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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구조 진단

1.1 공간구조 변화

¡ 1970년에 최초의 광양읍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광양읍을 중심으로 단

핵도시의 공간구조를 계획하였음

¡ 1982년도에 광양만 산업기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라 광양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광양제철소가 입지함에 따라 동광양 지역의 산업기능이 부여됨

¡ 1987년 동광양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따라 중마동 신도심이 형성되었으며 

광양컨테이너부두의 입지의 기반을 마련함

¡ 이후,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시 

출범에 따라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 광양읍의 원도심과 

중마동의 신도심의 이원화된 도시구조가 형성됨

계 획 중심지 체계 내 용

1970년 광양읍 도시계획 광양읍중심의 단핵도시
읍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수립

1982년
광양만 

산업기지개발계획

동광양지역 산업기능 

부여

광양국가산업단지 지정

(광양제철소 입지)

1984년 광양읍 도시기본계획 1도심

1987년
동광양도시기본계획 

승인
신도심 형성

광양제철소 입지 및 

광양컨테이너부두 입지 

1991년 
광양읍 도시기본계획 

변경
1도심 시가지 확산 광양읍 도시기본계획 변경

1999년 
통합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원도심, 신도심, 

국제교역중심3심체계 

1995년도  복합형태의 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시 출범

2008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광양읍, 동광양, 

광양항배후부지 3심체계

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체계 

등 여건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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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정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공간구조의 특성

¡ “광양읍” - “광양항 배후부지” - “중마”의 3심 중심체계를 연결하는 “U”자

형 도시개발축

¡ 광양제철소, 율촌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C”자형 산업개

발축

¡ 백운산을 중심으로 연결하는 “T”자형 농촌정주 및 관광휴양축

¡ 대내외적 여건변화(하포 국제 중심업무지역 확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3심 중심체계 유지, 광역적 산업개발축 형성

광양시 도시공간구조 광양읍 도시공간구조

동광양 도시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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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간구조의 문제점

▮도심의 변화

¡ 광양읍과 동광양의 이원적 도시구조가 통합시 이후에도 기본적인 도시의 

구조로 유지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 발생

¡ 원도심 쇠퇴의 가속화로 인해 도심기능 저하 및 사회적, 경제적 문제 발생

¡ 신도심 지역의 인구유입과 인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심간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도시재생사업, 광양읍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조기추진 

등으로 도심기능 회복 필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제한하는 지형여건

¡ 광양시는 지형여건상 북측의 백운산을 중심으로 험준한 산세로 인해 개발

가용지가 대부분 남측 해안을 따라 분포되어 있음

¡ 광양읍과 중마동의 도시축 상에 구봉산이 자리잡고 있고 광양항 배후부지

를 중심으로 황금지구, 황길지구 등이 계획되어 있어 해안선을 따라 도시공

간을 형성하고 있음

▮도심의 자족성 결여

¡ 광양읍과 중마동의 이원적 도심 기능으로 인해 인접 도시에 비교하여 도시의 

자족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음

¡ 다핵적 도시구조 및 도심간 이격거리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등

의 통합적 설치가 어려우며, 중복 설치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지역주민간 

화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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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내외 여건변화

▮대외적 여건변화

¡ 광양~전주고속도로, 경전선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망 개선으로 인해 타지역

에서 광양시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이 본격화 됨에 따라 구례, 하동 

등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동서통합지대의 주축 역

할이 기대됨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광양시가 남중권 산업・물류의 중심기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시대 및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라 압축형 도시공간구조(Compact 

-City) 도입 필요성 증가

▮대내적 여건변화

¡ 이순신대교 건설로 인해 여수시와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여수시와의 

연계성이 강화됨

¡ 광역교통망 개선, 관광기능 확충 등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광양시 내부 교통량이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됨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광양읍의 산업기능이 강화되

고, 광양읍과 광양항 배후부지, 중마동을 잇는 도시축이 형성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