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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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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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다. 또한 삼국시 에 적군에 쫓긴 백제 병사들이 백운산으로 넘어오면

서 목말라 하던 중 고로쇠 나무에서 흐르는 약수를 마시고 원기를 다시 회

복하여 섬진강 2차 전투에서 신라군을 무찔 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1981년 제1회 광양 백운산 약수제는 옥룡면 진틀 논실 사이 도로변에 임

시제단을 마련하고 행사를 거행하 으며 제2회 행사시부터는 현재의 장

소, 즉 동곡리 산74번지에 1,804㎡ 부지에 27.7㎡ 건평으로 건립된 약수제

단(백운사)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매년 제례를 행하고 있으며 처음 약수제

거행시와 약수제단 건립을 위해 당시 우리고을 출신 김종호 전남지사의 적

극적인 후원과 약수제단 주변 조경사업에는 당시 광양읍 도정공장 사장이

었던 이경식씨의 지원이 컸었다. 

7) 특징

약수제례는 남도의 산인 백운산의 산신령에게 고을의 안녕과 번 , 그

리고 고로쇠 약수가 풍성하게 나오기를 기원하는 전통제례로 술 신 고로

쇠 약수를 제단에 올린다.

서울 학교 농업생명 과학 학 연구보고서 제21호에 백운산 고로쇠약수

성분분석 보고에 의하면 PH.6.5∙자당∙회분∙마그네슘∙칼슘 등 여러종

류의 미네랄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관절염∙변비∙류마티스∙위장

병∙신경통∙습진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고로쇠 약수

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축제이다.

2. 광양숯불구이축제

광양지역에서 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별미음식인 참숯을 이용한 숯

불구이를 소재로 한 축제이다. 광양읍 서천을 끼고 있는 체육공원 주변에서

펼쳐지는 이곳 축제는 1999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처음 개최된

이래 매년 10월 초순경 행하고 있으며 한우 숯불구이를 주로

하여 염소∙멧돼지∙닭∙장어∙전어구이 등 각종 숯불구이를

이용한 먹거리 잔치가 펼쳐진다.

1) 시기 : 매년 10월 중

2) 장소 : 광양읍 서천체육공원 일원

3) 주관 : 광양시

4) 주최 : 광양 숯불구이 축제 추진위원회사진8-86 : 광양숯불구이

제8편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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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 : 숯불구이 음식점 운 ∙좌도 광양굿(농악) 한마당∙국악한마

당∙시민노래 자랑∙청소년 댄싱 회∙씨름 회 등

6) 유래

광양 숯불구이는 예부터 광양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음식으로 백운산에서 자생

하는 참나무로 만든 참숯을 이용하여 한우

숯불구이를 만들어 옛날 광양관아를 방문하

는 지체 높은 관료들에게 별미로 접하면

그 독특한 맛을 잊을 수 없어 광양을 다시 찾

아오곤 하여 광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데 한 몫을 하 다는 이

야기가 전해온다.

해방 이후에도 광양고을을 찾는 외래객 특히 공무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게는 의례적으로 광양에 와서 숯불구이를 먹어야만 광양을 다녀왔다는 말

이 될 정도로 광양 숯불구이는 특히 외적으로 광양의 별미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온 전통음식이다.

7) 특징

광양읍 서천변 공원을 따라 널찍하게 자리 잡은 축제마당은 접근로가 용

이하고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가족∙친지들과 함께 전통 참숯으

로 구워내는 광양 숯불구이의 진미를 맛보면서 다채로운 공연과 향토민속

을 즐길수 있는 축제이다.

3. 광양전어축제

진월면 망덕포구 전어회와 재첩국, 그리고 예부터 이 고장에

서 어부들이 전어를 잡을 때 불 던 토속민요인「전어잡이 노

래」와 섬진강 하구의 전경이 한데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이다.

