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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목별체육활동

1. 육상

육상경기는 어로 athletics가 기원이지만, 현재는 track and field가 일

반적으로 쓰인다. 육상은 인류의 발생과 동시에 출현하 다고 할 수 있다.

달리기(走)∙뛰기(跳)∙던지기(投)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방어법 ∙공격

법이었을 것이며 이것이 점차 스포츠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한국 육상경기의 초창기는 운동회 시 라고 보아야 적당할 것이다. 그 시

초는 1896년 5월 2일 동소문 밖 삼선평(三仙坪)에서 외국어학교의 분교인

어학교에서 열렸던 화류회(花柳會)라는 운동회 다. 이 운동회는 한국

학교운동회의 효시이기도 하다. 

그 뒤 여러 운동회가 열렸으며, 1906년 6월 10일에는 40여 명이 동문 밖

도사(永道寺)에 모여 한국 최초의 조직적 체육기관인 한체육구락부의

운동회가 개최되었다. 1907년 10월 15일에는 체육의 일반화와 함께 학교

체육이 병식(兵式) 체조의 일부에 국한되었던 테두리를 벗어나, 질적인 향

상을 위해 노백린(�伯麟) 등이 한국민체육회를 발족시켰다.

광양의 육상도 학교의 운동회에서 우수선수들이 발굴되었으며, 그 표

적인 선수는 서다임, 송문옥, 성정남 등이다. 서다임은 옥룡출신으로 옥룡

초, 옥룡중, 광주중앙여고, 전남 , 광양시청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하 으

며, 제61회 전국체육 회 400m 회신기록, 제67회 전국체육 회 800m,

1500m 회신기록을 세우는 등 활약하 다. 송문옥은 봉강면 석사리 출신

으로 광양서교 선수시절 1982년도 제 1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육상 600m

에서「1분 40초 6」으로 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하 으며, ’88올림픽 꿈

나무 육성선수로 선발되었다. 성정남은 옥곡면 출신으로 옥곡중 1학년부

터 육상을 시작하여 광양선수로는 처음 국가 표를 역임한 선수로 고등학

교 시절 국가 표 상비군으로 발탁되었다. 

1994년 옥곡중학교에서 광양실고로 자리를 옮긴 체육교사 윤여춘은 옥

곡중 출신 임진수, 서옥연 등으로 1994년 광양실고 육상부를 창단하게 된

다. 이때부터 광양의 육상은 주로 장거리 선수들을 육성하게 되었으며, 한

국체육 학을 졸업한 김재필 코치의 합류로 점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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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을 하게 되면서 광양 육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 이후 임진수, 서옥

연은 국가 표선수로 선발되고 각종 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광양실고 초 감독을 역임한 윤여춘은 육상에 한 해박한 지식과 달변으

로 1999년 전국실업단 항 하프마라톤 중계를 시작으로 MBC 마라톤 해

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광양의 육상은 광양시청, 광양실고, 광양중, 옥룡중, 동광양중, 옥룡

초, 광 초, 광양북초, 광양남초 등에서 연계 육성하고 있다.

광양시청 육상부는 1991년 문봉기 감독과 김재필, 주 자, 박종삼, 안재

오 선수 등으로 팀을 창단하여 현재는 2000년 감독에 취임한 김재필 감독

과 강성기, 김주미, 강미진, 장복심, 정문규, 조수화, 천효연, 서옥연 등 8명

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전국체육 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광양출신 선수들의 이력과 주요 입상 경력은 아래와 같다.

제4장 체육

현재 광양의 육상은 광양시청,
광양실고, 광양중, 옥룡중, 동
광양중, 옥룡초, 광 초, 광양
북초, 광양남초 등에서 연계
육성하고 있다.

� 임진수 : 광양읍 칠성리 출신으로 옥곡중 - 광양실고 - 한양 - 코오롱(현재)

1993년 제22회 전국소년체육 회 2관왕(1,500m 3,000m) 국가 표상비군 선정

1995년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시.도 항전 고등부 10km단축마라톤 2위

1996년 전국체육 회 고등부 10km단축마라톤 3위

2001년 동아국제마라톤 3위(국내 1위) 국가 표선수 선정

2001년 캐나다 애드먼튼 세계육상선수권 국가 표로 출전(마라톤)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 회 국가 표로 출전(마라톤 4위)

2003년 제84회 전국체육 회 마라톤 우승

� 서옥연 : 옥곡면 죽리 출생으로 옥곡중 - 광양실고 - 수원 림 - 코오롱 - 광양시청(현재)

1997년 제78회 전국체육 회 2관왕(5,000m 1위 - 16 분35초 44 고등부 한국최고기록 수립. 10km단축마라톤 1위 - 34분40초)

1998년 전국 실업단 하프마라톤 회 1위 국가 표선수 선정

1998년 동아마라톤 3위

1998년 제79회 전국체육 회 여자 학부 5,000m 1위

� 임채 : 광양서초 - 광양중 - 여천고

1994년 전국소년체육 회 초등부 2관왕(100m, 200m)

1997년 전국소년체육 회 중등부 400m 2위, 200m 1위

� 박 민 : 광양시 태인동 출생으로 광양북초 - 광양실고 - 한국체 (현재)

2002년 전국체육 회 고등부 1,500m 2위, 10km단축마라톤 4위

� 정상훈 : 옥곡면 죽리 출생 옥곡중 - 광양실고 - 한양

1999년 제20회 문광부장관기 전국 시∙도 항전 고등부 3,000m장애물경기 2위

� 안세진 : 광양실고 - 한양 - 국군체육부 (현재)

1996년 제77회 전국체육 회 남고부 800m 2위

� 한창윤 : 광양실고 - 한양 - 한국전력공사(현재)

1998년 제79회 전국체육 회 남고부 10km단축마라톤 2위

� 허동진 : 광양실고

1998년 제27회 추계남여중고육상 회 3000m 장애물경기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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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광양시 육상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 � 1995년 12월) 협회장 : 배학순, 전무이사 : 윤여춘

�2 (1996년 1월 � 1997년 12월) 협회장 : 조해 , 전무이사 : 윤여춘

�3 (1999년 1월 � 1999년 12월) 협회장 : 장명완, 전무이사 : 윤여춘

(1999년), 김재필

�4 (2002년 9월 � 현 재 ) 협회장 : 김길문, 전무이사 : 김재필

2. 축구

축구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기원 전 200년경 중국이나 고 그리스,

로마 시 에 발로 볼을 다루는 게임의 일종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

늘날의 축구는 이 게임이 발전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어소세션 풋볼’

로서 국에서 시작하여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에 축구가 도입된 것은 1890년 이며, 1920년 에 조선 체육회 창

립으로 본격적인 축구 회가 마련되었다. 1928년에는 조선 축구 심판 협

회가 창설되었으며, 1933년에는 조선 축구 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47

년 한국 축구는 세계 축구 연맹 (FIFA)에 정식으로 가맹하여, 1948년 런

던 올림픽 회부터 국제 무 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피파 월

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 다.

광양에 축구가 어떻게 하여 들어왔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1920년경

서울에서「조선체육회」가 발족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당시 서울 유학생이

던 정순화, 이옥동, 안기후 등이 귀향했던 1922년 무렵에 도입한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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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65 : 2000 전국 실업단 항 하프마라톤 회(광양시∙하동군) 사진8-166 : 2001스포츠조선 전국하프마라톤 회(광양시)

1947년 한국 축구는 세계 축
구 연맹 (FIFA)에 정식으로 가
맹하여, 1948년 런던 올림픽
회부터 국제 무 에 진출하

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피
파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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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광양청년들의 축구는 유당공원의 잔디밭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경기장의

규격도 맞지 않았고 자세한 규칙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 골키퍼는

운동장 아무 곳에서나 볼을 잡을 수 있었고, 득점수에 따른 승부가 아니라

점수제에 의한 승부제가 실시되었다. 가령, 핸드볼을 하면 상 편의 점수가

2점이 올라가는 것이다. 유당공원은 옆의 연못 때문에 걸핏하면 볼이 물에

빠지곤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축구는 들어오자마자 광양청년들의 단

한 인기를 끌었다고 전한다. 1924년에는 독지가 홍재규의 후원으로 유당

공원에서「전국축구 회」를 개최하 는데, 진주∙하동∙광주∙여수∙순

천 등지에서까지 참석하여 열띤 접전 끝에 진주가 우승을 차지하며 성

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때 광양의 표선수는 정순화, 안기후, 이옥동, 김

석주, 허경 , 백현수, 김학묵, 김 수, 박수봉, 김창호, 정민석, 정봉식 등이

었다. 이를 계기로 광양의 축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 다.

1925년에는 축구장이 광양보통학교 운동장으로 옮겨졌고 규칙 등이 점

점 세련되어 갔다. 여수와 순천을 초청하여 친선경기를 자주 개최하 다.

