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4편 문화유적

1. 백제
1) 남산성(南山城)
서천읍에서 신송리 방향으로 약 800m 정도 가다가, 남산쪽 좌측 도로로
600m쯤 가면 남산리에 이르게 된다. 이 마을 뒷산이 서천읍 남산리와 마서면 봉
남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남산이고, 남산성은 이 산 정상부에 자리한다. 일명
‘영취산성( 鷲山城)’
으로도 불리고 있다.
392

남산성은 표고 147m의 주봉을 중심으로 축성된 산성으로 동으로는 길산천(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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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川)을 따라 발달한 평야지대가 내려다보이고, 서쪽으로는 서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며, 남으로는 금강하구가, 북으로는 판교천(板橋川)과 서천읍내가 내려다보
인다. 또한 동으로는 건지산성(乾芝山城)이, 서로는 한성리산성(漢城里山城)과
장구리산성(長久里山城), 산천리산성(山川里山城)이 보이고, 남으로는 송내리산
성(松內里山城)과 서태산성(西台山城), 중태산성(中台山城), 봉남리산성(烽南里山
城)이 보이며, 북으로는 태월리산성(台
月里山城)이 보인다.
이 성에 대해서는『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에 기록이 보이는
데,‘고읍성 재영취산정 석축주일천오
백사십오척 내유일정 세종시이기지기측
조절 이우금치 기하우유고읍기지(古邑
城 在 鷲山頂 石築周一千五百四十五尺
內有一井 世宗時以其地奇側阻絶 移于今
治 其下又有古邑其址)’
라고 하여 남산

<사진 1> 남산성

이 영취산으로 지칭되었고 세종때까지 고읍성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산성은 본래 토축산성으로 테뫼식으로 쌓여 있던 것을 후에 석축한 것이다.
성은 정상부의 평평한 지형을 따라 동서방향이 긴 타원형으로 축성하였으며, 둘
레가 660m에 이른다. 또한, 성벽은 현재 남아있는 북벽과 남벽의 잔존상태로 보
아 가로×세로가 30~40㎝ 정도 크기의 방형 또는 정방형으로 정제된 자연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내에는 6~7m폭의 회랑도(回 道)가 성 전체에 둘러져 있다. 산정상부에는
망루( 望 )와 같은 성격을 띤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문지와 서문지
가 확인 가능하다. 북쪽 중앙 하단에서는 우물지 1곳이 발견된다.

2) 건지산성(乾芝山城)
서천에서 한산방면으로 12㎞ 정도 가다보면 한산읍내에서 가장 높게 바라다
보이는 건지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건지산성은 바로 이 건지산의 정상부에 축성
되어 있는 테뫼식의 석축산성이다. 이 건지산성이 위치한 곳은 임천의 성흥산성
(聖興山城)과 함께 수륙교통의 요지에 해당된다.
산성은 마안형(馬鞍形)의 산정(山頂)에 테뫼식으로 축성된 테뫼식 산성과 여기
에서 이어지면서 포곡식으로 축성한 포곡식 산성 등 2개로 이루어진 복합식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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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테뫼식의 산성은 산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평면형은 긴 타원형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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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50m, 너비 30m로서 둘레는 350m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산성은 테뫼식
산성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 산성의 북쪽 사면은 험준한 암벽에 임
하였으므로 천연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성벽으로 삼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낮은 토축의 성벽을 구축하였으나 현재는 유실된 부분이 많아서 거의 찾기가 어
려울 정도다. 그러나 산성의 윤곽과 성벽의 통과선은 명확하게 엿볼 수 있었다.
이 포곡식으로 축성된 산성은 둘레가 1300m에 달하는 바, 동북을 향한 골짜기
어귀의 수구에 해당되는 곳에 접근하여, 남쪽으로 약 30m의 거리에 동문지로 추
정되는 곳이 남아 있다. 동문지를 나서면 한산읍내에 이르게 된다. 서문지는 성
벽이 서로 어긋나게 개방되어 후대의 성곽에서 볼 수 있는 옹성(甕城)과 같은 방
어의 기능을 수여할 목적으로 미리 계측된 축성산의 구조였다고 생각된다. 문지
의 너비는 약 4m이다. 서문지에서 서북쪽으로 8m의 거리에 이르러 성벽에 또
하나의 개방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성외에 위치한 영모리 마을에 이르는 통로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근래에 개방되었다 한다.
성내에는 봉서사(鳳棲寺)가 위치하는데, 봉서사로 가는 길은 동문에서 서문으

로 통하는 도로의 중간쯤에서 남쪽으로 비탈
길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 봉서사에서 서쪽
지점에 해당되는 비교적 가파른 북향사면에
약 200평 가량되는 계단형의 평지가 있다.
이곳은 현재 밭으로 사용되는데, 밭고랑 사이
에서 토기편, 기와편과 적지 않은 탄화미가
채집되고 있어 백제시대의 군창지로 알려지
고 있었으나, 얼마 전 부여박물관의 조사에

