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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군자정 · 예동 · 동정]

군자정(���)마을)

이충무공께서 수군절도사로 여수에 부임한 1551년대에 여수공고입구 근처에 설치되었고 1935년에 광무동으로 옮겼다가
1975년에 다시 종고산쪽인 군자동 23번지인 현 위치로 옮긴 후 한일합방이 되면서 1930년경 중앙동과 신항을 연결시키
는 대판동 도로를 개설하면서 성의 일부를 뜯고 중앙동 해안을 매립하면서 성의 자재를 활용하여 좌수영성이 해체되어 성곽
안에 공공기관 및 주민이 거주하면서 주민의 유입이 많아 번창하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중복도로가 동의 허리를 관통하여 개
설되어 동세가 약해지고 지형이 높아 현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므로 인구가 계속 감소 영세민촌으로 전락되었다.

군자정터(���ㅡ)(연처포연각)

군자동에 있는터.수군절도영이 없어진뒤 궁동으로 옮겼음.

좌수영성(����)

전라좌수영 2대 절도사 박양신장군이 성종 16년(1485)에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여 착공 5년 7개월에 걸쳐 1491년에 완공
하였으며 성(�)의 규모는 주위가 3,643척,높이 13척, 동서길이가 1,200척으로 남북 길이가 908척으로 면적은 35,700

평 가량되어 군자, 동산, 관문, 고소, 중앙, 교동이 포함된다.그리고 성문(��)은 동문(��), 서문(��), 남문(��)등 세곳이

있는데 1930년 일제시에 도로를 개설하고 항만 매립으로 헐어서 형태가 없어져 아쉬움이 있지만 옛 성터만 남아있다.

여수향교(����)

군자동 가운데에 있는 여수시의 향교로 지방의 교육을 맡은 향교는 1897년에 여수군이 설치되자 조동훈 군수에 의거 군자
동 165번지인 현위치에 세워졌다.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성전 3칸, 명륜당 정문, 동서문, 동서무를 지었는데 현재는 대성전
3칸, 명륜당, 봉화루만 남아 있다.

동각(마을)
군자동에 있는 마을로 현재 군자정 노인정이 있는곳을 말함(여수시 군자동 244번지)

서문밖(서문외)
조선 성종때 축조한 좌수영의 서문이 있는데 서쪽 방면에 있던 서문밖의 마을 즉 지금의 중앙동 장한의원에서 군자동으로
오르는 계단길을 중심으로 왼쪽 지역을 서문 밖이라 부르고 있다.

서문터(통외문터)
군자정 서쪽에 있는 군성 서문의 터

망해루(���)

진남관 앞 계단에 있는 문루. 여수시에서 옛터의 망해루 자리에다 다시 복원함.

석인칠구(����)

진남관 앞뜰에 있는 유물로 지방 문화재 33호이며 임진왜란때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매놓기 위하여 돌로 사람 일
곱을 만들어 남문밖 선창에 세웠는데 그뒤에 이 곳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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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을 만들어 남문밖 선창에 세웠는데 그뒤에 이 곳으로 옮김.

석주화대(����)

진남관 앞뜰에 있는 유물로 높이 170cm인데 이충무공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돌로 촛대를 만들고 불을 켜게 하였
다. 본래는 4개가 있어서 하나는 진남관 앞뜰, 또하나는 동헌 앞뜰, 두개는 선창에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없애버리고 현재 2
개만 남아있음.

군청터(��) ·운주헌터(���ㅡ) · 간숙당(���)

진남관 동북쪽에 있는터. 성종 10년(1479)에 창건하였으며 고중 6년(1869)에 절도사 이종진(���)과 조문현(���)이

중수하고 같은 32년(1895)에 군청으로 쓰이다가 1930년 무렵에 불타없어지고 그자리에 군청을 다시 지어쓰다가 1934년
에 군청을 공화동으로 옮김.

장백호정터(���ㅡ)

여수향교 자리에 있는 사정 터

주홀루터(���ㅡ)(완경루)

운주헌터. 서쪽에 있는 주홀루의 터

큰생골(��)

충무동 태양다방 뒤의 충무동, 교동, 군자동 삼거리부근의 마을을 큰샘골이라 한다.

종동(��)(마을)

본래 여수군 여수면의 지역으로서 종동이라 하였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정에 편입되었다가 1946년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다시 종동이라 하여 1953년 여수시 행정구역 확장에 의하여 군자동에 편입되었다.

이비당골
장한의원에서 군자동으로 오르는 계단길에서 중앙동과 군자동 경계의 사거리를 말한다.

군지장
진남관뒤의 줄다리기 하는곳을 군지장이라 한다.

충무동[(���) 큰샘골·육동(��) 서정]

조선조 초기부터 종고산 서남부와 북부구능지대에 형성되는데 1913년 바다였던 지역을 매립하여 육동(��)이라 하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개핀에 의하여 종동, 석정,천동, 포동, 상정, 하정, 석교리, 교통, 추동, 탕암, 구동, 성동, 연등을 서정(�

�)이라고 부르다가 1946년 왜식동명을 폐명하고 이충무공과 인연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충무동으로 고쳤는데 1953년 행

정구역 변정에 따라 육동(��)을 합하여 충무동( ���)이라고 한다.

연등동[(���) 동정(��) · 연등]
(http://www.yeosu.go.kr)



연등천이 흐르는 여수시의 서편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장군산을 마주하고 있고 동북쪽에 있는 종고산 중턱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시내 중심으로 통하는 관문이고 충민로, 광무로, 구국도를 끼고 있다. 그리고 연등동은 고려때 부터 외지에
서 여수시로 오고가는 모든 교통량이 연등의 외길을 통하여 시내외를 연결해준 통행로라 하여 연등으로 명칭 된 것이 조선
조 중엽에 지금의 수도가압장 부근에 여승이 암자와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등불처럼 화려하게 장식하여 왔다하며 당시 이곳
을 통행하던 고명도사가 화려한 연꽃광경을 보고 연등을 연등동으로 개명하며 선남선녀가 많이 출세하고 연등부락이 크게
발전 할 것이라 하여 연등동으로 하였다 한다.

지금은 사적지나 연못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그동안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그 주변 일대가 주거지로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꽃이 물에 뜬 형국이므로 연등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일제의 행정개편으로 종동, 석정, 천동,
포동, 상정, 하정, 석교리, 교동, 추동, 탕암, 구동, 성동을 병합하여 동정이라 하다가 1946년 왜식 동명변경에 따라 연등구역
을 갈라서 연등동이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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