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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라는 것이 전화기라는 장치를 연결

하기 위해 각각의 전화기나 전화기 소유자에게 부여한 식별코드이고, 

상가안내도나 포스터, 혹은 책자형태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는 이들 

식별코드의 목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電話帳 : 家

庭データベースの社会史(전화번호부 : 가정 데이터베이스의 사회사)

의 저자인 다무라 노리오에 의하면, 전화번호부는 단순한 전화번호 목

록집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전화번호부는 당대 최대의 출판물이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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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라는 조건 속에서 독자적으로 분화된 효과적인 광고매체이기도 

하 으며, 당대 사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풍속자료이자 데

이터베이스(DB)이기도 하다1).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부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필요성(비즈니스적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 ‘전화교환’이라

는 아이디어 착상(着想)이 기술적 혁신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

다. 즉, 가입자 상호 간의 방사형의 연결이 아니라, 가입자를 연결시키

는 중간의 기술적 매개(교환원 혹은 교환기)를 설정했던 방식은 자본

주의 사회의 효율성 지향이라는 흐름 속에서 고안된 것이라는 것이

다2). 또한 ‘정보미디어로서의 전화번호부’의 등장이 근대 도시형성 과

정에서 엘리트들의 인적 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역할했던 블루북

(bluebook)에서 연원한다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보자면, 전화번호부는 

초창기 전화의 사회적 성격을 잘 보여 준다3).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부

에는 전화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용 지침 등이 게재되어 있기에, 전

화사업자의 정책적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런 측

면에서 보자면, 전화번호부는 전화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

소이자 (그 배후에 전화를 사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전화사

용자 간, 그리고 가입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 담겨진) 사회적인 요소이

1) 田村紀雄, 電話帳 : 家庭データベースの社会史, 中央公論社, 1987, 서장.
2) 아래 그림의 (a)의 경우 8가입자끼리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28회선이 소요되지만, 

중앙에 가입자 사이의 접속 기능을 가진 교환기를 이용하는 경우(b)에는 가입자 수 만

큼인 8회선만 있으면 된다. 강민호 외, 전기통신기술 개론, 청문각, 1996, 8쪽.  

       

3) 田村紀雄, 電話帳の社会史, NTT出版, 2000,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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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화번호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보미디어이자, 발행 당

시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다무라 노리오(田村紀雄)의 연구는 

전화번호부가 역사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그는 전화번호부를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간주하는 독특한 

연구시각으로부터, 전화번호부의 형태적 변화(포스터 형태로부터 책자 

형태로의 변화)와 함께, ‘정보미디어로서의 전화번호부’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 근대 도시형성 과정에서 엘리트들의 인적 정보 데이터베

이스로서 역할했던 블루북4)을 제작해 오던 가업을 이어받은 미국인이 

제작하기 시작 - 과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점차 전화번호부가 

소상공인의 광고매체로 활용되면서 독자적인 사업 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비록 서구의 역사, 특히 전화가 발명되었던 

미국의 역사적 변화를 주로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

고 있고, 학술적 분석에 기초한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표면적인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

화번호부를 ‘데이터베이스(DB)와 미디어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전화

와 전화번호부를 사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회 내 움직임을 포착하

고자 하 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사례가 보여주고 있듯이 전화번호부는 해당 사회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

국에서는 전화번호부를 체계적으로 소장한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

안 전화번호부의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4) ‘블루북(bluebook)’은 본래 구대륙 유럽에서는 주로 상품카탈로그를 의미하는 것이었

지만,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는 주요 엘리트 계층의 목록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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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최근 들어 1944년판 <경성 등포전화번호부>에 대한 자료해

제 논문이 실려 일제강점기 전화번호부의 대략적인 소장상황이 밝혀져 

있지만5), 포괄적이고도 세부적인 소장상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도 광복 이후 전화번호부의 경우엔 (몇몇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경