<사진 2> 건지산성

의해, 이곳은 조선시대의 군창지로 드러났다.
주봉을 차지한 테뫼식 산성과 외곽에 있는 包谷式 산성과의 축조 연대에 대한
선후 관계는, 포곡식 성벽이 테뫼식 산성의 성벽을 끊고 통과하고 있어 주봉에 있
는 테뫼식 산성이 먼저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포곡식 산성의 구조를 붕괴된 단
면으로 관찰한 바로는 전자의 토축과는 달리 내부에 많은 석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종의 토석혼축(土石混築)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높은 능선상을 달리고 있는
부분의 성벽 높이는 1m 내외로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서문지 부근에 내려와서는
견고하게 축조하여 3m를 넘는 높이로 쌓아 올렸으며 성벽의 외형도 뚜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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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물리산성(葛勿里山城)
부여군 옥산면으로부터 서천군 문산면으로 가는 513번 지방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폐교된 지산초등학교를 지나 우측으로 갈물리라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온다. 산성은 갈물리 마을 뒤편의 표고 80m 야산 정상부에 해당한다.
성의 흔적은 갈물리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 30m에 토축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 토축흔적을 고려하여 성의 둘레를 추정하면 200m 정도이다. 이 산성은 북쪽
은 지원리 산성과 남쪽의 풍정리 산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여에서 서천
으로 가는 길이 문산 방면으로 가는 길을 방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산
성의 내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데 연질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4) 둔덕리산성(屯德里山城)
서천읍 소재지에서 611번 도로를 따라 문산 방면으로 3.5㎞ 정도 가면 둔덕1리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산성은 이 마을의 앞쪽에 있는 테뫼산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다. 산성은 표고 80m의 나즈막한 야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데, 삭토에

의한 편축식(片築式)의 형태로 성벽이 축성되어 있다. 따라서 성 전체에 걸쳐
6~10m 정도의 넓은 회랑도가 돌려져 있다. 성은 현재 대부분이 붕괴되어 토성
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석성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즉, 돌로 편축식의 성벽을 쌓
았던 것이 후대에 흙이 흘러내리면서 덮인 것으로 짐작된다. 성의 둘레는 375m
에 이르며, 성내에서는 토기편 약간을 수습할 수 있었다. 1972년에는 이 성의 하
단부에서 백제토기 6점이 수습되어 부여박물관에 신고되기도 하였다.

5) 지원리산성(支院里山城)
서천에서 문산 방향으로 약 15㎞ 정도 가면 지원리에 닿게 되는데, 이 마을의
뒤쪽에 솟아 있는 테뫼산에 축성되어 있는 산성이 지원리산성이다. 성은 표고
135m의 비교적 낮은 야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다. 성의 둘레는 180m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며, 성의 안쪽을 삭토하여 4~5m 너비의 회랑도를 돌렸다. 성의 내부
에는 중앙부에 약간 높은 봉우리가 솟아 있으며, 서쪽의 성벽을 따라서는 약 40m
길이의 예비군 교통 참호가 파여져 있다. 참호를 파기 위해 파헤친 부분을 통해서
당시의 지표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다량의 토기편을 수습할 수 있었다.
성이 축성되어 있는 곳은 서천과 부여의 홍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이곳
을 지나야만 홍산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성을 쌓은 것으로 생각된다.

비인면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우뚝 솟은 월명산은 표고 298.3m로 이 지역에
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성은 이 산 정상부에 테뫼식으로 축성되어 있다.
성에 오르면 사방의 관망이 좋아 서와 남으로는 서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특히 남으로는 멀리 남산까지도 한눈에 조망된다. 뿐만 아니라 북서쪽으로는 관
적곡산성(觀寂谷山城), 불당곡산성(佛堂谷山城)이 건너다보이며, 서쪽으로 성북
리산성(城 里山城), 동남쪽으로 장구리산성(長久里山城)과 선도리산성(船島里
山城), 장포리산성(長浦里山城) 등과도 연결이 된다.@
산성은 남북방향의 타원형을 이루며 테뫼식으로 축성되었는데, 둘레는 250m다.
동벽은 급경사로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축성하였고, 남벽과 서벽, 북벽은 정상에서
15m 정도 내려와 석축하여 회랑부를 조성하였다. 북쪽에서 서쪽으로도 회랑도가
남아 있으나 남쪽면으로 올수록 좁아지고 있어 5~8m 정도만 흔적을 찾아볼 수 있
다. 또한 사용한 석재의 크기가 작고 경사가 심하여, 붕괴속도가 비교적 심하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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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명산성(月明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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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는 삭토하고 외벽만을 석축으로 쌓았으며, 급경사의 내부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성내의 북쪽에는 25m×40m 규모의 넓은 부분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기와편과 토기편이 산재해 있어 건물지로 추정된다.
성의 남쪽 하단에는 우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붕괴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7) 성북리산성(城 里山城)
비인면 소재지에서 大川방향으로 21번 국도를 타고 1㎞ 쯤 가면 삼거리 검문소
에 이른다. 이 검문소에서 서면방향으로 다시 0.8㎞ 정도 가면 우측으로 새터말
로 통하는 소로가 나오는데, 이 소로를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산성이 위치한
새터말 뒷산에 닿게 된다.
산성은 돌과 흙을 섞어서 테뫼식으로 축성하였는데, 서해바다를 정면으로 바라
보면서 산의 정상 남사면에 축조되어 있다. 이 산성에 대해서는『신증동국여지승
람(新增東國輿地勝覽)』비인현 고읍성조(庇仁縣 古邑城條)와『대동지지(大東地
志)』성지(城址)에 기록의 일단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비인에는 고성이 두개가 있
는데 그중 하나는 치소에서 서이리(西二里)에 있으며,“토축 주팔백이십팔척 내유
정금폐(土築 周八百二十八尺 內有井今廢)”
라 하였고, 다른 하나는“서이리 주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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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팔척 정일(西二里 周八百二十八尺 井一)”
이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비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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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쪽에 있는 성은 이 성북리산성 밖에 없고, 거리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기록에
서 말하는 고읍성(古邑城)이란 바로 이 성북리산성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이 산성의 지형 조건을 보면 대체로 북고남저형으로 되어 있으며, 산성의 남벽
에는 남문지로 추정되는 성문의 흔적이 남아 있다. 동벽은 편축식(片築式)으로
축성되었는데, 잡석과 흙을 섞어 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의 대부분이 붕괴
되었으나 성선만은 뚜렷하게 남아 있다.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곳은 이 산성의
최고봉(표고 180m)으로 망루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북벽은 급경사를 이
용하여 폭 6~7m의 회랑도를 조성하였다. 또한 서벽도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삭
토에 의해 성벽을 구축하고 있다. 성내에서는 비인 앞바다와 해안지역이 한눈에
들어오며 산정의 평탄한 지역은 건물지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장포리산성(長浦里山城)
서천에서 비인 방향으로 약 10㎞ 정도 가면 비인면 소재지에 이르기 전에 장포
리 1구로 통하는 길을 따라 1㎞ 정도 가면 장포1리 회관에 이르게 된다. 이 마을

