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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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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광양읍 인서리에서 출생하여 14세인 1938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도쿄에서 지바우라 공업고와 명치 (정치경제과)를 졸업하 다. 동

양실업(주), 광양광업(주), (주)소화를 운 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2002

년까지 재일거류민단 광양군민회장을 역임하 다. 태인동 소재 금풍공업

(주)에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1969년부터 2천만원을 들여 고향인 광양읍에 광양고등공민학교 매입

및 건립비와 3년 동안 학교운 비 등을 지원하 다.

(3) 강 명(姜大明)

1922년 골약면 황길리 하포마을에서 출생하여 17세에 징용으로 일본으

로 끌려가 일하다가 해방을 맞이하 다. 귀국하지 않고 시즈오카에서 고물

상 등을 운 하면서 사업을 일궈 호텔, 빠찡꼬, 목욕탕 등으로 크게 번창하

다. 1967년 고장의 숙원사업이었던 광양여중학교 설립때 재일교포 중

가장 많은 400만원을 기탁하 으며 학교음악실을 별도로 300만원을 출연

하여 건립하여「 명당 」이라고 불 다. 또 동광양시가 충혼탑을 건립할 때

1천만원을 희사하고 시청 개청시 회의실에 앰프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기탁하 다.

(4) 정용환(鄭容煥)

1927년 진상면 금이리 외금마을에서 태어났다. 1970년 미국으로 건

너가 텍사스 학 교수를 역임하 다.

(5) 강호륜(姜鎬倫)

1925년 진월면 망덕리 장재마을에서 태어나 공군준장으로 예편하여 교

통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뒤 1983년 가족들과 함께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했다. 

2. 중국길림성광양촌(光陽村)

일제 강점기인 1936년 6월께 광양지역 출신 30호(주병우씨 주장) 150

여 명의 주민이 당시 정봉기 개척이민단장에 의해 중국 길림성 유하현 삼

원포진 안인촌(中國 吉林省 �河縣 三源浦鎭 安仁村)에 이주하여 살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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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 다. 그해부터 2년에 걸쳐 2km쯤 떨

어진 하단 도로변에 한 채씩 집을지어 건

설한 마을이다. 

고향을 잊지 말자며 마을 이름을「광양

촌」으로 붙인 이주민들은 처음에는 지붕

을 산초로 덮은 흙벽집에서 살면서 버드나

무 등이 무성한 황무지를 논밭으로 개간하

는 등 어려운 삶을 이어왔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일부는 본국으로 귀국하 으나 일부는 그동

안 동사 또는 병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여 지금은 145호

되는 마을에 겨우 처음 정착 이민세 3호와 2-3세 7호가 살아가고 있

다. 1세 중 한사람인 조기성(75)은 중간에 30km쯤 떨어진 고산자진(孤

山子鎭)에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

당시 이주민들을 살펴보면, 정봉기∙소성근∙빈세조∙송정원∙송주

∙이기도∙조기태∙조기성∙박재익∙제형식∙이종철∙소강만∙이민

재∙이점수∙이형수∙배중규∙김금방∙김일문∙정덕기∙정현기∙이종

원∙정OO(정약국으로 불림)∙장원출∙김우호∙고강태∙김주태∙정포

남∙정철기∙김학기∙문기모∙배성례∙김학준∙O산채∙주병우 등 이거

나 이들의 아버지 또는 가족들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건설 초기에는 광양사람들만 모여 살다가 이어 경기도 사람들이 들

어와 함께 집을 짓고 살았으며 현재는 145호 중 110호 정도가 조선족이고

나머지는 한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

가고 있다.

마을 이장은 당시 유식했던 이기도

(1996년 12월 사망)씨가 오랫동안 도

맡아 마을일을 보살펴 왔으며 이후에

도 몇몇 조선족들이 하다가 지금은 이

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 돌아가

면서 선출하는 방식에 의거 처음으로

한족 위보수가 맡고 있다. 부분이 농

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이농

현상으로 도시로 주민이 빠져나가 빈

제10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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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0-2 : 광양촌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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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 광양소학교

우리말과 우리 을 가르치기 위해 광양촌을 비

롯해서 인근 주가촌(周家村)∙하동촌(河東村)∙

학가촌( 家村)∙ 평지(大平地)등에 사는 조선

족들이 1965년 손수 16칸의 초가목조건물을 지

어 개교한 초등학교이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2년전에 주가촌 마을공동회관에서 처음으로 을 가

르치기도 하 다. 1974년부터 1988년까지 차례로 초가건물을 헐고 벽돌

기와 건물로 다시 지었으며 전체 학생수가 한때 170명, 교직원들이 30여

명이나 되었으나 최근 들어 교사들이 한국 등에 돈벌이를 나가면서 교사난

을 겪어 2001년 9월 9일 폐교 되었다.

광양소학교의 총 졸업생은 36회를 배출하여 약 900명에 이른다. 소학교

는 4km쯤 떨어진 삼원포진에 소재한 동명소학교로 통폐합되었다.

(2) 조선족 제일중학교(구 동명중학교)

광양촌 주민 자녀들이 다니는 유하현(�河縣)

의 6개 중학교 가운데 으뜸 중학교이다. 1912년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경학사(耕學社)로 출발한

학교인데 당초 동명학교에서 중학부로 함께 있다

가 1972년 조선족 제일중학교로 정식 개교한 뒤

1989년 동명소학교에 학교를 내주고 지금의 자

리인 삼원포진 동가(東街)로 이전하여 왔다.