이때는 3연승 팀이 우승기를 거머쥐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회

의 개최장소는 윤번제로 이루어졌다. 그 후 점점 발전한 광양 축구는 여수,

순천으로의 원정경기는 물론이며 광주에서 열린 전국적 규모의 회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1925년을 전후한 이때의 표선수는 백현수, 김학묵, 이

석암, 허경 , 김 수, 최도준, 김용배, 이옥철, 김재후, 이홍의, 이달주 등이

었다. 1927년에는 선수단에 유학생들이 거 참여하여 선수들의 교체까지

도 가능하 는데 당시의 선수들로는 강무경, 백현수(풀백으로 한번 골 킥

을 하면 볼이 상 편 문전에 떨어졌으므로 전국에 백장군으로 이름을 날렸

다), 이석암, 김재후, 이근수, 이길용, 김경석, 이달주, 허경 , 김용배, 박철

근, 이용완 등이 활약하 다. (이달주는 인터뷰를 통해 이외에 활약한 선수

로 이창옥, 우치현, 이석조 등을 거론하 다.) 이 선수들은 광주, 남원 함안,

진주, 보성, 순천, 여수 등까지 원정경기를 펼쳤으며 독지가 우수현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광양의 축구는 1928년을 고비로 사양길에 접어든다. 학교운동장

사용이 금지되었고 유당공원도 이용할 수 없었다. 더욱이 조직적인 팀 구성

이 되어 있는 다른 지방에 비하여 광양은 타지방에 출전하려면 다른 곳에

거주하는 선수를 데려와 겨우 3�4일 정도의 훈련 뒤 출전하 기 때문에

제4장 체육

그 후 점점 발전한 광양 축구
는 여수, 순천으로의 원정경기
는 물론이며 광주에서 열린 전
국적 규모의 회에도 참가하
게 되었다. 1925년을 전후한
이때의 표선수는 백현수, 김
학묵, 이석암, 허경 , 김 수,
최도준, 김용배, 이옥철, 김재
후, 이홍의, 이달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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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권에 들 수가 없었다. 김재후가 후배양성에 전력을 기울 지만 기술면

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 다.

광양에 축구열이 왕성했던 1925�1927년 사이에 축구단체들이 생겨나

기 시작하여 청년층에서는「백호단」과「맹호단」, 소년층에서는「용진단」과

「광명단」등이 맹활약하 다. 당시 광명단의 코치는 백현수, 용진단의 코치

는 김재후 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선수들은 장성하면서 기술이 향상

되었고 우수한 선수는 표팀에 발탁되었다. 광명단에서는 박형래, 이태규,

박천근, 조철규 등이, 용진단에서는 이창옥, 이은배, 김중렬, 박봉두 등이 그

들이다. 이렇듯 인기 절정을 구가하 던 축구의 열기는 1934년 광양독서

회 사건을 계기로 일시 냉각되기도 하 지만 그 명맥과 인기는 여전하 다.

1945년 해방 이후 광양의 축구열기는 다시 불붙기 시작하여 그해 10월

「광양청년축구단」이 결성되었다. 사무실과 합숙소는 광양군수 관사를 이

용하 으며, 단장은 김재후, 부단장 이달주, 총무 김경의, 재무 김동묵, 섭외

김동호, 이용학 등이었으며, 선수는 김동근, 황한용, 박창후, 김종호, 이용

기, 서규재, 강학수, 최원근, 백우금, 양복원, 우제동, 장성근, 김우석, 이용

식, 김원수 등이었다. 축구단이 결성된 한달 후인 11월에「광양남선축구

회」가 광양 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참가팀은 순천철도, 광주 조일,

남해 하동, 벌교, 구례, 삼천포 이었는데 우승자는 순천 철도팀이었다.

1946년 4월�6월 사이「광양청년축구단」은 순천, 벌교, 광주 회에 참

가하 다. 이어서 동년 8월에는 축구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기를 새로

이 할 목적으로「광양체육회」를 결성하 다. 임원은「광양청년축구단」과

같았는데 고문제를 새로이 신설하여 김석주, 정창욱, 남봉수, 김동린이 추

되었다. 「광양체육회」가 결성된 8월에「호남축구 회」와「광양군체육

회」가 열렸다. 광양군 체육 회에서는 축구와 궁도, 씨름, 척사 회의 4종

목이 열렸는데 축구에는 순천철도, 하동, 여수, 삼천포, 구례가 출전하 다.

이 해 10월 광양 축구팀은 광 법성포 축구 회에 참가하여 우승하 다.

1947년에 들어서도 축구의 열기는 계속되어 광양팀은 순천, 여수, 하동,

함평 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 으나 1948년 제14연 반란

사건으로 암울해진 사회분위기와 함께 광양축구의 열기도 식어 버렸다.

광양은 축구의 명문 고장답게 축구의 저변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많은

학교에 축구부가 창설되어 있다. 1946년에 개교한 광양중학교의 축구부는

1946년 체육교사겸 음악교사로 재직한 이용학에 의해 그 틀이 갖추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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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군데군데 기운 공 두개와 무명베를 염색한 주황색 상의, 광목으로

된 팬티 한 벌이 당시 축구부가 가진 모든 것이었지만, 창립초기부터 우수

한 성적을 거두었다. 1946�1949년 전국소년축구 회 전남예선에서 우승

3회 준우승 3회의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당시의 선수로는 김우수, 김형

식, 박 문, 김철순, 정점수, 손 배, 김광익, 박광윤, 황치문, 안이봉, 이삼

석, 강 준, 안만용, 김인호, 장봉기, 김태기, 원원생, 이용배, 김동기, 우동

현, 허만형, 김형태, 이광옥 등이었다. 그러나 광양중학 축구부의 활동은 전

쟁으로 인하여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1975년 9월 이용학이 이 학

교의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축구부는 재도약의 기회를 갖게 되어 1977년 4

월 14일 전남교육감기쟁탈 중등부 회에서 3위를 거두었다. 1979년 4월

19일 한국청소년 표선수를 지낸 김형곤이 체육교사로 부임하여 한층 강

화된 광양중 축구부는 1979년 11월 8일 제 6회 전남학도 체육 회 우승,

1980년 11월 2일 지역별축구 회 우승, 1980년 11월 5일 축구협회장기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공립중학교로서 축구부를 양성하는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

다. 이에 재경 광양인들의 친목단체인「정회」는 성금 200여 만원을 조성,

교내 이발관을 설립하 다. 이발관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광양중학교 축구

부 육성기금으로 사용되었다. 1981년 5월에는 창고를 개축하여「축구인의

집」이라 명명하고 샤워장까지 갖춰진 합숙소를 마련하 으며 1983년 7월

4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운동장의 배수작업을 마무리하여 학생과 선수들의

불편을 덜었다. 1981년부터의 전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1981. 12. 5 전남교육감기쟁탈 회 우승

�1982. 5. 29 전남축구협회장기쟁탈 회 우승

�1982. 6. 25 제3회 학도종합체육 회 우승

�1982. 9. 23 청룡기쟁탈 전국중고등학교 축구 회 전남 표 출전(이

전국 회의 처녀출전에는 광양 유지들과 광양출신 명사들로부터 600

여 만원의 희사금이 있었음)

�1982. 11. 21 전남교육감기쟁탈 회 우승

�1983. 5. 3 제12회전국소년체전에전남 표로출전하여준우승하 다.

상기 1981년 ~ 1983년간은 광양중학교 축구팀의 전성기로 당시 광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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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김경곤 교장의 축구팀 육성을 위한 남다른 정열과 열성이 뒷받침되었

고 또한 당시 전남도지사 던 김종호지사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

초등학교의 축구활동을 살펴보면, 해방과 더불어 광양서국민학교에 재직

중이던 이종언 등은 5학년을 주축으로 광양서초등학교 축구부를 결성하

다. 이 축구부의 활동사항은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당시 참가자

들의 회고에 의하면 순천, 여수, 광주 등지의 각종 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

두었다고 전한다. 이때의 광양서교 축구부는 박종신 교사의 열성적인 지도

아래 창설되었으며 축구 선수들은 강 준, 김동규, 김재원, 김진호, 김효성,

이경훈, 배주환, 이원옥, 장옥림, 이광옥, 이삼석 등이었다. 1960년 들어

서자 축구열기는 다시 각 국민학교로 번졌다. 광양남국민학교의 교사 김

재는 1969년 3월 축구부를 결성하여 1970년 5월에 실시되었던 전라남도

학도축구 회에서 우승을 거두었다. 또한 광양동국민학교의 교사 심도준

은 1969년 3월 축구부를 결성하여 1971년 전남학도 축구 회에서 우승하

다. 심도준은 1974년 사곡국민학교로 전보되어서도 역시 축구부를 조직

하여 이를 지도하 는데 최민호교사가 그의 뒤를 이어 1976년 7월 교육감

기쟁탈 축구 회에서 우승하 다. 이들 중에는 청소년 표로 발탁되었던

박국찬 등 많은 우수선수들을 배출하 다. 이외에도 광양유학생회에서 매

년 8월 15일 개최하는 체육 회가 축구에 한 광양시민의 열기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 광양새마을 축구팀이 전국 회에서 준우승을 하 던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이렇듯 발전을 계속하던 광양의 축구는 1986년 전라남도광양지구출장

소의 개설, 1989년 동광양시 승격 그리고 1995년 통합광양시의 출범 등으

로 변화되는 지역 발전과 함께 1993년 광양제철중 창단, 1996년 광양제철

고 창단 등 제철산하 축구단의 창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광양의 축구는 백운기 우수고교초청 축구 회를 창설하여 우리나라 축

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양은 기온이 따뜻하고 축구 환경이

조성되어 동계훈련의 적지임을 감안하여 전지훈련 유치에도 노력하여 축

구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1994년에 창단된 전남 드래곤즈 프로축구단은 창단 이듬해인 1995년부

터 드레곤즈기 조기 축구 회개최 및 드레곤즈기 자매학교 축구 회를 매

년 개최하여 조기축구 활성화와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 전남 드레곤즈는 선진축구를 도입하여 국내 최초 유소년 축구클럽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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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운 하고 있으며, 전남 드래곤즈기 학원

축구 회를 개최하는 등 광양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1월

12월에 광양시축구협회 전무이사 유병섭이

광주∙전남 최초로 FIFA가 인정한 국제심

판 주심 자격을 취득하 다. 공정하고 멋진

경기를 기 한다.

