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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화시설

1. 광양문화예술회관

가. 건립

1972년에 건립된 광양군민회관(3층건물,

광양읍 읍내리)은 당시 광양군민의 유일한

문화시설 공간이면서 각종 공공행사의 집회

장소로서 1층은 각종 행사∙집회장소, 2�3

층은 문화원∙반공단체 및 원호단체 사무실

등으로 1990년 중반까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한편 1981년 광양제철소 입지가 우리 광양고을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자 많은 유입인구가 증가되면서 현 문화시설에 부

응한 문화공간 건립이 광양군민의 당면숙업이 되어오다 1991. 10월 광양

읍 우산리 536번지에 광양 문화예술회관 건립∙입지를 확정하 다.

1992. 7. 1. 공모를 통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92. 12. 30 (주) 륙건설외 6개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 으며, 내부장

식 및 기계설비 등 전문분야에 한 학계∙건축가∙예술인들의 기술적 자

문을 받아 착공 후 3년 9개월만인 1996. 10. 8일 제2회 광양 시민의 날을

맞아 개관식을 가졌다.

나. 위치 :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536번지(산저마을, 광양시립도서관 옆)

다. 건립비 : 5,970백만원(기간 : ’92. 12. 30 � ’96. 10. 8)

�국비 - 1,650백만원

�시비 - 4,320백만원

라. 운 : 광양시(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마. 시설현황

(1) 규모

�부지 : 13,527㎡(4,092평)

�건물 : 4,185㎡(1,266평)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사진8-58 : 광양문화예술회관

제1장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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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시설

㉮ 공연장

�좌석수 : 565석(1층 316석, 2층 249석)

�무 규모 : 73평

�부 시설 : 무 조정실, 조명실, 음향실, 사실, 피아노 2 , 무 덧마

루 1식, 냉∙난방시설

㉯ 소공연장

�좌석수 : 189석

�무 규모 : 13평

�부속시설 : 음향기기 1식, 조명기기 1식

㉰ 전시실

�제1 전시실 : 66평

�제2 전시실 : 52평

㉱ 기타시설

�분장실 : 남∙여 2칸, 각 7평

�연습실 : 제1 연습실 66평, 제2 연습실 52평

마. 운 실적

연도말
계 기획공연 기획 화 기획전시 관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413 222,868 37 18,705 30 14,214 13 38,130 333 151,819

2000 156 71,516 13 5,309 11 3,716 5 12,258 127 50,233

2001 127 82,287 13 6,549 10 5,384 4 18,565 100 51,789

2002 130 69,065 11 6,847 9 5,114 4 7,307 106 49,797

단위 : 건, 인

사진8-59 : 관현악단 연주 사진8-60 : 견학∙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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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설운

�운 방식 : 시설 관

�광양문화예술 회관은 문화시설의 불모지 던 이 지역에 문화예술 활

동의 중심기능을 하고 있으며 시설 관료가 타 시∙군에 비해 저렴하

고 순수 예술행사의 경우는 관료가 절반으로 할인∙운 되고 있으

며 특히 지역문예 진흥시책의 일환으로 예총 산하단체의 행사는 무료

로 시설을 운 하고 있다.

2. 광양여성문화센터

가. 건립

1980년 초 광양읍 목성리 신성마을에 여성회

관을 두어 광양고을 여성들의 사회교육과 취미생

활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회관건물도 임 용

이고 비좁아 여성문화 사회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제 로 할 수 없어 현 여성 사회참여에 부응한

문화시설의 건립이 광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되

어 왔다.

1999년 1월 9일 광양읍 용강리 강정마을에 신축부지를 확보∙착공하여

동년 11월 11일「광양시 여성문화사회 교육관」이 준공되어 2000년 3월

15일 개관되었으며 2002년 4월 10일「광양시 여성문화사회 교육관」을

「광양시 여성문화 센타」로 명칭을 변경하 다.

광양시 여성문화 센터는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

하여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경제자립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운 되고 있다. 

