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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 이 책은『부산의 자연마을』 6권  제5권이다.

-. 이 책은 북구․사상구․사하구로 편제하 다.

-. 부산지역의 자연마을은 자치구․군별로 구분하여 수록하 다.

-. 자치구의 각 동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을 원칙으로 하여 수록하 다.

-. 각 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마을은 가능한 가나다 순으로 수록을 원칙

으로 하 다.

-. 수록 내용의 집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를 기 으로 하 고, 일부의 

경우는 최근의 자료를 수록하 다.

-. 가능한 한 도심지역의 자연마을은 존하는 자연마을은 물론 사라진 

자연마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수록하 다.

-. 본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한 표기에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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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 형성의 환경

북구․사상구․사하구는 북으로 정산(金井山, 801m)
*
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능선을 경계로 경남 양산시 호포리와 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다

포항 일 에서 바다와 연하고 있다. 동으로는 정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 기를 경계로 정구․동래구․부산진구  서구와 한다. 서쪽은 낙동

강의 본류와 해 있어 체 으로 동고서 (東高西低)의 모습을 보인다.

1) 지형과 산지

정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지는 정산성의 서문 일 를 제외하고 

부분 낙동정맥과 일치한다
1)
. 정산성의 서문(西門) 일 에서 안부(鞍

部)를 형성하다가 남쪽으로 이어져 고도가 높아지면서 상학산(上鶴山, 

638.2m)을 이룬다. 일명 상계 으로도 부르는 이 산지는 화강암의 기계

인 풍화작용으로 기암을 이루며, 형상이 학과 같다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상학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기는 낙동정맥과 합치고 만덕고개 일 에서

1) 낙동정맥은 정산 정상부에서 북문과 동문을 거쳐 백양산(白楊山)으로 이어진다. 

* 본 에서 산지고도는 2007년도 국토지리정보원의 산지고도 조사자료에 따름.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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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사상․사하구 위치 및 지형

(자료 : ｢1:250,000 지세도｣,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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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해동지도』(18C)의 백양산(금용산) 일대

안부를 이루어 구포와 동래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을 하 다. 지 은 

이곳에 만덕 제1․2터 이 개통되어 있다. 만덕고개에서 고도가 높아지면

서 불태령(284m) 고갯마루에 이른다. 불태령은 북구의 만덕동 일 와 부

산진구 읍동과의 분수계(分水界)로, 서쪽으로 덕천천이 흐르고, 동쪽 사

면은 읍 성지곡의 상류 유역에 해당된다.

불태령의 남쪽에 치한 백양산(白楊山, 642m)은 사상구와 부산진구와

의 경계이다. 서쪽 산록에서 운수천이 발원하여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계류

천의 발원지이며, 동쪽은 동천의 상류지역에 해당된다. 1740년에 편찬한

『동래부지(東萊府誌)』(이하 ‘『동래부지』’)에 보면, “백양사는 용산에 

있었는데 지 은 없다.”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백양산은 이곳의 사찰

에서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 동쪽 산록에 선암사가 있어 

일명 ‘선암산(仙岩山)’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백양산 일 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작은 산 기는 북구와 사상구와의 경계를 이루고, 이곳에 범방산

(泛舫山)이 있다.

산지는 계속 남쪽으로 이

어지다가 주례 일 에서 

평한 지역을 이루며, 사상구

와 부산진구와의 경계를 형

성한다. 이곳 부근의 부산진

구 당감동 일 에는 삼국시

 때 동평 (東平縣)의 치

소(治所)가 있었던 성터 유

이 있다. 지 은 경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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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가 이곳을 지난다. 산 기는 다시 남쪽으로 이어져 서쪽으로 엄 산

(嚴光山, 504m)을 두고 구덕산(九德山, 562m)이 있다. 이 산은 사상구

와 사하구․서구의 경계를 이루며 인근의 구덕령은 터 이 개통되기 까

지만 해도 부산 서구에서 구포․양산․ 양․김해방면으로 가려면 넘어야 

했던 고개 다. 인근의 엄 산은 형 인 노년산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

으며 한때 ‘고원견산(高遠見山)’으로 불 다.

구덕산에서는 서쪽과 남쪽으로 분리되어 산 기가 이어진다. 서쪽으로 이

어진 기는 사상구와 사하구의 경계를 이루며 이곳에 승학산(乘鶴山, 

496.3m)이 있다. 이 산은 형 인 노년산지로 산정은 종순형이나 산록은 

비교  가 른 것이 특징이다. 지명은 고려시  말 무학 사(無學大師)가 

국을 두루 다니면서 산세를 살피다가 이 산의 형상을 학이 웅비하는 듯 

하다고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승학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기는 신평 일 의 동매산(210m)을 거쳐, 

몰운 로 이어진다. 몰운산(沒雲山, 78m)은 몰운  정상부의 산지이다. 

구릉에 가까운 산으로 산정 부분이 종순형으로 되어있고 사면이 완만하나 

산기슭의 끝 부분은 단애를 이룬다. 산 체가 송림으로 덮여있다. 옛부터 

경승지의 하나로서 이곳에서 바라보이는 앞바다는 ｢다 8경｣ 의 하나인 

‘몰운 해(沒雲觀海)’를 이룬다. 

동매산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진 기는 화산을 거쳐 남쪽으로 뻗어 내리

면서 두송반도를 이루고, 끝자락에 두송산(頭松山, 95m)이 있다. 이 반도

는 다 포항과 감천항의 앙에 있어 자연 방 제의 역할을 한다. 두송산은 

조선시 에 몰운산․ 티산(金峙山, 187m)과 함께 함을 만드는 목재를 

조달하기 한 경상좌수  할의 산( 山)이었다. 감천동에 소재한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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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괴정동․신평동․구평동과의 경계를 이룬다. 천마산․아미산과 함께 

감천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한편, 구덕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기는 안부를 이루면서 티고개를 

이룬다. 지 은 터 이 개통되어 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기는 

화산으로 이어지면서 구덕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기와 만난다. 남쪽으로 

이어진 기에 천마산(天馬山, 324m)과 장군산( 軍山, 153m)이 있다. 

천마산은 형 인 노년산지로서, 산록이 완만하여 옛부터 목마장으로 이용

되었다. 조선시 에 오해야항(吾海也 ) 목장이 있었으며,『동래부지』에

는 “석성산(石城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하천과 바다

(1) 물길

동쪽은 정산지, 서쪽은 낙동강에 연해 있어 동쪽의 산지에서 발원한 여

러 계류천이 낙동강 좌안으로 유입한다. 북쪽에서부터 천천(大川川), 덕

천천(德川川), 리천(大里川), 학장천(鶴章川), 괴정천(槐亭川) 등 5곳에 

지방 하천이 흐른다.

천천은 정산에서 발원하여 산성마을인 성동을 류하다가 화명동

을 거쳐 남서쪽으로 낙동강에 유입하는 계류천이다. 길이 7.5km로 유역면

 16.76㎢으로
2)
 화명천으로 불린다. 상류와 류는 경사이나 하류인 

천 마을에 이르면서 경사가 완만해져 부터 집  호우 시에 자주 범람하

다. 류가 치한 산성계곡은 수려한 암반과 작은 폭포가 이어지면서 뛰어

2) 자료 출처 :『한국하천일람』, 한국수자원공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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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천천 유역(자료 :『우리 람 길라잡이』, 2009)

<그림 4> 덕천과과 대리천 유역

난 경 을 자랑하고 있다.

덕천천은 북구 만덕동에서 

발원하여 덕천동을 거쳐 서

쪽으로 흘러 구포 일 에서 

낙동강으로 유입한다. 길이, 

6.52km, 유역면  15.97㎢

이다. 유로와 나란히 만덕과 

덕천동을 잇는 간선도로와 남해고속도로가 달리고 있고 유역이 시가지가 

되어 있는 곳은 부분 복개되어 있다.

리천은 백양산 서쪽 산록의 북구 구포동에서 발원하여 구포 리 마을

을 거쳐 덕천천과 합류하여 덕천동의 낙동강 둔치 부근의 샛강을 거쳐 구

포동의 낙동강 본류로 합류한다. 유로 3.22km, 유역면  3.6㎢이다. 

리천은 소당폭포 의 시랑골쪽과 폭포 아래 리마을쪽의 일부가 복개되

어 있지 않다. 구포 일 의 주거 집지역  시가지를 류하는 도시하천

으로 구포천으로도 불린다. 하폭은 부분 7～12m 정도로 소하여 집  

호우 때 유수가 범람하여 

지 가 침수되어 자연재해

를 입기도 한다.

학장천은 엄 산에서 발원

하여 개 동․주례동․학장

장․엄궁동 등 4개동을 류

하여 낙동강 본류에 흘러드는 

도시하천이다. 길이 7.3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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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장천 유역

유역면  19.42㎢이다. 과거에는 청정 하천이었으나 이 지역에 1975년 사

상공단이 조성되면서 심하게 오염되었으나 2008년부터 생태복원 작업이 

시작되어 친수 공간이 조성 이다.

괴정천은 구덕산 남쪽의 시약산(蒔藥山, 523m)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괴정동․당리동․하단동을 류하면서 

낙동강 본류에 흘러드는 도심하천이다. 길이 5.16km, 유역면  9.56㎢이

다. 상류는 경사가 한 계류하천이다. 류에서 반월형으로 괴정동 시가지

를 감싸고 흐르면서 침식분지를 형성하고 하류에서는 승학산에서 발원한 당

리천과 함께 좁고 긴 하곡 평지를 이루고 있다. 도심하천으로 부분 복개

되어 있다. 최근 일부 구간에 해 복개도로의 제거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에는 지방하천 외에 북구의 용동천, 음정천, 사기천, 용을

천, 병풍천, 비룡천 등과 운수천, 삼락천, 당리천 등의 여러 곳에 소하천이 

흐른다. 북구의 용올천은 만덕동 일 에서 흐르다가 만덕지교(萬德之橋) 부

근에서 덕천천과 합류한다. 사상구의 모라동을 류하는 운수천은 운수산

(雲水山)에서 발원하여 경사가 한 계곡을 흐르면서 여러 지류들을 합류하

며 낙동강에 합류한다. 하류

는 지 를 형성하여 옛부터 

자주 범람하 으나 지 은 호

안시설과 하구의 정비로 수해

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삼락동의 삼락천은 일제강

기 낙동강 제방공사 이 에

는 강 하구지역 삼차수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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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괴정천 유역

기로서 유두강으로 불 으

나 강물이 막히고 하천으로 

변한 지 은 구포 일 의 범

방산에서 발원한 물이 삼락

동을 류하다가 감 수로에 

합류한다. 이 강은 모라동  

덕포동과 삼락동의 경계를 이

루었다. 사상공업단지 조성으

로 없어졌으며 배수로가 신설되었다. 당리동의 당리천은 구덕산에서 발원하

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당리동 시가지를 류하다가 하단1동에서 괴정천

과 합류하는 도시하천이다. 옛 지명으로 ‘제석골 거 이’라고도 불 다. 상

류는 승학산 일 의 골짜기인 제석골을 따라 흐르면서, 유속이 빠른 계류천

을 이루나 당리 시가지를 지나 괴정천에 합류하는 하류에서는 경사가 완만

해 망상(網狀)의 유로를 이룬다. 

서쪽의 낙동강 연안에는 상류에서 운반된 토사가 퇴 되어 일응도와 을숙도 

등의 삼각주가 형성되고 있다. 두 섬은 낙동강 하구에 있었던 모래톱으로 이

루어진 하 도(河中島)로, 주변은 수심이 얕고 담수와 해수의 교류가 왕성하

다. 갯벌이 발달하여 각종 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소형어류․갑각류와 

물에 사는 곤충 등 새의 먹이가 풍부하여 우리나라 표 인 철새도래지이다.

(2) 바다

남쪽에 낙동정맥의 말단부인 몰운 가 해안으로 돌출되어 있고, 동쪽에 두

송반도가 있어 그 사이에 다 만을 이루고 있다. 한 두송반도와 서구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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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도 사이에는 감천만이 있다. 해안지역은 부분 경사의 암석해안 지형

을 이루고 있으며, 말단부에는 사주 발달로 육계도가 된 몰운 에 사빈해안이 

있다. 도서(島嶼)로는 경도(고리섬)․쥐섬․솔섬 등이 있다. 다 만은 두송반

도와 몰운섬 사이에 반월형의 포구로, 내만이 모래 는 자갈해안으로 되어 

있었다. 일 부터 멸치가 많이 잡히는 어장으로서 내만의 갯마을은 로부터 

어로 활동의 심이었다. 낙동강 하구가 되어 토사가 다 포 서쪽의 강을 메

워 몰운  북쪽에 사빈해안이 형성되었다. 이곳에 다 포 해수욕장이 있다.

감천동에 소재한 감천만은 과거에 감내포, 포만이라고도 불 다. 동쪽

의 암남반도와 서쪽의 두송반도 사이의 좁고 긴만으로 폭은 만의 입구가 

1.3㎞이고, 내만은 1.5㎞에 이른다. 본래 이 만은 청어․고등어․멸치 등

이 많이 잡히는 어장이었으나 1970년 부터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개발되

면서 방 제와 안벽  물양장이 건설되어 인 항만으로 변모하 다. 

사하구 연안의 여러 해안에는 섬 지형들이 발달하고 있다. 다 동에 소재한 

나무섬은 몰운 에서 남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다. 갯바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섬의 북쪽으로 해발 61m에 이른다. 북동쪽에서 남서

쪽으로 3개의 작은 섬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섬의 주 는 해식애

가 발달되어있다. 다 포 멀리 남쪽에 있다 하여 남도로 부르기도 한다.

다 동에 있는 고리섬은 쥐섬, 솔섬과 함께 옛부터 해 내려오는 ｢다  

8경｣ 의 하나인 ‘삼도귀범(三島歸 )’으로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 갯바

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낚시꾼들이 이용하고 있다. 해안가에는 많은 섬들

이 있었으나 도시화로 연육되거나 매립되어 없어졌다.

감천동에는 용두섬이 있었다. 감천만 동북쪽에 조그마한 섬으로 1962년 

부산화력발 소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바다 매립을 한 착평으로 없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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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지도에 표현된 북구(『1872년지방지도』(양산), 부분)

다. 다 동의 몰운도는 지 은 연육되어 있다. 태종 ․해운 와 함께 부산

의 3 에 속할 만큼 뛰어난 경승지이다. 감천동에는 죽도가 있었다. 두송반

도의 기반암 나출암인 용두암의 앞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작은 갯바 섬이었

다. 1979년 감천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취가 없어졌다.

2. 행정 구역의 변화

이곳은 부산 역시의 북구․사상구․사하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  

사상구․사하구는 조선시  동래부에 속해 있었으나 북구는 만덕동 일 를 

제외하고 사상의 삼락동 지역과 함께 양산군 좌이면에 속하 다. 이곳은 근

를 거치면서 행정구역의 변화

가 매우 심하 던 곳이다.

<표 1>은 1917년 편찬한

『신구 조조선 도부군면리

동명칭일람』(이하『신구

조』)에 수록된 1914년의 행

정구역 개편 내용이다. 북구의 

경우 조선시  경상도 양산군 

좌이면에 속하 으며, 당시 이

곳에 속하 던 방리(方里)는 

공창리․동원리․ 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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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리․용당리․수정리․산양리․사량리․남창리․소요리․유도리 등이었다.

면 동 1914년 이전 소속동 비  고(현재)

左耳面

華明洞 (釜山府 左耳面) 龍 洞, 水亭洞, 荷岑洞, 大川洞 一部 (북  구) 화명동 일

龜浦洞 (釜山府 左耳面) 龜浦洞, 師良洞 一部 (북  구) 구포동 일

德川洞 (釜山府 左耳面) 師良洞, 洞 各 一部 (북  구) 덕천동 일

金谷洞 (釜山府 左耳面) 東院洞, 花亭洞, 公倉洞, 大川洞 各 一部 (북  구) 곡동 일

萬德洞 洞 一部 (四(沙?)上面) 萬德洞 (북  구) 만덕동 일

金城洞 (釜山府 左耳面)(北面) 仙公廨洞 ( 정구) 성동 일

沙上面

周禮洞 (釜山府 沙上面) 周禮洞, 冷井洞 (사상구) 주례동 일

鶴章洞 寫(鶴?)城洞, 九德洞, 場門洞 (사상구) 학장동 일

掛法洞 掛乃洞, 昌法洞, 德浦洞 一部 (사상구) 괘법동 일

德浦洞 德浦洞 一部 (사상구) 덕포동 일

嚴弓洞 嚴弓洞 (사상구) 엄궁동 일

甘田洞 甘洞, 西田洞, (左面) 柳島洞 一部 (사상구) 감 동 일

柳斗洞 (釜山府 沙上面, 左耳面) 柳島洞 一部 (사상구) 삼락동 일

三樂洞 (左耳面) 所要洞 (사상구) 삼락동 일

毛羅洞 (左耳面) 德谷洞, (沙上面) 毛羅洞 (사상구) 모라동 일

沙下面

岩南洞 (釜山府 沙下面) 岩南洞 (서  구) 암남동 일

甘川洞 (釜山府 沙下面) 甘川洞 (사하구) 감천동 일

下端洞 (釜山府 沙下面) 平林洞 (사하구) 하단동 일

新平洞 (釜山府 沙下面) 新平洞 (사하구) 신평동 일

長林洞 (釜山府 沙下面) 內長洞, 外長洞 (사하구) 장림동 일

多大洞 (釜山府 沙下面) 多大洞, 虹峙洞 (사하구) 다 동 일

平洞 (釜山府 沙下面) 四(西?)平洞 (사하구) 구평동 일

里洞 (釜山府 沙下面) 里洞 (사하구) 당리동 일

塊井洞 (釜山府 沙下面) 塊井洞, 大峙洞 一部 (사하구) 괴정동 일

<표 1>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소속 동리

(자료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越智唯七,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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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덕리는 동래부 서면에 속하 다. 이후 좌이면은 1869년(고종 6)

에 일시 으로 동래부에 속하 으나 1875년(고종 12)에 다시 귀속되었다.

일제강  직후인 1910년에 부제 실시로 부산부 좌이면이 되었고, 만덕리

는 동래군 서하면(西下面)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래군 구

포면이 되면서 화명동․구포동․덕천동․ 곡동․만덕동․ 성동 등 지

과 유사하게 6개 동으로 통폐합되었다
3)
. 당시 북구의 심지는 구포동이었

으며 매 3, 8일에 장시가 열리고 있었다. 1943년 동래군 구포읍이 되었다.

복 이후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읍이 되고, 1963년 부산이 직할시가 되면

서 부산진구로 편입되어 구포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75년 시직할 북부출장

소 설치 후 1978년 지 의 사상구와 강서구를 할하는 북구가 설치되었다. 

이후 1989년 강서구가, 1995년 사상구가 분리되면서 오늘에 이른다. 지

은 5개 동을 할하고 있다. 한편, 성동은 1963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

격하면서 동래구로 귀속되어 분리되었으며, 지 은 정구에 속하고 있다.

사상구는『동래부지』에, 주례리․모라리․괘내리․덕포리․장문리․엄

리 등 6곳의 방리만 기재되어 있으나, 1904년 편찬한『경상남도동래군가

호안』(이하 ‘『동래군가호안』’)에는 주례․감․괘내․모라․덕포․창법․

서 ․엄궁․장문평․학성․구포 등의 11개 리로 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동래군에 속하면서 주례동․냉정동을 

합쳐 주례동, 학성동․구덕동․장평문동을 합쳐 학장동, 괘내동․창법동․

덕포동 일부를 합쳐 괘법동, 덕포동은 그 로 유지되고, 감동․서 동․좌

면의 유도동 일부을 합쳐 감 동, 유도동 일부를 유두동으로, 소요동을 삼

락동으로, 덕곡동과 모라동을 합쳐 모라동으로 통폐합하여 지 의 행정구역 

3) 자료에는 만덕동이 사상면에서 편입되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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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골격을 이루었다. 당시 심지는 지 의 경부선 사상역 일 에 있던 

괘법동이었다. 이후 1930년 에 유두동이 삼락동에 편입되어 지 은 8개 

동을 할하고 있다. 

사하구의 경우『동래부지』에는 신 량리․구 량리․ 치리․목장리․

감천리․독지리․장림리․서평리․다 리 등 9개리만 수록되어 있으나,

『동래군가호안』에는 다 ․장림․서평․신평․평림 등의 15개리의 지명

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행정 동리는 1914년 9개 동리로 통폐합되었으며, 

이후 암남동은 서구로 편입되어 지 은 8개동을 할하고 있다. 

면 마을수 호  수 평균호수 마을 이름(괄호안은 호수) 

　｢동래부지』(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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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沙川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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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동래부가호안｣(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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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선시대 사료에 나타난 사상․사하구 일대의 방리면별 호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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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의 분포와 입지

북구․사상구․사하구 일 는 낙동강에 연해 있는 지역으로 1960년  

산업 개발과 함께 많은 변모를 겪은 지역이다. 조선시 에는 이곳에 나루터

가 있어 김해 등의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한양으로 이어지는 물길이 시작

되었던 곳이었다. 동원진, 구포 등에 큰 규모의 나루터가 있어 물산의 집산

지가 되었다. 1905년 부설된 경부선 철도가 이곳으로 지나면서 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일제강 기 때인 1930년  낙동강 연안에 인공제방을 

축조하면서 과거 자연제방에 있었던 취락들은 제방 안쪽으로 이 되었다. 

1960년  이후 산업화시 에 부산이 수출 거 이 되고 1975년 낙동강 

연안에 사상공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은 큰 변모를 겪게 되었다. 부산 

도심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 곳에 모아 새로운 공업용지를 공 하

기 해 낙동강 동쪽의 습지가 매립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처음부터 계획

으로 조성된 단지가 아니라 일반 시가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업 지역

과 주거, 상업 지역이 뒤섞여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낙

동강 서쪽의 녹산공업단지와 함께 남쪽에 신평장림공업단지를 조성하 다.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유로가 직선화되거나 복개되고, 도로

들이 건설되면서 이곳 마을의 환경은 크게 바 게 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북구의 화명동 일 에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실시되

면서 이곳 일 의 자연 마을도 지 않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과거에 농

사가 이루어졌던 하천의 고수부지는 지 은 부분 시민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낙동강 연안 도로의 건설로 하안은 부분 직선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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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구의 자연마을

북구 일 에 있는 자연마을은 <표 3>과 같다. 자연마을은 천천, 덕천

천, 리천 유역에 발달되어 있으며, 계류천이 발달하지 못하고 옛 나루터

가 있던 동원진 일 에는 낙동강 연안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행정동으로 북

쪽으로부터 곡동․화명동․만덕동․덕천동․구포동이 있으며 내에 여

러 마을들이 있다. 

하천 유역 행정동 자연마을

낙동강 하안 곡동 곡리, 공창, 동원, 율리, 화정

천천 유역 화명동 화명리, 천, 용당, 화잠, 수정, 용동골, 장골

덕천천 상류 유역 만덕동 만덕리, 사기, 상리, 리, 하리, 만덕

덕천천 ․하류 유역 덕천동 덕천리, 기찰, 남산정, 숙등, 의성, 주성, 당동

리천 유역 구포동 구남, 구명, 구포리, 리, 연동, 시장

<표 3> 북구 일대의 마을

(1) 대리천 유역 : 구포동 일대
4)

구포동의 자연마을은 주지산에서 발원한 리천 유역과 낙동강변에 주

로 형성되어 있다. 구포라는 지명은 원래 덕천천과 리천이 낙동강과 합

류하는 일 의 넓은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었다. 1914년에는 면(面) 지

명, 1943년에는 읍(邑)으로 승격되었다. 지명의 유래에 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인근의 범방산의 한 기가 낙동강을 향하여 머리에 돌을 

4) 유역별 마을 내용은 행정동별 가나다순으로 서술되었다.(이하 사상구, 사하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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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포동 마을 나무

이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와 같다’고 하여 유래되었다는 설, ‘구(龜)’를 ‘갑

우’ 는 ‘거뵈’로 보아 ‘거뵈개’라는 설, ‘구’를 ‘검’으로 해석하여 ‘굿개’라는 

설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마을은 구포리 아래 리․구명․구남․ 리․시장․연동․본동마을 등

이 있다. 구포리는 구포 일 의 행정지명이었다. 리 마을은 옛날 이곳의 

마을 형성의 심이 되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리천 유역의 심에 형성된 

마을로, 홍수 시 피해를 비교  게 받을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

다. 리는 큰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마을에 있는 리당산은 동

제를 지내는 곳으로, 수령 약 500여년의 팽나무와 소나무, 당집이 있다(그

림 8). 별신굿의 풍속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 형성된 것

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이곳에 형성된 마을이 낙동강으로 확 되

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구남 마을은 구포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유래된 것이다. 구명 마

을의 지명은 이곳에 있었던 구명학교와 련이 있다. 구포 등학교의 신

으로, 1907년 개교한 구포사립구명학교의『설립취지서』에 보면, 학교 이

름을 ‘구명’이라 한 것은 ‘거북은 신명스런 동물로 네 가지 신령스런 동물의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령스

런 거북의 신명으로 학교를 

발달시키고, 장수하는 거북

의 구함으로 학교를 유지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구명

학교라 한다’고 하 다.

구복 마을은 조선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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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금곡동․화명동 마을 분포(1950)

포나루터와 장터를 끼고 남창이 있던 강변마을이다.

연동 마을은 리천이 강으로 유입되는 곳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동 

마을은 구포역을 끼고 있는 근  이후의 심마을이다. 시장 마을은 1930년

 구포장터에서 리천 제방 안쪽으로 장터를 옮겨와서 형성된 마을이다.

(2) 낙동강 하안 : 금곡동 일대

북구의 가장 북쪽의 곡동에는 계류천이 있던 공창 마을을 제외하고 거

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 부분의 마을은 낙동강 연변에 입지하고 있다. 

곡동 지명은 정산의 주 에서 낙동강쪽으로 뻗어 내린 첫 골짜기이기 때

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고 추

정된다. 한편, 곡동 공창

마을 뒤 계곡이 가야시  쇠

를 생산하던 야철지(冶鐵址)

라서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곳에 자연마을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인근의 동원 

마을에 수참이 설치된 이후

이다. 조선 세조 때 김해 생

림면에 있던 수참이 이 곳 

나루터로 옮겨오자 동원 나

루는 왜인과 무역을 한 요

충지가 되었다. 수참은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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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율리마을 나무(촬영 : 2010. 5. 이하 사진 동일)

하는 배들이 쉬는 곳으로, 옛부터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김해 동면․상

동면과 지 의 곡동을 오가는 나루인 동원진에 있었던 정박소 다. 크고 

작은 주막이 있고 일본인이 왕래하면서 교역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수참에

서 비롯된 시치메라는 나루의 이름이 해온다.『양산군지』에는 ‘동원진’

이라는 기록이 있다.

동원 지명은 지 은 공창 마을과 화정 마을의 간에 치한 마을을 지

칭하나, 옛날에는 화정․율리․동원 일 를 모두 동원이라고 불 다. 이 

일 는 지리 으로는 정산 산록에서 논과 밭이 많았고 낙동강 강변에 약

간의 들 을 끼고 있었다. 이곳의 나루 이름은 도요나루라고도 불 다. 이

는 김해군 생림면에 있던 나루가 이곳으로 옮겨진 까닭에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나루를 조 나루라고도 한다. 이는 강 건 편인 김해군 동면 조

리(鳥訥里)의 마을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순한  지명으로 새느리

나루라고 불리었다. 옛 마을의 집터와 마을 나무의 흔 이 일부 남아 있다.

화정 마을은 동원마을 남쪽에 치한다. 과거에는 이 마을도 동원 마을

에 속하 고, 지명 유래는 마을의 백일홍 꽃과 련되어 해오고 있다. 마

을안의 화방사 경내에 있는 

팽나무는 당산나무로서 보호

수로 지정되어 있다.

율리 마을은 화정 마을의 

남쪽 산록에 치한다. 지명

은 밤나무가 많이 있어서 유

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한편 



21

개  

<그림 11> 덕천동 일대 마을 분포(1976)

율리의 ‘밤’은 ‘밝’에서 유래되었고, ‘밝’은 곤 ‘신’이라는 뜻을 가지므로, 신

의 뜻에서 생긴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마을 나무인 폭나무는 보호수로 지

정되어 있다. 도로 개설로 길 한 가운데 있으며 과거에는 동리의 안녕을 

지키는 신목이었다. 수령은 약 200년이다(그림 10). 폭나무 에 민속자

료인 알터바 가 있다. 마을 뒤 계곡에는 신석기시 의 유 인 조개무지

(패총)가 있었다.

(3) 덕천천 중하류 유역 : 덕천동 일대

덕천동의 자연마을은 덕천천의 류와 하류지역에 치한다. 낙동강과 합

류하는 곳에 치한 덕천동의 마을 이름은 만덕천에서 유래되었는데 일제강

 후 1910년 덕천리로 부르게 되었고, 하천은 덕천천으로 변하 다. 이곳

에는 숙등․남산정․의성․기찰마을 등이 있다. 

이  제일 상류 유역에 있는 남산정마을 지명은 마을의 남쪽으로 구포 

주지산 기가 뻗어 내리고 있어 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숙등 마을은 구

포에서 만덕으로 가기 해 

음정골을 지나 올라가던 낮

은 언덕지 로서 붙여진 지

명으로 보고 있다.

의성 마을의 지명은 삼국

시 부터 유래되었다는 설과 

이곳의 왜성을 일컫는다는 

견해가 있다. 설에 의하

면, 삼국시  낙동강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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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야와 신라가 치하고 있을 때 왜구가 크게 쳐들어 온 이 있는데, 

신라 장수 황룡 장군과 휘하 장수가 죽음을 무릅쓰고 왜군을 물리쳤다고 

한다. 이곳의 왜성은 임진왜란 때 김해와 양산을 연결하기 해 쌓은 김

해성의 지성이다. 일명 의성, 감동포성이라 하며, 구법곡의 진이라고도 한

다. 이 ‘왜성’이라는 말이 해 내려오면서 잘못 음역되어 ‘의성’으로 불리어

졌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기찰 마을은 의성 동쪽 구법곡을 끼고 입구까지 조선시  샛강으로 배가 

드나들었던 곳이다. 지 의 낙동고등학교 일 에 해당된다. 기찰은 지 의 

검문소에 해당하는 곳이다. 조선시  일본과의 무역이 성해지면서 숙종 

때 동래부에서는 십휴정과 구법곡에 수검소를 설치하여 수품을 단속하고 

잠상을 엄 하 다.『동래부지』에는 “구법곡기찰은 4칸인데, 동래부의 서

쪽 20리 양산땅에 있다. 1715년(乙未年, 숙종 41)에 부사 권수가 창하

다”는 기록이 있다. 이 자료에서 구법곡은 기찰을 설치하여 무역을 단

속하는 곳이었다.『양산군지』의 기록에도 구법진나루가 나온다. 구법곡의 

지명은 확실하지 않으나,『선조실록』에는 임진왜란 때 이곳에 왜군이 주둔

하 다는 기사가 있다. 부산의용 은 한국 쟁에 참여했던 의용군인들이 모

여 만든 마을로 부산진구 포동에서 집단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덕천천 상류 유역 : 만덕동 일대

만덕이라는 련 지명이 사료에서 일 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곳

의 마을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 부터 이곳에 만덕사

가 있었다. 여러 사료에 련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며 범어사와 함께 부산

지방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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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만덕동 일대 마을 분포(1976)

<그림 12> 만덕사지 일대

동쪽의 정산지에서 발원

하는 여러 계류천과 덕천천

이 이곳을 흐르며, 만덕․사

기 마을과 상리․ 리․하

리마을 등이 있다. 이  만

덕은 마을의 형성 당시 이곳

에 있던 마을을 일컬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사기 마을은 만덕사지 인근에 있는 마을이다. 사찰 부근에 

있다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고, 터마을이라 부른다. 마을 아랫쪽은 풍수

지리설에서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 헛 묘를 만들어 놓았더니 닭

이 우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이는 상계 과 련된 설화이다. 한 이곳

에는 모시바  는 뫼바 라는 바 가 있는데 역시 상계 의 닭과 련된 

바  이름이다.

<그림 13>은 제2만덕터 이 개통되기 이 의 만덕동 일 이다. 지  상

리․ 리․하리 마을은 사기마을 건 편에 있는 불태령의 북서쪽 산록에

서 이어진 능선 말단부의 곡

에 형성되어 있었던 마을

이다. 사기 마을과 상리마을 

사이에는 좁은 평지를 ‘북설’

이라 하 고, 가운데에 ‘북

바 ’라 부르는 바 가 있었

다. 사기마을 바로 앞을 막

아 내려온 능선을 ‘긴등’ 



24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는 ‘북채’라고 하 다 해온다. 리는 덕천천을 끼고 불태령으로 넘어가

는 함박 을 배산(背山)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하리는 덕천천과 가야골 

계류천의 합류 지 에 형성된 마을이다. 리 마을에는 수령 300년 정도 

되는 포구나무가 있다.

(5) 대천천 유역 : 화명동 일대

화명동 지명은 화산 아래 명당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

다. 화산은 화명동 남쪽에 치한 산이다. 이 일 에서 발원한 용을천 유역

의 남쪽에 화잠 마을이 있고, 천천에는 천 마을이 있다. 낙동강쪽으로 

용당 마을이 있고 용당의 동남쪽 언덕 에 수정 마을이 있다. 천천은 일

명 ‘화명천’이라고도 한다. 

천마을 지명은 하천에서 유래되었다. 마을은 천천을 사이에 두고 북

쪽 마을을 양지마을, 남쪽 마을을 음지마을이라 불 다. 마을입구의 소나무

가 있는 동산쪽을 용등골이라 부른다. 평 윤씨, 안동 김씨, 창원 정씨, 정

주 최씨, 안동 권씨, 인동 장씨 등이 많이 살고 있었다. 마을회  자리에는 

연 비가 서 있어, 마을의 공동체 인 성격을 잘 보여 다. 마을 안에 평 

윤씨와 창원 정씨의 문  재실이 있다.

화잠 마을은 와석 마을에서 개칭한 것이나 일상에서는 와석 지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와석’은 원래 화산의 신선바 가 운 것 같아 유래하 으

나, 뒤에 화산 지명과 연 지어 화잠으로 고쳤다고 한다. 화잠 지명은 화명 

지명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강 기 화명리에는 각각 16세

의 평택 임씨, 주 유씨 동성마을이 있는 기록이 있다. 마을 안에 평택 

임씨 해공 의 문  재실이 있다.



25

개  

<그림 14> 용당마을 유래 표지판과 경로당 

용당 마을은 낙동강 하안(河岸)에 있는 조그만 산지를 심으로 형성된 

집성  마을이다. 마을에 청룡과 황룡에 얽힌 설이 해오고 있다. 원래 

용당(龍 )이라는 지명 유래는 마을의 형국이 용이 길게 워있는 모습이라 

하여 해진다. 이는 마을의 설과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878년 편찬된『양산군읍지』에 ‘원당 용당은 나라에서 시축(尸祝)을 

내려 용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곳이요, 이곳 용당은 양산군수가 치제(致祭)

를 올렸던 곳’이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기록에 원동은 상용당리, 화명

용당은 하용당리로 나온다. 마을에는 1936년 건립된 호재라는 재실이 

있었으나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천 용동골로 옮겨 세웠다. 지 의 보호

수가 있는 동산에 신시가지 조성 때 돌 골에 있던 포구나무들을 옮겨 심

었다. 지 은 용당 노인정이 있어 마을의 일부가 동산과 함께 아직 남아 있

음을 보여 다(그림 14). 

수정 마을은 용당 마을의 남쪽의 가까운 거리에 치한다. 낙동강변에 

치하여 지명이 물과 련되었다는 설이 있다. 수정 마을에는 김해 김

씨, 김해 허씨가 살았으며, 

용당 마을과 합쳐져 용수동

이란 지명도 해온다. 이곳 

마을 입구에는 ‘수정마을 내

력비’가 세워져 있고, 수정

성당이 있어 마을 지명의 흔

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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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구의 자연마을

사상구는 동쪽으로 백양산과 구덕산 등의 비교  높은 산지가 있고, 이곳

을 잇는 낙동정맥이 부산진구와 서구 등과의 분수계를 이룬다. 백양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기가 주례동 일 에서 낮은 안부(鞍部)를 이루어 부산진

구와의 교통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산록에서 흘러온 물길의 합쳐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의 발원지가 된다. 산지의 경사면이 하여 하류로 물질의 운반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열린 서쪽에 넓은 개활지를 이

루고 있다. 이곳은 과거에 부산진구 당감동 일 에 동평 이 형성될 수 있

는 경제 인 기반을 제공하 다.

하천 유역 행정동 자연마을

운수천 유역 모라동
모라리, 아랫마을(사곡), 윗마을(동리), 골,

수참(시치메)

삼락천 유역 삼락동 삼락리, 가포, 소요리, 유두리, 새마을

백양산 계류천 덕포동 덕포리, 아래덕포, 웃덕포

백양산 계류천 괘법동 괘내리, 창법리

백양산 계류천 주례동
주례리, 골새, 냉정, 원동, 물랑등, 본리, 소당나래, 

엄골, 냇바닥

백양산 계류천 감 동 감동, 서 , 포푸라마치, 장인도

학장천 류 학장동 학장리, 구덕, 학성리, 장문리, 홍개

학장천 하류 엄궁동 엄 리, 지불, 산동네, 안동네, 장돌뱅이

<표 4> 사상구 일대의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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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백양산 서쪽 사면의 산록 완사면에 발달하고 있으며 이곳에 모라

동․덕포동․괘법동․주례동에 속한 마을들이 입지하고 있다. 산록에서 발

원한 계류천들이 낙동강으로 유입하면서 형성된 퇴 지에 취락을 형성한 동

리가 삼락동 일 의 마을이다. 부채꼴 평지 앙의 감 동에는 여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구덕산 북서쪽 산록에서 발원한 계류천들은 학장천을 이루

며, 낙동강에 유입하면서 취락을 이룬다. 상류에는 학장동 일 에, 하류에

는 엄궁동 일 에 자연 마을이 분포한다.

(1) 백양산 계류천 유역 : 감전동 일대

감 동은 학장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에 의해 형성된 삼각주  심과 

남쪽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동쪽 산지의 경사가 하여 유속이 빠르고 유

로가 짧다. 퇴  물질의 입자가 굵어 농경지로서는 합하지 못하여 토양

은 척박하 다. 지명은 이곳에 있었던 ‘감동’과 ‘서 동’의 합성 지명에서 유

래되었다. 이들 지명은『동래군가호안』에 수록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마을 형성의 역사는 오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동이란 지명은 샛강 하

도 던 감도(甘島)에서 유래하는데 사상지역 고문서에도 감도원(甘島

員)이란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감 동의 심부 북쪽에 동감과 서감 마을이 있다. 이  서감 마을은 감

동의 심마을로, 서 이라고도 불 다. 동감 마을은 서감의 동쪽에 있어 

지명이 유래되었다. 서감에는 아직 마을회 과 마을나무가 심 공간으로 

남아 있으며 서감 등학교가 있다. 동감에는 동감 우편물취 소가 있다.

서발 마을은 감 동의 낙동강변에 있던 마을이다. 서발의 ‘서’는 새, ‘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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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버리의 뜻으로 보아, 서발은 ‘새로 생긴 벌(뻘)’이란 의미로 악하기도 

한다. 낙동강 모래의 퇴 으로 인한 삼각주의 형성으로 새로 생긴 뻘은 흔

히 볼 수 있는 상이었다. 이곳에 있던 마을이라 서발 마을이라 불 다고 

한다. 서발은 ‘서쪽에 새로 생긴 밭[西田]’이 되고 뒤에 서편리에서 서 리

(西田里) 마을이 되었다. 장인 마을은 서감 남서쪽에 있던 하 도에 있던 

장인도 마을에서 유래한다.

포푸라마치 마을은 낙동강에서 서감  마을의 입구에 치하 다. 원래 

이곳에는 낙동강의 생선회를 는 술집이 포 러 나무 에 몇 채 있었다. 

이곳을 자주 찾던 일본인들이 이 일 를 뽀뿌라마치, 뽀뿌라마 , 포푸라

(포 라, 포 러) 마치(마 )라 하여 지명이 형성되었다. 1960년  이후 

인근에 공업단지가 형성되면서 이곳은 유흥가로 변모하여서, 환락지 가 되

기도 하 다. 지 은 모두 철거되어 일반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2) 백양산 계류천 유역 : 괘법동 일대

괘법동은 사상지역의 교통 심 기능이 집한 곳으로 경부선 사상역과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과 서부시외버스터미 이 있다. 지명은『신구 조』

에 처음 나타나며 ‘괘내’와 ‘창법’ 지명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곳은 괘내 마

을과 함께 창법 마을이 심을 이룬다. 지명으로 볼 때 지 의 괘내 마을이 

제일 먼  생기고 뒤이어 동쪽에 동괘, 서쪽에 서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

다. ‘괘내’ 지명에 해서는 지 의 괘법동 서쪽의 작은 내를 심으로 개울

이 흐르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다른 설로는 괘법동 앞의 넓은 습지는 덕포동 보다도 안(동쪽)으로 들

어 와 있으므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았다. ‘물이 고인 곳’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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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괘법․감전․주례동 일대 마을 분포(1950)

괸 곳’이므로 이곳을 ‘괸내’

라고 부를 수 있으며, ‘괴’를 

한자로 ‘괘(掛)’가 된 것이라

는 견해도 있다. 마을의 안

녕을 기원하는 당산이 있었

다. 원래 팔경 가 있던 회

산 자락에 할배제당과 할매

제당이 있었으나, 사상공단 

조성 시 산이 깎이면서 사상

역 건 편 백양로 쪽 산으

로 옮겨졌다.

창법 마을은 서괘마을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창법리 마을은 사상 향약계

인『연구계 목(1863)』에 보면, 괘내리와 함께 창진리(倉津里)로 기록되

어 있다. 사상면 사창(社倉)이 있던 나루터인 참나루에서 유래하고 창진리

는 뒤에 창법리가 되었던 것이다.『동래군가호안』에는 호수가 22호로 그  

황씨가 7호, 김씨가 5호, 배씨가 3호라는 기록이 있다. 1936년에서 조사된

『조선의 성』에 의하면, 당시 사상면 괘법리에는 창원 황씨 20세 의 동족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창원 황씨가 400여년의 동계(洞契)를 운 하고 있는 

유일한 마을로 창법계(昌法契)로 불리는 동계가 창원 황씨를 심으로 형성

되어 있었다. 당시 이 마을은 사상지역에서 제일의 부 으로 알려져 왔다.

(3) 백양산 계류천 유역 : 덕포동 일대

덕포동 일 의 자연 마을은 원래 산록의 말단부에 형성되어 있었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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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부지』의 기록으로 보아 일 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옛 

지명은 ‘덕개’로 ‘덕(德)’은 언덕, 두덕의 차자(借字)로 옛부터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득개, 덕개는 언덕개라는 말이며 언덕에 있는 포구를 의미

한다. 덕포동에는 낙동강을 향하여 길게 뻗어 나온 긴 동산이 있다. 이곳

에는 2개의 당산이 있어 그 옛날 신선이 하강(下降)하여 목욕을 하고 쉬

고 갔다는 강선 로 불리고 있다. 지 은 상강선 (上降仙臺)와 하강선

(下上仙臺)로 나뉘어져 있다. 즉 상강선 (上降仙臺)의 간 간선 도로변

에 있는 바  언덕은 언덕개 즉 덕포의 원래 치이다. 이 언덕이 동리의 

포구 고, 여기에서 동리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바 에

는 해안 침식을 받은 흔 이 있다. 포구들은 조선 기 이후 삼차수의 한

기인 유두강에 제방을 쌓으면서 샛강쪽으로 포구가 열려 조선 말엽에 덕포

장이 섰던 곳이다.

(4) 운수천 유역 : 모라동 일대

모라동은 백양산에서 발원한 운수천 유역에 형성된 마을이다. 하천의 상

류로부터 골(사곡)과, 동리 마을이 있으며, 하류에 모라리의 심 마을이 

있다. 구포와 경계지 에 범방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리던 계류를 사이에 

두고 시치메 마을이 있다. 골 마을은 운수사(雲水寺)로 가는 일 에 형성

된 마을이다. 골은 일 에서 가장 큰 골짜기라 하여 큰골[大谷], 는 장

골[長谷], 장안골[長安谷]이라고도 부른다. 지명은 과 련이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동리 마을은 지 의 경부선 철도의 동쪽에 있는 마을로, 운수

천의 류에 해당된다. 이 마을을 ‘윗[웃]각단[각당]’이라고도 부른다. 철도 

서쪽은 아랫 각단[각당]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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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모라동․삼락동 일대 마을분포(1950)

모라리는 이 일 의 심

마을이다. 조선시  사천면 

상단 첫마을에 속했던 모라

는 사천(沙川)의 뜻인 모래

리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

설이다. 모루, 모로, 모라 등

이 마을이란 우리말의 고

어(古代語)로서 마을을 뜻한

다는 의미에서 큰 마을의 의

미가 ‘모라’로 변환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시치메 마을은 모라동의 북쪽 일 를 일컫는 지명이다. 시

치메라는 마을은 수참(水站)에서 변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 조선

시  사천원(沙川院) 역원이 있었던 곳으로 사사 향약계인『연구계신좌

목(1810)』에 보면, 옛날 역원이 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조선시

에는 강이 이곳까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6).

(5) 삼락천 유역 : 삼락동 일대

삼락동(三樂洞)은 낙동강변에 형성된 삼각주(三角洲)에 치한 동이다. 

조선시  낙동강변에 형성된 삼각주에 치한 마을이다. 조선시  양산군 

좌이면 소속으로 소요 도는 소요리, 유도는 유두리로서 삼차수의 한 기인 

유두강의 서쪽 하 도 다. 일제강 기에 소요리는 삼락리가 되었고 유두리

는 존속되었다가 1930년  낙동강 제방을 쌓으면서 유두리는 가포 마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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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고 섬의 부분이 강으로 편입되면서 삼락리로 통합되었다.

삼락 지명의 유래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 낙동강의 유수작용에 의한 ‘사력

(沙礫)’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삼차수 물길과 함께 아름다운 경 을 갖춘 즐

거운 땅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한편, 맹자의 ‘군자삼락’

과 공자의 ‘인생삼락’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지 도 남아 있는 가

포의 지명은 갯가의 포구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가포 마을은 삼락동에서 가장 먼  생긴 마을로, 마을 형성 당시에는 나

룻배가 이곳까지 들어왔다. 가포나루는 의 덕두나루와 연결되는 요한 

교통수단이었다. 가포는 갯가라는 개[浦]와 포(浦)가 합쳐서 개포가 되고, 

다시 가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가[邊]의 뜻에서 가포라 한 것을, 한자

로 가포(駕浦)라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소요리는『양산군지』와

『신증동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소요 도(所要渚島)에 있던 마을로 삼

차수 물길이 갈라지는 요지에 있는 섬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1950년 발행

된 ｢지형도｣에 지 의 삼락리 일 에 표기되어 있고,『신구 조』의 기록으

로 보아 삼락의 이칭인 것으로 사료된다.

유두리 마을은 유두강변의 유포에 있던 마을이다. 낙동강 지류의 유두강

은 구포의 범방산에서 발원하여 사상 쪽으로 유입한다. 유두(柳頭, 柳斗), 

유도(柳島)라고도 한다. 유두(柳頭)는 버드나무 섬[柳島]에서 지명이 유래

하 을 가능성이 있다. 강변둔치지역에서 딸기농사를 지으면서 부산의 명

소가 되기도 하 다.

새마을은 한국 쟁 후 상이군경들이 주축이 되어 보상계를 조직하여 옛날 

유도의 기름진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마을이다. 제방의 강

쪽이라 둑 머 마을이라 했다. 홍수피해가 심하여 1965년도부터 주민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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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되어 마을은 없어졌다.

(6) 학장천 하류 유역 : 엄궁동 일대

엄궁동은 구덕산의 서쪽 완사면의 말단부에 형성된 동리이다. 지명은 동

쪽에 치한 엄 산(嚴光山)과 련지어 설명되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

다. 동명의 의미를 신성한 신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

다. 엄 리는『동래부지』에 보면, “사천면 상단 내에 있으면 문(官

門)에서 38리 거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동래군가호안』에서도 당시 

호수는 “25호로, 김씨가 7호, 이씨가 4호, 박씨가 3호, 최씨가 3호”라는 

기록이 있다.

