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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를 알면 부산이 보인다
부산항과 부산역이 자리 잡고 있는 동구는 부산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부산의 첫인상’입니다. 부산이 동래부에 속해 있던 두모포왜관 시절부터 조선과 일본 간의 

교역 및 외교를 담당했던 곳이며, 부산항 개항 이후부터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왔던 곳입니다. 대부분의 외래 문물은 부산을 통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은 자연스럽게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부산’의 유래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동구 좌천동 일원의 부산성이나 부산포로 인해 부산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아올린 부산성과 다양한 문물 교류의 해안거점 부산포가 있던 

동구야말로 부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동 구 스 토 리 텔 링 북
동구
스토리
텔링북

부산의 관문, 부산의 미래, 부산항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만남

근대건축물을 따라가는 시간여행

동구, 재건과 재생의 공간이 되다

이국문화의 집결지, 차이나타운

박애정신을 실천한 선교사들과 동구의 종교

부산 산업의 부흥과 쇠퇴,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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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부산
동구 이야기

동구는  해방과  전쟁,  그리고  부산의  산업  부흥기를 

거치며  부산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다. 타국에서 해방 소식을 듣고 부산항으로 돌아온 

귀환동포들에게는 그리던 고국과의 재회의 공간이었고, 

한국전쟁 때에는 끝까지 밀리고 밀려 고향을 등져야 했던 

피란민들이 죽을힘으로 버텨 재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재생의 땅이었다. 또한 공장에 취직하려고 시골에서 상경한 

직공들에게는 가족을 먹여 살릴 희망이 깃든 치열한 삶의 

현장기도 했다. 그렇게 절박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오롯이 품어낸 곳, 바로 동구이다. 

동구는 

절박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오롯이 품어낸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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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하다."

부산항과 부산역이 자리 잡고 있는 동구는 부산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부산의 

첫인상’입니다. 

  부산이 동래부에 속해 있던 두모포왜관 시절부터 조선과 일본 간의 교역 및 외교를 담당했던 

곳이며, 부산항 개항 이후부터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왔던 곳입니다. 대부분의 

외래 문물은 부산을 통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은 자연스럽게 국제도시

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부산’의 유래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동구 

좌천동 일원의 부산성이나 부산포로 인해 부산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아올린 부산성과 다양한 문물 교류의 해안거점 부산포가 있던 동구야말로 부산의 뿌

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구는 개항과 더불어 수많은 증기기관 배에 실어온 사람들의 애환과 시름, 시대의 아픔과 질

곡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곳입니다. 일제의 수탈 속에서도 민족적 자긍심을 지켜온 항일 운동가들

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과 한국전쟁

이라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피란민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삶의 터전이자, 부산 산업이 경공업으로 

활짝 피어나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 국내 시장을 주름잡던 삼화고무, 동명목재, 국제그룹 등이 탄생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욕의 과거를 딛고, 동구는 이제 혁신적 비전과 푸른 희망이 공존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제·문화·예술·관광의 메카가 될 ‘북항재개발’을 비롯하여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창조지

식플랫폼’의 구축, 초록의 자연을 되찾기 위한 ‘초량천생태하천’ 복원에 이르기까지, 동구는 거대

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동구의 역사는 곧 부산 역사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

가 공존하는 동구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앞으로 동구가 해나갈 수많

은 일들도, 먼 훗날 새로운 미래를 꿈꿀 누군가에게 역사이자 유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

토리텔링북 《부산의 부산, 동구 이야기》는 동구가 품은 수많은 지난 이야기와 변화무쌍한 동구의 

현재는 물론, 새로이 그려나갈 미래까지 담고자 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흥미로운 이야

기가 흘러넘치는 부산 동구의 역사와 문화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동구청장 박삼석

들어가는 말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부산의 관문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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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의 부상 Ⅰ 근대화의 풍랑 속으로

호열자는 빈민들에게 유독 가혹했다 Ⅰ 한의사 홍영식의 진단 실수가 불러온 사망 사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임금노동자의 출현 Ⅰ 일본기업의 만행, 조선 부두노동자들 뿔나다 

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 부산부두노동자파업 Ⅰ 한국전쟁과 부두노동자들 Ⅰ 권력의 

단 맛에 빠진 노조 간부 Ⅰ 4부두에 첫 컨테이너선 들어오던 날 Ⅰ 초량명물 초량돼지갈비의 

탄생

최초의 항만사업 알린 해관장 헌트 Ⅰ 일제의 야욕으로 시작된 매축 Ⅰ 사라진 사량리(沙梁

里)와 해정리(海汀里) 해변  Ⅰ 동구의 바다가 육지로 바뀐 사연 Ⅰ 부산진매축기념비를 둘러

싼 수수께끼 Ⅰ 부산의 매축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등대는 부산항에 있었다 Ⅰ 부산항은 이야기로 출렁인다

북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Ⅰ 재개발 지역에 해수온천 터지다! Ⅰ 달링

하버와 하펜시티를 뛰어넘는 꿈 Ⅰ 부산역 광장의 변신

매축지마을로 떠나는 시간 여행 Ⅰ 매축지마을이 마구간에서 출발했다고? Ⅰ 도심 속의 고립

된 섬이 된 이유 Ⅰ 영화 속 그곳을 찾아라! Ⅰ 떠나는 사람들과 텅텅 비어가는 마을

초량객주 전성시대 Ⅰ 명태고방 남선창고 Ⅰ 그 많던 객주들은 어디로 갔을까?

개항, 그 모든 것의 시작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부산의 관문

콜레라, 호열자, 호역

부두노동자들의 애환

부산을 바꾼 매축

잘 있거라, 눈물의 제3부두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북항

범일동 매축지마을의 어제와 오늘

초량객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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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한 귀환 동포, 금의환향하는 일본인 Ⅰ 피란수도 부산 Ⅰ 피란민의 오아시스 공동우물 

Ⅰ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 싸는 것이 문제로다 Ⅰ 지게꾼이 된 사람들

사고뭉치 미군용 송유관 Ⅰ 국제고무 대화재 Ⅰ 예고된 인재(人災), 자유시장 대화재

동구 이바구길 Ⅰ 초량천의 부활

산마을에서 부두까지, 일터로 가는 지름길 Ⅰ 초량동 168모노레일

대중소설의 새 장을 연 여류작가 김말봉 Ⅰ 행복을 노래한 시인 유치환 Ⅰ 기다리는 마음으

로, 천재 시인 김민부 Ⅰ 범일동 풍경을 그린 천재 화가 이중섭 Ⅰ 민족 가곡 <그네>의 작곡가 

금수현 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초량동 45번지 Ⅰ 강제 이주된 무허가 판잣집 사람들 Ⅰ 동구 시영아파트의 시초, 수정아파

트와 좌천아파트 Ⅰ 광개토건설 사기 사건의 전말 Ⅰ 망양로(望洋路)와 마이크로버스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화마의 습격으로 불(火)산이 된 부산

도시재생으로 변신하고 있는 동구

피란민의 애환이 담긴 168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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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조계지의 형성 배경 Ⅰ 청관거리의 탄생

고급 중화요리점의 대명사, 봉래각 Ⅰ  인천 자장면 VS 부산 만두 Ⅰ 만두, 산둥 사람들의 소

울 푸드

초량 텍사스거리의 형성 Ⅰ 텍사스거리의 새로운 손님, 러시아 선원 Ⅰ 러시아의 국민과자, 

초코파이 Ⅰ 초량외국인상가로의 변신 Ⅰ 다문화특화거리로 재도약하다

한국전쟁과 부산 화교 Ⅰ 분단의 아픔과 새로운 조국 Ⅰ 화교들의 수난 시대 Ⅰ 새 보금자리 

찾아 떠나는 화교들 Ⅰ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화교들 Ⅰ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교학교 Ⅰ 대만과의 국교 단절과 관계 회복 Ⅰ ‘신(新) 화교’의 등장 

일본의 이간질로 터진 만보산 사건 Ⅰ 초량동의 중국인 묘지 Ⅰ 삼파도(三把刀)를 쥔 화교들 

Ⅰ 비단장사 왕서방은 언제부터 비단을 팔았을까? Ⅰ 조선의 패션 핫 아이템! 중국산 비단과 

삼베

부산 속 중국의 탄생

초량 차이나타운의 중화요리점

차이나타운의 또 다른 세상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 화교, 그것이 알고 싶다

일제강점기 시나마치(支那町)의 화교들

196

205

199

213

222

Chapter 
05

이국문화의 집결지, 차이나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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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의 관문에 뿌리를 내린 선교사들 Ⅰ 호주 장로교의 선교거점이 된 초량과 부산진 Ⅰ 여

성과 어린이의 친구 호주인 여선교사 3인방 Ⅰ 교육 선교사로 헌신한 위더스 Ⅰ 미국인 의료 

선교사 어을빈과 정킨기념병원 Ⅰ 호주 장로교의 의료 활동과 커럴 박사 Ⅰ 조선의 포토그래

퍼, 사보담 Ⅰ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기독교식 결혼식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Ⅰ 안창마을의 빛이 된 루미네 수녀 Ⅰ 맥켄지의 두 딸, 일신부

인병원을 세우다

통일교의 창립자 문선명 Ⅰ 원리원본이 탄생한 범내골 성지

묘심사의 원래 이름은 대성사 Ⅰ 신중도와 칠성도가 봉안된 실상사 Ⅰ 석가모니의 연등불(燃

燈佛) 설화를 지닌 연등사 Ⅰ 사명대사가 물맛에 감탄한 금수사 Ⅰ 부산 재가 불자들의 요람, 

소림사 Ⅰ 소림사, 나라 구하러 온 재일학도의용군을 품다

부산의 모태 성당, 범일성당 Ⅰ 부산교구 발전에 이바지한 초량성당

부산진교회와 초대 목사 엥겔 Ⅰ 부산진교회의 항일운동과 양한나 Ⅰ 윌리엄 베어드의 사랑

방 교회 Ⅰ 한국 찬송가의 대모(代母) 안애리 여사 Ⅰ 초량교회의 항일운동과 주기철 목사 

그들의 이름은 선구자(The vanguard)

동구 기독교 인물 열전

동구 범내골 통일교 성지

동구의 불교 유적과 전통 사찰

동구의 천주교 성당

동구 기독교 유적과 교회사

232

255

244

262

265

274

Chapter 
06

박애정신을 실천한 선교사들과 동구의 종교

제비표 페인트로 친수한 건설화학공업(現 강남제비스코) Ⅰ 부산 최장수 향토기업 대선주조  

Ⅰ 부산의 곡물왕국 신동방기업과 눌원 신덕균 Ⅰ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던 연탄 

공장들 Ⅰ 동명목재와 목재왕 강석진

일제강점기 고무산업의 출발지 동구 Ⅰ 고무신 춘추전국시대 Ⅰ 내리막길에 접어든 신발산업 

Ⅰ 누나의 길과 여공의 애환 Ⅰ 신발공장 노동자들, 안창마을에 모이다

일제강점기의 부산일보 Ⅰ 해방 이후 부산일보의 발자취 Ⅰ 김주열 특종 사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다 Ⅰ 부산의 대표 산업자본가 김지태 Ⅰ 언론인으로서의 사명

동구의 극장 전성시대 Ⅰ 범일동 극장 트리오 Ⅰ 범일동 할매국밥

조방 여공들의 수난과 파업 Ⅰ 조선방직의 공장 자주관리 운동 Ⅰ 조방 부지의 변천사 Ⅰ 고

된 하루를 달래주는 조방낙지

부산 향토기업의 태동지, 동구

부산 신발산업의 흥망성쇠

부산 가구점의 발상지, 좌천동가구거리

부산 대표 일간지 부산일보

응답하라, 동구의 극장들이여!

맛과 멋, 흥이 흐르는 초량 이바구 야시장

조방의 유래를 아시나요?

280

298

288

301

307

312

316

Chapter 
07

부산 산업의 부흥과 쇠퇴,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구 318

에필로그



부산의 관문, 부산
의 미래, 부산항

개항, 그 모든 것의 시작  |  초량객주들  |  콜레라, 호열자, 호역  |  잘 

있거라, 눈물의 제3부두여   |  부산을 바꾼 매축  |  부두노동자들의 

애환  |  범일동 매축지마을의 어제와 오늘  |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

는 북항

부산 동구는 부산항 여객 터미널과 부산역이 위치하고 있어 명실상

부한 부산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항만 시설을 축

소하고 상업·업무·문화지구를 늘려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북

항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의 사실이 마냥 영

광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한적하고 작은 포구였던 부산포(富山浦)가 지

금의 부산이라는 큰 도시로 탈바꿈한 계기는 1876년 예기치 않게 찾아

왔다.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에 의해 부산포가 강제로 개항된 

것이다. 일제는 조선 땅을 넘어 대륙까지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부산

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부산은 개항 이후부터 해방까지 이런 역할

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근대도시로 차츰 변모해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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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바다다. 사람과 이야기가 여러 갈래 물줄기를 타고 한반도의 가장 낮은 이곳으로 흘러든

다. 바다처럼 거칠면서도 무뚝뚝하게 모든 걸 품어내는 부산은 바다를 닮았다.  

바다와 뭍이 만나는 곳에는 포구(浦口)가 생기기 마련이다. 배가 드나드는 어귀를 뜻하는 포구는 

외부와의 경계이자 관문,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오늘날 화려한 항구도시 부산의 이야기도 현 동

구 좌천동에 인접해 있던 작은 포구 ‘부산포(富山浦)’에서 출발한다. 이제 바다 같은 부산이 들려주는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우선 부산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 한다. 

1377년 고려 말 정몽주와 조선 초 신숙주가 동래1
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때 이용했던 포구가 부산포였다. 부산포 인근에 부산진성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1407년 삼포개항

에 부산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 원래 동래부에 속해 있던 부산포가 시간이 흘러 오히려 동

래부를 포괄할 만큼 의미가 확장됐다는 점을 들어 부산포를 부산의 기원으로 본다. 이것이 첫 번째 

설이다. 

또 다른 유래는 증산(甑山)과 관련돼 있는데, 증산은 동구 좌천동과 범일동 사이에 있는 야트막한 

산이다. 이곳은 조선시대 부산진성이 있던 곳으로 산릉의 모습이 마치 시루처럼 생겼다 해서 ‘시루 증

(甑)’자를 사용, 증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시루와 가마솥 둘 다 떡을 찌는 데 쓰이는 용기이

고 증산이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으니 가마솥 부(釜)자를 쓰는 부산이 증산에서 비롯됐다

고 보는 게 이 두 번째 설이다. 오늘날 ‘가마 釜’를 사용하는 부산(釜山)이라는 명칭은 1470년(성종 1) 

12월 15일(甲辰)자 『성종실록』에 처음으로 보인다.

어찌 됐든 부산의 지명 유래에 관한 위 두 가지 설(사실 몇 가지가 더 존재한다)에는 공통점이 있는

데, 바로 둘 다 지금의 동구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동구의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이라는 

지명이 동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가마솥이 어디냐 떡시

루가 어디냐를 찾으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명이 지칭

하는 곳이 동구, 더 확실하게

는 좌천동을 겨냥한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동의대학교 사학과 최연주 교수

진실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분분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구에 대해 말하지 않고서

는 부산의 뿌리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포의 부상

지금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

산이지만 고려시대까지 동래부는 수령도 부

임하지 않던 변방지역에 불과했다. 나라 관심 

밖의 지역인데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다 

개항, 
그 모든 것의 시작

부산포지도/해동제국기 _부경근대사료연구소이 시기 동래의 영역은 바닷가를 포함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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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왜구들은 수시로 동래에 출몰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는 동안 조정에서도 왜구를 소탕하는 노

력을 기울였으나 뿌리째 뽑아낼 수는 없었다. 

결국 조선은 약탈과 노략을 일삼던 왜구로 하여금 제대로 된 무역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조선에 도

항한 왜인들이 무분별하게 영역을 확장해 거주하는 바람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불가피하게 발

생했다. 급기야 1407년(태종 7) 경상도 병마절제사 강사적이 왜구를 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구 개

방을 건의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먼저 개방한 두 곳2
의 포구 가운데 부산포가 포함되었다. 부산포가 공식적으로 개항

하자 일본의 상선들이 부산포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왜인들의 거류를 위한 부산포왜관이 설치된다. 

본격적인 양국의 교류공간인 부산포시대가 열린 것이다. 

조선의 기지로 순탄해진 일본과의 관계는 1510년 발발한 삼포왜란으로 다시금 틀어진다. 삼포왜

란은 개항지였던 세 포구3
에서 왜인들이 대마도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난으로 세 개항지가 전면 폐쇄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1512년 일본의 요청으로  「임신약조(壬申約條)」 를 체결, 내이포만 개항

하는 조건으로 양국 간의 교류를 재개했으나 이내 발발한 임진왜란(1592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관

계에 이르고 만다. 

임진왜란 이후, 당시 새로 들어선 일본의 에도막부(江戶幕府)의 끈질긴 요청에 종전 3년 만인 1601

년 절영도(오늘의 영도)에 임시로 왜관을 설치하게 되고, 1609년  「기유조약(己酉條約)」을 맺으며 10년 

동안 굳게 걸어 잠갔던 빗장을 다시 열게 된다.  

근대화의 풍랑 속으로 

1876년, 군사력을 동원한 일본의 압력으로 조선은 강화도에서 수호조규를 맺고 문호를 개방한다.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 이른바 ‘강화도조약’은 일본에게만 유리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이 조

약으로 일본은 조선의 해안 측량권, 거류지 설치권, 치외법권 등의 혜택과 무관세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된다.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개항이 조선을 근대화의 풍랑 속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이자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이야기는 부산포에서 시작됐다. 그렇

기에 오늘날 국제적 항구도시로서 부산의 뿌리 역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부산포는 임진왜란, 정유재

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귀환하던 곳이며, 1607년에서 1811년까지 열두 번이나 자성대 인

근 영가대에서 통신사가 파견됐을 만큼 정치·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다. 두 번의 개항으로 알 수 

있듯 대외무역의 거점

이기도 했다. 여러모로 

항구 부산의 정체성은 

부산포에 닻을 내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부산포(富山浦, 현 자성대 일원)와 제포(薺浦, 현 진해 웅촌)

태종 7년인 1407년, 동래의 부산포(현재 부산시 동구 자성대 일대)와 웅천의 제포(내이포, 현재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를 개항하고 세종 8년인 1426년, 울산군의 염포(현재 울산시 북구 염포동 일대)를 

추가로 개항한다. 이 때문에 부산항 개항 원년을 1407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
3

1875년 부산항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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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草粱)’은 원래 ‘새띠’, ‘새터’라 불렸는데 이는 억새, 갈대라는 뜻이다. 조선시대 초량이라는 지

명은 지금의 남부민동에서 초량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안 일대 모두를 지칭했다. 1481년 편찬된  『동

국여지승람』에 ‘초량항(草梁項)은 절영도(絶影島) 안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영도와 인접한 

부산항 해변 일대를 초량항이라 불렀던 것이다. 

근대 개항 이후 청나라와 수교를 맺으면서 지금의 초량지역에 1884년 청국이사청이 생기고, 그 일

대를 중심으로 청나라 사람들의 집단 주거촌과 청관거리가 만들어진다. 용두산지역의 일본인 전관

거류지에 이어 개항 후 청관거리까지 형성되자 초량으로 조선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이에 사람들

은 부민동과 부평동 일대를 ‘구초량’, 지금의 초량동 일대를 ‘신초량’으로 불렀다. 

일설에 의하면, 한 고을 안에 같은 지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동래부사 정현덕은 구초량지역을 

부민동이라 하고, 신초량지역을 초량이라 부르게 했다. 그러다 1906년 행정구역 개정이 이뤄지면서 구

초량의 명칭이 부평동·부민동 등으로 확정되고 신초량은 초량으로 굳혀진다. 

초량객주 전성시대 

객주는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에게 

묵을 곳을 제공하고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흥정을 붙여주는 중간 상인 

혹은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거처 자체를 뜻

하는 말이다. 

개항 이후 대일무역이 활기를 띠자 부산

에는 ‘개항장 객주’가 등장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상품유통체계가 재편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상인층으로 개항장에서의 수출입 상품유통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이든 조선 상인이든 

상호 간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었다.

개항장 부산의 객주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바로 초량객주였다. 전국 각지의 상품을 들고 온 물주들

이 초량객주에 머물며 판매를 위탁하면 객주는 흥정을 붙이거나 직접 팔아주었다. 객주를 통해 상품

이 거래되면 물주는 객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했고, 상인들이 직접 구매자와 거래를 성사하면 객주가 

제공한 식사 및 숙박에 대한 값으로 ‘구전(口錢)’, 혹은 ‘구문(口文)’을 지불했다. 객주들은 각 지방의 

수령이나 관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특정 거래의 객주독점권을 확보했다. 

“대일무역을 위해 무역 상인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어요. 기존 무역 상인뿐 아니

라 부산 외부 사람들도 무역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단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부산

1910년경 동래상업회의소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초량객주들

1890년 발행된 조선안내 속의 부산지도_신초량촌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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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일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할지 방

법을 모르니까 무역에 익숙한 사람들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객주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부산에서는 초량객주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객주들과 함께

하는 상인들이 뭉치게 되고, 이들의 가족들이 또 같이 들어오고, 가족이 있으니 

학교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생활공간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초량에 이주

민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양흥숙 교수

개항장의 객주들은 객주업으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

고 수출입을 통한 객주 영업을 확대하고자 객주상회소를 조직했다. 부산항에는 초량객주들이 중심

이 되어 1889년 부산객주상법회사(釜山客主商法會社)를 설립했다. 부산객주상법회사는 오늘날 부

산상공회의소의 전신이다. 1895년에는 부산상무소, 1899년에는 부산상무회사, 1901년에는 부산항객

주회의소, 1904년에는 동래상업회의소, 이어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는 부산선인상업회의소 등으

로 이름을 바꾸었다. 1916년 조선총독부가 일본 단체와 강제 통합한 이후로 몇 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가 해방 후에야 부산상공회의소라는 이름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객주들이 단순히 위탁상인의 숙박 제공과 상품 매매만을 주선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위탁 물

주를 위해 금융업, 도매업, 창고업, 운송업 등의 부수적인 일들을 함께 취급하는 등 상거래 전반에 걸

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 중 금융업에 관심이 많았던 초량객주로 이규직(李圭直, 1869~?)이 

있었는데, 그는 1909년 1월 구포저축이 설립되었을 때 중역을 맡았으며 6년간 은행장으로도 일했던 

인물이다.

대외무역을 통해 자본을 차곡차곡 축적해온 초량객주들이었지만 비단 돈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

니었다. 이들은 그동안 벌어놓은 자금으로 객주조합장학회를 조직하고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1905년

에는 현재의 동구 초량동 구봉성당 자리에 초량사립상업학교를 설립했다. 학교는 1944년 부산제2공

립공업학교로, 1951년 부산공립제1공업고등학교로 이어져오다 1955년 5월 10일 경남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태고방 남선창고

늘 사람들로 붐빈 초량은 부산항을 통한 뱃길로 인천, 함경도까지 연결되는 곳이었으며,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서울·호남·충청 등 내륙까지 통하는 길목이었다. 그야말로 수륙을 잇는 교통의 허브

였다.  

이 사실이 명태 주산지인 함경도지역까지 퍼지자 이내 부산으로 명태궤짝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명태상인들은 초량에서 뻗어나가는 교통망을 통해 전국 각지에 명태를 팔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명

태는 값이 저렴한데다 말리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선을 접하기 힘든 내륙지방에서 수

요가 많았다.  

초량객주였던 정치국(丁致國, 1865~1924)은 함경도에서 들여오는 해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1900년 

함경도지역의 객주들과 함께 오늘날 초량동 393-1번지에 회흥사(會興社)라는 창고를 설립한다. 정치

국은 초량 토박이였는데 개항 후 인천으로 이주하여 금융업으로 성공, 증기선회사를 창립했던 사람

이다. 1890년대 후반 원산지역의 수산물 상인들이 명태 판매를 위해 부산지역에 와서 초량지역 상인

들과 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 수송을 담당한 것이 인천의 운반업체인 대한협동우선회사

(大韓協同郵船會社)4  소속의 배였다. 

정치국이 창고를 세우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경부선 철도 건설이었다. 1900년 경부철도 개설을 위

1900년 7월에 자본금 20만원에 사원 10명인 합자회사(合資會社)로 설립된다. 사장 대변은 안영기, 총무

는 정치국, 감독은 안최성이었다. 이들은 인천항을 기점으로 진남포, 만경대, 군산, 목포, 제주, 원산, 부산, 

북관 등의 연안항로에 취항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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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제가 철로 주변 부지

를 강제매입 한다는 소문

이 파다하게 돌았다. 훗날 

부산진역 경부선 기종점

인 초량역이 세워지는 부

지 주변에 정치국의 토지 

578평이 있었는데 그가 

부산에서 서울 간 철로가 

개설될 것을 미리 알고 그 

인근에 창고를 설립한 게 

아닐까 추측된다. 

당시 이곳에 창고가 세

워진 것은 동쪽이 바로 바

다에 면해 있는 탓에 북쪽지방의 명태를 바로 들여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함경도 특산물인 명태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을 뱃길로 부산항까지 운송해 와서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 경상도·충청도 등 각 

지방으로 보급했다. 

회흥사는 북쪽에서 물자를 가져온다고 해서 ‘북선창고(北鮮倉庫)’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주로 명

태를 보관했기 때문에 ‘명태고방’이라고도 불렸다. 창고업은 당시 신업종으로 이 창고는 부산에 세워

진 최초의 창고가 된다. 크기도 1천여 평에 달했다. 

창고가 생기자 원산지역의 객주들이 부산으로 이주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1914년 경원선이 개통

돼 원산에서도 전국적인 명태 유통이 가능해지자 상당수가 원산으로 되돌아가버리고, 이후 원산지

역에 북선창고가 새롭게 설립되자 초량객주들은 1926년 부산 북선창고를 사들여 이름을 남선(南鮮)

창고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창고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당시 부산에 있던 사설 창고들이 대개 일본인에 의해 설립됐거나 조선인 설립 이후 일본 자본에 

흡수돼버렸던 것에 반해 남선창고는 부산 경제의 거목이던 초량객주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나갔다. 

남선창고는 일제강점기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해나간 민족자본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그 많던 객주들은 어디로 갔을까?

개항 후 몇 년이 지난 뒤부터 개항장 객주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힘든 것으로 보아 이들의 활동 기

간은 그리 길지는 않았던 듯하다. 과연 객주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일본 세력이 조선 경제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고, 외국 상인들이 조선 내

에서 직접 행상이 가능해지면서 무역 중개인으로서 객주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 도산한 

이들도 있었지만 모아놓은 자본으로 회사를 세워 근대 자본가로 변신하거나 업종을 바꿔 사업을 이

어가는 이들도 많았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이다. 

객주들의 주 활동무대였던 초량은 언제나 역동적이었으며 뜨거웠다.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을지언

정 경제적 주체성은 내어주지 않았던 민족자본의 집결지였으며 방방곡곡 뻗은 경제 신경망으로 자

본과 물자를 내보내는 조선 경제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량객주들의 쉼 없는 펌프질이 

있었다. 

2008년 남선창고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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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가 콜레라다. 호랑이에게 물려 살점이 뜯어지는 것과 맞먹

는 고통을 준다 해서 콜레라는 ‘호열자(虎列刺)’, ‘호역(虎疫)’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콜레라는 전염성

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병이었다.

콜레라가 처음으로 발생한 곳은 인도 캘커타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콜레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

이 본 곳은 어디일까? 다름 아닌 부산이다. 캘커타와 부산, 두 도시는 공통점이 있다. 국제적 항구도시

라는 것이다. 

외래 문물을 실은 무역선이 부지런히 드나드는 부산항은 그야말로 콜레라 감염과 전파의 최적지였

다. 아니나 다를까 개항 첫 해부터 콜레라균은 부산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우

리보다 앞서 개항한 일본에서 옮아 들어온 것이었다. 3년 뒤 1879년에 다시 콜레라가 발병하면서 부산 

전역은 또 한 번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1920년에는 무려 2만 3000여 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커지자 그제야 일본은 콜레라에 대한 검역과 방역에 팔을 걷어붙였다. 예방접종과 위생 강

습 등을 실시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된 예방책이 되지 못했다. 

콜레라 발병 소식이 들리면 항구에서 무작정 멀리 달아나거나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피하

는 것이 상책이었다.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콜레라를 일종의 병귀(病鬼)로 여겨 주술이나 미신도 유

행했다. 병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5월 3000여 명의 귀환동포를 태우고 오던 배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다. 꿈

에 그리던 조국을 코앞에 두고도 배는 일주일 넘게 부산항에 입항할 수 없었다. 늦게라도 갈 수 있으

면 다행이었다.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선상에서 사망하는 이들도 적잖았다. 

1963년 9월에도 콜레라는 부산을 덮쳤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

음에도 전국적으로 1000여 명 이상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콜레라에 효험

이 좋다고 알려진 마늘과 소주를 먹는 등 민간요법에 기대는 게 고작이었다.   

호열자는 빈민들에게 유독 가혹했다

지금의 동구 초량동과 수정

동 일대는 당시 조선인들이 밀

집해 살던 동네였다. 오늘날의 

중구지역에 있었던 일본인 전관

거류지 인근은 그나마 환경이 

괜찮았지만 조선인 동네는 주

거 환경도 위생상태도 불결했

다. 당연히 콜레라의 감염과 전

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1920년 8월 25일 『동아일보』 1

면에 실린 칼럼(‘호군 창궐한 부

산을 지나든 기억’)이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자는 지인을 만나러 가던 중 거리에서 호열자

로 사망한 조선 여인의 시신을 목격한다. 지인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콜레라가 창궐한 거리를 지나야

만 했는데, 당시 그 거리를 지나려면 예방주사증명서를 보여주고 석탄산수(石炭酸水)를 몸에 뿌려야 

했다. 기자는 차마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지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

발생 이후 금일까지 통계를 가지고 말하면 십여 일 내 근 삼백 명인데 일본인이 

이십 명 미만이고 다 조선 사람이요, 조선 사람 중에도 상류, 중류에서 이 병에 걸

1903년경 현 서구청 자리의 피병원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콜레라, 호열자, 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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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사람은 없다. 하류사회의 무지몽매한, 위생사상이라고는 반 푼어치 없는 사람

만이라 한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한 집에 호열자가 발생하면 병자는 물론이요 그 

집 가족 전부 피병원(避病院)으로 옮겨가고 그 발생된 인근으로 돌아가면서 교통

을 차단하여 일체 외부와 교통을 못 하게 한다고 하신다. 그런데 피병원은 마치 

만세(萬歲)통 감옥 모양으로 조그마한 방에 여러 사람을 집어넣어 보통 십여 명 

밖에 더 못 있을 방에다 이십 명을 잡아넣고 용신(容身)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음식도 변변히 먹이지 아니하는 고로 첫째 거주의 관계, 둘째 음식의 관계, 셋째 

다수인(多數人) 군거(群居)의 관계로 전염하는 폐가 있기 때문에 성한 사람이 들어

가서도 꼭 죽게만 생기었다고 하신다. 

일제강점기 콜레라에 감염되는 이들은 실상 조선 빈민들이 대다수였다. 위생관념조차 제대로 갖

고 있지 않던 이들에게 일제는 미흡한 방역법 몇 가지 던져주고는 병자들에게 불온하고 무자비한 처

우를 일삼았다. 가난한 조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병귀가 지나가길 전심으로 비는 일 정도뿐이

었을 텐데 호열자, 그것은 동구지역 조선 빈민들에겐 유달리도 가혹한 것이었다.   

한의사 홍영식의 진단 실수가 불러온 사망 사건

콜레라의 잦은 창궐로 부산의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졌다. 경계가 지나치게 심해지다 보니 콜레라

가 아님에도 콜레라 환자로 몰려 격리되거나 사망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1925년, 오늘날 동구 수정동에 전원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려 

앓기 시작하자 그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아내의 병세를 묻는다. 다른 의사들은 폐병이라 진단했으

나 한의사 홍영식만은 다른 진단을 내렸다.

“이 병은 분명 호열자요. 그러니 당장 병자를 격리하시오!”

폐병이 아닌 콜레라 진단을 내린 홍영식은 전원갑의 아내가 콜레라에 걸렸다고 파출소에 신고까

지 한다. 결국 전원갑의 아내는 강제로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호열자가 아니라는 결

과가 나왔다. 

“호열자가 아니라지 않소, 의사양반. 아내 몸이 많이 좋지 않으니 얼른 좀 보내주

시구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경찰은 퇴원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었다. 결국 전원갑의 아내

는 함께 끌려왔던 어린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고 만다. 

이 일을 전해들은 수정동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들은 모자의 시신을 들고 홍영식이 운영

하는 한의원을 찾아가 큰 소동을 벌였다. 호열자에 대한 강박적 공포가 무고한 두 목숨을 앗아간 사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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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동에 위치한 부산항 제3부두는 일제에 의해 1944년 완공되었다. 부산항 개발계획사업의 일환

으로 1981년 8월 기존 시설의 철거와 함께 개축공사에 착수했고 1983년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로 개

축된다. 

그러나 점차 북항 재래부두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부두 재배치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제3부두

는 2009년 4월 폐쇄됐고, 그 이듬해부터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제3부두의 자취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옛 흔적은 역사 속으로 

묻혔을지 몰라도 이곳엔 잊

혀선 안 될 이야기가 있다. 

부산항 제3부두는 1964년

에서 1973년까지 32만 명에 

달하는 국군이 베트남 파

병을 위해 출항한 장소이자 

돌아오지 못한 장병들의 전

사 통보가 이뤄지던 눈물의 

항구였다.

당시 파월(派越)군인들

은 파병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수료한 후 부산항에 집결해 뱃길로 베트남까지 보내졌다. 1964년 9

월 11일 의료부대 및 태권도 교관단을 선봉으로 이듬해 10월부터 청룡, 맹호, 백마, 십자성 등의 부대들

이 전장의 타국으로 향했다. 

베트남 파병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 해외파병이었기에 항구에서는 전쟁터로 떠나는 군인들

의 환송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곳곳에는 플래카드와 태극기가 휘날렸고 여고생들은 응원의 함성과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다. 

멀리서 보면 화려했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눈물겨웠다.

“아들, 이 어미가 밤낮으로 기도할 테니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 3부두를 꼭 살아서 다시 밟겠습니다.”

“얼마간 내 소식이 없거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요.”

“그런 말 말아요. 기다릴게요. 부디 몸 성히 돌아오셔야 해요.”

생사가 보장되지 않는 전장으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생이

별에 괴로워했다. 환송식의 격려 함성도 이들에겐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다.  

아, 잘 있거라 부산항구야. 미스 김도 잘 있고요 미스 리도 안녕히.

당시 제3부두에 백야성의 ‘잘 있거라 부산항’이 울려 퍼지면 너도나도 따라 부르며 카타르시스의 

눈물을 흘렸다. 오륙도 앞바다까지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1966년 파월장병 제1진이 9개월 만에 귀국하자 부산항에는 환영식이 열리고 환영 인파가 몰려들

었다. 1969년 신중현이 작곡한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대중가요에는 귀환한 장병들의 모습과 

잘 있거라, 
눈물의 제3부두여

1970년대 초 파월장병 환영식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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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분위기가 잘 묘사되어 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 상사 너무도 기다렸네. 굳게 닫힌 그 입술 무거운 그 

철모 웃으며 돌아왔네. 어린 동생 반기며 그 품에 안겼네. 모두 다 안겼네.

이 노래는 197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주제곡으로도 쓰였다. 영화는 베트남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코믹하게 그려냈다. 가수 조용필이 1972년 발표한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돼 있다. 1절은 떠나보낸 이의 그리움을 담은 가사고 2절은 

떠났던 이가 돌아와 부르는 노래다.  

가고파 목이 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날의 꿈이었지. 언제

나 말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그러나 항구에 기쁨의 포옹과 감격의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시다니요. 저는…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여보, 제발 대답 좀 해봐요.”  

  

시신이라도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제3부두는 

누군가에게는 끝나지 않을 기다림의 장소가 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제3부두 0번지(김시현, 1966)’, ‘황혼의 제3부두(전우열, 1971)’, ‘제3

부두 고슴도치(이혁수, 1977)’, ‘무정의 제3부두(이혁수, 1993)’ 등 제3부두가 제목에 들어간 베트남파병 

관련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최근

에 개봉한 영화 ‘국제시장(2014년)’ 역

시 베트남전쟁과 관련이 깊다. 영화 속

에 그려진 당시의 모습은 실제로 그 시

기를 겪은 사람들의 삶을 잘 보여준다.

국방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파월장

병 가운데 부산항을 다시 밟지 못한 

전사 장병이 무려 5099명이나 되고 

부상자가 1만 962명, 고엽제 피해자는 

무려 8만 9708명에 이른다.5  응원 받았으나 상실뿐이었고 환대받았으나 상처는 너무 컸다. 떠나고, 기

다리고, 돌아온 자들의 눈물이 스민 곳. 부산항 제3부두의 바닷물은 유난히 짤지도 모를 일이다.

 

국내 최초의 등대는 부산항에 있었다

조선시대의 부산해관은 관세 징수 외에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은 부산 연안의 기상을 

관측하는 일이었다. 1883년 해관 설치 이후부터 매일 관측이 이뤄졌다고 하니 이쯤 되면 우리나라 최

초의 기상청인 셈이다. 해관이 기상청 역할까지 겸했던 이유는 부산항을 드나드는 배의 안전을 위해

서였다. 

한편 해관 설치보다 앞선 1878년, 수세를 거부하는 일본 상인과의 마찰로 두모진 수세사건이 발생

하고 일본은 이에 대한 보상조건으로 조선항만에 등대설치를 요구한다.

그런데도 당시 부산항에 등대가 있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최초의 근

「박정희, 가난의 시대 딛고 ‘10% 고도성장 시대’ 열다」, 『동아일보』, 2013.05.02. 참고5

육지에 등대가 표기된 1911년 부산시가전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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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등대는 1903년 점등된 인천의 팔미도등대로 알려져 있다. 부산항이 인천항보다 7년이나 앞서 개

항한데다 매일 기상관측을 할 만큼 선박의 안전을 중요시했는데도 항로 표시를 위한 등대 하나 설치

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미심쩍은 일이다.

한국해양대학교 안웅희 교수 역시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관련 사료를 찾던 중 관세청에서 

번역 발간한 《1893~1897년 부산세관 공문》에서 답을 발견했다. 부산해관장이던 헌트가 총세무사에

게 보낸 공문에서 ‘부산항 항해보조시설로 3개의 등대가 설치되어 있고 1887년 4월 점등이 되었다’라

는 내용을 찾아낸 것이다. 사료에 의하면 부산항의 등대는 1903년 만들어진 인천의 팔미도등대보다 

16년이나 앞서 세워진 것이 된다. 이 등대가 바로 초량등대다.

이 중 2개의 등대가 초량동 구봉산 자락에 오륙도 방향으로 180m가량의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 

있었다. 나머지 하나는 현재의 중구 부산데파트 주위에 있었던 부산해관 건물의 지붕에서 빛을 내보

냈다. 

그런데 2개의 초량등대가 마주보고 있던 곳은 현재 북항의 도등(leading light)6
이 서 있는 지점과 경

도상 거의 일치한다. 북항 도등은 선박의 안전 입항을 위해 2013년 7월 구봉산과 엄광산에 각각 설치

됐다. 초량등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게 2014년이었으니 미리 알고 똑같은 위치에 세울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평행이론이다.  

부산항은 이야기로 출렁인다

부산항은 근대 개항기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들과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해외를 오가던 독

립운동가,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오는 동포들의 무수한 발길이 닿는 곳이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군

수 및 구호물자가 드나드는 후방 병참기지였고 수많은 피란민들이 모여들어 보따리를 펼치던 생의 현

장이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부두노동자들이 고된 노역을 견디던 현장이었으며 1964년부터 8여 

년간 30만이 넘는 베트남 파병 장병들이 오간 곳이기도 했다. 한때 국내 경제를 이끌던 우리나라 최초

의 컨테이너 부두가 있던 항구였으며 밀입국, 밀수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도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

렇듯 부산이 지난 세월 겪어왔던 근현대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부산항에 녹아 있다. 

부산항은 크고 작은 역사의 순간들마다 자신의 역할을 우직하게 수행했으며 대중가요나 소설, 영

화의 소재가 되면서 부산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기도 했다. 바다를 통해 부산으로 오는 이들이 가

장 먼저 만나는 곳이자 말 못할 사연과 그리움, 열망이 출렁이는 이곳은 기억과 이야기의 보고(寶庫)

다. 북항 일대의 재개발을 통해 과거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야기는 건재하다. 부산의 지난 이야

기, 그것은 곧 부산 그 자체이리라. 부산항에 스며 있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은 오늘을 살

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통행이 곤란한 수로, 항만, 좁은 만의 입구에 항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항로의 연장선상에 설치하는 2기 이

상을 1조로 하는 등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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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산과 해변이 많은 곳이다. 개항 이후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면서 부산에도 평지가 필요해졌

다. 이에 산을 깎아내는 착평과 흙으로 바다를 메우는 매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오늘날의 동구지역은 상당 부분 매축으로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 이후 동구지역의 자연 해

안들은 매축으로 육지가 되면서 모두 사라졌다. 지금의 부산역과 초량동·범일동 일대도 일제강점기 

이전엔 바다였다. 동구는 실상 바다를 딛고 서 있는 것이다.

바다에 흙을 붓고 다져 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퍽퍽한 과정이었겠는가. 그럼으로써 출렁

이는 바다 위에는 세우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육지 위에 쌓아왔으리라. 부산의 역사, 그리고 동구의 역

사는 매축과 함께해왔다.    

최초의 항만사업 알린 해관장 헌트

근대 개항 후 불과 12년 만에 부산해관 부지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근대적 항구로 탈바꿈한 부산항으

로 밀려드는 수출입 물건들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던 1888년, 영국인 헌트(한국명 何文德)가 오늘

날 중구 중앙동에 있던 부산해관에 3대 해관장으로 취

임한다. 취임 당시 부산항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본 그는 하역시설이나 물류 

공간, 해관 부지의 추가적 확보가 필

요하다는 것을 간파한다. 그러기 위해

선 해안 매축이 불가피했으나 이를 바

라보는 조선사회의 눈은 곱지 않았다. 

그러나 헌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고종을 설득해 당시 돈으로 1000냥의 

공사비를 받아낸다. 조선시대 옛 포구 

옆에 용미산이라는 작은 언덕이 돌출

돼 있었는데 이 언덕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공사가 진행된다. 이 공사가 1888년 4월 완료된 부산항 최

초의 매축공사다. 1889년 10월에는 조선정부로부터 2546냥을 교부받아 해안잔교와 해관창고도 건립

했다.

일제의 야욕으로 시작된 매축

비록 불평등 조약에 의한 것이었으나 개항 후 부산포가 근대적 무역항으로 발전을 거듭해가면서 

일본의 조선경제 침투도 본격화된다. 일본과 가까운 부산은 조선에서 수탈한 물품을 자국으로 수송

해가기 용이한 곳이었으며 향후 대륙 침략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었다. 

이에 일본은 부산을 근대적 산업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해안으로 돌출된 산이 많은 부산

의 지형적 특성상 내륙까지 길을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부산포는 수심이 얕아 선박을 접안하

는 데 어려움이 컸다. 산을 에두르지 않고 내륙까지 연결되는 철도, 배를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일정 수심 이상이 되는 항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산 내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 마

련도 시급했다. 이러한 필요가 맞물리면서 일본은 부산지역의 해안 매축에 열을 올리게 된다. 

개항 이후부터 광복 전까지 일본은 북빈매축공사, 부산해관설비공사, 쌍산착평공사, 해륙간연락

부산을 바꾼 
매축

1903년경 매축중인 부산항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890년경 부산항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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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 부산진매축공사, 제1~4부두 매축공

사, 우암동매축공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매축

을 진행한다. 

일본이 처음으로 시작한 매축 사업은 중앙

동 일대의 부지 확보를 위해 진행된 북빈매축

공사(1902~1905)였다. 북빈매축의 가장 큰 목

적은 일본인 전관거류지의 확장과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줄 철로 부지 확보에 있었다. 2차 북빈매축공사(1907~1909)7
까지 끝난 후 매축된 땅

만 4만 1374평에 달했다. 

일제강점 이후 부산의 매축은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 대청로와 초량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쌍산

(영선산과 영국영사관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는 공사(1909~1912)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일본인 전

관거류지에서 서면까지의 대로를 확보하고 철로도 중앙동까지 연장하게 된다.

1911년 시작해 1918년 준공된 해륙간연락설비공사를 통해서는 항구 개발을 위한 부두축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공사로 제2부두가 축조된다. 

이처럼 일제는 토목과 철도, 도로, 축항, 매축 사업 등을 통해 부산에 산업기반시설을 구축해갔고  

부산은 근대도시의 면면을 갖춰나가게 되었다.

사라진 사량리(沙梁里)와 해정리(海汀里) 해변

바다를 메우면 과거에 없던 새로운 공간이 태어난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정직하다.  

흙을 쌓아 땅을 만드는 일은 곧 바다를 묻는 일이기도 했다. 부산에는 매축으로 인해 사라진 해변

이 많다. 자갈치8
처럼 위치는 달라졌지만 이름은 남아 있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드문드문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공간도 있다.

1887년경 촬영된 사진 속 초량 해안은 해안 방풍림과 흰 모래, 해변을 따라 가옥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다. 지금의 초량 차이나타운 앞 해변은 사량리(沙梁里)라고 불렸는데 하얀 모래가 눈부시게 빛

나던 곳이었다. 텍사스거리 앞에서 초량삼거리로 이어지는 해안은 바둑돌 크기의 예쁜 자갈이 가득

해 기석빈(棋石濱)이라 불렸다. 사량리 해안에서 구봉산 자락으로 비스듬히 누운 산자락에는 삼한시

대 고분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묘지들이 빼곡히 있었다. 그러나 이 두 

해변은 쌍산착평공사와 제1기 해륙연

락설비공사 진행과정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마당’이라고 불리는 4

만 4580평의 평지가 생겨났다. 

쌍산이라 불리던 두 산을 착평하

면서 산이 있던 자리는 평지가 되고 

산을 깎은 토석으로는 바다를 메워

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사업이

었다. 과거 쌍산 위로 난 좁디좁은 영

선고갯길을 통해 초량 방면으로 이어

2차 북빈매립공사를 통해 부산포는 항구의 여건을 갖추고 3~4톤급의 배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철도

횡단교를 가지게 되었다.  

7

북항매축중인 1904년경 부산항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10년 쌍산착평공사 중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자갈 해안이라 자갈치라 불리던 이곳은 1930년대 매축으로 사라졌다. 옛 해안길은 남포동 입구에서 서울

깍두기를 거쳐 BIFF광장, 서구청 아랫길로 이어지는 길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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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던 길은 옛길이 되고 오늘날 중앙대로에 인접한 새 도로가 생겨났다. 새로 생겨난 땅에는 부산역, 

부산우편국과 같은 근대 시설들이 자리 잡으면서 이곳은 그야말로 부산의 교통과 무역, 상업의 중심

지로 변하게 된다. 이 일대가 지금의 40계단 일원에서 부산역에 이르는 곳이다. 

득실의 무게를 정확히 따져 잴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량리와 해정

리, 아름다운 두 해변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해변의 이름과 기억도 매몰되고 

있다. 잃어버린 해변을 되살릴 순 없는 일이다. 하지만 기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

도에서는 사라졌지만 이야기는 남아 있는 사량리와 해정리를 또 한 번 잃는 일은 없기를 바라본다.  

동구의 바다가 육지로 바뀐 사연

동구는 부산포 개항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바닷길을 연 곳이다. 그 중심에는 중앙대로가 

있다. 중앙대로는 중구의 영도대교 앞에서 중앙동을 거쳐 동구 초량동·수정동·좌천동을 지나 동래까

지 이르는 도로다. 동구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위로는 구봉산과 수정산이 이어지고 아래로는 부산

항의 풍경이 펼쳐진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과 자동차가 오가는 이곳에는 비밀이 하나 있다. 중앙대

로 밑의 해변이 과거에는 전부 바다였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수정시장 앞 중앙대로에서 경부선 철로, 부두까지 이어지는 공간도 원래는 모두 바다였다. 

하지만 산과 바다를 양옆으로 끼고 긴 띠 

형태의 지형을 이루고 있던 부산포 일대는 

평지가 적어 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동구지역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

고자 북동쪽으로 활동 공간을 넓히기를 

원했다. 

앞서 북빈매축공사로 확보한 공간이 있

었지만 산업 및 군사적으로 사용할 공간

이 여전히 부족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부산진매축공사였다. 부산진매축공사는 3기에 걸쳐 진행되

었는데 각 시기별 공사는 제1기가 1913년~1917년 조선기업주식회사, 제2기 1926년~1934년 부산진매

축주식회사, 제3기 1934년~1937년 지전좌충(池田左忠)9
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부산진매축공사를 통해 동구지역의 상당 부분이 바다에서 육지로 탈바꿈했다.

부산진매축공사의 첫 삽을 뜬 기업은 1912년 9월 설립된 조선기업주식회사다. 조선기업주식회사

는 지금의 수정동에서 부산진에 이르는 해수면 40여만 평10
을 사들인 후 조선총독부로부터 매축 허

가를 받았다. 

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만 해도 연 101만 8천여 명(일본인 54만 3천여 명, 조선인 47만 5천여 명)이었

다. 대규모 공사다 보니 인명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당시 조선인 막일꾼들은 주로 초량동의 뒷산이나 

1890년대 중반 초량 해안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31년 부산진 매축지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28년 10월 부산축항합자회사를 설립한 지전좌충(池田佐忠)는 부산진매축주식회사로부터 매축권을 

사서 제3기 부산진매축공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측량 결과 약 56만 평이었다고 한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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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 좌천동 등 동구 일대의 조선인 밀집지역에 살았다.

1917년 제1기 매축공사가 끝난 후 초량동 일부와 부산진역, 좌천역을 지나 범일동 뒤편까지 포함

한 약 14만 평의 부지가 확보된다. 이후 철도와 도로, 창고와 회사들이 들어서면서 이 일대는 군사·행

정·경제의 중심지가 된다. 

부산진매축의 제1기 공사 부분은 지금의 제5부두 앞 삼거리에서 매축지마을 인근의 두산위브 일

대까지였다. 제2기 매축공사는 오늘날 매축지마을로 불리는 일대 대부분을 만들어냈다. 1기 공사로 

형성된 땅에는 부산진역을 비롯한 철도시설과 성남초등학교 등이 들어섰다. 

부산진매축공사 제1기 공사를 담당했던 조선기업주식회사가 사정상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조선총독부는 1925년 8월경 아사노 소이치로 등 3명에게 약 34만 평의 매축 사업을 

허가했다. 이들은 매축사업 권리를 1926년 창립한 부산진매축주식회사에 넘기게 되고 1926년 11월 1

일 제2기 매축공사 착공식을 거행한다. 1926년은 부산항 개항 50주년을 맞는 해였기에 특별히 조선

총독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참석했다. 당시 동구지역 매축이 일본 측에도 큰 의미였다는 것을 짐

작할 수 있다. 

1932년 12월 제2기 매축공사 결과 전체 매립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만 2050평이 준공되기에 

이른다. 나머지 약 15만 1190평의 매축은 1938년 8월을 준공예정일로 한 제3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

다. 제3기 준공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늦어도 1939년 4월 이전인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진매축공

사를 끝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부산진매축기념비가 1939년 4월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부산진매축주식회사가 제2기와 제3기 공사를 통해 바다를 메운 지역은 지금의 동구 범일동과 남

구 우암동 앞바다를 포함한 약 30만 평이었다. 제2기에 매축된 지역은 철도가 인접하여 있어 주로 공

업단지로 계획했는데 만주사변 당시 만주로 보내는 군마들을 임시 수용하는 곳이 되었다.

제2기 매축공사로 생겨난 땅은 매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시내로의 교통편이 좋지 않고 인근

에 한인들의 거류지가 포진해 있고 중일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토지 수요 자체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

다. 결국 남은 부지는 오랜 시간 방치되다 해방 이후 도시 노동자들의 숙소와 판잣집이 들어서면서 지

금과 비슷한 모습을 이루게 된다.

새 땅엔 많은 것들이 들어섰다. 조방 일대와 매축지마을이 그랬고 일제의 석탄저장소로 사용되다 

해방 후 미군보급창고로 쓰인 범일동 제55보급창이 그랬다. 반면 옛것들을 바다와 함께 묻기도 했다. 

범일동지역에 위치해 있던 영가대는 대일 문화사절인 통신사 일행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 무사 항해

를 기원하며 해신제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경부선 철도 부설공사 과정에서 사라지고 만다. 현재는 자

성대공원 내에 새로 복원한 영가대가 세워져 있다.

부산진매축기념비를 둘러싼 수수께끼

동구 수정동에 있는 동부경찰서를 지나다 보면 정문 옆에 ‘부산진매축기념비’라고 적힌 비석 하나

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축기념비는 경찰서 밖에 있었다. 하지만 그즈

음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성난 시민들이 비석에 새겨진 1934년 부산진 매축지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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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를 시멘트로 메워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비석 뒷면이 마모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

자 동부경찰서에서 비석을 포함해 울타리를 쳤는데 이 때문에 비석이 경찰서 내로 포함되었다. 최근

에는 다시 깨끗이 단장돼 경찰서 울타리 밖으로 나왔다.

부산진매축기념비는 부산진매축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1939년 4월에 세워졌다. 높이 1m, 너비 2m

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비 뒷면에는 매축 사업의 의의, 과정, 현황과 함께 공로자를 기록해 놓았다. 

훼손된 부분이 있어 정확한 판독은 어렵지만, 일부를 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진은 대륙의 관문으로서 항만의 매축과 주요도로가 시급해 대정원년(1912)

년 9월 ○일에 조선기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다음해 3월 13일에 처음 공사에 착

수해서 마침내 계획한 대로 모든 공사를 마치고 40여만 평을 준공했다. 매축한 

땅은 곧 철도, 국도, 경비창고, 각종 회사를 위한 중요한 지역이 되었으며 인근의 

군사적 공무와 산업문화를 위해 공헌했다. 국가를 위한 봉사나 영리를 떠나서 온

갖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자들이 마음을 다해 협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거두었고, 

회사를 해산한 것은 1937년 4월 23일이다. 이 사실을 기념하고자 돌에 새겨서 영

원히 남긴다.