우측에는 해발 200m 정도의 낮은 야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장포리산성은 바로
이 야산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다.
주변지역의 경작과 식수로 인하여 성벽은 대부분이 무너진 상태이지만 이 산
의 남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약 20m 정도 토축의 흔적이 보이고, 주민들 역시
이곳을 성터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성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성은
산 정상부에 돌려져 있는데, 둘레는 약 350m에 이르며,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성벽은 그다지 윤곽이 뚜렷하지 않으나 이곳에서 백제토기 완이 출토되어
현재 부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출토된 백제토기로 보아 성은 백제시대에
축성되어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마을의 지명이 포성대(포성·포성리)이고, 산 정상에서 보면 주변의
내륙뿐만 아니라 해안지역 관측이 용이하여 후대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
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9) 장구리산성(長久里山城)
서천에서 비인방면으로 약 3㎞ 정도 가다가 화산 정류소에서 좌측 능선으로
500m정도 가면 영수암(永守庵)이 나오는데, 이 영수암의 뒤쪽에 있는 산 정상부
에 축조되어 있는 산성이 장구리산성이다.
교천(板橋川)이 장구만으로 유입되는 곳에 형성된 평야지대가 조망된다. 그리고
멀리 한성리산성(漢城里山城)이 눈에 들어오며, 서북쪽으로는 비인의 월명산성
(月明山城)이, 동남쪽으로는 남산성(南山城)이 보인다. 이처럼 사방의 경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구리산성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구리산성은 내부를 삭토하여 회랑도를 구축하고 성벽은 할석을 이용하여 석
축하였는데, 붕괴상태가 심한 편이다. 산성의 둘레는 400여m로 추정되며, 성벽
은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는데, 서쪽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성벽
의 축성에 사용된 석재는 대개 20~30㎝ 크기의 잡석을 이용하였으나 치석 흔적
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의 서남쪽 성벽부분에는 평탄한 넓은 지형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투박한 기와편이 교란된 석재 속에 박혀 있어 건물지로 여겨진다. 또한
성내에는 우물지로 추정되는 큰 구덩이가 있다.
성벽의 내부에서는 기와편과 승석문이 시문된 경질토기편이 수습되며 성의 남
쪽 경작지에서는 연질토기편과 경질토기편이 다수 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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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에 오르면 서쪽으로는 멀리 장구만(長久灣)이 내려다보이고, 남으로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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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천리산성(山川里山城)
서천에서 비인방향으로 가다 우측으로 종천면사무소가 있는데 면사무소쪽으
로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산천리 마을에 이르게 된다. 산성은 이 마을 배산인 희
리산 정상부를 포함하여 표고 264m의 서남쪽 능선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에 의하면“고읍성일재금치동이십육리
토축주회백삼십칠척내유일정(古邑城一在今治東二十 里土築周回百三十七尺內
有一井)”이라 기록하고 있어 산천리 산성과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토축산성이라
는 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산성은 주봉인 표고 329.3m의 능선이 남쪽으로 뻗어 내린 다음 우뚝 솟은 준
봉에 구축되어 있는데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 역시 가파른 상태이
다. 북쪽은 완만한 능선이 서쪽으로 뻗어 있으며 서쪽은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성의 정상에서 본 주변 환경은 전면이 넓게 형성된 평야지이며 넓
고 긴 계곡이 서해바다로 연결되는 곳이다.
산성은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축성하였는데 북쪽 성벽을 제외하고는 붕괴상태
가 심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성선의 확인이 어렵다. 동쪽은 경사가 심하여 천연적
인 성벽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능선을 따라 구축하였는데 내외벽을 모두 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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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쌓은 내탁식이고 성 내쪽으로는 내호가 있다. 서쪽과 남쪽은 5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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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에 자연지형에 따라 성벽을 구축하였다. 축성된 성벽의 길이는 약 668m이
며 동쪽 경사면을 포함한 성의 둘레는 약 798m이다.
산성의 정상에는 넓은 평탄면이 이루어져 있는데 망루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문지는 남서쪽의 남향사면 말단의 완만한 구릉상에 능선마다 백제시
대의 횡혈식석실분이 분포되어 있어 산성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11) 한성리산성(漢城里山城)
해안선에 인접한 이 산성은 표고 63m의 야산 구릉에 테뫼식으로 돌려진 토축
산성(土築山城)으로 성벽은 삭토에 의해 구축하였다. 성의 형태는 동서를 장축으
로 한 타원형의 형태이며, 둘레는 320m다. 해안과 가까운 지점에 성이 축조되어
있는 관계로 서해와 금강하구의 관측이 용이하며, 동남으로는 남산성(南山城)과
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이다. 산성의 내부는 지형이 평평하고 면적이 넓은 편으
로 성내 곳곳에서는 삼국시대 것으로 보이는 격자문과 무문의 경질토기편을 수
습할 수 있었다.

