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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섬으로 이루어진 智島郡
조선시대에 섬은 오랫동안 육지에 부속된 변방의 개념으로 인식되
어왔다. 현 신안군의 도서들은 나주군도로 인식되거나 무안·영광 등
연해의 군에 속한 부속도서 개념으로 행정구역에 편제되어왔다. 그러
한 흐름 속에 섬으로 구성된 별도의 군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1729년(영조 5) 8월 좌의정 李台佐가 나주제도의 設邑을 주
장하면서 올린 상소가 논의의 출발이었고,1) 1731년(영조 7) 5월 부교
리 黃晸이 올린 “읍을 설치하고 관원을 두어 한편으로는 섬 백성들을
* 이 글은 필자의 논문 ｢1897년 지도군수 오횡묵의 도서순행과 <심진록>에 담긴 도서지역
향촌사회 정보｣( 지역과 역사 38호, 부경역사연구소, 2016)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
한 것입니다.
1) 영조실록 권23, 1729년 8월 29일.

｜해양문화｜지도(智島) 군수 오횡묵의 1897년 도서 순행과 포구 201

수습하는 방도를 삼고, 한편으로는 海防을 관할"하게 하자는 상소를
올려 그 논의가 한층 깊어졌다.2)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황정의 상소는 별도의 섬으로 구성된 군
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비변사등록
에 상세히 남아 있다. 크게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해역 방어의 중요성, 둘째 국가 재정 관리차원에서 육지관
리가 섬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렸다는 점, 셋째, 반역자들이 역모를 꾀
할 가능성, 넷째 조운선의 관리, 다섯째 王化가 고루 미치게 하는 것
등이다.3) 조선시대 섬 공간이 지닌 지리적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상황
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섬만의 독립된
군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시행된 것은 조선말기인
1896년에 이르러서였다.
1896년 2월 3일 칙령 제13호로 “전주부, 나주부, 남원부 연해제도에
군을 설치하는 건”이 고종의 재가를 받아 반포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때 지도군(나주, 영광, 부안, 만경, 무안 등에 속한 섬으로 구성)과
함께 완도군(영암, 강진, 해남, 장흥 등에 속한 섬으로 구성), 돌산군
(흥양, 낙안, 순천, 광양 등에 속한 섬으로 구성) 3군이 새롭게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설치되었다.
근대기에 들어, 섬으로 이루어진 郡을 창설한 목적에 대해서 초대군
수였던 오횡묵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3개 군의 신설은 특별이 섬과 육지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보살피겠다
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대저 바다 가운데 여러 섬을 陸地郡에
부속시켜 육지로 바다를 관할하게 하면 절제에 어려움이 있고 섬사람들

2) 영조실록 권29, 1731년 5월 2일.
3) 신안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비변사등록-신안군관계기사자료집 , 4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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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陸郡에 왕래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육군 관속들이 매번 海
島에 이를 때면 越海債를 받아가고 멸시하며 토색질을 자행하여 점점
도민들을 보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전주ㆍ나주ㆍ남원
관내 연해 각 군 소속 여러 섬의 結戶를 조사하고 군청을 설치하여 섬에
서 섬을 도맡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진실로 시정에 맞는다 할 것이다.4)

오횡묵은 지도군의 設郡이 “섬과 육지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보살
피겠다는 지극한 뜻”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섬 주민들
에게 배포한 규약에도 강조되어 있다.5) 반면, 당시 정부에서는 실질적
인 목적으로 섬 주민 보호, 재원관리, 조세 수운로 관리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상황상 무엇보다 외세의 침입에
따라 도서 변방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과 재정확보의 목적이 가장 중
요한 배경이었다. 오횡묵이 중앙에 올려 보낸 여러 문서에는 일본인들
이 자행한 서남해 도서연안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측량과 침탈에 관한
보고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6)
1896년 지도군은 총 105개의 유인도와 12개의 무인도가 관할 구역
이 되었다. 당시 지도군의 행정편제는 현재 신안군의 영역과는 조금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당시에는 현재 신안군에 속하는 비금․도초
가 진도군에, 팔금이 완도군에 속해 있었다는 점과 현 무안군에 속하
는 탄도, 영광군․부안군에 해당하는 낙월, 위도, 고군산, 목포에 속하는
눌도․허사․장좌․달리․외달 등이 지도군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이다. 이중
비금․도초는 이듬해인 1897년 3월 7일 칙령 제14호에 의거 지도군으로
편입되었다.

