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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안양풀장은 일제강 기에 건설된 지방여가시설로 복 이후에 까지 그 이용이 활발히 개 되었던 시설

이다. 때문에 그것의 복 이후 모습에 해 고증해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의 목

은 복 후 안양풀이 어떤 모습으로 이용 되었는지 최 한 선명하게 묘사해 내는 것에 있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신문, 보, 잡지 사진 등을 이용한 문헌고찰의 방법을 택하여 진행한다. 이에 본고는 지방을 넘어 

수도권 지역에 존재했던 여가시설을 살펴보아 한민국 건국 기의 여가시설에 한 고찰의 폭을 넓게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의 결론은 안양풀은 일제강 기 때와 마찬가지로 복 이후에도 그 역

할에 있어 일제강 기에 감당했던 것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 다는 것으로 맺는다.

■ 중심어 :∣안양풀∣지방여가시설∣광복 이후∣일제강점기∣

Abstract

Anyang pool is the leisure facility which was construct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widely used even after independence. That is why it is sufficiently necessary to study its aspect 

after independence in terms of historical investig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scribe 

how Anyang pool has been used after independence most clearly. Study method of this thesis 

is the method of literature review using the photos of newspaper, official gazette and magazine. 

And this thesis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leisure facility that existed in the 

metropolitan area not in the province, and expands the width of consideration for leisure facility 

at the early days of foundation of Korea. In this regard, this thesis concludes that Anyang pool 

had played not less role after liberation than in Japanese coloni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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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복이후의 역사는 재로부터 역산 할 때 비교  가

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복 이 의 역사에 비하여 간과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편이다. 하지만 “역사는 실

재로 가까운 때의 모습일수록 보다 생생하게 우리의 가

슴에 달된다[1].”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까운 시기의 

역사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양풀장은 일제강 기에 건설된 지방여가시설로 

복 이후에 까지 그 이용이 활발히 개 되었던 시설이

다. 때문에 그것의 복 이후 모습에 해 고증해 볼 필

요성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의 목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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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후 안양풀이 어떤 모습으로 이용 되었는지 최 한 

선명하게 묘사해 내는 것에 있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신문, 보, 잡지 사진 등을 이용

한 문헌고찰의 방법을 택하여 진행한다. 본고에 유사한 

앞선 연구는 박상석과 손환(2013)의 「일제강 기 구

공설수 장에 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일제강

기 지방에 존재했던 민간의 근이 용이한 여가시설에 

해 주목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지방을 넘

어 수도권 지역에 존재했던 여가시설을 살펴보아 한

민국 건국 기의 여가시설에 한 고찰의 폭을 넓게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 광복 이후의 안양풀장 

山水明媚한 보건도장으로 이름난 安養풀은 년에도 

동保存 원들의 노력으로 총공비 十여만원을 드려 수

리 공사 이던바 드디어 七일부터 개장되었는데 운수

부에서는 동 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야 지난 十일부

터 다음과같이 임시열차를 운 하고 있다. 京城驛發午

前七時四十五分 安養驛發午後五時三十三分[3].

복(光復) 이후 안양수 장은 다시 활기를 띄었다. 

상기 자료를 보건데 보존회 회원들이 십여만원의 자

을 투입 새 단장을 마치고 년 7일 개장 할 것임을 알

리고 있다. 년(今年)이라고 표 하는 것을 보아 1946

년에도 그 운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양수 장이 

다시  가동되자 복 과 마찬가지로 원거리 이용객 

특히 서울에서 안양수 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

들의 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양수 장 근을 한 

임시열차를 다시  운 하게 된다.

안양풀이 그 공 당시부터 유명을 타게 된 것은 일

제강 기 당시 안 역장이던 혼다(本田)가 임시승강장

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러한 철

도당국의 노력은 복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이는 1966

년 8월에 발표된 다음의 철도청 고시 보(官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키백과』에 따르면 안양풀 임시역은 폐지, 재개

장의 부침(浮沈)을 거듭 하며, 복 후 1969년 까지 운

그림 1. 안양풀 임시승강 여객 취급[4]

되다 그해 8월 17일 완 히 폐역(閉驛)이 되었다

[5]. 이후 안양풀장역이 치했던 장소는 [그림 2]의 

치로서 재 1호선 력 분배함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 舊 안양풀장 임시역사 터 
출처 : 제1저자 出寫(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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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풀장 임시역의 치는 [그림 3]의 우측 건물 맞

은편에 치하고 있었으며, 안양풀장역에서 안양풀장

까지의 거리는 [그림 3]의 가운데 산을 뒤로 돌아 략 

1km정도에 치하고 있으며, 논자가 실측한 결과 도보

로 약 16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림 3. 舊 안양풀장 임시역사 주변 전경
출처 : 제1저자 出寫(2014, 5, 16)

그림 4. 1960년대 안양역 전경
출처 : 안양의 옛 사진(2006 : 96).

