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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는 무안반도의 남쪽, 영산강의 하구에 있으며 『호구총수(戶口總數)』의 무안군(務安郡) 이로촌

면(二老村面) 목보리(木甫里)로 추정되는 곳으로, 1897년 개항되기 이전까지는 수군 만호진이 있었

던 곳이다.

무안은 백제 시대에는 물아혜(물아래골)라 하였고, 고려 시대에 무안군이 되었다. 조선 1413년(태

종 13) 군현제 개편으로 무안현이 되었고, 1896년에 전라남도 무안군이 되었다. 1906년 월경지의 

정리가 이루어지고, 1910년 한국을 병탄한 일제는 무안부를 목포부로 개칭했다. 1949년 시제 실시

에 따라 목포시가 되었다. 

2005년 전라남도청이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6년 

용당1동·산정2동을 용당1동으로, 북교동·무안동·남양동을 목원동으로, 유달동·충무동을 유달동으

로 통합하여 기존의 행정동 26개를 22개로 통·분합 하였다. 2012년 1월 남악 신도시의 옥암지구 옥

암동에서 분리된 부주동이 신설되어 23개 동이 되었다. 

이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목포의 역사는 개항과 더불어 시작되는 도시로 알고 있다. 목포가 개항으

로 근대도시로 발전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목포의 역사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 1439년(세종 21)에 목포에 수군 만호진이 설치되어 그 유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목포 시민의 날을 목포 만호진이 설치된 날로 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목포의 역사가 그

만큼 오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목포는 유달산 기슭에 자리 잡은 항구도시이다. 해발 228m의 유달산은 호남의 개골산이라 불리

는 영산이다. 목포의 상징이라 일컬어지는 유달산은 목포의 애환만큼이나 사연도 많은 산이다. 산의 

이름은 옛 문헌에는 느릅나무 유(楡), 놋쇠 유(鍮)자를 써 왔으나 언제부터인가 선비 유(儒)자 유달산

이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깨우칠 유(諭)자를 써서 마치 한국인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이르게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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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일제는 일본의 승려를 바위에 조각하고, 그들의 신앙의 대상을 바위

에 새겨 산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었다. 그러나 광복 후 유달산 공원화사업으로 등산로가 정비되

고 조각공원, 난공원이 들어섰으며, 둘레길이 조성되어 시민의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유달산이 공원화되면서 유달산 중턱에 있던 많은 초가집들이 철거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로와 

같은 골목길이 많이 남아 있다. 그것은 목포가 개항되면서 개항장의 거류지 구역과 한국인 거류지역

이 차별적인 개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은 아직도 옛날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3대 항 6대 도시의 면모는 사라지고 쇠퇴의 길을 걷기도 하였으나 이

제는 아껴둔 땅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다. 

1. 목원동

목포의 원도심이라는 의미를 지녔다는 목포의 심장, 근대문화 1번지01) 목원동은 1997년 목포시조

례 제1805호에 의거 행정구역 개편으로 북교동(북교, 달성, 죽교)과 남양동(남교, 양동), 무안동(죽

동, 호남동, 무안동)이 통합되어 목원동이 되었다. 

 북교동

본래 무안군 부내면의 지역으로 개항 이후 쌍교의 북쪽에 있다 하여 북교동이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죽교3동, 달성동을 병합하여 북교동이라 하였다.

 달성동 

1966년 죽교4동이 달성동으로 바뀌었다. 죽교동이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죽교동을 5개 동

으로 하였다가 1966년 동명 변경에 의하여 죽교4동이 달성동으로, 5동은 대반동으로 바뀌었다.

 남교동

남교동은 수문통 거리를 중심으로 쌍교의 남쪽에 있다 하여 남교동이라 하였다. 

 양동

본래 무안군 부내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양 형국으로 된 산 밑이 되어 양리(羊里) 또는 양동(羊洞)이

01) 최성환, 『목원동 이야기』, 목포시, 2016,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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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렸다. 또 양동이 경사가 완만하고 바닷가로 이어진 양지바른 곳이라 하여 볕 양(陽)을 써서 양

동, 또는 개항과 더불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양인골이라고 했고, 양(洋)동이라 불렸다고 한다. 1997년 양동과 남교동을 합동하여 

양동으로 칭하다가 1997년 행정동 명칭을 남교동의 ‘남’과 양동의 ‘양’자를 따서 남양동으로 고쳐 불

렀다. 

 죽동

본래 목포부 부내면 지역으로 개항 이후 바다를 메워 시가지를 만들기 전에는 지금의 로데오광장

까지 배가 드나들었다. 목포가 해벽공사를 하고 부두에 하역인부들이 모여들면서 일꾼들에게 죽을 

끓여 팔던 사람들이 있어서 죽거리 또는 죽동이라고 하였다 하고, 현 공용주차장 앞 바다로 돌출된 

지점에 대밭이 있어서 죽동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1907년경 2, 3채의 한국인 가옥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지금의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봉수봉 아래

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홍종우(洪鍾宇, 상하이에서 김옥균을 암살한 자)가 여기서 살았던 적이 있었

다 한다.02) 1914년 남교동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죽동이라고 하여 목포부에 편입되었다.

 호남동

1911년 호남선철도부설공사가 시작되면서 철로를 부설할 곳만 일부 매립공사가 이루어져서 지금

의 중앙초등학교 자리는 호수처럼 되어 여기를 신죽호(新竹湖)라고 했다. 질펀한 개펄이라 개펄등이

라고도 하였는데 1913년 남교동, 죽동, 산정동의 각 일부를 합병하여 호남정이라 불렀으며 광복 후 

호남동으로 고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호남, 대안, 창평, 명륜의 4개 동이 호남동회의 관할

이 되었다.

대안동은 일제 강점기에 죽교동, 남교동, 신창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대정정(大正町)이라 하였다

가 광복 후 대안동으로 고쳤고, 창평동은 죽동, 남교동, 신창동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창평정(昌平町)

이라 하였는데 광복 후 창평동으로 하였고, 명륜동은 죽동, 신창동 각 일부를 합하여 명치정(明治町)

이라 하였는데 광복 후 명륜동(明倫洞)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무안동

무안동이란 이름은 일본인이 각국 거류지에서 무안으로 넘어가는 마루터기(기업은행 앞에서 트윈

02) 목포부, 「여담일속」, 『목포부사』, 1930,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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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로 넘어가는 고개)를 무안통(務安通)이라 하여 이 근방을 무안통 1정목(丁目)에서 6정목까지 구

획하였다가 조선총독부에서 목포 시가지를 조사하여 각국 거류지와 목포부 부내면의 동·정명을 정

하면서 ‘무안통’으로 확정하였다.

1948년 무안통을 무안동으로 고치고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무안동회가 되어 무안, 측후, 상

락의 3개 동을 관할하였고, 1997년 인접 동인 호남동, 죽동, 무안동을 합하여 행정동명을 무안동이

라 하였다. 

 무안감리서

목포시 북교동 178-1. 지금의 노인요양병원 자리이다. 1897년 목포 개항으로 개항지 내에서 외국 

영사관과의 외교사무와 지방행정사무를 관장했던 관아이다. 청사는 처음에는 목포진의 만호청을 수

리하여 사용하다가 1901년 이 자리에 신축 이전하였다.

 

 북교동 쌍샘 거리

지금의 북교동성당 부근에 있었던 샘터 거리. 북교동에는 두 개의 샘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쌍샘이

다. 북교동성당 앞에서 유달산 일주도로로 나가는 길이 뚫리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재 북교동 

157-1이다.

 불난 여학교 자리

목포시 북교동 131번지. 즉 불종대 거리에서 유달산 쪽으로 올라가는 왼쪽 길을 올라가면 문재철

의 집 위쪽에 목포공립보통학교(북교초등학교의 전신) 여자부가 있었는데 1927년 12월 화재03)로 교

사가 타버려 폐교되고 여학교 학생들은 보통학교로 옮겼다. 지금은 부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여

러 채의 민가가 들어서 있다.

 김장성 집터

목포시 북교동 46번지. 지금의 북교동성당 자리이다. 김장성이란 호칭은 제6대 무안감리를 지낸 

초정 김성규가 무안감리로 오기 전에 장성군수로 있었던 연유로 김장성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김성

규는 목포지방에서 손꼽히는 대지주로 북교동성당이 들어서 있는 방대한 지대에다 집을 짓고 살았

다. 또 여기에는 ‘극작가 김우진(金祐鎭) 문학(文學)의 산실(産室)’ 비가 서있다. 김우진은 김성규의 아

03) 목포문화원, 『목포근현대신문자료집성』 상, 2014, 3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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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신문학의 선구적인 인물로서 「사의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관부

연락선(關釜連絡船)에서 대한해협(현해탄)에 투신하였다. 

 큰 샘 거리

쌍교장터 동남쪽에 있던 마을로 큰 샘이 있어 큰 샘 거리라 했다. 여기에 큰 샘이 있어서 주조장(목

포양주)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불종대 거리

북교초등학교 아래쪽 북교동성당과 옛 신안군청으로 가는 길목에 북교동과 남교동에 걸쳐서 광장

이 있었는데 이곳에 불이 나는지 망을 보는 철탑으로 된 망루가 있어서 이곳을 불종대 거리라 불렀

다. 이 거리에서는 날마다 장이 섰는데 이곳을 쌍교 근방에 서는 장이라 하여 쌍교장터 또는 쌩기장

터라고도 불렀는데 1970년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불종대도 철거되었고 장터도 전설로만 남았을 

뿐이다. 또 쌩기장터 앞에는 속칭 ‘조동이 도개집[趙贊卿酒造店]’ 이 있었고, 그 건너에는 ‘보통학교 

분교실’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만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인 사설 ‘목포심상중학원’이라고 하였다 한다. 

불종대는 2018년 초 원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복원되었다. 

 고무공장 자리

지금의 목화아파트 자리가 고무공장, 또는 경성고무 자리이다. 1925년에 자본금 30만 원으로 한

국인들에 의해서 설립된 동아고무 주식회사의 공장으로 종업원 약 200명이 1년에 40만 켤레의 고무

신을 생산하였다.04) 광복 후에는 경성고무로 합병되어 ‘만월표’ 고무신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국민생

활의 향상으로 고무신의 수요가 줄어 판로를 잃고 문을 닫았다. 

