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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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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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년도 종 별
수상자

공적개요
소속 또는 주소 한 한자

광양군민의 상(본상) 다압면 도사리 김인용 金仁容 군민종합상(새마을사업유공)

광양군민의 상(본상) 골약면 중동리 이진호 �震鎬 교육진흥

광양군민의 상(장려상) 광양읍 도월리 김 호 金永鎬 〃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인서리 김 재 金榮 〃

광양군민의 상(장려상) 광양읍 읍내리 주현중 朱賢中 〃

1976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경찰서 경무과장 양일석 �日錫 치안유지

(제2회) 광양군민의 상(장려상) 광양경찰서 순경 강덕구 姜德求 〃

광양군민의 상(본상) 다압면 신원리 김병환 金炳渙 새마을사업

광양군민의 상(장려상) 옥룡면 추산리 함기주 咸琪柱 〃

광양군민의 상(본상) 옥곡면 죽리 이춘재 �春宰 소득증

광양군민의 상(장려상) 봉강면 구서리 이봉섭 �鳳燮 〃

광양군민의 상(본상) 봉강면 조령리 하조마을 유삼수 兪三壽 효자

광양군민의 상(본상) 옥곡면 장동리 유완수 �浣秀 선행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인서리 이순길 �順吉 군민종합상

〃 광양여자고등학교장 이용학 �鎔學 교육진흥

〃 광양경찰서 강도훈 姜道壎 치안유지

1977 〃 광양읍 인서리 김재훤 金在煊 체육진흥

(제3회) 〃 광양읍 읍내리 황치문 黃致文 새마을사업

〃 옥룡면 추산리 김익성 金益成 소득증

〃 광양읍 죽림리 조순기 曺順基 효자

〃 광양읍 우산리 나점례 �点禮 열녀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용강리 추용헌 秋鏞憲 교육진흥

〃 광양읍 인서리 강종완 姜宗琓 체육진흥

1978 〃 광양읍 목성리 이우근 �禹根 질서와 봉사

(제4회) 〃 다압면 도사리 김오천 金午千 소득증

〃 봉강면 조령리 유삼수 兪三壽 효행

〃 진상면 청암리 김순엽 金順葉 〃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도월리 장순례 張順� 선행

1979 〃 광양읍 칠성리 윤홍규 尹洪奎 교육문화

(제5회) 〃 광양읍 읍내리 김길수 金吉秀 체육

〃 광양읍 읍내리 박우문 朴又文 새마을사업

〃 광양경찰서 옥곡지서 고성용 高成� 질서와 봉사

광양군민의 상(본상) 진상면 섬거리 박복례 朴福禮 선행

1980 〃 광양읍 읍내리 김형수 金炯秀 교육문화

(제6회) 〃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이경훈 �坰薰 체육

〃 다압면 신원리 이원생 �源生 지역개발

〃 광양읍 인동리 박 진 朴大鎭 봉사

광양군민의 상(본상) 옥곡중학교 교장 윤희선 尹熙善 교육문화

〃 광양경찰서 옥곡지서 정 석 丁永錫 봉사

1981 〃 광양읍 도월리 박분심 朴分心 선행

(제7회) 〃 광양읍 읍내리 심도준 �道俊 체육진흥

〃 골약면 황길리 문병호 文炳浩 새마을사업

〃 광양읍 인동리 김동춘 金東春 소득증

�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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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년도 종 별
수상자

공적개요
소속 또는 주소 한 한자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읍내리 이경식 �坰湜 지역사회봉사

1982 〃 광양읍 사곡리 박금자 朴�子 도의

(제8회) 〃 옥곡남초등학교장 백남중 白南重 교육문화

〃 진상면 어치리 김창석 金昌石 새마을지도

〃 광양여자중학교 교사 장 번 張 繁 체육진흥

광양군민의 상(본상) 태금면 태인리 서한석 徐漢錫 지역사회봉사

1983 〃 골약면 도이리 소옥순 蘇玉順 도의

(제9회) 〃 진월중학교장 양회 �會大 교육문화

〃 진상면 지원리 김호권 金鎬權 새마을지도

〃 광양읍 구산리 김 환 金永煥 체육진흥

1985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우산리 교촌마을 이균 �均永 교육 문화

(제11회) 공로패 옥룡면 산남리 남정마을 서다임 徐多任 체육진흥

공로패 광양읍 칠성리 성북마을 이계근 �啓根 지역사회개발

1987 〃 광양읍 인동리 인동마을 오은택 吳銀鐸 도의심 앙양

(제13회) 광양읍 목성리 개성마을 이정의 �正儀 교육진흥

〃 광양읍 도월리 월평마을 최민호 崔敏鎬 체육진흥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구산리 최기표 崔基杓 체육진흥

1988 공로패 광양읍 인동리 김경의 金璟毅 지역사회개발

(제14회) 〃 진월면 마룡리 서정민 徐廷敏 〃

〃 진상면 섬거리 최상림 崔翔林 〃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인서리 박봉두 朴鳳斗 체육문화

1989 공로패 재경 향우회 부회장 박 섭 朴大燮 지역사회 개발

(제15회) 〃 경찰서 경비과 과장 서문석 질서와 봉사

〃 옥룡중 서무과장 백남진 교육진흥

〃 다압면 신원리 강이출 새마을사업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읍내리 306 박노회 朴�檜 지역사회 봉사

