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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유원지(遊園地)는 놀이 공간을 일컫는 일종의 대명사다. 비일상적 장소였던 

유원지의 경관이나 문화적 요소는 일상의 생활 공간에 스며들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유원지는 일제 식민지기에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었고, 당시 조성된 몇몇 유원지는 광

복 이후에도 남아서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혹은 공원으로 변화되어 이용되었다. 따라

서 식민지기에 만들어진 유원지는 우리의 여가ㆍ오락 문화와 위락 공간을 만드는 방

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식민지기에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간으로서 유원지의 조성 과정과 공

간 변화를 고찰하고, 그 결과 조성된 유원지의 경관과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기에 조성된 수도권의 대표적인 유원지인 창경원, 월

미도유원지, 뚝섬유원지의 변화를 조성 시점부터 현대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각 유원지의 장소성이 남아있는 시점까지로 한정했으나, 

유원지의 원형이 만들어진 식민지기에 큰 비중을 두고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는 태동 

당시 유원지가 현재의 공간과 문화에 어떤 영향으로 남아있는지 해석하는 데 기초 자

료가 될 것이다. 

창경원은 1907년부터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일제에 의해 만들어져 1983년 창

경궁 복원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원지로 이용되었다. 개원 후 창경원은 누구나 입장료

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오락 공간이 되었다. 창경원은 넓은 궁원에 박

물관과 동ㆍ식물원, 인공 연못, 정원, 어린이 놀이 시설 등을 갖춘 바깥세상과 분리된 

낙원과 같은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과거 지배 계층만 누릴 수 있던 ‘이국적 

자연’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야앵 기간에는 화려한 조명과 각종 공연 등이 복합되

면서 창경원은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일탈의 공간이 된다. 광복 이후 창경원은 

유원지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민간 자본이 투입된 유희 기기가 들어서면서 복합적인 

놀이공원의 모습을 갖춘다. 운영 방식은 식민지기를 답습했다. 흥행 중심의 창경원의 

운영과 이용 문화는 1970년대 말이 되면, 유사한 오락을 제공하는 경쟁 상대의 등장

과 정부의 계도 등에 의해 좀 더 '건전한' 문화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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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유원지는 1910년대 후반부터 월미도를 관광지화 하려던 인천부를 비롯해 

철도 회사인 만철과 민간 기업인 월미도유원주식회사 등의 의지로 만들어져 광복 이

전까지 섬 전체가 유원지로 기능했다. 이러한 유원지는 철도 연선에 온천이나 해수욕

장을 개발해 승객을 유치했던 일본 사철의 사업 모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식민

지기, 경성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에 해수욕장과 조탕, 보트장, 캠핑장, 운동장, 별

장, 녹원, 회유도로, 식당 등 다양한 놀 거리와 부대시설을 갖춘 월미도는 경성 시민

의 당일치기 여행지이자 여름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월미도유원지는 해변 휴양지에

서의 행락이 대중화되고 상품화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광복 이후 정치적ㆍ지리적 상

황에 따라 월미도의 기존 유원지는 폐쇄된다. 이후 시민을 위한 오락과 휴양 공간이 

1970년대까지 대규모 유원지라는 단일한 형식으로 계획되었다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다양한 위락 공간과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등장한다. 

뚝섬 일대는 조선 시대 국마를 기르던 목장과 내농포가 있던 교외 지역이었다. 사

설 교외 철도를 운영하던 경성궤도주식회사는 경성이 팽창하던 시기인 1933~1934년 

뚝섬에 수영장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한다. 당시 뚝섬의 경관은 넓은 

들판과 한강의 모래사장, 제방의 포플러 숲 등으로 대표되었는데, 이는 대중 매체를 

통해 도시와 대비되는 목가적인 ‘전원 풍경’으로 묘사되었다. 뚝섬유원지는 철도 노선 

주변에 교외 주택지를 개발하거나 유원지를 조성했던 일본 사철의 경영 모델을 모범

으로 경성에서 휴일에 궤도차를 타고 가깝게 갈 수 있는 전원의 풍경이 매력적인 유

원지라는 상품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뚝섬유원지는 경성궤도라는 민간 기업이 운영했

지만 경성부에 의해 관리되었다. 광복 이후 서울시에서 뚝섬유원지를 관리하게 되면

서, 이 일대에는 지속적으로 공원 혹은 유원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만 구현되지 못

하다가 1980년대 도시화가 일단락되면서 뚝섬유원지는 한강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광복 이후에도 뚝섬유원지는 식민지기의 운영과 이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

다. 1970년대까지 서민들의 수영장으로 이용되었던 뚝섬유원지는, 행정에게는 공원을 

운영하는 역할을 경험하는 공간이었으며, 시민들에게는 공중도덕을 배우는 공간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경원은 한국에 상품화된 오락 공간의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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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했다. 식민지기 창경원이 다양한 ‘볼거리’를 오락으로 제시했다면, 광복 이후 

창경원은 이에 놀이 기구를 더해 ‘체험’과 ‘참여’를 경험하도록 했다. 창경원이 제공했

던 ‘이국성’이란 환상은 희귀한 것, 새롭고 신기한 것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창경원에서의 경험은 국내 여러 놀이공원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 

둘째, 한국의 공원은 유원지와의 상호 교류 속에서 진화했다. 초기 유원지는 공공

이 그 행정력이나 재원을 갖추지 못했을 때 민간에서 만들어 낸 오락 공간이다. 공원

이 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도화되었다면, 유원지는 공원에서 해소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자유로움이나 자극적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공

원이 수용하는 즐거움의 영역이 넓어지면 유원지는 고객을 유혹할 수 있는 또 다른 

진화를 거듭하게 된다. 

셋째, 초기 유원지는 도시민이 자연을 접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당시 유원

지의 운영자들과 대중매체는 유원지를 홍보하기 위해, 도시를 혼잡하고 오염된 곳으

로 묘사했다. 반면 유원지는 목가적 풍경이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현대적 설비

를 갖춘 세련된 공간이란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때부터 도시민에게 전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욕구로 여겨졌다. 

넷째, 유원지는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식민지기 유원지는 도시와 교통

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의 기획적 노력으로 만들어졌

다. 광복 이후 재원이 부족했던 공공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유원지를 만들면서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현재도 전국의 각 지방에서 유원지를 (재)개발

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유원지는 놀이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또 충족하기 위해 

진화하면서 다양한 오픈스페이스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놀이나 즐거움에 대한 지

금 우리의 선호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

는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유원지, 창경원, 월미도, 뚝섬, 상품화, 이국적 자연, 해변 휴양지, 전원 풍경

학번 : 2010-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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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오늘날 유원지는 놀이 공간을 일컫는 일종의 대명사다. 놀이공원이나 리조트, 관광

지 등을 통칭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공공 공간이나 시설에 이 표현이 덧붙여지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상업적인 공간이란 뉘앙스를 풍긴다. ‘유원지’라는 단어가 가

지고 있는 상투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일상’의 장소였던 유원

지는 또 다른 ‘일상’이 되고 있다. ‘놀이’를 중요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면서 유원지에서만 볼 수 있던 시설과 연출, 디자인이 일상의 생활 공간

에 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1)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에 유원지적 요소가 가미된 지

는 이미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의 외부 공간에 유원지에서 볼 수 있는 시

설이 갖춰지기도 한다.2) 

우리 도시와 일상에 은연중에 스며든 유원지는 일제 식민지기에 처음 도입되었다. 

개항을 통해 외부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뒤 일본에 강제 병합된 조선은 식민지 현실

에서 주로 일본식으로 변형된 근대 문화, 그리고 식민 통치 수단으로 활용된 근대 문

화를 경험하게 된다. 근대적 의미의 유원지 역시 이 시기에 주로 일본인에 의해 만들

어져 우리의 여가ㆍ오락 문화와 위락 공간을 만드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조

성된 몇몇 유원지는 광복 이후에도 오랜 기간 남아서 놀이공원이나 관광지, 혹은 공

원으로 변화하면서 이용되었다. 따라서 식민지기에 조성된 유원지는 광복 이후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국내에 조성된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같

은 위락 공간뿐만 아니라 공원과 같은 공공 오픈스페이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유원지는 대체로 산이나 강, 호수, 평야 등의 자연환경과 유흥과 숙박 시설

1) 橋爪紳也, 『日本の遊園地』(東京: 講談社, 2000), p.166.

2) “아파트도 올인원 시대…물놀이장·캠핑장 등 차별화 전략”, 뉴스토마토, 201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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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제공되는 녹지를 말

한다.3) 유원지는 공원과 유사하지만 대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적 공간

이라는 면에서 공적 공간인 공원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용

자들은 때때로 공원과 유원지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4) 이러한 혼동의 배경에는 도

입 초기부터 이 두 가지 공간의 의미와 경계 혹은 물리적ㆍ문화적 특성의 경계가 모

호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공원과 유원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형

성되어 분리되기 이전의 초기 유원지는 그 조성 주체와 목적 등의 경계가 모호한 채 

대중의 행락지로서 기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 유원지는 테마파크의 유형적 선례

일수도 있지만 공원의 원형이기도 한 셈이다. 이 모호함과 다의성, 그 간극을 이해하

는 것이 현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근대부터 현대까지 통시적 관점

에서 유원지의 변화를 이해하고, 현대 도시의 여러 공간을 만들고 운용하고 이용하는 

방식에 어떤 문화적 관성5)으로 남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현재 우리 도시의 오픈스

페이스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계획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한국에 유원지가 도입된 시점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식민지기라는 논쟁적인 시

기를 연구의 주요한 시간적 범위로 삼고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난 현상을 ‘근대화’인가 

아니면 ‘수탈’인가 하는 이분법으로 단순화하여 바라보는 태도는 지양하고자 한다. 산

업화와 소비자본주의의 산물인 유원지의 작동 논리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조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식민지기 조선의 유원지는 대부분 일본인들이 조성하고 운영했

다. 이때 일본인들이 조성한 유원지는 식민 지배를 위한 도구적 성격이 있더라도 당

3) 김향자, 『관광지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p.29.

4) 사진작가 이득영은 한강과 에버랜드를 다룬 ‘이득영 사진전: 공원, 한강’ 展(2013. 3. 8. ~ 4. 
28.)의 기획 의도에서, “우리의 공원 역사는 어린이대공원, 용인자연농원, 서울공원을 거쳐 롯데월
드, 올림픽공원, 일산호수공원,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그리고 최근의 4대강 개발 등으로 진행”
되어 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학문적 잣대나 법ㆍ제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용인자연농원이나 롯
데월드 등은 공원이 아니라 위락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획의 변이 무리 없이 받
아들여지는 것은 대중이 유원지와 공원을 유사한 놀이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5)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관성(慣性)은 습관성(習慣性)과 유사한 의미인데, 습관성이
란 습관이 되어 버린 성질,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려는 성질을 말한다. 여기서 ‘관성’의 의미는, 유
원지로 되풀이 되어 사용된 장소의 경관 또는 유원지에서 되풀이되는 활동, 즉 시대에 따라 반복
적으로 행해져 습관이 되어버린 활동이나 문화를 칭하기 위해 사용했다. 장소의 관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최진성, “場所의 宗敎的 慣性: 全州市 僧岩山의 宗敎景觀을 中心으로”, 『문화 역
사 지리』16(2), pp.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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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유원지를 원형으로 삼았을 것이며, 모범이 되었던 일본의 유원

지 역시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이윤을 추구하는 유원지의 속성상, 조성 과

정부터 운영까지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다. 이는 유원지의 조성과 

운영이 식민 당국의 정치적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만 움직였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

다. 또한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의 삶이 실

존했으며, 계층이나 계급, 성별,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요구나 갈등이 있었다는 데 주

목하지 않을 수 없다.6) 따라서 유원지의 조성을 식민 지배의 의도로, 조선인들의 경

험을 ‘민족적 수난’으로만 해석한다면 그 전모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기 어렵다. 

그러므로 식민지기를 원인(cause)이 아니라 기원(origin)으로서 이해하고,7) 이 시기

에 우리 사회가 무엇을 경험했고, 그러한 경험이 이후에 어떻게 지속 또는 변형되었

는지 살펴보는 일은 한국 유원지의 공간과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식민지기에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공간으로서 유원지 자체를 추적하고

자 한다. 대표적인 유원지의 조성 과정과 공간 변화를 고찰하고, 그 결과 조성된 유원

지의 경관과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태동 당시 유원지의 

경관과 문화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즉 현재의 공간과 문화에 어떤 영향으로 

남아있는지 해석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식민지기 유원지 조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우선 누가, 언제, 어디에, 

왜, 어떻게 유원지를 만들었는지 파악한다. 도시ㆍ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성 주체와 의

도를 밝히는 일은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사이에 위치하는 유원지의 대중성과 상업적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원지의 조성 과정과 시설을 조사해 물리적 

실체로서 유원지를 이해한다. 

6)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9), p.21.

7) 전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동아시아비평』, 1998,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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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식민지기 유원지 문화를 이해한다. 상업적 목적에 따라 재편된 경관은 대중

의 욕망을 창출하고 또 반영한다. 따라서 유원지가 어떻게 이미지화되어 수용, 소비, 

변형되었는가를 밝히는 일은 유원지의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유원지의 경관과 이미지를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의 수용 과정과 이용 

문화를 파악한다.

셋째, 광복 이후 변화를 추적한다. 이는 초기 유원지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펴보

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유원지가 광복 이후에 어떻게 변형되고 이용되었는지 파악

하는 과정이다. 도시ㆍ사회적 맥락 변화 속에서 유원지의 공간과 운용의 변화, 그리고  

경관과 이미지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용 문화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러한 통시적 연구를 통해 유원지의 물리적 특성과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고, 공

원과 유원지 그리고 여러 위락 공간이 분화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공간을 만들고 이

용하는 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해석해 보고자 한다. 



- 5 -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 해외 연구 동향

서양 조경사에서 초기 유원지는 1970년대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1980년대에 와서

야 유럽과 미국의 플레저 가든(pleasure garden)에 대한 검토가 진전되었다.8) 서양 정

원사의 일부로서 유원지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 헌트(John Dixon Hunt)의 저서 

A World of Gardens9)가 있다. 이 책에서 헌트는 정원사를 연대기적 서술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옥외 공간을 이용하고, 또 이것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다양화되었

는지 탐색한다. 헌트는 지배 계층과 대중적인 즐거움(amusement)의 역사는 정원의 역

사와 상호작용했다고 보았다. 귀족의 담을 두른 사냥터에서 형성된 문화와 풍경 그리

고 부대시설이 플레저 가든과 대중적인 휴양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원들 가운

데 런던의 복스홀 가든(Vauxhall Gardens), 바스의 스프링 가든(Spring Gardens) 혹

은 필라델피아의 그레이스 가든(Gray's Gardens)과 같은 유명한 유원지가 출현했다. 

헌트는 이러한 인기 있는 장소는 19세기와 20세기의 공공 공원 창조의 원동력이 되

었는데, 공원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오락을 위한 테마파크와 같은 장소가 

여전히 필요했음을 논증하며 그 두 가지 유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오리코스트(Isabelle Auricoste)10)는 서양 정원사를 다룬 The Architecture of 

Western Gardens에서 유럽의 레저 파크(leisure parks)에 대해 다루며, 일상을 영위하

는 곳이 아닌 ‘어딘가 다른 곳(elsewhere)’은 낙원(paradise)을 환기하며,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은 곧 일상에서 탈출하는 느낌을 주고 유원지의 색다른 경관과 화려한 

이벤트는 현실을 망각하게 한다며 유원지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플레저 가든

8) 1970년대 Norman Newton(Design on the Land, 1971)과 Christopher Thacker(The History of 
Gardens, 1979)와 같은 주목할 만한 역사가들은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이
르러서야 플레저 가든에 대해 학술적으로 주목하는 학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연구는 조경 설계, 
문학, 연극, 음악, 사회사, 예술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관점으로 생산되었다. Lake Douglas, 
"Certain pleasures, ambiguous grounds: the etymology and evolution of the pleasure garden",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8(1), 2013, p.50.

9) John Dixon Hunt, A World of Gardens (London: Reaktion Books, 2012), pp.22-39. 

10) Isabelle Auricoste, “Leisure Parks in Europe: Entertainment and Escapism,in The 
Architecture of Western Gardens (Cambridge, Mass.: MIT Press, 1992), pp.48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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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적 계층이 섞이고 이완되는 행태는 평등과 자유를 고무시켰다며 여가를 즐

기는 공간의 전통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도시와 건축 연구 분야에서는 멈퍼드(Lewis Mumford)가 대표적 저서 The 

Culture of Cities에서 도시에 미친 궁정(palace)의 영향에 대해 서술하면서 플레저 가

든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한 바 있다. “17세기 런던의 래늘러 가든(Ranelagh 

Gardens)이나, 18세기의 복스홀 가든과 크레몬 가든(Cremorne Garden)과 같은 플레

저 가든은 궁정의 즐거움을 1인당 합리적인 가격에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시도였

다”11)고 평가했다. 이러한 관점은 유원지가 계층을 파괴하는 대중적 속성과 즐거움을 

화폐로 환원하는 경제적 가치(상업적 속성)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밖에 개별적인 유원지를 조명하는 연구로는 코니아일랜드를 조명한 카슨(John 

F. Kasson)12)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카슨은 코니아일랜드가 대중적인 도시 오락을 

상업화한 사례이며, 아이들과 이민자들에게 미국화의 매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코니아일랜드가 제공한 판타지는 사회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지 못

하고, 생산과 소비의 순환에 대한 수동적인 순응을 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산업 도시에서 태동한 코니아일랜드는 이후 레크리에이션 공간

과 대중문화 예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로는 복스홀 가든에 대한 방대한 사료를 제시한 코크와 보르그

(David Coke & Alan Borg)13)의 저작이 있다.

유원지를 재조명하는 학술 활동으로는 1996년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심포지엄의 결과를 12개의 에세이로 묶은 책인 Theme Park Landscapes: 

Antecedents and Variations14)가 있다. 역사적인 유원지와 당대의 테마파크 경관을 

교차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비교문화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이후에는 2008년 개최

11) Lewis Mumford, The Culture of Cities (New York: Harcourt, Brace, 1938), p.112.

12) John F. Kasson, Amusing the Million: Coney Island at the Turn of Century (New York: 
Hill and Wang, 1978).

13) David Coke and Alan Brog, Vauxhall Gardens: a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1).

14) Terence Young and Robert Riley eds., Theme Park Landscapes: Antecedents and Variations 
(USA: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2002).



- 7 -

된 학제적 컨퍼런스인 'Vauxhall Revisited: Pleasure Gardens and Their Publics'를 

기반으로 출간된 The pleasure garden: from Vauxhall to Coney Island15)를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플레저 가든을 국제적인 현상으로서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리

조트(resort)를 그 원형인 17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조사한다. 음악 프로그래밍, 미

국의 플레저 가든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아우른다.

더글라스(Lake Douglas)16)는 플레저 가든의 진화에 관한 연구에서 17세기 플레저 

그라운드에서 18~19세기 플레저 가든,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어뮤즈먼트 파크 그리

고 오늘날의 도시 공원까지를 진화론적으로 연결시킨다. 즉 유원지라는 랜드스케이프 

유형은 오늘날의 오픈스페이스와 공공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되며 실무의 영역에서 원

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내 연구 동향

조경과 인접 분야에서 유원지 관련 국내 연구는 1980~199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

어졌는데 주로 특정 유원지에 대한 개발 계획과 이용행태 분석 및 만족도 조사가 주

를 이룬다. 강병수, 전용화, 김상길17)은 서울, 부산, 광주의 유원지 개발 계획과 유지

관리 실태를 파악했다. 개별 유원지에 대한 개발 계획으로는 원경식, 유남형, 양원현, 

유중하, 김선경, 김용수ㆍ임원현ㆍ이제화, 이동각18)의 연구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

15) Jonathan Conlin ed., The pleasure garden: from Vauxhall to Coney Islan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16) Lake Douglas, 앞의 논문, pp.48-53.

17) 강병수, "유원지개발계획과 유지관리실태: 서울시 주변사례 중심으로", 『도시문제』 15(8), 
1980, pp.66-78; 전용화, "유원지개발계획과 유지관리실태: 부산시 주변사례 중심으로", 『도시
문제』 15(8), 1980, 79-97; 김상길, "유원지개발계획과 유지관리실태: 광주시 주변사례 중심으
로", 『도시문제』 15(8), 1980, pp.98-106.

18) 원경식, "도시고산유원지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논총』 1, 1979, pp.195-228; 유남
형, 『금정산성 유원지 개발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양원현, 『뚝섬
토지이용에 있어서 공원화 계획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유중하, "유원
지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원천유원지 재개발 구상을 중심으로", 『관광개발연구』 3, 1985, 
pp.41-78; 김선경, 『신갈 수변유원지 개발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김용수ㆍ임원현ㆍ이제화, "화원유원지의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2(2), 
1994, pp.93-106; 이동각, 『유원지의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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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류재준, 김우상19) 등의 연구가 있다. 

이용행태 분석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해서는 임원현, 권상수ㆍ구태익ㆍ박승범, 김용

수ㆍ임원현, 박승범20) 등이 이용자수와 이용실태, 만족도 등을 연구했다. 최근에는 김

수봉ㆍ김현장ㆍ이춘우, 김동석21)이 이용행태에 관해 연구했다. 또한 지방 도시의 공

원이나 유원지와 같은 여가 공간의 정비와 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로는 염향민, 

김태환22)의 논문이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 주제공원(theme park)에 대한 연구가 늘어난다. 이는 1980

년대부터 놀이공원, 놀이동산, 테마파크 등의 이름으로 유기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어

뮤즈먼트 파크(amusement park)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어뮤즈먼

트 파크 혹은 테마파크 형식의 유원지가 전국에 늘어났던 현실을 반영한다. 

관광 분야에서도 유원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유원시설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김상태23)는 우리나라는 유원지가 놀이공원(amusement park) 형태로 발

달하였다고 보고, 유원시설업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오훈성24)는 유원시설업 분류 

체계 확립과 콘텐츠 중심의 유원시설업 육성 환경 조성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영25)은 한국과 일본의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

19) 류재준, 『뚝섬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시설 계획안』,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6; 김우상, 『도시의 경계에 위치한 infrastructure를 활용하는 공공 공간계획』, 건국
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0) 임원현, 『동촌유원지의 이용실태 및 변동분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권상수ㆍ구태
익ㆍ박승범, "부산시 공원·유원지 일일 이용자수 변동모형에 관한 연구", 『동아논총』 23(1), 
1986, pp.363-385; 김용수ㆍ임원현, "동촌유원지의 이용실태 및 변동분석", 『한국조경학회지』 
15(1), 1987, pp.17-37; 박승범,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이용자의 활동만족도의 계획적 평가에 관
한 연구", 『동아논총』 27(1), 1990, pp.287-305.

21) 김수봉ㆍ김현장ㆍ이춘우, "수변공원의 이용행태 및 시민의식 조사", 『휴양 및 경관연구』 6(2), 
2012, pp.37-44; 김동석, 『수성유원지 산책로의 환경개선을 위한 이용행태 및 만족요인 분
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2) 염향민, "지방도시의 공원, 유원지 시설의 정비", 『도시문제』 23(9), 1988, pp.51-60; 김태환, 
『대구시 유원지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동촌과 수성 유원지의 사례』,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3.

23) 김상태, 『유원시설업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보고서, 2000.

24) 오훈성, "유원시설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관광정책』 46, 2011, pp.71-74. 

25) 임영, 『한국과 일본의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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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김향자26)는 관광지의 일환에서 유원지를 바라보고 있다. 정채효27)의 연구는 유

원지와 관광지라는 비슷한 유형의 시설이 다른 용어로 사용됨에 따라 혼란을 야기하

고 있다고 진단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하나의 시설로 관리할 것을 주장한다.

역사적 관점의 유원지 연구는 주로 공원사에 포함된 일부 유원지에 국한되어 있

다. 대표적으로 강신용28)의 연구는 한국의 근대 도시공원ㆍ녹지의 수용과 그 후 전개 

과정을 역사적ㆍ사회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 시계열적인 서술 방식에 따라 창경원

과 같은 유원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인재29)는 개항기부터 2000년까지 

서울시 도시공원에 대한 정책의 변화, 공원 면적의 변화 그리고 공원의 행정 조직 변

천 과정을 고찰하면서 시대별로 분류하여 평가했다. 강신용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창

경원이나 뚝섬유원지와 같이 일부 유원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리 하시모

토30)는 한국 근대 공원의 형성을 다루면서 창경원의 공공성 변천에 대한 내용을 서

술하고 있다.

한편 황기원31)은 어린이대공원 조성 이후 공원의 유사 시설로서 위락공원

(amusement park)과 주제공원(theme park)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밖에 김동찬ㆍ김광래ㆍ안봉원ㆍ서주환ㆍ김신환32)은 광복 이후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관해 연구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 지역 연구 혹은 향토사 연구의 일환으로 개별 유원지에 관

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식민지기의 여러 사료들이 디지털화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해졌고, 식민지기에 조성된 유원지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도 등장한다. 김

26) 김향자, 『관광지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7) 정채효,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의 명칭 불일치에 따른 해결방안", 『서울법학』 19(3), 2012, 
pp.355-373.

28) 강신용, 『(한국 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조경, 1995).

29)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0) 세리 하시모토, 『한국 근대공원의 형성』,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1) 황기원, “서울 20세기 공원·녹지의 변천: 자연속의 도시에서 도시속의 자연으로”, 서울시정개발연
구원 편,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p.379-447.

32) 김동찬ㆍ김광래ㆍ안봉원ㆍ서주환ㆍ김신환,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
경학회지』 23(2), 1995, pp.29-43.



- 10 -

영수33)는 개항 이후 25~30년 동안 인천의 역사와 상업 및 무역의 발달, 시가지의 정

비 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인천 안내서’를 연구해 인천의 '관광 도시' 이

미지 형성에 관해 고찰하며 월미도유원지 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염복규34)는 식민

지기 ‘행락지’로 부상한 인천에 대해 월미도유원지와 송도유원지를 중심으로 연구했

다. 조형열35)은 식민지기에 왕실의 휴양지에서 유원지로 변모한 온양온천의 개발 과

정을 추적해 그 역사적 성격을 규명한다. 근대 체육사를 연구하는 손환36)은 식민지기 

조성된 인천의 월미도유원지와 원산송도원을 근대적 여가 시설의 관점에서 연구했으

나 시설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그밖에 건축 분야에서 최아신37)은 

일제의 식민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창경궁 대온실에 관해 연구했다. 

유원지 문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로는 황기원38)의 연구가 대표적이

다. 미시사ㆍ문화사의 하나로 한국의 행락 활동과 그 행락의 장소가 조선시대에서 일

제 식민지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려는 목적의 연

구다. ‘행락’을 키워드로 우리의 공간과 활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개괄적으로 살

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밖에 창경원의 밤 벚꽃놀이의 군중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김현숙39)의 연구와 벚

나무를 통해 행락 문화의 변화를 조명한 김해경40)의 연구 등이 있다. 그밖에 조경

진41)은 유원지의 일종인 테마파크의 역사적 연원과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며 현대 도

33) 김영수, "1920~30년대 인천의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 ‘인천 안내서'를 중심으로", 『인천학연
구』 11, 2009, pp.83-112.

34) 염복규, "일제하 인천의 ‘행락지’로서 위상의 형성과 변화: 월미도와 송도 유원지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4, 2011, pp.45-78.

35) 조형열, "근현대 온양온천 개발 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011, 
pp.139-177.

36) 손환, "일제하 인천월미도의 여가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5), 2005, pp.3-10; 
손환, "일제강점기 원산송도원의 여가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6), 2008, 
pp.1-9.

37) 최아신, 『창경궁 대온실의 재료 및 구축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8) 황기원,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39) 김현숙,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야앵",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9, 2008, pp.139-162.

40) 김해경, "벚꽃을 통해 본 근대 행락문화의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 2011, 
pp.12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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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의 테마화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3.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국외의 역사적 관점의 유원지 연구는 18~19세기 플레저 가든, 19세기 후반에 등

장한 어뮤즈먼트 파크, 그리고 20세기의 테마파크까지를 진화론적으로 연결하며, 공원

과의 관계에도 주목한다. 반면 국내 조경 분야의 유원지 연구는 주로 공원사에 포함

된 일부 유원지에 국한되어 있다. 유원지를 하나의 유형으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기에 조성된 유원지부터 그 이후에 등장하는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그 밖의 

위락 공간을 연속적인 관점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일부 그러한 진화의 관점으로 보더

라도 개략적으로 소개된 수준이다. 그 결과, 개항기부터 식민지기까지의 공원에 대한 

연구에 비해, 유원지의 도입 배경이나 초기 형태, 당시 행락 문화의 변화에 대한 조경 

분야의 연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유원지는 대중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유원지는 식민지기에 

도입되어 어뮤즈먼트 파크, 테마파크 등으로 진화해가는 동시에 공공 공간인 공원과

도 영향을 주고받았다. 또한 오늘날 대표적인 유원지인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워터파

크나 동물원, 아쿠아리움, 리조트, 복합쇼핑몰 등 오락을 지향하는 다양한 공간들은 

유원지와 많은 요소를 공유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중적인 오픈스페이스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유원지라는 유형에 대한 통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41) 조경진, “테마파크의 역사적 연원과 문화적 의미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논총』 
22(1),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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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대상과 범위

연구의 주요 사례 지역은 창경원, 월미도유원지, 뚝섬유원지 세 곳이다. 이 세 유

원지는 식민지기에 일본인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되어 널리 이용된 대표적인 유원지

였으며, 광복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원지로 기능했거나 그 일대에 새로운 유원지가 만

들어지는 등 유원지의 장소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서울과 서

울을 배후에 두고 조성된 인천의 유원지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유원지가 조성된 시점부터 유원지의 장소성이 남아있는 시점까지로 한정한다. 

식민지기부터 현대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보되 각 사례지별 시간적 범위를 다르게 한정

했으며, 유원지의 도입 시점이자 급격한 사회상의 변화를 겪었던 식민지기에 큰 비중

을 두고 연구했다. 

각 대상지의 구체적인 선정 이유와 특징은 아래와 같다.

창경원은 일제가 창경궁에 박물관과 동ㆍ식물원을 계획하면서 조성된 유원지다. 

1909년 개원한 이래 창경원은 1983년 서울대공원으로 동·식물원을 이관하기 전까지 

유원지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창경원은 식민지기 도심에 조성된 유원지가 

광복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시민들에게 수용ㆍ변형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

표적 사례다(그림 1-1). 따라서 창경원은, 창경궁의 유원지화 계획이 시작되는 국권 

피탈 직전부터 궁궐 복원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즉 1907년경부터 1983년까지를 연구

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했다. 

인천의 월미도유원지는 부산의 송도해수욕장과 해운대, 원산의 송도원 등과 함께 

1920~1930년대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임해 유원지 중 하나였다. 월미도유원지는 

1910년대 후반부터 인천부를 비롯해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 월미도유원주식

회사 등의 의지로 만들어져 섬 전체가 유원지로 기능했다. 광복 이후 기존의 월미도

유원지는 사라졌지만, 월미도에는 지속적으로 유원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고, 

1980~2000년대에는 오락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따라서 식민지기 철도와 

유원지의 관계, 그리고 임해 유원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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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창경원(현 창경궁)의 위성사진

출처:� 네이버 지도(2016년 8월 20일 접속)

<그림 1-2>� 월미도의 위성사진

출처:� 네이버 지도(2016년 12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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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월미도유원지의 사례는 식민지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이

후 월미도 내에서 계획되고 조성된 유원지와 오락을 위한 공간이 어떻게 분화되어 가

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아 초기 유원지의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 해석해 보고자 

한다. 

뚝섬유원지는 1930년대 중반 사설 철도인 경성궤도주식회사(이하 경성궤도)가 한

강변 백사장에 만든 유원지다. 조선 시대 한양 도성의 동쪽 바깥에 있던 뚝섬 일대는 

왕실의 목장지이자 사냥터였지만 오늘날 이곳은 서울에 편입되어 뚝섬한강공원과 서

울숲 등 공원이 자리한 시민들의 일상적 여가 활동 공간으로 변모했다. 뚝섬유원지는 

교통의 발달과 도시의 확장 과정에서 탄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철도 승객 유치를 

위해 유원지를 경영했던 일본 사설 철도의 경영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뚝섬유원

지는 국내 각지에 사설 철도의 부대 사업으로 조성된 유원지의 패턴을 고찰할 수 있

는 사례로서도 중요성이 있다. 광복 이후 뚝섬유원지는 서울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시계획과 개발 계획의 대상이 되고 공원으로 변화해 간다. 특히 민간이 개

발하고 운영하는 유원지가 공공이 관할하는 공원으로 바뀌는 과정은, 서구에서 도입

된 유원지와 공원이 명확하게 분화되기 전 과도기에 유원지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

지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그림 1-3). 

<그림 1-3>� 뚝섬의 위성사진

출처:� 네이버 지도(2016년 12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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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뚝섬유원지는, 식민지기부터 한강종합정비계획으로 뚝섬한강공원이 조성되

는 1980년대 초반까지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한정한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도시ㆍ사회적 맥락 안에서 유원지가 조성되고 변화하고 소멸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각 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연구의 내용 등 전반적인 

구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국내외 선행 연구의 초점을 파악해 본 연구의 차별점을 도

출한다.

2장은 유원지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본다. 근대 유원지의 등장을 국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서구에서 17~18세기부터 현대까지 진화해 온 유원지의 역사적 전개를 개

괄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도시의 변화, 

공원과 유원지를 둘러싼 제도적 변화와 행락 및 여가 문화의 변화를 살펴본다.

3장에서 5장은 한국의 유원지에 대한 사례 연구로 구성된다. 각 사례는 광복 이전

과 이후로 구분하여 고찰하며, 사실의 기술과 해석을 병행한다. 3장은 창경원에 관한 

연구로, 유원지의 조성 과정과 이미지, 그로인해 파생된 대중문화를 고찰한다. 4장은 

월미도유원지를 통해 유원지의 경관과 수용, 행락 문화의 변화를 고찰한다. 5장은 뚝

섬유원지에 관한 연구로, 서울의 도시화와 함께 뚝섬유원지가 어떻게 조성되고 또 변

화해 가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원지의 장소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원과의 상호

영향을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각 사례 연구의 결론에서는 유원지의 조성 의도, 주요 

어트랙션과 경관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품으로서 유원지의 성격과 그 

안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등을 해석한다. 

6장은 종합 결론으로서 세 가지 사례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ㆍ문화적 관성

으로 남았는지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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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과 문헌

본 연구는 한국 유원지의 수용과 전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사례 즉 창

경원, 월미도유원지, 뚝섬유원지를 고찰한다. 각 사례는 시기별로 크게 공급과 수요, 

혹은 조성과 이용 문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본다. 

조성이란, 유원지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다. 즉 조성 주체와 조성 

의도를 살펴보고,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파악한다. 역사적으로 유원지는 

당대 대중의 ‘낙원’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낙원이 어떠한 도시ㆍ사회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또한 어떠한 기획적 노력으로 대중의 욕망을 창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또 이러한 의도가 어떠한 경관으로 구현되는지 살펴본다. 이용 문화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이용자가 유원지를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초래한 문화적 변

화 즉 행락 문화의 변화, 새로운 대중문화 등을 살펴본다. 더불어 이러한 공급과 수용

ㆍ이용이 공원 등과 같은 유사한 공간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갔는지 살펴

본다. 

본 연구는 세 장소에 대한 면밀한 묘사와 해석을 시도하기 위해 문서, 기록물, 물

리적 인공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바탕으로 총체적 분석(holistic analysis)을 한

다.42) 연구는 문헌과 지도, 사진 분석을 통해 진행한다. 

유원지의 조성 과정과 공간 변화는 주로 1차 문헌을 참고해 객관적으로 논증한다. 

조성 배경과 의도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기록, 신문기사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간 구성은 근현대 지도ㆍ도면과 사진을 비교ㆍ분석해 공간의 배치와 시설물, 식재 

등을 확인하고, 시기별 도면을 비교해 공간 변화를 파악한다. 

유원지의 이미지와 유원지 문화는 시기별 풍속과 대중문화를 투영하고 있는 신문

42) 사례 연구(case study)는 맥락 속에서 풍부한 여러 가지 정보원들을 포함하는 세부적이고 심층적
인 자료수집을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의 ‘경계지워진 체계’나 하나의 사례(또는 여러 사
례들)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경계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는 시간과 장소에 의한 경계를 
갖게 되며, 그것이 연구되는 사례다. 사례의 맥락은 사례를 그 상황에 놓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것은 그 사례를 위한 물리적 상황이나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상황이 될 수 있다. 연구의 초점
은 그 독특성 때문에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례에 둘 수도 있고(본질적 사례 연구), 해당 사례를 
이슈를 예증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사용하며 이슈 또는 이슈들에 둘 수도 있다(도구적 사례연구
(instrumental case study)). John W. Creswell, 조흥식 외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서울: 학지사, 2005), pp.87-98, 155. 본 연구에서는 유원지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도
구적 사례 연구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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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잡지 기사를 분석하며, 유원지와 관련된 국내외 2차 문헌을 활용해 해석한다. 시대

상을 반영하는 소설과 영화 등의 예술작품도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광복 이후에는 

시사나 구지 등의 향토 자료와 발굴 보고서 등의 연구 보고서, 신문기사 등을 교차해 

살펴보았다.

1) 창경원의 주요 문헌

종류 제목 기록시기 저자/발행처

실록 순종실록(純宗實錄) 1907~1910

순종실록 부록(純宗實錄�附錄) 1910~1916

통사 경성부사(京城府史)� 1권 1934 경성부(京城府)

도면

동궐도형(東闕圖形) 조선 후기(추정)

창경궁급비원평면도

(昌慶宮及秘苑平⾯圖)
1908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圖) 1911(추정)� �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圖) 1921~1932(추정)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圖) 1932~1936(추정)�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圖) 1936� 이후(추정)

사진첩

창덕궁내외사진첩(昌德宮內外寫眞帖) 1910~1917(추정)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
1912

이왕가박물관

(李王職博物館)

신문

황성신문(皇城新聞) 1898~1910 민족지

대한매일신보(⼤韓每⽇申報) 1904~1910 영국인 배설 창간

매일신보(每⽇申(新)報) 1910~1945 조선총독부 기관지

동아일보(東亞⽇報)� 1920~현재 조선인 발행

조선일보(朝鮮⽇報) 1920~현재 조선인 발행

잡지

태극학보(太極學報) 1906~1908
태극학회 기관지

(일본 유학생 단체)

개벽(開闢) 1920~1926 천도교 배경 종합지

별건곤(別乾坤) 1926~1934 최미독물

동광(東光) 1926~1933 흥사단 배경 종합지

<표 1-1>� 일제 식민지기 창경원 관련 주요 1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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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원의 조성 과정 의도에 관한 주요 1차 문헌으로는 『순종실록』과 부록,43) 그

리고 『경성부사』,44)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 등이 있다. 

근대 지도는 일본인이 작성한 ‘창경궁급비원평면도’, 창경궁, 창덕궁, 종묘를 한 장

에 그린 세 장의 ‘창덕궁평면도’와 창경궁과 창덕궁을 한 장에 그린 ‘창덕궁평면도’를 

참고했다. 사진 기록은 조선 총독이 일본천황에게 조선의 궁궐 모습을 보고하면서 만

든 것으로 여겨지는 『인정전 사진첩』과 『창덕궁 내외사진첩』45)을 주로 활용했으

며,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도 참고했다. 그밖에 민족지인 「황성신문」과 「대

한매일신보」,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46) 조선인이 발행한 민간 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을 활용했다. 잡지는 일본 유학생 단체 태극학회의 기

관지였던 『태극학보』, 천도교 배경 종합지인 『개벽』, 취미독물이었던 『별건곤』, 

흥사단 배경의 종합지인 『동광』 등을 참고했다(표 1-1). 

2) 월미도유원지의 주요 문헌

식민지기 월미도유원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문헌을 주목할 만하다. 인천교육회47)

에서 발간한 인천향토지는 일본인이 인천 향토사를 그들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

43) 『순종실록(純宗實錄)』은 식민지기에 일본인이 주관하여 편찬했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되었을 
위험이 있다. 『순종실록』 부록은 조선왕조 멸망 후의 기사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실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순종실록』은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그 밖의 관찬 기록의 중요 
내용을 채록하고 있어 순종 시대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록이다. 본 연구에서 원문과 번역문
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참조했다. 

44) 1926년 당시 경성부윤 우마노 세이이치(馬野精一)가 직접 출간을 건의해 기획된 『경성부사(京
城府史)』는 총 3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가운데 1934년 발간된 제1권은 선사시대부터 러일전쟁 
직후까지 경성의 연혁을 통사로 다루며 창경궁의 변화도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국역) 경성부사』 제1권 (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의 번역을 
따랐다. 

45) 이 두 사진첩에는 1910년부터 1917년 사이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는 이 두 사진첩을 묶어『(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2006)으로 
간행했다. 

46) 1904년 영국인 배설(裵說: Ernes Thomas Bethell)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일제가 사들여 국권 침탈 직후『매일신보(每日申報)』로 발행했다. 본 논문에서 「대한매일신
보」와 「매일신보」의 원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조했다. 

