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  례

-. 이 책은『부산의 자연마을』 6권  제1권이다.

-. 이 책은 제1장 개 , 제2장 구, 제3장 서구, 제4장 동구, 제5장 

도구, 제6장 부산진구, 제7장 남구로 편제하 다.

-. 부산지역의 자연마을은 자치구 ․군별, 권역별로 구분하여 수록하 다.

-. 자치구 ․군의 각 동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 다.

-. 각 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마을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 다.

-. 수록 내용의 집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기 으로 하 고, 일부

의 경우는 최근의 자료를 수록하 다.

-. 가능한 한 도심지역의 자연마을은 존하는 자연마을은 물론 사라진 

지연마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수록하 다.

-. 본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한 표기에 노력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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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1. 부산의 자연마을

1) 현대 도시에서의 자연마을 

부산에는 도시화가 격히 진행되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 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산허리에 압 인 아 트들이 불쑥 솟아 있는가 

하면, 올망졸망한 단독 주택들이 가까이에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부산은 제한

된 공간에서 늘어나는 인구와 각종 기능들은 수용하기 해 개발과 성장을 거듭

하여 왔고 공간 으로 확 되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 하게 모여 살고 

있는 부산에는 시민들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도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회 계로 구성되며, 이러한 삶을 통해 도시의 

사회 공간은 끊임없이 재구성되면서 변화한다. 도시의 이러한 특징은 근 화 

이후 더욱 강조되었다. 1960년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속하게 발 한 부산

시는 인근에 규모 항만과 도로들과 같은 사회 간 시설들과 형 주거 단지

의 건설을 통해 자본 축 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 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공간은 주거 공간의 부족과 교통 혼잡, 환경문제 등 심

각한 도시 문제를 유발하 고, 도시 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심을 집

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탈산업화 혹은 탈공업화로 표 되는 사회변동

이 개되었다. 도시 사회의 상부 구조로서 정치  사회 ․ 문화의 새로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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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특히, 기술 ․ 정보 ․ 지식 집약  부분을 심으로 

도시의 산업 활동이 개되었다. 건축물, 경  형태들의 술성이 강조되고,  

사회 ․ 정치  가치들이 다원화, 편화되는 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시가  사회로 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시 문제는 더욱 심화되거나 

새로운 문제가 유발되었다. 계층간 사회 ․ 공간  양극화 상이  뚜렷해지

면서, 동시에 도시민들의 삶이 다원화되었다. 이는 도시 경 에 반 되었다. 

 도시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도시를 설명하는 시각과 심 이 바 고 

있다.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시의 자연 마을에 해 주목하기 시작

하 다. 과거에 ‘마을’ 용어는 모듬살이의 형태로 형성된 기 지역으로, 사회생

활이 되는 공간  기반으로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생활공간이자 지역 공동

체로 정의되어 왔다. 마을 연구는 농  연구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문화의 

시 라는 패러다임에 편승하여 도시마을의 문화에 해 주목하기 시작하 고, 

새로운 연구 역으로 부활되었다.

 도시인들에게 가장 요한 목표이자 과제 의 하나는 삶의 질 향상과 

상실된 커뮤니티의 회복이다. 도시 학자들은 지역 개발에 있어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해 정 으로 평가하기 시작하 으며, 도시내 ‘마을 만들기’도 시도

되었다. 동시에 도시 공간에 과거부터 있어 왔던 자연마을에 해 주목하기 시

작하 다. 자연마을에는 역사 으로 시민 개개인의 삶이 있고, 모듬살이의 토

가 되는 다양한 성격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부산의 자연마을 현황

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자연마을은 상당 부분 없어졌다. 

 도시에서 자연마을이 존재하느냐? 혹은 마을이 실체로서 있는가?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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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도 가능하다. 통 인 농경사회에 존재했던 것과 같은 자연마을은 도시에

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  도시에 자연마을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는 없다.  도시에는  사회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연마을이 

자리잡고 있으며 계속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은 일상 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지만, 그것에 한 정의는 다양하다. 

‘마을’은 ‘ 락’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인간이 지표면을 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1차 인 모듬살이’ 혹은 ‘일정한 지역 에 분포하는 개인, 가족, 

집단  제도’라고 정의하기도 하나, 언 하는 목 이나 학문 분야에 따라 의미

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나 자연마을에 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공통 으

로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 공통  속성을 추출할 수 있다. 그것은 지역성

(locality), 사회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통의 연 (common 

ties), 그리고 유기체  속성(organism)이다. 즉 공간  차원에서 일정한 

역을 함께 하는 지역성과, 사회 ․ 문화  차원에서 사회  상호작용에 기 한 집

단  정체성(identity), 그리고 구조  차원에서 유기체  속성을 기본 인 

요소로 한다. 

부산 지역에 있었던 자연마을  실체로서, 혹은 법정동 혹은 구  지명 등

의 도시 경 으로 남아 있는 자연마을은 2004년 재 68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1> 참조). 구 ․ 서구는 각각 2곳, 9곳에 불과하나. 정구

나 사상구에 각각 49곳, 41곳으로 지 않은 자연마을이 분포한다. 강서구와  

기장군에는 각각 134개, 201개로 가장 많다. 

<표 1>에서 보듯이 자연마을의 다양한 분포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심 

도시와의 거리에 따라 자연마을이 변화되는 내용의 범 와 크기가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에서는 도시 인구가 격히 증가하면서 심부에는 농 으

로부터 이입된 인구에 의해 새로운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되었다. 특히, 부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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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마을수 구 마을수 구 마을수

구  2 남 구  18 연 제 구  17

서 구  9 북 구  22 수 구  26

동 구 24 해운 구  34 사 상 구  41

도 구 17 사 하 구  29 기 장 군 201

부산진구 27 정 구  49

동 래 구 36 강 서 구 134 계 686

자료 : ꡔ부산지명총람ꡕ 색인집, 2004, 부산 역시(일부 수정).

<표 1> 부산광역시 자연마을 현황

복 이후 해외동포의 귀환, 한국 쟁 등으로 인한 피난민 유입으로 인구가 

격하게 증가하 던 경험을 겪은 도시이다. 도시 기반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이입 인구는 CBD와 가까운 산록 등에 임시 거주지를 형성하여 커뮤니

티를 이루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나아갔다. 마을 안에서 주민들은 도시의 

환경에 응하기 해 자족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다른 주거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기도 하 다. 

일 부터 심도시에 편입된 자연마을은 도시 행정체계에 속하게 되면서 

기에는 동장이 지역을 표하는 단 가 되었다. 이후 지가 상승, 주민들의 

취업 업종의 변화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구 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태는 변화하거나 없어졌다. 새로운 이입인구

에 의해 기존의 사회망이 체되었고, 과거 자연마을의 흔 은 지명 경 으로 

만 남아 있기도 한다. 이들 자연마을의 공간 인 범 는 법정동의 하  단 이

기 때문에 지명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구 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

되기도 한다. 

강서구와 기장군에 치한 자연마을의 경우 시가지가 확 되어 도시속에 

포섭되었으나 여 히 농  자연마을의 원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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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었거나 다른 지역과 열림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회 간 자본이 마련되지 못하 다. 이들 마을은 아직도 부분 농업

을 하고 있으나 시장 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재배작물과 유통경로의 변화

와 함께 마을내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한 어떤 마을에서는 도시 

생활자들이 원주택을 지어 입주하면서 마을내 구성원의 특성이 변하여 과거 

공동체의 성격이 변화되기도 하 다. 

해안에 치한 어 의 경우 시가지에 편입되면서, 도시민의 소비양식에 응

하여 어 의 기능을 변화시키며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장과 녹산지역

에 치한 어 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활발하다. 과거의 어  공동체에서 형성되

었던 네트워크의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과거 마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마을의 경우 통 자연마을과는 달리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하다. 한편, 심

도시에 일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지리 인 경계가 뚜렷한 마을

의 경우 과거의 경 을 유지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으면서 존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리 인 정체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장소와의 

연계가 일상 으로 이루어지는 개방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근대 이전 부산의 자연마을

조선시  동래부는 북방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 토사에서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겪은 후 방지역으로서의 요성은 더욱 

높아졌고, 개항 이후 근 ․ 사에서도 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시  

당시 부산 지역의 마을은 읍내면( 재 동래읍성 일 )을 심으로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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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부산포 해안에는 동래부 총 호수의 약 1/8이 모여 살던 한산한 어 이 

있었다. 부산진성 일 가 당시 부산포의 심지 다.

출    전 마을(면) 戶數 口數 마을별 호수

 ꡔ동래부지ꡕ(1740년)* 101( 8) 5,463戶 18,869人 54.1

 ꡔ호구총수ꡕ(1789년) 104( 8) 7,007戶 28,864人 67.4

『동래부읍지ꡕ(1832년) 114( 9) 7,190戶 32,158人 63.1

『동래부읍지ꡕ(1871년) 131( 9) 7,662戶 27,329人 58.5

『동래(부사례)ꡕ(1895년) 131( 9) 5,237戶 20,356人 40.0

『동래읍지ꡕ(1899년) 154(12) 6,728戶 27,275人 43.7

『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1904년) 154(12) 4,870戶 - 31.6

*僧 176호, 230人 除外

<표 2> 조선 후기 부산 동래부 마을의 호구수 변화

조선 후기 사료에 나타난 부산 동래부의 마을수의 변화는 <표 2>와 같다. 

1740년 ꡔ동래부지ꡕ에 의하면, 마을수는 101곳, 호수는 5,463호로 1개 마을

당 평균 호수는 약 54호 다. 이후 마을수는 꾸 히 증가하여 1832년에는 

131곳, 1899년과 1904년의 자료에 의하면 154곳으로 증가하 다. 이와 같이 

마을수의 증가와는 달리 마을별 호구수는 차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마을의 

평균 규모가 감소된 것은 소규모의 마을이 새롭게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표 3>은 1740년 면별 마을수와 지명이다. 읍내면(  동래구 일 )이 25곳

으로 가장 많고, 그  동면이 12곳, 서면이 11곳이다. 남 면(  남구 일 )

에도 16곳의 마을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의 평균 규모는 부산면이 108.4호로 

가장 높다. 이는 부분 마을의 입지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으로 어 의 경우 어선의 입출항이 유리한 암석 해안의 만입부에 발달한다. 

가옥은 해안의 단구 면에 계단상으로 입지하면서 괴 형 집 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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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수 호수 평균
호수

마 을 이 름
全 體 101 5,463戶

邑內面

東部 13 454戶 34.9
狐峴里, 忠烈祀里, 安樂里, 廉倉洞, 旧鄕校洞, 
蛤㫖里, 驛洞, 林山洞, 下洞, 池洞, 水門洞, 
新鄕校洞, 南門東邊里

西部 12 661戶 55.1
南門西邊里, 西門路上里, (西門) 路下里, 北門
路上里, (北門)路下里, 洞, 玉味井洞, 大井洞, 
西門外洞, 凢魚洞, 野井洞, 客達洞

東面 12 533戶 44.4
鳴莊里, 盤如里, 裁松里, 海雲臺里, 右洞里, 中洞, 
左洞, 地境里, 石臺里, 新川里, 西洞里, 五倫臺里

北面 9 452戶 50.2
釜谷里, 仙洞, 豆口里, 鵲掌里, 山里, 南山里, 
仇世里, 長箭里, 山城里

西面 11 333戶 30.3
山底里, 余古里, 石寺里, 大島里, 居伐里, 草邑里, 
羊亭里, 蓮地里, 凢田里, 田浦里, 萬德里 

南村面
上端

16
550戶

62.4
崇亭里, 東部里, 西部里, 北門外里, 南門外里, 
丑山里, 甘浦里, 柒浦里, 包伊浦里, 南川里, 大淵里, 
石浦里, 盆浦里, 龍 里, 戡蠻里, 牛岩里下端 448戶

東平面 6 209戶 34.8 古代里, 釜峴里, 甘勿里, 里, 尾要里, 伽倻里 

釜山面* 7 759戶 108.4
城內里, 凢川一里, 凢川二里, 佐自川一里, 佐自
川二里, 豆毛浦里, 海汀里

沙川面

上端 6 278戶 46.3 周禮里, 毛羅里, 掛內里, 德浦里, 場門里, 嚴光里 

下端 9 786戶 87.3
新草梁里, 旧草梁里, 大峙里, 牧場里, 甘川里, 
禿㫖里, 長林里, 西平里, 多大里

<표 3> ꡔ동래부지ꡕ(1740) 면별 마을 분포

*원 자료에서 부산면은 동평면에 속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호수(戶數)자료에서는 두 면이 분

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ꡔ호구총수ꡕ(1789)에서도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마을의 규모가 비교  작은 면은 서면(30.3호), 동평면(34.8호), 동면(44.4

호) 등이다. 

마을 지명은 지 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지명의 

미어로 ‘동’과 ‘리’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두어를 통해서 보면 당시 면

(面)의 지리 인 범 를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읍내면 동부는 재 마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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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볼 때 읍성의 남문과 동문을 심으로 형성된 마을들임을 보여

다. 서면은 동래 읍성 서문 일 의 마을들을 포함하고 있다. 동면은 재의 

해운 와 동래구 일  지역으로 명장동 ․ 반여동 ․ 재송동 ․ 석 동 일 에 형성된 

마을들이다. 북면은 정구 일 의 지역으로 부곡동 ․ 선동 ․ 두구동 ․ 남산동 ․
구서동 ․ 장 동 ․ 성동 일 의 마을들이다.

서면의 마을은 재 연제구의 거제동, 부산진구의 읍동 ․ 양정동 ․ 범 동 ․
포동 일 에 형성되어 있다. 남 면은 재 수 성을 심으로 형성된 마을

로 재 남구 일 의 남천동 ․ 연동 ․ 석포동 ․ 용당동 ․ 감만동 ․ 우암동 일 에 

형성된 마을이다. 

동평면의 마을은 과거 동평 이 있던 곳에 형성된 마을로 지  가야동 일

의 마을이다. 부산면의 마을은 부산성 일 에 형성된 마을로 지 의 범천동 ․
좌천동 일 에 형성된 마을이다. 사천면의 마을은 량과 하단 일 로 지 의 

주례와 모라동 ․ 덕포동 ․ 엄 동과 량동 ․ 감천동 ․ 장림동 ․ 다 동 일 이다. 

<표 4>는 1904년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이하 ꡔ가호안ꡕ)ꡕ에 나타난 

당시 동래부의 면별 호수와 마을 이름이다. 1740년에 비해 면수는 12곳으로 

늘어났고, 마을수는 51.5%가 증가하 다. 면별 마을의 분포를 보면 읍내면

은 체 호구의 15.2%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이외에 사하면과 사 면의 비율

이 높다. 각 마을의 규모를 나타내는 리별 규모를 보면 사 면이 75.4호로 가

장 높고, 사하면이 52.1호이다. 낙동강에 연한 이들 면의 마을 규모가 이처럼 

높은 것은 낙동강 하류의 도의 개척과 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 규모

가 비교  작은 면은 동상면과 동하면으로 이들 지역은 부분 산지가 많은 

지역이다. 

마을의 분포를 보면, 동래읍성을 심으로 규모가 큰 마을이 분포하는데 

읍성 안에 있던 13곳의 마을에 487호가 있다. 읍성을 심으로 체로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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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을수 호수
평균
호수

마을 이름(괄호안은 호수) 

계 154 4,870 31.6 12개면 154개 마을

邑內面 24 745 31.0

安民(35) 平南(55) 壯南(26) 壽民(47) 安國(13) 福祥(56) 
玉泉(56) 富嘉(14) 槐井(42) 寅(7) 萬化(20) 生民(34) 
新樂(34) 廉倉(24) 書院(15) 狐峴(29) 回龍(43) 安樂(26) 
栗北(36) 南門(3) 西湖(17) 凡魚(42) 客達(27) 校(42)

北面 22 477 21.7

釜谷(39) 錦陽(9) 譏察(8) 仙(24) 賢(13) 河亭(11) 伸川
(20) 杜邱(17) 藪內(15) 太荳(20) 中里(15) 竹田(13) 亭
(15) 老圃(34) 鵲掌(10) 靑龍(33) 南山(42) 斗實(23) 久瑞
(25) 長箭(23) 山城(52) 亭(16)

東上面 13 257 19.8
鳴藏(31) 書(28) 錦川(11) 絲川(21) 回川(19) 五倫(30) 東臺
(8) 石臺(28) 盤松(24) 盤如(19) 中里(12) 三魚(15) 三魚
(15) 舞亭(11) 

東下面 4 208 14.9 裁松(54) 右洞(54) 中洞(66) 左洞(34) 

西上面 7 212 30.3
金山(37) 華村(36) 尾南(30) 余古(23) 巨人(42) 巨坪(伐
(30)) 大提(14)

西下面 9 193 21.4
楊亭(28) 萬德(19) 草邑(41) 蓮池(12) 凡田(29) 釜田(12) 
田浦(23) 門峴(21) 連(8) 

南上面 14 349 24.9
求樂(29) 北外(23) 南外(31) 西三(37) 西二(38) 書一(28) 
東三(14) 東二(33) 東一(34) 甘浦(3) 德民(22) 平民(18) 
虎岩(16) 南川(23) 

南下面 10 187 18.7
大淵(10) 龍沼(13) 池谷(20) 石浦(10) 谷(9) 龍湖(56) 
龍塘(23) 戡蠻(30) 潮島(5) 中岩(11)

東平面 19 730 38.4

古岱(12) 釜峴(21) 里(21) 甘村(25) 開琴(12) 伽倻(26) 
僊岩(7) 釜田(3) 水亭(4) 富田(4) 水亭(15) 凡一(67) 路下
(33) 西部(26) 凡二(89) 凡三(94) 佐二(67) 左川(81) 館
(130)

沙上面 11 254 23.1
周禮(61) 甘(16) 掛乃(9) 毛羅(58) 德浦(26) 昌法(22) 西田
(13) 嚴弓(25) 場門坪(12) 鶴城(9) 九浦(3)

沙中面 7 528 75.4
草梁(216) 瀛州(95) 絶影島(160) 靑鶴(6) 上駒龍(18) 瀛仙
(10) 下駒龍(23)

沙下面 14 730 52.1
多大(108) 長林(20) 西坪(29) 新坪(29) 坪林(65) 下端(17) 
富坪(138) 富村(64) 富民(81) 石南(35) 甘川(45) 大峙(42) 
傀亭(55) 里(18)

<표 4>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1904) 면별 마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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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규모의 마을이 분포한다. 이  비교  규모가 큰 마을은 평남리 ․ 수민리 ․
옥천리 ․ 범어리 ․ 교리이다. 북면의 경우 평균 호수는 21.7호로 비교  규모가 

작다. 이  비교  규모가 큰 마을은 부곡리(39호) ․ 남산리(42호) ․ 산성리(52

호)이며 이들 마을 지명은 부분 재도 남아 있는 지명이다. 동상면과 동하

면은 과거 동면이 있던 지역으로 마을 규모가 가장 작다. 동상면의 경우 명장

리(31호) ․ 오륜리(30호)가 비교  규모가 크고, 동 리의 경우 불과 8호에 불

과하다. 동하면 마을의 경우 동리가 66호, 우동과 재송동이 각각 54호로 동

상면에 비해 규모가 비교  크다. 

서상면과 서하면에 치한 마을  거인리와 읍리가 각각 42호, 41호로 규

모가 크다. 이들 지역은 재의 서면 지역에 속하 고, 부산에서 평지가 발달

한 지역으로 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들이다. 남상면과 남하면은 

과거 남 면에 속한 지역들로 좌수  일 에 형성된 마을들이다. 이  남하면

의 용호리가 56호로 규모가 가장 크며, 남상면에서는 서상리가 37호로 가장 

크다. 

동평면은 과거 동평면과 부산면이 합쳐진 면이다. 이  규모가 비교  큰 

마을은 구 리(130호) ․ 범이리(89) ․ 범삼리(94호) ․ 좌이리(67호) ․ 좌천리(81

호) 등으로 부산진성 부근 마을의 규모가 비교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사상면 ․ 사
면 ․ 사하면은 과거 사 면이 분리되어 3개면이 된 지역이다. 이  사 면의 

마을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량이 216호, 도가 160호로 부산 일 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이는 개항 이후 부산포 량 일 에 인구가 격히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조선시  마을의 지리 인 치는 옛 지도에 구체 으로 표 되어 있다. 마을 

이름이 가장 상세하게 기재된 지도는 1872년 제작된 ｢지방 군 지도｣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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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地方郡縣地圖』東萊府 奎章閣所藏

이다. 이 지도에 마을 지명이 상세하

게 나타나는 것은 조선 후기부터 향  

사회의 제도  정비에 따라 향  정책

이 기존 군 제 ․ 수령제 시에서 하

부 통치조직의 정비 방향으로 환되

었기 때문이다. 이 지도에는 55개의 마

을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시기에 

편찬된 읍지에서 동래부의 마을수가 

131개인 을 미루어 볼 때 약 42%

의 방리가 표 되어 있는 셈이다. 비

교  규모가 큰 마을을 심으로 기재

된 듯 하나 원칙은 명확하지 않다. 

<표 5>는 이 지도에 수록된 마을의 면

별 분포이다. 읍내면의 경우 24개 마을  괴정리와 호 리 등 2개 마을만 기재

되어 있다. 마을 지명의 기재가 은 것은 동래 읍성 심에 아 건물을 주로 

묘사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면은 22개  9개 마을이 기재되어 비

교  많은 마을이 기재되어 있다. 북면은 재 정구 일 의 지역으로 부곡

․ 선 ․ 두구 ․ 청룡 ․ 남산 ․ 구서 ․ 장 동 등은 재도 법정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명이다. 신천 마을은 정구 선동 3통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소정 마을

은 장  하리에 속하 던 자연마을로 재의 정 등학교가 있는 장 3동에 

있었던 마을이다. 

서상면에는 4곳의 마을이 기재되어 있다. ꡔ지방군 지도ꡕ의 거벌 마을은 

거평으로도 불리웠다. ꡔ동래부지ꡕ(1740)에는 거벌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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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을 이름(괄호안은 ꡔ가호안ꡕ에 기재된 호수) 

邑內面 槐井(42) 狐峴(29)

北  面
釜谷(39) 仙(24) 伸川(20) 杜邱(17) 靑龍(33) 南山(42) 久瑞(25) 長箭
(23) 亭(16)

西上面 金山(37) 尾南(30) 余古(23) 巨坪(伐)(30) 

西下面 楊亭(28) 萬德(19) 草邑(41) 蓮池(12) 凡田(29) 田浦(23) 門峴(21) 

沙上面 周禮(61) 甘(16) 鶴城(9) 

沙下面 長林(20) 新坪(29) 甘川(45) 

東平面 伽倻(26) 

南上面 南川(23)  

南下面 池谷(20) 石浦(10) 龍塘(23) 戡蠻(30) 

東上面 鳴藏(31) 書(28) 絲川(21) 盤松(24) 盤如(19) 魚(15) 舞亭(11) 

東下面 裁松(54) 右洞(54) 左洞(34) 

<표 5> ꡔ지방 군현지도ꡕ(1872) 면별 마을 분포

안에는 거평동으로 나타난다. 재 거제동과 연산동 일 의 넓은 들 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미남 마을은 재 법정동의 지명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미남 

로타리 등 지역 인식에 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는 지명이다. 미남 마을은 

지도에서는 ‘미남(尾南)’ 마을로 기재되어 있다. 

서하면에는 7곳의 마을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분 재 법정동으로 사용하

는 지명으로 재 서면 일 에 분포한다. 서면은 서상면 ․ 서하면으로 분리된 이

후 없어진 행정 명칭이나 재도 부산 시민들에게 심지 지명으로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리 인 범 는 서면 로타리 일 를 심으로 재의 부 동

과 포동 일 를 일컫는다. 사상면에는 주례 ․ 감 ․ 학성리만 기재되어 있으며 

사 면의 행정 지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주례 지명은 국 주나라 시  당시의 제를 기록한 책인 주례에서 유래되

었다는 설과, 통 인 락 공동체 풍습인 두 에서 음이 변하여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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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이 있다. 학성은 지 의 사상구 학장동에 치한 고성이었던 곳의 지명으

로 추측된다. 동평 의 당시 읍치가 재의 당감동 일 인 을 보면 낙동강에

서 이곳으로 통하는 길목에 방어를 한 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

기까지도 성지 유곽이 남아 있었다.

남상면에는 14개 마을  남천리만 기재되어 있다. 남천리 지명은 재 남천동 

가운데를 흐르는 남천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재 매립되어 주거단지로 조성

되었으나 이 에는 남천포가 있었다. 남하면에는 10개 마을  지곡 ․ 석포 ․
용당 ․ 감만동만 기재되어 있고, 이  용당, 감만은 지 도 법정동 지명으로 남

아있다. 지곡은 연동에 있던 마을로서, 지곡제언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

여 유래되었다. 석포는 재 연동에 있던 마을로서, 등하천에 형성된 포구 

마을이었다. 하천에 돌이 많아 ‘石’자와 ‘浦’자를 합쳐 지명이 유래되었으며 

순수 한 지명은 돌개라고 한다. 한때 국마를 키운 목장이 있었다. 석포 지명

은 등학교, 학교, 교회 등의 이름에 사용되고 있다.

동상면에는 6개 마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명장 ․ 서 ․ 반송 ․ 반여동은 

법정동 지명으로 남아 있다. 사천 마을은 실내 ․ 신내 마을로도 불린다. 지 의 

수 강 상류는 조선시  사천으로 불리웠으며, 실내 ․ 실내 거 이라고도 불렸

다. 삼어리는 재 반여1동의 서쪽 수 강 안에 있던 마을이었다. 수 강에 

인 하고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어, 오래 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청동기 시 와 가야시 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무정 마을은 재 반여1동의 

해림사 주변에 있던 마을이다. 해림사가 치한 산의 이름은 오지 (五指峰)

으로 다섯 손가락으로 거문고를 타고 춤을 춘다는 뜻으로 옛날 이곳에 춤추는 

정자가 있었다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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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항 주변의 자연마을 입지

1) 자연마을의 입지 환경 변화 

  (1) 개항 이전

부산항 일  지역은 개항 이 에 해안선이 지 보다 훨씬 산지 쪽에 있었기 

때문에 평지가 거의 발달하지 못하 다. 해안에는 몇 곳에서 어 이 있었으며, 

부산진성 주변에 비교  규모가 큰 마을들이 입지하고 있었다. 부산항의 만입

부 내의 습지에는 연밭이 있었고, 재 범일동과 좌천동 부근에는 400여호의 

마을이 있었다. 매 4일과 9일에는 이곳에 장이 열려 , 보리, 콩, 삼베, 무명 

등의 곡물과 포목류가 주로 거래되었으며 부근에 있는 가 (永嘉臺, 재 범

일동 성남 등학교  철로변 일 ) 아래의 선창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사 의 

배가 출항하 다. 

포 농막리( 재의 포4동과 문 1동에 걸쳐 있었던 마을)까지 조수가 들어

와 배가 정박했으나 토사의 퇴 으로 주변은 단순한 농  마을로 변모되었다. 

당시 부산포 주변의 요 교통로는 ①동래읍- 마비 - 부산포- 두모포- 량

왜 , ②두모포- 감고개- 가야동- 구포, ③샛뛰목- 티 - 하단포- 다 포 

④샛뛰목- 구덕령- 학장 등이었으며, 이  부산포 일 의 마을 입지에 가장 

큰 향을  도로는 ①번과 ③번 도로 다. 이  ③번 도로는 낙동강 하구의 

최  도진 취락인 하단포에 이르는 도로 다. 당시 하단포는 배후습지인 갈

밭을 끼고 있는 낙동강 수운의 첫 포구 마을로서 부근의 명지에서 산출되는 

소 과 낙동강 상류의 이 거래되었으며 해륙 물산을 탁하는 객주가 많은 

상업 취락으로서 경부선 개통(1905년) 후 구포의 상권에 축당할 때까지 번

성하 다(김종원,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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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의 작은 마을이었던 용호 ․ 감만포 ․ 우암동 ․ 량동 ․ 남천동 등은 연안에서 

패류와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어 이었다. 주로 구와 

청어가 주요 수산물로 어획되었다. 당시 청어의 어장은 량 앞 바다에서 구룡

포까지 으며 부산에서 여수까지는 구어장, 청학동 앞 바다는 멸치 어장이었

다. 이들 해안 어 과는 달리 분개( 재 용호동 일 )에는 염 이 있었다. 해

안에서 떨어진 평지의 답 주 에는 농업을 주로 하는 동족 마을이 발달해 있

었다. 부산의 동족 마을은 부분 임진왜란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재의 양정

동(청도 김씨), 부 동(강릉 김씨, 김해 김씨), 가야동(달성 서씨), 주례동(여

산 송씨, 양 박씨). 용호동(개성 왕씨, 평 윤씨) 등지에 발달해 있었다. 

도는 옛부터 숲이 울창하여 조선 정조 때 제주도 국마를 이곳에 목축하기 이

부터 목마장으로 유명했으며, 이곳을 심으로 많은 마을이 입지하 다. 

  (2) 개항 이후-일제강점기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부산이 개항되면서 일본 거류지가 생겼다. 

일본의 향력이 차 커짐에 따라 부산의 지역 구조는 일본인 거류지를 심

으로 재편되기 시작하 으며 마을의 발달에 많은 향을 미치기 시작하 다. 일

본인들은 개항 기부터 거류민의 증가를 상하여 도로망을 계획하고 가옥의 구

조를 규제하면서 시가지를 형성하기 시작하 다. 재 구의 동 동 ․ 복동

․ 창선동 ․ 신창동 등이 새로운 시가지의 심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부산이 개항되면서 형성된 일본 거류지를 발 으로 부산에서 일본인 이주

자를 증가시켜 나갔으며 동시에 부산의 토지 유를 시도하 다. 

한편, 1882년 국과 무역 정을 체결하고 화교의 이민이 본격화되면서 청

나라  거류지가 생겼다. 부산의 량동 일 (  텍사스 )의 답이 청국 

상인에게 매수되었고, 1892년부터 화교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국인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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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10,000 부산지형도(1918년, 장서각)

거류지인 량동은 국인의 포 겸 주택이 집되어 있어서 특이한 경 을 보

이고 있었다. 일제강  후 1913년 일본과 청국간에 체결된 정으로 부산의 청

조계는 폐지되었지만 계속 소유권을 인정받아 민족 인 겟토(ghetto)를 유지

하면서 살아 왔다. 일반 으로  도시에서 소수 민족은 서서히 다른 문화에 동

화되면서 폐쇄  집단 거주지를 벗어나  시가지로 분산되는 것이 보편 인 

상이나, 부산의 화교는 일제강 기 에도 겟토를 유지하면서 이질 인 도시 

경 을 형성하 다.

이와 같이 개항 이후 부산항 일 의 지역 구조 변화는 일본이 일제강 기  

발행한 1:10,000 지형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부산항을 심으로 부산역과 

철도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재의 연안부두, 국제부두와 함께 제1, 2부

두가 축조되어 있다.  5부두, 6부두는 매립지로 표시하고 있다. 시가지화 된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

고, 과거 일본 사

이 있었던 자리와 부민

동 일 는 도로망이 격

자 형태로 자세하게 그

려져 있다. 지명은 시가

지를 심으로 표 되

어 있으며, 취락이 형성

된 지역 이외는 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을 지명이 10여 곳에 

표기되어 있다. 

일제강 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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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방 제 재편에 따라 부산은 부산부로서 독립 인 행정 단 로 승격하

고 부산의 통 인 자연마을의 지명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25년에

는 경남 도청이 이 해 옴으로서 부산은 남 지방의 심 도시로서 되면서 

인구수와 마을규모는 꾸 히 성장하 다. 일제강 기 의 인구증가는 부산

의 상공업 성장과 련이 있지만, 농  수탈 정책에 의해 토지와 가옥을 잃은 

농민들이 부산에 유입하면서 생긴 사회  증가에 원인이 있었다. 이들은 생업

기반을 확보하기 해 도시로 이주했거나, 일본으로 도항하기 해 부산에 왔

다가 그 로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부산은 많은 인구를 수용할 만한 충

분한 토지와 고용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고지 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마을들

을 형성하여 갔다. 따라서 일제강 기 부산의 마을에서는 일본에 의한 계획

으로 조성된 마을들과 조선인에 의한 자연 발생 인 마을들이 혼재되었다. 

2) 마을별 입지 유형과 변화

<표 6> - <표 8>은 부산항 주변( 구 ․ 서구 ․ 동구 ․ 도구 ․ 부산진구 ․ 남구)에 

치한 98개의 자연마을에 해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입지 특성별로 유형화한 

것이다. 총 98개 마을  해안에 입지하 던 마을은 21곳이며, 내륙에 입지하

던 마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을은 51곳, 특수한 기능을 해 형

성된 마을이 19곳이다. 

  (1) 해안입지 마을

부산만은 수심이 깊으나 해안에 평지가 발달하지 않아 자연마을이 소규모로 

발달하 다. 사빈해안에 발달한 어 의 경우 제방 에 가옥이 입지하며 열상의 

형태를 이루었으며 암석해안에 형성된 경우 상 으로 괴 을 이루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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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유형 자   연   마   을

어업

[서구](암남동)송도마을, 모지포마을, 암남리마을 [동구]( 량동)매축지마을, 

사량마을, 신 량마을, [ 도구](남항동)개안마을, 석말추마을, ( 평동) 

풍포마을, (동삼동) 리마을, ( 래동)나릿가마을, (청학동) 암마을, 

( 선동)제2송도마을, [부산진구]( 포동)밭개마을, [남구](감만동)모래구

마을, 기마을, ( 연동)석포마을, (용당동)용당마을, (우암동)우암마을 

(19곳)

염 [남구]( 연동)사분포마을, (용호동)분개마을 (2곳) 

<표 6> 해안 입지 마을

분 어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남구의 사분포 마을과 분개 마을은 염 생

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재 서구의 해안에는 암남동에 송도마을 ․ 모지포마을 ․ 암남리 마을이 있었다. 

송도마을은 사빈 해수욕장을 심으로 형성된 어  마을이었다. 일제강 기 해

수욕장으로 개발되면서 기능이 변화되었다가, 해수욕장 기능이 쇠퇴되면서 자

연마을은 소멸되었다. 모지포 마을은 송도 서남쪽의 두각부의 청소 에 입

지한 어 이다. 일명 모치포 ․ 모짓개 마을이라고도 하 다. 암남리 마을은 

재 암남동 일 에서 심 어 이었다. ꡔ한국수산지ꡕ(1910년)에 의하면, 암

남동에 인가가 89호이며, 부근에 사빈이 있어 지인망어업의 좋은 어장을 이루

고 있고, 어선 10척, 지인망 2통, 어 어장 6개소가 있다고 하 다. 지명은 법

정동 지명으로 남아 있다. 

동구에는 매축지마을 ․ 사량마을 ․ 신 량 마을이 있었다. 매축지 마을은 과거 

량 일 의 매립지 에 형성된 자연마을이다. 사량 마을은 해안 갈 밭에 입지

하 다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으며, 일명 새띠 마을이라고도 하 다. 량 지명 

 ‘ (草)’는 갈 밭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신 량 마을은 이 에 

부민동 ․ 토성동 일 의 지명인 구 량과 비하여 지 의 량동에 새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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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붙여진 지명이다. 

도구에는 개안마을 ․ 석말추마을 ․ 풍포마을 등 7곳에 어 이 발달하 다. 

남항동의 개안 마을은 해안을 매립하면서 갯벌을 메워 그 에 형성된 마을이

다. 갯바닥을 메워 만들어진 마을이라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으며 재 치는 

남항동 3가 ｢신한제분｣이 있던 곳에 해당한다. 50여년 까지만 해도 10여 

호의 민가가 있었으나, 40여년 에 마을의 흔 이 없어졌다. 석말추 마을은 

남항동의 해안에 입지하 으며, 지명은 해안에 분포한 이암(離岩)에서 비롯되

었다. 석말추 앞 바다는 어장으로 유명하 으며 석말치 ․ 섬돌추 ․ 성발치라고 

부르기도 하 다. 

평동의 풍포 마을은 매축되기 이 에 있었던 마을이다. 조선시  해안

지역의 만입부에는 바람을 기다리는 곳, 혹은 바람을 피해 피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 풍(待風)-’이라는 두어를 가진 지명이 많았다. 이곳은 배가 출항하

거나 피하는 곳으로 이를 바탕으로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오자와라는 일본

인이 부산거류민단이 소유하던 매립권을 양도받아 1916년에서 1926년까지 

이곳을 매립하 다. 

동삼동에 있었던 리 마을은 상리 ․ 리 ․ 하리 세 마을  가운데 있는 마을

이었으며 흑암리 ․ 흑암 마을이라고도 불 다. 리에 수군의 도 첨사 이 

1881년부터 1895년까지 있었다. 따라서 리는 도진 마을 ․ 진 마을이라

고도 하 다. 지 도 이곳 앞바다에는 해녀들의 잠수어업이 성하여 생선 횟집

이 많다. 래동에 있었던 나릿가 마을은 도 교 동쪽에 있었던 마을이었다. 

1890년 지 의 구와 도 사이에 나룻배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곳 선창가

를 심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1934년 도 교가 건설되면서 마을이 쇠퇴

되었고, 지명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청학동에 소재하 던 암 마을은 지 의 청학2동사무소 부근 일 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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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의 바다는 어장이 발달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주변에 큰 바 가 있었

는데 이 바 를 섬방우, 섬방우, 넓섬바우, 넙섬바우(바 )라고 하 고 이

에 지명이 유래되었다. 선동에 있었던 제2송도마을은 지 의 도여상에서 

백연사 부근까지의 해안가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경 이 

뛰어나 마주 하는 암남동의 송도와 비하여 명명된 마을이다. 

부산진구 포동에 소재하 던 밭개 마을은 동천의 하류에 치한 마을이다. 

이곳까지 배가 들어와 정박하 다. 그러나 이후 토사가 퇴 되면서 농 으로 

바  마을이다. 포 지명은 밭개를 한자화한 지명이다. 남구에는 모래구  마을 

등 7곳에 어 이 형성되어 있었다. 감만1동 285번지 일 에 있었던 모래구  

마을은 ‘모래’라는 단어와 입구라는 뜻의 일본말 ‘구 ’를 붙여 유래된 지명이

다. 사빈해안에 발달된 어 으로 어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1970년  후반

이후 연합철강과 8부두 등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감만동 일  형성된 기 

마을은 흙 빛깔이 붉다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기라는 동명은 1980년  까

지 불렸으나 1982년 감만동에 편입되면서 없어졌으나 지 도 일상 으로 장

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연동의 석포 마을은 일명 돌이 많은 포구라는 의미로 돌개라고도 불렸다.  

ꡔ신증동국여지승람ꡕ(1530)에 이곳에 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 형성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석포는 천제등과 선

등 사이에 있던 한 한 포구 다. 1950년 까지만 해도 비사등까지가 바닷물

이 들어오는 포구 으며, 등하천에 선착장이 있어서 어선이 왕래했다고 한다. 

지 도 교회, 교육기  등에 석포 지명이 사용된다. 

연3동 부경 학교 연캠퍼스 남쪽 바닷가에 있던 사분포 마을은 하천을 낀 

포구에 입지하 다. 넓은 갯벌이 발달하여 천일제염을 하기에 당하 다. 네 

곳의 염 이 있다 하여 사분포 는 사분개라 하 으며 이곳을 심으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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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이다. 용호동에 소재하 던 분개 마을도 염 을 심으로 형성된 마을

이다. 지 의 용호2동과 용호3동의 쪽 부분, 옛 동국제강(지 의 LG 메트

로시티)이 들어서 있는 자리 근처이다. 지명은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

릇 모양의 염 이 있는 갯벌이란 뜻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시 에 이곳에 염 분이 24곳이 있었으나, 일제강 기에는 6곳의 염

구역으로 정리되었다. 당시 부산 일 의 표 인 염 이었으며 이곳에서 생산

된 소 은 경상도는 물론 강원도 ․ 함경도까지 매되었다. 제조업과 식염행상

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았으며 어업은 자망으로 청어  구를 어획하는데 불과

했다. 복 후에도 소 을 생산하 으나 도시화로 소멸되었다. 

용당동에 소재하 던 용당 마을은 마을 형성 당시 포구 다. 한말부터 용당포

에는 일본인 어업자의 이주 어 이 형성되었다. 1908년 일본 야마구 에서 

이주한 일본인이 15호, 60명 정도가 어 을 형성하고 있었다. ꡔ한국수산지ꡕ

(1910)에 의하면, 용당은 석남면에 치한 주요한 어 으로 인가는 82호이었

다.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고 자망어업이 가장 성행하 다. 어  어장이 6개

소가 있고 갈치 조업도 하 다. 주요 수산물은 청어, 멸치, 미역 등이다. 이곳

에는 일본 야마구  수산조합이 경 하는 이주 어 이 있었다. 이주한 일본인

의 수는 16호, 53인이었다. 이들은 수조망어업, 도미, 붕장어의 연승  일본조 

어업에 종사하 다. 복 이후에도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 고, 약간의 농사

를 지어 자 자족을 해왔다. 1964년 동명목재가 들어서면서 소멸되었으나 지

명은 법정동 지명으로 남아 있다. 재 우암동의 제7부두 자리에 소재하 던 

우암 마을은 포구에 입지하여 좋은 항구 기능을 하 다. 지명은 포구에 있는 

바 가 소 모양을 닮았다하여 유래되었다. ꡔ한국수산지ꡕ(1910)에 ‘우암포는 

석남면에 치한 주요한 어 으로 인가는 20호 정도 다. 연안에 일본 수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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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 고기 잡으러 많이 온다’고 하 다. 도시화 이후 마을은 없어졌으나 동리 

지명으로 남아 있다. 

  (2) 내륙 입지 마을

내륙쪽에 입지한 마을은 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입지에 따라 

평지  산지 ․ 골로 구분될 수 있다(<표 7> 참조). 평지 입지형은 동구에 5곳, 

부산진구에 15곳, 남구에 5곳이 있어 재의 서면일 에 가장 많이 발달하

고, 산지 입지 마을은 서구 ․ 도구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① 평지 입지 농

동구에는 산록에서 계류천이 흘러 이곳 유역에 소규모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하류 평지에 발달한 취락은 비교  규모가 컸다. 

좌천동에 있던 3개 마을  좌천 마을만이 재 동지명으로 남아 있는 마을 지명

유형 자   연   마   을

평지

입지 농

[동구](좌천동)좌천마을, 사도 마을, 자진내마을, (범일동)연동개마을, 

( 량동)연화동마을 [진구] (가야동)가야리마을, 상리마을, 리마을, 

(개 동)개 리마을, 냉정마을, 안동네마을, (당감동)감물리마을, 새미

마을, 마철리마을, (범 동)범 리마을, (부암동)고 마을, (부 동)부

리마을, (양정동)본동마을, 하마정마을, (연지동)연지리마을, ( 읍

동) 읍리마을 ( 포동)농막마을 [남구]( 연동)못골마을, 용소마을, 

지곡마을, (문 동)문 마을, 연동마을 (26곳)

산지․골 

입지 농

[서구](동 신동)동산리마을, 북산리마을, (서 신동)고분도리마을, 닥

밭골마을, [동구](범일동)범내골마을, (수정동)감골마을, 소막골마을, 

수정마을, 오바골마을, 외솔배기마을, 화장막마을, [동구](좌천동)능풍

장마을, ( 량동)산막마을, 죽림동마을, [ 도구](남항동)하리마을, 

(동삼동)상리마을, 서발리마을, 선암리마을, ( 선동)일산 마을, 조락

마을, 청학마을 [부산진구](범천동)범내골마을, ( 포동)오수골마을, 

[남구]( 연동)낙농마을, (문 동)농막마을 (25곳)

<표 7> 부산항 주변 내륙 입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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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가야산과 감고개에서 발원하여 수정동을 지나 부산진에서 바다로 유입하

는 좌자천에서 지명이 유래되었으며, 부근에 왜 이 설치된 것은 이곳에 일

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보여 다. 조선시  사료에서도 마을 지명으로 나타

나 있다. 지진내 마을과 사도  마을은 좌자천 류에 입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을이다. 범일동의 연동개 마을은 마을에 늪이 많아 연꽃이 무성하 다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량동의 연화동 마을도 연꽃에서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아 해안 가까운 습지부근에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는 재 서면 일  지역으로 부산에서 평지가 가장 많이 발달하

고, 구포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 다. 가야동에 있었던 가야리 마을은 

과거 수정동으로부터 구포로 넘어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발달했던 마을이었다. 

가야3동 뒤편에 주신당이 있으며 매년 음력 12월 그믐에 마을 사람들이 당제

를 지니고 있어 공동체 인 성격이 아직도 남아 있다. 상리 ․ 리 마을은 가야

동의 상리 ․ 리 ․ 신암 등의 3곳의 마을이 치에 따라 순차 으로 명명된 마

을이다. 

개 동의 개 리 마을은 거문고 모습의 형상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조선 후기 

와요리라 불리웠으며, 마을 형성은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냉정 마을

은 우물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조선시  서면에서 구포로 가는 교통로에 냉정

고개가 있으며, 그 아래 샘이 있어 이곳을 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안동네 

마을은 개 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골 안쪽에 입지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당감동에 있던 감물리 마을은 당리 마을과 함께 당감동을 이루는 두 마을이

었다. 당감동 앞을 흐르는 당감천은 옛날에는 감물내 혹은 감물천이라 불렸다. 

감물내는 백양산 동남쪽 선암사에서 발원하여, 당감1 ․ 2동 앞을 지나 동남쪽으

로 굽어 흐르다가 범천1동에서 동천으로 합류하는 내이다. 마을 지명은 이곳에

서 유래되었다. 새미 마을은 장군샘, 참새미샘 주 에 형성된 마을이며, 마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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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말발굽을 만드는 곳이 있어 지명이 유래되었다. 

범 동의 범 리 마을은 범천 유역의 평지에 입지한 마을로 조선 후기 70호 

정도의 비교  규모가 큰 자연마을이었다. 범천동의 범내골 마을은 범천동을 

흐르는 계류천인 범내의 유역에 형성된 마을이다. 부암동의 고  마을은 부암

동 로터리 아래에 입지하 던 마을로, 조선시  사료에 소개되어 있다. 비교  

높은 곳에 입지하여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 동 있었던 부

리 마을은 서면 일 의 평지에 발달한 비교  규모가 큰 마을이었다. 일명 본동

마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일  취락의 심 마을인 것으로 보인다. 

양정동의 본동 마을은 양정리의 심마을이다. 그 모양이 뱀같이 생겼다하여 

뱀머리 마을이라고도 하 다. 지 도 음력 정월 보름에 동제를 지내고 있어 

통 인 자연마을의 성격을 일부 유지하고 있다. 하마정 마을은 화지산 아래 

동래 정묘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동래 정씨는 고려 기 동래 호장 출신으로 

앙에 진출하여 명문이 된 가문으로, 시조인 정문도의 묘가 동래정묘이다. 이

곳을 지날 때 말에서 내려 을 표하 다는 데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지 도 

하마정 지명은 이곳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지동의 연지리 마을은 이곳에 있는 제언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동래부 

일 에서 규모가 큰 제언으로 신지언이라 불리웠으며, 연꽃이 많아 지명이 유

래되었다. ꡔ동래부지ꡕ(1740)에 ‘신지언은 동래부 서쪽 13리에 있는데, 길이는 

268척 비는 224척’이라 하여 동래부에서 두 번째로 큰 제언으로 기록되어 있

다. 1960년  까지만 해도 지 의 연지 등학교 뒷편의 본동마을에 30여호

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읍동에 소재하 던 읍리 마을은 

두류산 동쪽 기슭의 웃각단, 아래각단을 합쳐 일컫는 마을이다. 풀을 의미하는 

‘새-’와 ‘터’가 결합되어 새터로 불리다가 한자화되면서 읍으로 되었으며, 웃

풋골, 아래풋골이라고도 불리웠다. ꡔ가호안ꡕ(1904)에 의하면, 당시 호수는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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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서하면 내 9개동  가장 큰 동이었다. 음력 10월 첫 일요일에 동제를 

지내고 있다. 이 동제는 읍동 체의 의식이나, 이 동의 토박이 성씨인 손(孫)

씨 문 에서 주도하고 있다.

포동에 있었던 농막 마을은 동천의 하구에 입지한 마을이다. 동천은 백양산

에서 발원하여 성지곡 수원지를 지나 문 동과 자성 를 거쳐 부산만에 유입하

는 소하천이다. 동천에 배가 정박하기도 하 으며, 이후 돌자갈과 모래가 하류

에 퇴 되어 농경지가 형성되어 이곳 주 에 형성된 마을을 ‘밭개’ 마을이라고

도 하 다.

남구에는 이곳에 형성된 습지를 심으로 농경이 이루어져 비교  규모가 

큰 취락이 발달하고 있었다. 연동에 있었던 못골 마을은 지 의 연 등학

교에 있던 마을로서 인근에 큰 연못이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형성 당시 이 일

는 거의 논밭이었으나 지 은 매립되어 없어졌다. 그러나 못골 지명은 일상

으로 사용되고 있다. 

용소 마을은 지  부경 학교 연캠퍼스 정문 일 에 형성된 마을이었다. 

소규모 만입부에 발달한 마을로 갯등이 발달하여 마을 입지에 좋은 조건을 갖

추고 있었다. 지세가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지니고 있어 지명이 유래되었다. 

지  마을 지명은 없어졌으나 ‘용소 삼거리’ 등 도로 명칭에 남아 있다. 지곡 마을

은 당시 연동에 있던 지곡 제언에서 유래된 마을 지명이다. ꡔ가호안ꡕ에 지곡동 

지명이 나타나 있다. 

문  마을은 연동에서 문 동으로 이어지는 고개에 형성된 마을이다. 고개

가 높고 산이 양쪽에 솟아 있어 마치 집밖에서 지게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는 모습이라 하여 순한  지명은 지게골로 알려져 있다. 재 지하철역 이름에 

이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연동 마을은 동천의 문  로타리 부근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이다. 이곳에 형성된 작은 연못에는 연꽃이 많이 피어 연동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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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이 유래되었으며, 연동개 ․ 연통계 마을이라고도 불리웠다. 

   ② 산지 ․ 계곡 입지 마을

산지나 계곡에 입지한 농  자연마을은 산지가 발달된 서구와 도구 일 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 서구 동 신동의 동산리 마을은 재 실체로서 남아 있지 

않으며 노인정 이름에 그 흔 이 남아 있는 곳이다. 동 신동의 산기슭이라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동산리 당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가지화가 되기 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  마을의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북산리는 동

신동의 북쪽 산기슭에 입지하여 그 지명이 유래된 자연마을이다. 서 신동에 

있었던 닥밭골 마을은 신동의 옛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닥밭골은 닥나무가 

많이 나는 골이라는 의미이다. 고분도리 마을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지명이 

유래된 마을이다. 

동구 범일동에 있었던 범내골 마을은 범일동에 흐르는 범천 유역의 골짜기에 

형성된 자연마을로 재 일상 인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ꡔ가호안ꡕ(1904)

에 의하면 동평면 아래에 범일동 ․ 범이동 ․ 범삼동이 있으며 각 동의 호수는 67

호, 89호, 94호로 비교  규모가 컸다. 수정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인 감골마을 ․ 
수정골 ․ 오바골 ․ 화장막 마을들은 계곡에 입지한 마을들로, 지명의 두어는 

감나무, 수정 혹은 우물, 옻나무  화장터 등에서 유래되었다. 