 1939년 4월 / (건립주체) 나고야조선기업주식회사

찬자(撰者) 이시다 모토스에 / 필자(筆者) 츠네카와 아키히로

내용에 따르면, 나고야 자본가들에 의해 세워진 조선기업주식회사가 1913에서 1937년까지 총 40만 

평을 매축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5년 8월 31일  『부산일보』 30면에실린기사내용(‘잘못된부산진매축기념비’)에따르면부산진

매축은 원래 ‘3기에 걸친 40만 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나고야 자본가들이 알짜 14만 평만 매축

하고 먹튀’했다고 한다. ‘1913~17년 정발 장군 동상에서 영가대 직전에 이르는 제1기 13만 평을 매축’

한 뒤 이곳에 조방이 들어

서자 2기 공사지로 예정돼 

있던 영가대 앞 1만 평의 수

익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

단해 추가 매축을 진행했

다. 그리고 2기 매축은 ‘적

기만까지 포함해 총 34만 

평을 계획했으나 돈 되는 

16만 평만 우선적으로 매

축’했다는 것이다.

즉 부산진매축은 1913에서 1932년까지 3번이 아닌 2번에 걸쳐서 진행됐으며 매축된 평수도 30만 평

가량에 불과했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부산진매축의 과정과 완전히 다르다. 

당시의 매축공사는 지금으로 치면 돈 있는 자들의 땅 투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에 조선기

업주식회사와 부산진매축주식회사, 대창매축회사, 나고야조선기업주식회사 등 이익을 독점하려는 

일본자본이 모여 각축을 벌인 것이었으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재빨리 발을 빼려 했다. 그

러다 보니 본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매축권이 이리저리 넘어가면서 매축의 

과정은 뒤엉킬 수밖에 없었다. 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것을 기록한 기념비에 오류가 있는 게 그리 이상

한 일도 아닌 것이다.

1902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가 부산에서 실시한 매축 사업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해

야 한다. 부산진매축기념비에 관한 또 다른 『부산일보』의 기사(‘부산 매축사 담은 부산항역사관 만들

자’, 2015.09.16. 30면)에서는 1936년부터 해방 때까지 영주·초량·수정동 앞쪽의 부두 일대를 매축한 부

산항 확장 공사(제 3·4부두 축항공사)가 당시 신문에 ‘부산진매축’이라 명기되는 바람에 제1, 2기의 

부산진매축과 혼동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1934년 부산진매축주식회사 사무소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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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축공사를 실시한 기업들에 대한 의문점도 남아 있다. 비석에는 최초 착공회사인 조선기업주식

회사만 언급되어 있고 부산진매축주식회사 등 다른 회사에 관한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 정작 조선

기업주식회사는 초창기의 매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후 매축권을 일찌감치 포기한 채 해산했

는데도 말이다.

부산진매축에 관한 정확한 전모는 무엇일까? 수수께끼의 해답은 우리가 밟고 선 동구 땅 아래 묻

혀 있다.

부산의 매축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해방 전 일본이 마지막으로 실시한 매축사업은 1936년에서 1944년까지 동구지역의 제3·4·중앙부

두를 매축하는 공사였다. 이 공사로 철도 중심의 물류시스템이 구축됐다. 1930년에서 1938년까지 제1, 

2기로 나뉘어 실시된 남항매축공사를 통해서는 지금의 중구 자갈치 일대와 남포동이 형성된다.

부산항 개발에 다시금 박차가 가해진 것은 해방 후 약 30여 년이 흐른 뒤였다. 1974년에서 1992년까

지 제5·7·8부두와 양곡·관공서부두가 만들어진 1차 개발사업(1974~1978), 제6부두의 탄생을 알린 2차 

개발사업(1979~1983)이 이뤄지면서 동구지역의 제5·6부두는 자성대부두로 통합되어 국내 최초의 컨

테이너항이 된다. 3차 개발사업(1985~1992)을 통해서는 감천항, 신선대부두 등이 축항된다. 그리고 지

금까지도 가덕도 신항 건설과 북항재개발 등 부산항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부산의 매축은 의도부터 시작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 맞춰진 것이었다. 

그런 만큼 매축이 남긴 상처도, 매축으로 잃은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발전적 미래는 과거의 수용에

서부터 시작되기에 동구는 아픈 역사의 바다 위에 미래를 위한 든든한 토사를 매축해갈 것이다.  

부산진매축기념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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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는 늘 단내가 났다. 작업복에 피는 소금 꽃 때문에 노상 소금을 손가락으로 집

어 입안에 털어 넣었다. 탈진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또 조금이라도 짬이 나

면 갑판이고 부두고 허리 펼 곳만 있으면 그대로 누웠다. 눕는 게 피로회복제였다.

홍구보, 소설집 《조통장 난봉기》, 〈둘치〉 중

부두노동자의 거친 삶을 묘사한 홍구보의 소설 〈둘치〉의 일부다. 근대 개항 이후 부산항 부두노동

자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거대한 화물선이 항구로 들어서면 접안과 함께 부두노동자들의 하

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허리 펼 새 없이 이어지는 하역작업은 한 바가지의 땀을 짜내고 나서야 끝

이 난다. 삯이 든 주머니는 넣기 전과 그 무게가 별반 다르지 않은데 하루치 노동과 등가란다. 새삼 우

습다.   

이들에게 부두는 바다와 땀과 눈물의 구분을 없앤 곳, 온통 짠 내 나는 습기로 얼룩진 애증의 공간

이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임금노동자의 출현

근대적 임금노동자로서 부두노동자가 등장한 것은 1876년 부산항 근대 개항 이후부터다. 개항을 

통해 국제 무역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하역업은 기존의 객주업에서 분리된 독립적 서비스업으

로 자리 잡게 된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고 같은 해 9월 관부연락선이 취항하면서 부산항은 철로와 뱃길을 통해 

들어온 화물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당시 하역장비가 미비했던 부산항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쓸 돈이 떨어진 건달이나 지게질에 신물 난 머슴도 있었지만 대다

수가 소작농이었다. 당시 김해나 양산 등지에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많았다. 

제 땅 한 평 없이 불확실한 농사일에 삶을 걸고 있던 이들에게 부두노동자 생활은 일종의 신분 상

승이었다. 나은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현실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부산항

으로 찾아들었다. 

이들은 부두 근처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화물이나 여객선이 들어오면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했다. 임금은 화주에게 받았다. 하루 품삯을 받으면 5인 가족이 3일은 먹고살 수 있을 정도여서 부두

부두노동자들의 
애환

1910년대 중반 부두 노동자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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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인기는 대단했다.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노동자의 등장은 조선 말기부터 진행되고 있던 봉건사회의 붕괴를 가속화

시켰다. 또한 아버지의 아버지 대부터 이어져온 종속적 굴레를 벗고 신분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개인자본으로부터 돈을 받는 임금노동자가 탄생한 것이다.  

일본기업의 만행, 조선 부두노동자들 뿔나다

개항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물동량은 부산항의 운송과 하역 업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산

항은 반입되는 일제 상품과 반출되어 나가는 조선의 곡류들이 모이는 집산지가 되었다. 일제강점 이

후 일본의 조선 수탈이 본격화되자 물자를 실어 나르는 부산항의 노동자 수도 크게 늘어난다.  

부두노동자 대부분은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일거리의 유무에 따라 모이거나 흩어지다 보니 다른 업

종에 비해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개항 초기에는 일당으로 며칠을 생활할 수 있었지만 제1차 세

계대전이 끝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졌고 패전국 일본은 더욱 조선경제를 옥죄

었다. 이농자는 점점 불어나 당시 부산항 부두노동자 수는 약 5천여 명에 이르렀다. 1920년대 춘궁기

에는 소작이나 머슴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온 이들과 일본으로 가기 위해 관부연락선

을 타러 모여든 이들까지 하루에만 7~8백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부산항에 북적거렸다. 노동력은 계

속 늘어나고 일감은 줄어드니 임금이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었다. 

부두노동자들은 한 달에 15원에 지나지 않는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했고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임금착취는 나날이 심해졌다. 더 이상 이곳에 ‘부산항 드림’은 없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 부산부두노동자파업

1921년 9월 12일, 일본자본가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하자 석탄운반 노동자들은 임

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역작업을 거부한다. 이러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제 3·4·5·중앙부두의 노

동자 2천여 명도 석탄 하역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을 내세우며 파업에 동참했다. 

회사 측은 25일까지 기다리면 요구조건을 수락하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요구조건

의 수용이나 대안 제시는 없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불만과 증오의 불씨만 키

워놓았다. 부산항 전역에서 사태를 주시하며 이를 갈고 있던 5천여 명의 성난 부두노동자들은 26일, 

마침내 총파업을 단행한다. 이렇게 시작된 부산부두노동자총파업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가 

된다.

당시 대부분의 하역 기업은 일본인 소유였기 때문에 일본 자본과 조선인 노동자들 사이의 노사갈

등은 민족 대립적 색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보니 조선인 자본가들은 파업에 호의적이었다. 조선

인 기업이었던 경남인쇄주식회사는 파업 선전물을 무료로 인쇄해 주기도 했다. 일본 회사는 경찰을 

동원해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해보려고 했지만 조선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버텼다. 

부두에 물건들이 난장으로 쌓여가면서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9월 29일, 회사는 협상을 시도

했다. 노동자 대표 13인과 회사 대표 7인이 모여 벌인 첫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당시 부산상업

회의소 서기장 하나케이가 회사 측의 요청으로 중재를 시도하게 된다. 

“하나케이 상, 조선 노동자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

까?”

“지금 저들도 파업 때문에 돈을 못 번지 여러 날이지요. 굶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서라도 일단 파업을 멈추라고 회유해볼 테니 회사 측에 무리가 안 갈 만큼 아주 

조금만 임금을 올려주시오. 그럼 저들도 마음을 돌릴 것이외다.”

그는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용해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다. 비록 5일 만에 

막을 내리긴 했지만 부산부두노동자파업은 일본 기업에 정면으로 맞선 우리나라 최초의 총파업이었

으며 1923년 조선방직파업과 1930년 고무공장 직공파업에까지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단결을 좌시하지 않았다. 값싼 중국인 노동력을 끌어들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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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낮추는 등 계속해서 조선인 부두노동자들의 삶을 옥죄었다.  

한국전쟁과 부두노동자들

한국전쟁으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부산항은 전쟁물자 보급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제3

부두는 전쟁물자와 군인들을 수송하는 외항선이 오가느라 늘 분주했고 항구에는 피란민들이 밀려

들면서 부산항은 연일 북적였다. 피란민들은 주로 부두 인근이나 도심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좌판을 벌여 겨우 생계를 꾸려나갔다. 성한 몸뚱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두일용직은 

새로 유입된 피란민들에게는 간절한 밥줄이었다.

1930년대 일제는 부산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1960년대 부산 인구를 30만 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 이미 부산 인구는 40여만 명이었고 전쟁 후 피란민이 몰리면서 100만 명에 육박하게 된다. 

물가상승 정도는 임금상승 폭을 크게 웃돌았다. 1951년 7월 한 말에 4만 원 내외이던 백미 가격이 1

년 뒤 13만 3000원까지 올랐다. 

한국전쟁 당시 부두노동자 임

금은 하루 4800원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

졌다. 

전시 상황이었지만 이들에

게 이념보다 고귀한 것은 당장

의 생계였다. 생활고를 견딜 수 

없었던 부두노동자들은 1952

년 두 차례의 파업을 감행한다. 

6월 말 하역 회사들을 상대

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

아들여지지 않자 7월 17일 중앙부두, 

부산항 제2·3·4부두의 노동자 1600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

의 중재로 1차 파업은 중단됐지만 하

역 회사 측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아 협

상은 다시 결렬됐다. 

7월 29일 부산부두노조는 2차 파업

을 실시했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

지자 정부는 노사 당사자와 미군을 한 자리에 모았다. 당시 부산지역 부두는 전쟁물자 수송 관계로 

대부분 미군들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노사 양측이 가까스로 합의하

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던 부두노동자들의 파업은 마침표를 찍는다.

권력의 단 맛에 빠진 노조 간부

휴전 이후 군수물자의 하역이 줄어들자 부두노동자의 수도 3만여 명에서 1만 8천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렇지만 해방 후의 귀환동포,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까지 북적이던 부산항에는 여전히 일

감에 비해 노동자 수가 많았다. 

부족한 일감을 두고 16개의 부산항 노조들 간에는 갈등이 빈번했다. 1954년 7월 2일 아침에는 기존

의 제3부두 노조와 신흥세력인 조운노조가 정면충돌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2일에는 제3

부두 노조에 소속된 김희봉의 사주로 조운노조의 수장 김기옥이 테러를 당해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3부두 노조간부들 대다수가 노조를 떠났다. 이후 16개의 노조가 난립하던 가운

데 김기옥이 1954년 12월 15일 부산부두노조통합대회를 통해 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노조는 중심을 

되찾고 노사 갈등도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1952년 부산역, 세관, 1부두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52년 봉래동 해안의 구호물품 하역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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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말, 외국 원조물자들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전국의 노동자들이 부두로 몰려들

었다. 이 시기 자유당 정권에 기댄 부두노조는 달콤한 권력의 맛에 취해 있었다. 김기옥은 부산부두노

동조합위원장 외에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위원장, 한국자유연맹위원장 등 세 가지나 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정권과 유착한 노조에 대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던 중 4·19 혁명이 일어났다. 독재정권

이 물러나자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도 억눌렸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부산부두노동자조합은 4

월 26일 조합회관을 점거하고 다음 날에는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라며 김기옥의 집을 습격한다. 

“어용 노조 물러나고, 김기옥 위원장 일파는 퇴진하라!”

“임금 착취와 체불 폐단의 주범, 십장제11를 폐지하라!”

5월 18일 기존 노동조합이 해체되고 “어떠한 정당에의 가담과 정치 세력의 개입을 배격한다”는 선

언 아래 새로운 조합이 출범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직접·비밀투표로 분회장을 선출하고 1950년대 후

반까지 이어진 부두노조의 각종 폐단을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박힌 돌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기

존 노조가 워낙 오랜 시간 부산항에서 인적 유대를 형성해온 조직이었던 탓에 신구 세력의 갈등과 소

란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부산노조 개혁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만다.

4부두에 첫 컨테이너선 들어오던 날

“4부두는 컨테이너와 관련이 깊습니다.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70년 이후가 됩니다. 오륙도 앞에서 배가 입항하는 길 중 제일 수심이 깊은 곳

이  4부두를 향하는 항로입니다. 당시 4부두는 한국전쟁 이후에 수출품으로 가

장 많이 나가던 고령토나 광석류 전용부두였어요. 그 중에서 중석은 대표적인 광

석수출품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석류를 지금의 우암부두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

십장은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나 잡부들을 직접 감독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십장을 중심으

로 노동력 동원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하청 형태의 고용구조를 십장제라 한다. 당시 십장의 권한이 커지

면서 여러 부조리와 중간착취가 행해졌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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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1978년 5부두에 자성대컨테이너종합터미널이 완공될 때까지 4부두는 컨테

이너 피더항의 대표적인 부두였습니다.”

부산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 

1970년 3월 2일 오전 1만 2천톤급의 피츠버그(Pittsburgh)호가 35피트 컨테이너 98개를 싣고 부산항 

제4부두에 입항한다. 피츠버그호는 부산항에 들어온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이었다. 구경하고 선 사

람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저 많은 걸 겨우 너덧 명이서 다 내린다고?”

“에이, 설마… 100명은 족히 필요하겠구만!”

그러나 크레인이 철제 컨테이너를 부두에 내리는 데는 단 몇 명의 기술자만으로 충분했다. 2차 경

제개발 5개년계획(1967년~1971년)의 수출장려정책 등으로 부산항의 경기가 좋을 때라 기계화는 당

연한 수순이었다. 1972년에는 서울 - 부산 간 컨테이너 전용열차도 개통됐다. 장비가 기계화되자 부두 

운영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부가 고정 하역 장비를 설치하되 하역 회사에서 이를 장기 임대하

여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개

발된 부두들은 운영하는 회사의 이

름을 따서 새로운 부두명으로 불렸

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1978년 좌천

동에 위치한 부산항 제5부두에 컨테

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부두가  완

공된다. 자성대부두는 우리나라 최초

의 컨테이너종합터미널로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이 현대상선(주)으로부터 2003년 인수받은 이후 허치

슨부두로 불리고 있다. 부산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이전보다 물동량이 많이 줄었다지만 아직 많은 양

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국내외로 오간다.

기존의 부두노동자들에게 부산항에 불어 닥친 하역 작업의 기계화가 달가울 리 있었을까? 이는 

곧 기술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했다. 피츠버그호의 입항 예정일에 

맞춰 전면파업도 예정돼 있었지만 컨테이너선 한국대리점 한진상사 측에서 실업보상을 약속하면서 

결국 파업은 실시되지 않았다.

“이게 전에는 다 사람이 하던 일이에요. 지금은 크레인 하나면 금방이지만… 옛날 

같으면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겠어요?”

과거 ‘목도꾼’이라 불리던 이들이 기다란 막대기 같은 목도로 짐을 운반하던 재래식 부두는 지금

은 거의 사라졌다. 과거 육체노동을 하던 부두노동자들 대신 화물운반기기를 운전하고 각종 기계를 

조작하는 기능인들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설 곳은 점점 줄어들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부산항에 가면 일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다 옛말이 됐다. 그러

나 오늘날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항이 된 것은 부두노동자의 땀과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량명물 초량돼지갈비의 탄생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하면 돼지국밥이나 밀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바로 초량돼지갈비다. 도시철도 초량역과 부산역 사이의 초량로에서 부산고등

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십자 형태의 좁은 골목이 있는데, 그 양편으로 간간이 돼지갈비집들

이 들어서 있다. 이곳이 바로 초량돼지갈비골목이다.자성대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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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골목은 원래 초량시장의 일부였다. 초량동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 시장 안에 음식점이 많이 들어

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빈대떡이나 돼지국밥을 파는 가게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먼지

를 뒤집어쓰고 일하는 부두노동자들 때문인지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돼지갈비골목

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초량돼지갈비골목 인근에 일제강점기부터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돼지갈비

골목에서 300미터 좀 못 미치는 초량3동 초량중로113에 있는 한국걸스카우트 부

산연맹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돼지를 도축하고 나온 부산

물인 돼지뼈들이 초량시장으로 흘러들어왔는데 이 돼지뼈에는 살점이 겨우 붙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소금이나 양념을 살짝 발라 연탄불에 구워 먹던 것이 

점차 요리의 개념으로 전환돼 오늘날 초량돼지갈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

를 감자와 대파 등을 넣어 양푼이에 끓인 것이 감자탕이 됩니다. 그래서 초량돼지

갈비와 감자탕은 피란시절 꿀꿀이죽 혹은 유엔탕이라 불리던 음식과 같이 서민들

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

 

당시는 하역 사업이 번창할 때라 외상값 떼일 일이 없어 한 달을 달아놓고 돼지갈비를 먹는 부두노

동자들도 많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삼삼오오 모여서 연탄불로 고기를 구웠는데 지금은 어딜 가나 가스를 

사용하니 조금 아쉽지요.”

“처음 생길 때는 단골 대부분이 부두노동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부산에 온 관광객들이 맛집이라고 찾아오죠. 여전한 건 갈비 맛뿐이랄까?”

지금은 원조라고 불리던 곳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몇 군데 남아 있

다. 순대가게를 하던 창업주 故임윤심 씨가 부두노동자였던 남편과 1969년 개업한 ‘남해집’이 골목에

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1980년대 골목의 전성기 때 하루에 돼지 두 마리 반을 팔 

만큼 인기가 있어 일본 현지 방송에도 소개된 적 있다는 ‘은하갈비’도 있다. 

고향을 떠나와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난과 노동의 굴레가 버거운 사람들에게 초량동 돼지갈

비골목은 잘 익은 돼지고기 한 점에 생의 설움이 녹는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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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다리를 지나 범일동 매축지마을로 들어서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기분 탓일까, 마을은 

온통 물 빠진 색이다. 또렷이 제 빛을 띠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들 조금씩 빛바래고 낡았다. 

걷다 보면 종종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외지인들이 보인다. 렌즈 하나를 사이에 두어야 아름다울 

수 있는 곳. 그들의 프레임 속에 사는 어르신들은 별다른 감흥 없이 자리를 비켜주신다. 고요함이 익

숙해진 범일동 매축지마을이지만 한때는 이곳도 삶에 대한 의지들이 부대끼던 곳이었다.    

매축지마을로 떠나는 시간 여행

매축지마을에는 마을과 외부를 이어주는 두 공간이 있다. 하나는 철길 위로 놓여 좌천동과 마을

을 이어주는 좌천과선교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에서 부산진시장으로 연결되는 범오굴다리다. 두 곳

은 마을로 들어서는 관문이자 타임머신이다. 이곳을 지나는 순간 1970년대로의 시간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오래된 이발소, 골목길 드문드문 놓인 사람 키만 한 낡은 연탄통, 아직 장사를 하

고 있는지 모를 상점들이 보인다. 몇 집 건너 하나씩 공동화장실도 눈에 띈다. 매축지마을에는 개인 

화장실을 갖춘 집이 별로 없고 공동화장실 하나를 여러 가구가 같이 사용한다. 제자로교회 바로 다

음 골목에는 양곡쌀상회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이 있고 그 옆에는 전봇대가 하나 서 있다. 위를 

올려다보면 60여 년 전 화재 발생 이후 울린 적이 없다는 ‘매축지 종’이 숨어 있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옛 마구간을 재현해 놓은 곳이 보인다. 유리창 안의 모습을 힐끗힐끗 훔쳐보는 

게 전부지만 마을 역사의 시발이 된 곳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매축지마을이 마구간에서 출발했다고?

명칭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 범일5동 매축

지마을도 일제강점기 부산진 해안을 메워 만든 

땅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후 만주지

역으로 보낼 각종 군수물자들을 모아놓기 위해 

매축된 땅에 막사와 마구간을 지었다. 마구간

은 만주로 보낼 군마들의 임시 거류 장소였다. 

마을에는 마부와 짐꾼이 아닌 일반인들도 일부 

거주했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매축지마을에 징

병군인을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을 짓기도 했지

만 공사가 끝나기 전 해방이 되어 건물은 완성

되지 못했다. 

매축지마을은 가까이에 항만·철도시설이 있어 해방 이후부터 줄곧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그

렇다 보니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온 귀환동포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임시 막사를 지어 살면서 점

차 마을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된다. 

지금과 같은 마을 모습을 형성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다. 피란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기

존의 축사를 개조해 살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골목의 양쪽으

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칸막이 집들. 갈 곳 없는 피란민들은 이곳에 삶을 구겨 넣었고 지금과 비슷

한 집단 주거지 형태의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당시 매축지마을 일대 대부분이 소실된 큰 화재도 있었다. 1954년 4월 3일 매축지마을에 미군용 송

범일동 매축지마을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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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파손으로 불이나 463동 584

세대가 전소되고 38명 소사에 이

재민 3000명이 발생했다. 피란민들

의 희망까지 재로 만들어버린 안

타까운 사건이었다.

도심 속의 고립된 섬이 된 이유

매축지마을 지도를 펼쳐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각종 도로며 경부선과 우암선 철길, 북항의 부두들과 미군 제55보급창 등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남쪽에는 부산항 접속도로, 남서쪽으로는 관문대로(부산 제3도시고속도로)가 있고 동쪽에

는 범일동에서 문현동을 이어주는 자성고가교가 놓여 있다. 남동쪽으로는 항만 시설이 자리하고 있

는데다 북서쪽에도 철로가 깔려 있다. 동쪽에는 1960년대 후반 좌천동에서 문현동을 이어주는 자성

고가교가 건설되면서 마을과 외부를 단절하고 말았다. 가구거리와 연결된 육교와 성남초등학교 뒤

로 연결된 터널만이 외부와의 연결고리 노릇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마을에 활기가 넘쳤지. 바다 쪽에 슬레이트 공장, 콘크리트 전신주 만

드는 공장이 있었거든. 항구에도 일자리가 많았으니 공장이며 항구에 다니는 사

람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요.”

1970년대에 계속된 이런 호경기가 마을의 고립을 부추긴 원인이었다. 경제적 활기가 넘치던 부산

은 늘어나는 인구와 밀려드는 물류를 감당할 방법이 필요했고 매축지마을 주변으로 온갖 길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본래 길이란 이동과 소통을 위한 수단임에도, 동서남북으로 매축지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 

고가, 바닷길과 철로 등 온갖 길들은 오히려 마을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55보급창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지, 안 그러면 마을에 볕이 들겠어요?”

마을 동쪽의 제55보급창 역시 마을의 개발을 가로막은 원인 중 하나다. 한국전쟁 때 생긴 미군 제55

보급창은 과거 일제의 석탄저장소로 쓰이던 곳으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축지마을과 이웃해 있다.

왕래가 줄어들고 시야에서 멀어지자 마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졌다. 이웃 동네가 개발

되는 동안에도 마을의 시간은 1970년대를 전후한 모습 그대로 멈춰 있다. 그렇게 매축지마을은 도심 

속의 섬이 되어 버렸다.

영화 속 그곳을 찾아라!

1970년대의 모습을 간직한 마을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일까? 마을은 유명 영화들의 촬영지

로도 널리 알려졌다. 거리를 걷노라면 불쑥불쑥 영화 속 그곳과 마주치게 되고 영화의 주요 장면이 그

려진 벽화도 만날 수 있다. 주연 배우들과 나란히 사진 한 컷 찍을 수 있는 여유는 덤이다. 

멀리 목욕탕 굴뚝을 따라가다 만나는 오동탕 건너편 철길은 영화 〈친구〉에서 교복을 입은 장동건

이 친구들과 영화표 내기를 하며 힘차게 내달리던 곳이다. 영화 〈마더〉에서 김혜자가 자주 들르던 중

앙약국의 간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영화 〈아저씨〉 속의 배경도 군데군데 숨어 있다. 좌천동에서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육

교는 경찰 앞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김새론이 원빈에게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던 곳이다. 마을 한가

운데 있는 허름한 옛날 분식점, 스완양분식이 있는 건물 3층은 원빈이 운영하던 전당포다. 

〈친구〉, 〈아저씨〉, 〈마더〉, 〈예의없는 것들〉, 〈하류인생〉 등 많은 영화가 매축지마을에서 촬영되면서 매

1952년 매축지마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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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지마을에 방문객이 늘었다. 축적된 시간을 담으려 출사 나온 사람들도 자주 만날 수 있다. 마을엔 

전에 없던 활기가 더해졌다. 

떠나는 사람들과 텅텅 비어가는 마을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어서 빈 방을 다 틔우고 쳐내

서 살고 있는 방을 넓혔지. 젊은 사람들도 다 나가서 지금은 나이 든 사람밖에 살

지 않아. 건물도 많이 없어졌고.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은 영감이 없는, 전부 혼

자 사는 사람들이야. 원래 살던 사람들도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죽고 없어. 이제 

우리 골목에도 겨우 다섯 집 남았다니까…” 

매축지에서 만난 주민 박 씨 할머니 말에서 매축지마을의 오늘을 엿볼 수 있다. 토박이들은 나이

가 들어 세상을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마을을 떠났다. 주민 대부분은 독거노인이

다. 마을은 부산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이 되었고 지금은 무려 200동이 넘는 집이 비어 

있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마을을 보며 감상이나 추억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곧 

매축지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과거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열악한 환경과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매축지마을은 1990년 5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구역으로 

지정돼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노인들이라 재개발에 드는 재원을 부담하기 힘들었던 탓이다.

“자식 5남매를 키웠는데, 막내가 49살이야. 그 당시에는 사는 게 어려웠지. 얼마

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때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먹여보지 못했어. 아이들도 그

렇게 고생스럽게 학교를 다녔고. 요새는 밥맛이 없다고 밥을 먹지 않지만 그때는 

다들 밥 얻어먹기가 힘들었어. 남의 집에 놀러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었

지. 밥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나는 아이가 다섯이라서 실내화도 다섯 

켤레나 빨아야 했는데, 도랑가에 가서 그 실내화를 빤다고, 징글징글했지.”

스물두 살에 매축지마을에 와 지금은 여든이 넘은 박 씨 할머니는 이곳에서 자식들을 다 키워냈

다. 매축지마을의 어르신들이야말로 공장 직공으로, 부두노동자로 굴곡진 삶을 살면서 오늘의 부산

을 세운 장본인들이다. 언젠가 매축지마을에도 큰 변화가 일 때, 변화의 중심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빠

지는 일은 없어야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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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은 언제나 부산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외래 문물과의 접점이었고 일제의 대륙 침략의 거점이

었으며 미국의 원조물품을 받는 곳이자 베트남 파병 군인들의 출항지요 귀항지였다. 1960~1980년대

에는 활발한 해외교역이 이뤄지던 곳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수출주도형 

산업의 근거지였고 이내 국제적 무역항으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북항이 언젠가부터 도시의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원도심과 거리가 가까워 더 이상의 부지 

확장이 어려워진 북항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 북항에서 처리되던 컨테이너 물동량은 대부분 부산 

신항으로 옮겨갔다.

이런 북항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기 위해 한창 단장 중이다.  

북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중구에 있었던 옛 터미널은 연안여객터미널로 바뀌고 2015년 8월, 북항 제4부두 자리에 부산항 국

제여객터미널이 새로이 문을 열었다. 

100년 전 관부연락선이 지금은 페리호로 대를 이어 바다를 누비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 개장 이후 일

본을 오가는 정기여객선을 제외하면 크루즈선이 한 척도 들어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샀다. 

개장 3개월 후, 마침내 크루즈선 ‘스카이씨 골든 에라(Skysea Golden Era)’호가 입항했다. 그동안 크루

즈선의 입항은 주로 영도 국제크루즈부두, 감만부두 등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당일 아침 뉴스

마다 이 사실을 알리느라 분주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 

이후 3개월 만에 첫 크루즈선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크루

즈선은 중국 국적의 7만 톤급으

로 관광객 2천여 명을 태우고 새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했습니다.”

2016년 1월에는 개장 이후 최초

로 크루즈 모항 유치에도 성공했다. 

올해(2016년) 안에 모항 및 준모항 

유치도 12회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부산항이 모항이 되면 이곳에서 크루즈가 출발하게 되므로 관광객들의 발길도 부산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이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신사옥은 범고래를 형상화해 만들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나

아가는 범고래의 모습처럼 북항재개발의 시작을 알린 이곳 역시 북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

고 있다.

재개발 지역에 해수온천 터지다!

“재개발 부지에는 대기업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래요. 아, 그리고 부지에서 

질 좋은 온천수 터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하네요. 2020년 쯤 되면 거기서 온천욕

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바구길 스토리텔러 김영숙 씨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북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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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에 해수온천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가장 먼저 온천수가 터져 나온 곳은 제3부두 입

구로 뒤이어 두 군데 더 온천수가 발견되었다. 최고 수온이 39.8도라 따로 데우거나 식힐 필요가 없어 

바로 쓰기에 안성맞춤이고 몸에 해로운 세균도 없다고 한다. 북항이 복합해양관광지로 발전했을 즈

음이면 해변에서의 물놀이보다 해수를 활용한 워터파크나 스파시설로 더 유명해져 있지 않을까?

달링하버와 하펜시티를 뛰어넘는 꿈 

우리나라에서는 항만재개발이 처음이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노후한 항만을 개선해 특별한 공

간으로 탄생시킨 사례들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낡은 항만과 쓰지 않는 철도 부지를 재개발해 쾌

적한 친수공간으로 변화시킨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Darling Harbour)가 좋은 선례다. 

1년 내내 전 세계 관광객들로 들끓는 달링하버지만 원래 이곳은 1826년 부두 조성 이후 150년 동

안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산업지역이었다. 그랬던 곳이 지금은 온갖 해양레저 시설과 호텔, 

공원, 박물관, 수변도로 등이 들어선 복합해양문화공간으로 바뀌었다.

달링하버는 1984년에서 1988년에 걸쳐 1차 개발을 완료했지만 지금도 시드니오페라하우스까지 이

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계속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항만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도 있다. 유럽 최대의 도시환경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Hafen City). 이곳은 앞으로 주거, 경제, 문화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한다. 하펜시티의 프로젝트 기간은 2011년에서 2025년까지로, 2008년

부터 2035년까지로 예정된 북항개발과 시기가 일정 부분 겹친다.

하펜시티는 제 기능을 못 하는 낡은 항만시설과 창고가 밀집돼 기름때로 오염된 산업항구였다. 지

금은 과거에 지어진 전통적인 적벽돌 건물들과 새로 들어선 건물들이 위화감 없이 섞여 있다.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미 이곳은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매력에 빠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소중한 

가르침은 항만재개발이 사람을 위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

안 북항은 시민들에게 먼 곳이었으

나 재개발을 통해 시민을 품는 공간

이 되어야 한다.

세월을 보듬는 개발도 중요하다. 

북항이 140년간 겪어 온 역사는 그 

자체로 부산 근대의 축소판이다. 이

곳은 지금의 도시 부산을 만들어낸 

곳이며 1960~1970년대 원양어업과 수출산업의 중심에서 부산을 껑충 성장시킨 곳이다. 항구도시 부

산의 시작과 도약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문화의 재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북항도 향후 항만 

북항재개발 조감도

북항재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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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또 다른 본보기이자 부산의 

자부심이 되길 기대해본다.

부산역 광장의 변신

시민을 위한 공간 마련의 시도가 

북항재개발 부지에서만 일어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북항 인근 원도심에

서도 북항재개발에 발맞춘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부산역 광장도 ‘부산역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2015년 말 부산역 국제공모 설계심사로 한·일 합작품 ‘과거 100년, 미래 100년이 교차하는 플랫폼’

이 선정됐다. 지금은 전문가 및 사업관련기관, 대학교 등이 민간협의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시와 머

리를 맞대고 플랫폼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될지 함께 찾아가는 중이다.

구체적인 콘텐츠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부산역 광장이 경제·문화·예술·관광과 관

련된 각종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이 들어선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북항 재개발

지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길이 생기면 북항과 원도심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북항재개발과 발맞춰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제 북항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옛 북항의 이야기를 회고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땅으로 환골

탈태 중이다. 한국 최대 무역항의 긍지로 버텼던 지난 한 세기를 지나 항구 역사 2막을 준비하고 있는 

북항의 내일이 어떨지 자못 궁금하다. 

부산역 데크



왜관의 탄생과 적과의 동거  |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  |  개항

기 부산의 항일운동  |  좌천리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  일제의 횡

포, 조선의 저항  |  동구지역의 의열 투쟁

초량동의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100년 전 부관연락선 때부

터 그 역사가 시작된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페리가 매일 운항되고 

있다. 과거 부산 동구지역은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첫 출입문으

로, 부산포왜관, 두모포왜관을 열어 가장 먼저 대일교역을 시작하였고, 

문화교류 사절단인 통신사가 출발한 곳이다. 일본과 관계를 맺은 기간

이 부산포왜관이 열린 1407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600년이 넘었고, 임

진왜란 이후 1607년에 설치된 두모포왜관을 기준으로 해도 500년에 

가깝다. 몇 백 년 전 왜관으로부터 시작된 가까운 이웃 일본과의 관계는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동구의 이야기를 통

해 일본과의 만남을 찬찬히 짚어보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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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에 왜관이 설치된 것은 당시 조선의 국제 정세와도 관련이 깊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한 직후 

일본의 선박들은 마음대로 조선의 포구를 드나들었다. 건국 초기 가뜩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

미 같은 상황에서 국경을 어지럽히는 왜구들은 큰 골칫거리였다. 세종 때 들어서면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해진다.

조선은 1426년 대마도를 정벌하는 등 왜구의 침략에 강하게 맞대응하는 한편, 이들에게 정식으로 

무역을 허락한다. 강경책으로 긴장감은 유지하되 정식 교역으로 침략은 줄도록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한 것이다. 

1407년(태종 7) 조선은 두 개 포구의 문을 연다. 이때 경남 진해의 제포와 함께 문을 연 포구가 오늘

날의 부산포였다. 또한 왜구들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왜관을 설치하는데 이때 부산포에 들어

선 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왜관이 된다. 당시 왜관에 있던 일본인 대부분은 대마도 출신이었다. 

부산포왜관이 부산성과 인접했던 이유는?

부산포왜관은 현재의 부산진시장에서 범일동 현대백화점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면 왜 부산포였을까?

“일단 1407년에 부산과 제포(진해 제덕동) 두 곳이 먼저 열립니다. 그런데 당시 조

선은 왜구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아무 데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

서 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인 수군 만호영이 있는 곳 옆에 왜관을 들여놓았

던 거죠. 왜관이 들어선 곳이 중요해지지자 그곳은 첨사(관할지)로 격상됩니다. 

부산진과 제포에 왜관이 들어서게 된 것은 군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던 것이죠.”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양흥숙 교수 

당시 부산포 인근에는 부산성이 있었다. 성의 존재는 외부로부터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산포가 일찍이 왜인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당시의 부산포는 해안 거점이었으므로 왜관이 들어서기 적합한 장소였다. 역으로 

왜인들의 용이한 통제를 위해서도 왜관 근처에는 성이 필요했다. 부산성과 부산포왜관의 입지는 필요

충분조건이었던 셈이다. 오늘날의 동구지역에 자리했던 부산포는 그야말로 한일관계의 첨단이었다. 

삼포왜란, 은혜를 원수로 갚다

당시 ‘항거왜인(恒居倭人)’1  60명을 제외한 나머지 왜인들은 거래가 끝난 후 바로 자국으로 돌아가

야 했다. 그러나 많은 왜인들이 공공연하게 법을 무시하고 삼포에 거류했다. 생계를 위해 찾아온 사람

들부터 무역으로 한몫을 단단히 잡으려는 사람들까지, 제한된 인원을 넘어선 왜인들이 왜관으로 우

후죽순 모여들었다. 

항거왜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왜관을 중심으로 왜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을 이루게 된다. 왜관 내

에는 관사, 창고, 초가집 등이 밀집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왜관 주변에서 토지를 경작하기도 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왜인들은 조정의 골칫거리였다. 제포(진해)왜관, 염포(울산)왜관, 가배량(고

왜관의 탄생과 
적과의 동거 

『성종실록』 25년(1494) 10월 25일에 기록된 경상도관찰사의 삼포항거왜인 호구상황 보고내용에 따르

면 15세기 부산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의 수는 127가구, 457명이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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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왜관 등을 추가로 설치해보기도 했으나 늘 허가한 인원보다 많은 왜인들이 몰려왔으며 크고 작은 

분쟁이 수시로 일어났다. 불법거래가 성행했을 뿐 아니라 대마도주가 삼포 내에 왜구들을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어 공물로 면포를 받기도 하는 등 상거래 질서가 무너졌다. 가족까지 데려와 불법으로 장

기 거주하는 왜인들도 많았다. 조선은 이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 때부터 왜인들의 조선 토지 경작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

다가 중종반정 이후인 1506년에서야 세금 징수가 이뤄진다. 중종은 왜관에 부여하던 혜택을 거두고 

그들을 엄격히 통제했다.

갑작스런 조선의 태도 변화에 왜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온다. 결국 대마도주의 지원 아래 

4~5000여 명의 왜인들이 각지에 불을 지르는 등 폭동을 일으킨다. 이것이 삼포왜란(1510)이다. 군민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부산포왜관 첨사까지 살해당하자 조정에서는 군사를 보내 폭동을 진압

했다. 난리 이후 삼포에 거류하고 있던 대다수의 왜인들은 대마도로 도망갔으며 진압 과정에서 왜인 

295명이 참수되었다. 조정에서는 이들의 무덤을 높게 쌓아 이후 조선에 들어오는 왜인들의 본보기로 

삼았다.

삼포왜란과 사량진왜변2  등 연이은 왜란으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다. 결국 관리

의 어려움을 느낀 조정은 부산포왜관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왜관들을 폐쇄한다. 이후 임진왜란이 발

발하면서 부산포왜관마저 문을 닫고 만다. 

임진왜란의 서막, 부산진전투

16세기 동래현에 동평현(오늘날 당감동 일대)이 통합된 뒤 동래는 일본 사신들이 왕래하는 길목이

라 하여 현에서 도호부로 승격된다. 동래도호부는 군사적 요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을 방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당시 조선은 건국 이래 200년 가까이 나라의 안위를 위

협할 만큼의 전쟁을 겪지 않아 군사력이 저하돼 있었고 국제 정세에도 어두웠기에 임진년 왜군의 침

입 앞에 처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의 첫 교전이 일어난 곳이 오늘날 동구지역이다. 일본군은 1592년 3월 초 나고야에서 출발

해 13일 대마도에 상륙한 뒤 한달 간 주둔한다. 작전 준비를 마친 일본군은 4월 13일 영도(절영도) 앞

바다에 정박해 있다가 다음 날인 14일 육지에 이른다. 왜군은 부산진성을 겹겹이 에워싼 후 조총을 쏘

아댔다. 부산진전투의 시작이었다. 당시 부산진첨사였던 정발이 절영도에 사냥을 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급히 부산진성으로 돌아온다. 

부산첨사 정발은 절영도(絶影島)에 사냥하러 

갔다가 급히 돌아와 성에 들어갔는데 전선

(戰船)은 구멍을 뚫어 가라앉히게 하고 군사

와 백성들을 모두 거느리고 성가퀴를 지켰

다. 이튿날 새벽에 적이 성을 백 겹으로 에

워싸고 서쪽 성 밖의 높은 곳에 올라가 포

(咆)를 비 오듯 쏘아대었다. 정발이 서문(西

門)을 지키면서 한참 동안 대항하여 싸웠는

데 적의 무리 중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매

우 많았다. 그러나 화살이 다 떨어진 정발이 

적의 탄환에 맞아 전사하자 성이 마침내 함

락되었다.

『선조수정실록』 26권(선조 25년 4월 14일) 中 
중종 39년인 1544년 왜선 20여 척이 경상남도 통영시 원량면(遠梁面) 진리(鎭里)에 있던 사량진에 침

입해 사람과 말을 약탈한 사건

2

초량교차로의 정발 장군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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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 장군은 왜선의 상륙 저지를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 한편 왜관에 남은 왜인

들을 구금하고 백성들을 성 안으로 피신

케 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죽기를 각

오하고 함께 맞섰다. 

그러나 당시 부산진성에 있던 민가는 

약 300여 호였으며 병력도 군관민 합쳐 겨

우 1000여 명에 불과했다. 조총이라는 신

무기의 위력과 스무 배에 가까운 1만 8000

명 대규모 병력 앞에서 버텨내기란 불가

능이었다. 

정발 장군 역시 이 사실을 직감했다. 그

는 성문을 닫고 다른 진에 구원을 요청하

는 한편 서문을 지키며 적과 싸웠다. 그러

나 일본군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파죽지

세로 밀고 올라왔고 조정의 지원군은 오지 않았다. 결국 정발 장군은 적의 탄환에 맞아 전사했다. 장

수를 잃은 부산진성은 4월 14일 정오 전투 시작 4시간 만에 함락되고 만다. 당시 부산진성 안에는 살

아남은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정발의 조카 이위도 이날 전투에서 싸우다가 순국했다. 그는 문신이었으므로 전투의 의무가 없었

으나 피신하라는 외삼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전투에 참여했다. 정발 장군을 도와 왜구를 막았던 부

하 장수 이정헌 역시 같은 날 전사했다. 

부산진전투가 일어났던 정상부에는 현재 증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임진왜란 이후 

축성된 왜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부산진성을 점령한 일본인들은 기존의 성축을 허물고 석재를 이용

해 일본식 성을 쌓아올렸다. 정발 장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부산진성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

고 그 자리에 침략자의 흔적이 들어차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 정발 장군과 정공단

정발 장군은 조선시대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정3품 행 절충장군 경상좌도 부산진 수군

첨절제사였다. 그는 검은 옷을 입어 ‘흑의장군’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검은 옷을 입고 부산진성 전투

를 지휘하는 모습이 18세기 화공인 변박의 〈부산진 순절도〉에 잘 표현되어 있다. 

정발 장군은 풍채가 우람했고 무관이면서도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를 했다. 부하들과 백성들

은 평소 정발 장군의 인품을 흠모했다. 그의 높은 기개와 애국심에 감화되었기에 군사와 백성들이 죽

음을 불사하고 부산진성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오늘날 부산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였던 송상현, 다대첨사였던 윤흥신과 함께 부산진첨

사 정발 장군을 부산을 지켜낸 3대 맹장(猛將)으로 높이고 있다. 초량교차로에는 정발 장군의 동상

이 서 있다.

정공단은 임진왜란의 첫 교

전지인 부산진성의 옛 남문 터

에 설치된 단으로 충장공 정

발과 함께 전사한 이들을 모

신 곳이다. 1766년(영조 42) 부

산첨사 이광국은 부산진성에

서 순절한 이들의 충성심을 기

리기 위해 이곳에 제단을 쌓

았다. 그는 ‘충장정공발전망유

지(忠壯公鄭撥戰亡遺址)’라

부산진순절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정공단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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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겨진 비석과 함께 정발을 따라 순절한 부하들과 군민들을 기리는 4개의 작은 비를 세웠다. 

이후 부산첨사들은 부산진성이 함락된 날인 음력 4월 14일이 되면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갑오경

장 이후 관제가 개혁되면서 부산첨사에 의해 이어지던 제사가 폐지되었고 이후 지방 향사계에서 제

사를 이어갔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혼을 일깨운다 하여 향사계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 향사계는 정공단 유

지를 위해 애썼지만 탄압이 점차 심해지자 1942년 해산하게 된다. 이때 유물을 몰수당하고 사단(祀

壇)마저 폐쇄되었지만 해방 후인 1945년 11월에 향사계가 재조직되어 정공단의 제향을 이어갈 수 있었

다. 현재 정공단의 제사는 사단법인 정공단보존회가 맡고 있다. 

- 부산진성과 부산진지성(자성대)

임진왜란 전 부산진성은 지금의 정공단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왜군들이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

년 부산진성을 헐고 그 위쪽인 증산의 산허리에서 정상부에 이르는 곳에 왜성을 쌓는다. 이것이 오늘

날 증산에 남아 있는 증산왜성이다. 그리고 자성대에도 왜성을 쌓아 오늘날에는 두 곳이 서로 마주

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일본이 정유재란에 패하

고 물러가자 조선에서는 부

산진성을 새로 짓고자 했다. 

하지만 전란으로 민심이 피폐

해져 있었기 때문에 축성공사

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울 순 

없었다. 그래서 증산 주변의 

옛 부산진성을 버리고 그 아

래 자성대왜성 주변 성곽을 

보수하기로 한다. 즉 부산진성은 임진왜란 전에는 증산에, 임진왜란 후에는 자성대에 위치하게 된다.

자성대의 정식명칭은 부산진지성으로 현재 부산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돼 있다. 부산진지성은 임

진왜란 당시 왜군의 지휘소로 이용되다가 1597년 일본군 고니시(小西行長) 부대가 주둔하면서 ‘고니

시성’으로 불렸으며 왜군을 몰아낸 뒤에는 명나라 만세덕(萬世德)의 군대가 머물면서 ‘만공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성과 4대문을 쌓고 관아를 고쳐 경상좌도수군첨절

제사가 머무는 부산진첨사영으로 사용됐다. 

한편, 부산진지성의 서문 양쪽 성곽에는 귓기둥돌이 끼어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 부산진지성을 축

성할 때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이 우주석은 부산진성의 서문 자리에 해당하는 성남초등학교 교

정에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서문인 금루관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우주석

에는 ‘남요인후(南徼咽喉)’ ‘서문쇄약(西門鎖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곳은 나라의 목에 해당

하는 남쪽 국경이며 서문은 나라의 자물쇠와 같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이후 사람들은 동구 땅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이들이 

한 자 한 자 역사적 교훈을 새겨 만든 서문성곽우주석은 1972년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

었다. 

부산진지성은 일제강점기 때 외곽 부분이 모두 철거되고 남서쪽 일대의 바다가 매축되면서 과거

의 모습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일본군이 쌓은 왜성의 성벽이 일부 남아 있는 정도였다. 이에 부산시

는 1974년 동문(건춘문)·서문(금루관)·장대(진남대)를 신축하고 1975년에 동문 주위에 성곽을 다시 지

었다. 신축 당시 이미 옛 부산진지성의 많은 부분이 도로와 시가지로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일부분만 복원이 가능했다. 현재 부산진지성의 규모는 원래 크기의 5분의 1 남짓이다. 

오늘날 자성대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평화로운 한때가 머무는 이곳은 선조들의 희생의 피가 

뿌려진 역사의 현장이었다.

남요인후(좌)와 서문쇄약(우)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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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과 부산포 해전

부산포 해전(釜山浦 海戰)은 1592년(선조 25) 4월 13일 왜군이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이후 우리의 

전 국토를 빠른 속도로 침략하자, 왜군의 해상보급로는 물론 후방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음력 9

월 1일 전라 좌수사 이순신(李舜臣) 장군이 이끄는 연합함대가 부산진성 앞바다에서 왜선 100여 척을 

부수고 불태우는 성과를 거두었던 해상전투를 말한다.

이순신 함대는 1592년 5월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전후 3차에 걸쳐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어, 적의 

수군에 큰 타격을 주는 등 해상 주도권을 장악한다. 이에 연합함대는 8월 25일 사량(蛇梁, 통영)에서 

경상 우수사 원균(元均)과 합세하여, 28일 가덕도 천성(天城)에 도착하여 대기한다. 29일 이순신 장군 

등 장수들은 부산포 전투의 작전을 세운다.

9월 1일 가덕도 천성을 출발하여 몰운대를 지나 다대포 절영도로 향하면서 왜적선과 적병을 격퇴

하여 부산 앞바다를 탈환한 아군은 정탐선을 적진에 보내어 470여 척의 적선이 부산진성 선창 동편 

해안에 정박해 있음을 확인한다. 이순신 장군의 돌격 명령과 함께 우부장 녹도만호 정운 등의 선봉대

가 왜적의 선봉선 4척을 격파하고, 우리 함선이 장사진(長蛇陳)으로 돌진하자 왜적은 산 위로 올라가 

산 아래의 아군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적인 열세에도 왜적의 함대를 격멸시킨 대승전을 이끌었

다. 부산시는 부산포 해전 승전일을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10월 5일[1592. 9. 1(음)]을 ‘부산시

민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양국관계는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었고 모든 교류는 단절된다. 일본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영민하게 움직였다. ‘정명가도’를 내세우며 전쟁을 일으킬 땐 언제고 먼저 교류 재개를 요

청해온 것이다. 

일본의 지속적인 교류 요청으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 먼저 왜란 때문에 파

견을 멈췄던 통신사를 보내게 된다. 일본으로 간 조선의 사절단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에 반해 

일본 사절단에 대한 조선의 태도는 소극적이었다. 왜란 전에는 일본 사신이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왜

란 이후부터는 부산에서만 응접을 했다. 믿고 문을 열어줄 때마다 뒤통수를 맞았던 것에 대한 경계

심의 작용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일본의 요청에 조선은 1601

년 절영도에 임시 왜관을 설치한다. 이에 다시 일

본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간다. 그러자 일본은 보다 실질적

인 화해의 열매를 요청하기에 이르고 그 열매는 

1607년 동구에 맺히게 된다. 

17세기 일본과의 유일한 통로 두모포왜관 

두모포왜관(豆毛浦倭館)은 1607년부터 1678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관계 

부산포조감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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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70여 년간 대일외교의 유일한 통로였다. 사신의 접대와 대외무역, 일본인거류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었으며 양국의 필요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규모는 약 1만 평 정도로 지금의 동구청 

청사 아래 수정시장 일대와 봉생병원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조선 전기 부산포왜관이 존재했지만 임진왜란 전까지는 그 중요성이 덜한 편이었다. 당시에는 부

산을 거쳐 한양으로 가서 외교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산포왜관에 파견된 관리들의 역할도 미미한 수

준이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일본 사신의 한양 왕래를 금지하고 동래부에서만 외교와 교역이 이뤄지면

서 동래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요충지가 되었다. 더불어 두모포왜관을 관리하는 동래부사, 

부산첨사 등의 책임도 막중해졌다. 이들의 역할 수행 능력이 곧 일본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정치 및 군사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문무합의기구 비변사를 통해 대일업무에 능

한 인재를 선별해 올리도록 했다. 왜관의 관리들은 왜관 내에서 불법적인 거래나 만남이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조선의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 또 동래부에서 행해지는 대일무역과 외교상

황을 보고했다.

그런데 두모포왜관은 설치될 때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장소가 협소했다. 조선과 

일본의 교역이 가장 왕성했던 17세기 중반에는 무역에 필요한 창고나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필

요했는데 1만 평 규모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두모포왜관의 앞바다는 수심이 얕은 데다 남풍을 바로 받는 곳이어서 선창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태풍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곧바로 입는 입지도 문제였다. 그렇다 보니 대형 교

역선들이 정박하기 어렵고 선박의 파손 우려도 있어 교역에 큰 지장을 줬다.

두모포왜관 설치 4년만인 1611년 동래부사가 왜관을 시찰 후 ‘동관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한

다’, ‘하천 입구로 바닷물이 드나들어 모래를 흩뿌린다’ 등 왜인들의 불만과 왜관 입지의 불편함에 대

해 보고한 기록도 남아 있다. 

임진왜란의 불편한 감정 또한 잔존해 있던 시기라 조선이 왜관 건축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도 사실이었다. 왜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조선 측에서 증축 등을 통해 많은 불편을 해소해 주었지만 

1640년 즈음부터 왜관 위치를 옮겨 달라는 요구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1646년 두모포왜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를 해 주어 왜관 이전에 대한 얘기가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1658년부터 다시 이전을 요

구해온다. 1667년과 1671년 두 차례에 걸쳐 두모포왜관에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왜관의 건물이 모두 

소실돼버리자 이전 교섭 요구는 더욱 거세진다. 