(12) 만덕리산성(萬德里山城)
판교면 소재지에서 서천읍을 향해 4번 국도를 타고 1㎞쯤 내려오다 보면 만동
교(萬洞橋)를 만나게 되는데, 이 만동교의 왼쪽에 길과 인접해서 솟아 있는 테뫼
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산성이 만덕리산성이다.
성은 둘레가 300m에 불과하나 성벽의 흔적은 전역에 걸쳐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현재 성은 정상부를 삭토하여 만든 편축식(片築式)의 형태로 남아 있는
데, 토성처럼 보이지만 실은 석축하고 그 위에 흙이 덮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로 서벽쪽 일부에 성벽이 붕괴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석축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내에서는 조선시대의 기와편과 자기편만이 수습되었다.

2. 조선시대
1) 마량진성(馬梁鎭城)
서천에서 비인을 경유하여 동백정 방향으로 약 28㎞ 정도 가면 서천 화력발전
소에 이른다. 이 발전소 동편 마을이 바로 마량진(馬梁鎭)이 위치했던 곳이다. 마
량진은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관할하던 진으로 본래는 1510년(중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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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남표현(藍浦縣, 지금의 보령군 웅천면) 광암(廣岩)에 둘레 1,371척, 높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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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으로 쌓은 석성이다.
1655년(효종 6년) 이상진( 尙眞)이 순무(巡撫)차 이곳에 왔다가 지세를 살펴보
고 선박의 내왕이 불편하다하여 비인현으로 옮기게 되었다.『대동지지(大東地志)』
비인진보조(庇仁鎭堡條)에 보면‘효종육년 자남포광암이설간지이구진불편어장강
고야(孝宗 年 自藍浦廣岩移設干止以舊鎭不 於藏舡故也)’
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호서읍지(湖西邑志)』마량진조에 의하면 진성(鎭城)내에는
객사(客舍)·아사(衙舍)·내아(內衙)·진무청(鎭撫廳)·창고(倉庫)·사령청(使令廳)
등의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첨사(使令廳)밑에 군관 15인, 아전 25인, 통
인 15인, 군뇌(軍牢) 2인이 있고 전선이 1척, 방어선 1척, 복물선(卜物船) 1척, 사후
선(伺候船) 3척이 있어 규모가 꽤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마량진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민가가 밀집되어 있어 정확한 면적이나 건물지 또한 알 수 없
다. 다만 僉使가 살았다고 하여 첨사터라고 부르는 곳에 수령이 오래된 정자나무 2
그루가 있고 주변에서 조선시대의 기와편과 자기편을 수습할 수 있을 뿐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옛날에 한 첨사가 범치에게 쏘였는데, 어찌나 아프던지 자신
의 소실 하나를 줄 테니 제발 아픈 것을 낫게 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 첨사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준다.

2) 서천읍성(舒川邑城)
서천읍성은 오석산(烏石山)과 영취산( 鷲山) 사이의 서천읍내 중심에 자리하
고 있다. 서천읍성은 포곡식으로 축성되어 있었는데, 서천군청과 초등학교, 민가
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성벽은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이 성은 조선 초에 왜군의
침입이 잦은 이유로 연해지역에 읍성을 축성하여 고을과 야인을 보호하기 위하
여 성을 쌓는 과정에서 축성되었다.@
서천읍성에 대하여『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 地理志)』권 149 서천군조(舒川郡
條)에는“읍석성재운은산하 주회일백육십보사척 험조 내유정일 동하불갈 유군창
(邑石城在雲銀山下 周回一百 十步四尺 險阻 內有井一 冬夏不竭 有軍倉)”
이라 하
였는데,『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 地理志)』
에 보이는 기록은 현재의 서천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읍성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 대해서는『신증동국여지승
람(增東國輿地勝覽』서천군 읍성조(舒川郡 邑城條) 및 고적조(古蹟條)에“읍성 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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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오백이십오척 고십척 내유오천이지(邑城 周三千五百二十五尺 高十尺 內有五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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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池)”
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고읍성 재령취산정 석축주 일천오백사십오척 내유
일정 세종시이기지기 측조절 이우금치 기하우유고읍기지(古邑城 在靈鷲山頂 石築
周 一千五百四十五尺 內有一井 世宗時以其地奇 側阻絶 移于今治 其下又有古邑基
地)”
라 하여 세종 때에 영취산에서 현재의 위치로 옮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
서 현재의 서천읍성의 축성 시기는 일단 세종연간(1418~1450)임을 알 수 있다.
세종 때 완성된 읍성은 문종 때 수축하게 되었고, 성종대에 들어서서 서천읍성
은 다시 확장하였다. 이때의 규모는 앞에서 든『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
勝覽)』
서천군 고읍조(舒川郡 古邑條)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3,525尺에 이르고
있다. 성종대에 확장된 읍성은『대동지지(大東地誌)』충청도 서천읍성지조(忠淸
道 舒川邑城地條)에“읍성 주삼천오백이십오척 천오지이치성이십칠동남이문(邑
城 周三千五百二十五尺 泉五池二雉城二十七東南二門)”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별
변화 없이 조선 후기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 후기까지 서천읍성
은 둘레 3,525척 높이 10척, 샘 5개와 못 2개, 그리고 치성이 27개와 동문과 남
문 등 2개의 성문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여지도서(輿地圖書)』공해조에는“객관십이간, 동헌오간, 아사구간, 락

민당 삼간, 향청 오간, 군사 삼간, 관청 오간, 작청, 사간, 서기 팔간, 사창좌기청
삼간, 군관청 삼간 이상개재성내(客館十二間, 東軒五間, 衙舍九間,

民堂 三間,

鄕廳 五間, 郡司 三間, 官廳 五間, 作廳, 四間, 書器 八間, 司倉坐起廳 三間, 軍官
廳 三間 以上皆在城內)”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건물이 오늘날의 군 청
사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읍성은 동서 장축의 타원형이며, 둘레는 1,190m다. 읍성은 지형을
이용하여 북고남저형으로 축성하였는데, 완만한 지형을 따라 동벽과 서벽이 북
벽에서 내려오다가 남벽은 평지로 통과하고 있다. 현재 성벽과 문지 등은 서천군
청과 민가로 인하여 훼손된 상태이다. 이전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남벽은 3~4단
의 석축이 2~3m의 높이로 남아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벽은 토루상으로 잔존하
고, 가장 높은 능선의 정상부에 축조된 북벽도 역시 토루상으로 남아 있다. 동벽
과 북벽이 만나는 곳은 성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곳에 오르면 주변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가장 높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능선으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는 치성(雉城)이 축조되어 있다. 나머지 성벽에 대해서는 훼손되
어 알아볼 수 없었다.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적대는『문종실록文宗實 』
에 14개소가 있는 것
전에는 동서남북 등 사방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여지도서』
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내에는 많은 건물지가 있을 것이나 현
재는 학교와 관청, 민가 등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원형을 잃고 있다.