동구 좌천동에 소재하 던 능풍장 마을은 일제강 기 때 일본인 상인이 집을 

짓고 능풍장으로 이름하면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재도 좌천동의 일부 도로지

명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지명이다. 량동의 산막마을은 수정산 턱에 

입지한 마을로 임시 주거지인 ‘막(幕)’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죽림동 마을은 

재 량1동에 입지한 마을로 나무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지 도 도로 이름

에 사용되고 있다. 

도구는 래산 산록에 많은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동삼동의 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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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하리 마을이 지명의 연속성을 가지며 분포하 다. 도 동쪽의 3개 마을

이라는 것에서 유래된 동삼동에 있는 세 곳의 마을을 가장 쪽부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을 순차 으로 명명한 것이다. 상리는 웃서발 ․ 상서발, 리는 흑암마

을, 하리는 아랫서발 ․ 하서발 등으로도 불렸다. 지  이들 지명은 지 도 장소를 

표 하는 일상 인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발리는 상리 ․ 리 ․ 하리 마을을 

총 하는 지명이다. 선암리는 동삼동 입구에 형성된 마을로서 지명은 이곳에 

있던 선바 에서 유래된 곳이다. 

선동에 있었던 일산  마을은 청학동에서 태종 로 가는 길에 치한 산등

성이인 일산 에서 지명이 유래된 자연마을이다. 순한  지명이 일산배기인 것

으로 생각되며, 일제강 기  한자 지명인 일산 (日傘峰)으로 바  것으로 

추정된다. 조락 마을은 청학동 해안에 입지하 던 자연마을로 조내기 마을로도 

불리웠다. 지명은 조수간만의 차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조선시  고구마를 이

곳에 래한 조엄(趙曮)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청학 마을은 지 의 청

학동에 소재한 마을로 이곳 마을의 모습을 신선이 타는 학의 모습인 풍수 형국

으로 해석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었던 범

내골 마을은 재의 범일6동 범천시장 서쪽 계곡을 범내골 일 에 형성된 자연

마을이었다. 포동의 오수골 마을은 황령산 서쪽 기슭에 입지한 마을이었다. 

남구 연동의 낙농 마을은 재 연터  에 형성된 자연마을이었다. 황

령산의 산록을 이용하여 1960년  10여호가 낙농업을 하면서 형성된 마을이

다. 아 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마을이 없어졌다. 문 동 농막 마을은 재 문

등학교 뒤편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서 당시 주변의 노동자나 농부들이 움

막을 짓고 살았다는 데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일제강 기 당시 30～40호 규

모의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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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수 기능 마을

부산항 일 에 특수한 기능을 해 형성된 마을로서 교통 요충지에 발달한 

마을이 3곳, 성곽, 조계지를 심으로 형성된 마을이 6곳이 있다. 당산이나 사

찰을 심으로 형성된 취락이 5곳이 있고, 근  이후 계획 으로 조성되었거나 

사회 변화과정에서 자생 으로 형성된 마을로 5곳이 있다. 

유형 자     연     마     을

교 통
[ 구](보수동)검정다리마을, [동구](범일동)노하마을, [부산진구](개 동) 

삼거리마을 (3곳)

성곽ㆍ조계

[ 구]( 주동)청 마을, [진구](당감동)성안마을, (양정동)신좌수 마을, 

[남구](감만동)감만마을, [동구](수정동)고 마을, [ 도구]( 선동)석탄고

마을 (6곳)

신앙ㆍ사찰
[진구](당감동)당리마을, [남구]( 연동)당곡마을, (문 동)웃농막마을, 

[진구](부암동)선암마을 (5곳)

계획ㆍ정착

[서구](동 신동) 신리마을, (서 신동)꽃마을, [동구](범일동)ㆍ[진구]

(범천동)안창마을, ( 포동)부산의용 , [남구](용호동)용호농장마을 

(5곳)

미 상
[동구](범일동) 박마을, 지막거리마을, 소고마을, [ 도구](남항동)

서간도골목마을, (청학동)성발축마을 (5곳),

<표 8> 특수기능의 자연마을

   ① 교통 련 마을

교통의 요지에 발달한 마을로 구 보수동에 있었던 검정다리 마을이 있다. 

검정다리는 재 한자 지명인 흑교(黑橋)로 바 어 도로 지명에 사용되고 있다. 

보수천 류에 설치된 통나무다리가 검은색이었다는 데에서 지명이 기원하며, 

당시 재의 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교량이었다. 마을의 형성이 다리의 양안

을 심으로 형성되었을 때 다리 이름을 이용하여 마을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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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동구 범일동의 노하 마을은 ꡔ호구총수ꡕ

에 노하리라는 지명이 수록되어 있고, 재 범일2동에 ‘노하계’라는 주민 친목

계와 ‘노하골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지리 인 실체로 있었던 자연마을

이었던 곳으로 보인다. 지 도 범일2동의 진미싱-한국타이어, 범일5동의 지

혜미싱-명신보세 사이의 길을 노하골목이라 부르고 있다. 부산진구 개 동의 

삼거리 마을은 교통로의 요충지인 삼거리에 형성된 마을이다. 인근에 개 ․ 냉정 ․
삼거리 마을에 머음들, 짐천들이라 불리우는 들 이 있었다. 

   ② 성곽 ․ 조계 련 마을

조선시  요한 방이었던 동래부 지역에는 해안을 심으로 성곽이 축조

되었고, 이곳을 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다. 한 개항 이후 왜 을 심으로 

조계지가 구획되었고, 청나라 조계지도 설정되었다. 주동에 소재한 청  마을

은 구 주1동, 5, 9, 11번지 일 와 동구 량1동 562-3번지 일 로 조계

지를 심으로 형성된 국인 마을이다. 청나라 상인들을 보호하기 한 청국

사 이 설치된 것은 1884년 5월경이다. 기의 청나라 조계지는 동쪽은 해변

을 따라 314m, 서쪽은 산허리를 따라 같은 거리, 북쪽은 산허리에서 해변까지 

303m, 남쪽은 산허리에서 해변까지 275m의 장방형이었다. 1894년 청일 쟁

에서 패배하자 리나 주민들은 본국으로 귀국하고 일부 남은 주민과 재산은 

서울의 국총 사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일제강  이후 1913년 청국 조계지

는 폐쇄되었지만, 소유권을 계속 인정받아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다. 이 청

국인 계류지를 일본인은 ｢ 국인의 거리｣라 하여 ｢시나마 ｣라고도 불 다. 

복 이후에도 국인들은 이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 다. 

사  자리에 화교 ․ 고등학교가 개교됨으로써, 국인 거리는 활기를 띠었다. 

이 거리에는 국 음식 , 국요리 재료상, 국약방 등이 집하 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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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구 량1동 내에도 국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화교 회, 화교 

소학교 등이 있다.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었던 성안 마을은 동평 에 있던 동평성 안에 있었던 

마을이다. ꡔ신증동국여지승람ꡕ(1530)에 의하면, ‘동평성은 동래부 남쪽 20리

에 있는데, 동남은 석축이고, 서북은 토성으로, 둘 는 3508척이라’하 다. 

이 동평성 안에 있던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성안 마을 혹은 성내 마을이라 

하 다. 재 당감4동 6~7통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양정동에 소재하 던 신좌수  마을은 재 포동에서 거제동 ․ 양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신좌수 고개 일 에 형성된 마을이다. 송상 공 동상의 서쪽 

자리에 과거에 차 정류장이 있었는데 이를 신좌수 정류장이라 하 다. 이 

차 정류장 부근으로 울산 개운포에 있던 경상 좌수 이 일시 옮겨졌다가, 다

시 지 의 수 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개운포에 있던 좌수 과 비하여 새로 

생긴 좌수 이라 하여, 신좌수 이라고 하 다. 마을이 신좌수  부근에 있었다

고 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그러나 좌수 과 비되는 지명인 신좌수

의 치는 분명하지 않다. 

남구 감만동의 감만 마을은 조선시  1635년(인조 13년)부터 1652년(효종 

3년)까지 이곳에 있었던 경상좌도 수군 도사 이 부근에 형성된 마을이다. 

재의 감만동 일 는 조선시 에는 요한 군사 요충지 다. 경상좌도 수군

도사 이 인조 13년부터 효종 3년까지 이곳 감만이포에 있었다. ꡔ가호안ꡕ

(1904)에 의하면, 당시 감만동의 호수는 30호 다. 

동구 수정동에 치한 고  마을은 당시 이곳에 있었던 두모포 왜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다. 부산에 1407년(태종 7년) 왜 이 처음 설치되었으나 임진

왜란으로 폐쇄되었다. 1601년 도에 임시 왜 이 설치되었다. 그 후 1607

년에 이곳에 다시 왜 을 설치하 다. 두모포 왜 은 규모가 1칸을 1보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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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서 126보, 남북 63보이며, 동쪽은 바다에 닿고 남 ․ 북 ․ 서쪽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동문 밖에 좌천이 흐르고 있었다. 두모포 왜 은 1678년 

왜 을 새로 량으로 옮길 때까지 70년간 존속하 다. 왜 을 옮긴 후 신 인 

량왜 에 해 두모포 왜 을 구 (고 )이라 하 다. 

도구 선동의 석탄고 마을은 한말 이곳에 일본이 석탄 장고를 설치하면

서 형성된 마을이다. 재 청학1동 학 등학교 뒤쪽 일  지역이다. 1876년 

부산에 일본 조계지가 설치된 후 1885년 조선측과 조약을 체결하여 도 

흑석암 일 ( 재 청학동)의 70칸, 4,900평을 해군 용의 탄창고로 사용

하 다. 한편, 러시아도 부산항에 군함을 정박시키고 일본과 립하여, 도

의 토지를 조차할 것을 요구하여 국제 인 분규까지 발생하 다. 

   ③ 신앙 ․ 사찰 련 마을

조선시  부산의 자연마을에서는 수호신으로 믿는 산신에게 마을사람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한 동제를 지내는 당산이 있었으며 이를 심으로 

마을이 입지하기도 하 다. 부산진구 당감동의 당리 마을은 이의 표 인 

이다. 이 마을에 오래 부터 당집이 있어 마을 제사를 지냈으며, 지 도 숙사

라는 신당이 있다. 고려 후기 왜구를 격퇴시킨 어모 장군을 모시고 있다. 지

도 매년 정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일명 본동 마을

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당감동에서 가장 먼  형성된 마을로 생각된다. 개

동에 있었던 감물리 마을도 당리와 함께 당감동에 형성된 자연마을이었다. 

남구 연동에 있었던 당곡 마을은 재 부산문화회 과 석포 등학교 뒤쪽 

부근에 있던 마을이었다. 동제를 지냈고 당집이 있는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

라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이 일 에는 네 곳의 자연마을이 자리잡고 있었

다. 당집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라 하여 당골 는 땅골이라 하 고, 당골 부근

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당곡 마을이라 불 다. ꡔ가호안ꡕ(1904)에 의하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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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당곡동의 호수는 9호 다. 재 공원에 지명이 남아 있다. 문 동에 있었던 

웃농막 마을은 지 의 문 2동에 있었으며, 부터 당산 제당이 있었다. 1994

년 당산이 복원되면서 세운 비문에 ‘1845년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 고, 

1925년 당산이 헐리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50년 에 당산 

주 에 형성된 마을로 보인다. 

부산진구 부암동에 소재한 선암 마을은 인근에 선암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하 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선암사는 범어사와 함께 부산의 표 인 

고찰 의 하나이다.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 사가 창건하 다고 알려져 있으며 

처음 지었을 때는  이름을 견강사라 하 다. 선암사 경내에 신선암이라는 

바 가 있으며 사찰 지명은 이에서 유래한다. 

   ④ 계획 ․ 정착 련 마을

서구 동 신동의 신리 마을은 원래 조선시  동래부 사천면 치리에 속하

다. 신리는 일제강  기 이곳에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이후 1914년 행정 

구역이 개편되면서 치리와 부 리를 합하여 신정이라 하 다. 신 지명은 

일본이 시가지를 구획하면서 새로 조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명명된 것이다. 

1926년 동 신과 서 신동으로 분할되었다. 

서 신동에 있는 꽃마을은 과거 부산에서 양산 ․ 구포로 이어지는 구덕 고개

에 입지한 마을이다. 한국 쟁 때 피난민이 거주하면서 꽃 재배를 통해 생계를 

꾸리기 해 화훼농사를 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후 이곳에서 화훼

농업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1981년에는 서구청에서 양묘장을 설치하 다. 

이 양묘장에서 재배되는 꽃이나 나무는 서구청 산하의 가로수나 화단 등에 주

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내원정사란 사찰이 건립되어 부속 유치원도 운

하고 있어 많은 신도들이 왕래하고 있다. 지 도 화훼재배와 음식  경 을 통

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외부 지역과 완충공간인 지리 인 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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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여 아직도 도시내에서 독립된 자연마을로 유지되고 있는 표 인 마을

의 하나이다. 

부산진구 범천2동(동구 범일6동에 걸쳐있음)의 안창 마을은 꽃마을과 같이 

한국 쟁 당시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이 처음 형성될 때 산속의 좁은 분지에 

있다 하여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간 분지에 입지하면서 도시 기반

시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1980년 까지도 무허가 건물이 많고,  교통시

설이 불편하여 쇠락된 도시 경 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거비용

이 렴하고 도심에서 가깝다는 장 이 있어 도시로 처음 유입한 농  인구가 

일시 으로 거주하면서 도시환경에 응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이를 해 

주민들의 연결망은 통 인 자연마을의 일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외부 지

역과 지리 인 경계가 뚜렷하여 형성될 당시의 모습을 지속 으로 유지한다.

포동에 있었던 부산의용 은 한국 쟁 의용 군인들의 집단 정착 마을이다. 

1957년 설립되었으며, 1978년 덕천동으로 이 할 때까지 포동에 있었다. 

1957년 5월 미국과 국내의 성 으로, 주택 86동을 건립하여 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한국 쟁 참  상자의 집단마을이다. 1972년에는 이곳에 정부 지원

으로 피복 ․ 인쇄 자활복지공장이 설립되었다. 그 후 1978년 5월 북구 덕천동 

일 로 집단 이주할 때까지 마을이 유지되었던 곳이다. 

부산진구 용호동의 오륙도 근방에 소재한 용호농장 마을은 일제강 기에 원래 

치안 가 있었으나 국 각지의 한센병 환자  음성 환자들을 따로 격리하기 

해 설립한 환자 이었다. 양계, 가축을 기르면서 자활 사업을 하 으며, 이

곳에서 생산되는 채소, 계란, 돼지 등은 인근 지역에 공 되었다. 지 은 재개

발 사업이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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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동 

검정다리마을

검정다리[黑橋] 마을은 보수동의 솔거그림집 앞 흑교사거리 부근의 구 

보수동 1 ․ 2가와 길 건 (옛날에는 보수천 건 ) 서구 동 신1동과 부용동 부

근에 있던 마을이다. 엄 산(嚴光山)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보수천(寶水川)은 

구덕천(九德川)과 합류하여 흐르면서 검정다리에서부터 지난날 조선시  때 

동래부의 사하면과 부산면의 경계가 되었으며 오늘날엔 서구와 구의 경계를 

이루어 부산 남항으로 유입되는 약 5km의 하천이다. 

보수천에는 여러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검정다리는 그  한말에 설치된 통나

무다리 다고 구 (口傳)되어 오고있다. 이 통나무 다리의 부식을 막기 해 

겉부분을 불로 거슬러 까맣게 태웠기에 숯검정으로 변한 이 다리를 ‘검정다리’

로 불 다고 하며, 일설에는 검정 콜타르를 칠해 두었다고도 하나 지 에 와서 

어느쪽 유래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곳 토박이들은 일제강  당시 

이곳은 일본인을 한 거주지역이었고 검정다리라 부르는 다리는 일본인이 

가설한 시멘트다리라 증언한다.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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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동 2가 방향의 검정다리마을

일본인은 이 시멘트다리 난간을 검은색 쇠 이 로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이 

다리를 거쳐 부산형무소(지 의 신동 삼익아 트 자리)로 면회를 다녔던 진

주 ․마산 ․김해 ․울산 사람들이 검정다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

까 이곳 토박이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부르던 

이름이 검정다리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다리의 검정 쇠 난간은 태평양

쟁이 막바지에 이를 때 놋그릇 따 를 강제 징발하면서 떼어내고 신 시멘트

로 난간을 보강하면서 검은 페인트칠을 하여 뜯어낸 자국을 감추었다고 한다

(이 쇠 난간은 도다리의 쇠 난간과 같은 재질이었는데 도다리 쇠 난간은 

놋쇠 공출 때도 난을 면했다). 

검정다리 인근의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법원 호송길이 검정다리

으며 이들이 입고 있던 수의가 검정색이어서 검정다리로 불리었다는 자료도 근

거가 없다고 고로들은 지 한다. 죄수의 호송로는 지 의 화랑 등학교 뒤를 

지나 보수동길을 거쳐 법원으로 이르 다는 것이다. 

1987년 보수천의 복개 ․확장공사로 보수천도 검정다리도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일  도로의 이름이나 거리의 명칭에 검정다리가 남아 있고 구청에

서는 다리가 있었던 곳과 보

수동 헌책방 골목입구에 검정

다리의 추억이 어린 ‘검정다리

유래비’를 세워두고 있다. 

이 마을의 민속으로 보수1

동 할배당산이 혜 고등학교 

아래의 도로가 죽화노인정(竹

化老人亭) 에 있다. 이 당산

은 1954년 1월 19일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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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제의 날짜는 매년 음력 정월 보름 오후 2시경이다. 이 제당의 산신

도가 검이 많다고 해온다. 40여년  서울에서 온 여인이 이 제당에 와서 

치마폭으로 돌을 날라 담을 쌓고 공을 드린 결과 병이 나았는데, 이 부인이 당

산의 산신도가 낡았다고 하여 새로 산신도를 마련해 붙이자 그만 액운을 만나 

죽었단다. 이 일이 있은 후 옛날의 산신도를 다시 걸어 두게 되었다고 한다(조

남면, 57 여, 1994. 7. 2 증언, 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시사편찬 원회).

이 마을의 역사유 으로 ‘검정다리 추억비’가 1996년 7월 1일 보수동 1가 8

번지 도로에다 구청에서 세웠다. 그리고 검정다리에 한 유래를 두 가지로 

기록하여 두었다. 먼 , 서 신동에 있었던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죄수들 부

분이 독립운동가, 애국지사 등이나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우리 민족이어서 이들

은 항상 검은 수의를 입고 있었단다. 이들을 면회 온 가족들이 이 다리를 건

면서 이들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탄한데서 검정다리란 이름이 붙여 졌다하며, 

 하나는 보수천변의 사람들이 통나무로 된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의 썩음을 

방지하기 해서 통나무 겉 부분을 까맣게 태워 이때부터 검정다리라 이름 붙

다는 것이다.

이 마을 원로인 황용호(黃龍昊, 74)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그는 보수1동 

검정다리 100m 지 에서 태어나 조부 때부터 3 째 살고 있다. 검정다리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다리로 일제강 기 때 시멘트로 다리를 놓으면서 난간을 

검정색 쇠 이 ( 도다리 난간과 같은 소재질)로 가설하 으므로 사람들은 

검정다리라 불 다. 통나무다리는 본 기억이 없단다. 일제강 기 때 경남사람

들이 많이 수감되어있는 부산형무소가 근처에 있어서 면회를 가는 진주 ․울산 ․
창원 ․마산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이 다리를 지나면서 그들이 검정다리라는 

이름을 붙여 불 다. 그러니까 검정다리는 부산형무소로 가는 이정표 역할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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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동, 동대신동 쪽의 검정다리마을 

놋쇠공출 당할 때 이 다리

의 쇠난간도 뽑 졌고 그 

신 시멘트로 난간을 만들면

서 검정골타르를 발라 둔 것

이 검정다리로 계속 불리우

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부산

형무소에서 법원으로 호송되

는 죄수들의 호송길도 검정다

리가 아니라 옛 부산형무소에

서 동 신시장 길 화랑 등학교 뒤를 지나 보수동을 거쳐 부산등기소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검정다리와는  무 하다는 증언이다.

보수동 통장이며, 자문 원인 이종택(李鍾澤, 72)씨의 증언도 같은 내용이

다. 부산형무소가 지 의 삼익아 트 부지에 있을 때 면회차 찾아오는 사람들

에게 안내하는 차 차장도 ‘다음은 재 소 앞입니다. 울산 ․김해 ․진주 등지에

서 면회 온 사람들은 여기서 하차하여 검정다리를 건 면 부산형무소입니다’고 

안내하 으니 이곳 사람들보다 외지에서 부산형무소를 찾아 면회 오는 사람들 

입 소문에 의해 검정다리가 많이 알려졌다. 보수천에는 검정다리 외에 몇 개의 

다리가 더 있었다. 부용동 앞의 다리는 통나무다리 다. 

흑교 사거리에서 부경찰서 부평지구 까지의 도로명이 검정다리길로 이름 

붙여져 있으며, 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옛날 마을이 있었던 주변 

골목길을 흑교1, 2, 3, 4, 5, 6, 7길로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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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주동 

청관마을

청 (淸舘) 마을은 구 주1동 5, 9, 11번지 일 와 동구 량1동 562- 

3번지 일 의 옛 청국 사 을 심으로 한 국인 마을이다. 이곳은 1884년 

청국 사 (정식 명칭은 淸國商務公署釜山支署이나 통칭 釜山淸國理事府라 

하 다)이 설치된 이래 청국 조계지 으므로 청  마을이라 불 다. 

청국 사 과 청국 조계지의 설치는 1883년(고종 20) 10월에 있은 청국

상인 황요동(黃曜東)의 덕흥호(德 號) 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고베

에 거주하던 공흥호 주인 황요동이 부산 일본인 거류지내(本町3丁目,  동

동 5번지)의 일본인 다나까(田中平太郞) 집을 빌려 그들의 상 지 을 내려

고 한 것을 일본 사 이 방해한 사건이었다. 

청국은 이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래감리(東萊監理)와의 의를 

거쳐 1884년 5월 청국 사 을 설치하고 그들이 체류할 조계지의 구획을 결

정하여 표목을 세웠다. 이 때의 조계지는 북쪽 산허리에서 해변까지 303m

이고 동쪽은 해변을 따라 314m, 남쪽은 275m의 장방형이었다. 1884년 부

산에 거주하던 청국 상인은 덕흥호에 4명, 건어류 도매상 3명 등 모두 14명이

었다. 

청 마을 앞 량바다는 매립 이어서 오늘의 부산역 앞은 소나무가 우거지

고 흰모래가 펼쳐진 백사청송의 바닷가 으며 고분(古墳)이 있던 곳이었다. 그

러나 1894년 청일 쟁에서 청국이 패하자 리들과 주민들은 본국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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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관마을 청관거리의 남북축. 이 거리를 중심을 화교상권이 
활발하게 번성하고 있다.

가고 귀국하지 못한 일부 청인들과 그들이 남기고 간 재산 그리고 조계시설들

은 서울과 인천의  처럼 서울 국총 사의 보호아래 들어갔다. 그러나 부산

은 거리상 국총 사의 직  보호가 불가능하 으므로 사실상은 동래감리의 

책임하에 보호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ꡔ동래감리보고(1896)ꡕ). 

청일 쟁이 끝나 다시 그들의 조계로 돌아왔지만 드세어진 일본상인의 득세

로 청국상권은 크게 떨칠 수 없었으며 사의 세력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1898년 이사부가 개편되어 사 이 개설되고 거류민도 늘어나면서 1909년

에는 그 수가 338명이 되었다. 1913년 일본과 청국간에 체결된 ｢재한청국거

류지폐지 정｣으로 청국조계는 폐지되었지만 소유권은 계속 인정받아 그들 

민족 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다. 이 청국인 거류지를 일본인은 ‘ 국인

거리’ ‘시나마 (支那町)’라고 불 다. 이들은 복 이후에도 터를 이룬 이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 다. 그리고 사  자리에 화교소학교

를 설립하고 화교 ․고등학교도 개교되면서 국인 거리는 활기를 띠어 국

음식 , 국요리 재료상, 국약방, 국필방 등이 즐비하 다. 

복 후 1945년 11월이 

되면서 국내 장개석, 모택

동 회담이 결렬되고 국공내

이 시작되어 공산정권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하게 되

는데 이들이 부산의 옛 청  

조계지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부터 있어온 국인과 더

불어 청  마을을 이루게 된

다. 이때 망명 온 국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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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산동성 주민들이다. 

60년이 지난 지  망명 온 화교들  재력을 쌓은 이들은 더러 외국(주로 미

국 ․카나다 등)으로 떠나버렸고, 어쩌지 못해서 남은 이들과 노동일을 해 새

로 입국한 화교들 그리고 우리나라 거주 화교에게 시집온 사람들로 청 마을은 

다시 활기를 띈다. 이곳 화교들은 국요리 , 국요리 재료상, 무역업 등으로 

생계는 류이상이나 한국인이 꺼려하는 3D 직종의 노동 장에서 열악하게 생

활하는 화교도 많다.

근래에는 러시아인들이 청 거리를 부분 으로 거하여 외국인거리와 공존

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1999년 1월 부산시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상해시

를 기념하기 해 이 마을 동 ․서축을 상해거리로 지정하고 동 ․서 ․남 ․북에 4개

의 문을 세웠다. 동문은 상해문(上海門, 거리 안쪽은 玉蘭苑)이라 편액하고 서

문은 동화문(東華門), 남문은 남해문, 북문은 북해문이라 하 다.

국요리 재료  건일행(乾一行)을 운 하고 있는 신남선(辛南善, 73 여)씨

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강원도에서 22살 때 이곳 화교 곡선당(曲善 . 당시 

37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4명(딸 1, 아들 3)을 두었다. 남편 곡(曲)씨는 

산동사람으로 국이 공산화 될 때 먼  탈출하여 이곳에 와 살고 있는 5  당숙

이 경 하는 덕흥호( 화요리 재료 ) 창고를 빌어 살고 있었다. 시집왔을 때 

이곳 주변은 나즈막한 기와집과 자집이 즐비하 고 청 거리 뒷골목은 토끼

집을 닮은 작은 집들이 지어 있는 난민  같았다. 곡씨 내외는 국내의 형편

이 좋아지면 귀국하려던 것이 이곳에 정착하고 말았다. 외국인이라 달리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국요리 이 많은 것에 착안 국요리 재료 을 열게 되었다.

지 의 홍성방자리에 ‘잉후원’이라는 오래된 국요리 이 있었으나 옛 주인

이 팔고 떠난 곳에 이북 피난민이 매입하여 홍성방을 새로 일구었다. 홍성방앞 

거리에 공동수도가 있어서 물동이에 물을 운반하여 사용하 다. 청 마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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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국 은 만이지만 산동성이 고향이다. 타지 화교는 몇 사람 되지 않는다. 

신남선씨 2남 곡야상(曲那麥, 48)은 아버지의 반 를 무릅쓰고 신학공부

하여 목사(청 마을 화침례교회 담임목사)가 되었으며 이웃 화기독교회에

도 일요일 오후이면 가서 같이 배보며 서로 도운다. 침례교회 신도는 30～

40명에 이르지만 화기독교회 신도는 80～90명이다.

화교교인 교인들은 국에서 노동일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 오갈데 없고 의

지할 곳 없는 화교들의 로처가 되고 있다. 이곳 화교들의 국 은 만이지만 

모두 산동성인들이다. 다만 옛 선배들이 만에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같이 온 

만여인이 있을 뿐인데 만인은 키가 작아 본토인들과는 체격상으로도 다르

다. 어릴 때에 비해 본래부터 있던 화교들은 에 띠게 어들었다(모두 미국 

등으로 이민 갔다). 새로 건 온 화교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한국인 3D 직종 

노동자들과 한국으로 시집온 사람들로 식당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량1동 사무장인 박세웅(朴世雄, 48)씨의 증언에 의하면, 화교 회에 등록

된 화교는 1,200여명에 이르는데 340～350명 정도가 청  마을에 정착하고 

있다(자세한 통계는 인구조사 후 나타나겠지만). 청 거리의 4문은 북해문(북

쪽), 남해문(남쪽), 상해문(동쪽), 동화문(서쪽) 등이다. 이 거리에는 무역

계통으로 거주하는 러시아인도 많은데 이들은 주로 3개월 비자로 입출입하므

로 정착하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화교소학교 교감인 이유인(李維仁, 57)씨의 증언은 더 자상하다. 화교소학

교와 계되는 기록을 한국 쟁 때 분실하여 아쉬움이 크나 체로 화교소학교

의 설립을 청나라 말기 때로 보고 있다. 1.4후퇴로 서울 화교생들이 부산으로 

피난와 하단에서 피난학교를 이루기도 했었다. 화교소학교는 화상회(中華商

)로부터 출발하여 개교 100년이 넘는다. 재 학생 160명 정도이다(교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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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화교 ․고등학교는 한국 쟁 후 설립되었으며 재 학생수 150명 정

도이며 교원은 15명이 근무한다.

3, 4  의 선 들이 국 산동성에서 건 와 인천 - 부산 - 그리고 각처로 

흩어져 살고 있다. 산동성에서도 주로 해변도시인 연 (烟台) ․ 성(榮成) ․
해( 海) ․모평(牟平) 사람들이 많이 건 왔다. 자유 국과의 교류로 국 은 

모두 만이지만 본 은 본토인 것이다. 자유 한국을 찾아 피난 온 것이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으며 처자식도 본토에 두고 왔다. 그래서 자

녀들의 상 학교( 학) 진학은 모두 만으로 보낸다. 

청 거리는 건물만 다시 지었지 옛 로인데 아랫길(상해1길)이 본래 청

거리 고 동래부사가 량왜 으로 오가던 길이었다. 미군 철수 후 쇠퇴해진 

텍사스거리에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된 이후 러시아인들이 많이 몰려와 러시

아상 거리로 변해버렸다. 청 거리의 화교 상 은 20곳 정도이다. 

충효촌

충효 (忠孝村)은 구 주1동 5, 9, 11번지(11통의 일부)에 거주하는 화

교들의 마을이다. 청 조계지 시 부터 살아 온 화교집안도 있으나 세하기 

이를데 없었고 지  마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은 국 산동성 화교들로서 청나

라 멸망으로 국이 공산화된 후 만국 으로 우리나라로 건  온 화교 정치

난민들이다. 이들은 복 이후 인천과 서울에 살다가 한국 쟁으로 인해 부산

으로 피난 와서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부분이다. 

당시 청 조계지인 이곳은 비탈진 공동묘지여서 미군정의 조를 얻어 집지을 

장소를 정지하고 주민들의 힘으로 양철지붕, 나무 자 지붕을 이어 마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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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으며 주민들은 단순노동(부둣일, 바다매립 등)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왔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와 국이 수교하면서 만 계자들은 본국으로 철수

했지만 화교들은 만국 으로 옛 청 조계지인 이곳에 체류하면서 국과도 

민간교류를 이루면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받은 2세들은 그들의 미래를 해 

학까지 마치고 문직종(약사, 한의원, 화요리사) 따라 거주지를 옮겨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늙은 부모를 공양하기 해 수시로 이곳을 찾으면서 ‘ 의를 

숭상하는 마을’이라 충효 이라 했다. 마치 달동네를 닮은 낡은 마을을 살기 좋은 

근린시설로 만들기 해 1997년 ‘충효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이 일 를 

헐어 약 1,000평 지에 우남이채롬아 트를 건립하고 있다(입주세  111세 ). 

충효 마을에서 태어나 충효  지역 주택조합 총무를 맡은 화교 2세인 정수경

(鄭守慶, 54)씨, 그는 화교소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역업에 종사한

다. 부분의 이곳 화교들은 국 산동성 사람들로서 국이 공산화 되고나서 

공산 국을 떠나 배타고 인천 차이나타운 → 서울에서 장사하다가 한국 쟁 

때 피난으로 부산에 정착하 다. 국인을 한 청국조계지에다 집짓고 살았

다. 벽 두드리면 집에서 소리가 들리는 한 세  방 한 칸 자집에 공동화장

실을 쓰며 살았다.

상 교육을 받은 2세들이 환경이 열악한 이곳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곳엔 

노인네들만 남아있는 형편이었다. 2세들은 그들이 배운 만큼 한약사, 약사, 조

리사, 무역업 등으로 수  높게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뜻있는 2세들이 힘을 모

으고 행정을 움직여 외국인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충효 을 재개발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충효 의 열악한 형편에 비하면 청  마을은 여유로운 마을이었다. 

국요리 도 많고 붓, 벼루 등을 는 문방구도 3곳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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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촌터에 새로 조성하고 있는 우남이채롬아파트, 
18층 규모에 111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

2005년 재 충효  거주

세 는 63세 이며 인구 100

여명 정도이다. 새로 짓는 우남

이채롬아 트는 18층으로 2005

년 12월에 완성되며 111세

가 입주하게 된다고 증언한다. 

2 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

는 주1동 8통장인 조성

(趙性奉, 63)씨의 증언에 의

하면, 그는 어릴때부터 충효

은 국인 집단수용소라고 들어서 알고 있다. 이 지역이 화교들이 집해서 

사는 동네인데 상해거리를 만들면서 청 거리는 한 골목 에 지정하 다. 

거리로 지정한 아랫길이 본래의 청 길이며 이 길이 옛 길이다. 

충효 은 한때 도시 자 과 다름없는 최하층 서민 이 되어 은이들(2

세)은 모두 제 살길 찾아 떠나고 난 뒤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만 사는 동네로 

변한데다 더러는 빈 집도 있어서 노숙자들이나 불량자들이 우거하는 문제주택

으로 우려되기도 하 다. 1980년말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화교민

들이 노력은 하 으나 외국인 주거를 돕는 정부기구가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

다가 1997년부터 주택개발조합을 다시 구성하여 극 으로 추진하므로 외국

인 규제들도 풀어서 2003년에 아 트 건립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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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대신동

동산리마을

동산리(東山里) 마을은 서구 동 신2동 동쪽 산기슭, 부산터  쪽일

(101번지와 100, 102번지 일부) 즉 청공원(공식 명칭은 앙공원) 서편 

구릉지역을 일컫는 마을 이름이다. 신동의 동쪽 산기슭에 있다고 마을 이름이 

동산리이다. 이 마을은 동 신동 동편 자락이 고지 이고 모두 자, 루핑집 등

의 불량주택이 난립된 지역이었던 것을 1973년 국체육 회를 앞두고 주택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환경을 정비하면서 ‘무지개마을’이라 명명하기도 하 다. 

2000년에는 ‘비둘기집’이라 부르는 개량주택을 5, 6층으로 단독 개량하여 

마을이 한결 환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동산리라는 옛 마을 이름을 사용

하고 있다. 지 의 14통과 13통 아랫 마을이다.

동 신1동 할배당산(동산리 당산)은 동 신1동 11번지 낙서암 에 있다. 건

립 연 는 미상이나,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자정이고 1년에 1회를 지낸

다. 지 의 당산은 개인화되었다. 이곳 당산할배는 검이 많아 사업 재수 ․기
자 치성 ․질병 완쾌 등을 기원하면 꼭 이루어진다고 해오고 있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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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장식 윗마을이 동산리 마을이다. 지금은 현대식 건물들로 
환경이 개선되었다. 

이곳에서 나서 결혼 후 지

껏 살고 있다는 하순이(河

伊, 81 여)씨의 증언에 의

하면, 옛날(70년 ) 노인회

 주변으로만 살림집이 있

었는데 주로 자집이었다. 

건  북산리보다 동산리가 

양지바른 곳이어서 사람이 

많이 살았다. 그러나 겨울에

는 유달리 춥고 지붕에 고드름이 끼고 얼음도 많이 얼었다. 우물이 4개 있어서 

식수로 사용했었는데 우물턱이 낮아서 물 깃는 사람이 샘에 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동 신2동 동산리노인회 회장인 김출이(金出伊, 77)씨의 증언에 의하면, 

동산리는 동 신2동 13통 일부이며 30년 까지만 해도 가난한 동네여서 모

두 자집이나 루핑집, 낡은 양철지붕집이었는데,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모

두 무 진 것을 정부지원으로 다시 지었다. 조그마한 개울가에 집이 있었다. 

청공원 리사무소 아래 부산주택은 밭이었던 것을 1976년에 4세 , 2세  

연립하여 단층 는 2층으로 지었다. 

한편, 박연이(朴蓮伊, 75 여)씨는 이곳 동 신2동 79, 80번지 일 는 모두 

밭이었던 것을 한 두 사람이 모여 살면서 동네를 이루어 근간에 새로이 생긴 마

을이라고 ‘신산리(新山里)’라 부르기도 하 다고 증언한다. 지 은 5, 6층 규모

의 아 트단지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 마을 인심이 풍부하여 별미를 만들면 

서로 나 어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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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호(金瓘鎬, 74)씨는 옛날을 회고하면서 이곳 동산리가 윗동네인 북산리 

보다는 살기가 나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옛 마을이 있었던 곳의 골목길을 동산1, 

2, 3, 4, 5, 6, 7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북산리마을

북산리(北山里) 마을은 서구 동 신2동 부산터  , 동 신동의 북쪽 산기슭

(2번지와 77, 79번지의 동쪽마을)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신동의 북쪽 산기

슭에 있다고 마을 이름도 북산리이다. 조선시  말에도 사람이 살았으며 흙집

에 루핑지붕을 얹거나 가집이 부분인 가난한 마을이었다.

1974년과 1994년 재개발 사업을 벌이면서 주택도 개량되고 마을길도 확 ․
포장되었으며 근래엔 부산민주공원에 이르는 2차선도 확장하 으나 마을 치

가 높아 교통이 불편하다. 북산리경로당이 있어서 옛 마을 이름을 기억  한다. 

지 의 동 신2동 1통 일 이다. 

동 신2동 할배당산(북산리 당산이라고도 함)이 동 신2동 2번지로 여래원

빌라 뒤 약 100m 지 의 산록에 있어 이 마을의 민속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 

건립 시기는 200년 부터 있었는데 1970년 에 헐리고 1991년 재건축하

다. 제의 날짜는 옛날에는 정월 열 사흗날 자정에 지냈으나, 지 은 정월 3～5

일 사이의 좋은 날을 택하여 10～11시경에 지내며 1년에 1회이다. 2004년 

재 당산은 김명균(70, 불명: 東岩, 동 신2동 2-51)씨가 리하면서 제의

를 주 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돌탑은 탑 안에 강다나리경을 넣어 김명균씨

가 쌓았다고 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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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계단위의 깃발이 서 있는 붉은 벽돌집이 최근에 신축한 북산리
노인정이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북산리 일대는 도로도 넓히고 축대
도 새로 쌓고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주거 환경을 대거 개선하였다. 

동 신2동의 령당산은 동 신2동 87-54번지 신여자 학교 뒤 산복도

로의 아래에 있다. 제당은 1977년에 건립하 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자정이고 1년에 1회를 지낸다. 제당안 오른쪽에 단기 4323년 7월 2일 당산

보존회에서 이 제당을 537년  1453년(단기 3786년) 3월 3일에 창건하 다는 

령당산 신  기념비를 세워 두었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북산리경로회 회장인 성병구(成炳球, 75)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2 째 

이곳에서 살고 있으며, 어릴  기억으로 동 신동 2가 2번지 일 에는 집이 몇 

채 밖에 없었단다. 그러나 뒷산에는 한 문 의 몇 에 걸친 묘가 있어서 조선

조 말에도 사람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가집은 몇 채뿐이었고 모두 

흙집에 루핑지붕을 얹고 살았다. 마당 새미(샘)라 부르는 윗샘은 아직 그

로 마을 뒤 산기슭에 남아있어 동네사람들은 수돗물 먹지 않고 샘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일 년에 한 번 우물 소독도 한다. 옛 경로당 앞길은 좁은 길이었고 

형무소와 이어진 길이어서 수감 죄수들이 죽으면 수 에 싣고와서 청공원 충

혼탑 아래 묻었단다. 

김창기(金昌起, 52)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아버지 

때 입향하여 이 동네에서 태

어났다. 옛날 가난하던 마을의 

모습이 모두 사라지면서 ‘비둘

기집’이라 부르던 1974년의 

단독주택들도 빌라형태의 주

거로 바 었다. 그러나 1974년 

재개발 이 에는 비록 움막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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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벚꽃나무 가로수가 있고 차(車) 한 가 지나갈 수 있는 흙길이었던 자

연이 보존된 원마을이었다.

서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옛 마을이 있었던 골목길을 북산1, 2, 

3, 4, 5, 6, 7길로 명명하여 마을의 흔 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대신리마을

오늘날의 동 신동 일 는 조선시  말기까지 동래부 사천면 치리(大峙

里)에 속하 다. 그러나 치리는 1866년(고종 3) 사천면이 사상면과 사하면

으로 분할되면서 사하면 부 동(富村洞)에 소속된다. 1904년 10월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당시 사하면 부 동은 64호 고, 치리는 

42호 정도 다.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사하면 치리와 부 동을 합

하여 신정(大新町)이라 하 다.

‘ 신’이란 명칭은 개항 후 일본인이 보수천을 정비하고 호안(護岸)공사를 

하면서 이곳으로 거 이주하므로 생긴 새로운 시가지를 ‘한새벌’이라 부른데서 

비롯된 듯 하다. 한새벌의 ‘한’은 큰 길을 한길이라 하듯이 큰 (大) 는 클 

태(太), ‘새’는 새로운 이라는 뜻의 신(新), ‘벌’은 넓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동

(洞)으로 해석되므로, 신동은 한새벌의 한자식 표 이라 할 수 있겠다. 

신동은 개항 이후 일본인 주거지의 팽창으로 신시가지가 되기 이 까지는 

부민포(富民浦)에 속하기도 하고, 치리의 일부에 속하기도 하던 곳이 신리

라는 새로운 지명을 얻게 된 것이다. 신리는 숲이 우거진 넓은 들로 이 들을 

‘ 치(大峙)들’이라 불 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정(大新町)이 되

었다가, 1926년 동 ․서로 나 어 동쪽은 동 신정, 서쪽을 서 신정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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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 의 동 신동 ․서 신동의 동명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신리의 정확한 

치는 알 수 없으나 마을 이름을 신리라 한 것으로 보아 신정에 있었던 

마을이라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2. 서대신동 

꽃마을

꽃 마을은 서 신동 6-3번지와 산 9번지 일 의 구덕산 기슭에 있는 마을인

데, 도시 생활에 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움막집을 이루고 살면서 ․여름이면 

지천으로 피는 야생화를 꺾어다 주택이나 다방, 상가 등에 팔아 생활수단을 

삼게 되면서 꽃 마을이란 마을 이름을 얻게 된다. 김해 화훼단지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국화단지를 일구어 1970년경이면 마을이 꽃 천지 다. 1980년에

야 마을 진입로가 포장되고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3, 4년  자연녹지가 주거지

로 완화되면서 지 과 같은 주택지로 변모했다.

구덕령 꽃마을 당산은 서 신4동 꼿마을 아랫쪽인 남병원 가는 길 사 

앞 비탈길 아래에 있으며, 1966년에 건립되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보름 

새벽 4시경에 지내며, 년 1회이다. 옛날 할배제당을 5공화국 때 철거하고 그 

터에 마을의 공 변소를 건립하자 마을 청소년들의 원인 모를 죽음이 많았고, 

 마을 노인들의 꿈에 한 당산할배가 몽하여 원로들에게 제당을 지어 달

라 간청하므로 당산할매와 합사하게 되었다는데, 합사할 때에도 꿈에 당산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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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신동 꽃마을 화훼단지였던 곳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마을환경이 바뀌었다.

가 나타나 할매 곁으로 안가겠

다 하는 것을 달래어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제당 아

랫쪽의 아카시아 나무가 당산

나무이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주기학(朱基鶴, 73)씨의 증

언을 정리하면, 14살 때 고향 

의령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터를 이룰 당시 이곳 주 는 주동 공동묘지인데다 산비탈이어서 사람 살 곳

이 못되 보 으며 움막집과 가를 합해 3, 40채 정도가 언덕바지에 띄엄띄엄 

있었던 정도여서 주민들은 들꽃과 약 를 채취하여 내다 팔아 생활하 단다. 

일제강 기 때부터 내다 팔기 시작한 들꽃들이 온 산을 덮고 있었다고 꽃 마

을이라 불 다. 10통 1반 시유지에 화훼단지를 만들면서 본격 으로 재배한 꽃

을 내다 팔았다. 화훼단지가 조성되고 수익이 늘면서 도시 사람들이 많이 유입

해 오고 꽃재배보다 구덕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는 상업주거지역

으로 변해버렸다. 

김근수(金根洙, 52)씨는 증언을 통해, 그 후 화훼단지 조성은 10통 6반과 

11통 1,2반으로 축소되었고 화훼단지에 건축허가가 나면서 새집들이 섰으

며 구덕산 아래 식당마을로 바 어 버렸다는 것이다.

식당을 경 하는 김병순(金炳 , 69 여)씨의 증언에 의하면, 불과 수년 만

해도 마을집들이 울이 없는 스 트 자집, 낡은 가집들이어서 열악한 환경

이었으며 구덕산 들꽃을 꺾어다 팔고 김해 화훼농장에서 꽃을 사서 되팔기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지 과 같이 환경이 개선된 것은 3, 4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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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붉은 벽돌집 사이에 위생병원이 보인다. 옛 닥박골은 아파트
군이 들어선 마을로 바뀌었다.

닥박골마을

닥발골 마을은 서 신2동 치안센터와 민약국, 생수빌라, 생병원에 이르

는 주 (12통 일 )를 옛부터 닥밭골이라 했다(서 신동로타리 오른쪽). 닥밭

골은 딱밭골 ․딱박골 등으로 불리워졌다. 서 신동은 조선시 까지만 해도 인

가가 별로 없던 곳으로, 구덕산에서 시약산을 지나 아미산으로 이어지는 산

기 기슭의 경사진 곳에 주거를 이룬 정도 다.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밭[楮田]이 있었던 동네라는 뜻으로 닥밭골이라 불

다 하나 어원의 근원은 알 수 없다. 단지 생병원의 옛터는 배나무 밭이었다. 

지 은 없어진 마을 이름이다.

서 신동에 4 째 살고 있다는 서 신2동 9통 통장인 배정일(裵正一, 68)

씨의 증언에 의하면, 생병원에서 민약국, 서 치안센터에 이르는 곳을 닥

밭골이라 불 다. 조선인들이 주로 거주했다. 왜 닥밭골이라 불 는지 알 수 

없다. 생병원의 옛 터는 배나무 밭이었다고 한다. 

박연이(朴蓮伊, 75 여)씨는 

티터  오른쪽 생병원이 

있는 곳을 닥밭골이라 했다고 

옛 기억을 이야기 하고 있다. 

김출이(金出伊, 77)씨도 옛날 

티고개(까치고개) 에 닥나

무 군락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



61

제 3 장  서구

초장동에서 대티고개 위를 지나는 도로 아랫마을이 고분도리이다. 

사업으로 닥밭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지명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고분도리마을

고분도리 마을은 서 신로타리 남쪽 서 신2동 서부경찰서 뒤편 언덕바지에 

있는 마을이다. 지 의 티고개와 부민변 소에 이르는 길 아래 동네로, 경사

진 곳에 있으며 지 도 이 지역을 고분도리라 부른다. 해오는 얘기로는, 보

수천가에는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한 서부경찰서 뒷길 티고개에 이르

는 길이 꼬불꼬불하여 ‘고불거리는 길’이라고 고분도리라 부른 것 같으나 정확

한 어원을 알 수 없다. 흑자는 고분도리란 마을 이름을 ‘고블’, ‘드르’에서 온 이

름으로 비정하여 ‘고분’은 고리짝을, ‘드르’는 들이라 일컬어 ‘고분드르’는 고리

짝을 만드는 들이 된다고도 얘기하나, 집 취재를 통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 다.

서 신2동 9통 통장인 배정일(裵正一, 68)씨는, 고분도리에서 태어나 윗

부터 4 째 살고 있다. 서 신 로터리 서부경찰서 뒤쪽으로 새부산아 트  

산복도로 일 를 고분도리라 부터 불러왔으나 정확한 지명 유래는 알 수 없

다고 증언한다. 버드나무 고

리짝 마을이란 들어 본  없

는 소리란다.

하순이(河 伊, 81 여)씨

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동

신동 동산리 마을에서 태어

나 고분도리로 시집와서 살

았다. 보건소 못가서 옛날 서

구청 뒤 티고개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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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네를 고분도리 마을이라 한다. 티고개를 꼬불꼬불 넘어 간다고 고분도

리라 했다. 골목시장이 있어서 시장 뒷길 를 고분도리라 했다. 버드나무 고리

짝을 만들어 사는 동네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짤라 말한다. 

최근 구덕민속 술보존 회(서 신 3가 산 2-3)에서는 이 마을 구  민속인 

“서구 고분도리 걸립(부산시 비지정문화재)”을 발굴 ․복원하여 승에 노력하고 

있다. 고분도리 걸립은 정월  사흗날부터 정월 열 나흗날까지 행하던 세시풍

속의 하나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안택을 축원하고 

액을 쫓는 걸립 풍물굿놀이(일종의 지신밟기)이다.

놀이굿은 출정굿, 동네의 안녕을 비는 당산굿, 우물굿으로 구성된 첫째마당, 

가정의 안택을 축원하는 문굿, 성주굿, 조왕굿, 장독굿, 정낭굿, 마굿간굿으

로 이어지는 둘째마당, 용왕굿의 셋째마당, 마지막으로 다함께 어울리는 동

놀이 성격의 굿으로 꾸며져 있다.

고분도리 걸립은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가 없는 마을 굿으로 동민이 모두 나

와 바다를 향하여 축원하는 용왕굿을 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고분도리 걸립

패는 한때 국 각처에 청되어 공연할 정도로 기량이 우수하 으며 모든 굿이 

끝난 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굿을 열어 신명을 도우고 마을의 

건승을 고양시켜 왔다. 2006년 5월 개최한 부산민속 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10월 라북도 정읍시에서 개최한 국 회에 부산 표로 참여하

여 은상을 수상하 다.

3. 암남동

모지포마을

모지포 마을은 서구 암남동 620-20번지 12통 일 , 송도 서남방에 돌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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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처음 형성되었다는 안동네. 멀리 최근 들어선 아파트와 
해운관계 빌딩들이 보인다.

반도 끝 국립 동물검역소(옛 청소)의 동북쪽 해안통에 조성된 마을이다. 마

을앞 포구를 모짓개(毛知浦, 沒稚浦)라 하여 마을 이름도 모지포(모짓개) 마을

이라 불 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마을 사람들 주장은 다르다.

옛부터 이곳 마을 앞바다는 숭어가 다니는 길로 숭어어장이 형성될 때면 

‘모 ’(숭어새끼의 일본식 이름)가 지천으로 많이 잡힌다고 포구와 마을을 모

포라 불 으며 한자로 毛稚浦라 썼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 부터 마을을 이루

고 살아온 곳이다. 도에 진이 설치되었을 때(1881～1895)는 도 

국마장의 말을 이곳으로 옮겨 오기도 하 다.

모지포 마을의 남동쪽 500m 떨어져 있는 바다 에 무인도인 두도(頭島, 

일명 가리섬 이라고도 부른다, 암남동 702번지)가 있다. 섬의 면 은 

19,080m2이며, 높이는 59m이다. 한 무인등 가 설치되어 항해하는 선박

의 길잡이가 되고 있으며, 1972년 12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 섬에는 다양한 본류와 팽나무 등 활엽수가 자

생하고 있어 환경 조건이 육상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는데 매우 요하기 

때문에 새들이 살기에 합하다. 괭이갈매기 등 약 7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

다. 흔히들 이 섬을 갈매기가 

주종을 이루어 많이 서식한다

고 하여 갈매기의 천국이라 

일컫고 있다.