 목포양주 주식회사(삼학양조 주식회사의 전신)

옛 남교동파출소 뒤쪽에 1929년에 한국인의 자본으로 세워진 목포양주(주)의 주조장(사장 김상섭, 

전무 차남진)이 있었다. 이 회사는 광복 후 삼학양조 주식회사(사장 김상두)에서 승계하여 어려운 시

절 우리의 시름을 달래주던 삼학소주의 본산지가 되었다.

04) 목포부, 『목포부사』, 1930, 659∼6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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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통 거리

남교동 트윈스타에서 북교초등학교로 나가는 길을 수문통 거리라고 한다. 이 일대는 바닷물이 드

나드는 곳으로 1925년경 매립되었는데 매립 전에 제방을 쌓으면서 수문을 만들었다가 매립이 완공

되어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수문이 있던 자리를 수문통 거리라고 했던 것이다.

 청년회관

옛 신안군청 앞에 있는 남교소극장이 옛 청년회관이다. 1925년 건축된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1920년대 중반 이후 목포청년운동의 보금자리로서 시민들의 성금으로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이다. 

이 청년회관은 박화성의 소설 「헐어진 청년회관」의 소재가 되어 일제의 핍박을 받던 민족의 설움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양동 육거리

양동 높은 언덕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면서 여섯 갈래의 길이 생겨서 육거리라 하였는데 소방도로

가 생기면서 없어졌으나 지금도 이곳을 육거리라 부른다. 이 육거리에 있었던 가수 이난영 생가터에 

이난영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측후동

목포부 각국 거류지역으로 유달산 등구에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길의 좌우이다. 1913년 목포 각

국 거류지 및 목포부 부내면의 동명을 정할 때 무안통의 5, 6정목의 일부를 하정(霞町)이라 하였다. 

1948년 4월 1일 왜식 동명을 변경할 때 측후동이라 하였다. 일제 때 하정(측후동)에는 동양척식주식

회사 목포지점의 지점장 관사를 비롯하여 직원 사택이 있었고 일본인들의 사찰인 정토사와 일본인 

자녀들만 다니던 명조유치원 등이 있었다. 

 

 상락동

일제 강점기의 상반정(常盤町)을 1948년 상락동으로 고쳐 부르게 된 곳이다. 이곳은 목포의 서남

쪽 개펄, 즉 송도(松島, 지금의 동명동 언덕)에서 목포역 쪽으로 매립하여서 생긴 동해안통 일부와 천

기산(노적봉 뒤 시민종각이 있는 산)을 깎아서 개펄을 매립하고 조성한 무안통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일본인의 상가가 되어 상반정이라 하였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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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테기(마루터기, 대장간 마루테기)

현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앞에서 트윈스타 쪽으로 가는 고개를 마루테기라 하였다. 마루테기는 각

국 거류지와 한국인 마을과의 경계에 있는 고개 마루라 해서 마루테기라 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법원

(지금의 목포제일교회 자리) 앞에 대장간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장간 마루테기라고도 하였다. 이곳

은 1919년 4·8 독립만세운동 당시 목포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목포의 역

사적 터전이기도 하다. 

 부내면(府內面)

목포의 부내면은 당초 무안군 부내면이었다가 목포부 부내면이 되었다. 개항 이후 형성된 한국인 

마을들을 부내면에 편입시켰는데 지금의 죽동, 남교동, 양동, 대성동 등이었다.

 난포간, 콩나물 골목

죽동에서 속칭 만복동 고개를 넘어 앞산과 마주 바라보이는 곳 지금의 초원빌라에서 옛 원불교 교

당 뒤쪽 동네가 ‘난포간’이라는 동네다. 이곳은 본디 바위산이었던 곳을 다이나마이트(난포)를 발파

해서 그 돌로 남교동 트윈스타, 수문통 거리 일대의 간석지를 매립했고 또 양쪽에 축대를 쌓아서 이

룩된 동네로 속칭 ‘난포튼다’, 즉 ‘발파한다’는 말로 난포를 터서 이룩된 동네라고 해서 ‘난포간’이 되

었다. 

이 마을의 골목을 콩나물 골목이라고 하는데 이곳 주민들이 콩나물을 길러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옛 목포 죽동교회 자리

옛 원불교 교당 옆 죽동 114번지에 1935년 한국 사람의 자본으로 지은 석조건물인 교회가 있었

다. 이 교회는 당초 목포중앙교회가 지었으나 1957년 죽교리교회가 인수하여 죽동교회로 개명했다. 

2003년 목포시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철거하려 해서 목포의 문화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철거를 반대하였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지금은 그 자리에 

길이 넓어지고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총순 구종명 영세불망비(總巡具鍾鳴永世不忘碑)

현 죽동 초원빌라의 담벼락에 목포의 개항기에 무안경무서 총순 구종명의 영세불망비가 세워져 있

다. 이 비는 무안감리서가 있던 자리(옛 신안군청)에서 100여 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이곳이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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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서 자리였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법원 관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말방골

마인계터 아트샵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골목에 막다른 집이 있는데(죽동 230번지) 그 집터가 옛날 

말방(마방) 자리이다. 옛날 통신수단으로 역마를 이용했던 시절 1,300여 평의 부지에 말을 기르던 말방

이 있었고 마부들이 생활하던 건물이 두 채나 있었다. 이 골목을 말방이 있었다 하여 말방골이라 한다.

 무안우체사, 무안전보사

지금의 노라노미술관 자리에 목포가 개항되던 1897년 12월 당시 한국 정부에서 무안우체사를 개

설하였고, 다음해 1898년 2월에는 무안전보사를 병설하였다. 

 만복동

무안우체사가 있었던 죽동의 언덕배기 일대(앞산 밑)를 만복동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지명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송쟁이 담(송영이 담)

옛 소망아동원 밑 돌담을 송쟁이 담이라고 불렀는데 여기는 일본인 송영묘태랑(松永卯太郞)이 집

을 짓기 위해 쌓은 석축으로 송영이라는 사람의 집 석축이라 하여 송영이 담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송쟁이 담으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감나무꼴창(감나무골창)

송쟁이 담 앞 유달산 쪽의 골짜기를 말한다. 옛날 감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나무꼴창이라 했다 한다. 

 죽동 육거리

로데오광장에서 유달산 쪽으로 큰길을 건너면 여섯 갈래의 길이 죽동 육거리이다. 초원빌라 쪽으

로 가는 길, 마인계터 잔등으로 해서 앞산 밑 구름다리를 지나 북교동으로 가는 길, 안저자 거리로 가

는 길, 유달산 쪽 큰 샘 거리로 가는 길, 노라노미술관, 말방골로 가는 길, 로데오광장 쪽으로 가는 길 

등 여섯 갈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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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인계터(마인계터)

죽동 육거리에 있는 마인계터 예술주차장이 마인계터로 볼 수 있다. 만인계터(목포 사람들은 마인

계터라 부른다)는 개항과 더불어 부두에 일자리가 생기고 시가지의 확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만

인계라고 하는 무진계를 하였는데 지금의 복권과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내서 일정한 금액이 모아지

면 추첨을 하여 당첨자에게 많은 상금을 주는 행사였다. 이 행사가 있는 날이면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많은 폐해가 생겨 폐지되었다.05) 이때 만인계를 하던 곳

이라 하여 만인계터라 하였다.

 쌍새암 거리

죽교동 397-77번지에 쌍샘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한다. 지금은 

소방도로가 생기면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안저자 거리 

지금의 태동식당 옆에서 죽동 육거리로 가는 길을 안저자 거리라 하였다. 이 길의 양쪽으로 저자

가 늘어서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 거리는 1905년 유곽이 공인되었다가 1913년경 앵정(櫻

町, 사꾸라마찌, 지금의 금화동)으로 옮겼고,06) 1960년대에는 색주가가 있는 골목으로 유명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장의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들어서서 널집골목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오거리

목포역에서 남쪽으로 와서 목포문화원을 지나 선창으로 가는 길, 기업은행 유달출장소로 가는 길, 

유달산 등구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차 없는 거리로 가는 길 등 다섯 갈래의 길이 나 있다. 여기를 목

포 오거리라 한다. 오거리는 목포를 상징하는 문화의 거리였다. 어떤 시인은 ‘오거리를 모르고는 목

포를 모른다.’ 고 했을 정도로 오거리는 목포의 애환이 서린 목포의 중심지였다.

 상반좌(常盤座) 자리

상반좌는 상락동 옛 녹십자병원 옆 유달캬바레 자리에 1908~1929년까지 있었던 극장이다. 1921

년 김우진이 관여하던 동경경우회 학생순회연극단이 공연했고 막간에 홍난파와 한기주의 연주, 윤심

05) 목포부, 「여담일속」, 앞의 책, 9쪽.

06) 같은 책, 9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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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의 독창이 있었으며, 1923년 6월에는 윤심덕이 육영회가 개최한 음악대회에서 동생 윤성덕, 채동

선과 함께 노래를 불렀던 곳이다.07)

 철도배수지와 터진목

산정동 종원하이츠빌라 옆에 철도배수시설이 있었다. 호남동119안전센터 앞에서 올려다 보이

는 시설이다. 또 그 언덕 밑을 지나는 길을 터진목이라 하였는데 1호광장에서 산정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내면서 철로 쪽의 바위를 허물지 못하고 가운데만 뚫었기 때문에 여기를 터진목이라 불렀다. 

1970년대 광주-목포 간 도로를 확장 개설하면서 철도 쪽의 바위산도 허물어버리고 2호광장 쪽으로 

새로운 길이 뚫렸다. 

 멜라콩다리

남교동 수문통으로 뻗어있던 갯고랑이 한국통신 앞에서 역전광장을 돌아 동명동 앞바다로 들어가

는데 한국통신 앞에서부터 복개가 되지 않아 역으로 가려면 역전파출소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야 했

다. 이 다리는 일제 강점기에 놓인 다리로 소화교(昭和橋)라 했었는데, 1960년대 초에 한국통신 앞

에서 역전파출소 앞까지 복개가 되었으나 역전파출소부터 동명동 쪽으로는 복개가 되지 않아 상락

동, 동명동 주민들이 목포역에 오려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역 구내에서 소하물을 운반하던 박길수라

는 사람이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옛 철도소하물취급소가 있는 곳에서 맞은편 역전파출소의 뒤편

까지 사비와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를 박길수의 별명인 멜라콩이라는 이

름을 붙여 ‘멜라콩다리’라 하였다. 박길수는 지체가 부자유스런 장애인으로 어려운 일을 했다 하여 

1989년 KBS에서 논픽션 드라마 「멜라콩을 아시나요」를 방영한 적이 있다. 또한 목포역의 담벼락에

는 ‘멜라콩다리’라고 새겨진 돌이 박혀 있다.