4) 김정섭·김형만 역, 智島郡叢瑣錄 , 신안문화원, 2008, 46쪽, 1896년 2월 6일 기록. 이하
각주는 智島郡叢瑣錄 으로 약칭함.
5) 智島郡叢瑣錄 , 84~97쪽, 41조 규약의 서문과 내용 참조.
6) 智島郡叢瑣錄 에 이와 관련된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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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넓은 권역과 수많은 섬 가운데 지도가 새로운 행정구역의
치소로 정해졌다. 지도는 섬이지만 외부와의 소통이 활발한 지역이었
고, 해로의 측면에서 중요한 거점이었다. 지도 서남쪽에 있는 ‘允郞浦’
는 서남해의 섬과 한양으로 오가는 배를 연결하는 포구로 기능하였다.
윤랑포를 중심으로 남해와 서해로 올라가는 가는 뱃길이 열려 있음은
물론 내륙과의 왕래도 활발했던 곳이다. 지리적으로 내륙 지역인 무안
과 영광 지역에 인접해 있다. 무안 해제를 거쳐 지도에 오는 경우는
해제와 마주하고 있는 ‘糠山津’을 이용하여 수시 왕래가 가능했다.7) 이
외 북쪽 봉리 참도나루를 이용하면 영광지역으로 배로 타고 곧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듯 지도는 섬이지만 남쪽의 신안군 다도해와 영
광․무안 등과 바로 연결되는 지리적 장점이 있었고, 뱃길이 한양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때문에, 현 신안군, 영광군, 부안군에 이르는 넓은
해역의 섬을 관장하기 위한 군 치소로 적합한 장소였다.
지도에 수군진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새로운 관청을 설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지리적 요충지인 지도에는 이미
1682년에 지도진이 설치되었고, 수군만호가 배치되었다.8) 새롭게 형성
된 지도군 치소는 지도진의 관아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현재의 지도읍
사무소가 있는 자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이 새로운 군의 치소로 지
도가 선정된 배경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초대군수 吳宖黙과 尋眞錄
지도의 초대군수는 조선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오횡묵(1834~190
7) 智島郡叢瑣錄 에 그러한 교통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8) 智島郡邑誌 , 1908, 建置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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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이었다. 오횡묵은 조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고령
의 나이에도 지속적으로 관직을 받았다. 지도군이 신설되어 초대군수
를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경험과 인품 면에서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작 본인은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사양했으나, 고종의 요청
으로 초대군수로 부임하게 된다.10) 이때 나이는 환갑이 넘은 64세였
다.
오횡묵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도까지 가는 길을 육로가 아
닌 해로를 택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강화를 거쳐 서해 연안을 건너
와 지도에 들어왔다. 그 이유는 섬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는 불편함
을 먼저 겪어보기 위함이었다. 그는 평생동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지 않았던 인물이었다.11) 더구나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라
뱃길은 더욱 삼가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섬에서 섬을 다스리라
는 임금의 지극한 뜻을 받들어 對揚할 길을 생각해 오던 차에, 우선
백성들이 살아가는 질고를 미루어 짐작해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저 섬
사람들이 물길을 왕래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과연 어떠한가를 내가
몸소 시험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뱃길을 택했
다.12) 서남해를 뱃길로 내려오면서 그가 겪었던 항로와 인근 도서지
역 상황에 대한 견문 내용들이 그가 남긴 정무일기인 智島郡叢瑣錄
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 서남해 연안항로의 뱃길이 어떤 경로로 이용되고 있
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가 주요 경로를 정
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한양에서 강화까지 한강을 통한 이동경

