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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틀을 다지는데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제6절 체육시설

1. 광양공설운동장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은

광양제철 배후도시로서 인구증가 및 소득증 에

따른 체육시설 확보와 종합적인 선수보호 및 군

(시)민체육 진흥에 기여를 위하여 설립된 시설

이다. 총사업비 8억원(국비 4억, 지방비 4억)의

투자로 1984년 9월 19일 착공, 1986년 7월 11

일에 완공된 공설운동장은 48,000㎡(14,520

평)의 부지면적, 연건평 445㎡(135평), 26,000

㎡(7,865평)의 경기장면적에 255석(본부석)과 1만명(운동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 그 이후 통합 광양시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어 2003

년 이곳 광양시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라남도 도민체전(2003. 4. 15�

4.18)을 원만히 치르기 위하여 공설운동장에 한 적인 확충∙보완사

업이 추진되었다. 총사업비 6,501백만원(도급 : 3,971, 관급 : 1,279, 기타

: 1,251)을 들여 2001. 12. 29�2003. 3. 24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부지조성면적 48,000㎡(14,520평), 트랙(폴리우레탄)조

성, 400m 8레인, 천연잔디구장 조성(한지형 독일잔디) 7,140㎡(105

68m), 본부석 건축물(지상2층), 2,018(610평), 관람석 스탠드 7,980석,

기타시설로는 전기∙음향∙성화 ∙전광판 설비 등을 설치하여 우리시민

의 생활체육 질의 향상과 지속적인 동계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기틀을 조성하 다. 

2.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299번지에 위치한 광양실내체육관은 광양제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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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두건설로 인한 유입인구 급증에 따라

사회기반 시설로서의 체육시설 확보, 군민 체육진

흥 및 종합적인 선수관리와 훈련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이다.

총사업비 19억원(국∙도비: 9억5천, 군비: 9억5

천)의 투자로 1989년 8월 9일 착공, 1990년 12월

17일에 완공된 실내체육관은 9,549㎡(2,889평)의

부지면적, 연건평 4,293㎡(1,299평), 1,178㎡(356평)의 경기장면적에 수

용인원 1,662석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칼라시트 건축구조물이며 배구 3면,

핸드볼 1면, 농구 1면, 배드민턴 4면의 경기가 가능하다.

3. 드레곤즈축구장

전남드래곤즈 주주사인 주식회사 포스코 광양제

철소는 광양 홈 관중들에게 최상의 팬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 32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원폴형 조명타워를 설치한 데 이어서, 2000

년에는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3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단순문자 표시 전광판을 다양한

상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고화질의 칼라전광판으로

교체 설치하여 동년 10월 4일 전남드래곤즈와 안양

LG전에 첫선을 보 다.

이 칼라전광판은 동 상 표출부를 12.48×7.2m로 최 한 확 하여 경기

장 규모에 비해 높은 가시효과를 보이며 또한 해상도는 832(수평)×

480(수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선명한 화질을 표현하기 위해

야외구장 사상 세계최초로 15mm 픽셀피치로 제작하 다. 고화질 칼라 동

상 전광판 완공으로 전남드래곤즈는 골인 등 경기주요장면 Replay는 물

론, 국내 외 공중파 및 위성방송에서 방 되는 타구장 축구경기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방 되는 지구촌 축구소식을 실시간으로 중계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경기전과 하프타임에는 시즌 중 골모음과 화를 상 하는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관중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축구단은 잘 가꾸어진 잔디와 원폴형 조명타워를 갖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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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93 : 광양실내체육관

사진8-194 : 드래곤즈 축구
전용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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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용구장에 고화질 칼라 동 상 전광판을 설치하여 해외 명문구장에 손

색이 없는 한국축구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4. 궁도정

광양시 궁도정은 유림정(�林亭)을 그 모

태로 하고 있는데 광양고을 최초의 궁도장

은 1528년 박세후(朴世煦)현감이 작청(作

廳 : 현 광양읍사무소)북쪽에 건립한 향사

당(鄕射堂)이 유림정의 시초가 된다. 본래

유림정은 광양읍 유당공원에 있었는데 현

재는 우산공원(광양읍 구산리 134-1)으로

옮겼다. 

현 유림정 건립규모는 부지면적 1,016평

(3,190㎡)에 궁도정 1동, 96평(300㎡)이며 관리사를 별도로 1동 지어 궁

도 동호인 자율적으로 운 되고 있으며, 광양시 궁도정은 모두 6개소가 있

는데 광양읍 유림정, 진월면 망덕정, 광 동 백운정, 중마동 마로정, 봉강면

비봉정, 옥곡면 옥실정이 있다.

� 궁 도

광양고을에서 활쏘기가 시작된 것은 각종문헌 등에(사례 : 여지도서.