 공설운동장 자리

1930년에 매립된 갯마장(갯벌등)에 11,900여 ㎡(3,600여 평)의 운동장(야구장, 테니스장)을 만들

어 관람석과 펜스시설을 하고 관리인을 두어 유료로 운영하였는데 광복 후에는 항도여중, 중앙초등

학교로 되었다. 항도여중은 그 후 목포여자고등학교로 바뀌어 목포고등학교 자리로 옮기고 현재 중

앙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호남동 동사무소에서 발간한 『호남동풍정』이라는 책자에 갯마장이라는 

곳에서 파발마를 키우고 조련했던 곳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적었는데, 중앙초등학교 자리가 광복 후 

07) 목포문화원, 앞의 책, 227쪽.



제5편 목포의 마을과 땅이름  489

기마경찰대가 있었던 곳이다.

 천기산, 오포산

‘새천년 시민의 종(시민종각)’이 있는 곳이다. 1904년 4월 개소한 측후소가 있었던 곳으로 측후소

가 천기를 보는(기상관측) 곳이라 하여 천기산이라 하였으며, 노적봉 옆에 정오를 알리는 신호기구

로 사용되었던 오포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포산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1968년 개국한 라디오 목포

(RMB, 현 목포MBC)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구름다리, 생애골창

마인계터 잔등을 넘어 북교동으로 가는 길, 앞산 밑 골짜기를 가로질러 건너는 육교가 있는데 여기

를 죽동구름다리라 부르고, 죽동구름다리 밑을 지나 앞산 밑 골짜기에 상여를 놔두는 움막이 있었다 

하여 생애꼴창(상여골짜기)이라고 하였다.

2. 동명동

본디 무안군의 지역으로 목포항의 동쪽 개펄을 간척할 때 만호진터에서 송도를 연결 매축하여서 

생긴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해안통 6정목과 송도공원부지를 병합하여 송도정이라 

하였으며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동명동이라 하였다.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광동과 호남동 일부, 산정동 일부를 관할하였으며 1997년 행정동 분

합으로 산정동 일부를 삼학동으로 분리하였다.

 광동

목포항의 남쪽 개펄을 간척하여 일본인의 거류지가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정

(曙町)으로 되었다가 1948년 왜식 동명 변경에 따라 광동으로 고치고 1949년 동명동회의 관할이 되

었다.

 송도신사(松島神社)

목포가 개항이 되어 해안벽을 축조하면서 육지가 된 송도(동섬, 똥섬, 東島)에 일본인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신사를 지어 한국 사람에게 참배를 강요했던 곳이다. 또한 프랑스공사가 목포주재 프랑스

영사관의 부지로 물색하였다가 포기한 곳이기도 하다. 송도는 개항 후 어떤 일본인이 개항 소식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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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목포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송도를 샀는데 신사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많은 손해를 보고 울고 떠났다는 일화가 전한다.08) 동섬에는 옛 신사로 올라가는 계단(동명동 77계

단)이 지금도 남아 있다. 

3. 유달동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의 동남쪽 아래 위치한 동인데 목포의 개항으로 각국 거류지역이 되어 주로 

일본인의 거주 지역으로 산수정(山手町)이라 하다가 광복 후 유달동이라 하였다. 1949년 동제 실시

에 의하여 유달동, 중앙동, 대의동이 병합하여 유달동이 되었다가 1997년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따

라 서산동, 금화동 지역을 통합하였고, 2006년 행정동 분합에 따라 충무동과 통합하여 유달동의 동

명을 승계하였다. 

 유달동의 마을들

·대의동(大義洞): 일제 강점기 동명 대화정(大和町).

·중앙동(中央洞): 일제 강점기 동명 본정(本町).

·서산동(西山洞): 일제 강점기 동명 욱정(旭町).

·금화동(錦和洞): 일제 강점기 동명 앵정(櫻町).

·경동(京洞): 일제 강점기 동명 경정(京町).

 국도1호선 기점

유달산우체국 옆에 「국도 1·2호선 기점 기념비」가 서 있다. 원래 「국도 1·2호선 기점비」였으나 

2013년 국도 1호선 기점이 목포대교 개통으로 고하도로 옮겨지면서 기념비로 바뀌었다.

 온금동(다순구미, 따순기미, 따신기미, 다순그미, 다순금)

온금동은 본디 무안군 부내면의 지역으로 목포시의 남서해안 유달산 기슭에 자리한 아늑한 구미

(바닷가나 강가의 곶이 길게 뻗고 후미지게 휘어진 곳)로 다순구미라 불렸다. 다순구미가 언제부터 

온금동으로 불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이 작성한 개항 당시의 목포지도에 온금동으로 나타나는

데 이때부터 온금동으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온금동은 연근해어업이 한창일 때 한고장 사람

08) 목포부, 「여담일속」, 앞의 책,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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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여 동향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여러 고장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 드물게 보는 경우라 할 

것이다.

 대반동(대만동, 유달산 너메)

대반동은 유달산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죽교5구동으로 하였다

가 1966년 동명 변경에 의하여 대반동으로 바뀌었다. 대반동을 대만동이라고도 부르는데 공생원이 

있는 마을을 이렇게 부른다.  

 사꾸라마찌 유곽

지금의 금화동. 목포가 개항되면서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자 죽동에 유곽이 생겼다가 주거지역이 

늘어나면서 1913년 사꾸라마찌[櫻町, 금화동]로 옮겨졌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러시아산, 욱산(旭山)

금화동 뒷산을 통칭 러시아산이라 하였다. 목포가 개항되어 각국 거류지가 획정되자 러시아가 영

사관을 짓고 석탄창고를 설치하여 러시아 군함의 기항지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러·일 전쟁의 패배로 

일반에게 불하하였다. 이에 러시아산이라 불려졌고, 일본인들은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곳이라 

하여 아침 해 욱(旭)자를 써서 욱산이라고 하였다. 

 목포도서관 자리

1926년 개항 30주년 기념으로 전라남도 물산공진회에서 영빈관으로 지었던 금청각(金淸閣)을 

1928년 대의동 2가 1번지 목포부청 구내로 옮겨 목포도서관으로 썼다. 건물은 일본식 누각으로 지

금의 근대역사관 1관의 입구 계단에 세워졌었다. 

 부립 목포병원 자리

1904년 설립된 목포 일본인 거류민단 위탁병원이 1906년 대의동에 부립 목포병원으로 설립되었

다. 부지 1,170평, 건평 130평, 의사 5명, 약사 1명, X선기사 1명, 간호사 6명의 수술실과 X선실, 입

원실(35병상)과 5개의 진료과목의 제법 큰 병원이었다.09) 광복 후에도 존속하였으나 1984년 지방공

사 목포의료원으로 전환되어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면서 지금은 주택지로 바뀌어 흔적도 찾아볼 수 

09) 목포부, 앞의 책, 915쪽.



492  제4권 터전 목포

없게 되었다.

 목포경찰서와 목포소방조

현 초원실버타운 자리에 목포경찰서가 있었다. 1907년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아 간 일제는 이 자리

에 경찰서를 두고 남교동(옛 원불교당 자리)의 무안경찰서에 분서를 두었다. 1910년 경찰서 동쪽(지

금의 초원실버타운 동쪽의 건물자리)에 상설 소방수 대기소를 두고 소방수가 소방기구를 갖추고 밤

낮 대기하였다. 소방기구의 격납고는 뒷산을 뚫은 동굴이었고, 철골재 망루가 서 있었다. 경찰서 구

내에는 50평 규모의 ‘상무관’이라는 유도 도장도 있었다.

 째보선창

다순구미 앞바다를 매립하면서 제방을 곧바로 쌓지 않고 ㄷ자 모양으로 꺾어 넣어서 어선 정박처

를 만들었는데 바닷가 안벽이 언청이처럼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여 언청이의 사투리인 째보선창이라 

하였다. 이 째보선창은 1981년 제10회 전국소년체전이 광주와 목포에서 열렸는데 유달산 일주도로

를 확장 정비하면서 일직선으로 매립하여 없어졌다.

 산신당

온금동의 뒷산 양지바른 산중턱에 산신당이 있었다. 1978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철거되어 터만 

남아 있다. 산신당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날 동네 제사를 지냈는데 언제부터 동제를 지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내왔다고 한다. 이 산신당의 벽에는 하얀 수염이 난 신선이 호랑

이 등에 앉아있는 그림이 있었고 이는 유달산의 산신령이라고 하며 풍어를 빌고 출어의 안전을 기원

하였다 한다. 

 등산진(올뫼나루)

목포가 개항되기 전 무안군 이로촌면의 후미(해남 화원반도와 마주보는 나루)를 등산진이라 하였

는데 1924년 매립되어 조선내화공장이 들어섰다. 여기로 해서 뭍에 오르면 말테기를 넘어 무안으로 

갔다고 한다.

 말테기(마루터기, 온금동 말테기)

옛 조선내화 공장 옆에서 유달초등학교 뒤로 넘어가는 고개가 옛날 올뫼나루의 길로 추정되며 이 

고개를 말테기, 온금동 말테기 고개라 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고개가 아리랑고개라 불리는



제5편 목포의 마을과 땅이름  493

데 그 연유는 알 수 없다.

