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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장), 이기표(�起表, 1962년 광양읍 목성리 신성마을 출생, KBC서

부지사장)등 지역출신 언론인들이 각 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제4절 출판및인쇄

출판산업은 문화가치를 창조, 전승, 보존하는 문화성과 함께 이익을 추구

하는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광양지역은 본사를 서울등지에 두고 사무소

형태로 유아학습지나 전집 등을 가정에 방문 판매하고 있는 형태이다. 잡지

등의 책을 출판하는 지역의 출판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필요한 경우

부분 광주나 서울 등 외지에다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출판사 현황

� 인쇄소 등록 현황

출판산업은 문화가치를 창조,
전승, 보존하는 문화성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성을 가
지고 있는데 광양지역은 본사
를 서울등지에 두고 사무소 형
태로 유아학습지나 전집 등을
가정에 방문 판매하고 있는 형
태이다.

<표8-10> 출판사현황

사무소명 주 소 사무소명 주 소

(주)교원아카데미 중동 1318-3 금성출판사 중동 1679-1

금성출판사 광양지점 중동 1679-1 금성푸르넷 목성690-14

눈높이교육제철지점 중동 1318-2 도서출판 라도 중동 1663

몬테소리 전남지사 중동 1605-3 (주)웅진닷컴 중동 1296-14

(주)웅진닷컴 중동 1650-4 (주)웅진닷컴 칠성 901-6

유향 도서출판 신금 529-8 (주)재능교육 중동 1636-11

종합서적 중동 1686 한국몬테소리전남지사 중동 1605-3

공문교육연구원(주) 중동 1638-3 (주)웅진닷컴 칠성901-6

(주)한솔교육 중동 1302-16

(2003년 8월 현재)

자료제공 :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

<표8-11> 인쇄소등록현황

인쇄소명 소 재 지 표자 비고

경문인쇄소 읍내리 270 이경한

광동인쇄소 태인 1651-2 박기종

광 인쇄사 광 784-15 송지형

광동인쇄 태인동 1651-2 박기종

국제인쇄소 칠성리 997-7 김인수

금호싸인 중마동 1623-10 박지현

금호인쇄업 우산 615-2 김창한

남일당인쇄소 칠성 440-10 남기

(2003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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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간행물류

① 동광양문학

한국문인협회 동광양지부에서 1993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년에 한차례

씩 발간해온 문학지이다. 이 문학지는 1994년까지 2회 발행해 오다 동광양

시와 광양군이 통합되면서 발행이 중단되고 1995년에「광양문학」으로 다

시 창간하게 되었다.

② 광양문학

한국문인협회광양지부에서 매년 1회씩 회원들이 쓴 작품을 책으로 엮은

문학지이다. 199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③ 시울림

강갑순, 고정선, 김 만, 민후립, 박행신, 안삼현, 이상인, 이정운, 주 등

9인의 시인이 1993년부터 매년 1회씩 만들어 낸 동인시집이다.

④ 신해양시

광역광양만권의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 안을 개발하여

온 광양만권 발전연구원이 1999년 11월 창간한 해양잡지이다. 제4호까지

발간된 잡지는 주로 항만의 정책과 개발에 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⑤ 광양항 Report

광양항의 발전상과 정보전달의 홍보수단으로 광양시(발행처),(사)광양

만권발전연구원(편집회)에서 매월 월간으로 발간하는 항만관련 전문지로

서 2003. 6월 제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23호(2005. 4월) 책자를 펴내

오고 있다.

제3장 언론

인쇄소명 소 재 지 표자 비고

도인쇄소 중동 1393-5 서재석

명문인쇄소 칠성 244-2 박동석

문화당인쇄 광 801-4 정홍기

백운인쇄 광 801-4 정홍기

성문사 (주) 중동 1321-6 최정환

월드디자인 중동 1757-4 김윤필

예문사 우산 636 박한섭

인쇄문화신한국 광 동 800-12 김만곤

함성사 중동 1344-1 김용복

애드컴 중동 1306-5 김만기

협동인쇄소 중동 1344-1 김정호

인쇄할인점 중동 1386-7 양동민

자료제공 :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실

사진8-153 : 광양문학
(2003년)9집

사진8-154 : 시울림

사진8-155 : 신해양시
창간호
(1999.11)

사진8-156 : 광양항Report
통권 제1호(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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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류

가. 문학류

① 시집

�「의송(毅松) 한시집 권 一」(도서출판 신성, 1996) 

박태상(朴泰相, 전 조선 교수)이 고희(古稀)에 출작한 한시집(漢詩集)

이다. 215수의 한시를 한 로 동시에 자역(自譯)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1950년부터 짓기 시작한 한시는 유명을 달리한 양친, 형제에 한 사모는

물론 옛 학자와 충신열사에 한 존경 등을 읊은 사학도다운 우세애족(憂

世愛族)의 시와 유교적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시가 다수 게재되어 있다.