나. 위치 :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43-1(강정마을)

다. 개관 : 2000. 3. 15(건립 : 1999. 1. 9�1999. 11. 11)

라. 운 : 광양시(사회복지과)

마. 시설현황

(1) 규모

�부지 : 1,388평(4,590㎡)

�건물 : 781평(2,585㎡)

제1장 문화예술

사진8-61 : 광양여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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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2) 주요시설

�지하층 : 조리강의실, 제과제빵실

�1층 : 강당 186석, 어린이집 92평

�2층 : 회의실 26평, 기능기술(4개소), 여성단체 사무실(12평)

�3층 : 생활문화(4개소), 기능기술(1개소), 동아리실(1개소), 유아수탁

실(1개소)

�부 시설 : 전기실, 기계실, 음향조정실, 휴게실

바. 운 내용

(1) 주요사업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 및 각종 강좌개설 운

�시설 관( 강당, 소회의실)

(2) 교육

�자격증 과정 및 기술교육 과정

�생활문화 교육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여름특강

�유아 수탁교실 운

사. 운 실적(2000. 3. 15 � 2002. 12. 31)

(1) 운 분야

�기능기술과정, 생활요리 등 18개 과정

�생활문화과정, 노래교실 등 18개 과정

(2) 운 실적

�총괄 : 9기 36과목 4,665명 등록, 3,405명 수료(1기 3개월)

사진8-62 : 실버댄스 사진8-63 : 개량한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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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운 실적

3. 백운아트홀

가. 건립

백운 아트홀은 (주)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건

립∙운 하고 있는 수준높은 문화시설이다. 기업

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촉매시설로서 지

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철소 사원가

족과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접촉기회를 확 하고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백운 아트홀 건립은 지방도시로서 1990년 초 문화시설의 불모지나 다

름없던 광양지역은 물론 인근 순천∙여수와 경남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특히 기업내 노사화합의 증진과 기업의 지역사회와의 동질성 조성

에 목적을 두고 건립∙운 되고 있다.

나. 위치 : 전남 광양시 금호동 674번지

다. 개관 : 1992. 7. 14(건립 : 1990. 6. 1�1992. 6. 30)

라. 운 :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마. 시설현황

(1) 규모

�부지 : 5,803평(19,183㎡)

�건물 : 2,370평( 7,83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2층

(2) 주요시설

�객석 : 1,088석(1층 411석, 2층 672석 장애인석 : 5석)

�무 : 프로시니엄 구조 290평

�로비 : 164평, 휴식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

제1장 문화예술

구분 과목수
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등록 수료 비율 등록 수료 비율 등록 수료 비율 등록 수료 비율

계 36 4,665 3,405 73 1,486 1,239 84 1,726 1,245 72 1,453 921 64

기능기술과정 18 2,393 1,793 75 734 633 86 868 662 76 791 498 63

생활문화과정 18 2,272 1,612 71 752 606 81 858 583 68 662 423 64

(단위 : 과목, 명, %)

사진8-64 : 백운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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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실 : 지휘자실, 연주자실, 악기창고, 도구제작실, 연습실, 분장실,

출연자실, 기계실, 무 조정실, 조명조정실, 음향조정실, 사실

�보유설비 :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모든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무 설비와 최첨단 조명∙음향∙ 상설비 각 1식

바. 운 내용

사. 운 실적

(1) 장르별 실적(1997. 7.�2002. 12.)

제8편 문 화

구 분 프로그램 운 내 용 비 고

공 연 자체기획 클래식음악회∙연극∙뮤지컬∙무용∙ 중 음악회∙국악∙기타공연 등

화 자체기획 가족물∙드라마∙액션∙스릴∙멜로∙공포 화 등

문화선도(자체) 광양문화
장르별 감상법 및 관람기본예절, 문화소양 교육,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의 시간

장애자 등 소외계층 초청관람

행사( 관)
학교행사 학교학회 예술발표 및 학교일반 행사

일반행사 지역예술 단체 문화행사 및 일반행사

지역문화 예술인 및
재정지원 공연제작비 지원

단체지원
장소지원 공연장 및 시설무료 지원

기술지원 공연기획 및 스탭 지원

구 분 행사건수 관람인원
장르별 비율(%)

