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 트라이앵글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 

중심지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이정록*

Spatial Structure Change of Triangle-Cities in Gwangyang Bay Region:
From Central Place Structure to Network City

Jeong-Rock Lee*

요약 :이 연구는 광양만권에 위치한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3개 도시 간 도시체계 및 공간구조 변화를 고찰한 것

이다. 중앙정부가 광양만권에서 수행한 대규모 개발사업, 1960년대 중반 제2정유공장 건설, 1980년대 중반 POSCO 광

양제철소 준공, 1987년 시작된 광양항컨테이부두 착공과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에 힘입어 3개 도시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광양만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임해형 산업벨트를 형성한

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순천은 광양만권을 포함한 전남 동부지역에서 독점적인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중앙정부

가 추진한 전술한 개발사업은 광양만권에 위치한 3개 도시 간 도시체계와 공간구조를 순천 중심의 단핵형에서 네트워

크형으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3개 도시 간 연결성과 통합성이 강화되면서 광양

만권 공간구조는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로 재편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어 :공간구조, 제2정유공장, 광양제철소, 광양항컨테이너부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012여수세계박람회, 광양

만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Gwang- 
yang Bay Region on the change of urban system and spatial structure between triangle-cities located in Gwang- 
yang Bay, Yeosu City, Suncheon City, and Gwangyang City, one of the famous industrial zones in Korea.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Gwangyang Bay Region such as 
construction of the Second Oil Refinery in the mid-1960s, completion of the POSCO Gwangyang Steelworks 
in the mid-1980s, construction of the Gwangyang Port Container Terminal in 1987 and designation of the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in 2003, and EXPO 2012 Yeosu Korea, affected to changes of the 
urban system and spatial structure between triangle-cities in Gwangyang Bay Region. The above four-develop- 
ment projects transformed the urban and spatial structures between the three cities in the Gwangyang Bay 
Region from a mononuclear urban system centered on Suncheon to a network city system. Historically, Sun- 
cheon has served as an exclusive center in the eastern region of Jeonnam, including the Gwangyang Bay Region.

이 논문은 2019년 11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2019 한국경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기조강연 논문(제

목: 트라이앵글 도시 간 포섭 ·분화 ·네트워크: 광양만권을 사례로)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rlee@jnu.ac.kr)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3권 제1호 2020(93~109)

https://doi.org/10.23841/egsk.2020.23.1.93



94 이정록

1. 서론

일반적으로 단위 지역 변화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

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타난다. 지역 변화는 지역

의 위치·인구·자원·산업 등 내부적 요인과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정책, 경제주기, 인접지역의 경제구조와 정책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얽혀 일어난다(이정

록, 2006). 광양만권은 정부정책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

해 지역변화가 촉발되고, 이후 내부적 요인이 결합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포함한 지역변화가 빠르게 나타난 대

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중앙정부는 1960년대부터 광양만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1960년대 후반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

가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 광양제철소와 연관산

업단지 건설, 1980년대 후반 광양항컨테이너부두(이하 

광양항컨부두) 건설과 1990년대 후반 광양항컨부두 개

장, 2000년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주도한 각종 정책에 힘입어 광양만권은 우리나라 대표적

인 임해공업지역으로 성장한다(이정록, 2006).

그리고 2012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광양만권과 수

도권·부산권·전남 서부권 등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순천∼여수∼광양을 연결하는 권역 내 교통망

이 확충되면서 3개 도시는 트라이앵글형 경제권(economic 

area)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는 2017년에 

약 1,500만 명 관광객이 찾아 해양형 관광도시로, 순천시

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순천시는 

전국적인 생태형 관광명소로, 광양시는 광양제철소와 연

관산업 활성화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각 갖는다.

광양만권에서는 현재 여수의 여수국가산단과 율촌산

단, 순천의 해룡산단, 광양의 초남산단·광양컨부두·광양

제철소 등이 ‘C자형’ 산업벨트를 만들고 있다. 그 결과 3개 

도시의 시가지는 역삼각형 모양의 간선 도로를 따라 거의 

연결된 연담도시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승용차로 순천

∼광양은 15분, 순천∼여수는 30분, 여수∼광양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하나의 도시·경제권을 형성한다(이정록, 

2016a). 광양만권 연계성 강화는 3개 도시 간 통근·통학 

및 유동 인구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수와 광양 사람들

은 광양만권 중심 도시인 순천에서 주로 쇼핑을 한다(이정

록, 2016a).

전술한 광양만권 산업화와 도시화는 광양만권 내 3개 

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시켜 광양만권 공간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다. 역사적·전통적으로 광양만권을 포함

한 전남 동부지역에서 순천은 오랫동안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순천시 중심의 공간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

이다. 즉 순천을 중심으로 인접한 여수와 광양이 순천에 

의존적이고 포섭되는 전통적인 중심지형 구조에서 3개 도

시 간 상호보완적 연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적경제를 꾀

하고 지역경쟁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형 도시적 

속성(권오혁, 2009; 손정렬. 2011; 최병두, 2015)과 구조

로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 공간구조 변화를 추

동한 동인(key driver)을 제시하고, 광양만권 공간구조의 

변화과정을 포섭·분업화·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개관하는 

However, the hosting of the 2012 Yeosu Expo Korea is reorganizing the three cities into a network- 
type spatial structure with the strengthening of connectivity and integration in the region.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intensify in the future.

Key Words : spatial structure, Second Oil Refinery, POSCO Gwangyang Steel Work, Gwangyang Port 
Container Terminal,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2012 Yeosu Expo Korea, 
Gwangyang Ba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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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광양만권 도시체계가 중심

지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Pred(1985), 

Soja(1987), Jessop, Brenner, and Jones(2008), 박배균

(2012), 최병두(2014) 등이 주장한 신지역지리학적 관점, 

Brenner(2004), 박배균(2001) 등이 제시한 공간과 사회 

간 내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사회공간론적 관점(박배균·김

동완, 2013), 그리고 Batten(1995), Harrison(2014), 권

오혁(2009), 손정렬(2011), 최병두(2015) 등의 네트워크 

도시 관점 등을 접목시켜 설명하려고 한다.

2. 광양만권 변화를 추동한
네 가지 동인

1) 광양만권 영역

역사적으로 전남은 3개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광주광

역시와 인접지역, 목포 중심 서부 지역, 순천 중심 동부지

역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무등산 동쪽에 위치한 ‘동부지

역’은 예로부터 ‘동부육군(東部六郡 : 순천시를 포함한 승

주군, 여수시를 포함한 여천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군, 

구례군)’으로 불렸다(이정록, 2006).

동부육군으로 불린 전남 동부지역을 지칭하는 새로운 

명칭, 즉 ‘광양만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1981년 11월 광양제철소 입지가 확정

되고 제철소 건설공사가 행해지고, 여수·순천·광양을 환

형으로 연결하는 산업벨트 구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

양만권이란 새로운 계획권역(planning region) 지명이1) 

통용되기 시작한다.

