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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현 체육의발자취

1. 한민국체육의발전과정

체육활동은 인류의 생활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원시

시 의 원초적인 신체 활동이 생활의 필요와 접목되면서 점차 일정한 문화

적 형태를 갖추면서 체육활동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 체육활동 역시 생활과 접한 연관을 맺으며 출발하 다. 궁사

(弓射∙활쏘기), 투기(鬪技), 씨름, 승마, 차전(車戰)놀이, 석전

등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격구(擊

毬∙장치기), 축국(蹴鞠∙공차기), 설마(雪馬∙스키), 추천(

韆∙그네뛰기) 척사(擲柶∙윷놀이), 연날리기 등 개인기 위주

의 생활체육으로 다채롭게 전승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체육활동은 서양의 문물이 려들어오기 시

작한 1895년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소

개된 새로운 교육사조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원산학사(元山

學舍∙1883년에 설립), 배재학당(培材學堂∙1885년에 설립),

언더우드학당 및 육 공원(育英公院∙1886년에 설립)등 이미

근 적 기반을 잡은 사학들의 각종 학교체육 활동에 향을 받은 개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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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化期)에 정부가 신교육을 도입하여 학교의 관제(官制)와 규약 등을 제

정, 실시하면서 체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는 1896년 5월 서울 동소문(東小門) 밖 삼선평

(三仙坪∙현 삼선교 부근)에서 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의 지도아

래 개최된 외국어 학교의 화류회(花柳會) 다. 화류회 이후 이 같은 운동회

가 여러 학교에 널리 퍼져 1898년 관립 외국어 학교 운동회, 1909년 학부

(현 교육부)주최 성내 관∙사립학교 연합운동회로 이어지는 등 육상경기

를 중심으로 날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양인 선교사와 외국인 교사들에 의하여 학교 운동회가 개최되

고 일부 개화된 지도층에 구기가 전수되다가 1909년 일본 동경 유학생 야

구단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차로 고국을 다녀간 이후 야구를 비롯하여

일부 구기가 틀을 갖추고 중화되기 시작하 다. 또한 운동회를 통하여 여

러 종목의 운동 경기가 개최되면서 우리나라의 학교나 사회인들은 청소년

의 체육회 또는 체육구락부 등을 결성하기 시작하 다. 특히 1903년 한국

황실의 하사금과 내∙외국인의 의연금으로 창립된 황성 기독교청년회는

체육부를 두어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지도 권장하 으며, 한 제국이 사

라진 뒤‘황성’을‘중앙’으로 고치면서 1940년 초까지 여러 경기 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근 스포츠 초창기에 굵은 발자취를 남겼다.

초창기의 근 스포츠는 특히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민족 운동과

결부되면서 한 걸음 앞서 나가게 된다. 이 굴욕적인 조약이 성립된 후 국력

이 크게 쇠퇴하게 되자 애국지사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원이 교육에

있음을 역설하며 강건한 신체야말로 교육의 초석임을 강조하 다. 이에 따

라 새로 설립된 모든 학교에서 체육은 빼놓을 수 없는 교과목이 되었고,

1906년 8월 이후에는 선택이나 임의 과목이었던 체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

정하는 학교령을 공포하 으며 외국어 학교는 전학년 모두 주당 3시간 체

조 과목을 배당하 다.

1907년 4월 30일 관∙공∙사립학교 춘계연합 운동회는 통일된 운동가

를 사용하여 체육 회의 일체감을 높인 회로 기록되었으며 1914년 이후

의 학교 체육은 체조과목 교재를 체조, 교련, 유희로 나누어 학교체육의 전

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하 다. 체조는 종래의 병식체조 보다 기계체조를 훨

씬 많이 포함하 고, 교련은 사격을 포함한 행진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유

희는 도보경기, 기 빼앗기 경기, 데드볼, 농구, 축구, 센터 볼, 줄다리기,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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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팅을 포함하 다. 이 외에도 학교체육에서 격

검, 유술 등이 등장하 다. 체육단체들의 조직도

활발하여 황성기독교청년회 창립을 전후하여 많은

체육단체들이 등장하 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 적 체육 단체인 한체육

구락부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병식체조의 개척자이

며 근 스포츠의 시조로 꼽히는 노백린이 주체가

된 한국민체육회, 우리나라에서 연식정구를 처

음 시작한 회동구락부, 최초의 기계체조단체로서 군인체육단체의 효시인

무도기계체육부, 우리 민족 고유의 활쏘기를 존속시키는데 기여한 사궁회,

우리체육을 병식체조에서 학교체육으로 반 시키는데 기여한 체조연구회,

최초의 학교 체육부인 중동학교의 청강체육부, 외국인들의 체육단체인 경

서체육구락부 등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또한 동경 유학생들에 의하여 조직

된 한흥학회가 고국 방문 경기를 갖는 등 체육활동의 중화를 위한 노

력이 이루어졌다.

