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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스토리텔링의 정의
(1)정의
가.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 문화원형이나 原스토리를 새로운 이야기로 재창조하여 교
육이나 관광, 예술 등에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나.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 해당 스토리의 가치를 새롭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삶
의 맥락에서 찾아 이를 다양한 문화.예술에 접목시킴.
다.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 삶의 맥락이 스토리 서술에 영향을 미치듯, 스토리를 관광이
나 교육, 예술 등 문화 창조에 응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가치나 의미를 창출함. 이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정체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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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I.영도 스토리텔링 자원 및 변용
1장. 자원별 소재
1절.생태, 신화, 전설, 역사, 민속으로부터 추출한 스토리
(1)함지골 노송(老松)
(2)국마장
(3)‘태종대’ 명칭의 내력
(4)태종대 신선대 전설
(5)태종대 주전자섬 전설
(6)태종대 망부석 전설
(7)봉래산과 서복전설
(8)봉래산 영도할매 전설
(9)봉래산 장사바위 전설
(10)영도의 풍수지리설
(11)무덤이 없는 아치섬 전설
(12)영도의 고기와 어장(漁場)
(13)산제당과 아씨당 전설
(14)동삼동 풍어제
(15)청학동 서낭당의 당설화
(16)상구룡 당산
(17)아랫서발 당산
(18)남항동 용신당
(19)동삼동 패총
(20)영선동 패총
(21)아치섬 패총
(22)복천사와 불교문화재
(23)조엄과 조내기 고구마
(24)절영도와 부산포 해전
(25)절영도 왜관
(26)절영진
(27)동삼동 왜성
(28)고리장터
(29)봉래산 쇠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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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근대역사로부터 추출한 스토리
(30)개항기 지명 “사슴섬”
(31)영도 어민의 삶
(32)콜레라와 의료시설
(33)제주도 해녀 이주사
(34)제주도출신 명사들
(35)근대기 학교교육
(36)군사요충지 영도
(37)러시아의 석탄고 확보 실패
(38)일본인 이주민
(39)일본인 토지소유 실태
(40)대풍포 조선업체들
(41)영도의 수산시험장
(42)영도 등대
(43)영도의 근대공장들
(44)도선과 나룻배
(45)아리랑 고개
(46)영도 전차
(47)한국동란기 영도 피난민
(48)자살 명소였던 영도다리와 태종대
(49)돌아오지 않는 킴볼스미스호 사람들
(50)보도연맹 관련자 처형
(51)일확천금의 꿈, 밀수
(52)선원들의 생애담
(53)월남전 참전 용사들
(54)‘깡깡이 아지매’
(55)중동 진출 근로자들
(56)아카시아 음식점
(57)공공근로사업 후일담

3절.문학.예술.인물로부터 추출한 스토리
(58)임익준 첨사와 봉래(蓬萊)
(59)의료선교사 어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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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제강점기의 화가 서성찬
(61)윌리엄 넬슨과 로버트 할리
(62)교육자 김용근과 박진두
(63)동화작가 박돈목
(64)독립운동가 정인찬
(65)선각자 박기종과 김치몽
(66)육영사업가 안치운
(67)수필가 김소운
(68)점집골목의 배남식
(69)‘굳세어라 금순아’의 현인
(70)등대지기 안상만
(71)자유인 김기추 거사
(72)제주해녀 고정남
(73)불운의 복서 이강식
(74)박정희대통령과 육영수여사
(75)김대중대통령과 영도
(76)남여상 교장 유치환
(77)변관식의 영도다리 그림
(78)시에 나타난 영도
(79)서사에서 묘사된 영도
(80)영화 속의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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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원스토리와 현대적 변형
1절.생태, 신화, 전설, 역사, 민속으로부터 추출한 스토리
(1)함지골 노송(老松)
가.개요
절영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육송 조림지였다.
나.원스토리
경상좌수영에서 건조하는 군선이나 동래부, 초량왜관 신축, 개축에 필요한 공용목재는 절
영도에서 채벌되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조선시대 공용목재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유양송림인 봉산(封山)에서 조달하였다. 특히
선박 건조에 쓰일 목재는 목재가 풍부한 고장에 찾아가 건조하기도 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장흥의 천관산 일대이다. 조정은 봉산에서의 사사로운 벌채를 금했으며 매년 미리 벌
채해 예배해 두었다.
부산 중에서도 영도에는 목재가 풍부할뿐더러 바다와도 가깝기 때문에 예로부터 목조 선
박을 건조하는 선창(船艙)으로 활용되어 왔었다.
라.현대적으로 변형된 스토리
함지골에 남아있는 노송은 420년 전 경상좌수영에서 벌목하여 군선으로 만들던 나무의
형제 뻘인 셈이다. 이 노송들은 운 좋게 채벌을 피해 긴 세월 동안 살아남아 임진왜란 중의
부산포 해전과 병자호란 등 역사의 굴곡을 지켜보았다. 따라서 부산포해전을 기리는 행사가
치러질 경우에는 이 나무들에 예를 표하는 수령제(樹靈祭)를 지내도록 한다.
마.주변 관광자원
-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1996년 8월에 구비와 시비로 건립된 함지골 수련관은 영도구
동삼동 산149-4번지에 위치한다.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위한 다양
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여름방학 캠프, 템플 스테이, 하늘사랑 캠프, 창작 캠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일본 청소년 교류 캠프 등이 있으며 일일 천문교실, 일일 가족 캠
프 등을 통해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봉래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 물드는 은행과 단풍 낙엽이 절경을 이룬
다.
- 봉래산 등산로: 봉래산은 부산의 시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산으로 사시
사철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등산코스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백련사에서 시작해 정
상을 거쳐 목장원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통해 등산을 즐기며 이 경우 2시간 30분~3시간
정도 소요된다. 여기서 다시 목장원 아래의 절영해안산책로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남해안의
절경과 바다 냄새에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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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마장
가. 개요
영도는 오래 전부터 국마장(國馬場)의 소재지였다. 이런 연고로 영도는 목도(牧島)라고 불
리기도 하였다.
고문헌에서는 이곳에서 기른 말들이 명마(名馬)로 소개된다.『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성덕왕(聖德王)이 충신 김유신의 공을 기려 그의 손자인 윤중(允中)에게 절영도의 명마를 하
사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그런가하면 『고려사』에는 견훤이 태조 왕건에게 절영도의 명마
를 선물로 주었다가 절영명마가 고려에 이르면 백제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려받았다
는 기록도 있다.
나. 원스토리
성덕대왕 때 김유신의 손자 윤중은 왕으로부터 친애를 받아 왕의 친족들이 이를 매우 질
투하였다. 왕이 월성에 올라 주연을 베풀며 윤중을 부르니 주위에서 또 시샘을 하였다. 왕
은 ‘지금 과인이 경들과 더불어 평안 무사한 것은 윤중 조부의 덕이로다’하면서 윤중을 가
까이 불러 앉혔다. 김유신의 평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날이 저물었다. 윤중이 물러갈
것을 아뢰자 왕은 절영산의 말 한 필을 하사하니 이를 바라보는 군신이 모두 부러워하였다.
견훤이 절영도(絶影島)의 총마(驄馬) 한 필을 고려에 바쳤다. 견훤은 그 후 참서(讖書)에,
“절영도의 명마가 이르면 백제가 망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견훤은 절영도의 말을 준
것을 후회하여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주도록 청하였다. 태조가 웃으면서 이를 허락하였
다.
목마장(牧馬場 )
박치회(朴致晦)
평평하게 우거진 가는 풀 푸르기 구름 같고
끝없이 다닌 발굽 절로 무리를 이루었네
바람과 서리에 갈기 늙어 거세기가 돼지 같고
머리엔 굴레도 고삐도 없이 노루처럼 달리네
쌍쌍이 색이 다르고 뛰어난 말 종자
하나하나 근원이 니뉘었음을 알겠네
감독관이 살피고 다스리는 곳이라 하는데
우뚝한 빈집은 사립문 닫아걸었네.
이 시를 지은 박치회는 순조 29년 1829년에 태어난 인물이다. 그가 쓴 이 시를 통하여
목마장의 진경을 만날 수 있다. 목마장이 있던 곳은 동삼동 상리의 산언덕이라 한다. 정서
를 과장하지 않고 정경을 서술한 이 시로 목마장의 풍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도는 삼한시대에는 변한에 속해 있다가 후에 가락국의 속령이 되었고 신라시대에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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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국의 속령으로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동래현에 속해 있다가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동래
부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조선시대 이래 지속되어 온 행정 체제하에서 개항당시 부산은 부
산포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지방행정의 단위인 군, 현이 되지 못하고 동래도호부의 행정 관
할 하에 있었다. 동래부는 당시 경상도에 있던 14개의 도호부 중 하나였다.
영도가 절영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까닭도 국마장과 연관성이 있다. 절영도라는 지명이
영도의 국마장(國馬場)에서 기른 말이 하도 빠르게 내달리기 때문에 말 그림자가 땅에 비치
지 않았다고 해서 붙였다는 것이다.
국마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삼국시대부터 절영도가 명마를 키우는 국마장으로서 오랜 역사
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태조에게 절영도 명마를 돌려받은 견훤
이야기에서는 절영도의 명마(名馬)는 나라의 흥망과 국운(國運)을 상징할 정도로 유명하였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스토리는 영도가 사람과 동물들이 살기에 마땅한 토질
과 좋은 기후 요건을 갖춘 섬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영도에 사는 말들은 호랑이들의 먹잇감이기도 했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바다를 헤엄쳐 영
도까지 건너왔다. 전해져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호랑이 중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머리에 해초를 뒤집어쓰고 수영을 하는 놈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포수들은 헤엄치는
호랑이들이 보이면 활로 잡아 호랑이 고기를 부산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견훤이 태조 왕건에게 절영도 명마를 선물로 주었다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는 국내 뿐 아니
라 일본에도 알려졌다. 명마가 적국에 넘어가면 자신들의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일제시
대에도 기억되었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병탄하면서 절영도를 ‘목도(牧島)’라 부르며 말을 기르는 곳으로
삼아 군사력을 강화하여 했다. 실제로 일본군은 만주나 대륙 등 등 전장에서 물자 운반이나
장교들의 이동 수단으로 영도에서 키운 군마를 활용했다.
일본군에 강제로 징발되어 먼 타국 전장에서 생을 마감한 군마들을 기념하고 그 혼령을
위로하는 제의를 지낸다.
마.주변 관광자원
- 봉래시장: 영도의 재래시장 중 하나이다. 현대식 아카이브를 설치하여 쇼핑 환경이 쾌
적하고 값도 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가며 인심이 살아있는 인간적인 공간이
다. 대형마트에 밀려 침체되고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현대화는 물론 시설의
노후 및 안전 등의 물리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3)‘태종대’ 명칭의 내력
가. 개요
태종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태종무열왕이 이곳을 찾았다는 사실에서 유래된다. 태종
무열왕이 이곳에서 활을 쏘기 위하여 방문하면서 태종대라는 명칭이 전해진 것이다. 또한
태종이 일본을 토벌하기 위해서 태종대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확한 사실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태종대가 고대 사회부터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성을 띠고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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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스토리
「태종대(太宗臺)」라는 이름에 관한 내력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래부
지』(1740년)에 의하면 신라(新羅) 제29대 태종무열왕(太宗武烈王)이 이곳에 와서 활을 쏘
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와 이곳 이름을 태종대라고 붙였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복의 『동사강
목(東史綱目)』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지금 동래(東萊)의 절영도(絶影島)에 태종대(太宗臺)가 있는데 속전(俗傳)하기를 ‘신라의
태종(太宗)이 대마도(對馬島)를 토벌할 때 주필(駐蹕)하였던 곳’이라 한다. 신라는 조그마한
한 구석진 땅이로되, 육지로는 능히 고구려와 백제에 대적하고, 바다로는 왜국을 정벌하였
으니, 그 병력의 웅대함이 삼국을 통일할 만한 것임을 생각할 수 있겠다. 후세에 해동의 온
땅덩어리가 섬나라 오랑캐[島夷]들에게 곤욕을 당한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위정
자(爲政者)들은 의당 그 방어책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안정복은 신라의 태종이 대마도를 칠 때 태종대에서 머물렀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
다.
또한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아닌 조선의 태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태종대를 찾은 일
이 있다는 조선 제3대왕 태종(太宗)이 그 치세 말년인 서기 1419년에 큰 가뭄이 들자 그
해 5월에 비가 내리기를 빌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그로부터 음력 5월초에 내
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고 불리게 됐다.
전해오는 말로는 태종임금이 활을 쏘아 포장과녁을 마친 곳이라 하여 태종대라 하게 되었
다. 가뭄을 만나면 비 오기를 이곳에서 빈다”고 했다.
동래부지가 말한 대로 가뭄이 닥치면 태종대에서 비 내리기를 빌었는데 동래 지방에 가뭄
이 닥치면 동래부사는 태종대에서 기우제를 올렸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태종대는 영도 뿐만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해안 절경을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명소
가 함께 있는 관광지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울창한 숲과 해식절벽, 반딧불이 등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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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명승지이다.
태종대는 이처럼 천혜의 자연 생태 자원일뿐만 아니라 신라의 태종무열왕 및 조선의 태종
과 관계된 설화를 지니고 있는 공간으로서 역사문화의 스토리가 복합되어 있는 부산의 대표
적 명소인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사묘조에 절영도 신사에 관한 다음의 기록이 보인다.
“돌로 단을 만들었으며 옛날에는 비를 빌어 징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신동국여지승람』의 편찬 시기가 중종 25년 1530년이니 그 책이 편찬되기 이전까지
영도 태종대에 신사가 존재하고 있었음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동래부읍지 고적조에 태종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동래부 남쪽 30리의 절영도 동쪽에 있다. 바닷물이 둘레를 돌고 서쪽으로 한 석교가 있
어 간신히 사람이 지날 수 있다. ”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신라의 태종이 대마도를 칠 때 태종대에서 머물렀다거나, 태종임금이 활을 쏘아 포장과녁
을 마친 곳이라 하여 태종대라 하게 되었다거나, 조선이 치세 말년에 큰 가뭄이 들자 비가
내리기를 빌어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는 모두 태종대가 국가의 안녕을 비는 기원의 성소였음
을 말해준다.
따라서 지금도 태종대에서 국운이 왕성해지기를 빌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
로 해마다 국가의 안녕을 비는 제전을 이곳에서 거행하되, 특히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적인 규모의 기우제를 태종대에서 올리도록 한다.
마. 주변 관광자원
- 태종대 자갈마당: 태종대의 자갈마당은 등대자갈마당, 태원자갈마당, 감지자갈마당 이
세 곳이 있다. 그 중 감지 자갈마당에는 오래 전부터 유명한 해물 포장촌이 들어서 있다.
해녀 아지매들의 억센 사투리와 호객의 손짓이 반가운 곳이다. 30여 집의 알록달록한 천막
들이 모여 있는데 그 규모도 부산의 여느 해물촌보다 크다. 규모만큼이나 멍게, 해삼, 개불,
낙지, 문어, 오징어, 소라, 전복, 굴, 성게 등은 물론이고 가리비, 키조개, 대합, 개조개, 갈미
조개 등 구이용 조개류 그리고 홍합, 바지락, 모시조개 등 시원한 국물용까지. 즐길 수 있는
해물의 가짓수 또한 풍부하다.
- 영도 등대 : 태종대에 위치한 영도등대는 설립 된 지 100년 정도 되었다. 구한말 외세
의 필요에 의해 세워져 슬픈 역사의 상징이었던 영도등대가 최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해양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영도항로표지관리소'라는 간판 밑으로 난 입구를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전망으
로 한 나무 테라스와 함께 'See&Sea 갤러리'가 눈에 들어온다. 옥외 테라스까지 연결된 공
간을 이용, 야외전시와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는 문화공간이다.

(4)태종대 신선대 전설
가. 개요
태종대 등대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 바다를 향해 위쪽이 좁다란 평면으로 되어있는 두
개의 바위가 있다. 그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신선대(神仙臺)또는 신선바위, 신선암(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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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岩)이라 한다. 여기에 이러한 명칭인 붙여진 것은 옛날 이 곳에서 선녀들이 놀았다고 하
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태종대의 아름다운 전경을 자아내는 바위들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
이 전승되는 것이다.
나. 원스토리
예전에는 태종대를 신선대라고 불렀다. 신선이 머물만한 아름다운 경치를 가졌기 때문이
다. 오늘날에는 오른쪽 대를 신선대(암)이라 부르고, 왼쪽 대를 태종대(암)이라 부른다. 옛날
신선(神仙)이 바로 이 바위 위에서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르도록 느긋하게 앉아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또한 이곳 신선대에는 선녀들이 내려와 놀고, 아이를 낳기도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바위에는 아이의 태를 끊은 가위와 실패의 흔적이 있는데 출산한 선녀의 오른쪽, 왼쪽 무릎
과 닿은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오른쪽 무릎에 힘을 더 주었기 때문에 오른쪽 흔적이 더
욱 선명하다고 한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태종대라는 지명은 현재 이 일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해안가
의 바위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주지해야 한다. 대(臺)는 주위를 바라보기 좋은 ‘높은 자리’를
말하는 데 붙이는 접미어(接尾語)이다. 등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두 개의 대가 있다. 오
른쪽 것이 신선대, 왼쪽 것을 태종대라고 하였지만 이를 전부 태종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이다.
신선대라는 지명은 이곳이 태종대의 절경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신선이 머무를 만큼 신비
한 공간으로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도의 봉래산도 신선이 머무르는 산의 의미를 지니
고 있다. 도교 사상 속에서 나온 지명으로서 영도가 신비하고 아름다운 비경(秘境)임을 상
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신선대는 선녀들이 해산한 곳이므로 바위에 아이의 태를 끊은 가위와 실패의 흔적이 있으
며 선녀의 무릎이 닿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따라서 임신을 한 여성이 이곳에서 빌면 순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라의 태종무열
왕이나 조선의 태종과 같이 삼국을 통일하거나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큰 인물을 얻을 수
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태종대 자갈마당: 태종대의 자갈마당은 등대자갈마당, 태원자갈마당, 감지자갈마당 이
세 곳이 있다. 그 중 감지 자갈마당에는 오래 전부터 유명한 해물 포장촌이 들어서 있다.
해녀 아지매들의 억센 사투리와 호객의 손짓이 반가운 곳이다. 30여 집의 알록달록한 천막
들이 모여 있는데 그 규모도 부산의 여느 해물촌보다 크다. 규모 만큼이나 멍게, 해삼, 개
불, 낙지, 문어, 오징어, 소라, 전복, 굴, 성게 등은 물론이고 가리비, 키조개, 대합, 개조개,
갈미조개 등 구이용 조개류 그리고 홍합, 바지락, 모시조개 등 시원한 국물용까지. 즐길 수
있는 해물의 가짓수 또한 풍부하다.
- 영도 등대 : 태종대에 위치한 영도등대는 설립 된 지 100년 정도 되었다. 구한말 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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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에 의해 세워져 슬픈 역사의 상징이었던 영도등대가 최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해양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영도항로표지관리소'라는 간판 밑으로 난 입구를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전망으
로 한 나무 테라스와 함께 'See&Sea 갤러리'가 눈에 들어온다. 옥외 테라스까지 연결된 공
간을 이용, 야외전시와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는 문화공간이다.

(5)태종대 주전자섬 전설
가. 개요
영도의 절경인 태종대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바위섬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
다. 이 크고 작은 돌섬 가운데 유독 섬 하나가 주전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흔히 사람들은 주
전자섬이라고 부른다. 한문으로는 “유분도(鍮盆島)

혹은 생도(生島)”라고 표기하였다.

나. 원스토리
옛날부터 주전자 섬에서는 용변을 보거나 불을 피우는 일을 절대 금하고 있다고 한다. 또
남녀가 정을 일으키면 급살(急殺) 맞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청춘남녀들이 이곳으로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신선바위에 머무는 할배가 벌을 내려 큰 재난을 당
한다는 전설이 전해오기 때문이다.
옛날 영도구 동삼동에 사는 한 어부가 주전자 섬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
워 어구(漁具)를 바다에 설치해 놓은 채 용변을 보게 됐다. 그랬더니 그 날은 하루 종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고 나중에는 어구까지 전부 잃고 말았다. 이 어부는 그 이튿날도
다음날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겨우 장만한 어구를 계속 잃게 되자 화병으로 자
리에 누웠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한다.
어느 해, 어느 어부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장대와 운동화를 잃는 일이 벌어졌다. 그
래서 솔을 다시 가서 용변 본 흔적을 없앴더니 이튿날 떠내려갔던 장대와 운동화가 다시 돌
아왔다.
또 같은 마을에 사는 일단의 어부들이 주전자섬에서 고기를 잡다가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불을 놓았다. 이때 뒤늦게 온 늙은 어부가 이들을 크게 책망하여 당장에 불을 끄도
록 했다. 그러면서 늙은 어부는 “이 섬엔 옛날부터 불을 놓으면 큰 재난을 당한다.”고 말하
고 “불길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타이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일단
의 어부들은 이 늙은 어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계속 불을 지피고는 “미신 같은 소리를 한
다”며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부들은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 앉았다가는 다시
고기잡이를 했으나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어부들은 땅거미가 질 무
렵 어구를 챙기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부들은 이때까지 빈
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니 이 날은 괴이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부들은 갖가지 공상
을 하며 늙은 어부의 말을 생각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어부들은 주전
자 섬이 불덩이로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부터 이들이 하는 일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끝내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모두 죽고 말았다.
또한 이곳 주전자 섬에서 남녀가 정을 일으키면 운우(雲雨)의 벼락을 맞아 급살되거나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다는 전설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을 찾는 젊은 남녀가 없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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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주전자섬에서 특별한 행동을 금지하는 전설은 이곳이 속(俗)의 공간이 아닌 성(聖)의 공감
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의를 치루는 신성한 지역에서는 용변을 보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일이 철저히 금지된다.
또한 이 곳은 육지에서 가깝지만 조류가 빠르고 가파르고 미끄러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
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자 경고의 메시
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주전자섬의 형상은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술을 담아두던 제기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래
서 주전자 섬은 최대한 부정을 삼가고 신성한 분위기를 지켜야 하는 성소이다.
그러므로 주전자섬이나 그 앞의 태종대에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기원을 고하는 제사를
지내면 뜻을 이룰 수 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삼림욕장: 산림은 상쾌한 온도, 향기로운 내음, 잎사귀의 파릇함과 곧은 수목의 자태
등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 게다가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는 살균 작용을 하여
공기를 정화함은 물론 사람의 몸에도 좋다.
태종대유원지 입구에서 광장입구 좌측의 순환도로를 따라 걸어가면 다소 가파르지만 산림
의 풋풋한 향기와 바다에서 불어오는 잔잔한 해풍을 느낄 수 있다. 태종대 삼림욕장은 산과
바다의 장점의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 영도 등대와 전망대: 태종대유원지 입구를 통과한 뒤 광장입구 좌측 순환도로를 따라
약 20분정도 걸어가면 2004년 8월에 재단장한 영도 등대가 있다. 등대는 해양문화공간시설
물로 전망대, SEE&SEA갤러리, 해양도서실, 정보 이용실, 해양영상관, 자연사 전시실 등 건
물 안팎으로 관광객에게 각종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등대에서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전망
대가 있는데 맑은 날에는 수평선 너머로 일본의 쓰시마섬(대마도)까지 보인다. 가끔은 태종
대에 서식하는 송골매(천연기념물)도 볼 수 있다.

(6)태종대 망부석 전설
가. 개요
영도의 절경인 태종대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바위섬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다.
신선대 뿐만 아니라 이 바위들은 모두 흥미로운 전설을 하나씩 간직하고 있다.
외로이 서 있는 돌 하나는 망부석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 바위는 망부석이라 부르는 것
으로 지아비를 애타게 기다리다 돌로 변한 여인의 전설이 숨어 있다.
나. 원스토리
옛날 왜구에 끌려 간 지아비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느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설한풍이 불건 땡볕이 내리쬐건 굴하지 않고 일본 땅이 멀리서 보이는 이곳에
서 있었다. 돌처럼 서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돌덩이로 굳어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전설을 따라 이 돌을 「망부석(望夫石)」이라 일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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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망부석 전설은 한국의 여러 지방에 전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신라 눌지왕(訥祗王) 때
박제상(朴堤上)의 아내에 대한 전설이 있다. 박제상이 일본에 볼모로 있는 왕자를 구출하고
자신은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여 돌아오지 않자,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그대로 돌부처
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망부석이라 불렀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망부석은 대마도와 가장 가까워 날씨가 좋을 때에는 대마도가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 위치
에 있다. 실제로 이곳은 왜구가 자주 출몰하였던 곳으로서 왜구들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잦아 조선정부도 고심했던 지역이다.
일제시대와 해방기, 6.25동란기, 근대화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바다에 나가거나 국외로 나
갔다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면 여인네들은 이곳에 와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
리움과 한을 달래곤 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하리 횟집촌: 하리 횟집촌은 1950년대 후반에 조성되어 현재 25개의 횟집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인근해안에서 잡은 활어를 값싸게 즐길 수 있다. 특히 횟집촌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선장집’은 싱싱한 활어와 얼큰한 매운탕은 물론 회에 곁들일 짭짤한 백김치 맛
이 일품이다. 또한 건물이 해안가와 닿아있어 고즈넉한 하리항의 낮 풍경과 한국해양대의
야경을 푸짐하고 맛깔스런 음식을 먹으며 감상할 수 있다.

(7)봉래산과 서복전설
가. 개요
봉래산(蓬萊山)은 영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해발 393m의 높이를 가진 산이다. 영
도의 봉래산은 일제 때 일본인들에 의해 고갈산(沽渴山 혹은 枯蝎山으로 표기)이라고 불리
기도 하였다. 전체가 대체로 원추형을 하고 있고, 마치 봉황이 날아드는 것 같은 산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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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봉래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봉래산은 도교의 신선이 살고 있는 아름답고 신비스
러운 산이란 상징성을 갖고 있다. 서복은 진시황제의 명령에 따라 동쪽의 봉래산에 불로초
를 구하기 위하여 떠난 인물이다.
나. 원스토리
원래 봉래산(蓬萊山)은 중국 전설에 나타나는 영산(靈山)인 삼신산(三神山)가운데 하나이
다. 동쪽 바다의 가운데 있으며,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있다고 한다. 서복(徐福)은
문헌상으로 서복 또는 서불(徐巿)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중국을 천하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불로장생을 위한 영약을 구하기 위해 신하들을
사방으로 보냈으나 불로초를 구해오지 못했다. 제나라 출신의 서복은 기원전 255년 제나라
에서 태어서 진나라의 방사(方士)로 일했다. 그의 생애 동안 불로초를 찾아 동해를 두 번
가게 된다. 자기가 불로초를 구하러 갈 차례임을 알고 기원전 219년(시황 28년황 진시황제
에게 상소를 올렸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의 삼신산(三神山)에 신선이 사가야
할 동남동녀를 데리고 가서 모셔오고자 합니다."
이에 시황은 크게 기뻐하여 동남동녀 수천을 뽑아 그에게 주고 바다로 나가 신선을 찾아
오게 하였다. 서불의 상소문에 있는 봉래산(蓬萊山)은 금강산이요, 영주산(瀛洲山)은 한라산
이다.
그리하여 기원전 219년에서 210년 사이에 시작된 그의 행적은 일본까지 이어진다. 60척
의 배와 5,000명의 일행, 3,000명의 동남동녀와 각각 다른 분야의 장인들이 동반한 그 여
행은 기원전 210년까지 이어졌으나, 이후 그는 다시 황도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봉래산은 영도 한 가운데에 우뚝 솟은 원추형의 산으로 지형적으로 영도를 상징하는 곳이
다. 봉래산 이름은 절영진의 3대 첨사인 임익준(任翊準)이 붙였다고 한다. 봉래산은 금강산
의 또 다른 이름이며, 금강산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가 있다. 그러므로 봉래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을 가진 대명사로 이해할 수 있다.
서복이 다녀갔다는 산은 금강산과 한라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복의 기행 범위는 일본
까지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이므로 신령스러우면서도 일본과 가까운 절영도의 봉래산 일대
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봉래산은 역사적으로 신비스러운 산으로 알려
져 왔지만, 현재는 영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생활과 체육의 공간이며, 많은 생태자원
을 보유한 산이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 봉래산은 주위에 청학동이나 신선동 등 도교적 분위기를 풍기는 지명을 거느리고 있
다. 도교가 성행하던 당시 중국에 살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서복을 동으로 보냈던 곳이
다. 서복이 바다 가운데 섬으로 불사약을 보았다고 보고한 곳이 봉래선산(蓬萊仙山)인 것이
다.
제주에는 서복이 지나갔다는 전설이 남아있고, 남해에는 “서불과차”로 해석되는 문자가
새겨진 바위가 있으며, 남쪽 일본 사가현에는 서복신사, 서복묘, 서복궁이 있다.
마찬가지로 영도 봉래산은 중국을 떠나 제주와 남해를 거쳐 온 서복이 최초로 불사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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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곳이다. 오늘날 영도에 장수비결과 장수마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치료하거
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자꾸 들어서는 것도 이 지역에 불로초가 있기 때문이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봉래산 주위 산록: 봉래산은 부산 앞 바다를 끼고 도는 주변 경치가 일품인데다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부산의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산이다. 정상에는 우리나라 토지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이 있다.
산록의 사면은 대부분 가파른 편이며 특히 남쪽사면은 급경사여서 하산할 때 마치 바다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된다.
- 복천사: 복천사(福泉寺)는 영도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사찰이다. 명부전, 칠성각, 산
신각, 약사전 등의 전각들은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복천
사 지장시왕도 등 4점과 복천사 영산회상도 등 4점은 각각 부산시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봉래산 등산을 마친 뒤 복천사에서 마시는 약수 맛이 일품이다.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돌
계단과 자연 돌벽에 촘촘히 깔린 돌이끼는 고상한 풍취를 자아내며 산신각 앞에서 바라보는
탁트인 바다 풍경은 탄성을 자아낸다.

(8)봉래산 영도할매 전설
가. 개요
봉래산에는 영도 할매가 있어 주민들을 평안하게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영도를
떠날 때에는 영도 할매가 심술을 부려서 못살게 한다는 속설이 있다. 봉래산 정산에는 영도
할매의 신체(身體)인 할매 바위가 있다. 주민들은 이곳을 신성시하고 있다.
영도 봉래산 ‘할매 바위’를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겨 함부로 올라가지도 않고 주변에서 합
장을 하거나 기도를 하기도 한다. 주민들과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할매 바위 위에 앉아도 되
느냐 안 되느냐로 종종 승강이가 벌어진다.
나. 원스토리
봉래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자식들이 어머니 품을 떠나면 못살 듯이
영도 주민들은 영도를 떠나서는 잘 살 수 없다. 또한 봉래산 산신령은 욕심이 많아서 영도
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만 밖으로 떠나는 것은 싫어한다고 한다. 특히 영도에 살았던 주
민이 영도를 떠나서 영도 할매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3년 안에 망한다는 속설이 전
해진다.
주민들은 봉래산 정상에 있는 할매 바위를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바위에 함
부로 올라가지도 않으며, 할매 바위 주변에서 합장을 하거나 기도를 하기도 한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봉래산 영도할매는 봉래산의 산신으로 해석된다. 봉래산은 영도의 가운데에 우뚝 솟은 산
으로서 영도 전역에 걸쳐져 있다. 이곳에 좌정한 영도 할매는 영도주민의 운명을 좌우할만
한 영험한 산신인 것이다.
영도할매에 얽힌 속설은 섬으로서 영도의 자연 지리적 환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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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과거 영도의 주민들은 섬사람으로 대체로 육지의 주민들에 비하여 순박하고 때
묻지 않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부상조하며 단
결력과 협동심도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영도에 한번 정착해서 살게 되면 향토색이 강해지
고, 다른 곳으로 잘 이사를 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도에서 살다가 육지로 이주해 나갈 때는 잘 모르는 사람 때문에 속임을 당하거
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봉래산은 자식을 품어주려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 영도에 살 때는 보호
를 해주고 밖에 나가면 고생할까 걱정을 해준다. 영도에서 살다가 삼신할매 덕에 부자가 돼
서 나간 사람이 많다. 그러다가 영도 밖으로 나가면 그 재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
오는 사람들도 많다.
영도할매가 영도를 떠난 사람들에게 해꿎이를 한다는 속설은 일본인들의 간계(奸計)에 의
하여 생겨났다. 일본인들은 영도의 지형이 일본으로 날아가는 새의 형상이라고 호도하며 이
곳에서 돈을 모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절명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린 것이다.
실제로 영도 할매는 영도를 떠난 사람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외지로 나간 영도
출신 사람들이 겪을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해주려는 것이다.
실제로 봉래산 할매는 산삼과 불로초를 기르고 있으며, 영도 사람의 안위를 지켜주며, 국
가적 위난이 닥쳐올 때 부산사람을 지켜줄 비밀을 감추고 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봉래산 주위 산록: 봉래산은 부산 앞 바다를 끼고 도는 주변 경치가 일품인데다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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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동구,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부산의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산이다. 정상에는 우리나라 토지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이 있다.
산록의 사면은 대부분 가파른 편이며 특히 남쪽사면은 급경사여서 하산할 때 마치 바다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 복천사: 복천사(福泉寺)는 영도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사찰이다. 명부전, 칠성각, 산
신각, 약사전 등의 전각들은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복천
사 지장시왕도 등 4점과 복천사 영산회상도 등 4점은 각각 부산시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봉래산 등산을 마친 뒤 복천사에서 마시는 약수 맛이 일품이다.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돌
계단과 자연 돌벽에 촘촘히 깔린 돌이끼는 고상한 풍취를 자아내며 산신각 앞에서 바라보는
탁트인 바다 풍경은 탄성을 자아낸다.

(9)봉래산 장사바위전설
가. 개요
봉래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성채와 같은 기반암의 바위이다.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는
곳에 있다. ‘장사(壯士)바위’란 이름은 이 바위 위에 마치 장사의 신발과 같은 모양의 돌이
얹혀 있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다.
나.원스토리
장사바위에는 두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거인이 이무기와 싸우다가 신발모양의 큰
바위가 되었다는 설과 장사가 뛰다가 신발 한쪽이 남겨져 바위가 되었다는 설이다.
첫 번째 전설은 거인장사 이야기이다. 봉래산 산 속에 키가 9척이나 되는 천하장사가 살
고 있었다. 이 거인은 매일 마을로 내려와 밥을 얻어 먹었는데 한 끼에 쌀 한말을 거뜬히
먹어치웠다. 거인이 마을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마을에 괴물이 나타나 마을처녀를 잡아
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거인은 주민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앞바다에서 괴상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격투 끝에 이 그림자를 껴안고 죽고
말았다. 그 후 거인은 신발 모양과 같은 큰 바위로 변하였는데 이를 장사바위라고 불렀다.
두 번째 전설은 장사가 뛰다가 신발 한쪽이 남겨져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장사가
봉래산에서 영도 앞바다를 넘어 감만동 쪽으로 뛰었다. 장사가 무사히 바다를 건너 뛰었지
만 신고 있던 신발 하나가 그만 벗겨졌다. 벗겨진 신발이 바위로 변하였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우리나라 산천에 있는 바위를 장사설화와 연관시킨 것들이 많다. 장사들은 범인들이 가질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봉래산의 거인장사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경우가
있다. 죽은 장사가 남긴 흔적이 바위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전설은 영웅설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장사가 뛰다가 벗겨진 신발이 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만덕동 장사바위 설화
와 비슷한 유형이다. 만덕동 장사바위에는 건너편 금정봉으로 뛰다가 남긴 장수 발자국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 봉래산의 장사바위는 신발모양으로 생겼으므로 장사의 벗겨진 신발로
이야기가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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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봉래산의 장사는 힘이 세고 덩치가 큰 거인으로서 영도 주민들의 간절한 기원과
희망이 투영된 영웅으로 볼 수 있겠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봉래산 천하장사는 한창 자라는 시기의 청소년과 같은 존재이며 마을에 나타나는 괴물은
그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상징한다.
바위 모양이 신발이므로 그 앞에서 자식의 미래를 빌면 몸도 튼튼해지고 입시나 취직에서
성공을 거두며 앞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또, 아이를 밴 여인이 장사바위를 만지면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수험생이 이 앞에서 빌면
어떤 시험에든 거뜬히 합격할 수 있다.
마.주변 관광자원
- 봉래산 남쪽 산록: 봉래산은 영도의 심장으로 어떠한 곳에서도 접근이 용이해 이용률이
높다. 이용률에 비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체육시설 및 공연시설을 설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뿐만 아니라 영도 권역과 부산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 할 계획이다.
봉래산 남쪽 산록에는 연세대학교 수목원이 있다. 동삼동 목장원 뒤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걷다보면 나온다.
- 목장원: 목장원은 나무섬과 형제섬을 바라보고 있는, 육류 구이를 근거로 발전한 향토
건강음식점이다.
언덕의 낮은 부분에는 회 전문점인 ‘싱싱회’가 있고 중간 부분에는 숯불갈비집인 ‘목장원’
이 위치한다. 한 때 목장이었던 이곳을 상징하는 조그만 소 모형들이 건물의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목장원은 영도의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바다위로 한
가로이 떠다니는 수많은 범선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식도락에 추가되는 또 하나
의 즐거움이자 감동이다.

(10)영도의 풍수지리설
가. 개요
절영도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다양한 해석이 나왔던 곳이다. 그 가운데 절영도 청학동
일대를 학으로 해석하는 학맥설이 대표적인 것이다.
나. 원스토리
풍수지리설에서는 영도의 청학동 일대를 학맥설(鶴脈設)로 보고 있다. 즉 해운대에서 영
도를 바라보면 마치 학이 남쪽으로 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선사시대에는 동삼동
과 아치섬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아치섬이 학의 왼쪽 날개이며, 현 신선동을 거쳐 남
서쪽 현 남항동이 오른쪽 날개이고, 봉래산 산정은 학의 등치로 남쪽으로 나르는 학맥설로
단정되었다고 한다.
절영도는 사방이 물로 에워싸여 있고, 그 가운데에 떠 있는 터로 연화부수형(蓮花浮水形)
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조선의 풍수』에 의하면 “연꽃은 꽃도 열매도 구비된 원만한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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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꽃은 물 밖 또는 물 속에 있어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수면에 뜰 때에 바야흐로
형기를 만발하는 때이다. 따라서 자손들이 모두 원만하고 또한 고귀하고 화려한 생활을 한
다”라고 그 소응을 말하고 있다.
내륙의 황령산에서 보면 봉래산은 남쪽에 위치하여 황령산을 배후에 떠받쳐주는 형상이라
고 한다. 특히 봄을 알려 주고 고기잡이 갔던 어부들의 만선의 징소리를 올리며 돌아오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게 하는 곳이다. 이처럼 봉래산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산으로 해석
된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절영도 청학동 일대를 학의 형상으로 보는 풍수지리설은 봉래산에 신선이 살고 있다는 관
념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절영도는 부산 최남단의 섬으로서 지리적․교통적으로
부산의 인후지지(咽喉之地)로서 역할을 해왔다. 황령산을 배후에서 떠받쳐주는 형상은 절영
도의 봉래산이 부산의 최남단의 산으로 부산의 지킴이 노릇을 해왔던 것을 말해준다.
한편 절영도가 바다위의 섬으로서 바람이 많고 땅이 척박하여 풍수적으로 길지가 아니라
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영도는 중앙에 봉래산이 자리 잡고, 남동방 끝 지점에 태종산이 있
는 모양으로 산록의 사면은 가파른 편이다. 또 남쪽 사면은 급경사로 바다에 거의 수직으로
돌입하니, 땅 속의 물은 적고 흙심이 깊지 못하여 사람이 살기에는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
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는 학이 순풍을 타고 큰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에서 사
업을 하면 크게 번창할 것이다. 또, 장차 도로와 다리가 건설되면서 학에게 기운을 불어넣
어 사람이 살기 좋은 터전이 될 것이다.
마. 주변 관광자원
- 청학성당: 청학동은 영도는 물론 부산․경남에서 천주교가 최초로 들어 와 ‘카톨릭의 성
지’로 여겨진다. 부산에 천주교가 최초이자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1년 청학동에
서이다. 프랑스 신부 모이세 죠조(Moyse Jozeau, 한국명 趙德夏)가 조내기(현 청학시장과
부산은행 청학동 지점 사이의 바닷가 일대)에 가건물을 짓고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던 바, 이
가건물이 오늘의 청학동 천주교 성당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성당 입구에는 선교100년 기념
비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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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도 등대와 전망대: 태종대유원지 입구를 통과한 뒤 광장입구 좌측 순환도로를 따라
약 20분정도 걸어가면 2004년 8월에 재단장한 영도 등대가 있다. 등대는 해양문화공간시설
물로 전망대, SEE&SEA갤러리, 해양도서실, 정보 이용실, 해양영상관, 자연사 전시실 등 건
물 안팎으로 관광객에게 각종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등대에서 나와 조금만 걸어가면 전망
대가 있는데 맑은 날에는 수평선 너머로 일본의 쓰시마섬(대마도)까지 보인다. 가끔은 태종
대에 서식하는 송골매(천연기념물)도 볼 수 있다.