장돌뱅이 마을은 조선시  엄 리에서 하단장으로 넘어가던 고개 아래에 

있던 마을이다. 보부상이나 행상들이 이 고갯마루의 주막에서 쉬어 갔다고 

한다. 이 고개 아래에 있던 마을이라서, 장똘배이, 장돌림, 장똘배기 마을

이라 불 다고 추측된다. 산동네 마을은 엄궁못 부근의 엄 리의 산쪽에 

치하여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불 마을은 엄 산 산록에서 북서방향으

로 보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명 유래가 확실하지 않다.

엄 포 마을은 조선시  때는 큰 포구 으나, 낙동강하구지역 명물인 재

첩잡이 배가 주류를 이루어 생업을 유지하던 나루터 주변에 있던 마을이다.

(7) 백양산 계류천 유역 : 주례동 일대

주례동은 백양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기가 안부(鞍部)에서 서쪽으로 

열린 평지에 형성된 동리이다. ‘주례’ 지명은 마을을 의미하는 ‘두리’가 ‘두 ’

가 되고 주례(周禮)로 변화 되었다는 견해와, ‘두리․도리’의 뜻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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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냉정마을 샘 

‘돌[廻]’에서 생각하여 주례동의 치가 동평 에서 서쪽으로 나오다가 낙동

강변으로 도는[廻] 곳에 있으므로 해서 유래되었다는 견해, 평지를 의미하

는 ‘드르[野]’에서 ‘주례(周禮)’가 나왔다는 견해 등으로 다양하다. 이곳은 

내륙의 평지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  역사가 오래되었다. 조

선시  주례리 본동마을과 냉정리로 구분되어 있었다.

주례동은 곡 부에 흐르는 하천을 심으로 우안과 좌안으로 구분된다. 

우안에 가장 오래된 마을인 골새 마을이 있다. 주례리의 산기슭에 철도가 

놓이고 이를 따라 좁은 옛길이 있었고, 이곳에 본동이 있다. 그 아래로 다시 

새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 도로는 당시 부산과 경상남도 내의 각 지방을 연

결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본리 마을로서 골새 마을은 과거에 동사무소가 있

었고 시장이 있어 번성하 다. 골새마을 앞에는 소당나래 마을과 사목포(司

牧浦) 포구가 있었다.

좌안에 형성된 마을이 냉정 마을이다. 지명은 과거 가야에서 주례로 넘

어가는 고개 에 물맛이 좋고 찬 샘인 냉정(冷井)에서 유래되었다(그림 

17). 이 샘물은 냉정고개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셨다. 

특히 부산장․동래장․하단

장․구포장․김해장을 왕래

하는 장꾼들에게는 좋은 샘

물이었다고 한다. 이 고개

를 냉정고개, 냉정치(冷井

峙)라고 부른다.

이외에 주례동에 물랑동마

을․원동마을․엄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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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서감마을 당산나무

냇바닥마을 등이 있으나 도시화로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8) 학장천 중류 유역 : 학장동 일대

학장동(鶴章洞)은 엄 산과 구덕산 북서쪽 사면의 산록 완사면과 삼각

주 일부에 형성된 동리이다. 지명은 학성(鶴城)과 장문(場門)에서 유래된 

합성지명이다. 장문리는『동래부지』에 수록되어 역사가 오래된 마을임

을 보여 다. 엄 산(嚴光山) 기슭에 있는 학성(鶴城)과 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례 동쪽의 산기슭에 있던 성터는 원례 주례 샛강으로 들어오는 

물목이었던 학성리에서부터 시작된 목장성이었다.『신구 조』에는 이곳

의 마을로 구덕동이 있다. 심인 학장리 마을은 양 박씨의 집성 이었

다. 이 마을은 260여년 에 입향조(入鄕祖) 박한방(朴漢芳)에 의해 마

을이 이루어졌다.

장문리마을 지명은 목장성인 학성의 서쪽을 지키는 문(門)을 의미하고 있

다. 사상고문서에 나오는 서수장(西守場)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동

래군가호안』에 따르면, 사상면 내에 장문평이 있었고 당시 호수는 12호

다. 신(辛)씨 6호, 박씨가 

4호로 신씨가 반을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마을은 

산 신씨의 집성 이었다. 

120여년 에 입향조 신치종

(辛致宗)이 읍에서 이곳으

로 들어오면서 마을이 이루

어졌다. 신치종은 박씨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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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가를 들어 두 문 은 친해졌다. 지 도 서로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은 친

척끼리란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박씨와 신씨가 사이좋게 산다고 하여 박

신(朴辛)마을이라고도 불리었다.

구덕 마을은 구덕산에서 발원한 하천의 계곡에 형성된 마을이다. 구덕산

은 고 기, 구 기, 구지기(久至岐)라고도 하며, 이곳에서 학장동을 거쳐 낙

동강으로 들어가는 내를 구덕거 이라 불 다. 구덕산에는 구덕고개[九德

嶺]가 있다. 이 고개는 부산장과 구포장․사상장을 왕래하는 장꾼들의 교통

로 으나 1986년 터 이 뚫리면서 기능을 거의 잃고 말았다. 학장동에서 

서 신동 꽃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은 음식 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교통로

나 등산로로 이용된다. 새밭 마을은 새로 개간한 밭을 심으로 형성된 마을

이라 하여 유래되었다. 홍께 마을은 학장천과 주례 샛강이 만나는 곳의 나루

터에 있던 마을로 구포(九浦)라는 지명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사하구의 자연마을

사하구 마을은 구의 북부에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괴정천과 심부의 

장림천  인근 산지에서 해안으로 유입하는 산록의 소계류천 유역에 형성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괴정천 유역에는 상류에 괴정동, 하류에 하단동

과 함께 승학산 남쪽 사면의 완사면 말단부에 당리동의 마을이 있다. 장림

천 유역에는 신평동과 장림동의 마을이 있다. 구평동과 다 동  감천동의 

마을들은 부분 이곳에서 발달한 산지에서 발원한 계류천 유역  해안가

에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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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유역 행정동 자연마을

괴정천 유역 괴정동
괴정리, 고분들, 티, 신 , 양지,

희망 , 목마장

괴정천 유역 하단동 본동, 시천, 신내

괴정천 유역 당리동 당리

장림천 유역 신평동 신평, 동매, 망후, 모래구 , 배고개

장림천 유역 장림동 바깥장림, 안장림, 보덕포

화산 계류천 구평동 구서평, 성화원

다 포  낙동강 하류 다 동 다 리, 낫개, 새모기, 윤씨내, 홍티

천마산 계류천 감천동 감천리, 안골새, 태극도 신앙

<표 5> 사하구 일대의 마을

(1) 천마산 계류천 유역 : 감천동 일대

감천동은 천마산(325m)의 서쪽과 남쪽의 산록에 치한다. 서로는 티

고개에서 이어지는 낙동정맥의 산 기가 이어져 있어 천마산과 옥녀 이 병

풍처럼 둘러싸고 앞쪽으로는 감천만을 향해 열려 있다. 지명은 이곳 일 에 

자주 나타나는 ‘감(甘)’의 해석과 같이 부족 사회의 권력 집단과 련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동래부지』의 기록으로 보아 마을 형

성의 역사는 비교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심 마을인 감천 마을은 감내라고도 부른다. 이 곳은 천마산과 서평진 

사이에 깊이 들어간 감천만에 소재한 요지이다. 감천만의 동쪽에 작은 어

이 있었는데 이곳이 감천의 원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옛마을 

이름을 ‘불미꼴’이라고도 한다. 이는 천마산의 석성산 수  에 있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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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태극도 마을 위성사진(출처 : www.naver.com)

<그림 20> 마을 미술 프로젝트

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골새 마을

은 감천 마을의 안쪽에 있다 

하여 지명이 유래되었다.

감천2동에는 태극도를 

심으로 한 신앙 이 형성되어 

있다. 태극도는 1918년 조철

제가 증산사상에 기 하여 세

운 종교이다. 일제강 기  

유사 종교 해산령으로 교세가 

었으나 복 이후 다시 포

교활동을 하여 1948년에 부

산 보수동에 본부를 정하고 

태극도로 교명을 바꾸었다. 

1955년에 감천동으로 옮겨 

약 3,000세  1만여명의 신

도를 모아 신앙 을 형성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마을의 

가옥은 1950년  지은 자

이 1970년  슬 이트 지

붕 집으로 개량되고, 1980년

에 일부 지역에서 자체 으로 슬라  형태로 증축되었다. 이곳은 한국 근

사의 생활 모습과 흔 을 그 로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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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탈면을 계단식으로 활용하여 일정한 형태의 가옥구조와 횡 으로 골목

길을 형성하면서 도심 속에서 특징 있는 경 이 보존되어 있다(그림 19). 

가옥들은 상부상조하는 정서와 따뜻한 인정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랑, 하

늘, 분홍, 민트, 노랑 형형색색의 페인트가 벽마다 칠해져 있는 직사각형 집

들도 되어 있다.

최근 이곳에는 마을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었다(그림 20). 비탈면에 다닥

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이국 인 ‘하늘(공 )도시’ 마추픽추의 이미지를 떠올

리게 하여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이는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새로운 개념으로 낙후된 달동네를 재생할 

수 있다는 목표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 추이를 세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봉화산 계류천 유역 : 구평동 일대

구평동은 화산(150m)의 동쪽 산록에 형성된 마을이다. 감천만의 서안

에 치하여 조선 기부터 만호 인 서평포가 설치되었던 군사상의 요충지

다. 뒤에 성포[성개]에 축성이 되고 이곳을 서평진이라 부르면서 원래의 

서평은 구평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서평진은 다 진과 더불어 동서 양익을 

이루는 해륙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구평동은『동래부지』에는 동래부 서면 하단으로 독지리(禿旨里)에 속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매 1, 6일 개시되었던 독지장(禿旨場)은 동래장․부산

장․좌수 장과 함께 조선시  당시 부산 일 에서 유명한 장이었다. 그러

나 장이 열렸던 구체 인 장소와 범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보가 성

포로 옮겨지기 에는 구서평리에 있었는데 여기에 토성지가 최근까지도 남

아 있었다. 토성의 상태나 출토되는 토기편으로 보아 신라시 부터 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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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구평동 마을나무와 당산

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구서평 마을은 구

평동의 본동마을로 구시평, 

구평 마을이라고도 하 다.

『동래부지』에 보면, “서평

포는 부의 남쪽 45리에 있

었다. 옛날에는 수군권 이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피폐

해져 진을 유지할 수 없어서 다 포성 안으로 옮겼다가 1668년 다 포성

이 좁다는 이유로 옛터 근처로 다시 옮겼다. 그러나 1677년 왜 에 무 

가깝고 권 의 품계가 낮다는 감사의 장계에 따라 만호로 승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남진지(嶺南鎭誌)』(1895)에 수록된『다 진지(多大鎭誌)』에는 “구

서평은 원호 30호, 인구 100명(남자 45명, 여자 55명)이었다. 큰 샘이 

동쪽 성 안에 있는데 물이 달고 차가우며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다

진 아래와 서평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길어다 먹는다”는 기록이 

있다. 서평진  성지는 해안의 매립으로 거의 없어졌으나 아직 마을나무

와 당집이 남아 있다.

(3) 괴정천 유역 : 괴정동 일대

괴정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괴정천은 동쪽의 티고개를 경계로 서구와 분

수계를 이룬다. 괴정동의 마을들은 이 하천의 상류부에 발달되어 있다. 

심 마을은 괴정 마을이다. 괴정이란 지명은 팔정자(八亭子) 나무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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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괴정마을 마을나무와 우물

<그림 22> 괴정․하단동 일대 마을 분포(1950)

한 것이다. 수령이 600년이 

넘는 이 회화나무는 가렴주

구와 련된 다 포첨사의 

이야기와 동래부사의 벌목령 

등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

다. 괴목(槐木)인 회화나무

(홰나무)를 베었더니 그 곳

에서 8개의 가지가 나와서 

자랐다고 한다.

그리고 다 진첨사의 폭정이 심하여 마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

가 되자 주민들이 팔정자나무 에 모여 이를 성토하고 항거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해진다. 괴정동 회화나무는 천연기념물 316호

로 지정(1982. 11. 4)되었으나 지 은 해제(1993. 4. 16)되었다(그림 

23). 이 나무의 뿌리의  부분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식

수로 사용하 다. 경로당에서는 매년 과 가을 두 차례 동제를 지낸다.

티 마을은 괴정 2동에 해당되는 마을로 치 마을이라고도 한다. 괴정

동에서 서 신동으로 넘어가

는 티( 치)고개 에 있

는 마을이라 하여 지명이 유

래되었다. 1678년 두모포왜

(지 의 동구 수정시장 일

)을 용두산 일 로 옮길 

때 량왜  주변에 있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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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 락을 티고개가 있는 산골로 이주시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이

야기가 한다.

티( 치)고개는 소나무가 많아서 솔티라고도 불 다. 주변에는 숲이 우

거져 하단장에서 곡식을 매매하고 넘어오는 장꾼들이 도 들에게 피해를 입

는 일도 많았으며, 낙동강의 명물인 하단재첩을 는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넘나들면서 생계를 유지하 던 애환이 많은 고개이기도 하 다. 부산 시내

와 사하지역을 왕래하는 길목이었으며, 티고개를 넘어 시내를 갈 때에 ‘부

산 간다’라고 하여 생활권의 경계를 이루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괴정1동의 본동마을에는 고분들 마을이 있었다. 고분도리라고도 하며 고

리짝과 련하여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삼밭골 마을은 배고

개로 올라가는 골짜기로서 삼을 많이 재배한데서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신  마을은 괴정3동 일 에 있던 마을로 이 일 의 들을 ‘ 맥들’

이라고 불 다. 한국 쟁 때 용두산 화재, 부산역  화재 등이 있어 이

재민이 이곳으로 이주,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부근에 있는 양지 마을

은 신  건 편의 북쪽 산기슭에 간이 주택 이 들어서면서 형성된 것이다. 

괴정4동 일 는 희망 이라 불 던 마을이 있었다. 이 일 는 원래 말골, 

말꼴, 마하골, 마하곡, 소태미 등으로 불리었다.『다 진지』에 보면 괴정

동에 목장이 있어 괴정동을 목장리라고 부르기도 하 다.

(4) 다대포 및 낙동강 하류 : 다대동 일대

다 동의 자연 마을은 아미산(234m)의 산록에서 발원한 계류천들이 해

안으로 유입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다. 다 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평지가 

좁아 큰 규모의 마을은 발달하지 못하 다. ‘다 ’ 지명이『일본서기』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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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다대동 일대 마을 분포(1950)

서 자주 등장되는 것으로 보아 한일 계에서 주요 요지 음을 보여 다. 

아미산에는 응  수가 있다. 조선시  다 포는 경상좌도 7진(鎭)의 하

나로 국방상 요지 다.『동래군가호안』에는 108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기

록이 있어 상당히 큰 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 다.

다 1동의 새모기 마을은  지형도에 새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새무

기, 새목, 조항 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지 의 다 자유아 트 부근의 바닷

가 쪽에 있다. 새모기란 새의 목으로 마을이나 들의 모양이 새의 목처럼 가

늘고 긴 모양인 데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된다. 윤씨내 마을은 이곳에 윤

씨들이 많이 살았으므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순 한 

다 진첨사 윤흥신과 군민을 모시기 해 세운 윤공단이 지명과 련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

낫개 마을은 다 2동에 있던 마을로 지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낫개(나

개)는 나포(羅浦)의 우리말

이다. 웃낫개와 아랫낫개가 

있었다. 마을 부근에 있던 들

은 낫개들이라 하 다 한다.

홍티 마을은 아미산의 서

쪽 산록의 완사면 말단부에 

형성된 포구 마을이다. 홍치

마을, 무지개 마을이라고도 

한다. ‘무지개’ 지명은 능선

의 모습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를 한자화 하여 홍티(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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峙)라 한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포구의 조그만 어 으로 김 생산지로 유

명하 다. 지 은 마을 앞이 매립되어 있으나 마을 일부는 아직 남아 있고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한다.

(5) 괴정천 유역 : 당리동 일대

당리는 구덕산과 승학산 남쪽 산록의 완산면에 형성된 마을로 심은 당

리 마을이다. 이곳은 인근의 제석골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류천과 괴정천이 

합류하는 지 에 형성되었다. 제석골은 기우제를 지낸 제석단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며, 사당을 짓고 여신을 모신데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재 이곳에 제석사가 있다. ‘제석’은 불교 용어로 이 지명이 붙은 장소에는 

부분 기우(祈雨) 제단이 있다. 제석사에는 ‘제석곡신당’이라는 이 걸

려있고, 서낭당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매년 3월 

3일 당제를 지낸다.

이 마을 뒷산까지 괴정의 목마성이 뻗고 있는데 이 부근에는 석축 성이 

잘 보존되고 있다. 이 성은 티고개에서 시작하여 당리 뒷산까지 약 3km

의 길이로 이어진다. 두께 8척, 높이 8～12척 규모의 성이며 상단의 높이

만 맞추어 쌓은 성이므로 지형에 따라 높이가 일정하지 않다. 이 성지에서 

신라 토기편이 많이 발견되어 이 부터 있던 성을 나 에 목장성으로 수축

하 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 장림천 유역 : 신평동 일대

신평동은 남북으로 동매산 등의 산지가 둘러싸여 있고 장림천이 낙동강으

로 유입되면서 간척지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은 원래 모래등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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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신평․장림․구평동 일대 마을 분포(1950)

어패류가 많이 잡힌 곳이나 1939년 이곳에서 장림까지 제방을 쌓아 만입부

가 농지로 변했다. 신평은 ‘새로운 평지’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새마

을․신 ․새벌․새마 등과 통하는 지명으로 악된다. 신평이란 지명은

『동래부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리 오래된 지명이 아닌 것

으로 추정된다.『동래군가호안』에 신평이란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호수가 

29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다.

심마을은 신평으로 본동이라고도 부른다.『 남진지(嶺南鎭誌)』(1895)

에 수록된『다 진지(多大鎭誌)』에는 “원호 35호, 인구 105명에 남자 47명, 

여자 5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매 마을은 인근의 동매산(210m) 부근에 있다 하여 지명이 유래된 것

이다. 동꾀 마을이라고도 부른다. 동매산은 독뫼[獨山], 동뫼라고도 부른

다. 망후 마을 지명과 련하여 임경업 장군의 조카가 이곳으로 피신해 와

서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임경업 장군이 김자  등에 

의해 역 으로 몰려 9 까지 몰살당하 을 때 조카 임 생이 의주에서 신

평으로 피난와서 살았는데, 

가 자기를 잡으로 올까 뒤

를 돌아보았다고 하여 망후

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동래군가호안』에 의

하면, 당시 신평동의 호수 

29호  임씨가 15호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모래구  마을은 신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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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간 지 인 강가의 패총이 있었던 모래구  부근에 형성된 마을이

다. 이곳은 산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산지가 병풍처럼 두르고 앞면만 

강을 향해 열려 있다. 이곳은 동매 마을로 가는 입구에 치하고 있었다.

배고개 마을은 신평에서 괴정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배고개 일 에 있던 

마을이다. 배골, 배곡, 배옥곡, 이곡이라고도 불 다. 고개 지명은 배나무가 

많아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고개가 동쪽에 있으므로, 원래는 밝고개 는데, 

밝(박)이 배로 음되었다는 설이 있다. 배오개, 이 , 이티, , 신평고

개라고도 부른다. 이 고개는 하단장과 부산장, 그리고 구평동의 독지장을 

왕래하는 장꾼들이 넘나들던 고개이다. 골짜기에서는 삼을 많이 길 으므로 

삼밭골이라 하 다고 한다. 

(7) 장림천 유역 : 장림동 일대

장림동은 화산 서측 산록의 장림천 유역에 있는 안장림과 바깥장림  

낙동강 하류의 보덕포(부득포 는 비득포)로 구성된다. 장림 지명은 숲에

서 유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지형 으로 산지에 둘러싸여 마을이 길이 늘어섰

다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동래부지』의 기록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안장림이 옛날 장림이고 바깥 장림은 부산과 다 포간의 도로가 개

설된 이후 도로면에 새로 집들이 들어서면서 생긴 마을이다. 지 은 안장림

과 바깥 장림이 이어져 있다. 바깥장림은 농업을, 안장림은 어업을 주업으

로 하여 반농반어의 성격을 지닌 마을이었다.『경상도속찬지리지』(1469)

에는 이곳에 염 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보덕포(保德浦, 補德浦)는 보덕포 갯가를 심으로 형성된 마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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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득포, 부득포, 버득포라고도 하 다. 원래는 세한 농어  마을이었으나 

지 은 마을 앞이 매립되어 공업단지에 속하 다. 성화원 마을은 한국 쟁 

때 쟁고아들을 수용하기 한 시설이 있던 곳이었다.

(8) 괴정천 유역 : 하단동 일대

하단은 괴정천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일 에 형성된 마을로 심은 본동마

을이다. ‘하단’ 지명은 낙동강의 끝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아래치’, ‘끝치’라

고도 부른다. 구덕산이 용호몰리(용호머리)이고 거기서 강을 향하여 괴정 

뒷산 기를 이루어 뻗은 곳이 아래몰리(아래머리)이니 아래몰리의 끝이 아

래치라고 불리었다는 것이다. 는 낙동강 제일 아래 쪽이라는 뜻인 아래치 

는 끝치라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낙동강 하구에서 번성하 던 포구 다. 일 부터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여 5일장인 하단장(5․10일)이 열리고 있었다. 하단에서 장림 일

에 이르는 강변은 김 생산지로 유명하 다. 주민들은 낙동강과 남해안 연안

을 심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았고, 선창가에는 횟집도 많았다. 

그러나 낙동강의 유수작용으로 퇴 되어 포구 기능을 상실하 다. 1983년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되면서 이 지역은 크게 변모되었다. 지 의 동아 학

교 승학캠퍼스 아래 부근에는 시천 마을이 있었다. 인근을 흐르는 계류천인 

시천(矢川)과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산교(神山橋) 부근 일 에는 

신내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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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리마을

제 북  구12121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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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포동

구포리

구포리(龜浦里)는 1878년에 편찬된『양산군읍지(梁山郡邑誌)』에 보면, 

“창을 설치하 으므로 남창으로 하고 범방산 한 기가 낙동강 물을 향하여 

머리에 돌을 이고 있는 모습이 거북이와 같다(設倉庫曰南倉 泛舫山 一脈 洛

水 頭載 石狀 如龜)”라고 그 유래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범방산(泛

舫山, 217m)은 백양산(白楊山, 642m) 기로서 강변쪽으로 길게 벋어 

내린 구포의 남쪽 구남 마을의 뒷산을 말한다. 이 산의 형상이 거북이의 머

리와 몸통을 그 로 빼어 놓은 것처럼 닮아 보인다.

범방산의 거북이 머리 부분은 구포 등학교 뒷산으로 화강암 바 들이 늘

어서 있어 돌을 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처럼 구포의 지명은 거북이 

형상을 한 범방산에서 유래하 다고『양산군읍지』에 기록되어 있다. 법방

산은 거북이 목 부분의 산 능선이 잘룩하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거북이의 몸

통처럼 볼록한 모습으로 모라동쪽으로 뻗어 내리고 있다. 거북이의 목 부분

인 고갯길은 옛날 구남마을 사람들이 시랑골에 나무하러 다니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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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갯길에 2000년  들어와서 거북이 몸통 부분 안쪽으로 아 트 단

지가 조성되었다. 구포3동 시랑골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거북이 

목부분이 잘리게 되었다. 구포사람들은 거북이 목을 보호하기 하여 일

제강 기 김해 주지 과 허황후릉 사이의 구릉을 잘라 내었던 부분을 

1990년  에 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 쪽으로 흙을 덮고 나무를 심

어 연결한 것처럼, 이곳 고갯길을 터 식으로 거북이 머리와 몸통을 연결

하도록 만들었다.

1878년에 편찬한『양산군읍지』에 보면, “창의 남쪽 나루 근처에 구멍이 

있는데 겨울에도 따뜻한 기운이 있어 이를 보고 사람들이 구식진이라고 한

다(倉南津 有穴 冬出溫氣 士人 之 龜息津)”라고 하 다. 이는 옛날 바다의 

거북이가 물가의 모래밭에 구명을 고 겨울잠을 자면서 쉬어가는 갯가라는 

뜻으로 구식진(龜息津)이라 했다.

구포의 지명 유래를 두고 구(龜)를 해석하여 구포는 굿을 하는 갯가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구포의 표 인 나루터가 조선시  감동진(甘同津)이

었으므로 감동이라는 지명도 신(神)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구포는 거북이와  무 한 지명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조선시  이 의 구포는 어떤 지명인지는 몰라도 구포의 상징인 

범방산이 수 천년  조성된 산이었다고 보면, 지명이 그 지역의 산세(山

勢)나 수세(水勢) 등에서 따 온 경우처럼 구포는 거북이와 련된 지명임

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  구포라는 지명은 정식 행정지명에

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산군(梁山郡) 좌이면(左耳面)에 속했던 구포는 사량리(師良里)와 남

창리(南倉里)로 기록되어 있다. 남창리는 강변 언덕 에 조창(漕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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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을 설치했으므로 생긴 지명이다. 사량리는 구포의 본 마을인 리와 

음정골, 지 의 덕천동까지의 마을로 보이나 그 지명의 유래는 정확히 밝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당동리( 洞里)라는 지명은 덕천동의 동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구포라는 지명은 구포지역 체를 나타내는 지명

으로 볼 수 있다.

『양산군읍지』에 보면, 양산군 용연리 내원사 입구에 비석 셋이 서 있었

는데, 그 비석 뒷면에 구포복설(龜浦復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 

비석의 내력을 보면, 1869년(고종 6)에 양산군 소속이던 구포가 동래부에 

편입되자 이를 되찾기 해 양산을 표하는 선비 세 사람이 서울로 가서 

우여곡  끝에 상(領相) 감을 견하고 은혜를 입어 1875년(고종 12)

에 양산군으로 구포를 되찾아 왔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비석을 

‘구포복설비(龜浦復設碑)’라고 부른다.

이처럼 구포는 낙동강 하구지역의 물목으로 감동진(남창나루)․연등개․

구법진․의성나루 등 많은 나루터를 소유한 역 지명으로 볼 수 있다. 구

포의 행정지명은 조선시  양산군 좌이면 사량리․남창리로 나와 있고, 

1906년 동래군 좌이면, 1914년에 동래군 구포면 구포리로 되었다.

1943년 구포읍으로 승격되어 복 후에도 경남 동래군 구포읍 구포리로 

본동․구복동․구명동․연동․시장동․ 리동․구남동으로 분류되어 있었

고 시랑골, 음정골, 나라리 마을은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었다. 1963년 

부산직할시에 편입되어 부산진구 구포동, 1978년 북구 구포동, 1994년 부

산 역시 북구 구포동으로 지 은 구포1, 2, 3동으로 분동되어 있다.

구포리의 산세는 먼  배산으로 백양산 기인 주지산(蛛蜘山, 614m)이 

솟아있고 그 아래 산(嶺山)이 북쪽을 가로 막으며 리 마을로 뻗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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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남마을 방면의 범방산과 두꺼비 바 가 있는 강변쪽으로 야산 

우리가 솟아 있다. 하천은 리천과 범방천, 구명천, 음정골도랑 등이 있다.

낙동강 제방과 구포다리는 1930년 에 조성되었다. 제방을 쌓으면서 강 

안쪽에 콘크리트로 선착장을 조성하여 배가 안할 수 있었고 강으로 드나

드는 수문이 본류쪽에 6개, 구포시장 입구 리천 제방과 연결되는 배수장

쪽에 1개가 있었다. 이들 수문은 평상시에는 열어 놓았다가 큰 비가 오면 

닫는 철문이었다. 이들 7개의 수문은 강변쪽에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이 

들어서면서 모두 없어졌고 강변 제방도 도시철도 선로와 역사가 들어서면서 

제방의 반을 차지하여 방수 역할을 신하고 있다.

그리고 다 항 배후도로 공사로 구포나루터는 수상(水上) 도로가 가로막

 그 기능을 완 히 상실하 다. 구포다리도 2003년 9월 14일 태풍과 폭

우로 교각이 내려앉아 복원되지 못하고 끝내 철거(2008. 12)되어 구포의 

명물로서 외에 리 알려졌던 그 명성을 마감하 다. 구포에 해오는 민

속 에서 구포 리지신밟기, 구포장타령, 구포 리천제방쌓기놀이, 구포별

신굿이 지역축제인 낙동민속 술제에서 재  발표되었고 일부는 부산민속

술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구포리에서 1919년 3월 29일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구포장터 3.1

만세운동에 주동자로 구 되어 옥살이를 했던 독립유공자 에서 서훈을 받

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윤정은(尹正殷, 1852~1920, 수감  옥사함, 건국훈장 애국장)

∙임 래(林鳳來, 1890~1968, 건국훈장 애족장)

∙김옥겸(金玉兼, 1892~1957, 건국훈장 애족장)

∙허치옥(許致玉, 1884~1924, 건국훈장 애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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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수(金達洙, 1888~1924, 걱국훈장 애족장)

∙박도백(朴道伯, 1892~1939, 건국훈장 애족장)

∙윤경 (尹敬奉, 1897~1941, 건국포장)

∙윤장수(尹章洙, 1895~1958, 통령 표창)

∙양태용(梁太鎔, 1893~1937, 통령 표창)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주동자  재 에 회부된 42인  서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가 많으나 후손들의 신원이 악되지 않아 아직까지 미

결로 남아 있다.

구포지역에 해오는 설화는 민속사학자 손진태 선생이 1930년 에 채

록한 것으로『남창손진태선생유고집』3 ｢우리나라의 문화｣에 총 70편  

구포쪽에서 33편의 많은 설화가 실려 있어 구포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구포별신굿의 유래와 ‘무녀기도사(巫女祈禱詞)’가 실려 있어 

별신굿을 악하고 재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구남마을

구남(龜南) 마을은 구포2동 923～989번지와 1030번지 일 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구포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구남동으로 불 다. 이 마을에

는 구포를 상징하는 범방산이 있어 사상구 모라동쪽으로 뻗어 내려 있다. 

이 산은 강 건  김해에서 바라다보면 거북이가 강을 향하여 엎드려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산 정상부에 거북이 형상의 바 까지 있어 구포사람들은 

범방산을 거북산으로 불러 왔다. 범방산 아래 논밭지 던 이곳에 오랜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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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 마을의 현재 모습

날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유 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라동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큰 나루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1903년 경부선 철로를 가설하기 까지만 해도 구남 마을의 최남단 강변

쪽의 낮은 지 에는 강물이 들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

된 것은 1903년 경부선 구포역이 생기면서 역 건 편에 철도 사가 들어섰

고 철도 굴다리가 있는 곳까지도 인가가 들어섰다.

일제강 기를 거쳐 8․15 복과 한국 쟁을 거치면서 외래인이 많이 

들어와 큰 마을을 이루었다. 그래서 구포사람들은 구남 마을을 1960년

까지만 해도 새동네라고 불 다. 구남 마을은 야시고개가 있던 모라동과의 

경계지  일 에 식 고층 아 트가 들어섰다. 그리고 강변쪽 높은 야

산지 는 구남 등학교까지 들어서서 아 트 등 주택단지로 변하여 크게 

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포의 상징인 범방산에는 2곳의 물 기가 흘러내리고 있다. 거북바  쪽 

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한 기는 구남 마을의 논밭지 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 해 주면서 야산을 끼고 지 의 철도 굴다리 으로 흘러 나나리 마을을 

지나 북구청 서쪽의 삼락천에 

합류하고 있다. 다른 한 기

는 거북바  남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사상구 모라동과 경

계를 이루며 흘러 내려 옛 낙

동강 하구지역 삼차수(三叉

水)의 한 기 던 유두강(柳

頭江)에 흘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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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시골이었던 옛 구남마을 모습

이곳에는 조선시  모라리에 역원(驛院)이 설치되었고, 배가 드나드는 수

참(水站) 포구가 열리면서 모라에 시치메(수참) 마을이 형성되었다. 범방천

은 조선시 부터 지 까지 사상과 구포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옛날 수참 

포구자리는 1903년 경부선 철로 공사로 나루터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구남 마을은 지 의 가람 학교가 있는 지 에서부터 일제강 기 하천 수

로를 정비한 구명천(龜明川)이 구포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흘러 리천과 

합류 하는데 이 수로를 경계로 구명 마을과 경계를 이룬다. 구포역 건  구

남 마을쪽의 높은 언덕 에 1953년 구포지역에 처음으로 학교가 생겨나

고 이어서 상업고등학교까지 설립되었다.

당시 구포 학교(지 의 가람 학교 신) 신은 구포 출신의 기업인 오

명구(吳命九)가 주도하여 구포사람들의 력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했는데 

1958년 국가에 헌증하여 공립학교가 되었고 학교 이름도 구포 학교에서 

구포여자 학교로 변하여 지 은 가람 학교가 되었다. 가람 학교 교정에

는 학교를 설립한 ‘오명구 기념비’가 서 있다.

구남 마을에는 구포 학교, 구남 학교, 백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시립구포도서 , 북부교육청

이 들어서 있다. 어린이교통

안 테마공원, 부산청소년교

육문화회  등이 건립 정

으로 있다. 이를 두고 볼 때 

범방산의 산세는 구복포란

(龜伏抱卵)형으로서 거북이

가 알을 품고 엎드려 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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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풍수지리의 명당자리라는 해석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곳 범방산 정상에는 거북이가 산을 향해 머리를 벋고 있는 형상을 한 바

가 있다. 한 이 일 에는 맷돌바 , 편바 , 얼굴바 , 음기바  등 온

갖 형상의 바 들이 있다. 그리고 구포역에서 구남 등학교가 들어선 야산 아

래 경부선 철로변에는 두꺼비 바 가 있다. 이 바 는 옛날 뱃길을 오르내리

던 사람들이 기원을 올리던 바 로서 구포의 상징 인 존재로 부각되어 있다.

구남 마을에는 옛날 답지 의 심부를 백양로가 통하고 강서구 

동과 연결하는 구포 교가 가설되어 있다. 한 도시철도 2호선 구남역까

지 생겨나고, 구포3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까지 개설되어 지난날 변두리 던 

새동네가 외로 나아가는 문으로 크게 번창하고 있다. 구남 마을에는 문

화재 의 유산은 없으나 1908년에 설립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구포

장로교회가 구포1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있다.

구남마을 출신 인물로는 일제강 기에 이곳에 정착한 불교미술계의 장인

(匠人)인 권정두(權廷斗 1913～1969) 선생은 부산 도 복천사의 양완호

(梁玩虎) 불모(佛母)에게서 불상, 불화, 단청 등 불교미술 반을 수 받

아 큰 동생 권정학(權廷學 1918～2008), 둘째 동생 권정진(權廷鎭 1926～

1975), 셋째 동생 권정환(權廷煥 1933～생존)과 막내아들 권 (權榮寬 

1951～생존)에게 수하 다. 동생들과 아들이 제1회～제5회 불교미술

에서 모두 상을 받아 국에 이름을 떨쳤고 국내외에 많은 작품을 남겼

다. 아들 권 (權榮寬)은 불화장(佛畵匠)으로 2008년 부산 역시 무형

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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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마을에서 시장쪽으로 가는 도로 모습

구명마을

구명(龜明) 마을은 구포1동 774, 1009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국철 구포역에서 구포 안동네로 들어오는 역 통 도로를 거쳐 구장터쪽에

서 철도건 목을 건  구포시장으로 가는 심도로와 구포 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끼고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을 구명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 기부터 다. 

구명이란 지명은 구포 등학교 신인 구포사립구명학교에서 유래한다. 

1906년에 설립되어 1907년 10월 15일(음력 9월 9일)에 개교한 구포사립

구명학교 취지서에 보면, 학교 이름의 연유가  있다. 구명이라 함은 ‘거

북은 신명(神明)의 후손이며 4  신령스런 동물 의 하나이다(龜 神明之

族而 四靈之一也)’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신령(神靈)한 거북의 신명처럼 

학교를 발 시키고 천년의 수명을 가진 거북이처럼 유지 확장한다는 취지에

서 구명학교로 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구포에서 설립된 민족학교의 이름에서 

동네 지명을 따온 것이다.

구명 마을에는 100년의 역

사를 간직한 구포 등학교가 

범방산의 거북머리 부분의 

우리 바로 아랫쪽에 치

하고 있다. 구포학교에서 철

도건 목까지 긴 차도를 내

려가면 상층부에는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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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마을의 옛 모습(일제강점기)

지난날 리 마을로 내려가던 비석골 고갯길이 논둑사이로 나 있었다. 이곳 

비석골 입구의 논둑에는 1809년 리천에 제방을 쌓았던 ‘양산군수 이유하

(李遊夏) 공덕비’가 있었다.

이곳에 백양로가 개통되고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면서 공덕비가 설자리

를 잃게 되어 1996년 구포1동사무소(지 의 구포1동주민센터) 경내에 옮

겨 세워 놓았다. 구포1동에서는 공덕비를 옮겨 세우고 해마다 조선시  

리천 홍수를 방지하기 한 제방을 쌓아  이유하 양산군수의 공덕을 기리

는 제향을 올리면서 동민 잔치를 벌 고 리천 제방 쌓기를 낙동문화원의 

고증을 거쳐 민속놀이로 재 하여 부산민속 술축제에도 참가 하고 있다.

그리고 비석골 맞은편 남쪽으로는 구남 마을로 가는 차도가 있었는데 백

양로 으로 가람 학교와 구포2동주민센터로 가는 도로는 존하고 있으

며 구포 등학교 뒷담 쪽 백양로에 도시철도 2호선 구명역이 들어서 있다. 

구포 등학교에서 다시 차도를 따라 내려가면 지난날 논밭지 를 지나 좌측

으로 구포변 소가 있다. 구포변 소를 지나 네거리가 된 곳에서 남쪽으로 

구포역쪽으로 가는 차도가 

나 있고 심부인 옛날 구포

읍사무소 자리에 구포1동주

민센터가 들어서 있다. 주민

센터에서 구명천을 따라 짤

룩고개를 내려가면 옛 리

천 물 기를 따라 시장 마을

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구명 마을은 구포의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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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사립구명학교 개교식 모습(1907년)

네 심 차도 던 앙로가 구포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리천을 건 던 검정

다리를 경계로 시장 마을과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포역 건 편에서 경

부선 철로를 따라 철도건 목까지 좁은 인도가 나 있는데 구명 마을쪽의 옛

날 높은 언덕지 를 경부선 철로를 놓으면서 석축을 쌓고 주택이 들어서면

서 시멘트로 높은 계단을 만들어 오르내렸는데 그 계단길이 존하고 있다.

철도건 목을 넘어 철로변 인도쪽 입구 낮은 언덕 에 계단을 오르면 일제강

기에 순사들의 주재소가 있었는데 1919년 3월 29일(음력 2월 28일)에 구

포 장터에서 3․1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시  군 들이 철로에 있던 자갈돌

을 구명동쪽의 주재소를 향하여 던지면서 항거했던 역사의 장이기도 하다.

문화유산으로 구포 등학교에 1907년 개교한 구포사립구명학교 ‘설립취

지서’와 ‘설립기  기부자 명부’가 해오고 있다. 그리고 구포 등학교 경내

에는 1964년 구포 등학교에 발령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해 7월 학

교 뒷산의 연못에서 멱을 감던 제자가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제자를 건지려다 숨을 거둔 ‘이춘길 선생 순직비’가 서 있어 사도(師道)의 본

보기가 되고 있다.

구명마을 최씨할매당은 범

방산 거북머리 우리의 끝

자락에 있 있으며, 천제당이 

함께 나란히 서 있다. 최씨

할매당산의 유래는 민속학자 

손진태 선생의 구포별신굿 

채록 자료에 보면, 옛날 

을 잘 치던 최씨할매 무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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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구명 마을에 살면서 돌림병에 헌신 으로 활동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 

내었다고 한다. 구포 사람들은 최씨할매가 별세하자 이 할매를 당산에 좌정

시켜 모셨다. 구포에서 별신굿을 할 때 이곳 최씨할매 당산을 찾아와 기원

을 한 후 구포강변 나루터와 장터에서 굿을 했다고 해온다. 그리고 할배

당은 천제당이라 하여 단군성조 정과 장군도를 모셔 놓았다. 이곳 당산은 

구포지역 통 노인단체로서 1918년에 설립된 기로사( 社) 노인회에서 

일제강 기 때부터 리해 오고 있다.

구명마을 출신의 인물로는 일제강 기에 구포지역 정미업계의 표 인 

거부 던 김진곤(金晉坤) 선생의 큰아들인 김종 (金鐘大, 1921～2003) 

씨가 있다. 은 시  부산에서 학교수를 거쳐 계에 진출하여 농림부차

을 역임하 고, 다시 기업인으로서 한국양회공업 회 회장, (주)삼미사 사

장, 동해 력개발(주) 사장, 피 (주) 회장, 한상공회의소 상임부회

장 등을 역임하여 국가 발 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박건자(朴建資, 1914～1996) 선생은 낙동강청주와 소주를 생산하던 기

업인으로 8․15 복 후 구포체육회장을 맡아 복 기념 축구 회를 열었

고 한국 쟁 직후 구포읍장을 역임, 1960년 민선 구포읍장을 역임하 다. 

박민식(朴敏植) 씨는 제18  국회의원으로서 지난날 외무고시, 고등고시 

양과에 합격한 수재 는데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구포출신으로서는 최 로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 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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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 마을이 있는 현재 모습(경부선 철로가 가로지르고 있음)

구복마을

구복(龜伏) 마을은 조선시  구포나루터 주 에 삼세조창(三稅漕倉)인 

감동창(甘同倉)과 감동 장터를 끼고 크게 번창한 구포의 강변 본마을이다. 

구포를 구복포(龜伏浦)라고도 불 는데 범방산의 형상이 거북이[龜]가 강

을 향하여 엎드린[伏] 형상에서 구복동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조선시  구

복 마을에 설치된 감동창은 백성들로부터 농사를 짓는 땅에서 받는 세와 

공물세인 동미, 그리고 군역 는 노역 의무에 하여 받는 호포, 군포와 

같은 포목류 등을 보 하는 창고 다.

이곳에 비축된 곡류 등은 당시 동래부 산하 군사 진 인 부산진․ 정

진․다 진과 좌수 에 소요되는 군량미와 군사들의 료미를 방출하면

서 조운선(漕運船)이 드나들었다. 이처럼 구복 마을은 감동창, 감동진, 

감동장터를 끼고 구포 강변의 본마을로서 조선시 부터 구한말까지 크게 

번창할 수 있었고 개화기에도 구포를 표하는 동네로서 많은 역사  기

록을 남기고 있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열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가운데 일제가 침략

의 야수를 뻗쳐오는 사태속

에서 나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앞날을 바르게 인

식할  아는 슬기로운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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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육성하는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학문을 배우는 학교가 설립 되었다. 

1906년 11월 장우석․윤상은․박형진․윤경화 등 발기인 26인이 학교를 

세울 것을 제창하 고 지역 인사들이 이에 호응, 자진하여 기부 을 내어 

놓음으로써 구포사립구명학교를 설립, 1907년 10월 15일에 개교한 곳이 

바로 감동창이 있던 구복 마을이었다.

뒤이어 구포사립구명학교가 구포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어 새 건물을 지

어 이 하 고, 지 의 구포 등학교는 그 통이 이어져 2007년 개교 

100주년을 맞았다. 그리고 구한말 구포나루터와 장터를 심으로 정미업이 

번창하 고 객주 상인들이 들끓어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구포객주는 당시 

량객주, 하단객주와 더불어 부산항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때 구포의 지주들이 그 당시 축계를 조직한 구포객주와 더불어 구

포 축주식회사를 이곳 구복마을 구포장터 근처에서 설립하여 문을 열었다. 

1908년 설립된 이 회사는 , 출업, 어음할인 등 근  은행업무와 별 

차이가 없는 융기 이었다. 구포 축주식회사의 설립을 주동한 사람은 화

명의 지주요 객주업자인 장우석과 구포의 만석군 윤상은이었다.

구포 축주식회사는 설립 이래 업이 번창하 는데 1911년 일제가 공

포 실시한 조선회사령에 의해 1912년 구포은행이 발족하게 되었다. 구포은

행으로 개편 설립하기 한 자본을 늘리기 해 부산의 거상(巨商)들과 경

남 일 의 지주와 상인들을 유입하여 자본  50만원, 1주(株)당 50원, 

총주수(總株數) 240인으로 발족하 다.

1915년 본 을 부산으로 옮겨 경남은행으로 개칭하여 남 최 의 민족

계 지방은행으로 발 하게 되었다. 구포은행은 지방에서 최 로 설립된 민

족계 은행으로서 한국 융사에 기록을 남겼다. 구포은행의 발상지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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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모습

구복 마을인 것이다.

일제강  후에도 구포장터는 계속 번창할 수 있었는데 1914년 화재가 

발생하여 시장의 상가들이 불에 타버리는 사태가 발생하 다. 이에 구포

사람들은 의연 을 갹출하여 장터를 재건하 다. 그 당시 성 을 낸 사람

들의 명단과 액이 ‘구포동화재의연기념비’에 나타나 있다. 구포장은 강

변 나루터에서부터 감동창 언덕 아래 골목길을 거쳐 안쪽 큰 마당까지 장

시(場 )가 열렸다.

1919년 서울의 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3․1독립만세 운동이 국으

로 퍼져 갈 때, 이곳 구포장터에서 3월 29일(음력 2월 28일) 장날을 맞

아 구포지역 청년들이 주도하여 장꾼 1,200여명과 더불어 독립만세운동

을 일으켰다. 구포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투옥되어 재 에 

회부된 인물은 42명에 달했고 사회  신분으로는 농민,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었다.

주동인물  징역 1년 3개월을 받은 구포출신 윤정은 씨는 67세 나이로 

청년들의 후원자로서 참여하여 시  열에 앞장섰는데 감옥에 갇힌 후 혹

독한 고문 등으로 고 를 겪다 옥사하 다. 이처럼 구포지역의 심지에 

치한 구복마을에서 1918년 

구포지역 노인들의 모임인 

‘기로사( 社)’가 창립되어 

지역사회의 정신  지주로서

의 역할을 해내었다. 그리고 

1922년 구포청년회가 창립

되어 노동야학교와 여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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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 마을의 구장터가 있었던 곳의 현재 모습

운 하여 당시 공립보통학교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구

포면민 체육 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었다.

구포청년회의 활약상을 증명하는 ｢구포청년회 회의록(1922년～1928년)｣

이 해 온다. 구포청년회는 구포기로사 사옥과 노동야학교 건물로 쓰던 구

포장터 근처에 구포회 을 신축하여 계속 사활동을 벌 다. 1937년 구포

장학회가 발기되어 그 기 으로 노동야학교를 운 하 다. 그리고 구포나루

터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1 씩 모은 돈으로 노동야학교 운 비

를 보태었다는 이야기가 해온다.

구복 마을의 행정지명은 조선시  양산군 좌이면 남창리 고, 일제강  

후 1914년 동래군 구포면 구포리 구복동으로 변천되었다. 구포장터는 

1903년 경부선 철로부설 공사 때 구포의 심부에 철도가 가로 놓여 장터

의 큰 마당이 어들었다. 그래서 나무 , 쇠  등은 철도 건 목을 넘어 연

동마을 쪽 철로변 도로에서 열렸다. 그 뒤 1930년 에 들어 낙동강 제방이 

축조 되면서 구포장터도 1933년 재의 시장으로 옮겨 갔다. 그래서 구복 

마을을 옛장터로서 구장터라고 부르고 있다. 

옛날 강변에서 구포장터로 

들어오려면 강변 통새미 우물

이 있는 곳에서 골목길로 들

어왔고 감동창 언덕 우측으로 

말랑걸이라는 고개를 넘어 시

장으로 진입하 다. 이 말랑

걸을 일명 박석골, 박석고개

라고 부른다. 이 말랑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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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마루에는 조선시  ‘양산군수 심능섭(沈能燮) 수덕불망비(樹德不妄碑)’

가 남아 있다. 그리고 감동창 인근에서 제일 높았던 이곳에 삼칠루(三七

樓)라는 각이 있었다.

1878년에 편찬한『양산군읍지』에 보면, 양산군수 권성계가 재임 인 

1693년에 건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각의 유 지는 남아 있지 않으

나,『양산군지』에 당시 재임했던 군수들의 제 시(題詠詩)가 해 온다. 

