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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I. 조사개요
1. 조사명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조사대상지역은 남해군에서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60번지(조도)와 1080번지
(호도) 일원에 친환경 테마시설ㆍ단지조성ㆍ인프라 구축ㆍ휴양 숙박단지 조성 등
친환경 섬 개발 및 관광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공사를 추
진하기 위한 부지로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
거해 사업지구 내 문화유적의 유존 여부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표조사는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정문
화재와 고문헌, 기존에 발간된 각종 발굴조사 보고서와 학술지, 문화재공간정보시스
템(HGIS)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현상변경이 수반되는 지역
을 대상으로 전 구간을 도보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지점에 대해서는 사진 및 GPS좌
표를 현장기록하여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조사대상지역 및 면적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 일원 약
㎡

536,561

)

(

863,750

860

번지 조도 약
(

-

327,189

㎡

),

1080

번지 호도 약
(

)

4. 조사기간
2014년 1월 2일~2014년 2월 4일
(사전조사 : 3일/ 현장조사 : 2일/ 정리분석 : 10일/ 보고서 작성 : 19일)

5.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책 임 조 사 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판석(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명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정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 사 원 :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이상용(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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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조사단장)
자료정리부장)
조사부장)
전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조사과장)
전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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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학(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준 조 사 원 : 정호석(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정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이현정(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6. 조사의뢰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1. 남해군의 자연ㆍ지리적 환경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하는 남해군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거제도, 진도 다음의
네 번째로 큰 섬으로 1973년 남해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육지와 연결되었다. 지리
적으로 동쪽은 통영시, 서쪽은 전라남도 광양시ㆍ여수시, 북쪽으로는 하동군ㆍ사천
시, 남쪽으로는 대한해협과 접한다.
전체적인 지형은 소백산맥의 줄기가 남해안까지 뻗어내려 이루어진 섬으로 망운
산(해발 786m), 금산(해발 701m), 송등산(해발 617m) 등 해발 600~700m의 비교
적 높은 산들이 많은 반면, 하천은 모두 짧고 평야도 매우 협소한 편이다. 지세는
소백산맥의 말단부가 거창ㆍ산청ㆍ함양ㆍ하동군을 거쳐 내려와 바다에 함몰되었다
가 다시 본 섬에서 솟아올라 일부 산악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평야지대는 전체면적
의 약 25%정도로서 대부분이 해안이나 산곡을 따라 형성된 분지에 분포한다.
산지는 군의 서부에 망운산을 비롯하여 녹두산(해발 451m), 사학산(해발 340m),
삼봉산(해발 422m), 관대봉(해발 469m), 천황산(해발 395m), 망기산(해발 340m),
응봉산(해발 473m) 등이 있다. 동부에는 금산과 송등산, 괴음산(해발 604m) 등의
높은 산들과 산성산(해발 371m), 금음산(해발 481m), 대국산(해발 375m), 노구뒷
산(해발 501m) 등이 있다. 군에 부속된 섬인 창선도에도 연대산(해발 339m), 동금
산(해발 358m), 대방산(해발 468m), 망치산(해발 268m) 등이 있다. 하천은 이들
산악에서 발원한 입현천, 동산천, 초음천, 무림천, 다천천, 화천천 등 15개의 하천들
이 곳곳에 작은 분지와 평지를 형성하면서 각 방향으로 흐른다.
우리나라 3대 다우지 중의 하나로 수량은 풍부하지만, 지형적 영향으로 인하여
빗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 이에 따라 평야도 작고 협소한 편이며 서북부인 섬
진강 하구에 대사주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은 남해안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리아스(rias)식 해안으로 복잡하게 이
루어져 다도해를 형성하고 있다. 해안선 연장은 302km로서 굴곡이 심하며 동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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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진, 동대, 미조, 앵강 등의 만과 작은 포구들이 형성되어 있다.
남해군의 지질은 그 분포상 대부분 경상분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부분 중생대
말기인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계지층에 속하며 대표적인 지층은 낙동통을 기저로 하
여 신라통과 불국사통으로 크게 구분되는 경상누층군에 속한다.1) 불국사화강암층이
지배적이며 토양은 대부분 표층이 얕은 산지 암설토이나 해안지역에는 충적토가 분
포한다.
기후는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온난다우한 해양성기후를 보이고 있다. 남해
의 따뜻한 동한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대체로 온난한 편이며 일교차가 적다. 또
한 남해군은 섬이지만, 1973년에 남해대교가 육지인 하동군과 연결되었고, 1980년
에는 창선도와 남해 본섬이 연결되었으며 2003년에는 창선ㆍ삼천포대교가 개통되
어 육지와 서로 연계되는 비교적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다.

