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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기타유적과유물

1. 비(碑)

1) 신재 최선생 유허비

광양읍 우산리 교촌마을 봉양사 입구에 세워져 있는 비이다. 조선 중

종 때 기묘명현인 신재 최산두의 행적을 기록하여 놓은 이 비는

1775( 조51)에 세워졌다. 비문은 당시 순천부사 던 김약행(金若行

1774. 6�1775. 12 재임)이 지었고, 김묵행이 을 쓰고, 김연행이 새

겼다. 비의 형태는 가첨석이 없으며, 비신과 좌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

는 전체 높이 243cm, 비 높이 203cm, 너비 80cm, 두께 22cm이다. 

좌는 높이 40cm, 가로 145cm, 세로 80cm이며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다1).

2) 봉양사사적비

우산리 교촌마을 봉양사 입구에‘신재최선생유허비’와 나란히 세

워져 있는데‘봉양사사적비(鳳陽祠事蹟碑)’비문에 의하면 1828년

에 무너진 사우를 보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비의

형태는 장방형 자연석 좌 위에 비신을 세웠고, 가첨석은 우진각 지

붕형으로 되어 있다. 비문은 1828년에 은진 송치규(宋穉圭)가 지었

으며, 비는 28년 후인 1856(철종7)에 세운 것으로 송달수가 을

썼다. 비의 규모는 전체 높이 212cm, 비 높이 152cm, 너비 57cm,

두께 16cm이며, 비 좌 높이 18cm, 가로 94cm, 세로 64cm이다.

3) 광양향교 입구 비군(7기)

광양읍 우산리 교촌마을 향교 입구에 근래에 세운 공적비 2기와

불망비 4기, 흥학비(興學碑) 1기 등 총 7기의 비가 있다. 이들 비 가

운데 불망비 4기는 1900년 초에 세운 것들이며, 흥학비 1기는 건립연

를 확인 할 수 없다. 비의 형태는 모두 양호하며, 이 가운데‘현감우후정규

흥학비’에만 귀면이 음각된 반원형 이수가 얹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팔

작형 가첨석이 비신 위에 얹어져 있다. 비가 건립된 순으로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

사진8-301 : 신재 최선생 유허비

1) 비는 朴光碩. 「光陽郡의 儒
敎文化遺蹟」. 『光陽郡의 文
化遺蹟』. 順天大學校博物
館. 1993과 순천 학교박물
관. 『광양시문화유적분포지
도』. 2001을 참고하 다. 

사진8-302 : 봉양사 사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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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감우후정규흥학비(縣監禹侯禎圭興學碑) :

높이 144cm, 너비 45.5cm, 두께 13cm, 현감

재임기간 1783. 7�1785. 6

�행군수서후병수중수불망비(行郡守徐侯丙壽

重修�忘碑) : 높이 144cm, 너비 45.5cm, 두

께 13cm, 군수 재임기간 1898. 3�1899. 2

�행군수조후예석중수불망비(行郡守趙侯�錫

重修�忘碑) : 높이 139cm, 너비 44.5cm, 두

께 18.5cm, 1902년 비 세움.

�행군수김후동준중수불망비(行郡守金侯東準重修�忘碑) : 높이

130cm, 너비 41cm, 두께 17.5m, 1917년 비 세움.

�행군수김후 제중수불망비(行郡守金侯榮濟重修�忘碑) : 높이

144cm, 너비 45.5cm, 두께 13cm, 1927년 비 세움.

�주전교정록교궁중수공적비(朱典敎珽錄敎宮重修功績碑) : 높이 76cm,

너비 44cm, 두께 20cm, 1976년 비 세움.

�행시장김공옥현공적비(行市長金公沃炫功績碑) : 높이 147㎝, 너비 55

㎝, 두께 25㎝. 2002년 비 세움

4) 유당공원의 비군(15기)

광양읍 인동리 유당공원 안에 총 15기의 비가

있다. 이 가운데 근래에 세운 공적비 2기와 정려

이건비 1기를 제외하면 부분의 비가 고종 연

간에 세워졌다. 몇 기는 심하게 마모되어 비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나『광양읍지(光陽邑誌)』

선생안에 그들의 재임기간이 기록되어 있어 비

의 건립 연 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비의 현황

은 마모가 심한 4기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양호

한 편이다. 이 가운데 8기는 옥개석이 유실되고

없다. 

15기의 비를 연 순으로 기록하되 관찰사, 현감, 군수, 기타 순으로 나열

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8-303 : 광양향교 입구
비군(7기)

사진8-304 : 유당공원의 비군
(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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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평사적비

유당공원 안 비군에 위치하고 있는 이 비는 1889년(고종 26)에 일어난

광양민란의 진압에 큰 공을 세운 당시의 광양현감 윤 신(尹榮信)을 기리

기 위해 세운 비이다. 비문은 조선 6 성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장성의

유학자 노사 기정진(奇正鎭)이 썼다. 당시의 광양민란군은 전라감사 서상

정(徐相鼎)의 치계(馳啓)에 의하면“1889년 3월 24일 밤에 백건을 쓴 군

병 수백 명이 기치를 들고 방포하면서 성내에 돌입하 다. 그들은 군기(軍

器)와 사창곡(社倉穀)을 탈취하고 현감 윤 신을 착치(捉致)하여 항서

(�書)를 바치도록 위협하면서 인부(印符)를 탈취하려 하 으며, 사민(使

民)에게 강제로 군복을 입혀 도당(徒黨)으로 삼고 성문을 굳게 닫은 채 반

거수성(盤據守城)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보(馳報)를 접하자 조정에서는

일련
비 이름 건립연

비신 규모(cm)
재임기간

번호 높이 폭 두께

1
관찰사겸위무사이공도재애민선정비

1895 145 49.5 20 1894 � 1894
(觀察使兼慰撫使�公道宰愛民善政碑)

2
관찰사겸순찰사이돈근휼민 세불망비

1877 128 43 16.5 1876 � 1878(?)
(觀察使兼巡察使�敦根恤民永世�忘碑)

3
관찰사이공근호청덕애민비

1902 138 51.5 23
(觀察使�公根澔淸德愛民碑)

4
행현감이후민승애민청덕선정비

1885 160 62 28.5 1882. 2 � 1883.6
(行縣監�候敏承愛民淸德善政碑)

5
행현감한후창교청간흥학애민비

1891 150 58 20.5 1888. 9 � 1890. 8
(行縣監韓候昌敎淸簡興學愛民碑)

6
행현감민후치열애민불망비

1893 136 55.5 18 1890.10�1892.1
(行縣監閔候致悅愛民�忘碑)

7
행현감김후우근 세불망비

1895 145 51 18 1893. 12 � 1895. 3
(行縣監金候宇根永世�忘碑)

8
행군수김후한승애민선정비

1900 138 55 19.5 1899 � 1900
(行郡守金候漢昇愛民善政碑)

9
행군수조후예석휼민선정비

1902 135 52 21.5 1902. 6 � 1904. 8
(行郡守趙候禮錫恤民善政碑)

10 전군수유계홍선정비(前郡守�桂洪善政碑) 1968 136 46.5 21 1966. 11 � 1968. 6

11
군수남만우공적기념비

1970 137 47 21 1968. 6 � 1970. 3
(郡守南萬祐功績記念碑)

12 이후 근충신겸근비(�候大根忠臣兼謹碑) 1634 128 58.5 14.5

13 토평사적비(討平事蹟碑) 1869 157 61.5 19.5

14 수반토평비(首班討平碑) 1870 145 58 24.5

15
충신판관울산김공천록정려이건사적비

1982 133 52 22
(忠臣判官蔚山金公千祿旌閭移建事蹟碑)

사진8-305 : 토평사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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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감 윤 신을 파출(罷黜)하고 광군수 남정룡(南廷龍)을 안핵사로

차하(差下)하여 산등성이를 타고 밤에만 군사를 광양으로 향하게 하는 동

시에 전라병 과 5진 으로 하여금 정변(精兵)과 교졸(校卒)을 내어 토벌

토록 하 다. 그러나 난민으로부터 탈출한 윤 신이 칠성면 신기촌에서 정

세를 살피다가 동년 3월 25일 밤에 사민(使民)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반격하

여 난도들을 체포하고 성을 수복하 다. 비문에 의하면 이 때에 윤 신과

함께 계책을 정한 사람은 정세준(鄭世俊), 장제연(張濟�), 윤병오(尹秉

澳)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민란의 주도자는 민회행(閔晦行), 전찬문, 이

재문, 권학년, 강명좌, 김문도 등이었다. 