현재 광양의 축구 육성학교는 남자 축구

부 - 광양제철고, 광양중, 광양제철중, 광양

남초, 광양북초, 옥룡북초, 광 초, 광양제철남초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여

자 축구부 - 광양여고, 광 중, 중앙초등에서 육성하고 있다.

통합광양시 축구협회 역 협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 � 1996년 7월) 협회장 : 서찬규

�2 (1996년 8월 � 1998년 12월) 협회장 : 박양훈

�3 (1999년 1월 � 2000년 12월) 협회장 : 김동준

3. 테니스

현 테니스는 론 테니스(lawn tennis)라고 하여

국에서 발달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1908년 일본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908년 탁지부(지금의 재무부)

관리들이 친목 목적으로 구락부를 만든 것이 시초이

다. 그러나 당시의 것은 연식 정구이며, 론 테니스가

시작된 것은 1927년부터라는 기록이 있다. 

1927년 9월 제1회 경식 정구 선수권 회가 용산

철도국 코트에서 개최되었고, 같은 해 12월 미국 보스

턴에서 개최된 전미국 학 선수권 회에서 당시 미

국에 유학 중인 김태구 선수가 출전하여 우승한 일이 있다. 1945년 10월 1

일, 조선 테니스 협회가 창설되었고, 1946년 9월 25일 제1회 전국 테니스

선수권 회가 개최되었다. 1953년 9월, 한 체육회에 정식으로 가맹하면

서 한 테니스 협회가 발족되었다.

광양시테니스협회는 1981년 초 이경일 협회장이 선임되면서 발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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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부터 1년에 두 번씩(봄, 가을) 광양시 협회장기 테니스 회를 개

최하고 있으며, 아직 (2002년말 현재) 우수한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중진초등학교에서 테니스 교실을 운 하는 등 테니스 발전에 노력하

고 있다.

광양시 테니스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81년 1월 � 1984년 12월) 협회장 : 이경일(�坰鎰)

�2 (1985년 1월 � 1988년 12월) 협회장 : 주현중(朱賢仲)

�3 (1989년 1월 � 1990년 12월) 협회장 : 심도준(�道俊)

�4 (1991년 1월 � 1992년 12월) 협회장 : 서광석(徐光錫)

�5 (1993년 1월 � 1994년 12월) 협회장 : 김성곤(金聖坤)

�6 (1995년 1월 � 1996년 12월) 협회장 : 김진섭(金鎭燮)

�7 (1997년 1월 � 1998년 12월) 협회장 : 정병연(鄭炳�)

�8 (1999년 1월 � 2000년 12월) 협회장 : 홍성일(洪性一)

�9 (2001년 1월 � 2002년 8월) 협회장 : 김택곤(金澤坤)

�10 (2002년 9월 � 현 재 ) 협회장 : 김용덕(金容德)

4. 정구

우리나라에서 원래 경식정구는 19세기 후반기에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정확하게는 1878년 일본 문부성(文部省) 체육전습소 교관

으로 초빙된 미국인 G.A.릴랜드가 본국으로부터 테니스 용구를 직수입하

여 지도한데서부터 시작하 다. 그러나 경식용구, 특히 경구의 수입이 불편

하고, 품질문제와 고가(高價) 등을 이유로 당시의 도쿄(東京)고등사범학교

에서 값도 싸고 부드러운 고무공을 사용하기로 착안함으로써 일본의 독특

한 연식정구가 보급되기 시작하 다.

한국에 연식정구가 도입된 것은 1908년 4월 지금의 재정경제부에 해당

하는 탁지부(度支部)의 일반 관리들이 바둑∙장기∙궁사(弓射) 등의 설비

를 갖출 때 함께 시설을 마련하여 친목을 위해 회동구락부(會同俱�部)를

조직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후 그들은 봄∙가을 2회에 걸쳐 연례행사로

회를 개최하 으며, 1910년에는 농상공부의 직원들도 지금의 서울 필동에

성계구락부(星溪俱�部)를 만들었는데, 1925년 제2회 일본 명치신궁(明

治神宮) 회 참가를 계기로 발전하 다. 1933년에는 조선정구협회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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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됨으로써 정식으로 조직체가 구성되었고, 그 직후인 1934년부터 시작된

이세신궁(伊勢神宮) 회 남자 일반부 항전에서 6연패, 학과 고등전문

부 우승 및 중등학교 항전 3연패 등을 위시하여 각종 항 회를 통하여

압도적인 우세를 과시하 다. 1945년 조선정구협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

으며, 1955년에 경식과 연식정구협회가 분리되었고, 1956년의 아시아 경

기 회가 1975년부터는 4년마다 행해지는 세계 선수권 회로 확 되어

개최되고 있다. 또한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부터 정구 종목이 채택되어

그 활기가 더해가고 있다.

정구는 국내에서 경식정구(tennis), 연식정구(soft tennis)로 구분되어

왔으나 경식정구가 Tennis로 개명되자 1989년 연식정구를 정구로 개명하

으며 1992년 10월 신 경기가 개발 보급되어 단식경기가 부활되었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혼합복식이 추가 채택될 예정이어서 더욱

발전적인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오늘날의 정구는 꾸준히 보급 발전되어 애

호가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노년층과 장년층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는 생활체육 홍보 효과로 청년층과 부녀층에서도 정구 인구는

급격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광양에서의 정구 보급은 축구와 함께 1922년경 서울 유학생 안기후, 김

석주등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전하며, 1925년에는 광양청년회가 전국연식

정구 회를 주최하는 등 광양에서 정구의 인기는 단하 다. 당시 정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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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식정구 회는 광주, 순천, 여수, 하동 등지에서 출전해와 성황리에 진행

되었는데 당시 광양팀은 신학동, 우택현, 김석주, 조의구, 이강 , 최도준 등

이었다. 축구와 더불어 열기가 고조된 정구는 이웃 하동, 순천 등지와의 친

선경기가 수시로 개최되었고 소년층에 널

리 보급되어 광양동교 앞빈터와 청년회관

앞뜰에서 경기를 가졌다. 1936년에는 광

양군청광장에 정구장이 개설되어 이용하

는데 광복을 전후하여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1960년 부터 군청, 경찰서 등의 개축

으로 정구장들이 폐쇄되어 광양서교 배구

코트에 간이정구장을 설치하고 운 하다가 1974년 광양여중에 정구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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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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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설치하여 정구를 하 다. 1977년경 김채린, 강호균등의 발기로 광양

시정구협회를 설립하 으며, 초 회장은 김양일이 역임하 다. 1985년경

광양여중 건물 신축으로 정구장을 폐쇄하고 광양여고 교정에 정구장 2면

을 조성하 다. 1998년 광양여고 기숙사 건립으로 정구장이 폐쇄되어 광

양읍 서천시립공원 내에 정구코트 3면을 조성 운 하 으나 2002년 8월

태풍피해로 정구장이 유실되어 광양시와 절충하여 마산마을 부근으로 이

전을 계획중에 있다. 현재 동호인들은 우산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회

원은 54명(남 45명, 여 9명)이다. 

광양의 학교 정구는 옥곡중, 광양서초(여), 옥곡초등학교에서 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우수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광양시 정구협회 역 협회장

은 다음과 같다.

�1 (1977년 5월 � 1979년 5월) 협회장 : 김양일(金�馹)

�2 (1979년 5월 � 1981년 5월) 협회장 : 이경일(�坰鎰)

�3 (1981년 5월 � 1985년 5월) 협회장 : 안창조(安昌祚)

�4 (1985년 5월 � 1987년 5월) 협회장 : 최상을(催祥 )

�5 (1987년 5월 � 1989년 5월) 협회장 : 김경의(金璟毅)

�6 (1989년 5월 � 1991년 5월) 협회장 : 임판용(�判�) 

�7 (1991년 5월 � 1993년 5월) 협회장 : 이 채(�永采) 

�8 (1993년 5월 � 1995년 5월) 협회장 : 김형태(金炯泰)

�9 (1995년 5월 � 1997년 5월) 협회장 : 김채린(金彩麟)

�10 (1997년 5월 � 1999년 5월) 협회장 : 이종철(�鍾喆)

�11 (1999년 5월 � 2001년 5월) 협회장 : 김동헌(金東憲)

�12 (2001년 5월 � 2003년 5월) 협회장 : 박주일(朴柱日)

5. 배구

189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홀리요크의 YMCA 체육 주임 윌리엄 모건

(W.G. Morgan)이 테니스의 발리에서 힌트를 얻어 고안했다고 한다. 그 후

유럽으로 소개되고, 다시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었다. 1946년 프랑스 파리

를 주축으로 구소련,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등 14개국이 참가한 국제

배구 연맹이 창립되어 현재는 120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다. 1957년 국제올

림픽위원회(IOC)는 배구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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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도쿄 올림픽 회부터 실시되었다. 