1989년 당시 정부(상공부)가 작성한 공업배치기본계

획(안)에서 전남 동부지역을 ‘광양만권’으로 설정한다.2) 

그리고 제2차 전라남도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 

전남 동부지역 생활권을 광양만권으로 표기하고,3) 1994

년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전국 7대 광역개발권역에 ‘광양만·진주권’이 

포함되고,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1998)이 수립되

면서 광양만권이라는 지명이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계획

권역으로 통용된다(이정록, 2006).

광양만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중앙에 위치하

며, 행정구역상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다. 광양

만을 접하는 행정구역은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남해군 등이다. 광양만권 영역은 협의와 광

의 범위로 분류되는데, 전남 여수시 ·순천시·광양시 등이 

협의 범위이고,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을 포함하면 광의 범

위로 구분된다(이정록, 2006). 왜냐하면 여수시와 남해군

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4) 광양만권 영역이 두 개로 

분류된다. 이 연구에서는 광양만권 영역을 협의 범위로 한

정하였다.

광양만권 3개 도시 경쟁력은 매우 높다. 3개 도시 면적

은 1,880km2로 서울특별시 면적보다 3배 정도 크고, 도시 

전체 인구는 72만여 명(2017년 현재)으 로 전북 전주시보

다 많으며, 지역내총생산(2016년)은 35.8조 원으로 경남 

창원(36.7조 원)과 비슷하고 광주광역시(33.9조 원)보다

도 많다(이정록, 2016a). 또한 3개 도시 인구는 전남 인구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37.8%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 평균(21.5%)보다 낮다.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남 전체의 52.3%를 차지한다

그림 1. 협의의 광양만권 영역

출처: 이정록⋅장문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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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조).

2) 광양만권 변화를 추동한 네 가지 동인

(1) 첫 번째 동인: 제2정유공장

광양만권 변화의 단초는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1967년 2월 20일 지금의 여수시 적량동에 제2정

유공장인 호남정유(지금의 GS칼텍스 여수공장) 기공식

이 열리면서 오늘날의 광양만권 모습의 단초가 시작된다. 

제2정유공장 기공식은 호남지방에 석유화학공업기지 조

성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광양만권 산업화 빗장을 여는 열

쇠였다(이정록, 2017b). 제2정유공장 착공과 함께 당시 

여천군 삼일면 일대에 대규모 석유화학 중심 공업기지가 

조성되고, 이 공업기지는 지금의 여수국가산단으로 발전

하였기 때문이다.

여수국가산단 출발은 제2정유공장 입지에서 연유한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2월 울산 정유공장(현 SK에너지) 

기공 이후 제2정유공장 건설을 고려한다.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수입대체와 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적절한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1967

∼1971년)에 제2정유공장 건설계획을 포함시킨다. 그리

고 1966년 4월 1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순시 차 전남

도청을 방문해 여천이 제2정유공장 건설 최적지라고 말하

고,5)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은 여천에 제2정유공장을 건설

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이후 제2정유공장 건설공사는 일

사천리로 추진된다(이정록, 2006; 2017a).

당시 정부가 주도한 제2정유공장 건설계획에는 균형발

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외에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6대 대선을 앞두고 호남지방에서 일

반 지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제2

정유공장(호남정유) 기공식을 앞당긴다.6) 제2정유공장 

기공식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67년 2월 20일 열렸는데,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제2정유공장 건설은 낙

후된 호남지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한다.7) 

그리고 제2정유공장은 1969년 6월 3일 준공된다.8)

제2정유공장 기공식 이후 여수화력발전소(1967년 12

월)와 쌍용시멘트 여수공장(1968년 3월) 기공식이 이어진

다(이정록, 2006). 그리고 정유공장 준공(1969년 6월 3

일) 후 1973년 여수는 울산에 이어 제2석유화학공업단지

로 지정되고, 1974년 4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구역(572만평)이 고시되며, 공장용지·항만·도로·

철도·용수·주거지역 등 종합적인 개발구역이 확정된다. 

1976년 12월에는 명칭이 ‘여천공업기지’로 바뀌고 단지 

규모(985만평)도 확대된다. 1976년 호남석유화학·호남

에틸렌·한양화학·한국다우케미컬 등의 기공식이 행해지

고, 대성에탄올·동해가스·여수화력발전소 등이 준공된

다.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남해화학 여수공장을 

비롯하여 방주탄산, 럭키 여천공장 등이 1977년 준공하

고, 한국합성고무공업과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이 1978

년 착공한다. 1979년 화치단지, 석유화학 2단지, 삼일항 

배후단지, 1980년 월하단지(1차) 등이 각각 조성되어 지

금의 여수국가산단 모습이 갖춰진다(이정록, 2006; 이정

구  분 인구(2017) 고령비율(2017) 지역내총생산(2016) 비 고*

전라남도 1,927,645(100.0) 21.5 68,566,688(100.0)

광양만권(A) 729,120(37.8) 14.1 35,812,946(52.3)

여수시(B/A) 290,528(39.8) 17.0 20,702,790(57.8) 제조업(49.2), 건설업(6.5) 

순천시(C/A) 281,189(38.6) 14.1 5,477,390(15.3) 제조업(17.3), 교육서비스업(10.2)

광양시(D/A) 157,403(21.6) 11.4 9,632,766(26.9) 제조업(48.7), 운수업(9.7)

* 해당 지역 지역내총생산(해당년가격)에서 제1순위, 제2순위 산업의 비중(%)을 의미함

출처: 전라남도 통계연보(2018); KOSIS

표 1. 전라남도에서 광양만권의 사회ㆍ경제적 위상 (단위: 명,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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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017a).

그리고 여천산업기지에 공장들이 입주하면서 배후도

시가 조성되고, 이 도시가 후에 여천시로 출범한다. 1974

년 12월 당시 여천군 쌍봉면(지금의 여수시 시전동, 쌍봉

동, 여천동, 주삼동 일대)에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

고, 1976년 여천지구 출장소가 개설되며, 1978년 1차 조

성사업이 준공된다. 그리고 1987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

천지구 출장소는 인구 규모 5만 6천여 명의 여천시로 승격

된다(이정록, 2006). 여천산업기지 조성이 잉태한 신도시

가 여수지역에 새롭게 등장한다. 여천시는 1997년 3월 여

수시·여천군과 함께 통합된 여수시를 만들어내는데, 여수

시로 통합되기 직전 여천시 인구(1996년)는 80,496명(세

대수 22,270)으로 증가한다.

1967년 2월 제2정유공장 기공식은 여천공업기지로 확

대되어 지금의 여수국가산업단지 형태로 발전한다. 결과

적으로 제2정유공장 입지는 광양만권 산업화를 추동한 인

큐베이터 역할을 한 셈이다(이정록, 2006). 따라서 오늘

날 광양만권 산업화 역사의 단초는 제2정유공장 기공식에

서 출발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제2정유공장이 지금

의 여수에 유치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여수국가산업단지

나 광양만권 산업벨트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추정해도 틀

리지 않다(이정록, 2017a).