그러던 중 이전 교섭을 위해 부산에 온 일본 사신 쓰노에 효고노스케(津江兵庫助)가 동래부의 객

사에서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전 논의 33년만인 1678년 왜관을 오늘

날의 중구 용두산 인근인 초량항으로 옮기게 된다. 이후 초량왜관을 신관(新館), 두모포왜관을 고관

(古館)이라 부르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수정동 일대에는 고관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초량왜관은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될 때까지 대일교역의 중심지였으며 개항 이후에는 완전한 일본

인 거주지역이 되었다.

-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고관공원

1879년 고관 언덕 위에 효고노스케를 추모하는 비가 건립된다. 효고노스케는 1671년 두모포왜관

의 이전에 관한 교섭을 위하여 대마도

에서 조선으로 파견되었다가 동래부 

교섭 과정에서 사망한 일본 측 사신이

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부산부는 효

고노스케의 비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

를 기부 받아 고관공원을 조성한다. 기

부자는 부산지역의 거부이자 부산항 

발전의 선구자로 일본인 사회에서 존1926년 고관공원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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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받던 인물인 오이케 다다스케였다. 대지(大池)공원 혹은 소화(昭和)공원으로도 불렸던 고관공원

은 당시 용두산공원, 대정공원과 함께 부산의 3대 공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였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마자 공원 내에 세워져 있던 효고노스케 묘비와 오이케 다다스케의 동상이 파괴되고 고

관공원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옛 고관공원 부지에는 현재 동구청 청사가 들어서 있다. 

- 영가대

영가대(永嘉臺)는 1614년(광해군 6) 순찰사 권반(權盼)

이 선착장을 만들 때 파낸 흙으로 이뤄진 언덕에 망루(望

樓)를 겸해 세운 8칸 누각이다. 영가대는 역대 대일 사신들

이 무사 항해를 기원하며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당이

자 사신들의 출발과 귀환의 장소였다. 1740년 편찬한 『동래

부지(東萊府誌)』에 “영가대는 동래부(東萊府) 남쪽 21리 지

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동구지역에 해

당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던 영가대는 경

부선 철도 부설공사 과정에서 사라지고 만다.

2003년 동구청에서 범일동 자성대공원 내에 영가대를 

복원하였다. 그 앞에는 2010년 4월 21일 개관한 조선통신사 

역사관(범일동 380-4)이 자리 잡고 있다. 역사관은 통신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부산

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의 성남초등학교 뒤 주택가와 경부선 철로

변 사이에는 영가대의 옛 터를 전하는 비석이 있다.

최초의 독도 수비대, 안용복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해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었지만 해방과 동시에 독도

는 다시 우리 땅이 된다. 오늘날 독도 수비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불철주야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독도 수비대는 단체가 아닌 개인, 그것도 민간인이었다. 천민 출신임에도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확답을 받아낸 인물, 바로 안용복이다.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 동래의 어민들과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조선 영토를 침입한 일본 

어민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는 오늘날 돗토리 현에 해당하는 백기주(伯耆

州)의 태수에게 울릉도가 예부터 조선의 땅이었음을 주장하며 억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의 논리적인 주장에 감탄한 태수는 에도막부에 안용복의 신병 처리를 문의하는 문서를 보낸다. 

두 달 후 막부는 안용복 일행을 나가사키로 이송하라는 명과 함께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문서를 적어 준다. 그러나 안용복은 나가사키에서 대마도주에게 이 문

서를 빼앗기고 만다. 

9개월여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안용복을 기다린 것은 포상도 벼슬도 아닌 곤장이었다. 허가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1696년 봄, 그는 다시 제 발로 일본으로 건너간다. 다른 어부들

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던 중 일본 어선을 발견한 안용복은 송도(松島, 지금의 울릉도)까지 그들을 

추격해 영토의 침범을 문책하다 직접 백기주에 가서 따지기로 한 것이다. 

안용복은 한 가지 꾀를 낸다. 일전엔 끌려갔지만 이번에는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가 자신

을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島監稅官)이라고 자칭한다. 그는 왜인들이 국경을 넘은 것에 대

해 도주에게 항의하고 대마도주들의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잘못을 물었다.

“지난날 내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문서를 받지 않았소? 그런데 대마

도 도주가 이것을 빼앗고 위조한 사실이 있소이다. 또 대마도의 도주들은 조선에

서 해마다 막부에 보내는 쌀, 면, 종이의 양을 위조해 차액을 챙겼으니 이런 사실

까지 다 고발할 것이오!”

영가대 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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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은 사과와 함께 영토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안용복 말에 따르겠으며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벌을 내리겠다 약속하고 안용복 일행을 돌려보냈다.

두 번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渡日)사건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1696년(숙

종 22) 1월 에도막부는 죽도(독도)와 송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며 일본 어민의 조선 바

다에서의 어업활동 또한 금지하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공로에도 불구하고 2차 도일 후 귀환한 안용복은 곧장 비변사로 압송된다. 관리를 사칭하고 

외교문제를 일으킨 죄목이었다. 겨우 사형을 면한 그는 귀양길에 오르게 된다. 이후 안용복의 행적은 

묘연하다.  

동구 좌천동에는 안용복을 기념하기 위한 부산포개항문화관이 들어서 있다. 안용복이 동구와 무

슨 관련이 있기에 기념관이 이곳에 자리하게 된 걸까?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 ‘안용복은 동래부의 노 젓는 일을 맡은 군사로 왜관을 드나

들어 일본어를 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가 동래부, 즉 지금의 부산에 살았으며 왜관 인근이 주 

활동 지역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정보는 1828년 오카지마 마사요기가 저술한 『죽도고(竹島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죽

도고에는 안용복의 호패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호패 뒷면에 적힌 안용복의 출신지가 ‘부산(釜山) 좌

자천(佐自川) 1리 14통 3호‘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료를 근거로 매축지마을(동구 성남이로 57번길 

10)에 안용복의 생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호패에 기록된 내용은 현재의 주소체계와 전혀 

달라 정확한 생가터 위치는 알 수가 없다. 2015년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의 모 대학 교수가 안용

복 생가터 표시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당시의 조선사회는 그를 천민 주제에 관리를 사칭하고 외교를 어지럽힌 죄인이라 옥살이까지 할 

정도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그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옳다 하는 것을 실천할 용기를 지닌 진정한 영

웅이었다. 

- 안용복기념 부산포개항문화관

부산포 개항의 역사와 독도를 지킨 안용복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건립된 문화관으로 좌

천동 부산진교회 뒤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안용복이 두 번에 걸쳐 일본에 건너갔던 행적과 

부산포왜관과 두모포왜관, 영가대, 부산진성, 정공단 등의 관련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매축지마을 안용복 생가터 추정지(왼쪽 적색타일벽 집)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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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일본의 외교적 밀고 당기기는 계속됐다. 임진왜란 후 통신사 파견의 재개와 두모포왜관의 

설치로 관계가 회복되는 듯 했으나 1876년 강제 개항 후 일본은 조선의 전 영역을 서서히 잠식하기에 

이른다.

일본인들의 행패와 이권 침탈에 개항지 일대엔 반일감정이 들끓었다. 당시 부산 주재 일본영사가 

“관외 각지는 요즘 인심이 심히 나빠져 일본인이 통행하는 것만 보아도 투쟁을 하려는 정세”라고 외

무성에 보고하기도 했으며 동래부사에게도 지역민들의 일본인 능욕을 단속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만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높았다. 

압력이 계속되면 터지기 마련. 억눌려온 반일감정은 곳곳에서 폭발했다. 근대 항일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개항지 인근인 동구지역에서도 활발히 일어났다.  

두모포해관 수세사건

관세자주권이란 국가가 국경을 넘나드는 재화에 세금을 부여할 때 타국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

을 권리를 말한다. 관세자주권은 곧 국가경제의 자주권이며 근대국가의 성립 조건 중 하나다. 

 「병자수호조규(강화도조약)」 로 조선은 일본에 무관세 개항을 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이용해 일본은 중국에서 수입한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되팔면서 큰 폭리를 취했고 조선의 쌀과 곡

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당시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본은 아무런 제약 없이 조선의 곡식을 반출해갔다. 

경상좌도 암행어사 이만적은 부산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관세로 인한 폐단을 목도하게 된다. 이

러한 상황을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현재의 수정초등학교 인근인 두모포에 판찰소3
를 세울 것과 일본 

상인이 아닌 동래의 조선 상인들에게 수입세를 받으라고 지시한다. 일본 상인들에게 관세를 징수하

는 것은 강화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동래부사 윤치화와 판찰관 현석운은 두모포의 판찰소 내에 해관을 설치하고 

세목을 정하여 1878년 9월부터 세금을 징수했다. 이것이 바로 두모포해관의 설치 배경이다.

수입품에 대한 세율은 60냥짜리 소가죽 100척에 14냥(23%), 10냥짜리 양가죽에 3냥(30%) 등 꽤 높

은 편이었다. 그러자 일본 상인과의 매매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게 된다. 

조선 상인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자 일본 상인들은 분개했다. 이는 자신들에게 관세를 매기는 행위

와 다름없으며 무관세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위배한 것이나 진배없다며 항의하기 시작한다.

일본 정부에서도 세금 징수를 폐지하라고 압력을 넣었지만 조선 정부의 대응은 단호했다. 내국인

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관계치 말라는 입장을 강경히 한 것이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고 판단한 일본 상인 백여 명은 일본군을 대동해 동래부 관아로 침입한다. 일

본 정부도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두모포해관 설치는 강화도조약에 대한 위반이라는 내용의 항

의서를 제출한 후 부산 앞바다에서 함포를 발사하고 병사들을 상륙시켰다. 

시위를 벌이는 일본 상인들 중에는 흉기를 가진 자가 많았다. 그들은 관아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

도 모자라 민가에까지 침입하여 행패를 부렸다. 화가 난 동래부민들은 기와조각과 돌을 던지며 대항

했다. 

팽팽한 대립도 잠시, 조선정부는 이내 일본의 무력에 굴복하고 만다. 1878년 12월 19일 설치 3개월 

만에 두모포해관은 폐쇄된다.

辦察所, 현재의 외교통상부 소속기관에 해당3

개항기 부산의 
항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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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관 직원들의 정복에 있는 훈장에는 187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

관이었던 두모포해관의 설립연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부산세관 설립 130주년을 맞이해 

과거 두모포지역이던 수정초등학교 인근 쌈지공원에 우리나라 최초의 해관 터임을 알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선창가 투쟁사건

개항 후 꼭 10년째 되던 해인 1886년의 초여름, 동구지역에는 이른바 선창가 투쟁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진에 살고 있었던 김광엽과 김주이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에게 닭을 

팔면서 시작된다.

6월 14일 밤, 일본인에게 닭을 판 김광엽과 김주이는 다음날 그 값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일본인거

류지 앞에 있는 선창으로 간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인 3명이 나타나 돌을 던지고 주먹질을 퍼붓는 바

람에 김광엽은 바다에 빠져 죽고 김주이는 목숨만 겨우 건진다. 도망쳐 나온 김주이는 동래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동래부사 김학진은 일본 영사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산진 주민들은 자기 일처럼 열을 냈다. 당시 부산항 인근의 조선인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이 과거 초

량왜관 부지였던 용두산 일대에 전관거류

지를 만들고 부산의 상권을 조금씩 차지해 

나가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늘려가고 있었

기 때문이다.  삶터를 빼앗긴 조선인들과 그

런 이들의  등골을 빼먹으며 나날이 윤택해

지는 일본인들 사이의 골은 깊을 수밖에 없

었다. 

선창가 사건은 조선인들의 억눌린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부산진 주민들은 너 나 할 것 없

이 일본인 타도를 외치며 투쟁에 나섰다. 계속되는 일본인들의 횡포 앞에 부산지역의 반일감정은 걷

잡을 수 없이 고조되고 있었다.

쌀 판매 거절사건 

개항 초기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쌀이었다. 조선의 쌀은 품질

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 일본에 대량으로 수출됐다. 콩 등의 여타 곡물도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곡물 매매 과정에서 겪는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일본인들은 양국 간 도량형 차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곡물 매입 자금을 미리 지급한 후에 곡물을 넘겨받는 거래방식을 도입해 부

채 문제도 심각했다. 일본인 곡물 매입상의 규모는 몇 백 석이 보통이고 천 석 이상인 경우도 제법 되

었으며 드물게는 몇 만 석인 경우도 있었다. 만약 곡물을 넘겨주지 못할 경우 미리 받은 돈과 이자는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되었다. 일본 상인들은 조선인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논밭

과 집을 팔아버렸다. 채무자의 친척이 사는 마을로 찾아가 그들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

이 있었는가 하면, 경남 고성에서는 상품 대금을 독촉하기 위해 당항포로 온 일본인이 그곳 농민들에

게 집단구타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그만큼 서로에게 날이 서 있었다.

한편, 일본으로 많은 쌀이 수출되자 조선 내의 쌀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된다. 정작 

자국의 쌀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주식인 쌀값의 폭등은 곧 직접적인 생계의 위협이었다. 

곡물 매매 과정에서의 착취와 치솟는 쌀값 앞에 조선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1884년 결국 

개항지 인근의 농민들은 일본 상인들에게 쌀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다. 그해 농사는 풍년이었지만 오

히려 쌀 수출은 격감하게 된다. 쌀 판매 거절사건은 개항기의 대표적인 농민항일운동이었다.

수탈의 길목이었던 부산항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일본에 

대항하는 유의미한 몸짓들이 있어 왔다. 개항지인 부산포 인근에서의 이러한 저항운동의 움직임들

은 훗날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항일운동의 뿌리가 되었다.1897년 부산항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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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조선의 경제를 장악해온 일본은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자 거액의 차관 도입을 강요한다. 

조선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시키고자 한 것이다. 

1906년 일본은 조선을 병합하기 위한 통치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했다. 통감부는 대한제국이 도입한 

차관의 대부분을 조선 식민지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했다. 경찰 기관 및 감시 기구와 조선에 거류

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일본의 지배를 견고히 하기 위한 각종 투자가 이뤄졌다. 

1907년 대한제국의 부채는 총 1300만 원이었다. 이것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세금만으로는 거액의 차관을 갚을 수 있는 국가재정이 모일 리 만무했다.  

“나라 빚이 1300만원이나 되는데 정부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 2천만 국

민들이 3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지 말고 매일 한 사람당 20전씩 모아 그 비용으로 

빚을 갚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대구 광문사(大邱廣文社) 사장 김광제와 민족운동가 서상돈이 『대한매일신

보(大韓每日申報)』에 위와 같은 요지의 글을 기고하면서 나라 빚을 갚아 주권을 지키자는 여론이 뜨

겁게 일어난다. 국채를 갚지 못하면 일본에 국토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각종 신문도 국채보상캠페인을 벌였다.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1907년 2~3월 사이 『대한매일

신보』에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이 동래, 즉 지금의 부산이며 이후 다른 지

역으로 확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 3월 10일 『대한매일신보』 3면에는 ‘頃自吾州釜山港商務會로 有志於此債報償 ᄒᆞ야 先倡斷

烟同盟ᄒᆞᄆᆡ 繼自大邱廣文社로 同聲公布 ᄒᆞ고’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항상무회(釜山港商務會)는 동

래부상무회의소를 뜻하는데 대구 광문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확산되었지만, 이를 처음 제기한 것

이 부산항상무회 회원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907년 3월 31일 『대한매일신보』에서 부산 출신의 상

인들이 조직한 인천항의 권업사(勸業社)에서 국채보상금을 내며 ‘國債報샹之論이 始自釜山으로  爰

及大丘허고 輪布全國 ᄒᆞ야 期成會와 義務所ᄂᆞᆫ 處處興起 ᄒᆞ고’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즉, 동래에

서 이야기가 시작되어 취지서를 작성한 곳은 대구이며 이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

갔다는 뜻이다.

이처럼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는 조국을 위해 민초들은 스스로가 힘이 되기로 작정한다. 동구 주

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찬값 아껴 나라살림 보탠 좌천동 여인들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부산 좌천리에서 ‘부산항 좌천리 감선의연 부인회’가 조직

된다. 부인회원들은 ‘부산항 좌천리 부인회감선의연 취지서(釜山港佐川里減膳義捐趣旨書)’를 통해 

여성도 국민으로서 나라를 보전할 의무가 있음을 주창했다. 이들은 매일 반찬값 서너 푼씩을 줄여 

모은 돈으로 국채보상에 힘을 더했다. 이후 좌천리의 부인들은 ‘부산진부인회’를 조직하고 1908년 5

월 여성교육기관인 ‘양정숙(養貞塾)’을 세운다. 

예부터 포구와 접해 있던 동구지역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었으며 일본의 영향력이 강

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위기에 민감했다. 좌천리의 부인들도 여성교육과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분명

히 인식하고 행동할 만큼 깨어 있었다. 

‘부산항 좌천리 단연동맹회’, ‘영도 국채보상부인회’, ‘동래부 국채보상일심회’ 등 부산의 여타 여성 

좌천리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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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해로 운동

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된다.

과거에도 국가에 위기가 닥치면 여성들은 행주치마에 돌을 나르거나 전투 중인 군사들에게 밥을 

해 주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남녀의 역할이 철저히 분리된 유교적 사회에서 남성을 보조

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국채보상운동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섰다. 여성들의 사

회활동이 거의 전무하던 때 여성 스스로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내세우며 조직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이는 근대로 들어서면서 조선 여성들의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제강점 이후 부산 내에서는 기존의 일본인 전관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 거주지역과 조선

인 집중거주지역의 구분이 뚜렷해진다. 지금의 동구 부산진과 초량 일대에 조선인 가옥이 밀집해 있

었고 중구 중앙동 및 용두산공원 일대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거주했다. 두 지역 간 생활환경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조세는 똑같이 부담했으나 철도, 전기, 각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차별

적이었다. 

조선와전의 횡포와 부산의 전차

부산에 전기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02년 4월 부산전등(주)(1910년 조선와사전기가 인수)이 용미산

(옛 부산시청 자리) 발전기를 설치하여 지금의 광복동 거리에 가로등을 밝힌 것이 그 시초이다.

일제강점 부산부4
에 전기를 제공했던 ‘조선와사전기주식회사(이하 조선와전)’의 횡포가 심했다. 

당시 초량과 부산진 일대에는 제대로 된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선을 설치하

는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설치 과정에서도 조선인들을 무시하는 일이 빈번했다.

조선와전은 전기 외에도 부산 시내 전차운영권과 가스 사업을 독점하던 거대 기업이었다. 조선와

전의 설립 허가 조건 중 하나는 부산에 시내전철을 부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설립하고 

일제의 횡포, 
조선의 저항

일제강점기 부산 지역에 있던 지방 행정 구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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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 철로를 설치할 도로의 이용료가 비싸고 부산 시가지 도로가 협소한데다 철로를 놓는다 해도 노

선거리가 짧아 이용률이 낮을 것이라며 시내전차 부설을 거부했다. 

부산에 전차가 운행되기 이전인 1909년 8월 부산진 - 동래간 증기철도 부설공사를 착공하고 12월 

19일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1910년대 중반 이후 부산부의 인구가 증가하

고 시내 교통이 복잡해지면서 부산부민들의 시내전차 개통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1915년 기존의 부

산진 - 동래 간 철로 궤도를 개량하고, 부산진 - 초량 - 부산우편국간의 선로를 신설하여 1915년 11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개통된 노선은 부산진에서 현재 중앙동 부산우체국까지였다. 

당시 부산진역은 부산진 철도역과 마찬가지로 범일동 현대백화점 뒤에 있었다. 이곳에서 부산진시장 

뒤를 거쳐 좌천동의 S-OIL 부산진주유소 앞으로 나와 국민은행 앞 골목을 거쳐 동부경찰서 뒤 - 수정

시장 - 고관입구 - 고관로 - 초량 등을 지나는 노선이었다. 

1924년 9월말 시내전차의 노선 일부를 복선으로 변경하면서 수정동지역의 전차 노선이 바뀌게 된

다. 좌천동 S-OIL 부산진주유소 - 좌천동 국민은행 앞 골목 -동부경찰서 뒤를 운행하던 것이 좌천동 

국민은행 앞에서 지금의 동부경찰서 앞 중앙대로를 거쳐 고관입구를 잇는 노선이 되었다. 1931년 10

월 말에는 지금의 봉생병원 앞에서 좌천동가구거리 육교가 있는 곳까지 노선이 추가되었다. 해방 후 

동구지역의 전차 노선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난다. 옛 부산진시장 뒤로 연결되던 노선이 범곡교차

로 방면 대로로 나온 것이다. 이처럼 당시 부산 시내전차는 동구 곳곳을 누볐다.

한편, 어떻게 하면 전차 운영으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조선와전은 구역요금

제를 생각해낸다. 부산진부터 그 이남까지의 짧은 시내구간을 3구역으로 나눈 후 요금을 차등 적용

한 것이다. 1리 미만의 짧은 거리라도 전차 구역이 2구역으로 나뉠 경우 10전을 내야 했으며 3구역 전

체를 이동할 경우 15전에 가까운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구역요금제는 부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도심 외곽, 즉 오늘날의 동구 일대에 모여 살던 조선인들

은 시내로 출퇴근하기 위해 매일 전차를 타야 했던 터라 더욱 불편이 컸다. 당시 신문에 한 여학생이 2

구간 요금을 내기 싫어 달리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다쳤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불과 몇 전

의 차이도 가난한 조선인들에겐 큰 압박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류소 안내가 일본어로만 돼 일

본말을 모르는 조선인들은 정류장을 지나쳐 원래보다 비싼 요금을 무는 경우도 적잖았다. 

 전차 승객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부산경찰서는 조선와전의 승무원들을 불러 전차 정류소명을 정

확히 말할 것과 승하차시 승객 유무를 소리쳐 확인할 것, 전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승객을 하차시

킬 것 등을 주지시킨다. 그럼에도 조선와전 측에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동아일보』나 『조선

일보』에 실린 기사들5
을 보면 전차에 대한 승객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말도 많고 탈

도 많던 부산의 전차는 1968년 5월 19일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운

행 되었던 전차 1량이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야외에 전시되어 있으며, 등록문화재 제494호로 지정되

었다.

‘불공평한 와전회사’, ‘불친절한 부산전차’, ‘비난 많은 부산 전기’, ‘도처에 봉기하는 전기 회사에 불평’5

1930년대 온천장 전차정류소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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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감정을 폭발시킨 부산진 전차사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전차는 식민지 근대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문물이었다. 먼 거리

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차와 같은 새로운 문물에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것은 한편으

로 한반도가 일제의 이권 침탈 및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시끄러운 울음소리와 함께 시내를 가로지르는 이 요상한 탈 것에 ‘전기 도깨비’, ‘비가 내

리지 않도록 하는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별명의 어감에서도 느껴지듯 당시 사람들은 전차에 대

해 별로 좋은 감정을 지니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부산진성과 동래읍성의 성곽을 철거하면서까지 전

차 노선을 만들었고 전차 운영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전차로 인한 인명사고도 종종 일어났다. 

1899년 5월 17일 서울에서 전차개통식이 열리고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그로부

터 1주일이 채 안된 5월 26일, 종로 2가에서 다섯 살 어린아이가 전차에 치여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다. 운전수는 전차를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이를 지켜보던 군중들은 방치된 전차에 돌을 던지고 석

유를 부은 뒤 불을 질렀다. 뒤이어 오던 다른 전차도 도끼로 부수고 전복시켜 버린다. 고종이 특별담

화까지 발표할 정도로 사건의 파장은 컸다.

몇 년 뒤, 동구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 부산진 - 동래 사이의 전철이 개통된 지 약 

1년이 지난 1916년 9월 13일이었다. 추석이 가까운 초가을 밤, 달구경 나온 이들을 비롯한 많은 조선인

들이 범일동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런데 영가대 근처를 지나던 전차가 순식간에 조선인을 치어 죽

이는 일이 일어나고 만다. 

이를 목격한 군중들은 뒤이어 온 전차를 세워 조치를 취해 달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이때 천여 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힘을 합쳐 전차를 전복시킨다. 곧이어 전차 

운영사인 조선와전의 관계자와 경찰들을 태운 전차가 도착했는데 분노가 극에 달해 있던 조선인들

은 이 전차까지도 넘어뜨려 버린다. 

전차 전복을 주동한 30여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경찰에 잡혀간다. 이 사건은 1910년대에 가장 많

은 조선인들이 체포된 사건이었다. 이 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사람을 죽인 전차 운전수가 아닌 부조리

에 항의한 동구지역 조선인들이었다. 

항일운동가를 배출한 사립부산진보통학교

1800년대 후반, 조선이 국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교육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전

국적으로 일기 시작한다. 일제 강점을 전후해 동구에도 여러 개의 사립학교가 세워진다. 

조선을 강제 점령한 후 일본은 효과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 조선의 교육기관을 철저히 통제하고 억

압했다. 특히 개인이 뜻을 모아 세운 사립학교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일제의 주 탄압 

대상이었다.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한 사립교육기관들은 폐쇄되거나 서당과 같은 비공식 기관 형태로 

운영되었다. 

육영제(育英齊)도 부산진지역 유지들이 서당으로 운영하던 학교였다. 육영제는 오늘날의 동구 좌

천동 정공단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부산진 우시장에서 흥정을 붙여주고 받은 돈으로 운영비를 충당

하다 재정난으로 1897년 공립으로 전환된 후 1899년 공립부산개성학교의 부산진지교가 된다. 

서당을 학교 건물로 사용해오던 육영제는 1907년에 교사를 신축하고 1908년에 사립육영학교로 

개교한다. 이듬해 4월 1일 사립부산진보통학교로 허가를 받는다. 그해 9월에는 부산진부인회가 설립

한 여성교육기관 양정숙을 여자부 분교장으로 삼았으며 이후 사립좌천학교를 흡수, 통합한다. 1911

년 4월 공립으로 이관된 후 5월 3일 부산진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

부에서 실시한 조선 사립학교 탄압정책의 일환이었다.

오늘날 좌천동 일신기독병원 자리에 있던 부산진공립보통학교는 1913년에 부지를 확장했음에도 

장소가 협소해 1922년 지금의 부산진구 범천동으로 신축 이전한다. 이후 부산진심상소학교(1938년), 

부산진공립초등학교(1941년), 부산진초등학교(1945년)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다 지금의 부산진초등

학교(1996년)가 되었다. 

사립부산진보통학교는 민족사상이 투철한 인재가 많이 배출된 곳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가 박재혁과 최천택도 부산진공립보통학교 시절 이곳에서 함께 수학했다. 한편 부산진공립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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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인 1942년에는 학생들이 일본 천황의 생일을 칭송하는 노래를 거부해 폐교되기도 했다.   

부산진일신여학교, 3·1 운동 깃발을 

높이 들다

1919년의 3·1 운동은 독립의지의 평

화적 주창이었으며 조선독립의 당위

성을 국내외에 알린 사건이다. 서울 종

로에서 시작된 이날의 독립만세 함성

은 곧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제일 먼저 3·1 운

동이 일어난 곳은 부산 최초의 근대

적 여학교인 부산진일신여학교였다. 

1919년 3월 10일 부산진일신여학교 학생 김반수는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로 기숙사 방의 

창문을 가린다. 옥양목에 대접을 엎어 동그라미를 그리고 붉은 물, 검은 물을 칠해가며 태극기를 만든

다. 시집갈 때 입으라고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옥양목이건만 그녀의 손에는 거침이 없다. 교사인 주

경애와 박시연 그리고 심순의, 김응수, 김순이 등 일신여학교 학생 열한 명도 밤이 깊도록 태극기를 그

린다. 

날이 밝았다. 수업을 마친 후, 이들은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는다. 기숙사 주변을 비롯한 시내 각처

에는 전날 새벽 뿌려진 격문이 흩어져 있다. 1919년 3월 11일 저녁 9시, 밤새 만든 태극기 50여 개를 들

고 한 무리의 소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앳된 목소리는 연신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다. 곧 시위 인

원은 수백 명으로 불어나고 외침은 함성이 된다. 

두 시간 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일본 경찰은 시위를 주동한 일신여학교 교사 2명과 학생 11명을 

체포한다. 연행된 이들은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시위를 주모했노라 주장했다.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교사들은 1년 6개월, 학생들은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다. 혹독한 강제노동과 나체검사 등 일본 경찰의 지독한 만행을 견뎌야 했으나 독립에 대한 염원은 이 

모든 수모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됐다. 

 

“그때는 여자로서 부끄럽다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되찾아야지 하는 일

념 때문에 일본 경찰에게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

는 철부지였지만 정말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대견하고 가슴 뿌듯합

니다.”

부산진일신여학교 7회 졸업생 김반수의 증언 발췌

시위는 막아도 독립에 대한 의지는 막을 수 없었다. 부산진일신여학교의 만세시위는 부산·경남지

역 곳곳에 독립만세 시위가 일어나는 도화선이 됐다. 1919년 4월 3일 오후 2시 반 경 부산진공립보통

학교의 학생 배수원과 교사 홍재문은 좌천동 거리에 현수막을 세우고 수백 명의 학생 및 민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며칠 후인 4월 8일에도 일신여학교 학생들을 중심

으로 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일신여학교 학

생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다 옥에 갇힌 뒤 일본 경찰들

로부터 받은 수모를 전해 듣고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

다. 일신여학교의 학생 약 50명과 부산진공립보통학교

의 김애련, 전호봉, 이갑이 등은 좌천동 신도로에서 만

세운동을 시작했고 수백 명의 민중들이 가세한다. 만

세운동을 주모한 학생들은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부산지역 항일운동의 첨병이었던 부산진일신여학

기미만세의 주역 일신여학교 학생들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일신여학교 기념관에 전시된 졸업생 김반수의 편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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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1925년 동래로 옮겨 간 뒤에도 일제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끝내 폐교

당하고 만다. 부산·경남지역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된 부산진일신여학교의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1984년 11월에 부산진일신여학교 만세운동비가 건립되었다.

한복 입고 수업한 학생들

일신여학교가 1925년 부산진에서 동래읍으로 이전하면서 부산부 내에는 조선인을 위한 여학교가 

사라졌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어대성, 강성문, 송태승, 장경택, 전성호, 김창태 등은 기성회를 조직하

고 1927년 4월 23일, 오늘날의 동구 수정동에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한다.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부산 최초의 공립여학교로 총 4학급 4년제였다. 1938년 교명을 부산

항공립고등여학교로 변경했으며 1946년에는 경남공립고등여학교로, 같은 해 경남공립여자중학교

로 재차 교명을 바꿨다. 1950년 3년제로 학제가 변경되면서 이름도 부산제일여자고등학교로 바뀐다. 

1953년에 지금의 경남여자고등학교가 되었다.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는 당시 대표적인 민족교육기관이었다. 이들은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

를 한 차림으로 수업을 받았다. 우리의 말과 글, 이름까지도 앗아가려 한 일본의 탄압 앞에서 민족의

식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1930년 1월 11일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생 47명 중에 34명이 목도(영도)에 사는 학우의 

집에 모였다. 그 중 8명이 앞장서서 12가지 조항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일제에 대한 항거의 의미로 동맹

휴교와 시위를 계획한다. 이들은 진정서를 13일 조회시간 전체 학급에 전달해 동맹휴교를 실시하기

로 한다. 그러나 학생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일러바쳐 학교에 알려지게 되고 계획은 유야무

야되고 만다. 

좌천동 역사거리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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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3·1 운동을 목도한 일본은 그간의 강경책을 회유책으로 바꾸고 이른

바 문화통치를 시행한다. 조선의 숨통을 터주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질고 가혹한 식민 지배의 가

림막에 불과했다. 

1931년부터는 일본이 조선을 병참기지화하기 시작하면서 탄압과 수탈이 극에 달한다. 이에 조선

의 저항방식도 더욱 맹렬해진다.  

임진왜란의 부산진성 전투와 안용복의 독도 수호, 개항기의 두모포해관 수세사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동구지역은 올곧음이 깊게 뿌리내린 곳이다. 일제강점기 항일투쟁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이

러한 투쟁은 옳음에 대한 확신의 증거이자 궁극적인 이타심의 발로였다.

동국역사 비밀등사사건과 구세단의 조직

일제는 강점 이후 조선의 문화·풍습·언어를 없애는 민족말살정책을 편다. 조선역사교육에 대한 탄

압은 물론 역사책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부산공립상업학교(현 개성고등학교) 2학년이던 최천택은 이에 강한 반발심이 든다. 

“조선인이라면 조선의 뿌리를 알아야만 한다. 조선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

가 빼앗긴 나라를 찾는 첫걸음이다. 그래, 우리의 뿌리, 우리의 역사를 알리자!”

최천택은 1896년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난 독립 운동가이자 정치가다. 최천택은 어린 시절부터 남

다른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당시 독립투사였던 당숙 최상훈과 숙모 변봉금의 영향6
을 받

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1912년, 그는 박재혁, 김병태, 박홍규 등 친한 학우들을 자신의 사랑방으로 부른다. 이들은 일제가 

금지한 역사책 『동국역사(東國歷史)』를 돌려 읽었다. 그리고 이를 옮겨 적어 다른 학우들에게 비밀리

에 나눠줄 것을 모의한다. 

이들은 부산상고, 동래고보, 부산진일신여학교 등 시내 주요 학교 학생들에게도 동국역사 등사본

을 배포했다. 그러나 곧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최천택은 경찰에 체포된다. 그는 10여 일간 혹독한 심문

동구지역의 
의열 투쟁

증산공원에 설치된 패널

최상훈은 무장 투쟁 단체인 북간도의 군부 및 김좌진 북로 군정서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약 10년간 활동하

다가 시베리아 치타에서 일본 스파이에게 암살당한 인물이다. 변봉금은 독립운동에 가담한 남편 최상훈과 

소식이 끊기면서 만주 심양에서 독립투사들을 뒷바라지했다.

6



106 107

을 받으면서도 책을 구해 준 은사님과 

함께 모의한 친구들의 이름을 끝까지 발

설하지 않았고, 덕분에 다른 학생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동국역사 비밀등사사건으로 고초를 

치렀지만 독립운동에 대한 최천택과 학

우들의 의지는 더욱 굳세어진다. 이후 최

천택은 박재혁, 김병태, 박홍규, 왕치덕, 

조영상, 오택 등과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 나라를 구하자는 뜻의 ‘구세단’을 

결성하고 단장이 된다. 

이들은 구세단 단보를 발행하여 부산·경남 일대에 배포하고 독립운동 동지를 규합하는 활동을 이

어나간다. 서울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구세단원들은 울산, 경주, 포항 등에 알렸으며 

서울에서 발행되던 『독립신문』을 등사해 집집마다 뿌리면서 부산지역의 3·1 운동을 선동하기도 한다.    

통영의 구세단원이었던 이학이는 1919년 3월 12일, 독립만세운동을 위한 격문을 인쇄한 죄목으로 

부산형무소(현 대신동 삼익아파트 자리)에 갇혔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한다. 일제는 이를 조용

히 넘기려고 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천택은 경찰에 강하게 항의한다. 그는 부산에서 김해, 마산, 

진해,  통영까지 이학이 의사의 상여행렬을 앞장서 이끌며 군중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소리쳐 알렸다.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최천택은 좌익인사로 분류되어 심한 고문을 받는다. 1961년 516 군사

정권 시절에는 서면 육군형무소(전포동 692 일대, 태화 주디스 뒤편)에서 몇 개월간 구금되었다가 풀

려나기도 했다. 이처럼 해방 이후에도 굴곡진 삶을 산 최천택은 1961년 11월 좌천동 자택에서 눈을 감

는다. 동구의 옥성사에 그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식민 지배의 상징, 부산경찰서 폭파사건

부산경찰서 폭파사건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의 모티프가 된 사건이다. 사건을 일으킨 박재혁

은 1895년 5월 17일, 동구 범일동에서 태어났다. 박재혁은 이미 10대 때 절친한 친구인 최천택과 동국

역사 비밀등사사건을 주모하는 등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진다. 

당시 박재혁의 친구인 김인택이 김원봉과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의열단원이었다. 의열단은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로 주로 폭파, 암살 등의 무력투쟁을 주도했다. 김인택은 박재

혁을 의열단에 넣으려고 노력했으나 박재혁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상황 때문에 거

절한다. 그러다 의열단원들이 밀양, 부산지역에서의 투탄의거를 계획하다 발각돼 전체 단원 13명 중 

절반 이상이 잡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다.

독립운동을 일으킬 만한 인적 자원이 사라지자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박재혁에게 의열단에 들어

와 독립운동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박재혁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을 접고 비로소 독립운동

에 투신할 것을 다짐한다. 1917년 6월 박재혁은 중국 상해로 망명해 김원봉을 만나고 의열단에 가입

한다. 

그해 4월 19일 부산으로 귀국한 박재혁은 최천택, 오택 등과 머리를 맞대고 부산지역에서 할 수 있

는 항일투쟁을 고민한다. 그들은 부산으로 들어오는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있는지 부산항을 정탐한

다. 오택은 『부산일보』를 통해 누가 들어왔는지 조사하기도 한다.

그렇게 투쟁의 대상을 물색하고 있을 무렵 일본 경찰들은 박재혁의 입국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취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한다. 이에 박재혁은 하루 빨리 거사를 단행하고자 결심하고, 마땅한 인물

을 찾지 못하자 부산경찰서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 당시 부산경찰서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잡혀 들어

가 호된 고초를 겪어야 했던 일제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절친한 친구인 최천택과 함께 용두산공원에 올라가 당시 용두산 동남쪽 아래에 있던 부산경

찰서 주변을 정찰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오택의 집에 맡겨둔 폭탄을 가지고 1920년 9월 14일 

지금의 부산진시장 부근인 영가대에서 전차를 타고 부산경찰서로 향한다. 당시 중앙동에 있던 부산

최천택선생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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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함께 내린 후 박재혁은 부산경찰서로 향하고, 최천택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본

다.  잠시 후 오후 2시 30분, 부산경찰서장 하시모토는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시모토 서장님, 뵙기를 청하는 중국 상인이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고서적을 좋

아한다는 것을 듣고 진귀한 중국 고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1층 집무실로 들여보내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서는 당나라 때부터 전해져 내

려 져 온 것으로…”

“오, 정말 진귀한 서적들 같군 그래. 다른 책들은 없나?” 

“왜 없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지요. 자, 네 놈이 받을 폭탄이다!”

이윽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경찰서장의 집무실은 연기로 가득 찬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하시

모토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곧 숨을 거둔다.

부산경찰서 폭파사건은 의열단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첫 의거였다. 그 전에 계획했던 의거

는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파사건은 의열단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다.

박재혁은 폭발로 인해 오른쪽 무릎 뼈에 중상을 입은 채 현장에서 붙잡힌다. 그는 경찰서 인근에 

있던 부산부립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다. 최천택 등 주요 감시 대상이었던 이들도 연이어 경찰

에 끌려갔다. 하지만 박재혁이 끝까지 자신의 단독 행위였음을 주장해 최천택은 곧 풀려나게 된다. 

결국 박재혁은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의 어머니와 누이동생뿐만 아니라 당시 법정에 있던 조선인

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후 박재혁은 대구형무소에 투옥되고, 최천택이 자주 면회를 갔다. 박재혁은 면회 온 최천택에게 

“내 뜻을 다 이루었으니 지금 죽어도 아무 한이 없다”고 의연하게 말하기도 했다. 1921년 5월 5일 최천

택이 다시 면회를 갔을 때 박재혁은 “왜놈 손에 사형 당하기 싫어 단식 중”이라고 말하며 최천택이 내

민 달걀 꾸러미를 도로 내어 주기도 한다.

며칠 뒤 5월 11일, 박재혁은 결국 단식으로 순국하고, 비보를 접한 최천택은 그의 유해를 부산진역

으로 운구해온다. 역 앞에는 그의 순국 소식을 듣고 몰려온 친척과 동지들, 부산시민들이 구름떼같이 

모여 애도를 표했다. 『동아일보』 1921년 5월 17일자에는 당시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구감옥에서 오직 죽을 날을 기다리던 부산서 폭탄범인 박재혁은 지난 십일일에 

그 감옥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시체는 십사일 오후에 고향인 고관(古館)정거장에 

도착하였는데 정거장에는 그 친척과 친구가 다수히 나왔으며 부산경찰서에서는 

경찰이 다수히 출장하여 두려운 폭탄범인의 시체까지 경계를 하였더라.

해방 이후인 1946년 10월, 박재혁의 오랜 동지인 최천택과 오택을 필두로 한 부산진지역 주민들은 

박재혁의 항일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공단 옆에 박재혁 의사비를 세운다. 현재 이 추모비는 박재혁이 

1910년대  부산이사청과 경찰서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10 111

다녔던 부산진초등학교로 이전되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

였다. 해방 후 정공단에 합사되었던 그의 시신은 1969년 4월 동작동 국립 현충원으로 안장되었다. 박

재혁의 생가 인근인 범일동 KT부산정보통신센터 앞 사거리 일대에는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독

립운동가 박재혁거리’가 조성돼 있다. 현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성지곡수원지 위쪽에 박재혁 의사 

동상이 세워져 있다.

조선방직에 육필 전단지 살포한 친우회

이광우는 1924년 12월 부산부 범일동에서 태어났다. 1942년 5월 경남토목건축협회에 근무하던 17

살의 이광우는 부산진공립보통학교 6학년 동창생인 정종기, 김수복 등 5명을 모아 친우회라는 비밀

조직을 결사한다.

당시 그가 살던 범일동 일대의 조선방직주식회사는 일본군의 군수품을 제조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었다. 이에 친우회는 조선방직주식회사를 파괴하기로 뜻을 모은다. 

우선 조방 근로자들을 선동하기로 한 이들은 1942년 6월, 이광우의 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

일 전단지 80여 장을 써내려간다.

일본은 필히 망한다. 조선은 독립되고야 만다. 조선독립 만세

친우회는 제작한 전단지를 들고 야간화물열차에 올라타 조선방직에 몰래 침투한 뒤 육필 전단지

를 공장 곳곳에 뿌린다. 

친우회의 전단지 살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1943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조선독립의 당

위성을 알리는 전단 수백 장을 만들어 부산도매어시장과 부산진시장, 부산항 관부연락선부두 등에 

뿌려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하지만 1943년 3월 누군가의 밀고에 의해 친우회의 활동이 일제에 노출되어 이광우와 정종기는 경

찰에 체포된다. 다행히 다른 친우회 회원들은 해방 때까지 도피해 있었으며 정종기는 기소유예로 풀

려난다. 

이광우는 체포 직후 경남경찰부 고등과로 끌려가 그해 연말까지 무려 10개월 여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한다. 고춧가루를 섞은 물을 코에 붓거나 거꾸로 천장에 매달아 몽둥이나 전선줄로 구타를 하는 

등 일제는 갖은 고문을 퍼부었지만 이광우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후 그는 2년 5개월간 옥고를 

치르다 8·15 해방과 함께 풀려난다. 

10대의 몸으로 항일운동을 하다 체포된 동구의 독립운동가 이광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 가

장 오랜 기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재판기록의 소실로 뒤늦게 항일독립운동 활동을 

인정받아 해방 55년만인 2000년에 건국훈장을 받았다. 

목숨 바쳐 투쟁한 순국당 청년들

1944년 5월 1일 부산진공립보통학교 학생 신정호의 집에 같은 학교 동창생 차병곤, 박정오, 신정호

와 동래중학교의 배관진, 배봉수 등 13명의 청년들이 모인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

기로 결의하고 순국당을 결성한다.  

순국당은 '민족독립·국권회복을 위해 투쟁한다'는 강령 아래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총독 암

살, 일본군 군사시설 파괴, 일본인 집단거주지 방화, 은행 습격, 미군 공습 시 산불 놓기 등의 행동 목표

를 세운다. 

결성 일주일 뒤인 5월 8일, 순국당 당원들은 영도다리 난간에 ‘대한 독립 만세’라고 쓴 벽보를 붙인

다. 나아가 일본군의 군용 철교를 파괴하는 계획까지 도모한다. 그러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국

으로 가 항일독립군에 들어가기로 결의한다. 선발대인 차병곤과 윤창석이 함경북도 길주에 도착했

고 박태권, 김수성 등이 곧 합류했다. 그러나 7월 25일 조직의 존재가 탄로나 일본 경찰에 전원 체포되

고 만다.

수감기간 동안 당원들은 갖은 고문과 열악한 환경을 견뎌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오연은 장티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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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사망하고 1945년 봄에 보석으로 풀려나온 배광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국한다. 

구류기간이 다 되어 출소한 차병곤, 박정오, 신정호 등 나머지 당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된다.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 후에도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부두작업에 동원되고 가족들과의 면

회도 금지되는 등의 수난을 겪다가 해방 후인 8월 18일이 돼서야 겨우 출옥하게 된다. 차병곤은 출옥

한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 옥살이의 후유증으로 순국한다. 

그의 영결식은 부산진교회 주관 하에 사회장으로 진행됐다. 그의 영결식에는 참석한 우국당원 동

지, 경남장로회 조선소년대, 부산진 치안대원 등 500여 명의 군중이 장지인 좌천동 공동묘지로 향했

다.

순국당의 활동7
은 1940년 11월에 발생한 일명 ‘노다이사건’과  함께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학생항일

운동 사례다. 당원 13명 중 3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순국당이라는 이름 그대로 나라를 위해 

젊음과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던 것이다. 

1940년 부산의 동래중학교, 부산제2상업학교 학생들이 전개한 대규모 항일 학생 운동.7



초량동 일본식 가옥 ‘다나카 주택’ 이야기  |  수정동 일본식 가옥 

‘정란각’ 이야기  |  명태고방 ‘남선창고’ 이야기  |  근대식 종합병원 

‘백제병원’ 이야기  |  부산 최초 근대식 여학교 ‘부산진일신여학교’ 

이야기  |  100년 역사(驛舍) ‘부산진역’ 이야기 |  근대유산의 복원을 

위한 노력

부산은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공존하는 이원적인 공간을 지닌 도시

다. 해운대 센텀시티에는 휘황찬란한 고층 빌딩들이 높이 솟아 있지만, 

원도심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피란수도였을 시절에 만들어진 판잣집이

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나이 100살에 가까운 근대건축물들이 곳곳

에 숨어 있다. 그 중에서도 동구는 과거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있던 곳이

라 아직도 수정동, 초량동 일대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본식 주

택들이 눈에 띤다. 주택뿐만 아니라 근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종교기관 

건물과 개인건축물도 존재한다. 안타까운 일은 대부분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고 심한 경우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흔적도 없이 철거되는 경우

가 많다는 것이다. 

근대건축물을 따라
가는 시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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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후 일본인들이 초량에 본격적으로 이주해오기 시작한 것은 1905년 경부철도 초량역의 개통

과 쌍산착평공사 및 매축공사가 이뤄지면서다. 당시 해안으로 돌출된 쌍산(영선산, 영국영사관산)은 

초량동과 일본인거류지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다. 

착평공사로 쌍산이 사라지고 일본인 전관거류지 앞의 부산항과 초량의 철도역이 비로소 연결된

다. 1913년부터 시작된 부산진매축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부지에는 철도병원, 기차역 

등 경부선 관련 기반시설과 공장, 회사 등

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초량 일대에 일어

난 이 천지개벽으로 일본인들의 거주지가 

자연스럽게 중구에서 동구지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이곳에도 일본식 가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된다. 

1905년 『조선시보』의 기자가 쓴 「한국2

대항실세(韓國二大港實勢)」에서 당시 초량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지금은 부산에서 지나거류지(청국인거류지)를 경유하여 경부철도정거장 구내에 

달하는 사이에는 모두 일본 가옥으로 신축되고 있다. ‘한국인의 가옥은 거의 볼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였다. 일본인이 다투어 토지를 매입하므로 지가(地價)가 상

승되었고 여기에 편승하여 토지를 판 조선인들도 많았다. 조선 정부에서 이 지역

의 토지 거래를 금지시켰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금은 1평 가격이 10원에서 수십 

원에 이른다. 산수(山手, 산쪽 고지대)에 붙은 땅이라도 1평에 50전에서 3~4원 사

이를 밑돌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하여 경부철도 주변의 평지 토지뿐 아니라 초량 

산록 쪽의 토지 거래도 성행하였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공간, 초량 신시가지가 탄생한 것이다. 

초량동 일본식 가옥 
‘다나카 주택’ 이야기

1905.5.1경부철도개통 축하장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쌍산이 표기된 1903년  부산지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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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동 일본식 가옥의 또 다른 이름, 다나카 주택

새로운 일본인거류지로 급부상한 초량동 일대에는 각종 일본식 건물들이 들어섰다. 당시 일본식 주

택은 조선의 전통적인 가옥과 공간 사용방식에서 차이가 컸다. 화장실과 부엌의 위치가 완전히 달랐

고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마루를 올려 그 위에 다시 다다미를 까는 식이었다. 방 넓이도 다다미를 기

준으로 결정했다. 

1910년 일제강점 이후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는 더욱 증가했고 일본식 주택들도 보다 활발히 

세워지기 시작한다. 일본 전통양식으로 지어진 주택은 물론 조선과 일본의 가옥양식이 뒤섞인 건물, 

상가와 거주공간을 겸한 건물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들어선다. 1920년대에 일본 본토에는 유럽 

근대건축 스타일과 일본 건축 양식이 섞인 건물이 유행했는데 이러한 화양식 건축물도 부산 건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목조 주택들이 아직도 동구 일대에 남아 있는데 그 중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건축물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초량동 일본식 가옥은 도시철도 초량역 인근 인창요양병원의 맞은편 골목 안에 위치해 있다. 담 위로 

높게 솟은 2층 기와지붕과 창가를 수놓은 창살이 눈길을 끈다. 회색빛 철문이 묵직해 보이지만 그 위

로 난 문살이 언뜻언뜻 속을 내비친다. 이곳이 근대건축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도 호기심을 가

질 만한 외관이다.

초량동 일본식 가옥은 처음 건물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나카 주택’이라고도 불린다. 다나카 

후데요시(田中筆吉)는 1876년 오카야마 현에서 태어났다. 오사카 토목회사에 다니며 철도공사, 군항

공사 등 각종 토목 사업에 대한 경험 쌓은 그는 경부선 신설공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선으로 건너왔

다. 1914년에는 토목건축회사 다나카쿠미를 만들어 부산진매축과 동해남부선공사에도 참여했으니 

동구와 인연이 깊은 셈이다. 

1925년 그는 지금의 초량동에 속복도형 1층 목조 주택을 지었는데, 이를 보수 증축한 것이 지금의 초

량동 일본식 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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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증축을 통한 가옥의 변화

초량동 일본식 가옥에는 1925년도에 지어진 것 말고 1930년대와 1960년대에 추가로 지어진 곳들

이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1925년도와 1930년대에 지어진 부분이다. 이 두 군데는 100% 목

조로 돼 있는데 전형적인 일본식 목조 가옥 양식과 거의 동일하다. 1925년도에 지어진 1층 건물은 특

히 장식들이 정교하다. 유리창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고 창살도 지금은 나오지 않는 얇고 촘촘한 나무

살로 돼 있다. 이 역시 일본식 가옥이 가지는 전형적인 디테일이다. 

집은 1931년 6월 북서쪽 부지에 2층이 증축되었다. 이 첫 번째 증축을 통해 부엌 쪽으로 출입구가 

나고 현관의 창호와 처마 밑의 장식이 청동제로 수리되는 등 건물 외관에 변화가 생겼다. 방과 복도를 

연결하는 문의 틀과 창살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한지가 붙어 있다. 그 가운데 유리 장식이 아름답게 

배치돼 있다.  

내부는 화양풍 주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층 응접실은 난방 시설을 깔기 위해 다다미를 없애면

서 서양식의 입식공간으로 조성했고, 2층은 일반적인 좌식 형태의 다다미방으로 일본식 주택의 원형

을 잘 간직하고 있다. 1층과 2층 목조 주택 사이에 있는 정원도 일본의 전통적인 정원과 조성 방식이 

흡사하다. 

2차 증축은 해방 이후에 이뤄지는데 이때 증축된 것이 본채 옆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2층 양옥이

다. 이를 통해 각종 설비시설과 창고, 별채 등을 갖추게 된다. 이렇듯 여러 차례의 증축과 보수를 거치

면서 초량동 일본식 가옥은 1층의 일본식 목조 주택 1동과 2층의 건물 1동, 2층짜리 양옥건물 1동 등 

총 3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초량동 일본식 가옥은 여러 차례의 증축 과정을 통해 일본식 주택 양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

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훌륭한 보존 상태 또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9월 21일 등록문화

재 제349호로 지정되었다.

일맥문화재단과 창립자 황래성

해방 이후 남겨진 초량동 일본식 가옥을 구입한 사람은 일맥문화재단의 창립자 황래성이다. 1914

년 마산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코르덴, 벨벳 등의 생산기술을 배워와 1956년 9월 경남 

양산에 태창기업주식회사를 세우고 코르덴과 벨벳을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한 인물이다. 

황래성은 1975년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일맥장학회를 설립하고,  1980년 5월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일맥문화재단을 발족한다. 이때 자신이 1971년 12월 11일 주거용으로 매입했던 초량동 일

본식 가옥을 희사(喜捨), 이후 집은 재단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일맥문화재단은 이름 그대로 세상에 한 알의 보리알(一麥)이 되어 풍성한 가을 들판을 만들고자 

하는 정신으로 세워졌다. 각종 장학사업과 학술 연구지원에 앞장섰으며 1998년 11월부터는 ‘일맥문화

대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문화예술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는데 2015년 초량

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초량 1925’를 후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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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 일본식 가옥 정란각은 수정1동 10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량동 일본식 가옥과 함께 

동구지역의 대표적 일본식 가옥으로 통한다. 수정동 일본식 가옥은 고급 요정인 정란각으로 우리에

게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요정 건물로 건축된 것은 아니었다. 

수정동 일본식 가옥은 1939년 부산철도청장의 관사로 건립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26

년 발행된 『부산대관』에 따르면, 이 건물은 1910년대 토목건축청부업을 하던 오하라 타메(小原爲)의 

자택으로 만들어졌다. 그는 1873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러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인 1905년 11월 조선

으로 건너왔다. 육군 철도 간부로 근무하다 1911년 사직하고 부산으로 온 그는 부산진매축과 관련한 

일을 했으며 부산부협의회 의원, 부산부학교조합회 의원 등을 역임한다. 

