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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법정리 행정리 마을명

금오도

(金鰲島.

거무섬)

우학리
(牛鶴里)

내외진
(內外軫)

내진(안진개), 안골, 외진(밭진개)

우 실
(牛室)

우실, 흑암동(黑岩洞, 건바위), 냉수동(冷水洞, 찬물내

기)

학 동
(鶴洞)

학동, 작은머릿개, 못동

두모리
(斗母里)

모 하
(母賀)

모하, 조피동, 누에머리(늦은목)

두 포
(斗浦)

두포(초포初浦, 첫개), 가는고지

직 포
(織浦)

직포(보대)

유송리
(柳松里)

함구미
(含九味)

함구미, 용두(龍頭, 용머리)

송고
(松高)

송고(솔고지)

여천
(汝泉)

여천(여천구미)

대유
(大柳)

대유(큰버들개),수항도(首項島)

소유
(小柳)

소유(작은버들개)

심장리
(深張里)

심포
(深浦)

심포, 막포(莫浦)

미포
(尾浦)

미포(망구미)

장지
(張芝)

장지(진작지),소우실포(작은우실개)

남면 - 다도해 물결 따라 이어진 환상의 섬

■ 남면 현황



- 4 -

안도

(安島,

안섬)

안도리
(安島里)

안도
(安島)

안도(안섬), 이야포(以也浦), 상산동(上山洞), 동고지(東

古地) 위지암(爲地岩, 오지암)

서고지
(西古地)

서고지, 부도(釜島, 가마섬)

연도

(鳶島,

소리섬)

연도리
(鳶島里)

연도
(鳶島)

연도, 덕포(德浦), 가랑포(加浪浦), 동부(東部), 서부(西

部), 북부(北部)

역포
(力浦)

역포

대두라도
(大斗羅島)

두라리
(斗羅里)

대두
(大斗)

대두

봉통
(蜂桶)

봉통(벌통구미), 선창(船艙)

나발도
(羅發)
소두라도
(小斗羅島)

나발
(羅發)

나발, 소두(小斗)

화태도

(禾太島)

화태리
(禾太里)

화태
(禾太)

화태, 묘두(猫頭, 괴머리)

월전
(月田)

월전(달밭구미)

횡간도

(橫干島)

횡간리
(橫干里)

횡간
(橫干)

대횡간(大橫干, 큰빗간이), 소횡간(小橫干, 작은빗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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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면 개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점점이 떠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금오열도

남면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해산물과 무공해 채소 그리고 감성돔 낚시

터로 유명한 아름답고 신비로운 지역이다.

남면은 여수시 남쪽 해역에 있는 화태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

도, 소횡간도, 금오도, 안도, 연도, 대부도, 소부도, 삼도, 형제도, 수항도 및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면에서 가장 큰 섬 금오도를 중심으로 섬들이 연결되

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오열도(金鰲列島)’라고도 부른다. 남면의 북쪽

에는 돌산읍과 화정면이 위치하고, 동쪽의 경상남도 남해도, 서쪽에는 고흥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남면은 섬이 많아 섬과 섬 사이는 예로부터 주요한 교통로인 수도(水道)를 이

루고 있으며 주요 수도로는 횡간수도(橫干水道), 금오수도(金鰲水道), 안도수도

(安島水道), 연도수도(鳶島水道)가 있다. 섬들의 대부분은 억겁의 파도에 시달려

수직벽으로 깎여진 해식애를 이루고 있으며 절벽 아래는 수많은 해식동이 있어

해상국립공원에 걸맞는 절경을 이루고 있다.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아열대 기후 특성을 보이고, 겨울에는 대

륙성 기후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 년 가운데 가장 더운 달인 8월의 평균 기온(28℃)에서 가장 추운 달 1월의

평균 기온(6℃)을 뺀 연교차는 22℃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400mm, 서리가 내

리지 않는 무상 기일은 332일이다.

아열대성 기후가 나타나는 남면 지역의 식생은 상록 활엽 수림대가 발달해 있

지만, 생육이 불리하거나 벌목 등으로 인해 표토가 드러난 산지인 독라지(禿裸

地, bare land) 식생과 마을 당산 주변 숲의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금오도 유송리에 분포되어 있는 치자나무는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종으로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 ‘금오치자(Gardnerianutans Sie et

Zucc)’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남면 일원은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안

지형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씨 아치를 볼 수 있는 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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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바위와 많은 해식동, 더불어 어디서나 쉽게 해식애와 파식대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안도 백금포와 금오도 직포에는 해수욕장이 있어 여름철 피서객이

몰린다.

