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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부산에서 벚꽃 명소의 입지적 특성과

성립 시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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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ment Time of Cherry-blossom 
Attractions in the Modern Era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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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odern era Busan, newspaper articles about cherry blossom attractions from FuzanNippo and ChosenJiho have changed

from places of landmark cherry trees to recreational activities under the cherry blossom. This means that the place

characteristics of the cherry blossom attractions helped transform modern Busan.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l image of the cherry blossom attractions where they were and when it was established

in modern Busan. In order to discuss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the timing of identification as it changed from

cherry-blossom viewing spots to picnic spots under the cherry blossom, current articles published in the FuzanNippo and

ChosenJiho were collected.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cherry blossom attractions are located in private gardens, gardens at hot spring inns, public lands such

as schools, temples, reservoirs and malls such as Dongnae hot spring and the Midoricho red-light district. The location

feature was that they were found at the edges of settlement environments, at the interface of city and natural spaces in

modern Busan.

Secondly, newspaper articles about cherry blossom attractions gradually changed from cherry blossom viewing spots to

picnic spots under the cherry blossom, which became the peak of the cherry blossom attractions in modern Busan. The main

focus of cherry blossom attractions changed from cherry-blossom viewing to picnicking under cherry blossoms around 1920.

This means that the establishment of cherry blossom attractions can be seen around 1920. Articles of cherry-blossom viewing

picked up sites not easy to access such as private gardens and reservoirs, articles about picnic spots under cherry blossoms

noted public places that everyone could access. Cherry blossom attractions sites became spring resorts in modern Busan.

Key Words: Cherry Blossom Viewing Spots, Picnic Spots under the Cherry Blossom, Interface Space of City and Nature,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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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연구는지금까지논의하지않았던근대부산에서벚꽃명소의실상을밝히기위하여당시부산에서발간된일간지

<釜山日報>와 <朝鮮時報>에게재된벚꽃구경과벚꽃놀이의기사를발굴하여그장소를토지이용의유형별로분류하고,

벚꽃 구경에서 벚꽃 놀이로 변환하는 시기의 동정과 장소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근대 부산에서 벚꽃의 명소에 관련한 신문기사는 봄의 도래를 알리는 계절화로서 벚꽃이 피어 있는 장소를 알리는

내용에서 점차 벚꽃이 군생하고 있는 장소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유흥 행위를 소개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간다. 단순히

벚꽃이화려하게피어있는장소는신문지상에서노출되는빈도는점점적어지고, 벚꽃이만개한행락지에서유흥내용의

소개로 변화해 갔다. 이것은 근대 부산에서 벚꽃의 명소는 벚꽃 구경의 명소에서 벚꽃놀이의 명소로 성숙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근대 부산의 벚꽃의 명소는 개인주택정원, 온천 여관의 정원, 사찰, 수원지, 배수지, 학교 등 공공용지, 동래

온천장, 미도리마치 유곽 등 상점가로 나눌 수 있었다. 장소는 정주 환경의 가장자리, 다시 말해서 도시와 자연의 접점

공간에 형성되었다.

둘째, 근대 부산의 벚꽃 명소는 1920년 무렵부터 벚꽃 구경에서 벚꽃 놀이로 변환되었다. 벚꽃의 명소가 성립한

것은 1920년 무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벚꽃 구경의 명소가 개인 주택 정원, 배수지 등 공공의 접근의 어려운 곳도

거론되었지만, 벚꽃놀이의명소는누구나가접근할수있는공공의장소가주로거론되었다. 벚꽃의명소가봄철행락지가

되었다.

주제어: 벚꽃구경 명소, 벚꽃 놀이 명소, 도시와 자연의 접점공간, 1920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 벚꽃놀이라는 행락이 생긴 것은 근대 일제 강점

기에서비롯되었다. 물론 봄에꽃놀이를하는상춘의세시기는

이미 8세기부터 있었다(Kim, 2014). 하지만 유독 벚꽃에 집착

하여 상춘 행락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다.

서울에서 벚꽃의 명소로 이름난 곳은 우이동이다. 우이동은

근대 이후 벚꽃 명소로 일찌감치 이름을 알렸다. <毎日新報>

1912년 4월 26일자 기사 <관앵과임시열차>의 “동대문바깥우

이동의 앵화는 지금 난만하게 개화하여 호기에 이르렀으므로

철도국에서는일반승객을위하여오는28일과5월 5일양일요일

에 남대문과 창동 간에 임시 관앵열차를 운전할 예정”(Mainichi

Shinbo, 1912.4.26)이라는 보도로 미루어 보건데, 우이동은 이

미 1912년 봄부터 벚꽃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벚꽃과근대의행락문화를연구한김해경(Kim, 2011)에 의

하면, 우이동에벚나무를심은것은 17세기로거슬러올라간다.

<조선(朝鮮)> 1922년 11월 호 ‘벚나무를 우이동에이식한것은

홍양호’라는 기사에서는 효종이 북벌을 준비하면서 좋은 활을

만들기 위하여 통신사를 통해 일본의 벚나무를 가져다 우이동

에 대량으로 식재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우이동의

벚나무는 17세기 때 심은 것으로 보인다(Kim, 2011). 다시 말

해서 우이동에 벚나무가 많은 것은 그곳이 활의 재료가 되는

벚나무가잘자라는토양이었기때문이었지, 결코벚꽃놀이를

즐기기 위하여 심은 것은 아니었다. 그곳의 벚나무가 일제 강

점기에우리나라에들어온일본인의눈에들어그들의상춘문

화인 벚꽃 놀이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1929년 4월 <별건곤>에 게재된 ‘地上縱覽朝鮮各地꼿品評

會 - 요새에피는八道의꼿이약이’이라는기사에당시조선의

벚꽃의 명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京城에서새로생긴벗꼿의명소는昌慶苑이제일일것이요, 其次

는 倭城臺, 獎忠壇, 三淸洞이다. 牛耳洞 벗꼿은 수백년전(正宗時

洪耳漢良 浩所植)부터 유명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아주 전국의

명물이지만은仁川月尾島벗꼿은내외에저명하야꼿철이면누구

나한번보랴한다. 慶尙道로는大邱의達城公園, 東來 溫泉場, 新

馬山이 一指를 屈할만하고 忠淸道로는 淸州의 櫻馬場, 公州 錦江

街道 全羅道로는 光州公園과 羅州順天街路의 벗꼿이 명성이 놉다.