우를 빼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 글은 일제강점기

부터 1980년까지 발행되었던 전화번호부의 소장상황을 정리하고, 지역

체신국에서 발행한 가장 오래된 전화번호부 중의 하나인 1924년판 부

산전화번호부 자료를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근  한국 화번호부의 소장상황 : 

일제강 기 이후 1980년까지

1. 일제강 기 화번호부의 발행형태와 소장 상황

1902년 한성과 인천 사이에 공중용 

전화가 개시된 이후 구체적으로 언제

부터 전화번호부가 발행되었는지를 확

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대한

민국체신사업연혁사(1959)에 “전화

소는 전화번호부를 각 가입자에게 무

상으로 배부” (56쪽)했다는 기록이 있

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개통시 전화가

입자가 2명이었다가 이듬해인 1903년

에 23명으로 늘어났다는 점6)을 고려할 

5) 이혜은, ｢경성 등포전화번호부 해제｣, 한국연구 1, 2019.

<그림 1> 1920년  이리 화번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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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대체로 1903년 무렵에 최초로 전화번호부가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책자 형태의 실물로서 가장 오래된 전화번호부로 추정되

는 1915년 전화번호부가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지만7), 

현재 이의 정확한 소장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모 경매사이트에

서 확인했던 바, 포스터 형태의 가장 오래된 전화번호표는 1920년에 발

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리우편국 발행의 전화번호표이다. 한편, 일제강

점기에는 전화번호를 기입해 놓은 시가지도( 街地圖)가 많이 활용되

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상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전화를 구비하

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목할 것이 바로 1924년 ‘실업교통

사’라는 출판사가 인쇄한 ≪경성시가지도≫라는 자료이다. 이 지도는 

상가와 관청 중심의 지도로서 ‘최신 색인부 상업안내’라는 부제를 담고 

6) 강준만, 전화의 역사: 전화로 읽는 한국문화사, 인물과 사상사, 1999, 58쪽.
7) 이 기사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찬하당 우체인(郵遞印)연구실을 운 하는 

최모 씨가 이 전화번호부를 친척에게서 받았다며 2000년 10월에 공개했다고 한다.

<그림 2> <경성시가지도>(1924)의 뒷면

 * 출처 : 노형석,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생각의 나무, 2004,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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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성시가지도≫라는 그럴 듯한 제목을 달았지만 실제 이 지도

는 각 상점이나 식당주들이 가게벽 등에 간판처럼 붙여 놓은, 일종의 생

활광고 구실을 했다. 초기 전화번호부나 인명록이 그러했듯이 이런 나

열형 지도 등을 통하여 상점의 상호와 업종을 알리고 전파했던 것이다8)

책자 형태의 전화번호부 발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사실은, 전화가입

자가 많지 않았던 1920년대 전반기까지 전화번호부의 발행이 여러 지

역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1922년 6월 경성우편국에

서는 최신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면서 동일통화구역 내에 존재하는 인

천, 수원, 개성, 청주, 공주, 춘천, 해주, 등포, 천안, 조치원, 충주, 철

원, 원산, 함흥의 각 우편국 전화가입자 번호까지 합병 인쇄하여 9천부

를 발행하 는데9), 함경도에서부터 충청도 지역까지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10).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20년부터 식민지 조선에서 전화번호부 광

고를 개시하 다는 사실이다. 1920년 7월 8일자 매일신보기사에 의

하면, 일본과 한국에서 시행되지 않던 전화번호부 광고가 대만에서 시

험적으로 시행되던 사례를 따라 1920년 경성우편국에서는 우선 경성, 

용산 가입자의 광고만 게재하는 것으로 하되, 실적 여부를 보아 다른 우

편국에도 보급케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11), 1924년 부산우편국에

서 발행한 電話番號簿 : 大正十三年四月一日現在과 이후의 전화번호

부에서 전화번호부 광고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계획은 바로 실행

8) 윤상길, ｢통신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123쪽.
9) 동아일보 1922. 6. 9. ‘전화번호부 발행’.
10) 일본 사이토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성중앙전화국 발행의 京城-仁川 電話番號