(2) 두 번째 동인: POSCO 광양제철소

광양만권 산업화에서 제2정유공장 입지와 준공이 첫 

번째 동인이었다면, 두 번째 동인은 광양제철소이다(이정

록, 2006; 2017). 왜냐하면 광양제철소 입지 선정과 공장 

준공은 광양만권 경제지도를 지금과 같은 ‘C자’형으로 만

드는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73년 포항제철소 준공 이후, 제2제철소 건설

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9) 1979년 7월 24일 충남 아

산만을 제2제철소 건설 후보지로 확정한다. 하지만 포항

제철은 아산만 입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설 후보지 

재고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10.26’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제2차 석유파동이라는 경제적 요인 등

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후보지로 확정된 아산만에 제2제

철소를 건설하는 작업은 표류한다(이정록, 2016b).

1980년 제2제철소 건설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

되고, 정부는 포항제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아

산만을 후보지로 재확정한다.10) 그러나 포항제철은 아산

만 입지의 부적절성과 광양만이 갖는 양호한 항만조건 및 

경제성을 강조하며 제2제철소 건설후보지 입지선정을 재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을 정부 요로에 전달한다(이정록, 

2016b). 그리고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을 비롯한 포항제철 

관계자들이 정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한 결과(포항제철주

식회사, 1993), 정부는 1981년 11월 4일 아산만이 아닌 광

양만이 제2제철소 건설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다.11)

1982년 8월부터 제2제철소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

고, 1984년 부지 건설대상지의 호안 축조공사 완료, 1985

년 3월 제철소 제1기 착공, 1987년 5월 광양제철소 제1기 

시설 준공 등이 이루어진다. 이후 1998년 7월 제2기 설비 

준공, 1990년 12월 제3기 설비 준공 등이 행해지고, 1994

년 10월 940만 톤 생산규모를 갖춘 세계적인 제철소가 탄

생한다(이정록, 2016b). 제철소가 건설되면서 철강관련 

기업과 공장이 태인산단·초남산단·장내산단·신금산단·

명당산단 등지에 입주하면서 광양은 광양만권 산업화의 

2차 기반을 제공한다(이정록 2016b).

한편 1982년 12월 광양제철소 배후에 신도시 건설이 시

작된다. 배후도시는 1986년 1월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

소(관할구역은 골약면, 태금면, 옥곡면 광영리 등)로 지정

되고, 출장소는 1989년 1월 동광양시로 승격된다. 1984년 

동광양시 인구는 12,561명이었고 1990년에는 70,118명

으로 늘어난다.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될 당시인 1995

년 동광양시 인구는 56,357명(세대수 13,064), 통합된 광

양시 인구(주민등록인구)는 129,177명이었고 이후 광양

시 인구는 2010년 145,512명, 2015년 153,587명, 2018

년 156,564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다(이정록, 2016b). 

광양시는 2019년 6월 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군 중 

58위(인구수 151,834명)를 차지하며, POSCO에 의존적

인 기업도시12)로 탈바꿈한다. POSCO 광양제철소가 광양

만권 산업화의 두 번째 동인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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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동인: 광양항컨테이너부두

광양만권 산업화를 선도한 세 번째 동인은 정부의 ‘양항

(two-port) 정책’에 의해 시작된 광양항컨부두 건설이다. 

그리고 광양항컨부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인

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1985년 정부는 부산항에 이어 광양

항을 국가의 전략적 항만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해 1987년

부터 광양항컨부두 건설을 시작한다(이정록, 2016b). 광

양항이 채택된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

적 판단뿐만 아니라 광양항이 갖고 있는 천혜의 항만조건 

때문이었다(이정록, 2016b).

광양시 황금·황길·도이동에 걸쳐 위치한 광양항컨부

두(면적: 6.17km2) 건설 사업은 1987년 시작되었고, 2020

년까지 25선석(5만톤급 20선석, 2만톤급 5선석) 규모에,13) 

885만TEU를 처리하는 부두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총

사업비: 4조7,977억 원)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1단계 사업(4선석)이 준공되어 개장하고(이정록·김

승곤, 2014), 이후 컨부두 건설이 계속 되어 2019년 현재 

광양항컨부두는 16선석(5만톤급 12선석, 2만톤급 4선석)

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능력은 384만TEU이다.14)

한편 1997년 개장된 광양항컨부두는 김대중 정부가 추

진한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을 광양만권으로 견인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1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구상을 발표하고, 인천(2003년 

8월 지정)에 이어 2003년 10월 부산·진해와 함께 광양만

권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이정록·김승곤, 

2014). 지정 당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범위는 전남 광

양시·순천시·여수시와 경남 하동군으로 이루어진 8.98km2

이고, 이후 69.5km2로 확대(2019년 현재)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은 해운물류, 중개무역, 연구개발

(소재산업), 관광레저 등이며, 이를 위해 광양지구(12.88

km2), 신덕지구(7.90km2), 율촌지구(27.79km2), 경도

지구(2.13km2), 화양지구(9.17km2), 하동지구(9.70km2) 

등 6개 지구가 지정된다(그림 2 참조).

광양만권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배경에는 광양만

권이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를 포괄하기 때문에 영호남 상

생과 화합, 국토균형발전 등 상징성을 가진 공간이라는 정

치사회적 속성도 한몫을 했지만(이정록·김승곤, 2014), 

보다 중요한 요인은 광양만에 환형으로 조성된 산업 인프

라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광

양항컨부두, 광양제철소와 연관산단 등의 산업적 인프라

가 광양만권 내에 축적되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

였다. 결과적으로 광양만권경제유구역 지정과 관련 개발

사업 진행은 광양만권 3개 도시 간 연담화와 네트워크 형

성에 기여를 한다.

(4) 네 번째 동인: 2012여수세계박람회(EXPO)

2010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

회는 광양만권 발전에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지금

도 광양만권 3개 도시는 그 영향과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광양만권과 외부 지역 간 접근성

을 개선시키고, 권역 내 관광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시켰

으며, 여수와 순천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확보하게 되었

기 때문이다(이정록·남기범·지상현, 2015; 이정록·남기

범·지상현 ·안종현, 2015; 김영기·이정록, 2015). 뿐만 

아니라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자긍심은 광양만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도 제공하고 있다(이정록·장문현, 2017).

광양만권은 한반도 남해안 중앙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다(이정록, 2006). 또한 

호남·남해고속도로 및 KTX가 여수반도까지 이어지지 않

아 여수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수도권·충청권·동남권 등지에서 광양만권을 찾는 관광객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실제로 여수는 ‘해양관광도

시’라는 도시 비전을 내걸었지만 여수엑스포 개최 이전까

지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12여수엑스포 개최 이후 여수를 포함한 광

양만권의 외부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중앙정부·전라

남도·여수시 등은 세계박람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도

로·철도·공항 등 광역 교통망 확충사업에 약 10조 원 정도

가 투입되고(이정록·이철·나주몽, 2015), 광역 및 간선도

로 개설·확충·조기 완공 등은 여수로의 접근성을 크게 향

상시킨다.15) 특히 광역 및 간선도로망 구축은 2012년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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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건설과 준공이 상당 

기간 지연 또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김영

기·이정록, 2015). 이런 광역 교통망 확충은 여수의 도시

발전을 약 11년 정도 앞당겼다고 지역주민은 평가한다(김

영기·이정록, 2015).