西道로는 平壤의 浮碧樓 부근, 京義線 沙里院 江原道로는 春川 街

道의벗꼿이또한유명하야일각의가치가잇다.(Cheong, 1929)”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래 온천장도 1929년 무렵에

는 전국적으로알려진벚꽃의명소였다. 하지만 근대 부산에서

동래 온천장이 언제부터 벚꽃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다. 나아가 근대 부산에서 동래 온천장

외 벚꽃의 명소가 어디인지, 언제부터 그곳을 벚꽃의 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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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2.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서울의벚꽃명소에관한연구의두께(Kim, 2008; No, 2008;

Kim, 2011; Kim, 2014)에 비하여 근대부산의벚꽃 명소에 관

한 연구는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근대 부산에서 언제부터

벚꽃의 명소가 등장하였는지, 또 그 벚꽃의 명소는 어떤 장소

였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없다. 근대 부산에서 벚꽃의 명

소로알려진동래온천장에관한연구도동래온천의기원과온

천여관의흥망(Je and Kim, 1964), 동래 온천의개발과지역사

회와의 관계(Kim, 2011), 전차 동래선이 동래 온천의 발전에

미친 영향(Jeon, 2009; 2012)이 있을 뿐, 동래 온천장의 벚꽃

명소의 성립과 관련한 연구는 없다.

본연구는근대부산에서벚꽃명소의입지적특성과명소의

성립 시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근대 행락 생활사를 알 수 있는 1차 사료의 발굴과 현대 부산

에서도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벚꽃놀이의 기원을 밝히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의 재료

근대 부산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당시 부산에서

발간된 일간 신문 <釜山日報>와 <朝鮮時報>가 있다.

<釜山日報>는 일제시기재조일본인언론인아쿠타가와타다

시(芥川正)가 발행한 것으로 당시 조선 내 신문발행부수 3위,

광고수 2위로서, 총독부기관지 <京城日報> 다음으로 영향력이

컸던신문이다. <釜山日報>는 지금의신문과는달리당시일본

인 사회는 물론 조선인 사회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사건들

Place/year 1915 1916 1917 1918 1920 1926 1927 1928 1929 1931 1932 1933 1936 1938 1939 1940 No.

HangYang-Won 1 2 1 4 　 　 1 2 　 1 　 　 　 　 　 　 12

KoKwan villa 　 　 　 　 　 1　 　 　 　 　 　 　 　 　 　 1

Hotel BongRaeKwan 　 4 3 2 1 　 　 　 　 　 　 　 　 　 　 　 10

DongRae Hotel 　 　 　 　 　 　 3 　 　 　 　 　 　 　 　 　 3

DongRae OncheonJang 1 2 1 　 　 7 4 15 28 10 5 1 1 　 　 1 76

Midorimachi red light district 　 　 　 　 　 　 1 1 1 　 　 　 　 　 　 　 3

Simsang Primary School 1 　 　 　 　 　 　 　 　 　 　 　 　 　 　 　 1

Busan First Commercial School 　 　 　 　 　 1 　 　 　 　 1 　 1 　 　 　 3

Busan Public Stadium 　 　 　 　 　 　 　 　 　 　 　 　 　 1 3 1 5

KowonkyonSan catchment area 　 2 　 　 　 　 　 1 　 　 　 　 　 　 　 　 3

BokByungSan reservoir 1 3 2 　 　 　 　 1 　 　 　 　 　 　 　 　 7

Temple Koyasan 1 2 1 2 1 　 1 2 1 　 　 1 1 　 　 　 13

Total 　 137

Table 1. Article numbers of newspaper per year for this study

을 매우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14년부터 1944년까지 기사를 수집해 놓은

한국연구재단의토대연구 DB <일제시기 <釜山日報> 기사목록

및 기사 검색을 위한 DB 구축>(연구 책임자 홍순권)에서 4월

한달간의신문을모두열람하여벚꽃관련기사를수집하였다.

<朝鮮時報>는 <釜山日報>와 함께근대부산에서 발간된 2대

신문 중 하나다. 발행부수는 6면이었지만, <釜山日報>가 확장

하면서 4면으로 줄어들었다. 1941년 폐간될 때까지 마산, 대구

등남부주요도시에지국을설치하여당시생활상을보도하였

다. 본연구에서사용한것은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

이스에수록된 <朝鮮時報> 중에서 1918년부터 1939년의각 4월

한 달 치 벚꽃 관련 기사다.

이연구에서사용한벚꽃명소를소개한신문기사와광고를

장소별로연도순으로정리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본연구

에 사용한 기사와 광고수는총 137개이다. 도중에 연도가 누락

된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누락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1915

년부터 1920년까지 그리고 1926년부터 1940년까지의 기사를

이 연구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4. 연구의 방법

명소(名所)는 이름이난장소라는의미다. 특히풍경이뛰어

나거나사적(史蹟), 계절의풍물, 특산품등으로사람들이많이

찾는 유명한 장소를 명소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벚꽃의 개

화기 때 벚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장소를

벚꽃의 명소라고 하였다.