국권을 빼앗긴 1910년 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의 저항 활동이 거세게

일어나 이를 탄압하는 조선 총독부의 무단통치로 문화이건 체육이건 발붙

일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1919년 3∙1 운동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하여 조선민족을 회유하는 정책적인 술수

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민간 신문들이 발간되

고 이들 신문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족의 강건(康健)을 제창한데 힘입어

1920년 7월 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어 우리나라의 체

육활동도 비로소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조선 체육회

는 그 해 11월 야구를 시작으로 축구, 정구, 육상, 빙상, 역기, 농구, 씨름, 권

투, 수상경기, 풀 마라톤 등 전조선 규모의 경기 회를 개최하 으며, 일부

종목은 한 두어해 건너뛰기도 하 으나 부분 이들 회는 1933년~

1936년까지 회가 지속되었다. 1925년 경성(京城)운동장이 완공되어 그

해 10월 16~17일 2일 동안 일본인이 조직한 조선체육협회 주최 제1회 조

선신궁경기 회(朝鮮神宮競技大會)가 열렸다. 일본인 체육단체에 의한 것

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경기 회로 꼽히는 조선신궁경기 회는

1943년 제19회 회까지 이어졌으며, 제2회 회부터는 조선인 선수들도

참가하여 일본인들과 경쟁을 벌여 한겨레의 긍지를 높 다. 1929년 조선

사진8-158 : 활쏘기(1890년
모습)

1920년 7월 한체육회의 전
신인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어
우리나라의 체육활동도 비로
소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 활
기를 띠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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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전조선 경기 회

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하 다. 개최 날자는 봄부터 가을

까지 흩어져 있었으나, 그 동안 종목별로 나누어 개최되었

던 전조선 야구 회(10회), 전조선 정구 회(9회), 전조

선 육상경기 회(6회) 등을 한데 묶어 전국체육 회의 원

형을 이룬 첫 회로서 뜻이 깊다. 그러나 전조선 경기

회는 그해 한번으로 그치고 1934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

인 종합 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1948년 전국체육 회로 개칭하기까지

거의 일관되게 이 명칭이 쓰여졌다.

조선체육회 창립이후 활기를 띠던 근 체육은 1937년 일본이 중국

륙을 침략하면서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면서 유일

하게 남아 있던 조선 체육회도 1938년 7월 해산되어 조선어체육협회에 강

제로 합병되었으며, 1942년 2월 전시(戰時) 체제를 위한 어용기관인 조선

체육진흥회가 발족됨에 따라 조선체육협회와 그 산하 단체들이 이에 흡수

되었다.

1945년 8∙15광복이 되면서 민족 해방의 기쁨과 의욕 속에 7년 전에 끊

긴 조선체육회의 맥이 다시 이어지고, 육상, 축구, 농구, 탁구, 정구, 권투,

유도, 배구 등 여러 경기단체들이 재건되거나 창립되면서 서울에 진주(進

駐)한 연합군(미군)과 교환농구경기를 갖는 등 점차 활동이 활발하여졌다.

특히 이해 10월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

회는 8년 전에 중단된 전조선종합경기 회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

가 크다. 더욱이 38선이 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남북이 한자리에 모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1948년 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제14

회 런던 올림픽 회에 참가하 으며, 정부 수립에 따라 모든 경기단체들이

명칭을‘조선’ 신‘ 한’으로 바꾸었고, 조선종합경기 회도 전국체육

회로 고치고 이제까지의 자유 참가제도를 항제로 바꾸었다.