비는 전체 높이 226cm, 옥개석 가로 99cm, 세로 68cm, 높이 47cm, 비

의 높이 157cm, 너비 61.5cm, 두께 19.5cm이다. 비의 전면에 비문이 조각

되어 있으며 후면에 민란평정에 관련된 이름이 적혀 있다. 좌 는 장방형으

로 길이 91cm, 너비 61cm, 높이 22cm이다.

6) 수월정유허비

수월정유허비는 다압면 도사리 섬진강변에 선조 때

나주목사를 지냈던 정접(鄭渫)이 부친인 정옥천(鄭玉

川)의 유업을 추모하기 위해 송강 정철(鄭澈)로부터

「수월정유허비(水月亭遺墟碑)」라는 비명을 받아 1573

년에 비를 세웠던 것으로 일명「정옥천유허비(鄭玉川

遺墟碑)」라고도 한다. 그 당시의 비는 유실되고 1971

년 정접의 후손들인 광양과 부산 종중에서 다시 세운 것이다. 정접의 호는

수월정,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인관(仁寬)의 아들이다. 1576년(선

조 9)에 등과하여 나주목사(1598. 1� 1598. 5 재임)를 지냈다. 현

재의 비는 1971년에 세운 것으로 비명은「수월정유허비(水月亭遺墟

碑)」이며 비문은 송강 정철이 짓고 박세래(朴世來)가 을 썼다. 이

비의 전체 높이는 184cm, 비신 높이 128cm, 너비 43cm, 두께

18cm이다. 우진각 지붕의 가첨석과 2단의 장방형 좌 사이에 비신

이 있다.

7) 열부 파평윤씨 기행비

이 비는 골약동 금곡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다. 전면에‘효열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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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07 : 열부 파평윤씨 기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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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윤씨기행비(孝�婦坡平尹氏紀行碑)’라 음각되어 있고, 뒷면에‘임

인십이월상완서흥김규□체(壬寅十二月上浣瑞興金奎□ )’라고 기록

되어 있다. 전체 크기는 2m이고 비신은 130×46×21cm이며 자경은

14cm이고 조선시 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8) 이정규 세불망비

이 비는 광양읍 용강리 석교마을 삼거리주유소 뒷산인 쌍고산의 남쪽

급경사면의 암반 위에 세워져 있다. 전면에‘수군절도사이공정규 세

불망비(水軍節度使�公廷珪永世�忘碑)’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측면

에‘술자 이월 일 오봉표 유사 황윤규(戌子 二月 日 吳奉表 有士 黃潤

奎)’라고 새겨져 있다. 비신의 높이 122cm, 너비 45cm, 두께 13cm이

며, 비 상면은 높이 25cm, 두께 47cm, 너비 70cm이고 조선시 에 세

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9) 섬진진지 석비

다압면 도사리 수월정유허비

의 주위에 귀부좌 4기가 놓여

있다. 4기의 좌 는 이곳이 과거

섬진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군 장교 던 별장들의 공적비

좌 을 것으로 보인다. 이 거

북이 좌 형태는 투박한 조형으

로 치아가 빠진 입을 드러낸 모습과 간략하게 네 발을 표현해 놓고 있다. 좌

의 등에는 비신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가로 44cm, 세로 15cm, 깊이

10cm의 홈이 파여져 있다. 이 좌 의 크기는 길이 173cm, 폭 105cm, 높이

72cm이다.

10) 박성근자선비

옥곡면 신금리 3구(신촌마을) 옥곡초등학교내에 세워져 있다. 비의 규모

는 전체 높이가 230cm이고 비신 높이161cm, 비 너비 52cm, 두께 22.5cm

이다. 비의 정면에는‘가선 부호조참판박공성근자선비(嘉善大夫戶曹參

判朴公成根慈善碑)’라고 새겨져 있어 박성근의 자선비임을 알 수 있다.

사진8-308 : 이정규 세
불망비

사진8-309 : 섬진진지 석비(1950년 )

사진8-310 : 박성근 자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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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옥곡면 장동리 쌍효려비

옥곡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가다 장동교를 건너면 곡동마을이 나오는

데 비는 마을입구 회관 옆의 비각 안에 있다. 고종 29년(1892년)조정에서

정려를 내리면서 동몽교관(童蒙敎官)의 증직을 받은 전주유씨 유계양(柳

季養)과 숙부인(淑夫人)의 증직을 받은 해주오씨(海州吳氏)의 효행을 기

리는 정려비이다. 쌍효려비의 향우측에‘개국오백삼십년기사사월십육일

(開國五百三十年己巳四月十�日)’이라는 비문이 있어 1929년에 건립되

었으며 비의 내용으로 보아 효열비임을 알 수 있다.

12) 송천사지 회은장로비

이 비는 옥룡면 동곡리 산 796-1번지 송천사지의 나한전지라 전해지

는 건물지 앞의 개울가에 있으며,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82호로 지정

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 비좌가 없었는데 최근에 장방형의 비좌를 만들어

지금은 각 부재가 모두 있다. 비의 전체 높이는 274cm, 비신 높이

183cm, 너비 76cm, 두께 18.8cm이다. 비신은 세장한 장방형으로 곳곳

에 총탄의 흔적과 손상이 있다. 비신의 윗면에는‘회은장로비명(悔隱長

�碑銘)’이란 제명이 전서되어 있고 비문은 해서체이다. 이수는 장방형

으로 윗면에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얼굴을 맞 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

습이 조각되어 있다. 뒷면에는 용의 꼬리부분과 함께 게, 거북이, 달팽이

등이 새겨져 있고 그 주위를 구름무늬로 채우고 있다. 비문은 회은의 문도

인 처상, 광학, 옥청 등의 요청에 의해 조선조 후기 시문에 능했던 승려 백

곡 처능(白谷 處能)이 지었다. 비문에는 회은의 출생, 출가후의 행장과 승

장으로서의 활약, 그리고 그의 법손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 비를 세우게

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음기에 비 건립에 참여한 명단이 기록되

어 있다. 비의 건립 연 는 말미에‘황명숭정병자후사십이년정사월일(皇

明崇禎丙子後四十二年丁巳月日)’이라 적혀 있어 1677년(숙종 3)임을 알

수 있다. 비명을 승려의 법명이 아닌 회은이란 호를 썼던 것은 회은이 승려

로서 평가되기보다는 오히려 승병 장으로 더 유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2)

13) 효자 서형흠비

옥룡면 용곡리 흥룡 마을에 있는 이 비석은 양 기둥 사이에 비신을 끼워

사진8-311 : 장동 쌍효려비

사진8-312 : 송천사지 회은
장로비

2) 崔仁善. 「光陽郡의 佛敎文
化遺蹟」. 『光陽郡의 文化遺
蹟』. 順天大學校博物館.
1993.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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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은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비의 상부에 팔작형

가첨석을 얹어 놓았다. 비의 전면에‘효자통사랑행동몽

교관승정삼품통정 부이천서형흠지려(孝子通仕郞行童

蒙敎官陞正三品通政大夫�川徐馨欽之閭)’라 음각되어

있다. 비는 1905년 문중에서 건립하 다. 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 140cm, 비신 높이 34cm, 너비 50cm, 두께

10cm이다.

