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4편 문화유적

1. 향 교
1) 한산향교(韓山鄕校)
● 소재지 : 한산면 지현리 389
● 시대 : 조선 태종대, 1669년(현종 10) 이건
한산 소재지의 서쪽 교촌 마을에 위치한다. 한산향교의 창건연대는 확실치 않으
나 우리나라 향교의 건립역사를 유추할 때 고려후기가 아닐까 한다. 한산향교『유
림록』
에 의하면 충렬왕때 창건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로서
다. 태종실록의 8년(1408) 12월 12일의 기사에 의하면 사헌부 대사헌 맹사성(孟思
誠)을 장(杖) 1백 대를 때려 한주(韓州) 향교(鄕校)의 재복(齋僕)으로 정배(定配)하였
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여 적어도 1408년 이전에 한산향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향교가 처음 세워진 곳에 대해서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동산리 유산(由山)
에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행기둥’
이라고 하여 향교동의 와전으로 보며, 중수기
에 교남(嶠南)에서 1669년(현종 10)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교남은 현재의 유산리 일원, 성실중학교 부근으로 추정된다.
그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한산향교 대성전은 완전히 소실되었고, 1599년 9월
한산군수 권황(權滉)이 충청감영에 첩정을 올려‘성묘의 축조와 위판(位版)을 예
문에 의해 조성하고 향축(香祝)을 내려보내 달라’
하자 충청감사가 치계하여 조치
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대성전이 정면 3간, 측면 3간으로 높은 축대 위에 있으며, 담장
으로 둘려져 있고, 동서의 양무도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내삼문을 나오면 아래
쪽에 명륜당이 정면 5칸, 측면 3칸, 명륜당 동쪽으로는 전교당과 서쪽으로 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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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연대가 확인되지는 않고, 당시의 향교의 처음 위치에 대해서도 자세하지는 않

은 위치에 고직사가 있다. 외삼문
과 홍살문, 하마비는 남아 있다.
향교의 현재건물은 1850년대
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그뒤 부분적인 중수가
있었고 1976년의 중수가 가장 최
근의 대대적인 중수인 것으로 밝
혀진다.( 鳳珪 記) 이같은 향교
변천과정은 명륜당 내부에 걸려
<사진 1> 한산향교

있는 여러 개의 현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향교에 소장된 주요한

현판은‘교궁중수기(校宮重修記, 1851년, 철종 2)’
,‘교궁중수기(校宮重修記,
1850년, 철종 1)’
,‘향교구폐입의(鄕校救弊
(文廟重修記, 임진)’
,‘동무중수기(東

議, 1887년, 고종 24)’
‘문묘중수기

重修記, 1945년)’
가 있다.

2) 서천향교(舒川鄕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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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서천읍 군사리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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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조선 태종대
서천향교는 서천군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서천
향교의 연혁에 대해서는『서천향교지(舒川鄕校誌)』
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성덕왕
15년(756)에 서림으로 개창당시 설립읍지가 현재 문산면 신농리 1구(와촌(瓦村)
에 있었고, 향교는 문산면 문장리 1구(옛 禾里)에 있었다 하고, 고려시대에는 고
을의 읍치가 서천읍 남산리에 있었을 때 향교는 마서면 계동리 1구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추론은 아니고, 단지 읍의 연혁과 지명
유래와 연계된 것이어서 불명확하다.
향교의 제도 확립과정을 고려하면, 현재의 서천 향교는 그 연원을 조선초 전국
적인 향교 설치에 맞추어 보는 것이 명확하다. 조선시대에 들어 유학이 장려되면
서 고려시대의 향교체제를 재정비하는데, 그것은 태종 때(1407년, 태종 7)였다.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현재의 위치에 향교가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후 여러 차례의 중수와 보수기록만을 알 수 있다. 현재에 남아 있
는 향교의 규모는 한말 고종대에 대대적인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명륜당에 걸려 있는 현판들을 통하여 대강을 밝힐 수가 있다.

즉 명륜당(明倫堂)은 1873년(고종
10) 군수 이회창( 會昌) 때에 중수되
었고, 1918년에는 동무와 담장, 1924
년에는 대성전이 수즙[金商俊]되고,
1931년의 중수[羅錫璣], 1938년의 중
수기(重修記), [군수

楨基], 그리고

1950년의 중수[丘在聲]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향교의 건물은 대성전이 정면
<사진 2> 서천향교

6칸의 팔작지붕형이고 대성전과 명륜
당 사이에 동무와 서무가 정면 3칸 측

면 1칸의 동무와 서무가 있다. 동재와 서재는 각각 정면 4칸 측면 1칸이며, 대성
전은 축대를 쌓고 명륜당과 동·서무보다 높게 지어져 있다. 명륜당 앞에는 외삼
문이 있고 그 앞에는 홍살문이 있다. 하마비는 마을 노변에 있던 것을 홍살문 동
편 바로 옆으로 옮겨둔 상태이다.

3) 비인향교(庇仁鄕校)
● 시대 : 조선 태종대
비인향교는 비인중학교 뒤편에 위치하는데, 비인향교의 건치연혁도 그 연원은
조선초 전국적인 향교 설치에 맞추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
유학이 장려되면서 고려시대의 향교체제를 재정비하는데, 그것은 태종 때(1407
년, 태종 7)였고, 비인향교도 이때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맞배지붕의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축대를 쌓아 평지보다 높게 지었
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팔작지붕이다. 동서재와 동서무는 없다. 대
성전과 명륜당 사이에 내삼문이 있다. 명륜당 앞에는 외삼문이 있고 약 100미터
앞에 홍살문과 입구 도로변에 하마비가 있다. 하마비에는‘하마비(下馬碑)’
라는
글자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
한편 명륜당에는 많은 현판들이 걸려 있는데, 이중 내용이 주목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향교(출연)기(鄕校(出捐)記, 1899년) : 임헌수(任憲壽)·조재형(趙載
亨), 향교(보폐)기(鄕校(補弊)記), 1902년) : 이태년( 泰年, 군수 윤종(尹淙)), 문
묘중수기(文廟重修記, 1922년) : 이치권( 治權), 성전중수기(殿重修記, 19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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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비인면 성내리4구 169번지 교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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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성( 敏聖,군수 이덕
상( 悳相)), 문묘중수기(文
廟重修記, 1938년) : 안용
선(安 善), 향교중수기(鄕
校重修記, 1938년)@ 군수
이정기( 楨基 記, 1952년)
: 신응순(申應淳), 교궁향사
답매납기(校宮享祀畓買納
記, 1962년) : 강신원(姜信
源), 교궁수즙기(校宮修葺
記, 1962년) : 이종원( 鍾
元), 성전수선급교토환완기
(聖殿修繕及校土還完記,
1966년) : 강신원(姜信

<사진 3> 비인향교

源)·신주순(申周淳)
비인향교 소장의 고문서로는 선생안과 유생안, 동몽안이 6종 13책, 노비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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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2책, 절목류가 5종 6책, 총 12종 21책이 보존되어 있다. 고문서의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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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서재선생안(西齋先生案, 1책, 徐宗碩 외, 1891년), 현학선생록(縣學先生 , 2
책, 金永 외, 년대미상), 비인현유안(庇仁縣儒案, 2책, 임진년 정해년), 비인현
동몽유안(庇仁縣 童蒙儒案, (西儒 抄案)) (김재기(金載基) 외, 경인년), 비인군 서
유초안(庇仁郡 西儒抄案,3책, 정유년, 무술년, 계유년), 비인군 서유정안(庇仁郡
西儒正案, 4책@ 을미년 무술년 경인년 계묘년), 향교전답노비안(鄕校田畓奴婢
案,1책, 년대 미상), 향교노비전답안(鄕校奴婢田畓案, 1책, 1744년~1800년), 검
성향교적구폐( 劒城鄕校績救弊, 1책, 1857년 趙箕顯 序), 유영환 식(兪英煥 識),
신명휴기(申命休記), 1858년 조왕하 발(趙旺夏 跋)), 비인향교중설흥학계절목
(庇仁鄕校重設興學契節目, 1책, 1886년 안도제 서(安道濟 序), 조면호 발(趙冕鎬
跋), 유치권 명(兪致權 銘)), 향교절목(鄕校節目, 1책, 1926년 신기모 기(申箕模
記), 이혁준 발( 赫準 跋), 명륜당중수시 소입기(明倫堂重修時 所入記)), 흥학계
절목(興學契節目, 1책, 1855년, 정운달 서(鄭雲達 序), 신태권(申泰權)·김리연
(金履淵)·김길환 발(金吉煥 跋)), 교중각항거행절목(校中各項擧 節目, 2책, 무
술년, 경오년)

2. 서원·사우 및 영당·재실
1) 문헌서원(文獻書院·孝靖祠)
● 소재지 : 기산면 영모리
● 시대 : 1594년
영모리 입구에서 길을 따라 2.2㎞ 정도 가면 문헌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문헌
서원은 이 지역을 본관지로 하는 한산이씨 명조 선현 6위를 제향하는 곳으로,
1594년 창건되었는데 처음 이름은‘효정사(孝靖祠)’
였고, 1611년에‘문헌(文獻)’
이라 사액 받았다. 제향인물은 이곡( 穀), 이색( 穡), 이종학( 種學), 이종덕(
種德), 이개( 塏), 이자(

)이다.

문헌서원의 최초 창건연대는 기록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단지 이성중( 誠
中, 1539~1593)이 한산 군수로 부임하여 기린산 기슭의 목은 묘소아래에 묘우를
짓고‘효정사(孝靖祠)’
라는 편액을 걸어, 가정과 목은 양선생을 제향하였다는 기
록을 보아 실제적인 창건시기는 이성중이 재임하던 1580년대 초반이었다고 보여
지나, 기록상 창건년대는 1594년(선조 27)으로 전해진다. 이 효정사는 그 후 정유
왜란으로 소진되어 겨우 사우만이 남아 있었는데, 1610년(광해군 2)에 관찰사 정
엽(鄭曄)과 정언(正言) 이경탁( 慶倬, 명곡 이산보의 아들) 등이 이를 애석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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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건을 계획하여 이듬해에 동재, 다음해에 강당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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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서원의 재건과 때를 같이하여 1611년(광해군 3)에는‘문헌’
으로 사액을
받게 되는데 당시 이경함, 이덕형, 이경준, 이경전, 이현영, 이경탁, 이임 등의 협
조와 지원이 컸었고, 이때에
이종학(
(

種 學 )과 이 자

) 2위를 추배하여 모두

4위를 제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서원 재건
은 목은 이색의 문묘배향 논
의와도 때를 같이하고 있었
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우
암 송시열은 목은의 행적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역
설하면서 이 서원의 운영에
<사진 4> 문헌서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

로 알려진다. 문헌서원지에 의하면 창건후 원장으로 송준길, 윤증, 남구만, 권변
등이 기록되고 있으며, 우암 송시열은 문헌서원이라는 액호를, 진수당(강당)·존
양재(동재)·석양재(서재) 글씨는 동춘 송준길이 썼다고 한다. 1713년(숙종 39)에
는 백옥헌 이개( 塏)를 마저 추배하여 모두 5현이 제향되었다.
문헌서원은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1871년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되었
고, 1891년에 옛 터에 단을 두고 제향하였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난 1967~8년에 종
족들에 의하여 중건이 발론되고 후손들의 합력으로 영모리 동쪽의 현재위치로
1969년에 이건하게 되었다. 이 해에 현암 이종덕을 추배하여 현재의 제향인물은 가
정(稼亭) 이곡( 穀), 목은(牧隱) 이색( 穡), 현암(玄巖) 이종덕( 種德), 인재( 齋)
이종학( 種學), 백옥헌(白玉軒) 이개( 塏), 은애(陰崖) 이자(

) 등 6현이다.

서원 건물로는 크게 2개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강당과 서재가 배치된
‘강학공간’
이고, 다른 하나는 강학공간뒤 한단높은 구릉을 대지로 조성하여 사당
을 배치한 묘당공간이다. 배치좌향은 진좌술향( 座戌向)인데 이는 흔치않은 서
북향이다. 전면에 9개의 계단이 있는 외삼문을 들어서면 중정이 있고 중정을 앞
에 두고 강당과 서재가 배치되어 있다. 강당은 전면을 향하고, 서재는 강당앞에
서 직각방향으로 배치된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또 하나의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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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당이 그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외삼문에서 사당에 이르는 일직선 상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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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축을 형성하고, 외삼문, 강당, 내삼문, 사당이 좌우대칭이고, 다만 강당 앞에는
동재없이 서재만 있어 배치에 있어서 비대칭이다.‘전학후묘’
식 배치이다.

2) 건암서원(建巖書院) 지(址)
● 소재지 : 문산면 지원리(명곡마을)
● 시대 : 1662년(1709년)@
문산면 지원리 좌수뫼 남쪽 서원말에
그 터만이 남아 있다. 건암서원은 1662
년(현종 3) 창건하여 명곡(鳴谷) 이산보
( 山甫, 1539~1594)와 의병장 중봉(重
峰) 조헌(趙憲, 1544~1592)을 제향했었
다. 그러다가 1709년(숙종 35)에 명곡으
로 이건하면서 광해조의 문신 풍옥헌(風
玉軒) 조수륜(趙守倫, 1555~1612)과 인
조반정 공신 창강(滄江) 조속(趙涑,

<사진 5> 건암서원 지

1596~1668)을 추배하였다. 이 추배 과정은 이해에 덕촌(德村) 양득중( 得中)이
지어 열읍에 보낸 '추향명곡서원통문(追享鳴谷書院通文)'에 나타나 있다. 1733년
(영조 9)에‘건암(建巖)’
으로 사액을 받았다.
건암서원은 현재 터만이 남아 있을 뿐이며, 이들 제향인중 풍옥헌(風玉軒)@ 조
수륜(趙守倫)만이 기산면 화산리의 화산사에 제향된다. 최근에는 풍옥헌 전면에
건암서원 4선생의 기적비가 세워졌다.

3) 율리사( 里祠, 옛 世德祠)
● 소재지 : 비인면 율리 193번지
● 시대 : 1851년
율리사는 율리[밤골]마을의 중앙에 있다. 율리사는 신숭겸(申崇謙)을 주벽으로
하여 신현(申賢), 신혼(申琿), 신연(申演), 신기(申淇), 신철(申澈), 신오(申澳) 등
평산 신씨 7위(位)를 배향한 사우로, 원래는 문중사우로서 1851년에 세덕사(世德
祠)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던 것이었다. 당시는 신숭겸, 신철, 신오 등 3위를 제
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00년(고종 광무 4)에 향중 유림의 공론으로 현재와
같은 사우로 발전되었다.
이 사우와 관련된 평산신씨가 비인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려말선초의

475

혼란기에 신룡(申龍)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룡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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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에 반대하여 두문동에 들어갔던 신기(申淇)의 아들로 그후 신철과 신오의 후
손들이 함께 옮겨와 살게 되면서 그 문족들이 번창하게 되었다. 율리사의 발전과
정은 우선 1850년(철종 1)에 비
인 사림들의 연명상언을 통하여
평산신씨들이 이듬해인 1851년
2월 시조 신숭겸을 주벽으로 하
여 온수감공파의 중시조 신철,
신오의 위패를 봉안하면서 세덕
사(世德祠)라 칭하게 된다. 당시
의 문중 주도인물로는 석구(錫
九), 석정(錫禎), 영하(永河)가
주력하였으며, 매산 홍직필이
봉안문과 축문을, 송래희는 행
<사진 6> 율리사

장과 서문을 찬했다. 그러나 이

세덕사는 1871년 대원군의 서원훼철 때에 다른 서원, 사우와 마찬가지로 훼철되
었다. 이후 후손들은 1892년 설단하여 향사하다가 1900년(고종 광무 8) 향중의
공론을 일으켜 위의 3위 외에 신혼, 신연, 비인파 중시조인 신기 등을 추배하는 율
리사( 里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어 1918년에는 사우를 중건하고 1920년 신현(申賢)을 마저 추배하여 모두 7
위를 제향하게 되었다.
건물배치는 사우인 율리사가 내삼문과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정면 3칸 측면 1
칸의 방풍벽 맞배지붕이며 안에는 신숭겸을 주벽으로 모두 7위의 위패와 신숭겸
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강당은 1967년 중수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
작지붕이다. 강당옆에는 1929년 건립된 율리세덕사유허비( 里世德祠遺墟碑趙秉悳撰, 申陽 書)가 건립되어 있다. [높이 136㎝, 폭 49㎝, 두께 18㎝] 외삼문
은 충절문으로 불려진다.
율리사는 1988년 8월 30일 충청남도 도지정 문화재 자료 303호로 지정받았고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받아 외삼문, 강당을 고치고 사우를 단청하였다.

4) 화산서원(華山書院, 華山影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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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기산면 화산리

제2절 분포현황

● 시대 : 18세기
기산면 소재지에서 부여방면으로 약 300m정도 가면 좌측으로 문학골로 들어가
는 소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600m정도 가면 길 우측에 화산사가 자리하고 있다.
화산사는 옛 서천 향현사의 전통을 이은 사우이다. 원래 서천 향현사는 안동
권씨 권변(權

)과 권성(權

)을

제향했던 사우로서 사림과 문인들
에 의하여 화양면 구동리 월광산
아래 백록동에 건립되어 향현사로
불렸던 것이었다. 아마도 이 유적
이 서원등록에 보이는 권성 영당
이 아닌가 보여진다. 어쨋든 이 사
우에는 권변과 권성의 영정을 봉
안해 왔었다고 하는데, 1868년 대
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되자
종가에 옮겼다가, 현재의 기산면

<사진 7> 화산서원

화산리에 영당을 짓고 이곳에 영정을 봉안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에 화산사로
개칭 복설하면서, 원래의 2위 이외에 습재(習齋) 권벽(權擘)을 주벽으로 하여 과
거 건암서원에 제향됐던 풍옥헌(風玉軒) 조수륜(趙守倫,)과 석주(石洲) 권필
(權

), 또 한산 문헌서원에 제향 되었던 과묵당(果默堂) 홍미(洪 ), 지족당(知

足堂) 권양(權讓)을 포함, 모두 7위의 인물들을 제향하는데 2005년 성균관으로부
터 인정받아 화산서원으로 승격 발전시켰다. 현재 향현사 옛터에는 축대와 초석
일부가 지표상에 남아 있을 뿐이다.
권성의 영정은 1993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25호로 지정받았다.

5) 옥산사(玉山祠)
● 소재지 : 마서면 옥산리
● 시대 : 1927년
옥산리 마을 입구 우측에 옥산사(玉山祠)가 있다. 옥산사는 파평윤씨 5효자의
한 사람인 영규의 아들인 환성(喚惺) 윤광의(尹珖儀, 1826~1904)를 제향하는 사
우로 1927년 후손 윤형(尹瀅)과 백낙준(白樂準), 신백균(申百均) 등의 발의로 창
건된 사우이다.
옥산사는 마서면 옥산리 망골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우에는 파평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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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이 배출한 5효자 중의 한사람인 영규의 아들 환성 윤광의(1826~1904)를 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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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사우의 창건은 1927년으로 후손 윤형과 백낙준, 신백균 등의 발의와
서천 유림들의 찬성으로 창건되었다. 환성 윤광의는 서천 옥산리에서 태어나 조병
덕(趙秉德)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송병선, 최익현 등과 교유하면서 국란을 함께 걱
정하였고, 죽헌(竹軒) 신태진(申泰
鎭)과 각별한 관계를 지녔다.『사
례촬요(四禮撮要)』등 10여 권의
저서가 있다. 옥산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건물로 문과 담장으
로 구획되어 있다. 옥산사의 재실
은‘영모재(永慕齋)’
라 현판되어
있다. 관련유적으로는 효자 효자
파평윤공기적비(孝子坡平尹公紀
蹟碑와 파평윤씨 오효자 기적비
<사진 8> 옥산사

(坡平尹氏 五孝子 記蹟碑)가 있다.

6) 옥남사(玉南祠)
● 소재지 : 마서면 옥산리 발동
● 시대 : 현대
옥산리 발동마을에 옥남사(玉南祠)가 있
다. 옥남사는 두남(斗南) 나광현(羅光賢)을
모신 사우이다. 나광현은 나주를 본관으로
하고 벼슬은 가선대부(嘉善大夫) 고려상장군
(高麗上將軍)에 증직되었다. 옥남사는 근래
다시 개축하여 영정과 나광현 신도비를 다시

<사진 9> 옥남사 사우

세웠다. 영정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된
건물과 서재 등의 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사우 앞에는 나광현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7) 청덕사(淸德祠)
● 소재지 : 문산면 지원리
● 시대 : 19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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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덕사는 문산면 지원리 명곡에 있는데, 백결재(白潔齋) 구종직(丘從直,
1404~1477)이 죽은 뒤 441년만인 1917년에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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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宋道淳)이 지은『창덕사기』
(1918년)에도 1917년에 창건이 논의되었음을 밝히
고 있다. 제향된 구종직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해이다. 1444년 문과에
급제한 뒤 헌납을 역임하다가 계유정난에 원종공신 3등에 훈록되었고, 역리강론
으로 세조의 인정을 받아 첨지 중추부사에 발탁되기도 하였다. 벼슬은 좌찬성에
이르렀다. 사우는 익공계 맞배지붕으로 전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고, 강당 및
재실로 경현재(景賢齋, 정면 6칸 측면 2칸), 그리고 1919년에 김녕한(金寗漢)이
찬한 묘정비(廟庭碑)가 있다.