그런데 2011년 실시된 문화재청의 기록화 조사 과정에서 1943년 일본인 다마다 미노루(玉田穰)에 

의해 이곳이 2층 규모의 일본식 가옥으로 건축

됐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과거 오하라 타메의 

집을 다마다 미노루가 매입해 1943년 재건축한 

것으로 추측된다. 건축주인 다마다 미노루는 

상업 무역과 섬유 공업으로 부를 쌓은 일본인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수정동 일본식 가옥은 3칸의 맞배지붕 대문

과 남향의 본채 2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는 

‘ ㄱ ’ 자형 2층 건물이며 본채 1층의 남쪽

과 서쪽에는 툇마루에 해당하는 복도

가 ‘ ㄴ ’ 자형으로 놓여 있다. 현관 우측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목조로 만들

어졌다.

특이한 점은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 집 내부를 한눈

에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듯 내부 

공간의 구성이 다채롭고 미로처럼 연결

되어 있어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수정동 일본식 가옥은 쇼인츠쿠리

(書院造) 양식을 취하고 있다. 쇼인츠쿠

리는 무사계급의 전형적인 주거양식으로 웅장한 지붕과 높은 천장, 넓은 실내 공간, 화려한 장식 등이 

특징이다. 

2층에는 쇼인츠쿠리 양식을 대표하는 공간인 도코노마가 마련되어 있다. 도코노마(床の間)는 13

세기 중반 가마쿠라막부 시대에 손님의 방문이 많았던 무사 집안에서 접객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부의 상징이기도 하다. 도코노마는 벽 쪽으로 움푹 패여 있으며, 바닥이 방바닥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데 인형, 꽃꽂이 등으로 장식하거나 붓글씨를 걸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은 도

코노마를 등지고 앉고 주인이 그 맞은편에 앉는다.  

문간방과 석축을 통해서도 고급 건축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층과 2층 사이에 공간을 두어 

문간방 역할을 하도록 했고 2m 가까이에 이르는 긴 석축은 돌 가장자리를 따라 한 번 더 다듬은 뒤 

고급스러운 모접기 방식으로 쌓아 올렸다. 

특히 건물 곳곳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은 당시 지어진 다른 일본식 가옥에서는 찾기 어려운 부분이

수정동 일본식 가옥 
‘정란각’ 이야기

1926년 수정동 일본식 가옥의 오하라 타메(小原爲)의 자택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정란각 배치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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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층 난간의 정밀한 가공, 창호 형태와 살 짜임의 정교함, 도판을 접어 연목이나 기둥뿌리를 장식한 

점, 대문 문짝에 동판을 붙여 고급스럽게 치장한 점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엄청난 재력가였음을 말

해 준다. 꽃 장식의 일본식 석등, 건물 모서리의 장식도 정교하고 아름답다. 조경석의 사용 및 조경수

의 식재 등도 일본 전통건축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수정동 일본식 가옥 바로 왼쪽, 태안하버

빌 빌라가 자리한 곳도 원래는 수정동 일본식 가옥의 정원이었다고 한다. 

수정동 일본식 가옥은 근대 주택사와 생활사를 연구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7

월 3일 등록문화재 제330호로 지정되었다.

요정에서 문화공간으로

해방 이후 수정동 일본식 가옥은 한국인에게 인수돼 ‘정란각’이라는 이름의 요정으로 운영되었다. 

1960년~1970년대 이곳에서 일하는 기생이 200명이 넘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 당시 정란각에 드나

드는 사람은 대부분은 일본인 고위관리들이었고 한국인의 출입은 드물었다. 정란각 인근에 방을 얻

어 살며 출퇴근을 하는 기생들도 많았다. 

“일본인들이 많이 찾았지. 여기서 일하는 아가씨들도 많고, 덕분에 주변 가게들도 

먹고 살 정도로 잘 나갔어. 일본인들만 드나드니까 한국인은 드나들면 안 되는 곳

인 줄 알았지.” 

수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구옥순 씨는 정란각의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했다. 정란각의 기생은 

모두 한국인으로 주로 한복을 입고 일했다고 한다. 

1990년에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을 본 사람이라면 야쿠자 하야시가 부하들과 

앉아 있던 다다미방을 기억할 것이다. 그 장면이 바로 정란각에서 촬영된 것이다. 

이후 이곳에서만 열 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됐다. 2012년에 개봉한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도 등장했는데, 부산의 비리 세관원인 최민식이 검사인 곽도원에게 로비를 하

는 고급음식점이 바로 정란각이다. 

해방 정국과 산업화 시기 동안 고급 요정으로 명맥을 이어온 정란각은 점차 수입이 줄면서 폐쇄되

수정동 일본식 가옥 외관

보수전 2011년 정란각 외부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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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2010년 문화재청이 가옥을 인수하기에 이른다. 2011년 4월 20일부터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위

탁재산으로 관리 중이다. 2013년 10월 정란각은 다시 수정동 일본식 가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2년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그 동안 지어진 임시건물과 불법건축물 3개 동을 철거하는 등 가옥의 

원형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다. 2016년 2월 공사가 완료되고 그해 6월 이곳에 '문화공감 수정'이 문을 

열었다. 문화공감 수정은 향후 관광객과 부산시민 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활용될 예정이

며 가옥에서 사용하던 옛 물품들의 별도 전시공간도 마련될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부산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운영을 맡아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00년 초량객주 정치국(丁致國)의 주도로 한국인이 만든 

부산 최초의 근대적 물류창고인 남선창고가 초량동에 세워

진다. 초량에 창고가 갖춰지자 원산지역의 객주들이 부산으

로 많이 이주해 오게 된다. 원산은 수산물 상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상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 원산의 

상인들이 부산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부산이 일본과 조선 내

륙 무역의 중계지였기 때문이다. 

남선창고에는 부산으로 수송되어 온 함경도의 명태와 건

어, 강원도 목재와 미역, 전라도 곡물들이 보관됐다. 그야말로 전국 각지의 산물들이 한데 집결한 만

물창고였다. 

남선창고의 여러 이름들

1900년 처음 세워질 당시 창고의 이름은 회흥사(會興社)였다. 이후 수차례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된

다. 1904년 창흥사(彰興社)에서 1910년 북어창고(北魚倉庫)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4년에는 주식회사

가 되면서 북어창고주식회사(北魚倉庫株式會社)로 개칭한다. 1920년에는 북선창고주식회사(北鮮倉

庫株式會社)로 바뀐다.

북선창고란 북쪽 지역에서 가지고 온 물자를 모아놓는 창고라는 의미였다. 이곳에는 바닷길을 통

명태고방 
‘남선창고’ 이야기

2008년 남선창고 입구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수정동 일본식 가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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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들어온 함경도 등지의 해산물이 주로 보관됐는데 특히 함경남도 원산의 명태가 이곳에서 전국 각

지로 팔려나갔다. 명태를 말린 북어는 값도 싸고 장기보관이 가능했기 때문에 생선을 자주 먹기 힘든 

내륙지방에서 많이 찾았다. 

북선창고는 1926년 남선창고주식회사(南鮮倉庫株式會社)로 다시 한 번 그 이름이 바뀐다. 

 

“1920년대에 부산에 있던 원산 사람들이 다시 원산으로 올라갑니다. 경원선이 만

들어지고 서울과 원산 사이에 철도가 놓이면서 서울 쪽으로 원활한 물자수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올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초량에 있는 

창고를 지역 객주들이 똑같은 지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학연구센터 차철욱 센터장

초량에 몰렸던 원산객주들은 경원선 개통 후 다시 원산에 돌아가 북선창고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이에 원산과 초량에 있는 창고의 이름이 같아 혼란이 발생하자 1926년 10월 15일, 오남근과 장사국 등

이 원산으로 간 다른 사람들의 주식을 넘겨받아 남선창고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창고를 새롭게 창

립한다. 

1931년부터는 명태창고(明太倉庫)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부산사람들에겐 ‘명태고방’이라는 말

이 더 익숙할 것이다. 초량에서 나고 자란 사람치고 어린 시절 남선창고에 몰래 들어가 명태눈알 한 

번 안 빼먹어 본 사람이 없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남선창고가 아닌 남선창고 ‘터’만 남다

남선창고는 설립 당시 배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외부 기온에 상관없이 내부 온도가 언

제나 일정해 해산물 등 보관이 민감한 상품들을 저장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담을 쌓는 데 사용된 붉

은 벽돌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해왔다.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큰 장소

인 것이다. 그러나 남선창고는 지금 그 자리에 없다. 

“남선창고의 경우 우리나라의 근대식 창고 건물로서 동구지역의 정체성, 역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단으로 전

락해 사라져버린 대표적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남선창고는 동구가 가지고 있

는 정체성을 얘기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인데 헐려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김기수 교수

해방 전까지 명태창고로 활용된 남선창고는 이후 부산 산업경제 변화의 흐름을 타고 화공약품, 합

판, 신발,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의 짐, 가전제품 등을 위탁 보관하는 일반창고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2008년 여름, 부산에 폭우가 쏟아져 건물이 수해를 입게 되면서 소유주의 이해관계로 인해 그해 

12월부터 철거가 시작됐다. 2009년 4월에 철거가 완료되고 그 자리엔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지금은 붉

은 벽돌담 한 줄만이 남아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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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게 그을린 자국과 시멘트 빛 맨살, 상당 부분 헐린 꼭

대기 층은 건물의 연식을 가늠케 한다. 옛 백제병원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근대사

와 함께해왔다. 건물의 나이를 헤아려 보니 올해로 벌써 아

흔다섯이다. 한 사람의 일생만큼이나 긴 세월을 지나왔다.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한참을 서 

계세요. 왜 그러시느냐고 여쭤 보니 여기

서 약혼식을 하셨대요. 연세가 80대 후

반 정도 돼 보이셨는데, 그때 약혼식을 했

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남편분이 부산대 

약대를 나왔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여기만 오면 남편 생각이 나신대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많은 순간들이 흘러간 장소예요.”

옛 백제병원 건물 현 소유주 정은숙 씨  

당대 최고의 개인병원을 설립한 최용해

최용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오카야마 의전에 다니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성형외과 전

문의 자격을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후 1920년 조선으로 돌아온다. 부산에 정

착한 그는 당시 돈으로 큰 액수인 6만 원을 가지고 1921년 8월 초량에 의원을 개업한다. 

백제의 혼을 잇는다는 의미로 백제병원이라 이름 지은 그는 1924년 1월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을 신

설하고 X-선 기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들여온다. 당시 병실 침상 수가 40개 이상이고 일본인 의사, 독일

인 의사 등 능력 있는 의료진 30여 명을 꾸릴 정도로 병원의 규모가 컸다. 

1922년 1월 2일 『동아일보』에 백제병원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실린다.

박종필이라는 사람이 부엌에서 밤을 구워 먹다가 바지에 불이 붙어 큰 화상을 입은 10살짜리 아

우 종숙을 데리고 백제병원을 찾아왔다. 그런데 화상을 입은 자리가 넓고 새살이 잘 돋지 않아 치료

에 어려움이 컸다. 애가 탄 박종필이 의사에게 좋은 치료법을 묻자 의사가 다른 사람의 살을 깎아 붙

이면 새살이 잘 난다고 했는데, 아마 이 의사가 최용해가 아닐까 싶다. 이 말을 들은 박종필이 자신의 

다리에서 명함 두 조각만큼의 살을 떼어 종숙의 상처에 붙였고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눈물겨운 우애

를 칭송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 당시 백제병원은 서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평판이 좋

았다. 1927년 4월 7일 『동아일보』에는 ‘최용해의 명성을 듣고 백제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져 입원실을 

증축하고 옥상정원을 마련해 라디오를 비치해두었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17일 

『동아일보』의 소형광고란 왼쪽 하단에 ‘대신분원’, ‘부산진분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 분원이 필

요했을 정도로 찾는 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병원은 당시 철도병원, 부산부립병원과 더불어 부산의 3대 종합병원으로 명성이 나 있었으며 

세 병원 중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괴소문과 운영적자로 몰락한 백제병원

백제병원의 영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을 지을 때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었

던데다 과다한 인건비, 입원실을 신축하면서 쌓인 부채 등 병원 운영비용이 만만찮아 경제적 어려움

근대식 종합병원 
‘백제병원’ 이야기

1952~3년경 초량백제병원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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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달렸다. 

게다가 병원에 안 좋은 소문까지 돌았다. 연고가 없

이 사망한 행려병자 시신으로 인체표본을 만들어 병

원 5층에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

이다. 이 일로 최용해가 조사를 받게 되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해갔고 환자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결국 백제병원은 1932년 문을 닫고 만다.  

이후 최용해는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 귀화했

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최용해가 야반도주를 했다더

라’는 소문이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근대식 건축양식을 갖춘 백제병원

옛 백제병원 건물은 실제로는 1동이지만 외부에

서 보면 2개의 다른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

인다. 1927년 2월 17일 4층짜리 입원실 건물을 새로 짓

고, 같은 해 12월 1일 본관에 6층을 신축하면서 두 개의 건물이 합쳐져서다.  

붉은 벽돌의 유럽식 건축양식이 일본인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1900년 이후 부산에도 이러한 건물

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4층 이상의 적벽돌 건물은 당시에도 흔치 않은 것이었다. 

“벽돌을 보면 보통 다른 곳에서 쌓는 방법과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네덜란드 방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벽이 엄청 

두꺼워요. 이 집에는 일본식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것이 담겨 있다고도 하셨어요.”

옛 백제병원 건물 현 소유주 정은숙 씨

건물 내부에는 사각, 마름모 등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의 방들이 있다. 중복도가 나 있고 복도가 끝

나는 곳마다 창문이 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곳인 1층에서 3층은 나무계단과 난간의 디테일, 각종 

장식, 입원실 벽장 등이 비교적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 병원건물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백제병원이 병원 건물로 쓰인 건 1932년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양모민이라는 중국인이 건물을 인

수해 ‘봉래각’이라는 중국요리집을 운영한다. 봉래각은 중국인 기생, 영주동의 봉래권번 기생들이 드

나들며 매일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던 고급음식점이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이후 화교들에 대한 

일본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1942년 양모민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부산에 주둔하던 일본의 아카즈키 부대에서 건물을 인수해 일본장교숙소로 사용하다가 해

방 후 얼마간은 지역 유지들과 뜻있는 젊은이들이 규합해 만든 치안대의 사무소로 쓰였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자 중화민국대사관도 따라 이전해 오면서 건물의 4, 5층은 중

화민국 주한대사관 임시판사처로, 1~3층은 음식점으로 사

용된다. 이때 대사관 전용 출입구와 계단이 별도로 만들어

졌다. 휴전으로 다시 개인이 건물을 불하받게 되면서 내부

를 새롭게 꾸민 신식 예식장 ‘신세계 예식장’이 들어선다. 

1972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내부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여러 번의 개축과 보수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후 건물은 상가가 되면서 학원이나 독서실, 탁

구장, 요가 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무역업을 위한 사무실 등

으로 쓰였다.

잦은 용도변경으로 개축이 많이 이뤄져 모습이 달라지

기도 했지만 건물이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

유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

옛 백제병원 2층 내부

상가로 사용되던 시기의2008년 백제병원 모습 _

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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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옛 백제병원 건물은 2014년 12월 26일 등록문화재 647호로 지정

되었다. 

카페로 재단장한 옛 백제병원

옛 백제병원 건물 1층에 카페가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카페 입점

을 위한 공사로 내부의 원형이 상실되면 건물의 시대별 변화나 흔적까지 함께 잃을 수밖에 없다는 우

려에서였다.

건물 소유주의 입장은 다르다. 시멘트를 벗겨내어 기

존의 붉은 벽돌이 다시 보이게 하거나 지하에 묻혀 있던 

창살을 난간으로 사용하는 등 숨어 있는 구조를 드러내

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진행, 최대한 건물을 보호하고

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옛 백제병원 건물 1

층에는 갤러리 카페가 들어섰다. 차를 마시거나 건물을 

둘러보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등 이곳은 많은 이들의 발

길이 이어지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건물의 2층과 

3층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아직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아 상가로 쓰였을 때 모습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1891년, 다섯 명의 호주 선교사가 부산포에 도착했다. 이 중 3명은 미혼의 여선교사들이었다. 여선

교사들은 여성과 아동의 교육에 큰 뜻을 품고 있었다. 이들은 1893년 3명의 조선인 고아를 거둬 좌천

동의 한 초가에서 키웠는데 이것이 일신여학교의 모태 ‘미우라(Myoora) 고아원’이다.  

부산지역 최초의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도 부산진일신여학교였다. 피맺힌 독립만세 함성이 벽

돌마다 붉게 스민 이곳은 소녀들의 항일정신이 꽃핀 역사의 현장이었다. 

붉은 벽돌로 치장한 2층 서양식 근대건축물  

부산진일신여학교는 동구 좌천동 768-1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1909년에 만들어진 서양식 근

대 건물의 원형과 이후 증축한 부분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의의가 크다. 

건물의 1층 외부는 석조이고 2층은 붉은 벽돌로 치장 쌓기가 되어 있지만 내부는 목재로 감싼 점

이 특이하다. 건물 바깥에 벽돌을 쌓은 기술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건물 정면의 계단과 2층 난간

은 20세기 초 서양식 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건물이 앉은 터는 약간 언덕을 이룬 곳인

데, 2층에 남향으로 베란다를 두어 건물이 만들어진 당시 부산항의 전경을 볼 수 있게 한 점도 눈여

겨볼 만하다.

원래는 남동쪽과 북쪽에 있는 나무계단을 통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현재 북쪽 계단이 철

거돼 남동쪽 계단만 남아 있다. 건물의 운영을 맡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부산노회 사무

실 하단의 앞마당을 통해서도 진입할 수 있다. 옛 백제병원 1층 카페

부산 최초 근대식 여학교 
‘부산진일신여학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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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근대건축물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지어진 것에 비해 부산진일신여학교 건물은 호주인 선

교사들이 지은 서양식 건물로서,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55호

로 지정되었다. 

기와 파손, 누수 등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가 필요해지자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6년 6

월 보수 공사가 시행됐다. 교실, 창호, 지붕, 벽체 등의 보수를 완료해 현재는 역사 기념관으로 운영되

고 있다.

근대 여성교육의 산실 

1895년 10월 15일, 고아원을 소학교로 인

가받은 부산진일신여학교가 개교한다. 교

명은 ‘날마다 새롭게(Daily New)’라는 뜻의 

일신(日新)으로 3명의 여선교사 중 한 명인 

멘지스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한다.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자 1909년 4월, 좌

천동 768번지에 단층 양옥 건물을 지어 교

사를 이전하고 1915년 8월에는 소학교 과정 4년, 

고등과 과정 4년으로 학제를 개정한다. 1925년 6월에는 고등과를 분리해 동래구 복천동에 동래 일신

여학교(현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세운다. 동구 좌천동에 남은 소학교는 1926년에 교육과정을 6년으로 

늘리고 1932년 2층으로 교사를 증축한다.  

일신여학교를 세운 호주인 여선교사들은 미래의 지도자는 가정에서부터 양성되므로 조선의 미래

를 위해서는 여성과 어머니들이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일신여학교의 교육정신은 양

한나(1회 졸업생), 박순천(5회 졸업생) 등 걸출한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밑거름이 된다.  

양한나는 상해임시정부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이자 부산YMCA를 창설한 사회운동가였다. 초대 

수도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순천은 독립운동가이자 민주당 총재를 역임한 정치인이었으

며 최초의 여성 대변 일간지인 ‘부인신문’을 창간한 언론인이었다. 독립운동가이자,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의 아내였던 박차정도 동래일신여학교 출신이다. 

부산진일신여학교는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여타 교육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성경과 영어를 가르

쳤으며 그밖에 한글, 역사, 지리, 수학, 심리학, 식물학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다. 민족과 

성별에 따른 차별적 교육이 이뤄지던 일제강점기, 부산진일신여학교는 조선인으로 그리고 여성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친 곳이었다.  

일신여학교 1회 졸업기념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일신여학교 기념관 내부 과거의 교실을 재현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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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하면서 범일동 현대백화점 뒤에 무배치 간이역으로 들어

서게 된다. 이듬해인 1906년 7월 1일 배치 간이역으로 승격, 다음 달인 8월 25일 보통역으로 승격한다.

1920년대 후반 일본은 부산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철도, 전차선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산에서 경주까지 동해남부선 철도계획을 세운다. 당시 부산역에서 경부선

과 동해남부선이 갈라지는 지점이 범천동 경남아파트 뒤 범일역 바로 앞으로 추정되는데 부산진역이 

교차지점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마침 1917년 부산진매축 제1기 공사가 끝난 뒤 지금의 부산진역 

일대에 광장이 형성되어 있던 터라 1927년 범일동에 있던 부산진역사를 지금의 자리(수정2동 79-3)로 

이전한다.

 1953년 11월 27일 역전대화재로 당

시 중앙동에 있던 부산역 건물이 전소

되면서 현재의 부산역 자리에 신축역사 

계획이 수립된다. 이때 부산진역이 초량

역과 부산역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하

면서 당시 부산진역의 여객 수요가 부

산역에 버금갈 정도로 많아진다. 1969

년 6월 10일, 지금 자리에 부산역이 신축

되면서 업무도 다시 분리된다. 

1972년 9월에는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인수하는 컨테이너 야드를 조성했으며 10월에는 역사의 신

축 공사를 완료한다. 새롭게 지은 부산진역은 화물전용역으로 컨테이너 야적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

으며 현재 수많은 컨테이너와 수송열차들이 드나들고 있다. 

1992년 7월, 기존의 부산진역사는 일반 화물 취급을 중지한다. KTX 개통 이후 경전선과 동해남부

선의 출발역이 부전역으로 변경되면서 여객 수요도 현저히 줄어 2005년 4월에는 여객 업무마저 중단

된다. 

사람과 물자, 이야기가 모여들던 부산진역 

경부선과 경전선이 지나고 동해남부선 완행열차의 처음이자 마지막 역이 된 부산진역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공간이었다. 통일호나 비둘기호를 타려는 승객들은 모두 부산진역으로 왔다. 첫 차

를 타고 새벽시장에 가서 채소 등을 떼어 와 팔려는 소매상들에게도 부산진역은 특별한 장소였다. 

“새벽 4시가 되면 부산진역에서 동해남부선 열차를 타고 새벽시장에 갔지. 다른 

사람들은 부전이나 충무동 새벽시장을 가서 사오곤 했는데 나는 기장에 있는 시

골 장에서 떼어 왔어. 지금은 기장에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예전에는 전부 파

밭이고 부추밭이고 그랬었어. 그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맛이 좋았어.”

초량전통시장 내 팥죽상인 김동숙 씨 

한국전쟁 시기에는 부산진역 앞에 지게를 멘 피란민들이 몰려들었다. 손님들의 짐을 운반해주고 

받는 품삯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던 이들은 ‘역전지게꾼’이었다. 현재 부산진역 앞에는 지게꾼 조

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1935년 좌천동 수정터널 위에 거주하던 소설가 김말봉은 『동아일보』에 소설 〈찔레꽃〉을 연재 할 당

시 부산진역에서 매일 밤 경부선 마지막 열차편으로 원고를 보냈다.

100년 역사(驛舍)
‘부산진역’ 이야기

역전대화재 후 중앙동지역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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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역은 기미년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3인 대표 중 한 명인 독립운동가 나인협의 영결식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비 내리던 1952년 4월 21일, 부산진역에는 국회의장 및 장관급 인사들이 모

여 나인협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다. 

한편 1957년 6월 23일에는 역내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명이 죽고 50여 명이 화상을 입은 안타까

운 사건도 있었다.

철거냐 보존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부산진역은 2005년 여객 기능을 중단하고 폐쇄된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2012년 부산시와 

독일 함부르크의 문화예술교류전과 부산 비엔날레의 전시장으로 쓰이며 문화 예술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 소유자인 코레일은 역사 일대에 민간투자개발을 추진 중이다. 코레일 측에서는 부산진

역이 폐쇄된 후 주변이 슬럼화하고 있다며 이곳에 상업·업무복합타운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부선과 동해남부선, 경전선의 철도를 타고 온갖 물자와 사람들이 모여들던 추억의 공간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많은 부산 시민들이 아쉬워하며 철거 반대를 외치고 있다. 

부산진역 앞 수정시장

나 서른 무렵에 살던 곳은 기장 / 기차를 타고 다니던 곳 /   부산진역이 살아 있

을 때 / 시장을 돌면서 기차시간 맞추었네 (중략) 수정시장은 없어 보이는 시장 / 

없어도 티가 나지 않는 시장 (중략) 역은 죽고 / 기장을 떠난 지도 오래 / 시장만 

남아 나를 적시네 / 평생을 두고 맞을 비처럼 적시네 / 평생을 두고 맞을 눈처럼 

적시네

동길산의 시 〈수정시장〉 中 에서

수정시장은 옛 두모포왜관이 초량왜관으로 이전된 후 두모포진(豆毛浦鎭)이 자리했던 곳에 들어

서 있는 전통시장이다. 한국전쟁 당시 보따리 상인들이 모여들어 시장이 형성됐다는 말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이미 공설시장으로 등록됐다. 부산진역이 경부선과 동해남부선 완행열차

의 정차역이 되면서 경남지역 상인들의 왕래가 늘어나고,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자연스레 시장

이 번성했지만, 부산진역이 여객업무를 중단한 뒤부터는 그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현대적 의미의 수정시장은 1970년대 부동산 개발업자가 주상복합형 건물을 준공하고 점포를 매

매하면서 형성되었는데, 시장 등록은 1979년 12월 24일에 이루어졌다. 현재 대부분의 점포가 상가 형

태로 되어 있지만 골목에 남은 노점은 전형적인 전통 재래시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부산진역이 

사람과 멀어지면서 시장은 많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삶에 깊이 밀착돼 있는 

시장으로서 사람 사는 냄새 진하게 밴 공간임에는 틀림없다.

2009년 동구청이 신청사를 지으면서 수정시장을 관통하는 일직선 도로를 낼 거란 소문이 돌았다. 

노점이 들어선 길을 차가 다니는 길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이 길이 되면 온갖 기억의 저

장창고였던 곳이 차량만 다니는 단순한 공간으로 추상화되어 버릴 것"이라며 수정시장의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고,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다. 

1911년 부산진역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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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선창고 터 근처를 걷다 보면 녹색 지붕과 2

층의 창살이 인상적인 건물이 있는데, 옛 선화여인

숙 건물이다. 

옛 선화여인숙 건물은 점포와 거주공간이 혼합

된 일본식 건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 일본

식 점포 병용 건물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이지만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

는 분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2016년 4월 26일 수정동에 있는 단층 벽돌 건물 

하나가 철거되었다. 한 금융기관에서 2015년 이 일

대 건물들을 사들이면서 철거작업을 진행한 것이

다. 그런데 그 건물은 옛 ‘고관변전소’였다. 고관변전

소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부산의 전차를 운영하

던 조선와사전기가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만든 곳으로 1968년 전차 운행이 멈춘 이후 개인이 매입

해 상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근대 전차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귀속된 일본식 주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변의 다른 주택들과 별반 다

를 바 없이 개조되어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고 폐가로 방치돼 낡고 상한 것들도 적지 않다.

수정동 일본식 가옥이나 초량동 일본식 가옥처럼 보존과 보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주택 

또한 보존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라 건물 소유주가 건물 보호를 하

도록 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부산의 근대건축물은 부산의 근대사를 대변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이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는 것은 건물에 쌓여온 이야기들도 함께 지워진다는 뜻이다. 근대건축물을 보호하는 일은 도시의 정

체성을 지키는 일과 다름없는 일이다.

 

근대유산의 
복원을 위한 노력

옛 선화여인숙 외관

옛 고관변전소의 2014년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26년 옛 고관변전소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  산동네의 형성과 변화  |  화마의 습격으로 

불(火)산이 된 부산  |  문화예술 '인물사 박물관' 동구  |  피란민의 

애환이 담긴 168계단  |  도시재생으로 변신하고 있는 동구

동구는 해방과 전쟁, 그리고 부산의 산업 부흥기를 거치며 부산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다. 타국에서 해방 소식을 

듣고 부산항으로 돌아온 귀환동포들에게는 그리던 고국과의 재회의 공

간이었고, 한국전쟁 때에는 끝까지 밀리고 밀려 고향을 등져야 했던 피

란민들이 죽을힘으로 버텨 재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재생의 땅이었

다. 또한 공장에 취직하려고 시골에서 상경한 직공들에게는 가족을 먹

여 살릴 희망이 깃든 치열한 삶의 현장기도 했다. 그렇게 절박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오롯이 품어낸 곳, 바로 동구이다. 

동구, 재건과 재생
의 공간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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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무조건 항복과 전면적인 멸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국민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이들을 세계 정복에 가담하게 한 자들의 

힘도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1945년 7월 26일 미국·영국·중국·소련의 포츠담선언 내용이다. 패배를 인정 않던 일본은 이를 무시하

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맞선다. 원자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던 미국은 망설이지 않고, 8월 6일

과 8월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마침내 일왕의 떨리는 육성이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짐은 제국의 정부가 미국·영국·중국·소련 네 나라의 공동선언(포츠담선언)에 응

하겠다는 결정을 알린다. 전쟁이 계속된 지 이미 4년이 지났고 제국의 군사들이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세계의 대세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만약 전쟁을 계속

한다면 우리 민족의 멸망과 파괴만 지속시킬 뿐이다.” 

반성이 없는 항복이었지만 한반도 땅의 조선인들과 수백만 해외 동포들이 감격하기에는 충분했

다. 일왕의 항복 선언으로 35년 식민지배 체제는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식민통치 기간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먹고살 길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일본의 각종 국가 산업이나 전쟁병력 충원을 위

해 강제로 동원됐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 

조국의 해방과 함께 많은 이들이 귀국길에 올랐다. 200만 명이 넘게 귀환했는데 그 중 150만 명이 

일본에 있던 동포들이었다. 유입 인구가 한꺼번에 밀려들다 보니 수송선은 늘 모자랐고, 배를 놓친 사

람들은 밀항선을 타거나 목선에 의존해 현해탄을 건너오기도 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부산항을 통해 조국에 발을 내딛었다. 그 중 7~8만 명 정도는 부산에 그대로 

정착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부산 인구의 1/4을 넘는 수였다. 이에 늘어나는 귀환동포를 위한 수용소

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궁핍한 귀환동포, 금의환향하는 일본인

변변한 가재도구 하나 챙겨오지 못한 대부분의 귀환동포들은 궁핍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했다. 구

호물자는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치 않았다. 당시 부산항 부두에서 부산역에 이르는 길에는 무일

푼으로 걸식하는 귀환동포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일본 걸뱅이’라 불렀다. 애써 돌아온 귀환동포들이 

밀항선을 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웃지 못할 일들도 빈번했다. 

그렇다면 패전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은 어땠을까? 

부산지역 일본인들의 재산은 대부분 일본으로 고스란히 반출된다. 돈 있는 일본인들은 배를 구해 

그동안 축적한 재산을 챙겨갈 생각에 급급했고 약삭빠른 일본인 관리나 재산가들은 해방 직후의 혼

란을 틈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이미 챙겨 달아난 뒤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화고무의 사장이자 당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었던 요네쿠라 세이자부로

(米倉淸三郞)다. 그는 고무신과 광목 등을 미리 쌓아뒀다가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시장에 내

다 판다. 그리고 물건을 팔아 챙긴 100원권 지폐 수십 가마니를 전세 낸 배에 싣고 미군이 부산에 들

어오기 전에 도망치듯 일본으로 돌아갔다. 

 남의 나라에서 축적한 재물을 챙겨 내빼는 일본인들과 돌아온 조국에서 참담한 현실을 맞닥뜨려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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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던 귀환동포들, 해방의 순간까지도 부조리했다.

피란수도 부산

“내가 9살에 6·25가 터졌지. 동생들은 6살, 4살이었어. 새벽에 갑자기 폭격이 일

어나는 바람에 급히 짐을 싸서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어. 모를 심고 겨우 3일 뒤

에 생긴 일이야.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우리 집에 벌집 같은 구멍이 뚫려있더

라고.”

초량에 정착한 한국전쟁 피란민 김성현 씨

한국전쟁이 터지고 4일이 지난 29일 새벽 5시, 중앙동에 있던 부산역에 도착한 첫 피란열차에서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내렸다. 이후 매일 천여 명의 피란민들이 부산역으로 쏟아졌다. 서울을 다시 탈

환하기 전까지 부산에 들어 온 사람

의 수는 약 100만여 명이었다.

1930년대 부산의 도시계획은 

1960년 기준 인구 30만 명을 예상해 

수립된다. 그러나 전쟁 직전에 이미 

부산 인구는 40만에 달했고 이후 몰

려드는 피란민들로 70만까지 육박한

다. 정부는 피란민의 부산 유입을 제

한하고 거제도와 제주도 등지로 분

산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나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40여 개의 피란민 수용소를 마련하고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지만 7만 명 정도가 한계였다. 수용소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유난히 추웠던 그 해 

겨울을 맨몸으로 버텨내야 했다. 

그래서 피란민들은 머리 둘 공간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 눌러앉았다. 체면도 격도 없었다. 이들은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박스나 판자 부스러기를 재료 삼아 집을 지었다. 단열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

다. 부산역과 항구 인근의 빈터마다 이러한 판잣집들이 넘쳐났다. 

“당시에 지어졌던 판잣집은 말 그대로 판자 부스러기, 콜타르 박스라고 부르는 것

들로 지어졌습니다. 다리 밑처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나뭇가지나 종

이, 판자들을 모아서 대충 만든 게 기본적인 형태였어요. 비바람 피할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고, 크기는 대부분 두세 평가량이었습니다.”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김기수 교수 

주택부족 문제가 계속되자 부산시 사회과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 부산시민들이 피란민들

에게 방 한 칸씩 내어주는 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급한 대로 남의 집 처마 아래에 들어가 비라도 피하는데 처음에는 집주인한테 

쫓겨났어. 그 집에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주인에게 방 하나만 달라고 했다가 거

절당하고 옷만이라도 좀 맡아달라는 해도 안 들어 주더라고. 그 집 앞에 소 구루

마가 있었는데 아래에서 몰래 잠을 잤어. 어느 날 내가 미군한테서 얻어온 깡통

에다 수제비를 만들어서 주인 할머니한테 드렸는데 그걸 맛있게 드시더니 그 이

후부터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

초량에 정착한 한국전쟁 피란민 김성현 씨 1951년 초 우암동 피란민수용소 일대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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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기꺼이 방을 내주는 일이야 쉽지 않았겠지만 점차 동참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너 나 

할 것 없이 가난했던 시절, 전쟁의 참상 속에도 온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피란민의 오아시스 공동우물

피란민들의 또 다른 고통은 물 부족이었다. 

전쟁 전후 부산의 상수도 시설은 인구 30만에 

맞춰진 규모였다. 물이 부족해 고생스러웠던 당

시의 상황을 초량동 산복도로 할머니들은 이

렇게 기억한다.

“공동수도 없을 때는 5리 길을 가서 물 한 동이 받아오고… 요새 같으면 플라스틱 

통이 있어서 뚜껑을 닫아 가져오기라도 좋지. 그때는 물동이에 흔들흔들 하면서, 

엎어지면 다시 그 길을 가야 돼.”

하루 종일 물동이를 이고 다녀도 몇 동이 채우기 어려웠다. 그래서 당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

하는 우물이나 시에서 놓은 공동수도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생명수와도 같은 곳이었다. 

공동수도는 제한급수제였다. 정해진 급수 시간이 다가오면 수백 개의 물동이가 줄지어 늘어서 있

었다. 당시 한 가족이 받아갈 수 있는 물은 세 동이. 지금 같으면 화장실 물 몇 번 내리면 사라질 양으

로 2~3일 동안 온 가족이 먹고, 씻고, 빨래까지 해야 했다. 물을 한 바가지라도 더 얻으려는 눈치작전

도 치열했다.

“얘, 꼬마야. 저이가 네 어머니 맞지?”

“아닌데요. 저는 모르는 아지맨데요? 우리 엄마는 집에 계세요.” 

“허 참! 거짓말하면 잡아간다!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가구당 정해진 급수량 때문에 가족 간에 모른 체하거나 이 사실을 들켜서 실랑이벌이는 일은 부지

기수였다. 드물게 개인수도를 가진 사람들은 우물이나 수도에 나무로 집을 만들어 자물쇠를 채워놓

았는데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었다.

물장수의 등장도 이즈음의 일이다. 이들은 큰 드럼통 두 개를 연결해 만든 소달구지 물수레에 수

돗물을 담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 동이에 2~3백 원을 받고 팔았다.

피란시절 우물가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68계단 입구의 초량우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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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얻고자 주부들의 때 아닌 쟁탈전이 

벌어진다. 이 틈을 타서 약삭빠르게 나온 

것이 물장수다. “자, 물이야! 물! 한 양철

에 5백 원…”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이집 

저집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마른 사

슴처럼 물을 구하려고 뛰어나온다. 오늘도 

날씨가 가무니 물장수가 야단이다.

『국제신보』, 1951. 7. 7일자 기사 中

 

동구에도 초량동 168계단 밑에 3개의 우물이 있었다. 지

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계단을 오르기 전 왼쪽에 초량우물

이 아직 남아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을 받아 물동이를 

지고 가파른 168계단을 오르내렸다. 1981년 산복도로에 수

도가 놓이기 전까지 초량동의 우물들은 주민들의 오아시스였다. 

좌천동에도 ‘큰 새미’와 ‘작은 새미’라 불리는 우물 두 개가 있다. 큰 새미는 지름 120cm의 우물로 봉

생병원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가는 길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그 맞은편 골목에 작은 새미가 있다. 

먹고 자는 게 해결되니, 싸는 것이 문제로다

다리 뻗고 누울 방 한 칸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 피란지에서 변소 시설까지 바라기는 무

리였다. 특히 산동네 피란민들의 분뇨 처리 문제는 큰 골칫거리였다. 초기에는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처리했다. 산복도로가 놓이기 전, 좁은 골목과 계단 길마다 밟히는 것이 대변이었다. 

당시 화장실 분뇨청소를 담당하는 위생회사가 등장해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고 다녔다. 인부

들이 소위 ‘똥지게’라 불리던 장대를 어깨 위에 얹고 “변소 쳐~” 라며 외치고 다녔다. 장대 양 끝에는 분

뇨수거통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돈이 든다고 잘 이용하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흘러넘치는 화장실의 오물을 

하수구 등지에 퍼 옮기는 통에 다음 날 산 아래 동네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다. 다들 그렇게 하

니 뾰족한 방법 없이 그저 욕지거리하거나 구시렁댈 뿐이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동화장실이다.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 사람들이 공동으로 화장실

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여럿이 함께 쓰다 보니 문제도 많았다. 누구 하나 나서서 청소하는 이가 없

어 비위생적이었고 오물이 넘쳐 치울 생각은 않고 피해 다니기 바빴다. 한여름엔 특히 악취가 심했다.

 현재 부산에서 공동화장실이 가장 많은 곳이 동구지역인데 지금도 범일동 매축지마을이나 산복

도로 위 시영아파트 등에서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지게꾼이 된 사람들

연고 없는 피란민들이 부산에서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품팔이 지게꾼’ 이었다. 전쟁물자

나 구호물자의 유입으로 하역 작업이 많은 부두는 인기 있는 일자리였다. 당시 부두노동자의 하루 품

삯은 최고 250원이었는데 쌀 한 됫박이 1600원 하던 시절이었다.

또 하나가 역전 지게꾼이다. 

부산역이나 부산진역 앞에는 사

람들의 짐을 대신 날라주고 돈

을 버는 맨발의 지게꾼들이 손님

을 찾아 돌아다니곤 했다. 교통

수단이 마땅찮던 그때는 지게가 

가장 만만한 운송수단이었다. 

일본 사람들의 잔유물인 ‘니아

까(rear-car)’를 가진 사람은 비교

1930년대 우물가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영도다리 위 지겟꾼과사람들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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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60년대 「법의식 조사 보고서」에는 부산역을 아버지의 직장으로 소개하는 지게꾼의 천진난만한 어

린 딸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시인 손택수는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에서 지게 자국 선명한 아

버지의 등을 이야기한다. 

부끄러워서 차마 /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 해 지면 달 지고, 달 지면 해

를 지고 걸어온 길 끝 / 적막하디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

게자국

현재 수정동의 부산진 철도역 앞에는 역전지게꾼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산복도로’는 사전에 없는 말이다. 산비탈마다 

집이 들어선 것은 부산이 아니면 좀처럼 보기 힘

든 광경이다. 부산 사람들에게 산은 그저 멀찍이 

솟아있는 곳이 아닌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동구의 산동네도 마찬가지다. 해방 후 귀환동

포, 한국전쟁 피란민, 6-70년대 산업화 시기의 공장

노동자들까지 늘 새로운 사람을 껴안아야 했기에 

동구의 산자락은 빼곡히 집이고 켜켜이 사람이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산동네를 

떠나기 시작했다. 남은 이들은 대부분 떠날 여건이 안 되거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다 어느덧 생의 끝자

락에 다다른 사람들이다.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산복도로는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견디며 부산을 일으켜 온 부산의 허리인 것

이다.

초량동 45번지

울면서 간다 부산 항구 정이 들은 부산 항구

정든 사람 못 잊을 사람 뒤에 두고 나는 갑니다

산동네의
형성과 변화

1952년 부산의 피란민부락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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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는 뱃고동에 사랑만은 무정터라

불 꺼진 거리 항구의 밤 초량동 45번지

후랑크 백, 〈초량동 45번지〉 가사 일부

후랑크 백의 〈초량동 45번지〉라는 노래로

도 잘 알려진 동구 초량동 45번지 매축지마

을은 한때 범일동 매축지마을과 함께 피란

민들이 자리 잡았던 대표적인 피란민 밀집

지다. 1965년 7월 23일 문을 닫기 전까지 있었

던 초량 철도역 인근과 부산항 제3·4부두 일

대를 포함할 만큼 넓은 매립지였다.

이곳은 1936년에서 1944년 12월까지 시행

된 부산항 제3기 해륙연락설비공사를 통해 매축된 땅이다. 일제는 해방 전까지 제3·4부두에 선박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항만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그래서 한국전쟁 전까지 매축지는 제3·4부두 외에 별다른 건물이나 시설이 없는 공터였다. 

다만 1964년까지 매축지 내 부산역 일대에 커다란 물웅덩이(유수지)가 있었을 따름이다. 

6·25가 발발하자 부산항 일대에 우리나라 302항만부대가 남하하여 주둔하게 된다. 더불어 피란 

온 군인 가족들이 부대 주변에 판잣집을 지어 임시터전을 만들었다. 이것이 초량동 45번지의 시초다. 

이후 피란민들이 들어와 가건물을 만들면서 집단 거주지를 이뤘고, 휴전 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항

도국민학교가 들어서고 행정구역도 초량5동으로 바뀐다. 피란민촌 남쪽에는 미군용 기름을 저장하

는 대규모 시설이 있었는데 1965년 철거되었다. 

이곳에서는 부두의 얌생이꾼, 대학강사, 창녀, 철로변에서 코크스를 줍는 전쟁고아들도 한 이웃이

었다. 초량동 45번지는 그야말로 무법자 천지였다.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나선 생활은 윤락행위와 마

약밀매, 밀수, 도둑, 장물애비 등이었다. 부산시는 시가지 정리에 나섰지만 이들은 도시계획사업을 방

해하고 저항하면서 무려 12년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갔다. 

초량동 45번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1960년대다. 정부는 나머지 부두지구 정리사업을 1962

년부터 재개해 1967년 5월 마무리한다. 그 결과 정발 장군 동상이 있는 곳에서 윤흥신 장군상까지의 

900m 거리에 놓여 있던 기존의 철도가 마을이 있던 자리로 이전된다. 철도가 있던 자리에는 중앙대로

를 만들었고 기존의 초량 철도역은 1965년 7월 23일 폐쇄됐다. 이러한 부두지구 정리사업 이후 중앙동

에 있던 부산역이 지금의 초량동 자리로 이전했다. 

마을은 1964년 4월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는데 철거민들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산동 1811번지(현 연

산3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1941번지(현 연산6동 연수로에서 마하사 진입로 입구 오른쪽) 주변, 1976번

지(현 연산6동 연수로의 북쪽 비탈 지역) 주변으로 이주하였다.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정착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철거민 이주지는 제1공구, 제2공구, 제3공구로 불렸다.

강제 이주된 무허가 판잣집 사람들 

한국전쟁 피란민들의 임시 거처가 모인 산비탈 판자촌

은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산동네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판

잣집 대부분은 무허가였다. 

 부산시는 시내 곳곳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고 주

민들을 도심 외곽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개발 초기에는 이주지를 제대로 개발하지도 못한 상황에

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살던 곳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도 다시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도시 미관의 이유로 시작된 강제이주가 오

1951년 초량동 45번지 피란민촌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65년 부산 피란민 부락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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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불법주거지를 도시 외곽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는 정

부도 철거민을 위한 이주 지역을 적

극적으로 확보해 계획적인 이주정

책을 펴나간다. 이주민들에게 부산 

외곽지역의 땅을 일정 평수만큼 나

누어주고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

도록 하는 식이었다. 철거대상지는 

중구의 영주동과 보수동, 동구의 초

량동·수정동·좌천동·범일동, 부산진

구의 범천동 등이었다.

해운대구 반송동과 반여동, 금정구 서동, 수영구 민락동, 영도 청학동 등지가 철거민과 이재민들이 

이주했던 곳이다. 이 중 반송동과 반여동은 구덕수원지 붕괴로 수해이재민1
이 대거 이주하며 만들어

진 곳으로 1968년부터 활발히 진행된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고지대 철거민도 함께 수용한 곳이

다. 반송1동으로 1969년 수정동에 살던 고지대 철거민 약 2900여 가구가 이주했고, 반송2동에는 부산

역 철로 근처의 철거민 2700여 세대가, 반송3동에는 수정동과 옛 조방 자리에 있던 철거민 2100세대

가 이주했다. 1973년에는 부산 시내 재개발 사업을 위해 동구 좌천동의 고지대 철거민 약 1600여 세대, 

1974년 중구 영주동 고지대 철거민 약 1100세대, 1975년 동구 초량동 고지대 철거민 약 800세대가 반

여동으로 이주했다. 금정구 서동 역시 1960년대 말 정책적으로 영주동과 수정동의 철거민들이 이주

한 곳이다. 

이주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철거와 이주는 단순히 주거지가 허물어지거나 옮겨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삶터를 잃는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일자리, 그곳에 살며 쌓여온 모든 이야기가 송두리째 

뒤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이 도시재개발의 이면이었다. 

동구 시영아파트의 시초, 수정아파트와 좌천아파트

1960년대는 부산지역에 본격적으로 시영(市營)주택 건립이 시작되고 60년대 말부터는 시영주택이 

시영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세워진다. 1969년에 지어진 수정동의 수

정아파트와 좌천동의 좌천아파트는 동구지역 시영아파트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들어선 부산의 시영아파트는 지금의 아파트들과는 달랐다. 이곳은 영주동·충무동· 수정

동·좌천동 등의 철거민이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복지성이 짙은 아파트였다.  

“60년대 시영아파트는 대략 5~6층짜리 아파트들이었

는데 거기도 연탄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5층 같은 경

우에 연탄을 어떻게 올렸겠습니까? 일일이 옮겨서 복

도에 다 쌓아놨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 그대로 판잣

집에 살던 사람들이 조금 더 주거환경이 나은 곳으로 

옮겨갔다는 정도지 결코 고급스러운 주거환경이 아니

었습니다.”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김기수 교수 
1972년 9월 서구 구덕수원지는 전날부터 쏟아진 폭우로 제방이 붕괴되어 60여 명이 사망, 15명 실종, 

300여 세대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 포함 165가구가 해운대구 반여동

으로 이주했다. 집단이주촌인 ‘무지개마을’에는 수재민은 물론, 1979년 고지대 철거민들을 위해 300여 

가구가 추가로 건립되었다.

1

1967년도 수정동 판자촌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좌천아파트 공동화장실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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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시영아파트는 지금

의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복도식 구조였다. 중앙에 복

도를 두고 양쪽으로 집이 있는 

형태인데 이는 조금이라도 많

은 세대를 품기 위해서였다. 때

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앞집이 

청국장을 끓여먹는 것도 옆집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는 것도 다 알 수 있었다. 불편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파트에 공동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동화장실은 복도 가운데에 있었는

데 두 집이 한 칸을 공유했다. 칸칸이 자물쇠가 걸린 공동화장실은 수정아파트와 좌천아파트에서 아

직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광개토건설 사기 사건의 전말

동구 좌천동에는 소위 ‘도단마찌’라는 데가 있었다. 도단집은 함석을 이어 지붕을 만든 집을 의미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일반화되기 전까지 당시 판자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과거 이곳은 부산진매축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던 장소였다. 게다가 도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산

자락을 잘라놓은 곳인데다 그 위가 오래 전부터 공동묘지로 쓰이는 등 사람이 살기에 그리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1988년 10월 서울올림픽이 한창일 무렵, 이 좌천동 언덕배기 도단마찌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다. 

“저는 서울에서 건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좌천동 언덕 위의 판잣집들을 

다 허물고 거기에 맨션급의 고급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승인해 주십시오.”

구청 건설과를 찾은 사람은 광개토건설이라는 회사의 대표였다. 80년대는 불량주택지, 특히 부산 

고지대 판자촌 등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일이 성황을 이루던 때였다. 

당시 구청 관계자들은 바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상황을 두고 보던 참이었다. 그러자 광개토건설의 

대표는 도단마찌 주민들을 여러 방법으로 회유 설득하는 등의 환심을 사서 주택재건축조합을 만들

어 정식으로 승인을 요청했다. 구 차원에서 재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민간회사가 사업을 진

행하겠다고 하니 구청에서도 결국 승인을 해주고 만다. 

그러나 그 정체가 못내 미심쩍었던 구청 측은 주택조합원들에게 받은 자금을 아무렇게나 빼 쓰

좌천동 옛 도단마찌 자리에 들어선 동원아파트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좌천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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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도록 계좌를 광개토건설 대표와 동구청 건설과장, 건축조합장, 이 세 사람의 공동명의로 만

들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문제가 터졌다. 광개토건설의 대표가 이중 삼중으로 분양 사기를 

벌인 것이다. 1991년 2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광개토건설 대표는 89년 8월부터 91년 1월까

지 동구 좌천동810 일대와 부산진구 부암동 산36 일대에 조합주택 223가구와 110가구 건립을 승인받

은 후 그보다 약 7배 많은 2224명에게 사기 분양을 했다. 그는 담보부채와 사채 등을 포함, 615억 원이

라는 거액을 챙겼다. 

결국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광개토건설 대표는 구속과 함께 실형을 받았지만 건설현장은 흉

물스럽게 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어야 했다. 도단마찌라 불리던 이곳에는 

현재 동원드림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망양로(望洋路)와 마이크로버스

부산 최초의 산복도로이자 ‘바다를 바라보는 길’이라는 뜻의 ‘망양로’는 1964년 동구 초량동에서 

개통되었다. 도로가 놓이기 전 산비탈의 좁은 골목길은 오토바이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였다. 

이런 곳에 망양로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했다. 현재의 마을버스 크기만 한 ‘마

이크로버스’가 그 주인공이었다. 외부와의 연결고리라고는 가파른 계단뿐이던 산동네 사람들에게 

도심과 통하는 새로운 끈이

자 발이 생긴 것이다. 산 아

래의 시장, 부두 등을 매일같

이 오가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던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었다.   

산복도로 마이크로버스

는 범일동·좌천동·수정동·초량동 일대를 돌며 고무공장이나 부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통학하는 학

생들, 시내로 가는 청춘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이 돼 주었다. 지금은 하차벨이 있지만 당시 마이크로버

스에는 버스 문을 탕탕 치며 “오~라~이!”라고 외치며 출발과 하차를 돕는 안내양이 있었다.

최근 산복도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미니투어버스 ‘산복도

로 만디버스’가 생겨났다. 산꼭대기 가장 높은 곳인 ‘만디’에서 내려다보는 부산 앞바다를 만끽하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마이크로버스의 귀환인 셈이다.

1970년대 현대 마이크로버스 광고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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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수도 부산은 판잣집으로 넘쳐나는 통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부산이 아닌 

‘불산’이라 불릴 정도였다. 동구지역에도 숱한 화재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불

태웠다. 너도나도 힘들었던 시기, 잃을 것도 적었다지만 어찌 보면 그마저도 잃어야 했던 불산의 사람

들은 그을린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사고뭉치 미군용 송유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는 석유 정제 관련 시설이 한 곳도 없었다. 영도 대평동과 봉래동에 일제

강점기에 생겨난 석유판매회사만 두 곳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들은 지금의 부산역 일대에 

대규모 석유저장탱크 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은 일제 말기에 제3·4부두를 만들면서 육지를 정리하지 

않아 거대한 물웅덩이와 함께 폐허처럼 남겨진 곳이었다. 

1952년 7월 초량 석유저장탱크단지에서 주례저장소, 옛 하야리아부대, 수영비행장(현 센텀시티) 방

면으로 송유관을 매설한다. 송유관은 주로 경부선 철로를 따라 깔렸는데, 매축지마을에는 마을 가

운데 흐르던 하천을 따라 이뤄진다.

그런데 이 송유관이 숱한 화재사건의 원인이 된다. 송유관 이음새에서 기름이 새는 통에 수시로 

불이 나곤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시설이 노후하자 그 피해는 더 커졌다. 송유관이 지나가는 동구지

역에도 화재 피해가 속출한다. 1951년에는 범일동파출소 앞에서 수영비행장으로 흐르는 송유관이 

터져 근처 냇가로 흘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담배를 던지는 바람에 빨래를 하던 여자들 7명이 화상

을 입기도 했다.

