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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동

남산(��)마을

남산동(���)

당머리나루(당두진)
당머리에 있는 나루터 돌산도로 건너 다녔음.

남산(��)(예바구 · 예암산)

남산 남쪽에 있는산

당머리(당두 · 당목 · 당황포)
남산 남쪽에 있는개. 영당이 있으며 당머리 마을에는 이순신 장군의 제당(영당)이 있어 당머리라고 칭하고 제당에서는 이순
신 장군의 영정을 모셔놓고 춘·추로 제를 올리고 여수읍민들이 놀이터로 사용하고 출어시 그 제당이나 제당 앞바다에서 제
를 모시고 출어를 하여왔고 그 이후 일제때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일본인들이 가지고 간 후로는 제를 모시고 않고 민간인
이 살고 있었으나 출어시에는 그 제당 앞바다에서 꼭 고사를 모시고 출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어항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제
당을 철거하고 어항 단지를 건립했던 바 그 이후로는 수산업이 부진하자 어민들의 이야기가 제당의 제거로 인하여 수산업이
부진하다고 하여 여수시 당국에 건의하여 제당을 다시 1981년에 복건하고 지금은 제당에서 매년 5월에 풍어제를 모시고 있
다.

언내교(���) 통학교(���)

언내교 북쪽에 있는 다리로 전신전화국과 남산동을 잇는 송천을 건너는 다리를 말함.

영당(��)

당머리에 있는 영당으로 원래는 최영(��)장군의 영정을 모시었는데 임진왜란때의 이순신, 정운(��), 이대원(���)의

영정을 모시고 매년 봄·가을에 제를 드렸으며 또 바다에 나갈때는 반드시 쌀 두말씩을 바치고 고사를 지냈는데 일제때 최영,
정운의 영정은 불태워 없애고 이대원의 영정은 어떤 사람이 가져가고 충무공의 영정은 한사람이 모시고 있다가 6.25사변때
없어지고 현재 당집만 남아있다. 지금까지 제당은 당골(점장이)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의 이마 위에다 금을 붙여 놓
았는데 하루는 도둑이 들어와서 화상에 금을 떼어 가지고 도망갔는데도 저녁내내 당집 주위만 맴돌다가 결국 금이 마루위에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봉산동

구봉로(���)

교동에서 봉서동을 거쳐 국동과 봉양사이의 구봉산 기슭에 난 길

봉산언(���)

 >  > 주민자치센터 대교동 마을안내마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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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언(���)

봉산 저수지로 봉서동 남쪽에 있는 못

사직단터(���-)

구봉산 동쪽 기슭에 있는 사직단터

절샘
한산사 동쪽 바위틈에 있는 약물샘

황득중묘(����)

봉서동 서쪽으로 구봉산 기슭에 있는 선무공신 황득중의 무덤임.

한산사(���)

구봉산 동쪽 중틱에 있는 절로 고려 명종 24년(1194)에 보조국사(����)가 창건하였다 하며 「한산사의 저녁 종소리( ��

��)」는 여수 팔경의 하나로 전하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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