8) 검산사(劍山祠)
● 소재지 : 비인면 구복리
● 시대 : 1844년 창건
구복리 입구에서 동쪽으로 난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1㎞ 정도 들어가면 종배
[좀비]마을에 이르는데, 이 마을 뒷산 기슭에 검산사(劍山祠)가 위치하고 있다. 검
산사에는 비인출신의 구황(具滉, 1561~1600)을 제향하고 있다.

이곳 비인 구복리에 검산사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은 몇 단계의
변화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구황
이 1607년 증직된 이후 50여 년
후인 1655년(현종 6)에 그의 전적
지였던 함경도 경성 어랑리에 있
는 창열사(彰 祠)에 배향되는 것
이 그 하나이고, 다음으로는 능성
구씨들의 집거지인 이곳에 그를
<사진 10> 검산사

제향할 재실이 만들어지는 단계
가 그 두번째이다. 그런데 이 재

실의 마련은 비인 유림들이 발기하여 통박동에 청절사(淸節祠)를 건립하였다고
하여, 기계유씨들과의 합모에 의한 향현사로서 청절사가 유지되다가 언제인가
분리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
렵다. 아마도 이 청절사를 모태로 하면서 비인지역에서 문중의 기반을 다진 능성
구씨들은 1844년(헌종 10) 마침내 관내 유림들의 공론을 바탕으로 비인 종배동에
독립된 능성구씨들만의 검산사를 창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후 1868년
동편의 현재의 위치에 복설을 시작하여 이듬해 1979년 봄에 준공하게 되었다.
검산사의 건물은 구황의 위패를 봉안한 사우와 삼문, 재실이 있는데 사우는 익
공집으로 전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다. 삼문은‘효충문(效忠門)’
이라 편
액되어 있으며, 사우앞에 검산사비(劍山祠碑, 1979, 田溶或 撰, 金澈顯 書)가 세
워져 있고, 검산사의 바로 아래에는 숭의재(崇義齊)라는 재실이 있다. 관련유적
으로는 이 마을에 구황의 묘소와 신도비 [金福漢 撰]가 있고, 검산사의 유래와 사
적을 알려주는d검산사지e
(劍山祠誌, 1989년 具滋凡 編)가 있다.

9) 청절사(淸節祠)
● 소재지 : 비인면 남당리 통박골
● 시대 : 1710년(숙종 36) 창건
남당리 마을 입구에서 우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1.5㎞ 정도 가면 청절사가 있다.
청절사(淸節祠)는 유기창(兪起昌)을 주벽으로 하여 여림(汝霖), 홍(泓), 황(榥), 계(棨)
등 기계유씨가의 인물을 배향한 사우로써 숙종 36년(1710)에 창건되었다가 고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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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5)에 대원군의 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다가, 1977~8년에 옛터에서 가까운

년(1868)에 훼철되었다. 훼철 후 이 지방
유림들의 공론에 의해 고종 29년(1892)에
설단 제향하다가 1933년 현재의 상태로
중건하였으며 1975년에 개축 하였다.@
기계유씨의 비인 입향은 유기창이 진도
유배에서 풀려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이
곳에 은거하면서부터 비롯되었고 통박골
이라는 명칭 또한 유기창의 어머니인 박
씨가 이곳에 묻히면서 박씨로 통한다라고

<사진 11> 청절사

하여 통박골이라 불려지게 되었다 한다.
처음에는 서호(西湖) 유기창(兪起昌)과 그의 아들 정당(正堂) 여림(汝霖)만을 제
향하다가 1743년(영조 19)에 서호의 증손인 송당(松塘) 홍(泓), 영조 21년(1745)에
6세손 시남(市南) 계(棨)를, 그리고 정조 14년(1790)에 6세손 봉주(鳳洲) 황(榥)을
차례로 배양, 현재는 모두 5위를 모시고 있다. 유적의 현황은 정면 3칸 측면 2칸
의 사우는 맞배지붕으로 내부에는 5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내삼문은 3칸의
솟을대문형태다. 사우의 뒤편에는 1899년 설단했던 5위의 단비가 있다. 재실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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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당으로 사용되는 모청재(慕淸齋)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고, 그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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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36년에 세워진‘후손진무모현의비(後孫鎭戊慕賢義碑)’
가 있다.
2008년 4월 10일에 충청남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399호로 지정되었다.

10) 흥산사(興山祠)
● 소재지 : 종천면 산천리
● 시대 : 현대
산천리 입구에서 700m쯤 가면
산천리 마을회관이 있고 회관에서
북동쪽으로 100m정도 거리에 흥산
사가 위치하고 있다. 흥산사는 김
양언(金 彦)을 제향하고 있다. 김
양언은 선조 16년에 태어난 진주김
씨(晋州金氏)의 중시조이다. 그는
평양출신으로서 광해군 10년에 아
버지가 심하(深河)전투에서 전사하

<사진 12> 흥산사

자 복수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하여 변방수비에 공을 세웠고 인조 2년 이괄의 난
때 척후장으로서 안령싸움에 전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올랐으며 군
기시주부(軍器寺主簿)를 지냈다. 인조 5년 정묘호란때 안주 방위전에서 분전하며
많은 적을 사살하고 전사한 충신이다.
흥산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과 외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1) 목은영당(牧隱影堂)
● 소재지 : 기산면 영모리
● 시대 : 영정 1404년(1755년 개모), 1526년(중종 21) 건립
목은영당은 기산면 영모리 문헌서원내에 자리하고 있다. 목은(牧隱) 이색(
穡, 1328~1396)은 한산인으로 자는 영숙, 호는 목은이며 여말 삼은의 한사람으
로, 영정은 1404년 제자인 양촌(陽村) 권근(權近)에 의하여‘화상찬(畵像讚, 申晩
書)’
이 지어지는 것을 보아 이때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래 영당은 목은 사
후 130년이 되던 1526년(중종 21)에 5대손인 이유청( 惟淸)이 고촌의 옛 서원에
건립하여 영정을 봉안하다가, 1755년(영조 31)에 후손 이수옥( 秀玉)과 화공 변
상벽(卞尙璧)이 구본을 보고 2본을 모사하여 다시 제작, 1본은 서울 수송동 영당
에, 다른 1본은 문헌서원에 봉안하였다. 그러다가 서원 훼철후 영모리에 영당을

12) 충양사(忠襄祠)@
● 소재지 : 서면 주항리
● 시대 : 1938년(경기도 과천에서 이건)
주항리로 가는 소로를 따라 800m 가량 들어가면 마을의 중앙에 충양사가 위
치한다. 본래 충양사는 경기도 과천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사당이 너무 낡고 관리
상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때마침 화재를 당하여 1938년 이곳으로 이건하였다.
충양사에는 청주한씨 중시조 충성공(忠成公) 한명회(韓明澮)와 그의 아들 양호
공(襄胡公) 한보(韓堡), 그리고 6대손 양혜공(養惠公) 한여복(韓汝 ) 등 3위를 모
시고 있다. 특히 한명회(1415~1487)는 자는 자준(子濬), 호는 압구정(狎鷗亭), 사
우당(四友堂)이다. 두 딸이 장순왕후(章順王后, 예종비)와 공혜왕후(恭惠王后, 성
종비)로 상당부원군에 봉해졌는데, 1453년(단종 1)의 계유정난에 수양대군의 심
복 참모로서 큰 공을 세워서 정난공신 1등이 되었고 세조 즉위시 좌익공신 1등이
되었다. 우승지, 좌승지, 도승지를 거쳐 1457년 이조판서가 되어 상당군(上黨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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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하여 봉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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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봉해졌으며 이어 병조판서, 황해, 평안, 함길, 강원 4도의 체찰사를 지냈다.@
그 후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466년 영의정이 되었다. 1468년 세조가 죽자 유교
(遺敎)에 따라 원상(院相)으로서 서정(庶政)을 맡았으며 같은 해 남이(南怡)의 옥
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戴功臣) 1등, 1471년(성종 2)에는 좌리공신(佐理
功臣) 1등에 책록 되었다. 세조는 특히 그를 총애하여“나의 장량(張良)”
이라고까
지 하였다. 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충성(忠成)이다. 1504년(연산군 10)
의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剖棺斬屍) 되었다가 후에 신원되었다.
현재의 건물은 1993년에 중수된 것이다. 건물배치는 사우와 삼문[홍살문]으로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고, 이곳에 청주한씨 선조 3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삼문은‘청익문’
이라 현액되어 있고 홍살문이다.

3. 정 려
1) 효자 박우석 정려비각(孝子 朴宇錫 旌閭碑閣)
● 소재지: 서천읍 구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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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1936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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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리 송동마을의 남서쪽 소로의 서쪽편에 정려가 위치한다.
박우석은 본관이 밀양이고 박흥규(朴興圭)의 아들이다. 그는 항상 남을 돕는
일을 즐겼으며 지독한 흉년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허덕일 때 곡식을 헐어
아사지경이었던 이웃 동리 사람들까지 구원하였었다. 또한 스승 김성재(金聖在)
의 상사때에는 어려운 스승의 집 형편을 참작하고 장례비 전액을 부담하여 상사
를 치루는가 하면 1928년도에는 서천군 신송리 구암리의 어려운 자가 납부하여
야 할 호세(戶稅)를 대납하여 면민들의 칭송을 샀었다. 이러한 이유로 1936년에@
효자비를 세웠다.

2) 효열부 풍천임씨 정려비각(孝 婦 豊川任氏 旌閭碑閣)
● 소재지 : 서천읍 두왕리@@@@@@
● 시대 : 1964년@
두왕 2리 마을의 동쪽 야산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정려의 주인공인 풍천임씨
는 평양조씨 조한주(平壤趙氏 趙漢柱)의 처이다. 덕망과 행실을 겸하여 갖추어
고향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새댁이었다. 그러나 30세 되던 해에 남편이 죽으므로

곧 뒤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그녀는 힘을 다하여 집안을
다스리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그 시부모가 죽었을 때에도 장사에 정성을 다하고
종질로서 양자를 삼아 집안 대를 잊게 하였다고 한다.

3) 열녀 조훈 처 선산김씨, 조진구 처 용궁전씨 정려( 女 趙壎
妻 善山金氏, 趙珍九 妻 宮全氏 旌閭)
● 소재지 : 서천읍 둔덕리
● 시대 : 1904년(고종 광무 8)
둔덕1리 마을의 동쪽 밭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이 정려문은 조훈(趙壎)의 처
선산김씨와 조진구(趙珍九)의 처 용궁전씨의 열행을 기리는 정려로 원래는 둔덕
리 조씨종가의 솟을대문에 명정현판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정려문은 서
천지역에서는 유일한 정려문 형태로 남아 있는 유적이었으나, 1995년 정려를 새
로 건립하면서 현상이 바뀌어졌다.
두 열부는 조손간으로 선산김씨(善山金氏)는 덕성을 갖추고 절도있는 행실이
남보다 뛰어나 남편의 병환이 위독하자 넓적다리를 베어 피를 드리고 겨울에는
뱀으로 몸의 원기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용궁 전씨( 宮 全氏)는 남편이 죽으려
할 때 손가락을 잘라 난도질하여 죽을 끓여 드려 병을 낫게 하였다. 이같은 열행
1995년 신축된 정려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내부에는 좌측에
‘열녀 학생 조훈처 유인 선산김씨지려( 女 學生 趙壎妻 孺人 善山金氏之閭)’
,우
측에는‘열녀 유학 조진구처 용궁전씨지려( 女 幼學 趙珍九妻

宮全氏之閭)’
라

는 명정현판이 걸려 있고, 같은 내용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4) 열녀 나두경 처 김해김씨, 나봉찬 처 경주김씨 정려( 女 羅
斗慶 妻 金海金氏, 羅鳳燦 妻 慶州金氏 旌閭)
● 소재지 : 서천읍 화금리
● 시대 : 1824년(순조 24) 명정(命旌)
화금리 마을회관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려각은 나두경( 斗慶)과 나봉찬
( 鳳燦)의 처였던 광산김씨( 海 氏), 경주김씨(慶州 氏)를 기리는 정려비각으
로 1824년(순조 24)에 세워졌다. 김해김씨는 김해중의 딸로 나주나씨 나두경에
게 시집왔는데 남편이 북관[함경도]에 출정하여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데 어느날 홀연히 남편의 죽음을 현몽하고는 졸도하여 쓰러져 식음을 전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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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은 후손인 조동은(趙東殷)이 지은 정려기(1905년)에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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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만에 작고하였다. 이에 정부인에 증직되고 정문을 세우게 되었다.@@
경주김씨는 김송익의 딸로 나봉찬에게 시집와서 남편이 중풍으로 4년 동안 자
리에 눕자 병간호를 하는데 늙고 미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
기지 않고 손수 병간호함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러나 병세는 악화되어 남편이 작
고하자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는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로써 남편과 같이
안장되었고, 정부인에 증직되어 정려각을 세웠다.@
이 정려는 원래 서천읍 남산에 있었던 것을 옮겨온 것으로 초익공 맞배지붕와
가로 1987년에 폭우로 손실된 것을 1989년에 신축하였다. 건물내부에는 명정현
판이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김해김씨의 현판에는‘열녀 증가선대부 공조참
판 나두경처 증정부인 금해금씨지려( 女 贈嘉善大夫 工曹 判
人

斗慶妻 贈貞夫

海 氏之閭)’
라 새겨 있고, 경주 김씨의 현판에는‘열녀 자헌대부 나봉찬처

정부인 경주김씨지려( 女 資憲大夫

鳳燦妻 貞夫人 慶州金氏之閭)’
라 새겨져

있다. 그리고 내부에는 김해김씨의 비[우측]와 경주김씨의 비[좌측]가 각각 있고,
건물 전면 우측에는 1824년의 중수비가, 좌측에는 1989년의 중수비가 세워져 있
다. 정려각으로 오르는 길을 계단으로 되어 있고 계단 하단부에 홍살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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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부 진주이씨 정려비 및 처사 김용기 사행비(孝婦 晉州 氏
旌閭碑 및 處士 金容琪 事 碑)
● 소재지 : 서천읍 화금리@@@@@
● 시대 : 1956년@
서천읍내에서 북동쪽으로 300m 정도거리에 우측으로 화금리로 향하는 길이
나오고, 이길을 따라 200m 정도를 더 가면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효부 진주이
씨는 김항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는 김해김씨로 일손공의 10대손으로 선비집
안의 후손이었다. 이씨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맞은지 1년도 채 못되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니 이씨는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
느리를 학대하며 매질까지도 서슴치 않았으나 며느리 이씨는 며느리 항상 자기
의 정성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고 불평 없이 꾸준히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기에 온
갖 노력을 기울였다. 지극한 며느리의 효성으로 70세의 장수를 누리고 돌아가심
에 모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부인의
둘째아들 용기 또한 효성이 지극하고 예의 범절이 뛰어났다고 한다.
비각에는‘효부 진주이씨 정려비(孝婦 晉州 氏 旌閭碑)’
라고 쓰여진 비와‘처
사 김용기 사행비(處士 金容琪 事 碑)’
라고 쓰여진 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6) 효자 추만기, 추태기 형제 정려비각(孝子 秋萬基, 秋泰基 兄
弟 旌閭碑閣)
● 소재지 : 장항읍 옥남동 솔리
● 시대 : 1906년(고종 광무 10)
옥남동 솔리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북으로 20여m 떨어진 우측 노변에 정려가 위
치한다. 이 정려는 추계 추씨의 두 효자 만기(萬基)와 태기(泰基) 형제의 효를 기리기
위해 1905(고종 42년, 乙未)에 명정(命旌)을 받아 1906(광무 10)에 건립된 것이다.
만기와 태기 형제는 문헌공(文憲公) 적(適)의 19세손이며 완산 무원군 수경(水
鏡)의 12세손이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효성스러웠으며 형제간의 우애 또한 돈독
하였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앓아 눕자 형은 한산 땅으로 동생은 서천으로 약을
구하러 떠나 구해 드렸으나 차도가 없었다. 그러던중 전라도와 홍주까지 수소문
하여 약을 구해 드려 드디어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가난한 생활에 고기 살 돈이
없어 한겨울에 직접 고기를 잡으러 강과 바다로 들어갔으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모셨다. 그러나 병구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돌아가셔서 형제는 삼년동
안 시묘하면서 정성을 다하였다.@
이웃들도 그 효에 탄복하여 나라에 소문이 퍼져 예원( 院)에서 임금께 알리니
1905년(고종 42년) 형 만기는 중학교교관(中學校敎官)에 태기는 비서감승(秘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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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丞)에 증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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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려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팔작 지붕이며 다포양식이고 시멘트벽으로 둘러싸
여 있다. 정려내에는 명정현판‘효
자 증종구품종사랑중학교교관추만
기지려(孝子 贈從九品從仕 中學
校敎官秋萬基之閭, 1905년 명정,
83×41cm)’
,‘효자 증정삼품통정
대부 비서감승행참봉추태기지려
(孝子 贈正三品通政大夫 秘書監丞
奉秋泰基之閭, 1905년 명정,
87×39cm)’
이 있고, 정려현판과
동일한 내용의 비석이 2기(추만기,
높이 104cm, 폭 37cm, 두께
12cm, 추태기, 높이 92cm, 폭
<사진 13> 효자추만기, 추태기 형제 정려비각

38cm, 두께 11cm) 세워져 있다.

7) 윤말정 효자비(尹末貞 孝子碑)
● 소재지 : 기산면 광암리
● 시대 : 1655년(효종 6)
서천에서 한산으로 가는 602번 지방도를 따라 약 8㎞쯤 가면 황사리에서 광암
으로 넘어가는 쌍암고개에 이른다. 효자비는 구비와 신비 두개가 쌍암고개 좌측
편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정려가 없이 비만이 전하나 기록상으로 보면 1655년
명정이 내려 정문을 세웠으며, 1703년 정려문을 중수할 때 정려각을 세웠던 것이
라 한다. 당시 정려를 세운 후손은 업길(業吉)이었다고 한다.
윤말정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부모께서 머리와 배가 아프시면
그곳을 어루만지며‘내 배와 머리가 아프다’
말을 하면 부모의 병이 나았다 한다.
또한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 붕어가 약이 된다고 하나 장마 뒤라 잡을 수 없게 되
자 울며 하늘에 기도하니 물고기가 저절로 뛰어나와 잡아드려 아버지의 병이 나
았다 한다. 어머니 병환으로 양쪽 손가락을 모두 잘랐으며 노루고기가 먹고 싶다
하시자 산에 올라가서 제를 드리니 노루가 나타났다 한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시
묘살이에 비나 눈이 오면 우산을 갖추어 봉분 위를 가렸다 한다.
그후 이들 유적이 세월이 지나 훼손됨에 이장규, 이정규가 뜻을 세워 이 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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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우려 하자 서천군수 황덕주가 협찬하여 1964년에 비를 세우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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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규모는 폭 37㎝, 높이 108㎝, 두께 15㎝이고, 구비의 규모는 폭 52㎝ 높이
87㎝ 두께 12㎝이며 계미년(癸未年) 간지만이 적혀 있다.

8) 효자 김정구, 효부 김원오처 남평문씨 정려각(孝子 金鼎九,
孝婦 金元五妻 南平文氏 旌閭閣)
● 소재지 : 기산면 광암리 등골
● 시대 : 1888년(고종 25)
광암리 등골 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정려는 효자(孝子) 김정구(金鼎九)와
효부(孝婦) 남평문씨(南平文氏)를 기리기 위하여 1888년(고종 25)에 명정을 받아
세워진 것으로 정면 2칸, 측면 1칸의 이익공 팔작지붕이다.
남평문씨는 김해김씨 김원오(金元五)에게 시집을 왔으나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
후 수십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자식들에게는 바른 의리와 어진 행동을
하도록 가르쳤으며, 그의 행적이 알려져 1888년(고종 25)에 효부 명정과 함께 정부
인(貞夫人)을 증직 받는다. 김정구는 본관이 김해(金海)이며 호(號)는 삼족당(三足

堂)으로, 김원오와 남평문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라면서 항시 부모에게 효
도하여 효자로 명정되고 가선대부 돈령부사(嘉善大夫 敦 府事)를 증직 받았다.
정려의 내부에는 1888년에 내려진 두개의 명정현판,‘효자 증가선대부 동지돈
령부사 김정구지려(孝子 贈嘉善大夫 同知敦 府事

鼎九之閭)’
,‘효부 증가선대

부 호조참판동지의금부사 김원오지처 증정부인 남평문씨지려(孝婦 贈嘉善大夫
戶曹 判同知義禁府事 金元五之妻 贈貞夫人 南平文氏之閭)’
가 걸려 있고, 옆에
는 정려기(1890년, 尹相祖 書)가 있다.

