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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및 인구 1,687가구/2,715명(남1,384, 여1,331)

행정구역 3개 중계처리소, 9개 법정리, 118개 반)

공무원 정원 22명(현원 21명)

주요기관
여남중·고교, 여남초교, 연도초교, 화태초두라분교, 치안센터(파출소), 119지역대, 우체국 2, 해경출장소,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5, 예비군면대, 농협지점, 한전출장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금오도분소,

교육기관 3개교(초2, 중․고 1)

교통 여객선 5척(차도선), 마을버스 2개사 4대, 택시 2대

도서수 유인도 10, 무인도 25

남면도서현황

도서 도서(35개 42,546㎢)/ 유인 10, 무인 25(여수시 365=유인 48, 무인 317)

남면수산현황

어가‧어업인 526호 940명

어선 349척(동력349, 무동력0)

면허어업
97건 1,225.8㏊

정치 13, 해조류 11, 패류 17, 어류등 17, 복합 2, 마을 34
어류양식 : 20건 62㏊, 30,533천미(3,800톤)

허가어업
319건

복합 101, 자망 41, 통발 39, 선망 2, 각망 32, 낭장망 57, 육상양식 2

신고어업 589건(맨손어업 5470, 나잠어업23, 낚시어선19)

지역특성

1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1981. 12. 23 지정)

2 희귀 동․식물이 분포한 21세기 미래형 관광사업 개발 잠재력 보유

3 다양한 해안 지형에 80m 내외의 절벽으로 이루어진 벼랑길 및 일출·일몰을 함께 볼 수 있는 대부산·망산 등산로 보유

4 돔·전복 등 어패류를 기르는 수산자원의 보고

 >  > 주민자치센터 남면 일반현황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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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연혁

1396. : 순천부 돌산포진(�� 태조5년)
1885. 1. 1. : 봉산(��)해제 및 민유지 해결
1896. 2. 3. : 돌산군 금오면
1914. 3. 1. : 여수군 남면
1949. 8. 15. : 여천군 남면
1998. 4. 1. : 여수시 남면

마을역사

연도 내용

757년 (통일신라 경덕왕 16) 승평군 여산현 관할

995년 (고려 성종 14) 해양도 승주군 해군절도사 돌산현 관할

1010년 (현종 9) 순천부 전라좌수사 돌산포진 관할

1413년 (태종 13) 전라도 순천도호부 돌산만호 관할

1860년 안도 대화재 (무신 대화재, 100여호 전소)

1885년 금오도 봉산해제, 집강설치, 심포마을에 서당개설 (이주회)

1888년 횡간도 관왕조 설치

1894년 집강제 폐지

1895년 면제 실시

1896년 돌산군 및 금오도 설

1908년 우학교회 설립

1910년 토지세부측량 실시, 소리도 등대 설치

1911년 호적부 편재

1917년 금오면 남면으로 개칭, 남면 사무소 수조병가 신축

1918년 조선은행권 통일, 안도 경찰 주재소 설치, 금오도 민유지 해결 기념비 설립

1919년 남면에서도 3.1운동 시위, 안도 심상소학교 설립 (일본인 전용)

1921년 남면 사립보통학교 설립 (우학교회

1922년 안도 사립보통학교 설립 (김도선)

1924년 여남 공립 보통학교 개설, 화태 김 인공양식 성공 (김한승, 여수지역 최초)

1925년 태풍 및 해일 (을축년 나울)

1926년 돌산에 금융조합 설치 (돌산 남면 화정관활)

1927년 심장리 어업조합 설치 (장지)

1928년 남면 어업조합 설치 (우학)
(http://www.yeosu.go.kr)



1928년 남면 어업조합 설치 (우학)

1932년 여수경찰서 안도지서 설치

1936년 두라교회 설립

1937년 장지에 남면 사설우체국(심장우편소) 설립 (김도선)

1938년 여남수상소학교 개칭, 여수 화태수상소학교 설립, 여객선 쓰르마루 운항(1945년까지)

