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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가파른 경사지에 소형주택이 밀집한 부산의 구릉지 주거지역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독특한 경관을 형성해 왔다. 본 연구는 실향민 가족을 부산 구릉
지 주거지역의 형성 주체로 보고, 이들의 이주 정착과정과 공공정책의 대응을 
통해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릉지 주거경관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실향민 가족이 초기에 거주했던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중구 영주동과 재정착 이주지인 금정구 서동이다. 

부산으로 피난 온 실향민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부산항과 인접한 국유지
에 정착하거나 피난민 수용소 주변으로 거처를 정하였다. 이와 같은 입지의 
주거지는 피난 온 같은 지역사람에 대한 심리적 의지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형성된 주거지로써, 계획된 시가지가 아닌 소규모의 불법적 시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국유지에 무분별하게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은 1960년대 
후반 부산 구릉지 주거지역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에 대한 주거 공공정책은 전무하였고 대안 없는 
철거정책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반발하였고, 인근의 구릉지에 무허가 주거지가 
재생산되었다. 이에 부산시는 가난 때문에 묵인하였던 무허가 판자촌에 대하
여 강제철거이주정책, 집단이주개발정책 등의 공공정책을 수립하였다. 일부 
무허가 판자촌은 시민아파트로 개발되었고, 시민아파트는 다시 민간 개발의 
고층아파트로 변화하였다. 낮은 구릉지에는 조밀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고
지대에는 병풍과 같은 아파트 단지가 펼쳐지는 구릉지 경관은 부산의 구릉지 
피난민 주거지역에 대한 공공정책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그리고 재정착 이
주지를 조성하여 소규모 필지를 기하학적으로 구획하고, 작은 단위의 격자형 
도로구조를 유지한 채 고밀화되어 온 구릉지의 모습도 공공정책의 산물로 이
해할 수 있다. 

피난 초기에 정착한 구릉지와 새롭게 재정착한 구릉지 주거지역에서 실
향민들은 스스로 다양한 건축 활동을 통해 주거 경관의 변화를 이끌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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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초기단계에서 실향민들은 이웃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건축 재료를 취득하
고 시공을 함으로써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응하였고, 무허가 증축에 따른 임
대 수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또한 당시 실향민들은 미비한 기반시
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거지 내 계단과 골목길은 아직도 존재하는 
구릉지 경관의 중요한 특성이다. 생계 수단을 강구하면서 변화하는 부산의 도
시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거 공간을 개조, 변화시키고 완화된 법제가 허용하
는 범위 안에서 소득을 위해 건축 활동을 하는 모습은 실향민의 절실한 삶의 
결과물로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은 부산시의 행정 정책의 변화와 실향민들 스스로 
환경을 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의 구릉지 주거경관에 관련된 부산의 도시사와 실향민의 
생활사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전쟁 이후 기록되지 않은 공간을 추적하여 도면
화(mapping)하고 이를 형성화하여, 학술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실향민의 정착지를 실향민 가족 개인의 서술을 바탕으로 주거 경관 
변화를 미시적으로 파악하였고, 기반시설의 개선, 주거 공간의 변화, 정책에 
따른 이주 특성 등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실향민의 주거 재정착 과정을  
고찰하였다. 40년 이상의 주거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 부족하며 재건축을 통
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가옥들을 직접 실측하며 분석한 것은 추후 부산의 구
릉지 공간을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서민들에 
대한 이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의 도시 역사
와 함께 기록될 것이다. 

주요어 : 실향민, 부산 주거지, 초기 정착지, 정책 이주지, 구릉지, 주거 경관 

학  번 : 2013-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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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부산의 구릉지 주거지역 - 동구 수정동, 중구 영주동, 금정구 서동 (출처 : 위성지도 - 네이버)

I. 서 론

1. 연구 개요

2. 선행논의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부산은 개항을 기준으로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의 모습을 갖

추어 오기까지 많은 변화를 경험하 다. 일제 강점기에는 부산으로 몰려든 부두, 방

직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의 안식처 으며, 해방 후에는 귀환 동포의 정착지 다. 또

한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의 생존 현장이기도 하 으며, 

경제개발 시기에는 부산으로 몰려든 서민층의 무허가 주거지로써1) 부산의 역사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여 왔다. 부산의 구릉지 주거 지역은 가파른 구릉지에 밀

집된 소형 주택으로 산지가 많은 부산의 지형 조건에 의해 [그림 1-1]과 같이 다양

1) 김형균 외, 2010,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산발전연구원,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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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부산의 도시경관 변화

한 도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이주와 정착에 따른 주거

지 확장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거지의 이

동을 강제하 다. 당시 부산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정부의 피난민 정착사업에 의해 

형성된 수용소 주변의 정착지이거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두 종류의 지역에 거주하 다.2) 피난민들의 거주지는 평지가 협소한 부산의 지형을 

감안하여 점차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장하 고, 이에 부산의 구릉지는 피난민과 

이주민의 생존과 생활을 담아낸 그릇으로, 피난민들은 부산의 구릉지 경관을 만들어

2) 권태환 외, 1997,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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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경관 형성자로써의 역할을 하 다. 무허가로 자유로이 정착한 피난민들은 1960년

대 이후, 부산의 공공 정책에 의하여 강제 철거되어 도시 외곽의 재정착지로 이주되

었으며, 초기 무허가 정착지 일부 지역은 시민아파트 건설되었다가 다시 고층 아파

트 개발로 현재 부산의 구릉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의 피난민들

과 휴전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들이 부산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오늘날의 부산의 구릉지 주거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당시 생존을 위해 구릉지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자연 환경 및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기보다 기본적인 욕구가 우선시 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산의 공공정책

과 함께 주택, 필지, 동네 차원에서의 구릉지 경관과 실향민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

는 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관을 분석하는 중요한 관점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실향민 가족을 부산 구릉지 주거지역 형성의 주체로, 시간과 정책에 따른 이주 

과정과 이에 부합하는 주거 경관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구릉지 주거지역을 문화·경관적 해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구릉지 주거지역을 크게 초기 정착지와 재정착 이주지

로 구분하 다. 초기 정착지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지역(동

구 수정동, 중구 주동)을 지칭하며, 재정착 이주지는 주택개량사업, 철거 이주 정

책사업 등의 공공정책에 의해 새롭게 정착한 이주지(금정구 서동)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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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 대상의 위치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 온 실향민 가족을 비롯하여, 시대상을 

증언할 수 있는 이주민을 중심으로 초기 정착지와 재정착 이주지의 형성과 시계열 

진화 과정을 공공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거주민 삶의 경험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

로 살펴본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실향민 세 가족(A, B, C)이 거주했던 부산의 구릉지

주거지역 세 곳이다. 실향민 C씨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부산시 동

구 수정동을 사례로, 자생적으로 변화한 주거경관 변화 과정을 탐구한다. 그리고 실

향민 A, B씨가 1950 ~ 60년대 거주한 부산시 중구 주동의 모습을 B씨의 증언을 

통해 경관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철거 이주 정책으로 금정구 서동(이주 당시, 동래

구 동상동)에 재정착한 A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착 이주지의 경관 변화를 이해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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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 대상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1) 연구의 방법

심층 면접은 대상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공간 변화 과정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실향민 세 가족을 중심으로 하 다. 특히 한국전쟁 피난민으로써 스스로 주

거지를 개척하고 이주, 재건축 등 변화의 과정을 생생히 녹여 개인의 이질적인 경험

을 바탕으로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을 이해하고자 하 다. 면접자들을 만나기 위

해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 부산을 방문하 고, 인터뷰는 

2~3차례에 걸- 평균 3시간 정도 진행하 다. 심층 면접을 시작하면서 연구자는 ‘부

산 구릉지의 변화 과정과 여기서 살아온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학생으로 소개하

다. 그리고 인터뷰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주거지의 변화와 생활상을 물어보고 당사자

의 삶의 궤적과 함께 부산 구릉지 주거 지역의 변화 과정을 구축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이러한 시대상 묘사를 기반으로 주거지 및 주거 공간의 변화를 객관화

하기 위해 문헌조사도 진행하여 이주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 다. 

문헌조사는 1950년대부터의 신문 기사, 부산시세 열람, 그리고 부산의 공공정

책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정책 보고서, 각 구의 발간 자료, 관련 서적 등을 포함하

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정책에 의한 시가지 형성과 대지 구획, 건축 활동, 도로 

개설 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구술을 통한 가옥 건축(재료, 규모 등)의 변형, 주

거 입지, 생활상(가족 규모, 경제 수준, 기반시설의 변화 과정 등)을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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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과 진행 방향을 밝힌다. 

2장에서는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 진화 과정을 한국전쟁 시기까지 정리한다. 

이는 실향민이 부산에 정착하여 주거 공간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앞서 부산의 구릉

지 주거 공간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실향민의 초기정착지와 재정착이주지에 대한 부산 구릉지 주

거경관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3장은 실향민의 초기 정착지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과 중구 주동의 사례를 분석한다. 한국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 온 실향민들

이 가파른 구릉지를 주거지로 개척한 과정부터 자생적으로 구릉지의 경관을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변화한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판자촌을 철거하고 공공정책에 의

한 시민아파트의 개발, 이후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한 고층아파트 건설에 이르

기까지 실향민들의 증언을 통해 주거 공간을 이해하고 생활상 및 기반시설, 주거지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실향민과 관련된 부산의 또 다른 주거지 경관 유형인 재정착 이주

지의 형성과 변화를 다룬다. 실향민이 정책에 의해 재정착 이주지로 밀려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낸 공간으로 대지구획, 점유, 건축 활동 등 일련

의 정착 과정을 금정구 서동의 사례로 살펴본다. 그리고 낙후된 재정착 이주지의 협

소한 소형 주택의 진화 과정을 증언을 통해 분석하고 언론, 문헌 자료 등을 활용하

여 진술을 객관화, 재정착 이주지의 경관 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실향민들이 부산의 다양한 형태의 구릉지에 정착하여 정주활동을 

해 온 변화 과정에 부산의 공공정책이 개입하여 향을 미-온 과정을 정리하여 분

석한다.

6장은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 및 의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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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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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고찰

(1) 부산의 주거지역 및 공간 변화 관련 선행연구 고찰

부산의 주거지역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 태극마을, 안창마을, 비석마을을 중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지역을 노후 주거지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주거 

특성 및 재생 방안을 찾는 연구와 제도 및 정비 방식에 대한 원칙 수립에 관련한 

논문이 다수 존재하 다(오세윤 2010, 박종화 2010). 감천동 태극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발생 배경과 공간구조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아미동 비석마을의 형성과정

을 통해 주거 공간의 변화 및 언어에서 나타나는 문화 변화를 분석한 연구, 미신에 

대하여 민속학적 고찰도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하남구 2012, 차철욱 2010, 김정하 

2008). 그리고 도심 속 세 곳의 오지마을에 대한 공간구조 변화 특성, 공간 조직과 

문화와의 관계를 비교하여 이들 마을에 대한 미시적인 경관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황 식 2012), ‘부산의 산동네’(부산발전연구원, 2008)는 자생적으로 생

겨난 부산의 구릉지 주거지역에 대하여 마을의 유래와 거주민의 추억, 그 속에 담긴 

공간의 멋과 가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음식을 통해 마을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화 속에 나타나는 부산의 산동네 모습을 고찰하고 있으나, 현재 모습의 사진을 통

해 공간을 설명하고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초기 정착지와 재정착 

이주지를 구분하여 구릉지 주거지역의 형성과정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고찰한 본 연

구와 차이가 있다.

부산의 도시 공간 변화에서는 부산의 주거지 형성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특징을 파악하고 입지, 물리적, 인문적 환경요소로 구분하는 등 도시 주

거지의 변천 과정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권 민 2001). 

그리고 거주지역의 불평등 현상을 민족과 지역, 계층별 거주 분화의 개념을 중심으

로 사회·공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 고, 반여, 반송, 용호동을 중심으로 정책

이주지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인구, 주택 등의 양적 변화 추이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주거 만족도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 다(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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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이름 연구 개요 내 용

부산의

주거

지역

오세윤
2011, 자연발생주거지의 공간적 특성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안창마을을 사례로, 거주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필요

한 공간을 변형시키거나 영역을 확장시켜 공간을 활용

해 온 방법을 유형별로 분석

박종화
2010, 부산 안창마을 테라스하우스 계

획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도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한 경사지 주거 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 테라스 계획안 제시 

하남구
2011, 부산 감천2동 경사지 마을의 특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태극도 마을의 형성 배경 및 현황을 종교적, 지형적,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

차철욱
2010, 아미동 산동네의 형성과 문화 

변화, 문화역사지리

공동묘지였던 아미동의 주거 공간 변화와 출신 지역에 

따른 언어의 동화를 시간·공간·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해 흡수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

김정하
2008, 부산의 일본귀신전설에 대한 도

시민속학적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공동묘지를 없애고 주거지를 만든 이주민과 피난민이 

죄책감으로 공간을 기억해가는 과정을 분석

황영식
2012, 도심 속 오지마을 경관특성 비

교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태극마을, 비석마을, 안창마을을 중심으로 공간형성 과

정에서 도시조직변화에 근거한 경관특성을 분석

박재환 

외

2008, 부산의 산동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 연구센터

한국전쟁 이후, 자생적으로 생겨난 부산의 산동네에 

대하여 마을의 위치와 유래, 거주민의 추억 그 속에 

담긴 공간의 멋과 가치를 탐구하고 도심 속의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재인식

부산의 

도시

공간 

변화

권영민

2001, 부산시 도시주거지의 변천과정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부산 도시주거지 개발을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특징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및 사회적 상황 여건을 분

석하여 개발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배미애
2007, 부산시 거주공간 분화의 시대사

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거주지역의 불평등한 현상을 민족별, 계층별 거주 분

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분석

강무길

2009, 부산지역 정책이주지 형성과 주

거변화 특성 : 반여, 반송, 용호지역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책이주지를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형성과 물리적 분

화과정을 인구, 주택 등의 양적 변화 추이를 통해 분

석하고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주거 만족도를 파악

[표 1-1] 부산의 주거지역 및 공간변화 선행연구

2007, 강무길 2009).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부산의 전반적인 주거 공간의 변화과정

을 담고 있으나, 연구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주거 공간에 대하여 밀접한 생활사와 미

시적 경관 변화 과정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10 -

분 류 이름 연구 개요 내 용

생애사

기반

장소성

연구

박지환

2003, 분당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

성 : 공간과 계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대규모 거주 중심 신도시로 개발된 분당이 ‘중산층의 

도시’로 재현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을 거주민의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고찰 

이윤호

2000, 성남시 여성의 일상과 소비문화 

공간을 통해서 본 지역의 차별적 생성

과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시간과 공간을 축으로 개인의 삶과 그가 속한 지역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이주 경로는 삶의 경제적

이고 사회적인 조건에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

박서영
2004, 거주민의 경험으로 본 상암동의 

역사적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 상암동의 역사적 변화를 미시적인 개인사의 관

점에서 장소가 형성되어 온 역사를 파악

피난민

생활

차철욱

외 2

2010,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

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 

부산으로 모여드는 피난민들이 삶의 공간을 만들어 가

는 방식을 탐구하고, 생활 터전으로 국제시장을 이해

공윤경

외 1

210,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정착과 장소

성 : 부산 당감동 월남 피난민 마을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부산 당감동 월남 피난민 마을을 대상으로 중심에서 

배제된 주변인들과 그들이 만들어 낸 삶의 공간을 분

석하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 변화하는 장소성 고찰

이송희
2009, 1950년대 부산지역 이주 여성

들의 삶, 향도부산

한국전쟁 과정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구술사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정리

서만일

2009, 한국전쟁기 부산지역의 피난민 

유입과 정부의 대책, 동아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대책을 미군의 생산 자료를 토

대로 비판하고 정치적 의미를 분석

[표 1-2] 장소에 따른 생애사 연구와 피난민의 생활 선행연구

(2) 생애사에 의한 장소성 연구와 피난민의 생활 관련 선행연구 고찰

생애사를 기반으로 한 장소성 연구는 거주민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장소(place)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과 장소를 역사화하

고, 각각의 정체성을 지닌 거주민들의 경험을 장소와 함께 분석한 연구로 분당의 신

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박지환 2003, 이윤호 2000). 박지환

(2003)의 연구는 신도시로 개발된 분당이 “중산층의 도시”로 재현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을 주목하 고, 이윤호(2000)는 분당 지역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주 경로에 관한 

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그리고 상암동이라는 장소 형성을 공

식적이고 거시적인 역사의 변화 과정과 거주민 생애사의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과정

을 두 축으로 거주자의 경험을 기술한 연구가 존재하 다(박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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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피난민의 생활에 대한 연구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피

난민들이 부산에 정착해가는 과정과 특정 장소가 주는 의미에 대해 고찰, 인문·사회

학적으로 이방인이 지역 문화에 적응에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차철욱 

2010, 공윤경 2010). 그리고 피난민 관련 연구로는 북한에서 남하하는 월남민의 계

급적 특징, 인구이동, 월남 시기 등 월남민 연구와 전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억압

당하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활동, 사회적 기능 등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하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억압된 여성의 삶을 구술을 통해 어려웠던 생활을 정리한 연구와 정

부의 피난민 구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피난민의 부산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 다(이송희 2009, 서

만일 2009). 서만일(2009)의 연구는 정부나 미군 측의 생산 자료를 활용하 다는 점

에서 사료 활용의 가치가 있으나, 지역 신문이나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활용하지 못

한 단점으로 피난민들의 생활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부산의 

피난민 마을과 관련하여 초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좀 더 풍부한 경험을 바

탕으로 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2)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기본 시각

기존의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장소에 대하여 삶의 궤적과 함

께 구축해 나아갔다. 그러나 장소에 대한 해석 위주의 문화·인류학적 접근으로 공간

에 대한 mapping이 부족하다. 그리고 한국 전쟁 전후 피난민의 노력으로 형성된 부

산 구릉지 주거지역에 대한 기록은 부족하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를 이해

하고 이를 공공정책과 연계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향민 

가족을 매개로, 한국전쟁 이후부터 도시 공공정책에 따른 이주 방향, 그리고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을 도시 역사, 사회·문화사를 담아낸 공간으로써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을 이해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시의 구릉지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다. 도시 

경관은 도시라는 지리적·환경적 단위에 국한된 경관으로서, 경관의 하위개념이다.3) 

3) 황기원·유병림, 1991, 한국 항만도시의 도시 경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20권, 4호,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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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본 연구의 기본 시각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시를 이해할 경우, 도시를 고유한 정주양식의 군집으로 파악하

여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관점과 도시를 경관으로 이해하고 접근해가는 관

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 단순한 도시의 외관이 아니라 인간의 공통적 생활양식과 

문화가 표현된 문화·역사경관으로 보는 시각으로4) 최근에는 지역 문화, 특정 지역의 

분위기, 정체성 등과 같은 포괄적 의미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 도시 경관은 문화경관과 역사경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이 누적되어 온 결과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에 따른 

외부 요인과 거주민의 건축 행위, 이주 등의 내부 요인에 의해 변화의 연속성을 갖

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도시 경관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시기별로 특정한 사건을 

겪게 되며 그 결과의 누적으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 바, 연속적

인 변화에 따른 일련의 과정으로 부산의 구릉지 주거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강동진, 1998, 경산시 도시경관 변천 해석, 국토계획 33권, 4호,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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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시기별 부산항 변화 모습 (출처 : 부산세관박물관, 2013)

II.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 진화 과정

1. 일제 강점기

2. 해방 이후, 부산의 주거 경관

1. 일제 강점기

부산은 개항(1876년) 이후, 초량 일대의 일본 거류지를 중심으로 근대적 도시

화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식민 근대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하 다. 부산의 근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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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부산부를 중심으로 한 명소 교통그림지도 1929년 (출처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

[그림 2-3] 부산부전도 1934년 (출처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

는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자치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가치 아래 도시의 전반 또는 대부분을 변형시킨다는 전체주

의적 접근 방식으로 도시화가 시작되었다.5) 부산은 지형적으로 평지가 협소하고, 산

과 바다 사이에 좁고 긴 모양의 선형 공간으로 확장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1909년부터 1940년까지 북항매축, 선산 착평공사, 남항매축공사, 부산진 매

축공사 등의 매립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항만, 철도, 전차 등을 부설하면서 근

대적 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여 오늘날과 같은 주요 시가지 형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도시 시설이 들어선 곳은 일본인 밀집 지역으로 오늘날 대청

동, 신창동, 동광동, 광복동, 남포동, 중앙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외곽에 조선인 거

5) 조승구, 1995, 부산의 삶과 상징 : 남포동, 광복동 거리, 월간 건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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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34년 4월 3일 동아일보 

주 지역이 있었는데, 대신동, 남부민동, 초장동, 아미동, 주동, 초량동, 수정동, 좌천

동, 범일동, 청학동 등이었다.6) 

부산에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부터 다. 1920 ~ 30년대 

부산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인구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1920 ~ 25년은 일본인 증가

율이 9.1%, 조선인 증가율을 34.5% 다. 1925 ~ 35년의 경우는 일본인 증가율이 

8.7%, 조선인 증가율을 49.6%에 이르렀다. 조선인 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당시 

부산이 공업 위주의 산업과 대일무역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매축을 위한 대규모 토

목 공사도 많았기 때문이다. 농촌은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산정책으로 피폐해졌고, 

따라서 몰락한 소작 빈민층은 일거리를 찾아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다.”7) 

부산의 조선인 노동자 수가 과잉 

상태에 이르자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구

조로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었다. 부산부 

빈민지역인 곡정, 선정, 주정(현 주

동), 초량정, 좌천정, 대신정은 대표적인 

조선인 밀집 지역이었다. 대부분의 조선

인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도

심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분

포하 다. 그러다보니 빈민층들은 일본인 

거주 지역의 외곽에 있는 산비탈이나 구

릉지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림 [2-4]은 

1934년 4월 3일 동아일보의 내용으로, 

‘칠천여 명이 집중된 어린(魚鱗)같은 산하

주가, 찬란한 문화도 그네들에겐 무관 - 

부산빈민굴 탐방기’라는 제목으로 열악한 

구릉지 주거 생활의 모습을 묘사한 일부

이다. 