비 고
공연율 관람율

계 676 3,197,219 100.00 100.00

소계 258 551,597 38.17 17.25 전체의 백분율

클래식음악회 48 61,660 18.60 11.18 공연분야 중 백분율

중음악회 58 97,213 22.48 17.62 〃

연극 49 93,162 18.99 16.89 〃

뮤지컬 39 166,642 15.12 30.21 〃

무 용 28 54,830 10.85 9.94 〃

국 악 26 34,535 10.08 6.26 〃

기타(곡예 등) 10 43,555 3.88 7.90 〃

화 217 2,428,546 32.10 75.96 전체의 백분율

행 사 201 217,076 29.73 6.79 〃

(단위 : 건, 인, %)

공

연

사진8-65 : 리틀엔젤스 초청공연 사진8-66 : KBS 교향악단 초청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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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도별 운 실적

(3) 운 가동 실적(년평균)

아.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1) 공연분야 지원(1992. 7. 14�2002. 12. 31)

국내 유명예술가와 예술단체 공연지원 및 광양고을 예술인에게 공연장

무료 관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무 공연에 한 전문지식이 부

족하고 열악한 조건의 지역 예술단체들에 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제1장 문화예술

구 분
계 �2001년까지 2001년 2002년

건수 관람인원 건수 관람인원 건수 관람인원 건수 관람인원

계 676 3,197,219 561 2,627,537 57 296,762 58 272,920

소 계 258 551,597 219 464,123 17 39,641 22 47,833

클래식음악회 48 61,660 35 47,614 7 6,147 6 7,899

중음악회 58 97,213 53 86,471 2 3,688 3 7,054

연극 49 93,162 41 77,711 4 8,667 4 6,784

뮤지컬 39 166,642 34 133,584 1 14,927 4 18,131

무용 28 54,830 24 44,119 2 5,560 2 5,151

국악 26 34,535 22 31,069 1 652 3 2,814

기타(곡예 등) 10 43,555 10 43,555 0 0 0 0

화 217 2,428,546 180 1,977,022 19 240,408 18 211,116

행 사 201 217,076 162 186,392 21 16,713 18 13,971

공

연

(단위 : 건, 인, %)

구 분 건 수
공연근무일수

비 고
계 공연 준비 및 정리

계 61 329 189 140 가동율 90%

공연 22 96 24 72 =근무/최 가동일

화 21 189 147 42 (329/365)×100

행사 18 44 18 26

구분 계
클래식 중

연극 뮤지컬 무용 국악
기타

음악회 음악회 (곡예 등)

건수 73 20 3 25 1 8 14 2

관람인원 82,452 13,970 4,316 23,072 6,077 14,090 19,811 1,116

지원액(1+2) 394,210 72,258 37,977 88,582 7,665 108,677 73,910 5,141

1. 행사비지원 371,308 66,359 36,936 81,295 7,318 106,248 69,052 4,100

2. 관료지원 22,902 5,899 1,041 7,287 347 2,429 4,858 1,041

(단위 : 건,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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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분야 지원(1992. 7. 14�2002. 12. 31)

청소년 문화교실, 여성문화교실, 유명인사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문화교

양 강좌를 통해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각급

학교 축제 및 종합예술제, 일반사회단체의 각종 회의 및 문화행사시 공연장

무료 관과 행사진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3) 지역사회 지원효과(광양시민 140,000명 기준)

문화회관 이용률이 전국 년평균 0.36회인데 비하여 광양시민의 백운아

트홀 이용율은 연평균 2.2회로 전국평균의 6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커뮤니티센터

가. 건립

광양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 와 포스코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제8편 문 화

사진8-67 : 오페라 갈라 콘서트 사진8-68 : 김덕수 사물놀이

구 분 건 수 횟 수 소요예산(천원) 참여인원 비 고

계 189 189 326,151 207,099

교양강좌 56 56 280,000 62,129 자체기획

회 의 38 38 13,186 10,357 무료 관

학교행사 57 57 19,779 103,549 무료 관

일반행사 38 38 13,186 31,064 무료 관

(2000년 실적기준)

구 분 광양시민 1인당 수혜 실적

총 22.84회(년평균 2.2회)수준

문화활동 �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0년 실적검토결과 전국 1인당 문화회관 이용율 0.36회 비

6.1배 높음

문 화 비 169,642원(년평균 16,1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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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서 건립하 으며 건립 당시에는 포스코가

직 할 계획이었으나 포스코의 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포스코가 광양

시에 기부체납을 한 후에 제철 복지회가 운 하고

있다.