3 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

는 김성기(金城基, 64)씨의 

증언에 의하면, 모지포는 옛

부터 다 포에서 동래로 가는 

길목이었다. 숭어어장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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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면 앞바다에 물 반 숭어 반으로 모 (숭어새끼의 일본식 이름)가 많이 잡

히므로 모 가 많이 잡히는 개(浦), 모 개, 모 포라 불러왔다. 그리고 안동네

(4반)는 뱃집개(뱃집포)라 지 도 일컫는다.

처음 마을은 장군성식당 앞쪽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4반) 그후 왜군 사(3반) 

→ 마을회 (2반) → 원길동네(1반)로 마을이 확장되었다. 송도로 이어지는 

옛 마을길은 겨우 소달구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 조가네추어탕집은 일

제강 기 때 화국 기계실이어서 검역소에서 송도우체국까지 지하로 선을 

매설하여 만주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안남동 12통 통장인 권정범(權正範, 59)씨는 1969년 모친이 살고 있는 이

곳에 이사해 왔었는데 당시 이곳은 도시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떠 려온 세

민 마을 집성 으로 도시속의 시골 어 마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송도마을

송도 마을은 암남동 장군반도 동북쪽 송도만에 치한 자연마을이다. 이곳은 

송림(松林)이 우거져 송도라 불 으며 송림이 우거진 주변 해안마을을 송도 마

을이라 하 다. 이 어 마을은 1913년 부산에 거류(居留)하던 일본인들이 

송도유원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수정(水亭)이라는 휴게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면서 부산의 명물 해수욕장으로 이름나기 

시작하 다.

복 이후 회센터를 비롯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한때(1964～2002) 육지와 

거북섬까지를 잇는 구름다리와 이블카(2002년 5월 24일 철거)가 운행되는 

등 해수욕장으로 각 을 받았다. 그러나 모래가 유실되면서 해수욕장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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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대 말에 촬영된 송도 해변 풍경이다. 가운데 숲이 무성한 곳이 송도이며 오른쪽 낮은 산허리에 초가
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부민동에서 넘나들었던 오솔길도 그 곁에 보인다.

기능이 떨어져 인기가 매년 감소되다가, 서구청에서는 2005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면서 송도연안개발 사업을 벌여 해안 친수공간을 새로이 조

성하고 해수욕장의 면모를 다시 찾아가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 도 이곳

을 송도라 부른다.

이곳 앞바다에 있는 거북섬[龜島]은 암남동의 송도해수욕장 동쪽 앞 바다에 

있는 바 섬으로 섬의 모양이 거북과 닮은 데서 붙여진 섬이다. 섬의 면 은 

3,129m2로 북쪽으로 소나무로 뒤덮힌 송림공원과 마주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해안의 경 때문에 거북섬 주변의 송도는 1931년 일본인들

에 의해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었으며, 2002년까지만 해도 송도 서쪽 산언덕에

서 이어지는 이불카와 송림공원에서 놓인 구름다리로 인해 이곳이 국에

서 유명한 신혼여행지로 각 을 받기도 하 다. 한때 거북바  에 음식 이 



부산의 자연마을 제1권 

66

난립하여 경 을 어지럽히기도 했었으나 지 은 철거하여 옛 모습을 찾았다. 

송도에서 바라다보는 남항 앞바다의 야경은 낭만 인 분 기를 자아내기 때문

에 연인들의 테이트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 도 암남공원을 비롯하여 이

곳을 많은 객이 찾고 있다.

안남동 25통 통장이며, 동아일보지국 경 하고 있는 김차생(金且生, 65)씨 

그는 충무동에서 송도로 이주 정착하여 지 까지 살고 있다. 그의 증언에 의하

면, 1900년경 일본인이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고 복 이후에는 무질서하게 집

이 들어서서 옛 송도의 정취는 사라지고 말았단다. 복 에는 바닷가 일 가 

일본인 용 해수욕장이면서 일본요리집들 등 휴양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었으

나 바다모래의 유실 등으로 해수욕장이 서민들에게서 외면당하자 이 일  주민

들은 낚싯배 여 등으로 생계 책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여류시인 모윤숙(毛允淑, 1909～1990)의 별장이 송도탑스빌 앞에 있었고, 

길 건 에는 한국 쟁 임시수도시  이승만 통령이 미진별 (암남동 212번

지. 소유주 오복근) 터에 잠시 머물며 집무하 던 ‘미진별  1,000일’ 시 를 

열었던 곳이기도 했으나 1990년 고신의료원 진입로를 크게 확장 개설할 때 도

로부지로 편입되고 말았다. 이때 일본인이 만들어 세웠던 엄청 큰 바 의 송도

개척비도 깨어서 없어지고 말았다고 아쉬워 한다.

3 째 암남동 모지포에 살고 있다는 김성기(金城基, 64)씨는 남부민 등학

교(당시에는 국민학교)에 다녔는데 송도 부산은행 주변은 갓집들이었고 뒤

로는 논이었으며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해안도로가 없는 물길이어서 등 에서 

산으로 올라 학교로 통학했었다고 얘기한다. 

서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옛 마을의 골목길을 송도길로 명명하여 

옛 자취를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67

제 3 장  서구

옛 암남리가 자리잡고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옛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암남리마을

암남리 마을은 암남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지 은 암남동  지역으로 

범 가 넓어졌지만 1740년 간행된 ꡔ동래부지ꡕ나 1759년의 ꡔ동래부읍지ꡕ에서

는 암남리라는 마을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암남리의 명칭이 처음 보이는 

1832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읍지ꡕ의 기록에 의하면, ‘사하면(沙下面)에 암남리가 

있으며 동래 아로부터 49리 떨어진 곳’이라 하 다. 

암남이란 이름은 아미(峨嵋)골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더러는 이 마을이 모두 청석돌밭이어서 남쪽으로 앉아 있는 돌 마을이란 뜻으

로 해석하기도 한다. 

1910년에 간행된 ꡔ한국수신지ꡕ 기록에 의하면, 사하면 암남동의 인가가 89호

로 부근에 사빈(沙濱)이 있어 인망어업의 좋은 어장을 이루고 있으며 어선이 

10척, 인망 2통, 어 어장 6개소가 있다고 하 다. 이로 보아 마을 주민들

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 던 것 같다.

1896년(고종 3)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동래 찰부에 편

입되었고, 19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래부가 부산부로 

개편되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될 때 암남동이라 하

여 다시 동래부 사하면에 편

입된다. 1936년 부산부의 구

역확장에 따라 부산부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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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가 1957년 구제실시로 서구에 편입되었다.

암남동 당산은 암남동 81-26번지 삼정빌라 동남쪽에 치하며, 1958년에 

건립하 다. 제의 날짜는 년 2회 음력 4월과 10월에 택일하여 녁에 제만 올

린다. 45년  박상순 할머니(作故)가 이 제당 자리에 섬 이 뻗는 꿈을 꾸고 

동네사람들에게 물어 이 터가 옛 상당(上 )자리 음을 알고 지 의 제당을 짓

고 덕성  뒤에 있던 당과 호장 치에 있던 하당을 합쳐 당산제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주 경(朱重京, 64)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암남동은 서구 면 의 1/3쯤 

된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땅을 면 모두 청석천지이다. 이로 보아 어른들 애

기 로 남쪽으로 향하고 앉아있는 돌(청석)이 있는 마을이라고 암남동이라 한 

것 같다.

서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암남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자취를 느

낄 수 있게 되었다.



제 동구

1. 범일동
   널박마을∣노하마을∣대지막거리마을∣
   범내골마을∣소고마을∣안창마을∣
   연동개마을

2. 수정동
   고관마을∣소막골마을∣감골마을∣
   수정골마을∣오바골마을∣외솔배기마을∣
   화장막마을

3. 좌천동
   능풍장마을∣자진내마을∣좌천마을∣
   사도촌마을

4. 초량동
   매축지마을∣사량마을∣신초량마을∣
   산막마을∣연화동마을∣죽림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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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박 마을이 있었던 지금의 한성기린아파트 앞 (왼편 산이 증산)

1. 범일동

널박마을

박 마을은 범일동의 서쪽 산비탈에 있던 마을로 한국 쟁 이후 부산이 임

시수도 을 때 교통부가 있었던 곳이다. 지 의 한성기린아 트를 심으로 일

신기독병원에서부터 보림극장까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던 마을이다. 이곳은 

본래 부산첨사(釜山僉使)가 공무를 집행하던 부산진첨사 (釜山鎭僉使營)과 

객사(客 )가 있던 마을로 역사가 오래된 마을이다.

박은 민가(民家)가 집

되어 있는 상태, 즉 인가가 

리 집되어 바짝바짝 붙어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이라고도 하고, 한 이곳이 

동남향의 양지인데다 앞에 

있는 바닷물이 반사되어 사

시사철 ‘늘 밝다’는 뜻이라고

4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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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박 마을이 위치했던 곳을 지금의 증산 중턱에서 바라본 모양

도 하며, 옛날에 그 근처에 

넓은 바 가 있어서 생긴 이

름이라고도 한다. 그 가운데

서도 리 인가가 집해 있

어 생긴 이름이라는 것이 가

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

지만 옛날의 넓은 바 는 마

을 사람들이 모여 동네 일을 

의론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

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여름 밤의 휴식처가 되기도 하 다. 특히, 이곳에 

해 오는 속설에 의하면, 물 일을 하는 일부 주민들이 매월 조 날(음력 8일, 

23일)에 이 바 에 올라 약간의 제수를 차리고 바로 아래에 펼쳐진 넓은 바다

를 향해 제사를 모시기도 하고 무녀들의 굿 터가 되었다고도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넓은 바 로 인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짐작이 된다. 

한국 쟁 때 이곳으로 이사 와서 60년 가까이 이 동네에서 살았다는 정순심

(鄭 心, 82 여)씨에 의하면, 그는 바 를 보지는 못했고 마을 이름이 박 마

을로 된 연유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지 의 증산공원 동편 아래의 석불사 

에 ‘ 박샘’이라는 큰 샘이 있어 온 동네 사람이 모두 이 우물을 이용했으므

로 넓은 샘이라는 뜻의 박샘이란 이름에서 박 마을이란 마을 이름이 붙었

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박 마을은 비교  지역이 넓고 망이 좋아 상당히 많은 인가가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이나, 1900년  경부선 철도 부설공사 때 마을이 철거되면

서 옛 마을의 흔 은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마을 복 에 있었다는 



73

제 4 장  동구

노하 마을이 있던 자성대 동남쪽 도로변

바 도 언제 없어졌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나 이것도 일제강

기 때 부산시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닦고 주택을 지으면서 제거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폭 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기록이나 증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인부들의 수공으로 깨어 없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 으로부터 40여년 까지만 해도 보림극장 뒷편에 바 를 개한 

듯한 흔 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혹시 바 를 캐어낸 흔 이 아니었던

지 알 수 없다. 

동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지 의 범일1동사무소 뒤의 골목

에 박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노하마을

마을 이름으로 교통과 련된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노량진

(鷺梁津) ․웅진(熊津) 등은 나룻배가 던 곳이라는 뜻이고, 하마동(下馬洞) ․  
말죽거리 ․마차리(馬車里) 등

은 마차와 계 된 이름들이

다. 일반 도로와 계된 이름

도 많이 보이는데 도마리(道

馬里) ․도 리(道村里) ․노정

리(路程里) 등이 그것이다. 

노하(路下) 마을은 길 아래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지

의 범일2동 자성  서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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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있었던 마을인데, 이곳의 지형으로 보아 지 의 자성 가 치한 약간 

높은 곳으로 인마(人馬)가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한다. 이 길은 문

동 지개골과 연고개길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노하 마을은 범일2동 자성  서쪽 일 에 걸쳐 있었던 마을로 이곳은 양지바

르고 아늑할 뿐 아니라 동천이 가깝고 작은 소류지도 있어 물이 흔하고 논밭도 

당히 있어 사람 살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그래서 호수(戶數)도 상당히 많았

고 작은 장터도 있어 타 지역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다고 한다. 옛 기록에 의하

면 이곳이 곧 부산장(釜山場)으로 지 의 부산진시장의 모태라고 한다.

1471년경 간행된 ꡔ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ꡕ에 실려 있는 ｢동래부산포지도

(東萊釜山浦之圖)｣에 의하면, 부산만(富山灣) 북쪽으로 독립된 작은 산을 그

려 ‘子城臺’라 쓰고 그 동쪽으로 작은 시내를 표시하고 ‘凡川’이라 했으며 지도 

뒷면에 “自東萊至富山浦二十五里. 恒居倭戶六十七. 男女老 幷三百二十三”이라 

기록하고 있다. 

1486년에 간행된 ꡔ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ꡕ에는 ‘富山’이 ‘釜山’으로 바

고 “山如釜形故名 其下卽釜山浦也”라 하여 지 의 자성 를 ‘釜山’이라 하

부산포지도

(①자성대 ②적기 ③오륙도 ④용미산(옛 시청이 있던 자리) ⑤영도 ⑥송도 ⑦지금 
의 광복동 자리 ⑧지금의 대청동 자리 ⑨용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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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로 그 아래에 ‘부산포’가 있었다고 하 으니 자성  바로 이 포구(浦

口)요 바다 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정부에서는 고려 말부터 남해안 일 에 약탈을 일삼던 왜구들의 폐해를 

막고, 한 일본( 마도주)의 무역요구에 따라 1407년(태종 7) 최 로 부산

포와 제포(지 의 진해 웅천)를 개항하여 왜 을 설치하 다. 일본사신들은 이

곳을 거쳐 서울(한양)로 올라가게 하고, 항거왜인들에게는 왜 에서의 무역을 

허락하 다. 이때부터 무역을 담당하 던 사람들과 생필품을 팔기 한 사람들

이 모여들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마을의 역사도 600년

의 역사를 가졌고 생활수 도 높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특히, 노하 마을은 자성 와 가장 인 한 마을이었다. 그래서 자성 에 있던 

최  장군 사당과 당산을 직  리하고 제사도 모셨다. 경제  여유가 있기도 

했지만, 일 부터 주민들끼리 노하계라는 두 를 조직하여 이러한 임무를 자치

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이 노하계는 지 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범일동 당산은 자성  최  장군 사당 오른쪽에 있다. 40여년 에 건립되

었으며,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열 나흗날 자정으로 연 1회이다(용왕당의 제의

는 음력 매달  3일 낮 12시에 지낸다). 제당의 원 치는 자성  서북쪽에 

있었으나 45여년 에 당산을 철거하고 당상제만 지내다가, 40여년  지 의 

치에 다시 제당을 짓고 당산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한편, 지  자성 의 서북쪽 미싱가게가 늘어선 길을 노하골목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연유일 것이며, 동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범일2동사무소 

뒤 길을 노하길이라 명명하여 옛 마을의 이름을 살펴볼 수가 있다. 

임진왜란 이후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이곳은 통신사의 출발지로서 해로의 

안녕을 빌며 해신제(海神祭)를 모시던 가 (永嘉臺, 1614년 경상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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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 마을의 남쪽에 신축한 영가대(구 영가대의 위치는 
이곳의 서쪽임)

노하 마을의 노하계에서 모시던 산신당

권반이 세움)가 있던 곳인데 경부선(1905년 1월 개통) 철도부설로 가 는 

철거되어 사라져 버렸다. 가 의 원 치는 범일동 성남 등학교에서 좌천동

쪽의 철로변에 있었다(원 치에 기념표석이 세워져 있음). 

부산 역시와 동구청에서 부산진지성(자성 ) 부근에 2003년에 옛 가  

건물의 복원과 장을 조성하여 매년 9~10월경 통신사 행렬 재 과 해신제를 

올리고 있다.

대지막거리마을

지막거리란 돼지를 기르는 움막이 있는 거리라는 뜻이다. 즉, 돼지를 많이 

기르는 마을이란 것이다. 지 의 범일동 백화  뒤에 있었던 마을로 1901

년 경부선 철로가 부설(1905년 1월 개통)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자성

경로당에 나오는 70  이상의 고로들이 이 지막거리 마을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철도 부설 이후에도 상당기간 존속하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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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막거리 마을이 있었던 현대백화점 뒤(철로를 사이에 둔 양편임)

그러면 왜 이 지역에 돼지를 기르는 마을이 생긴 것일까? 먼  가정 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륙 진출을 꾀하면서 동구 일원에 

매립공사가 시작하면서 인부들을 상 로 음식장사가 성행하게 되었고 그런 식

당에서 나오는 이른바 ‘짠밥’을 이용하여 돼지를 기르는 마을이 생겼다고 추측

해 볼 수 있다. 특히, 이곳은 매립공사를 주 하는 사무실과 공사 장과도 가

깝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는 본래 부산이 목축업이 성했던 지역이라는 과 련지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1469년 간행된 ꡔ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ꡕ에 의하

면, ‘부산에는 석포목장, 도목장, 오해야목장이 있었다고 하 는데 석포목

장은 지 의 연동 지역이고, 도목장은 도지역이며, 오해야목장은 괴

정동 지역이라’고 하 다. 

한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 의하면, ‘부산에는 목장을 보호하는 목

마성(牧馬城)이 있다고 하 는데 그 의 하나가 엄 산(嚴光山, 몇 년 까지

만 해도 고원견산으로 불리다가 우리 지명 찾기 일환으로 되찾음) 기슭의 강변

에서 범천산에 이르는 15리 길이 다’고 하 다. 그 다면 동구 범일동 어느 

곳에서도 소와 돼지를 기르는 

목축업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돼지를 많이 기

르는 마을이 생겨났고 그 마

을 이름이 돼지막거리 마을이 

되었고 다시 지막거리 마을

로 음이 변한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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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내골마을 초입에 해당하는 백일사 입구

범내골마을

범내골 마을은 지 의 범내골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지 의 동구 범일6동과 

부산진구 범천2동 경계를 이루는 입 계곡을 범내골이라 한다. 옛날 이곳에는 

우거진 숲이 있어 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 고 깨끗하고 맑은 시냇

물이 흘 는데 가끔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여 그 내를 범내[虎川]라 하고, 그 

골짜기를 범내골이라 하 다. 그러나 호천이나 ‘호천골’로 불려지지 않고 일반

인들은 범내와 범내골로 부르고 있다.

이 범내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호천(虎川)이 된다. 이를 다시 의역하면 범천

(凡川)이 되므로 이를 다시 한자로 표기하면서 凡川이 되었다고 한다. 범일동 

시장 뒤에는 이 호천에 다리를 놓고 기념한다는 뜻에서 세워진 ｢호천석교비(虎

川石橋碑)｣가 세워졌다고 한다. 호천석교비는 재 부산박물 으로 이 하여 

보존하고 있다. 범내골 마을이란 바로 이 범내골에 있던 마을이다. 그러나 지

은 행정구역상으로 그 부분이 부산진구 범천2동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만난 

일부 사람들은 범천이란 명칭

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불려졌

다고 하 으나, 상세하게 재

조사 한 바 범천은 오래 부

터 불려진 이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40년( 조 16)에 간행

된 ꡔ동래부지ꡕ를 보면, ‘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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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내골의 야경(왼 쪽은 옛 널박마을터이고 오른쪽이 범내골임)

면 소속에 범천(凡川)1리, 2

리가 있는데, 범천1리는 문

에서 20리, 2리는 21리 거리에 

있다’고 하 다. 1832년(순조 

32)에 간행된 ꡔ동래읍지ꡕ 방리

조를 보면, 부산면 소속에 범천

1, 2리가 보인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

안ꡕ에도 범일동 ․범이동 ․범삼

동 등의 기록이 나온다. 

소고마을

소고 마을은 지 의 범일5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소 을 굽던 마을이라 

하여 소  마을이라 불 고, 이것이 다시 소고 마을로 변했다고 한다. 소 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국

시  이 부터 소 을 사용하 고, ꡔ삼국유사(三國遺事)ꡕ에는 삼국시 에 소

을 제련하는 염 (鹽田)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염 은 태양과 풍력 등의 자연력(自然力)을 이용하여 바닷물을 증발, 농축시

켜서 소 을 만드는 시설인데 주로 천일염 을 말한다. 염 이 되기 해서는 

토질, 기후, 원료가 되는 좋은 해수(海水), 지세(地勢), 지반고(地盤高), 교통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하고 특히 강우량이 고 우기와 건기의 구별이 뚜렷해야 

한다. 토질도 토와 마사토가 당히 혼합되어야 하고 항상 당한 해풍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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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주어야 한다.

이곳 동천의 하류는 하천에서 유입된 토와 해류에 의하여 들어온 모래가 

섞여 염 에 알맞은 토질이 있었고 염도가 높은 깨끗한 바닷물, 사시사철로 불

어주는 해풍, 자성 를 베개처럼 끼고 길게 발달한 사구(沙丘), 사통팔달로 뻗

은 교통 등으로 염 에 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

으로 보아 염 이 생긴 시기는 일제강 기 이후로 보인다. 

그러나 서해안과 달리 염 이 없었던 경상도지방으로는 소 의 공 이 원활

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곳의 여러 조건으로 보아 옛날부터 큰 가

마솥에 바닷물을 부어 끓여서 만드는 증발식 제염시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

나, 그 기록은 찾지 못했다. 

범일2동에 거주하는 권응규(權應奎, 84)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17세 때

에 경북 문경에서 이사하여 지 까지 계속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어려서 

소 막에도 가 보았고 어머니를 따라 소 을 사러 가기도 하 는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소 이 아주 인상 이었단다.

안창마을

안창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구 범일6동과 부산진구 범천2동 일부에 속

해 있는 마을이다. 원래는 사람이 살지 않던 오지 으나 한국 쟁 때 모여든 

피난민들이 땅값도 내지 않고 허가도 없이 자 을 이루게 됨으로써 자연스럽

게 생겨난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 마을이다. 다만, 마을 입구의 호계천 근방에

는 그 이 부터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북고개에서 서북쪽으로 들어가 있는 마을인데 본 동네와 뚝 떨어진 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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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쪽 안창마을(下村)

의 좁은 분지(盆地) 안에 있으므로 안창 마을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

다. 지 처럼 시가지가 연결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밖에서는 그곳에 사람 사는 

동네가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감추어져 있는 마을이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천혜의 피난지로 소문이 났었다고도 한다. 

안창 마을은 하 (下村)과 상 (上村)으로 나 어져 있는데 상 에 비하여 

하 의 생활수 이 조  나은 편이며 보각사, 선해사, 명사, 법천사, 천수암, 

백련사, 음사 등 작은 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지형 인 계로 일반 생활

기반시설이 낙후하여 1970년 에 겨우 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곳 상 에서 50여 년을 살고 있다는 채복수(蔡福壽, 75)씨의 증언에 의하

면, 상 은 1980년 에야 비로소 기가 들어 왔다고 한다. 이곳은 교통도 불

편하 으나 지 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하루 수 십 회에 걸쳐 운행하고 있

고 진입도로를 크게 넓히는 공사도 완공되어 시내와 완  연결되었으며 생활환

경도 많이 좋아 졌단다. 특히, 이라크에서 테러범들에게 살해된 김선일씨 사건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로 공사와 시내 정비를 계속하고 있어 더 좋아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랫마을 보각사 안 

쪽과 윗마을 음사 은 아

직도 무허가 건물이 많고 골

목길도 정비되지 않아 불편이 

많으나 이곳의 통장을 맡고 

있는 채홍기(蔡鴻基, 52)씨

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 안창

마을 일 도 곧 재개발에 착

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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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안창마을(上村)

재 안창 마을은 주거지이

면서도 독특한 음식문화가 형

성된 동네이다. 언제부터인가 

‘오리불고기’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고 지 은 수십 군데의 

오리불고기집이 성업하고 있

다. 이곳이 오리 불고기집으

로 유명하게 된 것도 목축업

이 성하 던 인근 마을의 

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강이나 연못이 없어 오리를 키울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리 불고기집이 생긴 이유가 석연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에 하여는 고로들이나 주민들에게서도 그에 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고증할만한 문헌도 없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근 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곁들여 닭도 키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안창 마을에도 수되어 

처음에는 닭백숙이나 닭고기를 문으로 하는 음식 이 생겨나게 되면서 자연

스럽게 오리고기 요리도 곁들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시내에서는 좀처럼 먹어보기 힘든 오리고기 요리 문식당이 이 

곳에 생기고 먹어 본 사람들이 그 쫄깃한 맛에 소문을 내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 들게 된 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이 안창 마을은 동구의 자연마을  제일 뒤

에 생겨난 마을로서 유일하게 그 명칭과 흔 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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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전의 부산진성 아래 마을 모습(좌측 상 중앙 연못 
부근이 연동개 마을이고, 전면 상부는 사도촌마을 일부, 아래
는 노하마을)

연동개마을

연동개(蓮東開) 마을은 지 은 없어진 마을로 범일3동에 있었다. 연등개 

마을의 부분은 1975년과 1977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남구의 문 동과 

부산진구의 범천동으로 편입되었다. 그래서인지 동구 범일동에서는 연동개 

마을을 기억하는 고로들이  없었다.

동쪽으로 흐르는 동천에는 지 의 부산진구 부암동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

까지 양쪽으로 여러 개의 지천이 있었는데 그 에서도 범천동에 이르러 가장 

큰 지류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문 동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지류가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자성  뒷편에서 감아 들어오는 지류도 있었다. 이 게 흘러 들어

가는 지천의 간 간에는 연꽃이 군데군데 있었다고 한다. 

특히, 증산 골짜기에서 발원되어 자성  뒤편을 돌아 들어오는 지류에는 

냇가에 많은 연꽃이 을 지어 피었는데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그 자태를 뽐

내며 화사하게 피어 장 을 

이루었다. 지천이 동천에 합

류하기 직 의 낮은 지역에

는 물길이 맴을 돌면서 소(沼 

: 늪)를 이루고 여기에는 수

백, 수천의 연꽃이 자생하

던 것 같다. 그 에서도 자

성 를 돌아드는 지류와 동

천 본류 사이에는 상당히 큰 

소가 있었는데 연꽃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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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生育地)는 여기까지 연속되어 있어 큰 연꽃 밭을 이루었다고 한다. 

연동개 마을은 증산의 동편에 치하면서 바로 이 소를 반달처럼 둘러싸고 

있었는데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마을 앞에

는 소를 따라 둥 게 길이 나 있었으며 길 아래 소에는 연꽃이 만발하 다. 연

꽃이 꽃망울을 터뜨릴 때면 언제나 아침 햇살을 받아 동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활짝 피었다. 

아마도 옛날 이 마을에 시심(詩心)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모양으로 언제나 

동쪽 해를 향하여 피어오르는 연꽃을 보고 이 마을을 ‘연꽃이 동쪽으로 향하여 

피는 마을’이란 뜻으로 연동개 마을이라 불러온 것이 그 로 해져 내려와 오

랫동안 연동개 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지 은 늪도, 연꽃도, 마을도 

바다의 매립과 주택가가 조성되면서 그 흔 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 은 그 

이름만 해 오고 있을 뿐, 옛날 활짝 핀 연꽃이 장 을 이루었던 연동개 마을

을 증언해  사람 하나 없음이 몹시 안타까울 따름이다.

2. 수정동

고관마을

인문환경에 련된 지명은 개 역사  연유, 종교, 개화  개척, 경제, 교통 

등에 련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  마을은 과거에 설치 된 특수한 건물, 역

사 인 사건이나 인물, 조상들이 남긴 유 이나 유물, 습과 련되어 붙여

진 역사  지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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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수정동2, 4동과 초량3동 일대의 한국전쟁 전 모습(산아래 
우측이 고관 마을이고 정면이 초량3동, 보이는 부두는 3부두)

고 은 구 ( 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館)이란 왜 (倭館)을 여서 

표기한 것이다. 왜 이란 일본인(倭人)에게 거주와 통상행 (通常行爲)를 허락

한 일정한 지역과 그 건물들을 말하는 것이다. 

신라 때부터 일종의 해 과 같은 무리인 왜구(倭寇)들이 끊임없이 우리나

라 남서해안을 침탈하여 괴롭히고 있었는데 특히 고려 말에 그 정도가 심하

다. 당시에 국가의 가장 큰 문제 던 것이 왜구를 물리치는 일이었는데 이때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조선 태조 이성계(李成桂)이다. 그는 이 공로로 

앙 정계에 혜성처럼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서 고려조를 몰락시키고 조선을 개국

하기에 이르 다.

조선정부는 1407년(태종 7)에 왜구들을 회유하기 하여 부산포와 제포(지

의 진해 웅천)에 왜 를 설치하여 왜인을 거류하게 하고 무역을 허락하 다. 

이때의 부산포 왜 은 지 의 자성  서북쪽 부산진시장 일 에 있었다. 부산

포 왜 은 임진왜란 이후 폐쇄되었다가 이후 1603년에 도에 임시왜 이 설

치되었고, 1607(선조 40)에 두모포왜 (豆毛浦倭館, 지 의 동구 수정동시장 

일 )이 설치되어 1678년 

량왜 (草梁倭館, 지 의 용

두산 ․복병산 일 )으로 이건

할 때까지 있었다.

당시 두모포 왜 은 1칸을 

1보로 계산하여 동서가 126

보, 남북이 63보이고 동은 바

다에 면하고 서남북 3면은 돌

담으로 둘러 쌓 으며 동문 

밖에 좌천이 흐르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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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다. 그 치는 개 지 의 동구청 앞에서부터 

수정2동과 좌천1동에 이르는데 그 남쪽의 해안에 방 제를 쌓아 선창으로 삼

았다 하니 지 의 동부경찰서 앞이다. 그러나 이 곳이 수심이 얕고 남풍이 불

면 도가 심했기 때문에 선창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일본측은 계속 왜 의 

이 을 요구하여 1678년에 용두산 부근으로 옮겼다. 그래서 새로 이 한 곳은 

신 (新館)이 되었고, 이곳은 구 ( 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당시 고  마을의 흔 은 찾을 수 없지만, 그 입구에 해당하는 수정2동, 수

정4동, 량3동의 경계지역인 수정동 사거리를 고  입구라 하고 동구청 입

구에서 국제오피스텔 건물까지의 도로를 고 길이란 이름으로 리 부르고 있

다. 이곳에 오래 산 주민들에 의하면, 한국 쟁 이 에는 구 입구라고 불 는

데 그 이후 무슨 이유인지 고  입구로 통용(通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어

의(語意)로 보아서는 구  입구가 올바르다고 하겠다. 

지 도 이곳에 살고 있는 하상두(河相斗, 73)씨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

기 때부터 한국 쟁 이후까지 고  입구 앞에 해당되는 구 KBS부산방송국 옛

터 부근에는 기 차 조차장이 있어 여기서 기 차의 머리를 돌리고 기 차에 

물을 넣고 석탄을 실었다고 한다. 얼마 까지 있던 수정산 배수지에서 큰 수

도 을 따라 이곳까지 물이 흘러 내렸고 그 물을 기 차용으로 주입하 으며 

육지에서 화차로 싣고 온 석탄과 화물선으로 실어 온 석탄을 마메탄으로 만들

어 이곳에서 화차에 집어 넣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물론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어두운 밤만 되면 이곳

에 숨어들어 석탄을 훔치기도 하고 화물차에 숨어들어 화물을 훔치기도 하 다

고 한다. 이런 까닭으로 이곳에는 소규모의 식당, 술집들이 많이 생겼고 어귀

에는 매춘집도 있었다. 지 의 고 입구 식당골목도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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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막골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동구청 우측 주택가

소막골 마을이 있던 수정2동 일대

소막골마을

소막골 마을은 지 의 동구

청 뒷쪽에 있었던 자연마을

이다. 수정2동 상부에서 수정

3동에 이르는 비탈에 있던 

마을로 소를 많이 길러 집집

마다 소막이 있었고 소를 잡

는 도살장도 있었다고 한다. 

지 은 도시화로 인하여 주택

지가 조성되면서 옛 마을의 

흔 은 찾아볼 수가 없다.

동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량6동에 소막길이란 도로명을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수정동에서 70여년을 살고 있다는 최소호(82, 여)씨의 증언에 의하면, 동구

청에서 도로명으로 부여한 수정길과 공길도 소막골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지 도 수정산 아랫 자락  

주택이 없는 곳에는 탐스러운 

새 란 풀이 많이 자라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따뜻한 날 

이곳을 지나면서 샛 란 풀 

사이로 띄엄띄엄 피어 있는 

이름 모를 들꽃들의 향연은 

지 도 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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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산자락 아래가 감골 마을이 있던 곳

감골마을

감골(橄谷) 마을은 지 의 수정3동 윗자락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지 도 

이면 새하얀 감꽃과 복사꽃이 만발하여 경을 이루는 수정3동 뒷골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 학교 뒷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감고개이다. 이 감고

개에서 수정산 기가 아래로 뻗어 내리면서 수정4동 배수지가 있는 산등과 

수정3등 뒷등 사이에 상당히 큰 골짜기를 만들었는데 감골 마을은 바로 이 골

짜기에 있던 마을이다.

이 감골에는 옛부터 감나무가 많았는데 그래서 감골을 지나는 고개를 감고개 

는 감재라 하 고, 한자로는 감시(枾)자를 써서 시령(枾嶺)이라 하 다. 

혹자는 감고개의 어원을 ‘가모령’, 는 ‘가마고개’로 보고 가마는 ‘釜’이므로 이

를 부령(釜嶺)이라 표기하여 부산이란 명칭과 연계하기도 하 으나, 사실과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골짜기는 수정천의 발원지이기도 하고 사시사철 당한 해풍(海風)이 불

어 겨울에는 따스한 바람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감돌

고 나가는 지형을 가졌고 동

남쪽을 제외한 3면이 산자락

으로 둘러싸여 있다. 한 수

정산으로부터 지하수맥이 흐

르고 있어 물을 구하기가 용

이하여 감나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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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가 많아 가을이 되면 빨갛고 먹음직한 감나무 가지가 골짜기를 풍성하게 

채웠다. 이곳에는 아직도 감나무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한 감나무 사이로 비교  기름진 밭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감나무가 

있는 골짜기 아래 일부 평지에는 벼를 모내기 할 수 있는 논도 있고 당한 경

사의 밭이 있어 30여호의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을 자연스럽게 감골이라고 

불 다. 

지 의 수정3동 성 크와 남성맨션 사이의 평면지역 일 에 해당한다. 지

은 50년 에 살던 사람이 하나 없어 마을의 구체  규모와 주민들의 성

(姓貫)이나 성분 등은 알 수가 없으나 지 의 수정3동에 사는 안 자(69, 여)

씨가 마을이 있었던 치만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뿐 마을의 유래에 하여

는 알지 못했다.

우리나라 특산 과일의 하나인 ‘감’을 한자로 표기할 때 음(音)으로는 ‘橄’, 

는 ‘柑’으로 표기하고 뜻으로는 시(枾)자로 표시했는데 우리나라 역에 많

이 있는 감나무골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한자로 표시하면서 ‘柑谷’으로 쓴 데

가 부분이고 가끔은 ‘橄谷’으로 쓰기도 하고 순 히 의미를 따서 ‘시곡(枾

谷)’ 는 ‘시목곡(枾木谷)’으로 부르기도 하 다.

수정골마을

수정골(水晶谷) 마을은 지 의 행정동인 수정1 ․ 2 ․ 3 ․ 4 ․ 5동을 아우르는 이

름이다. 옛날 수정동은 지 의 수정산 아래 외솔배기를 심으로 좌우로 독수

리의 날개처럼 뻗어나간 구릉을 심으로 동으로 좌천(佐川)까지, 서로는 부산

천(釜山川)까지로 수정산 아래에서 바다까지 해당하는 마치 손 등성 같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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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골 마을이 있었던 지금의 수정아파트 아랫쪽

개 마을을 이르는 범 에 해당한다.

수정동은 조선시 까지만 해도 동래부(東萊府) 동평면(東平面) 두모포리(豆

毛浦里)라 불 다. 1486년에 간행된 ꡔ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ꡕ에 의하면, 

두모포는 원래 기장에 있던 마을 이름이었으나 조선 종 때, ｢삼포왜란(三浦

倭亂)｣이 일어난 후, 부산포(釜山浦)의 방 를 강화할 필요에 의하여 그 시설

들을 지 의 수정동으로 이설(移設)하면서 그 이름도 그 로 옮겨 두모포리라 

하 다. 

이 에서 수정골 마을은 지 의 수정산 골짜기에 치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수정산 자락을 베개처럼 베고 왼편으로 비스듬히 산등성을 끼고 있는 마을

이다.

수정골은 뒷산인 수정산(308m)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지 의 동구청 부근

에서 수정 같이 맑은 샘물이 솟아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한 그 정상에 작은 분지가 있는데 여기를 조 만 도 크고 작은 수정이 나

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재 좌천4동 새마을 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충호(李忠浩, 68 남)씨의 증

언에 의하면, 수정산의 북쪽 

끝자락에 해당되는 좌천4동

의 맞은편 산에서도 번쩍번쩍 

빛을 발하는 육각형의 돌이 흔

하 다고 하나 지 은 수정산 

그 어느 곳에서도 수정이 나오

지 않고 옛날에  낸 흔 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 수정의 생

산지로서의 기원설을 증명 할 



91

제 4 장  동구

수 없다. 

지 도 수정산에는 청조, 참새미, 장수, 만수 등의 약수터가 있어 맑고 깨끗

하고 물 맛도 좋은 약수가 나오고 있어, 아마도 수정 같은 샘물이 나온다는 기

원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이곳에 오래 살던 토착민들이 수정

산을 물정산이란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아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수정골 마을은 바로 이 수정산 골짜기 마을이란 뜻으로 지 의 수정3동 윗쪽

과 수정5동에 치하 던 것으로 보이나 이곳에 오랫동안 살았다는 고로들

조차도 옛날에는 수정골 마을이라고 불 던 특정 마을은 없었고, 외솔배기마을

․한증막마을 ․감곡마을 ․오바골마을 등 수정동에 있었던 마을 체를 통 털어 

수정골 마을이라 불 던 것이며 이것은 일제강 기 때 행정동명을 붙이면서 

부수 으로 생겨난 이름일 것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수정골 마을은 형 인 남향 배산의 지형이고 아랫쪽의 일부 천수답을 제외

하고는 논이 없어 밭농사를 생계의 기본으로 살았으며 옛날에는 지 의 동부경

찰서 뒷편 수정시장 터까지 들어 와 있던 바닷가에서 풍부한 조개, 해조류를 

채취하여 생활하 으며 일제강 기 때에는 채석과 벌목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지 은 부분 주택지로 변하여 옛날에 있었던 밭의 흔 을  찾아 볼 수 

없었으나, 동북쪽 산자락에는 아직도 옛날 농사를 짓던 밭의 형상이 남아 있어 

지 도 부지런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작은 남새밭을 일구어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오바골마을

오바골 마을은 지 의 수정3동 성 크 아랫쪽에서 동구청 뒷쪽의 우측 

등성이에 걸친 수정산 기슭에 있던 마을로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하던 수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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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골 마을이 있던 지금의 동구청 위 우측 시가지

을 따라 길게 뻗어내려 치했던 마을이다. 오바골의 어원에 하여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고로(古 )들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다. 

수정5동에서 50여 년을 살았다는 안 자(69, 여)씨에 의하면, 수정천에는 

군데군데 우물 모양으로 물이 고인 데가 있었는데 이를 원정이라고 하 고, 그

래서 오바골을 원정골짜기라고 불 다고도 하 다. 이 원정에는 아랫마을 아낙

네들이 빨래를 이고 올라와서 냇가에 솥을 걸어 놓고 삶아서 원정의 맑은 물에 

빨래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옷을 빠는 곳이란 뜻으로 오바골 마을이란 이름

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 최소호(崔 虎, 82 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물 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이곳으로 이사 와서 지 까지 살고 있는데 이곳 언덕배기에는 호박을 많

이 심었다고 한다. 주 에 사는 주민들이 여기에 호박을 심어 놓고 이를 가꾸

기 하여 인분을 가져다 뿌려서 냄새가 동네를 진동하기도 하 는데 그래서 

호박을 많이 심은 마을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호박골 마을이라 하 고 그것이 

나 에 변하여 오바골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 쪽의 증언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물이 좋아 인근 동네 

아낙네들의 빨래터가 되었던 

것도 틀림없고 호박을 많이 심

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하니 두 

이야기 모두 버릴 수 없는 이 

마을의 유래라 할 것이다. 



93

제 4 장  동구

외솔배기 마을이 있던 수정아파트 12호동 아래

오바골 마을의 빨래터는 한국 쟁 이후에도 수정천이 복개될 때까지 계속 이

용되어 오다가 지 은 그 흔 이 사라져 버렸다.

외솔배기마을

외솔배기 마을은 수정4동

에 있었던 마을로 없어진지

가 오래되지 않아 많은 사람

들이 기억하고 있다. 지 도 

이곳에서 40년 이상 살고 있

는 사람들은 외솔배기 마을

에 외로이 서 있던 큰 노송

(老松)을 기억하고 있다. 외

솔배기 마을이란 말 그 로 

외솔이 서 있던 마을이란 뜻이다. 외솔이 서 있던 자리는 옛 수정4동사무소가 

있던 오복한 등성이로 지 은 약간의 공터가 남아 있어 그 자취만 알려져 있을 

뿐 주 는 모두 작은 주택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그 노송을 베어버리지 않고 

살려서 보호했더라면 지 은 기념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지  수정4동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수정아 트 에서 11호동과 12호동

이 있는 아랫쪽에서 산복도로 으로 지 의 수정동 성결교회와 고 입구 언

리까지가 외솔배기 마을에 해당한다. 재는 외솔배기 마을의 윗쪽은 수정3동

과 경계를 이루고 아랫쪽은 수정2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옛날에는 오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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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약간 움푹한 곳이 화장막 마을이 있던 곳

마을과 바로 경계를 이루는 치로 지 의 수정4동이다.

이 외솔배기 마을이 있던 등성이는 수정산에서는 가장 큰 기인데 풍수지리

으로 보아 수정산의 정기가 가장 뚜렷이 뻗어 내린 명당으로서 한국 쟁 이

까지도 마을 주 에 무덤이 남아 있었다고 하며 노송은 바로 무덤 사이에 있

었다고 한다. 

지 은 망향로 아래로 외솔이 서 있던 자리까지의 골목을 동구청에서는 도로

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외솔배기길이라 명명하여 외솔배기 마을의 흔 을 남

기고 있다. 아랫쪽에서 동사무소 사이의 약 400m를 외솔배기길이라 부르고 

있다.

화장막마을

화장막(火葬幕) 마을은 옛날 근처에 화장막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지 의 

수정5동 망향로(산복도로) 윗쪽에서 좌천4동 경계선이 되는 곳으로 화장막

이 있던 자리는 주택지로 변하여 그 흔 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 화장막이 언제부터 생

겼는지 모르지만, 수정4동에 

69년째 살고 있다는 최소호

(82, 여)씨의 증언에 의하

면, 이곳에 일제강 기 때 일

본인들이 운 하는 화장막이 

있었는데 천막과 비슷한 가

건물을 짓고 쇠막 기 에 

시신을 놓고 장작이나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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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화장을 하 다고 한다. 화장할 때는 냄새를 그 로 풍기는 것은 물론 유

족이 찾아오지 않거나, 찾아오더라도 유골을 안해 가지 않고 유골가루를 이

곳에 그 로 뿌려서 주변은 유골가루로 허 게 되었다고 한다. 

한 화장막 에는 상여집도 있어 유족들이 원하면 상여를 빌려 주어 그 

상여로 시신을 옮겨 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분은 달구지로 싣고 오거나 지

게에 지고 와서 화장하 다고 한다. 특히, 복 직후 호열자로 많은 사람이 한

꺼번에 죽었을 때는 밤낮으로 시신을 화장하여 그 처참한 모습이 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화장막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에서 수정4동 뒷산까지에 공동

묘지도 있었다. 지 은 체육시설이 들어 서 있는 산자락부터 헬기장이 있는 

간 산등성까지 이곳 마을이 주민들의 묘지(墓地)가 조성되어 있었으나 그 

숫자는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쟁 때 피란민들이 이 아랫쪽에 수많은 

자집을 짓고 살게 된 후로 이들의 공동묘지가 되어 묘소가 격히 불어났다. 

그동안 후손들이 조상의 분묘를 많이 이장(移葬)을 하 고, 매년 찾아와서 성

묘하는 사람이 없어 폐묘된 것도 많으나 지 도 100여기의 묘소가 남아 있다.

3. 좌천동

능풍장마을

능풍장(陵風莊) 마을은 지 의 좌천4동 수정성당 뒤에서 좌천 등학교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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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풍장 마을이 있던 지금의 수정성당 뒤 주택지

능풍장이 있었다고 추측되는 지역

쪽에 있던 마을이다. 좌천4동 

경로당과 인근의 학원경로당

에서 만난 고로들에 의하면, 

일제강 기 때에 우리나라 골

동품을 수집하여 큰 돈을 번 

오이까와(及川)라는 사람이 이

곳에 큰 호화 택을 짓고 살았

는데, 이 집의 이름을 능풍장

이라 하 고, 능풍장 별장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능풍장 마을이라 불 다고 한다. 

지 도 이 지역 안에 일제강 기 때 신축한 허물어 진 집이 있는데, 혹시 이 

집이 능풍장이 아닌가 하여 조사하 으나 이곳에 살고 있는 이충호(67)씨나 

경로당의 류동상(75) 회장도 이를 확언하지 못하 다.

능풍장을 한자로 쓰면 ‘陵風莊’, 는 ‘能風欌’으로 표기 할 수 있는데 陵風莊, 

는 能風庄이라면 큰 집이나 별장이 있었다는 뜻이고, 能風欌이라면 장롱을 

잘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니 

지 의 좌천동 가구거리와 상

통(相通)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능풍장에 한 정

확한 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와 같이 능풍장 마을은 일

제강 기 이후에 생성된 마을

로 보이므로 역사는 오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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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내 마을이 있던 지금의 봉생병원 뒷쪽

다. 이 지역은 큰길에서도 얼마 들어가 있지 않고 경사도 심하지 않아 지 도 

좋은 주택과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곳의 골목길을 동구청에서는 도로

명 부여 사업으로 능풍장길이라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찾아볼 수 있게 되

었다. 이곳에는 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고찰인 연등사(燃登寺)가 있다. 

복 이후 지 까지도 일제강 기 일본인 부호인 오이까와의 별장 이름을  

그 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우리 지명 바로 찾기라는 측면

에서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하루 빨리 바꾸어지길 기 해 본다.

 

자진내마을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 외에도 마을 이름이 생기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동구 좌천동에 있는 자진내 마을도 그런 경우의 하나이다. 좌천동에서 

5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도 자진내 마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래부터 있던 마을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좌천동의 ‘좌’와 부산진의 ‘진’이 

합쳐져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

된다. 그 다면 지 의 부산

진성이 있었던 좌천동의 ‘佐’

와 부산진성의 ‘鎭’자가 합쳐

져서 좌진내 마을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을 이름은 

나 지 이나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보다 행정

기 의 편의에 의하여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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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바라본 자진내 마을의 옛터

지는 경우가 많다.

재의 동구와 부산진구는 

범천과 범내골을 경계로 하여 

분리되지만 옛날의 부산진은 

동구의 증산과 자성 를 잇는 

부산진성을 가르킨다. 그러므

로 좌천동과 부산진의 경계는 

자성 와 증산을 연결하는 선

의 앞쪽이 된다. 증산의 서남

쪽에 해당하는 지 의 생병원 으로 좌천이 흘러 내려 바다로 유입되고 바

로 이 좌천변을 심으로 형성된 상당히 큰 락이 있었는데 이 마을이 자진내 

마을인 것이다.

한편, 좌천과 좌자천을 자진내라고 부르기도 하여 그 근방에 있는 마을이라

는 뜻으로 자진내 마을이라 하 다는 설도 있으나, 좌천과 좌자천을 자진내라

고 불 다는 것은 어원을 살펴 보아도 맞지 않고 좌천 마을이 따로 있는 것으

로 보아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다.

좌천1동 산령당(산신제당)과 고당은 좌천1동 792번지에 있으며, 고당은 

1946년에 건립하 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열 나흗날 자정이며, 연 1회 지

낸다. 이 산령당과 고당은 정발장군제와 한 계가 있다고 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이곳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제일 먼  상륙한 곳으로 부산진첨사인 정발 장

군이 최후까지 항 하다가 순 한 곳으로 그 뜻을 기리기 해 설치한 정공단

(鄭公壇, 부산 역시 기념물 제10호, 1972. 6. 26 지정)이 자리하고 있으

며, 부산에서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부산진 일신여학교도 이 마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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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경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의 좌천마을 부근의 모습.
오른쪽 중간에 있는 성이 부산진지성(자성대)이다.

왼편 윗쪽에 있다. 당시 부산진 사립일신여학교 건물은 부산 역시 기념물 제

55호(2003. 5. 2 지정)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자진내 마을은 좌천 유역의 농산물과 앞 바다 수산물이 집산되는 지역의 하

나로 상당히 부유한 마을이었다.

좌천마을

좌천(佐川) 마을은 좌천을 따라 해안까지 길게 이어져 형성되었던 마을이

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東萊府誌)ꡕ에 의하면, 좌천이란 이름은 본래 

좌자천(佐自川)의 약칭이다. 좌자천은 가야산  감재(甘嶺)에서 시작되어 지

의 수정5동 뒤 수정성당과 수정 등학교 사이를 흘러 동부경찰서와 생병

원 사이의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작은 개천을 말한다. 

이 좌자천은 주변에 있었던 마을이 좌자천리(佐自川里)이며, 이는 각기 1, 2

리로 나 어져 있었다. 1740년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 따르면 좌자천은 동래부

에서의 거리가 20리이고 좌

자천 1, 2는 21리로 기록하

고 있다. 일설에는 수정동도 

좌자천리로 불 다고도 한다.

좌천4동에서 60여년 동안 

살고 있는 이충호(李忠浩, 68)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 좌천

은 평소에는 물이 없는 건천

(乾川)이었다가 비가 오면 폭

포처럼 쏟아지는 류천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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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성 아래쪽에 있었던 자연마을인 바닷가의 자연마을의 
전경(1905). 위쪽 건너편이 우암동이다.

었고 옛날에는 이 주 에 황토가 많아 평소에는 단단한 아스팔트길처럼 매끄럽

다가도 비만 오면 발자국을 떼지 못할 정도로 질어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

도 다고 한다. 

복 이후부터 좌천4동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류동상(柳東相, 76)씨의 증언

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평소에 황토가 많아 범내골부터 산복도로(망향로)를 

올라 성북고개를 넘어 부산진역 앞과 구 ( 는 고 ) 입구까지 이르는 길을 

황토길이라 하 는데 평소에 사람의 왕래는 물론이요 소달구지, 우마차 등의 

통행이 빈번하 으며, 이 길은 바로 비만 오면 무 질어서 장화를 신지 않으

면 다닐 수 없을 정도 다고 하여 이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 이 황토길의 일부인 동구 좌천4동에 있는 증산의 산허리 고개길은 옛 

부터 수정동과 범일동을 왕래하던 통로 는데, 이 고개를 아리랑고개라 한다. 

아리랑고개의 지명은 이 고개가 오솔길의 분수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 노

래를 부르면서 이 고개를 넘었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해져 오고 있다. 그

러나 10여년 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한 많은 고개의 이름을 ‘城北고개’로 개

칭하면서부터 옛 아리랑고개

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좌자천 주변에 있었던 

마을이 곧 좌천 마을인데 일

제강 기까지 좌천1, 2리로 

나 어져 있었다고 한다. 좌

천 마을이 본래 좌자천 마을

로 불 는지는 명확하지 않

다. 좌자천이란 이름의 유래

에 하여는 몇 가지 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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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곳이 바다에 닿아있는 입구이므로 태풍의 피해가 잦은 데서 붙여진 이

름이라고도 하고, 물이 깊지 않고 잦은 물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

다. 이 좌자천은 지 은 부분 복개된 상태로 남아 있다.

