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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70.12k㎡

가구 및 인구 3,641가구, 6,534명(남 : 3,379, 여 : 3,155)

행정구역 10개 법정리 31개리 31개반

공무원 정원 22명(현원 21명, 공무직 1명

주요기관 5개소(남해수산연구소, 우체국, 파출소, 농협, 나진어린이집)

문화재 3개소(용문사, 돌산포만호진성, 봉수대)

시장및상가 -

지역특성

1 가막만, 장수만, 여자만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유

2 기름진 옥토와 청정해역의 친환경 무공해 농ㆍ수산물 생산지

3 국도 77호선ㆍ국지도 22호선 확장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

4 챌린지파크, 화양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여수관광의 새로운 거점

5 화양고등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으로 인재육성의 새로운 산실

마을연혁

1897년 곡화를 화양면으로 개칭, 집강제( ���) 실시

1910년 집강제를 면장제로 10개리 운영
1949년 여천군 화양면 (여수읍 ⇒ 여수시로 승격)
1980년 10개 법정리, 31개 행정리로 운영
1998. 4. 1.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통합)

마을역사

청동기 시대

약 300여기의 고인돌이 전해오고 있어 강력한 집단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증명

 >  > 주민자치센터 화양면 일반현황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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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g/center
/dong/center/hwayang-myeon
/dong/center/hwayang-myeon/hwayang-myeon_status


마한시대

마한의 56국중에 1국이었을것으로 추정

백제시대

구지하성(김제) 삽평군(순천) 원촌현 ?(일부 감평군의 설명은 삽자의 한자 오기)

통일신라시대

무주(광주) 승평군 해읍현 1692년 효소왕원년에 용문사 창건되었다고 함.

고려시대

승평군 여수현

조선시대

연대 확실치 않음, 후에 곡화목장으로 명칭이 변경
1423년 진례만호진을 내례포로 옮김 (현 국동)
1479년 성종10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영(전라좌수영 설치) - 내례포를 진남관 자리로 옮김
1485년 전라좌수영성 축성
1490년 돌산포만호진성 죽성(화양면 용주리) 5년4개월이 걸림
1523년 중종18년 돌산포만호진이 돌산도로 옮겨가 방답첨사진으로 승격(거제도 방답만호진도 혁파됨)
1895년 전라좌수영, 돌산방답진, 고돌산진 철폐
1897년 화양면출현 (이전 까지는 조라포 ���(�를 조라고 읽음)면 상( �)도에 소속)

1910년 화양면사무소 개설
1919년 화양주재소(파출소) 설치
1923년 10. 23 화양공립보통학교 설립
1940년 4. 30 나진 심상소학교 설치

대한민국

1946년 11. 21 화남초등학교 개교
1947년 2. 10 안일초등학교 개교
1947년 10. 10 화양고등공민학교 개교
1948년 3. 15 옥천초등학교 개교
1949년 8. 13 여천군 화양면으로 여수시와 분리
1957년 3. 1 여화선(여수-화양)도로 개통
1959년 9. 17 태풍 사라호 내습
1962년 1. 1 용창 이목초등학교 개교
1965년 12. 15 화양우체국 설립
1969년 4. 1 화양 단위농협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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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 9. 13 화양중학교 개교
1970년 3. 1 오대초등학교 개교
1972년 5. 21 옥적- 나진간 도로 개통
1980년 10. 31 여수-백야선 도로개통
1982년 3. 6 화양남중학교 개교
1983년 3. 7 화양고등학교 개교
1993년 12. 18 화양농공단지 조성
1999년 3. 1 국립남해수산연구소 세포 당머리에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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