3) 장암진성(長岩鎭城)
장항읍 소재지에서 장항공단 쪽으로 3.5㎞ 정도 가면 LG장항공장이 보이는
데, 서천도 장암진(長岩津)은 정문에서 우측으로 보이는 전망산과 후망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장암진성은 조선시대 읍성 쌓는 기법인 잔돌끼움 쌓기로 되어 있고 위로 올라
갈수록 작은 돌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준다. 해발 90.6m의 능선 남단 서쪽부분이
바다를 향하게 하고 주변에서 돌을 채석하여 쌓은 것이 넓이 5만여평, 길이
500m정도이고, 약 100m바로 앞에 LG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장항시
가지가 보인다. 구장항제련소 착공 당시 성의 일부가 훼손되었다고 한다. 전체적
으로 성이 많이 붕괴되었고 복원된 성으로 성의 흔적을 확인될 뿐이다. 성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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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성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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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은 도로에서는 관찰이 가능하며 약 2m 높이로 석축 되어 있다. 남서벽은 혼축
의 흔적이 보이며, 상태가 양호한 동벽은 장대석을 일렬로 배열하여 기단석으로
삼고 그 위에 섬돌을 올려놓았다.
성내에는 조선시대의 기와편과 자기편이 산재해 있고 융희( 熙) 4년(1910년,
庚戌) 2월 25일 미시(未時)의 상량문이 있는 건물지 1동과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
이 공터로 남아 있다.

4) 한산읍성(韓山邑城)
서천에서 한산 방면으로 12㎞ 정도 가면 한산면 소재지에 이르는데, 이곳을 둘
러싸고 있는 성이 1914년 부군 통폐합령 이전까지 한산군의 행정적·군사적 중
심지 역할을 하던 한산읍성이다. 성은 건지산(乾芝山)에서 동쪽으로 뻗은 산록의
구릉 말단부에 동쪽을 향하여 축성한 평지성이다.@
한산읍성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17 한산군 성곽조(韓山
郡 城郭條)에“읍성 석축 주사천칠십척 고십일척 내유일거사정(城 石築 周四千七
十尺 高十一尺 內有一渠四井)”
이라 하여, 석축으로 축성되어 있으며, 둘레가
4,070척, 높이 11척이고, 성내에 도랑 1개소와 우물 4개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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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에는“군성 석축 주사천칠십척 내유일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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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조공희왕시축(郡城 石築 周四千七十尺 內有一渠 四井 本朝恭僖王時築)”
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공희왕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축성시기도 확실히 알 수 없다.
또한『여지도서』한산군 성지조 (韓山郡 城池條)에는“읍성@ 주회이포천척계지칠
십척 고십일척 옹성오처 곡성일처 동요덕루삼간 서수항루삼간 북백승루삼간(邑
城@ 周回以布泉尺計之七十尺 高十一尺 甕城五處 曲城一處 東耀德 三間 西修
三間

百勝 三間)”
이라고 기록되어 옹성(甕城)이 5개소, 곡성(曲城)이 1개처

있으며, 동문에는 요덕루(耀德 )가, 서문에는 수항루(修

)가, 그리고 북문에

는 백승루(百勝 )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존하는 읍성의 크기는 1,820m이며, 평면형은 서벽이 동벽보다 긴 사다리꼴
형태이다. 성벽은 서벽과 북벽은 석축으로 되어 있고, 남벽은 토축으로 되어 있
으며, 동벽은 혼축성이다. 남벽의 중앙부에 서천~한산간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서 성벽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성벽이 형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다.@
남벽은 길이가 약 500m 정도에 이르는데, 서반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루
상으로 남아 있다. 석축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곳에서 보면 성벽은 40㎝×60㎝

정도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성하고 있으며, 돌과 돌 사이는 쐐기돌로 채우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나머지 구간도 원래는 석성으로 축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벽은 전체 길이가 550m에 달하는데, 남반부 200m 정도
는 전답으로 경작되고 있는 반면에 북반부는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서벽
의 북반부에서는 성벽의 기단부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벽은 기단을 20~30㎝ 밖으로 돌출시키고 있다.
북벽은 470m 정도에 이르는데, 서단부 100m 정도를 제외하고는 민가와 도로
로 인하여 심하게 파괴되어 있는 실정이다.
동벽은 길이 300m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현리 243번지 일대에서 민가의 담
장으로 20m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이 크게 훼손되어 성
벽의 통과지점만을 간신히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편 남서쪽의 가장 높은 곳에 석렬 외부로부터 10m 정도 떨어져 단이 남아
있는데, 길이 100m, 폭 6~7m이며, 깊이 1.5m의 고랑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위치나 형태로 보아 해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벽과 북벽이 만나는 장소는 이 읍성 중에 가장 높은 지역으로 건지산성과 통
하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약 6m×
4m 크기에 높이 2m 가량의 치성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한산교회 후록 정자나무
지도서』공해조(公解條)에는“객사, 동헌 십오간, 대청 육간, 서헌 육간, 중대문구
간, 외대문육간, 소중문 이간, 내위 이십이문, 행랑 팔간, 도재헌 십이간, 매화당
칠간(客舍, 東軒 十五間, 大廳