또한 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지역 관광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확충시킨다. 2012세계박람회 개최 이

전까지 여수에는 특급 호텔이 없었다. 하지만, 박람회 유

치를 계기로 엠블 호텔과 히든베이 호텔 등 특급 호텔을 

비롯하여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오동재(전통호텔)와 

경도 콘도미니엄, 소호동 디오션리조트와 호텔 등 숙업관

련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김영기·이정록, 2015). 박람회 

이후 축적된 관광관련 인프라는 외부 관광객 집객을 보다 

원활하게 하였고, 관광관련 인프라 확충은 2017년에 약 

1천500만 명의 외부 관광객이 여수지역을 방문하는 간접

적 효과를 제공한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전라남도가 여수에서 해양을 주

제로 한 세계박람회를 유치·개최하려는 배경에는 여러 가

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반도의 열악한 교통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남북방향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수국가산

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약 7조 원에 이르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익산∼여수 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남해고

속도로를 여수까지 연장하는 도로 개설, 유류 등 여수국가

산단 생산품을 운반하는 화물차로 북적대는 여수∼순천 

간 국도 17호선을 대체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신규 개설 등

의 요구에 중앙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

하였고, 지역주민 또한 그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이다.16) 이런 

상황에서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 전술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1996년 9월 

전라남도는 ‘2010여수세계박람회 유치계획’을 중앙정부

에 건의한다. 그리고 1997년 5월 31일 광양시에서 열린 ‘제

2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2010

년 해양엑스포를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다.

결과적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1995년부터 전남

이 준비한 세계박람회 유치와 개최계획의 실질적인 목적, 

즉 수도권과 여수반도를 연결하는 남북 방향 접근성과 목

포·부산 등지와 연결되는 동서 방향 접근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개선을 충실히 달

성하였다. 철도·도로 등 SOC 확충으로 광양만권 교통지

그림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시설 위치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2220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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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크게 바뀌었고,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여수는 명실상

부한 해양관광도시라는 도시이미지를 갖게 된다(그림 3 

참조).

3. 광양만권 도시체계 전환: 
중심지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광양만권 산업화는 3개 도시 간 기능을 분업화시켰다. 

서비스·교통 중심의 순천시, 석유화학·해양관광 중심의 

여수시, 철강·항만 중심의 광양시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1995년 민선 지자체장이 등장하면서 3개 도시규모는 달라

도 상호 대등하면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도시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그리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3개 도시

를 환형으로 연결하는 간선 도로가 완성되면서 3개 도시는 

‘역삼각형’ 형태의 연담도시화 현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3개 도시는 순천에 의존하고 포섭되는 중심지형 도시체제

에서 중심도시에 대한 의존성이 완화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도시(권오혁, 2009; 손정렬, 2011; 

최병두, 2015)로 전이되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권 도시체

계 변화, 즉, 포섭→분업화→네트워크 등의 과정을 통해 

중심지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전이되는 공간구조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1) 포섭 : 단핵 도시 중심의 계층 구조

역사적으로 전남 동부지역은 순천을 중심으로 동질적 

생활양식과 문화를 보유하면서 영산강 수계의 전남 서부

지역과는 차별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였다. 광양만권에서 순

천은 통일신라 이후 지금까지 전남 동부지역의 행정적·문

화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이정록·안영진, 2006; 

이정록, 2014), 여수와 광양은 순천의 정치적·행정적 통

제와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periphery)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3개 도시 간 행정적 위계(hierarchy)에서 순천시가 상

위 계층이라는 사실은 지방행정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나

타난다. 757년(통일신라 경덕왕 16년) 승평(지금의 순천

시)은17) 인접한 희양현(지금의 광양시), 해읍현(지금의 여

그림 3.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신설된 주요 도로와 철도

출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07/20090507012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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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육지부 일대), 노산현(지금의 여수시 돌산면 일대), 

부유현(지금의 순천시 주암면 일대) 등을 관할한다. 그리

고 고려시대에서 행정적 위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983년

(고려 성종 2년) 승주(순천시)는 12목(牧)18)에 속해 중앙에

서 목사가 파견되고, 광양·여수·돌산 등은 승중의 속현(屬

縣)이 된다. 995년(성종 14년) 군사적 통치체제로 전남에 

해양도(海陽道)를 설치하고 나주와 승주(순천시)에 절도

사가 설치되며, 여수와 광양은 승주에 속한다.19) 고려 후기

에도 광양만권 3개 도시의 군현 관계는 나주목→승평군→

여수현·돌산현·광양현·부유현 등의 행정계층적 위계를 

유지한다.20)

조선시대에도 순천의 행정적 위계는 고려시대와 큰 변

화가 없다. 1413년(태종 13년) 순천도호부가 설치되고, 광

양현에 현감이 배치되어 독립된 현이 되지만, 여수현과 돌

산현은 여전히 순천부의 속현으로 존속한다. 1437년(세

종 13년) 순천도호부에 군사조직인 순천진(鎭)이 설치되

어 순천도호부사가 병마절도사를 겸하고, 광양과 여수를 

비롯한 인접한 지역의 군사권을 지위하였다.21) 행정적 위

계로 보면, 광양현은 순천도호부 아래 계층에 속하지만 독

립적인 행정구역으로 운영된다. 반면 여수현과 돌산현은 

순천도호부에 종속된다.

순천과 여수 간 행정계층적 위계 변화는 조선 개국과 

더불어 나타난다. 순천도호부 속현이었던 여수현과 돌산

현의 행정계층적 위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1396년(태

조 5년) 여수현이 폐현되어22) 순천부로 병합되고,23) 돌산

현은 여수면에 편입된다.24) 1497년(성종 10년) 오동포(지

금의 여수시 중앙동)에 전라좌수영(전라좌도수군절도영)

이 설치되면서25) 여수지역 5개 면민은 순천도호부와 전라

좌수영으로부터 세금과 군역 부담을 받으면서 생활고에 

직면한다. 이런 불만은 1662년(현종)부터 ‘여수복현운동’

으로 나타나지만 순천부 반대로 좌절된다. 1696년(숙종 

22년)과 1770년(영조 46년)에 각각 복현되지만 1년을 넘

기지 못하고 다시 순천부로 편입된다(삼여통합사편찬위

원회, 2004). 폐지되었던 돌산군이 1896년(고종 33년) 재

설치되고, 1897년(고종 34년)에는 순천부로 편입된 5개

면이 여수군이라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으로 재편된다. 당

시 여수현이 순천부로 편입된 지 501년 만에 여수군으로 

부활하면서 순천 중심의 우월적·배타적·행정계층적 위계

는 다소 완화된다.