한국에는 1916년 서울 중앙 YMCA 체육 고

문이었던 반하트에 의해서 소개되어 1917년

YMCA의 서양인과 한국 청년회원 사이의 경기

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1945년 11월 조선배구

협회가 발족되고, 1946년 3월 한배구협회가

창립되었다. 6인제 경기의 시작은 1959년부터

이며, 동년 한국 배구는 국제 배구 연맹(FIVB)

에 가맹하 다. 

광양 출신 배구 선수로는 다압면 출신으로 김남순 선수가 있다. 김남순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여자 국가 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여 제12회

아시안게임 우승, 1996년 바르셀로나올림픽 6위 등 국위 선양을 하 다.

현재는 KT&G 코치겸 트레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학교 배구는 광양중마초등학교 배구부가 2003년 6월에 창단하 다. 광

양시 배구는 1999년과 2000년 도민체전에서 우승하 다.

광양시 배구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광양군

�초 협회장 : 강순행(姜順幸)

�2 협회장 : 우 균(禹榮均)

�3 협회장 : 이상연(�相然)

�4 (1989년 1월 � 1994년 12월) 협회장 : 박노신(朴�信)

2. 동광양시

�초 (1989년 1월 � 1993년 3월) 협회장 : 김종호(金鍾鎬)

�2 (1993년 3월 � 1994년 12월) 협회장 : 박학모(朴學模)

3. 통합광양시

�초 (1995년 1월 � 2002년 10월) 협회장 : 박노신(朴�信)

�2 (2002년 11월 � 현 재) 협회장 : 김재무(金栽武)

6. 탁구

탁구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여러 설이 있어 확실하지 않지만,

1900년경까지 국에서 행하여 진 테이블 테니스가 유럽 각국으로 확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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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1926년 독일의 레만

이 국제 탁구 연맹을 조직했고, 1981년 국제 올

림픽 위원회(IOC) 총회의 승인으로 1988년 서

울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1945년 11월 조선 탁구협회가 창설되고,

1947년 한 탁구협회로 개칭하 다. 1950년

국제 탁구 연맹과 아시아 탁구 연맹에 가입하

다. 국제무 에 진출한 것은 1952년 제1회 아시

아 탁구 선수권 회이다. 

광양시 탁구협회의 도민체전 입상성적을 보면, 1995년(여수) 동메달,

2000년(해남) 동메달, 2001년(순천) 금메달, 2002년(목포) 은메달,

2003년(광양) 은메달을 획득하여 좋은 성적을 기록하 다. 이는 염정수

회장이 우수선수를 입하는 등 광양 탁구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이다.

2003년부터는 김 기 회장의 노력으로 협회장기탁구 회를 개최하기 시

작하 으며, 현재 광양시 탁구 동호회는 광 스타, 제철 에이스, 광양읍 탁

풍 등 3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광양시 탁구 육성학교로는 중동초등학교가 있으며, 전남도 표 선수인

박성호 코치가 지도하고 있다.

통합광양시 탁구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 � 1995년 12월) 협회장 : 정정택

�2 (1996년 1월 � 2002년 8월) 협회장 : 염정수

�3 (2002년 9월 � 현 재) 협회장 : 김 기

7. 씨름

씨름은 한국의 고유 경기로서 삼한시 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씨름이란

말은 몽골말의 썬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씨’는 남자를 존

한 명사이고, ‘름’은 겨룬다는 말로서 남자 남자의 늠름한 힘의 판가

름이란 말이라고 풀이하는 학자도 있다. 민속으로서 씨름은 1912년 이후

부터 자리잡게 되었으며 1927년 조선 씨름 협회가 창립되었다. 1947년

한씨름협회로 개칭되었고, 1986년 민속 씨름 위원회가 출범하 고, 1990

년 한 씨름 협회와 한국 민속 씨름 협회가 분리하여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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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성적을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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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의 씨름은 전통적으로 옛 골약면 장

사들이 유명했으며, 특히 와우(臥牛)마을

에서 장사가 많이 배출되었다. 골약출신

장사로는 이철세, 김병기, 이윤태, 이명기,

서 진, 이용희, 김광호 등이 있다. 골약중

학교 씨름부는 1984년 체육교사 신경수

(현, 전남도교육위원회 장학사)가 골약중

학교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자 창단하 으

며, 김병기, 강호기, 황수환 코치가 지도하 다. 골약중학교 선수출신은 김

기수(현, 여수공고 교사), 김정용, 황수환(현, 광양씨름협회 전무이사), 김

광호(현, 광양시씨름협회 전무이사), 유정재 등이 있다. 당시 광양 씨름협

회장을 맡았던 서정복 회장의 도움으로 1986년에는 씨름장을 만드는 등

꾸준한 발전을 보여 광양을 표하는 많은 씨름인들을 육성하 으며,

2001년에는 전국규모의 광양장사 씨름 회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

여 전국유명선수들이 이 고장에서 기량을 겨루었다.

1997년 10월에는 현재 광양씨름협회 이명기 회장과 이철주 전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중앙 초등학교 씨름부를 창단하게 되었으며,

2003년 전국 소년체육 회에서 윤준식(경장급) 금메달, 신성호(역사급)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2001년에는 동광양중학교 씨름부

가 창단되었다. 우수선수로는 정 민(소장급)선수가 2003년 남북교류씨름

회에 남한 표로 선발되는 광을 안았다. 전국 회 입상실적을 보면,

2002년 회장기전국장사씨름 회에서 김용호 선수(경장급)가 개인전 동메

달과 전국씨름선수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 다. 2003년에는 횡성 한우배

전국장사씨름 회에서 정 민(소장급) 금메달, 김형주(경장급) 은메달, 전

국소년체육 회에서 조세찬(용장급) 동메달, 전국씨름선수권 단체전 동메

달, 강기동(용사급) 동메달 등의 좋은 입상 성적을 올리고 있어 명실상부하

게 전남을 표하는 학교가 되었다.

광양출신으로 프로 씨름단에 입단하여 활동한 인물로는 서 진(보해양

주(주), 여수수협 근무)이 있으며, 실업팀에서 활동중인 인물로는 학시

절 4관왕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종민(광주시청)이 있다. 

광양씨름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광양군

사진8-172 : 광양장사씨름 회

1997년 10월에는 현재 광양씨
름협회 이명기 회장과 이철주
전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
의 노력으로 중앙 초등학교 씨
름부를 창단하게 되었으며,
2003년 전국 소년체육 회에
서 윤준식(경장급) 금메달, 신
성호(역사급)금메달을 획득하
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2001
년에는 동광양중학교 씨름부
가 창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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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협회장 주현중 / �2 협회장 서정복 /�3 협회장 김병기

�4 협회장 이성재

2. 동광양시

� 초 협회장 남기수 / �2 협회장 이강수 /�3 협회장 서병주

3. 통합광양시

�초 (1995년 � 1996년) 협회장 : 이성재

�2 (1997년 � 1999년) 협회장 : 서병주

�3 (2000년�현재) 협회장: 이명기

8. 궁도

궁도가 스포츠로 정착되게 된 계기는 조선궁술연

구회가 1922년에 창립하면서부터이다. 1926년 조

선궁도회로, 1946년 다시 조선궁도협회로, 1948년

한궁도협회로 개칭을 거듭하다가 1954년 한체

육회가 발족하자 가맹경기단체로 한체육회에 가

입하 다. 1962년에는 우리의 전통 민속궁 이외의

양궁을 도입하며 각급 학교에 보급시켰으며 1983년

양궁 분야를 한양궁협회로 분리시킨 후 전래의 궁

도만을 전담하고 있다. 

2002년 현재 한국에서 열리는 궁도 경기에는 이충무공 탄신기념 회, 

통령기 쟁탈 전국시∙도궁도 회, 전국남녀 궁도선수권 회, 전국남녀 중

고등학교 궁도 회, 전국 궁도종합선수권 회, 전국체육 회 등이 있다.

광양고을에서 활쏘기가 시작된 것은 각종 문헌(광양읍지, 1798년 편찬)

등에 의하면 1528년 박세후 현감이 관사(館舍)내인 동헌(東軒: 현 상설시

장 주차장)동쪽에 향사당(鄕射堂)을 건립, 삼짇날과 중오절(重五節)에 시

골한량들이 모여 활쏘기를 최초로 하 으며, 이곳에서 예약덕행(�藥德

行)을 세우는데 제일인 향사음례(鄕射飮禮)를 행하 다. 그 이후 남사정

(南射亭), 북사정(北射亭), 유당공원내의 유림정, 현 위치 순으로 사정을

옮긴 것으로 전하고 있다. 