2. 남해군의 고고ㆍ역사적 환경
1) 남해군 역사개요
(1) 선사시대~삼국시대
선사시대 인류역사의 발전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과 매
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 내지 군락을 이루고 생
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
반도의 남해안에 해당하는 서부경남지역의 자연환경과 기후는 이에 잘 부합되고 있
어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생활하였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서부경
남지역의 경우, 이미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조사된 바 있으며 이 중 진주를 중심으로 한 남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는 매우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조건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
작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지리적으로 남해안에 접하고 있어 온
화한 기후의 혜택과 비옥한 토지, 그리고 풍부한 해산물 등이 있어 선사시대부터
이 지역에도 작은 세력을 가진 읍락이나 부족 같은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곳곳
에 산재하는데, 다정리, 남변리, 평현리 등 각지의 해안평야를 비롯하여 심지어 도
서지역인 창선도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어 최소한 이 시기부터는 이 지역에 권력을
1) 경상누층군은 2억 3천만년 전부터 6천 3백만년 전까지 계속된 중생대의 지층을 대표한다. 중생대
말의 백악기에 쌓인 이 지층은 경상남ㆍ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경상분지라고 부른다.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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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집단이나 군집이 존재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이후 남해군과 관련된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이나 계급분화, 권력형성
등의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와 『三國史記』에 나타난 주변국과 관련된 일부 기록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추정해 볼 수 밖에 없다.
우선 『三國志』 弁辰條에는 당시 남해군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지역 삼한 소국들에 대한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 중 남강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지
역은 弁辰 12국 중의 하나인 ‘古淳是國’, 북쪽으로 접해 있는 하동지역은 ‘樂奴國’,
서쪽에 접해 있는 고성지역은 ‘古資彌凍國’으로 비정되고 있으므로 남해지역에도 이
들 소국들과 관련된 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三國史記』의 ‘浦上八國’에 대한 기록이다. 삼국시대 이전 포상팔국은
그 세력이 전 남해안까지 뻗쳤으며 당시 삼한사회를 거쳐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있
던 가야연맹체나 신라와도 충돌한 것으로 볼 때, 이미 상당한 세력을 기반으로 하
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2) 이 8국 중 현재 그 지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
혀진 곳은 4국으로3), 그 중 남해군과 인접하는 사천시 지역이 ‘사물국’으로, 그리고
고성군 지역이 ‘고사포국’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들 소국들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활
동하고 있었다는 점은 남해군 일대에도 소국 내지 주변지역 보다는 작은 세력이 존
재하였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다.
이에 따라 삼국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 이곳에 존재하였던 세력은 경상도 대부분
의 지역이 그러하였듯이 초기에는 가야연맹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
다. 그 후, 馬韓을 비롯한 弁辰韓 등 삼한의 통ㆍ폐합 성장과정을 거쳐 삼국시대가
고착되는 어느 시점, 또는 포상팔국이 신라와 치른 竭火城戰鬪를 고비로 가야연맹
체나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가야연맹체를 거쳐
신라나 백제의 권역으로 편입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이 완전히 정립된 이후 이 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
었으며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이 백제의 영역이었다
는 직접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日本書紀』나 『三國史記』
에 나타난 인근지
역과 관련된 기록을 참조한다면 백제의 영역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중
남부지역의 4세기적 상황은 삼국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을 정비하여 활발한 대외활
동으로 영역을 넓히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백제의 近肖古王때로 한반도 중남부지역
의 패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그 세력이 중국, 일본에까지 미쳤다. 남해군과 접해 있
는 하동군의 기록 중, 4세기 경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백제의 영역으로 예속된 사실
이 있으며, 『日本書紀』卷9 <神功> 50年 夏5月條(百濟 近肖古王 25년, 370)에 의
2)『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三國史記』卷四十八 <列傳>第八 勿稽子條.
3) ‘浦上八國’이란 남해안 지방인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영ㆍ호남에 나뉘어져 있던 소국들로서
8개 국 중그 위치가 비정된 곳은 骨浦國(마산 또는 창원), 柒浦國(진동 또는 칠원), 古史浦國(고성),
史勿國(사천)의 4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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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多沙城을 (백제에) 增賜하여 (倭와) 왕래하는 驛으로 하였다”라고 한 점4),
그리고 『三國史記』
의 진주와 관련된 기록에서도 처음에는 백제 ‘居列城’ 또는 ‘居列
州’였던 것이 신라 文武王때 장군 欽純과 天存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공략하여
거열성을 함락시키고 신라의 영토에 편입하여 ‘居列州’로 하였다는 사실5)을 비롯하
여 다른 서부경남지역들이 이전까지 백제의 영역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남해군 역
시 백제의 영역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삼국시대의 남해군은 『三國史記』<地理志>에 의하면, 신라 神文王이 ‘轉也山郡’
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후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57)에 전국을 ‘9州 5小京’으로
행정구역개편 할 때, ‘轉也山郡’을 ‘南海(郡)’로 개칭하고, ‘蘭浦縣’과 ‘平山縣’ 2개의
속현을 관할하게 하였다.6) 이 행정체계는 고려 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아7) 경덕왕 때의 행정개편은 별다른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에는 전라도와 서부경남
지역 일대가 견훤이 건국한 후백제의 권역에 해당하였던 점으로 보아 남해군도 후
백제의 권역에 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들어 초기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成宗 2년(983)에 전국을 ‘12牧’으로 나
누어 설치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
력한 지방 호족세력들로 인하여 당시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
었으며 이에 成宗 14년(995)에 지방행정체계를 다시 ‘4都護府 10道’로 개편하였다.
이후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都護府 8牧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됨으로서
고려의 지방제도가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신라 때 이루어진 지방명칭과 행정
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고려의 지방행정체계가 완비되는 顯宗 9년(1018)에 현령을 두
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외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없다.
한편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는데, 高宗 10년(1223)~恭讓王 4년
(1392)까지의 169년간 총 529회에 이른다. 특히 恭愍王代에서 禑王代에 이르기까
지 총 493회로서 침략빈도가 가장 많았으며 그 노략질과 규모 또한 점차 대담해져
남해안의 삼남지방은 물론 심지어 평안ㆍ함경지방을 비롯한 내륙까지 침략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닷가에 위치한 남해군은 그 폐해가 더욱 심
각하였다. 『高麗史』<地理志>에 의하면, 恭愍王 7년(1358)에 왜구의 폐해로 그 땅

4)『日本書紀』卷第九 <神功皇后> 五十年 夏五月條.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5)『三國史記』卷六 <新羅本紀>六 文武王 三年條.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列城 斬首七百餘級……(下略).
6)『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7)『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南海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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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고 진주 任內8)의 大也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할 정도였고,
당시 속현이었던 蘭浦縣과 平山縣 또한 왜구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없
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9) 또한 禑王 10년(1384)에는 海道都元帥인 鄭地가 觀音浦
에서 왜구를 크게 격파하기도 하였다.

