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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광양시의행정구역변천도

1. 삼국시 (통일신라) 광양부근의군현령속관계

(마로현→희양현→광양시)

�광양군의 문화유적 p.16 (순천 학교 박물관. 1993. 2. 25)

연 내 용 전 거

읍면동
면 적 운

반 세
인 구(인) 

외국인
(㎢) 리∙통 계 남 여

누계 446.75 278 1,024 43,842 137,913 70,299 67,614 249

광 동 3.23 20 93 4,895 14,724 7,594 7,130 19

태인동 5.88 10 22 1,108 3,329 1,702 1,627 13

금호동 16.76 18 271 5,401 19,620 10,388 9,232 16

(2002. 12. 31 기준)

광양시 총무과 통계자료 (2003)

사진2-144 : 삼국시 (통일신라)
광양부근의 군현령
속관계(마로현→희
양현→광양시)



사진2-145 : 고려시 광양현의
향∙소∙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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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시 광양현의향∙소∙부곡

3. 1682년경광양현관내도

�전라좌우주군총도 (『동여비고』p.74, 석원지 소장, 경북 학교출판부)

�광양군의 문화유적 p.16 

(순천 학교박물관. 1993. 2. 25)

사진2-146 : 1682년경 광양현 관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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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30�1740 년 광양현지도

�광양현 (『해동지도』p.42 , 서울 학교 규장각 소장)

사진2-147 : 1730~1740년 광양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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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60년광양현순천진관도

�전남의 옛지도 (『여지도서』p.37)

6. 1834년 광양현

관내도

�청구도 (『전남의

옛지도』p.163, 김정호

제작)

사진2-148 : 1760년 광양현
순천진관도

사진2-149 : 1834년 광양현
관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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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64년광양현관내도

�광양지역 (『 동여지도』재판본 p.42, 경남 거창박물관 소장. 경남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75호)

사진2-150 : 1864년 광양현관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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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왜정시 (1930년) 광양군 약도

�광양군의 부 (『전라남도 사정지(하)』p.28)

사진2-151 : 왜정시 (1930년) 광양군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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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65년광양군관내도

�『韓國地名總攬 13 (全南編)p.307』( 한 학회지음)
사진2-152 : 1965년 광양군

관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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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84년광양군관내도

�제24호 광양통계연보 p.11(광양군, 1984)

사진2-153 : 1984년 광양군 관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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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86년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

행정구역도

�제1호 통계연보 p. 15 (전라남도 광양지

구 출장소, 1986)

사진2-154: 1986년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 행정구역도

사진2-155 : 1991년 광양군 행
정구역도

12. 1991년광양군행정구역도

�제31호 광양시통계연보 p. 12 (광양군,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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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4년동광양시행정구역도

�제9호 동광양통계연보 p. 23 (동광양시, 1994)

사진2-156 : 1994년 동광양시
행정구역도

사진2-157 : 1995년 광양시 행정구역도

14. 1995년광양시행정구역

�백운문화 11호 (광양문화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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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96년광양시행정구역도

∙『광양』(홍보책자. 광양시, 1996)

사진2-158 : 1996년 광양시 행정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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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03년광양시행정구역도

∙『꿈과 희망의 도시-광양』(홍보책자. 광양시, 2003)
사진2-159 : 2003년 광양시 행정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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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재광양시행정구역도

∙『꿈과 희망의 도시-광양』(홍보책자. 광양시, 2003)

집필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사진2-160 : 현재의 광양시
행정구역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