14) 처사서공 암연정유허비

옥룡면 운평리 하평 마을 옥평사(玉坪祠) 입구에 처사 서천일(徐千

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이다. 원래는 암연정(岩淵亭)이 광양읍

동천변에 있었으나 1972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현재의 자리로

이건해 놓은 것이다. 처사 서천일(1483�?)의 자는 중기(仲器), 본관

은 이천(�川)이다. 중종 때 행의(行義)로 천거되어 군자감 주부(軍資

監 主簿)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광양읍 동천변에 암연정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 다. 문장에도 능하여 많은 저술을 하 다고 하나

부분 유실되고 현재는 상현록과 문인록(尙賢錄, 門人錄) 두 책이 전

한다. 비의 형태는 3단의 지 석 위에 비신을 세웠으며, 옥개석은 팔작

지붕이다. 비명은「처사서공암연정유허비(處士徐公岩淵亭遺墟碑)」

이며, 비문은 서천일의 12 손 서한주(徐漢周)가 찬하고, 서한종(徐漢種)

이 을 썼다. 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 215cm, 너비 45cm, 두께 20cm이다.

15) 진상 금이리 이천 비군(5기)

진상면 금이리 이천마을 도로변에 치수사적비 등의

2기와 불망비 2기, 자혜비 1기 등 총 5기의 비가 있다.

이 가운데 치수사적비(治水事蹟碑) 등의 2기는 최근에

세운 것이다. ‘행현감이후유식휼민 세불망비(行縣監

�後儒植恤民永世�忘碑)’는 높이 120cm, 너비

46cm, 두께 17cm이며 1876년에 세운 비이고, 후면에

비를 세운 연유와 비문의 찬자 서정신과 서자 안용묵

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행군수서후상붕혁폐불망

비(行郡守徐候相鵬革弊�忘碑)’는 높이 126cm, 너비

사진8-313 : 효자 서형흠비

사진8-314 : 처사 서공 암연정
유허비

사진8-315 : 진상 금이리 이천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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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cm, 두께 22cm이며 1907년에 세웠다. 그리고‘가선 부우공유인자선

비(嘉善大夫禹公有仁慈善碑)’는 높이 107cm, 너비 35cm, 두께 17cm이

며 1868년(?)에 우유인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소작인 9명이 공동으로 세운

비이다. 

16) 차성진 자선비

진상면 섬거리 용계마을에서 면소재지 방향으로 약 60m

정도 떨어진 도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구릉이 끝

나고 논이 시작되는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전면에‘전

참봉차공휘성진자선비(前參奉車公諱性鎭慈善碑)’, 좌측

면에‘진상옥곡면소작인입(津上玉谷面小作人�)’, 우측면

에‘신미사월일(辛未四月日)’이라고 새겨져 있어 1871년

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128cm, 너비 41cm, 두께 18cm이다.

17) 효자 양복수 정려비

진상면 청암리 목과마을에 위치한 이 효자비는 양복수(�福洙)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71년(고종 8년)에 건립한 것이다. 진상면 청암리에서 양종

기(�鐘琪)의 아들로 태어난 양복수는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착하여 어른

을 공경하고 부모에 한 효성이 지극하 다. 6세 때에 아버님이 병을 얻어

위중하 을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 고 후일에는 할복까지 하

다. 부모가 물고기를 즐기므로 겨울에는 얼음을 깨서 고기를 잡아드렸다 한

다. 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 는데 그의 효성

에 감동한 호랑이가 따라 다니며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 이 비각은 낮은 토

단에 석축을 돌리고 원주형 초석에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공포는 익공계 포

작형태에 겹처마를 하고 그 위에 팔작지붕을 얹었다. 비 전면에「유명조선

효자증가선 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양복수지비(有

明朝鮮孝子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府副摠管�福洙

之碑)」라 음각되어 있다.

18) 진월 오사리 사평 비군(2기)

진월면 오사리 오추마을에서 사평마을 쪽으로 농로를 따라 가면 사평 마

을 조금 못미쳐 추동마을로 들어가는 소로가 나온다. 이 갈림길에서 사평

제8편 문 화

사진8-316 : 차성진 자선비

사진8-317 : 효 자 양 복 수
정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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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쪽으로 약 10m 정도 가면 길 바로 옆에 2개

의 비가 나란하게 서 있다. 첫 번째 비는‘부인함

안조씨자선불망비(夫人咸安趙氏慈善�忘碑)’로

향좌에‘갑자삼월삼일(甲子三月三日)’, 향우에

‘진월면소작인입(津月面小作人立)’이라고 새겨

져 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60cm, 너비 40cm, 두

께 22cm이다. 두 번째 비는‘최관현자혜불망비

(崔琯鉉慈惠�忘碑)’로 향우에‘갑자십일월삼일

오사입(甲子十一月三日 烏沙立)’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58cm, 너비 38cm, 두께 20cm이다.

19) 효자 안진묵 정려비

진월면 차사리에 있는 이 효자비는 안진묵(安鎭默)의 효행

을 기리기 위해 1893년(고종 30)에 건립한 것이다. 이 비는

처음에는 비각 안에 세워져 있었으나 1979년 마을 저수지 공

사로 인하여 수몰되자 저수지 위로 이건하 다. 그러나 현재

비각은 없고 비만 세워져 있다. 비 전면에‘효자 증동몽교관

조봉 부안진묵지려(孝子 贈童蒙敎官朝奉大夫安鎭默之閭)’

라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 기우만(奇宇萬)이 쓴 그의 행적이

음각되어 있다. 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 193cm, 비신 높이

143cm, 너비 56cm, 두께 23cm이다.

2. 묘(墓)

1) 최산두묘

이 묘는 봉강면 부저리 저곡마을에서 부현 마을로

가기 전 왼편 능선 중턱에 위치한다. 무덤 앞에 석인

상이 있고, 한단 아래에 망주석이 있다. 봉분은 직경

6.5m, 높이 1.7m이며 원형분이다. 비석의 전면에는

‘의정부사인신재 최선생산두지묘 인이천서씨부

(議政府舍人新齋 崔先生山斗之墓 令人利川徐氏

羅)'라고 음각되어 있다. 최산두는 조선전기의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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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18 : 진월 오사리 사평 비군(2기)

사진8-319 : 효자 안진묵
정려비

사진8-320 : 최산두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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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자는 경앙(景仰), 호는 신재∙농중자(新齋∙

�中子)이다. 1504년(연산군 10)에 진사가 되어 25세에서 30세까지 성균

관에서 공부를 하여 도덕∙문장으로 이름이 나자 김인후, 유희춘 등이 찾아

와서 을 배웠다. 1513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514년에 홍문

관저작, 1516년에 박사로 승진하고 이듬해 홍문관수찬∙정언 등을 역임하

다. 1518년에 다시 수찬이 되고 보은현감이 되었다. 승정원에서『성리

전(性理大全)』을 강할 사람 26인을 선발하는데 그가 첫째로 뽑혀 호당에

들어갔다.

1519년 이조정랑∙장령∙사인으로 승진하 으나 기묘사화로 동복에 유

배되었다가 1533년에 풀려 나온 뒤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문장에 뛰

어나 유성춘∙윤구와 함께‘호남삼걸’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신재집(新齋集)』이 있다. 동복의 도원서원(道源書院)에 제향되었다.

2) 황현묘

매천 황현(黃玹)은 한말의 문장가요, 시인이며 우

국지사이다. 1855년(철종 6)에 봉강면 서석마을에

서 출생하여 1883년(고종 20)에 과거에 급제하

다. 고종말기에 낙향하여 학문연구에 전념하다가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국치를 당하여 절명시 4

수를 남기고 자결하 다. 그때 그의 나이가 56세

다. 황현의 묘가 위치한 곳은 봉강면 석사리 서석마을 서북쪽 산기슭이다.

비문 정면에‘애국지사황현지묘(愛國志士黃玹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봉

분의 직경은 3m이며, 높이 1.4m이다. 황현의 묘는 장수황씨 묘역에 위치

하고 있으며 묘역 입구에 매천 황현을 추모하는 모재가 있다. 모재 건

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다.