(3) 조선시대~근ㆍ현대
조선 초에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
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太宗 14년(1414)에 河東과 南海를 합쳐 ‘河
南縣’이라 하였다가, 이듬해인 同 15년(1415)에 河東縣과 다시 분리되어 당시 진주
임내의 金陽部曲을 내속하여 ‘海陽縣’으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2년 뒤인 太宗 17년
(1417)에 金陽部曲이 다시 진주로 예속되고, ‘南海縣’으로 독립되었다. 世宗 元年
(1419)에는 남해현이 昆明縣과 합쳐져 ‘昆南郡’이 되었다가, 同 19년(1437)에 昆南
郡을 다시 나누어 ‘南海縣’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에는『高麗史』<地理志>에 기록된 사실과 같이 당
시 南海縣의 영현이었던 蘭浦縣과 平山縣 두 속현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고려
말에 왜구로 인해 사람과 가축이 모두 없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람과 가축이
없고 다만 그 땅만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10)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폐해로 사람들이 거주할 만 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燕山君 4년(1498)에는 고을사람이 求禮民 裵目仁11)과 더불어 謀叛하였다고
하여 縣監(從6品)으로 강등되었다가, 中宗 2년(1507) 다시 縣令(從5品)을 설치하면
서 승격되었다.
한편 남해지역은 조선의 鎭管體制 성립에 따라 해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
다. 世祖 12년(1466)에 진관체제가 형성되었을 당시 남해현은 진주진관에 소속되었
으며 수군은 薺浦鎭管 휘하의 平山浦萬戶가 통제하였다. 그리고 成宗 17년(1486)
미조항에 수군첨사진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왜구로 인해 한때 폐쇄되었다가, 中宗
17년(1522)에 복구되었으며 정유재란 때인 宣祖 31년(1598)에는 이순신장군이 이
끄는 조선수군이 노량에서 승전(노량대첩)을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남해지역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 유배된 대표적인 인물
들로는 조선 中宗 14년(1519)에 己卯士禍로 金絿가 유배되어 <花田別曲>를 지었으
며 肅宗 15년(1689)에는 <九雲夢>을 지은 金萬重, 英祖 47년(1771)에는 柳義養이

8) ‘任內’란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9)『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南海縣.
10)『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昆南郡 및『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一 <南海縣>,
『慶尙道邑誌』<南海邑誌> 등의 문헌자료 참조.
11) 문헌마다 ‘求禮人 裵目仁’에 관한 기록 중, 성명이 혹 ‘裵自仁’, ‘裵仁目’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기록에서 ‘裵目仁’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誤記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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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되어 <南海聞見錄>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조선 말인 高宗 32년(1895)에는 ‘23府制’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해 ‘晋州府 南
海郡’이 되었다가, 이듬해인 高宗 建陽 元年(1896)에 다시 ‘道體制’가 부활되면서
비로소 ‘慶尙南道 南海郡’으로 행정개편되었다. 그리고 光武 10년(1906)에 진주 관
할이었던 창선도가 면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남해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에는
행정구역 통ㆍ폐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타 행정구역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남
해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73년에 이동면의 갈도가 통영시로부터 편입되고,
1979년에 남해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1邑 9面’체제를 형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
다.

2) 남해군 역사관련 문헌사료
[표 1] 남해군 역사관련 문헌사료
문헌

史料

『三國志』<魏書>

1

東夷傳 弁辰條

史料

『三國史記』卷34

2

<雜志>3 地理1

史料
3

『高麗史』卷57
<志> 第11 地理2
南海縣

내용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臣智’라 하고, 그 다
음에는 ‘險側’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
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中略)…弁
辰古資彌凍國ㆍ弁辰古淳是國…(中略)…弁辰樂奴國(지금의
하동군 지역으로 비정됨)…(中略)…弁韓과 辰韓은 도합 24
국이 된다……(下略).12)
南海郡은 神文王이 처음 설치한 轉也山郡으로, 바다 가
운데 있는 섬이다. 景德王이 명칭을 고쳤는데, 지금도(고
려) 그대로 따른다. 領縣은 둘이다. 蘭浦縣은 본래 內浦縣
이었는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
다. 平山縣은 본래 平西山縣(西平이라고도 한다)이었는데,
景德王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13)
南海縣은 본래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었는데, 신라 神文
王이 처음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南海로 하였
다. (고려) 顯宗 9년(1018)에 縣令을 두었으며, 恭愍王 7년
(1358)에 倭(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 任內의 大也
川部曲에 僑寓(임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屬縣은 둘
이다. 蘭浦縣은 본래 신라의 內浦縣으로 南海島에 있었던
것을 景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남해에) 來屬하였는
데, 고려초에도 그대로 하였다. 후에 倭寇로 인하여 사람들
과 가축들이 모두 없어졌다. 平山縣은 본래 신라의 平西山
縣(西平이라고도 한다)으로 역시 南海島에 있었던 것을 景
德王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南海郡 領縣으로 하였다. 고
려초에도 그대로 하였다. 후에 倭寇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
축들이 모두 없어졌다.14)

12)『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中
略)…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中略)…弁辰樂奴國…(中略)…弁辰韓合二十四國……(下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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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料