9) 1991년에 간행된 해주오씨대동보 에 의하면 1834년 12월 7일에 태어나 1906년 12월 7일
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10) 智島郡叢瑣錄 서두에 그러한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11) 智島郡叢瑣錄 , 1896년 5월 6일.
12) 智島郡叢瑣錄 , 1896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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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다.
土亭 ‒ 玄湖 ‒ 西江 ‒ 廉倉項 ‒ 楊川邑 ‒ 杏州 ‒ 金浦界 ‒ 燮谷 ‒ 甘巖

‒ 高陽界 ‒ 水莫 ‒ 通津界 ‒ 助江 ‒ 江華

한강에서 강화까지 5~6백리를 수 시각 만에 곧장 와서 정박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13) 다시 강화에서 배를 타고 본격적인 지도 부임여
정을 떠났다.
江華 ‒ 甲串津 孫乭項 ‒ 인천항 남매도 ‒ 南陽 燕興 ‒ 八味島 앞바다 ‒
風島 ‒ 泰安 黃金山界 ‒ 馬梁津 廣如海 ‒ 官章項 ‒ 鏡海 舒川界 三島 ‒
安眠島 ‒ 洪州 元山浦 龍島 ‒ 外安島 ‒ 舒川 烟島 馬梁鎭 ‒ 群山島 ‒
飛雁島 芝花島 ‒ 蝟島 ‒ 上旺登 下旺登島 ‒ 茂長界 竹島 ‒ 靈光界 鞍馬
島 石蔓島 ‒ 법성진 ‒ 七山島 ‒ 함평계 各氏島 ‒ 水島界 ‒ 智島 允郞
浦14)

5월 9일에 출발하여 5월 15일에 도착하였다. 한강에서 8일에 출발하
였으니, 꼬박 7일 동안 배를 탄 셈이다. 출발부터 비가 내려 습기가
매우 심하고, 또 벼룩 때문에 고생하여 잠을 설쳤다고 그 고통을 토로
하고 있다.15) 섬 유배인들도 나주나 영광 쪽까지는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일부러 해로를 택한 오횡묵의 관료로서 임하는 자
세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오횡묵의 이러한 성향과 기록 정신은 지도
군수 시절 관할 도서를 직접 순행하고, 그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으
로 이어졌다.
13) 智島郡叢瑣錄 , 1896년 5월 8일.
14) 智島郡叢瑣錄 , 1896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기록을 토대로 정리함.
15) 智島郡叢瑣錄 , 1896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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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사례가 심진록 이다. 이는 지도군 재임시절 작성한 순행록
이자 섬 주민들의 권학교재로 만든 저작이다. 도서 해양문화 연구 관
점에서 볼 때,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순행록에 당시 섬과 섬을 연
결하는 뱃길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오횡묵 군수가 섬 지
역을 순행한 노정과 이용했던 포구16)에 대한 정보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섬 지역 옛 포구에 대한 자료로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녔다.

Ⅲ. 1897년 島嶼巡行 노정과 포구
오횡묵이 지도군수로 임명된 후 실제 지도에 도착한 시기는 1896년
5월 15일이고, 여수군수로 임명되어 지도를 떠난 시기는 1897년 5월
19일이다. 오횡묵은 약 1년간의 재임기간 중 두 차례 관할 섬 지역에
대한 순행에 나섰다. ‘순행’은 일반적으로 관리가 관할 지역의 여러 곳
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순행은 189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었다.
“먼저 巡省한다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민간에 폐를 끼칠 염려”가 있어
당일 아침 조용하게 鄕長 金炳秀에게 배 한척을 준비하게 하여 진행하
였다.17) 물론 순행과정에서는 군수가 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미리
환영을 나온 사람들도 생겼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수십 명의 어른과 아이가 하얗게 산머리에 서 있었다.”18)

16) ‘浦’와 ‘津’을 구분하는 것은 명확치 않다. 국내의 ‘浦’는 물류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津’은 사람이 건너다니는 것이 주목적인 곳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포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7) 尋眞錄 , 49쪽.
18) 尋眞錄 , 64쪽.

