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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어 왔고, 이러한 근대 도시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외교통상을 위해
개방된 대도시에는 거류지가 형성되었고, 일본인 거류지 내에는 일제 신사가 창건
되었다. 경치가 빼어난 지역에 설립되는 신사의 특성으로 인해 신사의 주변은 공
원지로 이용되었는데 이것이 식민지시대에 발생한 초기 공원의 특징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 최초의 도시공원 개념이 도입된 과정이다.
거류지내에서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형성된 초기의 공원은 근·현대의 도시 발달
과정에서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며 변화해왔다. 서울의
남산공원, 대구의 달성공원, 부산의 용두산공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진 이 공원들은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공원을 넘어 도심의 중심
부에서 시대의 문화를 생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문화경관
의 일부이며, 이는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 도시형성과정에서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오랜 시
간동안 도시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하며 변화해 온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그 실체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인 용두산공원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초량동 일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의 거류지가 개설되면서 생성되었다. 일제 신사가 있던 권력의 공간에
서 근대 도시공원의 형성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용두산공원은 변화해왔다.
그리고 현재 용두산공원은 근대도시 부산과 역사를 함께한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
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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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대별로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의 의미 변화과정을 이해하
고, 동시대 용두산공원에 남겨져 있는 역사적 시대의 흔적과 그것이 유지 또는 변
화되고 있는 일련의 흐름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3장에서는 부산 도시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시대별로 용두산공원의 변모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에
서 개항기 사이의 왜관의 형성과 신사의 창건, 일제강점기의 신사의 번영과 공원
의 병설, 광복이후 부산시에서의 도시공원으로의 태동, 부산직할시 도시 랜드마크
로의 발전, 부산광역시 역사문화공간으로의 변모라는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를 위해 문헌연구(공간변화자료, 관련 계획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기에 따른 변모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용두산공원이 가져온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재 용두산공원에
남아있는 물리적 흔적을 조사하였다. 총 6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3
회는 초량왜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민(스토리텔러)들과 동행하며 조사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공간 유형의 분류 및 맵핑 작업을 실시하였
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시간 층위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시대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시대의 흔적 양상은 역사적 가치가 존중
받지 못함으로 인해 퇴색되고 소멸되는 단계에서 기존의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쓰려는 노력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극복하고 대치하는 단계로, 마지막으
로 잊혀져있던 것들을 새로이 드러냄으로써 강조하고 부각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전 시기의 물리적인 흔적들은 거의 소멸되거나 파편으로 존재하고 있었
는데 이는 왜관과 일제시기를 거치며 지녀왔던 용두산공원의 정치적 코드가 퇴색
되는 과정에서 몇몇이 오브제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광
복 이후에 조성된 시설물이나 문화는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광
복 이후 들어선 시설물들은 대부분 국가와 민족정신을 강하게 함축하는 것들로서
이는 일제시기 탄압에 대한 반감으로 일어난 것으로 식민화되었던 공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는 공간으로서 상징화하려한 시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광복 이후의 상징물들은 거의 존치되어 있으나 2000년대 이후 공원이
문화적 코드로 진행됨에 따라 용두산공원을 뒤덮었던 정치적 코드는 대게 퇴색되
었고, 현대인들이 느끼는 용두산공원의 역사적 의미 또한 많이 약해져있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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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부산 도시의 역사에서 초량왜관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용두산공원 일대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근대도시 부산의 뿌리 용두산공원은 울창하던 송림에서 교역의 중심지, 민족 탄
압과 식민지의 공간, 해방 이후 민족정신의 향유 공간,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피난처, 각종 시민문화의 분출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와 함께 격동적으로 변
화해왔다. 이는 일반적인 도시공원의 개념을 넘어 도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공간
으로서 도시공원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용두산공원은 부산 도시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그것을 보존하
고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후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부산과 함께 해온 용두산공원은 부산의 아픔과 기쁨을 간직한 쓸쓸하지만
따뜻한 공간이다.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부산 도시의 역사와 시민들
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용두산공원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문화유산으로서 조금 더
내실있는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도시 변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역사적 관점에서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도시와 도시공원의 관계를 분석했다. 한 도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도시공원이 도
시와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기까지 일
련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시대별 의미를 해석했다는 점, 또한 현재 역사
적 흔적이 남아있는 물리적 공간을 도출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이다. 하지
만 넓은 시간범주로 인해 각 시기별 세부공간에 관한 내용분석이나 그 공간에서
일어난 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다루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두산공원에 대한
실제 시민과 이용객들의 인식, 용두산공원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부분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한계점들이 이후 연
구를 통해 보완됨으로써 용두산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 연구가 부산의 역사
적・상징적 공간으로서 용두산공원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용두산공원, 부산, 변천과정, 도시공원, 의미 변화, 물리적 흔적
학 번 : 2012-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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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개항 이후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어 왔
으며 이러한 근대 도시 형성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그 모습을 갖추
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시공원은 근·현대의 도시 발달과정에서 도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며 변화하고 있다. “19세기의 도시공원
은 근대 산업도시의 병을 치료하는 발명품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공원은 계속 변
화해왔고 현재는 공원 자체가 도시를 대표하는 수준까지 되었다.”1)
도시공원은 도시의 역사를 담고 있으므로(장은영, 2000: 225) 도시공원을 이해함
에 있어서 도시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도
시 공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이 처음으로 시작 된 개국 이후의 시대
를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대도시는 개국으로부터 1910년까지의 30
여 년간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通商)을 위해서 개방된 개항장(開港場) 및 개시장
(開市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또한 개설된 거류지가 오
늘날에 이르러 도시의 도심부를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국이후, 해외의 공
원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유입되고 동시에 공원(조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
었다.2) 이에 따라 공원조성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이는 법제화되지는 못한 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전락한다. 이후 일본인거류지 내 경승지에 일본의 신사
가 창건되고, 신사의 경내·외를 정비해 가면서 신사의 주변을 공원지로 이용하게
된다. 이것이 창건신사에 병설된 공원으로 식민지시대 초기 공원의 특징 중 하나
이며, 우리나라에 최초의 도시공원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3)
거류지내에서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형성된 초기의 공원은 왜성대공원(서울),
독립공원(서울), 용두산공원(부산), 달성공원(대구), 자유공원(인천), 동공원(인천) 등
1)“도시 공원의 가치와 의미, 새로운 가능성”『도시 숲+문화기획 아카데미』(조경진, 2011년 9월 14일),
http://blog.naver.com/qxer (검색일: 2014년 8월 8일)에서 재구성
2) 강신용,『한국근대 도시공원사』(서울: 도서출판 조경. 1995), pp. 1-2.
3) 정지영, 강영조, “근대 용두산공원의 공간변천에 관한 연구,” 『연구논문집』 29(2), 2006,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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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동공원은 완전히 소실되어 사라졌으나 이외의 공원들은 여러 변모과정
을 겪으며 여전히 도시공원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들 공원은 근대 개국기에 그
조성이 시작된 가장 오래된 공원이며4) 특히 왜성대공원5), 용두산공원, 달성공원은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공원을 넘어 도심의 중심부에서 시대의 문화를 생성하고, 도
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근대 도시형성과정에서 발생한 도시공원들 중 용두산공원은 조선시대 초량왜관
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 부산에서 조선시대 형성된
초량왜관은 조선의 인삼과 일본의 은, 중국의 생사(生絲)가 교역되었던 동북아 최
대의 중계무역지이자 일본인 거류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1678년에
서 1872년까지 존재하였던 초량왜관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약 11만평에 거쳐 형성
되었으며 이 시기를 시작으로 용두산공원은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근·현대 부산의 도시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용두산공원은 부산과 역사의 켜
를 함께하며 변화되어왔다. 용두산공원은 90년대 이후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
해 소외되어왔으나 최근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함께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 부산
타워 리모델링 국제설계공모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현재에도 부산을 대표하
는 상징적 공간으로 작동되고 있다.
근대 사회와 시대를 대변하는 제유적인 역할을 하는(황주영, 2014: 8) 도시공원
은 사회적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의 문화경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에는
경관의 개념이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을 넘어 변화가 잦은 도시의 속성
을 고려하여 역사적 중첩을 강조하는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
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6) 시대의 흐름에 따라
4) 같은 책, p. 23.
5) 1930년대에 와서 남산 일대에 등반로를 개설하면서 왜성대공원, 한양공원으로 구분하던 지역을 통합하여
남산공원이라 칭하였다. (김현숙, 『도시계획 : 기본 과정의 이해와 계획 기법』 (서울 : 광문각, 2003.),
p.185.)
6) ‘Historic Urban Landscape(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은 ‘문화적, 자연적 가치와 태도가 역사적으로 중첩된
결과로서 이해되는 도시지역’으로 정의한다. (UNESCO,『Recommendation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including a glossary of definitions』(2011) 제 9조, 채혜인,『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의 역사도시
경관 개념에 의거한 도시보존 방향 -서울 서촌(西村)을 사례로-』p.35에서 재구성)
Historic Urban Landscape 개념은 2005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현대 건축 - 역사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맥락에서 건물, 구조, 오픈스페이스의 어떠한 집
합으로 이루어진 기념물‘로 나타나며 이는 곧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도시환경으로서 인간 정주지를
구성하는 장소적, 역사적, 과학적, 미학적, 사회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후
2011년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에서 특정 시기의 유·무형적 유산의 형태를 지속하기 힘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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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들이 역사적으로 중첩’되어 왔고 유·무형적 가치
요소7)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대에 생산된 도시공원(남산공원, 용두산공원,
달성공원 등)은 역사도시경관을 형성하는 하나의 공간요소로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축적되어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도시의 공간 구성요소
로서 도시공원을 바라보며, 그것이 현재의 모습을 갖기까지의 변모과정을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현재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 요
소이자 도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근대 도시형성과정에서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도시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하며 변화해온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그 실체를 해석하
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에 따라 부산시 용두산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우선
용두산공원의 발생 및 변천과정을 부산의 시대변화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
였다. 이는 도시의 사회적 변화가 시대적으로 중첩되면서 도시공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으로서 도시와 공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도시공원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대별로 부산
에서 용두산공원의 의미변화과정을 이해하고, 동시대 용두산공원에 남겨져 있는
역사적 시대의 흔적과 그것이 유지 또는 변화되고 있는 일련의 흐름 양상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의미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대도시‘적 맥락을 반영한 결과로서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진 역사도시경관 개념을 제공한다. (채혜
인, 위의 논문, pp.34-35.)
7) [표 1-1] 역사도시경관에서의 유·무형적 요소 (채혜인, 위의 논문, p.48. 재구성)
구분
유형적

자연적 요소

요소

문화적 요소

무형적

문화적 요소

요소
인적 요소

내용
지형지세, 수문
역사적, 현대적 건조환경, 지상과 지하의 기반시설, 오픈스페이스와 정
원, 토지이용행태(패턴)와 공간 조직
인식과 시각 사이의 관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행과 가치, 경제적 과
정, 다양성, 정체성, 과거의 토지사용,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의
미, 뚜렷한 전통 등 거주민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요소
지역 내 활동, 사람들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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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도시발달과정에 따른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 및 의미변화과정 분석
2) 동시대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물리적 공간 및 시간 층위와 의미 분석
3)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정체성 해석

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근대 개항시기를 기점으로 형성되어 현재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공
원으로 작동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바라보되, 그 중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인 거류
지가 개설된 용두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산의 용두산공원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
라서 [그림1-1]과 같이 부산시 중구의 중심에 위치한 용두산공원 일대(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를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다. 또한 본 연구의 특성상
초량왜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약 11만평에 이르
는 왜관 영역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였다.
ㆍ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
ㆍ행정구역 : 중구 광복동, 대청동, 동광동 일대
ㆍ면적 : 약 70,812㎡ (약 21,420평)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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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용두산이 역사적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한 초량왜관이 개
설된 1678년을 기점으로 현재(2014년)까지의 시기로 한다. 이는 용두산공원의 발
생과 변모과정를 살펴보기 위한 범위이며 시계열적 분석 과정에 있어서 부산 도
시 역사의 시기를 기준으로 조선시대에서 개항기, 일제강점기, 광복이후 부산시,
부산직할시, 부산광역시의 5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조선시대에서 개항
기는 조선시대 초량왜관이 들어선 1678년에서 일제강점기 이전의 1909년까지이고,
일제강점기는 1910년에서 1944년, 광복이후 부산시는 1945년에서 1962년, 부산직
할시는 1963년에서 1994년,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는 1995년에서 현재까지의 범주
를 포함한다.

[그림 1-2] 연구의 시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용두산공원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용두산공원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분석하
는 것으로서 부산의 시대상황과 도시구조 및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용두산
공원의 물리적・내용적 변화를 다루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용두산공원에서 남
겨져있는 시대의 흔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공원에 남겨진 물리
적 공간을 분석하고 남겨진 공간의 유형과 흐름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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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방법
부산의 도시발달과정에 따른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과 의미를 해석하는 본 연
구는 크게 3가지 방법(문헌연구, 현장조사, 인터뷰)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3장에서 부산 도시의 시대변화에 따른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문헌은 크게 공간변화자료와 관련
계획 자료로 나눌 수 있다. 공간변화자료로는 고지도, 근대지도, 신문기사8), 사진
및 엽서, 타 부산의 역사 및 변화를 다루는 도서, 부산시청 자료가 있었고, 관련계
획 자료로는 부산도시기본계획,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용두산공원 재정비계획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반도서 및 연구자료 외에도 부산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및 부
산발전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로 부산 도시의
시대상황과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용두산공원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공원의 성
격과 의미변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용두산공원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시대 용두
산공원에서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공간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자는 용두산공원과 주변일대를 대상으
로 총 6번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10.18. 1차, 2014.11.08. 2차, 2014.11.09.
3차, 2014.11.11. 4차, 2014.11.14. 5차, 2014.11.21. 6차)
현장조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공간을 분석하고 맵핑하였다. 현재 용두산공원 일대는 부산 원도심 근대역
사골목투어 프로그램 중 제 2코스 “용두산을 올라 부산포를 바라보다.”에서 소
개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스토리텔러분들을 만나고 소개받으며 심화된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스토리텔러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간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오랜 연구를 통해 초량왜관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문태광씨(현 스토리텔러스 협동조합 이사장)는 총 2회(8시간 이상)에 거쳐 연구자
8) 기사 검색은 기사통합검색 사이트 “카인즈.”http://www.kinds.or.kr)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 library.naver.com 를 이용하였으며, 중앙지(경향신문, 동아일보)와 지방지(국제신문, 부산일보)
를 주요 자료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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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행하며 본 연구에서 찾고자하는 가려져있는 역사적 공간을 찾아냄에 있어서
큰 도움을 제공하였다.
총 6회의 현장조사 중 3회(1차, 4차, 6차)는 연구자 개인으로 진행하였으며 나머
지 3회(2차, 3차, 5차)의 현장조사는 스토리텔러로 분들과 동행하여 진행하였다. 2
차 현장조사에서는 문태광씨와 동행하여 초량왜관 일대의 흔적을 조사하였으며, 3
차 현장조사에서는 근대역사골목투어 용두산코스에 참석하여 박정희씨, 김경희씨
와 함께 동행하며 용두산공원 및 주변 근대역사자원을 분석하였다. 5차 현장조사
에서는 2차에 이어 문태광씨와 동행하며 부산시 중구 일대에 퍼져있는 역사자원
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b : 현장조사 중 이루어진
문태광씨와 김충진 작가의 초량왜관 토론
(자료 : 연구자 촬영, 2014.11.14.)

a : 옹벽아래 감춰진 공간을 설명하는
문태광씨 모습
(자료 :연구자 촬영, 2014.11.08.)

[그림 1-3] 현장조사 과정

이와 같이 문헌연구, 현장조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
로 구성된다. 제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바탕으로 제 2장에서는 도
시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해온 도시공원의 사례를 통해 도시와 도시공원의 관계를
이해하고 부산 도시형성과정의 특성과 용두산공원에 대한 개략적인 흐름을 파악
한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에 있어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제
3장에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사를 바탕으로 시기별로 용두산공원이 변모해온
과정을 분석하고, 용두산공원의 의미변화과정을 해석한다. 제 4장에서는 동시대에
용두산공원에서 드러나는 물리적 공간을 분석하고 남겨진 공간의 유형분류 및 특
성 파악을 통해 현재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시간층위와 의미를 해석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 5장에서는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의미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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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내용적 한계를 서술하며
연구를 결론짓는다.

[표 1-2] 연구 진행과정

제 1장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도시의 역사와 도시공원의 관계 이해

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 부산 도시형성과정의 특성 및 용두산공원의 이해
∘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연구 분석의 틀 설정

제 3장

부산의 역사에 비춰본

∘ 시기별 부산 도시와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 분석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

∘ 용두산공원의 성격 및 의미 변화 해석

용두산공원에서
제 4장

드러나는 시대의 흔적
및 양상 해석

제 5장

결 론

∘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물리적 공간 및 흔적 분석
∘ 남겨진 공간의 유형과 특성 파악
∘ 용두산공원에서 드러나는 시간 층위와
흐름양상 해석
∘ 연구 내용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의미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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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1절. 도시의 역사와 도시공원
근대 도시 형성과정에서 거류지와 일제 신사를 중심으로 발생한 우리나라의 초
기 도시공원은 오랜 시간동안 도시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하며 현재까지 도시공원
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도시의 원도심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
며, 이는 도시의 이미지나 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울의 왜성대공원, 대구의 달성공원, 부산의 용두산공원이 대표적인 사
례이며 각각의 공원이 형성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왜성대공원은 경성 일본 거류지에 생겨난 공원으로서 유식과 안락의 장소였으
나, 추후 이곳에 들어서는 남산대신궁(후에 경성신사로 개명)을 위한 경내지로서
의 목적도 가진 신사공원이었다.9) 1897년 일본은 1592년 이래로 일본거류민 주둔
지였던 남산 북사면에 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왜성대공원(倭成臺公園)을
설치했고, 1898년 숭의여대 일대에 경성 최초의 신사인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
1932년 경성신사로 개칭)등을 설치하였으며, 1910년에는 회현동 일대에 한양공원
(漢陽公園)이라는 이름으로 30만평에 이르는 공원을 조성하였다. 1916년에는 장춘
단, 남쪽성곽 밖, 한양공원, 왜성대공원을 포함하여 남산 전체를 공원화하는 ‘대
산림공원계획(大山林公園計劃)’을 수립하고 1925년에 지금의 회현자락에 조선신
궁을 조성하였다. 이후 일제는 1940년 남산공원 348,000㎡, 장충단공원 418,000㎡
를 각각 지정하면서 남산공원이10)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11)

9) 이수연,『남산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서울, 2010)
p.18.
10) 본 연구에서는 일제 신사와 거류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공원이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바라
보기 위하여 대표적 사례인 서울의 왜성대공원, 대구의 달성공원, 부산의 용두산공원을 사례로 이해하고자
한다. 왜성대공원은 한양공원과 통합되어 현재 남산공원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지리적 위치와 현재의 기
능에 있어 남산공원의 내용을 보충하여 기술하였다.
11) “남산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nam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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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성신사 전경

b : 경성신사(경성부 왜성대)

c : 남산 조선신궁 진입로

(자료 : blog.naver.com/ykudos)

(자료 : blog.naver.com/ykudos)

(자료 : 동아일보, 2010.01.27.)