47) 1921년 설립된 단체로, 인천 교육 시설의 향상과 발전을 꾀하고, 회원의 수양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강연부, 연구부, 체육부, 서무부로 나누어 활동했다.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
주 인천향토지 (인천: 인천광역시, 2005),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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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항 후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근대 인천의 자료가 부

족한 현실에서 비교, 검토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적 의미를 지닌 책이다.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에서는 역사학자들의 고증과 역주를 첨가해 2005년 역주 

인천향토지를 발간했다.48) 당시에 일본인이 발간한 인천에 관한 일련의 책들은 월미

도유원지에 관해서 비슷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 인천향토지가 월미도유원지

의 조성 배경 및 과정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종류 제목 기록시기 저자/발행처

통사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

(仁川鄕⼟史料照査事項)
1915 이마이이노스케(今井猪之助)� 외 편저

인천향토지(仁川鄕⼟誌) 1932 인천교육회(仁川敎育會)

인천부사(仁川府史) 1933 인천부(仁川府)� (개항 50주년 기념 발행)

단행본
인천의 긴요문제

(仁川の緊要問題)
1932

후루카와 분도 편(古川⽂道�編)� /�

조선신문사(朝鮮新聞社)

지도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1895

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 1921 조선총독부

사진 그림엽서 일제 식민지기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소장)

신문

매일신보(每⽇申(新)報) 1910~1945 조선총독부 기관지

동아일보(東亞⽇報)� 1920~현재 조선인 발행

조선일보(朝鮮⽇報) 1920~현재 조선인 발행

잡지
개벽(開闢) 1920~1926 천도교 배경 종합지

인천(仁川) 1937~? 일본어 발행 (화도진도서관 소장)

<표 1-2>� 일제 식민지기 월미도유원지 관련 주요 1차 문헌

1932년 조선신문사에서 발간한 인천의 긴요문제에는 인천의 발전에 대한 인천 

각계 인사의 96개 논의가 담겨있다. 조선신문은 “인천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각 방

면의 명사(名士)를 방문해 ‘인천의 긴요문제’로써 의견을 구하여 반년 남짓에 걸쳐 이

를 연재”했다.49) 인천의 긴요문제는 이 연재와 인천의 현황을 묶어 같은 해 발행한 

단행본이다. 1930년대 초반에 인천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각자 자기가 속한 단체의 입

48) 위의 책, p.1.

49) 古川文道 編, 『仁川の緊要問題』 (京城: 朝鮮新聞社,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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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인천의 현안과 발전 방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본 논문

은 인천학연구원에서 발행한 번역서50)의 번역을 따랐다.  

그 밖에 일본인이 개항 이후 인천을 소개하기 위해 발행한 여러 권의 책 중에 인

천향토자료조사사항과 『인천부사』, 그리고 잡지 인천 등을 참고했다. 

이러한 문헌을 통해 이 일대의 물리적 변화와 식민 당국을 비롯한 인천에서 거주

하고 활동하며 유원지에 영향을 미쳤던 일본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당시 월미도유원지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 자료는 대부분 그림엽서와 신

문기사의 도판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1930년대 인천에서 발행된 그림엽서를 통해 월

미도유원지의 경관 및 유원지 시설과 환경을 분석했다. 시민들의 이용행태와 그들에

게 수용된 이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사 및 잡지를 참고했다. 특히 「매일신

보」는 유원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광복 이후는 사실상 유원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결국 폐쇄되었으므로 월미

도 전체와 새로운 매립지에 수립된 여러 계획을 파악하고자 신문기사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자료와 인천시사, 인천시의 개발 계획 등을 참고했다(표 1-2). 

3) 뚝섬유원지의 주요 문헌

조선 시대 한양의 경계인 성저십리에 위치했던 뚝섬 일대는 광복 이후 서울에 편

입된다. 따라서 식민지기 뚝섬은 서울이 아니었으므로 주요하게 다뤄진 기록보다는 

경성부에서 발간한 『경성부사』나 식민지기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와 경제 등을 체

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일련의 조사로 간행된 『조선의 취락』, 『조

선의 임수』등에서 뚝섬 일대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그밖에 구체적으로 유원지가 조성되는 과정은 「매일신보」와 「조선일보」, 「동

아일보」 등 일간지에서 확인했다. 이러한 일간지에서는 매체에서 유원지를 어떻게 

홍보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이 발행

했던 종합잡지인 『조선과만주』에서는 일본인들의 계획 등을 참고할 수 있었다. 그

리고 한강 변에 제방이 만들어지고 철도가 놓이는 등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시기별 지

50) 古川文道 편저, 김락기ㆍ이지영 역, 『인천의 긴요문제(1932)』(인천: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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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표 1-3). 

종류 제목 기록시기 저자/발행처

통사

경성부사(京城府史)� 3권 1941 경성부(京城府)

� 조선의 취락(朝鮮の聚落(前篇)) 1933 조선총독부

�조선토목사업지(朝鮮⼟⽊事業誌) 1937 조선총독부

경성시가지계획결정이유서 1937 조선총독부

조선의 임수(朝鮮の林藪) 1938
도쿠미쓰 노부유키 (德光宣之)� /�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고지도 진헌마정색도(進獻⾺正⾊圖) 1678

지도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1895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자마장리

동독도리 하천 부지 점용의 건 -�

경성교외궤도주식회사

1931
토목과 /� 첨부 도면(지형도)

(국가기록원 보존문서)

경성부관내도 1930년대 후반

협회지 조선철도협회회지(朝鮮鐵道協會會誌) 1927~1942 조선철도협회(朝鮮鐵道協會)

신문

경성일보(京城⽇報) 1906∼1945 통감부 기관지 /�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每⽇申(新)報) 1910~1945 조선총독부 기관지

동아일보(東亞⽇報)� 1920~현재 조선인 발행

조선일보(朝鮮⽇報) 1920~현재 조선인 발행

잡지
조선과만주(朝鮮及滿洲) 1908∼1941 일본인 발행 종합지

삼천리(三千⾥) 1929∼1942 취미 중심 오락지

<표 1-3>� 일제 식민지기 뚝섬유원지 관련 주요 1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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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원지의 정의와 역사적 전개

조경(사)에서 유원지란 모호한 용어다. 법적인 의미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동일하지 않으며, 때로는 공원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놀이나 여가, 휴양, 관광 등

을 위한 공간으로서 유원지는 시기별로, 또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공간적ㆍ문화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장은 한국의 유원지를 이해하기 위

한 배경적 고찰로서 유원지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본다. 

우선 근대 유원지의 등장을 국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17~18세기부터 현대까지 

서구 유원지의 역사적 전개를 개괄한다. 그리고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사회와 

도시 변화, 공원과 유원지를 둘러싼 제도와 여가 문화의 변화 등을 살펴보아 다음 장

에서 이어지는 개별 사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배경 지식으로 삼고자 한다. 

제1절 유원지의 개념

유원지(遊園地)의 사전적 의미는 ‘돌아다니며 구경하거나 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춘 곳’이다.1)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유원지는 공원(公園), 즉 ‘국가나 지

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ㆍ휴양ㆍ놀이 따위를 위하여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2)과 유사하며, 유원지를 공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법적인 차이를 

본다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3)을 말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을 말한다.4) 법적으로 유원지와 공원의 차이는 도시공원에는 ‘도시자

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점과 유원지는 ‘오락’적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는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위의 홈페이지.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시행 2016. 6. 30.).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시행 2016. 9. 23.). 이 법률에 따르면 유원지는 도
시공원, 녹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와 함께 ‘공원녹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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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구별이 모호하게 다가온다.5)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유원은 놀다ㆍ즐기다ㆍ떠돌다ㆍ여행하다ㆍ사귀다 등을 의미

하는 ‘遊’자와 동산ㆍ뜰ㆍ밭ㆍ구역ㆍ능ㆍ사원ㆍ별장ㆍ담 등을 의미하는 ‘園’자가 결합

한 단어다. 즉, 유원지란, 돌아다니거나 놀이를 위한 정원과 같은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원지란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 고전에서 유원지란 표현을 찾

아보면, 고려 말의 문신인 이색(李穡)은 두보(杜甫)의 시 ‘낙유원가(樂遊園歌)’를 인용

한 시를 남기기도 했다.6) 조선 시대에도 여러 문인들이 두보의 이 시를 인용한 기록

이 있지만 보통명사로서 ‘유원(지)’란 표현은 찾기 어렵다. 1876년(고종 13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뒤 수신사로 처음 일본에 다녀온 김기수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문물을 시찰하고 기록한 책인 『일동기유(日東記游)』에서 ‘유원’이란 표현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7) 유길준은 서구의 근대 문물을 보고 쓴 『서유견문(西遊見聞)』

(1895)에서 지금의 유원지와 유사한 의미로 유정(遊亭), 유보장(遊步場), 유게장(遊憩
場), 유연장(遊衍場)과 같은 표현을 쓴다.8) ‘遊園地’는 일본이 근대에 서양의 선진 문

화를 받아들일 때 신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창제한 한자 어휘이며. 한국은 개항기에 

일본으로부터 이 단어를 받아들여 쓰기 시작한 것이다.9)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1(시행 2016.6.30.)에 따르
면, ‘유원지의 결정기준’에도 역시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
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6) '낙유원가(樂遊園歌)'는 두보가 일찍이 장사(長史) 하란양(賀蘭楊)의 주연(酒宴)에서 취하여 노래한 
시다. 낙유원(樂遊園)은 한선제(漢宣帝)가 만든 정원이다. 당나라 때 태평 공주(太平公主)가 언덕
에다 정자를 지어 놓고 놀았는데 사방이 탁 트여 있었다. 상사일에 남녀들이 이곳에 와서 액막이
를 하여 설치한 장막이 즐비하고 타고 온 수레와 말이 빼곡하였으며,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이 
눈부시고 향기가 길에 진동하였다고 한다. 곡강은 바로 낙유원 내로 흐르던 강이다.<古今事文類聚 
前集 卷8 樂遊園> 목은시고 제16권(한국고전종합DB)

7) ‘詿違罪目二十八條’의 “折游園及路傍花木여或害植物者(유원지와 길가의 꽃나무를 꺾으며, 
혹은 식물(植物)을 해치는 것)”에 유원이란 표현이 있다. (한국고전종합DB) 

8) 김형철, 『국어 어휘 연구』(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0), pp.276-277.

9) 佐藤喜代治, 『漢字百科大事典』(東京: 明治書院, 1996), p.984;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
양 근대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자문화권인 한, 중, 일 세 나라 가운데 제일 먼저 근대화를 
실현했다. 새로운 문화가 일본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어휘를 매개체로 하여 한국과 중국에 들
어왔으며, 이로 인해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에도 일본에서 유래된 근대 한자 어휘가 대량으로 
나타났다. 이복순, 『近代 일본제 漢字어휘로 본 新文化의 韓中전파: 埃及近世史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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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초기 일본에서 ‘유원’이라는 표현은 개념적으로 ‘공원’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 국가 수립 과정에서 서구의 공원 제도를 빠르게 도입했

다. 에도 시대부터 놀이나 유흥을 위한 ‘유관(遊観)의 장’이었던 신사와 절 경내의 실

체와 사회적 역할을 ‘공원’이라는 제도로 보전하고 계승하려고 했다.10) 메이지 중기 

이후에는 근대 도시 공간의 시설로 공원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위생’적 목적을 강조

했으며, 그 전에 공원을 칭하던 ‘유원’이란 표현 대신 ‘공원’이란 표현으로 통칭하게 

되었다.11) 

한편 조선 시대 문헌에서 ‘遊’자와 결합해 놀이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는 좀 더 

자주 찾을 수 있다. 돌아다니며 구경한다는 의미의 유람(遊覽)이나, 산을 유람한다는 

의미인 유산(遊山), 뱃놀이를 의미하는 유선(遊船) 등은 자주 등장한다. ‘遊’는 ‘일’이

나 ‘노동’과는 달리 ‘놀다’라는 의미다. 조선 시대 유람이나 유산은 단순히 ‘놀다’라는 

오락적 의미보다는 학문과 수기(修己)의 연장으로서 사회적이고 역사적 성찰에 이르

는 기회였다.12) 유원지는 서구의 문물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휘이니, 서구에서 

논의된 놀이의 의미를 이해해본다면 ‘유원지’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가깝게 다가갈 수 

10) 일본의 공원 제도는 1873년(메이지 6년) 태정관(太政官: 메이지 전기의 최고 관청으로 지금의 
내각)이 내린 포고(布告)에 의해 시작된다. 그 내용은 예부터 경치가 좋아 유명한 곳이나 명인

(名人)의 사적이 있는 곳 등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관(遊観, 즐기면서 보다)’하고 ‘해락(偕樂, 여
러 사람이 함께 즐김, 또는 기분전환, 레크리에이션 등)’이 가능한 야외 공간을 공원으로 지정하
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에도 시대에 이미 서민들과 친숙한 장소로 행락지나 사원, 신사 등을 말
한다. 그 결과 도쿄에는 우에노공원, 시바공원, 아사쿠사공원 등 5개의 공원이 개설되었다. 19세
기 중반에 이루어졌던 파리의 시가지 개조에 주목하여 아사쿠사공원, 시바 공원은 몽소공원, 우
에노공원은 블로뉴숲 등 파리의 공원을 모델삼아 조성했다. 小野良平, 『公園の誕生』 (東京: 
吉川弘文館; 2003), pp.15-16; Mikiko Ishikawa, 이용태 역, 『도시와 녹지: 새로운 도시환경
의 창조를 향하여』 (서울: 현진기획, 2004), p.204.

11) 메이지 중기 이후에는 새로운 공원을 계획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는데, ‘도쿄시구개정’을 통해 도시
계획 사업을 논의하며 나타났다. 공원 계획을 책정하려는 배경은 1885년 연 13회에 걸쳐 개최된 
시구개정 심사회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에는 새로 계획되는 공원의 목적에 ‘놀이’나 ‘유
흥’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곧 없어진다. 심사회에서 만든 공원 계획은 도시의 인구와 면적을 토대
로 소유원과 대유원의 필요 개수를 산정했다. 이후 면적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원이
라고 칭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1888년에 공포된 도쿄시구개정조례에서다. 小野良平, 위의 책, 
pp.10-11; Mikiko Ishikawa, 위의 책, pp.208-209, 345.

12) 반면, 현대에는 산을 오르는 것을 ‘등산(登山)’이라고 한다. ‘등산’은 산의 정상을 정복한다는 의
미다. 이상균, “유산기(遊山記)에 나타난 문화와 자연” 『산림문화대계』 4, 2015, p.266; 이경
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間 인식』,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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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하위징아(Johan Huizinga)는 ‘놀이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는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놀이는 자발적인(자유로운) 행위

이며 놀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놀이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적인’ 혹은 ‘실제’ 

생활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점이다. ‘일상’ 생활과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놀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또한 놀이는 열광과 짝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놀이를 통해 형

성되는 상상의 세계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놀이가 ‘~인 체하기(only 

pretending)’이며 ‘오로지 재미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게임의 일종인 권투는 싸움

인 척하는 놀이다. 이처럼 놀이가 진행되면 자연스레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환상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환상(illusion)은 ‘놀이 중’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inlusio, illudere, inludere)에서 유래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를 통해 현실에서 벗어

나 환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환상의 세계 속에서 호모 루덴스는 열광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오리코스트(Isabelle Auricoste)는 일상을 영위하는 곳이 아닌 ‘어딘가 다른 곳’은 

낙원을 환기한다고 시사했다. 둘러싸여 한정된 영역인 정원이나 공원은 다른 세상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낙원(樂園)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왔다. 오락

(diversion/divertere, 기분전환)은 의미상 (현실을) 외면하는(turning away) 행동이

다.14) 놀이를 위한 정원과 같은 공간을 유원지라고 한다면, 유원지는 놀이 혹은 오락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현실에서 벗어나 열광할 수 있는 ‘환상’을 제공하는 낙원과 

같은 공간이다. 

유원지의 중요한 특징으로 ‘환상’을 꼽는다면, 유원지와 공원의 차이는 좀 더 명확

해진다. 공원은 사람들의 휴식과 휴양, 정서적 활동을 위한 장이지만 현실적인 공간이

다. 아름다운 식물이나 여러 공간 구성이 미적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그 안

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현실 이상의 매력을 주지는 않는다.15) 현대의 대표적

13) Johan 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이종인 역,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고양: 연암서가, 2010), pp.41-49; 노명우,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파주: 사계절, 2011), pp.58-62.

14) Isabelle Auricoste, “Leisure Parks in Europe: Entertainment and Escapism, in The 
Architecture of Western Gardens (Cambridge, Mass.: MIT Press, 1992), p.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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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놀이터인 테마파크의 경관적 특성인 판타지(fantasy)와 비현실성(unreality)은 바쁜 

현대인들이 빠르게 현실을 탈출해 압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테

마파크의 판타지와 비현실성은 현실을 왜곡하고 망각하게 한다는 이유로 현대의 수많

은 문화비평가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16) 

현대의 놀이공원 혹은 테마파크는 산업화된 놀이터다. 이러한 놀이터, 즉 유원지는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pleasure)'을 상품화한 곳이다. 어떻게 즐거움이 상

품이 되었을까. 이것은 여가의 속성, 그리고 여가 산업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가(餘暇, leisure)는 직장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노

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하기에 이 용어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간과 돈을 가진 ‘유한층(leisured classes)’이란 표현을 만들기도 하는 등 역사적으로 

특별한 계층과 관련되기도 했다.17) 

근대성(modernity)이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총체적 사회 

과정 속에서 형성된 생활 경험과 생활양식을 의미한다고 본다면,18) 유원지의 출현은 

근대적 현상이다. 근대 사회와 전통 사회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근대성의 극단

적 역동성이며, 이러한 역동성은 시공간의 원격화와 시공간 분리에 의해 초래되었다. 

철도와 자동차의 발달, 기차역 주변에 형성되기 시작한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의 등

장은 여행이나 단체관광 등의 여가 활동을 사회적으로 조직했다. 즉, 전통 사회에서 

귀족이나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여행은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대중화된다. 산

업화와 함께 시작된 여가 산업은 노동의 세계에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얻었

다.19) 이때 유원지는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상품화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물리적 토

15) 노명우, 앞의 책, pp.216-217.

16) 건축 비평가인 헉스터블(Ada Louise Huxtable)은 테마파크가 “선택적인 판타지가 리얼리티를 대
체한다”고 지적했고, 소킨(Michael Sorkin)은 테마파크가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해 민주적인 공공 
영역을 대체한다고 보았다. 에코(Umberto Eco) 역시 “디즈니랜드는 기술이 자연보다 더 리얼리
티를 줄 수 있으며” (자연의) “모방이 절정에 달하면 리얼리티는 언제나 그것만 못하다”고 했다. 
Heath Schenker, “Pleasure Gardens, Theme Parks, and the Picturesque” in Terence Young & 
Robert Riley eds., Theme Park Landscapes: Antecedents and Variations (USA: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2002), pp.121-122.

17) Oxford English Dictionary 2016년 11월 21일 접속.

18) Michael Savage & Alan Warde,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김왕배ㆍ박세훈 
공역,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서울: 한울, 1996), p.5 역자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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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 

물론 대중적인 즐거움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18세기 이전 서구에서는 고전적 철학

과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라 세속적인 감각의 즐거움은 저속하고 자멸적인 것으로 여

겨져 완전하게 거부되었다. 계몽의 시대에 들어서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서 

즐거움의 온건한 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었다. 18세기의 플레저 가든(pleasure 

garden)과 같은 초기 유원지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여진 즐거움, 즉 대중적인 즐거

움의 개념과 연계된다.20)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에 대중 소비문화의 특성으로 간

주되었던 ‘여가’의 개념은 ‘즐거움’보다 생산적인 이데올로기로 여겨지면서 여가 산업

을 구축했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원지란, 일상에서 벗어나 열광할 수 있는 ‘환상’을 제공하는 

공간이며,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상품화된 여가 활동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간이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은 놀이를 통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유원

지에서의 여가 활동이라는 상품을 소비한다.

유원지를 칭하는 영어 표현은 ‘pleasure ground’, ‘pleasure garden’, ‘amusement 

park’, ‘theme park’ 등 여러 가지다. 이는 서구에서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던 유원지를 부르는 용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을 대표할 만한 표현을 찾기 

어렵다.22) 특히 ‘pleasure ground’와 ‘pleasure garden’의 경우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19) 최석호, 『한국사회와 한국여가: 근대적 대중여가의 형성과 문명화』 (고양: 한국학술정보, 
2005), pp.103-108.

20) Josephine Kane, The Architecture of Pleasure: British Amusement Parks 1900-1939 
[electronic resource]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13), p.175.

21) 위의 책, pp.192-193.

22) 정원사가인 헌트(John Dixon Hunt)의 경우, 귀족들의 사냥터(hunting park)에서 시작해 오늘날
의 어뮤즈먼트 파크(amusement park)까지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기술하면서, “위락 공원의 역사
(history of entertainment parks)”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 황기원은 ‘entertainment’를 위락(慰樂)
으로 번역하며, 상업화된 행락 활동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정의했다. 역사학자인 오
리코스트는 동물공원(zoo park)부터 어뮤즈먼트 파크, 그리고 테마파크를 비롯한 일련의 공간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여가공원(leisure park)라는 표현을 쓴다. John Dixon Hunt, A World of 
Gardens (London: Reaktion Books, 2012), p.39; 황기원,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
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pp.9-10; Isabelle Auricoste, 앞의 책, pp.48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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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관해 조경사가들 간에 명확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글라스(Lake 

Douglas)는 이 두 용어의 모호한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구에서 17세기부터 현재

까지 매력적인 오락을 위해 설계된 공간을 의미하지만 학자들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

를 내리고 있음을 논증한다.23) 

‘amusement park’를 구성하는 ‘amusement’는 행락과 오락(recreation),24) 휴식

(relaxation), 그리고 밝고 즐거운 마음의 즐거운 행동(pleasurable action)을 뜻한

다.25) 그러나 19세기에서 20세기의 전환기에 등장한 ‘amusement park’나 20세기 중

반에 등장한 ‘theme park’를 유원지를 총칭하는 용어로 쓸 경우 근대에서 현대까지 

오락을 추구하는 공간 유형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한국의 초기 유원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중성적인 의미로도 쓰이는  

‘pleasure ground’를 이러한 유형의 공간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폭넓게 수용된 플레저 가든의 정의는, 도시민에게 여가 활동, 음식과 
음료, 음악과 연극적인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장소이자, 도시의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 사이에 위
치한 장소다. Lake Douglas, "Certain pleasures, ambiguous grounds: the etymology and 
evolution of the pleasure garden",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8(1) 2013, pp.48-52.

24) 황기원은 ‘recreation’을 행락(行樂) 또는 오락(娛樂)으로 번역하며, 전자가 활동의 성격, 규모, 공
간과 장소 등과 관련되는 반면, 후자는 활동의 순서, 프로그램, 지도자(leader) 등과 같이 사람에 
의한 계획적 행위의 계획표를 지칭한다고 설명한다. 황기원, 앞의 책, pp.9-10.

25) Oxford English Dictionary 2016년 12월 11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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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대적 유원지의 태동과 진화

1. 즐거움을 위한 정원, 플레저 가든 

헌트(John Dixon Hunt)는 유원지(amusement park)의 역사적 기원을 귀족들의 

사냥터(hunting park, parkland)에서 찾는다. 지배 계층의 담을 두른 사냥터에서 형성

된 문화와 풍경 그리고 부대시설은 ‘즐거움을 위한 정원(pleasure garden)’과 대중적인 

휴양지에 영향을 미쳤다. 정원 공간에서 대중적인 즐거움은 귀족적인 사냥이나 정교

하게 제공된 경관보다는 볼링, 활쏘기, 수영, 낚시, 운동경기 등의 활동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26) 

18세기 후반 대중을 위한 ‘플레저 가든’이 증가했다. 1766년 오스트리아 황제 요

제프 2세가 프라터(Prater) 정원을 유원지적 정원으로 개방하여 계몽군주의 모습을 과

시했다. 초기의 플레저 가든은 군주나 권력자가 개인의 영지를 개방하는 형태였다. 하

지만 점차 개인이 운영하는 보다 상업적인 플레저 가든이 유럽 대도시에 등장해 호황

을 누렸다.27) 

18세기 유럽을 풍미했던 초기 유원지인 플레저 가든 - 복스홀(Vauxhall)과 래늘

러(Ranelagh), 티볼리(Tivoli), 루지에리(Ruggieri), 터키정원(Turkish gardens), 프라터 

등 - 은 이국적 식물이나 그늘진 숲, 분수, 동물원(menagerie) 등과 같은 정원의 요소

를 갖추고 댄스파티나 뮤지컬 공연, 승마 서커스 등의 오락적 프로그램을 계획해 일

종의 ‘또 다른 세상’을 제공했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은 곧 일상에서 탈출하

는 느낌을 주고 유원지의 색다른 경관과 화려한 이벤트는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낙원

이었다.28)  

정원(garden)이 본래 주인(host)의 권위와 취향을 드러내는 장소였다면, 이 즐거움

을 위한 정원은 주인을 알아볼 수 없는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고 선도하는 공간이었

다. 플레저 가든은 신분과 상관없이 입장료만 낸다면 누구나 들어가 즐길 수 있는 새

26) John Dixon Hunt, 앞의 책, pp.22-39. 

27) 황주영,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142.  

28) Isabelle Auricoste, 앞의 책, pp.48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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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공간이었다. 가레트(Thomas Myers Garrett)가 뉴욕의 플레저 가든에 대한 연구

에서, 플레저 가든을 “사적으로 소유된(정부 소유의 반대 의미로) 에워싸인 장식적 토

지로, 휴양지 혹은 오락 공간으로서 사업적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이라고 

정의했던 것은 이러한 새로운 공간의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

하다. 콘린(Jonathan Conlin)은 플레저 가든이 전형적인 초기 공공 영역(public 

sphere)으로서, ‘문화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culture)’, ‘중간 계급(middling 

rank)’의 부상, 그리고 다른 모더니티의 징후들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29) 

유원지의 상업적 속성은 오락을 지향하는 대중적 공간 유형의 다양한 진화의 동력

이 되었다. 오리코스트는 유원지의 기획자들이 수익을 내려는 욕구로 인해 새로운 아

이디어를 낳았고, 19세기에 어뮤즈먼트 파크라는 특별한 분야를 성장시킨 창조적 에

너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런던의 수정궁, 혹은 영국 해변의 피어(pier), 온실의 이국

적 식물 재배, 그리고 대형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의 관람차, 세계적인 박람회, 동물원 

그리고 코펜하겐의 티볼리 등이 대표적이다.30) 

헌트는 이러한 인기 있는 장소가 19세기와 20세기의 공공 공원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원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와 오락을 위한 장소가 

여전히 필요했음을 설명하고 있다.31)

2. 공공 오락 공간으로서 동ㆍ식물원

근대적 유원지의 등장과 발전은 박물관, 동ㆍ식물원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박물관과 동ㆍ식물원은 서구에서 17세기 이후 발전하여 18세기에 전성기를 맞

이한 박물학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전시 공간이다.32) 식물원과 동물원은 과학적 지식

29) Jonathan Conlin ed., The Pleasure Garden: from Vauxhall to Coney Islan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pp.2-5.

30) Isabelle Auricoste, 앞의 책, p.489.

31) John Dixon Hunt, 앞의 책, pp.22-39. 

32) 근대의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은 같은 개념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졌다. 유길준은 서양 기행문인 
『서유견문』에서 “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고금 물산들을 크거나 작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리
지 않고 일제히 거둬 모아, 사람들의 견문과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설치한 곳이다. … 박물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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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전시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공공 교육과 위락의 장소다. 이

러한 시설들은 20세기에 걸쳐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박람회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대중 

오락적 성격을 융합시킨다.33) 

동물원은 본래 왕실이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유럽에서 왕과 귀족의 동물원

(menageries)을 계승한 첫 번째 현대적인 동물원(zoo)은 1793년 파리에 만들어진 자

르뎅 데 플랑트(Jardin des Plantes)다. 공공에 개방된 자르뎅 데 플랑트의 사례는 유

럽으로 퍼져 나갔다. 귀족 사회는 미네저리를 식물원과 자연사 박물관과 결합했다.34) 

동물원은 식물원이나 박물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했다. 특히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날이나 공휴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동물원(zoological 

gardens)의 첫 번째 방문객들은 귀족들이었지만, 점차 부유한 부르주아와 그 아래 계

층인 중간 계층 등에게 확산되었다. 그들은 공원에서 상위 계층을 모방하는 산책에 

참여했다. 동물원은 방문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과학보다는 스펙터

클한 건물을 짓는 데 몰두했고, 이러한 경향은 동물원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일

례로 전시된 동물을 모든 앵글에서 볼 수 있도록 원형이나 6각형 디자인이 인기 있었

다.35) 

19세기 전반기에 유럽 각 도시에 차례로 동물원이 건설되었던 현상은 과학이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시대가 끝나고 시민의 것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1829년 영국의 수도 런던의 리젠트 파크에 설립된 런던 동물원

(London Zoological Garden, The Zoological Society of London)이다.36) 

물원과 식물원)은 세계 각국의 생물들을 수집하는 곳인데, 설립한 취지는 박물관을 설립한 것과 
같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유길준, 허경진, 『서유견문』(서울: 서해문집, 2004), pp.471-472.  

33) Yoshimi Shun'ya, 이태문 역, 『박람회: 근대의 시선』(서울: 논형, 2004), pp.31-45.

34) Eric Baratay and Elisabeth Hardouin-Fugier, Zoo: A History of Zoological Gardens in the 
West, trans. Oliver Welsh (London: Reaktion Books, 2004), p.131.

35) 위의 책, pp.147-149.

36) ‘zoological garden’이라는 용어의 뿌리도 리젠트 파크의 미네저리에서 비롯한다. 런던 동물원의 
정식 명칭은 ‘The Zoological Society of London’이다. 동물원은 협회가 운영하는 시설의 하나일 
뿐 독립 기관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런던 시민들은 ‘Zoological Garden’이란 약칭을 썼
고 어린이들은 이것마저 줄여서 ‘Zoo’라고 부른 것이다. ‘Zoo’는 런던동물원을 가리키는 고유명
사가 되었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보편화하여 오늘날과 같이 ‘동물원’ 그 자체를 가리키는 새 단어
로서 일반명사가 되었다. zoo는 공간 그 자체보다는 공간의 콘텐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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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퍼드(Lewis Mumford)는 동물원이 즐거움과 호기심 사이에 존재하는 궁정의 마

지막 유산 가운데 하나이며, “만약 그들이 도시민들에게 자연과의 접촉을 제공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도시적 자아(urban ego)가 감당 능력을 넘어선 이들에게 이완과 

휴식의 효과 - 어른과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즐거움 - 를 준다”고 설명한다.37) 19세

기 중반에는 동물 공원이 과학의 장이라기보다는 공공 오락 장소에 더 가까워졌으며, 

19세기의 후반부에 동물 공원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야외 오락 공간이 되었다.38)

역시 왕과 귀족을 위한 공간이었던 식물원이 대중을 위한 오락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온실의 발달과 맥을 함께 한다. 1851년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개최된 만국박

람회의 박람회장은 팩스턴(Joseph Paxton)이 설계한 수정궁(Crystal Palace)이다. 거대

한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수정궁은 온실을 만드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 만들어졌다. 

19세기 건축과 엔지니어링의 기술적 진보는 섬세한 난방과 통풍 시스템을 갖춘 거대

한 온실(hothouse)을 건설 가능하게 했다. 초기에는 대저택에서 사적으로 소유되던 온

실이 점차 타운의 파크와 식물원, 그리고 다른 공공 공간에서 식물의 연구와 보호를 

위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온실은 대형 식물원과 국제 원예박람

회 등으로 전성기를 맞게 되고, 온실의 탁월한 디자인과 그 안에서 재배된 이국적이

고 희귀한 식물들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특히 1846년 샹젤리제의 호화로운 

윈터 가든(winter garden)에서는 사람들이 희귀한 식물을 관람하고 꽃을 구입하고 편

안한 살롱에서 아침식사를 하기도 했다. 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오랑주리, 온실, 

윈터 가든 등은 휴식과 이완의 장소가 되었고, 온실은 다양한 양식과 모습으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39) 

동ㆍ식물원은 왕과 귀족의 전유물에서 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해갔고, 이러한 

창영은 구경거리였던 menagerie에서 zoological garden, 그리고 zoo라는 말로의 변화는 특권 계
층의 사유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진정한 시민의 것으로 전화된 경위를 그대로 보여준다
고 설명한다. Eric Baratay and Elisabeth Hardouin-Fugier, 앞의 책, p.80; 오창영, 『한국동물
원팔십년사: 창경원편, 1907∼1983』(서울: 서울특별시, 1993), pp.40-43.

37) Lewis Mumford, 앞의 책, p.113.

38) Nigel Rothfels, 이한중 역, 『동물원의 탄생』 (서울: 지호. 2003), pp.61-62.

39) Renzo Dubbini, "Glasshouses and Winter Gardens," in Monique Mosser and Georges Teyssot 
eds., The Architecture of Western Gardens: A Design History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Da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1), pp.4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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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들은 시민들을 계몽하고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는 동시에 오락장으로서 기능했다. 

그리고 대중의 위락을 위한 공간인 유원지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동물원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파리 파크나 마린 파크, 아쿠아

리움 등으로 특화되면서 진화하고 있다.40)

3. 여행을 상품화한 해변 휴양지

19세기에 성행했던 해변 휴양지(seaside resort) 역시 유원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 현대적인 해변 휴양지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오늘날 

해안의 복합관광레저도시로까지 발전했다.41) 

영국 해변 휴양지는 섭정 시대(the Regency period, 1811~1820)에 탄생해 빅토리

아 시대(1837~1901)에 번성했는데, 브라이튼(Brighton), 스카보로(Scarborough), 블랙

풀(Blackpool) 등지에 영국의 대표적인 해변 휴양지가 있었다. 잉글랜드 남부 해안의 

브라이튼은 1754년 의사 러셀이 해수욕과 해수음용에 관해 책을 발간하면서 이곳의 

해수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국 해변 휴양지의 원조가 되었다. 1841년 처음으로 

철도가 들어와 하루에도 수만 명의 런던 사람들이 당일치기로 이곳을 다녀갔다.42)

화물 수송과 일부 특권층의 사치스러운 과시적 여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철도를 대

중적인 여가 활동 수단으로 조직화한 것은 토마스 쿡(Thomas Cook)이었다. 토마스 

쿡은 1841년에 버밍엄과 해변 휴양지를 운행하는 열차를 전세 내서 노동자들이 당일

치기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할인 여행권을 판매함으로써 대중 관광이라는 새로운 형태

의 여가 활동을 조직화했다. 새로운 교통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신기술이 경

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하고 근대 세계를 문화적으로 상징할 수 있게 한 조직 혁

신, 곧 여행의 사회적 조직화였다.43)

40) Eric Baratay and Elisabeth Hardouin-Fugier, 앞의 책, p.230.

41) 휴양지(resort)는 일반적으로 일상의 공간을 떠나 다른 공간에서 거주 혹은 체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으로서 여가 공간을 의미하며 일정 규모의 지역에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상업, 문화, 교양, 
숙박 등을 위한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갖추어 심신의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한석ㆍ박건, “영국 해변리조트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4 추
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 p.45. 

42) 앞의 논문,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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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 만국박람회장 수정궁, 그리고 시드넘에 옮겨진 이후의 성공은 많은 영국의 

해변 휴양지에 윈터 가든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수정궁의 성공은 오케스트

라 공연과 철골과 유리로 만들어진 대형 윈터 가든의 세련된 조합이었다. 이후 사우

스포트(Southport, 1874), 본머스(Bournemouth, 1875~6), 토키(Torquay, 1878~81) 

등 영국의 해변 휴양지에는 거대한 윈터 가든이 만들어졌다.44)

19세기 후반 영국의 유명한 해변 휴양지에는 윈터 가든이나 파빌리온과 같은 대형 

실내 오락 공간뿐만 아니라 야외 오락 공원도 만들어졌다. 일례로 블랙풀에는 1890년

대에 야외 오락 공간(fairground)이 만들어졌고 1904년에는 대형 놀이기구들이 설치

되었다. 이 오락 공간은 1906년부터 플레저 비치(Pleasure Beach)란 이름으로 불리며 

1909년까지 영국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어뮤즈먼트 파크가 되었다.45) 

4. 체험을 상품화한 어뮤즈먼트 파크

본격적인 어뮤즈먼트 파크의 시초는 1895년 뉴욕에 조성되기 시작한 코니아일랜

드라고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번성했던 코니아일랜드는 어뮤즈먼트 

파크의 동의어가 되었다. 코니아일랜드의 세 개의 공원, 즉 스티플체이스

(Steeplechase), 루나(Luna), 드림랜드(Dreamland)는 1897~1904년 사이에 문을 열었

다. 재연(re-enactment) 스펙터클, 원주민 마을, 장터(fairground) 부스, 기분전환거리, 

참신한 게임,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최신 롤러코스터와 다른 기계적 탈거리(ride)가 

있었다. 공원은 전기 조명으로 장식된 크고 이색적인 건물이 만드는 다른 세상과 같

은(otherworldly) 분위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수많은 당일치기 여행자들이 여름 시즌

에 코니아일랜드로 모여들었다. 어뮤즈먼트 파크의 전형이 코니아일랜드에서 성립되

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1906년까지 1,500개 이상의 어뮤즈먼트 파크가 미국 

내에서 운영되었다.46) 

43) Scott Lash and John Urry,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박형준ㆍ권기돈 역, 『기호와 공간
의 경제』 (서울: 현대미학사, 1998), pp.371-408.

44) Lynn F. Pearson, Piers and Other Seaside Architecture (Shire Publications, 2008), p.31.

45) 위의 책, pp.36-37.

46) Josephine Kane, "Edwardian Amusement Parks: The Pleasure Garden Rebor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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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표적 공원(public park)인 센트럴파크는 자연을 통한 휴식을 통해 무질서한 

산업 도시에 도덕적 이상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반면, 코니아일랜드는 특

히 노동자 계급에게 일시적으로 당대의 윤리 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극적인 오락 

활동을 제공했다. 카슨은 코니아일랜드가 대도시인 뉴욕에서 가까우면서도 해변의 호

젓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이 ‘해변’이 예의범절을 이완시키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센트럴파크가 대개 부유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공원이었

다면, 코니아일랜드는 대중적인 도시 오락을 상업화한 사례다.47)

이후 어뮤즈먼트 파크는 유럽 대륙으로 퍼져 나갔다. 일례로 영국의 첫 번째 어뮤

즈먼트 파크는 해변 휴양지인 블랙풀의 남해안에 1896년 개장했다. 1903년까지 놀이

기구는 미국의 어뮤즈먼트 파크를 참고했다.48)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어뮤즈먼트 파크는 새로운 개념의 즐거움을 제공했

다. 1900년까지 영국에서 박람회, 박물관, 백화점 등은 집합적으로, 시각적인 스펙터

클과 상품 소비에 의해 지배되는 대중적 즐거움(public pleasure)을 새롭게 정의했다. 

특히 기차와 같은 새로운 교통 기술은 빠른 속도와 기계적인 움직임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개했다. 어뮤즈먼트 파크는 군중과 스펙터클, 속도와 일시적

임(transience)과 같은 19세기의 유산을 기술적으로 생산된 다양한 감각의 경험과 결

합했다. 백화점이나 박람회와 달리, 어뮤즈먼트 파크의 주된 기능은 ‘즐거움의 경험

(experience of pleasure)’ 그 자체를 파는 것이다. 처음으로 기술이 이러한 목적과 결

합한 것이다. 어뮤즈먼트 파크의 어트랙션은 시각적으로 장관을 이루고 새롭고 신기

한 물리적 감각을 제공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이 그 스펙터클의 일부가 

되어 어뮤즈먼트 파크의 경관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어뮤즈먼트 파크는 즐거움의 새

로운 정의, 즉 ‘보는 것(watching)’ 만큼 (직접) ‘하는 것(doing)’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케인(Josephine Kane)은 어뮤즈먼트 파크가 대중에게 세뇌되고 주입된 탈

Pleasure Garden: from Vauxhall to Coney Island, Jonathan Conlin e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3), p.220.

47) John F. Kasson, Amusing the Million: Coney Island at the Turn of Century (New York: 
Hill and Wang, 1978), pp.3- 

48) Josephine Kane, 앞의 책, pp.21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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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때문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대중의 상상력을 포착하고 그에 응

답했기 때문에 번성했다고 주장한다.49) 

코니아일랜드의 성공 이후 미국과 유럽 대륙에서 활발하게 조성되었던 어뮤즈먼트 

파크는 좀 더 개인적인 오락 소비 활동이 발달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자동차의 확산

과 영화, 캠핑, 해외여행 등 새로운 형태의 대중 레크리에이션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1930년대까지 어뮤즈먼트 파크는 인기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존 프리스틀리(John Boynton Priestley, 1894~1984)와 같은 문화적인 

엘리트들이 블랙풀의 어트랙션(어뮤즈먼트 파크)의 단골손님들을 “덜 지성적이며, 수

동적이고 무기력하다”고 했을 만큼 어뮤즈먼트 파크가 제공하는 경험은 무시되었다. 

그러나 초기 어뮤즈먼트 파크가 제공한 본능적인 즐거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1950년대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훨씬 폐쇄적이고, 극도로 제어되며, 강력한 유희기

계와 테마로 특징지어지는 테마파크가 등장하면서 그 명맥을 잇게 된다.50) 테마파크

는 코니아일랜드가 제공했던 다소 저속한 대중성과 활기를 제거하고 가족동반의 놀이

공간으로서 ‘건전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경관에서는 유원지의 선례가 가지고 있

던 이국적 풍경과 과장되고 유혹하는 듯한 폴리(fabriques)를 발견할 수 있다.51)  

49) Josephine Kane, The Architecture of Pleasure: British Amusement Parks 1900-1939 
[electronic resource] (Farnham: Ashgate Publishing Ltd, 2013), pp.175-189.

50) Josephine Kane, "Edwardian Amusement Parks: The Pleasure Garden Reborn?", p.245.

51) John Dixon Hunt, 앞의 책,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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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 유원지의 역사적 전개

1. 개항기(1876~1910): 전통 사회의 해체와 문화 변동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을 맺으며 개항했다. 이후 미국

(1882), 영국(1883), 독일(1883), 러시아(1884), 이탈리아(1884), 프랑스(1886)와 차례

로 통상조약을 맺으며 일본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를 시작했다. 