｜해양문화｜지도(智島) 군수 오횡묵의 1897년 도서 순행과 포구 207

“劍洞峴에 이르니 남자 어른과 아이 수십 인이 길 왼편에 벌려 서서 절
을 하였다.”19)

1차 순행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었고, 주요 코스는 군 치
소가 있는 지도와 인접한 임자도와 증도 일대였다. 가마꾼을 제외하고
총 10명의 인원이 함께 했다. 함께 한 인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아들 吳翼善, 石樵 金聲鐸, 石醒 金寅吉, 鄕士 睡山 安炳亮, 錦坡 趙炳
鎬, 隨陪 金炳晟, 通引 趙允基, 官奴 千德, 房子 應元, 使令 崔晩逸.20)

이들 중 오익선, 김석탁, 김인길, 안병량, 조병호 5인은 作詩를 하는
吟客이었으며, 나머지는 지도군수의 순행을 보좌하는 인원이었다. 1차
순행의 주요 노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횡묵의 지도군 島嶼巡行 1차 노정(1897년 4월 7일~10일)
일정

주요 순행 지역

4월 07일 지도 일엽정-임자도 대변정 나루-임자도 鎭村
4월 08일 임자도 鳥三里-二黑岩-多順今里-후증도 津串-후증도 防築洞-후증도 大村
4월 09일 전증도 劍洞峴-大棗洞-長庫洞-羽田마을-德鼎里-大棗洞
4월 10일 大棗洞
4월 11일

登仙洞-후증도 曲島-廣巖店-사옥도 堂頭津-사옥도 堂山-사옥도 堂村-사
옥도 猫洞-사옥도 灘洞-사옥도 塔仙浦-지도

오횡묵은 지도 관아가 위치한 곳의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 임자도로
이동했다. 보통 지도에서 임자도로 갈 때는 임자도와 인접한 ‘점암’까
지 육로로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21) 오횡묵은 지도관아 인근에
19) 尋眞錄 , 74쪽.
20) 尋眞錄 , 51쪽.
21) 현재도 ‘점암’에서 임자도와 지도를 연결하는 선박이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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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로 배를 타고 송도, 사옥도의 탑선, 지도 윤랑포를 지나치며 임
자도로 들어가는 노정을 선택했다. 임자도로 가는 과정에서 주변 섬들
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택한 것 같다. 4
월 7일 첫날에는 옛 임자도의 관아를 살펴보고, 오위장 이돈영의 집에
서 유숙하였다. 임자도의 관아는 이미 폐쇄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
였다. 첫날인 7일에는 관아의 옛터를 살피고 임자도의 관원 및 士人들
을 만나 작시하는 것으로 일과를 보냈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임자도의 鳥三里, 二黑岩, 多順今里를 순행하였
다. 임자도 수군진이 있었던 진촌을 중심으로 섬의 남쪽 해안가 마을
순행하고, 남쪽 부두에서 배를 타고 다시 후증도로 이동했다. 오늘날
하나로 합쳐진 증도는 당시에는 전증도와 후증도로 구분되었다. 오횡
묵은 임자도에서 후증도로 이동했다. 임자도에서 배를 탄 곳의 이름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다순금리에서 “삼십리를 가서 나
루터에서 배를 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현재 용난굴이 있는 이흑
암리 맨 아래쪽 해안가 일대로 추정된다. 후증도로 넘어간 나루터는
津串이었다. 방축동과 대촌마을을 순행하고, 마을 서당인 홍현재에 들
렸다.
셋째 날인 9일에는 증도(전증도)의 검동현, 대초동, 장고동, 우전마
을, 덕정리를 순행했다. 낙영재, 향양재 등 서당을 방문해 격려하였으
며, 지역 명소들을 방문한 후 大棗洞으로 돌아와 유숙했다. 넷째 날인
10일에는 비가오고 날이 좋지 못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 못하고 머
물러 있었다. 학도들을 격려하고 작시하였다. 다섯째 날인 11일에는
후증도 곡도, 광암점을 지나 사옥도 당두진으로 건너갔다. 이후 당산,
당촌, 묘동, 탄동, 탑선포를 순행한 후 지도로 돌아왔다. 지도에서 윤
랑포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배를 이용하여 관아로 다시 이동하였다.
2차 순행은 같은 달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이었고, 주요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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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해도 일대였다. 참여한 인원은 1차 순행 때와 같았다.22) 순행노
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오횡묵의 지도군 島嶼巡行 2차 노정(1897년 4월 24일~29일)
일정