1917년부터 1930년 사이의 사수는 도재현(都在鉉), 장응기(張應基), 김

겸(金大兼), 이문화(�文華, 1960년까지 계속), 김준여(金俊汝), 김학배

제8편 문 화

사진8-173 : 사두 이문화
공적비(1968년
유당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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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學培), 김한주(金漢柱), 박준수(朴準

洙)등이었고, 1930년부터 1950년 사이의

사수는 강종완(姜宗琓), 김우근(金宇根),

김상효(金相孝), 김재학(金在學), 김철주

(金喆周), 김용휴(金容烋), 김석주(金錫

柱), 홍재규(洪在圭), 박준성(朴準晟), 김

동린(金銅璘)등이었고, 1950년부터 1980

년사이의 사수는 백낙길(白�吉), 윤창은

(尹昌殷), 우제언(禹濟彦), 장춘근(張春根), 정경원(鄭京元), 정귀남(鄭貴

南), 박양휴(朴�烋), 오정환(吳正桓), 이강용(�康�), 김도선(金道善),

황한용(黃漢�), 이경일(�坰鎰), 박노회(朴�檜), 정석문(鄭石文), 최순

수(崔順洙)등이 있었고 이중에는 현재도 그 맥을 계속 잇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은 광양시 관내 6개 사정에 170여 명의 사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받은 김기(金起)가 있으며 한궁

도협회 전남도지부장인 박노회(朴�檜)등의 활동으로 광양고을 궁도가

외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동안 광양궁도협회 입상실적은 개인전에서는 강종완은 전국 궁도 회

에서 10여 회에 걸쳐 1위, 이문화 전국 회 1위( 구시), 백광순 전국남녀

궁도 회 1위(백운정, 구례 곡우제), 박병원 전국 회 1위(순천시), 박노회

전국 회 1위(제주도)등이 있으며, 단체전에서는 1965. 8. 16 전국남녀궁

도 회에서 광양유림정 단체전 1위(전북 임실군 군자정), 1974. 10. 16 전

국남녀궁도 회에서 유림정이 단체전 1위(경남 남해군 금해정), 1995. 5.

5 전국 회 유림정 단체전 2위, 1999. 11. 20 호남 단체전 1위(경남 함안

군 백이정), 2000. 4. 23 유림정 단체전 1위(구례군 봉덕정), 2000. 5. 5 문

화관광부 장관기 여수진남체전 유림정 전국1위, 2003. 5. 4 광주전남 회

유림정 단체전 1위, 2003. 5. 8 남원춘향제천 광양 망덕정 전국단체 1위 등

이 있다.

이렇듯 궁사들은 전국 명정의 궁도 회에 나가 활동하면서 광양고을 궁

도를 과시했고, 관내 궁도 회 개최실적으로는 광양읍 유당공원 내에서 15

회에 걸친 전국 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림정을 우산공원내로 옮긴

1997년 이후에는 매년 백운산 약수제를 기념하여 전국남녀궁도 회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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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74 : 유림정(우산공원)

지금은 광양시 관내 6개 사정
에 170여 명의 사수들이 활동
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 유형
문화재 제112호로 지정받은
김기(金起)가 있으며 한궁도
협회 전남도지부장인 박노회
(朴�檜)등의 활동으로 광양고
을 궁도가 외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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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되어 오고있으며 광양고을에는 2001년 옥곡면 묵백리에 옥실정이 개정

됨으로써 총 6개의 사정이 운 되고 있다.

광양시 궁도협회 구성조직은 회장 류기홍, 전무이사 이용호이며, 유림정

(광양읍 우산리, 사두 김준성), 망덕정(진월면 선소리, 사두 김효규), 백운

정(광 동, 사두 백용숙), 마로정(중마동, 사두 김수정), 비봉정(봉강면, 사

두 김기), 옥실정(옥곡면, 사두 류기홍)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양시 궁도 동호인은 6개의 궁도장에 남자 162명, 여자 8명의 총

170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다. 명궁이란 각궁 죽시로 5단이상을 보유한

자로 현재 광양 백운정 소속 백용웅 접장이 6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라남

도 표선수를 3회 역임하 다. 

광양시 궁도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 4 (1985년 � 1992년) 협회장 : 박병원(朴炳元)

�5 (1993년 � 1994년) 협회장 : 허한식(許瀚埴)

�6 (1995년 � 1996년) 협회장 : 정석문(鄭石文)

�7 � 8 (1997년 � 2000년 8월) 협회장 : 이순길(�順吉)

�9 (2001년 � 2002년) 협회장 : 김경조(金京祚)

�10 (2002년 9월 � 현재) 협회장 : 류기홍(柳基泓)

� 유림정(�林亭)의 유래

광양고을 최초 궁술 도장은 박세후(朴世煦) 현

감이 1528년 당시 관사(館舍)내인 광양읍 읍내리

267-1(현, 원광한의원 안집)부근에 건립된 향사

당(鄕射堂)이며 삼짇날과 중오절에 시골 한량들

이 이곳에서 활쏘기를 하며 향사음례(鄕射飮禮)

를 하 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1874년까지도 향

사당(鄕射堂)이 있었다.

그 이후 전하는 말에 의하면 1905년경 현 광양

읍 단위조합 창고자리인 광양읍 목성리 740-34번지에 남사정(南射亭)이

건립되었고, 1907년경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북사정(北射亭, 일명

호북정)이 세워졌다고 하며 1918년에 북사정(北射亭)자리에 수성당(壽星

堂)이 준공(수성당기 참고 : 현감 김동준 작)됨을 계기로 그 이전해 1917

년 봄에 남사정(南射亭)과 함께 유당공원 북쪽으로 사정(射亭)을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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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75 : 옛 유림정(유당공원)

현재 광양시 궁도 동호인은 6
개의 궁도장에 남자 162명, 여
자 8명의 총 170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다. 명궁이란 각궁
죽시로 5단이상을 보유한자로
현재 광양 백운정 소속 백용웅
접장이 6단을 보유하고 있으
며, 전라남도 표선수를 3회
역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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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정(�林亭)이라 하 다.

유림정(�林亭) 이름유래는 이곳 유림정의 연못 주변에 커다란 수양나무

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서 유래되었으며 왜정시 인 1917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유림정에서 활을 쏘는 것이 유당공원에 소재한 신사(神社)참배에

지장이 된다하여 수시로 사정(射亭)이 폐쇄되기도 하 다. 1943년 당시

이문화(�文華)사두가 부지를 기증하여 유림정을 유당공원 남쪽으로 옮기

었으며 그후 1996년 1월 12일 광양시의 지원으로 우산공원 내인 광양읍

구산리 134-1번지에 유림정 본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뒤이어 1997년 10

월 10일 관리사가 준공되었으며 1997년 12월 20일에 유림정을 유당공원

에서 우산공원으로 옮기었다.

� 유림정 역 사두명단

9.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고유 전통 무예로서 그 시초는 약 2000여 년 전 삼국시

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권법은 약 1500년 전 소림사에서 시작되었

고, 일본의 가라테(당수)는 약 500년 전 오키나와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

지며, 각각 나름 로의 역사와 특색을 지니고 있다. 태권도는 조선시 말

기에는 일시 자취를 감추기까지 하 으나, 8∙15광복과 더불어 새로운 모

습을 드러냈다. 한국에서는 고유 무술로서 성행될 뿐 아니라 현 적 스포츠

<표8-12> 유림정역 사두명단

역
이름

재임기간 비고
한 한문

1�6 도재현 都在鉉 1917�1929

7�8 이학수 �鶴洙 1929�1936

9�10 장 진 張泳鎭 1937�1942

11�18 이문화 �文華 1942�1965

19�23 강종완 姜宗琓 1965�1975

24�28 황한용 黃漢� 1975�1986

29 오정환 吳正桓 1987�1989

30 김재익 金在益 1990�1991

31 박병원 朴炳元 1992�1993

32 정석문 鄭石文 1994�1995

33�34 박노회 朴�檜 1996�1999

35 이순길 �順吉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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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돋움하여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어 국제 공인 스포츠로서 각광을 받고

있어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시범 종목에 이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는 남녀 4체급씩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1998년 방콕 아

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광양고을에서는 1950년경 유당공원 내에“나를 따르라”라는 군부 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그곳 장이 김재훤을 총애하여 군부 의 태권도를

전수하 으며, 김재훤은 이를 발전시켜 후배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 광

양 태권도의 시작이다.

1962년경 광양경찰서 상무관에 청도관(관장: 윤 의)이 개관되어 정병

채, 박예석, 김 환 등 30여 명이 수련하 으며, 한민국 태권도 협회가 구

성되면서 1965년에 유당공원 내에 오도관(관장: 강진산)이 설립되어 활동

하 다. 1972년에는 경찰서 상무관(관장: 정병채)과 오도관이 합병하여

한태권도협회에 태권도광양체육관으로 정식 등록하 으며, 이때 초

관장 및 사범은 김 환이었다. 1973년에 강진상(여수칠비경비 장)이 관

장, 김 환이 태권도협회 사무장, 김 필이 수석사범을 하 다. 특히 김

필은 1984년부터 현재까지 광양태권도협회 수석코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1983년에는「광양군민의상」을 태권도협회가 수상하 을 만큼(태권도

협회를 표하여 김 환씨가 체육상 수상) 광양태권도는 전국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학교체육에서는 광양중학교 태권도부를 1978년부터 1983년까지 김

환 관장이 지도하 으며, 1984년부터 현재까지 김 필 관장이 지도하고

있다. 1980년 전국 회에 입상하 던 우수선수는 서인규, 이귀식, 최낙

문, 한진권, 안효관, 백봉진 등이 있었다. 그리고 광양 출신의 태권도 국가

표 시범단 출신으로는 장길표, 성낙훈이 있으며, 장길표는 할렐루야 시범

단 코치도 역임하 다.