簿 : 昭和二年 十月一日 現在가 경성과 인천만을 통합 발행했다는 점에서 보자면, 
대체로 1920년대 중반 무렵부터는 각 지역별로 통합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每日申報 1920. 7. 8. ‘전화번호부에 광고개시, 경성우편국의 신안한 것 자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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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전화번호부 발행의 주체는 대부분 조선총독부 체신국 소

속의 우편국이었지만, 예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배

포한 경우도 있었다. 가령, 1942년 조선인사흥신소가 발행한 私製 京

城職業別電話番號簿 : 昭和十六年 六月六日 現在가 대표적인데, 이 전

화번호부는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 밖에 일제강점기

에 발행된 주요 전화번호부의 목록과 소장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제강 기 화번호부의 소장 상황

발행기
발행

시기
형태 화번호부의 명칭

소장처 내지 

소장자
비고

京城郵便局 1915 책자 미확인  최순석
신문
기사

裡里郵便所 1920 포스터
電話番號表 : 

大正九年七月六日現在
개인(불분명) 경매

釜山郵便局 1924 책자
電話番號簿 : 

大正十三年四月一日現在
윤상길 구입

京城中央 

電話局
1927 책자

京城-仁川 電話番號簿 : 
昭和二年 十月一日 現在

일본 사이토총독 
기념관

京城中央 

電話局
1930 책자

京城-仁川 電話番號簿 : 
昭和五年 四月一日 現在

인천시립박물관

平壤郵便局 1933 책자
平安南道及黃海道 

電話番號簿 : 昭和八年 

十月一日 現在

윤상길 사본

京城中央 

電話局
1934 책자

京城-仁川 電話番號簿 : 
昭和九年 四月一日 現在

천안 우정박물관

京城中央 

電話局
1936 책자

京城 電話番號簿 : 
昭和十一年四月一日現在

KT월곡지점
전기통신사료소

木浦郵便局 1936 책자
電話番號簿: 昭和十一年 

四月一日 現在
윤상길 구입

京城中央 

電話局
1938 책자

京城 電話番號簿 : 
昭和十三年四月一日現在

윤상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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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 이후 화번호부의 소장 상황

광복 직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전화번호부를 발행했는지를 구체적

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46년 초 서울중앙전신국이 일본인식 성명

을 본래 이름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일본인 명의 주택에 속해있던 전화

를 적산(敵産) 처리한다는 기록12)과 1946년 말 체신부가 아주흥산회사

(亞洲 産 社)라는 곳을 통해 남조선 각지에 제공할 목적으로 전화번

호부를 편찬하여 연말까지 발행할 것이라는 기록13)이 있는 것으로 보

12) 동아일보 1946. 2. 5. ‘電話簿에 本姓名 電信局에 알려주’. 嶺南日報 1946. 7. 5. 
‘電話番號簿作成, 期日內届出하라’. 釜山新聞 1946. 9. 5. ‘國文電話番號簿, 釜山

郵便局作成計劃’. 
13) 大韓獨立新聞 1946. 11. 16. ‘電話番號簿編纂’. 

京城中央 

電話局
1939 책자

京城 電話番號簿 : 
昭和十四年四月一日現在

연세대 
중앙도서관
KT월곡지점

京城中央 

電話局
1940 책자

京城 永登浦 電話番號簿 : 
昭和十五年四月一日現在

윤상길 사본

元山郵便局 1940 책자
電話番號簿: 昭和十五年 

四月一日 現在
윤상길 사본

群山郵便局 1940 책자
電話番號簿: 昭和十五年 

四月一日 現在
윤상길 구입

京城中央 

電話局
1941 책자

京城 永登浦 電話番號簿 

加除訂正書: 昭和 

十六年一月十一日現在

윤상길 사본

朝鮮人事 

信所
1942 책자

私製 京城職業別 

電話番號簿 : 昭和十六年 

六月六日 現在

국립민속박물관

京城中央 

電話局
1945 책자

京城 永登浦 電話番號簿 : 
昭和十九年九月一日現在

서울역사박물관
국민대 

한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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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946년 무렵부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의 체신관청이 국문 전

화번호부를 발행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무렵 전화

번호부의 발행계획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14).