3) 봉강 신룡리 형제의병장의 묘

봉강면 신룡리 신촌 마을 뒤 산기슭에 있는 강희

보∙강희열(姜希輔∙姜希悅) 형제의 묘이다.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신룡리 신촌마을 출신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들은 백의창의(白衣倡義)하

여 인근 마을의 장사 100여 명을 모았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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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21 : 황현 묘

사진8-322 : 형제 의병장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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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를 이끌고 단성(지금의 경남 산청군)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백부인 강

인상(姜�祥)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갔다. 1593년 6월에 왜가 10만 군

으로 진주성을 포위 공격하 다. 이 때는 명과 왜가 강화를 위한 외교적 접

촉을 벌이고 있던 때 으므로 관군들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어 진주

성은 고립무원의 상태 다. 강희보와 석주관을 지키던 희열도 곧 진주성으

로 달려왔다. 이 전투에서 희보∙희열∙희원∙희복의 4형제가 순절하 다.

1970년 진주강씨 문중과 광양의 향유 및 유지들이「의병장 강희보∙강희

열 형제장군 숭모회」를 발기 창립하여 다음 해에 국가보조로 묘소를 보수

하 고, 1974년에는 광양군비의 보조와 독지가의 찬조로 묘비가 건립되었

다. 무덤은 쌍분이며, 무덤 앞에 상석, 비석, 장군 석인상 등이 있다. 비문에

는「증호조좌랑의병장강공희보 증병조참의의병장강공희열 형제지묘(贈戶

曺佐郞義兵將姜公希輔 贈兵曺參議義兵將姜公希悅 兄弟之墓)」라고 적혀

있다.

4) 채구연묘

채구연묘(蔡九淵墓)는 진월면 선소리 내망

마을에 있다. 채공은 선조 24년(1591)부터

양부사로 봉직하 는데 임진왜란 당시 성지를

수축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황산 뒷길을 사수하

다가 전세가 불리 해지자 성의 창고를 불을 지르고 순절하 다. 후손들이

1971년 국가보조를 받아 출생지인 진월면 망덕산에 묘를 정화하 다. 묘

비, 상석, 석물이 있고 당시 순절한 10기의 묘가 함께 있다.

5) 조희교묘

중마동 와우 마을에 위치한 이 무덤은 1905

년 당시 광양군수로 재임하고 있던 그의 아들

조예석(趙禮錫)이 부친 조희교(趙熙敎)를 위

해 만든 것이다. 능선 말단부의 비교적 완만한

정상부를 다듬어서 비교적 넓은 묘역을 조성

하고 동서 방향으로 약 25m 길이의 석축을

쌓았다. 석축은 30�70m 크기의 거칠게 다듬

은 할석으로 쌓은 것인데 1�2 단으로서 30�40cm 높이에 불과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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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 안쪽에 위치한 무덤은 직경 약 4m, 높이 약 1.7m 크기의 즙석분(葺石

墳)인데,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청석을 이용하여 봉토 위를 완전히 덮어줌

으로써 마치 얼음덩어리를 잘라 만든 에스키모인들의 이 루를 연상하게

한다. 즙석은 모두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아래층의 기연석은‘ㄴ’자

형태로 다듬어서 단처럼 약간 도드라지게 하 고 2�6 층까지는 장방형에

가까운 사다리꼴이며 정상 중앙에는 가마솥 뚜껑에 반월형의 손잡이가 달

린 것 같은 모양을 한 덮개돌이 얹혀 있어 전체적으로 궁륭형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무덤 앞에는 중앙에 상석이, 서쪽에 비석이, 좌우에 망주석이 배

치되어 있다. 상석은 길이 128cm, 너비 90cm, 높이 28cm 크기의 청석제

로서 전면에‘가증종이품가선 부규장각제학조공휘희교지묘(加贈從二品

嘉善大夫奎章閣提學趙公諱熙敎之墓)’가 음각되어 있다. 비석은 높이

130cm의 크기로서 전면에‘증가선 부병조참판행첨중추부사한양조공희

교지묘(贈嘉善大夫兵曺參判行僉中樞府事漢陽趙公熙敎之墓)’가 음각되어

있다.

6) 은장묘(銀匠墓)터

골약동 황금리 황방마을에서 봉화산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따

라 북으로 1.5km 정도 올라가면 황곡 저수지가 있다. 산 경사면

4~5부 지점에 위치한 이 무덤은 경사면 아래쪽에 축조되어 있

는 석축만이 비교적 잘 남아있을 뿐, 무덤 자체는 봉토의 유실로

말미암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묘광부분이 약간 함몰되어 있

고, 묘광 주변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화강암이 분쇄된 작은 암석 부스러기

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묘역은 쉽게 확인된다. 묘역의 전체 범위는 길이 8m,

너비 4.5�6m의 규모로서 경사면 아랫부분인 서쪽 끝부분에 길이 4.5m,

높이 50~70cm 규모의 석축이 남동-북서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석축은

30�50cm의 할석을 거칠게 쌓아 만든 것으로서 군데군데 붕괴되어 있다.

이 석축면 끝에서 약 2.5m의 범위는 평탄하게 있고 그 위쪽으로 약 2m 범

위는 약간 함몰되어 있어 묘광으로 판단된다. 묘광으로 추정되는 이 함몰부

는 남서-북동방향이고 그 위쪽으로는 약 2m 가량 비교적 평평한 부분이

계속되다가 산 경사면으로 이어져 올라간다. 이 무덤은‘은장이 무덤’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이 일 에서 금이 많이 산출되었는데 당시 금을 캐

는 기술자가 죽어 묻힌 무덤이라 전하며, 조선시 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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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지(窯址)

1) 광양 골약동 기동 녹청자요지

이 요지는 기동마을 입구 일명‘자라바구’라고 하는 석조 거북이가 있는

앞 야산의 동쪽 하단부이다. 이 요지는 조그마한 밭을 경작하면서 야산의

하단을 굴착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단애면에 녹청자편과 가마의 벽편들이

노출되어있다. 녹청자의 편년은 인천 경서동요지와 해남 진산리요지와 비

견하여 참고하면 고려전반기(11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황길동 기동마

을의 녹청자요지는 현재 수습된 녹청자편들로 볼 때 구연부의 기형이 외반

된 점이 심해서 조선 전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녹청자

조사 자료를 볼 때 녹청자 편년은 고려시 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

한 편년은 발굴조사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녹청자란 도기에서 청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초기청자라기보다는 11세

기 후반경 해안가의 조잡한 태토와 유약을 사용하여 만든 지방양식의 청자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동남 지방의 월주요계의 향을 받아 만들어진

청자로, 그 후에 철화∙철백화∙철채기법과 흑유 등을 사용해서 만드는 청

자요지군으로 발전해 간다. 이러한 점은 인천 경서동요지와 해남 진산리요

지의 발굴조사 결과로 알 수 있다.

2) 광양 골약동 정산 도요지Ⅰ

이 요지는 골약동 정산마을 동북쪽 안골이라는 골짜기에 위치한다. 현재

는 유씨 제각과 산지기 가옥이 들어서 있는데 현재는 요지의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으며, 자기편만이 이곳이 요지 음을 알려준다. 현재는 평탄하

게 돋우어져 전혀 알아볼 수 없는데, 마당 주변과 그 옆의 개간되어 경작하

는 밭에 도자기편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한편 제각으로 올라가는 길 중앙

에 요지의 벽편으로 추정되는 소토편들이 곳곳에 박혀 있다. 발견된 도자편

의 종류는 접∙바래기∙접시∙잔∙종 지기 등이다. 이곳에서 수습된 자

기편들은 전체적으로 기형이 투박하고 직선적이며, 유약이 회색조와 푸른

색을 띠고 있고 굽에 태토비짐눈을 받쳐 구운 흔적이 특징이다. 자기의 소

성 연 는 17세기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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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양 골약동 정산 도요지Ⅱ

이 요지는 골약동 산 17에 해당한다. 가야산 국수봉의 골짜기에 위치한

이곳은 군장과 재동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산업도로의 바로 아래쪽에 위치

하며 현재는 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숲의 아래편에 집자리의 흔적이 있

는데 이곳에 집을 지을 때 많은 도자기편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가마의 형태를 전혀 짐작할 수 없으며 백자편이 소량 수습될 뿐이다. 수습

된 백자편은 편이 작고 그 양도 미미해 기형과 그 특징을 살피는 것은 불가

능한 실정이나 략 17세기 이후 사용되었던 요지로 추정할 수 있다. 요지

바로 앞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 계속해서 유실되고 있다.