남면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조개더미 유적이 화태도와 안도에 3개씩 횡간도․금오도․연도

에 한 곳씩 모두 9곳이 보고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안도 조개더미는 2007년 국립

광주박물관에서 발굴함으로써 이 지역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인 고인돌은 두모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인돌 7

기가 북-서 방향으로 일렬을 이루면서 분포해 있다. 덮개돌이 완전히 노출된 것

을 제 2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땅에 파묻혀 완전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사 시대 이후 남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기록이 부족한 편으로 토기

와 자기 등의 유물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은 대부분의 다른 도서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후에 각 섬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횡간도의 관왕묘제, 금오도 망산과 안도 상산의 봉수대, 금오도 여천마을의 조

개더미, 횡간도의 놀이청 금석문 등이 분포하여 이 지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섬이기 때문에 경지 면적이 좁고 경사가 급하여 농업에 불리한 지형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여 고구마․보리 등을 재배했다. 하지만 일손 부족으

로 경작 면적이 줄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방풍, 취, 더덕, 황금과 같은 환금 작물

(換金作物)의 재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면에서 생산되는 각종 해산물은 청정 해역일 뿐만 아니라 생육 조건이 좋아

그 맛이 좋은데, 특히 횡간도에서 나는 신갱이파래(일명 샐치포래)는 그 맛이 독

특하여 옛날 궁중에 진상까지 했다고 한다.

최근 어족 자원의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면 지역에는 정부에서 인공

어초와 어린 물고기(稚魚) 방류를 통한 바다 목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

상태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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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소리도라고도 한다. 여수 시내 남동쪽 약 30㎞ 지점에 있다. 주위에 있는 안도·금오

도·대부도 등과 함께 금오열도를 이룬다. 1396년(태조 5) 순천부(順天府)에 속하면서 처

음으로연도라불렀다.

명칭유래

1300년경진주하씨(晋州河氏)가최초로입도하였다고전해지고있으며, 그뒤 1670년

경 진주김씨 형제와 경주정씨 등이 입도하여 현재의 취락을 이루었다. 기록상으로는

1396년(태조 5) 순천부에 예속되었을 때 처음으로 연도(鳶島)라고 했음을 알 수 있으나,

처음에는 섬 모양이 솔개처럼 생겨 지방 토속어인 소리개에서 연유하여 소리도(所理島)

라고부르기도했다.

자연환경

남쪽에는 증봉(甑峰)[231m]이 솟아 있다. 북쪽은 150m 내외의 구릉지를 이루며 중앙

부의 저지대에 농경지가 분포한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중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있으며, 섬은 전체적으로중앙부가양옆으로깊게만입된지협부를이루어남북

으로나누어져있는듯하다.

해안에는 북동쪽의 역포만(力浦灣)을 비롯해 중앙부와 남쪽에 만이 있고 모경말·배미

말·대룡단 등으로 불리는 해식애의 돌출부가 곳곳에 발달해 있다. 만 안의 사빈해안을

제외하면 암석 해안이 대부분이고 특히, 남쪽 해안에 높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다. 기후

는대체로온화하며비가많이내린다.

현황

면의 남쪽 바다에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35.6㎞이다. 2003년 현재 면적은 6.81㎢, 인

구는 926명, 299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다. 경지 면적은 논이 0.3㎢, 밭이 1.63㎢, 임야는

1.69㎢이다. 주민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나머지는 농업과 어업을 겸한다. 주요

농산물로는 고구마·보리·쌀·무·마늘·콩 등이 생산된다. 연근해에서는 삼치·가자미·문어·

갈치·도다리·숭어등이잡히며, 자연산김·전복·홍합등이채취된다.

취락은주로 섬중앙부와덕포와역포마을에분포한다. 1600년경에들어온입도시조

가 토신풍신제를 모시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날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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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과풍년·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있다. 관광자원은 높은 해식애와 무성한 동

백나무의 경관이 훌륭하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다. 연도 주변 바

다는 청정 해역이어서 장어·도다리·낙지·볼락 등이 잘 낚여 여수권에서는 최고의 바다

낚시터로널리알려져있다.

교육 기관은 연도초등학교와 여남중학교 연도분교장이 있다. 교통은 남북 방향으로 1

차선도로가나있으며, 중앙의지협부서쪽만안에연도항이있고, 남쪽에는소리도등

대가있다. 여수시에서출발하는정기여객선이하루 2차례운항된다.