<표 2> 1946년 말 화번호부 발행계획

발행 주체 포  구역

경성중앙전신국 서울시 일원(一圓)

경성중앙전화국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3.8 이남)

부산우편국 경상남도 일원

대구우편국 경상북도 일원

대전우편국 충청남도 일원

청주우편국 충청북도 일원

전주우편국 전라북도 일원

광주우편국 전라남도 및 제주도 일원

이 발행계획이 실제로 실행된 것은 1948년 8월로서, “해방 후 처음으

로 국문판 전화번호부가 완성되어 6일부터 1부에 950원의 실가로서 배

부”하 다15). 광복 이후 전화번호부 발행에서 눈에 띠는 특징은 대부분 

지역체신청이 발행주체 지만 비교적 초반기부터 민간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것이다. 6.25전쟁 기간 중에는 부산의 대한시보

사(大韓時報社)가 전화번호부 발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고16), 광복 이

후 전화번호부 소장상황을 정리한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956년에

14) 동아일보 1946. 11. 21. ‘私製 電話番號簿 調製’. 이 광고에는 ‘사제’(私製)라는 표

현을 썼지만, 체신부의 의뢰로 대행인쇄를 한 것이었다. ‘사제’(私製)라는 표현을 썼

던 것은 무료배포가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된다.
15) 工業新聞 1948. 8. 7. ‘國文版電話番號簿完成’. 平和日報 1948. 8. 7. ‘國文版電

話番號簿 一部에 九百五十圓’.
16) 동아일보 1951. 9. 12. ‘電話番號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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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단법인 대한통신사업협회, 1963년에는 조선일보사 장항총국, 그

리고 1965년에는 세계출판사가 전화번호부를 발행하 다.

<표 3> 복 이후 화번호부의 소장 상황

발행기
발행

시기
형태 화번호부의 명칭

소장처 내지 

소장자
비고

서울중앙
전화국

1950 책자
電話番號簿: 

서울中央電話局 附永登浦. 
단기4283년 1월 1일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미상 1954 책자 私製 電話番號簿 全羅南道 국립민속박물관

사단법인 
대한통신사
업협회

1956 책자
서울特別 附永登浦 

電話番號簿
미상 경매

서울중앙
전화국

1959 책자
서울특별시 附 등포 

전화번호부 : 단기4292년 
4월 1일 현재

부산대 
중앙도서관

서울중앙
전화국

1960 책자
서울특별시 전화번호부 : 

1960년 3월 1일 현재
서울대 

중앙도서관

조선일보사 
장항총국

1963 포스터
長 電話番號一覽表: 

1963.10.30現在
윤상길 경매

대전체신청 1963 책자 충청북도 전화번호부
KT월곡지점

전기통신사료소

서울체신청 1964 책자
서울특별시 전화번호부 : 

1964.11.1.현재
윤상길 경매

세계출판사 1965 책자 全國 職業別電話番號簿 국립중앙도서관

체신부 1967 책자 서울 전화번호부: 1967.5.1
KT월곡지점

전기통신사료소

부산체신청 1967 책자
대구시 전화번호부: 

1967.3.1발행
양산촌생활
박물관

서울체신청 1968 소책자
서울 전화번호변경안내

(태평로)
윤상길 경매

중부체신청 1968 책자 경기전화번호부 수원시 박물관

부산체신청 1968 소책자
대구시 전화번호부 보정판: 

1968.2.15발행
대구근대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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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체신청 1969 책자 경기전화번호부 수원시 박물관