(11)무덤이 없는 아치섬 전설
가. 개요
조도는 영도(影島)의 동남단 상이말 북쪽 1.8㎞에 위치한 섬으로서 해발 141m의 첨봉(尖峰)
을 떠받고 있는 듯이 보이는 아름다운 섬이다. 해양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남쪽과 남서쪽 해안
을 제외하고는 가파른 경사지로 되어있어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하다.
‘아치섬’은 조도(朝島)라고도 불린다. 부산에서 제일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의미
를 함축(含蓄)하고 있다. ‘아치섬’이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또 다른 설들이
있다. 즉, 예쁘고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아지’란 말을 쓴다. 이 섬이 큰 섬 영도에 비해 동생
같이 작은 섬이라 해서 ‘아지섬’ 라 부르다 ‘아치섬’이 되었다는 설이다.
부산포 해전 때 이곳에 주둔했던 적의 기치를 끌어 눕혔다 해서 「와치섬」 또는 「와치도」
라고 불렸으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음되어 「아치섬」이 되었다고 하는 추리도 있다.
이 아치섬에는 무덤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래되어 왔다.
나. 원스토리
아치섬은 1876년 부산항이 국제 무역항으로 개방됐던 당시만 하더라도 인가(人家)가 예
닐곱 채쯤 있었다고 한다. 그 무렵에 있던 일이었다. 어느 처녀가 부모 몰래 누구와 사랑을
나누던 끝에 아이를 배서 낳자 뒷산에 암장(暗葬)해 버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나 쉬지 않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 잦아들 줄을 몰랐다. 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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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마을 사람들은 내내 섬에 갇혔고, 마침내는 양식이 떨어지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기잡이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던 섬사람들은 겨우 며칠분의 양
식을 갖고 와 맞바꾸어 먹었다. 섬사람들은 필시 무슨 까닭이 있어 풍랑이 잦아들지 않는
것이라 여겨 그 까닭을 캐고 들었다. 그리고 섬마을 처녀가 아이를 낳아 암매장했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

아치섬 사람들은 날씨가 개자 그 아기 무덤을 비롯한 모든 무덤을 뭍으로 옮

겨 묻었다.
그 뒤로 아치섬 사람들은 섬 안에 무덤을 쓰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아치섬은 부산이나 영도에 있어서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영도의 아침을 제일
먼저 밝히는 섬일 뿐만 아니라 항구로 몰아치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요새가 되어 부산 앞바다를 감시하는 전략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아치섬은 1974년 이후 해양대학교가 들어서면서 해체되었지만 현대까지도 100세대가 넘
는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다. 아치섬은 영도에 딸려 있으므로 섬의 섬이라 할 수 있으며, 섬
둘레가 고작 6km로서 작은 면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작은 섬에서 사람이 죽으면 묘를 쓰
는 문제가 항상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치섬의 뒷산에는 동삼동으로 이전한 조도당산
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신성공간에다 묘를 쓰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해를
미친다는 신앙 관념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치섬에 묘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전설은 작은 섬으로서의 지형적 특징과 민
간신앙이 복합된 결과로서 이해된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아치섬의 뒷산에 있던 당산 아래 묘를 쓰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해를 미친다는 신앙
이 있었다.
1974년 이곳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동삼동으로 이주시킨 후 한국해양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묘가 아니라 젊은 기운이 넘치게 되면서 조도의 당산신이 이를 기꺼이 여기기 시작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한국해양대학교: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대표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은 거의가 부산에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해양대학교에는 대학 부속연구소 및 기업체 부설 연구소 등
이 있어, 해양․항만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풍
광도 훌륭하여 사시사철 가족단위 관광객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보는 방향에
따라 북항, 먼 바다, 태종대를 관망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 요트 대회를 개최하여 해양레
포츠 분야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12)영도의 고기와 어장(漁場)
가. 개요
동삼 상리는 웃서발, 동삼 하리는 아랫서발이라 하였다. 서발은 어장(漁場)의 이름에서 비
롯된 것이다. 영도의 주변 바다는 많은 고기들이 모여들어 천혜의 어장을 이루었다. 지명과
구전을 통해서 영도에는 대구, 청어, 갈치, 멸치 등이 많이 잡힌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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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스토리
매강추 어장은 봉래동과 청학동 사이의 바다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 매립되었고 한진중
공업 등 거대한 조선공업지대로 바뀌었다. 이 일대의 바다는 얕은데다 너비가 좁아 조류가
세차게 흐르는 여울이란 뜻으로 ‘매강추’라 불렀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있어 이 일대의
바다는 각종 어족 특히 멸치와 청어가 많이 몰려드는 좋은 어장으로 이름나 있었다.
석말추 앞 바다(남항동 일대)에 어장이 있었다. 이 일대는 거대한 자갈 해안이었고, 이 앞
바다는 청어의 중요어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광암어장은 지금의 청학2동 사무소 일대의
옛 지명인 넉섬바위(즉 광암이 자리잡고 있었던) 앞 바다의 어장을 이른다.

청학동 바닷가

에는 조락마을이 있다. 청학동 방파제 부근 앞바다에 있는 바위를 ‘덩머들이’라 불렀다. 이
부근에 특히 멸치 어장이 발달하였다.
‘복징포’는 복징어 고개 아래에 있는 포구이다. ‘복징어 고개’는 청학동에서 동삼동으로 넘
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복징포 뒤쪽에는 미니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 지명은 앞바다에서
복징어(복어)가 많이 잡혔다는 데서 유래한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절영도의 해안가는 동해안과 남해안이 분기되는 곳으로 해류가 교차하고, 수풀이 많아 많
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영도의 전통 어로법은 고기가 많이 드나드는 곳에 정치망(定置
網)을 세워두고 유인된 고기를 잡는 것이다. 지명과 구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대구, 청어,
갈치, 멸치, 오징어, 복어 등 다양한 어종이 영도의 주변 바다에서 잡혔던 사실을 알 수 있
다.
개항 이후 영도에 일본인 어부들이 몰려와 영도는 일본어민의 최대근거지가 되었다. 일본
어민들의 대거 유입으로 인하여 영도의 어장도 쑥대밭이 되었으며 조선 어민들과도 많은 마
찰이 있었다. 어장을 차지해 고기의 씨를 말리던 일본인들은 차차 공업이 발달하자 대규모
매립공사를 벌여 매립지에 공장을 지었다. 그래서 영도의 어장들은 점차 사라졌고, 현재는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에서 멀리 나간 바다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을 들은 어장으로, 오징어와 갈치
가 많이 잡혀 1960년대 초반까지 2송도에는 갈치어장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동삼동 일
대에서 갈치가 많이 잡혀 거래가 활발했다. 특히 아치섬에는 밤낮없이 고깃배들이 들끓어
파시(波市)를 이룬 것은 그 앞바다에 대구의 황금어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
치섬 강아지 발에 종이돈이 채이고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앞으로 남북항대교가 놓이고 해양과학 연구단지, 상권이 형성되면 영도는 다시 부산의 중
심이 되어 사람이 모여 예전과 같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미니공원: 미니공원은 그 이름답게 1,260㎡의 작은 공원으로 동삼동 산134-1번지에
소재한다. 공원 내에는 간이 체육시설 외에 효자비, 김소운 문학비, 한찬식 시비, 장승 등도
있어 영도 의 민속 문화는 물론 영도출신 예술인의 흔적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
원을 좀 더 확장하여 문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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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동 삼거리(천리교)에서 하차하여 왼쪽방향(버스노선 방대방향)으로 약 1㎞ 정도에 위
치하고 있다.

(13)산제당과 아씨당 전설
가. 개요
산제당(山祭堂)과 아씨당(阿氏堂)은 영도 봉래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사당은 신라
시대부터 절영도에 있었던 국마장에 얽힌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제주도 탐라여왕이 최영 장군을 따라 영도에 왔으나 그를 보지 못하고 숨지게 되었다. 정
발장군이 조정에 고하여 제당을 만들었으며 당제를 모신 이후부터 군마가 폐사(斃死)하는
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나. 원스토리
전설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절영도에서 말을 실어갈 적에 관례에 따라 서쪽으로 끌고 가
면 영락없이 병들어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군마관리를 책임 맡고 있던 부산진첨
사가 골머리를 앓게 됐다. 그러한 와중에 ‘한 선녀가 노복 두 사람을 데리고 절영도로 들어
가는 것을 분명히 보긴 했는데, 선녀가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
돌았다.
그 무렵에 정발(鄭撥)이라는 무관이 부산진첨사로 새로 부임해 왔다. 정발 장군은 키가 6
척에 어떤 일에도 겁을 내지 않는 당찬 무관이었다. 정발 장군은 항간에 나도는 이야기로
미루어 군마들이 까닭 없이 죽어가는 것은 필경 그 선녀가 부리는 까탈이라고 의심했다.
어느 날 정발 장군의 꿈에 한 선녀가 나타나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 몸은 칠원성군인데, 옥황상제에 등극하여 천상에 있지 못하고 축출당하여 탐라국 여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려 최영 장군이 탐라국을 점령하려 했지만 성을 쌓아 놓았기 때문
에, 여간 인력으로는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영 장군은 성 둘레에 갈대를
심어 불을 당기고는 탱자나무를 불사르고 마침내 성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의 첩이 됐고 일편단심으로 그분에게 정성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나랏일로 바빠 제주도를 떠나 수 삼 년 동안이나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독수공방으로 지내는 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신
돈의 모함으로 그분이 절영도에 유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저
는 그 길로 이곳 절영도에 내달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영도에 온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사고무친의 적막한 이곳에서 한 많은 청춘을 마치고 고독한
영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장군께서 저를 위하여 사당을 지어 제 고혼을 위로해
주시면, 앞으로는 군마가 죽는 것을 막아 드릴 것이옵니다. 또한 장차 이곳에 사람이 살게
될 때 태평 무사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더불어 드릴 말씀은 나를 모시는 사람
은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할 것임을 아룁니다.”
정발 장군은 곧 꿈 이야기를 조정에 아뢰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동래부사 송상현에게
하명하여 산제당과 아씨당을 짓고 해마다 봄 ․ 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렇게 아씨당을
지어 정중하게 당제를 모신 뒤로부터는 군마가 폐사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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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당과 아씨당은 본디 오늘의 영도초등학교 부지 안에 있었던 것을 1915년에 지금 자
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제당과 아씨당의 당제는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과 음력 9월 15일의 두 차례에 걸쳐 모셔지고 있다.
제당에 전해지는 전설은 영도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설화이며, 제당 설립과 기원을
밝히는 당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당 신화는 정발, 송상현, 최영, 신돈 등 역사적 인물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흥미로운 스토리를 품고 있다. 이 전설은 영도가 오랫동안 국마장으로서의
기능과 제주도 주민들의 이주 등 역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설화인 것이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매년 2회 음력 1월 15일과 9월 15일에 제를 지내며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구민들이 참여
한다. 산제당의 위치는 영도구 신선동 2가 141번지로, 산신제의 성격은 영도구내 모든 어민

들의 만선을 기원하고 구민들의 수복을 기원하는 제례행사이다. 할배당제 - 아씨당제 - 사천
- 왕장군님 할배당 - 용왕당제 - 골목할매제 순서로 제례를 진행한다.
아씨당에서 탐라국여왕을 모시면서 군마만 잘 자라게 된 것이 아니라, 제주를 오가는 뱃
길이 순조로와지고 제주인들이 찾아와 영도를 풍요롭게 하는 데 일조했다. 외지인들과 제주
해녀들이 영도에 뿌리는 내려 생활터전을 만든 것도 아씨당의 탐라국여왕이 보살펴주기 때
문이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복천사: 복천사(福泉寺)는 영도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사찰이다. 명부전, 칠성각, 산
신각, 약사전 등의 전각들은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복천
사 지장시왕도 등 4점과 복천사 영산회상도 등 4점은 각각 부산시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봉래산 등산을 마친 뒤 복천사에서 마시는 약수 맛이 일품이다. 산신
각으로 올라가는 돌계단과 자연 돌벽에 촘촘히 깔린 돌이끼는 고상한 풍취를 자아내며 산신
각 앞에서 바라보는 탁트인 바다 풍경은 탄성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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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 중공업 및 북항대교: 태종로를 기준으로 고지대와 저지대로 구분된다. 그 중 저지
대는 조선공업지대 및 보세 창고 밀집지역이며 한국 최초로 철강선을 만들어 낸 ‘한진중공
업’(당시에는 ‘대한조선공사’)이 소재한다. 또한 봉래동에는 북항 대교 건설에 따라 고가도로
가 놓여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부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제공을 계획에 있다.

(14)동삼동 풍어제
가. 개요
동삼동에서는 음력 3월초 초하룻날부터 초닷새 사이에 갯가에서 별신굿을 올렸다. 이 별
신굿을 ‘풍어제, 용왕제’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별신굿을 주관하는 단체는 동삼동 어촌계이
며, 동삼동 어촌계장이 제주가 되어 동해안별신굿의 무당을 불러다가 베푼다. 동삼동 별신
굿은 그 자리에는 동네 어민들은 물론 해녀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다함께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온 마을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다. 요새는 영도구청장을 비롯
한 각 기관장들도 참여하여 규모가 제법 큰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나. 원스토리
음력 3월 초에 동삼동 항구에서는 별신굿을 올린다. 별신굿을 풍어제라고 하며, 여성들은
용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별신굿을 주관처는 동삼동어촌계이며, 동삼동 어촌계장이 제주
가 된다. 강릉 단오굿을 주관하는 무당인 빈순애씨가 별신굿의 주무로서 활동하고 있다. 별
신굿의 준비는 사흘 전부터 시작되며, 제주는 금기를 하고 제를 준비한다. 먼저 동삼동 당
산에서 가서 고한 뒤에 마을의 수호신을 항구의 굿당으로 모셔온다. 동해안 별신굿과 같은
계통으로 부정굿, 골맥이굿, 문굿, 세존굿, 성주굿 등 12석을 하고 뱃놀이와 꽃놀이의 순으
로 진행된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별신굿은 해상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어촌에서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별
신굿 안에는 춤, 음악, 사설, 놀이 등 전통적인 연희가 모두 복합되어 있어, 종합적 굿판으
로 부를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동삼동에서 전승되어 온 동해안 별신굿은 동민들을 단결하는 마을축제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굿을 현대의 도시축제로 승화할 수 있는 무형의 유산이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동삼동은 동해와 남해에 걸친 지역이므로 동해와 남해의 용왕이 서로 도와주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풍어제에 참여해 기원하면 어부나 해녀가 아니라도 사업이 잘 되고 운이 술술
풀린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동삼동 패총 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 진입로 우측에 위치한 ‘동삼동 패총박물관’은 아
시아 최고(最古)의 신석기 유적지로서의 영도의 유구함을 입증해 주는 역사․문화적 공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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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내에는 신석기의 유물 전시는 물론 신석기시대의 유적분포 및 생활상. 동삼동패총
의 발생·유물 분포와 특징, 발굴현장 등을 재현해 놓고 있다. 신석기 인들의 생활상과 유적
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동삼동 패총 박물관에 다녀가야 한다.
- 한국해양대학교: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대표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은 거의가 부산에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해양대학교에는 대학 부속연구소 및 기업체 부설 연구소 등
이 있어, 해양․항만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풍
광도 훌륭하여 사시사철 가족단위 관광객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보는 방향에
따라 북항, 먼 바다, 태종대를 관망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 요트 대회를 개최하여 해양레
포츠 분야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15)청학동 서낭당의 당설화
가. 개요
영도구 청학동 407-11번지에는 팔작지붕으로 이어진 조그만 기와집이 있다. 이것이 「청
학동 서낭당」이다.
나. 원스토리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년 전인 1890년대 이야기다. 청학동 서낭당이 자리잡고 있던 곳에
사냥꾼 세 가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장대비가 내리 퍼붓기 시작하더니 며칠을 두고 그칠 줄 몰랐다. 그러던 끝에 가
장 나이가 많은 사냥꾼 집이 고스란히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그 집주인인 노인의
시신(屍身)조차 찾을 수 없게 돼 버렸다. 남은 두 사냥꾼은 그 노인을 고이 묻어 드리려고
사방으로 노인의 시신을 찾아 나섰지만 헛일이었다.
10년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집 아래쪽에서 노인의 시신이 우연히 발견됐다. 노인의 시신은
조금도 썩지 않았고,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웃사람들은 그런 기이한 일에 놀라지 않
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의논을 하여 마을추렴으로 정성껏 노인의 장례를 치렀다. 뿐만 아니
라 그 노인네 집이 있던 자리에 서낭당을 지어 해마다 노인의 넋을 기려 제사를 모셔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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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학동 서낭당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다. 서낭당 옆에 있는 우물 이야기이다.
이 우물은 아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또한 고기잡이배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바다로 나가면 고기를 배에 가득 잡고 돌아왔다는 전설도 남아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과거 청학동에는 어민들과 해녀들이 많이 살았다. 지금은 매립되어 과거의 지형을 알기
어렵지만 지명을 확인해보면 바로 해안가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 많았다. 따라서 어업으로
인한 해상사고들도 적지 않았으며, 바다 위에서 사고를 당하면 시신조차 찾기 어려워진다.
한편, 어촌에서는 높은 파도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어부의 시신들이 떠밀려오는 경우도 있
었다.
청학동 서낭당 전설은 표면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생겨난 노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속내에는 이러한 어촌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학동 마을 주민들은 마을
제당을 세워서 이미 일어난 부정적인 죽음은 씻겨주고, 풍랑 피해는 미리 예비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를 치루었던 것이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마을사람들이 정성껏 노인의 장례를 치러주고 노인네 집 자리에 서낭당을 지어 노인의 넋
을 위로해 주었으므로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청학성당 : 부산․경남에서 천주교가 최초로 들어 와 ‘카톨릭의 성지’로 여겨진다. 부산에
천주교가 최초이자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1년 청학동에서이다. 프랑스 신부 모
이세 죠조(Moyse Jozeau, 한국명 趙德夏)가 조내기(현 청학시장과 부산은행 청학동 지점
사이의 바닷가 일대)에 가건물을 짓고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던 바, 이 가건물이 오늘의 청학
동 천주교 성당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성당 입구에는 선교100년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16)상구룡 당산
가. 개요
상구룡 당산은 동삼1동 325번지로 효자비 뒤에 있다. 이 당산은 고갈산할매당이라고도
부른다. 상구룡 제당은 원래 유나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동삼동 효자비 뒤쪽으로 옮겼
다. 이 제당에서는 예로부터 해마다 음력 정월 14일에 당산제를 모셔 왔다.
나. 원스토리
상구룡 당산에서는 예로부터 해마다 음력 정월 14일에 당산제를 모셔 왔다고 한다. 당산
제를 모시는 데에는 매우 까다로운 사전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먼저 당산제를 주관하게 되는 제주는 해가 바뀌기 20일 이전 곧 음력 섣달 열흘 이전에
덕망이 있는 마을 어른들 가운데서 가려 뽑았다. 당산제는 금슬이 좋은 내외간이 함께 제주
가 되어 모신다. 제주로 선정된 내외간은 새해 첫날부터 당산제를 모시는 날까지 철저히 근
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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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선정된 마을 어른은 당산에 딸린 토지와 건물 그리고 제물장만 등 일체를 맡아 소
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 당산제는 내외간이 함께 제주가 되어 모시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
서 금슬이 좋은 내외간이라야만 제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제주는 동삼동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등의 엄격한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 제주로 선정된 내외간은
새해 첫날부터 당산제를 모시는 날까지 보름 동안 바깥나들이는 물론, 외부사람들과의 접촉
도 삼가야 한다. 제주는 내외 간 금욕생활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도 언
행에 근신해야 한다. 식생활에서도 육식을 삼가해야 한다.
당산제를 모시기에 앞서, 그 전 해인 섣달 그믐에는 이틀에 걸쳐 당산안팎을 깨끗이 정리․
정돈한다. 사당 벽면에는 왼쪽으로 할머니의 옷이, 그 오른쪽으로 할아버지의 옷이 정갈하
게 걸린다. 이 옷들은 동삼동 마을 수호신인 고갈산 할매와 할아버지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상구룡 제당은 1874년 상구룡, 하구룡 등이 동삼동으로 편재되어 동리(洞里)가 형성되면
서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상구룡 제당은 현 유나 아파트 자리 울창한 숲속에 있었
다. 이 곳에는 동리의 안녕, 한해의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고 동민의 번영을 빌었던 수호신
을 모시고 있었다. 동리의 엄청난 형성과 발전 속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자 1978년 경에 효
자비 뒤쪽으로 모셔 제를 지내왔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오랜 세월 속에 제당이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되자 지역 유지들이 뜻을 모아 제당복원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제당을 복원하였다.
이처럼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마을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제
당을 유지하였던 동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상구룡 제당 덕에 영도는 발전할 것이다.
마. 주변 관광자원
- 국립해양박물관: 우리나라에는 해양 관련 자료 전시를 위한 공간 및 해양 문화 인프라
구축 거점은 물론 해양 탐구를 위한 공간이 부재하다. 또한 해양강국을 위한 기초는 인재
육성에서 시작됨으로 청소년들에게 해양비전 제시를 위한 공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부지 내에 건립된
다. 과학관, 역사관, 해양체험 및 부대시설을 갖출 것이며 해양의 역사, 과학 문화의 진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교양학습장과 실내 및 옥외 전시실, 친수 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관광객
의 흥미 유발할 계획이다.

(17)아랫서발당산
가. 개요
아랫서발당산은 동삼 2동 옛 미군 고사포부대(뒤에 미사일부대가 됨)자리에 있었다. 현재
는 예비군 훈련장 정문 위쪽 100m 지점에 있다. 이 당산은 오래 전부터 동네의 안녕과 번
창을 기원하는 제당으로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는 나무 위패와 당산할배도가 모셔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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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스토리
아랫서발 당산제는 약 1백년 동안 관례에 따라 해마다 음력 정월달에 치렀다. 먼저 무당
을 불러 천왕대를 잡게 하여 그 자리에 모인 동네 유지와 그 부인들 가운데서 한 해 동안
당산제를 주관하는 제주를 지명한다.
물론 제주는 덕망이 있고 깨끗한 동민이어야 한다. 제주로 지명 받은 사람은 그 직임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주는 또한 1년 동안 이웃의 길흉사는 물론 집안의 길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몸과 마음을

오로지 당산제를 모시는 데에 바치도록 해야 한다. 동네에 안녕

과 풍년이 들면 제주가 동네를 위하여 크게 힘쓴 것으로 생각하여 그 제주를 고맙게 여기며
존경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제주가 불성실했던 탓으로 평한다.
제의는 정월 14일 자정에 올린다. 돼지머리, 백설기, 과일 등의 제물을 차리고, 제주 부부
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의를 한다.
동시에 거릿대 제사도 모신다. 동삼 2동 861번지(맨 처음 축조한 작은 방파제 위쪽 곧
하리 경노당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 약 3평 남짓한 자투리 땅에 있는 거릿대는 ‘골목 할
매’라고도 부른다. 거릿대 제사는 해마다 음력 정초에 동네에서 지명 받은 제주가 음력 정
월 대보름 자정에 모신다. 거릿대제를 모실 때는 동네사람 누구나 몸을 단정하게 하고 큰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 거릿대 근처 개는 물론 온 동네 개들도 짖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
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1985년부터 박보살이라는 무당을 제주로 위촉하여 약 10년 동안 아랫서발 당산제를 모
시게 해왔다. 1997년부터 박보살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제주를 사퇴하기에 이르자 동민들
의 통합 계모임인「1․2회」의 회장을 제주로 지명하여 아랫서발당산제를 모시게 되었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동삼동은 어민들이 살고 있는 해안가로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마을신을 모시는 민간
신앙이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다.
세월이 지나고 도시화가 되면서 그 전승력도 약화되고 잦은 개발과 인구의 유입으로 적당
한 제주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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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을제당을 잘 보존되고 마을신을 위한 제의도 전승되어온 영도의 전통을 잘 계승
하면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동삼동 패총 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 진입로 우측에 위치한 ‘동삼동 패총박물관’은 아
시아 최고(最古)의 신석기 유적지로서의 영도의 유구함을 입증해 주는 역사․문화적 공간이
다.
박물관 내에는 신석기의 유물 전시는 물론 신석기시대의 유적분포 및 생활상. 동삼동패총
의 발생·유물 분포와 특징, 발굴현장 등을 재현해 놓고 있다. 신석기 인들의 생활상과 유적
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동삼동 패총 박물관에 다녀가야 한다.
- 한국해양대학교: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대표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은 거의가 부산에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해양대학교에는 대학 부속연구소 및 기업체 부설 연구소 등
이 있어, 해양․항만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풍
광도 훌륭하여 사시사철 가족단위 관광객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보는 방향에
따라 북항, 먼 바다, 태종대를 관망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 요트 대회를 개최하여 해양레
포츠 분야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18)남항동 용신당
가. 개요
남항동의 옛 이름은 석말추(石末湫)였다. 이 지역의 앞바다에는 큰 돌이 있었는데 썰물
때는 돌끝(石末)이 조금 보였다가, 밀물 때는 보이지 않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영도다리 개통시에는 인근 바다를 매립한 뒤 일본식 동명으로 석견정(汐見町)이라 불렸
다. 남항동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으며, 어업기지 및 수산관계 기관이 운집해 있었다. 영
도구 남항동 옛 수산진흥원 자리 뒤에는 일제시기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용신
당(龍神堂)이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59년 태풍 사라호에 의하여 무너진 뒤 다시 그 자리에 새로 지은 것이
다.
나. 원스토리
먼저 영도다리 토목 공사시 죽은 혼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용신당을 건립하였다는 설이 전
해진다.
영도다리가 개통된 이후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가 영도 쪽 다릿목에서 들려오고,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영도다리 가설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
은 사람들의 원혼(冤魂)이 사고 현장인 다릿목에 떠돌고 있는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런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위령제를 올려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도 퍼졌다. 영도 주민들은 서
둘러 갯가에 「용신당(龍神堂)」을 세우고 고사를 지내게 되었다.
용신당에 모시는 할매는 우리나라 신이 아니고, “카미(神)사마”로서 일본 할매라고 한다.
일본 할매는 일본에서 배를 타고 밀려오다가 이곳 남항동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 할매가 너무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사람들은 일본 할매가 앉았던 자리에 돌을 하나 꽂
아두었다. 어부들은 이곳에 인사를 하고 조업에 나서면 풍랑을 만나지도 않고 만선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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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올 수 있었다. 그러다가 제당을 건립하여 신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음력 1월 13일에 금줄을 치고 문을 닫은 후에 1월 14일 저녁에 동제를 지낸다.
동민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당을 관리하는 제주만 참석하여 조용히 치룬다. 새마
을 운동 때에 많은 제당이 뜯겼지만 일본 할매신은 매우 영험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했기 때
문에 용신당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한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남항동에는 일본 어선들과 어민들이 많이 있었으며, 일본인들의 어업기지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이들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일본 할매라는 일본신을 모시고 항해의 안
전을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도다리의 건설로 인하여 사망한 혼령들을 위로하는 위령제
가 이곳에서 치러지면서 영도다리 이야기와 융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중고혼이 된 뱃사람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제단이며, 선주들이 안전항해와 만선풍어를
빌 때도 용왕제를 올린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다리를 세울 때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영도 사람들은 가설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이 사고현장인 다릿목에 떠돌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영도 주민들은
그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갯가에 용신당을 세우고 고사를 지내게 됐다.
영도구 남항동 옛 수산진흥원 자리 뒤편, 오늘의 남항동 용신당은 1959년 9월 17일 부산
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해안 일대를 깡그리 할퀸 태풍 사라호 바람에 망가진 뒤 다시 그 자
리에 새로 지어

놓은 것이다.

이 용신당은 수중고혼이 된 뱃사람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제단이 되고도 있을 뿐만 아니
라 선주들이 안전항해와 만선풍어를 빌 때 용왕제를 올리는 장소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남항, 대평동 일대: 남항 방파제와 남항대교
남항 방파제는 홍색과 흰색 방파제가 있는데 주로 찾는 곳은 홍색 방파제이다. 낮에는 충
무동이 한 눈에 들어올 뿐 아니라 밤에는 파란색으로 자체발광하는 등대와 뒤로 보이는 남
항대교의 야경이 장관을 이룬다.
앞으로는 태풍 및 해일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남항 방파제의 기능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방재 언덕으로 보강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며 방파제의 폭을 30m 확장하여 방재
목적 이외에도 휴식과 운동, 산책, 레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친수안전공간으로 활용할 계
획에 있다.

(19)동삼동 패총
가. 개요
패총은 신석기 사람들이 바다에서 조개류 등을 먹고 버림으로써 이루어진 조개무지이다.
영도에는 신석기 패총이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
동삼동패총은 광복 전 일본인에 의해 처음 발견․조사된 이래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
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의 발굴로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를 밝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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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사적 제266호로 지정되었다.
나. 원스토리
패총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하여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동삼
동패총인들은 사냥과 어로활동을 주로 하면서 계절에 따라 주변에서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
는 도토리나 나무열매․뿌리 같은 야생식물을 채집하거나 조․기장 등을 재배하여 기본적인 식
생활을 해결하였다. 동삼동패총인들은 이러한 음식물을 끓이거나 보관할 수 있는 각종 토기
를 사용하였다. 그중 빗살무늬토기가 대표적인 것이다.
동삼동패총인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동물뼈, 조개껍질 혹은 교역을 통
해 획득한 흑요석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일상생활과 생업활동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도구를
만들었다. 또한 동물뼈와 이빨, 조개, 돌, 흙 등의 재료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각종 장
신구를 만들어 몸을 치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술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하였다. 동삼동패총
에서는 신석기인의 정신세계의 흔적을 보여주는 여러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조개가면과 흙을 빚어 만든 토우이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패총은 생활유적이기 때문에 조개껍질 이외에 토기, 석기도 출토되지만 조개껍질의 칼슘
성분이 토양을 중화하여 유기 성분의 고고유물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람의 뼈, 동물의 뼈,
골각기(骨角器)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패총은 문자가 없었던 사회를 연구하는 사료로서 중
요시 되고 있다.
패총의 연구는 19세기 후반에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패총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었으
며, 발견 전까지는 자연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되어왔으나 조개껍질 이외에도 동
물의 뼈나 석기, 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음식물 찌꺼기가 모여있는 것이라고 인
정되기 시작했다.
1999년 부산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독무덤과 조․기장이 발견
되고, 집자리와 조개팔찌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됨으로써 당시 신석인들의
문화내용과 생활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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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동 패총은 각 층에서 출토된 유물의 성격과 특징으로 보아 5개 문화층으로 나누어지
며,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7천5백년 전부터 3천 5백년 전까지 약 4천년 동안 형성된 것
으로 추정된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동삼동의 패총은 당시 영도에 살았던 신석기인이 식량으로 채취하여 먹고 버린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든 유적이다.
이를 통해 이미 당시부터 영도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한국해양대학교: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대표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은 거의가 부산에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해양대학교에는 대학 부속연구소 및 기업체 부설 연구소 등
이 있어, 해양․항만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풍
광도 훌륭하여 사시사철 가족단위 관광객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보는 방향에
따라 북항, 먼 바다, 태종대를 관망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 요트 대회를 개최하여 해양레
포츠 분야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20)영선동 패총
가. 개요
영선동패총은 동삼동 패총에 버금가는 이름난 신석기시대 문화유적이다. 오늘의 영도경찰
서 대교파출소 언저리에 남아 있던 영선동패총은 1930년대 초반 유적지 위로 산복도로가
개설되면서 완교파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 원스토리
영선동 패총은 1930년대 초반 유적지 위로 산복 도로가 개설되면서 완전히 파괴된 것으
로 전해진다. 당시 일본인 연구자인 아리미쯔(有光敎一)와 요코하마(橫山將三郞)는 도로 개
설과정에서 패각이 파헤쳐 있음을 발견하고 긴급 수습조사와 더불어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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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 영선동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덧띠무늬토기, 석기, 뼈연모, 조개팔찌 등이 있으
며, 이 가운데 주구형의 덧띠무늬토기는 무늬의 장식성과 기형의 특이성으로 보물 제597호
로 지정되었다.
이 덧띠무늬토기는 1933년 게이사쿠(濱田耕作) 박사의 부산방문 환영식장에서 처음 소개
되었다. 일본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를 환영하기 위하여 부산고고학동호회의 주체로
열린 모임에서 회원인 오오다니(大曲美太郞)씨가 영선동에서 우연히 주운 토기를 소개한 것
이다. 이 토기는 한 눈에 봐도 신석기 시대의 걸작품인데다가 깨지지 않고 완형으로 출토되
었다는 점으로 모든 사람을 흥분시켰다.
이곳에서 발견된 융기문토기(보물597호)가 다행히 일본으로 반출되지 않아, 현재 동아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패총은 생활유적이기 때문에 조개껍질 이외에 토기, 석기도 출토되지만 조개껍질의 칼슘
성분이 토양을 중화하여 유기 성분의 고고유물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람의 뼈, 동물의 뼈,
골각기(骨角器)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패총은 문자가 없었던 사회를 연구하는 사료로서 중
요시 되고 있다.
영선동 패총은 해방 전에 이미 소멸되고 또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의 구체적 성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과 유물로 보아 상당히 큰 규모의 패
총임은 분명하다. 1933년 아리마쯔가 조사에 의하면 약 100평 가까운 패각이 형성되어 있
었다고 한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선동패총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시문기법과 문양형태, 기형 등이 다른 빗살무늬토
기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색을 가짐으로써 소위 ‘영선동식 토기’로 불리고 있다.
동삼동 패총이 신석기 시대의 전시기(全時期) 유물이 층위적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라면
영선동 패총은 전기(前期)에 해당되는 단일 시기의 유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영선동 유적의
특징을 통하여 전기 단계인 동삼동패총의 부산기(釜山期)설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마. 주변 관광자원
- 해동병원, 영도병원: 영선동은 비교적 생활수준이 안정된 기성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영남시장을 중심으로 식객 및 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영선동에는 종합병원 두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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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해동병원’과 ‘영도병원’이다.
1966년에 개원한 해동병원과 1981년에 개원한 영도병원은 저지대 및 접근성이 가장 용
이한 곳에 위치하여 많은 영도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며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이다.

(21)아치섬 패총
가. 개요
아치섬 패총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에 위치하며, 지금은 이곳에 한국
해양대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다.
나. 원스토리
아치섬 패총의 맞은 편에는 유명한 동삼동패총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곳은 선
사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입지와 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에서는
동삼동패총과 마찬가지로 신석기시대의 각종 토기,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 그리고 삼한․
삼국시대의 각종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 조개팔찌, 어망추, 숫돌, 흑요석편, 고래뼈
를 비롯한 동물뼈와 자연유물이 출토되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패총은 생활유적이기 때문에 조개껍질 이외에 토기, 석기도 출토되지만 조개껍질의 칼슘
성분이 토양을 중화하여 유기 성분의 고고유물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람의 뼈, 동물의 뼈,
골각기(骨角器)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 패총은 문자가 없었던 사회를 연구하는 사료로서 중
요시 되고 있다.
아치섬 패총은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패총의 대부분이 공사 중 혹은 오래 전에 파괴
유실되어 유적의 규모와 정확한 성격은 불투명하다. 유적의 보존 상태는 그리 좋지 않지만
시기적 특성에서 본다면 신석기시대만을 포함하는 동삼동패총보다도 훨씬 긴 시간의 생활흔
적이 나타나고 있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1969년 해양대학교 임돈 선생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1970년 동아대학교 박물
관의 시굴결과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 삼국시대 토기편 등이 출토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1973년 해양대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식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그 성격이 분명해졌다.
이 유적을 통하여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 뿐 아니라 청동기 시대와 삼한, 삼국시대에 이르
는 장구한 문화내용이 영도구 지역에서 밝혀질 수 있게 되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동삼동 패총 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 진입로 우측에 위치한 ‘동삼동 패총박물관’은 아
시아 최고(最古)의 신석기 유적지로서의 영도의 유구함을 입증해 주는 역사․문화적 공간이
다.
박물관 내에는 신석기의 유물 전시는 물론 신석기시대의 유적분포 및 생활상. 동삼동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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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유물 분포와 특징, 발굴현장 등을 재현해 놓고 있다. 신석기 인들의 생활상과 유적
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동삼동 패총 박물관에 다녀가야 한다.