6) 박재환 외, 2008, 부산의 산동네, 부산발전연구원, p. 42
7) 양미숙, 2006, 1920·30년대 부산부의 도시빈민층 실태와 그 문제, 지역과 역사 제19호, p. 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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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정 구덕빈촌에는 비교적 산여울에 집을 지었으며 따라 다소의 도로계획을 세워둔 데
라 영주정 산리와 같이 교통이 불편하지는 않지만은 이곳도 역시 교통이 편리하기까지는 아직도 
시설이 필요한 곳이다. 산기슭에 있는 탓으로 역시 일반 위생문제는 평지에 그것과는 비교도 되
지 않고 먹고 남는 대소변을 버릴 곳 없이 헤메인다. 곡정이라는 지대는 부산항 선창에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일반 노동자가 노동시장이 멀기 때문에 품팔이 하기에도 다른 빈민촌보다 조건이 불
리하여 완전한 노동터를 가진 사람이 얼마되지 않고 모조리 ‘룸펜’생활을 계속한다.” 

1930년대를 통해 일제 식민지 지배당국이 파악한 식량이 궁핍한 농민은 전체 

농촌 인구의 절반으로 그 가운데 약 15만 명 정도가 농촌을 떠난 것으로 집계한다. 

이들 농민의 상당 부분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로 

몰려든 농촌 빈민들 중 셋방살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시의 외곽지역이나 국유

지·부유지 등에 무단으로 불법적인 거주 공간을 만들어 나갔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

가 토막집이다. 그리고 1920년경부터 10여 년간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도항한 노

동자들 중 실패한 이들이 부산항 내에서 걸인 생활을 하면서 부산항 주변 고지대로 

올라가 토굴이나 판잣집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하 다.”8)

당시의 가옥형태는 토막집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 다. “토막방 한 칸의 크기는 

약 한 평 반 정도 고, 가족이 여러 명이라 1인당 공간은 0.5평이 채 되지 않았다. 

출입구는 하나뿐이어서 환기 문제로 결핵이나 호흡기 질환이 많았다.”9) 당시의 열악

한 주거 환경으로 도시 빈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지자 총독부도 대책을 세우고, 

토막민들을 이주시켰지만 실패하 다. 토막민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

한다는 것은 벌이를 잃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부산부의 경우는 직업소개소, 공동숙박

소, 공동식당 등 사회사업 시설을 운 하 지만, 노동력 수급 및 통제 수단으로 근

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10) 이와 같은 일제강점기 부산의 초기 구릉지 주거지역의 

형성 과정과 주거 환경, 주민의 직업, 정부의 대응책은 오늘날 구릉지의 사정과 별

반 다를 것 없이, 사회적 약자가 도시공간 속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8) 배미애, 2007, 부산시 거주공간분화의 시대사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 제13권, p. 486
9) 전남일·김묘정·양세화·홍형옥·손세관, 2007, 사회사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형성 배경과 주거문화 
: 개항 이후 토막민촌부터 한국전쟁 직후 판자촌까지,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8권 제3호, p. 9~18
10) 양미숙, 2006, 1920·30년대 부산부의 도시빈민층 실태와 그 문제, 지역과 역사 제19호, p. 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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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해외동포들의 귀국선 (출처 : 부산, 부산항 130년)

2. 해방 이후, 부산의 주거 경관

 “해방 이후 5년 동안 남한으로 유입된 인구는 약 169만여 명으로, 그 중 대

부분은 해외 동포와 월남민이 차지했다. 1946년과 1947년에 월남을 결행한 사람들

은 지주 출신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로,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정착했다. 반면 일본 출신의 해외 동포는 부산을 비롯한 남지역에, 

만주 및 중국 출신의 해외 동포는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 주로 정착했다.”11) 

수많은 귀환 동포의 유입으로 부산의 주거지는 무질서하게 확장되었다. “주택

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본인이 버리고 간 적산가옥을 서로 차지하려 하

다. 적산가옥은 적산관리처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후 연차적으로 일정액을 지

불하거나 매입하는 주택이었고 개인보다 단체에게 우선권이 있었지만, 원칙은 지켜

지지 않았고 대지주와 미군정에 아첨하는 모리배의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12)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남겨진 적산가옥은 부족하다 보니 한 집에 두세 

가족이 공동으로 점유하여 살기도 했다. 일본인이 남기고 간 사찰이나 신사 같은 건

물에도 수십 가구가 함께 거주할 만큼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1947년에는 적산가옥을 

난민 수용소로 개방 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하 다. 적산가옥에도 들어갈 수 

없는 서민들은 항만 인근의 고지대에 판잣집을 짓고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한 주택 정책은 전무했고, 공공에 의한 주택의 보급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형성된 토막이나 토굴 주택의 연

장으로 볼 수 있으며, 부산에 불량 주택을 양산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 다. 

11)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옥, 2008,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p. 152
12)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사료 중 ‘광복 이후의 건축 상황 - 새 시대의 도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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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50년 12월 19일 흥남부두의 피난민들 (출처 : 부산, 부산항 130년) 

III. 실향민과 초기 정착지

1. 실향민의 부산 정착 과정 및 생활상

2. 자생적 구릉지의 경관 변화 (동구 수정동 사례)

3. 계획적 아파트 단지 개발 (중구 영주동 사례)

1. 실향민의 부산 정착 과정 및 생활상

1) 실향민의 부산 정착 과정

부산에 피난민이 처음 도착한 것은 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난 28일 오후

로, 군인 가족들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부산으로 들어온 피난민은 1차 피난 당시 전

체 110만 명 가운데 약 16만 명이 유입되었다. 2차 피난은 북쪽의 피난민들을 포함

해 약 500만 명을 헤아리는데, 그 가운데 부산으로 약 26만 명이 유입되었다.13) 그

러나 정부의 피난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 1950년 7월 10일 ‘피난민 

13) 서만일, 2009, 한국전쟁기 부산지역의 피난민 유입과 정부의 대책,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1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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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피난민들의 부산 정착 과정 

분산에 관한 통첩’이 첫 피난민 관련 정부의 조

치 다. 이 조치로 각 지역에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 는데, ‘사상이 온건한 피난민’에게 피난

민 증명서를 교부한 점에서 피난민에 대한 분리 

정책도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정부의 

피난민 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 유

입 제한조치 다. 정부는 1951년 1.4 후퇴를 전

후해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은 커다란 위험으로 인식하 고, 특히 단체를 이

루는 북한 피난민들은 부산 외곽의 지역에 분산 

수용되었다. 다행히 부산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은 

부산에 터전을 잡으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야 

했다. 성별, 직업별로 분류해 공산당 가입 여부

를 가려냈다. 이러한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

산으로 유입되는 피난민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특히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자유

피난민’들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했다.15) 

실향민 A씨도 ‘자유피난민’ 중 한 명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공산당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피난에 대비했었고 인천에서 해경에 구조되어 도민증을 발급

받았기 때문에, 충남 논산에서 3개월 만인 1950년 9월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대지주였다. 당시 15,0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든. 1948년 1차 토지계획 때 대지주들은 숙청 대상이었어. 일부 지주들은 전쟁 발발 전에 
남쪽으로 미리 피난 준비를 하고. 미리 숙청 대상임으로 알았기 때문에 논, 밭 일부를 팔아서 배
와 선원을 샀지. 평안북도 정주에서 인천 앞바다 옹진군까지. 해경에 구조되어 조사받고, 한 평생 
농사만 지으셨으니깐, 정착하기 위해 논산으로 갔어. 거기서 농사지으려고. 거기서 내가 태어났는
데, 한국전쟁이 발생한 거야. 가족들과 자전거 타고 남쪽으로 섬진강 건너 하동, 마산을 통해 부
산으로 들어왔어.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수중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어.” (실향민 A) 

14) 동아일보, 1950.10.8, 기사 일부
15) 차철욱 외, 2010,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 제45집,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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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이야.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별 동요가 없었거든. 공산당이든 국군
이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깐. 그런데 중공군이 갑자기 쳐들어 온다는 거야. 한겨울이었어. 마을 사
람들, 친척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 대. 그래서 배타고 내려갔다가 좀 괜찮아지면 올라올 생각
으로 남쪽 가는 배를 탔지. 그게 흥남 철수작전이야. 그길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 그
때가 8살이었는데, 아직도 거제 수용소에 머물던 상황이 생각이 나. 한 6개월 있었나? 빨갱이 여
부 조사받고, 부산으로 건너왔지.” (이OO, 72세)

“아버지는 미리 부산으로 내려와 계셨어. 1946년도에. 당시에 개풍군수였는데, 공산당의 
숙청 대상이라 신변 정리할 새도 없이 미리 부산으로 가셨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보석과 패물 챙
겨서 부산 영도에서 만나기로 했었어. 내가 8남 1녀 중 막내거든. 한꺼번에 모두 내려올 수는 없
으니까, 형들과 누나는 먼저 내려가고 1950년 12월 임진강이 얼었을 때, 건너 내려왔어. 어머니 
친척이 당시 국무총리 서리였던 허정 총리여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타고 내려왔지. 당시 중구 
동광동 삼천리 여관에서 며칠을 묵고 아버지와 형님들 모시고, 영도에 터를 잡았어. 당시 영도에 
대한도기주식회사라고 법랑공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피난민 수용소였거든. 개성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 주변에서 생활했어.” (실향민 C) 

이들의 피난 원인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북한 내 ‘반동’으로 지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향민 A씨의 부모는 대지주 으며 실향민 C씨의 부친은 개풍군수라

는 특징을 지닌다. 소위 재력을 가진 지주나 지배계급의 사람들로 반북한의 정서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은 자들도 반동으로 몰리기도 했다. 

반면 마을 사람들에 떠밀려 본인도 휩쓸려 왔다는 이OO 씨의 증언은 난리를 잠시 

피한다는 생각으로 피난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난민들 중에서도 피난을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졌다. 피난 준비라 해도 엄청난 재물을 지

니고 내려올 수는 없었지만, 피난지에서의 생활에 향을 미칠 수는 있었다. 

부산시는 적기 수용소, 도의 대한도기 주식회사, 도 해안가, 도 청학동, 

대연고개, 남부민동, 괴정 당리 등 40여 개의 수용소에 7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950년 연말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유엔군과 

국군의 후퇴로 대규모 피난이 시작되자, 여관, 요정, 적산가옥 등 행정기관이 향력

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면 수용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 다.16) 그러나 국가

가 동원하는 행정력으로도 엄청나게 부족한 수용시설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다. 수용

16) 동아일보, 1950.12.28, 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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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대 세대 당 인구 합계 남 여

1945 54,927 5.1 281,160 142,137 139,023

1946 68,609 5.3 362,920 183,138 179,782

1947 80,468 5.4 438,505 218,873 219,632

1948 91,028 5.5 501,890 251,710 250,180

1949 92,118 5.1 470,750 237,978 232,772

1950 - - - - -

1951 146,174 5.8 844,134 414,050 430,084

1952 143,332 5.9 850,192 413,195 436,997

1953 151,076 5.5 827,570 402,030 425,540

1954 151,051 5.6 840,180 405,481 434,699

1955 190,341 5.5 1,049,363 529,112 520,251

1960 211,101 5.5 1,163,671 578,748 584,923

[표 3-1] 해방 이후 부산의 인구 변화 (출처 : 부산시청 홈페이지 <인구추이> 통계)

소에 들어가지 못한 피난민 특히 자유 피난민들은 주거지를 자신이 결정해야 했다. 

물가나 여관비, 집세를 올리는 원주민들에게 동족애를 발휘하자는 도지사의 담화는 

신문기사 을 뿐 아무런 향력이라고는 없었다. 구호 식량 또한 단체 피난민에게만 

지급되었고, 자유피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17) 

실향민 C씨가 정착한 도의 대한도기 주식회사 주변 지역은 정부의 주도로 

설치한 수요소가 수용 범위를 넘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수용소 주변지역에 정착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북한 출신의 피난민들은 고향 사람이 이주해 오면 

기꺼이 자기 집 옆의 빈 공터를 제공하기도 하 고, 대부분 비슷한 처지거나 동향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웃과 서로 알고 지냈으며,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땅 욕심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18)  

해방 이후 귀환동포의 유입과 한국 전쟁기에 몰려드는 피난민의 증가, 그리고 

휴전 후 많은 사람이 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흥이 시작되는 1954년과 1955

년 사이 경남 지역의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급격한 도시 공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당시 부산은 쌀값 폭등, 식수와 위생, 주택과 교육 등 도시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었다. 그 중에서 주택난이 심각하 음은 [표 3-1]의 한국전쟁 이

후부터 1960년까지 이어진 세대 당 높은 인구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7) 동아일보, 1950.12.22, 기사 일부
18) 실향민 C씨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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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깡통을 모아 재활용하는 사람들

(출처 : 부산을 넓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깐, 바다에서 자란 수초 그걸 한 달간 주워다 먹
었어. 이후, 부두 노동자를 하면서 생활했지. 판자촌 사람 대부분이 부산항으로 일하러 다녔지. 
그러다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품으로 장사도 하고, 이후에는 개인 수집상으로 사과상자를 주워
서 70~80개씩 청과종합에 납품하고 그렇게 생활했어. 집 주변 공터에서 양계도 시작하고, 한 
100여 마리 키웠을 거야. 친구들은 학교도 못가고 공장 다니는 애들도 많았을 테고.” (실향민 A) 

2) 생계유지 및 실향민들의 생활상

부산으로 이주한 실향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생계 문제 다. 단체 이주민

들은 수용소에서 생활할 경우 정부나 부산시로부터 배급을 받았지만 자유 피난민들

은 생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실향민 A씨의 가족도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갈치 시장 등지에 버려진 수초들을 주워 먹을 만큼 열악하 다. 

또한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부두 노동자로 생계를 꾸렸다. 당시 부

산에서 가장 많은 직업은 상업, 공무 자유업이었다. 자유업 가운데서도 부두 노동자

로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의 부

산은 원조 물자와 무역으로 인한 부두 하역 

노동이 많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었고, 또 많은 인력을 필요

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수월하

다. 그러나 중간에서 하역업자들의 농간

으로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은 낮

았다고 한다.19) A씨의 아버지도 주동 무

허가 판자촌에 정착하면서 1km 이상의 거

리를 걸으며 부산항으로 매일 출근하 고, 

A씨의 이웃들은 부산역이나 버스터미널, 시

장 등지에서 물건을 운반해 주는 짐꾼, 자

갈치 시장의 지게꾼 등으로 대부분 자유업

에 종사하 다. 

19) 실향민 A씨의 증언과 국제신보, 1951.9.19, 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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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12 1952.12 1953.12 1954.12

남 여 남 여 남 여

농업  26,820 11,233 5,658 8,898 4,063 8,720 4,710

수산업  15,152 4,185 531 3,292 449 3,754 650

광업    784 944 487 450 61 3,694 692

공업  41,784 31,096 7,876 16,103 4,391 18,429 7,801

상업  94,499 34,099 15,542 33,849 16,428 30,666 16,642

교통업  11,532 15,149 978 8,335 561 5,899 799

공무 자유업  96,343 48,569 6,944 37,291 8,156 47,538 17,217

가사 사용인  23,022

기타 유업 149,144 54,885 15,333 56,876 20,705 56,953 30,749

실업 18,912 34,196 20,705 22,771 44,191 30,678

무업 392,361 241,510 403,155 204,443 335,696 185,637 324,761

합 계 851,441 460,582 490,700 392,308 420,484 405,481 434,699

[표 3-2]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직업 분포 (출처 : 부산광역시 <시세일람>, 각 연도판)

가장 많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와 그렇

지 않은 무허가 행상들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국제시장에는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뿐 아니라, 미군부대의 유류품이나 밀수품들도 많이 유통되었다. 

1952년 2월을 기준으로 국제시장 상인은 시장 조합원으로 1,150점의 고정 점포를 

가진 상인과 무허가인 노점상 2,000여 명이 존재하 다.20) 시장에서 허가를 받지 못

한 사람들은 동광동 40계단 근처, 중복도로(현, 중구로)에서 난전으로 길에서 팔기도 

하 고, A씨의 어머니도 이곳에서 미군부대의 가공식품으로 장사를 하 다. 부두 노

동자의 임금으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꾸리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는 헌 옷

이나 종이, 폐품을 주워 넝마주이로 생활을 유지하 고, 어린 학생들도 학교에 다니

지 못하고 제조공장에 다니는 등 가족 구성원 모두 생업에 종사하는 생활을 하 다.

이처럼 피난민과 실향민들은 생계를 위해 많은 수가 상업에 종사하 다. 그러

나 당시 직업 분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업자 다. 무업자는 매년 50%를 상회

할 정도 다. 피난민들의 생활난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류로 보인다. 당시 부산의 경제력이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

했음을 판단할 수 있다. 

20) 동아일보, 1952.2.29, 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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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생적 구릉지의 경관 변화 (동구 수정동 사례)

1) 직물산업의 성장과 수정동 정착

한국전쟁 직후,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도심에서 가까운 국유지에 무허가 판자촌

을 짓고 생활하 다. 반면 실향민 C씨는 당시 피난민 수용소 던 도 대한도기 주

식회사 인근에 정착하여 생계를 유지하 다. 수용소에 남아있는 북한 출신의 동향 

사람에 대한 심리적 의지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생계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 음을 추측할 수 있다. 휴전 후 도 봉래동의 정미소를 매입하여, '개풍상회'(경

기도 개성의 지명)라는 잡화점을 개업한 실향민 C씨의 가족은 '개풍'이라는 명칭에서

도 출신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 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

용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씨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동구 수정

동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서도 가장 먼저 도움을 주었던 상대는 형

제, 고향 사람들이나 친구, 즉 북한 출신의 실향민들이었다. 

속초 아바이 마을의 피난민들은 또 다른 월남 피난민 선주가 소유한 선박에 

고용되어 어업에 종사했으며, 김제 용지농원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려 농원을 만들

어 갔다.21) 이처럼 한국전쟁으로 타지에 몰려온 피난민들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 사이의 취업 알선,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 피난민이 경 하는 

방직공장으로의 취업 등 이와 관련한 경제활동과 거주지 선택에 있어 북한 출신의 

피난민들의 도움이 향을 미A던 것은 실향민 C씨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형님들이 개성역 근처에서 직물공장을 하셨다. 피난 내려와서 동
광동 40계단 근처에서 형님 네 분이 공장을 차렸어. 다 쓰러져가는 창고였는데, 여기저기 빌어다
가 공장으로 만들었지. 그러다 반을 갈라서 마산으로 이사 가고 반은 수정동으로 들어왔어. 당시 
수정동에 면사 뽑아내고, 옷감 만드는 직물 공장들이 좀 있었거든. 다들 집 마당에서 기계 한 두 
개씩 사다가 옷감 만들고 그랬어.

그러다 형님 소개로 개성에서부터 알던 사람의 방직공장에 취직해서 일 배우기 시작했지.” 
(실향민 C) 

21) 김귀옥, 2000,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 밑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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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별
사업체 노동자

개 수 비율 수 비율

식품공업 65 11.1 2,549 7.4

섬유공업 230 39.5 16,527 47.7

금속·기계공업 127 21.8 4,605 13.3

화학공업 98 16.8 7,919 22.9

목재품공업 14 2.4 678 2.0

제지.인쇄공업 22 3.8 765 2.2

요업 27 4.6 1,562 4.5

합계 583 100 30,375 100

[표 3-3] 1955년 부산의 공업 현황  (출처 : 배석만, 해방 후 한국전쟁기 부산지역 공업구조의 변화)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사회기반시설 부문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탓에 1950

년대 재건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원조 물자들이 도착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

하 다. 이러한 이유로 제분, 제당, 면방직업 계통의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부산은 

1950년대 한국경제의 중심산업이었던 삼백(三白)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던 부산은 자연히 원조물자의 조달 비중이 높았던 섬유, 면방

직, 인견직물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는 필수조건이었던 것이다. 

1955년 부산의 공업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공업이 11%, 섬유공업이 40%를 점

유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경우, 48%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섬유공업에 종사하

다. 이는 부산의 조선방직 주식회사의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1917년 일본

자본으로 설립된 조선방직22)은 1945년 해방 직후, 시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면서 직

물을 생산하 다. 400명이던 근로자가 1,800명으로 증가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주

목받을 만한 성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전국의 15개 면방직 공장 가운

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공장은 대구의 삼호방직과 부산의 조선방직 뿐이었다. 대규

모 공장이었던 조선방직은 이러한 생산구조를 변화시켜 군수품 조달과 몰려든 피난

민들의 수요 증가에 호응하면서 성장하 다. 조선방직을 중심으로 한 면방직, 메리야

스 공업, 각종 직물공업은 당시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하 다.

22) 국내 최대의 방직회사로 1953년에는 고용노동자 6,700여명, 국내 면포 총 생산의 57%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방만
한 회사 경영과 내부적으로 노후화된 시설, 막대한 부채의 악순환으로 1968년 폐업, 철거하였다. 현재까지 '조방 앞'이라
는 지명과 1960년대 조선방직의 노동자들이 즐겨 먹었던 '조방낙지'는 당시 부산에서 조방의 위세가 어떠하였는지 짐작
할 수 있다. 



- 26 -

[그림 3-4]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전경 (출처 - 서면이야기, 부산진구청 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조선방직은 군수 생산에 주력해서 공장 규모가 커

졌음에도 전쟁과 피난민의 유입으로 일반 민수용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는 해군의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어 군복, 가공복, 속옷감 

제작 등에 동원되었다.23)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들은 대부분 군

수공장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생필품에 대한 생산은 줄어들었다. 