[그림 2-1] 경성신사 및 조선신궁 관련 이미지

공원을 설립하기 이전의 남산은 근대도시에서의 공원과 같이 사람들의 휴양 및
오락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1918년 이후 공원 내부에 식민지·신민화 정책
및 일본제국의 상징물이 들어서게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공원용지의 해제와 개발
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선진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각종 문화·예술·체육시
설이 들어서면서 공원의 형태를 갖추었다.12)
남산공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과정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대
표적인 서울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공원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13) 서울 시민의
19.2%가 남산을 대표적인 자연경관요소로 인식(2005년 기준)하고 있으며, 서울 방
문관광객의 30.2%가 남산을 방문(2007년 기준)할 정도로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자 서울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14)
달성공원15)은 삼한시대의 부족국가였던 달구벌의 성지 토성이었다. 이곳은 청일
전쟁(1894년~1895년) 때 일본군이 주둔했고 그 후 고종 광무 9년(1905)에 공원으로
만들어졌는데 1965년 2월 대구시에서 새로운 종합 공원 조성계획을 세워 오늘날
과 같은 대공원을 만들었다.16) 달성이 현재의 공원과 같은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는 1904년 11월에 이본수비대장 야마다와 일본거류민단이 공원화 계획을 세
워 1905년에 공원으로 조성하고, 1906년 11월 3일 달성 중앙부에 일본 제국주의의

12) 이수연, 위의 논문, pp. 84-85. 바탕으로 재구성
13) 서영애, 손용훈.“남산공원 태동기의 공간별 활용 유형 -1883∼1917년까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
국전통조경학회지』31(1), 2013, p. 36.
14) “서울특별시,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http://parks.seoul.go.kr, 이수연, 앞의 논문 p.13.에서 재인용
15) ‘달성’은 사적 제 62호로 우리나라 성곽 발달 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축성된 성곽으로 ‘달성공원’이
라는 이름도 바로 그 토성에서 유래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화관광.”http://gu.jung.daegu.kr)
16) “대구 달성공원.”http://www.visitkorea.or.kr (검색일: 2014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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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이라 할 수 있는 황대신궁 요배전(皇大神宮 遙拜殿)을 건립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17)
현재 달성공원은 지리적으로 대구시 중구 달성동,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
며 공원 내부에 사적지와 동물원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이용
되는 등 도시근린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대구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달성공
원은 현재 문화관광지로서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a : 대구신사

b : 대구신사 입구

c : 대구신사 배전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자료 : blog.naver.com/ykudos)

(자료 : blog.naver.com/ykudos)

[그림 2-2] 대구신사 관련 이미지

부산에는 국내 최초의 거류지가 개설되었으며, 부산의 신사는 조선시대의 초량
왜관에 여러 신사들이 설립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개항 이전부터 신사가 운영되었
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18) 용두산공원의 역사성은 조선 후기 숙종 대부터 대일창
구로서 존재했던 왜관에서 시작된다. 초량왜관의 중심부인 용두산 일대에 일본의
신사와 관수왜가가 배치되면서 일본에 의해 정치적 의미가 주목받는 장소로 강화
되었다. 신사를 증설하고 그 위격(位格)을 상향해 용두산신사와 용두산공원이 정
비되고 난 뒤에 용두산은 다양한 관치행사공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권력자
의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근대 도심공원, 용두산공원은 탄생했다. 현재 용두
산공원 일대는 근대도시 부산을 탄생시킨 역사성, 장소성과 함께 현재의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19)

17) 옥희정, 『달성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역사적인 변천과정과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경상북도, 2008), p.14
18) 김승,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과 변화과정,” 『지역과 역사』, 20, 2007,
p.38. 바탕으로 재구성
19) 국제신문(2013.10.22.) “역설의 공간-부산 근현대의 장소성 탐구 <14> 용두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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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두산신사와 용두산공원

b : 용두산신사

c : 용두산신사

(자료 : http://geodaran.com)

(자료 : 사진엽서로 보는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근대풍경 5, 2009: 184)

근대부산기록, 2010: 194)

[그림 2-3] 용두산신사 관련 이미지

[표 2-1]은 각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서울 남산공원, 대구 달성공원, 부산
용두산공원의 기본 현황을 보여준다. 공원의 위치를 표현한 위성지도를 통해 남산
공원과 달성공원이 지리적으로 각각 서울시청과 대구시청에 인접한 도시 중심부
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용두산공원은 현재 부산의 중심지인 부
산시청이 위치한 곳과 상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사의 이전으로 인
한 결과이다. 본래 부산광역시청의 청사는 중구 중앙동에 위치하였으나 1998년 1
월 20일 연제구 중앙대로의 새청사로 이전하였다.20) 용두산공원이 현재 도시 중심
부에 위치하지 않는 것은 계속되는 외연적 도시성장과 시청사와 같은 대규모 공
공기관의 이전으로 서면과 해운대 등 새로운 상업중심지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용두산공원이 위치한 부산시 중구 일대는 부산 근대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
며 역사를 간직한 채 오랜 시간동안 부산의 중심지로 자리하며 부산의 발전을 이
끌어온 구도심지역이다.21)
서울의 남산공원(왜성단공원), 대구의 달성공원, 부산 용두산공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도시발달과정을 함께 해온 도시공원은 오랜 시간동안 도시와 함
께 변화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도시 중
심부에서 도시를 대표하고 도시의 역사와 이미지를 담은 상징적인 경관으로 표현
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경관을 넘어서 역사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20)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바탕으로 재구성
21) 조이곤, 『부산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부산, 2010), p.88.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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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남산공원·달성공원·용두산공원 기본현황
구분

내 용22)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면적

2,898,351㎥ (약 876,750평)
∘1882년 : 일본거류지 형성
∘1897년 : 왜성대공원 조성

남
산
공
원

∘1898년 : 남산대신궁 조성
주요
연혁

(1923년 경성신사로 개칭)
∘1905년 : 총독부와 이사청 위치
∘1910년 : 한양공원 조성
∘1925년 : 조선신궁 건립
∘1945년 : 조선신궁 철거
∘1968년 : 남산공원 개원

[서울시 남산공원의 지리적 위치]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 35

면적

129,700㎥ (약 39,234평)
∘삼한시대 : 달불성
∘1596년 : 경상감영 설치

달
성
공
원

∘1905년 : 공원 조성
주요

∘1906년 : 대구신사 조성

연혁

∘1963년 : 사적 제62호 지정
∘1966년 : 신사 주요건물 철거
∘1969년 : 달성공원 개원
∘1970년 : 동물원 개원

[대구시 달성공원의 지리적 위치]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

면적

69,119㎡ (약 20,908평)

∘1407년 : 초량왜관

용
두
산
공
원

∘1899년 : 용두산신사 개축
주요
연혁

∘1902년 : 공원지로 환원
∘1940년 : 용두산공원 고시
∘1945년 : 용두산신사 소멸
∘1957년 : 우남공원 개명
∘1966년 : 용두산공원으로 환원

[부산시 용두산공원의 지리적 위치]

22) 각 공원의 지리적 위치에서 ‘+’기호는 각 시의 시청 (위부터 서울시청, 대구시청, 부산시청)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용두산공원 지리적 위치 그림에서 ' * ' 기호는 구. 부산시청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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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부산과 용두산공원 개관
1. 부산 도시형성과정 및 부산시 중구 특성
▮ 부산 도시형성과정
부산은 19세기 말 일제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며, 본래의 근거지였던 동래와 분
리된 채, 팔도에서 모여 든 장사꾼과 일꾼들이 가득한 상공업도시로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부산은 일제 통치를 받으며 부산포라는 한적한 어촌에서 떠들썩
한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해방 이후 6.25전쟁으로 인해 유입된 피난민
들과 1960년대부터 몰려든 이농노동자로 인해 부산은 명실상부 한국 제 2의 도시
로 급성장하였다.23)
1910년 10월 1일 총독부령 제7호에 의해 동래부는 부산부로 개편되었다.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제 111호(1913년 12월 29일 공포)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부가 부산부(중·서·동·영도구지역)와 동래군(옛 동래부 일부 지역과 기장
군 포함)으로 조정되며 부산부제가 실시되었다.24) 이후 근대기를 거쳐 도시가 발
달하면서 도시의 확장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공간구조체계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부산의 도심은 [그림 2-4]와 같이 중구 광복동 일대에서 서면으로 확장
되며 변화하게 되었으며, 시기별 부산 행정구역 확대과정은 [그림2-5]와 같다.

[그림 2-4] 부산 도심 변천과정
(자료 : 이동현, 2011: 3)

2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의 역사와 문화』(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p. 44.
24)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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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부산시 행정구역 변천도25)
(자료 : 지도로 본 부산, 2010: 18-19 재구성)

1914년 확립된 부산부 영역의 중심에는 개항기에 형성되었던 초량왜관이 자리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산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을 통해 부산이 초량왜관이 형성
되었던 용두산공원 주변 일대(부산 중구)를 중심으로 확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부산항이 개항되며 부산은 본격
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춘 근대도시 형태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림2-6] 시기
별 부산항 변천 조감도를 통해 이러한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876년 개항 당시의 부산항의 모습에서 용두산의 위치를 표기하였는데, 조감도
상에서 용두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량왜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1910년 부
산항의 모습에서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도로 구획이 나타나며 도시 골격을 형성하
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중구를 중심으로 현재의
서구와 동구 방향으로 도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매축공사를 거치
며 현재의 부산 도시형태로 발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기호는 용두산공원의 위치를 명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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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시기별 부산항 변천 조감도
(자료 : 부산세관박물관, 2013: 22-25)

부산의 시가지변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매축이었다. 부산항 매축 가운
데 북항 매축, 영선산 착평공사, 남항 매축공사, 부산진 매축공사 등은 부산시가지
변화에서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업은 북항 매축사업이었는데 이
공사를 통해 부산의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보장했음은 물론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각종 시설을 갖추는 공간이 확보되었다.26) [그림2-7] 박능재(2013)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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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북항 매축에 의한 부산의 해안선 변화과정을 통해 시대별 부산의 매축영역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1919-1940년에 거쳐 남항매축공사와 영도와의
연결을 통해 용두산공원 주변 지역의 영역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7] 북항 매축에 의한 부산항 해안선 변화과정
(자료 : 박능재, 2013: 59-60 바탕으로 재구성)

▮ 부산시 중구
부산의 도시형성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용두산공원이 위치한 부산시 중구 일대
는 타 지역에 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부산의 원도심27)지역 이다.
부산 중구 일대는 부산의 대표 중심지이자 상업공간으로 군림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서면과 해운대 등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발전하며 구도심 상업가로는 경쟁
력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도심 지역의 활기가 뚜렷하게 약화되었다.28)
이렇게 공동화 현상을 거치던 부산의 원도심 일대는 2000년대에 들어서 재생되
26)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부산 :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
실, 2007), p.8.
27) 부산의 원도심은 부산광역시의 남측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중구 광복동, 남포동, 동광
동, 대청동에 해당된다. 북축으로는 대청로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국제시장, 남측으로는 자
갈치시장이 입지하고 있다. (황영우, 이원규, 『부산광역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에 관한 연구』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2007), p.7.)
28) 조이곤, 위의 논문, p.44.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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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다. 2006년 민선 4기 허남식 부산시장의 취임 때 약속한‘3대 뉴 프런
티어’정책의 가운데 ‘원도심 재창조’전략이 포함되었으며29) 이후로도 이어진
부산시의 꾸준한 원도심 살리기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현재 원도심 상권은
제 2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중구 일대는 매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
고 있는 부산 자갈치축제, 부산 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전통문화와 주변 경관을
이용하여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축제, 보수동 책방골목축제, 부산 크리스마
스트리축제, 중구민 축제와 같이 다양한 지역축제들을 개최하며 도시에 활기를 불
어넣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도심 근대
역사 골목투어’를 주목해볼 수 있다. 이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업으로 부산 원도심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야기 할매, 할배’가 스토리텔러가 되어 시행되는 골목투어 프
로그램이다. 투어는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각 프로그램의 명칭과 코스
는 다음과 같다.
1. “영도다리를 건너다.”
(영도다리 → 수리조선소길 → 남항시장 → 봉래시장 → 부산어묵전시관)
2. “용두산을 올라 부산포를 바라보다.”
(봉아주차장 → 관수가 → 광복로 → 초량왜관 터 → 용두산 → 부산근대
역사관 → 대각사)
3. “이바구길을 걷다,”
(옛 백제병원 → 남산창고 터 → 초량교회 → 168계단 → 김민부전망대 →
당산 → 이바구공작소)
4. “국제시장을 기웃거리다.”
(BIFF광장 → 먹자골목, 국제시장 → 보수동 책방골목 → 부평깡통시장 →
미술의 거리)

원도심 지역에 산재한 근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이 골목투어는 과거와 현
재를 잇는 체험형 상품으로 개발되었으며, 역사문화 콘텐츠에 먹거리, 볼거리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만들고 도보여행이 가능하도록 코스를 구성하였다. 부산관광
공사에 따르면 지난 4개월(2014년 6월~10월) 동안 총 1,500여명의 관광객이 이 투
29) “쿨부산, 부산광역시 공식블로그.”http://blog.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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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참석하였으며,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은 물론 가족 단위의 여
행객,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부산일보, 2014.10.20.)

[그림 2-8] 원도심 근대역사 골목투어 활동 이미지 (자료 : 부산일보, 2014.10.20.)

근대도시 부산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지닌 부산의 원도심 일대는 상업지구의 활
성화와 BIFF 거리와 같은 현대식 문화자원, 부산의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부산근
대역사관, 40계단 등 근대역사자원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며 새로이 활기를 되찾
고 있다. 부산의 원도심 중구 일대가 간직한 문화자원들은 [그림 2-9]와 같이 용
두산공원을 중심으로 주요 자원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 원도심 일
대에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입지와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2-9]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 중구 일대의 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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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구 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박상
필(2011)은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역적으로 중구 일대는 1등급(30% 이상)의 인지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공간적으로 가장 많이 인지되고 있는 해운대와 광안리를 이어 중구 일대의 자갈
치시장, 남포동, 용두산공원이 대표적 이미지로 분석되었다.30) 특정 지구나 상징적
인 시설들 사이에서 도시공원인 용두산공원이 대표적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
은 주목해볼만한 특성이다.
부산시 중구는 근·현대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녹아있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해운대구 다음으로 많은 수의 영화가 촬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중구 중에
서도 단연 중구의 중심지인 용두산공원 일대로 난 좁은 골목길들 사이로 국제시
장, 깡통시장, 부평시장, 자갈치시장에서 가장 많은 영화가 촬영되었다.31) 이는 짙
은 근현대사 역사 이미지를 간직한 부산의 원도심 특성과 그 중 용두산공원 일대
가 가지는 중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b. 2006, 사생결단 中

a. 2001, 친구 中
(자료 : blog.busan.go.kr)

(자료 : blog.naver.com
/cradnaser)

c. 2006, 사생결단 中
(자료 : blog.naver.com /cradnaser)

[그림 2-10] 용두산공원에서 촬영된 영화 장면

30) 박상필(2011)의 연구 결과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1위. 해운대(76.8%), 2위. 광안리
(43.7%), 3위. 자갈치시장(43.7%), 4위. 태종대(41.9%), 5위. 광안대교(37.1%), 6위. 남포동(27.9%), 7위. 서면
(26.9%), 8위. 용두산공원(22.4%), 9위. 범어사(18.4%), 10위. 오륙도(15.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31) 부산 중구에서는 용두산공원(2001 친구, 2006 사생결단), 코모도호텔(2006 범죄와의 전쟁, 2011 퍼펙트게
임, 2010 황해), 메리놀병원(2005, 친절한금자씨), 보수동책방골목(2003 국화꽃향기, 2007 무방비도시), 먹자
골목(2013 히어로), 화국반점(2012 신세계, 2006 범죄와의 전쟁), 자갈치시장(2001 친구, 2013 히어로), 건어
물시장(2001 친구)등이 그 무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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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두산공원 및 주변현황
용두산공원은 부산시 중구 도심에 위치한 해발 49m의 구릉성 산지에 형성된 도
시공원으로, 구봉산 산줄기를 북쪽으로 이어받은 보수산이 주봉을 이루고 있으며
부산항이 그 아래로 펼쳐지고 있어 배산임해라는 부산 전체의 지세를 고스란히
축소하고 있다. 조선 후기 교역을 위해 용두산을 주변으로 초량왜관이 들어서면서
용두산은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 시대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이루었다.
용두산공원은 1972년에는 지방문화재 제 25호로 지정되었다가 1993년 해제되었
고 2004년 7월 1일부터 부산시설공단에 수락되어 관리되고 있다. 용두산공원 내
주요시설은 [표 2-3]와 같고, 특히 부산타워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의 시가지
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야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용두산공원은 조성 후 50여년의 시간 경과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용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재정비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a. 부산타워에서 내려다 본 부산항 일대

b. 부산타워에서 내려다 본 광복동 일대

[그림 2-11] 부산타워에서 내려다 본 부산일대 야경
(자료 : ryuseunghyun.tistory.com)
[표 2-2] 용두산공원 기본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
주요시설

수종

내 용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길 37-55
69,119㎡ (약 20,908평)
교양·문화
부산타워, 시민의 종, 꽃시계, 시의거리
기념·유적
충무공 동상, 백산 안희제, 용두산공원비, 구)충혼비, 용탑
편의시설
용두산미술전시관, 에스컬레이터
총 수종
약 70종
대표수종
은행나무, 느티나무, 히말라야시다
측백, 해송, 무궁화, 벚나무, 개나리, 향나무, 동백나무,
식재 수종
연산홍, 철쭉, 목련, 팽나무, 푸조나무, 단풍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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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용두산공원 내부 주요시설
내 용32)

시 설
설치일자 1973.11.21

부대시설 승강기 2대, 전망대 및 기념품 코너 등
부산
타워

∘ 부산을 상징하는 탑
∘ 해발 69m, 높이 120m
∘ 부산타워 꼭대기의 전망대는 경주 불국사
세부사항
다보탑 지붕에 얹혀있는 보개(寶蓋)를 본뜸
∘ 2012.6.1. 부산타워 정상에 등대 설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등대, 120m)
설치일자 1973.11.21

팔각정

규모

지상 3층, 면적 915㎡

용도

북까페, 세계악기 전시관으로 이용

구조

철근콘크리트

세부사항 경복궁 향원정을 본따 만듬

시민의
종

건립년도
종각규모
종규모
재질
제작비용
세부사항

꽃시계

설치일자
보수일자
규모
부지면적
형태
설치일자

시의
거리

규모

1996. 12. 31.
높이 11.3m, 부지 321㎡, 면적 60.84㎡
무게 24,98kg, 높이 3.86m, 구경 2.3m, 종신고 3.15m
구리+주석
12억8천만원 (부산시민의 기부금으로 조성)
매년 3ㆍ1절, 광복절, 매년 1월 1일 0시,
부산의 각계 인사, 시민들이 모여서 제야에
타종식을 거행
1973.10.8
2000.6.10
직경 5m
105.6㎡
꽃화단 시계
1994.2.25. 5기의 시비 건립
1994.12.22. 4개의 시비 걸립
길이 109m, 넓이 7m, 문학비 9개

유치환「그리움」, 최계락「외갓길」, 장하보
문학비 「원」, 홍두표「나는 곰이로소이다」, 조향「에
종류 피소드」, 손중행「세월」, 김태홍 「잊을래도」,
박태문「봄이오면」, 원광「촛불」
설치일자 1956년 3월 20일

충무공
동상

규모

높이12m,폭 3.8m, 길이 3.8m

부지면적 415㎡
재질

직동상(청동),받침대(대리석)

32) “용두산공원 홈페이지.” http://yongdusanpark.bisco.or.kr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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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공원 재정비계획에 있어 부산시에서는 용두산공원에 대한 인식과 공원내
시설물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용
자들은 부산타워, 팔각정, 이순신 동상, 용탑, 종각, 꽃시계와 같은 주요 시설들이
대부분 존치(보존)하기를 바라고 있었다.33) 이는 용두산공원의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역사와 함께한 상징적인 시설로서 중요도가 높이 인
식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며, 이는 일반적인 공원시설과 구별되는 용두산
공원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9]를 통해 언급했듯이 용두산공원의 주변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여건 속에 용두산공원은 도시에서 단절되어 있는 공
간이 아닌 주변의 공간조직 및 도시구성요소들과 연결되어 인식되고 이용되고 있
다. 이는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 중 하나이며,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공
원의 의미를 넘어 도시구조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바이다.

[그림 2-12] 용두산공원과 주변 자원의 네트워킹 구조도
33) 2010년 8월 용두산공원 및 공원 주변 이용자 137명을 대상으로 용두산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설물한 결과 부산타워(현재유지·보수 55%, 재건축 42%, 철거 3%), 이순신동상(현상태 유지
23%, 주변정비 63%, 공원내 이전 9%, 타지역 이전 5%), 용탑(현상태 유지 77%, 리모델링 19%, 공원내 이
전 2%, 철거 2%), 팔각정((현재유지·보수 71%, 재건축 25%, 철거 4%), 꽃시계(현상태 유지 78%, 리모델링
16%, 철거 6%), 종각(현상태 유지 76%, 주변정비 20%, 공원내 이전 1%, 철거 3%)로 집계되었다. (부산시
설공단, 『용두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2011) pp.88-90,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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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공원과 그 주변일대는 근대 도시형성과정에서 부산의 역사가 시작된 곳
일 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도 관련 활동이 처음 발생된 곳이기도 하다.
[그림 2-13]은 기록을 바탕으로 부산 최초의 건축과 문화재, 음악과 무용, 미술과
사진, 연극과 영화 등 부산의 ‘최초’를 찾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산의 최초는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강하게 밀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부산에서 용두산공원과 그 주변에 가져온 역할과 기능을 드러내며, 부산에서
용두산공원과 그 일대가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그림 2-13] 부산의 ‘최초’34)
(자료 : 부산일보, 2009.09.24. 바탕으로 재구성)

34) 용두산공원 주변으로 나타나는 부산의 ‘최초’는 다음과 같다. 건축/문화재 (1.한국 최초의 수직 도개식
다리(영도다리), 4.부산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 13.부산 첫 도서관, 15.부산 최초의 유치원), 음악/무용 (4.부
산 최초의 근대식 음악전문학교, 5.부산 최초의 음악전문 출판사, 7.부산 최초의 한국인 성악 독창회, 8.부
산 첫 관현악단, 11.부산 최초의 공립 관현악단, 12.부산 최초의 한국인 기악 독주회, 13.부산 최초의 공공
공연장, 14.국내 첫 국립국악원, 17.부산 첫 국악관현악단, 18.부산 최초의 근대 민속무용 발표회, 20.부산
첫 발레 발표회), 미술/사진 (2.부산 첫 미술 강습회, 3.부산 최초의 개인전, 5.부산 첫 다방 전시장, 6.부산
최초의 미술동인회 '토벽'의 창립전이 열린 곳, 7.부산 첫 미술관, 9.부산 최초의 사진관, 10.한국 최초의
사진 촬영대회), 연극/영화 (1.부산 최초의 극장, 3.부산 최초의 네이밍극장, 6.부산 첫 영화(활동사진) 상설
관, 7.부산 최초의 연속활극 상영관, 8.조선 최초의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극장, 9.조선 최초의 영화제작소,
10.조선 최초의 토키(유성) 영화 상영관, 11.부산 최초의 영화 촬영, 13.부산 첫 영화상, 15.부산 최초의 복
합극장), 기타 (1.해방 후 부산 첫 언론, 2.한국 최초의 민영 상업방송, 3.부산 최초의 언론, 5.부산 첫 상수
도, 9.부산 첫 화력발전소, 10.부산 첫 지하도, 16.부산 첫 시민공원, 18.부산 첫 병원, 21.부산 첫 우체국,
22.부산 최초의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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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는 총 4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근대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의 총체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원사에 있어 근대 도시공
원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연구의 대상지인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기
존 연구결과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공간적 관점에서 도시공간
이 어떻게 연구되고 해석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마지
막 단계에서는 도시공원 외 도시공간에 관한 공간적 관점의 연구를 살펴봄으로서
도시공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1. 근대 도시공원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을 공간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하며, 이에 따라 선행연
구 역시 공원의 발생 및 변모과정, 이용행태와 같은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
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근대에 발
생한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표 2-4]와 같다.
근대 도시공원으로서 연구된 공원은 남산공원, 탑골공원, 달성공원, 자유공원,
효창공원, 대정공원, 장충단공원이 있는데 남산공원에 관한 연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탑골공원이 5건, 달성공원·자유공원·효창공원이 2건, 대정공
원과 장춘단공원이 1건으로 나타났다.35) 내용적으로는 ‘근대’라는 시기적 특성
과 역사적 의미에 따라 공원의 생성과정이나 사회적 요인에 따른 변화과정과 이
용행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외에도 역사적 가치 평가와 공원의 원
형을 추정하는 연구가 있었다.
남산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에 거쳐 존재해
온 만큼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장은영(2000)은 도시의 역사를 담은 도심
공원으로서 남산을 인식하고, 남산공원의 발달과정을 공원조성 이전시기, 공원 개
설기, 도시 성장기, 남산공원 정비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또한 이론적으로 도시 공
35) 근대공원으로서 용두산공원에 관한 연구도 있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지로서 좀 더 면밀히 다루기 위해
‘제 2장, 3절, 2. 용두산공원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용두산공원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총 6건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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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구조 변화론을 이용하여 대도시 공간의 변화과정 속에서 도심공원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 변화를 개념화하고 공원의 기능 변화론을 담아냈다. 이수연(2009)은
남산공원 면적의 변화, 시설 및 활용의 변화, 남산공원의 발전과정 및 특성을 분
석하였고, 이어 2010년 학위논문을 통해 남산공원의 공간구성을 시대적으로 분석
하여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신문자료를 통해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파악하
였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시간상 범위를 다루다보니 그 변화를 모두 다루는 것
이 어려운 점과 현재 진행되는 공원 개발과의 관계를 긴밀히 연결 짓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서영애(2013)는 기존 시설물들을 바탕으로 공원시설이 태동되던 시기에 남산이
어떻게 소비되고 체험되었는지에 주목하며 신문기사를 통해 공간별로 일어난 활
동양상을 분석하였다. “남산공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과정을 겪으
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서울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공원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원 태동기의 이용과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근대공원사에 시사점
이 있다.”36)는 그의 주장은 근대 부산의 도시형성과정에서 발생하여 현재 도시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작동되고 있는 용두산공원을 연구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
받침해준다. 가장 최근에 남산공원을 연구한 이해수(2014)는 기존의 연구가 대부
분 토지이용이나 공원 계획의 측면에서 남산 개발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 담론의 구성체로서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하
며, 박정희 정권의 어린이 보건·복지 정책과 어린이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간연출에 대해 논하고 있다.
탑골공원의 연구에 있어서 이소영(2000)는 현장관찰을 통해 노인들의 이용행태
를 연구하였으며 한정훈(2004)은 문헌을 바탕으로 시기별 물리적인 공간의 형태변
화를 해석하며 그에 따른 공원 이용적 측면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의 연관성을
논의하였다. 탑골공원의 물리적 변화과정은 김해경(2013), 이강원(2014)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강원(2014)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탑골공원
할아버지들이 공원을 자신들의 문화를 표출하는 곳으로 전유하는 과정을 인터뷰
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36) 서영애, 앞의 논문,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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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과 탑골공원 이외의 달성공원과 자유공원, 표창공원, 대정공원, 장충단
공원의 연구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공원의 생성 및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근대 도시공원의 공간
을 연구함에 있어 사회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공간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해온 양상
을 연구하는 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생산된 근대 도시공원을 이해하는 주요 방안
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원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도시의 사회적 양
상, 주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공원의 이용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공원으로서
가지는 공간의 특성과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근대 도시공원 연구는 공원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발생과정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광복 이후 도시공원으로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작동되어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복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거쳐 이어온 도시공
원은 공원의 발생과정 뿐 아니라 이후 도시발달과 더불어 현재의 모습이 형성되
기까지도 기능과 성격,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따라서 단편
적인 시기를 살펴보는 것을 넘어, 오랜 시간에 거쳐 형성되어온 도시공간을 해석
함에 있어서 일관된 관점에서 근·현대시대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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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근대 도시공원의 공간에 관한 연구
대상지