(22)복천사와 불교문화재
가. 개요
복천사는 고려말 나옹왕사께서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영도의 대표적 사찰이다. 복천사의
약수터는 영도의 샘터로서도 역할을 하여 수많은 영도주민들이 이곳을 찾았다.
복천사는 영도구에서 가장 많은 불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기도 하다. 복천사아
미타극락회상도(시도유형문화재 제62호)를 비롯한 부산시 유형문화재 4점과 ‘복천사현왕도
및복장유물일괄(문화재자료 제39호)’을 비롯한 문화재자료 3점이 보관되어 있다.
나. 원스토리
동쪽으로는 영도 봉래산 주봉이 바라보이고, 서쪽으로는 송도 앞바다와 멀리 감천만이 바
라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복천사는 구전에 의하면 고려 말 나옹선사께서 창건하였다고 전하
여지고 있다. 고려시대 해운암(海運庵)이라 불린 절로 존속되어 왔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훼불(毁佛)정책과 왜적들의 침입지라는 이유로 절영도에 마을이 폐쇄
되고 목마장으로 운영하는 동안 사찰은 명맥만 유지하였다. 1800년대에 직지사(直指寺)의
김선주(金善住) 스님이 옛 명맥을 살펴 토굴을 세워 수행정진 하면서 다시 운수납자(雲水衲
子)의 발길이 머물기 시작 하였다.
1921년 부산․영남지역 전통불교미술의 조각가이신 양완호 화상에 의해 계곡에 흐르는 물
이 좋다고 하여 복천암(福泉庵)으로 개명되고 전통 불교미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불화소(佛
畵所)를 운영하시면서 옛 대웅전은 중창되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복천사에 소장된 유형문화재는 부산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재이다. <복천사아미타극락회상
도>는 본지의 규모가 세로 178.6, 가로 224.5cm로 비교적 큰 작품이며 조선후기 아미타극
락회상도 도상 연구 및 화승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다.
1579년 지리산 신흥사(新興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인 복천사 소장 <선원제전집도서>는 우
리나라에 전래된 <선원제전집도서>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는 책으로 우리나라 불교사 연구
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간행 연대도 임진왜란 이전으로 서지학적으로도 귀중한 문
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또, <복천사조상경>은 조선시대 승려인 지탁(知濯)이 찬집한 1권 1책의 불교의식집으로
여러 경전에 산재하여 있는 불·보살상(佛菩薩像)의 조성에 따른 제반 의식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모아 체계화한 책이다. 이것은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책으로 서지학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복천사지장시왕도>는 조선후기 지장시왕도 도상 연구 및 화승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古刹)로써 많은 문화재를 가진 사찰이다. 남서쪽을 향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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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 있는 이 사찰은 고목수림 속에 쌓여 있어 고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복천사를
통해 이러한 주요 문화재가 전해 내려오는 것은 영도가 부처님이 점지한 “불국토”로서의 영
기를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마. 주변 관광자원
- 산제당(山祭堂)과 아씨당(阿氏堂): 영도 봉래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본래 오늘의 영
도초등학교 부지 안에 있었던 것을 1915년에 지금 자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제당과 아씨당의 당제는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과 음력 9월 15일의 두 차례에 걸쳐
모셔지고 있다.
제당에 전해지는 전설은 영도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설화이며, 제당 설립과 기원을
밝히는 당신화이다. 또한 이를 통해 영도가 오랫동안 국마장으로서의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3)조엄과 조내기 고구마
가. 개요
고구마를 조선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은 조선후기 통신사를 역임하였던 조엄(趙曮)이다.
조엄에 의하여 대마도에서 전래된 고구마 종자가 다름 아닌 영도 봉래산의 해안지대에 심어
졌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조내기 고구마이다.
오늘날의 청학동 바닷가에 조내기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목도(牧島)의 고
구마가 명성을 떨쳐 일인들이 고구마를 구하기 위해 이 일대에 줄을 섰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영도의 조내기 고구마는 자취를 감추었다.
나. 원스토리
조엄은 1763년 7월 통신사로 발탁되어 사행 중에 대마도 북단 사쓰나포에서 고구마를 보
게 되었다. 조엄은 고구마가 구황작물로서 서민들의 춘궁기에 식량대용으로 좋은 작물이라
생각하였다. 동년 10월 종자를 얻어 부산포로 가는 비선(飛船) 편으로 부산진첨사 이응혁
(李應爀)에게 보냈다.
이응혁은 조엄의 부탁을 받고 종자를 받아 소중히 보관하였다. 이응혁은 다음해(1764년)
봄 절영도 봉래산 동쪽 해안지대 야산에다가 종자를 심었다. 1764년 8월 동래부사로 강필
리(姜必履)가 부임하였고, 고구마 종자가 이 신임부사에게 인계되었다. 강필리는 1765년 봄
에 고구마 종자를 동래 지방에 처음으로 파종하였고, 가을에 수확을 하였다.
강필리는 1766년 조엄이 전해준 자료와 이때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감저보(甘藷譜)』
를 간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절영도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고구마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조내기는 청학동과 관련된 지명이지만 조내기 고구마는 청학동, 동삼동 일원에서 재배되
는 고구마로서 영도의 고구마를 상징한다. 붉은 색깔을 띠며 아주 작은 고구마로서, 이 고
구마의 맛은 밤맛에 비교되었다.
‘조내기’라는 지명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이곳 해안에서는 썰물이 되면 조
수가 내려 바닥이 드러난다고 하여, 조수가 내리는 곳 즉 ‘조내기’라고 불렀다고 한다. 둘째
로, 통신사 조엄이 일본에서 고구마를 가져와 이곳에서 처음 재배하여 내었다고 하여, 조내
기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셋째로, 영도에서는 작은 것, 작은 사람을 ‘쪽내기’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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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내기 고구마는 밤알 마냥 작고 붉은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작은 것을 뜻하는 쪽내기에서
조내기가 나왔고, 조내기 고구마로 불려졌다는 설이 있다. 조내기는 ‘조낙기’에서 온 말이라
는 설도 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고구마는 메꽃과의 한해살이 뿌리 채소로, 주로 전분이 많고 단 맛이 나는 혹뿌리를 가진
재배용 작물이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조선시대 영조 39년 조엄이 일본 쓰시마에서
한반도로 가져와 제주도에서 길렀다. 그때는 감저(甘藷)라고 불렀고 조엄이 들여왔다 해서
조저(趙藷)라고 불렀다.
조엄의 고구마 도입은 문익점의 목화 재배에 비견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다. 고구마는 조
선 시대 구황작물로서 민중들의 중요한 식생활재원이었다. 지금도 고구마는 우리나라의 전
통적인 식용뿌리로서 현재에도 영양가 높은 간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구마는 동삼동 토질 좋은 곳에 심었다. 국제 마마 위가 발상지였다고 한다. 영도는 처
음으로 재배를 시작한 고구마의 시배지이며, 영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고구마가 전파되었
다는 역사적 사실이 흥미롭다. 이처럼 영도는 조선시대 대일교류의 중간지대로서, 주요 먹
거리를 전파한 뜻 깊은 장소인 것이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는 토질과 수질이 워낙 좋아 이 땅에서 재배한 작물과 공장에서 제조한 식품은 온국
민을 먹여 살린다.
일제 때는 목도의 고구마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일본인들이 이 고구마를 사기 위하여 줄
을 섰다. 조내기 고구마 중 특히 일산배기 고구마 맛이 일품이었는데, 일산배기는 천리교
원남성 교회의 위쪽에 있는 산등성이이다.
왜정 때 일본사람들이 사다 먹었다. 해방이 되고난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이 조
내기 고구마 종자를 몰래 가져가 오늘날의 일본 음식문화를 발달시켰다.
마. 주변 관광자원
- 조내기길과 주변 음식점 : 마을버스 종점 주변에 ‘조내기길’이라는 지명이 아직도 남아
있다. 고구마의 시배지답게 인근에는 ‘목장원’과 ‘제주복국’을 비롯한 유명한 음식점들이 즐
비하게 들어서 있다.
- 동삼동 ‘어울림 문화공원’: ‘어울림 문화공원’은 동삼1동 태종대중학교 앞에 위치한 문
화복합시설이다. 세련된 건물 안에는 전시실 및 대 공연장,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도서
관 오른쪽의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암벽등반장, 물리치료풀, 골프연습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인근에는 옥상정원과 숲속공원, 산책로 등 각종 '녹색 쉼터'도 있다.
장차 이 공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학술행사, 전시 등이 열
릴 것이라 기대된다.
-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한 인
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1946년에 설립된 신학교다. 봉래산의 산기슭에 위치해있어 북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성탄절을 앞두고는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39 -

(24)절영도와 부산포 해전
가. 개요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해전에서 승리를 거듭한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특히 한
산도와 안골포해전을 통해 제해권을 장악했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근거지인 부산을 공격해
서 일본군의 본국과의 연락을 두절시키기 위해 8월 24일 부산포로 향했다.
부산포 해전(釜山浦 海戰)은 1592년 9월 1일, 부산포와 절영도 앞바다에서 정박한 일본
군 함대를 기습하여 대파한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녹도만호 정운이 전사하였고, 일본군은
100여 척의 함선을 잃었다. 이 전투 후 일본군은 더 이상 적극적인 해상 작전에 나서지 않
았다.
나. 원스토리
1592년 8월 중순에 이르러 일본군은 대부분의 병력을 김해에 집결시키는 한편, 군수 물
자를 부산으로 운반하였다. 당시 부산포에서는 하시바군 주력부대와 본국에서 증원된 수군
8,000여명이 함선 430여 척을 보유하고 해안 요충지를 지키고 있었다. 조선은 일본군의 이
런 움직임을 본국으로 철수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경상우도순찰사 김수가 전
라좌도수군절도사(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해상도주통로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순
신은 총 166척으로 통합 함대를 편성하여 출진하였다.
이순신은 부산포로 향하던 중 서평포(西平浦), 다대포(多大浦), 절영도(絶影島) 등에서 일
본군 전선 24척을 격파했다. 이순신은 경상우수사 원균을 만나 일본군에 대한 소식을 물은
뒤 함께 낙동강 하구로 나갔다. 9월 1일 조선 연합함대 166척은 화준구포, 다대포, 서평포,
절영도(絶影島：지금의 부산 영도) 등을 거치면서 적선 24척을 불 지르고, 이어 일본병선
470여 척이 줄지어 있는 부산포 내항으로 거북선을 앞세우고 전함대가 돌진했다. 우부장
정운과 거북선 돌격장인 이언량을 비롯하여 전부장 이순신과 중위장 권준, 좌부장 신호 등
이 앞을 다투어 적선을 불태우며 쳐들어가 일본전선을 쳤다. 그러자 배에 탄 군사들과 육지
위의 일본군들이 산으로 도망쳐 올라가 총포와 화살을 난사했다.
부산포 앞바다의 절영도 부근으로 진출한 조선 수군은 부산포 동쪽 산기슭 해안에 일본
수군 선단 400 척이 집결해 있는 가운데, 다수의 육군이 해안선에 진지를 구축하여 조선군
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음을 탐지하였다. 조선군은 종대 대형으로 부산진 포구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조선 수군에 압도된 일본 수군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나 육군 병력이 방어하
고 있는 해안진지에 뛰어들어 필사적인 저항을 시도하였다. 이에 조선 수군은 해안진지에서
저항하는 일본군에게 활을 쏘아 견제하는 가운데, 포구에 방치된 일본군 전함을 향해 각종
총통 사격을 집중하였다.
부산포 해안에서 적선 100여 척을 격침시키는 등 큰 전과를 올렸으나, 이순신은 육지로
일본군을 추격하지는 않았다. 육전이 해전에 비하여 크게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상륙하여 싸우려다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은 채 일본병선 100여
척만 파괴하고 함선을 가덕도 방향으로 돌려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이 전투에서 죽은 일본군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면, 조선군 피해는 6명의 전사자
와 25명의 부상자 뿐이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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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포 해전에 참전한 양 함대의 전선수를 비교하면 약 3대 1의 비율로 조선 수군이 열
세이었다. 지리 조건도 언덕을 의지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여 공격하는 등 일본군
에게 유리하였지만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에 이미 겁을 먹고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상당수
병력이 해안과 산 언덕에 숨어서 바다로 나오지 않고 조총과 활 공격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해전을 두려워했다는 증거이다. 이미 앞서 소규모 해전에서도 일본군은 조선 수군과 맞닥뜨
리자 배를 버리고 섬으로 도망가기 바빴던 것이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절영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부산포 해전의 승리로서 조선군은 남해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조선에 침략한 일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해전으로 일본군의 수군 활동은 잠잠해졌고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평양에 주둔한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대로 평양에 주저 앉아 있다가 조명연합군에 밀린 것도
이순신에 의해 해상 보급로를 차단당한 때문이었다. 또 호남 역시 일본군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영도 해상: 영도는 바다풍경은 다채롭다. 부산항의 대형 크레인과 조명, 대형 컨테이너
선의 입출항, 봉래동의 조선소의 도크가 바다와 어우러져 바다의 활기찬 면모가 드러난다.
특히 봉래동 앞바다와 부산항-용당에 이르는 거대한 만(灣)은 거대한 물웅덩이를 이루며 용
당과 조도의 사이의 좁은 바닷길을 오가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5개로 보였다가 6개로 보였
다가 한다는 오륙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반면 태종대 전망대나 제2송도, 절영 해안산책로 쪽에서는 탁 트인 망망대해가 보여 가슴
까지 시원해진다.

(25)절영도 왜관
가.개관
<해차록(海槎錄)>에 의하면 선조 34년(1601)에 절영도 왜관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절영
도 왜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며, 두모포에 곧 신축되었다.
그래서 절영도 왜관을 ‘임시왜관’ 혹은 ‘가왜관’이라고 한다.
절영도 왜관의 기능은 임진왜란 후 국교교섭의 재개 때 일본 사신의 숙박소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옛 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절영도에 임시 시설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임시적인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나.원스토리
1598년(선조 31) 지루하게 끌던 7년 전쟁 임진․정유재란이 끝나기 무섭게 일본 막부는
대마도주 소오를 앞 세워 왜관교역을 위한 강화 교섭을 재개해 왔다. 제1차 강화요청사가
부산(동래부)에 온 것이 1598년 12월이었으니 임진란에서 패한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한 지
불과 한 달만의 일이었다.
조선정부를 비롯하여 백성들도 7년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여서 극히 조심
스럽게 그리고 비밀리에 밀사의 성격을 띠고 부산에 잠입하였을 것이다. 제1차에서 3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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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밀사는 결국 명군 진영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대마도로 귀환하지 못하고 살해되고 말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 대마도에서 온 밀사들의 선박이 정박하고 머문 곳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왜
관이라 부르게 되었을 터인데 이들 왜사(倭使)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두모포 왜관시대가 열
리는 1607년까지 임시로 왜관이 위치한 장소가 절영도였기 때문에 ‘절영도 왜관’이라 부르
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문서로서 회답하는 정도에 그치던 양 국 간의 강화 교섭이 대마도의 거듭되는
노력 결과로 드디어 조선 측에서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대마도주가 파견한 정식 강화
요청사 타치바나가 절영도에 이른 것은 1601년 6월의 제5차 사행에서이다. 타치바나 일행
9명은 일본으로 잡혀간 전 현감 남충원을 비롯한 남녀 조선포로 250명을 송환 인솔하고 대
마 30도주 소오 요시토시와 가신 도우가와 이에야스의 서계 각 1통씩을 지참하고 절영도
임시왜관에 도착한다. 타치바나가 절영도에 도착한 것을 통보 받은 수군절도사 이운용은 절
영도에 가서 왜신 일행을 맞이한다.
이운용이 조정에 상계한 문서에는 ‘신즉장귤지정9명여절영도안하 장의지경직서계일병치계
(臣卽將橘智正9名於絶影島安下 將義智景直書契一倂馳啓)’라 하여 이들 일행이 절영도에 도
착했음을 기록하고 있고 같은 해 11월에도 재차 절영도에 도착한 이들을 맞아 조정에 상계
한 김계신의 기록에도 ‘비직몽위 전왕절영도 견귤왜 반문출래사장(卑職朦委 前往絶影島 見
橘倭 盤問出來事狀)’이라 하여 타치바나 일행을 절영도에서 접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윽고 1606년(선조 39)의 <선조실록>에는 왜사 타치바나의 강화요청으로 왜관의 정식
설치가 가닥을 잡아가는 기록들이 보인다. 절영도에서 왜인이 머무르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므로 옛 부산진 근처에 몇 칸의 집을 지어 머무르게 하자는 내용으로 ‘귤왜’는 왜사 타
치바나를을 지칭하는 것이며 ‘절영도의 관사’는 일본인이 절영도에 임의대로 설치하였던 임
시 왜관을 지칭하는 것이다.
왜사 타치바나는 이 해에도 여러 번 드나들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드나들었던 해안은 임
란 당시 일본 수군이 갯발을 준설하여 만든 사츠마번(薩摩蕃) 시마츠(島津)이었던 것이다.
<해사록>은 1607년 2월 19일조에 정사 여우길을 비롯한 그 수행원을 태운 배가 자성대
를 출발하여 지금의 영도다리 해상을 지나 절영도 왜포의 선착장인 ‘사츠마 보리’에서

왜

사 타치바나를 태우고 함께 몰운대로 선상유람을 다녀 온 사실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다.
“十九日 壬子 晴 留釜山 與上使從事及士和子定乘船 往汲雲臺 從容遊覽 行過絶影島倭館前
招見橘智正於船上 乘夜卽還”(<해행총재>권2)
이들 첫 번째 통신사(조선후기)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드디어 전란 이후 단절되어 있던
한일 두 나라의 강화가 성립되기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부산포 왜관 이후 정식 왜관이 두
모포에 설치된다. 임시왜관이었던 절영도 왜관의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해사록>에서 “구왜관(舊倭館)은 없어지고 초가집만 허름하니 접대가 고르지 못하
였다”는 기록에서 제법 규모를 갖추었던 왜관이 절영도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1607년
이면 절영도 임시왜관시대를 면하고 새로 지은 두모포 왜관으로 옮겨갈 준비 등으로 지금까
지 사용하던 왜관이 관리소홀로 모양새가 허술한 것을 본대로 적고 있으며 절영도 왜관의
후기시대에 이르면 이곳이 한․일 양 국 간의 훌륭한 외교 장소였음을 은연 중 암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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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년 12월부터 1606년 11월 2일까지 21차례나 대마도에서 온 일본 사절단은 그들이
타고 온 선단을 어디에 정박하였으며 그들은 어디에서 머물었을까? 아직도 임란의 여운이
감도는 조선에서 왜인의 상륙은 불가능했을 터이니 이들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은 임진란 때
그들의 근거지였던 절영도 해안 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인들의 수군 주둔지로는 주민소개
(住民疏開)로 무인도로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터이니 임란 중 일본인들이 자유로이 영
도를 드나들며 그들의 은거지로 삼았을 개연성이 크다.
<선조실록>은 도회군 황말춘이 일본군에 포로가 되어 절영도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왜
인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운반해 온 양곡을 100여 곳에 분산하여 쌓아 놓은 것
과 대마도에서 양곡을 실은 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그리고 부산 해구에 시장을 열고
물건을 매매하는 것과 매우 화려하게 지은 기와집을 보았는데 이 집은 일본의 대상관이 머
무를 것이라고 한 내용을 울산 군수 김태허의 비보에 의해 제도 순찰사 김명원이 치계 올린
것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 29년의 우참찬 이항복의 서장은 단오 날에 코니시 유키나가 등이 잔치
를 베푼다는 핑계로 절영도에 자리를 마련하고 부사(동래부사인 듯)를 대마도로 납치할 계
책을 세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1593년과 1596년에는 절영도가 이미 왜인의 거점으로
둔갑되어 있는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1825년 대마도 사람 소전기오랑이 쓴 <초량화집>에 의하면 임란 당시 일본 수군들이 해
안을 준설하고 그들의 군선을 정박시킨 곳을 ‘왜포(倭浦)’라 불렀다고 쓰고 있다. 이른바 영
도를 일본 수군의 주둔지로 삼은 사실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부산부
사원고」를 집필한 일본인 도갑현경은 「부산부사원고」제4권 제2장 ‘朝鮮役前後の修好竝に
釜山浦倭館の變遷’에서 조선 측 사료인 「동래어기감동등록」과 대마도 자료인 「초량화
집」의 기록을 이용하여 ‘절영도 왜관지는 사츠마보리(薩摩堀)의 동남 일대의 구릉에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처음으로 절영도 왜관지를 밝히고 있다.
김재승은 “절영도 서남해안 구릉지대는 임란 중 사츠마번 수군들이 군선을 숨기기 위해
만든 포구가 있었다. 그들은 해안의 갯펄을 파서 군선이 정박할 수 있게끔 인공 정박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임란후의 대마도의 첫 강화 요청사가 절영도로 들어오게 된 원인은 부산
포내 육지 해안은 아직도 왜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 상륙이 불가능했고 또 조선정부에서
도 대마도 상인들이 건너오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어 신변 안전상 무인도로 남아있는 절영
도 사츠마보리 해안을 입항지로 택한 것이다.”라 하여 대마도에서 파견한 밀사 성격을 띤
왜사들의 선박이 정박하고 머무른 곳을 일본인 도갑현경의 기록과 같이 ‘사츠마보리’로 보
고 있는 것이다. 강화 요청사들은 이곳 해안에 임시 건물을 짓고 부두시설도 만들었을 것이
다. 그리고 조선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왜관 설치가 허락되는 1607년까지 ‘왜포’라 불렀었다
고 <부산부사원고>는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하면 제 1차로 부산포로 잠입한 밀사선의 정박지를 사츠마보리로 정
하고 이곳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부산포로 항해한 경험이 있으면서 조선말에 능한 선
주를 뱃길 안내자로 동원하였을 것이다. 일본에 피랍되어 갔던 조선인 포로들이 본격적으로
사츠마보리로 속속 송환해 들어오자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임시 숙소로서 그 규
모가 확대되었을 터이니 왜인들의 거주지역(임시왜관)은 더욱 넓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일
본으로 끌려갔다 소환되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피로인 가족들은 혈육을 찾기 위해 이곳을
빈번히 출입하게 되자 이곳은 ‘왜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다.
1936년 발행본인 <부산부시가도>에 대풍포를 매축하면서 만든 피항을 ‘사츠마보리’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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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의 지도에 얹어보면 대평동 폐선계류장이 된다. 1916년부터
1926년까지의 대풍포 매립이후 생신 섬 속의 호수가 지금은 폐선계류장으로 변해 있다.
이 지역 이집윤씨와 문종씨 등 나이 많은 이들은 지금의 폐선계류장을 사츠마보리라 부른
다고 한다. 그러나 사츠마보리가 어떤 시설이었는지를 아는 이는 없었으나 일본지명으로 오
래토록 남아 전하는 것은 분명하다. 임진왜란 후 강화 요청사로 온 왜사들은 신변 안전상
무인도와 다름없는 절영도에 그들이 임진왜란 때 사용하였던 ‘사츠마보리’를 입항지로 택하
여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외교 교섭을 벌이게 되었을 터이고 이곳을 중심으로 임시왜관시대
를 연 것으로 추정이 가능해 진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나고 대마도를 통한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부산포 왜관시대가 다
시 부활되었다.
대마도 도주를 통해 첫 강화요청사가 왔던 시기는 1598년 12월로 임진왜란에서 패한 왜
군이 철수하고 난 후 불과 한달 뒤였다. 재개된 왜관은 280여 년 동안 부산포에서 세 곳으
로 옮겨 다녔다.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본다면 영도(절영도 왜관), 부산진(두모포왜관), 용두
산 공원일대(초량왜관)이다. 그 첫 번째가 영도에 있었던 절영도 왜관이다.
절영도 왜관을 우리는 ‘임시왜관’ 혹은 ‘가왜관’이라고 한다. 절영도 왜관의 기능은 임진왜
란 후 국교교섭의 재개 때 일본 사신의 숙박소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옛 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절영도에 임시 시설을 마련하였던 것이 유래가 되었다.
1936년 발행된 <부산부사원고>에 의하면, ‘절영도 왜관지는 사쓰마보리(蕯摩堀)의 남동
일대 구릉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일제 강점기 부산항지도에서는 사쓰마보리
라는 지명이 대평동 2가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사쓰마(薩摩·가고
시마의 옛 지명) 수군이 군선을 정박시키기 위해 해안을 준설해 만든 포구(사쓰마보리·薩摩
堀)가 있어 일본인들이 다니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절영도 왜관은 1601년에 설립되어 1607
년 건물이 없어졌을 때까지 약 6년간 존속했다고 추정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절영도 왜관지는 오늘날 한진중공업(주) 부산조선소(구 대한조선공사) 부근이라는 설과 대
평동 2가(전 대동조선 부산조선소 후편)라는 설이 있다.
절영도왜관의 규모는 현재 잘 알 수 없다. 임시적인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인들은 조선 백성들의 적개심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고, 그런 점에서 절영도는 최적지였다. 대마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다 사람의 인적이 거의 없던 곳이었다.
더구나 절영도는 일본으로 떠나는 조선통신사의 배들이 정박해있던 곳이므로 그런 사실도
임란 이후의 강화 국면에서 매우 소중한 역사적 근거였다.
이처럼 절영도 왜관은 임란 이후 부산포에 건설된 첫 번째 왜관으로서 대일교류의 요충지
로서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왜관의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절영도에서 존재하였던
사실만큼은 확실하므로, 절영도가 대일 외교관계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주변 관광자원
- 현인 노래 기념비 : 영도구 영선동 1862번지에서 출생하여 2002년 4월에 타계한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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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본명:현동주)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고인의 대표곡인「굳세어라 금순아」
의 주 무대인 영도다리 입구에 노래비와 현인선생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6.25 동란 당시 영도는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의 애절한 사연이 얽히는 무대가 되었
고 이때 영도출신 가수 현인선생의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대중가요가 부산시민의 심금을
울렸다고 한다.
- 대평초등학교의 근대 조선산업발상기념비: 영도는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요람이며 해운
입국의 모태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실업인 단체인 반류회는 1989년 11월 영도구
남항동 2가의 대평초등학교 교정에 ‘한국근대조선 발상 유적지’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1887
년 영도 영선동(현 남항동, 대평초등학교)에 세워진 다나까 조선공장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인본인 조선업체 중 가장 먼저 설립 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이다.

(26)절영진
가. 개요
절영도진은 1881년 5월에 중리에 설치되었다. 절영진은 해안 방비인 군사적 목적과 일본
인의 토지 탐욕과 화목(火木) 체벌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항이 개항되면서 외국무역선과 군항을 감시할 목적도 있었다. 초대 첨사 이정필
을 비롯하여 15년 동안 13명의 첨사가 거쳐 갔다. 절영진은 동삼동 중리 부산체육고등학교
자리로 추정된다. 이 곳은 ‘진내(鎭內)’ 또는 ‘토성진(土城鎭)’이라고 불렸으나 정식 명칭은
‘절영도진 첨절제사영’이다.
나. 원스토리
절영도에는 수군진영인 ‘절영도첨사영’이 1881년 설치되어 갑오경장 뒤인 1895년까지
15년 동안 존속했다. 지금의 영도 동삼동 중리가 그 자리이다.
개항 이후 일본거류민단은 우리정부에 절영도의 나무를 베어서 화목(火木)으로 사용할 것
을 요청하였다.
조선정부는 일본전관 거류지의 청을 거부하고, 절영도 있는 국마장의 말을 모지포(毛知浦,
서구 암남동)으로 옮겼으며, 포이포진․개운포진․서평포진을 없애는 대신 3진의 수군장비를
통합하여 절영도진을 설치했다. 강력한 수군진영이 탄생한 것이다.
봉래별곡(蓬萊別曲
정현덕
절영도 들어가니 물길 십리 어김없다.
산 아래는 목장되어 삼천준마(三千駿馬) 날뛰누나.
산 위는 봉산(封山)되어 외시(外寺) 입금(入禁) 일이 하다.
깊이 점점 깊이 들어가니 수삼어촌(數三漁村) 뿐이로세.
벌목 오솔길 찾아들어 태종대 다다르니
바다 위 높은 바위 천길 만길 아득하다.
.

관청대가 그 앞이요, 동우섬이 앞에 뜬다.
오륙도는 동편이요, 우암포(牛岩浦)는 북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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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랑가(滄浪歌) 한 곡조에 선경(仙境)이 어김없다.1)
절영진이 형성된 후 15년간 첨사가 13명이나 바뀌었다.
절영진 첨사로 임명이 되면 2번 울었다고 한다. 첨사가 처음 부임해 섬에 들어오면 섬 전
체가 숲이 울창하여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었다. 귀양 온 것 같은 적막감에 눈물을 흘리고
해임이 되어 돌아갈 때에는 많은 수입을 두고 떠나는 것을 섭섭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당시 절영도에는 많은 어장이 있어 이 어장에서 받는 세금은 첨사의 수입이 되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절영진에는 정3품 벼슬의 첨사를 수장으로 하여 갑오개혁 다음해인 1895년 진이 폐쇄될 때
까지 15년 동안 13명이 왔다. 마지막 첨사가 부산상고 건립자였던 박기종으로 부산경무관을
겸하고 있었다. “철도왕”으로도 일컬어지는 박기종은 평양 아전출신으로 개항이후 근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흥상인층들이었다. 박기종은 1889년 4월 낙동강 수로를 이용한 증기선
운항의 기선회사를 시작으로 1899년 부산의 객주와 중개업자, 토착상인을 규합한 부산상무
소를 설치하였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개항으로 인하여 부산항에 많은 외국 선박이 드나들게 되었다. 부산항의 문호가 되는 절
영도는 외국 선박의 감시와 외국인들의 동태 파악이 절실해졌다. 절영도에서 나무를 베게
해달라는 일본의 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강력한 진을 설치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절영도진은 3진을 통합하여 만들었으니 다른 진에 비하여 전선과 군비가 갖추어졌으며,
섬 주위는 어장이 좋았으므로 그 세수입도 풍부하였다. 이 때문에 첨사가 해임이 되어 돌아
갈 때는 떠나기 아쉬워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박기종이 시도한 모처럼의 근대화 시도는 일제의 방해로 인해 크게 꽃을 피우지는 못하고
다만 일제의 근대화에 맞서 나름대로 민족자본을 형성하려던 노력만은 전해지게 되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절영도진첨사 송덕비: 동삼중리 절영해안산책로 입구2)에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첨사를 기리
기 위한 송덕비는 4기로 원래 동삼동 522번지 중리 마을 안에 있다가 2001년 중리 해변가로
이전했으며,

2003년 태풍 '매미'로 3대 첨사 송덕비 1기가 유실되었고 그해 이곳으로 옮겨졌

다.

1) 1867년 6월 동래부사로 부임해 온 정현덕이 남긴 글에서 목마장과 태종대를 확연히 구분 짓고 있다.

2) http://blog.naver.com/teamay?Redirect=Log&logNo=7003191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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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절영도진 송덕비

(27)동삼동 왜성
가. 개요
동삼동 왜성지는 영도구 동삼동 일산봉 정상에 위치하며 1999년 부산박물관의 왜성지 지
표조사에서 확인보고 되었다. 일산봉은 동삼동 바닷가 해발 75m 지점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는 감만동과 신선대를 마주하여 부산만으로 들어오는 배들을 관망할 수 있는 곳이다.
나. 원스토리
일제시기의 지도를 보면 산 정상에 2단으로 된 장방형의 석축 흔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훼손되고 없어졌다. 다만 현재는 대지의 북쪽에 접하여 성석(城石)으로 보이는 석재(石材)를
쪼개어 후대에 쌓은 석축이 높이 1.5m정도 남아 있다. 이 대지(臺地)의 남쪽 끝에 쓰레기장
이 있다. 이곳에도 단(段)을 이루고 있으며 성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간간히 눈에 띈다. 또한
민가의 축대도 대부분 파괴된 왜성의 석재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흔적은 일제시대의 지도에 의하면 당시까지 산 정상부에 2단으로 된 장
방형 석축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는 훼손되고 없다. 다만 대지의 북쪽
에 접하여 후대에 쌓은 석축이 높이 1.5m 정도로 남아있다. 동남쪽의 급경사 지점은 현재
계단식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붕괴된 단의 단면에는 율석과 직경 40~50cm의 석재들이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가의 축대도 대부분 파괴된 왜성의 석재를 이용한 것으로 그 중에는
음각한 내부에 만(卍)자로 추정되는 문양이 음각 되어 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임진왜란 시에 영도는 왜구가 침입하는 항로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군사 지형적으
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일본인들은 영도 외에도 남해안과 낙동강 일대의 주요 요충지
에 방비를 목적으로 조선인들을 동원하여 왜성을 건립하였다.
지금 아치섬에도 왜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유구는 발견되지 못
했다. 영도의 왜성은 향후 정확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실체와 규모 등이 밝혀지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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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멀리 서북쪽으로는 범천 증산성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이 성은 임란 때 고니시
가 부산의 자성대를 구축하고 그 부하에게 명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고니시
는 영도에 성을 쌓아 증산성과 함께 바다에서 오는 조선수군을 방어하는 이중 요새로 삼으
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도의 기운이 강하여 왜성이 제 스스로 무너지는 바람에 고니시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이 땅에 패퇴하기에 이르렀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동삼동 패총 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 진입로 우측에 위치한 ‘동삼동 패총박물관’은 아
시아 최고(最古)의 신석기 유적지로서의 영도의 유구함을 입증해 주는 역사․문화적 공간이
다.
박물관 내에는 신석기의 유물 전시는 물론 신석기시대의 유적분포 및 생활상. 동삼동패총
의 발생·유물 분포와 특징, 발굴현장 등을 재현해 놓고 있다. 신석기 인들의 생활상과 유적
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동삼동 패총 박물관에 다녀가야 한다.
- 한국해양대학교: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대표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은 거의가 부산에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해양대학교에는 대학 부속연구소 및 기업체 부설 연구소 등
이 있어, 해양․항만 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풍
광도 훌륭하여 사시사철 가족단위 관광객과 연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보는 방향에
따라 북항, 먼 바다, 태종대를 관망할 수 있으며 2009년부터 요트 대회를 개최하여 해양레
포츠 분야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 하리 횟집촌 : 1950년대 후반에 조성되어 현재 25개의 횟집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인근해안에서 잡은 활어를 값싸게 즐길 수 있다.
특히 횟집촌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선장집’은 싱싱한 활어와 얼큰한 매운탕은 물론
회에 곁들일 짭짤한 백김치 맛이 일품이다. 또한 건물이 해안가와 닿아있어 고즈넉한 하리
항의 낮 풍경과 한국해양대의 야경을 푸짐하고 맛깔스런 음식을 먹으며 감상할 수 있다.

(28)고리장터
가. 개요
조선시대에 1년에 한두 번 서울에서 관리가 내려와 국마를 검사하였다. 그 검사장은 현
신선동과 봉래동의 경계부근으로 이곳을 고리장이라 일컬었다.
고리장은 사방 둘레를 고리와 같이 말목을 막고, 그 안에 말을 가두었다는 뜻에서 기인한
다. 관리가 이곳에서 말을 검사하여 좋은 말은 낙인을 찍어 표시하였다.
나. 원스토리
신선동과 봉래동의 경계지점인 봉래동 로타리 부근에 말을 검사하는 고리장(環場)이 있었
다. 영도의 국마장에는 1년에 한 두 번 국가의 목자(牧子)가 내려와서 말을 검사하였다. 쓸
만한 말에는 낙인을 찍었고, 이 말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징발되었다. 말을 검사할 때는 둥
글게 고리 모양으로 말목을 쳐서 그 안에 가두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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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도는 조선의 좋은 국마장의 하나로서 명마의 산지였다. 말은 주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조
선정부는 말을 방목하여 키우는 목마장이 필요하였다. 말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섬에 목마장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고리장터는 영도에서 키우는 말들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징발하는 장소였던 것
이다. 당시에 말목을 박아 말을 징발하고 검인을 하는 장면은 재미있는 볼거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고대 이래 중세 사회에서의 교통이나 전쟁에서의 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물류나 정치
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그러한 말의 역사를 교육용 교재 내용에 담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문화의 흐름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해시킬 수 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한진 중공업 및 중소 조선소 업체들: 한진 중공업은 봉래동 5가 29번지에 소재한다.
1937년 한국 최초의 강철전문 조선사로 출범한 후 70여 년 동안 조선, 기계, 건설 등의 산
업을 개척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봉래동 4가의 대선조선은 일정시대 우동궁, 부삼, 율본 조선소가 해방기 조선선박공업 주
식회사로 통합되고 이것이 1970년대경 다시 서부, 공해 조선소와 통합되면서 대선조선이
되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조선소이다.

(29)봉래산 쇠말뚝
가.개관
2009년 6월 11일 봉래산 정상에 영도구청 공무원 20여명이 '삼신 할매바위'에서 기원제
를 지냈다. 구청 측이 '삼신 할매'에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봉래산 표지석을
바꾸는 사실을 고하는 행사였다.
나.원스토리
표지석을 교체하려 하자 주민들은 “ 먼저 삼신할매에게 예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요구를 구청측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새 표지석을 세우려고 수맥 전문가가 추천한 곳의 땅을 팠더니 길이 29.5㎝ 직경
4㎝의 쇠말뚝이 발견됐는데 이를 일제가 박아놓은 쇠말뚝으로 본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쇠말뚝은 일제가 한반도의 기맥을 끊어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전국 곳곳의 길지에 박
아놓은 혈침으로 전해진다.
이 쇠말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신에게 고유제를 올리며 혈침을 제거하면 뽑힌 자리에
상처가 남는데 이를 메워줘야 상처가 빨리 아문다 하여 말뚝을 빼낸 자리에 같은 석질의 작
은 바위를 망치로 잘게 부숴 메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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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풍수지리와 주술적 의식이 혼합 되어 나타나게 된 양상으로 보인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이날 제거된 쇠말뚝이 삼신할매의 저주를 푸는 열쇠 구실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연 쇠말뚝을 뽑고 나자 영도 관내에서 행정고시 전국 수석이 나오는 등 경사가 잇따르
기 시작했다.
마.주변 관광자원
- 봉래산: 봉래산은 부산 앞 바다를 끼고 도는 주변 경치가 일품인데다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부산의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산이다. 정상
에는 우리나라 토지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이 있다. 산록의 사면은 대부분 가파른 편이
며 특히 남쪽사면은 급경사여서 하산할 때 마치 바다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을 갖게 된다. 이 산은 백두에서 발원한 민족의 정기가 남쪽 끝에 이르러 크게 용솟음 친
모양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는 기가 매우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2절.근대역사로부터 추출한 스토리
(30)개항기 지명 “사슴섬”
가.개관
개항 직후 부산에 거주했던 서양인들이 자주 오던 사냥터가 절영도로 ‘사슴섬’이라 불렀
다. 이들은 영도를 처음 방문해 봉래산록을 뛰어다니는 노루를 보고 사슴으로 착각해서 이
런 이름을 붙인 것이라 보인다. 영도는 초량목이나 용미산과 인접해 있고 울창한 수목이 있
고 인가는 없어 노루와 멧돼지가 크게 번창한 것으로 보인다.
나.원스토리
오늘날 발견되는 서양인들의 해도(海圖)에는 ‘절영도’ 밑에 ‘사슴섬’이라 부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860년 영국의 존 워드 함장은 절영도에서 채집한 식물과 곤충을 영국
왕립에딘버러학회에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에도 채집지가 사슴섬이라 되어있다. 이 지명은
그 후로도 영국이나 프랑스의 해군에서 내는 지도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그래서 영도는 절
영도, 초량섬, 목도, 사슴섬 등 네가지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1875년 일본해군이 작성한 해도에는 ‘CHEAREGDOW'라 돼 있고, 1899년 일본 해군장교
가 작성한 부산항도에도 ’CHORAGU SOMU(DEER ISLAND)'라 표기되어 있어, 초량섬과
사슴섬이라는 별칭이 계속 사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서양 선박은 이미 18세기부터 우리나라 연해에 나타나 처음에는 탐험과 측량을 목적으로
하였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통상을 요구하였다. 1832년에 영국 상선 암허스트호가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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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안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고 1845년에도 역시 영국 군함이 남해안에 이르러 측량
을 하고 갔다. 이듬해는 프랑스 군함이 충청도 연안에, 1854년에는 러시아 선박이 함경도
해안에 나타났다.
이윽고 1876년 2월, 조선은 일본과 수호조약(병자수호조약 또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
였고 이에 따라 부산항이 개항 되었다. 1897년 8월에는 러시아가 군함을 이끌고 와 청학도
의 땅 9만평을 러시아군함들에 공급할 연료용 석탄을 저장할 저탄고로 조차해달라고 요구
했으며 1885년 12월 일본은 년 200원의 지조를 무는 조건으로 흑석암 일대(지금이 청학
동) 4,900평의 땅을 얻어 해군용 저탄창고를 지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1876년 개항될 무렵 초라한 갯가에 지나지 않던 부산항이 개방되기 이전부터 외국 철강
선이 느닷없이 나타나자, 영도 사람들을 비롯한 부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괴물처럼
생긴 배가 쳐들어왔다고 잔뜩 겁에 질리기도 했다.
고기잡이꾼들이 노를 저으며 몰고 다니던 돛단배나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한가하게 오락가
락하던 영도 앞 바다에 난데없는 산 더미만한 철강선이 나타났으니, 영도 사람들을 비롯한
부산 사람들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 그 무렵 사람들은 그런 외국선박을 두고 이상하게 생
긴 배라 하여 “이양선(異樣船)”이라 부르거나, “황당하게 생긴 배”라며 “황당선(荒唐船)”이
라고도 불렀다.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 철강선들은 석탄을 때서 증기기관을 돌려 움직이는 기범선(機帆船)
들로, 커다란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접안시설이라곤 하나도 없는 부산항 갯가에
서 멀찌감치 떨어져 닻을 내려놓고 정박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밤에는 휘황찬란한 불빛
을 밝히면서 정박해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 무렵부터 영도는 개화기의 근대문명이 개화하는 발상지로 여겨지기 시작했으므로 가히
‘한국 근대문명의 1번지’였던 셈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 개항기의 일본인 유적: 영도에도 일본인 소유의 산업시설과 공장이 많았다. 1916년에
설립 된 대한도기주식회사, 현 영도구 봉래동 2가 112번지에 있었다. 한식기와 양식기 등을
생산했다.
또한 당시 영도에 있던 성냥 공장은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1가 80번지에 있는 토
토 볼링장 건물 자리에 있었으며 꽤 큰 규모의 실공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남항동 한전
과 대평초등학교 정문 앞길 부근에 있었다고 한다.