중부체신성 1969 책자 강원전화번호부: 1969.10.1 원주역사박물관

서울체신청 1969 소책자
서울 전화번호변경안내
(중앙/광화문/청량리)

윤상길 경매

중부체신청 1970 책자
강원도 전화번호부: 

1970.11.1
윤상길 경매

중부체신청 1970 책자 경기전화번호부 수원시 박물관

한국전화번
호부공사

1970.5 잡지 월간 전화가이드 창간호
공주대 도서관

윤상길 경매

한국전화번
호부공사

1970.7 잡지
월간 전화가이드 6·7 

합병호
윤상길 경매

중부체신청 1970 책자 경기전화번호부 수원시 박물관

철도청 1971 책자
전화번호부: 

1971.1.20.현재
원주역사박물관

대구체신청 1971 책자
전화번호부: 1971년도 

대구판
대구근대역사관

대구체신청 1972 책자
대구 전화번호부: 

1972.4.1현재
대구근대역사관

서울체신청 1973 책자
서울 전화번호부 : 73.7.1 

현재, 73.10.1발행
윤상길 경매

대구체신청 1973 책자
경북 전화번호부 : 1973년 
4월 1일 현재 1973년 5월 

1일 발행
윤상길 경매

광주체신청 1974 책자
전남전화번호부 : 

74.10.1현재
윤상길 경매

대구체신청 1974 책자 대구전화번호부: 1974.6.1 대구근대역사관

서울체신청 1975 책자 ’75서울 전화번호부 윤상길 경매

대전전신 
전화국

1975 소책자
전화번호부 보정판 : 

1975.8.31현재
윤상길 경매

광주전신 
전화국

1975 소책자
전화번호부 보정판 : 

1975.9.13.현재
윤상길 경매

부산체신청 1975 책자
’75부산 전화번호부: 

75.10.1
윤상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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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24년  부산 화번호부 자료 해제

일제강점기 조선의 각 도시별 가입자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산의 

전화가입자 수는 일관되게 경성(京城)에 이은 2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일제강점 말기에 이르면 점점 경성과의 가입자 수 격차가 

더 벌어졌고 비약적으로 증가한 평양이나 대구에 비한다면 다소 정체된 

감이 없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경향성은 1920년대 들어 가입자 수가 

대전체신청 1975 책자
’75충남 전화번호부: 

75.10.1
윤상길 경매

대구체신청 1975 책자 ’75경북 전화번호부 상주박물관

대구체신청 1975 책자
전화번호부: 1975년도 

대구판
대구근대역사관

대구체신청 1976 책자 ’76경북 전화번호부 윤상길 경매

대구체신청 1976 책자 대구전화번호부: 76.6.1 대구근대역사관

서울체신청 1977 소책자 서울전화번호부 보정판 윤상길 경매

대전체신청 1977 책자 ’77충남 전화번호부: 77.9.1 윤상길 경매

부산체신청 1977 책자 ’77경남 전화번호부 부산 시립도서관

대구체신청 1977 책자 대구전화번호부: 77.6.1 대구근대역사관

의정부
우체국·수
원체신청

1977 책자 ’77의정부 전화번호부 윤상길 경매

서울체신청 1978 책자 ’78서울 전화번호부 윤상길 경매

대전체신청 1978 책자 ’78충남 전화번호부: 78.8.1 윤상길 경매

대구체신청 1978 책자 대구전화번호부: 78.10.1 대구근대역사관

전주체신청 1979 책자 ’79전북 전화번호부 윤상길 경매

대구체신청 1979 책자 대구전화번호부: 79.11.1 대구근대역사관

서울체신청 1980 책자 ’80서울 전화번호부 (상권) 윤상길 경매

경기체신청 1980 책자 ’80경기 전화번호부 윤상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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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4> 참고). 또한 <표 5>에서 보는 바처럼, 

가입자 수가 최초 1,200명에 도달하는 데 약 15년의 기간이 소요된 데 

반해, 다음 1,200명이 증가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했다. 