『新增東國輿地勝覽』

4

卷31 <南海縣>

史料
5

『燃藜室記述』別集
卷16 <地理典故>
州郡 南海

史料

『輿地圖書』

6

<慶尙道南海>

동쪽으로 晋州界 경계까지 40里, 서쪽으로 바다까지 15
里이며, 남쪽으로 바다까지 36里이고, 북쪽으로 露梁界까
지 38里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1,045里이다.
〔建置沿革〕본래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 신라 神文王이
처음으로 轉也山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지금의 명칭으
로 고쳤다. 고려 顯宗이 縣令을 두었으며, 恭愍王 때 倭
(寇)로 인하여 그 땅을 잃고 진주의 大也川部曲에 僑寓(임
시로 더부살이 하는 것)하였다. 本朝(조선) 太宗朝에 河東
과 합쳐서 河南縣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河東縣을 설
치하고, 진주의 金陽部曲이 來屬하여 海陽縣으로 불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金陽이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海로
불렀다. 世宗朝에 昆明縣과 합쳤다가 다시 이를 나누고 그
대로 縣令을 두었다. 殿下(燕山君) 4년(1498)에 마을사람이
求禮人 裵目仁과 더불어 謀反하였기에 縣監으로 강등하였
다.
〔郡名〕轉也山ㆍ海陽ㆍ轉山ㆍ花田ㆍ輪山이다.(觀風案에
있다)15)
南海 : 성이 있다. 바다 가운데의 섬이다. 신라 때 轉也
山郡이라고 하다가 南海로 고쳤다. 고려 때 縣을 두었다.
(조선) 太宗 때 하동과 합쳐 河南縣이라고 하였다가 후에
나누어 海陽縣이라고 불렀다.(진주의 金陽部曲을 예속시켰
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진주에 환속하였다) 世宗 때 昆明
縣과 합쳤다가 다시 나누었다. 轉山ㆍ花田ㆍ輪山이라고도
한다. 7개 面이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는 1,045里이다. 蘭
浦와(신라 때의 內浦縣이다) 平山은(신라 때의 平西山縣인
데 西平이라고도 한다) 폐현이다.16)
〔晋州鎭管南海縣〕동쪽으로 진주계에 이르기까지 40里이
며, 서쪽으로 해안에 이르기까지 15里이고, 남쪽으로 해안
에 이르기까지 36里이며, 북쪽으로는 露梁에 이르기까지
38里이다. 京都로부터 1,045里 떨어져 있다……(下略).
〔建置沿革〕(上略)……本朝(조선) 太宗朝에 河東과 합쳐
서 河南縣으로 칭하였다가, 뒤에 다시 河東縣을 설치하였
으며, 진주의 金陽部曲을 來屬시켜 海陽縣이라 불렀다. 얼
마 지나지 않아 金陽이 다시 진주에 환원되고, 다시 南海
로 불렀다. 世宗朝에 昆明縣과 합쳤다가 다시 이를 나누고
縣令을 두었다. 燕山(君) 4년(1498)에 고을사람이 求禮民
裵目仁과 더불어 謀叛하였기 때문에 縣監으로 강등하였다
가, 中宗 2년(1507) 다시 縣令으로 하였다.
〔別號〕轉也山ㆍ海陽ㆍ轉山ㆍ花田ㆍ輪山이다.(觀風案에 있
다)17)

13)『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南海郡 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海中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蘭浦縣 本內浦縣 景德王改名 今
因之 平山縣 本平西山縣(一云 西平) 景德王改名 今因之.
14)『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南海縣.
南海縣 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 改爲南海郡 顯宗九年 置縣令 恭愍王七年 因倭失
土 僑寓晋州任內大也川部曲 屬縣二 蘭浦縣 本新羅內浦縣 在南海島 景德王 改今名來屬 高麗初因之
後因倭寇人物俱亡 平山縣 本新羅平西山縣(一云 西平) 亦在南海島 景德王 改今名爲南海郡領縣 高麗
初因之 後因倭寇人物俱亡.
15)『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一 <南海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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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조사대상지역 개관 및 민속과 문화행사
1) 조사대상지역 개관
미조면은 남해군 최남단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삼동면, 서쪽은 상주
면과 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남해에 면한다. 남해군 끝자락에 위치한 미조면은 유인
도인 조도ㆍ호도와 16개의 무인도가 흩어져 있다. 육지인 미조리에는 해발 286m의
망산이 있고 정상에는 봉수대가 있다. 미조면의 동남쪽 끝에는 미조항이 위치해 있
다.
미조면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新增東國輿地勝覽』에 ‘彌助項’이 “현의 동남
87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輿地圖書』에도 ‘미조항’으로 기록되어 있다.
『朝鮮地誌資料』에는 삼동면 ‘彌助里’로 나타난다. 고지도에는 『海東地圖』에 ‘미
조항진’이 ‘미조도’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도 ‘彌助鎭’이 기
록되어 있어 당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彌助項鎭’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의 활동 거점이
기도 했으며, 한때 왜적에 함락되어 혁파되었다가 다시 설치하였다.
행정적으로 미조면은 2개의 법정리에 13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다. 1944년에
삼동면 미조출장소를 설치하여 관할해 오던 지역이 1986년 4월 현재의 미조면으로
승격하였다. 1989년에 상주면 천하마을을 합병하여 천하리로 분동하여 현재에 이
르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인 鳥島는 면적 0.32㎢, 해안선 길이 2.8km에 인구는 119명(2001)
東至晋州界四十里 西至海岸十五里 南至海岸三十六里 北至露梁三十八里 距京都一千四十五里
〔建置沿革〕本海中島 新羅神文王 初置轉也山郡 景德王 改今名 高麗顯宗 置縣令 恭愍王時 因倭失土
僑寓晋州大也川部曲 本朝 太宗朝 合于河東 稱河南縣 後復置河東縣 以晋州金陽部曲來屬 稱海陽縣
未幾金陽還屬晋州 而復稱南海. 世宗朝 合于昆明縣 復析之 仍爲縣令 殿下四年 縣人與求禮民裵目仁
相應謀叛 降爲縣監.
〔郡名〕轉也山ㆍ海陽ㆍ轉山ㆍ花田ㆍ輪山(觀風案).
16)『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六 <地理典故> 州郡-南海.
南海 有城 海中島 新羅轉也山郡 改南海 高麗置縣 太宗朝合于河東 稱河南 後復析稱海陽縣(以晋州金
陽部曲來屬 未幾還屬晋州) 世宗朝合于昆明縣 復析之.
轉山 花田 輪山.
七面 距京一千四十五里.
蘭浦廢縣(新羅內浦縣) 平山廢縣(新羅平西山縣 一云西平)
17)『輿地圖書』<慶尙道-南海>.
〔晋州鎭管南海縣〕東至晋州界四十里 西至海岸十五里 南至海岸三十六里 北至露梁三十八里 距京一千
四十五里……(下略).
〔建置沿革〕本朝 太宗朝 合于河東 稱河南縣 後復置河東縣 以晋州金陽部曲來屬 稱海陽縣 未幾金陽
還屬晋州 而復稱南海 世宗朝 合于昆明縣 復析之 仍爲縣令 燕山四年 縣人與求禮民裵目仁 相應謀叛
降爲縣監舊增 燕山四年 降爲縣監 中宗二年 復置縣令
〔郡名〕轉也山ㆍ海陽ㆍ轉山ㆍ花田ㆍ輪山(觀風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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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섬이다. 새섬이라고도 하며, 모양이 새를 닮아 鳥島라는 이름이 붙었
다. 남해군 남단의 미조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m 이격된 해상에 위치하며, 부근
에는 虎島ㆍ米島ㆍ木果島ㆍ鼓島 등이 있다.
虎島는 면적 0.139㎢에 인구 33명(2001)으로 구성된 작은섬이다. 범섬이라고도
하며, 인근의 조도와 함께 미조리 조도마을을 구성한다. 해안 곳곳에 해식애가 발달
하였고, 지형이 대체로 평탄해 농경지가 많다. 군청에서 직선거리로 37.6㎞, 남해도
남단에서 1.2㎞ 이격된 해상에 위치하며, 부근에 鼓島ㆍ木果島ㆍ鳥島ㆍ蠟島 등이
있다. 섬의 형태가 호랑이를 닮아 호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며, 일제강점기에는
해군기지로 이용되었다.