남산
공원

연구자

연구 주제

박명자
(1991)
장은영
(2000)
이수연
(2009)

서울 남산의 가치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의 풍류문학
에 표현된 경관관을 중심으로
대도시 도심 공원의 명소화 과정 연구 : 서울의 확산
에 따른 남산공원의 기능 변화
남산 내 공원의 시대적 변화 분석을 통한 공원활용의

이수연
(2010)
이수연, 황희준
(2011)
서영애
(2013)
이해수
(2014)
이소영
(2000)
한정훈

탑골
공원

달성
공원

자유
공원

효창
공원

(2004)
우연주
(2011)
김해경 외 2인
(2013)
이강원
(2014)
옥희정
(2008)
손재현
(2014)
김시민
(2010)
송경식
(2012)
김해경
(2010)
한소영 외 2인

변화에 관한 연구
남산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분석 내용
경관가치
변화과정
변화과정
변화과정

190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남산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 남산공원 회현지구를
변화과정
중심으로
남산공원 태동기의 공간별 활용유형 : 1883-1917년까
이용행태변화
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남산의 재구성 : 박정희 정권의 어린이 보건·복지 정
변화과정
책과 남산의 변화
탑골공원의 노인 이용행태에 관한 해석

이용행태

탑골공원 조성과 이용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이용행태변화

개항기 한국인의 공원관 형성과 도시 공원의 태동

공원관 형성,
생성과정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
정
공공 공간의 전유와 배제 논리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탑골공원의 사례
달성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 -역사적인 변천과
정과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변화과정

대구시 역사공원 이용행태 및 시민의식 조사 연구

이용행태,
의식

생성과정

생성,
변화과정

역사공원으로서 ‘인천 자유공원’의 가치와 발전방향
역사적 가치
에 관한 연구
인천 자유공원 원형 추정에 관한 연구

원형 추정

효창공원의 장소성 형성과 변화 해석

변화과정

효창공원의 장소재현 과정 및 장소정체성의 사회적 재

변화과정

(2011)

구성

대정
공원

강영조
(2013)

근대 부산에서 대정공원의 성립 과정과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생성과정

장충단
공원

김해경, 최현임
(2013)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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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두산공원에 관한 연구
용두산공원 관련 연구에 있어서 공간에 관점을 맞춘 연구는 강신용(1995)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강신용(1995)은 개항이후 식민지에 이르는 시기인 한국도시공원사
초기의 공원 개설과정과 특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거류지가 개설되고 용두산공
원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정지영(2006)은 용두산공원의 변화과정을
물리적, 의미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기적으로 신사 이전 시기, 신사창건기, 신
사번영기, 공원형성기, 공원정비기로 나누어 공간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지영(2006)
은 용두산공원이 부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도시공원으로서 부산의 역사를 간직
해 온 유서 깊은 공원임을 강조하며 용두산공원의 장소성을 찾고, 근대 부산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김승(2007)은 최초의 개항장이며
다른 지역보다 일본인들이 일찍 거주했던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용두산
신사의 조정과 변천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신사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가장 최근에는 문채원, 변광석(2013)이 용두산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며 부산
의 로컬리티를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부산이라는 대도시의 특성과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용두산공원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또한 기존 용두산공원에 관한
연구는 모두 초량왜관, 신사지, 공원으로 이어진 광복 이전의 시기의 변화과정에
국한되어 있으며 공간의 이용이나 의미에 관한 분석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상대적으로 남산공원에 관한 연구는 시대별 발생과정이나 행태 면에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용두산공원에 관한 연구는 해방이전 시기까지의
물리적 공간변천의 단면만을 다룰 뿐 활동주체나 주장,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서 용두산
공원이 가지는 의미에 집중하고, 도시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해온 물리적 과정을
통해 시대별 공간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동시대 용두산공원에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남겨져 있는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기존 용두산공원 관련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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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용두산공원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 주제

이종수
(1976)

근린공원의 이용범위와 그 효용성에
관한 연구 : 용두산공원(부산)을 대상으로

김진일
(1984)
조흥진
(1993)
강신용
(1995)
정지영, 강영조
(2006)
정지영 외 2인
(2006)
김승
(2007)
문재원, 변광석
(2013)

분석 내용

용두산 공원의 탑. 비에 관한 소고

공원 내 9개의 기념물 해석

부산 용두산공원 시각이미지 통일화에
관한 연구

기존 이미지 체계 파악,
시각적 이미지 체계정립
한국 근대 도시공원사 연구,
용두산공원의 개설과정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근대 용두산공원의 공간변천에 관한 연구

1679-1945년까지 용두산공원의
근대 용두산공원의 성립과 그 변용에 관한 물리적 변천과정
연구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
신사의 조성과 확장과정
신사의 조성과 변화과정
용두산공원을 둘러싼 담론적, 실천
적 갈등과 타협의 접점들을 통해
용두산공원의 장소재현과 문화정치
부산의 로컬리티 규명

3. 공간적 관점에 따른 도시공원 연구
도시공원은 공원이 지닌 정치·사회적 속성으로 인해 그 이면에 복잡한 힘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박윤미, 2012: 23),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공
간을 해석함에 있어 공간의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배경과 주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도시공원을 ‘공간’적
으로 연구하는 것은 도시공원이 현대 도시의 공간구성요소로서 대표적인 공공공
간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것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
에서 의미를 가진다.37)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변천사에 대한 연구는 점차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되고 있
으며, 2000년에 들어 도시공원을 역사 및 사회적 시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이혜민, 2010: 33-4). 이들 중 공간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도시공원
에 관한 연구는 [표 2-6]과 같다. 한소영(2009)은 서울의 현대 공원 역사를 시계열
37) 이혜민, 『도시공원의 변모과정에 대한 공간정치적 해석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서울, 2010), p.15 바탕으로 재구성

- 30 -

적으로 정리하고, 서울 중·소규모의 공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끌어내며 공
원이라는 한 시대의 결과물을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소영(2009)는 공원별 재현요소를 물리적·비물리적 요소로 추출하고 시기
별 공원 조성의 배경과 각각의 장소적 재현양상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서울의
근·현대 공원을 하나의 일관점 관점으로 보고, 시기를 구분하여 연속적으로 해석
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혜민(2010)은 도시공원을 연구함에 있어서 공간정치적 해석이 갖는 의미를 주
장하며 사회총체적 요인(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과 주체(정치권
력·자본권력·행정관료·전문가·시민사회)에 의해 공원이 생산되는 과정을 분석
하고 있다. 박윤미(2012)의 논문은 공원을 일반적인 공간의 이용을 넘어서 ‘공간
의 소비’가 일어나는 장으로 바라보고, 뉴스기사를 중심으로 공간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였으며 이미지로 나타나는 공원경관에 대한 분석을 더하였다. 이전의 연구
들이 공간의 생성 및 변모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과 달리 생산된 공간의 ‘소
비’에 중점을 맞춘 것이 특징적이다.
위의 연구들은 공간생산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적 관점
에서 도시공원을 해석하는 연구 타당성을 뒷받침해준다. 반면 도시공원의 공간을
해석함에 있어서 공간의 생성과정에는 사회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양상
을 보였으나, 공간을 이용하고 의미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도시공원 자체에 시각이
한정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을 공원이라는 오브제를 넘어 도시 주변
지역과 연계된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고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도시공원을 이해
하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표 2-6] 도시공원의 공간적 관점에 관한 연구
연구자
박인재
(2002)
한소영
(2009)
이헤민
(2010)
박윤미
(2012)

연구 주제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 도시공원의 장소적 재현 연구
: 기념성, 상징성, 장소기억을 중심으로
도시공원의 변모과정에 대한 공간정치적 해석
: 어린이대공원을 중심으로
선유도공원의 공간 소비 양상과 변화 연구

- 31 -

분석 내용
정권별 정책과 정치요인에 따른 공
원의 변천과정 분석
시기별 대표공원의 장소적
재현 양상 분석
사회총체적 요인과 주체에 의한
공원의 조성과 변모과정 분석
10년 간의 이용행태 및
이미지화된 경관요소 분석

4. 그 외 도시공간의 공간적 관점에 관한 연구
공간의 생성과정과 이용패턴 등에 주목하며 도시공원 외에도 도시의 공간을 공
간적 관점에서 보고 해석한 연구는 [표 2-7]과 같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르페브
르의 공간생산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호기(2002)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의 전개와 공간적 재현을 연결시켰다. 이에 있어 ‘공간적 재현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흐름도’라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재현의 주체와 성격, 재현
된 공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박훈(2010)은 하비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을 바탕으로 역사도시의 가치설정
3층위 개념을 제안하고 공간적 실천(경험), 공간의 재현(지각), 재현의 공간(상상)
이라는 분석과정을 통해 역사도시지역의 가치를 도출하였다.
윤지환(2010)은 문래예술공단을 대상으로 르페브르의 공간생산 이론에 따라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 이라는 3단계를 통해 공간의
생산과 전유과정을 연구하였다. 윤지환(2010)은 문래동에 대한 공간적 상징화 작
업을 알아보기 위해 언론과 제도권, 일반인들이 문래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 과정에 있어서 문래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25명의 예술인을 대상
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가진 공간적 감상과 행위를 고찰
함으로써 전유의 양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한정훈(2010)은 도심재활성화의 사회적 생산을 삼청동의 소비공간화를 사례로
하여 르페브르의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라는 분석틀에 따라 정치경제학적인
차원, 의미생산의 차원, 경험의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조
사와 현지답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 자료들을 의도적 표본추출하여 총체적
으로 분석하였다.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공간을 해석한 것으로 김성은(2013)은 이태원 공간과
관련된 동아일보 기사를 분석하여 시기별로 공간담론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디어가 특정 사회계급이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공간 담론을 만들
어냈음을 확인함으로써 미디어는 공간을 재현하는 매개물로 활용되며, 사람들의
공간 인식을 계속 재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민경조(2014)는 르페브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들이 재현하는 현대의 시대상이 어떠한 모습과 양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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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화 내적 공간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공간
의 사회적의미를 해석하였다.
위 연구들은 도시의 공간을 공간생산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위의 연구
들의 연구방법은 공간의 변모과정과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본 연구에 있어 공간을 이해하고 연구 분석방법을 구상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
용하였다.

[표 2-7] 그 외 도시공간의 공간적 관점에 관한 연구
연구자
정호기

연구 주제
연구 내용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의 재현공간과 상

(2002)

들을 중심으로
사회ㆍ문화적 관계의 장(場)으로써 상호작용을 위한
소비 공간에 관한 연구 : 옥수동 지상철 1,3호선 지역
을 중심으로
공간정치이론을 통한 역사도시의 현대적 가치에 관한

김아영
(2008)
박훈
(2010)
윤지환
(2010)
한정훈
(2010)
김성은
(2013)
민경조
(2014)

연구 : 공주·부여·경주를 중심으로

징물의 조성 목적과 주체 분석
소비가 일어나는 인간 행태의
장으로써 건축공간 계획
공간정치이론에 따른 역사도시
분석, 가치 해석
구조적 실천과 이미지 생산,

서울 문래예술공단에 나타난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 예술인들의 실체적인
공간생산방식

행위와

도심재활성화(Gentrification)와 소비공간의 사회적 생 거주공간에서 소비공간으로 변
모된 원인 분석
산에 관한 연구 : 삼청동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미디어의 공간 재현에 관한 연구 : 1920년대-2000년대 신문기사 분석을 통한 시기별
이태원 공간에 대한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공간 담론 성격 분석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를 통해 본 봉준호
영화의 공간 구현 양상과 시대
영화의 공간적 시대 반영성 연구 : 앙리 르페브르
반영성의 관곅 규명
Henri Lefebvre의 사회적 공간이론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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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구 분석의 틀
앞서 이루어진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 다루어 질
연구 분석의 틀은 [그림2-14]와 같다. 먼저 시대 흐름에 따른 부산과 용두산공원
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시기 분류 기준을 선정한다. 용두산은 초량왜관시절부터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므로 용두산공원의 발생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초량왜관이 형성될 당시의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발전과 변모과정에 따른 용두산공원의 물리
적 변모와 의미 변화를 해석하고자 함에 따라 부산시의 역사적 구분 시기를 기준
으로 잡아 분석한다. 부산 도시의 역사는 시대적으로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
후로의 개항기, 1910년 일제의 한반도 강제 점령으로 인한 일제강점기, 1945년 8
월 15일 광복 이후의 부산시, 1963년 1월 1일부터의 부산직할시, 1995년부터의 부
산광역시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용두산공원의 변화를 ‘조선시대~개항기, 일제강
점기, 광복이후 부산시, 부산직할시, 부산광역시’ 다섯 시기로 구분지어 분석하고
시대별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공간의 성격과 의미 변천과정을 해석한다.
이러한 용두산공원의 의미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헌조사, 현장조
사, 인터뷰를 통해 동시대 용두산공원의 물리적인 공간을 분석하고 맵핑한다. 용
두산공원에 남겨진 공간의 유형은 도로구조와 가로망, 건축물 및 기반시설, 기념
비 및 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존속, 변화, 소멸, 신설과 같이 남겨
진 양상으로 분류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겨진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이를 동시
대 용두산공원이 지니고 있는 시간층위에 다시 연결함으로써 현재 용두산공원 일
대에 남겨진 시간층위와 용두산공원의 상징적 시설 및 경관, 최근 용두산공원 일
대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세 가지 켜로 분석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동시대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의미와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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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연구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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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부산의 역사에 비춰본 용두산공원의 변천과정
1절. 조선시대~개항기, 왜관의 형성과 신사의 창건
1. 조선시대, 초량왜관과 용두산
▮ 초량왜관의 형성
조선시대의 동래부(부산)에 설치된 왜관은 조선과 일본의 실질적인 통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38) 왜관은 1407년(태종 7년)에 부산포39), 제포에 설치되며 시작하
였고, 이후 시대 상황에 따라 발생, 소멸 혹은 이전하면서 변화해왔다. 초량왜관은
1678년(숙종 4년)에 형성되었으며 1876년 부산항 개항까지 약 200년에 거쳐 존속
했던 마지막 왜관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대일교류와 외교의 중심지로서 작동했던
초량왜관은 부산 도시 성장의 바탕이 되었고 이는 부산의 뿌리로서 중요한 역사
적 의미를 가진다.
조선과 일본의 외교 및 무역의 중심지였던 초량왜관은 약 500여명의 일본인이
거주하며 일본인 마을과 같은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다. 초량왜관의 모습은 [그림
3-14] 1789년(정조 7년) 조선후기 화가 변박의 초량왜관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에서 확인 되는 것과 같이 초량왜관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동관에는 왜관 최고의 책임자를 위한 관수가(館守家)40)와 양국
간에 발생한 문제를 전담하는 재판가(裁判家), 그리고 왜관 무역활동을 위한 개시
대청(開市大廳)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항만 시설(해변 감시소, 창고, 선원숙소, 감
찰관 숙소 등)이 해안에 설치되었다. 서관에는 일본 측의 관원이 묵는 공용저택과
일반의 가옥들이 세워져있었다.41) 즉, 동관은 주로 경제활동의 장으로 서관은 외
교활동의 장으로 이용된 것이다. [그림 3-1]에서 장방형의 담으로 둘러싸인 지역
이 초량왜관이고42) 그 중앙의 산이 용두산이다. 오른쪽 아래 부산포와 용미산43)이
38) 부학주 외 3인,“초량왜관 건축과 역사적 경관 재현 연구,” 『건축역사연구』15(3), 2006, p.8.
39) 오늘날 우리가 부산(釜山)이라고 부르는 지명은 부산포(釜山浦)에서 유래된 것이다. (강대민, 문영백, 『부
산의 역사』(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2013), p.68.)
40) 관수가는 개항때는 초량공관으로 부산관리청, 부산영사관, 부산이사청으로 변하였고 한일합방 후에는 부
산부청(釜山府廳)의 청사가 되었으며 부산 부윤의 관사가 이곳에 있었다. (주경업, 『찾아가는 근대 부산이
야기마당』(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2013), p.32.
41)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2010). ”사진으로 보는 부산 : 근대부산기록.“, p.19.
42) 초량왜관은 국가 기밀 누설·밀무역·자유로운 접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자 높이의 돌담으로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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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묘사되어 있어 당시 초량왜관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
김충진 작가의 작품에는 당시 초량왜관의 형태와 시설명이 명기되어있다.

a. 변박의 초량왜관도(1789)

b. 부산포 초량화관대회도(1886)44)

(자료 : 부산고지도, 2008: 226)

(자료 : 부산고지도, 2008: 228-229)
[그림 3-1] 초량왜관도

[그림 3-2] 1783년 동래(부산) 초량왜관과 주변 옛 지명
(자료 : 김충진‘뒤돌아본 부산’전시회45))

여 있었다. 또한 일본인이 왜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앞에 든 책, p.132.)
43) 용미산(龍尾山)은 용두산에서 이어져 나온 용꼬리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으며 지금의 롯데월드(구 부산시
청) 자리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이다.
44) 초량왜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부산포 초량화관대회도에 시설명을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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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과 초량왜관의 신사
초량왜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용두산(龍頭山)은 부산시 중구 광복동
에 위치한 고도 49m의 산으로서, 곰솔(해송)들이 삼림을 이루고 있었기 때
문에 ‘송현산(松峴山)’이라고도 불렸다. 용두산의 지명은 그 모양이 용(龍)
이 머리를 들고 바다를 건너보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서 유래되
었다.46) 용두산은 1875년까지만 해도 호랑이 3마리가 출몰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숲이 우거진 곳이었고, [그림2-15] 초량왜관도를 통해 당시 용
두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초량왜관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됨에 따라 왜관에는 일제 신사가 설
립되는데 경승지에 위치하는 일제 신사의 특성에 따라 용두산 주위로 일제 신사
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초량왜관시절 왜관에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재물의 신인 변
재천을 모시는 변재신사(辯才神社), 상업의 신을 모신 도하신사(稻荷神社), 비를 오
게 하고 항해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으로 뱃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금도비라신사(金
刀比羅神社, 고토하라신사)47), 조비나신사(朝比奈神社) 등을 비롯하여 용미산의 옥
수신사(玉垂神社, 타마다레진자) 등 전체 5개의 신사가 있었다. 개항 이전의 신사
는 겨우 청소 담당자만 있을 뿐 잡초들이 자라 불결한 상태로 사당이 파손되어
흡사 폐사(弊社)의 형색이었다고 한다.48)

a. 변천신사
b 변천신사 전경
c. 용두산의 신사 위치도
[그림 3-3] 왜관시절 용두산의 신사 (자료 : http://geodaran.com/3050)
45) ‘뒤돌아본 부산’전시회는 2014.11.10.~20일 동안 부산 중구 신창동 부산은행갤러리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충진 작가는 이 개인전시회 통해 230년을 이어져 오는 부산항의 모습을 작품으로 나타냈다. 이 전시를
통해 작가는 ‘1783 변박의 왜관도 오마주’를 통해 당시의 초량왜관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그림2-15]
‘1783 변박의 왜관도 오마주’작품을 바탕으로 당시의 초량왜관 시설 및 주변 지명들을 명기하고 있다.
46)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수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1), p.88.
47) 초량왜관 내의 5개 신사 중 금도비라신사가 가장 중심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개항 후 1894년 거류지신사
로 개칭되었다가 1899년 용두산신사로 다시 개칭되었다.
48) 주경업, 앞에 든 책,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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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항기, 일본전관거류지와 용두산신사
▮ 일본전관거류지로의 변화
1876년 2월 27일(고종 13년) 조선은 일본의 강압적 위협에 의해 일본과 조일수
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하였다.49) 이후 이 조약에 의거하여 1877년 1월 30일
동래부사와 일본관리인 사이에 부산구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이 체결되었고, 초
량왜관은 일본전관거류지50)로 계승되었다.
이곳은 조선의 땅이지만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일본인들의 거주지로 일
본의 군사적, 경제적 침투의 근거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부산은 차츰 근대도시로
변모하며 오랜 세월 부산의 중심이었던 동래지역을 대신하여 오늘날 용두산 일대
가 부산의 중심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조계지는 용미산 하부에 방파제로
둘러쌓은 약 7,000평의 좁은 지역으로 매립과 착평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해
관부지매축공사를 시작으로 근대적 매립이 시작되었다. [그림 3-4]에서 보이는 것
처럼 왜관의 바깥쪽은 해면으로 평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887년에 용미산을
깍아 매립하여 시가지를 북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51) [그림
3-5] 1894년경 부산항의 사진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 부산항 거류지 약서부도, 1877