1930년 경전서부선으로 알려진 광려선(광주∼여수)26)

과 1936년 전라선(익산∼전주∼남원∼순천) 개통은27) 순

천의 중심지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순천을 전남 동부

구 분 행정구역 명칭 및 행정적 계층구조

통일신라 
■ 승평군(순천) → <승평군 속현>

 ㆍ희양현(광양), 해읍현(여수), 노산현(돌산)

고려
■ 승평군(순천) → <승평군/승주목 영현>

■ 승주목(순천)   ㆍ희양현(광양), 해읍현(여수), 노산현(돌산)

조선

■ 순천부(순천도호부) → 순천군

 ㆍ1396년 여수현, 돌산현 폐현 → 순천도호부 여수면으로 편입

 ㆍ1897년 여수군 신설(순천도호부에서 분리)

 ㆍ 광양현 출범(1413년 순천부에서 분리)

1931년 이후

■ 순천읍ㆍ여수읍(1913년) → 순천시ㆍ여수시(1949년)

 ㆍ 승주군, 여천군(여천시, 1986년), 광양군(동광양시, 1989년)

■ 순천시(순천시+승주군, 1995년)

■ 광양시(동광양시+광양군, 1995년)

■ 여수시(여수시+여천시+여천군, 1998년)

출처: 광양시지(2005); 순천시사(1997); 3여통합사(2004)

표 2. 순천ㆍ여수ㆍ광양의 행정적 계층구조 변화



102 이정록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 부상시킨다. 왜냐하면 1930년 광려

선이 개통될 당시만 해도 순천은 철도 교통의 통과지점에 

불과하였으나 전라선 구간이 완성되면서 순천은 여수∼서

울, 여수∼광주 등지를 연결하는 철도교통 중심지가 된다.28)

전라선 개통과 비슷한 시기인 1935년 순천농업학교(지

금의 순천대)와 1938년 순천공립중학교(지금의 순천고)

가 설립되고, 1940년 순천공립고등여학교(지금의 순천여

고)가 개교하며, 순천 인근 지역 학생들이 철도를 이용하여 

순천의 중·고교로 진학하면서 순천은 교육 중심지 기능도 

갖는다.29) 전라선과 광주선의 결절에 위치한 순천은 전남 

동부지역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고, 철도로 연결된 여수·

보성·곡성 ·구례 등지를 보완구역으로 거느리며 주변지

역에서 순천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어난다.30) 전남 동부

지역에서 순천의 세력권을 확대시킨 것이다.

전남 동부지역에서 순천이 갖는 중심성은 1968년 경전

선(순천∼진주) 개통, 1973년 호남고속도로(전주∼순천)

와 남해고속도로(순천∼부산) 개통 등으로 더욱 강화된

다. 그리고 여수석유화학산단∼광양제철소∼제철소연관

산단이 광양만에 환형으로 조성되는 이른바 광양만권 산업

화 덕분에 순천시는 광양만권의 배후 거점도시로 자리매

김하면서 명실상부한 광양만권 중심지 기능을 수행한다.

2) 분업화 : 다핵 도시화와 도시 기능의 차별화

광양만권 3개 도시, 순천시·여수시·광양시 간 도시기

능 분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

후이다. 1968년 여수지역에서 제2정유(호남정유) 공장이 

준공되고 석유화학단지에 관련공장이 입주하여 당시 여

천군 쌍봉면 일대에 신도시가 조성되지만 3개 도시 산업구

조는 여전히 농수산업이 혼합된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도

시 역할·기능에서 차별성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1982년부터 행해진 광양제철소 부지조성 및 제

철소 설비공사, 1987년 광양제철소(제1기 설비) 준공과 철

강제품 생산, 1987년 광양항컨부두 건설 착공(이정록, 2017) 

등으로 3개 도시 간 역할과 기능의 차별화가 시작된다. 그

리고 3개 도시 간 기능 분화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

립·시행한 각종 개발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가 수

립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는 순천

시 기능을 지방도시 생활권의 중심도시(2차 거점도시)로 

설정하고, 전남 동부지역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을 부여한다(이정록·안영진, 2006). 1983년 당시 건설부

가 수립한 광역광양만개발기본계획에서는 순천을 광양만

권 거점도시로, 여수(여천 포함)는 석유화학단지 기능과 

함께 상업·관광도시로, 광양은 철강관련 산업단지 및 배

후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1990년대 후반 광양항컨부두 개장과 2000년대 초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은 3개 도시 간 역할과 기능 

분화를 더욱 촉발시킨다. 전라남도가 수립한 제2차 전라

남도종합개발계획(1992∼2001)에는 순천을 광양만권 배

후 중심 도시로, 여수를 여수국가산단 배후지원 기능 수행

하며 석유화학·항만서비스 ·수산업·관광 등으로 특화된 

도시로, 광양을 공업과 국제 교역으로 특화된 도시로 계획

구분
제2차 전남종합개발계획

(1992∼2001)

광양만⋅진주권광역계획

(1999∼2001)

제3차 전남종합계획(수정)

(2008∼2020)

순천
기능 광양만권 배후 중심지 교육⋅문화 중추 관리 문화⋅교육⋅산업 거점

산업 교육⋅문화, 도시형 산업 교육, 문화, 생산자서비스 첨단정보산업, 생태환경

여수
기능 공업 중심, 배후 지원 제조업⋅관광 해양관광⋅산업 거점

산업 석유화학, 수산물, 관광 등 석유화학, 기계, 관광 해양관광레저

광양
기능 공업⋅교역 중심, 배후지원 국제물류⋅유통⋅항만지원 항만물류⋅산업 거점

산업 철강, 교역, 항만서비스 철강, 물류 철강관련산업, 항만물류 

출처: 전라남도(1993); 전라남도⋅경상남도(1998); 전라남도(2008)

표 3. 광양만권 도시 개발 목표와 도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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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도시 간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된다(표 3 참

조). 1998년 수립된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서도 

3개 도시의 기능과 특화산업이 차별화적으로 계획된다.31)

1990년대부터 나타난 3개 도시의 역할과 기능 차이는 

이후 도시발전 비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2008년 전라

남도가 수립한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2008

∼2020)에는 3개 도시가 지향하는 도시 비전이 구체화되

는데, 광양만권을 넘어 전남 동부권의 문화·교육·산업 거

점을 지향하는 순천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남해

안 해양관광·산업 거점을 지향하는 여수시, 동북아시아 

항만물류·산업 거점을 지향하는 광양시 등이 그것이다(표 

3 참조).