학교부지는 7천 800평에 5개동의 건물을 갖고

있으며 이재화 교장을 비롯한 임직원 30명, 학생수는 총 6학급 236명에 달

한다. 이농현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어 폐교위기에 처했던 학교는 광양촌

지원사업회의 도움으로 존치되어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현(縣)내에서 가

장 선진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이 학교는 서정복 광양촌지원사업회장(광양시의장)을 명예교장으로 위

촉하 다.

사진10-3 : 광양소학교(2001년
폐교)

사진10-4 : 조선족 제1중학교
(구동명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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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양촌 지원사업회 조직과 지원현황

광양촌은 중국에 광양사람들이 모여 살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1997년 3월 26일 당시 광양시의회 서정복 의장, 김수성, 김갑배 의원 등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현지를 찾아가 확인하 다.

이에 따라 이해 8월 당시 의회가 주관이 되어 성금을 모으고 14명으로 방

문단을 구성, 정식으로 현지를 방문하 다. 이후 서 의장이 의장직을 물러

나면서 광양촌지원사업회 필요성이 제기되어 광양촌을 다녀온 사람 13명

이 주축이 되어 결성준비모임을 갖고 1998년 8월 정식으로「중국 광양촌

지원사업회」를 발족시켰다.

회장 서정복, 부회장 김갑배, 남기호 총무 박병호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

하여 매년 지원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에앞서 1997년 5월 광양시의회가 앞장서 광양촌 돕기운동을 전개,

254명으로부터 3천 600만원의 지원금을 모아 지원사업비로 활용하 다 .

지금까지 방문일자와 지원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차 방문(1997. 4. 29 - 5. 2 인원 4명)

광양촌 현황조사활동 및 생필품 전달

�2차 방문(1997. 8. 8 - 8. 12 인원 14명)

생필품 전달, 광양소학교 및 조선족 제일중학교 학습기자재(컴퓨터, 텔

레비젼,녹음기), 마을회관 건립,주민 생활자금 지원

�3차 방문(1997.11.5-11.9 인원 3명)

마을회관 준공기금전달, 학교도서구입 전달(300권), 마을회관 텔레비

젼, 앰프 전달, 마을주민 5명 초청(1998. 1. 1 - 1. 6)이춘식 촌장, 조성

덕 서기, 송춘석 주민, 김광호 소학교장, 이재화 중학교장)

�4차 방문(1998. 6. 10 - 6. 16 인원 2명)

학교졸업식 참석, 생필품 구입전달

�5차 방문(1998. 11. 5 - 11. 10 인원 5명)

위문품(내의 축구공 등)전달, 교사생활비 지원(한화 270만원 상당)

�6차 방문(1999. 5. 13 - 5. 16 인원 10명)

의료봉사활동(조선 부속 광양병원), 생필품 지원, 고국꽃동산 조성(고

국꽃씨 파종), 마을학교에 위문잔치 등 1600만원 상당

�7차 방문(1999. 9. 16 - 9. 19 인원 3명)

광양촌 운동회 초청방문, 생필품 전달

제10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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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방문(2000. 6. 4 - 6. 8 인원 6명)

제일중학교 운동장 구령 및 팔각정 설치, 냉장고 선풍기 전달, 장학금

전달, 광양소학교 놀이 시설 설치, 의약품 전달 등 845만원 상당

�9차 방문(2000. 8. 11 - 8. 16 인원 9명)

의료봉사활동, 추석특집 프로 취재(KBC), 마을노인 정사진 촬 , 학

용품 전달, 의약품 지원 등 총 300만원 상당

�10차 방문(2001. 6. 12 - 6. 17 인원 5명)

정사진 50점 증정, 주민생활비 및 소학교 중학교 학용품 전달, 중학

교 카메라 증정

�11차 방문(2001. 12. 20 - 12. 23 인원 4명)

마을주민 생활비 전달(100만원), 소∙중학교 학용품 선물전달(200만

원),마을주민 생필품 전달(도지사 200만원)

�12차 방문(2002. 6. 18 - 6. 22 인원 5명)

학용품 전달(100만원), 백운로타리 컴퓨터지원(600 만원)

�13차 방문(2002. 9. 6 - 9. 11 인원 16인)

중학교 피아노 1 (150만원)기증, 광양촌 마을회관 보수비 200만원 지

원 등이다.

�14차 방문(2003. 12. 19 - 12. 22 인원 4명)

중학교에 복사기 1 (200만원 상당),운동화 300켤레(900만원 상당),

서종탁 광양교육장 역사책 10권 기증. 이성웅 광양시장 50만원, 자매학

교인 광양중학교(교장 오용택)가 학교운 비로 100만원을 기탁. 광양

촌 마을회관 방문하여 위로금 전달.

�15차 방문(2004. 8. 3 - 8. 8 인원 21명)

광양교육청(교육장 박필수)과 광양중학교 및 지원사업회가 중학교에

학습용 비디오 카메라 한점(75만원), 역사도서 70권(50만원), 컴퓨터

한 (60만원), 운동화 50컬레(150만원), 교사양복(75만원), 학교 운

자금(120만원), 동명소학교에 교사양복(75만원), 운 자금(45만원)등

총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 다. 또 마을회관을 방문, 주민위안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집필 : 무등일보 부국장 김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