[그림 3-5] 1894년경 부산항

(자료 : 부산고지도, 2008: 252)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①)

49) 한일수호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 하며 정식명칭은 조일수
호조규이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50) 전관거류지는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51)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2010). 앞에 든 책, p.19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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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개항초기부터 장차 거류민 증가를 예상하여 도로망을 계획하고 가
옥의 구조를 규제하였다. 일본은 영사관 건물을 중심에 놓고 그 둘레에 경찰서,
은행, 병원, 상업회의소, 전신국 등 공공건물을 차례로 배치하여 일본의 시가지를
방불케 하는 거류지 시가를 형성해 갔다. 이것이 오늘날 부산의 중구 동광동, 광
복동, 창선동, 신창동 등 사실상 부산의 중심을 이루는 현재의 원형이 된 것이
다.52) 이는 [그림 3-6] 1903년 부산 일본거류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영
사관 건물은 용두산의 아래, 이전의 초량왜관 관수가(館守家, 1678~1876년) 자리53)
에 들어섰던 부산관리관청(釜山管理官廳, 1876~1880년)을 개청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6] 1903년 부산 일본거류지도와 일본영사관
(자료 : 지도 - 부산고지도, 2008: 249, 사진 - 부산경남본부세관, 2013: 38 )

개항기에 일본은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부산항 매축, 토목·철도·도로공사 등
에도 주력하였는데54) 이 시기에 부산의 시가가 확대되고 근대적인 도시로서의 가
로계획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개발은 일본거류지가 형성된 용두산을 중심으로
52)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도시계획사』 (부산발전연구원: 2012), p.89.
53) 관수가가 있던 자리는 현재 동광동 11-6자리이며 이곳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에 따라 일본 부산관리청이
만들어졌으며 1880년에 부산일본영사관으로 개칭되었다. 1905년에는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
하고 부산이사청(1905~1909년)을 설치하고 내정을 간섭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으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
고 1936년 부산부청(시청)건물로 사용하다 롯데백화점 광복점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1937년 부산부립도서
관이 이전되어 왔으나 1938년 2월 9일 화재로 소실되어 1938년 부산부윤관사를 짓고 사용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여러 차례 소유궈이 변경되었고, 현재는 사유지로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54)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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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조직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55)
1901년 당시 거류지의 밖이었던 오늘날의 대청동, 부평동, 보수동, 중앙동(당시
해안)지역으로 일본인들의 거주가 확대되었고, 1906년에는 토성동, 아미동, 초장
동, 부민동, 대신동 등을 신시가
지로 편입하였다.56) [그림 3-7]
는 1903년 부산항 시가지 일대
를 나타낸 지도로 해관이 매축
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3-8]는 1907년 부산항과 시가지
일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1903년
과 비교하였을 때 용두산의 서

[그림 3-7] 부산항 시가급 부근지도, 1903
(자료 : 부산고지도, 2008: 252)

북방향으로 격자형으로 계획된
도로망을 통해 도시 조직이 대
신동 일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개항기의 부산의 모습은 [그
림 3-9] 1909년 부산 전경 사진
을 통해 볼 수 있으며 당시 용
두산이 부산 시가지의 중심부에
서 울창한 수림을 이루고 있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한국 부산항 시가명세도, 1907
(자료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

55) [표 3-1] 개항기 부산의 주요도시계획 (부산광역시, 앞에 든 책, p.88)
연 도
1879년
1880년
1901년 4월
1905년 1월
1906년 7월
1907년 3월
1908년 6월
1908년 9월
1909년 5월
1909년 6월

내 용
일본전관거류지를 동관과 서관으로 양분하여 동명을 정함
북빈일대를 신조계지로 흡수
용도별 토지이용구분
북빈 매축지에 대한 구획과 시가명
일본전관거류지와 그 접속지에 동명을 붙이고 도로구획을 함
신시가지 도로의 구획변경
일본전관거류지내 도로의 구획
신시가지 도로의 구획변경
일본전관거류지내 시가도로의 구획
절영도 시가구획

56)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앞에 든 책,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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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이사청령 제 8호
이사청고시 제 2호
이사청고시 제 9호
이사청령 제 16호
이사청고시 제 13호
이사청고시 제 15호

[그림 3-9] 1909년 부산 시가 전경
(자료 : 신편 부산대관, 2011: 72-73)

개항 이후 부산에 있어 장수통(長手通)은 일본인 경제의 중심지였다(부산시립박
물관, 학예연구실, 2007: 18). 장수통은 오늘날 광복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앵천을
중심으로 양측에 상점들이 들어서있었다.
[그림 3-10]의 ‘a’사진은 1885년 장
수통의 모습으로 중앙에 앵천이 흐르는
모습이 나타나있다. 당시 사안교(思案橋)
부근에는 소나무, 벚나무, 포프라 등의

a. 1885년 장수통
(자료 : 부산경남본부세관, 2013: 38)

수목이 있다고 한다(신편 부산대관, 2011:
76). 앵천을 중심으로 발달된 상가들로
인해 하천의 물은 오염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림 3-10]의 ‘b’사진과 같이 복
개되었다. 이후 1917년에는 장수통 상인
들의 요구에 의하여 전철이 들어서며 상
b. 1907년경 장수통

업지로서의 기능이 더 강해졌다.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③)

장수통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근대
화 과정에서 부산의 경제,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며(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2007: 19) 현재까지도 광복동 패션거리로
자리하며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c. 1917년 전차 개통 이후의 장수통
(자료 :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2007: 19)
[그림 3-10] 시기별 장수통의 모습

- 42 -

▮ 용두산과 용두산신사
1880년을 기점으로 재부 일본인들은 초량왜관 때부터 내려오던 신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기부금을 거두어 거류지의 발달 과정에서
황폐해진 용두산에 있던 일부 신사를 개조하였다.57) 이후 1882년 위원회를 조성하
고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지위를 가진 자에 한하여 대리위원을 선출하였다.
신사의 유지비를 거류민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당시 신사가 일본인에게
상당한 의미적, 상징적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정지영 외 2인, 2006: 7-8).
용두산신사는 처음 고토히라진자(金刀比羅神社)로 불렸는데 1894년 거류지신사
(居留地神社)로 명칭을 변경하고(신편 부산대관, 2011: 64), 거류지신사는 1896년
홍국대신(弘國大神), 1899년 신공황후(新功皇后) 등을 합사하고 1899년 용두산신사
로 사호를 개칭하며 본격적인 신사의 구성을 갖추기 시작했다.58) 용두산신사와 더
불어 용미산에는 용미산신사가 있었는데 이는 조선후기 1678년 용두산을 중심으
로 초량왜관이 들어섬에 따라 왜관의 동남쪽에 자리한 용미산 위에 거류지 일본
인들이 신사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1819년 임진왜란 때 일본의 유명한 장수였
던 가등청정(加藤淸正)을 기리는 가등사(加藤社)가 세워졌으며, 1899년부터 ‘용미
산신사(龍尾山神社)’라 불렀다.59)

[그림 3-11] 용두산에서 본 용미산과 용미산신사, 1908-1909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④)

57) 주경업, 앞에 든 책, p.35.
58) 1902년 조사한 거류지 내 토지종별에 따르면, 용두산 및 용미산이 공원지로 토지가 구별되어 있는데, 이
는 용두산신사의 개축 이후 소나무가 울창했던 용두산을 공원지로서 구분한 것으로, 공원의 시설을 갖추
었다기보다는 일본의 신사의 위치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지영 외 2인, 위의 논문, p.9.)
59)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④ 1908~1911.” 부산광역시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1908~9년 경 용두산에서 본
용미산.’내용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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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는 1902년경 용두산신사의 원경사진으로 물리적인 구성이 다 갖추어
지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갖추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13] 부산
항 시가명세도에서 용두산 부근의 지도를 확대한 것으로, 당시 용두산신사와 경
내・외는 인공 시설물은 거의 설치되지 않았으며 송림에 둘러싸인 숲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2] 1902년경의 용두산신사 원경

[그림 3-13] 1907년 용두산 지도

(자료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

(자료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

개항기 용두산을 중심으로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고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1908
년에는 용두산에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1908년에는 용두산 서측의 부평정에
서 용두산신사로 통하는 종횡도로의 개통, 입구 정비, 계단보수, 휴게소 설치 등
물리적인 변화를 시도하였고, 도로 개통을 기점으로 일본인의 수는 이전에 비해 3
배로 증가하였다.60)

60) 정지영 외 2인, 위의 논문, pp.9-12.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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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일제강점기, 신사의 번영과 공원의 병설
1. 부산의 시가지 발달과 용두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관제』, 『조선총독부 지방
관제』를 반포하여 10월 1일 이를 실시하였다. 이때 동래부를 부산부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는데61) 이는 일제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함이
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강압적인 식민정책을 펼치며 전차시설, 수도시설,
항만시설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역시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욕구를 위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부산 시가지의 확산과정은 [그림 3-14]를 통해 볼 수 있다. ‘a’는
1910년 발행한 조선전도에 실린 부산시가전도로 당시 북빈 매축공사를 통해 매립
된 지형을 볼 수 있다. ‘b’는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부산지형도로 1909
년에서 1913까지 이루어졌던 영선사 착평공사가 진행된 모습이다. ‘c’지도는
1928년 부산부에서 발행한 부산부전도로 이를 통해 현재의 사상구 방향으로 시가
지가 많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d’는 1934년에 발행된 부산부전도
로서 부산진 매축공사가 시행되고 영도다리가 놓여 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한 부산의 시가지 발달과 함께 일제강점기는 부산 최초의 도시계획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62) 1937년 부산시 최초의 도시계획 이후 1944년 1월 8일
조선총독부고시 제 14호로 부산시가지 계획공원과 녹지 및 풍치지구를 정하였으
며 이때부터 부산시가지는 근대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부산광역시 도시
계획사, 2012: 117).

61)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62) 부산시 최초의 도시계획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거, 조선총독부 고시 제 188호로 고시
(1937.3.23.)된 부산시가지 계획구역이다. (부산광역시, 『시정백서(도시계획분야)』(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199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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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10년 부산시가지도

b. 1918년 부산지형도

(자료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

(자료 : 부산고지도, 2008: 258)

c. 1928년 부산부전도

d. 1934년 부산부전도

(자료 : 부산고지도, 2008: 259)

(자료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

[그림 3-14] 일제강점기 부산 시가지 확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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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는 1929년 당시의 부산 관광안내도로서 각종 교통편, 숙박시설과
숙박료, 관공서, 온천, 해수욕장, 사찰, 신사, 학교 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안내도
를 통하여 당시의 부산 시내의 대표적 관광코스를 찾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부산
역을 출발하여 부산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별로 세 가지 코스
를 잡고 있었다. 1시간 코스(부산역→중앙도매시장→영도다리→용두산→부산역), 3
시간 코스(부산역→중앙도매시장→영도다리→용두산→부평시장→송도→부산역), 5
시간 코스(부산역→중앙도매시장→영도다리→용두산→부평시장→송도→산업장려관
→소화공원→자성대→부산역)이 그것이다.63) 이를 통해 1920년대부터 용두산이 부
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부산 시가지의 중심에 위
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부산의 시가지가 확산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5] 1929년 부산부를 중심으로 한 명소교통그림지도
(자료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

2. 용두산 공원조성 계획과 이용
개항과 함께 과거 초량왜관지역이 일본인전관거류지로 바뀌고 이곳을 중심으로
근대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히 도심 속의 휴식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에 일제는 1915년 11월부터 1916년 5월 사이 약 3만 평 규모의 공원으로서 용두
산공원을 만들게 되었고, 이 공사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용두산공원의 기본적인
모습이 갖추어지게 된다. 이처럼 대규모의 공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용두산공
원이 단지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만으로 조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부산지역

을 대표하는 신사를 설치하기 위한 신사참배단의 정비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64) 용두산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63)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앞에 든 책, pp.82-83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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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 당시 용두산은 공원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사로서의 이용에서 자연 위락적 기능을 할 뿐만 아
니라, 각종 집회가 열리고 부산부립도서관65)이 1911년 5월 용두산 중턱으로 이전
해오면서 용두산의 이용이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다. 이러한 수요는 용두산일대를 공원화하려는 계획을 불러일으켰다.66)

[그림 3-16] 용두산 중턱에 지어진 부산부립도서관
(자료 : 신편 부산대관, 2011: 137)

용두산공원 조성은 천황즉위를 기념하는 어대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상업
회의소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1915년 7월 24일 부산상업회의소에서 부산부
협의회, 부산상업회의소, 부산 학교조합회의원들이 모여 협의한 끝에 15명의 공원
조성 조사위원을 결정하고 실질적 조사관련 사항은 이들 중 전형위원 3명을 뽑아
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원을 어느 장소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공원과 운동장을 분리해서 조성하자는 안에 의견을 맞추었고, 부산 제1공원
은 용두산공원에 설치하고 운동장의 기능을 갖는 부산 제2공원은 서부시가지 중
에서 적당한 곳에 설치하기로 하였다(홍순권, 2008: 253-256).
용두산공원 설계는 일본정원주식회사에 의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오늘날 용두
산공원에 올라갈 수 있는 4개의 도로 곧 ① 근대역사관에서 올라가는 길, ② 부산
호텔방향에서 올라가는 길, ③ 광복동에서 올라가는 길, ④ 신창동 파출소 건너
64)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앞에 든 책, p.207.
65) 1902년 용두산 동쪽 기슭에 사무실을 두고 사무실내의 별도의 방에 책을 모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였
고, 이것은 부산지역 도서관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후 서구식 건물을 신축하여 부산부립도서관을 새롭게
개관하였다.(“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이후 1945년 12월 25일 동광동 시교위 청사에
이관하여 재개관하였으며, 현재 부산광역시 시립시민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
관 홈페이지.” http://www.siminlib.go.kr)
66) 정지영, 강영조, 위의 논문,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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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미화당백화점에서 올라가는 길 등이 정비되었고, 각종 버드나무, 단풍나무, 철
쭉, 등나무시렁 등이 심어졌다. 그리고 산위의 정상을 2단으로 구분하여 밑단은
250평, 윗단은 270평 정도의 평지를 각각 만들었다(홍순권, 2008: 257-258). [그림
3-17]은 1924년 부산지형(자료 :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2012)의 용두산공원 부분을
확대한 것으로 당시에 만들어진 용두산공원으로 향하는 4개의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7] 1916년 설계된 용두산공원으로 올라가는 4개의 도로

1916년 일제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한 11,976평을 공원용지로 책정하였고, 용두
산신사를 용두산의 정상으로 이전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는 용두산의 정상을 절하
하여 확장하여 공원화가 되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용두산신사의 신위
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용두산신사는 산 정상으
로 이전되었고, 일본정원주식회사의 설계안과는 다른 모습으로 설계되었다.67) 그
해 10월 용두산공원이 준공되었을 때의 모습은 1916년 10월 13일 부산일보 기사
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계 모식도는 [그림 3-18]과
같다. 용두산신사가 산 정상으로 이전(1단 부분)되었고 이전에 용두산신사가 있던
자리는 광장으로 조성(2단 부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들어 본격적
으로 용두산이 공원으로 이용되며 그 의미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67) 정지영, 강영조, 위의 논문, p.12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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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산 정상 약 250평의 광장을 약 1간 절하해 약 610평으로 확대하여 이곳에 용
두산신사 및 사무소를 인양(引揚)한다. 그 구성을 제 1단으로 하고 신전의 조원 10간 내외
는 녹수를 밀식해 삼림이 되도록 한다. 이 정상에서 남방으로 6척 아래에 면적이 약 220평
인 평지를 만들어 그 한 모퉁이에 도하신사를 이전한다. 이것이 2단이라면, 가장 밑의 3단
은 2단에서 약 21척 아래, 용두산신사의 원래 자리인 이곳을 착평하여 원신사 앞 광장과
합하여 약 1100평의 평지를 만든다. 단의 연결은 식재로 한다.”(부산일보, 1916.10.13., 정
지영 외 2인, 2006: 14에서 재인용)

[그림 3-18] 용두산공원 설계 모식도
(자료 : 국폐사관계철, 1941, 정지영, 강영조, 2006: 74에서 재인용)

이후로도 1923년에는 어성혼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산 중턱에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주위로 700주의 나무를 식재하고 1926년에는 궁도장을 설치, 1927년 194계단
설치 등 공원으로서의 물리적 시설 기반을 마련해갔다. 이러한 물리적인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용두산의 이용형태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각종 무술대회, 관공서의
집회, 청년단체들의 중요 시국궐기대회 등의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933년 12월 일제강점기동안 가장 높은 일장기 게양대(102척)가 들어서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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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제 말기에는 이곳이 각종 관변단체들의 궐기대회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근대부산기록 2010: 207) [그림 3-19]은 용두산 신사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행사를
다룬 신문기사이며, [그림 3-20]는 당시 용두산공원의 모습으로 마지막 사진의 비
석은 진강병고지개기념비(津江兵庫之介紀念碑)로 두모포왜관이 초량왜관으로 옮겨
오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인 쯔노에(津江兵庫之介)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
념비68)로 용두산신사 입구 도리의 오른쪽에 위치하였다.

a. 용두산신사 광장에서 전승축하 기행렬

b. 용두산신사 광장 방공대행진

(자료 : 동아일보, 1937.11.12)

(자료 : 동아일보, 1938.11.13)

[그림 3-19] 1930년대 용두산공원에서의 행사를 다룬 신문기사

[그림 3-20] 용두산공원의 모습
(자료 :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5.관광, 2009: 531-536,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2007: 103)

68)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앞에 든 책,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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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제 통치기구의 강화와 공원의 소멸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일제 신사가 가
지는 의미도 점점 변화해갔다. 1910년 이전
까지는 일본인거류민들을 위해 민간차원에
서 신사가 건립되고 유지되었으나69) 1915
년 조선총독부가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
則)을 공포하며 신사의 건립을 장려하기 시
작했다. 이후 1925년부터 참배를 요구하다

[그림 3-21] 기독교인의 신사참배를 다룬

가 1935년에는 신사참배를 강제하였다. 이

기사 (자료 : 동아일보, 1938.11.06)

에 따라 곳곳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집단참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림 3-21]은
당시의 신문은 기독교에서도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일제의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던 시대상황을 보여준다.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때는 전차
를 타고 가다 차장이 ‘용두산신사 앞’이라 외치면 승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
어나 큰절을 할 정도로 용두산이 황국신민정책의 거점으로 변했다고 한다.70)
1930년대에 접어들며 일제의 통치기구가 강화될 무렵, 용두산공원에도 많은 물
리적인 변화가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궁민구제토목사업’의 일환으로 부
산시가지와 영도를 연결하는 등 대대적인 공간 변화를 이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용미산 일대가 부청사(府廳舍) 부지로 확정되었고 [그림 3-24]와 같이 1932년 용두
산 중턱의 간선도로공사가 시공되며 용미산은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용미산에 있
던 용미산신사는 1934년 3월 용두산신사 동측으로 이전되었다.