間, 西軒

間, 中大門九間, 外大門 間, 小中門
二間, 內衛 二十二門,

八間, 道

齋軒 十二間, 梅花堂 七間)”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충청도읍지(忠淸道
邑誌)』한산조에 의하면 객사, 내위,
목애헌, 매화당(客舍, 內衛, 牧愛軒,
梅花堂) 등이 성내에 있었으며,
1929년 발행『서천군지』권지 5에는
우연당, 객사중수기, 아주객사중수
기, 우연정중수기 연정기(友 堂, 客
舍重修記, 我州客舍重修記, 友 亭
<사진 3> 한산읍성 성벽

重修記

亭記)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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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곳에서도 높이가 6m이고 주위가 4m×5m인 치성이 확인된다. 또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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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인읍성(庇仁邑城)
서천읍에서 대천방향으로 21번 국도를 타고 약 12㎞쯤 가면 비인면소재지에
이르는데, 이곳은 조선 초부터 비인현의 치소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비인읍성
이 위치하고 있다. 비인을 관통하는 21번 국도는 비인읍성을 남북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의 읍성내에는 비인초등학교와 민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읍성은 성 주
위가 약 1500m로 북벽일부와 동벽의 잔존상태가 좋으며, 그 외에는 거의가 훼손
된 상태이다. 현재 성벽의 윤곽은 500m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동벽과 북벽은
기단석(基壇石)으로부터 4~5단까지 남아 있고 비인초등학교 뒤 동벽은 거의 완
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북벽과 서벽은 수풀이 우거져 확인이 불가능하다.
남벽은 약 210m 가량 되지만 현재는 50m 가량만이 뚜렷이 남아있을 뿐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남벽 밑에 폭 7~8m, 깊이 1m 가량의 해자가 20m가량 뚜렷이 남
아 있다. 또한, 서벽과 남벽이 만나는 곳에는 치성으로 추정되는 성이 남아있다.
비인읍성 내부의 건물지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다. 한편, 비인읍성과 관련
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비인읍성은 한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세종 원년(1418) 5월의 기록에 의하면, 왜선(倭船) 50척이 비인현의 도
두음곶(都豆音 )에 들어와 병선(兵船)을 불사르고 비인현성(庇仁縣城)을 포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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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격하다가 퇴각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의 비인읍성(庇仁邑城)은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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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城 里)에 있던 고읍성(古邑城)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세종실록지리지』
비인현조에 보면“읍석성 주회일천구백삼십삼척팔촌 선덕 오년 축우청화역동 잉
사현치(邑石城 周回一千九百三十三尺八寸 宣德 五年 築于靑化驛東 仍徙縣治)”
라
하고, 역시 같은『세종실록』12년 9월조 기사에서 비인읍성(庇仁邑城)이 평지성
(平地城)으로 좋지 않아 보령현성(保 縣城)과 함께 10월에 쌓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왜적의 해안 침략과 읍성의 위치가 불안하자
새롭게 지금의 위치로 이동, 새로운 성을 축성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위
치는 원래 죽사동(竹寺洞)이었다고 하는데, 죽사동은 고읍성(古邑城)과 불과 1리
라고 하여 현재의 성내리가 당시 죽사동으로 불려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비인읍성 근처에 대나무가 많은 곳은 성내리 관청부락이며, 이 부락부근인 비인
읍성 서벽 근처에는 대나무숲이 우거져 있다.

6) 칠지리(漆枝里) 봉수대
서천군 소재지에서 대천방향으로 약 13㎞ 가면 비인면 성내리 삼거리 검문소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서면 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약 1.7㎞ 정도 가면 칠지마을
에 이른다. 봉수대는 이 마을 뒷산인 표고 111m의 야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봉수대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우나 마을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이 정상부에 성처럼 3단으로 돌이 둘러쌓여 있으며, 기와편도 많
이 산재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전언을 고려하면 이곳은 서해안의 방비를 위한 봉
수대로 판단된다.

3. 시대미상
1) 태월리산성(台月里山城)
서천군청에서 611번 지방도를 따라 문산방면으로 약 2㎞쯤 가다 보면 왼편으
로 표고 70m의 나즈막한 산이 위치하고 있다. 산성은 이 곳 정상부에 테뫼식으
로 축성되어 있다. 현재는 잡목이 우거져 있고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 성벽의
모습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주위에서 돌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순수한 토성으로 믿어진다. 성은 정상부 보다 약간 낮은 곳을 삭토하여
10~15m의 회랑도를 구축하고 있는데, 퇴락이 심한 편이다. 특히 서쪽은 성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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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선마저 찾아보기가 힘들다. 다만 동쪽과 남쪽 등지에서 성벽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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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외고는 약 5m 안팎이며, 둘레는 약 300m에 이른다. 門址는 뚜렷한 흔적
을 찾을 수 없었는데, 남쪽에 성벽이 절단된 부분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성내의
산 정상부는 평탄대지로 되어 있어 성내의 면적이 넓은 편이며, 이곳에 현재는
수기의 민묘가 자리잡고 있다.

2) 서태산성(西台山城)
장항읍 소재지에서 옥산 방면으로 약 3㎞ 정도 가면 옥북리 분절 마을에 닿게 되
는데, 이 마을의 뒤쪽에 솟아 있는 테살뫼산에 축성되어 있는 산성이 서태산성이다.
이 산성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성에 오르면 주변지역을 쉽게 조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산성·한성리산성과 더불어 서해안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요지에 해당된다. 성벽은 현재 통과선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이며,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 또한 별다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격자문의 경질토기편을 몇 점을 수습할 수 있었다.