주요 순행 지역

4월 24일

押海島 宋孔村-木浦 物成浦-押海島 盜浦-長甘村

4월 25일

압해도 上津-伏龍洞

4월 26일

압해도 伏龍洞

4월 27일

압해도 上津-古耳島 院庫只-古將村-蛛津

4월 28일

蟬島 蛛津-蛛洞

4월 29일

蟬島 蛛津-지도 會山-樓洞-五龍洞-劍山-관아

2차 순행은 압해도를 중심으로 지도군의 남쪽에 있는 여러 섬을 살
피는 경로였다. 24일 지도 관아 인근 앞바다에서 배에 올랐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압해도 宋孔村 앞 포구에 배를 대고 배를 부리는 격꾼을
더 고용한 후 개항을 준비 중인 목포에 잠시 들려 형세를 살폈다. 이
후 달리도로 가려했으나 역풍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압해도 盜浦에
이르러 長甘村으로 들어갔다. 25일에는 군수를 찾아온 주민들의 訟事
를 판결해주고, 가란도 앞바다를 지나 날이 저물 무렵 압해 上津에 이
르렀다. 伏龍洞 문학인 金永複의 집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26일
에는 비가 내려 길을 나서지 못했다. 27일 다시 상진으로 가서 배를
타고 고이도로 들어갔다. 古耳島 院庫只를 통해 古將村으로 들어갔으
며, 마을 서당인 必成齋를 살폈다. 28일에는 蟬島 蛛津에 도착하였다.
섬의 士人과 訓長 學徒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蛛洞으로 들어가 會英
齋에 여장을 풀었다. 29일 다시 주진에서 배를 띄웠다. 당초 梅花 屛
風 두 섬을 살필 목적이었으나 바람과 물때가 좋지 않아 사공이 난색
을 표하자 지도 會山을 통해 군치소로 복귀하였다.
22) 尋眞錄 ,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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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순행 때는 바람 등 사정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달리도·병풍
도·매화도 등은 들리지 못했다. 오횡묵은 “생각건대 이번 순시가 오
로지 觀風 察俗에서 비롯되어서 백성들 앞에 다가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볼 계획이었으나, 바닷길에 어려움도 많은데다가 바람을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니 마치 觀物客과 서로 비슷하여 심히 탄식
할만한 일이다.”는 표현을 남기기도 하였다.23) 순행을 다녀보니 교통
으로 인한 섬 주민의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날씨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횡묵은 두 차례의 순행을 통해
지도를 제외하고 임자도·후증도·증도·사옥도·압해도·목포·고이
도·선도 총 8군데 지역을 시찰했다. 11일간의 일정 중에 이틀은 날씨
로 이동하지 못했다. 당시 교통 사정을 고려하면, 꽤 많은 지역을 순
행한 것이다. 두 차례 순행과정을 통해 이동한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
면 <그림 1>24)과 같다.
<그림 1>은 당시 서남해 도서지역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포구가 촘
촘하게 발달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오횡묵은 주로 섬의 외곽에 형성된
포구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도서 순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루트는 다
도해를 연결하는 일종의 ‘포구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오횡묵의 기록
에는 지도와 인근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뱃길에 대한 세부 정보가 상
세하다. 옛 포구에 관한 기록은 섬 문화와 섬사람들의 생활상을 연구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23) 尋眞錄 , 164쪽.
24) 신안문화원에서 발간한 국역 심진록 (2014)의 부록으로 첨부된 자료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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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897년 오횡묵의 서남해 도서 순행경로

