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

제4절 광양군민의날∙시민의날기념행사

1. 광양군민의날기념행사

1) 광양 군민의 날

광양군민은 검소와 근면을 군민상으로 정

하고 향토의 발전을 계승하기 위한 여망의 표

시로 유당공원에 군민 헌장탑을 세우고 매년

5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여 성 한 행사

를 거행하여 왔다.

그 추진경위는 1973년 3월 9일 개최된 광

양군 번 회에서 군민 헌장탑 건립안이 발의되어 이에 소요되는 기금을 마

련하기 위해 전 군민을 상으로 모금이 시작되었다. 광양군에서는 1974

년도 예산에서 군민의 날 행사비로 계상하 던 30만원을 헌장탑 건립비용

으로 전용키로 하 으며, 당시 번 회장이던 주정록(朱珽錄)이 50만원을

기금으로 내놓았다. 이에 힘입어 군 번 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모금에

박차를 가한 결과 1974년 10월말까지는 164만 9천원의 기금이 마련되었

다. 때마침 진월면 신아리에 세워진 남해안 고속도로 준공기념탑을 제작중

이던 서울 남산 미술원 이일 (�逸�) 원장에게 의뢰하여 오감도를 제작

하여 착공 1개월만인 1974년 12월 28일에 탑신 6m의 작품이 세워졌다.

헌장과 연혁을 새긴 반석은 봉강면 신촌마을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사용

사진8-73 : 제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광양서초등
학교 1975.5.25)

사진8-74 : 광양군민 헌장탑 사진8-75 : 광양군민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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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군민헌장과 군민의 노래는 이은상(�殷相) 선생이 쓰고 작곡은

이고장 출신의 이용일(�鎔一)교수가, 군민헌장과 연혁의 씨는 당시 광

양군청 내무과장이던 김삼석(金三錫)이 맡았다. 군민 헌장탑이 준공되자

유당공원에 숲을 조성하자는 군민의 뜻이 모아져 광양군청 민원실에 헌수

창구가 설치되고 헌수 운동이 전개되었다. 헌수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

어 당시 서울 중앙 새마을 연수원 김준(金俊) 원장이 옥향나무 외 1종을 보

내오기도 하여 푸른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2) 광양 군민의 날 기념행사

제1회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 헌장탑 제막식과 함께 1975년 5월 25일에

거행되었다. 전야제 행사로 등불행렬∙악 ∙봉화놀이∙불꽃놀이∙농악

놀이∙건전가요 부르기 회가 있었다. 5월 25일 유당공원에서 서국민학

교까지의 싸이카 및 악 와 가장행렬에 이어 광양 서국민학교 교정에서 기

념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하태호(河太鎬) 등 21명에 하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8개 읍면이 참가한 가운데 각 읍

면 항 체육 회가 진행되어 육상∙배구∙탁구∙씨름∙정구∙궁도∙태

권도 경기가 실시되었다.

제2회 군민의 날 행사는 전야제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념식에는 재일교포

12명이 참석하 고 광양여중의 마스게임(부채춤)∙광양 태권도협회의 태

권도시법∙광양읍 전투중 의 예비군 훈련시범 등이 있었으며 체육 회와

사진전시회∙읍면 항 가마니 짜기와 못줄 만들기 등의 새마을운동 관련

경기가 있었다.

제1장 문화예술

사진8-76 : 남중∙여중생 마스게임(제1회 1975년) 사진8-77 : 가마니짜기(제3회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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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군민의 날 행사는 회를 거듭할수록 그 열기가 점점 더해갔다. 제3

회 기념행사는 전야제 행사로써 싸이카 행렬(20 )∙축제해설차량(4

)∙광양서국민학교 악 ∙여중고 등불∙농악 ∙남중고 가장행렬이 있

었으며 축포 35막을 쏘아 올려 전 군민이 축제무드에 휩싸 다. 