벚꽃의 명소는 두 종류가 있다. 수양벚나무와 같이 특이한

수형, 성목이 되어 만개한 모습이 보기 드물게 장관을 이루는

나무, 다른것에비하여이른개화등, 벚꽃 그 자체가매우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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륭한나무의서식지로서이름이난장소와벚꽃이개화하는봄

철, 그 벚꽃이핀 곳으로사람들이 많이모여들어 유명해진 장

소가 그것이다. 전자는 벚꽃의 명목(名木)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름난장소이며, 후자는 벚꽃이필 때 벚꽃 외에 볼거리나 즐

길 거리가 많아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장소다. 이 논문에

서는 벚꽃 명목으로 이름난장소를 벚꽃 구경의명소, 벚꽃 개

화기의 계절적 유명한 행락지는 벚꽃 놀이의 명소로 불러 이

둘을 구분하였다.

본연구에서근대부산에서벚꽃의명소의수집은당시에발

간하던 일간지에서 벚꽃의 명소로 한 번 이상 보도된 곳을 대

상으로하였다. 근대 부산에서벚꽃의명소에관련한신문기사

는봄의도래를알리는계절화로서벚꽃명목에서점차벚꽃의

개화기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를 소개하는 것으로 변화되

어 간다. 이것은 근대 부산에서벚꽃의 명소가벚꽃구경의 명

소에서 벚꽃 놀이의 명소로 성숙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벚꽃명소의성립시기를벚꽃놀이가시작하는시

기로 보았다.

Ⅱ. 근대 부산에서 벚꽃 구경의 명소

1. 개인주택정원

1) 향양원(向陽園)

향양원은 후쿠타 조헤이(福田増兵衛)의 별장이다. 향양원은

지금의카톨릭병원자리에있었다. 후쿠다조헤이는대마도출

신으로 양조업과 간장을 생산하던 실업가로 1915년 당시 향양

원에는 우거진 수목과 진기한 바위와 맑은 물이 흐르는 넓은

정원이 있었다.

향양원의벚꽃소식은 1915년부터 1931년까지총 12회게재되

었다. 향양원에는 1915년 당시부터 벚나무 거목이 많이 있었다.

“문을 들어가면오른쪽에십수그루의벚나무가돌담을따라지금

은 3부 정도피어 있다. 이 벚나무 아래에 푸른 이끼가 감싸고있

는기암괴석사이에는소나무와진백, 진달래등여러가지수목이

잘 배치되어 있다. 왼쪽으로 이토 공(伊藤博文)의 글로 자연석에

새긴 <향양원> 기념비 옆으로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수

십 그루의 벚나무가 역시 3부 정도 피어 있다.”(FuzanNippo

1915.4.18)

매년봄이되어벚꽃이피는시기가되면어김없이향양원의

꽃소식을전하고있다. 1917년에는 “향양원의벚꽃”이라는 제

목의 기사를 별도로 실어 향양원의 벚꽃 사정을 전하고 있다.

“부산 후쿠다쵸 향양원은 부산항내의 조망이 좋은 곳으로 멀리 구

름 끝에 대마도를 바라볼 수 있는데(중략)……작은 새 지저귀는

가지사이로요시노벚나무가자랑스럽게꽃봉오리를 피어내고나

무그늘로손님을맞이하려고한다. 이번 20일무렵이가장볼만

하다.”(FuzanNippo 1917.4.22.)

향양원은 벚꽃은 봄을 알리는 계절화였다.

2. 온천여관

1) 봉래관

봉래관은 1907년 토요타후쿠타로(豊田福太郎)가스스로온

천을 굴착하여 건립한 온천여관이다. 지금의 농심호텔 자리에

있었다. 봉래관은 객실 35개, 대방 20개, 욕장 5개였으며, 여관

앞을 흐르는 개울을 매립하여 2,000여 평의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 안에 수 백 평의 양어장을 파서 배를 띠우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당구장 등 오락 시설을 두는 등 소

공원과 같은 대여관이었다(Je and Kim, 1964).

봉래관에벚꽃은일찍이사람들사이에알려져있었다. 釜山

日報 1915년 4월 15일 “춘우의 동래(하)”에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전략) 6시에 온천장역에 도착. 줄줄이 우산을 쓰고 봉래관으로

들어갔다.……다음날 아침 6시를지나 일어나다. 봄비는조용히

내리고 뜰 앞에는 벚꽃. 벚꽃은 3부 정도 피어 있다.”(Fuzan

Nippo 1915.4.15.)

봄이라는 계절에 동래 온천장의 유명한 여관 봉래관에서 일

박한 뒤 비가 내리는 아침의 정원을 묘사하고 있다.

1915년 4월 18일 釜山日報에 게재된 봉래관의 광고에는 단

지 벚꽃 만개 동래온천 봉래관이라는 문구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봉래관의 봄을 알리기 위하여 벚꽃의 만개를 공지하고

있다(Figure 1 참조).

1915년 4월 20일釜山日報의기사 “앵도의동래온천”을보자.

Figure 1. Advertisement of BongRaeKwan

on FuzanNippo 18 April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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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관 앞의 벚나무는 지금이야말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중

략)…온천장북쪽 타카오 군의 과수원과 남문 서쪽의 향양옹 별장

구내 등에는 복숭아꽃이 한창이다. 온천장에서 하루청유하므로써

부풀어 오르는 봄 기분을 맛보기에는 충분하다.”(FuzanNippo

1915.4.20)

벚꽃은복숭아꽃과함께봄을알리는꽃으로기록되고있다.

