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 제4편 문화유적

(1) 둔덕리(屯德里) 은행나무
● 소재지 : 서천읍 둔덕리 201
서천읍 소재지에서 611번 도로를 따라 문산방면으로 3.5㎞정도 가면 좌측으
로 둔덕리마을이 있다. 나무는 마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은행나무의 추
정수령 500년, 흉고둘레는 4.4m, 수고는 25m이고 수관폭은 20m이다. 나무의
잎 또는 뿌리부분을 해한 자는 그 가족이 피해를 입는다. 매년 정월보름에 동민
제를 지낸다.

(2) 송림동(松林洞)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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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장항읍 송림동

제1절 개요

장항읍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남 소로를 따라 약 2㎞쯤 거리에 송림동 아랫
목리 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동쪽 구릉상에 느티나무 고목이 있다. 나무의 수령은
200년으로 수고는 10m, 둘레는 2.9m, 수관폭은 40m로 뿌리에서 4줄기로 뻗어
나가고 있다. 마을 전언에 따르면 나무를 해하면 재앙이 생긴다고 한다.

(3) 산정리(山亭里) 느티나무·
팽나무
● 소재지 : 기산면 산정리
기산면 산정리의 내산정 마을 중앙
에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자리하고 있
다. 팽나무는 추정수령이 300년, 흉
고둘레는 4.0m, 수고는 20m, 수관
폭은 28m이다. 특히 바람에 떨어진
고사 가지를 연료로 사용했던 주민이
해를 당하여 더욱 신성시 되고 있다.

<사진 1> 산정리 느티나무·팽나무

(4) 가양리(嘉陽里) 팽나무
● 소재지 : 마산면 가양리 96
마산면 가양리 마을 동쪽에 팽나
무가 자리하고 있다. 이 나무는 추
정수령 300년, 흉고둘레는 4.1m,
수고는 20m, 수관폭은 23m이다.
이 나무를 해하면 당사자가 피해를
<사진 2> 가양리 팽나무

입는다고 한다.

(5) 관포리(冠浦里) 은행나무
● 소재지 : 마산면 관포리 49-1@@@
관포리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1㎞정도 들어가면 상포마을이 나오는데 은행나
무는 관포교회부지의 서쪽 10m거리에 떨어져 있다. 은행나무는 추정수령 400
년, 흉고둘레는 5.0m, 수고는 18m, 수관폭은 16m이고, 나무를 해하면 당사자는
재해를 입는다.@@@@@@@@@@@

(6) 안당리(安堂里)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안당리 마을의 북쪽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는 추정
수령 450년, 흉고둘레는 5.2m, 수고는 18m, 수관폭은 20m으로 초봄 입이 발아
하는 양의 많고 적음으로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알 수 있다.

(7) 도삼리(道三里) 대안 당산제 및 소나무
● 소재지 : 마서면 도삼리 4-1
도삼리 대안 마을은 당산을 뒤로 하고 일렬로 가옥이 배치되어 있는데 마을 명칭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러기 형국을 하고 있다. 당산은 기러기의 몸통부분
에 해당된다고 하며 양쪽 날개에 해당되는 동편을 동아시, 서편을 성아시라고 한다.
당산제는 약 40년전까지 음력 7월 7일에 지내왔고 근간에는 개인적으로 당산
나무에 치성을 들여 왔다고 한다. 당산나무를 때면 동토가 난다고 했으며 당산나
무의 우거짐이 서쪽 방향이면 성아시 사람이 잘 되고, 동편으로 우거지면 동아시
사람이 잘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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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마산면 안당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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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동네에서 역이 있으면 꼭 당산에 올라와 제단을 정리하고 청결하게 하
였다고 한다. 특히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제를 지낸다고 하며 과거 당산제를 지
낼 때에는 손님이 찾아와도 피해없이 지나갔고 마을 주민중 군에 가서 죽었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흥미있는 점은 당산제를 지냈어도 어디 가서
당산제를 지냈다고 말하지 하고 특히 지내지 않을 때는 당산제에 관해서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금기가 있다고 한다.
당산나무인 소나무의 추정수령은 200년, 흉고둘레는 3.1m, 수고는 20m, 수
관폭은 13m이다.

(8) 송석리(松石里) 팽나무
● 소재지 : 마서면 송석리 198
송석리 와석마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의 추정수령은 280년, 흉고둘
레는 3.5m, 수고는 15m, 수관폭은 20m으로 수 백년전 바다에서 떠내려온 나무
를 심은 것이 오늘의 나무라 전한다.

(9) 구동리(九洞里) 느티나무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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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문산면 구동리 292-3

제1절 개요

문산면소재지에서 611번 지방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4㎞ 정도 가면 구동리
마을 입구에 이른다. 느티나무는 마을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의 추정수령은
450년, 흉고둘레는 5.2m, 수고는 20m, 수관폭은 23m이고 나무를 해하면 인명
에 피해가 난다고 한다.