3) 중태산성(中台山城)
서천에서 장항 방향으로 약 5㎞ 정도 가면 흥덕리에 닿게 되는데, 이 테뫼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산성이 중태산성이다. 산성은 표고 101m의 산 정상부에
삭토에 의해 테뫼식으로 축성되었는데, 성벽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지만 회랑도
와 산정상부의 평탄대지 만큼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의 둘레는 350m에 이르며,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동서로 긴 장방형의 형태
를 하고 있다. 성에 오르면 동남쪽으로는 송내리산성, 서쪽으로는 서태산성, 서
북쪽으로는 남산성과 쉽게 연결이 되며, 남쪽으로는 금강하구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인 요충으로 인하여 이곳에 성이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성내에서는 격자문이 시문된 경질토기편을 수습할 수 있었다.

4) 봉남리산성(烽南里山城)
이 산성은 표고 47m의 낮은 구릉 위에 축조된 산성으로 성벽은 삭토에 의해
축성되었다. 성의 북쪽으로는 남산성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서태산성이 있
으며, 동남으로는 중태산성이 있어 세 산성이 에워싸듯이 서로 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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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서는『신증동국여지승람』
에“고읍성 재영취산정 주일천오백사십오척
내유일정 세종시 이기지기측조절 이우금치 기하우유고읍기지(古邑城 在 鷲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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頂 周一千五百四十五尺 內有一井 世宗時 以基地奇側阻絶 移于今治 其下又有古
邑基地)”
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봉남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
만 이 지역의 옛 읍터가 아니었나 추정된다.
성은 토루의 대부분이 붕괴되어 그 통과선 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우나 둘레
420m가 확인된다. 성벽은 서벽과 북벽에서만 일부가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보
면 성내에는 5~6m의 내호로 보이는 통로가 돌려져 있던 것 같으나 현재는 밭으
로 경작되고 있다. 여기에서 토기편과 와편을 다수 수습할 수 있었다.

5) 송내리산성(松內里山城)
마서면 송내리와 장항읍 성주동 사이에 솟아 있는 표고 99.9m의 왕갯산(안개
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테뫼식의 토축산성(土築山城)이다.
성벽은 대부분이 붕괴되어 서벽과 북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원형을 파
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산의 정상부가 평탄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성벽의 둘레를 계산할 경우 성의 둘레는 270m에 이른다. 성벽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성의 안쪽은 잡목이 우거져 있어서 조사가 어려운 편이었는데,
다행히 격자문과 무문의 경질토기편 수 점을 수습할 수 있었다.
성에 오르면 장항읍내와 금강하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축성된 산성으로 생각된다.

6) 영모리산성(永慕里山城)
서천읍 소재지에서 602번 도로를 따라 양화방면으로 8㎞쯤 가면 좌측으로 영
모리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1㎞ 정도 가면 영모리 냄배마
을에 이르는데, 영모리산성은 이 마을의 뒷산에 자리하고 있다.
성은 건지산의 남부에서 완만하게 뻗어 내린 능선을 따라 형성된 해발 150m
의 산정을 중심으로 테뫼식으로 축성되었는데, 능선의 서남사면을 이용하여 후
에 내쌓기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중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은 정상부를
중심으로 삭토하여 회랑도를 조성하였는데, 성 전체에 걸쳐 6~7m의 회랑도가
돌아가고 있다.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문지가 있는데, 북문지와 남문지가
확인된다.
2차 산성은 북문지에서 약간 밖으로 해서 산의 능선을 따라 삭토 및 보축(補
築)하여 축성하였는데, 북쪽에는 건물지로 보이는 평탄면이 남아 있다.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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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와편과 토기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2차 산성은 계곡을 에워싸게 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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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곡식(包谷式)의 산성이며, 서벽에는 서문지가 남아 있다.@
특이한 이중성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기를 달리하여 두 번에 걸
쳐 축성된 산성으로 생각된다.

7) 월성산성(月城山城)
한산면 소재지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임천 방면으로 4㎞ 정도 가면 나교리 여
사지마을에 이른다. 여사지 마을에서 서쪽편으로 표고 138m의 월성산이 보이는
데 산성은 이 산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산의 정상부에 봉화대가 있으며, 토담이 형성되
어 있다고 한다. 월성산의 정상부는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산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월성산의 8부능선에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정상부에
는 평탄면에 석재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마을주민의 전언과 같이 봉수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8) 벽오리산성(碧梧里山城)
마산면 소재지에서 홍산 방향으로 약 2.5㎞ 정도를 가면 벽오리 벽오마을에 이
르게 된다. 이 마을 뒤쪽에는 표고 180m의 월명산이 솟아 있는데, 벽오리산성은
바로 이 월명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다.
성에 오르면 남쪽으로 건지산성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부여군의 시루산이 연
결되며, 서쪽으로는 풍정리산성과 마주보이고 있다. 성은 전체적인 평면형태가
남북으로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과는 달리 협축식으로 축성되어 있
어 주목된다. 성의 둘레는 300m에 불과하여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주변
지역의 성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주목되는 산성이라고 생각된다.