1년뒤에도벚꽃을보는인식을마찬가지였다. 1916년 4월 9

일자 釜山日報에 실린 봉래관의 광고에 “라듐 온천 봉래관 정

원의 복숭아 꽃 만개 이번 일요일이 절정 온천 요양의 호시절

은 4월”(Fuzannippo 1916.4.9.)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봉래관 정원에 핀복숭아꽃을온천요양

의 적기인 4월을 알려주고 있는 시절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

다. 뒤이어 4월 15일자 광고에도지금이야말로온천하기에 최

적기라는 것을 벚꽃 외 봄꽃의 개화로 광고하고 있다.

“작금의동래온천봉래관의정원벚꽃만개정말볼만해. 진달래는

지금이절정. 도화는미관을띠고욕객의울적함을지워준다. 라듐

효험엄청남. 와서노세요. 지금이호시절.”(FuzanNippo 1916.

4.15.)

1917년에도사정은마찬가지였다. 1917년 4월 3일자釜山日

報에 게재된 봉래관의 광고를 보자.

“공휴일과 동래”라는 제목에 “온천 살구꽃 피기 시작하고

벚나무는 순이 트고 매화 꽃 지는 재미”라고 큰 글씨고 눈을

끈 광고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봄양인의기를부추겨교외 산보하기에좋은시절. 각종꽃이피

고경치좋은시절공휴일가족동반해와서노세요.(FuzanNippo

1917.4.3.)

꽃이피기시작하는따뜻한계절교외에산책하기좋은시기

이니 온천장 봉래관으로 놀러오라는 광고다. 여기서도 벚꽃은

봄꽃 중의 하나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1918년 4월 14일朝鮮時報에게재된봉래관광고 “온천의최

호시절/꽃만개벚꽃한참동안볼만해”(ChosenJiho 1918.4.14.)

는 봄이 온천하기 좋은 시절이라는 것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적어도 1918년 무렵에도 봉래관은 벚꽃놀이의 명소라는 인

식이생겨나지않았다. 봉래관의벚꽃은온천욕을하기에최적

기인 봄을 알리는 시절화, 그리고 온천 여관의 수경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1916년 4월 16일봉래관의사진광고에 “벚꽃만개오늘내일

이 정말 볼만하게 되는 봉래관의 정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온

천여관의건물을배경으로벚꽃이만개한정원의모습을보여

주고 있다(Figure 2 참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온천욕을 하

Figure 2. Photo advertisement of BongRaeKwan on FuzanNippo 16

April 1916

는 즐거움을광고하는것인데, 4월 초의봉래관풍경을아름답

게 연출하는 것은 벚꽃이라는 의미다.

3. 공공용지

1) 고야산(高野山) 금강사(金剛寺)

공공 용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고야산 금강사

다. 금강사는지금의대청동세둘맨션자리에있었는데, 1915년

부터 1936년에 걸쳐 총 13회 신문 지상에 게재되었다. 경내에

는 겹벚나무, 산벚나무 수십 그루가 소나무, 진달래에 섞여 있

었다. 특히금당앞의수양벚나무가유명했다. 1915년 4월 17일

자 釜山日報에는 만개한 수양벚나무가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

다. 금강사의수양벚나무는 1916년, 1917년에도만개소식을전

하고 있으며, 1918년에는 만개한 수양벚나무의 사진을 게재하

고 있다.

고야산 금강사는 1918년 무렵에는 수양벚나무라고 하는 벚

나무명목으로유명한장소였지만, 점차경내의겹벚나무가성

장하면서 1920년 이후 수양벚나무보다는 벚꽃 그늘 아래에서

음식행위를 즐기는 벚꽃 놀이의 명소로 바뀌어 갔다.

2) 복병산 배수지

복병산 배수지는 성지곡 수원지에서 정수한 수도수를 시가

지에공급하기위한시설로당시부산중심지배후의복병산에

1910년 건설하였다. 복병산 배수지는 지금도 배수지로서 기능

하고 있다.

그 배수지로 오르는 언덕길에 산벚나무 수백 그루가 있었는

데, 그것이 봄이 되자일제히꽃을피웠다(FuzanNippo, 1915.4.

17.). 1915년 4월 당시에는 벚나무가아직 어렸지만, 수백그루

가 한꺼번에 꽃을 피우고 있어서 장관이었다. 배수지 시설은

일반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아, 그저 멀리서 꽃을 보는 것만으

로 만족해야 했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77 강영조

52 한국조경학회지�제�44권� 5호(2016년� 10월)

하지만 그 이듬해 1916년부터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특별히

공개하였다. 1916년 4월 13일자 釜山日報 기사 “복병산의 꽃

소식”에

“부산 수도 배수지인 복병산에는 다수의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

며, 최근 6년 동안 벚나무 성장이 좋아 꽃이 필 때에는 대단하여

부산제일이라고할정도로(중략)……이곳이수도배수지라예년에

는시민의관람을허용하지않았는데, 올해부터는꽃피는시기에는

날짜를 제한하여 공개하기로 했다.”(FuzanNippo 1916.4.13.)

이 기사로 알 수 있듯이, 복병산 배수지의 벚나무는 1910년

경 식재한 것으로 매년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특히 배수지 시

설이라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았지만, 1916년에는 제법 나무도

성장하고 꽃도 많이 피었으니 시민에게 한정적으로 개방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복병산 배수에서는 벚꽃 아래에 모여 유흥

을 즐겼다는 기사는 없는 것으로 미루어 벚꽃 구경을 하는 장

소로 이름난 곳으로 보인다.

3) 고원견산 수원지

구덕산에 조성한 수도 시설을 가리킨다. 고원견산 수원지가

정식명칭이지만, 성지곡수원지를건설하기전에사용했던수

원지라고해서구수원지라고도했다. 시가지 배후 산지에있었

다. 지금의 대신공원 자리다.