순천·여수·광양 3개 도시의 기능과 역할 분화는 2011

년 순천 신대지구 신시가지 조성,32)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거치면서 더

욱 구체화된다. 특히 신대지구 신시가지 조성은 순천시 인

구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33) 이는 순천의 중심지 

기능 강화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신대지구에 대규모 아파

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학교·병의원·쇼핑·위락 시설 등이 

입지하면서 광양과 여수는 물론이고, 보성군 벌교읍과 고

흥군 등지로 통근하는 인구가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1990년대부터 나타난 산업 구조 및 도시 기

능 변화로, 기능 분업화로 순천은 광양만권 주거·교육·쇼

핑·문화관련 중심지 기능, 여수는 석유화학 및 관광레저 

기능, 광양은 철강관련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시로 분화되

었고, 이런 경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3) 네트워크: 3개 도시 간 연계성 강화와 통합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는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개

선 및 확충에 결정적인 변화를 제공한다. 세계박람회라는 

메가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수로 많

은 방문객을 유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수와 수도권

을 연결하는 광역적 교통망 구축은 물론이고, 광양만권 내 

도로망 개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천

문학적 재원을 투입하면서 3개 도시 간 연결성과 접근성은 

크게 강화된다(이정록, 2014). 3개 도시 간 연결성 강화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이어졌고, 2015년 이

후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3개 도시연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2007년 11월 27일 확정

되면서 지역사회는 ‘세계박람회 개최가 광양만권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뿐만 아니라 

여수와 인접한 전남과 경남 일부 시 ·군은 엑스포 개최효

과를 지역 내로 견인하기 위한 사업발굴에 도입하기 시작

한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광

양시가 엑스포 개최 기간에 맞춰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

스티벌’을 열었던 이유는 여수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을 

지역 내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었다.34)

여수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는 국가계획

은 순천시민을 긴장시킨다. 엑스포 개최를 통해 도시발전

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면 순천시가 독점적으로 향유

하던 중심지 기능 일부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그것이다. 

그런데 유치가 좌절되었던 세계박람회가 여수에서 2012

년에 다시 개최되면서 순천 일부 시민과 사회단체는 세계

박람회 개최효과를 지역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순천시 대

응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구

상하게 된다. 이후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2013순천

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이정록, 2014). 정원박람회 

개최로35) 순천시는 도시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생태정

원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순천만국가정원이라

는 공공재를 갖게 된다(이정록, 2014). 하지만 여수세계

박람회 개최로 개선된 권역 내 연결성과 접근성은 순천이 

수행한 우월적인 중심지 기능에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변

화는 전남 동부지역 내 전출입 인구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

되어 있다(이정록, 2017a).

한편,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3개 도시

민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

람회는 개최 이후 지역 상공인들은 광양만권 발전 잠재력

을 확인하는 게기를 제공한다(이정록·장문현, 2017). 그

리고 예전보다 높아진 광양만권의 국내 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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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배경에서 3개 도시 간 도시합병 전단계로서 일본 ‘간사

이광역연합’과 기능은 약간 다르지만 도시연합을 모색해

야 한다는 움직임을 2015년부터 보이기 시작한있다. 

특히 광양만권 상공인들이 도시연합 논의에 앞장서는 

이유는 광양만권 성장과 3개 도시발전을 지금까지 선도한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경쟁력 예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데(이정록·장문현, 2017), 3개 도시가 계속 서로 경쟁하고 

사업을 중복 투자하면 광양만권 전체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정록·장문현(2

017)에 의하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3개 도시 ‘도시연합’

에 대해 86.7%가 동의하고, 도시연합 실현 가능성(84.7%)

도 높게 평가한다. 따라서 광양만권 상공인들과 일부 전문

가들이 3개 도시의 도시합병 전단계로 도시연합 논의를 

공론화하려는 시도는 광양만권 3개 도시가 네트워크 체제

로 들어갔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1970년대까지 전남 동부지역은 순천을 중심도시로 형

성된 단핵의 생활권이었다. 이 생활권은 순천이 중심지로 

기능하고 주변 지역은 순천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

는 보완구역이라는 전형적인 중심지형 도시체계를 이루

었다. 순천 우위의 계층적 구조는 통일신라 이후 조선시대

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1930년대 광려선과 전라선이 개통

한 이후, 순천에 교육·사회·문화·상업 서비스 관련 기능

이 부과되면서 전남 동부지역에서 순천이 갖는 중심지 기

능과 위상은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진다.

하지만 전남 동부지역 중심도시인 순천의 위상과 역할

에 균열이 발생한다. 1981년 이후 광양만에서 행해진 대규

모 개발사업 때문이었다.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지역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하

기 위해 광양제철소 건설을 필두로 광양항컨부두, 율촌1

산업단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을 광양만 

일대에서 펼친다. 그 결과 공업단지 배후 주거기능을 수행

하는 신도시(여천시, 동광양시)가 출현하고, 도시 간 기능 

분업화가 나타나면서 순천이 그동안 누렸던 중심지 기능

과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한다.36) 그리고 1990년대 도농통

합형 여수시·순천시·광양시가 출현하면서 순천 중심적·

우위적 도시체계는 더욱 흔들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

역 관련사업 추진은 3개 도시의 기능적 분업을 촉진시키

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구축한 권역 내 간

선도로망은 도시 간 연결성을 강화시킨다.

3개 도시 간 기능 분화와 강화된 연계성은 광양만권 도

시체계 변화로 나타난다. 권오혁(2009), 손정렬(2011), 최

병두(2015) 등의 주장을 원용하면, 광양만권 3개 도시는 

중심지형 공간구조에서 네트워크 도시적 속성을 갖는 공

간구조로 전이되고 있는 중이다. 광양(광양제철소, 황금

산단, 세풍산단)∼순천(해룡산단)∼여수(율촌1산단, 여수

국가산단)가 단일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고, 3개 도시는 

기능적으로 분업화되어 있으며, 3개 도시 간 상호보완적 

연계성은 집적 및 범위경제를 만들어내 광양만권 경쟁력

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980

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행해진 광양만권의 산업화는 순천 

중심의 단핵형 도시체계에서 네트워크형 도시체계로 전

환시킨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2015년 이후 광양만권 상공인들

은 3개 도시를 묶는 도시연합 논의를 만들어낸다. 여수·순

천·광양이 자율성과 개별적 도시 특성을 유지·발전시키

면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최병두, 2015) 대안 중 

하나가 도시연합 전략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지역 상공

인들이 추동하는 도시연합 논의는 광양만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제이다. 문제

는 도시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제

도화이다(권오혁, 2009; 이정록·장문현. 2017; 최병두, 

2015).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한 광양만권 산업

화 정책은 광양만권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지역 중 

하나로 변모시켰고, 광양만권 도시체계와 공간구조를 변

화시켰다. 그 결과 광양만권은 단일 경제·도시권을 형성하

면서 전남지역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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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일정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도시로 전환되고 있는 3개 도시가 

어떻게 네트워크 경제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주

1) 여수·순천·광양 등지의 상공인이 회원으로 구성된 여수상공

회의소는 1986년 ‘광역광양만권 산업재배치’에 관한 연구보

고서를 펴내는데, 보고서에서는 여수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

철소를 기반으로 여수·순천·광양이 연계해 광역적 도시발전

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광양만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여수상공

회의소, 1986).

2) 당시 상공부가 작성한 공업배치기본계획(안)에는 전남을 3대 

생활권(광주, 목포, 광양만권)으로 구분하였다(상공부, 1989).