섬은 동쪽의 가랑포(加良浦)와 서쪽 병포만(竝浦灣)이 있어 좁은 목(項)을 이루고 있

어자연스럽게남-북으로나누어진다. 북쪽 역포만(力浦灣)에 역포 마을이 있는데, 전반

적으로 보리․고구마를 비롯한 농산물과 근해에서 멸치․문어 등을 많이 잡고, 갈치젓

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다. 섬의 남쪽 끝인 대룡단(大龍端)에는 아름다운 경관에 어울리

는소리도등대가있다. 해식애와해식동, 파식대등은낚시꾼들의귀여움을독차지하고

있으며, 무성한난대림과 어우러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지구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다.

해안 침식 지형의 학습장

  연도를비롯한남면지역은섬으로만구성되어있기때문에어느곳에서도해안침

식및퇴적지형을공부할수있다. 그 가운데연도는남면의가장남쪽에위치하고있

어파랑의영향을크게받기때문에배를타고섬주위를돌면해식애, 해식동, 씨아치

등다양한침식지형을볼수있다.

금오도의 용머리-신선대-굴등으로 이어지는 바닷가에는 바다 쪽으로 급한 경사를

가진해식애와뒤쪽에또급한경사면을지닌전형적인해안단구의모습이나타난다.

해안단구(coastal terrace)는 바다속에있던기반암의침식지형인파식대또는해

안퇴적지형이해수면의상대적인하강이나지반의융기로인해현재의해수면보다높

은위치의육지에남아있는지형을말한다.1)

바닷물에의한침식(海蝕) 또는파랑의침식(波蝕, wave erosion) 작용에 의한각종

1) 권영식 외,『지형 분석』,교학연구사, 1995, 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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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 지형은 산지나 구릉지가 바다로 돌출하여 큰 바다(外海)에서 밀려오는 파랑을 잘

받아들이는해안에서 주로발달한다. 파식에의하여 기반암이많이노출된해안을 암석

해안(rocky coast)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안에서나타나는기본적인침식지형으로해식

애와파식대를들수있다.

해식애(海蝕崖, sea cliff)가 형성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영력(營力, processes)은 다

양하지만, 파랑의 공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뚜렷한 해식애는 최대 파랑

의 공격 방향과 일치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면이 포함되어 있는 남해안 지역

은 겨울철 북서 계절풍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약화되는데 비해 여름철에는 남풍이 탁

월풍이 되고, 태풍도 남해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섬의 남쪽에 높은 해식애가 발달하

게된다.2)

강한파랑에너지를직접받는연도의남서쪽해안에는바위의약한부분이침식을

많이 받아 해식동(sea cave)이나 sea arch를 이루고 있다. 연도에서는 코굴과 솔팽이굴

같은 해식동을 비롯해 씨 아치로서 코끼리 바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경

관을볼때사람들은조용하고차분한것같은자연으로부터경외심을느낄수있다.

또한, 솔팽이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경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

라사람들의호기심을자극하기도한다.

  옛날 네덜란드 무역선이 연도 근처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동굴 쪽으로  밀리면

서 난파되었다. 이 사고로 배에 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한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 

남았다. 혼자만 살아 남은 이 사람은 배에 실려 있던 보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동굴 속 

어딘가에 감춰두었다. 이후 구조되어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다. 

  1972년 무렵,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KATUSA :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손연수씨는 우연히 지도를 놓고 보물 이야기

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자세히 지도를 본 결과 보물 지도에 표시된 위치가 연도 솔

팽이굴이었으며, 지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난파된 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구조되었던 

네덜란드인의 3세였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동굴을 탐사해 보았으나 동굴 안쪽이 막혀 

있어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동굴 속 어디엔가 보물이 

숨겨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솔팽이굴 속으로 들어가면 동부 마을의 어떤 집 부엌에서 누룽지를 긁는 소리가 들

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 굴이 동부 마을 밑으로 뚫려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3)

2) 박승필,「금오도의 지형」『한국도서연구』제9집, 133쪽.

3) 여수지역사회연구소,『금오도 시티투어 자료집』, 2006,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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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일대에서는일반적으로평균고조수위와평균저조수위사이에형성되는조간

대형 파식대(intertidal shore platform)가 나타난다. 연도를 비롯한 남면의 섬에서 파식

대는 낚시꾼들의 안전한 낚시 포인트로 서로 빨리 위치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경쟁하

는실정이다.