개국부터 1910년 국권 피탈까지 약 삼십여 년 동안 한국 사회와 도시는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행락과 오락 문화도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 시대의 행락이나 오락 문화는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 양반가 남성들의 여가 

활동은 최소한으로 순치된 공간에서 자연을 음미하는 정적인 활동이 주가 되었다. 반

면 농민들의 여가 활동은 농악놀이나 두레 놀이처럼 생산 활동과 분리되지 않았다.52) 

조선에서는 활동적인 여가 활동이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에서의 행락 문화는 찾아

보기 힘들었다.53) 

갑오개혁(甲午改革, 1884~1896)으로 기존의 신분 제도에 의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행락 활동에 참여하고 과거의 귀족, 즉 양반의 행락 문화를 모

방하고자 하게 된다. 여기에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이어지면서 도시 곳곳에 새롭게 

등장한 ‘구경거리’는 대중문화와 유행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54) 

52) 황기원, 앞의 책, pp.37-40.

53) 우리 고유의 행락 문화는 구한말 외국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그 단편을 살펴볼 수 있다. 의료 선
교사로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고종의 전의(典醫)로 활동한 에비슨(Oliver R. Avison)의 회고록을 
보면, 조선에는 하계 휴양지를 조성하는 경향은 없는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신 휴식이나 
휴양 차 산속의 조용한 사찰을 단독이나 소수의 인원이 찾는다고 관찰했다. 혹은 소풍 삼아 가
까운 강이나 해변을 찾는다며 대규모 휴양 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휴가 관행과 비교했다. 
반면, 일본인들은 이미 단기 주말여행을 위한 휴양지를 몇 곳 만들었으며, 주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1886년 미국 정부로부터 파견되어 서울에서 영어 학교를 
개설한 헐버트(Homer B. Hulbert) 역시 한국인은 공원 혹은 장식을 한 공공의 장소에는 관심이 
없고, 경치 좋은 산록을 거닐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올리버 R. 에비슨 저, 황용수 역, 장의식 편, 『구한말 40여년의 풍경』(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6), p.322; Homer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Doubleday, 
Page & company, 1906), p.249; 강신용ㆍ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대왕사, 
2004), p.17. 

54) 황기원, 앞의 책,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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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스포츠의 도입도 행락 문화의 변화를 이끌었다.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1880

년대부터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위해 ‘건강하고 튼튼한 몸만들기’가 자주적인 근대국

가로 가는 기본적 요소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이에 위생이 강조되었으며, 근대 스포츠

가 권장되었다. 개항을 계기로 체조를 비롯한 축구, 야구, 수영, 자전거, 농구, 정구, 

승마, 유도, 골프, 사격, 스케이트, 검도 등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소개되면서 학교와 

사회단체에 의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또한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주말과 공휴

일, 그리고 방학이라는 새로운 여가 시간을 확보하게 만들었다.55) 

서구 문물이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개항장인 인천, 부산, 원산 등을 중심으로 

근대 문물이 확산되었다. 또한 새로운 행락 공간으로 공원과 유원지도 등장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공원은 1889년 인천의 조계지에 만들어진 만국공원이다. 문호 개방 이후 

외국인들이 거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모여 사는 외국공동조계에 휴식 장소가 필요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에는 남산 북사면 일대에 일본인 거류지가 위치했는데, 공원

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1897년 왜성대 부지를 영구 임대해 신사를 조성하고 1907년

에는 휴게소와 분수, 연못 등의 공원 시설을 설치해 왜성대공원을 설치했다.56) 1897

년에는 독립공원이 조성되었고,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 의

해 1896~1899년에 걸쳐 조성되었다.57) 1907년에는 일제에 의해 창경궁에 박물관과 

동식물원이 계획되어 1909년 개방되었다. 

극장 역시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새로운 볼거리 문화를 구축했다. 1902년

에는 궁내부 소속 관립 극장인 협률사(1908년 원각사로 명칭 변경)가 세워졌고, 1907

년에는 연흥사, 광무대, 단성사 등 여러 극장이 생겨 그 동안 각 지방을 유랑하던 예

인 집단이 상설 실내 연희장으로 모이게 된다. 1903년경부터는 활동사진을 상영하는 

야외극장이 등장해 서울 시민들의 저녁 소일거리로 인기를 누렸다. 초기 활동사진 상

영은 외국인들이 자국의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이용되거나, 한미전기회사가 전차 고

55) 개항기 이후 새롭게 생겨난 시간 개념과 공간, 일상의 조건 속에서 근대의 몸과 여가 문화가 탄
생했다. 아직 여가의 시간과 공간은 대중 모두의 몫이 되지는 못했다. 도시에 한정된 개념이었
고, 학교를 통해 선보이는 수준이며, 극소수의 여성들이 참여할 뿐 대부분 남성들의 몫이었다. 
심승구, “한국의 근대 스포츠와 여가의 탄생”, 『한국학논총』 34, 2010, pp.1349-1368, 1387.

56) 박희성, “변화와 변용으로 본 근대기 서울 남산의 공원”, 『한국조경학회지』43(4), 2015, p.128.

57) 황기원, 앞의 책,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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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을 끌기 위해 동대문 전차 차고 근처에 활동사진 관람소를 설치해 흥행의 시초가 

되기도 한다.58) 다방과 대중목욕탕 역시 새로운 여가 공간이었다. 1902년 독일계 러

시아인 손탁이 정동에 지은 손탁호텔에서 차를 팔기 시작한 것이 이후 서울 시민들의 

중요한 문화 공간이 된 다방의 시초였다.59) 

새로운 문물 중 행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기차와 전차였다. 1899년 9월 

노량진과 제물포 사이에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전통적인 교통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어 1900년 경인선의 노량진-서대문 구간이 개통되었고, 1905년 경부선

(초량-영등포), 1906년 경의선(용산-신의주) 등이 개통되었다. 전차의 경우는 1898년 

처음으로 청량리-서대문 간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부산과 평양에도 개설되었다. 

그 결과 여행 문화가 발달하며 전국의 명승지를 찾는 발길도 잦아졌고, 서울 구경, 수

학여행, 신혼여행, 유적 순례 등의 새로운 여행 문화가 열리게 되었다.60) 특히 과거에

는 불가능했던 단체 여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 시기의 큰 변화다. 

한국 사회의 변동과 그에 따른 여가를 분석한 최석호는 이 시기에 철도가 개통되

고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숙박 시설이 형성되었지만 이것이 근대적 대중여가로서 관

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본다.61) 영국에서 토마스 쿡이 철도를 이용해 당일치기 

패키지 관광 여행 상품을 만들었듯이,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조직에 

의해 근대적 대중여가가 형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시기의 의미는 관광에 

활용될 수도 있는 인프라 중 하나가 구성되었다는 정도로 평가한다. 따라서 그의 의

견에 따른다면, 개항기는 식민지기에 본격적으로 조직되는 여가 상품의 일부분인 유

원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8) 심승구, 앞의 논문, pp.1376-1380.

59) 서울시정개발연구원ㆍ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공편,『서울 20세기 생활ㆍ문화변천사』, (서
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767.

60) 서울시정개발연구원ㆍ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공편, 위의 책, p.543; 황기원, 앞의 책, 
p.93; 심승구, 앞의 논문, pp.1369-1385.

61) 최석호, 앞의 책.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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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 식민지기(1910~1945): 공원의 제도화와 유원지의 도입

일제는 1905년 11월 대한제국을 국제법상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1910년에는 병합

조약을 강제 체결해 식민 지배를 시작한다. 이후 개항기부터 시작된 조선의 근대적 

변화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식민지 수도인 경성의 도시 변화를 살펴보면, 1920년대 초부터 인구가 크게 증가

해 1920년대 중반에는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으로 인한 다양한 도시 문제가 대두된

다. 또한 1920년대 후반에는 도시 문화의 소비자본주의적 경향이 본격화되고 식민지 

대중문화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특히 1920년대에는 근대 도시계획이 도입된

다.62) 

1927년경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에서 초안을 마련한 도시계획안이 1930년 ‘경

성도시계획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원 및 방화지구’라는 개

념을 위생 시설로 설정한다. 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민의 보건”과 재

난에 조우했을 때 피난장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경성부의 공원은 7개소

였으며, 계획된 공원은 산악이나 산림지에 ‘공원’이라고 명명된 것이거나 혹은 경복원

이나 창경원처럼 왕실 소유지가 장식되어 개방된 것이었다.63) 

식민지기에 공원 외의 행락 장소로 유원지가 있었지만 공원과 유원지의 차이는 도

입 시설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유사한 면이 많았다. 유원지가 언급된 법령은 1940년 3

월 31일 제정된 ‘조선입장세령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63호)이다. 입장세령은 과세 

범위를 정하면서 “공연물 또는 설비를 하고 공중의 관람 또는 유희에 공여하는 장소”

로 박람회장, 전람회장, 유원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유원지 또는 유람소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희 또는 유람의 설비를 위하야 공중 유희에 제공하는 장소”를 의

미했다.64) 

62) 김백영, 『지배와 공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서울 : 문학과지성사, 2009), pp.65-69. 

63) 강신용, 『(한국 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조경, 1995), pp.109-110.

64) 일제는 중일전쟁(1937)을 일으킨 뒤 조선에서 임시 증세의 하나로 입장세를 신설한다. “신설된 
입장세(入場稅) 범위, 사적(史蹟)ㆍ동물원 등은 과세 않고, 일반 연예장엔 전부 과세”, 「동아일
보」 1938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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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경성의 전차를 운영했던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무샤 렌조(武者鍊
三)가 『조선과만주(朝鮮及滿洲』에 기고한 ‘경성에 대유원지가 생기지 않는 이유’라

는 글을 보면 공원은 도시미와 보건, 휴양을 중시하는 시설인 한편, 유원지는 시민들

의 향락을 위한 도시의 필수 시설이라고 그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일본인

들은 자연이 수려한 곳에 다양한 오락거리와 설비를 갖춘 대규모 토지를 유원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5) 

공원이 도시미의 핵심을 이루며 시민의 보건 휴양의 원천인 것처럼, 유원지도 또한 

시민 향락의 오아시스로서 도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 유원지로서는 적어

도 10만 평 내외의 지역이 필요하며, 이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양한 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 그리고 그곳에는 산천, 계곡과 같이 토지에 기상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하며, 입장자로 하여금 하루 종일 느긋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원지에 대

하여 싫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환경과 시설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유극장 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설비를 갖춘 정도로는 아마 한 시간도 놀 수 없을 것이다.66)

1941년 경성부에서 발행한 『관광약진경성지간(觀光躍進京城之栞)』에는 관광용 

지도인 ‘경성부시가약도(京城府市街略圖)’가 실려 있다. 이 지도에는 궁궐이나 공원 

등 가볼 만한 명소들을 적어 놓았는데, 창경원과 동물원, 그리고 삼청공원, 사직공원, 

파고다공원, 장충단공원, 남산공원, 효창공원, 한강 건너 노량진에 봉산공원(봉산유원), 

군자리 골프장 등이 표기되어 있다. 

65) 일본 대부분의 민영 철도 회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관광과 유원 시설, 부동산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따라서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경성의 유원지 조성에 관심을 가진 것은 자
연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1909년 경성 지역의 전차 사업권을 매입한 일한와사(1915년에는 상호
를 경성전기주식회사로 변경)를 주도적으로 설립한 인물이 시부자와 에이이치(渋沢栄一)다. 그는 
일본 재계의 실력자로서 주택지 개발과 철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인물
이다. Isao Ogawa, “History of amusement park construction by private railway companies 
in Japan”, Japan Railway & Transport Review 15, 1998, p.28; 최인영, 『서울지역 電車교통
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64; 橋爪紳也, 『日
本の遊園地』(東京: 講談社, 2000), p.101.

66) 武者鍊三, “京城に趣味と慰安の設備が欲しい-京城に遊園地が出來ないわけ”, 『朝鮮及滿洲』
333(1935년 8월),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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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등의 궁궐에서는 미술전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덕수궁, 효

창공원, 파고다공원 등은 놀이기구를 갖춰 놓아 어린이들이 많이 찾던 공원이기도 했

다.67) 경성의 시민들은 봄이면 창경원, 남산공원, 우이동, 봉산유원 등으로 벚꽃놀이

를 갔다. 여름이면 청량리의 청량사나 홍릉의 임업시험장 등에서 더위를 피했고, 세검

정이나 삼각산 백운대에서 등산을 하기도 했다. 마포의 당인리, 뚝섬이나 한강철교에

서는 뱃놀이나 물놀이를 했고, 뚝섬에서 한강을 건너 봉은사에 가기도 했다(그림 

2-1).

<그림 2-1>� 일제 식민지기 경성의 행락 장소

자료:� ‘경성부시가약도’(1941),� 『서울지도』�

67) “가정 - 공원은 어린이의 노리터”, 「매일신보」1940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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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성의 겨울은 매우 길고, 도시인이 유원지로 발을 옮기는 것은 약 6개월

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 경성에서 4계절 내내 부민의 유일한 오락장이 되어 있는 

것은 창경원” 정도였다.68) 그러나 이 창경원도 다른 공원과 달리 입장료와 야간금지

라고 하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불만도 있었다.69)

새로운 공간에서 사람들이 즐겼던 놀이는 ‘꽃놀이’, ‘수영’, ‘뱃놀이’, ‘낚시’, ‘등산’ 

등이다. 이러한 놀이는 조선 시대의 놀이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우선 근대적 설

비가 갖춰졌다. 예를 들어 여름이면 강이나 바다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쳤던 이전과는 

달리, 강가에 수영장을 만들거나 바다에 해수욕장을 만들고 근대적 시설을 갖추기 시

작했다. 대표적인 수영 시설이 ‘한강수영장’과 ‘경성운동장’이다. 1930년대 경성부는 

여름이면 한강에 수영장 설비를 하고 임시로 수영장을 운영했다. 경성운동장은 훈련

원 운동장을 확장한 것으로 수영 설비를 갖췄다.70)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면서 철도역이 있는 지역에는 온천이나 해수

욕장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1926년 철도국에서는 명승고적, 절, 온천, 선유 장소, 등산

지, 해수욕장 등 조선의 명승지 42개소를 선정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승객 유치를 

꾀했다.71) 철도국에서는 직접 관광지를 조성해 운영하기도 했는데, 1915년에 금강산 

외금강에 온정리호텔, 1917년에는 장안사호텔을 건립했고, 1922년에는 동래온천에 만

철호텔을 세우며 온천 경영을 주도했다.72) 1923년에는 원산 유지와 만철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원산해수욕주식회사가 대여 별장과 여관, 오락장, 운동장, 해수욕장 등을 

갖춘 송도원을 조성했다.73) 사설 철도 회사인 금강산전기철도는 금강산을, 중앙철도

68) 武者鍊三, 앞의 기사, p.59.

69) “북부민공원(北部民公園) 설치의 필요”, 「동아일보」 1929년 6월 27일. 

70) 임선숙, “근대 인쇄매체에 나타난 여름 여가 연구: 여가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중심으로”, 『동
남어문논집』, 2015, pp.104-105.

71) 선정된 곳은 명승고적은 김해ㆍ경주ㆍ부여 만월대ㆍ낙랑고분 본궁 등, 절(古寺)은 통도사ㆍ불국
사ㆍ법주사ㆍ금산사ㆍ망월사ㆍ석왕사 등, 온천은 동래ㆍ개성ㆍ온양ㆍ신천ㆍ용강ㆍ주을ㆍ온정리 
등, 선유 장소는 밀양강ㆍ한강ㆍ대동강 등, 등산할 곳으로는 계룡산ㆍ관악산ㆍ북한산ㆍ내장산ㆍ
소요산ㆍ금강산 등, 해수욕장은 부산 송도ㆍ진해ㆍ마산ㆍ월미도 등이었다. “철도국이 선정한 전
선(全鮮)의 명승적(名勝蹟)”, 「매일신보」 1926년 5월 26일. 

72) 추교찬, “월미도유원지와 경인선”, 『인천문화연구』 6, 2008, pp.61-62.

73) 손환, "일제강점기 원산송도원의 여가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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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주 불국사, 서선식산철도는 황해도 장수산 및 신천온천, 경남철도는 온양온천74) 

등을 소개하거나 직접 경영했다. 철도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은 영업 수지

와 관련이 있었다. 철도국의 수입은 곧 총독부의 재정이었기 때문이다75) 철도국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사설 철도 회사에서 조성한 온천이나 해수욕장은 일본 

사철의 경영 방식을 모범으로 한 것이다. 일본의 여러 민영 철도 회사는 승객 유치를 

위해 철도 연선에 오락 시설을 조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해변이나 온천지의 작은 마

을들이 휴양지나 유원지가 되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오사카의 다카라즈카 신온

센(宝塚新温泉)이다.76) 식민지기 재조선 일본인들은 다카라즈카 신온센과 같이 성공

pp.1-9.

74) 1919년 부설권을 얻어 천안과 아산의 온양온천 사이 철도 노선을 운영했던 사설 철도 회사인 경
남철도주식회사는 1926년 온양온천을 인수해 유원지화 한다. 경남철도 지배인 이노우에 켄타로
(井上賢太郞)는 중국 동북부의 온천인 탕강자(湯岡子)와 우롱베이(五龍背), 신천, 동래, 벳푸(別
府), 다카라즈카(寶塚, 카라즈카), 메구로카마타 전철(현 도큐 전철)의 타마가와엔(多摩川園) 등을 
시찰하고, 그 장단점을 연구해 온 결과, 대체로 다카라즈카 온천처럼 소규모로 만들었다고 한다. 
조형열, "근현대 온양온천 개발 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9, 2011, 
pp.152-154.

75) 추교찬, 앞의 논문, p.62; 당시 일본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제도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국가였
다. 따라서 일본 제국의 필요와 역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식민 본국에서 자본, 인력, 기술을 도입
해 식민지의 식량, 자원을 개발하고 상품과 자본 시장을 개척하여 식민 지배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았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2천년사 28: 일제강점기 서울의 경제와 산
업』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2013), pp.36-37.

76) 원래 다카라즈카는 메이지 시대에 발견된 온천으로 메이지 30년에는 10여 채의 여관과 요정이 
다였다. 1910년(메이지 43년) 미노오아리마전기궤도(箕面有馬電気軌道, 후에 한큐전철(阪急電
鉄))가 개통되고 궤도 회사에 의해 신온천이 건설되면서 마을의 상황이 크게 변했다. 고바야시 
이치조(小林一三)가 이끌었던 미노오아리마전기궤도는 일반적으로 일본 교외 개발의 선구자로 
여겨진다. 미노오아리마전기궤도는 미국의 새로운 유원지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기존의 
온천 마을과는 대조적인 서양풍의 온천 휴양지는 예상 외로 매우 인기를 얻었고 입장자는 1일 
1,200명이 넘었다. 이후 일본 최초의 실내 수영장을 만들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았는데, 소녀합
창대(지금의 다카라즈카 극단)의 공연을 저렴하게 대중에게 공개하면서 다카라즈카 신온센은 대
성공을 거둔다. 이후 1923년(다이쇼 12년) 대화재로 소실된 시설을 복구하면서 대극장과 유희 
기기를 갖춘 실내 유원지를 건설했다. 이어 1924년(다이쇼 13년)에는 ‘다카라즈카 루나파크’라고 
불리는 유희 기기 중심의 공간을 설치하여 민간 경영으로는 최고급 동물원과 베이비 골프장 등
을 설치하고 유희 기기를 도입했다. 다카라즈카는 시설 확충을 거듭했는데, 1929년(쇼와 4년)에
는 대온실, 1931년(쇼와 6년)에는 신유원지가 개원했다. 1932년(쇼와 7년)에는 문예 도서관도 완
성했다. 그 후 또다시 화재로 전부 소실되어 버린 대극장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공회당, 열대
동물원, 가극학교, 곤충관 등을 계속해서 건설했다. 유원지의 충실화와 함께 소녀가극단도 유명
해졌다. 후에 각지의 철도 회사는 미노오아리마전기괘도가 관여한 다카라즈카 신온센을 자신들이 
경영하고 있는 교외 유원지의 모델로 생각했다. 橋爪紳也, 앞의 책,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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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유원지를 거론하며 모범으로 삼고자 했으며, 서구와 일본의 문화를 접했던 일부 

조선인들도 그러한 유원지의 조성을 희망하기도 했다. 

3. 광복 이후(1945~): 여가 공간의 다양화

광복 직후 한국전쟁을 겪으며 도시는 물론 공원과 유원지 등의 행락지와 여타 녹

지는 파괴되거나 주거 용지로 잠식되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 도시계획 제도와 공원 

제도는 ‘경성시가지계획령’과 ‘경성부 시가지 계획공원 결정고시’의 내용을 20년 가까

이 그대로 답습했다. 1960년대 비로소 ‘도시계획법’(1962), ‘건축법’(1962), ‘공원

법’(1967) 등이 제정되면서 도시에 대한 종합적 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때 유원지

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된다.77)

최석호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했던 1962년부터 1979년까지, 즉 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 주도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던 개발독재 시기에 대중여가 역시 

발전국가 주도로 그 형태를 갖추어 갔다고 보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관광 분야를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국가 주요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 고대 유적 발굴, 대규모 

휴양지 건설, 국립공원 지정 등 주로 자연 자원을 개발해 여가와 관광을 조직했다.78)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대공원이 만들어졌고, 경기도 용인의 

한국민속촌(1974), 자연농원(1976)이 1970년대에 잇달아 개장했다. 어린이대공원의 

조성과 운영 방식을 보면 당시 공원과 유원지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그 필요와 목

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광진구 능동의 골프장을 어린이대공원으로 바꾸는 계획

을 수립할 당시 공원의 성격에 대해 어뮤즈먼트 파크 혹은 테마파크로 만들 것인가, 

잔디공원을 만들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이에 관해 손정목은 다음과 같이 기술

77) 도시계획시설은 개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정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 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시설은 도시 전체와의 관계에서 입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규모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직접적인 배경은, 행락객이 
몰리면서 환경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심층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유원지나 국민
관광지로 지정될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정목, 『일제강
점기도시계획연구』 (서울: 일지사, 1990), pp.380-381; 이왕건, “도시 내 노후시설의 재생: 국
민관광지와 유원지의 재생”, 『도시문제』 45, 2010, p.27. 

78) 최석호, 앞의 책, pp.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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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한 ‘어린이를 위한 공원’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 1970년 당시

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 공원이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것은 겨우 남산공원, 사직공원, 

효창공원, 삼청공원, 파고다공원 등뿐이었다. … ‘21만평짜리 어린이용 공원’이라는 것

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생소한 것이었다. … 동양 최대의 디즈니랜드를 목표로 한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을 한국에서 모방하기에는 두 가지 제약조건이 있었다. 첫째는 

재정상의 문제이고 둘째는 기술적인 제약이었다. 결국 나상기와 장문기가 세운 계획

은 그저 평범한 놀이기구의 집합일 수밖에 없었고 그 놀이기구들의 사이사이에 역사

관과 국보관, 운동장, 모노레일 등으로 21만평 넓은 공간을 채우는 계획일 수밖에 없

었던 것이다. … 그런데 … 초등학교 교장 여러 명도 포함된 자문위원들이 이구동성

으로 주장한 의견은 한 가지, 즉 ‘각종 도시공해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어린이들을 또 

다시 인공적인 놀이기구 속에 파묻히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골프장 상태 그대로 잔

디와 숲 속에서 뛰놀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79) 

그 결과 골프장으로 이용되던 잔디밭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놀이터, 분수

대, 정자, 매점, 교양관, 식물원, 동물원, 야외음악당, 수영장 등을 갖춘 어린이 공원이 

계획된다.80) 그러나 “어린이들이 과연 몇 시간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느냐”는 우려가 

한계로 지적되었다. “당시 회전목마니 우주선이니 하는 유희 시설은 규모가 작기는 

하나 창경원에도 있었다. 어린이대공원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창경원 유희

장의 몇 배가 되는 대규모 유희 시설을 만들고 싶었다.” 결국 민간 기업의 투자로 일

본에서 제작한 최신식 유희 시설을 들여 와 ‘놀이동산’을 조성한다. 이 놀이동산은 서

울하이랜드(주)라는 회사가 10년간 운영권을 위임받아 1973년 대공원 개원 당일부터 

가동되어 운영된다. 삼성에서 개발한 용인자연농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어린이대공원

의 유희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최신 시설이었고 서울 시내 뿐 아니라 전국 어린이

들로 붐비게 된다.81) 즉, 잔디와 숲으로 된 공원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놀이’에 대한 

79) 손정목, “능동골프장이 어린이대공원으로(중)”, 『국토(구 국토정보)』203, 1998, pp.105-106.

80) 위의 논문,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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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 영

역에서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영역에서 공급하게 된다. 

1960~70년대 유원지는 국민 관광지로 사랑받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풍기문란이

나 공중도덕 부재의 문제가 부각된다. 당시 유원지 관련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여름철 

인파가 몰린다는 기사 못지않게 풍기단속, 바가지요금 단속, 정화(운동), (식품) 위생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유

원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행락지로서 유원지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당시에 위생이나 공중도덕, 질서, 공공 공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원지 순화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이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

다.82)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관계 장관 및 새마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유원

지의 풍기문란에 대해 지적하고, 바람직한 행락 활동에 대한 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옛날 내가 있을 때 보면 관광객들이 술먹고 장고치고 동네를 휩쓸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풍조가 없어졌겠지요. … 서울의 경우도 도봉 우이동이나 정릉 같은 유원지에 

풍기가 상당히 문란한 것 같아요. … 친구나 가족끼리 또는 직장 단위로 야외에 나가 

즐겁게 식사를 하고 여흥으로 노래나 부르고 하면 좋지요.83)

당시는 여가에 대한 관점이 일을 하기 위한 휴식과 기분전환을 제공하는 노동의 

연장으로서 여가의 기능만이 강조되던 시기다. 최석호는 새마을운동이 대중여가가 형

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대 사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특정 여가관을 한국인에게 

81) 손정목, “능동골프장이 어린이대공원으로(하)”, 『국토(구 국토정보)』204, 1998, pp.127-128.

82) 1970년 4월 22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제창했다. 1973년 유가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불어 닥치자 새마을 영역을 농촌에서 도시로 확장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새마을운동은 무엇보다 도시인의 정신적 자세를 시정하여 시민윤리를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시민윤리 확립을 위해 범시민소비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유원지나 접객업소의 퇴폐풍조를 추
방하는데 주력했으며, 공동체의식이나 질서관념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교육과 계몽, 캠페인 등
을 계속했다. 인천직할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인천: 인천직할시, 1993) pp.268-271.

83) “박대통령, 훈장 탄 새마을 지도자들과 점심 들며 환담 ‘유원지 정화 운동 벌이도록’”, 「동아일
보」 1977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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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했다고 주장한다.84) 

당시 일간지의 유원지 순화대책에 대한 전문가 대담 지면을 살펴보면, 그 시절 유

원지는 “무질서, 쓰레기, 소음, 고성방가, 과음, 추태 등 소란행위가 끊임없는 장소”이

자 “유원지의 특성은 우선 사회통제가 안 되는 장소” “소비성향, 소비주의”, “청소년

들의 범죄행위”, “놀 줄을 모르니까 그저 술이나 마시”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에 대한 원인은 “노는 방법이 훈련되어 있지않”기 때문이며, 유원지에 “오락시설이나 

운동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85)

1980년대에 접어들면 법적으로 공원의 개념이 확장된다. 황기원은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서는 “공원이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킴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대 공원의 동적 레크리에이션 장으로서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980년에 제정된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

공원의 위락적 측면을 명시하고 있어서 도시민들의 수요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공

원의 법률적 정의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86) 비슷한 시기인 1979년 5월 21일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제정되면서, 유원지의 법적인 정의와 입지기준, 설치

기준 및 설치시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87) 1980년 1월 4일에는 ‘도시공원법’과 함

께 ‘자연공원법’이 제정된다. 유원지와 유사한 기능을 공유하고 있던 공원법의 성격이 

확장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의 유원지가 공원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발

생했다. 혹은 유원지로 결정될 당시는 주변이 개발되지 않았으나, 급격한 도시화가 진

84) 최석호, 앞의 책, p.137.

85) “대담: 유원지를 밝고 깨끗이, 그 순화를 위한 대책”, 「경향신문」 1977년 3월 18일.

86)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의 하나이며, 시민의 보
건, 휴양,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위락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달과 공공의 안녕 질서 및 공공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설치하는 녹지 
공간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보건 위생적, 위락적, 사회 문화적, 공공복지적 측면이 포괄된 도
시공원 개념을 정하고 있다. 황기원, “서울 20세기 공원·녹지의 변천: 자연속의 도시에서 도시속
의 자연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p.406-407.

87)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는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이
다. 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은 “도시환경의 미화 또는 자연환경보전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
어야 하며,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희ㆍ운동ㆍ휴양ㆍ특수ㆍ편익 및 관리시설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데, 오락과 휴양, 체
육 등을 유원지의 주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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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주변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유원지 대신 공원이나 복지 시설로 용도가 변경되

기도 했다.

공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공원의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시점에 유원지

의 지형도 변화한다. 1980년대에는 지하철과 전철 등의 대중교통이 광범위하게 보급

되는데, 도시 속에 놀이공원, 놀이동산, 테마파크 등의 이름으로 유기 시설을 중심으

로 하는 어뮤즈먼트 파크가 조성되기 시작한다.88)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1984)의 

서울랜드(1988), 강북구 번동의 드림랜드(1987), 송파구 잠실의 롯데월드(1989), 경기

도 과천의 경마장 및 경마공원(1989) 등의 상업적 위락 시설이 줄지어 조성되었다. 

특히 롯데월드의 경우는 호텔과 백화점, 스포츠ㆍ레저 시설과 문화 공간을 한 곳에 

모은 복합 소비 공간이었다.89) 

공원과 녹지에 관해 행정적인 차원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

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서부터다. 올림픽을 개최함에 따라 관련 시설, 주변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 한강의 둔치를 정비하면서 공원과 녹지를 많이 조성했다.90) 유원

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설설치 기준이 

꾸준히 완화되어, 유원지 내부의 시설은 다양화되고 상업적 기능이 강화된다.91)

88) 1980년대 한국 유원지의 변화는 전후 일본의 변화와 유사한 궤적을 그린다. 일본에서는 전후에 
도시형 유원지가 등장한다. 전쟁 초반까지만 해도 유원지는 교외에 입지해 가족이 자연을 즐기는 
것이 가능한 유희장이었다. 그러나 대도시의 도심에는 정원도 없고, 광대한 자연도 없으며, 경영
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지가에 맞는 수익률 높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스
릴과 스피드’로 충만한 최신형 유희 기계를 풍부하게 갖춘 ‘machine land'로서 도심형 유원지가 
등장한다. 1954년 조성을 시작한 코라쿠엔 유원지(後楽園)가 대표적인 도심형 유원지다. 교외의 
유원지도 변화를 맞이한다. 고도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자연 속 광대한 토지에 각종 스포츠 시설
을 병설한 소위 ‘종합 레저랜드’라고 불리는 유원지 유형이 탄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1961년 12
월에 개원한 ‘후지큐 하이랜드’다. 그리고 1983년, ‘도쿄 디즈니랜드’와 ‘나가사키 오란다(네덜란
드) 촌’이 개업하면서 테마파크의 시대가 열린다. 그 후 테마파크 붐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외
국, 역사, 판타지 등을 소재로 한 유원지가 각 지방에서 탄생했다. 1987년에 종합휴양지역정비
법, 즉 리조트 법이 제정되었고 ‘버블’이라고 불리는 경기 호조가 순풍이 되어 주었다. 지방형 테
마파크 중에는 토지 이용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적지 않다. 차밭의 흔적, 국유림 해제
지, 탄광과 제철소를 폐쇄한 유휴지가 유원지로 모습을 바꾸는 예도 있었다. 현재 그 사업의 성
공 여부와는 별도로, 적어도 유원지 개설 시에는 제1차 산업ㆍ제2차 산업의 쇠퇴를 채우고 지역
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내는 신산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하고 불황이 시작되면
서 일본의 테마파크는 쇠퇴기를 걷는다.  橋爪紳也, 앞의 책, p.148, 161-164.

89) 서울시정개발연구원ㆍ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공편, 『서울 20세기 생활ㆍ문화변천사』 (서
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578.

90) 황기원, 앞의 책, 2001, pp.38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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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

해지면서, 공원이나 체육 시설의 형태나 규모면에서 보다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

다.92) 또한 마이카 붐이 정착되면서 시민들의 관광이나 여행 범위는 전국으로 확대되

었다. 정책적으로도 1970년대부터 시작된 관광단지개발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1993년

에는 관광특구제도가 도입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각 지자체에서 관광단지 개발러

시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유기 시설을 갖춘 어뮤즈먼트 파크가 전국에 늘어난다. 

2000년대에는 법 개정을 통해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지고 단지화 

되면서 상업적 특성이 강화된다. 동시에 1990년대 말부터 미개발 유원지에 대한 용도

전환 요구가 부각된다.93) 1990년대 후반 이후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주40시

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여가 공간과 오락 활동은 더욱 다양해

진다.   

91) 1982년(건설부령 제344호)에는 유원지의 기능별 종류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하고, 88올림픽을 대비하여 유원지의 유희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정구장, 골프연습장, 활터, 
수영장, 보트놀이장 등 각종 운동시설, 숙박시설, 무도장, 극장, 목욕탕, 약국 간이의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위 카바레 등의 유흥업소 설치도 가능해졌다. 1994년(건설부령 제
548호)에는 유원지에 민간 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유원지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유원지
에 설치할 수 있는 공통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자동차야영장 포함), 야유회장, 청소년수련시설, 야
외음악당, 예식장, 공연장, 건축법상 위락시설(토전기사업소 및 카지노업소는 제외), 단란주점, 사
진관, 쓰레기처리장, 금융업소 등을 추가한다. 1996년(건설교통부령 제86호)에는 유원지의 종류
와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합하여 허가의 용이함을 도모했다.

92) 황기원, 앞의 책, 2001, pp.383-384.

93) 주로 1960~70년대에 지정된 유원지들이 이용객의 외면이나 지자체의 개발의지 부족으로 방치되
어 사유재산 침해와 같은 문제제기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개정
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아직 조성되지 
않은 유원지 시설이 취소되거나 녹지, 공원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1998년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시설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92km2의 
절반이 넘는 753km2에 이르렀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인 20년 이상을 넘는 시설만도 
12.8%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었다. 도시계획시설 중 유형별 미집행은 공원
이 70.9%, 녹지가 70.7%, 유원지 58.1%, 도로 4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개발 도심유원
지 방치 대구시”, 「매일경제」 1998년 12월 14일; 전병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현황”, 『도시문제』34(369), pp.9-20. 



- 51 -

3장 창경원: 이국적 자연의 상품화1)

제1절 창경원의 조성

1. 조성 의도와 과정

창경궁(昌慶宮)은 성종의 세 대비를 모시기 위해 성종 15년(1484)에 수강궁터에 

지은 궁궐이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이라는 별칭으로 종종 불렸으므로, 

조선 시대 이 두 궁궐은 하나의 궁궐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창덕궁과 창

경궁이 공유하고 있던 후원 영역은 건물이 밀실하게 들어선 궁역과 달리 자연 지세를 

살린 언덕 사이로 숲이 가득하고 점처럼 건물이 자리 잡은 자연 공간이다. 역대 임금

들은 이곳을 무대로 활을 쏘고 군사를 훈련시켰으며 농사를 짓는 모범을 만백성에게 

보였다.2) 그러나 1876년 경복궁 대화재로 왕실이 창덕궁에 머무르다 1885년 환궁한 

이후 창경궁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이러한 창경궁에 박물관과 동ㆍ식물원이 조성되는 등의 변화는 1907년 순종이 일

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고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시작

된다. 같은 해 겨울 창덕궁 수선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창경궁의 유원지화 계획도 세

워졌다. 이왕직(李王職)3) 차관이던 고미야 미호마츠(小宮三保松)는 『이왕가박물관소

장품사진첩』의 초판서언(初版緖言)에 1907년 11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등의 뜻을 

받들어 순종에게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 창설을 제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

물원 조성은 경성에서 사립 동물원을 경영했던 유한성(劉漢性)의 동물 전부를 구입하

고 유한성과 그 동업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식물원은 도쿄 신주쿠어

원의 온실(식물원)을 설계한 바 있는 후쿠바 하야토(福羽逸人)가 설계를 맡았다. 박물

1) 본 장의 제1절과 제2절은 다음 학술논문을 발전시켜 작성했다. 김정은, “일제강점기 창경원의 이
미지와 유원지 문화”, 『한국조경학회지』 43(6), 2015, pp.1-15.

2) 문화재청,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대전: 문화재청, 2010), pp.91-92.

3)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황제였던 순종은 일본 천황에 의해 ‘왕’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고, 조선
왕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왕직이 설치되었다.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
직의 기능”, 『한국문화』40, 2007, p.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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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업은 스에마쓰 구마히코(末松熊彦)와 시모고리야마 세이이치(下郡山誠一)가 맡

아 조선의 각종 예술품을 사들이면서4) 진행되었다.

이 초판서언에는 창경원의 조성 목적도 기록되어 있다. “이왕(李王) 전하는 한편으

로 즐거움을 대중과 함께 나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지식 개발을 위한 목적

으로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위치한 궁원(宮苑)의 일부인 창경원을 공개했다.”5) 이

왕직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郞介) 역시 순종이 승하한 1926년 

출간한 『이왕궁비사(李王宮秘史)』에서 “경성 40만 시민이 '꽃구경이나 단풍놀이와 

같이 봄, 가을의 정취를 즐기며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며 설국(雪國)의 분위기를 즐

길 수 있는 창경원과, 조선 2000년의 예술을 볼 수 있는 박물관 및 경성에 단 하나뿐

인 민중의 오락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식물원이다. 살풍경하던 경성에 이와 같은 문화

적 정취를 만들어주신 것은 모두 왕 전하의 은혜로 시민들은 이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6) 이 두 문헌은 창경궁의 박물관과 동ㆍ식물원이 대중의 ‘계

몽’과 ‘오락’을 위한 시설이라고 알리고 있다. 

반면 1934년 발간된 『경성부사(京城府史)』1권에는 창경궁에 박물관, 동물원, 식

물원을 순종의 오락장으로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7) 1908년 8월에 창경원의 시설

을 관장하는 부서인 어원사무국(御苑事務局)을 신설했으므로 창경원 조성 초기에는 

‘어원(御苑)’이란 명칭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11월 1일 창경궁에 설

치된 동ㆍ식물원이 개원하면서 일반에게 관람을 허가하고,8)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가 공포되어 박물관, 동·식물원에 대한 사무가 장원계(掌苑係) 

소관이 되면서 ‘어원’이란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 『순종실록』에 따르면 “박물관

(博物館), 동물원(動物園), 식물원(植物苑)을 지금부터 창경원(昌慶苑)으로 통칭한다. 

그것은 창경궁(昌慶宮) 내에 있기 때문이다(이달 11일에는 원(苑)의 명칭을 동원(東
4) 李王家,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 京城, 1912.

5) 위의 책. 번역은 다음을 따름. 송기형, "'창경궁박물관' 또는 '이왕가박물관'의 연대기", 『역사교
육』72, 1999, pp.173-174. 

6) 權藤四郎介, 『李王宮秘史』, 이언숙 역, 『대한제국 황실 비사: 창덕궁에서 15년간 순종황제의 
측근으로 일한 어느 일본 관리의 회고록』 (서울: 이마고, 2007), pp.74-75.

7) 京城府, 『京城府史』1권, 1934, p.72.

8) 『純宗實錄』 3권, 2년(1909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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苑)이라 하였다가 이번에 또 개정한 것이다)”.9) 즉 1911년 4월 26일부터 박물관, 동

물원, 식물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들이 궁궐의 후원을 의미하는 어원 대신 창경원으

로 불리게 된다. 

창경원 조성 목적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어원’ 혹은 ‘대중을 위한 오락장’으로 차

이가 있다. 그러나 개원 이후 창경원의 위상은 왕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대중의 

공간으로 정착해간다.10) “창경원의 하마를 촬영하시는 리왕세자 전하”11) 같은 「매일

신보」의 기사처럼 왕실 가족이 창경원을 관람하는 것도 기사화되곤 했다. 이는 왕실

이 어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왕족의 방문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상황

은 창경원이 더 이상 왕실만의 공간이 아님을 방증하기도 한다.

1909년 9월 어원 개방을 맞아 ‘어원종람의 규정(御苑縱覽의 規定)’이 발표되었

다.12) 이 규정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며, “술 취한 자나 7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는 자”의 입장을 금하고, 

“추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원내에서는 정숙하고 담배와 음식물은 정해

진 휴게소에서 허락”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장료도 공고하고 있는데, 성인은 10전이

며, 5세 이상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5전, 5세 이하는 무료로 정하고 있다. 창경원 개

원 초기에는 일본 학생이나 외국인들에게는 무료 관람을 허가13)하기도 하는 등 조선

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이 존재했다. 그렇지만 창경원은 기존의 신분 질서와 상관없

이 입장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공공 예절을 지킨다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

다.   

1920년대 초반에는 평일에는 2~3천명, 일요일에는 6~7천명의 관람객이 창경원을 

방문했으며,14) 1930년대에 접어들면, 야앵 기간의 입장객 수만 5만 명을 넘어서는 

9) 『純宗實錄 附錄』 2권, 4년(1911년 4월 26일).