안양수 장은 일제강 기 시 부터 그 운용에 있어 

하 기 단순 피서지로만 이용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의 심신 수련장인 임간학교(林間學校)로 이용되었음을 

앞에서 확인한바 있다. 이러한 운용은 복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아래와 같다.

서울시내각 등학교 허약아동에 하여 보건운동을 

개하고  시학무국애서는 경기도 시흥군 안양 ‘풀’안

에 있는 시 소유 수 장을 약 一五O만원으로 개수공사

에 있다는바 하기휘가 에는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 하

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각 학교지원자에 한하여 三일

을 一기로 윤번숙박수 을 실시하기로 되어있다[6].

안양수 장의 임간학교 이용은 복 과 마찬가지

로 서울시내의 각 등학교에서 조직 으로 이루어졌

다. 이를 해 안양 수 장은 자주 상당한 자 을 투입

하여 보수 되었는데 술된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1949년에 150만원 이후 1957년에는 “始 郡保勝 에서

는 지난 二일 안양유원지 ‘풀’을 二백만환 산으로 보수

공사에 착공[7]”하 다고 경향신문은 5월 7일자 지면을 

통하여 이를 시하 다.

서울근교의안양유원지에는 하루 평균 4만여명의(일

요일은 10여만)피서객이 모여들고 있다. 서울에서 당일 

코스로 40원이며 왕복할 수 있고 특히 시내좌석 버스가 

운행되며 기차도 매시간 유원지 입구에서 정거, 피서객

들을 해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유원지까지 1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안양유원지는 소형 풀이 3

개, 피서객들의 수 실력에 따라 물놀아를 즐길 수 있

으며… 략…이동진료소와 이동우체국을 설치했다[8].

그림 5. 1963년의 안양유원지 입구
출처 : 안양의 옛 사진(2006 : 59).

60년  반이 넘어서며 안양유원지안의 시설로 편

입된 안양수 장의 근방법은 열차이외에도 안양시내 

좌석버스 추가되어 그 이용에 편리성이 크게 증  되었

다. 더하여 에서 시된 것처럼 여름 성수기를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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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료소  이동우체국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편

의 증 를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 다. 더하여 우체통이 

아니라 임시 우체국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우편환(郵便

換) 등을 취 할 수 있는 우체국의 특성상 안양수 장 

내의 자  흐름이 작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방증

(傍證)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하는 바이다.

체신부는 여름철피서기를 맞아 오는 十일부터 팔월

三十一일까지 안양유원지에 안양우체국임시출장소를 

설치[9]

  수도권시민의 주요 피서지로 그 이름이 드높았던 

안양수 장에 한 (官)의 와 같은 지원에 국립도

서 (國立圖書館)도 동참하 는데, 국립도서 에서는 

안양수 장의 성수기를 기해 임간문고(林間文庫)를 설

치하여 안양수 장 이용객들에게 수 장 주변의 수려

한 경치와 더불어 독서삼매(讀書三昧)로서 혹서(酷暑)

를 잊게 해주는데 큰 일조를 하 다. 

國立圖書館에서는 林間文庫를 7월26일부터 8월 14일

까지 京畿道始 郡安遊園地 풀場에서 연다. 취미와 교

양도서류 八養백여책을 마련하여 무료로 열람 하여

[10].

70년 의 안양풀은 더욱 흥하 는데 이때 하루 내장

객이 무려 10만 명에 달하 다고 한다. 다음에 련 내

용이다.

방학다음날이자 공휴일기도 했던 26일 섭시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를 피해 모여든 인 는 각 풀장

과 유원지를 들어설 자리도 없을 만큼 메워버렸다. 시

내 나루등 물가에는 약 15만명의 수 인 가 몰려 인

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워커힐 , 그린 크 삼청공원등 22

개 시내풀장은 한명도 더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만

원을 이루어 년 최 의 성시를 이루기도… 략…서

울에서 비교  근거리피서지인 안양풀장에는 26일 약 

10만명의 인 가 몰려 풀장과 계곡은 입추의 여지가 없

는 피서객으로 뒤덮 었다[11].

다음의 [그림 6]은 1971년도의 안양수 장의 모습이

다. 사진에서 보이는 풍경과 이용객들의 모습에서 살필 

수 있는 시원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는 느낌은 40

년이 지난 지 에 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림 6. 안양풀장의 1971년 모습
출처 : 안양의 옛 사진(2006 : 96).