제4회 군민의 날 행사부터는 한발과 범국민적 소비절약운동∙농번기 등

으로 전야제와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생략하고 기념식만 가졌으며 8-9

회 회에서는 본군 출신으로 국가에 공헌하여 훈장을 받은 22명을 초청∙

기념품 증정을 하 다.

1984년 제11회 군민의 날 행사부터는 소비절약 차원에서 옥내행사와 옥

외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키로 하고 옥내행사로 기념식만 간단히 거행하

으며 1985년 제12회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치러져 다양한 문화 및

체육행사가 거행되었는데 특기할 것은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옥룡출신 육

상선수 서다임(徐多任)과 광양읍 출신 이균 (�均永)이 각각 군민의 상

을 수상하 는데 서다임(徐多任)은 제61회 전국체육 회 400m 회 신기

록, 제67회 전국체육 회 800m, 1500m 회신기록을 세우는 등 당시 체

육으로 광양을 널리 알리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이균 은 역사학자이며 소

설가로서 1983년 광양군지 편찬시 책임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광양의 역

사를 밝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데 크게 공헌한 업적을 기려 시상하

다. 제13회 군민의 날 행사시에는 당시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당시 골

약면∙태금면 관할지역)가 함께 참여하여 본래 광양고을이 한뿌리임을 널

리 알리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 으며 그 이후 14회(1988)�제

20(1994년)까지 격년제로 옥내행사, 옥외행사로 거행되어 오다 1995년 1

월 1일을 기하여 동광양시∙광양군을 각각 폐지하고

도농 복합형태의 광양시가 설치됨에 따라 광양군민

의 날 행사는 1995년부터 제1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

로 이어지게 되었다. 

2. 동광양시민의날기념행사

1) 동광양 시민의 날

1989년 1월 1일자로 법률 제4050호에 의거 전라

남도 광양지구 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됨에 따라 황금동∙성황동∙중마

사진8-78 : 제1회 동광양시민
의 날 기념행사(전
남드래곤즈 축구장
19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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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 동∙태인동∙금호동∙금당동 등 행정구역상 도시다운 틀을 갖추

게 되자 세계 제일의 광양제철소를 떠안으며「활기차게 발전하는 새 동광

양시」라는 시정 슬로건을 내걸고 1989년부터 5월 7일을 동광양 시민의 날

로 제정, 제1회 동광양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1989년 5월 7일(5. 6�5. 7),

현재의 전남 드래곤즈 축구장에서 거행하게 되었다.

2) 동광양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제1회 동광양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동광양시로 승격되어 처음 맞이한

기념행사로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과 어우러져 한마당 잔치를

펼치고자 시민문화 행사인 제1회 광양만 축제를 병행하여 거행되었다.

행사 내용으로는 기념식에서 동광양 시민의 노래 제정시 노래제창자인

가수 김상희를 초청, 시민과 함께 노래 부르고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

으며, 길호마을 전통농악 를 앞세워 흥을 돋우고 7개동 항 각종 체육

회 개최, 제1회 광양만 축제의 시민노래자랑 등 체육∙문화행사가 다채

롭게 진행되었다.

매년 거행되는 시민의 날 행사를 옥외행사로 할 경우 행사참여 등으로 시

민에게 부담을 주고, 행정공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이웃 시∙군의 사례

를 참고하여 옥내∙옥외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키로 하고 제2회 행사는 옥

내 기념행사와 간단한 문화행사로 치 다.

그 이후 제3회(1991년)�제6회(1994년)까지 광양만 축제와 병행하여

동광양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기념행사가 격년제로 옥내∙옥외행사가 지

속되어 오다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동광양시∙광양군이 각각 페지되

고 통합 광양시가 설치됨에 따라 동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1995년부터 제1

제1장 문화예술

사진8-79 : 시민의 노래제창(제1회 김상희) 사진8-80 : 전통농악놀이(제1회 1989년)



74

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로 그 맥이 이어지게 되었다.