부족한 민수용 직물 생산을 담당한 것은 실향민 C씨처럼 소규모 공장을 운

한 중소규모의 직물공업이었다. 중소직물공업이 성장할 수 있던 또 다른 이유는 "기

계의 가격이 시가 7천환 정도"로 한 두 대 놓고 식구들이 노동하는 가내공업에 적

합하 고, 전쟁과정에서 운반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쟁 피해가 없던 남지역으로 

시설을 증·이설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24) 이러한 사회상의 반 으로 1950년대 부산 

특히 부산진구와 동구 일대는 소규모 섬유공업이 발달하 다. 섬유공업의 원료에 해

당하는 ‘실’ 종류의 수입과 피난민 등 값싼 노동력이 많았던 점은 부산의 소규모 섬

유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실향민 C씨도 섬유산업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정동에 정착할 수 있었다.

23) 경남년감 편찬회, 1955, 경남년감, p. 131
24) 실향민 C씨의 가족은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전 경기도 개성에서 나무로 된 직물기계를 사서 부산으로 배송하였고, 
파손되거나 부족한 직물기계는 부산, 마산 등지에서 추가로 중고 기계를 구입하여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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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960년 수정초등학교와 수정산 일대

(출처 : http://cafe.daum.net/sajin7777)

2) 생활상 및 주거 환경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수정동은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대규모 판자촌의 

불량 주거지로 변화하 다. 당시 “대부분의 집들은 슬레이트마저 구하지 못해 소위 

골탕이라고 부르는 콜타르를 발라 비를 막고 간신히 살아가는 게 전부 다. 콜타르

는 도로 포장과 연탄을 만들기 위해 서민층에까지 보급이 되어 시멘트를 구입하기 

어려웠던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생필품이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유

했던 사람들은 함석집을 만들어 살고 있었으며, 드물게 한국전쟁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와집이 드문드문 있었다고 한다.”25) 

“판자촌이 들어설 시기에는 서랫트(슬레이트) 있는 집이 없었어. 옛날에는 누핑집이라고. 
종이에 기름 발라서, 세멘(시멘트) 포대종이라고 있잖아. 거기다 지붕에 꺼지지 않게 걸쳐 놓고, 
세멘조각 올리고, 아스팔트 할 때 기름 쓰는 시커먼 골탄 바르고. 발라놓고 비가 오면 물 스며들
지 말라고.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다.” (정 OO) 

당시의 생활을 '아프리카 난민과 같

은 삶'으로 증언하는 이주민들은 하루에 

충실하면서, 끼니 해결을 위해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할 만큼 열악한 삶을 살았다. 

타 지역보다 일찍 주거지가 들어선 수정

동은 집들이 공터를 줄여가며 가옥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가축을 기를 부지가 적

어져 기존의 상업용 사육보다는 소규모의 

생계형으로 가축을 기르는 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다. 또한 가파른 경

사지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윗집이 무너져 덮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했으며, 대비책으로 하야리아 미군 부대

에서 남은 깡통을 수집해 천장을 보수하

는 등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25) 박재환 외, 2008, 부산의 산동네, 부산발전연구원,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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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1960년대 실향민 C씨의 주거지 평면

(출처 - C씨의 증언을 통해 재작성)

“형님께서 소개해 주신 직물공장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살면 힘들겠다 싶었어. 여기저기 알
아보던 중에 수정동에 부지가 좀 큰 집이 있더라고. 장소를 보니까 넓어. 원래 양계장 하던 집이
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완전히 망했다고 그러네. 여기저기 빌려서 샀지. 

집터에서 반은 마당이고, 반은 양계장이었는데, 양계장이라고 해봐야 슬레이트 지붕에 옆
은 천막으로 덮어놓고 쓰고 있었어. 따로 수리할 것도 없이, 직물기계 사다가 넣고, 살림집은 양
계장 안에 조그맣게 칸막이해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생활했어.” (실향민 C)  

이러한 수정동의 거주 환경

은 소규모의 가내공업으로 변화하

다. 실향민 C씨는 가축을 기르던 

집을 매입하여 직물공장으로 변환

하 고, 살림집은 조그맣게 칸막이

로 막아 놓은 곳에서 기거하 다. 

당시 주거와 공장의 평면은 [그림 

3-6]과 같다. 6m × 10m 의 공장

에 직물기계 7대를 포함하여 11명

이 근무하 고, 한 세대가 기거할 

수 있는 단 칸 방과 부엌이 있었

다.26) 화장실은 따로 없었기 때문

에 마당에 작은 구덩이를 파서 그 

곳에다 용변을 처리하 다.

“수정동으로 이사했을 때가 1960년쯤이었는데, 워낙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배운 
건 그것 밖에 없어서. 공장에 직물기계가 7대가 있었거든. 직원들이 출퇴근했어. 우리 집에서 먹
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실 뽑는 사람, 실 감는 사람, 염색하는 사람까지 해서 직원
은 11명 있었어. 

그렇게 면사랑 옷감을 뽑아내면, 집사람은 수정동에서 이고지고 내려가서 서면시장, 부전
시장 돌면서 하나씩 팔러 다녔지. 고생 많이 했어.” (실향민 C) 

26) 실향민 C씨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자식들이 커가면서 부엌 반대쪽으로 방을 하나 더 조성하였고, 막내딸의 방은 
안방에 칸막이를 쳐서,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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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1980년대의 수정동 개천과 생활 모습 (출처 : 부산광역시 동구청)

이러한 환경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정동은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군집

해 있어 다른 산동네보다 먼저 전기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이는 실향민 C씨의 증언

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가내공업을 해야 하는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었다. 

산복도로가 개통되기 전, 가내공업으로 직물공장을 경 했던 사람들은 옷감, 면사 등

을 챙겨 부산 각지의 시장으로 팔러 다녀야 했다. 대부분 소규모로 운 되었고 이마

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세한 사업자들은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 기 

때문이다. 이후 많은 도로가 개설되어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하 지만, 대규모 공장의 

물량공세로 세한 가내공업의 이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 

“수정동 왔을 때 화장실이 없었다. 마당에 조그맣게 구덩이 하나 파서 거기다 용변보고, 수
도도 언덕이라 올라오지 않아, 산에서 물을 받아먹었어. 문제는 쓰레기 처린데, 여기는 지대가 높
아서 쓰레기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차가 못 올라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그
걸 개천에다 버렸으니깐, 냄새가 엄청났어. 옷감 뽑는 공장이라 아침 6시에 꼬박꼬박 일어나서 
버리지 않으면, 마당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어.” (실향민 C) 

그리고 수정동으로 이주한 실향민들의 주거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이 지역은 지대가 높아 쓰레기를 가지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일이었으며,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차가 올라오지 못하는 날이면 주민들은 이  

곳의 부산천27)에다 투기하 다. 그 결과 일부는 오물 처리장으로 남아 있게 되었고, 

위생적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 이후 구청에서는 청소하는 날을 지정하여 주민

들이 직접 정비하도록 계도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정화 활동을 하 다. 

27) 구봉산에서 수정동, 초량동을 거쳐 부산항 3부두 쪽으로 흐르는 약 3km의 짧은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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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1969년의 수정동 산복도로 (출처 : 부산광역시 동구청)

3) 다가구 주택으로의 변화

1969년 “수정동 산복도로가 개통되면서 이 일대 불량가옥 496동, 1,864세대를 

철거 이주시키는 사업을 시행하여 1972년 3월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산복도로 

개설이후 상·하수도 시설 공사로 수정동의 구릉지 주거지역은 양성화되기 시작하

다. 외국에서 차관되어 온 많은 자원들이 공공근로의 대가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지

급되었으며, 도로가 정비되고 누핑집이 사라지고 개량식 건물들이 들어서는 등의 변

화를 겪게 되었다.”28) 구릉지 주거지역에 군집을 이룬 사람들은 북에 고향을 둔 실

향민이거나 부산과 가까운 곳에서 이사를 왔으며, 대부분 무일푼으로 이주하여 터전

을 잡고 생을 꾸려 나아갔다. 그래서 이곳은 전쟁 이후 피난과 산업화로 삶의 터전

을 위해 부산으로 온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의 집들은 가옥을 개량하여 작은 집이었지만 여러 개의 셋방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세를 놓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업원이 되었다고 실향민 

C씨는 증언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었으나 무허가 건물을 사고파는 등의 

거래를 통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의 변화를 추구하 다. 

28) 박재환 외, 2008, 부산의 산동네, 부산발전연구원,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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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산복도로 건설과 부산천 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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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좌)부산천의 미복개 구간과 (우)복개 후 도로로 이용되는 모습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3-11] 수정동 단면과 도로

이러한 변화는 도로 건설과 하천의 복개 그리고 1989년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1968년 공사가 시작

된 산복도로는 수정동의 고지대까지 차량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산허리를 가로 

지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하여 인근 동네, 도심과 교류할 수 있게 하

고 이는 주민들의 활동 역을 확장시켰다. 주민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일용직 노동

자나 가내공업 종사자들의 일터가 도시 전역까지 넓혀졌고, 그들의 시간 활용에 있

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림 3-9]에서 알 수 있듯이, 굽이 이어진 

비탈길은 1984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부산천을 정비하면서 복개한 후 도로

로 변화하 다. 부산천과 지천의 복개는 기차역(부산진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도로

를 제공하 고, 무엇보다 위생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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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1970년과 2015년 수정동의 지적 변화 (출처 : 부산광역시 동구청 지적과, 네이버 지도)

이는 수정동의 지적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산복도로 건설과 부산천 복개 

후, 수성남로(1995년)와 수정공원중로(1992년) 등의 도로 건설과 확장은 주택 개량

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도로망 계획은 구릉지 경사를 이용하여 건

물 지붕을 활용한 옥상 주차장과 같은 독특한 경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낙후된 구릉지 주

거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써, 당시 건축법상의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일반주거

지역의 90㎡에서 30㎡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 다. 이는 소규모 주택들이 대량으

로 밀집되어 있는 수정동의 재건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 다. 또한 대지면적 30㎡ 

이하의 주택은 이웃과 합필, 매매 등을 통해 다가구 주택으로 변화하 다. 실향민 C

씨의 경우에도 1997년 직물산업의 쇠퇴와 당시 62세의 고령으로 인해 가내공장 운

을 중단하 다. 그리고 자녀들이 출가하고 수입원이 없어지자 셋방으로 소득을 올

리고자 재건축을 진행하 다. 1972년부터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건축물 

높이는 4~15m로 제한되었지만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폐율(60%에서 90%로 완화), 용

적률(200%에서 400%로 완화)의 완화 조치로 지어진 건물의 평면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집 옆에 조그만 슬레이트 지붕집이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그 집은 새로 짓질 못하
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샀지. 좀 넉넉하게 지으면 세도 받을 수 있으니깐, 설계사 
불러다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집짓는 동안 근처 하꼬방에서 3달 정도 살았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다. 대신에 아내가 은행에서 빌리고, 동네서 
잠깐씩 빌려 쓰고, 집 짓고 나서 세 받아서 다 갚았지. 그런데 이 동네는 우리처럼 짓다가 망한 
사람도 생각보다 꽤 많았어.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땅들이 워낙 작다보니까, 사실 집 짓는 게 쉽
지가 않더라고.” (실향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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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실향민 C씨의 주거 평면 (출처 - C씨의 증언을 통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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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18㎡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이웃의 대지를 매입하여 150㎡에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실향민 C씨의 다세대 주택은 72%의 건폐율과 210%의 용적률

로 재건축되었다.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차장 설치 의무는 면제되었기 때문에 1층과 

2층에 각각 두 세대, 45㎡ 면적의 4가구를 임대하여 수익을 주 소득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은 과거 부산 섬유산업의 초석이 되는 가내 직물공업

이 번창했던 지역이다. 북한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정동에 정착한 실향민

들은 가구마다 직물기계 한 두 대씩 설치하여 소규모 가내 공업을 운 하 다. 실향

민들은 직물 생산품으로 먼 길을 행상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으며,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며 점차 쇠퇴해 갔다. 개인의 생계 활동으로 거주 공간이 변화하 고 열악한 환

경 속에서 가족 구성원 증가로 주거 공간을 넓혀 나아갔다. 그리고 이웃 간에 무허

가 주택을 사고팔기도 하 으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임대업을 위해 다가구 임대주

택의 신축을 선택을 하 다. 필지 개념이 불분명했던 구릉지 주거지는 저소득층의 

증가로 소규모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고지대로 주거지가 확장되었다.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길과 가옥들은 산복도로의 건설과 도로 및 하천의 정

비,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의 향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주거 경관은 변화하 다. 그리고 도로 확장과 

주차장 설치, 부족했던 공원과 경로당 같은 공공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구릉지 주거지는 변화하 다. 기존의 필지 조직을 유지한 채, 이웃과 함께 

건축 활동을 통해 자생적으로 변화한 수정동은 개인이 가진 역량 안에서 생계를 위

해 스스로 거주 공간을 변화시켜 왔고, [그림 3-14]처럼 저층의 소규모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릉지 주거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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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임시조치법’에 의한 수정동 구릉지 건물의 층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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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피난민들이 인근 산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산비탈로 올라갔지. 우리말로 ‘박가이’라는 일본 사람이 소유했던 지역인데, 이 일대를 ‘박가이 산’
이라고 불렀어. 산 전체가 그 사람의 밭이었거든. 1945년 일본이 패망하니깐, 사유지였던 곳이 
피난민들 차지가 되어버렸지. 그래서 영주동 일대가 모두 피난민촌으로 되었던 거야” (실향민 A) 

“온종일.. 사람에 시달리다가 황혼이 시장 골목을 덮기 시작할 때까지 양말 한켜레 못팔게 
되는 날에는 저녁꺼리 죽이나마 끄려서 먹으려고 할 수 없이 본전도 못되는 헐값에 상품을 집어
던지고 터벅터벅 한숨을 지우며 용두산 마루턱이나 영주동 산골 또는 개천가에 구며놓은 작남감 
같은 하꼬방촌을 찾아가는 어머니도 있었다.” 29) 

3. 계획적 아파트 단지 개발 (중구 영주동 사례)

1) 판자촌의 형성과 주거

앞에서 살펴본 정착 초기 실향민의 생계유지와 관련하여 판자촌의 형성은 다

음의 기사에서 국제시장과 주거지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의 경우 용두산, 주동, 개천가 등 국제시장에

서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안식처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생

계 수단이 국제시장과 부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걸어서 통행이 가능한 

곳으로 주거지를 결정하 다. 수용소의 부족과 셋방 가격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기

대할 수 없었던 피난민들은 판잣집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판잣집은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한 용두산, 복병산, 대청동, 부두를 배경으로 한 주동, 초량동, 수정동, 

도 바닷가 주변과 보수천을 중심으로 보수공원과 충무동 등에 집중하 다. 이곳은 

정부나 부산시 소유지가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지대를 지불하기도 하 다. 심한 경우

에는 원주민들이 이곳에다 판잣집을 짓고 세를 받기도 하 다.”30) 

실향민 A씨와 B씨는 ‘박가이 산’이라 불리는 지역에 미군이 버리고 간 천막으

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 다. 증언에서 언급된 ‘박가이’라는 사람은 일본인  '하자마 

29) 동아일보, 1952.3.1, 기사 일부
30) 차철욱 외, 2010,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민족문화논총 제45집,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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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1945년 영주동 일대 항공사진 (출처 : 부경 근대사료 연구소)

후사타로(迫間房太郞)'라는 인물로, 일제 강점기 제일의 부동산업자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923년 잡지 '개벽'에서는 “그 한 사람의 부력이 10,081호 조선인

의 전 부력을 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부산·경남에서 그의 땅을 부- 먹지 않는 사람

이 없었고,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할 정도 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郞)는 개항 직후인 1880년 5월, 29세 나이로 무역상

회인 ‘오백정(五百井) 상점’ 지배인으로 부산에 와 식민지 조선의 남쪽 땅을 가지고 

놀다시피 하 다. 1898년 몰래 사들인 부산지역의 도 땅으로 러시아의 도 진출

을 막았고, 그 공으로 식민정부의 특혜 아래 조선정부에서 그 땅을 대부받아, 1910

년대 부산진과 마산포의 막대한 매립지까지 얻어 내었다. 그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해 주는 것은 그의 전성기 시절 부산항 수출입 총 무역고의 25%를 차지

할 정도 다고 한다.”31) 경남에서만 800만 평, 김해와 창원의 3개면에 걸친 소작농 

2천여 호의 ‘하자마 농장’은 꽤 유명한 곳이었고, 조선인 소작인들로부터 물의를 야

기하여 소작쟁의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인물이 일본의 패망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가 소유했던 필

지와 임야 등은 국유지로 전환되어 1945년 이후 꾸준히 피난민들이 무단으로 정착

하는 이유가 되었다.  

31) 허정도, 2007,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 일제강점기의 마산, 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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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1936년 부산부시가도와 1971년 지적도 변화 (출처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

“냇물이 부산터널 안에서 흘렀어.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먹기도 했어. 터널은 다 뚫은 것
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터널을 일부 뚫다가 남긴 것인데, 예전 물이 흘러서 쫄쫄 나오는 물을 
받아썼어. 물론 수도도 있었지만, 수압이 약해서 판자촌 위로는 올라오지 못했다.” (실향민 B) 

“집은 언덕에 기대어 집을 지었어. 뒤쪽 벽은 산을 깎아서 벽 세 곳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
지. 재료는 판자, 함석, 천막, 손으로 만든 흙벽돌, 루핑 등이었고, 천막을 씌우고 나무 쫄대를 갖
고 못을 쳤어. 그래도 비가 오면 물이 조금씩 새어서 방바닥에 물그릇을 갖다 놓기도 하고. 크기
는 4m × 5m 정도? 출입문은 부엌을 통해 다녔고, 아궁이에 작은 창문 하나, 단칸방에 모든 가
재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 

식구는 원래 여섯이었는데, 내가 막내였거든. 가난하니깐, 식구를 줄여야 해서 누님은 일찍 
시집보내고, 형들도 다들 일찍 군대 보냈어. 이후에 형이 결혼하면서, 판잣집 주변에 조그만 흙집
을 지어서 신혼살림을 차렸지. 이주하기 전까지 영주동에서 18년 정도 살았어.” (실향민 A) 

한국전쟁 이전의 소규모 필지와 전답, 산지가 무허가 주거지로 변화하 고, 다

시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대규모 필지 조직의 변화는 1936년 부산부시가도와 1971년 

지적도의 비교에서 동 로(점선으로 표시)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36년 부산

부시가도에 나타난 물길은 당시 주동(박가이 산) 지역에 물이 흘렀음을 알 수 있

고, 실향민 B씨는 이를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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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영주동 판잣집 주거 평면

[그림 3-18] 실향민 A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구릉지 주거 단면

실향민 A씨의 증언을 바탕으

로 주동 판잣집 주거 평면은 

[그림 3-17]과 같다. 배면은 능선

을 깎아 벽으로 지탱하 고, 손으

로 만든 흙벽돌을 사용하여 가로 

5m, 세로 3~4m 크기의 단칸방을 

구획하 다. 출입은 부엌을 통하도

록 하 고, 부엌은 흙바닥으로 신

발을 신고 생활하 다. 난방은 바

닥에서 40cm정도 띄워 온돌을 설

치하 으며, 취사는 아궁이로 한 점으로 미루어 시공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난방 방

식이 온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엌 한 쪽에는 땔감을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하

고, 작은 방에는 옷장, 이불장 같은 최소한의 가재도구만 보관하 다. 집집마다 차이

는 있지만 높이 3m 이상의 벽을 세우고, 그 위에 깡통을 펴서 엮어 만든 양철판, 

루핑, 천막 등을 재료로 지붕 마감을 하여, 주거로써 최소의 기능을 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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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좌) 1957-바락촌(현 영주동)의 어린이들 / 고 김광석 촬영

(우) 영주동 판자촌 / 김복만 촬영 (출처 : 사진으로 본 부산 50년)

[그림 3-19] 영주동 판자촌 주거지의 확장 (실향민 증언을 바탕으로 재작성)

실향민 A씨가 거주했던 판잣집은 동 로를 기준으로 12번째의 집(원으로 표

시)이다. 당시 산 속의 작은 암자 던 ‘칠성암’을 기준으로, 증언에 의해 판잣집의 크

기와 집 앞 공터의 폭을 0.6m로 감안하면 주동 판자촌의 경사와 거주 환경을 추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판자촌 모습의 [그림 3-20]은 또 다른 주거 공간의 확

보를 위해 집 주변으로 작은 움막을 조성한 사진이다. 가족이 늘어날 경우 움막, 흙

집 등을 새롭게 집 주변에 구축함으로써 주거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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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자촌이 언덕 위까지 형성되었지만 꼭대기 쪽은 판잣집을 못 짓는 데가 있었어. 왜 판자
를 못 짓느냐면 먼저 있던 판잣집들이 용변 본 것을 그 산에다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서 마
르면 그 위에다 갖다 붓고 또 마르면 붓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그 쪽으로는 판잣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 그게 오물처리장으로 존속되는 것
이야.” (실향민 B) 

“수압이 약해 판자촌으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우물을 많이 이용했다. 우물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 우물이 없는 동네는 산에서 물을 받아먹곤 했어. 물이 부족
하면 빗물을 받아서 허드렛물로 쓰고, 쌀 씻는 것도 빗물로 했어. 급수차, 소방차가 오면 물동이 
들고 가서 받아먹고, 고지대는 양수장 놓고 펌프를 놓고 난 후에 1970년도 이후에 수도가 개설됐
어. 처음에 왔을 때 천막촌이었으니 아무 시설도 없었다. 촛불을 켜고 호롱불-석유램프 등을 켜
고 생활했지.” (실향민 B) 

2) 기반시설의 변화

실향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동 피난민 주거지는 개인 화장실이 없어서 부

산터널 입구의 공동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아 공중화장실 앞에 

수십 명이 줄을 서는 것이 다반사 다고 한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이주민들로 이

후에는 집 앞 공터에 구덩이를 파서 화장실로 이용하기도 하 다. 어느 정도 차면 

사람을 불러 퍼서 거름으로 사용하거나 뒷산에다 몰래 방류하 고, 하수도도 개설되

지 않아 생활하수는 길에다 버리는 등 판자촌 일부 지역은 오물 처리장으로 남게 

되어, 위생적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처럼 상·하수도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 신세

를 지거나 웃돈을 주고 전기를 설치한 집에서 전기선을 끌어와서 쓰는 등 부산시의 

행정력이 이곳까지 미치지 않아 기본적인 피난처로써의 역할만 제공하 다. 도로 사

정 또한 좋지 못하여 비가 많이 내리면 진창길이 되기 일쑤 고, 장화를 신지 않고

는 다니기 힘든 생활이었다. 그리고 언덕에 집을 짓기 위해 쌓아놓은 축대가 무너지

는 등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는 상황이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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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연장 (m) 폭 (m) 사업비(천원) 착공 / 준공

초량산복도로 신설공사 (금수사 - 메리놀병원) 1,820 8 19,416 62.03 / 64.10

수정동 산복도로 신설공사 500 8 50,000 67.01 / 67.12

망양로 신설공사 (경남고교 - 영주2동) 1,597 12 - 70.11 / 71.03

아미-남부민동 산복도로 축조 2,693 12 163,781 70.10 / 71.03

영주시민아파트 진입로 축조 280 6 96,532 76.07 / 77.01

개금아파트 진입로 축조 860 20 239,000 77.01 / 77.11

[표 3-4]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관련 도로사업 현황 1961~1977 (출처 : 부산직할시(1993), 직할시 30년)

[그림 3-21] (좌) 1962년 9월 4일 / 부산일보

(우) 1963년 영주동 산복도로 공사 모습 (출처 : 부경 근대사료 연구소)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산복도로 건설을 발표하 다. 산복도로

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62년 9월 4일 ‘부산일보’의 기사로 “선

보이는 부산의 새얼굴 산복도로, 총 연장 16킬로”라는 제목으로, 총 공사비 6천 4백

만 원으로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 다. 이후 1962년 11월 14일 ‘부산직할시 

승격안’이 최고회의를 통과하고 당시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발표하

면서 다시 산복도로에 관해 언급되었다. 직할시 승격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확장공

사, 그리고 시가지 계획 등 3개년 계획으로 이듬해인 1963년부터 새도시계획을 수립

하면서 총예산 83억 원을 투입할 종합건설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하 다. 