좌천4동 당산제단은 좌천4동 940-8번지 통일동산 우리 남쪽에 있다. 

건립 연 는 알 수 없으며, 제의 날짜는 정월 보름 9시경과 추석 9시경이며 1

년에 2회 제를 지낸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좌천 마을은 하천과 련된 지명으로 이 지역은 하천을 따라 인가가 범

하게 길게 산재하여 있었다고 하므로 따라서 역사도 오래 된, 꽤 컸던 마을로 

아마 100여 호 이상이 취락을 형성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좌자천을 

따라 주 에 상당히 넓은 논도 있어 농업도 발달하 다. 

좌천 마을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지 의 동부경찰서 근방 해안은 조선 말기

에는 개운포라고 불리었다. 이 개운포(開雲浦)란 명칭은 본래 울산군 면

(大峴面)에 있었는데 조선 기 들어 부산에 단일 왜 이 설치되고 임진왜란 

이후 국방상 부산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울산의 개운포를 없애고 이곳 좌천

마을 해안으로 옮겨 그 이름을 그 로 사용하게 되어 부르게 된 것이다. 

1740년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 의하면, ‘동래 아에서 20여리 되는 곳에 동평

면에 속한 좌천리가 있었고 81호의 주민이 살고 있었으며 두모포왜  동문 밖

으로 좌천이 흘 다’고 하 다. 따라서 왜 과의 각종 거래상 그 인근에 큰 마

을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일제강 기 때에는 지 의 좌천동 철도변인 

매축지가 바로 부산항의 심 부두 으므로 해안가에는 외국 상인들을 상 로 

한 상인들도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산진성이 있던 증산의 바로 아래이

므로 성을 지키던 병졸들의 식솔들이 살았을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좌천 마을

의 첫 주거지요 심지는 지 의 좌천4동 통일동산 부근이었다는 것이 이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고로들의 통일된 증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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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좌천 마을은 그 치상으로 보아 부산포권의 심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생활수 도 높았을 것이다.

사도촌마을

사도 (沙道村) 마을은 지 의 좌천1동 아랫쪽에서 범일5동 상부까지에 

해당되는데 동천 하류의 오른쪽 하구와 좌천의 사이에 있던 모래사장 윗쪽에 

있던 강변 마을이다. 동천과 좌천에서 떠내려 온 모래와 바닷물에 실려 온 모

래가 쌓여서 넓은 모래톱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사이로 삼각주(三角洲) 형

의 기름진 땅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로 통하는 큰 길이 생

긴 것으로 보인다. 

사도(沙道)란 모랫길이라는 뜻으로 그 모랫길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사

도  마을이란 이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치로는 지 의 자성  오

른쪽 성남 등학교 일 로 일명 사지 (沙知村)이라 불 다고도 한다. 사지란 

말의 어원도 모래땅 즉 사지(沙地)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사도 는 사지란 모

랫길 는 모래땅이란 뜻이니 아마도 부두로 통하는 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 길 에 모래나 자갈이 많았을 것이고 이 길 좌우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

이다. 따라서 그 이름이 ‘모랫길 마을’이 되었고 이를 한자로 옮겨 사도 이 된 

것이다.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상륙한 왜 과 장렬히 싸우다가 순 한 충장공(忠壯

公) 정발(鄭撥) 장군을 모신 ｢정공단｣이 사도  마을에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부산진성 남문터에 세웠다가 뒤에 지 의 장소로 옮겼다. 정공단(부산 역시 

기념물 제10호, 1972, 6, 26 지정)은 1766년 부산진첨사 이 국(李光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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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촌 마을에 있었던 곳에 세워진 정공단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해 민 ․ ․군을 이끌고 왜 에 

맛서 싸우다 성과 운명을 같이 

한 부산첨사 충장공(忠 公) 

정발(鄭撥) 장군이 순사한 부

산진성의 바깥쪽에 설치한 단으

로서, 정발 장군과 그를 따라 

함께 사한 여러 사람을 모신 

곳이다.

지 의 범일동 ․좌천동에 사는 고로들이나 이곳 주민들 에 이 사도 을 알

고 있는 사람이  없고, 마을이 있었던 부분이 매축 되면서 그 흔 도 찾

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도  마을은 매축을 후하여 십 여년 존재하다가 

사라진 마을로 여겨진다.

4. 초량동

매축지마을

미축지(埋築地) 마을은 지 의 동구 량동 ․수정동 ․좌천동의 아랫쪽이 본래 

바다 는데, 1913년 매축을 시작하여 3차에 걸쳐 매립이 완료되면서 그곳에 

생겨난 마을이다. 다른 곳에서는 매축지가 부두, 도로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량에서는 그 일부에 마을이 생성되어 주민이 거주하 는데 이곳을 매축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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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동부경찰서에 있는 매축기념비

을이라고 불 으니 그 역사는 80여 년에 불과하다. 지 의 국민은행 량동 지

 뒷편, 량시장 일 로 일제강 기 때에는 그 일부가 량역 철도부지로 편

입되고 남쪽 부분은 도로가 되어 윗부분 마을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인근 연

화마을 ․죽림마을 주민들과 부두공사 인부들의 왕래가 많아 일 부터 시장이 

형성되었다.

수정산에서 내려오던 량천이 지 의 량 6거리 앞에서 갈라져 동남쪽

으로는 연화 마을의 식수와 생활용수가 되고, 서남쪽으로 흐르는 기는 바로 

매축지 마을의 식수와 용수가 되니 매축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 하고 만주 ․ 국 등으로 침략하기 하여 그 시발

으로서 부산의 역할이 증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륙 종단의 시발지로서 부

산에서 시발하는 경부선(京釜線) 철도를 부설하 고 수심이 깊고 형 선박

이 안 할 수 있는 천혜의 부산항을 으로 개발하기 하여 처음에 조선

기업주식회사(朝鮮起業株式 社)를 만들어 구 에서 동천 입구에 이르는 

40만평을 매축하 다. 이 회사가 자 사정으로 매축을 포기하자 1926년에 

부산진매축주식회사(釜山鎭

埋築株式 社)를 새로 설립

하여 지 의 앙동에서부터 

우암동에 이르는 매축 지선

(地線)을 정하여 인 공

사를 하 다. 

오늘날의 동구 수정동 ․범
일동 일 와 구의 앙동 

일부, 남구의 우암동 일부에 



105

제 4 장  동구

청관거리 윗쪽에 있는 옛 우물(사량마을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이르는 해안을 매립하여 방 한 매축지(埋築地)를 조성하 다. 이 공사는 

1938년경에 완성되었는데 량동 ․수정동 ․범일동을 거쳐 우암 ․ 기에까지 

이어졌으며 총 매축면 이 455,530평에 이른다. 지 도 동부경찰서 화단에 

당시 세웠던 매축기념비가 있다.

사량마을

사량(沙梁) 마을은 지 의 량3동을 심으로 넓게 자리잡고 있었던 마을

이다. 지 의 량동 부분이 사량 마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곳에서 70여년

을 살았다는 박순덕(朴 德, 98 여)씨나, 이곳에서 태어나 동장을 오래 근무한 

유용식(兪鏞植, 77)씨도 사량 마을에 하여는 알지 못했다. 그 만큼 사량 마

을은 매우 오래 에 이곳에 존재하 다가 사라진 마을이다. 

량은 본래 ‘새띠’ ‘새터’라 부르던 것을 이것의 한자음을 따서 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새띠’ ‘새터’란 모두 억새, 갈 라는 뜻으로 량이란 

‘억새가 많이 자라는 푸른 풀

밭’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량동은 ‘억새가 있는 푸른 풀

밭’이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그러나 량동이란 법정 

동명이 생기기 에 이곳에

는 사량 마을이란 자연마을

이 있었다. 그러므로 량이

란 동명도 새띠, 새터, 풀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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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기보다 사량 마을이란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다

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草梁’이란 한자의 뜻을 자 로 풀이하면 ‘풀다

리’라는 뜻이고 ‘새띠’의 “새”란 산에서 자생하는 띠나 억새 따 를 총칭하는 

말이다. “띠”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본과(禾本科)에 속하는 모 (茅草)를 말

한다.

‘새띠’란 결국 같은 명사(名詞)를 겹쳐서 쓴 통상어(通常語)이며 ‘새터’의 ‘새’

도 같은 뜻이다. ‘터’는 새가 자라는 장소라는 뜻으로서 ‘새띠’, ‘새터’를 한자로 

옮긴다면 음(音)을 빌리는 가차법(假借法)으로도 량이라 기록할 수 없고 뜻

을 빌리는 것이라면 모 (茅草)나 모 (茅田) 는 모기(茅基)가 되어야지 

량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사량 마을의 사량(沙梁)도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도 지 까지 ‘ 량’, ‘사량’을 설명하면서 ‘ 량’, ‘사량’이란 갈 , 는 

갈 밭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리 억지 논리로 해석하려 해

도  어원에 맞지 않는다. 한자의 梁이란 자의 뜻만 보아도 ‘ 량’, ‘사량’

이란 이름이 생긴 이유가 그 게는 설명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자의 

梁에는 띠, 는 억새라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梁은 무다리, 돌다리, 

징검다리 등 다리라는 뜻과 들보, 달음박질, 굳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띠, 억새라는 뜻으로 쓰 다고 하니 도 히 동명의 

어원에 부합할 수 없는 것이다.

일단 량이란 동명은 사량 마을의 사량에서 유래했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고 ‘沙梁’이란 말은 자 그 로 해석하여 ‘모래다리’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즉 사량 마을이란 ‘모래다리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라는 것이다. 여기

서 모래다리란 물론 냇가나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톱’을 말한다. ‘모

래톱’이란 강가나 바닷가에 생긴 모래밭을 말하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는 모

래더미가 군데군데 뭉쳐 있어 마치 징검다리처럼 된 모양을 일컫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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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전의 초량으로 사량마을 앞에 있던 포구이다.

곳에는 바다와 수정산에서 흘

러 내리는 작은 개천들이 맞

닿는 곳이라 모래톱이 형성되

어 있었으리란 가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지 의 량에 풀밭

이나 띠밭이 있어 ‘ 량’이란 

이름을 붙 다기 보다는 앞에

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래 사

량 마을의 沙를 억새의 새라고 해석하 고, 그 새가 풀로 연상되어 량이 되

었거나 모래톱이었던 사량(沙梁)에 풀이 자라나 풀밭이 되어 붙여진 이름이라

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신초량마을

신 량(新草梁) 마을의 형성은 매축지 마을의 형성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 기 때 량앞 해안을 매축하여 생긴 땅에 생성된 마을이기 

때문이다. 1975년 발간된 김의환 선생의 서인 ꡔ부산의 고 과 지명ꡕ에 의하

면, 본래의 량은 지 의 부민동 ․토성동 ․ 장동 ․남부민동 일 가 부산 개항 

후까지 ｢구 량｣이라 하 고, 주동 일 의 해정리(海汀里), 즉 재의 

량 일 가 신 량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 량, 신 량의 이름은 그 이 부

터 보인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 의하면, 해정리는 동평면(東平面)에 속하며 

동래 아와 12리 거리에 치하 다. 이에 비해 신 량리는 사천면(沙川面)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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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초량 마을이 있었던 초량 로타리에 세워져 있는 정발 장군 동상

속하며 문과의 거리가 31리, 구 량리는 문과의 거리가 32리이다. 따라서 

1740년 당시에는 해정리와 신 량리는 다른 지역이었다. 따라서 신 량 마을

은 경부선(1905년 1월 개통) 철로 부설로 생긴 량역 부근에 새로 형성된 

마을로 보인다.

아무튼 신 량 마을은 재의 앙로 건 편 량3동 일 에 있던 마을인데, 

필자가 25여년 에 량3동 근처 사무실을 이용한 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 곳을 신 량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매립공사를 할 때 인부들이 식사도 

하고 퇴근 후에 술 한 잔을 하

는 작은 식당 겸 주 들이 더

러 있었는데 이들이 자연스럽

게 한 마을을 이루어 정착한 

사람들이 거기를 신 량이라 

불 다고 하 다. 한편, 본래의 

량은 부민동 쪽을 말하고, 

지 의 량 체를 신 량으

로 불 다는 기록도 보인다.

산막마을

산막(山幕) 마을은 지 의 량6동에 있었던 마을인데 경제생활과 련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지 의 량6동 뒷산에는 옛날에 우거진 나무

들이 빽빽이 들어 서 있었다. 특히, 이곳의 나무들은 삼나무, 잣나무 등 곧고 

질이 좋은 나무들도 상당수 섞여 있어 일제가 경부선 철도를  부설할 때, 이 나



109

제 4 장  동구

산막 마을이 있던 수정동 도시아파트 아랫쪽

무들을 베어 침목(枕木)으로 많이 쓰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벌채(伐

採)하는데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었고 이들을 상 로 음식, 술, 잠자리 등을 제

공하는 주막들이 모여 들게 되었다.

이곳에 60여 년간 살았다는 량6동 주민자치 원장 김종화(金鍾華, 70)씨

의 증언에 의하면, 산막 마을은 한국 쟁 직후까지도 존재하 는데 이곳에는 

상당히 넓은 경마장이 있어 일제강 기 때는 일본군들의 연병장으로 쓰기도 하

다 한다. 여기에는 울타리까지 큰 돌을 깎아 만든 비석이 있었는데, 지 은 

부산박물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부산 역시 유형문화재 제48호, 2001. 10. 

25 지정)]으로 옮겼으며, 한증막도 있어 일본인들과 철도청 인부들도 많이 

와서 이용하 으며 특히 지 의 량성당의 신인 천주교 공소도 이곳에 있

었다고 한다. 

이 게 타지 사람들이 모여들어 산자락에 터 을 잡아 산막을 짓고 장사를 

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기게 되었고, 벌채가 끝난 이후에도 십여 

가구가 남아 있다가 한국 쟁 때 피난민들의 자 에 흡수되었다. 지 은 수정

도시아 트, 부산서 학교, 동일 등학교 등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는 일제강 기 때 일본

군 수송부 인 아까즈끼부 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까

즈끼부 는 지 의 부산진구 

범 동과 읍동에 있었던 경마

장을 리하던 부 인데 1940

년  태평양 쟁 말기에는 이

곳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

핀 등 남방 각지에 은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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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연병장이 있었다고 하는 산막골

징용 보내기 한 임시훈련소

로 사용하 다. 한 당시 

쟁물자의 야 장으로 사용하

고, 그 리를 담당하 다.

량6동 당산은 량동 산 

10번지에 있으며, 50여년 에 

건립하 다. 제의 날짜는 음

력 3월 16일 오  11시경에 

행하며, 연 1회 제를 올린다

(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연화동마을

연희동(蓮化洞) 마을은 동구 량2동과 량4동에 걸쳐 있던 넓은 마을이다. 

지 의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아랫쪽에서부터 량성당 뒤까지 이르는 지역

으로 꽤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곳 량에서 오랫동안 동장을 역임했던 유용식(77)씨는, 죽림 마을과 더불

어 연화동 마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지 의 부산 ․고등학교 자리

에는 상당히 큰 연못이 있었는데 연꽃도 곱게 피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연화동이라는 동명이 흔히 있는데 이는 신라에서 고려까지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조선시  이후에도 불교는 가장 리 믿었던 민간 신

앙인데 연화(蓮花)가 바로 그 불교에서 숭상하는 꽃이었기 때문에 마을 근방의 

못이나 개울 등에 연꽃이 있는 마을은 개 연꽃 마을이란 이름이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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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동 마을이 있던 초량4동 주택지

연꽃이 피는 늪이 있던 지금의 부산고등학교 아래

붙여졌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

면서 연화동 마을이 되었다.

지 의 부산 ․ 고등학교 

부근은 지형상으로도 연못이 

있던 자리를 메우고 건물을 

세운 흔 이 있다. 지  이곳

(옛 량역 자리)에 세워진 

동상의 주인공으로 임진왜란 

때 부산진첨사로 왜군을 맞아 

군 ․ ․민이 함께 최후까지 결사항  하다가 순 한 정발(鄭撥) 장군도 그 연

못에서 낚시를 즐겼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연못에는 연꽃은 물론이요 민물고

기도 많았다고 한다. 

이곳에 70여 년을 살았다는 박읍수(朴邑守, 79 여)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연못은 상당히 큰 연못으로 연꽃도 곱게 피었고, 붕어, 잉어, 붕어도 많았다

고 한다.

동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

사업으로 지  량성당 골목

길을 연화길로 명명하여 연화

동 마을이란 아름다운 이름

을 이어가고 있어 옛 마을의 

흔 을 그나마 찾을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런데 연화동의 

연화를 한자로는 蓮花로 표기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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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동 마을이 있던 초량2동의 주택지 전경

화는 連化로 표기한 것은 아마도 일제강 기 때 잘못 기록한 것이 그 로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량2동 당산(주산제당)은 량동 산 67-15번지에 있다. 제당의 건립은 

1993년 4월에 개축하 다. 제의 날짜는 음력 3월 16일 아침 7시경과 9월 16

일 아침 7시경이며 연 2회 제를 올린다. 제의를 아침에 올리기 때문에 구청직

원을 비롯한 동네 유지들이 제의에 참여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

사편찬 원회).

죽림동마을

죽림동(竹林洞) 마을은 지

의 량2동에 있던 마을로 

량성당 앞이다. 죽림이란 

자 그 로 나무 숲을 말

한다. 그러므로 나무 숲이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죽림동 

마을이란 이름이 붙었다. 옛부

터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일원

의 해안지방에는 나무 밭이 

많았다. 그래서 사천 ․통 ․고성 ․웅천 ․김해 등 여러 곳에 죽림동이란 마을 이

름이 많이 남아 있다. 

부산의 내륙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지명의 소재가 되는 것은 나무이고 해안

지명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소나무이다. 그 외 밤나무, 갈 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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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동 마을이 있던 초량성당 뒤의 주택지

을 이름으로 많이 쓰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나무는 방풍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마을

을 격리시켜 주어 마을을 아늑

하게 해 주는 역할도 하고 각

종 생활용품의 재료가 되기도 

하 다. 그래서 죽림은 마을 

가까이 있기 마련이고 죽림이 

발달한 곳에는 마을이 있기 마련이었다. 이곳의 죽림동 마을이란 이름도 그런 

와 다르지 않다.

죽림동 마을이 있었던 곳을 살펴보면 소림사를 심으로 한 지역인데, 그 

왼편으로 소  168계단이란 높은 계단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나무가 무성하

던 지역이다. 

인근 구 청동에서 어릴 때 이곳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다는 김순조(金

兆, 73 여)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 큰 밭이 있어 죽림 마을이라 하 고, 

그 아래로 우물이 있었는데 물 맛이 아주 좋았다고 하 다. 그 우물은 아주 축

소되어 마른 샘으로 흔 만 남아 있으나 죽림 속의 맑은 샘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 은 이 골목길을 동구청에서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죽림길이란 새도로명

을 붙여 그 이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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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항동

개안마을

 

개안 마을은 남항동 3가 옛 바닷가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개[浦]의 안쪽

[內] 마을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그 옛날 지 의 이천평주차장

(옛 신한제분터) 아랫쪽 무궁화아 트와 화랑맨션 자리에는 자갈밭이 조성되

었으며 윗쪽으로 비탈진 언덕바지에 10여호의 마을이 조성되어 개안 마을이라 

하 다. 이 마을 윗쪽에 일본기마 가 주둔해 있었다.

지 의 한국수산연수원 인근의 갯마을도 개안 마을이라 불 다. 한국 쟁

이후 이 일 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옛 마을은 사라져 버렸으나 지 까지

도 마을 이름은 남아 마을사람들끼리 얘기한다. 1959년 ‘사라호’ 태풍은 이 

일 를 토화로 만들어 14통과 15통 사이에 높은 제방(구 방 제)을 쌓았

는데 지 도 그 흔 이 건물의 벽 일부로 남아 있다.

이 지역 지역출신 인물로 김옥성(金玉成, 1888～1968)은 1908년 8월 허

치오(許致五)를 비롯한 도 유지들과 함께 도 최 의 신제교육기  사립 옥

성학교(玉成學校, 지 의 도 등학교 신)를 설립하 으며 1920년 일제

5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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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보이는 좌우 마을이 개안마을이었다. 길 오른편에 이천편 
주차장이 보인다.

강 기 때 학교를 강제 수탈

당한 슬픔을 겪어야 했다. 그

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사설

학원 남학원을 설립하여 

도의 가난한 집안 2세를 해 

교육열을 불태웠다.

서성찬(徐成贊, 1905～

1959)은 도에서 태어나 54

살의 나이로 숨질때까지 도

에서 활동하 던 서양화가이다. 그림과 인연이 먼 상업실업학교를 단기 졸업

하여 양복  원으로 있었으나 어느 날 일본으로 건 가 동경의 카와바타 양

화연구소에서 3년간 수학하고 1929년 귀국하 다. 그리고 약  25세로 제3

회 부산미술 에 입선한 이래 10회에 걸쳐 입상한다. 조선미술 람회에도 8

회에 걸쳐 입상하고 1956년 부산 미국공보원에서 첫 개인 을 가졌다. 7년

동안 경남여고에서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미술을 종교로 삼아 그 밖의 

것은 곁 질 하지않고 산 정열 인 화가 다.

이 지역 고로인 남항동 통장 의회 회장을 지낸 이집윤(李集允, 84)씨는 

지 의 남일아 트의  서북쪽의 마을을 개안 마을이라 불 으며, 옛 신한제분

(지 의 이천평주차장) 아래 낮은 지역은 해안을 매립한 것이었다고 증언한다.

조상효(趙相孝, 57)씨의 증언에 의하면, 남항동 15, 16통 사이의 구 방 제 

안길쪽을 개안 마을이라 불 다. 옛 수산진흥청(지 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일 도 개안 마을이라 불 다고 한다.

김종 (金鍾鉉, 53)씨의 증언에 의하면, 남항동 16통 개안마을 앞에는 넓은 

자갈마당이었는데 자갈마당 남쪽 조  높은 구릉에 있는 10여호의 마을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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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담이 자갈만댕이를 매축한 뒤 쌓은 옛 방파제이다. 사라호 
태풍 이후 제방을 바닷쪽으로 다시 쌓고 마을을 정비하였다.

안 마을이라 하 다(7, 80년 의 일로 집안 어른에게서 들었다고 함). 비탈

진 언덕 에 일본기마 가 있었다 한다.

석말추마을

석말추 마을은 남항동 서쪽 해안에 있었던 마을이다. 오늘날의 남항동 옛 

이름이 되기도 한다. 남항동 옛 방 제길 서쪽은 매립되기  자갈이 많은 해

안으로 ‘자갈만댕이’라 불 으며 자갈과 더불어 불쑥불쑥 솟아있는 바 들이 썰

물때는 그 돌끝[石末]이 조  보 다가 물 때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게 돌끝이 보 다가 보이지 않는 웅덩이라는 뜻에서 마을 이름을 석

말추(石末湫)라 하 다 한다.

이 ‘자갈만댕이’는 도사람들이 쓰 기를 내버리는 곳이었고 후에 해안을 매

축하여 남항동 갯마을을 이룬다. 그 후 매몰된 쓰 기가 부식하면서 솟아오르

는 매탄까스 때문에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석말추 앞바다는 청어의 요 어장

이었으며 석말추 마을은 복 

당시까지만 해도 부분 옥수

수밭이었다. 석말추는  다

른 이름으로 석말치 ․ 섬돌추 ․
성말치라고 부르기도 하 다. 

1885년 도 첨사 임익

(任翊準)이 도의 행정 지

명을 지을 때 동해는 본래 신

선이 사는 곳이라 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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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명을 신선과 연 된 이름으로 많이 지었는데 이때 석말추를 “신선이 사는 

시내가 있다”는 뜻의 계(瀛溪)로 바꾸었다. ‘남항’이란 이름은 복 후 1947

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 고유지명으로 개칭 하면서 부산의 남항을 끼고 있다 하

여 명명된 것이다.

이 지역 고로인 김성호(金成鎬, 70)씨는 증언에서, ‘자갈만댕이’이라고도 불

던 이곳에는 바다에 크고 작은 바 가 불쑥불쑥 솟아 있어 도가 치면 그 

포말이 아름다웠고 물이 되면 바 덩이들이 물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고 얘

기한다. 석말추란 이름은 억지로 끼워 만든 한자 이름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

곳 사람들은 석말치 ․ 성말치 는 성돌추로 불 었다고 한다. 

1959년 ‘사라호’ 태풍 이후 개딱지 같은 잣집들이 정리되고 골목길도 정비

하여 마을 모습을 제 로 갖추게 된다. 옛 방 제 앞도 매립하여 주택지를 조

성하고 해안에는 높은 방 제를 구축하 다.

김필환(金弼煥, 81)씨는 부친이 옥성학교 설립자 김옥성씨이다. 그의 아버지

가 14살이던 1902년 통 에서 배를 타고 이곳 자갈만댕이에 상륙하여 정착하

으니 100년 이상을 이곳에서 살아 왔다. 당시 도는 남부와 동부 ․ 동삼동 세부

분으로 나 어져 있었다. 도 등학교를 심으로 길 아랫쪽이 남부 고, 래

동에서 도구청에 이르는 곳을 동부라 하 고, 나머지를 동삼동이라 불 다.

서간도마을

서간도 마을은 ꡔ한국지명총람ꡕ(한 학회, 10, 1980)에 남항동 1가에 있던 

마을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에 있었던 마을인지 아는 이가 없는 것으

로 보아 옛날에 마을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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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영국해군 죤왈드 함장이 작성한 ｢부산항 항박도｣ 중에
서 절영도부분, 왼쪽 상단의 낚시바늘형이 대풍 마을이고 그 
아래쪽 포구가 대풍포이다.

2. 대평동 

대풍포마을

풍포(待風浦) 마을은 지 의 평동 끝자락에 있던 마을이다. 풍포는 

평동 끝자락과 남항동 사이에 있어서 동 ․ 서 ․ 남 3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호안

이었다. 이 호안은 자연만(自然灣)의 형태로써 바다에 바람이 크게 일때는 어

선들이 풍랑을 피하기에 알맞은 포구 기에 배가 바람을 피해 피하는 포구라 

하여 이름을 풍포(待風浦, 大風浦)라 하 다. 이 호안을 둘러싸고 바다로 뻗

어 나온 낚시바늘 모양을 닮은 포구에 형성되었던 마을을 풍포 마을이라 불

다. 

풍포 마을에는 육지에서 건 와 농사를 짓는 한편 어업을 주로하는 주민 

집들과 그리고 크고 작은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가 들어섰다. 임진왜란 이후엔 

조선과의 통교를 원하는 왜

인들이 이곳에 임시거처를 

정하고 끈질기게 동래부와 

외교정책을 펴기도 한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곳을 도 임시왜 (1601 

～1607)이 설치되었던 곳으

로 보고 있기도 하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

면서 도에 일본인이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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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의「부산부시가도」남부편에 그려진 대풍포. 
사츠마보리(薩摩堀)의 상당 부분이 매립되었고, 폐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북쪽부분을 절개하였다. 

날 때 이곳도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배를 수리하는 조선소 등이 세

를 이루었다. 1916년 일본인 오자와(大澤)가 일본인 부산거류민단에서 이곳 

풍포의 매립권을 양도받아 1926년까지 바다를 매립하고 주택지를 조성하므

로 풍포 마을의 범 가 지 과 같이 넓어졌다. 

풍포 매립에 얽힌 기막힌 사연이 한다. 풍포 선착장 주변의 땅을 비

롯한 넓은 부지의 땅 임자 던 도 사람들은 사유지를 국유지로 잘못 안 정

부 리의 실수로 매립권은 커녕 땅문서 들고(휴짓장이 되어버린) 제 땅값 한

푼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일제강 기 때에는 조선소 수입 등으로 마을이 번창하면서 일본여인들의 

홍등가가 들어서는 등 일본인 환락 을 이루기도 하 다. 복 이후 풍포의 

풍(風)을 평(平)으로 고쳐 오늘날 평동(大平洞)이란 지명으로 바꾸었다.

역사유 으로, 섬의 서해안 구릉지 (당시 풍포 포구 북동쪽)에는 임진왜

란  일본 사츠마번(薩摩藩) 수군들이 군선을 숨기기 해 해안을 설하여 

만든 포구가 있었다. 일본인이 쓴 ꡔ 량화집ꡕ에는 이곳을 ‘왜포’라 불 다고 했

으며, 일제강 기 때인 1936

년 11월 20일 발행한 ｢부산

부시가도｣에도 평포를 매축

하면서 만든 피항(避港)을 사

츠마보리(薩摩 )라 기록하고 

있다.(지도의 선부분). 이

곳을 도 임시왜 으로 추

정하고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 후 강화요청사로 

온 일본인은 신변 안 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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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포마을. 대동맨션이 들어서면서 새 도시마을로 변모하였다.

인도와 다름없는 도에 그

들이 임진왜란 때 사용하 던 

사츠마보리(薩摩 )를 입항지

로 택하여 이곳을 근거지로 외

교교섭을 벌이게 되었을 터이

고 이곳을 심으로 임시왜

시 를 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츠마번의 

치를 지 의 지도에서 추정

하면 오늘날의 남항동 폐선계류장과 인근 평동 1가( 평동 동 교맨션) 

일원으로 추정된다(ꡔ부산부사원고ꡕ (都甲玄鄕, 1936), 2권 p217～218. ꡔ 량

화집ꡕ).

이 지역 고로로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집윤(李集允, 84)씨의 증언에 의

하면, 지 의 폐선계류장을 지 도 나많은 이들은 사츠마보리(薩摩 )라 부른

다. 사츠마보리가 어떤 시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것

으로 보아 오래 부터 있어왔던 시설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곳 평동 일 를 독 하다시피 했을 때 그들의 행정 지명은 바다로 내민 반

도보다 작은 육지라는 뜻이 담긴 주갑(洲岬)이었다.

문종구(文種求, 83)씨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 기 당시 이 일 (옛 풍

포 마을의 안쪽일 )를 자갈몽댕이(자갈마당, 일본어로 스바나)로 불 다. 이

곳에 옛날 왜인을 한 시설이 있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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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마을 전경(영도구청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다.)

3. 동삼동

상리마을

오늘날의 동삼동(東三洞)이란 지명은 도의 동쪽에 있는 3개의 마을 즉 

상리(上里)와 리(中里) ․ 하리(下里)를 이르는 말이며, 상리 마을은 이들 세 

마을들  가장 윗쪽(북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상리는 웃서발 ․ 상서발 ․
상서렴(上西簾) ․ 상구룡(上駒龍) 이라고도 불 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상리 마을을 이르는 

상구룡동은 사 면(沙中面)에 속해 있었으며 당시 상구룡동의 호수는 18호이

다. 상구룡동은 상리 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도 사람들은 지 의 동삼1동 동편 바닷가 매립지 언 리를 옛부터 웃서발

이라고 불러왔다. 서발이란 마치 남해의 죽방렴처럼, 조수 간만의 차이로 물 

흐름이 빠른 해안에 긴 나무막 를 깔때기 모양으로 꽂고 깔때기 안쪽에 해당

되는 곳에 그물을 설치하여 

고기를 유인하던 원시어장의 

일종인데 지 은 잇단 해안매

축 등으로 옛 어장을 잃어버

렸다. 웃서발 ․ 상서발 ․ 상서렴

이란 마을 이름도 지 의 동삼

동 북쪽에 이러한 서발이 설치

된 어장 주변에 있었던 마을이

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125

제 5 장  도구

1881년 도에 도진이 설진된 후 3  첨사인 임익 (任翊準, 재임기간 

1883. 8～1884. 8)이 웃서발을 상리로 개칭하 다 한다.

상구룡 당산( 는 웃서발 당산)이 동삼1동 326번지. 삼창아 트 입구 

｢효자고주 우 장효자비단｣ 뒷쪽에 있으며, 1995년 1월 19일에 건립하

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열 사흗날 자정으로 연 1회이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상리 마을에는 역사유   기념비가 많이 산재하고 있다. 사  제266호

(1979. 7. 26 지정)의 동삼동패총(東三洞貝塚)은 동삼1동 한국해양 학교를 

진입하는 도로 오른쪽 바닷가에 치하고 있다. 한반도의 최남단에 치하고 

있는 동삼동패총은, 남해안 일 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한 여러 문화층이 

겹쳐 있는 패총으로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 연구에 아주 요한 유 일 뿐 아니

라 신석기시 에 일본과의 교류까지도 알려주는 유 으로 2002년 4월 유 의 

보호와 출토유물의 체계 인 보존  리를 해 ‘동삼동패총 시 ’을 개

하여 운 하고 있다.

동산 박진두선생송덕비(東山 朴震斗先生 德碑)는 동삼 등학교 정문 앞에 

자리잡고 있으며, 1990년 7월 19일에 설치하 다. 비문에는 동삼 등학교 

교지 부분을 희사하고 사재로 육 사업에 공헌한 공을 기리는 내용을 기록하

고 있다.

효자 고 주 우 창기념비(孝子 故 朱奉祐 顯彰記念碑)는 동삼1동 삼창아

트입구에 치하고 있으며, 1968년 5월에 건립 설치하 다. 이 고장 사람 주두

원 ․ 두홍 형제의 선친인 우공의 부모 공양이 지극하여 고향인 남 완도 향당 

유림(鄕黨 儒林)에서 우공의 효문을 창하여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창비를 세웠다. 창비에는 엄친의 변을 로 핥아 병의 차도를 식별하 으며 

선친 사후 묘 에 움막 짓고 시묘살이까지 한 우공의 효행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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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인물로 안치운(安致雲, 1914～1973)은 고향(경남 합천)을 떠나 

도에서 안제재소를 운 하면서 기업경 에 투신하여 경희어망, 경희수산, 경

희목재, 경희철공소 등을 경 하 는데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남항동 매립

지 일 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양식구호는 물론 밤새워 목재소를 돌려 집짓는 

목재를 제공하여 재활하도록 도와주는 등 많은 사와 사회사업을 하 다. 

1974년 불우청소년을 해 장학재단 경운장학회를 설립하기도 하 다.

박진두(朴震斗, 1894～1970)는 동삼동에서 태어나 3 째 살면서 동삼동 

발 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다. 1939년 동삼동 유지들과 더불어 목도공립보통

학교 동삼동분교(오늘날의 동삼 등학교)를 설립하 으며 가난한 동삼동 2세 

교육을 해 사설학원 동삼학원을 열기도 하 다.

향토문화동호인회 회장을 역임한 김이곤(金二坤, 67)씨의 증언은 향토사학

이다. 상리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하면서 어업은 부업으로 하 단다. 마

을이름 서발이란 고기 말리는 발 를 이용하여 남해 죽방렴처럼 어장을 짜서 

고기잡는 원시 인 어장 형태를 차용해 쓴 이름이다. 이런 어장이 동삼동 , 

아래에 있었는데 에 가설된 서발 근처 마을이라고 웃서발, 아래 어장근처 마

을이라고 아랫서발이라 불 다.

안원찬(安院欑, 68)씨도 동삼동에 5 째 살고 있으면서 옛날 원시어장을 

서발이라 했는데 동삼동 쪽 서발 근처에 있었던 마을을 상서발이라 하고 아랫

어장(아랫서발) 근처에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하서발이라 불 다고 증언한다.

웃서발당산(일명 상구룡제당)이 동삼1동 326번지 삼창아 트입구 ｢주 우

효자비｣ 뒷쪽에 있다. 원래 해안가에 있던 것을 해안이 매축되면서 1995년 이

곳으로 옮겨왔다. 음력 정월 열 나흗날 자정에 제를 지낸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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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상리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중리마을

리(中里) 마을은 오늘날의 도 동쪽, 동삼동의 상리 ․ 리 ․ 하리 세 마을 

 가운데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리라 하 다. 조선 후기 고종 18

년(1881) 경상도감사 이근필(李根弼)의 장계로 도에 진을 설진하므

로 세 마을의 심이 되는 마을이란 뜻으로써 리를 해석하기도 한다.

1904년 간행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 ‘ 주동(瀛州洞) 10호’란 기록에서 

보듯이 첨사 임익 이 웃서발을 상리로, 고갈산을 신선이 머무는 래산으로 

개칭하고, 진 진소(鎭所)가 설진된 이곳[東池]을 신선의 거처, 주(瀛州)

란 의미로서 주동이라 명명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 리 마을의 호수를 이른 

것으로 본다.

진첨사 (絶影鎭僉使營)은 1881년부터 1895년까지 15년 동안 이곳 

리에 설진되었으며 다녀간 첨사가 13명이다. 도 첨사로 부임하는 첨사

들은 두 번 울었다고 한다. 임지로 부임하기 해 도 나룻터에 닿으면 

숲이 울창한 섬과 바다뿐인 임지를 보고 마치 무인도로 귀양 온 느낌이라 서러

워서 울었다 하며 임되어 떠날 때는 도의 빼어난 산수의 아름다움과 천

혜의 황 어장이 있어서 먹거리가 풍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획득 기회 는

데 이를 잃는 것이 서러워 울었다는 것이다. 

당시 태종  앞바다는 갈치와 오징어( 도오징어) 어장이었으며 청학동 앞

바다는 멸치어장, 남항 평동 앞바다엔 구와 청어어장으로 어획고가 풍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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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마을 전경

었다 한다. 게다가 리 앞바

다에는 세계 으로 희귀한 구

상응회암(球狀凝灰巖)이 있어 

지질학 으로 그 가치가 높다. 

복 후 제주도 등지에서 이주

해 온 해녀들의 잠수업이 성하

여 사철 싱싱한 해산물도 풍부

한 마을이다. 

리에는 첨 제사가 주둔

하 던 진내(鎭內) 마을과 지 의 고신 학교 근처 약수터에 크고 검은바 가 

있어서 흑암(黑巖) 마을이라 불 던 두 마을이 있었다.

조도 당산은 동삼3동 명고등학교 맞은편 구릉  용화사 경내에 있으며, 

1976년 5월 8일 조도에서 이곳으로 이 하여 왔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보

름 자정이며, 1년에 1회이다. 이 당산에서 마련한 제물을 부정한 사람이 움복

을 하면 그 해에 죽게 된다고 믿고 있다. 제당 에 붙은 용화사 법당 앙에 

모셔진 미륵장군석은 옛날 조도 제당에 모셔졌던 장군석으로 추정된다(ꡔ부산

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역사 유 지로 도진 첨 제사 (絶影島鎭 僉節制使營)이 이곳에 있었

다. 도에 수군진 인 ｢ 도진 첨 제사 ｣( 여서 도진이라 부른

다)이 설진된 것은 1881년(고종 18)이었으며 진은 이로부터 갑오경장 

뒤 1895년 군제가 해산되기까지 15년 동안 지 의 도 동삼3동 리에 설진

되어 있었다. 당시 동래부 할에는 부산진 ․ 두모포진 ․ 다 포진 ․ 서평포진 ․ 개
운포진 등의 수군진 이 있었는데 그  개운포진과 서평포진 ․ 포이포진을 없애

고 도에 도진을 설진한 것이다. 설진한 동기를 ꡔ고종실록ꡕ 권18(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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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 무오)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76년 개항이 되면서 량왜 은 일본인 거류지가 되었고 그와 함께 

격히 불어난 일본인들에 의해서 화목(火木)의 수요가 팽창하게 되었다. 화목

을 본국에서 조달하던 일본거류민단은 기야 도의 나무를 화목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게 되었다. 

청원을 받은 구한국정부는 경상 찰사에게 이의 타당성 여부를 물었다. 공문

을 받은 경상 찰사 윤자승(尹滋承)은 도는 동해와 남해로 다니는 선박의 

표지가 될 뿐 아니라 나라에서 외 을 막는 진(鎭)을 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 

했다. 개항 후 부산항에 입 ․ 출항하는 외국선박을 감시하는 의미에서 도의 

군사  요성을 깨우치는 장계이다. 상신을 받은 정부는 일본인 거류지의 

청을 거부하고 도 국마장(國馬場)의 말을 모지포(毛知浦, 오늘의 암남동)

로 옮기고 포이포진(包伊浦鎭, 오늘의 해), 개운포진(開雲浦鎭, 울산에 있던 

진을 임진왜란 후 부산포로 옮긴다), 서평포진(西平浦鎭: 오늘의 구평동) 등을 

없애고 신 그 3진의 주군장비를 통합하여 도진을 설진하 다. 그로 말미

암아 도진은 강력한 수군진 이 되었다. 

도진첨사의 임기는 1년 안 이었다. 15년 동안 거처 간 13명의 첨사는 

다음과 같다.

제 1  이정필(李正弼), 창량인(倉陽人) : 1881. 5. 7～1882. 9. 20

제 2  신성흠(愼性欽), 제주인(濟州人) : 1882. 9. 22～1883. 8. 2

제 3  임익 (任翊準), 서울 필동인(筆洞人) : 1883. 8. 10～1884. 8. 10

제 4  이 식(李賢植), 흥양인( 陽人) : 1884. 8. 13～1884. 11.

제 5  김정근(金貞根), 서울 정동인(貞洞人) : 1884. 11. 27～1885. 8.

       ( 도진이 다 포진에 합속) 

제 6  김 (金永濬), 동래 수 군교: 1885. 9～1886. 2(임시 리)

제 7  신응균(申膺均), 서울 정동인(貞洞人) : 1886. 3. 16～1887. 3

제 8  홍주섭(洪疇燮), 서울 재동인(齋洞人) : 1887. 3. 30～188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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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이교생(李敎生), 서울 재동인(齋洞人) : 1888. 10～1889. 9. 25 

제10  조종직(趙鍾稷) : 1889. 9～1890. 2. 13 사망(부산진첨사로서 도진첨사를 

겸직함).

제11  이 신(李永信) : 죽산인(竹山人) : 1892. 5～1893. 2

제12  정 (鄭峻永), 서울사람: 1893. 3～1894. 8. 13

제13  박기종(朴琪淙), 동래 기장인(機張人) : 1894. 8～1895. 8(부산경무서 경무

으로서 도진첨사를 겸직함)

※ 제6  김  첨사는 동래 수 군교로서 임시직이었으므로 첨사에서 제외한다면 

진첨사는 12명이 된다. 이들  임익 ․ 신용균 첨사의 선정비와 찰사 이호

의 세불망비가 동삼3동 도여자고등학교 뒷편에 함께 설치해 두었다.

첨사 신응균 세불망비(僉使 申膺均永世不忘碑)는 戊子年(1888) 11월에 

당시의 군졸들이 설치하 다고 하며, 겸 감독  임익 청덕선정비(兼 督牧官 

任翊準淸德善政碑)는 乙酉年(1885) 3월에 도민들이 설치하 다(ꡔ부산

석문ꡕ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2).

첨사 임익 세불망비(僉使 任翊準永世不忘碑)는 乙酉年(1885) 3월에 

도진속(絶影島鎭屬)이 설치하 으며, 찰사 이호 세불망비(觀察使 李

鎬俊永世不忘碑)는 戊子年(1888) 9월에 도진속(絶影島鎭屬)이 세웠다

(ꡔ부산 석문ꡕ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2).

이 지역의 고로인 향토문화동호인 회장을 지낸 김이곤(金二坤, 68)씨의 

증언에 의하면, 남고등학교에서 래산을 쳐다보면 고신 학교 근처 약수터에 

큰 검정바 가 있어서 이곳을 흑암 마을이라 불 다. 5가구 가량 살았다. 진

내 마을에서 이곳을 거쳐 아리랑고개를 넘어면 옛시장(지 의 래동 신한은

행)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첨사 이 지 의 부산남고등학교 자리에 있었고 

진첨 제사가 있었던 마을이라고 진내 마을로 불리었다.

동주 학 박물 장을 지낸 김도용(金到勇, 64)씨는 도진 첨사비 12개 

 5개가 있었는데 지 은 3기만 남아있을 뿐이어서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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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리길을 명명하여 사라진 옛 마을의 

흔 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하리마을

하리(下里)는 동삼동의 세 마을 상리 ․ 리 ․ 하리  가장 아래(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하리라 하 다. 하리 마을은 지 의 동삼2동에 해

당하며 다른 이름으로 아랫서발 ․ 하서발 는 하서렴 ․ 하구룡(下駒龍)이라고도 

불 다 한다. 아랫서발이란 동삼동 해안의 아래(남쪽)에 서발어장을 두었던 근

처 마을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지 에 이르러 이곳 사람들이 하서발 ․ 하
서렴들로 부르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도진 3  첨사 임익 이 아랫서발

을 하리로 개칭하 다 한다.

아랫서발에는 통일신라 태종 무열왕 때 여덟 마리의 마가 물을 먹었다는 

설이 있는 못, 감연(甘淵)이 서남쪽들에 흔 을 남기고 있는데 이 자연 습지

의 물맛이 달고 시원하여 감지(甘池)라고도 불 다 한다. 이 못은 도에서 가

장 신성시되는 못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하리 마을을 이르는 

하구룡동의 호수는 23호이다. 하구룡동은 하리 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오늘날 

동삼2동은 태종 유원지 입구에서부터 태종 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으로 일

부터 어업을 주업으로 마을이 발달되었으며 제주도의 해녀가 이주해오므로 어

계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선창을 심으로 생선횟집이 집해 있고 태

종  해상유람의 심이 되어 객이 많이 찾아든다.

하리 마을엔 할배당산(아랫서발당산)과 골목할매당산(거릿  당산)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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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 방파제에서 쳐다 본 하리마을 

서 음력 정월 열 나흗날 자정에 연 1회 제를 지낸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

산 역시사편찬 원회). 할배사당은 옛 건물을 헐고 1989년에 개축한 것으로 

동삼2동 비군훈련장 정문  옛 미군고사포부 자리에 있으며, 거릿 당산

이라 부르는 할매당산은 동삼2동 861번지 방 제 뒷쪽 하리경로당 가까이 3

평 정도의 자투리땅에 블록담장을 두르고 여닫이 두 짝 나무문을 설치한 곳에 

있다. 제당은 없고 T자형 해송이 신체이다. 이들 당산들의 제의는 할배당제를 

시작으로 산신제→할매당제→용왕제의 순으로 거행된다. 이 외에도 하리 마을

엔 배서낭굿 는 별신굿이라 부르는 풍어제를 동삼동 어 계가 주 하여 매년 

음력 3월 에 동삼동 갯가에서 제를 올린다.

부산의 명승지인 도 태종 (명승 제17호, 2005. 11. 19 지정)는 오륙

도(부산 역시 기념물 제22호, 1972. 6. 26 지정)와 함께 부산을 표하는 

암석해안으로, 약 12만년 인 제4기 최종 간빙기 이후 일어난 융기운동으로 

형성된 암석 벽인데 울창한 수림이 굽이치는 도와 어울러져 경을 이룬

다. 태종 라는 지명은 신라 태종 무열왕이 이곳에서 활을 쏘고 군사훈련을 시

켰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한다. 가뭄이 들 때에는 동래부사가 이곳에서 기우제

(祈雨祭)를 지냈다고 한다. 

도등  아래에는 신선들이 

내려와서 놀았다는 신선바

가 있고, 그 에는 왜구에 끌

려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이 돌로 변하 다는 망부

석이 있어 태종 의 아름다운 

풍 과 함께 역사와 문화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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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에는 해안을 따라 난 계 상록활엽수의 나무들이 약 120종 자생하

며, 숲 속에는 노루, 산토끼, 다람쥐 등 여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

리고 유람선의 운항, 순환열차 등의 락시설이 있어 많은 객들이 즐겨 찾

고 있다.

주요 기념비로는 순직선원 령탑이 동삼동 하리 선착장 근처 동산 턱(동삼

2동 산 26-1번지)에 있으며, 1979년 4월 12일 국해원노동조합에서 건립하

다. 순직장병 추모비는 태종  순환도로 에 있으며, 1981년 11월 10일 

설치하 다. 6.25참  도유격부  유 지비는 태종  공원내 태종사  산비

탈에 있는데 1984년 6월 22일 생존한 유격부 원 33명이 몰 우들의 역력

한 공을 기념하여 세웠다.

6.25 외국의료지원기념탑은 태종  공원입구 왼쪽 동산기슭에 1979년 9월 

20일 설치하 다. 태종  망 와 모자상 그리고 망  유래비는 태종  

순환도로 끝자락 바닷가에 1970년 7월에 설치 하 다.

이곳 지역의 주요인물로 주시용(周時鎔)은 고향(경남 창원부 구마산 성산

리)을 떠나 함경도 명태어장에서 큰 돈을 벌어 도 갑부로서 어물객주(魚物

客主)가 되어 개인재산 1천석을 어려운 이웃을 해 나 어 주었으며 해녀들

의 복지증강을 해 해녀조합인 ｢제주민해업보 회(濟州民海業保管 )｣를 조

직하 다. 이를 안 성산리 고향사람들이 무 감격하여 신문에 ｢송덕 고(

德廣告)｣라는 별난 고를 내놓아 세상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리 알렸다.

안상만(1932～ ? )은 경남 함안군 사 리 태생으로 25살 때 경북 구룡포의 

장기갑등 에 첫발을 들여 놓은 이래 속  - 울릉도 - 주문진 - 묵호 등 동해안

의 등 지기로 근무하다가 홍도 - 울기(울산방어진) - 오륙도 - 간 갑(울산 

서생) - 가덕도 등 각 등 를 거쳐 50세가 넘어 태종  도등 의 등 지기로 

근무하 다. 등 지기를 평생직업으로 삼고 해난안 을 해 해고도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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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활을 감내하면서 자기희생을 감수한 억측스런 직업인이었다. 

이 지역 고로로 5 째 도에 살고있는 안원찬(安院欑,  요식업조합장, 

68)씨의 증언에 의하면, 하리는 터가 넓어 국마장으로서 말 사육하기에 좋은 

곳이었을 것이나 당시 마을의 구성요소 등으로 보아 청학동에 이르기까지 말을 

키우는 방목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거릿  당산(고맥이당

산)의 곰솔은 1959년 ‘사라호’ 태풍 이후 할배당산 곁에 있는 나무를 이곳으

로 옮겨 심은 것이다. 일제강 기 일본은 태종산에 굴 3개를 뚫어 거리포를 

설치하고 조도입구 큰 바 (지 의 동삼동패총 시 )에서 일을 깔아 태종

산까지 연결하여 포탄과 군수품들을 날랐다. 신라시 의 여덟 마리의 마란 

표 은 명마 팔 마(八中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본다.

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을 하리길, 서발길 등으

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선덤(선듬)마을

청학동에서 동삼동으로 이르는 얕으막한 언덕바지 한천리교 원남성교회와 

한진 공업 기숙사가 있는 곳(미창석유가 있었던 곳)이다. 바다를 매축하기

의 이곳 일 는 배가 드나드는 조그마하고 아름다운 포구 다. 배가 드나드

는 마을이라고 선듬마을 ․ 선덤 마을이라 불 다. 

포구에는 ‘든바우’라 부르는 큰 바 가 두 개 있어 선암(船岩) 마을이라고도 

불 다. 1960년  바다를 매축하기  이곳은 아름다운 포구 다. 지 도 이

곳에 선덤이란 마을 이름을 쓴 가게들이 있어 마을의 흔 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이곳 지역출신 인물로 박돈목(朴燉穆, 1922～2002)은 아동문학가로 많은 

동시를 발표하 다. 동시집 ｢오동잎 우산｣ ｢살여울에 송사리｣ ｢아름이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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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덤마을, 마을이름을 상호로 쓰고 있다.