[그림 3-22] 1921년 용미산신사

[그림 3-23] 1934년 용미산신사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⑦~⑧ )

(자료 : 신편 부산대관, 2011: 65)

69) 표용수,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서울: 선인, 2010), p.377.
70) 부산일보(2012.11.19.) “[최학림의 근현대 부산 엿보기] 11) 용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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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부산간선도로 공사 이전>

<1935년, 부산간선도로 공사 이후>

[그림 3-24] 부산간선도로의 설립과 용미산의 소멸
(자료 : (좌) 朝鮮總督府, 一万分一朝鮮地形圖釜山南部, 1924년, (우) 釜山府, 『釜山幹線道
路渡津僑及船溜整理工事竣工圖』, 消和 10年 4月, 남윤순, 김기수, 2014: 174에서 재인용)

용미산신사가 이전 된 후 1936년 8월 용두산신사는 경성신사와 함께 총독부가
모든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폐소사로 승격되었다. 용두산신사의
승격으로 신역을 확장함에 따라 용두산 중복에 있던 부산도서관과 부청관사 등도
포함하여 용두산의 공원지대는 소멸하게 된다. 그들은 용두산신사를 더욱 신성시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려 하며71) 용두산일대의 공간은 식민화되었다.
이에 따라 용두산신사는 일제의 권위와 탄압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신사가 소멸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림 3-25] 용두산신사 이미지72)

71) 정지영, 강영조, 위의 논문, pp.17-18.
72) 자료 : 왼쪽 위부터 ①사진으로 보는 부산 근대부산기록, 2010: .213, ②사진으로 보는 부산 근대부산기
록, 2010: .212, ③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2.도시, 2009: 176 , ④사진으로 보는 부산 근대부산기록,
2010: 213, ⑤사진으로 보는 부산 근대부산기록, 2010: 212, ⑥사진으로 보는 부산 근대부산기록, 201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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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광복 이후 부산시, 도시공원으로의 태동
1. 해방과 피난, 용두산신사 및 송림의 소멸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고, 마침내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부터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림 3-26]은 해방 이전 부산의 위성사진으로 이를 통
해 광복 직후 부산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72)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으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위치했던 신사는 일제 탄압의 상징
물로 인식되며 해방 후 8일 만에 136개가 불태워졌다. 용두산에 위치한 용두산신
사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1945년 11월 17일, 청년 집사 민영석의 방화에
의해 소멸되었다.73) [그림 3-27]은 1945년 용두산공원의 항공사진으로 신사가 소
멸되고 빈 터로 남아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6] 해방 이전 부산 위성사진

[그림 3-27] 1945년 용두산공원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 http://blog.daum.net/bgtkfem)

광복이 얼마 채 지나지도 않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되었고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 부산은 우리나라의 임시수도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도다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부산역 등으로 피난하였으며, 이
에 따라 용두산 주위에도 대규모의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당시 1천여 채가 넘는

72) 사진에서 용두산공원이 위치한 중구를 기준으로 서남쪽의 사하와 동북쪽의 동래로까지 시가지가 확장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942년 이루어진 제2차 행정구역 확장 이후의 모습으로 [그림 3-14]
1934년 당시의 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2배 이상 확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73) 당시에 용두산신사 방화범은 베일에 가려져있었으나, 2007년 민영석씨 스스로 자신이 방화범임을 공개적
으로 밝혔다. 당시 36세의 기독교 청년 집사였던 민영석씨는 일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두 번이나 투옥
되고 직장까지 잃었으며, 광복 이후 1945년 11월 17일 용두산신사에 방화를 일으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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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민 판자집이 용두산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림 3-28]을 통해 당시 용두산에
형성된 피난민 판자촌과 시대상황을 엿볼 수 있다.

a. 용두산에 형성된 피난민 판자촌

b. 1951년 용두산 남측자락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⑮)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②)

[그림 3-28] 용두산에 형성된 피난민 판자촌

6・25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부산은 ‘불산’이라고 불릴 만
큼 많은 대형화재들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중구 영주동 일대에는 피난민 판자촌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에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음 발생한 부산의 대화재는 1950년 11월 20일 발생한 광복동 백화점 화재를 시
작으로 당시 보도에 따르면 1953년 1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부산시내에 발생한
화재 건수가 247건으로 매일 10건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1953년 1월 30
일 국제시장 대화재로 인해 가옥 4,260동이 소실되고 이재민 13,265명이 발생하였
고, 1953년 11월 27일 역전대화재는 시가지 중심 상업지역을 초토화시키며 3만 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이후로도 미군 송유관 화재, 부산진화재, 미군 보급품
창고 화재 등 대형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화재들은 전쟁의 피해가 채
회복이 되기도 전 부산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희망을 앗아갔고, 또한 화재로 인해
이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많은 근대기 건물들이 소실되는 결과를 낳았다.74)

74) 김한근, “불타는 부산, 화재와 재생의 역사.” 『네이버 매거진 안녕 광안리』 (2014년 봄호)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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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53년 국제시장 대화재

b. 1953년 역전대화재

(자료 : http://blog.chosun.com)

(자료 http://blog.naver.com/zerokim200)

[그림 3-29] 피난기 부산에서 발생한 대화재

1954년 12월 10일 용두산에서도 대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대청동, 동광
동, 광복동, 창선동 일대의 판잣집 1.093채가 전소되고 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
생하였다. 용두산은 화재로 피난민 판자집이 거의 전부 불타버렸고, 또한 용두산
을 채우고 있던 소나무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75) 끊임없는 화재 속에 1955
년 화재를 막기 위한 염원을 담은 화재예방비를 용두산공원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피난기 부산 시민들의 애환과 염원이 담긴 이 비석이 용두산공원에 설치된 것은
당시 부산 시민들 의식 속 용두산공원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시사하는 바이다.

(자료 http://blog.naver.com/zerokim200)

(자료 : http://picturewriter.tistory.com)

[그림 3-30] 용두산 대화재

75) 표용수, 앞에 든 책, pp.4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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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대공원의 태동과 우남공원으로의 개명
1955년 1월 29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화재로 인해 황폐화된 용두산을 녹
화시켜 근대식 공원을 만들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광복이후
부산시에서 나타난 근대식 공원의 태동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76)
이승만 정권시절, 1955년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이승만대통령의 80회 생일을 기
념하기 위해 각 시에 기념보호림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였다. 이에 부산
용두산 일대를 공원으로 실정하고 이승만의 호를 따 우남공원으로 명명하고 33종
의 묘목 3,700여주를 식목을 결정하였다(경향신문, 1955.03.23.). 우남공원으로의 명
명은 성소(聖所)에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을 독립투사,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이미
지를 끼워 넣는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77)
광복 이후 용두산공원에는 각종 국가 기념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가장 먼저
1955년 12월에는 한국 최대의 크기 중량 10톤, 높이 18척(약 12m)에 이르는 충무
공동상을 건립하였으며 당시의 모습은 [그림 3-31] 신문기사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용두산공원에는 1957년에 충혼비, 1961년에 어린
이헌장비와 4·19기념탑이 건립되었다.78)

(자료 : 경향신문, 1955.12.17.)
(자료 : 경향신문, 1955.12.24.)
[그림 3-31] 1955년 당시의 충무공동상

76) 용두산공원이 처음으로 고시된 것은 1940년 1월 3일의 일이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신사가
위치하고 있던 특성으로 인해 공원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용두산공원이 공원으
로서 인식되고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77) 조은정. “우상화에 동원된 대통령 이승만의 기념조형물,” 『내일을 여는 역사』, 38, 2010, p.252.
78) 충혼탑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부산 경남출신 장병과 경찰관의 영령을 모시기 위하여 1956년 6
월에 건립하였으나, 경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 1983.9.7. 부산 중앙공원에
새로이 충혼탑을 건립하여 부산출신 영령을 옮겨 모시고, 경상남도 출신 영령은 차원으로 옮겨 모셔 놓았
으며, 현재는 당시의 조각품과 비문만이 보존되어 있다.(용두산공원 홈페이지, http://yongdusanpark.bisco.
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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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각종 국가 역사적 상징물들이 위치하면서 용두산공원은 국가의 기억
을 담은 성스러운 장소로 형성되어갔다. 광복절 및 부산터널 개통 기념행사(동아
일보, 1961.08.12.), 시정공개회의(경향신문, 1962.06.28.), 직할시 승격 기념행사(경
향신문, 1962.11.21.) 등과 같은 국가 및 지역 기념행사 용도로의 공원의 이용행태
는 이러한 장소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림 3-32]는 2013년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특별전 “부산, 기억으로 通
하다.” 기념 책자에서 발췌한 1960년대 용두산공원 사진을 바탕으로 당시의 공간
을 분석한 것이다. 화재로 인해 판자촌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이후 이어진 녹지
조성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공원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옛 미화
당백화점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연결되는 다리(5번)와 광복동에서 용두산으로 오르
는 194계단(6번), 1955년 설치된 이충무공동상(3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이충무공 동상 좌측으로 충혼탑과 영안실(1번), 우측으로 4・19민주혁명 기념탑(2
번), 용두산공원 표지석(4번)의 위치와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32] 1960년대 용두산공원

4・19민주혁명 기념탑은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민주정의를 수호한
숭고한 정신을 전하고 젊은이들의 귀감으로 삼고자 세운 것이며 높이 11m, 폭
8.4m, 넓이 5.5㎡ 규모로 설치되었다.79) [그림 3-33]은 당시 용두산공원에 지어졌

79) “하늘공원 추모기념관.”http://www.heavenpark.com
4·19혁명탑은 2007년 2월 15일 부산 중앙공원으로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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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4・19민주혁명 위령탑의 모습이다.
[그림 3-34]는 1960년대 영도와 중구 일대의 모습이다. 중구 일대가 부산의 도
심이었던 광복 이후 부산시 역사에서 용두산공원은 지리적으로 도심의 중심에 위
치하며, 당대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이 들어서며 단순한 공원의 성격을
넘어 국가의 기억과 민족의 얼을 담은 역사적 성격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림 3-33] 4・19 민주혁명 위령탑

[그림 3-34] 1960년대 영도와 중구일대

(자료 : 하늘공원 추모기념관)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⑯ )

4절. 부산직할시, 도시 랜드마크로의 발전
1. 경제성장과 부산타워의 건립
▮ 부산도시계획의 시작과 도심의 이동
1963년 1월 1일을 기하여 부산은 정부 직할시로 승격되며 당대 박정희 대통령
기간에 이룬 급격한 경제성장 아래 부산 역시 급격한 산업 발전을 거듭하였고,
1960년대 중반 부산의 인구는 광복 당시보다 5배 증가한 150만 명에 시역이 확장
됨으로써 대도시 특유의 기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80)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말
사이 부산의 근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의 부산은 높은 경제호황을 누린다.81)
80)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81) 최세훈 외 3인, 『두 도시 이야기 : 부산-서울 / 서울-부산』(서울: 현실문화연구., 200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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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는 부산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시작으로 부산직할시 시기에 1985년,
1992년에 거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72년 부산도시계획은 성장을 지향하
며 도시기능과 도시문제의 정비를 계획의 방향으로 선정하였고, 세부 계획으로 관
광위락산업의 개발과 정비계획이 있었다. 이는 1973년 용두산공원에 부산타워를
건립하는 시대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5년 수립된 기본계획에서는 도심지
를 하나의 핵이 아닌 광복동과 서면을 잇는 중심축의 개념으로 설정하며 도심의
기능을 확산시켰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사, 2012: 33). 이는 용두산공원이 위치한
기존 도심의 중심성이 약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2년에는 그 동안의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하여 다
양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주로 계획
의 방향을 바꾸었으며(부산광역시 도
시계획사, 2012 : 33-34) 환경적 가치
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3-35]
는 1985년 부산 위성사진(자료 : 지도
로 본 부산, 2010: 19)를 바탕으로
1980년대 기존 중구에서 서면일원으로
부산 도심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3-35] 1980년대 부산 도심의 변화

▮ 부산의 상징, 부산타워의 건립
1960년 4·19혁명 이후 이승만대통
령이 하야하고, 마침내 1966년 2월 9
일 공원명은 다시‘용두산공원’으로
환원되었다.82) 이후 근대 부산시의 발
전에 맞추어 용두산공원 역시 변화를
맞이하였는데 가장 큰 변화는 단연
a. 다보탑 보개
(자료 : 문화재청)

1973년 부산타워의 건립이다. 부산타
워는 부산을 상징하는 탑으로 해발

b. 부산타워 전망대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3-36] 다보탑의 보개와 부산타워 전망대

82) 1966년 2월 9일에는 건설부고시 제2186호로 광복동・동광동・대청동 일대 69,119㎡f을 용두산공원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사, 201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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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m, 높이 120m로 세워졌으며, 부산타워 꼭대기의 전망대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
지붕에 얹혀있는 보개(寶蓋)를 본떠 만든 것이다. 다보탑은 일본인들에 의해 완전
히 해체되고 일부를 빼앗기기도 하며 나라를 빼앗겼던 설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고83) 평가된다. 이러한 다보탑의 보개를 본떠 만든 부산타워를 일제 신사가 위치
했던 자리에 설치한 것은 공간의 주체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대체된 것을 나타
내려는, 혹은 일제의 강제적인 통치의 기억을 덮어버리고 잃어버렸던 국권과 민족
정신을 되찾고자 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a. 부산타워 공사현장-1

b. 부산타워 공사현장-2

c. 완공직후 부산타워

[그림 3-37] 1973년 부산타워 건립과정
(자료 : 오마이뉴스, 2008.08.20.)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경주가 ‘국민만들기’동원체제의 상징적 장소였던 점을
미루어보아 국가와 국민의 표상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타워
건립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된 난공사였다. 당시 국
내 최고높이였던 120m 탑의 건립은 1970
년대 산업화시기에 들어서면서 도약과
발전, 경제제일주의 성장담론의 표식으로
볼 수 있으며, 부산탑이 용두산공원에 들
어서면서 이미 부산의 대표적 공원 역할
을 하고 있던 용두산공원이 부산을 더욱
강력하게 포괄하게 되었다. 부산의 랜드

[그림 3-38] 1970년대 영도에서 본 중구

마크로서 부산타워는 용두산공원이 부산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⑯)

83)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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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되는 것에 크게 기여했다.84) [그림 3-38]에서 보이는 것처
럼 도시 전체의 물리적 구조로 바라보았을 때, 도시에 둘러싸인 녹지공간에서 수
직적인 요소로 부산타워가 설치됨으로써 중심성과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1973년 부산타워와 함께 경복궁의 향원정을 본떠 만든 팔각정, 전국에서 유일하
게 초침이 달려있는 꽃시계, 그리고 용탑85)이 함께 조성되었는데, 용탑은 부산시
민의 기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공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용두
산공원이 가지는 국가적, 민족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뒷받침해준다.

이외에도

국민교육헌장비(1971년), 자연보호헌장비(1978년)의 기념물이 설치되었다. 이는 60
년대와 그 이전에 건립된 충무공동상과 충혼비 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계
속해서 국가적 기념사업 관련 상징물들이 용두산공원에 들어서며 도심 역사를 담
은 공원으로서 장소 성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2. 원도심 쇠퇴와 새로운 문화시설의 도입
1980년대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서면과 해운대 등 새로운 상업 중심지
가 발전하고 대형백화점과 할인마트가 부산에 들어서면서86) 부산의 도심이 이동
하고, 용두산공원이 위치한 부산시 중구 일대는 공동화현상을 겪게 된다.87) 이에
따라 용두산공원 역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이 약화되고 이미지가 쇠퇴되었다.
용두산공원은 국가적인 기념
물들로 역사적인 성격이 강조된
반면, 도시공원으로서 ‘즐길거
리’가 부족했다. 또한 용두산
공원에서 시행된 무료급식사업
과 부산 중구 원도심 일대의 쇠
퇴등으로 인해 용두산공원은 기
능이 쇠퇴되고 비둘기와 노인들

[그림 3-39] 용두산공원 일대의 비둘기 문제를
다룬 기사 (자료 : 동아일보, 1985.05.29.)

84) 문재원,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서울: 소명출판, 2013), pp.231-237.
85) 용두산공원의 용탑은 부산시민의 기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이는 당시 용두산공원이 가
진 국가적, 민족적 의미를 뒷밭침해준다.
86) 조이곤, 위의 논문, p.44.
87) 부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1998년 부산 시청사가 연산동으로 이전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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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전락하였다. 현재 용두산공원이 타 공원에 비해 많은 노
인 이용객 층을 보이는88) 이유 역시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도 용두산공원 내 국가 기념 상징물의 건립은 1984년 부산시민헌장비와 1989년
백산 안희제 흉상으로 이어지며 80년대에도 국가 기억을 담은 역사적 공간으로
그 맥락이 유지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부산은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사회의 장
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따라 용두산공원에서 이전의 국가 기억의 표상으로
서의 역사적 의미를 넘어 문화공간으로서 변모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 1991년 용두산 일대에 부산 문화거리가 조성되었으며(동아일보,
1991.05.16.), 1994년에는 용두산공원에 시인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용두산 시인의
거리 조성은 지역문화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부산에서는 시립미술관 건립과 함
께 계획된 것이었는데(매일경제, 1993.03.10.) 이를 통해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이 가
지는 대표성과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민주사회로서의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용
두산공원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시민 주체의 새로운 문화 형성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3-40] 지역문화 활성화 시책과 용두산공원 시의거리 조성
(자료 : 매일경제, 1993.03.10.)

88) 용두산공원의 이용자 비율 설문조사결과 60세 이상 노인층의 비율이 14%로 나타났다. (자료: 용두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2011,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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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부산광역시, 역사문화공간으로의 변모
1. 시민 주체의 도입과 부산 시민의 종
1990년대 중반 이후 용두산공원의 공간적 주체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
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용두산공원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로 파
악할 수 있다. 비둘기와 노인의 공간으로 표상되었던 용두산공원에는 춤을 추는
청소년들이 모여들었고89), 이는‘전국 힙합 메카’, ‘비보이들의 성지’, ‘용골
춤판’ 등으로 회자되며(국제신문, 2013.10.23.) 문화공간으로서 용두산공원의 새로
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1997년 문화유산의 해 기념으로 부산민학회의 주관으
로 이루어졌던 부산민속한마당 역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이는 시민
이 주체가 되어 이용하며 공간의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힙합댄스마당과 같
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41] 용두산공원의 비보잉 공연

[그림 3-42]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민속 한마당

(자료 : 부산일보, 1999.06.18.)

(자료 : 부산일보, 1997.10.17.)

90년대 이전 국가 표상물의 건립이나 국가적 행사의 개최로 공원의 기능이 일
방적으로 부여되어 ‘수동적인’ 형태로 공원이 이용되었던 것에 반해, 이 시기에
는 시민(이용자)들의 필요에 의해 ‘주체적으로’공간을 이용한 것이다. 이로 인
해 공원의 이용패턴에는 변화가 생겼고, 이는 식민지와 근대화로 상징화되어있던
용두산공원이 문화공간으로서 탈바꿈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원 내부의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공원 시설에서도 부산 시민의 적극적인 참
89) 세계 비보이 대회를 휩쓰는 이들이 한국팀이고 그 한국팀 중 상당수가 부산 비보이들이다. 부산의 비보
이는 한국 비보이의 발상지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용두산공원과
사직운동장, 하늘공원을 위주로 활동하였다. (부산일보,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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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이루어졌는데, 부산 시민의 성금에 의해 용두산공원에 부산 시민의 종을 건
립한 것이 그것이다.90) 당시 부산 시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총 12억이 기부될 정도
로(부산일보, 1996.06.11.) 부산 시민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으며 이는
부산 시민의 종 제작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시민의 종 수주가 서울업체에 맡겨진다
는 소문을 듣고 부산의 주종장 박한종씨는 부산시를 찾아 ‘부산시민의 종을 서
울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만든 종소리를 들려주
고 ‘내 고장 종을 꼭 내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간절히 설득한 끝에 부산 시민
의 종을 제작하게 되었다. 부산 시민의 종은 동백꽃 문양, 바다물결과 갈매기, 오
륙도 문양, 삼태극 그리고 대금 부는 비천상 문양 등 부산을 상징하는 문양을 선
정하여 종 높이 3.8m, 구경 2.3m, 무게 25t으로 음통(音筒)을 갖춘 성덕대왕신종보
다 치수가 큰 종이다.91)
시민의 종은 시민계층간의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표출되는 갈등, 분열, 불화를
화합, 일체감, 결속으로 승화시켜 미래를 향하는 시민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의
미를 지닌다.(부산일보, 1996.05.03.) 이러한 부산 시민의 종이 용두산공원에 위치
하게 되는 것은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이 갖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부산
시민에게 있어서 용두산공원이 심리적 구심점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2. 원도심 활성화정책과 리모델링 사업
▮ 관광개발계획과 원도심 활성화정책
90년대에 들어 부산은 다핵화를 통한 도시기능의 분산을 지향하였고(부산광역시
도시계획사, 2012: 34), 이에 따라 부산의 공간구조는 연산동과 해운대로 확장되며
[그림 3-43]과 같이 변화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부산은 컨벤션 중심도시이자 세
계 5대 항만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92) 용두산공원 주변으로도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 자갈치 수산관광단지 사업, 충무동 뉴타운사업, 부산하버랜드 조성사업 등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되었다.
90) 부산 시민의 종은 1996년 2월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무게 25톤, 높이 35m, 제작비 9억원으로 계획되었
으나(부산일보, 1996.05.03.), 부산 시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총 12억이 기부되었다.(부산일보, 1996.06.11.)
91) 부산일보(2013.04.14.) 바탕으로 재구성
92)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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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2000년대 부산 도심의 변화

[그림 3-44] 용두산공원 주변 개발계획

용두산공원 주변지역은 이러한 관광개발계획 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정책에서
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2004년 원도심권 재활성화를 위한 활동
을 시작하였으며,93) 이에 용두산공원 역시 재개발 및 리모델링 관련 이슈들이 제
기되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낙후지역의 기반
시설과 도시기능을 개발하고 지역특성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부산의 원도심권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며 보존필요시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부산의 관광담론 안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용두산공원을 포함한 부산시 중구 일대가 간직하고 있는 근대 문화자원
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원도심만이 지니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이
용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2장에서 언급한 원도심 근대역사골목투어가 대표
적이며, 또한 최근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
등의 활동도 생겨났다. 하지만 이미 많이 사라져버린 원도심의 근대역사 컨텐츠를
발굴하는 것은 규모나 예산, 시민의 인식 면에서 물리적인 시설을 앞세워 관광컨
벤션 도시로서의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 이미 많
이 지워져버린 부산의 정체성을 간직한 근대의 공간들이 지나친 관광화로 인해
또 다시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이다.

93) 부산일보(2005.02.24.) “‘옛 도심권 살리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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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산공원 재정비계획
용두산공원은 2008년 국제
시장, 자갈치시장, 광복로 일
대와 함께 관광특구94)로 지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광지로
서 주목을 받으며 용두산공원
재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
진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용
두산공원은 2009년 3월부터

[그림 3-45]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위치도

노후시설 정비공사가 시작되

(자료: 부산일보, 2008.05.14.)

어 부산탑 승강기 교체, 팔각정 지붕기와 교체, 전시관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시
행하였다. 부산탑 승강기의 경우 1973년 설치 후 36년 만에 교체된 것이다.(부산일
보, 2009.09.10.) 이후로도 용두산공원의 현대화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2011년
용두산공원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95) [그림 3-46]을 통해 현재의 모습과 계획
안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으며, [그림 3-47]에서 세부 공간 및 시설이 나타나있다.

a. 용두산공원 현재모습

b. 재정비계획에 따른 용두산공원 조감도

[그림 3-46] 현재 용두산공원과 재정비계획안의 용두산공원
(자료 : 용두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2011, p.101.)

94)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는 해운대 관광특구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지정되었다.
95) 용두산공원 재정비계획안은 원래 2014년-2015년 사이에 완공으로 계획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현재
20-30%만이 실행되었으며, 이후 예산 편성에 따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설관리공단 용두산공
원 담당자 인터뷰,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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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용두산공원 재정비계획(안) 마스터플랜
(자료 : 용두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2011, p.100.)