(31)영도 어민의 삶
가.개관
영도 어민들은 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낚시질을 하기도 하며 참나무로 만든 작은 나
무배를 타고 사나운 바다와 싸우면서 고기잡이에 종사하는 것이 주업이었다.
나.원스토리
개항 이후 영도에는 많은 일본인 어부들이 몰려들었고 1903년을 기해서 그 수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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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남에 따라 영도는 일본 어민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개항 이래 청학동 앞 바다는 멸치어
장으로 유명했고, 태종대 앞 바다에서는 영도 오징어라고 부르는 오징어와 갈치가 많이 잡
혔으며, 이 밖에 태종대 앞 생도(生島) 부근에서는 볼락이, 노랭이, 술뻥이 등의 잡어가 잘
잡히기도 했었다.
한편 거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산의 나무를 벌목하여 연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그리고 목재 채취를 위한 무분별한 벌목이 계속됨에 따라 울창했던 영도 산림은 벌거숭이가
되고 말았다. 영도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영선동(嬴仙洞)이 형성되고
부산 내륙과의 왕래도 빈번해졌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도는 1931년 10월에 착공하여 1934년 11월에 준공된 길이 214m의 도개식 영도대교
가 개통됨으로써 부산시가와 바로 연결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도의 인구, 교통, 문화․사
회적인 상황은 크게 변모하였다.
그 후 교통의 폭주로 도개식 영도다리는 준공 32년 만인 1966년 9월 1일 영원히 나래를
접었다. 그 동안 부산포라는 이름을 동래부의 행정 관할 하에 있던 부산은 조선총독부의 관
제와 지방 관제의 개편에 따라 1910년 10월 1일부로 부산부가 되어 경상남도에 편입되었
다.
영도는 1941년에 부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57년에는 영도구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른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부산의 어업은 대구 잡이와 청어 잡이가 수십 년 간 쌍벽을 이루었으며 그 중심지가 영도
였다. 영도어민들은 송진이 많은 소나뭇가지로 횃불을 만들어 켜 놓고 북을 치고 징을 울리
면서 고기떼를 가까이 유인하여 그물을 던지는 원시적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 원시적인 어업으로 생업이 유지될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매강추 어
장은 일제시대까지 부산 최고의 어장 중 한 곳이었다. 수역이 얕고, 폭이 좁고, 조류가 세차
게 흘러 그 이름이 매강추라고 했는데, 매강추에서 주로 잡히는 어류는 멸치와 청어였다.
영도는 어민들에게 뿐 아니라 한국을 침략하고 이주한 일본인들에게도 어업으로나 조선업
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고장이었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영도 어장 : 한진중공업이 있는 곳 일원은 옛날 ‘매강추’란 어장이 있었다.

(32)콜레라와 의료시설
가.개관
1879년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콜레라가 부산에 퍼진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일본인들은 영
도에 소독소, 절영도혈액병원 등을 건립하기도 했었다.
나.원스토리
이 의료시설은 조정에서 한 때 폐쇄케 했다가 다시 문을 열게 하였다. 이 병원은 1890년
에 부산에 와서 내지에 거처를 잡지 못했던 의료선교사 하디의 거처로 쓰이던 중 189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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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드 목사와 그를 이어 온 맥케이 목사 부처 및 세 사람의 호주 처녀 선교사가 내부(來
釜)하자 한동안 그들의 공동 주거처이기도 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일제강점기 부산은 일제의 식민지 도시로서 일본의 대륙진출 관문이자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이동하는 통로역할을 했다. 식민통치에 있어서 피식민지의 위생과 환경문제는 식
민지 체제의 유지에 존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의 대상이 되
었다.
특히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나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 근대시기 콜레라는 발병 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었다. 콜레라는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빈민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
는 질병으로 위생적인 대처는 물론 신속한 의료상의 조치와 격리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병원과 같은 사회제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당시
부산에 일제가 세웠던 병원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주지역에 설립한 재생의원
(1878)이었으며 이는 1914년이 되어서야 <부산부립병원>이 된다. 오히려 부산에서의 의료
시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경우가 많았으며 그들은 적극적으로 구휼사업을 펼쳤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해방 후 태종대 안에 나환자들이 왔다가 동네사람들의 저항으로 용호동으로 물러갔다. 나
환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태워 늘 시체 타는 냄새가 숲에 퍼지곤 했다.
그들 나환자들은 태종대의 원목을 잘라서 팔아 연명했다. 그로 인해 태종대에 나무가 사
라질 판이라 동삼동에 살던 동네사람들 12개 반은 3개 반씩 나눠서 보초를 서며 숲을 지켰
다.
오늘날의 울창한 태종대 숲이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동삼동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
이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해동병원, 영도병원: 영선동은 비교적 생활수준이 안정된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
남시장을 중심으로 식객 및 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있다. 영선동에는 종합병원 두 곳이 있는
데 ‘해동병원’과 ‘영도병원’이다.
1966년에 개원한 해동병원과 1981년에 개원한 영도병원은 저지대 및 접근성이 가장 용
이한 곳에 위치하여 많은 영도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며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이다.

(33)제주도 해녀 이주사
가. 개요
1876년 부산이 국제무역항으로 개방되면서 제주해녀들에 대한 육지진출 금지령은 사라지
고 말았다. 일본인들에 의하여 해산물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해녀들의 육지 진출도 더불어
늘어났다. 제주 해녀들은 부산근해는 물론 거제도, 울산을 비롯한 경상도․전라도의 남해안
뿐만 아니라 멀리 함경도에까지도 진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09년에 영도를 비롯한 동래 ․ 울산 ․ 거제도의 네 군데만 하더라도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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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제주 해녀들이 흩어져 있었다. 오늘날 그 후손들 가운데 이제는 영도 토박이로서 상
당수가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일하는 해녀는 49개 어촌계에 약 500여명 정도이다. 그 가운데 약 150여
명의 해녀가 영도에서 살고 있다.
나. 원스토리
영도의 해녀는 대부분 제주 출신이지만 간혹 제주 해녀로부터 배워서 하거나 대를 이어받
아 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 해녀들은 열길 물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걷어 올린다. 영도 해
안가에는 해삼, 멍게, 소라, 전복, 말똥성게, 까만 성게, 문어 등 많은 해산물이 있다. 게다
가 제주도 해안가와 달리 상어들이 없어서 조업이 안전하다. 못 잡는 사람이 5kg, 보통은
8kg, 많이 잡는 사람은 15kg까지 길어올린다. 다만 급물살이 올 때는 매우 위험하다. 현재
태종대 해녀들만 150여명이며, 물질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한 20~30여명이다. 젊은 해녀가
50대 후반이며 대부분 60살이 넘는 고령이다.
객주들이 영도에도 있었다. 1901년 2월에 마련된 「부산항 객주회의 소규칙」에 따르면,
그 제 2항에 「부산 ․ 초량 ․ 서하(오늘의 영주동) ․ 절영도 ․ 부평 ․ 하단 ․ 엄궁의 7개소에
객주를 두도록 한다」고 나와 있다.3)
제주 해녀들이 절영도에 정착하면서 절영도를 중심으로 하는 근해수업에서 무자맥질로 생
활하고 있었다. 제주해녀들은 결국엔 목돈을 쥐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어물 객주들
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육지에 묶인 타향살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것은 종살
이 신세였다. 그렇게 해서 제주 해녀들은 영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애옥살이 괴로움을 겪었
던 것이다. 그렇던 제주 해녀들 가운데 더러는 몸서리치는 종살이 신세를 견디다 못하여 멀
리 북간도로 또는 연해주로까지도 하염없이 유랑 생활의 길을 떠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동삼동에서 거주하는 제주 해녀인 안씨는 1946년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서 출
생을 하였다. 어머니가 제주도 4.3사건 있던 해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시고 살림살이를 맡아
하였다. 14살 때부터 두렁박 가지고 바다에서 물질을 배웠다. 물질을 배워서 보통 1년이 지
나면 잘하게 된다. 16살 때부터 물질을 잘 했고, 숨이 길어져 미역, 전복, 해삼, 소라 등을
따게 되었다. 22살에 물질하던 친구랑 경북에 가서 물질을 했다. 당시에는 경북 해안가에서
물질하면 돈벌이가 잘 되었다.
다시 제주도로 들어가서 중매로 결혼을 한 뒤 23살에 선원일을 하는 신랑을 따라서 태종
대로 왔다. 산달에도 억척스럽게 일을 하였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물질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 집으로 간 뒤에 출산을 하였다. 20분만 늦었어도 바다에서 낳을 뻔했다.
물질은 매우 고된 노동이다. 물에 들어갈 때는 고무옷을 입고 납을 찬다. 5시간 가량 물
질을 하면 허리가 많이 아프다. 영도에 해녀들이 많았을 때는 영역다툼이 심하였다. 청학동
해녀, 상리 해녀, 하리 해녀들로 나뉘어져 싸움을 하였다. 태종대 바다가 훨씬 넓고 해물이
많아서 청학동 해녀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영도에는 안씨를 비롯한 몇 명의 상군 해녀들이 있다. 물질을 잘하는 해녀를 상군이라 한
다. 상군은 숨이 길어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며, 조류가 센 곳에도 들어가 해산물을 따올 수
있다. 상군은 1분까지 숨을 참으며, 보통은 50초, 못하는 사람은 30초밖에 버티지 못한다.
남편이 아파서 회사를 쉰 뒤에는 혼자 벌어서 집을 돌보고 아이들 공부를 다 시켰다.
3) 영도구 향토지(影島區 鄕土誌), 2003, p.477~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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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근현대시기 제주도민의 이주역사 중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으로는 제주 해녀들의 이주가
있다. 제주도기록상으로 해녀들은 약 100년 전부터 제주도를 떠나 ‘출가 물질’을 나오기 시
작했다. 제주도에서 가까운 한반도의 남해안 지방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나가사
키 등지에까지 출가 물질을 다녔다. 그러나 차차 해녀들은 외국으로는 나가지 않게 되었고,
많은 수의 해녀들은 제주도를 떠나 한반도 각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기 시작했다.
츨가한 해녀들은 부산의 한 해조류상인의 요구에 의해 부산 앞 목도라는 작은 섬에서 우
뭇가사리를 체취 했다고 하는데 ‘목도’는 절영도를 가르킨다. 이들의 첫 출가는 성공적이었
고, 그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자본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해녀 뿐만 아니라 영도 인구 15만 명 가운데 제주출신이 약 3만 5천명에 달할 정도로 제
주도민들이 많이 이주해 왔다. 제주도민들이 영도에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문화와 생
활방식이 교류되었으며 이것 역시 문화접변의 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 해녀들은
영도로 이주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도에서 배워왔던, 바다를 터전으로 한 억
척스런 삶과 강한 정신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도의 주민으로 정착하였다.
해녀사회에는 물질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체로 하군․중군․상군으로 구분된
다. 해녀집단에서 통용되는 말은 ‘하군’ 과 ‘상군’이며 물질을 예사로운 솜씨의 해녀를 ‘중
군’이라 할 수도 있지만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다.
현재 부산에서 일하는 해녀는 49개 어촌계에 약 500명으로, 영도 남항어촌계는 계원 수
100명 중 80명, 동삼어촌계 172명 중 102명으로 부산에서 해녀의 수가 가장 많다. 해녀들
은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물질을 하고, 오후에는 그것으로 직접 장사를 하거나
근처의 횟집이나 자갈치시장 상인에게 해산물을 판매한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해녀들은 비가 많이 오거나 파도가 높은 날은 물질을 안 하고, 이런 날에는 아침에
탈의실에 모여서 ‘불턱’에서 쓸 나무들을 옮기거나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한다.
영도에 살던 제주 해녀들의 근면성으로부터 깡깡이 아지매가 탄생했고, 다시 그들의 노력
을 본받은 피난민들이 자갈치 아지매가 되어 삶의 의지를 싹틔움으로써 부산의 ‘자갈치 아
지매 신화’가 형성됐다.
마. 주변 관광자원
- 제주 관련 음식점: 영도에서 가장 유명한 제주 음식점은 영선동 3가 67번지(영선동 아
래로타리)에 소재한 ‘부흥식당’이다. 자리돔, 물회 전문점으로 제주에서 직접 공수해온 자리
돔으로 주문 시 바로 회를 쳐서 물회를 만든다. 그 밖에도 고춧가루 없이 하얗게 끓이는 제
주식 갈치국도 있다.
복요리 전문점으로는 동삼동 487번지에 소재한 ‘제주복국’ 이 있으며 시원한 복어 국물
맛이 일품이다.

(34)제주도출신 명사들
가.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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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람으로서 부산에 정착하여 객주로 나섰던 명사(名士)도 있었다.
나.원스토리
1885년 부산진첨사까지 지냈던 김완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제주도 구좌면 출신인 김완
수는 특히 부산에 정착한 첫 제주도 사람이었던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같은 제주도 구좌면 출신 명사로서 부산에 정착한 또 다른 사람은 1887년 감찰 벼슬을
지냈다는 주희빈이다. 주희빈은 그 무렵 황무지나 다름이 없던 절영도에 정착하고 개척하여
이곳에서 처음으로 기와집을 짓고 살았던 유지인사(有志人士)로 손꼽히고 있다. 주희빈은
특히 그 뒤 절영도 최초의 신제학교인 옥성학교를 설립하는 데에 힘쓰는 등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 밖에 역시 같은 제주도 구좌면 출신인 강재환 ․ 고재문과 그 아들 ․ 김달환 ․ 허붕 ․ 허
칭등도 1893~1899년 사이에 잠수부객주로 활약하면서 절영도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지방 통치자에게 많은 통치권이 위임되어 있었고,
그들에 대한 중앙의 감독, 통제도 불가능하였다. 그로인해 지방의 지배권력에 의한 구조적
수탈과 관리에 의한 자의적 수탈이 심했다. 갓 태어난 어린애와 노인들에게까지도 역(役)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남자는 1인 10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민들 중에는
고된 노역을 피해 도망을 선택하는 자가 늘어났고, 그 결과 출륙금지령(1629~1823)이 내
려지기도 하였다. 제주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민란의 대부분의 동기가 지방관리의 탐학 및
수탈에서 비롯될 정도였다. 즉, 1813년의 양제해모변, 1862년의 민란(강제의 검), 1898년
의 민란(방성칠), 1901년의 이재수의 난-등이 그것이며 악순환으로 민란으로 인해 출륙하
는 일도 많았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고향이 제주인 사람들이 영도에 많이 거주하므로 제주도 해녀들이 가장 많고, ‘제주은행’
이 있으며, 고씨, 우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고, 제주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점이 쉽게 눈에
띈다. 해마다 도민회장 선거를 할 때는 제주지사가 올 정도로 제주 현지로부터의 관심도 높
다.
이러한 자원은 영도를 이색적인 지역으로 보이게 하는 데 일조하며, 제주인의 근면한 기
질은 6.25 피난기와 근대화기에 고난을 이겨내는 저력이 되었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제주 도민회관 : 대교동 1가 143-2번지에는 제주도민회관 영도지회가 있어 제주인들
의 구심점이 돼주고 있다.
- 남항시장 내 제주음식점 : ‘몸국’이나 ‘갈치조림’, ‘복어’ 등 제주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
이 많다.

(35)근대기 학교교육
가.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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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민족학교를 표방하고 설립된 옥성학교는 1908년 통영사람 김옥성에 의해 영
도구 신선동에 10여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설립자의 이름을 따 옥성사립학교
로 불렀고 1912년에 1회 졸업생 12명을 배출했다.

나.원스토리
설립 초 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영도와 육지를 연결하던 나룻배(도선 4척)의 뱃삯으로
학교를 운영해나갔다. 처음에는 쌀이나 보리로 종사원들의 급료를 대신했다.(1895년, 도선
4척). 1900년에는 현금 1전(아동, 무료).
1920년 사립옥성학교가 폐쇄되고 목도공립학교가 창립되자 옥성재단은 해체되었다. 옥성
재단이 경영하던 도선도 부산부가 인수하여 1921년부터 토키와 마루(常盤丸), 코도부키 마
루(壽丸)등 총 5척의 발동선이 내왕하였다. 1930년대 절영도 인구는 약 2만 명 수준이었고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항되었다. 요금은 5전이며 이용객수는 대략 연 1만 명 정도였
다.
뒤이어 목도공립학교는 1945년 9월 25일 영도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한국전쟁 때는 연합군에 징발되어 사령부 건물로 쓰였고 학교 안에는 피난민 수용시설이 들
어섰다. 부산에서 100년이 넘는 5번째 학교이며 현 영도초등학교의 전신이다.
1910년 4월 일본인 2세들만 받아들인 부산 제4 심상 소학교가 영도구 영선동에 문을 열
었다. 일본인계 학교였고 뒷날 문만수, 송근실, 안치운 등이 이를 인수하여 영선초등학교가
탄생됐다. 똑같은 공립학교라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학교는 보통학교였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일정시대 당시 부산 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부산 및 부산진의 두 보통학교는 1920년부터
입학 희망자를 수용할 수 없어 두 학교는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강습과를 설치하여 미봉
하고 교육 연한을 6개년으로 연장한다. 그리고 1920년부터 사립 영도 옥성(玉成)학교를 공
립으로 바꾸어 경영하게 된다. 또 1922년에는 부민 보통학교가 창설된다. 이와 같이 두 개
의 보통학교가 증설되었으나 지망자가 다 수용되지 않았으므로 부산과 부산진의 두 보통학
교를 신축 확장하기로 했는데, 부산진 보통학교는 1921년 범일동에, 부산 보통학교는 1922
년에 신축에 착수하여 1923년에 그 준공을 보았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옥성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1914년 부산부의 허가를 받아 발동선 2척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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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 5리로 대한도기 앞 나룻가부터 옛 부산시청 뒤편까지 운행하였다.4)
그러자 나카사키현에서 이주해 온 오오다쓰지마쓰와 그 일행들은 대평동부터 남포동까지
를 연결하는 도선을 운영하며 경쟁에 돌입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영도인들은 당연히 한
국인들이 운영하는 배를 이용하였고, 그것은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근대교육을 육성하고자하
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1934년 영도대교가 건설됨으로써 싱겁게 막을 내렸고, 이후 영도는 하
자마 등 부동산 재벌을 비롯한 일제의 수탈과 노략질에 내맡겨진 상태가 되고 말았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초등학교: 신선동 1가에 위치한 영도초등학교는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교육 기관
이다. 영도 초등학교의 전신은 김옥성에 의해 개교된 ‘옥성학교’로 일제강점기 민족학교를
표방하고 설립되었다. 1920년 사립옥성학교가 폐쇄되고 목도공립학교가 창립되자 옥성재단
은 해체되었다. 목도공립학교는 1945년 9월 25일 영도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오늘에 이
른다. 한국전쟁 때는 연합군에 징발되어 사령부 건물로 쓰였고 학교 안에는 피난민 수용시
설이 들어섰다.
- 동삼동 ‘어울림 문화공원’: 동삼1동 태종대중학교 앞에 위치한 문화복합시설이다. 세련
된 건물 안에는 전시실 및 대 공연장,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오른쪽의 국민체육
센터에는 수영장, 암벽등반장, 물리치료풀, 골프연습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인근에는 옥상정원과 숲속공원, 산책로 등 각종 '녹색 쉼터'도 있다.

(36)군사요충지 영도
가.개관
동래부의 직할하에 있던 영도는 부산항을 안고 있어 개항 이래 이곳을 드나들던 외국 선
박과 해군 함선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나.원스토리
1881년 5월에는 영도에 군사기지인 절영도진이 설치되어 14년간(본 교회가 설립되기 1
년 전까지)존속되기도 하였다. 이 기간에 12대에 거쳐 절영도 첨사라고 일컬어진 진장(鎭
將)이 진을 관장했다. 진이란 태조 6년(1397)에 8도에 설치된 군사조직에 따른 군 기지로서
각 도마다 군사 요충지 여러 곳에 설치되었었다.
1905년에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1910년에는 한일합방이
되기에 이른다. 부산항을 바로 바라보는 태종대는 군사적 요충지로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열강의 침입에 대비해 포진지를 구축했다.
영도초등학교 자리에서는 한국의 민간인들에게 1년간 군사교육을 시켰으며 군사교육 틈
틈이 시간을 허락받아 어로작업을 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나라가 위대하다는 환상에 빠져
사는 듯싶었으나 결국 패망했다. 해방과 동시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즉시 그 포진지를 없앴
다.
해방 후 일본군이 남기곤 간 미사일 기지는 미군이 관리했다. 그들이 뿌린 발목지뢰로 동
네의 처녀들이 여러 명 발목을 다쳤다. 오늘날의 예비군 훈련장인 태종대 공동묘지는 그 후
4) 당시 고무신 1켤레 15전, 담배 한 갑 5전

- 58 -

로도 현역군인들이 주둔해 벌초를 못했다. 대평동 대동맨션 자리에도 6.25가 종전된 후 미
군부대가 있었으나 그 규모나 주둔부대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미군부대가 물러간 후에는
‘승리공사’라는 회사가 보세창고를 운영하며 창고업을 했다. 그곳에 조청을 보관했으므로,
당시 동네아이들이었던 노인들은 “승리공사 조청 맛”을 지금도 기억한다. 미군부대는 오늘
날의 <한진중공업> 앞에도 있었는데, 현재의 ‘탑 마트’ 앞 주유소 자리에는 철근이 가득 쌓
여 있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개항 이후 부산 중에서도 특히 영도에는 많은 일본인 어부들이 몰려들었으며 1903년을
기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영도는 일본 어민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당시 상리와 하리 주민들은 맨 보리를 뜯어다 끓여먹고 살 정도로 가난했지만 일본 해군
등쌀에 어로작업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다. 그러자 경성제대 나온 조선인 동회장 신기영이
“어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고 항의해 “해 뜰 때 나가 해 지기 전에 들어오라”는 부대장
의 허락을 얻었다.
한국인의 배는 주로 범선이었는데, 금년 82세의 김명덕씨는 19세때 삼촌과 어로작업을
나갔다가 조도에 주둔하던 해군에게 잡혀 군용지에 들어왔다고 두드려 맞았다. ‘정신봉’이라
부르는 몽둥이로 무조건 3차례를 때려 앉지도 못하고 널부러져 있어야 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의 곳곳에 일본군진지가 있었고 강제징용과 징병에 동원된 인부들이 그 진지를 구축
했다.
현재의 구청자리는 원래 일본군 해군부대가 있던 곳이다. 또 태종대에는 해군 중위가 중
대장이던 중대본부와 막사가 있었고, 산꼭대기에는 서치라이트가 설치돼 부산항을 드나드는
배를 감시했다. 현재의 KT 앞 무선국 자리는 예전에 일본군 포진지가 있던 곳으로, 모두 6
문의 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중리산에 있던 미사일기지까지는 2km에 달하는 굴이 있었
다.
그런데 일본군 기지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모아온 많은 보물들이 있었다. 8월 14일에 부
산에 있던 일본군 수뇌부는 비밀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그동안의 모든 기록을 불태우고 그
동안 모아두었던 보물을 ‘고노마루’라는 배에 싣고 도망쳐 나갔다. 그 배는 6시 30분 경 오
륙도 근처에서 미군 비행기의 기총사격으로 수몰됐다. 아마도 오륙도 근처 바닷속 그 자리
어딘가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을 것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 태종대 : 태종대에 위치한 영도등대는 설립 된 지 100년 정도 되었다. 구한말 외세의
필요에 의해 세워져 슬픈 역사의 상징이었던 영도등대가 최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해
양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영도항로표지관리소'라는 간판 밑으로 난 입구를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전망으
로 한 나무 테라스와 함께 'See&Sea 갤러리'가 눈에 들어온다. 옥외 테라스까지 연결된 공
간을 이용, 야외전시와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는 문화공간이다.
- 봉래동: 한진 중공업은 봉래동 5가 29번지에 소재한다. 1937년 한국 최초의 강철전문
조선사로 출범한 후 70여 년 동안 조선, 기계, 건설 등의 산업을 개척하며 국가의 경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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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이끌어 왔다.
봉래동 4가의 대선조선은 일정시대 우동궁, 부삼, 율본 조선소가 해방기 조선선박공업 주
식회사로 통합되고 이것이 1970년대 경 다시 서부, 공해 조선소와 통합되면서 대선조선이
되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조선소이다.
- 동삼동: ‘어울림 문화공원’은 동삼1동 태종대중학교 앞에 위치한 문화복합시설이다. 세
련된 건물 안에는 전시실 및 대 공연장,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오른쪽의 국민체
육센터에는 수영장, 암벽 등반장, 물리치료풀, 골프연습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민체육센
터 인근에는 옥상정원과 숲속공원, 산책로 등 각종 '녹색 쉼터'도 있다.

(37)러시아의 석탄고 확보 실패
가.개관
1897년 8월 주한러시아 부공사 케르베르크가 군함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와 부산의 행정
책임자 부산감리를 만난다. 그가 부산감리에게 요청한 것은 영도 청학도의 땅 9만평을 러시
아군함들에 공급할 연료용석탄을 저장할 저탄고로 조차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 무서운 기세로 남하할 때였다.
나.원스토리
이 러시아 저탄고의 넓이 9만평은 인접한 일본 보유 영도 저탄고보다 18배나 컸다. 실록
을 보면 이듬해 5월에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가지 다투어 영도에 저탄고를 마련하는
데 이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영도 저탄고조차 계획은 실패한다. 당시 일본인 상법회의소의 회두인 하
자마 보타로오가 일본 정부의 밀명을 받고 만금이 가격을 지불하여 영도 바닷가의 땅을 사
전에 모두 매수해버려, 러시아가 땅을 매입할 수 없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19세기 말엽부터 한반도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등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이권을 획득한 나라는 일본이었
다. 러시아의 아시아 진출 야욕과 조선의 일본 견제 목적이 맞물려 러시아에 저탄고를 설치
하기도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며 러시아의 러일전쟁에서의 패배와 1905년에는 을
사조약 체결로 러시아는 한반도 무대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일제는 알게 모르게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민간인들의 축재를 도왔다. 그래서 알거지같은
몰골로 일본에서 건너온 민간인들도 2년이 지나지 않아 2층집을 짓고 하인을 부리는 부자
가 되었다.
당시 부산에는 3대 일본인 부자가 있었다. 이른바 “토지왕” 하자마와 “미곡왕” 오오이케
, 그리고 “수산왕” 카시이가 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하자마가 가장 일제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석탄고의 설치를 막은 하자마는 오늘날의 동래별장이 집이었
으나 엄청난 토지를 영도에 소류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인들의 조직적 방해로 러시아의 저탄고조차 계획은 실패했지만 무심한 10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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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른 지금, “석탄고”라는 지명은 영도 청학1동 봉학초등학교 뒤편에 아직도 남아있
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청학동 서낭당: 영도구 청학동 407-11번지에 있는 팔작지붕의 조그만 기와집이 청학
동 서낭당이다. 서낭당에는 홍수에 떠내려가고 만 노인의 시신이 전혀 상한 곳이 없었으며
이웃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추렴해주고 서낭당까지 지어 정성스럽게 제사까지 지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서낭당 옆에 있는 우물 이야기인데 이 우물은 아

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고기잡이배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바다로 나가면 고기를 배에 가득 잡고 돌아왔다는 전설도 있다.