9) 열녀 신화용 정려비각( 女 申和庸 旌閭碑閣)
● 소재지 : 기산면 두남리
● 시대 : 1958년
두남리 길가에 위치하고 있다. 신화용은 1800년 2월 13일 평산신씨 화균의 막
내 딸로 태어났다. 신화용은 19세(1918년)가 되던 해 해산 노용우의 손자와 혼인
하게 되었는데 신랑의 나이 겨우 14세의 소년이었다. 그러나 살기 1년도 채 못된
10달 만에 이름 모를 병에 걸린 남편은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때부터 신씨부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간호를 하고 수십리를 멀다 않고
용한 의원이 있다면 찾아가 약을 지어다 달여 드렸고 밤이면 목욕재계하고 후원
내를 남겨둔 채 15세의 남편은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신씨부인은 낮에는 들과 산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모시 길쌈을 하여 가정을
이끌어 가니 주위의 칭찬이 자자했다. 얼마 후 시부모님도 12살 난 시누이를 남
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신씨부인의 하나 밖에 없는 혈육인 시누이를 시부모와
남편의 몫까지 정을 쏟으니 두 사람 사이는 모든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다정하였
다. 그후 시누이도 나이차 혼인하게 되니 정성껏 마련한 혼수와 푸짐한 잔치로
예식을 치르니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흐르는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한다. 또한 부인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생신과 기일에는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살아서와 똑같이 모셨고 이웃을 초청하여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한 해도 거르는 일
이 없었으며 가난한 이웃의 애경사에도 꼭 도와주었고 흩어져 있는 조상의 묘를
한곳으로 모아 이장하고 석물과 표석을 세우니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해냈
다 하여 부인을 일컬어“장부열녀”
라 불렀다. 신씨부인의 큰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정려를 짓고 효열비를 기산면 두남리 앞에 세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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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을 모아 거르는 일이 없었다 한다. 그러나 결혼 1년만에(1919년) 20세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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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효자 나동윤 정려(孝子 羅東

旌閭)

● 소재지 : 기산면 막동리
● 시대 : 1862년(철종 13)
기산면 우체국에서 북쪽으로 마산방면으로 통하는 포장도로를 따라 2.5㎞ 정
도 가면 막동리 마을이 나온다. 정려는 막동리마을의 좌측 입구쪽에 위치하고 있
다. 이 정려는 금성나씨 나동윤의 효행을 기리는 유적으로 정 측면 각 1칸, 민장
혀 팔작지붕의 정려이다.
나동윤은 부모의 뜻을 봉양함에 입과 몸만 위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를 다한 것
이 아니고 뜻까지 받들어 봉양해야 함을 신조로 어버이 생명을 연장시켰다.
정려내부에는‘효자 학생 나동윤지려(孝子 學生 羅東 之閭)’
라는 명정현판이
걸려 있고, 1863년 홍순형(洪淳馨)이 지은 정려기가 걸려 있다.

11) 효자 윤자학 정려비각(孝子 尹滋鶴 旌閭碑閣)
● 소재지 : 기산면 신산리 외신산마을
● 시대 : 1888년(고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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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려비각은 기산면 동강중학교에서 기산면소재지 방향으로 1㎞ 정도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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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도로 좌측의 신산리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윤자학의 효행을 기리
기 위해 1888년(고종25)에 명정(命旌)을 받아 건립된 것이다.
윤자학(尹滋鶴)은 어려부터 성격이 온화하고 선량하여 부모 섬기기를 극진히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었다 한다. 아버지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환으로 자리
에 눕게 되어 병세가 날로 심해지자 윤자학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3일간 목
숨을 연장케 하고 돌아가시자 온갖 정성으로 3년간 묘소를 보살피었다. 십년 후
홀어머니께서 또한 병석에 누워 병세가 심해지자 이번에는 오른손 손가락을 잘
라 피를 내어 며칠간의 목숨을 더 연장하게 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효심을 알게된 조정에서는 1888년 윤자학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정려를 세워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현재의 유적은 1917년에 중수된 것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이익공 팔작지붕으로 내부에는‘효자 통훈대부 사헌부감찰 윤자
학지려(孝子 通訓大夫 司憲府監察 尹滋鶴之閭, 가로 120㎝, 세로 43㎝)’
라는 명
정현판과‘효자 증사헌부찰 윤자학비(孝子 贈司憲府察 尹滋鶴碑,높이 100㎝, 폭
32㎝, 두께 12㎝)’
가 세워져 있다. 한편 이 정려의 내력을 기록한 중수기(1917년,
尹汝鮮 撰, 書)도 있으며 정려 뒷편에는 윤자학의 묘소가 있다.

12) 효자 성학순 정려(孝子 成學淳 旌閭)
● 소재지 : 기산면 화산리
● 시대 : 1888년(고종 25)
성학순 정려는 기산면 사무소의 서쪽 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효자 성학순
의 행적을 기리는 정려로 정면 측면 각 1칸의 팔작지붕이다.
효자 성학순(成學淳)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효성으로 부모에게 지극한 정성을 보
여 부모 섬김에 한겨울에 잉어와 뱀과 죽순을 구해드리는 효성을 다했다고 한다.
이러한 효행이 알려지자 유림들이 천거하였고, 마침내 1888년 사헌부 감찰의
증직과 효자의 명정이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정려를 건립하지는 못하다가 후손
동원(東源)이 1890년 정려를 건립하였다. 이같은 사실은‘정려기(1905)’
에 상세하
다. 정려 내부에는 명정기와 효자비가 있다. 명정기는 1888년(고종 25)의 명정문
으로‘효자 증통훈대부사헌부감찰 성학순지려(孝子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 成學
淳之閭)’
라 기록되어 있고, 비는‘효자 증통훈대부사헌부감찰 성학순지비효자 (贈
通訓大夫司憲府監察 成學淳之碑, 1890년)’
로 크기는 높이 96㎝, 폭 50㎝이다.

13) 열녀 유한승처 김해김씨 정려( 女

漢承妻 金海金氏 旌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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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기산면 황사리 갓점마을
기산면 소재지에서 한산방향으로 약 1㎞ 정도 가면 우측에 정려가 위치하고 있
다. 강릉유씨인 유한승( 漢承)의 처 김해김씨(金海金氏)는 뛰어난 열행으로
1869년(고종 6)에 명정을 받았으며, 이 정려는 그 같은 열행을 기리기 위하여 건
립한 정려이다. 정려내부에는 김해김씨의 행적을 알리는 비가 세워져 있다. 유한
승의 처 김씨는 어려서 부터 효성스러웠
으며 유씨집안으로 시집와서 가난함에
도 불구하고 시부모를 정성껏 모셨으며
남편이 등창에 걸려 여러 해 앓자, 종기
를 빨아내고, 넓적다리 살을 떼어내어
국을 끓여 4일간의 목숨을 연장시키는
등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다.
정려는 정측면 각 1칸의 이익공 팔작
지붕으로, 정려비의 규모는 높이 85㎝,
<사진 14> 열녀유한승 처 김해김씨 정려

폭 40㎝, 두께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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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1869년(고종 6)

14) 열녀 최천응처 부여서씨 정려비각( 女 崔天應妻 扶餘徐氏
旌閭碑閣)
● 소재지 : 마산면 나궁리
● 시대 : 1748년(영조 24)
나궁리 은전장수고개(일명 고분터고개) 좌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20여m 들어
간 곳에 있다. 마을 우측에는 고분터산이라 불리어지는 경주최씨(慶州崔氏) 선산
이 있는데 이곳에 열녀 부여서씨(扶餘徐氏)의 묘소도 있다.
이 정려는 부여서씨의 열행(

)을 기리는 유적으로 1748년(영조 24)에 건립

된 것인데, 부여서씨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많은 글을 익히지는 못했으나 천성
이 어질고 착하여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님을 섬겼다고 한다. 최천응(崔天應)에게
시집을 와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열( )로써 아내된 도리를 지켜야 한
다는 인생철학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원래 넉넉치 못한 가세에 남편이 몸
져 누워 가산은 말이 아니었다. 병중의 남편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돈
이 없어 고기를 구할 길이 없어 고민 끝에 자기의 허벅지 살을 떼어 먹였다. 부인
의 정성에 남편의 병은 회복되었고 이들 부부의 금술은 유명하여 모두 다 부러워
하였다. 그후 1748년(영조 24)에 남편 최공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은 그 비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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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다 10일 만에 작고하였다. 부인이 죽자 빈소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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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묘사이에 오색영롱한 무지개가 3일간이나 서서 이를 본 사람들은 서씨야말로
하늘이 낸 열녀라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이 같은 서씨부인의 열행이 조정에 알려져 1748년(영조 24)에 숙부인(淑夫人)
의 증직과 열녀의 명정을 내려 은전장수고개 중턱 노변에 정문을 건립하였다. 그
후 2백여 년이 지나 풍우에 퇴
락해져 그 7대손인 종열(鍾 )
등 자손들이 1979년 현재 위치
로 이전 신축하였다. 현재 팔작
지붕으로 된 정려 안에는‘열녀
증통정대부최공천응처숙부인부
여서씨지려( 女 贈通政大夫崔
公天應妻淑夫人扶餘徐氏之閭,
가로 102㎝, 세로39㎝)’
와‘열
녀부여서씨유허비( 女扶餘徐
氏遺墟碑, 높이 116㎝, 폭 42㎝,

<사진 15> 열녀 최천응 처 부여서씨 정려비각

두께 17㎝)’
가 세워져 있다.@ 이전하기 전에 비석이 있었다고 하나 그 자리에 방
치하여 현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15) 열녀 조동신처 김해김씨 정려비각( 女 趙東信妻 金海金氏
旌閭碑閣)
● 소재지 : 마산면 마명리
● 시 대 : 1904년(고종 광무 8)
정려는 마명리 입구에 위치해 있다. 이 정려는 조동신의 처 김해김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904년(고종 광무 8)에 명정하고 그해에 정려각을 건립하였다.
열녀 김해김씨는 김헌우의 무남독녀로 어려서부터 행실이 바르고 웃어른 공경
하는 마음 또한 지극하였다. 혼기가 되어 이웃마을 조동신의 가문으로 출가하여
유복한 가정을 꾸리며 시부모님과 남편을 정성으로 모셔 현모양처로도 손색이
없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앓기 시작했다. 김해김씨는 몸에 좋
다는 약은 모두 써 보았으나 병에는 차도가 없었다.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던 어
느날 이 동네를 지나던 스님이 이집에 드리워진 나쁜 기운을 알아차리고 그 내력
을 김씨로부터 듣고 묘한 특효약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사람의 살을 달
여 먹이는 것이었다. 놀란 김씨는 방 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신음소리에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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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엄청난 고통을 숨긴채 자신의 볼기살을 떼어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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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남편에게 달여 먹이었다.
김씨부인의 갸륵한 정성에 남편의 병세는 좋아졌고 이 소식은 온 동리에 퍼져 관
가에 까지 알게 되었다. 소식을 들은 관아에서는 김씨 부인을 열녀로 선정하고 열
녀문을 세워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
기로 삼아 부인의 효행을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으로 정려 내부에는 현판과 중수기
와 비석이 있다. 명정기의 내용은
‘학생조공동신지처 김해김씨효열
지려(學生趙公東信之妻 金海金氏
孝 之閭)’
이고 같은 내용의 비석
(높이 118㎝ 폭 44㎝ 두께 18㎝)이
<사진 16> 열녀 조동신 처 김해김씨 정려비각

세워져 있다.

16) 효자 서희진 정려(孝子 徐希震
旌閭)
● 소재지 : 시초면 태성리
● 시대 : 1926년@
태성리 주절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서희진은 효도에 정성과 공경을 담았고 우
애가 또한 깊고 정직하고 기개가 있어서 고
향에서 칭송이 높아 비를 세웠다고 한다. 비
의 정면에는‘효자 가선대부돈녕부도정 장성

<사진 17> 효자 서희진 정려

서공희진정(孝子 嘉善大夫敦寧府都正 長城徐公希震旌)’
이라고 쓰여져 있다.

17) 효자 지헌흥 비(孝子 池憲興 碑)
● 소재지 : 마산면 신봉리@@
● 시대 : 1958년
마산면 소재지에서 홍산방면으로 3㎞ 정도 가면 좌측으로 용당마을이 나온다.
용당마을의 소로를 따라 500m정도 들어가면 소로 좌측으로 효자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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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흥은 어버이를 섬김에 자식된 직분으로 효행을 다하고 선조의 제사를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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껏 받들어 가족의 화목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한다. 비의 규모는 길이 120㎝, 너비
80㎝, 폭 25㎝정도로 인근에 충주지씨 선산이 있다.

18) 평해구씨 사효자비각(平海丘氏 四孝子碑閣)
● 소재지 : 마서면 계동리
● 시대 : 1964년
마서면 계동리에 사는 구광유씨는 의식생
활이 어려울 정도로 살림이 어려웠으나 슬하
에 다섯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비록 살림은 빈곤했으나 아들 오형제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했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 또
한 극진하였다. 아버지께서 중년이 넘어 고질
병으로 고생하게 되자 형제가 번갈아 가며 간
병하기 10년, 누구하나 불평없이 극진히 봉

<사진 18> 평해구씨 사효자비각

양하였으나 병세는 악화되어 밤을 넘기기 어렵게 되어 형제는 흐느껴 울다. 새벽
녘에 똑같이 잠에서 깨어 세형제의 입에서 동시에“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먹어
야 산다”는 소리를 냈다 한다. 세형제는 똑 같은 꿈을 꾸었던 것이다. 형제는 논
과 방죽으로 나가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물을 품어 내기 시작했다.@ 한참 물
을 푸다보니 물통 속에 커다란 잉어 한 마리씩이 들어있었다. 집에 돌아와 지성
으로 약탕에 달여 드리니 병세가 호전되어 넉달동안 더 살다 돌아가셨다. 인근에
서는 이들 형제집이 4효자집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조상의 덕
을 기리는 뜻에서 서천읍 삼산리에 4효자비를 세우고 비각을 지었다.

19) 충효열 나주나씨 삼강비(忠孝

州羅氏 三剛碑)

● 소재지 : 마서면 남전리
● 시대 : 1914년
남전리 마을에서 종천방향으로 2㎞ 가면 옥남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우측에 위
치하고 있다.
이 비는 나주나씨 집안의 충신·효자비 2기와 열녀비 1기로 이중 열녀 고령박
씨는 결혼 후 남편이 기이한 병으로 죽자 남편을 따라 목을 매어 죽었다고 한다.
또한 효자 나주나씨인 나상세도 어버이를 섬기기를 남과 달리 지극정성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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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여 3인의 비를 삼강비라고 한다. 현재 비는 1998년에 건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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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효자 이병연비(孝子

秉淵碑)

● 소재지 : 마서면 덕암리
● 시대 : 1860년(철종 11)
덕암리 장터마을 입구의 도로변에 있다. 비 앞면
에는‘효자 증동몽교관 조봉대부 광산이공병연지비
(孝子 贈童蒙敎官 朝奉大夫 光山 公秉淵之碑)’
라는
비문과 이승봉( 承鳳)이 찬(撰)하고 김용환(金容桓)
서(書)한 음기가 있다. 효자 이병연은 3개월 동안 잃
어버린 부친의 시신을 찾아 헤맨 지극한 효자로 유
명하다. 또한 이 옛비 바로 옆에는 1979년 5대손 강
석과 6대손 인섭이 중건한 신비(높이 160㎝, 폭 20
<사진 19> 효자 이병연비

㎝, 두께 39㎝)가 있다.

21) 효자 김제형 정려각(孝子 金濟亨 旌閭閣)
● 소재지 : 마서면 어리
● 시대 : 1883년(고종 20)
마서면 어리 마을의 성모병원 뒤쪽 길가에 위치한다. 이 정려는 김제형(金濟
亨)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83년(고종 20년) 명정을 받아 세워졌다. 정려는 이
익공의 팔작지붕으로 내부에는‘효자 학생 증동몽교관 조봉대부 김제형지려(孝
子 學生 贈童蒙敎官 朝奉大夫 金濟亨之閭)’
라는 명정 현판이 걸려 있다.
김제형의 본관은 광산이며 자는 의백이고, 서천군 마서면 어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순하고 책임감 또한 강했으며 청렴결백한 생활을 신조로
삼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으나 예의범절과 충효를 배워 익혔다. 부친이 병으
로 1년 남짓 자리에 누었을 때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으로 보살폈다. 손가
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고 신효한 약이라면 백방으로 구해다드렸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던중 어느날 꿈에서 신령이 나타나 참게를 구해드리면 나을 것이
라는 말을 하였고 제형은 엄동설한에 방죽을 헤매다 자신의 불효막심함을 자탄
하면서 돌아오는데 방죽가 양지바른
곳에 참게 두마리가 기어오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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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제형은 그 참게를 잡아 고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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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더니 부친의 병도 나았다.
이러한 신이한 이야기가 널리 알
려지자 유림들이 그의 효행을 조정
에 천거하여 1883년 조봉대부 동몽
교관(朝奉大夫 童蒙敎官)에 증직되
고 훈자가 새겨진 보검이 내려졌으
며 효자명정을 받아 마서면 어리에
정려가 세워졌다.

<사진 20> 효자 김제형 정려

22) 파평윤씨 오효자 기적비(坡平尹氏 五孝子 記蹟碑)
● 소재지 : 마서면 옥산리 686-2
● 시대 : 1909년
옥산리 입구 우측에 옥산사(玉山祠)가 있고 그 옆에 오효자기적비(五孝子記蹟
碑)가 있다.

윤하(尹河)의 서천유배로 서천지역에 태반
을 형성한 파평윤씨는 이곳 마을에서 5효자
를 배출하여 유명해 지는데, 오효자기적비는
파평윤씨 가문에서 배출한 오형제 영승(永
承), 영모(永慕), 영거(永擧), 영춘(永春), 영
규(永春)의 효행과 우애를 기리는 비로 1909
년 신응선(申應善)이 찬하고 쓴 것이다.
기적비에 의하면 이들 오형제는 1811년 어
머니가 병이나자 형제들은 손가락을 깨물어
입에 피를 넣어드리고 똥을 맛보는 등으로 지
성을 다하여 간호하였고, 밤마다 어머니의 병
을 대신하고자 하늘에 빌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를 21년 동안을 하루 같이 하였으며,
<사진 21> 파평윤씨 오효자 기적비

183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3년 상
을 예에 의거하여 정성껏 치루어 어버이에 대

한 상례를 다하였다. 부모가 타계하신 뒤 오형제는 한집에서 화목하게 지내 일가
의 가풍을 이루어 주변의 칭송이 자자했다.
천의 유림들은 그들의 효행을 조정에 상언하여 영승, 영모는 동몽교관(童蒙敎官)
으로 영춘, 영규는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로 증직되고 명정이 내려졌다. 그러
나 정려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다만 이같은 효행의 사적이 인멸되는 것을 애석
하게 여긴 영규의 아들 경의(璟儀)가 1909년에 이 기적비를 건립하였다.

23) 충신 장계선 정려(忠臣 張繼先 旌閭)
● 소재지 : 문산면 금복리
● 시대 : 1679년 명정, 1766년 이건
정려는 금복2리 마을의 맞은편에 안터마을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예산장씨
가의 충신 장계선의 정려로 원래 이 정려는 1679년(숙종 5) 명정을 받아 선조의
묘소가 있는 명곡에 건립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그후 100여 년이 지나 퇴락의 위
기에 처하자 현손인 응구가 종친과 상의하여 중수하고, 현감이었던 권헌(權櫶)이
기문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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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효행과 오형제의 행적이 알려지자 1879년과 1885년 두차례에 걸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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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선은 무예에 출중하여 무과에 합격, 부장으로 오랑캐를 막아내고 비장으
로 군사를 거느리고 금나라 장수 응하를 쫓아 보개산에 이르러 적군에게 포위되
었으나 힘써 싸우다가 화살이 떨어지고 칼이 부러져 순절하니, 명나라 황제가 우
리 임금에게 벼슬을 주라고 하여 효종께서 병조참의를 증직하시고 숙종께서 병
부시랑을 증직하시고 1679년 정려를 명했다.
그후 정려가 다시 도괴되자 1766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고, 그후 11년이
지나 1777년 10대손 동식(東植), 윤식(閏植) 등이 이건의 전말을 주영회(朱榮晦)
에게 부탁한 이건기(移建記)가 남아 있다.
정려는 정·측면 1칸의 민장혀 팔작지붕으로 내부에는‘충신 통정대부 병조참
의 행어모장군 용양위좌부장 장계선지려(忠臣 通政大夫 兵曹 議

禦侮將軍

讓衛左部將 張繼先之閭)’
라는 명정현판과,‘정려기(현감 權櫶 記)’
,‘정려이건기
(1777년, 朱榮晦 撰)’
가 있다.

24) 열녀 유병식처 여양진씨 정려( 女

秉植妻

陽陳氏 旌閭)

● 소재지 : 문산면 금복리 놋점굴
● 시대 : 18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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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려는 금복리 놋점굴의 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이 정려는 강릉유씨 감찰 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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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처 여양진씨의 열행을 기리는 정려이다.
여양진씨는 동서지간에 우애롭고 부부간에 공경하고 순종함을 근본으로 하고
남편에게 학문에 힘쓰게 하였는데 남편이 병이 나 위독하자 정화수를 떠놓고 하
늘에 빌어 대신 병앓기를 원했고
시부모 몰래 넙적다리 살을 베어
남편에게 다려 먹이며 회생을 도
모했다.
정려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초익공 팔작지붕으로 내부에는
‘열녀 통훈대부 행사헌부감찰 유
병식처 숙인 여양진씨 정려( 女
通訓大夫
妻 淑人

司憲府監察

秉植

陽陳氏 旌閭)’
라는 명

정현판(1889년)과‘정려기(1889
년 趙 鎬 記)’
가 걸려 있다.