10) 박소현은 애초부터 박물관 설립은 순종을 위한 ‘취미’ 시설이 아닌 일반에게 개방하는 쪽으로 계
획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유원지 계획 당시 쓰였던 ‘어원’이라는 명칭은 명목상 붙여진 것이었
으며, 황제의 권력을 약화시켜 황실 재정을 축소하고 결국에는 해체하는 것이 한일합방으로 완성
될 때까지의 절충안이었다고 설명한다. 박소현, “제국의 취미”, 『미술사논단』 18, 2004, 
pp.145-151.

11) “창경원의 하마를 촬영하시는 리왕세자 전하”, 「매일신보」1918년 1월 22일.

12) “어원종람의 규정”, 「황성신문」 1909년 9월 21일.

13) “일본 학생이나 외국인들에게는 무료 관람을 허가”,「대한매일신보」1909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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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5) 이용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형형색색의 가지각색 옷을 입은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어린애, 중국사람, 서양

사람, 조선사람, 기생, 여학생, 갈보, 망종, 월급쟁이, 집주름, 학생, 신사, 병정, 순사, 

무엇 무엇 … 이리하여 그 수가 많다는 형용을 초월하야 줄기줄기 쏠려 다닌다.16)

위 기사에 따르면 창경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국적과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공간이었다. 이렇듯 창경원은 신분과 관계없이 공동체의 모든 성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公共) 공간의 성격17)을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당시 경

성 부민의 휴게소이자 오락장으로 창경원과 함께 불렸던 남산공원, 장충단공원, 파고

다공원 등과는 달리 입장료를 받는 공간이었다.18) 비록 입장료만으로는 창경원의 유

지 경영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웠으나,19) 창경원에 입장객이 몰리는 봄철 휴일에는 전

차와 버스의 승객이 급격하게 늘어나 이를 운행하는 경성전기주식회사는 “횡재”에 가

까운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20) 창경원의 야앵 기간에 원내 전등 가설에 전기 회사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창경원의 운영에는 단순히 사무를 맡았던 이왕직

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의 이익이 관련된 상업적 성격 또한 공존하는 공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14) “우리 사회의 실상과 그 추이”, 『개벽』11(1921년 5월 1일).

15) “창경원입장만 오만을 돌파”, 「동아일보」1930년 4월 15일.

16) “본사 여기자의 불량신사 검거록”, 『별건곤』40(1931년 5월 1일).

17) 김현숙은 창경원의 벚꽃놀이 공간은 운동회나 영화관 등의 오락 활동 공간과 달리 인종, 지역, 
나이, 빈부, 계급, 성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익명의 군중으로 화하는 특별한 장소로서, 입장권만 
있으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일종의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개
방성은 공공 공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현숙,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夜櫻”, 『한국근현
대미술사학』 19, 2008, pp.151-152.   

18) “북부민공원(北部民公園) 설치의 필요”, 「동아일보」1929년 6월 27일.

19) “이곳을 유지 경영하기 위해서는 몇 만이라는 거액의 경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
하고 있으나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왕직에서는 몇 만이라는 돈을 매년 지출하
고 있는 것이다.”  武者鍊三, “京城に趣味と慰安の設備が欲しい-京城に遊園地が出來ないわけ”, 
『朝鮮及滿洲』333(1935년 8월), p.59.

20) “무엇 때문에 이 야단? 어제 하루에 끌어나온 사람들”, 「동아일보」1936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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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설계와 시설 도입

창경원은 식민지기 동안 지속적으로 시설이 증가했고, 또 일부는 배치가 변화하기

도 했다. 각 시기별 도면에 드러난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명확한 마스터플랜을 

세웠다기보다는 박물관과 동ㆍ식물원의 대략적인 영역을 정해두고 기존 전각을 헐어

내며 기본 시설을 조성한 뒤 점차 다듬고 확장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창경원 개원 이전인 1908년 4월 측량해 작성한 ‘창경궁급비원평면도(昌慶宮及秘
苑平面圖)’를 보면 당시 창경궁의 전반적인 유원지화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도면

을 조선 후기에 작성된 ‘동궐도형(東闕圖形)’과 비교해보면(그림 3-1, 3-2) 이미 상

당히 많은 건물이 헐리고 없다. 도면의 범례 옆에는 어원사무국 소속의 세 영역 즉, 

동물원, 박물원, 식물원의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동물원 12,400평, 박물원 15,500평, 

식물원 20,060평, 총 47,960평). 남북으로 길게 가로 놓인 창경원의 정문은 홍화문(弘
化門)이었으며, 창경원 내부는 크게 중앙의 박물관 영역과 남쪽으로 동물원 영역, 북

쪽의 식물원 영역으로 나뉜다.

내농포와 백연담(白蓮潭)이 있던 자리에는 신설 예정인 못이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이 못은 홍화문 안쪽을 지나 선인문(宣仁門) 안쪽의 신설 못으로 이어진다. 

이 신설 못에 관해 『경성부사』에는, “구역 내에 있던 구 권농장(勸農場) 터는 1907

년 이것을 개착(開鑿)하여 대지로 만들고 물을 담아 물고기를 놓아길렀다. 또 수련(睡
蓮)을 재배하여 '춘당지(春塘池)'라고 이름 붙였다”21)고 기록되어 있다. 춘당지는 이후 

도면에서 대춘당지와 소춘당지로 나누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1908년 도면

에서는 하나의 못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신설될 못 북쪽에는 식물본관이, 동쪽에는 

식물배양지 등 식물원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아직 박물본관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수목은 소나무 위주로 식재되어 있으며, 통명전 뒤 자경전 터에는 채원(菜菒園)을 조

성할 예정이었다.

1909년 1층짜리 철골로 된 서양식 식물본관(174평)이 지어졌는데 주로 열대 식물

을 심었으며 규모로는 건립 당시 동양 최대라고 일컬어졌다. 1911년에는 식물본관 북

쪽 연못가에 일본식 수정(水亭, 73평)이 지어졌으며, 동쪽으로는 식물배양실(118평)이 

21) 京城府, 앞의 책,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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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었다(그림 3-3, 3-4, 3-5).22) 

<그림 3-1>� 동궐도형(부분),� 조선 후기 추정

1.홍화문 2.선인문 3.명정전 4.문원각 5.환경전 6.함인정 7.경춘전 8.통명전 9.자경전 터 10.내농포

자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그림 3-2>� 창경궁급비원평면도(부분),� 1908

1.홍화문 2.선인문 3.명정전 4.문원각 5.환경전 6.함인정 7.경춘전 8.통명전 9.채원(계획)� 10.신설못(계획)�

11.식물본관(계획)� 12.식물배양관(계획)�

자료:� 『근대건축도면집』 

박물본관은 1911년 창경원 내에서 제일 높은 지점에 조성되었다. 박물본관에는 불

상과 금속제품, 도자기와 칠기, 옥제품과 석목 제품을 진열했다. 기타 옛 궁궐의 전각

22) 위의 책,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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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의 모두 박물관에 흡수되어 통명전(회화)ㆍ양화당(모사, 고분벽화류)ㆍ경춘전(이

조도칠기류)ㆍ환경전(이조금속)ㆍ함인정(참고품)ㆍ명정전(석각품)ㆍ명정전 행랑(열행구

토기) 등이 이관되었다(그림 3-6).23)

<그림 3-3>� 식물본관과 춘당지,� 1911~1917� 추정

자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그림 3-4>� 일본식 수정,� 1911~1917� 추정

자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그림 3-5>� 식물배양실,� 1911~1917� 추정

자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23) 위의 책, pp.72-73; 1936년 3월 덕수궁에 박물관을 신축하기로 결정되었다. 기존 창경원의 박
물관은 진열관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관람자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궁궐의 전각을 이용
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채광과 진열품 보존 등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1938년 신축 
미술관이 준공되고, 창경원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고미술과 미술공예품을 이전했다. 창경원 박
물본관은 장서각(藏書閣)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송기형, "'창경궁박물관' 또는 '이왕가박물관'의 
연대기",『역사교육』72, 1999, pp.1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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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명정전과 행랑,� 박물본관(우측 언덕),� 1911~1912� 추정

자료:� 『李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

<그림 3-7>� 동물원 영역,� 1910~1917� 추정

자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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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동물온실,� 1910~1917� 추정

자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그림 3-9>� 동물사,� 1910~1917� 추정

자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선인문 안쪽에는 연못이 연결되면서 옛 보루각 터에 동물원 구역이 조성되었다(그

림 3-7).24) 명정전(明政殿) 좌행각 밖에 조성해 놓았던 연못을 수금방양소(水禽放養
所)로 만들고, 문정전 남쪽의 진수당(進修堂), 군옥재(群玉齋), 계방(桂坊) 영역을 모

두 헐고 동물온실(動物溫室)을 신설했으며, 종묘 담과의 사이에 비워두었던 넓은 땅

에 동물사(動物舍)를 신설했다(그림 3-8, 3-9).25) 

1921년에서 1932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面圖)’

를 보면, 통명전 뒤 언덕의 자경전 터(‘창경궁급비원평면도’에는 이 자리에 채원이 그

려져 있었다)에 건립된 박물본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면에는 못 사이에 신설된 

수정이 그려져 있으며, 통화전 앞에는 꽃장포지가 표현되어 있다(그림 3-10). 

1932~1936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평면도’를 살펴보면 식물배양실을 

헐고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했으며, 그 부근 공터에 말운동장을 신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신문에는 창경원 놀이터에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활주탑(미끄럼틀)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기사화되기도 했다(그림 3-11, 3-12).26)

1936년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덕궁평면도’는 1/1,200 축척 도면으로 침

엽수와 활엽수, 앵가로수, 화단 등 조경 식재가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를 

24) 京城府, 앞의 책, p.73.

25) 한국학중앙연구원, 『근대건축도면집: 해설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p.43.

26) “창경원 아동운동장 나선형활주탑설비”, 「동아일보」193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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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못 주변, 주요 길에 벚나무가 열식(앵가로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경원

의 벚나무는 개원 당시 방문한 일본인들이 내지식(일본식) 정원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매해 그 수를 늘려 식재했다. 1930년대 말이 되면 창경원 내에는 

벚나무는 2천여 주에 달하게 된다.27) 

이 도면에 따르면 명정전 앞의 남북 행각 안뜰에는 ‘홍단화단(紅丹園)’, 즉 모란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북행각 북쪽 일대에는 ‘작약화단(芍藥花壇)’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3-13). 명정전 안뜰은 원래 왕이 명정전에서 문무배관들의 조하를 받던 곳이었

으나 중간 통로 양편에 열립한 품계석만을 남겨둔 채 화단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작

약과 함께 4월의 벚꽃 때의 성황을 이 두 종류의 개화기인 5월로 이어보려는 의도라

고 여겨진다.28) 

<그림 3-10>� 창덕궁평면도(부분),� 1921~1932� 추정

A.� 동물원 영역:� 1.동물온실 2.동물사 3.수금방양소(큰물새장)�

B.� 박물관 영역:� 4.명정전 5.명정전 행각 6.환경전 7.함인정 8.경춘전 9.통명전 10.양화당 11.박물본관

C.� 식물원 영역:� 12.식물본관 13.식물배양관

D.� 연못 및 휴게 시설:� 14.춘당지 15.수정 16.꽃장포지 17.통화전

E.� 기타:� 18.홍화문 19.선인문 20.장서각

자료:� 『근대건축도면집』

27) “순종전하태람위한 조선최초 박물관 삼십여 년의 유구한 역사 남기고 작일로 폐문된 창경원 박
물관”,「조선일보」1938년 3월 24일.

28) 오창영, 『한국동물원팔십년사: 창경원편, 1907∼1983』(서울: 서울특별시, 1993),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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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어린이 놀이터와 말운동장,� 창덕궁

평면도(부분),� 1932~1936� 추정

자료:� 『근대건축도면집』

 
<그림 3-12>� 어린이 놀이터

자료:� � “창경원 아동운동장 나선형활주탑설비”,� 「동아

일보」� 1934년 6월 19일

<그림 3-13> 명정전 일대 작약화단과 홍단화단,� 창덕궁평면도(부분),� 1936� 이후 추정

자료:� 『근대건축도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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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식물본관 앞 정원의

분수,� 1910~1912� 추정

자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

진첩』,� p.62

 
<그림 3-15>� 통명전 앞 정원,� 1910~1912� 추정

자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그밖에도 창경원의 주요 건물들 앞에는 서양식 정원이 조성되었는데, 식물본관과 

춘당지 사이에는 자수화단과 분수가(그림 3-14), 명정전과 행곽 일대, 명정전 이북 

침전 구역 등에 화단이 조성되었다. 1910년에서 1917년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

되는 사진을 보면 박물관으로 활용된 침전 영역의 전각들(통명전, 경춘전, 환경전 등) 

사이에는 서양식 정원이 조성되었다(그림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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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낙원 이미지와 유원지 문화

1. 이국적 자연에 대한 경험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궁원에 조성된 창경원은 바깥세상을 잠시 잊고 전혀 다른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희귀한 식물이나 야생 동물을 

수집해 놓은 동ㆍ식물원의 풍경은 이를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다른 세상이었

을 것이다. 창경원의 대온실인 식물본관(그림 3-16)에서는 열대 식물과 같은 이질적 

수종의 식물을 전시하고, 모란이나 국화 등을 대량으로 계획 배양해 새로운 관람 문

화를 만들어 간다. 

<그림 3-16>� 식물본관 내부,� 1910~1917� 추정

자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당시 신문에는 “식물원 온실의 봄”,29) “요사이 창경원의 식물원 온실에 있는 온갖 

화초”30) 등 철철이 진귀한 꽃을 보여주는 사진 기사가 나곤 했다. “산과 들에 꽃이 

29) “식물원 온실의 봄”, 「매일신보」1915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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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 어우러질 시절이 아니면 온실에도 꽃을 찾아오지 않는 이상한 습관성을 가진” 

경성 시민들에게 “청다한 나뭇잎이 ‘여름철인듯’ … 여러 가지의 기화요초들”을 보러 

창경원의 ‘남국과 같은 온실’을 방문할 것을 권했다.31) 

온실뿐만 아니라 식물배양실과 창경원의 전각도 식물 전시에 활용되었다. 당시 창

경원 식물원은 대온실과 식물배양실 등에서 여러 꽃들을 배양ㆍ개량했다. 벚꽃의 개

화기인 4월이 지나면, 5월부터는 모란꽃에 대한 기사들이 나기 시작하고, 가을이면 창

경원 국화와 단풍 소식이 기사화 되었다. 이때 명정전 행각은 관람을 위한 전시 공간

이 되었고, 사람들은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진열된 자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자연을 

‘향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했다(그림 3-17). 

<그림 3-17>� 명정전 일대의 모란

자료:� “창경원목단(昌慶苑牧丹)”,� 「동아일보」� 1932년 5월 22일

짙어가는 창경원 녹음에 수를 놓는 모란꽃이 만발하였다. 금년은 수년전부터 계획 배

양한 개량목단의 화분 160~170점을 종래 국화를 진열하던 명정전 행곽에 진열하고 

20일부터 일반에 관람시키기로 되었다. 개량목단은 작약 뿌리에 접목한 것으로 종래

의 것보다 매우 훌륭하다.32)

30) “요사이 창경원의 식물원 온실에 있는 온갖 화초”, 「매일신보」1921년 1월 23일.

31) “남국과 같은 온실”, 「매일신보」1916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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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상식물은 전시뿐만 아니라 판매로도 이어졌다. 창경원에서 배양하는 꽃

은 때에 따라 절화나 분재로 그 모종 및 씨앗과 함께 팔았는데 1938년에는 총 판매

량이 4천 점에 달했다.33) 또한 야앵(밤벚꽃놀이) 기간에 맞추어 “식물원에서 재배하

고 있는 꽃분의 몇 가지는 '스탐푸'를 찍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분배”34)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18세기 에도 시대부터 정원을 소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집에서 화분을 키

우며 식물을 접하는 것이 도시 오락으로 크게 유행했다.35) 조선에서 원예 문화는 18

∼19세기 서울의 문인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성행36)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창경원의 

식물원은 일반 대중이 원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식물원의 온실이 이국적이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물들을 전시했다면, 동물원의 

속성도 유사했다. 창경원 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공간 프로그램은 동물원이었다. 당

시 박물관, 동ㆍ식물원 가운데 동물원의 입장객수가 월등하게 높았다. 1921년 경성의 

박물관 두 곳의 입관 인원은 1년간 평균 39,570명이었고, 창경원 식물원 1곳의 1년 

평균 입장객수가 19,080명이었다. 이에 반해, 동물원의 1년 평균 입장인원은 239,759

명에 달했다.37) 한 기사에서 창경원의 계원은, 창경원 입장객들의 방문 이유 중 반 

이상은 “고물(古物)과 동물성(動物性)을 연구”38)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창경원

의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다거나 새 집으로 옮겼다거나 하는 등의 소식은 신문에 게재

되어 이국적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이를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야생 동물의 생태에 대한 과학적 관심이나 자연과의 교감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요사이 창경원의 두루미들의 생활”39) 혹은 “경사로운 창경원, 하마가 해산해”40) 

32) “창경원목단”, 「동아일보」1932년 5월 22일. 

33) 오창영, 앞의 책, pp.113-114.

34) “장차 불야성화할 창경원의 야경, 앵화의 만개를 후(侯)하여 앵화의 가지마다 등불을 달고 이곳
저곳에 촉수 높은 전등을 켜”, 「매일신보」1924년 3월 19일.

35) 오기노 지히로, 도시의 녹지공간에 대한 일고찰: 에도의 녹지공간과 그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
역사지리』 21(2), pp.39-57. 

36)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서울: 휴머니스트, 2007), pp.218-220.

37) “사회의 교화사업은 목하 경성의 간절한 사업, 식자간에 의론이 생긴다”, 「매일신보」1921년 5
월 1일.

38) “우리 사회의 실상과 그 추이”, 『개벽』11(1921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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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마치 인간 세계처럼 의인화해 묘사하는 동물에 관한 기사는 다분히 인간중심적 시

각으로 편집된다. 동물원이라는 전시 이벤트는 야생과 문명의 대립 구도에서 시작된 

것41)이다. 야수를 인간이 만든 동물원에 가두고 구경하는 행위는 전근대에서는 통제

할 수 없었던 존재를 통제의 범위에 둔다는 점에서 문명을 과시하는 공간의 경험이라

고 할 수 있다.42) 본래 왕과 귀족의 즐거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존재했던 동물원의 속

성은 이러한 경험을 대중의 오락화한다. “오오, 자연과 문명의 상극이여! … 동물원 

… 이곳에도 인류와 동물의 상극”43)과 같은 신문 기사의 내용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조선인들이 창경원에서 겪었던 혼란을 보여준다. 

1940년 판 ‘창경원 안내’ 리플릿을 보면, ‘창경원12경’이라는 창경원 열두 달의 대

표적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1월은 춘당지의 스케이팅, 2월은 식물원 대온실(식물본

관), 3월은 배양실의 내부, 4월은 벚꽃 터널, 5월은 명정전 앞의 모란꽃, 6월은 통화

전 앞의 꽃장포, 7월은 큰물새장, 8월은 춘당지의 수련, 9월은 온실 안의 하마, 10월

은 어린이의 승마, 11월은 물가의 단풍, 12월은 수정 앞의 설경이다.44) 여기서 ‘경’으

로 이름 붙여진 풍경은 모두, 창경원을 조성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연 풍경 혹은 

자연을 배경으로 한 활동의 풍경이다. 언어적으로 분절된 풍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

유되어 사회에서 승인된 문화적 풍경45)이 된다. 창경원에서 문화화된 풍경 가운데 특

히 동ㆍ식물과 관련된 것들은 과거에는 왕과 귀족에게만 허락되었던 풍경이다. 따라

서 창경원은 희귀한 동물과 식물을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낙원이라는 이미지를 가

지게 된다. 

39) “요사이 창경원의 두루미들의 생활”, 「매일신보」1921년 1월 7일.

40) “경사로운 창경원, 하마가 해산해”, 「매일신보」1924년 8월 26일.

41) 이종님, "동물, 리얼리티 스펙터클 메커니즘에 갇히다", 『문화과학』 76, 2013, p.232.

42) 서태정, "대한제국기 일제의 동물원 설립과 그 성격", 『한국 근현대사 연구』 68, 2014, 
pp.32-33.

43) "창경원 야앵의 초야 바람은 쌀쌀해도 화등 밑엔 인적잡담", 「동아일보」 1936년 4월 29일.

44) 오창영, 앞의 책, pp.115-121; 김현숙, 앞의 논문, p.152.

45) Yoshio Nakamura, 강영조 역, 『풍경의 쾌락: 크리에이터, 풍경을 만들다』(파주: 효형. 2007),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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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화된 자연에 대한 경험

1) 도시의 탈출구로서 자연 

1920~30년대 신문 매체들은 그 계절에 가볼만한 행락지를 소개하면서, 휴일에 일

상에서 탈출할 것을 권고한다.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시달렸던 머리를 쉬기 위해 … 

공일을 알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권유 또는 계몽46)하거나 “샐러리맨과 학생들이 

꿈속에서도 고대고대하던 행락의 휴일이라 일가단락(一家團樂)과 삼삼오오 패를 지어 

교외로 창경원으로 모여 든다”47)는 등의 기사를 통해 유원지에서의 행락을 도시민의 

당연한 욕망으로 그려낸다. 소설가 염상섭은 1920년대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을 

도회인, 즉 도시인으로 규정하고, 당시 벚꽃으로 유명했던 우이동과 창경원에서 계절

의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도회인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봄소식을 우이동(牛耳洞)에 듣고 창경원의 야앵에게 화신(花信)을 받는 서울 사람이

라 … 나는 아무리 하여도 도회인이다. 도회를 전연히 떠나서 살 수도 없고48) 

창경원의 야앵은 야생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연을 감상하

는 도시의 문화 활동이자 오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화된 자연을 접함으로써 

도시의 시민이라는 일종의 자격, 혹은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염상섭의 태도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꽃놀이가 ‘자연과 절연되어 사는’ 근대적 도시의 삶을 보충해줄 수 있는 

일종의 대리물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49) 

홍진에 묻혀 사는 40만 경성 시민의 유일한 위안처 창경원은 노란 개나리와 붉은 진

46) “명일요는 어디로, 첫여름의 들에서 록음은 부른다”, 「동아일보」1934년 5월 26일.

47) “일요의 행락 봄의 여신 내린 잔디 위에 뒹굴며”, 「동아일보」 1934년 4월 16일.

48) 염상섭, “여름밤, 소하특집 양미만곡”, 『동광』16(1927년 8월 5일)

49) 자연은 ‘완상’이나 ‘감상’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 완상은 ‘문화’, ‘오락’의 의미를 띄었으며, 근대적 
‘교양’ - 보다 잘 감상하는 기술 - 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 교양으로서의 자연 완상은 
‘도시 시민’이라는 자격을 획득하고 ‘근대적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근대적 시민’이 된다는 새로운 
공공 담론의 창출과 관련되었다. 권채린, 『한국 근대문학의 자연 표상 연구: 이상과 김유정의 
문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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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의 뒤를 이어 명물인 벚꽃이 바야흐로 피게 되었다.50)

위와 같은 기사에서 당시 창경원은 번잡한 도시와 대비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창

경원은 도시민이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도시 안에서 도시 밖 자연을 간직한 낙원’

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다. 

2) 도시의 어린이를 위한 자연 속 놀이 공간

1920년대 후반에는 5월 5일을 ‘아동애호데이’로 정해 고아원이나 육아원의 아동들

을 위해 창경원을 개방하기도 했다.51) 1930년대 들어서는 도시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원과 같은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신문 매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성

의 넓은 땅이 하나 둘 씩 주택지가 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유희 산책지가 없어 아이

들이 길거리에서 노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건상으로도 좋지 못하며,52) “자연

물과 가까이하고 싶어할만한 기분을 양성하여 쾌활한 기분에 채이게 한다는 것은 품

성을 닦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53)이며, 어린이들은 또래 동무가 있어야만 유쾌히 

놀며 또 활발해지므로 “도회지의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공원이 제일 적당한 놀이터”54)

가 된다는 등의 논리로 ‘모던’ 서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소규모 공원이

라도 ‘아동유원지’가 필요하다55)는 이야기다. 

당시 어린이들은 덕수궁, 효창공원, 파고다공원 등에서 놀았는데,56) 창경원은 어린

이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갖춰진 대표적인 놀이터57)로 겨울에는 춘당지의 스케이트장

50) “창경원 화신 야간개원은 21∼22일경”, 「동아일보」1932년 4월 17일.

51) “아동애호데이 오월오일로 정해”, 「동아일보」1928년 4월 25일.

52) “어린이유원지 소공원계획 부내 세 곳에다가 만들기로 가상(街上)유희는 위험”, 「매일신보」
1934년 3월 6일. 

53) “우선 택해야 할 것은 노는 동무와 처소, 도회지에는 더구나 아동공원이 필요합니다”, 「동아일
보」1932년 4월 9일. 

54) “가정(家庭) - 공원은 어린이의 노리터”, 「매일신보」1940년 5월 10일.

55) 복혜숙(卜惠淑), “‘모-단’서울 設計案” 『삼천리』8(1)(1936년 1월 1일). 

56) “가정(家庭) - 공원은 어린이의 노리터”, 「매일신보」1940년 5월 10일.

57) “창경원 아동운동장 나선형활주탑설비”, 「동아일보」1934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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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었다. 조선의 문명개화에 힘썼던 윤치호도 아이들에

게 동물원을 구경시켜주거나 스케이팅을 즐겼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58) 당시 도시

화를 경험하며 도시 속에 어린이들의 독립적인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싹트

는 시점, 창경원은 어린이들의 유희 공간으로도 역할 했던 것이다.  

3. 화려한 경관과 일탈의 경험

현실에서 벗어난 또다른 세계로서 ‘낙원’의 경관은 야앵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다. 당시 일본의 국화인 벚꽃(사쿠라)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벚

나무를 무더기로 심음으로써 일시에 구름같이 피었다 지는 그 화려하고도 장엄함을 

미처 보지 못했던 탓에 오직 꽃에 매료되었다.59) 벚나무가 도로를 따라 식재되어 마

치 터널과 같은 형상을 이뤄 ‘앵화 터널’이라고 이름 붙여진 풍경이 창경원의 명물이

었다. 특히 벚꽃의 개화기에 야간 개방이 시작되면서 창경원의 밤 경관은 조명 효과

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환상’을 연출했다. 

창경원 벚꽃의 야간 공개는 1924년 시작되어 1945년까지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해 실시되었다. 첫 개방 이듬해인 1925년 「매일신보」의 기사에서는 “장구한 시일

을 두고 지켜오던 완고한 관습을 버리고 처음으로 지난해 봄에 창경원의 밤 ‘사쿠라’

를 개방하여 예상 이상의 대성황의 인기를 얻”었다며 금원(禁苑)이었던 창경궁 내부

가 밤에도 개방됨으로써 대중들이 조선의 전통과 멀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야앵을 

준비했던 이왕직의 장원계 주임은 “한 가지 유감은 적당하게 넓은 마당이 없음으로 

구경거리를 흥행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동물들을 일부 옮겨 “만 명 이상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마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야앵을 계기로 본격적

인 유흥과 볼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개원 이후 매년 200주가량의 벚나무를 

보식하던 것을, 300~400주가량으로 늘려 심고 나무마다 강촉전등을 달아 작년보다 

한층 ‘불야성’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다.60) 야앵은 해를 거듭할수록 개방 구역

58) 윤치호일기 1929년 6월 1일, 1932년 1월 25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59) 오창영, 앞의 책, p.99.

60) “화신을 고대하고 있는 창경원의 불야성, 금년에는 모든 것을 확장하여 작년보다 일층 화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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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늘려가며 점점 더 화려해진다(그림 3-18, 3-19).  

박물관 광장에는 너비가 10간이나 되는 연무장을 방금 축조중인데 3만 와트의 강전광

을 조명하야 그 아래 춘당지에 반영케 하리라고 한다. 식물원의 대온실과 폭탄(포탄)

이 떨어지면서 폭발하야 화원이 나타나게 나는 듯이 표환하는 동물원의 전기장식도 

볼만할 터이며 활동사진 영사와 '엘레트로라플' 각종 방송 시설도 방금 준비 중이다. 

창경원 안에 사용될 조명전기가 18만 와트의 촉광이 환하게 비취일터임으로 불야성을 

이루리라고 한다.61)

<그림 3-18>� 춘당지의 보선과 조명 장치

자료:� “창경원야앵시설”,� 「동아일보」� 1933년 4월

23일

  
<그림 3-19>� 춘당지의 네온탑,� 입장객,� 앵화의 거리

자료:� “춘당지에 오색홍탑 화광에 월색도 무위 야앵

의 제1야”,� 「동아일보」� 1935년 4월 12일

이러한 조명 장식과 쇼는 매년 야앵 관련 기사의 초점이 되는데, “식물원 장식 온

실과 부근 넓은 정원에 참신한 조명법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하게 하고 동물원 광

한다”, 「매일신보」1925년 2월 18일;  “순종전하태람위한 조선최초 박물관 삼십여 년의 유구한 
역사 남기고 작일로 폐문된 창경원 박물관”, 「조선일보」1938년 3월 24일.

61) “창경원 화신 야간개원은 21∼22일경”, 「동아일보」1932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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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는 영화 등을 하여 일반의 흥을 돋우워 주리라 한다”62)는 한 신문 기사의 내용

은, 식물원 온실 건물과 부근 정원에 조명을 달아 어두운 밤 서양식 유리 건물이 춘

당지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겠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러한 

풍경을 배경으로 각종 공연과 영화 등 새로운 오락거리가 계획되었다.63) 셴커(Heath 

Schenker)는 19세기 뉴욕의 상업적 유원지(pleasure garden)에서 특히 야간 조명은 

그 정원들을 환상을 위한 공간(fantasy settings)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은 현실을 망각하고 일시적으로 탈출하도록 한다.64) 20세기 초반의 창경

원에서도 이러한 장치들은 중요한 경관적 특징을 형성했다. 창경원의 야앵이 거듭되

면서, 밤 오락은 화려하다 못해 현란해진 조명 아래 선정적인 볼거리가 인기를 끌었

다. 

야앵보다도 구경꾼을 집중시키고 가장 특필할 만한 구경꺼리라면 연예장일 것이니 과

연 인기는 총 집중이다. 그러니만치 이 원(苑) 안에서 제일 넓은 잔디밭에다 어느 곡

마단의 취군대(聚軍臺) 모양으로 지어 놓은 연예장이 그것이다.65)

박우석은 ‘야앵풍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창경원 이용자들을 ‘구경꾼’이라고 부르

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구경거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서 막바로 보이는 잔디밭 광장은 주위를 삑 둘른 벚꽃의 하얀 울타리

에 더한층 흥을 돋아주나 이 안에 머무르는 자 별로 볼 수 없다. 다만 “밤벚꽃”의 짧

은 시간을 흥에 겨워 뛰놀자는 풍류객(?)들이 삐루와 “월게관”을 밀수입하야 “부어라 

62) 앞의 기사.

63) “화신을 고대하고 있는 창경원의 불야성, 금년에는 모든 것을 확장하여 작년보다 일층 화려하게 
한다”, 「매일신보」1925년 2월 18일.

64) 셴커는 플레저 가든이나 테마파크 모두 현실에서의 탈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보고 있다. Heath Schenker, “Pleasure Gardens, Theme Parks, and the Picturesque” in 
Terence Young and Robert Riley eds., Theme Park Landscapes: Antecedents and Variations 
(USA: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Research Library and Collection, 2002),  
pp.71-76.

65) 박우석,  ‘야앵풍경’, 『별건곤』 62(193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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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하며 창경원이 좁다하고 떠든다. … 춘당지의 한편가에슨 청홍녹황의 찬란한 17

베돌의 유리탑은 검고 푸른 물에 광파를 던지고 인적에 잠을 깨친 금붕어들은 물위로 

솟구치며 일조의 야경을 연출한다. 그러나 이 앞으로 지나는 사람들 옆눈으로 보는 

둥 마는 둥 연예장으로 걸음을 빨리한다. 이름이 “밤벚꼿”이지 기실은 연예의 구경인 

모양. 소녀 하나가 무대에 나타나서 “촬스딴스”를 자유자재로 뽐내여 보이자 관중은 

숨을 죽이고 있는데 삽시간에 암흑세계로 되었다.66)

1930년대 이미 구경거리는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었으며, 점점 더 선정적

인 공연이 인기를 끌면서 창경원은 시민들에게 기존의 규범과 일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일탈의 낙원’이 되었다. 동시에 창경원 야앵 풍경에서 ‘염증’을 느끼

는 사람들도 늘어갔다. 

이것을 봄날의 유일한 하로밤의 환락장… 락천지…로 알고 이같이 몰려드는 경성 시

민이야말로 동정하고 싶다. 더구나 먼 지방에서 많은 비용을 써가며 올라온 사람들…

그나마 비를 만나 다 떨어진 꽃자리만 구경을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은 가엾다 못하여 

웃음이 나온다.67) 

“마치 소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이나 모아놓고” 보여줄 만한 지루한 활동사진 상영

을 꼬집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중에다 전기 가설이나 해놓고 번쩍하고 어른어른하게 

꾸며 놓은 것이나 … 식물원 연못에 불탑이나 해 놓는 것” 등은 “서울 구경 못해 본 

촌 사람 이외에는 적어도 대도회 서울 바닥 친구들이 그런 것쯤을 신통히 넋이 나가 

황홀해할 시대는 적잖이 지난 듯하다”68)고 비아냥거린다. 

그럼에도 “덕수궁의 모란꽃 창덕궁의 동문들 경복궁의 미술전람회 - 옛 궁궐에서 

청아한 하루를 회포에 젖어 보내는 것도 뜻 깊은 일”69)이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대중

66) “춘당지에 오색홍탑 화광(花光)에 월색(月色)도 무위(無爲) 야앵의 제1야”, 「동아일보」1935년 
4월 12일.

67) “본사 여기자의 불량신사 검거록”, 『별건곤』40(1931년 5월 1일). 

68) 박우석, “야앵풍경”, 『별건곤』62(193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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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거와 단절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우동선은 창경원에서는 근대의 배치를 

위해서 과거의 공간은 선별적으로 남겨지고 대부분 사라지며, 과거의 기억은 변형되

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대중은 과거를 향수하면서 동시에 무시하고 그 위에 중

첩된 근대를 향유한다70)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롭고 시선을 끌어당기는 풍경은 식민

지 현실을 은폐하고 대중은 점점 더 시각적 현란함과 향락을 욕망하거나 염증을 느끼

면서 과거와 단절된다. 

창경원이라면 누구나 다 벚꽃 구경하는 데요, 동물원 식물원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상 

이곳의 옛 이름은 창경궁! 함부로 못 들어가던 궁이었다. 이 구중궁궐이 남녀노소 다 

들어가는 공원이 되기는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융희 황제 때부터이다.71) 

위 기사에서 창경궁은 유원지가 조성된 지 20~30년 만에 지엄한 궁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공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창경원의 프로그램은 보편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창경원에서 궁궐의 상징성은 희미해

지고, 대신 “총면적이 5만5천여 평이나 되는 대낙원”72) 혹은 말초적 즐거움을 추구하

는 “하룻밤의 환락장, 락천지”73) 등의 ‘낙원’의 이미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69) “명일요는 어디로, 첫여름의 들에서 록음은 부른다”, 「동아일보」1934년 5월 26일.

70) 우동선, “창경원과 우에노공원, 그리고 메이지의 공간 지배”,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파주: 
효형출판, 2009), pp.232-233. 

71) “제2회 부인 고궁 순례를 앞두고, 창경궁”, 「동아일보」1934년 10월 25일.

72) “창경원 유래와 보신각의 거종 동양제일의 동식물원과 박물관의 옛자랑”, 「매일신보」1933년 9
월 12일.

73) “본사 여기자의 불량신사 검거록”, 『별건곤』40(1931년 5월 1일). 



- 74 -

제3절 광복 이후 유원지 문화의 답습과 놀이공원화

1. 유원지의 복구와 시설 확충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국은 미군정 체제에 놓인다. 창경원을 

관리했던 이왕직은 구황실사무청74)으로 개칭되었고, 1946년 창경원은 다시 문을 연

다.75) 식민지기 말 창경원의 동물은 전쟁에 따른 폭격 우려와 사료, 인력 등의 부족

으로 대부분 죽임을 당했다. “폐허와 같은 창경원에 그래도 하루의 봄을 즐기고자 시

민들은 가족동반하여” 찾았고76), 1950년 4월에는 하루 동안 10만1천 명이 입장하기

도 했다.77) 그러나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창경원은 다시 폐원했고 1951

년 1.4 후퇴로 대부분의 동물은 동사하거나 아사했다. 

아직 전시였던 1952년 4월 창경원은 다시 일반에 공개되었고,78) 1954년 초에는 

서울시 내에 동식물원재건위원회가 설치되었다.79)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일제가 궁궐

에 만든 동ㆍ식물원을 재건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넘치는 상춘인파를 

보고 “우리나라 유일의 동ㆍ식물원”인 창경원을 “일제 때보다 훌륭하게 건설하라”고 

격려했다고 한다.80) 1955년에는 식물원 대온실(식물본관)을 수리했고, 1957년에는 복

구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생물표본관을 보수해 개관하는 등 기존 시설을 정비해 나

갔다. 동식물원의 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창경원의 벚꽃놀이는 계속되었고 

1958년에는 밤벚꽃놀이를 재개했다.81)

74) 현 문화재청의 전신. 광복 직후 1945년 11월 미군정청에 구황실사무청이 설치되고, 1955년 6월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61년 10월 문교부의 외국(外局)인 문화재관리국으로 설
치되었다. 1999년 문화관광부의 외청인 문화재청으로 승격했다.

75) “재개된 창경원”, 「동아일보」1946년 1월 26일.

76) “앙상한 아동시설 수지만 맞추는 창경원”, 「경향신문」1950년 4월 11일.

77) “입원자 무려 11만 요금만 육백칠십만원”, 「경향신문」1950년 4월 18일.

78) “전색(戰色)어린 꽃구경 활작연 창경원의 모습”, 「경향신문」1952년 4월 23일. 

79) 위원회의 위원장은 김태선 당시 서울시장이 맡았다. “창경원동식물원 재건위원회발족”, 「경향신
문」1954년 1월 14일. 창경원동식물원 재건위원회는 1957년 해체되었다.

80) 오창영, 앞의 책, p.222.

81) “오늘부터 밤벚꽃놀이”, 「경향신문」1958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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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양화당 북측에서 내려다 본 전경.� 우측 상단은 생물표본관,�

1962.� 5.� 30.

자료:� 국가기록원

1950년대 중반이 되면 창경원에는 민간 자본이 투입된 유희 기기와 관광 시설이 

들어선다. 식민지기에 놀이 시설이 놀이터와 미끄럼틀 정도였다면 광복 이후에는 좀

더 본격적인 놀이 기구(ride)가 조성되었다. 1955년 민간 사업자가 조성한 ‘꼬마비행

기’82)가 등장했으며, 1962년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된다.83) 이후 유희 기기가 늘어가면

서 창경원은 어뮤즈먼트 파크의 성격을 갖추게 된다(그림 3-21). 1983년 창경궁으로 

중건 공사 직전에는 케이블카, 코끼리열차, 회전꽃차, 회전목마, 미니카, 회전팽이차, 

82) "꼬마비행기 등장…어린이 부르는 창경원", 「동아일보」1955년 4월 28일.

83) 이 케이블카는 16인승으로 왕복에 대인 2백환, 소인 1백환의 이용료를 받았으며, 설치 이후 5년
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창경원에 운영권을 넘기는 조건이었다. “명물 ‘케이블·카’”, 「경향신
문」1962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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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비행탑, 허니문카, 어린이자동차, 요술집, 공중기차 등 11종의 유기 시설이 있었

다. 이러한 유기 시설은 과학의 문84) 북측에서 춘당지를 가로질러 신축 맹수사 북측

에 걸쳐 운행되던 케이블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홍화문 남측 선인문 앞 어구(御溝) 서

측에서 하마사까지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다.85)

<그림 3-21>� 창경원의 유기 시설,� 1972.� 5.� 1.

자료:� 국가기록원

한편 1962년 창경원은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고궁과 함

84) 1971년 9월 9일에 창경원 경내에 국립과학관이 준공 개관되었다. 위치는 월근문 안 동측 약 
2,600평의 터로 동측과 북측이 명륜동에, 동남측은 명륜동길에 접해있으며 식민지기에는 어린이 
승마장이 있던 곳이다. 창경원과는 새로 담장을 쌓아 경계로 했다. 오창영, 앞의 책, 
pp.341-342; “재건된 국립과학관 1,500평에 3층 건물, 8일 개관”, 「경향신문」1972년 9월 5일.

85) 문화재관리국 편, 『창경궁 중건보고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9),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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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고,86) 1963년에는 사적으로도 지정되었으나, 1964년 창경

원의 동물원 영역은 오히려 확장된다. 창경원 주변의 자동차 소음에 동물들의 사상사

고가 잇따르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금단의 성역처럼 여겨오던 비원 땅(식물원 북쪽) 

약 4천 평을 창경원 원역으로 편입시켜 초식동물사를 짓고 1964년 12월 27일을 기해 

남측 담장에 연해 배치되어 있던 초식동물을 일제히 옮겼다. 이러한 확장에 대해 오

창영은 “비원 경내의 초식동물사란 본래의 수목림을 훼손치 않고 철망과 목책 및 간

단한 목조초개의 외양간 2동 20평만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87)고 

기록하고 있다. 1967년에는 60주년 기념사업 차원에서 동ㆍ식물원 개조 계획이 수립

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 1969년 11월 1일 식물온실(식물원 동서관), 하마사, 물개사 

등을 준공 개관했다. 