(38)일본인 이주민
가.개관
영도는 부산 내륙과 인접해 있어 부산이 그러했듯이 오래 전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아 왔
다. 1875년 9월 20일에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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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일에는 일본과의 사이에 수호조약(병자수호조약 또는 강화도 조약)이 강압적인 상황하
에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그 해에 부산항의 개항이 있었다.
개항과 함께 1877년 1월 30일에는 이른바 부산항조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부산에는 일
본인들의 조계가 설정되어 여기에 왜관이 개설되었고 그들은 이를 무역과 상거래의 본거지
로 삼아 이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자행하였다. 그들은 임진왜란 이후 세력확
장의 일환으로 부산에 해군의 거점을 얻기 위해 갖은 책략을 부렸고, 여러 역정 끝에 뜻을
이루었다.
나.원스토리
1885년 12월 27일 일본은 년 200원의 지조를 무는 조건으로 흑석암 일대(지금이 청학
동)4,900평의 땅을 얻어 여기에 해군용 저탄창고를 지었다.5) 그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영도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큰 것이어서 러시아도 일본이 영도에 발을 디디는 것에 개입하
여 한 몫 차지하려 했고, 청일 전쟁이 끝난 후 1895년부터는 이곳에 해군기지를 얻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게 되면서 일본과 마찰을 빚었다.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는 이 섬 동북단 90만㎢를 구획하여 절영도에 눈독을 올리던 일,
미, 러, 불, 영 등 5개국에게 조차(租借)해 주었다.(1898년 3월 30일). 그러나 일본을 제외
한 다른 나라는 절영도에 이주해 올 국적인이 없어 결국 일본인들만 이 섬에 와서 살게 되
었고, 그들은 다른 나라에 조차되었던 땅들을 마구 사 들였다.
요즈음 말로 표현하면 부동산투기라 할 수 있는 절영도의 토지 매입에 가장 이름을 떨친
자는 하자마(迫間房太郞)였다. 그는 1892년 이 섬을 5만 원을 주고 송두리째 매수하려 했
으나 자금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135만평의 국유지를 식림대부(植林貸付)의 형식으
로 조정으로부터 얻었는데 오늘의 동삼동, 청학동, 봉래산 일대가 그 땅이다(1898년).
그 중 75만 평은 일본 육군성이 요새지 용으로 회수하였고 60만평은 8․15 해방 전까지
하자마가 소유하고 있었다. 하자마의 토지 매입은 영도를 벗어나 전국 각지에 까지 확대 했
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1권, 제2편 통사, 부산, 제일인쇄, 1989, p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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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그는 1930년 현재 김해 근영농장을 비롯해서 경상남도에만도 780만 평이라는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다. 그는 부산에도 도처의 땅을 사두었던 바 김길창 목사는 항서교회 시무
시에 중도정(지금의 부용동)에 있는 그의 땅을 매입해서 유치원을 개설한 일이 있다.6)
이처럼 사 모든 영도의 토지 중에는 후에 영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영도제일교회의 장
로였던 이천오의 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천오의 손자인 이신영이 전하는 바에 의
하면 이 때 하자마가 그의 조부에게서 매입한 땅은 몇 평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에게서 받
은 땅값은 만냥이었다고 한다.7)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1876년 근대 개항 후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왔다. 특히 개항장이자 일본과 거리
상 가장 근접했던 부산은 일본인들의 주 거류지가 되었는데 개항 후 1877년 1월 부산구조
계조약에 의해 용두산 주변의 일본인 마을이었던 초량왜관이 일본인 거류지로 개방된다. 이
를 ‘전관거류지’라고도 한다.
거류지가 설치되자 개항 당시 80여명에 불과했던 일본인들의 이주가 급증하는데 대부분
이 조선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중하층의 상인들이었다. 부산으로 이주한 일본 상인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았으며 거둬들인 수익은 토지에 투자하였다.
거류지 인근은 물론 영도, 초량, 부산진 방면의 조선인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였으며 부산
인근의 농경지를 확보하여 대지주로 성장하기도 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일본인들의 영도에의 세 확장은 노․일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부
산항 근처에 일본인 거주지를 급격히 확장하여 1904년에는 일본인들의 수가 부산시 총인구
4만 2천 명의 약 4분의 1이 넘는 만 2천 명에 달했고, 절영도에 이주하는 자도 많았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 출어하는 일본 수산업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영도는 일본 어선
6) 김길창, 말슴 따라 한 평생, 부산:
7) 양산에서 사재를 바쳐 교회를 세우고 보살피며 헌신다가 현제는 청도를 비롯하여 다섯 곳에서 대규모 양어장
을 경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신영 장로는 1995년 11월 2일에 청도에 있는 그의 은지양어장 곁에 있
는 집을 찾아간 김상철, 박영철 양 장로 및 필자와의 대담에서 그가 어렸을 때 보고 겪었던 초창기 무렵의 제
일영도교회 사정과 영도의 제반 상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당시 하자마라고 하는 일본인 토지 투기꾼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을 더듬으며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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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정박지가 되어 많은 선박이 운집하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더불어 제2송도는 해수욕장으로 알려졌다. 3살 때 영도로 와 지금은 82년째 영도에 살고
있는 김필환(85)씨와 아내 정옥선(83)은 일본인은 물론 영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여름이
면 자주 이송도에서 해수욕을 즐겼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동삼동 갈매기 횟집 자리에서 구멍가게를 하던 고또를 비롯해 목수일을 하던 가또
등 두어 명의 일본 민간인이 살았다. 군인들과 달리 그들은 매우 온순했으며, 조선인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들 민간인들로서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억압과 수탈을 일삼는 일제의
만행에 대한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 듯 보였다.
마.주변 관광자원
- 전차종점: 왜정 때 부산의 주요 대중교통매체였던 전차는 영도대교를 거쳐 위 지점까지
왕래하였는데 전차의 운행으로 영도 섬과 부산 내륙간의 거리는 한층 좁혀졌다. 종점이었던
자리에는 ‘전차종점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현 남항동 제3영도교회 앞 5거리가 바로 그 곳
이다.
현재에도 부근에 한국통신․한국전력 영도지점 등, 영도 관내의 통신․전력을 총괄하는 기관
이 있는 것은 왜정시기에 담당했던 행정적 기능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9)일본인 토지소유 실태
가.개관
부산 거주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곳은 조계의 배후지가 아니고 그 대안인 절영도
였다. 일본정부는 1885년 12월 25일부로 절영도 4,900평을 일본 해군의 저탄창고용으로
조차한 바 있다. 그 후 일본인 하자마가 1892년 절영도를 5만원으로 매수하려고 기도한 바
있었으나 자금부족으로 중단하였다. 1898년에는 절영도 국유지 135만평을 조선정부로부터
식림대부(植林貸付) 형식으로 허가 받았다. 그 중 75만평은 일본 육군성이 요새지용으로 회
수하였으며 60만평은 8·15해방 전까지 하자마가 소유하고 있었다.
나.원스토리
절영도 전역에 외국인 소유가 된 토지는 386필지 1,422두락에 달하며 그 중 서양인의 토
지는 불과 13필지 95.1두락에 불과하고 일본인이 373필지 1326,9두락을 소유하여 절영도
전역의 노른자위 땅은 일본인들이 거의 침점(侵占)해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영도는 부산 내륙과 인접해 있어 부산이 그러했듯이 오래 전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아 왔
다. 1875년 9월 20일에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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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일에는 일본과의 사이에 수호조약(병자수호조약 또는 강화도 조약)이 강압적인 상황하
에서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그 해에 부산항의 개항이 있었다. 개항과 함께 1877년 1월 30
일에는 이른바 부산항조계조약, 일명 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이 체결됨으로써 부산에는 일본
인들의 조계가 설정되어 여기에 왜관이 개설되었고 그들은 이를 무역과 상거래의 본거지로
삼아 이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자행하였다. 그들은 임진왜란 이후 세력확장
의 일환으로 부산에 해군의 거점을 얻기 위해 갖은 책략을 부렸고, 여러 역정 끝에 뜻을 이
루었다. 1885년 12월 27일 일본은 년 200원의 지조를 무는 조건으로 흑석암 일대(지금이
청학동)4,900평의 땅을 얻어 여기에 해군용 저탄창고를 지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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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영도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큰 것이어서 러시아도 일본이 영
도에 발을 디디는 것에 개입하여 한 몫 차지하려 했고, 청일 전쟁이 끝난 후 1895년부터는
이곳에 해군기지를 얻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게 되면서 일본과 마찰을 빚었다. 이렇게 되
자 조정에서는 이 섬 동북단 90만㎢를 구획하여 절영도에 눈독을 올리던 일, 미, 러, 불, 영
등 5개국에게 조차(租借)해 주었다.(1898년 3월 30일).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1896년에는 경부터 일본인의 절영도 내 토지매점이 왕성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1896
년 9월 23일 동래감리 민영돈은 "금년 6월 한 달 동안에 일본인과 매매하여 영선동 좌기청
(坐起廳) 모전답(牟田沓) 200여 두락(斗落)과 가사(家舍) 9칸이 일본인에게 매입되었으니,
이를 금하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서 온 섬 안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외부대신 이완용
앞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를 받고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나 지시가 없었다. 4
년 후인 1900년(광무 4년)에 절영도 동북부 90만㎡ 넓이의 지역을 각국 공동지계로 책정해
야 할 필요성에 쫓긴 정부의 "일인에게 이미 매각한 토지를 조사하고 매각자에게는 이의 환
매 조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는 이의 매각을 일체 못하도록 하라"는 훈령을 받은 동래감리
가 그해 8월 7일 중앙정부에 올리니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때는 늦어 막대한 토지가 일본
인들의 손에 넘어간 후였고 또 그의 환매조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일제시대에 토지 매입으로 이름을 떨친 자는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郞)였다. 그는
1892년 이 섬을 5만 원을 주고 송두리째 매수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
자 135만평의 국유지를 식림대부(植林貸付)의 형식으로 조정으로부터 얻었다. 오늘날의 동
삼동, 청학동, 봉래산 일대가 그 땅이다. 그 중 75만 평은 일본 육군성이 요새지용으로 회
수하였고 60만평은 8․15 해방 전까지 하자마가 소유하고 있었다. 하자마의 토지 매입은 영
도를 벗어나 전국 각지에 까지 확대 했었는데 그는 1930년 현재 김해 근영농장을 비롯해서
경상남도에만도 780만 평이라는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다.
김길창 목사는 항서교회 시무시 지금의 부용동에 있는 그의 땅을 매입해 유치원을 개설한
일이 있다. 이처럼 사 모든 영도의 토지 중에는 후에 영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영도제일
교회의 장로였던 이천오의 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 하자마가 그의 조부에게서 매입한
땅은 몇 평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에게서 받은 땅값이 만 냥이었다.9) 절영도에서 가장 많
은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은 하자마, 다음이 오이께였다.
부산의 3대 부자인 하자마, 오이께가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곳이 절영도였다. 이는 영
도가 무역업·창고업·수산업 등 사업 전진기지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영도의 토
지 이용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마.주변 관광자원
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1권, 제2편 통사』제일인쇄, 1989, p.806
9) 양산에서 사재를 바쳐 교회를 세우고 보살피며 헌신다가 현제는 청도를 비롯하여 다섯 곳에서 대규모 양어장
을 경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신영 장로는 1995년 11월 2일에 청도에 있는 그의 은지양어장 곁에 있
는 집을 찾아간 김상철, 박영철 양 장로 및 필자와의 대담에서 그가 어렸을 때 보고 겪었던 초창기 무렵의 제
일영도교회 사정과 영도의 제반 상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당시 하자마라고 하는 일본인 토지 투기꾼에 관한
이야기도 기억을 더듬으며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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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종점 : 왜정 때 부산의 주요 대중교통매체였던 전차는 영도대교를 거쳐 위 지점까
지 왕래하였는데 전차의 운행으로 영도 섬과 부산 내륙간의 거리는 한층 좁혀졌다. 종점이
었던 자리에는 ‘전차종점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현 남항동 제3영도교회 앞 5거리가 바로
그 곳이다. 현재에도 부근에 한국통신․한국전력 영도지점 등, 영도 관내의 통신․전력을 총괄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왜정시기에 담당했던 행정적 기능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40)대풍포 조선업체들
가.개관
대풍포에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한 것은 1876년의 개항이후부터이다. 임진란 이후 조
용하던 영도에 일본인들이 떼거지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인 어선들이 부산항 내수
면(內水面)에서 제멋대로 정박해 있다가 출어하는가 하면 아예 내수면 안에서도 그물을 쳐
대며 불법 어로를 일삼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아예 부산항 항계내로 이주 정착해 드는
일본어선들이 해마다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숫제 영도를 비롯한 부산항 항계내로 집단
이주를 해 오는 것이었다. 우리 앞바다의 황금어장 약탈을 노린 군국주의 일본 정부 당국의
계획적인 이주정책을 등에 업은 이들 일본어선들의 주요이주대상 지역이 바로 영도였다.
나.원스토리
대풍포에 몰려 온 일본인들은 대풍포가 저네들 땅인 양 버젓이 배를 대어 놓고 하역작업
도 하면서 그들의 야욕을 넓혀갔다. 특히 1887년 이미 대풍포 갯가 일대에 조선소가 하나
둘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은 대풍포를 그들의 전용 선착장으로 만들어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
다. 때마침 정부 고위관리가 부산에 왔을 때 부산주재 일본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 고위관리
에게 접근하여 영도의 대풍포에다 전용선착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다. 대풍포의
입지적인 조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정부 관리는 일본영사의 말만 믿고 대풍포 갯가 땅을 일
본인 전용선착장으로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말았다.
1903년부터 집단 이주해 온 일본 어부들은 7년 후인 1910년에는 영도에서만 이미 227
가구 862명에 이르러 당시 영도인구의 3분의 1과 맞먹는 숫자였다. 이들은 대풍포 갯가에
그들 이선을 수리하기 위한 조선소도 하나 둘 차리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대풍포를 중심으
로 터전을 닦아 왔던 우리 조선배 목수들은 소규모 선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몰려오는 일본
조선업들에 의해서 설 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바야흐로 군국주의 세력
으로 팽창한 일본의 대륙침략 음모의 징검다리 발판으로서 일본 본토와 거리가 가까운 부산
에 조선공업체를 정착시키려 했고 그것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영도에다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대풍포 갯가 땅 중 이들이 청구한 일본어선 저용선착장 부지는 국유지가 아닌 사
유지였다. 일본영사의 아첨에 눈이 먼 관리의 무지가 사유지를 일본인들에게 내어 준 꼴이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늦게야 알게 된 갯가 땅 주인이 땅문서를 들고 동래부와 서울의 요
로(要路)를 찾아 달려갔지만 이들의 갯가 땅은 어느 사이엔가 일본 거류민단 소유로 등기되
어 있어서 이들이 들고 간 땅 문서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 있었다. 일본인 전용부두까지
만든 대풍포 거주 일본인들은 대풍포를 메워 땅 장사를 할 욕심을 부린다. 1916년 일본인
오자와는 일본인 부산거류민단에서 이곳 대풍포의 매립권을 양도 받아 1926년까지 이 일대
바다를 매립하고(영도대풍포매축공도) 얻은 땅 4만 2백평에 주택지를 조성하여 오늘과 같은
지도를 만든다. 그 바람에 땅을 찾으려던 대풍포 땅임자는 옛 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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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일본인들이 이 곳 일대를 독점하다 시피 했을 때 그들의 행정지명은 바다로 내민 반도보
다 작은 육지라는 뜻이 담긴 주갑(州岬)으로 ‘갑정(岬町, 미사끼마찌)’이라 했다. 대풍포 갯
가 일대에는 담하나 사이를 두고 일본 조선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그들의 땅인 양 차
지하고 그들의 어선을 만들고 수리하게 되었다. 1887년 10월의 다나카 조선공장을 시작으
로 1892년의 나까무라 조선소 등 1945년 해방을 맞기까지 영도에 들어선 조선업체 및 그
와 관련된 업체가 무려 60개소 남짓이 되었다.
이들 일본 조선소들의 칩거는 조선배 목수들의 일거리를 뺏어가고 조선 배 제작기술 조차
전승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조선배 목수들의 기술이 일본배 조선기술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
다. 그 와중에도 청학동에는 조선배 제작공장이 더러 남아있었고, 대평동에 닻 공장, 몇 백
명이 일하는 헌 배 수리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영도에서 조선배 목수들이 일거리를 잃고 밀
려난 것은 영도에 모습을 드러낸 일본인들의 근대 조선공업체들이 번창함으로써 자연도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역사 및 문화적 자원
대평동은 일본 어업인들의 살던 어로기지로, 해방 후로 “나가야(長屋)”라 불리던 적산가
옥이 즐비했다. 동사무소로 쓰이다 마을회관이 된 건물로 그 당시 지어졌다. 유치원 자리에
는 니시혼간지가 있었다.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해로 고기잡이를 나갔던 우리 소형어선들이 큰 바람과 거센 물결이
일면 해난을 피하여 되돌아 몰려들었던 피난항이다. 그처럼 대평동은 바람이 싫어서 평안하
라고 붙인 이름이었다. 대풍포의 내수면을 메우면서 피항장(오늘날의 폐선계류장)을 만들고
남항동에서 대평동과의 통로는 옛 전차종점 사거리에서 두 블록 현 남항동사무소 건너에 설
치된 나무다리를 건너야만 했다. 1931년 영도다리를 가설하면서 영도쪽 다리목을 만들고
피항장의 서쪽 갯등을 끊어 바다와 연결한다. 훗날 이 나무다리가 있는 일대, 즉 한국이동
통신 영도점과 한국 골프연습장 일대 등 지금의 한바다길과 풍밭길 사이 땅도 모두 마치 목
이 긴 부스처럼 생긴 땅을 만들어 일본인 마을로 변화시킨다.
조선소 수입 등으로 매축 마을이 번창하면서 이곳에 일본 여인들의 홍등가가 들어서는 등
일본인 환락촌으로 흥청거린다. 1926년 일본 거류민단본부는 이곳 일부를 공창지대로 특정
짓고 일본부대 ‘아카사키(赤崎)부대 위안부’. ‘해군특공대위안부’, ‘선원위안부’ 따위로 군부
대와 직업에 따라 출입처까지 버젓이 나누어져 있었다. 해방 후에는 일본인 홍등가가 사창
가로 이름만 바뀌어 명맥을 지탱해 나간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대풍포에 자리를 튼 일본인들은 남포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1910년 대풍포 선착장에서 자
갈치 시장 동쪽을 잇는 나룻배 길을 연다. 이로써 영도에서 조선인들을 주로 실어 나르던
봉래동 뱃길과 일본인을 위해 연 남포동 뱃길이 서로 경쟁한다. 1910년에는 나룻배를 동력
선으로 바꾸는 등 그 후 영도다리가 개통되어도 이 뱃길만은 명맥을 이어지며 옛날의 역사
를 전해줬다.
이처럼 대풍포는 영도어민 뿐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안도감을 갖게하는 어항인 동시에
각종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곳을 근거지로 부산의 항구문
화와 산업, 생활문화가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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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변 관광자원
- 대평초등학교의 근대 조선산업발상기념비: 영도는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요람이며 해운
입국의 모태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실업인 단체인 반류회는 1989년 11월 영도구
남항동 2가의 대평초등학교 교정에 ‘한국근대조선 발상 유적지’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1887
년 영도 영선동(현 남항동, 대평초등학교)에 세워진 다나까 조선공장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인본인 조선업체 중 가장 먼저 설립 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이다.
- 영도도선장 : 대평동 2가에 위치한 영도도선장은 부산의 근현사와 함께 한 곳이다. 지
금의 대평동과 남포동을 왕래하던 도선은 1900년대 초 옥성재단이 경영하던 것을 부산부가
인수하여 1921년부터는 토키와 마루(常盤丸), 코도부키 마루(壽丸)등 총 5척의 발동선이 내
왕하였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항되었으며 요금은 5전. 이용객수는 대략 연 1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는 운행하지 않는다.
- 전차종점 : 왜정 때 부산의 주요 대중교통매체였던 전차는 영도대교를 거쳐 위 지점까
지 왕래하였는데 전차의 운행으로 영도 섬과 부산 내륙간의 거리는 한층 좁혀졌다. 종점이
었던 자리에는 ‘전차종점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현 남항동 제3영도교회 앞 5거리가 바로
그 곳이다. 현재에도 부근에 한국통신․한국전력 영도지점 등, 영도 관내의 통신․전력을 총괄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왜정시기에 담당했던 행정적 기능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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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영도 수산시험장
가.개관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이 1921년 5월 영도 대평동에 설치되었다. 일제는 조선의 수산자
원을 개방, 수탈하기위해 어로와 수산물 제조방법의 조사 연구가 필요하였다. 수산시험장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생산하였다.
나.원스토리
당시 수산시험장에는 어로부, 제조부, 양식부, 해양조사부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40t과
50t 어로시험선 두 척과 해양조사선 한 척이 있었다. 이 해양조사선은 처음에는 약 60t급이
었으나 나중에 120t으로 교체됐다.
수산시험장에서 양식부는 어패류 등의 양식기술을 연구하고 번식 및 보호 증식하는 방법
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생물학을 기초로 하는 사항도 여기서 담당하도록 되어있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일본이 수산시험장에서 수분을 주입한 중국산 대두의 팽창률을 비밀리에 측정했다는 증언
이 있다. 이는 병을 해류에 띄워 일본까지 보낼 동안에 팽창하는 정도를 미리 알아보기 위
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수산시험장은 1926년 10~12월 총 2천 150개의 해류병을 바다에 던져 21.5%인
463개를 회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 『해양조사요보(海洋調査要譜)』에는 1933년까지
3만 9천 874개 가운데 21.2%의 병을 건져 올렸다는 결과도 기록되어 있다.
해방 후에도 이 해류병 시험은 계속되어, 1981년 해류엽서, 즉 방수가 되도록 아크릴 판
으로 봉한 엽서가 등장할 때까지 55년간 지속됐다는 점이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일본은 이 시설을 세워 어패류 등의 양식기술을 연구하고 번식 및 보호 증식하는 방법을
조사하기보다는 해류 연구에 더 매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일본으로의 물자를 수송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
해서였다는 것이다. 즉 해류를 이용하면 한국의 쌀과 중국의 대두를 해류의 흐름을 이용해
쉽게 옮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늘날도 이 해류를 잘 이용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양생물과 부유물의 이동경로를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용신당: 영도구 남항동 옛 수산진흥원 자리 뒤에는 일제시기에 처음으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용신당(龍神堂)이 있다. 용신당에서 모시는 할매는 “카미(神)사마”로서 일본 할매
인데 영도에 일본 할매신이 모셔진 것은 남항동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으며, 어업기지
및 수산관계 기관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건물은 1959년 태풍 사라호에
의하여 무너진 뒤 다시 그 자리에 새로 지은 것이며 영도다리 토목 공사 시 죽은 혼령을 위
로하기 위하여 용신당을 건립하였다는 설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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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영도 등대
가.개관
영도등대는 백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다. 1906년 12월 ‘목도(牧島) 등대’라는 이름으로 태
어났다. 일제의 대륙 진출에 필요한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선박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1948
년 절영도 등대로 이름이 바뀐 뒤 1974년 현재의 영도등대로 다시 바뀌었다. 목도와 절영
도는 모두 영도의 옛 이름이다.
나.원스토리
국내에서 근대적인 항로 표지시설인 등대는 1883년 7월 체결된 조선무역규칙 및 해관세
목에 관한 조약 가운데 “한국정부는 금후 통상각항을 수리하고 초표를 설치한다‘는 조문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영도등대가

첫

불빛을

밝힌

1906년

12월

당시

석유

백열등이었으나

지금은

120V-1000W 할로겐램프를 사용하고 있다. 등대 불빛은 11m 높이 콘크리트 탑 위에 18초
마다 3회씩 깜박인다. 그 불빛이 가 닿는 거리는 24마일, 자그마치 44㎞에 이른다. 300t 이
상 선박의 운항 상황을 화면에서 추적할 수 있는 항행식별 시스템도 갖췄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부산항에 지금과 같은 모양의 등대가 들어선 것은 1906년부터 정부차원에서 5개년 계획
으로 항로표지시설 건설 사업에 착수하면서부터, 이때 지어진 등대가 바로 영도등대(당시에
는 목장이 있는 섬에 위치한 등대라는 뜻으로 목도등대 혹은 절영도등대라 불렸다) 영도등
대는 1948년 절영도등대라고 이름이 바뀐 뒤 지난 1974년 행정구역명이 영도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불리게 됐다.
부산해양수산청은 2002년부터 영도등대에 대한 대대적은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 2004년
8월에 끝냈다. 이 작업을 통해 영도등대는 항로표지시설에서 해양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영도항로표지관리소’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전망으로 한 나무 테라스와 함께
‘See&Sea 갤러리’가 눈에 들어온다. 옥외 테라스까지 연결된 공간으로 이용, 야외전시와 공
연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는 문화공간이다. 다시 왼쪽으로 길을 꺽어 거대한 철침이 바다
를 향해 솟아있는 빨간색 ‘무한의 빛’ 조형물을 통해 들어가면 영도등대의 등탑동과 휴게동
을 만나게 된다. 휴게동에는 공룡 화석과 운석 등의 자료가 전시된 자연사박물관이 자리를
잡고 있고 등탑동에는 해양 도서실과 해양영상관, 전망대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해 2004년 11월에는 자연사박물관, 해양도서실, 해양영상관, 갤러
리, 전망대,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해양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등대는 빛이나 소리를 통해 항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전기신호에 의해 소리판을 진동
시켜 나팔을 울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종을 울려서 알리는 경우, 공기압축기로
사이렌을 통해 등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영도 등대는 빛 뿐 아니라 에어사이렌을 통해 안개나 눈비가 자욱한 날에 신호를 보낸다.
통상 안개가 많은 해역에 설치된 등대 옆에 바로 이런 사이렌이 설치돼 있다. 안개가 발생
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그 방향을 향해 소리를 울려서 선박의 눈이 되어준다.
새롭게 단장한 영도등대는 바다와 등대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해양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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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자연과 건축, 건축과 자연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고 건물의 안팎과 옥상까지 실제 시
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감상하는 바닷가 전망대로 현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
다.
이 등대는 영도를 찾는 학생들과 관광객들에게 바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꿈을 갖게하
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태종대 유람선 : 태종대에는 병풍바위 - 주전자섬 - 동삼동 - 아치섬을 오가는 유람선
이 있다, 태종대의 기암절벽을 바로 곁에서 올려다 볼 수 있으며 넘실대는 파도위에서 태종
대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약35분 정도이다. 선착장은 등대 밑, 자갈마
당, 곤포가든에 있다.
- 태종사 수국: 태종사는 태종대 안에 있는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국단지가 있
다. 전국 사찰에서 수집해 40여년 가꾸어 온 것으로 사찰 주변과 건물 곳곳을 에워싸고 있
다.
- 자갈마당 : 자갈마당은 등대자갈마당, 태원자갈마당, 감지자갈마당 이 세 곳이 있다.

그 중 감지 자갈마당에는 오래 전부터 유명한 해물 포장촌이 들어서 있다. 해녀 아지매들
의 억센 사투리와 호객의 손짓이 반가운 곳이다. 30여 집의 알록달록한 천막들이 모여 있는
데 그 규모도 부산의 여느 해물촌보다 크다.
규모만큼이나 멍게, 해삼, 개불, 낙지, 문어, 오징어, 소라, 전복, 굴, 성게 등은 물론이고 가
리비, 키조개, 대합, 개조개, 갈미조개 등 구이용 조개류 그리고 홍합, 바지락, 모시조개 등

- 70 -

시원한 국물용까지. 즐길 수 있다.

(43)영도의 근대공장들
가.개관
1929년의 세계 공항은 일본으로 하여금 투자의 장소로서 조선을 더욱 주목하게 하였으며
만주사변이 이를 촉진시켰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전개된 국방․군사의 건설은 조선이 가진 군
사 자원의 가치를 높여주어 광공업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특히 기
계공업이 현저히 발전한다.
이런 일본의 국방․군사 태세의 급속한 발전은 조선의 공업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조선 민족 산업의 발전을 전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거의 전부가 일본인의 기업이
었다.10)
일본이 1930년대 대륙침략 전쟁을 위해 군수산업, 특히 석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에
따라 영도에도 일본인 소유의 산업시설과 공장이 많이 생겨났다.
나.원스토리
부산의 선각자 박기종은 1909년 대풍포에 미국계 스탠다드 석유대리점을 설립한다. 지금
의 대동대교맨션 부지가 바로 그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는 해방 후 승리창고가 세워지기도
한다.
1916년에 설립 된 대한도기주식회사는 총 9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당시 주
소지는 영도구 봉래동 2가 112번지였다. 한식기와 양식기 등을 생산했다. 위치는 88-1번
버스타고 홈플러스 정류장에 하차하여 붉은 벽돌이 있는 미광 마린 아파트근처 6000 평에
는 동양최대규모의 도기 생산공장이 있었다. 일본인들이 경질도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양질
의 제품을 대량 생산, 동남아 각지로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1935년 8월 영도 영선동에 부산인촌주식회사라는 성냥공장이 설립됐다. 영도주민들을 비
롯한 부산 사람들은 부산인촌주식회사에서 생산하였던 성냥통을 불통, 성냥개비는 황개비라
고 부른다. 당시 영도에 있던 성냥 공장은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1가 80번지에 있는
볼링장과 골프연습장이 함께 있는 건물 자리에 있었으며 로프 공장은 현재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1가 1번지인 대동 대교 맨션 자리였다. 뿐만 아니라 꽤 큰 규모의 실공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남항동 한전과 대평초등학교 정문 앞길 부근에 있었으며 무기를 만드는 제조회
사도 있었다.
1934년 11월 영도 청학동에 군수산업체인 타테이시 제유공장을 설립했다. 타테이시상점
사장인 타테이시 요시오가 영도 청학동에 타테이시 제유 공장을 세웠다. 1903년의 자료에
의하면 유리제품가공 기능공 2명과 램프가공을 겸업으로 하는 기능공 11명 등 총13명의 유
리제품 기능공도 이미 부산에 있었다. 석유램프는 영도에 위치한 세 곳의 유리제품공장에서
양산됐다.
또한 일본인 경영의 제염공장이 영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본어민들의 생업을 뒷
받침해 주기 위함이었다. 일본인들이 제염공장을 집중적으로 설립하였던 영도가 당시 부산
에서 제염업 중심지역으로 부각된 주요 이유는 일찍이 영도가 일본어업을 위한 전진기지의
10) 부산시 내무국 문화재과, 부산의 역사, 1978, pp2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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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시대에 이주해온 많은 일본인 어민들은 우리나라
동남해안에서 잡은 많은 생선들 중 판매처분하고 남은 생선들을 영도에서 바로 염장 처리
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조선을 병합한 후 무단통치기에 일본은 조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초적인 여러
공작 즉 도로․철도․항만․항로․통신 등의 건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시켰고, 화폐․금융제도를 정
비하는 한편, 도량형 제도를 일본 본국과 같이 하고 큰 규모의 토지 조사 사업을 단행하였
다. 토지조사사업은 지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행해졌으므로 토지의 상실로 막대한 빈민군
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을 흡수할 근대 산업이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
겨났다. 이어 일본은 회사령을 반포하여 조선의 민족 산업을 억제하고 일본인 투자의 편리
를 도모하면서 이를 위한 기초적 사업을 서둘러 가고 있었던 것이다. 1910년대는 공업에
있어서도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주장유양조(酒醬油釀造)․정미․제염 등 소규모의 공업만이
발달해 있을 뿐이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 따라 일본의 자본주의는 날로 발전해 갔다. 그들은 연합국에 보내
는 보급품 제조에 바빠서 조선에 공업을 일으킬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역을 통하
여 조선 경제를 지배하였던 것이니 농산물 즉 식량을 조선으로부터는 수입하고 공업제품은
수출하곤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은 일본 본국 안에 커다란 식량문제를
일으켜 1918년에는 쌀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식량 기지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중요시한 일본은 1920년 이래 소위 문화통치기에 적극적으로 쌀 증산 계획을 세워서 이를
장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경제는 크게 변모하게 되어 쌀을 중심으로 하는 단종 경
작 농업이 확장되고 조선의 상업․금융․운수 등 유통 부분은 쌀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공
업 부문도 정미․주조 등 쌀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의 전쟁 경기 시대가 끝나자 일본은 유리한 투자 시장으로 조선을 주목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에는 조선의 회사령이 철폐되고, 회사의 설립은 종래의 허가
제에서 계출제로 바뀌어 회사의 설립이 자유롭게 되었고 또 같은 해 관세법이 개정되어 조
선도 일본 본국과 동일의 관세법이 적용되어 조선에의 자본과 상품의 진출이 보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때부터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은 활발해지고 여러 곳에 일본인의 회사가 설립 되
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큰 자본의 공업에의 투자는 적었고 주로 작은 규모의 상업이나
식품공업에의 투자 또는 토지나 농업에의 투자가 많았다. 그러나 미약하지마는 기계류 공업
도 싹터가고 있었다.
해방 후 대한도기주식회사는 각종 그릇을 만들었는데 법랑그릇을 만들었으나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오면서 문을 닫았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대표적 화가였던 이당 김은호, 소정 변관식 같은 화가들이 피난와
생활 방편으로 이곳에서 그릇에 그림을 그렸다. 붉은 벽돌 담장은 지금의 벽돌크기와는 차
이가 있고 담장높이가 훨씬 높았던 게 일부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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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의 공장이나 산업시설들은 거의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제조회사였으며 영도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였다고 한다.
일제시대부터 영도에서 거주해 온 정옥선(83)은 일본인은 고관 쪽에 많이 살았으며 영도
에는 일본인 거주자가 별로 없었고 동광동, 수정동, 초량에 일본인이 많았다고 회고한다. 영
도에 있는 일본인은 거의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본인들과 큰 마찰은 없었다고
전한다.
대평동 대동맨션 앞에는 솥 공장과 예전 파출소 자리에는 간장 공장과 주정공장(양조장)
이 생산과 더불어 도소매업을 했다. 이 자리에서 만든 솥으로 전 국민이 밥을 해먹었으므로
영도가 생활을 위한 도구, 특히 밥솥의 구실을 해준 셈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 도자기 길(경질도기 주식회사 터)
도자기 길은 봉래동 2가의 미광마린타워 우측에 있다. 붉은 벽돌이 있는 미광 마린 아파
트근처 6000평이 동양최대규모의 도기 생산 공장이 있었던 곳이다. 일정시기 일본인들은
이곳에 경질도기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양질의 제품을 대량 생산, 동남아 각지로 수출하여 많
은 이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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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 중공업 및 중소 조선소 업체들: 한진 중공업은 봉래동 5가 29번지에 소재한다.
1937년 한국 최초의 강철전문 조선사로 출범한 후 70여 년 동안 조선, 기계, 건설 등의 산
업을 개척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봉래동 4가의 대선조선은 일정시대 우동궁, 부삼, 율본 조선소가 해방기 조선선박공업 주
식회사로 통합되고 이것이 1970년대경 다시 서부, 공해 조선소와 통합되면서 대선조선이
되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조선소이다.

(44)도선과 나룻배
가. 개요
영도와 부산을 오고가는 나룻배는 1890년경부터 생겨났다. 봉래동 갯가에서 용미산 남쪽
기슭을 잇는 뱃길이었다. 이 영도나룻배는 부산을 왕래하던 영도의 주민들이 조금씩 추렴을
하여 부리기 시작하였다. 영도나룻배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영도 옥성학교의 유지비로 충
당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영도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1901년부터 대평동 선창가에서 자갈치 시장까지의 뱃
길을 텄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나룻배가 디젤엔진을 동력으로 하는 통통배로 바뀌었다.
나. 원스토리
개항 이후 1890년 영도 사람들은 뜻을 모아 나룻배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늦봄에는 감자
를, 여름에는 보리를, 가을걷이로는 조내기 고구마와 더불어 콩·팥을 형편에 따라 추렴하여
뱃사공에게 품삯으로 내주었다. 영도나룻배가 오가던 뱃길은 봉래동 갯가에서 용미산 남쪽
기슭이었다. 풍수설에 의하면 용미산은 용두산과 지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뱃길을 통하여
뭍의 용이 영도의 영산(靈山)인 봉래산과도 서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뱃손님들이 점차 증
가하였고 시작 당시 허름한 거룻배 2척은 1895년에 4척으로 늘어났다.
1901년부터 영도나룻배가 성업하는 것을 본 오오다 쓰지마쓰 등의 일본인들은 별도로 도
선을 운영하였다. 이 도선은 최근까지 있었던 대평동 선창가에서 남포동 자갈치 시장까지의
뱃길이었다. 영도사람의 도선과 일본인들의 도선은 서로 손님을 많이 끌려고 경쟁하였다.
1910년 국권 강탈 이후 일본인들은 세미 디젤엔진 동력선 2척을 들여왔고, 영도 사람들도
이에 맞서 동력선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통통배’의 시초이다. 1914년 경 두 뱃길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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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손님은 무려 한달 평균 3만 5천명이었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도다리가 생기기 전 영도의 도선(渡船)은 내륙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교통로였다. 개항
의 시작과 더불어 영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영도와 육지를 이용하는 뱃길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영도의 나룻배가 통행을 시작한 배경에는 옥성학교가 있었다. 영도의 옥성학교는 1908년
박치호 및 김옥성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발기인들은 옥성학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
용을 고민하였다. 부산과 영도간의 나룻배를 정기항로객선으로 부리고 이로부터 얻은 수익
을 학교유지비로 충당하였다. 그러므로 배를 타 주는 것 자체가 곧 육영사업도 되고 자강
(自彊)운동도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1920년 사립옥성학교가 폐쇄되고 목도공립보통학교로
바뀌면서 옥성학교가 운영하던 도선은 부산부가 직영하게 되었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 도선은 영도주민들이 스스로 경비를 내서 운영한 자치행정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즉, 배를 타면서 상실한 주권을 떠올리고 독립에의 의지를 되새겼던 것이다.
이후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도선이 새로 생겨난 이후 양 뱃길은 경합관계 속에서 유지되다
가 두 뱃길 모두 영도다리가 건설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를 새워 후진을 양성하고 배를 운영해 일본인과 경쟁하던 정신은 고스란히 살
아남아 훗날 해방정국과 피난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남항방파제와 남항대교 : 남항방파제는 홍색과 흰색 방파제가 있는데 주로 찾는 곳은
홍색 방파제이다. 낮에는 충무동이 한 눈에 들어올 뿐 아니라 밤에는 파란색으로 자체발광
하는 등대와 뒤로 보이는 남항대교의 야경이 장관을 이룬다.
앞으로는 태풍 및 해일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남항 방파제의 기능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방재 언덕으로 보강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며 방파제의 폭을 30m 확장하여 방재
목적 이외에도 휴식과 운동, 산책, 레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친수안전공간으로 활용할 계
획에 있다.

(45)아리랑 고개
가. 개요
일제 말 봉래동에서 태종대 간 간선도로가 생겨났고 1959년에는 신선동에서 청학동을 잇
는 산복도로가 뚫렸다. 그러나 1930년대만 해도 아리랑고개가 동삼동과 신선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지금도 봉래산 중허리에 오솔길이 남아있는 이 고개는 당시 산림이 울창
하고 험한데다 길마저 구불구불하여 울면서 넘어가 아리랑고개라 했다.
나. 원스토리
아리랑 고개는 동삼동에서 봉래동을 오가기 위하여 넘는 고개로서 봉래산 중허리를 감싸
고 있다. 도로가 나기 전에는 봉래산 산비탈의 지형을 따라 꼬불꼬불 오르내리는 험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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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부녀자들은 아침 일찍 동삼동에서 생선꾸러미를 이고 아리랑 고개를 넘었다. 봉래동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용미산 나루터로 넘어갔다.
부산장에서 수산물을 곡식으로 바꾼 뒤에 다시 아리랑고개로 넘어올 때면 해질녘이 되었
다. 곡물을 이고 가는 길은 더욱 힘들고 고될 뿐만 아니라 어두운 길을 넘으려면 무서웠다.
이처럼 영도의 부녀자들은 힘들고 무섭기까지 한 아리랑 고개를 넘어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
던 것이다.
다. 역사 및 문화적 배경
당시 동삼동 앞바다에서 생선이 엄청나게 잡혔다. 그러므로 아리랑 고개는 동삼동의 수산
물을 내륙의 곡물과 교환하기 위하여 넘는 고개로서 물물교환의 유통길이다. 그러나 이 유
통로는 영도의 봉래산을 따라 통과하는 지름길로서 매우 가파르고 힘든 길이었다. 생선꾸러
미를 머리에 인 부녀자들이 도둑이 들끓었던 아리랑 고개를 넘어 부산진 시장까지 걸어가
팔았다.
그러므로 아리랑고개는 동삼동 수산물과 내륙 곡물 교환하던 가파르고 힘든 길이자

영도

여성의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는 길이다.
라. 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아리랑 고개는 영도 여성들이 살기 위하여 노력한 수많은 발걸음이 묻어 있는 삶의 길이
자, 영도 여성의 지난한 생활의 과정에서 고난과 아픔이 묻어있는 애환의 고개인 것이다.
아리랑고개를 넘나들던 영도 여인네의 의지를 기억하는 영도사람들은 봉래동에서 용미산
기슭을 오가는 나룻배를 운영해 옥성학교 유지비용을 충당했다. 일본인들이 대평동 선창가
에서 남포동 자갈치 시장을 오가는 도선을 띄우자 영도사람들도 ‘통통배’를 들여다 운행하
며 그들과 경쟁했다.
아리랑고개를 넘나들며 자식을 키운 부녀자들의 고생에 자극을 받은 유지들이 교육을 위
해 옥성학교를 세웠다. 옥성학교를 지키기 위해 일본인과 경쟁해가며 나룻배를 운영하던 전
통은 영도에서 자란 자식들이 훗날 민족기업을 세워 일본인들과 맞설 힘과 용기를 갖게 했
다.
마. 주변 관광자원
- 봉래동 산복도로: 동삼동에서 봉래동에 이르는 산비탈의 허리 부분을 일정시기부터 ‘산
복도로’라 불렀다. 산복도로 위 아래로 통하는 골목길과 가지각색의 주택들은 모두 영도만
이 간직한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산복도로를 따라 걷다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로 부산항 경관 뿐 아니라 멀리 거제도와 남
해안, 날씨가 좋으면 대마도까지도 한 눈에 보인다. 동삼동 골목길에 드문드문 보이는 돌담
은 바다와 어우러진 동남해안 특유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