1916년 4월 15일 신문에는 고원견산 수원지의 벚꽃과 그 벚

꽃그늘아래에서한때를보내고있는사람들의사진이게재되

어 있다. 하지만 고원견산에서 벚꽃 놀이를 하였다는 기사는

1927년 이후에 보인다. 아마 그 무렵이 되어야부산사람들 사

이에 벚꽃의 명소로 알려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4) 학교

봄이면교정에벚꽃이만개한학교로신문지상에소개된것

은 1915년 4월 심상소학교다. 지금의 동광초등학교 자리에 있

었던 초등교육기관으로 복병산 배수지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

다. 신문 기사는 벚꽃이 만개한 사진이 게재되었을 뿐, 그곳에

사람들이모여유흥을즐겼다는기사는없다. 만개한 벚꽃으로

이름난 장소였다.

Ⅲ. 근대 부산에서 벚꽃 놀이의 명소

1. 개인주택정원

1) 향양원(向陽園)

향양원이 벚꽃 구경의 장소에서 벚꽃놀이의 명소가 된 것은

1930년 무렵이다. 신문기자를초청한관앵대회의모습을보도한

기사가 있다. “후쿠다 향양원 관앵연”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부산 후쿠다 쵸 향양원 후쿠다 하루오(福田陽雄) 씨는 7일 오후

4시부터부산주재각신문기자를초대하여성대한관앵연을벌였

다. 후쿠다씨의인사를하고나서건배주를올렸고, 남빈미기다

수가 술잔을 돌리며 성대하게 연회를 열었다. 마친 것은 오후 10

시가 지나서였다.”(FuzanNippo 1931.4.10.)

후쿠다하루오(福田陽雄)라는 실업가가주최하는벚꽃놀이

의 일면을 알 수 있는 기사다. 후쿠다 하루오(福田陽雄)는 양

부 후쿠다 조헤이(福田増兵衛)가 1920년 사망하자 조헤이의

사업을이어받고향양원에서지냈다. 집 주인이초청한사람들

이 여름의 오후에 모여 밤늦도록 예기들의 술시중을 받는 밤

벚꽃 놀이다. 예기의 가무와 손님들의 음주 행위가 한데 어우

러져 여름 밤 벚꽃 아래에서 늦은 밤까지 즐기는 행사였다.

2) 고관별장

고관별장은 오이케 츄스케(大池忠助)의 별장이다. 오이케

(大池)는 대마도 출신으로 1875년에 부산에 왔다. 그 후 무역

업과부동산으로거만의부를이루어근대부산의삼대거부로

성장한다. 지금의 동구청자리에있던오이케의별장인고관별

장은 진기한 수목이 우거지고, 부산항을 조망할 수 있는 절호

의 장소였다. 1928년, 오이케는 이곳을 고관공원으로 정비하여

부산부에 기증을 한다(Kang, 2013). 부산의 삼대공원 중 하나

인고관공원으로정비하기전, 이곳에서오이케는친지를불러

벚꽃 놀이를 하였다.

오이케 츄스케(大池忠助)의 별장에서 벚꽃놀이가 이루어진

것은 1926년 이후다. 朝鮮時報 1926년 4월 14일자 신문에 4월

14일 오후 3시부터 관민 주요 인사를 초청하려 관앵회를 연다

는 기사가 실려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향양원과

유사한 관앵 행사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본다.

2. 온천여관

1) 봉래관

1920년 무렵부터 온천 여관의 광고에서 벚꽃을 바라보는 시

선에변화가보인다. 1920년 4월 11일자 朝鮮時報에게재된봉

래관의 광고를 보자.

“동래 온천에 오시면 봉래관의 벚꽃 구경을. 가족 동반으로

하루를유쾌하게동래의꽃그늘에서”(ChosenJiho 1920.4.11.)라

는 광고 문구에서 벚꽃에 대한 시선이 그전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다(Figure 3 참조). 벚꽃이 이전에는 봄이라는 계절을 알

리는 시절화에서 1920년 무렵에는 봄의 봉래관 볼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2) 동래호텔

1924년에 개관한 동래호텔은 개관 당시 이미 벚꽃의 명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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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격적인 벚꽃 놀이의 장소가 된 것은 개업 3주년을 맞은

1927년 무렵부터다.

1927년에 개업 3주년을 맞은 동래 온천 호텔이 대대적으로

벚꽃 놀이 대회를 개최한다. 기간은 4월 9일부터 17일까지다.

1927년 4월 3일자 釜山日報에 게재된 동래호텔의 관앵대회 광

고는 “해를 거듭할수록동래의벚나무도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꽃봉우리를 맺고 온천의 수증기 피어오르는 풍정은 각

별합니다. 이 때 동래호텔은 3주년을 맞이하였으므로 자축을

위해 다음 기간 관앵회를 개최하여(하략)”(Fuzannippo 1927.4.

3.)라고 하면서, 회원권 발매를 안내하고 있다.

회원권은 부산에서 동래까지의 왕복 전차표와 우동, 팥죽,

소바 등 간단한 요깃거리를 세트로 한 것부터, 왕복 전차표를

제외한것등두종류를발매하고있다. 그외술과맥주, 사이

다 등 음료수의 가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회원권을 발매

하고 있는 시내 각 상점명이 이어진다.

동래호텔 개업 3주년 기념 관앵대회장은 호텔 경내에서 이

루어지는데, 경내에는전등을매달아놓고여흥으로비파, 나니

와부시, 예기의무용을준비하고있었다. 그외오락용으로마

작, 테니스, 탁구장을 준비하였다. 동래호텔은 벚꽃 이외의 볼

거리, 놀 거리를 준비한 벚꽃 놀이의 명소로 손색이 없었다.