2) 민속과 문화행사
남해군에는 지역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민속행위와 놀이가 전해져 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생활자체와 관련된 것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어업과 관련된 민속이 여러 가지 전해진다. 이 중 의식과 놀이, 민요
와 설화, 동제 및 문화행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8)
남해군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로는 ‘남해 화전농악’, ‘石射(일명 石箭)’, ‘覽勝圖’, ‘상
주 정월대보름 달맞이놀이’ 등이 행해지고 있다. ‘남해 화전농악’의 경우 그 연원이
나 내력은 확실하지 않고, 단지 유배문화설, 지역자생설, 인근지방 전수설의 3가지
설로 추측될 뿐이다. 남해 화천농악의 대가인 상쇠 정창기 옹을 필두로 하여 42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주 개천예술제’, ‘밀양 아랑제’ 등 수많은 행사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石射놀이’는 돌을 가지고 노는 놀이의 한 종류이며 주로 추석때 씨름
대회와 함께 많이 행해진다. 그리고 ‘覽勝圖’는 그림놀이의 일종으로 남해읍 서변동
일대에서 행해졌다고 하나 지금은 전승되지 않고 있다.19)
그리고 현재 남해에는 명맥이 끊겼지만 거제도를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에 전승되
는 ‘남해안 별신굿’이 있다. ‘남해안 별신굿’은 해안지방 판 굿의 특수성을 잘 나타
내는 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로 지정되어 통영시의 ‘남해안 별신굿보존회’에
서 보존ㆍ전승하고 있다. 그 연원은 예로부터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일종의
‘풍어굿’에서 비롯되었으나, 마을의 평안과 장수를 기원하는 ‘기원굿’의 성격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짜임새는 굿의 시작을 알리는 ‘들맞이 당산굿’에서부터 액과 재앙을
소멸시키는 ‘띠뱃놀이’까지 모두 18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해에 전승되는 민요의 경우 과거 육지와 떨어져 유배지로 활용된 섬이었다는
지리적ㆍ사회적 영향이 내용에 반영되어 대부분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얽힌 서민의
18) 남해군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에 관한 자료는 『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聯
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文化遺蹟分
布地圖-南海郡』(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ㆍ남해군, 2004)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19) 韓國文化院聯合會 慶尙南道支部,『慶南民俗資料集』,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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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환을 소재로 하고 있다. 현재 구전되고 있는 주류는 대부분 노동요로 ‘정자소리’,
‘노젓는 소리’, ‘고기푸는 노래’ 등이 있는데, 바닷가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ㆍ
농업 노동요의 비중이 서로 비슷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설
화나 전설의 경우는 주로 인물에 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
인 것으로는 ‘대국산성에 얽힌 두 형제이야기’나 ‘무지개골에 얽힌 부부이야기’가 있
다.
이와 함께 여러 축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화전문화제’는 매년 10월 27일 전야제
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남해문화의 총집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해군의 고유
민속놀이와 예술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져 특색 있는 지역문화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의 역사성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이곳에서 전사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노량해전을 재현하는 ‘이충무
공 노량해전승첩제’도 개최되고 있다.

3)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전승
미조리는 남해의 미조도 북서쪽 방향에 있는 작은 섬 마을이다. 본래 남해군 삼
동면에 속해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ㆍ폐합에 따라 물개섬, 파랑개, 큰
섬, 범섬을 병합하여 미조리가 되었다. 1944년에 미조리와 송정리가 미조출장소가
되어 독립적으로 행정업무를 해오다가 1986년에 미조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미조면
미조리로 속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섬과 관련된 지명을 살
펴보면 蛇島, 艾島, 彌助島, 獐島, 鼓島, 鳥島, 虎島, 米島, 竹巖島, 木果島, 小木果島
등이 있다.
‘蛇島’는 미조리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다른 이름으로 뱀섬이라고도 불린다. 사도
동남쪽으로 ‘艾島’가 위치해 있으며, 애도는 다른 이름으로 쑥섬이라고도 불린다.
‘彌助島’는 망운산 동북쪽에 있는 섬으로 다른 이름으로 잠도 또는 누에섬이라고도
불린다. ‘獐島’는 고도 서북쪽에 있는 섬으로 다른 이름으로 노루섬이라고도 불린다.
그 동남쪽에는 ‘鼓島’가 위치해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 북섬이라고도 불린다. ‘鳥島’
는 작은섬 동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모양이 새를 닮아 鳥島라는 이름이 붙었다. 다
른 이름으로 새섬이라고도 불린다. ‘虎島’는 조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이
름으로 범섬이라고도 불린다. 섬의 형태가 호랑이를 닮아 호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호도 북쪽에는 ‘가물여’가 위치해 있다. ‘米島’는 ‘竹巖島’ 서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 쌀섬이라고도 불린다. ‘木果島’는 ‘小木果島’의 동북쪽에 위치한다.
다음으로 마을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미조, 몰개섬, 소올통, 호도 마을 등이 있다.
‘몰개섬 마을’은 일본인이 세운 마을로, 물이 넘나든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소올통
마을’은 미조리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호도 마을’은 호도에서 가장 큰 마을이
다. 이 외에도 길, 우물과 관련된 지명 등이 전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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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ㆍ역사분야
금번 지표조사대상지역은 남해군에서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60번지(조도)와