이 외에도 2008년 용두산공원 재창조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96), 2014년 용두산
공원 부산타워 리모델링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시설을 현대화 하고 부산을 대
표하는 관광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와 부산타워의 역사성 및 상징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진행된 부산타
워 리모델링 국제설계공모는 당선작이 선정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림 3-48]이
공모당선작품이며 설계공모지침에 적혀진 ‘부산타워는 부산의 건축적 문화자산
으로 향후 등록문화재로 보존할 역사적・상징적 시설이라는 점을 재고해 원형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계획한다.’는 명시와는 판이한 결과로 비난 여론과 안타까움
을 자아내고 있다.97) 이는 용두산공원이 지닌 역사성을 바탕으로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는 바이다.

96) 부산일보(2008.02.22.) “부산의 상징, 용두산공원 재창조된다.”
97) 부산일보(2014.07.04.) “'부산타워 리모델링' 설계공모 당선작 논란.”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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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공원의 개발 방향과 관련된 이러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에는 용두산공원에 들어서기로 계획 된 영화체험박물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나타
났다. 계획된 부지는 [그림 3-49]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를 공사하기 위해서는
용두산 일부(950㎡ 가량)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깎여야 하고 그 위치는 과거 초
량왜관 내 사찰인 ‘동향사’부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공간
이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98) 이렇듯 현재의 용두산공원은 그것이 가
지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받으면서도 계획적 측면에서는 개발이 지향되고 있
어 용두산공원을 바라보는 관점과 발전계획이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8] 부산타워 리모델링 공모당선작
(자료 : 부산일보, 2014.07.04.)

[그림 3-49] 용두산공원 내
영화체험박물관 예정부지
(자료 : 부산일보, 2013.03.11.)

6절. 소결
한적하던 부산포에서 컨벤션 중심도시가 되기까지, 소나무가 울창했던 작은 산
자락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용두산공원이 되기까지, 제 3장의 1~5절
을 통해 역사적 시기를 분류하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형태가 갖춰지고 변화함에
따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해 온 용두산공원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표 3-2]는
각 시기별 부산과 용두산공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와 이미지를 정리
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용두산공원의 시기별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98) 부산일보(2013.03.11.) “용두산공원 영화체험박물관 사적지 훼손·교통체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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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시기별 용두산공원의 변화양상
부산 도시의 변화

조
선
시
대
≀
개
항
기

초량왜관, 일본전관거류지를
거치며 용두산을 중심으로
부산의 도시조직 형성

용두산의 변화

용두산 내 일본신사 조성,
신사 경내・외 시설 미비

용두산공원의 의미

소나무로 둘러싸인 숲

일
제
강
점
기
부산 시가지 발달 및 도시계획의
시작, 근대도시로서의 기능 갖춤

용두산 도로 개통 등
물리적 변화의 시작

용두산신사, 일제의 식민정책에
의해 식민화된 공간

광
복
이
후
부
산
시 6.25전쟁으로 인한 임시수도 지정, 신사 및 판자촌 소멸,
피난민 대거 유입, 대형화재 빈번 근대 도시공원으로의 태동

부
산
직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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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으로 변모,
국가 기억의 표상적 공간

산업화를 통한 급격한 도시성장, 경제성장의 표식 부산타워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
도시 구조변화에 따른 원도심
건립, 원도심 쇠퇴 이후
도시문화공원으로 발전
공동화 현상 발생
공간의 노후화

부
산
광
역
시
각종 관광개발계획 및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원도심 활성화 정책,
용두산공원 재정비 계획
중구 일대 역사문화자원 재조명

부산의 근대역사자원,
관광자원으로서 재조명

조선후기 초량왜관시절부터 시작된 용두산공원은 왜관의 중심지, 개항기 우리나
라 최초 일본인거류지, 이후 일제강점기 민족탄압,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피난처,
그리고 70년대 이후 근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거쳐
역동적인 부산의 역사를 함께하며 변화해왔다. 따라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의미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 도시형성과정에서부터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에서 개항기의 시기에 일본과의 무역이 증대하면서 용두산을 중심으로
초량왜관이 형성되었다. 이후 초량왜관은 강화도조약으로 인해 일본전관거류지로
계승되었고 용두산을 중심으로 부산 도시조직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용두산은 곰
솔(해송)이 우거진 숲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경승지에 위치하는 일제 신사의 특
성에 따라 이 시기 용두산에는 일본 신사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용두산은
일본 전관거류지의 중심으로서 일본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시행하고 식민정책에 의해 전차와
수도, 항만시설 같은 주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용두산을 중심으로 시가
지가 형성되고 도시가 확장되며 대대적인 공간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부터 용
두산 일대를 공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일제의 식민정책이 강화되었고
용두산신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폐소사로 승격됨에 따라 신역확장을 이유로 용
두산의 공원계획은 무산되었다. 일제에 의한 강제 신사참배로 인해 용두산신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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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탄압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광복 후 용두산신사가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듯 광복 이전까지의 용두산은 정치권력의 중심지이자 상징적인
장소로서 이용되었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식민화된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광복 이후 신사가 소멸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신성불가침지역이 되었던 용두산공
원은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광복이 채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이로 인해 부산은 임시수도로 지정되었으며 많은 피난민들의 피난처
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용두산 주위로 대규모의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
부산은 밀집되어 들어선 판자 집들로 인하여 대형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용두
산 역시 1954년 대화재를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용두산에 형성되었던 판자집들
은 사라지고 용두산에 가득했던 소나무들도 소멸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권에 접어
들면서 그의 호를 따 우남공원으로 개명되었으며, 각종 국가 기념 상징물들을 설
치함으로써 용두산공원 공간의 성격은 형성되어갔다. 이 시기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 용두산공원이 권력을 상징하고 권력 통치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광복
이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광복 이후 부산시에 있어서 용두산공원은 해방문
화의 분출구, 귀환과 피난민들의 도피처, 권력통치와 국가기억의 표상으로까지
다양한 국가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녹아들고 있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임기를 거치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두었고, 이
에 따라 부산직할시 시기에 부산의 인구가 급증하며 대도시 특유의 기능체계가
형성되었다. 산업화를 통한 부산의 급격한 도시성장을 상징하며 1973년에는 용두
산공원에 부산타워를 건립하였다. 부산타워의 설치로 인해 용두산공원은 부산이라
는 도시를 강력하게 포괄하며 랜드마크로 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부산의 도시구조
변화에 따라 용두산공원이 위치한 중구 일대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되었
고, 용두산공원 역시 쇠퇴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90년대 주민자치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유입을 통해 공간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용두산공원은 이전
의 역사적, 국가적인 성격을 벗어나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 권력통치와 국가 기억의 표상적 이미지로 존재하던 용두산공원이 시민
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도시문화공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로 접어든 이후 부산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함께 용두산공원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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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구 일대의 역사문화자원들이 재조명 받으며, 용두산공원은 부산 근대문화자
원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개발계획과 용두산공
원 재정비계획 및 부산타워 리모델링 계획에 있어서도 지나친 관광화로 인해 그
것이 가지는 정체성과 이미지 훼손에 우려가 일고 있다.
정치권력의 상징적 장소에서 근대화시기를 거쳐 도시공원으로 변화하고, 시민문
화공원으로서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며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의 거점으
로 용두산공원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사적 켜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
다. 용두산공원은 일제통치시절부터 정책적으로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며 변화되어
왔으나, 광복 이후 근대화과정에서는 1973년 부산타워 설치 이후로 별도의 조치
없이 정책적으로 외면 받아왔다. 하지만 용두산공원은 원도심 공동화현상에 따라
쇠퇴기를 겪으면서도 원도심의 중심에서 굳건히 버텨왔고, 2000년대 이르러 원도
심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책적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교역을 위한 포구가 설치되며 그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가졌던 용두산은 초
량왜관이 이를 중심으로 들어서면서 집중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사가 건립되면
서 용두산이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되게 되었다. 이는 초량왜관에 머무르는 일본인
들은 당시에 왜관 밖으로 출입할 수 없었고, 그들이 가진 왜관 영역 안에서 가장
중심지이자 산림지가 용두산 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용두산에 신사를 비롯한 주요
기구(관수가)를 입지시킴으로써 주변 일대를 내려다보고 통치하려는 정치적 의도
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후 국권을 되찾으면서 용두산은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강제통치의 울분을 떨쳐버리기 위해 일제 식민지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진 용두산
의 공간의 흔적을 지우고 우리의 민족정신으로 덮는 일련의 과정에서 용두산공원
은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용두산공원의 주체는 일제에
서 국가로, 그리고 현재 시민으로 전이되었으며, 공간의 성격 면에서 식민화된 공
간에서 국가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담긴 국가 기억의 표상공간으로, 그리고 부산
시민의식의 분출구로 변화하며 현재까지 부산의 상징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용두산공원은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을 부산의 역사와 함께해왔으며, 70년대 이
후부터 약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같은 모습으로 부산 도시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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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고 있다. 이처럼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오랜 시간동안
중첩되어 많은 이야기가 쌓여있는 용두산공원은 부산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
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시공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용두산공원은 부산이
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요 요소이며 각 시기가 가지는 부산의 역사와
공간의 기억들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혹은 시민들의 인식과 기억을 통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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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용두산공원의 시간층위와 의미 해석
1절. 용두산공원 일대에 남겨진 시간층위
1. 초량왜관의 흔적
초량왜관은 동북아 최대의 중계무역지로 근대 부산의 역사의 근원지이며 그것
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은 학자 및 지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드러나
고 있다.99)
“초량왜관에 대한 기억 상실은 곧 부산 근대사에 대한 망각”(김동철, 부산대학교 역
사학과 교수)
“부산의 근대사는 일본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조선 초기 부산포개항부터 일제강
점기까지 교류와 침략의 이중적 공간이니까요. 그 중심에 왜관이 있습니다.”(김한근, 향
토사료연구가)
“일본이 초량왜관을 대륙침략의 기지로 이용했어요. 이것이 부산 지역사에서 만지면
만질수록 덧나는 상처로 잘못 여겨진 이유예요.” (강남주,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장)
“침략과 저항의 공간인 초량왜관은 근대역사관광의 거점으로 손색없는 스토리텔링을
가진다.”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초량왜관 역사관을 세운다면 다른 도시가 흉내낼 수 없는 콘텐츠가 될 것”(주경업,
부산민학회장)

10만평을 차지하던 초량왜관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왜관 시설흔적의
일부가 파편처럼 남겨진 곳이 있다. 또한 왜관 당시의 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당시
에 계획되었던 도시구조와 가로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초량왜관의 영역과
주요 시설터, 당시에 계획된 도시구조와 가로망, 현재 남겨진 건축구조물과 기반
시설을 분석하였다.

▮ 초량왜관의 영역과 주요 시설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량왜관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10만평에 걸쳐 형성되어 있
었는데 현재의 지도상에서 보았을 때 북측으로 대청로, 서측으로 국제시장, 남측

99) 아래의 김동철, 강남주, 강동진, 주경업의 언급 내용은 국제신문(2009.12.22.)“부산의 ‘죽은 역사’왜관
되살리자,”)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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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광복동 패션거리와 롯데백화점까지 해당하는 영역으로 당시의 준공도를 바
탕으로 현재의 위성지도에 그 영역을 표기해보면 [그림 4-1]과 같다.99)

b. 초량왜관이 존재했던 영역

a. 초량왜관 준공도, 1678
(자료 : 신편 부산대관, 2011: 37)

[그림 4-1] 초량왜관 배치도 및 영역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는 초량왜관의 주요 시설터는 [그림 4-2]와 같이 육행랑
(六行廊), 삼대청(三大廳), 동향사(東向寺), 재판가(裁判家), 응방(鷹房), 개시대청(開
市大廳), 관수가(館守家), 부산요(釜山窯),100) 대관가(代官家) 등이 있다. 육행랑과
삼대청이 위치한 부분은 서관이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동관에 해당한다. 서관의
육행랑과 삼대청은 상업시설들이 발달하면서 모두 자취를 감추었지만, 삼대청 중
중대청이 있던 자리에는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대각사101)가 자리 잡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동관의 삼대청(관수가, 재판가, 개시대청)은 초량왜관 의 대표적인
시설로 꼽힌다.102) 역사 연구를 통해 왜관 내 시설이 위치했던 장소는 밝혀졌으
99) 초량왜관의 영역과 당시 시설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내용은 역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본
연구자는 용두산공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초량왜관을 다루고 있음에 따라 초량왜관 자체의 세부
공간연구보다는 부산 도시의 역사에 있어서 초량왜관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왜관의 주요 시
설, 현재 남아있는 물리적 흔적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였다.
100) 부산요(釜山窯)는 용두산 기슭에 위치하였던 도자기를 굽는 가마였으며, 1771년 부산요의 위쪽에 호랑이
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 부산요 터에는 현재 로얄호텔이 위치하고 있다.
101) 명치유신 9년, 일본 황실에서 부산에 불교 정토진종 사찰을 짓게 하자, 오오꾸라 재벌이 앞장서서 동본
원사 부산별원이라는 최초의 일본 사찰을 세웠다. 이곳은 개화파의 핵심인 유대치(한의사)가 이동인(봉은
사 스님)의 개화정책을 자문하고 김옥균, 박영호, 서광범, 윤치호, 서재필 등 개화파 40여명과 함께 수차에
거쳐 일본을 내왕하면서 교두보를 마련 한곳으로 근대 조선의 개화에 큰 획을 남긴 역사적인 터이다. 해
방 후 이곳은 한국정부에 귀속되어 경매로 처분되어 경남불교종무원으로 발족하였다가 3대 원장 김경우
스님(창건주)에 의해 새로이 한국사찰로 창건한 것이 현재 대각사(중구 신창동 1가 6번지)이다 (대각사 내
안내표지판 문구)
102) 관수가는 당시 왜관에 거류하고 있는 왜인을 관리하고 동시에 외교와 무역을 총괄하는 대마도주 종씨
(宗氏)의 부산 파견 신하인 관수의 근무 거처소였다. 재판가는 일본인 방문 사신의 사전실무를 교섭하고
사절의 배웅과 마중을 맡는 등 외교관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며, 개시대청은 조선의 호조와 동래부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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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애석하게도 현재 당시의 건물이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전무하
다. 관수가가 있던 자리는 아로마모텔과 부촌식당, 재판가 자리에는 타워힐호텔,
그리고 개시대청이 있던 곳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각종 상업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모습은 [그림 4-3]과 같다.

[그림 4-2] 초량왜관의 주요시설 위치도

a. 관수가 자리

b. 재판가 자리

c. 개시대청 자리

(자료 : 연구자 촬영)

(자료 : 연구자 촬영)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4-3] 초량왜관 주요 시설터의 현재모습
정상인이 만나 사무역이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주경업, 앞에 든 책, p.32.)

- 77 -

▮ 도시구조와 가로망
현재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동광동과 광복동, 남포동 일대의 도시구조는 조
선후기 초량왜관과 일제시대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금도 그 골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4]는 1903년 부산항 시가급 부근지도(부산고지도,
2008: 252)를 바탕으로 초량왜관 일대의 도시형태와 현재 모습을 비교한 것으로,
용두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구획과 가로망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이후 매립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선은 변경되기 시작하였고, 기존 해안지대에
서 매립되며 확장된 부분에서 해안선을 따라 굽어진 형태로 배치된 건물의 형태
는 당시의 해안선의 모습을 드러내는 요소이다. [그림 4-5]를 통해 초량왜관시절
의 해안선과 매립 이후 60년대의 해안선, 그리고 현재 굽어진 도로와 건물의 배치
모습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용두산공원 내에 위치한 부산타워 전망대를
이용하여 주변 일대의 도시구조를 내려다보면 용두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던
당시의 도시구조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모습과 비교하여 현재
발달되어있는 시가지 형태는 용두산 일대 왜관에서부터 시작된 부산 도시의 역사
와 이후 부산의 도시화 과정을 짐작하게 한다.

용두산을 중심으로 도시 기본 골격 형성
a. 1903년 용두산 일대 도시구조

왜관시기의 도시골격 유지,
이를 중심으로 부산의 시가지 확장
b. 현재 용두산공원 일대 도시구조

[그림 4-4] 초량왜관과 현재의 도시구조 및 가로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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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94년 당시 해안선

b. 1960년 건물배치 형태

c. 현재 건물배치 형태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①)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⑯)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4-5] 해안선을 따라 들어선 도로 형태

▮ 왜관기둥과 37계단, 해안 옹벽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초
량왜관의 물리적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
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일부 존재하는데 그것들의 위치
는 [그림 4-6]과 같으며 관수가
왜관의 기둥과 계단, 봉아주차
장 옹벽, 문우당 서점 내 남빈
해안옹벽이 있다.
현재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

[그림 4-6] 왜관 시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

는 것은 관수가의 기둥 및 37계단과 봉아주차장의 벽체이다. 초량왜관의 시설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관수가 건물은 용두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관수
가 터는 개항 후 부산관리청에서 부산일본영사관으로, 1908년 부산이사청으로, 이
후 1914년에는 부산부청103)이 되며 부산의 역사의 중심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자리이다. 또한 관수가의 옆에는 부산경찰서가 위치했는데 이는 1872

103) 이후 부산부청(옛 시청)은 1936년 현재의 롯데백화점 자리로 이전하였고 해방 이후까지 사용되다가
1998년 1월 20일 현재의 연제구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한편 부산경찰서는 1920년대 후반 지금의
중부경찰서 자리로 신축 이전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부산 ⑨~⑩ 1920년대 Ⅰ~Ⅱ.” 부산광역시 중앙도
서관 소장자료. ‘1926년 부산부청’ 내용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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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부산거류 일본인들의 정무(政務)를 맡도록 하기 위해 초량왜관의 관수가에
주재한 것이다.104) [그림 4-7]은 시대별로 관수가 터가 변화해 온 모습을 보여준
다.

a. 초량왜관 관수가

c. 부산부청사

b. 부산일본영사관

(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부산
근대부산기록, 2010: 96)

(자료 : 부산고지도, 2008: 236) (자료 : 신편 부산대관, 2011: 111)
[그림 4-7] 관수가 터의 변화 모습

관수가 터는 광복 이전 한일관계와 부산의 역
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1678년
왜관시절부터 1936년 부산부청까지 250년이 넘
는 시간동안 관수가 터는 부산의 주요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며 변화해왔다. 왜관의 수장을 비

a. 관수가 터 전체모습

롯하여 당시 주요 일본인들은 이곳에서 부산항
과 대마도를 내려다보며 군림해 왔을 것이다.
초량왜관의 중심부였던 관수가 터는 현재 모
텔과 식당이 들어서있어 그 모습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그림 4-8]의 a에서 보이듯 식당의 왼편
(부촌식당과 아로마모텔의 경계부)에 왜관시기의
기둥이 남아있으며, 관수가 앞부분에 위치한 37
계단은 매립으로 인해

b. 왜관 기둥

c. 37계단

[그림 4-8] 현재 관수가 터 모습
(자료 : 연구자 촬영)

34계단으로 줄었으나, 그때의 모습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있다. 왜관 당시에는 관수가 계단으로 내려다보면 대마도 사스나항이 보였다고 하

104) 이는 부산에서 일본 경찰권의 시작이었으며, 영사관이 이사청으로 바뀌면서 경찰도 이사청경찰로 개칭
되었다가 1907년 부산경찰서로 개칭되었다. 1910년 2월 이사청이 폐지되자 한국에서 이본 경찰권을 완전
히 독립하여 업무를 진행하다 1919년 관제개정을 거쳐 독립된 경찰업무를 보게 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부
산 ⑨~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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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는 매립지로 개발되고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그림 4-9]와 같이 건물들
로 가려져 있어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봉아주차장은 왜관 당시 선착장이 위치하던 곳으로 현재 근대역사골목투어
‘용두산을 올라 부산포를 바라보다.’코스의 첫 지점으로 소개되며 역사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량왜관 시기와 현재의 지도를 오버랩 시켜보면 정확히 선착장

의 위치가 겹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4-10]에서 주차장 안측으로 보
이는 벽면이 당시 해안의 옹벽에 해당한다. 역사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곳은 사유지이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그 흔적을 가까이서 볼 수는 없다. 이
곳이 선착장이었던 사실이 알려지고 프로그램으로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기 시작
하면서 주차장 주인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는 빈번한 관광객의 출입으로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생김에 따라 현재 주차장 안으로 관광객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그림 4-9] 현재 37계단에서 내려다보는 경관

[그림 4-10] 현재 봉아주차장 모습

(자료 : 연구자 촬영)

(자료 : 연구자 촬영)

봉아주차장 이외에도 왜관시절 해안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림 4-6]의 ④
번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이곳에는 왜관 당시의 남빈해안옹벽이 그대로 남겨져 있
다. 정확한 위치는 남포동 문우당서점 건물 내부에서 있으며, 2층 서점 안에서 구
석진 곳의 쪽문을 이용해 나가야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유지의 특성과 지
리적 위치로 인해 일반인들이 이곳을 발견하거나 찾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아직은
숨겨져 있는 공간이다. 본 연구자는 현 스토리텔러스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
고 있는 문태광씨의 도움으로 이 장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4-11]은 문우당
서점 내부에 남아있는 남빈해안 옹벽의 모습으로 아치형으로 굽어있는 축대의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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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문우당서점 내부에 남겨진 남빈해안옹벽
(자료 : 연구자 촬영)

왜관은 한일관계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고, 이러한 왜관을 기억하
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재 용두산공원
을 중심으로 10만평에 걸쳐 형성되었던 엄청난 규모의 왜관은 소멸 직전의 단계
에 있다. 극히 드물게 남겨져 있는 공간들은 파편화되어 있으며, 일부는 사유지에
속하여 숨겨져 있거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역사적 무지, 혹은
일본에 대한 반발심이 낳은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용두산공원 일대에서 초량
왜관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으며, 일부 존속되어 있는 공간 역시 퇴색에 가까운 모
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 일제시기의 흔적
[그림 4-4]에서 초량왜관 시기와 현
재의 도시구조가 그대로 유지됨을 보였
던 것과 같이 일제시대 일제에 의해 발
달되었던 시가지 형태는 현재까지 거의
흡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항기 이후
용두산이 일본인전관거류지로 바뀌면서
용두산공원 일대는 일본인마을과 같이
변화하였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민족
정신 탄압과 함께 공간의 식민화를 맞
게 되었다.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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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일제시기의 흔적 위치도