현재, 광양의 태권도는 서경식 회장을 비롯 김 필 상임부회장의 헌신적

인 노력으로 13개 체육관이 단합이 잘되고 상부상조하여 타 협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 태권도도 활발하여 광양고, 동광양중, 가야초등, 덕례

초등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다.

광양시태권도협회 역 협회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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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에“나를 따르라”라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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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3개 체육
관이 단합이 잘되고 상부상조하
여 타 협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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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973년 3월 � 1976년 12월) 협회장 : 이용우

�2∙3 (1977년 3월 � 1985년 12월) 협회장 : 박노회

�4 (1985년 3월 � 1988년 12월) 협회장 : 유기홍

�5 (1989년 3월 � 1992년 12월) 협회장 : 김종

�6 (1993년 1월 � 1993년 12월) 협회장 : 강진산

�7 (1994년 1월 � 1994년 12월) 협회장 : 이정문

�8 (1995년 1월 � 1996년 12월) 협회장 : 장귀성필

�9 (1997년 1월 � 2001년 12월) 협회장 : 김 환

�10 (2002년 1월 � 현 재) 협회장 : 서경식

10. 사격

총기로 표적을 쏘아서 득점을 겨루는 경기로서 산탄총을 사용하는 클레

이 사격 종목(국제식 스키트, 국제식 트랩, 런닝 디어)과 라이플 피스톨을

사용하는 라이플 사격 종목(공기권총, 공기소총, 센터파이어 권총, 자유권

총, 속사권총, 소구경총 3자세 사격, 소구경총 복사, 스탠다드 라이플)이 있

다. 국제 사격장은 300m, 50m, 25m, 10m 사격장과 러닝게임 타겟 사격

장, 트랩 및 스키트 사격장이 있다. 

트랩 사격은 수렵을 즐기기 위한 비둘기 사격이 그 시초이지만 현재와 같

이 된 것은 19세기 말이다. 국에서 스포츠로서 형태가 확립되고, 점차 세

계 각지로 퍼져 나갔다. 

스키트 사격은 미국에서 발전한 경기로서 세계로 보급된 것은 제2차 전

후이다. 한국에는 1950년 후반부터 본격적인 사격 경기가 시작되었으며

1956년 국제 사격 연맹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라이플 사격 경기가 시작된 것은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 적 스

포츠 경기로서는 1897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세계 사격 선수권 회가 그

시초이다. 제1회 아테네 회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참

가 국가도 육상경기 다음으로 많다. 현재 도 표 선수로 김 욱(제83회 전

국체전 은메달)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통합광양시 사격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 � 2002년 8월) 협회장 : 우평근

�2 (2002년 9월 � 현재 ) 협회장 : 최순동

제4장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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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1820년 인도에서 행하여 졌던 푸

나(poo-na)라고 하는 게임이 그 원형이다. 그것

이 1860년 에 국 군인들에 의해서 본국에 전

해져 배드민턴이 되어 근 스포츠로서 국권을

중심으로 세계로 보급되었다. 한국에서는 1957년

한배드민턴 협회가 조직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하 으며, 같은 해 제1회 전국 남녀 배드민턴

회가 개최되었다. 1962년 처음으로 일본과 친

선 경기를 가졌으며 같은 해 7월에 국제 배드민턴 연맹에 정식으로 가맹하

다. 1997년 6월 15일에 덕례초등학교 배드민턴부가 창단되었으며

2001년에는 주쥬리, 김소진 선수가 제30회 전국 소년체전에서 준우승하

는 등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현재 배구민턴 동호인들은 광양실내체육

관, 중마초등학교, 광 중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으며, 회원은 약

250여명이다. 

통합광양시 배드민턴협회 역 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 � 1995년 12월) 협회장 : 이봉근

�2 (1996년 1월 � 2002년 8월) 협회장 : 김서현

�3 (2002년 9월 � 현재 ) 협회장 : 이현재

12. 복싱

근 복싱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페어 너클(맨주먹으

로 서로 친다)은 1719년 국에서 고안되고, 이어서 1866

년 국의 퀸즈베리(Queensberry) 후작에 의해서 오늘날

규칙의 모체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1912년 유각 권투 구락

부(단성사 박승필)가 조직되고, 1916년 미국 선교사 길레

트(P. Gillette)가 복싱 용구를 들어오면서부터 활발해졌다.

1922년 YMCA가 연중행사로 실내 운동회 때 복싱 경기를

소개하고, 1924년 정식 복싱부를 창설 링을 설치했다. 

1934년 전조선 아마추어 연맹이 창설되었고, 1945년 한 아마추어 권

투 연맹으로 개칭, 1964년 한 아마추어 복싱 연맹 의원 총회에서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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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76 : 배드민턴 경기
(광양실내체육관)

사진8-177 : MBC 권투경기
(광양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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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싱이라 부르기도 하 다. 국제무 진출은 1948년 런던 올림픽

회때부터 이며,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에서

빛나는 전적과 더불어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 다. 

권투가 광양에 처음으로 선을 보인 시기는 1952년 무렵이다. 광양읍 인

서리 이경태가 일본 동경에서 권투를 배워 귀국하여 강성범, 강진구가 사범

과 함께 광양읍 인동회관에 복싱도장을 개설, 약 50�60명의 후배를 양성

하 다. 그 중 문창회, 이덕재, 김동후, 오일수. 김순동, 주철로, 이 재, 유동

원 등 8명은 순천, 여수, 구례, 경남 하동군 등 수회에 걸쳐 친선 회에 출전

한바 있으며 특히 문창회(文昌會)는 1959년 전시 육군 교육 총본부 주

관 체육 회에서 3위입상(플라이급)한바 있고, 1960년 광주전투병과 교

육사령부 주관 체육 회서 우승하 다. 그러던 중 태금면 출신의 황충재가

제57회, 제58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바람을 일으켰고. 연이

어 제3회 태국주니어 선수권 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1978년 제7회 아시

아경기 회에서도 결승전에서 KO승을 거둬 우승하면서 이 지역 권투의

웅으로 등극함은 물론 국위를 선양하 다. 그 후 1979년 프로로 데뷔, 동양

타이틀을 12차 방어한 기록을 남기고 은퇴하 으며, 현재는 KBS프로권투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한편 광양고을의 복싱을 활성화하고 저변확

를 위해 1996년에 광양실내체육관에서 MBC권투경기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광양출신 아마츄어 선수 출신은 진상 출신의 이태호(현, 전무이사)가 있

으며, 1983년 제64회 전국체전 미들급 금메달, 1988년 제69회 전국체전

에서 동메달의 입상 경력이 있다. 옥룡출신 김기철은 1991년 제72회 전국

체전에서 동메달의 입상 경력이 있다. 현재 도 표 육성선수로 김수 (제

83회 전국체전 동메달)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통합광양시 복싱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 � 1995년 12월) 협회장 : 윤재홍

�2 (1996년 1월 � 2002년 8월) 협회장 : 박태훈

�3 (2002년 9월 � 현재) 협회장 : 윤순호

13. 유도

1945년 10월에 한 유도회의 전신인 조선유도연맹이 창설되면서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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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다. 1945년 이후 전 세계에게 급속히 보급되었으며, 1964년

도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한국 선수도 국제 무 에 진출하

게 되었다. 그 후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회에서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그리고 동메달 1개을 획득함으로써 세계 유도 강국으로 이목을

끌었으며 서울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한국 유

도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경기는 어느 쪽인가가‘한판’, ‘절반(합해서 한판)’을 선취하면 승자가

되고, 경기 시간 내라도 경기는 끝난다. 승부가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경우

는‘우세승’이 판정된다. 경기 시간은 3분 이상 8분 정도가 보통이다. 

광양시 유도협회는 2001년부터 김종진 회장, 정경조 전무이사가 맡아 운

하고 있으며, 2001년 1월에 중마동에 광양유도관(관장: 최성룡)을 개관

하여 80여명의 유도 동호인들이 수련하고 있다. 광양유도관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의 회입상실적을 보면, 2003년 제15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

회에서 임효정(-53kg, 중마초) 1위, 이병욱(-53kg, 제철초) 2위, 장건우

(-51kg, 태금중) 3위, 김현민(-60kg, 백운고), 박 기(-66kg, 광양고),

정경수(-71kg, 백운고), 박준 (-78kg,백운고), 박종임(-81kg, 백운고)

을 차지하여, 임효정 선수는 도 표로 선발되었다. 2003년 도지사기쟁탈

체급별개인유도선수권 회에서 최은송(-43kg, 중진초), 이병욱(-50kg,

제철초), 고성호(-57kg, 중앙초), 박 기(-65kg, 광양고) 선수가 각각 1

위를 하 으며, 박한빈(-21kg, 중동초), 박수혁(-26kg, 중동초), 최광수

(-30kg, 중진초), 임효정(-50kg, 중마초) 선수가 2위에 입상하는 등 광양

시 유도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통합광양시 유도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 � 1995년 12월) 협회장 : 남기

�2 (1996년 1월 � 1997년 12월) 협회장 : 이형재

�3 (1998년 1월 � 1998년 12월) 협회장 : 정성기

�4 (1999년 1월 � 1999년 12월) 협회장 : (공석)

�5 (2000년 1월 � 현재 ) 협회장 : 김종진

14. 볼링

현재의 볼링에 가까운 놀이는 기원후 4세기경에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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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졌다고 전해오고 있다. 1626년 네덜란드인이 미국으로 가지고 가

서 한때는 도박 게임으로 유행하 으나, 1874년 미국 볼링 협회가 창설되

고 경기 규칙 등을 제정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광복이후 볼링이 등장하여 1969년 한볼링 협

회 창립과 동시에 코리아볼링장이 개장되면서 저변 확 가 이루어졌다.

