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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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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마을의 신령을 모신 신역(神域), 동백나무 숲

마량리는 서천군 서면에서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한 어촌이다. 이곳은 충청도 해안의 한 요

충지로서 조선시대 진(鎭)이 설치되었던 곳이고, 왜구와 양이들이 침범하고 접촉했던 역사

의 현장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이기도 하다. 마량리에는 동백나무

숲이 있는데, 마을 뒤편 도둔곶의 나지막한 언덕에 8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

고 있다. 동백나무 숲속에는 마량리의 당신을 모신 당집이 있어 숲은 자연이 만든 풍경이

자 마을의 신령을 모신 신역(神域)이기도 하다. 마량리에는 동백나무와 신당이 어떻게 유

래되었는지를 일러주는 연기 설화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우리 고장 서천』(서천문화원,

1997)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 이곳 마량리 해변가에 살던 한 할머니가 남편과 자식을 차례로 마량 바깥의 바다에

서 잃어버렸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는 뗏목을 타고 고기잡이 나간 남정네들을 잃

은 집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남편과 자식을 함께 잃어버린 할머니는 너무 슬픈 나머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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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다. 할머니는 바람이 몹시 부는 날 해변에 나와 울면서 검푸른 바

닷물을 바라보며 죽음을 생각했다.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더 살아서 뭐하겠나. 차라리 나도 죽어서 따라갈 테다.”

그때 할머니는 우연히 마량 뒤편 연도 사이에서 물줄기를 타고 승천하는 용의 꼬리를 보았

다. 그때서야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해난 사고가 바로 이 용신을 모시지 않은 데서 비롯

한 것이라고 깨달았다. 죽으려는 마음을 고쳐먹은 할머니는 그날 밤 신기한 꿈을 꾸었다.

한 백발노인이 나타난 것이다. 

“마을 뒤편 백사장에 나가면 바다에서 떠내려 온 것이 있을 터이니, 그것으로 신당을 지어

라. 그러면 마을의 재앙이 그칠 것이다.”

다음날 모래사장에 나가보니 과연 떠내려 온 것이 있었다. 큰 널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

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서낭 다섯 분과 동백 씨 한 되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꿈

속에서 백발노인이 사라졌던 장소에 동백 씨를 뿌렸고, 그 옆에 신당을 지어 서낭 다섯 분

을 모셨다. 그 후로는 마을이 평안해졌고, 어부들도 더 이상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

았다. 

또한 『서천군지』(서천군지편찬위원회, 1988)에도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나온다.   

400여 년 전 마량진의 수군 첨사가 험난한 바다를 안전하게 다니려면 이곳에 제단을 세우

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계시를 받고, 이곳에 제단을 만들었다. 첨사가 제단을 만들 당

시, 그 제단에 불상을 모셨는데 그 후 첨사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대를 이어 제사를 올리

게 됨에 따라 산신을 모시게 되었으며, 다섯 해신을 함께 봉안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첨사가 제단을 만들 당시 그 제단 주변에 동백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동백나무가

지금까지 자라 오늘의 명물인 동백나무 숲을 이룬 것이다.

마량리 동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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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 숲에 담긴 이야기들

설화의 배경시기와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줄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곧 400년

전 즈음에 이곳을 다스리던 수군 첨사가 하루는 꿈을 꾸었다. 한 노인이 나타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꽃을 가져다가 이곳 언덕에 심고 또한 제단을 마련하여 제사를 올리면, 뱃길

이 무사하고 마을이 평안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첨사는 이 말을 좇아 제단을 꾸며서 제

사를 모시고, 꽃을 가져다가 정성껏 심었다. 이것이 각각 오늘날 동백나무 숲과 마량리의

신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마량리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 사당에 모여

한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제를 올린다. 

동백나무는 보통 남쪽 지방의 경우 대개 7m 높이까지 자라지만, 이곳의 동백나무는 강한

바람을 받아 키가 작은 편이다. 수령은 300여 년이 되고, 높이 2∼3m에 수관 폭 3m쯤에

달하는 동백나무는 땅에서부터 줄기가 2∼3개로 갈라져 곁가지가 발달하여 나무의 전체

모습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이곳은 동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방 한계선에 거의 가

깝다고 한다. 

푸른 서해바다를 품은 동백정

동백나무 숲에는 동백정이 있다. 동백정은 마을 뒤편의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있는 정자이다.

이곳에 오르면 푸른 서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동백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비인현 정사 조에 이미 동백정에 대한 기록

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4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오

랜 세월 중수를 거듭해왔을 것이다. 지금의 누각은 그 이전의 것을 뜯어내고 1965년 한산

현 읍성의 남문 부재를 옮겨다가 지은 것이다. ‘동백정’이라는 현판은 고(故) 박정희 대통

령이 쓴 것이다. 

해안가의 동백나무와 동백정이 어우러져 이루는 풍광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절정의 아름다

움을 느끼게 한다. 특히 동백정의 일몰은 아름답다. 동백나무 숲을 등에 지고 오른편으로

소나무 숲을 낀 채 정면으로 떨어지는 해가 장관이다.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은 오력도인

데, 겨울엔 일몰의 해가 오력도 위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천 마량리에서는 입맛이 살아나는 봄의 문턱, 3월이면 동백과 주꾸미를 테마로 한 잔치

한마당이 펼쳐진다. 축제의 주무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천 마량포구 동백 숲 일원이



194

다. 이 맘 때면 이곳은 노란 수술을 오롯이 품은 붉은 동백꽃이 장관을 이룬다.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는 전어 축제가 열린다.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

새를 맡으면 집에 돌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이 있다고 한다. 또 근래에는 해돋이

축제로 각광을 받는다. 

동백정 홍원항 전어축제

직접 관련된 유적(물)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간접 관련된 유적(물) 동백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