1760년경 편찬)의하면 1528년 박세후 현감이 관사(館舍)내인 동헌(東軒

: 현 상설시장 주차장) 동쪽, 작청(作廳 : 현 읍사무소) 북쪽에 향사당(鄕射

堂)을건립. 삼짇날과 중오절(重五節)에 시골 한량들이 모여 활쏘기를 최초

로 하 으며, 이곳에서 예악덕행(��德行)을 세우는데 제일인 향사음례

(鄕射飮禮)를 행하 다. 그 이후 남사정(南射亭), 북사정(北射亭), 유당공

원내의 유림정, 현 위치 순으로 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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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

배(金學培), 김한주(金漢柱), 박준수(朴準洙)등이었고, 1930년부터 1950

년 사이의 사수는 강종완(姜宗琓), 김우근(金宇根), 김상효(金相孝), 김재

학(金在學),김철주(金喆周), 김용휴(金容烋), 김석주(金錫柱), 홍재규(洪

在圭), 박준성(朴準晟), 김동린(金銅璘), 등이 있었고, 1950년부터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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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95 : 유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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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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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

회(朴�檜),정석문(鄭石文), 최순수(崔順洙)등이 있었고 이중에는 현재도

그 맥을 계속 잇고있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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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112호 지정받은 김기(金基)가 있으며 한궁도

협회 전남도지부장인 박노회(朴�檜)등의 활동으로 광양고을 궁도가 외

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동안 광양궁도협회 입상실적은 개인전에서는

강종완은 전국궁도 회에서 10여 회에 걸쳐 1위, 이문화 전국 회 1위(

구시), 백광순 전국남녀궁도 회 1위(백운정, 구례 곡우제), 박병원 전국

회 1위(순천시), 박노회 전국 회 1위(제주도)등의 입상실적이 있으며, 단

체전에서는 1965년 8월 16일 전국남녀 궁도 회에서 광양유림정 단체전

1위(전북 임실군 군자정), 1974년 10월 16일 전국남녀궁도 회에서 유림

정이 단체전 1위(경남 남해군 금해정), 1995년 5월 5일 전국 회 유림정

단체전 2위, 1999년 11월 20일 호남 단체전 1위(경남 함안군 백이정),

2000년 4월 23 유림정단체전 1위(구례군 봉덕정), 2000년 5월 5일 문화

관광부장관기 여수진남제전 유림정 전국1위, 2003년 5월 4일 광주전남

회 유림정 단체전 1위. 2003년 5월 8일 남원춘향제전 광양 망덕정 전국단

체 1위 등이 있다. 이렇듯 궁사들은 전국 명정의 궁도 회에 나가 활동하면

서 광양고을궁도를 과시했고, 관내 궁도 회 개최실적으로는 광양읍 유당

공원내에서 15회에 걸친 전국 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유림정을 우산공원

내로 옮긴 1996년 이후에는 매년 백운산 약수제를 기념하여 전국남녀 궁

도 회가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광양고을에는 2001년 옥곡면 묵백리 옥

실정이 개정됨으로서 총 6개의 사정이 운 되고 있다. 

� 유림정(�林亭)의 유래

광양고을 최초 궁술 도장은 박세후(朴世煦)현감이 1528년 당시 관사(館

舍)내인 광양읍 읍내리 267-1(동외)로 추정되는 지역에 건립한 향사당

(鄕射堂)이며 삼짇날과 중오절에 시골 한량들이 이곳에서 활쏘기를 하며

향사음례(鄕射飮禮)를 하 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1874년까지도 향사당

(鄕射堂)이 있었다. 

그 이후 전하는 말에 의하면 1905년경 현 광양읍 단위조합 창고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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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목성리 740-34번지에 남사정(南射亭)이 건립되었고, 1907년경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북사정(北射亭 : 일명, 호북정)이 세워졌다고 하

며, 1918년 북사정(北射亭)자리에 수성당(壽星堂)이 준공(수성당기 : 현

감 김동준 시 참조)됨을 계기로 1917년 봄에 남사정(南射亭)과 함께 유당

공원 북쪽으로 사정(射亭)을 옮기고 유림정(�林亭)이라 하 다.

유림정(�林亭)이름 유래는 이곳 유림정의 연못 주변에 커다란 수양나무

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서 유래되었으며 왜정시 인 1917부터 해방될 때

까지 유림정에서 활을 쏘는 것이 유당공원에 소재한 신사(神社)참배에 지

장이 된다하여 수시로 사정(射亭)이 폐쇄되기도 하 다.

1943년 당시 이문화(�文華) 사두가 부지를 기증하여 유림정을 유당공

원 남쪽으로 옮기었으며 그후 1996년 1월 12일 광양시 지원으로 우산공원

내인 광양읍 구산리 134-1번지에 유림정 본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뒤이어

1997년 10월 10일 관리사가 준공되었으며 1997년 12월 20일에 유림정

을 유당공원에서 우산공원으로 옮겼다.