<사진 22> 열녀 유병식처 여양진씨 정려

25) 효자 이조윤·이용명 정려(孝子

祖允· 用命 旌閭)

● 소재지 : 비인면 칠지리
● 시대 : 1889년(고종 26)
비인면 소재지에서 서면 방면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가다 사동마을 입구를 지
나 500m정도 가면 칠지마을에 이른다. 이 마을의 우측에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이 정려는 효자 이조윤(孝子

祖允)과 이용명( 用命)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89년(고종 26)에 명정받아 세운 것이다.
이조윤의 본관은 연안이고 월사 이정구의 후손이다. 부모의 나이가 90살에 이
르러 지병으로 자리에 눕자 온갖 정성으로 간호를 하였다. 그러나 병이 더욱 악
화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10여 일간 목숨을 연장하게하고 부인도 남편의
효심에 감격하여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드려 10여일 간의 목숨을 연장케 하였다.
이러한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1889년(고종 26)에 통정대부 사헌부 감찰(通政大
夫 司憲府 監察)에 추증되고 효자명정을 받았다.
이용명은 같은 가문의 인물로 14세 때 모친이 고질병으로 자리에 눕자 깊은 산
속에서 약초를 구하러 갔는데 효성에 감탄한 산신령에게서 신약을 얻고 호랑이
의 길 인도를 받아 집에 돌아와 모친의 병환을 완쾌시켰다고 전해진다. 이같은
효행을 본 주민들이‘하늘로부터 나온 효자’
라고 추대하여 1889년(고종 26)에 동
정려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민장여 맞배지붕으로 정려 내부에 두 사람의 명정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2009년 현재 정려각 보수가 필요하여 현판은 제자리에
없다. 명정현판의 내용은‘효자 증통훈대부 사헌부감찰 이조윤지려(孝子 贈通訓
大夫 司憲府監察

祖允之閭)’
‘효자 증동몽교관 이용명지려(孝子 贈童蒙敎官

用命之閭)’
이다.

<사진 23> 효자 이조윤·이용명 정려

<사진 24> 명정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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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되고 명정을 받았다.

26) 효자 김용현 정려(孝子 金溶鉉 旌閭)
● 소재지 : 서면 도둔리 요치 마을
● 시대 : 1893년
비인소재지에서 동백정 방향으로 난 지방도로를 따라 약 8.5㎞ 정도 가다가 춘
장대 쪽으로 300m 정도 꺽어 들어가면 도둔리 요치마을에 이르는데 김용현 정
려는 이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다. 원래 이 정려는 1893년 명정(命旌)을 받아 건립
되었던 것을 1943년 1차로 중수하였고 현재의 건물은 1993년 재중수한 것이다.@
김용현(1825~1886)은 본관이 김령(

)으로 김치능(金致能)의 맏아들로 태어났

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겨울철에는 체온으로 이부자리를 덥혀 부친이 편
히 주무시게 하였으며 부친의 병환에 온갖 정성을 다했으나 천식으로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드려 목숨을 연장시켰다. 친상을 당하여서는 전후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여 효행을 실천하였다. 1880년(고종 17)에 무과에 급제하여 수문장
(守門將)을 역임하였는데, 그의 사후 이 지역의 유림들이 그의 효성을 높이 찬양하
여 조정에 상언하니 정려의 명정과
함께‘통정대부 병조참의행선략장군
용양위부사과(通政大夫 兵曹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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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略將軍 攘衛副司果)’
를 증직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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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의 유적은 정면 1칸, 측면 1
칸의 팔작지붕으로 내부에는‘효자
통정대부병조참의 행선략장군용양위
부사과 김용현지려(孝子 通政大夫兵
曹 議

宣略將軍 攘衛副司果 金

溶鉉之閭)’
라는 명정현판(1893년, 가
로 200㎝, 세로 40㎝)과 효행기(孝
記)가 걸려 있다. 김용현의 묘는 서면
주항리 배다리 뒷산 기슭에 있다.

<사진 25> 효자 김용현 정려

27) 효자 이재원, 이재정, 효부 이재정처 청송심씨 정려(孝子
在元, 在貞, 孝 婦 在貞妻 靑松沈氏 旌閭)
● 소재지 : 서면 부사리
● 시대 : 1892년(고종 29)

서면 소재지에서 주항저
수지 쪽으로 부사리 2.5㎞
의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
를 따라 시멘트 포장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부사리 소부
사에 이른다. 정려는 마을
중앙에 위치한다.
정려는 1892년(고종 29)
에 이재원, 이재정 형제와
재정의 처 청송심씨의 효를
<사진 26> 효자 이재원, 이재정, 효부 이재정처 청송심씨 정려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정면 2칸, 측면 1칸에 맞배

지붕으로 원래는 시멘트 담장에 둘러 싸여 있다.
정려에 들어서면 맞은 편 좌측에‘효자 학생이재정지려, 효부 학생이재정처 유
인 청송심씨지려(孝子 學生 在貞之閭, 孝婦 學生 在貞妻 孺人 靑松沈氏之閭,
1891년 명정, 33×144㎝)’
, 우측에‘효자 학생이재원지려(孝子 學生 在元之閭,
1892년 명정, 33×144㎝)’
의 현판이 걸려 있고 그 위에 안도제와 유치권이 1892
學濬 書, 34×167㎝)’
가 있다.
부사리는 경주이씨의 집성촌으로 처음 입향한 시기는 숙종대로 재정, 재원의
9대조되는 이희원( 喜元, 1685~1744)에 의해서였다. 원래 예산 덕산에 살았으
나 어떠한 이유로 서면에 왔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들 이
억( 檍)이 정려를 받았다고 하였다.(그러나 현재 정려는 남아 있지 않다) 경주이
씨의 선산은 부사리 고샘굴에 있으며 재정·재원의 묘도 그곳에 있다.
재원, 재정 형제는 경주이씨로 아버지는 택주, 어머니는 여산송씨이다. 3남 2
녀 중 재원(1802~1875)은 첫째이고, 재정(1812~1888)은 셋째로 둘 다 효성이 지
극하여 부친의 병환에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다. 백약이 무효라 똥을 맛보아
병세를 증험하고 부친이 생선을 먹고 싶다하자 겨울철이라 얻기 어려웠으나 어
느날 바닷가 웅덩이에 숭어 두마리가 있어 잡아 봉양하고 노루고기가 병환에 효
험이 있다고 하자 노루를 얻고자 하나 구하기 어려워 술먹으며 돌아올 때 노루가
뛰어나와 잡아 봉양하니 병환이 나았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 병환에 손가락을 베
어 피를 먹이는 등 정성이 지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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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壬 年)에 기록하고 찬(撰)한‘정려기(旌閭記, 安道濟 撰, 兪致權 記,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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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처 심씨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남편의 뜻에 따랐으며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여 고을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들이 죽은 후 사림들의 공의(公議)로
문서를 작성하여 1891년(고종 28)에 임금의 행차시 격쟁으로 상언하여 그해 3월
24일 재정과 그의 처가 명정을 받았고 그 다음해 (1892년)에 재원이 명정받고 지
금 위치한 자리에 정려가 세워졌다.
그 뒤 1977년에 이르러 정려 주위에 시멘트 담을 세우고 기와에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중수하였으나 건물이 낡고 퇴락하자 1995년 새롭게 중수하였고, 계속해
서 수리·보수하며 관리되고 있다.

28) 효자 김광제 효행비(孝子 金廣濟 孝 碑)
● 소재지 : 종천면 낭평리
● 시대 : 1965년
효행비는 종천면 소재지에서 617번 포장도로를 따라 1㎞ 정도 가면 우측으로
위치하고 있다.
김광제는 지극한 어비이 섬기기에 일념했으며 어버이가 돌아가심에 철차와 제
사를 일절 예법에 따라 지극히 하였다고 한다. 효행비의 규모는 길이150㎝,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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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폭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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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효자 이황 정려(孝子

旌閭)

● 소재지 : 종천면 석촌리
● 시대 : 1847년(헌종 13)
종천면 석촌리 1구 돛배마을에의 동산에 위치한다. 이 정려는 전주이씨 이황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1847년에 명정된 정려이다.@
이황(

)은 효령대군의 후예인 전주이씨로 자를 백원이라 하였고, 아버지가

역모에 연루되자 그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써 관에 진정
하기도 하였고, 부친이 병드시자 똥을 맛보아 병세를 확인하는 등 지성을 다하였
으며, 돌아가신 뒤에는 모든 예의를 갖추어 장례 지내고, 40여 년을 하루같이 몸
을 단정하게 하고 집례하여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한다. 수령과 어사가 효자
로서 포장을 철거하여, 1847년(헌종 13)에 효자의 명정을 받았고, 1859년(철종
10)에는 동몽교관의 증직이 내려졌다.
정면 측면 각 1칸의 팔작지붕의 정려 내부에는‘효자 증동몽교관조봉대부 이
황지려(孝子 贈童蒙敎官朝奉大夫

之閭, 가로 220㎝, 세로 40㎝)’
라는 명정

현판이 걸려 있고, 좌우에는 정려기와 중수기가 걸려 있다. 정려기(가로 117㎝,
세로 30㎝)는 김령한(金寗漢)이 지은 것으로 이황의 효행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중건기(가로 87㎝, 세로 30㎝)는 1930년 후손인 이기석 찬( 起錫 撰)이다. 중건
기에 의하면 정려는 원래 비인의 석촌에 있었다고 하였고, 세월이 오래되어 퇴락
하자 기중(起中), 강운(康雲) 등이 중건을 주동하여 이건하게 되었다고 한다.

30) 효자 정인교 정려(孝子 鄭仁敎 旌閭)
● 소재지 : 판교면 복대리 부소
● 시대 : 1887년(고종 24)
복대리 부소마을 입구에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이 정려는 정인교의 효행을 기
리기 위해 1887년(고종 24)에 명정을 받아 세운 것이다.
정인교(鄭仁敎, 1819~1879)는 온양정씨 은우(殷遇)의 차남으로 보령군 미사면
풍산리(마정동)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심이 지극 하였으며 부
모님 마음을 한번도 거역해 본적이 없다 한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모친이 병
환으로 눕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약 한첩 제대로 구하지 못하여 산에서 갖은 약
초를 구하여 지성으로 간호하였으나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생전
에 못다 이룬 효성을 묘소 앞에서라도 이루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여 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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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눈이 오나 3년동안 묘소를 지키며 살았고 죄 지은 자식이 하늘을 봐서는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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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리가 아니라며 방갓을 쓰고 움막에서 살았다 한다.
이러한 정인교의 효성을 안 1866년 남포 비인 서천·한산·홍산 유림들이 효
행을 천거하여 1874년 동몽교관
의 증직을 받고, 사후인 1887년
집안의 노비가 어가앞에서 격쟁
상언하여 정려의 명이 내렸다. 그
리하여 이듬해인 1888년 정자를
건립하게 되었다. 현재 유적은 복
대리 부소마을에 거주하는 후손들
이 효자문이 도괴될 위험에 직면
하자 현재의 자리에 이건하고, 현
판을 옮겨와 달았다고 한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
<사진 27> 효자 정인교 정려

배지붕으로 정려 내부에는‘효자

증 동몽교관 조봉대부 정인교지려(孝子 贈 童蒙敎官 朝奉大夫 鄭仁敎之閭, 1887
년, 고종 24)라는 명정 현판이 있고, 정면 좌측에는1987년 건립된 정인교의 행적
을 기록한 비가 세워져 있다(盧興

撰, 증손 雄

書).

31) 지계최 충신문(池繼 忠臣門)
● 소재지 : 판교면 후동리
● 시대 : 1881년(고종 18)
판교면 소재지에서 4번 도로를 타고 서천읍 쪽에 있는 후동리에 위치한다. 이
충신문은 이괄의 난의 평정하고 병자호란때 청나라와 맞서 싸운 지계최를 기리
기 위한 것으로 1881년에 세워진 이익공의 팔짝지붕의 건물이다. 정려 정면에는
『충신문』
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내부에는 중앙에‘충신 자헌대부 한성판윤겸 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알성
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 추봉충성군 행 통훈대부 서흥부사 겸 황주진관병마첨절
제사 지계최지려(忠臣 資憲大夫 漢城判尹兼 義禁府事 五衛都總府都總管 謁誠奮
威出氣效力振武功臣 追封忠誠君
使 池繼

通訓大夫 瑞興府使 兼 黃州鎭管兵馬僉節制

之閭, 1881년, 고종 18)’
이라는 명정현판이 있고, 이 정려의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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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는 충성군 사적(忠誠君 事蹟)과 보수기(補修記)가 있다. 충성군사적(忠誠君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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蹟)은 임헌회 찬(任憲晦 撰, 1874년, 고종 11)이고, 정려후기(旌閭後記)는 후손 근
수(近洙)가 1881년(고종 19)에 기록하였다. 중수기는 1977년 14세손 태룡(泰龍)
등이 이룬 4차 중수기록이다. 이 정려의 옆에는 1990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글은 임헌회가 짓고, 14대손 태엽이 썼다.

<사진 28> 지계최 충신문

<사진 29> 지계최 정려 명정현판

32) 열녀 박후진 처 김해김씨 정려( 女 朴厚鎭 妻 金海 氏 旌閭)
● 소재지 : 한산면 나교리
● 시대 : 1894년(고종 31)
나교리 버스 정류소 좌측의 서천군 청소년 수련장(전 월성초등학교) 앞에 김해
김씨( 海 氏)의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이 정려는 박후진의 처인 열녀 김해김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894년(고종
31)에 명정을 받아 현재의 위치에 건립한 것이다. 김해김씨는 17세에 박씨집에
출가하여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다가 시부모가 세상을 뜨자 3년상을 극진히 치루
었다. 또한 남편이 병석에 눕게 되자 온갖 정성을 다해 치료하였다. 그러나 결국
에 남편이 죽자 그 뒤를 따라 자결하려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뜻을 이루
지 못하고 어린아들을 훌륭히 키웠으며 아들이 장성하자 남편이 사망한 같은 달
같은 날에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었다(김씨의 묘는 마산면 벽오리에 있다). 이 같
은 열행에 감탄한 향중의 유림들이 상신하여 조정에서는 1894년에 명정을 받아
정려문을 건립하였다.
정려건물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며, 정려 내부에는 열행의
포장과정을 보여주는 당시의 추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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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조의 입안문을 비석으로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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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놓고 있다. 비석에 새겨진 천장
의 내용은 한산현감에게 올려진 향교
제회유생(鄕校齊會儒生)의 상서(上
書,1893년)와 1894년 3월 예조( 曹)
에서 정려포장을 증빙하는 입안문(
案文)이다. 정려 우측으로는 남편인
<사진 30> 열녀 박후진 처 김해김씨 정려

33) 효자 유재환 정려문(孝子

박후진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載煥 旌閭門)

● 소재지 : 한산면 단상리
● 시대 : 1854년(철종 5년)
단상리 입구에 이르러 남쪽 시멘트 포장도로를 타고 1㎞ 정도 가면 길가에 효
자 유재환의 정려문이 있다.

이 정려는 유재환의 효
행을 기리기 위해 1854년
(철종 5)에 명정을 받아 세
운 것으로 정려의 주위는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옆
에는 진주유씨 문중 소유
의 근래에 세워진 두개의
비가 있다. 정려는 정면,
측면 각각 한칸으로써 팔
작지붕이며 철제문과 담
장에 둘러싸여 있다. 정려
<사진 31> 효자 유재환 정려각

의 내부에는‘효자 증조봉
대부동몽교관 유재환지문
(孝子 贈朝奉大夫童蒙敎官

載煥之門, 가로 202㎝×세로43㎝)’
이라는 명정현

판이 정면에 있고, 양측으로 중건기와 정려기가 걸려 있다.
유재환(1757~1829)의 자(字)는 사문(士文)이고 예조판서 문절공(文節公) 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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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宗淳)의 후손으로 류상청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지극한 성품과 돈독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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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부모께 효도하고 공경하였다 한다. 성실하게 농사지어 부모를 봉양하며 부
친의 병환이 위독하자 잉어가 약이 된다하였으나 때마침 가뭄으로 시냇물이 고
갈되어 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류재환이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니 잉어 한 마
리가 튀어 나왔으며, 어머니 병환에 꿩이 좋다 하였으나 사냥 경험이 없어 구할
도리가 없었는데 꿩이 스스로 날아들어 공양하여 병이 나았다 한다.
그가 죽은 후 1853년(철종 4) 유림들이 조정에 상신하여 이듬해에 동몽교관을
증직하고 효자 정려를 명하게 되었다. 한편 김영한이 지은 정려기( 旌閭記, 1963
년, 97×37㎝)와 유응규( 應奎)가 지은 정려중건기(旌閭重建記, 1977년, 95×
33㎝)에 의하면 이 정려는 현손 유은식(玄孫

殷植) 등이 주도하여 1963년에 중

수하였고, 다시 1977년에 유응규( 應奎) 등이 중건하였다.
또한 1980년 중반에 마을에 길이 새로 나면서 공의 효행을 좀더 잘알리기 위
해 원래의 위치(현위치의 북동쪽 약 200m 떨어진 곳)에 이건하였다. 서천군지
(1988) 인물조에 의하면 유재환의 아들 유수방( 秀芳)도 부친이 위독하게 되자
효가 극진하였으며, 1872년에는 의병에 가담하여 충·효가 뛰어났고 어려운 자
를 구제하는데 재산을 아끼지 않았다고 기록되고 있다.

34) 열녀 노격처 고령박씨, 효자 노경인 정려( 女 盧激妻 高靈
朴氏, 孝子 盧敬 仁 旌閭)
● 소재지 : 한산면 단상리
● 시대 : 1688년 (숙종 14)@
단상리 입구에서 길 우측아래로 난 시멘트 포장도를 따라 약 0.5㎞ 정도 들어
가면 길 오른편에 이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이 정려는 고령 박씨(高靈 朴氏, 노
격(盧激)의 처(妻)의 열행(

)과 그의 아들 노경인(盧敬仁)의 효(孝)를 기리기 위

해 조정에서 명정하고 1688년(숙종 14)에 건립한 것이다.
고령박씨는 정유왜란(1597년)때 남포의 아미산(현재의 보령군 미산면)부근으
로 피난을 가다가 왜적을 만났는데, 이때 남편이 왜적에 대항하다가 굴복하지 않
고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고 한다. 이에 부인인 박씨 또한 물에 뛰어 들어 남
편의 뒤를 따라 열행을 실천하였고, 부모가 모두 물에 뛰어들자 이를 본 아들 노
경인 역시 그 자신도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경인의 처 박씨는 등에 3살짜리 아
이를 업고 있어 인근 숲으로 도망가 후손을 잇게 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아버
지는 충(忠)으로 죽고, 처는 열( )로 죽고, 자식은 효(孝)로 함께 죽게 되자 사람
들은 삼강을 실현한 곳이라는 뜻으로 그곳을 삼강연(三綱淵)이라고 불렀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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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우리는 삼강대(三剛臺)라 이름하였다고 전한다.
상신하여 1688년(숙종 14) 고령 박씨의 열과 노경인의 효에 대한 명정(命旌)을 받
게 되었다. 그러나 노격(盧激)의 충(忠)은 이때 포장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려 중
건기(重建記, 1916년 노재홍 찬)
에 따르면 두번에 걸쳐 중수한
기록이 나오는데 1차 중수는 대
략 1781년쯤, 2차 중수는 이보
다 100여 년 후로만 기록될 뿐
정확한 연대는 파악할 수 없다.
이 정려는 원래 노씨들이 세
거했던 나교리에 건립되었으나
일제강점기에 관리상의 이유로
현재의 단상리로 이전되었다.
유적은 정면 2칸, 측면 각각 1칸
<사진 32> 열녀 노격처 고령박씨, 효자 노경인 정려

의 맞배지붕 양식이며 그 내부

제6장 유교유적

이같은 노씨 일가의 충효열(忠孝 ) 사적이 전해지자 한산의 유림들이 포장을

에는 4개의 현판이 정면 2개, 측면 각각 1개씩 걸려있다.
정려내부에 명정현판‘효자참봉노경인지문(孝子 奉盧敬仁之門, 1688년 명정
(命旌), 가로 142㎝ 세로 40㎝)’
,‘열녀노격지처유인고령박씨지문( 女盧激之妻
孺人高靈朴氏之門,1688년 명정(命旌), 가로 150㎝, 세로 40㎝)’2기가 걸려 있
고, 1916년 노재홍이 쓴 중건기(重建記)가 있다.

35) 이학식 효자비( 學植 孝子碑)
● 소재지 : 한산면 동지리
● 시대 : 1926년
한산면 소재지에서 임천방면으로 29번 도로를 따라 2㎞ 정도 가다보면 길가
좌측으로 이학직 효자비가 있다. 이학직은 1848년 조선조 헌종 14년 10월 1일 한
산면 동지리에서 이길영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자 백방
으로 약을 구해 드리고 자기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 드시게 했으며 댓순의 즙
이 약으로 좋다는 말을 듣고 엄동에 대밭 주위에 불을 피워 댓순을 돋게 하여 즙
을 내어 드시게 했다고 한다. 이학직은 부모님이 떠나신 뒤에도 매일 묘소참배를
거르는 일이 없었고, 이후 향리에서 젊은이에게 유학을 가르치기에 평생을 바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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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따라서 이학직의 효성과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향리인 한산면 동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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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1번지에 1926년 7월 17일 이 비를 세우게 되었다

36) 이강헌 효자비( 康憲 孝子碑)
● 소재지 : 한산면 여사리
● 시대 : 1960년
나교리 여사리 마을앞 도로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강헌은 본관이 전주이
씨로 심중하고 지식의 견문이 있었으나 출세를 탐내지 않고 항상 스스로의 입지
에 만족하였다. 모친을 섬기는데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사람과 사귀는 데에는 공
경과 신의로 하여 여러사람의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한다. 이강헌비는 전면
에“효자전주이씨 이공강헌지비(孝子全州 氏 公康憲之碑)”
라고 새겨져 있다.