4) 광양 골약동 하포 요지

골약동 금곡마을에서 평촌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

가다보면 평촌마을과 하포마을로 가는 두 갈래의 길

이 나온다. 여기서 하포마을로 가는 길로 접어들게 되

면 산업도로가 나온다. 이 도로에 바로 인접한 밭에서

부터 마을의 민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의 밭까

지 넓게 요지가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철도와 바로

인접해 있고, 북동쪽으로는 황길교회가 위치하고 있

으며, 동쪽으로 멀리 골약초등학교가 보인다. 남쪽으

로는 광양만이 펼쳐져 있다. 도로와 바로 인접한 곳에서부터 동쪽 논과 밭

에 도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일부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논두 단면에

토기편과 도기 편들이 박혀있다. 토기편들은 회청색경질토기가 수습되었

는데 부분 큰 기형이며,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다. 도기편들은 주로 병형

도기로 판단되며, 저부는 모두 평저이며, 일부는 시유되어 있는 것도 보인

다. 구연은 모두 외반된 구연을 가지고 있다. 수습유물로 보아 삼국시 부

터 고려시 에 걸친 요지로 판단된다. 

5) 광양 골약동 황방 도요지

이 도요지는 황방마을 황금저수지 북서쪽의 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마

을 안쪽에서 황금저수지쪽으로 가는 농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걸어 올라

가면 저수지에 이르게 된다. 도요지는 저수지와 북서쪽의 산이 만나는 부분

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구봉화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낮은 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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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논들이 펼쳐져 있다. 마을에서는‘황골저수

지 사그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자기편들이 사방 10m 정도의 범위에

깔려 있고, 요의 벽편과 소토 덩어리도 보이고 있다. 이 요지에서 출토되는

백자들은 일반적인 식생활 용기로 모두 무문인 접, 접시 및 잔이다. 기형

은 접시나 접의 부분이 외반된 구연을 하고 있으며 기벽은 얇은 편이다.

6) 봉강 석사리 옥현 요지

순천에서 남해 고속도로를 따라 광양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봉강

면 석사리 옥현마을이 나오는데 이곳 요지는옥현마을의 북동쪽에 위치하

고 있다. 요지는 남해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절개되어 단면이 노출되어 있

고 주변에 토기편과 와편, 요벽편들이 산재해 있다. 토기편은 회청색 경질

토기편과 회색연질 토기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와편은 선조문이 부분

이다. 수습유물로 보아 토기와 기와를 함께 소성하던 백제시 의 요지로 판

단된다. 

7) 옥곡 선유리 오류 도요지Ⅰ

옥곡면 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국도를 따라가면 하선마을 못 미쳐 좌측

의 콘크리트 농로가 있는데 이 길을 따라 10분 정도 가면 옥곡면 선유리 오

류마을이 나온다. 도요지는 마을 남동쪽의 산길 주변에 2기가 250m 간격

을 두고 분포하고 있다. 도요지 Ⅰ은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의 완만한 산경사면의 말단부인 길가 밤나무단지에 위치한다. 범위는 약

20m 정도로 추정되고 노출되어 있는 단면에는 도자편, 도침편 등 가마폐

기물이 1.5m 정도의 높이로 퇴적되어 있다. 이 요지에서 출토된 백자편은

일반적인 식생활 용기로 모두 무문인 접, 접시 및 잔인데 접이 부분

을 차지한다. 기형은 접시나 접의 부분이 외반된 구연을 하고 있으며

기벽은 비교적 얇은 편에 속한다. 조선시 의 요지이다.

8) 옥곡 선유리 오류 도요지Ⅱ

옥곡면 선유리 도요지 Ⅰ에서 산길을 따라 윗쪽으로 250m 정도 떨어진

곳의 산경사면에 위치한다. 산길 주변에 도자편이 널려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현 유적의 범위는 8×15m 정도이다.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퇴적층이

길 좌측에 위치하는데 주로 도자편, 도침 등의 가마폐기물이 약 1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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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로 퇴적되어 있다. 이 요지에서 출토된 백자편은 무문인 접시와 접이

부분이다. 구연의 형태는 외반된 것과 내만구연이 있으며, 내저에 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접시의 굽은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일

정하지 않다. 받침은 굽과 내저에 4�5개의 태토비짐받침이 사용되었으며,

소량 모래받침도 보인다. 작은 원반형의 경사진 도침이 출토되고 있으나,

초벌구이편과 내화갑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고가(古家)

1) 최규명 가옥

이 가옥은 광양읍 도월리 월평에 있으며, 정확한

건립 연 는 알 수 없다. 안채 건물은 정면 4칸, 측

면 1칸반의 규모이지만 원래는 전형적인 삼칸 초

가집으로서 구형 지의 중앙에 남향으로 배치된

다. 평면구성은 1열배치이고, 남부지방의 전형적

인 삼칸 홑집에 좌측으로 방 1칸을 덧 었다. 낮은

토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치목된 사각기둥을 세

웠다. 

2) 문진순 가옥

이 가옥은 광양읍 세풍리 해창마을에 있다. 건립 연

가 150년이나 되는 안채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초가 홑집으로 장방형의 지 후방에 남향으로

배치된다. 평면구성은 1열배치이고 내부는 연등천장

이다. 낮은 토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치목하지 않은

원형기둥을 세웠다. 부엌에는 전후에 각기 외여닫이

의 판장문을 달았다.

3) 서순엽 가옥

이 가옥은 광양읍 세풍리 해창마을에 있으며, 건립 연 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안채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반의 전형적인 삼칸 초가집으로 장방

형 지의 좌측 후방에 남향으로 배치된다. 평면구성은 1열배치이고 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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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27 : 최규명 가옥

사진8-328 : 문진순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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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은 방의 문 앞까지만 툇마루를 깔았다. 막살이집

에서 3간으로 전이되는 과도적 평면구성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면에서 보면 판장문을 단 부엌과 큰 방, 그

리고 그 앞에 꾸민 툇마루만이 개방된다. 낮은 토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비교적 잘 치목한 사각기둥을

세웠다.

4) 김종성 가옥

이 가옥은 다압면 고사리 고사마을에 있다. 이

지역에서 찾기 힘든 부농의 주택으로 150년 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안채와 곳간, 사랑채로 구성

되는데 그 중에서 상채는 상류주택의 법식을 사용

한 뛰어난 건물이다. 지는 정방형에 가까운데

후방으로 경사져 있어서 문에서 사랑채까지의

바깥마당과 안채와 곳간으로 이루어지는 안마당

으로 별된다. 이 주택은 자연적인 경사 지를

잘 이용하여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사랑채 앞에 연

지를 조성하여 산록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이곳으로 끌어 들이도록 하

다.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반의 겹집으로 홑처마의 팔작지붕을 올렸

다. 실 구성을 보면 좌측 1∙2칸과 4∙5칸에는 각기 온돌방을 들이고 전면

퇴칸에 툇마루를 깔았다. 3칸째는 2층으로 하여 하층은 본채로 진입하는

통로로서, 상층은 마루를 올려서 청방으로 꾸몄다. 