1970년대 창경원은 연간 관람객이 3백만 명이 넘으면서88) 1971년 10월 소위 ‘국

립동물원 설립 기본계획안’ 마련해 서울 근교에 동물원을 조성해 이전할 계획을 세우

기도 한다. 1972년 11월 문화재관리국은 창경원 환경개선계획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

해 전면 검토하고, 1975~76년 동물사 신축 공사가 이어진다. 그러나 1977년 1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공원계획안을 승인하면서 개선 사업은 중단된다.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서울대공원으로 전 동물을 이동하고 1984년 창경궁 중건 복원 공사가 시

작된다. 1983년 창경원은 본래 이름인 창경궁으로 복원된다.

광복 이후 창경원은 식민지기에 만들어진 큰 영역 구분 안에서 새로운 시설을 부

가해 나갔다. 식민지기 동물원 영역이었던 창경로(현 창경궁로)의 담에 접한 남쪽의 

넓은 지역은 동물사와 어린이 놀이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춘당지 주변은 창경원에서 

대표적인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춘당지에는 1966년 개축된 수정이 있었고, 

공중을 가로질러 케이블카가 운행되었다. 개축된 수정의 외형은 한국의 고건축 양식

86) 1962년 12월 20일 ‘건설부 고시 187호’에 따라 창경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62년에 계획공원용지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제2차의 
대규모 변경을 신청한다. 이것은 1940~1950년대 서울도시계획 중 공원계획의 총결산인 동시
에 1960~1970년대 공원계획의 출발이었다. 당시 국공유지로서 실질상 공원 기능을 발휘하는 
공개 녹지(고궁 등)는 공원 용지에 추가되었는데, 이에 따라 5개의 고궁(창경, 창덕, 종묘, 덕
수, 경복)을 근린공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서울육백년사 홈페이지. 

87) 오창영, 앞의 책, pp.305-307; “소음 피해 동물원 옮긴다”, 「경향신문」1964년 4월 25일.

88) 오창영, 위의 책,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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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기와 지붕을 얹었으나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8각정이었다. “새 

수정은 비록 한식 건물을 본 땄으면서도 이질적인 구조물인데다가 후면의 식물원 대

온실의 우아한 경관을 가리고 고궁의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다는 등 일부 비판도 있었

으나 아무튼 창경원의 새 명물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장충단공원에 있던 원각사의 

한 건물을 수정의 동편에 옮기고 야외무대를 꾸몄다.89) 식물원 주변에는 1969년 건

설한 돔식 건물 두 동이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덕정 주변에는 야외 스탠드가 

있었다. 창경궁 복원 직전 배치를 살펴보면 창경원 전체에 조밀하게 건물과 시설이 

들어찬 상태였다(그림 3-22). 

<그림 3-22>� 창경궁 중건 전 배치도

역사적 공간:� 1.명정전 2.남월랑 3.북월랑 4.명정문 5.홍화문 6.남십자각 7.북십자각 8.숭문당 9.함인정

10.환경전 11.경춘전 12.통명전 13.양화당 14.영춘헌 15.관덕정 16.선인문 17.월근문 18.집춘문 19.함

양문 49.사모정

교육 시설:� 20.장서각 47.표본관

동물원 시설:� 23.24.사료창고 25.위생병원 26-27.격리병사 28.구말집 29.하마사 30.구하마사 31.물개사

32.산양사 34.낙타사 35.타조사 37.원숭이사 38.화식조사 41.늑대사 42.홍학사 43.곰사 44.열대동물사

45.사자사 46.호랑이사 53.대수금사 54.조류사 55.콘돌사 58.맹수사 61.공작사 62.금계사 72.기린사

73.사슴사 74.들소사 75.초식사

식물원 시설:� 21.대온실 22.보일러실 67.식물원 서관 68.식물원 동관 69.난관 71.화분창고

연못 및 휴게 시설:� 56.창포휴게소 57.창포정 64.수정궁

위락 시설:� 59.케이블카 65.야외무대

유기 시설 영역:� A(코끼리열차,� 회전꽃차,� 회전목마,� 미니카,� 회전팽이차,� 회전비행탑,� 허니문카,� 어린이자

동차,� 요술집,� 공중기차)

기타:� 33.육교문 36.화장실 39.1호매점 40.사진부 48.4호매점 50.영춘헌 옆 부속창고 51.남십자각 옆

부속창고 52.무기고 60.변전실 63.과학문 66.5호매점 70.공병부 창고

자료:� 『창경궁 중건보고서:� 도판』 

89) 위의 책, 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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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흥행’ 중심의 운영과 이용

1) 쇼 중심의 동물원 문화, 식물원의 쇠퇴

광복 이후에도 창경원 동물원은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특히 1960년대에 접어

들면 동물들의 예능쇼가 인기를 끌면서90) 동물원의 교육적 측면보다는 오락적 기능이 

부각되었다. 1969년에는 동ㆍ식물원 개원 60주년을 기해 일본에서 홍학 100마리를 

수입하고 무대를 만들어 홍학 쇼를 선보이기도 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황제 왈츠

에 맞춰 1백여 마리의 홍학 떼가 보여주던 군무는 창경원의 최고 인기 프로 중의 하

나였지만”, “입장객을 유치할 욕심에서 … 공연을 강행시키는 처사는”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1974년 “‘세입이 줄더라도 동물들에게 곡예를 시키지 않겠

다’는 창경원의 결심으로” 홍학 군무, 코끼리, 물개 쇼 등의 동물 쇼가 금지되었다.91)

<그림 3-23>� 창경원의 홍학,� 1970.� 4.� 19.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 3-24>� 동물 쇼와 관람객,� 1975.� 4.� 20.

자료:� 국가기록원

동물원이 인기를 구가한 반면, 식물원은 희귀 품종을 갖추지 못해 사람들의 관심

에서 멀어져 갔다. 

90) “봄맞이 창경원”, 「경향신문」1965년 4월 3일; “창경원 상춘행락 러쉬”, 「경향신문」1973년 4
월 12일. 

91) “서울 새 풍속도 (147) 창경원 [11]”, 「경향신문」1971년 5월 1일; “춥고 긴 겨울잠서 기지개 
창경원 봄맞이”, 「경향신문」197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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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은 동물원과 함께 창경원의 2대 지주가 되어 있는 곳이면서도 별로 사람들의 

발길이 붐비지 않는 곳이다. 정문을 들어서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 맨 끝에 있다는 

입지적 악조건도 있겠지만 … 열대식물 위주인 1백 76평짜리 대온실을 가운데로 양편

에 위치한 98평짜리 아열대 식물의 서관과 난류가 주로 많은 동관 온실, 그리고 그 

뒤편에 위치한 1백 평짜리 재배온실이 식물원의 전부. 똑같은 돔식 천장의 건축양식

조차 단조롭기만 하다. 온실 보유식물은 총 3백78종7천여 그루. 국내로는 최대의 보

유량을 자랑한다지만 영국의 큐 가든 등 세계 일류 식물원은 제쳐놓더라도 외국의 식

물원들에 비하면 창경원 식물원은 오밀조밀한 소온실에 불과한 것. 더구나 외국의 손

님을 유치할만한 희귀품종이 없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사람에게마저 창경

원 식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나무는 단 한 그루뿐.92) 

2) 놀이 시설과 조용한 자연의 공존

1950년대 중반 이후 창경원에 유기 시설이 늘어나면서 창경원의 남쪽은 기계적인 

경관이 주를 이뤘지만 북쪽의 춘당지와 창포지는 운치 있는 자연을 즐기는 공간이었

다. 케인(Josephine Kane)은 롤러코스터가 어뮤즈먼트 파크의 주요한 매력 요소로 떠

올랐더라도 차분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장식적인 호수와 같은 정원적 요소가 유

지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용한 정원은 어뮤즈먼트 파크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다른 세

상에 있는 듯한’ 경험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

략이자 방문객의 시간과 소비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툴이라는 것이다.93) 

창경원 역시 “한 가족 모두가 제가끔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지 다른 유흥장

보다 값이 싸서 그런지” 생활 계층의 구별 없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특

히 창경원의 인공 연못 춘당지의 보트장은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 있었는데,94) “옛 궁

궐의 심처에서 뱃놀이를 한다는 건 서민들에게는 그 옛날 화려한 궁중생활을 현실로 

92) “서울 새 풍속도 (145) 창경원 [9]”, 「경향신문」1971년 4월 28일.

93) Josephine Kane, "Edwardian Amusement Parks: The Pleasure Garden Reborn?," in The 
pleasure garden: from Vauxhall to Coney Island, Jonathan Conlin e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230-232.

94) “서울 새풍속도 (137) 창경원 [1]”, 「경향신문」1971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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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보는 착각에 사로잡힐 만큼 흐뭇한 일”95)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림 3-25>�춘당지의 뱃놀이,� 1969.� 5.� 9.�

자료:� 경향신문사

3) 밤벚꽃놀이의 흥행과 무질서

광복 직후 창경원은 동물과 식물이 부족했던 대신 동ㆍ식물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각종 전람회, 체육경기, 경연대회, 그리고 연예 단체들을 유치해 공연을 열곤 했다(그

림 3-26, 3-27). 당시의 구황실 유지는 거의 창경원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는데 

특히 원내 매점 임대료는 세입원으로 큰 몫을 감당하고 있었다.96)

95) “서울 새풍속도 (149) 창경원 [13]”, 「경향신문」1971년 5월 4일.

96) 해방 후 1940년대 후반 5년 동안의 창경원은 지난날 암울했던 때와는 달리 연일 희망에 들떠 
자유를 구가하는 시민들로 흥청거렸다. 오창영, 앞의 책, p.207; “빙상대회”, 「동아일보」1946
년 1월 17일; “우리의 지도자·혁명투사와 함께 마지하는 다채로운 행사”, 「동아일보」1946년 
3월 1일; “봅거의 제전 창경원에 특설무대”, 「동아일보」1946년 4월 18일; “창경원의 야간관
화회 입일부터 오월오일까지 개최”, 「동아일보」1946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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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봄맞이 공연 광고

자료:� 「동아일보」� 1946년 4월 21일  
<그림 3-27>� 꽃놀이 프로그램 광고

자료:� 「동아일보」� 1947년 4월 9일

<그림 3-28>� 야외무대에서 열린 봄맞이 시민위안

월드컵쇼,� 1975.� 4.� 20.�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 3-29>� 봄맞이 시민위안쇼에 모인 인파,�

1975.� 4.� 20.

자료:� 국가기록원

조선공제회에서는 벗꽃봉오리 미소를 띄우는 양춘가절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하루의 즐거움과 그립던 조국의 땅을 밟은 전재동포에게 위안을 주고자 서울시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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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입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창경원에서 ‘신춘꽃노리’를 개최중인데 이 꽃노리에는 

‘무궁화’, ‘신신’, ‘새별’, ‘나미라’ 등 저명한 가극단의 대합동 공연과 기타 일류 가수 

찬조 출연 또는 줄타기 만담 등 다채로운 '푸로'로 일반의 인기를 끌고 있다.97) 

1924년 야간 공개를 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된 야앵은 중지되었지만 

광복 이후 창경원은 각종 단체가 주최하는 공중을 위한 행사가 열리는 장소였다. 이

에 창경원이 저속한 흥행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흥행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었다.98) 시민들은 “돈벌이에만 치중 말고 일반 세궁민도 혜택을 입도록 널

리 개방하는 의미에서 입장료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창경원 내 매점의 바가

지 판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99) 그러나 1970년대까지도 ‘시민위안쇼’라는 이름으로 

야외무대에서 공연이 열리곤 했다(그림 3-28, 3-29). 

1958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밤벚꽃놀이가 재개된다. “밤꽃놀이를 위해 창경원에는 

19일까지 이미 약 6백 개의 전등과 30개의 써치라이트 그리고 텔레비죤이 벚나무와 

길에 가설되었으며 식물원 앞 춘당지에는 휘황찬란한 '네온'이 장식”되었다.100) 식민

지기의 야앵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밤벚꽃놀이 기간에는 데이트를 즐

기는 남녀와 음주가무를 즐기며 모임을 갖는 사람들, 춘당지의 수정에서 식사를 하는 

수많은 인파가 창경원에 모였다(그림 3-30).101)

1970년대 창경원의 밤벚꽃놀이는 좋든 싫든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시민들의 축

제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요란한 고고 리듬이나 니나노 가락에 

흥청대는 모습, 바가지 상혼과 폭력, 유객 행위, 젊은 남녀의 대담한 애정 행각, 주류 

판매나 음주 행위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그림 3-31, 3-32). 

97) “신춘 꽃노리 창경원서 공연중”, 「경향신문」 1947년 4월 23일.

98) “창경원의 흥행 금후불허방침”, 「경향신문」1947년 4월 19일; “저속한 흥행장화”, 「동아일보」
1949년 4월 18일; “앙상한 아동시설, 수지만 맞추는 창경원”, 「경향신문」1950년 4월 11일.

99) “창경원장에 일언(一言)”, 「동아일보」1955년 5월 14일.

100) “오늘부터 밤벚꽃놀이”, 「경향신문」1958년 4월 20일.

101) “인파…인파…인파＝창경원의 밤 벚꽃놀이 첫날부터 성황”, 「동아일보」1959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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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야간 개방 기간 춘당지를 바라보며 술을 마시는 시민들,� 1971.� 4.� 17.

자료:� 경향신문사

<그림 3-31>� 만개한 벚꽃 아래 담소를 나누는 시

민들,� 촬영일자 미상.

자료:� 경향신문사

  
<그림 3-32>� 벚꽃을 구경하며 춤을

추는 청소년들,� 1968.� 4.� 17.

자료:� 경향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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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원 관리사무소 측으로는 한 대목이요 한해를 건 대사업이기도 한 밤벚꽃놀이. 

이 기간 동안 입장객수는 1년 입장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1백50여 만 명”에 이르렀

다.102) 오창영의 기록에 따르면 1970년대 창경원의 주요 운영 목표는 세입 증대였기 

때문에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으므로103) 밤벚꽃놀이의 흥행을 위

해 음주를 단속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3. 유원지 문화의 ‘건전’화

1970년대 말이 되면 흥행 중심의 유원지 운영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쟁 상대의 등장이다. 1973년 어린이대공원 개장 이후 창경원의 방문객은 

현저히 줄어들었다.104) 1976년에는 용인에 민간 유원지인 용인 자연농원이 문을 열었

다. 

창경원은 서울 최고(最古)의 공원이자 최대(最大)의 유락장이었다. 코끼리의 재롱, 원

숭이의 곡예, 홍학의 윤무 등이 관람객들의 즐거운 눈요기가 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창경원으로부터 '유락(遊樂)'이라는 말을 쏙 뽑아 버렸다. “창경원

은 사적지입니다. 3개의 지정실물과 동물원, 식물원, 장서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존하고 잘 키워서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죠. 이곳은 쇼우장이 아

닙니다.” 사무소장 전영동 씨는 시민들 가운데 아직도 창경원의 성격을 오인하고 있

는 사람이 많다고 말한다. 홍학의 윤무를 왜 하지 않느냐고 볼멘 항의를 해오는 사람

도 있지만 동물 애호 정신을 지켜나가는 국립 동물원으로서는 용인에 있는 사설 동물

원처럼 흥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105)

102) “서울 새풍속도 (137) 창경원 [1]”, 「경향신문」1971년 4월 17일.

103) 오창영, 앞의 책, pp.336-340.

104) “초만원 행락인파”, 「매일경제」1973년 5월 7일.

105) “서울凹凸 (2) 겨울昌”, 「동아일보」 1977년 12월 8일.



- 86 -

1977년 「동아일보」에 실린 당시 창경원사무소장의 인터뷰를 보면 창경원은 문

화재가 있는 공원이자 국립 동물원이라는 인식을 부각하면서 관람객들의 눈요기를 위

한 ‘흥행’은 자제하고 ‘유락’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사설 동물원과 그 성격을 구분한다. 

당시 식물원, 동물원, 어린이동산 등을 갖춘 용인 자연농원은 멧돼지 곡예쇼와 공작의 

공중 쇼, 라이언 사파리 등이 주목받았다.106) 과거 창경원이 서울 시민의 ‘유일한 놀

이터’였다면 1970년대에 접어들면 놀이 공간이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창경원은 공원

이자 사적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는 정부의 단속과 시민의식 혹은 시민 문화의 변화 때문이다. 정부는 꾸준히 

유원지에 경찰을 배치하거나 전국 유원지 단속을 통해 ‘공중도덕’을 강조하며, 고성방

가, 음식물 투기, 풍속사범, 바가지 등을 적발했고107) 1975년에는 ‘유원지 퇴폐 행위 

단속 8개항’ 등을 마련해 ‘퇴폐풍조’를 바로잡겠다고 나서기도 했다.108)

그밖에 ‘건전한’ 놀이를 보급하면서,109) 시민들의 “밤벚꽃놀이를 즐기는 양상도 크

게 달라졌다. 직장단위나 그룹을 지어 장시간 가무음곡으로 흥청거리는 모습은 볼 수 

없고 가족끼리나 아베크족이 잠깐 머물다가는 경우가 많다. 낮놀이도 마찬가지”였

다.110) 

106) 1977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총 200만 명의 인파가 고궁과 야외 등지를 찾았는데, 어린이대
공원에 73만5천 명, 창경원에 36만5천5백 명, 용인 자연농원에 12만5천 명이 입장했다. “‘동
심인파’ 2백만”, 「경향신문」1977년 5월 6일; “17일 문 여는 용인자연농원 야산개발, 대규모 
종합공원”, 「경향신문」1976년 4월 15일.

107) “유원지에 주재소 명랑한 나들이 위해”, 「경향신문」 1962년 3월 10일; “상춘의 윤리”,「동
아일보」1970년 4월 28일.

108) “퇴폐 행위 단속”, 「경향신문」1975년 5월 30일.

109) “명랑하고 건전한 놀이를…”, 「경향신문」1971년 4월 15일.

110) 전만길 기자, “창경원 올 행락인파 이백만 봄맞이 기간 북새통 팔주의 낙수”, 「동아일보」
1974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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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창경원(昌慶苑)은 일제가 조선의 식민화 계획에 따라 창경궁(昌慶宮)에 박물관과 

동ㆍ식물원을 계획하면서 조성된 유원지다. 1909년 개원한 창경원은 1983년 창경궁 

복원이 시작되어 서울대공원으로 동·식물원을 이관하기 전까지 70여 년간 유원지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창경원을 조성했던 일제는 표면적으로는 순종의 즐거움을 위한 ‘어원’이자 ‘대중을 

위한 오락장’이란 두 가지 목적을 내세웠으나, 내적으로는 지엄한 궁궐을 대중의 문화 

공간이자 오락 공간으로 만들어 장소의 상징성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과

적으로 창경원은 신분과 성별, 계층과 상관없이 대중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으며 경성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명소의 하나가 되었다. 동시에 창경원

은 당시 공원과 달리 입장료를 받는 공간이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넓은 궁원은 일상을 영위하는 바깥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 

다른 곳’ 즉 낙원과 같은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기존 

창경궁의 여러 전각이 헐리고, 서양식 온실인 식물본관과 박물본관 같은 근대적 건물

이 세워진 것 외에도 경관 상 큰 변화는 춘당지와 같은 인공 연못이 조성되고, 주요 

길에 벚나무가 열식되어 일본식 경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주요 외부 공간에 

화단이나 서양식 정원이 꾸며졌다. 1930년대에 이르면 아동운동장이나 말운동장과 같

은 어린이 놀이 공간도 만들어진다. 

낙원으로서 창경원의 대표적 이미지는 ‘이국적 자연’이었다. 새로운 시설이었던 식

물원과 동물원은 과거에는 왕과 귀족만 보고 즐길 수 있었던 외래 식물과 희귀한 야

생동물을 전시해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대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설

은 꽃관상이나 동물 구경 같은 새로운 대중오락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도시민이 자연

과 만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특히 야간 개방 기간 창경원의 경관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조명 아래 꽃이 흐드러

지게 핀 벚나무, 각종 공연과 영화 상영, 먹을거리 등이 복합되면서 현실과는 다른 들

뜬 환락의 공간이라는 ‘환상’을 제공한다. 불야성을 이룬 창경원에서 사람들은 현란하

고 선정적인 볼거리에 경도되었고, 창경원은 무질서와 일탈이 용인되는 낙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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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광복 이전 창경원의 공간 이용

자료:� 창덕궁평면도(1936~1945년 추정)� 위 연구자 작성

<그림 3-34>� 광복 이후 창경원의 공간 이용

자료:� 창경궁 중건 전 배치도 위 연구자 작성

창경원을 조성했던 일본인이 물러간 이후에도 창경원의 인기는 지속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동물원 시설이 창경원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유원지의 영역도 확장되었다. 

특히 민간 자본이 투입된 유기 시설, 케이블카와 야외무대 같은 위락 시설이 들어서

면서 창경원은 국내 최초의 놀이공원이 된다. 식민지기와 비교해 광복 이후 창경원의 

경관은 한층 복잡하고 인공적으로 변화했다(그림 3-33, 3-34). 기존의 정원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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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들어선 움직이는 놀이 기구는 낯설고 신기한 경관과 체험을 경험하도록 했다. 

식민지기 창경원이 제공했던 ‘이국성’이란 환상은 우리 주변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것, 새로운 것, 신기한 것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식민지기 창경원이 ‘볼거리’

를 제공하는데 치중했다면, 광복 이후 창경원은 유희 기계를 통해 ‘체험’이라는 새로

운 즐거움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운영 면에서는 사실상 동물 쇼나 밤벚꽃놀이, 각종 연예 행사 등 영리 추구에 집

중하는 등 상업 논리에 의해 좌우되었다. 식민지기 유원지 운영의 관성은 광복 이후 

더욱 확고해졌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공급자이자 문화의 주도자가 식민지기에는 식

민 당국과 이왕직이었다면 광복 이후는 경제 성장과 시민 의식을 개량하려던 국가 주

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용 문화뿐만 아니라 유원지를 통해 국민을 

교육하고 놀이 문화를 제어하려는 공공의 방식 또한 관성으로 남아 상당 기간 지속되

었다. 한편, 1970년대 말이 되면 흥행 중심의 유원지 운영 방향이 좀더 건전한 문화

를 지향한다. 이러한 창경원의 변화는 순수하게 자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과거 영리 추구를 위해 일탈과 방종을 사실상 묵인했으나 새로운 놀 거리를 제공하는 

신설 유원지와 공원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여기에 국민의 여가 문화 개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덧붙여져 ‘건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볼거리나 놀이 기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욕구나 흥행 위주의 유원지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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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월미도유원지: 해변 휴양지의 상품화1)

제1절 월미도유원지의 조성

1. 조성 의도와 과정

인천의 제물포는 1883년 개항되었다. 제물포는 부산(1876), 원산(1879)에 이어 3

대 개항장 중 하나였으며, 비록 인천은 부산이나 원산보다 늦게 개항장이 되었지만 

서울의 관문이라는 지리적ㆍ전략적 요충지였다. 개항 이후 제물포와 한성의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이 부설(1899)되고 이와 연결되는 항만이 확장ㆍ수축(1906)되었다. 제물

포 중심의 작은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였던 인천은 거대한 항만 도시이자 중공업 

단지와 농업 단지를 배후에 둔 산업 도시가 된다. 수백 년 동안 한적한 어촌이었던 

제물포 일대는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도시가 되었다.2)

1915년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발간된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仁川鄕土史料照査事
項)에는 ‘여름의 인천’이란 항목이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여름철 인천에는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혹은 고기잡이나 수영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인천의 인

사들은 바다를 찾는 사람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

다.3) 월미도에는 유원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름철에 유료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

었다.4) 조선 시대에도 여름이면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겼겠지만, 이 시기 유료 해수욕

장은 탈의실, 휴게소, 수영복이나 낚시 도구 대여점이나 요리점 등 근대적 시설이 갖

춰진 곳으로 “몸뚱이에 수건 하나만 들고 가면”되는 곳이었다.5) 당시에는 신문사 주

1) 본 장의 제1절과 제2절은 다음 학술논문을 발전시켜 작성했다. 김정은, “일제강점기 월미도유원지
를 통한 행락문화의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2(5), 2014, pp.134-147.

2)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 1: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
년』 (인천: 인천광역시, 2013), pp.17-19.

3) 今井猪之助 외 편저, 이동철 외 역 『인천향토자료조사사항(仁川鄕土史料照査事項)』 (인천: 인
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7), p.441.

4) “인천의 해수욕, 오는 일요부터 시작”, 「매일신보」1917년 7월 27일; “서늘한 인천의 하계, 해수
욕의 대번창”, 「매일신보」1918년 8월 1일.

5) “서늘한 인천의 하계, 해수욕의 대번창”, 「매일신보」1918년 8월 2일; “인천월미도 해수욕?, 그
저께 공일날은 매우 번창하였다”, 「매일신보」1920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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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로 해수욕단을 모집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때 경성과 인천 사이에 임시 열차가 편

성되기도 했으며,6) 해수욕장 시설은 인천상업회의소에서 만들기도 했다.7) 즉, 인천 

해수욕장 운영은 신문사와 철도 회사, 인천의 상공업자 등 여러 주체와 연관되어 있

었다. 이후 월미도유원지의 조성에도 여러 주체가 관여한다. 인천부를 비롯해 남만주

철도주식회사(약칭 만철) 같은 철도 회사, 민간 회사인 월미도유원주식회사, 그리고 

지역 단체 등이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조성과 운영에 관여했을 것이라 추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원지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주체의 역할과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인천부의 공원 계획

월미도를 유원지화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1917년 무렵부터 찾을 수 있다. 이는 

월미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방파제 건설과 맞물려 있다(그림 4-1).8) 인천부는 인천역

에서 월미도 사이를 잇는 방파제를 건설해 육지와 월미도를 연결한 뒤 해수욕장, 단

풍, 사쿠라 등 여러 가지를 설비해 월미도를 인천의 대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

다.9) 인천부는 철도국에 월미도의 철도 용지 121,300평을 20년간 무상 임대하기로 

협의하여 1918년에 공사에 돌입한다. 이와 동시에 월미도에 사쿠라(벚나무) 15,000그

루, 상록수 110,000그루를 식재할 계획을 세우고, 해군저탄장 뒤 공지 약 1,000평에 

큰 운동장을 만들고 포플러와 아카시아를 식재할 계획을 세운다.10) 월미도 자체를 큰 

6) “본10일에 개장하는 경성일보 매일신보 주최 인천해수욕장”, 「매일신보」1912년 7월 10일; “유
쾌한 차중여흥(車中餘興)과 상쾌한 해수욕”, 「매일신보」1921년 8월 14일. 

7) “인천 해수욕장, 월미도로 결정됨”, 「매일신보」1918년 6월 27일.

8)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군 임시철도감부는 군수품 수송을 목적으로 월미도와 인천역을 연결하는 
철교 조성을 7월 26일 착수해 6개월 후인 1905년 2월 개통했다. 그러나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
고, 경부선, 경의선이 차례로 개통되자 이 철교는 필요 없게 되었고, 철교의 기반석 때문에 쌓인 
토사가 인천항으로 유입되어 준설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자 1911년 무렵 모두 철거하여 월미도
는 다시 섬으로 돌아갔다. 仁川府, 『仁川府史』 (仁川: 仁川府, 1933), p.544. 추교찬, “월미도유
원지와 경인선”, 『인천문화연구』 6, 2008, p.64에서 재인용.

9) “인천방파의 제(堤), 연장이 근 8백보 장차 월미도에 공원을 만들 이상”, 「매일신보」1917년 7월 
29일.

10) “월미도에 식림”, 「매일신보」1917년 8월 12일; “인천 월미도의 대공원, 금년부터 착수”, 「매
일신보」1918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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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으로 조성해 봄이면 “월미도가 꽃 속에 묻히는 장관”을 만들어 인천뿐만 아니라 

경성과 용산의 유락지로 만들 의도였다.11) 1920년경에는 인천 월미도의 벚꽃이 만개

하는 시점에 남대문에서 인천 간 왕복 임시 열차를 운행12)하는 등 철도국과의 긴밀

한 협조 관계 아래 월미도를 벚꽃 명소로 만들어 간다.  

<그림 4-1>� 월미도와 인천역을 연결하는 제방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부는 월미도 전체를 행락지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 해 나가면서 두 명

의 일본인 조경가를 불러 공원계획안을 만든다. 첫 번째는 임학박사 타무라 츠요시

(田村剛)13)다. 그는 1921년 4월 월미도를 방문해 조사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 공원 

11) “화(花)의 명소, 인천 월미도”, 「매일신보」1918년 4월 13일.

12) “인천 월미도 임시관앵열차(臨時觀櫻列車), 18일부터 운전”, 「매일신보」1920년 4월 16일.

13) 타무라 츠요시(1890~1979)는 일본 근대 조경학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제도를 
탄생시켜 ‘일본 국립공원의 아버지’로 일컬어진다. 이후에 월미도공원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초빙
되는 혼다 박사의 제자이며, 1917년 남산공원 설계를 위해 혼다 박사와 함께 남산공원기본조사
를 실시하기도 했다. 타무라는 1935년 금강산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고 건의
하기도 했다. 日下部甲太郎, “国立公園の父: 田村剛(日本のランドスケープアーキテク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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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을 보냈다. 

약 40만원을 들여 이상향으로 하기를 목적하고 그 실현이 되는 때는 동양의 낙원이라

고 칭할만하게 또한 청도의 설비와 조금도 손색이 없게 소위 동양에 하나가는 설비를 

한다는데 직수족관과 운동장과 큰 화단(大花壇) 야외극장, 해수욕장, 전망대, 쇼동물

원과 가축원이요.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소요할 도로 등 가장 이상적 설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하야는 불원에 부협의원 기타 유지와 상의하고 실행 방법

을 의논할 터이라더라.14)

타무라의 설계안은 전망대, 야외극장, 쇼 동물원, 수족관, 가축원, 해수욕장, 운동장 

등의 유희 및 운동 시설과 대규모 화단이 있고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회유 도

로를 제안하고 있다. 타무라의 공원 설계안 도면은 발견되지 않아 실제 타무라의 구

상대로 공원이 조성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이후, 1922~1923년 만철과 월미도

유원주식회사가 조탕과 해수풀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1923년에는 인천부에서 운영하

는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졌으며,15) 여름에 이용되는 인천 임해학교16)와 부속 해수욕장

이 들어섰다.

1928년 인천부에서는 또 다시 월미도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임학박사 혼다 세

이로쿠(本田靜六)17)를 초빙한다. 혼다 세이로쿠는 1917년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京
Journal of the Japanese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60(2), 1996, p.105; 손용훈ㆍ서
영애, “1917년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의 삼림공원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4), 2012, p.24; 한범수, “국립공원지정”,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14) “월미도공원, 동양에 일대낙원, 조선에는 처음 됨”, 「매일신보」1921년 6월 21일.

15) “인천월미도에 대운동장 완성”, 「조선일보」1923년 7월 20일.

16) 1923년에는 “여름휴가 중 어린이로 하여금 광대한 대자연을 접함으로써 심기를 연마하고 일정의 
규율 하에 심신을 단련해 쾌적함 속에서 실제적인 지식 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인천임해학교가 
개교한다. 이 학교는 애국부인회 인천지부와 일부 독지가 그리고 간호부인회 인천지부 사업부의 
시설로써 인천교육회가 후원하고, 경성방면의 원조를 얻어 설립되었다. 仁川敎育會, 『仁川鄕土
誌』 (仁川: 仁川敎育會, 1932), p.25. 본 논문에서 이 책의 번역은 다음을 따름. 인천광역시 역
사자료관, 역주 인천향토지 (인천: 인천광역시, 2005).

17) 혼다 세이로쿠는 1866년 사이타마 현 출생으로 1889년 도쿄농림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독일에서 신학문인 임학과 공원을 접하고, 일본으로 돌아와 도쿄제국대학(현 도쿄대학) 
조교수로 재직한다. 뮌헨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의 공원계획과 지역계획에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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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府南山公園設計案)’을 작업했으며 당시 조선에서 제자인 타무라와 함께 활동했다. 

이듬해에는 혼다 박사의 계획안에 따라 각종 수목을 정비하고 섬 남부에 녹원(鹿苑)

을 설치하기 위해 노루와 사슴 등을 구입하기도 한다.18) 혼다의 월미도공원계획안 역

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각 시설의 배치나 식재 계획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

라서 타무라와 혼다, 이 두 사람의 계획안이 실제 월미도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1932년 무렵 인천부의(仁川府議)에서 이 두 사람의 설계

안 중 어떤 안을 택하였는지에 관한 질의가 나오고, 이에 관해 의장은 “전에는 타무

라 박사의 설계를 전용하였으나 현재는 양자를 공용”하고 있다고 답했다.19)

1932년 발간된 인천의 긴요문제(仁川の緊要問題)에서는 다수의 인사가 인천의 

번영책으로 월미도의 시설을 확충해 유람객을 흡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부윤 

마쓰시마 키요시(松島 淸)는 “월미도가 있어 유람객이 매년 급증하여 작년의 경우, 실

로 10만을 돌파하는 성황을 보았지만 현재의 시설로는 지금 이상의 유람객을 흡수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현황을 파악한다. 이에 월미도의 산허리에 선회도로를 만들

어 유람객들이 자동차로 산을 오를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도 역시 월미도로”로 사

람들을 모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 철도국 부

참사인 이나가키 타마사부로(稻垣玉三郞) 역시 “해수탕의 동계영업 지속, 대운동장 

신설 등으로 춘하추동 언제든지 경성의 인사는 물론 기타 각지의 유람객을 흡수”하자

고 이야기한다.21) 변호사인 다나카 카시치(田中嘉七)는 “불황의 바닥에 있는” 인천의 

경영적 개념이 포함된다. 이후 1893년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조교수로 취임하고, 1899년 도쿄
제국대학에서 ‘삼림식물대론(森林植物帶論)’이란 논문으로 일본 최초 임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00년 도쿄제국대학 농학대학 교수로 취임했으며, 도쿄제국대학 내 경원학(景園學)이란 강좌를 
열어 조경 교육을 처음 시작했다. 혼다는 1900년 일본 최초 서양식 공원인 도쿄 히비야 공원(日
比谷公園)을 설계했으며, 이후 임학자로, 공원 계획설계가로 일본에서 폭넓게 활약했다. 손용훈
ㆍ서영애, 앞의 논문, pp.24-25.

18) “월미도공원 혼다(本田)박사 실사”, 「매일신보」1928년 9월 28일; “月尾島에 록(鹿)을 방목 노
루도 구입”, 「매일신보」1929년 4월 26일.

19) “세입미진의 질의, 월미도 부유지를 별장지로 개방하라, 소채시장의 중국인독점은 불가, 인천부의
제이일 (속회)”, 「매일신보」1932년 3월 26일.

20) 古川文道 편저, 김락기ㆍ이지영 역, 『인천의 긴요문제(1932)』 (인천: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6), pp.79-80. 

21) 위의 책,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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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을 위해서는 축항을 대확장하고, “적어도 50만 명의 유람객을 유치”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풀을 확장하고, 매점을 개선하고, 서양식의 관현악이 있

는 큰 카페 등을 설비할 것을 주장한다.22) 

월미도를 별장지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럿 있다. 인천부회의원 인천상공회

의소 의원 이마무라(今村覺次郞)는 인천의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월미

도를 별장지로 개방해 경성 시민을 흡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3) 인천부회의원 가쿠

(加來次夫)는 인천 전 지역을 주택과 별장지로 만들어 “협소하고 살기 어려운 경성의 

인사를 불러 인구의 증가를 도모하”자고도 주장했다.24) 식산은행 인천지점장인 츠치

야 다이스케(士屋泰助) 역시 “인천을 경성의 교외주택지로 하고, 월미도를 개방하여 

별장지답게 함으로써, 인구증가”를 꾀하자고 이야기한다.25)

인천의 긴요문제는 인천부나 철도국의 인사들, 인천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월미도에 대한 논의와 생각을 드러낸다. 즉, 월미도 

개발을 통해 인천의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식민지 개척이자 이윤 

창출을 위한 시도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인을 위한 지역 계획은 아니었음은 

후술할 여러 일본인 중심의 경영 방식에서 드러난다. 

이후 1936년 인천부는 ‘관광 인천’이라는 슬로건 하에 간석지를 매워 오락 시설이

나 유곽과 같은 향락 시설을 계획하기도 한다. 

인천부에서는 최근 부회의원간담회에서 월미도 개량위원회를 조직하고 나가이(永井) 

부윤의 입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중인데 현재의 월미도 검역소 앞 간석지 2만평

을 메워서 이곳에 극장 유희장 요리점 기타 오락시설을 하고 소월미도 일부를 메워서 

현재의 부도 유곽을 이곳에 이전하는 동시에 월미도의 동남 해안을 매립하여 해변을 

끼고 도는 주회도로를 설치하며 월미도 검역소 부근 일대를 별장지대로 개방하야 전

기 수도를 설비하는 등 월미도 전체를 장차 낙원화 하여 경인 시민의 향락에 제공하

22) 위의 책, pp.94-95. 

23) 위의 책, p.103. 

24) 위의 책, p.139.

25) 위의 책,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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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것으로 미구에 구체안의 실현을 보게 될 모양이라 한다.26) 

 

좀 더 광역적인 구상도 있다. 1938년 6월 발간된 월간 인천에는 당시 조선총독

부에 재직했던 고타니 마스지로(小谷益次郞)가 ‘인천의 관광사업론(仁川の觀光事業
論)’이란 글을 기고했다. “제아무리 풍광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를 찾는 관광객이 없다

면 풍광의 가치는 퇴색된다. 이 자연 속에 각종 인문적 요소, 즉 풍경과 융합되는 각

종 시설이 배치되어야 비로소 경승지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월

미도-문학산-송도를 잇는 대규모 관광 루트를 결성하고, 이를 위해 도로를 건설하고, 

월미도에는 “케이블카 안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분명 유람 기분을 훨씬 더 고취시켜 

줄 것”27)이라며 케이블카 설치를 권유하고 있다. 즉, 유원지를 관광지의 하나로 파악

하고 있으며, 경치 감상을 유원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유원지

와 관광지를 지역의 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보면, 월미도 계획 초기에 ‘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당시 

공원이 지향했던 교육적 가치나 휴식, 위생 등에 대한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월미

도에 관한 논의의 내용은 좀 더 많은 유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오락 시설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유원지 역시 공원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

문에 월미도유원지 개발 의도의 상당 부분이 수익 창출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공원으

로 불렸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 만철과 유원주식회사의 시설 조성

1922년 4월 월미도와 제물포 사이의 방파제가 조성되면서 인천역과 월미도가 육

로로 연결되었다.28) 같은 해 월미도의 명물이었던 조탕이 만철29)에 의해 만들어진다. 

26) “승지(勝地) 월미도를 일층 낙원화 계획 환락경(歡樂境) 신설별장지대별설(別設)”, 「매일신보」
1936년 4월 15일.

27) 小谷益次郞, “仁川の觀光事業論”, 월간 仁川, 1938, pp.12-13. 

28) 추교찬, 앞의 논문, p.67.

29) 1922년 당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약칭 만철) 경성관리국은 조선국유철도의 경영을 위탁받아 관
리를 맡고 있었다. 일본은 1906년 만철을 설립해 광대한 철도 부속지를 포함하는 만주 침략의 
국책회사로서 운영했다. 식민지기에 철도 경영 주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1905~1909년에는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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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철은 섬의 북단 2,500여 평의 지역에 총공사비 18만 원을 들여 공중 욕실과 식당, 

스테이지 등을 갖춘 본관과 해수풀 등의 시설 조성에 착수해 1923년 7월 초순에 완

성하고, 11월에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齊藤實)30)의 시욕 후 공개했다.31) 

한편, 1922년 인천의 하기야(萩谷壽夫)와 고토(後藤連平)는 대도시 근교의 바닷가

에 접해 있어 대중적 오락지로 해수탕을 경영하기에 적당한 월미도에 목욕탕을 건설하

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향락 시설을 갖추어 바다의 유원지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으로 

당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인천부의 방침에 부합되었기에 이후 1923년 4월 자본금 30

만 원으로 월미도유원주식회사를 창립한다. 사업 지역은 축제직선로를 경계로 하여 북

쪽 만철 욕장 사용지 인근까지의 6,300여 평으로, 이 토지는 경기도지사의 양해를 얻

어 인천부 공원지 사용 조례에 따라 인천부윤으로부터 20년 사용 허가를 받는다.32) 

1923년 6~7월 경 이러한 두 회사의 유원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월미도

역 대합실과 과선교(誇線橋)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등 주변 지원 시설이 정비되고, 

기존의 기차 시간도 조정되었으며 궤도차도 추가로 운행을 시작했다.33) 

그리고 이즈음부터 월미도유원지의 경영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오

기 시작한다. 이듬해인 1924년 월미도유원주식회사의 사장 가쿠(加來榮太郞)는 만철

경성관리국에 대해서 모든 섬의 경영통일화가 긴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경영 사업 

일체를 유원회사에 위탁하도록 간청하여 1924년 4월 만철이 운영하는 조탕의 업무를 

유원회사가 계승해 개업했다. 당시 여러 신문에서는 “독립경영이 곤란한” 유원주식회

부에서, 1910~1917년에는 총독부 철도국, 1917~1925년에는 만주철도에서 한국철도를 관할했
다. 그 후 다시 조선총독부에서 관할하여 광복 이전까지 이러한 체제가 계속되었다. 이용상ㆍ정
병현,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철도성격규명에 관한 정성적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5(3), 2012, pp. 307-308.

30) 1919년에 3.1운동을 겪은 일제는 당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조선총독을 면직하고 제3
대 조선총독에 사이토 마코토를 임명한다. 1919년 8월 조선에 부임한 마코토 총독은 총독 정치
를 종래의 헌병정치, 무단정치에서 이른바 문화정치, 내지연장(內地延長)주의로 변경했다. 서울특
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2천년사 28: 일제강점기 서울의 경제와 산업』 (서울: 서울역사
편찬원, 2013), p.43. 

31) 仁川敎育會, 앞의 책, pp.276-277. 