다이어트 보물섬

1080번지(호도) 일원에 “

”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부지로서 총

면적은 약 863,750㎡이다. 조도는 큰섬과 작은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작은섬은
해발고도 45.3m, 36.5m의 얕은 구릉 동쪽 해안가에 마을이 위치한다. 큰섬은 중앙
부에 해발고도 108.9m의 구릉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동서편의 비교적 완만한 지역
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작은섬은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다.
현재 큰섬의 동쪽에는 폐교, 폐가가 많은데 비해 작은섬과 연결된 서쪽에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며 선착장은 큰섬과 작은섬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호도는 해발고도
145.9m, 89.4m인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구릉 사이 곡부 평탄지를 중심
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지표조사는 섬 전역을 도보로 조사하여 유구와 유물 등의 유존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에 잡풀 및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고, 경사가 심하여 조사
에 어려움이 있었다. 각 섬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도
조도는 남해군 미조항의 남쪽으로 약 500m 이격되어 있는 섬으로서 마을주민인
李春生(1935년)翁에 의하면, 장수 이씨20)가 최초로 조도에 입도하였는데, 장수 이
씨 시조는 李林幹(1262년)으로 입도시조인 李正卓은 장수 이씨 14대손으로 약 350
여년전인 17세기 후반에 입도하였다고 전한다.
조도는 동쪽의 큰섬과 서쪽의 작은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큰섬과 작은 섬사이의
백사장이 두 섬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해 이
길이 유실되었으나 이후 북쪽과 남쪽에 제방을 쌓아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거주민들이 가장 많았던 것은 60여년전으로 현재는 큰섬 6가구, 작은섬 24가구 총
70여명이 살고 있다.
조도 작은섬은 해발고도 30~45m 정도의 낮은 구릉으로서 남동쪽의 청심길과 지
바랫길 사이의 조도 큰섬 및 바다를 관망할 수 있는 곳에는 入道始祖인 장수 이씨
14대손 李正卓의 무덤이 위치하며 그 동쪽 아래쪽에는 아들 李重俊의 무덤이 분포한
다. 비문을 살펴보면 1941년에 무덤을 정비하며 묘비를 새로 세웠다. 공사계획이
없어도 입도시조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이장보다는 주변정리 등을 통해 현
지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작은섬 정상부인 해발 45.3m 상
에는 제사를 지내던 제단시설이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송전탑 건설로 인해 유실

20) 入道始祖 등의 墓碑에는 ‘장수’가 ‘長天’으로 刻字되어 있음. 시조 李林幹(1262년)과 손자 이을진
(李乙珍)이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해지므로 장수(長川 : 장천의 현 지명)를 본관으로 하였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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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이다.

도판 1. 조도 원경(북-남)

도판 2. 작은섬 부분 전경(북동-남서)

도판 3. 입도시조 李正卓묘 (남-북)

도판 4. 조도 작은섬내 李正卓묘
묘비(남-북)

도판 5. 작은섬 내 李重俊묘 (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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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작은섬 내 李重俊묘
묘비(남동-북서)

도판 7. 작은섬 내 송전탑(전 제단시설부지)
전경(남동-북서)

조도 큰섬의 북동쪽에는 선착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선착장 남서쪽 사면부에 미조
초등학교 미남분교장이 위치하나 현재 폐교되었다. 분교장 북쪽과 동쪽 사면부에
10여 채의 주택이 있고, 조도와 연결되는 서쪽 사면부에도 10여채의 주택이 있다.
대부분 지역은 해안에 접근하기 어려운 급경사를 띠지만, 서쪽 마을이 형성된 지역
은 비교적 완경사에 해당한다. 주택 주변 해발 약 10m지점부터 약 45m까지 경사
면에 석재로 축대를 쌓아 계단식 밭을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민가 주변의 저지대만
경작할 뿐 상부의 밭은 잡풀로 뒤덮힌 상태였다. 지표면이 노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근대의 옹기 잔편이 소량 발견되었을 뿐 과거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흔적은 조사되지 않았다.

도판 8. 큰섬 선착장 주변 전경
(북동-남서)

도판 9. 큰섬 북동쪽(선착장 동쪽) 사면부
계단식 밭 전경(남동-북서)

도판 10. 큰섬 미조초등학교 미남분교장
주변 동쪽 밭 전경(서-동)

도판 11. 큰섬 미조초등학교 미남분교장
주변 전경(북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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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큰섬 동쪽 해안 및 말단부
전경(북서-남동)

도판 13. 큰섬 동쪽 해안 및 마을 전경
(남동-북서)

도판 14. 큰섬 동쪽 마을 주변 밭 조사광경
(남서-북동)

도판 15. 큰섬 동쪽 곡부 전경(동-서)

도판 16. 큰섬 동쪽 사면부 계단식 밭
전경(남동-북서)

도판 17. 큰섬 동쪽 사면부 계단식 밭 축대
전경(동-서)

그러나 큰섬의 중앙부에 우뚝 솟은 야산 정상부(해발 108.9m)의 동쪽에는 남-북
길이 300cm, 동-서 너비 170cm, 높이 약 20~40cm(약 2~3단) 정도의 석군1이
잔존한다. 현재 소나무 뿌리 등이 석군 사이로 자라나 원상이 변형되었고 나뭇잎과
토사 등으로 덮여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일 뿐만 아니라 조잡한 축조상
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노출된 남쪽 측면 석축 상태를 볼 때, 인위적으로
집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석군1에서 북쪽으로 약 13m 정도 이격된 지점에
는 석군2가 지표상에 일부 노출되어 있다. 석군2도 역시 나무뿌리와 잡풀, 잡목 등
으로 덮여 정확한 규모와 형태 파악은 어렵지만, 일부 지표상 드러난 면을 통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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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정상부에서 사면부로 경사가 변환되는 지
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군1과 연관된 시설의 일부로 추정된다.
이들 석군1ㆍ2와 관련하여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島民의 생활 및 생업(어로
등)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냈다고 전하므로 석군1ㆍ2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던 섬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의 공동체적 祭場으로
서 활용된 흔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곳에 대한 현상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표본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 외 큰섬의 서쪽 마을의 북쪽 사면부에는 현대분묘 3기가
분포하며 남쪽 사면부에는 입도시조의 후손 李而春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다.