3. 상점가

1) 동래온천장

신문 자료의 누락으로 1920년부터 1925년 사이에 동래 온천

장의벚꽃구경과관련한사실을수집하지못했으므로, 정확하

게는언제부터개별온천여관단위의벚꽃구경에서온천장이

라고 하는 도시 전역에 걸쳐 벚꽃 구경의 명소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1926년 무렵에는 동래온천장이

벚꽃 놀이의 명소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1926년 4월 10일자朝鮮時報의기사 “온천신사의예제와관

앵대회”에 “욕객만래의동래온천인데해를거듭할수록 (벚나

무가) 많아지는한편실제로벚꽃의명소가되었다.”라는 구절

과 같이 대체로 1925, 1926년 무렵부터 동래 온천장일대가 벚

꽃의 명소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Figure 4 참조).

1926년 4월 10일자 朝鮮時報의 기사 “손님을 초대하듯 흐드

러지게핀만그루의벚꽃지금이야말로온천의고장동래일

대는향기드높은꽃에취하다”(ChosenJiho 1926.4.10.)에서 보

듯 1926년 무렵 동래 온천장 일대는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1926년 4월 10일자 朝鮮時報의 광고를 보자.

“동래온천 꽃구경 데이”라는 제목의 광고는 지금 벚꽃 만개

한동래온천에서오른쪽과같이주최하니많이오셔서즐겨주

시기 바란다는 문장과 함께, 오른쪽에 “기일:4월 11일부터 15

일까지 5일간, 특전 각 온천 무료 입욕, 정식 1인분 균일가(휴

게 무료) 여흥 예기 무용, 보물찾기 그 외”(ChosenJiho 1926.

Figure 3. Advertisement of Bong

RaeKwan on ChosenJiho

11 April 1920

Figure 4. Advertisement of cherry

blossom day on Chosen

Jiho 10 April 1926

4.10.)라는 문구가 있다. 주최는 동래 번영회, 후원은 朝鮮時報

社로 명기되어 있다.

지금까지동래온천장의벚꽃에관한기사와광고는개별온

천 여관의 벚꽃의 개화와 그 개화의 시기가 온천욕을 하기에

적기라는 점을 광고하고 있어서 적어도 동래 온천장이라고 하

는장소는아직벚꽃의명소라고부르기에는어려웠다. 왜냐하

면동래온천장의여관전체가벚꽃이피는시기에벚꽃구경을

위한유객활동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일부의 온천 여관에 국

한된 벚꽃 구경 활동이었다.

하지만 1926년 4월 10일자 동래온천 꽃구경 데이 광고에서

는 이미 동래 번영회라고 하는 단체가 동래 온천장 모두의 온

천을 무료로 입욕할 수 있는 특전과 균일한 가격의 정식을 준

비하고, 예기의 무대 행사와 보물찾기 등 유객을 위하여 치밀

하게준비한태세를알수있다. 동래온천장전체가봄꽃구경

의 무대가 된 것이다.

1927년 4월의 관앵 대회는 예년처럼 동래번영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釜山日報 1927년 4월 9일자신문기사 “꽃, 난만의

동래, 온천장의행사오늘 9일부터관앵대회”(Fuzannippo 1927.

4.9.)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관앵대회의 시기는 4월 9일부

터 17일까지 8일간인데, 벚꽃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는 4월 13

일이다. 전년도와 다른것은, 밤낮으로 불꽃놀이가이어졌으며,

동래권번 50여명이 선생님을불러무용과노래를연습하고, 기

생조합과 조선인 여관조합과의 사이에 번영회의 알선으로 조

선인의 무용도 매일 출연하였다. 일본 스모 외 조선인들도 씨

름 시합을 벌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벚꽃구경과관련한행사가온천장의여관경내는물론거리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의 참가자

도 다수였든지, 조선인 기생의 무용도 공연하였고, 씨름대회도

열렸다. 동래 예기들의 관앵회 공연은 시즈노야(静の家)라는

여관앞의 광장에 마련하였고, 13일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공

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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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온천장이벚꽃놀이의명소로서손색이없게되었다.

2) 미도리마치 유곽

미도리마치유곽은 1912년부터 유곽으로명명되어예기들이

매춘과술, 음식을파는곳으로지금의충무동(속칭완월동)에

위치하고있었다(Yang, 2009). 미도리마치유곽거리가벚꽃의

명소로 신문 지상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1927년이다.

1927년 4월 17일 釜山日報는 미도리마치 유곽의 벚꽃 구경

에 대하여 전면 기사를 게재한다(Figure 5 참조).

“수백본의벚나무한꺼번에 흐드러지게 피고 야경의 미관을

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전략)올해는 이미 도로 개수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먼저 이미 심어둔 벚나무 사이에 제1상업학교의 벚

나무 백 수십 본을 이식하는 등 대영단으로 개선에 힘쓰고 있었는

데벚꽃도이미만개하기에이르렀고그미관은전국유곽중다른

데서 보기 힘들 정도다. 이번에는 전등 30개를 점등하여 크게 벚

꽃의 아름다움과어우러지도록 하려고 한다. 미도리마치가사쿠라

의 마을이 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사쿠라마치 유곽으로 이름을 바

꾸려고 한다.”(Fuzannippo 1927.4.17.)

Figure 5. Midorimachi cherry blossom flowering reported by Fuzan

Nippo 17 April 1927

이기사로알수있는것은, 미도리마치가 1912년 여기로옮

겨온이후발전을거듭하다가 1927년이 되어서야비로소도로

도 정비하고, 이미 있던 벚나무 사이에 이식한 수백 그루의 벚

나무가 만개하여 제법 볼만한 정도가 되었으니 전등을 매달고

밤벚꽃놀이를시작한다는내용이다. 미도리마치의벚꽃은의

도적으로 이식하여 벚꽃 거리를 조성한 것이었다.