1940년 계도사립수상소학교 설립 (김한무), 창씨계명 강요 , 한국말 사용 억제, 계도어업협동조합 개설

1942년
여안공립보통학교 개설, 안도수상소학교와 합방, 여안 공립국민학교로 개칭, 대기근 시작, 강제 증병 실
시, 놋그릇 공출

1943년 여수화태공립국민학교로 개칭, 양곡 공출제 실시

1944년 근로보급대 강제동원 실시

1945년 안도의용소방대 결성

1946년
남면지서 설치 (현 여남중학교 위치), 유송공립국민학교 설립 계도, 화태공립 국민학교 개설, 여객선 동도
호 운항 (1952년 까지)

1947년 안도 교회 설립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 발발, 재헌 국회의원 및 정부 통영 선거

1949년
농지 개혁 공포, 여남 우편국 개국, 여남공립국민학교 두포 분교장 설립, 유송공립 국민학교 항금 분교장 
설립

1951년 여수 화태 국민학교 횡간 분교장 설립, 여남 고등 공민학교 설립

1952년 초대 면의원 선거, 안도 우체국 개국, 계도 교회 설립

1953년 여객선 웅천호 운항 (1959년 까지)

1954년 화태 교회 설립

1956년 계도 출장소 개설, 제2대 면의원 선거, 초대 면장 선거

1958년 유포교회 설립

1959년 사라호(sarah) 태풍 내습

1960년
여객선 조양호 운항(1963년 까지), 미역양식 최초 시설, 남면사무소 석조 스레트 신축, 두포 국민학교 승
격, 여남 국민학교 유포, 장지 분교장 설립, 안도 어업협동조합 개설, 제3대 면의원 선거, 제2대 면장 선거

1961년 농어촌 고리채정리령 공포

1962년 여객선 창운호 운항 (1963년 까지), 항금 국민학교 승격, 계도 오협 폐지, 안도 어업 협동조합 합병

1963년 유포 국민학교 승격

1964년 여남 고등공민학교 폐교, 여객선 장구호 운항(1969년 까지), 여객선 창영호 운항(동편 1973년 까지)

1965년 여남 중학교 설립

1966년
안도 우체국 계도 분국 개설, 여수 화태 국민학교 소두 분교장 설립, 송고 교회설립, 남면 지서 이축 (내외
진 현 위치)

1967년 안도 화태 출장소 개설, 여동 국민학교 승격, 화태 경찰 행정 연락소 설치

여수 우체국 화태 분국 개설, 향토 예비군 남면 제1중대 창설 (남면 전역), 향토예비군 남면 제2중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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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안도, 계도 제 1중대에서 분리), 소횡간도 경찰 행정 연락소 설치, 계도 국민학교 역포 분교장 설립, 여수 
화태 국민학교 나발 분교장 설립, 여동 국민학교 소행간 분교장 설립, 여안 국민학교 부도 분교장 설립, 여
객선 여1호 운항 (1975년 까지)

1969년 �단위 농협 합병, 남면 단위농협 설립

1970년 홍합 양식장 합병, 남면 단위농협 설립

1972년
박재규 선생 선덕 불망비 재막, 남면 단위농협건물 신축, 원학 교회 설립, 횡간도 자가 발전소 시설, 두포
국민학교를 두모 국민학교로 개칭

1973년
향토 예비군 남면 제3중대 창설(유송, 제1중대에서 분리), 화태 국민학교로 개칭, 안도 어업 협동조합 폐
지

1974년 여객선 산양호 운항, 여객선 창녕호 서편운항, 횡간 경찰 행정 연락소 설치, 항금교회 설립

1975년 농촌 지도소 남면 지소 설치, 남면 단위농협 계도 분소 설치, 두포 교회 설립, 내외진 자가 발전 시설

1976년
남면 보건지소 설치, 부도 경찰 행정 연락소 설치, 부도, 소행간도, 계도 자가 발전 시설, 여객선 신흥호 운
항

1977년 여수시 수산업 협동조합 남면 사업소 개설, 두포, 심포, 화태 자가발전 시설

1978년
한전 전기 점화 3832세대(기념비 제막), 향토 예비군 남면 제5중대 창설(화태,두라, 행간 제1중대에서 
분리),화태, 소두 경찰 행정 연락소 설치 화태국민학교 나발 분교장 설립, 여포교회설립, 학동 자가 발전 
시설