한편, 남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해안 침식 지형으로 화학적 풍화 작용

과 관련된 풍화혈(風化穴, tafoni)이 있는데, 암벽에 벌집처럼 집단적으로 파인 것을 말

한다. 타포니는 과거 해수면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바위 가운데 있었던 자갈류

가해식등의작용으로빠져나간후염분등에의해계속풍화되어형성된것으로추정

된다.

파랑, 연안류, 조류 등은 해안에서 흙과 모래를 침식․운반․퇴적하면서 각종 지형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파랑의에너지수준이주변보다상대적으로높은곳인바닷가돌

출부에서는 침식 현상이 일어나고, 낮은 곳(灣入)에서는 퇴적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흙과모래가쌓이려면, 모래와흙이지속적으로공급되어야한다. 파식대나해식애가깎

일 때 생산되는 흙과 모래는 에너지 수준이 낮은 주변의 만 안쪽으로 운반․퇴적될 수

있다. 한편 해안으로는 하천에 의해서도 많은 흙과 모래가 흘러든다. 연도의 역포 마을,

금오도의 장지, 안도의 이야포등의몽돌해안은남면의대표적해안퇴적지형으로볼

수있다.

다시는 없어야 할 해양 오염(씨프린스 호 사건)

1995년 7월 23일 오후 4시쯤 여수시 남면 연도 등대 서쪽 1.5km 해상에서 싸이프러

스 국적 14만 4천t급 호유 해운 소속의 유조선 씨프린스 호가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좌초되어기관실폭발과함께다량의벙커C유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

서남아시아오만의미나알파할에서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수입해온원유 190만 배럴

을실은씨프린스호는 7월 19일지금의 GS-Caltex정유인호남정유원유부두가있는

광양항에 입항했다. 7월 21일 부두에 접안, 22일 오후 6시까지 정유 공장으로 원유 130

만 배럴을 공급했을 때, 북상하던 태풍 ‘페이’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경보를 듣게

되었다. 따라서 남은 원유 60만 배럴을 실은 채 세존도 북방 3.7마일 해상으로 피해 태

풍을넘기려했으나기관이고장남으로써표류하게되었다. 23일오후 2시 10분쯤여수

시 남면 4.7마일 해상의 무인도인 작도와 충돌, 기관실이 폭발하면서 기름이 유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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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충돌 후 사고 선박은 조류를 따라 서쪽으로 표류하다 23일 오후 4시쯤 소리도 등대

서쪽 1.5km 해상의 대바위에좌초하여 배뒤쪽은 바다에 가라앉고앞부분은 바다 위로

솟은 상태가 되었다. 기름의 유출량은 기관 연료유인 벙커C유 1,400t 가운데 폭발로 인

한연소량과잔류량을제외한 700t 이상으로추정되었다.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범위는 초기 방제의 미숙과 기상 악화로 사고 2일째인 24일

유출된 기름띠가 좌초된 지점인 소리도 앞 해상으로부터 남북으로 30km, 동서로 15km

범위내에위치한남면과돌산동쪽의가막만과여자만을제외한화정면일대까지오염

되었다. 사고 4일째인 26일 유출된 기름이 고흥과 경남 남해․통영까지 반경 40～60km

해역에 타원형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8월 2일에는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폭 1～

3m, 길이 10～100m 길이의 기름띠가 관찰되었다. 8월 4일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까

지밀려가 50여만명의피서객이긴급대피하는소동이일어나기도했다.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소리도 등대

남면의최남단연도에는 1910년 10월최초로불을밝힌연도등대가있다. 평균해수

면으로부터 82m, 땅 위에서 9.2m 높이의 육각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이며, 내부에는

2층구조로철제사다리가설치되어있다.

소리도 등대의 광파 표지 기종은 KRB-375(220V - 700W)로 등질은 섬백광이며, 12

초에 1섬광(FLW12s)씩 빛을 발한다. 등대에 접근하는 배에서 등대빛을 감지하기 시작

하는 거리인 광달거리(光達距離)는 지리적으로 26마일, 광학적 43마일, 명목적 26마일

(48km)에 달한다. 음파 표지는 공기 압축기(에어 싸이렌)로 54초마다 울리는데(취명 4

초, 정명 50초), 음달거리는 2.7마일(5km)이다.

연도 등대는 밤에는 어두운 밤바다의 길을 열어주지만, 낮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 장

소로 알맞은 곳이다. 등대까지 가는 길은 삼림욕을 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의 휴식 공

간과해안침식지형이주는아름다움, 트인바다위로멀리백도까지볼수있는곳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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