“미도리마치 구경”이라는 기사에 “부산 명소 중 하나인 미

도리마치는 올해부터 벚꽃의 명소로서”라는 문구를 근거로 미

도리마치가 벚꽃의 명소가 된 것은 1927년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공용지

1) 고야산 금강사

1927년이되면고야산경내의벚나무아래에서단란한한때

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소개된다(Figure 6

참조). 1928년 4월 9일 朝鮮時報에 “고야산도 부산의 (벚꽃의)

명소다. 경내를 감싸는 아름다운 겹벚나무는 나라(奈良)의 봄

을 연상하게 한다.”(ChosenJiho 1928.4.9.)라는 기사도 있다.

고야산 금강사는 1915년 무렵에는 수양벚나무라고 하는 벚

나무명목으로유명한장소였지만, 점차경내의겹벚나무가성

장하면서 1920년 이후 수양벚나무보다는 벚꽃 그늘 아래에서

음식행위를즐기는행락의장소로바뀌어갔으며, 1927년 무렵

에는 벚꽃놀이의 행락 공간으로 정착되었다.

2) 고원견산수원지

朝鮮時報 1928년 4월 9일자 기사 “부산의 벚꽃 향기 드높은

들녘, 벚꽃의 신명소를 찾아서”에 “고원견산 수원지의 벚꽃도

Figure 6. Picnicking people under cherry blossom tree on

Koyasan reported by Chosen Jiho 18 April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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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erry blossom flower viewing meeting in Kowonkyonsan,

1929

약간장소가교외에떨어져있지만버리기어렵다. 산자수명하

고아미산을일망할수있는곳에있으며, 장소광대한땅이니만

큼 야유회에는 절호”(ChosenJiho 1928.4.9.)라고 기술하고 있다.

고원견산 수원지는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에 있어서 주로 단체의 관앵 행사장으로 이용되었다(Figure 7

참조). 朝鮮時報 1926년 4월 19일자 신문의 사진 기사 <부청의

관앵회고원견산에서>를보면무대위에서예기들이공연을하

고 있고, 그 아래에 열을 지워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 있

다. 1928년, 29년연이어부산부청직원의관앵행사도고원견산

에서 이루어졌다(Fuzan, 1928). 이로 미루어 1926년 무렵에는

고원견산 수원지에서 공공기관의 벚꽃 놀이가 자리 잡고 있었

던것으로보인다. 1928년 4월 21일에는 부산불교부인회가 관

앵 행사를 가졌다.

3) 학교

부산제일상업학교의 벚꽃은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미도리마

치 유곽의 거리에 백수십그루 옮겨갈 정도로많았다. 부산제

일상업학교는 학교 시설이었으므로 벚꽃이 피는 시기에도 일

반에게개방하지않았다. 그러다가 1926부터 일반 개방을실시

했다.

“부산 유일의 벚꽃 명소인 제일상업학교(중략)……는 지팡이를

짚고감상하려는자가점차 늘어나므로(중략)……매점등을설치

하여 밤 벚꽃 구경 하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

(ChosenJihoo 1926.4.14.)

교정이지만 야간에도 개방하고, 또 매점도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1926년 무렵, 부산제일상업학교는 명실상부한 벚꽃의

명소였다.

4) 부산 공설운동장

지금의 구덕운동장 자리에 있었던 부산 공설운동장은 1928

년 10월 개장했다. 전차 노선도 운동장이개장하기직전인 9월

에 연장 준공하였다(Son, 2015).

부산 공설운동장은 1938년에는 이미 벚꽃 놀이의 명소가 되

어있었다. 1938년 4월 10일자 釜山日報에는 <밀어닥친손님들

꽃놀이에 1만명, 밤벚꽃으로흥청거리는운동장, 오늘내일이

만개할 것으로>라는 기사는

“부산에서 벚꽃의 신 명소 대신정 공설 운동장의 벚꽃은 이미 전

한대로 급 피치로 개화하여 만개(중략)……밤 벚꽃은 첫날인 5

일은 164명, 6일은 1,622명(중략)……주간의 꽃놀이 손님을

더하면 4일간에서 무려 1만 명을 돌파”(FuzanNippo 1938.

4.10.)

라고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로 알 수 있는것은부산공설운동

장이 최근에 들어 벚꽃의 명소가 되었다는 것과 주간은 물론

밤벚꽃 놀이의 명소라는 것이다. 전차 노선의 연장으로 교통

접근성이좋은것이밤벚꽃놀이에사람들이몰려든것으로보

인다.

Ⅳ. 근대 부산의 벚꽃 명소의 입지적 특성

과 성립 시기

1. 벚꽃 명소의 입지적 특성

1920년 무렵 근대 부산의 벚꽃 명소는 개인 정원과 공공용

지, 상점가 등 다양한 성격의 장소에서 성립하고 있었다. 이들

장소를 1924년 발행한 부산시가지도위에포치한것이 Figure

8이다.

근대부산의벚꽃명소는시가지와배후자연과의접점에위

치하고있다. 향양원과고야산금강산, 복병산배수지는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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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stribution map of noticed place for cherry blossom flowering in Modern Time Busan on Fuzan City map published 1924

가끝나고경사기급해지기시작하는장소다. 고관별장도 부산

진역에서 시작한 완만한 경사가 갑자기 급해지는 장소로 수목

이 우거지고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풍광지였다.

고원견산 수원지과 제1상업학교, 부산공설운동장, 동래온천

장은당시부산에서는교외라고인식하고있던장소였다. 다시

말해서 근대 부산에서 벚꽃의 명소는 자연과 도시의 경계부에

위치하고있었다. 봄꽃을즐기는상춘행사의장소는마을주변,

즉정주환경과자연의경계에위치하고있는것은한국의서울

한양과 일본의 동경 에도에서도 볼 수 있다(Kim, 2014).