(46)영도 전차
가.개관
영도대교가 개통된 다음해인 1935년부터 전차가 운행되고, 1966년 영도다리 도개가 폐쇄되
고 1968년 시내 전채운행 폐지로 선로가 철거되면서 33년간의 전차운행은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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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스토리
1935년 2월에는 중앙동에서 갈리어 영도에 이르는 부산대교를 통과하는 복선궤도의 연장
을 보게 되었다. 그 후 일제 말기에는 광복동선을 없애고 오늘의 충무로선이 신설된 이외는
해방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었다.11)
영도에서 83년간 거주한 김필환(85)씨 말에 의하면 당시 전차 요금은 3전, 5전정도 였다
고 한다.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1953년부터 1984년까지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필환씨의 한 달 월급은 24원 정도로 당시 쌀 한가마(50kg)가 7원이었다고 한다.
전차 노선은 영도 - 대신동 - 서면 - 온천장(동래)이었으며 영도에서 서면까지가 3전, 영
도에서 온천장(동래)까지가 5전이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일제시대의 교통수단으로는 자동차와 인력거, 객마차가 등장하였으며 쇠수레라 불리는 열
차와 전차가 도입되었다. 1884년 새로운 우편제도와 함께 최초 우표가 발행되었으며 1884
년 10월 우정국을 설립했으며, 청나라가 신속한 연락을 위해 서울-부산 간 전신시설을 설
치했다. 부산에도 우정국, 전신국, 교통국 등 근대 시설이 전차가 운행되었다.
부산의 경편궤도 부설은 일찍이 구 한국정부의 내부대신이 1909년 6월 29일자로 당시
부산 거주의 일본인에게 특허해 주었다. 다음해인 1910년 3월 7일에는 내부대신이 부산 궤
도 주식회사(일본인 회사)에 대하여 부산진과 동래 사이의 경편 궤도의 시설을 인가했고,
그 후 부산궤도주식회사 권리 일체가 조선전기가스주식회사에 양도됐다.
전차는 처음은 부산진․초량 사이 다음은 초량․부산 우편국 앞 사이에 부설되었고 부산 ․동
래간은 경편궤도를 2.5피트로 개량, 경편과 전차를 겸용하게 됐다. 부산과 온천장 사이의 8
여 마일은 1915년 10월에 공사가 준공되어 같은 달 31일에 개통식이 거행 되었으며 11월
1일에 운수를 개시하게 됐다. 부산 우편국 앞에서 대청동․보수동․부성교(현 토성교)를 지나
오늘날 한전(韓電)앞에 이르는 시내선은 1916년 9월 개통되어 같은 달 22일부터 영업이 개
시됐다. 다시 1917년 12월 우편국 앞에서 중앙동․광복동거리를 지나 한전 앞에 이르는 전
차선이 준공되어 같은 해 12월 18일 시운전을 시작했다. 당시 전차노선의 총 연장은 12.8
마일이었다.
1924년 4월 옛부산역전과 부산진 입구 사이에 놓여 있던 2마일여의 전차 궤도가 복선으
로 바뀌었는데 공사는 1924년 9월말에 끝났다. 1925년 9월에는 보수동 2정목에서 도청앞
을 거쳐 부용동까지 전차궤도 단선을 연장했고, 1926년 상반기부터 경편 철도의 폭을 넓게
개량하고 나무다리는 모두 철교로 바꾸었다. 이러는 동안 부산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반강철
제 전차를 사들여서 재래의 소형 전차와 바꾸었다. 1927년 10월 말 온천장역까지 선로를
연장하였고, 공설운동장이 개설된 대신동까지를 잇는 공사가 1928년 6월에 착수되어 9월
개통을 보았다.
1934년 7월에 부평동 시장통의 노선을 없애고 부성교 북쪽 토성동에서 대신동 운동장에
이르는 복선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9월 말에 개통되었다. 그 해 11월 간선도로와 부산
대교의 개통에 따라 중앙동의 옛 선로는 없애고 간선도로를 복선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중
앙동 거리․광복동 거리․부성교 사이 노선과 대청동선을 제외한 공설운동장․부산진 사이의 시
가선은 이때로부터 복선으로 개통되었다. 1933년 9월에 부산진 입구에서 범일동에 이르는
11) 부산시 내무국 문화재과, 부산의 역사, 1978.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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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km의 노선이 연장되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다리를 건너온 전차가 머무는 종점 위치는 남항동 2가 244-1번지였다. 영도구청은
1991년 영도 전차종점 자리에 전차와 함께 한 옛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그곳에 ‘영도 전차종점
기념비’를 세웠다.
영도에 전차종점이 있었다는 것은 근대문명의 시발지이자 종작점으로서의 영도의 의미와 위
상을 생각하게 한다.
마.주변 관광자원
- 대평초등학교의 ‘근대조선산업발상기념비’: 영도는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요람이며 해운
입국의 모태이다. 1887년 영도 영선동(현 남항동, 대평초등학교)에 세워진 다나까 조선공장
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인본인 조선업체 중 가장 먼저 설립 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실업인 단체인 반류회는 1989년 11월 영도구 남항동 2가의 대
평초등학교 교정에 ‘한국근대조선 발상 유적지’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47)한국동란기 영도 피난민
가.개관
영도에는 1.4후퇴때 주로 함경도 출신이 몰려들었다. 자갈치 아지매가 영도에 살았다. 이
들을 위해 영선동, 대평동 공지에다 미군 물자로 24인용 판자 집 수용소 4,5가옥을 지었다.
부두에서 나온 판자가 많았던 것도 도움이 되었다.
1946년 이전에는 변변한 집이 없었고, 수도가 들어간 집은 800호 밖에 없었다. 수도가
있으면 특수계층이 사는 집이었다. 영도다리 아래에는 몇 천 명이 모여 사는 ‘교하촌(橋下
村)’이 있었다. 제2송도는 함지골에서 물이 흘러내리던 곳이라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러
다녔다.
나.원스토리
영도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해변가에 움막을 짓거나 폐선에 가마니를 달고 살며, 미군들이
먹다 남은 햄, 고기를 섞은 “꿀꿀이죽”으로 영양실조를 이겨냈다. 고난은 거듭되어 영도다
리에는 불량배가 설쳤고 판자촌과 시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모처럼 재기한 피
난민을 알거지를 만들기도 했다.
영도점집에는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람이 줄을 지었지만 가수 현인이 불러 유행한 “굳세
어라 금순아”의 가사는 헤어진 연인이 굳세게 살아가길 기원하는 내용이었다. 영도다리에서
자살이 유행처럼 번질 무렵 이 노래에 감동받은 영도의 주민들이 ‘자살방지특공대’를 만들
어 영도다리를 지키며 삶의 의지를 다졌다.
그래서 드디어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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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로만 집을 짓다보니 봉래동에서 대화재가 난 적이 있었다. 6․25동란 중인 1951년 12
월에는 사창가와 함께 600여 세대의 피난민촌이 밀집해 있던 이곳에 화재가 발생한다. 때
마침 불어오던 강풍에다 섣달 추위로 수도전과 우물물이 얼어 붙어 불은 삽시간에 번져 엄
청난 참사를 내고 수많은 이재민까지 냈었다. 불은 홍등가도 삼켜 버렸다.
1953년, 임시수도 부산의 경제적 심장부이면서 동시에 한국경제를 좌우하다시피 하고 있
던 국제시장에 대 화재가 발생했다. 신창동 국제시장 내 서북쪽에 있던 판잣집으로 된 음식
점 춘향원의 술자리에서 부주의로 발화한 불이 때마침 거세게 부는 남동풍을 타고 급하게
번져나가 순식간에 큰 불이 되고 말았다.
이 당시의 국제시장 건물들은 판자와 기름먹인 포장지 등으로 가설한 허술한 것들이어서
삽시간에 온 시장이 불길에 싸였으므로 급히 출동한 한․미 소방대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태
였다. 그 위에 엄동이라 얼어붙은 수도마저 고장이 나서 소방차에서 물을 제대로 품기 시작
한 것은 발화 후 2시간이 지난 후부터였다. 불은 7시간 동안 걸쳐 광복동 거리에서 대청동
거리에 이르는 넓은 국제시장 일대를 전소시키고 부평동시장 일부에까지 번지더니 새벽 2
시에 가서 완전히 진화되었다.
이때 불판 국제시장과 부평동시장은 8․15광복 후에 해외로부터 맨손으로 귀환한 동포들이
일제 때 전쟁에 대비하여 건물을 산개했던 공지에 모여 장사를 시작함으로써 시작된 시장이
세칭 ‘돗되기 시장’으로 불렸다. 그 위 6․25전쟁이 일어나자 빈손으로 남하한 피란민들이 노
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생활의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번성해서 물건도 사람
도 크게 술렁이던 시장이었다.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부산역전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밤 8시 반경 영주동의 서쪽
산비탈에서 즐비하게 들어서있던 판자촌에서 발화하여 그 일대를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11
시경부터 더욱 맹렬해진 불길은 영주동 남쪽 고개로부터 남동쪽으로 광복동과 중앙동으로
번져나가면서 당시의 부산방송국․부산우편국․부산역사․부산일보사 등을 포함한 만은 공공건물
과 민가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이어서 동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불은 한․미
합동 소방대의 필사적이 진화작업에도 아랑곳없이 번져가다가 새벽 6시 반경에야 겨우 불
길이 잡혔다. 이 일대의 산비탈을 비롯하여 길 주변에 판잣집을 짓고 피난살이를 시작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아비규환을 이룬 처참한 모습은 바로 생지옥을 연상하게 하였으며 역전
일대의 번화가가 하룻밤 사이에 검은 재로 뒤덮였다. 이 화재 터의 뒷정리와 복구에는 국군
과 UN군이 동원되어 시민과 같이 땀을 흘렸다. 이재민들은 영도의 청학동과 양정동에 후생
주택을 지어서 그곳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임시수도시절의 부산은 화재가 매우 빈번하기로 유명했으니 이 밖에도 오늘의 용두산 공
원에서 발생한 용두산 대화재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 복구된 모습이 오늘날의 대평동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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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습인 것이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1953년 정부의 환도에 따라 많은 공공 기관들이 서울로 옮아가자, 그 사이 정부의 각 기
관에 청사를 내어 주었던 부산의 여러 관공서들이 제 건물을 찾게 되어, 다시 집무를 시작
하였다. 그러나 환도 후 부산이 안게 된 문제점들은 너무나 많았다. 큰 규모의 경제 업체들
이 대부분 서울에 올라갔으며, 거액의 체납자들이 환도․도피하였으므로, 부산의 경제계는 일
시에 활기를 잃었고, 시 재정도 극도로 어려워졌다.
또한 환도 후 부산에는 숱한 전쟁의 부산물이 남게 되었다. 돌아갈 고향도 없고 가난한
피난민과 이들이 살고 있는 판잣집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부산에 남게 되었으며
전재민(戰災民)들을 구호해야만 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일제시대부터 영도에 거주한 정옥선(83)씨는 피난 시절에 피난민이 영도에 많이 왔었으며
아래채에 피난을 온 서울 사람이 피난을 와 거주하였다고 한다. 각지에 다 피난민 천지였으
며 이후 국제시장 대 화재로 인한 이재민들이 청학동이나 영선동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6․25전쟁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는 현 테크노과학고 자리에는 동란 때 연세대학이 일시적으
로 만든 연희 중학교가 있었으며 이후 연희 중학교는 한성여대가 되고 이는 현 경성대 자리
로 옮겨져 부산 산업대학으로 불리다가 경성대학교가 되었다고 한다. 현 영선 초등학교 자
리는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야전병원)이었으며 당시 미군 주변에 아가씨들이 많았다고 회
고한다.
부산진구 범일동에 사는 김옥순은 한국전쟁 때 고향인 강화도에서 피난을 와 갖은 고생
끝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부산 부전동에 있는 범표 고무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그곳에서도
하루 12시간 노동에 야간작업까지 하는 등, 고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꾸준히 일한 결과 범
일동에 단칸방을 얻게 되는데 비록 연탄도 제대로 때지 못하는 생활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난 후 가진 자신의 집이라 감회가 새로웠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그 동안 모으던 돈을 사기 당해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 일로 인해
삶의 의욕을 모두 상실하고 죽기로 작심하고 생전처럼 빼갈이라는 술을 한 병 마신 후 영도
다리로 향했다고 한다. 물에 빠져 죽으려 선 영도다리 위에서 주위의 판자촌들과 그 날도
힘들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니 전쟁 후의 삶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이제 부모
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죄송스런 마음도 들었다. 그런데 조금씩 강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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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몸을 기울이고 있던 찰나, 한 남자가 붙잡았다. 제발 죽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뿌리쳐도
봤지만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구하고 더불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을
여의고 일흔 후반의 나이에 접어든 김옥순 할머니는 아직도 그 혹독한 세월을 지나 살아있
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뿐이라고 한다.
중구 보수동의 박보희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왔다. 정착을 하고 산
곳이 부산 영도 영선동이었는데 그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친구들과 헌책을 사러 보수동
책방골목을 수없이 드나들었던 기억을 회상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으로는 영도에서 보수
동 책방골목을 가려면 거쳐야 하는 명물인 영도대교를 말한다. 하루에 두 번 오전 열시에
한 번 오후 네 시에 한 번 올렸다 내렸다는 영도대교 말이다. 그 웅장한 다리가 올라가면
그 다리 밑으로 큰 배가 지나갔다고 하다. 그 큰배가 지나가면 다리는 다시 서서히 내려온
다. 돌이켜 생각하면 참으로 까마득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중구 보수동의 이정숙은 한국전쟁시절 북한에서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두에서 LST를 타고 남하한 피난민들이 거제도에 왔으며 다시 살길을 찾아 부산 남부
민동 산비탈, 영도 청학동, 영주동 메리놀병원 뒤 산비탈, 용두산 길 양쪽 등에 판자집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살았다고 회고한다.
중구 대청동의 최윤옥은 원산에서 남편과 다섯 살 난 아들, 한 살이 된 딸을 데리고 부산
항으로 피난을 왔다. 당시 부산항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제각기 친척집이나 의탁할 곳을 찾
아 떠났고, 혹은 피난민 수용소를 향해 가기도 했다. 최윤옥의 가족도 처음 도착했을 때 에
당장 모물 곳이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 거제도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를 가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남편은 그 일에 반대했다. 아마도 북쪽에서 운전을 한 덕분에 쉽게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 때만 하더라도 운전은 꽤 고급 기술에 속하는 직종
이었다. 항구를 떠나 부민극장 근처에서 이틀을 지새우고 영도에 있는 남편의 친구를 찾아
갔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다. 너도나도 안면만 있으면 찾아오는 통에
부산 사람들도 나름대로 지쳐있었던 것이다. 당장 해 먹을 냄비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주운
미제 통조림 깡통에다가 밥을 해먹어야 할 지경이었고 이불이 없어도 마음 착한 이웃에 호
소할 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물은 왜 그리도 부족하던지, 이삼 일을 걸려 겨우 물
한 동이를 받아오며 그제서야 온 가족의 목을 축일 수가 있었다.
다행히 남편 친구의 도움으로 영도 대평동의 하꼬방집을 하나 얻을 수 있었다. 길거리에
서의 잠과 더부살이를 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곧 얼마지 않아 남편은 기계공장을 하는
사장의 운전수로 취직까지 하게 되었다. 피난살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의 운전 기술 덕분에
가족은 꽤 빠르게 정착을 한 셈이다. 대평동에서 이 년을 산 후 부평동에서 얼마간 머물다
가 다시 대청동으로 오게 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쯤은 부산의 토박이로 살게 되었다.

12)

피난민들은 국제시장 대 화재로 청학동이나 영선동으로 몰려들어 훗날의 자갈치 아지매
신화를 만들었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영도다리 점집: 영도다리 밑으로 가면 영도다리 못지않게 유명했던 명물 '점바치 골목'
이 있다. 지금은 판잣집 서너 개만 남아 그 옛날의 번성함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한때는
50여 곳이 성업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 전차종점
12) 한국전쟁체험수기,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40계단 문화관, 부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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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평초등학교의 근대 조선산업발상기념비: 영도는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요람이며 해운
입국의 모태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실업인 단체인 반류회는 1989년 11월 영도구
남항동 2가의 대평초등학교 교정에 ‘한국근대조선 발상 유적지’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1887
년 영도 영선동(현 남항동, 대평초등학교)에 세워진 다나까 조선공장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인본인 조선업체 중 가장 먼저 설립 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이다.

(48)자살 명소였던 영도다리와 태종대
가.개관
영도다리와 태종대 전망대 아래는 한국전쟁 이후 196,70년대를 지나오면서 전국적인 자
살 장소로 유명했다.

나.원스토리
특히 영도다리는 피난통에 헤어진 가족을 찾으러 왔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이산가족
들이 투신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영도다리가 자살장소로 유명해진 1959년 박을룡 순경이 영도다리 검문소에 배치되어 사
람들이 자살하려고 물에 빠지면 뛰어들어 여섯 달 동안 무려 44명을 구했다. 박 순경의 일
이 경찰들에게 알려지자 치안국에서 경찰 최고훈장인 금색장을 수여했다.
영도다리에 경찰을 배치시키자 태종대 쪽이 유명세를 타 1970년대에 들어서는 한 해에
약 30명에 달할 정도로 자살자가 많았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정부가 수원․․대전․대구를 거쳐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한 후, 9․28수
복에 뒤이어 1․4후퇴에서 환도에 이르기까지 임시수도인 동시에 반격의 병참기지로서의 부
산이 수행한 업적은 민족사에서도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피란민이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여, 부산 시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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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민으로 들끓게 되었고, 그들의 구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피란민의 쇄도로 많이 달라진 시의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
시 부산의 일반 시민 수는 889,000여명이었는데 구호 대상자인 피난민의 수는 40~50만이
나 되었으며, 여기에 필요한 구호양곡이 매일 평균 20,000석이었다고 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부산시는 1976년도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라는 푯말을 태종대
에 세웠다. 그러나 자살자는 도리어 더 늘어나 드디어는 모자상(母子像)을 이곳에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효력이 미치지 못했다.
전쟁, 혹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이나 고통은 그러한 말이나 슬로건으로 달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한 투신자살의 명소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번지점프대를 만들면 도리어 멋진 경관과
어우러진 명소가 될 수 있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영도다리: 영도다리는 75년 동안 부산시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근대 부산의 상징이다.
1934년 개통 후 뭍 쪽 다리의 일부인 도개부이다. 당시에는 하루 7차례씩 들어 올려 졌으
며 이 웅장한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인파들로 부산제일의 관광거리가 되었다. 영도다
리는 해체된 뒤 2012년, 6차선 도로와 도개기능이 갖춰진 다리로 새로 복원된다.
- 태종대: 태종대는 신라의 태종무열왕 및 조선의 태종과 관계된 설화를 지니고 있는 공
간으로 영도는 물론 부산의 대표적 명소이다. 순환도로를 따라 ‘다누비 열차’가 운행하며 남
해안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도 등대는 갤러
리를 갖추고 있는 해양문화시설의 역할을 한다. 기암괴석과 대형 조각 같은 절벽이 탄성을
자아내며 울창한 숲이 우거져있어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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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돌아오지 않는 킴볼스미스호 사람들
가.개관
6·25가 나기 전 해인 1949년, 부산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던 대한민국 화물선 킴볼 스미
스호가 납북됐다.
나.원스토리
당시 킴볼 스미스호에는 선원과 미국 고문관, 해양대학교 졸업생, 그리고 수산고등학교
실습생 등 60여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킴볼 스미스호는 선장 안관제가 남로당 골수당원인
동생 안장제와 함께 주도해 배를 끌고 북한 땅으로 가버린 것이다. 납북 사실을 나중에 알
고 통곡하는 가족들의 오열만을 뒤로 하고 이들 60명은 실종되어 버렸다.
이듬해 6·25가 나고 전쟁이 거의 끝나갈 즈음 납북자 중 두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 왔으
며, 그들에 의해 킴볼 스미스호 납북의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피납 된 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북한당국이 강제로 군 입대를 시켜 대부분이 전쟁 중에 전사하는 등
세상을 떠났다. 그 두 사람만이 살아 인민군을 탈출한 것이다.
이제는 킴볼스미스호 이름을 아는 이도 없으며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된 그들 승무원
의 남은 가족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해방과 함께 남한에는 다양한 정당․정치 단체들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남한의 정치 지도자
들은 대체로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 세력 등으로 구성된 ‘우익’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그리고 여운형, 김규식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의 3개 세력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제각기 다른 정치 노선을 표방하면서 정계는 차츰 복잡해졌으며 다양한 정치 세력
들이 난립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중심
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일당독제주의 공산 정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돌아온 사람 중 김모씨는 한국해양대학교의 유능한 교수가 되었지만 인문군 복무전력에
걸려 평생 무보직 평교수로 살았고 함께 돌아온 박 모 씨도 평생 중앙정보부의 감시와 연좌
제에 따른 신분의 제약으로 무척 고생했다.
김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함께 탈출하던 동기생 권순혁이 함경도 나진에서 미군 폭격으로
방공호가 무너져 깔려 숨졌다고 했다. 권순혁이 죽기 전 어머니를 애타게 찾던 그 마지막
울음이 어제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숨진 그를 방공호의 흙으로 덮어두고 내려 왔다고 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로 인해 영도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간직하게 되었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부산항: 1876년에 개항한 부산항은 수출 한국을 이끈 시발점이자 관문으로 근대화와
산업화의 상징이다. 1965년 10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 3부두에서
치러졌던 맹호부대의 월남전 파병은 한국 근대사에서 부산항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현재 북항은 제1~8부두, 중앙부두, 연안·국제여객부두, 자성대, 신선대, 감만, 신감만, 우
암컨테이너터미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4부두와 중앙부두, 연안·국제여객부두는 북
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폐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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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보도연맹 관련자 처형
가.개관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과 헌병, 반공 극우단체 등이 국민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를 포함해 적어도 20만 명 남짓을 살해했다고 여겨지는 최대의 민간
인 학살 사건이다. 대전형무소에서는 1800여명의 보도 연맹원과 정치범이 학살을 당했으며
그 밖에도 대구, 부산, 마산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 비극이 1950년 6.25가 발발한 지 얼마 후에 영도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나.원스토리
금년 73세 김태익씨는 6.25 터진 지 얼마 후 학교 가던 길에 몇 백 명의 시신이 동삼동
끝자락에 있는 골짜기에 묻히는 장면을 보았다. 동네사람이 가서 물으니 보도연맹 관련자라
고 했다. 어디선가 죽은 사람들을 용달차나 덤프 트럭에 싣고 와서 그대로 골짜기에 부어넣
고 파묻었다.
부산지역의 피학살자 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 부산일보가 유골발굴과 목
격자 증언을 통해 영도구 동삼동 300여명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보도연맹은 1949년 6월 좌파전향자로 구성된 반공단체 조직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
만은 피난길에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 할 것이라
는 의심을 가졌으며 이들의 배신을 우려한 정부와 국군(헌병), 경찰 또는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들이 수감되었던 교도소 교도관들에 의해 각 지역에서 학살이 벌어졌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한 때 영도 동삼동 지역에서는 위령비를 세우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말썽이 나서 중단된
일이 있다.
뒤늦게 ‘동삼동 향토문화 동호회’에서 당시의 원혼을 위로하자는 뜻에서 그 자리에 미니
공원을 만들고 장승을 세워놓았다. 원래 그 자리는 일본의 침입을 알리던 봉화대가 있던 자
리였다.
이처럼 영도주민들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동족상잔의 아픔을 껴안고 위로하려는 인간적인
면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장승을 모시는 전통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동삼동 ‘어울림 문화공원’: ‘어울림 문화공원’은 동삼1동 태종대중학교 앞에 위치한 문
화복합시설이다. 세련된 건물 안에는 전시실 및 대 공연장,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도서
관 오른쪽의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암벽등반장, 물리치료풀, 골프연습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인근에는 옥상정원과 숲속공원, 산책로 등 각종 '녹색 쉼터'도 있다.
- 미니공원: 미니공원은 그 이름답게 1,260㎡의 작은 공원으로 동삼동 산134-1번지에
소재한다. 공원 내에는 간이 체육시설 외에 효자비, 김소운 문학비, 한찬식 시비, 장승 등도
있어 영도 의 민속 문화는 물론 영도출신 예술인의 흔적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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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좀 더 확장하여 문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
동삼동 삼거리(천리교)에서 하차하여 왼쪽방향(버스노선 방대방향)으로 약 1㎞ 정도에 위
치하고 있다.

(51)일확천금의 꿈, 밀수
가.개요
영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밀수꾼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곳이었다. 주변에 흩어진 섬
과 육지와 근접한 교통, 일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영도가 지닌 대일본 무역항으로서의
역할과 배경이 드러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영도를 중심으로 대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배편이 많아지면서
밀수는 자행되었다. 탄피를 모아 고철로 일본에 넘기고 보기 힘든 옷감이나 화장품을 들여
와 시장을 통해 처분한 것이다. 밀수품이 많아지면서 품목 역시 다양해지고 교역량이 꾸준
하게 늘었다.
나.원스토리
소형선박에 의하여 밀수품이 육지로 올려 지는 지점은 영도의 해안선과 적기․암남동․감천
동․다대포 및 남천동․광안동․해운대방면의 연안이었다. 신문지상에 실려 있는 극히 일부의 사
건기술 들 중 영도의 사례만 살펴보자. 1954년은 무역업자의 밀수가 성행하여 세관창설 이
래 기록적인 밀수를 기록한 해인데 9월에는 비로드 70,000,000환 어치 신선대를 근해에서
양륙하였다.
1955년 12월에는 영도의 2개처에서 5,000,000환 상당의 밀수품을 적발했으며 1956년 8
월에는 영도 청학동 앞바다에 해상 밀수품시장이 생겼다. 1958년 9월에도 밀수시장이 암암
리에 번성하여 청학동 앞바다에서 한달 평균 2억대의 밀수가 이루어졌다. 1959년 10월에는
부산세관에서 기동대를 편성하였으며 밀수의 발판을 없애기 위해 외항선을 신선대로 옮겼
다. 그러나 세관직원이 밀수에 가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듯 밀수 행위는 5․16 혁명으로 국가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상습적으로 빈번
히 자행되었으며 그 병폐는 좀처럼 사라질 줄 몰랐다. 특히 영도가 밀수의 주 무대가 되었
다.
밀수는 손쉽게 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1960년 한 해 동안의 밀수입 총액은
10억 5백 87만 3천원어치에 이르는 금액으로 이는 당시의 우리나라 직물류와 화장품류의
모두 합친 총생 산고 3억 3천만원의 4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밀수
와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국내생산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였다. 아치섬을 거점으로 하는 밀수업을 막기 위해 밀수왕으로 알려진 인물을 극형
에 처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밀수는 영도의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가장 큰 어둠이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6․25전란 당시 부산 사회는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퇴폐풍조의 물결을 타기 마련인 캬바레
와 다방․요정․극장이 급속도로 많이 불어났으며, 밀수도 번성하여 그 규모도 날로 커져가서
국가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막심하였다. 부산은 불명예스럽게도 밀수의 근거지이며 밀수품의
거래 도시로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 전란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산업기관들도 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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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재기가 더욱 어려웠다.
이 당시 밀수 단속은 하면서도 밀수품은 시장에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있었으니 이것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 할 만 하다. 밀수품의 대부분은 장신구와 화장품 등 사치성 물자였으
며, 이런 물품의 거래는 부산의 국제시장 등에서 전국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번성하였다.
국제시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일본인들
이 철수하면서 전시 물자를 팔아 돈을 챙기기 위해 국제시장 자리를 장터로 삼으면서 시장
이 형성되었다. 한국전쟁 후 피난민들이 장사를 하며 활기를 띠었고, 미군의 군용 물자와
함께 부산항으로 밀수입된 온갖 상품들이 이곳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되었다. 현재는 기계
공구·전기 전자류·주방 기구·의류가 주요 품목인 도·소매 시장으로 미로처럼 얽힌 골목에 식
용품·농수축산품·공산품 점포들이 들어서 있다.
산업사회가 가속화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소비문화의 패턴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다.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서구문화의 유입과 경제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변화는 소비패턴과 치장
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밀수입을 통한 상품은 주로 직물류와 화장품류에 집중되
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가치로 말미암아
성실하고 부지런한 노력보다도 한 건이나 한탕으로 부를 거머쥐려는 잘못된 풍토가 빚은 비
극이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1960년대 어느날 대마도에서 밀수품을 실은 배가 영도부근으로 숨어 들어올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부산세관직원은 잠복 감시를 하면서 밀수를 적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는 밀수꾼들이 세관직원을 납치 감금하여 대치하는 소동도 있었고, 밀수
단속에 대항하여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밀수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금문제로 살해당
한 일도 있다.
이처럼 밀수와 관련된 일들은 영도지역의 어두운 면으로 남아있으나, 다른 면으로 보면
그것은 시대의 어려움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한 역동성이기도 했다.
마.주변 관광자원
- 아치섬: 아치섬은 영도(影島)의 동남단 상이말 북쪽 1.8㎞에 위치한 섬으로서 해발 141m
의 첨봉(尖峰)을 떠받고 있는 듯이 보이는 아름다운 섬이다. 1974년에 설립한 한국해양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남쪽과 남서쪽 해안을 제외하고는 가파른 경사지로 되어있어 선박의 접안이 불
가능하다. ‘아치섬’은 조도(朝島)라고도 불린다. 부산에서 제일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이라
는 의미를 함축(含蓄)하고 있다. 또한 아치섬은 예쁘고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아지’란 말을
쓰듯이 큰 섬 영도에 비해 동생같이 작은 섬이라 해서 ‘아지섬’ 라 부르다 ‘아치섬’이 되었
다는 설도 있다.
- 태종대: 태종대는 신라의 태종무열왕 및 조선의 태종과 관계된 설화를 지니고 있는 공
간으로 영도는 물론 부산의 대표적 명소이다.
순환도로를 따라 다누비 열차가 운행하며 남해안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
으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도 등대는 갤러리를 갖추고 있는 해양문화시설의 역할을 한
다. 기암괴석과 대형 조각 같은 절벽이 탄성을 자아내며 울창한 숲이 우거져있어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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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선원들의 생애담
가.개관
청학동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선을 타는 선원들이 주로 살았다. 일본 다니
던 배는 목선이 대부분이었다. 70년대에 참치잡이 어선을 타고 3년을 나가 일하는 사람들
이 늘어났다. 외항선과 어선 보수는 차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3년 일하면 보통 집 한 채 값,
당시 돈으로 몇 십만 원, 요즘으로 말하면 1억이 떨어졌다. 당시 나라 안에는 물건이 부족
해 화장품이나 시계 등 갖고 어는 것이면 무엇이나 돈이 됐다.
나.원스토리
1970년대 초반에는 사조나 동원 등과 같은 개인 회사 배가 많아졌다. 그러나 1975년의
유류파동으로 원양어업이 주춤하다가 다시 1978년경부터 활개를 폈다. 이윽고 어업 쿼터제
와 입어료 지불 문제, 인건비 상승 문제, 유류비 상승으로 다시 원양어업은 쇠퇴한다.
요즘은 3년씩 조업하는 배는 거의 없고 독항선(6~10개월 정도)이 많다. 배의 톤수도 원
양어업 초기에는 100톤급이었으나 현재는 2~300톤급이 많다. 당시의 원양어업은 한국경제
에 큰 보탬이 되었으며 부산에 30년정도 거주한 김경호씨는 당시 부산 영도 사람들도 거의
가 선원이었다고 말한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박정희 정권 때 외화벌이를 위해 많은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1964
경년부터는 원양어선 사업을 시작한다. 수산 개발 공사에서 프랑스의 폐선 30여척을 인수하
여 현재 영도 남항동 일대의 조선소에서 배를 수리한 뒤 대풍포의 계류장에 배를 대어 두었
다가 감천항이나 영도 경찰서 뒤 충무동에서 출항하였다고 한다. 1964년경부터 출항하기
시작했으며 사모아에서 조업을 하였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3살 때 영도로 와 지금은 82년째 영도에 살고 있는 김필환(85)씨는 영도의 외지인은 전
라도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들은 영도에 원양어선을 타거나 영도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
원양어선을 타면 귀국 할 때까지 3년 정도 걸렸으며 한 번 다녀오면 집 한 채 살 돈을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원양어선을 타고자 로비도 서슴치 않았다. 청학동에 무당이 많은 이
유는 사고 나지 말라고 용왕제를 자주 지냈으며 고사를 지내는 것은 기본으로 알았다.
그래도 이들 덕분에 외화를 번 선원들이 1970년대 근대화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한편으
로 자식들을 교육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했다.
마.주변 관광자원
- 순직선원 위령탑 : 영도 동삼동 하리선착장 가까이에 있는 나지막한 동산 중턱에 위치
한 탑으로, 형태는 오각형으로, 밑바탕에 다섯 날개가 다섯모꼴로 뻗쳐 있는 것은 오대양을
누비는 우리 바다사나이들의 굳센 의지와 꿋꿋한 기상을 나타내며 다섯 날개를 떠받치고 있
는 둥근 기단은 여기에 모셔진 혼령들이 깃들어 쉬는 유택을 상징한다. 해운입국으로 조국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오대양을 누비며 묵묵히 일하다가 바다에서 순직한 숱한 바다 사나이
들의 고혼을 달래고 그 명복을 비는 뜻에서 노동조합 회원들의 희사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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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월남전 참전 용사들
가.개관
1965년 12월 국회 통과로 참전이 시작됐다. 이 참전으로 외화획득 등 많은 경제적 이익
과 전투 경험을 얻은 반면 그 대가로 5,099명의 사망자와 11,232명의 사상자와 159,132명
의 고엽제 피해를 낳았다.
나.원스토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로 1964년에 국군을 해외 파병하여 베트남
에 군대를 파병했다. 전세가 치열해지기 시작한 1965년부터 휴접협정이 조인된 1973년까
지 파병하였고 1965년 후방지원부대 파병을 시작으로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가 파
병되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1965년 10월 16일 부산항 3부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맹호부대를 월남
전에 파병하였다. 1966년에는 ‘브라운 각서’의 조인으로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되어 베트남
참전 8년 간 총 325,517명의 병력이 파견되었다.
1970년도에 영도 대양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김경호씨는 3부두에서 월남 참전 용사를
위한 환송식을 기억한다. 전차종점에서 3부두까지 단체로 걸어갔는데 조그만 태극기를 나눠
주어 흔들며 환송했으며 군함에 군인들이 가득했다.
참전의 후유증은 컸다. 영도에는 지금도 350명의 고엽제 피해자가 고통을 안고

살아가

고 있다. 전국의 35만명 중 고엽제로 판정받은 환자는 불과 12만명 뿐이라 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1966년에 처음 나간 병사들은 6.25때 쓰던 M1이나 칼빈 소총을 들고나갔다가 현지에서
첨단 미군장비로 교체했다. 한국인 병사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서
만든 K-레이션은 수출액

제고에 기여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TV와 라디오, 카메라 등을 주로 사가지고 돌아왔다. 부산은행 앞 3
층 집들은 당시에 번 돈으로 지은 것들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다 돌아온 군인들은 군용 일회
용 음식을 가져와서 깡통시장에다 팔았다고 한다.
이들 참전용사들이 벌어들인 외화 덕분에 한국의 근대화는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었
으며, 어업과 기초적인 산업에만 의존하던 영도 역시 환골탈태할 수 있었다.
마.주변 관광자원
- 청학성당 : 청학동은 영도는 물론 부산․경남에서 천주교가 최초로 들어 와 ‘카톨릭의 성
지’로 여겨진다. 부산에 천주교가 최초이자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1년 청학동에
서이다. 프랑스 신부 모이세 죠조(Moyse Jozeau, 한국명 趙德夏)가 조내기(현 청학시장과
부산은행 청학동 지점 사이의 바닷가 일대)에 가건물을 짓고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던 바, 이
가건물이 오늘의 청학동 천주교 성당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성당 입구에는 선교100년 기념
비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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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깡깡이 아지매’
가.개관
한진중공업은 중고선을 수리하는 대한조선공사가 있던 곳이다. 70년대 초에 처음으로 대
만에 첫 번째로 ‘팬 코리아’라는 배를 수출했다. 박태통령 딸 근혜, 근영이 와서 진수식을
했다.
나.원스토리
70년대 당시에 조선되는 새 배는 없었고, 영도에서는 선박 수리가 주요 업종이었으므로
‘깡깡이 아지매’들이 많았다. ‘깡깡이 아지매’는 처음에는 작은 배부터 시작해 녹슨 것을 제
거했다. 그들 중에는 영도 뿐 아니라 밖에서 거주하며 9시~6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많았
다.
그나마 70년대 중반이 되자 큰 배 위주로 수리를 하게 되고 모래를 쏘아 녹을 벗기는 공
법이 발달하면서 ‘깡깡이 아미재’들의 일감을 뺏었다. 일감을 얻지 못한 아낙들은 자갈치 시
장 공동어시장에 가서 고기를 분별하는 ‘쓰쿠메’라 불리는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일도 ‘소개’
해줄 사람, 즉 ‘빽’이 있어야 하므로 누구나 할 수는 없었다.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이 대한조선공사에서 일을 했는데, 워낙 데모가 많았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한국전쟁 이후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향했으나 수용할 주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지나 고지대에 무허가 주택지가 형성되었으며, 영도구의 경우 신선 1․2동, 영선 2동, 봉래
3동에 700여동의 무허가 판잣집이 지어졌다. 신선 1동 204-3번지 일원의 경우 조선총독부
고시 제 14호에 의거하여 공원부지로 고시되었으나, 한구전쟁으로 피난민들이 정착하게 되
어 공원부지로서의 기능은 완전 상실하였다. 이들 판잣집은 해발 100~150m의 산중턱에
3~4평 규모로 돌, 판자, 천막, 루핑을 주 건축 재료로 활용하여 시공되었다. 비위생적이거
나 불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각종 집단 전염병 등의 인적재난이 발생 하였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 아지매들의 생활력은 이미 아리랑고개 일화에서 익히 알려진 바이다. 그들은 피난민
들 중 아낙네들에게 자갈치시장에 나가 일할 용기를 주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부류가
‘깡깡이 아지매’들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깡깡이 아지매’들 중에는 나중에 난청이 된 분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독한 페인트 칠 하다 질식해 죽은 사람도 많다.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었기 때
문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 한진 중공업 및 중소 조선소 업체들: 한진 중공업은 봉래동 5가 29번지에 소재한다.
1937년 한국 최초의 강철전문 조선사로 출범한 후 70여 년 동안 조선, 기계, 건설 등의 산
업을 개척하며 국가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봉래동 4가의 대선조선은 일정시대 우동궁, 부삼, 율본 조선소가 해방기 조선선박공업 주
식회사로 통합되고 이것이 1970년대 경 다시 서부, 공해 조선소와 통합되면서 대선조선이
되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조선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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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평초등학교의 근대 조선산업발상기념비: 영도는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요람이며 해운
입국의 모태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실업인 단체인 반류회는 1989년 11월 영도구
남항동 2가의 대평초등학교 교정에 ‘한국근대조선 발상 유적지’라는 기념비를 세웠다. 1887
년 영도 영선동(현 남항동, 대평초등학교)에 세워진 다나까 조선공장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인본인 조선업체 중 가장 먼저 설립 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이다.

(55)중동 진출 근로자들
가.개관
1970년대에는 중동에 나간 사람이 많았다. 중동에서는 한국에서의 3배게 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83년 사우디 젯다에 나가면 한국에서 35만원 받을 때 1백만 원을 받았다.
나.원스토리
중동에 나가려면 노동청에 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내면 엽서가 왔다. 그러면 신체검사를
받은 후 출국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선 기능이나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와이로(외
물)’가 필요했다.
중동 근로자들은 한 달 55불을 받았는데, 100% 본국으로 송금했다. 이슬람 국가라 술이
나 여자가 없으니, 돈 쓸 데가 없었던 것이다. 청학동 입구의 슬라브 주택들은 당시 리비아,
예멘 등에 가서 번 돈으로 지은 것이었다. 당시에는 부산 시내에서도 보기 드문 수세식 화
장실이 있었고, 바다에 별장처럼 솟은 집이라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청학동을 일산배기라고도 하고 조내기라고도 불렀다. 청학동 사람들은 성게나 “짤비”라
불리던 바다풀을 따다 먹었다. 청학시장은 해산물과농산물이 모이던 곳이라 인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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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공장에서 만들다 불량품이 나오면 청학동에 버렸다.
동삼동에는 원래 숲이 있었고 청학동에는 바다가 가까워 배를 타고 육지로 왔다 갔다 하
기 좋았다. 나무로 만들어 짐 싣고 다니는 바지선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했다.
영도사람들은 일반적인 부산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참고 견디면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대는 직장이 없어서 다 나가버렸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는 일본인 다나카가 조선공장을 설립하여 근대조선업의 터전을 마련하여 이미 1930
년대에 철강선을 건조했고, 태평양전쟁 중에는 수송선까지 건조한 곳이다. 해방 후 대한조
선공사가 철강선을 진수하는 대평동 조선소와 철공소에서 마흔 살 넘은 중년부인들이 하루
종일 철판 때리는 일을 하여 “깡깡이 아지매”라 불렸다.
“깡깡이 아지매”의 투지와 근면이 모범이 되어 영도에 사는 여인네들의 생활력은 다른 어
느 지역보다 강하게 되었다.
후에 6.25동란기에 영도로 들어온 피난민 중 부녀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자갈치
아지매”가 된 것도 이들의 생활력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 청학성당 : 청학동은 영도는 물론 부산․경남에서 천주교가 최초로 들어 와 ‘카톨릭의 성
지’로 여겨진다. 부산에 천주교가 최초이자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1년 청학동에
서이다. 프랑스 신부 모이세 죠조(Moyse Jozeau, 한국명 趙德夏)가 조내기(현 청학시장과
부산은행 청학동 지점 사이의 바닷가 일대)에 가건물을 짓고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던 바, 이
가건물이 오늘의 청학동 천주교 성당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성당 입구에는 선교100년 기념
비가 세워져 있다.
- 청학동 서낭당: 영도구 청학동 407-11번지에 있는 팔작지붕의 조그만 기와집이 청학
동 서낭당이다. 서낭당에는 홍수에 떠내려가고 만 노인의 시신이 전혀 상한 곳이 없었으며
이웃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추렴해주고 서낭당까지 지어 정성스럽게 제사까지 지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서낭당 옆에 있는 우물 이야기인데 이 우물은 아

무리 큰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고기잡이배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바다로 나가면 고기를 배에 가득 잡고 돌아왔다는 전설도 있다.

(56)아카시아 음식점
가.개관
제2송도에 있는 음식점 아카시아는 ‘오솔골’이라 불리던 송림 아래 바다 조망이 빼어난
음식점 ‘아카시아’가 있다. 주위에 워낙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붙인 이름이었다.
나.원스토리
아카시아가 있는 자리는 당시 제2송도의 부대에 면회를 온 면회객을 상대로 매점처럼 운
영되던 곳이다. 6.25 당시에는 연세대학교 교지이기도 했다. 아카시아 음식점은 막사 모양
인데, 일본군이 지어 사용하던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곳이 데이트 코스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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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미혼에서 기혼으로 넘어가는 여성과 남성이 만들어내는 데이트 문화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커풀의 사회화 절차이다. 데이트 문화로 7~80년대 많이 등장한 것이 ‘걷기(산책)’으로, 이는
단순한 걷기라기보다 특수한 문화의 실천이라 해도 좋다.
라.원스토리의 역사적 변형
부산의 대표적 데이트 코스로는 달맞이 언덕이나 을숙도, 하단나루터를 꼽는다. 그러나
최근 ‘그린 워킹’ 캠페인을 펼치는 국제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
로 영도의 해안산책로가 뽑힌 바 있다.
영도는 동삼동 아카시아음식점이 있던 자리와 75광장 주위가 1970년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았던 기억을 살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주변 관광자원
- 75광장: 절영로를 따라 가다보면 목장원 앞의 해안 쪽으로 돌출된 작은 광장이 나온다.
이 곳은 75광장으로 75년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불렸다고도 하며 암호라는 설도 있다. 영
도대교에서 7.5km떨어진 곳에 있어서 붙인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정자, 놀이공원 등이 있
어 절영 해안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달빛에 출렁이는 보름밤의
바다 야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의 신비로움에 빠지게 한다.

(57)공공근로사업 후일담
가.개관
해안산책로에는 '장승공원'이 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안산책로' 공사를

지휘하던 어느 날부터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의 장승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원스토리
영도의 관문인 영도대교, 부산대교를 지나 영선동 아랫 로타리에서 제2송도 바닷가 쪽으로
500m정도 가다보면 반도보라아파트가 나타나고 산책로 입구에 위치한 관리동 및 휴게시설이
산책객을 맞이하고 있다. 시민들의 해양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
한 산책로로서 대마도와 송도 쪽의 드넓은 바다 풍경을 배경삼은 해안산책로이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태종대 감지해변의 해안선을 따라 약3㎞의 산책로를 만들었다. 산책로 옆
에는 벌개미취 등 우리 꽃 10종 24,000본을 식재하여 청소년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운동시설, 전망정자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절영해안산책로와 연계한 도심 속의
쾌적한 산책공간이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맞았고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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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자와 노숙자의 증가가 가장 큰 사회문제였는데 금융지원을 받은 후 실업자는 150
만명을 넘었으며 사업의 실패와 실업으로 인해 노숙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이곳에는 장승과 돌탑, 출렁다리, 장미터널, 파도광장, 무지개 분수대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특히 장승은 한달씩 걸려 50여기를 만들기 위해 도로 공사장에서 나뒹굴던 나무등걸들을
주워 만들었다. 수백 가닥의 나뭇결이 주름살처럼 흘러내린 노인의 얼굴, 남근 모양의 코를
늘어뜨리고 웃는 중년 사내, 머리에 안테나를 얹은 채 눈을 굴리는 아이의 표정에서 찾아뵙
지 못하는 부모님과 월세방에 몸져누운 아내, 친척집에 맡긴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
게 배어난다.
이 장승들은 단지 이정표나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만이 아니라 생활고와 실직을 떨쳐버리
고 싶다는 소망, 높은 실업률과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염원의 투사체라 할 수
있다.
마.주변 관광자원
- 제 2송도의 Tea Town 조성 계획: 제2송도는 특히 낙조가 아름답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그만이며 잠시 차를 세워두고 절영 해안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영
도 5락을 실현 할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절영 Tea Town 개발'이 제기된 바

있다. 영선동 절영해안산책로 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전망대, 휴식시설, 전시시설,
조경 시설을 건설하여 부부단위, 연인단위의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또한
섣달 그믐날에 일몰제를 열고 이를 관광 상품화해도 좋다고 본다.