32) 仁川敎育會, 위의 책, pp.276-278. 

33) “월미도공원의 준공기: 경인간열차시간도 개정할 터, 가장 경치가 좋은 월미도공원 전부가 완성
되기는 6월 초순”, 「조선일보」1923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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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유원지를 경영하는 문제를 두고, “적은 자본을 가진 유원회사가 만철의 경영보

다 어떠한 점으로던지 못할 것이며”, “순영리적이지 않았던 만철의 손에서 일개 빈약

한 영리회사의 손으로 의탁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34) 즉, 상대적으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철도 회사에서 민간 회사로 경영이 위탁되면 더 영리 추구에 집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다.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유원지 내에 설치된 수십 개의 매점은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

으며 1924년부터 한 개의 매점만 조선인에게 허가한다는 유원회사의 방침에 “이것이 

그 소위 월미도의 낙원화”35)이냐며 개탄하기도 한다. 

그 이후, 1925년 7월 간이식당을 철거해 욕장 앞으로 이전하고 대형 객실(다다미 

100장이 깔린 객실)로 개조해 대중적인 피서장을 보완했다. 1927년 과수원 지역의 일부

에 피서용 방갈로식 별장 여덟 동(10호, 일본식 단층 총평수 170평)을 건축하고, 다시 

1928년에는 총면적 248평의 일본식 3층 호텔을 욕장 앞 바닷가 일부를 매립해 건축(1

층 5실, 2층 5실 외 사무실 기타, 3층 8실의 각 다다미 8장이 깔린 객실 및 부속 베란

다를 갖추고 또한 지하 약 55평의 공간에는 수족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을 하는 동시

에 풀장 앞의 간석지에 40×50m, 수심 2척에서 15척, 용량 2만 5천석의 자연 해수 이

용식 대형 풀을 완성(철도국에서 시공)했다. 1929년에는 해안의 빈 공간 약 100평을 정

리해 아동 유희장을 만들어 통속적인 운동 기구 8종을 배치했다. 1930년에는 대형 객실

을 제거하고 2~3층 건물의 대규모 피서 연회장과 대중 오락실, 독서실, 연예장 등의 신

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재계가 극도로 부진하고 가쿠 사장의 뒤를 이었던 고노(河野竹
之助) 사장의 사망, 그 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다.36) 

민간 회사가 운영했던 월미도유원지는 지방비를 보조받기도 했다. 유원지 개장 초

기인 1923년과 1924년에는 설비 수리 등의 명목으로 각 1천5백 원씩의 보조를 받았

34) "월미도공원의 준공기: 경인간열차시간도 개정할 터, 가장 경치가 좋은 월미도공원 전부가 완성
되기는 6월 초순", 「조선일보」1923년 5월 12일; “인천 명물 월미도 조수탕(潮水湯), 어늬이 경
영하게 되려는지”, 「매일신보」1924년 2월 24일; “월미도 조탕은 유원사가 경영, 일반은 환영치 
않는다”, 「매일신보」1924년 3월 9일; 仁川敎育會, 앞의 책, p.278; "조탕문제진보“, 「매일신
보」1924년 3월 2일.

35) “제물야화(濟物夜話)”, 「동아일보」1924년 4월 8일.

36) 仁川敎育會, 앞의 책,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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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시설이 불비하다는 일반의 비난이 심했다. 1925년에도 1천2백 원의 보조를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일반의 불만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37) 1926년에는 

경영난으로 손실을 보았으니 철도국에 지불할 임차료를 줄여달라고 당국에 진정하기

도 한다.38) 즉, 운영 초반에 경영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

입어 유원지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경관과 시설

조선 시대 월미도의 경관을 증언하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유숙(柳橚)이 경기수어

사로 경기 지역을 순시하다 제물포에서 쓴 시에 “망망대해에 여러 섬들이 어지럽게 

떠 있고, 뚜렷한 뭇 봉우리에 호수 둘 있음을 알겠네, 백로가 어량에 내려오니 썰물이 

빠지려 하고, 뿔피리 소리 수자리에 가물거려 해가 지네”39)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를 통해 당시 자연 그대로였던 월미도의 조용한 바닷가 풍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4-2). 

1932년 출간된  인천향토지(仁川鄕土誌)에 따르면, 월미도 북쪽 해안 언덕에는 

기존의 해수욕장, 서쪽으로는 만철이 조성한 해수욕장, 그 동쪽으로는 월미도유원주식

회사가 조성한 여관, 별장, 식당, 매점, 해수욕장, 보트장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었

다. 더불어 월미도유원주식회사는 철쭉을 비롯한 수목 4만 그루를 식재했다. 그밖에 

여름에 이용되는 인천 임해학교와 부속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었다. 섬 안에는 해군저

탄소, 세관검역소, 항로표식관리소, 스탠다드 석유창고 등이 있으며, 민가는 20여 채 

정도. 섬 서쪽에 면하는 산중턱 바위에는 일본인 하나부사 우물이라고 부르는 샘이 

있었다. 월미도 북쪽의 오목한 땅 약 3천5백 평에는 테니스장, 야구장, 기계체조, 유

동원목 등의 설비가 갖춰진 월미도공설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었다. 섬 남쪽 한적한 곳

에는 수십 마리의 사슴과 노루를 방목하여 일반 관광객들에게 개방했다(그림 4-3).40)

37) "보조금 건몰? 보조금은 매년 받아도 욕장설비는 불관(不關)", 「매일신보」1925년 8월 22일.

38) “월미도의 조탕 삼천원 결손”, 「매일신보」 1926년 4월 20일.

39) 이종묵, “조선시대 인천 지역의 승경과 그 제영”, 『한국한문학연구』23, 1999, p.84에서 재인용.

40) 仁川敎育會, 앞의 책,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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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제물포와 월미도,� 1895

출처:�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그림 4-3>� ‘인천부내도’의 제물포와 월미도 일대,� 1928

도시 시설:� 1.인천역 2.인천항 3.둑길(방파제)� 4.검역소

유원지 시설:� 5.조탕 6.일반 해수욕장 7.임해학교 부속 해수욕장 8.임해학교

9.녹원 10.회유도로 기타:� 11.애탕신사 12.스탠다드 석유회사

자료:� 『(조선총독부작제)일만분일 조선지형도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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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위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 방문객의 산책로로 이

용되었다.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 월미산을 배경으로 해안가에 모여 있는 밝고 이국

적인 상점과 숙박 시설,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월미도에 진입하게 된다(그림 4-4). 

1938년 작성된 도면에 따르면, 제방을 건너 월미도로 진입하면 바로 운동장이 있

고, 조탕 및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과 임해학교 및 주회로 쪽으로 가는 길 사이에 별

장 지대가 조성되어 있다. 두 별장 지대 사이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길을 따라서

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그림 4-5, 4-6). 

<그림 4-4>� 월미제방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조탕 건물 풍경을 수록한 그림엽서를 보면, 만철에서 조성한 

본관은 르네상스 양식과 일본식이 뒤섞인 소위 ‘의양풍(擬洋風)’41)의 목조 건물로 보

인다. 건물 앞에는 콘크리트 벽을 쌓아올려 만든 해수풀과 퍼걸러 등이 조성되어 있

다(그림 4-7). 본관 전면은 베란다와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어 바다와 풀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4-8). 

41) 개항지의 일본 거류지에는 당시 일본에 유행했던 소의 ‘의양풍(擬洋風)’이라는 유사 서양식 건축
물이 지어졌는데, 이는 일본인 목수들이 목조로 서양건 축의 석조나 벽돌조를 모방한 것이다. 한
국건축역사학회, 『한국 건축사 연구』 (서울: 발언, 2003), p.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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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조탕과 해수욕장,� 임해학교,� 별장 지대 등이 위치한 월미도 북쪽 전경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그림 4-6>� 월미도유원 별장지 배치도,� 1938

자료:� ‘인천부만석정소재잡종재산을월미도유원주식회사에유상대부’의 건,�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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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조탕과 해수욕장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그림 4-8>� 조탕 본관과 풀장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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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유원지 조탕 건물의 특징 중 하나는 아케이드다. 본관 건물에는 바다에 면

해 길게 아케이드가 있어 다른 건물로 이어지면서 바다를 조망하는 것이 가능했다(그

림 4-9).

<그림 4-9>� 아케이드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그림 4-10>� 실내 조탕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그림 4-11>� 본관 위층 레크리에이션 홀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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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의 공중 욕실은 요즘의 목욕탕과 비슷한 구조인데, 실 가운데 물이 나오는 분

수가 있는 탕이 있고, 외부로 창이 크게 나 있어 햇빛이 들어온다. 대조탕처럼 끌어올

린 해수를 따뜻하게 데워 입욕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약탕과, 서구에서 들어온 

해수욕이 결합된 것인데, 월미도의 입욕 시설은 일본의 전통과 근대의 해수욕이 조합

된 것이다(그림 4-10).42) 본관 2층에 자리 잡은 레크리에이션 홀은 실내 유흥 시설

로 연예 공연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그림 4-11).

인천임해학교의 교사는 45평, 2층으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 부대시

설로 수영장, 텐트, 그물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43) 학교 인근에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었다.

섬 남쪽에 조성된 녹원 앞에는 카페와 선술집이 늘어 서 있었다(그림 4-12).44) 월

미도유원지가 개장한 후 15년여가 지난 1937년 6월에 용궁각이라는 요정이 들어서는

데, 본관에서 서쪽으로 120m가량 떨어진 바다 가운데 건평 180평, 높이 30척(약 

9m) 규모로 세운 일본식 건물이다. 바다 위에 솟은 만큼 난간 위에서 낚시질하기 알

맞은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그림 4-13).45) 

<그림 4-12>� 녹원

자료:� 『월미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그림 4-13>� 용궁각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42) 다케쿠니 토모야스, 소재두 역, 『한국 온천 이야기』(서울: 논형, 2006), p.69.

43) 仁川敎育會, 앞의 책, p.31.

44) 박헌식, “월미도의 ○○○○봄”, 「동아일보」 1935년 5월 4일.

45) “그 이름도 용궁각 월미도에 명물 또 하나”, 「매일신보」1937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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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변 이미지와 유원지 문화

1. 행락의 대중화

월미도유원지의 시설은 일반 대중이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3.1운

동 이후 천도교를 배경으로 발행된 월간지 『개벽』에 실린 글을 보면 1920년대 중

반 이미 인천의 월미도는 벚꽃과 해수욕장으로 유명해졌지만, 양옥에서 맥주나 사이

다를 마시면서 바다를 구경하는 것은 “귀족적이며 부르주아식”이므로 민중이 함께 즐

길 수 있는 오락이 아님46)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새롭게 떠오른 명승 

월미도를 두고 눈물짓는 사람들이 많다며, “풍광(風光)이 제 아모리 절가(絶佳)하단들 

구경은 구경(口敬)이다. 아마도 기중에 웃는 사람들은 배불니 먹고 뒤짐지고 팔자거름

으로 그니는 그네들이 아니고 누구이랴”47)라며 개탄하고 있다. 따라서 월미도유원지

의 이용자는 초반에는 일본인과 조선의 상류층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원지 조성 초반에는 조선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시설도 있었다. 경인 지역의 일

본인 학생의 하계 휴양지로 경영되었던 임해학교의 경우는 개설 초기에는 일본인에게

만 개방되었으나, 조선인을 차별한다면 인천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논

란이 일기도 했다.48) 그러나 1928년 여름부터 인솔자가 있으면 조선인의 입욕을 허

락하기로 했다는 신문기사49)를 통해 점차 조선인에게 개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

면, 공설운동장의 경우, 초반부터 친일 단체와 언론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조선인 학

생도 스포츠 경기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는 캠핑촌에 조선인이 부쩍 

늘었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다.50) 

월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월미도는 점차 대중적인 관광지가 되

어 갔다. 경성과 인천 사이에 열차로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51) 1924년에는 하

46) “각지의 녀름과 그 통신”, 『개벽』50(1924년 8월 1일).

47)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개벽』48(1924년 6월 1일).

48) “학동휴양(學童休養)에 차별, 내지인 학동들만 위하는 해수욕장 경영안을 제출”, 「매일신보」
1925년 2월 26일.

49) “인천임해욕장 조선아동입욕”, 「동아일보」1928년 7월 23일.

50) “월미도의 캠핑 촌”,「매일신보」193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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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열차 운행 횟수가 12회에 달하는 등52) 배차 간격도 짧아 경성의 사람들이 쉽게 

월미도를 방문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30년 대경성부의 인구는 49만 명 정도였는데, 

당시 월미도유원지의 입장인원이 10만 명이 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

에 방문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월

미도에는 여전히 탐승객들이 모여들었다(표 4-1). 이는 1인당 일일 이용 비용이 20전

에서 1원 정도로 충당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별장이나 호텔을 대여하

면 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저렴한 해수풀이나 조탕을 이용할 경우 좀 더 대중적인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표 4-2).

연도 인원(명)

1927 69,800

1928 72,390

1929 86,640

1930 103,900

1931 81,200

1936 125,000

1937 123,000�

자료:� 『仁川鄕⼟誌』,� p.279;� “금하 월미

도 관객 12만 돌파”,� 「동아일보」� 1937

년 10월 22일.

<표 4-1>� 월미도유원지 입장 인원

    

내역 요금(錢,� 圓)

입장료

대인 20전,� 소인 10전

(풀장 사용료 포함,� 단체 20인 이상

체감할인 회수권 발행)

가족탕료 80전-1원

대실료 1원 50전 -� 3원

홀 사용료 30-35원

해수탕 호텔 3원 50전 -� 6원 50전

별장 요금 60-230원

자료:� 『仁川鄕⼟誌』,� p.281.

<표 4-2>� 월미도유원지 입장료

 비록 남녀 간의 풍기 문란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으나 “남녀 해수욕객들을 차별 

없이 맞아들이니 그야말로 여름의 낙원이요 자유 평등의 환락장”이자 “가장 적은 비

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재미있게 놀 곳”53)이라고 월미도 해수욕장을 묘사하

51) “기동차 운전”, 「동아일보」1929년 11월 24일.

52) 추교찬, 앞의 논문,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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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문기사는 남녀 간이나 신분의 차별이 약화된 대중화의 일면을 보여준다. 조선  

시대의 행락이 계층별, 남녀별로 차이가 있었다면, 식민지기 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행

락은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적이고 소비적인 오락 

활동이 되었고, 유원지는 행락이 대중화 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유원지에서는 근대적 휴양과 유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지금은 일반적인 휴

양의 일부로 여겨지는 수영이나 캠핑 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이러한 

스포츠는 유원지의 향락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월미도유원지의 주요 프로그램은 해수욕과 캠핑, 운동 경기 등이었다. 당시 어떻게 

남녀노소가 모여 수영하는 문화가 형성 가능했을까. 개항 이후 조선에서는 몸에 관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어 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육이 권장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수영이나 캠핑 등은 근대적 교양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1930년대 장편소설에

서 수영, 일광욕, 휴양림 산책과 캠핑 등으로 이루어진 피서 풍속은 사회적 구별짓기

를 수행하는 장치로 드러난다.54) 

월미도의 ‘캠핑’은 지금부터 ‘씨즌’에 든다. 금년에는 ‘모거’ ‘모보’가 부쩍 증가하였는

데 이는 전황소치(錢荒所致)로 송도원(松濤園)(원산) 가던 분들이 이곳에 몰린 까닭이

다. 그리고 금년에는 조선인들이 부쩍 증가한 것도 주목될 일인데 그중에는 여학생끼

리의 ‘캠핑’도 있고 가정을 그대로 옮긴이도 볼 수 있다. 원시 기분(原始氣分)이 농후

한 이 ‘텐트’ 촌에는 낮(晝)에는 벌거숭이 적동색(赤銅色) ‘캠퍼’가 파도 틈에서 물오

리 떼 같이 날뛰는 것을 볼 수 있고 밤에는 월하(月下)에서 우러나는 별안간 악사(樂
士)들이 합주를 들을 수 있다.55) 

53) “지상피서(8) 인천월미도해수욕장”, 「매일신보」1925년 7월 6일.

54) 해수욕장은 청춘의 활기가 약동하고 부르주아 로맨스가 가능한 세련된 취미 향유 공간으로 자리
함으로써 식민지 시대 소설에서 매력적인 장소로 부각된다. 이태준의 <화관>, <딸 삼형제> 등이
나, 심훈의 <불사조>, 김말봉의 <밀림>, 이광수의 <애욕의 피안>이나 <사랑> 등 여러 장편소설
들은 지식청년의 연애 서사를 다루면서 해수욕장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주리, “식민
지 시대 소설 속 해수욕장의 공간 표상”, 『인문연구』 58, 2010, pp.168-170.

55) “월미도의 캠핑 촌”, 「매일신보」 1931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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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여름 월미도유원지의 캠핑촌을 묘사한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캠핑

과 같은 행락은 ‘모던 걸’, ‘모던 보이’와 같은 젊은 부르주아에게 먼저 확산되었고, 

여학생이나 가족 단위의 방문도 있으며 조선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당시 월미도는 먼저 경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고, 원산의 

송도원 등지에 비해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좀 더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

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 중국, 미국에서 체류하며, 조국의 문명개화에 힘썼던 

윤치호의 사적 기록인 일기를 보면,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 대한 당시 지식인의 생각

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알 수 있다. 윤치호는 1896년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에 있

는 공원에서 ‘나부상’을 보고 품위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기록한다.56) 그런데 35년

이 지난 후 월미도유원지의 캠핑장에서 피서를 한 윤치호의 일기(1931년 7월 24일)

를 보면 수영이나 캠핑을 휴양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구들과 함께 해수욕하러 제물포에 갔다. 1883년 내가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제물포

에는 몇몇 어부들의 토담집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어떠한 종류의 인공적 개선의 

흔적도 볼 수 없었다. 이조 500년 동안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라고는 그저 언덕과 섬

의 나무를 베어낸 게 전부인 것 같았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 해변과 주변의 작은 

섬들을 안락한 주거지와 매혹적인 여름 휴양지로 탈바꿈해 놓았다. 월미도는 잘 닦여

진 도로에 의해 육지와 연결되었고, 섬 전체가 수상 휴양지로 변모되었다. 이 섬은 단 

한 뼘도 조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누가 그걸 비난할 수 있을

까?57)

나체의 조각상을 보고도 불편해 하던 그가 실제 사람들이 수영복만 입고 활보하는 

월미도를 ‘매혹적인 휴양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이렇게 ‘인공적인 개선’을 한 

일본을 비난할 수 없다고도 쓰면서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56) 윤치호일기, 1896년 8월 13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57) 윤치호 저, 김상태 편, 『윤치호 일기』(서울: 역사비평사),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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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캠핑 중이던 윤치호를 포착한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월미도의 풍경은 다음

과 같다(그림 4-14). 

벌거벗은 젊은 남녀의 파랑(波浪)을 무대로 한 무용과 레뷰 … 청춘의 하절(夏節)의 

향락지가 아닐 수 없다. … 윤치호 씨는 하인도 없고 부인, 따님들, 어린 아드님들을 

데리고 캠프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바다와 풀에서는 헤엄 공부를 하고 있다. 늙은 청

년이다.58)

<그림 4-14>� � 텐트 앞에 선 윤치호 씨와 그 가족

자료:� “월미도 단신”,� 「동아일보」� 1931년 8월 9일

윤치호를 ‘늙은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영과 캠핑이 아직까지는 젊은이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월미도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휴양지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용과 음악과 춤으로 구성된 레뷰가 펼쳐지는 향락지

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 뉴욕의 중심가에서 떨어진 해변에 입지

한 코니아일랜드는 가족들에게서 벗어나 물놀이를 통해 이성간의 물리적 접촉이 가능

하게 한 장소였다. 마찬가지로 월미도는 경성에서 부모님의 눈을 피해 온 젊은 남녀

의 하룻밤 데이트 장소이기도 했다. 즉, 당시의 해변 유원지란 기존의 윤리와 관습을 

58) “월미도단신”, 「동아일보」1931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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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다른 신문기사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녀름의 인천 물나라 월미도로 더위를 피하여 몰녀가는 청춘에게 잇서야 할 것은 ‘돈’

과 ‘미인’이다. … 일시에 150인은 드러서 놀만한대 일요일이나 제일에는 청년남녀가 

너나업시 살에 착붙는 해수욕복을 입고 뒤석기어 노는 양은 참으로 큰 작란판을 이루

운다한다. … 이층 매점에서는 어엽분 여급사들이 술과 먹을 것을 우슴 담아파는대 

(중략) 모든 차림차림은 대개 오사카의 다카라즈카 온천과 거의 갓흔 점이 만타. 그러

나 춘일화자(春日花子)가 노래를 하고 천진을녀(天津乙女)가 춤을 추는 다카라즈카의 

낙원을 꿈꾸기까지에는 아즉도 아즉도 멀고 멀엇다. 인천에도 어서어서 절문이들의 

넉을 잡아껄만한 무슨 노름노리나마 생기지 안으면 더 발전될 여지는 다시 업슬 것이

다.59)

이러한 기사의 톤은 풀장에 수영복을 입은 남녀를 감상하거나 매점의 여급사를 바

라보는 등의 향락적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조장하면서 욕망과 호기심

을 자극하고 있다. 소녀가극단이 유명했던 일본의 다카라즈카 온천에 비하면 월미도

유원지는 멀었다고 표현하며, 유흥 시설이 더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해수욕뿐만 아니라, 캠핑도 이러한 분위기에 일조했다. 월미도 조탕의 동쪽 해안가에 

늘어선 천막촌에서 성인 남녀와 학생들의 풍기문란이 문제가 되어 천막을 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무례몰상식’한 행태가 ‘신사숙녀’와 같이 점잖은 사람들과 어린 학

생들까지 널리 확장되고 있으므로  “인천은 정신적으로 멸망한 곳”60)으로 불리기도 

했다. 

해수욕장과 캠핑장 등은 젊은 지식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서구적인 교양 혹은 심신

수련의 활동이 펼쳐지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술을 파는 매점, 연회가 벌어지는 스테이

지나 요정 등의 유흥 시설과 복합적으로 조성되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원지의 이

미지는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장소의 이미지를 넘어,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이미지와 

결합되었을 것이다. 또 유원지가 대중화되는 만큼 이러한 행락도 확산되었다고 볼 수 

59) 이서구, “월미도의 일야(一夜)”,「동아일보」1923년 8월 12일.

60) “하절과 항구풍기”, 「동아일보」1937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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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월미도유원지와 같은 위락 시설이 조성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여가 문화가 단체 여

행 문화다. 많은 사람들을 원거리로 수송할 수 있는 기차의 등장은 단체 여행을 가능

하게 했다. 학생과 회사원의 단체 여행이 보편화된 일본 문화의 영향61)으로, 경성에

서 가까웠고 근대적 시설이 산재해 있는 인천은 1920년대 초반부터 각 단체의 견학

지로 부상했다. 일례로 상공업자들은 협회의 공식적 모임의 일환으로 인천의 근대적 

시설을 견학하고, 월미도의 용궁각에서 저녁 만찬62)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

고 있다. 

봄에는 월미도로 각 학교의 학생들이 원족을 가는데, 그 인원이 적게는 70여 명에

서 많게는 5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오전 7~8시경 인천에 도착하여 동공원, 축항관

측소, 월미도 등을 견학하고, 대개 6시 50분 기차로 경성으로 돌아갔다. 즉, 하루 일

정의 견학이나 원족의 경우, 기차시간표에 맞춰 인천을 관광하게 된다.63) 하루일정의 

원족 말고도 1주일 정도 장기적 방문도 있다. 학생들은 여름 방학에 수련을 목적으로 

여름철 40일간 개교하는 인천임해학교 등에 입학하기도 했다. 일간지에 소개된 각 학

교의 여름 방학 프로그램은 주로 천막 생활(일종의 캠프)을 할 예정64)이라고 소개하

고 있다. 또한 월미도의 공설운동장에서는 정구대회나 씨름대회 같은 각종 운동 경기

가 열렸고,65) 이때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다.  

월미도에는 어린이를 위한 유희 기기들이 설치되기도 하고, 청소년을 위한 여름 

학교인 임해학교가 조성되고, 각종 운동경기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 간의 만남과 역

61) 일본 단체 여행의 기원은 헤이안 시대(794~1192)에 등장한 순례여행 혹은 참배여행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에도 시대(1603~1868)에 접어들면 코(講)라는 일종의 상호부조 조직이 활성화되
면서 순례여행이 대중화된다. 이러한 여행과 관련된 관습은 집단에의 소속이 일본 사회에서 갖
는 중요성을 상징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각급 학교에 의한 수학여행, 회사원들을 위한 정기적 위
안여행, 연수여행, 농촌부락의 여행, 각 조직의 간부여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후 크게 발달한 
일본의 여행업은 현대 사회에서 단체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직적 기반이 되고 있다. 문옥표, 
일본관광의 사회조직: 단체여행의 역사와 문화, 『국제지역연구』6(1), 1997, pp.103-116. 

62) "조선공업자대회 원만히 종막" 「동아일보」1938년 6월 25일.

63) “각학교생래인”, 「동아일보」1924년 4월 27일.

64) “물과 산과 친할 씨-슨 대자연의 회중에 등산과 임해”, 「동아일보」1931년 7월 21일. 

65) “월미정구대회”, 「동아일보」1924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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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일상의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유원

지는 집단적이고 활동적인 활동을 보편화하는 매개가 된다.

2. 행락의 상품화

월미도가 위치한 “제물포에서는 개항 이래 20년 전까지도 별로이 볼만한 명소”66)

가 없었다. 이러한 무명의 섬 월미도에 의도적으로 관상수를 식재하고, 유원지 시설을 

조성하였고, 인천부, 철도 회사, 유원회사, 언론사의 기획적인 노력으로 ‘매혹적인 여

름 휴양지’의 전형적인 장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림 4-15>� 월미도의 벚꽃 풍경을 담은 기사

자료:� “봄 짙은 월미도의 요지음”,� 「동아일보」� 1935

년 5월 4일

 <그림 4-16>� 월미도의 해변 풍경을 담은 기사

자료:� “녀름철은 물나라로”,� 「동아일보」� 1928년 7월

31일

신문에서는 봄에는 벚꽃 구경을 권유하는 기사가(그림 4-15), 여름이면 해변을 배

경으로 서구식 수영복을 입은 사진(그림 4-16)과 함께 ‘물나라 월미도’로 떠날 것을 

권유하는 기사가 실린다. ‘물나라’라는 작명은 ○○랜드, ○○월드, ○○피아 같은 요

즘의 테마파크의 작명 방식과 유사하게 유원지에 낙원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유원지

와 같은 관광지를 소개하는 신문기사와 계절에 따라 편성된 특별 열차, 벚꽃과 조탕, 

바다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풍경을 담은 그림엽서 등은 관광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

여했다. 이러한 소개를 통해 대중은 ‘보고 싶고, 구경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되는 

66)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개벽』48(1924년 6월 1일).



- 114 -

것이다.67) 

월미도의 여러 시설은 조성 및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양식의 건축물이 

뒤섞여서 호기심과 선망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었다. 식민지기 도시계획과 공공 건축

물 등은 식민 통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당시 식민 당국은 관공서나 철도, 

박람회 건물 등을 대개 르네상스 양식이나 제체숀(Secession) 양식으로 건축하여 선진

성과 근대성을 표현하고자 했다.68) 이러한 선진적인 건축 양식의 적용은 호텔이나 위

락 시설과 같은 상업 건축물에도 드러난다. 그러나 공공 건축물과는 달리 상업적인 

목적으로 조성되는 사적 건축물에서는 권위를 드러내기 보다는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해변 휴양지가 오

락과 놀이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해변에는 당시 건축적 요소를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

미있는 방식으로 사용한 건물이 많이 나타났다. 건물 하나하나에서는 건축적인 의미

를 찾기 어렵지만, 이러한 건물들이 모인 해변 휴양지는 나름대로 환상적이고 이국적

인 분위기를 주었다.69) 따라서 바다를 배경으로 의양풍의 조탕 본관, 바다 위 일본식 

고각, 패디먼트가 있는 학교 건물 등 여러 건축 양식이 뚜렷한 맥락 없이 조합된 모

습은 소위 선진적인 일본의 문화와 휴양지 이미지를 강화하는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조명으로 밝혀진 야경 등이 엽서나 신문의 사진 등을 통해 유통되면서 월미도

유원지의 비일상적이며 환상적 이미지를 공고하게 한다. 

또한 퍼걸러, 아케이드, 방파제 등은 마치 서구 해변 휴양지의 피어(pier)70)처럼 

인공물과 어우러진 자연을 새로운 시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장치였다. 월미도와 인천

역을 잇는 방파제는 마치 바다 위에서 바다와 섬, 해안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조

망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바다와 월미도유원지의 각종 시설을 보면서 진입하는 이 길

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전이 공간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바다는 

67) 추교찬, 앞의 논문, pp.59-63.

68) 강상훈, “일제강점기 박람회 건축을 통해 본 건축양식의 상징성”, 『건축역사연구』 15(3), 2006, 
pp.11-12

69) 이한석ㆍ박건, “영국 해변리조트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4 추계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2004, p.47 

70) 피어는 바다에서 해변에 접근하는 기능적인 수단으로 만들어졌으나, 동시에 해변 산책로와 연결
되어 바다 위를 걷는 즐거움을 주는 구조물이 되었다. 위의 논문,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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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유원지의 경계선 역할을 했다. 

연안의 양양한 바다를 전망하면서 도보하는 것도 일운치라 하겠다. 도중(島中)에는 

352척의 고봉이 유하야 원근 해경이 일모지중에 전개되어 흉금이 스스로 열리는 감이 

있으며 (하략)71) 

<그림 4-17>� 조탕 본관의 해수풀

자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조탕 본관의 베란다, 퍼걸러, 아케이드 등은 풀장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인 

동시에 많은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당시에 발행된 그림엽서를 보면 본관 

앞의 해수풀은 아동용으로 보이는데, 남녀 구분 없이 수영복과 수영 모자를 쓴 아동

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으며, 건물의 계단 난간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그

림 4-17).

조선 시대 경승의 인공물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 풍경을 관조할 수 있도록 최소한

71) “납량지 조감”, 「동아일보」1928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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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와 형태로 조성되었다면, 유원지의 인공물은 그 자체로 볼거리를 만들어낸다. 

또 건물에서의 조망 역시 외부의 풍경으로 향한다기보다는 내부의 사람들에게 향하게 

된다. 즉, 군중 자체가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자연 풍경은 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이 된다. 유원지에서의 활동은 서로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즐기는 

역동적인 활동이 많았다. 이렇듯 사람들이 많은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는 자연을 그

대로 감상하거나 체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점차 시설이 늘어가는 월미도유원지에서

는 자연을 미적 대상으로 보고 완상하기 어려워지고, 자연 풍경은 오락 활동을 위한 

배경이 된다. 

이러한 유원지는 풍경을 감상하거나, 동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자유로운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용도와 사용 방법을 벗어남 없이 따라야 하는 공간이었다. 

월미도유원지가 개장되는 시점인 1923년 8월 12일 ｢동아일보｣에는 조선의 극작가인 

이서구가 ‘월미도의 일야(一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월미도유원지의 시설과 이용 요

금, 이용 방법 등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 요금에 따른 옵션 외의 선택이나 다른 방식의 활용은 어렵다. 

여기에 기차시간표에 따라 전체 일정이 조정되게 된다. 따라서 애초에 철도 회사의 

승객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조성되기 시작된 월미도유원지는 지방정부와 사기업, 

그리고 언론사의 기획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되고, 방문객들은 ‘유원지에서의 

행락’이라는 기획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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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복 이후 월미도의 개발과 여가 공간의 다양화

1. 월미도의 개발과 유원지

월미도유원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운영된다.72) 광복 이후와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기에도 기존의 유원지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면서 인천은 미군의 첫 주둔지가 되었고, 월미도는 군사 용지로 

사용된다. 그러나 피서지로 유명했던 월미도를 개방하라는 인천 시민들의 요청으로, 

인천부에서는 월미도관광주식회사를 조직하고 시설을 수리해 1949년 6월 월미도의 

조탕이 재개장한다.73) 그러나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천상륙작전 결과 월미

도의 기존 시설이 파괴되고, 군사상 출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이후 월미도는 부

분적으로 개방되어 소규모 피서지로 운영되기도 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전쟁 직

후에도 월미도는 일부나마 서울에서 가까운 피서지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74) 그러

나 미군이 주둔했던 월미도는 섬의 반환 문제로 10여 년간 유원지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1960년대에 이르면 조건부로 징발해제된 월미도에 유원지가 개장하나 시설 

미비와 소유권 내분 등의 문제로 역시 운영이 지속되지 못한다.75)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인천시는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의 매축지를 대규모 유

원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한다. 1964년 5월 26일 ‘월미도 

종합 유원지 개발 계획’ 관련 인천시 내부 결재 문서를 살펴보면 유원지 개발 추진에 

섬의 반환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차 지역을 현재 미8군에서 사용 중에 있어 명도가 요원하며 더욱이 당 시의 현 재정 

72) 인천시사에서는 1940년 경 일제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월미도의 유락 시설들을 철거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매일신보」에 따르면 1944년까지 매년 여름 월미도 조탕이 개장했음
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482; “월미도 조탕 4월 1일 공개”, 「매
일신보」1943년 3월 24일; “인천조탕 금년엔 폐지”, 「매일신보」1945년 4월 3일.

73) “인천월미도 유원지 개방” 「동아일보」1948년 7월 8일; “월미도관광지로 재등장”, 「경향신문」
1949년 4월 14일.

74) “해변피서지”, 「경향신문」1954년 6월 8일.

75) “아직도 시설 제대로 안돼 = 월미도 등 개장 못해”, 「경향신문」 1962년 7월 2일; “돌아온 월
미도”, 「경향신문」  1963년 1월 24일; “월미도 출입 금지”, 「경향신문」  1963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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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월미도유원지 계획도,� 1965�

자료:� ‘인천도시계획사업월미도유원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 첨부 도면,� 국가기록원

형편으로는 방대하고 막중한 본 사업을 당 시가 독단으로 완수키 난하다고 사료 되

어, 금번 당시가 직접 개발하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차 지

역에 유원지 개발을 희구할 때는 이를 허용하여 당시와 공이 개발코저 하며 …76)

1965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르면, 1965년부터 3년에 걸쳐 월미도 만석동 일

대 76,699평에 야외극장, 식당, 베이비 골프장, 각종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판매센

터, 관광안내소, 온실, 오픈 카페, 오락장, 수영장, 유원지탑, 주차장 등의 관광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77) 유원지의 공간 배치를 살펴보면 여러 시설이 섬 전체에 흩어져 

있던 식민지기와 달리 다양한 오락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휴양지의 특징인 숙박 

시설은 계획되지 않았다(그림 4-18). 그러나 인천시가 수영장으로 계획하고 있던 공

유수면을 건설부가 목재 공장 부지로 매축 허가를 내주면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기

기도 한다.78) 

이후 월미도는 제2도크 건설과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위락 시설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제 구실을 한다. 그 대신 1963년 송도유원지가 개장되어 수도

76) ‘인천도시계획사업월미도유원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 문서, 국가기록원.

77) 위의 문서.

78) “해괴한 건설부”, 「경향신문」1966년 7월 17일; “관광한국의 길(1)”, 「매일경제」1967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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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주민들의 대표적인 위락 시설로 기능한다.79) 식민지기에 조성된 월미도 조탕이 위

치한 자리 일대에는 1971년 대성목재공업(주)의 월미공장이 준공된다.80) 월미도는 공

장 지대와 상업 지대가 조성되며 난개발의 길을 걷는다.

 

2. 여가 문화와 유원지의 변화

인천시는 1970년대까지 월미도에 ‘매머드 유원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유원지의 규모를 키워 여가 수요를 흡수하고자 했다. 반면 1980년대 후반에 이르

면 월미도에 대한 계획이 다양화된다. 1989년 7월에는 월미도의 서쪽 해안도로에 위

락복합 휴양시설을 갖춘 ‘문화의거리’가 조성되고(그림 4-19),81) 1992년 9월에는 민

간 놀이공원인 마이랜드가 개장한다(그림 4-20). 1993년에는 국방부가 월미도에 주둔

한 군부대를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월미산 일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82)이 

발표되고, 2001년 월미산이 개방되고 월미공원이 개장한다(그림 4-21). 1996년에는 

도시림 육성을 위해 송도유원지에서 월미공원, 만석동, 연희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공

간을 조성할 것을 발표한다.83) 2009년에는 민간 놀이공원인 월미테마파크가 개장한다

(그림 4-22). 

즉, 문화 체험이 중시되면서 공공에서는 문화의거리와 같은 테마 가로를 조성하고, 

유희 시설은 민간에서 조성하는 놀이공원(amusement park)에 집중된다. 운동 시설이

나 산책, 자연 감상 등은 공원이 담당하게 된다(그림 4-23). 그러나 문화의거리 주변

에는 모텔과 횟집, 술집, 노래방 등이 즐비해 “값싼 유흥문화와 배설의 소비문화만 넘

쳐날 뿐”이란 비난을 받기도 한다.84)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월미도를 포함한 중구 

79)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 2: 끊임없는 개척정신 새로운 
도약』 (인천: 인천광역시, 2013), p.450. 

80) 최태원, “탐방: 인천 대성목재공업(주) 월미공장”, 『방재와 보험』 32, 1987, p.48.

81) “월미도에 '문화의 거리' 만든다”, 「매일경제」1988년 7월 4일; “인천 월미도에 문화의거리… 관
주도 개장 축제 볼거리 없어”, 「동아일보」1989년 7월 4일.

82) 월미산 일원은 1966년 8월 31일자 건설부 고시 2701호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다.

83) “인천 1,234만㎡ 녹지대 조성”, 「경향신문」 1996년 2월 8일.

84) 이희환, “월미공원의 가치와 바람직한 조성 방향”, 『황해문화』40, 2003, p.427; “월미도 ‘문화
의 거리’ 향락 문화 일색 큰 실망”, 「동아일보」 1993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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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은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된다. 그러나 월미도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도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 이유로 문화적 정체성이 부재한 채로 위락 시설이 집중된 

점이 지적되고 있다.85)  

<그림 4-19>� 1989년 조성된 월미도 문화의거리

자료:� 연구자 촬영

 
<그림 4-20>� 1992년 개장한 월미도 마이랜드

자료:� 연구자 촬영

  

<그림 4-21>� 2001년 개원한 월미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도

자료:�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그림 4-22>� 2009년 개장한 월미테마파크

자료:� 인천관광공사

 

85) 노봉옥, “월미관광특구의 당면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4), 
2011,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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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월미도의 여가 공간

자료:� 2015년 1:5,000� 수치지형도 위 연구자 작성

 



- 122 -

제4절 결론 

월미도유원지는 1910년대 후반부터 인천부를 비롯해 만철과 월미도유원주식회사 

등에 의해 만들어져 1920~1930년대에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섬 전체가 해변 휴양지

로 기능했던 월미도는 ‘공원’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월미도유원지의 조성 주체는 당시 

공원이 지향했던 공공적 가치보다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락과 향락 시설 조성에 치

중했다. 이러한 해변 휴양지는 철도 연선에 온천이나 해수욕장을 개발해 승객을 유치

했던 일본 사철의 사업 모델에 따라 만들어졌다. 동시에 일본인의 월미도 개발은 일

본의 자본과 인력, 기술을 도입해 식민지의 자원을 개발하고 상품화 해 이익을 극대

화했던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식민지기, 경성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에 해수욕장과 조탕, 보트장, 캠핑장, 운

동장, 별장, 녹원, 회유 도로, 식당 등 다양한 놀 거리와 부대시설을 갖춘 월미도는 

경성 시민의 당일치기 여행지이자 여름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월미도유원지는 해변 

휴양지에서의 행락이 대중화되고 상품화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월미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수욕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성별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대중화된다. 이 과정에서 월미도는 근대적 휴양지의 이미지와 향락지의 이

미지가 혼재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공간이 되어 갔다. 이는 사람들에게 

유원지란 일탈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행락의 상품화는 언론사와 철도 회사, 유원회사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기획된다. 

대중 매체는 월미도유원지를 매혹적인 여름 휴양지로 묘사했고, 유원지의 새로운 볼

거리는 그림엽서나 신문의 도판으로 유통되면서 보고 싶고 구경하고 싶은 대중의 욕

망을 만들어낸다. 이에 맞춰 편성된 특별 열차는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사람들은 대

중 매체가 소개하는 유원지의 이용 방식과 기차 시간표 등에 따라 ‘해변 휴양지에서

의 행락’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된다.  

광복 이후 월미도는 군사 용지로 사용되거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등 정치적ㆍ지

리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유원지 조성 계획이 세워지기도 하고 기존 유원지가 쇠락하

기도 했다. 특히 조탕과 해수욕장이 위치했던 월미도 북쪽과 방파제 북쪽이 매립되어 

공업 지역으로 활용되고 월미도는 육속화 된다. 시민들을 위한 오락 및 휴양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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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는 ‘유원지’라는 형식으로 단일하게 계획되었다면, 1980년대 후반에 들

어서면, 다양한 위락 공간과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등장한다. 

<그림 4-24>� 월미도의 해안선 변화와 공간 이용

자료:�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인천부내도,� 2015년 1:5,000� 수치지형도 위 연구자 작성

식민지기 월미도는 섬 전체가 유원지이자 휴양지로 여겨졌으나, 도시와 육지로 연

결된 현재는 위락 시설과 오픈스페이스가 월미도의 서쪽 해안과 동쪽으로 흩어지게 

된다(그림 4-24). 또한 식민지기에는 이 일대의 항구 시설이나 근대적 문물이 견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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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었으나 현재의 월미도는 그런 매력을 상실한 상태다. 

