인돌 유적이 자리하고 있어 이 일대에 선사
유적이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사진 7> 화성리 전경

45) 화성리(花城里) 어은골 석기(石器)출토지
서천읍 소재지에서 문산 방면으로 611번 지방도를 따라 3㎞쯤 가면 공동체 비
전고등학교가 나온다. 학교에서 좌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약 1.9㎞쯤 가면 어은
골 마을이 나오는데, 출토지는 어은골 마을의 뒷산인 표고 142m 내외의 산에서
서주한 능선의 남향사면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전언에 의하면 뒷산에서 마제석검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발견당시 다른 유적
의 흔적은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인근에 오석리 발굴조사지역과 지석리 수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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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유적이 자리하고 있고, 100m내 지역인 대막골에서 같은 석기가 출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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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 일대에 선사유적이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46) 닭뫼 석기(石器)출토지
장항읍내의 폐교된 정의여자중학교에서 북쪽 도로를 따라 1.2㎞ 가량 가면 송
림초등학교가 위치한다. 석기출토지는 학교의 서쪽으로 약 200여m 거리에 있는
닭뫼마을 뒤편의 구릉 남향사면에 위치한다. 석검은 민가가 개축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 하며 현재 송림초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 출토지점은 민가가
들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밭으로 개간되어 유적의 또 다른 흔적을 확인하기는 어
렵다. 닭뫼마을은 옥산리 일대가 간척되기 전까지는 섬이었던 곳으로 선사시대
유적이 자리하기에 적당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47) 신산리(辛山里) 무문토기(無文土器)산포지
서천읍 소재지에서 602번 국도를 따라 동쪽으로 5.2㎞ 정도 가면 기산면 신산
리마을에 이르게 된다. 무문토기편이 산포되어 있는 지역은 신산리 도로변 북쪽

으로 약 0.7㎞ 정도 들어간 곳에 있는 원동마을로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현재
주변지역은 마을회관 건립과 도로포장으로 인하여 상당히 변경되어 있으며 지표
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곳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마을 뒤편 북쪽으로
표고 60m 미만의 낮은 야산이 있는데 남동향사면의 야산 중하단부에 해당한다.
현재 답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유물이나 유적상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유적
의 존재 가능성이 추정된다.

48) 월기리(月岐里) 무문토기(無文土器)산포지
이곳은 월기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월기문화원이 설립되었는데, 이곳부터 마산
면 이사리와 기산면 월기리를 구분하는 도로를 따라가면 우측으로 돈사와 곰밭
골이라는 마을이 확인된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은 돈사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 주변 일대는 낮은 구릉성 산지와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 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돈사의 서쪽 구릉의 하단부에서 무문토기편이 수습되는데 이곳은 완만한 구릉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무문토기 산포지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월
기리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 일대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유적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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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마산면 소재지에서 삼월리 방면으로 약 4㎞ 정도 가면 이사리에 이른다. 출토
지는 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1
㎞ 정도 떨어진 비교적 완만
한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다.
유물이 출토된 곳은 표고 약
150m 야산 사이에 있는 계곡
진 능선의 선상으로 비교적
평탄한 면을 형성하고 있는
데, 현재는 밤나무단지로 개
간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마제석부, 석촉 등으
<사진 8> 이사리 전경

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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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사리( 寺里) 감저울 석기(石器)출토지

이지역에서도 유물이 출토된 곳은 비교적 높은 지형조건에 해당하며 이 유적
의 서쪽으로는 넓은 개활지와 문산에서 시작되는 큰 하천이 금강으로 흘러내려
연결되는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과 함께 선사유적의 존재가 충
분히 고려되며, 또한 이사리 마을에는 고인돌군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유적과의
관련을 암시해준다.

50) 계동리(桂東里) 무문토기(無文土器) 산포지
마서면 서남초등학교에서 동쪽으로 약 1㎞ 가량 가면 도로의 좌측에 계동리 마
을로 들어가는 소로가 나온다. 이 길로 약 200m 들어가면 마을의 끝에 민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민가를 중심으로 하여 무문토기편이 산포하고 있다. 이곳은
남산의 남향사면 골짜기 하단부에 속하며 전방은 개간지인 황새들이다.
민가가 건축되기 전에는 다수의 무문토기 편을 수습할 수 있었으나, 집의 조성
과 매몰 및 지형변화로 인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다만, 이 지역의 지형적 조
건으로 보아 무문토기시대 유적의 입지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1) 새말 무문토기(無文土器) 산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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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읍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6.5㎞ 정도 가면 마서면 한성리 마을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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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확인된 유적은 도로변에 위치한‘송석초등학교’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주
한 능선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해당한다. 이 야산은 표고 40m 내외의 낮은 야산
지대로 현재 경작지로의 개간과 민묘 개장으로 인하여 상당한 지형 변경이 이루
어져 있는 상태이다.
확인된 유적은 부여박물관에서 발굴·조사된 능선의 남동향사면 하단부에 해
당하는 지역으로 현재는 밭으로 대부분 개간되어 있다. 수습된 무문토기편은 주
로 개간된 밭과 경작지의 단면상에서 확인되는데 주로 작은 무문토기편들로 자
세한 기형파악은 불가능하다.
유물 산포지 내에는 무문토기편 외에 격자 타날 된 회백색연질토기편도 부분
적으로 산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문화내용을 갖춘 유적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2) 지원리(支院里) 오얏골 토기산포지
문산면 소재지에서 611번 지방도로를 따라 홍산 방면으로 약 4㎞ 정도 가면 지