3)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광양만권이란 용어 대신 ‘여

수∼순천∼여천∼광양을 잇는 광양만신공업지대’라는 용어

를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광양∼여수∼순천권’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 여수시 삼일동 사포에서 남해군 서면 남상리 염해까지 직선거

리는 3㎞에 불과하지만, 두 곳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기 때문

에 여수에서 광양과 하동을 거쳐도 남해까지 가려면 승용차로 

대략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이런 이유로 2012여수엑스포

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효과가 경남 서부지역

(남해군, 하동군)으로 확산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이

정록, 2016a).

5) 박정희 정부는 1963년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여천군에 

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웠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4

월 11일 전남도청 연두순시에서 전남개발을 위해 전남도민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17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2정

유공장 입지로 여수가 유리하다고 밝힌다. 이후 1966년 4월 

14일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제2정유공장을 여수에 건설한

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이정록, 2006), 1966년 5

월 7일 1일 생산 6만 배럴 규모의 ‘제2정유공장 건설 및 경영희

망자의 사업계획서 공모 공고가 경제기획원장관 명의로 발표

된 후 6월 10일 6건이 접수된다. 사업에 공모한 당시 럭키는 

사업체명으로 럭키석유·한려석유·아리랑석유 등을 검토하

였지만 호남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명칭이 들어간 사명으

로 ‘호남정유’를 택하였고, 미국 칼텍스(Caltex)와 합작투자

로 사업을 신청하여 1966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사업허가

를 받는다(호남정유주식회사, 1982).

6) 제6대 대선(1967년 5월)을 앞두고 호남지방에서 일명 ‘호남 

푸대접론’이 등장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5대 대통령 선

거(1963년 10월)에서 윤보선 후보보다 전남·전북에서 득표

율이 앞섰고, 호남지역 주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우호적

이었다. 하지만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호남지역은 개발 사업

에 소외되었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된다. 이른바 ‘호

남 푸대접론’ 등장이다. 그런데 이런 호남지역 움직임은 박정

희 대통령의 재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잠재

우기 위해서는 제2정유공장(호남정유) 기공식을 서둘러야 

했다(이정록, 2007a).

7)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제2정유공장

을 이곳에 설치하게 된 것은 호남지방이 특별히 공업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정부는 금년

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경전선의 건설을 마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여수, 순천, 삼천포, 진주 지역이 새로운 공업권으로 발

전하게 될 것이다.”고 말한다(호남정유주식회사, 1982).

8)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광양만권이 우리나라 핵심 

공업지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곳에 

정유공장이 건설되어 유망한 공업단지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여기는 여수라는 중요한 항구를 자

기고 있고,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인 대전에서부터 호남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고 동도로는 남해안을 

거쳐 부산 및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면 이 지방은 가장 중요한 항구를 가지고 있고, 교통이 편리해

짐으로써 공업단지로서의 유리한 제 조건을 구비하게 되기 

때문에 장차는 울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공업

지대가 되리라고 예견되는 것입니다.”(호남정유주식회사, 1

982).

9) 당시 현대그룹은 1975년 경북 영해와 충남 가로림만 일대를 

제2제철소 최적입지라고 주장하고, 1977년 평택시 포승면 

일대에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하지

만 정부는 제2제철소 건설사업자로 포항제철을 선정하고, 포

항제철은 외국계 회사의 입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거쳐 충남 

아산만을 건설 후보지로 제안한다(이정록, 2006).

10) 당시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은 자사 제2제철소 건설 후보지 

조사단에게 광양만을 아산만과 함께 후보지로 포함하여 조사

할 것을 지시하고,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도 아산만과 광양

만을 비교 검토하여 제2제철소 건설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고 요청한다(이정록, 2006; 포항제철주식회사, 1993).

11) 1981년 11월 정부가 제2제철소(현 광양제철소) 입지로 광양

만이 선정된 배경에는 낙후된 호남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치적 

측면도 있지만, 광양만이 대형 선박 출입이 용이한 양항(良

港)이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이유가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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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였는데, 이는 제2정유공장(호남정유) 입지선정과 같은 

이유였다(이정록, 2017b). 또한 대상지 변경 과정에는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육사 선배이자 광양 출신인 당시 김종호 

전남도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양시지

편찬위원회, 2005).

12) 광양시 제조업에서 광양제철소와 연계된 제1차 금속 제조업

(2016년 기준) 비중은 고용의 57.1%, 매출액의 84.4%를 차

지하고, 광양시 전체 산업 매출액의 55.7%를 차지한다. 또한 

광양제철소 조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59개 협력사는 광양시 

제조업 고용의 58∼59%를 창출한다(이정록, 2019).

13) 원래 계획은 1987년부터 2020년까지 25선석 건설이 목표

였지만, 2020년까지 20선석으로 일단 마무리하고, 5선석은 

향후 물동량과 광양만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4) 2018년 113만TEU를 처리한 광양항은 부산에 이어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제2위의 컨테이너부두로 자리를 

잡았다.

15)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 사업을 비롯하여, 2조 2천

억 원이 투입된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 106.8㎞, 2002년 

12월 착공, 2012년 4월 개통), 2조 796억 원이 투입된 전주∼

광양고속도로(일명 순천∼완주고속도로, 117.8㎞, 2004년 

12월 착공, 2011년 4월 전 구간 개통), 1조 1,122억 원이 투입

된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일명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

도로, 38.8㎞, 1999년 12월 착공, 2012년 4월 개통), 1조 644

억 원이 투입된 여수∼광양을 이순신대교로 연결하는 여수국

가산단진입도로(2007년 11월 착공, 2012년 4월 개통) 등이

다(김영기·이정록, 2015). 특히 여수국가산단(여수시 월내

동)과 광양국가산단(광양시 금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8.54

㎞(이순신대교 등 4차로 교량 5.3㎞ 포함) 4차선 도로 사업은 

200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5년 기본계획이 수립되

고, 2012년 4월 개통되는데, 기존 국도(17호선)를 이용할 때

보다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면 여수와 광양 간 이동시간이 80

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김영기·이정록, 2015).

16) 여수지역 주민들은 1968년 호남정유 준공을 시작으로 울산

과 비슷한 규모의 석유화학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불만

을 갖게 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석유화학 관련기업과 공장

은 광양만 해상오염, 대기오염 등 환경공해를 발생하였고, 인

접한 광양철소와 달리 장치산업이라는 속성 때문에 많은 일자

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지도 못하였다(이정록, 2006).

17) 통일신라에서 순천은 승평(昇平)으로 불렸고, 후백제를 일

으킨 견훤의 사위였던 순천의 호족 박영규가 세력을 키웠던 

곳이지만, 고려를 개국한 왕건은 승평의 지명을 승주(昇州)로 

개칭한다(김아네스, 2012).

18) 고려 성종 2년에 설치된 12목은 승주(승주)를 비롯하여 광

주, 양주, 충주, 청주, 공주, 전주, 나주, 진주, 상주, 황주, 

해주 등이다.