 제2수원지[玉の池, 龍淵], 제2수원 예비지

1910년 옛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뒤편 유달산 기슭에 저수지를 축조하였는데 1912년 제2수원 예

비지를 제2수원지의 좌측 위쪽에 증설하였다. 지금은 폐쇄되어 흔적만 남아 있으나 당시는 일본인 

거주지역의 중요한 급수원이었으며 이 저수지를 ‘다마노이께[玉の池]’라 하고 주변에 벚나무를 심어 

유원지를 만들어 놓았다. 또한 일제 말기 이 자리에 신사를 이전 신축하려고 저수지와 여과지, 배수

지의 중요시설을 모두 파괴 매몰하였는데 광복 후 1955년 파괴되지 않았던 예비지를 복구하고 여과

지와 배수지를 신설하여 ‘용연(龍淵)’10)이라 하여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상동에 있는 제1수원지를 축조할 당시 일본인들이 ‘용연’11)이라고 불렀는데 이 수원지가 어떻

게 용연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이 수원지는 1984년까지 이용하였으나 인명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1988년 폐쇄되었다.

 대반동의 마을들

·소반동(나승대 골착): 유달해수욕장의 뒤쪽에 있는 마을.

·용전동: 해양대학교 옆에 있는 마을.

·봉후동(최부자 골착): 어민동산 부근의 마을.

·소새산(소사평, 목가이): 서북쪽으로 뻗어나간 해발 77m의 유달산 이등봉의 줄기.

·목끝, 목개: 봉후동의 서북쪽에 있는 곶.

·덕산마을: 소새산 남쪽 기슭에 있는 마을.

 충무동

1962년 법률 제1775호 「시·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63년 무안군 이로면 달

리, 눌도리 등 13개 도서가 목포시로 편입되어 충무동이라 하였다. 

 달리(達里, 달동, 달리도, 월도)

본디 지도군 압해면의 지역으로 달리도 또는 달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고하도, 

10) 이 저수지의 배수지 철문 위에 있는 돌에 ‘용연’이라 새겨져 있다.

11) 목포지편찬회, 『목포지』, 1914, 249~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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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도, 외달도, 노하도를 병합하여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하여 달리라 하였는데 1963년 목포시에 편

입되어 충무동이라 하였다. 

 외달도(外達島, 밭달이, 멍더기, 외월도)

달리도 서쪽에 있는 섬. 달리도 바깥쪽에 있다 하여 ‘밭달이’라고 하였다. 1911년에 일제가 발행한 

지도에는 월도(月島), 외월도(外月島)로 나타나 있다. 우리말로 달이, 밭달이 등을 한자로 달리도(達

里島), 외달도(外達島)로 적고 있다. 지금은 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다. 

 고하도(高下島, 孤霞島, 보화도, 칼섬)

달리 동쪽에 있는 섬이었으나 지금은 신외항과 연륙이 되어 있다. 1597년 충무공 이순신제독이 주

둔했던 흔적과 충무공의 공을 기리는 모충각이 있고, 일제에 의하여 육지면의 시험재배에 성공한 곳

이기도 하다. 목포와 마주하고 있는 섬의 지형이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용머리, 또는 병풍바위

가 있어서 병풍도라고도 하며 칼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하도에는 성안골(큰 덕골: 칼바우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로 충무공이 축성한 성의 안쪽에 있는 골

짜기), 선소(전선을 건조했다는 자리), 큰 산, 칼바우, 말바우, 고두루지(섭두루지, 섯드러지), 큰 목, 

작은 목, 작은 목개, 포리개미, 탕건바위, 강남기미 등의 지명이 있다.

 멍섬(등대섬)

목포등대가 있는 섬. 고하도와 용당리 사이에 있는 섬. 옛날에는 멍섬이라 불렀으며 한자로는 몽하

도(夢下島)라고 쓴다. 이 섬에는 목포의 상징새(市鳥)인 학 모양으로 만들어진 등대가 있다.

 

 허사도(許沙島, 허새도, 허새)

목포 신외항 건설로 섬의 흔적은 사라졌으나 영암군 삼호면 가지도에서 구와도를 거쳐 연도교로 

신외항으로 연결된다.

 눌도(訥島, 육도, 율도)

본래 지도군 압해면의 지역으로 1914년 장좌도를 병합하여 눌도리라 하고 무안군 압해면에 편입

되었다가 1963년 목포시에 편입되어 1966년 충무동의 관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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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동의 섬들

맥도(麥島, 보리섬), 우도(牛島, 소섬), 장좌도(長佐島, 장자도, 장도섬), 별섬(別島, 딴 멍더기, 별도

섬), 장구섬(長九島), 소두량도(小斗量島, 소두랑섬), 노속도(老束島, 노랑섬, 노동도) 등이 있다.

4. 만호동 

조선조 세종대에 수군만호가 관장하던 진영이 있었던 곳을 만호진, 목포진이라 했는데 일제 강점

기에 만호진이 속해 있는 동해안통 7정목을 목포대라 불렀으며 1948년 동명 변경에 따라 만호동이

라 불렀다. 1949년 동제 실시에 따라 중동(仲洞), 만호동(萬戶洞), 수강동(壽康洞), 해안동(海岸洞), 

항동(港洞), 유동(柳洞), 금동(錦洞), 경동(京洞)의 8개 동을 관할하였으며, 1997년 행정동 분합에 따

라 영해동과 만호동을 통합하여 만호동이라 하였다. 

영해동은 영해동을 비롯하여 축복동, 행복동, 보광동, 복만동, 산정동 등 6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목포진 유적비

만호동 1의 56번지 목포 만호진의 옛 터에 2015년 1월 준공된 목포진역사공원 안에 목포진 유적

비와 옛 수군만호의 선정비 등이 서 있다. 특히 목포진 유적비는 언제 누가 세웠는지 확인할 수 없으

나 광복 이후 목포시에서 세웠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목포의 뿌리에 해당하는 목포진 유적이 있었

던 곳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한다.

 목포대(木浦臺) 

해벽을 쌓아 시가지를 매립하면서 목포진이 있던 자리를 일제강점기에 ‘목포대’라 불렀다. 역사유

적지의 성격보다는 언덕이라는 지형적 의미를 강조한 말이다. ‘목포진’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용

어이다. 한편 이 일대는 개항 이후 영국영사관 부지로 설정되었는데 실제 영사관 건물이 세워지지는 

않았다. 이곳이 대영국기지임을 상징하는 경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당시 사용된 비석이 발견되어  

목포근대역사관 1관에 보관되어 있다.

 만호동의 마을들

본디 목포부의 지역으로 각국 거류지였는데 1914년부터 일본명의 동명을 쓰다가 광복 후 우리의 

이름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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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동(壽康洞): 일제시기 동명 수정(壽町).

·해안동(海岸洞): 일제시기 동명 해안통(海岸通).

·항동(港洞): 일제시기 동명 항정(港町).

·중동(仲洞): 일제시기 동명 중정(仲町).

·유동(柳洞): 일제시기 동명 유정(柳町).

·금동(錦洞): 일제시기 동명 금정(錦町).

·경동(京洞): 일제시기 동명 경정(京町).

·영해동(榮海洞): 일제시기 동명 영정(榮町).

·축복동(祝福洞): 일제시기 동명 축정(祝町).

·행복동(幸福洞): 일제시기 동명 행정(幸町).

·보광동(寶光洞): 일제시기 동명 보정(寶町).

·복만동(福滿洞): 일제시기 동명 복산정(福山町).

·산정동은 연동지선의 개펄이었는데 동명동에서 삼학도와 갓바위가 제방이 쌓여 육지가 되면서 

삼학도 일대가 산정동으로 되어 영해동의 관할이었다가 영해동이 만호동으로 되면서 만호동에 편입

되었다. 

 갯고랑, 운하

개항 당시 동쪽 해안(영해동 일대)과 남쪽 해안(해안동 일대)에서 유달산 기슭으로 들어가는 갯고

랑이 두 줄기 있었는데 여기를 준설해서 만호진의 북쪽에서(지금의 영란횟집 앞) 접속시켜 운하를 만

들면 시내의 교통 등 도시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지의 곤란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

였다. 그러나 이 갯고랑으로 벼 2, 3백 석을 실은 배가 지금의 초원실버타운 앞까지 드나들었다 한다.12)

 부영잔교(富永棧橋, 도미나가 산바시), 조기잔교(朝汽棧橋, 조끼 산바시)

영해동에는 몇 군데의 부잔교(浮棧橋)가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것으로 일본인이 운영하

던 부영선구점(목포문화원에서 선창 쪽으로 가서 삼거리의 왼편 모퉁이에 있던 선구점) 앞에 있는 부

잔교를 도미나가 산바시라 했는데 어떤 곳에서 건조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 옛 제일은행에서 해안 

쪽으로 내려간 부두에는 조끼 산바시라는 부잔교가 있었는데 여기는 조선기선주식회사의 전용잔교

였는데 광복 후에도 상당기간 일본명으로 불려오다가 영해잔교, 조양잔교, 대흥잔교 등으로 불렸으

12)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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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은 전부 없어졌다.

 목포무선전신국

1910년에 항동 2번지 목포진이 있었던 언덕에 세워졌다. 원래 현 신안군 하의면 옥도에 설치된 시

설이 옮겨 온 것으로 『목포부사』에는 한국 최초의 무선전신 시설이라 평가되어 있다. 안테나는 남쪽 

언덕(옛 목포지방해난심판원의 뒤쪽)에 180척의 철기둥을 세워 약 60m의 공중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겨우 각 등대간의 통신, 해군함정과의 중계, 근해항로의 선박에 대한 경보, 해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나 일기예보 등에 이용되었으나 1925년 제주도에 무선전신국이 설치되면서 목포-제주 

간의 전보와 선박통신의 해안기지국의 역할을 하였다.13)

 면화회사 자리

지금의 송광비치아파트 자리이다. 일제가 육지면의 재배에 성공하자 한국인 농가에 재배를 강요하

여 실면을 일본으로 실어내다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면공장을 세워 1차 가공한 조면을 가져갔

던 것이다.

 제유공장 자리

지금의 수협 신용부가 있는 자리이다. 솜을 뽑아낸 무명의 씨에서 기름을 짜는 공장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고급 ‘면실유’는 식용으로 썼고, 중급 기름은 비누를 만들었다는데 서산동 러시아산 등성이

에 살던 가난한 한국인들은 기름을 정제하고 남은 기름찌꺼기를 걷어다가 양잿물과 겨를 섞어서 새

까만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똥비누’라 해서 시골로 가지고가서 식량과 바꾸어 몰래 가지고 와서 

허기를 면했던 것이다.