등이 있으며 남도여자 학교를 설립한 4명 설립동인으로 후에 학교장을 역임

하 었다.

이 지역 고로인 안원찬(安院欑, 69)씨의 증언에 의하면, 바다를 매축하기  

이 일 는 1960년 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포구 다. 포구의 큰 바  주

변에는 작은 바윗돌이 부러 있어 썰물 때에 배를 쉽게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었다. 

김태익(金邰益, 69)씨는 해안가의 큰 바  두 개는 지친 모자상 같이 보이

기도 하여 바다에서의 항로 역할도 했었다고 얘기한다.

마을 원로 박 (朴官永, 80)씨에 의하면, 한천리교 원남성교회 가는 길

과 동삼주택길 사이의 동삼삼청주택 앞 길을 낼 때 도로구역의 땅 에서 간장

이 든 큰 독 3개가 발견되었

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이곳

에 오래 부터 사람이 살았음

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라고 

본다.

도구청에서는 선덤갯길, 

선덤산길 등의 골목 이름을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상기할 수 있게 하 다.

아치섬마을

1973년 아치섬(朝島) 패총이 발굴되면서 신석기 시 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유인도로서 아치섬의 기록은 18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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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섬, 옛 마을은 간곳 없고 한국해양대학교가 들어서 있다.

부산항 개항 당시 이 섬에는 인가가 닐곱채 쯤 있었다는 기록이지만 어느 해 

아치섬이 구 황 시장으로 각 받으면서 돈 몰리고 사람 몰리는 흥청거리는 

섬 마을이 된다. 

한국 쟁 이후 아치섬이 악명 높은 수왕국으로 불리지만 1967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해 섬에 발 기를 설치하고 어업자 도 융자하여 바다목장 양

식장 등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춘 마을로 활기에 넘친다. 하지만 정부는 1968

년 이곳에 한국해양 학 입주를 결정하고 섬마을 사람들에게 이주를 명한다. 

애써 일군 새 삶의 터 을 고스란히 내주고 섬주민들은 뭍으로 떠나기 시작하

다.

1970년 3월 섬을 비울 때만 해도 아치섬에는 108세  680여명의 주민들

이 세거하고 있었다. 분교가 아닌 본교 던 아치섬 조도국민학교도 폐교조치

가 내려지고, 그 해 5월에 학교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아치섬의 어원에 한 이야기는 구구하다. 1740년 간행된 ꡔ동래부

지ꡕ에는 고지도(古智島) 는 동백도(冬柏島)로 기록하고 있으며, 임진왜란 

부산포해  때 아치섬에 주둔하던 왜군의 깃발을 끌어 눕혔다 하여 ‘눕힐 와

(臥)’ ‘표기 치(幟)’를 써서 와

치도(臥幟島)라 불 는데 

음이 되면서 ‘아치섬’이 되었

다고도 한다.

 다른 설에는 섬 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장엄미가 부산에서는 제일이

라고 조도(朝島)라고 불 다

는 얘기도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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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돈목(  남도여  교장. 아동문학가)씨는 생 에 ‘아치’란 ‘작고 아름답다’는 

순수한 우리말에서 따온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다른 어원들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1975년 리에 치하던 한국해양 학교가 종합 학으로 승격하여 

이 섬으로 이 해 오면서 아치섬 사람들의 시 는 종지부를 는다.

아치섬이 고향인 이 지역 고로인 성병윤(77)씨의 증언에 의하면, 악몽 같은 

수섬이라는 오명에서 겨우 벗어나 어업자  융자도 받아 동력선도 60여척 

새로 마련하고 소원이던 발 기가 설치되어 섬에 기도 들어오게 되어 희망

에 부풀어 있는데 섬을 소개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 지

는 것만 같았단다. 이곳에서 터 을 이루고 살아온 섬 사람들에게는 생계도 

막막하려니와 육지에서의 생활이 막막하기만 하 다. 우리 식구는 아치섬에

서 나와 하리에 정착하여 생업인 고기잡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 조도국민학교

는 폐쇄되고 학생들은 동삼국민학교(지 의 동삼 등학교)로 학하 다. 

김이곤(金二坤, 68)씨의 아치섬 유래는 당시 수 강 앞에 부산진시장이 설 

때 도사람들이 범선타고 오고 가면서 아침햇살에 아름답게 보이던 섬이라 하

여 아치섬이라 불 다고  다른 증언을 한다.

진내마을

조선 후기 도에는 경상도감사 이근필의 장계에 의해 도진첨 제사

을 1881년부터 1895년까지 15년간 두었었다. 이 도진이 설진되어 있었

던 마을이라 하여 진내(鎭內) 마을이라 불 다. 진내 마을은 지 의 부산남고

등학교를 심으로 한 곳이다.

마을에는 군마를 물먹이는 동지(東池)라는 못이 있었고 동지 가까운 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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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내 마을이 있던곳. 지금은 부산남고등학교와 부산체육고등
학교가 들어서 있다. 

의 해동 학교)에도 큰 고랑이 있어 항상 물이 흘러 넘쳤다 한다.

이 지역 고로인 안원찬(安院欑, 69), 김이곤(金二坤, 68), 김도용(金到勇, 

64)씨 등의 증언에 의하면, 

진첨사 은 지 의 부산

남고등학교와 부산체육고등

학교 자리이며 이 일 를 진

내 마을이라 불 다.

도구청에서는 골목길을 

설정면서 진내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읽을 수 있

게 하 다.

흑암마을

흑암(黑岩) 마을은 지 의 부산남고등학교에서 래산을 보면 고신 학교 

못미쳐서 와치종합복지회 과 아 트가 있는 곳에 크고 검은바 [黑岩]가 

있었고 주변으로 5, 6가구의 동네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작은 마을을 흑암(黑

岩) 마을이라 불 다. 

리(中里)에서 래산을 넘어 옛 시장까지 이르는 고갯길은 진내 마을에서 

시작하여 흑암마을 - 장사바 를 지나서 아리랑고개를 넘어 시장(지 의 신한

은행 도지 )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뭍으로 가려면 래동 나루에서 배를 타

고 마주보이는 용미산(부산시청이 있던 자리로 재 롯데월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부근에 있던 배나루를 이용하 다. 흑암바 와 함께 마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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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 작은 건물들이 봉삼초등학교이다. 이 근처에 흑암이 
있었고 민가가 몇 채 있어 동네를 이루고 있었다. 

없어지고 아 트군들이 들어

섰다.

이 지역 고로인 안원찬(安院

欑, 69), 김이곤(金二坤, 68), 

김도용(金到勇, 64)씨 등의 

증언에 의하면, 흑암 마을은 

고신 학교 근처(지 의 약수

터)에 크고 검은바 가 있어

서 그 게 마을 이름으로 불

리었고 마을에는 5～6채의 집이 있어서 아리랑고개를 넘어서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나갔다고 한다.

4. 봉래동

나릿가마을

도다리(지 의 도 교로 1934년 11월 개통 당시에는 부산 교 으나 

1981년 지 의 부산 교인 새다리가 놓여지면서 도 교로 바뀜)의 래1동

쪽의 해안에 있었던 마을이다. 나릿가란 나루, 나루터의 가[律邊]라는 뜻으로 

나루터 주변에 있던 마을이라 하여 나릿가마을 ․ 나루마을 ․ 진변 마을이라 불

다. 도다리가 가설되기 에는 뭍( 구지역)과 도를 잇는 역할을 나룻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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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보이는 중기선 전용부두 안쪽에 봉래동 나루가 있었고 
나루 위쪽으로 나릿가 마을이 조성되어 있었다.

가 담당하 었고 그 나룻배가 닿는 곳을 심으로 나룻터 마을이 형성되었다. 

도에 나룻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90년이었는데 이 나루는 조선인

을 한 것으로 뭍쪽에는 옛 시청 뒷개(용미산 아래) 고 도쪽으로는 래1

동 부산 교(새다리, 1981년 공) 굴강쪽에 뱃나루가 있었다. 

1895년에는 나룻배가 4척으로 증가될 만큼 육지와의 교통이 빈번하여 나룻

배 수익으로 사립옥성(私立玉成) 보통학교(지 의 도 등학교 신)를 설립 

운 하기도 하 으나 1934년 도다리가 개통되자 이 나룻배는 운항을 지

한다. 그러나 나릿가 마을만은 번창하여 오늘날 교동과 선동 ․ 래동 등으

로 확  발 하게 되었다. 

한편, 1901년에는 도출입을 해  하나의 나룻배가 운행된다. 1916년 

강모삼랑(岡模三郞)이 쓴 ꡔ일선교통사(日鮮交通史)ꡕ 근 기에 이 나룻배의 나

루가 목도(牧ノ鳥)와 주갑(洲岬, 오늘의 평동), 남빈(南濱, 오늘의 남포동)

을 3각 운항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갑과 남빈의 나루는 지 도 그 로 이

용되고 있으나 목도나루는 도경찰서가 매축되기 이 의 나루이지만 지 은 

흔 도 없다. 

1926년까지 평동과 남항

동은 바다로 인해 서로 떨어

져 있었으며 그 사이에 좁은 

교량이 하나뿐 이었으므로 목

도나루는 도다리가 개설된 

교동 굴강쪽 도경찰서 근

처 던 것이다. 교동 굴강

은 래동 나루와 지척이므로 

같은 나릿가 마을로 불리워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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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들 나릿가 마을은 도다리와 부산 교가 건설되면서 나릿가라

는 지명도 사라지기 시작하 다.

래동 나루는 부산 교(1981년 공) 굴강 아래 기선 나루근처로 추정하

며, 나루 남동쪽 래1동의 1～6통 마을과 래교차로까지 이어진 넓은 지역

이었다. 이제는 이 마을과 함께 마을 이름도 없어졌으나 부산 교가 놓이기 

까지 이 일 는 유흥가로 이름을 날렸었다. 

이 지역 고로인 임상곤(林相坤, 63)씨는 웃어른들께 래동 나릿가마을 얘

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부산 교(철다리) 아래 기선나루 근처가 옛 나릿

가 으며 근처 마을을 나릿가 마을이라 하 다. 부산 교로 향하는 큰 길에도 

마을이 있었다. 복 후 사창이 들어서는 등 유흥가로 알려져 마을 모습이 좋

지 않았으나 지 은 모두 정비되었다. 일본인들이 출입하던 교동 나릿가는 

도다리 굴강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얘기 들었다고 증언한다. 

박성낙(朴成洛, 86)씨의 증언에 의하면, 지 은 나릿가 마을이라 부르는 사

람도 없어졌다. 나루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마을 이름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도다리가 없어지기 까지 이 마을은 나루로 인해 흥청거렸고 

지 의 래동 ․ 선동도 이 마을 때문에 큰 동네가 되었다.

김이곤(金二坤, 68)씨는 나루가 없어진 뒤에 사창이 번성하면서 상업주거를 

한 시설이 많이 들어섰다. 한국 쟁으로 피난민이 붐비면서 물장수가 성업을 

하던 때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필환(金弼煥, 81)씨, 그는 도 옥성학교 설립자인 김옥성의 아들로 1902

년 이후 도에 살고 있으면서 목도나루는 도경찰서 아랫쪽에 있었으며 도

다리를 놓으면서 매축되고 없어져 버렸다고 증언한다. 

마을이 들어섰던 부둣길을 래나룻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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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가 즐비한 이곳에 일본은 석탄을 배에 싣고와 쌓아두었
었고 창고 뒷마을 사람들은 이 석탄을 주워다 재가공하여 내다
팔아 생계를 꾸렸다.

곡수마을

곡수 마을은 래1동 해안도로를 끼고 창고가 운집해 있는 남동쪽에 있던 

마을이다. 일제강 기 이곳은 석탄창고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부두에서 하역

한 석탄을 창고로 운반하는 도  흘려진 것들을 주워 모아 재가공하여 내다 팔

았다. 더러는 창고의 석탄을 훔쳐내기도 하면서 석탄창고들에서 얻은 수익으로 

생활하던 마을이라 하여 곡수 마을이라 이름하 으며, 석탄고(石炭庫) 마을이

라고도 하 다. 

곡수란 석탄을 주워 코크스를 만들어 팔면서 코크스 → 콕스 → 곡수 → 곡

수라 차음된 것으로 이해된다. 석탄고 마을보다 오히려 곡수 마을을 기억

하고 있었다. 도 아람마트의 아랫쪽 해안에 창고가 즐비하 었고 실려 온 석

탄들은 이곳에 부려졌다. 지 의 창고  남쪽과 래교차로 주변이 곡수마을 

즉 석탄고 마을인데 이를 증명하듯 선조선 왼쪽(아람마트 남쪽)에는 도연

탄공장이 있었다. 지 도 옛 

마을 주변은 세민들이 거주

하고 있지만 마을 이름은 잊

졌다.

이 지역의 고로인 임상곤

(林相坤, 63)씨의 증언에 의

하면, 어릴  래동 창고 주

변 마을을 곡수 마을이라 하

고 석탄 마을이라고도 한 것

을 선친에게서 들었다.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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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되는 석탄들을 주워서 이를 불에다 재가공하여 마을 앞에서 내다 팔았는

데 사람들은 이를 사가서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밤구이 등을 할때 연료로 사용

하 다. 길 건 에는 래산에서 해 온 나무를 땔감으로 내다 는 나무시장

이 서서 나무동네라 부르기도 하 다.

박성낙(朴成洛, 86)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옛부터 이곳 곡수 마을에서 살았

었다. 일제강 기 일본창고 근처에 석탄이 시커멓게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쌓아 놓은 석탄을 훔쳐내기도 하 으며 이를 재가공

하여 마을 앞에서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 다. 더러는 자갈치까지 머리에 

이고 와서 팔았다. 

힘이 좋은 은이는 래산에서 채취한 땔감나무를 지게에 지고 와서 이곳 

길가에서 석탄과 같이 팔았다. 그래서인지 도 연탄공장이 지척에 있었다. 지

은 그 창고들이 모두 보세창고나 철물창고들로 바 었지만 지  사람은 석탄

마을도 나무마을도 모른다. 더욱이 나릿가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 다.

5. 영선동 

제2송도마을

제2송도(松島) 마을은 선2동 바닷가에 있던 마을이다. 지 의 한국테크노

과학고등학교(옛 도여상)에서부터 동산아 트에 이르는 길 좌 ․ 우 해안가에 

있던 마을이다. 신선 학교 앞 신선 삼거리를 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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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좌우로 잘 정비된 제2송도마을

선 미니아 트와 선아

트들이 있는 구릉진 터는 공

동묘지 었다. 신선 삼거리를 

지나 동삼 리를 잇는 길은 

인가도 없는 나무숲이 우거진 

오솔길이어서 낮에도 혼자 다

니기에 무서운 길이었다 한다.

이 마을에서 건 다 보이는 

서구 암남동 송도(松島)가 해

송 군락의 동산을 시한 아름다운 해안 마을이므로 서로 마주하는 이 마을을 

바다경치로 두 번째라면 서러운 뜻에서 제2송도(松島)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애  이곳은 참나무 군락지 으나 왜인들이 벌목한 후 곰솔을 심었던 것이다. 

해안에서 높은 벽 에 조성된 마을에서부터 바닷가 횟집 에까지 이어진 

제2송도 해안은 날카로운 바닷 돌이 많아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마땅하지 않으

나 주 의 경치가 빼어났다. 한국 쟁 이후 피난민 자 집성 이었던 이곳에

다 산쪽의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서민아 트를 건립하기 시작하 으며 리까

지 길을 넓  서 도의 경치를 완상할 수 있게 조성하 다.

도구에서는 해안 산책로를 도 팔경  하나로 지정하여 자원으

로 활용하고 있다. 선동 아랫로타리를 거쳐 한국테크노과학고(옛 도여상)

를 지나면 반도보라아 트가 나타나고 해안산책로(3km) 입구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는 출 이는 도 소리와 싱그러운 바다 내음이 코를 른다. 

이곳은 지형이 가 르고 험난한 군사보호구역으로 근이 어려웠으나, 지

은 개방되어 해안으로 내려서면 자갈소리가 합창을 하며 곳곳에는 장승과 돌

탑, 뱃놀이터 등이 있다.  멀리 짙 푸른 망망 해의 창 에 굽이치는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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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숲에 둘러싸여 산책로는 으뜸가는 경 을 갖추고 있다. 산책로 곳곳에 

나무계단, 철계단, 발지압코스 등을 만들고 해안을 따라 바다를 조경하는 시설

들을 설치하여 국 어느 도시에서도 느낄 수 없는 꿈과 낭만이 가득한 해안 

산책로에서 바다를 마음껏 품어 볼 수 있다. 

선동 아랫로터리에서 동삼동사무소에 이르는 5.6km의 해안도로는 옛 

도의 이름인 도(絶影島)를 따서 로라 부른다.

로라 불리는 제2송도길은 부산지역의 몇 안 되는 이름난 드라이  코스

이다. 이곳에서 바라다보는 남해바다의 잔잔한 물결과 기암괴석의 암벽에 부딪

치는 도소리는 다른 곳에서 맞볼 수 없는  다른 멋이 있다. 한 연인과 단

둘이 데이트 장소로도 그만이지만, 목장원에 들러 바다를 바라보며 한 잔의 커

피를 움미하는 멋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고로이며 선2동 22통장으로 미니아 트에서 가게를 운 하고 

있는 박 민(朴榮旻, 73)씨의 증언이다. 그는 제2송도의 바다쪽 집들은 벽

에 아슬아슬하게 지어졌고 바다 벽은 큰 비에 자주 무 져 항상 불안하

으나 한국 쟁 이후 피난민수용소 같은 자 을 헐어내고 마을 뒷산 넓은 

공동묘지도 이장하여 서민을 한 미니아 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지

과 같은 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증언한다. 시내버스도 신선삼거리 근처 성

낚시 이 종 이어서 리까지는 오솔길을 걸어서 다녀야 했었던 때가 엊그

제 같단다.

강성옥(姜聲玉, 통장, 슈퍼운 , 67)씨의 증언에 의하면, 제2송도 아랫길 

해안통에는 횟집이 많아 바 에 부셔지는 도를 즐기기 하여 아베크족들이 

많이 왔었다. 왜인들은 이곳 높은 곳에 해안 축조공사를 강행하면서 리 해안

도로도 축조하려 하 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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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보라아파트 109동에서 촬영한 성발추마을 전경, 오른쪽 가장
자리에 테크노과학고등학교가 보인다.

성발추마을

성발추 마을은 선동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옛 도여상) 일원과 선동 

반도보라아 트 신선동 일원에 있었던 마을로 주변에 성과 련된 마을 이름이

라고 추측되나 마을의 유래에 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수십년  농  도지  부근을 성발추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선2동 복

천사에서 제2송도로 흐르는 물이 고인 샘을 성발추샘이라 하 으며 그 일 를 

성발치라 불 다고 고로들은 증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답사결과 어느 곳도 성

(城)과 련한 지형지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제2송도의 해안쪽 시멘트벽

이 한국 쟁에서 돌로써 쌓은 돌벽이었을 때 바닷가 몽돌로 쌓은 벽의 모습이 

성을 쌓은 것 같다고 성발추로 부르지 않았나 추정할 뿐이다.

이 지역출신 인물로 윤종근(尹鍾根, 1913～1980)씨는 김해 녹산(지 의 

강서구 녹산동)에서 태어나 9세때 도 선동으로 이사 와서 평생 선동에

서 살았다. 흥아상회를 시작으로 일 부터 해운사업에 을 떠 한조선철공소

를 인수하여 5백톤  철강선

을 만들어 진수시켰다. 1973

년 한조선철공소를 모체로 

하는 동조선주식회사를 설

립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으로 컨테이  용선을 제조

하기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

아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컨테

이  용선 해상수송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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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게 되었다. 

김소운(金素雲, 1907～1981)씨는 도가 낳은 탁월한 문학자이다. 사립옥

성학교를 4학년에 퇴하고 일 이 일본으로 건 가 동경의 카이세이(開成)

학교 야간부에 다녔다. 당시 일본의 시인이자 동요 작가인 키타하라 하쿠슈우

(北原白秋)에게서 사사. 귀국하여 최남선이 발행하는 ｢시 일보｣에 시 ꡔ신조

(信條)ꡕ (1923)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왕성한 시작(詩作)을 하 다. 해박한 

일본문학 지식과 탁월한 언어구사능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출 되는 ꡔ일한사

ꡕ의 감수를 맡았으며 유주  원작 하소설 ｢조선총독부｣를 일본어 번역 으

로 펴낸다. 이를 계기로 ꡔ조선구 민요집(1929)ꡕ ꡔ조선동요선(1933)ꡕ, ꡔ조선

민요선(1943)ꡕ 등 많은 문학작품들을 일본어로 번역 출 하여 일본안에 우리 

민족의 서정을 리 알렸다.

송근실(宋根實, 1896～1958)은 1952년 사재를 털어 선유치원을 개원하

여 유아교육의 첫 시발이 된 것을 기화로 한국 쟁 때는 선 등학교에 미군

부 가 주둔하자 자기가 살던 집을 개조하여 교무실과 가교사로 쓰게 하여 수

업을 계속하게 하는 등 교육계에 끼친 공로가 크다.

주두홍(朱斗洪, 1916～?)은 1938년 22살 때 항일투쟁으로 여수경찰서에 

피검되어 4개월간 옥살이 하는 등 을 때 민족청년운동을 하 다. 복 후 독

립조국에의 사는 2세 교육임을 먼  깨닫고 1951년 남여자 학교 설립 기

성회장을 맡는 등 평생 교육활동에 이바지해왔다.

가수 인(본명 동주, 1919～2002)도 이 마을 사람이다. 그는 1942

년 일본 우에노음악학교를 졸업하고 국 상하이에서 신태양악극단을 조직하

여 활동하다가 귀국. ｢신라의 달밤｣ ｢고향만리｣ ｢굳세어라 순아｣ ｢비내리는 

고모령｣ 등 200여곡을 발표하여 히트한 국민가수이다. 그를 기리는 노래비가 

도 교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매년 8월이면 인가요제가 서구 송도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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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장 특설무 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지역 고로인 윤석운(尹錫雲, 66)씨, 그는 3 째 평동에 살고 있다. 그

의 증언에 의하면, 을 때 선배들을 만나기 해 성발치에 갔었는데 그곳 

치가 지 의 농  도지  근처 다. 그때 우리들은 이곳을 성발치라 하여 많

이 드나들어도 정작 성발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이집윤(李集允, 84)씨의 증언으로는 제2송도와 복천사 사이에 성발치란 

샘이 있었고 이 물맛이 아주 좋았다. 제2송도의 시멘트벽이 몽돌로 쌓은 옹벽

이었을 때 겨울을 지나 이 오면 흙자갈 사이의 얼음이 녹아 무 지기 일쑤

고 비만 많이 와도 잘 무 져 내렸다. 성과 같이 쌓은 몽돌옹벽이 잘 무 지는 

고개라고 성발치(城拔峙)라고 부른 것 같다.

선2동 미니아 트에 거주하고 있는 박 민(朴榮旻, 73)씨는, 복천사 넘어 

아씨당 으로 높이 1m 가량의 돌담이 길게 쌓여져 있었는데 혹시 성터(왜성

터)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 성의 흔 이 제2송도 아랫마을까지 이

른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고 증언한다.

6. 청학동

청학마을

청학(靑鶴) 마을은 지 의 청학1, 2동을 아우르는 것으로 선조선에서 

도구청에 이르는 마을이다. 조선 후기에 통신사 조엄(趙曮)이 일본에서 고구

마를 가져와 이곳에서 처음 재배하여 고구마를 내었다고 조내기라 부르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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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청에서 내려다 본 청학마을

마을을 진첨사 임익 (任翊準)이 한문식으로 지명을 바꾸면서 ‘신선이 타

는 학’의 형상을 한 마을이라고 청학동(靑鶴洞)이라 고쳤다 한다.

1904년( 무 8) 10월 탁지부사세국(度支部司稅局)에서 간행한 ꡔ경상남도

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청학 마을은 사 면(沙中面) 내에 있었으며 당시 청

학 마을의 호수는 6호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청학동 할배당은 청학1동 400번지에 있으며, 청학 등학교  주택가에 있는

데 1966년 음력 4월 13일에 건립하 다. 제의 날짜는 음력 1월 14일 자정과, 

4월 13일(당산신의 생일) 아침에 행하며, 1년에 2회이다. 이 당산에는 지

으로부터 50여년  장삼년이라는 사람이 당산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피를 

토하고 3일만에 죽었으며, 그 자식들도 당달 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하고 있

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이 지역 고로인 임상곤(林相坤, 61)씨, 그는 5 째 청학1동에서만 살고 

있으면서 청학 마을은 지 의 선조선에서 도구청에 이르는 해안통 얕은 

구릉에 있었다고 증언한다. 1953년 부산역  화재 이후 이주해 온 육지 사람

들이 청학 등학교 에 천막치고 살면서 인구가 갑작스  불어났다. 옛날 여

기에 터를 잡은 입향조(이 ․ 박
․ 임씨) 들은 땅에 말뚝을 쳐

서 자기땅을 삼고 살았단다.

호만(全虎萬, 64)씨의 

증언으로는 청학 마을은 청학 

1,2동 모두를 아우르는 마을

이다. 이곳에는 잘고 맛이 있

는 타박고구마가 유명하 고 

제주도 해녀들이 이주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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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육지 사람들도 이주해와 가구수가 늘게 되었다. 도에는 청학어 계와 동

삼어 계가 있어 바다를 공동 리하면서 바다에서 나는 생산물을 계원 외에 

함부로 채취할 수 없게 한다. 해녀들의 역할이 크다. 

조부 때부터 청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 (全官永, 80)씨의 증언에 의하

면, 최 로 청학동에 입향한 사람은 김보윤씨로 1868년 경주에서 혼자 배타고 

이곳에 와서 정착하 단다. 김보윤씨는 천주교 탄압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와서 

 천주교 성당앞 개울 굴 안에서 숨어 살았다 한다. 8, 90년  청학2동사무

소  산쪽에 일제강 기 부산부 공무원이던 김방우씨 일가 몇가호가 거주하고 

있었고 길가 박씨집 근처에 5, 6호. 바닷가에 청학동 부자 이상호씨 집 주변에 

4호, 그리고  부산은행 주변으로 제주해녀들이 7, 80호 집성 을 이루고 있

었다.

조내기마을

 

조내기 마을은 도구청 언덕 로 롯데 낙천 아 트에서 도자동차학원에 

이르는 구릉을 심으로 한 청학동 일원을 조내기 마을이라 불 다. 이곳 언덕

바지에서 재배한 고구마의 맛이 일품이어서 조내기 고구마 마을이라 부른 것이 

효시가 되었다. 

조내기 고구마란 1763년( 조 39) 동래부사를 지낸 조엄(趙曮)이 통신사로 

일본에 건 갔다 오면서 고구마 재배법을 배워와 이를 도 청학 마을에 퍼

트려 심게하므로 재배의 실 을 본 것인데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은 조엄을 조

고구마(趙藷)로 부르기까지 하 으며 조씨가 가져 온 고구마라고 ‘조내기고구

마’라 불 다고 한다. 이 조내기 고구마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재배된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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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청 건너 윗쪽의 조내기마을, 지금은 옛 마을들이 헐려 
없어지고 롯데 낙천대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섰다.

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조내기 마을에서 난 고구마가 맛이 있어 조내기 고구마란 이름으로 유명했지

만 그 조내기 고구마는 조내기 뿐 아니라 동삼동 뒷산의 황토밭이나 오늘날 

태종로로 가는 산등성이인 일산배기에서도 두루 재배하여 이 듯 생산된 고구

마를 모두 조내기 고구마라 하 다. 이 고구마는 붉은 색깔을 띠어 비교  작

으면서 밤 맛이 났다. 그러나 오늘날 그 조내기 고구마를 재배하던 곳은 모두 

주택지로 바 었다.  

조엄이 동래에 고구마 재배법과 함께 종묘를 건내  1764년 당시의 동래부

사는 강필리 다. 강필리는 선 (조엄은 강필리 보다 6  앞의 동래부사 다) 

부사의 부탁이라 성심성의를 다해 고구마재배에 힘썼다. 그러한 성의로 고구마

재배가 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한 것이다. 당시 강필리는 

고구마에 싹을 틔워 기가 뻗게 한 뒤, 그 기를 끊어 땅에 심는 고구마 재배

법을 쓴 ꡔ감 보ꡕ를 남기기도 한다.

특히, 청학동 비탈 황토밭(지 은 거의 주택지로 환되었음)에서 나는 

조내기 고구마는 씨알이 작으

나 색깔이 붉으면서 맛이 좋아 

타박고구마(밤고구마)로 이름

났었다. 당시 고구마는 양식

용의 구황(救荒) 식품이었

다. 조내기 마을은 청학동 해

변 체를 이르는 지명이기도 

하다.

도구청에서는 골목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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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락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해안이 매립되고 새로운 집들이 
들어섰다.

칭을 부여하면서 조내기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자취를 살필 수 있게 하 다.

청학동 할매당산(조내기 당산)은 청학1동 부산은행 , 청학시장 맞은편 도

로 아랫쪽에 있으며, 1975년 6월 23일에 건립하 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자정과 6월 23일 아침으로 1년에 2회를 지낸다. 어떤 해에 당산할매를 

수롭지 않게 모셨더니 할매가 제주를 유인하여 래산 공동묘지 아래의 폭포

수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맞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조락마을

조락 마을은 청학1동 청학시장 건  옛 코스코가 있던 곳의 바닷가에 있던 

마을이다. 지 의 선진조선과 SK 유소에서 청학1동 부산은행, 청학성당에 

이르는 해안은 수심이 얕고 갯펄이 많은데다 썰물 때는 물이 군데군데 고여 

조락하게 보인다고 이 일  마을을 조락 마을이라 하 다. 

이 마을 일  해안에는 멸

치어장이 발달하 으나 멸치

어장이 없어지자 마을도 쇠퇴

하 다. 한자 지명 조락(潮落)

의 마을 이름은 억지 한자로 짜 

맞춘 이름이란 느낌을 받는다. 

제주해녀의 생활근거지 던 이 

마을은 해안이 매립되면서 없

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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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섬바우터, 지금은 영도구청이 들어서 있다.

도구청에서는 골목길 명칭 부여사업을 펴면서 조락마을1, 2, 3, 4길 등으로 명

명하여 마을의 자취를 느끼게 하 다.

 

넉섬바우마을

섬바우 마을은 청학2동 동쪽 바닷가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 의 도구 

청학2동사무소와 도구청 일 의 마을들로 1957～8년경 이 부근 바닷가(  

도구청 앞)의 바 군락을 깨뜨려 바다를 매립하므로 청학2동사무소에 이르

는 마을로 넓 졌다. 

이 바 를 섬바우 ․ 넘바우 ․ 럭바우 ․ 섬바우(바 )라 불 는데 이 넓고 큰 

바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섬바우 마을이라 하 고 한자로 암(廣巖)

이라 썼다. 이 마을 부근의 바다에 복어 어장이 형성되어 성어기는 시를 이

루었다. 

이 지역 고로인 임상곤(林相坤, 61)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5 째 청학1

동에 살고 있으면서 이곳 도구청 터에 바 군락이 바다로 뻗어 있어 훌륭한 

낚시터 다고 증언한다. 박성

길(  시의원)씨가 1957 ․ 8
년경 바 를 깨뜨리고 바다를 

매립하여 주택지를 조성하면

서 넘바우가 없어졌단다. 이

곳에는 국인 2명이 당면공

장을 운 하기도 하 다고 

한다.

호만(全虎萬, 64)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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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마을. 좁은 길 안으로 마을길이 더 좁게 이어지면서 집들이 옹기
종기 모여있다. 한국전쟁 이후 판자집을 개조한 모습 그대로이다.

증언에 의하면, 1960년 당시 시내버스는 옛 시청앞(지 은 롯데월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에서 출발하여 옛 혜 마린타운(지 의 청학성당 앞) 신

한기공사까지만 운행했었다고 한다.

박 (朴官永, 80)씨의 증언에 의하면, 50～60년 만 하더라도 복어 어

장이 한창 시를 이룰 때면 복어가 해안으로 려나와 망태기로 주워서 내다 

팔기도 했었다고 한다. 

도구청은 구청앞 골목길은 섬바 길이라 명명하여 옛 자취를 찾아볼 수  

있게 하 다.

해돋이마을

해돋이 마을은 청학1동 마린타워 윗동네 16통, 해돋이3길 주변의 산간

마을이다. 한국 쟁 때 18난민수용소가 있어서 사람이 입주해 살기 시작하면

서 마을을 이룬 곳이므로 길이 좁고 세한 마을이다. 1970년 새마을사업 

이후 잘 사는 동네가 되 보자

고 마을 이름도 해돋이 마을

이라 했다. 지 은 많은 세

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동네

로 발 되었다. 

이 지역의 고로인 임상곤

(林相坤, 61)씨의 증언에 의

하면, 이곳은 옛날 공동묘지

가 있던 곳으로 청학1동 16

통의 제일 끝동네이란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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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들면서 동네를 이루었고, 제18 난민수용소가 있어

서 좁은 지역에 많은 세 수가 집되어 있다. 지 은 170여세 가 산다.

김순안(金 安, 91)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청학농 원 설립자로, 1953년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 이곳은 공동묘지 고 길이라곤 상여 지나가는 길 밖

에 없었다. 여우도 많이 득실거리고 기 ․ 화도 없는 도시속의 오지마을이었

다. 자집 5, 6호 정도 있던 것이 피난민수용소 이후 이주 세 가 갑자기 늘

어났으며 한 집에 두 세 세 가 함께 살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 되었다. 

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해돋이1, 2, 3길을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일산배기마을

일산배기 마을은 청학2동 도자동차학원과 일산 불고기집이 있는 주변에 

있던 마을이다. 한천리교 원남성교회 뒷산 평평하고 얕으막한 등성이를 일산

배기, 일산 (日傘峰)이라 부른다. 이곳에 들어선 마을이라고 일산배기 ․ 일산

 마을이라 불 다. 

이 산에는 넓고 큰 신발모양의 바 가 있었는데 노 젓는 배 모양으로 커서 

럭바 ․ 섬바 라고도 불 다. 마을 이름도 바 모양을 따서 럭바우마을, 

섬바  마을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5가구 정도가 있던 것이 오늘날에는 

아 트 으로 바 었다. 일산배기 고구마가 유명하 다. 일산배기 고구마는 조

내기 고구마 에서 가장 맛이 뛰어나서 일제강 기 때 일본사람들에게는 훌륭

한 선물이었다. 지 의 청학2동 31통 지역이다.

이 지역 고로인 임상곤(林相坤, 61)씨의 증언에 의하면, 일명 장사바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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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학원 주위로 일산배기 마을이 있었다.

부르는 럭바우가 있어서 

럭바우 동네, 섬바우 동네

라 부르기도 했다. 그 이후 

아 트 들이 들어서면서 일

산배기 마을이라 부른다. 붉

은 황토땅에서 재배되는 일산

배기 고구마로 유명하다.

박 룡(朴福龍, 63)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7, 8세 

때 이곳(선한이웃교회 주변)에는 집이 10여채 뿐 이었다. 아 트 이 된 지

은 옛사람이 거의 없고 타지에서 아 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부분이다. 나 

지 이나 일산배기 고구마가 유명하다. 지 의 청학농 원 자리에는 고아원

이 있었고 용자동차운 학원 아래 벌 에는 집이 한 채도 없었다.

도구청에서는 골목길을 설정할 때 조내기길에 인 한 길을 일산배기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자취를 엿볼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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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3동 가야초등학교에서 바라본 옛 마을이 있었던 곳

1. 가야동

가야리마을

가야리(伽倻里) 마을은 가야3동 지 의 가야 등학교 부근에 있었던 자연

마을로 본동 마을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지 의 동구 수정동 고 (구 )으로

부터 감고개[柿嶺, 는 가모고개(可牟嶺) ․가마고개(釜嶺)라고도 함]를 넘어 

부산진구 가야동으로 왕래하 던 곳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된다. 

감고개가 있는 골짜기를 감골이라 하며, 이 골짜기 아래는 넓게 펼쳐져 있었

던 들 을 장도애간들이라 하

다. 가야리라는 명칭은 이 

감고개 아래 있는 마을이라는 

데에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추

정한다. 한편, 가야라는 명칭

은 여섯 가야에서 기인한 것으

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 연

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6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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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모습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東萊府誌)ꡕ 방리조에 보면, ‘가야리는 동평면(東

平面)에 속해 있었고, 문(官門)에서 20리 거리에 치한다’고 하 다. 1904

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慶尙南道東萊郡家戶案)ꡕ에 의하면, 가야동

은 동평면에 속해 있었다. 당시 가야동의 호수는 26호이며, 윤씨, 이씨, 양

씨, 김씨, 정씨 등 성씨가 살고 있었다고 하 다. 특히, 서씨가 체 26호  

10호나 살고 있었다.

1930년  조선총독부에서 국세조사의 일환으로 조사하여, 1936년 간행한 

ꡔ조선의 성(朝鮮の 性)ꡕ에는 동래군 동족집단 상황이 나와 있다. 이에 의하면, 

서면 가야리에 달성 서씨가 22호로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가야3동에 있는 산시당은 가야3동 천리교덕포교소 앞에 있다. 건립 연 는 

1975년도에 지었다. 제의 날짜는 옛날에는 섣달 그믐날 밤에 제사를 지냈

으나, 요사이는 양력 12월 순께 택일을 하여 제일을 정하고 1년에 1회 제를 

지낸다. 특기 사항으로 마룻 의 상량문 오른쪽에 작은 씨로 서기 일육이오

년 3월 건이라 기록하 다. 이 기록은 제당의 창건 연월을 말함인데, 무슨 

기록에 의하 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제당과 당제는 20여년 부터 가야3동 10

통의 부녀회에서 리하고 있

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가야리 마을은 개미 마을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

은 지 으로부터 약 200여년 

 재 가야공원 의 단부

산 머 계곡에 불개미 밭이 

있어서, 개미들이 집단으로 



161

제 6 장  부산진구

서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지역의 크고 푸른 소나무는 잎이 빨

간색으로 변하고, 심지어 밤 에는 개미가 떼를 지어 내려와 5월의 모심기에 

바쁜 일손을 방해하 다고 한다. 한 식식사 때만 되면 불개미가 몰려와 선

반 에 까맣게 붙어 있어 마을 사람들이 곤혹을 당하 다는 소문이 부산지역

에 퍼졌다고 한다. 이로써 가야리는 ‘개미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쟁 당시인 1950년 7월 24일 부산거제리포로수용소(지 의 부산

역시청과 부산지방경찰청 일 )가 설치되어 1951년 3월 거제도로 포로수용

소가 옮겨가기까지 지속 인 포로의 증가로, 동년 9월 부산거제리 제2～6포로

수용소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포로의 증가로, 12월 수  밭(남구 

안4동 옛 인쇄창으로 추정) 제1～3포로수용소를 설치하고, 가야동에 제1～3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증가하는 쟁 포로를 수용하 다. 가야동에 설치되었

던 포로수용소의 치에 한 정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지 의 당감2동 

부산철도조차장과 가야3동에 걸쳐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뿐 그 정확한 

치는 알 수 없다.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명을 가야좌1, 2, 3, 

4, 5로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이어가고 있다.

상리마을

상리(上里) 마을은 가야2동 지 의 반도보라아 트(옛 건설화학 공장이 

있었던 자리) 부근에서 지 의 가야공원까지 걸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가야

동에는 상리 ․ 리 ․신암리의 세 마을이 있었는데, 가장 쪽에 있는 마을이라 



부산의 자연마을 제1권 

162

상리 마을이 있었던 곳. 구획되지 않은 모습들에서 옛 마을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상리 ․웃마실 ․윗마실(마을)이라고 하 다.

상리 마을은 옛날 달성 서씨(達成徐氏)가 집성 을 이루다시피 하여 살고 있

었다. 그 달성 서씨 가운데 서인호(徐璘湖)란 사람이 지 으로부터 약 100여

년 에 마을과 주  사람들을 해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는 평생을 심 력으로 돌을 모아 단을 쌓고, 꽃과 나무를 심어 계곡의 

물을 이용하여 폭포와 양어지를 만들고 지 과 같은 공원을 조성하 다. 한 

공원 주변에는 수천 평의 농토도 일구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 은 주택지로 변하

고 말았다. 뒷날 재부 서씨 화수회에서는 설립자의 뜻을 기리어 서씨공원(徐氏

公園)으로 명명하 다. 

그 후 그의 직계 자손이 시민을 한 공원으로 개방하기 해 가야유원지

(伽倻遊園地)라 이름을 고치고, 보다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해 정성을 기

울 다고 한다. 지 은 가야2 ․ 3동에 걸쳐있는 산의 턱지 로 수림이 우거져 

있어 자연 상태 그 로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며, 가야공원

(伽倻公園)으로 불리고 있다.

이 지역 고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100여년 만 하더라도 이곳 마을은 달

성 서씨의 집성 을 이루고 

있었으며, 기타 성씨는 몇 가

구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

서 서씨 동족마을이라고도 불

다고 한다.

이곳에서 태어나 부산 학

교 교수를 지낸 서수철(徐壽

轍)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어린시 에는 가야는 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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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촌이 당리와 감몰리 마을이 있었던 곳

몰리 그리고 신암리로 나

어져 있었다고 한다. 주민은 

500명을 넘지 않는 외진 마을

이었으며, 상리는 토벽과 갈

로 엮은 가에 등도 없

는 농 마을로 밤늦게 고불

고불한 좁은 길을 가다보면 

산에서 여우가 울고 호랑이

라도 나오지 않을까 겁이 날 

정도라 하 다. 

당시 이 마을에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 가을이면 횃불을 밝  개울에서 게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았다 한다. 지 은 소박했던 가야의 옛 풍경이 사라지고 어

린시  품었던 심상(心象)이 없어졌다고 하 다. 그는 이 고장이 건 하고 새

로운 도시의 미풍이 자라기를 바란다고 하 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

산진구청).

중리마을

리(中里) 마을은 가야2동 옛 명극장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지 은 

철거되어 그 흔 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가야동에는 상리 ․ 리 ․신암의 세 마

을이 있었는데, 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리라고 하 다. 

리는  다른 이름으로 몰리(沒里)라고도 하 다. 리마을 역시 상리 마을과 

인 하여 있는 계로 마을의 부분 주민들은 달성 서씨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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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명극장이 있었던 부근의 현재의 모습

지 의 부산진구 부 동 

서면로터리에서 사상구 감

동 낙동강 제방까지 이어진 

가야로가 확장되면서 주변의 

농토와 마을의 일부가 철거

되었고, 복 이후 마을 주변

의 논과 밭에는 크고 작은 공

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

었다. 

지 은 주변지역이 주택지로 변하여 형 고층아 트가 들어서면서 옛날에 

있었던 마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옛날 이곳 마을에는 유교 인 기풍이 엄격하 다고 한다. 마을 청년들이 고

개 머(냉정고개) 냉정리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여 마을 어른들께 호되게 

꾸 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한 마을의 길사와 흉사가 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고 품앗이를 하는 미풍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태어나 부산 학교 교수를 지낸 서수철(徐壽轍)씨의 증언에 의하

면, 그의  어린시  이곳 리(몰리)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으며, 리도 

상리와 같이 토벽과 갈 로 엮은 가에 등도 없는 농  마을로 밤 늦게 꼬

불꼬불한 좁은 길을 가면 산에서 여우가 울고 호랑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겁이 

날 정도로 가능하면 밤에는 외출을 삼갔다고 한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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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금리 마을이 있었던 현재의 모습(오른쪽은 주공아파트)

2. 개금동

개금리마을

개 리(開琴里) 마을은 개 3동 주공아 트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지 은 옛 마을의 흔 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정비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들어

서 있는 주택가의 모습들에서 옛 마을의 자취를 느낄 수가 있다. 개 동은 조

선 후기에는 동평면(東平面) 와요리(瓦要里)에 속하 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 의하면, ‘와요리는 문에서 20리 거리에 있다’고 하 다. 개 리

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04년부터이다. 1904년 4월 

행정구역이 부산부와 동래군으로 분리되면서 개 리라는 명칭이 공식 으로 사

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

면, 개 동은 동평면에 속해 있었다. 당시 개 동의 호구수는 12호이며, 박 ․
김 ․최씨 등의 성씨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마을의 모양이 거문고(琴)

와 같이 길게 늘어져 있는 형

상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개

이라 하 다고 한다. 한편, 

개 동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 유래를 보면 다음

과 같다.

임진왜란 때 화(戰禍)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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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 백성들이 피난길로 메이던 어느 날, 산림이 우거지고 맑은 냇물이 흐르

며 아늑한 계곡이 뻗어 있는 이곳 어디에선가 가야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외로운 나그네의 마음을 녹이는 신비롭고 그윽한 음률의 주인공이 이름 모를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고서, 어느 우국지사가 ‘바로 이곳이 장차 평화의 뿌리를 

내릴 삶의 터 ’이라고 생각하여, 란의 시름을 달래면서 처음으로 마음 놓고 

거문고를 한 곡조 타고,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거문

고 소리 때문에 이곳에 살게 되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개 이라고 하

다고도 한다.

지 도 이곳의 고로들은 이곳 마을을 개곤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겨울에 북

서쪽에서 불어오는 낙동강의 바람이 무 차가와서 나들이를 나갈 경우 발이 

얼어터진다는 데서 연유된 이름이라 한다. 개 동과 당감동으로 넘나드는 개

산의 고개를 개곤이 고개라 하 다.

이 마을에는 석 묘(石 墓)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 기까지만 해도 

마을 앙에 있는 송림 언덕에 석 묘 5기가 있었고,  마을에 있는 사당 서

쪽 송림 숲에는 석 묘가 약 80～90개가 있었다. 복 이후 이곳이 주택지로 

변하면서 지 은 그 흔 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마을 뒷쪽에 있는 골짜기를 다리골( 터리골짜기라고도 함)로 개 산에서 

발원한 개 천의 물은 당감천(감몰내, 지 은 거의 복개되어 그 흔 을 찾아볼 

수가 없다)으로 흘러든다. 이곳을 흐르는 물은 맑고, 한 기암괴석이 나출되

어 있어 경치 한 수려했다 한다. 1980년부터 규모 아 트단지가 조성되면

서 개 천은 복개되어 지 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곳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송 선(宋重善)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곳

이 큰 강이나 명산을 끼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큰 사찰이 있는 곳도 아니지만 

어머니 같은 포근한 마음과 정이 흐르는 안식처라 하 다. 남쪽으로 승학산(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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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개금리 마을의 모습

鶴山)을 바라보고, 북으로는 

백양산(白楊山)을 등지고, 서

편으로 백양산 기가 가 른 

고개길을 형성하는 냉정이 자

리잡고 있다. 

그에 의하면 승학산 기슭

의 경남도립종축장 아래에 서

가구, 지 의 개  삼거리

에 있는 부산고려병원 부근에 

서 가구, 삼거리에 서 가구의 통 인 가집이 있었고, 농사를 짓고 살았

다. 지 은 마을의 흔 은 사라지고 없지만, 승학산 턱에서 가야에서 학장

까지 이어지는 성벽은 아직까지 그 흔 이 남아 있다고 한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개 리가 있었던 골목길을 

개 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냉정마을

냉정(冷井) 마을은 개 2동과 사상구 주례동에 걸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주례동과 개 동 사이에는 냉정고개가 있다. 이 고개는 백양산과 엄 산(嚴光

山)이 이어지는 능선이다. 그러나 경부선이 부설되고 가야로가 확장되면서 낮

아져 지 은 평지나 다름없이 되었다(사상구 주례동 냉정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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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마을이 있었던 현재의 모습

삼거리 마을의 옛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주택지로 바뀐 
현재의 모습(저 멀리 보이는 곳이 철도조차장이다.)

삼거리마을

삼거리 마을은 개 1동 삼

거리 부산고려병원 부근에 있

었던 자연마을이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인 삼거리에 있

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삼거

리 마을이라고 하 다 한다. 

개 리 ․ 냉정마을 ․ 삼거리마

을 부근에는 머음들과 짐천들

이라 불리는 들 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심으로 농사를 짓고 사는 형 인 농 지역이었다. 

머음들은 개 동 삼거리 일 에 있었던 들로 지 은 도시화로 인한 택지조성으

로 그 흔 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지역의 고로인 송 선

(宋重善)씨는, 그가 어릴 때

는 삼거리에 댓 가구의 

가집이 있었고, 농사를 지었

다고 한다. 지 의 성지 등

학교(일제강 기 당시에는 

서면보통학교)로 통학할 당시 

길 에는 양 박씨(密陽朴

氏) 가문의 열녀비각이 있었

다고 한다. 이 비문에는 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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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마을인 안동네 마을이 있었던 현재 모습

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병에 걸려 치료를 하 으나 백약이 통하지 않아, 걱

정하는 에 인육(人肉)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시아버

지께 달여 드리자 병세가 호 되어 다시 한번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달여 드

렸더니 병이 완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은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내용이라 하

다. 당시 어린 시  많은 감명을 받아 부모님에 한 공경심을 갖고 효행토록 

하는 생활지표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철도조차장 공사로 비각은 삼거리 마을이 있는 삼거리로 이 하여 보존

하다가 이곳이 도시화가 진행되어 택지가 조성되면서 이 비각(碑閣)은 없어졌

다고 증언하고 있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안동네마을

안동네 마을은 오늘날 개 3동 371번지 일 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마을이 

동네의 가장 오래되고, 안쪽에 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안동네 마을이라고 하

다. 본동 마을이라고도 불 다. 지 은 도시화로 인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지 은 정리되지 않은 주택지의 모습들에서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흔 만 느낄 수가 

있다. 안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경주 최씨(慶州崔氏)

의 경우, 18~19 째 세거(世

居)하고 있다고 한다.

안동네 마을에는 여러 성

씨가 살았는데, 특히 은진 송

씨가 부분이었고, 경주 최

씨, 배씨, 유씨, 정(鄭)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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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현대식 주택지로 변하 다.

이 함께 모여 락을 형성하 다. 이곳 마을은 백양산을 등에 업고, 남으로는 

엄 산을 바라보며, 동으로는 멀리 황령산을 바라보고 있다. 한 서쪽으로

는 낙동강이 흐른다. 마을 앞으로는 머음들과 짐천들이라 불리우는 들 이 

있어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한다.

1950년 한국 쟁 이후 각종 군부 가 주둔하면서 군사상의 요충지가 되기

도 하 다. 1970년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부 들이 다른 곳으로 이 해 

가면서 주택지와 아 트단지가 조성되면서 격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 리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송 선(宋重善)씨는, 마을이 형성 된 것은 

문헌상으로 알 수 없으나, 토속신앙인 당산이나 당산목을 통하여 보면 약 

500여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한다. 그가 어렸을 때에는 개  본

동인 안동네의 가구 수는 40호 정도로 은진 송씨(恩津宋氏)가 부분이었고, 

배씨, 유씨, 정(鄭)씨 등이 일부 살고 있었다 한다.

그가 성지 등학교(일제강 기 당시에는 서면보통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삼거리 마을 길 에는 양 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열녀비각이 있었다고 한

다. 그는 열녀비각의 내용을 

보고 당시에는 많은 감명을 

받아 부모님에 한 공경심

을 갖고 효행토록 하는 생활

지표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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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되지 않는 모습들이 옛날 마을이 있었다는 흔적을 엿 볼 수 있다.