(10) 구동리(九洞里) 느티나무Ⅱ
● 소재지 : 문산면 구동리 143-2
문산 면소재지에서 611번 지방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4㎞ 정도 가면 구동리
마을 입구에 이른다. 나무는 마을 입구에서 동쪽으로 10m 지점에 위치하는데,
추정수령은 400년, 흉고둘레는 4.6m, 수고는 20m, 수관폭은 18m이다. 초봄 잎
이 발아하는 양의 많고 적음으로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알 수 있다고 한다.

(11) 금복리( 福里) 느티나무Ⅰ
● 소재지 : 문산면 금복리 269

문산면 소재지에서 판교방향으로 약 4.5㎞정도 가면 금복1리에 이르는데, 느
티나무는 금복1리 들어가기전 포장도로의 우측편에 자리하고 있다. 나무의 추정
수령은 450년, 흉고둘레는 5.2m, 수고는 18m, 수관폭은 20m이고, 나뭇잎의 개
서 여하에 따라 풍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12) 금복리( 福里) 느티나무Ⅱ
● 소재지 : 문산면 금복리 28-2
문산면 소재지에서 판교방향으로 약 3.5㎞정도 가면 금복3리 노로지마을이 좌
측으로 나타난다. 느티나무는 노로지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느티나무의 추
정수령 370년, 흉고둘레는 4.6m, 수고는 18m, 수관폭은 18m이다. 그리고 나뭇
잎의 개서 여하에 따라 풍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13) 북산리( 山里) 느티나무
● 소재지 : 문산면 북산리 278
문장리로 입구에서 약 2㎞ 정도 안쪽의 길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느티나무의
추정수령은 280년, 흉고둘레는 3.6m, 수고는 18m, 수관폭은 20m으로, 음력 정
월 초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를 지낸다.

● 소재지 : 비인면 남당리 153
남당리 마을 안쪽에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추정수령은 500년, 흉고둘
레는 8.4m, 수고는 25m, 수관폭은 20m이다. 유씨 16대조 유여주가 한양에서
낙향하면서 은행나무 3주를 중국에서 가지고와 기념으로 심었으나 2주는 죽고
나머지 1주만 자라 현재의 나무로 자랐다고 한다.

(15) 성산리(城山里) 느티나무Ⅰ,Ⅱ
● 소재지 : 비인면 성산리 240,@ 191·192
나무는 성산리로 들어가는 포장도로의 우측에 자리한다. 나무의 추정수령은
400년, 흉고둘레는 5.4m, 수고는 25m, 수관폭은 28m이다. 도로 좌측의 느티나
무는 추정수령은 300년, 흉고둘레는 4.4m, 수고는 22m, 수관폭은 30m이다. 나
뭇잎의 개서 여하에 따라 풍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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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당리(南塘里)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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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칠지리(漆枝里) 느티나무
● 소재지 : 비인면 칠지리 92
나무는 칠지리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나무의 추정수령은 300년, 흉고둘
레는 4.4m, 수고는 20m, 수관폭은 25m이다. 나뭇잎의 개서 여하에 따라 풍흉
을 예측할 수 있다.

(17) 동백나무 숲
● 소재지 : 서면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서천 화력발전소 동쪽 구릉에 분포되어 있다. 이곳 마량리의 동
백나무는 땅에서부터 줄기가 2~3개로 갈라지면서 곁가지가 발달하여 나무높이
가 5m 내외이고 수관폭이 5m쯤 되는 둥근모양을 하고 있으며 85그루가 자라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169호(1965. 4. 1)로 지정되었다.
(18) 신합리(新蛤里) 팽나무
● 소재지 : 서면 신합리 59
신합리 합천마을 입구에 있다. 나무의 추정수령 300년, 흉고둘레는 3.6m,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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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20m, 수관폭은 20m이다. 나무를 해하면 재앙이 온다고 한다.

제1절 개요

(19) 월리(月里) 느티나무
● 소재지 : 서면 월리 281
서면 소재지에서 비인방면으로 500m가다보면 좌측으로 월리로 들어가는 소
로가 나온다. 이길을 따라 약 2㎞정도 가면 길가에 나무가 위치한다. 나무의 추정
수령은 400년, 흉고둘레는 5.0m, 수고는 25m, 수관폭은 25m이다. 나뭇의 개서
여하에 따라 풍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20) 선동리(仙東里) 느티나무Ⅱ
● 소재지 : 시초면 선동리 산71
선동리 고여마을의 서쪽 야산 하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나무의 추정수령은
500년, 흉고둘레는 6.7m, 수고는 15m, 수관폭은 16m으로 음력 정월 초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를 지낸다고 한다.

(21) 태성리(台城里) 느티나무
● 소재지 : 시초면 태성리 61-2
태성리 수왕마을의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데 추정수령은 370년, 흉고둘레는
4.2m, 수고는 20m, 수관폭은 22m으로 나뭇잎의 개서 여하에 따라 풍흉을 예측
할 수 있다고 한다.