1973년 사단법인 한볼링협회가 창설되고 1981년 한 체육회에 정식

경기 단체로 가맹하 다.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 경기

회에서는 볼링이 남녀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광양시청 볼링부는 1994년에 창단되어 정근수 감독이 초 감독을 역임

하 으며 2000년부터 이춘수 감독체제로 지도부가 바뀌었다. 그동안 각종

회에 상위 입상을 하 으며, 특히 2002년에는 거의 모든 전국 회(13개

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의 놀라운 성적을 보이며 2002년도 최우

수단체상, 최우수감독상, 최우수선수상(최석운), 감투상(김광욱)을 수여

받았다. 현재 선수는 김광욱, 진형주, 박종호, 최석운, 이승우, 김 훈 등 선

수가 활약하고 있으며, 이승우 선수는 국가 표 선수로 최석운 선수는 청소

년 표로 활약 중에 있다. 광양시청 볼링팀의 역 전적은 다음과 같다.

� 1994년

�마산문화방송 창단 25주년기념 전국남녀 실업볼링 회 5인조전 3위

(강 성, 반교식, 박성진, 최광학, 신창복)

�제9회 통령기 전국시도 항 볼링 회 2인조전 1위(최광학, 신창복)

�제13회 한볼링협회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 회 마스터즈 1위

(최광학)

�제14회 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 항 볼링 회 5인조전 1위(강 성,

박형기, 박성진, 최광학, 반교식, 신창복), 제75회 전국체육 회 3인조

전 2위, 마스터즈 2위, 제1회 KBS배 전국볼링 회에서 2인조/3인조전

2위(최광학, 신창복)

� 1995년

�제10회 통령기 전국시도 항 2인조 1위(최광학, 김봉식)

�제4회 KBS배 전국볼링 회 5인조 1위(조강화)

� 1998년

�제13회 통령기 전국시도 항 볼링 회 5인조 2위(조강화, 윤명규,

김 관, 전용준, 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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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한 체육회장기 전국단체 항 볼링 회 5인조 1위(조강화,

장민석, 김 관, 전용준, 정경철,윤명규), 제5회 KBS배 전국볼링 회

5인조 3위(장민석 김 관,정용준, 정경철)

� 1999년

�제14회 통령기 전국시도 항 볼링 회 2인조전 3위 (김 관, 장민

석), 마스터즈 2위(장민석)

�제1회 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 회 3인조전 3위(장민석, 김 관,

김광욱), 개인종합 2위(김 관)

�제25회 홍콩국제오픈 볼링 회 2인조전 2위(김 관), 제80회 전국체

육 회 3인조전 2위(장민석, 김 관, 김광욱), 제19회 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 항 볼링 회 3인조전 2위(장민석 김 관, 김광욱), 마스터

즈 3위(김광욱)

� 2000년

�제15회 통령기 전국시도 항 볼링 회 2인조전 2위(장민석, 박준

용), 제19회 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종별선수권 회 3인조전 2위

(장민석, 김창욱, 김 관)

�제20회 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 항 볼링 회 개인전 2위 (박일석) 

� 2001년

�제20회 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종별선수권 회 3인조전 2위 (장

민석, 김창욱, 김 관)

�제3회 한 볼링협회장배 전국 볼링 회 개인전 2위(김창욱), 3인조

전 2위(김창욱, 김 관, 김광욱)

�제21회 한 체육회장기 전국단체 항 볼링 회 개인전 1위 (김

관), 개인종합 2위(김 관)

�2001년 스톰배 코리아 국제 오픈볼링선수권 회 마스터즈 8위(김광

욱), 개인종합 1위(김 관)

� 2002년

�제17회 통령기 전국 시도 항 볼링 회 2인조전 2위(최석운, 이승

우), 2인조전 3위(진형주, 김광욱), 3인조전 3위(최석운, 진형주, 이승

우), 5인조전 3위(최석운, 김광욱, 박종우, 진형주, 이승우)

�제21회 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 종별 선수권 회 개인전 3위(최

석운), 2인조전 2위(진형주, 김광욱), 2인조전 3위(최석운, 이승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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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전 1위(최석운, 김광욱, 이승우), 5인조전 1위(최석운, 김광욱, 문

성한, 진형주, 이승우, 박종호), 개인종합 1위(김광욱), 개인종합 3위

(최석운), 마스터즈 1위(이승우), 마스터즈 3위(최석운) 

�프레-아시안게임 2002 스톰컵 코리아 국제오픈볼링 회(오픈부) 개

인전 2위(김광욱), 3인조전 2위(김광욱)

�제 4회 한 볼링 협회장배 전국 볼링 회 개인전 1위(김광욱), 2인조

전 1위(김광욱, 진형주), 3인조전 1위(김광욱, 최석운, 이승우), 5인조

전 2위(김광욱, 최석운, 문성한, 박종호, 이승우, 진형주), 개인종합 1위

(김광욱), 마스터즈 2위(김광욱)

�제22회 한체육회장기 전국 단체 항 볼링 회 개인전 1위(최석운),

개인종합1위(최석운)

�제83회 전국 체육 회 (제주도) 3인조전 1위(최석운, 김광욱, 이승

우), 5인조전 2위(최석운, 김광욱, 이승우, 박종우, 문성한, 진형주)

� 2003년

�제18회 통령기 전국시도 항 볼링 회 개인전 2위(김광욱), 3인조

전 3위(최석운, 김광욱, 이승우), 5인조전 3위(최석운, 김광욱, 박종우,

진형주, 이승우, 김 훈)

�제5회 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 회 2인조전 2위(김 훈, 박종호),

2인조전 3위(최석운, 김광욱) 3인조전 3위(최석운, 김광욱, 이승우),

개인종합 2위(김광욱)

통합광양시 볼링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 � 1995년 12월) 협회장 : 김창규

�2 (1996년 1월 � 1997년 11월) 협회장 : (공석)

�3 (1997년12월 � 2002년 8월) 협회장 : 이정문

�4 (2002년 9월 � 현재 ) 협회장 : 이광호

15. 수

수 은 인류의 출현과 그 역사를 함께 한다. 그러나 경기로서 세계무 에

처음 선을 보인 해는 1898년이다. 

한국에서는 1898년 7월 당시 무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수 을 가르쳤

다는 기록이 있다. 근 수 법인 크롤, 평 , 배 이 도입된 것은 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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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며, 1929년 조선 수 구락부가 발족되었다가 1930년 조선 수상 경기

협회, 1948년 한 수상 경기 연맹으로 개칭을 거듭하다 1966년에 한

수 연맹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광양의 수 육성학교는 중마초등학교, 동광양중학교이다. 특히 동

광양중학교 팀이 창단되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수선수로는 중

마초등학교를 거쳐 현재 동광양중학교에 재학중인 이지은 선수(자유형)가

있다. 제철 협력업체의 지원으로 조성모, 조성만, 한규철 선수 등이 국가

표로 활약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통합광양시 수 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6년 1월 � 1997년 12월) 협회장 : 서병주

�2 (1998년 1월 � 2002년 8월) 협회장 : 조정식

�3 (2002년 9월 � 현재 ) 협회장 : 박진실

16. 사이클

자전거를 최초로 고안한 사람은 프랑스 귀족 드 시브락 백작이다. 1690

년경 2개의 나무바퀴를 2개의 수직 지주로 받치고 이것을 횡목으로 짜 맞

추어 발로 땅을 차면서 달리는 간단한 2륜차를 만들었다. 그 후 1885년

국 제임스 스털리에 의해 오늘날과 비슷한 것이 만들어졌다. 세계 최초의

자전거 경기는 1868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우승은 국의 제임

스 무어 선수에게 돌아갔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제1회 세계 선수권

회가 개최되었고,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

택되었다.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을 빼고는 매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

되었다. 1900년 유럽의 7개국과 미국에 의해 국제 사이클리스트 연합

(UCI)이 설립되었고, 1968년 아마추어와 프로를 분리하여 국제 아마추어

자전거 경기 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 Amateur de Cyclste: FIAC)

과 국제 프로 자전거 경기 연맹(FICP)으로 분리되고, 아마추어 본부는 이

탈리아에, 프로페셔널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한국에서 자전거 경기

회가 처음 개최된 것은 1906년이며, 1913년 한일 자전거 항 경기가 용

산 일본군 훈련장에서 개최된 바 있다. 1945년 11월 한자전차경기 연맹

창립 발기인 회가 결성되고 1946년 10월 한 자전거 연맹과 한국 자전

거 경기 연맹이 통합되어 한 사이클 경기 연맹으로 발족된 후 1948년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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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올림픽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 다. 광양시 사이클협회는

2001년에 결성되었으며, 도민체전 준비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통합광양시 싸이클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2001년 1월 � 2002년 8월) 협회장 : (공석)