부산  최악의  대참사였

던 중앙동 부산역 대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몇 달 후인 

1954년 4월 3일, 부산진에서

도 송유관으로 인한 대화재

가 일어난다. 이 화재는 현재

의 매축지마을인 좌천동 68

번지, 당시 태평양석탄회사 

인근 중앙부두에서 적기2  방면으로 연장되는 미군용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새어나온 휘발유가 개천

으로 흐르다 행인이 성냥불을 던진 것이 원인이 됐다. 이 화재로 1만 5000평, 463동 584세대가 전소되

고 3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다. 피해액만 3650여만 원이었다. 

부산진 대화재 이후 반년 정도 지난 무렵인 1954년 11월 26일 밤, 매축지마을 인근의 미군 제55보급

창에 불이 난다. 이때 제55보급창과 이웃한 매축지마을도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화재로 3천 평 

가까운 부지와 보급창고 수십 동이 소실되었고 수십억 환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당시 매축지마을에

는 조선방직에 다니는 여공들이 많았는데 하루 일을 마치고 곤히 자고 있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이들이 많았다. 

1955년 5월 19일 오전에는 좌천동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 조 씨를 포함한 4명이 불

화마의 습격으로 
불(火)산이 된 부산

지금의 남구 우암동과 감만동 일대. 감만포 남쪽 끝 홍곡산 산등성이가 부산만 쪽으로 돌출한 작은 곶이 

적기(赤崎)이다. 이곳 암반은 오랜 풍화작용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이곳에 군수보급기

지가 설치되면서 붉고 험준한 기지라는 의미의 아까사기(赤崎)라고 명명된 것에서 유래한다. 현재는 제8

부두가 들어서 있어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2

1954년 4월 대화재 후 매축지마을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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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다. 이 역시 송유관 기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조 씨

의 집 뒤로는 미군 송유관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 씨는 관이 파열돼 기름이 뿜어 올라오는 걸 

목격한다. 집안에 마침 화톳불이 있었던 터라 불이 날 것에 대비, 어떻게든 조처를 취해보려 했지만 

결국 연탄불이 인화되어 화재가 나고 만 것이다.

호되게 당한 후에도 별다른 조처는 취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부산에는 송유관으로 인한 화재 

사건이 여러 차례 더 발생한다. 1957년 6월 24일 수정동에서는 미군용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큰 화재

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난다. 부산진역 경부선 철길을 따라 놓여 

있던 송유관의 이음새 일부가 강한 유압에 터지는 바람에 기름이 새어나온 것이다. 수정동 일대는 삽

시간에 불바다가 됐다. 그러나 사고 후 미군의 조치는 고작 파열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에 그쳤다. 

미흡한 후속조치는 앞으로의 참사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정동에서 화재가 일어난 지 3

일 만인 27일, 좌천동(25통 2반 37번지)과 범일동(963번지), 수정동(79번지) 등 7곳의 송유관이 하루 사

이에 파열되는 소동이 일어난다. 수정동 화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라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

했고 짐을 챙겨 몸을 피하는 이들도 많았다. 

송유관 매설이 열차 선로를 

따르다 보니 열차 차량이 소실되

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일도 

많았다. 1955년 4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송유관 파열로 인한 열

차사고가 무려 240건에 달했다.

송유관 이설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

에서는 1955년 10월 경인선지역 

철로변 송유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미군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다 경부선 철로 인근에 부설된 송유관의 이전이 기약 없이 늦

어지면서 결국 1957년 6월 23일 오전 10시, 부산진역 구내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화재가 발생, 12명이 

소사하는 참사가 벌어진다.

이밖에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절취하다 미군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지거나 새어나오

는 기름을 보고 불장난을 한 것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송유관은 그야말로 사고뭉치였다. 

국제고무 대화재

고무산업은 한때 부산 경제를 이끄는 중심 산업이었다. 이 중에서도 국제고무는 삼화고무, 동양고

무와 함께 고무신 시대를 이끈 3대 브랜드로 불릴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자랑했다. 그런데 1960년 3월 

2일, 국제고무공업주식회사의 범일동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다. 

밑창을 붙이는 고무풀, 본드 등 인화물질이 가득 찬 고무공장은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밖

에 없는 화재위험지대였다. 아니나 다를까 한 여공이 무심코 켠 성냥불이 휘발유통에 떨어지면서 불

은 삽시간에 공장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당시 일하고 있던 직원이 240여 명에 달했는데 공장이 화마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도 불을 꺼야 한

다는 이유로 공장장이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거기다 비상구도 한두 개뿐이라 많은 인

원이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장의 위치도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시내라 화재 진

압 속도는 더디기만 했다. 

그렇게 꽃다운 청춘 60여 명이 불길 속에서 귀한 생을 마감해야 했다. 크고 작은 사상자만 해도 

100여 명이었고 600평의 공장 건물은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다. 피해액만 1억 환, 지금 가치로 환산하

면 10억 원에 이르는 액수였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던가. 결과적으로 이 화제사건은 국제고무가 고무신이 아닌 운

동화를 만드는 기업으로 변신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초량동45번지 일대 옛 미군 저유탱크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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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재(人災), 자유시장 대화재

1968년 12월에 문을 연 부산자유도매시장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부산역 대화재로부터 꼭 25년째인 1978년 11월 27일, 부산에는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밤 8

시 47분경 상가 북쪽 2층 126호 개업을 앞두고 있던 천광상회에선 철제 셔터 용접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때 파지직 소리와 함께 작은 불똥이 튀었다. 

불똥은 순식간에 인근 점포로 옮겨 붙었다. 용접공들이 불을 꺼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이내 그 

길로 달아났다. 시장에는 고무나 옷감 등이 많아 순식간에 1층과 3층으로 불이 번졌다. 영업이 끝난 시

간이라 시장 건물 셔터도 내려가 있었던데다 신고도 바로 이뤄지지 않아 불은 계속해서 번져나갔다. 

시장 상인들은 애가 타 죽을 지경이었다. 마침 연말을 앞두고 있어서 가게마다 물건이 가득 차 있

었던 것이다. 화재 소식을 듣고 시장으로 달려온 일부 상인들은 부랴부랴 가게 물건을 빼내느라 바빴

다. 이런 난리통에 불구경 온 시민들까지 몰려들어 사건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건물이 완전히 내려앉은 후에야 잡혔다. 화재 발생 7시간 만이었다. 

자유시장 화재는 인재(人災)였다. 화재 발생 한 달 전 실시한 소방시설 점검에서 벌금을 물었을 정

도로 시장 내에는 소방장비가 미비했다. 소화기가 놓인 점포는 30군데에 불과했으며 화재에 취약한 

상품들이 지천임에도 방화벽은 전무했다. 시장 주변 소방수도전 또한 급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사시 소방호스를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부산시도 소방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화를 더욱 키웠다. 당시 현장에 동원된 소방차 45대 

중에서 실제로 화재 진압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펌프차 11대, 사다리차 3대, 화학차 2대뿐이었다. 

자유시장 대화재는 소방관 3명의 목숨과 상인 2000여 명의 생계수단까지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비

극적인 사건이었다. 

2년 뒤 1980년 11월 부산자유도매시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시장 건물을 재건축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다. 

1978년 화재 전 자유시장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78년 화재 후 철거되는 자유시장의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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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주인공인 

소설가 길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파리에

서 매일 밤 자정이 되기만을 기다린다. 자정

이 되면 그는 과거로 돌아가 문화예술의 황

금기를 이끌었던 헤밍웨이, 피카소, 달리 등 

위대한 예술가와 만난다. 

만약 〈미드나잇 인 동구〉가 가능하다면 

어떨까? 유치환의 〈행복〉을 그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부두 노동에 거칠어진 

손으로 〈범일동 풍경〉을 그리는 이중섭의 모

습과 천재 시인 김민부가 어떤 표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써내려갔는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재 당

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김말봉의 소설 〈찔레꽃〉의 초고를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중소설의 새 장을 연 여류작가 김말봉

김말봉은 1901년 4월 부산 중구 영주동에서 태어나 1928년 신접살림을 좌천동 794번지에 차리면

서 동구와 인연을 맺는다. 

김말봉은 당시 흔치 않았던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다. 1917년 일신여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 

1918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한다. 이후 황해도 재령의 명신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 1920년 일본으

로 건너가 1923년 동경에 있는 타카네여숙을 수료한 뒤 1927년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영문과를 졸

업한다. 1927년 귀국하여 『중앙일보』의 전신인 『중외일보』 기자로 취직했으며 전상범과 부부의 연을 맺

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말봉은 문학에 큰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기자로서 쓴 탐방기나 수필이 호

평을 받게 되자 1932년 보옥(步玉)이라는 필명으로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망명녀(亡命女)〉라는 제

목의 단편 소설을 응모한다. 이 소설로 김말봉은 등단을 하는데, 부산 출신의 문인이 신춘문예에 당

선된 최초의 일이었다. 

이어서 〈고행〉, 〈편지〉 등을 발표했고 1935년에는 『동아일보』에 〈밀림〉을, 1937년에는 『조선일보』에 

〈찔레꽃〉을 연재하며 큰 인기를 누린다. 그녀의 첫 연재소설인 〈밀림〉은 좌천동의 신혼집(좌천동 794

번지, 수정터널 위)에서 탄생했으며 두 번째 장편소설이자 대표작인 〈찔레꽃〉은 두 번째 남편인 이종

하와 초량의 연화동(오늘날 초량1동, 부산고등학교 옆)에서 거주할 때 쓴 것이다. 

지금처럼 컴퓨터와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김말봉이 쓴 〈찔레꽃〉 원고를 서울로 보내는 것

도 피 말리는 일이었다. 김말봉의 딸이 매일 밤 9시20분 부산진역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급행열차편으

로 원고를 실어 보냈다.

대중소설을 표방한 김말봉의 작품은 여러모로 파격적이었다. 김말봉은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키

는 것이 문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었다.

  

“대중소설이라면 으레 저급하다는 착각을 하지만 대중이 얼마나 정의감에 불타

고 있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958년 『한국일보』에 〈화관의 계절〉 연재를 끝내면서 한 말이다. 통속소설을 써온 탓에 제대로 된 

문학적 평가를 받지 못했던 김말봉은 순수문학에만 집착하는 문단을 향하여 “순수귀신을 버리라”

문화예술 
‘인물사 박물관’ 동구

김민부전망대 벽면에 설치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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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상범과 사별한 뒤 이종하와 

재혼해 부산에 살던 김말봉은 

1938년 12월 25일 〈밀림〉 후편 96

회를 끝으로 절필을 선언하며 해

방 때까지 작품 활동을 중단한

다. 일제의 조선어말살정책에 통

탄하며 펜을 꺾은 것이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활동을 재개한다. 1947년 『부인신

보』에 〈카인의 시장〉을 연재한 것

을 시작으로 1954년 『조선일보』에 〈푸른 날개〉, 이듬해인 1956년  『조선일보』에 〈생명〉을 연재하며 대중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간다. 

김말봉은 작품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는 한편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카인의 시장〉은 그녀

가 공창제3
폐지법 운동을 여론화시키기 위해 집필했던 작품이다. 그녀는 부산에 머물던 때, 피란 생

활을 하던 문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고아원인 박애원을 경영하기도 했다.

김말봉은 국민 가곡이라고 불리는 〈그네〉의 작사가이기도 하다. 김말봉의 딸 전혜금은 부산을 대

표하는 음악가 금수현과 결혼해 금수현과 김말봉은 장모와 사위로 연을 맺는다. 

1946년 봄 김말봉이 자작시를 조용히 읊었는데 그 시가 바로 〈그네〉다. 그 시를 듣는 순간 사위인 

금수현은 그네 타는 여인이 떠오르며 멜로디가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한다.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창공을 차고 나가 구름속에 나부낀다

제비도 놀란 양 나래 쉬고 보더라

가곡 〈그네〉 中 (작사 김말봉 / 작곡 금수현)

부산을 대표하는 여류작가로 동구지역에서 많은 작품을 남긴 김말봉은 1961년 폐암으로 눈을 감

는다.

행복을 노래한 시인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청마 유치환의 시 〈행복〉 中에서 

초량 이바구길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이면 유치환우체통이 보인다. 동구 망양로 580번길에 조성

된 이 공간은 산복도로를 한 눈에 조망하는 전망대일 뿐만 아니라 편지를 넣으면 1년 뒤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느린우체통이 있는 곳이다. 

1916년 3월 일제가 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창기취체규칙'을 제정하면서 조선에서 공창제가 합법화

되었다. 여성 운동계와 사회 운동계에서는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공창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

해갔다. 

3

소설가김말봉의 좌천동 시절 자택이 있던 곳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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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 유치환은 1908년 통영 태평동에

서 부친 유준수와 모친 박우수 사이 5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다.4  유치환의 형

은 저명한 극작가인 동랑 유치진이다. 

말수 적고 내성적이던 소년 유치환은 

조용히 책을 읽고 홀로 무언가 쓰는 걸 좋

아했다. 그는 통영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야마 중학에 입학, 

4학년까지 다니다 가세가 기울면서 귀국

하게 되고 곧 동래고보로 편입한다. 1928

년 연희전문학교 본과 1년을 다니다 기독

교적 규율에 염증을 느껴 중퇴하고 유치

원의 보모로 있던 한 살 연하의 권재순과 결혼한다.

일본의 아나키스트들과 정지용의 시에 깊은 영향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유치환

은 1931년 「문예월간」에 〈정적(靜寂)〉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등단한다. 1932년 평양으로 이주해 사진관

을 경영하지만 형편이 펴지지 않자 1934년 부산 동구의 초량동 100번지로 이사를 온다. 이때 그는 화

신연쇄점에서 근무하며 시인 조벽암 문하에서 구매 사무를 보고, 아내 권재순은 현재의 초량동 삼일

유치원에서 보모로 일한다. 1935년에는 초량동 집에서 득남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1936년 1월 유치환은 「조선문단」에 〈기빨(깃발)〉을 발표한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구절

로 시작하는 이 시는 그의 대표작이 된다. 그해 천재 시인 이상이 동경으로 건너가기 전 유치환의 초

량동 집을 찾아와 두 사람은 부산우체국 맞은편에 있는 여관에서 작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청마 유치환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운 이영도와의 사랑 이야기다. 1946년 통영여

중의 가사 선생으로 시조시인 이영도가 부임해오자 국어교사였던 유치환은 그녀에 대한 연정을 품

게 된다. 유부남이었던 유치환은 과부였던 이영도에게 매일 밤 연서를 써서 아침이면 우체통에 넣는 

일을 20년간 반복한다. 

유치환의 생전에 이영도는 그의 절절한 편지를 모르는 체 하였지만 그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마음

이 흔들렸음을 훗날 고백하였다. 유치환은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

고 이영도는 그 편지를 오롯이 보관해 두었다. 

정운은 청마의 편지 오천여 통 중 당시 국제신문 편집장 최계락 시인의 자문을 받아 215통의 편지

를 묶어 서간집 〈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를 펴낸다. 이영도는 이 책의 인세 수입을 한국문

학사가 주관하는 정운 시조상 기금으로 내놓았다. 

한편 해방 이후 유치환은 활발하게 시작 활동을 이어간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란 온 그는 문

통영과 거제를 두고 유치환의 출생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일설에 따르면 그는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에서 태어나 

3살 무렵 통영으로 갔다.

4

유치환우체통의 2층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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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국대를 조직, 육군 제3사단으로 종군하기도 한다. 1952년 10월에는 초량4동에 위치한 부산고등

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여 교가를 작사하기도 했다.  

아스라이 한겨레가 오천 재를 밴 꿈이 / 세기의 굽잇물에 산맥처럼 부푸놋다 / 배

움의 도가니에 불리는 이 슬기야 / 스스로 기약하여 우리들이 지님이라 / 스스로 

기약하여 우리들이 지님이라.  

부산고등학교 교가 (작사 유치환 / 작곡 윤이상)

1963년에는 경남여자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취임해 아래의 교훈을 직접 짓기도 했다. 

억세고 슬기로운 겨레는 오직 어엿한 모성에서 이루어지나니

이 커다란 자각과 자랑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닦는다

이후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현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의 교장직에 있던 그는 1967년 2월 13일 

부산문인협회의 회원들과 모임을 가진 후 수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좌천동 봉생병원 앞 건널목

에서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도중에 숨을 거두고 말

았다. 

동구 수정동의 이바구길에는 ‘시인의 길’이 있다. 그가 교편을 잡았던 경남여고에서부터 수정가로

공원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봉생병원 앞에서 사고로 눈을 감은 청마 유치환이 생의 마지막 걸음이 묻

어 있는 길이다. 

생전 청마는 10권의 시집과 수필집을 남겼다. 그와 가까이 지냈던 문인들은 그를 두주불사의 주당

이었으며 말보다는 너털웃음이 많았던 사람이었노라고 기억하고 있다. 문학평론가들은 청마의 고향

은 통영이지만 그의 시 세계는 동구에 와서 더욱 깊어졌다고 평한다. 

 그를 기리고자 수정가로공원에는 유치환의 시 〈바위〉가 새겨진 시비가 세워져 있으며 초량 이바구

길 유치환우체통 옆에는 〈행복〉이 새겨진 황금빛 시비가 빛나고 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천재 시인 김민부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가곡 〈기다리는 마음〉 中에서 (작사 김민부 / 작곡 장일남)  

168계단의 중간에서 우측으로 빠지면 부산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김민부전망대가 나온

다. 전망대의 한쪽 벽면에는 고교 음악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널리 알려진 가곡이자 김민부가 가사

를 쓴 〈기다리는 마음〉이 새

겨져 있다. 원래 이곳은 공

폐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간단

한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

이었다. 그러나 2011년도부

터 부산시에서 추진한 ‘산

복도로 르네상스 ’ 사업을 

통해 부산항이 한 눈에 보

이는 전망 좋은 이곳을 지 김민부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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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출신 작가를 기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한다.

김영숙 이바구길 스토리텔러는 김민부전망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곳에 서면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 해서 ‘김민부전망대’로 결정했다는 이야기

가 있어요. 이렇게 북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요. 베트남전

쟁에  파병 갔다가 죽어서 못 온 사람들, 절대 돌아올 리 없지만 그래도 북항을 

바라보면 기다려지는 거죠. 중동에 돈 벌러 갔던 사람들, 서독에 광부나 간호사

로 간 사람, 일본에 징용 끌려간 사람, 이북에 두고 온 사람 등을 생각하는 거예

요. 그들이 오늘이라도 저 바다를 혹시 건너오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부산이 낳은 천재 시인 김민부는 동구 수정동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김병석으로 그는 범일동 성남

초등학교 재학 시절 두 차례나 월반을 했고, 중학교 입학시험에선 부산 최고 점수를 받을 정도로 뛰

어난 학생이었다. 부산중학교 재학 시절 김민부로 개명한다.

김민부는 부산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석류〉로 입선하고 그

해 4월에는 부산대와 부산일보가 공동주최한 제1회 전국학생문예작품 콩쿠르에서 〈딸기밭에서〉라

는 시로 특선을 차지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첫 번째 시집 〈항아리〉를 발표했고 고3 때는 시조 〈균

열〉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등 특출난 문학적 재능을 자랑했다. 부산고등학교 재학 시절 

부산여고 앞에서 김민부가 자신의 시를 팔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1960년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문과에 편입해 졸업한 후 1962년 부산

문화방송국에 입사해 라디오 프로그램 ‘자갈치 아지매’를 기획, 집필한다. ‘자갈치 아지매’는 아직도 

방송되고 있는 해당 방송사의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결혼 다음 해인 1965년에는 서울로 무대를 옮겨 

MBC, DBC, TBC 등에서 방송작가로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드라마, 쇼, 시사프로그램, 방송에세이, 시트콤까지 어떤 장르의 글도 소화해내는 거침없는 필

력으로 명성을 날렸다. 다른 프로그램 담당자의 원고 준비가 덜 된 것을 알고 즉석에서 상당량의 원

고를 메워주기도 했다. 1970년엔 오페라 〈원효대사〉의 극본을 써서 김자경 오페라단이 이를 무대에 올

리기도 했다.

 100kg의 거구에 숨을 씩씩 몰아쉬며 글을 쓰는 소리가 꼭 불 맞은 멧돼지를 연상시킨다고 동료작

가들은 회고한다. 그는 글을 쓰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화장실로 달려가 수도꼭지에 머리를 박고 이내 

찬물을 뚝뚝 흘리며 작가실로 돌아오곤 하던 열정적인 작가였다. 

 그는 하루에 원고 200장씩을 쓸 만큼 숨 가쁜 나날을 보냈다. 더욱이 서울에서는 처가집 식구들

의 생활비까지 감당하느라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방송작가로서 확고한 자리

를 굳히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 한 구석은 늘 공허했다. 순수시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1972년 10월 하순, 그는 동아방송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밤의 플렛트포옴〉의 크리스마스 특집을 

김민부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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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하고 있었다. 원고는 무려 3000장의 분량이었다. 

특집방송 원고로 잔뜩 예민해진 그는 아내와 서울 갈현동 자택에서 언쟁을 벌인 뒤 방으로 들어

간다. 불길한 예감이 든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석유난로의 불길이 그의 온몸을 휩싸고 있었

다. 아내는 엉겁결에 가슴으로 불꽃을 덮쳤으나 불길은 아내에게까지 번지고 말았다.

불은 방안에 쌓여 있던 원고뭉치에 옮겨 붙어 집을 모두 태워버렸고, 김민부도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그는 적십자병원에 입원했으나 이틀 후 유명을 달리한다. 

범일동 풍경을 그린 천재 화가 이중섭

이중섭, 그는 한국 근대 서양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2016년은 이중섭 탄생 100주년으로 그의 

발자취가 남은 제주, 통영, 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비운의 천재 화가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한창이다. 

이중섭은 1916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그는 오

산학교 재학 시절 미술담당 교사 임용련을 만나게 된다. 이중섭은 그의 영향을 받아 화가의 길을 걷

기 시작한다. 

1937년 일본으로 유학을 간 이중섭은 마사코(한국명 이남덕)를 만나고, 1944년 이중섭이 귀국한 

후 1945년 마사코가 현해탄을 건너와 원산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듬해 이중섭은 원산사범학교

의 미술 교사가 된다. 

한국전쟁 발발 후 1·4 후퇴 때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온다. 우암동 피란

민 수용소에서 살며 부두 노동을 하던 그는 1951년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건너갔다 그해 12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범일동 귀환동포 마을 변전소 근처에 판잣집을 짓고 생활했다. 이중섭과 가족들은 

비가 새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판잣집에서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갔음에도, 훗날 마사코는 “범일동 

1497번지의 판잣집에 거주했을 때가 정말 행복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백영수 화백은 그의 수필집 〈성냥갑속의 메시지〉에서 한국전쟁 시기 부산 광복동에서 자주 만났

던 이중섭에 관한 일화를 이야기한다. 

어느 날 아침, 금강다방으로 온 이중섭이 백영수 화백의 옆자리에 앉더니 쓰다 만 자신의 하얀색 유

화 물감을 꺼내 놓더란다. 돈이 필요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이중섭에게 백 화백은 물감을 돌려주고 주

머니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내주었다. 그는 그 돈을 다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마사코에게 건넸다.

문과 중섭 사이로 내가 본 것은 빛바랜 국방색의 낡아 끝이 헤어진 치마단과 고

무신을 신은 여인의 맨발이었다. 그 돈을 건네 준 중섭이 문을 닫았다. 나는 가슴

이 몹시 울컥거렸다. ‘가난한 화가와 그 아내……. 오죽이나 급하였으면……. 이 차

가운 날씨에 저들이 엊저녁 밥이나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울컥 

뜨거운 응어리가 목으로 치솟았다. (중략) 당시 화가들의 화젯거리는 그림 재료뿐

일 정도였다. 그만큼 재료 사정도 나빴고 특히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피난 시절엔 

이중섭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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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하나 사기도 무척 힘이 들었다. 더욱이 흰색 

물감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화가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 것을 중섭이 들고 나와 돈과 

바꾸려 했으니 그 절박함이 뼈에 저렸고 그것을 가

져오기까지 얼마나 망설였을까 싶기도 하였다.

백영수 화백 수필집 《성냥갑속의 메시지》 中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이중섭과 마사코는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52년 마사코는 영양실조에 걸

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중섭은 가족을 떠나보낸 후 홀로 부산에 남아 

낮에는 부두노동자로 일하고 밤에는 술로 외로움을 달랬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열정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광복동 일원의 밀다원, 금강다방, 그리고 부

둣가의 술집들을 전전하며 부산으로 피란 온 예술가들과 친밀한 교분을 나눴다. 비록 담뱃갑 은박지

에 그림을 그리며 끼니를 해결하는 가난한 화가 신세였지만 이곳에서 〈범일동 풍경〉이라는 명작을 탄

생시킨다.

범일동 553번길 주변에 조성된 이중섭거리에는 그의 고단했던 삶과 치열했던 예술 세계가 파노라

마처럼 펼쳐져 있다. 희망 100계단 끝 이중섭전망대에 이르면 당시 이중섭이 아내 마사코에게 보낸 절

절한 편지를 읽을 수 있다. 

나만의 사람, 마음의 사람인 남덕이여

나는 당신의 편지와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과 당신의 사진을 기다리고 있소

당신의 편지가 늦어지는 걸로 보아 혹시 당신이나 아이들이

감기로 눕지나 않았는지요?

방에 불을 땔 돈이 생기면 곧 작품 제작을 시작하겠소

가난 따위는 생각도 말아주오, 힘을 냅시다

1950년 12월부터 1954년 봄까지 부산에 머문 이중섭은 이후 서울로 올라갔는데 1956년 9월 6일 서

울 적십자병원에서 간장염으로 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사망 후 사흘 동안이나 무연고 시신으로 방치

돼 있기도 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중섭에게 동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던 보금자리였

으며 삶의 무게 앞에서도 불멸의 예술혼을 불태우던 곳이었다. 

이중섭 아이들(25x48cm)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이중섭거리에 설치된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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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가곡 〈그네〉의 작곡가 금수현

지휘자 금난새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진 음악인 금수현

은 1919년 7월 경상남도 김해 대저면에서 정미업을 하는 여

유 있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다. 그는 부산 제2공립상

업학교(부산상고 전신, 현 개성고등학교)를 나와 1940년 동

경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후 일본 쇼치쿠가극단(松竹

歌劇團)에서 근무한다. 1941년 귀국하고 부산극장에서 독

창회를 가지기도 했던 그는 이후 부산 음악계의 개척에도 

크게 기여한다.

1945년 10월 금수현은 동구의 부산항공립고등여학교(경남여고 전신) 교감으로 취임한다. 당시 그

는 좌천동 1007번지에 거주하였다. 그는 ‘노래하자’ 운동을 이끌기도 하고 경남도립극장(부산극장) 

지배인, 경남여중 교장(1952년), 통영여고 교장 등을 거쳐 문교부 편수관을 지내는 한편, 부산으로 피

란 온 예술가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왔다.

 한글 사랑이 남달랐던 금수현은 음악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데도 기여했다. 그는 자신의 성 ‘김’을 

‘금’으로 바꾸고 금난새를 비롯한 자녀들의 이름도 모두 한글로 지었다. 작곡가 금수현의 한글사랑

에 대해 시인 김규태는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 50년대는 한글로 이름을 쓰는 예는 희귀한 일이었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였

다. 금수현은 그런 점에서 앞서간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금난새, 금노상이란 순우

리말 이름도 아버지 금수현이가 지어준 것이다. (중략) 그가 부임해 온 경남여고에 

교사 18명 가운데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었다. 김 선생! 하고 부르면 한꺼

번에 돌아보는 일이 생겼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한글 성씨도 개척한다는 뜻에 김을 

금으로 바꾸고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알렸다. 그러나 그것

이 여의치 않아 교감선생이 고친 성을 부르지 않고 김씨로 불렀다 해서 혼을 내는 

촌극도 벌어졌다. 

시인 김규태의 인간기행 《그 사람들》 中

국민 가곡이라 불리는 금수현의 대표곡 〈그네〉는 민족적인 선율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의 장모이자 여류소설작가인 김말봉의 시에 그가 곡을 붙여 만든 것이다. 한국음악 문화의 지평을 

넓힌 거장 금수현은 1992년 8월, 73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윤이상은 1917년 9월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통영에서 자란 세계적인 음악가다. 14세 때부터 독학으

로 작곡을 시작한 그는 1935년 오사카음악학교에 입학해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했다.  

그는 1943년 항일지하활동에 참가한 이유로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 해방 후에는 통영에서 교편생

활을 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다 1949년 부산사범학교(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부산

에 거주하게 된다. 1950년 1월에 동구 출신의 부산사범학교 동료교사 이수자와 결혼했다. 현재 좌천

동 가구거리 윤씨농방 옆 골목 안쪽 482번지에 그녀의 생가가 위치해 있다. 

1952년에는 부산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는데 그해 10월 청마 유치환의 시에 곡을 붙여 

교가를 만든다. 이 교가는 지금도 부산고등학교에서 불리고 있다.  

1953년 휴전협정 후 서울 성북동으로 이주하여 교편을 잡은 윤이상은 한국에서의 명성에 안주하

지 않고 불혹의 나이를 앞둔 1956년 6월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다. 1959년 7월 독일 베를린음악대학을 

졸업한 그는 이후 각종 음악제에서 잇단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던 윤이상에게 뜻밖의 불운이 닥친다.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유

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서울로 압송된 것이다. 윤이상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는

다. 수감 도중 자살을 기도했을 만큼 힘겨운 고문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지식인과 예술가

중구 대청동 금수현의 음악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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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항의와 서독 정부의 외교적 압력으로 1969년 2월 말, 윤이상은 무죄선고를 받고 서베를린으로 

돌아간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위촉받은 오페라 〈심청〉의 대성공으로 윤이상은 세계적

인 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후 유럽의 평론가들에 의해 ‘20세기의 중요 작곡가 56인’, ‘유럽에 

현존하는 5대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1995년에는 독일 자아브뤼겐 방송이 선정한 ‘20세기의 가

장 중요한 작곡가 30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이후 활발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던 윤이상은 1995년 11월 베를린의 발트병원에서 향년 78세로 세

상을 떠난다. 

동구 산복도로를 대표하는 ‘168계단’

이 자리한 곳은 원래 산비탈의 경사진 

밭자락이었다. 가로로 썬 가래떡을 켜켜

이 쌓은 주변으로 한국전쟁 피란민 판

자촌이 형성되었고 이후 비탈길에 168칸 

층계가 놓이게 된 것이다.

 168계단을 오르기 전 왼쪽으로 시선

을 돌리면 초량우물이 있다. 지금은 사

용하지 않지만 산동네에 상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까진 줄곧 초량동 주

민들의 식수원이자 소중한 공동재산이었다. 

산복도로에 공동수도전이 놓인 것은 1981년도의 일이다. 그 전까지 초량동 일대 판자촌 주민들은 

초량우물에서 물을 받기 위해 누구나 할 것 없이 물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지게에 물동이를 얹고 

168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어린 아이들이 제 몸뚱이만한 물동이를 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모

습도 낯설지 않은 광경이었다. 

혹 넘어져 물동이가 엎어질까 한 계단, 한 계단 내딛는 발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겨울

에 눈이 와서 계단이 얼어붙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곡예사처럼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려야 했다. 실수윤이상 선생 부인 이수자 여사 생가 터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피란민의 애환이 담긴 
168계단

비탈진 밭으로 형성된 1945년 168계단 주변 항공사진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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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까진 무릎보다 엎질러진 물 때문에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울기도 했다. 

아낙들이 물을 길으러 다니는 풍경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산복도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168계단은 여전히 아랫마을과의 소중한 연결통로다.

산마을에서 부두까지, 일터로 가는 지름길

1970년대 수정아파트와 좌천아파트 등 부두와 가까운 동구지역 시영아파트에는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산자락 곳곳에 들어선 집들도 마찬가지였다. 동구

지역 산동네는 부두노동자들이 지친 하루를 쉬고 다시 내일의 발걸음을 내딛는 보금자리였다. 

 어린 시절을 산복도로에서 보내고 지금은 동구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여행특공대 공

동대표 정봉규 씨는 부두노동자로 일하던 아버지의 아침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산복도로 위의 국일주택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일어

나서 아침만 되면 바다를 보셨어요. 경치를 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

런가보다 했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바다에 배가 들어오는 걸 보고 계셨던 것 같더

라고요. 아버지는 4부두에서 일하셨는데 7~80년대만 하더라도 전화 보급이 적었

잖아요. 그렇다 보니 배가 들어오는 게 보이면 일하러 나가는 거였죠. 제가 커서 

‘옛날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다를 보시더니만 왜 보셨습니까, 혹시 배 들어오는 

거 보고 일하러 가셨던 겁니까’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산항에서 일하는 부두노동자들에게 168계단은 부산항 일터로 가는 출근길이자 지름길이었다. 

멀리서 부산항에 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일거리를 얻으려고 단박에 계단을 뛰어 내려가고는 

했다. 넘어지고 구르는 일도 다반사였다. 다친 고통이야 참으면 그만이라지만 일자리를 놓친 걱정과 

설움은 오죽했을까. 168계단에는 칸칸마다 이들이 뱉어낸 탄식과 욕지거리, 눈물이 서려 있다.   

초량동 168모노레일

168계단 곁으로 최근 168모노레일이 개통했다. 2016년 6월부터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한 모노레일

은 고령의 마을 주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다. 초량 이바구길의 뚜벅이 여

행자들에게도 망양로 고지대에 위치한 장소들이 모노레일을 통해 훨씬 가까워졌으니 기쁜 소식이다. 

계단 초입의 초량우물은 옛 정취를 담아 복원되었고 모노레일 개통과 함께 인근에 문화·전시공간

도 들어설 예정이다. 층층이 부산 근현대사의 애환이 쌓인 168계단, 모노레일 개통으로 이곳이 어떻

게 달라질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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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개항부터 대한민국 산업화 시기까지 많은 사람을 품어준 동구지만 그들이 떠나고 남은 것은 

때 묻은 빈 집들뿐이었다.  

사람은 떠나보냈지만 이야기는 남아 있다. 조용하던 산동네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고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이야기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

뤄지고 있다.

동구는 지금 과거의 이야기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이다. 

동구 이바구길

동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투쟁한 항일운동가, 19

세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옛 건축물들과 피란민의 애환이 

담긴 판잣집, 피란지에서 창작혼을 불태운 예술가들과 부산 

경제의 호황을 견인하던 기업들까지, 굴곡진 부산 근현대사

가 녹아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장소들이 있음에도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동구는 부산의 근현대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동구

만의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경상도말로 이야기를 뜻하는 

‘이바구길’이 바로 그것이다. 초량 이바구길과 더불어 최근

까지도 수정·좌천 이바구길 등이 차례로 개통했다. 

이바구길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에도 활기가 더해졌

다. 이바구길을 따라 들어선 음식점이나 카페, 게스트하우

스 등의 시설운영을 주민들에게 직접 맡기면서 지역의 일자

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168계단 꼭대기 근처 6·25

막걸리집과 게스트하우스 ‘까꼬막’이 대표적인 경우다. 

초량천의 부활

부산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길, 초량동 불백거리 일대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주변

을 둘러봐도 온통 상점뿐이고 길도 아스팔트 도로인데 대

도시재생으로 
변신하고 있는 동구

이바구길 코스 

초량 이바구길(소요거리 1.89km)

남선창고(터) ▶ (옛)백제병원 - 담장갤러

리 및 동구 인물사 담장 ▶ 168계단 ▶ 김

민부 전망대 ▶ 이바구 공작소 ▶ 장기려

기념 더나눔 ▶ 유치환 우체통 ▶ 까꼬막

호랭이 이바구길(소요거리 2.36km)

현대백화점 ▶ 친구의 거리(구름다리) ▶ 

보림극장 ▶ 범일골목시장 ▶ 호천석교비 

▶ 범일골목시장 옛 간판거리 ▶ 누나의 

길 ▶ 신발박물관 ▶ 삼일고무 옛 터 ▶ 극

장이야기 ▶ 동산의 기억 전망대 ▶ 귀환

동포마을 ▶ 호랭이 쉼터 ▶ 통일교 성지 

▶ 안창 호랭이 마을

부산의 부산 이바구길

(소요거리 2.68km)

자성대 ▶ 교통부 ▶ 영화이야기 담장 ▶ 

쾌지나 칭칭 거리 ▶ 소설이야기 공원 ▶ 

범일성당 ▶ 70년대 국제그룹회장의 집 

▶ 야생화의 노래 ▶ 범일동 블루스 ▶ 최

천택 길 ▶ 정발장군 쉼터 ▶ 증산왜성 ▶ 

증산공원

이중섭의 범일동 풍경

(소요거리 0.46km)

이중섭 갤러리1 ▶ 숫자로 보는 이중섭 ▶ 

거리미술관 범일동 풍경 ▶ 희망길 100계

단 ▶ 이중섭 갤러리2 ▶ 이중섭 갤러리3 

▶ 이중섭 전망대 

6•25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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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어디에서 들리는 물소리일까?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 지

금 서 있는 땅, 발아래에서 들려오고 있다. 

초량동 일대에 흐르는 초량천은 복개천이다. 도시화가 진

행되면서 우리나라 곳곳의 하천들 위로 아스팔트가 덮였다. 

그러나 복개천은 생태계를 훼손, 수질악화 등 부작용이 많

아 최근에는 도심의 복개하천을 다시 생태하천으로 되살리

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초량천은 구봉산 일대에서 시작되어 그 물길이 초량동

을 지나 부산항으로 흐르는데 거의 모든 구간이 복개되어 

있다. 그런데 2016년 하반기부터 일부 구간의 복개시설물들

이 철거되고 초량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복원구간은 초량동 하나은행부터 부산고등학교에 이르

는 약 400m로, 옛 물길을 전부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머잖

아 도심 한 가운데서 살아 숨 쉬는 초량천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수정 이바구길(소요거리 2.31km)

부산진역 스토리보드 ▶ 수정가로공원 ▶ 

김원목기념 봉생병원 ▶ 부산진 매축기념

비 ▶ 부산일보 ▶ 수정전통시장 ▶ 문화

사랑방 공유 ▶ 수정동 일본식 가옥(구 

정란각) ▶ 수정배수지 ▶ 문예담장

좌천 이바구길(소요거리 1.81km)

부산진시장 ▶ 범일동 굴다리 ▶ 매축지 

시장 ▶ 매축지 문화원 ▶ 매축지 종 ▶ 일

신기독병원·맥켄지기념관 ▶ 부산진교회 

▶ 부산진일신여학교

부산포 개항가도(소요거리 0.81km)

일신기독병원 ▶ 매견시목사 기념비 ▶ 정

공단 ▶ 부산진일신여학교 ▶ 부산진교회 

▶ 안용복기념 부산포개항문화관 ▶ 증산

공원 

초량천 생태복원사업 1977년 초량복개천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이국문화의 집결지, 
차이나타운

붉은 색의 중화요리점들이 곳곳에 늘어서 있다. 러시아어 간판을 내

단 상점도 적잖이 보인다. 몽골 음식점을 보고 궁금증이 샘솟다가 동남

아 음식점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에 이내 발걸음이 동한다. 초량 차이나

타운 일대를 걷다 보면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여행하는 것 같은 착각에 

기분이 묘해진다. 개항 이후 부산 땅의 이방인들은 부산포 인근의 초량

동으로 모여들었고 자신들만의 거리, 그렇지만 결코 폐쇄적이거나 배타

적이지 않은 이 거리를 만들었다. 초량 차이나타운 골목골목엔 이들의 

설움과 의지, 인고가 스며 있다.

부산 속 중국의 탄생  |  일제강점기 시나마치(支那町)의 화교들  |  

초량 차이나타운의 중화요리점  |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 화교, 

그것이 알고 싶다  |  차이나타운의 또 다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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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들의 부산 정착 역사는 부산 근대 개항과 함께 시작된다. 본격적인 이주는 1882년 조선의 구

식 군대가 일으킨 임오군란 이후부터다. 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병력을 파견하는데 이때 

청국 상인들도 함께 건너오게 된 것이다. 군란의 결과로 청나라와 불평등 무역 조약을 맺게 된 것도 

화교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당시 부산지역 상권의 상당 부분은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반면 부산에 있는 청나라 상인의 

수는 열 명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이들마저도 고베, 나가사키 등 일본의 개항장에서 주로 활동하던 

국제 무역상이었다. 

무역조약까지 체결됐으니 청나라는 조선 이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자국민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에 화교들은 부지런히 조선 땅으로 건너오기 시작했다. 우리보다 먼저 개항한 일본에는 이미 화교

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도 이 시기에 조선으로 넘어왔다. 청과 일본, 한 지붕 아래 두 나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청나라 조계지의 형성 배경 

1883년, 오늘날 동광동 거리 한복판에서 청나라 상인들과 일본 상인들 간에 싸움판이 벌어졌다. 

언성이 높아지고 손짓발짓은 점점 격해졌다. 이내 주먹다짐이 오가는가 싶더니 급기야 일본 영사관에

서 사람이 나와 청나라 상인들을 연행해갔다. 이른바 ‘덕흥호 사건’의 시작이었다. 

덕흥호 사건은 부산항에 대한 일본과 청나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 청나라 상인들은 부산항

을 무역과 거주가 허락된 개항장의 하나로 여긴 반면, 일본 상인들은 개항 이전부터 일본인거류지로 

사용해왔던 부산항과 초량왜관에 대해 자신들이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1883년 11월 일본 고베에서 ‘공흥호’라는 무역상점을 하던 중국인 상인 황요동은 지금의 중구 동

광동에 덕흥호라는 지점을 열기로 했다. 사업 확장은 기쁜 일이었지만, 심중에 조금 걸리는 것이 있었

다. 그곳이 일본인 전관거류지에 속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황요동은 부산이 개항되었고 청나라 상인들의 무역도 허락됐으니 지점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다. 하지만 일본 상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굴러 들어온 돌 주제에 밥그릇까지 넘보겠다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일본 상인들은 중국인이 일본인 전관거류지에서 무역을 하는 건 말이 안 된

다며 덕흥호의 개업을 방해했다. 

결국 황요동이 덕흥호 개업을 위해 보낸 직원들이 일본 영사의 심문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두 나라 상인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외교적 문제로까지 커진 것이다. 덕흥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서로

부산 속 
중국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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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떠넘기던 청과 일본은 마침내 그들만의 이상한 합의점에 도달한다. 조선의 미숙한 사건 처리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어버린 것이다. 고래 싸움에 눈치 보던 새우의 등만 터져버린 꼴이

었다.    

덕흥호 사건 이후 청나라 조계지를 따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1884년 청나라는 

부산에 있는 청나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 초량동 571번지 일대에 청국조계지를 의미하는 지

계표석을 설치하고 청국영사관을 만든다. 몇 년 뒤인 1887년, 마침내 부산 내 청나라 조계지가 공인

된다.

청나라 조계지는 부산에 앞서 인천에 먼저 설치됐다. 1883년 인천항 개항 후 이듬해인 1884년 청국

조계부지가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규모 면에서는 부산의 청국 조계지가 훨씬 컸다. 축구장 열 배가 넘

는 면적을 차지했다. 청국 조계지가 만들어진 후 청국 영사관 주변으로 청국 거리가 형성되고 화교학

교가 들어섰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청국 조계지 일대는 화교들의 거류지가 되었다.   

청관거리의 탄생

1894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자 청나라인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1901년 청국 영사관이 복구되면서 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

도 하나둘씩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옛 청국 영사관을 중심으로 한 동구 초량동 일대에 화교 

마을이 형성되면서 이 마을은 ‘청관’, 그 일대는 ‘청관거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당시는 초량동 일대가 매립되기 전이라 청관거리 앞에도 배가 드나들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은 청관거리의 동쪽인 현재 부산역 자리가 바다였고 지금의 상해문에서 롯데리아를 거쳐 국민은행

에 이르는 곳 역시 푸른 소나무와 잡목이 우거진 백사청송(白沙靑松)의 해변이었다는 것이다. 여러 의

미로 청청(靑靑)했을 초량동 차이나타운. 오늘날의 적적한 모습만 보고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다.        

1911년 10월, 신해혁명으로 오늘날 대만인 중화민국이 성립되고 대륙의 왕조체제가 몰락한다. 이

로써 청나라도 국운의 끝을 맞이한다. 1913년 11월 일본이 중화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두 나라 간 「재조선청국조계지폐지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의 결과로 조선 내 청나라 조계지

가 철폐된다.

1910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청나라 조계지 기능이 폐지된 초량동 일대는 조선총독부의 지방 행정

구역에 편입된다. 당시 일본인들은 초량동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청관거리를 ‘시나마치(支那町)’라고 

불렀다. 중국(支那)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町)이라는 뜻에서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부산에 있던 화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조선총독부가 화교들을 압박하

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화교 및 외국인들은 지방장관의 허가 없이 거류지 이외 지역에 거주할 수도,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1931년 9월 만보산 사건과 같은 해 9월 만주사변까지 터지자 

상당수의 화교들은 더 이상 조선에 남아 있기 힘들다고 판단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떠나지 못한 화교

들은 일본에 의해 조선과 중국 간 왕래를 통제 당했다.  

일본의 이간질로 터진 만보산 사건

만보산 사건은 일본의 이간질로 인해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일어난 무력충돌사건이다. 일제강점

기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이 많아지면서 조선 농토에 대한 침탈이 횡행해지고 농토를 잃은 한인 

농민 상당수는 만주로 이주했다. 그러던 중 중국 길림성의 만보산 부근에 이주한 조선 농민 300여 명

일제강점기 
시나마치(支那町)의 화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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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인 지주로부터 토지를 빌려 수로공사를 한 후 논으로 개간하려 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이것을 일본이 침략 의도를 가지고 벌인 일로 보았다. 이에 중국 농민 500여 명이 몰

려와 관개 시설을 파괴하며 조선인들과 충돌을 빚는다. 이때 일본 영사관은 조선인 편을 들어준다. 조

선인들이 수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며 오히려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이 일의 배후에는 중국인들의 예상대로 일본의 모략이 있었다. 당시 대륙 침략에 대해 일본 내부에

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급진 세력이 대륙 침략에 대한 구실을 마련하고자 조선인이 수

로공사를 하도록 사주한 것이었다.

다행히 만보산에서의 무력충돌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채 진정됐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인이 조

선인을 죽였다는 허위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에 대한 배척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부산에서도 3천여 명의 시위대가 화교들의 음식점과 포목점을 때

려 부고, 중국 영사관도 시위대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내 이것이 일본의 간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결국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피해와 상

처를 입은 수백 명의 화교가 부산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화교들은 일본

의 감시와 조선인과의 반목 속에서 불안한 생존을 이어가야 했다. 결국 친일을 택하거나 극도의 반일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위기를 겪으면 공동체의 내부 결속은 더욱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내며 초량동 일

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화교 사회는 더욱 굳건해져 갔다.  

초량동의 중국인 묘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부산 내 화교들의 출신지에 변화가 생긴다. 개항 초기에는 절강계(浙江系)와 

광동계(廣東系) 화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산둥 성 출신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

대적으로 부산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주로 상업 활동을 하던 화교들은 청의 몰락과 일본의 억압으로 이전만큼 기세를 펴지 못했

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입

지는 달랐다. 산둥 성 출신 화

공(중국인 노동자)들의 값싼 노

동력에 조선인의 일자리가 빼

앗기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였다. 그만큼 화공들이 부

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

던 것이다.

화공의 존재감이 커진 것은 

1910년대 후반 부산항 매축공

사가 이뤄지면서부터다. 바다를 육지로 만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업 인부들에게 

체력과 인내력은 필수였다. 이에 임금이 싸면서 튼튼한 체력과 끈기를 갖춘 인부들을 찾던 토목부는 

산둥 성 출신의 화공들이 참을성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고용한다. 화공들은 홀로 이주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비교적 수월했다. 

1919년에 시작돼 1929년 3월 완공된 제2부두 확장 및 초량 앞바다 매축공사 당시, 중국 산둥 성 출

신의 노동자 수백 명이 부산에 유입된다. 그들은 ‘쿠리(苦力)’라 불렸는데, 이를 계기로 재부산 중국인

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고된 공사 과정에서 과로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자 연고가 

없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매장할 곳이 필요해졌다. 이에 현재 초량동 16번지 주변 저수지 동남쪽 자리

에 묘지를 만든다. 살고자 건너온 조선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화공들이 이곳에 묻혔다.

화공들 대다수는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동했지만 일부는 조선에서 기반을 닦아 정착하기도 했다. 

화공들은 주로 채소 농업, 채소상 등을 하는 화농(華農)이 되거나 호떡집, 만두집 등의 요리점을 내는 

화상(華商)이 되었다.              

1910년대 초 초량 청관거리 앞 매축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202 203

삼파도(三把刀)를 쥔 화교들

중국말에 ‘삼파도(三把刀)’라는 게 있다. 타국살이에 필요한 세 자루의 칼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가위, 식칼, 면도칼로 각각 포목과 요리, 이발에 필요한 것들이다. 음식점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은 

육도(肉刀)와 채도(菜刀), 양복점에서 사용하는 가위는 전도(剪刀), 이발소에서 사용하는 면도칼은 

체도(剃刀)라고 불렀다. 

1912년에 부산상업회의소가 발간한 《부산요람》은 청관거리의 30개 점포 대부분이 포목업과 음식

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부산에 거주하던 화교들의 대다수가 삼파도를 잡고 있었던 셈이

다. 당시 요리사, 재단사, 이발사는 저임금의 힘든 직업이었다. 가진 것 없이 타국에 온 화교들은 먹고 

살기 위해 ‘도도(刀刀)’한 경제 활동을 해나갔던 것이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백여 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겹게 한국에 뿌리 내렸던 구(舊) 화교들

에 비해 신(新) 화교들의 지위는 사뭇 달랐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국내에 들어와 새롭게 뿌리를 내

린 신(新) 화교들은 연구원, 주재원, 강사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삼파도를 잡아

야만 했던 때와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다.  

비단장사 왕서방은 언제부터 비단을 팔았을까?

비단이 장사 왕서방

명월이한테 반해서

비단이 팔아 모은 돈 툭툭 털어서 다 주었어

띵호와 띵호와 돈이가 없어도 띵호와

  김정구의 노래 〈왕서방연서〉 가사 中에서

1934년 박시춘이 작곡하고 김정구가 불러서 히트한 가요 〈왕서방연서〉에는 마음씨 좋은 왕서방이 

등장한다. 그는 기생 명월이에게 반해서 비단 팔아 모은 돈을 다 털어주고도 띵호와 노래를 부른다. 

그렇다면 마음씨 좋은 왕서방은 언제부터 비단 장사를 시작했을까?

1910년대는 일본의 방직공업이 크게 발달했던 시기다. 조선에 저렴한 일본산 면포가 들어오자 그

동안 영국산 면포 판매를 독점하고 있던 화교 상인들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설상가상 1917년 당시 부

산 국내 최대 규모의 면방직 회사였던 조선방직주식회사까지 들어선다. 

하지만 중국 상인들은 일본의 신기술과 가격 경쟁력에 맞서 명품 판매 전략을 구사한다. 중국산 

비단과 삼베 등 고급 옷감의 판매에 주력한 것이다. 중국산 옷감이 조선인들의 인기를 끌면서 화교 

상인들은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1920년대 청관거리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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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패션의 핫 아이템! 중국산 비단과 삼베 

조선 말기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던 듯하다. 조선인들은 중국에

서 온 화려한 무늬의 비단을 좋아했다. 1898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약 60만 원 정도였던 비단 가격이 

1919년에는 무려 600만 원 이상으로 뛴다. 당시 비단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값비싼 중국산 비단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는 없었다. 대신 이들의 눈에 들어온 옷

감이 삼베였다. 중국산 삼베도 인기가 좋았다. 조선에서 거래되는 삼베의 40%가 중국산일 정도였다. 

중국산 옷감은 대형 포목상이 수입해 화교가 운영하는 상점이나 일본 가게로 납품됐다. 수익률도 높

았다. 1923년 당시 부산에 거주하는 화교들 중 납세액이 높은 화교들 대부분이 포목점 주인들이었다. 

이러한 직물 및 잡화를 파는 상점들은 대부분 초량동에 본점을 두고 서울, 인천, 중국 등과 거래했다. 

초량이 국내 패션 산업의 중심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1920년대까지 시나마치는 비단, 포목, 거울, 꽃신 등 중국산 상품들이 넘쳐나며 번성했지만 호황을 

지속하기는 어려웠다. 조선총독부에서 중국산 비단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관세를 올렸기 때문이다. 

높은 관세로 인해 중국산 비단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일본의 견직물 수입이 늘

어나기 시작한다. 중국산 포목상의 전성기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초량 차이나타운은 특유의 이국적 분위기를 자랑한다. 그러한 분위기 형성의 일등공신은 단연 화

려한 중화요리점들이다. 초량 차이나타운에는 큰 규모의 중화요리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맛집이 많다. 일제강점기부터 화교들이 중국음식점을 하나둘 열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

이다.

영기호와 봉래각은 일제강점기 당시 초량동에서 가장 큰 중화요리점이었다. 이밖에도 인화루, 동

승루, 중화원, 의성관 등이 유명했다. 처음에는 중국인과 조선인 노동자들이 중화요리점을 많이 찾았

지만 점점 일본인 손님의 비중이 높

아졌다. 당시 청관거리의 주류를 이루

던 것이 산둥지방 사람들이었는데 그

로 인해 산둥식 만두를 만들어 파는 

가게들도 많이 생겨난다. 지금도 초량 

차이나타운에서는 산둥식 만두를 

파는 곳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중국 

음식점들은 초량 청관거리에서 중구, 

영도구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초량 차이나타운의 
중화요리점 

초량 차이나타운 북쪽 입구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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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중화요리점의 대명사, 봉래각

“한 밑천 잡았으니 오늘 저녁은 봉래각 어떤가? 거기엔 봉래권번의 기생들도 온다

는구먼.”

“이 근처에서 제일 호화스럽기로 유명하다는 봉래각 말인가?” 

“그래. 헌데 듣자 하니 봉래각 주인이 그렇게 땅부자라며?” 

“양모민이란 화교 말인가? 나도 들었네. 땅을 900평이나 가지고 있다던데?”