37) 도충사(道忠祠, 慶州崔氏 五忠旌閭)
● 소재지：한산면 원산리 야인
● 시대 : 1897년 건립

한산면과 부여군 양화면 사이의 군계에 원산리가 있다. 이곳 버스정류장에서 야
인으로 가는 좌측 소로를 따라 약 400m를 가면 야인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도충사가 있는 경주최씨 집성촌이다. 도충사는 이 마을의 뒷편에 위치하고 있다.
도충사는 본래 1897년(고종 24) 7월 최몽량의 구세손인 최덕기에 의해 부여군
양화면 벽룡리에 건립되었으나 산속에 있었던 까닭에 관리가 소홀하여 도난을
자주 당하게 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불편하였기 때문에 1980년에 현 장소로 옮겨
서 다시 세운 것이다. 현재의 도충사 건물배치는 사우가 삼문과 담장으로 구획되
어 있고, 사우에는 최치원(崔致遠), 최청(崔淸), 최몽량(崔夢亮) 3위가 제향되고
있으며, 삼문에는 최몽량을 비롯하여 동생 최몽직(崔夢稷), 조카 최호(崔浩), 최준
(崔濬), 아들 최결(崔潔)등 5충신의 충신현판이 걸려있다.
도충사 내삼문 밖 우측 건물에는 충복(忠僕)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이 초상
화는 정묘호란때 의 주판관으로 종현에서 독전하다가 순절한 몽량의 노복이었던
정복(正福)의 초상으로 전한다. 전립을 쓴 무복차림으로 안장이 정제된 말고삐를
잡고 있는 입상 채색화이다. 작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제작시기는 인조년간
으로 추정되며 규격은 가로 97㎝, 세로 108㎝이다. 부분적으로 결손이 있다. 충
복 정복은 그의 상전을 따라 같이 포로가 되었으나 주인에게 충절을 다하고 적에
게 굴복하지 않다가 주인과 함께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나, 후손 최종철씨는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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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인의 목을 베어와 장사지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함께 제를 지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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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정려기문에는 성복(成福)으로 기록되고 있다. 도충사 뒷쪽에 최결의 묘
(1915년 崔德基 찬의 묘비)가 있다.

38) 효자 이종선 정려비각(孝子

種善 旌閭碑閣)

● 소재지 : 한산면 죽촌리 고촌
● 시대 : 1398년(태조 7)
조선초기의 효자비로 자연석을 대충 다듬은 4면석에 전면에는‘효자리(孝子
里)’
라 크게 쓰고 그 곁에‘효자내부령 이종선 지한주손광연 어 홍무무인십월 일
입석(孝子內府令

種善 知韓州孫匡衍 於 洪武戊寅十月 日

石)’
이라고 새겼다.

이종선(1382~1438)은 목은 이색의 아들로 1382년 성균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지중충원사에 이르렀다. 묘소는 기산면 영모리에 있으며, 후손
이홍적이 묘갈을 지었다. 뒤에 영의정과 한산부원군에 증직되고, 시호는 양경(
景, 溫 好 曰‘ ’有義以濟曰‘景’
)이다.

이 효자비가 있는 곳은 한산이씨의 구택기(舊 基)로 전해지며, 원래 이곳에
정려가 세워졌었던 모양이나 연대와 건립사연은 미상이고, 현재의 정려는 1962
년 중수된 것이다. 중수사실은 중수기에 자세하다. 이를 통해서 보면 후손 임복
( 馥)이 서천군수로 부임하여 정려가 퇴락함을 보고 지원하고, 한산이씨 문중에
서 장직(長稙)등이 협력하여 정려를 중수하였다고 한다.(중수기 1962년, 17대손
유사 장직) 비의 크기는 높이 160㎝, 폭 55㎝, 두께 30㎝이다.

39) 맹희도·맹사성 효자비(孟希道· 孟思誠 孝子碑)
● 소재지 : 한산면 송산리
● 시대 : 1392~1399년
맹씨들의 효행사실을 기리는 비로, 맹희도 효자비(孟希道 孝子碑)는 1392년(태
조 원년)에 건립된 것이고, 맹사성 효자비(孟思誠 孝子碑)는 1399년(정종 1)에 건
립되었다.
맹희도의 효자비는 자연석을 약간 다듬은 사면석 전면에‘효자리(孝子里)’
라
는 기명이 있으며, 뒷면에‘前 典敎副令孟希道 洪武二十五年 壬申二月 日 知韓州
事 宋自(臣)起@ 戶長 金庚○, 石手 幕沈’
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비석을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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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역의 관리와 호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의 크기는 가로 36㎝,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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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두께 28㎝이다.
같은 형태의 맹사성 효자비는 1399년(정종 1)에 건립되었고, 전면에는‘효자리
(孝子里)’뒷면‘우간의 건문원년
기묘십일월 일 입석 맹사성(右諫
議 建文元年 己卯十一月 日

石

孟思誠)’
이라고 새겨져 있다. 크기
는 높이 120㎝, 폭 36㎝, 두께 29
㎝이다. 이 마을에 전해지는 구전
에 의하면 빗독거리라는 곳에 맹
씨들의 묘가 많았었는데 후래 성
씨들이 이를 묻었다고 하며, 맹씨
들의 세거를 알려주듯 이 비의 전
면 좌측에는 맹의(孟儀), 맹유(孟
裕), 맹리(孟理) 등 맹씨 선대 3대
의 단묘가 있다.

<사진 33> 맹희도·맹사성 효자비

40) 효자 이임, 열녀 이유찬처 경주이씨 정려비각(孝子
女 惟粲妻 慶州 氏 旌閭碑閣)

稔,

● 소재지 : 화양면 봉명리 신기
● 시대 : 1673년(현종 14년)
봉명리 신기마을 중앙에 정려비각이 위치한다. 이임의 효자정려는 1673년(현
종 14) 명정을 받아 어은동(漁隱洞, 현재의 활동리 부근)에 세웠던 것을 후손인
인노 등에 의해 자손들이 많이 사는 망천(輞川, 현재의 신기)으로 비를 옮기고 비
각을 세운 것이다. 정려비는 높이 120㎝, 폭 360㎝, 두께 15㎝이다. 현재의 비는
선생 몰후 300년이 되는 1924년에 고쳐 세운 것이다.@
이임( 稔,1548~1624)은 목은 이색의 5세손으로 자(字)는 여실(汝實)이고 호
(號)는 남강(南江)이다. 본관은 한산이다. 부모가 병이 나자 30년 동안 지극한 정
성으로 병간호했으며, 겨울에 부모가 수박을 먹고 싶어 함으로 온 산과 들을 헤매
었으나 구해 드리지 못하자 일생 동안 수박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1591년(선조
24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과묵당 홍미
(果默堂 洪 )와 어성 신담(漁城 申湛)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호서 지방을 방어하
였다. 후에 나라에서 인재를 구하자 군수가 여러 번 천거하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고촌서원(枯村書院)을 창립하였고 1611년(광해군 3년)에 문헌서원(文獻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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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으로 사액 받도록 하였다. 묘는 기산에 있는 문효공(문효공, 이곡)의 묘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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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묘지명(墓誌銘)은 홍미(洪 )가 찬(撰)했고 묘표(墓表)는 송병선(宋秉璿)이
찬(撰)했다. 1892년(고종
29년) 헌서원(文獻書院)
에 설단제향(設壇祭享)할
때 기호유생(畿湖儒生)들
의 통문(通文)으로 인하
여 추배되었다.
경주이씨는 이임의 여
섯째 아들인 유찬(惟粲)
의 처로 남편이 일찍 죽
자 3년상을 마치고는 약
을 먹고 죽었다. 1673년
(현종 14)에 정려를 명받
<사진 34> 봉명리 한산이씨가의 정려

아 망천에 세운 것이다.

명정(命旌)내용은‘열녀 학생한산이공유찬지처 유인경주이씨지려( 女 學生韓山
公惟粲之妻 孺人慶州 氏之閭, 크기 168×30㎝)’
이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우진각 팔작지붕으로 이익공이며 칸막이를 하여 이임의 비와 경주이씨의
현판을 구분해 놓고 있다.

4. 정·각
1) 동백정(冬柏亭)
● 소재지 : 서면 마량리
● 시대 : 조선후기
서천에서 비인을 경유하여 동백정 방향으로 약 27㎞ 정도 가면 우측으로 서천
화력발전소에 이른다. 마량리 동백숲 앞에 있는 현재의 정자는 원래 한산현의 읍
성 남문 건물의 목재를 사용 재건한 것으로 한산현 관아 건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한산현 관아에는 동헌(東軒) 15칸, 대청(大廳) 6칸, 서헌(西軒) 6칸
(間), 중대문(中大門) 9칸, 외대문(外大門) 6칸, 소중문(小中門) 2칸, 내아(內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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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칸, 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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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를『여지도서(輿地圖書)』
에서는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 당시 아문으로

) 8칸, 도재헌(道齋軒) 12칸, 매화당(梅花堂) 7칸 등의 건물명 및

보이는 건물만이 동백정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건물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건물인데 우측 서쪽간에 2층
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들었다.
구조는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높은 주형장초석(柱形長
礎石)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워
누각을 설치하였는데 누각의 4
면으로는 간결한 난간이 돌려
져 있다. 공포(

包)는 이익공

계(二翼工系)로 구성하였고 창
방(昌枋) 위에는 장화반(長花
盤)을 2구(具)씩 배치하여 주심
도리(柱心道里)를 받고 있다.
가구는 앞 뒤 평주(平柱) 사이

<사진 35> 동백정

에 걸친 대들보 양편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종량(宗樑)을 받도록 한 2중량(重
樑) 5가연(架椽) 구조이며, 지붕은 겹처마팔작지붕을 이루고 건물앞에‘동백정
(冬百亭)’
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그러나 비인읍지에 보면‘동백정 거현마량진 금무(冬栢亭 居縣馬梁鎭 今無)’
라 기록되어 있어 동백꽃과 해안 풍광을 아울러 소요하기 위해 세운 정자였던 것
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확실한지 알 수 없다.
이 동백정 앞쪽으로는 집락지를 이룬 동백나무숲이 경관을 자랑하는데 봄철에
는 동백꽃이@ 피어 장관을 이룬다.

2) 백사정(白沙亭) 터
● 소재지 : 마서면 남전리 당산
● 시대 : 1500년대 이전
백사정은 현존하지 않으며 조선시대 지리지 등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누정이
다.『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서는 서천군 관아로부터 서남쪽 13리 떨어진 곳에 있
다고 되어있고, 이 위치는 현재의 마서면 남전리 일대로 추정된다. 남전리는 해
안가 마을로 서천군 관아에서 약 5㎞ 거리이며 이곳에서 서해안 일대가 조망되
며, 장암포와 거리가 가깝다. 서천군 향토사연구자인 유승광(서천여고 교사)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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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정이 마을에서‘당산’
이라 불리우는 낮은 언덕 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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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남전리 당산 전경

있기도 하다. 백사정의 위치에 대해서는 마서면 당선리 백사장 마을이라는 견해
도 있는데 당선리는 서천군 관아에서 남동쪽에 가까우며 거리가 8㎞ 이상 떨어져
있어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신증동국여지승람』
인데, 서천군 누정조에 백
사정은 군에서 서남쪽으로 13리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후 130여년이 지난 현종조(1659~1674)에 편찬된『동국여
지지(東國輿地志)』
에는 서천군 궁실조에서 등장하며 역시 군의 서남쪽 13리에 있
다는 간단한 기록만 보인다. 이때까지 백사정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며 백사정
이 누정조( 亭條)가 아닌 궁실조(宮室條)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누정이 관아
관련 건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아에서 13리나 떨어진 이곳이
궁실조에 기록된 것은 어떤 관청시설과 관련되었다는 것일까.
백사정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은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당산일대로 여기
에서 서천포영[장암진]과는 1~2리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서천포는 고려때부터
진(鎭)이 자리했고, 조선시대에는 수군만호가 부임해 서해안 도서지역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대한 방비를 담당하던 군사 요충지였다. 따라서 백사정이 관아 관련
시설이었다면 가까운 서천포영의 소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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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으므로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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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후의 자료인 여지도서에는 누정 관련 기록이 없고 다만 서천의 행정
구역을 보여주는 방리조(方里條)에 남부면(南部面) 백사정리(白沙亭里)에 대한 기
록은 있다. 당시 백사정리는 관아에서 남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인데 남자 41명,
여자 41명, 전체 호수 32호가 살고 있었다. 충청도읍지·호서읍지 등에는 이미
이때에 없어진 것으로 되어있다. 백사정에 대해서는 이색이 지은 것이란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나 불확실하다.

3) 망해정(望海亭) 터
● 소재지 : 서천읍 군사리
● 시대 : 1500년대 이전
해정은 조선시대 관아건물인 객사의 북쪽에 있던 누정으로 현존하지 않는다.
누정의 이름 그대로 바다가 멀리 내다 보이는 장소에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현재 서천군의 관아 터인 서천군청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군
청 앞의 벌판은 과거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던 저지대로 망해정에서는 바다가 가

깝게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신증동국여지승람』
인데, 망해정은 객관의 북
쪽에 있으며 군수 최치(崔淄)가 세운 것이라고 되어있다. 같은 책의 신증 제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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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동지도

<그림 2> 1872년 지방지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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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망해정 추정지에서 바라본 서천읍내 전경

망해정에 의하면 이색( 穡), 정인지(鄭 趾), 이승소( 承召) 등이 이곳의 풍광을
읊은 세편의 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지 130여년이 지난 현종조(1659~1674)에 편찬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에는 궁실조에서 망해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접할 수 있다. 망해정은 객관의 북쪽에 있으며 군수 최치가 세웠는데 대해를 잘
관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망해정이라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망해정의 풍광
을 읊은 심수경의 시가 덧붙여져 있다.
동국여지지의 다음으로 주목되는 자료는『여지도서(輿地圖書)』
인데 여지도서
의 서천군지에는 서천읍성과 관아시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지만 앞서 지리지에
서 빠짐없이 기록된 누정조가 보이지 않는다. 성지조(城池條)에 의하면 성 안의
객관 앞에는 연못이 있는데 길이가 25척, 넓이가 23척, 깊이 5척이라고 한다. 또
한 공해조(公?條)에서도 성 안에 있는 각종 건물들의 규모를 기록하면서 누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 시기에 망해정은 어떤 상황에 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이미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여지도서와 비슷한 시
기에 편찬된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영조~헌종)에서 백사정과 망해정은 없어
졌다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872년에 편찬된 호서읍지에서는 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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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망해정은 이미 없어졌으나 기존의 자료에 나와 있던 세편의 시에 이안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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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망(1595~1654), 유백승(1652~1718), 이진망(1672~1737)의 시가 추가로 등
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망해정은 최치가 서천군수로 부임하였던 조선초기에 세워져 영조대
이전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치 군수에 대한 기록이 없어 부임 시기
를 알기 어렵다. 다만 서천군 읍성은 원래 영취산에 있던 것을 세종 20년 이후에
현 위치에 새로 쌓은 것으로 이때에 관아 시설도 새롭게 재건되었던 것이고, 신
증동국여지승람이 1530년 이전 편찬된 상황을 미루어 보면 1438년~1530년 사
이에 망해정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없어진 것은 여지도서
가 편찬되기 전인 1700년대 초반 이전일 것으로 보이며, 1600년대를 살았던 인
물들이 망해정에 관한 시를 남긴 것이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도 그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객관의 북쪽이라는 망해정의 위치는 현재 서천읍 군사리이다.

5. 금석문
<표 1> 서천의 금석문 현황(서천문화원, 2009)
소재지

장항읍

비석명

건립연대

규모(길이,너비,두께)

비고

萬戶 候以男淸德善政碑

조선후기

碑高 : 118cm
碑幅 : 上 51cm, 下 49cm
두께 : 18cm

書體 楷書
碑 下部가 깨
져 시멘트로
복구해 놓았음

嘉善大夫宋公之墓
貞夫人金氏之墓

1647년

碑高 : 94cm
碑幅 : 上 39cm,@下 33cm 書體 楷書
두께 : 13cm

折衝將軍宋公
女婦人朱氏之墓

1725년

碑高 : 99cm
碑幅 : 上 52cm, 下 48cm 書體 楷書
두께 : 14cm

訪仙洞
觀察使趙公貞喆去思碑

1815년

碑高 : 134cm
碑幅 : 上 61cm,@下 57cm
두께 : 24cm

贈貞敬夫人靑松沈氏之墓

1711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70cm
: 137cm
: 59cm
: 23cm

撰者 趙泰采
追記 子 鼎彬
書者

有明朝鮮右議政忠翼趙公泰采之墓
夫人靑松沈氏 左別有表石

1850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65cm
: 137cm
: 60cm
: 23cm

撰者 尹耆東
書者 尹耆東
書體 楷書

右議政忠翼公二憂堂趙先生神道碑銘

1851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390cm
: 245cm
: 93cm
: 49cm

撰者
書者
篆書
書體

書體 楷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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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鎭遠
洪鳳祚,
男 權彬
楷書

淑人開城王氏之墓

미상

碑高 : 79cm
碑幅 : 上 46cm, 下 42cm 書體 楷書
두께 : 19cm

淑夫人昌寧曺氏之墓

미상

碑高 : 79cm
碑幅 : 上 47cm, 下41cm
두께 : 19cm

直長張漢良之墓

碑高 : 90cm
1506~1521년 碑幅 : 上 57cm, 下 31cm
두께 : 8cm

書體 楷書

書體 楷書

保社功臣通政大夫張萬龍之墓

1699년

碑高 : 99cm
碑幅 : 上 50cm, 下 46cm 書體 楷書
두께 : 上 19cm, 下 12cm

故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金公之墓
故淑夫人舒川白氏之墓

1684년

碑高 : 144cm
碑幅 : 上 71cm, 下 68cm
두께 : 13cm

書體 楷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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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읍

書體 楷書
자연석

조선중기 추정

소재지

비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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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면

규모(길이,너비,두께)

비고

未詳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80cm
: 105cm
: 58cm
: 17cm

書體 篆書

通政大夫秘書監丞趙公南日之墓

1934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84cm
: 147cm
: 55cm
: 23cm

撰者

嘉善大夫曺公之墓
淑夫人金海金氏之墓

1713년

碑高 : 94cm@
碑幅 : 上 42cm, 下 36cm@ 書體 楷書
바위옷 심함
두께 : 18cm@

學生昌 曺公夏英之墓

1912년

碑高 : 94cm
碑幅 : 上 42cm, 下 36cm
두께 : 18cm

學生昌 曺公命洙之墓
孺人光山金氏 右

1917년

碑高 : 94cm
碑幅 : 上 42cm, 下 36cm
두께 : 18cm

廣德上人追懷碑

1567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70cm
: 123cm
: 41cm
: 18cm

撰者 宋仁變
書體 楷書

司僕寺正怡養齋丘公福基神道碑銘

1963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75cm
: 173cm
: 63cm
: 35cm

撰者 宋泰憲
書者 高鳳柱

石 高靈申公光洙之墓
淑夫人海南尹氏之墓

1971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20cm
: 147cm
: 56cm
: 24.5cm

書者 一中
金忠顯
書體 隷書
음기없음

조선중기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22cm
: 74cm
: 43cm
: 11cm

書體 楷書
돌 1개로 된
갓비(冠碑) 위
에 연꽃봉우리.
바위옷 심함

미상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20cm
: 72cm
: 44cm
: 13cm

書體 楷書
돌 1개로 된
갓비(冠碑), 갓
위에 연꽃봉우
리 頭碑

1531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20cm
: 72cm
: 44cm
: 13cm

書體 楷書

將士 司宰監 奉金鉉
孺人安東權氏
孺人慶州金氏之墓

서천읍

건립연대

嘉善大夫 司諫院大司諫 允蕃之墓
화양면

貞夫人尹氏之墓

嘉善大夫 司諫 院大司諫 韓山 公
諱允蕃之墓配貞夫人坡平尹氏

소재지

화양면

비석명
通訓大夫 司憲府掌令 公 之墓
淑夫人平山申氏 左

正憲大夫 義政府右 贊貞簡公權
성之墓配貞夫人海州崔氏

成均進士錦城羅公光弼之墓

건립연대

규모(길이,너비,두께)

비고

미상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22cm
書體 楷書
: 100.6cm
이끼 많음.
: 上 44cm, 下 41.5cm
음기없음.
: 13.5cm

1810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45cm
: 164cm
: 60cm
: 30cm

撰者 延安@
直輔
書者 8대손 得
洙
書體 楷書
나광필 재실은
재실로는 서천
군에서 가장
오래보존되고
있음. 재실건
립 연 대 는
1810년임.

1914년

: 138cm
: 113cm
: 50cm
: 18cm

書體 楷書
서천 입향조
김세근의 선대
墓

1762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60cm
: 173cm
: 67cm
: 31cm

撰者 鳳祥
書者 權
書體 篆額, 篆
書

1822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80cm
: 194cm
: 78cm
: 30cm

撰者 鳳祥
書者 族叔 道書
書體 篆額, 篆
書, 前 楷書
80°
기울어 졌음.

