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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도는 총면적이 9.54㎢의 작은 섬이며 이섬의 형태가 고양이 모양으로 이루어져 (고양이)묘 섬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섬
은 5개 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이섬에 주민 들이 들어와 살기는 기원전부터인것으로 추정되나 완전하게 마을을 형성한 것은
약 오육백년전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영취산 상봉에서 내려다 보면 고양이와 독수리가 서로 먹이를 넘보고 있
는 것 같다.

서치도(일명 쥐섬)가 있고 또한 우선도라는 섬이 있는 데 원래는 이섬의 이름이 누른밥 섬이라고 불렀다 한다. 서치도에서
묘도를 바라보면 마치 고양이기 쥐를 먹기위하여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형국에서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전설은 쥐의 몸
보다 열배나 더 큰 누릉지를 가진 섬이 고양이 입앞에 있다고 하여 우신도라 하였다 하며 또한 묘도 는 고양이가 쥐와 누릉
지를 놓고 어느것부터 먹느냐 하는 모습이여서 이곳에 큰 인물은 나지 않터라도 의식주만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전에 의하면 특이하게도 이섬에서 누구나 살아가도 의식주만은 걱정없이 살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서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섬에서 살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서씨 성은 한세대도 살지 않고 있다. 이 마을로 시집온 서씨 아낙내는 살아
가고 있으나 남자가 서씨성을 가진사람은 우연하게도 패가망신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시름시름 아파서 죽거
나 아니면 갑자기 사망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섬의 꼬리(즉 고양이 꼬리는 남해군쪽에 있음)에는 유두라는 지명이 선
조들로부터 불리웠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석유가 나올 것이라며 이곳에서 답사작업을 시도해보았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금 이곳에는 호남정유의 선적 유류부다가 설치되어 호남정유 대형 유조선이 항상 정 박하고
있어 선조들이 선견지명은 수천년후의 우리나라 발전과 개발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묘도는 임진왜란 전적지로서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다. 묘도 온동에서 광양군 골약 면 장길포가 건너다 보인다. 이곳 도독부
락과 온동부락 사이에 정유재란때 해군이 주둔했던 명나라 진인도독이 일본 왜군을 치기위해 성을 쌍아 지키던 곳이다. 진
인도독이 주둔했다고 해서 도독마을과 도독성이 있다. 이곳에서 이충무공과 진인 은 진을치고 왜군의 소서행장과 그 부하들
이 퇴진을 차단하여 왜군들을 모두 물리 쳤으며 이로 인해 이충무공과 진인도독은 반의가 더욱더 두터워졌고 그후 충무공
이 전사하자 진인도독은 매우 슬퍼 하였다 전해진다. 이곳 산 정상에 높이 2미터, 길이 2키로미터에 달하는 도독성이 남아
있다. 성내에는 축구공처럼 둥글게 깍은 석탄이 뒹굴고 있다. 또한 성 주위에는 석축과 포대를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 지형은 경사도 70도에 달하고 성내 면적의 70%가 돌밭으로 되어 있어 유사 시는 석전에도 대비한 듯 하며 그리고 이
성에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전초기지로 이용했던 봉화대가 남아 있으며 현재도 산정에 올라가면 돌로 쌓아둔 봉화터가 남 아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왜군이 침입시 한양까지 이 봉화산을 통하여 즉시 연락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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