부산직할시 승격에 따른 도시 공간의 변화 및 기반시설 개선이 되기 전까지 

10여 년 이상 지속된 판자촌 주거지의 모습은 전후 복구사업에 따른 사회 기반시설

들은 차례로 정비 되었다. 그러나 주동 무허가 정착지는 불법 점유지라는 이유로  

철거와 재추방의 기록과 함께, 정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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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동 판자촌에서 살다가 1960년도에 부산터널 도로변 근처로 내려왔어. 아주 옛날 집 
10평짜리를 하나 사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당시 낮은 언덕의 천막촌은 국유지인 국방부 땅이
고 아버지가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주민들이 합세해서 불하받아서 천막촌을 없애고 블록
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 당시 영주동 일대는 피난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
람들이 눌러앉은 땅 가운데 국유지, 주로 국방부 땅이 많았다. 이걸 불하받기 위해 약 200호 가
구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서울 국방부에 가서 개인 명의로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실향민 B) 

[그림 3-22] 영주동 단독주택의 평면

(이주민의 증언을 통해 재작성)

3) 1960년대의 주거와 영주아파트 건설 

실향민 B씨는 주동 판자촌에 살다가 언덕 아래의 부산터널 근처 지역으로 

이주를 하 다. 판자촌의 대가족이 모여 살던 곳에서 B씨는 부모님과 같이 살기 위

해 당시 국유지 던 곳의 땅을 불하받아 단층집을 짓게 되는데, 주택 평면의 모습은 

[그림 3-22]와 같다. 당시 대부분의 서민주택은 재래식 한옥이었다. 전후 복구 시기

의 초보적인 기술력과 건축 자재의 부족 등으로 미숙한 형식의 단층 주택은 ‘ㄱ’자 

형의 모습으로 가장 안쪽으로 안방을 위치하고 바로 옆에 부엌이 있어 작은 문을 

통하여 음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부엌과 마루는 마당을 통해 진입하도

록 하 고, 마루는 안방 및 방을 마당과 연결시키는 매개 공간으로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 다. 변소와 창고는 안채

에서 분리되어 배치되었는데, 이

는 수세식 화장실이 보급되지 않

았던 시대에 재래식 변소를 채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층 주택의 마당에서 화분을 가

꾸기도 하고, 빨래를 건조하는 등 

생활공간으로 마당을 이용하 다. 

지대가 낮은 곳의 주거 환

경은 이주민 B씨의 경우처럼, 단

독주택으로 변화해갔지만 부산항 

정면의 고지대인 주동 판자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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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년도

시공청 명칭 위치
동 
수

세대 
수

세대별 
규모(㎡)

착공 및 준공
층 
수

1968
부산

직할시
영주

아파트

영주2동 1공구 7 168 37.48 1968.04 ~ 1968.12 4

영주2동 2공구 7 168 37.48 1968.09 ~ 1969.01 4

영주2동 3공구 8 192 37.48 1968.07 ~ 1969.01 4

영주2동 4공구 8 192 37.48 1968.08 ~ 1969.01 4

영주2동 5공구 7 168 37.48 1968.08 ~ 1969.11 4

1970
주택건설
사업소

영주시민
아파트

영주2동 산 1번지 4 208 36.96 1970.04 ~ 1970.11 4

[표 3-5] 1960년대 영주아파트 건설 현황

무질서한 집들이 난립하여 미관상 좋지 않고, 위생·보안·교통·수도 등의 시설이 부

족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1967년 고지대 개발 5개년 계획

(1967 ~ 1971년)을 수립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을 발표하 다. 1968년 2월 27일 건설

부공고 제26호로 중구 주동의 일부 면적 60,132평에 대해 주아파트 건립사업 

시행을 허가하여, 기존의 건축물 2,299동을 전부 철거 정리하고 888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 37개동의 건립을 위해 재개발면적 중 70.9%를 택지로 조성하 고, 

29.1%의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가로·녹지·공원 등의 공지와 상수도·전기 등의 공급·

처리시설을 마련하도록 계획하 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 총 4,627세대의 철거 대상 중 2,968세대를 

동래구 서동 시유지로 이주하도록 하고, 1,244세대에 대해 보상 환지하며 그 밖의 

나머지는 아파트나 연고지에 배치하도록 하 다. 이후 시민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됨

에 따라 도시의 공간 구조도 변화하게 된다. 

부산시가 해안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발고도 50m 이하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체의 20%미만인 반면, 전체의 44.8%가 해발고도 100m 이상인 지

역에 입지하고 있다32).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고지대 개발을 토지난 극복 

및 주택지 공급처로 채택하 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대단위 시민아파트의 개발은 

공공시설의 부족과 사후관리의 부실로 인해 점차 슬럼화 되어 아직까지 부산 노후

아파트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32) 부산도시계획사, 1993, 부산직할시, 직할시 30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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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968년 영주아파트 건립 공사 (출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공보과)

부산 중구 영주 2동 아파트 촌으로 변한 6.25 피난민의 판자촌 - 1997. 1. 5 (동아일보)
구봉산의 푸른 숲은 당시 피란민들의 판자집 마련을 위해 마구 베어져 얼마 안가 벌거숭

이가 되어버렸다. 피란민들은 갈수록 늘어 하루가 다르게 판자집은 산꼭대기를 향하기만 했다. 이
에 부산시는 이 곳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5만 4천여 평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다. 이곳
에 서민 아파아트를 건립, 그때까지도 이주를 않고 버티고 있던 철거민 9백여 가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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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1964년 부산터널 주변과 계단 (출처 : 부경 근대사료 연구소)

4)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구릉지의 계단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정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동의 판자

촌은 시민아파트로 전면 재개발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기존의 모든 도시 조직들은 

새롭게 조성되었지만, 일부 남아있는 것은 구릉지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구릉지의 계

단이다. 한국전쟁 중 생겨난 산복도로의 집과 집 사이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과 계단은 주동 구릉지 주거지역에 미로처럼 퍼져 있다. 이는 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산복도로 아래 위를 잇는 동선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부산터널 위에서 산복도로(현재의 명칭은 망양로)까지 이어

지는 500 계단길은 한국전쟁 피난시절부터 존재하는 계단으로 현재는 중간 중간 도

로를 만나면서 주택과 주택사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지나는 주요 이동경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3-24]는 1964년 부산터널 주변의 모습과 주거지를 잇는 계단의 모습으

로33), 이주민 B씨에 따르면 판자촌이 조성될 무렵, 오솔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돌계단, 시멘트 벽돌 등으로 층계가 생겨나게 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33) 사진에서 가로로 하얀 띠처럼 보이는 것이 공사 중인 영주동 산복도로이며, 가운데 아래 영주터널 상부가 보이며 그 
사이 위로 연결된 계단길이 민주공원에 이르는 500계단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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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영주동 구릉지 주거지역을 잇는 계단 (출처 : 직접 촬영)

[그림 3-25] 계단 및 도로 체계 개념도

주아파트 건설을 전후하여, 현재의 모습

으로 갖추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

고 500 계단길은 1960~70년대 대청공원

(현, 중앙공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서 산책로로서의 역할도 하 다. 

15~30% 경사도의 가파른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성된 

계단길은 구릉지 경관을 형성하는 기본

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형에 의해

서 조망하는 위치에 따라 경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계단길에서는 다양한 도시경관을 볼 수 있으며 고지대에서는 원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계단길은 주거 및 보행환경에도 밀접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가로공간을 만들고 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이지만 도로체계는 평지에서의 필지 

및 도로체계와 유사한 위계를 갖추고 있다. 지형에 의해 격자형의 필지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필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그 위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필지 외

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단과 만나는 전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난간 또는 차단막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사도에 따라 보행 환경도 달라지게 되어 고지대의 

경우 바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

다. 이처럼 주동의 지형과 구릉지에 형성된 계단은 일상생활에 많은 향을 미치

며 독특한 지역 특성을 반 하는 물리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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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영주동 계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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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주아파트의 단지 계획 및 내부 공간 구조

1968년 지어진 주아파트는 국·공유지에 난립한 무허가 판자촌을 정비하여, 

서민층에게 대량 공급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복리후생 성격의 단지라는데 의

의가 있다. 당시 주 시민아파트의 계획 내용은 ‘아파트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

멘조로 하고 층수는 지상 4층이며, 1동 당 48가구(1층 당 12가구) 수용을 원칙으로 

하나 택지가 부족한 경우, 지형에 따라 24가구(1층 당 6가구)로 할 수도 있다. 가구 

당 평수는 11평(실 평수 8평)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부분 구릉지에 건축된 

시민아파트의 대지에 대한 접근 방식은 경사지를 개간, 옹벽을 높게 조성하여 평지

를 만들고 그 위에 단지 구성을 하 다. 단기간에 37개 동을 건설하다 보니, 획일화

된 단지 구성과 지형을 따라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아파트는 프레임식 아파트로써, 건물의 골조인 기둥과 슬래브만 부

산시에서 시공하고 내부의 칸막이벽, 설비 등의 내부공사 일체는 거주자가 담당하여 

직접 시공하는 방식을 취하 다. 이는 이주민 B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단위 세대 평면은 세대 당 분양면적 37.48㎡(11평)에 전용면적 7.56평으로서 가로 

5m × 세로 5m 의 정방형의 크기에 방(3.6평), 마루 및 부엌(2.2평), 화장실(1평), 그

리고 창고로 구성되며 연탄 온돌을 사용하 고, 편복도 형식으로 진입하도록 하

다.34) 부엌과 마루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규모에서는 별도의 가사 행위가 이루어

지기 곤란했으며, 연탄 난방임에도 연탄 수장고가 없었다. 그리고 장독 및 김장독은 

복도에 보관하 고, 공간 부족으로 안방의 발코니를 확장하기도 하 다. 

“우리가 영주동 저 밑에 터널 입구 주유소가 있는 곳에 살다가 아저씨가 집을 팔아 사업한다고 이사 
가야된다고 해서 딱 한집이 남아서 들어왔다. 1968년도에 계약해서 1969년도 3월 11일 집사람이 떡을 해가지
고 와서 나눠주고 했어. 한 줄에 6호까지 있었고, 한 층에 여섯 집이 한 계단을 이용했다.

우리가 막차를 탄 셈인데, 내가 처음 영주아파트에 들어와 보니 특성이 내부수리를 안하고 건물의 뼈
대만 세우고 칸만 지어 분양했다. 안에 들어와서 벽도 쌓고, 화장실도 만들고, 공간만 줬다. 그래서 부엌하고 
화장실만 위치가 동일하고 내부구조는 다 다르다. 내가 건재상을 해서 타일로 시공하고 내가 제일 잘 지었다. 
평수는 11평인데, 실 평수는 8평이다. 다 똑같다. 아파트만 지어놔서 옹벽도 가파르고 주변에는 쌀집, 고무신 
집, 철물점 밖에 없었어. 이후 주택 용지로 분양한 곳에 집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하더라고.” (이주민 B) 

34) 영주아파트 현장 답사 실측을 통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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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1968년 영주아파트 건립 당시 평면과 내부 구조의 변화

(출처 : 현장 답사 실측 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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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영주아파트 가구별 내부 구조 변화 (이주민의 증언을 통해 재작성)

이주민 B씨는 1968년 입주 후에 가족 구성원이 증가하면서 인접해 있는 1채를 

추가로 매입하여 출입구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내부 구조의 변화를 통해 공간을 

확장하 다고 증언하고 있다. B씨의 주거 공간의 변화 과정은 [그림 3-29]와 같다. 

또한 필요에 의해 난방 방식을 교체하 으며, 이웃들은 벽체에 새롭게 창을 내거나 

발코니 확장을 통해 아파트 입면을 변화시키는 등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맞게 주거 

환경을 가꾸어 나갔다.

“당시 아파트는 연탄아궁이라 온돌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연탄을 뽑았다 넣었다 했어. 근데 연탄가스
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병원가고 하니깐.. 연탄아궁이 밖에 파이프를 돌려 만든 온수식 보일러를 했다. 문제
는 부엌이 높은 게 아니라서 구멍을 팠더니, 아궁이가 아랫집 다락 안으로 들어갔어. 영주아파트에 부엌 위쪽
으로 조그만 다락이 하나 있었거든. 한 번은 아궁이 물을 안 잠궈서 아래층에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 (이주민 B) 

“아파트가 쭉 서있으면 그냥 시멘트 벽이었다. 앞에 층계가 되었고 밑에 찻길이 되고. 옹벽 여기에 나
무를 심기 시작해서 영주아파트에도 나무가 들어섰지. 이 아파트 옹벽이 높이 있었다. 길도 차 두 대가 겨우 
지나는 정도이고. 계단을 올라와서 아파트가 섰다. 그러니깐 축대 위에 아파트가 있었던 거지. 아파트 앞에는 
낭떠러지라 철근을 막아서 아이들이 안 떨어지도록 막아놓고. 물론 놀이터는 없었고, 그 앞에서 어떤 놀이도 
할 수 없었다. 위험하니깐.” (이주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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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현재의 영주아파트 (출처 : 직접 촬영)

또한 높은 옹벽의 위험성과 부족한 공용공간에 대한 대응책으로 옹벽에 나무

를 심거나 펜스를 설치하 고, 수돗가와 빨래터를 조성하여 저소득층 특유의 집합 

주거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 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주아파트 대부분에는 텃밭

이 있는데 이 또한 계획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주변 공지 등에 만

들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1968년 37개 동으로 지어진 주아파트는 현재 2블록(5개 동)과 3블록(4개 

동) 그리고 9블록(2개 동)만 남아 있으며, 1970년 주택건설사업소에서 지은 주 시

민아파트는 4개 동에 일부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노후화된 10평 남짓한 아파트는 

고지대인 탓에 현행 건축법상 많은 제한을 받는데다 특히 입주민들이 세하여 재

건축도 힘든 형편으로 시급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용면적이 적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부

산시가 시비 80억 원을 들여 시민아파트 일부를 직접 매입, 철거한 뒤 공원으로 활

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다.35) 

35) 부산일보, 2012.10.25, 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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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 법정)

용적률
( / 법정)

세대 
수

층 
수

동아아파트 영주동 92 4,940.2 1,849.47 24,625.38 37.4/60 394.89/400 204 16

동아아파트 영주동 160 9,535.2 2,775.24 36,367.96 29.1/60 339.99/350 328 16

금호아파트 영주동 161 9,136.7 2,757.21 34,053.89 26.4/60 320.53/350 322 16

[표 3-6] 영주아파트의 재개발 현황

6)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구릉지 주거 경관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경과 년수가 오래됨에 따라 점차 노후

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당시

까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주택조합설립을 불량 노후아파트의 거주민에

까지 재건축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하 다. 그 결과로 재개발 구역 외에서도 재건

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의 택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 고 토지 자원의 한계로 인해 민간 건설업자들의 경우, 택지구입비가 들지 

않는 기존의 노후아파트 재건축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어 아파트의 재건축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1968년 37개 동으로 지어진 주아파트 중 27개 동에 대하여 30

여 년이 지난 1997년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진행하 다. 

2종 일반주거지역인 주아파트 재개발 지역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

여 60%의 건폐율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 350 ~ 400%로 재건축 조항이 완화되었다. 관련법에 

의해 조성된 동아아파트(9블록, 11블록)와 금호아파트(16블록)의 현황은 [표 3-6]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범위에 속하

는 지역은 여러 가지의 건축 제한이 완화36) 적용되었으며, 경사지 주거가 가지는 물

리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의 구릉지 경관을 왜곡하는 고층 계획이 

진행되었다. 

36)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및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계획시설 기준의 도로에 관한 건축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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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일부 영주아파트의 재건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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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영주동 일대의 지형 및 경관 변화

평지와 구분 없이 동일한 건축법규(건폐율, 용적률, 인동간격, 주동길이)를 일

률적으로 적용하 고, 토지이용도의 효율성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해발 

100m 이상의 고지대에 16층의 고층 아파트와 획일적인 판상형 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과거의 도시 경관을 해치던 노후 불량 주거지는 구릉지에 병풍처럼 

펼-진 또 다른 모습으로 도시 경관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 

급격한 경사지로 지역의 57%가 주거가 불가능한 곳이었던 주동은 1945년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의 무허가 판자촌으로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환경은 피난민들 스스로가 식수를 구해야 했으며,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혼자 힘으로 개간을 해야 했다. 이후 부산시는 도심지 불량주거지의 개

선정책을 필두로 철거 이주 정책을 펴서, 이곳에 대단위 시민아파트를 건립하 다. 

과도한 기단부 조성에 따른 위험성, 관리의 부실, 10평 남짓의 비좁은 주거 환경 등

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곳의 주민들은 아파트를 개조하고, 나무를 심고 커뮤니티 공

간을 가꾸는 것으로 환경을 바꾸어 나아갔다. 이후 1988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의 개정은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허가함으로써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용적

률의 완화에 의한 고층아파트, 이에 따른 과도한 옹벽의 조성은 현재의 주동 경관

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도시 공간 정책과 함께 이곳에 정착한 실향민들의 

자발적인 변화(주거지 확보와 개간, 아파트 개조, 재건축조합 결성 등)와 결부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개발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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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2013년 영주동 일대 모습 (출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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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953년 7월 18일 동아일보

IV. 실향민의 재정착 이주지

1. 공공정책과 철거 이주

2. 정책 이주단지의 경관 변화 (금정구 서동 사례)

1. 공공정책과 철거 이주

피난살이 삼년의 발자취
비좁고 더럽고 악취나는 판자집. 그러나 그

것이 피난살이 삼년 동안 하루의 괴로움을 덜어주
는 안식처였고 근거지였다. 51년 1월 4일 아우성치
며 거리를 헤매이었으나 집은 없고 되는대로 판자 
부스레기를 주워 만든 ‘가옥형태’ - 다만 지붕이 
있고 방바닥이 있고 벽이 있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둘도 없는 쓰위트홈이었으니, 거리마다 
골목마다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이럭저럭 살아오
는 동안 그 수는 7월 4일 현재 28,690호. 괴로웠던 
피난살이 3년 동안의 판자집 신세. 이제 막상 마음
의 고향, 서울을 찾아 떠나려는 어제, 오늘 부산거
리를 다시금 살펴보고 가슴이 뭉클거리거니와 우리
가 남겨놓고 갈 3만 호의 전시 피난 주택... 뒤처리
는 부산시 당국의 처분대로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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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발화 장소 인명피해 피해 현황

1950년 11월 20일 광복동 백화점 - 피해금액 2억 6500만원

1950년 12월 24일 국제시장 - 판자점포 65동 소실

1952년  1월 22일 영주동 피난민촌 내 성냥공장 1명 판잣집 150호 전소, 이재민 200세대

1952년 11월 27일 국제시장 - -

1953년  1월 30일 국제시장 - 춘향원 - 판자점포 4,260개 전소, 이재민 30,000 명

1953년 11월 27일 부산역전 대화재 (영주동 판자촌) 29명 판자촌 5,086채 소실, 이재민 28,000 명

1954년 12월 10일 용두산 피난민 판자촌 - 판자촌 1,093채 소실, 이재민 8,000 명

[표 4-1] 1950년대 부산의 대형화재 (출처 : 역사를 품은 도시 중구이야기, 부산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당시 피난 생활을 묘사한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

쟁이 끝난 후 피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서울 피난민들의 복귀가 진행되었지만 

판잣집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복귀 피난민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또 다른 이주민들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1952년 흉년과 풍수해 등의 자연 재해로 농촌에서 몰락

한 유랑민도 있었고, 경남 각 지역에 수용되었던 피난민들이 다시 부산으로 유입되

었다. 이러한 피난민들에 대해 정부나 부산시는 도시미관, 위생문제, 교통난 등의 이

유를 들어 판잣집 철거를 시작하 다. 철거 문제는 1950년 11월부터 확인되고 있

다.37) 부산시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꾸준히 용두산, 복병산, 부평동, 보수천 부근 등

의 판잣집 철거를 추진했고, 여기에 반발한 피난민들은 정부나 부산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찾아가 철거를 반대하 다. 철거와 건립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그 

수는 큰 변화가 없었고, 1953년을 기준으로 도로변과 하천변에 2만 2천 호, 산마루

에 1만여 호가 있었다고 한다.38) 수요는 늘어나지만 부족한 주거 문제로 복귀 피난

민들이 사고파는 판잣집은 높은 가격에 거래 되었고, 부산시는 이를 경계하기도 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철거 명분을 보장해 준 것은 부산의 화재 다. 당시 

화재에 취약한 부산은 ‘불산’으로 불렸다. 일각에서는 부산의 ‘부(釜)’자가 가마솥이라

는 뜻으로 불이 잘 나기에 부자 ‘부(富)’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

다. 당시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판잣집 내 초롱불, 촛불, 아궁이불 등이 원인이었

고, 겨울의 강풍과 판잣집의 재료, 밀집한 가옥 등이 피해를 키웠다. 화재는 피난민

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 다. 