이렇게 1920년대 초반 전화가입자 수가 격증하 던 데에는 19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산업구조의 변화, 즉 일본 거류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공업과 각종 소공업 위주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졌던 요인이 작용하 다17). 

<표 4>일제강 기 주요도시별 화가입자 수의 추이18)

17) 윤상길, ｢일제강점기 부산과 군산에서의 전화배치｣, 한국민족문화 54, 2015, 146 
～148쪽.

18) 윤상길, 위의 논문, 147쪽.

구 분 1912 1923 1934 1940

경성부 2,877 6,026 9,375 14,067

부산부 986 1,950 3,067 3,505

평양부 504 1,198 2,136 3,135

대구부 371 1,056 1,636 2,666

인천부 645 846 1,102 1,505

원산부 358 727 878 1,238

신의주부 145 550 855 1,117

군산부 280 583 783 929

청진부 122 444 758 1,468

함흥부 110 279 733 1,178

목포부 251 401 717 864

진남포부 238 377 607 841

대전부 157 318 552 673

광주부 103 307 540 795

전주부 132 299 470 560

마산부 243 312 41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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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부산 화가입자 수의 변화19)

구분 가입자수 구분 가입자수

1903년 133 1920년 1,225

1904년 215 1923년 1,950

1905년 321 1927년 2,588

1906년 409 1928년 2,645

1907년 592 1929년 2,740

1908년 605 1930년 2,849

1909년 709 1931년 2,969

1910년 716 1932년 3,018

1911년 930 1934년 3,067

1912년 986 1940년 3,505

1917년 1,116 1941년 3,817

1918년 1,155 1942년 3,967

1919년 1,239 1945년(추정치) 4,000

이번 항도부산제39호를 통해 공개하는 필자 소장의 부산 전화번호

부는 부산지역의 전화가입자가 격증하던 시기 던 1924년에 발행된 것

으로, 釜山府 富平町 2丁目에 주소지를 둔 부산우편국에서 1924년 6월 

19) 윤상길, 앞의 논문, 149~150쪽.

나남읍 111 321 375 481

해주부 58 229 345 601

개성부 69 184 339 532

청주읍 84 197 223 512

춘천읍 62 127 175 ―

주요도시계 7,906 16,731 26,080 ―

기타 1,055 5,045 11,614 ―

전조선계 8,961 21,776 37,694 5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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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에 발행한 것이다. 표지에 ‘大

正十三年四月一日現在’로 표기하

여 수록 전화번호가 1924년 4월 기

준임을 밝히고 있다. 인쇄자는 川

井亮吉이며, 인쇄소는 釜山府 富平

町 2丁目56番地인 川井印刷所이

다.  정가가 26전(錢)이라고 표기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중에 판매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화번호부는 단독으로 부산

우편국 가입자번호만 수록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김천, 대구, 대전, 

상주, 강경, 안동, 천, 동의 우

편국 가입자번호까지 합병하여 인

쇄되어 있는데, 1922년 경성우편국이 여러 지역을 통합하여 인쇄했던 

것과 마찬가지 다. 합병 인쇄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은 행정적으로 

별도로 관리되던 현재의 부산 도에 해당하는 牧島郵便所 가입자를 따

로 분리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특이한 점은 발행이 부산우편국

임에도 불구하고 김천우편국 가입자를 먼저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김천우편국을 기준으로 통화구역별 통화료와 호출료를 안내하고 있

다는 점이다. 한편, 전화가입자 이름을 배열하는 방식은 (오늘날 아이우

에오로 시작하는 50음 순서가 현대에 들어 정착되기 이전에 사용되던 

방식인) ‘이로하’(いろは) 방식이었다. 

