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출향각지역의향우회

1. 향우회현황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도시에 향우회를 조직하여 상부상조의 정신

으로 교류하며 향우의 정을 나눠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회원수는 전국

9개 도시에 3천여 명에 이른다.

(1) 재서울 광양시 향우회

1950년 에 발족된 향우회는 서울지역에 5만여 명의 향우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회원수는 500여 명이다. 향우회 산하

에 읍면별 청년회 모임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매년 5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있으며 불우하고 성적이 우수한 향우자녀들

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애경사의 정을 나눠오고 있다. 광양군시절 광양

읍 우산공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향우동산을 만들었으며 1991년 백운장

학회 기금조성때 32명의 회원들이 800여 만원의 성금을 기탁하 다.

향우회는 현재 고문 박 섭, 회장 김종태, 제1부회장 장경표, 제2부회장

정현태, 사무국장 이선재, 재무국장 박종필, 감사 이형주, 김준곤 등으로 조

직을 구성∙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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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부산 광양시 향우회

부산 향우회는 1971년에 창립되었으며 회원수는 62명이다. 회장 김창욱

(�昌彧), 총무 김중현(�仲鉉)이 맡고 있다. 매년 10월에 고향의 기관장

과 향우, 유지분들을 초청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결산과 상임위원회 활

동 종합보고를 한다. 또 향우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고향출신 연예인을 초

청하여 위로해 오고 있다.

매년 4월에는 상임위원회 단합 회를 겸한 야유회를 가지며 12월에는

격년제로 송년회를 갖는다. 매월 23일 오후 6시에 상임위원회 정기모임을

갖고 활동방안을 협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3) 재인천 광양시 향우회

1990년에 김명규 등 향우들이 모여 만들었으며 회원수는 80여 명이다.

회원들은 부분 공무원들로 매년 7월과 12월 두차례 정기총회를 갖고 있

다. 임원진은 회장 황기환, 총무 김재화이다.

(4) 재광주 광양시 향우회

1936년 가을에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실제 거주자는 1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회원수는 460명이다. 회장에 허재호(許宰晧), 사무국장 장

기(張泳琪), 부총무 성 문(成永文)이 맡아 활동하고 있다. 회원간의 화

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된 모임은 회원의 경조, 친목사업과 고향

장학사업, 고향문화진흥사업을 벌이고 있다.

(5) 재울산 광양시 향우회

1990년에 창립되었으며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정기총회를 갖고 있

다. 회원수는 60여 명인데 봄가을로 두차례 체육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고향

백운산 산행도 실시하고 있다. 회장은 주낙순, 총무는 이찬호가 맡고있다.

(6) 재안산 광양시 향우회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향우들이 1990년경에 조직한 모임이다. 회원

수는 현재 68명이며 회장 안년식(安年植), 총무 서정부(徐正富)가 맡고 있

다. 정기모임은 두달에 한번씩 갖고있으며 12월에는 송년의 모임을 갖고

있다. 매년 한번씩 체육행사도 열고 있으며 향우 불우이웃 돕기와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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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벌여오고 있다.

(7) 재목포 광양시 향우회

1968년 허진명(광주지법 목포지원장)을 비롯한 향우들이 만들었는데

회원은 35명이다. 매년 12월에 정기총회와 광양장날 6일에 맞춰 매월 6일

월례모임을 갖고 있다. 5년에 한번씩은 가족들과 야유회를 갖고 있다. 회장

에는 정갑일, 총무는 이강범이 맡고 있다.

(8) 재여수 광양시 향우회

1950년 조직된 것으로 알려진 향우회는 현재 1천 500여 명이 등록돼

있으며 운 위원만 60명이다. 여수에 2만여 명의 향우가 거주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매년 10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있으며 향우 불우이웃 돕기, 노인 경로잔

치, 고향 백운산 자연정화활동 캠페인 등도 벌여오고 있다. 

회장 성낙진 총무 이광일이 맡고 있다. 

(9) 재순천 광양시 향우회

1960년 창립된 것으로 알려진 향우회는 600여 명의 등록회원을 갖고

있다. 이사회 산하에 각 읍면별로 향우회가 조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년 5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노래자랑, 주소록 발간 등 친목활

동을 다져오고 있다. 회장에 이형일, 상임이사에 한명규가 맡고 있다.

(10) 희양방회

옛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인 희양방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원의

광양출신 공직자 모임이다. 1992년 5월 창립되었으며 회원수는 150여 명

에 이른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1년에 1-2회 모임을 갖고

있다. 등산 회나 체육 회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회장에 이돈종,

수석총무에는 김택곤이 맡고 있다. 

(11) 재경 광양청년회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년회 조직이 안되어 있다는 재경전남청년회의 권

고를 받아 2003년 3월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창립한 모임이다. 2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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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의 향우들로 구성된 청년회는 우선 5개동 7개 읍면에서 각각 10

명씩 회원을 등록키로 하여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 다.

임원은 고문 박 섭, 회장 김종태, 제1부회장 장경표, 제2부회장 정현태 ,

사무국장 이선재, 재무국장 박종필, 감사 이형주 김준곤 그리고 읍면동별로

지회장과 간사를 두고 있다.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천계산, 관악산, 옥룡 백

운산, 도봉산 등을 등반하 다.

(12) 재경 새천년 백운회

향우간의 친목과 후진양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는 서기관급, 기업

체는 임원급 이상 등의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모임인데 특히 경제인들이 많

이 참여하고 있다. 2000년 초에 창립되었으며 정회원은 51명이다. 

2002년 8월 태풍「루사」때는 1천만원의 위로금을 광양시에 기탁하기도

하 다.

제2절 외국의광양출신저명인사와광양인마을

1. 외국의광양출신저명인사

(1) 이학도(�學道)

1912년 4월 22일 골약면 성황리에서 출생하여 13세(1925년)의 어린나

이에 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쌀장수, 고철장수 등 수많은 직

업을 전전하면서 목욕탕과 빠찡꼬사업 등을 일으켜 재산을 일궜다.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1980년 귀국할 때 후학들의 배움을 위하여 성황국교 정문

을 시설해주고 골약중학교 부지 1천 388평을 매입하여 희사하 으며

1985년에는 골약면사무소 부속건물(35평)을 건립, 희사하 다.

또 1989년 동광양시청 개청때에 시청상황실 음향기구(2,100만원)를 구

입해주고 현충탑 건립비 3천만원을 쾌척, 고향발전에 앞장서왔다. 1991년

5월 7일 시민의 날을 맞아 동광양 시민의 상을 받았다. 

(2) 서병길(徐丙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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