3. 당감동

감물리마을

감물리(甘勿里) 마을은 당감4동(18통) 당감 주공아 트 2단지 부근에 있었

던 자연마을이다. 지 의 당감동에는 감물리(甘勿里)와 당리( 里)라는 두 마

을이 있었다. 이 두 마을을 합쳐서 일제강 기 때 당감리( 甘里)라고 불 다. 

지 의 당감4동(18통)의 동네 한 가운데에는 수령이 오래된 포구나무 한 그루

가 있는데, 이 포구나무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그어, 그 남쪽 마을을 감물

리 는 감 리(甘村里)라고 하 다. 

1740년( 조 16)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를 보면, ‘감물리는 동평면에 속해 있

었고, 문(官門)에서 17리 거리에 치한다’고 하 다. 감물리 마을에는 

1914년 4월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까지만 해도 이곳 마을에는 동래군 동평

면사무소(東平面事務所)가 소재하고 있었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

동래군가호안ꡕ에 보면, 동평면

(東平面) 내에 감 동(甘村

洞)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

다. 이 감 동에는 진씨 2호, 

김씨 3호, 서씨 1호, 윤씨 5호, 

신씨 1호, 정(丁)씨 1호 등 

총 13호가 살고 있었다.

지 의 당감동 앞을 흐르는 



부산의 자연마을 제1권 

172

옛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모습

당감천을 옛날에는 감물내 ․감물천(甘勿川)이라고 불 다. 감물내는 백양산 

동남쪽 선암사에서 발원하여, 당감1 ․ 2동 앞을 지나 동남쪽으로 굽어 흐르다

가 범천1동에서 동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천의 지류이다. 당감천의 길이는 

약 2.9km로 상류는 유수를 볼 수 있으나, ․하류는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

되고 있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내[川] 이름을 감물이라 한 것은 가마물[釜水] ․가마천[釜川]이 변하여 감물

(甘勿)로 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감물내는 부산천을 의미하는 옛 이름

이라고 생각된다. 마을 이름을 감물리라 한 것은 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감물천

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감물리마을 인근에는 1957년 12월 서구 아미동에 있던 화장장이 당감동 

644번지로 이 하여 왔다. 당감동 화장장이 이 해 올 때 주 는 민가도 없는 

산언덕이었다. 그 산언덕에 화장장과 쇄골실, 합실, 매  등을 갖추고 있었

다. 하루 평균 21구의 시체가 연기로 사라졌다. 설치 당시는 인가를 멀리 떨

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도시 인구의 팽창 따라 주택가가 산비탈을 따라 들어

서게 되었다.

도시의 확장과 주변지역이 

주택지로 변하면서 지역민들

의 화장장 이 요구가 거세

지자 부산시는 다른 곳으로 

이 할 계획 아래 화장장을 

폐쇄하 고, 그 부지를 1987

년 부산시교육 원회에 매도

했다. 1989년 4월 개성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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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옛 부산상고)가 식 건물을 신축하여 이곳으로 이 하 다.

이 후 부산시는 각종 민원으로 인해 화장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8여년 동안 

경상남도의 승락 아래 마산화장장 시설을 이용하여 오다가, 1995년 1월 최첨

단시설인 무연 ․무취를 자랑하는 시립 락공원 시설을 정구 두구동 산 

83-13번지 시립 공원묘지 내에 건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7 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윤무 (작고)씨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

기 때만 해도 지 의 당감동은 온통 논밭뿐인 들 으로 불과 80여호가 드문드

문 살았다고 한다.

당리마을

당리( 里) 마을은 당감3동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본동 마을이라 한다. 옛 동

양고무 공장(지 의 화승삼성아 트 자리) 아래 부산은행 당감동 지  건  골

목안에 있었다. 지 의 당감동에는 옛날에 당리( 里)와 감물리(甘勿里)라는 

두 마을이 있었다. 두 마을을 합쳐서 일제강 기 때 당감리라고 불 다. 지

의 당감4동 18통 동네 한 가운데에는 수령이 오래된 포구나무 한 그루가 있는

데, 이 나무에서 동쪽으로 일직선으로 그어, 그 북쪽 마을을 당리라고 하 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 병리조에 보면, ‘당리는 동평면에 속해 있었

고, 문(官門)에서 18리 거리에 치한다’라고 하 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

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보면, 동평면(東平面) 내에는 당리( 里)가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당리에는 박씨 2호, 조씨 2호, 송씨 2호, 강씨 2호, 서씨 6

호, 주씨 1호, 최씨 1호, 윤씨 2호, 허씨 2호, 우씨 1호, 정씨 1호, 신씨 1호, 

이씨 1호, 안씨 1호 등 총 25호가 살고 있었다.



부산의 자연마을 제1권 

174

옛 당리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

복 당시에만 해도 당리 마을에는 50여호로 평 윤씨(尹氏), 달성 서씨

(徐氏), (田) ․신(辛)씨들이 많이 살았다. 이곳에 거주했던 평 윤씨 일족

들은 일제강 기까지만 해도 천석군으로 이 지역에서의 명성을 날렸다고 

한다.

지 의 당감1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평상가아 트 뒷쪽과 당감4동의 18통, 

본동마을(당리마을) 등 3곳에 소가 끄는 연자방아가 있어 곡식을 찧었고, 지

의 당감동 입구 옛 미원간장 자리에는 물 방앗간이 있어 그곳까지 곡식을 실

어 나르기도 했다고 한다. 

당감3동 동정자문 원  당감1 ․ 3동 새마을 고 이사장을 지낸 박용 씨의 

증언에 의하면, 동평면사무소(東平面事務所)가 있었던 자리에 돌담이 있었다

고 한다. 본동이란 마을이 옛 동양고무(지 의 화승삼성아 트 자리) 아래 부

산은행 당감동 지  건  골목안(동평  성터내로 보임)에 있었는데, 100여호

가 살았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는 당시 만석지기 평 윤씨가 살았고, 달성 

서씨와 (田)씨, 그리고 좌수 수사의 후손인 연산 신(辛)씨들이 오순도순

살았다고 한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이곳에서 태어나 지 까지 

살고 있다는 辛모(61, 1989년 

당시)씨는 동평면사무소 근

처인 당감3동 삼익아 트 자

리에 10여호의 신씨들이 농

사를 지으며 살았다 한다. 그

에 의하면, 일제강 기  때 

산 문가(조선인) 세 사람이 

어느날 이곳을 찾아와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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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묵으면서 산을 개발하 다고 한다. 이들은 산개발이 경제성이 없자 감

언이설로 일본해군성에 팔아 ｢ 일본 해군성 백양 업소｣라는 간 을 걸게 되

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 도 산 이란 마을이 생겼다고 한다. 그 뒤 일본

인들이 물러가고 난 뒤에도 4호가 살았다고 한다. 지 의 당감4동 6통에 진

(陳)씨들이 10여호 살고 있으며, 재도 진씨 마을로 통한다고 한다(ꡔ부산진

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마철리마을

마철리 마을은 당감2동 옛 태화고무 공장(지 은 아 트 단지로 바 었다)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마철리라는 이름은 말 발굽을 만들고 박던 곳이

라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일제강 기 때에는 이곳에 양씨, 정(鄭)씨, 문씨 

등 10여호가 살았다고 한다. 마철리는 당감2동의 뿌리가 되는 마을이다.

이곳 마철리 마을은 경부선 철로변으로 지 은 부분 아 트단지(태화고무

(주) 공장이 있었던 자리 음. 신발산업은 한때 부산의 표 인 산업으로 부

산의 경제를 이끌었다)가 들어서 있다. 아직도 일부지역은 도시계획 사업의 미 

집행으로 골목길이 형성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할 뿐 아니라, 도시 미 도 좋지 

않다. 마철리 마을이 있었던 지 의 당감2동의 부분은 1905년 경부선 철도

가 개통된 이후 일제강 기 때 철도조차장(  한국철도차량 리단)이 설치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 의 당감1동사무소 앞 연립주택(지 은 부분의 주택이 식으로 바

었다) 같은 집들은 일본인들의 철도 사 으며, 15, 16, 17통 일 는 일본

인들이 말을 먹이던 마굿간이었고, 일부는 철도직원들의 사 다고 한다. 일

본인들은 지 의 당감동 삼익아 트 앞에 철도조차장을 조성하면서 백양산 기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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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하여 옛 마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에서 당감2동의 마을복 으로 흐르던 물길을 인공 으로 (주)진양화학(지 의 

부산진구청 자리) 으로 흐르도록 만들었다 한다. 삼익아 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자리도 옛날에는 비옥한 논이었으며, 조선시 에는 죄인들을 처형하던 형

장(장 )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부암3동에 거주하는 성문(田盛文, 71, 1989년 당시)씨는, 지 의 당감2

동의 뿌리가 되는 마철리는 말굽을 만들고 박던 곳으로 양씨(梁氏)가 4호, 정

씨(鄭氏)가 2호 문씨(文氏) 등 10여호가 살고 있었으나 철도조차장이 들어오

면서 몇 호가 없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

구청).

7 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윤무 (작고)씨의 증언에 의하면, 당감동의 

역사를 말해주는 포구나무가 있는 당감3동이 본동 마을로 50여호가 있었고, 

옛 이름이 마철리 던 당감2동에 10여호가 살았다고 했다. 당감1동 19, 20, 

21통 일 는 한국 쟁 때 거제도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집단거주한 곳으로 

지 도 당시에 지었던 형태의 

집들이 부분 그 로 있다고 

한다.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옛 마을

이 있었던 골목길을 마철1, 

2, 3, 4로로 명명하여 옛 마

을의 흔 을 살펴볼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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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미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의 당감4동 지역이다(1989년).

새미마을

새미 마을은 당감4동사무

소(11통) 부근에 있었던 자

연마을이다. 이곳 당감4동사

무소 앞에는 ‘장군새미’라는 

우물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 

우물은 당감동 사람들의 식수

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참

새미(샘)’라고 불리는 우물이 동평성 안에도 있었다고 한다.

이 장군새미는 1989년 당시 당감4동 동장을 지낸 윤죽수(尹竹秀)씨가 사

라져 가는 조상들의 얼이 담긴 곳이라 하여 이를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하

여야 한다는 그의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 참새미는 지 도 잘 보

존되어 있다. 한 당감동 

삼익아 트 9동 뒤에도 큰 우

물이 있었으나, 지 은 매립

되어 가정집의 주택이 들어서

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장군

새미(샘) 등 새미(샘)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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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새미마을 ․샘마을이라고 불 다.

당감동 당산( 숙사, 永肅祠)의 당비는 당감4동 710번지 신일교회 뒤에 

있다. 숙사의 주신(主神)은 어모장군(禦侮 軍)이다. 부산지역이 고려 후기 

이후 왜구들의 많은 침탈을 받았으므로, 이를 격퇴시킨 장군을 마을 수호신

으로 받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에 오래된 당집과 당산나무가 있어서, 

마을 이름을 당리라고 하 다. 이 사당과 나무에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

사를 매년 음력 정월 하루 녁 8시경에 올리며, 1년에 1회 올리고 있다(ꡔ부

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새미 마을이 있었던 지역의 

도로명을 참샘1, 2, 3로로 명명하여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성안마을

성안 마을은 당감4동(6, 7통) 동평 등학교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옛날 

동평성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이다. 지 의 당감동은 조선시 에는 동래

군 동평면 지역으로 동평성(東平城)이 있었다. 1530년 간행된 ꡔ신증동국여지

승람ꡕ 고 조에 의하면, ‘동평성은 동래부 남쪽 20리에 있는데, 동남쪽은 석축

(石築)이고, 서북은 토성(土城)으로, 둘 는 3,508척이라’고 하 다.

동평 (東平縣)은 삼국시 에는 증 (大甑縣)이라 하 는데, 통일신라시

인 757년(경덕왕 16) 동평 으로 개편되었다. 이 때에는 동래군의 (領

縣)이었으나, 1018년(고려 종 9)에는 양주(梁州,  양산) 소속이 되었다.

한편, 동래의 진 (鎭營)이 속 이었던 동평 으로 옮겨진 바도 있었으나, 

1428년(세종 10)에 다시 진 의 리가 동래 으로 돌아갔다. 그 후 동래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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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안 마을이 있었던 동평초등학교 부근의 모습

동평면으로 편입되었다. 고려

시  이 의 동평 에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시  기에 간

행된 ꡔ세종실록지리지ꡕ에는 

동래 은 290호(戶)에 남자가 

1,151명인데 비하여, 동평

은 108호에 남자가 182명이 

살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작은 고을이었다.

이 지역에 성(城)이 필요하게 된 것은 삼국시 부터 이미 왜구가 남해안에 

횡행하 고, 고려 기부터 조선 기에 걸쳐 왜구의 노력질이 빈번하여 동평

 내는 그 침탈의 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1376년(고려 우왕 2)과 

1396년(태조 5)에는 왜구들이 경상도에 침입하여 동평 ․동래 ․기장이 토화 

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성안 마을이 있었던 당감4

동 6, 7통에는 최근까지만 해

도 옛 신라시  것으로 여겨

지는 기와조각이 나왔었다. 

이곳은 동평  령인 원님이 

살았다고 한다. 지 의 동평

등학교가 있는 자리에는 높

직한 (臺) 같은 동산이 있

어 그 동산을 ‘당등 ’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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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등 에는 성안에 령이 있는 곳이라 밤이면 항상 장등(長燈)이 켜져 

있어서 ‘장등 ’라 한 것이 ‘당등 ’가 되었다는 말이 있고, 당(  : 신주를 모시

는 집)의 뒤인 등쪽에 있는 (臺)라 하여 그리 불 다고도 한다. 한 성안 

마을은 동평성 안에 있던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성안마을 ․성내 마을이

라 하 다. 지 의 당감4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지 도 당감4동 6통에는 진씨(陳氏)들이 10여호 살고 있다. 옛날에는 이곳

에 진씨들의 동족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하여 진씨 마을이라 하 다. 

이곳에서 4 째 살고 있다는 박재윤(작고)씨는, 이 일 에 집을 지을 때 성

터에서 나온 돌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다. 그는 동평1동(지 은 당감4동) 6

통 자리에 일제강 기 때 진씨(陳氏) 일가가 모여 살아 진씨 마을로 불려지기

도 했다며, 지 의 당감4동 6통 3반에는 고을원님이 살았던 자리라고 증언하

고 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성안 마을이 있었던 지역의 

골목길을 성안1, 2, 3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찾아볼 수 있게 하 다.

4. 범전동

범전리마을

범 리(凡田里) 마을은 범 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이 마을을 가로질

러 흐르던 하천은 용산(金湧山)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하천의 가장자리 평

지에 논이 펼쳐져 있어 범 리라는 마을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 지 의 하얄

리아 부 가 있는 동편 일 에 해당된다. 2002년 8월 문화재청 미군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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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태조사 때 하얄리아 부 에서 불상 3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출토지가 

어딘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를 보면, ‘범 리는 서면에 속해 있었고, 문

(官門)에서 11리 거리에 치한다’라고 하 다. 일제강  말기 범 리에는 약 

70호 정도의 자연마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보면, 서하면(西下面) 내에

는 범 리(凡田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범 리의 호수는 29호로, 김씨 

18호, 박씨 2호, 문씨 2호, 정씨 2호, 이씨 1호, 최씨 1호, 송씨 1호 등 29

호  18호가 김씨로 압도 인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범 리 마을이 있었던 이곳은 일제강  당시 경마장(競馬場) 있었던 부산진구 

범 동 64-3번지, 연지동 130번지 일  168,000여평에는 미군 하얄리아

부 가 치하고 있다. 범 동은 1936년 4월 1일 제1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동래군 서면과 사하면 암남리가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범 리 ․연지리 등은 

부산진출장소에 속하게 되었다.

범 동과 연지동은 일제강 기 당시 넓게 펼쳐진 들 이었던 이곳에 일본인

들은 경마장(競馬場)을 조성

하여 경마를 즐기던 곳이었

다. 경마장이 조성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행정구

역 확장으로 범 리 ․연지리

가 부산부에 편입된 1936년 

이후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 경마장에서는 1940년  

태평양 쟁 말기에는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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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전동사무소 부근의 마을이 있었던 골목길 모습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남방 각지에 은이들을 징용 보내기 한 임시훈련소

로 사용되었다. 한 당시 쟁물자의 야 장으로 사용되기도 하 다. 이곳은 

량동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송부 인 아까즈끼부 가 리하 다.

복 후 9월 부산에 도착한 미군 제24군단 선발 는 당시의 동양척식주식회

사 부산지 (지 의 부산근 역사 , 옛 미문화원), 부산부청사(옛 부산 역시

청 건물) 등을 숙소로 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일본군 수송부 가 주둔하고 

있던 이곳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고, 한국 쟁 후에는 부산 인근지역의 미

군을 통합 지휘하기 하여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48년 8월 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가 해체

되고,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이 설치되어 계속 사용하 다. 1950년 6월 한국

쟁이 일어나자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가 재차 설치되면서 이곳에는 부산항

으로 들어오는 쟁물자의 재 ․보 하는 보 창 역할은 물론 장성들의 작

회의도 이곳에서 자주 열기도 하 다. 

한국 쟁 이후 이곳에는 수 십개의 콘셋트 막사가 세워져 우리나라에 주둔하

는 5만여 명의 미군이 사용할 군수물자 보 창고와 부산권 8개 미군들의 숙소

로 건립되었다. 1950～60년

까지만 해도 미군 1만 여명

이 복새통을 이루었다.

지  이곳에는 군사시설을 

없고, 구 미군 제20지원단

(캠  워크)의 하 부 로서 

경북 왜  이남지역 미군들에 

한 군수물품 지원시설과 교

육시설, 주거시설 등 각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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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만 있을 뿐이다. 기능이 폭 축소되어 미군과 카투사 등 100여명의 

주둔지  숙소로 락했다. 이 부 의 사령 도 소장에서 령으로 격하 다. 

이 부 를 하얄리아부 라 부르게 된 것은 미군들은 어디를 가나 기지에 애칭

을 붙이는 례가 있어,  사령 이 자기의 고향 지명을 따서 ｢베이스 하얄

리아｣라 명명하면서 불리우게 되었다. 정확한 명칭은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

부이다.

최근 도심지역 미군부  외곽 이 계획에 따라 정부(국방부)와 미국과 미군

부  재배치에 한 의 따라 2006년 8월 15일 하얄리아 부 를 폐쇄하

다. 부산 역시에서는 이곳을 공원지구로 고시하여 도심의 시민공원, 문화․녹

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부산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서면 성지병원장인 양묘소(梁昴昭, 60, 1989년 당시)씨는, 이곳 범 동에

서 태어나 60여년을 살고 있다는 토박이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어릴때의 주  

환경과 풍물을 생각하니 감정이 교차한다고 했다. 그는 지 의 부 2동에는 천

일고무 ․보생고무공장 ․부산상고(  개성고등학교 신, 지 은 당감동으로 이

하 다)가 있었고, 부 1동

에는 서면 면사무소 지 의 복

개천 에는 조일고무공장, 부

암로터리 에는 조선항공청

(비행기부품조립)이 있었다고 

한다. 범 동에는 지 의 성지

등학교, 경마장이 자리잡고 

있었고, 포동 벌 에는 차

길 에 벽돌공장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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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한다.

그가 성지 등학교(일제강 기 당시에는 성지공립소상소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범 동 일 는 농 지역이었다고 한다. 그가 졸업할 무렵인 1942년 학교 

한쪽에 목조 2층 건물이 신축되어 6학년이 사용하 는데, 당시에는 지 의 하

얄리아부  자리가 경마장이라 교실에서 경마 구경을 신나게 하 다고 한다. 

과 가을이면 국 각지와 일본에서 많은 경마꾼들이 모여 입추의 여지가 없

었으며, 어린 아이들은 철조망 밖에서 그들끼리 내기 경마를 했다고 한다. 주

변지역인 지 의 부안동이나 포동에는 딸기, 포도, 배, 수박, 참외를 많이 재

배하여 간혹 밤에는 서리를 해먹기도 하 다고 증언하고 있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범 동에는 범 동 패총(조개무덤)이 있었으나, 그 정확한 치는 알 수 

없다. 범 동 일 가 오랜 부터 시가지로 바 었으므로 이미 괴되어 소멸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쇠뿔모양 손잡이[牛角形 把守], 무문토기, 골침

(骨針) 등이 나왔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철기시  기

의 패총일 것으로 본다. 출토유물의 행방 한 알 수가 없다.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부 역에서 부산진 학교 앞 길을 

범 로로 명명하여 범 리라는 지명을 이어가고 있다. 한 옛 범 리 마을의 

부분이 법정동인 범 동에 포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범천동

범내골마을

범내골[凡川谷] 마을은 범천2동 통일회 과 동구 범일6동 보림극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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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2동 쪽으로 바라다본 마을이 있었던 현재의 모습

뒷쪽 골짜기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를 보면, 

‘동평면 소속에 범천(凡川)1리, 2리가 있다. 범천1리는 문에서 20리, 2리는 

21리 거리에 있다’고 하 다.

1832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읍지ꡕ 방리조를 보면, 부산면 소속에 범천1, 2리

가 보인다. 지 의 동구 범일6동 범천시장 서쪽 계곡을 범내골이라 불 으

며, 부산진구 범천2동 동쪽 계곡을 함께 범내골이라 불 다. 이 계곡을 간

지 으로 하여 부산진구와 동구의 경계가 된다. 이 계곡 간을 흐르는 내를 

범내라고 불 다. 이곳 냇가에 범이 때때로 나타났기 때문에 범내, 호천(虎

川)이라고 불 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도 범일동 ․범이동 ․범삼동 등의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범천이란 명칭은 어도 300여년 부터 사용했음

을 알 수 있다.

이 범내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호천(虎川)이 된다. 이를 다시 의역해 부르

면서 범천(凡川)이 되며, 이를 다시 한자로 표기하면서 凡川이 되었다고 한

다. 범내골 마을이란 바로 이 

범내골에 있던 마을이다. 그

러나 지 은 행정구역상으로 

그 부분이 부산진구 범천2

동에 편입되었다. 범천시장 

부근에 있었던 ｢호천석교비

(虎川石橋碑)｣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호천석교비는 

재 부산박물 으로 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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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고 있다.

범천2동(안창마을) 산신당은 부산진구 범천2동 44-147번지 보각사 서쪽 

산 에 치하며, 마을의 동쪽 변두리에 있다. 건립 연 는 정확하게 언제인

지 알 수가 없다. 제의 날짜는 정월 열 나흗날 자정이며, 연 1회 제를 올린다. 

20여년 부터 제만 지내지 않는 신에 기도하고자 하는 이는 기도 도량으로 

활용하며, 기도할 때 노인회에 1,000원 이상의 사용료를 내는데, 이 돈을 모

아 산신당의 정화비용으로 사용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안창마을

안창 마을은 범천2동 14통, 30～34통 일 와 동구 범일6동 1513번지 일

에 행정구역이 겹쳐 있다. 안창 마을은 1950년 한국 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

하면서 생긴 마을이다. 마을이 시내에서 약 1.5km나 떨어진 산속 좁은 분지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선 마을이라 하여 안창 마을이라 한 것 같다

(동구 범일동 안창마을 참조).

6. 부암동

고대마을

고 (古垈) 마을은 부암1동 동부교육청 부근에서 지 의 부암로터리까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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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모습

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고  마을이 있었던 곳은 재개발을 하여 주택들을 

철거하여 단  아 트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를 보면, ‘고 리(古代里)는 동평면에 속해 있

었고, 문(官門)에서 15리 거리에 치한다’고 하 다. 한 1832년에 간행

된 ꡔ동래부읍지ꡕ 방리조를 보면, 동평면 소속에 고 리(古垈里)가 보인다. 

1871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ꡕ 방리조를 보면, ‘고 리(古代里)는 

문에서 15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고 하 다. 따라서 한자 지명은 古代里 ․
古垈里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 같다. 마을이 언덕처럼 높은 곳에 치한다고 하

여 마을 이름을 고 (古垈) 마을이라 한 것 같다. 

1904년 10월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동평면(東平面) 

내에 고 동(古垈洞)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고 동의 호수는 12

호 다. 양씨 4호, 황씨 1호, 김씨 3호, 정씨 2호, 문씨 1호, 박씨 1호 등 성

씨가 살고 있었다. 일제강 기 때는 지 의 동부교육청이 치한 에 鄭氏, 

梁氏, 朴氏가 10여호 살았다고 한다.

부암3동에 거주하는 성문(田盛文, 71, 1989년 당시)씨는, 지 의 미주아

트(부암3동 5통) 부근은 뎀

풍뒷골 이란 곳으로, 연산 辛

氏 7호, 담양 田氏 9호, 王氏 

2호, 金氏 2호, 梁氏 1호와 

옛 동양고무(지 의 화승삼성

아 트 자리) 뒤에 달성 서씨 

5호 박씨 3호, 김씨 1호 등 

30여호가 살았으며, 지 의 

동부교육청이 치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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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부근에 있었던 선암마을의 현재 모습 

에 鄭氏 5호, 梁氏 7호, 朴氏 2호가 살았던 고 (古垈)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옛 마을이 있었던 골목길을 

고 1, 2로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치와 그 지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선암마을

선암(仙岩) 마을은 부암3동 선암사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 불우(佛宇)조를 보면, ‘선암(仙菴)은 용산(金湧山)에 있

으며,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모르나, 상에 기록된 바를 보면 成化 19년( 국 

명나라 종 19년으로 1483년임)에 수하 다’고 한다. 그러나 흔히 선암사

는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 사가 창건하 다고 해오고 있다. 처음 지었을 때

는  이름을 견강사(見江寺)라 하 다. 이것은 이곳에서 멀리 낙동강이 보이

므로  이름을 견강사라 하 다고 한다. 

1832년에 간행된 ꡔ동래부

읍지ꡕ 불우조를 보면, ‘동래부

의 서남쪽 20리 거리에 선암

산이 있다’고 되어 있다. 선암

사 경내에는 수십 길 되는 

벽으로 된 바 가 있는데, 이

를 신선암이라 한다. 

신라 때 이 바 에서 화랑

들이 놀았다 하여 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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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선암이라고 불 다. 선암이란 이름은 바로 이 신선암 바 에서 유래한 것 

같다. 범어사와 함께 부산의 가장 표 인 고찰 하나이다. 선암(신선암), 

선암사 부근에 있던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선암리라고 한 것 같다.

선암사는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에 있는 사찰로 신라 애장왕 3년(802)

에 지 의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와 같은 해에 창건되었다. 선암사 ꡔ 수기(重

修記)ꡕ에 의하면, ‘선암사의 처음 이름은 견강사(見江寺)로 동평성(지 의 당

감4동 일 )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경강사는 조선조 정종 2년

(400)에 부산포의 자성  동북쪽으로 옮겨 견강사라 하고, 그 터에  하나의 

을 세워 선암사라 했다고 한다. 견강사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 폐사된 것으

로 보이며,  지 은 그 흔 조차 찾을 길이 없다. 지 의 선암사 역시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그 이후 증수와 개축을 거듭하여 왔으나, 사찰의 요기록인 ꡔ선

암사기ꡕ의 소실로 그 연 는 알 수가 없다.

일제강 기 때 ꡔ부산부사원고ꡕ을 쓴 도갑(都甲)은 ꡔ선암사기ꡕ를 인용하여 

쓴 기록에는, ‘선암사의 신인 견강사에 불상이 있었는데 왜구들이 약탈해가

서 일본에 깨끗하지 못한 무덤아래 을 짓고 배를 올리니 때 아닌 재앙으로 

목숨을 잃은 자가 많았다’고 한다. 견강사 당시의 불상은 인도에서 모셔온 

철조불상이라 한다. 그러나 그 불상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 

선암사 서쪽은 수십장(數十丈)이나 되는 벽이며, 그 바 에서 ‘신라의 국

선인 낭도(郎徒)들이 심신수련을 하 다’하여 선암사라 일컬어지게 되었다는 

설이 해지고 있다. 선암사의 한자 표기는 仙巖寺라고도 쓰고 있으나, 옛 

기록은 仙庵寺로 기록하고 있다. 선암사가 있는 산은 1740년 간행된 ꡔ동래

부지ꡕ, 1832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읍지ꡕ에는 선암산(仙庵山)이라 했는데 이는 

선암사가 있는 산이라는 이름에서 온 말이라 한다. 선암사는 문화재청 통사

찰로 등록되어 있는 오랜된 사찰로서 보존 ․ 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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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리 마을이 있었던 옛 부산진구청 뒷쪽의 모습

7. 부전동

부전리마을

부 리(釜田里) 마을은 부 1동 서면로타리에서 옛 부산진구청(구 동래군

서면사무소 자리) 사이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본동 마을이라고도 한다. 지 의 

부 동은 조선시 에는 동평면 부 리(釜峴里)에 속하 다. 1740년에 간행된 ꡔ

동래부지ꡕ를 보면, ‘부 리는 동평면에 속해 있었고, 문(官門)에서 16리 거

리에 치한다’고 하 다. 부 (釜峴)은 감물리에서 고 리(古代里 ․古垈里, 지

의 부암동)로 향하는 고개이다. 1910년 9월 지방 제 개편에 따라 서하면

(西下面) 부 리(釜田里)가 편성되었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보면, 서하면(西下面) 내에

는 부 리(釜田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부 리에는 김씨 8호, 박씨 

1호, 송씨 1호, 이씨 1호, 최씨 1호 등 총 12호가 살고 있었다.

1937년에 간행된 ꡔ동래군

지ꡕ를 보면, 서면 소속에 부

리가 보인다. 이는 부 고

개 아래의 범 리 ․ 포리와 

연 한 곳을 부 (釜田)이라 

이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서

면로타리에서 옛 부산진구청 

사이에 있던 마을을 본동 마

을이라고 하 는데, 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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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서면로터리 모습(윗쪽 오른편이 부전리 마을이 있던 곳)

마을은 이 본동 마을을 심으로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강  말기에는 

부 동에는 강릉 김씨 30호, 김해 김씨 35호 정도가 살던 김씨 집성(集姓)마

을이 있었다.

부 1동 당산은 부 1동 403-3번지로 부 1동 할머니경로당 3층에 있다. 

건립 연 는 1982년 4월 9일이다. 제의 날짜는 음력 섣달 남향일 오  11시

이며 연 1회 제를 올린다. 제당이 건축되기 에 부 1동에는 두 그루의 당산나

무가 있었다. 하나는 옛 부산진구청 자리요.  하나는  제당이 있는 자리다. 

뒤의 당산나무 있던 자리에 재의 제당을 짓게 되었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시인이자 부산시학회 회장을 지낸 강길환(姜吉桓)씨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

의 유일한 재래식 우리 맛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부 동 새벽시장이라 하 다. 

새벽 일  먼동이 트기 에 장이 서면 해가 뜰 무렵이면 끝나버리는 부산시내 

도처에 채소상인 집합처인 이곳 부 동 새벽시장은 온갖 푸성귀 등 없는 것이 

없고 어디서 오는지  구의 손에 의해 농사지었는지 알 바 아니지만 입맛 

당기게 하는 나물의 향기를 느낄 때면 이 시장을 찾는다고 하 다(ꡔ부산

지향토지ꡕ1989. 12, 부산진

구청).

서면(西面)은 재 부산의 

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교통 ․산업 ․유통 ․ 융 등의 

심지라 할 수 있을 만큼 번

화한 곳이다. 이곳은 행정구

역상으로 부산진구 부 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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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이라는 명칭은 본래 조선시  동래부(군)에 속하는 면(面)으로 1740년

에 간행될 ꡔ동래부지ꡕ에는 동래부가 7개면(읍내면 ․동면 ․남 면 ․서면 ․북면 ․  
사천면 ․동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면에는 자연마을이 11리(산 리 ․여
고리 ․석사리 ․ 조리 ․거벌리 ․ 읍리 ․양정리 ․연지리 ․범 리 ․ 포리 ․만덕

리)로 구성된 행정구역이었다. 1904년 간행된 ꡔ경상도동래군가호안ꡕ에는 서면

이 서상면과 서하면으로 나 어져 있다.

재 서면이라 불리우는 지역은 서하면의 부 리 일 로서 서상면 ․서하면의

심지 던 것으로 보인다. 서면로터리가 있는 부 동은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는 동래부 동평면 부 리(釜峴里)에 속하 다. 부 은 지 의 부

암고개로 추정된다. 

지 의 부 동이라는 지명은 부 리 에서도 범 리와 포리에 인 하

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며, 1936년 4월 1일 시 ․군의 구획정리 때 동래

군 서면  사하면 암남리 일부가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부 동이라 이름이 사용

되었다. 지 도 행정구역으로는 부산진구 부 동이지만 옛 행정구역이었던 서

면(西面)이라는 명칭을 구 (口傳)으로 사용되면서 굳 져 지명이 된 것이다.

8. 양정동

본동마을

본동 마을은 양정2동 양정 등학교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연제구 거제

동과 경계를 이룬다. 황령산(荒嶺山, 427m)의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 아랫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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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초등학교에서 바라다 본 본동마을의 현재 모습

에 양지곡(陽地谷)이 있다. 

이곳에 있는 몰랑(말랑)고개 

조  아랫쪽에 딱나무 밭이 

있고, 이 밭 아래에 본동 마

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지

의 양정2동 4통, 9～14통 

일 에 해당한다. 

한 본동마을 맞은편 연

제구 거제동쪽에 돈담(敦淡)

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는 개구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개

구리 우리라고 불 다. 본동 마을은 그 모양새가 뱀같이 꾸불꾸불하게 길게 

뻗어 있다고 하여 뱀머리 마을이라고도 하 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를 보면, ‘서면 소속에 양정리(羊亭里)가 있다. 

양정리는 문(官門)에서 9리 거리에 치한다’고 하 다. 1832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읍지ꡕ 방리조를 보면, 서면 소속에 양정리(楊亭里)가 보인다. 1871년 

간행된 ꡔ동래부읍지ꡕ 방리조에는 양정리(羊亭里)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양정이란 지명은 羊亭과 楊亭을 혼동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양정이라는 지명은 양지곡(陽地谷)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양지는 음지의 

음달에 비하여 양달이라 하며, 햇빛이 많이 드는 땅이라는 뜻이다. 우리말의 

양달은 양장의 음이 높아, 한자의 양(羊)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 羊亭에서 楊

亭으로 바 게 된 것은 이 지역에 버드나무가 많이 심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같은 음의 풍류 인 뜻으로 버들 양(楊)자로 바 었다고도 한다. 어느 쪽

의 설이 타당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동 마을의 터 감으로는 청도 김씨(淸道金氏) 이 외에 경주 이씨(慶州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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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1904년 10월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

군가호안ꡕ에 의하면, 서하면(西下面) 내에 양정리(楊亭里)가 있다. 당시 양

정리의 호수는 28호로, 김씨 18호, 박씨 2호, 문씨 2호, 정씨 2호, 이씨 2호, 

최씨 1호, 송씨 1호 등 28호  18호가 김씨로 압도 인 비 을 차지하고 있

다. 이  김씨의 상당수는 청도 김씨(淸道 金氏)라고 짐작된다. 1936년 간

행한 ꡔ조선의 성(朝鮮の 姓)ꡕ에는 동래군 동족집단에 하여 상세하게 조사

되어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서면 양정리에 청도 김씨가 26호가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다.

1971, 1976년의 부산지역 동족마을을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趙甲濟, ｢동

족마을- 부산시 동족마을의 변모｣ ꡔ월간 앙ꡕ 1976년 10월호. 이하 1970년

 동족마을에 한 기술은 이에 이용한 것임), 양정2동 일 에는 청도 김씨

가 1971년에 57호, 1976년에 60호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양정로터리 부근

에 약 400년 부터 12 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본동 마을의 이상온(李相馧, 도남모방 회장)씨  뜰에 있는 높이 20m의 이

팝나무는 수령이 약 500년으로 천연기념물 제187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아 

오다가, 1988년 고사상태가 되어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어 애석하기 짝이 없

다. 양정2동은 본래 양정 본동 마을이 있던 곳이다. 양정 로터리를 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부산 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본동 마을에 치하고 있

다. 양정동은 1970년 양정동에서 양정1 ․ 2동으로 분동 되었다.

이 고장에서 태어나 70여년을 살았다는 이상온(李相馧)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보통학교(지 의 등학교) 시 만 해도 이 일 는 형 인 농 지역으

로 이면 보리밭에서 지 거리는 종달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유채꽃이 만개한 

들 을 바라보면서, 논두  밭두  길로 학교를 다녔다고 회상을 한다(ꡔ부산진

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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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청도 김씨 입향조는 김득인(金得仁)이다. 그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청도에서 이곳으로 피난 왔다고 한다. 청도 김씨 마을은 ｢일 양정, 이 

읍｣이란 말 로 읍의 양 손씨 문 과 함께 옛 부산의 부 으로 통하

다. 지 의 양정동 일 는 일제강 기 때까지만 해도 한 한 농 지역이었다. 

양정동이 큰 변 을 가져온 것은 1965년 서면로터리- 양정로터리- 연산로터

리-동래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인 앙로가 공되면서부터이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이루어진 이후 도로의 통으로 농토는 상가와 주택지로 변하 고, 임

시공업단지(사상공단이 공되면서 옮겨감)도 조성되는 등 부산의 부도심으로 

변하여 땅값이 오르면서 이곳 토박이들인 청도 김씨 에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신좌수영마을

신좌수 (新左水營) 마을은 양정1동 동래부사 송상 공 동상이 있는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포동에서 동래 쪽인 거제동 ․양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신좌수 고개라고 하 다. 지 의 송상 공 동상의 서쪽 자리에 차정

류장이 있었는데 신좌수 정류장이라 하 다. 

이 차정류장 부근에 울산 개운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 도사 (慶尙左道

水軍節度使營, 이하 좌수 이라 부른다)이 이곳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지 의 

수 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개운포(開雲浦)에 있던 좌수 에 비해 새로 된 좌

수 이라 하여 신좌수 이라고 하 다. 마을이 신좌수  부근에 있었다고 하

여, 마을 이름을 신좌수  마을이라고 불 다고 한다. 

좌수 은 처음에는 부산포에 있었는데, 그 설치 시기와 치는 분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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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공단 삼거리에서 서면 방면(오른쪽이 좌수 마을이 있던 곳)

다. 그 후 울산 개운포로 이설 되었으나, 그 시기도 분명하지 않다. 좌수 을 

개운포에서 부산포로 이 하는 문제는 1460년(세조 6) 이 부터 논의되고 있

었다. ꡔ동래 지ꡕ, ꡔ 남 지ꡕ, ꡔ여지도서ꡕ에서는 울산 개운포에서 동래부 10

리 정도의 남 으로 이설하 으나, 그 시기는 모른다고 하 다. 

좌수 은 울산 개운포에서 남 (해운포, 지 의 수 강 하구로 매립되기 

의 옛 수 비행장과 요트경기장 부근을 말한다)로 옮겼다. 따라서 좌수 이 양

정동 지역으로 옮겨 왔다는 시기는 물론 그 사실 자체도 분명하지 않다.

1915년에 차가 개통되었을 때 이곳에 신좌수  정류장이 생겼다가, 1968

년 철거되었다. 이 일 를 신좌수 이라 한 것은 가까운 수 에 좌수 성이 있

었고, 우리나라 수군기지인 좌수  주변이기 때문에 이 게 부른 것이 아닐까 

한다고 박원표씨는 1970년 간행된 그의 서인 ꡔ부산변천기ꡕ에서 밝히고 있다.

부산 차의 신좌수  정류장은 거제리 쪽에서 하마정 사거리를 거쳐 송공삼

거리 지 의 송상 공 동상의 서쪽 자리에 정류장이 있었다. 정류장이 있었던 

주변에는 그 옛날 차 철길이 지 은 골목길로 이용되고 있다.

좌수 마을 있었던 마비 (모 머고개)은 황령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산등

성이와 정산맥의 지맥의 화

지산의 남쪽 산등성이의 산각 

사이에 있는 낮은 안부로 해

발 50m이다. 지 의 부산진

구 포동에서 양정동으로 넘

어가는 고개로 고도가 낮고 

차량통행이 많아 고개다운 모

습은  느낄 수 없으나, 옛

날에는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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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  마을이 있었던 곳의 모습(1980년대)

인 험한 고개인데다가 산 들이 많이 나타나 이 고개를 넘을 때는 마치 말을 

타고 경주하듯이 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이 고개를 “마비 (馬飛峴)” 는 “마비치(馬飛峙)”로 불리게 

되었다. 이 고개는 1910년  부산진에서 동래 온천장간을 운행하던 차정류

장인 신좌수 정류장이 있었던 곳이다. 일제강 기 때 이곳을 따라 국도를 만

들고, 동해남부선 철도를 부설할 때 착평한 계로 지 은 고개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평지로 변하 다. 

1471년에 간행된 ꡔ해동제국기ꡕ에 보면, ｢동래부산포지도(東萊釜山浦地圖)｣

에 이 고개를 ‘마비지이 (馬飛之以峴)’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풀이하면 “말 

나는 고개” 는 “말 넘으로 고개”가 되고 이것이 방언으로 모 머고개가 된 것

으로 해진다. 지 은 이곳에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투에서 군 ․ ․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 하신 동래부사 송상 공의 동상이  멀리 

부산항을 바라다보며 자리잡고 있다. 고개가 있었던 이곳은 옛 정취는 거의 사

라지고 없고, 부산 도로교통의 심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고장에서 태어나 70여년을 살았다는 이상온(李相馧)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보통학교(지 의 등학

교) 다니던 시  모 머고개

(지 의 송상 공 동상이 있

는 곳)에 아침 녁으로 일본

군인 훈련(지 의 헌병 가 있

는 자리) 나팔소리가 들려와 

취병장(吹兵場)이라 부르기도 

하 다고 한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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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정 마을이 있었던 곳의 현재 모습

하마정마을

하마정(下馬亭) 마을은 양정1동 부산 역시교육청 앞쪽 양정 아 트에 

걸쳐 있었던 자연마을로 지 은 옛 마을의 흔 을 찾아볼 수가 없다. 1937년 

간행된 ꡔ동래군지(東萊郡誌)ꡕ에 보면, “정문도(鄭文道)는 고려 종 때 동평

(東平縣) 안일호장(安逸戶長)으로 공은 흑암리(黑巖里, 지 의 양정동 동쪽)

에 살고 있었다. 늙어서 퇴거( 去)하 는데 평소를 부는 소리를 듣고 문득 

하정(下庭)에 배복(拜伏)하여 손으로 가꾼 청근(菁根)을 노방(路傍)에서 치

(積置)하여 행인의 굶주린 자를 먹임으로써 사람들이 감동하여 진청사(賑菁

詞)를 지었더니 후손이 다 달(顯達)하여 조정에 있어서는 세신(世臣)이 되

고 향(鄕)에 있어서는 세족(世族)이 되었다”라고 하는 동래 정씨(東萊鄭氏) 시

조인 정문도의 기록이 나온다.

화지산(華池山) 기슭에는 고려 때 안일호장(安逸戶長)을 지낸 동래 정씨 시

조인 정문도(鄭文道)의 묘가 있다. 오늘날 하마정이라 불리우고 있는 곳은 정

묘사가 있는 화지산 경내에 해당하므로 이곳 앞을 지나 갈 때에 승마자(乘馬

)는 반드시 (禮)를 표하

기 해 말에서 내려야 했기 

때문에, 이곳을 하마정(下馬

停)이라 불 다. 이 하마정 

부근에 있던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하마정 마을이

라 하 다.

동래 정씨는 고려시  

엽에 동래의 호장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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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정 마을의 골목길(오른쪽에 현대아파트가 보임)

앙에 진출하여 명문이 된 가문이다. 정문도의 두 아들  큰 아들인 정목(鄭

穆)의 후손은 재경(在京) 사족이 되었으나, 둘째 아들 정선조(鄭先祚)의 후손

은 동래에 세거(世居)하게 되었다. 이들 동래 정씨 문 이 로 세거한 지역

이 화지산 아래의 하마정 일 라고 생각한다. 정문도의 묘[鄭墓]의 북쪽 화지

산 속에 화지사(華池寺)가 있는데, 일명 화지사(華池寺), 화지암(和池庵), 정

묘사(鄭廟寺)라고 하 다.

하마정에 있는 하마비(下馬碑)는 1413년(태종 13)에 최 로 종묘(宗廟)와 

궐문 앞에 표목(標木)을 세웠는데 뒷날 비석을 세우게 되어 하마비라 하게 되

었다. 이 하마비는 개 왕장(王 )이나 성  는 명사 ․고 의 출생지나 분

묘 앞에 세워져 선열에 한 숭앙의 표시로 가던 말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그

런데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거제동 경계지역에는 하마비가 아니라 하마정

이 있었다. 이 하마정은 오늘날의 동해남부선 철로의 거제역에서 간선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린 굴다리쯤 자리가 된다.

양정동의 화지산에 정문도 공이 묻힌 뒤 그 후손이 크게 번창하여 고려시

의 명문 세가가 되어 정문도공이 묻힌 자리를 정묘라 하고, 그 정묘를 세인들

은 숭앙의 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정묘가 있는 그 앞길

을 지날 때면 동래 정씨 집안

이건 집안이 아니건 정묘에 

를 표하기 하여 말에서 

내렸다. 그래서 하마정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 

하마정은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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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  때 생긴 하마비보다 앞서게 된다. 이 하마정은 오늘날에도 지명으로 

남아 있다.

이곳 양정1동 내 화지산 기슭 27통 내에 있는 동래 정씨 문  소유의 

6,000여평에 1987년 부산시교육 원회,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연구원 청

사가 이  건립되었다. 로(光路) 남쪽 약 45,000여 평의 정씨 문  땅에 무

허가 건물이 집되어 불량건물이 많았다. 지 은 단  아 트 단지인 

아 트가 자리잡고 있다. 정묘사에서 양정로터리 방면으로 가다가 거제로와 마

주치는 교차 에 하마정 사거리가 있고, 하마정 버스정류장으로 쓰고 있어, 하

마정이란 지명의 아직도 리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 연지동

연지리마을

연지리 마을은 연지동 국립 부산국악원(옛 유솜부지) 부근으로 지 의 연

지 등학교 뒷쪽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연지동에는 큰 못이 1960년 까지

만 해도 낚시꾼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지 은 부 매립되어 흔 을 찾을 

수가 없다. 지 의 연지 등학교 부근 자리이다. 이 못을 조선시 에는 신지언

(新池堰)이라 불 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 보면, ‘신지언은 동래부 서쪽 13리에 있는

데, 길이는 268척 비는 224척이라’ 하여 동래부에서 두 번째로 큰 제언으로 



201

제 6 장  부산진구

연지리 마을의 현재모습(연지초등학교 부근)

기록되어 있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보면, 서하면(西

下面) 내에는 연지리가 있었다. 당시 연지리에는 김씨 1호, 장씨 2호, 양씨 

1호, 박씨 1호, 문씨 1호, 정씨 4호, 홍씨 1호, 노씨 1호 등 총 12호가 살고 

있었다.

1740년 간행된 ꡔ동래부지ꡕ를 보면, ‘서면 소속에 연지리(蓮地里)가 있다. 

연지리는 문(官門)에서 11리 거리에 치한다’고 하 다. 1832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읍지ꡕ 방리조를 보면, 서면 소속에 연지리(蓮池里)가 보인다. 따라서 

연지라는 지명은 蓮地 ․蓮池를 혼칭하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지리와 신지언을 ꡔ동래부지ꡕ에서 비교해 보면, 동래부와 떨어진 거

리가 2리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1937년에 간행된 ꡔ동래군지(東萊郡誌)ꡕ에는 

연지언은 연지리 서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 에는 이 못을 연지언

(蓮池堰)이라 하지 않고, 새 못이란 뜻의 신지언(新池堰)이라 하 다. 이는 

읍동에 있던 화지언(華池堰)이 역사 으로 유래가 오래된 옛 못[ 池]인 데 

비하여, 연지동의 못은 그후 만들어진 새로운 못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

로 보인다. 

이곳 연못에 연꽃이 많이 

피었기 때문에, 못 이름을 연

지라고 하 다. 그리고 연지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연지리 ․연지 마

을이라고 불 다. 1960년  

까지만 해도 지 의 연지

등학교 뒷편의 본동 마을에 

30여호의 자연마을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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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연지리 마을의 모습

어 있었다고 한다.

연지동 당산은 연지동 산 

4번지의 연지 화인아 트 뒤

의 산록에 치해 있다. 당사

의 형태와 규모는 1933년 4

월 6일에 지었던 벽돌벽에 기

와를 얹었던 당산 할매집은 

허물어져 없고, 재는 돌무

더기(지름 240cm, 높이 90cm)

로 되어있다. 주변에는 20여년 된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열 나흗날 자정이며, 일 년에 한 번 제를 올린다. 400여년  기  

때의 장씨(張氏), 홍씨(洪氏), 정씨(鄭氏), 노씨(魯氏)를 마을 수호신으로 모

시게 된 것에서 제의가 시작되었는데, 그 뒤 기 의 4성씨 조상은 모시지 않고 

당산할매신을 모시게 되었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연지리 마을이 있었던 연지

등학교 주변의 골목길을 연지로 ․연리본동1, 2, 3길 ․연지새싹1, 2길 등

으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10. 전포동

농막마을

농막 마을은 부산진구 포3동과 남구 문 1동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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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개 마을이 있었던 현재의 전포동 모습

던 자연마을이다. 밭채(밭개)마을 남쪽에는 농막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

데, 지 의 문 1동 부근이다. 농막에는 일제강  말기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남구 문 동 농막마을 참조).

밭개마을

밭개 마을은 포동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본동마을이다. 밭개 마을은 포동

의 뿌리가 되는 마을이다. 지 의 포1동과 포3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

하철 2호선 포역 부근이 아닌가 추정된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를 

보면, ‘ 포리(田浦里)는 서면에 속해 있고, 문(官門)에서 11리 거리에 치

한다’고 하 다. 

포동에 있는 포천(田浦川)은 부산의 도심 하천인 동천의 지류로서, 길이 

약 2.6km로 황령산과 마비 에서 발원하여 옛 원풍타이어(지 의 롯데캐슬아

트) 앞을 지나 제일제당 앞에서 동천으로 흘러든다. 포천은 1970년 이후 

서면일 의 속한 도시화로 

인해 하천 유역이 거의 복개

되어 유로를 볼 수가 없다. 

포천의 치는 지 의 서면 

이면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동천은 백양산에서 발원하

여 성지곡 수원지를 지나 서

면을 거쳐, 남구 문 동과 자

성  사이로 해서 부산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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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밭개 마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현재의 모습

로 흘러드는 8km의 하천이다. 옛날에는 재의 포동이 하구가 되어 배가 

정박하 다고 한다. 동천의 물길에 실려 내린 돌자갈과 모래가  동천 주변

을 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개[浦]가 밭이 되어 포가 되었다고 한다.

한 옛날 황령산(荒領山) 아래 산자락에 자연마을이 있고, 논밭[田畓]이 

있었는데, 치가 갯가이기 때문에 밭개라고 하 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

여 포리(田浦里)가 되었다고 한다. 포리는 밭개마을 는 밭채 마을이라고

도 불 다. 일제강  말기에는 이곳에 약 30～40호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

었다고 한다.

조선시  동천의 동쪽인 황령산 아래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구(浦口)로 

뒤편으로는 들 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곳 일 를 밭개마을 즉, 포리라 하

다. 그리고 한국 쟁 당시까지만 해도 서면로터리 주변을 제외한 포동 일

는 모두가 답으로 벼, 보리, 무우, 배추 등이 재배되고 있었고, 한 곳곳에

는 마을에는 가가 많았다. 