1997년 12월 증보판(207수)을 냈다.

�「의송(毅松) 한시집 권二」(도서출판 신성, 2002)

박태상(朴泰相, 전 조선 교수)이 권一을 낸지 6년만에 출간한 한시집

(부록 : 국역본)으로 205수가 담겨있다.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느낀 심정을

시로 읊고 있다. 

�「의송(毅松)한시집 권三」(도서출판 신성, 2004)

박태상(朴泰相, 전 조선 교수)이 권二를 낸지 2년만에 출간한 한시집

으로 국역본이 포함되어 있다. 223수의 한시가 담겨있으며 살아가면서 느

낀 감회를 일기 신 시로 읊고 있다.

�「먹장구름 심술보」(바른사, 1995)

고정선 시인의 어린이 동시집. 꾸밈없는 아이들의 감정을 80편의 시로

읊어낸 책이다. 

�「나는, 고향에 가서 달을 보았다」(도서출판 천우, 1996) 민후립(본명

민점기, 광양시청 공무원)시인이 1994년「문학세계」, 시부문 신인상에 당

선된 뒤 처음으로 출간한 시집이다.

�「나, 너에게 가는 다리가 되리라」(문왕출판사, 1997)시인 이보연(강릉

법원 집행관 사무소장)이 1996년부터 월간「순수문학」11월호에 당선되

어 시인으로 등단한 이후 첫 작품집이다. 1969년부터 1996년까지 자연과

인생에 하여 생각하고 느낀 시상을 103편의 시로 엮어 냈다.

�「내가 먼저 볼꺼야」(아동문예, 1999)시인 박행신(광양제철남초등학

교 교사)이 쓴 동시집이다. 62편의 시를 담고있다.

�「비는 산을 울리고」(청한, 1997)시인 고정선(제철남초등학교 교사)

이 출간한 시집이다. 모두 125편의 시가 수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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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추억아닌것은 아무것도 없다」(도서출판 한림, 2000) 시인 김

만(광양시청 공무원)이 1995년「문학춘추」신인상을 수상하여 문단에

등단한 뒤 출작한 시집으로 130여 편의 시가 담겨있다.

�「아름다운 공허」(새천년문학사, 2000) 시인 안삼현(安三鉉, 광양제철

초등학교 교사)이 1990년「신춘문예」에 당선된 이후 펴낸 작품집이다.

�「격포에 가면 누구나 섬이 된다」(문학마을사, 2001) 1999년「무등일

보」신춘문예와 2001년「문학마을」에 추천되어 등단한 시인 공로(본명 공

공로.광양제철소 근무)의 시집이다.

�「해변주점」(문학과경계사, 2001) 1992년「한국문학」에 당선되어 등

단한 시인 이상인(광양서초등학교 교사)의 시집이다.

�「섬진강에 달이 뜨면 백운산은 봄이 오고」(진아출판사, 2001) 안 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이 쓴 시집이다.

② 소설집

�「어두운 기억의 저편」(문학사상사, 1984) 동덕여자 학교(국사학)교

수이자 소설가인 이균 이 쓴「어두운 기억의 저편」의 단편소설을 비롯해

서 김원일의「불망기」, 박완서의「울음소리」서 은의「산행」, 오정희의

「순례자의 노래」, 윤후명의「호궁」, 이청준의「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

화」, 임철우의「아버지의 땅」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1984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중 상을 차지한 이 작품은 부분 분단소설들이 이념적 문제를 중

심으로 정공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시 샐러리맨의 부황한

일상사와 분단의 문제를 절묘하게 결합시켜 분단이라는 화두를 효과적으

로 환기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승달과 밤배」(도서출판 한국예술사, 1987) 아동문학가 정채봉이

쓴 장편 성장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어린 난나를 통해 순수하고 아름다

운 동심의 세계와 타락한 우리의 실제 삶을 립적으로 그리고 있다. 동시

에 자연에 한 경애로움을 일깨우며 어려움속에서도 세상이 부정적인 면

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을 함께 묘사해주고 있어 자라나는 어린

이에게 훌륭한 인생교본이 되는 책으로 손색이 없다.

�「둘만의 이야기」(인문당, 1988) 안 (安泳, 중앙 사범 부속여고

교사)이 쓴 소설집이다. 「현 문학」, 「월간문학」등에 실린 단편소설을 묶

어 낸 책이다.

�「안개산 바람들」(시와사회사, 1994) 소설가 박혜강이 쓴 장편소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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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하 2편으로 발간된 이책은 우르과이 라운드 등으로 쌀개방에 따른 농

촌의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전거 여행」( 교출판, 1994) 소설가 박혜강이 쓴 환경장편 동화책

이다. 제1회 산문화재단 문예창작지원금 수상작이다.