 안양 풀이 쇠락의 계기를 맞은 것은 1960년  말 상

류에 형풀장, 맘모스풀장, 만안각 풀장 등 인공풀장이 

들어서고,  행락객들이 버린 오물들이 제 로 처리되

지 못하면서 자연하천인 삼성천이 오염되어 자연풀장

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다.  1969년 1월 

21일 국민 지로 지정돼 입구에 아치모양의 철구조

물로 ‘안양유원지’라는 간 이 나붙고 ‘안양 풀’ 신 ‘안

양유원지’라는 명칭을 처음 쓰기 시작했으며 경기도

회 안양유원지지부가 결성되어 입장수입으로 유원

지를 리하게 된다. 그러나 1971년 7월 030일 개발제

한구역(일명 그린벨트)으로, 1973년에는 도시자연공원

으로 지정되어 건축  재건축이 억제되는 특별 리하

에 들어가면서 발길이 뚝 끊긴다. 더욱이 1977년 사상 

유례 없는 규모 던 안양 홍수가 기존 안양유원지 계

곡의 경 을 참혹하게 괴하고 지나갔다. 이로 인해 

안양 풀은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와 자갈, 형 바윗돌

로 메워지고 휩쓸리며 완 히 자취를 감춰서 결국 잊히

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 을 잃어

버린 안양유원지가 이후 계곡을 넘칠 정도로 풍부하던 

수량도 어들면서 인 이 끊긴 유원지로 락하자 결

국 교통부는 1984년 11월 28일 국민 지 지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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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안양유원지의 번창과 화는 지난 추억의 이야

기가 다. 안양시는 1994년 유원지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차원에서 다시  바라보

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의 실시로 민선시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유원지 정비  개발계획은 주요 공

약의 하나가 되었다.… 략…2000년 안양유원지 정비

사업 과정에서 보존보다는 개발에 치 해 원형 그 로 

보존되어 있던 안양 풀의 둑과 계곡 양 측면으로 조성

된 돌계단의 휴식공간들이 흔 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바 에 안양풀(安養プ―ル)이라고 새겨진 기록만 남아 

있다[12].

그림 7. 1964년 안양풀 상류 만안각 풀장
출처 : 안양의 옛 사진(2006 : 70).

그림 8. 1974년 안양풀 상류풀장
출처 : 안양의 옛 사진(2006 : 110).

1960년  이후 안양수 장은 그 담수(湛水)를 가능하

게 해주는 계곡 상류에 다른 풀장이 생기어 하류에 

치한 안양수 장의 수질을 악화시키었고 1977년에 있

었던 안양 홍수의 수마(水魔)가 안양수 장의 기능을 

치명 으로 훼손시키어 그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 다

음에 안양 홍수에 한 내용이다.

서울과 서부경기 지방을 휩쓴 집 호우로 어도 2백

명가까운 사망자를 포함, 4백여명의 인명 피해와 5만여

명의 이재민을 내기에 이르 다. 8일부터 내린 호우

는… 략…安養川邊을 휩쓸었다[13].

그 이후 2000년 안양수 장이 치한 장소인 안양유

원지를 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안양수 장의 

형태를 지탱해주던 석축과 주변 람 가 완 히 소실

되어 그 명맥의 종언을 고하 다. 재는 과거의 구조

물  오로지 안양풀(安養プ―ル)이라고 각자(刻字)된 

머릿돌(그림 9의 석축 간의 돌출된 부분)만 남아있어 

안양수 장의 치가 그곳이었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

을 뿐이다.

그림 9. 舊 안양풀의 머릿돌
출처 : 제1저자 出寫(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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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舊 안양풀 장소의 현재의 모습 
출처 : 제1저자 出寫(2014, 5, 16)

역사 으로 고찰한 안양풀의 시  변화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안양풀의 시대적 변화
연도 변화내용

1947년 임시열차 운행 재개, 안양풀장 수리 후 재 개장
1949년 수도권 각급학교 학생 단체 야영 재 시작, 

임간학교 운영
1963년 임간문고 설치
1967년 풀장 3개소 확장, 이동진료소 및 이동우체국 

설치
1977년 안양 대홍수로 시설 상당수 파괴 됨
2000년 안양 유원지 정비공사로 인해 안양풀장 흔적 

완전히 사라짐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복이후 안양풀(安養プ―ル)의 모습에 

해 사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결과에 이르 다.

첫째, 복이후에도 안양풀은 계속 존속되었으며, 그 

시설의 용이한 근을 한 안양풀장 임시역도 계속 운

되었다는 것을 보(官報)를 바탕으로 고증하 다. 

추가하여 안양풀의 근을 해 좌석버스의 운행도 개

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둘째, 복이후에도 임간학교의 운 은 계속되었고, 

에서는 안양풀의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 이

동진료소, 이동우체국, 임간도서 (林間圖書館) 등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안양풀은 일제강 기 때와 마찬가지로 복 이

후에도 그 역할에 있어 일제강 기에 감당했던 것에 비

해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 다고 결론짓는다. 

아울러 안양풀과 같은 근 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는 그 

역사의 길지 않음과 그 시기  오욕(汚辱)에만 얽매이

지 말고, 부끄러운 역사도 한 민족의 역사임에 그 보

존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해주기 바란다는 을 밝히며 

본고에서 나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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