�2 (2002년 9월 � 현재) 협회장 : 김남수

17. 검도

보호구를 착용한 2명의 경기자가 죽도를 가지고 서로 상 의 머리, 손목,

허리 등의 득점 부위를 타격하거나 찔러서 승패를 겨루는 경기이다. 중요

목적은 냉정한 판단력과 기민한 동작으로 정신의 수양, 신체의 단련 및 기

술을 숙달시키는 데 있다. 검도는 예의를 존중하고, 신체적으로는 근육, 호

흡기, 순환기, 신경 계통 및 내장 등 몸 전체에 걸쳐 운동의 효과를 발휘하

는 전신 운동이다. 또한 검도는 심심 단련과 인격 수양의 도로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할 수 있다. 한국 검도의 맥은 신라시 화랑도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삼국유사 김유신조에‘수검득술위국선’이란 이 그 표적인 것으로

한국 검도사에서 귀중한 기록이다. 8∙15광복 이후 1948년 6월 3일 한

검사회가 조직되고, 1948년 11월 20일 한검도회가 창립되었다. 1952년

11월 20일 한체육회 가맹 단체가 되었다. 광양시 검도협회는 2000년에

5월에 결성이 되어 초 회장(2000년 5월 - 2003년 4월)은 서진원(徐辰

元)이 역임 했으며, 2 회장은 2003년 5월부터 김창기(金昌基) 회장이 협

회를 이끌고 있다. 광양 검도관은 중마동의 광양검도장이 있으며 50여 명

의 동호인이 수련하고 있다.

통합광양시 검도협회 역 협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 1월 � 2002년 8월) 협회장 : 서진원

�2 (2002년 9월 � 현재) 협회장 : 김창기

18. 보디빌딩

보디빌딩(Body buiding)이란 그 명칭이 말하는 로「건강하고 근육이

잘 균형이 잡힌 건장하게 발달하고 터프하고 기능적인 몸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트레이닝」을 말한다. 따라서 보디빌딩에서는 바벨이나 덤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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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이클협회는 2001년
에 결성되었으며, 도민체전 준
비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광양시 검도협회는 2000년에
5월에 결성이 되어 초 회장
(2000년 5월 - 2003년, 4
월)은 서진원(徐辰元)이 역임
했으며, 2 회장은 2003년
5월부터 김창기(金昌基) 회장
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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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weights, 추)에 의한 저항을 이용한 운동이 주가 되었다. 근육은 강

한 저항에 해 수축시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근육에 한 저항은 웨이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엑스팬더와 같이 스프

링이나 고무의 수축력이라도 좋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근육에 강한

저항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면 맨손에 의한 운동이라도 좋다. 

광양시 보디빌딩협회는 1995년 5월 광양시 체육회에 가맹하 으며, 이

진호(- 80kg급) 선수가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했으며, 국내 회에서는 제81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제82회

전국체전 금메달, 제83회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 다. 또한 임종남

(- 70kg급)선수는 제83회 전국체전 4위를 기록하 으며, 권혁정(- 60kg

급) 선수가 제46회 MR 전남선발 회에서 일반부 1위를 하는 등 지역사회

명예를 걸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통합광양시 보디빌딩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6년 1월 � 현재) 협회장 : 김재열

19. 역도

플랫폼(연기 ) 위에서 바벨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고 최고 중량을 겨

루는 경기이다. 경기는 남자는 8체급, 여자는 7체급으로 분류하고, 같은 체

급의 경기자끼리 승패를 겨룬다. 나무토막이나 돌 같은 중량물을 들어올리

는 힘 겨루기는 오랜 옛날부터 세계 각지에서 성행했다. 고 올림픽에서는

중량을 등에 짊어지고 달리는 경기와 혼합하여 실시했다. 제1회 근 그리

스 올림픽 회에서는 두 팔과 한 팔로 하는 경기를 동시에 했다. 이 힘겨루

기를 근 화시킨 것이 역도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26년 서상천

(徐相天)을 중심으로 한 동호인들이 조선 체력 증진법 연구회를 조직하고,

1928년 최초의 역기(力技) 회를 개최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 다. 본격

적인 보급은 1936년 조선역기연맹이 창설되었고, 1940년에 조선 역기 연

맹이 조선역도연맹으로 개칭되면서부터이다. 

1946년 제1회 전국 역도 선수권 회가 개최되었고, 1947년 처음으로

국제무 에 진출하여 남수일이 60kg급에서 2위, 김성집이 75kg급에서 3

위를 차지한 바 있다. 1948년에 한역도연맹으로 개칭하고, 1999년 사단

법인이 설립되었다. 바벨을 들어올리는 방법에 따라 스내치(snatch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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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26년 서상천(徐
相天)을 중심으로 한 동호인들
이 조선 체력 증진법 연구회를
조직하고, 1928년 최초의 역
기(力技) 회를 개최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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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클린앤저크(clean and jerk : 용상)의 2종목으로 분류한다.

통합광양시 역도협회 역 협회장은 다음과 같다.

�1 (1995년 1월 � 1995년 12월) 협회장 : 박호기

�2 (1996년 1월 � 2002년 8월) 협회장 : 권동준

�3 (2002년 9월 � 현재) 협회장 : 허무훈

20. 핸드볼

7명으로 구성된 2개 팀이 사이드라인 40m, 엔드라인 20m의 코트에서

서로 볼을 쟁탈하며 상 방 골에 던져 넣어 득점을 겨루는 구기이다. 볼을

가지고 4보 이상 이동하거나 4초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로 패스와 드리블로 볼을 이동한다. 볼을 다루는 테크닉이나 스피드 감이

넘치는 공방전을 펼치는 경기이다.

핸드볼은 1919년 독일 K. 슐렌츠의 제창으로 각국에서 실시되던 유사

경기를 하나로 정리하여 경기 규칙을 제정하면서 근 스포츠로 확립되었

다. 11인제는 독일을 중심으로, 7인제는 덴마크나 스웨덴을 중심으로 발전

되어 점차 각국으로 보급되었다. 제2차 세계 전 후 7인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높아져 현재 11인제를 행하는 것은 독일을 비롯한 수개국에 불과

하다. 한국은 일본의 향으로 핸드볼이 시작되었으며 1945년 한송구협

회가 설립되었다. 1957년 한 핸드볼 협회로 개칭하고, 1963년 11인제는

폐지하고 7인제만은 채택했다.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1996년 애

틀랜타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 팀은 은메달, 1988년 서울 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양시에서의 핸드볼은 1972년 광양여중 핸드볼팀이 창단되면서 선보

으며, 급성장해 1979�1981년 국가 표선수로 김선희, 서미자, 우 숙

등을 배출하여 세계 회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기염을 토했다. 광양여중 핸

드볼팀의 도내 회성적도 1973년 도지사기 회 준우승을 시작으로 전남

협회장기 회에서는 1973년, 1974년, 1983년 회 등 3회나 우승했고 전

남 교육감기 회서도 1974년도의 준우승에 이어 1975년, 1976년, 1978

년, 1980년 회 등 4회나 패권을 안았다. 

1981년에 창단된 옥곡초등학교 핸드볼 팀은 창단 1년만인 1982년 6월

순천지역 회에서 우승하는 저력을 보 고 동년12월 전국소년체전부터

제4장 체육

광양시에서의 핸드볼은 1972
년 광양여중 핸드볼팀이 창단
되면서 선보 으며, 급성장해
1979�1981년 국가 표선수
로 김선희, 서미자, 우 숙 등
을 배출하여 세계 회에서 국
위를 선양하는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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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로 출전하기 시작해 1982년 12월 KBS배 시도 항 회와 1983년

체육부장관기 회, 1983년 전주의 전국소년체전 등에 출전해 선전하 다.

21. 근 5종

올림픽 종목으로 승마, 펜싱, 사격, 수 , 크로스컨트리 등 전혀 다른 5개

종목을 1명이 1일 1종목씩 5일간에 걸쳐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여 각 종목

의 득점을 합하여 순위를 겨루는 경기이다. 기능 종목과 체력 종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복합적인 경기라고 하겠다. 고 올

림피아에서 단거리, 멀리뛰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레슬링이 실시되었지

만, 이와는 별도로 당초 군인의 체력 증강을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근 5

종 경기’이다. 광양출신 근 5종 국가 표 선수로는 광양읍 세풍 출신인

김미섭이 있다. 그는 세풍초등학교, 광주체육중∙고, 한국체 를 거쳐 현재

전남도청 소속 선수로 활약 중이다. 세풍초등학교에서 수 선수로 활약하

던 김미섭은 광주체육중으로 진학하여 근 5종 경기를 시작하 다. 

그의 국제 회 주요 입상 경력을 보면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개

인 동메달, 단체 은메달,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개인 금메달, 단

체 금메달, 릴레이 금메달 등 3관왕을 차지하며 한민국의 이름을 아시아

에 널리 알렸다. 또한 전남을 표하여 제77회 전국체전 개인 금메달, 단체

금메달, 제78회 전국체전 단체 금메달, 제79회 전국체전 단체 금메달, 제

80회 전국체전 개인 은메달, 제83회 전국체전에서 개인 금메달을 차지하

는 등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제3절 체육관련단체

1. 광양시체육회

광양시 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으

로 시민의 체육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 시킴과 아울러 아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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