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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울병원이최근국립여수검역소를통해보

건복지부장관표창장을받았다

광양서울병원은지역사랑실천활동의하나로의

료낙후 마을과 경로당을 돌며 의료봉사을 펴는 등

보건당국의감염병예방및관리업무에적극협조한

공로를인정받았다

오원혁 이사장은 보건의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 앞으로도 보건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

병원이 대도시 병원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

다고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개원한 광양서울병원은 어깨

사랑 척추사랑클리닉을 운영 지역민들로부터 호

응을받고있다 인근여수와경남하동등지에서도

어깨와척추치료를위해찾고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

회의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남 도내에

서 1위 전국시단위에서 5위를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은 전국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공공기관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외부 청

렴도와 기관 소속 직원의 내부청렴도를 조사해 부

패사건 신뢰도등을종합평가했다

광양시종합청렴도는783점으로전국시단위평

균(739점)보다 044점 높고 전체기관평균(778점)

보다 005점이 높다 외부청렴도는 791점 내부청

렴도는 779점 감점 005점으로측정됐다

한편전남도내에서강진군(779점)이 2위 장성군

(777점)이 3위 목포시(766점) 4위로나타났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광양서울병원보건부장관표창

광양시청렴도평가전남 1위

광양을대표하는맛과멋은뭘까?

광양시가광양을대표할수있는자연경관

과 먹을거리를 발굴해 관광자원화로 연결하

는 광양 10경(景) 10미(味)를선정한다

이를위해시는시민들의의견을모으기위

해소위원회를구성해그동안제시된의견들

을정리검토한뒤선정위원회에최종상정해

연말에심의결정할계획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음식광양 10경은

시민 누구나 공감해야 하고 관광자원으로서

경제성 광양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관광객

시민들이선호하는곳을선정하게된다

또 광양 10미는 광양의 먹을거리와 특유

의 손맛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확대 지정하

자는의견에따라소위원회에서후보군을검

토하고있다

이에 앞서 시민 설문조사결과 광양 10경

에는 백운산 4대 계곡 매화마을 백운산 자

연휴양림 광양이순신대교섬진강의봄 광

양제철소 야경 옥룡사지 동백림 구봉산 전

망대 서천 무지개분수 섬진강 자전거길 등

이선정됐다

당초 광양 5미로 광양불고기 광양백운산

고로쇠 광양 섬진강재첩 망덕포구 가을전

어광양기정떡등을선정하려했다

하지만광양은특유의손맛이뛰어나고먹

을거리 자원 또한 풍부해 매실차 매실장아

찌 닭숯불구이 광양곶감 섬진강벚굴 장어

구이까지 검토해 10미까지 확대 선정키로

했다

광양시에는 과거 1930년대 박현모(1880

1966)선생이 작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양

10경(曦陽十景)이전해져오고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야과거의

희양 10경은광양시의발전과함께일부사

라지거나퇴색돼현대적관광트랜드에부합

한 광양 10경을발굴할필요성이제기돼왔

다

또광양불고기등맛의고장광양먹을거리

를대표할수있는 10미도함께선정해광양

대표 먹을거리로 홍보하고 광양관광 마케팅

에 활용하기 위해 광양 10경10미 선정을

추진한배경이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말까지 광양 10경10

미 선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했다 접수된의견과광양시관광종합개

발계획의관광객및지역주민요구도조사결

과 등을 종합해 광양 10경10미 선정을 위

한설문조사를 10월말까지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에 실시했다 시민사회단체지역원로공무

원등 2598명을대상으로의견을수렴했다

또 시민을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광

양읍 중마동과기타면동의사람수를고려

한균형적인의견수렴에주안점을두고추진

했다 이 과정에서 광양 10경은 광양 비경

20개소가 추천됐고 광양 10미 후보로는 13

가지음식과먹을거리가제시됐다

광양시는 광양 10경10미 선정 기준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에게미치는경제성 역사성 시민의

공감도반영▲중첩된경관은통합▲신관광

도시 광양을 마케팅할 수 있는 후보지 등을

선정했다

올해말최종선정될 광양 10경 10미는광

양을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먹을거리를 홍보

하고 시홈페이지는물론관광협회 전국 지

자체등에홍보할계획이다

또관광객이많이찾는곳은대형조형물과

관광안내판 시정홍보물등을설치해관광도

시이미지를개선해나갈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의 명소를 집중 홍

보하고 유명 여행사 언론인 초청 팸투어 추

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광객 500만명을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

고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매화마을 광양곶감

광양제철소야경

백운산성불계곡

광양불고기

섬진강벚굴

광양 10景 10味 뜬다
市 관광자원먹을거리홍보올해 연말선정

재첩회섬진강의봄

시민설문조사에서 뽑힌 광양 10景

백운산 4대 계곡

매화마을

백운산휴양림

광양이순신대교

섬진강의봄

광양제철소야경

옥룡사지동백림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분수

섬진강자전거길

시민설문조사에서 뽑힌 광양 10味

광양불고기

백운산고로쇠

섬진강재첩

망덕가을전어

광양기정떡

닭숯불구이

광양곶감

섬진강벚굴

장어구이

매실차장아찌
광양국가산업단지금호동주택단지내 스포츠콤

플렉스건설이가시화될전망이다

광양시는광양국가산업단지금호동주택단지안

에 스포츠콤플렉스개발계획이 지난 27일전남도

로부터최종확정됐다고 4일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존 광양 축구 전용구장

옆 테니스장과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최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이용자 수와 비교해 시설이

부족한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은 어울림체육관 옆 공터에

체육시설 확충과 집중화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

양한체육시설과휴식공간을제공할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95억원이며 전체 사업지 규모는

약 13만에이른다

1단계 사업으로 약 6만의 부지에 50억여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5

년에약 7만의부지에 45억여원을투입할계획이

다 주요시설은테니스장 7면족구장 10면야구장

1면 축구장 1면등이다

광양박영진기자pyj4079@

광양 스포츠콤플렉스 건립 확정

테니스족구야구장등만들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