구복 마을에는 일제강 기 구포극장이 설립되어 1960년 까지 구포지역에

서 연극, 화를 공연하는 유일한 극장이었다.

구복마을 출신 인물인 엄성 (嚴聖寬 1932～1989) 선생은 서울 학교 

출신 서양화가로 서일공업  교수, 88올림피아드상임 원 등을 역임하 다.

나나리마을

나나리 마을은 구포2동 1120～1286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로서, 

1930년  구포다리와 낙동강 제방이 생기고 나서 본격 으로 형성된 마을

이다. 구남 마을에서 강변 쪽으로 범방천을 따라 경부선 철로 굴다리를 지

나면 구포역에서 남쪽으로 나오는 길과 만난다. 그리고 낙동 로변에 빌딩

들이 서쪽으로 향해 길게 늘어서 있음을 보게 된다. 낙동 로가 구포역 앞

에서 구포 교를 지나 강변으로 벋어 있는 이곳의 지형은 지난 100여년 동

안 몇 번이나 변한 지역이다.

구포다리가 1933년 가설되면서 이어서 낙동강 제방도 축조되었고 부산

에서 사상을 거쳐 구포다리까지 오는 차도가 정비되었다. 낙동강제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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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리 마을의 현재 모습

낮은 지 인 이 도로를 구포다리로 연결하기 해서는 석축을 쌓아 땅을 돋

울 수밖에 없었다. 구포다릿목이 언덕처럼 높은 지 가 되면서 석축을 쌓아 

올린 아랫쪽에는 집들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마을은 언덕 의 구포다릿목을 끼고 구포 쪽으로는 기차역에 가는 진

입로와 골목길이 있었는데 주 도 생겨나고 상 도 들어섰다. 그리고 언덕 

의 구포다릿목에는 김해․마산․진해 등지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소로서 

자연히 상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8․15 복과 한국 쟁을 거치

면서 상가 건물을 지어 센터라고 하 다. 그리고 상가 도로변에는 노

도 많았다. 센터에는 식당도 있었고 상 도 있었는데 특히 지역 특산물

이 딸기와 배가 구포다릿목의 상징 인 상품이었다.

이면 삼락강변 딸기밭에서 생산된 딸기를 주리에 담아 든 부녀자

들이 버스가 들어오면 우루루 몰려와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 딸 사이소, 

내 딸!’외쳤다. 그리고 가을이면 강 건  에서 생산된 배[梨] 주리

를 들고 ‘내 배 사이소, 내 배!’하면서 외치던 모습이 외지인들에게 크게 

부각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1950년 에서 1970년 까지 이어져 구포에

서 생산되지 않았던 딸기와 

배가 구포딸기, 구포배로 

외에 리 알려 졌다.

구포다리를 끼고 언덕 아

래 낮은 지 에 형성되었던 

나나리 마을은 낙동 로가 

개통되면서 도로에 편입되고 

축소되었지만 로변에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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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리마을 서쪽에 있던 구포다리(1935년, 지금은 철거됨)

나나리 마을의 옛 모습

건물이 구포삼거리에서 지

의 북구청과 북부산등기소 

앞까지 길게 벋어 있다. 나나

리 마을은 1905년 경부선 개

통 후 구포역에서 남서쪽으

로 철도 굴다리 근처의 철도 

부지에 집들이 들어 서기 시

작했고 구포다리 가설 후 마

을로 발 하게 된 것이다.

이곳 일 는 낙동강 제방을 쌓기 만 하더라도 범방천을 낀 강변의 들

으로서 재의 구포삼거리에서 북구청이 들어 선 곳까지 옛날 낙동강 삼

차수의 한 기인 유두강(지 의 삼락천)으로 진입하던 지역으로 농사를 짓

던 곳이었다. 1970년 까지만 해도 이 일 는 밭농사를 주로 하는 들 이

었다. 나나리라는 지명은 1910년경에 조사한『조선지지자료』에 나오는 

일하평(日下坪)이라는 들

의 지명과 련이 있다. 구포

지역의 서쪽지  해[日]가 

지는 아래[下] 들 [坪]이란 

뜻이 담겨 있다. 이를 토속어

로 날라리라고 했는데 세월

의 흐름속에 변형되어 나나

리로 부르게 된 것이다.

구포의 명물인 구포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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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리마을 나루터 모습(옛 감동창이 있던 곳)

2008년 완  철거 되었고 옛날의 구포다리로 오르던 도로도 2009년 없어

지고 낙동 로에 편입되었다. 옛날 구포다리 입구에는 복 50주년인 

1995년 건립한 ‘구포장터 3․1만세운동기념비’와 부산을 상징하는 철탑이 

보존되어 있다.

남창리마을

남창리(南倉里) 마을은 구포1동 307～328반지, 1060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로, 구포의 나루터와 장터가 있던 강변마을이다. 조선시 의 지명

은 양산군 좌이면 남창리(梁山郡 左耳面 南倉里) 다. 남창리(南倉里)란 지

명은 1878년에 편찬한『양산군읍지』에 보면, “감동창, 일명 남창(甘同倉 

一名 南倉)”이라 하 는데, 당시 양산군의 제일 남쪽에 있는 창고란 뜻이 담

겨 있다. 조선시  양산군의 강수로(江水路) 요지인 남창 마을은 이곳에 감

동창(甘同倉), 일명 남창(南

倉)이 설치되면서 붙여진 지

명인 것이다. 고문서에 보면 

남창리의 규모와 주  환경

이 잘 나타나 있다.

1809년 이곳 남창리에 있

던 감동장터를 정산성 입구

인 천리로 이설한다는 동래

부의 소보(所報)를 보고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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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유하(李遊夏) 군수가 감 (監營)에 올린 방보장(防報狀)이 이를 증명

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을 “감동창은 강수(大江水) 수구(水口)에 있어 강변

에 설치한지가 자못 일백년에 가깝도록 오래되었으므로 선박들의 요충지요, 

곡(錢穀)이 모이는 곳이며 생리(生利)가 조  한 고로 사방에서 이

(利)를 찾는 생민(生民)들이 해를 거듭하여 모여드니 민호(民戶)의 총수가 

무릇 300호요, 군포(軍 )가 나오는 것이 한 200필이나 되어 단연 동남의 

도회이외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를 두고 볼 때 남창 마을에는 300여호의 가옥이 운집하여 번창하 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곳 남창에는 조운선이 드나들고 장터에는 부산에

서 운송되어 온 포목, 석유 등과 고등어, 명태, 조기 등 어패류와 명지에서 

생산된 소 , 젓갈 등이 모여 들었고 여기서 교역을 마친 물품들을 싣고 낙

동강 상류인 왜 ․상주․안동으로 올라가는 배들이 들락거렸던 것이다.

당시 남창리에는 조운선, 상선, 어선, 나룻배들이 장날이면 하류 100여

척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터에는 강 건  김해군의 상동면․하

동면․ 면․명지면, 동래의 북면․서면․사상면․사하면, 양산군의 동

면과 좌이면, 강 서남쪽 소요리․유두리 등 사방에서 교역하는 백성들이 

모여 들었다.

특히 남창리 건 편 양산군에 속했던 지역의 상면․ 하면 주민들

은 조개를 잡고, 나물을 캐며 갈 로 삿자리를 만들어 구포장에 와서 팔아

서 식량을 마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번창

했던 남창리 마을은 삼세조창과 장터, 나루터 등을 거느리고 지 의 구복동 

마을과 본동마을, 연동 마을까지 이어진 강변 락이었던 것이다.

남창리 마을의 지명은『양산군지』에 창리(倉里)로 나오고 있으며, 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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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지명은 일제강  이 까지 사용되었다. 남창(南倉)을 구포 사람들은 

남창(南滄)으로 쓰기도 했다. 구포에서 어린시  자랐던 민속사학자 손진태

(孫晋泰) 선생의 아호(雅號)가 남창(南滄)이었다.

대리마을

리(大里) 마을은 구포1동 702～705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리 마을은 구포지역의 모태인 본마을이다. 리(大里)라는 지명도 큰 마

을이란 뜻이 담겨 있다. 구포의 주산인 주지산(蛛蜘山)에서 북서쪽으로 벋

어 내린 산 기가 말등고개에서 멈추었다가 낮은 우리인 산(嶺山)이 

강을 내려다보면서 리 마을의 당산나무가 있는 쪽으로 뻗어 내리고 있다.

남창리 마을은 강변의 나루터와 장터를 끼고 생리(生利)를 찾아온 사람들

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면, 리 마을은 구포의 본토박이들이 살아 온 마을이

다. 이 마을의 당산나무인 수령 500여년이 된 팽나무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리 마을에서 가장 먼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은 음정골쪽이다. 음

정골의 높은 지 인 지 의 경혜여자고등학교 바로 아랫쪽의 밭에는 조개껍

질이 무더기로 묻  있던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해 다. 

옛날 덕천교차로가 샛강이었을 때 리마을 입구인 음정골로 배가 드나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음정골의 북쪽 맞은편의 구법곡에 조선시  

기찰이 설치되어 배가 드나들었던 기록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

실인 것이다. 큰 리 마을은 리천의 동북쪽 산의 당산나무 아래 산비

탈을 끼고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리천 다리를 건  당산나무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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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마을의 현재 모습

까지 오르막길이다. 작은 리 마을은 리천이 남서쪽 낮은 지 인 평지에 

답지 를 끼고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 큰 리 마을과 작은 리마을 사이

를 흘러내리던 리천에 조선시  제방을 쌓았던 사연이 해온다. 이 지

역에 해오는 ‘양산군수 이유하 군수 공덕비(梁山郡守李遊夏公德碑)’가 그 

유래를 밝  주고 있다.

구포의 주산인 주지산 산골짜기에서 발원한 리천이 시랑골(侍郞谷)을 

거쳐 흘러 내려와 소당(沼 )폭포에서 작은 리마을 쪽으로 수직으로 떨

어진다. 그리고 그 물은 지 의 구포시장쪽으로 수평으로 흘러 샛강쪽으

로 합류했다. 그런데 홍수가 지면 소당폭포에 떨어진 큰 물길이 리천 도

랑을 넘쳐 작은 리 마을 쪽의 답과 가옥을 침수시켰다. 그리고 당시 

논밭지 던 리천 하류의 지 의 구포시장 일 까지 여름이면 물난리

를 겪어야만 했다.

1807년 양산군에 부임한 이유하 군수가 이러한 백성들의 사정을 악하

고 하천인 이곳에 제방을 쌓아서 오랜 숙원을 해결하여 주었던 것이다. 이

러한 내력이 1809년에 건립한 ‘행군수 이후유하축은제비(行郡守李候遊夏築

恩堤碑)’에 나타나 있다. 이 

비석은 리마을 남쪽 입구인 

비석골 고갯길에 세워져 있

었는데 도로 확장과 도시철

도 2호선 공사로 철거되어 

1995년 구포1동주민센터 경

내에 이  복원하 다.

구포1동에서는 해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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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마을의 옛날 모습

유하 군수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리 마을에서 해오는 

‘구포 리지신밟기’는 민속놀이로 재 하여 낙동민속 술제에서 발표하

고, 부산민속 술축제에도 참가하여 놀이부문 종합 우수상과 개인 연기상 

3회를 수상하 다.

리 당산은 구포동 46번지에 치하고 있다. 1949년 5월에 건립하 고, 

1969년에 수하 으며, 1987년 5월에 개축하 다. 산신당과 고당할매당

의 두 개의 재단이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정월 14일 밤 자정으로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산신당 뒤에는 당산나무인 팽나무(천연기념물 제309호)

가 서 있고, 2009년도에는 팽나무와 소나무 등 체를 ‘구포 당숲’이란 호칭

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확 하 다. 두 제당 왼쪽에는 300여년 된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리마을 출신의 인물로 개화선각자 윤상은(尹相殷, 1887～1984) 선생

이 있는데 구포사립구명학교 설립, 국최 의 민족계 지방은행인 구포은행 

설립의 주역을 맡았고 8․15 복 후 미군정 경상남도 재무부장, 정부수립 

후 재무부 매국장을 역임하 다. 윤 진(尹顯振, 1872～1921) 선생은 윤상

은의 조카로 일제강 기에 부

산의 백산상회 주주, 경남은

행 마산지 장 역임, 상해임

시정부 재무부차장으로 재정

실무를 담당하다 29세에 별

세하 는데 건국훈장 독립장

을 추서하 다.

윤인구(尹仁駒,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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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선생은 윤상은의 장남으로 부산 학교를 설립, 개교하여  총장

을 역임 하 고, 연세 학교 총장도 역임하 으며 부산 역시문화상을 수상

하 다. 김지곤(金之坤, 1898～1966) 선생은 부산일보  편집국장 역

임. 1950년  민선 구포읍장을 2 에 걸쳐 재임하 다. 배상도(裵尙道) 씨

는 부산시 약사회 회장, 부산 역시의회 의원  부의장역임, 민선 제3  

부산 북구청장을 역임하 다.

본동마을

본동 마을은 구포1동 1060번지 구포역  통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조선시  구포의 심지는 남창리 구복 마을이었으나 근 화의 과정에서 새

로운 본거지가 된 곳이 본동마을이다. 구복 마을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강변 

일 는 경부선 철도가 들어서기 만 하더라도 구명동과 구남동의 높은 언

덕 아래 지역으로 인가가 별로 없었던 곳이었다.

이곳이 구포의 새로운 심지가 된 것은 경부선 철로가 가설된 이후부터

다. 1903년 경부선 1차 공사로 양까지 철로가 가설되면서 구포에 기차

역이 건립 되었다. 구포역에는 김해․사상․사하․양산 등지의 사람들이 기

차를 이용하기 해 드나들면서 역사(驛 )를 심으로 차도가 열리면서, 

상가가 들어서고 병의원과 여  등, 의료, 숙박 시설까지 생겨났다. 그리고 

철로 따라 구복마을 입구까지 차도가 정비되고 도로 양쪽에 주택과 상가가 

길게 들어서기 시작하 다. 구포역 앞에는 구포우체국이 건립되었고 강변쪽

에는 정미공장이 번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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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마을이 있는 구포역 주변(1990년)

1930년 에는 낙동강 제방이 축조되고 구포다리가 가설되면서 본동 마

을은 더욱 발 하 다. 뒤이어 조선상업은행 지 과 일본순사 주재소와 헌

병 , 농산물검사소 등 공공시설이 구포역 일 에 자리 잡았다. 구포역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가던 동포들과 일제의 징용에 끌려가던 은이

들이 기차를 타기 해 을 이었고 구포역으로 반출된 김해평야의 곡물과 

배[梨] 등은 기차를 통해 국에 보 되었다.

그리고 정미공장이 있던 강변에 낙동강 제방공사 후 철도 지선이 개설되

어 정미소에서 나온 가마니가 화차에 실려져 구포역으로 이동하여 국 

각지로 반출되었다. 일본으로 가는 물량은 새로 조성된 강변 선착장에서 

500석 이상을 싣는 범선에 실려 갔다. 당시 본동과 구복동으로 이어진 구

포 낙동강 제방에는 선착장으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철제 수문이 7개 

설치 되었다. 그  1, 2, 3호 수문은 구복동쪽이었고, 4, 5, 6호 수문은 

본동쪽에 있었으며, 7호 수문은 리제방 안쪽에 조성된 새 시장으로 오가

던 출입구 역할을 하 다. 이들 수문은 평소에 열어 놓았다가 큰 비가 오면 

닫아걸었다. 8․15 복 이

후 강변 선착장의 제방쪽으

로는 임시 건물이 들어서서 

구포의 명산물인 잉어회, 민

물 장어구이를 는 주 이 

생겨나서 거북 이라는 이

름으로 1970년 까지 호황

을 렸다.

구포역에는 아침 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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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본동 마을의 옛 모습(일제강점기)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통학을 하는 ․고등․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사람

들, 그리고 구포국수를 박스에 담아 부산으로 팔러 나가던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한 구포다리 쪽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시내 쪽이나 김해․진

해․마산 등지로 가기 해 나가는 사람들이나,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구

포로 들어오는 길목으로서 구포역 앞은 항상 사람들이 붐볐다. 1960년 에 

들어와서 구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생겼는데 강변 정미소 앞 철

도지선이 있는 자리에 버스 정류장이 개설되었다. 뒤이어 이곳에 구포에서 

3번째로 신 극장이 개업하 다.

1974년 덕천․만덕지구 택지개발로 덕천교차로롤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개설되어 2004년까지 30년 동안 이용되었다. 지 의 구포역 앞 낙동 로는 

6차선 도로로서 구포시장을 거쳐 덕천교차로로 연결되어 있다. 강변에는 도

시철도 3호선 구포역이 설치되고 경부선 구포역 앞 장도 확장 정비되었다.

구포역에는 KTX열차가 개설된 후 서부경남과 북부산지역 주민들이 서울

로 가기 해 하루 일만오천 여명의 이용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구포역  통 

일 는 덕천교차로 부근의 

번성으로 상권이 다소 축되

어 있는 편이나 이직도 구포

의 입구 동네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본동 마을에는 

250여년  구포에 정착한 함

양 오씨(咸陽吳氏) 문 이 

있고, 문  출신 기업인 오

명구(吳命九) 선생은 구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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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랑골 마을의 현재 모습

수의 원조로서 남선곡산(주) 사장과 한제분 회 회장을 역임하 고 구포

학교를 설립하여 당국에 헌정한 공  등이 있다.

이 마을 출신 인물로 강변에서 정미업으로 성공하여 모교인 구포학교를 

해 많은 일을 한 허원도(許元道, 1895～1959) 선생과 구포사람들에게 

인술(仁術)을 베푼 근산의원 김형주(金炯珠, 1906～1967) 선생이 있고 

큰아들 김인규(金寅圭) 씨도 의학박사로서 를 이으면서 지역축제인 낙동

민속 술제  원장을 10여년간 맡아 헌신하고 있다.

시랑골마을

시랑골[侍郞谷] 마을은 구포3동 산48번지 지역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구

포의 주산인 주지산 능선 아래 북쪽으로 말등고개가 있는 산이 벋어 있고 

강변쪽으로 범방산이 울타리처럼 둘러서 있어 로부터 명당터로 알려져 온 

곳이다. 강을 내려다보며 골짜기로 형성된 시랑골 마을은 40년 만 하더라도 

가옥이 10여 채 밖에 되지 않

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으나, 

지 은 도시화로 인하여 주택

지로 변하 다. 지 은 구포

3동 큰 마을을 이루었고 범방

산쪽에 부산정보 학과 성도

고등학교가, 시가지 쪽으로 

삼정정보고등학교와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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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천 등학교가 들어서서 옛 산골이 도심으로 변하 다.

구포의 주산인 주지산은 지명의 뜻 로 거미[蛛蜘]가 웅크린 모양의 세

우리가 솟아 있는데 구포가 재물이 풍성한 고장임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주지산의 7부 능선에 샘[金泉] 샘터가 있는데 항시 풍부한 물이 큰 바

쪽에서 솟아나와 구포 리천의 발원샘이 되고 있다. 이 샘은 돈[金] 샘

[泉]이란 뜻이 담겨 있다. 이처럼 주지산과 샘은 을 상징하는 풍수지

리 인 여건을 갖춘 산수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샘 의 덜지 에는 지난날 한옥의 통 인 온돌방에 

쓰던 구들돌(일명 구들장)이 많이 생산되어 8․15 복 후 1960년 까지 

시랑골에서 생산된 구들돌이 부산시내의 수요를 충당할 만큼 많이 공 되었

다. 시랑골에는 일 이 산 정상까지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경사가 심하여 일

반 트럭은 오르지 못하고 미제트럭인 GMC가 구들장을 운반해 갔다.

그리고 주지산의 남쪽 능선에는 종발산이란 우리가 뻗어 내리는데 

1950년 부산의 주례에서 사상․구포를 지나 김해까지 처음으로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할 때 이곳에 있던 엄청난 분량의 자갈돌이 공 되었다. 한 

시랑골의 서쪽 범방산은 화강암 큰 바 들이 산 체를 뒤덮고 있었는데 비

석 는 석축용 경치돌로서 부산시내 요소에 공 되었다. 특히 동아 학교 

구덕캠퍼스를 조성할 때 학교 건물과 석축  보도 등에 쓰여진 시랑골 돌

은 지 도 그 흔 이 남아 있다. 그래서 시랑골을 돌산[石山]이라 불 다. 

한 옛날 구포사람들은 땔나무를 이곳 시랑골의 야산에서 충당하 다.

시랑골에는 주지산의 샘에서 발원한 물이 산 남쪽을 끼고 흘러 내렸

다. 수량이 풍부했던 시랑골 물은 수사 아랫쪽 구포의 김씨 문 의 재실

이 있는 언덕 아래 시랑골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 다시 암반을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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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샘이폭포, 참샘이폭포 등 많은 폭포를 이루어 여름이면 구포의 아동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 다. 그리고 시랑골에서 고개를 넘어 운수사로 가는 종발

산 남쪽 골짜기에도 물이 솟아나와 논과 밭을 이루었고 그 물이 범방산 안

쪽으로 흘러내려 샘쪽에서 흘러내린 본류에 합쳐져서 큰 냇물을 이루어 

주변의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 하 다.

이 두 기의 큰 물 기 외에도 시랑골 공동묘지 입구에서 솟아나온 샘물

이 그 아래 계단식 산답에 필요한 물을 충당하면서 본류와 합쳐졌다. 이처럼 

시랑골의 충분한 물은 골짜기마다 형성된 답과 골짜기 입구인 소당폭포가 

있는 곳까지 펼쳐진 답, 그리고 소당에서 구포 구명마을․ 리 마을에 형

성된 답지 에까지 필요한 물을 공 하는 구포의 생명수 역할을 하 다.

여름철 가뭄이 심하면 구포지역 체의 농사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구포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 노력하 다. 로부

터 가뭄이 극심할 때 구포사람들은 한밤 에 주지산 남쪽 정상에 있는 농

바 (일명 낭바 )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바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소나무를 베어서 쌓아놓고 

불태웠다. 그러면 산꼭 기

에서 연기가 시랑골 쪽으로 

하얗게 깔려 내려갔다고 한

다. 그리고 구포시장 입구인 

리천 제방에서 구포장날 

기우제를 함께 올렸다. 이

게 기우제를 올리고 나면 

3, 4일 후에는 반드시 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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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렸다고 한다.

주지산 아래 시랑골의 골짜기는 모두 12골인데 비가 쏟아지면 물 기가 

내려오는 형상이 백마가 달려내려 오는 것처럼 보 다는 이야기가 해 온

다. 구포사람들이 기우제를 올린 농바 는 천지개벽 때 다른 우리는 다 

물에 잠겨도 이 바 는 물에 잠기지 않아 농처럼 떠 있었다고 농바 로 불

다고 한다.  다른 설로는 주지산 정상의 평평한 능선에서 신라의 화

랑들이 말을 타고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산 정상에 있는 이 바 를 화랑과 

련된 낭(郎)바 라고 했다는 것이다.

시랑골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멀리 가야시 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랑

골 입구인 소당폭포 일 는 집채만 한 바 가 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 

바 에는 각자(刻字)들이 남아 있는데 그 심부에 모분재(慕盆齋)라는 

자가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야의 산성이 있는 분산(盆山)을 

그리워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래되어 오는 설에 의하면, 가락국의 시랑(侍郞) 벼슬하던 사람이 나

라가 망하자 골짜기 입구 폭포 언덕 에 정자를 짓고 멀리 김해의 분산쪽을 

쳐다보면서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가락국에서 벼슬하던 사람들이 

모여 잃어버린 나라의 운명을 아쉬워하며 재(齋)를 올렸다. 그래서 언덕

의 정자를 친우들이 모 다가 떠나 보낸다는 뜻으로 송우정( 友亭)으로 하

다. 그리고 가락국의 분산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모분재로 했다는 것이

다. 이처럼 가락국의 시랑 벼슬하던 사람이 들어와 살았던 곳이라 시랑골이

란 지명이 생겨났다고 해온다.

시랑골에는 주지산 아래 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음정골로 넘어가는 말등

고개(일명 질매재)가 있다. 그리고 운수사쪽으로 넘어가면 모라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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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해 넘는 고개가 하도 가팔라서 어부랑고래라고 하 다. 시랑골에는 

구포 읍장을 역임한 김성철 선생 집안의 재실로서 1923년 건립한 척수정

(滌水亭)이 말등고개 입구 시랑골 폭포 쪽 언덕 에 있었는데 이곳에 주

택단지 구획정리를 하면서 없어졌다.

시랑골폭포 골짜기를 끼고 야생 밤나무가 많은 밤나무 등 가 있었고 

공동묘지로 오르는 오르막길 

하천 부근에는 참나무가 많

은 등 가 있었다. 공동묘지 

 야산에는 일제강 기 때 

조성된 매실나무단지가 있었

는데 일본말로 우매밭이라고 

불 다. 일제강 기 때는 시

랑골 하천 상층부에 수지

가 축조되었고 시랑골 입구 

범방산 거북이 목부분 아랫

쪽에도 수지가 있었다. 그

리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직  조성한 보(洑)가 여러 

곳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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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마을이 있는 구포시장 모습

시장마을

시장( 場) 마을은 구포1동 589～598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로서, 

구포장(3, 8일)이 열리는 곳에 있던 마을이다. 시장마을 자리는 200여년

 조성된 리제방 안쪽에 리천의 지류가 흐르는 하천을 경계로 남쪽

으로 구명동과 연동 마을이 하는 곳으로 논밭이 조성되어 있었다. 원래 

강변 구복 마을의 나루터 안쪽에 조성되어 있던 구포장이 1930년  낙동

강 하구지역 동서 양안에 제방을 쌓으면서 장터를 논밭지 인 이곳을 개

발하여 옮겨온 것이다.

1932년 구포면에서 당시 장익원 면장의 노력으로 공설시장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시장을 개설하 다. 장면장은 당시 지주 던 가형(家兄)

을 설득하여 새 장터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장터에는 

함석지붕을 한 목조건물과 노 상 보부상들이 들어섰는데 상설시장으로 3일, 

8일 구포장날의 통은 이어졌다. 8․15 복 이후 이곳 장터는 더욱 발

을 거듭하여 장날이면 쇠

(우시장), 가축 과 나무 이 

성시를 이루었다.

구포시장의 명물은 구포국

수 다. 국수는 일제말기 시

식품으로 크게 부각되었고 잔

치 음식으로 필수품이었다. 구

포가 낳은 기업인 오명구(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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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九)가 남선곡산(주)을 설립하여 제분 제면업을 하면서 구포국수를 만들었

다. 8․15 복 후 한국 쟁 때 구포국수는 더욱 큰 인기를 얻어 부산․경

남은 물론 국에 팔려 나갔다.

구포국수가 이처럼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한국정쟁 때 피난민들이 몰려와 

값이 싸고 맛이 좋은 국수가 굶주린 뱃속을 채우는 데는 격이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구포국수는 다른 지역에서 만든 국수보다 삶아 놓으면 약간 짠

듯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 그 일미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았다. 이

게 국수가 잘 팔리자 1950년  시장에 있던 20여개의 국수공장들이 구포

건면(龜浦乾麪) 생산조합을 결성하고 구포의 상징인 거북표와 잉어표의 상

표등록을 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하 다. 구포국수는 1970년 까지 잔치 음

식과 일반의 수요로 호황을 릴 수 있었다.

구포시장은 구장터에서 옮겨오고 난 후에도 지난날 배를 타고 왔던 장꾼

들이 새로 조성된 육로를 통하여 찾아 왔다. 무엇보다는 강 건  ․

동 사람들은 육로로 걸어서 새로 놓여진 구포다리를 건  구포역 앞과 철도

건 목은 거쳐 새시장으로 찾아왔다. 장날에는 마산～부산간 경 선 통근

열차를 타고 마산․ 양․원

동․물 지역에서 이른 아침

부터 짐장수와 장꾼들이 

몰려 왔다. 그리고 구포다릿

목에는 진해․김해에서 오는 

시외버스를 타고 구포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을 이

었다. 장날이 되면 구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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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 통 도로를 거쳐 철도건 목을 지나 시장입구 앙로까지 도로변에 

노 상들이 들어섰다.

1980년 부터 덕천교차로 일 가 육로교통의 심지가 되었고 2000년

 이후 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덕천역이 환승역이 되면서 인

근의 시장 마을은 장터와 더불어 더욱 발 해 왔다. 그리고 1973년 구포역

앞에서 덕천교차로까지 넘어 오기 해 설치된 고가도로가 2004년 철거되

면서 구포시장 앞까지 버스가 들어와 정류소가 생겨났다. 

한 정부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으로 구포시장 앙통로를 비롯하여 

시장 역에 아 이트를 설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 

구포시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가축시장이 들어서 있고 약 골목도 있

다. 리제방 아랫쪽으로 연결된 노 에서는 채소, 생선 등 식료품가게가 

성업 이며 아 이트로 장식한 시장통은 하루 종일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이곳 시장 마을에는 1970년 까지 동화제지(주) 부산제지(주)등 2개의 제

지 공장이 있었다. 

연동마을

연동(連洞) 마을은 구포1동 555～578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로서, 

지 의 구포시장 마을과 구장터마을 사이에 있는 동네이다. 구복 마을의 구

장터 큰마당은 옛날 연동 마을과 해 있었다. 구포지역에 경부선이 개통 

되면서 연동 마을의 서쪽까지 연결된 장터가 잘리게 되었다. 그래서 철도 

가설 후 1932년 구포장터가 새시장으로 옮겨가기 까지 철도건 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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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곳 연동 마을까지 장터가 연결되어 쇠 (우시장)과 나무 이 있었다.

일제강 기에 구포역에서 구장터까지 도로가 연결되었고, 철도 건 목을 

지나 삼거리 쪽 구포 등학교와 새시장 쪽을 가는 앙로가 있는데 경부

선 철길  도로를 끼고 구포시장과 연 해 있던 동네가 연동 마을이다. 이

곳 연동 마을에는 일제강 기 철길도로변에 구포면사무소가 있었다. 이곳 

구포면사무소에 구포장터 3․1만세운동 때 시  군 이 쳐들어와 면장을 

질책하 던 내용이 재  기록에 남아 있다.

연동 마을은 철도건 목에서 새시장쪽으로 가는 도로의 우측에 구명 마을

과 경계를 이루고 새시장 입구 검정다리가 있던 리 소하천을 경계로 시장

통과 마주보고 있다. 그리고 재의 덕천교차로 샛강의 하구쪽으로 배를 

는 나루터가 있었다. 이곳은 다소 지 가 낮아 리제방과 이곳을 연결하는 

제방이 설치되었다.

1899년 편찬된『양산군지』에 보면, 아도제(牙道堤) 제방이 나오는데 

만덕계수(萬德溪水)와 리천 물이 유입되는 감동진 입구에 주민들이 보를 

쌓았다고 하며 이를 사동포(沙同浦)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곳이 바로 구

되어 오는 연둥개 나루인 것

이다. 옛날 경부선 철로가 놓

이기  구포 감동진 나루터

에서 샛강으로 들어오면 양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건 는 

연둥개 나루터가 있는데 의성 

마을쪽에서 이 나루를 건 야 

구포장으로 들어 올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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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제방 7호 수문(입구가 구포시장이 되었다)

다. 연둥개라는 이름은 모랫둑과 련이 있다.

아도제의 기록처럼 샛강 양편에 모랫둑을 쌓은 뒤 배를 타고 양쪽을 오고 

갈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래 언덕을 연결하여 다니는 나루터라 연등(連嶝)

개 나루로 불 고 이 연둥개가 있는 곳의 인근 동네가 연동(連洞)이 된 것

이다. 사동포도 모래 언덕을 연결한 나루터로 풀이 할 수 있다. 연등개 나루

가 변음하여 주민들은 연둥개로 발음하고 있다.

1930년  낙동강 제방공사 때 구포다리를 가설하고 감동진나루터에서 

경부선 굴다리가 있는 곳까지 둑을 쌓았다. 이어서 구포 새시장을 개설하면

서 연둥개 나루에서 구포시장으로 들어오는 곳에 리제방과 연결하여 둑을 

쌓고 수문을 설치하 다. 그리고 큰 비가 오면 수문을 닫고 배수시설을 가

동하여 물을 샛강쪽으로 내보내었다. 이 수문이 구포 본동과 구복동쪽 제방

에 설치했던 1호～6호 수문에서 이어진 7호수문인 것이다. 7호 수문 안쪽 

논밭지 에 새로 시장이 생기면서 리 소하천 남쪽의 연동으로 넘어 가는 

나무다리가 있었다. 이 다리가 구성이 없자 1950년 에 구포의 기업인 

오명구가 모친의 회갑기념으로 콘크리트 다리를 놓았다. 이 다리의 이름은 

만화교(萬華橋)로 만덕․화명 

사람이 구포로 잘 건  다녀

라고 붙인 이름이었다. 

연동 마을은 구명 마을과 함

께 구포 안동네의 심을 이

룬 마을로서 가옥이 집되어 

있고 골목길이 많았다. 시장

으로 가는 구포 앙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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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골 마을의 현재 모습

일제강 기에도 우리의 통 민속놀이인 다리기 행사를 매년 개최하 다.

이 마을 출신 인물로는 구포에서 어린시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났던 민

속사학자 남창(南滄) 손진태(孫晋泰 1900～?, 한국 쟁 때 납북) 선생이 

있는데, 연동골목길에는 아직도 옛 집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

학교 학원장, 청주 학장, 7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한민국 학술원회

원이었던 법학박사 김성희(金成熺, 1920～2006) 선생도 이곳 출신이다.

음정골마을

음정골[陰井谷] 마을은 구포1동 131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로, 구포

의 주산인 주지산에서 뻗어 내린 산 기가 산으로 이어지는 곳에 말등고

개 북동쪽 음정골 아래 있었던 마을이다. 고개를 경계로 남서쪽이 시랑골이

다 음정골은 구포지역에서 가장 먼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음정골에는 구포와 인근 지역에 리 알려진 참샘이 약수터가 있다.

설에 의하면, 옛날 피부

병을 앓던 사람이 몽을 하

여 찾아 온 이곳 약수터에서 

목욕을 한 후 신통스럽게 병

이 나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이곳을 찾는 사람의 입을 통

해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고

려시  이곳 참샘이의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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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음정골 마을의 모습

한 물을 식수로 하여 큰 부호가 살았는데 그때 이곳에서 많은 말을 사육했다

고 한다. 그래서 산을 넘어 가는 고개가 말등고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음정골이라는 지명은 말등고개 입구에 있는 참샘이에서 유래한 곳으로 보

인다. 음정골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은 이곳 일 의 밭과 야산에 썩

어서 하얗게 된 조개껍질이 무더기로 려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 조

개껍질 무더기는 경혜여자고등학교 바로 아랫쪽에서 발견되었는데 지 은 

주거지로 변하여 찾을 길이 없다. 이처럼 말등고개 입구쪽에서 지 의 덕천

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면 학교 쪽과 음정골 도랑을 경계로 학교 뒷쪽의 

동네가 음정골이다. 옛날 이곳은 만덕계수와 리천이 만나는 샛강지역으로 

배가 드나들었고 자연스럽게 갯가에 마을이 형성되어 언덕 의 산골짜기까

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다.

이처럼 음정골 마을은 지 의 덕천 등학교를 끼고 사통팔달로 열려 있

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리 마을로 발 하 으니 

구포의 뿌리는 바로 음정골인 것이다. 지 의 음정골 일 는 덕천교차로를 

끼고 상권이 형성되었고, 구

포시장으로 가는 입구 동네

로서 음정골 도랑의 복개천 

로 음의 거리가 형성되

어 수많은 청소년들이 찾아

오는 명소가 되었다.

덕천 등학교 자리는 8․

15 복 후 1946년 구명국민

학교로 출발하 다가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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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량리 마을의 옛 모습(윗쪽이 낙동강)

구포국민학교와 통합되면서 구포 학교가 들어섰고, 1980년도부터 덕천

등학교가 개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덕천 등학교는 넓은 운동장과 덕

천교차로를 낀 교통의 요지로 구민축제 등 많은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량리마을

사량리(師良里) 마을은 조선시  양산군 좌이면에 속했던 구포지역에 나

오는 공식 지명이다. 강변쪽의 공식 지명이 창리(倉里) 는 남창리로 나온

다. 그리고 구포의 본동네인 리 마을을 심으로 리․사량리․당동리, 

의성쪽은 주성리․산양리의 지명이 나타나고 있다.

1786년에 편찬된『양산군읍지』에 보면, 구포지역은 좌이 면(左耳田面) 

리와 창리․주성리(周城里), 1789년의『양산군호구총수』에는 주성리․

당동리․창리로, 1831년 편찬된『양산읍지』와 1832년 편찬한『경상도읍

지』에는 사량리․남창리․

산양리로 기록되어 있다. 그

리고 1906년 양산군 좌이면

이 동래군에 속하면서 구포

리․덕천리의 지명이 나타난

다. 1917년 편찬된『조선

도부군면리신구 조』에 보

면, 구포리는 구포리와 사량

리 각 일부, 덕천리는 사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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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당동리 일부가 편제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구포지역은 강변쪽의 남창리는 창리로도 썼는데 

당시 구포장을 둘러싸고 구복동과 연동이 여기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사량리는 리를 심으로 시랑골과 음정골, 덕천동 숙등 마을까지 할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당동리는 덕천동 남산정 마을로 보이며, 덕천

동 의성 마을은 주성리․산양리로 불려졌음이 확인된다.

구포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래군에 편입되면서 리․남창

리(창리)․사량리는 구포리로, 주성리․산양리․당동리는 덕천리에 소속

되었다. 이처럼 구포의 본동네쪽에 있던 사량리란 지명도 강변의 남창리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2. 금곡동

금곡리

곡리(金谷里)는 1914년 동래군 구포면 곡리가 되면서 공식 지명에 

처음 나타난다. 그리고 조선시  공식 지명에 나오는 공창리․동원리, 자연

마을인 화정리와 율리 등 4개 마을을 포함하고 있다. 곡이란 지명은 정

산의 주 인 고당 에서 낙동강변 쪽으로 뻗어 내린 큰 골짜기로서 붙여졌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산의 서쪽 골짜기에 이 나오는 곳이 있다

고 해서 맥을 찾아 뚫어놓은 굴이 많아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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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리 공창마을 뒷산 도덕골 아래 치한 불매등에서 옛날 쇠를 달구고 

남은 쇠똥(쇠녹은 덩어리)이 발견되었는데 가야시  쇠를 녹이던 야철지라

서 쇠 (金)자를 써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곡리는 

정산이 낙동강과 만나는 마을로서 골짜기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으로 보는

게 정설이다. 곡리의 골짜기를 살펴보면 안등골, 도덕골, 소바우골, 큰골, 

작은골, 채이골, 개쑥바꼴, 명근쟁이골, 문바우골, 삼밭골, 베끼미골, 신선

골 등 많은 골짜기가 벋어 내리고 있다.

곡리에는 요한 문화유 들이 있다. 먼  신석기시  유 인 율리 마

을의 패총은 그 당시 삶터 던 바 그늘집 자리가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신석기 패총이 있는 율리 마을에 선사시  유 인 알터바 가 2곳 있었는

데 지 은 1개만 남아 있다. 

동원 마을의 역원(驛院)터는 조선시  일본과 교역을 할 때 부산에 도착

한 일본국왕사 일행이 배를 타고 낙동강으로 오를 때 거쳐 가는 첫 기착지

다. 이곳에서 옛 역사(驛 )가 발굴되었는데 고려시 의 건물 유 이 나

타나 고려 ~ 조선시 까지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수참(水站)의 요지 음이 

증명되었다. 곡리에는 조선시  ‘효자 천승호와 열녀이씨의 정려비’가 

해 오고 있어 역사  교훈이 되고 있다. 곡리의 명산물은 낙동강의 옛 이

름인 황산강에서 잡아 올린 잉어회와 장어구이 요리가 일품이었다. 공창 마

을에는 특산물로 룩이 생산되기도 하 다. 

곡리에는 공창 마을에서 산성으로 넘어가는 문리재[門里峙] 고갯길이 

있다. 강변에는 동원진(東院津) 나루터와 함께 공창나루, 화정나루 등 동네 

나루터가 있었다. 곡리는 조선시  양산군 좌이면 공창리와 동원리로 되

었다가 1831년에는 양산군 하동방(下東坊) 소속으로 공창리․동원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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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다시 양산군 좌이면에 속하 고, 

1906년 동래군 좌이면, 1914년 동래군 구포면 소속으로 곡리의 지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복 후에는 동래군 구포읍 곡리로, 1963년 부산직할시에 편입되어 

곡동이 되었다. 1963년 부산시가 정부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진구 구포

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75년 시 직할 북부출장소, 1978년 북구가 설치되

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 곡동은 1970년 까지도 양산으로 통하는 소로가 포장도 되지 않

은 채 변두리 취 을 받아 왔고 교통이나 주택 등의 모든 사정이 부산시내

에 속하면서도 산간벽지처럼 낙후된 지역이었다.

구포에서 곡로에 이르는 길이 5㎞의 곡로를 확장, 정비, 포장 하 고 

1988년도부터 4차선 도로가 양산 유산공단까지 도로가 시원하게 개통되면서 

정산과 낙동강을 함께하는 주거지역으로서 발 을 거듭하게 되었다. 정부의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마을마다 문화주택이 들어서면서 1980년  말에는 

농어 의 옛 자취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천하 다. 지 은 곡 주공

아 트 단지를 비롯한 아 트단지가 주거환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창리마을

공창리(公昌里) 마을은 곡동 986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로서, 이웃 

동네인 동원 마을의 강변에 설치된 역원(驛院), 수참(水站)에 종사하는 사

람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동원역은 2004년 옛 역원터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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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 마을이 있던 현재 모습

고려시 부터 역원이 설치되었고 조선시  기에 일교역으로 일본국왕

사 들이 낙동강 수로를 이용한 상경로의 첫 기착지 기 때문에 동원역 수

참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공창 마을인 것이다.

조선시  역참(驛站)에는 역리(驛吏), 참리(站吏), 일수(日守), 조력백성

(助力百姓), 서원(書員), 군(官軍), 노비(奴婢) 등이 각기 제 역할을 맡

아 근무하 다. 이처럼 역참에 소속하여 역할을 부담하는 호구(戶口)를 역

호(驛戶)라하여 ①국가 명령을 달하거나, ②사신들의 왕래에 따르는 송

과 ; ③ 수물자의 수송, ④역마의 보 , ⑤일부 변방지역에서의 군사 

방어 등 역역(驛役)을 담당하 다.

일반 으로 역호는 역성(驛姓)을 가지고 일정한 역할을 부담하여 역에 본

을 두고 역 (驛村)을 형성하여 신분 으로 세습하여 자손 로 물려받

았기 때문에 역참 부근에 공동체  집단 취락구조가 형성되면서 향 사회를 

발달시켰다. 그리고 역호를 경제 으로 뒷받침해 주기 해 마 (馬位田) 

는 공수 (公 田) 등의 역 (驛田)을 지 하거나 보포 (保 錢)을 징수

하여 역의 재정 운 에 충당하도록 하 다. 동원 수참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이처럼 공창 마을에 역 을 

형성하여 공동체  집단 취

락을 하 던 것이다.

공창 마을은 골마도랑을 경

계로 등마 마을과 골마 마을

로 구분되어 있었다. 등마 

마을은 공창 본동네로서 도

랑을 경계로 남쪽의 높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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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 마을의 옛 모습(전형적인 시골마을로 초가집들이 보임)

덕 등허리 주거지역이다. 골마 마을은 공창 본동네의 도랑을 경계로 낮은 

골짜기 주거지역을 일컫는다. 등(嶝)마의 뜻은 높은 언덕지  마을을 뜻하

고 골[谷]마의 뜻은 낮은 골짜기 지 를 말한다.

두 마을을 경계로 흘러내리는 골마도랑은 옛날 큰내[大川]라고 하 다. 

이 골마도랑에는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폭우가 쏟아져 도랑물이 넘쳐서 

골마 마을쪽의 7가구가 물에 떠내려가고 주민 1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강변의 공창나루터 쪽에도 4,5채의 집이 있었고 주막도 있었다. 공

창 마을의 안쪽 안등골에는 조선시  조씨(趙氏)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

며 살았던 곳이다. 이곳의 산 쪽에 있던 수지가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무 져 내려 조씨 일족은 멸족의 화를 당했다는 설이 있다.

이곳에는 산에 나무가 우거지기 만 하더라도 사기, 옹기, 기와조각 등

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옛 무덤자리의 비석에는 조씨의 각자(刻字)가 새겨

져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기와조각으로 동네사람들이 놋그릇을 닦을 

때 썼다고 한다. 이처럼 안등골에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

이 불 하다고 불 터라고 

불 다. 지 은 국제아 트

가 들어서 있다. 이곳에 있

던 옛 수지터가 무 질 때 

돌 덜겅이 2곳이나 생겼

는데 이 많은 돌들은 1930년

 강 건  김해 동쪽 낙

동강 제방을 쌓을 때 운반되

어 갔다. 이 안등쪽에는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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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고당의 당집 전경

날 산답(山畓)이 6,000여평 있었다.

안등쪽과 불메등쪽으로 물이 갈라지는 곳에 방아송이란 이름의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일제강 기에 베어 없어졌다. 고당 에서 공창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골짜기가 도덕골이요, 뒷산 정상은 산등허리가 길어서 등 라고 한다. 산성

으로 가는 문리재를 넘기 해 가락등과 함박등을 거쳐서 갔는데 문리재 쪽의 

물과 챙이처럼 생긴 채이골 골짜기의 물은 공창 주민들의 식수원이었다.

도덕골 아랫머리에 불매등이란 언덕이 있다. 옛날 쇠를 달구기 해 발로 

밟은 풀무(불매)를 설치했던 곳이라 불매등이라 불러 왔다. 이곳의 논머리

를 거나 산사태가 나면 쇠똥(쇠녹이는 덩어리)이 발견되었는데 가야시  

야철지라는 설이 있다. 불매등쪽에 산답 4,000여평이 있었다.

공창고당(公昌姑 )은 곡동 산 79번지 화목타운내 테니스코트 바로 

에 있다. 1926년 3월에 세우고, 1993년 4월에 개수하 다. 기와지붕의 당

사가 서북향으로 앉아 있다. 제당 내부의 패는 왼쪽에 ‘귀의본산 신

(歸依本山大神位)’, 오른쪽에 귀의고당묘령신 (歸依姑 母靈神位) 2개가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물은 돼지머리, 과일 등을 

썼으나 사찰에 의뢰하면서 

돼지머리는 쓰지 않으며 일

반가정 기제사처럼 진설하여 

지낸다. 제의 차는 고당할

미제 → 산신제 → 거릿 제

의 순서 으나 요사이는 고

당할미제와 산신제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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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지낸다. 특이사항으로 거릿 제는 마을 앞에 향나무에다 오리를 

얹어 지냈으나 곡동 택지개발 때에 이 나무가 없어지면서 지 은 거릿

제를 지내지 않는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공창 마을은 산성 마을과 함께 룩으로 유명하 다. 이는 조선시  동원

수참에 소요되는 술을 조달하기 하여 역 인 이 마을에서 룩을 생산하

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창 마을은 조선시  역 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왔고 일제강 기를 지나 8․15 복 후에도 곡동 4개 마을  가장 인구

가 많아 60여세 가 살았던 마을이다. 이 마을에 로 살아온 성씨로는 

함안 조씨, 달성 서씨 문 이 있다.

공창마을 출신 인물로는 달성 서씨 문 의 서 석(徐泳奭, 1925～1963) 

선생이 있다. 1938년 일본으로 건 가 에서 학교 4학년 때인 1941년 

5월 장덕수씨가 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독립청년당에 입당하여 활약하 고 

1943년 부 연락선을 타고 귀국하려다 검거되어 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 다. 8․15 복으로 뒤늦게 풀려나 귀국하여 교편을 잡았는

데 39세의 나이로 별세하 다. 국가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 다.

동원리마을

동원리(東院里) 마을은 곡동 1430번지 일 에 있던 마을로, 공창 마

을과 화정 마을의 간에 치한 자연마을이다. 고려시 부터 생겨난 역

제(驛制)에 의해 역원이 설치된 곳이고 조선시  일본과의 교역을 한 

수참 포구의 업무를 보던 지역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이곳 동원 마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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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마을이 있던 곳에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강변에 동원진 나루터가 있었고 500여년 된 당산나무가 있어 나루터의 

역사를 증명해 다.