1960년 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

으며 1970년 에는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통해 정부는 국민체력 향상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높이는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에 집중적

으로 지원하 다. 국내적으로 전국체육 회, 전국소년체육 회 그리고 각

사진8-159 : 초창기 야구경기
(1910년 모습)

1948년 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면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
세우고 제14회 런던 올림픽
회에 참가하 으며, 정부 수립
에 따라 모든 경기단체들이 명
칭을‘조선’ 신‘ 한’으로
바꾸었고, 조선종합경기 회도
전국체육 회로 고치고 이제
까지의 자유 참가제도를 항
제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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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경기 회가 꾸준히 개

최되었고 국제경기 교류

가 활성화 되어갔다. 

1980년 는 ’86 아시

안게임, ’88 하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스포츠과학

연구소의 개설 등 체육의

과학화가 추진되고, 많은

국민들의 기 속에 프로

야구와 프로축구 등이 출

범하는 등 많은 양적 성장

이 이루어졌다. 또한 ’88 올림픽 이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 시 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

을 위한 체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2. 광양체육의발전과정

광양의 체육도 경기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민속놀이로부

터 시작되었다. 민속놀이를 통하여 전승되어오던 우리고장

의 체육은 신교육을 받은 서울의 유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귀향하여 실시한 1922년경의 축구와 정구를 시작으로 근

체육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축구는「광양체육」의 명사라고 할 만큼 꾸준히 성장,

발전해온 종목으로 수차례에 걸친 전국 회의 제패 기록과

함께 시민에게 긍지를 부여하는 구기로 부상했다. 1946년

8월에는 광명청년축구단을 모체로한 광양체육회가 발족하 다. 김재후를

축구단장으로 하여 김석주 등 4명을 고문으로 추 하여 보다 체계적인 체

육회를 발족시켰다. 첫 사업으로 광양군 체육 회를 호남축구 회와 함께

개최하며 왕성한 활동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축구, 궁도, 씨름, 척사놀

이 등 4개 종목이 열전을 벌인 이 체육 회는 광양군민은 물론 이웃 순천,

승주, 하동군민 까지 함께 한 행사로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성 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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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와 함께 1922년경 서울 유학생 안기후, 김석주 등에 의해 전파된 것

으로 알려진 정구는 1925년에 광양청년회에 의해 전국연식정구 회가 개

최되었다. 불과 3년만의 일이었다. 당시 단한 인기를 끌었던 정구경기는

2명이 1조가 된 3개조가 1팀으로 싸우는 토너먼트 형식이었다. 전국연식

정구 회는 광주, 순천, 여수, 하동 등지에서까지 참가하여 호황을 이루었

다. 축구와 더불어 정구는 당시 최고의 인기 종목으로서 하동, 순천 등과 수

시로 친선경기를 펼쳤는데 광양 동 초등학교 앞 빈터와 청년회관 앞뜰은

당시 경기 개최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일제 식민치하 기간 동안 침체되었던 체육활동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각종 체육회와 종목별 경기 단체가 개최하는 많은 체육 회가 재개되거나

신설되면서 광양에서도 학교 및 일반 팀들의 창단이 잇달았다. 

재경광양유학생회에서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하여 체육 회를

개최하 다. 재경 향우회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8∙15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름 방학을 맞아 운동회를 개최하 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사회∙경

제적인 요인에 의해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 체

육 회는 축구, 배구, 씨름, 마라톤 등을 주요 종목으로 채택하여 읍∙면

항으로 자웅을 겨루었다.

그러나 1960년 와 1970년 의 도시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되

어 중소도시 지역이 상 적인 소외를 겪어야만 했던 시 적인 분위기에 의

해 광양지역의 체육도 침체 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1972년 7월 15일 김흥

군수가 부임하면서 체육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1973년 광주

에서 새마을 축구 회 전남 표 선발 회에서 광양군이 우승을 한 것이 계

기가 되었으며, 도 표로 전국 회에 출전하여 3등의 광을 안았다. 이듬

해인 1973년 4월 이경일씨의 노력으로 광양군체육회는 다시 조직되어 이

경일 상임부회장, 김재훤 사무국장 체제로 출범한 것이 현재의 광양체육회

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1981년 1월에 박노회(朴�檜) 상임부회장과 이

용현 사무국장으로 이어져 11년동안 체육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당시는

각종 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비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여서 후임자

로 선뜻 나선 자가 없어 도민체전 참가경비는 체육회임원들이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했으며, 군수의 격려금이 전부 다. 당시 광양의 표적인 산업이

도정공장, 음식점 등이었으나 1980년 이후 중소도시 지역에 한 정부

의 지원확 에 힘입어 각종 사회 체육 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이 이루어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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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우수선수가 발굴 육성되어 광양시의 체육은 한층 성숙되어 오늘날

체육발전의 토 가 되었다.