1930년대에 들어 화교들의 상업에 불황이 찾아온다. 불경기일수록 먹는장사가 잘되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인 모양이다. 화교들은 너도나도 중화

요리점을 개업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청관거리에

는 많은 중화요리점이 생겨난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끈 곳이 봉래각(蓬萊閣)이었다. 봉래각은 

청관거리에서 가장 호화로운 고급 중화요리점으

로 명성이 자자했다. 

양모민이 운영하는 봉래각에서는 매일같이 호

화스러운 연회가 벌어졌다. 당시 영주정(영주동)에 

있던 기생조합 ‘봉래권번’의 기생들은 봉래각에서 

기악과 노래, 춤으로 여흥을 돋우며 봉래각을 찾는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었다.

원래 봉래각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개인 종

합병원인 백제병원이 있던 곳이었다. 1932년 백제병

원을 운영하던 의학박사 최용해가 경영상의 이유

로 운영을 중단했는데, 중국인 양모민(楊牟民)이 건물을 넘겨받아 봉래각으로 개업한 것이었다. 양모

민은 현재의 초량 차이나타운 뒤쪽 언덕 일대에 900여 평의 땅을 소유하기도 했다. 

양모민은 원래 친일파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1940년 도쿄에서 열린 전일본화교대회에 조선지역 

대표 임원으로 참석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친일 행위는 헛수고로 끝난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제에 의해 봉래각을 빼앗긴 것이다. 토끼 사냥이 끝나자 버려지는 사냥개 신세였다. 1942

년 화려했던 봉래각은 문을 닫고 양모민은 쓸쓸히 중국으로 돌아갔다. 

- 초량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음식점들

건일행

현재 초량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점포는 중화요리 재료점 건일행(乾一行)이다. 2대에 걸쳐 

운영 중이며 영업을 시작한 지 60년이 넘었다. 현재 대표는 곡야정 씨이며, 건일행은 ‘천하 유일의 재료

상’이라는 뜻이다. 

건일행의 창업주는 곡선당 씨다. 곡 씨는 중국의 국공내전을 피해 중국 산둥지방의 옌타이에서 한

국으로 망명을 왔고,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부산으로 피란 왔다. 그가 부산에 내려왔을 때 친

척이 차이나타운에서 요리 재료상을 하고 있어서 친척의 도움으로 1950년 건일행을 개업했다.

지금 자리로 이전해 온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곡야정 씨는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1980년부터 건

일행 운영을 맡았다. 건일행은 음식뿐만 아니라 건어물, 수산물, 소스류, 중국술, 양념 등 다양한 중화

요리 재료를 취급한다. 특히 곡야정 씨의 노하우를 살려 만든 국산 건해삼1
이 유명하다. 

건해삼 장사는 선대 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건일행의 장사 품목을 고민하던 중 해삼, 해파리 같은 

해산물 장사를 생각하게 되었다. 당시 자연산 해산물인 해파리와 해삼은 한철만 사서 저장해 놓으면 

 해삼을 말려 놓은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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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뛰었다. 그는 백령도와 강원도 등 한반도 곳곳의 바다를 훑으며 해삼을 구해 기차로 부쳤고, 

곡야정 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해삼을 잘 말려서 보관했다. 이렇게 시작돼 지금까지 발전한 것이 건

일행의 건해삼이다. 

원향재

1950년 초반 초량동에서 개업한 원향재는 오향족발 원조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64년 도쿄올

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이곳에서 오향족발을 대량 포장해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현재 원향재의 대표는 화교 2세인 성여휘 씨다. 창업주는 성 씨의 아버지와 친구 사이였는데, 1990

년대 말 창업주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성여휘 씨에게 원향재를 넘긴 것이다. 오향족발의 조리도 

성 씨가 직접 한다.  

원향재의 대표 메뉴인 오향족발은 어린 돼지 앞발만 사용해 크기가 작고, 살코기가 거의 없어 식

감이 쫄깃한 것이 특징이다.  

장춘향

장춘향은 초량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다. 대를 이어 5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으

며 대표 메뉴는 만두와 장육족발이다. 광어를 넣어서 만드는 생선 만두도 이 집만의 차별화된 메뉴다.

장춘향의 창업주는 중국 천진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부산으로 피란 왔다. 장춘향은 

1967년 개업 이후 ‘양원(楊苑)’이라는 이름을 잠시 사용하기도 했으나 2012년부터 다시 장춘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 자장면 VS 부산 만두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이 1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은 군만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만두가 아닐까? 영화의 배경이 된 만두집이 이곳 초량 차이나타운에 있다. 자장면박물관이 있

는 인천 차이나타운이 자장면의 메카라면 초량 차이나타운은 명실상부한 만두의 본산이다. 

초량 차이나타운의 만두는 일반 중식당 만두와는 조금 다르다. 성인 손바닥만 한 크기에 피도 두

툼해 대륙의 풍모가 느껴진다. 두꺼운 피 속에 촉촉이 밴 것은 놀랍게도 기름이 아닌 육즙이다. 

신발원

신발원은 초량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만두 전문점이다. 상호인 ‘신발원(新發園)’은 ‘늘 새롭게 번

창하는 가게’라는 뜻이다.

원래도 유명했지만 맛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된 이후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신

발원의 만두는 돼지고기 위주로 속을 채워 육즙이 풍부하다. 공갈빵과 중국식 콩국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다. 신발원의 꽈배기와 공갈빵은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다.

신발원의 맞은편에는 화교학교가 있는데, 그곳의 담벼락에 삼국지의 주요장면을 표현한 타일 벽

화가 그려져 있다. 

장성향

장성향 역시 만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장성향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만두전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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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명민, 하지원 주연의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의 촬영지이자 영화 〈올드보이〉의 만두집으로 유명하

다. 최민식이  ‘15년간’ 먹었던 그 군만두가 바로 이곳 만두다. 

홍성방

초량 차이나타운에는 아주 작은 만두 가게에서 출발해 중화요리점까지 확장한 가게들이 많다. 홍

성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홍성방 대표는 동통락 씨다. 1989년부터 대표직을 맡았는데, 초기 창

업자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이다.

그의 조부는 1969년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주해 1971년 초량동에 작은 만두가게를 개업했다. 처음

에는 온 가족이 함께 만두를 빚어 팔다가 2000년부터 신관을 열고 코스 요리를 전문으로 장사하고 

있다. 

일품향

일품향도 만두전문점으로 시작해 중화요리점으로 확장한 경우다. 일품향의 대표는 화교 2세대인 

유문강 씨다. 그의 아버지는 인천에서 재료상을 하다가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내려왔다. 유 씨는 아

버지가 한국에서 운영하던 재료상을 물려받아 만두 전문점을 열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만두 만드는 것을 자주 봤던 유문강 씨는 자신 있는 음식이 만두밖에 없어 만두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요리점들을 다니면서 조금씩 요리를 배워 지금의 메뉴를 갖추게 됐

다. 이곳은 중국집의 대표 메뉴인 자장면과 짬뽕을 팔지 않는다. 대표가 직접 모든 요리를 만들기 때

문에 메뉴의 다양화보다는 할 수 있는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만두, 산둥 사람들의 소울 푸드

왜 하필 만두였을까? 타향에서 빚어 만든 만두가 그들에겐 어떤 의미였던 걸까?     

화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 있는 화교들의 호적부에는 대부분 ‘산둥 성’ 출신이라 기

재돼 있다. 산둥 성은 중국 최대의 밀 생산지로 면 요리와 만두가 유명하다. 화교들에게 만두는 고향

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자 영혼에 각인된 소울 푸드인 것이다.

‘건일행’의 곡야정 씨는 “산둥 성 사람에게 만두는 주식이자 제사할 때 꼭 놔야 하는 음식”이라고 

말한다. 15세기 이후부터 산둥 성 사람들에게 만두는 새해 첫날에 반드시 먹어야 하는 ‘시식(時食)’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식당 일품향 사장 유문강 씨가 만두에 얽힌 추억을 들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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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두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어렸을 때 매일 만두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

때는 돈이 없었다. 반찬을 사야 되는데 아버지가 반찬 살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

면 어머니가 밀가루로 만두를 만들었다. 밀가루는 값이 쌌고, 만두를 만들면 반

찬이 따로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고기 조금만 사면 된다. 시장 가서 내버린 채

소를 가져와서 씻어 넣으면 만두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덕에 우리가 컸지. 그런 과

정에서 자연스레 만두 만드는 법을 배웠다. 면을 팔지 않은 이유는 면을 만들 줄 

몰라서였다. 알긴 아는데 자주 만들고 매일 반죽을 만져야 자기 기술이 되지 않

나. 그러니까 면은 포기하고 제일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팔자는 생각으로 만두 장

사를 시작했다.”

초량 차이나타운 중식당 일품향 유문강 사장(화교 2세) 

 

정착한 화교의 수만큼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 오게 됐든 생존은 공통의 과제였

다. 그래서 이들은 만두를 빚었다. 특별한 기술도 자본도 없이 밀려온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랬다. 그들

에겐 이것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고향에서의 추억도 타향에서의 바람도 만두소와 함께 꽉

꽉 눌러 빚었을 테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해방을 염원한 건 조선인들만이 아니었다. 빼앗긴 들에 이주해 온 화교들 역시 

봄의 도래를 손꼽아 기다렸다.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 시기 동안 화교들에 대한 미군의 태도는 우호적이었다. 희망자에 한해 중

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으며 적산 몰수 과정에서도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해 주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무너졌던 화교 경제가 마침내 부흥의 계기를 맞이한 것이다. 

화교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경제 활동을 해나갔다. 한·중 무역이 부상하면서 화교들은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무역망을 활용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청관거리도 새롭게 단장했다. 그러나 활기도 잠시, 

별안간 터진 한국전쟁으로 화교 사회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한국전쟁과 부산 화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나라에 있던 화교들의 입장이 곤란해졌다. 국공내전의 결과로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을 도와 참전했기 때문이다. 국공내전은 1927년 4월부터 1950년 5월까지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을 말한다. 양당은 1924년 제1차 국공합작과 1937년 제

2차 국공합작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며 화해의 계기를 마련하는가 싶더니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

하자 이내 갈등을 낳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시작된 냉전 시기에 국민당은 미국과, 공산당은 소련과 손을 잡는다. 전

쟁에 전쟁을 거듭하다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타이완으로 

중국인? 대만인? 한국인? 화교,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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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장제스는 중화민국을 수립한다. 

중국 본토에 사회주의 정부가 세워지자 공산정권을 피해 한국으로 오는 중국인들이 늘어났다. 이

들은 자유를 찾아 서울과 인천 등지로 들어왔지만 한반도는 이내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되고 만다. 

“6·25를 만나서 인천에 있던 아버지는 부산으로 내려왔다. 부산 내려올 때 아버

지 나이가 23살, 24살 정도였다. 6·25전쟁 발발 후에 아버지는 집에 돌아갈 수 없

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결혼하시고 정착하셨다.” 

초량 차이나타운 중식당 일품향 유문강 사장(화교 2세) 

한국전쟁 직후 부산에 거주하는 화교의 수는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초량에 있는 

청관거리에 모여들었고 한국 정부는 일종의 자치정부로서 부산화교자치구를 인정한다. 하지만 부산

으로 몰려드는 화교들을 청관거리 한 곳에 다 수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영주동의 충효촌, 황령산 일

대의 인애촌, 서면 인근의 신의촌 등의 전시 화교촌에 화교들을 분산해서 수용했다.  

분단의 아픔과 새로운 조국

조국이 둘로 나뉘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비극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화교들은 중

국 본토와 대만, 둘 중 하나를 조국으로 선택해야만 했다. 우리나라에 있으려면 대만을 선택할 수밖

에 없었다. 때문에 부산에 정착하고자 하는 화교들은 모두 대만 국민이 됐다.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부산에 새로 유입된 화교의 수가 원래 청관거리에 거주하던 화교

의 수를 넘어섰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부산에 남았다. 이들에게는 추상적인 ‘국

적’보다 당장 몸 붙이고 살아갈 ‘공간’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초량동 청관거리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돼 주었다. 한편,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출신 반공포로들이 석방되면서 그들 중 일부가 

부산 화교 사회에 자리 잡기도 했다.

화교들의 수난 시대

일제의 압박과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초량동 청관거리의 화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 크고 작은 흔들림을 견뎌내며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1960년부터 본격적

으로 실시된 화교 억압정책은 이들이 쌓아온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정부가 화교의 경제 활동에 

법적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외국인토지소유제한법」, 화폐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할 권리도 규제당했다. 자동차도 할부로는 살 수 없었다. 할부로 사기 위해서는 공무원 3급 이

상이 되는 보증인을 세워야 가능했다. 의지할 이조차 마땅찮은 타향 땅에서 공무원 보증인이라니, 사

지 말라는 말과 매한가지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규제는 화교들의 부동산 및 동산 매매거래 제한이었다. 이들에겐 한 가구당 하

나의 주택과 점포만이 허락됐다. 그마저도 주택은 200평 이하, 점포는 50평 이하로 제한을 받았다. 취

득한 건물의 양도와 임대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논밭이나 임야는 취득 자체가 불가능했다. 본인 명

의의 재산 취득에 가해지는 제한 때문에 친분 있는 한국인의 명의를 빌렸다가 배신을 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이처럼 경제 활동이 제한되자 어쩔 수 없이 중국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화교의 수가 급증한

다. 이거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마저도 두고 보지 않았다. ‘중국음식점 쌀밥 판

매 금지령’을 내려 화교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밥을 팔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쌀

값의 안정과 밀가루 가격의 상승 억제를 명분으로 자장면 가격조차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올릴 

수 있었다.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설적 폭력 앞에 화교들은 분노했다.

새 보금자리 찾아 떠나는 화교들  

  

“우리 부모님 세대 화교 분들은 돈을 벌어 언제든지 중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

각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자식 다 놔두고 홀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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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힘들게 모은 돈이 화폐개혁으로 휴지가 되었죠.”

화교 2세대인 곡야정 씨에게 화폐개혁은 부모님 세대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긴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1962년 박정희 정권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교들도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구 화폐를 새로 발

행된 화폐와 바꿔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화폐는 교환해 주지 않았다. 

교환이 가능한 금액은 1인당 최대 500원이었으므로 그 이상의 돈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거액의 현

금을 보유했던 화교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화교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70년에는 두 번째 화폐개혁이 시행됐는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외국인토지소유제한법」이다.

“그때 정책도 중국 사람은 집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집은 몇 평 

이하만 되고, 공장 땅은 소유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제약이 많았죠. 당시 화교 

중에는 ‘한국에서 돈 벌면 곧 떠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래서 한국에 정착했다가 호주,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

죠. 대만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곡 씨의 말처럼 1970년대 중반이 되면서 차별정책에 지친 상당수의 화교들이 이민을 선택한다. 이

들은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대만이나 홍콩, 호주, 미국 등으로 떠났다.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화교들    

뗏놈은 중국인을 비하하는 속어다. 요즘은 이런 말을 대놓고 쓰는 경우가 드물지만 옛날에는 거리

에 나가서 중국말만 하면 “뗏놈들”이라며 욕이 날아왔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화교 1세대들에게는 “나는 중국인이다”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한 사람은 배신자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반면 오늘날의 화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화교 2세대들 중에는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을 고향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누가 내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부산이라고 대답해요. 국적은 대만이지만 

고향을 물으면 부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버

지는 젊었을 때 김치도 안 드셨어요. 먹을 줄 모르셨던 겁니다. 마음이 이곳에 아

예 없으셨던 거지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60세가 넘으시니까 김치를 조금씩 드시

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치 잘 먹지만, 없으면 생각이 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딸들은 김치 없으면 못 살아요. 한국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가 내 고향인데 이제 와서 어딜 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중국에 가잖아요? 그

럼 거기선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만 가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선 우리더러 중

국 사람이라고 하지요.”

초량 차이나타운 중식당 건일행 곡야정 사장(화교 2세)

이들은 단지 외국인일까? 아니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영주권자

인걸까? 그것도 아니면, 한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의 문화를 흡수하며 살아가는 엄연한 한국인이라

고 할 수 있는 걸까? 

화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

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함께 이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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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화교학교

대륙의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으로 대만 국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거주 화교들의 자녀들

은 화교학교에서 대만식 교육을 받고 자란다. 부산의 화교학교는 초량동 차이나타운에 있다. 중국인 

유치원도 근처에 있어 부산지역 화교들은 초량동에서 어릴 때부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간다.  

국내 화교학교는 대만과 한국의 상급학교 중 어느 곳으로 진학하려는 지에 따라 반이 두 개로 나

뉜다. 대만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대만에서 대학교를 나와 그곳에 정착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만 진학 반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만 교과서로 대만식 수업을 받으며, 한국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선생님들도 모두 대만에서 온 교육자들이기 때문이다. 한때는 한화 유출 문제로 대만으

로 유학 간 화교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기도 했었다. 그러나 화교들은 인삼과 같은 

한국 토산품을 현지로 가져가 장사를 해서 학비를 보충하는 등 배움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 노력

했다.

문제는 한국의 대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다. 화교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학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학력 없이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대학별로 외국인특별전형을 두고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화교의 수가 적지 않지만, 부모 중 한 사

람이라도 한국인일 경우에는 자녀가 외국인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이 외

국에 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응시하는 등 제도가 악용될 것을 

우려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화교들은 당연한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

으며 이는 위장 이혼 등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

정하지 않는 것은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자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과의 국교 단절과 관계 회복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교가 수립된다. 이와 동시에 중화민국 즉 대만과

의 국교는 단절되어 버린다. 중국이 대만과의 단절을 국교 수립의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만 

국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산의 화교들은 한국과 대만의 미묘해진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어야

만 했다. 

1994년 서울에 대만대표부가, 2005년에는 대만대표부의 부산판사처가 설립되면서 대만과의 관계

가 크게 회복되었다. 물론 여전히 대만 국적의 화교들은 자녀 교육이나 해외여행 등에 불편을 겪고 있

으며 중국 본토와 대만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

은 부산 내 중국영사관과 대만판사처가 부산지역 화교들을 중심으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량 화교중학교 담벽화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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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화교’의 등장

신(新) 화교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 넘어온 화교들을 일컫는 말이다.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한

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에 뿌리내린 구(舊) 화교에 비해 신(新) 화교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의 스펙트럼

이 넓다. 기업의 주재원들과 유학생, 대륙 본토의 이주 노동자들과 국제결혼 가정들이 주를 이루며 높

은 학력과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전문직에 진출하는 화교들도 늘고 있다. 

화교들에 대한 법적 대우도 달라졌다. 1998년 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과 주식 소유가 자유화

됐으며 2002년 이후로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화교들은 

5년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한편, 1992년 한·중 무역협정의 체결과 한·중 수교 수립, 중국 산업과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초량동에 위치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

인 관광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만큼 중국 자본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지역 화교들

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도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믿

을 수 있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화교가 있으니까 소통이 되는 겁니

다. 습관도 똑같고. 요새는 시에서 하는 관광 사업에 우리 화교들이 무료로 가이

드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량 차이나타운 중식당 건일행 곡야정 사장(화교 2세)

초량 상해문 _근대부경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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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들어진 콧수염처럼 생긴 기와지붕과 견고하고 붉은 기둥, 초량동 차이나타운의 상해문은 지나

가는 이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그 안으로 이어진 길이 초량 차이나타운이다. 이 거리의 동문을 

지나면 ‘초량외국인상가’가 시작된다.

초량 텍사스거리의 형성 

부산역이 마주하는 곳 뒷길 거리는 마치 외국의 어느 골목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

다. 한글보다는 영어, 러시아어 간판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간판과 가게 내부에서 새어나오

는 불빛들이 다소 선정적인 느낌을 준다. 공식적인 이름은 ‘초량외국인상가’로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

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초량 텍사스거리’로 더 많이 알려진 이곳에 유흥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11월 27일 밤에 발생한 부산역전 대화재 이후다. 당시 영주동에 있던 피란민 판자촌에서 발생

한 불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돼 중구의 동쪽 일대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다. 이때 화재로 부산역

도 소실되어 사람들은 ‘역전대화재’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부산역은 현재의 중

앙동 교보생명 빌딩 자리에 있었는데 역 건너편 소라계단 일대에 미군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유흥

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역전대화재로 이 일대 유흥가도 몽땅 소실되면서 이후 초량동 지금의 

텍사스거리 일대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텍사스’일까? 텍사스는 서부 개척시대를 다룬 영화의 배경지로 자주 등장한다. 이

런 영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권총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총잡이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는 권총을 허리에 차고 초량동의 유흥가를 드나드는 미군들의 모습이 텍사스의 총잡이와 오버랩 됐

던 모양이다. 한편 아래의 신문기사는 또 다른 설을 제기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예전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 1층에서는 술을 팔고, 2층에서는 몸

을 파는 텍사스식 술집이 크게 유행한데서 이 텍사스촌이란 말이 곧 홍등가를 지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산의 이태원, ‘초량동 텍사스 거리’」, 『오마이뉴스』, 2005.06.12. 

  

텍사스거리에는 욕망이 넘쳐흘렀다. 한국전쟁으로 파병 왔던 미군들을 비롯한 외국인 병사들로 

차이나타운의 
또 다른 세상 

속칭텍사스골목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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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형성된 이 거리는 이후 오랫동안 부산 인근 지역의 미군 병사뿐 아니라 훈련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군들의 전용 거리가 된 것이다. 

특히 하야리아 부대의 미군들이 주말이면 이곳에 들러 회포를 풀곤했다. 하야리아 부대가 옮겨간 

후 한동안 거리가 한산한 듯 했지만, 이후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들이 그 자리를 메꾸면서 다양

한 국적의 외국인 선원들이 이곳을 그들의 해방구인 양 드나들고 있다. 이런 까닭에 특히 밤이면 이

곳 어디에서나 술 취한 미군과 외국인 선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러나 그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

건 사고로 부산 사람들, 특히 초량 차이나타운의 화교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국인거리[텍사스거리]와 붙어 있으니까 거리에 술집투성이죠. 말이 좋아서 외

국인거리지 9시만 되면 술집에서 여자들이 나와요. 10시에는 외국인거리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데,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장사도 오히려 외

국인거리가 더 잘되는 것 같아요. 부르기 좋게 외국인거리지 그냥 텍사스촌이에요. 

이름만 다르게 해서 부른다고 이 거리가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산 화교고등학교에 다니는 화교 3세2 

 

부산항에 입항한 미7함대 항공모함 인디펜던스 호와 호위함 소속 미해군 병사들

이 술 취한 채 시민들을 잇따라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중

략) 이날 밤 11시 10분께 동구 초량1동 속칭 ‘텍사스촌’ 안 오션바 앞길에서 같은 

항모 소속 윌리엄스 메카슬(21) 상병 등 흑인병사 3명이 텍사스촌~부산항 제8부

두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전사 신상후(58) 씨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머

리를 의자에 처박는 등 집단폭행해 신 씨의 왼쪽 눈 부위가 크게 찢기고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부산입항 미군 행패」, 『한겨레』, 1991.11.22.

황석영의 단편 소설 〈낙타누깔〉에서도 텍사스거리에 대한 묘사를 찾을 수 있다. 월남 파병에서 돌

아온 주인공은 귀국선에서 내려 환락가를 찾지만 동양인은 출입금지라는 말을 듣게 된다. 외국인들

이 동양인의 출입을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당시 텍사스거리는 한국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었

기에 더욱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오고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외국인들이다 보니 양담배나 양주 

등 물 건너 온 상품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근 들어 초량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텍사스거리라는 명칭이 반감을 준다는 의견과 마침 초량지

역 도시재생과 관련해 명칭 변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대 상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오랫동안 

텍사스거리로 외국에까지 알려졌는데 거리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텍사스거리의 새로운 손님, 러시아 선원

1980년대 말이 되자 텍사스거리에 울려 퍼지던 팝송이 점차 잦아들고, 양담배를 입에 문 미군들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갔다. 부산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텍사스거리를 점령했던 미

군이 사라지자 한동안 거리에 썰렁함이 감돌았지만 이내 새로운 손님들이 나타나 그 빈자리를 메웠

다.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었는데, 선박 수리 관계로 러시아 선박들이 부산에 들어오면서 

러시아 선원들이 대거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다. 미군을 상대하던 클럽과 카페의 영어 간판이 러시아

의 키릴 문자로 바뀌고 러시아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술집과 점포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텍사스거리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부산 속의 중국, 차이나타운의 중국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산 화교고등학교

에 다니는 화교 3세대 인터뷰 발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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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국민과자, 초코파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초코파이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 있는 과자다. 2015년 기준으로 25억 

루블(약 420억 원)어치의 초코파이가 팔렸다. 심지어 초코파이가 현금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니, 

그 인기를 짐작할 만하다. 

초코파이를 러시아의 국민과자로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러시아 선원들과 보따리 상인들이다.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정식으로 수교를 맺으면서 블라디보스토크와 부산을 잇는 항로가 개설된

다. 그러면서 부산을 찾는 러시아인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 중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보따리 상

인들도 있었다.  

부산을 찾는 러시아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제시장 등 부산항 인근 시장 상가

들이 때 아닌 ‘러시아인 특수'를 누리고 있다. 31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올 들어 부산항을 찾은 러시아선박과 선원 및 관광객 수가 1천1백50척에 4만9천

6백70명으로 이는 지난해의 6백28척, 2만9천9백 명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는 등 

갈수록 러시아인들의 부산방문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人 부산방문 급증 `러시아인 특수(特需)'」, 『연합뉴스』, 1992.10.31 中

처음 보따리 장사를 시작한 러시아인들은 배를 타고 부산에 들어온 선원들이었다. 당시에는 한국

에서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을 구매한 뒤 러시아에서 되팔면 거의 5~10배로 이득을 볼 수 있었다. 특

히 인기가 많았던 것이 초코파이였다. 초코파이의 달달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달콤한 디저트를 즐

기는 러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게다가 겨울이면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고열

량의 초코파이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간식이었다.

컵라면 중 하나인 ‘도시락’ 역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산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선원들이 맛을 

보고 러시아에 가져갔는데 대박이 난 것이었다. 이후 도시락의 공급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러시아 

현지에 공장까지 세워질 정도였다. 도시락은 1991년 첫 수출 이후 지금까지 무려 50억 개가 판매되었

을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마요네즈의 인기도 상당하다. 러시아에서는 추위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선호해 소스류가 발달했

는데 유럽산 마요네즈보다 고소한 맛이 강한 한국의 마요네즈가 러시아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것이

다. 러시아인들은 육류, 과자, 빵 등을 찍어먹거나 라면이나 스프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요리에 마요

네즈를 즐기고 있다. 

  

초량외국인상가로의 변신  

러시아인 상인들이 유입되면서 초량외국인상가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발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

다. 즐비하던 술집과 카페는 하나둘 상점으로 바뀌어 갔다. 영문 상호만 있던 술집의 간판도 러시아어

와 병행 표기하거나 아예 러시아어로 바꾸어 표기하는 경우가 늘었다. ‘마이애미’라는 술집은 러시아 

인기 가수의 이름인 ‘알라’로 이름을 바꾸었다. 러시아어 통역사를 두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부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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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승합차를 운행하는 등 러시아인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까지 생겨났다. 

러시아 상인들 대신 상품을 구입해 러시아로 배송해주는 구매 대행자들까지 생겼다. 이에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의 사람들도 부산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양한 국적

의 외국인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거리의 이름도 바뀌게 되었다. 과거 ‘텍사스촌’ 혹은 ‘텍사스거리’라 

불리던 곳이 현재의 ‘초량외국인상가’가 된 것이다.

지금의 초량외국인상가는 러시아 상인들이 중국과 동남아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에 전과 같은 활

기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지만, 최근 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초

량외국인상가도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초량상업지구사업을 통해 초량외국인상가만의 특

성을 담은 거리환경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문화특화거리로 재도약하다

초량동 일대의 화교 사회는 개항 초기 청관거리에서 일제강점기 시나마치를 거쳐 상해거리로, 또 

지금의 차이나타운특구로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달라졌다. 

1993년 부산시와 중국의 상해시가 도시 결연을 맺으면서 상해문에서 초량1동 주민센터 사이 길은 

‘상해거리’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이후 상해거리는 용무늬가 새겨진 가로등, 패왕별희 동상 등 화려

한 볼거리를 갖춰나갔다. 그리고 2004년부터 매년 5월 상해거리축제를 개최해 많은 이들에게 다채로

운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이곳이 차이나타운 지역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상해거리축제는 차이나타운특구축

제가 된다. 상해거리가 차이나타운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이 거리를 지켜온 사

람들의 국적은 대만인데 갑자기 상해거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니 이들의 심기가 영 불편해졌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 모두를 포용하는 의미에서 차이나타운이 된 것이다.

차이나타운특구축제 기간이 되면 탐스럽게 열린 홍등에 불이 켜지고 거리의 공기는 맛깔나진다. 

특색 있는 중국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평소보다 저렴하게 중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공연, 체험, 전

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경극, 홍등터널, 용 퍼레이드 등 중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런 차이나타운특구가 이번엔 ‘초량 다문화특화거리’로 다시 한 번 재도약할 계획이다. 특구 내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테마형 관광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니 차이나타운의 즐거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차이나타운특구축제 풍경 _동구청 차이나타운특구축제 홈페이지



박애정신을 실천한 
선교사들과 동구의 
종교 문화

그들의 이름은 선구자(The vanguard)  |  동구 기독교 유적과 교회

사  |  동구 기독교 인물 열전  |  동구의 천주교 성당  |  동구의 불교 

유적과 전통 사찰  |  동구 범내골 통일교 성지

종교는 바람의 열매다. 현실의 탈출구로 치부되기도 하나 하루하루

의 마음을 기대는 곳이기에 도리어 가장 현실에 맞닿은 버팀목이리라. 

그래서 종교에는 삶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부산포가 있던 동구는 영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은 곳이다. 그들의 희생의 씨

앗이 뿌려져서일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인물도 많이 나왔다. 산과 

마을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절들이 있고, 피란수도 시절에는 이곳에서 새

로운 종교가 탄생하기도 했다. 동구의 종교 문화를 들여다보면 생존 너

머의 이상을 추구했던 동구 사람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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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가드(vanguard)》는 캐

나다인 선교사 제임스 게일

이 쓴 장편 실화소설이다. 

이 책의 주인공 윌리스는 조

선으로 건너온 선교사로 무

당에게 의지해 살아가던 조

선 백성들이 신앙을 갖게 되

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설에는 콜레라 창궐이

나 독립운동 등 실제 사건과 

서재필, 윤치호 등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등장하고, 고종 황제와 대신들의 관계도 잘 묘

사돼 있다. 조선의 시대상이 이토록 잘 반영된 소설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게일 자신이 고구마에 김

치를 얹어 먹을 정도로 조선 생활에 익숙한 선교사였기 때문이다. 

개항 이후 부산에 들어온 건 물자와 상인들뿐만이 아니었다. 유교와 미신, 인습에 묶여 있던 조선

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조선 땅에 비친 근대화의 여명

이자 교육과 의료 등의 기반을 마련한 선구자(vanguard)였다.  

개항의 관문에 뿌리를 내린 선교사들

부산은 근대 개항 이후 조선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관문이었다. 19세기말 선교사들은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부산항으로 조선에 들어온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교사들도 조선으로의 첫 발을 내딛은 곳은 부산항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임스 스카트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은 처음으로 부산지역에 뿌리를 내린 

선교사였다. 

- 부산에 거주한 최초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

나는 1889년 8월에 부산에 가서 1890년 6월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부산은 나의 집이 될 것.

게일의 두 번째 부인 에이더 게일이 쓴 책 《Life of James Scarth Gale》에 적힌 내용은 게일의 부산 정착 

의지를 잘 보여 준다. 

1888년 12월 12일, 스물다섯 젊은 나이로 한국에 온 게일은 제물포(인천)를 거쳐 서울에 도착해 선

교사 언더우드의 집에서 조선말을 배운다. 1889년 8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향한 게일은 이후 1년 남

짓을 부산에서 체류한다. 그는 1890년 기독학생청년회에 “부산을 선교본부로 삼고 집을 샀다”는 내

용의 보고서를 보낸다. 그의 거처는 초량에 있었다.

1892년 부산을 떠나 원산지방으로 간 게일은 성경번역과 저술활동을 시작한다. 1897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간행하고 《천로역정》을 번역하는가 하면 성경번역에도 동참한다. 조선의 고전소

설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춘향전〉, 〈구운몽〉 등을 영어로 번역했다.

제임스 스카트 게일은 초량에 거처를 둔 최초의 부산 상주 선교사였으며 언어학자, 저술가로도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그들의 이름은 
선구자(The vanguard)

초기 선교사 입국기념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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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선교의 기반을 닦은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

1890년, 의료 선교사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 1865~1949)가 가족과 함께 조선에 도착한다.

하디는 부산에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제중원 원장이었던 헤론(John W. Heron)이 이질

로 사망하고 하디의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친 제임스 게일은 부산을 막 떠난 참이었다. 게다가 아내의 

출산까지 임박하자 하디는 부산으로 가려던 마음을 접고 1890년 9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반년 넘게 

제중원에서 일하게 된다. 

제중원 생활을 마치고 홀로 부산에 내려온 그는 조선인 주택의 방 한 칸을 얻어 살며 환자를 돌본

다. 그의 방은 환자 한 명 들이기도 힘들 만큼 좁아 마당에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 1891년 여름, 서

울에서 하디의 가족들이 모두 내려오자 더 이상 단칸방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하디 가족은 당시 부산 해관장이었던 헌트의 도움으로 영도에 있는 피병원(전염관리병원)에서 임

시로 거주하게 된다. 이 병원은 세관 당국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외국인이 콜레라에 감염되었을 경우 

격리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다. 하디는 당시 부산에 콜레라가 성행해 매일 시신을 태우는 연기를 보며 

지내야 했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트는 하디 가족을 배려해 피병원의 공간을 내어 주었지만 창고나 다름없는 허름한 목조건물에

서 생활하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도 빈궁했지만 그는 부산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모른 척 하지 않고 그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1891년 8월 미국인 선교사 베어드(Wiliam M. Baird, 1862~1931, 한국명 배위량)가 부산항에 도착했

을 때 피병원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그해 10월 맥케이(J. H. MacKay) 부부를 포함한 호주인 선교사 5명

이 부산에 도착하자 일본인의 헛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탓

에 맥케이 부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하디는 호주인 선교사 네 명을 모두 자기 집으로 데려온

다. 당시 하디는 일본인 전관거류지인 동광동의 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디

의 집에는 하디 가족 4명, 베어드 부부, 호주인 선교사 4명까지 총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기거하

게 된다.

한편 하디를 파견한 토론토 대학교의 YMCA는 향후 8년간 의료 선교사역을 후원하겠다는 약속

을 지키지 못한다.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하디는 선교 사역은 물론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부

산 세관 직원들의 주치의로 일하면서 얻은 수입 몇 푼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궁핍한 생활에도 그는 어

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하디는 1891년 4월 14일부터 1892년 11월 중순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부산에 거주하면서 교파에 

관계없이 선교사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의료 선교 활동에 헌신했다. 훗날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이

뤄지는 부산 선교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부산 선교의 밀알이 된 헨리 데이비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1908년경 동광동 일대 선교사 사택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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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출신의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es, 1856~1890, 한국명 덕배시(德倍時))는 부산 

선교의 밀알과 같은 존재였다.

데이비스는 1889년 「국내 국외 선교」에 발표된 중국 선교사 월푸(Archdeacon John R. Wolfe)의 편지를 

읽고 감명을 받아 조선 선교를 지원한다. 그는 1889년 목사 안수를 받고 8월 21일 멜버른을 떠나 그해 

10월 2일 조선에 도착한다. 10월 4일 서울로 간 그는 5개월간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지내며 한국어

를 공부하고 순회전도를 한다. 그는 조선에서의 선교 사역을 그의 일기에 상세히 기록해 남겼다.

데이비스는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 대신 부산에서 일하기로 결심하

고 1890년 3월 14일 서울을 떠난다. 그는 수원·공주·남원을 거쳐 하동을 지나 부산으로 오는 20일의 여

정 동안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선교 활동에 매진했다. 

4월 4일, 마침내 부산에 도착했으나 그는 폐렴과 천연두로 위독한 상태였다. 멜버른에서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에 천연두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으나 그는 한시라도 빨리 조선에 가고자 예방접종을 하

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부산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게일은 데이비스가 위독하다는 급보를 받고 달려

갔지만 데이비스는 부산 도착 이튿날인 4월 5일 숨을 거두고 만다. 그의 시신은 게일에 의해 복병산에 

안장되었다. 

데이비스의 갑작스런 죽음

은 그를 파송한 호주 선교본

부로 하여금 조선 선교에 대한 

애달픔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1891년 10월 멘지스, 페리, 퍼셋 

등의 여성 선교사와 맥케이 목

사 부부 등 총 5명의 호주인 선

교사가 데이비스가 못다 한 뜻

을 이루기 위해 부산항으로 들

어온다.

호주인 선교사들은 훗날 부산진교회와 부산진일신여학교를 세우는 등 많은 족적을 남긴다. 데이

비스의 죽음은 부산지역 선교를 위해 썩은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

 호주 장로교의 선교거점이 된 초량과 부산진

당시 조선에서는 미국의 북장로교와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했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 시 각 선교부 간에 마찰이나 경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협력과 연합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이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조선에 들어오자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는 1893년 1월 ‘장로회 

정치를 갖는 선교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를 조직하고,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 선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회도 이 공의회에 가담함으로써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네 개의 장로회가 단일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공의회에서는 선교지역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부산·경남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던 선

교부는 호주 장로교회와 미국 북장로교회였는데 공의회 결과 호주 장로교는 경남 동부지역(부산진, 

고관, 동래 등) 및 마산을 담당하고 초량과 영도·구포지역은 미국 북장로교가 맡기로 한다. 1913년 말 

미국 북장로교가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한 뒤로는 호주 선교부가 초량을 비롯한 부산·경

남지역을 모두 관할하게 된다.  

한편, 데이비스의 죽음 후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교회에서 온 5인의 선교사들은 초반에는 일본인 

거주지역에 거처를 둔다. 이후 맥케이 목사 부부는 초량지역으로, 여선교사 멘지스, 페리, 퍼셋은 부산

진 좌천동지역으로 이주한다. 호주인 선교사들이 머문 초량과 부산진지역은 자연히 호주 장로교의 

선교거점이 되어 일신기독병원, 부산진교회, 구 호주 선교관 등 호주 선교부와 관련된 장소들을 많이 

남겼다.

복병산자락의 데이비드묘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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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의 친구 호주인 여선교사 3인방

큰 키에 파란 눈을 가진 이들이 신기했는지 어린 아이들은 멘지스, 페리, 퍼셋의 집 앞을 기웃거리

곤 했다. 여선교사들은 가난하고 문맹인 조선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부인 성경반, 고아원 등을 만들

고 한글교육과 함께 성경과 찬송 등의 신앙 지도를 해나간다.

어느 날 이들은 집 앞에 버려진 아이 하나를 발견한다. 당시 조선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다. 이

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키우기로 하면서 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게 된다. 여선교사들은 1893년 ‘미우라 고아원’을 설립한다. ‘미우라’는 안식처를 뜻하는 호주 원

주민 말로 멜버른의 투락에 위치한 하퍼 부인의 저택 이름이기도 했다. 하퍼 부인은 멘지스, 페리, 퍼셋

을 부산에 보낸 여전도회 연합회의 회장이었다. 하퍼 부인의 후원으로 고아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

었기 때문에 감사의 뜻을 담아 미우라 고아원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1911년 이곳에는 여섯 명의 아이

와 관리인, 보모, 원장까지 11명이 함께 살았다. 

아이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자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선교사들은 1895년 10월 15일 호주선교관

에 3년 과정의 소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르쳤다. 주요 과목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 수학, 한글과 한문, 산수 등이었다. 초대 교장은 멘지스가 맡았다.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근대식 

여성교육기관인 일신여학교가 이렇게 시작된다.

여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낮에는 아이들이 선교사들의 집으로 찾아왔고 저녁에는 부인

들이 문을 두드렸다. 아이들, 부녀자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여선교사들은 이들을 중심으로 선교

를 해나간다. 고아원에서의 교육과 부인 성경반 운영 등으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선교사 맥케이나 페리의 편지에 의하면, 적어도 1891년 말까지는 부산에 개신교 신자가 전무했다. 

그러나 약 2년간 좌천동에서 조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사들이 신뢰를 얻게 되자 1893년부터

는 선교의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1901년 2월 10일에는 41명의 조선인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신자

들이 늘어났다. 개신교의 세례에는 문답 과정이 있는데 당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냐는 질문

에 “멘지스 부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요”라고 대답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 벽안(碧眼)의 여선

교사들이 당시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신뢰와 존경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교육 선교사로 헌신한 위더스

교육 선교사로 헌신한 뮤리엘 위더스(Muriel Withers, 1889~1979, 한국명 위대서(偉大恕))는 1918년 1

월 조선에 들어온다. 당시 일신여학교 교장이었던 마가렛 데이비스가 안식년을 갖는 동안 부산진일신

여학교의 제7대 교장(1921년 3월~1922년 11월)을 역임하면서 일신여학교의 마지막 호주인 교장이 된

다.

위더스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 1939년 7월, 결국 학교가 강제 폐교

되면서 이듬해 호주로 돌아가게 되지만, 해방 후인 1947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일신유치원의 원장

직을 맡는다. 1950년 재일교포들의 교육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1952년 다시 부산에 온 그녀는 부

산진교회 찬양대를 이끌며 청년들에게 영어와 요리를 가르치는 등 1954년 은퇴 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미국인 의료 선교사 어을빈과 정킨기념병원 

부산에서의 본격적인 의료 선교는 한국명 어을빈으로 익숙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의사 찰스 휴

스 어빈(Charles H. Irvin, 1862~1935)에 의해 시작된다. 

찰스 어빈이 부산에 온지 얼마 안 돼 부산에 메리 콜린스 휘팅 시약소(Mary Collins Whiting 

Dispensary)가 설립되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미국 북장로교의 부산 의료 선교가 이뤄진다. 이 시약소

가 모태가 되어 1903년 9월,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근대식 병원으로 알려진 정킨기념병원이 초량에 세

워진다. 정킨기념병원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어빈은 이곳에서 2500회의 수술과 4400회의 왕진을 

할 만큼 조선인 환자들의 치료에 전념한다. 

정킨기념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8년간 약 6만여 명이었으며 이 중 약 9천 명이 아이들이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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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역의 일환으로 세워진 

병원이었으므로 매일 진료시

작 전 예배를 드렸으며 처방

전, 포장지 등에 성경 구절을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벽보 

등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기

도 했다.

어빈은 1911년 돌연 선교

사직을 사임하고 정킨기념병

원을 떠나 중구 동광동 5가 

영선고개에 어을빈의원을 개

원한다. 여기서 그는 만병수(萬病水)를 만들어 팔며 제약업자로 성공을 거둔다. 

한편, 유부남이었던 어빈과 한국인 처녀 양유식1
의 사랑 이야기도 유명하다. 어빈은 스물여섯 살

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양유식과 재혼했으나 결혼 이후 그녀가 폐결핵을 앓다 죽자 홀로 남겨져 

쓸쓸히 여생을 보냈다.

호주 장로교의 의료 활동과 커럴 박사

호주 장로교의 의료 선교는 그들이 조선의 선교를 시작한 지 1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

다. 호주 장로교가 파견한 첫 의료 선교사는 1902년 5월 18일 부산에 도착한 커럴(Hugh Currell)이다. 

그는 의사이자 목사였다.

그는 부산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진료를 시작해 거의 매일 환자를 돌보았다. 진료 공간이 마땅치 

않아 부산진일신여학교의 교실을 빌려 임시 시약소 겸 간이 진료소로 사용했다. 

커럴이 부산에 머무르던 1902년 9월은 부산에 콜레라가 기승을 부렸다. 초량지역에 살고 있는 

2800명의 인구 중 300명이, 부산진과 고관지역 거주민 3000명 중 700명이 콜레라로 사망할 정도로 보

건의료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때 커럴은 약품과 소독약을 나눠주고 주사를 놓는 등 콜레라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왕길지 목사와 아담슨 목사의 순회전도에 함께 다니며 시약과 치료를 하

기도 했다.

부산지역에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의 의료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자 그는 새로운 의료 선교

지로 진주를 택한다. 「부산진교회 당회록」에는 커럴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진주로 이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진주로 간 커럴은 진주교회 및 배돈병원을 설립한다.

조선의 포토그래퍼, 사보담  

리처드 헨리 사이드보텀(Richard H. Sidebotham, 1874~1908)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사보담

(史保淡)은 그의 한국식 이름이다. 

사이드보텀은 1899년 조선에 들어온 후 

첫 1년은 대구에서, 나머지 7년은 현 초량

교회의 전신인 영선현교회와 절영도교회

(현 제일영도교회), 자갈치교회(현 항서교

회) 등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며 부산의 초

기 교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이드보텀 부부는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사진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찍은 사진에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부양유식은 양한나와 자매관계였다.1

어을빈 만병수 전단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04년경 사보담 목사 집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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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모습이 담겨 있다. 2008년 사이드보텀 

부부의 후손이 부산을 찾아와 부부가 촬

영한 사진, 편지를 비롯해 당시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부산시립박물관

에 기증했다. 2009년 부산근대역사관에서

는 사이드보텀의 유품을 모아 ‘사보담의 100

년의 약속’이라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사이드보텀은 한국에서 8년간 선교 활동

을 한 후 안식년을 맞아 1907년 8월 고향으

로 돌아간다.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미

국으로 건너간 그는 조선 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다 갑작스런 가솔린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비록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사진과 유품은 부산 등지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모습과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가 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기독교식 결혼식

“결혼식이 언제부터라고?”

“두 시부터라고 몇 번을 말하나?”

“서양 사람이 주례를 봐준다는데, 주례가 뭔가?”

“이런 혼례는 나도 처음 보는데 낸들 어떻게 아나?”

“아니, 봉숙이 저것은 연지곤지는 어디다 떼놓고 온 게야?”

“어허, 것 참! 조용히 좀 하게나. 기독교식 결혼식이 어떤 건지 구경 좀 해보세.”

1896년 6월 10일 오후 2시, 부산진의 호주 선교사관에서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기독교식 결혼식이 

치러진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심취명과 김봉숙이었다. 

심취명은 선교사 멘지스의 어학교사였고 당시 김봉숙은 부산진지역 어부의 딸로 호주인 선교사

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경반에 다니고 있었다. 신앙심이 깊었던 심취명은 자신의 신붓감으로 같은 신

앙을 가진 사람을 원했다. 이를 알고 멘지스가 심취명의 부모에게 여자 성경반에 출석하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아들일 것을 권한다.

이들의 주례는 앤드류 아담슨 목사가 맡았다. 서양인이 예식을 집행하는 진귀한 풍경을 보려는 사

람들로 이날 결혼식은 만원을 이뤘다.

한편, 1904년 심취명은 부산진교회에서 장로가 되는데 이는 경상도지역에서 장립된 첫 장로의 사

례였다. 이후 1912년 그는 부산·경남지역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사보담100년의 약속 책표지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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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교회와 초대 목사 엥겔

부산진교회의 정확한 설립년도2
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1894년 4월 22일에 최초의 세례식이 열렸

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정기적 집회가 시작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1904년에

는 엥겔(Gelson Engel, 1864~1939, 한국명 왕길지(王吉志))을 초대 당회장으로 하는 부산진교회 당회가 

조직된다.

부산진교회에서 내려와 왼쪽으로 모퉁이를 돌면 왕길지기념관이 보인다. 기념관에는 아래와 같은 

건립 취지가 기록돼 있다. 

 

1900년 10월 29일,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 왕길지 목사.그

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경상남도와 부산의 최초의 여학교인 일신여학교 교장을 

역임하였고, 부산 최초의 조직교회인 부산진교회를 세우고,성서개역위원과 찬송

가 편찬위원을 역임하는 등 선교, 교육, 구제에 헌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

을 사랑하며 헌신했던 것을 기념하여,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출 것

을 염원하며 이 건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2007.8.26 부산진교회 성도 일동 

엥겔 목사는 조선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1900년 10월 29일 아내 클라라, 그리고 3명의 자녀

와 함께 부산에 도착한다. 

엥겔 목사는 호주 장로교 소속 선교사 앤드류 아담슨(Andrew Adamson, 1860~1915)의 후임으로 조

선에 온다. 1891년 부산으로 파송되었던 맥케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1893년 조선을 떠나게 되자 호주 

장로교는 그의 후임으로 아담슨을 보내 맥케

이가 사역하던 초량의 교회를 관할하게 한다. 

당시 호주 장로교 선교부는 초량을 중심으로 

한 아담슨의 지부와 부산진을 중심으로 한 

여선교사들의 지부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들

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여선교

사들이 아담슨 선교사의 감독을 받을 수 없

다는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

자 선교부는 아담슨의 후임자를 물색하는데 

이때 엥겔 목사가 지원한 것이다.

엥겔은 언어능력이 탁월했다. 입국하자마

자 우리말과 풍습을 익히더니 곧 우리말로 축

도를 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다. 조선에 입

국한지 서너 달 후인 1901년 초에는 우리말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자신의 한 국

동구 기독교 유적과 
교회사

1952년 부산진교회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1931년 1월 15일 부산진교회에서 김유실이라는 신도에게 ‘본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귀하의 공

로를 표상함’이라는 내용의 표창장을 수여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로부터 날짜를 역산해 1891년 1월 15

일에 부산진교회 설립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표창 외에 최초 설립일을 증명할 사료가 발견되지 않아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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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왕길지(王吉志)로 정했다. ‘최고로 좋은 뜻

을 전하겠다’는 의미였다. 

엥겔은 여전도회연합회 소속 여선교사들을 

감독하면서 일신여학교 운영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여선교사들이 좌천동 부근에서 꾸려나가

고 있던 신앙집회를 정식 교회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하고 현재 부산진교회의 전신인 부산교회

의 당회를 조직한다. 그가 남긴 선교 일지에는 

1900년 10월 29일 부산에 도착했으며 12월 9일에 

부산교회에 참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는 독립된 건물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슬프게도 그 건물은 훌륭하지

는 않았다. (방은 가로가 25피트, 세로가 8피트이다) 출입문들은 높이가 3피트도 

채 되지 않았다. 벽 근처의 천장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똑바로 설 수가 없다. 

교인들은 그 건물을 기뻐했다. 몇 사람이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들의 기쁨을 기도

했고 이런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심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

님께 드렸다. 

나는 나와 멘지스 양을 포함한 54명이 200평방피트 밖에 되지 않은 이 좁은 장소

에 다 앉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2-3명 더 앉아도 될 뻔했다. 세 개의 문을 계

속 닫아 두었으므로 예배가 끝날 무렵에는 공기가 좀 탁했다. 

  『부산진교회 초대 목사 왕길지 선교사』 中

한편, 그의 부인 클라라가 한국에서 병을 얻어 1906년 서른여섯 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엥겔은 이듬해인 1907년 7월 3일, 죽은 부인의 친구이자 자신보다 먼저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던 아그네스 브라운과 결혼한다.

엥겔 목사는 호주인 여성선교사 멘지스와 함께 부산진지역에서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했으며 1904

년에는 심취명을 장로로 세우고 당회를 조직해 당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부산진교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부산진교회의 항일운동과 양한나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는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의 교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에 앞장선 이들 중에는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 16명이 개

신교의 종교지도자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동구지역 항일운동의 중심에는 부산진교회의 교인들이 있었다. 일신여학교를 중심으로 만세운동

을 주도했던 주경애와 박신연은 부산진교회 소속의 교사였으며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학생 11명 중 7

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부산지역의 학생항일조직이었던 순국당의 단장 최병곤과 부산기독청

년회(부산YMCA)를 조직하고 상해임시정부 후원에 앞장선 신필수도 부산진교회 출신이다.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양한나 역시 부산진교회의 교인이었다. 양한나는 일신여학교 고

등과 제1회 졸업생 4명 중 한 사람으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밀항해 대한민국 임시정

부 입법부에서 경상도 대의원으로 활동한다. 이 시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녀의 호적 이름 ‘귀념(貴

念)’을 ‘한나(漢拿)’로 개명해 주었는데 ‘백두에서 한라까지 내 나라를 길이 보존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었다.

1920년대는 부산청년회 등 지역 청년단체들이 사회활동 및 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시기였다. 조선

으로 귀국한 양한나 역시 1921년 부산여자청년회를 창립해 회장을 역임한다. 부산여자청년회 회원

들은 주로 일신여학교 출신이거나 초량교회와 부산진교회의 교인이었다.

해방 후에는 YWCA(여자기독교청년회) 지역조직을 건설해 여성운동과 유아교육, 고아를 돌보는 

왕길지(엥겔)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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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몰두한다. 이후 양한나는 여성과 아동을 위한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아 1976년 국민훈장 동백

장을 받는다. 수상 인터뷰에서 그녀는 “훈장도 고맙지만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가련한 여성들을 도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라며 병상에서도 여성운동에 대한 소명의식을 내비쳤다.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이니 구질구질하지 않고 멋지게 살다 가겠다는 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양한나는 

1976년 6월 26일, 생을 마감해 부산진교회 묘지에 안장됐다. 아래는 양한나 묘비의 비문이다.

여기 양한나 선생은 1893년 3월 3일 출생하여 1979년 6월 26일 소천 할 때까지 

일제하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상해임시정부요원으로 활동하셨고 해방 후는 여권 

신장을 위해 여자경찰서와 부산YWCA를 창설하셨고 1950년부터 자매여숙을 설

립하여 고아와 무의무탁한 여자 정신질환자와 함께 생활하신 희생의 공덕으로 용

신봉사상과 대한민국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봉사를 

아낌없이 바치신 귀한 선생이 고이 잠들어 계시다. 

부산직할시 사회사업연합회 회원일동 서기 1976년 10월 28일 세움 

윌리엄 베어드의 사랑방 교회

부산·경남지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 중 하나인 초량교회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사랑방

에서 시작된다. 