도판 18. 큰섬 야산 정상부(해발 108.9m) 전경(남-북)

도판 19. 큰섬 야산 정상부 석군1
(북동-남서)

도판 20. 큰섬 야산 정상부 석군1
(남동-북서)

- 19 -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도판 21. 큰섬 야산 정상부 석군1 남쪽 측면 도판 22. 큰섬 야산 정상부 석군1 동쪽 측면
축조상태 세부(남동-북서)
축조상태 세부(북동-남서)

도판 23. 큰섬 야산 정상부 석군2 (동-서)

도판 24. 큰섬 야산 정상부 석군2
세부(동-서)

도판 25. 큰섬 야산 정상부에서 바라본 조도 남동쪽 바다(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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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 큰섬 남서쪽 사면부 李而春묘
전경(남서-북동)

도판 27. 큰섬 남서쪽 사면부 李而春묘
묘표(남서-북동)

2) 호도
호도는 북동쪽에 해발고도 145.9m, 남서쪽에 89.4m의 구릉 사이 곡부 평탄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은 호도 선착장 동쪽에 우뚝
솟은 야산의 정상부(해발 145.9m) 이다. 마을 주민 李範龍(1932년 生)翁과 李吉浩
(1962년 生)氏의 전언에 의하면 약 500여년전 羅州 裵氏가 처음으로 입도하였고
약 150여년전에 조도의 장수 이씨가 호도로 입도하였다고 한다. 호도는 기암절벽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9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최초 입도자인 나주 배씨
의 무덤은 호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나 현재 잡풀이 심하게 우거져 있어 정확한 위치
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 일대의 분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되 최초
입도자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이장보다는 현지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섬 내에 분교가 있으나 약 40여년전 폐교된 상태이다. 남쪽 해변
좁은 만 주변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해군의 선착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해당 지역
에서는 성격을 알 수 없는 방형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계단이 조성되었을 뿐, 별다
른 시설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섬의 남쪽 끝에는 해안경비를 담당하던 전경들
의 초소터와 참호만이 잔존하고 있을 뿐이었다.
호도도 조도와 마찬가지로 마을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냈다고 하
여 정상부의 추정지와 그 주변을 세밀하게 조사하였으나 최근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잡목과 잡풀이 많이 우거져 마을 제장으로서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만, 주민의 전언을 비롯하여 바다라는 대자연을 배경으로 생업활동을 영
위하며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특성상, 섬 전체와 주변의 바다를 모두 조망할 수 있
는 섬내 가장 높은 곳에 마을의 공동체적 제장을 만들어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곳에 대한 현상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입회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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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8. 호도 원경(북-남)

도판 29. 호도 최초 입도인 나주 배씨 분묘
추정위치 전경(남서-북동)

도판 30. 호도 공동우물①(북서-남동)

도판 31. 호도 공동우물②(북서-남동)

도판 32. 호도 자생 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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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호도 폐교(남동-북서)

도판 34. 호도 남쪽 만 전경(북서-남동)

도판 35. 호도 남쪽 만 근경(북-남)

도판 36. 호도 남쪽 만 해안
근경(남동-북서)

도판 37. 호도 남쪽 만 콘크리트 구조물
(남동-북서)

도판 38. 호도 남쪽 만 콘크리트
계단(남-북)

도판 39. 호도 남쪽 참호 전경(남동-북서)

도판 40. 호도 남쪽 초소터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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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1. 호도 야산 정상부 제단 추정지 근경(남-북)

도판 42. 조도 및 호도 발 미조호

도판 43. 조도 거주인(이춘생옹)과 입도시조
묘비 조사 광경

도판 44. 조도 큰섬 선착장 동쪽 밭 주변
조사광경(남동-북서)

도판 45. 조도 큰섬 미조초등학교
미남분교장 주변 북쪽 밭 조사광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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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6. 호도 거주민(이범용옹, 이길호씨)
탐문조사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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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문화재 현황
1)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표 2] 사업예정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연
번

유적명

소재지

성격

문화재
지정여부

조사
기관
의견

이격거리

1

무민사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53-7번지
일대

사찰유적

지방문화재
제1호

영향
없음

약 2.1㎞

2

무민사 석인상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6번지 일대

석조물

ㆍ

영향
없음

약 2.1㎞

3

망운산 봉수대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33-1번지
일대

관방유적

ㆍ

영향
없음

약 1.6㎞

4

미조리 상록수림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21번지
일대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29호

영향
없음

약 1.6㎞

5

미조산성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5-2,
6-1번지 일대

관방유적

ㆍ

영향
없음

약 2.1㎞

※지표조사는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文化遺蹟分布地圖-南海郡』와 문화재
청 ‘문화재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등 참고.