處士盧公墓碣銘

1905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87cm
: 132cm
: 52.5cm
: 22cm

撰者 載德
書體 前額, 陰
記 楷書

雲崇 膺求先生紀念碑

1975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311cm
: 211cm
: 72cm
: 45cm

撰者月灘朴鐘和
書者如初金o顯
書體 隷書, 後
國漢 書

通訓大夫淸道郡守韓山 淳之墓

조선중기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10cm
: 70cm
: 39cm
: 15cm

書體 楷書

仁 府司尹 孟유墓
室令人溫陽方氏 南

1448년

碑高 : 95cm
碑幅 : 58cm
두께 : 15.5cm

承訓 金公弘遂之墓

기산면
通德 權公墓碣銘

學生權公墓碣銘

書體 楷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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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全高
碑高
碑幅
두께

소재지

비석명

건립연대

비고

1694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35cm
: 145cm
: 66.5cm
: 21cm

撰者 11대손
弘迪
書者 10대손
禎翊
書體 楷書

1996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382cm
: 220cm
: 81cm
: 51cm

撰者 尹
書者 19대손
書體 楷書

高麗翰林羅公墓壇追慕碑銘

1930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80cm
: 132cm
: 47cm
: 20cm

撰者 金 圭
書者 尹用求
書體 篆額 楷書
錦城羅氏 舒川
入鄕祖

宣授奉議大夫征東 中書 左右司
中本朝匡正大夫都僉議贊成事右
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諡文
孝公 穀之墓

1526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40cm
: 84cm
: 44cm
: 15cm

書體@ 前 楷書
後 書
左議政 惟淸
等立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34cm
: 116cm
: 52cm
: 20cm

書體@ 楷書
碑가 심히 마모
되어 判讀不能

景公墓碣銘

高麗奉翊大夫密直司事文襄公神道碑銘

贈嘉善大夫兵曹 判兼同知義禁府
事 通訓大夫定州牧使宋公之墓
贈□□夫人廣州 氏合葬

480年
前後

기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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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길이,너비,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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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高 : 99cm
碑幅 : 上 41cm, 下 37cm
두께 : 10cm

書體@ 楷書

미상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97cm
: 85cm
: 35cm
: 13cm

書體@ 楷書
좌대와 비가
연해 있음. 陰
記는 있으나 판
독할 수 없음.

1883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70cm
: 120cm
: 42cm
: 20cm

書體@ 楷書

稼亭 先生文孝公神道碑銘

1899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75cm
: 162cm
: 65cm
: 37cm

撰者 後孫 景在
追記撰者 宋秉
璿
書者 篆 後孫,
容稙, 書 後孫
玄稙
書體@ 楷書

孝子同知尹末貞碑

1655년

碑高 : 98cm
碑幅 : 上 52cm, 下 51cm

孝子同知尹末貞碑

1964년

碑高 : 109cm
碑幅 : 38cm
두께 : 14cm

成均進士 稔之墓
孺人延日鄭氏之墓

宣敎 文昭殿直 沆之墓

宣敎 文昭殿直 公沆之墓

조선중기

書體@ 楷書

소재지

비석명
之峴里三層石塔

건립연대

규모(길이,너비,두께)

비고

991年

月南 商在先生追慕碑

1975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郡守徐侯命敏淸德善政碑

1774년

碑高 : 113cm
碑幅 : 40cm

자연석 바위에
刻字했음.

1398년

碑高 : 162cm
碑幅 : 55cm
두께 : 30cm

書體@ 楷書

1970년대

碑高 : 79cm
碑幅 : 35cm
두께 : 11cm

書體@ 篆書

孝子里
前典校副令孟希道

1392년

碑高 : 89cm
碑幅 : 37cm
두께 : 30cm

孝子里 右諫議建文 元年己卯十一
月 日 石 孟思誠

1399년

碑高 : 125cm
碑幅 : 上 35cm, 下 32cm
두께 : 29cm

1659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75cm
: 151cm
: 63cm
: 28cm

미상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45cm
: 117cm
: 55.5cm
: 20cm

有明朝鮮成均生員坡平尹公諱東寬之墓
宜人延日鄭氏
宜人海州鄭氏

1818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65cm
: 158cm
: 59.5cm
: 26.5cm

撰者 尹彦鎭
書者 曺允亨
書體@ 前 楷
書, 後 書

有明朝鮮執義慶州崔公明谷諱潔之墓
淑人光山金氏 左

乙卯 五月
五日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83cm
: 114cm
: 43cm
: 18cm

書體 楷書

通德
萬根之墓
恭人丹陽池氏之墓
孝子里孝子內府令 種善

文獻書院遺墟碑

미상

한산면

贈貞夫人咸陽朴氏之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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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體@ 楷書楷書
바위옷 심하여
撰者와 書者
判讀不能. 墓
의 옆에 모로
세움.

제6장 유교유적

曹判書 扶餘縣監權公 之墓
貞夫人淸州韓氏

: 345cm
: 223cm
: 78cm
: 46.5cm

撰者 國漢 書
奭求, 墓碑銘
鄭寅普@
書者 墓碑銘
應烈@
書體@ 楷書@
@
하나의 碑文에
두개의 글이 새
겨져 있음.

소재지

한산면

비석명

건립연대

有明朝鮮執義慶州崔公明谷諱潔之墓
淑人光山金氏 左

乙卯 五月
五日

全高
碑高
碑幅
두께

孝子 奉交河盧公諱敬仁壇
配宜人羅州 氏之壇

1884년@

碑高 : 80cm
碑幅 : 32cm
두께 : 10cm

奉高靈朴公堯臣之墓
宜人金氏 左

通訓大夫司憲府監察高靈朴公在根之墓
淑人錦城羅氏 左

규모(길이,너비,두께)
: 183cm
: 114cm
: 43cm
: 18cm

비고

書體 楷書

書體 17世孫
泰愚
書體@ 書
後面 三綱實蹟

全高
碑高
1874년 추정
碑幅
두께

: 160cm
: 121cm
: 43cm
: 18cm

書者 12世孫
熙
書體@ 前 隷書,
後 書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40cm
: 95cm
: 36cm
: 10.5cm

書者 族孫
書體 楷書

: 218cm
: 142cm
: 54.5cm
: 26.5cm

撰者 安東 金
漢
書者 閔丙承,篆書
尹 用求@
書體 上 篆書, 陰
記 楷書@
交下盧氏@
舒川入鄕祖@

1922년

培

高麗 將盧公墓碣銘

1935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有明朝鮮國處士春 窩先生坡平尹
公諱시敎墓宜人錦城 氏 左

1818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23cm
: 141cm
: 56.5cm
: 33.5cm

撰者 後孫 光
書者 徐榮輔
書體 前 楷書 後
書

有明朝鮮國通政大夫敦 府都正坡
平尹公諱光絅之墓
淑夫人光山鄭氏 左

1818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02cm
: 136cm
: 54.5cm
: 35cm

撰者 孫男 彦鎭
書者 趙允亨
書體 前 楷書
後 書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45cm
: 78cm
: 43.5cm
: 17cm

書體 楷書
학생이면서 문관
석과 연두비를
세운것이 특이함

: 147cm
: 104cm
: 35cm
: 13.5cm

撰者 13世孫 履根
書者 炳泰
書體 楷書
비석은 바위옷
이 심하고 건
립연대가 맞지
않음. 江 咸
氏 舒川入鄕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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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면

學生 沆之墓
孺人全州 氏合葬

시초면

成均館進士咸公之墓
宜人韓山 氏雙

1882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進勇校尉申公之墓

1634년

碑高 : 110cm
碑幅 : 上 47cm, 下 43cm 書體 楷書
두께 : 13.5cm

소재지

시초면

비석명

건립연대

규모(길이,너비,두께)

비고

學生申公之墓
孺人完山 氏之墓

1634년

碑高 : 110cm
碑幅 : 上 47cm, 下 43cm 書體 楷書
두께 : 12cm

平山申氏漢城判尹公派世蹟碑

1961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320cm
: 210cm
: 77cm
: 47cm

撰者 申翼熙
書者 申鉉奎
書體 楷書

1925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90cm
: 128cm
: 51cm
: 24cm

撰者 金福漢
書者 尹用求
書體 楷書

成均進士丘公秉大之墓
宜人慶州崔氏 右

碑高 : 120cm
碑幅 : 57cm
두께 : 21cm

有明朝鮮孝子贈通政大夫掌隷院判
決事崔公□ 之墓

1807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05cm
: 74cm
: 35.5cm
: 14cm

撰者 子 基彦
書者 篆額篆書
, 書 基彦
書體 楷書

西林君 彦忠之墓
貞敬夫人典城 氏合

1956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88cm
: 143cm
: 50cm
: 23cm

書體 前 隷書
後 楷書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58cm
: 115cm
: 39cm
: 15cm

撰者 宋榮晦
書體 楷書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90cm
: 112cm
: 59cm
: 17cm

1655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30cm
: 112cm
書體
:上 47.5cm, 下 44cm
: 15cm

1656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撰者 景奭
: 156cm
書者 景奭
: 126cm
書體 前 書,
: 上 51.5cm, 下 48.5cm
後 楷書
: 17.5cm
바위옷 심함

1701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00cm
: 166cm
: 上 64.5cm, 下 61.5cm
: 22cm

有明朝鮮學生崔公應生望之之墓
孺人恩津宋氏 左

1957년

三別齋錦城羅公文鎬之墓

忠義衛 公之墓
孺人平壤趙氏之墓

1597년

문산면

將仕 張公石麟之墓
孺人交河盧氏之墓

贈通政大夫兵曹 議 禦侮將軍
衛左部將張公繼先之墓
淑夫人陽川許氏 左

嘉善大夫 鍾城都護府使權
貞夫人廣州 氏 右
貞夫人韓山 氏 左

之墓

撰者 山海
書者 山海
篆額 宋言愼
前 楷書 陰記
書

書

書者 再從
孫
書體 前 楷書
後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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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년

撰者 宋時
書者 宋浚吉,
篆書 相吉
書體 篆額 篆
書, 書
書體가 特 함

소재지

비석명

건립연대

규모(길이,너비,두께)

비고
撰者 免山
重明
書者 孫 虎錫
書體 隷書

通政大夫 司憲府監察南原 公宗
煥之墓

1919년

碑高 : 107cm
碑幅 : 36.5cm
두께 : 13cm

贈嘉善大夫 公莫立之墓

1737년

碑高 : 114cm
碑幅 : 上 50cm, 下 47cm 書體 楷書
두께 : 16cm

문산면

自然石 刻字

미상

1821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18cm
: 149cm
: 61cm
: 27cm

撰者 子 榮克
書者 子 榮克
書體 楷書

1860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80cm
: 120cm
: 47cm
: 25cm

撰者 12代孫
商契
書者 12代孫
商契
書體 楷書

1951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70cm
: 131cm
: 48.5cm
: 21cm

撰者 白彰均
書者 東日
書體 楷書
宜 南氏 舒川
入鄕祖

有明朝鮮故薪室居士高靈申公有相之墓
恭人水原白氏 左

미상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60cm
: 122cm
: 46cm
: 24cm

서자 7代孫 男 命
깃과 좌대는
오래 된 것 같
으나 비신은
깨끗함. 座臺
自然石

有明朝鮮國兵曹判書 僉知中樞府
事兪公起昌之墓
贈貞夫人綾城具氏 左

1721년

碑高 : 136cm
碑幅 : 60cm
두께 : 29cm

撰者 權
書者 楷書

1992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撰者 後孫
秉 書者 傍
後孫 武鎭

1659년

碑高 : 140cm
碑幅 : 60cm
두께 : 25.5cm

書者 楷書
음기는 있으나
찬자와 서자는
없음

1737년

碑高 : 134cm
碑幅 : 56cm
두께 : 39cm

書者 楷書
음기는 있으나
찬자와 서자는
없음

有明朝鮮國通政大夫敦 府都正趙
公鼎彬之墓
贈淑夫人圻溪兪氏 左

通訓大夫 孟山縣監 洽之墓
淑人綾城具氏雙

通訓大夫開 縣監兼蔚山鎭管兵馬
節制都尉宜 南公愾之墓
淑人溫陽方氏 左
판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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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戰臺/김종필 盡忠報國/김대중
祖國守護/김영삼

贈資憲大夫戶曹判書權公佺之墓
貞夫人陽川許氏
貞夫人晉州蘇氏

贈 曹判書司憲府大司憲權公 之墓
貞夫人晉州蘇氏

: 370cm
: 122cm
: 78.5cm
: 43cm

소재지

비석명

건립연대

규모(길이,너비,두께)

비고

1936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313cm
: 198cm
: 71.5cm
: 40cm

撰者 閔丙承
書者 閔丙承,
篆額 海平 尹
用求
書體 篆額 篆
書, 陰記 楷書

貞憲大夫漢城判尹知義禁府事五衛
都摠府都摠官張公垣之墓
貞夫人坡平徐氏

1912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76cm
: 132cm
: 45cm
: 22cm

撰者12代孫 馨德
書者12代孫馨德
書體 前 隷書
後 書

貞嘉善大夫 曹 判張公天道之墓
贈貞夫人綾城具氏 左

1912년

碑高 : 109cm
碑幅 : 46cm
두께 : 21cm

書體 楷書

1877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67cm
: 160cm
: 59cm
: 28.5cm

撰者 金炳吉
書者 南奎熙
篆書 金商雨

1922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69cm
: 174cm
: 64cm
: 35cm

撰者
佐熙
書者
後孫
書體

遂初堂權先生諡文貞公神道碑銘

시초면

通政大夫秘書監丞湖隱秋公墓碣銘

通政大夫平山申公之墓碣銘

海倉碑

1800년대

종천면

□□□□□

隷書 族
泰
楷書

憲愚

고려말 조선
초 추정

書體 楷書
四人臺 글자를
포함하여 많은
姓名字가 새겨져
있음(判讀不可)

미상

全高 : 100cm

자연석에 각
자. 총 15자.
비문으로 추정
되나 판독불능

: 180cm
: 134cm
: 58cm
: 33cm

撰者 權 升
書者 子 鼎禹
姪 鼎漢
書體 楷書

嘉善大夫 鎭岑縣監全州 公哲永
之墓
貞夫人晉州河氏 左

1840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孝子綾城具公墓碣銘

1724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88cm
: 133cm
: 63cm
: 18cm

撰者 柬
書者 兪命健
書體 隷書 篆
額 篆書

有明朝鮮贈貞夫人竹山朴氏之墓

1711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35cm
: 90cm
: 43cm
: 15cm

書者 8代孫 命健
書體 前 書
隷書

비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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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人臺

碑高 : 105cm
碑幅 : 上 37.5cm, 下 34cm 撰者
두께 : 17cm

族後孫

소재지

비석명

비고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10cm
: 70cm
: 39cm
: 13cm

書者 16代孫
命
書體 楷書

朝鮮佐 贈 判全義 公光肇墓
貞夫人漢陽趙氏 左

1783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95cm
: 155cm
: 54cm
: 46cm

書者 孫潤彬

朝鮮 兵使全義 公義翼墓
貞夫人漢陽趙氏 左

1783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95cm
: 155cm
: 54cm
: 46cm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
都摠管禁衛大將 公邦一墓

1805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307cm
: 192cm
: 74.5cm
: 40cm

撰者 孫 英植
書體 篆額篆
書, 前 楷書
後 楷書

贈嘉善大夫兵曹 判 僉知中樞府
事知足齋申公神道碑銘

1906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75cm
: 173cm
: 67.5cm
: 36.5cm

撰者 金福漢
書者 兪鎭三
書體 楷書

嘉善大夫具滉神道碑

1917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00cm
: 129cm
: 45cm
: 18.5cm

撰者 金福漢
書者 趙南日
書 孫 殷書

1917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56cm
: 102cm
: 35.3cm
: 9cm

撰者 12대손
殷書
書者 12대손
殷書

미상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25cm
: 77cm
: 39cm
: 13cm

書體 楷書

雲樵處士文公奭煥之墓

1980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217cm
: 145cm
: 55cm
: 23cm

撰者 朴重勳
書體 前 楷書
後 國漢隷書

通政大夫金
公學秊之墓
淑夫人晉州姜氏

1218년

碑高 : 89cm
碑幅 : 31cm
두께 : 7cm

1904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60cm
: 125cm
: 41cm
: 15cm

撰者 崔益鉉
書者 尹命五
書體 楷書

1915년

全高
碑高
碑幅
두께

: 165cm
: 118cm
: 43cm
: 24cm

撰者 申應善
書者 申應善書
體 前 隷書後
楷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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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資憲大夫兵曹判書 副司果綾城
具公宗淑之墓
贈貞夫人坡平尹氏

通訓大夫 樂安郡守具公之墓
顯비淑人南原黃氏之墓

서면

규모(길이,너비,두께)

1700년대
추정

處士兪公汝舟之墓
義城金氏之墓

비인면

건립연대

通政金公墓表

贈典理判書 溫水監平山申公諱淇
之墓
※ 자료 : 서천문화원,『서천의 금석문』
, 2009.

1) 선정비 및 기념비
(1) 서천군청(舒川郡廳) 앞 비석군(碑石群)
● 소재지 : 서천읍 군사리
● 시 대 : 1606-1900
비석군은 서천군청 정문앞 좌측에 위치한다. 이 비석군은 원래 각기 다른 위치
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거의 모두가 서천에 부임해 왔던 군수,
관찰사, 그리고 암행어사와 같은 관리들의 송덕비이다. 대부분의 공덕비류가 그
러하듯이 선정비(善政碑), 인정비(仁政碑),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휼민영세불
망비(恤民永世不忘碑),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불망비(不忘碑), 거사비(去思碑)
로 이름 붙혀져 있으며 비의 형태에 따라 이수형 3기, 호패형 19기로 구분되고 건
립연대는 17세기가 4기, 18세기가 4기, 19세기가 12기, 20세기가 1기이다. 한편
공적이 기려진 직급을 보면 관찰사가 4기, 암행어사가 1기, 군수가 17기로 대부
분을 차지한다.
비석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중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1729년에 건
립된 군수(郡守)@ 이세주( 世柱)의 휼민비(恤民碑)로 정확하게 추적이 되지는 않
지만 서천지역의 영조(英祖)때 무신란(戊申 )과 관련된 사적이 숨겨져 있을 가능
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세주군수의 공적 중에‘진난(鎭難)’
이라 하여 그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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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897년과 1900년에 건립된 군수 유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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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冀南)의 공덕비로서 그는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불타버린 관아를 재건하고 흐
트러진 기강을 재정비한 공적이 기록되고 있다.
① 군수박후재훈선정비(郡守朴侯在勳善政碑) : 1982년 2월에 세움
② 군수류후기남영세불망비(郡守柳侯冀南永世不忘碑) : 甲午(1894)~丁酉(1897)
③ 군수류후기남거사비(郡守柳侯冀南去思碑) : 甲午(1894)~丁酉(1897)
④ 군수김후린수영세불망비(郡守金侯麟洙永世不忘碑) :@ 1892-1894체(遞)
⑤ 군수김후창열거사비(郡守金侯昌 去思碑) : 1890-1892
⑥ 군수김후익성영세불망비(郡守金侯益成永世不忘碑) : 甲申 / 김익성(金益成)
- 辛巳(1881)~甲申 이배(移拜)
⑦ 군수한후응필영세불망비(郡守韓侯應弼永世不忘碑) : 경진 /한응필(韓應弼)
- 戊寅(1878)~庚

계파(啓罷)

⑧ 군수이후창회불망비(郡守 侯昌會不忘碑) : /이창회( 昌會) - 辛未
(1871)~癸酉(1873) 이배(移拜)
⑨ 군수박후래수영세불망비(郡守朴侯萊壽永世不忘碑) : 기해 9월 건 /박래수

(朴萊壽) - 丙申 (1836)~己亥 (1839)
계선파후나(啓先罷後拿)
⑩ 군수이후면심선정비(郡守 侯勉心善
政碑) : 을해 9월 / 이면심( 勉心) 壬申(1812)~丙子 (1816) 이배(移拜)
⑪ 군수이후세주진난휼민비(郡守 侯世
柱鎭難恤民碑) : /이세주( 世柱) 丁未(1727)~戊申(1728)@계파(啓罷)
⑫ 군수송후필항청난애민선정비(郡守宋

<사진 38> 서천군청 앞 비석군

侯必恒淸蘭愛民善政碑) : /송필항(宋
必恒) - 강희 辛丑 (1721) 삭탈(削奪)
⑬ 군수윤공행교애민선정비(郡守尹公 敎愛民善政碑) : 정미 3월건 / 윤행교
(尹 敎) - 戊子 (1708)~己丑 수(授)
⑭ 군수유후황청덕선정비(郡守兪侯榥淸德善政碑) : 병인중추건/유황(兪榥) 辛卯(1651)~壬

(1652) 계체(啓遞)

⑮ 군수구후봉서청덕인정비(郡守具侯鳳瑞淸德仁政碑) : 정축8월건 /구봉서(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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鳳瑞) - 丙子(1636)~丁丑 승직(陞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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⒃ 군수이후명선정비(郡守 侯溟善政碑) : 이명( 溟) - 戊午(1618)~泰昌원년(1620)
⒔ 군수윤민일선정비(郡守尹民逸善政碑) : 윤민일(尹民逸) - 乙巳(1605)~丙午
(1606) 기관(棄官)
⒕ 관찰사심공의신청덕선정비(觀察使沈公宜臣淸德善政碑) : 1836
⒖ 암행어사이공용호영세불망비(暗 御史 公容鎬永世不忘碑) : 계미3월
⒗ 관찰사민공영상거사비(觀察使閔公泳商去思碑) : 신묘2월 1887
⒗ 관찰사남공일우청덕선정비(觀察使南公一祐淸德善政碑) : 계미3월 1882
(21) 관찰사송공정명청덕흠모영세불망비(觀察使宋公正明淸德欽慕永世不忘碑) :
정미3월 / 여산 송씨 1712

(2) 비인중학교(庇仁中學校) 앞 비석군(碑石群)
● 소재지 : 비인면 성내리 비인중학교 앞
● 시대 : 조선
서천 소재지에서 대천방향으로 21번 국도를 따라 약 1.2㎞ 가면 비인소재지에
이른다. 이곳 비인중학교 앞에 비석군이 있다.