때문에 오횡묵의 순행기록은 119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 가치를 지녔다. 오횡묵의 순행기록에 등장하는 주
요 포구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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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오횡묵의 순행 노정에서 확인되는 포구 명칭
지역
지도

주요 포구명
允郞浦 會山津

사옥도

塔仙浦 元達浦 堂頭津 地勝津

임자도

廣巖浦 拂吉浦 菟裘浦 牧島浦 沙工津

후증도

津串浦 廣岩浦 胸沙浦

증도

飛鴈浦

압해도

盜浦 宋孔浦 上津 揷津 牧津

고이도

靑石浦 梧里浦

선도

蛛津

목포

物成浦

오횡묵이 순행한 시기는 1897년 4월부터 5월 사이로 목포 개항(1897
년 10월 1일) 직전 시기에 해당한다. 목포가 개항된 이후에는 汽船이
보급되고 주변 다도해가 목포를 기점으로 새로운 해상네트워크가 형
성되어 갔다.25) 오횡묵의 기록은 목포 개항 이전 섬사람들의 생활권
을 유추하게 하는 자료이다. 또한, 지금은 사라졌지만, 섬과 섬을 연
결하는 포구 네트워크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관심을 두고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옛 포구의 기능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금은 사라
져 버린 포구의 기록이 지닌 가치에 대한 것이다.
먼저 포구의 변화양상과 관련해서는 2011년 신안군청 소재지가 된
압해도의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 순행기록에는 압해도와 관련된 5개
의 포구 이름이 남아 있다. 실제로 순행 중 이용한 포구는 宋孔浦·盜
浦·上津 세 곳이다. ‘宋孔浦’는 현재의 압해도 송공리 송공항이다. 오
횡묵은 2차 순행을 위해 지도에서 출발한 후 격꾼을 고용하기 위해
송공포에 정박했다. 송공포는 압해도의 外海 쪽으로 연결되는 중심포
25)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최성환, ｢개항 초기 목포항의 일본인과 해상네트워크｣,
한국학연구 26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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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였고, 오횡묵이 지도에서 압해도를 돌아 목포로 갈 때 경유지로 활
용되었다. ‘盜浦’는 오횡묵이 목포에 잠시 들렸다가 다시 압해도로 이
동할 때 처음 닿았던 포구이다. 이곳에서 長甘村(현 압해읍 장감리)으
로 들어갔다. 현지 조사과정에서 만난 장감리 마을 주민들은 ‘도포’라
는 지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대신 바다를 통해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는 ‘텃굴’ 이라고 부르는 곳에 배를 대었다고 한다.26) 이 일대가
‘도포’라고 불리던 포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낚시터 선
착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횡묵은 장감리에서 복룡마을로 이동할 때
도 육로를 택하지 않고 포구에서 포구로 이동했다. ‘上津’이라는 곳에
이르러 복룡마을로 들어갔다. 고이도로 연결되는 중간 거점 포구였다.
오횡묵은 ‘상진’을 이용하여 복룡마을을 살핀 후에 “水路로 20리” 떨어
진 古耳島로 들어갔다.27) 이 세 곳의 위치를 현재의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오횡묵이 순행 중 이용한 압해도 포구 위치
26) 2015년 4월 24일 장감리노인회관 조사, 이은심(1940년생) 외 인터뷰.
27) 尋眞錄 ,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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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횡묵이 순행 중 이용했던 세 포구는 압해도 사람들이 외부와 소
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압해도 포구
공간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표 4>과 같다.