 힛빠리 골목

지금의 항동시장 일대에 있던 사창가 골목이다. 광복이 되면서부터 1970년대 초 부두 정비사업으

로 삼학도로 옮기기 전까지 붉은 등, 푸른 등을 켜놓고 아줌마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의 옷소매를 끌면

서 호객을 했던 곳이다. 힛빠리(ひっぱり)는 잡아끈다는 일본말이다.

13) 목포부, 앞의 책, 275~278쪽.



498  제4권 터전 목포

 삼학도

삼학도는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으로 목포항 동남쪽에 자리한 면적 1.12㎢, 

해안선 길이 4.3km, 대삼학도의 가장 높은 곳은 해발 73m이다. 세 개의 섬이었으나 연륙이 되어 그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다. 

삼학도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삼학도의 지명의 유래를 말해주고 있는데, 1961~1965년 대

삼학도와 갓바위를 잇는 방조제가 쌓이면서 세 개의 섬 사이가 매립되어 섬으로서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부두가 축조되고 공공기관과 공장이 들어서면서 목포의 상징으로서의 삼학도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동안 옐로우하우스가 옮겨지는 등 숱한 수모를 겪기도 하였으나 뒤늦게 공

원화사업으로 다소 정비가 되었고, 지금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이난영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삼학도의 이름을 따서 붙인 삼학동에는 삼학도가 없고 엉뚱한 만호동의 관할로 되어 있다. 개항 이

후 일본인에게 몰래 팔려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더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이

제는 지명에서마저 소외되었다. 

5. 대성동

대성동은 본래 무안군 부내면 지역인데 연치동의 연산배수지 정상에서 남서향으로 부채꼴로 펼쳐

진 지역으로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개항 후 신작로(광주-목포 간 도로)가 뚫리면서 새로이 번창한

다는 뜻에서 번창동으로 불렸다가 다음에 신창동으로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의 폐합에 따라 연치

동, 신창동, 북교동의 각 일부지역을 병합하여 대성동이라 하여 목포시에 편입되었다. 1945년 광복

과 함께 목포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체 25동중 제5동이라 칭하였으며 1953년 지방자치 실시로 대

성1구동, 대성2구동으로 나뉘었다. 1969년 내무부 지역개편으로 대성1동, 대성2동으로 개칭하였다

가 1997년 대성1·2동이 대성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목포공립상업학교

1920년 4월 지금의 대의동에 있었던 거류민단사무소에서 한·일인 공학의 고등소학교 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3년의 상업전수학교를 설립하였다. 1922년 대성동에 터를 잡아 1,600

평의 부지에 145평의 교실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목포공립상업학교로 개칭하였다.

1939년 교사를 용당동 현 교사(목상고등학교)로 신축 이전하였고 이 자리에는 1942년 목포중학교

(5년제)가 설립되었다. 목포중학교는 목포고등학교로 개편되어 용당동으로 신축 이전하였고 목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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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사환치로 지금은 목포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나무장터(장텟거리, 장터거리, 신창동장터)

목포여자고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대성동 주민센터와 대성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삼각지)에 있었던 

식료품이나 일용잡화를 파는 시장이었는데, 특히 당시 땔감으로 썼던 장작을 쌓아 놓고 팔아서 나무

장터, 장텟거리 등으로 불렸다.

 뻘바탕 

대성초등학교 일대와 노인복지회관 서쪽의 개펄땅을 뻘바탕이라 하였다. 특히 목포에는 간석지가 

많아 뻘바탕이라 불리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 앞에다 동명을 붙여 ‘대성동뻘바탕’, ‘연동뻘바탕’ 등

으로 불렸다. 이 뻘바탕에서는 시금치, 배추 등의 채소를 재배하였다.

 솔개재(연치동)

대성동에서 산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한자로 고쳐 쓰면서 솔개 연(鳶), 언

덕 치(峙)자를 써서 마을을 연치동이라 했는데, 옛 대성동우체국에서 연산배수지를 지나 산정동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지금은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일본송배수지(一本松配水池), 연산배수지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국사봉 기슭에 있는 수원지에서 오는 송수관이 대성동 일본송배수지(연산배

수지의 서쪽 아래)로 들어와 시내로 배수된다 하여 수도방죽이라고도 불렸다. 연산배수지는 일본송

배수지의 위쪽에 있었는데 연산저수장, 솔개재배수지, 솔개재방죽이라 하였다.

 신창동(新昌洞) 

광주-목포 간 도로가 뚫리면서 생긴 마을을 신창동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대성동으로 흡수되어 마을 이름이 없어졌다.

 영덕이네 배추밭

지금의 대성초등학교 일대의 뻘바탕에 있던 배추밭을 영덕이네 배추밭이라 불렀다. 여기는 정병조

의 소유지였는데 일본인들이 차지하려는 것을 재판을 통해 되찾은 땅으로, 당시 재판소에 근무하던 

구 주사(具主事)라는 사람이 이 재판에 많은 도움을 주어 그 은혜로 그 땅을 구 주사에게 주었는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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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가 같은 친목계원인 김영덕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이 땅에 배추농사를 지었고 그 배

추밭이 규모도 크고 생산량도 많아 ‘영덕이네 배추밭’으로 이름을 떨쳤다.

 피병원(避病院)

옛 대성동 목포시노인복지관 자리에 대성원이라는 법정전염병 격리병동이 있었는데 여기를 피병

원이라 불렀다. 여기는 1898년 일본인들이 설사환자가 발생하자 환자가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을 막

기 위하여 무안동의 산기슭에 세웠으나 시가지의 팽창으로 1900년 지금의 서산동 뒷산으로 옮겼다

가 부지가 개인에게 불하되자 녹십자병원(지금의 목포문화원 뒤) 부근의 바닷가로 옮겼다. 그러나 여

기도 호남선 철도의 목포정거장 부지와 가까이 있어 1912년 연치동(현 대성동)의 서북단 작은 언덕

에 세웠다.14) 이 자리는 1962년 목포아동결핵병원이 설립되었다가 목포시노인복지관이 들어섰고, 

복지관은 대성지구 재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돼 철거되었다.

 산정동 성당

대성동천주교회보다는 산정동성당으로 더 잘 알려진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자리는 옛 골롬반

병원의 주차장으로 쓰였다. 그 아래 동남쪽으로 하얀 십자가(1913년 건립, 길이 18척, 가로 7척 8

촌)가 목포 시내를 내려다보고 세워져 있었다. 이 성당의 서북쪽에 있던 사제관의 운동장 자리에는 

1955년에 세워진 골롬반병원이 있었으며,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에는 산정동성당이 새로 지어졌

다. 지금 남아있는 사제관은 1934년에 처음으로 교구가 발족하면서 지어진 것이다.

6. 용당1동

용당동(龍塘洞)은 원래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에 무안군 이로촌면 용당리(龍唐里)

로 나오고, 「무안 목포진 지도」(1872년)에는 용당리 자진칠리(自鎭七里)라고 쓰여 있어 목포진까지

의 거리가 7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1910년 일본에 병합되어 부내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 무안군 이로

면 용당리로 편입(하당리와 부내면 용당리와 내동, 관해동, 산정리의 각 일부)되었다. 1932년 무안군 

이로면 죽교리, 산정리, 용당리의 일부가 목포부로 편입되었고, 무안군 이로면(산정리, 상리, 용당리, 

달리, 눌도리)이 목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14) 목포부, 앞의 책, 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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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용당1동과 용당2동으로 나뉘었는데, 경계는 광주-목포 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은 용당1동, 남쪽은 용당2동으로 하였다.

 용당(마을)

용댕이, 용당이, 원용당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목상고등학교(구 목포상고) 북동쪽 마을(옛 법원 

앞길의 건너편)이다.

 내동

안테 거리라고도 하였는데 양을촌과 안장동 중간에 있는 마을로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입구 쪽 

마을이다.

 간새재(고개)

웃 용댕이 북쪽에서 산정리로 가는 고갯길(시청 앞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동목포

목상고등학교 북서쪽 마을, 옛 무선전신국 직원 아파트 부근. 동목포에는 1954년 무렵부터 기차 

간이역이 있었는데 호남선철도의 복선화가 되면서 없어졌다. 철도 폐선부지는 공원으로 거듭나 시민

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속개

터진목 아래 있는 개. 목상고등학교 서쪽에 있는 개로 목포고등학교 앞에서 청호중학교 서쪽 담을 

따라 삼향천으로 흘러가는 갯고랑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복개되어 알아보기 힘들다.

 당꼬(당끄, 뻘등)마을

동부시장 주차장 부근, 목상고등학교 남서쪽에 있는 마을.

 오장골(들)

용댕이 서쪽에 있는 들(지금의 시청 일대). 일본인들이 권업모범장 목포지장 면작시험장으로 육지

면 재배에 관한 시험 연구와 우량종자의 번식 등에 종사하였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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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면작지장(木浦棉作支場)

1904년 고하도에서 육지면의 시험 재배에 성공한 일제는 용당동에 재배장을 만들어 면화에 관한 

시험사업에 착수하였다. 이곳이 현 목포시청을 중심으로 한 용당동 일대이다.

목포면작지장은 1906년 권업모범장 목포출장소로 설립되었다가 1910년 권업모범장 목포지장으

로 이름을 바꾸고 1929년 농사시험장이 되어 광복 후에도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80년 무안

군 청계면으로 옮겨갔다.

 차남진 방죽

KT 동목포지점의 맞은편 철도 건널목 옆에 있었던 방죽. 3호광장 부근의 차남진 농장의 농업용수 

유수지였으나 지금은 메워져 없어졌다.

 세한루(歲寒樓)

소설가 소영 박화성의 고택. 박화성의 남편인 천독근이 경영하던 비단공장(인조견을 만들던 목포

직물 주식회사였으나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의 안집이었다. 세한루 건물은 현재 사라졌고 그 

자리에 박화성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목포공립상업학교

용당동 937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현 목상고등학교이다. 1920년 대성동 40번지에서 개교하였고, 

1939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은 흔히들 상고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목상이라

고 불렀다. 교명이 여러 번 바뀐 탓으로 추측되는데 설립 당시는 목포공립상업학교였으며, 1946년에 

목포공립상업중학교(6년제)였고, 1953년에 목포상업고등학교로 바뀌고, 2001년에 전남제일고등학

교, 2014년 현 목상고등학교로 바뀌었다.

