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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넘노리 당산관 바위
넘노부락앞 바다에 위치함.

문꾸지(곶)
신월동에 있는 곶. KBS 송신탑이 서 있음.

생그미(샘끼미 ·생그미)마을
신월동

신근리(���), 신근정(���)

신월동

신근포(���)

생그미 남쪽에 있는 개

넘내리, 넘노리(넘노·봉양)
부락 자체의 생김새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하여 조선때(지금부터 310년전) 봉양부락이라 칭하였으나
타부락에서는 고개를 넘어서 가야하기 때문에 일명 너머로 통하고 있으며 1940년경부터는 봉양(일명 너머)부락을 개칭 현
재까지 칭하고 있음.

생금(��)마을

생금마을은 본래 샘그미, 생그리, 샘끼미로 불러오고 있으며 마을 뒷산(구봉산)에 금이 생산된다 하여 생금부락이라 칭하였
으며 본시 서남쪽 서부해안에 위치하여 긴 해안선을 경계로 취약지역이 많고 국동과 인접되어 있어 수산업 가공이 공동생활
터전이고 뱃길로 15분 정도 거리에(2km) 경호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황금어장 가막만이 전면에 있다.

연혁

해방전 일제 시대에 현 한국화약 부지에 거주하던 주민이 해군본부 창설로 이주하여 어촌부락을 형성한 곳임. 촌락 형성 당
시 50~60호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음.

넘내리·넘노리 마을
넘내리 ·넘노리마을은 부락자체 생김새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하여 조선때(310년전) 봉양부락이라 칭
하였으나 타부락에서는 고개를 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일명 너머 마을로도 통하고 있다.

넘노리 당산관(전설)
넘노부락 앞을 지나는 배가 바위에 걸려 파선직전에 있음을 본 이부락 임씨(��), 최씨(��) 두 씨족과 마을사람들은 배를

동원 안전하게 운항케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시켰다 한다. 이때 운항 책임자가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알려 배를 안전하
게 구하여 준 양성씨(���)와 마을 주민들에게 상을 내리고 당산관이란 벼슬을 하사하였다고 오늘날까지 그 바위를 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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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하여 준 양성씨(���)와 마을 주민들에게 상을 내리고 당산관이란 벼슬을 하사하였다고 오늘날까지 그 바위를 당상

관 바위라 칭하고 있다.

경호동

오복(��) 오봉(��)마을(경호 1동)

오복마을은 구봉산에서 봉황 9마리중 5마리가 현 오복마을뒤 성산( ��)에 날아왔다고 하여 오봉( ��)이라 하였는데 약

70여년전부터 오복(��)으로 바뀌었다한다.

대경도(��� 큰경도)

고래심의 큰섬.

고래섬(경도)
경호리를 이룬섬. 고래처럼 생겼는데 크고 작은 두섬으로 갈라져 있다.

노도(��)

오복(��)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섬으로 갈매기가 많이 서식함.

오봉산(���)

내동(안몰)동남쪽에 있는 외딴섬.

내동(��) 마을(경호2통)

내동(��)은 대경도(���)내에 있는 안동네(안몰)이라하며 오복마을 북쪽에 있으며, 내동마을은 어느왕비(왕명은 알수없

음)가 귀양왔던 곳으로 성산에 성(�)이 있고 대궐을 지은 흔적으로 옛기와가 묻혀있다.

내동 양식장(�� ���)

내동 동쪽에 있는 굴양식장.

궁터(�ㅡ)
안몰(내동)있는터. 예전에 귀양온 사람이 살았는데 이곳에서 가장 큰집이 되어 있다.

외동(��) 마을(경호 3통)

외동(��)은 바깥몰이라하며 대경도( ���)의 북쪽마을을 말하고 있다.

외동 양식장(�� ���)

외동 동북쪽에 있는 굴양식장

솔섬(밥섬 ·식도 ·송도)
바깥몰 동쪽에 있는 작은섬으로 소나무가 많고 땅이 기름져 곡식이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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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바깥몰 서쪽에 있는 작은산으로 마을이 허한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산을 만들고 나무를 많이 심었다 한다.

소경(��)마을(경호4통)

경호동(���)에서 두번째로 큰섬이며 작은 고래와 같다하여 소경도( ���)라 한다.

가장도(���)

경호 서쪽에 있는섬으로 길쭉하게 생겼다.

가덕도(���)

여천 쌍봉동 소호리 경계에 있는 긴섬.

노랑섬(노랑도 · 노랑장도 ·소가장도)
가장도 남쪽에 있는 작은섬.

두력도(���)

새섬 서북쪽 쌍봉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

불무섬[(야도(��)]

가장도 북쪽에 있는 작은섬으로 불무(풀무)처럼 생겼다.

북섬(고서)
첫섬 서쪽에 있는 작은섬으로 북처럼 생겼다.

새섬(조도)
암목도(소경도서쪽섬) 서쪽에 있는 작은섬으로 물새가 많이 서식한다.

첫섬(초도 · 피리섬 · 적도)
경도 남쪽에 있는 섬으로 경호에서 남쪽으로 가는 첫째 섬이 되고 피리처럼 생겼다 한다.

풍락도(���)

가장도 서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섬.

진섬(장도 ·진도)
두력도(새섬 서북쪽 서경도 서쪽) 서북쪽에 있는 섬으로 길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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