시기의 흔적은 [그림 4-12]와 같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3단으로 조성된 용두산공
원의 대지 구조이고, 현재의 야외 체력단련장은 1911년 부산부립도서관이 위치했
던 곳이다.105)

▮ 용두산신사와 공원의 대지구조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일제의 흔적을 논
함에 있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용두산에 위치했던 신사들이다. 신공황후
합사(1899년) 이후 용두산신사로 개칭되었
을 당시 용두산신사는 용두산공원 에스컬
레이터 중간부에 위치한 미타선원 자리에
있었다고 하며, 이후 1916년 용두산 공원화
사업이 시행되면서 용두산신사는 대지의
최상단부 현재 부산타워의 자리로 옮겨졌

[그림 4-13] 용두산신사 위치도

다. 그 위치는 [그림 4-13]과 같다.
현재 용두산공원의 형태는 일제강점기 시기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3장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6년 천황즉위를 기념하는 어대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용
두산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당시에 설치된 용두산공원의 도로와 대지형태는
현재 용두산공원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주목해볼만한 것은 용두산공원에 형
성된 [그림 3-18] 3단 형태의 대지구조이다. 이는 현재 용두산공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각 단에 형성된 주요 시설을 비교하면 [그림 4-14]와 같다.106)
일제강점기에 용두산공원에 위치했던 신사들은 모두 불에 타 사라지고 그 흔적
조차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일제탄압의 상징적인 시설인 신사를 불태움으로써 억
압당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울분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4-14]에서 보
이는 것처럼 용두산공원의 대지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속의 시설과

105) 부산부립도서관 터는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세부 설명을 생략하였으며, 현재 용두산공원 체력단
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산부립도서관 터의 모습은 [그림 4-16]을 참고한다.
106) [그림 4-13]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일제강점기와 현재의 용두산공원을 비교하기 위해 각 단별로 대표적
혹은 상징적인 시설물만을 표시한 것이며, a.일제강점기 시기 용두산공원 단면은 [그림 3-18]의 용두산공
원 설계 모식도(국폐사관계철, 1941, 정지영, 강영조, 2006: 74에서 재인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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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성격은 바뀌었다. 가장 큰 특징은 용두산신사 자리에 부산타워가 조성된
것이다. 용두산신사는 국폐소사로 승격되며 신성불가침 지역으로 여겨지며 강제참
배를 당하기도 했던 곳으로 해방 후 불태워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1973년 부산타
워가 건립되었다. 또한 2단 도하신사가 있던 곳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 마지막 3
단에는 부산 시민의 종이 위치하고 있다.

a. 일제강점기 시기 용두산공원

b. 현재 용두산공원
[그림 4-14] 일제강점기와 현재 용두산공원 단면 및 주요시설

이러한 시설의 변화는 단순한 시설물 건립의 의미를 넘어 그것에 내포되어 있
는 의미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제는 용두산공원의 단을 조성하고 제일 상단
(1단)에 용두산신사를 이전시킴으로써 신사의 승격을 높이고 그들의 권위를 과시
하고자 하였다. 부산타워와 이충무공 동상, 부산 시민의 종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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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나는 시설들이다. 부산타워는 부산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충무공 동상
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무찌른 우리 민족의 기상을, 부산 시민의 종은 부산 시민
의 염원을 담아내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동안 일제의 주체 하에 강제 이입된 공
간의 기억과 아픔을 지우고, 우리나라와 부산 시민이라는 주체를 덮어씌우는 과정
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 광복 이후의 흔적
▮ 194계단107)과 에스컬레이터
1927년 현재의 광복로에서 용두산을 오르는
길에 194계단이 설치되었다. 용두산 194계단은
많은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194계단은 피난민들
의 애환이 서린 공간으로 한국전쟁으로 용두산
꼭대기까지 피난민들이 모여들었고, 당시 아이와
아낙들이 물과 생필품을 지고 194계단을 오갔다
고 한다. 반면 194계단은 용두산 엘레지108) 노래
가사로도 쓰일 정도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연인
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명소이기도 했다. 당시 용

[그림 4-15] 용두산 194계단 위치도

두산의 194계단은 현재 남산공원 계단과 같은 추억의 장소였을 것이다.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변치말자 . . . 한 계단 두 계단 일백구십사 계
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가고 . . . 용두산아 용두산아 꽃 피던 용
두산아 . . . 둘이서 거닐던 일백구십사 계단에 . . . ”(용두산 엘레지 中)
“계단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연인들이 없었지. 가위 바위 보를 하면서 올
라오는 연인들 소리가 새벽 4시에도 끊이지 않았지. 옛날 계단은 낮고 넓어 다니
기도 편했단다.”109) (고깔명도(46), 용두산에서 25년째 활동 중인 점술가)
107) 194계단은 1927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것이나 그것이 장소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 한국전쟁
에 피난민들이 유입되었던 시기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제시대의 흔적에 포함시키지 않고, 광복
이후의 흔적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108) 용두산에레지(추억의 용두산)은 1996년 발매된 고봉산의 노래로 이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된
히트곡이다.
109) 부산일보(2005.04.14.) “[층층계단] 대중가요 속 추억의 계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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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94계단에 길이 44m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며 그 모습은 변화하게 되
었다. 당시 부산시는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노인층과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으며, 공사를 진행했던 LG산전은 부산시의 요
청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양옆에 기존 계단과 같은 수의 194계단을 따로 만들어110)
용두산공원에 대한 애정과 추억을 되새기게 했다고 한다.(매일경제, 1997.12.23.)
[그림 4-16]은 피난시절 194계단이 있던 자리에 위치한 현재 에스컬레이터의 모습
이다. 당시 계단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 그 시절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용두산을 오르는 에스컬레이터는 광복로에서 용두산을 편리하게 연결하면
서 도심공원으로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눈물과 애환, 사랑과 추억
이 담긴 공간이 도시 문화공간으로서 탈바꿈된 것이다.

[그림 4-16] 용두산 에스컬레이터
(자료 : 연구자 촬영)

▮ 대화재의 흔적과 화재예방비
1954년 12월 10일 발생한 용두산대화재는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용두산공원
일대를 폐허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당시의 판자촌과 소나무가 전소되어 전쟁과
피난기를 겪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현재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 길의 중턱 우측(현 미타선원 맞은편)에 위치한 용두산공원 체력단련장에서
당시 화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7] b에서 보이는 것처럼 체력단련
련장의 축대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역력하며 마치 꽃문양과 같이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대화재의 참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10)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194계단과 맞추어 에스컬레이터 옆에 같은 수의 계단을 조성했다고 보도되어
있으나 현재는 167계단으로 194계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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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두산공원 체력단련장

b. 화재로 인해 변형된 축대의 무늬

[그림 4-17] 화재로 인해 변형된 축대의 무늬
(자료 : 연구자 촬영)

3장에서
했듯이

언급

6・25전

쟁 피 난기 부산
에서는 대형화재
가 빈번히 발생
하였고, 이는 부
산역, 광복동, 국
제시장,

용두산

등 부산 시가지
일대를

폐허로

[그림 4-18] 화재예방비 위치도

만들었다. 이에 당시의 경상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은 수신(水神)인 용(龍)의 힘으로
더 이상의 화재를 막고자 간절한 염원을 담아 1955년 정원 대보름에 화재예방비
를 세웠다. 이는 수화예방기도회라는 민간단체의 설립회장 문기홍이 세운 것으로
중구의 원로 이영근씨의 제보로 향토사학자 주영택씨와 함께 흙에 묻혀있는 비신
의 주변 흙을 제거하고 발굴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111)
화재예방비112)의 모습은 [그림 4-19]와 같으며 그 뒷면에는 부적이 새겨져 있는

111) 주경업, 앞에 든 책, pp.40-41 바탕으로 재구성
112) 높이 136㎝ 너비 49㎝ 두께 9.5㎝의 비석 앞면에 세로로 '용두산신위(龍頭山神位)'가 새겨져 있고, '관청
에서 허가했다'는 뜻의 '관허(官許)'도 음각돼 있다. 2기의 비석은 5m 간격으로 용두산신위비의 좌우에 서
있다. 그 중 하나에는 55년 4월에 세운 것으로 용두산 산신령에게 불이 나지 않도록 기원하는 제사와 기
도대회를 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다른 비석은 문기홍의 송덕비이다. (부산일보,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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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볼 수 있다. 중심에 불 화(火)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물 수(水)가 둘러싸
여진 문양으로 불을 물로 막음으로써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
원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 용두산 화재예방비는 [그림 4-19] a에서 볼 수 있듯이
팔각정 뒤편 옹벽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비석 아래쪽으로도 사면과 옹벽이 펼
쳐져 있어 애써 숲을 헤쳐 찾아가지 않는 한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공간이다.
용두산 화재예방비는 1950년대 부산 도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로
서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이미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려진
공간에서 버리진 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바이다.

a. 화재예방비 위치

b. 화재예방비

c. 화재예방비에 새겨진 문양

[그림 4-19] 용두산 화재예방비 (자료 : 연구자 촬영)

▮ 동광초등학교 터
용두산공원 구 충혼비의 우측으로 위치한 산책로 길의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몇몇의 시설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113) 발견된 시설물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는 동광초등학교에서 남겨진
것들로 확인되었다. 동광초등학교는 1920년 개교한 제7공립심상소학교로서 일제강
점기 일본인 아동의 초등 교육을 담당한 곳이다. 1946년 동광국민학교로, 1996년
에 동광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었으며, 1998년 남일초등학교와 통합하면서 이 공
간은 폐허로 남겨졌다. 제 7공립심상소학교가 있었던 곳이 용두산공영주차장이
다.114)
113) ①번과 ②번 사이에서 어린이헌장도 발견되었으나 이는 1961년 건립된 것으로 시대가 맞지 않아 [그림
4-12]에 표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 4장 2절 1. 민족의식이 담긴 기념물에서 다루었다.
114) 동광초등학교의 연혁에 관한 내용은 부산일보(2014.11.20.) “[부산 컬처로드 연다] 2부 역사와 함께하는
길 (4) 원도심 길-교육 종교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현재의 주차장 부분이 동광초등학교의
운동장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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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동광초등학교 시설물 위치도

[그림 4-21] 동광초등학교 터에서 발견된 시설물 (자료 : 연구자 촬영)

용두산공원 내부에 존재하는 동광초등학교 관련 시설물은 [그림 4-20]과 같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림 4- 21]에서 볼 수 있듯이 ①과 ③은 동상, ②, ④, ⑤는 기
념비로 확인되었다. ①은 동상 받침대 부분으로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등의 문구로 보아 어머니 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현재는 동상 윗부분은 부서지고 아래 받침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였다.
②는 어린이헌장비, ③은 이승복 동상115), ④번은 엣 동광초등학교 터를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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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념비로 2004년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④번 사진에서 보이는 기념
비 옆의 계단은 당시 동광초등학교에서 공원으로 오르던 계단이었다고 한다. 마지
막 ⑤번은 당시 학교의 교문 위치에 세워진 표지석으로 졸업생들이 건립한 것이
다. 동광초등학교 터는 용두산공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이 드문 샛길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이용객들이 찾아보기 힘든 곳이다. 또한 현재 보호 펜스 혹은
동선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 이들을 인식하고 바라보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동광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된 오랜 역사를 지내고 있었으나 이 역시
용두산공원과 마찬가지로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겪으며 학생수가 줄어들어 인근학
교와 통폐합되며 이곳은 폐교로 남겨졌다. 학교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는 당시의 동상 뿐 아니라, 벤치와 테이블 같은 시설물들도 남아있었다. 용두산에
남겨진 동광초등학교의 흔적을 포스팅 한 블로그의 댓글들을 통해 현재 방치되어
버려진 것 같은 작은 시설들도 당시 학생들의 추억과 그리움의 공간으로 인식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내용은 실제 블로그에 남겨진 댓글들이다.116)
“운동장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되어버린 저기가 운동장, 건물이 3동,
용두산공원과 이어지는 언덕에 벤치들도 있었고 . . . ”
“학교가 있을 때는 시끌벅적하고 활기찼는데 지금은 조용하죠. 그래도 가끔
가보면 옛 추억도 떠오르고 . . . 그래도 옛 터가 조금이나마 남아있어서 참 다행
이에요.”
“계단이 있는 사진은 학교공원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올라가면 멋진 공간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학교는 없었어요.”

3장의 분석과정을 통해 일제시기를 거치며 부산은 용두산공원을 중심을 도시가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용두산공원을 주축으로 인근에 학교와 관공서, 병원 등 주
요시설을 위치시켰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광초등학교 터는
단지 졸업생들의 추억의 공간을 넘어 당시의 시대정책에 의해 설립된 장소로서
용두산공원 일대를 이해하는 역사적 바탕이 된다.
115) 이승복 동상은 76-77년경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116) “버려진 유적지 같은 동광초등학교 터.”(http://geodaran.com/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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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갈비 골목
용두산공원 남측 옛 미화당백화점 뒤의 길은 1970 ~ 1980년대 일명 고갈비 골
목으로 명성을 떨쳤다. 고갈비는 가난한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부산 사람들이
생선인 고등어를 갈비처럼 구워서 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 때 열채가
넘는 가게들과 밤새도록 흘러나오던 노래자락은 사라지고 현재 고갈비 골목은 [그
림 4-22]와 같이 현재 할매집과 남마담, 딱 2집만이 남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
다. 이 역시 공동화 현상을 겪으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용두산공원과 맥락을
같이 해 온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두산공원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고갈
비 골목을 언급하는 것은 이곳이 용두산공원과 함께 시대를 풍미하며 부산 사람
들의 정서를 향유했던 공간으로서 용두산공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
다.

[그림 4-22] 고갈비 골목 위치도

2008년 부산시는 용두산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인근 역세권을 한데 묶어
서 개발하는 안을 제안하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창조 사업을 펼치려 시도하였
으나 시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17) 이는 고갈비 골목과 같이 부산만이 가지고 있
는, 용두산공원 일대만이 지녀온 특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용두산공원과 주변 일대가 부산 시민에게 있어서 가지는 정
서적 가치와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이다.
117) 동길산, 『시가 있는 등대이야기』. (부산: 호밀밭, 2013),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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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현재 고갈비 골목에 남겨진 가게들
(자료 : 연구자 촬영)

2절. 용두산공원의 상징적 시설 및 경관
1. 민족의식이 담긴 기념물
광복 이후 용두산공원은 일제 탄압의 상징으로 여겨진 신사를 허물고 도시공원
의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용두산공원에는 각종 기념비와 동상들이 건
립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공원녹지가 아닌 역사적, 민족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
으로 변모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광복 이후 시대별로 용두산공원에 설립된 기념물
은 [표 4-1]과 같으며 각 시설의 위치는 [그림 4-24]와 같다.
[표 4-1] 광복 이후 용두산공원에 설립된 기념물
(자료 : 연구자 촬영)
시기

기 념 물

광
복
이
후
부
산
시
이충무공 동상
(1955)

구) 충혼비118)
(1957)

어린이헌장비
(1961)

구) 4・19기념탑119)
(1961)

118) 충혼탑은 1983년 9월 7일 부산 중앙공원으로 이전되었으며 사진은 1983년 이전 후 당시의 조각품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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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직
할
시
국민교육헌장비
(1971)

용탑(1973)

자연보호헌장비 부산시민헌장비 백산안희제
흉상 (1989)
(1989)
(1978)

부
산
광
역
시
초량왜관터 표석(2000)

[그림 4-24] 용두산공원에 설립된 기념물 위치도

광복 이후 용두산공원에 들어선 시설물들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존속되고 있
다.120) 가장 먼저 도입된 시설인 이충무공 동상의 건립(1955년) 현재까지 약 60년
으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

문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119) 4・19 기념탑은 2007년 2월 15일 부산 중앙공원으로 이전되었다.
120) 부산 중앙공원으로 이전된 충혼비와 4・19기념탑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충혼비의 조각과 비문이 ②
번 자리에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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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용두산공원에 들어선 기념비와 동상이 가지는 의미는 그
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동상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과 충절의 상징
인 이순신장군을 기리기 위해 . . . 부산시는 1980년 9월 장군의 정신을 길이 받
들고 은공을 기리고자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해전의 승전일인 10월 5일을 부산시
민의 날로 지정하였다.”(이순신장군 동상 글귀 中)
“통일의 꿈과 번영의 의욕이 세계로 뻗는 향토 부산의 큰 뜻을 새기고 . . .
이백만 시민의 슬기와 기상을 영원히 기리고자 . . .”(용탑 동상 글귀 中)
“ . . .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 . .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 . ”(자연보호헌장 글귀 中)
“일제에 맞선 투쟁에서 한 걸음도 비켜서지 않고,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 . .
. 올곧은 부산정신, 민족정신으로 뻗어 내리게 하고자 . . . ” (백산 안희제 동상
건립문 中)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용두산공원에 설치된 기념물들에는 국가와 민족정
신이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 이는 초량왜관 이후 일제강점기를 지내며 공간을 지
배당했던 민족의 울분이 민족투쟁과 정신이라는 강한 요소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몇십년이 넘는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존치
되어 있는 것은, 일제시기 식민지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진 것과는 정반대되는 양
상으로 보인다. [그림 4-24]에서 알 수 있듯이 용두산공원의 가장 중심부에 왜군
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운 것은 빼앗겼던 땅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이곳에 우리 민족의 기상과 정신을 덮어씌우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용두산공원이 해방 후 민족문화의 분출구로 작동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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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원으로서의 상징적 시설과 경관
1973년에서 현재까지 부산타워는 부산 지역 전체를 조망하며,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 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용두산공원은 부산타워를 통해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춘 장소로서 의미가 강화되었다. 부산타워의 건립은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의 도시발달과 경제성장의 표식으로서 의미1)를 가지기도 하지만, 용탑에 새
겨져있는 ‘부산탑찬가’의 내용을 통해 이 역시 국가와 민족의 기상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다보탑의 보개를
떠서 만든 문양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여기는 이 나라의 관문 국토의 정기가 서려 맺힌 곳 . . . 이 땅 겨레의 의기
에 찬 모습 . . . 조국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의 키가 여기 세운 이 탑보다 오히
려 높다 . . . 지구 위의 모든 민족을 위해 평화의 참뜻을 새겨본다.” (부산탑찬
가 中)

부산타워는 해발 120m의 위치에서 부산의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부산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게 하고, 반대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부산타워의 모습이 부산의 시작
을 알리는 지표로서 작동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부산 도시를 대표하는 이
미지로서 부산타워에서 내려
다보는 부산 시가지 전경이
나 부산타워의 야경121)이 상
징적인 경관이라면, 부산 시
민에게 있어서는 용두산공원
비 ~ 꽃시계 ~ 이충무공 동
상 ~ 부산타워로 이어지는
용두산공원의 중심축을 상징

[그림 4-25] 용두산공원의 상징적 경관축과 시설물

1) 김용규(2006)은 부산타워가 부산의 공간에서 갖는 구조적 이미지가 근대주의적이고 그것은 가난하고 누추
한 일상생활의 중간에서 솟아올라 지배와 헤게모니의 강렬한 시각적 광경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121) 부산타워는 2002년 1월 8일부터 매일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경관조명이 실시되고 있다. (박소정, 『부
산타워의 경관조명 색채 변화에 따른 주관적 반응 평가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건축공학 석사학위논
문.(부경대학교. 200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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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관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6] 용두산공원의 상징적 경관축의 단계별 뷰
(자료: 연구자 촬영)

용두산공원의 중심축을 이루는 경관을 단계별로 분류하면 [그림 4-26]과 같으며 이는
부산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장쯤 가지고 있을 용두산공원의 대표적인 경관이다. 이는
[그림 4-27]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산타워가 완공된 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지속되
어 오고 있는 경관이다. 또한 [그림 4-28] 용두산공원의 꽃시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
하게 초침이 있는 것
으로,

1973년

조성

이후 현재까지 그 모
습을 그대로 유지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부산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연유에서

a. 1973년 완공직후
(자료 : 오마이뉴스, 2008.08.20.)

b. 현재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4-27] 지속되고 있는 용두산공원의 주요경관

인지 용두산공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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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진사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용두산 1호 사진사로 불리우는 이상훈씨는 부산
타워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매일 활동 중이며 꽃시계에서 부산타워를 이루는
축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의 사진을 담아내고 있다. 4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이루어졌
던 활동인 만큼 이는 용두산공원의 중심축이 상징적인 경관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이
자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림 4-28] 용두산공원 꽃시계

[그림 4-29] 용두산공원 1호 사진사

(자료: 연구자 촬영)

(자료: 연구자 촬영)

이처럼 부산타워는 물리적인 형태와 조성의 의미, 용두산공원을 상징하는 대표
적 경관으로서 부산 도시에서도 부산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의미있는 공간으
로 작동되고 있다. 3장에서 언급한 부산타워 리모델링 공모당선작이 논란의 중심
에 서게 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가진 시설의 물리적 형태를 무시
한 변화의 시도함으로써 생긴 결과인 것이다.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공
간인 만큼, 부산타워의 현재 물리적 형태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부산의 미래유산으로서 소중히 보존되어야 할 부분이다.