 목포무선전신국

목상고등학교 북동쪽 언덕에 무선전신국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높은 안테나 철기둥이 세워

져 있어서 멀리서도 무선전신국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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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당2동

 당산(堂山)

진섬의 서쪽에 있었던 산. 해발 20.3m.

 진섬[長島, 장도]

진섬마을 위쪽에 있는 섬. 일제 말엽 왕자제지회사를 세워 군수공장으로 쓰려다 패전으로 굴뚝만 

남아 있었으나 당산이 헐리고 주변이 평지로 되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진섬마을

진섬 밑에 있던 마을. 옛날에는 채소농사를 지어 진섬 무(진섬무수, 진섬무시)가 달고 맛이 좋아서 

목포 사람들이 많이 즐겨하였다.

 터진 목(개)

문턱개 서쪽에 있던 개. 목포경찰서 남서쪽 입암천 수문이 있는 곳. 옛날 왕자회사가 있던 언덕 앞

의 개. 

 일종구지(곶)

용당동 복판에 있던 곶. 목상고등학교 남서쪽 용당2동 주민센터가 있는 부근.

 용당제방

일종구지에서 진섬(문고 쪽)으로 조그마한 제방이 있었는데 이 제방이 용당에서 진섬으로 연결하

는 구실을 하였다. 제방은 차남진이 축조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확인할 수 없었으나, 3호광장 일대가 

차남진의 농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제방 역시 차남진이 축조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8. 연동

연동은 지금의 산정초등학교 일대에 연못이 있어 그 연못을 나타내는 뜻을 담아 연동이라 하였다. 

연동이라는 이름은 쌍교촌, 연치동보다는 늦게 생겼으나 목포에서 제법 오래된 지명이다. 1910년 지

방행정구역 명칭을 보면 목포 부내면의 13개 동리 가운데 연동이라는 지명이 있고, 1918년 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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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도 연동이란 지명이 실려 있다. 산정리가 1932년에 목포부에 편입되었으니 목포에서는 오히

려 연동이 산정동보다 먼저 생긴 동으로 여겨진다.

연동이란 동 이름을 낳게 한 연못은 호남철도를 부설하면서 일부가 메워졌고, 1933년 목포제2보

통학교(현 산정초교)가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1965년 남해개발로 간석지가 매립되고 주거지가 늘어나자 1966년 산정동의 일부를 나누어 연동

이 되었고, 1997년 산정1동에 다시 통합되었다가 2006년 산정1동을 연동으로 개칭하였다.

 연동원뚝

소위 정병조원뚝이라고 하여 1925년경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기관차사무소(기관고라고

도 불렸다) 뒤 산정동 1053-108번지 앞에서 용당동과 경계인 연동 1061번지에 있는 수문까지 쌓은 

제방이다. 이 제방은 지금은 도로로 쓰이고 있으나 1948년 무렵 제방이 무너져 큰 재난을 겪었다. 그

러나 이 제방을 축조한 정병조가 복구할 능력이 없어 목포시에서 제방관리권을 인수하여 복구하였으

나 지대가 낮아 주거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영세민이 많이 살았다. 지금은 삼학도가 연륙되고 남해개

발지역의 개발로 거의 잊혀져 가는 길이 되었다. 

 기관고

철도청 목포기관차사무소는 역 부지 안에 있다. 옛날 증기기관차나 디젤기관차를 정비하던 곳이었

는데, 흔히들 기관고라 불렀다. 이 기관고 너머 개펄이 6·25 전쟁 당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장소라 

한다. 

 연동뻘바탕

산정초등학교 앞 광주-목포 간 도로 남쪽과 유달중학교, 동부시장 일대가 모두 개펄이 굳어져 생

긴 벌판이었다. 연동성당 앞길은 옛날 갯고랑이 있던 곳으로 지금은 복개된 하수로이다.

 연동 육거리

옛 연동육교 남쪽으로 약 100m쯤 내려가면 여섯 갈래로 나누어진 길이 있었는데 여기를 연동 육

거리라고 하였다. 지금은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그 모습이 바뀌어 버렸다.

 2호광장

목포유달중학교에서 연동초등학교로 가는 도로가 광주-목포 간 도로와 만나는 사거리를 2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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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옛날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수로가 있었고 주변에는 갈대가 자라고 있었던 곳이다.

 광주-목포 간 도로

이 도로는 대성동을 거쳐 지금의 일신아파트 앞으로 지나갔으나 호남동 앞(지금의 중앙초등학교 

일대)이 매립되면서 산정초등학교 앞으로 뚫렸는데 철도배수지(지금의 종원하이츠빌라) 앞의 바위산

을 넓혀서 2호광장으로 곧게 뚫렸다.

9. 산정동

목포 부내면의 지역으로 1914년 용당리와 관해동의 각 일부와 이로면의 연치동, 백련동을 병합하

여 산정리라 해서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되었다가 1932년 일부 지역이 목포부에 편입되어 연산동이 

되고, 1962년 나머지 전 지역이 목포시에 편입되는 동시에 동명 변경에 의하여 산정 1·2·3동으로 분

동 되었다. 

1966년 산정1동 일부를 연동으로 분동하였고, 1997년 산정1동과 연동이 통합되어 산정1동이 되

었다. 2006년 산정1동을 연동으로 분할하였다.

산정동의 본디 자리는 지금의 원산동 주공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원산정 마을이다. 목포에서 무안

으로 가려면 쌍교촌(지금의 북교동, 남교동)을 거쳐서 솔개재를 넘어 산정리를 지나서 대연초등학교

가 있는 관해동을 거쳐 실내체육관을 지나가는 길이었다. 이는 「무안 목포진 지도」에 나와 있는 마을

이 쌍교촌(진으로부터 2리), 산정리(진으로부터 5리), 용당리(진으로부터 7리), 관해동(진으로부터 9

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위치도 지금의 원산정 일대로 믿어질 만큼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산정동은 산정동의 일부, 용당동 일부, 연산동 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신촌

유달중학교 북쪽에 있는 마을을 신촌이라고 하는데 개펄 위에 야채를 심었던 곳에 집들이 들어서

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촌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나 언제부터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확

실치 않다.

 옛 목포형무소

지금의 일신아파트 자리에 목포형무소가 있었다.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이름도 목포교도소로 바뀌고 무안군 일로읍으로 옮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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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형무소는 1912년 1월 무안군 이로면 연치동의 해변에 지었으나 지반이 약하여 1913년 9월에 

이로면 산정리에 다시 지어 이전하였으며 1923년 5월 목포감옥에서 목포형무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목포형무소는 1949년 9월 14일에 일어난 집단 탈옥사건이 있었다. 당시 700여 명의 재소자 가운

데 400여 명이 탈출한 사건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살되고 사회가 몹시 혼란스러웠던 매

우 큰 사건이었다. 

 마파지(맛파지, 막파지)

대성동 주민센터에서 일신아파트로 돌아가는 옛 길목을 마파지라고 했다. 옛날 말구루마(수레)가 

겨울에 미끄러져 부서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일을 빗대어 말 마(馬) 깨뜨릴 파(破)자를 써서 마파

지라고 했다고 하며, 또 광주-목포 간 도로가 뚫리면서 이곳이 겨울에 서북풍이 마주치는 곳으로 매

서운 바람이 맞받아치는 곳, 마파람이 부는 곳 등의 뜻으로 마파지라 했다고 한다. 또한 1918년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목포 지도」에는 목포감옥 앞을 지나는 일등도로의 남쪽에 지금의 신촌마을 언저

리로 추정되는 곳에 철길 옆으로 길쭉하게 생긴 못이 있는데 여기를 마파지(麻波池)로 적고 있다.

 독산[石山, 석산]

황룡기미(화약골 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지금의 중앙하이츠아파트가 지어

진 산이다. 이 산의 남쪽에서 옛날 목포형무소의 재소자들이 돌을 캐서 건축자재나 견칫돌 등의 석재

를 생산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돌을 흔히 ‘형무소 돌’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돌을 떠 내는 산이

라 하여 독산(돌산)이라 하였다. 

 합장비

독산의 서쪽에 목포형무소 합장비가 있다. 이 비는 목포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한 사람들의 합장

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의 뒷면에 새겨진 합장시기가 1917년(대정 6), 1920년(대정 9), 1927년

(소화 2), 1933년(소화 8)이라고 적혀 있어, 여기 묻혀 있는 원혼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시대

에 억울하게 복역했거나, 항일독립운동 등의 죄명으로 고생하던 분들도 많을 것으로 추측되나 자세

한 기록을 찾지 못하여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10. 연산동

1932년 목포부의 구획확장에 따라 무안군 이로면의 산정리 일부를 백련동에 편입하여 백련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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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리의 이름을 따서 연산동이라 하였다. 1997년 목포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산정3동에서 분동되었다.

 오머리

연산동에는 오머리라는 데가 있었다. 오머리는 강남머리, 둔지머리, 까치머리, 배암머리, 개머리이다.

강남머리는 연산동과 삼향동의 경계인 청청호제방(내화촌 앞에서 삽진 쪽으로 축조되었던 제방) 

부근으로 산줄기가 강남 쪽으로 흘렀다고 강남머리라 한다. 둔지머리(둥지머리)는 광산마을 부근으

로 산줄기가 마치 두더지가 땅을 뒤지면서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고 해서 둔쥐머리라 했고, 까치머리

는 제방 부근으로 뒷산이 까치모양이라고 하며, 배암머리는 제방 옆의 산줄기 형국이 뱀 같다고 해서 

배암머리이고, 개머리(궤머리)는 광산동 염전 부근 해변의 바위가 개머리 같고 그 밑에 사람이 솥을 

걸어 놓은 것 같이 밑에 세 개의 받침으로 괴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로 인하여 위치조차도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백련마을

산정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백련마을 남쪽에는 백련제(白蓮堤)가 있었다. 또 북쪽에는 새골이라는 

마을도 있었다. 