베어드 목사는 결혼 후 신혼여행 대신 조선 선교를 결심한다. 부산항에 먼저 도착한 베어드는 변변

한 방 한 칸조차 마련할 수가 없어 당시 피병원의 격리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지내던 하디 선교사에

게 신세를 져야 했다. 창고와 다를 바 없는 공간에 여러 사람이 지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

들은 조선 복음화의 희망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딘다. 이후 하디 선교사가 일본인거류지였던 

중구 동광동에 주택을 얻어 이사를 가면서 베어드도 그곳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1891년 11월 베어드

의 아내까지 부산에 도착하면서 하디 가족 4명과 베어드 부부, 총 6명이 이곳에 머물게 된다. 

 사택 부지를 물색하던 베어드 부부는 당시 초량지역에서 대청동으로 통하는 유일한 고갯길인 영

선고개 인근, 현 코모도호텔 자리에 땅 세 필지를 매입해 선교관과 ‘옴니버스 하우스’라는 별채를 세

운다. 길가로 난 옴니버스 하우스는 일종의 사랑방과 같은 곳이었다. 사랑방이 조선 남성들의 교제 

공간임을 눈여겨본 베어드는 이곳에서의 교제와 집회를 전도로 이어가고자 했다.  

이곳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부산항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

는 선교사들의 기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사랑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회는 영선현교회를 거쳐 오

늘날 초량교회의 모태가 된다.

베어드는 자신의 일기에 1893년 6월 4일 최초로 영선현 사랑방에서 집회가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6월 4일 이후의 일기에서도 주일 집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이

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진교회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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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초량교회는 베어드의 사랑방으로부터 시작된 영선현교회와 호주 장로교 소속 선교사 아

담슨이 관할하던 초량교회가 통합된 교회이다. 호주 장로교 소속 맥케이 목사는 현재의 초량지역에 

교회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했으나 건강이 악화돼 호주로 돌아가고 아담슨 선교사가 후임으로 오

게 된다. 1894년 9월 초, 지금의 초량교회 자리에 교회가 설립되고 아담슨이 이곳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선교구역 협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초량지역은 미국 북장

로교 관할지역이 된다. 아담슨은 마산으로 사역지를 옮기고 아담슨의 초량지역 교회와 베어드의 영

선현교회가 통합된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史記)』 상권에는 초량교회 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

록하고 있다.

부산 초량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앞선 시기)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베어드(배위

량) 부부가 영선현에 내왕하고 그 후에 하디 의사 부부가 적래하야 동시 전도함

으로 신자가 점기하고 시년에 선교사 손안로(아담슨)가 초량(지금의 예배당 자리)

에 왕래하야 교회를 설립하니라.(그 후에 손안로가 마산에 이주할 시에 영서현교

회와 병압하얏고 예배당을 이전하니라.)

한국 찬송가의 대모(代母) 안애리 여사

베어드 부인의 아내인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 1864-1916)는 한국이름 안애리로 잘 알려져 있

다. 안애리 여사는 한국 찬송가 번역에 많은 공을 세웠다. 문학적 조예가 깊어 찬송가도 작사했다. 

그녀가 가사를 쓴 찬송가 중 ‘멀리 멀리 갔더니’(찬송가 387장)와 ‘나는 갈 길 모르니’(찬송가 375장) 

두 곡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어려 있다. 부산에 온 지 1년 뒤인 1892년 7월 5일 베어드 부부는 낸시 로

즈라는 딸을 낳았다. 그러나 낸시는 1894년 5월 13일 뇌척수막염으로 가냘픈 숨을 거두고 만다. 머나

먼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딸까지 잃은 베어드 부인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찬송가 가사에 고스란히 녹

아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 하소서

(후렴)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가사 

초량교회의 항일운동과 주기철 목사 

윌리엄 베어드의 사랑방 집회가 모태가 된 초량지역의 교회는 훗날 초량3·1교회라 불리게 된다. 일

제는 초량3·1교회에 압박을 가하는데, 3·1절을 기념해 교회명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교

회 측에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본받은 이름이라 항변했지만 일제는 집요한 박해를 가했고 결국 초

량3·1교회는 초량교회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초량교회의 2대 목사인 정덕생은 애국지사들에게 비밀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부산지역 3·1 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다.

“정덕생 목사님이 밤마다 어디론가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장로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미행하기로 합니다. 정 목사님이 영주동 교회에 다니는 여신도의 집으

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여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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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봤어요. 자세히 보니 백산무역주식회사에서 번 

돈을 상해임시정부로 보내자는 밀담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정덕생 목사는 상

해로 돈을 조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는 역할이었습니

다.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보냈는데, 지금의 교회 부지를 사는 데 당시 돈 336

원이 들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금액인지 가늠해볼 수 있죠. 백산무역주식회사는 

한국의 대지주들이 모인 회사였는데 이곳 임원이자 초량교회 집사인 윤현태와 윤

현진이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해 줬습니다.”

정덕생 목사는 일제에 발각돼 모진 고문을 받지만 해준 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풀려나게 된다. 

정덕생 목사의 후임으로 주기철 목사가 초량교회에 부임한다.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를 빌미로 민

족주의 성향이 짙은 교회를 해산시키려 했다. 그러나 주기철은 기독교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신사참배

는 우상숭배요 죄가 된다고 강조하며 끝까지 거부한다. 주기철 목사와 초량교회의 목사들은 한뜻으

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섰고 초량교회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중심지가 된다.

주기철 목사는 신념 앞에서는 단호했지만 구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양을 

팔아 구제헌금으로 쓰고 교회에 찾아오는 걸인들에게 언제나 밥을 나누어 주었다. 자신과 전도사들

이 받는 사례를 깎아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의 부임 초기 200명이 채 못 되었던 초량교회 교인 수가 사임 무렵에는 두 배에 가까운 400여 명

으로 증가한다. 교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교세를 확장하던 주기철은 1931년 6월 21일 초량교회

의 목사직을 사임한다. 일본 경찰의 요시찰 대상이 되어 초량교회에서의 사역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분쟁에 휘말려 있던 마산 문창교회가 그에게 부임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초량교회 교인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주기철 목사에게 검정색 한복을 선물한다. 평소 주기철 

목사는 한복을 입고 다녔는데 이는 오산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조만식 선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조

만식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양복은 절대 입지 않겠다며 3·1절 기념예배를 드린 후 양복을 잘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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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주기철은 초량교회 교인들이 선물한 검정색 한복을 입고 마산 문창교회로 떠난다. 

이후 주기철은 평양 산정현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민족적이고 항일적인 설교를 이어간다. 일제의 

시퍼런 서슬 아래 조선의 교회들이 점점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주기철은 일사각

오(一死覺悟)의 정신으로 신앙과 민족정신을 지켜낸다. 여러 차례의 투옥과 고문으로 쇠약해진 그는 

1944년 4월 옥중에서 순교한다.

불의 앞에 믿음과 항일정신을 굽히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2016년 3월에는 주기철의 삶을 다룬 영화 〈일사각오〉가 개봉됐으며 6월에는 진해 웅천 출신인 주기철 

목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려 진해구 남문동에 ‘주기철목사 기념관’을 시작으로 한 성지순례길 탐방

코스가 조성됐다.

- 이승만 대통령의 피란지 기도처 초량교회

초량교회는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란 온 목사나 장로들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장소이기

도 하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 또한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피란을 오게 되었는데 경상남도 

도지사 양성봉이 거처를 내줘 지금의 임시수도기념관 자리인 경남도지사 관사에 머문다. 이승만은 

주로 미군부대 안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가끔 한국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양성

봉이 다니는 초량교회에 와서 시국을 두고 기도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도시철도 부산진역 6번 출구를 나오면 보이는 건물이 바로 난치성 노인 환자의 호스피스 병원인 

청십자요양병원이다. 이곳의 전신 청십자병원을 세우고 국내 의료보험제도의 모태인 청십자의료협

동조합을 탄생시킨 이는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다. 장기려 박사는 이웃에 대한 

참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기려는 1932년 경성

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

업한 후 경성의전 외과학교실

의 조수가 된다. 경성의전에 입

학하면서 그는 돈이 없어 진료

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노라고 

서원한다. 장기려는 매우 독실

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다.

이후 그는 평양 도립병원

의 원장 겸 외과과장을 맡았

동구 기독교 
인물 열전

장기려기념 더나눔 센터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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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947년 1월에는 김일성대학의 의과대

학 교수로 임명된다. 김일성이 맹장염을 앓

을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장기려였으며 

죽기 전에도 장기려를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은 “장기려를 놓친 것이 평생의 

한”이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장기려를 신

뢰했다고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장기려는 차남 장

가용과 함께 부산으로 피란 와 영도구 영선

동에 고신대 복음병원의 전신이자 무료진

료기관인 복음병원을 세우고, 25년간 복음

병원 원장으로 봉직하며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았다. 

병원 규모가 커지면서 무료진료가 불가

능하게 되자 1968년 장기려는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 받자’라는 표어 아래 북유럽의 의

료보험제도를 본 딴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이는 영세민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모태가 된다. 1975년 8월 4일에는 동구 수정동에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직영 병원인 청십자병원을 세운다. 

장기려 박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지나가던 걸인에게 수표를 적선

하기도 하고 가난한 환자에게 자신의 급여를 가불해 대신 치료비를 내주기도 했다. 북에 두고 온 아

내 김봉숙 여사에 대한 사랑도 지극했다. 재혼도 하지 않고 평생 아내만을 그리워했던 그는 침대 머리

맡에 아내의 사진을 놓아두고 이 세상에서 재회하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다.

그러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려는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타계한다. 사인은 지병인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매우 청빈한 삶을 살았는데, 임종 때까지 집 한 칸도 마

련하지 않은 채 복음병원 옥탑방에서 기거했다. 일평생 가난한 환자를 돌보며 살았던 그를 기념하기 

위해 2013년 4월 1일 초량동에 ‘장기려기념 더나눔 센터’가 건립됐다. 

안창마을의 빛이 된 루미네 수녀

'안창 백(白)' 씨에 '빛 광(光)' '맑을 숙(淑)', 한국식 이름 그대로 루미네 수녀는 안창마을의 빛이라 불

렸다. 그녀는 20여 년 동안 안창마을에 사는 독거노인, 가난한 아이들,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어려

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봤다. 

루미네 수녀는 독일 오스나브뤼크 출신으로 1970년 한국 선교사로 파송돼 1973년 부산교구 언양 

본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다가 1979년 독일로 귀국한다. 10년 뒤 1989년 다시 한국으로 온 그녀

는 부산 동구사회복지관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안창마을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루미네 수녀는 안창마을에 두 평 남짓의 판잣집을 구해 공부방을 만들고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방

치된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살며 공부를 가르친다. 이곳에서 그녀는 푸른 눈의 어머니로 통했다.  

20여 년간 공부방을 운영하던 루미네 수녀는 남태평양 마셜군도 선교를 위해 2009년 한국을 떠났

지만 지금도 그 뜻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루미네 수녀가 운영했던 공부방이 현재 동구 범일4동의 그

룹홈 시설인 '우리들의 집'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루미네 수녀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5년 12월 30일 안창마을에 

2층 규모의 기념관을 개관했다. 

“루미네 수녀님은 우리 마을에서 22년 동안 유아, 초중등 아이들 열 서너 명 정도

를 말 그대로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봉

사하신 분을 위해 뜻 깊은 기념관을 만들고자 하던 차에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님

장기려기념 더나눔 센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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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공사비용 3억 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안창호랭이마을회관 주민협의회 이찬웅 회장

기념관에는 루미네 수녀의 옛 사진과 책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향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맥켄지의 두 딸, 일신부인병원을 세우다

좌천동 일신기독병원 앞에는 제임스 맥켄지(James N. Mackenzie, 1865~1956) 선교사를 기념하는 맥켄

지 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맥켄지는 일신기독병원을 세운 헬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 자매의 아

버지다. 호주 선교부의 선교사이자 부산진교회 당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제임스 맥켄지는 1910년부

터 1938년까지 28년간 부산의 나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나환자들의 친구로 불렸다.

그에게는 네 명의 딸이 있었다. 맥켄지는 “아들이 없어서 내 후임을 물려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내가 꼭 약속할 것은 딸들을 공부시켜서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하곤 했는데, 약속대로 그

의 두 딸이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 부산

으로 온 것이다. 어릴 적 좌천동에서 태어

나 자랐던 두 소녀는 어느덧 의사와 간호

사가 되어 있었다. 맥켄지 본인이 직접 오

지는 못했지만 부산을 향한 의료 선교의 

마음이 두 딸을 통해 먼 길 넘어 전해져 

온 것이다. 맥켄지의 두 딸 헬렌과 캐서린

은 1952년 동구에 일신부인병원을 세운

다. 병원은 1982년에 일신기독병원으로 

변경했고 1984년에는 치과를 신설, 200병

상으로 증설하여 종합병원으로 승격한다. 2008년 4

월 17일에는 맥켄지의 이름을 딴 맥켄지 전문진료센

터를 개소한다.

- 여인과 아이들의 영웅, 의사 헬렌(매혜란)

일신부인병원 초대 원장 헬렌은 맥켄지의 첫째 딸

로 1913년 10월 6일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났다. 한국

이름은 매혜란(梅惠蘭)이다. 

헬렌은 1931년 평양외국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호주로 가서 멜버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퀸 빅토

리아 병원에서 수련 후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 1940년경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의료 선교사로 일하고 

싶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오지 못하다가 1952년 2월에서야 부산으로 올 수 있었다. 비록 전

쟁 중이었으나 의료인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입국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 당시 부산의 여인들은 출산이 임박해도 만삭의 몸을 편히 뉘일 공간이 없었다. 헬렌과 동생

인 조산간호사 캐서린은 전쟁통에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하는 여인들을 위해 부산진교회의 유치원을 

빌려 미군부대에서 얻어온 야전용 간이침대를 놓고 아이를 받기 시작했다. 이것이 일신부인병원의 시

작이었다.

헬렌은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 일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당시 부산에서 가장 필요한 의료 분야가 모

자보건 분야임을 깨달았다. 1952년 9월 17일, 맥켄지 자매는 조선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호주인 선배 여선교사들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여선교사들이 세웠던 일신여학교에서 이름을 따 병원

을 세운다. 맥켄지 자매 외에 간호원 유경순, 사무원 방필수, 관리원 김금지가 함께해 일신부인병원은 

총 다섯 명의 인원으로 첫걸음을 뗀다.

헬렌은 의료진이 없어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1953년부터 400여 명의 산부인과 

수련의를 교육시킨다. 분만을 위한 안전한 장소, 간호조산사를 위한 교육 등에도 직접 나섰으며 의사

1961년 일신기독병원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매견시(맥켄지) 목사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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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부산·경남지역의 어촌마을에도 찾아가 매주 순회진료를 했다.

1956년에는 호주 선교부, 미군부대, 한미재단, UNKRA 등의 원조로 좌천동 471-1번지에 병원을 신

축 이전한다. 개원 10주년이 되는 1962년에는 100여 명, 20주년에는 231명으로 직원도 점점 늘어간다. 

헬렌 원장은 사명의식이 투철한 의사였다. 한밤중 잠을 자다가도 응급환자가 오면 잠옷 바람으로 

급히 뛰어나가 치료를 했다. 다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모두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도 그녀는 환

자의 소생을 위해 서너 시간씩 매달렸다. 

돈이 없다고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없었다. 일신기독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김영옥 

씨는 헬렌에게 입은 은혜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하루는 산골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영옥 씨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출혈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녀의 월급은 동생의 학비로 모두 사용해 수

중에는 수술비가 없었다. 그녀는 초조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수술이 끝나길 기다렸다. 수술이 끝난 후 

김영옥 씨는 “휴가를 반납하고 일을 해서 수술비를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러나 헬렌은 오히려 위로를 건네며 어머니를 퇴원시켜 드리라고 했다. 

1976년 2월, 헬렌은 24년간의 한국 사역을 마치고 호주로 귀국한다. 그녀는 한·호선교 120주년이 되

는 2009년에 세상을 떠났다.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산모와 아이를 돌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한

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 외국인 최초로 나이팅게일 기장 받은 간호사 캐서린(매혜영)

캐서린은 1915년 11월 21일 좌천동에서 태어나 언니 헬렌과 함께 평양외국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로 귀국, 멜버른 장로교여자고등학교와 로얄멜버른 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아동병원에서 교

육받은 뒤 1939년 조산사가 된다.

이후 캐서린은 26년 10개월 동안 한국 여성과 모자 건강을 위해 봉사한다. 특히 그녀는 조산원 양

성에 힘을 기울였다. 1978년에는 한국어로 《간호 조산학》을 출판해 국내 조산교육에 큰 도움을 주었

다. 1975년에는 조산사를 양성한 공로로 간호인들에게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는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았다. 외국인이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퇴임을 앞둔 그녀는 한국에 대한 의료지원이 끊길 것을 염려해 호주 전역을 돌며 10억 원가량의 기

부금을 모아 맥켄지 재단을 만든다. 맥켄지 재단은 1976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금을 형편이 어려운 이

들을 위한 무료진료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캐서린은 은퇴 후 호주로 귀국해 멜버른 본가에서 살다가 2005년 향년 90세를 일기로 언니 헬렌보

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개항 초기의 외국인 선교사들부터 복음병원 좁은 옥탑방에 기거하며 의술 너머 인술을 베풀고자 

했던 장기려 박사, 안창마을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지역 주민들을 돌본 루미네 수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한국의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봉사했던 헬렌과 캐서린 자매까지,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려 이웃

을 위해 한평생 살았던 이들은 동구가 낳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이었다. 일신기독병원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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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부산 이바구길’ 코스에는 부산 최초의 성당인 범일성당이 포함되어 있다. 1890년 세워진 

범일성당은 부산지역의 모태성당이라 불릴 만큼 유서가 깊은 곳이다. 초량성당과 구봉성당 등도 부

산교구에 속해 있는 동구 내 천주교 성당으로 오랜 전통이 깃든 곳들이다.

부산의 모태 성당, 범일성당

가톨릭 부산본당은 1889년 대구에 있던 경상도 교구에서 독립하게 된다. 한국명 조득하(趙得夏)

로 불린 프랑스인 신부 조조(Moyse Jozeau, 1866~1894)가 부산교구의 신부로 부임하고  본당으로 사용

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소식을 접한 한 어부의 도움으로 절영도(영도)에 임

시본당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청학성당 수녀원이 위치한 자리였다.  

절영도는 섬이라는 한계 때문에 포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1891년 본당을 대청동 2

가 15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00년 초량3동으로 다시 옮긴다. 초량본당이 있던 자리는 현재 초량로터

리 입구에 있는 정발 장군의 동상 오른편으로 일제강점기 부산철도병원과 여행장병안내소를 거쳐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다. 

1910년 한일병탄 이후 일본인거류지가 초량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조선인들의 성당출입이 곤란해

지자, 1916년 8대 신부인 페셀이 현재의 데레사여고 자리인 범일동에 목조 건물을 지어 본당을 이전한

다. 명칭도 부산진성당으로 바뀐다. 

1960년대 초까지 부산진성당은 교세가 증가함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새 성당 건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건축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신축에 들어

간다. 1964년 기공식을 한 뒤 이듬해 12월 말, 지금의 성당 건물이 준공되는데 부채꼴 모양의 중앙 집

중 형태를 띠는 건축 양식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다. 1966년에 부산진성당에서 범일성당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피란민이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1951년 신자가 급증했고, 범일성당은 초량성

당을 시작으로, 동래성당, 광안성당, 구포성당, 서면성당 등 13개의 성당을 분립시킨다. 부산교구 발전

에 크게 기여한 범일성당은 지금까지도 부산교구의 중심이자 모(母) 성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교구 발전에 이바지한 초량성당

1951년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 선교사인 카놀 요셉(Josep. W. Connors) 신부가 초량에 정착한 후 대

구교구에 본당 설립을 요청한다. 대구교구는 1951년 5월 1일자로 본당 설립을 인가하고 주임 신부로 

동구의 
천주교 성당

범일성당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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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놀 요셉을 임명한다. 그의 한국식 이름은 권약슬이었다.

초량성당은 설립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동구지역 복음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천주교 부산교구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1956년 11월에는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평신도 사조직인 임마꿀라타 꾸리아3  (쁘레시디움의 상급기관)를 창단해 지역의 선교에 앞장선다. 

1962년 2월에는 가톨릭노동청년회(J.O.C)를 설립해 부산지역 노동운동에 나서기도 했으며 1964년 1

월 본당 소식지인 「겨자씨」를 발간하기도 했다. 「겨자씨」는 현 천주교 부산교구의 주보인 「가톨릭부산」

의 모태가 된다. 

초량성당은 교세를 계속 확장해 1962년 7월 수정성

당, 1967년 10월 구봉성당, 1969년 화교성당과 영주성당

으로 분립한다. 구봉성당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초량6

동 부근에 피란민 정착촌이 형성된 것을 계기로 부산교

구청에서 부지를 사들여 본당을 신설한 것이다.

1985년 12월에는 부산지역 본당 최초로 ‘지속적인 

성체조배회(가톨릭 신자들의 수도의식)’를 발족해 가

톨릭 신자들의 신앙심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초량성당은 성도의 감소와 노령화로 예전에 비해 포

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선교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초량초등학교와 초량교회를 지나 한적한 뒷길로 거닐다 보면 화려한 단청 지붕의 사찰이 보인다. 

산림법회로 유명한 일본식 사찰 소림사다. 산복도로 망양로를 따라 걷다 수정배수지 공원에 잠깐 앉

아 쉴라치면 길 건너에 위치한 묘심사를 발견할 수 있다. 구봉산 자락에 자리한 금수사 역시 사찰 바

로 앞 도로가 ‘초량 이바구길’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산과 동네의 구분이 없는 동구는 언제나 삶터 가까이에 사찰들이 있었다. 깊은 산 속에 은거하는 

대신 중생의 삶에 맞닿아 희로애락을 함께함으로써 불교의 도를 실천하고 있다.

묘심사의 원래 이름 대성사

묘심사(妙心寺)는 부산항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수정동 산복도로변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이다. 이 

사찰의 원래 이름은 대성사였으며 묘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원 사찰은 서구 토성동에 있었다. 

그렇다면 왜 대성사가 묘심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

현재의 묘심사 자리에 있던 대성사는 1888년 창건된 대처승 사찰이었다. 대성사에는 전해지는 문

헌이나 기록물은 없었지만 대웅전의 신중탱화와 삼성각 내 치성광여래상 등의 성보가 전해 내려오

고 있었다. 

서구 토성동에 있던 묘심사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임제종 포교당으로 운영되다가 해방 이후 

적산으로 분류되어 불하되는데, 1960년 무렵 어느 기독교인에게 팔리게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몇몇 신도들이 관음보살좌상과 수자령 지장보살입상, 범종과 종각 등의 성보를 가지고 나와 동구의 

동구의 불교 유적과 
전통사찰

쁘레시디움이란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에의 조직 가운데 하나를 일컫는다. 꾸리아는 

지역이나 본당의 평의회로서,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설립되었을 때 그들의 관리 기관으로 설치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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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사로 옮긴 후 이름을 묘심사로 바꾼 것이다.

묘심사는 대웅전과 종각, 그리고 생활공간인 요사로 이루어져 있고, 대웅전은 대성사와 묘심사 두 

사찰이 합쳐진 후인 1974년 지어졌다. 대성사와 묘심사의 성보는 사찰 안에 함께 봉안돼 있다.

대웅전과 요사 사이에 서 있는 지장보살입상은 태아를 안고 있는 지장보살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

한 태아들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고 부모의 무거운 죄업을 참회하도록 해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대웅전과 지장보살입상 맞은편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범종과 종각이 있다. 종각의 네모기

둥 상부에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사용하는 연꽃과 용두 장식 대신 일본 불교의 사찰양식이 반영돼 

있다. 묘심사의 종각 너머로 수정동 산복도로와 부산항 앞바다 풍경을 볼 수 있다.

신중도와 칠성도가 봉안된 실상사

실상사(實相寺)는 1912년 창건된 동구지역의 전통 사찰로 수정동 망양로에 위치해 있다.  

2015년 실상사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 「신중도(神重圖)」와 「칠성도(七星圖)」가 부산광역시 문화재자

료 제83호, 제84호로 지정된다. 신중도는 사찰 및 전각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탱화다. 

실상사의 신중도는 그림 하단에 적힌 묵서 화기를 통해 1929년 완호 스님과 덕문 스님이 함께 제작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완호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통도사와 범어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뛰어난 금어

(金魚)4
로 영도 복천사를 창건하였다. 덕문 스님은 완호 스님의 제자로 중요무형문화재 단청장 초대 

보유자다. 신중도는 가로 78㎝, 세로 98㎝로 제작되었으며 13위의 신중들을 묘사한 소규모 불화로 안

정된 구성과 인물 묘사, 복식 위에 시문된 다양한 문양이 특징이다.  

칠성도는 칠성각에 봉안하는 탱화로 자식이 없는 여인이나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인들에게 인기

를 끌던 그림이다. 실상사의 칠성도 역시 1929년에 제작된 완호 스님과 덕문 스님의 작품으로 가로 97

㎝, 세로 112㎝로 만들어졌다. 

실상사의 신중도와 칠성도는 

20세기 불교의 도상 연구 및 완

호 스님의 화풍을 파악할 수 있

는 귀중한 자료이며, 동일 작가의 

불화가 한 곳에 보존돼 있는 것도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실상사에는 용왕도와 산신도 등

의 불화가 봉안되어 있다. 실상사 신중도(좌)와 칠성도(우)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단청(丹靑)이나 불화(佛畫)를 그리는 일에 종사하는 승려4

묘심사 전경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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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의 연등불(燃燈佛) 설화를 지닌 연등사 

좌천동 주택가에 자리 잡은 연등사(燃燈寺)는 부산광역시 전통사찰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

등사는 사찰 뒤로 폭 10m 도로가 나 있고 앞으로는 한때 철도 관사였던 네 채의 개인주택이 마주보

고 있다.

이곳에는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3호로 지정된 연등사 「석가영산회상도」가 봉안되어 있다. 석

가영산회상도는 완호 스님의 작품으로 세로 120.5㎝, 가로 235.7㎝ 규격의 후불탱화다. 석가모니가 영

축산에서 설법을 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화기를 보면 1924년 화승 완호 낙현이 제작한 것으로 

나와 있다. 

대웅전 왼쪽에 요사와 삼성각이 있으며 대웅전 앞에는 남쪽으로 배치된 3층석탑과 5층 석탑, 석등

이 있다. 연등사의 3층 석탑은 탑의 구조와 비례미 그리고 옥개석 사방 끝에 돋을새김 한 연꽃봉오리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부재의 일부가 원래의 것이 아닌데다 정확

한 출처를 알 수 없어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3층 석탑의 양식을 근거로 연등사의 창건시

기를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연등사(燃燈寺)라는 사찰의 명칭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불교의 상징인 연꽃(蓮)등(燈)

이 아니라 ‘연등불(燃燈佛)’ 설화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거세에 유동보살로서 보살계를 닦고 있을 때 석가는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誓願)을 세웠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연등불(燃燈佛)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는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일곱 송이의 연꽃을 부처에게 공양하였다. 연등불은 미

소로써 이를 받고는 ‘너는 미래세에 석가모니불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수

기를 주었다고 한다. 혹은 연등불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미처 공양물을 준비하지 

못한 석가모니가 스스로 진흙길에 엎드려 연등불이 그의 몸을 밟고 지나가게 하

였다고 한다. 이를 연등불 수기(燃燈佛授記)라고 한다.

누구든지 이 절에 와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연등불(燃燈佛)의 수기를 받은 석가모니처럼 될 수 있

다는 뜻에서 연등사(燃燈寺)로 지어졌다

사명대사가 물맛에 감탄한 금수사 

금수사는 부산역에서 도보로 15분, 차량으로는 5분이면 찾아갈 수 있다. 금수사의 뒤로는 구봉산

이 병풍처럼 둘러있으며 법당 앞으로는 부산 앞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광경을 볼 수 있다. 

금수사(金水寺)의 창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뒤 사명대사는 선조의 명을 받고 조선인 포로 귀환을 위해 1604년 6

월 일본의 강화사(講和寺)로 떠나게 된다. 일본으로 가기 전 사명대사는 동구에 있는 구봉산 자락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이때 사명대사가 물맛과 경치에 반한 곳이 바로 지금의 금수사 자리였다. 

연등사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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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맛이 달고도 귀하니 과연 수도승이 머물만한 곳이로구나!”

이처럼 사명대사가 ‘감로금정수(甘露金井水)’라고 감탄한 이후 그를 따르던 제자가 그 자리에 초

암을 짓고 ‘금수암’이라고 칭한 것이 금수사의 전신이라는 것이다. 금수사의 경내에는 사명대사의 동

상이 세워져 있다.

그러다 1910년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의 동호 수홍(東湖 銖洪) 스님이 이곳의 옛 사적을 추모하여 몇 

동의 전각을 짓고 금수정사(金水精舍)라 이름 붙인 것이 이후 금수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금수사는 민족수호와 중생구제의 역할을 하는 호국 사찰로서도 명성이 높다. 금수사 경내에는 호

국영각이 있다. 이곳에 기미년 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과 안중근·김좌진·안창호·윤봉길 등 애국독

립지사 22인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추모법회를 하고 있다.

금수사에 민족대표 33인의 위패가 봉안된 것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란 와 금수사의 주지가 

된 법홍 스님에게 초대 부통령 이시영 박사가 찾아

와 애국지사의 위패를 모셔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다.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 역시 스님에

게 애국독립지사의 위패를 모셔달라고 청하면서 독

립지사의 위패도 함께 모시게 되었다. 

부산 재가 불자들의 요람, 소림사

소림사(少林寺)는 1929년 창건된 동구 초량동의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이다. 해방 직후 적산으로 

분류된 사찰을 1945년 비구니 정금광(鄭金光) 스님이 인수했다. 일본식 사찰이었던 소림사는 1948년 

한국식 불단으로 개조되고 1962년에는 범어사의 말사로 등록된다. 소림사는 1990년대 초까지도 일

본 사찰의 외관을 하고 있었으나 1995년 지금의 무량수전으로 신축되었다.

소림사를 대표하는 것은 6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산림법회5
이다. 소림

사는 1947년부터 부산 최초로 산림법

회의 포문을 연 곳으로 법회를 다녀간 

불자들이 무려 60여만 명에 이른다. 그

동안 소림사에서는 화엄산림 10년, 법

화삼림 8년, 열반산림 10년, 참회삼림

을 39년째 지속해왔다. 1950년 음력 2

월 보름에 열린 화엄산림법회에 1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그날 소림사 법당에서 설법하던 정금광 스님에게 빛이 비췄다는 일화는 불교 신자

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소림사는 지난 40여 년간 부산 재가 불자들의 요람이었으며 1952년 정일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후

에는 부산 불교 신행 단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1970년대 초 대부분의 사찰들은 한국대학생불

교연합회(대불련) 학생회 등의 신행 단체에 공간을 내어주길 꺼렸다. 그러나 소림사의 승려들은 부산

지역 청년단체들이 갈 곳이 없어 소림사를 찾아오면 군말 없이 사무실을 내주고는 정작 자신들은 몇 

년 동안 난방이 안 되는 요사채에서 지내기도 했다. 부산불교신도회, 거사림회 등도 소림사에서 활발

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소림사의 「오방번」과 「칠여래번」 6
은 불교의 유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 2015년 각각 부

산시 민속문화재 제14호와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번(幡)은 영가천도(불교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좋은 

사찰에서 불경을 강설하는 모임

오방번은 중앙과 동서남북 다섯 방위를 나타내는 부처를, 칠여래번은 일곱 부처를 의미한다.

5
6

소림사 칠여래번(위) 오방번(아래)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금수사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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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보내는 종교의식) 등 불교 예식이나 사찰 행사에 사용되는 깃발을 의미한다. 

소림사, 나라 구하러 온 재일학도의용군을 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쟁 참가를 

위해 조국으로 향했다. 최초의 재외국민 참전이라며 세계 언론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재외국민 참전의 원조는 대한민국이다. 이스라엘보다 17년이나 앞선 한국전쟁 당시, 재일학도의용군

들은 조국을 위한 참전을 자처했다. 

1950년 9월, 조국이 서로 총구를 겨누

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642명의 재일

교포 청년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자

발적으로 현해탄을 건너온다. 이들은 제

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하고 졸속으

로 부대에 배치됐지만 인천상륙작전, 동

해안 원산 이원상륙작전 등 주요전투에 

참전해 활약한다. 

이들 중 일부는 1951년 초부터 부상 등 

여 러 사정으로 인해 제대를 하기 시작했

다. 그러나 재일학도의용군의 제대 절차

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체계적으

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에 연고가 없던 

대부분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제대 이

후 당장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만다. 

난처한 입장에 처한 이들을 위해 관계 

당국은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초량동 소림사에 머물 것을 권한다. 소림사는 해방 후 국내에 잔류

하던 일본인들의 귀환대기소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그때까지도 소림사에는 돌아가지 못한 일본인 귀

환자들이 남아 있었다. 입장은 달랐지만 재일학도의용군들도 일본으로 귀환할 날을 기다리며 소림

사에서 함께 머물렀다.

처음에 모인 의용군의 숫자는 십여 명이었으나 부산 시내를 헤매고 있던 재일학도의용군들이 하

나둘 모여들면서 그 수가 증가한다.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김일환이 소림사를 방문해 귀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그 후 미군과 당국의 협조를 받아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소림사에 있던 재일학도의용군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국에 있는 동지들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냈다. 비록 얼굴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뜻으로 조국 전선에 참전한 동지들을 내버려 두고 자

신들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42명의 참전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135명을 뺀 나머지 265명의 생존자만이 일본으

로 귀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끝으로 재일학도의용군의 귀환 길은 막혀버린다. 일본이 재일학

도의용군을 ‘일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출국한 자들’로 규정해 입국을 금지한 것이다. 이에 242명

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국 땅에 남게 된다. 

그런 재일학도의용군들에게 소림사는 모국을 위해 싸우고자 바다 건너온 자신들을 부모처럼 애

틋하게 품어준 곳이었다. 

“재일학도의용군이 갑자기 소림사에 모이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노스님들이 그들

에게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고 했다고 합니다. 재일학도의용군들을 기념하

는 비나 탑 등이 이곳에 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만한 여유 공간이 없

었습니다.”

 초량 상선암 혜전 스님

소림사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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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는 뉴욕 맨해튼 번화가에 자리한 뉴요커호텔을 세계 선교의 본부로 삼고 활발한 활동을 이

어가고 있다. 단순한 교세 확장을 넘어 워싱턴 D.C.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 『워싱턴타임스』를 창간

하고 미국 통신사 UPI를 인수하는 등 언론 분야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하다. 

이러한 통일교가 탄생한 곳이 바로 부산 동구다. 통일교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리서인 『원리강

론』이 있는데 이것의 모태가 된 『원리원본(原理講論)』이 오늘날 동구지역에서 완성됐다.

본성지라 불리는 범내골 성지에는 범일전기념관, 눈물의 바위, 범냇골기념교회, 우물터 등이 있고, 

‘참아버지’ 문선명의 흔적을 좇기 위해 매년 전 세계 통일교 신자들의 성지순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일교의 창립자 문선명

문선명(1920~2012)은 평안북도 정주 출

생으로 본명은 문용명이다. 서울에서 중학

교를 마치고 1943년 일본 와세다 대학부설 

공고를 졸업, 해방 후 귀국해 종교운동을 

시작한다. 

그는 1946년 평양으로 건너갔으나 북한 

공산 정권의 종교 말살정책으로 1948년에 

함흥감옥에 구속되었다가 한국전쟁 때 흥남지역이 폭격을 받게 되자 가까스로 탈출해 부산으로 피

신했다. 

피란지 부산에서 통일교 교리의 근본이 되는 『원리원본』을 집필한 그는 1954년 5월 세계기독교통일

신령협회(통일교)를 창설하고 교주가 된다. 1957년에는 『원리강론』을 완성해 대규모 전도 활동을 펼쳤

으며 그 이듬해부터 해외선교를 시작해 교세를 확장해갔다.

그는 2012년에 향년 92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원리원본이 탄생한 범내골 성지 

31세의 청년 문선명은 1951년 1월 27일 전란을 피해 부산에 정착한다. 기거할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

었던 문선명은 수정산 중턱에 두 평 남짓의 토담집을 짓고 1951년 5월부터 교리서를 집필하기 시작한

다. 

불철주야 교리서 집필에 매달린 결과 1952년 5월 마침내 『원리원본』을 탈고한다. 이때 인근에 위치

한 범천교회의 강현실 전도사가 우물가 근처 토담집에 미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문선명을 찾

아온다. 강현실은 신학적 해석의 차이로 그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그의 첫 제자가 되었고, 같

은 해 이요한 목사도 문선명의 제자가 됐다. 동구의 토담집은 교리가 완성된 곳이자 전도의 출발지였

으며 최초의 통일교 교회였다.

- 눈물의 바위와 천심정

안창마을 삼거리 정류장에서 바로 보이는 통일교 범일전기념관을 지나 수정산을 오르면 문선명

이 눈물로 기도했다는 ‘눈물의 바위’가 나온다. 문선명은 이 바위에서 부산을 내려다보며 자녀를 잃

은 부모의 심정으로 매일 구국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한다.

눈물의 바위 주변에는 40여 개국에서 들여온 바위들이 동서남북으로 놓여 있다. 이는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 한다. 눈물의 바위는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곳이 많은데 복이 찾아온다는 이유로 

동구 범내골 
통일교 성지

범천동 통일교 성지 우물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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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이 조금씩 떼어간 탓이다. 

눈물의 바위를 지나 제1성지 쪽으

로 더 올라가면 ‘그 바위’가 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잠깐 쉬어가

는 곳이라 해서 ‘쉬어가는 바위’라고

도 한다. 문선명이 한때 부두 노동자

로 일했다는 제3부두도 멀찍이 보인

다.

‘그 바위’를 지나면 ‘천심정’이라는 

우물이 보인다. 이 우물은 통일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을 축일 수 있다. 통일교 신자들은 이 우물물

을 마시고 몸속의 나쁜 잔병들이 사라졌다는 간증을 하기도 한다. 

천심정을 지나 수정산 정상에 오르면 제1성지를 만날 수 있다. 이곳엔 천부산 제1성지라는 위호가 

새겨진 기념비가 있다. 제1성지는 1951년 1월 27일 부산에 도착한 문선명이 기도를 한 곳으로 5m 높이

의 돌탑이 기념비 옆에 함께 세워져 있다. 제1성지에서는 부산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통일교 본성지

통일교 본성지(눈물의 바위)



부산 산업의 부흥과 
쇠퇴,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부산 향토기업의 태동지, 동구  |  조방의 유래를 아시나요?  |  부산 

신발산업의 흥망성쇠  |  응답하라, 동구의 극장들이여!   |  부산 대

표 일간지 부산일보  |  부산 가구점의 발상지, 좌천동가구거리  |  맛

과 멋, 흥이 흐르는 초량 이바구 야시장

근대 개항으로 동구의 운명은 달라진다. 한적한 어촌이었던 부산포

는 국제 무역항으로 대외교역의 거점이 되고 일제강점기 근대화의 교두

보가 된다. 동구는 한국전쟁과 1960년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곳이며 피란 온 기업인들이 업을 다시 일으킨 

곳이자 많은 향토기업이 태동한 곳이기도 하다. 1970~1980년대 부산

의 경제를 움직인 동구지역 신발공장의 노동자들은 퇴근 후 영화 한 편, 

월급날 통닭 한 마리로 새삼스레 삶의 이유를 되새겼다. 개항에서 산업

화까지, 부산 경제 흥망성쇠의 축소판이었던 동구는 생존을 위한 인생

들의 몸짓으로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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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敵産)은 적이 남겨놓은 재산이라는 의미로 일본이 패망하면서 두고 간 일본인 소유의 기업

과 가옥 등을 일컫는 말이다. 일명 귀속재산이라고도 한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적산기업의 처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다. 일본이 사실

상 항복을 결정한 1945년 8월 9일, 일본인들의 재산이 몰수되면서 적산기업은 미군정 소유가 된다. 미

군정은 관리인을 임명해 적산기업을 운영했고, 관리인은 적산기업의 주주이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자

여야 했다. 

관리인 형태로 운영되던 적산기업은 1947년 3월부터 불하되기 시작한다. 관리인과 조선인 주주에

게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더러는 적산기업을 불하받기 위해 미군정 간부들에게 정치자금을 헌납하

기도 했다.

적산기업 불하작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9월 한국 정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귀속재

산을 관리하는 임시관재총국을 설치해 불하를 진행한다. 

적산기업은 매수대금이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5년에서 15년까지 장기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게다

가 당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적산기업의 인수는 그야말로 성공을 위한 절호의 기

회가 된다. 현대, SK, 두산 등 현재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도 적산기업의 불하가 그 밑거름이었다. 

미군정 시기인 1947년부터 한국전쟁 이후까지 총 2700여 개의 적산기업이 민간기업에 불하되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거류지와 인접해 있던 동구지역에도 많은 적산기업이 있었다. 건설화학공업, 대선

주조, 신동방기업 등이 동구의 적산기업이나 가옥을 불하받아 굴지의 향토기업으로 도약한 경우다.  

제비표 페인트로 친숙한 건설화학공업(現 강남제비스코)

제비표 페인트로 친숙한 강남제비스코는 건축, 공업, 선박, 자동차 보수 등 다양한 용도의 도료 제

품을 생산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1945년 12월, 황학구 회장은 동구 초량동에 작은 페인트 가게를 열고 ‘남선도료상회’라는 간판을 

내건다. 이후 황 회장은 1949년 건설화학공업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1952년 5월 범일동의 적산가옥을 

사들여 공장을 짓는다. 1955년에는 범일동 공장을 부산진구 가야동으로 이전한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국토 복구 사업으로 건축용 페인트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1970년대 박정

희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건설화학공업은 호황을 누린다. 광고 역시 화제였다. 

‘잘 벗겨지지 않아요’라는 카피를 내세운 TV광고는 제비표 페인트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연필, 강남건영(건설), 케이피아이(유리섬유직물), 강남화성(페놀수지), 강

남(조선) 등 중화학공업 전반에 걸쳐 10개 계열사를 거느린 강남그룹으로 성장한다. 2015년 12월에는 

강남그룹의 모태 기업인 건설화학공업의 사명을 강남제비스코로 바꾸고 브랜드도 제비표 페인트에

서 제비스코로 변경한다.

부산 최장수 향토기업 대선주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향토기업인 대선주조는 2016년 창사 86주년을 맞은 부산지역 유일의 소주 

제조 회사다. 대선주조는 ‘시원(C1)’, ‘예’ 등 다양한 소주 및 담금주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대선주조의 전신인 대선양조는 1930년 7월 일본인 자본가 모리 에이지에 의해 창립된다. 동구 부산

부 범일정 401번지에 있었던 대선양조는 60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당시 최대 규모의 주류회사로서 

증류식 소주와 여타 주류를 생산했다.

해방 이후 적산기업 불하 과정에서 삼광제재소를 운영하던 박경영이 대선양조의 관리권을 얻게 

된다. 이후 그의 동생 박선기가 사장에 취임해 회사명을 대선발효공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1964년 12

부산 향토기업의 태동지,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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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대광주조로 개칭한다. 1967년 5월 동구 범일동 817-4번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후 1968년 5월 대

선주조로 상호를 바꾼다.

대선주조는 한국전쟁으로 부산에 피란민이 몰려들자 소주를 비롯한 청주, 위스키, 맥주 등 다양

한 주류를 생산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다. 1960년대에는 식량 부족 문제로 양곡관리법이 제정되

면서 쌀을 이용한 소주를 만들지 못하게 되자 증류식이 아닌 25도의 희석식 소주 '대선(大鮮)'을 생산

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500여 개에 달하는 소주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난립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가 '1도(道) 1사(社)' 정책을 실시하면서 1974년 전국의 소주 회사는 

10개로 줄어든다. 이로써 부산 유일의 소주 회사가 된 대선주조는 1974년 6월 사옥을 동래구 사직동

으로 이전하고 시설 확장과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린다.  

 부산 사투리로 ‘썬하다(시원하다)’를 떠올리게 하는 ‘선(鮮)’, 전국 최초로 도수를 23도로 낮춘 ‘시

원(C1)’ 소주 등 꾸준히 신제품을 내놓으며 호황을 누리던 대선주조는 무리한 사업다각화를 추진, 결

국 계열사들의 연쇄 부도 및 경영권 분쟁 등의 위기를 맞게 된다. 

2004년 신준호 푸르밀(당시 

롯데햄·우유) 회장에게 600억 

원에 인수되면서 대선주조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듯했다. 

그러나 2008년 또 다른 위기

가 찾아온다. 신 회장이 3600

억 원을 받고 사모펀드 코너스

톤에 경영권을 팔아넘기면서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겨 달아난 사실이 드러난 것

이다.

부산시민들의 분노가 향한 곳은 신 회장이 아닌 엉뚱하게도 대선주조였다. 이는 곧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대선주조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곤두박질친다.  

 2011년 사모펀드가 대선주조를 매물로 내놓자 ‘부산의 향토기업이 다른 지역에 팔리면 안 된다’는 

여론이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그 결과 또 다른 부산 향토기업인 BN그룹이 대선

주조를 인수한다. 부산 유일의 소주 회사이자 최장수 향토기업인 대선주조를 부산 시민들의 손으로 

지켜낸 것이다.  

부산의 곡물왕국 신동방기업과 눌원 신덕균

눌원 신덕균은 평생을 곡물사업과 민족을 위한 활동에 투신한 인물이다. 1935년 그는 동구 초량

동에 태평정미소를 설립하고 현미를 백미로 도정해서 판매했다. 태평정미소의 백미는 식감이 부드럽

고 좋아 전국에 7개의 지점망을 갖출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1935년 신덕균은 조선인이 운영하는 4개 정미소와 일본인 소유의 3개 정미소를 통합한 부산합동

곡산주식회사의 사장이 된다. 곡물 업계에서의 그의 신용과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신

덕균은 현재 동구 범일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눌원빌딩 자리에 부산정미주식회사를 설립한다. 

그는 부산의 민족주의자들과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일본 경찰에 35차례나 연행, 감금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선 경제와 민족 독립을 위한 그의 신념과 행동은 확고했다. 신

덕균은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 인민당 등에 참여해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으며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해방되던 해 추수 사정이 좋지 않아 식량공급이 어려워지자 그는 이듬해 3월 식량긴급대책협의회

를 조직하고 어떻게 하면 부산으로 더 많은 식량을 반입할 수 있을지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이밖

에도 경상남도곡물협회 회장, 대한곡물협회 회장, 대한중앙양곡주식회사 사장, 한국미곡수출협의

회 이사장 등 곡물 관련 단체의 장을 맡으며 부산 곡물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1952년 동천 하구 선착장 옆의 대선발효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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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동방흥업을 설립하고 제조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는 한편 배합사료 업체인 고려산업과 

강동탄광, 고려강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1966년에는 동방흥업의 사명을 동방유량으로 변

경하고 해표 식용유를 생산한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 식용유라는 개념이 익숙지 않았으나 이내 해표 

식용유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1996년에는 사명을 신동방주식회사로 변경한다.

증권과 유통업종 등에 진출하며 승승장구하던 신동방은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체

기를 맞는다. 1990년 신명수 회장의 딸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사돈관계를 맺었는데 이로 인해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의 밀착 감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미도파백화점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외환위기까지 터지면서 신동

방은 1조 원 가까운 부채를 떠안게 된다. 결국 신동방은 2004년 전분당 사업부문을 CJ그룹에, 식용유 

부문을 사조그룹에 넘겨주고 해체된다.

한편 신덕균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1977년 눌원문화재단을 만든다. 눌원

문화재단은 눌원문화상 시상 및 장학 사업, 학술연구지원 사업, 문예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을 전개하고 있다. 1999년 신덕균이 타계한 후 그의 장남 신명수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눌원문화

재단 사무실은 동구 자성로에 위치해 있다.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던 연탄 공장들

1960년대부터 부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난방과 취사연료로 연탄을 사용했다. 산업화 시기, 연탄

은 부산시민의 한기어린 삶을 데워주는 고마운 친구였다.

동구에도 많은 연탄공장이 있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우리나라 연탄 업계의 시작을 알린 왕표

연탄이 초량동에서 태동한다. 왕표연탄을 만든 손도익 회장은 1·4 후퇴 당시 부산으로 피란 와 낮에는 

부두노동자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행상을 하면서 종잣돈을 모았다. 마침내 단탄식 구멍탄 제조기 한 대

를 구입한 손 회장은 초량동 자택 뒤 텃밭에서 하루 200장씩 연탄을 찍어 직접 배달하기 시작했다. 

연탄배달을 하며 모은 돈으로 손도익은 1967년 동래구 낙민동에 대형공장을 지어 왕표연탄이라는 

독자적 브랜드를 만든다. 1970년대 산림녹화정책을 이유로 벌목 채취가 전면 금지되고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원윳값이 폭등하면서 연탄사업이 큰 호황을 누리게 되자 왕표연탄도 탄탄대로를 달린다.  

손도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78년 경동보일러를, 4년 뒤에는 울산도시가스를 창업하고1990년에 

상호를 주식회사원진으로 변경한다. 텃밭에서 찍어내던 몇 장의 연탄이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거

대기업을 탄생시킨 것이다.

한편, 초량연탄은 1969년 6월 7일 창립해 오랫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연탄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까지 부산에 남아 있는 유일한 연탄제조업체인 진아산업(남구 문현동)이 초량연탄을 인수

해 지금도 여전히 초량연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보림연탄공장이 있던 곳은 판잣집이 빼곡했던 범일동 매축지마을에서 도로 하나 건넌 현재의 두

산위브아파트 자리다. 

동명목재와 목재왕 강석진 

일제강점기 동구 좌천동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목공소는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합판공장이자 

1970년대 국내 수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된다. 동명목재의 이야기다.  

동명목재의 설립자 강석진은 1905년 경북 청도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다. 가정 형편 

탓에 보통학교만 겨우 마친 강석진은 15살이 되던 해인 1920년,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온다. 

의지할 곳 없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소년 강석진은 좌천동의 한 일본인 가구점에 들어가 운 좋게

도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목공기술을 배워나간다. 대패가루 날리는 작업장에서 불편한 잠을 자

야 했지만 그는 성실하게 기술을 익혀 5년 만에 뛰어난 실력의 목공이 된다. 

강석진은 이곳에서 모은 자금 400원(현재 기준으로 약 4000만 원)으로 좌천동에 10평 남짓의 목

공소를 차리고 ‘동이 트는 새벽처럼 번영하라’는 뜻에서 동명(東明)제재소라 이름 짓는다. 현재 좌천

동가구거리 끝에 있는 S-OIL 부산진주유소 자리다.  

강석진은 일본인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던 제재 업계에 도전장을 던진다. 그는 손수 대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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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원목을 켜고 판자와 각목을 만들었다. 동명제재소의 가구는 목재의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구조가 견실하고 튼튼했다. 가구 품질에 대한 강석진의 고집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루는 강석진

이 직원들을 한데 불러 모았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치를 꺼내들더니 완성된 양복장을 두들겨 

부셔버린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흠잡을 데 없는 가구였으나 그의 눈에는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

었다.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날로 번창했다. 부산을 넘어 경남지역에서까지 주문이 쇄도할 정도였다. 이

에 동명제재소는 사업 확장을 위해 현재 범천동 부산교통공사 인근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사명을 동

명목재상사로 바꾼다. 

그는 판재나 각목의 자투리를 이용한 합판을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제조기술과 생산공정을 연구

하기 시작했다. 그즈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동명목재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전후 초토화된 국

토의 복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목재와 합판주문이 쇄도하게 된 것이다. 

동명목재의 합판은 미국으로까지 진출하게 되고 1963년 범천동에서 용당동 공장(용당동 123번지)

으로 모든 설비를 확장 이전한다. 이후 동명목재상사는 1967년, 1968년 최고액납세자가 되었으며 1968

년 이후 3년간 전국 수출액 1위를 달성하기도 한다. 1970년대부터는 동명산업, 동명개발, 동명중공업, 

동명해운, 동명식품 등 사업을 다각화해 나간다. 

그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10여 년간 회장직을 역임하고 부산은행 설립과 부산의 직할시 승격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부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동분서주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동명

문화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1978년 동원공업고등학교(현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 1979년 

동원공업전문대학(현 동명대학)을 설립하는 등 교육 사업에도 힘썼다. 

그러던 1980년 6월, 별안간 보안사에 끌려간 강석진은 2개월 만에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고 

동명문화학원을 제외한 동명그룹을 신군부에 헌납해야만 했다. 부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동

명목재의 해체는 부산 전체를 뒤흔든 악재였다. 그로부터 28여 년이 지나서야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

해 동명그룹의 해체는 신군부의 재산 강탈이었음이 밝혀진다.

동명그룹과 모든 사유 재산을 억울하게 몰수당한 강석진은 이후 학교 일에 전념하다가 1984년 10

월, 77세의 일기로 타계한다. 비록 동명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인재양성에 힘썼던 

강 회장의 뜻을 받들어 동명문화학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1952년 광무교 옆 연탄제조 모습과 동명목재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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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사람들만 단어를 줄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조방’은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줄임말로 

부산 사람들에겐 범일2동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사용된다. 비록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아직

도 상호, 도로명 등 곳곳에 조방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조방이 부산 사람들의 기억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선방직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동양 최대 규모의 면방직 회사다. 당시 공장의 정문은 오늘날 부

산은행 범일동 본점에서 서면 방향으로 한 블록 위에 위치해 있었으며 후문은 지금의 부산시민회관 

쪽에 있었다. 건물은 무려 5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구내에 병원과 기숙사가 있었으며 공장 담을 

따라 철도가 놓여 있었다. 당시 부산지역 전체 노동자 수가 1만여 명이었는데 조방의 종업원 수가 3천

여 명이었으니 그 일대 사람들 대다수가 조방 노동자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쯤 되면 당시 사람

들이 범일동 일대와 조선방직을 동일시한 것도 당연해 보인다.

조선방직은 누군가에겐 왕성했던 근대 부산 경제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설움과 투쟁의 먼지 구덩이였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힘든 임금과 비인간적 처우로 비참했던 노동자

들의 삶은 조선방직의 화려함 뒤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였다. 