조선시  양산군에 속했던 동원에 한 역사  기록은 먼  1530년에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양산군 산천조｣에 보면, 동원진 역원조에 ‘동

원역’이 나온다. 그리고『세종실록』에 보면, 1457년(세종 3) 1월 26일 

도순찰사가 임 께 올린 동원진에 한 기록에 “김해의 도요 (都要渚)는 

비록 본디는 선척(船隻)이 있었지만 제포(薺浦, 지 의 진해 웅천동)와의 

상거가 90리이고 부산포(富山浦)에 이르기까지 70리이므로 왜인이 가져

오는 물건을 운반하기 어려우니 양산 동원진의 동쪽 부근에 수참을 두어

야 한다”고 보고하여 이때부터 일 교역의 근거지로 삼았음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동원은 삼포에 도착한 일본 사신의 상경로 에서 낙동강 수로

를 이용한 첫 기착지 다.

삼포에 도착한 일본사 은 부산포쪽의 부산포왜 (富山浦倭館, 지 의 부

산진시장 일 )에서 물품 교역을 한 뒤 상경하는 노정의 기착지인 역참에서

도 교역이 이루어 졌다. 처음에는 일본사 의 첫 기착지로 김해 상동의 도요

진을 이용했으나, 부산포․

제포와의 거리가 무 멀어 

세조 3년에 양산 동원진에서 

수참 업무를 보게 하 다.

한『성종실록』1485년

(성종 16) 2월 15일, 삼포

(제포, 부산포, 염포)의 왜인 

무역에 한 신하에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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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마을이 있던 곳의 모습(1980년대)

한 조목에 보면, “삼포에 도착한 왜인들의 물품을 양산 동원나루에서 배를 

거슬러 7, 8일이나 가야 바야흐로 성주(星州) 화원(花園)에 닿게 되는

데…”라는 기록과 “삼포에서 동원나루까지의 거리가 부산에서 1식(息) 쯤

이고 제포에서는 3식(息)이고 염포(지 의 울산시 동구 염포동)에서는 4, 

5식(息)이 되는데…”라는 기록들에서 양산의 동원진에서 교역물품을 1차

로 거두어들이고 다시 성주 화원의 창고에 장하 다가 서울로 올려 보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왜 을 거쳐 상경하는 사 들에게 일정한 식량을 지 했는데 조선 

기 동래는 여러 고을에서 거출한 세(田稅)를 모두 모아 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에 동래에 모이는 식량인 왜료(倭料)를 양산 동원진의 수참에 

거두어 장토록 하 던 것이다. 그래서 동원 수참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교

역 물품을 수합(收合)하고 왜 에 지 되는 식량을 장하는 창고로서, 그

리고 일본사  상경로의 첫 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해내었다.

동원진 수참지역의 옛 포구 주변의 주막이나 객 시  등 유 지는 

1903년 경부선 철도 공사를 할 때 그 흔 이 사라졌고 나루터의 이정표 역

할을 했던 500여년 된 당산

나무도 1979년 태풍 피해로 

없어졌다. 2004년 이곳 동원

진 나루터의 높은 언덕 에 

화명～양산간 도로 확장공사

와 함께 식 고층 아 트 

공사를 시작했을 때 공사 

장에서 잠자고 있던 옛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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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식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곳 유 지

는 고려시 부터 조선시 에 이르는 복합건물 기  구조임이 밝 졌고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동원진 수참의 본거지로서 왜물고(倭物庫)로 추정 할 수 

있었다. 동원진 수참은 임진왜란 까지 일 교역의 첫 기착지로서의 역할

을 했던 곳으로 보인다.

동원 마을의 강변에는 수참 포구로서의 역할을 마감한 후에도 계속 지역 

명산물인 잉어와 장어요리를 는 주막집이 조선시  말까지 있었다. 일제

강 기에는 부산쪽의 미식가들이 잉어회와 장어구이집을 찾아왔고 8․15 

복 후에도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 1970년 에는 부산시에서 동원 장어 

마을의 장어구이를 부산의 7진미(七珍味)  하나로 지정하여 1990년 까

지 성업하 다.

동원마을 강변의 주막이 있던 곳에서 북쪽 공창 마을로 넘어가는 짧은 동

원 고갯길이 있었다. 옛날 양산군수가 이곳을 다녀갈 때 강을 내려다보며 

쉬어갔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해 온다. 이 고개  도로변에는 1902년 건

립한 ‘군수 이계필(李啓弼) 송덕비’가, 화정마을 쪽으로 1894년 ‘군수 송상

일 송덕비’가 세워져 있었다. 지 은 곡청소년수련원 정원에 옮겨놓았다.

동원 당산은 곡동 1091번지 조달청 부산비축기지 북쪽변에 치하고 

있다. 상당의 당산은 감나무거리라 하여 감나무 10그루, 훼나무 3그루, 팽

나무 3그루가 집해 있고 가운데 당산나무는 낙동강 강변 옛 당산나무가 

있던 곳에 은행나무 2그루가 있다. 제단의 형태는 상당 제단은 큰 바  4개

를 신체로 하며 당의 제단은 강변 은행나무를 신체로 한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연 1회 제를 올린다. 제물 진설은 

자정 기제사와 같으나 에서 지내기 때문에 육류는 일제 쓰지 않는다.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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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 마을의 현재 모습

차는 옛날 상당(산신령) → 당(고당할미) → 하당(진압장군) → 거릿 제 

순서 으나, 근래에는 상당 산신제와 고당할미제를 지내고 당에서 진압장군

제를 지낸다. 일제강 기에 콜 라가 창궐할 때 마을 한 노인의 꿈에 건강하

고 늠름한 장군이 백만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여 그 뒤부터 진압

장군제를 지내고 있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율리마을

율리(栗里) 마을은 곡동 1239번지 일 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부산 

북구지역에서 가장 먼  사람이 살았던 문화유 이 있는 곳이다. 율리패총

(貝塚)은 신석기시  후기에 해당하는 유 으로 빗살무늬토기[櫛紋土器]가 

출토 되었고 청동기시 의 민무늬토기[無紋土器]로 이어지는데 향을 미

친 것으로 단된다. 고고학계에서는 율리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율리패총은 1972년 12월부터 2개월간 걸쳐 부산 학교박물 에서 발굴

조사를 하여 신석기시  빗

살무늬토기문화의 말기에 속

하는 바  그늘집 자리와 조

개무지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

들이 확인 되었다. 이 암굴

은 약 2m~ 2.5m 높이의 바

가 병풍처럼 서 있는 에 

자연 으로 생긴 유 인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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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율리패총 발굴현장 모습

쪽은 바 가 막고 남쪽으로 열려 있다. 굴의 크기는 입구에서 북쪽까지의 

길이가 약 2.8m이고 동서의 폭도 비슷한 략 4각형으로 높이는 약2m 정

도이다. 그리고 북쪽 바 틈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환기도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의 자연동굴은 선사인들이 살기에 아주 합한 곳

으로 청동기시 는 물론 삼국시  기의 경질토기편까지 발굴되어 그 무렵

까지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율리패총 유 에서는 량의 조개껍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고기의 가시, 

짐승의 , 그리고 석기와 토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암굴 밖 동북쪽 

구석에서 돌로 깨서 만든 석유구(赤石遺構)가 발굴되어 매장시설로 추정

되었다. 율리패총은 마을 뒷산 골짜기에 동남향으로 400m의 경사진 야산

을 올라가는 턱에 치하고 있어 오랜 옛날 낙동강 하구지역이 바다 을 

때 수 가 재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해변에서 그리 멀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율리 마을에 살던 최복남(1994년 조사당시 71세)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

면, “율리암굴 패총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1948년 25세 때 율리 마을

에 시집을 왔는데 어른들이 

서당골 안마창에 있는 큰바

 앞에 가서 큰 을 올리고 

오라해서 다녀왔다”고 하면

서 뒤에 알고 보니까 이곳에

서 공을 드리면 아기를 잘 

낳게 된다고 빌게 했다는 것

이다. 그리고 율리 마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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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 율리 당산의 당산나무

선사시  유 인 알터바 가 있다. 돌에 알터처럼 둥 게 놓은 곳에 작은 

돌을 갈면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알터바 가 2곳

에 있었으나 하나는 없어졌고 재 율리당산나무 앞에 있는 바 만 남아 있다.

율리패총이 있는 골짜기를 서당골이라 하는데 이것은 옛날 고개 넘어 

천리 양달 마을에 서당이 있는 서당골로 간다고 이곳에도 서당골이란 지명

이 붙여졌다. 그리고 서당골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나무골이라고 했는데 율

리(栗里)라는 지명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한다. 율리 마을의 식수는 고당  

아랫쪽 옛날 망건 만드는 사람이 살았다는 명근쟁이골에서 물을 끌어와서 

썼다. 마을의 강변쪽에는 약간의 답이 있었으나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

겨서 농사를 망치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

율리마을 입구에는 이 마을 출신 ‘효자 천승호(千乘昊)’와 ‘열녀 이씨(李

氏)의 정려비’가 세워져 있었다. 효자 천승호 선생은 모친이 한 병에 걸렸

을 때 겨울에 화사(花蛇, 꽃뱀)를 구해다 살려 내었던 인물이다. 부인 이씨

(李氏)는 남편이 별세한 후 그 뒤를 따르니 양산의 유림들이 조정에 추천장

을 올려 1872년 나라에서 효자 열녀 정려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호자 열녀 

정려비는 도로확장 공사 때 

곡 학교 앞으로 옮겼다가 

재는 곡청소년수련원 정

원에 세워져 있다.

율리 당산은 곡동 1239번

지 곡로 변에 치하고 있

다. 당산나무인 팽나무 1그루

가 서 있어 동나무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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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체로 모시고 그 앞에 시멘트로 된 제단을 설치해 놓았다. 제의 날짜는 음

력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의 차는 옛날에는 당산제 

→ 산신제 → 거릿 제의 순서 으나 요사이는 신목에서 당산제와 거릿 제를 

지낸다. 신목 에 있는 거북모양의 바 는 옛날 과거보러 가던 사람이 합격

을 빌던 바 다고 한다. 특이사항으로 거릿 를 지내는 당산나무는 곡로 

강변쪽에 있는 홰나무이며 그 뒤에 150여년 된 팽나무 2그루와 큰 바 들이 

있고 제단이 있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화정마을

화정(花亭) 마을은 곡동 1019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당산 앞

에 정자나무가 많은 동네로서 재 조달청이 들어선 곳의 진등 는 옛날 공

동묘지 는데 진달래가 유달리 많이 피어 진달래구더기라고 불 다. 그리고 

화정 마을의 북쪽 입구에 있는 밸나무등 에는 돌도 많고 정자나무도 있었

는데 이곳의 언덕 에 백일홍이 피어 있었다. 이처럼 꽃이 피고 정자나무

가 많았던 곳이라 화정이란 지명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의 뒷산 정상에 큰바 가 있는 곳의 200여m 안쪽으로 옛날 터가 

있었다. 그래서 이곳의 골짜기를 불당골, 터골[寺基谷]이라고 한다. 화정 

마을에서 동원마을 쪽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가 곱게 생겼다고 고분등이라 

했는데 산 머에는 장사배[商船]처럼 생긴 장사배바 가 있다. 율리 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많은 바 가 있었던 따박골 골짜기가 있다. 이 바 들

은 복 후 벌채 허가로 소나무를 쳐낼 때 채석을 하여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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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마을의 모습(1980년대)

이곳의 돌들은 1930년  부산의 도다리 공사 때 이블로 강변에 옮겨

져 배로 실어 갔다고 한다. 강변에는 화정나루터가 있었고 주막도 있었다. 

마을의 뒷산쪽에 있는 골짜기로 참샘이골 안골 밭새미골과 사기를 구었다는 

막터골[幕基谷]이 있다. 그리고 따박골에서 도랑물을 따라 내려오면 좌측으

로 율리 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 좌방골이다. 화정 마을의 식수는 개쑥

이 많이 나는 개쑥바골의 물을 끌어다 사용하 다. 그리고 문바우골 머 

도덕골 물은 공창․동원․화정마을 주민들이 먹었던 물인데 부산시에서 제

일 좋은 물로 인정받았다.

화정 마을의 지형을 소쿠리터라고 표 하는데 마을의 남쪽 끝에 감바

, 북쪽 끝에 할매바 가 있어 소쿠리의 손잡이 자리라고 하 다. 이곳의 

지형이 소쿠리터라서 토박이들은 오래 살면 모든 일이 성사되지 않고 외래

인들은 잘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화정 산제당은 화방사 사찰 경내에 팽나무가 있는 곳에 당사가 있으며 

나무 숲이 있고 큰 넓은 바 가 있다. 건립연  1920년 2월에 세우고 

1972년 9월에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

린다. 제당 내부의 오른쪽에 

‘고모 신지 (姑母靈神之

位)’ 왼쪽에 ‘항주본산 왕 신

지 (恒住本山王大神之位)’ 

패가 서 있다. 제물은 육류

를 쓰지 않고 진설은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사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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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마을의 옛 모습

는 산신제 → 고모령신제 → 

성왕제(거리당산제) 순서로 한

다. 특이사항은 옛날에는 제

의를 올릴 때 제 의 아내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큰머

리를 하여 제만을 모셨다고 

한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화정 마을은 재개발사업으

로 마을 체가 이주를 해 갔는데 공사지연으로 재 빈집들이 남아있다. 마

을 출신 인물로는 민선 와 2  북구청장을 역임한 권익(權益) 씨가 있다.

3. 덕천동

덕천리

덕천리(德川里)는 일제강 기인 1914년 동래군 구포면 소속으로 처음 지

명이 등장한다. 덕천이란 지명은 만덕리에서 흘러내린 만덕천에서 유래한다.

만덕쪽에서 발원한 하천이 만덕 하리마을 아래 남산정 마을에 와서 수평

을 이루면서 구포의 낙동강쪽으로 산을 끼고 흘러내렸다. 조선시  만덕계

수(萬德溪水), 만덕천(萬德川)으로 부르던 하천 이름을 일제강  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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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정리하면서 덕천으로 여서 덕천리라는 지명이 생겨난 것이다.

1910년 에 편찬한『조선지지자료』에 보면, 마을 이름에서 만덕리와 함

께 덕천리가 나오는데 하천 이름에는 만덕천이 있을 뿐이다. 조선시 『양

산군지』에 보면, 만덕계수가 나오고 지도상에는 지 도 만덕 (萬德村)이

란 지명이 등재되어 있다. 만덕리란 지명이 고려시  터인 만덕사지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볼 때 만덕리, 만덕사지쪽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으로서 만

덕천이 된 것이다. 복 후의 기록에 만덕천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난 덕천리 

앞을 흐른다고 덕천천이란 복된 이름을 에서 사용하여 화명동 천(大

川)이 천천이 된 것처럼 공식 하천명이 되어 버렸다.

덕천리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둔하기 해 쌓았던 옛 성터가 있다. 

이 성터를 문화재기념물로 지정하면서 구포왜성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

나 구포지역 주민들은 의성, 의성산, 의성 로 로부터 불러왔다. 의성성

터 동남쪽 구법곡에는 조선시  일본과 무역을 하던 잠상을 단속하기 

하여 설치된 기찰 유 지가 있다. 그리고 구포왜성과 연결된 남쪽 작은산 

능선에 2006년 북구문화빙상센터를 건립하기 해 땅을 팠을 때 암반 에 

삼한시 부터 고려, 조선시 에 이르는 160여기의 규모 무덤이 발굴되어 

묘제 시장을 방불  했고 임란 때 왜군이 주둔하면서 창고로 사용했을 것

으로 보이는 건물터 10여 곳도 확인되었다.

1981년 화명 주공아 트가 건설될 때 덕천동의 구릉지에서 삼국시  고분

군이 량으로 발굴되어 덕천리 일 가 강변 마을로서 로부터 사람이 살았

던 곳임이 증명 되었다. 이처럼 덕천리에는 의성산을 심으로 로는 상학

산으로 이어지고 구포의 주산인 주지산 북쪽 능선아래 숙등 마을과 남산정 

마을이 있었다. 덕천리에는 일제강 기인 1930년 에 화명․ 곡․ 성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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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만덕쪽으로 가는 비포장도로가 생겨나면서 육로 교통이 다소 나아졌고 

복 후 1965년 만덕고갯길이 차도로 변하면서 덕천리의 차도가 정비되었다. 

그리고 1973년 남해안고속도로가 개설되어 덕천IC가 생기면서 땅값이 

폭등하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여 덕천교차로 일 는 구포

지역 상권의 심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특히, 1974년 구포역 앞에서 덕

천교차로에 이르는 고가도로(지 은 철거되었음)가 가설되어 모든 차량이 

덕천교차로를 거쳐 왕래하 고 시내버스 종 이 덕천 등학교 앞에 설치되

어 더욱 발 하게 된 것이다.

1963년 부산시가 정부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진구 구포출장소에 편

입되었다. 1975년 시 직할 북부출장소, 1978년 북구가 설치되면서 오늘

에 이르고 있다.

1978년 덕천동 숙등 마을에서 남산정으로 가던 간 야산에 의용 이 건

립되어 부산 포동에 있던 상이용사 64세 가 새 보 자리를 마련하 다. 

그리고 1978년 덕천천 하류 30만여평을 아 트단지로 고시하여 시 아

트단지가 조성되었다. 옛날 구포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만덕고개를 오르내

리기 해 거쳐 가던 숙등과 남산정 마을도 규모 아 트단지로 변하 다.

기찰마을

기찰(譏察) 마을은 덕천2동 302～314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로, 덕

천천이 흘러 내려와 의성 옛 성터 뒷쪽으로 이어지는 부근에 있었던 마을이

다. 구법곡(仇法谷)은 의성산 동쪽 골짜기로 기찰이 설치된 곳은 지 의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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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학교 일 이며 이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여 기찰 마을이 된 것이

다. 이 일 는 주거 집지역으로 변하 고 남해고속도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덕성 등학교와 덕천 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쪽에는 낙동고

등학교가 들어서 옛날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옛날 이곳에는 배가 드나들 때의 샛강의 이름도 기찰강이라 불 다. 그런

데 정산성에 있던 국청사(國淸寺)의 1825년 창불사(重創佛事) 기록의 

기부  명단에 구법곡(仇法谷)이 나온다. 이를 두고 볼 때 구법곡은 기찰을 

나타내는 기 명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  곡 동원진 수참에서 일본 국왕사 과 교역꾼들이 정식 차를 

밟아 서울로 가기 해 낙동강을 오르내렸을 때 강 하구지역에서 왜인과 

무역을 하는 잠상들이 날뛰어 이를 단속하기 해 의성산 동쪽 구법곡 입구

에 기찰을 설치했는데 이곳에 마을이 생겨났다. 조선시  부산에 왜 (부산

포왜 )이 설치된 것은 1407년(태종 7)이었다. 왜 은 그 후 설치와 폐지

를 거듭하다가 임진왜란으로 철폐되었다.

임란이 끝난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1607년( 해군 8)에 두모포왜 이 설

치되었고, 1609년에 ｢기유조

약｣이 체결되어 양국간의 국

교가 정상화되자 교역을 목

으로 부산의 왜 을 찾아오는 

왜인의 수가 해마다 늘어났

다. 이에 따라 왜인과 지방민

과의 이 자주 있게 되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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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었다. 그것은 무역을 일삼는 잠상들이 속출하 기에 이들을 법으로 

엄히 다스리기 해 무역을 하는 자가 잡히면 목을 베어 나무에 꽂아서 

여러 사람 앞에 공시하는 형벌을 가하 다.

그래도 무역은 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 1683년(숙종 9) 강화된 새 조

약을 체결하는 한편 까다롭게 규칙을 제정하고 잡인(雜人)의 왜  출입과 

왜인들의 왜  밖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 다. 나라에서 이처럼 노력을 기울

인데도 불구하고 수문(守門)을 지키는 문장(門 )이나 역 (譯官)을 비롯

한 소통사베( 桶詐輩)들이 잠상과 통하여 그들을 돕는 한심스러운 일들

이 많아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 다.

특히, 두모포왜 (豆毛浦倭館, 지 의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일 )이 뒤

에 량왜 (지 의 용두산과 복병산 일 )으로 이 하 는데 그 후로 무

역이 더욱 성하여 왜은(倭銀)을 비롯한 많은 수품이 시 에 범람하고 그 

신 곡물이 량으로 마도에 수출되어 물가 앙등 등의 사태를 빚었고 

수품이 부산에서 국 각지로 흘러 들어갔다.

이에 동래부에서는 1710년(숙종 36) 수문 이외에 다시 설문(說門)을 하고 

동시에 구법곡과 십휴정(什休

亭)에 수검소(搜檢所)인 기찰

(譏察)을 설치하여 수품을 

단속하고 잠상을 엄 하 다.

1740년에 편찬한『동래부

지』｢ 해조(官廨條)｣에 보면, 

“구법곡 기찰은 4간이며 동

래부에서 서쪽으로 20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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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땅에 있다(仇法谷 譏察 四問 府西二十里 梁山地)”라고 하 고 1715년

에 창했다는 기록이 있다. 기찰에서는 찰방(察訪)이 오늘의 경찰과 같은 

임무를 맡고 있었다. 기찰이 설치된 곳은 구법곡의 입구로서『양산군지』에 

구법진(仇法津)이란 나루터가 나온다. 기찰에서 잠상을 단속하기 한 배를 

정박시켰던 나루터인 것이다.

숙등마을

숙등(淑嶝) 마을은 덕천동 415～419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옛날 

구포에서 동래쪽으로 넘어가는 만덕고개와 서면쪽으로 가는 부태고개를 넘어

가기 해 올라가던 길목이 숙등 마을이었다. 숙등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

한 것은 음정골쪽에 오래 부터 사람이 살았던 조개껍질 유 이 발견된 것처

럼 음정골 골짜기의 동쪽 언덕의 큰 소마당이라 불리는 곳에도 일 이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구포 주지 의 북쪽 오르막 

능선의 산 모습이 여자가 길

게 워 있는 형상이라 과부

산이라 불 다. 이 산 아래 보

사 상 에 작은 소마당이 

있다. 설에 의하면, 홍수가 

져서 물이 뜨니까 소가 이곳

까지 올라와서 앉아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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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음정골 유 처럼 조개껍질이 발견되었음을 볼 때 숙

등 마을에 일 이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작은 소마당 아래 

임란 때의 장군 묘소가 있었고 돌비석이 있는데 이것을 굴바우라고 하 다.

숙등(淑嶝)이란 지명은 작은 비탈[嶝]을 끼고 있는 언덕지 인 이곳의 지

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쑥이 많았던 언덕이라서 쑥등에서 숙등이 되었

다고 이야기 한다. 구포쪽 음정골에서 숙등 사이에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

어 숲등으로 부르다가 숙등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강변에서 맑

은[淑]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嶝]이라는 자 뜻 로 해석하기도 한다.

옛날 숙등마을 언덕 에서 구포가 가까이 쳐다보 는데 이처럼 구포로 

오르내리는 길목 마을이었다. 옛날 음정골에서 숙등 마을로 오르던 길을 세

치 고개라고 불 다. 고개라기보다 언덕을 오르는 정도여서 짧은 뜻의 세치

[三寸]고개로 부른 것이다. 이곳에는 일제강 기 때인 1930년 에 만덕까

지 신작로를 내었는데 지 도 간선도로 안쪽 골목길로 남아 있다.

음정골에서 숙등으로 오르는 곳에 소나무 등이 있는데 일제 때 엄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 이곳에

는 과수원이 있어 배나무와 

감나무가 있었다. 이처럼 큰 

부자 던 엄부자는 복을 

후하여 몰락했다고 한다. 

엄부자가 살던 옛집과 뜰의 

큰나무는 그 로 남아 있다.

숙등 뒷산의 돌산은 학생

들이 나무를 심고 송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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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러 다녔다고 학교산이라 부르고 김씨문  묘가 있고 묘답(墓畓)을 짓

는 집 앞에 마당을 백구마당이라 불 다. 신작로 따라 가다보면 집들과 

논과 밭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다섯 집이 올망졸망 모여 있는 곳을 오방울 

동네라고 하 다.

숙등 마을과 남산정 마을 경계를 넘는 짧은 고개가 있었다. 이를 꼬내이

(고양이)고개라고 했다. 숙등 마을은 재의 덕천시장까지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의용 은 옛날 소나무숲이 있던 쪽으로 조성되었다. 부산의용 은 

1957년 부산의 포동에 들어섰던 한국 쟁에서 다친 의용 군인들의 집단 

마을을 1978년 이곳으로 옮겨와 64세  슬라  단독 주택을 마련하여 정

착하 다. 부분 1, 2  상들인 국가 유공자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숙등 마을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남해안고속도

로 개통과 함께 만덕까지 새로운 아스팔트 도로가 마을 언덕 아래 생겨나면

서 부터 다. 그리고 덕천교차로가 교통의 요지로서 상권의 심지로 부각

되면서 지난날 60여가호가 살았던 숙등마을 일 에도 아 트 등 새로운 주

택 단지와 상가가 조성되었다. 숙등마을 입구 음정골 계곡이 포장되어 옛날

의 신작로로 오르던 언덕길에는 상가 건물이 들어서서 밤이 되면 수 백명의 

청소년들이 찾아오는 거리가 되었다.

북구청에서는 이곳을 청소년의 거리로 지정하 다. 덕천교차로가 육로교

통의 심지로서 덕천역이 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으로 수많은 유

동인구가 이곳 숙등마을 앞 버스정류소와 지하철에 유통되면서 부산의 서면

에 뒤지지 않는 마을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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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정마을

남산정(南山亭) 마을은 덕천동 423번지 일원에 있던 자연마을로, 백양

산 주지 의 남쪽 산 기 아랫동네로서 남산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옛날 

구포쪽에서 동래쪽으로 가기 해 만덕고개로 넘어가던 오르막길의 입구 

동네로서 길손이 쉬어가던 정자나무가 있어 남산정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고 풀이하고 있다.

남산정 마을에는 500여년 된 미루나무가 있었고 그 에 우물이 있었는

데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나무가 쓰러져 없어졌다. 지 은 그곳에 은행나

무 3그루를 심어 50여년의 세월동안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다. 남산정에서 

가장 먼  사람이 살았던 곳은 기와골이다. 이곳에는 한국폴리텍 학과 아

트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옛날 이 골짜기에는 산골물로 농사를 지으며 사

람이 살았으나 뒤에 만덕천 건 편으로 옮겨와서 마을을 형성했다고 한다.

기와골이란 지명은 옛날 이곳에서 만덕사지의 기와를 굽는 흙을 내었다

고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기와골의 숫들겅에는 낫을 가는데 쓰는 숫돌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기

와골 좌측 골짜기를 이천년 

묵은 골이라고 하는데 만덕

과 경계를 이룬 가야골의 

설처럼 2000여년  가야시

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

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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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정 마을의 뒷쪽 야산 모습(1980년대 초기)

기와골에서 공동묘지 방면으로 가면 머구가 많았던 머구골 골짜기가 있

고 그 쪽에는 썩돌에 돌비늘(돌버섯)인 씨 치가 많이 있어 씨 치골이

라 부른다. 이 돌비늘을 물에 타서 마시면 옛날 뱃속의 채독벌 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머구골과 씨 치골 사이에는 평평한 야산이 있어 이곳을 

평면산이라 하여 아이들이 소 풀을 뜯어 먹이러 와서 산복숭아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던 산이었다. 덕천동과 만덕동의 경계를 이룬 물탕골 골짜기의 

능선을 말랑골이라고 하는데 이곳도 동네 사람들이 소꼴을 먹이고 꼴풀을 

베어왔던 곳이었다. 남산쪽으로 덕천동과 만덕동의 경계지 인 굴바우들겅

에는 비군훈련장이 있었다.

굴바우들겅 쪽 산 턱의 나무 하러 다니던 곳을 아리랑들겅이라고 했

는데 이곳 샘터에서 목을 축 다고 한다. 굴바우들겅에서 제일 큰 매산바  

에서 샘물이 흘러나왔다. 이 물은 마을의 간이 상수도로 쓸 만큼 수량이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만덕천 본 도랑 의 농지에 논 물꼬를 기 해 샛

도랑을 내어서 농사를 지었다. 

이처럼 한 한 산골 마을이었던 이곳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어와 덕천천 

 옛날 농지에 1980년   

시 아 트단지가 들어섰고 

남산쪽으로도 주택단지가 조

성되었다. 그리고 기와골 부

근에는 한국폴리텍 학과 낙

동강환경 리청이 들어섰다. 

산쪽으로도 도개공아 트 단

지가 조성되어 있다. 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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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정 당산 전경

마을은 남해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곳으로 만덕터 로 가는 도로와 신만덕으

로 가는 도로가 이곳에서 갈라져 오르고 있다. 한 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

역까지 들어서서 옛날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마을의 옛 정취를 

간직한 곳은 당산나무이다.

남산정 당산은 덕천3동 청우피크 아래의 도로변에 있다. 건립연 는 

1966년이며, 당사는 슬라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소나무들이 감

싸면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 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리고 있다. 제의 차는 가정에서 지내는 기

제사처럼 진설한다.

제의과정은 당사 안에서 산신제, 당산할배, 당산할매, 용왕제를 동시에 

지낸 뒤 덕천 시 아 트 1동

의 만덕로 변에 서있는 은행

나무에 가서 거릿 제를 지낸

다. 이곳 은행나무는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쓰러진 500여

년 된 미루나무 신 심었는

데 3그루가 나란히 서 있다. 

옛날 이 마을에 살던 고기장

사 할매가 고기를 팔아 번 돈

으로 소나무를 심고 당사를 

지어 당산신을 모시면서 당

산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특이사항은 이곳의 당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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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성 마을의 현재 모습

배가 정해  사람이 제 이 되기를 거 하면 그 사람은 며칠 못가서 사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1990년  당산나무 근처에서 화선 가설 공사를 하

면서 당산나무의 가지를 자를 수밖에 없어 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자르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결국 그 다리를 단하게 되었다

는 이야기가 해온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의성마을

의성(義城) 마을은 덕천2동 530～590번지 일 의 옛 성터가 있는 의성

산의 강변쪽에 있는 마을이다. 덕천2지구 도시개발공사 아 트가 들어선 

부근지역이다. 의성산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둔하면서 쌓은 왜성터가 

남아있다. 이 성터를 부산 역시 기념물 제6호로 지정하면서 구포왜성

(1972. 6. 26. 지정)으로 지칭하 다. 그러나 지역 지민들은 이 성터를 의

성이라 부르고 의성산이라고 불러 왔다. 의성이란 지명 유래도 신라시  이

곳에 성을 쌓고 왜구들의 침

략에 비했는데 그때 생겨

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신라시  왜구의 침략은 

부분 소규모로 해안지역이나 

가까운 강변의 마을들을 습격

해 갔는데 한 번씩 규모의 

군사를 동원하여 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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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마을의 옛 도로(개발되기 직전)

바다를 건 와 공격해 오기도 하 다. 이처럼 왜구의 량 공격을 막기 

해 이곳에 성을 쌓고 군사를 배치하 다. 신라 법흥왕 때는 수천명의 왜구

들이 쳐들어 와 고구려에 원병을 청원하는 사신까지 보냈다고 한다. 그때 

이곳 성을 지키는 군사는 500여명, 성주(城主)는 황룡이란 장군이었는데 

수천명의 왜구들이 몰려와 성을 에워싸고 쳐들어 왔을 때 모두들 죽기를 각

오하고 맞서 싸우다가 멸했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이처럼 나라를 해 의로운 죽음을 택한 황룡 장군과 500여

명 군사들의 을 추모하는 뜻으로 이 성터를 의성(義城)으로 명명했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의성마을이 되었고 산 이름도 의성산으로 

불러왔다. 구포지역 사람들은 이곳 의성산을 이 고장의 지킴이로 생각하고 

자주 찾아왔다. ․ 학교의 ․가을 소풍의 단골이 되었고 평시에도 친

구들과 어울려 병정놀이 하고 뛰놀던 곳이었다.

의성산은 경  한 뛰어난 곳으로 해발 60m의 낮은 산으로 쉽게 오를 

수 있어 좋은 곳이고 이곳에 올라서면 정산 고당 에서부터 상학산, 백양

산, 주지산이 한 에 바라

다 보인다. 앞으로는 낙동강

이 흘러와 하구로 흘러내려 

가는 물길과 지난날 삼차수 

물 기를 망할 수 있어 구

포지역의 명승지로서 의성

(義城臺)라고 불러왔다. 그

리고 의성산의 정남향 심

부의 소나무숲 사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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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사(龜龍寺)는 옛날 화명․ 곡․산성․양산쪽 사람들이 구포장터를 오

르내리는 길목으로서 의성산에 있는 이라 의성 로 불러왔다.

구룡사에는 용왕샘터가 있다. 이 샘터에는 쪽을 깊숙이 굴이 뚫려 있는

데 옛날 이곳에 살던 용(龍)이 승천하면서 산 정상을 뚫고 솟아올라 샘터가 

동굴처럼 되었다는 설이 있다. 용왕샘터 에는 의성마을 사람들의 당산

나무가 있었다. 1974년 구룡사 앞으로 남해안고속도로가 낙동강다리로 연

결되어 개통되면서 의성 큰산과 아랫쪽 작은산이 단 되면서 샘터의 물이 

어들기 시작하 고 수백년 된 당산나무도 차츰 생기를 잃어갔다. 그리고 

1990년  덕천천 물길을 낙동강으로 분류해서 내보내는 지하수로가 구룡

사 앞쪽으로 뚫린 후 당산나무는 완 히 고사하고 말았다.

의성산은 왜성의 본거지가 있는 큰산과 아랫쪽 낮은 산인 작은산이 남해

고속도로 공사로 단되었는데, 작은산에 북구문화빙상센터가 들어서면서 

2010년 5월 두 산을 연결하는 아치형 다리가 개설되었다.

의성 마을은 성터의 서쪽 산을 끼고 있는 마을을 안의성 마을이라고 하고 

그 아래 강변쪽을 바깥의성 마을이라고 한다. 이곳에 1903년 경부선 철로

가 놓이면서 마을이 철로 안쪽에 갇  버렸고 옛날 배를 던 의성나루터도 

철길을 건 야 내왕할 수 있었다. 이 나루터에는 주로 동네사람들의 어선이 

정박했는데 나룻가 물속에 농처럼 생긴 네모 난 농바 가 있었는데 물이 빠

져나가야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한다. 이곳은 물이 깊어 지난날 많은 사

람들이 빠져 죽었다고 한다.

지 은 옛 나루터 자리가 100여년간 지형의 변동으로 샛강으로 변한 물

길로 완 히 없어졌다. 구포에서 덕천을 지나 바깥의성과 안의성 사이로 난 

고갯길은 의성고개로서 옛날 고성(古城) 주막이 있었는데 옛 모습은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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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차선도로로 변하 다. 의성 안쪽마을에 성을 따라 돌아가던 곳을 안의

성모랭이라고 하 고 의성 마을에서 화명동 수정 마을로 넘어가던 내리막길

은 밤나무가 많았던 곳으로 밤나무고개라고 부른다. 옛날 구포시장에서 소

를 팔고 가다가 장골 도 들에게 돈을 털리기도 했던 고개 다. 의성 마

을은 안의성 심부로 곡로가 개설되어 옛 모습은 많이 사라졌으나 성터 

주변에 옛길이 남아 있다.

주성리(산양리)

주성리(周城里)와 산양리(山陽里)는 옛 성터가 있는 의성마을 주변 마을

을 뜻한다. 조선시  1786년에 편찬한『양산군읍지』｢방리조｣와 1789년 

편찬된『호구총수(戶口總數)』｢양산군｣에 보면, 양산군 좌이면(좌면) 주성

리로 나와 있다. 그리고 1831년에 편찬한『양산읍지』와 1832년에 편찬

한『경상도읍지』의 ｢양산군 방리조｣에 보면 양산군 좌이 방(左耳田坊) 

산양리(山陽里)로 나온다.

주성리라는 지명은 고성(古城) 주 에 조성된 마을들을 두루 나타낸 것

으로 보인다. 의성산의 서쪽 강변의 의성 본마을과 동쪽 구법곡 기찰마을, 

화명쪽 장골 등 성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들을 통틀어 주성리로 한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산양리도 의성산을 심으로 오 이면 동쪽 양지쪽이

라 햇볕이 비치고 오후에는 서쪽으로 햇볕이 비치는 곳이라서 생긴 지명

으로 풀이된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주둔하면서 그들은 당시 구포의 공식 지명인 감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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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리(산양리) 마을이 있던 곳의 현재 모습

를 붙여 성(城)의 명칭을 감동포성(甘同浦城)이라 하 다.『선조실록』｢권

49 27년 3월 병신(丙申)｣에 보면, 임진왜란 때 왜군이 구법곡에 3,000명 

주둔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왜군이 주둔하여 성을 쌓은 의성산은 성터의 

심부인 큰산과 남쪽 구릉지 를 지나 작은산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산이 

1973년 남해안고속도로 공사 때 도로를 내면서 잘려 분리되어 있다가 

2010년 다리가 가설되면서 연결되었다.

임진왜란 때 본성쪽에 왜군의 장수가 있었던 천수각(天守閣)과 성의 출입

구쪽 등 곳곳에 10개 이상의 각을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각은 무

기를 보 하고 싸울 때 사격을 가하는 별실이 있었다고 한다. 감동포성은 왜

군이 부산항에 들어 와서 구포쪽으로 와서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문경 새

재를 넘어 남한강으로 진격하는 경로 으니 남으로 향하고 북으로 나아가는 

길목으로서 쟁 상황을 달하는 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성산의 남쪽 작은산은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2004년 이곳에 빙

상경기장 건립을 하면서 삼한시 , 고려, 조선시 에 이르는 분묘가 160여

기 발굴되었다. 그리고 묘지 사이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기 해 암반 

에 놓은 굴립주(屈立柱) 건

물터가 10곳 발굴되어 이곳

이 왜성의 지성(支城)으로 

무기나 군수미 등을 장하

는 건물이 있었음이 확인되

었다 그리고 암반 에 배수

시설을 해 바 를 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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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리(산양리) 마을에 있는 구포왜성

이 발견되어 왜군의 주둔 

상태를 악하는데 좋은 자

료가 되어 주었다.

임란 당시 왜군 3000명이 

왜성 본성인 큰산과 지성인 

작은산에 모두 주둔하지 못했

을 것으로 보이는데『선조실

록』의 기록에 나오는 구법곡 

골짜기 쪽으로 분산 수용했

을 것으로 보인다. 왜군들이 성쪽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도 배가 근하기 

힘든 서쪽의 낙동강 본류쪽 보다 남쪽의 기찰로 들어오는 샛강인 기찰강으

로 배가 들어와 의성 작은산 쪽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성

(古城)을 두루 둘러싼 일 를 주성리 는 산양리로 했던 것이다. 김해 

 출두리에서 구포쪽으로 오는 나루터도 옛성터 쪽으로 온다고 고성진(古

城津)이라고 하 다.

당동리마을

당동리( 洞里) 마을은 1786년 편찬된『양산군읍지』와 1789년도의

『호구총서』｢양산군편｣에 나와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체 으로 지 의 덕천동 일 가 당동리로 보이는데 일제

강 기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1917년 편찬한『신구 조 조선 도 부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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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리 할매당산 당산나무

리동명칭일람』동래군편에 보면, 당동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  이 

지역에 있었던 마을이 틀림없는 것이다. 새로 지어진 지명과 옛 지명의 

조에 보면 새 지명인 덕천동은 사량동(師良洞) 당동( 洞) 각 일부, 만덕동

에도 당동 일부가 포함된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을 볼 때 덕천동 숙등 마을

은 구포 사량동의 일부와 당동에 속했다. 그리고 남산정 마을은 체가 당

동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만덕동의 일부도 당동으로 불 던 것을 볼 때 만덕하리 마을의 주막이 있

던 곳도 남산정 마을에 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동리( 洞里)라는 지명은 

남산정 마을에 있던 당산나무에서 유래한다. 이 마을에는 야산쪽의 당산과 

평지쪽에 당산나무가 있었

다. 당산나무는 1959년 태

풍 때 쓰러졌다. 당산나무는 

500여년 된 미루나무로 이

곳에는 우물도 있어 옛날 만

덕고개와 불태령으로 가던 

길손이 쉬어가던 곳이었다. 

이처럼 이름난 당산나무가 

있다하여 당동( 洞), 당동

리( 洞里)라는 지명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옛날 만덕고개로 오르던 

길목인 당산나무가 있던 곳

에는 시 아 트 단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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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는 끝지 으로, 태풍 때 당산나무가 쓰러져 없어진 자리에 은행나무 3그

루를 심어 도로변과 아 트 담벽쪽으로 나란히 서 있다. 수령 50여년이 된 

이 은행나무는 남산정 마을의 당산나무로 을 받고 있다.

4. 만덕동

만덕리

만덕리(萬德里)에는 정산맥의 남쪽 기인 상학산이 동쪽에 우뚝 솟아 

있다. 이 산 우리는 다시 병풍덤 암 을 거쳐 만덕고개 능선으로 이어진

다. 그리고 정 과 불태령으로 이어져 구포의 배산인 주지산의 동쪽으로 

둘러서 있는 산세를 배경으로 로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곳 산골

의 골짜기마다 물길이 열려 정산성 남문 일 에서 발원한 만덕천의 원류

는 병풍암 석불사쪽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받아 안고 큰 물길을 이룬다.

이 물길은 장사바 가 있는 차밭골을 지나 만덕사 터 앞을 거쳐 용을

산(龍乙山)에서 흘러내리는 용을천과 합쳐진 곳에 옛날 만덕사와 만덕고

개를 오르내리던 만덕지교(萬德之橋)를 지난다. 다시 리 마을을 지나 

덕천동과 경계지 인 가야골의 물과 합류하여 구포의 낙동강쪽으로 야산

을 끼고 흘러내린다.

만덕에서 성지곡으로 넘어가던 불태령의 고갯마루에서 가야시  경질토

기가 발굴되었고 정산성 남문 앞쪽에서도 가야시  유물이 발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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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야골과 소가야골이란 지명이 해오고 있어 더욱 오래된 마을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만덕동의 지명도 고려시  터인 만덕사에서 그 

유래를 들고 있다. 이때까지 알려진 기록에 의한 만덕사의 내력은『고려

사』와『고려사 요』에서 이른바 공민왕 때 석기(釋器) 왕자의 왕  추  

음모사건과 련된 내용에 나오고 있다.

『고려사』｢종실열 (宗室列傳)｣과『고려사』｢권38 공민왕 즉 년 12월

조｣에 보면, “12월 신묘에 릉(永陵 충혜왕)의 서자 석기의 머리를 깎아 

만덕사에 두었다(十二月辛卯 髮永陵 藤子釋器 置萬德寺)”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고려사 요』에 보면, “12월에 충혜왕외 서자 석기의 머리를 깎아 

만덕사에 두었다(十二月 忠惠王 藤子釋器 髮置萬德寺)”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에서 고려 충혜왕의 서자 석기가 만덕사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공민왕 5년에 원나라에 아부하는 일 들이 석기를 왕으로 추 하려했던 음

모사건과 련된 것이다. 공민왕은 즉  하자마자 그 자신이 몽고 풍속을 

버리고 원(元)의 쇠약을 틈타 반원(反元) 정책을 폈던 왕으로서 원에 아부

하여 권세를 려온 부원 (附元派)를 숙청하고 곧바로 원에서 일본 정벌을 

해 설치했던 기 인 정동행성이문소(征東行省理門所)를 없애고 고려에 

한 간섭을 배제시켰으며 원의 연호 사용을 하고 원의 간섭으로 개편되

었던 제(官制)를 환원하 다.

이때에 석기를 받들어 불궤(不軌)를 도모하려는 음모가 일어났으며 비록 

서자이기는 하나 충혜왕의 아들인 석기를 왕으로 추 하려 했던 음모는 공

민왕의 배원정책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려사』의 문헌에 석기

가 유폐되었던 이 만덕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의 내력과 치에 

한 기록은 없다. 이 터를 문화재로 지정할 때 만덕동에 있는 큰 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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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치와 여기에 있는 유 과 유물들을 검토한 결과『고려사』에 나오는 

석기와 련된 사찰로 추정하여 만덕사지(萬德寺址)로 명명하 던 것이다.

따라서 만덕동의 지명은『고려사』에 나오는 만덕사에 그 연원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곳 만덕사에 많은 의병 승군들이 운집

해 있었다는 설도 있다. 한 이곳에 있는 고갯길에는 도둑들이 들끓어 여

기를 오르내리던 장꾼들이 고개를 넘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넘어

야 했기 때문에 만등고개라고 해서 만덕으로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이 의 규모가 무 커서 만명(萬名)의 덕(大德 - 승려)이 있었다고 만

덕이라고 했다는 풀이를 하지만 근거가 확실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

런데 이처럼 큰 터가 고려시 의 기록은 물론 조선시 에도  언 되

지 않고 있는 것이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1740년 편찬된『동래부지』에 보면, 만덕의 지명이 나오는데 동래부 서

면 만덕리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낙동강 하구지역의 물목으로 크게 번창한 

구포지역은 양산군 좌이면에 속했는데, 이곳 만덕리만 산 머 동래쪽에 편

제되어 있다. 만덕리는 1914년에 와서야 동래군 구포면 만덕리가 되었다. 

1963년 부산직할시 편입으로 부산진구 만덕동이 되었고, 1978년 북구 만

덕동으로 재 만덕 1, 2, 3동으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4년 만덕 동북쪽 산비탈 지 인 용호골 아래 부산시에서 정책 이주

을 만들어 만덕하리까지 연결되어 지 의 만덕1동 큰 마을이 되었다. 만덕

리에는 상리마을․ 리마을․하리마을․사기마을 등 4개의 자연마을로 형

성되어 있었는데 만덕 이란 지명도 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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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 마을의 현재 모습

상리마을

상리(上里) 마을은 만덕2동 93번지, 산132번지에 있던 자연마을로, 만

덕고개(290m)로부터 정 (쇠미산이라고 함)으로 이어지는 산 아래 조

성된 동네이다. 만덕사의 안산(案山)인 비룡산(飛龍山)의 남쪽에 자리 잡은 

산골마을로서 근세에 20여 가구가 모여 살았다. 이곳에는 남양 홍씨(南陽

洪氏) 남양군  일족이 4 에 걸쳐 집성 을 이루며 살고 있다.

상리마을 뒷산의 제일 높은 곳에 상바 [上岩]가 있다. 이 상바  머 산 

능선에는 삼한시  형 토기들이 출토되어 고분이 있는 곳으로 보여진다. 

마을의 동쪽에 있는 만덕고개는 옛날 구포쪽에서 동래방면으로 넘어가던 고

개로 리 알려져 있다. 이 고개를 넘어가려면 고갯마루 부근에 호랑이 등의 

짐승과 도둑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서 넘어가야 했다고 한다. 특히, 

조선시  구포장과 동래장을 오고가던 장꾼들이 넘던 고개로 ｢장타령｣에도 

나온다. 장타령에 보면, ‘꾸벅꾸벅 구포장 허리가 아  못보고, 고개 넘어 동

래장(東萊場) 다리가 아  

못본다.....’라고 했다.

이 고개가 바로 만덕고개로

서 고갯길을 오르내리기가 워

낙 가 르고 비탈져서 다리가 

아 다는 표 이 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곳 만덕고개는 

모심기 민요에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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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 마을의 옛 모습(민속촌을 연상케 한다)

‘ 장사 을 지고 사로 넘어간다, 독장사 독을 지고 독지고개로 넘어

간다, 명태장사는 떼를 지어 만덕 사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만덕 사가 바

로 만덕고개인 것이다. 고갯길이 하도 험하니까 도 들이 끓어 장꾼들의 물

품을 털어 갔는데 구포장에서 장을 보고 동래로 가던 사람들이 고개 아래 

만덕사 터에서 많이 모 다가 떼를 지어 넘어 갔다고 한다.

만덕동 련 설로 ‘만덕고개와 빼빼 감’ 이야기가 있다. 삿자리 장사를 

하던 홀아비 빼빼 감이 만덕고개를 다른 장꾼들과 함께 넘는데 도 들이 

나타나 모두 밧 로 묶어 놓고 물품을 털려고 했다. 이때 빼빼 감이 스스

로의 힘으로 밧 을 끊어버리고 도 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해 온다. 

그만큼 만덕고개는 도 들이 끓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다. 만덕고개

를 일명 동래고개, 만등작, 만덕재라고도 불 다.