옛날 동래와 부산으로 왕래하던 고개는 마비 (모 머고개)인데 이는 지 의 

하마정에서 동래부사 송상 공 동상까지는 당시 교통의 요충지 다. 동래읍에

서 보면 이 고개를 넘으면 

포리를 비롯하여 어업을 생

업으로 하는 갯사람[浦民]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조선시

에는 마비  밖에 사는 사

람을 갯가 사람이라 하여 천

시하 고, 고개안에 사는 사

람을 고을사람[邑民]이라 하

여 우월감을 지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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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까지 의용촌이 있었으나 지금은 주택지로 변하 다.

포동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김성만(金成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지 의 포동을 그가 어린시 에는 밭채라 불 다 

한다. 밭채는 뒤로 황령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한 가운데로 아주 많은 도랑물

이 흘 는데, 이 도량을 심으로 해서 약 50호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밭농사

를 주로 하여 살아가는 빈 이었다 한다.

밭채는 북쪽으로 양정동과 범 동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이 경계지 이 지  

서면로터리에서 송상 공 동상 아랫쪽 구 우암선 철로 철거자리의 육교가 가설

되어 있는 지 이며, 이곳이 바로 모 머(못넘는)고개이다. 이 고개의 서쪽은 

서면 ․범  일원 주민들의 공동묘지 다고 한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부산의용촌

부산 의용 은 포2동 일 에 있었던 한국 쟁 의용군인들의 집단 마을

이다. 지 은 1978년 북구 덕천동으로 이주하 다. 1957년 5월 22일 미국 

스펠만 주교의 성  1만불

과, 육군장교 성  구화 770

여만 환으로, 주택 86동을 건

립하여 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쟁 참  상이자의 

집단마을이 설립되었다. 

1972년 12월 22일 육 수 

여사 성  300만원과 부산시 

융자  300만원으로 피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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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1동에 있었던 오수골 마을의 현재 모습

쇄 자활복지공장으로 설립하 다. 그 후 1978년 5월 11일 1 ․ 2  상이자 

국가유공자 64세   50세 가 포2동에서 북구 덕천동 427-12번지 일

로 집단 이주하여, 재까지 부산 의용 을 이루고 있다. 1982년 5월 1일 한국

보훈복지공단 부산보훈복지 피복인쇄조합으로 승인을 받았다. 1986년 1월 1

일 부산의용  보훈복지공장으로 개칭되었다.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부산의용 은 1996년 재 1  상이자 등 상이군과 

유족을 합하여 63세  254명이 거주하고 있다. 공장의 규모는 북구 덕천3동 

427-12번지 소재 393평 규모의 본사를 비롯하여, 부산진구 범천4동 1196번

지 소재 240평 규모의 피복1공장, 정구 사동 68-31번지 소재 184평 

규모의 피복2공장 등이 있다.

오수골마을

오수골 마을은 포1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오술골 마을이라고도 불

다. 오수골 ․오술골이라는 지명의 유래에 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황령산 

서쪽 기슭에서 그 아래 일

가 포동이다. 1950년 한국

쟁 이 까지만 해도 밭개 ․
오술골마을 ․농막이라고 부르

는 가 마을이 산재하고 있

었다.

포동에는 패총(조개무덤)

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으

나, 정확한 치는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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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쪽으로 바라다 본 오수골 마을로 추정되는 곳의 골목길 모습

다. 포1동에 있었던 오수골마을 부근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포동 패총

은 오래 부터 시가지화 되면서 이미 괴되어 소멸된 것으로 짐작된다. 무문

토기와 단체토기(요즘의 단도마연토기를 말하는 것 같으나 불확실하다)가 나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선사시  패총  신석기시 의 패총은 다수 존재하나, 

순수 무문토기 패총이 없다는 에서 철기시  기의 패총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안티깝게도 출토 유물의 소재는 알 수 없다(ꡔ부산지명총람ꡕ 제2권 1996,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진여자 학교 주변

의 도로를 포패총1, 2, 3길로 명명하여 포동에서 패총이 출토 되었던 사

실을 알려주고 있다.

포동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김성만(金成萬)씨의 증언에 의하면, 지 의 

포1동 뒤에 있는 황령산은 복의 기쁨과 한국 쟁의 비극을 맞으면서 그 울

창하고 무성한 나무들은 수난을 겪고 황폐해졌다고 한다. 복 만 해도 황령

산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았는데, 한 짐승들도 많아서 마을 사람들이 경

작하는 밭농사를 망치곤 하 다. 

지 의 우자동차 부산공

장 윗쪽으로는 림을 방불  

할 정도로 산이 울창 하 다

고 한다. 그가 살던 집은 

의 부친께서 복 이듬해에 4

칸 겹집으로 새로 지었는데 

같은 동리에 살고 있는 유명

한 목수를 선정하여 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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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읍리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고급 주택지로 바뀌었다.

황령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말리고 다듬어서 집을 지었을 뿐 아니라, 온동네 사

람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목재가 필요할 때면 부 황령산에서 베어서 사용했

을 정도로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았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얼마만큼 산이 울창

하 는지 짐작이 간다(ꡔ부산진향토지ꡕ 1989. 12, 부산진구청).

11. 초읍동

초읍리마을

읍리(草邑里) 마을은 읍동사무소에서 어린이 공원 입구에 이르는 부근

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를 보면, ‘ 읍리(草邑

里)는 서면에 속해 있었고, 문(官門)에서 10리 거리에 치한다’고 하 다. 

읍이란 지명이 해지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동평 (東平縣)이 설치된 후 

읍지(邑地)를 물색하기 해, 

명사들이 이곳에 들 더니 산

세가 좋고 풍수지리가 음양에 

맞아 읍지로 격지라 생각하

여, 이 보다 더 좋은 곳을 물

색하기 하여 우선 을 쳐

둔다는 의미에서 읍(抄邑)

이라 하 다 하며, 한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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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풀이 많이 자라고 수목이 우거져서 읍(草邑)이라 하 더고 한다.

한편, 읍은 량을 새뛰라 부르는 것과 같이, 草는 ‘새’로 읽히며, 읍은 梁, 

啄, 伐, 城 등을 뜻하는 ‘터’로 읽  ‘새터’로 불릴 수 있다. 새터는 새로운 터 , 

새로운 자리라는 뜻이며, 이는 새마을 ․신 ․새마 ․새뛰 등으로 불린다. 동평

의 치소가 지 의 당감동 부근인데, 고려시  이후 잦은 왜구의 출몰로 동평

이 피폐해지자, 천연의 요새인 이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이란 뜻에서 

새터, 즉 읍이 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읍동 동쪽에 있는 두류산의 동편 기슭에 웃각단, 서편에 아래각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이 두 마을을 합쳐 읍이라 칭하 다. 한 어린이

회  동쪽을 웃풋골, 그 아래를 아래풋골이라 불 다. 읍이란 명칭은 이 

풋골에서 연유된 것 같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서하면(西下面) 내

에 읍리가 있었다. 당시 읍리의 호수는 41호로 서하면 내 9개동  가

장 큰 동이었다. 김씨 11호, 손씨 10호, 문씨 3호, 이씨 9호, 홍씨 1호, 정씨 

2호, 박씨 3호, 신씨 1호, 진씨 1호 등 41호가 살고 있었다. 일설에는 양 손

씨 집안의 16  선조가 이곳 읍에 입향(入鄕)하여 읍을 건설했다고 한다. 

물론 손씨들의 정착 이 에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1971, 1976년의 부산지역 동족마을을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읍동 3통 

일 에 양 손씨 마을이 38호 다. 이 마을은 도농골(道農谷) ․건골(乾谷) 등 

나지막한 언덕으로 둘러싸여 바깥 지역과 격리된 오목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손씨 마을의 입향조는 손구(孫龜)로 약 500여년 에 양에서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양 손씨는 남평 문씨, 경주 이씨와 동내혼을 많이 하 다고 

한다.

1740년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는 ‘화지언(和池堰)은 동래부의 서쪽 10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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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로 변한 초읍리 마을의 모습(1980년대)

있는데 길이가 485척이고, 넓이가 224척이다’라고 하 다. 이 못은 연지동에 

있었던 연지언(蓮池堰)보다 크고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5년 매립되어 

택지로 변하기 까지만 해도, 약 1만여 평이나 되는 큰 못에는 낚시꾼들이 낚

시 를 드리우고 낚시질하는 모습이 자주 보 으며, 물새가 둑 의 버드나무

에 둥지를 짓고 한가이 날으는 모습이 자주 에 띄었다 한다. 연못이 있었던 

자리는 지 의 읍동 32통 일 로 주택과 읍시장 등이 있는 곳이다.

읍동 당산은 읍동 395번지에 치하고 있다. 당사의 건립 연 는 옛 건

물은 1954년 10월 28일에 지은 것으로 팔작 기와지붕에 단청을 한 건물이었

는데, 1981년 6월 30일 개축하 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보름 자정이며, 

일 년에 한 번 제를 올린다. 특기 사항으로는 1895년 ‘主神 記’(金榮斗謹撰)

와 1897년의 ‘上 改建記’(李光珍記)  1995년 10월에 만든 ‘甲午年 重建時 

善賜金板’은 1981년의  당사를 지으면서 없애 버렸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이 마을의 유지인 손소득(孫 得, 작고)씨에 의하면, 읍 본동 앞에는 1960

년  까지만 해도 약 1만

평이나 되는 연못이 있었다. 

서면에 사는 선비들이 이곳

에 낚싯 를 드리우고 물새

가 둑 에 버드나무에 둥지

를 만들고 했던 지난날의 풍

경이 에 선하다고 했다. 

백양산 기슭의 성지곡 수원

지를 끼고 있는 읍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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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산수가 빼어난 곳이다. 이곳은 옛부터 풍수지리 으로도 명당으로 꼽

 왔다. 특히, 지복골로 불리는 읍동 18, 33통 지역에는 지 도 궐 같

은 호화주택이 들어서 있어 1980년까지만 해도 부산 제일의 부 (富村)을 이

루기도 했다 한다(ꡔ東萊誌ꡕ 1982, 동래지편찬 원회).

부산진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읍리 마을이 있었던 지역

의 골목길을 읍1, 2, 3, 4, 5, 6, 7, 8로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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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만동

감만마을

감만 마을은 감만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감만동이라는 지명은 ‘무찔러 

이긴다’는 감(戡)과 ‘오랑캐’를 의미하는 만(蠻)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이름이

다.『해행총재(海行摠載)ꡕ에는 ‘감만포’ 혹은 ‘감만이(戡蠻夷)’로 기록되어 있

다. 이(夷)라는 자도 오랑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진왜란 때 왜 을 무

른 것이 지역의 이름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경상좌도 

수군 도사 이 감만포에 설치된 이 있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조선시 에 군사 으로 요한 곳이었다. 

감만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들어와 마을을 이루며 살았는지에 해서는 

구체 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1904년 간행된 ꡔ경상

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당시 마을 호수는 30호로, 56호 던 용호동 

다음으로 큰 마을이었다. 복 당시에는 300여호가 살았다고 한다.

2005년 재 령 김씨 30가구, 양 박씨 5가구, 인동 장씨 5가구와 김해 

김씨 5가구 외에는 부분의 후손들은 타지로 나가서 살고 있다고 한다. 지

의 감만 마을은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마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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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감만일대 

감만 마을은 일제강 기 때는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상태 다. 30세  정도

가 농사를 지었고 어업은 모든 세 들이 종사하 다. 농사는 주로 여자들 몫이

었다고 한다. 

재 부산외국어 학교 앞을 ‘된창’이라고 불 는데 이곳에는 농토가 많았

다고 한다. 한국주철  자리와 동항 등학교 에도 농토가 많았는데 복 후 

서서히 집이 들어서면서 농토가 어들었다. 1960년 까지도 농사는 계속

하여 지어졌다고 하며 연자방아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어업은 옛날부터 감만

마을 모든 주민들의 주업이었다. 그런데 바다가 차 매립되어 부두와 공장들

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그 흔  조차도 없어져 버렸다. 고기는 주로 어와 도

다리 등을 수조망으로 잡았는데 해조류로는 곰피가 유명하 다. 

감만 마을에는 옛날부터 석남서당이라는 서당이 있었는데 일제강  후 교육

의 필요성을 느낀 동네 유지들을 심으로 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1920년에 

사립 배 이숙이라는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재 동항 등학교로 

명칭이 바 었다. 재 아 트 자리에 높은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을 ‘토산’

이라 불 다. 그런데 일제강 기 조선총독부 토목국에서 부산을 륙침략의 

진기지로 보고 부산항 방

제 축조  항만 공사를 해 

이 산과 용당의 석산을 헐어

내어 바다를 매립할 때 사용하

다.

감만 마을에는 그때 사용되

었던 화약고가 재에도 창고

로 사용되고 있었다. 화약고 

앞 바닷가에는 용당과 감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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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터에서 본 감만 전경

의 경계를 이루는 큰골까지 소나무가 많아서 솔포 는 솔개해수욕장이라 했는

데 재는 그 흔 도 찾아볼 수 없다.

솔개해수욕장 의 산에는 조선 말기까지 분 터가 있었는데 일제강 기 때 

이를 못하게 한 이후 재는 아스팔트로 된 소방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주민들

은 감만1동 산 229번지에 자리잡은 이곳을 ‘외 터’, ‘외방터’ 등의 이름으

로 부르고 있다. 분은 해안 지방이나 도서 지방의 장례 풍습으로 사람이 죽

으면 땅 에 눕힌 후, 그 에 풀을 층층이 덮어 3년 후 다시 꺼내어 를 삶

아 깨끗하게 만든 후 다시 매장하는 풍습이다. 감만동에서는 분에 풀, 짚, 소

나무 가지 등을 덮었다고 한다. 

감만1동 야산 꼭 기의 소나무 숲 속에 최  장군의 사당이 있다. 이 사당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39년에 일본군들은 무민사를 헐고 고

사포를 설치하 는데 고사포 부 장이었던 와타나베 가 제당을 철거하고 

나무를 베어낸 후 3일 만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해지고 있다. 그 

후 1968년 9월에 이곳 주민들에 의해 재건축 되었는데 이 사당의 이름이 무민

사(武愍詞)이다. 고려시  말엽에 실존했던 최  장군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신 

곳이다[김병화(1925년 생, 무

민사 보존회장, 령 김씨 본

토박이) 씨의 증언].

이곳에 최  장군의 사당이 

들어서게 된 것은 고려시 에 

침입해 온 왜구들을 최  장

군이 이곳 앞 바다에서 섬멸

한 공을 기리기 해서라고 

한다. 이 사당은 이곳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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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왜구에 한 개심과 항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역

사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감만마을 주민들은 당제나 동제를 따로 지내

지 않고 매년 4월 20일 무민사에서 향제를 지내는데 이때는 최  장군의 직계 

후손들이 멀리 강원도에서도 내려와서 향제의 의미를 깊게 했다(ꡔ남구의 민속

과 문화ꡕ 2001, 남구민속보존회  무민사보존회 자료).

이곳 출신 인물로 도 과학조선소를 설립한 김달용(1912년 생, 7년  작

고) 회장과, 제헌의원으로 서울 학교 교수를 역임한 김선희(1919년 생, 학술

원 회원) 박사가 있다. 

모래구찌마을

모래구 [沙谷浦] 마을은 감만1동 285번지 일 에 있었던 마을로 지 은 

사라지고 없다. 이 마을은 모래가 많은 바닷가에 입[口]을 의미하는 ‘구 ’라는 

일본말이 첨가되어 만들어진 이름이다. 모래가 많은 마을 입구란 뜻이 이 게 

마을 이름으로 변한 것이다. 

감만마을 토박인 김병화(1925년 생)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이 지역은 모래

가 많은 골짜기의 포구라 하여 사곡포(沙谷浦)라고 불리어 왔다고 한다. 일제

강 기 당시 이 마을에는 사람이 몇 가구밖에 살지 않았는데, 복 20년  매

립을 해 인부들이 타지에서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일제강 기 때부터 모래구 라 불 다고 하는데 왜 우리말과 일본

말이 섞여 있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감만동의 남쪽 바닷가에는 하얀 모래가 많았다. 길이가 400m 정도이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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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리 하얀 모래가 많아서 아름다운 정취를 더하였던 모래
구찌가 있었던 자리

이 20m 정도의 모래사장이었던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산책하는 사람도 많

았고 해수욕하는 사람도 많았다. 한 이곳에는 선착장이 있어 싱싱한 고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횟집이 많기로도 유명하여 모래구  하면 유명한 횟집마

을로 통했었다고 한다. 

그 에서도 복 후에 욕쟁이 할매라는 별칭을 가진 할머니가 ‘다마네기집’

이라는 이름의 횟집을 했는데 국 으로 유명하여 여행객들도 이 집은 꼭 들

러서 회를 먹고 갔으며 서울 사람이 부산에 왔을 때도 반드시 이 다마네기집에 

와야만 횟집에 갔다 왔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이 집의 

장은 정말 감칠맛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78년 이 횟집이 없어진 후 그 

이름도 서서히 잊 져 재는 흔 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70년  후반부터 부두개발  확장 사업으로 도로가 정비되고 화된 

새로운 부두가 축조되었다. 재 흔 은  남아 있지 않지만 미원그룹 창설

지(創設地)도 이 모래구  안이라고 한다. 옛날 홍곡산에서 능선을 타고 그 끝

자락에 포구가 형성되었는데 이곳에 능선을 따라 둑을 만들어 둔 흔 이 있었

다고 한다. 

꼭 기(ꡔ남 지ꡕ에는 끝자

락에 있는 이 산을 태성산이

라고 표기함)에는 주춧돌과 

기와와 같은 토성의 흔 이 

있었다고 하며 동네사람들도 

어릴 때 자주 놀러 갔으며 그 

때 ‘토성 안에 놀러간다’고 이

야기했다고 하 다. 여기에는 

복 까지 일본군이 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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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구찌 근방의 현 모습

두었던 고사포가 몇 정 있었으나 연합철강이 들어온 이후 흔 조차 없어졌다.

이곳을 포리포라 하는데 주민들은 “폴패”란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다.

감만마을 본토박이인 박상수(1924년 생)씨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 기 

때 이곳 방 제 공사를 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불가사이한 일이 발생하여 ｢부산

일보｣에 서특필되기도 하 다. 방 제 공사를 할 때 조선총독부 토목국 량

출장소에서 견 나온 경비 후지무라가 밤에 경비를 하고 있는데 방 제 안에 

도깨비불이 날아와서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 소문을 듣고 신문기자가 확인을 하

기 해 찾아 왔으나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한 당시 이 산에 근무하던 일본군 포 장과 부하 군인들이 숙직을 할 때 

백마를 탄 어른이 꿈에 나타나 호통을 치자 결국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보고를 받은 부 장이 부하들을 질책하며 같이 야근을 하 는데 

이 보다 훨씬 더 풍당당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 호령하여 모두들 숙

직을 기피하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일본인과 한국인을 같이 숙직하게 하 는데 

일본인 꿈에만 나타나 태성산 서남쪽 바닷가 큰 바  에 비석을 세워 달라고 

하여 일본인들은 즉시 비석을 건립하고 매월 9일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이 

비석은 연합철강공업(주) 공

장을 신축하면서 철거하여 

재 이야기로만 남아 있다.

그 당시 마을 주민들은 유

령뱀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최  장군이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포리포 

 동북 방향에 바다와 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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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마을의 현재 위치

이 만나는 곳이 있었는데 이 곳을 ‘아래깨물’ 는 ‘옹지바우터’라고 했다. 재 

연합철강[유니온 스틸주식회사(unionsteel)로 2004. 3. 16 개명]과 해군부

(지 은 백운포로 이 ) 입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2. 대연동

낙농마을

낙농 마을은 연3동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지 은 사라지고 없는 마을이다. 

연3동은 연동의 북쪽에 치하고 있는데, 남구에서도 가장 면 이 넓은 지

역이다. 이곳은 동쪽에 바다를 두고 남쪽은 용호동과 용당동을 바라보며, 북쪽

으로 황령산의 기인 모 이 솟아 있어 북고남 의 지세이다. 황령산에서 

발원한 남천(南川)이 연3동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간다. 산지가 차지하는 비

율이 상당히 많아서 도시에서 

보기 드물게 낙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곳에는 자연마

을인 사분포 마을(사분개)과 

용소 마을이 있었고, 근 화 

이후 형성된 낙농 마을이 있

었다.

황령산 기의 모  산기

슭에서 ‘낙농업을 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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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터널 개통으로 큰 도로가 형성된 낙농마을 진입로

이라 하여 낙농 마을이라 부른다. 이 마을은 원래 도로도 없었고 방사라는 

과 농가 한 채만 있던 산비탈로 인근 등학교 소풍지 다고 한다. 1960년

  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호부터 10호까지 목축장을 만들

어 국 농업 학 출신  축산 희망자를 차출하여 이곳 국유지를 불하해 주었

다고 한다.

엄 섭(1947년 생)씨의 증언에 의하면, 1969년에 이곳에 와서 농사일을 하

면서 정착하여 재까지 살고 있으며, 그때 목장주들은 아 트 공사로 땅을 

팔고 모두 외지로 나갔다고 한다. 동네 활성화를 해 자기 소유의 땅을 제공하

여 5일장을 열어 값싸고 맛있는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낙농 마을은 한때 목부들과 그 가족을 합쳐서 인구 100여 명의 제법 큰 마을

이었다고 한다. 아 트가 들어서기 에는 낙농업을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서 도시에서 보기 드문 농 의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한때 소가 550두까지 

되었으나 차 어들어 1994년도에는 7가구에 120두 정도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 아랫쪽의 옛 지명은 동골이라고 한다. 이 지명을 따서 이곳 목욕

탕 이름을 동탕이라 명명한 

곳도 있었다. 지 은 소기

업과 황령산 터 의 개통으로 

이곳에 살던 사람들과 이주민

들이 마을 아래쪽에 새로운 

주택지를 형성하고 있고, 우

그린아 트, 신원아 트, 청구

아 트, 장백아 트  동원

아 트 등 단  아 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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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최씨 재실을 중심으로 한 당곡마을의 현재모습

지가 들어서 새롭게 도시화의 길로 변모하고 있는 신흥 주택지구이다. 지 은 

아 트 단지가 아닌 곳은 각종 공장  창고가 들어서 있고 옛 낙농 마을의 아

늑한 농  모습은 사라져버렸다.

당곡마을

연4동은 연동의 가장 남쪽에 치해 있는데 당곡( 谷) 공원을 심

으로 동쪽과 북쪽은 열려 있으며, 서쪽과 남쪽은 고개마루를 이루고 있는 지역

이다. 동쪽에는 천혜의 명당인 UN기념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옛날 

자연마을인 석포(石浦) 마을(돌개)과 당곡( 谷) 마을이 있었다. 

당곡 마을은 지 의 부산문화회 과 UN기념공원이 들어서 있는 근방 일

의 마을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용소(龍沼)에는 당사가 하나 있었고. 당곡(

谷)이라는 지명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옛날에 이 일 에 네 개의 자연마을(사

분포 ․용소 ․석포 ․당곡)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자 이 마을의 골짜기에 당

집을 짓고 동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안녕과 번 을 빌었다

고 한다. 당집이 있는 마을의 

당( )과 골짜기의 곡(谷)을 

합하여 한자로 ‘당곡( 谷)’이

라 하 고 당곡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당곡마을’이

라 불 다. 당사는 원래 용소 

마을에서 제 을 뽑아 제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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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곡 못자리

모시던 곳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한동안 에다 맡겨 제사를 지내왔

다. 동네 제사를 에 맡길 수는 없다는 반 도 있었으나 부녀회 주 으로 유

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재의 창조아 트가 들어오고 지방 발 에 방해가 

되니 철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결국 한신아 트를 건립할 때 당집은 철거되

었으나 그때 사용하던 집기들을 모아서 정성을 드렸던 당할머니를 함양상회를 

운 하는 조옥희(1935년 생)씨가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있다고 한다. 

재 당곡과 곡의 구분이 모호하여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체로 

석포여자 학교 가는 길을 경계로 당곡 못자리부터 문화회 까지를 당곡 마을

이라고 하 다. 결국 당곡 마을은 재 용당동 9통 체와 연4동 일부분을 

포함하는 마을인 것이다.

당곡( 谷) 마을에는 남평 문씨와 경주 최씨, 입향조 서정복(徐正福, 여) 후

손인 달성 서씨가 350년 에 이주해 와서 살았다고 한다. 복 당시에는 

남평 문씨가 15호, 경주 최씨가 10여호, 달성 서씨가 10여호, 모두 40호 정

도가 살았었다고 한다. 재 경주 최씨 재실이 있으나 지 은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으며 토박이들

은 외지로 많이 나가서 당곡

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

다고 한다. 토박이는 최씨 2

가구, 달성 서씨 7가구, 남평 

문씨 5가구 뿐이라고 한다.

옛날부터  문화회 자리

를 부처골이라 불 다. 이곳

을 부처골이라 부르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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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념공원 정문 

은 임진왜란 까지 큰 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

었다고 한다.  불곡사 주지

로 있는 황법화(1935년 생)

씨와 정진석씨에 의하면, 110

여 년 에 이곳 땅속에서 돌

부처가 나왔다고 한다. 

이 동네 유지인 문태곡씨 등

이 돈을 내어 함석으로 막아 

비를 맞지 않게 했는데 군가가 훔쳐가서 만덕 새미산의 한 에 팔아버렸다

고 한다. 그런데 이 돌부처를 지고 가던 사람이 등창이 나서 죽었다고 한다. 그

래서 그 에서 다시 옮겨 왔으며 80여 년  이곳 동네 사람들이 보살계를 만

들어 을 새로 지었는데 ‘부처골에 있는 ’이란 뜻의 불곡사가 되었다고 한

다. 옛날 자연마을이 있는 곳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이를 매우 신성시하여 

지신밟기를 할 때도 꼭 우물굿을 하 다. 당곡에도 옛날부터 있던 우물을 없애

지 못하고 남겨 두었고, 그 우물 에는 콩나물 공장이 들어서 있다.

연4동에 있는 당곡 마을에는 재한국 UN기념묘지(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가 있다. 

남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옛 마을이 있었던 골목길을 당곡

길로 명명하여 옛 지명을 이어가고 있다.

못골마을

못골 마을은 재의 남구 연5동에 있는 마을이다. 못골은 연동에서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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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5동의 북쪽 골짜기(현 부산예술대학 부근)에 큰 못의 둑
이 보인다(1960년대)

앙에 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황령산의 기인 연주 과 바람고개에 가리

워져 있다. 산 기가 양쪽 팔로 감싸 안은 듯이 좌청룡 우백호의 형세로 아늑한 

분지를 이루며 북고남 의 형세인데, 반 정도가 북쪽의 산지로 되어있다.

오랜 옛날부터 황령산 골짜기에는 자연 으로 형성된 큰 못이 여러 곳에 있

었다. 이 못의 지(池 는 淵)와 골짜기의 곡(谷)에서 연유되어 지곡(池谷), 

일명 못골이라고도 부르던 것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크다는 의미의 (大)와 못

이라는 뜻의 연(淵)을 합하여 지 의 연동(大淵洞)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옛날 이 지역은 황령산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지형의 경사도가 높아서 비가 

오면 그 물길이 골짜기를 따라 자연 으로 형성된 못에 모이게 되었다. 이 일

에는 세개의 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  신라시 에 축조된 것으로 지

의 연 등학교 부근에 있었던 아랫 못, 재 앙고등학교와 해연 학교 

입구 일 의 고동골 작은 못, 일제강 기 때에 축조된 것으로 재 부산 술

학과 동천고등학교 일 에 윗 못이 있었다.

일제강 기 때인 1930년에 일제가 수리조합을 만들고 옛날의 못자리 쪽

에 제방을 쌓아 다시 새로운 

못을 만들었다고 한다. 즉 지

의 연5동의 북쪽 골짜기

( 부산 술 학과 부근의 

아 트 일 )에  하나의 큰 

못을 축조하 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못(  해연

학교 입구에서 앙고등학

교 일 )은 고동골 골짜기에

서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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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서 인근의 마을에 공 하여 농사를 짓게 하 다고 한다.

이제는 그 당시의 옛스러운 정경을 찾을 수는 없지만 연동은 지형  특성

으로 못의 물을 이용하여 타 지역보다 넓은 농토(당시 못골 논밭의 면 이 약 

495,000m
2
(15만평) 되었다고 한다)에서 논밭을 경작하던 형 인 농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못도 남구 토지구획 정리계획에 의하여 

메워지고 아 트 등 주택단지로 변하여 못은 흔 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못골’

이란 이름만 남아 한다. 지  지하철 2호선의 연2동사무소 앞 역명이 못골

역이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서는 남하면 내의 동리로서 

연리와 지곡동을 구분하여 악하고 있다. 그러나 지 주민들은 못골과 

지곡을 하나로 생각하며 혼용해 쓰고 있다. 

못골 마을에는 죽산 박씨가 600년 부터 이주해 살았다고 한다. 복 당시 

못골 마을에는 죽산 박씨가 50호 정도로 제일 많이 살았고, 여은 송씨 10여

호, 김해 김씨 10여호, 양 박씨 10여호, 기타 20여호 등 모두 100여호가 

모여 살았다고 한다. 지 도 그 후손들은 못골의 통을 지키고 아끼며 자부심

을 가지고 살고 있다.

연동 당산은 황령산 연주  산기슭 연정보고등학교  야산 부근(남구 

연5동 1508번지)에 있다. 옛날 당집은 연동 못 에 기와집으로 있었고 

못물의 제방 아래에 있는 수문 앞에서 기우제도 지냈다고 한다[죽산 박씨 후손

인 박본홍 씨(1931년 생)의 증언]. 

동제는 무속인이 연 1회 정월 보름에 제를 올렸는데, 먼  당산까지 풍물

패가 풍물를 치면서 갔으며 제의 비용은 가가호호 추렴하여 마련하 다고 한

다. 그 후 1964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못이 매립되면서 일부 사람들이 당

산을 없애려고 하 으나 마을 어르신들께서 ‘마을의 수호신을 없애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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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농경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던 큰 못은 간데없고 주택지
로 개발되어 있다(2001년)

반 하여 30여 년  재의 

치로 옮기면서 당집을 기와 

형태의 슬라  건물로 지었다’

고 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1973년 6월 인묵재 박천추

공의 후 들은 인묵재공의 애

국정신과 뜻을 후세에 기리기 

하여 하사 받은 녹권으로 

국에서 유일하게 하나 뿐인 문 법인 인묵재학원을 설립하 다. 그리고 박천

추공의 묘소 부근에 임야 6천평의 교지를 마련하여  연정보고등학교를 설

립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창의 인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

표로 육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박천추공의 묘소는 이 일 에서 유일하게 하나 뿐인 공신의 묘이다. 임진

왜란 때 동래 사람 박천추공이 24세의 나이로 집안 노복과 함께 동래부사 송상

공의 군사와 합세하여 왜 에 항하 다. 쟁이 끝난 후 선조 38년(1605)

에 공신으로 녹권이 하사되었으며, 죽은 후 이 황령산 연주  기슭으로 묘소를 

이장하여 모셨다. 박천추공의 패는 부산 역시 문화재 원회에서 심의를 받

아 1991년 10월에 충렬사에 합사되어 동래부사 송상 공 등과 함께 지방의 

호국 령으로 모시고 있다.

남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못골 마을이 있었던 골목길을 못

골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치와 흔 을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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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바닷물이 들어왔던 석포마을 현재 모습

석포마을

석포(石浦) 마을은 지 의 연4동에 있었던 마을이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 의하면, 남 의 내에 있는 석포리로서 문에서 27리 거리에 

있었다. 석포란 마을 이름은 이곳의 등하천에 돌자갈이 많아 ‘돌개’라고 불 는

데 한자로 돌을 가리키는 석(石)과 포구를 의미하는 포(浦)를 합하여 ‘석포(石

浦)’라고 불 다. 

옛날 석포 마을은 천제등(天際燈, 부산공업고등학교 뒷산 일 )과 선등

(戰線燈, 남부운 면허시험장 일 ) 사이에 있었던 한 한 포구 다. 1930

년  반까지만 해도 폐 어선의 잔해가 수상교(水上橋, 옛 동국제강 입구에 

있는 다리) 부근에 산재해 있었다고 한다. 1950년 에도 비사등(부산박물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포구 으며 등하천에 선착장이 있어서 어선이 

왕래했다고 한다.

 이곳은 ꡔ경상도속찬지리지ꡕ에 보면, 석포목장이 있었다.  남부운

면허시험장이 있는 곳까지 목

마성을 쌓아서 말들을 방목하

다는 기록이 있으며 ｢ 동

여지도｣에도 ‘석포목장’이라는 

지명이 있다. 

석포 마을의 입향조는 470

여년  동래성 수문장을 하

던 정복덕씨의 아들인 정춘세

씨이다. 1530년경에 동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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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성터에 있었던 돌로 추정되는 돌들 

서 수 을 거쳐 석포 마을로 이주해 와서 살았다 한다. 그 후로 이곳에는 경주 

김씨, 문화 류씨 등이 복 까지 50여호 살았다고 한다. 재 동래 정씨 재

실인 석산재에는 정복덕씨의 패를 모시고 있으며, 자손도 번성하여 석포에

만 206세  800여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복과 한국 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석포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도로가 

좁고 주택이 정비되지 않아  인구가 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재실 

의 솔밭에서는 선등 턱에 과녁을 두고 활을 쏘면서 무 를 익혔다고 

한다. 옛날에 활을 쏘았다는 터가 지 도 소나무 몇 그루와 함께 남아 있다.

지 의 LG메트로시티 도로 건 에 있는 남부운 면허시험장 자리의 덕숭산

과 당곡 ․석포 ․우암 앞바다까지 걸쳐 언제 축성되었는지 확실한 연 를 알 수 

없는 성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 성터 안에서 군마를 방사하여 길 다 하여 ‘마

성’이라 불러왔다. 

따라서 지 의 연동과 용당  용호동 일 [석포(石浦) 마을 심]는 조선

시  기는 원지 가 되어 말을 기르는 목마장으로 말들을 가두어 두기 

한 성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석포 동래 정씨 문  회장을 

역임한 정양권(1926년 생)씨

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문화

회  뒷산을 평정산이라고 한

다. 이 평정산의 석포쪽 산자

락에는 옛날 석포목장에서 말

을 기르기 하여 돌로 쌓아 

만든 목마성의 터가 있었다고 

한다. 지 은 성터는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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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마을 상가가 있는 거리

고 석축을 쌓았던 돌들만 산비탈에 부러져 있고 주변 집들의 담장으로 쓰이

기도 하 다고 한다.

남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석포길을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이

어가고 있다.

신정마을

신정 마을은 연2동 고개 일 에 한센씨병 환자들이 살면서 형성된 마을이

었으나 소록도로 강제 이주시키고 마을을 불태워 없애버렸다. 그 후 제2차 세

계  말경에 주 ․ 량 ․범일 ․좌천동 일 의 주거지 철거에 따라 발생된 

이주민들의 정책 이주지역으로 새롭게 형성된 마을로서 처음 신정(新町)이라 

불 으나 일본말이라 하여 신정(新亭)으로 고쳐서 신정 마을로 부른다고 한다. 

정진석(1918년 생)씨의 증언에 의하면, 신정 마을의 내력으로는 복 후 귀

환동포들이 왜군이 사용하던 창고(  부산공업고등학교 자리)를 칸막이를 만

들어서 집으로 개조하여 살았

다. 1957년 군(軍)에서 이곳

을 폐차 수집 장소로 사용하

기 해 이곳에 살던 사람들

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목

재와 시멘트를 지원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는데 재의 

신정 마을이 되었다. 이 동네 

의 산 이름이 ‘천제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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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마을 전경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귀환동포들이 이 신정 마을의 2통 주변을 ‘천지동’이라

고 부른다고 한다.

이 마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과 도로 등이 서로 엉켜서 복잡한데 재개발

지로 지정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개발을 기 하게 되었다. 재 연2동 재개

발지역으로 지정되어 2005년 11월 19일 주민 투표로 재개발 회사로 산

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지정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73,000평 규모에 새롭게 

들어설 3400여 세 의 아 트 건설로 마을이 발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

었다.

천제등은 재 연 학교 뒷산의 우룡정(2000년에 건립)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옛날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1929년 마지막으로 기우제를 지냈으나 

재는 이름만 해질 뿐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진석(1918년 생)씨에 증언에 의하면, 천제등을 재 우룡산 체육공원으

로 명명되고 있으나, 우룡산은 부경 학교 용당캠퍼스 뒷산으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한다.

박본홍(1931년 생)씨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 기 때 일본군의 고사포부

가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 

묘가 2기 있었는데 묘 1기는 

이장을 하 다. 남은 1기는 

묘를 내려고 하 으나 삽

과 괭이가 부러져서 불길하

여 이장을 못 시킨 채 그 묘 

에 고사포 부 를 설치하

다는 설이 있다. 

우룡정을 짓기  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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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사분개 모습(이곳은 부경대학교가 들어서 변화가 없다)

민들이 천제등 남쪽 산록에서 소규모로 거행하던 동제를 2003년부터 매년 정

월 보름 오  10시에 제를 올리고 있다. 동제는 주민자치 원회( 원장 김일

하)에서 회비를 갹출하고 구청에서 20만원을 지원받아 총 50만원의 경비를 들

여서 지낸다고 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남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옛 마을이 있었던 골목길을 신정길로 명

명하여 옛 마을의 지명을 이어가고 있다.

사분포마을

사분포(四盆浦) 마을은 지 은 사라지고 없는 마을이다. 오늘날의 부경

학교 연캠퍼스 정문(옛 부산수산 학)이 자리잡고 있는 일 의 남쪽 바닷

가로 옛날에는 하천을 낀 포구 다고 한다. 옛날에 이곳은 넓은 갯벌이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여 천일제염을 하기에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네 군데의 염 이 있었다고 하여 사분포 혹은 사분개라 했으며 이 마을

을 ‘사분포마을’이라 불 으나 

매립과 개발에 의하여 지 은 

흔 조차 찾을 수가 없다. 이 

일 를 옛날에는 ‘갯번덕’이라

고 불 다. 

갯번덕이란 명칭이 어디에

서 왔는지 확실한 근거를 제

시하기는 어렵지만 ‘개’에 ‘언

덕’이 붙어서 개언덕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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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사이시옷이 첨가되어 ‘갯언덕’이 되었고 갯언덕이 발음하기 쉽도록 ‘갯

번덕’으로 정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갯번덕을 용소 사람들은 용소(龍沼)해수욕장이라고 불 다고 한다. 갯번덕

은 1940년 이 , 즉 이곳에 재 부경 학교 연캠퍼스(옛 부산수산 학)가 

들어서기 이 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잔디밭으로 남아 있었다. 이곳

에는 약 2만여평의 소나무가 우거진 솔밭과 잔디밭이 있었고, 백사장은 폭이 

20ｍ 정도에 길이 약 200ｍ 정도의 해수욕장에 푸른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

었다. 이곳의 바다는 깊이가 얕고 모랫벌이 넓어서 썰물 때에는 약 300ｍ 가

량 걸어 들어가야 목에 물이 찰 정도여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물놀이 하기에 

당한 곳이었다.

 이곳은 백합이나 고동 등이 많이 자라고 있어 이것을 잡는 재미도 즐거운 

일 이었다. 아이들은 갯벌에 나온 게를 잡고 조개를 다가 여름이면 물속으로 

들어가 자맥질도 했으며, 자맥질을 하다가 힘이 지치면 모래속의 조개들을 

발바닥 감각으로 후벼서 쥐어 올렸고, 물 따라 올라오는 고기도 잡았다. 

송림 사이의 약 9,900m2(3,000평)이나 되는 잔디밭은 멋진 놀이터이자 경

기장 구실을 하여 조선방직 공원들이나 시민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여러가지 운

동 경기를 벌이기도 하 다.

1950년 한국 쟁이 일어나기까지만 해도 재 부경 학교 연캠퍼스 앞은 

모 을 주류로 한 열두 을 뒤로 하고 자갈이 좋아 해수욕장으로 최 의 

자리 다고 한다. 바닷가 해변으로 잔디밭과 백사장이 있었고, 석포마을 앞까

지도 바다 으며 천 등학교 주변 일 에는 사분개라하여 소 을 만드는 염

도 행하여졌다. 물이 얕고 서서히 깊어져 익사 할 염려가 없고 양식도 가능

하 다. 수산학교가 들어선 이유가 짐작이 가는 목이다. 수산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운동장과 해수욕장 겸용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부산에서 해수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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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송도해수욕장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외는 그냥 물놀

이하는 곳 정도로 명명되었으며 연동 사람들은 용소에 가는 것을 “개번덕에 

가자”라고 표 했다고 한다. 

복 이후 학교가 비게 되자 미군이 들어왔다. 그러나 미군이 들어와 깡통을 

버리고 사람들이 버리는 오물까지 겹쳐 바닷물이 썩어 들어가게 되어 더 이상 

해수욕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매립되었다. 미군이 이곳에 주둔하고 나서

부터 해안이 매립되었고 지 은 부경 학교(당시에는 부산수산 학)의 교정으

로 매립되어진 채 그날의 바닷가 정취와 흔 은 사라지고 말았다.

용소마을

연동의 동쪽 끝부분인 지 의 부경 학교 연캠퍼스(옛 부산수산 학) 

정문 주 에 있었던 습지(늪지)자리를 용소라고 불 고, 이 일 의 마을을 용

소 마을이라 불 다. 이곳에는 옛부터 갯등이 있어서 바다 바람을 막아주었는

데 황령산 서쪽에서 내리는 토사(土砂)와 바닷물이 어올린 모래로 인해 형성

된 늪지 다. 

남쪽으로는 덕승산, 서쪽으로는 낮은 구릉이 있어 북서풍을 막아주었고, 북

쪽은 황령산 기가 바람을 막아주면서 아담한 늪지를 이루고 있었다. 이 늪지

를 용(龍)이 소(沼; 늪)에서 일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이라 하여 용소

(龍沼)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 은 용소의 흔 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언 하기는 

어렵다. 한 재까지 부산남구민속보존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용소를 보여  

수 있는 사진이 한 장도 남아 있지 않다. 용소를 가리킬 때 물이 갇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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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용소마을 일대

리만 말한다면 재의 부경 학교 연캠퍼스에서 천 학교까지의 7천평 정

도의 부지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용소를 말할 때는 경성 학교부터 부경 학교 연캠퍼

스를  거쳐 군수기지사령부까지의 약 25만평에서 30만평의 부지를 말한다. 결

국 사분포 마을도 용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 도 경성 학교 앞의 삼거

리를 용소 삼거리라고 부른다. 용소는 재 연3동 체와 연1동이 조  포

함된 지역에 있었으며 연1동 지역은  남부경찰서 부근으로 4패라 불 다

고 한다. 1904년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남하면 내에 용

소동이 있다. 당시 용소동의 호수는 13호이다. 이  김씨가 11호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용소(龍沼) 마을에는 약 500년 부터 경주 이씨 20여호, 380년 에 창녕 

산에서 이주해 온 산 김씨 30여호가 살았으며, 그 밖에 김씨 10여호, 남

평 문씨 10여호, 녕 김씨와 기타 성씨 약 50여호가 복 이 까지 이곳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재는 부경 학교 연캠퍼스와 경성 학교 주변이 상업

지역 번화가로 되어 상가만 300여호가 된다고 한다.  빌라나 원룸, 아 트 

등이 들어서면서  주민

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래서 용소 마을에는 토박이

들이 농사 짓던 땅을 팔고 나

가기도 했지만 그 땅에 상가

를 지어 임 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

용소 토박이인 김온룡

(1912년 생)씨와 용소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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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용소마을이 있었던 일대

당 할머니들의 증언에 의하면, 황령산의 옛 이름은 반보기산이라고 한다. 그 

유래는 옛날 용주골은 아낙들이 시집을 갔다가 친정에 와서 반나  동안만 만

났다가 헤어지는(일명 용주골 씨골계) 산이라는 말에서 유래하 다고 한다. 옛

날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친정에 오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시집을 간 경우에는 나물 캐러 가는 양으로 집을 나서서 산으로 올라가서 

멀리 친정 쪽을 보기도하며 때로는 친정 식구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

이 확 되어 매년 4월 일 반보기산이 정기 으로 가족들과 만나서 반나

동안 비해 온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 며 회포를 풀던 장소로서 이용되었

다. 이 풍습은 50여 년 까지 존속되다가 화와 더불어 없어졌다고 한다. 

 재는 부산진구에 속해 있는 황령산 수 를 원래 용소사람들이 리하

다고 한다.

지 의 부경  근방( 천 등학교 쪽으로 20m)의 갯등으로 불리던 곳( 재 

연3동 561-12)에 수령 130년 정도 되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 소

나무는 키가 15m, 직경이 48cm 되는 거목으로 로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고 있다. 당산나무는 원래 당집과 같이 옛날부터 당곡(  창조아 트 자

리)에 있었는데 아 트를 지

으면서 당집이 없어졌다. 그

래서 이곳에 있는 수령이 가

장 오래된 소나무를 당산나무

로 정해서 요즘도 매년 정월 

사흘에 깨끗한 사람을 제주

로 정해서 당제를 지내고 있

다고 한다(김경동, 1932년

생, 용소 토박이, ꡔ부산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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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 부산시사편찬 원회). 재 갯번덕에 있는 당산나무는 남구청 지정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의 연동은 변두리 지역으로 거의 부분의 토지가 농토 다. 그리하여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계시는 경로당을 방문하

여 조사한 결과 용소와 지곡, 못골 마을에서 부르던 노동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못골과 지곡의 농군들의 경우는 노래하던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용소마을 노인들의 경우는 아직도 간혹 농요를 부르며 논

다고 한다.

용소 농요는 모 기, 모심기, 타작노래, 베틀노래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ꡔ남구의 민속과 문화ꡕ 2001). 당시 나팔과 날라리 등을 불던 사람들과 지신

풀이 하던 사람, 상여소리 하던 사람 등 모두가 재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듣지 못함이 아쉬웠다.

남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용소길을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찾

을 수가 있다. 한 경성  앞 삼거리는 용소 삼거리라 한다.

3. 문현동

지겟골마을

지겟골[門峴] 마을은 남구 문 3동에 있는 마을이다. 지  문  교차로에서 

연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골짜기 잔등 일 를 옛날에는 지게골[戶谷]이라 

하 고 그 고개를 지게골 고개라 불 다. 먼  지게골이란 이곳이 골짜기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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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겟골 현재 모습

산이 양쪽으로 겹쳐 있어 그 모습이 마치 집 밖에서 지게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된다. 즉, 이곳에서 바라보는 산의 형태가 지

게문처럼 가려져 있다고 해서 이 골짜기를 지게골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 고개

를 지게고개 는 께고개라 불 다고 한다. 

이 지게문고개를 한자로 은 것이 문 (門峴), 즉 지 의 지명 ‘문 동’이

다. 한편, 다음과 같은 다른 설도 있다. 문  안동네 즉 성동 등학교 동쪽의 

문 1동 쪽에 상당히 높은 고개가 있었는데, 이 고개를 문고개라 했다는 것이

다. 이 설은 지 부터 약 200년 에 문안동네에 산 신씨(靈山辛氏)가 들어

와 살면서부터 생긴 마을이라고 한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서하면 내에 문 리

가 있는데, 당시 호수는 21호이고 김 ․이 ․정 등 성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 21

호 가운데 辛씨는 2호뿐이었다. 어 든 辛씨가 제일 먼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후 다른 성씨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이 고개가 문안과 밖을 

구분하는 구실을 하 다’고 하여 문고개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은 지겟골이라 하면 문 3동의 문 교차로 부근과 옛 길을 따라 문

고개까지를 말한다. 재 

연고개라 불리는 지게골 고

개는 옛날에는 송림이 우거

져 있었고, 상당히 높은 고개

으므로 통행에 여간 불편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 이 

고개는 한국 쟁 당시 미군 

434공병부 가 인근의 도로

를 개수하면서, 이 문고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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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토석을 가져가면서 고개가 차 낮아졌으며, 1965년의 착평 공사로 

고개가 크게 낮아졌다. 지하철 2호선의 문 로터리 부근의 역명이 문 역, 문

3동 방면의 다음 역명이 지게골역이다. 문 이란 명칭은 지  곳곳에 남아 

있으나, 지게골이란 명칭은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역명에서

나마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문 동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이 지게골에 있는 것으로 보아 문 동의 역사가 

지게골의 역사인데, 언제부터 마을을 이루며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에 

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1894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 보면, 동래

부 서면(西面) 문 리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890년경부터 마을이 형성

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용조(1939년 생)씨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강 기 때 지겟골 마을에 10여 

가구가 있었다고 한다. 재 지겟골 마을에는 4 째 살고 있는 故 한문치 집안

인 청주 한씨가 3가구 있을 뿐, 부 타지로 옮겨가고 다른 집성 씨족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곳에는 복과 한국 쟁 후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겟골에는 호명사라는 이 있다. 이 에는 호명사와 사찰 내에 있는 용왕

단이 세워지게 된 내력과 련된 이야기가 해져 오고 있다. 즉, 호명사  맞

은편에 ‘길상사’라는 오래 된 이 있었는데, 옛날에 아들을 낳는데 험이 있

었다는 곳이다. 그래서 한문치씨가 아들을 낳기 해 길상사에서 기도하며 지

성으로 불공을 들여 마침내 아들 한용조씨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한문치씨의 

가족은 지겟골의 토박이로서 옛날에는 주막을 하여 행인들이 높은 지겟골을 넘

나들기 에 꼭 이 집에 들 다고 한다. 한용조씨는 재 지겟골에 살고 있으

며 지겟골의 산 증인이다. 그 후 이 이야기를 들은 한용조씨의 고모도 지성을 

올리기 해 길상사로 기도하러 가던  재 용왕단이 있는 자리에서 잠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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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연 고개의 오른쪽 소로가 옛날 지게골 고개 위치. 

었는데 몽하게 되어 바로 

몽한 그 자리에 용왕단과 

호명사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

(호명사를 주지인 묘명 스님 

증언).

 어느 장사꾼이 딸만 셋

을 두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트집에 못 이겨, 

이곳에 와서 아들을 지해 

달라고 빌어 1년만에 아들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해져 오고 있는 사찰이다.

지겟골에서는 매년 음력 5월 5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며 민족 고유

의 명 인 단오를 기념하기 하여 문 3동 산 91번지 소재 통일동산에서 당

산제를 지내고 있었다(ꡔ남구지ꡕ 1995, 남구청). 제주 던 김여수씨가 작고한 

이후 그 부인이 정월 보름에 남구청 지원  20만원과 자비를 출연하여 제를 지

내고 있다고 한다. 지겟골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분 평범하게 살았으

며, 이곳 출신 인물로 재 동양 학교 교장인 한용길(1944년 생)씨가 있다. 

남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옛 마을이 있었던 고개 부근의 골목길을 

지게골로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연동마을

연동 마을은 문 4동에 있던 마을로, 옛 문 4동 동사무소 부근과 재 도로 

 주유소가 있는 주변 일 에 해당한다. 동천의 동쪽 문 로터리 부근을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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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에는 연동리라 불 다. 다른 이름으로 연동개 ․연동계 ․연통계 마을이라고

도 부르는데 이 마을에 있는 작은 연못에는 연꽃이 많이 피었는데 연꽃이 늘 

동쪽을 향해 피었다고 하여 연동개(蓮東開)라고 불 다고 한다. 연꽃이 많이 

있는 이 연못의 동쪽 마을이란 뜻에서 연동마을이라 불 다고도 생각되나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제강  까지는 인구가 거의 없었으나, 인근에 선양조공장이 일본인에 

의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막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여 주거지로 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일제강 기 이후로 일본인이 살았던 일본식 집이 아

직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문 동뿐만 아니라 마을 일부가 범일3동 ․범
천3동으로도 편입되었다.