�「노자와 장자의 나라」(중앙일보사, 1995) 동덕여자 교수이자 소설

가인 이균 이 쓴 장편소설이다.

�「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민음사, 1997) 동덕여자 학교

교수이자 소설가인 이균 이 쓴 소설집이다.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뒤 유작인「나뭇잎들은 그리운 불빛을 만든다 」, 「빙곡(氷谷)」, 「자유

의 먼길」을 함께 묶어 낸 책이다.

�「떠도는 것들의 원」(문학사상사, 2001) 동덕여자 교수이자 소설

가인 이균 의 5주기 추모 유작으로 출간된 장편소설이다. 중국의 용정, 연

길, 백두산, 압록강 등 북중국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들을 소설화한 작품

이다.

�「운주」(이룸, 2001) 소설가 박혜강이 쓴 장편소설이다. 총 5권으로 되

어 있으며 화순(和順)의 운주사에 얽힌 고려 초기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늘새 이야기」(현 문학어린이, 2001) 아동문학가 정채봉이 쓴 동

화책이다. 이야기는 2001년 작고한 정채봉의 유작이다. 

�「꽃다발」(현 문학어린이, 2001)아동문학가 정채봉의 유작으로 만든

동화책이다. 2003년에 재판을 발간하 다. 

③ 수필집

�「그날 그빛으로」(평범서당, 1984)소설가 안 (安泳)이 쓴 수필집이다.

�「어두운시 밝은세상」( 원인쇄문화, 1997) 정철기(鄭哲基. 광양만

권 발전연구원장)가 유년시절에서부터 캐나다 토론토의 해외생활, 귀국후

의 국내정세 등 어두웠던 질곡의 역사속에서 보고 느낀 것을 기술한 책이다.

�「아름다운 귀향」(열린, 1998) 안 (安泳, 중앙 부속중 교사)이 쓴

수필집이다. 작가의 교직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등의 체험담이 들어있고

특히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간병하면서 고달픔과 슬픔등이 그 로

드러나 있다. 

�「종은 왜 소리를 내는가」( 이랑, 1999) 김귀진(무등일보 기자)이 일

선기자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점 등을 한권의 책으로 엮은 산문집이다.

�「독백」(1999) 조 현이 제철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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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모아 엮어낸 일종의 수상록이다.

�「광양이야기」(빛무리, 2000) 소설가 주동후(朱東厚)가 고향인 광양

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을 모은 수필집이다. 1995년 11월부터 1998년 2월

까지 광양시민신문에 썼던「나의 고향이야기」를 중심으로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을 모아 만든 책으로 고향에 한 향수를 담고 있다.

�「오지게 사는 촌놈」(전라도 닷컴, 2003) 농군으로 부르는 서재환이

농촌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엮어 만든 책인데 광양지역 사투리로 문장

을 써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의켜 사투리 모음집이 된 느낌이다.

④ 기타

�「인재의 육성과 활용」(삼화출판사, 1990) 이도선(�道先, 국회의원)

이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이치(吉川榮一)가 쓴「인재의 육성과 활용」이라

는 책을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번역, 출간한 책이다. 조직의

간소화, 관리능력의 재평가, 인재활용의 유동화, 능력 및 적성에 바탕을 둔

능력주의화와 책임의 명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태인도와 금호도」(향토문화진흥원, 1994) 김정호(전남도농업박물

관장)가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천지개벽이 된 태인도와 금호도에 얽힌 이야

기를 담고있다.

�「야망과 선견의 사장학」(삼화인쇄주식회사, 1998)일본 경 합리화협

회의 무라타 마나브(牟田學)이사장의 요청으로 1993년 사또 세이이치(佐

藤 誠一, 스타 정 주식회사 회장)가 쓴 책이다. 이 책을 IMF를 겪고있는

국내 중견기업 경 인들에게 기업경 의 교본으로 보탬이 되고자 이도선

(�道先, 교보생명보험 회장)이 번역하여 출간한 책인데 부족하여 당시 4

판까지 발간되었다.

�「매실박사 홍쌍리의 매실미용건강이야기」(서울문화사, 1995)홍쌍리

가 매실원을 일구기까지의 인생역정과 매실이 효능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

고 있다.

�「매실아지매, 어디서 그리 힘이 나능교」(디자인하우스, 2003) 식품명

인인 홍쌍리(청매실농원 표)가 매실의 효능과 자연건강법 등을 책으로

엮은 건강서이다. 

�「광양사람 고춧가루 서말먹고 뻘속 30리를 기어간다」(광양애드컴,

2003) 정 (광양시청 공무원)이 광양에 전해오는 설화를 수집하여 흥미

있고 보기 쉽게 엮은 설화집이다. 131편의 설화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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