1530년에 편찬된『신 동국여지승람』과 1740년 편찬한『동래부지』

에는 만덕고개가 기비 (其比峴)으로 나와 있어 그 지명의 유래를 알 수 없

다. 1990년  만덕사지 발굴조사에서 기비사(祈毗寺)라는 명문(銘文) 기

와가 발굴되어 한자 뜻은 다르지만 기비사-기비 으로 연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처럼 걸어서 넘던 

만덕고개에 1965년 부산시

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차도

가 생겼는데 그 기념비가 고

갯마루에 남아있다.

그리고 1973년 남해안고속

도로가 개설 되면서 만덕 제1

터 이 개통되었고,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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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터 까지 개통되어 옛날 산골 오지(奧地) 던 곳에 엄청난 수량의 차

량 왕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만덕고갯길도 포장되어 있다. 상리 마을은 만

덕일 가 개발되면서 뒤늦게 마을쪽으로 차도가 생겨났다. 상리 마을에서 

동래구 사직동쪽으로 벋은 산이 쇠미산(일명 정  이라고도 함)이며 골

짜기가 달비골이다.

일제강 기에 부태고개쪽이 출입 지 되었을 때 쇠미산 쪽으로 넘던 고개

를 부엉덤 쇠미고개 는 성지고개라고 했다. 쇠미산은 용산(金湧山)을 

말하는데 정산맥의 마지막 기로서 꼬리부분이라 쇠[金] 미(尾)라는 뜻

으로 생긴 지명이라고도 이야기 한다. 쇠미산에는 설의 베틀굴이 있고 산 

아래에는 백양사(白楊寺)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오늘날 백양산이 백양사에

서 유래한다. 마을은 주변의 산쪽으로 연립주택과 아 트가 들어섰지만 옛

날 마을의 모습을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상리 당산은 만덕2동 본동마을 아랫쪽 산기슭 한신아 트 동쪽 500여m 

지 에 있었으나, 지 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쪽 100여m 지  만덕고갯

길로 오르는 도로변 모텔 건물  산기슭 아래 기와 지붕으로 단장하여 옮겨

졌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

물과 제의 차는 제물의 종류와 진설  제의 차는 일반 가정의 기제와 같

다. 제의 과정으로는 옛날에는 당산할배 → 당산할매(마을의 소나무)의 순

서 으나, 요사이에는 당산할배․할매를 함께 지낸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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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 마을의 현재 모습

중리마을

리(中里) 마을은 만덕3동 280～327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옛날 구포에서 동래쪽으로 가거나 서면쪽으로 가기 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네가 리 마을이었다. 만덕고갯길은 리 마을에서 덕산재 재실이 

있는 쪽으로 만덕다리를 건  올라가는데 옛길이 아직도 조  남아있다. 

리 마을에서 왕쇳 가 많았던 뒷산 큰 골짝을 지나 함박 을 거쳐 읍

으로 넘어 가던 고갯길은 아직도 산길이 그 로 남아 있다. 이 고개를 불태

령(佛態嶺, 284m)이라고도 하는데 주민들은 부태고개, 부태재, 함박고개, 

성지고개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고도가 높아지면서 611 을 지나 구포의 

배산인 주지산에 이른다. 이 고개를 넘어 성지곡수원지쪽 산 한가운데 못둑 

으로 해서 내려갔다.

조선시  만덕리는 동래부 서면(西面)에 속했는데 면사무소에 볼일을 보

거나 범내골 부산장으로 장

을 보러 가기 해 넘던 고

개가 불태령인 것이다. 지

은 불태령 고갯마루에 등산

객들의 만남의 장으로 되

어 있는데, 이 일 에서 가

야시  경질토기가 발굴되어 

로부터 사람이 왕래한 고

개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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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 마을의 옛 모습(전형적인 시골 모습)

만덕지역이 가야시 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다는 설이 있는데 리마을 

입구의 야산지 의 지명이 소가야골로 불리고 있어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한

다. 그리고 이곳이 신만덕 개발지역으로 주택이 들어설 때 소가야골에는 구

포지역 명문 집안들의 조선시  분묘가 확인되어 명당자리임이 증명되었다. 

리 마을에는 만덕천이 용을천을 합류하여 큰 물 기를 이루면서 생겨난 

시골 웅덩이가 있었다. 시골을 선골이라고도 하는데 큰바 까지 있는 웅

덩이에서 만덕사 스님들이 목욕을 한 곳이라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리 마을의 동북쪽 언덕 에는 용호골에서 흘러온 물로 농사를 짓던 논

밭이 있었다. 이곳 논밭 변두리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여 신 (新村) 

마을을 이루었다. 그래서 ‘ 리 마을에서 신  살림 내줬다’는 이야기가 

해온다. 신  마을의 야산쪽으로 국유지 돌산이 있었는데 일제강 기 때인 

1930년 에 낙동강 제방을 쌓을 때 이곳에 있는 돌들이 다 실려가고 그 산

삐알에 남아있던 땅이라서 뻔덕이라고 하 다. 옛날 상학산에서 천냇물이 

용호골을 거쳐 뻔덕으로 흘러 내렸다고 한다.

리 마을의 당산나무에는 

청석이 깔려 있는데 이 바

를 덕석방구라고 했다. 이 바

에는 장사 발자국이 남아 

있는데 차밭골 장사바 의 발

자국과 연 된 설이 있다. 

옛날 리마을 토박이인 문

씨(文氏) 집안의 장사가 차

밭골 장사바 에서 펄쩍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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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리 당산나무 앞 덕석방구에 내려섰다고 한다. 그래서 두 바 에 발자

국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해온다. 리당산 나무는 보호수로서 수령 

300여년 된 팽나무인데 지 은 신만덕의 심부 로변에 서 있다. 이 당

산나무는 원래 네 집에서 네 뿌리를 심었는데 몇 십년이 되어도 팔뚝만큼 

밖에 크지 못하다가 그  세 뿌리가 얽 서 한 뿌리처럼 되어서 이처럼 큰 

나무로 성장했다는 설이 있다.

리 당산은 만덕2동의 성빌라 동쪽 비룡산 자락에 있으며, 1939년에 

건립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물은 닭, 어물, 떡 등을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이 지낸다. 제의 과정으

로는 당산제 → 당산나무(느티나무)제의 순서이다. 특이사항으로는 당산나

무인 느티나무는 수령이 280여년으로 만덕2동 319번지에 치하고 있으

며, 부산시 보호수로 지정(1980. 12. 8)되어 보호되고 있다(『부산의 당

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리 마을은 로부터 만덕리의 심마을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지 도 신만덕의 심부에 만덕2, 3동이 자리 잡아 번창하고 있다. 재 이

곳에는 부산․울산 소기업청이 있던 자리에 부산 이노비즈센터가 들어서 

있고 함박  좌측으로 북구디지털도서 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가을에는 은행

나무 축제가 동네 축제로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리 마을에는 남평 문씨

(南平文氏) 문 과 월성 박씨(月城朴氏) 문 이 집성 을 이루며 50여 가

구가 조선시 부터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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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마을의 현재 모습

사기마을

사기(寺基) 마을은 만덕동 30번지 일 에 있던 자 뜻 로 터마을

로, 만덕사지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이곳에는 부산 역시 기념물 제3호

로 지정된 만덕사지 당지(金 址)와 유형문화재 제14호인 당간지주(幢

竿支柱)가 있다. 당지에는 동서 68m, 남북 54m, 높이 4m 되는 장방

형의 축 가 온 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 옛 터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 

이 축 를 심으로 당지 뒷편 강원(講院)터로 추증되는 곳의 축 가 

거의 완형으로 남아있고 동북쪽 200m 지 과 서북쪽 170m지 에도 법

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의 축 와 주춧돌이 남아 있다. 당지에서 남쪽으

로 190m지 에 당간지주가 1개만 서 있고 그 아래 논둑길에 원시 신앙의 

유 인 알터바 가 있다.

만덕사지로 오르던 곳에 만덕천과 용을천이 합쳐지는 곳에 옛날부터 다리

가 있었다. 이 다리를 건 면 구포의 김씨문  재실인 덕산재(德山齋)가 있

었다. 이 재실의 입구에 사기

마을 탑빼미에 있던 만덕사

지 삼층석탑 탑재들을 옮겨

와서 탑을 세워서 보존해 있

었는데 부산시립박물 에서 

수습하여 박물  입구 정원

에 세워 놓았다. 덕산재 재실 

정문 앞에는 이곳에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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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사지 금당지 발굴 현장 모습

덕교를 1950년 에 튼튼하게 가설한 ‘김 조(金赫祚) 기념비’가 자연석에 

새겨져 남아 있다.

만덕사지는 1990년부터 3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고려시  국찰

의 형 사찰임이 밝 졌다. 1990년 1차 발굴조사에서 당지의 규모가 동

서길이 24.9m, 남북길이 20.4m로 확인되어 범어사 웅 의 4배에 달하

는 형임이 밝 졌고 불상을 모시던 팔각좌 석(八角坐臺石)과 연화문하

석(蓮花紋下臺石)이 발굴 되었다. 그리고 기비사(祈毗寺) 명문 기와가 발

굴되어 조선시  기록에 나오는 만덕고개로서 기비 (其比峴)과 연 성이 

있는 유물로 추정되었다.

1996년도 북구청에서 실시한 2차 발굴조사에서 고려시  궁궐이나 

형 사찰에 기와지붕 용마루 끝에 장식했던 1m가 넘는 치미의 일부분이 

발굴되었다. 2001년도 3차 발굴조사는 당지 뒷쪽 강원터로 추정되는 

곳에서 실시했는데 이곳에는 당과 연결되는 계단 축 와 회랑이 확인되

었고 고려시  기에 제작된 해무리굽 청자와 조선시  만들어진 장흥고

(長 庫) 명문 분청사기 그

릇이 출토되었다.

해무리굽 청자의 발굴은 만

덕사지가 고려시  왕권 내

지 권력층의 향이 미친 사

찰임이 증명 되었고 조선시

 (官)에서 만든 장흥고 

자가 새겨진 분청사기의 발

굴로 만덕사의 상과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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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가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어 들 다. 이처럼 사기 마을의 상징인 만덕사

지는 천년이 넘는 역사 속에 그 실체가 묻  있다가 3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국찰 의 사찰임이 확인되었다.

만덕사지는 옛날 터 입구로 보이는 당간지주에서 당지까지 1973년 

남해안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만덕터 이 뚫리면서 터가 잘려버렸다. 사기 

마을은 만덕사지 당지를 기 으로 뒤로는 상학산 상계 이 풍을 나타내

고 있으며 동쪽으로 병풍암과 만덕고개로 이어지는 능선이 좌청룡의 형상이

요, 서쪽 강변쪽을 막고 벋어 있는 용을산(龍乙山)이 우백호이다. 그리고 

만덕사지 정면에 비룡산(飛龍山)이 안산(案山)으로 우뚝 솟아있어 천하의 

명당자리 터를 가진 동네인 것이다.

사기 마을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야산과 답지 가 모두 터로

서 유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만덕사지와 토지경계 인 국장생표가 만덕로타

리 공사 장에서 확인되었다. 만덕사지와 련된 설로는 용을산을 끼고 

흘러 내리던 용을천이 원래 산 머 서쪽으로 흐르던 것을 에서 막아 쪽

으로 흐르게 했는데 그때부터 만덕사는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하나의 설은 만덕사는 고려의 개국공신이 창건한 로서 국찰이었고 

공민왕 때 석기왕자가 와 있었을 뿐 아니라 고려가 망하자 왕손(王孫)들의 

피난처 다고 한다. 그리고 만덕사가 망하기는 임진왜란 때 승군들이 집결

해 있었는데 일본군에 의해 소타(燒打)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만덕사지는 

임란 때 불에 타서 완 히 없어졌고 터 주 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

기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사기 마을에는 양 손씨(密陽孫氏) 탁자  일족이 400여년 살고 있으

며, 남원 양씨(南原梁氏) 문 도 사기 마을에 뿌리를 내려 살고 있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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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마을 당산과 만덕사지 당간지주

다. 양씨 문 에는 동래지

신밟기 인간문화재 던 양극

로 씨가 있다. 

사기 당산은 만덕1동 만수

장 아랫쪽에 있으며, 건립연

는 1947년이다. 당산나무

는 팽나무로서 만덕사지 당간

지주 에 있다. 당사는 기

와 팔작지붕에 벽돌 흙벽에 

흰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패는 없고 신체로서 3불상(三佛像)이 푸른 방

석 에 앉아 있다. 제의 날짜는 옛날에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었으

나, 요사이에는 음력 3월 삼짇날 12시경에 지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

다. 제의 차는 만덕사지 당간지주 에 제물을 차리고 산신제를 지낸 뒤 

당사 안에서 당산할배, 할매를 지내고 이어서 당산나무에 목신제를 지내며 

끝으로 당사의 아랫쪽 개울가에서 용왕제를 지낸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하리마을

하리(下里) 마을은 만덕1동 220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만덕

리에서 가장 아랫쪽 첫 동네인데 옛날 구포에서 덕천리의 숙등․남산정 

마을을 지나 만덕고개를 오르던 길목으로서 길손이 쉬어가던 주막(酒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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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마을 위쪽에 조성된 만덕1동의 모습

이 있던 동네 다. 이 마을의 배경에는 우리 고장의 상징인 상학산이 우뚝 

서 있다. 옛날 산골 입구의 작은 마을로 존재했던 하리 마을에 천지개벽을 

하듯 큰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1972년 남해고속도로 개설과 만덕

터  개통 이후 다.

하리 마을에서 장구등 언덕을 넘어 용호골까지 야산지 던 이곳의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는 약간의 논과 밭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야산의 허리를 

잘라 고속도로를 내면서 하리 마을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1976년 상학산 아래 용호골의 산비탈지 에 연립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부

산시내 도구와 구지역의 철거민들을 한 정책 이주 을 조성하여 하리

마을까지 만덕1동 동네를 형성하게 되었다.

원래의 하리마을 지역에도 아 트 단지가 조성되어 만덕 등학교, 만덕

학교까지 들어섰고 만덕성당 등 교회 등이 자리 잡으며 큰 동네가 되었

다. 그리고 연립주택 꼭데기까지 비탈진 차도에 시내버스가 오르내리고 

단지에는 만덕시장까지 조성되었다. 이곳 하리 마을에는 1963년 부산직

할시 편입 후 북구지역에서 제일 먼  덕물산(주) 공장이 들어서서 의

류제조업체로서 40년이 넘

게 존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의 문화유 으로는 

용을산 자락에 임진왜란 때 

동래지역 의병으로 활약하여

『충렬사지(忠烈祠誌)』부

록 별 공신록(別典功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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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을 세운 24공신 에 한 사람인 어회장군(禦悔 軍) 김기(金琦) 선

생의 분묘가 있고 묘갈명(墓喝銘) 비석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주택단지

의 동북쪽 산 능선 머 가야골 골짜기에는 고려시  터로서 송선사(松

善寺) 명문기와가 출토된 유 지가 있다. 이 터는 지난 날 산답으로 형

성되어 있었는데 많은 기와가 출토되었고 야산쪽으로 삼국시  도자기가 

발견되고 있어 용을산 머 사기 마을에 있는 만덕사지 보다 앞서 건립된 

사찰로 추정하고 있다.

하리 마을로 들어서는 남쪽 동산을 동백산이라 부르고 주택단지로 오르

는 언덕길은 장구처럼 생겼다고 장구등이라 불 다. 그리고 덕천동 남산

정 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가 가야골이다. 이 가야골에서 만덕사지

까지 다섯 우리가 있다. 그 첫 우리로서 낙타등처럼 뽈록하게 솟은 뿔

당골 야산은 풍수지리상 장군 이 서린 곳으로 장수가 말을 타고 가는 형

상의 명당자리라고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만덕 등학교 뒷산인데 이 산의 정기가 학생들에게 

수되어 장차 나라에 헌신할 큰 인물이 난다고 풍수지리학자는 이야기 하

고 있다. 세 번째 산 우리에는 능선에 사자바 가 있다. 옛날부터 이 사

자바 는 만덕사람들이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왔다. 그리고 산답이 있는 

쪽으로 평바 , 마당바  등 많은 바 가 있었다. 네 번째 우리는 송선

사 터로 넘어가는 야산을 말하고 다섯 번째 우리는 만덕사지의 우백

호인 용을산을 말한다.

이들 다섯 우리를 끼고 상학산으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가야골이다.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덕천동 남산정쪽 산에 큰 바 가 있었는데 옛날 어느 

과객이  바 를 깨어버려야 하리마을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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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동 주택이주단지 조성(1970년대)

고 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남포를 터뜨려 그 바 를 깨어 버렸다. 이곳에

는 사상 모라리의 명문 박씨 집안의 산소가 있어 크게 항의를 해와서 그 바

를 시멘트로 보수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지 도 흔 이 남아 있다.

상학산에서 뻗어 내린 산 턱 가야골 골짜기에는 닭볏처럼 생긴 벼슬등이

라는 야산이 있는데 이곳도 명당자리로 꼽  삼락 유두 김씨 문 의 조선시

 조상묘가 건재하고 있다. 가야골 입구에는 가야시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드나들었고 고려시 까지 배가 들어와 송선사지와 만덕사지로 왕래했

다는 이야기가 해 온다. 이 가야골은 물이 차기로 유명해서 물탕골이라고

도 부르는데 이곳에 폭포가 있었다. 일제강 기에 모친이 무당인 안 목이

란 사람이 가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물탕골의 물을 집수하여 나무로 흠을 

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게 하 다.

이곳의 찬물은 땀띠에 특효로 소문이 나서 칠월 칠석 날을 후하여 해거

름이 될 때면 멀리 김해․양산에서도 이 물을 맞으러 찾아오는 등 인산인해

를 이루었다고 한다. 안 목은 이웃 사람들에게는 이 물을 무료로 쓰게 했

으나 외래인들에게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안 목이 살던 집은 기와를 

입  사찰로 변신하여 지

까지 남아있다. 이 폭포는 일

제가 1930년도 발행한『구

포향토지』에 ｢명승지｣로서 

가야폭포로 기재되어 있어 

가야골에 해 오는 이야기

가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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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동 하리 가야골폭포 전경(지금은 사라져 버렸음)

하리 당산은 하리마을 북쪽

의 냇가에 있던 것을 만덕3동 

630번지로 옮겨 세웠다. 제

당의 건립연도는 1938년이

며, 1980년도에 지 의 치

에 이  개축하 다. 제의 날

짜는 음력 14일 밤 자정이면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의

과정은 산신제 → 당산제의 

순서로 하고, 소지는 마을 

체로 한 장만 태우며 촛불은 

밤새도록 켜 둔다. 특이사항

은 옛날 제주의 실수로 제의시간에 맞추어 당제를 올리지 못하자 마을에 우

환이 겹쳐서 그 뒤부터는 정시에 제의를 올렸다고 한다(『부산의 당제』, 부

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만덕촌

만덕 (萬德村)은 문헌 기록에 없는 마을이나 지도에 나오는 지명이다. 

지도상의 치를 보면 만덕 은 정산성 남문 아랫쪽에 표기되어 있다. 이

곳에는 음식 을 하는 집들이 몇 채 들어서 있어 남문 마을이라고 부른다. 

만덕천의 발원지인 남문쪽의 개울물은 수량이 풍부하여 주변에 넓게 펼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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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촌 전답지대의 옛 모습

산답지(山畓地)가 농지로 활용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지 은 풀밭으로 

변했지만 이곳에 있는 답은 옛날 만덕사지 소유 다고 한다.

남문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병풍암 석불사쪽에서 흘러내린 물과 합쳐지면

서 만덕천은 큰 냇물을 이루는데 옛날 만덕고개로 오르는 고갯길쪽에 있던 

산답들도 모두 이 물로 농사를 지었다. 남문으로 올라가는 곳과 마찬가지로 

만덕고개 부근에 있던 산답들도 모두 만덕사지에 속했다고 한다. 병풍암쪽

에서 흘러내린 물이 남문쪽에서 내려온 물과 만나는 곳의 야산은 바닷속에 

배가 뜨는 형상과 같다고 하여 짐 등이라고 하는데 이곳 일 에 옛날 사람

이 살았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만덕사지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능선을 진등[長丘]이라고 하는데 북

채로 북바 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계곡쪽 장사바 의 설에 의하면 옛날 

장사가 이 바 에서 건 편 상리마을 뒤 정  꼭데기에 있는 상바 까지 뛰

어 오르거나 리마을 당산나무  덕석바 까지 뛰어 내리기 해 내딛 던 

발자국이 나 있는 바 를 말한다. 이 장사바 에서부터 계곡의 남쪽 언덕쪽으

로 차밭골이 있다. 이곳에는 

만덕사지와 련된 야생차나

무가 수백그루 남아 있는데 

이것은 가락국시 부터 조성

된 차밭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곳을 만덕  차밭골로 부

르는데 지도에 나오는 만덕

이 이곳까지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남문쪽에서 가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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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촌 일대의 옛 모습

경질토기가 발굴되었고 만덕으로 올라오는 좌측 골짜기가 가야골이고, 우측 

함박 쪽은 소가야골인데 함박 을 넘어 읍으로 가던 불태령 고갯마루에도 

가야 경질토기가 발굴된 바 있다. 이처럼 만덕지역은 가야시 부터 사람이 들

어와 살았던 곳으로 지 의 만덕 입구까지 샛강으로서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고려시 의 국찰 의 사찰로 명된 만덕사지도 당지 발굴시 사토층에

서 삼국시  토기편이 발굴되었고 2008년에 확인된 송선사(松善寺) 터

에도 고려시  사찰 명문(銘文) 기와와 함께 야산쪽으로 삼국시  토기편이 

발견되었다. 옛날 첩첩산 인 이곳에 이처럼 큰 터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

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만덕 은 가야, 삼국시 에서 고려시 에 이르기

까지 사찰과 련된 마을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도에 표시

된 만덕 이 남문쪽에서부터 차밭골을 거쳐 만덕사지가 있는 곳의 일 에 

있던 산골마을의 지명으로 추정된다.

만덕  동북쪽 암 인 병풍암에 석불사가 근 에 조성되어 우리 고장의 

명소가 되고 있다. 만덕동 산2번지에 치한 석불사는 병풍처럼 늘어선 자

연 암벽에 마애석불이 새겨

져 있다. 석불사는 1930년

 말기에 조용선(曺容善) 

스님이 병풍덤 암  아래 

덜지 에서 석굴을 발견하고 

1960년 까지 불사(佛事)를 

벌여왔다. 웅  쪽 석굴

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다. 그 

에 올라서면 정면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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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음보살상이 새겨져 있고 바로 의 바 에는 미륵불이 좌정해 있다. 그

리고 양쪽 암벽에 사천왕과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이 호 하는 가운데 칠

성각 쪽으로 계단을 오르면 각종 불상이 새겨져 있다.

병풍암에 새겨진 마애불은 총 29개에 달하여 국에서 최고 최 의 마애

불이 조성되어 있다. 병풍암 석불사는 만덕고갯길 도에서 오르는 차도가 

나 있고, 남문쪽과 뒷쪽 상학산으로 이어지는 산 우리 능선 따라 등산로가 

개방되어 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부산의 명소가 되었다.

5. 화명동

화명리

화명리(華明里)에는 조선시  천리와 와석리․수정리․용당리 4개 마

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화명이란 지명이 기록에 나타난 것은 1908년 이 지

역 선각자들이 민족학교를 설립할 때 교명이 사립화명학교 다. 그리고 

1914년 동래군 구포면 화명리로 공식 지명에 나타난다. 화명이란 지명은 

화산(華山) 아래 명당에서 유래한다.

상학산의 북쪽 끝 우리를 이 고장에서는 정산의 부리로서 화산이라 

불러 왔다. 화산의 상 에는 신선덤[神仙岩]이 있고 장군맥이 벋었다는 장

사바 가 있는데 우리 아래까지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천 큰 냇물은 

동북쪽으로 정산 고당 에서 발원하여 사시골로 흘러내린 정산수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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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산성 마을을 거쳐 서문 아랫쪽에 합류하여 큰 물

을 이루고 다시 흘러내려 불송곡쪽의 하천을 받아 넣고 천 마을로 흘러 

용동천을 합류한 뒤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천(大川)의 풍부한 물이 논과 밭은 물론 강변쪽에도 들 을 이루니, 화

명은 산 좋고 물 좋고 들[野]좋은 고장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화산 아

래 명당자리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천 냇물이 흘러내리는 곳에는 갖가지 

골짜기와 언덕, 바 들이 이어져 있어 심산유곡(深山幽谷)의 아름다운 경치

를 갖추고 있다. 천의 북쪽 산을 보면 고당 에서 미륵암을 지나 사시골 

아문성(亞門城) 밖 장골 [長谷峰] 아래 문리재[門里峙]에서 큰 산골을 이

루니 여기서부터 화명리의 경계이다.

사시골에서 산골, 터골을 거쳐 가새바 골(가새덤), 찬물샘골, 숫골

등을 지나 정산성 서문에 이른다. 다시 서문쪽에서 비석골, 말잘룩등, 명

근쟁이골, 치다지골로 이어지고 하천 으로 벽을 따라 산성으로 가던 길

이 있는데 언덕 에서 말이 떨어졌다는 말구불랭이[馬轉嶝]가 있고 옛날 최

도령이란 노총각이 나무를 하다가 죽은 무덤이 있는 최댕이뫼골[崔大谷]이 

있으며 산 턱에 기와집처럼 생긴 바 가 있다.

골짜기를 타고 더 내려오면 산성으로 오르는 길목에 숫돌바 , 백석바 가 

있고 산 에서 산 턱으로 내려오는 내리골[乃里谷]이 있으며 산정에는 짚

동바 , 장구바 , 맷돌바 가 있다. 다시 산길을 내려오면 산답지(山畓址)가 

나오며 붉은등을 지나 산 턱에 수박처럼 생긴 수박덤골, 삿갓바 , 각시바

골을 거쳐 지석골에서부터 야산이 펼쳐진다. 천천의 남쪽으로 서문밖에 도

둑골, 통골, 굴 골이 있고 가리재를 거쳐 어붕골, 낙시골, 삼밭골, 개비골

로 이어진다. 이어서 박훈장 등을 지나 물방아걸에서 산답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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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돌골쪽에 용동천이 있고 화잠 마을에도 화산과 수반천이 있으며 수정 

마을에는 함박 , 삼발악산에서 장천 수정천이 흘러내린다. 강변의 들

도 천 냇물 하구에 모리야(毛利野), 백포야(白浦野), 용당쪽에 돌 골 앞

의 석야(赤石野), 거북바  쪽의 구미야(龜尾野)가 있었다.

1930년  낙동강 동서 양안에 제방을 쌓을 때 지 의 화명동과 곡동 

앞 낙동강강변에도 제방을 쌓기 해 경남도청과 조선총독부를 오가면서 신

청서를 작성하여 탄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도 지역 유지들이 

계속 노력을 하여 이곳에도 제방을 쌓게 되었다. 화명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경부선 철로가 낙동강 동쪽으로 이설되어 용당 마을이 있던 곳에 화명역이 

신설되고 철길이 이 제방 에 치하게 되었다.

화명리는 복 후에도 구포읍 화명리로 있다가, 1963년 부산직할시 편입 

후 화명동으로 되었다. 1975년 시 직할 북부출장소, 1978년 북구로 승격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년  장골에 단  주공아 트단지가 조

성되었고 2000년 에 들어와서 용당리 마을과 화잠리․수정리마을 강변쪽

에 신도시가 건설되어 단  아 트 단지로 변하 고 수정리 마을의 안산

과 덕천동 의성마을 쪽으로 주공아 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대천리마을

천리(大川里) 마을은 화명동 280～500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

다. 정산 고당  아래 산성 북문재에서 발원한 물과 상학산 기에서 발

원한 물이 합류한 큰 냇물이 마을 한가운데로 흘러내리니 천리 마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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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장골 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천 북쪽 산 기와 남으로 벋은 

산 기 사이에 서쪽을 벋은 작은 산 기가 있어 뫼 산(山)자 지형을 이룬 

끝머리에 천리 마을이 치하고 있다.

천리 마을은 조선시  양산군 좌이면 천리에서 하동방(下東坊) 천

리로 되었다가 다시 좌이면 소속이 되었고, 1906년 동래군 좌이면, 1914

년 동래군 구포면 화명리로 되었다. 복 후 구포읍 화명리 천 마을로 있

다가, 1963년 부산직할시 편입으로 화명동 천리 마을이 되었다.

천리 마을의 상징인 큰 냇물은 수량이 풍부하여 많은 웅덩이를 이루었고 

하천 폭이 넓어 하천 가운데 섬까지 생겨났다. 천 냇물의 웅덩이 에서 첫

손에 꼽히는 가장 깊은 곳은 폭포가 있는 애기소(沼)이다. 설에 애기를 데

리고 왔던 은 엄마가 주 의 경 에 심취하여 애기가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몰랐다고 해서 애기소라고 불 다는데 천계곡 서문 아래 상류쪽에 있다.

애기소를 지나 어붕골 하류에는 배처럼 생겼다는 배소(沼)와 말구유통처럼 

생겼다는 구시소(沼)가 있다. 

어붕골쪽에서 하천이 두 갈래

로 나 어져 삼밭골 아래에서 

합수하여 탄(灘)을 이루어 모

인 넓고 펑퍼짐한 웅덩이가 

소(廣大沼)이다. 천 큰 

냇물이 소 쪽에서 두 

갈래로 흐르니 그 가운데 섬

이 소나무가 우거졌다고 윗섬 

는 솔밭등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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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아래로 흐른 물이 삼밭골과 개비골 냇가에서 시작하여 다시 두 갈

래로 갈라졌다 합쳐지는데 이 가운데 섬처럼 된 소나무 둔치를 섬 솔밭둔

치라고 한다. 섬쪽에서 불송곡 계곡물과 합수하여 모인 웅덩이를 지농덩

이라 하며 지농덩이에서 흘러내린 냇물이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데 

그 가운데 답을 이루고 있는 둔치의 섬을 아랫섬 둔치라고 한다. 아랫섬

을 지나 합류한 물은 마을 한 가운데로 흘러 넓은 시내를 이룬다.

천리 마을 간쯤 음달쪽 언덕  밭이 있는 곳의 쪽 물속에 거북처

럼 생긴 바 가 있어 자라바 라고 불 다. 이 자라바  둘 에는 수심이 멱

감기에 알맞고 모래톱이 부드러워서 여름철 밤이면 남녀노소 없이 번갈아 몸

을 식히며, 낮에는 어린아이들이 자라바 에서 자맥질(송당질) 한다고 송당

걸이라 하 다. 천 마을은 계곡을 가운데 두고 양지마을(양달)과 음지마을

(음달)로 나뉘어져 있다. 원류에서 하구까지 장장 10여㎞를 흐르는 천 냇

물은 가뭄이 오래 간다 해도 냇물이 마르지 않으니 수많은 물고기들이 번식

하여 피라미, 송어, 메기, 미꾸라지, 은어, 뱀장어, 박새우, 게, 모래무치, 

꿀방아치, 꺽둑어, 잔붕어 등이 사는 생태 하천으로 지 도 보존되고 있다.

천리 마을과 와석리 마을에서 처음 사람이 살았던 곳을 탑거리라고 하

는데, 지 의 북부산변 소 아래 화명정수장 남동쪽 뒷등 일 를 말한다. 

이곳은 단  아 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옛날에 분청사기, 백자 등 도

자기와 기와 조각이 량으로 려 있었으나 지 은 아 트단지로 변하여 

흔 을 찾을 길이 없다. 탑거리에서 사람이 살다가 다시 용동골쪽과 음달쪽

으로 내려와서 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 양달쪽은 옛날 천 냇물이 지 의 마을쪽으로 흘러 내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600년  이곳에 정착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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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坡平尹氏) 집안에서 이곳 양달쪽에 임천정(臨川亭)을 지어 유학자가 

강학(講學)한 기록에 보면 임천정의 치가 냇가 언덕 라고 해 온다. 

임천정은 서당으로서 서당골이란 지명이 생겨났고 고개 머 곡 율리패총

이 있는 곳도 서당골이라 부르는 것을 보면 율리 마을에서 고개를 넘어 

천리 마을로 왕래하 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임천정을 짓기 만 하더라도 양달마을 부근으로 가로지르는 

천천은 지농담(池瀧潭)에서 지 의 코오롱아 트 자리를 거쳐 마을 한 가

운데(지 의 화명 등학교 자리)로 흘러 내렸다.  낚시질을 했다는 조산

(釣山)걸(지 의 경남아 트 자리)로 해서 긴내가 끝난다는 뜻의 지내끝

[長川端]을 거쳐 넓은 개펄을 지나 낙동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 하천 양쪽에 보(洑)를 쌓고 물길의 흐름도 바 어 양달쪽에도 사람이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천리 마을의 산답(山畓)지 는 양달마을 뒤에서 산성골에 이르기까지 

따비논, 진등논, 안골논, 산성골 논이 있었고 음달 마을쪽으로 와석등 논, 

용동골논, 뒷껄논, 고당껄논, 송곳바 껄논, 뒷등논, 탑껄논, 물방아껄논, 삼

밭골논 등 풍부한 물을 바탕

으로 산지를 논으로 개척하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천리 고당할매집은 화명

동 1569번지 버스종  뒤의 

천변에 있다. 건립연 는 

1970년 에 천 마을의 동

남쪽 200여m 떨어진 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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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산록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겼다. 제당은 서남방향으로 지붕은 슬래  

에 시멘트로 맛배 지붕형을 만들고 벽은 불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

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보름 오  10시경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

다. 제물로는 돼지갈비, 닭찜 외에는 일반 기제사와 같다. 제의를 지내기 

에 수탉을 산채로 제당에 가져와 목을 끊어 피를 당사에 뿌리고 산신제 → 

고당할배 할매제 → 거릿 제의 순서로 행한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

시사편찬 원회, 2005).

천리 마을에는 조선시  병자호란(1636년) 때 척화신(斥和臣)인 성균

진사 윤소(尹沼) 선생이 이 마을로 귀양을 오게 되어 이곳에 정착하면서 

천 개울가 언덕 에 임천정(臨川亭)이란 정자를 지어 인근의 선비들을 

모아 학문을 강학하 다. 그 후 개울 건  음달쪽에 자리를 옮겨 임천재라는 

서재를 지어 후진들에게 유학을 수하여 많은 선비들이 배출되었다. 임천

정에서 처음 서당을 열었을 때 마을을 찾아 온 나그네 선비로서 동네 아이들

을 모아 을 가르친 박훈장(朴訓長)이란 분이 있었다. 훈장이 타계한 후 음

달 산 언덕 에 묘를 썼다는

데 박훈장등(嶝)이란 지명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천리 마을에는 1640년

경에 정착한 평 윤씨(坡平

尹氏) 문 과 1720년경에 

창원 정씨(昌原丁氏), 1780년

경에 경주 최씨(慶州崔氏), 

1800년  반에 안동 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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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權氏), 후반에 인동 장씨(仁同張氏) 문 이 정착하여 살아 온 것으로 

문 별 기록에 남아 있다. 이들 문 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국가사회에서 큰 

공을 세워 천리 마을의 명 를 빛내 주었다.

윤씨 문 에서 조선시  인물로『양산군지』에 평 윤씨 천문 의 윤소

(尹沼, 1596～1656) 선생이 나온다. 구포남창도감 결도감을 역임한 윤재

형(尹栽亨, 1812～1871) 선생은 양산군 명승고  산천시(山川詩) 40수를 

남겨서 해온다. 그리고 체신부장 을 역임한 윤동윤(尹東潤) 씨가 있다. 

정씨 문 에서는 복 후  구포읍장을 역임한 정진종(丁辰宗) 선생, 최

씨 문 에서는 교육자요, 수필문학가인 최해갑(崔海甲, 1924～2009) 선생, 

권씨 문 에서는 화명 등학교장을 역임한 권상덕(權相悳, 1904～1975) 

선생, 한양 학교 교수를 역임한 물리학박사 권상욱(權相旭) 씨, 부산 학교 

공  교수를 역임한 공학박사 권정곤(權正坤) 씨가 있다.

장씨 문 에서는 구포은행설립과 구포사립구명학교 설립 교장을 역

임한 장우석(張禹錫, 1871～1924) 선생과 손자로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

한 해군 장 장지수(張志洙, 1928～2008) 씨가 있다. 천리 마을에는 창

원 정씨 문 의 재실(齋室)과 평 윤씨 문 의 재실이 있다.

용동골마을

용당골[龍洞谷] 마을은 화명동 1514번지 일 의 천리마을 남쪽 용동

천을 끼고 있는 마을이다. 용동골의 뒷산 산세를 살펴보면, 산성 리재에

서 병풍덤골을 거쳐 내장등으로 내려오면 그 머에 밭골이 있다. 화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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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쪽 물태 골에는 암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 석양이 질 무렵에는 햇빛

이 번쩍이며 겨울철에는 빙벽을 이룬다. 용동천이 흘러내리는 고리골의 하

곡은 비교  평탄한 산이며 토질도 좋은 편이다.

고리골의 맞은편 비탈진 산골을 재하능골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반석이 

있다. 고리골 산 아래 큰바 골 왼쪽 길가에 평평하고 아늑한 곳을 서불

등으로 고갯길로 가던 사람이나 나무꾼들이 쉬어가던 곳이다. 수정이 많이 

나던 수정골 하곡의 수반에서 산답지가 시작된다. 이곳에는 범바 골이라는 

평지 야산이 있고 산답지 등성이에 송곳바 가 있다.

용동천은 고리골의 물과 상학산에서 흘러내리는 수반천 물을 받아 안고 

고당할미제당이 있던 고당껄을 거쳐 와석마을 윗부분을 지나 물이 두 갈래

로 흘러내리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동네가 용동골 마을이다. 용동천은 용동

골 마을을 거쳐 가락등 남쪽 개울 안에 웅덩이 던 용소(龍沼)를 지나 인가

(人家)의 북쪽 끝머리인 가락동 끝머리를 돌아 천 큰 냇물과 합류한다. 

용동골이란 지명은 용이 살던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용동골 마을의 용동천 상

류쪽에는 1971년 6만여평

의 지에 화명정수장이 들

어서면서 지형이 크게 변하

고, 1974년에는 5만여평

의 산지에 한국 력변 소가 

들어와 철탑이 화산 아랫쪽

을 차지하게 되었다. 변 소 

아래 정수장 정문 앞쪽 고층



152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용동골 마을의 옛 모습

아 트가 들어선 자리에 옛날 처음 화명사람들이 살았다는 탑거리(塔巨里)

란 마을이다. 이곳에 송  철탑이 거 하게 들어선 것을 보고 앞날을 고

한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용동골 마을은 정산성으로 오르는 입구 동네로서 이곳에는 장터껄이라

는 지명이 래되어 온다. 장터껄은 1809년(선조 9) 구포에 있던 감동장

을 산성으로 진입하는 이곳으로 옮겨오려 했을 때 생긴 지명이다. 당시 양

산군 이유하 군수가 조정에 올린 ‘방보장(防報狀)’에 보면, ‘구포 감동장이 

낙동강 연안의 물자집산 교류지로서 요한 곳이라 천 으로 장을 옮기

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곳에 장이 설수 없게 되었다’고 한

다. 그 이후 장터껄 인근에 천국부(千國富)라는 사람이 살면서 장을 서게 

했다는 이야기가 해 온다.

옛날 천 큰 냇물이 지 처럼 바로 흐르지 않고 용동골마을 끝자락을 돌

아 용당리마을 쪽으로 좌회 하여 흐르면서 큰 들 을 끼고 소래강이라는 

샛강을 이루었다. 소래강의 북쪽 윗들은 모리원(毛利園), 남쪽 아랫들은 백

포원(白浦園)이라 하 는데, 북쪽 윗들은 지 가 조  높아 농사가 잘되었

고 아랫들은 낮은 지역으로 

큰비만 오면 침수가 잦았다.

이 샛강에 있던 안쪽 나루

터가 백포(白浦) 다. 천 

냇물이 옛날에는 지 의 북

구보건소 앞에서 왼쪽으로 

꺾여져 용당리 마을의 지

의 부산어 민속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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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 낙동강으로 유입 되었다. 백포나루터도 지 의 화명신시가지 롯데마

트 앞쪽에 있었는데 정규 나루터가 아닌 화명 사람들의 물류를 운반하기 

한 선착장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천 큰 냇물이 곡선으로 꺾여 용당쪽으로 흐르던 1920년 부

터 시작하여 1930년에 화명사람들의 노력으로 지 처럼 직선으로 흐르게 

하 다고 한다. 지 의 화명정수장으로 오르는 용동골마을 쪽에 ‘장우석

(張禹錫) 공덕비’가 그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 1930년 10월에 건립된 

기념비를 보면 백포 벌 에 새로이 둑을 쌓아 굽은 냇물을 곧게 통하게 하

고 강쪽에 제방을 쌓은 공덕을 찬양하고 있다. 천 하구지역 모랫둑을 쌓

을 때 냇가의 강변 언덕에 버드나무를 심어서 이를 신계버들이라 했는데 

이곳에 둑을 축조하여 홍수 때는 강물의 범람이 없어져 백포원 들 도 옥

답이 되었다고 한다.

용동골 마을에는 천 윤씨 문 의 호재(金湖齋) 재실이 신축되어 있

다. 이 재실은 원래 용당리 마을에 있었으나 화명신시가지 공사로 철거되자 

용동골에 새로운 재실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화잠리마을

화잠리(華岑里) 마을은 화명동 1200～1400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

을이다. 화명의 상징인 화산 신선덤 우리가 있는 곳의 바로 아랫쪽에 

치한 동네이다. 남쪽으로 수정 마을과 경계를 하고 북쪽으로 용동골 마

을과 해 있는 화잠 마을의 원 지명은 와석리(臥石里) 마을이다.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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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 보면, 양산군 좌이면 와석리로 되어 있는데 근세에 화잠리로 

지명을 바꾸었다.

와석이란 지명은 화산 신선덤 우리가 신선이 워있는 형상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화잠이란 지명도 화명동의 주산인 화산의 부리[岑]란 뜻으로 

화잠(華岑)이 된 것이다. 화산은 정산 우리 에서 부리가 되는 산으

로 붙여진 지명이다. 화산에는 밭골에서 상 까지 가 르고 유수한 충

암인 신선덤이 있고 장군의 맥이 벋었다는 장사바 가 있다.

화산 아래 밭골은 지 의 북부산변 소 뒷쪽 깊은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골짜기는 첫째골, 둘째골, 셋째골, 넷째골, 다섯째골로 형성되어 있어 옛

날 이 골짜기에 상학산 기 에서 유일하게 호랑이가 살았다는 설이 

해 내려오고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이곳에 나무가 많아 밭골[竹谷]이

라고 하는데 하곡쪽의 산골 도랑 쪽에 평지를 이룬 곳에 옛날 호랑이가 

싸웠다는 호투장(虎鬪場)이 있다.

정산의 주산신령인 호랑이가 다른 산에 있던 난달(떠돌이)호랑이가 들

어오면 큰소리로 울면서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 난달이 들어 왔으니 호환

(虎患)을 당하지 말도록 경고를 하고 자신은 난달과 일 을 벌 다. 화산의 

밭골 아래 호투장은 본산신령 호랑이와 난달호랑이가 싸우던 곳이었다는 

이야기가 해 온다.

옛날 마을 주민들이 산에 갔다가 왕왕 호식(虎食)을 당했다고 하면 이는 

다른 산에서 침입한 난달에게 당한 것이라고 한다. 주산신령이 강하면 호환

이 없었다. 그러므로 항상 주민들은 주산신령께 지내는 산신제를 정성껏 올

렸다고 한다. 화명리의 심 동네로서 화잠 마을은 로부터 사람이 살았던 

유 이 화산 아래 탑거리에서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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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잠리 마을의 현재 모습

그리고 상학산의 북쪽 암 에 있는 베틀굴은 암굴 속에 미륵불 불상이 좌

정해 있는데 이곳에서 가락국의 공주가 망할 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해 베를 짜면서 기도를 하다가 쓰러졌다는 설이 해 오는 곳이다.

화잠리 마을에는 근세에 와서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고 나갈 인재를 기르

기 하여 화명사람들이 뜻을 모아 1908년 화명사립학교를 설립한 역사가 

해온다. 학교가 있던 자리를 학교등이라고 하는데 지 의 우신아 트 자

리이다. 화잠리마을 뒤 야산에 옛날 서당에서 리하던 서당산이 있었고 이 

마을 토박이인 임씨, 류씨, 양씨 문 의 산도 있으며 옛날 농사를 짓던 두

모임에서 소유한 산도 있었다.

화잠리 마을에는 평택 임씨(平澤林氏), 문화 류씨(文化柳氏) 화 양씨

(中和楊氏), 상주 주씨(尙州周氏) 문 이 집성 을 이루며 살았다. 1936년 

편찬한『조선의 성(朝鮮の 姓)』에 의하면, 당시 구포읍 화명리에는 각각 

16세 의 평택 임씨, 주 유씨 동성마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  

이 마을에는 평택 임씨 문  재실이 있다. 임씨 문 의 해공 (觀海公派) 

시조(中始祖)인 임회(林檜) 

선생은 1613년 이곳 와석 마

을로 유배되었던 인물이다. 

이곳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후손

들이 정착해 왔다.

임회(林檜) 선생은 이 의 

란 때 사한 공신으로『한

국사 사 』인물편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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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잠고당 당사의 전경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시  강변에 조 (釣臺) 유 에 새겨진 임경택(林景

澤) 선생도『양산군지』에 나오는 인물이다. 임씨문  출신의 근세 인물로 

양산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한 임기태(林基台) 선생, 구포읍장을 역임한 임기

태(林基泰) 선생이 있다. 

구포장터 3․1만세 운동을 주도한 독립유공자 임 래(林奉來) 선생도 이 

집안출신이다. 화 양씨(中和楊氏) 문 의 인물로 구포장터 3․1만세 운

동에 독립선언서를 달한 양 근(楊奉根) 선생이 있다. 선생은 의사로서 

독립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만주로 망명한 독립유공자이다. 양 근 선

생의 아들인 양득우(楊得宇) 씨는 부산서부, 동부교육구청 교육장을 역임하

으며, 조카인 양찬우(楊燦宇) 씨는 육군소장으로 5․16 당시 경남도지사 

역임, 역 후 내무부장 과 국회의원 4선을 역임하 다.

화잠 고당은 마을의 동남쪽 100m 지 의 계곡에 있다. 즉 림타운아

트 북쪽 끝 산 계곡에 있다. 제당의 건립연 는 1965년이다. 고당은 북향으

로 기와 맛배 슬라  지붕에 벽돌 불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 다. 제의 

날짜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의 차는 산신제 

→ 고당제(고모령신할매제) 

→ 거릿 제의 순서인 지

의 산신제와 고당제만 지낸다

(『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

사편찬 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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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리 마을의 현재 모습

수정리마을

수정리(水亭里) 마을은 화명동 800～1000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

다. 화명동의 남쪽 끝에 해당하는 마을이다. 구포에서 의성산을 지나 화명

리로 진입하는 첫 동네이다. 상학산에서 벋어 내린 산세가 수정리 마을의 

동산(洞山)인 함박 으로 벋어 내린 곳에 치한 수정리 마을은 앞쪽으로 

낙동강 물이 안기는 명당자리이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에 길손이 

쉬어가는 유명한 정자나무가 있어 수정(水亭)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옛날 수정에서 와석 마을로 넘어가던 길목에 있던 이 정자나무는 수령이 

500여년 된 포구나무로 두 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포구당걸, 포구

나무걸이라고 불 는데 국도 확장공사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곳은 풍

수지리상 상학산에서 강으로 날아가는 학(鶴)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으

로 수정목이라고 한다. 수정목의 언덕 아래 일제가 경부선 철로를 놓으면

서 학의 목이 잘린 형상이 되었다. 그래서 철로공사를 할 때 이곳에서 붉은 

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포구당걸 앞에 있는 썩돌에 

물이 고여 그 게 보 을 것

으로 추정된다.

수정리 마을에서 수정천 계

곡을 끼고 올라가면 동쪽 언

덕 에 있는 답지 를 동두

(東頭)밭이라고 한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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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리 마을의 옛 모습

은 수정리 마을의 동쪽 머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마을에서 최 로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지 도 논밭에서 토기와 사기조각들이 

발견되고 있다.