나. 위치 : 전남 광양시 마동 328번지 일원(마동

유원지)

다. 개관 : 2001. 10. 5(건립 : 1997. 11.�2001.

4. 6)

라. 운 : 제철복지회

마. 용도 : 문화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바. 건립비

사. 시설현황

(1) 규모

(2) 층별 시설(지하 1층. 지상9층)

제1장 문화예술

사진8-69 : 커뮤니티 센터

계 공사비 조경 설계감리 부지매입 비품구입 기타

29,600 18,100 1,000 2,400 6,200 1,000 9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모 비 고

부지 총면적 91.573㎡(27,687평) 국유자산 1,868㎡(565평) 포함

지면적 76.574㎡(23,163평) 잔여 부지 13,091㎡ (3,960평)

건물 연면적 12.859㎡(3,890평)

층별 면적(평) 시 설 내 용 비 고

계 3,890

1층 1,402 다목적홀, 수 장, 전시실, 관리사무실 등

2층 412 연회장, 스쿼시장, 상실

3층 64 야외 옥상정원

4층 266 중탕

5층 266 중탕

6층 266 posco CTC, posco cts 현시스템, 체련장

7층 266 헬스장, 에어로빅, 체력측정실

8층 266 회의실, 소회의실, 문화센타

9층 239 중국식당

지하∙옥상 443 지하기계실, 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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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운

개별적 이용(포스코 직원은 회원제로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과 시설 여

다목적 홀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견학하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기능

문화센타는 주부들을 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

사. 운 실적(2002년)

5.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가. 건립

광양시 청소년들에게 생활권 중심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확립∙정착하고자 광양시에서

2001년 4월 1일에 광양읍 칠성리 70번지에「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개관하 다.

「청소년 문화의 집」설립자는 광양시장이며,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 을

위해 광양 YMCA에서 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

하고 있다.

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다. 개관 : 2000년 4월 1일

라. 건립비 : 3억원(양여금 2억원, 시비 1억원)

마. 운 : 광양 YMCA(위탁운 , 설립 : 광양시)

바. 시설현황

(1) 규모

�부지 : 1,653㎡(500평)

제8편 문 화

사진8-70 :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구 분 계
업 종 별 반 기 별

체육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상반기 하반기

매출액 2,162 1,033 275 850 1,037 1,126

소 계 2,260 1,004 315 941 1,147 1,113

재료비 463 13 450 241 222

노무비 573 229 67 277 310 263

경 비 1,224 762 248 214 596 628

매출이익 -98 29 -40 -91 -110 12

이용인원 423,564명 130,504명 233,379명 59,681명

(단위 : 백만원)

매
출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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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704㎡(213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지상 2층, 지하 1층)

(2) 시설

�문화정보 공간 : 인터넷 부스, 열린 도서실

�문화체험 공간 : A/V감상실, 음악감상실, 다목적실

�문화창작 공간 : 창작공방, 무용연습실

�문화생활 공간 : 노래방, DDR, 동아리방, 청소년 상담실

사. 운 실적

아. 청소년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

(1) 문화교실 : 어린이 기자단, 만화교실, 리더십 교실, 통통놀이 교실, 힙합댄스

교실

(2) 문화행사 : 사이버 페스티벌, 청소년 만화축제, 초록 동요제, 길거리 농구

회, 한여름밤 평화마당 화제

(3) 특별행사 : 고3 수험생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역

사∙문화 체험 캠프 동아리 발표회

(4) 동아리 활동 : 댄스동아리, 청소년플롯합주단, 만화동아리, 종교동아리운 등

제1장 문화예술

사진8-71 : 초록 동요제 사진8-72 : 과학나라 체험 캠프

운 계 2001년(4�12월) 2002년(1�12월) 비 고

이용인원 82,949명 37,371명 45,57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