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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47.59㎢(전 5.11, 답 7.75, 임야 26.75, 대지 1.6, 기타 6.38)/도서14개소,해안선 47㎞)

가구 및 인구 3,309세대, 6,294명(남 3,260명, 여3,034명)

행정구역 37개리(법정 10), 91개반, 66개 자연마을

공무원 정원 21명(현원20명)

주요기관 14개 기관(공공기관5, 학교3, 금융기관4, 도서관1, 공항1)

의료시설 9개소(병원1, 의원4, 약국4)

종교시설 19개소(교회17, 성당 2)

관광명소 손양원목사 순교 기념관, 산수리 지석묘군

문화재 산수리 지석묘군(도 기념물 제230호)

지역특성

1 율촌지방산단의 개발 및 친환경농업으로 지속 발전하는 지역

2 국도 17호선과 자동차 전용도로, 전라선철도 및 여수공항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

마을연혁

1895년 서부의 장천( ��)과 동부의 구산(��) 일부를 통합 집강( ��)

1910년 면장제 실시로 � 조화리(득실)에 면사무소 설치

1935년 � 면소재지에 면사무소 신축 이전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양군 골약면 송도와 장도 편입
1998년 4월 1일 3�통합 여수시 율촌면으로 행정구역 개편

2010년 3월 현 면소재지에 청사 신축

마을역사

선사((��)시대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선사시대 율촌면 전 지역에 걸쳐 청동기시대 유적인 지석묘가 있어 권력과 재력이 많은 부족이 살았음
을 알 수 있음. 마한시대는 토착농경사회가 형성된 부족국가 시대를 이루고 있었으며 주거는 대개 움막과 수혈식 주거지에서

 >  > 주민자치센터 율촌면 일반현황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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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다는 것을 유적을 통해 짐작케 함.

백제시대

백제의 세력확장으로 근초고왕년대(326 ~ 375)에 백제에 병합.
성왕 16년(538) 구지하성 관하 삽평군(지금의 순천)의 원촌현(현 여수,여천)과 돌산현(현 돌산)에 속함.

통일신라시대

신라 경덕왕 16년(757) 구주의 하나인 무주( ��:광주) 총관부 승평군 해읍현( ��� ���)에 속함.

고려시대

개성지방에서 왕건이 936년 후삼국을 완전 통합하여 태조 23년(940) 여수반도를 여수현이라 부르게 되어 여수라는 이름
이 처음 나옴.
태조 23년(940) 승평군 여수현, 돌산현
충선왕 2년(1310) 승평군 순천도호부로 변경
공민왕(1355) 순천도호부로 변경

조선시대

태조5년(1396)에 여수 현감 오흔인( ���)이 역성혁명에 불복하고 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않으니 여수현을 폐현하고 이웃

순천부에 편입.
세종 5년(1423) 진례포 만호진 폐지 내례포 만호진 설치.
성종 10년(1479) 내례포 만호가 혁파되고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영을 설진.
선조 26년(1593) 삼도수군 절도사 겸 전라좌수영으로 승격.
영조 1년(1725) 전라도 여수 도호부 설치.
영조 2년(1726) 전라도 여수도호부 폐지.
고종 32년(1895) 갑오경장으로 전라좌수영 혁파
고종 33년(1896) 오늘날의 지방행정 구역 체계로 13도제로 개편.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로 분할. 돌산군(흥양, 낙안,
순천 광양등 4개군으로 관내에 있는 52개 섬을 관할구역) 신설.
광무원년(1897) 여수군 신설될 때 여수면, 덕안면, 삼일면, 율촌면이었으나 곧이어 7개면 (율촌면, 구산면, 덕안면, 화양면,
쌍봉면, 삼동면, 삼북면)으로 개편
율촌면사무소가 있었던 장소(조선조 말 면치소로 산수 신대마을 박태하씨 집터에 있다가 그 다음 여흥리 동교부락 이은석씨
집터로 옮겼다. 그리고 다시여흥리 신정부락의 주조장옆 서한기씨집터로 옮겨 왔다가 1910년 한일합병과 더불어 조화리 득
실마을로 옮겨짐)

일제시대

명치 43년(1910) 여수군 7개 면장 임명.
1910년 조화리 득실부락(조화리 597번지)에 면사무소 설치.
대정 3년(1914) 돌산군을 폐하고 여수군이 율촌, 여수, 소라, 삼일, 쌍봉, 화양, 돌산, 남면, 화정, 삼산 등 10면 관할
구산면을 율촌면으로 통합
구산면은 20개 리였는데 그중 17개리(신풍, 중흥, 우산, 산곡, 덕산, 학서, 구암, 신산, 율현, 노촌, 후산, 내동, 취적, 봉정, 수
문, 내리, 외진)을 율촌면과 합병하고 3개리(마전, 노촌, 장전)은 소라면으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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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6년(1931) 여수면이 여수읍으로 승격.
1935년 현 여흥2구 신정부락(여흥리 211-1)에 면사무소가 신축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1948 ~ )

1949년 8월 15일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함과 동시 여수군을 여천군으로 개칭하여 9개면을 관할.
1973년 7월 1일 광양군 골약면 송도, 장도가 율촌면으로 편입, 당시 송장리는 144가구 864명 거주하였고 원래 송장리는 돌
산군 관할이었는데 돌산군이 폐지되면서 광양군으로 편입되었다가 59년만에 다시 율촌면에 편입된 것.
1987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율촌면 상여리가 상봉리로 송장리가 여동리로 법정리 명칭변경.
1998년 4월 1일 법률 제5457호(1997. 12.17)의 전라남도 여수시 도농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삼려통합
여수시 출범 (1읍 6면 21행정동 191리 51 법정동)
2001년 12월 29일 여수시조례 제343호에 의거 통반 및 행정리 명칭변경에 의거 기존 37개리에서 36개리로 변경

신풍2구,구암,학서,장도리 폐치
구암1구,구암2구,월산3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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