총 24기가 보존되고 있는데, 대부분 비인에 부임해 왔던 군수, 관찰사, 그리고
암행어사와 같은 관리들의 송덕비로 선정비(善政碑), 불망비(不忘碑), 거사비(去
思碑)로 이름 붙혀져 있으며 비의 형태는 거의가 호패형이다. 건립연대는 18세기
가 3기이고 나머지는 19세기와 일제강점기의 것들이다. 한편 공적이 기려진 직
급을 보면 관찰사가 4기, 암행어사가 1기, 초토사가 1기이며 나머지는 거의가 현
감, 군수이다.
비석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중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1895년 건립
된 초토사 이승우( 勝宇)의 공적비이다. 그는 충청도 서해안지역의 동학농민군
을 토벌한 공으로 포상을 받은 인물
① 초토사이공승우영세불망비(招討使 公勝宇永世不忘碑) : 을미(乙未)6월( 月)
② 행군수이후응두불망비( 郡守 侯應斗不忘碑) : 경자 2월@
③ 관찰사신공억거사비(觀察使申公檍去思碑) : 마모가 심하다
④ 현감유후세환만고불망비(縣監兪侯世渙萬古不忘碑)
⑤ 현감윤후상은영세불망비(縣監尹侯相殷永世不忘碑) : 정해(丁亥) 5월(五月)
⑥ 현감홍후용주청덕선정비(縣監洪侯用周淸德善政碑) : 광서5 기묘
⑦ 현감이후복현애민선정비(縣監 侯 鉉愛民善政碑) : 정유
⑧ 현감제후한위애민선정비(縣監諸侯漢緯愛民善政碑) : 계축
⑩ 군수강후원노영세불망비(郡守姜侯元魯永世不忘碑) : 정미 3월
⑪ 현감김후성시청덕선정비(縣監金侯盛始淸德善政碑) : 1705(강희 44)
⑫ 관찰사이공건하불망비(觀察使 公乾夏不忘碑) : 정유
⑬ 현감서후린혁선정비(縣監徐侯麟爀善政碑) : 신유 6월
⑭ 군수유후승희영세불망비(郡守 侯昇熙永世不忘碑) : 정유 교촌에서 건립
⑮ 순상민공영상인덕불망비(巡相閔公泳商仁德不忘碑) : 정해
⒃ 죽헌이공종구시혜기념비(竹軒 公鍾九施惠紀念碑) : 을해
⒔ 행군수신공창섭목민송덕비( 郡守申公昌燮牧民頌德碑) : 병자
⒕ 면장류공우종구치송덕비(面長劉公禹鐘救 頌德碑)

(3) 도둔리(都屯里) 비석군(碑石群)
● 소재지 : 서면 도둔리 남촌
● 시대 : 조선
비인소재지에서 동백정 방향으로 약 7.5㎞ 정도 가면 도둔리 남촌마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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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전운어사조공필영세불망비(轉運御使趙公弼永世不忘碑) :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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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마을에 있는 서면파
출소 맞은편 소방서 옆에 3개의
비석이 위치하고 있다. 본래는 반
대편에 있는 방앗간 앞에 있던 것
을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비석은 길가에 방치되어 있으며
아래쪽 일부가 매몰되어 있다.
‘현감 변익노 애혈청덕선정비

<사진 39> 도둔리 비석군

(縣監 邊翼老 愛血淸德善政碑)’는
1737년에 세워졌으며 높이 83㎝, 폭 58㎝, 두께 22㎝로 형태는 호패형이다.‘현감
박경 청덕선정비(縣監 朴

淸德善政碑)’
는 1784년에 세워졌으며, 높이 75㎝, 폭

53㎝, 두께 13㎝로 형태는 호패형이다.‘현감 서린혁 영세불망비(縣監 徐麟爀 永
世不忘碑)’
는 연대미상이고, 높이 65㎝, 폭 44㎝, 두께 15㎝로 형태는 호패형이다.

(4) 한산면사무소(韓山面事務所) 앞 비석군(碑石群)
● 소재지 : 한산면 지현리 면사무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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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1562~18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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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사무소 정문앞에 위치한 이 비석군은 원래 각기 다른 위치에 있었던 것
을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총 10기가 보존되고 있는데, 거의 모두가 한산에 부
임해 왔던 군수, 현감과 한산지역에 이르러 행적을 남긴 관찰사의 송덕비이다.
대부분의 공덕비류가 그러하듯이 선정비(善政碑), 애민비(愛民碑), 불망비(不忘
碑), 거사비(去思碑)로 이름 붙혀져 있으며 비의 건립연대는 16세기가 2기, 17세
기가 3기, 18세기가 1기, 19세기가 4기이다.
이중 군수 박순(朴淳)의 비는 백비(白碑)이며, 그의 학문과 관력으로 보아 한산
지역 사족 활동에 영향력을 예상케하며 군수 이성중( 誠中)은 문헌서원의 창건
에 공적이 있는 인물이다.

(5) 이이남 선정비( 以男 善政碑)
● 소재지 : 장항읍 장암리 질구지
● 시대 : 조선후기
장항읍사무소에서 장항 공단쪽으로 3㎞가면 한솔제지 정문에 이르는데 맞은
편에 비석(碑石)이 위치한다. 이곳은 옛날 장암진이 있던 곳으로 원래 장암마을

<사진 40> 이이남 선정비

의 돌다리로 방치되던 것을 향토연구자들이 발견 1992년 현 위치에 옮겨 세운 것
이다. 모두 2기인데 만호(萬戶) 이이남( 以男)의 청덕무휼선정비(淸德憮恤善政
碑)로 하나는 구비(높이 118㎝, 폭 51㎝, 두께 15㎝)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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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하여 건립한 신비(높이 127㎝, 폭 50㎝, 두께 17㎝)이다. 모두 호패형이며 비
碑)’
로 되어 있고 구비는 후면에 아무런 기록이 없으나, 신비는 비 내력을 단문으
로 소개하였다. 중수하여 새로 건립한 비의 뒷면 건립문을 보면‘만호 이이남은
서천포(舒川浦) 장암진 만호로, 서면 마량진(馬梁鎭)과 군산의 첨절제사(僉節制
使)와 더불어 금강하구 지역의 방호와 수비를 굳게 하면서 가난과 재난에 허덕이
는 백성의 처지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등 덕치선정을 베풀었던 인물이었다’
고한
다. 그의 선정을 기리는 선정비가 세워졌었으나, 오랜 세월과 주민들의 무관심속
에 비가 유실되었다가 다행히 구비가 발견됨으로써 1992년 서천군수가 복원 건
립한 것을 밝히고 있다.

(6) 찰방 김조헌애민선정비(察訪 金祖憲愛民善政碑)
● 소재지 : 마서면 옥북리 역말
● 시대 : 1865년(고종 2)
장항읍 소재지에서 옥산 방면으로 약 3.1㎞ 정도 가면 옥북리 아래뜸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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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은 동일하게‘만호이공후이남청덕무휼선정비(萬戶 公侯以男淸德憮恤善政

닿게 되는데 선정비는 마을의 입구에 자리하
고 있다. 옛 두곡역(豆谷驛)의 찰방(察訪)이었
던 김조헌의 선정을 기리는 비로 비면에는
‘찰방 김후조헌 애민선정비(察訪 金候祖憲 愛
民善政碑)’라 기록되어 있고 건립시기는
1865년(고종 2)이다.
찰방은 조선시대 각도의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으로 역정(驛政)의 최고 책임자
일 뿐만 아니라 수령의 탐학과 민간의 질병까
지도 고찰하여 민생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
다. 김조헌의 인물평이나 선정의 내용에 대하
여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높이 106㎝, 너
비 40㎝, 두께 16㎝로 현재 도로변에 세워져
이 일대가 옛 역원터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사진> 찰방 김조헌 애민선정비

(7) 비인군수 강후원로 만세송모비(庇仁郡守 姜候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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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世頌慕碑)

● 소재지 : 판교면 판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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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1908년(순종 2)
이 비는 판교면사무소와 판교회관 사이의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데, 서천지역
에 세워진 군수 강원로 관련 선정비 세 개 중의 하나이다. 이곳의 선정비는 저산
팔읍의 보부상과 관련이 있는 비로 보인다. 비의 내용은‘개제기인 숙신기신 비
후하재 비후하재 시치간우 재우기오 최과우천 공실반원 화일인경 혜급상려 촉난
요모 하공원공(豈悌其人 肅愼其身 匪侯何載 匪侯何載 時値艱虞 材優技梧 最課右
遷 恐失攀轅 化溢 境 惠及商旅 蜀難謠暮 何功願供)’
이라 되어 있다. 건립자는
팔군상업사(八郡商業社)라 하여 당시 강원로의 후원을 받았던 비인-서천-한산
일대의 보부상들이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15㎝, 너비 38㎝, 두께 13㎝이다. 현재 이 비의 옆에는
1933년 판교면 소작인들이 세운 조준호 시혜불망비(趙俊鎬 施惠不忘碑)가 세워
져 있다(높이 140㎝, 너비 36㎝, 두께 11㎝, 가첨석).

(8) 길산교비(吉山橋碑)
● 소재지 : 서천읍 삼산리

● 시대 : 미상
서천에서 기산 방면으로 602번 지방도를 따라 3
㎞ 정도 가다가 우측 길산교회 방향으로 500m를
가면 폐교된 길산초등학교에 이르게 된다. 길산교
비는 이 학교 정문 우측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분수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 비는 서천과 한산을
잇는 길산교(吉山橋)를 설치하고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로 길산교를 건립할 때 후원한 인명과
출연금에 관한 내용이 전후좌우로 음각되어 있는
데 심하게 마모되어 판독하기가 어렵다.
규모는 높이 164㎝, 폭 54㎝, 두께 38㎝로 호패
형이나 귀부 위에 세워져 있다. 이 귀부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곁에 있는 문인석
<사진> 길산교 비

과 연결되는 유구로 보인다.

(9) 대명교중수비(大鳴橋重修碑)
● 소재지 : 문산면 은곡리
문산면 소재에서 홍산방면으로 지원저수지를 지나 5㎞쯤 가다보면 좌측으로
은곡리 마을회관이 위치한다. 대명교중수비는 마을회관의 전면으로 도로를 건너
보이는 민가의 전면에 위치한다.
이 비는 1748년(영조 24)에 세워진 것으로 대명교를 중수하면서 그를 기념하
기 위하여 세웠던 것으로, 음기는 시주자와 화주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비의 크
기는 높이72㎝, 너비 31㎝, 두께 14㎝이다.
이와 함께 대명교 중창에 관련된 시주자와 내용이 대명마위 고인돌에도 음각
되어 있다. 고인돌의 뒤면 우측에 음각된 내용은 마모가 심해서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대명교 중창화주 ○○금팔십○○○시대부○○(大鳴橋 重創化主 ○
○

八十○○○ 施大夫○○)’
등의 내용이 보이고 있다.

(10) 제민창비(濟民倉碑)
● 소재지 : 종천면 장구리
● 시대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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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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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에서 비인 방면으로 가는 24번
국도를 따라 5㎞ 정도 가다가 당정리
좌측도로로 약 2.5㎞가면 장항촌에
이르게 된다. 길 옆의 집 뒤쪽으로 비
석이 하나 있는데 이 비석이 바로 제
민창비이다. 비문(碑文)은 마모가 심
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제민
창(濟民倉)을 쌓을 당시의 공적비이거
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일대에는 제민창의 터로 보이
는 건물터가 있고 초석(礎石)으로 보
<사진> 제민창 터

이는 돌들도 많이 남아 있다.

2) 신도비·묘비(묘역)
(1) 가정 이곡 묘소 및 신도비(稼亭

穀 墓所 및 神道碑)

● 소재지 : 기산면 광암리 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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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묘비 1526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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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에서 한산으로 가는 602번 지방도를 따라 쌍암고개를 넘어 약 9㎞쯤 가면
좌측으로 가정 이곡 재실이 자리하고 있다. 신도비는 재실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
며, 묘소는 재실의 북서쪽 약 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곡(1298~1351)은 한산인으로 자는 중부(仲父), 호는 가정(稼亭)이라 하였으
며, 이자성의 아들이다. 일찍이 원 제과에 급제 하였고 재상들의 건의로 한림국
사원검열관이 되어 중국의 학자들과 교유하고 귀국하여 정당문학이 되고 후에
한산군에 피봉되었다. 이제현과 함께『편년강목』
을 중수하고 충렬, 충선, 충숙 삼
조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유고는 가정집 20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려말 삼은의 한 인물인 목은 이색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가정의 묘소와 신도비는 한산면에서 기산면 쪽으로 면 경계를 지나 곧바로 도로
우측편 광암리 8번지에 신도비와 재실, 묘소가 함께 있다. 신도비는 담장과 신문안
에 세워져 있으며, 비문은 17대손 좌의정 이경재( 景在)이 찬(撰)하였고, 추기는
1899년에 송병선(宋秉璿)이 썼다(篆

容稙, 書

玄稙). 묘소의 구비는 1351년(공민

왕 원년)에 세워졌었고, 1526년(중종 21) 후손 유청(惟淸)에 의하여 다시 세워진 것
이다. 묘하에는 후손인 남강 이임( 南江

稔)의 묘소가 있고, 묘소의 우측으로 작은

능선을 넘어 배위인 함창군부인(咸昌郡夫人)의 묘소도 있다.

(2) 처사교하노공묘비명(處士交河盧公墓碑銘)
● 소재지 : 기산면 산정리
● 시대 : 미상
서천읍내에서 4㎞쯤 가다보면 좌측에 마산방면으로 향하는 도로가 나온다. 이
도로를 따라 약 1.9㎞ 정도가면 산정리 마을이 나오는데 묘비명은 산정리마을의
망양사 전방에 위치하고 있다.
교하노씨 노긍(盧兢,738~1790)의 묘역이다. 노긍은 1765년 진사가 되었는대 과
시에서 명성을 떨쳐 호서지방 사류들의 추앙을 받았다. 1777년 사간 이헌영이 사람
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여론을 조성하여 사풍을 어지럽히는 인물이라 하여 한양의
고봉환(高鳳煥), 개성의 이환룡( 煥龍), 호남의 이행휘(

輝)등과 함께 원변에 유

배시킬 것을 상소하자 이로 인하여 위원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러난 인물이다.
묘비명은 전면에‘처사교하노공묘비명(處士交河盧公墓碑銘)’
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규모는 높이 170m, 너비 70m 정도의 크기이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
면 이 비는 망양사를 창건 하면서 이 곳으로 이건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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穡 墓所 및 神道碑)

● 소재지 : 기산면 영모리
● 시대 : 신도비 1666년(현종 7)
서천읍 소재지에서 602번 도로를 따라 양화방면으로 8㎞쯤 가면 좌측으로 영
모리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2.2㎞ 정도 가면 문헌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신도비는 영정과 같이 자리하고 있으며, 묘소는 문헌서원의 좌측
으로 20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목은 이색(牧隱

穡, 1328~1396)은 한산인으로 자는 영숙, 호는 목은이며 여

말 삼은의 한사람이다. 14세에 성균관시에 합격하였고 1353년(공민왕 2) 괴과(魁
科)에 들었으며 다시 정동성 향시에 장원으로 합격되어 서장관에 임명된 후 원나
라에 들어가 다시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지제고가 되었다. 1367년(우왕 3)에 대사
성이 되어 정몽주(鄭夢周), 김구용(金九容), 이숭인( 崇仁) 등을 학관으로 채용하
여 신유학의 보급과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또한 유·불의 융합을 통한 태
조왕건 때의 중흥을 주장하였으며, 불교의 폐단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척불론을
강조하였다. 1392년 정몽주가 피살되자 관련되어 금천, 여흥, 장흥 등지로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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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은 이색 묘소 및 신도비(牧隱

된뒤에 석방되었다. 저서에『목은문고(牧隱文藁)』
와『목은시고(牧隱詩藁)』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목은 이색의 묘소는 영모리 문헌서원 뒷편 산록에 위치하고 있다. 목은 이색의
묘표는 1433년 손자 맹균(孟畇)이 찬했고, 배위인 안동권씨 묘비는 1404년 권근
이 찬했고, 신도비는 하륜(河崙) 찬(撰), 공부(孔俯) 서(書)로 음기(陰記)는 송시열
(宋時 ) 찬(撰), 12대손 수경(壽慶) 서(書), 김수항(金壽恒) 전(篆)으로 1666년(현
종 7) 후손 등이 건립한 것이다. 1988년 새로 세운 비가 문헌서원 광장에 서 있다
(容稙 書 監董鎬稙,

容完 撰書 宋秉璿 銘 1988년 개수) .

(4) 제월재 권성 신도비 및 묘소(霽月齋 權小 神道碑 및 墓所)
● 소재지 : 기산면 화산리
● 시대 : 18세기
기산면 소재지에서 부여방면으로 약 300m 정도 가면 좌측으로 문학골로 들어
가는 소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600m 정도 가면 길 우측에 화산사가 자리하
고 있다. 영당은 화산사 경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묘소와 신도비는 화산사 서측
편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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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權小 , 1653~1730)은 한산 출신의 영조대 학자로 안동인이며, 한산 6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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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일컬어졌던 지족당 권양(知足堂 權讓)의 아들이자 수초당 권변(遂初堂 權
)의 동생이다. 자를 경중(敬仲), 호를 제월재(霽月齋)라 하였고, 한산의 천곡에서
출생하였다. 1683년 생원 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687년에는 알성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을 거쳐 사헌부 감찰, 병조좌랑을 거쳐 1689년에는 충청도 도사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함평 순창 등의 외직에 나가서 선정을 베풀었으며, 그뒤에도
여러 청요직에 임명되었으나 그때마다 사직상소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그중 시강
원 보덕(侍講院 輔德)을 사직하면서 올린 18조의 상소는 그의 경세론이 집약된 것
으로 유명하다. 한편 귀향 은거한 그는 일광산 동쪽에 서재를 지어 여씨향약과 서
재 학규를 벽에 걸고 상읍례를 철저히 행하였다 한다. 1707년 통정대부로 강계부
사에 임명되자 임지에 나가 변방의 군진을 다스리는 계책을 10조로 개진하였다.
이어 1710년 평안병사, 1712년 병조참의, 한성부 우윤, 황해감사, 강원감사 등을
역임하였고, 1714년에는 연경에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사후 15년 되던
1744년(영조 20)에 시호를‘정간’
이라 내리고 시장(諡 )은 이기진( 箕鎭)이 짓
고 신도비는 도암 이재(陶巖
集)』
(14권)이 있다

縡)가 찬(撰)하였다. 저서로는『제월재집(霽月齋

(5) 권집 묘비(權輯 墓碑)
● 소재지 : 문산면 지원리
● 시대 : 1701년(숙중 27)
문산면 소재지에서 부여군 홍산방면으로 500m 정도 가면 좌측으로 좌수뫼마
을로 들어가는 소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30m 정도 가서 우측의 권씨 선산이
나타나는데 비석은 이 선산에 자리한다. 인근에는 청덕사가 있다.
비의 전면에는‘정부인한산이씨부좌 가선대부행종성도호부사권집지묘 정부인
광주이씨부우(貞夫人韓山 氏 左 嘉善大夫 鐘城都護府使權輯之墓 貞夫人廣
州 氏 右)’
라고 쓰여져 있으며 비의 규모는 높이는 163㎝이고, 폭은 62.5㎝,
두께는 20.3㎝이다. 조지겸(趙持謙)이 찬(撰)하고 권주가 서(書)를 하였다.

(6) 이지영 묘비( 之英 墓碑)
● 소재지 : 문산면 지원리
● 시대 : 1579년(선조 12)
문산면 소재지에서 부여군 홍산방면으로 500m 정도 가면 좌측으로 좌수뫼마
을로 들어가는 소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30m 정도 가서 우측의 권씨 선산이
나타나는데 비석은 이 선산에 자리한다. 인근에는 청덕사가 있다.
公之墓)’
라고 쓰여져 있으며 비의 규모는 높이는 110㎝이고, 폭은 58㎝, 두께
는 23㎝이다. 이수는 용문으로 새겨져 있다. 이산해( 山海)이 찬(撰)하고 송언신
(宋言愼)이 서(書) 하였다.