1) 개최시기 : 매년 9월경

2) 개최장소 :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 및 선소마을 일원

3) 주관 : 광양시

4) 주최 : 광양 전어구이축제 추진위원회

5) 내용 : 전어회 시식회∙전어잡이 노래 시연∙버꾸놀이 농악공연∙국

제1장 문화예술

사진8-87 : 제1회 광양숯불
구이축제(1999년)

사진8-88 : 진월 전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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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마당∙시민노래자랑∙청소년 댄싱∙명소 사진전

등

6) 유래

이곳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광양만은 예부터 전어

를 비롯한 온갖 물고기와 조개류가 풍부하게 잡혔던

황금어장이었는데 1981년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당시의 황금어장은 사라졌으나 1983년까지도 이곳

망덕포구일 에서어부들이전어를잡을때「전어잡이노래」를즐겨불 다.

이 노래가 1997년에 재현되면서 이를 계기로 1998년「광양전어축제」를

처음 치른 이래 해마다 전어철인 매년 9월경에 전어회의 참맛을 느낄 수 있

는 전어회 축제를 열어 전어회∙재첩국 등 향토음식 판매와 향토민요를 널

리 알리고 있다.

7) 특징

전어는 가을철에 살이 오르므로 전어회 맛이 최고에 달하며, 전어구이와

전어젓갈 맛 또한 일품이어서 예로부터‘가을전어 머리에는 깨가 서말’이

라는 속담이 전해오듯 유명하다.

전어 축제기간 50여개소 횟집에서 전어회와 전어구이∙재첩회와 재첩국

맛을 즐길 수 있으며 또한 전어내장으로 담은 젓갈은「밤젓」이라 부르는데

젓갈 중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4 광양매화축제

연중 가장 이른 시기에 봄소식을 전해주는 매

화꽃을 소재로 한 매화축제는 광양시 다압면 섬

진강변 매화마을(섬진마을) 일원에서 1995년 3

월 이곳 청매실 농원이 주최한 제1회 청매실농원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해마다 3월 중순에 열리는

전국에서년중가장빠른시기에열리는꽃축제이다.

1) 시기 : 매년 3월중

2) 장소 :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섬진마을) 및 섬진강 둔치 일원

3) 주관 : 광양시

4) 주최 : 광양 매화축제 추진위원회

제8편 문 화

사진8-89 : 제1회광양전어축제

사진8-90 : 다압 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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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 : 율산 김오천 옹 추모제∙매화일생 사진전∙전국매화사진 촬

회∙국악한마당∙매화가요제 등

6) 유래

이 고장출신 율산 김오천옹이 1931년 일본에서 밤

나무 5,000주, 매실나무 5,000주를 가져와 전국에서

유명한「광양밤」생산지로 만들었으며, 그 이후 며느

리되는 홍쌍리 여사가 시아버지로부터 내리받은 개

척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김오천옹이 일본에서 가져

와 심은 매화나무로 불씨를 살려 정성껏 가꾸면서 섬

진마을을 전국에서 유명한 매화골로 만들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매화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매실과 매실

로 만든 매실식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치러진 축제로서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 특징

섬진강에 인접한 백운산 동편자락 10만여 평에 군락을 이룬 매화단지와

섬진강 전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섬진강의 지명유래가 된 두꺼비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섬진나

루터와 청매실 농원의 전통옹기∙섬진강 재첩잡이 전경이 볼거리를 제공

하고 섬진강변 드라이브도 즐길수 있는 축제이다.

제7절 전통문화계승

1 광양버꾸놀이

가. 유래

광양 풍물굿을 흔히 버꾸놀이라 부르는 것은

전체 굿판 중에서 제일 푸지고 특출난 북(버꾸)

잽이들의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가락과 개인놀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풍

물굿 하는 것을 버꾸친다 하는데서 연유된 광양고유의 전통민속 이름이다.

사진8-91 : 제1회 광양매화축제
(다압면 섬진마을 1995년)

사진8-92 : 광양버꾸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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