함박 의 수정쪽 야산에 돌무더기가 있는데 챙이처럼 생겼다고 채이들겅

이라고 하며 산 이름은 돌곶이산이라고 한다. 이 산 아래 1970년  (주)흥

아공업과 (주)만호제강 두 회사의 공장이 들어서 터가 좋은 명당자리임이 

증명되었고 지 은 규모 고층아 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수정리 마을의 수정천 남쪽 언덕  있는 앞산에서는 가야시  고분 7기가 

발굴되었고 산 정상에서 돌도끼가 발견되어 부산 학교박물 에 보 되어 

있다. 이곳에는 명덕 등학교와 화명 학교가 들어서 있다. 화명 학교 자

리는 조선시  서당이었던 양사재(養士齋)가 있던 곳이다. 양사재는 1851

년(철종 2)에 인재를 양성하기 하여 서당을 열었던 곳인데 이곳에서 진

사(進士) 3사람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일제강 기에 양사재 자리에 수정리마을 김씨 문 에서 재실을 지었다. 

양사재는 일명 양수재라고 하

며 재실 앞에는 양수정이라는 

이름난 샘터가 있었는데 재 

그 샘터는 보존되어 있다. 수

정리 마을의 강변쪽으로 경부

선 철로를 놓기 만 하더라

도 개펄로서 소가 들어가면 

발이 빠져 걷지를 못할 정도

다고 하며 갈 밭이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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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리 마을에 있었던 억새집

어 수정리 마을에는 갈 로 지붕을 잇는 새나리집이 많았다고 한다.

강변의 석(赤石) 암벽에는 ‘釣臺主人 林景澤’이란 자가 새겨져 있었

다. 이 조 유 (釣臺遺蹟)은 와석마을 임씨 문 의 임경택이란 분이 이곳

에서 낚시질하던 곳이다. 이 암벽은 강변까지 벋어 내렸고 조 포(釣臺浦) 

나루터가 있었다고 한다. 1903년 경부선 철로 공사를 하면서 이곳의 경

이 훼손되고 낚시터 언덕과 나루터가 단 되었다.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 강

물의 흐름도 김해쪽으로 려나고 조  자가 새겨진 암벽도 화명신시가지 

조성공사로 철로가 강변쪽으로 이동하기 해 철거되면서 암벽에 새겨진 

자를 개하여 임씨 문 에서 수정리마을 아 트단지 입구 공원에 돌탑 형

식으로 복원해 놓았다.

조 유 이 있던 곳에 경부선 철로가 놓이면서 화명사람들은 일제강 기

에서 복 후까지 교통이 불편한 이곳에서 구포까지 철로를 따라 많이 왕래

를 하 다. 용당과 수정리마을 사이에 놓여있던 철로가 이곳 조 에서 좌측

으로 꺾여지는데 그래서 이곳을 조 껄이라 하 고 조  유  에 수정리

마을 김씨 문 의 ‘김지 (金芝觀) 기념비’가 조그만 돌에 새겨져 있어 조  

모퉁이에서 기차가 좌측으로 

돌아간다고 이곳을 김지  

모랭이라고 불 다.

수정 고당은 화명동 보경그

린아 트에서 동쪽으로 100m

지 의 동두밭 계곡 건 편에

는 자리 잡고 있다. 건립연

는 1928년 윤 2월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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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942년 2월에 개수하 다. 좌향은 북북서향으로 기와 우진각지붕에 

벽은 블록으로 쌓아 시멘트로 마감 하 다. 주변에는 소나무 3그루를 비롯

한 잡복들이 우거져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의 차는 산신제 → 고당할미제 → 용왕제 → 거릿

제 순서이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수정리 마을에는 김해 김씨 문 이 들어와 정착하 고 김해 허씨 문 이 

구한말 때 들어와 살았는데 허씨 문 의 허섭(許攝) 진사는 김해출신의 만

석군 갑부로서 이곳 수정리 마을을 해 헌신한 실제 인물이다. 허 진사가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가까운 장골 산도 들이 해마다 가을이 되면 집집

마다 돌면서 농사를 지은 곡식을 공공연히 뺏아 갔는데 허 진사가 도 들과 

담 하여 한 몫에 동네사람들을 신하여 많은 곡물을 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허진사는 일제강 기인 1914년 구포장터에 화재가 나서 상가를 

새로 지을 때 당시 구포은행보다 더 많은 돈을 희사하여 기념비에 첫째로 이

름이 나오고 있다. 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화명에 가면 자 을 주는 

큰손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바로 허 진사를 일컫는 말인 것이다. 허진사 집안 

출신으로 사립화명학교 2  교장을 지낸 허주(許鑄) 선생이 있고 허진사 손

자인 허정(許楨) 선생은 구포장터 3․1만세 운동을 주동한 인물이다.

대장골마을

장골(大莊谷) 마을은 화명1동 898～9번지 일 에 있던 장골 아래 있는 

마을이다. 장골은 그 지명이 다양하게 해온다. 장골은 일명 정골(大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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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골 마을의 현재 모습(옛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谷)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이곳에 큰 샘터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지명으

로 골(大賊谷)이라고 하여 옛날 큰 도 들이 살던 곳이라는 것이다.

설에 의하면, 뒤로는 상학산이 올려다 보이고 앞으로는 낙동강의 흐름

이 한 에 내려다보이는 배산임수의 명당자리로서 옛날 이곳에 큰 별장이 

있어 장골로 했다는 것이다. 장골에는 1980년   주공아 트 단지

가 조성되면서 3,000여세 가 사는 큰 동네가 되었다. 그래서 지역의 원로

들은 자연경 이 뛰어난 이곳에 아 트단지가 큰 별장처럼 조성될 것을 

고해서 장골로 불 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곳 장골에는 2곳에서 고분

군이 발굴됨으로써 오랜 옛날 인근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골의 북쪽 끝 수정천 언덕 에 해발 50m밖에 되지 않는 앞산에서 가

야시  고분군이 1971년도에 발굴되었고 남쪽 끝 구릉지 에서도 1981년 

삼국시  고분군이 발굴되어 이 일 가 가야․삼국시 에 마을을 이루고 있

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화명동고분군은 옛무덤이 7기(基)에 불과했으나 이 무덤 가운데 5호분은 

지 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최고의 수 식석실묘로 명

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

었다. 이처럼 새로운 묘제

(墓制)의 등장과 함께 안정

된 가야 토기 문화를 나타내

는 고배(高杯), 소형토기 등

이 최 로 발굴되었다. 이것

은 김해식 토기인 도질(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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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동고분군 발굴현장 장면

質) 토기문화의 발생지역으로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문화 으로 가장 선

진지역이요, 강력한 정치집단이 이 지역에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화명동고분군이 4세기 엽의 가야시  유 이라면, 덕천동고분군은 가

야말기로부터 신라에 병합된 6세기경의 유 으로 보고 있다. 덕천동고분군

은 1981년 1월 주공아 트 부지 조성 공사장비에 의해 유물들이 량으로 

괴되면서 그 모습이 나타나 긴  구제 발굴을 했던 유 이다. 지난날 쓸

모없는 구릉지 로 버려져있던 이곳 2,000여 평의 땅에 묘제로서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악된 횡구식석실묘 64기와 횡 식석실묘 3기 등

이 완  형태로 발굴되는 큰 성과를 거두어들 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굴된 토기는 가야 멸망 무렵인 6세기 엽 후에 종

래 신라식 토기와 이 지역 특유의 고배류를 비롯한 토기문화가 공존, 확산

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1980년  조성된 주공아 트단지를 재개발하기 하여 2008년 정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곳 화명1동주민센터 뒷쪽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나팔산에서도 고려시  석곽

묘 1기와 조선시  토 묘 

51개, 회곽묘 1기가 발굴되

어 이 지역의 근세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처럼 장골에는 화명동고분

군, 덕천동고분군에서 나팔

산고분군에 이르기까지 시

별로 이 지역에 사람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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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음을 나타내 주었다.

장골 언덕 아래 강변쪽 안산(鞍山)과의 사이에는 옛날 화명에서 구포

로 가기 해 의성쪽으로 넘던 고개를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고개라 불

다. 이 고갯길에서 장골 도 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물품을 약탈해 갔

다고 한다. 장골에서 낙동고등학교도 넘어가는 고개가 숫돌고개인데 옛

날 낫을 갈던 숫돌이 나오던 곳이라 불 던 지명이다. 그리고 장골에서 

상학산으로 오르면 실제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고개를 만나게 되는데 

이를 바람고개라고 한다.

장골의 화명동고분군이 발굴된 곳의 뒷쪽 산골짜기가 꿀 골인데 지

은 유치원이 들어서 있으며, 

이곳에서 산길에 오르면 소나

무 숲이 있는 비탈지역에 삼

한시  토기가 량 발견되어 

이곳도 고분군이 있을 가능성

이 높은 지역이다. 장골 마

을도 재건축공사가 끝나면 고

층아 트가 들어서고 7,000여

세 가 입주를 하게 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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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신시가지 전경(옛 용당리마을 자리)

용당리마을

용당리(龍塘里) 마을은 화명1동 2070번지 일 의 낙동강변 쪽으로 낮은 

야산이 길게 뻗어 있던 마을이었다. 마을의 지명은 용이 길게 워 있는 것처

럼 보이는 지형과 이곳의 돌 골 앞의 호수에서 청룡과 황룡이 싸웠다는 

설과 련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은 가야시 부터 역사  내력

이 해오는 곳으로 옛날 김해만(金海灣)의 동쪽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섬이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 토사가 퇴 하여 와석, 수정리 마을과 용당리마을 

사이에 천 큰 냇물이 흘러와 샛강인 소래강을 끼고 들 을 이루었고 낙동

강과 물길이 합쳐지는 곳에는 큰 포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조선시  행정

구역은 양산군 좌이면 용당리(龍塘里), 는 하용당리 다. 하용당(下龍塘)

이란 지명은 상용당(上龍塘) 수역(水域)과 함께 황산강의 가야진(伽倻津) 

유 지로서 신라와 가야가 치했던 곳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

1425년에 편찬한『경상도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는

『경주도 양산군지』에 보면, 

두 곳의 가야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산군 서쪽 33

리에 치한 속칭 옥지연(玉

池淵)을 가야진이라 불 고, 

군 남쪽 22리에도 석(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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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 가야진이라 부른  다른 가야진이 있었던 것이다. 기록에 “옥지연은 신

룡(神龍)이 있다는 곳으로서 매년 춘추(春秋)로 나라에서 향축(香祝)을 내

려 제사를 올린다. 가야진 연연(衍淵)은 군 남쪽 22리에 있다. 석 용당인

데 춘추로 소재 (所在官)으로 하여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 다. 석용

당은 1872년에 제작한『군 지도』가운데 ｢양산군 지도｣에 동원 남쪽에 있

음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시  양산군 원동면 용당리에 치한 가야진사(伽倻津詞)를 상용당이

라 불 고 곡 동원 근처에 치한 용당을 하용당이라 불 다. 1635년(인

조13)에 조임도(趙任道)의『유 록(遊觀 )』에서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 김해 동의 신산서원(新山書院)엘 갈 때 상용당

(가야진사)이 양의 작원(鵲阮)에서 10리 아래에 있다고 언 하 고  황

산역에서 배를 타고 수리(數里)를 가서 황산강 하용당을 지난다고 하 다.

한 임진왜란 때인 1593년(선조 26) 서애 유성룡이 올린 에 왜 들

이 울산의 서생포와 양산의 상․하용당 등지에 있다고 언 하 고 정사룡이 

상용당과 하용당에 하여 시를 지었는데 하용당은 황산강 하류의 칠 산과 

삼차강 근처에 있다고 언 하 다.

1530년에 편찬한『신증동국여지승람』｢양산군 역원조｣에 보면, “동원이 

군 남쪽 22리에 있다”고 하 다. 석용당 역시 “군 남쪽 22리에 있다”고 

하 으므로 두 곳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석용당인 하용당 근처에도 나루터가 존재하 다.『신 동국여지승람』｢경

상도 김해도호부 산천조｣에 “불암진(佛岩津)은 부 동쪽 10리에 있다. 동래

로 바로 가려는 자는 여기서 배를 타고 양산 용당에 닿는다”라는 기록이 있

는데 그것은 동래와 김해를 연결하는 하용당 나루터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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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리 마을의 옛 모습(저 멀리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한『고려사』｢지리지 양주조｣에 하는 가야진 연연(衍淵)은 석(赤

石) 가야진, 즉 석 용당과 계가 깊다고 하 다. 가야진은 결국 그 근처

에 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석용당 즉 하용당 근처에 치한 나루터가 바

로 용당포(龍塘浦) 으므로 그것을 고려시 에 가야진이라 불 던 것이다.

상용당에는 세종 때에 옥지연에 용이 나타나자 거기에 가야진사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상으로 지정하여 나라에서 향축을 하사하고 신 하용당인 

석 용당은 격을 하나 낮추어 소재 (所在官) 즉 산군수로 하여  치제

(致祭)토록 조치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  기록을 통하여 조선시  용당리 마을에는 양산군수가 춘추

로 용신께 제사를 올리는 곳으로 용당포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석(赤

石) 용당을 풀이하면 붉은 암벽을 뜻하는데 용당의 돌 골에는 수백년 된 포

구나무가 붉은색을 띤 암벽 사이에 건재하고 있었고 석원(赤石員)이라는 

들  지명이 있음을 볼 때 이 지역이 양산군에서 제사를 올리던 용당포 음

이 틀림없는 것이다.

용당리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은 남쪽의 학성산이다. 이 산의 정상에 학사

(學士臺) 명(臺名)과 경

을 나타내는 이 새겨진 

바 가 있었다.『양산군지』

의 기록에도 ｢學士臺｣ “左耳

坊 水亭里 後 金載鎭 臺名曰 

一心秋月 四面春風”이라 하

다. 여기에 나오는 은 ‘

정산에 가을달이 환히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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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동 학성산의 학사대 유적(학사대 각자)

르고 낙동강과 산을 끼고 사방에 바람 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조좌랑 김재진은 과거에 제한 인물로『양산군지』에 소개되어 있다. 

이곳 학사 를 일명 학수 (鶴首臺)라고 하여 풍수지리상 상학산에서 양날

개를 편 학의 머리부분으로 낙동강으로 학이 날아가는 형상의 지형을 나타내

주고 있다. 용당리 마을에는 옛날 허씨들이 먼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곳을 

허가골이라 부른다. 옛날 기와를 굽던 북쪽 골짜기를 기와골이라 하며 마을

의 동네에서 강변쪽으로 넘어가는 작은 언덕을 말랑걸이라 하 다.

돌 골 앞에 옛날 청룡과 황룡이 살았다는 설이 서린 호수가 있었다. 

그리고 학성산 서쪽에 참샘 샘터가 있었는데 물맛이 좋고 풍부하여 물이 철

철 넘 으나 경부선 철로 공

사 후 많이 어들었다고 한

다. 용당 동네가 생기고 쌓았

던 둑을 속들이라 하 고 강

변쪽 모랫등을 첫등이라 했는

데 물이 빠지면 조개를 잡았

던 곳이다. 그리고 용당 앞에

는 거북처럼 생긴 바 인 귀

암(龜岩)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 윤씨의 동성

마을이다 1930년 10월 국세

조사의 부 사업으로 실시된 

내용을 조선총독부에서 1936

년 편찬한『조선의 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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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당시 구포읍 화명리에는 각각 73세 의 평 윤씨 동성마을이 있었

다고 기록하고 있다. 용당리 마을은 천 윤씨 문 의 묘소와 호재(金湖

齋) 재실이 있었는데 재실은 신시가지 조성으로 천 용동골 마을로 옮겨 

갔다. 이 마을에는 이들 윤씨 문 이 집성 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용당 고당은 화명동 2072번지로 용당마을 서북쪽 낙동강 제방 에 있었는

데 신시가지 조성 시 철도 직선화 공사로 당산이 헐리고 산신제단 쪽에 컨

테이  박스로 된 당집을 조성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신제단 뒤에는 큰 포

구나무 한 그루와 그 외에 두 그루의 포구나무가 있었고 주 에는 잡목이 무

성하 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의 차는 산신제 → 고당할매제 → 용왕제의 순서이다. 특이사항은 고당신

의 덕분으로 지 까지 마을에는 름발이 하나 없이 건강한 사랑이 태어나며 

사고도 없다고 한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용당리 마을과 수정리 마을은 용수동(龍水洞)이란 지명처럼 한 마을이 되

었을 때도 있었으나 신시사지 조성으로 용당리 마을은 자취를 감추었고 북

쪽 끝의 조그마한 언덕만 남아 있는데 돌 골의 수 백년된 포구나무들도 이

곳에 옮겨 심어 놓았다. 옛날 용당포 나루터와 소래강의 흐름도 모두 자취

를 감추었다. 경부선 철로도 화명동신시가지 조성으로 마을 안쪽에서 바깥 

제방쪽으로 옮겨가면서 경부선 화명역이 생겼고 용당 쪽으로 부산어 민속

이 들어서 있다.



 1. 감전동
감전리∣감동마을∣국매섬마을

서전마을∣포푸라마치마을∣장인도마을

 2. 괘법동
괘법리∣괘내리마을∣창법리마을

 3. 덕포동
덕포리∣덕포 상리마을∣덕포 하리마을

 4. 모라동
모라리∣윗마을∣아랫마을

수참마을∣절골마을

 5. 삼락동
삼락리∣유도리마을

가포마을∣소요리마을

 6. 엄궁동
엄광리∣산동네마을∣엄광포마을

지불마을∣장똘뱅이마을

 7. 주례동
주례리∣골새마을∣냉정마을∣소당나래마을

몰랑등마을∣엄골마을∣냇바닥마을∣원등마을

 8. 학장동
학장리∣구덕리마을∣장문리마을

학성리마을∣홍개마을

제 사상구13131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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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동

감전리

감 리(甘田里)는 1914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감동리(甘同里)와 서 리

(西田里)를 합쳐서 생겨난 지명이다. 감 리는 옛날 낙동강 하류 하구 던 

사상지역의 내륙 쪽으로 형성된 모래톱 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옛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홍수와 해일로 인한 토사의 퇴 으로 갯벌지 가 된 

이곳에 갈 가 자라고 모래톱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쳐 그 갈 를 베어낸 자

리에 논과 밭이 생겨났으니 감 동이 가장 형 인 경우에 속한다.

조선시  낙동강 삼차수(三叉水)의 한 기 던 유두강(柳頭江)의 서쪽

으로 소요 도(所要渚島)․유도(柳島)․국매섬과 남쪽으로 장인도(匠人島)

가 있었고, 강 동쪽으로 감도(甘島)가 있었다. 감 리는 산지가 백양산 

기의 하나인 선바 산[立岩山] 능선이 감 동 뒷산을 지나 괘내산 능선과 

이어지고, 서쪽은 감  서천(西川)을 끼고 장방형(長方形)으로 이루어져 낙

동강과 하고, 남쪽으로 장인도를 거쳐 엄궁동과 하고 있다.

감 리의 옛 지명인 감동리와 서 리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 살

1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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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1740년에 편찬한『동래부지(東萊府誌)』에는 감도․감동도에 

한 기록이 없다. 1788년 유두강 안쪽으로 제방을 쌓아 주었던 ‘동래부사 이

경일축제혜민비(東萊府使 李敬一 築堤惠民碑)’에 보면, “감동도 일원에 돌

을 세워 새로 물길을 내고 좌우로 둑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을 

보면 감동도(甘同島)에서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지만, 마을이 형성되

었는지는 악할 수 없다.

그 후의 기록인『사상면방경 말등록(沙上面防坰顚末登 )』에는 동래부

사 박재명이 1788년에 쌓았던 사상지역 제방의 보수공사를 할 때에 모라방

(毛羅坊)․덕포방(德浦坊)․창법방(昌法坊)과 함께 감동방(甘同坊)이 나오

는 것을 보아 감동리가 독립 마을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래부에서 

3년마다 발행한『호구장 (戶口帳籍)』에 의하면, 괘내리․창법리와 함께 

감동리가 독립된 마을로 나오고 있다.

이때 서쪽 강변의 길다란 마을을 감동 서편(西便) 마을이라 하 으나, 1886년

에 감동리에서 서 리(西田里)가 분리되었다가 일제강 기 때인 1914년에 

감동리와 서 리가 다시 통합되어 감 리(甘田里)가 되었다. 1963년 사상

과 구포지역이 부산시에 편입된 후 사상공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될 때 강

변의 산업도로가 개설되면서 감 동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옛날 감 동에서 구포로 가는 구도로와 낙동강 제방과의 간지 에 샛강 

수로가 있었고, 조선시  쌓았던 제방 흔 이 남아 있었으나 사상공단 조성 

때 거의 제거되었다. 그래도 이 제방의 잔해가 감 동 곳곳에 남아 있었으

나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가야로가 낙동강 제방까지 곧바로 뻗어 

낙동로와 만나는 삼거리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곳에 부마고속도로로 통하

는 낙동 교의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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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사상공단 전경

1973년 부마고속도로 공사 때 가장 힘든 공사가 낙동 교 가설이었다. 

구포다리에서 하류 9km 지 에 놓여진 이 다리는 길이가 1,765m로, 당시 

국내에서 제일 긴 다리 다. 1963년 부산시가 정부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

산진구 사상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75년 시 직할 북부출장소에 편입되었

다가 1978년 북구, 1995년 사상구가 설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9년 감 동을 1, 2동으로 분동하 다.

옛날 감도와 서 , 장인도 등 샛강 사이의 모래톱 섬이 이제는 큰 동네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감 동에는 지  사상구청과 북부산세무서 등 공

서와 청과물을 취 하는 새벽시장과 고차매매시장까지 갖추고 있고, 감

1동과 2동에 각각 동네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이곳 출신 인물인 손연순(孫連淳, 1918～1989) 선생은 일본 동지사 학

을 수료하 다. 부산일보 주필, 세계통신 편집국장, 한일보 논설 원, 경향

신문 편집국장 수석논설 원 등을 역임하 다. 최 태(崔炫泰, 1924～2005) 

선생은 선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일보 편집부 차장, 신문 편집부

장, 민주신보 6․25종군기자, 취재부장을 역임하 다. 이외 사회단체 수필부

락 부회장과 회지편집인으로 활동하 다. 서(공 )로『체험농약』이 있다. 

그리고 추송웅(1941～

1985)씨는 한국 연극을 

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부산의 표  인물이다. 그

는 원래 경남 고성에서 태어

났으나 어린시  부산으로 이

사와 사상 등학교와 부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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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마을의 현재 모습

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뒤 앙 학교 연극 화과를 졸업하 다. 그는 

당시 연극인들이 개 그러하 듯이 무명시 을 어렵게 보낸 뒤 1970년  

란츠 카 카의 원작 ‘어느 학술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자신이 제작, 기회, 

무 장치, 연출, 출연을 혼자서 맡아 1인 모노드라마인 ‘빨간 피터의 고백’

을 공연함으로써 공연시작 보름만에 매표 1만장이 팔리는 한국 연극사 

유의 기 을 만든 인물이다.

감동마을

감동(甘同) 마을은 감 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원래 감도(甘島)라는 지명

으로 사상지역의 고문서에 나온다. 옛날 낙동강 동쪽 샛강의 제일 안쪽 섬이었

던 감동 마을은 한자로 甘同, 甘東, 甘洞으로 표기되어 있다. 감동이란 지명은 

오랜 세월동안 토사가 퇴 된 비옥한 땅이라 감도, 감동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나, 정확한 유래는 

밝 지지 않고 있다.

감동 마을은 17세기 엽에 

와서 감동리(甘同里)란 마을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 까

지는 괘내리 상단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동 마을

의 북동쪽 뒷산을 고석등(古

石嶝)이라고 부른다. 백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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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마을에 있는 석탑 전경

(白楊山, 641.7m) 남쪽 능선이 이곳까지 뻗어내려 언덕을 이루고, 경부선 

철로 아래까지 이어진 언덕으로 산의 남쪽에 반석(盤石)과 바  7, 8개가 

치해 있고, 수령 300여년쯤 된 아름드리 송(赤松)이 하늘 높이 솟아 있다. 

그 에 감동할매 당집이 있었다.

1759년 편찬한『동래부읍지』산천조에 보면, “감동포는 동래부의 서쪽 

20리에 있다”고 하 다. ‘감동(甘同)’은 감동(甘東)‘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감동(甘東)을 동감(東甘)으로 불리었다. 즉 감동(甘東) 마을과 동감(東甘) 

마을은 같은 마을이다.

1904년 편찬한『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慶尙南道東萊郡家戶案)』(이하 

『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상면 내에 감동(甘同)이 있었다. 당시 감

동의 호수는 16호 다. 이 가운데 김씨가 8호로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고석등 아랫쪽은 언덕을 깎아서 만들어진 답이 형성되어 있었고, 아

랫쪽으로는 경부선 철로가 놓여져 있는 곳에는 할매당산이 있었으나 지 은 

고석등 아랫쪽으로 옮겨져 있다. 경부선 철로 쪽에 옛날에는 큰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이곳을 사당터라고 했는데, 

서쪽 아래에 감동서당(甘東

書 )이 있었다.

옛날 고석등 아랫쪽에 있

는 답에서는 1930년 에 

밭갈이를 하다가 무문토기편

(無紋土器片)과 쇠붙이 등이 

수시로 발견되기도 하 으나, 



176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토기는 버리고 쇠붙이는 엿장수들이 주워가기도 하 다고 한다. 8․15 

복 후 이곳에 암자와 주택이 들어서면서 언덕을 마구 훼손하 고, 백양로 

산복도로가 개설되면서 지 은 쪽에 숲만 약간 남아 있다.

감동마을 바로 뒷산을 뒷 등이라 한다. 이곳 언덕 아랫쪽에 오래된 고분

(古墳) 2, 3기와 그 아래에 아름드리 소나무 몇 그루가 있었다. 1930년

에 고분이 있던 언덕이 무 져 무덤 속에서 토기, 청동기 등이 나왔다. 그리

고 백양로 개설 때 이곳 언덕은 마치 조개 무덤처럼 언덕 체가 조개껍질

로 이루어져 있어 일 이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뒷 등 아래에 있는 독산을 독 등이라 하 는데, 이 산은 경부선 철로공

사 때 아랫쪽은 없어졌다. 감 2동 북쪽 백양로 아래 감 동과 괘법동 경계

지 인 경부선 철로 의 산을 송달산( 達山)이라 하 다.

그리고 방가네골[方哥谷]에서 내려오는 물이 송달산 으로 흐르므로 

송달천( 達川)이라 하 는데, 이 물은 서쪽으로 흘러 괘내천과 합류하여 

감동 서천(西川)이 되고 서 마을 동쪽에서 서남쪽으로 흐른다. 방가네골

은 옛날 이 골짜기 아랫쪽에 방씨(方氏) 성을 가진 사람이 두 집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감동 동쪽에 있는 감  공동묘지가 있는 산을 옛사람들은 감동 동산(洞

山)이라 하여 해가 뜨는 동산, 달이 뜨는 동산이라 불 던 정다운 산으로 

숲이 우거져 있던 산이었으나 일제강 기에 벌목을 하여 공동묘지로 사용 

하 다. 다내골은 감  동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며, 수 머골은 일명 숲 머

골이라 하여 동산 안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감동 마을의 아랫마을 가운데 옛날에 길이 있었다. 마을 앞 큰길이 생기

기 에 동래․부산․주례로 가던 길손들과 김해․양산․괘내로 올라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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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할배 당산의 모습

길손들은 모두 이 길로 왕래하 다고 한다. 길가에 마을 샘이 있고 우물 

에는 이정표인 돌탑이 있었으며, 그 에 동산이 있고 이곳에 마을 사당이 

있었다. 이곳을 지나가던 길손들이 돌탑에 돌을 주워 올리고 당산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정자나무 아래 쉬어갔다.

그러나 1903년 경부선 철로공사 때 당산은 고석등으로 옮겨지고 돌탑은 

우물 아랫쪽으로 옮겨져 지 은 볼품없이 서 있다. 그래도 동네사람들이 

1년에 1번씩 탑제를 지내고 있다. 탑거리 아랫쪽 주례로 들어가는 길목에

는 비석 5～6기가 있어 이곳을 ‘비석거리’라고 했으나 철로가 건설될 때 모

두 묻 버렸는지 찾을 길이 없다.

감동 마을에는 두 곳에 당산이 있다. 고석(姑石) 할매․할배당산은 감

2동 11-2번지 가야 산복도로인 백양로  산록에 자리 잡고 있다. 1993년 

지 의 제당 아래의 산북도로 돌담을 두른 할매제당과 담이 없는 할배제당

이 있었으나, 1994년도 산복도로 개설로 인하여  치로 옮겼다. 할매제

당과 할배제당은 모두 기와맞배지붕에 벽은 갈색 벽돌로 된 구조물이다. 

할매제당의 제단에는 한지로 

은 고깔을 덮어쓴 여인 상

반신 형상의 석상인 할매상

이 세워져 있다. 할배제당의 

제단에는 주산신 (主山神位)

라고 쓴 리석 패가 모

셔져 있다.

할매제당에서 약 10m 정

도 아랫쪽에 있는 할배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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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고석할매 제당의 신석

은 돌을 쌓아 만든 축  에 

있고, 탑제를 지내는 돌탑 뒤

에는 탑골샘이 있다. 제의 날

짜는 음력 12월 14일 밤 자

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

린다. 제물과 제의 차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으

나, 할매제에는 육류와 어물

을 올리지 않으며 제물은 제

의 뒤 다 묻어버린다. 할배제에 쓴 제물은 돌탑으로 가져와 탑제를 지낼 때 

쓴다. 탑제에 쓴 제물은 다시 거릿 제에 쓰고 난 후 그 제물은 음복한다. 

제의  과정은 고석할매제 → 주산신할배제 → 탑제 → 거리제의 순서이

다. 이곳 당산제는 감동보존회에서 부담한다.

특이사항으로는 설에 의하면, 400여년  이 마을의 농부가 밭 속에서 

여자형상의 돌을 발견하여 캐어 모시고 비니 검이 있어 마을에서 당산할매

로 삼아 모셨는데, 어느 해에 다른 마을 사람이 검이 많은 이 석상을 훔쳐

가 밭에 숨겨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감  마을의 이장 꿈에 당산할매가 

나타나 자기가 주례마을 밭[竹田]에 있다고 알려줘 다시 찾아와 재까지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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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매섬마을

국매섬[國麥島] 마을은 감 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국매섬은 감 동 서

쪽 강변에 있던 소요 도와 유도에 이어진 섬으로서, 오복섬이라고도 불

다. 조선시 에는 양산군 좌이면 유두리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으로 동래군 사상면 감 리가 되었다.

그리고 1930년  낙동강 홍수를 방하기 해 강 양안에 제방을 쌓

을 때 유도와 함께 섬 자체가 없어졌다. 국매섬은 낙동강 하구로 상류에서 

흘러내려 온 토사가 쌓여서 생긴 퇴  섬으로, 1910년 만 하더라도 이곳

에는 보리농사를 많이 하 는데, 한때는 일본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한 곳이다.

이 마을 고로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임진왜란 때 이곳에 군사용 말을 사

육하는 목장이 있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을 사육했다는 것은 

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이곳은 수시로 낙동강 물이 범람하여 목장

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보여 진다. 낙동강의 치수는 1930년  강 양안

에 둑을 쌓으면서 홍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일제는 1894년 청일 쟁에 비하여 부산을 그들의 병참기지로 사용했

는데, 그 로 일본군이 구덕령 산길을 넓히고 군마(軍馬)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엄궁동에서 하단으로 돌아가는 하안(河岸)길

을 산을 깎아 개설하 는데, 이곳 국매섬에 일본군 군마를 임시로 사육하는 

목장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연유에서 이곳을 군마도(軍馬島), 국마도(國馬島)로 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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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매섬 마을이 있던 현재 모습

인다. 일제강 기에 일본인들이 이곳을 개간하여  재배를 본격 으로 하

면서 보리농사와 함께 지은 곳이라고 국맥섬[國麥島]으로 부르다가 국매섬

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 은 옛 마을이 있었던 흔 은 사라져 버렸

으나, 국매섬이 있었던 곳에는 우연인지는 모르나 보리밭이 조성되어 있어 

이곳이 국매섬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는 기억을 더듬을 수 있다.

옛 국매섬이 있었던 사상구 삼락체육공원  낙동강 둔치가 자연습지 생

태원으로 탈바꿈하 다. 시원한 낙동강 바람을 배경으로 부산에도 넓디넓은 

체육시설이 들어섰다. 사상구 삼락고수부지 수 교 부근에 들어선 이 시설

은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에 펼쳐져 있다.

삼락체육공원  낙동강 둔치 잔디 양묘장의 습지에 생태원이 조성되어 

있다. 잔디 양묘장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만들어진 이 생태원은 창포

단지, 물억새군락지, 수생식물원, 갈 체험장, 논 체험장, 야생화원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  창포단지가 6000㎡로 가장 규모가 크다. 물억새군락지, 

갈 체험장, 하늘메발톱․원추리 등 20여종의 야생화를 키우는 야생화원 등

은 2000㎡ 크기로 만들어졌

다. 연꽃, 물옥잠 등 50여종

의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수생식물원은 5000㎡ 규모

다. 500㎡ 크기의 논 체험장

엔 벼들이 자라고 있는 이

다.  하얀 색 혹은 보라 색 

등의 꽃이 가득 피어나는 연

꽃 단지 2곳이 각 800㎡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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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매섬이 있던 곳에 보리밭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

모로 조성 다. 이들 식물원, 체험장 등을 잇는 찰로 2㎞도 설치되어 있다.

체육공원에는 남녀노소 구라도 즐길 수 있는 인라인스 이트장을 비롯

해 테니스장이 세 곳, 농구장이 두 곳, 그리고 배구장과 족구장이 각각 한 

곳씩 들어서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가슴을 탁 틔워 다. 멀리서 찾

아오는 사람들을 해 주차공간도 꽤 한 편인데, 여기에 시원한 강바람

을 덤으로 얹은 휴식공간과 

끝없이 펼쳐진 유채꽃 단지

가 계 을 바꿔가며 시민들

의 발길을 불러모을 것 같

다. 군데군데 뿌려진 잔디밭

은 잔디밭 로 길가의 나무

들은 나무들 로 모처럼 운

동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의 

땀방울을 기분 좋게 식 주

는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전마을

서 (西田) 마을은 옛 감동(甘洞)의 서편에 있던 자연마을로, 지 의 감

1동 지역으로 서남쪽으로 길게 형성된 마을이다. 1980년에 편찬한『한국지

명총람』에 보면, “서감 마을은 감 동의 으뜸마을로 서 (西村)이라고 불

으며, 동감 마을은 서감마을 동쪽에 있어 동감이라 불 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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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감전 마을의 현재 모습

감 동의 서쪽 강변에는 강물에 의해 실려내려 온 모래의 퇴 과 괘내계

곡에서 흘러내려 온 흙모래가 쌓여 모래톱이 생성되는 등 변동이 많았다. 이

러한 모래톱을 서쪽에 있는 뻘이라고 서발, 새로 생긴 뻘이라고 새뻘로서 서

벌이라고 하 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변 쪽에 있던 뻘 지 는 갈 밭으

로 변하 고, 여름밤에 갈 밭에서 갈게를 잡는 횃불이 멀리서 내려다보면 

장 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게 잡은 갈게로 게장을 담구어 먹었다고 한다.

｢사상팔경(沙上八景)｣에 나오는 제1경인 ‘칠월해화(七月蟹火)’는 감 동의 

서쪽 갈 밭에서 게를 잡기 해 밝힌 횃불이란 뜻이 담겨 있다. 이처럼 갯벌

과 갈 지 던 이곳이 사주가 농경지로 변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감

동 괘내마을 쪽에는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이주하여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이 마을로서 지명이 나타나는 시기는 1700년  후반으로 보인다. 옛 

사상지역의 고문서 자료인 1775년도에 편찬된『사천면 답재결 탈책(沙

川面田畓災結永頙冊)』에 보면, 감동(甘同)과 함께 서 (西田)이 나온다.

그리고 1882년에 편찬된『사상면 소감도각리작자양원성명성책(沙上面

貫所甘島各里作 兩員姓名

成冊)』에는 감동리와 서편

리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 리는 서편리로도 

부르다가, 1914년 감동리와 

합쳐질 때 감 리가 되었다. 

1963년 부산이 정부직할시

로 승격과 함께 사상면이 부

산시로 편입되면서 감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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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1978년 북구에 속했다가, 1995년 사상구로 분구되어 오늘의 감

1동이 되었다.

옛날의 서편 마을은 강변의 들 에 치한 마을로 여름이면 기치 않는 

폭풍우가 몰아쳐 새나리집 이엉이 날라 가고, 겨울이면 세찬 강바람이 매섭

게 불어오기도 하 다. 이곳 주민들은 강변 갈 밭을 개간하여 벼농사, 보

리농사, 농사를 주로 하 다. 서편 마을에는 산이 없어 돌담이나 흙담이 

고 갈 로 울타리를 쌓고 문도 갈 로 엮은 문이었다.

1970년 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 들어서면 보이는 것은 낙동강에서 잡은 

재첩껍데기가 사방에 려 있었다. 큰길 에는 군데군데 재첩껍데기가 무

덤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비포장도로의 인 곳을 재첩껍데기로 메우고 

집 주 나 밭 등지에도 재첩껍데기가 수북이 쌓여있는 마을로 재첩껍데기 

마을로 불릴 정도 다.

낙동강 재첩하면 사상의 엄궁동․감 동․삼락동과 사하의 하단동․신평

동이었다. 삼락과 엄궁은 배로 재첩을 잡았으나, 이곳 감  서편 마을은 가

족과 일가친척들 모두가 강에 나가 직  재첩을 채집하여 돌아왔다. 한 

8․15 복 후 서면․동래․해운 지역까지 새벽거리를 비며 ‘재첩국 사

이소!’ 하고 외치는 아주머니들은 부분 이곳 감  서편마을 여인들이었다

고 한다. 이 게 많이 잡히던 재첩은 1968년 사상공단이 조성되면서 오․

폐수의 낙동강 유입으로 생산량이 어들다가 1987년 낙동강 하구둑이 

공되면서 낙동강 재첩은 그 자취를 감추었다.

감 동에는 옛 감동마을 뒷산 계곡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냇물을 동천이라 

하 고, 서쪽으로 흐르는 냇물은 서천이라 하 다. 이 동천과 서천의 좌우 둑

이 모두 모래로 쌓았기 때문에 모래둑 는 모래두리라고 하 다. 이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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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감전 애향가 노래비

의 오른쪽 즉, 북서쪽의 둑은 

주택지로 변했고 동서 양둑은 

마치 U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자 모양으로 쌓았다.

사상지역 고문서인『사상면

방경 말등록(沙上面 防坰顚

末謄 )』에 보면, 1832년 제

방을 쌓을 때 감동 동천에 

284명, 서천에 281명의 부

역군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았다고 한다. 이 둑이 생기면서 서편 마을의 동쪽

에 있는 들 은 새방네[新坊]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한편, 1980년 에 이르러서는 동네를 사랑하는 뜻으로 토박이 동민  언

론계 출신인 최 태 씨가 다음과 같은 ｢서감  애향가｣를 작곡하여 당산 입

구에 노래비를 세워놓았다. 수 백년을 이어오는 동네 사랑 정신은 앞으로도 

원히 이어질 것이리라는 뜻에서 세워 놓은 것이라 한다.

【서감  애향가】

1. 남편은 논밭매며 아낙네들은

   제첩국 팔러가던 아…내 故鄕

   가난했던 그 시 을 는 아는가.

   친구여! 西甘田이여! 洛東江辺에

   피땀흘려 가꾼 사랑 어  잊으랴.

2. 거치른 빗바람을 뚫고 헤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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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春을 불태우던 아…그 歲月

   태산같던 이가슴을 는 아는가.

   친구여! 西甘田이여! 沙上들 에

   물뿌려 심은 友情 어  잊으랴.

3. 洛東江 七百里에 새 이 오고

   苦難의 가시밭길 흘러가며는

   도나도 옛말하고 웃고지내리

   친구여! 西甘田이여! 끓는 心臟에

   꿈을 키워 맺은 情 어  잊으랴.

서감  할매 당산은 감 1동 920-8번지로 마을 가운데 있다. 당사의 

건립 연 는 1943년이다. 제당은 기와 팔작지붕에 벽은 흙벽으로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다. 그리고 할매제당의 에 산신당(山神 )이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12월 14일 밤 자정인데, 근래에 와서 오  11시

경에 지낸다. 1년에 1회 제

를 올리고 있다.

제물과 제의 차를 보면 

산신제에는 제반, 편, 나물, 

과실, 마른 고기를 쓰며 당

산제에는 일반 가정의 기제

사의 제물에다 수탉  것과 

돈육을 덧보태어 쓰며, 차

는 일반 가정의 기제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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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의  과정은 산신제 → 당산제의 순서인데 옛날에는 용왕제도 지냈

다고 한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제당에 와서 기제사를 정성껏 올리면 자식을 

얻는다는 설이 있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일제강 기 당시만 해도 서감마을 입구에는 낙동강의 싱싱한 생선회를 

는 횟집들이 포풀러나무 아래 몇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다. 감 1동 

122-1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서감 등학교의 교명인 ‘서감’에서 옛 이름의 

흔 을 찾을 수 있다.

포푸라마치마을

포푸라마치 마을은 포푸라나무가 많은 곳이라 생겨난 지명이다. 일제강

기 때만 해도 한가한 농 이었다. 낙동강으로 통하는 수로를 타고 배가 드

나들었다. 서감  입구에는 낙동강의 신선한 회를 는 술집이 포풀러나무 

아래 몇 채 있었다.

조선시  감 동의 동․서쪽에 강둑을 쌓을 때 둑 가운데 수문(水門)을 

설치하 고, 이 강둑에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포 러나무(바람나

무)를 심어 수백 그루가 긴 숲을 이루었다. 옛날 구덕고개 쪽에서 학성 장

문리를 지나 논둑길을 거쳐 감동 동천모래둑[東提堰]에 들어오면 길이 멀어 

둑길로 걷다가 뒤돌아본다 하여 ‘뒤돌리다 모래두리’라는 가사가 사상민요에 

나온다. 모래두리는 모래둑을 일컫는 말이다.

1740년 편찬된『동래부지』｢산천조｣에 보면, “동평  서쪽 13리에 감동

포(甘同浦)가 있다”고 하 다. 감동포는 감 동의 어느 지 에 있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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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해오는 말에 의하면, 지 의 감 동교차로의 

북부산세무서 주  일 가 샛강의 포구로서 감  서천의 주막집 앞에 배를 

던 밧 메기돌이 일제강 기까지 있었다고 한다. 감동포가 있었다는 이곳 

주 에는 옛날 샛강이 들어왔던 곳으로, 근세에까지 사상구에서 가장 깊은 

습지 다. 이곳의 답지를 갯논, 갯벌논이라 하 다.

감동 마을에서 서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서천(西川) 북서쪽 둑 에 

1902년 량에서 구포까지 경부선 철로 1차 공사가 시작될 때 공사 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상 로 주막(酒幕)이 생겨났다. 그 당시 이곳뿐만 아니라 

괘내마을 괘내고개[掛乃峴]와 주례 냉정 건  마을, 모라 수참 마을에도 주

막이 생겨났다.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 밤이 되면 이곳 주막을 찾아 

막걸리 술잔에 팔도에서 온 노동자들은 향수를 달래었다고 한다.

그 뒤 사상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주막 에 콘크리트 다리가 서천 에 

설치되었고, 1921년 11월에는 경부선 사상역(沙上驛)이 생기면서 역 앞까

지 도로가 개설되었고 주막 앞을 내왕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곳에

서 괘법동으로 들어가는 도

로의 경사가 심해서 고갯길

을 넘어오는 자 거, 우마차 

등이 주막에서 쉬어가니 장

사가 잘 되었다.

그 당시 이곳을 찾아온 일

본사람들이 서천둑[西提堰]

에 포 러나무가 많은 것을 

보고 포푸라마치[町], 뽀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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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바라다 본 사상공단 전경(포푸라마치마을 주변)

라미 , 포푸라(포 라, 포 러)마치(마 )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많

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괘내고개에 있던 주막이 이곳에 옮겨오고 다리 머 마을에도 주막

집이 생겨 8․15 복 후에는 5～6개소의 주 이 업을 하 다 한다. 한

국 쟁 때는 미군 고사포부 가 팔경  회산 부근에 주둔하게 되면서 포푸

라마치 주  주 에 미군을 상 로 하는 술집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여인

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환락가로 변하 다.

이곳은 1968년 부산직할시에서 사상지역의 습지 를 매립하여 사상공

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장 종업원들을 상 로 주 거리로 술집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유흥가로 변모하 다. 이후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나 유흥가를 

심으로 불법 성매매를 하는 등 사창가로 변질되어 가면서 포푸라마치라는 

사창가 거리는 지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을 정도 다.

이러한 사창가의 번창은 사

회문제로 두하게 되었다. 

지 은 당국의 철 한 성매매 

단속으로 유흥가는 모두 철

거되어 일반 주거지로 바

었다. 과거 부정 인 이미지

를 가지고 있던 포푸라마치

라는 이색 인 지명은 사라져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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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도마을

장인도(長仁島) 마을은 감 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감 동 서남쪽에 

치한 장인도는 엄궁동과 하고 있는 감도(甘島)의 최남단이다. 이곳을 

언제부터 장인도로 불 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이름도 장인도(匠

人島, 場引島, 長仁島), 자인도(玆仁島), 좌인도(佐人島) 등 다양하게 표

기하고 있다.

이 섬은 조선시  있던 소요도․유도․국매섬에 이어 사상지역의 제일 아

랫쪽 섬으로서, 옛날 학장, 주례에 목장성(牧場城)이 있을 때 목장으로 들

어오는 입구에 있는 모래섬이라고 장인도(場引島)가 되었다는 설이 해지

고 있다. 목장으로 인입(引入)하는 섬이란 뜻이다.

그런데 사상지역에서 발견된 고문서에는 장인도라는 지명이 보이지 않는

다. 그래도 장인도는 조선시  후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섬으로 볼 수 있

다. 그것은 일제가 한국을 강 한 후 1910년경에 조사한『조선지지자료』

의 ｢도진명(渡津名)｣에는 ‘장

인도진(匠人島津)’이 보이며 

｢주막명(酒幕名)｣에는 ‘장인

도주막’이 나오는 것으로 보

아, 장인도는 조선시  나루

터가 있었고 주막이 있는 섬

으로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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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도 마을이 있었던 현재 낙동강둑 모습

장인도 마을은 지형 으로 살펴볼 때 사상면의 서남단에 치하여 옛날 

주례(지 의 주례동)로 들어가는 샛강 뱃길과 감 쪽 샛강의 입구로서 낙동

강 본류와 통하는 섬이었기 때문에 물길을 거쳐 가는 곳으로서, 나루터도 

있고 주막도 있었던 마을로 보인다.

1910년 3월에 일제가 설립한 동양척식회사에서 국 토지조사를 실시할 때 

낙동강변에 수 만평의 비옥한 땅이 있음을 악한 아베(阿部)라는 일본인이 

헐값에 이곳의 토지를 매입하 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아베농장이라고 불

리기도 하 다. 아베는 한국인 지배인을 두고 농장을 경 하 는데 한창 수확

이 많을 때는 이곳 장인도에서 보리를 경작하여 300석을 수확하 다고 한다.