3절.문학.예술.인물로부터 추출한 스토리
(58)임익준 첨사와 봉래(蓬萊)
가.개관
영도는 육지와 가깝기는 했지만 섬이라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간파한 장군들에 의해 영도는 주변의 여러 진들을 통합하여 군사요
충지인 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군의 주둔지라고 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 척박한 환경으
로 인한 궁핍함은 가난과 질병, 세금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 제도를 정비하고 군기를 바
로잡아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일은 송덕비의 내용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절영도의 제3대 첨사. 봉래산의 명칭을 지은 첨사로 알려져 있다. 첨사로써 목마(牧馬)와
군마(軍馬)사무를 겸한 겸목관이기도 했다. 절영진 첨사로는 가장 오랫동안 부임하면서 일
처리를 맡아 영도의 여러 지명을 확정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는 절영도를
재정비하고 관리하면서 여러 면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조세제도를 확
립하기 위해 호적을 정비하고 규휼에 힘써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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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스토리
영도 봉래동이 봉래산에서 기원했다 하는데 영도산에 봉래산 이름을 지은 이는 1883년
절영도첨사로 왔던 임익준 첨사이다. 그가 영도 내 각 지역의 이름이 없어 영도의 각 지역
명을 일일이 지었다. 그는 영도 역사에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 승정원 일기 1884년(고종
21년) 4월 6일 기록에 경상감사와 경상좌수사는 영도첨사로 부임한 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산전(山田)을 개간하고 포구의 폐단을 바로잡고 자신의 녹봉을 출연해
도민들을 구휼하니 도민들이 그의 연임을 진정한 것인데 이 진정은 받아들여진다.
승정원 일기는 임첨사의 노력으로 섬 주민 전체가 힘입어 살아나게 되고 군병들은 화락한
즐거움이 있고 주민들은 굶주릴 근심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임익준 첨사가 이름 없던 영도
산을 신선의 산 봉래산으로 명명한 것은 난세인 구한말에 섬 영도라는 신선의 낙원으로 가
꾸어 보려한 임첨사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13)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첨사는 절영도진이 생긴 이래 만들어진 관료명칭으로 영도의 실질적인 행정개편에 대한
증거이며 본격적인 인구의 유입과 생활을 시작한 본격적인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해상의 요충지이자 근거지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
정비로 인해 마을이 안정되고 유지된 것이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임익준의 공덕비를 살펴보면 그가 영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기록한다. 구체적으로는 돈을
내려 병든 이를 고쳐주었고, 곡식을 나누어 배고픈 이를 구휼했으며 학문을 장려하고 문물
을 정비하였다. 그로부터 영도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토를 일구고 정비하여 일정한 소득을 산출시키고 이에 따른 바른 조세가 행해 진 것
이다.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토대로 절영도 경제는 안정되었으며 유입되는 인구 역시 조금씩 늘
게 된 것이다. 또 영도의 안정은 전체적으로 진을 통합한 부산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물자와 사람의 유입으로 인해 영도는 더욱 개발과 안정을 찾게 되었으며 진의 풍모
도 갖추어갔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해안 산책로: 영도대교, 부산대교를 지나 영선동 아래 로터리에서 제 2 송도 바닷가 쪽
으로 500m 정도 가다보면 반도보라 아파트가 나타나고 산책로 입구에 위치한 관리동 및
휴게시설이 해안 산책로의 방문객을 맞이한다.
연장 3km의 해안 산책로를 2시간 정도 거닐다보면 대마도와 송도 쪽의 드넓은 바다 풍
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해조음과 자갈 구르는 소리가 들리며 곳곳에는 장승과 돌탑, 출렁다
리, 장미터널, 파도광장, 무지개 분수대 등 아기자기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있다.
- 절영도진첨사 송덕비: 동삼중리 절영해안산책로 입구14)에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첨사를
기리기 위한 송덕비는 4기로 원래 동삼동 522번지 중리 마을 안에 있다가 2001년 중리 해변
13) 숨겨진 부산의 이야기, 이양훈
14) http://blog.naver.com/teamay?Redirect=Log&logNo=7003191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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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이전했으며, 2003년 태풍 '매미'로 3대 첨사 송덕비 1기가 유실되었고 그해 이곳으로 옮
겨졌다.

(59)의료선교사 어얼빈
가.개요
영도에서 최초로 서양의술을 소개한 사람은 의료선교활동으로 부산에 왔다가 영도에 의원
을 개설한 의사 어얼빈(Charles H. Irvin)이었다. 서양의술은 당시에 피폐한 국정을 감안할
때 민중의 의료에 크게 공헌하였다. 개항은 긍정적인 문물만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게는 낯선 여러 병원균의 도입도 초래하였다. 대표적으로 개항 3년 후에 일본에서 유입된
콜레라는 부산과 경남일대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서양의술의 도입과 병원의 설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있는 현상인 셈이다.
나.원스토리
1893년 의료선교사로 부산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영도교회 근처에 의원을 개설하
고 1911년까지 의술을 통한 선교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어얼빈이었다. 그의 행적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면 어
느 정도 이해되는 면도 적지 않다. 선교 및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 낯선 이국땅을 선택한 용
기와 결단이나 그동안 한방약제의 방식으로만 복용하였던 탕약을 간편한 형식으로 새롭게
만든 만병수(萬病水)는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하여 여러 지역에 보급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그의 의술활동은 대중적으로 유명하여 서양의술에 대한 관심과 견해를 갖게 하는데 이바지
하였고 여러 의사들이 영도에서 거주하게 된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문명은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인들의 탐험과 개척으로 원시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된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들어온 병원균으로 인해
한 사회가 붕괴되기도 한 예가 있다. 우리도 1897년 일본을 통해 들어온 콜레라균으로 인
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영도는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섬이면서도
육지에 인접한 장점이 있는 곳으로 소독소 겸 전염병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의료선교활동을 통한 의술과 선교의 병행은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기에 적당하다. 종교
적인 신념도 숭고할 뿐만아니라 의료행위가 지닌 가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국적인 서양청년의 봉사활동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된다. 더구나 미국인 의사
는 한국인에게 대하여 대단히 호의적이다. 이런 관계는 발전되어 후에 초량교회 초대 목사
로서 해방 후 군정시대에 부산시장을 역임한 양성봉씨의 누나인 양유식의 삶이 곁가지로 끼
어든다.
부산 최초의 현대여성으로 알려진 양유식은 간호견습생에서 출발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살
다가 운명을 맞이한 비운의 여성이다. 삼류소설의 전형적인 내용처럼 펼쳐지는 양유식의 삶
은 어을빈과 약제사 고명우, 일본인 요시하시 등과의 로맨스와 이별로 그 자체가 하나의 훌
륭한 스토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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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변 관광자원
- 제 1영도교회: 제 1영도교회는 영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다. 김치몽 선생이 정삼품
통정대부 당상관의 벼슬을 하다 통영으로 낙향에 있던 중 서양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
에 입신한 후 가문의 박해를 피해 절영도에 와서 영도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외관상 옛 모
습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 영도의 근현대사를 추체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60)일제강점기의 화가 서성찬
가.개요
서양화가로 활동한 예술인. 일제강점기의 미술가 그룹인 춘광회 이해 부산작가들의 자생
성을 목표로 부단하게 노력했던 부산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비록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그의 목표를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족적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왕성한 화단활동
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원스토리
1905년 영도에서 태어나 54살의 나이로 숨질 때까지 영도에서 활동하였던 서양화가이다.
그림과 인연이 먼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카와바타 양화연구
소에서 3년간 수학하고 귀국하였다. 그리고 약관 25세로 제3회 부산미술전에서 입선한 이
래 10회에 걸쳐 입상한다. 기타 미술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을 한다.
미술을 종교로 삼아 그 밖의 것은 곁눈질 하지 않고 산 정열적인 화가였다. 일생 동안 단
한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영도대교 위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부산의 미술사를 이야기하면서 서성찬을 누락시킬 수는 없다. 그에 의해 부산은 비로소
현대적인 관점의 미술을 갖게 된다. 특히 그의 정물화는 높이 평가받는데 이는 단순하게 정
물만을 묘사하는 데에서 나아가 자신이 바라보는 시선과 힘을 정물 속에 투영시켜 보는 이
로 하여금 새로운 이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서성찬은 "작업에만도 시간과 힘이 모자라는 내가 학교를 맡게 되어 여간 힘들지 않습
니다. 그러나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되
고 있습니다. 화실에서는 발견 못할 점을 나는 학생
들에게서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가운데
서도 쉬지고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고 말하곤
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강점기에 예술인으로 산다는 일은 무척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다. 화단은 일정한 기풍을 지녀 사실 이런 기풍을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주류
에서 밀려나 고전하기 쉽다. 이는 과거에는 더욱 흔하고 힘든 일이었다. 서성찬의 정물화는
그런 점에서 특이했다. 또한 개인전을 단 한차례만 열 정도로 가난하고 검소한 성품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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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는 정물화에 매우 각별한
재능을 보였다. 전근대적인 기명절지의 가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화해낸 그의 정물화
는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가면과 안경, 각종 야채들이 늘어져 있
는 1956년 작 '가면 있는 정물'(부산시립미술관 소장)은 차분한 색감과 필선에 안정적인 구
도로 일관하는 여느 정물화들과는 확연히 다른 힘을 가진 작품이다.
새로운 가치를 통한 사물의 인식은 영도가 지닌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육지와 떨어진 섬
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리로 연결된 육지. 이런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풍광은 사물을 바라
보는 눈조차 새롭게 만든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서성찬은 외지인의 유입에 자극받아 김영교 등과 함께 '토벽'이라는 그룹을 창립한다. 그
를 비롯한 다른 우수한 부산 화가들의 업적과 부산 미술 80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시립미
술관에서는 '부산미술 80년, 부산의 작가들'이라는 이름의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동삼동 ‘어울림 문화공원’: 동삼1동 태종대중학교 앞에 위치한 문화복합시설이다. 세련
된 건물 안에는 전시실 및 대 공연장,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오른쪽의 국민체육
센터에는 수영장, 암벽등반장, 물리치료풀, 골프연습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인근에는 옥상정원과 숲속공원, 산책로 등 각종 '녹색 쉼터'도 있다.

(61)윌리엄 넬슨과 로버트 할리
가.개요
영도의 풍광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아름다운 풍경과 삶의 흔
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영도의 주거지역은 낯선 이방인에게도
호기심의 대상이다.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
진 부산과 부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섬이었던 영도는 부산을 대
표하는 자원이면서 사랑받는 지역으로 자리매김 된다.
나.원스토리
1883년 10월 부산포에 와서 미국에 있던 부인과 딸을 불러와
부산거주 최초의 서양인 가족인 윌리엄 넬슨이나 로버트 할리는
모두 아름다운 자연풍광에 반해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사
람들이다.
윌리엄 넬슨은 아름다운 부산과 영도에 반해 자신이 고국에 두고 온 부인과 딸을 한국으
로 불러들인다.
또한 미국태생(1961)의 국제 변호사이었던 로버트 할리가 1997년8월 미국 국적을 버리
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성과 이름을 하일로 하여 새로 만든 성씨이므로 사실상 하일이 시
조가 되었다. 성씨를 하(河)로 정하게 된 것은 자신이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살았던 영도
구 청학동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다로 둘러싸인 영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있던 그가 물
하 자를 성으로 선택한 것. 일 자는 자신이 본관을 영도로 하는 영도 하씨의 시조로 가장
처음이라는 숫자 1의 발음에서 따 왔다. 하일이란 이름은 자신의 미국 이름이었던 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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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와 발음이 비슷하기도 하다.
"거(영도)서 오래 살면서 방송도 시작하고 여러모로 좋은 일 많았지예. 다 봉래산 할매가
도와주시기에 그랬다 생각합니더" 라며 부산 사투리로 영도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영도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며 "매일 봉래산 꼭대기까지 운동 삼아 등산하면
서 점점 영도의 경치에 빠져들었다"며 영도를 그리워했다. 그는 귀화하고 나니 주위 분들이
더욱 좋아해주는 느낌을 받아 항상 마음이 푸근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서울 여의도에 살고
있고 여전히 부산도 자주 온단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도의 자연풍광이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등장한다. 낯선 외국인조차 부산과 영도를 중심
으로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은 매력적인 셈이다. 더구나 이 자연은 지역적인 정서를 그대
로 전달하는 힘을 지녔다.
위의 언급된 것처럼 봉래산 할매가 자신을 도와주는 듯 했다는 말에서 그들이 느낀 영도
의 넉넉함과 지역민의 따스한 인심이 드러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에 사람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연원이 그리 길지 않다. 섬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그리고 본토가 지척에 있다는 지리적 이유로 인해 그렇다.
하지만 정착하기 시작하자 빠르게 인구가 늘고 토착화된다. 영도가 지닌 힘은 낯선 이방
인도 포용하는 넉넉한 인심과 정착을 도와주고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처럼 초대 부산해관을 지낸 넬슨이나 하일 모두가 부산의 자연풍광에 매료되고 주민들
에게 이끌려 부산에서 정착하고 이름까지 개명한 인물들이다.
마.주변의 관광자원
- 봉래산: 봉래산에는 ‘영도 할매’라는 산신령이 있다. 이 봉래산 산신령은 욕심이 많아서
영도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만 밖으로 떠나는 것은 싫어하며 그로인해 영도에 살았던 주
민이 영도를 떠나서 영도 할매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3년 안에 망한다는 속설이 전
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속설은 영도 주민들이 외지로 나갔을 때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해주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도 하씨이면서도 타지역
에 나가 인기를 끌고 있는 로버트 할리를 통해 속설은 속설일 뿐임을 알 수 있다.
- 청학성당: 청학동은 영도는 물론 부산․경남에서 천주교가 최초로 들어 와 ‘카톨릭의 성
지’로 여겨진다. 부산에 천주교가 최초이자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891년 청학동에
서이다. 프랑스 신부 모이세 죠조(Moyse Jozeau, 한국명 趙德夏)가 조내기(현 청학시장과
부산은행 청학동 지점 사이의 바닷가 일대)에 가건물을 짓고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던 바, 이
가건물이 오늘의 청학동 천주교 성당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성당 입구에는 선교100년 기념
비가 세워져 있다.

(62)교육자 김용근과 박진두
가.개요
근대기이래 영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후에 가장 큰 문제도 대두된 일은 교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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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없어 학생들이 통통배를 타고 보수동이나 송도 쪽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문제였
다. 위험한 통통배를 타는 것도 문제였지만 새로운 근대정신과 사회적인 성취를 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
었다. 이러한 때에 두 사람의 등장은 마른하늘의 단비와 같이 새로운 세계관을 열게 도와주
었다.
나.원스토리
김용근은 영도 최초의 신제학교인 옥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영도주민 2세들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 심혈을 기울였다. 개편 뒤에도 힘을 모아 새 학교에 다니는 영도 2세들을 위
한 후원자로서 계속 노력했다. 옥성학교가 강제접수 당한 뒤에도 사설학원을 설립하였고 그
의 자긍심과 향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었을 만큼이나 강렬했던 것이다. 평생
을 다하여 영도 2세 교육과 개발을 위하여 정열을 쏟았던 김용근이 영면하자 영도 사람들
은 다 함께 그 죽음을 애도하며 영도지역 사회장(社會葬)을 배품으로써 그 공로에 보답했
다.
박진두는 영도구 동삼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동삼동 유지들과 더불어 바로 동삼동에
초등교육시설 유치운동을 벌였다. 1939년 목도공립보통학교 동삼동 분교의 설립을 보게 됐
다. 이 동삼동 분교는 1942년 오늘의 동삼초등학교가 자리 잡은 곳으로 옮긴 뒤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제도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동삼동 거주 2세들에게도 교육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동삼동에 사설학원인 동삼학원을 열었다. 후세 교육을 위하여
평생을 애쓰다가 나이 들어 타계 하자 동삼동 사람들은 그 공로를 기려 1990년 초에 박진
두 공덕비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공덕비를 세운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교육은 잠재적인 역량을 키우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화사업
중의 하나이다. 비록 시작은 초등학교 교육에서 비롯되었으나 영도주민들은 누구보다도 숙
명과도 같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심을 갖고 매진하였다. 선진문물의 도입으로
새로운 사상을 보급하고, 민족정신에 바탕을 둔 인재양성을 한다면 이는 식민지 시대를 버
틸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전부인 셈이다. 비록 두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 교육의 입
지를 다진 것이지만 현재 영도에는 이를 종자로 하여 국립대학교를 비롯하여 각종 교육기관
이 뿌리를 내리고 전국의 인재를 끌어 모으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부산에서 일어난 3.1 운동 당시 영도에서는 옥성학교를 중심으로 모인 ‘절영도 소년단’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되었다. 적어도 새로운 가치를 가장 높이 들고 의지적 힘을 모으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확인된다. 이런 구국의 힘은 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물의 깨달음과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용근의 투철한 교육관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
다. 따라서 교육이 지닌 가치는 무엇보다도 식민지 시대에 민족혼을 불어넣고 극복의 의지
를 가르치는 일이었던 것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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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두 공덕비(동삼초등학교 내) : 비문에는 동삼초등학교교지 대부분을 희사하고 사재
로 육영사업에 공헌한 공을 기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고신대학교: 고신대학교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한 인
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1946년에 설립된 신학교다. 봉래산의 산기슭에 위치해있어 북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성탄절을 앞두고는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63)동화작가 박돈목
가.개요
영도는 도시와 달리 때 묻지 않은 자연과 풍광을 갖고 있으며, 인정이 넘치고 변화가 적
어 정서적인 안정과 위안을 담아내기에 적합하다. 영도에서 자라고 영도를 사랑한 문인들은
대부분 시나 동화에 영도에서의 체험을 깊이 있게 드러낸다.
유독 문학에서 동요나 동화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까닭도 영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
목이라고 할 것이다.
나.원스토리
영도구 동삼동 출신 인물로, 유명 동시집 <오동잎 우산>, <살여울에 송사리>, <아름이와
나> 등이 있으며 남도여자중학교를 설립한 4명 설립동인으로 후에 학교장을 역임하였다.
동시집인 <오동잎 우산>은 친근한 사물을 통해 잊기 쉬운 고향의 정취와 어린시절의 낭
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감어린 단어와 친근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결합시켰다.
또한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남도여자중학교를 설립한 동인으로 활동하여 영도교육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국문인협회, 영도문인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영도는 여러 곳에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더구나 현대화되기
는 했지만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근대화의 모습을 정비하면서 동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더
하면 관광상품으로 기능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는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와 식수난등으로 고생한 영도인들의 정
서에는 친자연적이고 아픈 상처도 따뜻하게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 등이 상대적으로 장점
으로 변모한다.
따라서 정서적인 공감을 만들 수 있는 골목길이나 시장을 이용하여 동시나 동화에서 구현
하는 세계를 접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 기대된다.
마.주변 관광자원
- 동삼동 ‘어울림 문화공원’: 동삼1동 태종대중학교 앞에 위치한 문화복합시설이다. 세련
된 건물 안에는 전시실 및 대 공연장,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오른쪽의 국민체육
센터에는 수영장, 암벽등반장, 물리치료풀, 골프연습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인근에는 옥상정원과 숲속공원, 산책로 등 각종 '녹색 쉼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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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독립운동가 정인찬
가.개요
식민지의 억압은 이 땅의 모든 지식인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깊어
진 상처만큼 새롭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
립선언으로 시작된 삼일만세운동은 영도에서도 외면당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시
도로 행하여졌다.
나.원스토리
영도지역의 3.1운동은 영도의 옥성학교 교사 정인찬의 지도를 받아 옥성학교 학생들과 더
불어 학교 뒤편 솔밭 사이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면서 시내를 행진하려다가 왜경에
검거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영도지역의 3.1운동은 확대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
만 이를 계기로 정인찬은 독립운동에 더욱 매진하게 된다. 그는 상해임시정부의 지령에 따
라 임시정부 경남간부 및 간사정의 직책으로 안희재, 윤현태 등과 부산을 무대로 활동하면
서 김해․ 밀양 ․ 양산 일대에 걸쳐 독립자금과 군자금 모집에 종사하다 일경에 검거되어
(1929) 징역 2년을 언도받고 고된 옥고 후에 출감한 뒤 1932년 별세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은 급속하게 노동운동으로 이어졌다. 영도지역은 일
제의 식민지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여 활발한 노동운동을 전개한 지역으로 유명하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독립에 대한 염원과 과정은 우리에게 늘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
에 의해 고문당하고 유린당했으며, 투옥되어 모진 옥살이를 했다. 비록 영도에는 일제시대
의 경찰서나 감옥소는 없지만 이런 애국지사들의 활약이 있기에 현재의 영도와 주민들의 자
긍심이 남아있는 셈이다. 역사를 복원하고 그 뜻을 기리는 마음에서 지금은 사라진 옥성학
교 뒤편의 솔밭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재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정인찬은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굳은 신념과 의지를 지닌 인물로 실천적 행동가의
모범이 된다. 실천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현재에도 여전히 값지다. 바다로 둘러쌓인 영도를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정인찬 선생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한편의 드라마인 셈이다.
비록 나서서 직접 행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굳은 의지를 지닌 사람을 귀감으로 삼아 새
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역동적인 영도의 힘을 드러낼 수 있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초등학교: 영도초등학교는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교육 기관이다. 영도 초등학교
의 전신은 김옥성에 의해 개교된 ‘옥성학교’로 일제강점기 민족학교를 표방하고 설립되었다.
1920년 사립옥성학교가 폐쇄되고 목도공립학교가 창립되자 옥성재단은 해체되었으며 뒤
이어 목도공립학교는 1945년 9월 25일 영도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한국
전쟁 때는 연합군에 징발되어 사령부 건물로 쓰였고 학교 안에는 피난민 수용시설이 들어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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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선각자 박기종과 김치몽
가.개요
문화는 생활과 직결되고 삶의 근간을 이루며 다양한 양태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문화의
습합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대부분의 문화나 문명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조화를 꾀하게
된다.
영도는 육지와 떨어진 섬으로 여러 면에서 육지의 문화와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결국 영
도대교가 건립된 1931-34년 이후에 영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발전의 이면
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다.
나.원스토리
박기종은 절영도진의 13대 첨사로 부임한 인물이다. 동래 기장 출신인 그는 1886년 부산
항 정무관으로 임명되어 1894년 절영진 첨사를 겸직했다.
그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유
입에 적극 힘을 쏟았다. 갑오경장으로 구식군제인 진영제(鎭營制)가 없어지고 절영도진이
붕괴되자 첨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김치몽은 정삼품 통정대부 당상관의 벼슬을 하다 통영으로 낙향에 있던 선생이 서양선교
사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에 입신한 후에 가문의 박해를 피해 절영도에 와서 영도교회를 설
립하게 된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새로운 문물이나 문명은 기존의 문화나 정신에 그대로 투영되거나 반영되기보다는 지난한
시간을 거친 습합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습합을 통해 현지의 처지에 맞고
어울리는 제도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개화기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류의 중요성을 절감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화사상을 고취하려고 애를 쓴 인물이나 정삼품 벼슬을 털어버리고 절
영도로 들어와 소수의 사람들을 기반으로 기독교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종교적 신념은 비슷
한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박기종은 절영도의 지리적 장점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신식 조선소를 유치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미국계 스탠다드석유 대리점을 설립하여 경영하면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의
연료사업을 통해 일제에 의해 수탈되는 경제권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그는 30대에 부산의 대갑부로 부상했다.
그는 일본과 무역할 수 있는 특허상인단체인 ‘동래팔상회’에서 일하면서 일본어와 상술을
배워 치재를 할 수 있다. 1876년 대일수신사 일행의 역관으로 발탁되어 일본에 가서 제철
소와 조선소, 해운업, 철도 등을 목도하고 신식산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일본의 교육기관보고 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깨달아 개성학고(부산상고의 전
신)을 설립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일제에 재산을 다 뺏기고 좌절과 실의 속에서 빈궁한 가
운데 67세에 사망했다. 박기종의 예는 민족경제의 성장과 그 좌절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
이다.
김치몽이 세운 영도교회는 영도 최초로, 이를 통해 신사상과 신교육이 점차 부흥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그 뒤의 행적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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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의 유입은 평등이나 계급적 신분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
은 짐작이 되는 대목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 제 1영도교회: 제 1영도교회는 영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다. 김치몽 선생이 정삼품 통
정대부 당상관의 벼슬을 하다 통영으로 낙향에 있던 중 서양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에
입신한 후 가문의 박해를 피해 절영도에 와서 영도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외관상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역사를 통해 영도의 근현대사를 추체험 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다.
- 대동맨션터(승리창고터): 대평동 1가 1번지의 대동맨션터는 영도의 근현대사와 함께 한
자리이다. 부산은 물론 영도의 산업시설과 공장은 거의가 일본인이 운영하였는데 이런 틈바
구니 속에 부산의 선각자 박기종은 1909년 이곳에 미국계 스텐다드 석유대리점을 설립한
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해방기 이후 대교동 부산대교 아래에 지어진 20여 채의 창고 중 하나
로 “승리창고 조청 빼먹던 재미”라는 말로 유명했던 ‘승리창고’가 있었다.
- 대평동 일본인 유적: 영도에도 일본인 소유의 산업시설과 공장이 많았다. 1916년에 설
립 된 대한도기주식회사는 현 영도구 봉래동 2가 112번지에 있었다. 한식기와 양식기 등을
생산했다.
- 성냥공장 :

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1가 80번지에 있는 토토 볼링장 건물 자리에

있었다.
- 실공장 : 꽤 큰 규모의 실공장이 현재 남항동 한전과 대평초등학교 정문 앞길 부근에
있었다.

(66)육영사업가 안치운
가.개요
영도에서 자수성가한 안치운은 피 땀흘려 일구어 낸 기업체로 많은 영도인들의 삶의 터전
과 울타리, 그늘막을 만들어 주었다. 특히 그는 기업을 자신의 검소함과 소박함으로 이룩해
냈다.
나.원스토리
안치운은 평생을 쉴 새 없이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일군 기업가로서, ‘티끌모아 태산을 만
든’ 인물이다.
그는 일터에서 새벽별을 볼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며, 목재제재소를 운영하면서 기업을
키웠다. 직접 나무를 매어 나르는 한편 스스로 톱밥을 긁어모아 가마니에 담아 챙겨 조금씩
부를 키워나갔다. 종업원들과 동고동락을 했고 국수 한 그릇으로 점심을 때우는 일이 다반
사였고, 지게꾼이나 막일꾼과도 술잔을 함께 기울여가며 기업을 일구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이미 근대 초창기에 기업의 이윤은 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공유물
이라는 생각을 지닌 기업인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생각으로 회사를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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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며,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민족기업인이 다른 지방보다 도리어 부산에 더 많았
다.
한일합방이 되기 직전 부산은 1908년의 전국 공장 92개 중 22개로 23.9%가 있었고,
1909년 공장 전체에서 공장수의 43.2%, 공장 생산액의 47.2%를 부산공장이 차지했다. 이
러한 공장은 거의 전부가 일본인의 투자였다.
그러나 1883년 부산인 최최의 회사로 보이는 ‘동계사’란 객주모임이 시작되었고, 하단엄
궁 지역의 객주들이 자신들의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하단엄궁상회사’를 조직했고, 이어
서 부산항 객주 44명이 1889년 ‘부산객주상법회사’를 설립했으며, 1893년에는 하단 포객주
조합인 ‘하단포상회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일본인의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에 대응하여 부산상공인들은 ‘조선상무소’를 독자적
으로 결성해 1908년 ‘동래상업회의소’로 개편되었다. 부산상공인은 일본지역으로 진입하여
1876년 100여 호에 불과했던 일본인지구 초량의 한국인은 1905년에는 400여 호 약 2,000
명으로 증가했다. 즉 1910년 한일합방 직전까지 한국과 일본의 상공인들은 분리되어 있으
면서 한국 상공인들은 일본인과 경쟁하고 있었다.15)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안치운은 회갑연을 개최할 비용으로 장학회를 만들어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앞날을 열어주
는 공익 기금의 종자돈으로 삼았다. 그는 해방 직후 영선초등학교 설립추진에 애를 썼으며,
영도에 중고등학교를 증설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교육을 통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의 시장: 남항시장은 영도구 재래시장 중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 특화된 상품은 없
으나 농수산물, 생필품 등의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영도구의 대표적인 골목형 재래시장이
다. 봉래동 3가에 있는 봉래시장도 영도의 재래시장 중 하나이다. 현대식 아카이브를 설치
하여 쇼핑 환경이 쾌적하고 값도 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가며 인심이 살아있
는 인간적인 공간이다. 대형마트에 밀려 침체되고 있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현
대화는 물론 시설의 노후 및 안전 등의 물리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67)수필가 김소운
가.개요
수필의 달인이자 우리 시는 물론 민요․동요까지 일본어로 완벽 번역하여 민족 자긍심을
높인 김소운은 영도가 낳은 탁월한 문학가이며 번역작가이다. 그가 남긴 번역작품은 일본인
들에게 한국문학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학은 단순하
게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과 정서를 통해 전달하는 힘을 지
닌다. 따라서 단순한 역사적인 유물이나 사실을 넘어서는 힘을 지닌다. 영국이 문화강대국
으로 지금까지 위세를 떨치고 있는 데에는 극작가 ‘세익스피어’가 지닌 작품과 힘이 큰 몫
을 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15) 박영구,「개항과 도시산업,도시문화;부산,1875-1914」『부경사학회,한국해양문화학회 공동학술대회 역사 속
의 도시와 문화』,2008.12.21,해양대학, p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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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열정이 어느 곳보다도 왕성한 영도에서 난 대표 작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문
학적 우수성을 이웃 일본에 정확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소개한 작가라는 점에서 다시금 조
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문화수출의 기본적인 구도와 같다는 점
에서 선생의 안목을 엿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원스토리
본명은 교환 또는 교중. 해방 이후 아호인 소운을 그대로 따서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필
명은 삼오당이다. 본명은 김교환이며 진해 웅천 출생이다. 영도에 처음으로 설립된 교회인
‘제일영도교회’의 설립자인 김치몽의 자(子)이다. 그와 6촌지간인 김필환(85)씨의 말에 의하
면 17~18세경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며 일본에서도 수필가로 유명하였다.
옥성학교 재학시절 ‘절영도소년단’이란 조직을 이끌고 3.1 만세운동을 펼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관동대지진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치조오라쿠엥’이라는 시동인에 가입하여 일본시단에서 활동하였다.
시작활동과 더불어 번역에 힘을 기울여 ‘조선민요선(1943)’을 발표한다. 이 번역 작품들은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일본인들에게 보내는 공개장 형식으로 된 장편수필 ‘목근통신’을 발표하여 일본인들이 바라
보는 한국인의 시각을 교정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어사전 편찬 작업에도 깊이
관여하였고, 일본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60년대에 귀국 한 뒤에는 배수지 옆 돌담집이 거처를 삼았다. 6·25 전후 부산 최 고참격
다방인 광복동 에덴다방을 비롯하여 금강, 금잔디 등을 단골삼아 드나들면서 애국심을 강조
하는 우국시인으로서 역할을 자못 해냈다.
1952년 베네치아에서 열린 세계예술인 대회에 한국대표로 다녀오면서 일본까지 도착했으
나 귀국이 허락되지 않아 일본에 망명하는 몸이 되었다. 그가 일본 도쿄에서 아사히 신문과
의 인터뷰 때 이승만 정권을 비판한 발언이 자유당 정부의 비위에 거스른 것이다. 일본의 '
문예사전'에 등재될 만큼 저작 생활을 했지만 고국에 대한 애국열정은 남달랐다. 김소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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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생활에서 돌아와 서울에서 집필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부산을 자주 왕래했다. 그는
1981년 74세를 일기로 운명했다.
자제 3명은 모두 운동권 출신이다. 큰 아들 김영은 서울대 출신이며 김윤은 서강대 출신
이다. 1998년 한국 무대에서 최초로 일본어로 노래를 불러 화제를 모았던 사와 도모에(39)
씨는 김소운의 외손녀이다. 그의 문학비는 영도 해안에 세워져 있다.16)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문화수출은 현재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올바른
문학에 대한 인식은 타국의 문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가장 기본이자 소중한 체험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탈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큰 수탈은
정신적인 지배를 예속하기 위한 온갖 방법의 동원과 재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문학을 제대로 알리고 평가받기 위해 노력한 번역작업은 소중하다. 아무리
우리 것이 좋다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우수하고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해
준다면 부가가치는 따라온다는 점에서 그렇다. 통속적인 한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인 문화의 우수성과 문학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선생의 업적은 찬란하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김소운은 한때 문교부의 문화국장으로서 임명될 뻔한 적도 있었다.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피난 문인들의 안식처였던 광복동 '밀다원'에 출입하던 어느 작가가 김소운은 술만 취
하면 팬티를 벗는 습성이 있다는 모략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를 시기한 사람이 날조한 것이
었다. "어디 이 김소운도 팬티 한번 벗어 보자. 그 모략이 내 팬티를 벗긴다"고 허허 웃으며
팬티를 벗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그는 수십 년을 길러온 턱의 염소수염을 일시에 밀어버린 사건도 있었다. 동
래고교의 교가를 작사한 기회에 학생들에게 짤막한 연설을 하면서 그의 턱수염을 쓰다듬으
며 "여러분의 모표는 벌떼이지만 나의 모표는 이 턱수염"이라고 익살을 부릴 만큼 수염을
아꼈다.
그가 얼마 뒤 그 유명한 턱수염을 말끔히 잘라 버렸다. 화가 친구 김용준이 서울의 대로
에서 미군 사병으로부터 그의 턱수염을 만지작거려 조롱당했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자신의
턱수염까지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김 화백도 그 수모를 견디다 못해 수염을 자른 뒤였
16) 국제신문

- 107 -

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동조 삭발이라 할 만하다. 민족적 자존의 심경이 그런 식으
로 표출된 셈이다. 아마 그 병사는 선비정신의 상징이기도 한 턱수염의 존엄성을 알 까닭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둔군의 오만 방자성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10세적부터 방랑생활이 몸에 배인 터라 부산에서도 진해에 온전히 가족을 두고도 혼자
기거해 왔다. 그의 독거 생활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다. 본래 애견가였으므로 동네 구멍가게
주인의 개에게 그 구멍가게에서 산 카스텔라를 입에 넣어 주는 일을 날마다 되풀이했다. 그
러다 보니 개는 정작 주인보다 그를 더 따랐다고 한다. 그처럼 개를 사랑하는 김소운이지만
술자리에서는 끝없이 자신의 체험담을 늘어놓거나 어려운 시대에도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편이었다.
마.주변 관광자원
- 미니공원의 김소운 문학비: 김소운 문학비는 영도구청을 조금 지나 동삼동 산 134-1번
지의 길가 미니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문학비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그것은 우리나
라 최초로 문학비 건립을 발의한 사람이 김소운이라는 사실이다. 김소운은 1945년 3월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대구 달성공원에 시인 이상화를 추모해 시비를 세웠다.

(68)점집골목의 배남식
가.개요
한국전쟁은 혼란과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동족끼리 적이 된 상황과 갑자기 벌어진 전쟁
으로 인해 생이별과 생사의 확인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공황상태를 만들었다. 이때 피난
민들은 무조건 헤어지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미리 말을 했을 정도로 영도는 전쟁시절 만
남의 장소이자 수소문의 근원지였다.
나.원스토리
#1 “혹시 개성에서 온 정춘화라는 22세 된 여자와 딸을 본 적이 없나요?” “그리 젊다면
이곳보다는 다른 곳에 있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제가 헤어질 때 영도다리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다고 먼저 떠나보냈는데요. 한 번도 이쪽으로 온 적이 없어서 부산에 가면 영도
다리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 밑에 가면 물어볼 집이 많을 거구
만 저기 한 번 가보쇼” “이 밑에 있는 저 집들 말입니까?” “소식을 가면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점집으로 향했다.
#2 "우리 딸 찾을 수 있는교?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예? 내 찾기만 하면 고노무 가
시내 다리몽둥이를 콱!" 부모가 분통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다짜고짜 물어볼라치면 점바치
는 "어허, 쯧쯧..." 하면서 괜스레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서울 구로공단, 구미 공단 쪽에 가보시오. 딸내미 사주를 본께 금의 기운이 강하니께 아
마 그 가면 찾을 수 있을 깁니더."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점바치는 '점쟁이'의 경상도 사투리로 과거 이곳에는 수많은 점쟁이들이 모여 있었다고 한

- 108 -

다. 6.25 전쟁 당시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살아나 있을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쯤에 가면 만날
수 있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을 찾아와 점괘를 듣고 가곤 했다.
또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시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좇아 부모 몰래 집을 나
간 자녀를 찾기 위해 부모들은 경찰서보다는 제일 먼저 이곳을 찾았다. 영도다리 밑으로 가
면 영도다리 못지않게 유명했던 명물 '점바치 골목'이 있다. 지금은 판잣집 서너 개만 남아
그 옛날의 번성함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한때는 50여 곳이 성업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
었다.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몇 집 남은 중에서 배남식 님은 여전히 이런 기억들을 간
직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세월이 흘러 변화가 있다면 가출이나 방위를 묻는 사람들보
다는 궁합과 이사를 묻는 사람이나 직업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피난민들은 자신의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매일 영도다리에서 기
다리기도 어려웠다. 이런 실정에서 생겨난 독특한 풍경이 영도다리 밑의 점집들이었다. 또
한 산업화와 도시화되는 시기에 무작정 상경을 통해 취업과 일자리를 찾으려는 많은 젊은이
들을 찾아 나선 부모들의 애환을 담아내는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많은 피난민들이 자신의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매일 영도다리에서 기다리기도 어려웠
으나 점집에 의존해 희망에 끈을 이어갔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다리: 영도다리는 75년 동안 부산시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근대 부산의 상징이다.
1934년 개통 후 뭍 쪽 다리의 일부인 도개부이다. 당시에는 하루 7차례씩 들어 올려 졌으
며 이 웅장한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인파들로 부산제일의 관광거리가 되었다. 영도다
리는 해체된 뒤 2012년, 6차선 도로와 도개기능이 갖춰진 다리로 새로 복원된다.