부산우편국 가입자 부분은 우편국별 표지와 맨 마지막 면에 기재되

어 있는 전화번호부 광고면을 포함하여, 총 92페이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취급하는 우편국소(郵便局所)로, 釜山郵便局

<그림 3> 부산우편국 1924년  

화번호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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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倉町), 釜山寶水町郵便所(寶水町1丁目), 釜山西町郵便所(西町4丁

目), 草梁郵便所(草梁洞), 釜山鎭郵便所(釜山鎭), 釜山辨天町郵便所(辨

天町1丁目), 釜山草塲町郵便所(土城町1丁目)가 안내되고 있고, 공중전

화기(당시 용어로는 자동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세 장소(釜山驛, 第1

棧橋, 大正公園 西入口)도 수록되어 있다. 부산우편국 전화번호는 한자

리 수에서 네 자리 수로 이루어졌는데, 부산우편국은 0번이고, 담당사

무별로 총 17개 전화번호가 배정되어 있다. 우편사무용이 1번, 전보탁

송전신사무용 2번, 전화호출신청용이 1200번이었다. 

부산우편국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전화가입자 수는 총 2,077명으로서 

직전 해인 1923년의 1,950명에 비해 127명이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인명

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187명으로 전체 가입자에서 약 9% 비율을 보

는데, 이 중 조선인명 가입자는 尹大善, 朴永禧, 張禹錫, 張敬宅, 張士國, 

李祖遠, 李圭直, 李敬雨, 李鄕雨, 李英俊, 宋奉守, 宋台觀, 具徳汝, 文倚

宇, 吳仁圭, 鄭琦律, 鄭德根, 安命煥, 金斗輝, 金斗玉, 金柄文, 金時五, 金

宗海, 金性學, 金升太, 金泰鎬, 金仁實, 兪 南, 徐基煥, 全錫凖, 姜成文, 

許明善, 崔成寬 등 약 30여 명이었고, 이 중 장우석과 유순남은 보기 드

물게 장거리 전화와 보통전화 두 대를 개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조선

인 가입자들은 무역이나 상업 종사자 고, 순수한 회사원도 몇몇 있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화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부산개항지 던 일본전

관거류지 다. 이 지역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서, 전

체 가입자 중에서 약 36%를 차지하는 745명의 전화가입자가 있었다. 

일본인의 인구 당 가입률은 약 7.4%로서, 일본인 13명 당 1명이 전화를 

소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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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924년 일본인 집 거주지역(일본 거류지)의 화 가입자 분포20)

洞町名

화 가입자 수 인구수
인구당

가입률

일본인 

인구당

가입률
일본

인

조선

인

외국

인
소계

일본

인

조선

인

외국

인
소계

幸町
(창선동)

91 1 0 92 1,234 0 49 1,283 0.072 0.074 

辨天町
(광복동)

120 1 0 121 2,280 47 0 2,327 0.052 0.053 

琴平町
(광복동)

35 0 0 35 114 2 0 116 0.302 0.307 

南濱町
(남포동)

146 5 3 154 1,672 79 0 1,751 0.088 0.087 

本町
(동광동)

191 7 0 198 1,893 402 2 2,297 0.086 0.101 

西町
(신창동)

133 0 1 134 2,552 51 4 2,607 0.051 0.052 

常般町
(동광동)

11 0 0 11 115 0 0 115 0.096 0.096 

소계 727 14 4 745 9,860 581 55 10,496 0.071 0.074 

한편, 업종별로는 병원 가입자와 은행 가입자, 제조업 분야의 장유양

조업 가입자와 정미업 가입자가 제일 많았다. 우선 병원 가입자는 총 26

개소 는데, 특히 지금의 신창동에 해당하는 서정(西町)에 橋倉外科醫

院, 田内科醫院, 川崎醫院, 田中内科醫院, 藤瀨回生醫院, 河野 兒科

院, 神宮醫院, 朱雀醫院이 밀집되어 있었다. 은행 가입자 또한 총 26개

소 는데, 漢城銀行支店(2개), 제일은행부산지점(2개), 安田銀行釜山支

店(2개), 부산상업은행(3개), 十八銀行支店(2개) 등 총 11개 가입자가 

본정(本町, 지금의 동광동)에 밀집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전화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측면