원저수지가 있다. 이 유적은 저수지에 이르기 전 도로 우측의 약 110m 야산 서향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의 능선은 작은 협곡을 이루면서 여러 갈래로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으
며 토양은 흰색의 점토성 토양이다. 현재 이곳은 밤나무와 송림으로 펼쳐져 있는
데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무문 토기편이 산재해 있다.
한편 이곳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지원리 고인돌군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선사유적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53) 선도리(船島里) 유물산포지
비인면 소재지에서 선도갯벌체험마을 쪽으로 약 1.5㎞ 정도 소로를 따라 가면
용수마을(선동)에 이르게 된다. 이 용수마을 뒷산이 곤주산(테뫼산)이라고 불리
는데, 산포지는 이 산의 남향사면으로, 선도리 산성내에 해당한다.
이곳은 무문토기편과 삼국초기 타날문토기편이 소량 산재되어있다. 이 산포지
가 위치한 지역은 바다가 인접하고 주변에는 넓은 개활지가 펼쳐져 있어서 유적
이 존재하기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재되어 있는 유물로 보아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생활터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서면 소재지인 신합리에서 동북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에 원두리가 있다. 원
두리 동쪽 도로변에 재뜨미 마을이 있다. 선사유적은 재뜨미 마을의 남평문씨의
종중산과 그 주변의 밭으로 추정된다.
이곳 지형 역시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으로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
물이 수습되는 곳은 현재 밭으로 개간된 비교적 평탄한 지대이다.
수습되는 유물로는 무문토기편이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원삼국기의 격자타
날의 토기편도 보인다. 유물의 출토상황이나 지형조건으로 보아 넓은 면적에 걸
쳐 청동기시대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인류의 생활터전으로 이용되었
던 지역으로 생각된다.

55) 당정리(堂丁里) 유물산포지
서천읍소재지에서 비인방면으로 21번 도로를 따라 5㎞ 정도 가면 좌측에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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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원두리(元頭里) 토기산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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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당정리 전경

리로 들어가는 소로가 나오고, 이 길을 따라 약 200m 정도 들어가면 개명촌마을
이 나온다. 유물산포지는 이 개명촌마을의 밭 일대에 해당한다.
이곳의 지형은 바다에 인접한 표고 62m의 천봉산이 북쪽으로 진주하는 구릉의
360

동향사면으로, 구릉의 앞이 일제시대 때에 간석지로 개간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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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서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편이 다수를 이룬다. 대부분이 모래가 많이 섞
인 붉은 색의 무문토기들인데, 이는 200m 정도에 위치한 당정리 선사유적이 있기
에 나오는 무문토기편임을 고려하면 이곳도 선사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56) 종지리(種芝里) 무문토기(無文土器) 산포지
한산면 소재지에서 613번 지방도로를 따라 약 2㎞ 정도 가면 천왕마을 입구
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다시 약 1㎞ 정도 들어간 마을 서쪽 낮은 구릉의 하단부
에 위치한다.
현재 구릉의 상단부에 민묘가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천왕사지가 자리하
고 있으며 그 아래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전에는 이곳
에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었다고 한다.
유물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지역에서 소수의 무문토기편이 산견되는데, 암
적색의 무문토기로 저부, 기벽편 등이 수습되었다.

57) 대하리(大下里) 유물산포지
화양면 소재지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3㎞ 정도 가면 우측으로 대하
리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1.5㎞쯤 가면 대하리 대하마을
이 나온다. 산포지는 대하마을의 남서쪽 밭 일대에 해당한다.
이 밭 일대에서는 회청색의 경질토기가 무수히 산재되어 있으며 무문기와편도
보이고 있다. 대하리 마을은 옛날에 마을 앞까지 물길이 들어 왔으며, 북쪽에서
남주하는 표고 40m의 구릉이 형성되어있는 곳으로 수습된 유물과 지형적 조건
을 고려하면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8) 완포리(完浦里) 유물산포지
화양면 소재지에서 동쪽 도로를 따라 약 3㎞ 가량 가면 도로 좌측에 완포에서
한곡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가 나온다. 산포지는 고개의 동쪽가장가리에 해당하는
밭 일대에 해당한다.
이 밭에서 청동기 시대의 그물추가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과 구릉의 남쪽 전
방에 금강이 흐르고 있어, 선사시대 유적이 자리할 만한 지형적 입지를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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