5. 커뮤니티센터(제철복지회)

광양 커뮤니티센터는, 생활기반 시설공간이

취약한 광양지역에 문화, 체육, 편의 시설을 확

보하여 문화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로, 다양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센터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접하고 배우고자 하

는 중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지평을 넓혀 나가는‘열린 공간’이 되고자 설립

되었다.

총사업비 297억원의 투자로 1997년 11월에 착공, 2000년 12월에 완공

된 커뮤니티센터는 광양시 마동 328번지(마동 유원지) 일원 91,533㎡

(27,687평)의 부지면적에 연건평 12,859㎡(3,890평)의 규모로 문화∙체

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수 , 헬스, 에어로빅,

스쿼시, 당구, 탁구, 중탕 등의 레포츠 시설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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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196 : 커뮤니티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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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백운산자연휴양림

면적은 120ha의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2000년에 개장한 곳으로 해발 1,218m

의 백운산 기슭 옥룡면 추산리 백운산

서쪽에 솟아 있는 도솔봉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광양시청 산림과에서 관리 운

을 하고 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의 주요 시설로는

단독 숲속의 집 6동(24명 수용), 야 장

2개소(200명 수용), 야외교실 1개소, 주

차장(470 주차), 오토캠프장 1개소

(19 주차), 취사장, 화장실, 운동장

1개소, 족구장 1개소, 물놀이터 3개소, 건강 황토길 1km, 다목적 광장 2개

소, 캠프파이어장 1개소, 야생화 단지 1개소 등이 있다. 휴양림의 전체 시설

배치는 크게 두 개의 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단체숙박시설(종합 숙박동)과

운동장 및 산림욕장이 위치하는 단체 야외휴양활동지구와 단독 숲속의

집, 사무소, 물놀이장, 주차장 등이 위치하는 집단시설지구로 나눌 수 있다.

7. 휘트니스센터

휘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는 고도 물질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 인의 스트레스 해소, 건전한 여가 선용, 그리고 체력 향상을 위하

여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적정한 운동을 처방함과 동시에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트레이닝을 접목시켜 성인병 질환 예방 및 건강한 직원에

한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 되는 시설이다.

백운생활관 1동 1층(전체 310평)에 위치한 휘트니스 센터는 운동처방실

(26평), 트레이닝실(150평), 탈의실, 샤워실, 로커룸 등의 시설에, 59종

106세트(운동장비 49종 93세트, 측정장비 11종 13세트)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운 인력 7명, 운동처방사 1명, 트레이너 3명, 안내원 3명이 종사

하고 있다. POSCO 임직원 및 가족을 이용 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제8편 문 화

사진8-197 : 백운산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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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양시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현황

9. 제철내일반체육시설

제4장 체육

<표8-21> 공공체육시설현황

시설명 계
공설 실 내

궁도정 테니스장 정구장
생활 동네

운동장 체육관 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소 25 1 1 6 1 1 1 14

2002. 12. 31현재

<표8-22> 제철내일반체육시설

구분 위치 면수 면적 비고

백운생활관 앞 1 3,220평 - 축구전용구장 관람석 : 14,700석

※ 투자비 : 12,530백만원, 92.12월 준공

축구장(5면) 보조운동장 내 1 4,310평 - 스탠드 3단설치

백운그린랜드 1 2,220평

유리온실 옆 2 6,682평 - 축구연습장(잔디조성)

야구장 보조구장내 1 3,600평 - Fence설치,축구장 겸용

간이 야구장 장미주택지 1 693평 - Fence 설치

농구장(3면) 3 780평 - 보조운동장(1), 백운그린랜드(2)

배구장(4면)
보조운동장 내 2 136평

백운그린랜드 2 290평

족구장(10면) 보조운동장 내 18 1,568평
- 조명등 설치

- 콘크리트 10

- 금호코트 12,동백코트 2,장미코트 2

테니스코트장(26면) 6개소 분산 분산 6,290평 목련코트 2,금당코트 6,제철회관 2

- 백보드 개소별 각 1식

배드미턴장(3면) 백운그린랜드 3 11평

헬스장(2개소)
축구전용구장 1 63평 - 헬스기기 26종 설치

백운생활관 1 30평 - 헬스기기 18종 설치

탁구장 백운생활관(1동) 1 110평 - 탁구 7 설치

볼링장
백운쇼핑센타 1 389평 - 12레인

금당쇼핑센타 1 294평 - 10레인

씨름장 2 - 보조운동장내 1, 무궁화동산내 1

게이트볼장 4 780평
- 금호,금당 어버이집

백운그린랜드,무궁화동산

롤러스케이트 백운그린랜드 1 350평 - 백운그린랜드

2002. 12. 31현재

집필 : 순천 학교 사회체육학과장 임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