(7) 신오 신도비·기충비(申澳 神道碑·紀忠碑)
● 소재지 ; 비인면 율리
● 시대 : 1980년
서천읍소재지에서 비인방면으로 21번도로를 따라 4.5㎞ 정도 가다보면 우측
으로 617번 도로가 나온다. 이길을 따라 1㎞쯤 가면 좌측으로 율리로 향하는 포
장도로가 나오는데 이길을 따라 3㎞ 정도 가면 좌측에 율리마을이 있다. 신도비
는 구비는 율리사 앞에 위치하며, 신비는 율리마을(밤골)로 들어가는 입구로 도
로의 좌측에 위치한다.
율리사에 제향된 지족재 신오(1知足齋 申澳, 1591~1637)의 자는 사탁(士濯),
호는 지재(支齋)로 광해군 12년에 무과에 급제한 뒤, 1621년 청성(淸城) 방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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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전면에는‘유인평양조씨지묘 충의위이공지묘(孺人平壤趙氏之墓 忠義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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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면서 스스로 모은 곡식 500석을
실어다 군량에 충당하였다고 전한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궁성을
지켰고 1637년 병자호란때는 광주,
합천 싸움에서 참전하였다가 전사하
였다. 1697년에 군자감 주부(軍資監
主簿)에 증직되었다.
신오(申澳)의 신도비(神道碑, 구비)
는 1906년에 김복한(金福漢)이 짓고,
유진삼(兪鎭三) 썼으며, 신오의 기충
비 비문은 1981년에 구경회(具璟會)가
지었다. 신비는 1980년대에 세워졌다.

<사진> 신오 신도비와 기적비

(8) 이우당 조태채 유적(二憂堂 趙泰采 遺蹟)
● 소재지 : 서천읍 구암리 송동마을
● 시대 : 1790년(정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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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에서 종천쪽으로 외곽도로를 타고 2.5㎞ 정도 가면 사거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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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좌측도로를 따라 약 1㎞ 가면 구암리 송동마을에 이르는데 조태채의 묘
소와 신도비는 마을 뒤 낮은 야산과 그 어귀에 위치한다.
조태채(1660 ~1722)는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유량(幼亮), 호는 이우당(二憂
堂)이다. 당파가 극심했던 숙종년간
에 그는 그의 족질들이 모두 소론 편
향의 당색을 지녔던데 반해서 유독
노론에 머물러 소론측의 공격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당시 공론의 부
재 현상을 통렬히 비판하였고 당론
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
였다. 특히 경종 즉위 후 정국이 혼
미한 가운데 1721년 영의정 김창집
(金昌集), 좌의정 이건명( 健命), 호
조판서 민진원(閔鎭遠) 등과 함께 연
잉군(영조)의 세제책봉을 건의 실현

<사진> 조태채 묘역

시켰다. 그러나 그의 종제인 조태구(趙泰耉)와 좌참찬 최석항(崔錫恒) 등 소론의
적극적인 반대로 그들과 함께 제거되는 운명에 처한다. 즉 김일경(金一鏡)이 올
린 노론 4대신 축출 상소로 조태채는 진도로 유배되고 이듬해에 사사되는 운명이
된다. 1727년(영조 3) 삭직되고 그를 제향한 서원이 훼철되었으나 무신난에 역적
을 토벌하는데 공이 있자 1736년 복작이 되고 시호도 복구되었고, 그 후 1790년
(정조 14)에 서천으로 묘소를 옮겼다.
묘소에는 호석을 두른 봉분 정면 좌우에 조태채와 배위의 묘비가 서있고, 망
주석과 문인석이 있으며, 정면 중앙에는 장명 등이 있다. 조태채의 묘비는 1710
년 건립된 것으로 조정서(趙正緖) 서(書)이고, 배위의 비는 이의현( 宜顯) 찬
(撰)이다. 추기를 보면 원래 목천에 있던 것을 1726년 장단으로 옮겼다가 1790
년에 다시 서천으로 현재의 위치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조태채의 신도비는 묘
소 앞에 있다. 중건한 이 비석은 민진원(閔鎭遠)이 찬하고 홍봉조(洪鳳祚)가 서
(書), 조관빈(趙觀彬)이 전(篆)을 쓴 것으로 비의 규모는 높이 243㎝, 폭 93㎝,
두께 46㎝이다.

(9) 남양군 홍융 묘소(南陽君 洪戎 墓所)
● 소재지 : 시초면 용곡리
시초면 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용곡리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1.5㎞ 정도 가면
용곡리 윗당곡마을이 나온다. 홍융묘소는 길 우측으로 남양홍씨 재실 뒷편에 위
치하고 있다.
남양군 홍융은 고려 충숙왕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으로 첨의중찬 奎의 아
들이다. 1316년 삼사사(三司使)가 되어 왕이 사냥을 즐기므로 자주 수행하였다.
밀직 나유(羅裕)의 딸과 혼인하여 세 아들을 낳고 만호 황원길의 딸과 재혼하였
으나 자색이 뛰어나 항상 방안에 두고 친척이라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충혜왕은 규의 딸 명덕태후(明德太后)의 소생이므로 융에게는 생질이 되는데 융
이 죽은 뒤 내수(內竪) 최화상(崔和尙)이 황씨가 절색이라고 칭찬하자 충혜왕이
방중에 그 집에 가서 사음(私淫)하고 금은기채 등을 주었다고 한다.
홍융의 묘소 앞에는 묘비명이 있는데 비의 전면에‘고려중대광판삼사사남양부
원군장간홍공융지묘 통의군부인나주나씨 창원군부인회산황씨(高麗重大匡判三
司事南陽府院君莊簡洪公戎之墓 通義郡夫人羅州羅氏 昌原郡夫人檜山黃氏)’
라고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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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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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려호장 이공 묘소(高麗戶長

公 墓所)

● 소재지 : 한산면 지현리
● 시대 : 미상
이공묘소는 한산면 사무소에서 서쪽으로 건지산 동쪽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
다. 이공묘소의 주변에는 지현리사지가 있다.
이 묘는 한산이씨의 시조가 되는 고려호장의 것으로 이윤경( 允卿) 읍지에는
한산현의 성황신으로 추앙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산이씨 가문은 이곳 3형제 대
에 이르러 크게 문흥을 일으킨 호서지역 대표적인 사림가문이다. 이윤경의 묘소
는 한산이씨 종친회에서 조성하였으며 묘비에는‘고려호장이공지묘(高麗戶長
公之墓)’
라고 새겨져 있다.

(11) 석북 신광수 유적(石

申光洙 遺蹟)

● 소재지 : 화양면 대등리
● 시대 : 조선후기
화양면 대등리에는 조선후기의 문학자인 신광수(1712~1775)의 묘소가 있다.
석북 신광수(1712~1775)는 숙종, 영조때의 문인으로 본관은 고령(高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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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는 성연(聖淵), 호(號)는 석북(石 ) 또는 오악산인(五嶽山人)이다. 첨지중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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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僉知中樞府事) 호(澔)의 아들로 5세 때 쓰고 읽을 줄 알고 말하는 것이 사람을
놀라게 하였으며 서, 화에 뛰어나 문명(文名)이 온나라에 자자하였다 한다. 남인
의 가계로 초기에는 벼슬길이 막
혀 향리에서 학문에 힘썼으며 채
제공, 이헌경, 이동운 등과 교유하
였고 또한 윤두서의 딸과 혼인하
여 실학파와 유대를 맺었다.
39세 때 진사에 올라 벼슬을 시
작하였으며, 그후 영릉참봉(
奉)이 되고, 53세에 금오랑( 吾 )
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표류하여, 제
주에 40여일 머무르는 동안‘탐라
록(耽

)’
을 지었다. 그 뒤 선공봉

사(繕工奉事), 돈녕주부(敦寧主簿),
연천현감( 川縣監)을 지냈다. 1772

<사진> 신광수 묘비

년 61세 때 기로과(耆 科)에 장원하여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었다. 이로부터
조정에서는 문장의 신하를 얻었다고 하였고, 영조의 대우가 대단하였다. 이때 서울
에 거주할 집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왕으로부터 집과 노비를 하사받았다. 그뒤 우
승지, 영월부사를 역임하였다. 시명이 세상에 떨쳤으며 특히「등악양루탄관산융마
(登岳陽 歎關山戎馬, 일명 關山戎馬)」
는 창으로 널리 불려졌다고 한다. 그는 사실
적 필치로 당시 농촌사회의 피폐상, 관리의 부정과 횡포 및 하층민의 고난을 시의
소재로 택하여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악부체의 시로서는「관서악부(關西 府)」
가
유명하다. 그의 시는 당시의 현실을 담고 있거나 우리나라의 신화나 역사를 소재로
하여 민요풍의 한시로 표현하고 있어, 한문학 사상 의의가 매우 크다. 저서로‘석북
집(石 集)’목판본 16권 8책이 전해지는데, 1906년(장석용 序) 후손에 의하여 간행
되었고 이밖에 아들 우상, 기상이 사후 편집한 필사본 8책이 따로 전한다.
‘석북집(石 集)’
에는 그의 대표적인 기행작품들인 서관록(西關 ), 여강록(
江 ), 탐라록(耽

), 북산록( 山 ), 임장록(

), 월중록(□中 ), 관서악

부(關西 府)가 수록 되어있고,「서마기사사(西馬騎士事)」
「마생전(馬生傳)」
「호승
전(虎僧傳)」
「검승전(劍僧傳)」등과 같은 전기적 성격의 글도 있다. 1973년 신석호
가『자하시집(紫霞詩集)』
과 합본으로『석북시집(石 詩集)』
을 초역, 간행하였고,
1975년에는 한국한문학연구회에서「기록초음」
·
「진택문집」
·
「부용시선」
등과 합

6. 관아시설과 고건축
(1) 풍옥헌 조수륜 유적(風玉軒 趙守倫 遺蹟)
● 소재지 : 서천읍 둔덕리 용학
● 시대 : 1594년, 1889년 중건
서천읍 소재지에서 611번 도로를 따라 문산방면으로 3.5㎞ 정도 가면 둔덕2리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풍옥헌 조수륜 유적은 마을 뒷편의 표고 68m인 용학산
남향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풍옥헌은 서천에서 학행으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
던 풍옥헌(風玉軒) 조수륜(趙守倫, 1555~1612)의 유서를 기리는 유적으로 정면 3
칸, 측면 1칸의 건물이다.
조수륜(1555-1612)은 풍양인으로 자는 경지(景至), 호는 풍옥헌(風玉軒)·만귀(晩
歸)이다. 응교 조정기(趙廷璣)의 아들이다. 부인은 동래정씨로 현감 정선복(鄭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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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하여『숭문연방집(崇文 芳集)』
이란 제목으로 영인, 간행하기도 하였다.

딸이다. 우계 성혼의 문인으로 선조대에 관직을 지내다가 임진병란을 만나 1593년 처
가가 있는 서천으로 이거 정착하였다. 그 후 그는 처가의 별장인 이곳에 집을 짓고
‘풍옥헌(風玉軒)’
이라 편액하고 화초와 대나무를 심고, 강론과 후학교도에 전념하였다.
그 후에 1597년 정유왜란으로 풍옥헌이 퇴락되자, 10년 후에 다시 하향하여
집을 고쳐 짓고‘만귀당(晩歸堂)’
이라 이름하고‘종노지소(終老之所)’
로 삼으려
하였으나 1612년 김직재의 무옥에 연류되어 옥사했다. 인조반정 후에 좌승지 병
조참찬에 추증되고 서천의 건암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원래 아들인 창강(滄江)
조속(趙涑)에 의하여 문집이 편집되었다 하나 간행되지 못하고 유실되었고, 1976
년 후손 조남충의 노력으로 시문과 관련 기록들을 모은‘풍옥헌유고(風玉軒遺
稿)’
가 간행되어 전한다.
풍옥헌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당우와 재실인 용학재사( 鶴齋舍), 4개의 비
석과 함께 있다. 당내에는 각종 현판들이 걸려 있는데, ①풍옥헌서(風玉軒序,
1609년, 金終男) ②풍옥헌당중건기(風玉軒堂重建記, 1889년 宋近洙) ③풍옥헌당
중건서(風玉軒堂重建序, 1890년 후손 秉洙 序, 申應善 書) ④ 풍옥헌중건후강음
서(風玉軒重建後講飮序, 1901년 후손 整九 書) 등이 있다.
한편 풍옥헌 옆에는‘풍옥헌선생 조공유허비(風玉軒先生 趙公遺墟碑, 18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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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塘 鄭龜錫 篆)’
가 있고, 정면 축단아래에는 3개의 기적비가 세워져 있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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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는‘풍옥헌 조선생유적비(風玉軒 趙先生遺蹟碑, 1978년, 박성수 찬, 류희열
서, 풍옥헌 현창사업회 건립)’
와 좌측에‘건암서원사선생기적비(建巖書院四先生
記蹟碑, 명곡 이산보, 중봉 조헌, 풍옥헌 조수륜, 창강 조속 4선생의 간략한 행적,
류희열 서, 현승종 기)’
, 우측에‘만회이선생위사행적비(晩晦 先生爲師 績碑),
1984년, 조남충 찬)’
가 있다.

(2) 봉남리(烽南里) 중리마을 객사터
● 소재지 : 마서면 봉남리
● 시대 : 조선
서천읍에서 4번 국도를 타고 남동쪽으로 약 2㎞ 정도 남진하다보면 마서면 계
동리의 동죽마을에 다다르게 되는데 봉남리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난 도로를 따
라 약 1㎞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이곳에 객사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
나 읍지나 문헌에는 객사의 위치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객사는 관아시
설이므로 봉남리는 남산성 아래 관련 있는 유허지로 추측된다. 현재 이곳에는 잡

목과 잡풀이 무성하여 건축에 쓰였던 석재를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기와편이 산
재되어 있다. 기와편 중 명문이 쓰여 있는 것이 다수 산포되어 있다.

(3) 이하복 가옥( 夏馥 家屋)
● 소재지 : 기산면 신산리 120
● 시대 : 조선말기
서천읍 소재지에서 602번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5.2㎞ 정도 가면 기산면
신산리 마을에 이르게 된다. 이하복 가옥은 도로변에서 북쪽으로 약 4㎞ 정도 들
어간 곳에 위치한다.
이 집은 19세기 후반에 3칸 안채를 건립한 후 20세기 초에 사랑채, 아래채, 광채
를 지으면서 안채의 좌우측을 증축한 것이다. 현재 거주자인 이기원의 고조부인 이
병직( 昺稙)이 건립하였고 이병직의 증손 이하복 대에 문화재로 지정받게 되어 고
택명이‘이하복 가옥’
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이 집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쪽에 대
문간이 있는 일자형의 사랑채와 뒤쪽의 안채, 그리고 측면의 광채가‘□’자형을 취
하고 있다. 사랑채의 우측에는 일자형의 아래채가 2칸정도 떨어져 자리하고 있다.
안채는 원래 3칸으로 좌측에서부터 부엌 1칸, 안방 1칸, 윗방 1칸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후대에 부엌을 좌측으로 1칸 늘리고 윗방의 우측으로 대청 1칸,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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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1칸을 증설하였으며 아랫방 아래로‘헛청(부엌·헛간)’
1칸을 덧달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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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과 윗방 앞에는 반칸 폭의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두 방 사이에는 네짝
미서기문을 달아 방을 구분지었다. 대청은 윗방과 아랫방에서 드나들 수 있는 개

<사진> 이하복 가옥

구부를 내지 않고 전면에만 유일하게 출입문인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고 있다. 사
랑채는 좌측에서부터 대문간 1칸, 부엌 1칸, 사랑방 2칸으로 배치되어 있다. 사랑
방도 전면과 우측면에는 반칸 폭의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툇마루의 좌측단에는
반칸 크기의 토광이 마련되어 있다.
아래채는 좌측에서부터 부엌 2칸, 안방 1칸, 윗방 1칸, 광 2칸으로 이루어져 있
다. 안채는 장대석 외벌대 토단 위에 자연석 덩벙초석을 놓고 모두 방주(方柱)를
세웠으며 柱上의 도리는 모를 굴린 납도리를 사용한 민도리집이다. 부 가구는 전
면의 지붕을 후면보다 길게 하기 위한 2고주(高柱) 4량가(樑架)이며 지붕은 우진
각 초가지붕이다. 사랑채는 1고주 5량가로 안채의 구조기법과 유사하다. 다만 막
돌 허튼층쌓기의 기단으로 안채보다 축대를 높게 한 것이 다를 뿐이다. 중요 민
속자료 제197호로 지정 되었다.

(4) 목은선생 문집판각(牧隱先生 文集版閣)
● 소재지 : 기산면 영모리
● 시대 : 1594년
서천읍 소재지에서 602번 도로를 따라 양화반면으로 8㎞쯤 가면 좌측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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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로 들어가는 포장도로가 나온다. 이 길을 따라 2.2㎞ 정도 가면 문헌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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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다. 문집판각은 문헌서원의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가
정(稼亭) 이곡( 穀)과 목은(牧隱) 이색( 穡)의 문집 목판이 보존되고 있다. 이들
문집판각은 가정 문집 목판이 148판, 목은 문집 목판이 827판 총 975매가 충남
남도 유형문화재 77호로 지정되었다.
가정문집 판각의 과정은 초판이 1362년(공민왕 11)에 시작되어 금산에 보존되
었었다고 전한다. 이 초간본은 목은 이색이 20권으로 편집하고, 매부인 박상충이
간행하였는데 그 판본이 왜 금산에서 보존되었는지는 미상이다. 금산은 려말선
초 성리학적 분위기를 지닌 인물들이 많았고, 특히 1364년(공민왕 13)에 이 문집
의 서문을 쓴 윤택(尹澤)은 그러한 분위기가 강한 금산인이었다. 이 같은 초간본
목판이 금산에 있었음은 1422년(세종 4) 재간본의 발문을 쓴 유사경( 思敬)의
글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초간본 목판은 병란으로 소실되어 이종선과 이숙묘가 강원도 관찰
사 유사눌( 思訥, 1375~1422)에게 부탁, 그에 의하여 재판이 1422년(세종 4)에 만
들어 진다. 이 재판본의 정확한 장판처는 미상이다. 이어 제3판은 1635년(인조 13)
에 다시 만들어지지만 이 역시 왜란으로 회진되고 4판이 1662년(현종 3)에 이루어

진다. 초판 개판이후 300년 만에 이루어진 당시 개판작업에는 후손인 전라관찰사
이태연이 판목과 경비를 지원하였고, 이것이 현재 문헌서원에 소장된 것이다.
목은 문집이 간행되기 까지 문집의 편집은 이계전에 의하여 1404년(태종 4)(목
은 사후 9년)에 이루어지는데, 당시 양촌 권근과 이첨( 詹)도 참여하였다. 재판
은 1626년(인조 4)에 9대손인 이유당 이덕수가 순천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유고를
추가 수집하여 중간하였고, 그 판본은 한산의 고촌에 있던 서원에 보관하였다.
고촌의 서원이 훼철되자 판목은 기산면 영모리 목은 영정각에 보존하였다가 문
헌서원 복설 후 새로 건립한 장판각에 보존하고 있다. 이 목판은 한국 문화사와
국문학사의 1978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77호로 지정 되었다. 귀중한 자료로 평
가되며 1991년에 판목 일부가 도난 당했다가 2007년 되찾았다.

(5) 이상재 생가( 商在 生家)
● 소재지 : 한산면 종지리
● 시대 : 조선말기
월남 이상재 (1850~1927)의 생가 유적지로 보수 정화된 곳이다. 한산에서 홍산
방면으로 400미터쯤 가다 생가지 안내 표지판을 따라 오른쪽 길로 500여 미터쯤
가면 종지리, 생가지에 이르게 된다. 생가는 초가 2동과 유물관 1동으로 이곳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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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상재 선생이 태어나 과거에 나가기 전 18세 때까지 거주하던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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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이상재선생은 1850년에 한산에서 출생한 한말 일제시기의 선각자로 교육
자, 종교가, 정치가였다. 1867년(고종 4)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실패하고, 그후 박
정양(朴定陽)의 집에서 10년간 문객(門客)으로 있었다. 1881년 박정양이 그를 신사
유람단의 한 사람으로 선발하여 박정양의 비서로서 외국에 다녀왔다. 그리고 당시

<사진> 이상재 생가

<사진> 이상재 유물관

홍영식에게 인정을 받아 1884년 우정국주사(郵政局主事)가 되었으나 갑신정변으
로 낙향했다. 1887년 박정양이 주미공사로 있을 때 1등서기관으로 수행했으나 청
나라의 압력으로 귀국했으며 1892년에는 전원국(典園局) 위원이 되었다. 1895년
에는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했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고1898년 독립
협회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또 다시 구금
되었으며 이때 복역중에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후 출옥했으며 1905년 일본을
시찰한 후 관계에서 은퇴했다. 그리고 다시 1906년에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으
며 1907년 황성기독청년회(YMCA)에서 종교부 총무 및 교육부장을 역임했고 주로
종교청년운동에 힘을 썼다. 3·1운동 때에도 역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21
년에는 조선교육협회회장(朝鮮敎育協會會長)에 오르고 1923년에는 소년연합척후
대-보이스카웃 초대 총장에 오르고 1924년에는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깨우치며 독립을 찾자는 계몽운동을 펼친 독립투사였다. 그가 죽은 후 장례는 사
회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생가 유물관 앞에는 변영로가 지은 월남선생비문이 있다(1955년). 한산중학교
에 동상이 건립되어 있고, 한산면 지현리 모시관 공원에도 1975년 8월 15일에 추
모비가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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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포리(長浦里) 해창터
● 소재지 : 비인면 장포리
● 시대 : 조선
서천에서 비인 방향으로 약 10㎞ 정도 가면 비인면 소재지에 이르기 전에 장포리
1구로 통하는 길을 따라 1㎞ 정도 가면
장포리 마을이 있다. 해창터는 장포2
리의 장로교회의 동쪽편에 해당한다.
이 지역을 창터라고 하는데 이는 해
창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명
칭이다. 그러나 읍지나 문헌상으로는
해창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 지명이나 구전 그리고 청해파
문·무문 기와편과 자기편이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
을 해창지로 판단할 수 있다.

<사진> 장포리 해창터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