1990 공로패 광양읍 읍내리 성형채 成炯彩 선행

(제16회) 〃 광양읍 인동리 김재호 金在鎬 지역사회 개발

〃 진상면 청암리 서재환 徐在桓 교육문화

1991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1동 416 조소순 趙小順 교육문화

(제17회) 〃 광양읍 칠성리 진성맨션106 이용현 �鎔炫 체육진흥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읍 목성리 성형채 成炯彩 선행

1992 〃 여천군 율촌중학교 서다임 徐多任 채육진흥

(제18회) 공로패 광양 공용버스장 표 정석문 鄭石文 지역사회 봉사

〃 광양우체국 집배장 김정현 〃

〃 광양경찰서 경장 추동구 질서

1993
광양군민의 상(본상) 서울 양천 신정1동 313 김종호 金宗鎬 지역사회 발전

(제19회) 공로패
포항종합체철(주) 김종진 �鍾振 〃

광양제철소장

1992 광양군민의 상(본상) 광양군 체육회 이평재 �枰栽 체육진흥

(제18회)

� 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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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년도 종 별
수상자

공적개요
소속 또는 주소 한 한자

공로패 재일교포 이학도 �學道 지역개발

〃 중동 456-189 이진호 �震鎬 사회복지

감사패 광양제철소 소장 김종진 �鍾振 〃

〃 제철정비 철구공업 전무 차동해 〃

1989 표창패 광 동 676-6 강한채 姜漢采 〃

(제1회) 〃 광양경찰서 순경 최상진 崔相鎭 향토방위

〃 동광양 체육회 김 훈 金英勳 체육진흥

〃 동광양 로타리클럽 강종훈 姜鍾壎 사회복지

〃 광양제철소 이재 〃

〃 금호동 727 김인순 金仁順 〃

감사패 서울 김상희 �相姬 동광양 시민의 노래

감사패 황길동 726 박동필 朴東必 사회복지

1990 표창패 광 동 755-1 정성기 〃

(제2회) 〃 금호동 725 장석 張錫永 〃

〃 광양제철소 이내무 〃

〃 성황동 443 이만호 �萬浩 〃

시민의 상(본상) 재일교포 이학도 �學道 지역개발

표창패 황길동 757 박이열 朴二� 체육진흥

〃 중동 402 서연식 徐�植 지역개발

1991 〃 광 동 681-6 문성배 文成培 체육진흥

(제3회) 〃 김충현 사회복지

〃 금호 장미연립 6/303 남정옥 南 玉 사회복지

〃 금당 동백APT 7/207 오복희 吳福姬 사회복지

〃 골약파출소장 박정부 朴正夫 향토방위

〃 광양제철소 김한섭 사회복지

표창패 성황동 502 정인택 鄭仁澤 지역사회 봉사

1992 〃 황금동 492 김치모 金治模 〃

(제4회) 〃 광 동 676 백종숙 白鍾淑 〃

〃 광양경찰서 수사관 우제춘 禹濟春 치안유지

표창패 중마동 486-5 김선구 金善球 지역사회봉사

표창패 광양제철소 김기봉 〃

〃 광양제철소 안차진 〃

1993 〃 태인동 453-1 서한석 徐漢錫 〃

(제5회) 〃 광양선박(주) 주남기 〃

〃 마동 137-20 황일환 黃一煥 충효도의 선행

〃 중동 238 김율전 지역사회봉사

1994
표창패 중동 동광APT 509/610 유양근 兪洋根 지역문화 체육발전

(제6회)
〃 태인동 125-33 김재화 金在華 지역사회 교육발전

〃 광양제철소 윤오중 사회봉사

� 동광양시

제8편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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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광양문화축제

1. 광양백운산약수제

신비의 약수로 널리 알려진 백운산 고로쇠 약수

를 소재로 1981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범시민적

축제행사로서 백운산 산신에게 고장의 안녕과 번

을 기원하는 제례를 행하며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

한다.

1) 시기 : 매년 경칩절(3월 5일 또는 3월 6일)

2) 장소 :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백운사)

3) 주관 : 광양시

4) 주최 : 광양 백운산 약수제 추진위원회

5) 내용 : 기념식∙약수제례∙국악한마당∙약수

시음회 등

6) 유래

백운산 고로쇠 약수는 일명“골리수(骨利水)”라

고도 부르는데 통일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백운산에

서 오랜 참선을 하고 나서 일어서려 하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자 곁에 있는 나무를 잡고 일어서다 나무

에서 흐르는 수액을 받아먹고 곧장 무릎이 펴졌다하

여 뼈에 이로운 물이라는 의미의 골리수(骨利水)라 불 다는 이야기가 전

포상년도 종 별
수상자

공적개요
소속 또는 주소 한 한자

1996(제2회) 광양시민의 상(본상) 광양시 성황동 서정복 徐廷福 체육진흥

1998(제4회) 〃 광양읍 인서리 김종 金鍾大 체육진흥

1999(제5회) 〃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안선남 安善南 교육문화

2000 〃 광양읍 용강리 박점옥 朴点玉 사회복지

(제6회) 〃 광양읍 인동리 강순행 姜順幸 지역개발

2003(제9회) 〃 옥룡면 율천리 장한종 張翰鍾 사회복지

2004(제10회) 〃 다압면 도사리 섬진마을 홍쌍리 洪雙里 산업경제발전

사진8-84 : 약수제례

사진8-85 : 제24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축제
(2004. 2. 28)

� 광양시

제1장 문화예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