3. 시민주체에 의한 문화시설과 활동
80년대 이후 원도심 공동화현상에 따라 용두산공원 역시 공간적 쇠퇴를 맞이하
게 되는데 이는 공원 주체 변화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광복 이전 용두산
공원의 공간주체는 일본인들이었고, 해방 후 국가가 주체로 들어서면서 민족정신
을 담은 각종 시설물이 도입되고, 이를 통해 역사성을 가진 공간의 성격이 형성되
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부산 도시의 구조가 변경되면서 용두산공원은 국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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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마땅한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공원의 문화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라는 주체권력이 빠지면서 이는 공간의 쇠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후 3장 5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을 통해 공
간의 성격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용두산공원의 광장에서 이루어졌
다. 시민 주체가 들어서면서 역사성이
강하게 드러나던 용두산공원에는 문화
적 코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쇠
퇴되었던 공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그림 4-30] 시민문화에 의해 형성된 공간

으며 이후 용두산 미술전시관과 문학비
거리, 미술의 거리와 같은 문화시설이
조성되는 발판이 되었고, 부산타워 주변
사랑의 자물쇠 존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민주체의 활동을 통
[그림 4-31] 부산 시민의 종

해 형성된 문화공간은 [그림 4-30]과 같

(자료: 연구자 촬영)

다. 여기서 시민주체의 활동을 통해 형
성된 문화공간은 부산 시민의 종과 같이 시민의 기부금를 통해 조성된 공간 뿐
아니라 시민 주체의 유입에 의해 문화적인 성격의 공원으로 변모함에 따라 유입
되게 된 시설을 포함하며, 이는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과는 다른 결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a. 사랑의 자물쇠 존

b. 용두산 미술전시관

c. 문학비거리

[그림 4-32] 시민 문화를 통해 형성된 공간
(자료: 연구자 촬영)

- 98 -

d. 미술의 거리

3절. 용두산공원 일대의 역사 재조명
1. 도시 역사적 장소로의 관심 증대
앞선 1,2절 내용을 통해 나타나듯이 동시대 용두산공원에는 일제시기 이전의 식
민화된 공간은 광복 이후 강한 민족정신의 상징물들을 통해 그 기억조차 남지 않
을 정도로 퇴색되어졌다. 하지만 최근 물리적 흔적은커녕 기억조차 희미해져있던
초량왜관의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용두산 일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가장 명백히 드러나는 변화는 제 2장 2절에서 언급한 원도심 근대역사 골목투
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초량왜관에 대한 문화적・학술적
논의가 활기를 띔에 따라 관련 보도자료들을 통해 많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
러한 활동은 초량왜관연구회를 주축으로 활발히 일어나며 각종 학술 연구회와 토
론회를 통해 왜관의 가치와 복원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하고 있다.
제 3장 1절 [그림 3-2]를 통해 소개되었던 김충진 작가 역시 현 초량왜관연구회
기술이사로 활동 중이며 ‘뒤돌아본 부산’ 개인 전시회를 통해 그간의 연구 결
과를 미술작품을 통해 드러냈다. [그림 4-33]은‘뒤돌아본 부산’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으로서 ‘a’는 변박의 초량왜관도를 바탕으로 역사연구를 통해 당시 초량왜
관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b’는 부산시 전체 모습을 1600년도와 현
재를 같은 뷰에서 비교하여 그린 작품이다. 이를 통해 1600년대와 현재의 부산의
도시구조 변화를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부산 도시역사의 뿌리인 용두산과 왜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그림을 통해 시가지가 확장된 현 도서에서도 용
두산공원이 부산타워를 통해 시각적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이
는 곧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부각시키면서 예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통
해 문화를 확장해가는 것이며, 근대역사 스토리텔러 프로그램 역시 동일한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학문적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역사를 발견하고, 이를 바
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행위들은 용두산공원 일대가 지니고 있는 초량왜
관 시기의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켰고, 이는 복원 논의까지 일어날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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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83년 부산 초량왜관

b. 현재의 부산일대와 1600년대의 부산일대
[그림 4-33] 김충진 작가의 ‘뒤돌아본 부산’ 전시작품
(자료: 연구자 촬영)

2. 사라진 장소의 물리적 구현
초량왜관에서 시작된 부산의 역사와 그 역사의 현장인 용두산공원 일대가 새로
이 부각되면서 학술적인 논의를 넘어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현하는 행위들이 나타
나고 있다. [그림 4-24]에서 나타난 초량왜관터 표석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라져가는 근대역사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억을 남기고
자 2000년 부산시에서 설치한 표석이다.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부근
담에 세워진 표석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초량왜관이라는 장소와 도시의 기억을 떠
올리게 하는 기념비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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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조제찰비

b. 약조제찰비 안내판

c. 약조제찰비 안내판 위치도

[그림 4-34] 약조제찰비와 안내판
(자료: a. 신편 부산대관, 2011:41, b. 연구자 촬영)

[그림 4-34]는 초량왜관 수문(守門) 옆에 세운 돌 표지석으로 무역상 금지조항을
새긴 비석으로(신편 부산대관, 2011: 40) 현재 부산부산박물관에 옮겨 놓여있다.
반면 원래 약조제찰비가 있던 용두산공원 동쪽 자리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안
내판이 설치되었다. 약조제찰비 뿐 아니라 관수가, 동향사, 개시대청 등 왜관의 주
요 시설이 있었던 터에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초량왜관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실제 왜관의 역사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다.
높아져가는 관심과 사라진 공간에 대한 탄식은 초량왜관 복원에 관한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이 처음이 아니다. 초량왜관의 복원
움직임이 처음 등장한 것은 90년대 후반이었으나, 조선침략의 기지를 활용해 돈을
벌려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좌초되었다. 이후 2004년 부산 중구청은 초량왜
관이 있었던 부산근대역사관~용두산공원~광복로 1.8km 구간을 ‘일본인 거리’로
개발한다고 발표하며 초량왜관 복원과 일본식 정원 및 음식타운 조성,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등을 제시하였으나 엄청난 반대와 비난여론으로 인해 시작도 전에 무
산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2008년 개발계획은 역사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으로 시행
되지 못했다.122) 이렇듯 초량왜관의 복원은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와 토지 소유
의 문제, 복원 방식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며 수차례 실패를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초량왜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의 시민모
임인 부산초량왜관연구회를 주축으로 복원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등 공론화를 추
122) 국제신문(2009.12.22.) “부산의 ‘죽은 역사’왜관 되살리자,”바탕으로 재구성

- 101 -

진하고 있는 것이다.(국제신문, 2014.05.02.) 이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시도되어왔던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전개양상을 보이는 것이며, 용두산공원에서 비춰지는 부산
시민의 주체적인 활동에 의한 변화로 여겨진다. 이러한 끊임없는 복원 논란, 최근
의 시민주체의 개입은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초량왜관 일대가 부산에서 어
느 정도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복원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로 공간을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은 광복로의 수경시
설에서 보여진다. [그림 4-35]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 광복로에는 물결형의 바닥
패턴이 조성되어 있으며, 수경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과거의 물길(앵천)이 흐르던
시기의 광복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a. 광복로 수경시설

b. 수경시설 위치도

[그림 4-35] 앵천을 재현한 광복로의 수경시설
(자료: 연구자 촬영)

용두산공원 일대의 사라진 장소와 기억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은 초량왜관 논의
외의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4장 [그림 4-19]에서 언급한 화재예방비 관광기
념품이 그것이다. 2012년 11월 26일 국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용두산공원 부산타
워 두모C&C가 용두산공원 화재예방비를 본뜬 관관기념품 3종(휴대전화고리, 열쇠
고리, 자석)을 개발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스토리텔링을 들려주고 판매함으
로써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용두산공원에 서려있는 전쟁의 애환과 대화
재의 기억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 진다. 이 외에도 2012년 10월 7일 제1
회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안한 부산 고갈비타운 조
성계획 역시 용두산공원 일대가 가져온 역사성과 정체성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
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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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부산의 원도심 용두산공원의 일대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워진 역사를 되
찾기 위한 노력들은 물적차원과 빗물적차원으로 전개 및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
라진 왜관의 시설에서 보았듯 남아있는 물리적 공간이 거의 없음으로 인하여 공
간을 구현하는 방식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4절. 소결
4장의 1~3절의 내용들은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근대역사골목투어 용두산코스로 소개되는 장소 이외에도 초
량왜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공간들과 광복 이후 용두산공원 일대가 지녀온 발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들을 찾을 수 있다. 각각의 공간들은 당시의 시설이
존재하는 것과 주요 시설이 위치했던 터만 존재하는 경우, 사유지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로 나뉘었으며 이를 루트로 맵핑하면 [그림 4-36]과 같다.

[그림 4-36] 용두산공원 일대의 역사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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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용두산 일대의 역사적 흔적들은 [표 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용두산공원은 조선후기 초량왜관에서부터 부산과 함께 변화하며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분석 결과 현재 용두산공원에는
광복 이전의 물리적인 흔적은 거의 소멸되어 있었고, 특히 일제강점기 시기에 남
겨진 일제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다. 왜관 기둥과
같이 일부 남아있는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나 이들은 사유지의 문제로 인한 출입
제한 및 관리의 부재, 역사적 무지로 인해 버려진 형태로 파편처럼 흩어져있는 퇴
색에 가까운 존속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일제시기의 흔적 외에 전쟁으로 인한
피난 시기에 형성된 판자촌의 모습 역시 화재로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194계단은 에스컬레이터로 변화되어 당시의 모습과는 많
은 차이가 있었다. 광복 직후 부산에서 빈번했던 대형화재들을 막기 위해 설치한
화재예방비가 최근 발굴된 바가 있었으나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
이었다. 이는 왜관과 일제시기를 거치며 지녀왔던 용두산공원의 정치적 코드가 퇴
색되는 과정에서 몇몇이 오브제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할할 수 있다.
반면 광복 이후 우리민족이 주체가 되어 형성했던 각종 시설물이나 문화는 오
랜 시간 존속되며 비교적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광복 이후 들어선
시설물들은 대부분 국가와 민족정신을 강하게 함축하는 것들이었는데 이는 식민
화되었던 공간의 기억을 지우고,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는 공간으로서 상징화하려
한 시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 시민 주체들의 유입을 통해 공원에 문
화적 코드가 더해지면서 용두산공원은 현재와 같은 도시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
추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광복 이전의 지워진 역사를 근・현대에 도입된 새로
운 컨텐츠를 통해 메우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현대에 들어 용두산공원을 뒤덮었던 정치적 코드는 대개 퇴색된 모습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시기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광복 이후 민족정신을 담
은 상징물들이 대거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으나, 2000년대 이후 문화적
코드로 진행됨에 따라 현대인들이 느끼는 역사적 의미는 많이 약해져있는 모습이
다.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부산 도시의 역사에서 초량왜관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
가 부각되면서 이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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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공간 유형의 분류 및 맵핑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겨진 공간의 유형들과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시
대별 용두산공원 일대에 남겨진 공간을 종합적으로 맵핑하면 [그림 4-37]와 같다.
용두산공원은 일반 도시공원과 다른 도시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정체성
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과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며 용두산공원에는 강한 시대
상과 이데올로기, 민족의식과 시민문화들이 녹아들거나 사라지며 끊임없이 변화되
어 왔다. [표 4-3]은 이 같은 용두산공원의 대표적인 시설들이 존폐되어 온 양상
을 시대 순으로 표현한 것으로, 광복 이전에 강하게 드러나던 정치적 코드가 대게
퇴색되고 공원의 성격이 문화적 코드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용두산
공원에 남겨진 역사적 공간은 초량왜관 시기에 근대역사문화관에서 롯데백화점에
이르는 약 10만평의 대지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시대가 발달할수록 많은 부분이
지워졌고, 광복 이후 들어선 민족정신과 시민문화는 공간으로 봤을 때 용두산공원
내부에서 상징적으로 들어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해석한 내용들을 통해 동시대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시대의 흔적양상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일제시대 이전 시기의 역사적 가
치가 존중받지 못함으로 인해 퇴색되고 소멸되는 단계를 거쳤고, 광복 이후 기존
의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쓰려는 노력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극복하
고 대치하는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현재 잊혀져있던 것들을 새로이 드러냄으로
써 강조하고 부각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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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개항기
1678-1910

일제강점기
1910-1945

광복 이후 부산시
1945-1963

부산직할시
1963-1995

부산광역시
1995-2014

[그림 4-37] 시대별 용두산공원 일대에 남겨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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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부산 도시역사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온
용두산공원은 부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장소이다. 격변하는 시대를 거치
며 용두산 일대는 부산의 역사를 쓰고 지우고, 또 다시 쓰는 과정을 겪고 있다.
용두산공원은 이미 왜관과 일제시기를 거치며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의도
적이었건 사고에 의한 것이건 많은 공간을 지워온 것만은 사실이다.
동시대 용두산공원에서 퇴색된 것은 비단 왜관과 일제시기만이 아니다. 광복 이
후 주권을 되찾고 우리의 역사를 쓰는 과정에서도 용두산공원은 흥망성쇠하며 많
은 부분을 지우고 또 잃어버렸다. 이제 초량왜관의 10만평에서 시작했던 공간은
모두 사라지고, 그것은 용두산공원 약 2만평의 좁은 땅에 강하게 함축되어 나타나
고 있다. 현재 용두산공원은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용두산공원이 역사적
으로 변모해온 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듯이 새로운 것을 채우는 행위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용두산공원은 부산 도시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기존의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행위를 통해 그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이는 타 도시공원과는 다른, 용두산공원만이 가지는 특색과 의미를 발굴
하는 과정으로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
를 통해 부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공간이자 부산의 문화유산으로서 용두산
공원을 지켜나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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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공원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손꼽
히는 용두산공원이 부산 도시의 시작에서부터 시간의 켜를 함께하며 시대 상황에
따라 도시와 변화해왔음을 인지하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사에 비추어 용두산공
원을 해석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의 도시발달과정에 따른 용두산공원의 물리적 변화 및 의미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의 켜가 동시대 용두산공원에 어떻게 남겨져있는지
를 파악함으로서 부산에서 용두산공원이 가지는 정체성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
에 따라 신문기사, 사진자료, 고지도 등을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의 공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역사 시기에 맞추어 5단계(조선시대~개항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부산시, 부산직할시, 부산광역시)로 나누어 변천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각
시기별로 분석된 변화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서 개항기의 용두산은 소나무가 우거진 언덕과 같은 형태로 이를 중
심으로 왜관이 들어서면서 역사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일제시기를 거치며
경승지에 위치하는 신사의 특성에 따라 용두산에는 일제신사들이 들어서기 시작
하였고, 신사의 경내・외 정비과정에서 공원지로서의 기능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공원지로의 이용이 발생함에 따라 신사의 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일제의 정책에 의해 용두산공원은 지금과 같은 3단의 대지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용두산신사는 가장 위쪽으로 이전되었으며, 이후 용두산신사가 국폐
소사로 승격되고, 일제의 통치기구가 강화되면서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고 용
두산신사가 위치한 용두산은 민족의 억압과 탄압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광복 후 신사가 불태워지는 원인으로 작동되었다.
광복이 얼마 지나지 않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용두산 일대에는 많은 피
난민들이 몰려들었고 산꼭대기까지 판자촌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1954년
용두산 대화재로 인해 모두 소멸되게 되었고, 용두산은 원래 그것이 가졌던 울창
한 소나무, 판자집 그 어느 것도 남지 않은 민둥산이 되었다. 이후 1955년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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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당시 최대 크기의 이충무공 동상을 건립하고 이
승만의 호를 따 우남공원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권력의 주체가 일제에서 우리정부
로 바뀌었을 뿐 용두산공원이 권력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
분이다. 이후 용두산공원에는 민족문화를 드높이고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국가 기념 상징물들이 위치하며 역사적인 성격의 공간으로서 변모해가기 시작했
다.
1973년 급격한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용두산신사가 위치했던 용두
산공원의 최상부에 부산타워가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용두산공원은 부산을 더욱
강력하게 포괄하기 시작하였다. 부산타워의 건립은 부산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표
식이며 신사가 위치한 자리에 이를 설치함으로써 일제시기 잃어버렸던 주권과 땅
을 되찾은 민족의 기상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후 원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쇠퇴과정을 거치다가 90년대 이후 시민 주체들에 의한 활동이 재기되면서
공간은 다시 활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최근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용두
산공원 일대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 받는 반면, 주변 지역 및 용두산공원 리모델
링 계획과 같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적 가치와 관광화 사이의 갈등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용두산공원과 주변 공간 분석을 바탕으로 동시대 용두산공원에 남겨진 시
간의 층위를 해석한 결과, 광복 이전 시기의 흔적들은 거의 소멸되거나 퇴색되어
있었고, 광복 이후에 조성된 시설이나 공간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
이고 있었다. 이는 일제시기 탄압에 대한 반감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식민화
되었던 공간의 기억을 지우고 민족정신이 담긴 강한 시설물을 통해 공간의 의미
를 희석시켜 온 것이다. 최근 부산 도시의 역사에서 초량왜관에 관한 관심과 연구
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전의 물리적 형태를 구현하거나 기념비로 남기는 등 용두
산공원 일대는 또 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근대도시 부산의 뿌리 용두산공원은 울창하던 송림에서 교역의 중심지, 민족 탄
압과 식민지의 공간, 해방 이후 민족정신의 향유 공간,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피난처, 각종 시민문화의 분출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와 함께 격동적으로 변
화해왔다. 이는 일반적인 도시공원의 개념을 넘어 도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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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도시공원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용두산공원은 부산 도시의 정체성
을 함축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 부산과 함께 해온 용두산공원은 부산의 아픔과 기쁨을 간직한 쓸
쓸하지만 따뜻한 공간이다.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부산 도시의 역사
와 시민들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용두산공원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문화유산으로서
조금 더 내실있는 공간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도시 변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역사적 관점에서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도시와 도시공원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진다. 한 도시에서 처음으
로 발생한 도시공원이 도시와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
적인 공간이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시대별 의미를 해석했
다는 점, 또한 현재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물리적 공간을 도출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이다. 하지만 넓은 시간범주로 인해 각 시기별 세부공간에 관한 내용
분석이나 그 공간에서 일어난 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다루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두산공원에 대한
실제 시민과 이용객들의 인식, 용두산공원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발전방안은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들
이 이후 연구를 통해 보완됨으로써 용두산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 연구가 부
산의 역사적・상징적 공간으로서 용두산공원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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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been accomplished a rapid development since the port
was opened. Accordingly, city parks of South Korea started to be
appeared in this period. Especially in the large cities, settlements were
formed by the people who came from other countries for diplomacy.
Japanese Shinto which is always located in the area with outstanding
scenery was also built by Japanese diplomats. Since it had remarkable
views in Shinto, the surroundings were used as a park. This is one of
the features of parks in the early stage in the colonial era, and this is
how South Korea adopted the concept of City Park for the first time.
The initial park has been changed as its function and role according
to the time and social conditions. Namsan Park in Seoul, Dalseong Park
in Daegu, and Youngdusan Park in Busan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Park. The parks doesn’t mean only parks but has created culture
of the times and recognized as a symbol of the city with their long
histories.
Such urban parks are part of cultural landscape where various
stories have accumulated through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represent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he cities.
Thus, 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and analyze urban parks that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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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cities and shared the
history of the cities for a long time to the present.
Youngdusan Park, the target site of this study, was built in
Choryang with Mt. Youngdu as

the center,

as the first

Japanese

settlement was appeared around the area. It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authoritative place with Japanese Shinto to the current feature with
the

various

processes

to

become

a

modern

city

park.

And

now

Youngdusan Park is the symbolic place of Busan with its history which is
the same length with Busan city’s. Specificall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changes in the meaning of the Yongdusan Park in Busan
through different period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Yongdusan Park, and to explain the traces of historical ages left in
the contemporary Yongdusan Park and a series of flows in which such
traces were maintained or changed.
This study consists largely of two parts. First, Chapter III analyzed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Yongdusan Park by period based on
the history of Busan City. In this chapter, time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the formation of the Japanese residency and the foundation of
Japanese Shinto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the
port opening; the prosperity of Japanese Shinto and the construction of
the annexed park during th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Liberation;

rebirth

as

development

an
as

urban
a

park

of

landmark

Busan
of

City

Busan

after
City;

the
and

transformation into a historical cultural spac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ransition in each period was analyz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materials on spatial changes, related plans, etc.), and meanings brought
historically by the Yongdusan Park were interpre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Chapter IV investigated physical traces left in the
present Yongdusan Park through interviews and field surveys. A total of
6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and 3 of them were accompani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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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residents

(storytellers)

who

were familiar with

the Choryang

Japanese Residency. Based on the contents of analysis, the researcher
classified and mapped spaces by type and, through this, analyzed the
hierarchy of time and meanings found in the present Yongdusan Par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historical traces left in the
contemporary Yongdusan Park were largely divided into the stage of
fading and vanishing as the historical values were not recognized, the
stage of overcoming and replacing the meanings of space through
efforts to deny the past history and write something new, and lastly, the
stage of emphasizing and spotlighting newly what have been forgotten.
Physical traces from the period before the Liberation almost
disappeared or existed fragmentarily. This suggests that a few objects
survived the fading away of the political code of the Yongdusan Park
originating from the Japanese residency and th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n contrast, facilities and cultures created after
the Liberation were preserved relatively intact. Most of facilities added
after the Liberation were strongly saturated with the spirits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This was an expression of antipathy against th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oppression, and can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dilute the meaning of the colonized space
and to uplift the space as a symbol of the national spirit. Almost every
symbolic object installed after the Liberation were preserved, but with
the transition of the park to cultural codes after the 2000s, most of
political codes blanketing the Yongdusan Park faded away,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Yongdusan Park felt by contemporary people
died

out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the

area

around

the

Yongdusan Park is faced with a new change as the historical value of
Choryang Japanese Residency is spotlighted in the history of Busan City.
The Yongdusan Park, which is the root of modern city Busan, has
been changed dynamically along with the history of Busan from a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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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e forest to a trade center, a space of national oppression and
colonial rule, a space for expressing national spirits after the Liberation,
a shelter witnessing the refugees’ joys and sorrows, and an outlet of
various civil cultures. This shows that an urban park can function as a
space symbolizing and representing the city, going beyond the general
concept of urban park.
What is most important for the Yongdusan Park is preserving and
maintaining itself as a space bearing the identity of Busan City, and this
must be considered as top priority in the current remodeling project or
future development plans. The Yongdusan Park, which has walked with
Busan for a long time, is a somewhat lonely but warm space storing
good and bad memories of Busan. For the Yongdusan Park having
another change ahead now, we wish that it may be developed into a
more substantial space as a cultural heritage of Busan City imbued with
the history of the city and the stories of the citizen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a city and its urban park
based on changes in the city, viewing the urban park from the
viewpoint of the city’s histor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diachronically the process for an urban park to be created
first in a city, to change along with the city, and to become a symbolic
space representing the city, and interpreted the meaning of the part in
each period of history, and derived a contemporary physical space
carrying historical trac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because of the extensive scope of time, it could not examine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space or activities in the space by period.
Future research needs to survey citizens’ and users’ perception of the
Yongdusan Park, which has a historically significant meaning to Busan
City and to make development strategies for preserving the identity of
the Yongdusan Park. We expect that future research, by resolving these
limitations of this study, may recall the meanings of the Yongd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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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nd contribute to the right development of the park for preserving
the identity of the Yongdusan Park as a historical and symbolic space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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