광복 이후 1960~1970년대까지 공공은 ‘대규모 유원지’를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삼

고자 했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했던 공공은 유원지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해 도시개발을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 유원지의 개발은 복잡한 소유 

관계와 도시화로 인한 입지 환경 변화, 사업성 문제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1980

년대 후반부터는 테마거리, 공원, 박물관과 같은 문화 시설, 놀이공원 등으로 여가 공

간이 다변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가의 유흥 지대는 식민지기 향락과 퇴폐의 

섬이었던 월미도를 떠올리게 한다. 월미도라는 지명에 바닷가의 유흥 공간이라는 장

소성이 남은 셈이다. 2000년대 이후 역시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되

지만 이 역시 활성화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여가와 오락 공간에 대

해 도시개발과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다양해진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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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뚝섬유원지: 전원 이미지의 상품화 

제1절 뚝섬유원지의 조성

1. 일제 식민지기 뚝섬의 경관 변화

조선 시대 뚝섬은 도회지를 벗어나 성저십리(城底十里)1)의 끝부분인 한양의 경계

부에 위치한 곳이었다. 당시 동대문 바깥, 한강과 중랑천 사이에 위치한 뚝섬 일대는 

뚝도(纛島), 살곶이벌(箭串坪)2), 동교(東郊) 등으로 불렸다. 1941년 간행된 『경성부

사(京城府史)』 3권에는, 중랑천 동쪽 살곶이벌은 “남쪽에 한강이 있어 풍광이 맑고 

아름다운 대평야이므로 왕가 별저의 건설지나 포금수렵지, 군대 열무지나 목장지로 

유명했다. 이것을 행정구역으로 보자면 한때는 한성부에 속하기도 했고, 혹은 고양군

에 속하기도 했다”3)고 기록되어 있다.

1678년 간행된 『목장지도(牧場地圖)』는 조선 시대 전국의 목장을 상세히 그린 

지도첩으로, 여기에는 살곶이 목장을 그린 지도인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가 수

록되어 있다. 이 지도를 보면 목장의 경계는 아차산 마루에서 중랑포 답십리, 살곶이

다리에 이르고, 그 안에 뚝섬을 볼 수 있다. 목장과 뚝섬, 자마장, 신천, 광진 사이에

는 버드나무가 열식되어 있다(그림 5-1).4) 1818년 간행된 정약용의『목민심서(牧民

1) 성저십리는 강이나 하천, 그리고 산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한양의 도시 공간은 남쪽과 서쪽
은 한강으로, 동쪽은 중랑천, 북쪽은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
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 26, 2006, p.9.

2) 뚝섬의 옛 이름인 ‘살곶이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래가 있다. 태조 이성계가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을 몹시 미워하여 함흥에 내려가 있다가 함흥차사를 보낸 태종의 노력으로 서울로 돌아오
게 되었고, 태종은 뚝섬 일대에서 부왕을 기다렸다. 이때 태종을 만난 태조가 별안간 활을 쏘았으나 
화살이 기둥에 꽂혔기 때문에 이곳을 살곶이벌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다른 유래는 태조에
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약 백여 년 동안 임금이 이곳에 직접 나와 사냥한 것이 151회나 되었다고 한
다. 임금이 나오면 의례히 그 상징인 纛旗를 꽂았으므로 이곳을 뚝섬, 뚝도라 부르게 되었으며, 군사
들이 궁술(弓術) 등 무예를 사열하던 곳이므로 ‘살곶이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 육백년사: 민속편』, (서울: 서울특별시, 1990), pp.1099-1100.

3) 京城府, 『京城府史』 제3권 (京城府, 1941), pp.944-945. 번역은 다음을 따름. 서울특별시 시사
편찬위원회, 『(국역) 경성부사』 제3권 (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p.915. 

4) 허목 편, 『牧場地圖』 (국립중앙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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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書)』에 따르면 유수가 버드나무 수십만 그루를 목책 주위에 심어서 안팎의 경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1938년 간행된 『조선의 임수(朝鮮の林藪)』에 이 일대에 버

드나무 170그루가 같은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다는 기록5)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버드

나무는 일제 식민지기 중반까지 인상적인 경관으로 남았다. 

<그림 5-1>� 진헌마정색도,� 1678.

자료:� 『牧場地圖』 

마장(馬場) 이외에도 뚝섬 일대는 전통적으로 근교 농업이 성하여 왕실에 납품할 

과수와 채소를 생산하던 공상아문(供上衙問)인 내농포(內農圃)의 채마밭이 소재했다.6) 

이렇듯 조선 시대 뚝섬 일대는 도성 바깥의 땅이면서 왕실과 연관된 공간이었다. 

뚝섬 일대는 한강의 범람으로 인해 수해를 자주 입는 곳이었다. 식민지기 총독부

는 한강변에 제방을 쌓아 홍수의 피해를 막고 뚝섬과 살곶이벌 일대를 농경지로 활용

하고자 했다. 1913년 총독부 식산과(殖産課)에서는 뚝섬 일대의 땅을 구획정리하기 

5)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編, 『朝鮮の林藪』 (京城: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38), pp.366-369. 번
역은 다음을 따름.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 편, 생명의숲국민운동 역, 역주 조선의 임수 (서울: 지오
북, 2007).

6) 홍금수, “箭串場의 景觀變化”, 『문화역사지리』 18(1), 2006,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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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중랑천과 청계천이 합류해 한강으로 흐르는 전관천(箭串川, 전곶천) 일대를 따라 

약 7,090.2m 길이의 제방을 축조하여 460여 정보(町步)의 논을 만들어 동양척식주식

회사에 불하했다. 그러나 을축년(1925) 대홍수로 축조된 제방 전부가 붕괴되어 농작

물은 유실되고 300여 정보의 논도 침수되고 말았다. 이후 뚝섬 방면은 뚝섬수원지에

서 한강 연안을 따라 전관천, 면목동까지의 총연장 5,719m의 방수제 공사를 함으로

써 뚝섬 일대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했다.7) 한강변 제방에는 연장 2,778m의 

장석호안(張石護岸)을 설치하고 동뚝섬 제방 전면에는 567m 상당의 물양장(物揚場)

을 축조했다. 그리고 제방에 연해서는 포플러를 심어 방수 및 방풍과 함께 제방의 유

실을 방지하고자 했다.8) 이때 식재한 한강변의 포플러는 1960~70년대까지 뚝섬의 대

표적 경관이었다.

구한말의 지도(그림 5-2)와 1931년 지도(그림 5-3)를 비교해보면, 과거 저습지였

던 부분이 1931년 지도에서는 농경지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뚝섬과 동뚝섬 

일대 취락 지역도 확대되었다. 동뚝섬 동쪽, 한강의 물줄기가 갈라지는 자마장리 쪽에

는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후에 이 모래사장에 유원지가 조성된다.

1933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취락(朝鮮の聚落)』에서는 뚝섬 일대를 

경성 근교의 소시가(小市街)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체 5,606명의 

거주민 중 203명이 일본인으로 경성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꽤 많은 일본인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이곳 북쪽은 모두가 밭(田)이며 사과밭과 그 밖의 여러 가지 과수원이 있고 채소가 

재배되어 땔감과 더불어 경성 시가지로 공급됨으로써 대도회지에 이웃한 취락으로서

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경성 상수도의 수원지는 서쪽 끝에 있고 뚝섬면사무소, 보통

학교, 경찰관주재소 등이 있으며 일본인 41호 203인, 조선인 923호 5,397인, 중국인 

1호 6인, 계 965호 5,606인이다.9)

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한강사』(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5), p.502; 서울특별시 시
사편찬위원회, 『(국역) 경성부사』, 앞의 책, p.950.

8) 朝鮮總督府 編, 『朝鮮土木事業誌』(京城: 朝鮮土木建築協會, 1937a), p.316 홍금수, 앞의 책, 
p.1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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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뚝섬 일대,� 1895�

자료:�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그림 5-3>� 뚝섬 일대,� 1931�

자료:�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 자마장리 동독도리 하천 부지 점용의 건 -� 경

성교외궤도주식회사’� 첨부 도면,� 국가기록원

9) 朝鮮總督府 編, 『調査資料 第38輯 生活狀態調査(其5): 朝鮮の聚落(前篇)』 (京城: 朝鮮總督府, 
1933), pp.211-212. 번역은 다음을 따름. 서울특별시 광진구 편, 『광진구지』(서울: 서울시 광진
구, 1997), pp.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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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취락』에 실린 지도(그림 5-4)에는 후에 유원지가 조성되는 모래사장 부

근(우측 하단)은 잘려 있지만 주변에 취락이 발달한 모습과 수도수원지, 권업모범지

장, 주변의 과수원, 학교 등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4>� 뚝섬의 소시가,� 1933�

1.� 수도수원지 2.권업모범지장 3.경찰관주재소 4.보통학교)

자료:� 『조선의 취락』�

2. 조성 의도와 과정

뚝섬유원지는 1930년대 중반 사설 철도인 경성궤도주식회사(京城軋道株式會社, 

약칭 경성궤도)에 의해 조성된다. 경성궤도는 동대문에서 왕십리를 거쳐 뚝섬까지 연

결되는 교외 철도로 경성 동부 지역에서 늘어가는 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설되

었다. 경성궤도의 노선은 1927년 3월 뚝섬궤도주식회사(纛島軋道株式會社)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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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였던 왕십리부터 뚝섬 사이의 궤도 부설 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이 회사는 

명칭을 경성교외궤도회사(京城郊外軌道會社)로 변경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

고, 1932년에는 해당 노선을 경성궤도에 양도한다.10) 당시 경성궤도의 사장이었던 이

와사키 마사오(岩崎眞雄)는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와 함평철도주식회사

(咸平鐵道株式會社)를 운영했던 세력가인데, 그가 적자 경영임에도 불구하고 이 궤도

선을 부설 및 확장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총독부가 사철에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

문이다. 1935년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공로자명감(朝鮮功勞者銘鑑)』에서는 이

와사키 마사오가 운영하고 있는 경성궤도의 업적에 대해, 곧 대경성11) 지역에 포용될 

예정인 동대문 밖과 한강 연안의 뚝섬을 연결해 지역을 부흥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12)

경성궤도는 1933~1934년 뚝섬에 수영장 등의 시설을 해 유원지를 조성하는데, 새

로운 시설은 궤도의 운영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1933년 뚝섬 수영장의 개장을 맞아 

동대문역-동뚝섬(동독도리)역까지의 왕복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운행 시간을 연장하기

도 했다.13) 1934년 동뚝섬에 수영장, 아동 유희장, 매점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한 

뒤에는 유원지역까지 궤도 노선을 확장하고,14) 궤도차 이용자들에게는 유원지의 입장

료를 받지 않기도 했다.  

10) “뚝섬궤도허가(纛島軌道許可)”, 「동아일보」 1927년 3월 19일; “교외궤도차 1년간 업적”, 「동
아일보」 1931년 11월 28일; “교외궤도수입”, 「매일신보」 1932년 4월 21일; 뚝섬궤도주식회사
의 명칭 변경은 경영진이 이 노선이 교외 철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직접적으로는 일
본인 투자자를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용상 외,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 I』(서울: BG
북갤러리, 2011), p.69. 

11) 대경성 (계획)은 공식적으로 입안되거나 실행된 어떤 특정한 도시계획안(혹은 사업)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1920~1930년대 경성을 대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발전계획 일반을 포
괄하는 광의의 계획을 뜻하는 다소 모호한 의미로 시중에 널리 유통되었다. 김백영, 『지배와 공
간: 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9), p.390.

12) 『광진구지』에서 “경성궤도(주) 뚝섬ㆍ광나루선 전말” 부분을 기술한 손정목과 박은숙은 식민 
당국이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철의 경영을 보조하는 정책을 편 것은 식민지 개척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편, 앞의 책, pp.493-495; 阿部薰 編, 『朝鮮功勞者 
名鑑』(서울: 驪江出版社, 1987), p.425. 

13) “뚝섬의 수영장”, 「조선일보」 1933년 7월 15일.

14) “동뚝섬유원지 10일부터 운수개시”, 「동아일보」 193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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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 유원지역전(遊園地驛前) 한강 강안 1만여 평의 광활한 땅에 자리한 본사 

직영의 유원지에는 청례한 구슬 같은 어린이 수영장, 낚시 못, 분수탑, 각종 운동 기

구, 정원, 운동장, 식당 등의 설비가 갖춰져 가족이 함께 놀러가기에 더없는 명랑한 

유원지다. 특히 흰 돛단배가 오가는 한강의 전망은 더할 나위 없다. 입장료는 5전. 동

대문 및 왕십리부터 유원지까지 왕복 승차권 소지자는 무료 입장15) 

�위의 인용 문구는 1936년 『조선철도협회회지』에 수록된 ‘경성궤도연선안내’에

서 뚝섬유원지에 관한 내용으로, 뚝섬유원지의 시설과 풍경, 입장 요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뚝섬유원지를 비롯해 동대문에서 뚝섬유원지 간의 궤도선과 동대문에

서 광장역으로 이어지는 광장선 주변의 대표적 행락지를 소개하고 있다. 선로의 주변

에는 동묘, 경마장, 금강산전철변전소(金剛山電鐵變電所-마장역 앞), 살곶이다리(箭串
橋-살곶이다리에서 3丁), 뚝섬평야(纛島平野), 골프장(화양역 앞), 고대인 유적(구의역 

앞), 광진교(광장역 앞), 광장산성지(광장역에서 7丁), 풍납리토성(광장 대안 하류에서 

10丁), 남한산성(광장 혹은 유원지에서 3里), 과수원(서독도역 앞), 유원지, 봉은사(유

원지 대안), 대청황제공덕비(유원지에서 1里), 추정백제왕릉(유원지에서 1里)16) 등이 

있었다. 또한 이 두 노선을 이용한 동대문-남한산, 동대문-봉은사 코스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그림 5-5).17) 

이러한 코스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에서 경성궤도와 나룻배를 이용한 하이킹 

코스로 소개되곤 했다.18) 경성과 뚝섬 간의 교통을 독점하고 있었던 경성궤도는 경성 

시민들이 뚝섬유원지를 많이 찾는 더운 여름철 최고의 수입을 올리곤 했다.19) 

15) 朝鮮鐵道協會, “京城軌道沿線案內”, 『朝鮮鐵道協會會誌』, 15(10), 1936, pp.60-62.

16) 1909년 반포된 ‘도량형법개정’에 따르면 1리(里)는 36정(町)이며, 3927.27273미터(m)다. 남윤순
ㆍ김기수, “근대기 척도 단위 변화를 통해 본 부산 원도심 지역 도시 건축 자료에 대한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pp.163-170. 

17) 朝鮮鐵道協會, 앞의 글, pp.60-62.

18) “애인 다리고 갈 사랑의 ‘하이킹 코-스’”, 『삼천리』8(6), 1936년 6월 1일; “산수를 함께 즐기
는 봉은사 코스 행정도 가깝거니와 도중의 뚝섬유원지”, 「조선일보」1937년 10월 17일.

19) “뚝섬유원지 번창. 일요일에 2만명 동원”, 「조선일보」1939년 7월 18일; “폭염 덕본 궤도차 뚝
섬유원지로 사람의 사태”, 「조선일보」1939년 8월 6일; “장안의 혹서를 뚝섬에서 피서. 6일에
만 2만명 출동”,「조선일보」1939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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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경성부관내도(京城府管內圖)’의 뚝섬 일대,� 1930년대 후반

자료:� 『서울지도』

1930년대 식민 당국은 경성을 확대하는 전략으로서 도시 정책을 펼쳤다. 1920년

대에는 일본 각지에서 도시계획 붐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식민지 조선에도 도시계

획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시도가 활발했다. 1920년대 후반에 이르면 경성과 경성부 

인접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20) 왕십리와 뚝섬 일대의 교외 도시화 계획이나  

뚝섬 일대를 경성부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기 시작했다.21) 교외 개발에 대한 기

대에도 불구하고 뚝섬 일대는 궤도선의 부설로 경성과의 교통은 편해졌으나 조선인 

대부분이 동양척식회사의 소작농으로 전락한 빈촌이라는 한탄 섞인 신문 기사도 있었

다.22) 1936년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경성시가지계획령(京城市街地計劃令)’에 따르면 

20) 김백영, 앞의 책, pp.386-433.

21) "자라가는 경성 교통망계획, 중심으로부터 방사선으로 교외! 교외에 발전", 「매일신보」1930년 
11월 22일; “시가지계획령 10월, 경성에 적용”, 「동아일보」1935년 9월 11일.

22) “대경성 후보지 선보기 순례. 전에는 풍성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빚쟁이 촌(村)된 뚝섬(纛島) 
(7)" 「조선일보」 1933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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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일대는 당시 경성시구확장(京城市區擴張)에서 제외되었다.23) 1937년 발간된

『경성시가지계획결정이유서(京城市街地計劃(區域, 街路網, 土地區劃整理地區)決定
理由書)』에 따르면 뚝섬 일대를 소위 ‘전원도시’로 개발할 구상도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결국 식민지기 내내 뚝섬 일대는 경성의 배후지로서 농업이 중요한 곳으

로 남았다. 

그런 가운데 경성이 점점 더 도시화되고 확장되면서, 교외 유원지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仙人- 모던 도시 서울에 있었으면 좋을 것이 무엇 무엇일까요. … 

李瑞求- 유원지야. 어린 아이들까지 다리고 점잖케 일○족이 산보도 하고, 하루 유쾌

하게 놀 유원지가 서울 교외에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한강은 야속화(野俗化)하여졌

고, 뚝섬이나 노들(鷺梁津)도 살풍경화하였고―

卜惠淑- 그렇지요. 겨우 있다는 것이 창경원뿐인데 일요일날 같은 때에 가 보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북적북적하여 한적한 맛이라고 있어야 놀 재미가 있지요.. 

李瑞求- 말하자면 오사카 교외에 다카라즈카가 있듯이 온천도 있고, 공원도 있고, 가

극도 있어, 하루 종일을 한 가족이 유쾌하게 놀고 올 곳이 있었으면 좋겠네.

仙人- 오사카나 도쿄는 인구 4, 5백만, 7, 8백만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 생기

지만 서울은 이제 겨우 40만을 가지고 무얼 하겠나. 당분은 그런 대규모의 유원지는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걸.24)

23) “이에 대한 총독부 관계자의 의향을 들으면 동 지대는 당분간 경성부의 채소 공급지로 방임하여 
두었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그를 경공업지대로 소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경성시구확장에 독
도(纛島)는 제외”, 「동아일보」 1936년 1월 15일; “이 지역 일대는 경성부의 동남방에 개재(介
在)하고 청계천의 남방 경성, 강릉선 도로(利天街道)에 연(沿)하며 주로 한지면 신당리 상, 하왕
십리, 부당리 등을 포함하고 토지는 약간의 기복이 있으나 장래 주택 지역과 상업 지역, 혹은 일
부 경공업 지역으로서 상당한 발전이 기대된다. 왕십리 지역의 동남 중랑천을 격(隔)하여 독도
(纛島)가 있어 이곳은 경성부 수도(水道)의 수원지가 있고 한강에 연한 비옥한 토지로서 채소의 
산출이 많으며 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지형상 경성부와 관계 깊은 소위 전원도시로서 별
도로 고려함이 가(可)하다.” 朝鮮總督府 編, 京城市街地計劃(區域, 街路網, 土地區劃整理地區)
決定理由書 (京城: 朝鮮總督府內務局, 1937), p.6. 번역은 다음을 따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
원회 편, 『서울도시계획』 (서울: 서울특별시, 1965), p.37. 

24) 이서구(李瑞求)ㆍ복혜숙(卜惠淑)ㆍ白樂仙人, “현대 ‘장안호걸’ 찾는 (좌담회)”, 『삼천리』7(10),  
1935년 11월 1일. 



- 134 -

1935년 대중 잡지 『삼천리』에 실린 좌담의 내용을 보면 ‘모던 도시 서울’에 필
요한 시설 중 하나로 교외의 유원지를 꼽고 있다. 이때 유원지란 일가족이 한적하고 
유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모델은 온천, 공원, 공연 등을 즐
길 수 있는 일본 오사카 교외에 있는 다카라즈카 온천이다. 그러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행락지는 속되고 야만스럽게 ‘야속화(野俗化)’하거나 보잘것없이 ‘살풍경화(殺
風景)’한 것이다. 즉 ‘모던’의 대척점인 비문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가 충분하지 못해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유원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없다
고 지적한 부분에서 유원지의 조성이 도시화와 그에 따른 인구 집중과 관련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공공기관에서 유원지를 시설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민간이 이것을 시설, 경영하게 된다

면 우선 첫째, 수지타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경성의 인구는 일본인과 조선인

을 합해 겨우 38만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원지의 시설에 대해서도 일

본인, 조선인 각자 취미가 달라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즉 10만의 일본인의 

취미를 기본으로 입안할 것인지, 28만의 조선인의 취미를 도입하여 계획할 것인지, 이

것은 직접 입장자의 수량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경성의 겨울은 

매우 길고, 도시인이 유원지로 발을 옮기는 것은 약 6개월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1년간의 경영유지비를 벌기 위해서는 상당한 설비와 노력이 필요하다.25)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무샤 렌조(武者鍊三)의 ‘경성에 대유원지가 생기지 

않는 이유’라는 글을 보면 유원지의 배후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의 특성상 수익 창출 여부에 따라 유원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한 재조선 일본인의 취미를 바탕으로 유원지 시설

을 계획할 것인지, 훨씬 숫자가 많은 조선인의 취미를 바탕으로 시설을 조성할 것인

지도 고려의 대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입장객이 많아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만 있다

면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상관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식민지 상황이

25) 武者鍊三, “京城に趣味と慰安の設備が欲しい-京城に遊園地が出來ないわけ”, 『朝鮮及滿洲』
333(1935년 8월),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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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정치적 현실보다도 수익 창출이 더욱 우선시 되었던 유원지의 상업적 성격을 짐

작하게 한다. 또한 여러 철도 회사에서는 주택과 유원지 개발을 결합한 계획을 제시

하기도 했다. 한 신문기사에서는 경성궤도가 유원지주택경영회사를 설립하고 광장리

의 인접지에 약 10만평을 매수해, 유원지와 주택을 개발하여 경성궤도의 이용을 촉진

할 계획이며 우선 경성궤도회사의 사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다.26) 동대

문부터 이천 사이 60km에 광궤전차철도를 부설하고 이천의 온천을 이용해 일본의 다

카라즈카식 유원지를 세울 계획을 밝히는 기사도 있다.27) 그리고 이러한 교외 유원지 

개발 논리는 혼잡하고 오염된 도시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낙원’을 제공한다는 담

론으로 포장되었다. 

매연에 찌든 하늘, 광○음이 소용돌이치는 거리, 견직의 뒷면처럼 혼잡한 서울 경성을 

빠져나와 위안과 안식을 찾는 대유람계획이, 주택난 해소라는 일석이조를 노리고 구

체화되어 왔다. 경춘철도회사에서는 경성의 교외에 유원지를 만들고, 유람철도와 드라

이브웨이를 개설, 그 중 하나는 자본금 1천만 원의 전철회사가 반도에 처음으로 생겨 

경성-이천간에 한큐와 같은 광궤급행전차를 운행, 온천도시 이천에는 “반도의 다카라

즈카”를 만든다는 초호화로운 도원경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어 도회 생활에 

지친 경성인에게 “지상천국”을 제공한다28) 

  

일본의 철도 회사는 일본에서 교외 철도의 행선지에 ‘전원도시’라는 이름으로 베드

타운을 건설하고 그 주변에 유원지나 공원을 조성해 열차 승객을 늘리거나, 연선에 

유원지를 조성함으로써 연선의 개발을 꾀하는 등의 경영 방법을 활용했다.29) 일본인

26) “경성궤도가 대유원지계획”, 「매일신보」1937년 2월 14일. 

27) “경성→이천 광궤전차 동대문→왕십리간은 고가선복선”, 「동아일보」1937년 7월 25일.

28) “京城郊外に遊園地"半島の寶塚"が生れる”, 「京城日報」1937년 9월 21일.

29) 일본의 사철은 영국의 에벤에저 하워드(Ebenezer Howard, 1850~1920)가 주창한 ‘전원도시
(Garden City)’ 이론의 영향을 받아 교외 주택지를 개발하고 그 인근에 유원지를 만들기도 했다.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은 미국에 수용되면서 비자본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이상 공동체를 건설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주거 환경이 악화된 도심부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의 중산층을 
위한 뉴 타운 혹은 베드타운 건설론으로 굴절되었다. 그리고 이런 미국적 전원도시론을 일본에서 
수용했다. 고바야시 이치조는 주택지 경영과 백화점 운영 등 지금까지는 없었던 연선 개발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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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했던 조선의 경성궤도 역시 이러한 경영 모델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930년대 뚝섬유원지는 경성의 도시화에 따른 교외 개발, 교통의 발달에 따른 이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도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고바야시 이치조의 영향으로 시부자와 에이이치(渋沢栄一)와 시부자와 
히데오(渋沢秀雄) 부자 역시 주택지 개발과 철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시부자와 에이이치는 미국과 유럽 시찰을 통해 전원도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18년 전원
도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도심과 연결하는 철도를 계획해 건설하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했다. 전원도시주식회사는 도쿄의 베드타운인 덴엔초후(田園調布)와 같은 교외 주택지 개발
을 했다. 에이이치는 어느 잡지 기사에, '훌륭한 도시' 즉 이상적인 교외 주택지에서 뺄 수 없는 
시설 중 하나가 '대유원지와 공원'이라고 했다. 즉 유원지와 공원을 주거지를 더욱 매력적인 상품
으로 만드는 요소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부자와 에이이치가 구미 시찰을 통해 본 '플
레저 가든', 즉 상류층과 중류 계급이 모이는 사교용 정원을 일본의 고급 주택지에 조성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염복규, “식민지 도시계획과 ‘교외’의 형성”, 『역사문화
연구』 46, 2013, pp.36-37; 橋爪紳也, 『日本の遊園地』(東京: 講談社, 2000), pp.78, 101; 박
내선ㆍ家田仁, “20세기 초 일본 민간철도회사의 교외개발사례 연구”,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
지』(2), 2005, pp.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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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원 이미지와 유원지 문화

1. 철도 노선을 따라 재구성된 전원의 풍경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뚝섬 일대의 땅을 농경지로 개간한 이후, 1920년대 뚝섬

의 대표적인 풍경은 농작물이 자라는 넓은 들판과 한강, 그리고 조각배가 떠다니며 

낚시를 하는 모습이었다. 

수만 정보의 넓은 들에는 보리와 밀이 하늘을 뚫을 듯이 무성하여 화풍에 바람을 좆

아 이편으로 몰리고 저편으로 몰리는 잔잔한 물결이 순풍을 좆는 것 같아 ○○○○

(麥浪) 하던 ○○의 경치를 보겠으며 앞면에는 ○고 청아하며 잔잔한 ○도 오리알빛 

같은 한강물이 활동같이 둘러있고 오르고 내리는 상선은 삼삼오오 작반하여 순풍에 

돛을 달고 어이 갈거나 어이 갈거나 한가이 안적 잇난 것도 또한 뚝도에 한 경치를 

자랑할 만하며 한가한 어부들은 주나라 때에 강태공에 ○○되어 시절을 낚듯이 조그

마한 조각배에 술도 싣고 밥도 싣고 길고 빠른 낚싯대를 깊고 깊은 물속에 집어 넣고 

안적한 가흥을 자랑하는 것도 또한 뚝섬의 한 경치라 하겠다.30) 

‘경성궤도연선안내’에서는 궤도차를 타고 유원지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 장소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뚝섬평야와 과수원 등 농업 경관을 아름다운 경치로 묘사

하고 있다. 

뚝섬평야 상후원, 화양의 중간에 있으면 뚝섬 평야 전체를 바라보기에 좋다. 차창에서 

멀리 자수정을 세운 듯한 북한의 수봉과 톱니를 늘어놓은 듯이 보이는 도봉(道峯)의 

연산(連山)을 바라볼 수 있다. 본 궤도와 병행하여 달리는 이천가도의 버드나무 가로

수길 구역은 가까이서나, 혹은 멀리서나 그 경치가 특히 좋다.

과수원 - 서뚝섬역전 역은 경성사범학교 농장 외에 각 농장의 중앙에 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 가을에는 포도, 배, 사과 등 4계절 내내 과일이 풍부하

30) “본일에 장쾌히 거행될 독도연화대회(纛島煙花大會), 밤낮으로 환락할 좋은 구경, 요란한 뚝섬의 
불놀이 장관, 전차 자동차 인력거 편(便)도 있소”, 「매일신보」1920년 5월 28일.



- 138 -

여 항상 이 과일로 담근 좋은 술의 향이 차창을 통하여 흘러들어온다. 

근대의 기차는 “객실 창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panoramatischen) 

전망”이라는 새로운 풍경에 대한 감수성을 만들어 낸다. 농촌의 풍경처럼 “단조로운 

풍경이 열차로 인해 처음으로 미적으로 매혹적인 시점에 놓이게 된다. 열차는 하나의 

새로운 풍경을 연출한다”.31) 뚝섬으로 가는 길에 있는 원예모범장이나 과수원은 새로

운 볼거리였다. 뚝섬의 원예모범장(이후 권업모범지장으로 이름 변경)에서는 새로운 

과일을 시범 재배한 덕택에 ‘뚝섬 포도 파티’와 같이 새로 도입된 과일을 이용한 활동

도 보이며,32) “뚝섬 모범장의 가지가지 원예를 구경할 수 있”었다.33) 1937년경 12개

에 달했던 포도원과 일대의 채소밭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목가적인 ‘전원 풍경’으

로 묘사되었다.34)

1930년대 신문지상에서 경성에 대한 주된 묘사는 “살풍경한 도회의 더위”나 “매연

에 찌든 하늘 굉음이 소용돌이치는 거리, 견직의 뒷면처럼 혼잡한” 곳이다. 이와는 대

비되는 뚝섬 일대의 전원적 풍경은 볼거리로 부각되었다. 특히 경성궤도가 놓이고 유

원지가 만들어지면서 신문 등의 매체는 도시 생활에 지친 경성 시민에게 궤도차를 타

고 쉽게 갈 수 있는 “지상 천국”인 뚝섬유원지행을 권유한다.35) 한강의 모래사장에 

마련된 수영장과 제방에 식재된 포플러가 유원지의 대표적 풍경이었다.

그전에는 왕십리를 거쳐 도보로 다녔지마는 수년전부터 동대문턱에서부터 장난감 같

31) Wolfgang Schivelbusch, 박진희 역, 『철도여행의 역사: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
는가』 (서울: 궁리, 1999), pp.81-83.

32) “이화여전 주최(梨花女專主催)의 뚝섬 ‘포도파티’”, 「동아일보」1934년 9월 16일. 우리나라에서 
포도의 현대적 재배는 1906년 설립된 뚝섬 원예시험장에서 많은 품종을 도입하여 시범 재배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혜숙, 『포도, 사과, 배 裁培地域의 變遷(1960-1970)에 
관한 地理學的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33) “명일요는 어디로, 첫여름의 들에서 녹음은 부른다”, 「동아일보」1934년 5월 26일. 

34) “뚝섬에 포도 풍등. 금년엔 5만원 예상”, 「조선일보」1937년 8월 18일; “산수를 함께 즐기는 
봉은사 코스 행정도 가깝거니와 도중의 뚝섬유원지”, 「조선일보」1937년 10월 17일.

35) “방수림, 백로주가의 시취 깊은 뚝섬수변. 여름놀이시설도 새로 설치. 한강변 납량지 순례 (1)” 
조선일보 1934년 6월 7일;  “京城郊外に遊園地"半島の寶塚"が生れる”, 「京城日報」 1937년 9
월 21일.



- 139 -

은 차나마 궤도차가 삼십분만큼 왕복하여 갑자기 경성과의 연락이 편리하게 되었다. 

강변 수천 평의 방수림에는 수만 본의 '포푸라' 나무가 무르녹어 살풍경한 도회의 더

위에 시달린 머리를 시원케 하는 우에 수영장은 물이 깨끗하고 깊지 않고 '모래강변'

은 넓고 보니 소위 금상첨화라고나 할까 아직 물이 찬 탓인지 수영장에는 어린애 몇 

명이 텀부덩 대고 있을 뿐이었다. 방수림 옆에는 유원지가 금년 여름부터 새로이 등

장할 양으로 지금 공사 중인데 유원지 안에는 아동수영장 유희장에 매점까지 설비하

는 중이며 또 지금부터도 세주는 '뽀트'까지 떠 있으니 강 아랫목에 지지 않을 것이

다.36)

1938년 문학가 임화(林和)는 화가 구본웅 등과 함께 뚝섬유원지에 취재 여행을 다

녀와 「동아일보」에 ‘경궤연선(京軌沿線)’이란 제목의 산문을 기고했다. ‘경성궤도연

선안내’에서 유원지의 다양한 시설이 가족 동반의 행락에 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임화 일행은 유원지 풍경을 황량하게 받아들인다. 

아직 꽃도 잎도 안 핀 유원지는 즐길 아무것도 없고 황량 그것이었으나 역시 작하(昨
夏)의 영화에 지친 듯한 일종 버리기 어려운 정취가 있었다. 유원지를 들어가는 길녘

에 높다란 방수 제방을 지나면 긴 포플러 숲이 나오는데 이곳이 하절엔 캠프촌이라 

한다. 캠프촌이 되었을 때 풍경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날 우리의 행락 중 그중 정취 

깊은 곳이 나에겐 이 숲이었다. 아직 잎도 안 피고 긴 줄기들만 거의 한 평에 한줄기

씩이나 들어박힌 한가운대로 내깔린 궤도는 영화에서 보는 삼림철도 그것 같았다. 우

리는 차를 나려서도 몇 번 이곳을 거닐어 보고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 E군 같은 사

람은 백화림(白樺林)같다고 찬미한다. 유원지는 그리 호화한 시설은 아니었다. 그러나 

바로 강안에 닿아 있고 근처 풍경이 좋은 곳이라 여름 하루 소일엔 훌륭한 곳이었다. 

… 나는 오늘날의 청년들이 어째서 이런 황량한 풍경에 마음을 주는지 제 마음이 한

개 비극 같아서 그런지 단지 차차 저물어가는 이른 봄의 찬 기운이 무릎으로 스미는 

것만 느꼈다.37)

36) “방수림, 백로주가의 시취깊은 뚝섬수변. 여름놀이시설도 새로 설치. 한강변 納凉地(납량지) 순례 
(1)”, 「조선일보」 1934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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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구본웅이 그린 ‘경궤연선’의 삽화

자료:� “경궤연선 下”,� 「동아일보」� 1938년 4월 17일

이 글에 따르면 유원지 자체의 시설은 그리 화려하지 않지만 그 풍경은 “황량하지

만 버리기 어려운 정취”가 있으며,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풍경에 매료되고 있

다고 표현하여 뚝섬 일대에 대한 도시민의 인상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나 새로

운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함께 수록된 구본웅의 삽화(그림 5-6)를 보

면 철로와 그 주변의 모습이 매혹적인 풍경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뚝섬유원지의 경험은 궤도차를 타고 그 노선에 따라 새로운 경관과 이미지, 장소를 

만나는 총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2. 놀이 문화의 관리와 계도의 장

한강은 경성 부민들의 여름철 피서지로 여겨졌다. 조선 시대에도 지역에 따라 일

반 백성들이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러나 과거의 물놀이가 자유로운 놀이였다

면 식민지기 한강의 물놀이는 경성부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었다. 

한강에서는 익사 사고가 많았다.38) 이에 체육으로서 수영을 권장했던 경성부와 관

37) 임화(글)ㆍ구본웅(그림), “경궤연선(京軌沿線) 下”, 「동아일보」1938년 4월 17일. 

38) “이번엔 뚝섬 부근서 뽀트 타다 익사”, 「동아일보」1939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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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찰서에서는 여름이면 한강에 안전지대를 만들고 수영장을 개설하곤 했다.39) 주

로 한강철교와 인도교 부근이 주로 서민들이 수영과 보트놀이를 하는 곳이었는데, 해

마다 수영하다 익사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1930년대에는 경성부에서 시설한 수영장 

이외에 한강에서의 수영을 금지하기도 한다.40) 특히 아동 수영에 관해서는 한강철교 

밑, 서빙고, 뚝섬 등으로 수영장을 한정하기도 했다.41) 뚝섬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안전한 지역을 골라 수영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뚝섬유원지의 운영자인 경성궤도에게 

구조선 등을 운영하게 했다.42) 따라서 뚝섬유원지는 경성의 시민들이 가깝고 저렴하

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수영장과 유선장을 구분하고 감시원을 두기도 

하고, 수상 음주를 금지하는 등 놀이 문화의 계도 장소이기도 했다.43) 

39) “한강에 안전지대”, 「동아일보」1924년 8월 26일; “한강철교 수영장완성”, 「동아일보」1931년 
8월 15일; “한강수영장 작일부터 개장”, 「동아일보」1939년 7월 2일.

40) “한강수영금지, 부영수영장(府營水泳場) 이외엔”, 「동아일보」1936년 7월 7일.

41) “아동수영철저단속”, 「동아일보」1937년 6월 25일.

42) “뚝섬 수영장 개장 동부 경성 아동들의 별천지 주위에 구조설비 완비”,「조선일보」1939년 8월 
6일; “수영장을 정식 지정 위험지엔 표식을 신설 뚝섬 유원지 부근 한강에서 구호선과 구명기도 
비치코 5일에 개장식”, 「조선일보」1939년 8월 26일.

43) “한강 익사자수 격증”, 「동아일보」1938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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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복 이후 뚝섬의 도시화와 유원지의 공원화

1. 뚝섬의 서울 편입과 뚝섬유원지의 공원화

식민지기 경기도에 속해있던 뚝섬 일대가 서울시에 편입된 것은 1949년 도시행정

구역 확장 때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1952년 전재복구

를 위한 대대적인 시가지 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서울시의 재정 형편상 뚝섬 일

대까지 계획할 여력은 없었다.44) 

한편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동부 지역이 급진적으로 팽창하면서 1958년 뚝섬유원

지는 용마산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된다.45) 식민지기 경성궤도라는 민간 기업이 조성

해 운영했던 뚝섬유원지는 어떻게 공원이 되었을까. 

광복이 되자 일본인이 경영했던 경성궤도는 귀속재산이 되어서 한인 종업원 대표

였던 강양기(姜鍚麒)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운영하게 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큰 피

해를 입는다. 그 복구는 민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웠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교통 시설이었기에 1953년 서울특별시에서 인수해 경영하기로 결정하고, 시장 김태선

이 관리인으로 취임했다. 1954년 4월 1일부터는 그 명칭도 ‘서울특별시 궤도사업관리

청’으로 변경해 서울특별시가 정식 운영 주체가 되었다.46) 즉 민간 기업이었던 경성

궤도를 공공기관화 하면서 유원지도 공공의 관리 대상이 된다. 당시 서울시는 경성궤

도를 토대로 시내 교통망과 도시계획을 확장할 구상을 했으며 뚝섬에는 경마장과 유

원지를, 광장리에는 낚시터와 골프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47) 1954년 서울시는 뚝

44) 1949년 12월 27일자 내무부고시 제7호에 독도지구(纛島地區)ㆍ사평지구(思平地區)ㆍ숭인지구(崇
仁地區)ㆍ구로지구(九老地區)의 네 개 지구가 서울시 시가지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었다. 

45) 1958년 2월 15일자 내무부고시 제413호에 따라 성동구 광장동ㆍ구의동ㆍ중곡동ㆍ능동ㆍ군자동·
면목동에 걸쳐있는 용마산(龍馬山)을 공원번호 142호 용마공원(龍馬公園, 면적 7,758,000㎡ 대
공원)으로, 성수동 1,2가와 자양동에 걸쳐있는 뚝섬을 공원번호 143호 뚝도공원(纛島公園,면적 
2,621,000㎡ 대공원)으로 각각 추가 지정했다. 이 두 개의 대공원은 1949년 8월 15일자로 서울
시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편입된 4개 지구 중에서 6ㆍ25전쟁 후에 동부지구가 급진적인 팽창을 
한데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서울육백년사 홈페이지.

46) 1960년대에 접어들면 버스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면서 궤도차의 운행이 정지되고 궤도선도 
철거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편, 앞의 책, pp.494-501; 이용상 외, 앞의 책, p.71.

47) “시(市)서 ‘경성궤도’ 운영”, 「경향신문」195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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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원지를 개수하면서 수영장을 수리하고, 유원지 내에 골프장, 풀, 아동용 그네, 보

트, 배구장, 탁구장, 정구장, 식당, 매점 등 각종 오락 시설을 마련했다.48) 이후 1957

년 올림픽운동장 조성 후보지로 중곡동과 광장동 일대가 결정되면서 1958년 인근의 

용마자연공원과 함께 뚝섬 일대는 뚝도공원으로 지정된다.49) 

광복 이후 식민지기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1962년 우

리나라 최초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1964년 8월 14일자 건설부고시 

제1031호에 따라 서울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때 1949년에 서울시에 편

입된 4개 교외 지구가 계획되었다. 뚝도평야와 한강, 잠실도 등을 포함했던 뚝도 지구

는 서울시에 편입된 후 10여 년이 지난 1962년에 이르러서야 시가지 건설 계획을 세

우고 도시화된다.50) 이 시점부터 뚝섬 일대의 도시화와 맞물려 대규모 종합 유원지 

개발 계획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1962년에는 뚝섬유원지를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종합공원으로 확장할 계획이 세

워진다. 당시 2만8천 평 넓이의 유원지를 거의 두 배에 가까운 5만여 평으로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이 계획 가운데 기존 유원지의 풍치림인 버드나

무와 포플러가 해마다 홍수에 쓸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호안에 축대를 시설하는 공

사에 착수해51) 같은 해 11월 완공된다.52)

1957년 제작된 ‘서울특별시지도’53)(그림 5-7)에서는 유원지 일대 한강의 백사장과 

뚝섬을 감싸고 있는 제방을 확인할 수 있다. 붉게 칠해진 부분이 주택 등 건물이 들

48) “뚝섬유원지 수영장개설”, 「경향신문」1954년 5월 29일; “국민보건에 도움! 뚝섬유원지 수이 
완성”, 「동아일보」 1954년 8월 8일.