조방 여공들의 수난과 파업

1917년 11월 설립된 조선방직주식회사 부산공장은 1968년까지 지금의 범일2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방직사업이 활기를 띠던 1930년대, 국내 회사는 물론 만주에 있는 중국 회사 영구방직(營口紡

織)의 경영권까지 인수할 정도로 조선방직은 빠르게 성장한다. 일제는 값싼 조선의 노동력을 이용해 

조선방직에서 군용 면포를 생산한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있었다. 당시 조방 여공들은 주로 경북이

나 충청도 등의 농촌 출신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모집원들의 말을 듣고 입

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신입 여공 일급이 15~16전이었는데, 한 달 기숙사비로 4원이 떼이고 몇 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공구비로 지불해야 했다. 기계가 고장 나 제품에 흠이 난 것도, 힘든 노동으

로 피곤에 지쳐 조는 바람에 실수를 한 것도 고스란히 벌금으로 부과됐고, 일본인 감독관의 구타도 

잦았다. 여공들은 40도에 가까운 먼지구덩이에서 주야교대로 기계를 돌렸다. 닭장같이 좁은 공간에 

출입마저 통제된 기숙사 또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못 되었다. 

이는 곧 노동쟁의로 이어졌다. 1922년 첫 파업을 시작으로 1923년, 1930년, 1933년에 걸쳐 지속적으

로 파업이 일어난 것이다. 여공들은 임금 인상과 하루 8시간 노동, 작업도구 지급과 벌금제 폐지, 기숙

사 여공 출입증 폐지 등 총 12개의 요

구조건을 제시하고 탄식투쟁에 돌입

하는 등 사측에 치열하게 맞선다. 

그러나 회사는 경찰을 동원해 파업

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공장 밖으로 

나가려는 여공들은 영하의 날씨임에

도 소방호스로 물세례를 맞았고 단식

투쟁으로 탈진한 여공들은 강제로 본

적지로 보내졌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조선방직 총

파업은 일제의 노동수탈에 대항한 부

조방의 유래를 
아시나요?

1930년 조선방직 내부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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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대표적 노동운동으로 기억되고 

있다.

조선방직의 공장 자주관리 운동

해방 이후 부산의 노동자들은 적

산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결성

해 자주적인 공장 관리 운동을 실시

한다. 동구의 조선방직도 미군정 치하

에서 공장 자주관리 운동을 전개한 

기업 중 하나다. 

조선방직의 종업원들은 4대 관리

인 정호종을 중심으로 주요 물자의 도

난 방지, 건물의 경비 운영 방침 수립, 일본인

들의 행동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51년, 귀속재산 불하 과정에서 정호종은 노동자들과 함께 기

업을 불하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불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부산

의 대표적 자본가이자 조방의 중역인 김지태였다. 그러나 정호종과 김지태는 조방낙면사건1
으로 갑

작스레 구속되고 만다. 

이들을 대신하여 조선방직을 불하받은 사람은 이승만의 측근인 강일매였다. 강일매는 군납대금 

입금을 지연시키고 장기근속자를 임의로 해고해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등 부실경영을 이어간다. 조

선방직의 노동자들은 강일매의 퇴진을 요구하며 노동쟁의에 나섰지만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조선방직주식회사는 1956년 삼호방직에 인수된다. 이후 면 섬유를 화학 섬유가 대

신하면서 조선방직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게 된다. 

이후 조선방직 건물은 1968년 4월 부산시에 인수돼 이듬해 7월 공식 철거되었다. 하지만 조방이라

는 이름은 부산 거리 곳곳과 시민들의 기억에 여전히 남아 있다.  주소 체계가 도로명 체제로 변경되면

서 한때 범일동 일대에 ‘조방로’라는 도로명이 생기기도 했지만, 자성대 동남쪽에 박재혁 의사를 기념

하는 거리가 조성되면서 지금은 ‘박재혁거리’로 불리고 있다.

조방 부지의 변천사 

부산시는 1968년 4월 조선방직 부지 재개발계획을 발표한다. 부산시 예산으로 조선방직과 인근 부

지를 사들여 시청사와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재개발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도 채 안 되어 조선방직 광장에서는 부산시청 신청사 기공식이 열렸다. 직공들은 방적기를 돌리며 창

밖으로 행사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계획이 번복되면서 1969년 조선방직의 8만 평 부지에는 자유시장과 평화시장이 세워지고 

1973년에는 부산시민회관이 개관한다.

이후 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조방 부지는 1970년대 부산 시내 교통

의 요지가 된다. 자유시장, 평화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 등 대형 재래시장도 차례로 조성되면서 영

남지역 유통산업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또한 최대 혼수 원단시장인 부산진시장 근처에 예식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1980년대 조방은 부산 

최대의 예식장 밀집지역이 된다. “주말에 조방 앞에 간다”는 말은 곧 결혼식에 간다는 말로 통했다. 이

와 함께 귀금속거리도 번성했다.

그러나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난과 재래시장의 쇠퇴로 조방 앞 상권은 약화되기 시작한다. 

도심지 교통유발 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은 외곽지역으로 옮겨간

1960년대초 조선방직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낙면(落綿, 솜 부스러기)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군복의 질을 떨어뜨려 적을 도왔다는 죄목 아래 조방 

임직원 20명이 구속된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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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속버스터미널은 1983년 동래

구 온천동을 거쳐 2001년 금정구 

노포동으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은 1985년 사상구 괘법동으로 이

전했다. 

게다가 1980년 중반 이후에는 

부산 경제를 이끌어왔던 신발, 섬

유 등의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도

심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서 동구의 인구는 감소하고 산업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조방 앞 유동인구 또한 감소하면서 전성기

를 누리던 시절의 활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방돼지국밥’, ‘조방밀면’ 등 이 일대에서는 ‘조방’이라는 단어가 붙은 가게 이

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조방낙지’를 내세운 조방 앞 낙지골목은 TV 맛집 프로그램에서

도 단골로 찾는 장소이다.

고된 하루를 달래주는 조방낙지

조방낙지골목은 현재 범일동 현대백화점 맞은편의 귀금속 타운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조방낙지

는 ‘낙곱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낙지와 곱창과 새우를 함께 볶아 내놓아서 붙은 별명이다. 조방

낙지는 낙지 숙회에 양념을 볶아 만든 것이 큰 인기를 끌자 조선방직 직공들을 대상으로 가마솥에서 

조리하면서부터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조방낙지는 서울의 무교동 낙지와는 달리, 고추장이 아닌 고춧가루를 사용한다. 육수를 만들 때

도 조개, 새우 등의 해산물을 듬뿍 넣어 깊고 담백한 맛을 우려낸다. 이렇게 조리된 조방낙지는 담백

하고 쫄깃한 낙지 본연의 맛이 살아 있다. 

“서울로 치면 여기가 명동이었어. 워낙 사람이 많았으니까. 공장들이 다 타지로 빠

지면서 사람들도 같이 나갔지. 동네에 남아 있던 젊은 사람들도 결혼하면 다 신

도시로 빠져버리니까 지금은 사람이 없어. 한참 오던 사람이 안 보여서 물어보면 

장가가고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이제 이 동네엔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어.”

범일동 보림치킨 사장

1970~80년대 범일동 인근에 밀집해 있던 신발공장 노동자들 덕분에 보림치킨은 손님이 끊이지 않

았다. 월급날이나 공휴일이면 튀김기 3대를 돌려도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닭을 튀

겨 줄줄이 걸어놓는 진풍경이 펼쳐지곤 했다. 그러나 이젠 연말이 되어도 가게가 휑하다. 32년째 한 자

리를 지키고 있는 보림치킨 사장님은 그때가 그립다고 말한다. 

당시엔 부산 하면 신발산업이었고 신발산업 하면 단연 동구였다. 1980년대의 동구는 늘 북적거렸

고 활기가 넘쳤으며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곳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신발산업이 쇠퇴하면서 동구

의 인구도 급격히 감소한다. 

일제강점기 고무산업의 출발지 동구

개항 이후 진행된 부산진매축공사로 수정동과 좌천동, 범일동지역의 해안 일대는 새로운 산업공

간이 된다. 1917년 조선방직주식회사를 필두로 1920년대에 근대식 공장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

조방부지에 들어선 귀금속 거리

부산 신발산업의 
흥망성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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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특히 고무공장이 많았다. 고무공업의 원료인 생고무가 들어오는 항구가 바로 앞에 있고 좌자천, 

동천 등 고무 생산제품을 식히는 데 필요한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1923년 부산지역 첫 고무공장이었던 일영고무가 지금의 좌천동에 설립되고, 1926년 수정동의 도변

고무와 1930년 좌천동 681번지의 대화고무 등도 잇따라 세워진다. 1934년에는 일본계 기업 삼화고무

가 당시 동구지역 고무공장 중 일부를 인수해 삼화호모(三和護謨)라는 이름으로 범일동에 들어서기

도 했다.

고무신 춘추전국시대 

볏짚으로 만든 짚신은 평균 5일을 신으면 닳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착용감

이 나빴다. 비가 오면 물기를 빨아들여 축축해지는 것은 물론 금세 더러워지곤 했다. 그러다 일제강점

기에 일본으로부터 고무신이 들어온다. 짚신에 비해 가격이 4~5배 비쌌지만 착용감이 좋고 비에 젖어

도 끄떡없는 편리함에 고무신을 찾는 사람이 늘어갔다.

한국전쟁을 맞으며 피란민들로 북적인 부산은 노동력과 함께 신발 수요가 급증한다. 기존 고무공

장들이 들어서 있던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고무신공장들이 앞다투어 생겨나기 시작했다.

 범일동 소재의 삼화고무는 연간 1000만 족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1946

년 왕기영에게 불하되고 1954년 8월 삼화고무공업으로 사명을 변경, 1958년 8월 김지태가 인수한 이

후 범표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삼화고무는 부산을 대표하는 신발 기업이 되었다. 당시 삼화고무의 종

업원 수는 1만 명에 달했는데 동구 지역에는 "삼화고무 공돌이 공순이가 없는 집이 없다"는 말이 나

돌 정도였다. 

1950년대 이미 포화상태였던 고무신 업계에 뛰어든 이가 있었다. 그는 우수한 품질이야말로 경쟁

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으로 고무배합 장인을 찾아다닌다. 마침내 그는 군산 경성고

무사에서 만난 장인과 손을 잡고 왕자표 고무신을 내놓는다. 국제화학의 왕자표 고무신은 출시와 함

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범일동 공장 앞에는 왕자표 고무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중간 상인들

이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다. 고무신은 나오자마자 전국으로 날개돋인 듯 팔려나갔다. 1962년에는 한

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농구화를 수출하는 쾌거도 올린다. 1973년 국제상사로 사명을 

바꾼 후에는 국산 운동화 열풍을 일으킨 프로스펙스를 선보이는데, 브랜드 출시 3년 만에 미국 NBA

의 공인화로 지정된다. 그가 바로 후일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이다. 

초량동에 있던 동양고무 역시 기차표 고무신으로 신발 업계를 이끌었다. 이후 1975년 월드컵 운동

화를 생산했으며 1980년 사명을 화승으로 바꾼 후에는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출시해 고급화 전략

에 성공한다.

태화고무는 1947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말표 고무신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하얀 고무신은 말표 고

무신의 상징이었다. 말표 신발로 성공을 거둔 태화고무는 자체 운동화 브랜드 ‘까발로’를 출시하기도 

했다. 

범일동 신발박물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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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에 접어든 신발산업

풍부한 노동력과 대규모 항만시설 및 

수송 인프라를 갖춘 부산의 경쟁력은 

곧 부산 신발의 대대적인 수출로 이어진

다. 부산 신발 업체들은 생산라인을 늘

리고 공장을 확장하며 미국의 나이키, 

영국의 리복 등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의 

본격적인 하청 생산에 돌입한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 활발히 가

동되던 부산의 신발공장들은 하청을 주

던 외국 브랜드들이 더 싼 임금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로 떠나버리면서 큰 타격

을 입는다.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며 국내 

시장의 석권을 노렸던 삼화, 태화, 동양 

등 메이저급 기업들도 노동쟁의와 임금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줄줄이 도산

한다. 

삼화고무는 1992년 문을 닫았으며 태화고무는 1998년 최종 부도 처리되어 공장이 폐쇄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신발 업체였던 국제상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생산라인을 대폭 줄였지만 자금난을 해결

할 수 없었고 여기에 신군부까지 개입하면서 국제그룹은 1986년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범일동 국제

화학주식회사가 있던 부지에는 현재 부산진시장 주차 빌딩이 들어서 있으며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뒤

편에는 국제상사의 창업주 양정모 회장의 자택으로 사용되던 집이 남아 있다. 

부산의 신발산업이 쇠퇴하자 신발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동구지역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공장노동

자들이 모여 살던 동네에는 빈집이 늘어가고 고무공장 월급날이 대목이었던 시장과 가게들도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출퇴근길 분주함이 빽빽이 들어차 있던 거리에는 어느덧 여백이 내려앉았다. 

누나의 길과 여공의 애환

범일동 신발박물관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누나의 길’이라 불리는 골목이 있다. 골목은 신발공장 

여공들이 모여 살던 안창마을과 마을 아래의 공장을 잇는 지름길이었다.  

‟지금은 ‘누나의 길’이라고 불리는 지름길을 통해 여공들이 안창마을까지 왔다 갔

다 했어요. 이 골목이 지금은 조용하지만 옛날에는 안 부딪히고는 못 다닐 정도

로 사람이 많았어요. 출퇴근 시간이면 발소리가 굉장했대요.”

‟그때는 공장 통근버스도 있었어

요. 새벽이 되면 보림극장 아래쪽

에 버스가 서요. 그러면 안창마을

에서 거기까지 한꺼번에 내려오니

까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범일동 신발박물관 관계자

한편 분주했던 여공들의 삶의 이면에는 하루 14

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과 적은 임금, 열악한 노동 

환경이 버티고 있었다. 고무나 본드 등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작업반장과 관리자

70년대 국제그룹 회장의 집(현 한정식집 '소정')

누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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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욕설이나 폭언도 여공들의 삶을 지치게 만들었다.

제대로 된 보육시설도 없던 시절, 미혼의 젊은 여공들은 결혼해 아이를 가지면 퇴사했다가 후에 다

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막 젖을 뗀 자식이 눈에 밟혀도 바득바득 공장으로 다시 나갔

다. 한 달에 두어 번 쉬는 날이 있었지만 밀린 집안일에 온전한 휴식은 불가능했다.

신발공장에는 나이 어린 여공들도 많았는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경우

가 허다했다. 학생반에 들어간 여공들은 오후 5시경 일을 마치고 야간학교에 다니며 주경야독했다. 

학교를 마치고서는 집으로 돌아가 어린 동생들에게 때늦은 저녁을 챙겨주고 나서야 겨우 고단한 몸

을 뉘일 수 있었다. 

신발공장 노동자들, 안창마을에 모이다

‟우리 마을은 한국전쟁 이후에 형성됐는데, 70년대에는 50세대가 살았습니다. 그

때는 지금처럼 도로나 길도 없어서 오솔길로 다녔어요. 그러다 신발산업이 왕성해

지면서 서부, 동부 경남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삼화고무, 국제

상사, 태화고무 등 신발 공장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마을에 집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신발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

다. ”

안창호랭이마을회관 주민협의회 이찬웅 회장 

안창마을은 동구 범일4동과 부산진구 범천2동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몇 가구 안 되던 조용한 산

간마을에 피란민들이 몰려와 무허가 판자촌을 지으면서 마을이 다소 커졌다. 이후 1960년대 산업화 

시기에 농촌지역에서 부산으로 온 노동자들이 서서히 터를 잡으면서 지금의 마을 규모로 형성되었

다. 산자락에 형성된 안창마을에는 1970년대 들어서야 전기가 들어왔고 1980년대까지도 무허가 건물

들이 잔뜩 운집해 있었다.

1980년대 부산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운동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신발공장은 대규모로 인력을 채용했다. 신발

공장 노동자들은 집값이 싸면서도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안창마을로 대거 유입됐다.

당시를 살았던 안창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우리 엄마가 혼자 고무신공장 다니며 돈을 벌었어. 엄마가 집에 오다가 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고무신공장 사장이 미역, 기저귀, 쌀을 사서 보내 주었다고 해. 

내가 셋째였는데 엄마가 일을 나가시니 동생 셋을 내가 다 키웠어. 그래서 학교도 

못  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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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안창마을에서 집을 짓다가 눈을 다쳐서 눈이 멀었어. 요즘 같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을 텐데 그땐 못 그랬으니까. ”

‟안창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산을 깎아서 집을 몰래 짓곤 했어. 낮에는 보는 눈이 

있으니 짓지 못하고, 갑바(천막)를 쳐놨다가 밤에 지었어. 그러다 보니 집이 허술

해서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 버렸지.”

안창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무허가 판잣집이었고 정부에서는 철거반을 앞세워 집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안창마을 사람들은 집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뜯고 짓는 실랑이가 반복됐다. 그렇게 버텨

낸 마을에 신발공장 직공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다운 마을을 이루었던 것이다. 

소싯적 영화 좀 봤다 하는 이들이 모였다. 지금부터 동구의 극장에 얽힌 추억을 소환한다. 응답하

라, 동구의 극장들이여!

‟옛날엔 동구에 극장이 18개나 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동구에 살아서 그 시절

을 기억하고 있다. 부산역 앞 차이나타운 골목으로 쭉 가면 천보극장이 있었고 

대도극장, 수정극장, 초량극장, 미성극장도 있었다. 범일동엔 삼성, 삼일, 보림극장 

등이 몰려 있었다. 차이나타운에 있던 천보극장에서 생긴 일이다. 영화를 좋아하

던 아주머니가 아이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간 거다. 영

화가 너무 재밌어서 울고 손뼉도 치고 하다가, 영화가 끝나고 다시 아이 손을 붙

잡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남의 애였다. “아이고 우짤꼬” 하면서 애 이름을 불

러댔는데 자기 애는 또 다른 아줌마 손을 붙잡고 있더란다. 그만큼 영화에 푹 빠

져서 본 거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영화관을 못 가게 했다. 그래서 

교복을 거꾸로 뒤집어 입고 가곤 했다. ”

이바구길 스토리텔러 김영숙 씨

‟동구의 극장 이야기라면 보림극장 쇼를 빼먹을 수 있나. 고무 공장 다니는 사람

들은 다들 한 번씩은 거기 가서 쇼를 봤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쇼를 했다.  1층

응답하라, 
동구의 극장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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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맥도날드가 있었고 2·3·4층이 영화 상영관이었다. 4층엔 휴게실이 있어서 장기

랑 바둑도 둘 수 있었다. 좋은 자리를 잡아놨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경우도 

많았다.”

동구 주민 금인화 씨

‟영화 시작 전에 동네 안경점 광고 같은 게 나오기도 했다. 통행금지 때문에 심야 

영화는 없었다. 당시 극장은 굉장히 컸다. 1·2·3층이 모두 한 관이었고 스크린은 

하나였다. 가끔 화면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필름을 여러 번 사

용하다보니 필름이 긁혀서 그렇게 보인 것이다. 직원이 “죄송합니다” 하더니 영화

를 다시 틀어줬는데 목소리랑 화면이 매치가 잘 안 됐다.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영화 한 편이 끝나고 나면 한 편을 더 틀어주는데 그 사이에 아줌마가 와서 오징

어나 음료수 같은 것을 팔기도 했다. 학교 다닐 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지막 날

은 무조건 영화를 보러 갔다. 전교생이 다 삼성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 단체로 

가면 싸게 볼 수 있었다.”

동구 주민 양일권 씨

보림극장과 삼성극장은 국제고무와 삼화고무 공장이 들어선 교통부 인근에 있었다. 교통부는 임

시수도 시절 지금의 범곡교차로 주변  교통부 청사가 있었던 곳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다. 여기에 삼일

극장까지 더해 범일동 극장 트리오를 이뤘다. 

이곳은 전국의 대형 개봉관에서 개봉하고 몇 달 지난 영화 필름을 받아 상영하는 3류 영화관이었

으며 두 편을 연달아 볼 수 있는 동시상영관이었다. 여러 번 돌리다 보니 필름이 끊기거나 상해 영화

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누가 뭐래도 영화는 당시 최고의 오락거리였다. 

동구의 극장 전성시대

동구지역 극장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다. 활동사진 상설관이었던 초량좌(초량동, 

1914~1917년)와 유락관(좌천동, 1921~1932년), 대생좌(초량동, 1930~1980년, 이후 중앙극장으로 개칭), 

대화관(수정동, 1942~1981년, 이후 동서극장으로 개칭) 등이 등장한다. 

이후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극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시설들이 갖춰졌다. 이 시기의 극장으로

는 삼일극장의 전신 조일영화극장(범일동, 1944~2006년), 수정극장(수정동, 1957~1971년), 대도극장(초

량동, 1958~1978년), 초량극장(초량동, 1958~1971년), 삼성극장(범일동, 1959~2011년), 천보극장(초량동, 

1960~1979년), 보림극장(1955년 남포동 개관, 범일동 1968~1998년) 등이 있다. 

1960년대 동구에 극장이 많았던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산에 유입된 전쟁 피

란민들 중 상당수가 동구에 자리를 잡았고 조선방직, 삼화고무, 국제고무 등 동구지역 공장에서 일하

는 많은 노동자들이 범일동·좌천동·수정동 일대의 산복도로에 살고 있었다. 고된 하루를 보낸 이들에

게 극장은 유일한 문화공간이었고, 잠시나마 현실의 시름을 잊게 해 주는 곳이었다.  

동구의 극장들이 사양길에 

들어선 것은 1970년대 후반부

터다. 호황을 누리던 고무산업

의 쇠퇴로 공장들이 폐업하거

나 옮기면서 공장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

났기 때문이다. TV가 대중화되

면서 예전만큼 영화를 찾는 사

람들이 적어진 탓도 있었다. 그

렇게 동구지역 극장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980년대 삼성극장 모습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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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일동 극장 트리오 

1960년대 전성기를 누리던 동구의 극장들 중 가장 최근까지 운영되던 곳은 이른바 범일동 극장 트

리오라고 불렸던 삼일극장, 삼성극장, 보림극장이다.

범일동 중앙대로 117번지에 있던 삼일극장은 1944년 조일영화극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재상영관

으로 영업을 시작해 해방 이후 삼일극장으로 이름을 바꾼다. 삼일극장은 영화 촬영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1966년 영화 〈나운규의 일생〉에서 주인공 나운규의 장례식장 장면에 나오는 단성사가 바로 삼

일극장이다. 단성사(서울)는 1907년 한국 최초로 세워졌던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나운규의 민족영화 

〈아리랑〉이 개봉되었던 곳인데, 당시 삼일극장의 모습이 단성사의 모습과 흡사했다고 한다. 

폐관 직전에는 영화 〈삼거리 극장〉이 삼일극장에서 촬영된다. 〈삼거리 극장〉은 〈록키호러픽쳐쇼〉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컬트영화로 곧 철거될 삼일극장을 위로하듯 혼령들이 극장에서 유쾌한 

춤과 노래를 선보인다. 삼일극장은 2006년 도로 확장공사 진행을 위해 철거된다. 

보림극장은 1955년 남포동에 있던 보림백화점 건물 내에 자리를 잡았다가 1968년, 현재 보림마트

가 들어서 있는 범일동 26-8번지에 1473석 규모의 개봉관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남포동의 극장을 

중심으로 영화가 우선 배급되면서 보림극장은 개봉관으로서의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었다. 이후 쇼 

무대 극장으로 탈바꿈하면서 보림극장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게 된다. 1970년대 톱스타였던 나훈아

와 남진, 하춘화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극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980년, 조용필의 쇼를 끝

으로 두 편 동시상영관이 된 보림극장은 1990년대 들어 성인물 위주의 영화 상영을 이어간다. 현재는 

보림마트 2층에 극장의 외관만 남아 그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림극장 뒤쪽 벽면에 조성

된 영화이야기 담장을 통해 옛 보림극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범일동 500번지의 삼성극장은 재개봉관으로 오픈했다. 1층과 2층으로 이어지는 180석 규모의 상

영관에서 하루 다섯 번 국내외 영화 한 편씩을 동시 상영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성인영화 상영관

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나갔다. 2001년 영화 〈친구〉의 촬영지로 잠깐 주목을 받았으나 2011년 철거의 

운명을 맞게 된다. 

범일동 할매국밥

극장을 나온 사람들은 교통부 교차로에 있는 돼지국밥집에서 주린 배를 달랬다. 

1956년 개업해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할매국밥'은 동구의 역사를 뜨거운 국

밥 한 그릇에 담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노포이다.

「부산 영화지도를 그리다 〈6〉 동구 ② 그리고 남구 문현동」, 『부산일보』 

 

부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돼지국밥 가게가 있지만 범일동 범곡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할매국밥은 

그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맛집이다. 

2006년 작고한 할매국밥의 창업자 최순복 씨는 한국전쟁 발발 후 평안도에서 부산으로 피란 왔

다. 부산진경찰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1956년 범천동 삼화고무 공장 담벼락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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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장사를 시작해 1970년 지금의 위치로 가게를 옮겼다. 할매국밥은 북한에서 먹는 방식 그대로 돼

지 살코기로 낸 맑은 육수에 밥을 토렴2
해서 말아 판다. 

당시 근처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어서 버스기사들이 가게를 많이 찾았다. 삼화고무는 1만 명이 

넘는 공장 노동자들이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들도 할매국밥의 단골손님이었다. 그때 단골이 되었던 

손님들 중에는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보림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

들도 오며 가며 국밥 한 그릇씩 뚝딱 말아먹고 갔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며 부산의 대표 국밥집으로 자리 잡은 할매국밥은 최순복 씨 밑에서 30년 

넘게 국밥을 만들어 온 둘째 며느리 김영희 씨가 이어받아 운영 중이다. 요즘도 할매국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유명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더 늘어났다. 부산 여행

을 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꼭 들러야 할 맛집으로 회자되고 있다. 공장 노동자의 헛헛한 속을 달래주

던 범일동 할매국밥은 이제 여행자들의 

속을 따끈하게 데워주고 있다.

1960년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

신 한 구가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떠오

른다. 『부산일보』는 다음날 이 시신이 찍힌 

사진을 1면에 보도한다. 김주열 열사의 비

참한 최후를 담은 이 보도 사진은 4·19 혁명

의 도화선이 되었다.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부산일보』는 부

산·경남을 대표하는 일간지 중 하나다. 1946

년 창간 이후 지역 언론의 자부심을 지켜온 

『부산일보』는 현재 북항재개발 지구에 사옥

을 신축하며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부산일보 

1905년 중구지역에서 『조선시사신보』라는 일본어 신문이 창간된다. 신문은 1907년 1월 1일 제호를 

『부산일보』로 변경하고 1917년 8면으로 증면해 조선어 면을 추가한다.

『부산일보』는 1919년 주식회사로 바뀐 뒤 현재의 중앙동 일대에 사옥을 신축한다. 1940년에는 일제

의 언론 통폐합 정책으로 부산·경남지역에서 발행되던 『남선시보(조선시보)』와 『남선일보』를 통합해 밥이나 국수 위에 따뜻한 국물을 부었다 따랐다 하며 데우는 것2

부산 대표 일간지 
부산일보

조선시보합자회사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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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유일의 신문이 된다. 

일본의 관행에 따라 1923년부터 조·석간이 된 『부산일보』는 일본인에 의해 발행된 신문이었기에 해

방 후 곧바로 폐간된다.

해방 이후 부산일보의 발자취

일제강점기에 발행되던 『부산일보』의 조선인 사원들은 자치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1945년 9월 

20일, 『민주중보』로 제호를 바꾸고 한글신문을 발행했다.

이듬해 5월 적산가옥인 『부산일보』의 중앙동 사옥이 박수형에게 불하되면서 미군정청은 『부산일

보』 사옥에 있던 『민주중보』에 퇴거를 지시한다. 박수형은 1946년 10월 부산·경남지역의 향토지를 표

방하는 『부산일보』를 창간했으나 3년 뒤인 1949년 7월 김지태에게 인수된다. 주식회사 형태로 바뀐 

『부산일보』는 판형을 타블로이드판 2면에서 

현재의 신문 크기에 해당하는 배대판(倍大

版) 2면으로 확대하고, 1949년 10월 『대중신

문』을 통합해 덩치를 키운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1950년 8월 부산이 임

시수도가 되면서 『부산일보』는 전국지로 발

돋움하게 된다. AP, 로이터, AFP 등 해외 주요 

통신사의 뉴스 공급처 역할을 수행하고 전

황 보도 특종 등으로 최대 판매 부수를 기

록하기도 한다. 

그러나 1951년 1월 20일부터 2년간 미국 

국방부 기관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에 

사옥을 징발 당한다.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

게 된 『부산일보』는 중구 남포동에 임시 사옥을 마련하고 1월 28일부터 다시 신문을 찍어낸다. 1953년 

1월 27일 징발령이 해제되어 2월 13일 본래의 중앙동 사옥으로 복귀하지만 그해 11월 27일에 발생한 

부산역 앞 대화재로 사옥이 전소되는 참사를 겪는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부산일보』는 1958년 9월 26일 지역신문 최초로 조·석간제를 실시했으며, 

1958년 1월에는 국내 최초의 영화상 제도인 ‘부일영화상’을 제정하였다. 1959년 4월에는 국내 최초의 

민간상업방송인 부산문화방송을 개국하고 같은 해 9월 지역지 최초로 서울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부산일보』는 1963년 2월 20일 사옥을 중구 중앙동 4가 53-17로 이전하면서 현대화 설비를 마련하

는 등 지역 언론의 자존심을 지켜나간다. 1964년에는 주 1회 운영하던 어린이면을 분리해 『소년부일』을 

창간하기도 했는데 격일간 발행되던 『소년부일』은 적자로 1년도 채 못 버티고 폐간되었다. 1973년 부일

영화상 역시 16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1980년 언론기관 통폐합정책으로 1978년 창간한 타블로이드판 『주간 부산』이 폐간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국제신문』을 흡수하여 부산지역의 유일 일간지로 발행되던 『부산일보』는 1984년 12월 30일, 

현재의 위치인 동구 수정동 1-10번지(옛 동아중학교 자리)로 사옥을 이전한다. 1985년에는 국내 최초

의 상설 신문전시관을 개관했다. 

김주열 특종 사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이 선거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산시

민들은 부정행위에 항거하며 거리로 나섰고 경찰은 발포 등의 무력진압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마산

에 있던 17세의 학생 김주열도 시위대에 합류한다. 그러나 시위를 위해 집을 나선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960년 4월 11일, 마산 합포만 중앙부두에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다. 

이를 목격한 『부산일보』의 마산주재 기자였던 허종이 사진을 찍어 본사로 보낸다. 

『부산일보』는 이튿날인 1960년 4월 12일자 신문 1면에 김주열의 사진을 크게 실어 내보냈다. 이 사진은 1934년 부산일보사 _부경근대사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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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보도의 여파는 컸다. 김주열의 사진을 본 시민들은 분노하며 이

승만과 자유당의 퇴진을 외쳤다. 부산일보의 특종 보도가 4·19 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부산의 대표 산업자본가 김지태

1949년 『부산일보』의 사장이 된 김지태는 1959년 4월 국내 최초의 민간상업방송인 부산문화방송

을 개국하고 같은 해 9월 지역지 최초로 서울에 부산일보 지사를 설치한다. 1961년 2월에는 서울에 

한국문화방송(현 문화방송)을 개국하는 등 폭넓은 언론활동을 이어간다. 

김지태는 1908년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났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입사해 5년간 근무하

다 1932년 폐결핵으로 퇴사한 그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부터 10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울산의 토지 2만 평을 불하받았다. 토지에서 수확되는 미곡은 분할상환금을 갚고도 매년 100석 이

상씩 남았으며, 토지를 담보로 자유로운 대출이 가능했기에 사업 밑천 또한 손쉽게 마련할 수 있었

다. 불하받은 토지는 그가 부산을 대표하는 자본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김지태는 1934년 범일동에 위치한 부산진직물공장을 인수해 산업자본가로의 변신을 꾀한다. 그러

나 그는 첫 사업에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신다. 이듬해에는 제지 회사인 조선지기주식회사를 설립, 이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전시 특수로 종이류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김지태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갔다. 

1946년 귀속기업인 아사히견직의 종업원들이 기업의 관리를 요청하면서 김지태는 1949년 아사히

견직을 불하받는다. 이를 계기로 조선견직주식회사를 세우고 견직업에 진출한 그는 ‘실크 재벌’로 불

리며 전국적인 자본가로 성장한다. 1954년에는 귀속기업이자 국내 최대의 신발공장이었던 삼화고무

를 인수한다.  

막대한 부를 쌓으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김지태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국내 최대의 면

방직 공장이었던 조선방직주식회사는 방직과장으로 근무해온 기술자 정호종과 당시 조방의 중역이

었던 김지태에게 사실상 불하가 내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조선방직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군수용 광

목에 불량 면을 의도적으로 혼합했다는 이유로 조방 임직원 20명이 구속되는 ‘조방낙면사건’이 일어

난 것이다. 김지태는 대구고등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조방의 경영에서는 물러나야 했다.

더 큰 위기는 5·16 군사쿠테타 이듬해인 1962년에 찾아왔다.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7년의 징

역을 구형받은 것이다. 김지태는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 및 부산 시내 땅 10여

만 평을 무상으로 5·16장학회에 기증하고 석방된다. 이후 부산일보 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

이승만은 조방낙면사건으로 김지태를 조방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였다. 김주

열 열사의 시신 사진을 보도한 것이 4·19 혁명을 촉발한 것이다. 1960년에는 김지태 소유의 부산문화

방송이 3·15 마산시위현장을 중계방송하기도 했다. 

김지태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

하다 자유당에서 제명당하기도 했고 훗날 무죄로 밝혀진 조봉암의 간첩 혐의와 사형 선고에 대해 직

접 비판의 글(1958년 10월 27일자 사설 ‘존엄과 비판’)을 작성해 『부산일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사업가이자 언론인으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김지태는 1982년 4월 9일 73세의 일기로 세상

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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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구시장의 발상지인 좌천동가구거리는 지하철 좌천역을 끼고 양쪽 길가로 형성돼 있다. 중

앙대로와 주변 골목을 따라 100여 곳의 가구점이 밀집되어 있으며 300여 브랜드의 가구를 취급한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부산진매축 제1기 공사가 끝난 뒤 좌천동 해안에는 원목저장소가 생겨났다. 

당시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원목을 가공하기 위해 좌천동 일대에 목재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

작했다. 이후 목재를 가공해 간이가구를 제작하는 가구공장들도 따라 들어섰다. 동명목재의 설립자 

강석진이 부산에 와 처음 일을 배운 곳도 좌천동의 한 일본인 가구공장이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의 본국 귀환과 함께 고급 가구의 수요가 줄면서 주춤하던 부산의 가구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활기를 되찾는다. 부산으로 피란민들이 몰려들면서 가구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1950년대에는 도로가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때는 가구점이라기보단 목공소에 

가까운 곳이 여덟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가구 상권이 좌천동보다는 

광복동 쪽에 발달해 있었어요. 그런데 광복동이 집세가 비쌌기 때문에 대청동으

로 이동하고 대청동에서 다시 좌천동으로 옮겨와요. 집세가 싼 좌천동에 모이게 

된 겁니다. 가구거리 초기에는 (가구점이) 15곳 정도가 있었어요. 이후 도로가 넓

어지고 1968년에 전차도 없어지면서 거리 좌우로 가구점들이 많이 들어서게 됐

습니다.”

좌천동가구거리 고전칠기사 강선호 사장

1980년 중반까지 이곳은 거리의 폭이 좁아 가구골목이라고 불렸다. 이후 도시철도 건설로 간선도

로가 정비되고 이 일대에 좌천역이 들어서면서 도로가 넓어지자 가구거리로 불리게 된다.

부산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는 가구산업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 신흥 부유층들

이 생기면서 고급 가구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후반 무렵 부산 시내에 가구제조 

관련업체 수가 700여 곳에 달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부산 최대의 혼수원단시장인 부산진시장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가구거리

도 특수를 누린다.

“조방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포

항이니 순천이니 사람들이 다 몰렸어요. 

심지어 제주도 사람도 부산진시장에 와

서 혼숫감을 떼 갔어요. 마침 부산진시장

과 좌천동가구거리가 가까우니까 여기에 

와서 혼수 가구도 구매한 거죠. 그때부터 

가구점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좌천동가구거리 고전칠기사 강선호 사장

현대식 가구점이 대부분인 지금과는 달

리 1970년대의 가구거리는 나전칠기점이 주

를 이뤘다. 가구 전면을 자개로 장식한 나전

칠기 장롱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부유층

에게 인기가 있었다. 장식용 가구의 수요가 

한창 급증하던 때는 100여 개의 나전칠기점

부산 가구점의 발상지, 
좌천동가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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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구거리에 밀집해 있을 정도였다.  

좌천동 나전칠기의 명성은 바다 건너 일본까지 퍼졌다.

“일본인들이 와서 나전칠기 작품들을 정말 많이 사갔죠.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당시 일본에서 유명한 장인들이 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본인들이 만

든 걸로 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좌천동가구거리 고전칠기사 강선호 사장

그러나 전통 나전칠기 가구에서 중저가 원목 가구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좌천동가구거리에

도 달갑지 않은 변화가 찾아온다. 나전칠기 가구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가 싶더니 IMF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당시 수십 곳의 가게가 사라졌다. 가구거리 뒷길에 줄지어 있던 50여 개의 자개 재

료상은 지금 겨우 한 곳만 남아 있다. 수정산터널이 생기면서 그곳에 있던 스무 곳가량의 가구점도 없

어졌다. 좌천동가구거리의 화려했던 시절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좌천동의 가구 상인들은 여전히 좌천동가구거리가 ‘대한민국 가구 1번지’라고 자랑스레 

입을 모은다.

“현재까지도 100여 개 가구 업소가 모인 곳은 좌천동가구거리밖에 없을 겁니다.”

좌천동가구거리 고전칠기사 강선호 사장

“좌천동가구거리는 국내 가구거리 중엔 가장 큽니다. 우리는 앞길뿐만 아니라 뒷

길까지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좌천동가구거리 상인회 최계현 회장 

좌천동가구거리 상인회 최계현 회장과 고전칠기사 강선호 사장의 말에서 좌천동가구거리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최 회장은 가구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매년 10월 열리고 있는 ‘좌천동

가구거리 축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좌천동가구거리 축제는 가구 할인 판매를 비롯해 칠기 시연회

와 나만의 가구만들기 행사 등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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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초량동에 모인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생긴 장터는 1960년대 초량전통시

장이라는 이름을 내건다. 오늘까지 동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초량전통시장

은 2015년 10월 16일 초량 이바구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매일 자정까지 환한 빛을 밝히고 있다.

옛 백제병원과 남선창고 터를 지나 초량전통시장 입구에 다다르면 웃는 얼굴로 반기고 선 장승 모

양 입간판이 보인다. 초량 이바구 야시장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물레수산’부터 ‘새부산병원’

에 이르는 120m 구간에 마련된다.  

야시장을 둘러보면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들어찬 매대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일본, 베

트남,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음식이 모여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어묵 매대에

서는 어묵을 패티로 쓴 버거와 어묵바를 판다. 

춘권과 비슷한 모양에 칠리소스를 찍어 먹는 

베트남 만두 '짜조'도, 초량동 옛 대도극장 앞

에서 팔았다는 ‘납작만두’도, 생문어를 튀겨낸 

문어튀김도 군침을 돌게 한다. 대만식 파전인 

‘총요빙’도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이다. 

초량 이바구 야시장에서는 청년상인들도 볼 수 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내일은 학자

금 대출 상환일’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동명대 창업동아리팀, 스위츠팩토리 청년창업

팀, 동서대 식품영양학과팀 등 청년들이 운영하는 매대는 야시장에 활기를 더해 주고 있다. 

초량 이바구 시장의 매대는 먹거리 18종과 애완용 곤충, 한지 공예품 등 7개의 소품가게로 운영되

며, 최근에는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맛과 멋, 흥이 흐르는 
초량 이바구 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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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100년 발자취’, 부산 일보, 1999. 12. 01.

‘부산 국제고무공장에 대화’, 동아일보, 1960. 03. 03. 

‘부산 영화지도를 그리다 <5> 동구 ①’, 부산일보, 2013. 08. 29.

‘부산 영화지도를 그리다 <6> 동구 ② 그리고 남구 문현동’, 부산일보, 2013. 09. 05.

‘부산서 또 천여학생이 데모’, 동아일보, 1960. 03. 25.

‘부산선 육백여명 남녀고교생들 “민주제단 지키자”고’, 동아일보, 1960. 03. 15.

‘부산은 무엇을 기억하는가 <6> 부산서 출발한 한국의 근대화’, 국제신문, 2012. 02. 14. 

‘부산의 노포: ⑧할매 국밥’, 부산 일보, 2011. 04. 28.

‘부산의 맛: 조방 낙지볶음’, 국제신문, 2010. 04. 19. 

‘부산일보 어떤 길 걸어왔나, 62년 5개월, 지면마다 빼곡히 새긴 영욕의 현대사’, 부산일보, 2009. 02. 10.

‘시장 따라 골목 따라: 부산의 대표 입맛 조방 앞 낙지볶음 골목장’, 부산 일보, 2010. 08. 03.

‘역사의 터 표지석 세우자 <5 조방앞>’, 부산일보, 1998. 02. 13.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3> 범일동 일대 '조방 앞'’, 국제신문, 2013. 07. 09.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5> 극장전(劇場傳)’, 국제신문, 2013. 07. 23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8>사상공단 국제상사’, 국제 신문, 2013. 08. 20.

‘정수장학회 '공적 구조' 유족도 동의, 부친 친일의혹 제기 저의 의심된다’, 오마이뉴스, 2004. 08. 04.

‘정순형의 부산기업 스토리 ① 조선방직’, 부산일보, 2014. 07. 05.

‘정순형의 부산기업 스토리 22. 건설화학’, 부산일보, 2014. 11. 29. 

‘정순형의 부산기업 스토리 3. 동명목재’, 부산일보, 2014. 07. 19. 

‘정순형의 부산기업 스토리’, 부산일보, 2014. 07. ~ 2014. 12.

‘지역 장수기업 열전<2>대선주조(주)’, 국제신문, 2016. 01. 25. 

‘진실위 “신군부가 동명목재 재산 강탈”’, 아시아경제, 2008. 10. 23.

‘평생 배우 얼굴 그렸지만 내 작품 못 남겼네’, 부산 일보, 2011. 06. 07. 

‘한국기업성장사 ‘조방 앞’ 지명에 남은 조선방직, 그 곳 여공들이 부산을 일으켰다‘, 아시아경제, 2012. 08. 29.

‘향토 기업을 찾아서: (주)동성화학’, 부산 일보, 199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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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김기수 교수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소장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박창희 상임이사

(국제신문 논설위원)

고신대학교 신학과 이상규 교수

부산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전성현 교수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갑상 교수(부산소설가협회장)

부산민학회 주경업 회장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양흥숙 교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학연구센터 

차철욱 센터장

동의대학교 사학과 최연주 교수

시인·문화공간 수이재 최원준 대표

일맥문화재단

옛 백제병원 건물 소유주 정은숙 씨

부산여행특공대 정봉규·손민수 대표

안창호랭이마을협의회 이찬웅 회장

이바구길 스토리텔러 김영숙 씨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고객문의센터

초량교회 곽원섭 장로

부산진교회 김경석 장로

초량동 상선암 혜전스님

솔내음 경로당

좌천1동 경로당

좌천4동 경로당

부분감수

김기수 교수(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김태만 교수(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이상규 교수(고신대학교 신학과)

이용득 관장(부산세관박물관)

전성현 교수(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지역사학자)

주경업 회장(부산민학회·향토사학자)

수정노인복지회관

범일동 신발박물관

동구 주민 금인화 씨

동구 주민 김운자 씨

동구 주민 심미임 씨

동구 주민 이경화 씨

동구 주민 양일권 씨

동구 주민 이인희 씨

동구 주민 전덕자 씨

동구 주민 구옥순 씨

창녕에서 온 피란민 김성현 씨

매축지 마을 주민 박 씨 할머니

보림치킨 사장님

좌천동가구거리 상인회 최계현 회장

좌천동가구거리 고전칠기사 강선호 사장

초량전통시장 상인 김동숙 씨

초량전통시장 상인 박광일 씨

초량전통시장 상인 이매희 씨

자유시장 영배상회 사장님

부산진시장번영회 김남수 회장·박승훈 상무

경기주단 사장님 외 부산진시장 상인들

초량 차이나타운 중식당 건일행 곡야정 사장

초량 차이나타운 중식당 일품향 유문강 사장

전체감수

김승 교수(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김한근 소장(부경근대역사사료연구소)

심상교 교수(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양혜경 교수(신라대학교 문예창작비평학과)

차철욱 센터장(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학연구센터)

표용수 상임위원(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홍성권(향토사학자)

도움주신 분들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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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부산포 왜관 설치

1426 대마도 정벌 이후 조선의 삼포

(내이포, 염포, 부산포) 개항

1510 삼포왜란 발발

1592 임진왜란 첫 전투인 부산진 전투 발발

(부산진성)

1593 증산 왜성, 자성대 왜성 설치

1607 조선통신사 첫 파견

두모포 왜관 설치(현 수정동 시장 일대)

1614 영가대 조성

(2003년 자성대 공원 내에 복원)

1693 안용복의 1차 도일(渡日)

1696 안용복의 2차 도일(渡日)

1766 정공단 조성

1876 조일수호조규에 따른 부산항 개항

1878 두모포해관 수세사건 발생

1884 청국에서 청국영사관 건립 결정

쌀 판매 거절 사건 발생

1886 선창가 투쟁사건 발생

1887 부산 내 청국 조계지 공인

1889 제임스 게일, 부산 거주 시작

(부산에 거주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1890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 부산에서 사망

1891 선교사 베어드 부산 입성

호주 선교사 맥케이 목사 부부와 

여선교사들(멘지스, 페리, 퍼셋) 부산 입성

1893 윌리엄 베어드에 의해 영선현교회 설립

호주 여선교사들 미우라 고아원 시작

1894 여선교사관 건축

선교사 앤드류 아담슨 부산 도착

현재 자리에 초량교회 설립

(영선현교회와 통합)

1895 부산진일신여학교 설립

1896 부산진 호주 선교사관에서 경남지역 

최초 기독교식 결혼식 실시

(심취명과 김봉숙, 아담슨 목사 주례)

1898 박기종의 부하철도회사 설립

(자본금 조달 실패로 건설 좌절)

근대개항 이전 근대개항 이후

1900 선교사이자 부산진교회 초대 목사 

엥겔 부산 도착

초량객주 정치국 주도로 회흥사

(훗날 남선창고) 설립

범일성당 본당이 초량3동으로 이전

(현 초량 입구 정발장군동상 오른편 부근)

1902 의사이자 목사인 커럴 박사 부산 도착, 

환자 진료 시작

제1차 북빈매축공사 시작

1903 초량에 정킨기념병원 건립

1904 심취명, 부산진교회 장로로 장립

부산진교회 초대 당회 조직

1905 경부선 철도 개통

부산진역(범일동 현대백화점 뒤) 무배치 

간이역으로 운행 시작

초량역(현재 부산역 자리) 운행 시작

부관연락선 이키마루호 부산 입항

1906 부산진역 보통역으로 승격

1907 초량역에서 중앙동까지 해안철로 개설

1908 사립육영학교 개교(부산진초등학교 전신) 

좌천리 ‘부산진부인회’에서 

여성교육기관 ‘양정숙’ 설립

1909 부산진-동래남문 간 경편철도 개통

쌍산착평공사 당시 초량해안 일부 매축

연대표

일제강점기

1910 일제 침략에 의한 한일병탄조약 체결

1911 해륙간연락설비공사 착공, 제2부두 설비 

공사 착공

1912 동국역사 비밀등사 사건 발생

실상사 창건

심취명, 부산진교회 목사

(부산경남 지역 최초) 취임

1913 부산진시장 상설 시장으로 시작

청국조계지 철폐

(조선총독부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입)

부산진매축공사(1기) 착공(1917년 준공)

북빈매축공사(1기) 착공

1914 경원선 개통

고관공원 조성

초량좌(초량동, 1914~1917) 개관

1915 전차 개통(부산진-동래)

1916 범일성당 본당이 범일동으로 이전

(당시 이름 ‘부산진성당’)

부산진 전차 사건 발생

1917 동양 최대 규모 면방직 회사 

조선방직주식회사 설립

박재혁 중국 상해 망명, 의열단 가입

1919 일신여학교 독립만세운동 발발

부산진거리 독립만세운동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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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연대표

1930 대선양조 설립(이후 대선주조)

대생좌(초량동, 1930~1980, 

이후 중앙극장) 개관

고무공장 직공 파업 투쟁

일제강점기 조선방직 총파업

1934 삼화호모(三和護謨, 이후 삼화고무) 설립

(일영고무공업소 흡수)

유치환, 평양에서 부산으로 이주

(초량동 100번지)

제3기 부산진매축공사 착공

1935 신덕균, 태평정미소 설립 (이후 신동방기업)

1936 부산진매축 과정 중 영가대 해체

제3기 해륙연락설비공사 착공

1937 김말봉, 조선일보에 ‘찔레꽃’ 연재 시작

전차 전기 공급을 위해 고관변전소

(수정동 고관입구) 건립

1939 일신여학교 일본에 의해 강제 폐교

부산진 매축기념비 설치

1942 대화관(수정동, 1942~1981, 

이후 동서극장) 개관

이광우, 정종기, 김수복 등 5명 ‘친우회’조직

일본 천황의 생일 칭송 노래 거부로 

부산진공립초등학교 폐교

1944 조일영화극장(범일동, 1944~2006, 

이후 삼일극장) 개관

주기철 목사 감옥에서 순교

항일 학생 비밀결사 조직 ‘순국당’ 결성

1945 미군기 수정동 폭격 사건

황학구 초량동에 남선도료상회 설립

(이후 건설화학공업)

왕기영, 삼화호모 불하받아 

삼화고무공업 설립

박재혁 의사비 설립(정공단 옆)

1946 부산 YWCA(여자기독교청년회) 발족

부산일보 창간

1949 양정모 국제고무공업사 설립

장경호, 대한선재 설립 (이후 동국제강)

김지태, 부산일보 사장 취임

1920 박재혁, 부산경찰서에 폭탄 투하

1921 유락관(좌천동, 1921~1932) 개관

양한나, 부산여자청년회 창립·회장 역임

‘백제의원(이후 백제병원)’ 개원

부산부두노동자총파업 실시

(일본기업에 맞선 우리나라 최초의 총파업)

1922 ‘백제병원’(1922~1932) 건립

초량여자야학 설립

조선방직주식회사 여공들 첫 파업 실시

1923 최초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인가

부산의 첫 고무 공장 일영고무공업소 

설립(좌천동 688번지)

1925 강석진, 동명제재소(동명목재 시초) 설립

다나카 후데요시에 의해 초량동 일본식 

가옥 최초 건립

부산진일신여학교 동래로 이전

(현 동래여자고등학교)

1926 주기철, 초량교회 담임목사로 취임

남선창고주식회사 설립

도변고무공장 설립(수정동)

부산진매축공사(2기) 착공(1932년 준공)

1927 부산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

(경남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

부산진역사 범일동에서 수정동으로 이전

1928 제2기 부산진매축공사 착공

1929 주기철, 기독교 경남노회에 신사참배 

반대안 제출

소림사 창건

한국전쟁 이후

1950 한국전쟁 발발

부산, 임시수도로 지정

미55보급창 조성

도쿄 스루가다이 호텔에서 

재일학도의용군 출정식

1951 조방낙면 사건 발생

조선방직 노동쟁의

(이승만정권 수립 후 최초의 대규모 파업)

손도익, 초량동에 왕표연탄 설립

(이후 원진, 경동홀딩스)

현수창, 현수명 초량동에 

동양고무공업사 설립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부산 입성

1952 일신부인병원 설립(현 일신기독병원)

백제갑, 범일동에 건민고무 설립

(이후 동성화학)

1957 수정극장(수정동, 1957~1971) 개관

부산진역 내 대형화재 발생

1958 대도극장(초량동, 1958~1978) 개관

초량극장(초량동, 1958~1971) 개관

김지태, 삼화고무공업 인수

1959 삼성극장(범일동 현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범일점, 1959~201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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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80년대

1960 국제화학 공장 화재 발생

부산 중·고등학생들의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천보극장(초량동, 1960~1979) 개관

수정재래시장 개설

초량전통시장 개설

1964 동구 초량동 지역에서 망양로 첫 개통

전투부대 맹호부대 제3부두에서 

베트남으로 파병

부두지구 구획정리사업 중 초량지역 

피란민 가옥 1200여 동 연산동으로 이주

1968 부산자유상가(부산자유도매시장) 조성

보림극장 범일동으로 

이전 개관(1968~1998)

조선방직 폐업

동구 범일지구 재개발사업 기공

1969 부산자유도매시장 개장

부산진남문시장 개장

동구 초량동에서 부산역 영업 시작

수정 시영, 좌천 시영 아파트 건립

범일동 구 조선방직 터에 시청사 

기공식 거행

자성대 입체 교차로 착공

1970 평화시장 개장

현 부산진시장 건축

시외버스터미널 조성

부관연락선 재취항

부산시민회관 건립 착공(1973 준공)

1972 ‘부산진지성’ 시지정기념물 7호로 지정

‘정공단’ 시지정기념믈 10호로 지정

‘서문성곽우주석’ 시지정기념물 

19호로 지정

옛 백제병원 건물에 화재 발생

1973 부산시민회관 개관

1975 자성대 복원

장기려, 청십자의료보험조합 

직영 병원 청십자 병원 설립

1978 5부두에 자성대컨테이너종합터미널 

완공

자유시장 대화재 발생

1980 현 자유도매시장 신축

동명그룹 해체

일맥문화재단 설립

1981 국제상사 ‘프로스-펙스’ 출시

1982 일신부인병원, 일신기독병원으로 

명칭 변경

1984 부산일보, 현재 동구 수정동으로 

사옥 이전

1985 지하철 1호선 개통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현 사상구)

국제상사 해체

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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