1979년
계도 레이다 기지 설치, 병구미, 봉통, 화태 초소 설치, 장지 교회 설립, 여객선 강화호 운항 (1980년까지)
, 태풍 이빙호(irving), 주리호(jury) 내습

1980년
계도 보건지소 설치, 우학, 두포간 연락 개설, 나발 경찰 출장소 설치, 향토예비군 남면 중대로 개칭(제1, 3
중대 통합), 향토 예비군 안도 출장 중대로 개칭(제2중대), 향토 예비군 화태 출장 중대로 개칭(제5중대)

1981년
여수 수산업 협동 조합으로 통합, 여남우체국 이설, 안도 보건지소 설치, 여남중학교 계도분교 설립, 수항
도, 대두라도 경찰 출장소 설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여객선 경주호 운항, 태풍 오그댄(ogde
n), 에그니스호(agngx)내습, 횡간 교회 설립

1982년
남면 일주도로 개설(장지), 안도 고등공민학교 폐교, 두라 국민학교 승격, 두라 국민학교 소두 분교로 변
경, 화태 국민학교 여동 분교 격하, 심미. 대두교회 설립, 함구미. 봉통초소 폐초

1983년 여남중학교 화태 분교 설립, 계도 고등공민학교 폐교, 안도우체국 신축, 태풍 포레스트호(forrest)내습

1984년
여남 고등학교 설립, 여남 중학교 안도 분교 설립, 유송 국민학교 항금분교장 격하, 화태 보건 진료소 설치
, 안도 보건 진료소 격하, 수항도 자가 발전 시설, 태풍 홀리호(holly) 내습

1985년
금오도 개척 백주년 기념 행사 및 기념비 제막, 진명 조남선 선생 영덕비 제막(여남 고등학교), 남면 사무
소 철근 콘크리트 2층 신축, 한국전기통신공사 함구미, 화태 중개소, 함구미 중개소 우학. 안도. 계도지소 
설치, 송고 보건 진료소 설치, 자동전화 개통, 태풍 키트호(kit), 브렌다호(brenda)내습

1986년 태풍 베라호(bera)내습 (panamavictory호 좌초)

1987년
여천군 의료 보험조합 남면 지소, 안도. 계도. 화태 출장소 개설, 태풍 셀마호(therma). 다이너호(dina
h) 내습

1988년 두라. 행간 보건 질료소 설치, 화태 국민학교 두라분교 격하

1989년 여천군 농촌지도소 화남지소 승격, 남면 단위 농협 안도, 화태지소 설치, 태풍 쥬디호(judy) 내습

1990년
우학. 두모간 도로 군도로 승격, 남면 단위농협장 선거(조합원 직선) 두포. 직포. 서고지. 소두라교회 설립,
여남국민학교 유송분교. 항금분교격하, 화태국민학교 여동분교 격하, 여동국민학교 소횡간분교 폐교, 월
전초소 폐소

1991년
월전 교회 설립, 여남 국민학교 유포분교장 격하, 화태 국민학교 두라분교장 격하, 화태 국민학교 소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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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월전 교회 설립, 여남 국민학교 유포분교장 격하, 화태 국민학교 두라분교장 격하, 화태 국민학교 소두분
교장으로 변경

1992년
남면 단위 농업협동조합을 남면 농협 협동조합으로 개칭, 여천교회 설립, 여남 국민학교 두모 분교장 격
하, 화태 국민학교 소두 분교장 폐교, 수항도. 대두. 나발. 소두. 소횡간도. 부도 경찰 출장소 폐소

1993년 남면 행정 지도선 신조(frp), 남면 종합 복지 회관 신축, 여천 군민의 날 체육대회 종합우승

1994년 안도 출장소신축, 여안 국민학교 부도분교장 폐교, 화태 국민학교 나발분교장 폐교

1998년 삼려(여수시,여천시,여천군)통합으로 여수시 남면으로 개칭(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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