3. 광양시민의날기념행사

1) 광양 시민의 날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동광양시∙

광양군을 각각 폐지하고 도농 복합형태의

광양시 설치(법률 제4810호)로 인하여

본래 옛 광양고을로 통합됨에 따라 1994

년 10월 8일 주민투표에 의거 통합이 확

정되는 날을 기념하여 10월 8일을 광양시

민의 날로 정하고 하나된 광양시민의‘화합∙협력∙전진’의 축제로 승화

시켜 지역발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

다. 기념행사는 옥외행사와 옥내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민간사회 단체

가 행사를 주관하여 모든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주도하는 행사로 진행

하며, 각종 행사는 가능한 많은 시민이 한마당에서 참여∙관람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사의 비중을 높이고, 체육행사 일변도의 행사추진을 지양하

며 행사준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광양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

성∙행사를 주관하고 행정지원단을 편성 운 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

한 행사가 되도록 운 되고 있다.

2) 광양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제1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전야제 행사와 문예행사인 미술작품전까지

포함하여 1995년 10월 7일�10월 10일(4일간)기간 동안에 거행되었으

며, 10월 7일에는 전야제 행사로 시민노래자랑, 향우의 밤, 불꽃놀이가 있

었고, 식전행사로는 충혼탑 헌화∙시민걷기 회∙농악시연∙의전행사로

는 성화봉송∙시가행진과 기념행사시에는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4,0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시민헌장을 낭독하며‘화합∙협력∙전진’을 다

짐하는 시민 한마음의 장을 마련하 다.

한편 체육행사로 윷놀이∙축구∙배구∙제기차기 등 10개 행사가 펼쳐졌

고, 문예행사로는 미술작품전, 시민을 위한 음악회 등 8개 행사가 있었으

며, 특기사항으로는 광양 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1회 광양 밤아가씨 선

제8편 문 화

사진8-81 : 제1회 광양시민
의 날 기 념 행 사
(광양공설운동장
19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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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회가 10월 7일

유당공원에서 개최

되어 진∙선∙미 등

7개 분야의 미인을

선발하기도 하 다. 

제2회 광양 시민

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로 제1청사 회

의실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문화행사만 간단하게 치러졌으며 제3회 이후 현재까지 격년제로

행하여 오면서 행사내용을 보다 알차게 진행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한마당 축제로 정착되고 있다.

제5절 광양군민의상∙시민의상수상자명단

제1장 문화예술

사진8-83 : 제1회 밤아가씨 선발 회사진8-82 : 강강수월래

포상년도 종 별
수상자

공적개요
소속 또는 주소 한 한자

표창장 광양읍 강남식 姜南植 효자

감사장 골약면 황길리 정용욱 鄭容旭 새마을사업

〃 광양읍 사곡리 하태호 河太鎬 지역사회개발

〃 진상면 비평리 황호일 黃鎬一 〃

〃 봉강면 봉당리 이승균 �昇均 〃

〃 광양경찰서 보안과장 정의돈 鄭儀敦 〃

〃 광양읍 인서리 이경일 �坰鎰 체육진흥

1975 〃 육군 준장 김종호 金宗鎬 지역사회개발

(제1회) 〃 국회의원 김상 金尙榮 〃

〃 〃 박병효 朴炳涍 〃

〃 〃 이도선 �道先 〃

〃 〃 장준한 張俊翰 〃

〃 광양읍 목성리 주정록 朱珽錄 〃

〃 재일교포 서병길 徐丙吉 〃

〃 광양군 농협장 황한용 黃漢� 〃

〃 광양읍 읍내리 이경식 �坰湜 〃

〃 시인 이은상 �殷相 군민헌장, 노래제정

〃 설계사 이일 �逸� 군민헌장탑 설계

〃 광양군 내무과장 김삼석 金三錫 군민헌장탑 씨

〃 목포 학교수 이용일 �鎔一 광양군민의 노래 작곡

〃 전라남도지사 허 련 許 鍊 지역사회개발

� 광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