37) 국제신보, 1952.12.12, 기사 일부
38) 부산일보, 1953.10. 7, 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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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좀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

화재 이후 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철거를 위한 경찰이나 군인을 적극 지

원하겠다고 발표하 고, 부산시에서는 이재민들의 수용소 이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

고 화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판잣집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하 다. 그 해 12월부터 5차에 걸친 철거 계획을 세우고 동광동, 보수천 

주변, 해안가 등지에서 철거를 시작했고, 1954년에는 초량, 도, 부산진까지 확대하

다.39) 무허가 주거 철거에 대하여 계절의 향도 고려되어 계획이 보류되기도 하

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기도 하 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피난민과 실향민을 

부산항 중심지로부터 쫓아내었다. 이러한 부산시의 주택개발 정책은 도심 불량주거

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구조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1955년부터 1981년까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1) 1955년 - 1964년 : 강제철거이주정책

1955년부터 1964년까지 부산시는 도시환경개선 및 미관의 회복이라는 측면에

서 시내 전역에 산재한 무허가 판자촌 일부를 강제 철거하고 철거민들을 도심 외곽

으로 이주시켰다. “부산시의 원래 계획은 국민, 난민, 자조, 구호, 후생 주택 등 공공

주택을 건설하여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재정이 빈

약하여 이들을 위한 계획적인 이주지가 개발되지 못하 고 공공주택의 건설도 큰 

성과를 얻지 못하 다. 강제 철거된 주민들은 도시 기반시설이 없는 변두리 구릉지 

지역에 새로운 판잣집을 세우거나 외곽지역에 불법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악순환으로 오히려 불량주거지를 도시외곽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다.”40) 

괴정동, 감만동, 청학동, 동삼동, 연산동, 대연동, 전포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은 부산시의 철거만 있었고 개발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히

려 구릉지 특유의 자생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주민들 대부분이 세하

기 때문에 구릉지 주거지역의 경사를 훼손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배치되었다. 그

리고 좁은 골목길은 규칙과 불규칙의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산길을 확

장되어 접근도로로 만들었다. 대부분 블록조의 단독 주택이었고, 이후 2~3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현지 개량되어 왔지만 빠르지 않은 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9) 국제신보, 1954.1.5, 기사 일부
40) 권영민 외, 2000, 부산시 도시성장과정에서 본 주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10호,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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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5년 - 1972년 : 집단이주개발정책

1963년 ‘공 주택법’이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에 의한 공 주

택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이전까지의 철거 이주에 의한 해결방식을 떠

나 적극적인 주거지 개발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계획된 정책 이주

지를 개발하여 고지대 판자촌 주민과 공공사업 대상지구 주민을 이주시키는 한편, 

판잣집이 밀집해 있는 고지대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시민 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불량지구의 토지 이용률의 제고 및 주민의 재정착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 다. 

1968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철거 이주 및 철거 재개발사업은 기존 시가지 내의 불량 

주택거주자를 이주시키기 위해 시 외곽지에 일단의 택지를 확보, 조성하여 이주민에

게 일정규모(세대 당 20평 이하)의 택지를 배정하고 건물은 이주민이 자력으로 건립

하도록 하 다.”41) 신평동, 장림동, 당리동, 연산동, 서동, 반송동, 대연동, 망미동 등

이 대상 지역이었다.

이들의 주거지는 자생적 주거지와는 달리 가로망의 체계가 확정된 후에 주거

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우 정형적인 모습으로 가로체계가 형성된 격자형 가로체

계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지구에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지인 

금정구 서동지역도 여기에 속한다.  

3) 1973년 - 1981년 :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주택개량사업

1973년 ‘주택개량에 의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불량주택개량사업은 도시

계획의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하 다. “현지개량과 철거 이주를 원칙으로 하고 개

별 혹은 병행으로 시행되었는데, 철거민의 입주방식에 따라 연립주택과 시 ·주공 

임대아파트로 나눌 수 있다. 1973~75년에 입주한 4호 연립주택은 11평으로 된 2층 

구조이며, 2호 연립주택은 세대 당 평수가 동일하게 13평이었다. 이는 이전의 정책

이주지보다 도로 폭이 넓고 대지분할도 넉넉하여 주거환경도 개선되었다. 이후 1976 

~ 81년에는 개금동, 재송동, 구서동, 덕천동 등에 시 ·주공 임대아파트가 대부분 5

층 이하로 조성되었다.”42) 이러한 사업은 개별 개발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을 도입하

여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개량하 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으며, 오늘

날의 아파트 단지의 주형을 형성하고 있다.  

41) 박재환 외, 2008, 부산의 산동네, 부산발전연구원, p. 49
42) 권영민 외, 2000, 부산시 도시성장과정에서 본 주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10호,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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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산에서 정책적 이주를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 시 당국

이 철거민 및 무주택 난민 수용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 사업(1955 ~ 1964)을 펼치면

서 도시 내의 불량주택 주민을 시 외곽 및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 다. 그러

나 이때 정책적 이주에 의해 조성된 주거지를 정책이주지라 지칭하지는 않았다. 이

후 부산시는 불량주택에 대한 철거이주 정책이 지속되었으며, 정책 이주지 정착사업

이 1965 ~ 1972년까지 1만 5천여 호에 이르는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처

음으로 ‘정책 이주지’라는 용어가 등장하 다. 그 후 1973년부터 불량주택 개량사업

으로 2호 연립과 4호 연립 형식의 주택 9천여 호가 정책 이주지에 지어져 공급되었

다. 이 당시에 조성된 이주지의 명칭도 정책 이주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계속해서 불량주택지구 재개발사업이 1981년까지 지속되면서 임대아파트가 건축, 

제공되었고 더 이상 ‘정책 이주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시민 아파트’ 

또는 ‘임대 아파트’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책 이주지’는 1965 ~ 

1972년의 집단이주 개발정책에 의해 조성된 정책 이주지를 제한적으로 지칭한다. 

부산시의 불량주택 개량에 대한 주택 정책의 변화에서 강제철거 이주정책은 

도심 인근에 또 다른 구릉지 주거지를 양산하 고, 대규모 집단 이주 개발정책은 시 

외곽으로 구릉지 주거지역을 확산시켰다. 이는 부산으로 피난 온 실향민들이 누적된 

가난이 아닌 전쟁이라는 재난으로 정부에 의해 산꼭대기로 내몰린 결과로 형성된 

생활공간이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도시 변방의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도시 속으로 재편되어야 하는 공동의 생활공간으로 ‘새로운 도시’라는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구하 지만, 거주민은 새로운 집단 거주지에서 다시 일상의 생활공간과 시

간을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전쟁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추방

당한 경험을 가진 실향민들은 또 다시 부산시의 요구에 떠밀려 정책 이주지라는 공

간에서 새롭게 부산의 경관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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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시기 공급방식 주택유형 규모 지역분포

철거
이주정책

공공주택건립에 
의한

철거이주사업
54~63

택지조성
+ 개발주택

공적 제안
단독주택

4,207호
시 외곽지역

(후생, 난민, 자조, 
난민구호 등)

정책 이주지
정착사업

64~70
택지만 
조성

개별 
단독주택

15,294호

8개 지구
(신평, 장림, 연산, 
서동, 반송, 대연, 

당리, 망미)

주택개량
+

철거
이주정책

불량주택지구
철거이주개량사업

73~75
택지조성 

+ 개발주택
2호 연립,
4호 연립

9,352호
4개 지구

(반여, 용호,  
개금, 만덕지구)

[표 4-2] 정책이주지 개발 계획 (출처 : 부산직할시 시정백서, 1990)

[그림 4-2] 정책 이주지의 입지 (출처 : 위성지도 - 네이버)

2. 정책 이주단지의 경관 변화 (금정구 서동 사례)

1) 정책 이주단지의 형성

부산시는 불량주거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구조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도심 

인근 구릉지 주거지역에 대한 철거를 단행하 다. 1955년부터 1981년까지 공공에 

의해 시행된 주택개발 정책은 [표 4-2]와 같이 나타나며, 정책 이주지 정착사업의 

입지는 도시 외곽지역의 산지, 계곡 등으로 확정되어 도심의 무허가 판자촌 주민들

은 반송동, 반여동, 서동, 신평동, 망미동 등의 대상 지역으로 이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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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969년 3월 25일 국제신문  

"영주아파트 건설이 확정되고, 동래구 동
상동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 1968년 4
월 이삿짐을 싸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 작은 
트럭 하나를 제공해 주더라고. 보상비는 따로 없
었고. 

경사지 터에 줄만 그어져 있었어. 한 가구
당 15평 6m × 8m 정도 됐을까? 건축 재료도 없
고, 주변에 논과 밭 아무것도 없으니깐 막막했지. 
2열에 7칸 14필지가 하나로 묶여있고, 집 앞의 도
로 폭은 2m, 경사로 쪽의 폭은 4m 정도였다." 
(실향민 A) 

철거민 2,968세대를 시유지 292,464㎡에 이주 정착시키는 정책 이주지 정착사

업은 이주민에게 일정 규모의 택지(세대 당 49.6㎡)를 배정한 후, 건물은 이주민이 

자력으로 짓도록 하 다. 이 사업의 이주지역은 가로망의 체계가 확정된 후에 주거

지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전 초기 정착지의 자생적인 구릉지 주거지역과는 다른 

공간 구조를 가진다. 가로체계는 폭 4~6m 의 격자형으로 구성되었고, 2열 × 7칸의 

14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정형적으로 배치, 구획되었다. 단위 필지가 협소하고 블

록 당 하나의 필지를 공동화장실로 이용하도록 조성된 정책 이주지에 대하여 실향

민 A씨는 "상·하수도 시설의 부족, 건축 재료 수급의 문제 등 열악한 환경은 피난민

의 주동 초기 정착지와 다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의 동래구 동상동(현, 금정구 서동)은 구릉지 지형으로 밭과 임

야의 지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부산시는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무시한 채 격

자형으로 필지를 구획하고, 소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정착사업을 시작하 다. 이 지역

으로 진입하는 지구 간선로는 폭 20m의 반송로와 폭 12m의 부곡로이며, 정책이주

지를 관통하는 서동로는 폭 10m의 보차혼용도로이다. 그리고 여기서 갈라진 지구 

내 도로는 폭 6m로 횡방향으로 존재하며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4m의 소로(이면도

로)가 있고, 2m의 이면도로가 촘촘히 엮여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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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재정착 이주지의 지형

[그림 4-4] (하)1961년과 (상)1974년 서동의 지적 변화 (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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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재정착 이주지 공간 구성

[그림 4-6] 재정착 이주지의 지형

그리고 하나의 필지는 6m ×8m로 조성되어 있으며, 구역 내 블록은 폭 56m, 

길이 48m 전후의 정방형 크기로 50여 개의 필지가 하나의 기본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정책이주지의 횡단면 경사도는 8%로 비교적 완만한 반면, 종단면 경사도는 

24%로 산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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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1970년 3월 3일 국제신문  

[그림 4-8] 1970년대 정책이주지역과 주변 초등학교의 모습 (출처 : 금정문화 - 금정문화원 제공)

2) 생활상 및 기반시설의 변화

"처음 이주지를 만들 때 블록 2개마다 하나
씩 공동화장실이 있었는데, 비만 오면 넘쳐 집 안으
로 들어오고, 분뇨차도 제 때 오지도 않아.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일반 필지로 팔아먹었어. 
그래서 화장실은 슬래브 집 지으면서 집 안에다 조
그맣게 만들었지.

당시 전기는 들어왔는데, 시원치 않았어. 촛
불 신세도 많이 지고. 수도는 공동 수도였다.

여기로 들어오는 버스는 딱 하나였는데, 그
게 서면 지나서 부산역으로 가는거야. 영주동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부산항으로 일하러 다닐 때 그 
버스 2시간씩 타고 다니고,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
어서 미끄러워서 걷기도 힘들었어." (실향민 A) 

1968년 이주 당시, 필지만 조성된 정책 이주지의 도로 사정은 좋지 않았다. 인

근 초등학교에 이르는 길은 포장이 되지 않은 황톳길로 비만 오면 등교를 막는 일

이 다반사 고, 부두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했던 주민들은 생업의 장소와 거주지역이 

멀리 떨어지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 다.43)

43) 실향민 A씨의 증언과 국제신문, 1970. 7. 7, 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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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1974년 9월 30일 국제신문 [그림 4-10] 1976년 1월 29일 부산일보

서동을 비롯하여 반송, 반여, 만덕동 등의 정책 이주지에 나타난 기반시설 문

제는 당시 신문기사에서도 제기되었다. 3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서동의 경우 10대의 

개인 전화와 3대의 공중전화, 동사무소와 파출소에 각 한 대씩의 공중전화만이 있었

다. 우체국도 없어 전보나 소포를 보내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고, 저소득층의 

주민들은 성가셔 웬만한 일은 아예 단념해버리는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의 부족에 대

한 불만이 증가하 다. 그리고 1만여 명이 사는 서동 정책 이주지역에 약국, 병원은 

전무한 상태 으며, 경찰 파출소 하나 존재하지 않아 매일 밤이면 폭력과 절도 등의 

각종사고가 10여 건이나 발생하는 등 치안 대책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주민 편익시설의 부족은 서동 뿐만 아니라 고지대 변두리의 정책 이주지에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 다.

2개의 블록마다 존재했던 공동화장실은 비가 내리면 분뇨가 흘러 넘- 집안으

로 들어오기 일쑤 고,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이를 폐쇄하고 주거

지로 전환하 다. 그리고 분뇨 수거차 및 청소차의 불규칙적인 운행으로 악취를 견

디다 못한 주민들은 밤에 가까운 산에다 갖다버리는 실정이었으며,44) 하천에다 대·

소변을 보는 주민들도 많아져 주동의 초기 정착지만큼 열악한 생활을 하 다.

44) 실향민 A씨 및 이주민의 증언을 통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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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1976년 5월 19일 부산일보 [그림 4-12] 1977년 7월 19일 부산일보

이처럼 1970년대 당시 정책 이주지 관련 기사는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불만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83 도

시 세민 지역변소 개량 지침'을 통해 변소개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 으며, 

구체적인 개량지침을 수립하여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 다.45) 그리고 

분뇨 수거차와 청소차의 운행과 관련해서는 행정당국이 즉시 시정하여 결과를 주민

들에게 통보, 조치하 다. 

그러나 상수도 설치 및 급수시간 조정은 1984년 상수도 확장공사 이후, 가능하

고 금융기관은 업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로 입점을 불허했으며, 버스노선 연장은 

비용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 하지 

못하 다.46) 이처럼 지방 정부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개선되

어야 하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고 약국, 병원과 같이 민간부문에서 협조를 

요하는 부분은 당장의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주 초기의 정책 이주지는 전반적

으로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 다.

45) 대상으로는 영세민 지역의 구조가 불량한 비위생적인 변소, 분뇨 저장소의 규격미달로 오물범람의 우려가 있는 변
소, 변기구조의 불결 환기불량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변소, 지붕 벽체가 판자 함석 등 조잡한 변소, 독립된 변소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변소, 고속도로변 간선도로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변소 등
46) 실향민 A씨 및 이주민의 증언을 통해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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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1974년 11월 2일 부산일보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의 기반시설은 시장과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그리

고 초등학교 개교 등으로 점차 개선되었다. 서동 시장은 정책 이주지가 조성된 3년 

후 1971년 공설시장 개장식을 시작으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정책 이

주지 내의 부지 548평과 점포 수 90여 개, 상인 수 90명으로 시작하여 주변지역 

(금사동, 회동동, 서동)의 생활필수품 및 부식 재료들을 판매,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

하 다. 초기 정책 이주지처럼 시장의 형태도 세성을 벗어나지 못하 으나, 1974

년 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금사공단이 개설되고 경기도 좋아져, 노점 상인들을 비롯

해 점포가 있는 상인들까지 시장의 규모와 자산을 키워나갔다. 

당시 “밭농사, 논농사가 주 산업이었던 농민들을 상대로 구획정리를 하기 위한 

일들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개인이 소유한 각지의 땅을 네모반듯한 땅으로 되돌

려 받는 조건으로 채비지 30%의 땅을 조합에 내어야 했고,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 다. 구획정리 반대의 데모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이 이루어졌다.”47) 조

합 설립 이후, 정책 이주지 주변으로는 공병 주택단지가 조성되었고 금사 공단은 

1974년 준공업지역 지정과 함께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 다. 1980년대 섬유, 직

물, 석재와 같은 인력 중심의 산업들이 활기를 띠면서 인력 수요가 많아져 자연스럽

게 시장과 상권은 호황을 이루었다. 

값싼 주거지와 상권의 형성, 주변 공단 조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지만, 

당시 서동지역의 학교는 1946년에 개교한 금사초등학교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부족

한 교육시설은 1975년 동상초등학교 분

리(24학급), 1979년 동현초등학교 분리

(17학급), 1980년 서동초등학교 분리(25

학급), 1982년 회동초등학교 분리(20학

급), 1984년 서곡초등학교 분리(18학급) 

등 10여 년 동안 5개의 초등학교가 분리

되어 개교하 고, 중·고등학교의 설립 등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점차 주거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47) 금정문화원, 2010, 금정문화 - 동상지역 편, 금정문화원,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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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정책이주지 주변의 기반시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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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실향민 A씨의 주택 공사

(기초공사 중 현장 사진)

3) 이주민의 주거 변화 과정

1968년 정책 이주지에 정착 후, A씨의 가족은 집 근처에 작은 공장을 짓기 위

해서 제공받은 필지 외의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하 다. 주동 판자촌에서 거주할 

때, 이웃에게 제안 받은 철끈 만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연사 공장에서 흰 실

을 사서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양쪽 끝에 아교풀을 먹여 만든 철끈은 문서나 서류 

따위를 엮을 때 사용하는 끈으로, 당시 부산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었다. 하루 

종일 작업해야 하는 고된 일 때문에 직원이 자주 바뀌었지만, 불편한 교통편으로 부

산항으로 출·퇴근하는 일 보다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었다고 A씨는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민 사이에서는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가내공업으로 전환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1974년 금사공단이 조성되면서 장갑 짜는 직물 공장과 

소규모 제조업의 모습도 보이게 되었다. 

“여기 와서는 집 짓는 게 일이었어. 이사 온 첫 날은 천막치고 자고, 움막 생활을 1년 정도 했을꺼야. 
다들 움막 짓고 살다가 슬레이트 지붕 집, 그리고 단층 슬래브 집, 증축해서 2층 슬래브 집, 다음에는 다 털고 
3~4층 집,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들이 변해갔어. 우리는 움막에서 살다가 바로 슬래브 집으로 넘어갔어. 슬레이
트 지붕 집은 별로 좋아 보이질 않더라고.“ (실향민 A) 

서동으로 이주한 후, 이주민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개인 필지를 경계로 담장을 쌓는 것이었다. 

주동 판자촌에서는 점유에 의해 부지를 확보하

기 때문에, 소유 필지에 대한 명확한 역 설정

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A씨의 가족은 담장

을 배면으로 나무 기둥 2개를 세워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주거로 이용하 다. 천막집 

주변으로 물길을 내어 장마철을 대비하 고, 가재

도구는 마당에 천막을 덮어 따로 보관하 다. 당시 

A씨의 형제들은 일찍 결혼을 하 기 때문에 기거

하는 사람은 세 명뿐이었고, 벽돌과 슬레이트로 집

을 짓는 것보다는 공장을 먼저 만들어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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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실향민 A씨의 주거 변화 (출처 - A씨의 증언을 통해 재작성)

[그림 4-15]는 천막에서 1년 동안 거주 후, 짓게 된 슬래브 집 건축 당시의 

모습이다. 기초 공사 후 빗물에 의해 흙더미가 쓸려나간 사진을 촬 한 것으로, 포

장이 되지 않은 도로의 모습과 벽돌과 슬레이트로 만든 이웃집을 확인할 수 있고, 

전봇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간헐적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단층 슬래브 집을 지을 때, 세를 줄려고 좀 크게 지었어. 기술자를 사서 지었는데, 막노동하면서 같이 
지었어. 벽돌도 나르고, 현관 앞 작은 마루판은 내가 직접 대패질해서 짜 넣었다. 영주동 살 때는 5평 정도였
는데, 여긴 땅만 15평이니깐 살만하더라고. 방 3칸, 부엌 2칸 만들어서 세를 줬어. 조금 비좁게 살더라도, 방 
만들어서 월세라도 받는 게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니깐. 우리 집은 방 두 칸에 부엌, 부엌 위에 조그만 다락 이
렇게 있었어." (실향민 A) 

실향민 A씨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건축가는 설계 도면을 제공한 것

이 아니라, 건축주가 방 3칸, 부엌 2칸을 요구하면 직접 측량해 가며 함께 집을 지

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을 '목수주택'48)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15평 정도의 좁은 

대지에 최소 규모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평면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건축주

의 요구 내용과 경제력, 건축가의 성향에 따라 주택의 형태에서 다양성이 내재되었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지었으며 

당시 공동화장실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작은 화장실도 계획에 포함되었다. 당시 지어

진 주택의 평면 변화는 A씨의 증언과 관련 사진에 의해 [그림 4-16]과 같다. 