(69)‘굳세어라 금순아’의 현인
가.개요
대중가요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파력이 강하다. 대중들이 즐겨하는 가
요는 더구나 쉽게 전달되는 정서와 담긴 내용으로 친화력을 갖게 된다. 리듬에 실린 가사는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오래 기억되고 회자된다. 영도 출신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중
의 한분은 대중가수인 현인이다. 이분은 영도출신일 뿐만 아니라 노랫말로 영도를 알린 주
인공이 된다. 영도의 지명과 장소를 통해 영도가 지닌 매력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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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스토리
1919년 12월 14일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서 태어나 구포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석유회사를 하던 아버지가 일본으로 떠났는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도일(渡日)에 가서 처음으로 음악에 깊이
매료되었다.
현인이 처음으로 접한 음악은 대중적인 가요가 아니라 클래식
이었다. 일본 우에노음악학원의 성악과를 졸업한 현인은 재정적
인 여건과 음악활동상의 장애로 인해 순수음악을 공부하는 것은
내지에서 온 학생에게는 무척 버거운 일이 되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그는 12월에 귀국길에 올랐으나 일본군
을 위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수감되며 가족으로 부터도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 그후 악단을 조직하여 생활하던 중에 밤무대에 진출하게 되며 그때 작곡가 박
시춘을 만나 「신라의 달밤」(1946)을 히트 시킨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그에게 있어서도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오리엔트 레코
드에서 취입한 그의 <굳세어라 금순아>는 부산의 피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2002년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아직까지 그려지고 있다. 부산시와
영도구청은 옛 영도다리 입구에 노래비를 세웠다.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와 항구가 어우러진 배의 형상과 갈매기가 나는 형상으로 노래하는
현인의 모습이 세워져 관광객의 발길을 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도다리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을 피해 피난 온 피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생사나 친척의 생사를 확인하는 장소이면서 전쟁 당시 헤어져 있던
일가피붙이를 만나거나 소식을 알아보는 장소였다. 가족들은 헤어질 때 무작정 "영도다리에
서 만나자"며 외쳤다. 그리고 살아서 영도에 온 피란민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였
던 곳이 바로 점집 주인들이었다. 이들은 피난민과 실향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영도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리운 사람의 소식을 듣기위해
모이는 장소이며 무조건 피난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떻게든 지인을 만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도 한 구직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영도다리 밑에는 수많은 점집들이 생겨나 소식이나 근황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도 하고 여러 사연들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영
도다리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점집들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흔적인 셈이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현인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도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영도를 떠나
게 된다. 아버지의 도일은 식구들에게 큰 시련을 안겨 주었는데, 특히 막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기에 접어들었던 현인에게는 무척 힘들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현인은 낯선 땅에서 쉽게
동화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특별한 개성을 찾지도 못한 채 여러 해를 방황하던 중에
음악을 접하게 된다.
그는 일본의 대중음악 엔카에 깊이 매료되어 힘들고 어려운 일본생활을 음악으로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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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시 일본음악은 일본국민들을 위로하거나 선전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런 사실
을 잘 모르는 채 학교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단골로 나가는 성악주자 현인에게는 연주회 내
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후에 잠시 중국으로 건너간 이유는 징용을 피하면서도 음악활
동을 지속하려는 의도였지만 실패하고 만다.
해방이 되어 국내로 돌아온 현인은 일본군을 위해 음악을 했다는 죄명으로 수감생활을 하
게 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일본풍의 음악을 탈피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리고 정서에
부합하는 노랫말이나 곡을 선정해야할 이유를 깨달았다. 1946년 작곡가 박시춘을 만난 현
인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 ‘신라의 달밤’을 취입하여 이내 인기가수가 되었다.
이런 호시절에 한국전쟁이 발발되자 현인은 전쟁을 피해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나마 친척
들과 지인들이 많은 부산생활은 고생스럽지만은 않았지만, 민족의 아픔은 대단했다. 수많은
피난민과 생이별, 동족상잔의 비극을 목도한 현인은 자신만의 장기를 살려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했다. 그래서 내놓은 ‘굳세어라 금순아’는 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진 사람들의 정
서를 담은 트로트 곡이다. 노랫말에는 '흥남부두', '1·4 (후퇴)', '국제시장', '영도다리' 등 시
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들어 있다.
노래의 화자는 전쟁 때문에 가족, 연인과 생이별을 하고 피난지에서 장사치로 일하고 있
다.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금순이"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굳세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
< 굳세어라 금순아 >
재미있는 사실은 노래 속에 등장하는 내용과 달리 박자가 상당히 경쾌하다는 점이다. 특
히 3절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와 나 사이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남북통일'이 되면
재회하여 함께 춤을 추자는 희망적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노래는 전쟁의 참상에 대한 절묘
한 묘사로 전쟁 직후의 시대상과 공명하면서 '국민가요'로 불렸다.
이 노래의 중심에는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영도가 있었다. 푸른 바다
와 아름다운 자연풍광 그리고 생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주었던 모든 사물들은 현인에게 있
어 늘 뚜렷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현인의 모습
을 보면서 힘든 삶을 살면서도 긍정적인 힘을 잃지 않는 강인한 영도의 정신이 전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매년 8월이면 현인가요제가 특설무대에서 개최되는 곳은 서구 송도해수욕장이
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다리: 영도다리는 75년 동안 부산시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근대 부산의 상징이다.
1934년 개통 후 뭍 쪽 다리의 일부인 도개부이다. 당시에는 하루 7차례씩 들어 올려 졌으
며 이 웅장한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인파들로 부산제일의 관광거리가 되었다. 영도다
리는 해체된 뒤 2012년, 6차선 도로와 도개기능이 갖춰진 다리로 새로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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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노래비: 영도구 영선동 1862번지에서 출생하여 2002년 4월에 타계한 가수 현인
(본명:현동주)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고인의 대표곡인「굳세어라 금순아」의
주 무대인 영도다리 입구에 노래비와 현인선생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6.25 동란 당시 영도는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의 애절한 사연이 얽히는 무대가 되었고
이때 영도출신 가수 현인선생의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대중가요가 부산시민의 심금을 울
렸다고 한다.
- 점집: 영도다리 밑으로 가면 영도다리 못지않게 유명했던 명물 '점바치 골목'이 있다.
지금은 판잣집 서너 개만 남아 그 옛날의 번성함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한때는 50여 곳이
성업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70)등대지기 안상만
가.개요
등대지기로 한 평생을 살아오며 영도바다의 온갖 풍랑으로부터 수많은 배들의 길잡이 노
릇을 한 안상만 옹의 일화는 감동적인 영도 역사의 일부이다.
나.원스토리
영도 동삼동에 살던 안상만 노인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태생이다. 하지만 자라면
서 바다가 그리워 일찍이 고향을 떠나 동해안으로 찾아들었다. 그리고 스물다섯 살의 나이
로 첫 일자리를 얻어 포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생활을 해왔다. 속초, 울릉도, 주문진, 묵호
등 각 등대에서 일하다가 마지막으로 태종대 등대에서 근무하다가 1993년 예순 하나의 나
이로 등대생활을 마감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등대지기는 외로움과 권태로움을 참아내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야 하는 직업이
다. 이런 굳건한 정신과 의지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고 지금의 경제적 역량을 키워낸
동력인 셈이다.
영도는 섬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 직업군을 보유했
다. 평생을 선박 안전 항해의 길잡이인 등대를 지키며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일도 그중
하나이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바다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등대생활을 하다보면 처음엔 그렇게도 보고 싶어 그립
던 바다도 나중엔 단조롭기 짝이 없어 하품이 날 지경이었다. 그렇던 것이 장가를 가고 조
금은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혼자 먹고살기도 빠듯한 형편에 식구가 하나 늘었기 때문
이다. 가장으로서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괜히 고생시키지 말아야 하겠거니 하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영도바다에서의 등대지기 생활은 안노인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아름다운 풍광에서 바
라보는 절경 앞에서도 인간의 모든 영욕과 욕망을 참아내는 대자연의 위대한 숨결은 발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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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변 관광자원
- 자갈마당 : 자갈마당은 등대자갈마당, 태원자갈마당, 감지자갈마당 이 세 곳이 있다. 그
중 감지 자갈마당에는 오래 전부터 유명한 해물 포장촌이 들어서 있다.
해녀 아지매들의 억센 사투리와 호객의 손짓이 반가운 곳이다. 30여 집의 알록달록한 천막
들이 모여 있는데 그 규모도 부산의 여느 해물촌보다 크다.
규모만큼이나 멍게, 해삼, 개불, 낙지, 문어, 오징어, 소라, 전복, 굴, 성게 등은 물론이고 가
리비, 키조개, 대합, 개조개, 갈미조개 등 구이용 조개류 그리고 홍합, 바지락, 모시조개 등
시원한 국물용까지. 즐길 수 있는 해물의 가짓수 또한 풍부하다.
- 영도 등대 : 태종대에 위치한 영도등대는 설립 된 지 100년 정도 되었다. 구한말 외세
의 필요에 의해 세워져 슬픈 역사의 상징이었던 영도등대가 최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해양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영도항로표지관리소'라는 간판 밑으로 난 입구를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전망으
로 한 나무 테라스와 함께 'See&Sea 갤러리'가 눈에 들어온다. 옥외 테라스까지 연결된 공
간을 이용, 야외전시와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는 문화공간이다.
- 태종사 수국: 태종사는 태종대 안에 있는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국단지가 있
다. 전국 사찰에서 수집해 40여년 가꾸어 온 것으로 사찰 주변과 건물 곳곳을 에워싸고 있
다.

(71)자유인 김기추 거사
가.개요
삶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구도의 길은 힘들고 고되기에 존경의 대상이 된다. 구도의 길은
대부분 종교인이 되는 방법이 가장 흔하다. 하지만 드물게 속가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종교
적인 구도자의 길을 가는 흔치 않은 경우가 있다. 영도가 지닌 섬과 육지의 경계로서의 기
능은 비록 속가이지만 투철하고 맑은 정진으로 종교에 귀의한 내용보다 더 알찬 결실로서
신념을 펼치고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는 바가 된다.
나.원스토리
190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백봉 김기추 거사는 대범하고도 반항적인 기질로 암울하던
시대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는 일제 시대 학생운동과 사상운동을 전개하면서 일경에
의해 투옥도 당했으며, 광복 후에도 우리 민족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군정에 의해 고초를 겪
기도 하였다.
뒤늦게 56세 때에 불법을 만나 무자 화두로 정진하던 중 육개월만에 (1963년 1월) 활연
대오(豁然大梧)하였다. 큰 깨달음을 이룬 뒤에도 속가(俗家)에 머물면서 거사풍(居士風) 불
교를 크게 일으켰다. 지금도 ‘보림선원’을 통해 그의 설법과 정신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1985년 8월 2일 아침 마지막 수련대회에서 해제설법을 마치고 입적하였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도는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개방적 관문이면서 포용적 자세로 일관한 지역이었다. 여
러 사상들이 자유롭게 시작되었으며, 서구의 문물과 사상이 펼쳐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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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전쟁 당시에는 많은 학교들이 영도에서 자리를 잡아 교육중심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영도가 지닌 잠재력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자유롭고
유연한 자세로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넉넉함이 돋보이는 셈이다. 이런 환경이므로 종교적인
색체를 줄이면서도 구도의 큰 그림을 그린 거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비록 여러 종교적인
사안으로 인해 자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많은 지식인들에게 설법의 내용이나 강
연이 회자되는 것을 이해한다면 영도가 지닌 문화적 배경이 단순하게 문물이 거치는 통로라
기보다는 우리 것으로 심화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선 곳이라는 점을 수긍하게 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백봉의 일화는 그 자체로도 좋은 이야기 소재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특정 종교의 색깔이
너무 짙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구도의 길로 내용을 모으고 이에 대한 보완을 한다면 추
구하는 보편적 사항을 귀납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
재학 중 조선어와 조선사를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 교명을 우리말로 바꿀 것, 군사교육을
중단할 것 등을 내세우며 투쟁을 벌이다가 퇴학당하한 일이나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항일운
동을 벌이고, 1928년 일제의 사상범 검거 때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내용은 모두 그 자체로 좋은 이야기가 된다. 광복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다가 미군정 포고령 위반으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도 관심을 끈다. 한 인
간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인으로 구속되는 일체의 것들과 행동으로 부딪친 사항들은 현재
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선각자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의 사찰들 : 영도에는 호국관음사, 불광사, 복천사, 영선사, 백련사, 해원암, 성불사,
천부암 등 많은 사찰이 있다. 그 중 봉래산의 영선사와 백련사는 봉래산의 수려한 자연환경
과 잘 어울리며 남해바다를 한 눈에 관망 할 수도 있으며 근처에는 목장원이라는 영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

(72)제주해녀 고정남
가.개요
해녀의 물질은 제주해녀의 장기이자 비법이었다. 영도에 전래된 것은 해녀들의 육지진출
금지령이 해제된 후에 시작되었다. 곤궁한 삶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해녀들은 육지로 진출을 꾀하였다. 남해일원과 서해 심지어는 동해의 위쪽까지 진출한
것으로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삶의 의지가 이룩한 본보기라 할 것이다. 당시엔 전복이나 소
라와 같은 어종은 포획하면 고가의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취급되었고, 일본인들의 부산진출
로 인해 소비가 늘면서 이주해녀의 숫자 역시 증가하였다.
나.원스토리
해녀의 능력은 잠수능력과 잠수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남들이 꺼리는 깊은 바다에 잠
수할 수 있으면 얻는 수산물이 그만큼 풍부하고 실한 해산물을 채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렇다.
영도바다의 경우엔 제주도에 가끔 출몰하는 상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녀가 없었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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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해산물이 풍부한 어장이었다. 이주한 제주 해녀들은 직접 물질을 해서 수입을 얻
거나 영도출신의 여성을 지도하여 해녀로 만들기도 하였다.
고정남 해녀는 제주에서 태어나 영도에 정착한 해녀이다. 일찍이 제주에서 물질을 배워
생활하다가 선원인 남편을 따라 영도에 정착하게 되었다. 육지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유입된
제주해녀는 적지 않은 숫자였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같은 섬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적인 특색에 따른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난다. 제주 해
녀들의 영도정착기는 그런 까닭에 의미가 남다르다.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었음
에도 비교적 원만하게 영도에 정착한 까닭이다.
제주 해녀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지향성은 영도 특유의 정서적인 이해와 잘 부합하
기에 제주 해녀들의 영도 정착은 큰 반발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주 해녀들의 정착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습합된 배경에는 영도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영도만의 고유한 개방적이고 활달한 성격이 한 몫 한 것이 틀림없다. 봉래산 할
미전설이 지닌 향토성 강한 집착은 거꾸로 이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용적이
고 포용적인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고정남 해녀의 제주 이전상황과 영도에서의 토착과정 그리고 해녀로서의 자부심과 딸과의
관련성, 선원인 남편의 죽음과 삶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으로 서술할 수 있다.
일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고정남은 임신 중에도 물질을 지속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
녀 역시 해녀로 생활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며 이를 지탱하는 것이 억척스런 생활력으로 고
난을 헤쳐나가는 여성의 힘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더불어 그러한 삶의 의지를 받아주고 감싸주는 영도인들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가
돋보인다.
마.주변 관광자원
- 중리 바닷가: 중리 바다는 차를 타고 중리 KT전화국 앞에 들어섰을 때 그 아름다움이
더하다. 낮에는 햇살이, 밤에는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며 그 위에 임시 정박한 선박들은 파
도와 함께 넘실거린다. 중리 바닷가에는 횟집 타운과 중리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해녀들
이 직접 판매하는 해녀촌이 있다. 횟집 타운 중 ‘남해횟집’은 창밖의 중리 바다를 감상하며
싱싱하고 푸짐한 활어회를 맛볼 수 있다.
- 하리 횟집촌 : 1950년대 후반에 조성되어 현재 25개의 횟집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인근해안에서 잡은 활어를 값싸게 즐길 수 있다.
특히 횟집촌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선장집’은 싱싱한 활어와 얼큰한 매운탕은 물론
회에 곁들일 짭짤한 백김치 맛이 일품이다. 또한 건물이 해안가와 닿아있어 고즈넉한 하리
항의 낮 풍경과 한국해양대의 야경을 푸짐하고 맛깔스런 음식을 먹으며 감상할 수 있다.
- 태종대 자갈마당: 태종대의 자갈마당은 등대자갈마당, 태원자갈마당, 감지자갈마당 이
세 곳이 있다. 그 중 감지 자갈마당에는 오래 전부터 유명한 해물 포장촌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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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아지매들의 억센 사투리와 호객의 손짓이 반가운 곳이다. 30여 집의 알록달록한 천막
들이 모여 있는데 그 규모도 부산의 여느 해물촌보다 크다. 규모만큼이나 멍게, 해삼, 개불,
낙지, 문어, 오징어, 소라, 전복, 굴, 성게 등은 물론이고 가리비, 키조개, 대합, 개조개, 갈미
조개 등 구이용 조개류 그리고 홍합, 바지락, 모시조개 등 시원한 국물용까지. 즐길 수 있는
해물의 가짓수 또한 풍부하다.

(73)불운의 복서 이강식
가.개요
인간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여건 속에서 안
주하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성공담뿐만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도 감동
을 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원스토리
1971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이강식은 1984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생하시던 어
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복서의 길로 나섰다. 효도와 명예를 위해 맹훈련을 시작, 2년
뒤인 86년 제69회 전국체전 강원도선발전 일반부 밴텀급(54kg)에서 금메달을 따며 권투인
생은 시작된다. 참가한 복싱대회에서 1위와 금메달을 싹쓸이하던 그는 89년 제70회 전국체
전에서 판정불복패로 아마전적(72전71승1패 65KO) 유일한 1패를 당한 뒤 프로로 전향한
다.
프로전향 후 첫 무대인 91년 MBC 신인왕전에서 잇따라 KO승을 구가하며 최우수 신인왕
에 오르지만 프로모터와의 관계 악화로 경기여건은 나빠진다. 전역과 함께 95년 5월 필리
핀 챔피언 준아쿠이란 선수를 1회 77초만에 KO승으로 누르면서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었다. 그러나 프로모터가 이 경기를 두고 소송을 당하면서 프로전적 6전6승(5KO)으로 더
이상 링에 오르지 못하는 ‘비운의 복서’가 되고 말았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입지전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성실한 자세와 타고난 행운으로 현실의 높은 벽을 극복하면
서 정상에 오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함이나 부지런함 혹은 시기가 잘 맞지 않
아 꿈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인 훌륭한 전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주선하는 경기
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량을 펼치지 못한 것은 성공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를 배경으로 가난을 극복하려는 인물과 이를 주시하는 조력자의 만남을 통해 꿈을 향
해 매진하는 내용으로 형상화한다. 가난의 대물림과 높은 현실의 벽은 인물에게는 좌절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마.주변 관광자원
- 부산체육고등학교: 동삼동

526번지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이다. 1976년에 개교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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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기숙사로 청운사를 개관, 1981년에는 체육관을 개관하였다. 체육인 양성을 목표
로 체조, 수영, 사격, 태권도, 복싱, 레슬링, 역도, 유도, 사이클, 양궁, 정구, 보디빌딩, 펜싱,
단거리, 중/장거리, 도약, 투척 종목을 육성하고 있다. 교내축제로 월계제를 2년마다 개최하
고 있으며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

(74)박정희대통령과 육영수여사
가.개관
육영수 여사가 남항동 세관장집 이층에 세를 살다 영도다리 옆 어느 다방에서 박대통령과
맞선을 보았다. 박대통령과 육여사는 뒤에 대구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대통
령과 영부인이 된다.
나.원스토리
박정희와 육영수가 처음 만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부산 피난 시절이었다. 육영수는
박정희의 대구사범 1년 후배이자 부관이었던 송재천의 중매로 부산 영도다리 옆 작은 식당
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육영수는 첫 대면에서 박정희를 마음에 두었고, 두사람은 50년 12
월 12일 대구 계산동 성당에서 혼례를 올렸다. 당시 갓 중령 계급장을 단 박정희는 34세의
재혼남이었고 배화여고를 나와 옥천여학교 선생을 하던 육영수는 26세로 초혼녀였다.
두 사람의 결혼은 조촐했지만 역사의 일부가 됐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서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피란민이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여, 부산 시내는 피란민
으로 들끓게 되었고, 그들의 구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피란민의 쇄도로 많이 달라진 시의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
시 부산의 일반 시민 수는 889,000여명이었는데 구호 대상자인 피난민의 수는 40~50만이
나 되었으며, 여기에 필요한 구호양곡이 매일 평균 20,000석이었다고 한다. 영도에도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는데 대부분은 신선동, 영선동, 청학동에 머물렀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다리 옆 모 커피숖에는 당시 두 사람의 당시 처지와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진과
유물 등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한국근대 이면사가 영도에서 이루어진 흔적을 더듬을 수 있
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다리: 영도다리는 75년 동안 부산시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근대 부산의 상징이다.
1934년 개통 후 뭍 쪽 다리의 일부인 도개부이다. 당시에는 하루 7차례씩 들어 올려 졌으
며 이 웅장한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인파들로 부산제일의 관광거리가 되었다. 영도다
리는 해체된 뒤 2012년, 6차선 도로와 도개기능이 갖춰진 다리로 새로 복원된다.
- 현인노래비: 영도구 영선동 1862번지에서 출생하여 2002년 4월에 타계한 가수 현인
(본명:현동주)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고인의 대표곡인「굳세어라 금순아」의
주 무대인 영도다리 입구에 노래비와 현인선생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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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동란 당시 영도는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의 애절한 사연이 얽히는 무대가 되었고
이때 영도출신 가수 현인선생의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대중가요가 부산시민의 심금을 울
렸다고 한다.
- 영도다리 점집: 영도다리 밑으로 가면 영도다리 못지않게 유명했던 명물 '점바치 골목'
이 있다. 지금은 판잣집 서너 개만 남아 그 옛날의 번성함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한때는
50여 곳이 성업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75)김대중대통령과 영도
가.개관
김대중 대통령은 피난시절 영도에서 해운회사를 설립해 3년간 운영하며 독서 클럽에 가
입해 이희호 여사를 처음 만났다. 이후 10여년 후 그들은 재혼하여 역사에 남는 동반자가
되었다.
나.원스토리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지난 1951년, 김 전 대통령은 영도에 '흥국해운'이라는 회사를 설
립하고 이후 3년 간 운영했다.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천 목포 등에 지사를 세울 만큼
확장해 나갔다. 김 전대통령이 아내이자 동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난 것도 영도에서 사업을
했을 때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김 전 대통령은 독서 클럽인 '면학동지회'에 가입했다. 김 전 대통령
은 자서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에서 "나는 6·25 전쟁 중 부산 피란 시절에 그녀(이
희호 여사)를 처음 만났습니다"며 "그때 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뜻있는 젊은이들의 모
임에 나가 전쟁의 상황이나 조국의 장래 등에 대해 토론하곤 했습니다. 나는 모두와 가깝게
지냈지만 특히 그녀와 친해져서 여러 가지 생각을 주고받곤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962년 5월 이희호 여사와 재혼했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정부가 수원․․대전․대구를 거쳐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한 후, 9․28수
복에 뒤이어 1․4후퇴에서 환도에 이르기까지 임시수도인 동시에 반격의 병참기지로서의 부
산이 수행한 업적은 민족사에서도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피란민이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여, 부산 시내는
피란민으로 들끓게 되었고, 그들의 구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김 전대통령과 영도의 인연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부산지역 정치인 등
일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영도가 지역구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김 전 대통령
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김 전 대통령이 젊은 시절 영도에서 사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의장이 한나라당의 소속의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청와대 만찬
에 참석하자 김 전대통령이 “내가 과거 영도에서 해운 관련 사업을 했다”며 친근감을 표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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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학자 김이곤씨 역시 “김 전대통령은 부산 정치인들을 통해 영도와의 인연을 설명하
곤 했다”며 “영도에 사는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김 전 대통령이 영웅이었다”고 말한다. 영도
구 호남향우회 회장이었던 안병선(74)씨도 “김 전대통령이 영도구 남항동에서 기거하면서
해운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향우회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후배들에게 종종 자랑스럽
게 이야기했다”고 회고했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 해운회사 밀집지: 봉래동의 저지대는 조선공업지대 및 보세 창고뿐만 아니라 해운
회사도 밀집해 있다.

(76)남여상 교장 유치환
가.개관
1908에 출생하여 1967년에 타계한 유치환 시인은 일제시대와 해방, 한국전쟁이라는 한
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질곡을 관통한 인물이다.
나.원스토리
유치환은 1931년 《문예월간》지에 시 <정적(靜寂)>을 발표함으
로써 시단에 데뷔 했으며 그 후 가장 유명한 시 <깃발>을 남겼다.
1940년에는 만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의 각박한 체험을 읊은 시
등을 계속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시기는 각 지역의 피난민이 부산으
로 모여들던 시절이다. 유치환 또한 부산으로 피난을 와 종군문인으
로 참가하여 당시의 체험을 《보병과 더불어》라는 종군시집으로
펴냈다. 부산남여상 교장으로 재직 중 교통사고로 타계한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유치환과 부산의 인연은 매우 깊다. 통영이 고향인 유치환은 1934년 부산으로 이주하여
화신 백화점에서 1년간 근무한다. 그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교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지만
1950년의 6.25동란으로 다시 부산으로 피난을 와 문인 구국대를 조직하고 육군 제3사단에
종군한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유치환은 1955년까지 1963년까지 경주고를 비롯해 경남여고 등에서 교장으로 재임하였
고, 1965년에는 부산 남여상 교장을 전임하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장까지
역임했다. 그러므로 비록 통영출신인 유치환이지만 부산을 아낄 수 있는 동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산과의 인연을 뒤로 하고 그는 1967년 부산시 동구 좌천동 앞길에서 교통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다. 그는 일시적으로 사하구 하단동 승학산 산록에
묻혔다가 이후 경남 양산시 백운공원 묘지로 이장되었다.
유치환의 문학세계를 음미하면 한때나마 영도에 머물렀던 대시인의 문향이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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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변 관광자원
- ‘바위’ 시비: 영도구 신선동에 위치한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에는 청마 유치환의 ‘바위’
시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진역 앞 수정가로 공원에도 ‘바위’시비가 있다. 하단동에 위
치한 에덴공원에는 청마의 ‘깃발’ 시비가 있으며 용두산 공원 ‘시의 거리’에는 ‘그리움’ 시비
가 있다.
-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영도구 신선동 영상길 100번지에 소재한다. 창의적인 영상예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영상제작과, 영상연출과, 연기과, 영상디자인
과가 있으며 훌륭한 시설을 자랑한다.

(77)변관식의 영도다리 그림
가.개관
1948년의 풍광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변관식의 그림에는 영도교를 배경으로 용두산,
복병산 등과 적산가옥이 그려져 당시 풍광을 전하고 있다.
나.원스토리
“쇠 교량이 높이 들어 열리면, 배는 이 문을 지나 바다로 나아가네. 기계 소리 멀리까지
시끄러운데, 먼 산은 고요히 그대로 있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도대교는 1931년에 착공, 1934년 3월에 준공되었다. 부산시청 남쪽에서 영도의 북서단
을 잇는 이 다리는 도개교로 유명하였다. 선박이 통과할 때에는 다리의 중앙에서 양쪽으로
들어 올려서 배를 통과시켰다. 이 웅장한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인파들로 부산제일의
관광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부산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였던 영도다리가 한국전쟁 시기에는
애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피난열차에서 다급하게 헤어지면 영도다리로 오라고 할 만큼 누
구나 다 알고 있는 해후의 장소이자 좌절의 장소였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특히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만약 헤어지게 되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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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산가족을 만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기다려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유독 영도다리 위해서 자살하거나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로워서 죽고, 생활고에 지쳐 죽는 영도다리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마.주변 관광자원
- 남항동 인근: 남항동 하면 무엇보다도 바로 연상되는 것이 ‘전차종점’ 일 것이다. 왜정
때 부산의 주요 대중교통매체였던 전차는 영도대교를 거쳐 위 지점까지 왕래하였는데 전차
의 운행으로 영도 섬과 부산 내륙간의 거리는 한층 좁혀졌다. 종점이었던 자리에는 ‘전차종
점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현 남항동 제3영도교회 앞 5거리가 바로 그 곳이다.
현재에도 부근에 한국통신․한국전력 영도지점 등, 영도 관내의 통신․전력을 총괄하는 기관
이 있는 것은 왜정시기에 담당했던 행정적 기능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78)시에 나타난 영도
가.개요
시는 언어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는 미학을 기본으로 한다. 그렇기에 영도는 다리를 건너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고단한 현장이면서 외국상선들이 눈앞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가 접하는 접점 그리고 그리운 지인을 만나고픈 정서를 유발하는 지역으로 형상
화된다.
영도가 지닌 특성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이곳은 사투리 섞인 어부들과 많은 등불이 비추는
정다운 지역으로 묘사된다. 가난하지만 정감 넘치는 곳이 영도의 기본적인 시적 형상인 셈
이다.
나.원스토리
영도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오늘도 생각한다
내 이곳에 왜 왔나.
부두엔 등불이 밝고
외국상선들 때맞춰 꽃고동을 울려도
손목잡고 밤샐 친구 하나도 없이
아침이면 조용한 군중에 등을 밀리고
황혼이면 고단한 그림자 이끌고
이 다리 지난지도 어언 한해
〈살기가 왜 이리 고달프냐〉던 소월素月 만나러
주막집 등불 찾으면
적동색赤銅色 어부들 낯선 사투리로 떠들어대고
내려다보니 태평리 나루터엔 바람소리 뿐.
무명산無名山 기슭엔 누가 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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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조는 등불 정다웁지만
영도다리난간 이슬에 젖도록
혼자서서 중얼거리니
먼 훗날 누가 날 이곳에서 만났다 할까.
- 김광균 <영도다리>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서울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피란민이 부산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여, 부산 시내는 피란민
으로 들끓게 되었고, 그들의 구호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피란민의 쇄도로 많이 달라진 시의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
시 부산의 일반 시민 수는 889,000여명이었는데 구호 대상자인 피난민의 수는 40~50만이
나 되었으며, 여기에 필요한 구호양곡이 매일 평균 20,000석이었다고 한다. 영도에도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는데 대부분은 신선동, 영선동, 청학동에 머물렀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낸 단어는 영도다리다. 영도의 도개교의 등장은 다리도 다리
이지만 섬을 연결하는 다리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뚜렷하게 각인된 것이다. 영도다리는 그렇
기에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희소성과 일본에 의해 개항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개항의 시발
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된 것이다.
영도다리는 결정적으로 한국전쟁을 통해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소로 회자되면서 부산을 대
표하는 가장 뚜렷한 이미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봉래산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마을에 대한
풍경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로 대상으로 형상화되었다.
영도다리가 지닌 이미지를 가장 뚜렷하게 부각한 영화로 2009년 전수일 감독에 의해 만
들어진 <영도다리>가 있다.
마.주변 관광자원
- 문학탐방 코스 : 김광균의 시 <영도다리>에 나오는 영도다리부터 방인근의 <마도의 향
불>에 나오는 석유회사, 사기회사가 있었던 봉래동 일대를 지나 김은국 <순교자>에 나오는
나룻배가 닿았던 한진 중공업 자리로 간다. 한진 중공업에서 영선동으로 가면 KT영도전화
국 뒤편으로 포항물회 골목이 나온다. 골목 안에는 10여 곳의 물회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다시 김정한 <액년>에 나오는 청학시장를 거쳐 미니공원의 김소운 문학비를 보러가는 코스
가 있다.

(79)서사에서 묘사된 영도
가.개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서사는 설명과 묘사를 통한 문체적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구
체적이고 사실적인 기술태도나 양식에 따라 영도의 객관적인 정경이나 모습이 표현된다.
대개 한국전쟁의 와중에 피난민들에 의해 급조된 영도의 열악한 주거형태나 급격한 인구증
가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로 인한 환경으로 초점을 맞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지역
적 특색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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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스토리
#1 이인직의 <혈의 누>(1907)
“부산 절영도 밖에 하늘 밑까지 툭 터진 듯 한 망망대해에 시커먼 연기를 무럭무럭
일으키며 부산항을 향하고 살같이 들어 닫는 것은 화륜선이다. (중략) 웅장한 그 소리 한
마디에 부산 초량이 들썩들썩 한다.”
#2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1933)
봄의 따뜻한 햇볕과 바람은 바다를 달래어 맑고 잔잔하게 하였다. 이 섬 안에 있는 석유
회사, 사기회사 그리고 여러 공장의 남녀 직공, 사원들이 점심시간에 해변으로 쏟아져 나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섬으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하고 물었
다.
"영도로 가시겠소."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였다.
"네"
"그럼 조금 더 가시면 영도로 가는 똑딱선이 있소."
#3 안수길 <제3인간형>(1953)
: “Y학교가 그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암벽과 불쑥하니 내밀어 누워 있는 영도산과의
사이에, 거울 같은 해면을 여수항으로의 맵시 좋은 여객선이 바다를 밭갈이하면서 내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활짝 개인 날이면 멀리 남쪽 수평선 위에 대마도가 자줏빛 안개 속에
시야에 들어왔다. 갈매기 해면을 차고 떼지어 넘노는 사이를, 갈빛 짙은 풍선이 미끄러져
나가는 광경, 그런 풍선이 선이 부드러운 영도구릉(影島丘陵)을 배경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풍경은 한 폭의 화제(畵題)가 되기에 넉넉하였다.”
#4 김정한 <액년>(1957)
“청학동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청학시장은 아주 한가하고 집들도 그만그만하다. 지금
은 달라졌겠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 출신의 해녀들이 많이 살기도 했다.”
#5 김은국 <순교자>(1964)
펑퍼짐한 섬 황무지에 암록색 천막들이 줄줄이 늘어섰고(중략)나룻배들이 일을 끝낸 난민
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떠들썩한 말소리와 발자욱 소리, 거기다 아이들의 외침 소리가
뚜뚜 나룻배의 경적과 발동기 소리에 뒤섞였다.
#6 조해일 <내 친구 해적>(1973)
그가 아홉 살 때 이미, 어른들도 겁을 집어먹고 뛰어 내리기를 두려워하는 그 항구도시의
두 섬을 연결하는 높은 다리에서 바닷물로 뛰어 내렸다.
#7 윤정규 <마지막 황제>(1976)
1975년에는 청학동 일대 ‘해녀특공대’와 세관원들이 바다 밑에서 격투를 벌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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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로 밀수의 큰 손이 이 동네에 사는 것으로 설정.
#8 천운영 <눈보라콘>(2001)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신선이 살았다고 믿기에는 너무 낡고 더러운 곳이다. 옹색한 집
들로 향하는 좁은 골목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요한 악다구니가 이어지고, 악다구니가 끝
나면 사내아이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벌거벗은 여자들의 사진을 둘러보고, 아이들이 사
라지면 쥐들의 처지가 되는 동네.
#9 윤진상 <영도다리>(1997)
남한으로 갈라문 맨 끝탱이에 부산이란 데가 있다더라만, 살라문 거기로 가야 한다는기
야. 기라구, 거기에 가문 말야, 무신 다리가 있는데, 기린데, 그 다리가 하루에 두 번씩 벌커
덕, 든다는 거야.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도의 발전상이 아닌 외형적인 무질서와 혼란한 시대상을 주로 엮은 작품들이 대부분이
다. 이는 문학이 지닌 특성 때문인데, 본래 서사문학은 경계에 선 주변인의 이야기를 중심
소재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도의 모습은 소설 속에서 주로 배경으로 등장하며 절망이나 또는 자기성찰을 하는 장소
로 묘사되고 있다. 육지의 끝이라는 이미지는 삶을 정리하는 장소의 기능도 하지만 한편으
로는 절망 끝에서 일어나는 의지를 드러내는 장소의 기능도 갖는다는 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반대인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다리 점집: 영도다리 밑으로 가면 영도다리 못지않게 유명했던 명물 '점바치 골목'
이 있다. 지금은 판잣집 서너 개만 남아 그 옛날의 번성함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한때는
50여 곳이 성업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80)영화 속의 영도
가.개요
영도지역을 영화 속에서 형상화 한 작품을 꼽으면 대표적으로 <친구>, <첫사랑 궐기대
회>, <마음이>, <사생결단>, <태풍>, <영도다리>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영화에서 태종대의 모습이나 전망대가 나타난 영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
로 애정영화를 중심으로 남녀의 여행에서 드러나는 풍경 정도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본격적
으로 영도나 영도의 삶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중 주목을 끄는 작품은 2009년 전수일 감독에 의해 제작된 <영도다리>라고 할 수 있
다. 여러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은 이 작품은 영도다리가 중요한 매개가 된다. 영화 속에 드
러나는 영도는 주로 어린 시절의 바닷가에 살던 삶의 회고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서 언덕에
위치한 오밀조밀한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서민적인 풍취를 드러내는 곳으로 활용된다.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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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영도 해안도로도 영화에서 추격 씬을 보여주기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다.
나.원스토리
현재의 싸이카 부대 근처는 김승호 감독 <마부>를 촬영한 곳이다. ‘마부’는 1960년대 초
에 한국영화의 한 경향을 이루었던 서민적 사실주의 영화의 하나로 강대진 감독이 연출하고
화성영화사가 제작했다. 50세의 홀아비인 마부 하춘삼,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맏아들 수업,
시집가게 되는 맏딸 옥례, 작은아들 대업, 작은딸 옥희, 그리고 과부 수원댁 등이 출연, 소
박하고 성실하지만 고달픈 생활을 하던 춘삼이가 맏아들의 고시합격, 수원댁과 결합하기까
지 삶의 희로애락이 잔잔히 묘사되고 있다. 이 작품은 중년 서민층의 배역을 탁월하게 연기
해 낸 김승호와 신영균, 황정순 등 연기파의 조연진이 잘 조화되어 있다. 1961년 베를린국
제영화제에서 특별 은곰상을 수상하여 한국영화가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영도다리>는 제목과 내용에서 모두 영도다리가 지닌 육지와 섬과의 연결, 모성과 아이
의 연결, 도개교로서 잠시 떨어졌다가 연결되는 설정 등등으로 치환되는 이미지를 내포한
다. 영화의 소재이면서 영화 속에서 다루는 미혼모와 입양아와의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다.역사 및 문화적 배경
영화에서 드러나는 영도는 주로 영도다리와 영도의 자연풍경을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제
일 흔하다. 이는 영도지역이 지닌 삶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온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장면선택에 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영도의 모습은 대부분 특정한 건물이나(냉동창고) 도로(해안도로)와
같이 영도의 대표적 성격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
리고 적극적으로 묘사된다고 하더라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의 추억이 서린 곳 정도로
혹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도가 지닌 특유의 이미지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단순하게 배경으로 부산을 택한 많
은 영화들보다도 그런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영화가 더욱 주제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라.원스토리의 현대적 변형
영화 속의 영도는 이산의 아픔이 서린 곳, 삶의 고단함을 정리하는 곳, 만남과 이별의 이
미지를 주는 곳이다. 전체적으로 과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데에 이미지로 활용되지만 이를
통해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카타르리스를 안겨준다.
마.주변 관광자원
- 영도의 영화 촬영지: 차태현, 손예진 주연의 영화 ‘첫사랑 사수궐기대회’에서는 남자 주인
공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로 ‘영도대교’가 등장한다.
- 영화 ‘친구’에서도 어린 네 주인공이 영도대교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주진모 주연의 영화 ‘사랑’은 남자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구불구불하고 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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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산복도로가 있는 영도구 신선동 명신교회 주변이 나온다.
장동건, 이정재 주연의 영화 ‘태풍’에서 두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절영해안산책로에
서 촬영되었다. 시원한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절경을 자랑한다.

이 3곳은 모두 영화 촬영지로 활용 될 만큼 근사한 풍광을 자랑하는데 영도대교에서 출
발해 영선동을 지나 신선동 일대의 산복도로를 따라 걷다가 절영해안산책쪽으로 빠지는 걷
기 코스가 있다.
- 음식점 거리 : 절영해안산책로 주변의 ‘목장원’이나 중리의 ‘회타운’에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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