19) 1106년(예종 원년) 속현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어 행정을 맡

으면서 속현은 주현(州縣)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의 주현 

통제에서 벗어나지만, 광양현, 여수현, 돌산현에 감무가 언

제 파견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1172년경

(명종 2년) 광양현에 감무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광

양시지편찬위원회, 2005).

20) 순천시 낙안면은 승평군 관할이 아닌 나주목 관할로 위계가 

달랐다.

21) 순천도호부 범위는 오늘날의 순천시와 여수시 모두를 포괄

하는 큰 규모였으며, 호구상으로는 당시 전라도 53개 읍 중에

서 전주와 나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읍이었다. 또한 순천도호

부에 설치된 거진(巨鎭)의 지역방위 범위는 보성군·낙안군·

광양현·구례현·흥양현·능성현·화순현·동복현 등으로, 순

천이 전남 좌도(동부 지역)의 정치·군사·교통·문화의 중심지

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우승완, 2009).

22) 여수지역에 해당하는 여수현과 돌산현이 조선 태조 5년에 

폐지되는 배경에는 당시 여수현령 오흔인이 조선개국에 반대

했다는 설과 고려말·조선초에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가 

잦은 왜국 침략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주공산’

이 되어 폐현시키고 순천도호부에 편입했다는 설이 양존한다

(삼여통합사편찬위원회, 2004).

23) 여수현에 속한 율촌·소라포·삼일포·수영동·여수(呂水) 등

지는 면(面)으로 강등된다(삼여통합사편찬위원회, 2004).

24) 돌산현이 여수현으로 합병되고 여수현은 다시 순천부로 병

합되면서 왜구 침입을 잦았던 여수 인근 도서에는 수군 만호

진, 즉 진례량(후에 내례포 만호진으로 변경되는데, 오늘날 

여수시 국동 일대를 지칭)과 돌산에 각각 만호진이 설치된다

(삼여통합사편찬위원회, 2004).

25) 전라좌도수군절도영의 지휘권을 받는 범위는 순천부, 장흥

부, 낙안군, 고흥(흥양)현, 보성군, 돌산현, 광양현, 당답진, 

여도영, 사도진, 발포영, 녹도영, 회령포영 등 13진이 해당한

다(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26) 지금의 광주송정역과 여수엑스포역을 연결하는 철도는 남

조선철도주식회사가 건설한다. 호남선에서 분기하는 지선

(송정리∼광주) 구간(14.9㎞)을 1923년 7월 개통하고, 이후 

1928년 2월 광주∼화순∼보성∼벌교∼순천∼여수로 이어

지는 구간(155.5㎞)을 착공하여 1930년 12월 개통된다. 광주

∼순천∼여수 노선은 광려선(송려선) 또는 경전서부선으로 

불렸고, 전라선이 순천까지 개통되기 전에는 순천∼여수 노

선을 경전북부선으로도 불렸는데 전라선이 개통되면서 이 명

칭은 사라진다.

27) 1914년 완공된 호남선 지선으로 익산에서 전주를 잇는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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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북철도주식회사에 의해 1914년 11월 완공되고, 이후 구

간별 분리된 건설공사로 인해 1931년 전주∼남원 간 구간이 

개통되며, 1936년 12월 곡성∼순천 간 구간이 완성되면서 전

라선 전체 노선이 완성된다.

28) 1896년과 1897년 돌산현과 여수현이 순천도호부 영역에서 

떨어져 나가 순천의 위세가 축소되었지만, 철도 개통으로 순

천은 여수를 순천 중심의 근린생활권으로 다시 편입시킨다. 

그리고 철도와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연결되

는 여객항로를 확보하면서 교통 결절의 이점을 누린다(우승

완, 2009).

29)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광주지역 선교회는 전남 동부지역 선

교를 위한 선교기지로 순천과 벌교를 고려하다가 1910년경 

순천으로 확정하고 이후 순천을 거점으로 선교를 펼치며, 191

3년 매산남학교(지금의 매산중, 매산고), 1914년 매산여학교

(지금의 매산중, 매산여교)가 설립되지만 1916년 자진 폐교

한다. 1921년 재개교하지만 1937년 신사참배 거부로 자진 폐

교한다(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우승완, 2009).

30) 1931년 순천군 순천면은 순천읍으로 승격되고, 1935년 순

천읍 인구는 21,938명으로 전국 읍의 평균 인구(20,759명)

보다 많았고, 전국 48개 읍 중 12위였다. 전년대비 인구 증가

율은 1936년 9.72%였지만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4.22~6.8

6%를 나타냈다(우승완, 2009).

31)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2006)에서는 순천은 교육·문화관

광·공공업무·배후주거 기능을 수행하며, 광양만권경제자유

구역에 속하는 신대지구를 국제교육문화지구로 조성하여 전

술한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여수는 광양만권 여가·관

광허브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리

조트 개발, 항만 중심 해양거점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로, 광양은 광양항 배후의 국제교역, 물류서비스, 배후

주거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각각 차별화된다(전라남

도, 2006).

3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하는 6개 지구 중 신덕지구는 

신대배후도시(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대, 2.904㎢), 해룡

산업단지(순천시 해룡면 호두·신성·선월리 일대, 면적: 159

만㎡), 세풍일반산업단지(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대, 면적: 

77만㎡), 선월하이파크단지(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대, 면

적: 0.98㎢) 등으로 구분된다.

33) 신대지구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2014년부터 아파트 단지 입

주가 시작된 순천시 인구변화(주민등록인구)를 보면, 2013

년 277,345명에서, 2014년 278,899명, 2015년 280,594

명, 2017년 281,1189명으로 점증적인 중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전라남도의 장래인구 추계(2015∼2035)에서도 순천시 

인구는 2035년 268,987명으로 여수시(252,457명)보다 많

아 광양만권에서 도시 순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 2017a).

34) 미국·영국·스페인·슬로바키아·중국·일본·한국 등이 참여

하는 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이 광양시 도시 이미지와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약 

8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순

신대교와 인접한 국제여객선터미널에 설치된 공연장에서 페

스티벌을 개최하였다.

35) 순천시 정원박람회 개최 구상은 순천이 광양만권에서 중심

도시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는 도시 간 경쟁에서 등장한 것이

었다(이정록, 2014). 그런데 세계박람회 개최로 개선된 교통

체계는 결과적으로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을 담보하는 효과도 

제공하였다. 현재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여수엑스포 개최장소와 오동도 등지를 방문하고, 

뿐만 아니라 여수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순천을 찾는 교차 

방문하는 관광루트가 만들어진 것은 광양만권 3개 도시가 네

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36) 순천이 주변지역에 제공하던 중심지 기능이 약화됨에도 불

구하고 광양만권에서 대규모 건설공사가 행해지고 기업과 공

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 순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순천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충주·안

동·군산·진주 등 다른 지방중소도시와 다른 도시발전의 궤적

을 그리고 있다(이정록,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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