2)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표 3] 사업예정지역 문화재 현황
유적
번호

유적이름

1

조도 제단

2

행정구역
(주소)
미조면 미조리
산83번지 일대

호도 제단

미조면 미조리

추정지

산225-1번지 일대

면적(㎡)

2,150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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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의견

조선~근대

표본조사

제단

필요

조선~근대

입회조사

제단

필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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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고찰
이상으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시행예정인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공사부지에 대
한 지표조사를 문헌적ㆍ고고학적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지표조사는 육안조사
라는 한계가 있지만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1.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일원의 조도와 호도에 시행예
정인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공사 부지로서 총 면적은 약 863,750㎡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섬으로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 중, 조도는 큰섬과
작은섬으로 나뉘는데, 큰섬은 중앙부에 해발고도 108.9m의 구릉이 위치하고 있으
며 그 동서편의 비교적 완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과 선착장이 조성되어 있다.
호도는 해발고도 145.9m, 89.4m의 두 개의 구릉 사이 곡부 평탄지에 마을이 형성
되어 있다.
2. 조도는 큰섬과 작은섬으로 구분되는데, 작은섬에는 入道始祖인 장수 이씨 14
대손 李正卓과 아들 李重俊의 무덤이 분포한다. 비문에는 1941년에 무덤을 정비하
여 묘비를 새로 세웠다고 하므로 공사계획이 없으면 입도시조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주변정리 등을 통해 현장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큰섬 중
앙부에 우뚝 솟은 야산 정상부(해발 108.9m)에서 석군1ㆍ2가 지표상에 일부 노출
되어 있다. 이 석군은 나무뿌리와 잡풀, 잡목 등으로 덮여 정확한 규모와 형태는 파
악할 수 없었지만 일부 지표상 드러난 면을 통해 볼 때,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생각되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한

결과, 島民의 생활 및 생업(어로 등)의 무

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그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따라서 석군1ㆍ2는 섬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의 공동체적 祭場으로서 활용된 흔적으로 판단되므로 이
곳에 대한 현상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표본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재여부를 확
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 외 큰섬 서쪽 마
을의 북쪽과 남쪽 사면에 입도시조의 후손 李而春의 무덤 등 4기가 유존하고 계단
식 밭에서 근대의 옹기잔편 소량이 수습될 뿐이다.
호도에도 조도와 마찬가지로 마을주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동제를 지냈다고
하여 정상부의 추정지와 그 주변을 세밀하게 조사하였으나 최근 사람이 다닌 흔적
이 없을 뿐 아니라 잡목과 잡풀이 많이 우거져 마을 제장으로서의 흔적을 찾을 수
는 없었다. 다만, 주민의 전언을 비롯하여 바다라는 대자연을 배경으로 생업활동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특성상, 섬 전체와 주변의 바다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섬내 가장 높은 곳에 마을의 공동체적 제장을 만들어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
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상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입회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
재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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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도자인 나주 배씨의 무덤이 섬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전하나 현재 잡풀이 심
하게 우거져 있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남쪽 해변 좁은 만
주변으로 일제강점기 해군의 선착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해당 지역에서는 성격을
알 수 없는 방형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계단이 조성되었을 뿐, 별다른 시설은 발견
할 수 없었다. 또한 섬 남쪽 끝에는 해안경비를 담당하던 전경들의 초소터와 참호
만이 잔존하고 있을 뿐 유구와 유물 등 인간 활동과 관련된 흔적은 조사되지 않았
다.
3. 상기의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도 큰섬 야산 정상부의 약 2,150㎡에서
동제를 지냈던 제단으로 추정되는 석군1ㆍ2가 유존하므로 사업시행에 앞서 표본조
사가 필요하며 입도시조의 무덤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
여 이장보다는 현지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호도의 동쪽구릉
정상부 약 2,460㎡도 조도와 동일한 동제를 지냈던 제단이 유존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입회조사가 필요하며 최초 입도인 나주 배씨의 분묘도 현상변경이 이뤄진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최초 입도자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이장보다는 현지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지역에서는 유구 및 유물 등 인간활동과 관련된 흔적은 조사되지 않았으
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계획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계획된 공사 시행 중 금번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가 발견될 때
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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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지역
면

적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공사 문화
재 지표조사
전체사업면적

약 863,750㎡

지표조사면적

약 863,750㎡

기관명

조사기간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사업목적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공사계획 수립

경상남도 남해군

민속분야

연락처
055) 860-8635
심종훈,이상용,
배덕환,최경
책임조사원 규,김판석,조 조사원 이하 강동학,정호석,
명래,김정호
김정규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이현정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고,역사분야

지표
조사

2014.1.2. ~ 2014.2.15.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860번지(조도), 1080번지(호도) 일원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사업기간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2014년 1월 2일 ~ 2014년 2월 4일
사전조사 : 3일/ 현장조사 : 2일/ 정리분석 : 10일/ 보고서 작성 : 19일
고고·역사
16,488,000원
분야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지정문화재
무민사, 미조리 상록수림
비지정
무민사 석인상, 망운산 봉수대, 미조산성
문화재
사업부지내
■유적 있음
□유적 없음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없음
조사 지상문화재
신규
없음
결과
기존
없음
매장문화재
신규
조도 제단, 호도 제단 추정지
기존
없음
건축물
신규
없음
기존
없음
민속자료
신규
없음
지표조사 결과, 조도에는 약 2,150㎡에 걸쳐 마을주민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
는 동제를 지낸 것으로 추정되는 제단의 석군이 잔존하고 있어 표본조사가 필요
하며 장수 이씨 입도시조묘역은 그 상징성으로 보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되 이
장보다는 현지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호도에서도 동일성격으로
추정되는 제단이 있었다는 전언은 있으나 잡목 및 잡풀이 우거져 석군 등은 파
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약 2,460㎡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전언과 관련하여
제단과 관련된 시설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에 앞서 입회
조사기관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최초 입도자인 나주 배씨의 묘역도 현상변경이 이
종합의견
뤄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되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이장보다는 현지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 지역에서는 인간활동과 관련된 흔
적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계획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계획된 공사 시행 중 금번 지표조사에서 확인되
지 않은 문화재가 발견될 때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
조 및 제17조에 의거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2014년

2월

4일

기관명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문 화 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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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유적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

조사의견

구분
시대 종류

기 신 의견

비
조사

존 규 구분 면적(㎡)
남해군 미조면
1

조도 제단 미조리 산83번지 2,150
일대

2

호도 제단
추정지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225-1번지 일대

2,460

조선~
근대

조선시대부터
제단 ㆍ ○ 표본

2,150

근대까지 사용된
동제터로 석군 잔존

조선~
근대

사유

조선시대부터
제단 ㆍ ○ 입회

2,460

근대까지 사용된
동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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