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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청사안내

안내지도

마을소개

공지사항

주요기관/단체

사무소

지역특산물

가운리

가흥리

동곡리

동당리

문동리

운봉리

월태리

죽산리

청정리

회진리

복암리

송촌리

신광리

신석리

영동리

총 면적은 542만여㎡이며, 서쪽은 고막원천 건너 함평 함교면 고막리, 북쪽은 문평면 옥당·산호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송촌리는 동쪽
가삿골, 새앙골, 대양뫼골, 여개이골 등에서 나온 물이 북서쪽으로 흘러 송정저수지에 모아졌다가 본촌앞들을 적시며 고막들로 흐른다.
고막원천과 만나는 곳은 유로변동이 심해 물방죽, 새방죽과 같은 습지가 생겼으나 경지정리시 개답되었다. 송촌리는, 1구 본촌(本村), 2
구 호장(虎長), 3구 송정(松亭)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송촌리 1구 본촌(本村)마을
마을형성은 1550년경에 김해김씨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음. 지명유래는 수다면의 중심마을이므로 본촌이라 하였다. 마을
에서는 송촌리중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라 본촌이라 했다고 전한다. 마을을 세분하면 큰동네, 밀양동으로 구분된다. 마을내 주요 유물
및 시설물로는 고인돌(마을 앞 김순열 논에 7기, 마을에서 건너다 보이는 곳에 김해김씨 숭모재가 있는데 이 입구 주변에 11기가 있고, 여
기서 남쪽으로 100m 떨어진 김해김씨 선산에 석실이 노출되어 있는 고인돌 1기가 있다. 또 이 사이에 1기가 더 있다), 김해김공명규공적비
(1990년 마을 앞에 건립하였는데, 1977년에 시작하여 1978년까지 경지정리를 실시하던중 경지정리 사업에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
습 당하였다.
주민들이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것이다), 학알(死鶴), 영모재(함평이씨 장이경의 재각), 숭모재(김해김씨 시중공 숭복의 재각),
해주오씨 송은 오몽근 효행실적비, 절터(밀양사터라고도 부른다), 김남순 소장 고문서, 마을회관 겸 노인정 등이 있다.

송촌리 2구 호장(虎長)마을
마을형성은 1760년경에 은진송씨가 충청도 은진군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와서 정착하면서 점차 마을이 형성됨. 지명유래는 옛날 목포에서
한양가는 통로인 지금의 함평과 나주의 경계에 어름재가 있었고, 그곳에 무서운 호랑이들이 서식하여 젊은 장정들도 호랑이가 무서워 넘
지 못하고 여러명이 함께 모여서 넘었다하여 호장이라 한다. 마을에서는 호산을 중심으로 호장마을이 호랑이의 입에 해당되므로 호장이라
했다고 한다.
또한, 마을뒤 작은범산에는 둘레가 15m나 되는 큰 고인돌 2기가 한양을 드나드는 나그네들의 발자취를 우뚝서 내려다 보고 있다. 예로부
터 내려온 마을 앞 동각은 호남선 철도와 국도1호선인 광목간(광주-목포)도로가 발 뿌리에 접해 있어 上下村(호장, 용호) 주민들의 만남의
장이요 애환의 터전이었는데 2001년 8월 지나온 역사를 모두 감추고 이제는 회관과 나란히 새로 신축하여 폐지된 선로와 국도만을 바라보
며 지난날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다.

송촌리 3구 송정(松亭)마을
마을형성은 300년전에 전씨 최씨가 거주하면서 빙개라 하였으며 250년전부터 인동장씨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명유래는 처
음에 빙개라 불렀는데 후에 마을앞에 큰 노송이 있고 그 주위에 집을 짓고 정자를 두었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취하여 송정이라 하였다고 전
한다. 마을내 주요 유물 및 시설물로는 고인돌(송정 고인돌은 가, 나, 다군의 3개군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모두 14기가 있다), 선돌(배매는
돌, 물레독이라고도 한다), 영사재, 추원재, 문강공신도비,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인동장공유허비, 마을회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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