48) 강무길은 '부산지역 정책이주지 형성과 주거변화 특성'에서 1964 ~ 1970년까지 정책이주지에 주민들 스스로 목수
에 의존하여 주택설계의 내용을 결정한 주택을 '개별 목수주택'으로, 행정당국이 주택의 설계를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적으로 제안하여 제공된 형식의 주택을 '공적 제안주택'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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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1970년 정책이주지 서동의 모습 (출처 : http://cafe.daum.net/sajin7777)

[그림 4-17] 실향민 A씨 부친의 회갑연 1971.2.25 (출처 - A씨의 가족사진)

A씨의 가족사진에 따르면, 안방의 폭은 어른 여섯 명이 겨우 설 수 있을 만큼 

좁았으며 부엌으로 연결되는 쪽문은 1.4m의 높이로 끼니마다 음식을 반입할 수 있

도록 하 다. 옥상의 사진에서는 주택을 직접 짓고 남은 시멘트 블록과 이웃의 옥탑

방 그리고 장독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1971년 당시 정

책 이주지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집보다 슬래브 집이 주거 형태로 많이 건축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옥상의 활용도를 높이며 빨래를 건조하거나 장독과 같은 가재도구

를 보관하는 등 과거 마당의 작업 공간 기능을 대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필지지만, 셋집을 수용함으로써 수평적으로 분화한 것을 알 수 있

다. 대문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방 하나를 이용하는 형태는 문간방 또는 후면

의 후미진 방 한 칸과 그에 딸린 부엌을 사용하며, 방의 출입은 주로 부엌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 다. A씨의 증언에 의하면 신혼부부가 아닌 동거인들이 주로 임대

하 고, 이는 당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대변한다. 문간방의 작은 집에 둘이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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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일반 건축법

적용 법령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건축법

건폐율 9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200% 이하

높이제한
미적용,

5층 이상 12m 초과 건물은 높이의 1/4
전면도로 반대 측 경계선까지 건축물 

높이의 1/2

주차장 부설 
의무

주차장 부설 의무 면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거실의 채광
조도 기준의 

각 1/2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함
용도에 따라 독서, 식사, 조리는 150 lux, 

기타 70 lux로 함

건축자재의 
품질

적용하지 않음
공업표준화에 의한 한국 공업규격 표시품 
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함

[표 4-3]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건축법'의 차이

가 자녀가 생겨 규모가 큰 집으로 이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근 산업단

지의 개발로 많은 근로자들이 몰려들어 주거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 다. 이는 

주택의 부족 및 수요 증가라는 사회 현상을 반 하여,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불법으

로 증축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마당에 작은 창고를 지어 연탄 등을 쌓아두거나 부

엌의 상부에 다락을 만들고, 셋방 상부에 옥탑을 만들어 추가로 세를 두는 등의 수

평적, 수직적 확장이 이루어졌다.49)

 1980년대 초 만연한 불법 증·개축은 1989년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합법적인 주택개량(신축)이 허용된다. 현지개량방식50)에 의

해 지어진 개량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의 명분 아래 건축법상의 특례사항을 적용받았

다. 특히 건폐율 90%, 용적률 400%까지의 허용은 과밀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

는 결과를 초래하 다. 철끈 공장 운 으로 가내공업을 하던 A씨의 가족도 1979년 

재건축을 통해 소규모 공장부지는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매매하 고, 거주했던 필

지에는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 다.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은 각 층(약 13평)에 

한 세대씩 거주하 으며, 일부는 옥탑을 만들어 2개 층을 사용하기도 하 다. 4m 도

로에 인접한 필지는 1층 도로변에 상가를 만든 경우도 나타나며, 상부로 진입하는 

계단은 계단참 없이 직선 계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49) 실향민 A씨 및 이주민의 증언을 통해 재작성
50)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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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축된 다세대 주택의 평면 (출처 - 실측 후, 재작성)

건축법 완화에 의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들은 이격

거리 없이 이웃과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이며, 이주민이 직접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배열 속에서 입면 형태와 다양한 외장 재료로 개축되는 독특한 주거지 형

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9]는 현지개량방식에 의해 지어진 다세대 주택의 평면이다. 90%의 

높은 건폐율 설정으로 창을 통해 외기를 점하기는 불가능 하 으며, 채광에 대한 규

제 완화, 400%의 용적률 등으로 1~2층에서는 대낮에도 전기를 이용해야 했다. 이러

한 주거 환경은 IMF에 따른 산업단지 쇠퇴와 낙후된 기반시설 등의 이유로 저소득

층, 기초생활 수급자가 증가하는 서민 주거지역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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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정책 이주단지의 주택 출입구와 옥상 경관 (출처 : 직접 촬영)  

4) 정책 이주단지의 경관 형성과정 고찰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개발된 금사 산업단지는 서동 정책 이주지의 

도시 경관에 많은 향을 끼A다. 제조업의 활황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 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책이주지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으며 결과

적으로 불법 증·개축을 초래하 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명

목으로 1989년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합법적인 

주택개량(신축)이 허용되었고, 정책이주지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밀도의 주거지로 

변화하 다. 정책에 의해 이주가 시작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주거지로 개발

된 주변의 ‘공병 주택단지’와 비교하면, 대지면적은 협소하지만 3~4층의 다세대 주택

으로 고밀 개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어진 정책이주지의 주택 대부분은 [그림 4-20]과 같이, 

2m 도로의 주 출입구 한 면에만 벽돌 또는 타일 마감을 하 고 나머지 3면은 시멘

트 블록으로 시공한 후 페인트 마감을 하 다. 이는 세한 거주민들이 건축 재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사지의 특성상 지대

가 높은 곳의 배면과 옥탑, 물탱크 등의 옥상 건조물은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자생적 변화한 초기 정착지의 밀집된 소형 주택의 구릉지 경관과 함께 

부산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집단이주개발정책에 의해 도시 외곽

지역에 격자형으로 조성된 반송, 반여, 장림, 용호동 등의 이주지 대부분이 이와 유

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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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정책이주지의 단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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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개수 비율(%)

미상 63 2.1

60% 이하 189 6.3

80% 이하 433 14.5

90% 이하 2011 67.2

100% 이하 297 9.9

합계 2993 100

[표 4-5] '임시조치법'에 의한 

정책 이주지 건폐율

층수 개수 비율(%)

1층 439 14.7

2층 760 25.4

3층 1073 35.9

4층 이상 721 24.0

합계 2993 100

[표 4-4] '임시조치법'에 의한 

정책 이주지 건물의 층수 변화

건축년도 개수 비율(%)

미상 63 2.1

1970년 이전 56 1.9

1970 - 1980 365 12.2

1980 - 1990 614 20.5

1990 - 2000 1556 52.0

2000년 이후 339 11.3

합계 2993 100

[표 4-7] '임시조치법'에 의한 

정책 이주지 건축년도

용적률 개수 비율(%)

미상 63 2.1

100% 이하 118 3.9

200% 이하 912 30.5

300% 이하 1165 38.9

400% 이하 735 24.6

합계 2993 100

[표 4-6] '임시조치법'에 의한 

정책 이주지 용적률

정책이주지는 도심부 고지대 개발 및 불량주택 

철거에 따른 부산시 도시 정책의 산물이다. 이곳으로 

이주한 이주민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회

의 다양한 요구와 주택정책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완화된 건축 조항으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

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형성된 주거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서동 정책이주지의 건물군을 GIS 데이터로 분

석한 결과, 총 2993개의 건물이 확인되었다. 이 중 3

층 건물은 1073개(35.9%), 4층 이상의 건물은 721개

(24.0%)로 단층(438개, 14.7%)과 2층(760개, 25.4%) 

건물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건폐율의 경우, 80% 이상으로 지어진 

건물은 2308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하는 반면, 완화 

이전의 건축법이 요구하는 60% 이하의 건폐율로 지

어진 건물은 189개(6.3%)에 불과하다. 용적률 또한 

200% 이상으로 지어진 건물의 수는 1900개로 전체

의 63.5% 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200% 이하의 용적률로 지어진 건물은 전체의 34%의 

비율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 다. 건축년도의 경우, 

정책이주지가 조성된 1968년 이후부터 다양하게 나타

났지만, 1990년 이후 지어진 건물은 1895개(63.3%)로 

이전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

시조치법’이 시행된 1989년 이후 많은 건축 활동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건축법의 완화된 

조항으로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고밀 개발된 정책

이주지의 모습을 다음의 그림과 함께 주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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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임시조치법’에 의한 정책 이주지 건물의 층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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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임시조치법’에 의한 정책 이주지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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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임시조치법’에 의한 정책 이주지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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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임시조치법’에 의한 정책 이주지 건축년도 



- 84 -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탄생된 새로운 형태의 서민 주거단지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부산시의 노력에 주민의 불법적 행위가 정책 이주지의 특수성이

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활과 공간의 과밀 현상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 

초기부터 건축 활동을 통해 집을 완성해가는 과정, 생계유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불

만, 불편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증축과 

‘임시조치법’으로 현재 구릉지 주거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자생적 구릉지인 수

정동에도 적용되었지만, 정책이주지인 서동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

이주지는 조성 당시 필지 면적을 약 50㎡로 확정하여 이주하 다. 따라서 건축법상

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합필 또는 분필과 같은 필지에 대한 변

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격자형으로 조성된 가로망 체계는 계획된 도로로 대부분의 

지구 내에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주지는 도시의 발전적인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타

당성을 갖고 조성되었지만, 그 후 정책이주지 관련 조치들은 주택 및 불량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 고, 부산시 공공정책의 변화와 무관

심 속에 여전히 낙후된 서민 주거지역으로 존재한다. 20년이 지난 주택과 녹지 공원

의 부재, 주차 공간의 부족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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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부산의 구릉지 주거 변화 과정에서의 공공정책 
분석

한국전쟁은 부산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향을 미A으며, 기존 시가

지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후의 도시 환경에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 부산 구릉지 주거지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향민 주거지의 철거

와 이주, 정책에 의한 새로운 주거지 건설은 부산의 구릉지 경관 형성에 밀접한 관

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부산의 공공 정책을 정리하고 구릉지 주거 변화 과정을 종

합하여 분석한다. 

부산 도시계획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909년

에서 1912년에 걸- 오늘날 중앙동과 주동 사이에 있던 선산을 깎아 앞바다 

30,590평을 매립하 으며, 도와 남포동 일대를 시가지로 구획함으로써 이를 구심

점으로 형성하여 왔다. 또한 일본은 이시기에 부산의 주요 토지를 암매형식으로 사

들이고, 1937년 ‘조선 시가지 계획령’을 공포하여 현재의 주요 도심 지구에 대해 토

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강압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 다.”51) 그러나 

해방과 한국전쟁에 의한 귀환동포 및 피난민의 도심 집중 현상은 기존 주거지의 심

각한 도시 문제를 야기하 다.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는 특정한 도시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되었다. 시내 산재한 판잣집을 대상으로 철거를 실시하 지만, 피난민들은 

51) 김용욱, 1994, 근대개항기의 부산행정 - 1876~1910년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11호, 부산시편찬위원회,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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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택지 및 주택개발 
관련 제도 변화내용

부산의 관련정책 
조치 및 사업

취지 및 변화요인 비고52)

1934
조선 시가지 계획령 

제정
부산시가지 계획구역 결정 

(1937)
· 도시지역의 불량주택 난립,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유도

1962
도시계획법, 건축법 

제정
시영 공공주택 건설사업 

(1954~64)

· 한국전쟁 후 재난민 수용 복구사업
· 도시개발, 건축 관련 법제의 정비
· 택지개발 근거법 정리

1966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책적 집단이주택지 조성 

(1968~70)

· 토지구획정리사업 활성화
· 불량주택(고지대) 거주민의 
  정책적 집단이주

 정책
이주지,  

서민아파트 
건립

1973
주택개량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 정책이주사업
· 철거이주와 현지 개량

197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전면 개정
시영 및 주공에 의한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 (1976~81)

· 아파트 용지확보를 위한 
  집단 체비지 지정 허용

1976 아파트지구 법제화 · 아파트단지로의 주거지 개발

1980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2001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1982)
· 저렴한 택지 확보, 개발절차 간편화

1988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 불량노후아파트의 재건축조합 
  결성 가능

서민아파트 
재건축

1989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

부산 도시개발공사 설립 (1991)
2011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1992)
· 도시환경개선

고지대 
주거지의 
건축법 
완화

200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의 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표 5-1] 택지 및 주택개발 관련 제도의 변화 및 부산의 관련 조치, 사업

밤이면 철거되었던 판잣집을 다시 세워, 생계를 유지하 고 이는 부산의 행정력으로

도 막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고 공포와 함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직할시 승격으로 부산의 공간 변화를 가져왔다. 부산

항만개발과 시가지 개량을 위해 부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었고, 이 일대

의 철거민의 이주지는 도시 외곽지역을 확보, 확보한 이주지를 부산시로 편입하는 

52) 권영민 외, 2000, 부산시 도시성장과정에서 본 주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10호, p. 111
를 참고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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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부산의 외연 확장에도 많은 노력을 가하 다. 도시발전을 위하여 외곽지역의 편

입을 통해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1964년까지 도시환경개선 및 미관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강제철거를 단행하고 국민, 난민, 자조, 구호, 후생주택 등을 건

설하여 철거민들을 도심 외곽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비계획적인 이주를 지양, 계획된 정책이주지를 개발하여 고지대 판자촌 

주민과 공공사업 대상지 주민을 이주시키는 한편, 고지대의 불량 주택을 철거시키고 

시민 아파트를 건립하 다. 이 시기에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실향민들의 일부는 정

책 이주지로 밀려났으며, 일부는 시민아파트로 들어가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1973년 ‘주택개량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격

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로 현지개량과 철거이주를 원칙으로 

1973 ~ 81년의 기간 중 집단 불량주택지구에 대한 개량사업이 계속 시행되었는데, 

철거민의 입주 방식에 따라 이 기간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1973 ~ 75년에는 집

단 이주지를 조성하여 연립주택을 건립, 이주하도록 하 다. 이 지구들은 택지만 조

성하여 이주민이 자력으로 건물을 짓도록 한 이전의 정책 이주지와는 달리, 넓은 도

로 폭과 적법한 대지분할과 설계, 시공까지 완료한 주거지로 정책상 큰 변화를 보이

고 있다. 이후 1976 ~ 81년에는 일부 집단 불량지구 내에서 이루어진 현지 개량을 

제외하고,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의 철거민의 대부분을 시 아파트 및 대한주택공사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이주시킴으로써 오늘날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

다.”53)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80년대 초부터는 환지방식54)에 의한 토지

구획정리사업에서 벗어나 토지의 전면매수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부산의 

택지난을 해소하 다. “1982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주체로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택지 수요에 대

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 다. 그리고 1988년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

으로써,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주택조합설립이 불량노후아파트의 거주민

들도 가능하게 되었다.”55) 이러한 변화로 1968년 지어진 주아파트 일부 단지는 재

53) 권영민 외, 2000, 부산시 도시성장과정에서 본 주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10호, p. 112
54)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고 사업을 하며, 사업시행 전과 후
의 토지 위치, 면적, 토질, 이용 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권을 사업 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
55) 권영민 외, 2000, 부산시 도시성장과정에서 본 주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10호,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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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되었고,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건축법을 완화 적용하

여 고지대에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2004년까지 연장)'에 의해 부산의 정책이주지 및 고지대 소규모 주거지가 변화하

다. 용적률과 건폐율,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대지 최소면적 한도 등의 완화 조항을 

통해 고밀도로 개발되어 부산 구릉지 주거지역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

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

로 근린시설, 생활 편의시설의 미흡, 세입자의 대책 문제 등 공공의 지원이 미흡한 

가운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의 완화조치로 사업 지구는 과밀 개발로 이

어져 주거 환경의 재불량화를 초래하 다. 공공시설의 확보는 공공이 부담하지만 기

존 건물의 개량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주민 자력으로 개량해야 함으로 주택업자에

게 의존한 형태의 과밀개발이 이루어져 일조 및 통풍,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 주거환

경 개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정책의 변화로 형성된 부산의 구릉지 주거지역은 타 도시들과 

지형적,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구릉지 판자촌은 도심지

역의 미관 개선을 이유로 철거 이주하 고, 도시 외곽지역에 저소득층의 새로운 주

거지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구릉지 거주민에 대한 철거 이주와 정착, 기

존 구릉지의 공간 변화와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는 부산의 구릉지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산의 주거지 경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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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결론

2. 연구의 의의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근·현대사가 응축되어 있는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에 대

하여 형성 과정과 주체를 이해하고 분석하 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 온 실

향민 가족을 구릉지 주거지역 형성의 주체로 판단하고, 그들의 정착 노력과 경관 변

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 다. 그리고 공공정책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구릉지 

주거지의 생활환경과 공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의 대상

지는 실향민 세 가족이 거주한 부산의 구릉지 세 곳으로 중구 주동, 금정구 서동, 

동구 수정동이다. 세 지역에 대하여 문화 경관의 이해를 통해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산으로 피난 온 실향민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초기 

정착지를 선정하 고, 이러한 입지는 부산의 구릉지 경관 형성에 밀접한 향을 주

었다. 실향민들은 부산항과 인접한 국유지에 정착하거나 피난민 수용소 주변으로 거

처를 정하 다. 돈으로 토지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기에 스스로 주거지를 개척해야 

했고, 보다 나은 소득을 위해 부산항에서 가까운 구릉지를 선택하 다. 이와 같은 

입지의 주거지는 같은 지역 사람에 대한 심리적 의지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형성된 주거지로써 계획된 시가지가 아닌 소규모의 불법적 시가지 형태를 띠

고 있다. 도로, 전기,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턱없이 부족했고, 주거지는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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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계를 위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 다. 이처럼 국유지에 무분별하게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은 1960년대 후반, 부산 구릉지 주거지역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초래

하 다. 

두 번째, 구릉지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 행정 공공정책의 부재와 변화를 통하

여 현재 구릉지 주거 경관을 형성하 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에 대한 주거 공공

정책은 전무하 으며, 대안 없는 철거정책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반발하고 무허가 주

거지가 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 다. 부산시는 도심과 인접한 낙후된 구릉지 주거

지역에 대하여 도시 변방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도시의 일부로 편입되어야 하는 생

활공간으로 인식하 다. 이에 부산은 가난 때문에 묵인되었던 무허가 주거지역을 ‘새

로운 도시계획’으로 ‘재개발’을 강조하 다. 1955년부터 1981년까지 시행된 강제철거

이주정책, 집단이주개발정책, 이주지의 주택개량정책 등이 그것이다. 무허가 판자촌

은 공공정책이 개입되어 시민아파트로 개발되었고, 이후 민간 개발의 고층아파트로 

변화하 다. 낮은 구릉지에는 조밀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고지대에는 병풍과 같은 

아파트 단지가 펼-지는 구릉지 경관은 부산의 구릉지 주거지역에 대한 공공정책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그리고 재정착 이주지를 조성하여 소규모 필지를 기하학적으

로 구획하고, 개별적으로 여전히 작은 단위의 격자형을 유지한 채 고밀화되어 온 구

릉지의 모습도 주변 지역과 대비적으로 공존하는 구릉지 경관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피난 초기에 정착한 구릉지와 새롭게 재정착한 구릉지 주거지에서 실

향민들은 스스로 다양한 건축 활동을 통해 주거 경관의 모습 변화를 이끌었다. 주거

지 내 계단과 골목길은 아직도 존재하는 구릉지 경관의 중요한 환경이며, 당시 건축 

재료의 취득과 시공, 마감재 선정에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불만 표출, 어려운 주거 

환경에 대한 무허가 증축 등은 이웃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구릉지 주거지의 모습

을 변화시켜 왔다. 그리고 생계수단을 강구하면서 변화하는 부산의 도시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아파트를 개조, 변화시키고 완화된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득을 

위해 건축 활동을 하는 모습은 실향민의 절실한 삶의 결과물로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은 부산시의 

행정 정책의 변화와 실향민들 스스로 환경을 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건축 활동을 통한 미시적인 경관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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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 공공정책의 변화를 초래하 고 현재와 같은 부산의 구릉지 주거 경관

을 도출하 다. 도시의 요구에 의해 움직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

는 능동적인 존재로 환경을 변화시켜 온 것이다. 