5) 안차덕 가옥

이 가옥은 다압면 도사리 다사마을에 있다. 건립

된 지 200년이 넘는다고 하나 정확한 연 는 알

수 없다. 섬진강 유역의 협소한 농토를 상으로

생활해 온 주민들의 전형적인 세한 민가이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개조했으나 원래는 초가지붕

이었다. 정면 3칸, 측면 1칸반의 홑집으로 좌측 1

칸을 부엌으로, 2∙3칸에 각기 큰 방과 작은 방을

들이고 그 앞에 간소한 툇마루를 내었다. 경사 지에 조성한 탓에 막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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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29 : 서순엽 가옥

사진8-330 : 김종성 가옥

사진8-331 : 안차덕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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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을 높게 쌓고 큰 막돌초석을 놓아서 원형 그 로의 세장한 기둥을 세

우고 서까래를 받치게 하 다. 

6) 정현준 가옥

이 가옥은 옥룡면 죽천리 내천마을에 있다.

150년 전에 지어진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흩

집으로서 전형적인 남부형 민가인 초가 삼칸집이

다. 근래 초가를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원래 모습이나 보존 상태가 양호

하지 못하다. 낮은 토단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

었으며, 그 위에 세장한 사각 및 원형기둥을 세우

고 거칠게 치목한 서까래의 모임지붕을 받게 하 다. 우측 1간은 부엌을 들

이고 측 1, 칸칸을 각기 작은 방과 큰 방으로 만들고 그 앞 퇴에 간소한 툇

마루를 깔았다. 측면과 배면의 벽체는 토담을 쌓고 외여닫이의 교살문 좌우

의 벽체는 소지 심벽에 벽지를 바르고 부엌은 쌍여닫이 판장문과 좌우 징

두리벽체는 판벽으로 막았다. 

7) 서한업 가옥

이 가옥은 옥룡면 죽천리 항월마을에 있다. 건

립된 지 150년이 넘은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초가집으로서 원래 모습을 그 로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남부형 민가이다. 좌측 1칸에 부엌을 들

이고 2∙3∙4칸째는 각기 큰방∙ 청∙작은방

순으로 배치하여 그 앞으로 툇마루를 깔았다. 각

방의 전면에만 외여닫이 격자살 문을 달고 부엌

전, 후면에는 각기 쌍여닫이와 외여닫이의 판장문

을 달았으며, 큰방과 청을 구획하는 벽면에 작

은 출입문을 두었다. 지 후방이 산록에 직접 닿아 있기 때문에 기단을 높

게 쌓았다. 큰 막돌 초석 위에 원형 및 사각기둥을 세우고 흩처마에 초가지

붕을 받게 하 다. 벽체는 전면으로 소지 마감한 심벽에 현재는 벽지를 발

랐으나, 측면 벽체는 외엮기한 소지 심벽으로, 그리고 배면은 토벽으로 마

감하 다. 

사진8-332 : 정현준 가옥

사진8-333 : 서한업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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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서깊은나무

1) 골약동 통사 느티나무

이 나무는 황길리 324번지, 통사 마을내에 있다. 이

노거수는 수종이 느티나무이며, 품격은 도나무이다.

광양시에서 보호수(고유번호 15-5-8-2, 지정일자

1968년 3월 2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나무

의 크기는 높이 12m, 둘레 6.6m이다. 수령은 500여

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받침 3개가 나무를

받치고 있다. 

느티나무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 한

자어로는 괴목(槐木), 규목(槻木), 귀목, 거( )라고도 한다. 이 나무는 온

∙난 등 따뜻한 곳에서 자라고 우리나라, 일본, 만, 중국에 분포하고

있다.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이 나무는 목재의 결이 곱고

단단해서 밥상∙가구재 등으로 쓰 고, 불상을 조각하는 데에도 쓰 다. 

매년 섯달 그믐날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마을에 흉사가 있으

면 정월 보름날에도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 나무에

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봄에

잎이 푸르고 무성하면 그 해에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

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2) 광양읍 덕례리 덕산 느티나무

이 나무는 광양읍 덕례리 덕산마을의 입구(덕례리

763번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 노거수는 수종

이 느티나무이며, 수령은 59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나무의 높이는 14m이고, 둘레는 6.1m이다.

3) 광양읍 우산리 교촌 은행나무

이 나무는 광양읍 우산리 교촌마을에 있는 향교 내

의 성전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수령은 520년 정도

로 추정되며, 수고 20m, 둘레 4.2m, 면적 33㎡이다.

사진8-334 : 통사 느티나무

사진8-336 : 교촌 은행나무

사진8-335 : 덕산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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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양읍 유당공원 이팝나무

광양읍의 남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유당공원은 조선 중종 23

년(1528)에 당시 박세후 현감이 만든 숲으로 많은 노거수가

생육하고 있으나 수목의 생육한계 수령에 도달해 고사 직전의

수목도 있고, 고유의 수형을 잃어가고 있는 수종도 있다. 물푸

레나무과의 이팝나무는 천연기념물 235호로 지정되어 보호

하고 있는데 수형관리 상태 등이 양호한 편이어서 이팝나무의

수형을 표할 정도로 보존이 잘 되고 있으나, 일부 느티나무

와 왕버들, 팽나무 등은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이

팝나무는 4월 말이면 초록빛 나뭇잎 위에 흰 쌀밥을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꽃이 피어 이팝나무라 부르고 있다. 유당공원

이팝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이팝나무 가운데 4번째로 큰 나무이다.

5) 광양읍 목성리 팽나무

유당공원 내 이팝나무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수령은 520년으로 추정되며 수고 18m, 둘레 3.5m이다.

6) 봉강면 신룡리 신촌 팽나무

이 나무는 봉강

면 신룡리 신촌

390-1번지에 있다. 수령은 230

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

고 14m, 둘레 3.8m, 면적 450㎡

이다. 

7) 봉강면 조령리 덕촌 느티나무

이 나무는 봉강면 조령리 208-1번지에 위치하는데, 덕촌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한다.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수령은 220년 정도 되고, 수고 17m, 직경 4.9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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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37 : 유당공원 이팝나무

사진8-338 : 목성리 팽나무

사진8-339 : 신촌 팽나무

사진8-340 : 덕촌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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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곡 장동리 장동 팽나무

�소재지 : 옥곡면 장동리 장동 505-2

�시 : 조선

옥동마을 중앙의 도랑 옆에 위치하고 있는 팽나무

이다. 수령은 520년으로 추정되며 수고는 10m, 둘레

는 4.1m이다.

9) 옥룡면 용곡리 초암 느티나무

�소재지: 광양시옥룡면용곡리164번지(초암마을)

�시 : 조선

옥룡면 용곡리 초장마을(164번지)에 위치한 느티나

무이다. 수령340년으로 추정되며, 수고는 13m, 둘레

는 4.5m이다.

10) 진상면 섬거리 섬거 느티나무

�소재지 : 진상면 섬거리 섬거 1415-3

번지

�시 : 조선

진상면 섬거리에 위치한 이 느티나무는

수령 약 490년, 수고 20m, 둘레 5.1m이다.

관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무의 중

앙에 큰 동공이 생겼다. 외과적 수술을 하

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고사할 가능성이 크

다. 보존 책이 시급한 보호수이다. 

11) 진월면 망덕리 장재 느티나무

�소재지 : 진월면 망덕리 장재 747번지

�시 : 조선

장재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수령은 390년으로 추

정되며 관리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수고 20m, 둘레

6.6m, 면적 1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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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41 : 장동 팽나무

사진8-342 : 초암 느티나무

사진8-343 : 섬거 느티나무

사진8-344 : 장재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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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월면 송금리 금동 느티나무

�소재지 : 진월면 송금리 금동 259-1

�시 : 조선

금동마을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수령은 41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고는 20m, 둘레 4.5m, 면적은 192㎡이다. 바로 옆에

또 한 그루의 느티나무가 군나무로 지정되어 있다.

13) 진월면 오사리 오추 팽나무

�소재지 :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오추 1395번지

�시 : 조선

오추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수령은 340년으로 추정되며 수고

는 12m, 둘레 2.9m, 면적 50㎡

이다.