 옥녀봉(수리봉, 유방산)

백련마을 남쪽에 있는 산. 시청의 뒷산으로 산의 지형이 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하

여 수리봉이라 했으며, 여자의 유방을 닮았다 하여 유방산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아파트 뒤 풍

천임씨묘비에 옥녀봉이라는 기록이 있어 옥녀봉으로 불리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삽섬나루(삽진)

보리머리 북쪽에 있었던 나루로 지금은 매립되어 공단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옛날부터 압

해도 방면 도서 지방으로 다니는 중요한 길목으로서의 나루터였다. 특히 삽진(揷津)은 고려 시대에 

압해도가 군이었을 때 크게 번창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실하게 알

려진 것이 없다. 삽진 나루터에는 삽진농공단지가 들어서고 압해면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졌다.

 연산동의 마을

·광산마을: 백련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로 광산염전이 있었다. 

·둔재마을: 백련동의 서북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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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마을: 보리머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까치머리라고도 불렀다.

·둔둑골: 보리머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

·보리머리: 산정리 북쪽에 있는 마을.

·수항마을(수랑골, 술항골): 현대아파트 북쪽에 있는 마을.

·골모실: 산정리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새모실: 산정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

·신동: 백련동 동북쪽에 있는 새로 된 마을.

·절골: 새모실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황룡기미(황룡그미, 황룡금): 화약골(원산동) 북쪽 후미에 있는 마을.

 따붓재(따부재, 다붙이)

백련동과 원산정 사이에 있는 고개. 연산동 근화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로 해서 백련동으로 넘

어가는 고개를 따부재, 다붙이라고 한다.

 원산정(산정리)

LH의 연산주공아파트 단지 일대가 원산정으로 「무안 목포진 지도」에 나와 있는 산정리이다. 지금

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다만 법정동으로서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다.

 본옥동(버넉골, 버덕골) 

산정리 남쪽에 있는 마을. 지금의 여의도순복음교회 부근, 연산로 137번길.

11. 원산동

옛 버덕골, 버넉골, 지금의 본옥동마을의 북쪽 일대와 1932년 공유수면 매립으로 염전과 잡종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1988년 죽산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역과 원산정이라는 지명을 가진 마

을 부근에 조성된 아파트단지에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명을 원산동이라 하여 1997년 산정3동에서 

분동되었다.

 화약골

독산의 서북쪽 바닷가 골짜기로 이곳에 폭약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 이 창고를 화약고라 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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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화약고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화약골이라 하였다 한다.

 정병조15) 가옥

중앙하이츠아파트에서 서북쪽으로 일제강점기 목포의 부호였던 정병조가 지어서 살았던 석조 2층

집이 있다. 지금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12. 삼학동

1960년대 삼학도가 육지와 연결되고 삼학도에서 갓바위 사이의 개펄에 제방을 쌓아 매립한 신흥

개발지역으로 1997년 행정동 분합으로 동명동에서 삼학동으로 분동되었다. 삼학동은 삼학도 앞바다

를 매립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살려 삼학동이라 하였는데 정작 삼학도는 만호동 관할이다.

 황도(둥근섬)

삼학동이 개발되기 전에 연동원뚝에서 보면 삼학도 쪽으로 조그맣고 둥근 섬이 하나 있었다. 옛날

에는 이 섬을 백섬, 빽섬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삼학하이츠 옆에 있는 도로가 되었다. 섬의 흔적이 있

을 때 이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섬 모양이 둥글게 생겼다 하여 둥근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3. 죽교동

죽교동은 본래 무안군 이로면 쌍교촌이었는데 1914년 쌍교리와 신죽동이 합하여 죽교리가 되어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되었다가 1932년 목포부에 편입되었다. 1949년 죽교동을 5개 동으로 나눌 때 

쌍교리를 떼어 죽교2동이라 하였다. 1997년 행정동 분합에 따라 죽교2동과 죽교1동의 일부를 병합

하여 죽교동이라 하였다.

 뒷개 다리독개

북교초등학교 뒤쪽에서 흘러내린 개울이 죽교천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그 개울에 있던 다리가 있던 

곳을 뒷개 다리독개라 하였다. 이곳에는 푸성귀 등을 파는 노점상인이 있던 저자거리이기도 하였다. 

15) 정병조에 대해서는 본 책의 제6편 ‘목포의 주요 인물’ 참고.



510  제4권 터전 목포

 화장터

옛 제일극장 뒤쪽 언덕에는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와 화장장이 있었다. 목포가 개항되면서 무안감리

서와 교섭하여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화장장을 지어 일본인들의 전용묘지가 되었다.16) 광복 후 묘지

가 철거되고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주택가가 되었다. 이 언덕을 옛날에는 별망평(別望坪)이라 불렀다. 

14. 북항동

본래 목포부 이로면의 지역인데 1914년 신죽동과 쌍교리를 합쳐서 죽교리라 하여 무안군 이로면

에 편입하였다가 1932년 무안군 이로면의 죽교리, 산정리 일부와 용당리의 일부가 목포에 편입되었

다. 1949년 동제 실시에 의하여 죽교리를 5개 동으로 분할하였다가 1997년 목포시 행정동 분합에 

의하여 죽교1동과 산정동 일부를 합하여 북항동을 신설하였다.

 목섬[項島, 항도]

뒷개 나루터 동쪽에 있었던 섬. 북항개발로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가 들어서 있다.

 뒷개

뒷개 나루터 또는 북항선착장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일명 목끝, 후포라고도 하며 자은, 지도, 임자 

등의 섬 지방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압해도행 철부도선이 다니던 곳이다. 북항의 개발로 옛 모

습은 전혀 없고 새로운 항구로 변하였다. 

 목도(木島)

옛 목포시분뇨종말처리장이 있던 곳이 목도이다. 지금은 개발이 되어 산정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딴섬, 황룡기미

목포서부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섬이다. 또 그 서북쪽에 황룡기미라는 곶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항

지구의 개발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6)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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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용해동

용해동은 본래 무안군 이로면의 관해동리와 용당리였다. 1914년 관해동이 무안군 이로면의 용당

리와 산정리로 갈라져 무안군 이로면에 속해 있다가 1932년 목포부에 편입되었으며, 1962년 동명 

변경으로 용당과 관해동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서 용해동이라 하여 이로동의 관할이 되었다. 1994년 

이로동이 과대 행정동으로 분류되어 용해동명을 갖는 지역을 모두 용해동으로 행정동명을 개정하고, 

계속된 인구증가로 1997년 국도1호선을 기점으로 이로동과 분동하였다.

 

 용해동의 마을들

·관해동: 대연초등학교 동남쪽에 있는 마을.

·내동(안테 거리): 양을촌과 안장동 중간에 있는 마을로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입구 쪽. 

·양을촌마을: 용해동에서 으뜸되는 마을. 구 목포경찰서 남동쪽에 있다.

·온남동마을(온남동, 옻남골, 옻나무골): 양을촌 북쪽에 있는 마을. 초원청아아파트 부근.

·산수동(산숫골): 관해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 대연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었다.

·용산마을(새마을):   양을촌 서북쪽에 있는 마을. 양을산송신소로 올라가는 길목, 용해3단지 주공아

파트가 있는 마을. 근래에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이라고도 한다.

 비녀바위

양을산 동쪽,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뒤쪽에 비녀모양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로 흔히 양을산을 비

녀산, 잠계산이라고도 한다.    

 철도수원지

용산마을 북쪽, 청산푸른아파트의 뒤쪽, 양을산 골짜기에 있었던 저수지이다. 이 저수지의 위쪽 골

짜기는 1949년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당시 사살된 죄수들을 매장했다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16. 이로동

무안군 이로면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1963년 무안군 이로면 산정리, 상리, 달리, 눌도리가 목포로 

편입되면서 지금의 목포의료원 일대가 이로동으로, 현재의 용해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이 모두 이

로동에 속해 있었다. 1994년 이로동이 용해동과 상동으로 분할, 용해동에 속해 있다가 1997년 행정



512  제4권 터전 목포

동 개편으로 상동, 하당동, 신흥동이 분리되었고, 과대동으로 분류된 용해동을 이로동과 용해동으로 

분할하였다. 

 갓바위 문화의 거리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문화예술회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남농기념관 등

이 있는 입암산 남쪽의 거리를 갓바위 문화의 거리라 한다.

 성자동

입암산 서북쪽에 있는 마을. 백년로의 개통으로 마을이 둘로 나뉘었다.

 안장산

왕장산이라고도 한다. 문태고등학교 뒷산이다. 산이 말안장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안장산이라고도 

하고, 어느 장군의 말이 산으로 뛰어왔다는데 그 말 발자국이 있다 하여 왕장산이라 하기도 한다.

 안장동

목포의료원 일대의 마을이다. 안장산 기슭에 있다 해서 안장동이라 했다.

 코끼리산

제일중학교 뒷산. 안장산의 남쪽 끝에 있는 바위가 코끼리를 닮았다 하여 코끼리산이라고 부른다.

 입암산(갓바위)

자연사박물관 뒤편의 바위산을 칭한다. 봉우리의 모양이 삿갓 모양을 하여 ‘입암(笠巖)’이라 부

른다.

 중바위(중바우, 갓바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주변 해안가의 기암괴석이다. 중(승려)과 관련된 설화가 있어 중바위라 불

렸다. 갓바위는 자연사박물관 뒤편을 칭하는 것이었는데, 근자에는 이곳 중바위를 갓바위로 부르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원래 설화는 중바위와 갓바위가 별개였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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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동

본래 목포부의 이로면 지역으로 하당의 위쪽에 있다 하여 상리(上里)라 하였는데 1914년 중화동과 

하당리 하신진의 각 일부와 부내면의 내동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상리라 하고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

되었다가 1962년 동제 실시로 목포시에 편입되어 이로동의 관할이 되었다. 1994년 이로동이 상동

과 용해동으로 분동하였고, 1997년 상동을 상동, 하당, 신흥동으로 분할하였다. 

 상동에 있는 마을들

·도룡동: 금장아파트가 있는 마을.

·뒷마을: 도룡동 뒷마을.

·대항리(큰목):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있는 마을.

·만복동: 제1수원지 부근의 마을.

·중화동: 상리와 하당 사이에 있는 마을. 버스터미널의 서북쪽.

 한골(한꼴, 한동평) 

제1수원지가 있는 골짜기.

 대삽재(죽치)

상리 서쪽에서 용해동의 양을촌(온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한재(한치)

상리 서북쪽에서 용당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개항기에는 일본인들이 이 고갯길을 십리고개[十里

峙]17)라 하였다.