정책에 의한 철거와 이주는 또 다른 구릉지 주거지역을 확산시켰다. 도심 불량 

주거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 구조를 만든다는 명분의 철거 이주정책은 도심 또

는 인근의 또 다른 구릉지 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규모 단

지 조성을 위한 주거 정책은 구릉지 특유의 지형 조건을 간과한 채, 부산의 경관을 

획일화 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향민의 경험을 통해 관찰한 부산 구릉지

의 미시적 경관 변화는 철거와 이주의 역사로 대변되었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주거

지에 대한 반증으로 현재 대량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되어 있다.56) 이는 산지가 

많은 부산의 지형과 한국전쟁을 통해 급속히 늘어난 인구로 부산의 특징적 구릉지 

경관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56)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 556개의 지구, 19,545㎡의 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중 부산시는 130개 지구, 4,511
㎡의 면적으로 전국의 1/4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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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급변했던 시대의 기록과 시대의 해석, 시대의 보존 모두를 아우르는 연구의 필

요성에 의해 시작된 본 연구는 20세기 부산의 도시사, 생활사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

전쟁 이후 기록되지 않은 공간을 추적하여 도면화(mapping)하고 이를 형상화하여, 

학술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실향민 개인의 언어로 정착지의 미시적 경관 형성과 변화를 파악하 고, 기반

시설의 개선, 주거 공간의 변화, 정책에 따른 이주 특성 등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열악한 환경의 도시 빈민의 모습을 고찰하 다. 40년 이상의 주거지에 대한 기록은 

현재 부족하며 재건축을 통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가옥들을 직접 실측하며 분석한 

것은 추후에 부산의 구릉지 공간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은 서민들에 대한 이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의 도

시 역사와 함께 기록될 것이다. 향후 부산의 구릉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또 다른 시각을 통해 구릉지 경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93 -



- 94 -

VII. 인용문헌
단행본

권태환 외,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김귀옥, 월남인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 밑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김형균 외,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산발전연구원, 2010

문재원 외,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박재환 외, 부산의 산동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 연구센터, 2008

부산광역시, 부산, 기억으로 통하다,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담당관실, 2013

부산광역시, 사진으로 본 부산 50년, 부산광역시, 1995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근대 부산 100년,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1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2

부산광역시 중구청, 부산·부산항 130년, 부산광역시 중구청, 1998

부산광역시 중구청, 역사를 품은 도시-중구 이야기, 부산광역시 중구청, 2013

유승훈, 부산은 넓다, 글항아리, 2013

임시수도기념관, 부산, 1950‘s,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2013

전남일 외, 한국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조은, 사당동 더하기25, 또 하나의 문화, 2012

최상덕, 임시수도천일(하), 부산일보사, 1984

최학림, 최학림의 근현대 부산 엿보기, 부산일보사, 2012

허정도,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 일제강점기의 마산, 신서원, 2007

학술논문

강무길, 부산지역 정책이주지 형성과 주거변화 특성 : 반여, 반송, 용호지역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공윤경 외,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정착과 장소성 : 부산 당감동 월남 피난민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권 민, 부산 도시거주지의 변천과정 및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권 민, 부산시 도시성장과정에서 본 주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0



- 95 -

김용욱, 근대개항기의 부산 행정 : 1876~1910년을 중심으로, 부산시편찬위원회, 1994

박서 , 거주민의 경험으로 본 상암동의 역사적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배미애, 부산시 거주공간 분화의 시대사적 함의,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서만일, 한국전쟁기 부산지역의 피난민 유입과 정부의 대책,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양미숙, 1920·30년대 부산부의 도시빈민층 실태와 그 문제, 지역과 역사, 2006

이송희, 1950년대 부산지역 이주여성들의 삶, 향도부산, 2009

임덕순, 구릉지 주거의 특성 및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

전남일 외, 사회사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형성 배경과 주거 문화, 

          한국주거학회, 2007

조성태, 부산시 정주활동의 변천과 특성,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조승구, 부산의 삶과 상징 : 남포동, 광복동 거리, 월간 건축문화, 1995

차철욱, 1950년대 대일 수입구조와 부산 인견직물업의 변화, 한국역사연구회, 2002

차철욱 외,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하남구, 부산시 감천2동 태극도 마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황기원 외, 한국 항만도시의 도시 경관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1991

황 식, 도심 속 오지마을 경관특성 비교연구- 부산 태극마을, 비석마을, 안창마을을 대상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사진, 지도 및 기타

국제신문사, 1960 ~ 80년 신문기사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부산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 사진 및 지도 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1960 ~ 80년 신문기사 

부산·울산·경남의 추억사진 박물관, http://cafe.daum.net/sajin7777 - 사진 및 지도 자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적과

부산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지적과

부산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관광과, 지적과

인터뷰 녹취 자료 - 실향민 가족 (A, B, C)



- 96 -

VIII. 부록
실향민 A씨에 대한 기록

1949년생 남성, 고등학교 교사 재직 후 정년퇴임

형제 : 3남 1녀 중 막내 / 자녀 1남 1녀

1948년 (   -  )  부모님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거주, 1차 토지개혁으로 남하 

1949년 (  1세 )  충남 논산 정착, 3남 1녀 중 막내로 출생  

1950년 (  2세 )  한국전쟁으로 전주, 남원, 하동을 거- 부산시 중구 주동 정착

1954년 (  6세 )  누님(당시, 22세) 서울로 시집, 판잣집에 5명 거주

1956년 (  8세 )  큰 형님(당시, 21세) 해병대 입대, 봉래초등학교 입학 

1961년 ( 13세 )  개인 수집상과 미군 물품으로 장사, 집 주변 양계로 생계유지

1962년 ( 14세 )  큰 형님(당시, 25세) 결혼, 판잣집 주변 움막으로 거처 확보

1965년 ( 17세 )  초량의 부산중학교 졸업, 도의 부산남고등학교 입학

1968년 ( 20세 )  주아파트 건립에 따른 철거이주 정책으로 동래구 서동으로 이주

                불하받은 필지 외 두 필지 매입, 부모님 철끈 공장 시작 

1969년 ( 21세 )  단층 슬래브 집 건축, 직접 측량하며 시공

1970년 ( 22세 )  학업 관계로 서울 거주 

1971년 ( 23세 )  아버지 회갑 (본 연구 사진 첨부), 셋방으로 임대 수입

                작은 형님(당시, 29세) 베트남전 참전 후, 해외 근로자 자원 

1972년 ( 24세 )  철끈 공장 소득으로 서울 사당동 부동산 투자 

1974년 ( 26세 )  금사 산업단지 조성으로 정책이주지 이주민 증가

1977년 ( 29세 )  부산에서 결혼, 이주지 주변 평화주택단지 거주

1979년 ( 31세 )  철끈 공장 부지에 다가구 주택 건축하여 매매

1981년 ( 33세 )  자녀 중 둘째, 1남 출생

1989년 ( 41세 )  임시조치법에 의해, 정책이주지 필지 3층으로 증축 후 매매

                부모님 동래구 명장동으로 이사

1992년 ( 44세 )  아버지 사망 

2005년 ( 57세 )  어머니 사망 

2015년 ( 67세 )  현재 교사 정년퇴임 후, 여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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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오셨나요?

“아버지께서는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대지주 다. 당시 15,0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든. 1948년 

1차 토지계획 때 토지를 갖고 있던 대지주들은 숙청 대상이었어. 일부 지주들은 전쟁 발발 전에 남쪽으로 

미리 피난 준비를 하고. 미리 숙청 대상임으로 알았기 때문에 논, 밭 일부를 팔아서 무동력 배와 선원을 샀

지. 평안북도 정주에서 인천 앞바다 옹진군까지 이틀에 걸- 노를 저어 내려왔어. 해경에 구조되어 조사받

고, 한 평생 농사만 지으셨으니깐, 정착하기 위해 논산으로 갔어. 거기서 농사지으려고. 거기서 내가 태어났

는데, 그때가 1949년 12월이야. 다음 해에 한국전쟁이 발생한 거야. 부모님과 누나, 형 둘, 나. 이렇게 여섯

이 자전거 타고 남쪽으로 내려왔어. 섬진강 건너 하동, 마산을 통해 부산으로 들어왔어.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9월쯤이었고, 수중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어.”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이야.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별 동요가 없었거든. 당시에 공산당이든 국군이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깐. 그런데 중공군이 갑자기 -들어온다는 거야. 한겨울이었어. 마을 사람들, 친척들이 남쪽으

로 내려가야 한대. 그래서 배타고 내려갔다가 좀 괜찮아지면 올라올 생각으로 남쪽 가는 배를 탔지. 그게 

흥남 철수작전이야. 그길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  - 이OO 씨

부산 도착 후에, 어디에 정착하셨나요?

“우리 가족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피난민들로 발 디딜 곳도 없었어. 일부는 수용소로 들어가고, 그런데 수

용소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수용소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당시 부산역에서 가까

운 산으로 올라갔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이 올라가더라고. 당시 그 산을 ‘박가산’이라고 불렀어. 우리

말로 성이 ‘박’이었던 것 같아. 일본 사람이 소유했던 지역인데, 산 전체가 그 사람의 밭이었거든. 1945년 

일본이 패망하니깐, 사유지 던 곳이 피난민들 차지가 되어버렸지. 그래서 주동 일대가 모두 피난민촌으

로 되었던 거야. 지금의 동 로에서 11번째? 줄, 길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 왼쪽으로 

조금 올려다보면 칠성암이라고 작은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아파트 2블록 정

도쯤 될 것 같다. 100m 쯤 거리에. 아래쪽은 광복 이후에 온 사람들이 먼저 자리 잡았고, 점점 산꼭대기로 

집들이 올라갔지. 당시 피난민들이 집 짓는다고 나무들을 다 잘라버려서, 완전 민둥산이었어. 1952년에는 

판자촌에 큰 불이 났는데, 우리 집 앞줄까지 다 타버렸어.”

집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집은 언덕에 기대어 집을 지었어. 뒤쪽 벽은 산을 깎아서 벽 세 곳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지. 재료는 판자, 

함석, 천막, 손으로 만든 흙벽돌, 루핑 등이었고, 천막을 씌우고 나무 쫄대를 갖고 못을 A어. 그래도 비가 

오면 물이 조금씩 새어서 방바닥에 물그릇을 갖다 놓기도 하고. 크기는 4m × 6m 정도? 출입문은 부엌을 

통해 다녔고, 아궁이에 작은 창문 하나, 단칸방에 모든 가재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 

식구는 원래 여섯이었는데, 내가 막내 거든. 가난하니깐, 식구를 줄여야 해서 누님은 일찍 시집보내고, 큰 

형은 일찍 군대 보냈어. 작은 형은 돈 벌러 나갔다가 여태 소식이 없어.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이후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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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대하고 결혼하면서, 판잣집 주변에 조그만 흙집을 지어서 신혼살림을 차렸지. 돈을 주고 산 땅은 아닌

데,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조금 더 컸어. 독립된 화장실도 있었으니깐. 경사길 바로 옆이라 평지가 아니었

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살았는데, 거기다 축대를 쌓고 집짓기 좋게 만들었지. 거기다 형 신혼집을 차렸

어. 이주하기 전까지 주동에서 18년 정도 살았어. 형은 신혼집에서 3년 정도 살다가, 서울 구로동으로 이

사 했어.”

이웃집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다들 전쟁 끝나면 올라간다고 해서 서로 의지하고 지냈지. 주변에 평안도 아저씨들이 몇 분 계

셨거든. 먹고살기 바빴기 때문에 다른 피난민들이 자기 집 옆에 붙여서 집을 지어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더군다나 집을 크게 지을 능력도 없었어. 토지 문제로 가끔 다툼이 있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오래 

살 생각들이 없었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그랬지. 집 앞 공터는 약 0.7m 정도 폭이었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앞집에서 도란도란 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어. 경사지 기 때문에, 앞 집 지붕 높이랑 딱 맞았지.”

당시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1950년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깐, 바다에서 자란 수초 그걸 한 달간 주워다 먹었어. 

주동에 판잣집 짓고, 자갈치 시장이나 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어. 이후에는 부두 노동자를 하면서 생

활했지. 판자촌 사람 대부분이 부산항으로 일하러 다녔지. 그러다 중복도로라고 지금 코모도 호텔 앞 길. 

거기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품으로 장사도 하고, 대부분은 난전이었어. 이후에는 개인 수집상으로 사과

상자를 주워서 70~80개씩 청과종합에 납품하고 그렇게 생활했어. 그것만 해서는 돈이 안 되니깐, 집 주변 

공터에 펜스치고 조그맣게 양계도 시작했어. 한 100여 마리 키웠을 거야.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깐, 

1961년까지. 하루는 명절이었는데, 옆 집 사는 사람이 통닭을 먹고 뼈를 양계장으로 버린거야. 그러더니 전

염병으로 1주일 만에 닭 120마리가 폐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당시에는 큰일이라 아

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형은 지퍼 만드는 공장으로 일하러 다니고, 동네 친구들은 학교도 못가고 공장 다니는 애들도 많았을 테고. 

다행히 아버지께서 가난해도 공부는 해야 한다고 하셔서 나는 학교를 다녔어. 봉래초등학교, 초량의 부산중

학교 졸업하고, 도에 있는 부산남고등학교를 다녔지. 대부분 걸어 다니고, 가끔씩 전차도 타고. 도에 전

차 종점이 있었는데, 학교는 거기서 한 정거장 더 걸어가야 했어.” 

전기, 화장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 신세를 졌어. 전기가 들어온 다음 전기를 한 집도 있고, 안한 집도 있는데 

안한 집의 경우는 웃돈을 주고 한 집에서 전기선을 끌어와서 썼어. 당시에 특선(24시간)과 일반선(주간)이 

있었는데 계량기가 없었으니, 여기저기 빌려서 싸게 많이들 썼을꺼야. 우리 집은 독립 화장실이 있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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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차면 사람 불러다 퍼서 거름으로 이용하거나 뒷산에 몰래 버렸지. 수도도 있었지만, 주동까지는 

수압이 약해서 올라오지도 못했고, 사람들 대부분은 우물을 많이 이용했어. 아니면 뒷산에 올라가서 산물을 

받아서 생활했지. 도로는 비만 오면 엉망진창 되기 일쑤 고, 경사지 고, 배수시설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화 없이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 

동래구 서동으로 이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 주아파트 건설이 확정되고, 동래구 동상동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 1968년 4월 이삿짐을 싸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니, 작은 트럭 하나를 제공해 주더라고. 보상비는 따로 없었고. 경사지 터에 줄만 그

어져 있었어. 한 가구 당 15평 6m × 8m 정도 됐을까? 건축 재료도 없고, 주변에 논과 밭 말고는 아무것

도 없으니깐, 막막했지. 2열에 7칸이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도로 폭은 2m, 4m로 만들어져 있

었어. 원래는 한 집 당 하나의 필지만 수용했는데, 당시 주동에서 사업을 해서 돈이 조금 있었거든. 그래

서 그 돈으로 딱지를 두 장 사서 우리 집은 필지가 남들보다 좀 컸어. 하나는 집으로 쓰고, 나머지 둘은 

마당 겸 공장으로 썼어.

반여동도 정책이주지인데, 여기는 주동에서 이주한 사람들, 반여동은 초량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들어갔

어.”

집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여기 와서는 집 짓는 게 일이었어. 이사 온 첫 날은 천막치고 자고, 움막 생활을 1년 정도 했을꺼야. 다들 

움막 짓고 살다가 슬레이트 지붕 집, 그리고 단층 슬래브 집, 불법으로 증축해서 2층 슬래브 집, 다음에는 

다 털고 3~4층 집, 이렇게 변화해 갔어. 주변에 아무 것도 없으니깐, 건축 재료 사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 

움막 살 때는 가구나 가재도구는 밖에 보관했어. 비오는 날에는 천막으로 덮고, 물 빠지도록 물길 내고, 부

산에 눈은 안 오니깐. 

누나는 시집가고, 형은 장가가고, 집에 부모님과 나 밖에 없었거든. 1970년도에 단층 슬라브 집 지을 때, 

세를 줄려고 좀 크게 지었어. 기술자를 사서 지었는데 지금처럼 건축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지

었어. 보루코(시멘트 블록) 나르고, 현관 앞에 작은 마루판은 내가 직접 대패질해서 짜 넣었다. 주동 살 

때는 5평 정도 는데, 여긴 땅만 15평이니깐. 그래도 그런대로 살만하더라고. 작은 집인데 방 3칸, 부엌 2

칸 만들어서 세를 줬어. 조금 비좁게 살더라도, 방 만들어서 월세라도 받는 게 살림살이에 도움 되니깐. 우

리 집은 방 두 칸에 부엌, 부엌 위에 조그만 다락 이렇게 있었어.”

세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나요?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은 신혼부부는 아니고, 동거인들. 당시 형편이 어려우니까 작은 집에서 둘이 살다가 

애 생기면 나가고,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살았어. 나이 든 노총각이랑 엄마랑 둘이서 사는 적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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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 정책 이주단지 옆으로 주택 단지라고 해서 개인들이 땅을 사어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고. 이후에 

주변에 금사공단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집값이 싸니까 여기 많이들 살기 시작했지.”

당시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 주동 살 때, 옆 집 사는 사람이 철끈 만드는 걸 제안했어. 연사 공장에서 흰 실을 사서 검은색으로 염색

하고, 양쪽 끝에 아교풀을 먹여 만든 끈인데, 이게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거든. 그래서 서동 오면서, 필지 두 

개를 더 산거지. 거기다 작은 공장 만들어서 일 하는 사람 데리고, 하루 종일 일했어. 그게 부산에 딱 두 

군데 있어서, 돈벌이는 꽤 됐을꺼야. 부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지. 일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었거든. 너무 

일이 힘드니깐. 거기서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지. 당시 서울은 한창 강남개발로 부동산이 

들썩 거든. 서울로 시집 간 누님이 연락해 와서 빨리 투자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당동에 20평짜리 땅

을 사서 집 지어서 팔고, 봉천동 근처에 80평짜리 기와집 사서, 건물 짓고 거기서 난 대학 다녔지.” 

정책 이주지의 기반시설은 어땠나요?

“처음 이주지를 만들 때 블록 2개마다 하나씩 공동화장실이 있었는데, 비만 오면 넘- 집 안으로 들어오고, 

분뇨차도 제 때 오지도 않아,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일반 필지로 팔아먹었어. 그래서 화장실은 슬

라브 집 지으면서, 집 안에 조그맣게 만들었지. 당시 전기는 들어왔는데, 시원치 않았어. 촛불 신세도 많이 

지고. 수도는 공동 수도 고, 슬라브 집 지었으니까 빨래는 옥상에다 널었지. 

여기로 들어오는 버스는 딱 하나 어. 고개 끝에 89번 버스 종점이 있었지. 그게 서면, 부산역 지나서 도

까지 다니는 버스 는데, 주동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부산항으로 일하러 다녔나봐. 두 시간

씩 걸리는 길이었는데,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어서 여기 흙은 물만 먹으면 미끄러워서 걷기도 힘들었어.” 

서동 생활에 대해서?

“당시 피난민들, 주동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었어. 돈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벌면 안 썼

어. 두 번째는 목돈이 모이면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부동산에 많이들 투자했어. 그 시기가 그랬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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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B씨에 대한 기록

1942년생 남성, 철물점 운영

형제 : 2남 2녀 중 둘째 / 자녀 1남 1녀

1942년 (  1세 )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에서 2남 2녀 중 둘째로 출생 

1951년 ( 10세 )  부모님 친척들과 걸어서 부산시 중구 주동으로 피난 

                당시 미군들이 버리고 간 천막으로 거처 마련 (8명 거주) 

1952년 ( 11세 )  아버지 조선소에서 철선 녹을 벗기는 근로자로 생계유지

1954년 ( 13세 )  봉래초등학교 중퇴 후 배터리 만드는 공장으로 취직

1956년 ( 15세 )  어머니 막내 동생 출산 후, 국제시장에서 행상 

1960년 ( 19세 )  부산터널 도로변 근처로 이사

                국방부 지인을 통해 불하받아 블록으로 단층집 건축

1962년 ( 21세 )  육군 8사단 입대

1963년 ( 22세 )  아버지 사망

1964년 ( 23세 )  누님(당시, 26세) 결혼, 도구 신선동으로 분가

1965년 ( 24세 )  제대 후, 건재상으로 생활

1967년 ( 26세 )  결혼

1969년 ( 28세 )  단층주택 매매 후, 주아파트로 이주

                내부 벽체 공사, 화장실 공사, 타일 공사 직접 시공

1971년 ( 30세 )  장남 출생

1975년 ( 34세 )  장남(당시, 5세) 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 신세 

1981년 ( 40세 )  둘째 봉래초등학교 입학 

1982년 ( 41세 )  자녀 성장에 따른 주거 공간 부족으로 이웃집 매입

                방 2칸, 마루,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로 내부구조 변화

1990년 ( 49세 )  어머니 사망

1992년 ( 51세 )  연탄 난방에서 온수 보일러 교체

1994년 ( 53세 )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중구 대청동으로 이주

2002년 ( 61세 )  장남 결혼으로 서구 서대신동으로 분가

2015년 ( 74세 )  현재 중구 대청동에서 철물점, 건재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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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오셔서 어디에 정착하셨나요?

“1942년 4월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에서 2남2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 한국 전쟁 발발하고 나서는 시골 마

을에도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탱크나 자동차로 미군 부대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러다 1951년 부산 주동으로 피난을 왔어. 지금 위치로는 흥아거북맨션 자리 바로 옆이야. 당시 주동은 

천막촌이었는데, 옛날에 미군이 버리고 간 천막으로 만든 집으로, 뼈대는 나무로 해서 천막을 덮어 거기서 

살았지. 천막이 한 집 평수가 4평 정도? 넉넉히 잡아도 5평 이내이다. 한 집 식구가 우리는 고모네 식구가 

같이 있어서 8명이었다.” 

천막촌 사람들의 겨울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천막집에서 한 겨울에는 구공탄이 난방 기구 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은 연탄으로 난방을 했는데, 겨울에

는 연탄 구하기가 어려웠어. 배달도 안 되서 멀리 사러가기도 하고 그랬다. 연탄가스 사고도 많이 났어. 연

탄가스에 잘못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 죽지 않아도 가스에 취해 고통도 많았고, 김칫국을 마시면 낫는다 

해서 마시곤 했다. 천막촌이라 불이 나면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생활했지.”