이 마을에는 입향조가 구인지 알 수 없었고 토박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가장 오래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분으로 김상규(1923년 생, 연동마을 본토박

이로 2002년 작고), 김순이 ․김기하씨 등이 살고 있다. 복 이후 이곳 출신으

로서 5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은 10여호 밖에 없고, 부분 타지 사람들이라

고 한다. 재는 우암장고개를 따라 산 기슭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있다. 

연동마을 남쪽에는 선 (廣仙臺)라는 곳이 있다. 오늘날의 문 3동과 

문 4동 자리가 되는 배정 ․고등학교와 부산정보과학고등학교가 있는 산 일

로 그 주 가 펑퍼짐하여 신선들이 와서 놀았다는 데서 선 (廣仙臺)라 붙

여진 이름인 듯하다. 지 은 교통이 사통오달로 번잡하고 학교와 주택가가 

집해 있는 이곳에 신선이 오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더욱이나 일제강 기 때는 축우 도살장이 이곳에 있었고, 이 부근으로는 쇠

고기 통조림 공장이 있었다. 그러했던 곳을 어  신선이 와서 놓았다는 선

라 하겠는가? 그러나 옛날 옛 에는 항상 구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신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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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동마을 자리의 현재 모습

거주지인 도의 래산이 바로 지척에 있는 것을 보면 그 래산과 어울린 

선 는 신선들이 함께 어울려 오갈 만도 하다.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선 라 불린 지 의 배정고등학교 쪽 길가에 ‘서시과차(徐 過此)’라는 돌 비

석이 복 이후까지 있었다고 한다. 일설엔 신선이 내려와서 놀던 자리라 하여 

강선 (降仙臺)라 불러지기도 한다.

연동 마을에는 당나무가  장고개 입구에 있었고 당산이 따로 없었는데, 나

무 주 를 돌로 둘러 쌓아 놓아 제사 때는 마땅히 제사를 지낼 곳이 없어 곤란

을 겪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동제사를 마을 사람들  깨끗한 분이 년 1회, 정

월 열 나흗날에 지내고 있었다. 오랫동안 3명의 할머니가 제사를 지내오고 있

다가, 그 뒤 김차순(1920년 생) 할머니 한 분이 당산을 모셔왔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 역시 나이가 많아 25년 부터 다보암에 계시는 스님이 주 하여 지

내오고 있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연동 마을로 시집와서 재까지 살고 있다는 김선이(1925년 생)씨의 증언

에 의하면, 옛날에 당산나무 에 샘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샘을 10년 에 메

꾸어 없애 버렸는데 그때 샘을 메꾸는 작업에 참여했던 장정들 에 몇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죽었다고 한다.

재는 큰 길이 생기면서 

베어졌으나 그 당시에는 당산

나무로 삼던 오동나무 두 그

루(할아버지 나무와 할머니 

나무)가 있었는데 재는 오

동나무와 포구나무를 당산나

무는 삼고 있다. 당산나무에 

하여 김상규씨는 “원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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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오동나무만 두 그루

는데 길이 생기면서 당나무를 

옮겨다 심으려 하 으나 무 

커서 그냥 두는 바람에 없어

져 버렸다”고 하며, 김선이씨

는 “ 재의 포구나무가 원래

의 당산나무”라고 한다. 하

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한 

그루를 없애려고 했으나 사람

이 나무를 베려 할 때마다 기계가 고장 나서 실패하 다고 한다.

문 4동과 우암동의 경계선인 산꼭 기에 장자터란 조선시 의 진(鎭)터가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격 지 다고 해지고 있다. ꡔ남구지(1995)ꡕ에 의

하면, “지 도 산 에는 토성의 흔 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재는 토성의 흔

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다만 일제강 기 때에 화약고를 만들기 해 많은 

땅굴을 팠는데 아직도 그 흔 은 남아 있었다(남구 구의원인 사상 (1936년 

생) 씨의 증언에 의함). 즉, 이곳은 일제강 기 때 공포 가 설치되었던 자리

으며, 한국 쟁 때에는 미군의 포부 가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지 도 군부

가 주둔하여 부산항과 육지를 수비하고 있다.

남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옛 마을이 있었던 골목길을 연동마을길

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찾아볼 수가 있다.

농막마을

농막 마을은 부산진구 포동과 문 1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 지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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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네, 문 등학교 뒷편 골짜기에 있던 마을이다. 이 주변에는 옛날의 막노

동꾼이나 가난한 농부들이 움막을 짓고 어렵게 살았는데, 농막이 많이 있는 곳

이라 하여 이곳을 농막 마을이라 불 다고 한다. 일제강  말기에는 약 30～

40호가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옛날에는 토질이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흙이 질벅하게 되어 통행

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진흙벌이 마르고 나면 새 먼지가 날아다녀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좋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나 복 후 귀환동포가 들어오고 한국

쟁 때 피난민이 거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하여 모든 길이 포장되

어 진흙벌도 사라져 재의 마을로 발 하 다.

재는 단  아 트가 많이 들어서서 옛 모습이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뒷산에는 공동묘지가 남아있다. 이 공동묘지가 있는 곳까지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은 무덤을 

개하여 반을 남겨둔 채 집을 짓기도 하 고,  어떤 집은 담 안에 무덤을 남겨

둔 채 집을 짓고 사는 집도 있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 아직도 리되지 않는 무

덤들이 길이나 담벼락, 집과 집 사이에 워서 마치 마을을 지키면서 함께 살

고 있는 듯 하다.

문 1동 안동네에는 꼬불

꼬불한 골짜기가 있다. 이 고

개는 마치 고동의 속처럼 꼬

불꼬불하다고 하여 고동골이

라 한다. 농막마을 사람들은 

이곳 성암사가 있는 부근을 

안동네라고 부른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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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사 입구에서 고동골을 따라 형성된 농막마을 모습

서 처음 농막 마을의 군부

가 있었던 지역에 터를 잡았

을 때는 이곳까지 와서 물을 

길러갔다고 한다.

성암사 주지인 응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 150여년 

에 문 1동 성암사 자리에서 

돌부처가 나왔다고 한다. 이 

에 다니는 신도들은 80세 

이상이 많은데 소원을 빌면 효험이 있어 옛날부터 꼭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기 

때문에 를 이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농막 마을에서 옛날부터 살던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다.  복 이후 들어

온 사람들  이곳 출신으로서 특별히 이름을 떨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다.

웃농막마을

웃농막 마을은 남구 문 2동에 있던 마을이다. 이곳은 복 이 까지만 해도 

주택이 거의 없는 농지 는데 한국 쟁 이후 피난민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인구가 증가하여 주택가로 변하 다(ꡔ남 지ꡕ 1985, 남 지발간추진

원회).

이곳에는 오랜 옛날부터 당산제당이 있었다. 1993년부터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문 2동 613의 80번지에 청기와 지붕의 2평 규모의 제당을 다시 복원하

다. 그리고 1994년 5월 1일 ‘당산복원환단 당산제’를 올리게 되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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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농막 마을의 현재 모습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방

건립된 제당의 비문에는 웃농

막에 해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즉, “1845년을 후하여 차

츰 마을의 윤곽이 형성되어 

‘웃농막’이라 호칭되던 시기부

터 있어 왔던 향리의 토속  

수호신을 모신 당산을 일제강

기 때 한민족 문화말살정책

과 1925년 좌천동 해변 일 의 매축을 구실로 동산 토석을 채취하던 과정에서 

당산이 헐리게 되어(생략)”라고 하 는데,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 웃농막 마을

은 지 부터 약 150년  무렵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

는 당산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된다.

1845년 후 웃농막 마을이 형성되면서 당산 신을 모셨는데 일제강 기 때 

좌천동 해변의 매축을 해 이곳 당산의 토석을 채취하자 당사는 부득이 문 2

동 620번지로 옮겨졌으며, 

문 2동 사옥에 제단을 설치

하고 매년 제의를 지내왔었

다. 그런데 이 지역에 1985

년 집 호우로 인하여 산사

태가 발생하 다. 이 산사태

로 인하여 산 아래 살던 마을

을 덮쳐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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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94년 이 산사태가 발생한 자리에 제당을 지었는데 그 후로 아직까지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의 날짜는 매년 음력 정월 열 나흗날 

자정이며 노인정에서 주 한다고 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살고 있는 집성 씨족은 찾을 수가 없었다. 복 이후

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재의 인구가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 출신

으로서 특별히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하며 좀 잘 살게 되면 타지로 이사를 해

버린다고 한다.

4. 용당동

용당마을

용당(龍塘) 마을은 남구 용당동의 본동에 있는 마을이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지(東來府誌)ꡕ에는 용당리(龍當里)로 기록되어 오다가, 1910년경부터 

집 당( )을 못 당(塘)으로 고쳐서 용당리(龍塘里)로 기록되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상하 용당리의 간에 큰 못이 있었는데 이 못을 둘러싼 부근의 산세가 

용의 모양과 흡사하여 용당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용당 마을을 소쿠

리터라고도 하는데 ‘소쿠리터’란 기 용당 사람들이 땅의 생김새에서 만들어낸 

명칭이다. 

용당의 지형을 소쿠리처럼 생긴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바다를 향해 동서로 

뻗은 두 산 기를 소쿠리의 좌우 테로 정하고 본동과 갓골의 분기 인 돌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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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서 본 용당 마을의 현재 모습

보오지산과 용마산의 사이의 잘록한 산허리 부근이 뻘끼이 고개

개 마루의 동서로 뻗은 능선

을 소쿠리의 안쪽테로 잡고 

입구는 남쪽으로 벌려 놓아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무진장

한 복을 움켜 쥐게 하려는 발

상에서 던 것 같다. 

이러한 지형 탓인지 어업

이 활기를 띠었던 시 에는 

용당이 부자동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옛날 용당 어른들은 “용당 사람은 북쪽 사람과 혼인하면 불행해 

진다.”는 말들을 했는데 이 말을 ‘소쿠리터’와 연결해 보면 이해가 된다. ‘소쿠리

터’를 보존하기 해 북쪽의 개발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1930년 

후의 혼맥을 짚어 보면 70% 이상이 용호동과 연결되어 있다. 용당과 감만동 

간의 혼사는 이웃이면서도 뜸하 고 용호동과의 혼사가 흔하 다. 신작로가 나

면서 ‘소쿠리터’의 설도 사라져 갔고, 본동과 갓골의 거리도 좁 졌다.

용당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

이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입향조는 나씨 

할머니라고 한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

안ꡕ에 기록된 동래군 남하면

(南下面)의 동별 가호수를 보

면, 용당동에는 23호가 살고 

있었으며 김(金)씨가 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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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며, 박(朴)씨와 최(崔)씨가 3호씩 정(鄭)씨, 임(林)씨, 장(張)씨가 2호

씩이며, 이씨, 서씨, 천씨, 조씨, 손씨가 1호씩 거주한 것으로 나와 있다. 조선

시  말기에 일본인이 발간한 ꡔ한국수산지ꡕ에 따르면 1909년 경 용당에는 82

호가 살고 있었으며 어업 종사자가 많았고 자망어업을 하며 어장이 여섯 군데

가 있었으며 갈치 낚기를 했다고 한다. 

경주 최씨 후손 최경익씨의 증언에 의하면, 재는 토박이들은 부분 타지

로 나가고 경주 최씨가 14  째 7호, 인동 장씨가 입향조 장기목(張機睦) 후

손 3호, 나주 임씨가 4호, 산 김씨, 령 김씨, 김해 김씨가 각각 4호씩 남

아 있다고 한다.  안동 권씨가 있으나 자손들은 부 외지로 나가 산다고 

한다.

뻘끼이 고개마루에서 키 작은 소나무가 있는 남쪽 산길을 200m쯤 들어가면 

장사( 士) 발자국이 각인된 사과궤 만한 잿빛 바 가 있었는데 길이가 43cm, 

폭이 16cm나 되는 큰 발자국이 발가락까지 선명하게  있었다. 이 발자국

과 련된 설로는 애기장사가 있었는데, 이 장사가 용마를 끌고 갔는지 말 

발자국도 몇 군데 있는 바 도 있었다. 2000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길

을 정비하 고 그런 설을 지닌 바 들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재는 

이 고개에 소각장이 들어서 있으며 용호동 이기 를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뚫려 

있다.

1970년 까지 용당의 아랫마을 동편에 존재했던 ‘땅뚝’은 바다에서 려온 

자갈과 모래의 퇴 으로 이루어진 한 구릉으로, 동서로 약 150m, 남북으

로 200m쯤 되는 타원의 숲지 다. 이곳에는 마을의 토속신인 ‘땅뚝 할머니’

를 모신 당집이 있었다. 

용당의 동제는 음력 섣달 그믐날 밤 마을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10시경에 

시작하는 데 먼  당집에 제를 올리고 다음으로 거릿  당산제를 지내고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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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지낸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용당의 지보인 신선 는 부산 역시 기념물 제29호(’72. 6. 26 지정)로 지

정되었다. 신선 는 해운 ․자성 ․오륜 ․태종 ․강선 ․몰운 ․ 가

(永嘉臺: 지 은 없어짐)와 함께 부산의 8 라 불리기도 한다. 해운 ․이기

․태종 ․몰운 와 함께 부산의 5 로 불리고 있다(8  는 5  등은 옛 

문헌이나 부산시에서 공식 으로 지정된 것은 아님). 

신선 의 동쪽 해상에는 자그마한 탕건바 가 있었다. 옷자락을 바람에 날리

면서 용마산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신선의 머리에 얹 져 있던 

탕건이 벗겨져 내려앉아 돌덩이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용당마을 출신 인물로는 고 임갑수(국회의원 역임, 박정희 통령 시 )씨와 

김옥윤(덕명 교장 역임)씨가 있다. 

갓골마을

갓골[冠谷] 마을은 재 용당동의 6, 7, 8통과 10, 11, 12통을 이르는 지

역이며 행정 구역상으로는 용당이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용당 마을인 안골에 

한 별칭으로 갓골로 불려 왔다. 돌개 고개를 심으로 하여 북쪽 일 를 갓

골이라 했고 남쪽을 용당이라 불 다. 갓골이라는 지명은 한자의 곡(冠谷)에

서 나왔다. 곡의 유래는 마을 간에 있었던 ｢동뫼｣에서 찾아야 한다. 직경 

30m정도 되는 동뫼에는 두 세 개의 분묘를 심으로 소나무와 굴참나무가 어

우러져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발랄한 선비의 처럼 싱싱하고 산뜻했다. 

용당의 지세가 소쿠리터인데 반해 곡의 지세는 조리터라는 이론이 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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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과 갓골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회사인 동명목재 공장 전경(1970년 대)

들여졌다. 조리터는 만 를 릴 수 있는 복 터가 못되니 웬만큼 재물이 모이

면 떠나는 것이 최고라고 해져 내려왔다. 를 곡에서 살았으나 자자손

손 가난의 수 바퀴만 돌려야 했던 농사꾼에게는 이곳이 조리터 던 것이다.

갓골에 사람이 언제 들어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갓골의 토박이로는 5, 

6 를 살아온 조태을(趙太乙)씨 집안과 박덕천(朴德千)씨 가문, 김태안(金泰

安), 유은구(劉殷逑)씨 형제 등 몇 집이 살았다. 지 은 학교와 병원을 끼고 상

가와 아 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러나 토박이들은 2가구

만 남아있고 부 타지로 나가고 없었다[김정 (1954년 생, 김태안씨 후손)과 

유부경(1945년 생, 유은구씨 후손)만 남아 있었다].

갓골의 개발은 조리터의 극복과 문화창달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갓골

의 개발은 조리터로서의 한계 을 극복하는 새로운 변화가능성으로, 곡이라

는 그 이름에 맞게 명 회복되었다는 것이 론이다. 한자의 곡(冠谷)을 우

리말로 하면 선비골이다. 1960년  반 동명목재의 강석진씨는 용막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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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곡에서 본 갓골의 현재모습

용마산 중턱에 자리한 동명문화학원과 갓골 전경 

를 높고 넓게 매립하여 자신

의 유택과 동명불원을 앉히

고 동명 학과 동명공업고등

학교를 세워 갓골을 종교와 

교육의 고장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종교와 교육의 곡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조리터

의 극복과 함께 선비골이 제 

모습을 찾은 것으로 평가해

도 좋을 것이다.

곡의 안창인 동남쪽 일 는 소나무 숲으로 덮인 후미진 골짜기 다. 옛날 

이곳에 용이 살았다고 하며 지명을 용막(龍幕)골이라 했다. ｢용막｣이란 용이 

머무는 집이다. 아리를 튼 용이 장기간 칩거하는 집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일

정 기간 머물다 떠나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다. 용의 집은 못[池]이나 강 

는 바다 속이다. 

바 나 동굴 속에 살며 불

을 토하는 서양의 용과는 달

리 동양의 용은 제왕의 상징

이며 성격이 온순하고 물을 

떠나서는 살지 못한다. 용이 

머물러 살았으므로 용막골이 

되었으며 어느날 이곳에 살

던 용이 우 를 타고 승천하

으므로 동명불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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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대에서 본 분포마을(1997년 당시 매립 중인 모습)

산 이름이 용비산이 되었던 것이다. 부산은 군사  요충지로 수 가 많았는

데 갓골의 보오지산에는 옛날 수 가 있었다. 지 도 정상에는 수  화덕

터의 흔 이 남아있다.

남구청에서는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옛 마을의 골목길을 갓곳길로 명명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5. 용호동

분개마을

재 LG메트로시티 아 트가 들어서 있는 용호동 섶자리의 북쪽부분인 지

의 용호1동과 용호3동 쪽 부분을 분개[盆浦]라 했다. 이곳에 있었던 자연

마을이 분개[盆浦] 마을이다. 이 지역은 처음 염 이 있었던 곳으로 부경 학교 

연캠퍼스(옛 부산수산 학)가 

있는 사분포 마을이었으나, 

바다의 자연 매립으로 그곳 

염 이 없어지고 차 이곳으

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한다.

1740년 간행된 ꡔ동래부지ꡕ에 

보면, 분포리(盆浦里)는 동래

부의 문에서 28리의 거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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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동래부 남 면(東萊府 南村面)으로 불리다가, 1910년 행정구역 변경

으로 동래군 용주면 용호리(東來郡 龍珠面 龍湖里)로 변경 되었다(ꡔ부산남구향

토지ꡕ 1985, 남구향토지발간추진 원회).

오늘날까지 부산에 살아오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용호동 

보다는 ｢분깨｣라는 마을 이름이 더 잘 통한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이 과거 염

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ꡔ재정통계년보ꡕ를 보면, 1909

년 당시 이곳 연간 제염 생산량이 44만 4천 2백근으로 집계되어 있다.

일제강  직  조선총독부에서는 이곳에 시험 제염 용호출장소를 설치하여 

염 을 연차로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기 시작하 다. 일본인들은 이곳 분개에서 

생산한 소 을 경상도는 물론 강원도와 함경도까지 매하여 막 한 이익을 올

리고 있었다. 이와 반 로 분깨 주민들은 나날이 이권을 빼앗겨 기야 생계의 

어려움조차 가 되어 갔다. 일제강 기 36년간 염 은 일본인의 손아귀에 완

히 들어갔고, 이때부터 분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남천동에 

주었던 어업채취권도 돌려받아 반농반어의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1904년에 간행된 ꡔ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ꡕ에 의하면, 남하면 내에 용호동

이 있는데 용호동의 그 당시 호수는 56호라 되어있다. 남하면 10개 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동이었으며 윤씨와 왕씨, 박씨, 김씨, 씨 등이 주로 살고 있

었다. 1930년 10월 국세조사의 부 사업으로 실시된 내용을 간행한 ꡔ조선의 

성(姓)ꡕ(조선총독부편, 1936)에 의하면, 그 당시 서면 용호리에는 35세 의 

평 윤씨 동성마을이 있었다. 복 당시 용호동에 거주했던 씨족을 보면 김해 

김씨, 녕 김씨, 평 윤씨, 개성 왕씨, 담양 (田)씨, 양 박씨 등이 모여 

약 100여 호를 이루며 살았다고 한다. 

1910년 간행된 ꡔ한국수산지ꡕ 2집에 의하면, 용호동은 인가 159호의 어 마

을이었다. 채조업과 식염행상에 종사하는 부녀가 많았다. 어업은 자망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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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동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금줄이 처져있는 산신당에 
산신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모습

어  구를 어획하는데 불과하 다고 한다. 그러나 김윤만씨가 가지고 있는 

호 부 필사본[김교환씨가 소유하고 있던 무 11년(1907) 2월에 작성한 원

본]을 보면, 16개통에 159호주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호 부에

는 외갓집의 외조부까지 등재되어 있으며 생부와 의붓아버지까지 올려져 있

다. 당시에 기와집이 4집, 나머지가 가 는데 2칸이 34집, 3칸이 81집, 4

칸이 6집, 5칸이 13집, 6칸이 10집, 7칸이 8집, 8칸이 2집, 9칸이 1집 있었

는데 셋방을 사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며 최근까지 9칸짜리 집이 용호2동

에 있었다고 한다.

이 후 일제강 기, 복과 한국 쟁을 거치는 동안 인구가 꾸 히 증가하

고, 1963년부터 1998년까지 가동되었던 동국제강으로 인하여 주택이 많이 지

어졌고 상업도 발달하여 재의 인구로 증하 다. 아직도 분개 마을에는 옛

날부터 살아오던 6  성씨인 집성 씨족이 많이 남아있다.

어느 마을이든지 체 으로 그 동(洞)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당( )이 있기 

마련이다. 분개 마을도 외는 아니었다. 해마다 음력 9월 9일이 되면, 장자

의 제석골(약수터 )에 있는 당할아버지와 마을에 있는 당산의 당할머니를 모

시는 제를 올리는데 이를 제

석골 산신제와 구월당 동제

라고 부른다. 제를 지내는 유래

와 설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의 정신  지주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당은 그 

동안 많이 훼손 되었으나 

1960년 말에 개축되었다고 

한다(ꡔ부산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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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석골 사당에 해 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복 후에 제석

골 근처에 미군부 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무속에 무지한 미군들이 사당이 어떠

한 곳인지도 모르고, 사당의 벽을 향하여 집  사격 연습을 하여 당집의 벽을 

많이 상하게 하 다. 그 부 가 1.4후퇴 때 환도하는 에 몰살을 당했다고 한다.

일제강 기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제당 뒤에는 나무가 무척 많았는데 먹고

살기가 어렵던 시 이라 사람들은 그곳의 나무를 잘라다 팔기도 했다. 외지에

서 온 두 사람이 나무를 베어 팔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역시 굿

을 하고 당할아버지께 빌어서 다시 살았났다고 한다.  제당 에도 농사짓는 

밭이 있었는데, 똥장군을 지고 제당 앞을 지나기가 죄스러워, 거름을 하지 않

았으나 거름을 했을 때와 같이 좋은 수확을 하 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똥

장군을 지고 올라간 사람은 지게를 질 수 없게 쓰러졌다고도 한다. 

1959년 ‘사라호’ 태풍이 불어 왔을 때에도 어부들이 많았던 분개는 한 사람

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한다. 부분의 분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제석골 산신제를 잘 지낸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재 당집은 빨간 벽돌로 개

축을 하여 잘 보존하고 있으며, 당 안에는 세 개의 돌과 함께 패가 있는데, 

｢삼존불신지 (三 佛身之位)｣라고 쓰여져 있다.

분개 마을에서도 옛날부터 장산 의 8부 능선쯤에서 기우제를 지내왔다. 보

통 기다리던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칠 것 같으면 기우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곳 분개마을에서는 매년 날짜를 정해 놓고 기우제를 지 까지 지내오고 있

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행사는 60세를 후한 여인네들이 주 하고 있

으며,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함께 춤도 추고 풍물도 치며 놀았다고 하는데, 정

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남아 있지는 않다. 

음력 4월  열흘이면 용호1 ․ 2 ․ 3 ․ 4동의 주민들이 음식을 비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제상을 차려놓고 제를 지냈는데, 요즈음은 거기까지 올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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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마을의 형태는 사라지고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된 구터자리
의 현재 모습

않고 무덤  ‘장량터 먼디’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 행사에 드는 비용은 제각

기 성의껏 내며, 그 곳에서 만난 여인네들은 어느 집에 새 사람이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에 한 이야기를 하며 서로 서로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사귀

게 되었다. 특별한 형식이나 특별한 음식 비가 없고 축문을 읽는 것도 없

다고 한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지 은 없어진 용호 10일장(2005년 8월부터 용호 5일

장으로 부활), 염 , 백운포의 자갈소리, 용호 동 산, 동국제강 등의 추억을 

더듬으며, 아직도 마을의 안녕을 기리는 산신제나 마을 동제 등에 정성을 다하

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구터자리(용호마을 1패)

구터자리(용호마을 1패)는 지  용호2동 자리 부근으로 지 은 사라진 자연

마을이다. 용호동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

되었는지에 하여서는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1740년 간

행된 ꡔ동래부지ꡕ와 이후 간행

된 ꡔ동래부읍지ꡕ에 보면, 용

호동은 동래부 남 면(南村

面) 분포리(盆浦里)로 기록

되어 있다. 이 지역에 처음으로 

사람이 들어온 곳이 이 구터자

리로서 1721년(경종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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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구터자리(용호마을 1패)가 있었던 모습

이후부터 처음 몇 집이 정착하여 황무지를 개간하며 농경생활을 해왔다.

용호동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이 마을 가운데에 작은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

수에 용이 살았다고 하여 용호동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들은 차 동

해 바다 기인 아랫마을 갯벌에 내려와서 염 을 일구어 농과 제염을 주업으

로 생계를 이어왔으며, 차 외지에서 생업을 찾아 이주해 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아랫마을 갯벌에서 염 을 심으로 여기 기에 집단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때 형성된 4개 마을의 명칭은 제일 먼  정착된 구터부터 1패(牌), 2패

(牌), 3패(牌), 4패(牌)로 마을 단 의 이름이 불려졌다. 이 이후로는 용호동

의 심은 분개 마을로 옮겨가게 되고 각종 행사  외부에서 불리는 지명도 

분개와 동일하게 불리게 되었다.

생활 터 이 농사에서 염  주로 옮겨감에 따라 구터자리는 작은 마을로 유

지되다가 1980년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용호2동과 4동으로 분동이 되

었다. 이곳에 이주해 온 사람들은 량동과 수정동의 고지  철거민들의 정책 이

주로 인하여 옮겨온 사람들인데 주민의 8할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  

고  아 트가 많이 들어섰다. 

문화 시설은 별로 없고 용호4

동에 시내버스 종 과 차고지 

정비공장 등이 있다.

용호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로서 동민들 뿐만 아

니라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

으며 휴식처로 즐겨 찾는 천

혜의 자연 환경이 있다. 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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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으로 이루어지고 공룡발자국이 발견된 이기  자연공원, 신선의 발자국과 

신선이 탄 백마의 발자취가 있었다는 신선 와 백운포, 항구도시 부산의 상징

이자 명소로 알려진 오륙도가 있어서, 용호동은 부산시민들이 주말이면 즐

겨 찾는 지역 되었다. 지 은 자연마을의 모습이 없어졌지만 용호동 사람들의 

고향인 구터자리는 장자산의 정기를 받아 계속 발 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백운포(웃마실)

웃마실은  백운포(白雲浦) 주변으로 남구 용호동 217번지에 있는 자연

마을이었다. 지 은 마을이 옛 모습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백운포가 매립되기 

에는 천주교 묘지  극동정유 자리의 일부가 논으로 되어 있었는데 논 둘

에 있던 차돌을 공사용으로 다 가서 도를 받는 힘이 없어 논은 차 없어

져 지 처럼 되었다고 한다. 그 근처는 바람받이가 되어 곡식 농사는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웃마실은 옛날에 용호마을 4패에 속했는데, 여기에서 동쪽의 해안 경지를 

백운포라고 부른다. 이곳은 바다와 경사를 이루고 있는 암반지 로 한 때는 

생선횟집이 많았으며, 주말 락지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지 은 매립  

개발로 인해 입구의 면  2,429m
2
에 횟집 10가구(남 7명, 여 8명)만 있었다.

이곳은 오륙도가 마주 보이는 곳으로 앞바다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나 

깊고 깨끗하여 고등어, 갱이, 갈치, 메가리, 학꽁치 등이 많아 계 에 따라 

자리다툼이 치열하다고 한다. 웃마실 앞바다에 떠 있는 일자 방 제는 오륙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낚시가 잘 된다고 한다. 

이곳을 개발할 때 땅 속에서 거북돌이 많이 났다고 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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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포 매립지의 현 방파제 전경

워가기도 했으며, 군수사령부의 사를 이 거북돌로 치장하기도 했다고 하

기도 한다. 한 도가 세게 치고 바람이 불면 멀리까지 그 소리가 들리고 

거북돌 자갈이 울면 비가 온다고 마을사람들은 했다. 지 은 그 자갈밭을 

시멘트로 완 히 매립하여 옛날의 정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백운포의 오른쪽 언덕 에는 아늑한 무덤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1970년

부터 이곳 산록의 약 2만평 산지에 천주교 묘지가 마련되어 질서 정연하게 공동

묘지를 만들고 있다. 묘지에는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단장을 잘했기 때문에 

공원 묘지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명물이기도 하다. 이 공동묘지도 곧 다른 곳

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이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용호농장마을

용호농장 마을은 용호2동 산 185-1번지의 오륙도 근방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센씨병을 가진 사람들의 정착지 다. 그러나 이곳은 마을의 모습은 사라져 

없고 아 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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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남아있는 백운포 마을의 현재 모습

이곳의 지리  특성은 북으로는 장 산이 북풍의 찬바람을 막아주고, 그 

기슭 사이로 옥천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으며, 남으로는 드넓게 펼쳐진 태평양 

바다 에 오묘한 조화로 오륙도가 보인다.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천혜의 요지

라고 해도 좋을 만큼이다. 일제강 기 때에 방어 요충지로 각각의 포마다 장

하여 호를 서 진지를 구축한 흔 이 있었는데, 재는 11개 굴을 아 트 공

사를 해 다 허물어 버렸다. 43cm 형포는 복 후 미군에 의해 부수어져서 

없어졌으나 아직 진지터는 굴 안에 남아 있다. 

2005년 11월 재 용호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씨 가족은 62가구 119명

(남 43명, 여 56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이곳으로 이주와 정착까지의 우여

곡 은 분명 인간들의 이기심과 세상의 편견이 만들어낸 소외와 한(恨)의 역사

라 할 수 있다. 1909년 감만동(戡灣洞) 한센병원에서 시작하여 일제강 기, 

미군정기, 군사독재기,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의 구석진 곳에서 그

들은 최소한의 생존 터 을 자리잡고 일구기 해 각고의 노력은 물론 온갖 

고통까지 견뎌내야 했다.

창기 선교사들의 심으로 이들은 1911년부터 상애원(相愛園) 한센병원

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의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의 득세로 내외  신

앙 성장과 의료 사업에 많은 

압력과 장애가 다가왔다. 이

같은 걸림돌이 있긴 했지만, 

기독교  구원과 인간애로 상

애원은  사랑의 동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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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에 제2차 세계 의 여 로 일제는 당시 군용지 던 용호동 산 2번

지 부근인 감만동 상애원에는 외국인, 특히 국(敵國)인 미국 ․ 국 ․호주 등

의 사업 기 은 둘 수 없다고 하여 한센 환자들을 돌보던 선교사들을 쫓아 내

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1940년 12월말까지 자진 이 이 불가능하면 소

록도로 강제 이송하겠다는 엄명까지 내렸다. 그러나 감만동 상애원은 이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결국 총독부에 의한 강제 철거가 앞에 이르자, 그해 10

월부터 그들은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은 12월 

소록도로 강제 이송되고 만다. 당시 600여명 가운데 200여명은 스스로 길을 

찾아 떠났고, 일제의 두 차례에 걸친 강제 이송에도 불구하고 감만동 상애원을 

그 로 지키던 사람도 있었으나, 일제의 끈질긴 압력에 이듬 해인 1941년 3월

에 소록도로 떠나게 되어 감만동 상애원 시 은 마감하게 된다. 

감만동 한센병원에 수용 이던 환자들을 소록도로 강제 이주시키자 함께 가

기를 반 하는 그 가족들을 윤창수 원장이 주동이 되어 200여명의 연명으로 

정부에 호소하여 허락을 받아내어 이곳에 정착하게 해 주었다. 그 당시 이주하

여 정책한 사람의 수는 270여명이었다. 양성 씨가 이곳의 리자로서, 경상

남도 도지사로 있을 때에, 한센씨병 환자의 이주를 둘러싸고 용호동 본동 사람

들과 분란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용호동 동민들이 모르게 밤에 바다를 통하여 

갑자기 들어오게 했다고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병을 염성이나 유 성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며 결핵

을 가장 두려워하여 한때 결핵 환자는 격리시켜 생활한 이 있다고 한다. 굿

을 비롯한 민속 행사는 없으며 4월 10일을 개원 기념일로 잡아 씨름, 축구, 마

라톤, 학생 운동회 등이 열리고 있다. 이곳은 주로 채소, 계란 등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돼지를 량으로 기르고 있었으나, 거의 떠나고 60여명만 남아있다.

이곳의 70여만 평을 효성그룹의 (주)동성에서 인수했는데 회사의 부도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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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농장을 헐고 아파트 공사중인 현재 모습

시 개발이 단되었다가, 재 SK건설에서 201,502평의 3000세  아 트를 

건설 이므로 재 주민들의 집단생활도 곧 해체될 망이다. 그들은 자신

들의 2세에는 한센씨병을 앓는 사람이 거의 없어질 것이며, 이 병은 자신들의 

세 만으로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들은 한 자신의 삶의 흔 도 

역사의 뒷켠으로 아  잊 졌으면 하는 간 한 바람을 갖고 있다. 용호농장 사

람들은 2세가 한센씨병을 앓는 사람이 없으므로, 재 환자 1세 만으로 한센씨

병 환자의 여러가지 애환은 끝날 것이라고 망했다[박창용(1923년 생.  용

호농장 상애교회 장로) 재 동상동으로 이주하 다].

용호농장 마을 앞바다에 있는 부산의 문 역할을 하고 있는 오륙도는 부산

역시 기념물 제22호(1972. 6. 26 지정)로 보존 ․ 리되고 있다. 오륙도는 

부산만 북안 승두말로부터 남남동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뻗어있는 기암 벽 

6개의 바 섬으로 되어있다. 용호동 앞바다의 거센 물결 속에 솟아있는 이 섬

들은 육지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방패섬(1,755m
2
), 솔섬(5,223m

2
), 

수리섬(3,362m2), 송곳섬(1,755m2), 굴섬(6,105m2), 등 섬(2,343m2)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오륙도란 이름의 유래는 방

패섬과 솔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패섬과 솔섬은 서로 

허리 아래 부분이 거의 붙어 

있어 썰물일 때는 우삭도라 

불리는 하나의 섬으로 보이

나, 물일 때는 방패섬과 솔

섬이란 두 개의 섬으로 보이

며 조수의 썰물 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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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개의 섬으로 보인다는 데서 온 것이라 한다. 송곳섬은 뾰족하게 생긴 

섬으로 크기는 작으나 제일 높은 섬이고, 굴섬은 가장 큰 섬으로 그 곳에는 커

다란 굴이 있어 그 천정에서 방울방울 흐르는 물은 능히 한 사람 몫의 음료수

로 충분하다고 한다.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등 섬은 평탄하여 밭섬이라고도 하 으나 등

가 세워진 뒤부터 등 섬이라 불리어졌으며, 이 섬을 제외한 나머지 오륙도의 

섬들은 모두 무인도이다. 오륙도 근처는 조류가 매우 빨라 뱃길로서는 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옛날 이곳을 지나는 선인들은 항해의 무사함을 기원하기 하

여 공양미를 던져 해신을 달랬다고 해지고 있다.

한민국의 문이며 가장 큰 국제 항구인 부산항을 드나드는 각종 선박은 

반드시 이 오륙도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오륙도는 부산항의 상징이기도 하며, 

부산의 명사로도 통용되고 있어서 꿋꿋한 부산시민의 기상을 나타내는 상징

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로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곳 오륙도는 지 도 많

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며. 낚시꾼들의 낚시터로 애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륙도를 찾고자 하는 객

을 하여 태종 ․민락동 등

의 해안에서는 유람선 선착장

을 마련하여 객을 유치하

고 있으나 아직 오륙도 상륙

은 하고 있다. 용호마을 선

착장에는 낚시꾼들과 여행객

들에게 오륙도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구경시켜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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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이 죽 늘어선 섭자리 마을의 모습

람선이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선착장에는 용호어 계에 등록된 23명의 해녀

들이 있다. 이들 부분이 제주도 사람으로 오륙도 주변에서 매일 물질하여 채

취한 싱싱한 자연산 해산물을 선착장 입구에서 매하고 있다.

섭자리마을

섭자리 마을은 남구 용호3동 재 용호선착장이 있는 주변으로 지명의 유래

는 옛날부터 그 게 불리어 왔고 그 이유는 모른다고 한다. 부근에 잘피가 많

아서 그 게 불리어지게 된 것 같다고도 하는데 섭자리의 섭을 섶으로 바꾸면 

사  의미로는 잘피를 의미하기도 한다[박인수(1947년 생.  용호 어 계

장)]. 그 다면 섶자리가 옳을 것 같다.

섭자리에서는 옛날부터 몇 가구가 살았는데 주로 갈치를 낚으며 생활했다고 

한다. 이곳은 배가 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갈치잡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재의 섭자리 주민들은 작은 배로 그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아 회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국제강이 

있을 때부터 이곳의 회는 양

식장에서 가져온 생선이 아니

고 모두 자연산이기 때문에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맛있

는 회를 렴하게 먹기 해 

찾는 곳으로 더욱 알려져 있

다. 지 은 바다가 매립되고 

단지 아 트가 들어서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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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자리에 있는 각시당 제당 입구

어  자연마을의 옛 모습은 사라져 가고 횟집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장자산이 남천동을 바라보고 있는 끝자락에는 각시당(성이 곽씨라 하여 곽씨

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당이 하나 있다. 그곳에는 

지 도 촛불을 켜놓고 무엇인가를 빌고 가는 사람들이 에 띈다. 용호동에 살

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타지의 사람들이 스님을 모시고 와서 빌고 가곤 

하는 곳이다.

이 각시당은 섭자리 마을 뿐 아니라 용호동 본동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효험

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즉 이 당을 모신 이래로 용호동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도 해난 사고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었으며, 마을에서도 험한 꼴을 본 사

람이 없다고 한다. 어장을 하는 사람이 이 각시당에 와서 빌면 고기도 많이 잡

히고 하는 일도 번창하 다고 한다. 

각시당에 해 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분개 마을에서 섭자리 마을로 시집온 

토박이로 재는 본동에서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순(1921년 생)씨가 다

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옛날에 한 처녀가 나물을 캐러 가서 지 의 각시당

이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어느날 한 나무꾼이 장자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

었는데 깨어나 보니 엉뚱하게

도 산이 아닌 바닷가에 내려

와 있었다. 그때부터 죽은 그 

각시의 험을 잊지 않고 다

시 그런 험을 입기 해 각

시당을 마련하고 그 령을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 으로부터 약 2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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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김석 (1994년 작고) 할머니의 꿈에 각시가 나타나서 당을 지어  것을 

호소하여, 이 할머니가 약 7년에 걸쳐 매일 벽돌과 돌을 가지고 올라가고, 동

네 사람들도 돈이나 인력을 동원하여 당집을 지었다. 그러나 그 당집에는 사람

이 살지 않았고, 한 3년 에 어느 무당이 살다가 나갔고, 재는 동명불원의 

말사 격인 백련사란 이름으로 동명불원에 흡수되어 방스님이 각시당을 리

하고 있다고 한다.

옛날부터 이곳에서 어장을 하는 사람이나 선주는 날을 잡아 각시당에 와서 

굿을 했는데,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다고 한다. 일제강 기 때 안리에 있

던 일본인 선주들도 배를 끌고 와서 굿을 했다고 한다. 남천동의 해녀들이 바

다 귀신에게 빌기 해 자주 온다고 했다. 

재 어 계에서는 매년 음력 4월 10일에 각시의 옷과 신발 등을 비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굿을 한다. 그리고는 한 상만 남겨두고 동네로 가지고 와서 

동민들과 나눠 먹는다고 한다.

섭자리에서 이기 에 이르는 산으로는 ꡔ남구지(1989)ꡕ와 같은 문헌이나 

용호동의 어느 곳에서도 알기 어려웠던 용호 산이 있었다. 재 산주로 

서 이기 에서 매 을 운 하는 문윤배(1935년 생)씨는 이곳 섭자리 가까이

에 일제강 기 때부터 ‘ 한 업주식회사’로 명명된 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283ha에 이르는 이 산에서는 순도 99.9%의 황동이 엄청 나왔다고 한다. 

산 이름이 동산(銅山)으로 불릴 만큼 일제강 기 때는 산 에서 구리(신주 덩

어리)가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질이 좋은 이 구리를 가

져가기 해 갱을 기 시작했는데, 일제강 기 때  갱이 1호 갱이고 그 뒤 

2호 갱을 이기  소 자리에 팠다. 3호 갱은 요트경기장 건설을 해 흙을 

내면서 없어졌고, 재 이기  야외공연장 의 마당에 합 으로 막아 놓은 곳

에 5호 갱이 있는데, 이 갱은 산 갱 앙 입구 쪽에서 수직갱으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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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70m를 내려가 다시 바다 쪽으로 200m, 반 편 산 쪽으로 200m를 

팠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당시 산에서 나온 석들을 분류하는 건물이 지어

져 있었다고 한다. 

1997년도 당시에는 이기  해안에 있는 바  에 건물이 있었던 흔 으로 

작업장처럼 보이는 바닥 터만 남아 있었는데, 2000년에 이기  공원을 개발하

면서 1997년도에 있었던 동 산 작업장의 모습은 흔 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 은 동 산 작업상의 모습을 1997년 조사에서 어 놓은 사진으로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재는 이기  야외공연장 겸 바다 망 로 만들어져 있었다. 

재에도 그 당시 나온 돌이 이곳의 여러군데에 사용된 흔 을 보여주고 있는

데, 동 산에서 지 도 채석한 석들을 분류하고 남은 돌들이 재 축 , 쓰

기 소각장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6. 우암동

우암마을

우암(牛岩) 마을은 남구의 남서쪽에 치한 우암1동과 우암2동 일부로 해안

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다. 북쪽은 연동과 문 동에 하고 동쪽은 연동에 

하며, 남쪽은 감만동과 바다에 하고 있다. 해안을 따라 간선 도로인 우암

로가 통하고 있고 연4동으로 통하는 지선 도로도 개설되어 있다. 해안을 따

라 큰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제7부두와 우암 부두가 거 하게 축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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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막으로 사용하였던 집들의 지붕모습

해안을 따라 우암선 철도도 깔려 있다. 우암동에는 소수 원주민과 복 이후 

귀환동포  한국 쟁 시 피난민 정착으로 세민이 다수이며 직공일가(職

工日稼), 노무(勞務), 노동자(勞動 )가 많다. 우암동은 체 면 이 좁은 자

연마을이며 북동쪽에 산지가 많아 주택이 산지에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우암이란 지명이 불리워진 내력을 살펴보면, 옛날에 이 포구 내에 큰 바

(岩)가 있었는데 바 의 모양이 소(牛)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이 포구를 바  

岩자와 소 牛자를 붙여서 우암포라 불 고 마을 이름을 우암동이라 하 다고 

하며, 1894년경까지도 우암포에 그 바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해안 매축을 한 산지의 굴착공사로 바 가 없어지고 지형도 크게 달

라지게 되었다. 우암포는 옛날부터 천연의 좋은 포구로 배를 는 데는 편리한 

곳이었다. 아주 옛날 우암동에는 가집 30～40호 정도밖에 없었으며, 그 이

외에는 논과 밭이었다. 복 에도 우암동에는 집이 거의 없었다. 당시 이곳

에는 가축 검역소가 있었던 곳으로, 1945년 복 이 까지는 말과 소들만 살

고 있었다고 한다.

재 아신, 양지아 트 자리 10통 내에는 일제강 기 당시 우역(牛疫)검

사소의 우사가 있어서 이곳

에서 검역을 마친 소들이 일

본으로 반출되었다는 것이

다. 일제강 기 때는 이곳에

서 국 각지의 소들을 모아

서 소막에서 리하고 검사

를 한 후 이상이 없는 소들을 

만주나 일본으로 수송하고, 

결함이 있거나 병든 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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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막으로 사용하던 집들이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검역소 화장터에서 태워 버렸다고 한다.

1945년 복과 더불어 일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들로 작은 마을이 형성

되기 시작하 는데, 이 지역이 일제강 기 당시 한일 양국의 표류민 지정 수

처 기 때문이었다. 1951년 1.4후퇴 이후 많은 피난민들이 이 지역 일 에 몰

려들어 천막이나 잣집 는 마굿간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우암동의 인구가 

증하여 실질 인 우암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일제강 기 때 검역소에서 우사로 사용했던 소막들을 주택으로 개조하거나 

무허가 자집을 만들어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오늘날의 우암동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고 한다. 이때 무질서하게 들어섰던 집들로 인하여 재의 

우암동은 소한 골목을 심으로 집들이 집되어 있으며, 아직도 공동화장실

을 사용하는 마을로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낙후된 마을로 남아있다.

우암동의 역사와 변천을 살펴보면, 남구의 다른 지역과 다른 을 찾을 수 

있다. 우암동의 발 을 이야기할 때 천주

교의 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다. 

쟁의 폐허 속에서 가루 배 으로 살아야 

했던 무나 힘들었던 시 에 미국에서 지

원해  배  가루가 성당을 통해 사람

들에게 나 어졌고, 천주교를 심으로 시

민 구제가 지속 으로 이루어 졌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으로 독

일인 신부인 하안토니오(독일명 안톤 트라

우네르, Anton Trauner)신부(1922년 

생)를 들 수 있다(ꡔ불에 뛰어든 사람ꡕ 동항

성당 소재, 유 수 , 참고). 우암동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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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종합운수 옥상에서 본 현재의 우암마을 전경

령층을 살펴보면, 생활 형편이 나아져서 살만하면 은 계층은 이 마을을 떠나 

버리곤 하여 재 마을의 주 연령층은 한국 쟁으로 이주한 피난민이 심 세

로 나이가 70～80 의 노인층이 많고, 80% 정도가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경로당이 11개(정식 경로당이 5개, 비공식 경로당이 6개)가 있지만 

월 2,000원 정도의 경로당 회비조차도 내기가 어렵거나 아까워서 경로당마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노인네들은 주로 길거리 모퉁이에 삼

삼오오 둘러앉아 담소를 나 기도 하고, 때로는 한 잔의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

로를 달래보는 형편이다.

우암1동은 재 고층아 트와 묘지마을이 공존하고, 등학교, 고등학교와 

학교가 있는 교육 심지가 되어 있다. 마을의 뒷산 턱에는 마을 공동묘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일부 지역 사람들은 죽은 자의 원한 주거지인 무덤과 산

(生)자의 안식처인 주택이 더불어 공존하는 특이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무

허가 주택이 차 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거 역이 자꾸 산으로 올라가

게 되어 공동묘지에서 주인이 없거나 후손이 리하지 않는 무덤들 사이로 집

들을 지어서 사람들이 거주하

게 되었다. 결국 무덤들이 

문 앞과 집 담벼락 , 집 뒤

편 등 마을 곳곳에서 수호신

처럼 산 자들과 함께 호흡하

며 공존하는 특이한 주거 형

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암 마을에는 옛날부터 살

던 본토박이는 찾을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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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의 집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성벽을 
쌓고 있는 사이에 누워있는 무덤군 

었다. 작년까지 로 농

사를 지으며 살아오던 마지

막 토박이 김상명(1926년 

생, 1999년 작고)씨의 가족

이 장고개에서 주차장을 하

고 있었으나 세를 놓고 

연동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복 후 귀환동포나 

한국 쟁 후 피난민 이주민

들도 자식들은 장성하면 타

지로 나가 살게 하여 차 옛 우암 마을의 형태는 사라져 가고 있다. 복 이후 

귀환동포와 한국 쟁 시 피난민들이 소막에서 살거나 막에서 생활해 오다가 

오늘날에 이른 것이 부분이다. 

이 분들도 재 400여명 정도만 생존해 있고, 앞으로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후손들이 다시 이곳에서 생활할 가능성은 다고 한다. 이곳 출신으

로서 성공한 인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

우암 마을의 당집은 한통운 냉장창고에서 남구복지회  가는 길의 간 

삼거리 동편 축  에 세워져 있다. 원래의 당집은 없어졌는데 당산을 뜯고 

짓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하여 1983년 새로 지었다. 음력 

정월  사흘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할배와 할매를 모신다고 한다. 새롭게 이주

한 사람들은 이 동네에 한 애정이 없어 이곳 당제에 무 심하다고 한다(ꡔ부산

의 당제ꡕ 2005,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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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컨테이너가 야적되어 있는 부근이 적기포구로 들어 
가는 자리였다.

적기마을

기 마을은 지  사라지고 없는 자연마을이다. ‘ 기(赤崎)’라는 지명은 

일제강 기 때에 붙여진 감만동의 다른 이름이다. 1740년에 간행된 ꡔ동래부

지(東萊府誌)ꡕ와 이후 간행된 ꡔ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ꡕ에는 기라는 지명이 

보이지 않는다. 

일제강 기 당시 감만동과 우암동 일 를 기 혹은 기반도라 불 는데, 

1980년  까지도 기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 1982년 5월 1일자로 기1

가는 문 동, 기2 ․ 4가는 우암동, 기5가는 감만동에 편입되었다.

일제강 기 감만동을 기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감만이란 옛 이름이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사용

하지 못하게 하고 아까사끼( 기)란 이름을 사용하게 했다는 설과, 일제강 기 

때 산에 나무가 없었는데 오엽이산( 재의 홍곡산)이 황토산이어서 멀리 바다

에서 보면 체가 붉게 보여 기라 불 다는 설이 있다. 실제로 일제강 기 때

에는 이 산의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 1937년까지 

있었다고 한다. 한 바다에 

있는 철분이 많은 바 가 오

랜 풍화작용으로 붉은 색을 

띠고 있어서 그 게 불 다고

도 한다(ꡔ부산지명총람ꡕ 제3권, 

1997. 부산시사편찬 원회).

기 마을은 일제강 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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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은행 부근에 적기포구 안내판이 있었던 자리

감만 마을의 원래 뜻인 ‘오랑

캐를 물리친다.’는 마을 이름

을 쓰지 못하게 하기 해서 

마을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 

마을 주민이 반 를 하 다고 

한다. 그래서 우암 마을과 감

만 마을을 합쳐서 기 마을

이라고 불린 것으로 보인다. 

지 은 기 마을이 있었던 

이 일 에 제7부두, 제8부두가 들어서고 성제분, 한통운창고, 세방기업, 

우암컨테이 부두 등 회사나 물류창고 등이 들어서서 옛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감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감만’이라는 뜻에 자부심이 단해서 기라는 

표  자체를 쓰기를 꺼려한다.  우암 마을에 사람들도 역시 우암 마을의 일

부가 일제강 기 때 기 다는 표  자체를 꺼려한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우암 마을이나 감만 마을을 기라고 하던지 우암 뱃머리를 기 뱃머리라고 

잘못 부르면 반드시 수정해서 부르도록 지 을 해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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