 목포 제1수원지(용연)

상리 한동평(汗洞坪)에 1910년 5월에 준공된 저수식 수원지. 목포실내체육관 동남쪽 골짜기에 있

다. 이 저수지를 일본인들은 용연(龍淵)이라 불렀다.18) 

17)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28쪽.

18) 같은 책,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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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당동

본래 무안군 이로면의 지역으로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화동과 하당리 하

신진의 각 일부가 부내면의 내동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상리라 해서 무안군 이로면에 편입되었다가 

1962년 목포시에 편입, 이로동의 관할이 되었다. 1994년 이로동에서 상동과 용해동으로 분동되면

서 상동에 속하였으며, 1997년 상동이 상동, 하당동, 신흥동으로 분리되었다.

 하당(下塘)

목포에서 영산강을 조금 올라간 상동의 동쪽에 있는 마을. 지금의 하당초등학교 부근이다. 고려 말 

극포영(極浦營)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19) 그 기록의 신빙성이 의문이다.20) 하당 지역이 매립

되기 전에는 뜰망배 선착장이 있었고, 연중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는데 수질이 좋아 일본인이 양조장

을 세웠고, 광복 후에 삼학양조(주)도 여기서 물을 길어다 썼으며 웃동네(상리), 중화동, 큰목 사람들

의 식수원이기도 하였다 한다.

 와우봉(臥牛峯)과 일본송(一本松) 

상리 중화동에서 바닷가로 흘러내린 언덕이 호남선 철도의 부설로 끊겨 하당에 생긴 언덕을 와우

봉이라 했다.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졌으나 이 언덕에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일제 강점

기에 일본인들이 ‘임성리의 일본송’이라 하여 목포에서 임성리로 갈 때 표지를 삼아 다녔다. 일본(一

本)은 일본어로 ‘한 그루’의 의미다.

이 소나무 언덕에는 사연도 많은데 1900년대 초 한국인 근로자들이 악질 일본인 후지끼[藤木弘助]

를 집단 구타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21) 후지끼가 삼향면에 사는 오 아무개를 구타, 살해하여 오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후지끼를 살해하여 그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목에 걸고 이 

길을 지나 경무서로 갔다는 것이다.22) 또한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이 소나무에 손을 대면 큰 재앙

이 온다는 등 이 나무를 베어내는 데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19) 무안향교, 『무안군지』 고적조, 1923.

20) 오홍일, 「극포영에 대한 한 고찰」, 『목포의 향토문화 연구』, 목포문화원, 2012.

21) 목포지편찬회, 앞의 책, 646쪽.

22) 박찬승·고석규, 『무안보첩(務安報牒)』, 목포문화원, 2002, 5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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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신흥동

본래 무안군 이로면에 속하였으나 1962년 목포시로 편입되어 이로동 관할에 속하였으며 하당 신

도시조성계획에 따라 1994년 이로동이 상동과 용해동으로 분동되어 상동에 속하였다가 1997년 상

동에서 분리하여 신흥동이라 하였다.

 뒷 갓바위

입암산 북쪽 산 너머 갯가에 있던 마을. 지금의 신흥동 주민센터 부근이다.

20. 삼향동

1987년 무안군 삼향면 대양리(산계, 산양, 월산, 대박산, 내화촌, 노득동, 장자곡)와 옥암리(석현

동, 신지)가 목포로 편입되어 이로동 일부와 합하여 삼향동이 되었다가, 1997년 삼향동이 삼향동, 옥

암동, 부흥동으로 분동되었다.

 삼향동의 마을들

·산계: 지적산 북쪽의 계곡에 있는 산골마을. 근화희망타운아파트의 동쪽에 있는 마을.

·산양: 대박산 동쪽에 있는 마을. 

·월산:   산계, 산양과 같은 마을이었다. 마을이 구분되면서 월산이라 하였다. 월산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해목이라고 하였다.

·대박산: 삼향동 주민센터 뒤쪽 마을.

·석현: 석현 현대아파트 동쪽 마을. 독갓재의 고인돌이 있는 마을.

·신지: 임성초등학교와 국립목포병원이 있는 마을.

·내화촌, 노득동, 장자곡: 국제축구센터, 대양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독갓재

석현마을에서 신지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독(고인돌)이 길가에 있는 고개라는 의미이다.

 구루마잔등

대연초등학교 옆에서 실내체육관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 길은 국도 1호선으로 내화촌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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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목에 마부들이 살고 있었고, 이 고갯길이 가팔라서 달구지(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말이나 소도 

힘들고 사람도 힘든 고갯길이었다.

21. 옥암동

본래 무안군 삼향면이었으나 1987년 목포시로 편입되어 삼향동이 되었다가 1997년 삼향동에서 

옥암동으로 분동되었다.

 옥암마을(玉岩, 옥함) 

부주산 동북쪽, 초당산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초당산(草堂山, 자무동, 좌무동)

옥암마을 동남쪽 초당산 동쪽에 있는 마을. 바닷가 어농 지역으로 바빠서 사철 앉을 틈이 없다 하

여 좌무동(座無洞)이라 하였다 한다.

 몰무덤(말무덤, 모들무덤, 말맷등)

초당산에 있는 옛 무덤으로 보이는 곳으로 옛날 싸움에서 양쪽 군인이 많이 죽어서 아군과 적군의 

시체를 함께 묻었다 해서 몰무덤이라 했다고 하고, 군마를 묻어 말무덤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장재동(壯在洞, 장개동, 장자동)

임성역 북쪽에 있는 마을. 일명 장개동이라고도 한다.

 선곡(船谷, 仙谷)

임성역 남쪽에 있는 마을. 배가 닿는 골짜기여서 배 선(船)자를 써서 선곡이라 하였다고도 하고, 신

선이 살던 골짜기여서 선곡(仙谷)이라고 한다고 한다.

 섶너리(섶나루, 섬나루, 섶나리, 신진, 섭눌리)

지금의 하당보건소 부근 「임성시장기념비」가 서있는 수문이 있던 곳. 옛날 섬으로 건너 다녔던 나

루터로서 영암에서 땔감을 많이 싣고 들어와서 섶나루라 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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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암동의 없어진 마을

도시의 확장 개발로 없어진 마을들.

·  당가두(當可頭, 당가머리, 당머리, 땅머리):  부주산과 부흥산 중간에 있었던 마을. 부주두마을 앞

바다 쪽으로 머리처럼 쑥 내밀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또한 발음이 비슷한 당곶으로 말하기도 

한다. 

·부주두(浮珠頭, 부주머리): 부주산 동쪽 기슭에 있었던 마을.

·덕동(德洞, 언덕굴): 부주두마을 동편의 언덕, 옥암마을로 가는 언덕에 있던 마을.

·  이너리(異連里, 이연리): 영산호하굿둑 입구 만남의 폭포 부근에 있던 마을. 한자로 다를 이(異)와 

잇닿을 연(連)자를 써서 다른 두 곳이 이어진다는 뜻이 있는데, 하굿둑으로 영암과 이어졌으니 앞

일을 예견한 지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당곶(唐串): 당곶은 땅꼬지, 창꼬지, 또는 창꽃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당곶진(唐串鎭). 당곶창(唐

串倉)이 있었던 곳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당곶진은 현의 남쪽 50리에 있고 만력 25년

(1597) 정유의 난에 충무공 이순신 통주사가 명량의 앞바다에서 일본의 적을 크게 무찌르고 나주 

고하도에 도청(都廳)을 설치하였다. 순치 4년(1647)에 무안현 당곶으로 옮겼다. 만일의 사태에 대

비하여 모군을 소집하여 군량을 비치하고 별장 1명 색리 1명이 있었는데, 통제영에서 곡식의 출

납을 관리하도록 보내졌다.”23)고 했고, 지도에 보면 당곶이 지금의 삼향천 동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곶이 삼향천의 동쪽에 있었다면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25,000:1 지도에 부

주산과 부흥산의 중간에 있었던 당가두 앞바다에 하구 쪽으로 뾰족하게 내밀어져 나온 곶이 있는

데 이곳이 당곶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그곳도 지금은 매립되고 개발되

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어느 지점인지 추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당곶진의 자

리를 용당마을의 일종구지(지금의 용당2동), 당꼬(당끄, 뻘등, 지금의 용당1동)로 비정하는 견해

도 있다.24)

 

22. 부흥동

무안군 삼향면 지역이 1987년 목포시로 편입되어 삼향동이 되었다가 1997년 삼향동에서 부흥동

23) 『여지도서』, 전라도, 무안현, 진보조.

24) 강봉룡·변남주, 「조선시대 호남지역 포구의 사례 조사·연구 -무안반도를 중심으로-」, 『도서문화』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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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동되었다. 

 둥구섬(둥근섬)

부흥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둥근공원이 조성된 곳. 옛날에는 둥구섬이라 불렸다. 

23. 부주동

2011년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에 따라 옥암동 일부와 부흥동 일부를 합하여 부주

동이라 하였다. 

 현충공원

2007년 부흥산 기슭 16,900여 ㎡의 부지에 20m의 현충탑과 상징조형물, 위패실 등이 조성된 공

원이다.

 만남의 폭포

2006년에 부흥산의 절개지 경사면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인공폭포.

 부흥산(復興山)

이너리 하굿둑 입구의 왼편에 있는 산으로 범산이라고도 한다. “목포항을 개항할 수밖에 없는 조선 

어느 시기에 임금의 하명을 받은 중앙정부의 관리가 지관(풍수)과 함께 현지답사로 삼향면의 오룡산

에 올라 이쪽저쪽의 지형을 살펴보니 나매기(나뫼기, 남뫼기, 남악리)로부터 범산까지의 땅이 너무나 

좋고 기름져서 아까워 외국의 오랑캐의 더러운 발을 내딛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곳을 숨겨두고 

서쪽으로 더 나아가 응등한 바위산(유달산)을 개항지로 정하고 임금님께 아뢰어 목포를 개항하게 되

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매기로부터 범산까지는 크게 부흥할 것이라고 하여 범

산을 부흥산이라고 했다 한다.”25)는 이야기처럼 2005년 전남도청이 남악리로 이전하면서 이 일대가 

크게 발전하였다.

25) 목포문화원, 『목포문화』4, 1991.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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