(22) 낭평리(朗坪里) 은행나무
● 소재지 : 종천면 낭평리 6-1
종천면 소재지에서 617번 포장도로를 따라 1㎞ 정도 가면 우측으로 남평리 마
을이 위치하고 있다. 나무는 솥등매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의 추정수
령 400년(년생), 흉고둘레 4.80m, 수고는 25m, 수관폭은 17m이다. 매년 12월
말 마을의 평안을 위해 제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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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낭평리 은행나무

(23) 산천리(山川里) 은행나무
● 소재지 : 종천면 산천리 307
산천리 마을회관의 전면 100m에 위치하고 있는데, 나무의 추정수령은 400년,
흉고둘레는 4.7m, 수고는 18m, 수관폭은 18m이고 나무를 해하면 인명에 피해
가 온다고 한다.

<사진 4> 산천리 은행나무

(24) 마대리(馬垈里) 느티나무Ⅰ,Ⅱ
● 소재지 : 판교면 마대리 222, 111
마대리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가 위치하고 있다. Ⅰ나무는 추정수령 600년,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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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둘레는 5.5m, 수고는 18m, 수관폭은 22m이다. Ⅱ나무는 나무의 추정수령

제1절 개요

300년, 흉고둘레는 4.3m, 수고는 20m, 수관폭은 12m로 나뭇잎의 개서 여하에
따라 풍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25) 복대리(卜大里) 느티나무Ⅰ,Ⅱ
● 소재지 : 판교면 복대리 61-2, 63
복대리 가곡마을 중앙과 마을 입구에 나무가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있는 나무
의 추정수령 600년, 흉고둘레는 6.7m, 수고는 25m, 수관폭은 25m이고, 입구의
나무는 나무의 추정수령은 300년, 흉고둘레는 4.1m, 수고는 20m, 수관폭은
18m으로 나뭇잎의 개서 여하에 따라 풍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26) 우라리(右 里) 느티나무Ⅰ, Ⅱ
● 소재지 : 판교면 우라리 114, 226
판교면 소재지에서 남동쪽으로 우라리 가는 도로를 따라 1㎞정도 가면 우측으
로 느티나무 1주가 있고, 마을회관 앞에도 느티나무 1주가 있다. 도로쪽 나무의
추정수령은 470년, 흉고둘레는 5.8m, 수고는 18m, 수관폭은 20m이고, 마을회

<사진 5> 우라리 느티나무

관 앞의 것은 추정수령은 370년, 흉고둘레는 4.3m, 수고는 22m, 수관폭은 20m
으로 나뭇잎의 개서 여하에 따라 풍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27) 후동리(後洞里)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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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판교면 후동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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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동리 후동마을의 동쪽 구릉상에 위치한다. 추정수령은 400년, 흉고둘레는
4.8m, 수고는 20m, 수관폭은 22m으로 나뭇의 개서 여하에 따라 풍흉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28) 지현리(芝峴里) 느티나무
● 소재지 : 한산면 지현리 389
한산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있는 교촌에는 한산향교가 자리한다. 느티나무는
한산향교 내에 위하고 있는데, 추정수령 330년, 흉고둘레는 4.0m, 수고는 16m,
수관폭은 26m으로 조선 현종 10년에 한산 향교 이전 기념으로 식수했다.

(29) 두왕리(斗旺里) 기우제 터
● 소재지 : 서천읍 두왕리
서천읍내에서 기산방면으로 602번 도로를 따라 1.5㎞쯤 가면 좌측으로 두왕
2리마을이 나온다. 기우제터는 마을의 뒷편의 표고 60여m의 야산정상부에 위

치하고 있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기우제터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나,
마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천복제’
라는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며, 기우제를 지내
도 해갈이 되지 않으면 마을의 어귀에 시장을 열었다고 한다. 이 때 시장을 여는
것을“길산장을 내세운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30) 원수동 용당단(元水洞

塘壇)

● 소재지 : 장항읍 원수동
원수동 용당마을은 장항읍내의 동쪽가장자리로 이 마을 뒤에 용당산이 있다. 용
단산은@ 옛날에 용황께서 제사를 지내던 용당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
을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용단산 아래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용당산을 끼고 있어 용
당나루라고 부르는데, 1930년대 까지만 해도 장항~군산간을 왕래했던 나루터였다
고 한다. 이러한 나루터의 발달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를 빌기 위해 용당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전한다고 한다. 현재 용단산은 용단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31) 서천여중, 서천군청 귀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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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17,

제1절 개요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서천군청 건물의 담장 안과 서천여자중학교 교정에 비석의 귀부석이 있다. 서
천군청내의 귀부석은 화단에 단독으로 놓여져 있고, 서천여중내의 귀부석에는
학교의 교훈을 새긴 비석을 꽂아두었는데, 각각 원래 있었을 비석은 멸실된 상태
이다. 조선시대 작품으로 보이며, 선정비 등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 6> 서천여중 귀부석

<사진 7> 서천군청 귀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