2. 근대 부산에서 벚꽃 명소의 성립

근대 부산의 벚꽃 명소는 수형이 특이하거나 정원의 풍경을

돋보이게하는벚꽃이있는개인적장소에서벚꽃나무가군생

하고있는공공의장소로확장되어왔다. 1915~1920년 무렵에

는 벚꽃은봄을알리는계절화로인식하고있었다. 목욕하기에

좋은 계절인 봄의 온천 여관 정원을 수놓은 화사한 벚꽃, 수양

벚나무와 같이 특이한 수종이거나 시가지에서도 눈에 잘 뜨이

는 외곽지 언덕의 벚나무 군생지에서 일제히 꽃을 피워 추운

겨울의마감을알리는봄의전령사로서벚꽃과그벚꽃이자생

하고 있는 장소가 벚꽃 구경의 명소로 알려져 있었다. 벚꽃은

바라보는경물이었으며, 근대 부산 사람들은꽃구경을하기위

하여 그 꽃이 피어 있는 장소를 찾았다.

그러다가 1920년 무렵이 되면서 시가지 외곽지의 배수지와

수원지, 학교, 운동장등공공용지와동래온천장과미도리마치

등상점가가벚꽃놀이의명소가되었다(Table 2 참조). 벚꽃이

피어있는 나무 그늘 아래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밤에

도 전등에 불을 피워 화사한 꽃그늘 아래는 낮과는 다른 느낌

을 주고 있었다. 벚꽃을 바깥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꽃가지 아래에서 여흥을 즐기고 있다.

1920년대 말 부산은 각종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관앵회를 위

한 벚꽃의 명소와 동래 온천장과 같은 상점가 등 다양한 성격

의 벚꽃의 명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동래 온천장은 전국

적으로도유명한벚꽃명소였다. 동래 온천장 상점가번영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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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year 1915 1916 1917 1918 1920 1926 1927 1928 1929 1931 1932 1933 1936 1938 1939 1940 No.

HangYang-Won 1 2 1 4 　 　 1 2 　 1 　 　 　 　 　 　 12

KoKwan villa 　 　 　 　 　 1　 　 　 　 　 　 　 　 　 　 1

Hotel BongRaeKwan 　 4 3 2 1 　 　 　 　 　 　 　 　 　 　 　 10

DongRae Hotel 　 　 　 　 　 　 3 　 　 　 　 　 　 　 　 　 3

DongRae OncheonJang 1 2 1 　 　 7 4 15 28 10 5 1 1 　 　 1 76

Midorimachi red light district 　 　 　 　 　 　 1 1 1 　 　 　 　 　 　 　 3

Simsang Primary School 1 　 　 　 　 　 　 　 　 　 　 　 　 　 　 　 1

Busan First Commercial School 　 　 　 　 　 1 　 　 　 　 1 　 1 　 　 　 3

Busan Public Stadium 　 　 　 　 　 　 　 　 　 　 　 　 　 1 3 1 5

KowonkyonSan catchment area 　 2 　 　 　 　 　 1 　 　 　 　 　 　 　 　 3

BokByungSan reservoir 1 3 2 　 　 　 　 1 　 　 　 　 　 　 　 　 7

Temple Koyasan 1 2 1 2 1 　 1 2 1 　 　 1 1 　 　 　 13

Cherry blossom

viewing
Picnic under cherry blossom

Table 2. Establishment time of picnic under cherry blossom due to articles of newspaper

전차표와 온천 여관에서의 온천욕, 식사, 간단한 주류를 세트

메뉴로 한 회원권을 발매하여 유객하는 등 벚꽃 외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였다.

근대 부산의 벚꽃 명소는 1920년 무렵부터 꽃구경의 명소에

서 꽃놀이의 명소로 성숙되어 왔다. 따라서 근대 부산에서 벚

꽃 명소가 성립하는 시기는 1920년 무렵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이연구는지금까지논의하지않았던근대부산에서벚꽃명

소의 실상을 밝히기 위하여 당시 부산에서 발간된 일간지 <釜

山日報>와 <朝鮮時報>에게재된벚꽃구경과벚꽃놀이의기사

를 발굴하여 그 장소를 토지 이용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벚꽃

구경에서 벚꽃 놀이로 변화하는 시기의 동정과 장소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근대 부산에서 벚꽃의 명소에 관련한 신문기사는 봄의 도래

를알리는계절화로서벚꽃이피어있는장소를알리는내용에

서점차벚꽃이군생하고있는장소에모여드는사람들의유흥

행위를소개하는것으로변화되어간다. 단순히 벚꽃이화려하

게피어있는장소는신문지상에서노출되는빈도는점점적어

지고벚꽃이만개한행락지의유흥내용의소개로변화되어갔

다. 이것은 근대 부산에서 벚꽃의 명소는 벚꽃 구경의 명소에

서 벚꽃놀이의 명소로 성숙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부산의 벚꽃의 명소는 개인주택정원, 온천 여관

의 정원, 사찰, 수원지, 배수지, 학교 등 공공용지, 동래 온천장,

미도리마치 유곽 등 상점가로 나눌 수 있었다. 장소는 정주 환

경의 가장자리, 다시 말해서 도시와 자연의 접점 공간에 형성

되었다.

둘째, 근대 부산의 벚꽃 명소는 1920년 무렵부터 벚꽃 구경

에서 벚꽃 놀이로 변화되었다. 벚꽃의 명소가 성립한 것은

1920년 무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벚꽃 구경의명소는 개인

정원, 배수지 등 공공의 접근이 어려운 곳도 거론되었지만, 벚

꽃놀이의명소는누구나가접근할수있는공공의장소가주로

거론되었다.

벚꽃명소에서이루어진벚꽃놀이의자세한행락행태에관

해서는 추후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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