14) 진월면 차사리 사동 느티나무

�소재지 : 진월면 차사리 사동 251번지

�시 : 조선

사동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수령은 500년으로

추정되며 수고는 18m, 둘레 6.7m이다. 여름에는 마을

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6. 기타석조물및목조물

1) 골약동 기동 석조거북이

이 석조 거북이는 기동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에서‘자라바

구’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입석과 같은 비보(裨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석

조물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 던 이선달이란 사람이 마을 앞 길을 내면서 자라

의 목에 해당하는 곳을 잘라 길을 내니까 그 자리가 허하여 이를 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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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45 : 금동 느티나무

사진8-346 : 오추 팽나무

사진8-347 : 사동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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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만들어 놓았다.”

이 석조 거북이는 등에 비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

터 석비의 귀부(�趺)와 같은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

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화순 쌍봉사에서 볼 수

있는데 사찰의 융성을 빌면서 조성하 다고 전한다.

머리부분에 성혈이 몇 개 파여 있으며, 네 발의 발가락

을 표현하지 않고, 꼬리는 오른쪽 발쪽으로 굽어 있다. 거

북상의 크기는 전체 길이 153㎝, 너비 105㎝, 높이 39㎝이다.

2) 광양 골약동 통사 연자방아

황길동 통사 마을회관 옆에 연자방아가 놓여 있다. 이

연자방아(연자매)는 윗짝과 아래짝이 원형 그 로 잘 남

아 있으며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다고 전한다. 아래짝은

지름 120㎝, 두께 20㎝이며, 윗짝은 지름 120㎝, 높이 40

㎝이다. 연자방아는 둥 고 판판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은

둥근 돌을 옆으로 세우고, 이를 말이나 소가 끌어 돌림으

로써 곡식을 찧는 도구이다.

3) 송천사지 석조

옥룡면 동곡리 선동마을의 송천사지에 있는 석조(石

槽)이다. 이곳 석조는 원래 금당지로 추정되는 논두 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부근가옥으로 옮겨 놓았다.

크기는 길이 195cm, 폭 110cm, 높이 83cm의 장방형으

로 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외면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삼석으로 구연부보다 바닥이 약간 좁고 소박한 형

태이다. 구연의 한 모서리에는 폭 3cm의 입수구가 있고

하단에는 원공의 배수구가 뚫려 있는 이 석조는 전체적으로 둔중하고 섬세

함은 없으나 나름 로 소박함이 엿보이고 있다. 

4) 송천사지 맷돌

이 맷돌은 현재 바위산장의 건물 옆에 옮겨져 있는데 2개이다. 큰 것은

가로 143cm, 세로 109cm, 높이 66cm, 중쇠공 지름 9cm, 주두 폭 14c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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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48 : 기동 석조 거북이

사진8-349 : 통사 연자방아

사진8-350 : 송천사지 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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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작은 것은 가로 69cm, 세로 63cm, 높이 30.5cm, 중

쇠공 지름 5.5cm, 주두 폭 8.5cm이다. 모두 윗짝이 유실

되고 아랫짝만 남아 있고 큰 것은 주둥이가 길게 빼어져

있다.

5) 수성당

�소재지 : 광양읍 읍내리

�시 : 근

광양 읍사무소 북동쪽에 위치

하고 있다. 일제시 에 지방유

지들의 찬조로 세워진 광양읍

의 경로당이다. 세워진 당시 군

수 던 김동준(金東準, 1912.

9�1920. 7 재임)이『수성당기

(壽星堂記)』를 썼는데 그의 재

임기간과 1918년 3월 15일에

수성당 노인회가 창립되었는데 수성당기 내용에 의하면 1918년에 건립되

었다.

7. 기타유적

1) 光陽 김 始殖址

�소재지 : 태인동 궁기 829-1

�시 : 조선

‘김’의 시식에 해서는 완도∙조약도의 김유몽,

완도 고금면 용장리 정시원 등의 시식설과 광양의

김여익(1606�1660년) 시식설 등이 있다. 김여익

은 암 서호면 몽해에서 태어나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종형 김여준

수사를 따라 청주에 이르 으나 항복하자 돌아온

뒤 고향을 떠나 장흥 동백동을 거쳐 인조 18년

(1640) 태인도로 들어가 살면서 海衣를 시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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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51 : 송천사지 맷돌

사진8-352 : 수성당

사진8-353 : 광양 김 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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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명리를 떠나 살았다. 이러한 사정은 숙종 40년(1714) 당시 광양현감이

었던 허심(1713. 4�1714. 9 재임)이 지었다는 김여익의 묘표에 적혀 있

다. 이 묘표는 남아 있지 않으나 김해 김씨 족보에 남아 있다.

2) 광양읍 덕례리 예구 시묘(侍墓)집

�소재지 : 광양읍 덕례리 예구

�시 : 조선

이인로(里仁盧)란 당호(堂號)의 이 건물은 1700년경 孝子 김

치조(金致祚)가 모친을 장사지내고 그 아래에 노막(�幕)을 짓

고 3년간 시묘했던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1865년에 건립한 건

물이다. 이후 여러차례 개조되어 오늘에 이른다.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팔작지붕을 올렸으며, 좌우 1칸째에 각기 온돌방을, 중

앙간에 청을 들이고 전퇴(前退)에는 툇마루를 깔았다. 장 석

으로 두른 낮은 기단위에 고복석(鼓腹石)의 초석을 놓고 원형기

둥을 세웠으며, 주두(柱頭) 하단을 창방(昌枋)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굴도리를 올려 겹처마의 팔작지붕을 받게 하 다. 들어가

는 출입문에는‘孝子通政大夫金海金致祚之閭’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3) 월파 (月波臺)

�소재지 : 광양읍 우산리 월파

�시 : 조선

월파 는 서신구(徐藎�, 1633�?)가 낚시를 하

던 곳으로 자신의 호를 따서 월파 라고 칭했다고

한다. 현재는 바위 위에 유적비만 세워져 있다.

1970년 4월에 세워진「月波徐公遺蹟碑」의 비문에

의하면 서신구(徐藎�)의 字는 聖瑞, 號는 月波, 本

貫은 �川이다. 元肅公 訥의 후손이며, 岩淵處士

서천일(徐千鎰)의 高孫이다.

4) 학사 (學士臺)

�소재지 : 옥룡면 동곡리 동동

�시 :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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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54 : 효자 김치조 정려문

사진8-355 : 월파서공 유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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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마을 앞 玉龍川 산경사면에 위치한 學士臺

는 1519년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同福에 유배되었

던 新齋 崔山斗가 어린시절 修學하 던 자연암굴

이다. 이 암굴 내부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넓이

이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연수가 흘러나온

다. 또한 이 암굴 상단 5m지점의 암면에는‘學士

臺’라는 자필 씨가 음각(陰刻)되어 있다. 이 학

사 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崔山斗가 10년을 계획하고 이곳에서 修學하 는

데 자신감이 생기고 지루하기도 하여 9년만에 굴을 나와 밖의 풍경을 보고

문득 외우기를‘泰山壓後天無北’이라 한 다음 이음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한 초동이 나타나 그의 詩를 받아‘大海當前地失南’하 다는 것이다. 이

에 崔山斗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우치고 1년을 더 공부하고 나와서 성공하

다고 한다.”지금은 이 암굴 바위 위에 5인이 앉을만한 亭閣을 세우고 '學

士臺'라는 현판을 걸어두고 있다.

5) 진상면 비평리 비촌 유적

�소재지 : 진상면 비평리 비촌

�시 : 조선

용계촌에서 비촌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하

탄지로 가는 삼거리가 나온다. 유적은 삼거리에

서 서쪽 약 200m 지점의 밭에 위치한다. 남동쪽

약 450m 지점에 불암산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수어댐이 위치하고 있는데, 만수가 되면 바로 아

래까지 물에 잠긴다. 이곳에는 건물지의 축 로 보이는 여

러 단의 석축열이 약 100cm 높이로 남아 있다. 주변에는

파도문과 복합문의 와편 등 주로 조선시 의 와편이 산재

해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창터’라고 부르고 있다.