49) 박인재는 이 조치가 올림픽운동장 주변이 대규모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추론한
다.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45-46.

50) “무리한 설정 해제”, 「경향신문」 1962년 12월 12일.

51) “뚝섬을 종합공원으로. 언제나 이용토록 시설 구비”, 「조선일보」1962년 8월 13일.

52) “뚝섬과 한강변간 호안공사 완공”, 「조선일보」1962년 11월 10일.

53) 1957년에 육군본부공병감실의 지시에 의해 1901공병기지측지부대에서 간행한 1:12,500으로 작
성한 지형도로 국내 기술로 제작된 가장 앞선 지도다. 1951년 지도를 바탕으로 1956년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 수정되고 편집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편, 『서울지도』 (서울: 서울역사
박물관, 2006),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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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곳으로 아직 많은 지역이 농경지로 도시화되기 이전 뚝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밖에 1954년 신설동에서 이전한 경마장이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를 통해 뚝섬 일

대는 1960년대에 접어들기까지 식민지기의 전원적인 풍경을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7>� ‘서울특별시지도’의 뚝섬 일대,� 1957

자료:� 『서울지도』,� 지도 위 연구자 작성

1960년대 후반부터 뚝섬 일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66년 서울특별시

장에 임명된 김현옥은 뚝섬 일대의 구획정리사업54)과 주택대단지ㆍ경공업단지 조성을 

54) 1966년에 시작된 뚝섬지구 구획정리사업(1961. 5. 26 ~ 1969. 6. 19)은 40만 평, 1966년 8월 8
일 시작된 화양지구(1967. 1. 21 ~ 1972. 11. 21)는 64만 평, 1969년에는 중곡지구(196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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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했다. 1970년대까지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강변도로55) 건설이 진행되

면서 서울에 채소를 공급하던 농업 지역이던 뚝섬 일대는 시가지로 변화해 갔다. 

<그림 5-8>� ‘한강의 기적 70년대 새서울약도’의 뚝섬 일대,� 1970

자료:� 『서울지도』�

~ 1974. 2. 13) 95만 평, 1972년에는 화양추가지구(1972. 3. 27 ~ 1980. 12. 5)가 46만 평을 토지
구획정리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과 함께 읽는 광진구의 역사』 (서울: 서
울특별시시 광진구, 2016), pp.198-200; 서울육백년사 홈페이지.

55) 뚝섬 일대에는 강변6로(용비교 북단~광진교 북단)가 놓이는데, 이 구간 중 경마장 부근에서 중랑
천 하구까지는 1920년대 제방이 축조되었고, 그 상류는 무제부 구간이었다. 총 연장 10.8㎞ 중 
영동대교 북단에서 잠실대교 북단까지 1,870m 구간은 화양지구 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
되었고, 잠실대교 북단에서 광진교 북단까지의 1,400m 구간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 구의택지매
립구간이었으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취소되어 서울시가 매립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일반회계예산
으로 1973년도 사업으로 건설하였다. 준공 시기는 1973년 5월 14일이었다. 서울육백년사 홈페이
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한강사』, 앞의 책, p.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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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발행된 새서울약도(그림 5-8)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재직 중에 제시한 각

종 개발 프로젝트를 한 곳에 모아놓은 서울 개발 프로젝트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를 보면 한강변 뚝섬유원지 일대는 여전히 백사장으로 남아 있지만 주변은 구획

정리가 되어 시가지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이며, 강변6로 자리가 표시되어 있다. 식

민지기 경성골프구락부 소속 골프장 자리에 1954년 개장한 능동골프장과 1962년 준

공된 워커힐 호텔 등도 보인다.  

1968년에는 김현옥 서울시장이 일부 민간 자본을 유치해 뚝섬 일대 20만 평을 개

발해 1969년 5월까지 근대화된 유원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발표한다. 4m 높이의 제방

을 쌓고, 제방도로를 신설하는 한편 수영장과 주차장, 보트장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

이었다(그림 5-9).56) 

<그림 5-9>� 뚝도공원 건설계획 조감도.� 1968.� 9.� 10.� �

자료:�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 II:� 1968-1970』

그러나 이 계획도 실현되지 못한 채 1970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한

번 유원지 계획이 발표된다. 이번에는 20~30만 명이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종합 유

56) “민자유치 뚝섬유원지 개발”, 「매일경제」1968년 9월 3일; “뚝섬유원지 여름휴양지로. 각종시설 
내년 5월까지 완공”, 「조선일보」1968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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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 시설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 1971년까지 마련하는 계획이었다.57) 1971년 1월 서

울시가 발표한 뚝섬종합유원지 개발 계획에 따르면, 뚝섬 남쪽의 모래밭에 강변도로

를 겸한 길이 2.5km의 둑을 쌓아 강변4로와 연결시키고 그 안에 12만5천2백 평의 

‘매머드 유원지’를 1972년 말까지 건설한다. 서울시는 둑은 시비로, 시설비는 민간 자

본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둑을 쌓아 당시만 해도 강물이 불면 물에 잠기

던 뚝섬 일대의 30만 평이 택지 등으로 쓰이게 돼 뚝섬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했

다. 이 유원지에는 모노레일, 어린이 놀이터, 구기장, 피크닉장, 골프 연습장, 승마장, 

호텔 방갈로 전망대, 수목 전시장, 수영장, 각종 오락장, 동ㆍ식물원 및 양어장 낚시

터, 유수지 펌프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었으며, 유원지 밑의 고수부지 16만5천 평엔 

유료 캠프 시설을 갖춰 물이 불지 않을 때는 어린이와 어른이 캠프를 치고 놀 수 있

게 할 계획이었다.58) 그러나 뚝섬에 대규모 유원지를 만들려던 박정희 대통령과 서울

시의 계획은 홍수 때의 한강 유량 조절을 위한 하폭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현되

지 않는다.59)  

1971년 3월 2일 서울도시계획공원이었던 뚝도공원(2,446,900㎡)의 일부는 유원지

(809,910㎡)로 변경된다.60) 이로써 뚝섬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가 되지만 

1980년까지 뚝섬유원지는 예전과 같이 수영장이 주요 시설인 유원지로 운영된다.61)

이렇듯 1960~1970년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대규모 유원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을 촉진하려던 지속적인 시도는 구현되지 않으나, 1980년대 한강 좌우 강안

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86년 10월 한강시민공원 뚝섬

지구가 조성된다. 이때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등의 

운동시설, 산책로 등 기반 시설, 어린이놀이터, 공연장, 자연초지(잔디), 주차장 등62) 

57) "뚝섬을 종합유원지로. 朴대통령 지시, 내년 안에 시설", 「조선일보」1970년 12월 24일.

58) “뚝섬에 종합유원지 내년 완공”, 「경향신문」 1971년 1월 11일.

59) “뚝섬 개발 연내착공 어려워. 한강하폭 확보 안돼” 조선일보 1971년 02월 16일.

60) 당시 뚝도공원(2,446,900㎡)은 유원지(809,910㎡), 운동장(400,250㎡), 현실화(1,068,120㎡), 수도
시설부지(21,429㎡) 등으로 변경된다. ‘건설부고시 제124호’(1971.3.2.) 박인재는 (이에 대해) 뚝
도공원 해제 후 뚝섬경마장과 수도용지로 쓰여져 이 일대가 오픈스페이스로 남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인재, 앞의 논문, p.46.

61) 강병수, "유원지개발계획과 유지관리실태: 서울시 주변사례 중심으로", 『도시문제』 15(8), 
1980,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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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갖춰졌다. 그 결과 백사장이 사라지고 현재와 같은 강변 

공원으로 변모한다. 현재 뚝섬한강시민공원은 한강의 둔치, 즉 하천부지를 점용해 공

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9년 ‘한강르네상스 기본계획’에 따라 리노베이션 되었다. 

과거 유원지의 기억은 설계의 주요 콘셉트 중 하나가 되었다. “뚝섬유원지의 성격을 

살린 어린이 테마 공간”으로 수영장 시설, 놀이시설, 그리고 수상스포츠 공간 등이 계

획ㆍ조성되었다.63)  

2. 유원지 문화의 일상화

1960년대 초반까지 뚝섬 일대는 포플러와 버드나무, 한강의 백사장이 대표적인 경

관이었으며, 주변에는 과수원과 채소밭이 펼쳐져 있었다. 당시 뚝섬유원지의 풍경은 

영화나 소설 등의 대중문화, 문학 작품에 묘사되었다. 

영화 ‘지옥화’(신상옥, 1958)는 1950년대 전후 서울의 실제 풍경과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촬영해 기록적 가치가 높은 영화다.64) 영화의 두 주인공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람을 쐬러 나가는 장소가 뚝섬유원지다. 영화 속에서 택시를 

타고 유원지로 가는 길에는 궤도차가 다니고 있다(그림 5-10). 뚝섬유원지에 도착하

면 한강에는 배들이 떠 있고 포플러 숲에는 천막으로 만든 휴게 시설과 간이매점이 

곳곳에 차려져 있고, 그 사이를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다(그림 5-11, 

5-12). 한강 앞에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그림 5-13).

62) 서울특별시 광진구 편, 앞의 책, p.427.

63) 유신 코퍼레이션ㆍ이산, 『한강공원 뚝섬권역 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한강사업본부, 
2008, p.59.

64) 시골에서 상경한 동식은 미군의 밀수품을 훔쳐 파는 건달패의 두목인 형 영식과 그의 애인 소냐
를 만난다. 미군을 상대로 몸을 파는 소냐가 동식을 유혹하여 관계를 가지면서 위험한 삼각관계
가 형성되고 결국 소냐는 동식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당하는 줄거리다. 영화의 상당 부분을 성동
구 사근동 갈대밭에서 촬영했다. 심영섭, “1960년대 충무로 女帝 최은희”, 『신동아』 2004년 6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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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궤도차

자료:� 지옥화(신상옥,� 1958)

 
<그림 5-11>� 강변의 포플러

자료:� 지옥화(신상옥,� 1958)

<그림 5-12>� 포플러 숲

자료:� 지옥화(신상옥,� 1958)

 <그림 5-13>� 강변의 모래사장

자료:� 지옥화(신상옥,� 1958)

조정래가 2001년 발표한 소설 『한강』 역시 1959~1961년 즈음 뚝섬 일대를 묘

사하고 있다. 더운 여름 즉흥적으로 뚝섬에 가서 뱃놀이하고 수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 뚝섬이 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장소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강둑의 미루나무(포플러)와 강변의 모래사장, 남새밭(채소밭) 

등은 당시의 사진을 통해 상당히 비슷한 풍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그림 5-14, 5-15, 

5-16, 5-17), 196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전원적인 풍경이 뚝섬의 주된 이미지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위 탓인지 뚝섬으로 뱃놀이 가자는 강숙자의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 두 

대의 시발택시에 남녀가 나누어 탔다. … 뚝섬은 기분만으로도 한결 시원했다. 맑은 

강물이 푸르게 넘실거렸고, 넓은 백사장이 눈부셨으며, 강둑의 수많은 미루나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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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하게 짙푸르렀고, 수영객들의 환성이 물빛처럼 맑게 울리고 있었다. … 결국 남자

들은 수영을 하고 여자들은 뱃놀이를 한 다음 한 시간 뒤에 미루나무 아래서 만나기

로 미루나무 하나를 정했다. 남자들은 천막으로 가서 수영복을 빌려 입고 물로 뛰어

들었다. … 지정된 미루나무 아래로 갔을 때 여자들은 벌써 그 그늘에 수박이며 사이

다 같은 것들을 차려놓고 있었다. 강둑 저편으로는 풋풋한 남새밭이 또 하나의 드넓

은 강을 이루고 있었다.65)

<그림 5-14>� 뚝섬 일대의 과수원,� 1962.� 7.� 15.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 5-15>�뚝섬유원지의포플러숲,�1962.�7.�15.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 5-16>� 뚝섬유원지의 모래사장,� 1962.� 7.� 15.

자료:� 국가기록원

 
<그림5-17>�뚝섬수영장의 익사방지 훈련,� 1963.� 8.� 17.

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서울시)� �

65) 조정래, 『한강』(서울: 해냄출판사, 2001),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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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뚝섬유원지는 “비교적 깨끗한 물과 넓은 놀이터에 시원한 나무그늘”과 

베이비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실내축구장 등 “각종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름철 서민

층에 가장 인기 있는 곳”이었다. 또한 보트를 대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나룻배를 타

고 강 건너 봉은사에 갈 수도 있었다(그림 5-18, 5-19).66) 1960년대부터 뚝섬 일대 

강변에는 선술집이나 장어 요릿집과 같은 수상 음식점이 들어서는데, 1980년대에 들

어서면 70여 개가 넘어 뚝섬유원지는 먹거리로도 유명했다.67)  

<그림 5-18>� 뚝섬 나루터의 뱃사공들,� 1969

자료:� 경향신문사
 <그림 5-19>� 뚝섬 장어 요릿집에서 본 한강의 나룻배

자료:� “더위를 떠내려 보내며”,� 「경향신문」� 1969년 7월

7일

1950~70년대 유원지는 지도와 단속의 대상이었다. “수영장에서의 남녀학생 간에 

벌어지는 문란한 풍기를 막고 학생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여학생 수영장을 마련

하기도 했다.68) “불량배들이 날뛰지 못하고 명랑한69) 놀이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

66) “주말을 즐겁게. 물놀이의 계절 서울근교 유원지. 뚝섬…시설 고루 갖춰 서민층에 인기”, 「조선
일보」 1968년 6월 20일.

67) “서울 새풍속도 (9) 한강 놀이터도 현대화 바람”, 「경향신문」1970년 10월 17일; “뚝섬·팔당유
원지 일대 ...이달말까지 철거 수상음식점이 사라진다”, 「경향신문」1981년 4월 18일; “서울 근
교 뱃놀이터 가이드”, 「매일경제」1983년 8월 10일.

68) “여학생수영장 어제 개설식 거행”, 「동아일보」1958년 7월 29일.

69) 식민지기부터 1950~1960년대까지 유원지의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명랑’이라는 단어
는 1930년대 정책적인 용어로 만들어지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1930년대 ‘명랑’은 식민화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대적 질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정치적 용어였지만, 근대적인 문
명 담론의 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에 정책용어로만 한정되지 않는 복잡한 맥락으로 퍼
져나가는 용어였다. 특히 신문, 잡지를 비롯한 미디어에서는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었고, 그 내
용은 도시인의 생활, 교양 위생을 위한 시설 완비와 도시 문화의 증진을 방해하는 것의 일절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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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형사를 배치하기도 했다.70) 여름이면 서울 주변의 각 유원지에 여름 경찰서가 설

치되었다. 위생 단속 및 풍기문란과 폭력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이제부터 물놀이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서울 주변의 각 유원지에는 피서객들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경찰은 용산한강과 뚝섬유원지에 사고 미연 방지를 위

해 여름경찰서를 설치하고 오는 21일부터 정사복 경찰관 2백84명을 배치한다. 또한 

올해엔 따로 지도반, 단속반을 편성, 수영 미숙자들의 보호지도와 수질검사 불량음식

물단속 등 위생단속을 하고 매음, 나체추행, 음주행패 등 풍기문란 행위 및 폭력 행위

도 철저히 단속, 시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베풀 예정.71) 

1950~60년대 뚝섬은 서울에서 시민들이 가깝게 물놀이 갈만한 장소였다(그림 

5-20, 5-21). 한강 일대는 위험 지구로 지정되어 수영이 금지되었고 물이 깊지 않았

던 뚝섬유원지는 ‘안전 유원지’로 불렸다.72)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이 되면 개발로 인

한 수질 오염으로 한강의 수영장이 하나 둘씩 폐쇄되고 뚝섬이 유일한 수영 허가 지

역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뚝섬마저도 외면받기 시작한다. 

여름경찰서 앞 길이 1km 폭 30m의 강변에 허가된 이 수영지역은 "그래도 한강에서

는 깨끗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금속에 오염된 기형어가 잡히는 등 한강 전체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공해와는 절대 무관할 수 없는 곳.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너무나 

더러워" 찾지 않는 뚝섬이지만 유료 수영장을 찾아갈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별 부담 

없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어서 작년 8월 한참 무더울 때는 하루 10만여 

명씩 붐볐다. 그나마 올해 개장될 수 있었다는 것만도 반가운 일인지 모른다.73)

치다. 이선미, “명랑소설의 장르인식, ‘오락’과 ‘(미국)문명’의 접점”, 『동악어문학』 59, 2012, 
pp.59-60.

70) “휴일에의 초대 혁명 후 첫 연휴”, 「경향신문」1960년 6월 5일.

71) “주말을 즐겁게. 물놀이의 계절 서울근교 유원지. 뚝섬…시설 고루 갖춰 서민층에 인기”, 「조선
일보」 1968년 6월 20일.

72) 옥재규의 회고, 메모리인서울.

73) “뚝섬수영장에도 오염 적신호”, 「동아일보」 1979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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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뚝섬수영장,� 1968.� 6.� 23.

자료:�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 II:� 1968-1970』

 
<그림 5-21>� 뚝섬수영장,� 1968.� 8.� 5.

자료:� 서울시

 

<그림 5-22>�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노천 수영장 개

장,� 1989.� 8.� 1.

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

 <그림 5-23>� 리노베이션 후 재개장한 뚝섬한강공

원,� 2009

자료:� 서울시

뚝섬유원지는 1980년대 중반 한강에서 수영이 금지되기 전까지 서울 시민의 놀이

터 역할을 했다. 이후 한강종합개발로 한강 둔치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하면서 뚝섬

유원지도 한강시민공원으로 모습을 바꾸어 개장한다. 한강변의 모래사장은 사라졌지

만 노천 수영장, 캠핑장, 보트놀이 등 과거의 시설과 행위들은 현재까지도 주요 프로

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5-22). 현재 뚝섬한강공원은 12개의 한강 공원 중 하나

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그림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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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조선 시대 한양 도성의 동쪽 바깥에 있던 뚝섬 일대는 국마를 기르던 목장과 진상

용 채소를 기르던 내농포가 있던 곳이다. 국유지가 대부분이었던 한적한 교외인 뚝섬 

일대에 유원지가 조성된 시점은 1930년대 중반이다. 1913년부터 조선총독부는 한강

의 범람원이었던 이곳에 제방을 쌓아 넓은 농경지를 만들고 과수원 등으로 활용했다. 

1930년대 경성이 팽창하면서 왕십리와 뚝섬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하던 사설 철도

인 경성궤도는 1933~1934년 뚝섬에 수영장과 부대시설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한

다. 

당시 뚝섬유원지의 경관은 넓은 들판과 한강의 모래사장, 제방의 포플러 숲 등으

로 대표된다. 뚝섬유원지의 경험은 궤도차를 타고 일련의 풍경을 감상하며 새로운 경

관과 이미지, 장소를 만나는 총체적인 것이었다. 특히 뚝섬 일대의 농업 경관은 대중

매체를 통해 도시와 대비되는 목가적인 ‘전원 풍경’으로 묘사되었다. 

뚝섬유원지는 경성에서 휴일에 궤도차를 타고 가깝게 갈 수 있는 전원적인 풍경이 

매력적인 유원지라는 상품으로 조직되었다. 뚝섬유원지는 철도 주변에 유원지와 전원

주택을 개발했던 일본의 민간 철도 회사의 경영 방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다. 당시 조

선에서는 철도 노선 주변에 교외 주택지를 개발하거나 유원지를 조성하려는 철도 회

사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이때 유원지는 일가족이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하고 유

쾌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담론이 확산된다. 

수영과 보트놀이가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뚝섬유원지는 경성 서민들의 대표적인 여

름 피서지로 떠올랐다. 조선 시대 한강에서의 물놀이가 자유로운 놀이였다면, 식민지

기 한강의 물놀이는 유원지라는 근대적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유원지는 경성궤

도라는 민간 기업이 운영했지만, 경성부에 의해 그 시기와 구역, 허용되는 행위 등이 

관리되었다. 이는 경성부라는 공공 기관이 안전과 치안이라는 행정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 국민의 신체를 교정하고 계몽하려는 일본인들의 위생

론74)이 식민지 조선인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를 계도하려는 태도로 드러났다고 볼 수

도 있다. 

74) 小野良平, 『公園の誕生』 (東京: 吉川弘文館; 2003),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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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1931년

 

1957년

 

2016년

<그림 5-24> 뚝섬의 도시화와 뚝섬유원지의 공원화

자료:�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1931년 지형도,� 1957년 서울특별시지도,� 2015ㆍ2016� 수치지형도 위 연구자

작성

광복 이후 뚝섬 일대는 서울의 행정 구역 안에 편입된다. 일본인이 운영했던 경성

궤도가 서울시에 귀속되면서 뚝섬유원지 역시 서울시에서 운영하게 되고, 1958년 뚝

섬유원지는 공원으로 지정된다. 1960년대부터 뚝섬 일대가 도시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뚝섬유원지를 종합공원화하거나 대규모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이 수립되지만 구현되지 

못하다가 1971년 뚝섬(뚝도)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로 지정된다. 구획정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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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강변도로 건설,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결과 뚝섬유원지는 1980년대 한강시민공원

으로 탈바꿈한다. 공간 변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광복 이후 공원 혹은 유원지로 지정

된 면적은 점차 늘어났으나,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구불구불했던 한강이 직선화되면

서 유원지의 배경이 되었던 넓은 백사장은 사라졌고, 사실상 현재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원의 면적은 과거에 비하면 줄어든 셈이다. 또한 뚝섬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면서 

과거의 전원적 풍경도 사라졌다(그림 5-24).

광복 이후에도 뚝섬유원지는 식민지기의 운영과 이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았다. 1970년대까지 서민들의 수영장으로 이용되었던 뚝섬유원지는 공중도덕과 안전

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공공이나 시민들이나 공원의 공공성을 경험하는 공

간이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1980년대 후반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한 뚝섬유

원지는 한강변의 모래사장은 사라졌지만 노천 수영장, 캠핑장, 보트놀이 등 과거의 시

설과 주요 활동들이 현재까지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다. 

뚝섬은 유원지로 불렸지만 광복 이후에는 사실상 공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

다. 뚝섬유원지는 광복 이후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관으로 넘어가고, 뚝섬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이 시작되면서 공원화된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지만 공공의 관리를 받

던 공간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서울의 

교외이자 한강변이라는 지리적 위상이 공공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

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뚝섬유원지의 주요 프로그램은 오늘날 공원 등에서 이루어

지는 일상적 레크리에이션의 일종이다. 그 이전 자연보호와 보건, 휴양에 초점을 맞췄

던 공원이 점차 동적 레크리에이션의 장이 되어 감에 따라 뚝섬유원지도 자연스럽게 

공원화된 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뚝섬유원지는 행정력이 갖춰지지 못했을 때 

민간에서 만들어진 유원지가 여가 문화의 변화에 따른 공원의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 

공원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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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종합 결론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에 도입된 새로운 공간 유형인 유원지를 통시적으로 살펴

보아 현대 사회에 미친 물리적ㆍ문화적 영향을 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식민지기

에 조성된 대표적 유원지인 창경원, 월미도유원지, 뚝섬유원지의 조성 과정과 공간 변

화를 고찰하고, 경관과 문화적 특성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공원과 유원지 그리고 여

러 위락 공간이 분화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초기 유원지가 공간을 만들고 이용하는 

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유원지란, 일상에서 벗어나 열광할 수 있는 ‘환상’을 제공하는 공간이

며, 사회적으로 조직되어 상품화된 여가 활동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람들

은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유원지에서의 여가 활동이

라는 상품을 소비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대상지를 크게 공급과 수요, 혹은 조성과 

이용 문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를 광복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하며 고찰

했다.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등장한 플레저 가든은 대중을 위한 오락 공간인 유원지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대중의 여가 문화는 상품으로 조직되고 소비되었다. 

유원지의 상업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으며 해변 휴양지, 온실, 박람회장, 동물원 

등 다양한 공간과 결합했으며, 19세기에는 코니아일랜드로 대표되는 어뮤즈먼트 파크

로 진화했다. 20세기에 유원지는 디즈니랜드로 대표되는 테마파크로 또 다른 진화를 

했다. 

조선은 개항 이후 전통 사회의 해체와 문화 변동이 시작된다. 근대적 문물과 새로

운 공간은 행락의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냈는데, 이 시기 최초의 공원이 만들어졌으며, 

특히 기차의 등장은 여가의 상품화가 조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식민지기에는 

공원이 제도화될 뿐만 아니라 유원지와 같은 상업적 여가 공간이 도입된다. 광복 이

후는 유원지와 공원이 발달해가며 오락 공간이 다변화되고 본격적인 여가 문화가 형

성되는 시기다. 



- 158 -

창경원은 국권 피탈 이전인 1907년부터 일제에 의해 만들어졌다. 식민지기 창경원

은 넓은 궁원에 박물관과 동ㆍ식물원, 인공 연못, 정원, 어린이 놀이 시설 등을 갖춘 

바깥세상과 분리된 낙원과 같은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과거 지배 계층만 누

렸던 희귀한 동ㆍ식물 등 이국적 자연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창경원은 복잡하

고 인공적인 도시의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낙원을 상징하며, 꽃관상이나 동물 구

경 같은 여가를 보내는 새로운 대중오락 문화의 물리적 토대가 되었다. 현실에서 벗

어난 또다른 세계로서 낙원의 경관은 야앵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벚꽃의 개화

기에 야간 개방이 시작되면서 창경원에서는 조명 효과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밤 경관

을 연출했다. 사람들은 현란한 볼거리에 경도되었고, 야앵은 각종 공연, 음주 등과 결

합되면서 선정적으로 변해갔다. 구경꾼들은 무질서해지고 창경원은 일탈의 낙원이 된

다. 

광복 이후 창경원은 유원지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민간 자본이 투입된 유기 시설

이 들어서면서 종합적인 놀이공원의 모습을 갖춘다. 창경원의 유원지적 경관은 광복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운영 방식은 식민지기를 답습했다. 창경원의 흥행 중심 운영과 

이용 방식은 1970년대 말 비슷한 오락을 제공하는 경쟁 상대가 생기고, 정부의 계도

로 좀 더 건전한 문화를 지향한다. 하지만 창경원에서 시작된 유원지의 이용 문화나 

사람들의 욕구는 완전히 달라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자연적인 공원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유희 시설을 도입한 어린이대공원 

조성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창경원의 경험은 다른 오락 공간을 만드는 기준이 

되었다.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없던 1970~1980년대에 유원지를 만드는 사람이

나 이용하는 사람에게나 유원지에서의 경험은 창경원이 대표적인 것이었다. 

월미도유원지는 1910년대 후반부터 월미도를 관광지화 하려던 인천부를 비롯해 

철도 회사인 만철과 민간 기업인 월미도유원주식회사 등의 의지로 만들어져 섬 전체

가 유원지로 기능했다. 경성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에 해수욕장과 조탕, 보트장, 

캠핑장, 운동장, 별장, 녹원, 회유도로, 식당 등 다양한 놀 거리와 부대시설을 갖춘 월

미도는 경성 시민의 당일치기 여행지이자 여름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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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철도 연선에 유원지를 조성했던 일본 사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반도 최초로 

개통된 철도 노선인 경인선이 해변 휴양지에서 휴일을 보내는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

능하게 했다.  

월미도유원지는 해변 휴양지에서의 행락이 대중화되고 상품화되는데 영향을 미친

다. 이 과정에서 월미도는 근대적 휴양지의 이미지와 향락지의 이미지가 혼재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공간이 되어 갔다. 그 결과 해변이라는 개방적인 공간

을 무대로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유원지 문화가 형성된다. 

광복 이후에는 군사적 용도 혹은 공업 용도로 월미도가 이용되면서 기존의 유원지

는 폐쇄되고, 1970년대까지 대규모 유원지가 계획되지만 실현되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유원 시설이나 공원, 문화의거리 등 오락을 위한 다양한 위락 공간과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등장한다. 문화의 공간이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기 

형성된 향락적인 해변 유원지의 이미지는 유흥과 소비의 거리가 되어버린 현재의 월

미도 문화의거리 주변의 풍경과 유사하다. 식민지기 월미도유원지가 담당했던 해변 

휴양지의 기능은 가깝게는 인천의 송도유원지, 장항선이 연결되었던 온양온천이나 대

천해수욕장 등으로 옮겨갔으며 교통의 발달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뚝섬 일대는 조선 시대 한성부의 경계에 위치한 왕실의 목장지였다. 1930년대 경

성이 팽창하면서 교외 철도를 운영했던 경성궤도는 승객 유치를 위해 뚝섬에 유원지

를 조성한다. 경성궤도와 대중 매체를 통해 뚝섬유원지는 경성에서 휴일에 궤도차를 

타고 가깝게 갈 수 있는 전원적인 풍경이 매력적인 유원지라는 상품으로 탄생했다. 

수영과 보트놀이가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뚝섬유원지는 경성 서민들의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로 떠올랐다. 

광복 이후에도 뚝섬유원지는 식민지기의 운영 및 이용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은 채 서민들의 놀이터로 애용된다. 1970년대까지도 유원지는 안전관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지도와 단속의 대상이었다. 뚝섬유원지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1980년

대 후반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했다. 한강변의 모래사장은 사라졌지만 노천 수영장, 캠

핑장, 보트놀이 등 과거의 시설과 주요 활동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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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유원지에서 뚝섬한강공원으로의 변화는 서울의 도시화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유원지와 공원과의 습합 과정을 보여준다. 뚝섬 일대의 도시화가 일단락되고 전원 이

미지를 구성했던 요소 - 포플러, 모래사장, 과수원 등 - 가 사라지면서 전원 풍경이

라는 유원지로서의 매력도 상실한다. 대신 좀 더 일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원이 

되었다. 뚝섬유원지의 주요 프로그램은 오늘날 공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레크

리에이션의 일종이다. 따라서 공원이 동적 레크리에이션의 장이 되어 감에 따라 그러

한 활동을 제공했던 뚝섬유원지도 자연스럽게 공원화된 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뚝섬유원지가 제공했던 ‘전원’, 즉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교외의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강변이나 계곡 등의 장소에 대한 욕구는 이후 미사리나 양

수리, 청평유원지 등에서 충족되었다. 초기에는 교외선이나 버스를 이용해 갈 수 있는 

곳이 인기 있었지만, 자동차가 보편화된 이후는 좀 더 원거리의 장소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교외의 장소에는 휴식 공간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설이 들어서고, 전원 카페

촌과 같이 교외의 독특한 여가 문화 공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경원은 한국에 상품화된 오락의 원형을 제

시했다. 오늘날 오락을 추구하는 공간의 외양은 세련되고, 더 진보된 기술의 도움을 

받지만 그 기본은 창경원에서 제공했던 경관과 오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늘날 우

리는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백화점 등 오락을 지향하거나 접

목하려는 공간에서 화려한 화단, 조명, 공연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아쿠아리움이나 

사파리 파크 등에서 동물원과 동물 쇼의 다양한 변주를 발견한다. 창경원이 제공했던 

‘이국성’이란 환상은 우리 주변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것, 새로운 것, 신기한 것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유원지의 특성상 끊임없이 새롭고 신기한 

것을 고객에게 선보이고 유혹한다. 그러나 이 신기함은 창경원이 제시했던 원형적 볼

거리의 다양한 변주다. 또한 식민지기 창경원이 다양한 ‘볼거리’를 오락으로 제시했다

면, 광복 이후 창경원은 이에 더해 놀이기구를 통해 ‘체험’과 ‘참여’를 경험하도록 했

다. 이후 사람들은 볼거리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적인 체험을 원하게 된다. 창경원에서

의 경험은 국내에 여러 놀이공원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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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의 공원은 유원지와의 상호 교류 속에서 진화했다. 광복 이후 뚝섬유원

지는 공원으로 지정되거나 다시 유원지로 지정되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나 유원지로 

지정되었을 때나 공원으로 운영되었을 때나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은 비슷했다. 국가

의 틀이 만들어지는 시기, 공공이 행정력과 재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때 민간에

서 만들어진 유원지에 관여하며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문화

를 통제하기도 했다. 공원이 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도화되었다면, 유원지

는 공원에서 해소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자유로움이나 자극적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공원이 수용하는 즐거움의 영역(프로그램)이 넓어지면 유원지는 

고객을 유혹할 수 있는 또 다른 진화를 거듭하게 된다. 또 재원이 부족한 공공 영역

에서는 변화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

는 민간 영역에서 이를 공급하게 되고, 이는 놀이 문화의 상품화를 촉진한다. 결국 한 

사회에서 유원지라는 유형의 공간은 공원과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공원과 유

원지의 공존은 담장 위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균형을 요구하는 일이다. 

셋째, 초기 유원지는 도시민이 자연을 접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당시 도시

는 혼잡하고 오염된 곳으로 묘사된 반면, 유원지는 목가적 풍경이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꽃놀이 장소, 아름다운 경치로 홍보되었다. 유원지의 환경은 수려한 자연을 배경

으로 인공적 시설이 갖춰진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유원지는 근대적 설비를 갖춘 

현대적 공간이란 이미지가 덧붙여져서 도시민이 자연을 접하는 세련된 방식이란 인상

을 심어주었다. 도시와 자연, 도시와 시골을 대조적으로 바라보는 담론은 여전히 유효

하며, 전원을 찾는 도시민들의 욕구도 이어지고 있다. 

넷째, 유원지는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식민지기 유원지는 도시와 교통

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의 기획적 노력으로 만들어졌

다. 광복 이후 공공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유원지를 만들면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유원지를 (재)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

려는 시도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유사하다. 그러나 성공한 유원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나 놀이 문화에 대한 충분한 고심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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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식민지 현실 혹은 전쟁 중, 또 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유

원지를 찾았다. 건강한 환경이나 휴식처, 공동체 형성의 장 등 공원의 여러 가지 미덕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즐거움의 추구, 놀이 그 자체에 대한 열망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인 목적이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든 유원지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관련된 주체도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진화시켰다. 그 결과 유원지에서 경험한 다양한 놀이 활동은 유원지라

고 불리지 않아도 다양한 오픈스페이스에서 수용되고 변주되고 있다. 좋든 나쁘든 유

원지는 경관과 여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어떤 놀이가 즐거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해

를 위해 놀이나 즐거움에 대한 지금 우리의 선호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원지를 공급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고찰하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료에만 접근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식민지기 피지배 계층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을 가능성 또한 크다. 또한 본 

논문이 한정된 사례 연구를 통해 일반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한 단면을 드러내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를 다루지 못했다는 데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향후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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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aptation and Spatial-Cultural Transformation 

Process of Pleasur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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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leasure grounds(遊園地) have become the representative play space. 

Once considered an extraordinary space, nowadays the landscape and cultural 

aspects of pleasure grounds blend into everyday living spaces. The modern 

concept of pleasure grounds was introduced to Korea by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me of the pleasure grounds were built during that 

time; after Korea gained independence, they evolved and continued to be 

visited by consumers as amusement parks, tourist sites, or parks. The pleasure 

grounds that were constructed during Japan’s colonization, therefore, have 

influenced the way spaces for leisure, amusement, and entertainment are 

created today.

Since pleasure grounds were introduced to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new forms of space, this study examined the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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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pleasure grounds and their spatial transformations in an attempt to 

gain insight on the landscap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leasure grounds 

that were influenced by such changes.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ree 

representative pleasure grounds in Seoul's metropolitan area that were 

established during the colonial era - Changgyeongwon, Wolmido pleasure 

ground, and Ttukseom pleasure ground - were investigated to compare the 

diachronic changes that were made from the early creation stages to modern 

times. Investigation was limited to the time period in which a 'sense of place' 

can be found but the study focused mainly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en the pleasure grounds were created. This study will build a foundation 

for interpreting early pleasure grounds' effects on current day space and 

culture.

The study found that Changgyeongwon was created in 1907, during the 

early stages of Japanese rule over the Joseon dynasty, and was used as a 

pleasure ground until the Changgyeongung Palace restoration project began in 

1983. After its opening, Changgyeongwon became a popular entertainment 

space with an entrance fee accessible to anyone. Changgyeongwon was located 

in the royal garden of the palace that had a museum, zoo, botanical garden, 

artificial pond, garden, and children's playground. Separated from the outside 

world, the space was like paradise. Inside the pleasure ground, the public 

could enjoy exotic nature that was only accessible to the ruling class in the 

past. During the cherry blossom light season in particular, Changgyeongwon 

turned into a fantastical space to escape, illuminated with colorful lights 

accompanied by various performances. After Korea's independence, 

Changgyeongwon's pleasure ground zones expanded with mechanical rides on 

the premises funded by private capital investments, and it began to develop 

into a multiplex amusement park. The pleasure ground kept its management 

system from the colonial period. By the late 1970s, the box office 

profit-centered management system and use trends shifted to a health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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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usement culture with the appearance of similar amusement-providing 

competitors and guidance from the government.

Research also found that beginning in the late 1910s and lasting until before 

Korea gained independence, a pleasure ground was built on Wolmido, turning 

the entire island into a tourist attraction site, with the assistance of Incheon 

Fu(仁川府), South Manchuria Railways Company, and a private enterprise 

named Wolmido Amusement Company. This pleasure ground was created by 

following the business model of Japanese railway companies in which they 

attracted passengers by creating hot springs and beaches alongside the 

railroads. The Wolmido Pleasure Ground was an hour away by train from 

Gyeongseong and established itself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s a 

daytrip and summer vacation destination spot that featured assorted leisure 

activities and amenities such as a beach and brine baths, a boat yard, camping 

grounds, playgrounds, vacation homes, a deer farm, a coastal scenic byway, 

and restaurants for the use of Gyeongseong residents. The Wolmido Pleasure 

Ground influenced the popular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recreational 

activities at seaside resorts. After independence, however, Wolmido Pleasure 

Ground closed due to political and geographical reasons. Since then, 

amusement and resort spaces were planned as simple 'pleasure grounds' until 

the 1970s, but beginning in the late 1980s, the pleasure grounds were replaced 

with various amusement spaces and public open spaces.

  Investigation of Ttukseom revealed that it used to be a suburban area that 

had a government ranch housing horses for national use and a naenogpo(內農
圃, royal farm land). Gyeongseong Railways(京城軌道), a private railway 

company that operated a route between Wangsimni and Ttukseom, built a 

pleasure ground at Ttukseom with a swimming pool and amenities when 

Gyeongseongwas expanding (1933-1934). Ttukseom's landscape at that time 

was distinctive of having an open field, a sandy beach on the Han River, and 

a poplar forest by the bank of the river. Mass media portrayed this area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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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landscape' in contrast to the city. Following the Japanese railway 

companies' business models that developed suburban residential housing projects 

or pleasure grounds near railway routes, Ttukseom Pleasure Ground was 

designed to commodify the attractive rural landscape with easy train access 

from Gyungseong on holidays. Ttukseom Pleasure Ground was operated by the 

private railway company, Gyungseong Railways, but was managed by 

Gyeongseong Fu(京城府). Seoul City began to manage Ttukseom Pleasure 

Ground after independence and park or pleasure ground development plans for 

Ttukseom were continuously drafted but never realized until the 1980s when 

urbanization of the area was finalized. Ttukseom Pleasure Ground then 

transformed into Ttukseom Han River Park. Even after Korea's independence, 

the operation and use of the pleasure ground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from 

the colonial era. Ttukseom Pleasure Ground was mostly used for its swimming 

pool by the working class until the 1970s and it served as a space to train 

administrators how to operate and manage parks while it provided a space for 

the general population to practice public moralit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Changgyeongwon 

presented a prototype of commodified amusement space in Korea. While 

Changgyeongwon provided 'visual spectacles' as modes of amusement during 

the Japanese rule, Changgyeongwon introduced a 'doing' and 'participating' 

aspect with mechanical rides after Korea gained its independence. The 

fantastical 'exoticness' of Changgeyongwon can be synonymous to rarity, 

novelty, and wonder. Changgyeongwo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many national amusement parks that exist today.

Second, Korea's parks evolved through mutual exchanges with pleasure 

grounds. Early pleasure grounds as amusement spaces were established with 

private funds when public administration or resources were not readily 

available. Parks wer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enlighten the public while 

pleasure grounds were created to provide freedom or stimulating pleasu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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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cannot deliver or do not allow. Therefore, when parks expand their 

programs, pleasure grounds will also implement pleasure-giving programs to 

attract more consumers, therefore developing further and evolving once again.

Third, early pleasure grounds provided a way for urban dwellers to engage 

with nature. During the early stages, the promoters of pleasure grounds and 

the mass media publicized pleasure grounds, contrarily, by depicting the 

cityscape as crowded and polluted, while pleasure grounds, on the other hand, 

were highlighted for their sophisticated space equipped with modern facilities 

that also had pastoral landscapes or beautiful views in the background. It was 

from that time that urban dwellers started to consider it a necessity to enjoy 

leisure in the countryside.

Last, pleasure grounds were used as a means of urban development. Pleasure 

grounds during the colonial period were created through planning efforts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were closely tied to the development of 

urban areas and transportation methods. After independence, public sectors that 

lacked in resources made efforts to attract private funds to build pleasure 

grounds and through this, ultimately, encourage urban development. Current 

movements that aim for (re)development of regional pleasure grounds all over 

the nation for community vitalization are similar to these past practices.

Historically, pleasure grounds have created a sense of desire for play in 

public and in order to meet their needs, pleasure grounds have evolved 

throughout time and influenced various open spaces. This study's results 

provide significant insight on how historical transformations have shaped our 

current preference for play or pleasure.

keywords : pleasure ground, Changgyeongwon, Wolmido, Ttukseom, 

commodification, exotic nature, seaside resort, rur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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