1989년 1월 동광양시가 개청되면서 동광양시체육회가 발족된다. 광양군

체육회의 씨름협회장을 맡고 있던 서정복이 상임부회장에, 서울체고에서

태권도를 전공했던 김 훈 사무국장이 취임하 으며, 시군이 통합된 1994

년 12월까지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한편 광양군체육회는 1992년 1월 그동안 군체육회에서 이사, 핸드볼협

회장, 축구협회장으로 봉사하 던 이평재가 상임부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사무국장을 김봉순이 맡았으며 전무이사 및 담당이사 제도를 확립하 으

며, 각종 체육 회 경비절감으로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등 시군통합전까지

체육회 활성화에 이바지 하 다.

우리고장 광양시는 수출중심의 경제 개발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의 이점으로 광양제철소,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등이 건설되어 고도성

장을 이루었으며, 1995년 통합 광양시가 출범함으로써 그 위상이 한층 강

화되었다. 더불어 광양시체육회도 진일보 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

게 된다. 지역의 많은 기업체의 재정적인 후원하에 광양시체육회, 생활체육

광양시협의회, 학교체육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시민

체육 향상에 큰 진전이 있어 광양시 원년에 제34회 전라남도민체전에서 종

합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체육회 상임부회장에는 김종 , 사

무국장에는 김 훈이 맡게 된다.

1996년부터 동광양시체육회 이사를 역임했던 정경환 사무국장이 취임

하 으며, 이듬해 1997년 광양군체육회 이사, 감사, 부회장을 역임했던 안

효윤 상임부회장이 취임하면서 체육회의 위상제고와 지역체육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선진체육을 도입하게 된다. 지역경제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

국 최초로 전지훈련팀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

으며 최고 120여팀 3,000여명의 선수들이 겨울동안 광양에서 훈련을 하

게 되었다. 또한 8∙15 체육 회 부활을 시도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성사되지 않았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 즉 지역축구발전을 위해

많은 체육인,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1988년 전

국규모의 고교축구 회인‘백운기 전국 우수고교 축구 회’를 창설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 으며, 축구의 저변확 를 위해 노력을 하 다. 이러한

노력을 발판으로 광양의 축구는 전남프로축구, 한려 학교, 광양제철고등

제8편 문 화



151

학교, 광양여자고등학교(여), 광양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 광양중학교

(여), 광양서초등학교, 광양남초등학교,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광양중앙초

등학교(여) 등으로 연계 육성되면서 많은 축구팀을 보유하게 되었고 축구

의 도시를 완성하 으며, 광양의 표적인 종목으로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1999년에 ∙호남의 화합이라는 슬로건 아래‘황 조 올림픽

제패기념’제11회 전국실업단 항 하프마라톤 회를 4년동안 유치하 으

며, 하동에서 광양시청까지 이르는 하프마라톤코스는 수려한 섬진강의 풍

경과 명산 백운산의 전경, 광양만 등 천혜의 아름다운 이 지역의 관광자원

을 전국 각지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의 신장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같이 우리시와 시민의 드높은 호응 속에

서 광양의 육상은 광양시청 직장운동부인 육상부, 광양실업고등학교, 광양

중학교, 옥룡중학교, 동광양중학교, 광양남초등학교, 광양북초등학교, 옥룡

초등학교, 광 초등학교 등으로 이어져 도민체전에서 부동의 1위의 자리

를 굳건하게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1999년 여수에

서 개최하 던 제38회 도민체전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종합준우승을 차

지하 다. 그 외에도 전국장사씨름 회, 한국실업탁구연맹전, 전국궁도

회 등 전국 회를 다수 유치하여 체육인의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드디어 우

리시 체육사상 처음으로 2003년도 제42회 전라남도민체육 회를 광양고

을에서 유치하게 된 것이다. 

2002년 9월 임원개편을 통해 정경환 상임부회장과 우형주 사무국장이

취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

여 도민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한편,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을

비롯한 사회체육 및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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