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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6.19㎢(71개 도서-유인도15, 무인도56,해안선156.4km)

가구 및 인구 1,360세대/2,716명(남 1,311 여 1,405) - ‘11.12.31.현재

행정구역 법정리 10, 행정리 20, 반 72, 자연부락 34

공무원 정원 21명(현원 19명)

학교시설 7개교(초1 분교4, 중1 분교1), 63명(초등38, 중등 25)

문화재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및 퇴적층(국가 천연기념물 제434호)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등록문화재 제367호)

지역특성

1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상주인구의 고령화로 소득 영세

2 가막․여자만 청정해역을 이용한 수산물의 주요 생산지

3 사도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및 퇴적층은 세계적 자연유산체험의 산 교육장

4 11개 연륙, 연도교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섬과 다도해 관광 중심지

마을연혁

1896(고종33) : 돌산군 설립시 옥정(��)면과 화개(��)면 설치
1914. 3. 1 : 여수군 설치시 옥정․화개면을 화정(��)면으로 통합
출장소 설치 : 낭도(‘66. 6. 1), 개도(’70. 6. 1),여자도(‘79. 6. 15)
2007. 5. 31 : 낭도, 여자출장소를 중계민원처리소로 전환

마을역사

� � � � ����� � � � �

백제 성왕 16년 538년
전라지방구지하성(장성)감평군(순천)원산현, 돌산
현

여수석창성두문포

통일신라 경덕 16년 757년
무주(광주)관하승평군(순천)해읍현(여수)여산현(
돌산)

여 산 현 관 할

고려 태조  5년 940년 처음으로 여수현 돌산현이라 개칭 주, 부, 군현의 개칭

" "
성종 14년
현종충정2

9559년
1010~1350년

해양도 승평군 해군절도사 돌산현까지 관할 나주목
돌산현 관할

 

 >  > 주민자치센터 화정면 일반현황일반현황

(http://www.yeosu.go.kr)

/dong/center
/dong/center/hwajeong-myeon
/dong/center/hwajeong-myeon/hwajeong-myeon_status


" "
현종충정2 1010~1350년 돌산현 관할

 

조선 태조  5년 1396년
진례만호진(삼일면진례) 돌산만호진 설치
여수현을 폐지하고 순천부에 귀속케 함

화양연 용주리

" 세종  5년 1423년 내례만호진설치 여수국동

" 성     종 1474년 곡화(화양면 화동리) 목관에 속함

" 성종 10년 1479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설치 전라좌수영

" 중종 18년 1523년 방답첨사진설치 돌산군내리

" 선조 25년 1592. 5. 4 오포장수 추도에서 전략숙의 화정면 사도,추도

" 고종 33년 1896년 나주부 관하 돌산군 설치 9개면 칙명제13호

" 건양원년

9개면:두남면,금오면,화냥면,옥정면,경호면,태인
면,봉래면,금산면,삼산면
화개면:월호리,자봉리,개도리,제도리,상화리,하화
리
옥정면:백야,조발,둔병,적금,낭도,사도,여자,달천,
운두,경도,내백일도,외백일도,우도

돌산군관할

" 광무탈년 1897년
여수군 설치, 처음 율촌면,소라면,삼일면,여수면 다
음에 쌍봉,덕안,구산,화양면 통합

" 순종  3년 1908.12.27 화개면장 발령 김화일 돌산군수

" " 1909. 7.17 옥정면장 발령 임태진 돌산군수

일제 명치 43년 1910년 군면리 실시 한일합

" 대정  3년 1914. 3. 1

돌산군 폐군 여수군으로 통합, 봉래면,금산면은 
고흥군에 편입, 태인면은 광양군에 편입
10개면:여수,쌍봉,소라,율촌,삼일,화정,남,돌산,화
양,삼산면,화개면,옥정면,통합 내자일,외자일도는
고흥군에 편입

전라남도지사

" " 1914. 4. 1

화정면 초대면장 임명
화정면법정리,월호리(자봉),개도리,제도리,백야
리,하화리,상화리,낭도리(사도,추도),조발리(둔병
),적금리,여자리(달천,운두)10개리

화정면일원

" 대정  6년 1915. 9 화정면 사무소 이전 백야도 96-1번지 백야학숙원

" " " 면협의회위원 구성 군수위촉

" 대정  7년 1920. 3.25 화월어업조합,옥정어업조합설치

" 소화  3년 1928.12 백야 등대설치,백야도 동두 무인증대

" 소화  7년 1932. 3.14 화정 공립보통학교 설립 4년제 개도 화산리 1092번지

" 소화 11년 1936. 5.17 옥정 공립보통학교 설립 4년제  

" 소화 12년 1937. 화정 순사 주제소(지서) 설치  

" 소화 13년 1938. 4.16
화정 보통학교 심상 소학교 6년제로 변경
옥정교 낭도교 심상 소학교 4년제

대한민국 소화 16년 1941. 3.10 화정면 사무소 신축 양옥 48평 화산리 백야리 94번지

" 단기 4278 1945. 8.25 건국준비위원회 화정면 위원회 발족(http://www.yeosu.go.kr)



" 단기 4278 1945. 8.25 건국준비위원회 화정면 위원회 발족

" 이승만 1948.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

" " 1949. 8.15 여수시로 승격 여천군 화정면으로 개칭

" " 1952. 4.25 초대 면의원 선거  

" 박정희 1962. 5.29 화정 우체국 설립 백야리 96-5번지

" " 1968. 6.16 낭도 출장소 설치, 낭도 여산 부락

" " 1968. 7.26 화정면 단위농업협동조합 설립

" " 1969.10.14 화정중학교 설립

" " 1970. 6. 1 개도줄장소 설치, 개도리 화산 부락 개도리 518번지

" " 1970. 3.23 낭도 개도중학교 설립

" " 1977. 4.11 백야리 전기가설

" " 1978.12. 5 전면전기점화식(상화,하화,여자,자봉제외)

" 전두환 1979. 6.15 여자출장소 설치, 여자리 마파 부락

" " 1983. 2.15
달천도를 소라면 복산리 운두도를 화양면 이천리에
편입

" 노태우 1988. 2.20 화정면 사무소 이전 신축 백야리 69-3 2층 벽돌스라브

" 김대중 1998. 4. 1
삼려(여수시,여천시,여천군)통합으로 여수시 화정
면으로 개칭

" " 1998. 9.20 백야연륙교 가설 추진 백야도 화양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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