9) 풍정리산성(豊亭里山城)
문산면 소재지에서 동남쪽으로 난 지방도로를 따라 가면 후암리 풍정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 마을의 앞쪽에 표고 95.3m의 나즈막한 야산이 솟아 있는데, 이
산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 산성이 풍정리산성이다.
성에 오르면 봉선지와 그 주변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북쪽으로는 지
원리산성, 동쪽으로는 월명산성과도 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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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태성리산성(台城里山城)
시초면 소재지에서 봉선리 방면인 동쪽 도로를 따라 2㎞ 정도 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우측방향인 남쪽으로 1.5㎞ 정도를 가면 태성리 수왕마을이 나온다.
산성은 수왕마을의 뒷산인 표고 101m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 옛날 장군들이 경마를 했던 경마장이 있다
고 하고, 봉수대가 있다고도 한다. 산성은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그 흔적을 찾
아보기 어려우나 성의 정상부에 석재가 있으며, 8부 능선상에는 삭평된 토축의
흔적이 남아 있는 테뫼식 산성이다. 성선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대략 200m
정도로 추정된다. 유물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11) 저산리산성(苧山里山城)
판교면 소재지에서 부여로 통하는 4번 국도를 타고 약 1㎞쯤 북상하면 길 왼쪽
으로 저산리마을이 보인다. 저산리산성은 이 마을의 뒤쪽에 솟아 있는 표고
120m의 낮은 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테뫼식의 토축산성이다. 이 산성에 대

해서는 문헌기록에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산의 정상부를 삭토하여 10m
정도의 폭으로 전체에 걸쳐 회랑도를 돌리고 있다. 성벽은 남벽과 북벽에서 흔적
이 뚜렷이 확인되었으며, 동벽은 대부분이 붕괴되어 지형적으로만 성의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서벽은 붕괴가 더욱 심해 성벽의 통과선 조차 뚜렷하게 찾
아지지 않는다. 성의 전체 둘레는 385m였으며, 정상부에는 동서 40m 정도의 크
기로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건물지로 추정되나 기와편·토
기편 등은 수습할 수 없었다.

12) 관적곡산성(觀寂谷山城)
비인면 소재지에서 북측으로 난 율리 방향 소로를 따라 1.5㎞ 정도 가면 관적사
(觀寂寺)에 이르는데, 이 절을 에워싸고 있는 성이 관적곡산성(觀寂谷山城)이다.
성은 표고 260m인 월명산(月明山) 북쪽 사면 봉우리에 좌우 골짜기를 둘러서 축
조하였다. 따라서 남으로는 불당곡산성(佛堂谷山城), 동으로는 월명산성(月明山
城)에 에워싸이고 험한 산이 주변을 가로막고 있어서 방어에 매우 유리하다.@
성벽의 축조방법은 내탁식(內托式)으로 주변에서 채석하여 능선을 따라 축조
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내호(內壕)가 남아 있다. 기단석은 30㎝×70㎝의 석재
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의 성체에는 20㎝×30㎝ 정도의 할석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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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둘레는 약 1,500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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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모는 서천군내에서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된다. 성내에는 건물지로 추정
되는 평탄한 지역이 있고, 우물도 1개가 확인된다.
성벽은 둘레가 520m에 이르며,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다. 특히 서벽과
남벽이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남벽의 경우에는 너비 약 10m 정도 되는 회랑도가
돌아가고 있다. 동벽도 북쪽 부분은 원형을 약간 잃고 있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성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벽 역시 일부에서나마 토루의 흔적을 완연히 남기고
있다. 성내에서는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과 기와편을 찾아볼 수 있었다.@

13) 선도리산성(船島里山城)
비인면 소재지에서 비인해수욕장 쪽으로 약 1.5㎞ 정도 소로를 따라 가면 용수
마을(선동)에 이르게 된다. 이 용수마을 뒷산이 곤주산(테뫼산)이라고 불리는데,
선도리 산성은 이 곤주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다.
이 선도리산성은 거의 평지에 가까운 표고 30m의 구릉 위에 축조되어 있는데,

축성 연대가 명확하지 않다. 성은 둘레가 280m 정도이며, 내부의 지형은 평평한
편이다. 현재 산성의 윤곽은 농지로 개간되어 뚜렷하지 않으나 서쪽의 성벽만은
멀리에서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변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 고대 산성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 예부터 지금의 용수마을 부근에 많은
배가 드나들던 포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삼국시대 이후에 축성된 것
이 아닌가 한다. 성의 내부에서는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이 산재되어있다. 이로
써 볼 때 성이 축성되어 있는 주변지역은 이미 청동기시대부터 선사인들의 생활
무대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 불당곡산성·덕명동산성(佛堂谷山城·德明洞山城)
비인면 소재지에서 비인중학교 우측과 군부대 좌측 계곡을 감싸고 있는 불당
곡(佛堂谷)을 중심으로 축성된 포곡식산성이다.
이 산성이 위치한 산은 표고 140m의 높이를 이루며, 마치 삼태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남으로는 서해와 비인일대가, 서쪽으로는 성북리산성, 서남으로 선도
리산성, 동으로는 월명산성, 북으로는 관적곡산성(觀寂谷山城)의 내부가 들여다
보여 사면 경계에 용이하다. 산성은 전체적으로 둘레가 1300m에 이르며, 북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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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한 부분 490m를 제외하고는 토축의 형태로 남아 있어 성선 확인이 어려운

제2절 분포현황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윤곽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축성 방법은 석축열이 남아 있는 북벽의 경우 70㎝×40㎝ 크기의 석재를 기단
석으로 하여 그 위에 보다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안정감 있게 축조하였다. 성벽
의 너비는 5m, 높이는 1.5m 정도이며, 성벽의 기단부에서 안으로 1.5m 정도는
뒤채움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벽 안의 토석(土石)을 걷어 올려 내탁(內托)하였기
때문에 성 안에는 내호(內壕)가 만들어져 있다.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지점은 월
명산과 통하는 소로가 나 있고 여기서부터 동벽이 남쪽 능선을 이용하여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서벽 역시 성선이 확인되나 붕괴로 인하여 분명치 않다. 서남
쪽 계곡을 중심으로 하여 문지와 수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민가가
있는 곳은 건물지가 있었던 곳으로 여겨진다. 성내에서는 격자문과 승석문이 시
문된 경질토기편, 기와편 등이 산재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