1980년 한 학회에서 편찬한『한국지명총람』10권, ｢부산․경남편｣에 

보면, 장인(長仁) 마을은 좌인도(佐人島) 마을이라고 불 다고 소개하고 있

다. 장인도에는 강변 모래펄에서 재첩이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1930년  

낙동강 양안에 일제가 제방을 쌓으면서 지형 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60년 에는 사상공업단지가 조성되어 공장들이 들어서고, 낙동강 둑

을 따라 산업도로인 낙동로

가 개설되었고 유수지에는 

펌퍼장이 생기면서 홍수 등

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되

었다. 1990년 에는 일부 공

장이 시외곽으로 이 한 곳

에는 형유통 과 공구단지

가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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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괘법동

괘법리

괘법리(掛法里)는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이곳의 괘내리

(掛乃里)와 창법리(昌法里)를 합쳐서 생긴 지명이다. 괘법리는 사상지역

의 본거지로서 나 지 이나 행정의 심지요, 교통과 교역의 심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상지역의 조선시  행정지명은 원래 사천면(沙川面) 상단(上端)이었

고, 지 의 사하지역은 사천면(沙川面) 하단(下端)이었다. 1740년에 편찬

한『동래부지』에 보면, 사천면 상단에는 주례리․모라리․괘내리․덕포

리․장문리․엄 리 등 6개 마을이 나와 있다. 1832년 편찬된『동래부읍

지』에 보면, 사상면(沙上面)으로 개편되었다. 1872년 제작한『경상도지

도』에 보면, 사상면에 냉정 ․주례 ․감동 ․괘내 ․덕포 ․모라  

6개 마을이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후 다시 사천면으로 바 었다가, 일제강 기인 1914년 동래군 사상면

의 일부 행정지명을 개칭하여 모라리․덕포리․주례리 3개 마을은 그 로 

두고 괘내리와 창법리를 합쳐 괘법리로, 감동리와 서 리를 감 리로, 학성

리와 장문리를 학장리로, 엄 리는 엄궁리로, 그리고 조선시  양산군에 속

했던 유도리와 소요리를 편입하여 유두리와 삼락리로 바 었다. 그 지명이 

8․15 복 후에도 계속 쓰다가 1963년 부산시가 정부직할시로 승격되면

서 리(里)가 동(洞)으로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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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법리는 옛날이나 지 이나 사상의 심지에 치한 마을이다. 조선시  

사상면사무소가 괘내리에 있었고, 일제강 기를 거쳐 복 후에도 행정 심

지가 괘법리 다. 부산시 편입 후 사상출장소와 북부출장소가 괘법동에 있

었고, 사상구청도 이곳에 존속하다가 2000년 에 들어와서 감 동으로 이

하 다. 괘법동은 남쪽으로 감 동과 하고, 서쪽은 낙동강과 맞닿으며, 

북쪽은 덕계천(德溪川)을 사이에 두고 덕포동과 하면서 백양산(白楊山)

을 배산으로 하고 있다.

조선시  300여년 동안 지속된 사상지역 향약계인 연구계(戀 契)가 있

었고, 괘내(掛乃) 송림(松林)의 향사당(鄕 )을 비롯한 사상면 사창(社

倉)과 창나루[倉津]가 있었던 곳이 괘법동이다. 행정의 심지인 괘내리에

는 인구도 많았다.

괘내리의『호구장 (戶口帳籍)』가운데 1732년의『장 (帳籍)』을 보면, 

호구 25통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오가작통(五家作統)에 의거한다면 125호

가 있었으며, 호당 세 사람을 잡아도 375명의 인구가 있는 큰 마을이었다.

1909년 지방 유지들이 뜻을 모아 신교육기 으로 사립명진학교(明進學

校)를 설립한 곳도 괘법동이었다. 명진학교는 사상 등학교의 신으로 덕

포동으로 옮겨가기 까지 괘법동에 소재하 던 것이다. 한편, 이곳을 통과

하는 경부선 철도공사가 완공된 후 1921년 괘법동에 사상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부암동으로 향하는 가야선로가 신설되어 사상역이 그 분기역이 되었

다. 그때 지어진 사상역사(砂上驛 )는 8․15 복 후 혼란기에 공비들의 

방화로 소(全燒)되고, 지 의 역사는 후에 새로 지은 것이다.

그리고 사상역을 가로막았던 낮은 산(회산)도 구획정리사업과 사상공업

단지의 조성으로 완  제거되어 넓은 역 구내 면 을 확보하고 있다.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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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시외버스터미 이 들어서서 서부경남으로 향하는 교통의 심지가 되

었고, 주변에 르네시떼, E-마트 등 형 유통단지가 들어서서 서부시외버

스터미 과 경부선 사상역 앞 일 의 유동인구가 서면지역과 거의 같은 수

으로 발 을 거듭하고 있다. 한 도시철도 2호선의 사상역과 사상～김

해 경 철 종 역이 사상역 앞에 설치되어 더욱 번창할 것이다.

1963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사상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5년 시 직할 

북부출장소, 1978년 북구, 1995년 사상구가 신설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 괘법동에는 1950년  설립되어 부산지역 신발공장업계의 원조 던 

신라고무공업사가 있었던 곳이다. 국내 신발업계의 재벌그룹인 국제상사 공

장이 들어서서 1990년 까지 가동하여 사상지역의 경제발 에 크게 이바

지하 다. 옛 공장자리에는 형 아 트단지와 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괘법동 출신 인물로는 백탁기(白鐸基, 1925～?)씨가 있다. 그는 부산상

업고등학교(지 의 개성고등학교 신)를 졸업, 민주신문의 편집국장을 거

쳐 언론계에서 활동, 복 이후 향토 지식층 청년들을 모아 낙동강문화회를 

창립하 다. 향토문화운동에 헌신하 고, 1948년 추석명  때 사상면민을 

한 단막극 ｢최후의 수업｣을 공연하기도 하 다.

괘내리마을

쾌내리(掛乃里) 마을은 사상역 북쪽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괘내(掛乃)는 

과내라고도 부른다. 최근 간행된 ｢부산도로지도｣를 보면, 괘법동 능인사 

에 괘내라는 지명이 보인다. 괘내리의 동쪽에 있는 마을을 동쾌마을,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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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내리 마을의 현재 모습

에 있는 마을을 서괘 마을이라 부르기도 하 다.

사상지역의 배산(背山)인 백양산(白楊山)은 모라동․덕포동․괘법동․감

동․주례동까지 길게 뻗어 있다. 이 가운데 3개의 산이 삼각형처럼 보이는 삼

각산(三角山)은 사상의 주산으로, 일명 장아 (長牙峰)으로 부르기도 한다.

삼각산에서 서쪽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 남쪽에서 뻗어 내린 작은 능선

과 만나는 곳의 언덕산을 괘내산(掛乃山)이라 하 다. 이곳 괘내산 서쪽 

능선을 따라 뻗어내린 곳이 송백등(松栢嶝)이다. 이곳이 바로 자연경 이 

뛰어난 괘내 송림(松林)이다. 이곳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수백 그루가 숲

을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 가내골(괘내골)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이 괘내천(掛乃川)

을 이루고, 수용골, 정골, 백장골, 방골, 물방아골에서 흐르는 덕계천

(德溪川)과 고 천(古大川)이 흘러내린다. 이곳의 북쪽 분지에는 향사당

(鄕 )이 있어 은 한량(閑良)들이 궁술을 배우고 시합을 하기도 하

고, 특히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괘내골은 매우 깊어 골 안

에 들어가면 하늘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보 던 골짜기로 

도둑이 나올까 무서웠고 여

우가 출몰할 정도로 깊은 계

곡이었다. 이곳 계곡에서 여

우가 울면 동네에 상이 난

다고 기시 하 다. 괘내골

의 논밭이 있던 곳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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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건 서 골짜기 숲속에 옛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온 사상 사람들이 밤에는 갯가에서 재첩과 래를 채취하고 날이 새면 

갈 숲에 숨어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이 골짜기에 

있었는데 지 은 소나무 숲으로 변하여 찾을 길이 없다.

덕계천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면 언덕이 고개산을 이루었는데 지 의 사

상역 앞에 있던 고개로, 괘내고개[掛乃峴]라 하 다. 로부터 이 고갯길

은 동래․부산․동평 쪽으로 가는 길손과 김해․양산․ 양 등지로 가는 

사람들이 넘나들었다. 동래부사도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1902년 경

부선 철로공사로 언덕산이 양단되고 괘내고개도 깎여나가 철로의 둑을 쌓

는데 흙이 사용되었다.

1921년 경부선 사상역 설치되고 역 장을 조성하면서 이 고개 흙을 실

어다 사용하 다. 그리고 사상역에서 덕포동 쪽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면

서 더욱 깎여 약간의 경사진 고갯길로 변하 다. 괘내천이 흘러내려 감 동 

쪽으로 흐르는 곳에 옛날 큰 못이 있었다. 일자(一字)표 연탄작업장이 있던 

경부선 철둑 아래에 있던 못을 천지개(天池溪)라고 했는데, 이 못에서 물이 

흘러내려 감 동에는 물이 풍부하 다고 한다.

괘내 송백등(松栢嶝) 능선이 괘내고개를 이루고, 여기에서 서쪽으로 내려

가다 ‘L’자 모양으로 남북서쪽으로 각각 뻗은 산이 괘내마을 앞산이고 옛 창

진(창법)마을 뒷산이다. 사람들은 이 산을 벼락산, 회산, 제독산으로 부르

기도 했는데, 괘법동 공동묘지 쪽 산이었다. 일명 좆돌빼기산, 굴리반산이

라고도 하 다. 이 산 남쪽으로 뻗은 산등을 ｢팔경 (八景臺)｣라고 하 다. 

이 산 남단과 서쪽 끝의 여러 곳에 낭떠러지가 있었고 산 곳곳에 깎아지른 

듯한 언덕배기가 있었다. 그래서 낭떠러지가 험한 비탈진 언덕을 뜻하는 벼



196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회산에 있었던 팔경대의 석각

랑산을 벼락산으로 잘못 부른 것 같다.

『경상도읍지』에 보면, “회산(晦山) 팔경 (八景臺)”라는 기록이 나온

다. 이것은 산 동쪽 일 에 소나무 숲을 이루어 낮에도 산속에 들어가면 

어둡고 컴컴하 다. 그래서 그믐산, 어두운 산으로 회산이란 지명이 생겨

난 것으로 보인다.

이 팔경 에는 옛날부터 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다. 그  한 가지

는 하늘의 팔선녀가 이곳 (臺)에 내려와 동쪽에 있는 천지(天池)에서 목

욕하고 이 에서 춤을 추고 놀다가 상천하 다고 하여 팔선 (八仙臺)라 

했다는 설화도 해지고 있다. 한 이 산에 수 백년된 구 이가 있어 용으

로 변신하여 하늘로 상천하려다 하늘이 노하여 벼락을 내려 태워 주 다 하

녀 벼락산이라 하 다는 이야기도 해내려 오고 있다.

사상지역의 경이었던 ｢사상팔경(砂上八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구덕조무(九德朝霧)’는 구덕산에 서린 아침 안개가 일출의 햇살에 

비추어져 산 체가 붉게 물들은 황 빛으로 변화하는 경이 제1경이다.

둘째는 ‘원포귀범(遠浦歸 )’으로 멀리 포구(감 나루터나 삼락동 가포

(價 ) 나루터에 고기배가 

돌아오는 경으로 흰 돛단 

배 로 하얗게 갈매기가 나

는 모습, 뱃 에 갈라지는 

물결은 멀리 석양의 불그

한 노을빛과 어우러져 황홀

경을 이루었다.

셋째는 ‘평사낙안(平沙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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雁)’으로 석양을 받아 황 빛을 발하는 모래톱 로 날아가던 기러기 떼가 

낙동강변에 내려앉는 운무의 아름다운이다.

넷째는 ‘칠월해화(七月蟹火)’로 사상(沙上)은 모래가 퇴 된 습지로 갈

숲을 이루었는데, 이곳에 밤이 되면 갈 밭 습지에서 게를 잡기 하여 

횃불을 밝힌 경이 불꽃놀이를 연상  한다.

다섯째는 ‘팔월로화(八月 花)’로 사상 습지에 자라는 갈 가 8월이 되

면 휜 갈 꽃이 피는데, 수 만평에 펼쳐져 있는 넓은 습지는 온통 휜 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장 을 이루었다고 한다.

여섯째는 ‘서산낙조(西山落照)’로 사상에서 바라보는 해질녘의 강변풍경

으로 갈 숲에 역 선으로 되비치는 황 빛 햇살 머  멀리 산자락은 음

의 묵화(墨畵)로 바 고 하늘의 녁노을은 연분홍으로 물들었다고 한다.

일곱째는 ‘운수모종(雲水暮鐘)’으로 운수산에 있는 운수사에서 들려오

는 녁의 범종소리는 사바세계로 은은하게 울려 오욕칠정을 잠재울 만

했을 것이다.

여덞째는 ‘ 정명월(金井明月)’로 부산의 진산 정산 로 떠오르는 달은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리 정산 자락에 걸쳐 있는 밝은 달과 낙동강 

물 에 투 되어 비치는 경으로, 달밤에 노를 젓는 뱃사공의 모습과 더불

어 장 을 이루었다고 한다.

한편, 이곳에 있던 창원 황씨(昌原黃氏) 선조의 배 (配位) 묘소가 제독

산(第獨山)에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이 산 동쪽 송림 속 자연석에 ‘第獨山’ 

‘黃德秀書’라 새겨 놓았음을 볼 때 제독산이라 함은 백양산 서쪽 능선이 괘

내고개에서 끊기고 이 산 홀로 독뫼산을 이루니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산 남쪽으로 뻗은 산등을 팔경 (八景臺)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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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법동 할매제당

1740년 편찬된『동래부지』｢고 조｣에 보면, 팔경 는 “동래부의 서

쪽으로 30리 되는 사천  낙동강변에 있는데, 경색이 국의 소상팔경과 

같으므로 이 게 이름 하여 부른다(在府西沙川村洛江邊景色瀟湘同故以比

云)”고 하 다.

이곳 팔경 가 있는 회산에는 임진왜란 때 사 한 분들을 해 제사를 

올리던 연구제단(戀 祭壇)이 있었던 곳이다. 연구제단은 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아홉 분이 이곳에 모여 마을의 동을 해 구인계(九人契)를 조직

하고 임진란 때 돌아가신 분들의 령제를 지내고 마을 복구에 력을 다하

다 한다. 이 아홉 분이 돌아가시자 괘법동 사람들은 구산 (九山臺), 구

선 (九仙臺)라 했고 지 도 그 게 부르고 있다.

회산은 1900년 에 들어와 산 북서쪽에 괘내마을 공동묘지가 형성되었

고 일제강 기에 사상공립보통학교 운동장 조성 시 마사산을 깎아 사용하

다. 1963년 직할시 승격과 함께 부산직할시 편입 후 구획정리 실시와 공업

단지 조성으로 습지를 메우기 하여 경색이 좋은 이 산을 완 히 깎아내

어 완 히 없어지고 말았다.

괘법동에 있는 괘법 할매․

할매당산은 백양로 쪽 백

양산 개지  ‘사상구인의

사연구제단(砂上九人義士戀

祭壇)’의 제단의 남쪽 15m 지

에 있다. 제당의 건립연

는 1972년이다. 제당은 둘로 

왼쪽은 산신할배당,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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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법동 할배제당

은 산신할매당이다. 두 제당 모두 기와 팔작지붕이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

원 12월 2일 밤 자정인데, 요즘에는 낮 12시에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특이사항은 괘법의 지명이 

창포 → 창법 → 창날 → 동

괘 → 괘법으로 변하 기에 

이 당산은 ‘창날당산’이라고도 

칭하며, 요사이는 산시할배당

과 산신할매당의 제사를 분리

하여 행하는데 모든 것이 같

다. 이 제당은 옛날에는 사상

역에 있었던 회산 에 있었

는데 사상공단 조성 때 산이 

착평되면서 1972년에 이곳

으로 옮겨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창법리마을

창법리(昌法里) 마을은 쾌내리 마을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 의 괘

법동을 창날포라 불 다. 창법리에는 나루터 지명인 창진리(倉津里)에서 유

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옛날 이곳에 선(廣船)을 정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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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법리(창날) 마을의 현재 모습

수 있는 큰 포구가 있었는데, 물가에 창포(昌浦) 풀이 많이 나서 ‘창 ’ 는 

‘창날포’로 했다는 것이다.

이곳 창날포로 들어오는 배와 나가는 배는 돛을 내려 경의(敬意)를 표하

고 선창에서 싸움질하거나 욕질을 하면 고로(古 )들에게 붙들려가서 벌

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 고장을 여포(呂 )의 창(槍)날

처럼 매섭고 까다로워 ‘여포 창날’ 같다고 하여 창날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

겼다고 하기도 한다.

사상지역 해 내려오는『고문서(古文書)』에 보면, ‘창진(倉津)’이란 지명

이 나온다. 사상의 향약계(鄕約契)인『연구계신 목(戀 契新節目(1863)』에 

보면, 모라리․덕포리․괘내리와 함께 창진리(倉津里)가 기록되어 있다. 동래

부사 박재명(朴齋明)이 재임한 1832년 샛강에 제방을 쌓았던 당시의 내용은

『사상면방경 말등록(沙上面坊坰顚末謄 )』에는 “창법방(倉法坊)에 2580명

의 부역군(負役軍)을 동원하여 강제방 1235보(步), 신축제방 190보, 해방

축제방 232보”를 축제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창법방(倉法坊)

은 창진마을 앞 들 을 지칭

한 것으로 보인다.

한 1888년과 1891년에 

작성한『사상면호 (沙

上面戶籍中草)』에 보면, 괘

내리와 함께 창법리(昌法里)

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  

삼차수(三叉水)의 한 기인 

유두강(柳頭江)에서 창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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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이경일축제혜민비

로 들어오는 수로를 통해 배가 드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창진(倉津)이

란 지명은 이곳에 있던 사창(社倉)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1872년

에 제작된『경상도지도(慶尙道地圖)』에 보면, 사상면 사창(社倉)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사창(社倉)이란 조선시  한 마을을 이룬 공동체로 하여  창(倉)을 설치

하여 곡물(穀物)을 장해 두었다가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여해 주

고 다음 수확 때 환곡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 창고가 있던 곳의 나루터가 바

로 창나루, 창진(倉津)인 것이다. 그래서 마을의 지명도 사창이 있는 나루터 

마을을 창진리(倉津里)라 하 다.

사상지역의 다른 고문서를 살펴보면, 창진리, 창법방(倉法坊), 창법리(倉法

里) 등으로 혼용되어 있음을 

볼 때, 원래의 창진이 창법으

로 지명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날포는 창

나루포를 여 말하면서 생겨

난 이름인 것이다. 1788년 

동래부사 이경일(李敬一)이 

사상면의 샛강에 처음으로 

제방을 쌓아  것을 기리기 

해 세운 ‘부사이경일축제

혜민비(府使李敬一築堤惠民

碑)’에 보면, 창진리 부상포

(富商浦)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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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상면 사창이 있던 창나루 일 에는 수로가 크게 열려있어 유두강

의 물길이 가포를 거쳐 덕포동과 물길로 마주보던 이곳 창나루로 들어오는 

곳에 장배머리가 있었다. 낙동강을 오르내리는 장배[商船]가 이곳까지 물자

를 싣고 들어와 포구에서 짐을 내리고 머물던 곳으로 크게 번성하여 부(富)

를 리던 곳이라 부상포(富商浦)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  후기 이곳 창법야 들 에도 사구(砂丘)가 여러 곳 생기고, 일제

강 기에 낙동강 제방이 축조되어 뱃길과 물길도 끊기면서 옛 모습이 크게 

변천되었다. 옛날의 창나루 일 에는 국제상사(지 의 동원아 트 자리)에 

이어 서부시외버스터미  등이 들어서서 경제 으로 부(富)를 리는 마을로

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 국제상사 자리에는 아 트단지가 들어서고 새로 설

립된 창진 등학교의 학교명에서 창진, 창나루가 있었음을 연상하게 해 다.

3. 덕포동

덕포리

덕포리(德浦里)는 운수산(雲水山)의 지맥인 주을산(注乙山)과 장아산(長

牙山) 기슭 언덕 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북쪽은 주을천을 경계로 모라리

와 하고, 남쪽은 덕개천을 경계로 괘법리와 하고, 서쪽 조선시  유두

강(지 의 삼락천)을 사이에 두고 삼락리와 유두리에 하고, 동쪽은 백양

산 산지로 골짜기마다 논과 밭을 이루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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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리에는 백양산 기슭에서 낙동강을 향하여 길게 뻗어 내린 곳에 동․

서 양쪽에 기암괴석과 고목(古木)이 우거져 선경(仙境)을 이룬 독산(獨山)

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신선이 내려왔다는 설이 깃든 강선 이다. 덕포

리의 지명에는 이처럼 바 언덕과 상, 하 두 곳의 강선 가 있는 마을로서 

옛날 배가 들어왔던 갯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

덕포의 원 이름은 덕개이며 덕은 ‘언덕[阜]’에서 따온 말로, ‘언덕 끝에 배

를 는 포구’로서 덕포가 되었다는 풀이가 있다. 그리고 ‘덕(德)’은 자 뜻

로 ‘크다’는 뜻이 담겨 있어 동․서 양쪽 강선 와 바  언덕이 있는 이 일

가 옛날 배가 와서 닿을 수 있었던 큰 갯가, 포구(浦口)로서 덕개 는 덕

포가 되었다는 해석도 있다.

덕포리 지명이 공식 으로 나타난 것은 1740년에 편찬한『동래부지』에 

보면, “사천면상단덕포리(沙川面上端德浦里) 거 문 34리(距官門 三十四里)”

로 나와 있다. 덕포리는 백양산 쪽으로 산답이 고 옛 유두강 동쪽의 답

도 면 이 좁았는데, 그나마 해마다 홍수피해를 입어 강 건  양산군 소속

이었던 소요 도(所要渚島)에 배로 내왕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사상지역 고문서인『사상면덕포리거민등장(沙上面德浦里居民登狀)』에 보

면, 덕포리의 계(村契)인 진선계(津船契)에서 강 건  섬으로 농사를 지

으러 타고 다니던 배를 수리하기 해 당시 좌수 (左水營)의 군선(軍船)을 

만들 때 목재를 조달하기 해 인근의 운수산을 산( 山)으로 정하여 일

반 백성들이 벌목을 못하도록 한 것에 한 해제와 소나무 몇 그루를 벨 수 

있도록 소청을 올린 내용이 그 당시의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진선계(津船契)는 강선 (降仙臺)에서 마을 제례(祭禮)를 주 하

다. 덕포리 주민들은 강선 에서 당산제를 올릴 때 제수용으로 송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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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 다. 이러한 내용도『사상면덕포리거민등장』에 보면, 동래부사에

게 송아지 한 마리를 잡도록 해달라는 소청이 담겨 있다.

덕포리에는 사상지역의 여러 마을처럼 도처에 조개껍질이 산재해 있었다. 

상강선  주 의 갈 밭 지 에도 1950년 까지 갈밭 속에서 조개껍질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오랜 옛날 강선 가 바닷가의 독산(獨山) 이었음이 지

하철 2호선 공사 때 상강선  앞 하부층을 면서 바다의 어패류들이 쌓여 

패각층(貝角層)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확인될 수 있었다. 

한 주민들의 언에 의하면, 옛날 덕포리에는 독산으로 이루어진 바

들이 있었고, 그 에는 고인돌 같은 형태의 바 도 있었다고 한다. 덕포리

에는 두 개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상강선  동남쪽 언덕에 있던 

마을을 윗각단이라 하고, 하강선  동남쪽 언덕에 있던 마을을 아랫각단이

라 하 다. 윗각단과 아랫각단 사이에는 답이 있었다. 이 답 남쪽의 도

랑물이 하강선  으로 흘러내렸다고 한다. 

덕포동의 간선도로는 일제강 기를 거쳐 8․15 복 후에도 길이 험한 

자갈밭길이었는데, 부산에서 서부경남으로 통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길가의 지붕 에 흙먼지가 항상 쌓여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주택은 개 

도로의 동쪽에 있었고, 서쪽은 농지가 부분이었다. 1950년 말 이곳을 지

나는 도로가 처음으로 포장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후 1963년 사상지역이 부산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부산직할시 부산진

구 사상출장소 덕포동이 되었다. 1975년 시 직할 북부출장소, 1978년 북

구 덕포동, 1995년 사상구가 신설되면서 덕포1, 2동으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8년부터 사상일 의 지 를 매립하여 사상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덕포동 일 에도 공장이 들어서고 로변에는 상가,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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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 상리 마을의 현재 모습

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덕포시장까지 생겨났다. 

덕포동에 오래 살아온 성씨(姓氏) 에는 창원 구씨(昌原具氏), 평해 황

씨(平海黃氏), 양 박씨(密陽朴氏), 양 손씨(密陽孫氏), 경주 이씨(慶

州李氏) 등이 있다.

덕포 상리마을

덕포 상리(上里) 마을은 덕포동의 쪽에 있는 마을로 윗덕포라고도 하

다. 덕포동의 상강선 (上降仙臺)가 있는 곳을 웃각단이라고 하며, 마

을도 웃덕포 마을 는 덕포상리라고 부른다. 상강선 에서 지 의 한일

시멘트회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고개넘개’라고 한다. 해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옛날에는 이곳이 산이었는데 장군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칼

로 산 주둥이를 끊어서 고개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동네에는 장

군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가 해온다.

주을산 아래 암산 기슭

의 여러 곳에 고분(古墳)이 

발견되었고, 경부선 철로변

에 우리 없는 고분이 발견

되기도 했으나 이곳을 개발

하면서 묻 버리거나 유실되

었다고 한다. 모라와 덕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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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 에 물이 많고 소태나무가 있던 골짜기를 소태골이라고 하며 산이 크

고 른 골짜기를 큰골, 바 가 병풍처럼 서 있는 산등을 병풍등이라고 한

다. 지 의 한일시멘트회사 으로 흐르는 도랑 주변에는 소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솔배기천이라 불 는데, 옛날 이곳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빨래를 

많이 했다고 한다.

19세기 말 덕포리에 5일 장(場)이 개시(開 )되었다. 낙동강 건  김해 

동장(大東場) 다음날에 장이 열렸다고 한다. 상강선  아랫쪽 삼차수(三

叉水) 유두강(柳頭江)을 낀 모래밭에 장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장배[商

船]들이 드나들었다.

덕포리의 유지인 강달래 씨가 이곳에서 객주업을 하면서 양․청도 등 

낙동강 연안지역에서 곡물을 싣고 와 덕포장(德浦場)에서 해산물과 건어물 

등을 교환하는 교역이 활발하 다. 보부상들이 드나들고 상인들이 모이면서 

장날이면 성시(盛 )를 이루었다.

사상지역에 장터가 있었다는 것은 기록으로는 1893년 5월 12일의『공문일

록(公文日 )』제3책에 보면, “덕포장의 선창에 배를 설치하여 바다의 수산물

(水産物)과 육지의 토산물(土産物)을 서로 바꾸는 일로 장이 선다”라고 하 다.

그리고『각사등록(各司謄 )』권17, ｢경상도편(慶尙道篇) 7｣ ‘첩보(牒

報)하는 일’에 보면, 덕포장(德圃場)에 한 문제 을 처리하는 내용이 담

겨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상지역에 있던 덕포장은 구한말( 韓末)을 

후하여 생겨나서 일제강 기에 들어와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 의 

덕포동에는 상설 덕포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옛날처럼 5일장은 열리지 않지

만, 시장이 성업 이다.

강선 는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두 개의 암구로 형성된 독산(獨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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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 고목이 우거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당산이 있다. 이 당산이 있

는 곳을 ‘강선 (降仙臺)’라 하는데 도로의 동쪽에 있는 것은 하강선 , 

서쪽에 있는 것을 상강선 라고 부른다. 이곳 강선 에서는 매년 음력 11월 

1일이면 신선이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쉬어 갔다는 설이 있다. 강선 의 

암 는 아득한 옛날 물속에 있었으나 융기작용으로 육지가 되었다.

한 신선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 다면 주 에 물이 있어야 한다. 이 

설이 생길 무렵에는 강선 가 섬이 거나, 주 에 맑은 물이 흘 거나 

아니면 연못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선은 불노불사(不老不死) 바람

과 구름을 따라 땅을 밝지 않고 자유롭게 공 을 노닐며, 구슬소반의 이

슬을 마시고 천의무 (天衣無縫)의 옷자락을 날리며 경이나 명산에서 

노닌다고 하 다.

상강선 와 하강선 는 덕포동 579, 712번지에 있으며, 거암이 쌓이고 

그 사이로 고목의 숲이 우거진 곳이다. 큰 바 나 고목 등의 자연을 숭배하

던 것은 우리 고유의 토속신앙이다. 강선 는 동민(洞民) 신앙 상으로 이

곳의 고목을 당산나무로, 암

 에 당집을 세워놓고 있

다. 동민들에 의하면, 이 당

산은 1700년경부터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빌기 하여 

세웠다고 하나 그 연 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강선 는 당산제를 행화는 

당집으로서의 기능과 진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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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심 을 이루는 동약(洞約)의 기능을 하 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동

약의 기능은 강 의 자연마을의 자생 이라는 것이다. 최 로 작성된『丁未

年三月上隣里節目』은 일반 인 동계의 동안과는 달리 으로 선운용

의 몇 조문으로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동원의 집회일을 매년 정월과 칠

월로 정한 것 외 나머지 다섯 항목은 진선의 선임(船賃)을 규정한 것이 

부이다. 그런데『정미년 목(丁未年節目)』에 와서는 진선과 직 으로 

계없는 사항인 동원의 임참과 상조, 상벌에 이르기까지 규정을 확 하여 

향약(鄕約)의 일반 인 틀어 거의 근하고 있다.

상강선 에는 할배당산은 덕포동 상리마을 417-6번지에 있으며, 제당의 

건립연 는 1947년 11월에 구 건물을 헐고 새로이 지었다. 기와 팔작지붕

에 벽은 갈색 벽으로 되어있다. 당산목인 느티나무는 수령이 300년이며, 

주 에는 바 와 팽나무 벚나무, 구갑송 등이 우거져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12월 1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의 

과정은 상제(제단 의 진설) → 하제(제당 바닥에 진설) → 걸제(제당 밖

에 진설)의 순서이다. 특이사항으로는 동래구 사천면의 고문서인『사상면

덕포리거민등장(沙上面德浦里居民等狀, 1888～1894)』에 의하면, 강선

는 기(靈氣)가 모인 곳으로 매년 섣달 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부

사로부터 제수용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아 이곳에서 하늘에 복을 비는 제의

를 베풀었으며, 홍수나 가뭄, 염병  우역이 들 때, 이 (臺)에 치성

을 드리면 즉시 험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

편찬 원회, 2005).

이곳 상강선  당산 앞쪽에는 조선시  사상지역 삼차수 샛강에 제방을 

쌓아 주었던 세 분의 동래부사 공덕비와 효자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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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이공경일축제혜민비(府使李公敬一築堤惠民碑)’는 1788년에 세운 

것이며, 축제의 필요성과 제방의 규모를 밝히고 있다.

- ‘부사박공제명축제혜민비(府使朴公齊明築堤惠民碑)’는 1832년에 세운 

것으로, 사상지역의 입지조건과 축제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 ‘부사이공명 축제혜민비(府使李公明迪築堤惠民碑)’는 1840년에 세운 

것으로, 홍수의 피해상황과 축제에 동원된 인원수를 밝히고 있다.

조선시  때에는 사상지역의 들 에 농경지가 많이 있었으나 부분 지

에 치하고 있어 해마다 찾아오는 홍수의 피해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17세기에 들어오면서 하천제방의 축제(築堤)와 곳곳에 부분 인 물막이 공

사로 제방을 쌓았다. 이후 낙동강 10리 물막이로 제방을 축제한 공 비가 

덕포동 철로  옛 큰길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이 지역 유지들이 의논하여 

1971년 지 의 자리로 이설 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강선  경내에는 축제혜민비 3기와 더불어 효자비 1기가 보존되

어 해지고 있다. ‘효자구주성지려(孝子具周星之閭)’는 효자 구주성의 효성

을 기리는 비석으로『동래부

지』효자편에 보면, “효자 구

주성은 아버지가 장질부사

(腸窒扶斯)에 걸려 생명이 

독하자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려 마침내 회생  하 으

므로 만력 경술년에 그 사실

을 알고 정려(旌閭)를 내렸

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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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구씨 가승(家乘)에 의하면, 구주승의 아버지는 구득룡(具得龍)이고 

아들 주성(周星)과 두성(斗星) 두 아들을 두었는데 형제가 모두 효자 다고 

하여 1629년 사상면 구동계 좌안에 구득룡이 기록되어 있다. 뒤에 아들 구

두성도 좌안에 실려 있다. 이러한 구주성의 효성이 알려지면서 정려가 내려

지고, 1715년(숙종 41)에 효자비인 정려비가 마을 어귀에 세워졌다. 

1971년 축제혜민비와 함께 지 의 자리로 이설되었다. 

덕포 하리마을

덕포 하리(下里) 마을은 덕포동의 아랫쪽에 있는 마을로 아랫덕포라고도 

하 다. 덕포동의 하강선 (下降仙臺)가 있는 곳의 마을을 아랫각단이라고 

하며, 마을의 지명도 아랫덕포마을 는 덕포하리(德浦下里)로 불 다. 덕

포리의 윗각단과 아랫각단 사이에는 답이 있었다. 이 답 남쪽의 도랑물

이 하강선  으로 흘 다.

하강선  북쪽에 둑이 있었는데, 구분디라고 하 다. 이 둑은 옛날 덕개

나루가 있을 때 구불구불하게 쌓았다 하여 구분디라 부르고 그 아래 습지

는 미나리꽝을 이루었다가 1970년  사상공업단지 조성되면서 이곳을 매

립하여 주택지가 되었다. 덕포동의 상강선 와 하강선  간지 에 있는 

큰 바 언덕이 있는 곳을 암원(大岩員)이라고 한다. 경부선 철로 쪽에 

논이 있던 곳을 큰 돌백이라고 했는데, 돌이 크고 폭이 넓어서 사람들이 많

이 앉을 수 있었고 돌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고 한다.

경부선 철로 아래에 있던 야산자리를 서당 뜰이라고 하 는데, 이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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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 기까지 서당이 있었고 동네에 무슨 일이 나면 이곳에서 징을 쳐

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한다. 덕포하리 마을은 상강선  동쪽 언덕받이에 

있어 남쪽과 서쪽은 탁 트여 있었다. 바 언덕이 있는 정상의 고목이 우거

진 곳에 하강선 가 있고, 강선 의 아랫쪽은 나무 숲을 이루어 경 이 

수려한 선경(仙景)이었다.

하강선  남쪽으로 괘내골에서 발원한 덕개천은 지 의 사상 등학교 앞

을 흘러 옛 국제상사(지 의 동원아 트 자리) 공장을 통과 하는 계류이다. 

지 은 하천이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에는 하천 폭이 좁으

나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었다. 덕개천을 일명 한내천이라고 하는데, 이 

물은 덕포동과 괘법동의 경계를 이루며 낙동강 수문으로 들어간다.

옛날 사상 사람들은 이 한내천 도랑에 빨래를 하러 다녔다. 1960년  이 까

지만 해도 이곳 한내천에서 어린아이들이 멱을 감기도 하고 미꾸라지 등 물고기

를 잡기도 하 다고 한다. 그리고 하강선 와 인 하여 사상 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1909년 괘내리에서 설립된 사립명진학교의 후신으로 100년

의 역사를 간직한 학교이다. 

학교의 정원에는 100년  

학교의 정문에 세웠던 ‘사립

명진학교(私立明進學校)’ 돌

기둥[石柱]을 복원해 놓았

다. 원래 2개의 돌기둥이 있

었으나, 학교명이 새겨진 돌

기둥도 개울에 돌다리로 사

용하고 있던 것을 찾아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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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당시의 학교 건물은 기와지붕의 구식건물이었다. 교장은 

사상면장을 역임한 지양식(池陽植) 씨 고, 2  교장은 모라출신 학자인 

강 성(姜大成) 씨 다.

1920년 5월에는 사상공립보통학교로 바 었다, 복 이후 사상 등학교

로 바 었다. 학교 건물은 한국 쟁 당시 미군부 가 주둔했는데 실화(失

火)로 목조건물 체가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53년 

이승만 통령의 특명으로 교사가 신축되었다.

덕포동 하강선  할매당산은 상강선 와 함께 조선시  아에 리 알려

진 당산이다. 덕포1동 721-1번지에 있는 할매당산의 제당은 1947년에 신

축하 고, 1991년에 개축하 다. 제당은 기와 우진각지붕에 갈색 벽돌로 

되어있다. 당산목인 느티나무는 수령이 300여년이 넘었으며 제당 주 에는 

세죽과 느티나무, 팽나무 10여 그루가 있다. 제의 날짜는 상강선 와 함께 

음력 12월 1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의 과정은 산신제

→ 선령제(당산제)의 순서로 지낸다.

특이사항으로 상강선 의 ｢안내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 장소를 상강선 (上降仙臺)라고 부르고, 덕포1동쪽에 있는 것을 하강

선 (下降仙臺)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은 이곳이 경 이 빼어나 

매년 음력 12월 1일이면 신선이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쉬어갔다고 하는 

설에서 유래하 다 한다. 강선 가 치해 있는 이곳은  낙동강 제방을 

쌓기 까지는 배가 드나드는 포구 으며, 강선  주변에는 락이 있었고,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며, 마을 앞 강 이름은 

흑룡강(黑龍江)이라고 불 다고 한다.

옛날부터 살아온 주민들은 아직도 상강선 쪽을 상리(上里), 하강선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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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포 하강선대 안내판

을 하리(下里)라고 부르고 있으나, 사상지역의 주택 개발로 락의 형태는 

찾을 수 없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이곳이 포구 다는 사실을 아

는 사람은 드물다. 강선  에는 제당을 지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할배제당

이라 부르고, 하강선  것을 

할매 제당이라 하며, 진선회

(津船 ) 회원들이 매년 제

사를 지내고 이곳을 보호하

기 해 온갖 정성을 쏟고 있

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4. 모라동

모라리

모라리(毛羅里)는 낙동강 하류 하구지역 일 가 내려다 보이는 운수산

(雲水山)을 끼고 운수사라는 사찰이 있는 깊은 골짜기에서 암반 로 흘러내

리는 계류인 운수천을 등지고 3개의 큰 골짜기를 끼고 있는 마을이 모라리

이다. 북쪽은 범방산 아래 고등바 골로서 모라에서 마을이 처음 생긴 곳으

로 인근에 패총이 발견된 곳이다. 그리고 서쪽의 마을 가운데로 흘러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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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짜기를 골이라 하 고, 남쪽의 골짜기는 당산이 있어 사당골이라 하

다. 고등바 골에서 북쪽으로 구포 쪽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는 조선시  역

원이 들어선 곳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모라의 주산인 운수산은 산 아래에는 고찰(古刹)인 운수사(雲水寺)가 있

어 붙여진 지명으로, 지 의 백양산(白楊山)을 말한다. 조선시 『좌수 지

(左水營誌)』｢병고조(兵庫條)｣에 보면, 운수산을 병고(兵庫)라고 하 다. 

운수산을 산( 山)으로 지정하여 좌수 의 수군(水軍)들이 탈 군선(軍

船)을 만드는데 사용할 재목(材木)을 얻기 해 일반 백성들이 나무를 베어 

쓰지 못하도록 하 다. 이 산은 다른 지역에도 몇 곳 있었다.

운수산 아래 모라에서 덕포까지  하나의 작은 산이 길게 뻗어 있다. 이 

산을 모라에서는 주산인 운수산 아래 작은 주산이란 뜻으로 주을산(注乙山)

이라 칭하 다.

모라리는 이처럼 운수산과 주을산, 범방산을 배경으로 한 운수천, 범방

천, 주을천 등 풍부한 물로 산답(山畓)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주을천이 

흘러내려 조선시  삼차수 던 유두강(柳頭江)으로 합류했는데, 강 건  소

요 도와 유도를 마주보면서 주을산 아랫쪽에도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여

름철마다 홍수의 피해를 입었는데, 동래부에서 강변에 제방을 쌓았던 기록

이 옛 고문서 등에 자주 보인다.

1740년 편찬한『동래부지』에 보면, “모라리(毛羅里)는 사천면 상단 

내에 있으며 문에서 22리 거리에 있다”라고 하 다.『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상면 내에 모라동이 있었다. 당시 모라동의 호수는 58호 다. 

김씨가 18호, 박씨가 10호, 이씨가 8호, 서씨가 7호, 배씨가 5호 등이다. 

특히 서상면 내 11개동에 서씨가 모두 7호 는데, 7호 모두가 모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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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모라리는 조선시  동래부 사상면에 속해 있었다. 동래부에서 낙동

강변에 있었으므로 사천면(沙川面)이라 하 다. 사상면은 처음 사천면 상단

(上端)이었고, 사하면은 사천면 하단(下端)이었다. 이 사천(沙川)이란 지명

에서 모라(毛羅)가 유래하 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지명유래집』에 보면, “사천(沙川)은 내[川] 이

름도 있고, 그 내 이름에 빗 어진 마을 이름도 있다. 체로 내가 흐르면서 

고운 모래밭이 펼쳐졌으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본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모라의 지명이 모래내[沙川]에 있는 넓은 땅[羅]으로 모라가 되었을 것이

다. 조선시  모라리가 사천면의 시발지로서 사천면 상단(上端)과 하단(下

端), 그리고 단(中端)으로 이어졌다. 뒤에 사상면․사하면에 이어 지 의 

부산 심지인 구․동구 일 가 사 면으로 분류되어 부산 체의 지명으

로 사용된 윗천이 바로 이곳 모라리인 것이다.

모라리의 주을산 아래 지 인 습지를 개발하여 공업지역으로 조성하

면서 논밭지 가 주택과 공장으로 변하는 역사 인 환기를 맞게 되었다. 

일제강 기 때인 1930년 에 구포다리 가설과 함께 사상로가 정비될 때 놓

았던 운수천의 모라교(毛羅橋)도 새롭게 놓여지고 변신을 거듭하 다.

지 의 모라동은 사상로 도로 연변에 상가와 재래주택가가 유지되고 있지

만, 삼락 쪽으로는 완  공장지 로 되어 있고, 백양로 산복도로가 개설된 

이후 신모라가 형성되어 단  고층아 트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옛날 골 입구에 백양터 까지 뚫려 서면 등 시내 방면으로 가는 교통편이 

훨씬 수월해졌고, 도시철도 2호선이 모라동을 지나면서 더욱 편리한 지역

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1963년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사상출장소에 편입되었고, 1975년 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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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북부출장소, 1978년 북구, 1991년 모라1, 2동이, 1994년 모라2동이 

2, 3동으로 분동 되었다. 1995년 사상구가 신설된 이후 2008년 모라1, 2동

을 모라1동으로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라 출신 인물로는 김의련(金義連)은 김녕 김씨 모라문  입향조이다. 

박상환(朴翔煥, 1896～1958)은 동래 동명학교를 졸업한 뒤 농 운동가로 

활동 삼락,모라 일  원 작물을 재배하 는데 그 에서 박상환은 일본에

서 좋은 품질의 연(蓮)종자를 구입하여 모라동일  습지에 연재배를 성공

시켜 이 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이것을 보고 연을 재배하여 국에서 모라

동의 연이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특히 연뿌리(蓮根)는 품질이 우수하여 국

내는 물론 일본까지 수출하여 한때 그 명성이 높았다. 이 모두가 농가 박

상환의 공로 때문일 것이다.

한 박필희(朴泌熙, 1902～1975) 씨는 신라고무공업사를 창설하 다. 

지방기업인으로서 크게 성공하여 향토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 다. 이상용

(李相龍, 1909～2002)은 구포공립보통학교와 동래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

다. 박필희 씨가 창설한 신라고무공업사의 무직을 맡아 27년간 재직하

으며 한노인회 부산시 북구․강서지회 회장을 맡아 10여년간 활동

하 다. 향토사에 많은 심을 갖고 향토사 뿌리찾기 자문역을 담당하 다.

윗마을

윗마을(윗각단)은 모라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1905년 1월 개통한 경

부선 철로를 끼고 운수천의 동북쪽에 최근까지 있었던 동네를 윗각단[웃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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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마을(웃각단)의 현재 모습

당]이라 하 다. 이곳을 동리(東里)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윗각단 마을이 운

수천을 냇물 쪽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에는 뒷쪽 고등바 골이 모라에서 

가장 먼  사람이 살았던 동네로 보여진다.

모라에서 구포까지 뻗어있는 범방산(泛舫山)의 미맥(尾脈)이 뻗은 곳을 

풍수지리상 용동골 는 용두골[龍頭谷]이라고 하여 명당자리로 보고 있다. 

이 골짜기 강 쪽으로 뻗어 내린 곳에 고등바 골이 있다. 이곳에는 바  

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났는데, 거기에 산고동[螺]이 살고 있어 고동바 골

이라 하 다. 옛날 마을사람들이 이곳을 신성시하여 제를 올렸다고 한다. 산

고동이 신성시되는 는 특히 해변 가까운 지역에 리 볼 수 있는 일이다.

옛날 김해만 동쪽 연안(沿岸)이었던 이곳 고등바 골 일 에 일 이 사람

이 살았던 흔 으로 모라패총(貝塚)이 있다. 산을 끼고 내륙 깊숙이 바닷물

이 들어왔던 이곳은 선사시  고기와 조개를 잡아먹고 동물사냥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채집경제 생활의 최 지 던 것이다.

모라패총은 김해문화기의 유 으로 역사상 가야 기인 삼한시 에 속하

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운수

천이 낙동강 쪽으로 흘러내

리는 산골짜기 쪽의 언덕 

에 발굴가치가 있는 패총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 패총

은 모라 한 가운데를 지르며 

나버린 도로의 서쪽 주거 

집지역의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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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은 도시화로 인하여 주택지로 개발되어 유 지를 찾기조차 힘들게 되

었다. 이곳에서는 1970년  온실을 만들기 해 땅 일부를 팠을 때 조개껍

질과 김해식 토기 편이 여러  나왔다. 그 당시 정식 발굴조사를 하지 못

했지만 학장동 패총처럼 선사시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해 주었다.

고등바 골 뒷쪽에 수리재[鷹峴]라는 바 산 우리가 있다. 이곳 암 에 

수리가 서식했을 것으로 보여 붙여진 이름인데, 암 을 넘어가는 고개라서 수

리재라고 했다. 수리재 에는 넙 바 가 있었다. 바 가 넙 하니까 붙여진 

이름인데, 이 큰 바 를 사람이 흔들면 흔들린다고 흔들바 라고도 하 다. 

한 탕건바 도 있는데, 이 역시 탕건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모라리의 동쪽 산 넘어 구포의 시랑골에 이르는 고개는 경사가 하고 산

길이 험하기로 리 알려져 있다. 소를 몰고 이 고개를 넘다가 소가 굴러버

린다고 하 으니 얼마나 험한 고개인지 알 수 있는데 이 고개의 이름이 어

부랑고개이다. 고개가 워낙 험하니까 혼자 넘기 힘들어 몇 사람이 어울려 

넘어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등바 골은 로부터 바다와 하천

을 낀 야산지 로서, 물길이 닿는 곳에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던 모라사람들

의 원 인 삶의 터 이었다.

운수사는 사상구 모라3동 산5번지에 치해 있으며, 운수산은 운수사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해지고 있다. 운수산에 한 기록을 보면,『좌

수 지(左水營誌)』에는 운수산을 병고(兵庫)라 하 다. 이는 산( 山)

이라 하여 수군의 군선을 만드는데 사용할 목재를 얻기 하여 일반 백성들

이 나무를 베어 쓰지 못하도록 지한 산을 말한다.

운수사는 가야시  때 창건되었다고 하나,『삼국사기』법흥왕 19년조에 

보면, “ 국(金冠國)의 왕 김구해(金九亥)가 왕비외 세 왕자와 더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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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인 운수사 전경

노(國奴)와 보물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 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

야가 멸망한 것은 532년(신라 법흥왕 19)으로, 이차돈의 순교로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527년(신라 법흥왕 14)보다 5년 후의 일이다. 따라서 운수

사가 가야시  때 창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1740년 편찬된『동래부지』불우조에 보면, “운수사 명(初名) 신수암

(新水庵)”이라고 간단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본래는 신수암이라는 암자가 

운수사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창건에 해서는 언 이 없다. 다만 운수사는 

“동래부 남방 30리에 있는 선암산에 있다”라고 하 다. 

운수사 창건에 해 해지는 설로는, ‘ 의 경내에 있는 약수터에서 안

개가 피어올라 구름이 되는 

것을 보고, 이곳에 터를 

잡아 운수사’라고 하 다 한

다. 지 도 운수사에는 맛좋

은 물이 나오고 있으며, 원

래 신수암이라한 것도 이 물

과 련된 이름이며, 운수사

란 이름도 풍수지리설에 근

거하여 생겼다는 이야기가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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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마을

아랫마을(아랫각단)은 모라동에 있던 자연마을로, 운수천을 경계로 북쪽 

개울가에 주택들이 들어서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오랜 옛날부터 고동바 골

과 원동골(院洞谷) 부근에도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그리고 운수천 개울의 

남쪽 사당골(祠 谷) 아래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왔다. 사찰 아래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사곡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하 다.