20) 윤상길, 앞의 논문,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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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화가 (기존의 도시공간적 거주패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극복하게 함으

로써 식민지 수탈을 위한 조직의 네트워크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즉, 경성이나 일본, 인근 타 지역에 본사를 둔 회사의 부산지점 장거리

전화가입자 목록은 전화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식민자들 간의 원거리 네

트워크 강화를 통해 일본기업들의 자본축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

점, 일본운송주식회사 부산지점, 東洋燐寸 社出張所, 上佐紙 社釜山

出張所, 조선은행지점, 조선郵船회사 지점, 조선상업은행 부산지점, 조

선비료회사 부산출장소, 朝鮮繩叺 社 부산출장소, 大谷 釜山支店, 大

山商事 社支店, 大阪商船 社支店, 漢城銀行支店, 大邱穀物 社 釜山

出張所, 제일은행 부산지점, 南鮮貿易 社支店, 라이징선 석유회사 조

선출장소, 安田銀行 釜山支店, 業 社 釜山支店 사무소, 國際運

社 釜山支店, 帝國 信 釜山支所, 殖産銀行 釜山鎭派出所, 十八銀行支

店 등이 있었다21). 

마지막으로 1924년판 전화번호부에서는 전화번호부가 소상공인의 

광고매체로 활용되면서 독자적인 사업 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존재한다. 부산 전화번호부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는 각각 1~3개의 배너 형태의 전화번호부 광고가 실려 있었는데, 첫 페

이지에 수록된 광고주는 ‘飯田吳服店’로서 광고면적은 대체로 1.5cm× 

8cm 고, 큰 활자체를 사용하는 방식도 사용되었다. 전화번호부 광고

의 주요 광고주는 정미소, 오복점, 통관회사, 병원, 와사(瓦斯)주식회사, 

광업주식회사 등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부터 각종 상품(사

진기, 醬油, 미곡, 서적, 유리, 건축자재, 양장, 비료 등)을 거래하는 일반 

상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전화번호부 광고는 대체로 해당 가입자명

21) 윤상길, 앞의 논문,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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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재되는 페이지에 함께 실렸는데, 간혹 인명으로 전화번호부에 등

록하고 광고는 상점의 광고를 싣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전화번호부에 

大矢音松이라는 이름과 약제사라는 직업으로 등재했던 일본인이 ‘大矢

和光 ’이라는 약국을 광고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Ⅳ. 맺음말

전화는 기능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현대 물질문화의 핵심 요소다. 

1876년 세계 최초로 전화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미국의 전화시

스템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미국 

사회는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기술사연구자 코완(Cowan)이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22), 187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미국사회가 전(前)

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에 덜 의존하

게 되는 대신 서로서로에게는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산업

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은 거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모두 

연결되었고 그 때문에 서로서로에게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때 물질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바로 전신, 전화와 같은 기술시스템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비록 우

리가 그것의 기술적, 사업적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의 사회적 역사에 대해 놀랄 만큼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전화번호부는 전화라는 테크놀로지가 

만들어 낸 사회변화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부는 당대 사회의 다양한 면면들이 반 되어 

22) Cowan, R.,‧김명진 역, 미국 기술의 사회사-초기 아메리카에서 20세기 미국까지, 세
상을 바꾼 기술들-, 궁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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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료이다. 특히 이번에 소개하게 된 1924년판 부산 전화번호부는 

부산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던 시점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부산 

지역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앞으로 전화번호부에 수록

된 인명과 상호 등을 종합 분석하여 활용한다면 지역사 연구의 기초 사

료로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력이나마 이 글을 

통해 소개한 근대 한국 전화번호부의 소장상황을 통해 근대 문화유산이

자 역사 연구의 자료로서 전화번호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길 바라며, 체계적인 수집과 보관을 통해 근대 문화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전달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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