당시 천막촌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나요?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살았지. 주동 살았던 사람들 거의 조선소에서 철선 외부 녹을 망치로 두들겨서 

떨어내 벗기는 깡깡이하러 다니거나, 뱃일 하러 다니는 사람들 등 노동자들이야. 나도 초등학교 중간에 관

두고 공장에 다녔어. 지게꾼, 자갈치 시장 다니고, 어시장 다니는 사람들, 공판장 다니는 사람들, 짐꾼들도 

많았어. 특히 부산역 앞에서 짐 들어주는 짐꾼들이 많았다. 열차로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고지고 오니

깐. 열차 연착해서 거의 11시 12시에 도착하면 지게꾼을 안부를 수 없었지. 지게꾼과 거의 물물교환을 많

이 했다. 시골에서 가져다 먹는 사람은 좀 형편이 괜찮았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거의 날품팔이해서 살 수 

밖에 없었어.”

당시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 주동의 경우 부산터널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어. 터널에서 나오면 주동으로 올라오는 삼거리가 있

는데,  화장실이 꽤 컸고 제법 오래 있었는데 지금은 기록되어 있는 게 없다. 공중화장실이 왜 컸냐면 그때

만 해도 집이 한 칸에 여러 가구가 살았어.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갈라니 화장실은 하난데 식구 수가 몇인

가? 공동화장실 앞에 수십 명이 줄을 서는 건 기본이야. 그 당시 불편은 말로 다할 수 없어. 여자들은 요

강을 사용하고 하수구에 버리곤 했어. 판자촌이 언덕 위까지 형성되었지만 꼭대기 쪽에는 판잣집을 못 짓

는 데가 있었어. 왜 판자를 못 짓느냐면 먼저 있던 판잣집들이 용변 본 것을 그 산에다 뿌렸기 때문에 그

것이 굳어서 마르면 그 위에다 갖다 붓고 또 마르면 붓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 거기는 판잣집을 짓고 싶

어서 지을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 그게 오물처리장으로 남아있는 것이야.” 



- 103 -

식수와 전기는 어떻게 이용했나요?

“냇물이 부산터널 안에서 흘렀어.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먹기도 했어. 터널은 다 뚫은 것이 아니고 일본 사

람들이 터널을 일부 뚫다가 남긴 것인데, 예전 물길이 흘러서 쫄쫄 나오는 물을 받아썼어. 물론 수도도 있

었지만, 수압이 약해서 판자촌 위로는 올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 우물을 많이 이용했지. 우물은 지금

도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 우물에 없는 동네는 산물을 받아먹곤 했어. 물이 부족하면 빗물을 받아서 

허드렛물로 쓰고 쌀 씻는 것도 빗물로 했어. 급수차, 소방차가 오면 물동이를 들고 가서 받아먹고, 고지대

는 양수 펌프를 놓고 난 후에 70년도 이후에 수도가 개설됐어. 처음에 왔을 때 천막촌이었으니 아무 시설

도 없었다. 촛불을 켜고 호롱불-석유램프 등을 켜고 생활했지. 전기는 그 뒤에 1960년도 쯤 들어왔어.” 

천막촌 사이의 길 그리고 산복도로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길은 옛날 그 길이다. 천막들 사이에 가운데 길이 나있고 밑으로 가는 길도 있고 지금 봐도 거의 변한 게 

없어. 예전에는 오솔길로 다녔고 주아파트가 지어진 후에는 계단으로 다녔지. 아마 중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계단이 생겼던 것 같다. 산복도로 만들 때는 계단이 있었고. 지금도 주터널부터 민주공원까지 이

어지는 계단이 남아있을 꺼다. 

산복도로는 처음보다 도로 폭이 많이 넓어졌어. 그 당시는 겨우 마이크로버스 하나 다닐 정도 는데 구획

정리 하면서 한 쪽 면이 5m, 6m 넓혔다. 다 비포장이었다. 처음 주아파트 들어섰을 때가 1969년으로 기

억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비포장이지만 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1973년부터 도로포장이 된 것인데 메리

놀 병원에서부터 폭이 6m 이었던 걸 12m로 넓혔다. 포장하기 전 도로는 차가 비가 좀 오면 빠져 못 다녔

다. 그땐 비만 왔다 하면 주동이 산비탈이라 무너지고, 축대 쌓은 게 무너지는 등 산사태가 나고 난리가 

났었지. 70년대 초까지 마이크로버스가 다니고 도로가 넓어지면서 25인승 큰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천막촌에서 언제 이주하셨나요?

“ 주동 판자촌에서 살다가 1960년도에 부산터널 도로변 근처로 내려왔어. 아주 옛날 집 하나 사서 부모님

과 같이 살았다. 당시 낮은 언덕의 천막촌이 국유지인 국방부 땅이고 아버지가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서 주민들이 합세해 불하받아서 평수를 나눠서 천막촌을 없애고 블록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 당시 주

동 일대는 피난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눌러앉은 땅 가운데 국유지, 주로 국방

부 땅이 많았는데 이걸 불하받기 위해 약 200호 가구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서울 국방부에 가서 개인 명의

로 신청을 하기도 하 다. 그 뒤에 적산 및 국유지 관리청이 생겨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야. 당시 

블록으로 지은 집은 1층으로 마루에 방 두 칸, 부엌 하나로 지었어.  

영주아파트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었나요?

“김현옥 시장 때 산복도로 만들었고, 김대만 2대 시장 때 주아파트 만들고 그 뒤에 주아파트 재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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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에서 정주  씨가 대통령 출마할 때 재개발해 줄 거라고 공약했다. 그때가 1997년인가? 부산시에

서 주 2동 일대 판자촌을 이주시켜 놓고 공터가 된 상태 는데, 그 때 정비해서 주아파트를 지은 거야. 

우리가 주동 저 밑에 터널 입구에 주택 지어서 8년 정도 살았는데, 집을 팔아 사업한다고 이사 가야된다

고 해서 딱 한 집이 남아서 들어왔어. 1968년도에 계약해서 1969년도 집사람이 떡을 해가지고 와서 나눠

주고 했어. 한 줄에 6호까지 있었고, 한 층에 여섯 집이 한 계단을 이용했다.

우리가 막차를 탄 셈인데, 내가 처음 주아파트에 들어와 보니 특징이 내부수리를 안하고 건물의 뼈대만 

세우고 칸만 지어 분양했다. 안에 들어와서 벽도 쌓고, 화장실도 만들고, 공간만 줬지. 그래서 부엌하고 화

장실만 위치가 동일하고 내부구조는 다 다르다. 내가 건재상을 해서 타일로 시공하고 내가 제일 잘 지었다. 

평수는 11평인데, 실 평수는 8평이다. 다 똑같았어. 아파트만 지어놔서 옹벽도 가파르고 주변에는 쌀집, 고

무신 집, 철물점 밖에 없었어. 이후 주택 용지로 분양한 곳에 집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하더라고. 당시

에는 단층집도 있었고, 2층 집도 있었지. 이후 자식들이 둘 생기면서, 옆집을 매입해 하나로 터서 살다가 

1994년 동아아파트로 재건축 되면서 대청동으로 이사를 갔어.” 

건립 초기의 영주아파트 어땠나요?

“아파트가 쭉 서있으면 그냥 시멘트 벽이었다. 앞에 층계가 되었고 밑에 찻길이 되고. 옹벽 여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주아파트에도 나무가 들어섰지. 이 아파트 옹벽이 높이 있었어. 길도 차 두 대가 겨우 지

나는 정도고 계단을 올라와서 아파트가 섰다. 그러니깐 축대 위에 아파트가 있었던 거지. 아파트 앞에는 낭

떠러지라 철근을 막아서 아이들이 안 떨어지도록 막아놓고. 놀이터는 물론 없었고, 그 앞에서는 어떠한 놀

이도 할 수 없었다. 위험하니깐. 주아파트 어느 동도 차는 아파트로 들어오지 못했어. 당시 내가 오토바

이 작은 걸 한 대 샀는데 그걸 하수구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밀고 아파트 입구 계단 밑에 대 놨어.”

당시 영주아파트 난방은 어떻게 했나요?

“연탄보일러에 호스를 달아 돌아가게 했는데 이게 획기적이었다. 당시 아파트는 연탄아궁이라 온돌 방식으

로 되어 있었다. 연탄을 뽑았다 넣었다 했어. 근데 연탄가스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병원가고 하니깐.. 연

탄아궁이 밖에 파이프를 돌려 만든 온수식 보일러를 했다. 문제는 부엌이 높은 게 아니라서 구멍을 팠더니, 

아궁이가 아랫집 다락 안으로 들어갔어. 주아파트에 부엌 위쪽으로 조그만 다락이 하나 있었거든. 이사를 

왔는데, 아궁이 물을 안 잠궈서 3층에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

재건축 아파트는 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일단 나이가 드니까 걸어 다니기가 힘들더라고. 무릎도 안 좋고. 내가 대청동에서 건재상을 했거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재건축 한다 그럴 때 대청동으로 이사 왔지. 큰 애는 일찍 시집가고, 작은 애

는 서울로 공부하러 가서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국제시장도 가깝고 직장도 가깝고, 좋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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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C씨에 대한 기록

1933년생 남성,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형제 : 8남 1녀 중 막내 / 자녀 2남 1녀

1933년 (  1세 )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 8남 1녀 중 막내로 출생

1940년 (  8세 )  첫째, 셋째, 넷째 형님 개성역 근처에서 직물공장 운

1946년 ( 14세 )  부친(당시, 개풍군수) 공산당 숙청 피해서 부산으로 피난

1950년 ( 18세 )  모친, 형제들과 임진강 건서 서울에서 기차타고 부산으로 피난  

                중구 동광동 삼천리 여관에서 며칠간 투숙

1951년 ( 19세 )  도 봉래동 대한도기주식회사 옆 4가 47번지 매입 

                ‘개풍상회’ 잡화점 운

1952년 ( 20세 )  동광동 40계단 근처에서 형님 직물공장 운

                일부는 마산으로, 일부는 동구 수정동으로 이주

1955년 ( 23세 )  아버지 심장마비로 사망 

1957년 ( 25세 )  수정동 직물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1962년 ( 30세 )  돈 빌려서 수정동에 양계장 건물 매입 후 직물공장으로 개조

1963년 ( 31세 )  큰아버지 소개로 결혼

1965년 ( 33세 )  장남 출생

1970년 ( 38세 )  막내 딸 출생

1974년 ( 42세 )  1990년도까지 공장 생산품을 부산 각 시장으로 납품

1980년 ( 48세 )  주거 공간 부족으로 살림집 개조 

1986년 ( 54세 )  어머니 사망(당시, 경남 마산 거주)

1990년 ( 58세 )  직물산업 쇠퇴로 대구로 출·퇴근

1994년 ( 62세 )  막내 딸 결혼으로 중구 주동으로 분가 

1997년 ( 65세 )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재건축

2000년 ( 68세 )  둘째 아들 결혼으로 충청북도 충주로 이사

2005년 ( 73세 )  아내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중 (장남과 함께 간호)

2015년 ( 83세 )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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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오셨나요?

“아버지는 미리 부산으로 내려와 계셨어. 1946년도에. 당시에 개풍군수 는데 공산당의 숙청 대상이라, 신

변 정리할 새도 없이 미리 부산으로 가셨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보석과 패물 챙겨서 부산 도에서 만나기

로 했었어. 내가 8남 1녀 중 막내거든. 한꺼번에 모두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형들과 누나는 먼저 내려가고 

1950년 12월 임진강이 얼었을 때, 건너 내려왔어. 어머니 친척이 당시 국무총리 서리 던 허정 총리여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타고 내려왔지. 당시 중구 동광동 삼천리 여관에서 며칠을 묵고, 아버지와 형님들 

모시고 도에 터를 잡았어.” 

부산 도착 후에, 어디에 정착하셨나요?

“당시 도에 대한도기주식회사라고 법랑공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피난민 수용소 거든. 개성에서 온 사람

들도 많이 있어서 그 주변에서 생활했어. 아버지께서 개풍군수라 재력도 좀 있어서 그 당시 큰 돈을 안들

이고 정미소를 매입했어. 도구 봉래동 4가 47번지 어. 어머니께서는 도 시장에서 포목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시고. 단층의 기와집이었는데, 가게 뒤편으로 방과 부엌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했지. ‘개풍상회’라고 당

시 국제시장에서도 알아주는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 식료품도 팔고, 연탄, 쌀도 팔았는데.. 그런데 아버지께

서 1955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가게를 아버지가 모두 관리하셨기 때문에, 외상값도 하나도 

못 받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깐 집 팔아서 동구 수정동으로 이사했어. 당시 수정동에는 형제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 당시 복덕방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형제들 있으니까 수정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수정동으로 이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첫째, 셋째, 넷째 형이 개성역 근처에서 직물 공장을 하셨다. 한국전쟁 전에 개성

에서 나무로 된 직물 기계를 사서 부산으로 부A어. 아버지께서 부산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서 동

광동 40계단 근처에서 형들이 공장을 차렸지. 다 쓰러져가는 창고 는데, 빌어다가 공장으로 차린거야. 그

러다 형님들이 반은 갈라서 마산으로 이사 가고 반은 수정동으로 들어왔어. 당시에 수정동에 면사 뽑아내

고, 옷감 만드는 직물 공장들이 좀 있었거든. 다들 집 마당에서 기계 한 두 개씩 사다가 옷감 만들고 그랬

지.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 소개로 개성에서부터 알던 사람 공장에 취직해서 일 배우기 시작했지.

그러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니깐, 나를 좋게 봤나봐. 그 분한테 자본줄 좀 끌어다가 수정동 땅이랑 

집을 샀지.”

이사하게 된 집은 어떤 집이었나요?

“직물공장에서 직원으로 월급 받고 살면 힘들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수정동에 부지가 좀 큰 

집이 있었어. 장소를 보니까 넓어. 원래 양계장하는 집이었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

고. 팔려고 내어놓은 집을 여기저기 빌려서 샀지. 집터에서 반은 마당이고, 반은 양계장이었는데, 양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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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봐야 슬레이트 지붕에 옆은 천막으로 덮어놓고 쓰고 있었어. 따로 수리할 것도 없이, 기계 사다가 

넣고.. 살림집은 양계장 안에 조그맣게 칸막이해서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생활했어.”

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수정동으로 이사했을 때가 1960년쯤이었는데, 그 당시는 대구에서 섬유 공장들이 많이들 내려와서 사실 

사양길로 들어가는 때 어. 워낙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배운 건 그것 밖에 없어서... 개성에서 부A던 

베짜는 기계들은 형님들이 쓰고 나는 중고로 몇 개를 샀지. 처음에는 수족으로 짜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발로만 짜고, 이후에는 전기로 짜는 것도 나오더라고. 우리 공장에 직물 기계가 7대 있었거든. 직원들이 출

퇴근했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실 뽑는 사람, 실 감는 사람, 염색하는 사람

까지 해서 직원은 11명 있었어. 그렇게 면사랑 옷감을 뽑아내면, 집사람은 수정동에서 이고지고 내려가서 

서면시장, 부전시장 돌면서 하나씩 팔러 다녔지. 고생 많이 했어.

일감이 많을 때는 기계 7대 가지고 납품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대구에 있는 20대 짜리 공장 하나 인수해서 

일주일에 3일은 대구 올라가서 생활하고, 주말에 잠깐씩 내려와 여기 일보고,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어.”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1963년도에 수정동 와서 공장하면서 일할 때, 큰아버지께서 국제시장에서 인삼을 파셨어. 그 옆집이 양품

점이었는데, 지금 아내가 그 집의 점원이었어. 큰아버지가 가만히 보다 마음에 드셨나봐. 그러더니 나를 소

개시켜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지. 양품점 점원이라 당시에는 꽤 멋쟁이 는데, 나 만나서 할머니 됐어.”

당시 집의 모습은 어땠나요?

“슬레이트 지붕에 천막으로 둘러싼 공장 한 켠 단칸방에서 생활하다가 1965년에 큰 애 태어나고, 1970년 

막내까지 2남 1녀를 키웠지. 애들이 점점 크니까, 한 쪽에 방을 하나 더 만들었어. 막내딸 방은 안방 쪼개

서 하나 더 만들고. 마당에는 작게 펜스 -서 닭도 20마리 정도 키우고, 개도 3마리 키웠어. 그 좁은 방에

서 애들 공부시켜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나니깐 한 숨 놓이더라고.

우리 집 뿐만 아니라 여기 수정동은 대부분 하꼬방이었어. 단층집에 슬레이트 지붕. 차가 올라오는 도로는 

산복도로 하나 밖에 없었고 길은 포장도 안 되어 있었지. 여긴 개천이 많이 있어서, 1990년쯤? 물 흐르는 

개천들 다 복개하고, 집 앞에 도로도 하나 생기고. 점차 사람 사는 동네로 변해갔지.”

당시 기반시설은 어땠나요?

“이사 온 집에 화장실은 없었어. 마당에 조그맣게 구덩이 하나 파서 거기다 용변보고, 수도도 언덕이라 올

라오지도 않아서, 산에서 물을 받아먹었어. 앞집은 매일 몇 통씩 산에서 물 길어 와서 그걸 조금씩 팔아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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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고. 전기는 많이 부족했는데, 전봇대 위로 선이 몇 개 보이는 거야. 우리 뿐만 아니라, 직물 공장하는 

데가 몇 집 있었으니까, 그래서 돈 내고 끌어다 썼지. 지금처럼 밝지는 않았어.

문제는 쓰레기 처리하는 건데,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쓰레기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 

차가 못 올라오는 날이면, 냄새가 엄청났어. 사람들이 그걸 개천에다 버렸으니깐. 옷감 뽑는 공장이라 아침 

6시에 꼬박꼬박 일어나서 버리지 않으면, 마당이 쓰레기장이 되곤 했지.

집은 어떻게 새로 지으셨어요?

“우리 집 옆에 조그만 슬레이트 지붕집이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그 집은 새로 짓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돈 주고 샀지. 좀 넉넉하게 지으면 세도 받을 수 있으니깐, 설계사 불러다 이렇게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집 짓는 동안 근처 하꼬방에서 3달 정도 살았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다. 대신에 아내가 여기저기 신용이 좋아서, 은행에다 돈 좀 

빌리고 동네에서 잠깐 잠깐씩 빌려 쓰고, 집 짓고 나서 세 받아서 다 갚았지. 그런데 이 동네 우리처럼 짓

다가 망한 사람도 생각보다 꽤 많았어. 사기당한 사람도 많고, 부지가 워낙 작다보니까, 사실 집 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공사비도 꽤 많이 나갔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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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the Busan Hill-side Residential Landscape 
as the Korean War Refugee's Settlement

Sung-tae Kim
Graduate Program of Urba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Kwang-joong Kim

In Busan, some of the residential districts on precipitous slopes heavily 

congested with compact housings have had created a rather inimitable landscape 

in line with their historical backgrounds. This research shall deem the Korean 

War refugee families as the principal subject of the birth of Busan’s hill-side 

residential landscapes, and aspire to understand the formations and 

transformations of these unique residential landscapes by means of exploring the 

course of their settlement and the effects of consequent public policies. The 

target districts of this research include the descents of two of the earliest 

settlements situated in Sujeong-dong, Dong-gu and Youngju-dong, Jung-gu, 

and a resettlement location in Seo-dong, Geumjeong-gu, Busan.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livelihood in this new situation,  the refugees, who 

traveled all the way down to Busan, mostly settled on state-owned lands near 

the Busan Port or on the outskirts of refugee camps. However, such residential 

arrangements became rather partitioned where each created networks of their 

own and the people trusted and emotionally depended only on those who were 

displaced with them and were from the same hometowns. Instead of planned out 

urban districts, these indiscreet and unlicensed establishments on state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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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into small and illegal shanty quarters, which provoked the city's policy 

changes for these areas by the late 1960’s.

After the Korean War, public policies regarding residency for refugees were 

virtually non-existent, and following heated forces of repulsion by the refugees 

against the ill-equipped removal programs, more unlicensed residential areas 

were created. The government of Busan, who had been giving tacit approval of 

these settlements on the ground of poverty, had no other alternative but to finally 

institute various public plans against the illegal shacks such as Forced Removal 

and Relocation program and Group Reloc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Certain 

shanty towns were wiped out for building citizen’s apartments, and soon private 

developers replaced them with high-rise apartments. The hill-side landscapes of 

Busan, where the lower terrain is crammed with small houses and the higher 

terrain is screened by flanking apartment blocks, are the demonstrative results of 

those public programs. In addition, the configuration of geometrically divided and 

highly dense lands with grid street plans of the resettlement areas is another 

produce of the same programs.

In the old and the new hill-side settlement territories, the refugees piloted 

changes in the residential scenery through diverse self-conducted constructions 

activities. In the early stages of settlement, the settlers exchanged information to 

acquire construction materials and attempted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by 

means of illegal building extensions on their grim living environments. The settlers, 

also, had hardship due to lack of basic infrastructures, and the stairs and alleys 

ar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landscapes that still exist today. In the course 

of Busan's urbanization, incessantly modifying and improving their living spaces 

and conducting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then appeased 

laws, for living were the outcome of the settlers’ desperation, and they help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hill-side residential landscapes of Busan. As fo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hill-side residential landscapes can be recognized as 

the fruit of hard labor and effort of the settlers trying to change the environment 



- 112 -

themselves, and changes in administrative policie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securing data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history of hill-side residential landscapes of Busan as well as the life histories 

of the settlers, thereof, and assembling academic records of spaces not 

documented since the Korean War, by tracking, mapping  them. The changes in 

the residential landscapes in addition to the progression of resettlement, including 

policy-induce relocation, improvements on infrastructures, development in the 

living spaces, were microscopically studied based on the descriptions provided 

by the families of the then refugees. We currently lack over 40 years of records 

of the settlement areas, and surveys and measurements on the housings, which 

will expire on account of reconstruction programs, will be essential in 

understanding the places. Such efforts will be recorded with the history of Busan 

along with the understandings of the common folks and people who lived that 

period of time.

Key words : Korean War refugee, Residential areas in Busan, Relocation Settlements, 
Early Settlements, Hill-side, Residential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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