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4편 문화유적

1) 장항제련소(長項製鍊所)
● 소재지 :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장항읍사무소에서 장항 공단쪽으로 3.5㎞ 거리에 LG금속 장항공장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장항제련소이다.
일제는 산금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2월 조선제련소주식회사를 발족시켜 서
천군 장항읍 일대에 제련소를 건설하였다. 장항제련소는 서해안과 맞닿아 있어
화물운송에 유리한 곳이었으므로 수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장점을 갖추고 있었
다. 당시 시공은 중국인들이 맡아서 1935년 10월부터 1936년 6월 15일까지 1년
도 안되는 기간내에 건설을 마쳤다.
영에 차질이 생기자 (주)삼성광업에 매각하여 전략물자인 동과 연의 생산에 주력
하였다. 1946년 2월 장항제련소는 미군정청 귀속업체로 됐다가 정부 수립후 상
공부직속업체로 전환되었고 남북분단후 남한의 유일한 건식(乾式) 비철금속제련
소가 되었다. 1962년 한국광업제련공사법에 의해 한국공업제련공사로 발족하고
1989년 7월 주식회사 LG금속 장항공장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망산 위에 세운 250m 높이의 연돌은 한때 서해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이
정표 역할과 인천상륙 작전에서는 중요 지형물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89년
부터 제련공정을 폐쇄한 이후 이 굴뚝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관리비만 수천만원
이 들어가 2004년에 철거방침을 세웠지만 지역 내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장항제련소는 약 6만여 평의 부지 위에 설비시스템의 명쾌함과
벽돌조 건물군의 둔탁함이 조화를 이룬다.

(2) 신장리 3·1운동 기념비
●소재지 : 마산면 신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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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일제는 금광업을 정비하여 전시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제련소 운

마산면 소재지에서 양화방면으로 약 100m정도 가면 마산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3·1운동 기념비는 마산초교의 서쪽편에 자리하고 있다. 신장리는 새 장터
라는 의미로 이곳은 모시장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1919년 3월 29일 신장리 장터
에서는 고시상, 이동훈, 김인두, 박재엽, 정일창, 양재홍, 송기면, 송여직, 나상준,
이승달, 조남명, 유성열, 이근호, 임학규 등 주동이 되고 군중 2천여 명이 운집하
였다고 하며, 오후 1시경 만세를 부르다가 송기수 등 수명이 경찰서에 감금되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고시상 등 6명이 경찰서를 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주모
자의 대부분은 1911년 화양면 와초리에 세워졌던 한영학교 출신들이었다.
신장리의 만세운동은 서천지방에서는 가장 큰 3·1만세운동이었으며, 이를 기
리기 위하여 세워진 이 기념비는 비문을 박경수가, 글씨를 김기승이, 조각설계는
김주현이 각각 맡아 1987년 2월 28일에 세웠다.

(3) 마량리 성경 전래지
● 소재지 : 서면 마량리
서면 마량리 앞바다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래된 곳이다. 조선 순조
16년(1816) 9월 4일 영국정부로부터 조선의 서해안 일대 해도를 작성하라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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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영국군함 라호의 함장 바실 홀(B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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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이 알세스트호와 함께 서천 마량진(馬梁鎭)
갈곶[葛串]에 도착하였다. 당시 (趙大福)과 지방
관 비인 현감(庇仁縣監) 이승렬(李升烈)은 이양
선이 나타나자 바로 조사에 착수하여 이양선 두
척에 직접 다가가 한문을 써서 대화를 하고자 하
였고, 말이 통하지 않자 한글을 써서 묻기도 하
였는데 역시 소통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양선
이 나타난 목적을 확인하지 못한채 세권의 책을
받아 하선하게 되었다. 이때 받은 책이 바로 성
경이었고, 이로써 마량포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가 되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
라의『순조실록』
과 바실 홀이 1818년 작성한『한
국 서해안 및 류큐열도의 항해기(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사진 1> 신장리 3·1운동 기념비

<사진2>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비

the Great Loochoo Island)』
에 나타나 있다. 순조실록에는 서로 소통을 하지 못
해 첨사와 현감이 어떤 내용의 책을 선물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
나 바실 홀의 기록을 통해 그것이 성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소재지 : 한산면 지현리
한산면 소재지에서 기산방면으로 가다보면 한산모시타운이 있고, 그곳에서
100m쯤 가면 우측으로 월남 이상재 추모비가 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1850년
에 한산에서 출생한 한말 일제시기의 선각자로 교육자, 종교가, 정치가로 1895년
에는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했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으나 1898년 독립
협회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또 다시 구금
되었으며 이때 복역중에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1921년에는 조선교육협회회장(朝
鮮敎育協會會長)에 오르고 1923년에는 소년연합척후대-보이스카웃 초대 총장에
오르고 1924년에는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혁혁한 애국지사로서 깨우치
며 독립을 찾자는 계몽운동으로 이나라를 일깨워준 독립투사였다. 그가 죽은 후
장례는 사회장으로 이루어 졌으며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을 받았
다. 한산면 지현리 모시관 공원에도 1975년 8월 15일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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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재 추모비( 商在 追慕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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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공 오열사 묘역

<사진3> 반공 오열사 묘역

장항읍 소재지에서 종천방면 도로를 따라 6㎞정도 가다보면 좌측으로 송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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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가는 도로가 나온다. 반공 오열사 묘역은 송석리 산 23번지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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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묘역은 위령탑1기와 비석1기, 그리고 오열사안장묘지1기가 자리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은 서천까지 들어 왔다. 7월 13일 밤, 당시 장
항농업고등학교 졸업반 이었던 5인(김달식, 양태순, 임상덕, 신윤식, 최승상)이 모
여 구국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연도(섬)밖에 있던 우리 군함에게 적의 동태
를 알렸다. 야간에는 서천 등지에서(도만, 웅천 등) 신호탄을 쏘아 올려 우리 공군
의 폭격을 지원하여 적의 진지를 파괴하는 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9월 3일 2차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송석리에 위치한 아목섬에서 배를 타려다가 선부의 밀고로
북의 내무서원에게 붙잡혀 대전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순국하였다. 현재
묘역에는 위령탑이 있는데 서천군에서 5인의 순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또 그 충정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자 1991년 9월 이 탑을 건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