<표 4> 오횡묵이 순행 중 이용한 압해도 포구의 과거와 현재
공간명

1897년 오횡묵 이용 상황

2020년 2월 현재 상황

특징

宋孔浦

지도에서 출항하여 첫 번째
정박

신항 개발, 암태도와 연결하는
천사대교 개통

다도해와 연결
거점

盜浦

목포항에서 압해도로 진입
이용

목포대교 건설로 포구기능
소멸, 낚시배 부두

목포와 연결 거점

上津

압해도 장감리에 복룡마을로
이동, 고이도로 이동시 이용

무안 망운과 연결되는 김대중
대교 건설, 낚시배 부두

무안 내륙과 연결
거점

세 포구의 현재 모습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세 지역에 연륙교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오횡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이 공
간들은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제는 연륙교 건설
로 그 기능이 빠르게 소멸 혹은 변화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포’의 경우는 목포와 압해도를 오가는 철선 부두로 사용되다가 2009
년 11월 목포대교 개통으로 그 기능이 소멸되고 현재는 낚시배 부두
로 활용되고 있다. ‘상진’은 복룡마을을 드나드는 포구인데, 이곳에 무
안군 망운과 압해도 복룡마을을 연결하는 김대중 대교가 건설되어
2008년 5월 개통되었다. 다리가 설치되었지만, 포구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 현 주민들은 배가 닿는 곳을 ‘나루가시28)’라 부른다. 현재
는 낚시배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바로 앞에 효지도가 있고, 내륙인
무안군 망운면과 마주하고 있다.
목포대교와 김대중대교의 개통으로 ‘송공포’가 압해도와 다도해의
28) 섬 주민들이 나룻배를 칭하는 이러한 명칭에 고광민은 ‘나가시’는 ‘나루질 값이’의 준말
을 뜻한다고 분석하였다. 고광민, ｢나룻배와 나루터 이삭줍기 紀行｣, 島嶼文化 28, 목
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6,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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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섬(자은·암태·팔금·안좌 등)을 연결하는 거점 공간으로 개발
되었다. 1897년 목포가 개항된 이후에는 목포항이 다도해 관문으로서
기능했는데, 현재는 압해도 송공항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는 형
태로 발전하고 있다. 2019년 암태도와 압해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이곳 역시 포구적 기능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압해도 세
포구의 과거와 현재 비교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시사점은 공간의 활용
성이다. 비록 배를 이용한 소통의 기능이 이제는 다리로 변화되었지
만, 공간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활용성은 여전히 지속 되고 있다.
오횡묵의 순행기록 중 포구 관련 내용에서 두 번째로 검토할 수 있
는 부분은 사라진 옛 포구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이다. 당시 군청소재
지였던 지도를 예로 들어보겠다. 지도의 경우에는 ‘允郞浦’와 ‘會山津’
이 주목된다. 특히 ‘윤랑포’는 앞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도가 군청소
재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뱃길의 중요한 목이었다. “과거에 남
쪽에서 한양으로 오가는 배가 머물던 곳”이다.29) 1896년 오횡묵이 한
양에서부터 배를 타고 지도에 부임할 때 이곳을 통해 입도하였다.30)
바닷길을 통해 지도로 오는 경우 대부분 이 포구를 이용했다. 윤랑포
는 조선시대 조운선이 경유했던 곳이기도 하다.31) 팔금도 등 현 신안
의 섬 지역에서 영광이나 군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바다를 돌아
가는 것보다는 임자도와 지도 사이 섬을 경유하여 고군산 열도 해역
으로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뱃길이었는데, 이때 윤랑포가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오횡묵이 순행 중 사옥도 塔仙浦에서 이동시 배를 빌려온
곳도 윤랑포였다.32) 이곳에는 항시 주변 섬을 연결하는 나룻배들이