6) 광양읍 세풍리 세승 우물

이 우물은 광양읍 세풍리 세승마을에 있으며, 우물의 평

면형태가 방형이다. 크기는 가로 174cm, 세로 193cm, 깊

사진8-356 : 학사

사진8-357 : 비평리 비촌 유적

사진8-358 : 세풍리 세승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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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20cm이다. 우물의 축조방식은 4면 모두 면석을 이용하 다. 그리고

면석 아래는 할석을 이용해 쌓아 올렸고 바닥은 자연암반층을 그 로 사용

하 는데 고르지 않다. 면석 안쪽에‘병인년십이월□일(丙寅年十二月 □

日)’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우물의 축조연 로 판단되나 마모된 부

분이 있어 정확한 연 를 확인할 수 없다. 

7) 광양읍 용강리 와룡 우물

이 우물은 광양읍 용강리 와룡마을에 있으며, 평면이 방형

에 가까운 형태이다.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167cm, 높이

71cm이나 최근에 시멘트로 보수한 것까지 포함하면 높이는

119cm이다. 우물의 축조방식은 4면 모두 80�90cm 크기의

장방형 면석과 20�30cm 크기의 할석을 가로쌓기 하여 2�

3단으로 만들었다. 바닥면은 자연 암반층을 그 로 사용하

는데 고르지 않다.

8) 진월면 마룡리 용소 우물

이 우물은 진월면 마룡리 마룡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140×140×90cm 크기의 판석조 우물로, 바닥에는 자연 암

반이 깔려 있다. 각 면의 벽은 높이 40cm, 두께 13cm의 판석

2매씩을 이용하여 축조하 다. 판석 상부에는 20cm 높이로

시멘트가 발라져 있으며, 현재도 민가의 우물로 이용되고

있다.

9) 진월면 선소리 선소 우물

이 우물은 진월면 선소리 선소마을에서 이정마을로 가는

굴다리 오른편 남해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주

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큰 판석형의 석재로 되어 있다고 하

는 것으로 미루어 정자형(井子形) 석조우물로 추정된다.

근래까지 이정마을과 선소마을 주민들의 공동 우물로 사용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360×360cm 크기의 콘크리트 벽

이 형성되어 있고 뚜껑이 덮여 있어 원래의 형태를 파악하

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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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59 : 용강리 와룡 우물

사진8-360 : 마룡리 용소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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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월면 선소리 이정 우물

이 우물은 진월면 선소리 이정마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

다. 170×170×110cm 크기의 판석조 우물로 현재도 수량

이 풍부하여 빨래터로 이용되고 있다. 벽은 4벽 모두 3단으

로 구성되었는데 1단 45cm, 2단 45cm, 3단 20cm로 상층이

가장 낮다.

11) 진월면 진정리 진목 우물

이 우물은 진월면 진정리 진목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167×175×

112cm 크기의 판석조 우물로 바닥

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았다. 원래

는 3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현재

는 60×12cm, 52×12cm 크기의 판

석이 2단을 이루고 있다. 한쪽 면에

‘계유오월 일(癸酉五月 日)’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고, 남쪽 상부에는 출수

구가 마련되어 있다.

12) 진월면 선소리 선소지(船所址)

이 선소는 진월면 선소리 선소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선소는 임진왜란 중에 전라좌수 관하 오

관 오포의 하나인 광양현의 수군기지로서 이용되

었다. 광양 선소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임진장장(壬辰狀章)』이 유일하다. 즉

1594년 1월의 기록에 1593년 12월 당시 광양 선

소에서 전선(戰船) 4척을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중 활약을 한 거북선은

좌수 , 순천, 방답진 선소에서 건조된 것으로 추

정하고 있어 광양 선소에서 거북선은 건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조선후기의 법전인『속 전(續大典)』에는 군선의 배치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광양에는 전선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이 배치되

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광양 선소는 순천, 흥양, 보성, 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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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364 : 진월면 선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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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 배가 제작된 곳으로 중요한 조선소로서의 역할

을 하 음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조선후기까지 군선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

으로 보아 선소의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선소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외망마을에서는 지

금도 배를 만들고 있다. 광양 선소는 해안선이 내륙쪽으로 깊숙하게 만입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산들이 많아 배를 만들기 위한 목재를 구하

기 쉬우며, 섬진강을 끼고 있어 내륙쪽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에 있는 등 선소로써 지녀야 할 입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13) 진상면 어치리 야철지

진상면 어치리 내회마을에서 싸목재를 향하여

등산로로 2km 정도 올라가면 야철지가 있다. 해발

고도상으로는 500m에 가까운 고지 이다. 야철

지는 용소계곡 조금 못 미쳐서 산길 좌측 아래로

15�20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이곳에는 제철로

와 작업장 및 생활공간 등이 확인되었다. 제철로가

위치한 지점의 주변은 구획석과 석축으로 조성된

길이 9m, 폭 4.2m 정도의 장방형의 평탄면이 있으

며 제철로는 장방형 평탄면의 중심부에 있는데, 서남쪽 축 에 치우쳐 위치

한다. 축 아래로는 노벽편들이 떨어져 있는데, 노벽이 용해되어 생성된

철재(鐵滓)들이 노벽 내면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제철로는 하단 일부만

잔존하고 있는데, 하단 직경 110cm, 높이 35cm, 노벽 두께 25cm 정도이

다. 노벽은 할석으로 만들었는데, 할석 사이의 빈틈은 적갈색 점토로 메꾸

고 있다. 노벽의 내면에는 노벽이 용해되어 생성된 철재들이 붙어 있으며

제철로의 전방에 바로 인접하여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 제철로가 위치한 인

근지역에는 다양한 활엽수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제철에 필수적인 임산

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14) 진상면 황죽리 야철지

진상면 황죽리 구황마을에서 백운산 억불봉쪽으로 비포장도로와 계곡

등산로를 따라 2.5km 정도 올라가면 야철지가 있다. 이곳은 해발 고도상으

로 450m 정도의 고지 이다. 야철지는 등산로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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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야철지에서 남쪽으로 불과 10m 정도 떨어져서 풍

부한 수량의 계곡물이 흐르고 있다. 이곳에는 제철로 1

기와 작업장 및 생활공간 등이 있다. 현재 제철로는 비

교적 잘 남아 있는데, 규모는 하부 직경 1m, 높이 약

90cm이다. 현재 노벽은 동∙서쪽이 잘 남아 있는 편이

고, 남∙북편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노의 주

변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제철로를 중심으로 석축에 의해 장방형의 석

축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이 공간은 규모가 길이 8m, 너비 170cm 정도이

다. 노의 축 남쪽으로는 4×5m의 평탄공간이 있는데, 유출재가 다량 산

재하고 있다. 유출재가 남쪽 축 아래에 집중적으로 퇴적되어 있다는 것은

제철로 저부의 유출구가 남쪽으로 뚫려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출재

는 잘게 파쇄된 상태로 집중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노 남쪽으로 20m 정

도 떨어져서 팔각장방형의 평탄면이 있다. 이곳은 야철장인들의 주거공간

으로 보인다. 현재 유적 현황은 윗면 너비 155cm, 밑면 너비 100cm, 높이

90cm의 노터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고 노 주변 16×13m 범위는 평탄

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석회석, 규석, 철광석들의 슬래그가 산재하고 있다.

이 야철지는 1906년 광양지방에서 봉기하 던 백낙구(白�九) 의병활

동 이후 1908년을 전후하여 광양 일원에서 활약하 던 황순모(黃珣模)∙

황병학(黃炳學) 의병부 의 근거지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1908년 8월 5일 진월면 망덕리등지의 일인 습격시 같은 의병부 에서

동하 던 김헌백(金憲伯)의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그들의 숫자가 15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의 고향이 야철지의 근접 거리에 위치한 현 비촌리 비촌

마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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