29) 신안문화원, 新安郡地名誌 , 2002, 28쪽.
30) 智島郡叢瑣錄 , 1896년 5월 15일.
31) 최성환, ｢‘頭流壇’을 통해 본 金平默의 智島 유배생활 : 그 소통과 영향｣, 민족문화논총
5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462쪽.
32) 尋眞錄 ,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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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윤랑포 자리에는 현재 지도 조선소가 조성되
어 있다.33) 조선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상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
지조건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초대군수가 배를 타고 들어 온 장소에
지금은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건립되어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회산진’의 경우는 오횡묵이 남쪽의 섬을 순행하고 선도에서 지도로
들어올 때 사용했던 포구이다. 지도는 1975년 무안군 해제와 연륙 되
었다. 이로 인해 지도 내륙 쪽의 지형변화가 발생하여 이 지역의 옛
포구는 거의 흔적이 사라졌다. 오횡묵의 기록을 통해 과거의 뱃길과
포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회산진의 경우 현장답사를 통해 이 일대
가 지도와 선도 지역 섬을 연결하는 포구였음을 증명하는 유적을 발
견할 수 있었다. 회산진이 있었던 해변가에 조성된 한 묘소의 상석에
‘會山 船艙’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비록 지금은 포구로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이 일대가 활발하게 배가 오가는 자리였음이 확
인되었다. 오횡묵의 기록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다.

<그림 3> ‘會山 船倉’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회산진 인근 묘석

33) 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2002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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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어떤 기록에서도 찾기 힘든 옛 포구에 대한 단서로서 오횡
묵의 기록은 가치가 있다. 섬은 아니지만, 목포와 관련된 포구 기록도
매우 희귀한 자료로 주목된다. 2차 순행 시 잠시 들렸던 목포와 관련
된 내용에 ‘物成浦’라는 이름이 등장한다.34) 목포를 시찰하기 위해 도
착한 곳이 ‘물성포’였다. “육지에 내리니 여기부터 부두가 시작되는 곳”
이라 기록하고 있다. ‘물성포’는 오횡묵의 기록을 통해 처음 확인되는
지명으로 개항 직전의 목포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포구 이름이다.
일본인들이 1930년에 발간한

목포부사 에는 개항당시 목포 상황에

대해 “항구에는 기선이 매어 있기는 하나 정박하는 배는 한 척도 없을
뿐 아니라 거룻배조차 쉽게 구할 수 없었다.”는 식의 표현이 담겨있
다.35) 1897년 10월 1일 목포가 개항되기 전에는 항구적 기능이 거의
없었다는 곳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횡묵의 1897년 4월 24일 기록
에 등장하는 ‘물성포’ 라는 포구 이름은 일본인의 그러한 왜곡된 주장
을 반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역사적으로 목포는 연안과 도서들
을 대상으로 물자 수송과 문물교류가 이루어지는 漕運路로서 기능해
왔다. 영산강을 통하는 조운선이 목포 해로를 따라 북상하였다. 세종
실록지理지 에는 “下道의 漕運이 이곳을 경유하여 서울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다.36) 또한 개항되기 전부터 목포에 많은 세곡이 집결되
고, 운송되고 있었다. 목포는 호남지방의 田稅․大同米를 賃船上納 하는
곳이었다.

全羅道關草 에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목포로 운반해 둔 쌀을 賃船에 싣고 서울로 수송하라 하여 監官 李興基․金
世泓에게 운반을 명해 1886년 輪船未納條를 수대로 出給했다는 報告.37)
34) 智島郡叢瑣錄 , 1897년 4월 24일.
35) 김정섭 역, 목포부사 , 목포문화원, 2011, 68쪽.
36) 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爲木浦入于海, 下道遭運由此達于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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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전 全羅道關草 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다수 남아 있는
데, 호남 인근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곡들이 목포로 옮겨져서 이곳에
서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는 상황이었다.38) 조운선의 거점으
로서 목포의 기능이 개항 직전까지 유지되고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吳宖黙이 언급한 ‘물성포’라는 이름이 목포가 지닌 개
항 이전 포구로서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오횡묵이 남긴 포구에 대한 기록은 도서해양
문화 연구에 필요한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오횡묵의 순행이 비록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현장기록이라는 측면
에서 후학들이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원천자료가 된다.

37) 全羅道關草 , 1887년 5월 29일, 完營에서 議政府로 보낸 문서.
38) 全羅道關草 , 1888년 6월 6일, 完營에서 議政府로 보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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