경부선 철로가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철도 의 운수천 북쪽을 윗마을이라 

하 고, 철로 아래 운수천의 남쪽을 아랫마을이라고 불 다. 여기서 생겨난 

말이 윗각단, 아랫각단이다. 근세에 와서 아랫각단에 있는 마을이 모라리의 

본거지가 되었다. 모라리는 지형상으로 산기슭의 고지 와 그 아래 지 , 

그리고 서쪽 끝자락의 서습지로 구분되어 있다.

고지 와 그 아랫쪽에는 일 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운수천이 옛

날 삼차수의 한 기인 유두강과 만나는 지 에는 인가가 없었다. 일제강

기에 낙동강 제방을 쌓고 나서도 하천으로 변한 삼락천 쪽으로는 농토 일

부와 물이 고인 웅덩이, 미나리꽝, 갈 밭 등 습지 다.

조선시  사상지역에 제방을 쌓았던 기록에 모라리 주을산이 나온다. 덕

포 강선 에 보존되어 있는 공덕비 에서 ‘부사이공경일축제혜민비(府使李

公敬一築堤惠民碑)’에 보면, 1788년 사상면의 모라리에서 주례리까지 제방

을 쌓았을 때의 내용에 ‘모라  뒤에 키[箕] 모양으로 석축을 한 것이 270발

[把], 같은 동네 의 주을산 앞 들 에 둑을 700발, 주을산 아래에 300발, 

……’이라는 내용이 혜민비에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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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마을(아랫각단)의 현재 모습

이 내용을 보면, 운수천의 남쪽 물 기에 석축을 하고 주을산 아랫쪽 들

에 제방을 쌓았던 것이다. 그때 형성되었던 들 이 1930년  낙동강 제

방공사 후 수리안 답(水利安全畓)으로 변하여 주을산이 뻗어있는 덕포동

까지 모를 심고 벼가 자라서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들 의 모습은 논 가운데

로 생겨난 사상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 목격할 수 있었다.

경부선 철로의 아랫 마을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은 1933년 구포

다리 가설 후 부산에서 서부경남으로 가는 자동차도로가 정비되면서 모라의 

한 가운데로 차도가 생기고, 뒤이어 8․15 복 후 1950년 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부터 다. 한 1968년(1975년 완공) 부산시에서 사상지역에 공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모라동도 이제까지의 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정겨

운 농 의 탈을 벗고 도시인 부산의 도시권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모라리에는 8․15 복 까지 학교가 없어 사상까지 걸어 다니며 공부

를 할 수밖에 없었다. 1948년도에 교지(校地)를 우선 마련하여 사상국민학

교(지 의 사상 등학교) 모라분교가 개설되었고, 1954년에 와서야 모라

국민학교(지 의 모라 등학

교)가 개교하 다. 모라당산

이 있는 골짜기를 사당골이

라 하며, 사당의 고개 머를 

새당넘어라고 말한다.

모라 당산은 모라2동 체육

공원 안에 있으며, 제당은 

1961년에 건립하 다. 제당

은 기와 팔작지붕에 벽은 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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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당산 전경

은 벽돌로 구성되어 있다. 제의 날짜는 옛날에는 음력 3월 14일 밤 자정과 

9월 14일 밤 자정으로 1년에 2회 제를 올렸으나, 요사이에는 음력 9월 보

름 오시에 연 1회 제를 올린다. 이 당산은 1500년경에 세웠다고 해온다. 

설에 의하면, 1600년 에 모라 원동원에 역원(驛院) 수참(水站)에 있을 

때 취임 환 회를 마친 동래부사가 동평 (지 의 당감동 일 ) 쪽으로 말

을 타고 가다가 반드시 당산 앞에서 말에서 내려 을 하고 지났다고 한다.

특이사항으로는 당산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의 시조신으로 단군 할

아버지를 모시는 제당이었으나, 언제부터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주산신령

(主山神靈)을 모시는 제당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1, 9월 보름에 

제를 지냈으나, 지 은 3, 9월에 모라복지회 회원들이 음식을 비하여 제

를 올리고 있다. 옛날에 제주는 부부생활은 하지만 아이가 없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 제주를 뽑아 제를 올렸으며, 에는 주민의 안

녕과 발 ․풍년을 기원 했

고, 가을에는 1년 농사에 

해 감사하는 감사제 다고 

한다. 이 당산은 사상구  

북구지역 당산 에서 유일

하게 단군을 모셨다는 내력이 

해지는 당산이었다(『부산

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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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참마을

수참(水站) 마을은 모라동에서 가장 북쪽에 있던 마을이다. 이 마을을 일

반 으로 시치메라고 불러왔다. 시 메 는 시치메는 수참(水站)이 변음

(變音)되면서 불리게 된 말이다. 마을의 고로들에 의하면, 그 곳에 일곱 채

의 집이 있어 일본말로 ‘시 메’라고 불 다고 한다. ‘시 메’는 수참이 변음

된 것으로 그 어원에 한 주민들의 오해가 모두 비슷하게 해지고 있다. 

이곳에 일곱 채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막거리, 즉 주막마을이다. 수참

이 있었던 곳은 바로 나루터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지 은 그 흔 을 찾을 수 없지만, 옛날에는 지 의 모라동에 나루터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옛날 낙동강 감동포(지 의 도시철도 2호선 구

포역 부근)의 상류지 에 있던 모래섬 사이로 낙동강이 세 갈래 기로 나

뉘어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곳 세 기로 나뉘어 지는 곳의 낙

동강 이름을 삼차수(三叉水) 는 삼분수(三分水)라 하 다. 이 의 한 

기는 감동포 앞을 지나 모

라동의 북서쪽으로 흘러 소

요 도와 유도 동쪽으로 돌

아서 흘 다. 이 강물을 따

라 모라동에 나루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 부터 있었던 역원

(驛院)제도는 원(元)나라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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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을 받으면서 몽골식 역참(驛站)조직으로 개편되어 참(站)이란 용어가 생겨

났다. 참에는 말과 소, 도보를 이용하는 육참(陸站)과 수로에서 배를 이용

하는 수참이 있었다. 이러한 역원이 모라리에 설치되고 수참 포구에 배가 

드나들었던 것이다.

이와 련된 기록으로 낙동문화원에서 발굴 번역한『동래부사천면고문서

(東萊府沙川面古文書)』의 ｢사상연구계좌목(沙上戀 契座目)｣이 있다. 연

구계(戀 契)는 사천면 상단에 있던 향약계(鄕約契)로서, 당시 동래부가 원

주(院主)로 지정한 단체이다.

1810년의『연구계 신좌목』에 보면, “사 가 도임할 때는 양 삼랑진에

서 본면 모라리로 왔다가 읍(邑)으로 가고 구 ( 官) 사  역시 그 게 했

으며 그 맞이하고 송별할 때의 경비가 매우 많이 들었는데 계 에서 례

로 물자를 내어 래해왔던 것이다. 그 후 100년 만에 신구(新 ) 사 를 

맞이하고 보내는 일이 북면(北面)으로 돌아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상면 모라리가 조선시  역참 역할을 한 곳으로 드러

나 있다. 당시 동래부에서 지정한 역원의 원주(院主) 던 사상연구계는 동

래부사로 부임하고 퇴임하는 사 를 맞이하고 보내는 일을 100여 년간 담

당했다고 했다. 그 연도를 살펴보면,『연구계 신좌목』에 역원을 맡았던 때

가 200년이 흘 다고 했으니『신좌목』을 편찬한 1810년으로 200년 은 

1600년  기가 될 것이며, 그로부터 100여 년간 맡았음을 계산하면 

1700년  기에 업무를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업무가 동래부 북

면 소산역( 山驛)으로 옮겨갔음이 기록에 나와 있다.

당시 동래부 동평 에 속한 사천면 상단 모라리에 있었던 역원의 지명은 

1740년 편찬한『동래부지』｢역원조｣에 휴산역(休山驛), 소산역( 山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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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원(溫井院), 언수원(彦樹院), 사천원(沙川院)이 나온다. 이  사천원

이 바로 사상의 당시 지명인 사천면과 동일하므로 이곳 모라에 있었던 역원

으로 명된다. 당시 동래부사로 발령을 받은 사 는 양의 삼랑진에 있는 

작원 (鵲院關)으로 와서 배를 타고 모라에 도착했던 것이다. 사천원 수참

에 배를 정박했던 나루터의 이름은 동두 포(東頭渚浦)로 보인다.

조선시 『 동여지도』에 보면, 낙동강 하구지역에 삼차수, 칠 산(七點

山)과 포구 던 곡동 동원(東院), 구포 감동(甘同)이 나오고 감동포 바로 

아랫쪽에 동두 포가 나온다. 동두 포는 사상 모라리의 강나루로서 1832년

에 편찬된『양산군읍지』에 보면, “동두 는 군의 남방 35리에 유포리 상류

에 있다”고 하 다. 여기에 나오는 유포는 유도의 포구로 보이며 유도의 상

류 쪽에 동두 포가 있었던 것이다. 이곳 동두 포는 삼차수 물길인 유두강

의 입구에 치하여 물길 갈라지는 [渚] 동쪽머리 포구 던 것이다.

사천원 수참이 있던 동두 포는 일본과 교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해내

려 온다. 조선시  임진왜란 까지의 한일교역의 요지로서 일본국왕사의 

수로(水路) 운송에서 첫 기

착지 던 동원진에서 하던 

업무를 임진왜란 이후에 재

개된 교역에 따른 낙동강 수

로의 첫 기착지로서 이곳 사

천원 수참이 활용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력이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모라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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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 골 민요에서 엿볼 수 있다. 수참나루의 남쪽 동네가 고동바 골인데, 

이곳에서 래되어 오는 민요 에 ‘왜놈아 잡놈아 고동바  물 간다. 편지 

한 장 해주소’(1979년 6월, 모라동 거주 김기환 씨로부터 채록) 라는 가

락이 있다. 수참나루인 동두 포에 찾아온 왜의 사 들에게 고동바 골의 

약수를 공 해주면서 교역했을 때 생겨난 노래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 역원 수참에 해서는 일제가 1910년경 조사했던『조선지지자

료』에 보면, 모라리의 원동야(院洞野) 들 과 원동보(院洞洑)라는 제방이 

있다. 그리고 모라 사당골에는 오래된 당산이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동래

부사가 역원을 출발하여 동평 을 거쳐 동래 아로 가기 해 말을 타고 이 

당산 앞을 그냥 지나면 말발굽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동래부사

도 반드시 이 당산에 참배를 하고 행차를 했다는 이야기가 해온다.

모라 수참 마을의 나루터는 1903년 경부선 철로공사 때 단 되었고, 

1930년  낙동강 제방을 쌓을 때 물길도 끊겨 옛 모습을 찾기 힘들게 되

었다. 이곳은 범방천을 경계로 조선시 부터 모라와 구포가 하고 있다. 

지 의 북구청에서 100m 거리에 있는데 철도 굴다리 으로 차량이 통

행하고 있다.

절골마을

골[寺谷] 마을은 운수사 아랫쪽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모라의 주산 아

래 운수사(雲水寺)가 있어 이곳을 오르는 골짜기가 골(寺谷)이다. 주을산

과 범방산을 사이에 두고 로 올라가는 골짜기는 논과 밭이 개울가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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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바라다 본 절골마을 모습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산골로 들어서는 입구에 청류동천(淸流洞天)이라

는 을 새겨 놓은 큰 바 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암반 로 흘러내려오는 

운수천의 물길이 보인다. 석간수(石磵水)가 흘러내리는 운수천은 가히 선경

(仙境)을 이루는 계곡으로서 청류동천이라 표 했다.

이처럼 맑은 물을 자랑하던 골 입구에는 시 의 변천으로 고층아 트 

단지가 조성되어 옛날의 모습과는 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해 다. 거기

다 백양터 까지 조성되었고, 운수사까지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상 벽해

(桑田碧海) 했다는 표 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래도 운수천 계곡물은 나 

지 이나 변함없이 청정수(淸淨水)를 유지하고 있으며 운수사  약수터에

는 약수를 구하려고 찾아오는 차량들이 날마다 을 잇고 있다. 

운수천 계곡 따라 오르는 오솔길도 그 로 남아 있다. 오르막길을 오르

면 시랑골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만나는 곳 아랫쪽에 턱 빠진 두꺼비 바

가 있다. 이 바 에는 설이 있다. 옛날 운수사를 찾아 온 걸인이 문 박

를 당하자  헛간에 있는 곡괭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 두꺼비 바 를 

내리 어 턱 부분이 떨어지고 그 후로 운수사는 쇠퇴해졌다고 한다. 지

도 두꺼비 바 에서 떨어진 

턱 바 가 그 앞에 나뒹굴어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그리고 도로 쪽 소나무 

숲속에는 부도탑(浮屠塔) 2기

(二基)가 안치되어 있다. 조

선시  기의 것으로 보이

는 남쪽 큰 부도는 높이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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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 높이 75cm)로 상 석․ 석․하 석․지 석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북쪽의 작은 부도는 기단이 지 석 에 하 석이 놓이고 

석이 없이 상 석이 놓여 있는데, 높이는 1.4m(기단 50cm)이다. 이들 부

도는 8 (八瓣)의 연꽃모양 앙련(仰蓮)이 조각되어 조선시  부도로서 우

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은 부도에는 원응당(圓應 ) 유 사(有奉

大師)의 당호( 號)와 법명(法名)이 새겨져 있으나 큰 부도에는 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곳 부도탑 쪽 숲속에는 기왓장이 보이는데 운수사 법당까지 가는 오

르막길쪽에는 지난날 사찰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도탑에서 오르

막길을 50여m 오르면 운수사 법당이 보인다. 그리고 운수사 동쪽 언덕 

에는 새로이 법당(大法 ) 1동을 건립해 놓았다. 운수사의 웅 (大雄

殿)에는 족자형으로 된 ‘아미타삼존도(阿彌陀三 圖)’가 있는데 2008년 부

산 역시 문화재자료 제43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몇 년 만 하더라도 

스님들의 요사채 우측에 500여년된 포구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안타깝게

도 고사하고 말았다. 운수사의 종각은 ｢사상팔경(沙上八景)｣  제1경인 

운수모종(雲水暮鐘)을 재 하기 해 종각을 새로 건립할 정이다.

이처럼 역사를 간직한 운수사가 있는 골은 첩첩산 이다. 이곳에 사람

이 살기 시작한 것은 운수사의 운수천 주변에 그 흔 이 남아 있다. 지 의 

운수사에서 새로 건립한 법당 쪽 언덕 의 상층부에 몇 년  연자방아

가 발굴되어 운수사와 련된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1950년에도 운수산에서 생산되었던 구들돌을 캐내는 사람들이 산막처럼 

집을 지어 살기도 하 다. 그리고 청류동천 바 가 있는 곳의 언덕 머 못

골쪽에도 근세에 사람이 살았다. 운수천 남쪽천에는 일제말기 석(重石)



229

제 13 장 사상구

절골 마을의 현재 모습

산이 개발되어 8․15 복 후 1950년  말까지 산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다. 이처럼 골쪽에는 산 머 구포의 시랑골처럼 산골에서 생

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다.

1950년  운수산 북쪽 능선에서 구들돌이 생산되어 구포 시랑골의 돌산

으로 가던 길을 이곳까지 연결하여 화물 차량이 드나들었다. 이 도로에서 

석 산이 있는 곳까지 한국 쟁 때 사상에 주둔한 미군부 의 장비로 

도로를 닦아 차량이 오르내렸다. 그래서 운수사 부도탑이 있는 곳까지 

1950년 에 차도가 개설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90년  운수사에서 시랑골로 오르내리는 도로에 시멘트 포장

을 하 다. 뒤이어 골 입구에 주공아 트 단지가 조성되었고, 2000년

에는 백양터 까지 개통되어 모라쪽에서 오르는 포장도로가 가설되어 

골에는 하루 수백 의 차량이 시랑골쪽으로 오르내리고 운수사의 약수터에

도 승용차들이 을 이으면서 산골도시로 변모하 다.

골마을 입구 동네인 주공아 트 단지 쪽에 김녕 김씨(金寧 金氏) 유

두문 (柳頭門中) 재실인 유

헌재(柳軒齋)가 있다. 이곳

에는 문  출신 동산 김형기 

(東山 金炯璣) 선생 기념비가 

서 있다. 그리고 재실 동쪽 

언덕 에는 조선시  유도에 

제방을 쌓았던 김 옥(金峻

玉) 선생 묘소 앞에 묘명비

(墓銘碑)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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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락동

삼락리

삼락리(三樂里)는 일제강 기인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 되면서 생겨

난 지명이다. 조선시  김해의 도(大渚島)와 마찬가지로 강 동쪽에 

형성된 하 도(河中島) 던 소요 도(所要渚島)와 유도(柳島)가 삼락리

의 본래 지명이다.

소요 도의 행정지명은 조선시  양산군 좌이면 소요리(所要里) 다. 소

요 도와 연이어 형성된 섬이 유도 는데, 이 섬도 양산군 좌이면 유도리

다. 그리고 유도와 연이어 국매섬이 있었다. 이 섬들은 뒤에 하나의 긴 섬으

로 연결되는데, 지형상으로 사상면 모라리․덕포리․창진리․서 리와 샛

강을 끼고 마주보면서도 행정구역은 양산군에 속했다.

조선시  낙동강 하구지역의 하 도(河中島) 에서 가장 큰 섬인 도

(大渚島)는 김해 쪽이 아닌 양산군에 속했다. 소 밭이 있었던 명지도는 김

해군에 속했지만 사상쪽에 가까웠던 소요 도와 유도, 국매섬은 구포의 행

정권에 속하여 도처럼 양산군에 속해 있었다.

조선시  기록에 나와 있는 소요 도와 유도의 공식지명은 1786년에 편

찬한『양산군읍지(梁山郡邑誌)』에 보면, 양산군 좌이 면(左耳田面) 소요

리(所要里)․유도리가 보인다. 그리고 1789년 편찬한『호구총수(戶口總

數)』에서는 좌면(左面) 소요리․유도리가 보인다. 1831년 편찬된『양산

읍지』에는 좌이 방(左耳田坊) 소요리․유도리가, 1832년 편찬된『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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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읍지』｢양산군조｣에 보면, 좌이 방 소요리․유도리로 기록되어 있다.

1906년에는 양산군 좌이면이 동래군 좌이면으로, 동래군 사상면이 부산

부 사상면으로 되었다. 1914년 양산군 좌이면이 동래군 구포면(龜浦面)이 

될 때 소요리와 유도리는 사상면에 편입되었다. 1917년 일제가 편찬한『신

구 조 조선 도 부군면리동 명칭일람(新 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

覽)』에 보면, 좌이면 소요동이 삼락동으로 되었고, 유도동 일부가 유두동

(柳斗洞)이 되었으며, 감 동 쪽에도 유도동 일부가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소요 도는 삼락리로, 유도는 유두리로, 유도와 연

한 국매섬 쪽은 감 리로 편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가 낙동강 양안에 제방을 쌓으면서 인 토목사업 끝에 

유도는 섬 자체가 강둑에 잘리어 2/3 이상이 강 쪽으로 편입되면서 유두리

란 지명도 사라지고 강 안쪽에 남은 땅은 삼락리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낙

동강 삼차수(三叉水)의 한 기인 유두강(柳頭江)도 둑 속에 갇힌 물이 되

어 강폭도 좁아졌고, 경지정리를 하면서 삼락천으로 락하고 말았다. 

이 삼락천도 옛날 유도의 가포나루터 부근은 수심이 깊었는데 1960년

말 사상공업단지 조성으로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완 히 하천으로 변했고, 

공단의 오폐수가 유입되는 공해지역의 명사로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

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9년 4 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시키고, 낙동강물

을 삼락천에 유입시켜 감 유수지와 학장천까지 연결하는 회생사업을 진행

할 정에 있다. 삼락리의 원 지명인 소요리는 일제의 입장에서 소요(騷擾)

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제외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삼락(三樂)이란 지명은 낙동강 삼차수 물길에서 삼(三)을 따고 즐거울 락

(樂)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옛날 삼차수 물길을 보면서 시인 묵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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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으며 즐거워했을 것이다. 한 운수사에 한 詩 구  가운데 ‘삼차

수 물가에 고각소리 시끄러운데…’ 하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자연 형태가 

삼차수에서 삼자를 따고 물가에서 사람들이 즐겨 놀았을 것이다. ‘지자요수

요, 인자요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선인들은 물가에서 풍류를 즐겼다. 

그래서 삼락이라고 불 다. 소요 도, 유도의 기름진 땅에서 삼차수 물길로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가(豊年歌)를 울리며 농민들이 즐거워했던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해석하기도 한다.

삼락(三樂)을 강상청풍(江上淸風, 낙동강 의 맑은 바람), 노 낙조(蘆田

落照, 갈 밭의 녁노을), 하묘 (樓下苗田, 원두막 아래의 딸기밭)으로 

후세 사람들이 뒤늦게 칭송하기도 하 으나 이것이 삼락이란 지명의 유래가 

될 수는 없다. 강 쪽으로 편입된 옛날의 소요 도와 유도의 기름진 땅에서 여

름철 홍수를 만나지 않고 에 수확을 거두는 딸기를 많이 재배하 다.

일제말기부터 조성된 딸기밭은 8․15 복 후 1970년 까지 낙동강변의 명

산물인 딸기를 찾는 사람들이 수확철인 5월의 휴일에는 구포다리 쪽에서 강둑

을 따라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때의 풍경을 읊은 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삼락동은 1914년 동래군 사상면에 속했다가, 1936년 부산부에 편입되

어 부산진출장소에 소속되었다. 1963년 정부직할시로 승격 되면서 부산진

구 사상출장소가 되었다가, 1975년 사상출장소와 구포출장소가 통합되어 

시 직할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8년 북구의 신설로 북구에 속했다가 

1995년 사상구의 신설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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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마을

유도리(柳島里) 마을은 삼락동에 있던 자연마을로 유두리(柳頭里)라고 

부르기도 하 다. 유도리는 소요리(所要里)와 함께 조선시  양산군 좌이면

에 속했을 때의 공식 지명이다. 유도(柳頭)란 지명은 1906년 제작된 지도

의 섬 이름에 나와 있다. 1878년 편찬한『양산군읍지』의 공식 지명에는 

유도리인데, 1900년  기의 지도에는 유두리로 나오고 있다.

1914년에 소요리(所要里)를 삼락리(三樂里)로 개칭하고, 유도리를 유두

리(柳頭里)로 하 다. 유도(柳島)에서 출발한 지명이 유두(柳頭)가 되고, 

그것이 유두(柳斗)로 변천된 것을 알 수 있다. 1878년 편찬한『양산군읍

지』에 나오는 하구지역의 도서(島嶼)편에 유포도(杻浦島)와 소요도(所要

島)가 강 동쪽 섬으로 나오고, 그 외의 섬은 모두 강 서쪽 섬들이다. 여기에 

나오는 유포도는 “군 남쪽 47리에 있으며, 주민이 있고 둔 이 있다”고 기

록되어 있다. 이 유포도가 유도와 가장 합한 섬으로 보인다.

1870년  의『경상도지도』,『각읍지도』,『 남지도』,『해동지도』의 

｢양산군편｣을 보면, 동시 의 지도이면서도 한 개의 섬으로 표시하거나 그 

명칭만 유도 는 소요도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으로 보아 유도와 

소요도는 하나의 섬으로 고착되었으나 명칭은 두 개로 표기되고 있다. 

1900년  구한말의 지도에는 유두(柳頭)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부분의 지도에 소요도는 나오는데 유도는 많이 빠져 있다. 1767년

에 제작한『조선팔도지도』 ｢경상도｣편에 유포도(杻浦島)가 나오고, 1861년

의『 동여지도』에는 소요도는 있어도 유도는 없다.『해동지도』의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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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 마을이 있던 현재 모습

도 양산군｣편에 “유도(柳島) 거 (距官) 46리(里)”라 기록되어 있으며, 

1872년에 제작한『지방도』의 ｢양산군편｣에도 유포도가 나온다.

1904년의 낙동강 하구지역 지도에는 유두(柳頭)로 표기된 큰 섬이 나온

다. 이때의 유도는 쪽의 소요도와 아랫쪽 국매섬(오복섬)까지 이어진 큰 

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 하구지역이 강물이 운반해온 토사(土

砂)가 퇴 하여 수많은 모래톱을 형성하면서 차츰 바닷물을 어내고 하

도(河中島)가 생겨났다. 그  제일 먼  형성된 도를 심으로 강물이 

갈라지면서 다시 하 도를 만들고, 홍수와 해일 등으로 인한 수로와 모래

톱이 변경되어 이합집산(離合集散)을 거듭하는 가운데 삼차수 세 물길로 크

게 갈라지게 된 것이다.

삼차수 물길의 한 기로서 낙동강 동쪽의 구포 감동진나루 쪽에서 리

천과 만덕천을 합류하고, 이어서 범방산에서 흘러내린 범방천의 물길이 합

류한 큰 물길은 지 의 구포삼거리 쪽인 북구청과 경부선 철로사이로 동낙

동강을 만들어 바다로 흘러들어 갔다. 이처럼 삼차수의 한 기인 사상쪽

의 유두강(柳頭江)은 소요

도․유도․국매섬의 동쪽으

로 흘러 맥도 쪽으로 빠져나

갔던 것이다.

유도리는 쪽 소요도와 

아랫쪽 국매섬(오복섬)의 

심이 되는 섬마을로 섬이

라 불 다. 이곳은 조선시  

엽인 1600년  에 김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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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 마을 주변 낙동강둑 전경

김씨(金寧金氏) 문 으로 사육신의 한 분인 백 (白村) 김문기(金文起) 

선생의 후손인 유헌(柳軒) 김 필(金永弼) 공의 집안이 섬을 개간하고 정

착하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그리고 김 필 공의 손자인 김 옥(金峻玉)이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양산군지』와 ‘김 옥 묘명(墓銘)’

에 기록되어 있다.

1878년 편찬한『양산군읍지』｢산천조｣에 보면, “유도(소요 도)는 

도 동쪽에 있으며, 답이 수백경이 되고 토질이 극히 비옥하나 홍수나 해

일이 일면 물에 잠기는 곳이다. 섬 가운데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 활인수

(活人樹)라고 한다. 김 옥이라는 사람이 심은 것으로, 해수가 넘쳐 들어

오면 사람이 모두 이 나무에 의지해 생명을 구하는 고로 그리 이름 한 것이

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모라동 서당골 골짜기의 산언덕에 있는 통정 부(通政大夫) 김

옥(金峻玉)의 공 을 후 의 양산군수 유인목(柳寅睦)이 찬양한 묘명(墓

銘)에 보면, “김 옥은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어 물 피해를 막아 삼차수 양

양(三叉水 洋洋)한 곳에 한 

섬을 편안 [一島晏] 한 공

이 있다”고 새겨져 있다.

김씨 문 에서는 이 섬에 

정착하여 살면서 제일 쪽

인 새각단 지역에서부터 제

방을 쌓고 심부에는 제방

을 고리처럼 둥 게 쌓았다. 

그리고 동쪽에 산처럼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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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우어 포구나무 3그루를 심었는데, 이 산을 동산(東山)이라 했다. 이 동산

에 있는 나무를 뒷날 홍수나 해일 때 사람들이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다고 

하여 활인수 는 활인정(活人亭)이라 한 것이다.

유도에 쌓았던 물막이 큰 제방을 언(大堰), 간 제방은 정언(中楨

堰), 뒤에 새로 쌓았던 제방은 신언(新堰)이라 하 다. 동산 쪽에 있었던 

들 은 동산평(東山坪), 유도의 서쪽 들 은 가야평(佳也坪), 방평(寬坊

坪), 새들 은 신방평(新坊坪)이라 했다. 

유도에는 두 곳의 나루터가 있었는데, 덕포와 마주보는 곳에 가포(駕浦)

가 있다. 이 나루터는 지난 날 사육신의 후손으로 역 의 멍에를 지고 들어

온 곳이라 멍에개라 하 고, 한자로 가포로 표기하 다. 그리고 덕두로 가

는 나루터는 유도의 제일 아랫마을 서쪽에 높은 지 를 조성하여 포구나무 

4그루를 심어 진등뫼라고 부르는 곳에 있었다. 유도에는 김녕 김씨 집안의 

서당(書 )도 있었다.

이처럼 번성하던 유도가 쪽의 소요 도와 함께 1930년  일제의 낙동

강 제방공사로 섬이 단되어 버리면서 2/3가 제방과 강쪽으로 편입되었

다. 유도의 지명은 지난날 섬주 에 왕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400년 넘게 이 섬에서 살아온 김녕 김씨 

유두문 의 입향조인 김 필(金永弼) 선생의 호(號)가 유헌(柳軒)인데 모

두 버드나무와 련된 칭호인 것이다. 

김녕 김씨 집안 출신의 인물로, 유도에 제방을 쌓았던 김 옥(金峻玉, 

1610～?) 공을 시하여『양산군지』에 여덟 분이 인물란에 소개되어 있

다. 그리고 경성의  재학 시 3․1만세 운동에 재경유학생회 회장으로 시

를 주도하여 징역 1년을 살았던 동산(東山) 김형기(金炯璣,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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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선생은 부산에서 동산의원을 열어 일제강 기 때 독립자 을 희사

한 독립유공자이며, 복 후 미군정청 수석고문으로 귀환동포후원회장을 역

임하다 한국 쟁 직후 보도연맹 련자로 계기 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된 

인물이다. 

가포마을

가포(駕浦) 마을은 삼락동 간이운동장 쪽 낙동강변에 있던 자연마을이

다. 새마을 남쪽에 치하며, 삼락동에서 가장 먼  생긴 마을이다. 유도

(유두리)와 소요 도(소요리)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상면에 편입

되면서 유도는 유두리로, 소요 도는 삼락리로 되었다. 1930년  낙동강 

제방을 쌓을 때 이들 섬의 2/3가 제방과 강쪽으로 편입되면서 유두리란 지

명도 사라지고 삼락리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삼차수의 한 기 던 유두강도 모라 수참의 동두 포 앞에서 갈

라져 흐르던 물목이 막힘으로써 갇힌 물이 되어 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

다. 삼락리란 지명으로 둔갑한 옛 섬마을은 낙동강 제방과 갇힌 물 따라 

길고 좁은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옛날 유도에서 처음 생겨났던 가포도 배

가 없는 나루터가 되면서 나루터 인근에 살던 20여 가호만 남아서 가포 마

을을 형성하여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쪽의 소요나루 쪽에는 겨우 4, 5가

구만 남는 라한 모습으로 변하 다.

유두강 옛 물길도 상류쪽에는 강폭이 100여m 되는 곳도 있었으나, 차츰 

어들었고 물길의 깊이도 큰 배가 드나들던 때와는 달리 2, 3m 정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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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둑에서 바라다 본 가포마을 현재 모습

르 다. 그래도 여름철이면 여기에서 멱을 많이 감았고 간혹 물에 빠져 죽

는 일들이 생기곤 했다. 그리고 여름철 홍수가 지면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

고 가옥이 침수되기 일쑤 다. 홍수가 날 때면 삼락동 주민들은 옛 유두강

을 건  모라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라의 로(村 )들 사이에 해오는 농담이 하나가 있다. 삼락 

사람들은 모라 사람보고 평소에는 ‘모라놈’ 하다가 홍수가 지면 ‘모라할배’라

고 사정한다는 것이었다. 1968년 부산시에서 이 지 를 공업단지로 조성하

면서 삼락동의 동쪽 옛 유두강을 매립하여 토지로 이용하고 그 신 새로운 

배수로를 인공으로 조성하여 감 배수장까지 빠져나가게 하 다.

삼락동은 이 배수로인 삼락천을 경계로 모라동․덕포동과 하고 남쪽으

로 괘법동․감 동과 이어지고 있다. 삼락동의 배수로 서쪽 지역은 낙동로

를 사이에 두고 공장지 가 되었고 여기에서 내뿜는 공해물질이 삼락천을 

오염 하천의 명사로 만들기도 하 다.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 삼락천에서 감 배수로를 거

쳐 엄궁까지 강물을 유입하

여 막힌 물을 흘러내리게 하

는 공사를 진행할 정이어

서 하천 정화를 통하여 자연

하천으로 거듭나는데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삼

락천에는 모라동과 덕포동으

로 건 는 다리가 많이 설치

되어 있어 차량이나 사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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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동 송령당 전경

래에 큰 어려움이 없다.

삼락동 송령당은 삼락동 396-10번지에 치하고 있으며, 1992년 제당

을 건립하 다. 제당은 슬라  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

다. 제당 북쪽에는 수령 120여년이 되는 소나무가 당산나무로 남아 있다. 

소나무 2그루 에서 고령인 이 나무는 비스듬히 워있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당산나무에 시멘트 받침 를 설치하 다. 이곳 일 가 공

장지 로 바 면서 공장 안에 갇힌 당산나무가 되었다. 그 외에 측벽나무 3그

루가 북쪽 담장 가에 서있다. 

제의 날짜는 옛날 음력 정월 2일 자정 경에 지냈으나, 요사이는 음력 정

월 10일 오시(午時)에 지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특이사항으로 원래 

이 제당의 이름은 가포당산이었는데 1992년 제당을 새로 정비하면서 송령

당(松靈 )으로 개칭했다. 이곳에서는 당산제만 지내는데 원래 당산 할배, 

할매 두 분을 모셨으나 요사이는 없어진 앞마을 당산신과 함께 세분을 모시

고 있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유도쪽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포 마을은 공장 집

지 로 변하여 옛 흔 을 찾

아 볼 수가 없지만, 당산나무

가 마을의 역사를 변해주

고 있다. 가포마을 북쪽 옛날 

솔섬(소래섬) 지역에 남아있

던 5, 6채의 가집 자리는 

낙동로에 편입되기 까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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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국을 는 집이 있었고, 낙동강변에는 재첩잡이 배가 정박해 있었다. 

국 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낙동강 재첩은 1987년 낙동강 하구둑 공 

이후 사라져 지 은 재첩이 서식하지 않는 강으로 변하 다. 옛날 낙동강에

서 채취한 재첩으로 재첩국을 팔던 그 자리에는, 섬진강 재첩이지만 재첩국

집이 들어서서 재첩국 골목을 형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어 옛 정

취를 느끼게 해 다.

소요리마을

소요리(所要里) 마을은 삼락동에 있던 마을로, 조선시  양산군 좌이면에 

속했는데, 하 도(河中島)인 소요 도(所要渚道)에 있던 섬마을이었다. 소

요 도는 1530년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 地勝覽)』｢양산군

편｣에 보면, “소요 도는 도(大渚島)의 동쪽에 있으며, 밭 수백여 두락

(斗落)이 있는데 땅이 몹시 기름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차강(三叉江)에 한 기록을 보면, “고려시  종 때 김해 도호부(金

海 都護府) 부사로 와 있던 한충(韓沖)이 본도(本島)가 땅이 넓어서 다스리

기가 어려우므로 임 께 상주하니 하룻밤 사이에 낙동강이 세 갈래로 갈라

져서 삼차강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한 기는 감동포(구포)에서 소요도의 

동쪽에 와서 바다로 들어가고, 한 기는 출두도의 동쪽에서 덕두도의 서쪽

에 와서 바다로 들어가고,  한 기는 도의 서쪽에서 바다로 들어간

다고 하 다. 그래서 삼차수(三叉水)라 한다”는 것이다.

삼차수에 한 기록은『양산군지』나『김해부지』등에 칠 산과 함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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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리 마을이 있던 현재 모습

루 나와 있고, ｢김해팔경시(金海八景詩)｣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삼

차수의 한 기가 소요 도의 동쪽, 즉 사상 쪽으로 흘 다는 것이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물길이 갈라지는 요한 요지로서 소

요 도(所要渚島)라는 이름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인다. 

소요 도의 바로 아랫쪽에는 유도․국매섬이 있었는데 뒤에 토사의 퇴

으로 한 개의 섬으로 바 게 된다. 소요 도에 한  다른 기록을 보면, 

삼차수 물길을 사이에 두고 사상의 덕포리 주민들이 배를 타고 건 와 농사

를 지었다는 내력이 해온다. 덕포리 진선계(津船契)에 해오는 고문서 

에 동래부사에게 올린『사상면덕포리거민등장(沙上面德浦里居民等狀)』

에 보면, 소요 도에 농사를 지으러 가면서 타고 다니던 배를 수리하기 

한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소요 도는 소요도, 는 솔섬, 소래섬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삼차수 물길이 

갈라지는 곳에 있던 기름진 땅을 보유한 요한 섬이었음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옛 동래지역의 ｢고지도(古地圖)｣에도 유포리와 함께 소요리가 나타나

고 있다. 이처럼 리 알려진 

소요 도, 소요리의 지명은 

일제강 기 때인 1914년 행

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삼락리

(三樂里)로 바 면서 완 히 

사라진 마을이 되고 말았다.

1910년 경 일제가 조사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

料)』에 보면, 소요리에 있



242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던 옛 지명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곳에 있던 나루터는 소요진(所要津), 강변

에 주민들이 쌓았던 제방은 소요제(所要提), 제일 큰 들 은 평(大坪), 작

은 들 은 소평( 坪), 골 운수천 쪽과 마주보는 곳은 사곡평(寺谷坪), 모

라리에 있던 사천원(沙川院), 역원의 둔 답은 사천평으로 기록하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산부 좌이면 소요동(所要洞)이 동래군 사

상면 삼락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래는 양산군 좌이면에 있던 마을인

데, 1914년 이후 동래군 사상면 삼락동에 편입된 마을이다. 소요리에서 삼락

리로 변한 이 지역도 1930년  낙동강 제방을 쌓으면서 소요 도는 유도와 

함께 섬의 2/3 이상이 강쪽으로 유입되어 둔치지역으로 남게 되었고, 강둑 안

쪽으로는 하천으로 변한 삼차수 물 기와 함께 옛 모습을 완 히 잃고 말았다.

6. 엄궁동

엄광리

엄 리(嚴光里)는 엄 산(嚴光山, 503.9m)의 서쪽 기슭의 높은 언덕 에 

산을 등지고 자리를 잡은 마을로, 해 뜨는 시간이 매우 늦고 겨울에는 낙동강

의 세찬 바람이 불어 닥쳐 주거지역으로서는 부 합한 마을로 여겨진다. 그러

나 갈 가 우거져 있는 낙동강변을 내려다보며 갈 지붕에 토담집을 지어 평

화롭게 모여 살며 농사와 어업에 종사해온 강안(江岸)의 빈곤한 마을이었다.

1740년 편찬한『동래부지』산천조에 보면, 엄 산은 “부의 남쪽 30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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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에는 구 이 있고 아래는 두모진이 있다(在府南三十里上有龜峯下

有頭毛鎭)”고 하 다. 구 산은 엄 산 에 있는 산 우리 수 가 있던 

곳이다. 엄 산에는 옛부터 해지고 있는 설이 있어 이 부근에서는 신성

시 되었던 산이었다. 엄 리 주민들은 마을 뒷산을 엄 산으로 불러왔다.

마을주민 일부가 농사를 짓기도 하 으나 부분 어업에 종사하 다. 이곳의 

명산물은 재첩이라는 담수패와 잉어, 뱀장어, 그리고 숭어 는데 특히 재첩배의 

수확이 많아서 이 마을의 아주머니들은 재첩국 장수 아닌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들은 밤새 끓여서 만든 재첩국을 동이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밤 에 마

을을 떠나 걸어서 개는 하단동을 돌아 티고개를 넘어 신동․부민동․

아미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벽거리를 비며 큰 소리로 “재첩국 사이소오”

를 외쳤다. 과거 부산사람들은 이 소리가 매일같이 듣는 아침의 첫소리

고, 동시에 기상을 알리는 신호처럼 되었다. 부산을 찾아온 나그네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되기도 하 다.

『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상면 내에 엄 리가 있었다. 당시 엄

리의 호수는 25호 다. 김씨가 7호, 이씨가 4호, 박씨가 3호, 최씨가 3호

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부산부 사상면 엄 리가 동래군 사상

면 엄궁리가 되었다. 1917년 편찬된『신구 조조선 도부군면리동명칭일

람』과 1937년에 편찬된『동래군지』에 의하면, “엄궁리는 동래군 사상면 

하에 있다”라고 하 다.

엄궁리에는 일제강 기 때부터 8․15 복 이후까지 양어장이 있었으므

로 붕어낚시의 명소로 알려져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들었다. 엄궁리는 자연

환경이 아름답거나 소풍에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번잡한 시내를 벗

어난 하단으로부터 엄궁에 이르는 낙동강변의 원풍경을 즐길 수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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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던 것이다.

1963년 부산시가 정부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진구 사상출장소에 편입

되었다. 1975년 북부출장소에, 1978년 북구에 속했다가, 1995년 사상구

가 신설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3년 사상지역이 부산직할시로 편입되면서 이곳 역시 개발의 각 을 

받기에 이른다. 이에 갈 가 우거진 낙동강변 산기슭의 조용하고 평화롭던 

낭만의 엄 리도 사라지고 신흥도시지 로서 산을 깎은 곳에 형아 트가 

들어서는 등 크게 발 하고 있다. 엄궁동 서쪽의 낙동강 하구는 천연기념물

인 철새의 도래지이다. 

이곳 출신 인물로는 이정환(李廷煥, 1917～?) 씨가 있다. 그는 동경상

를 졸업하고 연세 학교 교수, 농 앙회회장, 산업은행총재, 재무부장  

등을 역임하 다. 서로는『고등학교 상과교과서』등을 편찬하 다.

산동네마을

산동네 마을은 엄궁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엄 산 산기슭에서 연못이 

있는 곳까지이며, 옛날에는 15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산동네 마

을에는 장군샘[ 軍井]이 있었다. 산동네 마을은 15가구 정도가 살았으며, 

마을주민들은 장군샘에서 물을 길러 식수로 음용하 다고 한다. 물맛이 좋

기로 이름이 나 이 물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지 은 엄궁동 일 가 엄 산 턱까지 택지가 조성되어 일반주거지와 아

트단지로 바 면서 물맛이 좋기로 이름이 알려졌던 장군샘과 수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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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네 마을의 현재 골목 모습

어졌다. 이곳에 있던 못은 과거 계단식 답(다랑이 논이라고도 한다)에 물

을 공 하기 해 만든 수지 다. 수지의 축조년 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일제강 기 때 조성되었다고 하여 진다. 계단식 답에 농업용수

로 수지를 만든 것이 거의 일제강  때 조성된 것이다.

이곳 산동네마을 주민들은 장군샘의 물을 먹으면서 작은 산동네 마을을 

형성하 다. 마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맨 먼  주민들은 두 에 의해 우물

을 먼  개발하 다고 한다. 우물터는 만남의 장소이자 소문을 듣는 정보의 

마당이었다. 삶의 애환을 함께 나 는 우물터는 역사  삶의 장이었다.

이곳 산동네 마을은 에는 김(金)씨, 이(李)씨, 박(朴)씨 등 5, 6가구

가 살았다고 한다. 그 후 조 씩 주민 수가 늘었다고 하며, 삶의 수단으로는 

농토는 거의 없었고 마을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 물가에서 재첩이나 민물고

기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 강변에 늘려 있던 갈 를 베어 팔아서 생계를 수

단으로 삼았다고 한다.

당시 산동네 마을에서 하단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산을 깎아 오솔길을 만

들어 오르내렸다고 한다. 그

리고 구포와 사상방면으로는 

모래둑길로 걸어 다녔다고 한

다. 그 시 의 삶은 어느 

구나 차별이 없었으며 살기 

해서는 박한 생활환경을 

넘어서야 했다. 이곳 산동네

마을 주민들도 특별한 생활

수단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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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광포 마을의 현재 모습

엄광포마을

엄 포(嚴光浦) 마을은 엄궁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엄 포(嚴光浦)는 

지 의 엄궁동 앞 낙동강변에 있었던 포구를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 포

구는 정작 나루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엄궁동 사람들의 교통은 아

주 불편하 다.

이곳 주민들이 아의 업무를 보기 해 사상면 치소(治所)로 가려면 배

로 이용하거나, 걸어서 일을 보려면 마을 북쪽 엄 산 기슭을 돌아 ‘두리재’

를 넘어 장문리과 학성리을 지나 주례리의 남산 기슭을 돌아서 주례 감동을 

거쳐 괘내리에 이르 다. 한 남쪽 사하면 하단으로 가려면 승학산(乘鶴

山) 서쪽 기슭 장돌뱅이 고개를 넘어 뱅뱅 돌아 하단으로 갔다고 한다. 

이러한 교통 불편으로 강 아랫쪽의 하단포(下端浦)에 교역권을 빼앗기

고 김해의 명지, 보리섬[麥島] 등과 교류하는 나루터 구실도 할 수 없었

다. 오직 주민들의 고기잡이배의 선창으로 가을에 일웅도(日雄島), 을숙

도에서 채취한 갈  운반선

으로 이용되었다.

1831년 낙동강(샛강) 

밭둑이 장인도 앞까지 축제

되어 엄궁동 주민들은 이 둑 

뒤를 걸어서 사상까지 내왕하

다. 그 뒤 1894년 청일

쟁 때 일본은 부산을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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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궁동 앞 낙동강 전경(현재)

의 병참기지로 사용키 하여 1893년 하단에서 엄궁동까지 강안(江岸)도

로를 개설하 다. 하단포에서 교역하던 성주 이씨(星州李氏) 이참 (李參

奉) 공이 이곳에 객주지 (客主支店)을 개설하 다. 객주집을 차려 넓은 객

주마당에 연자방아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 다.

한편, 강 건  명지(명호)의 공염제도(公鹽制度)가 1891년에 폐지되고 

사염화(私鹽化)되어 소 장수들이 모여들었고 소 배가 엄 포를 떠나 경

상북도 안동까지 드나들어 미곡 을 교역하 다. 그리고 보부상, 행상 등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뱃사람 내왕이 빈번해지자 나룻배도 내왕이 많아져 엄

포 나루는 한때 성시(盛 )를 이루었다고 한다.

일제강 기 때부터 8․15 복 이후까지 양어장이 이었었다. 양어장은 

붕어낚시의 명소로 알려져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들었다. 그러나 이들 낚시

터는 부분 엄궁동의 경계선이나 그 머에서 낚시를 즐겼다. 특히 엄궁

다리 건  배수장 에는 엄궁 양어장이 있어서 한동안 유로 낙시터의 시

를 이루기도 했다. 엄 포마을 앞에는 자연환경이 아름답거나 소풍에 좋

은 조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번잡한 시내를 벗어난 하단

으로부터 하단에서부터 엄궁

에 이르는 낙동강변의 원

풍경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

아오기도 하 다.

1950년까지는 일본군이 개

설한 강안도로가 있었으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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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궁농산물도매시장 입구 전경

이 좁고 험하고 남북의 고개가 높아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

민들은 걸어서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하단으로 통하는 도로는 지

의 산업도로가 아니고 수십 미터가 올라간 산복을 빙빙 돌아서 하단으로 내

려가는 길이었다. 이 길은 지 도 남아서 옛 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북쪽으

로 통하는 도로도 고갯길이었으나 남쪽 길처럼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길로 사상까지 걸어서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었으니 참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이었다. 지 은 확 뚫린 산업도로가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으며, 낙동강변으로 다 항 배후도로가 건설되어 있어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으로 불편이 없을 정도이다.

옛 낙동강 강변쪽에 있었던 습지지역은 매립되어 공장지 나 각종 시설

들이 들어서 있다. 특히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은 부산에서 농산물 공 도

매시장으로 첫 출발하 던 시장으로 1993년 8월 문을 열었다. 청과물시장 

3개동, 트럭단  매장 3개동을 비롯하여 고추마늘 시장, 리 융동, 잔

품처리동, 북 시설  서어비스동 등 11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주차능력 1,585 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

산지역 체 농산물유통물량

의 56%를 이곳 농산물도매

시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유통물량이 증가하고 있

어 앞으로 추가 시설확장이 

시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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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궁동 뒷산에서 바라다 본 전경(앞으로 낙동강 흐른다)

지불마을

지불 마을은 엄궁동에 있던 자연마을로, 지 의 엄궁삼거리에서 엄궁 학

교 사이에 있었다. 한 학회에서 1980년 편찬한『한국지명총람』10권, ｢부

산․경남편｣에 보면, 지불마을 소개되고 있다. 8․15 복 후에는 그곳

에 거주하는 주민은 10여 가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지 은 도시화로 주거 

집지역으로 도시화되었다.

엄궁동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동로에서 엄 산 산록을 개발하여 북서

방향을 보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풍수지리 으로 마을의 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별히 자연환경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었다. 강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으로 물을 얻는데도 쉬운 곳은 아니다.

이곳 지불 마을에는 김(金)씨, 이(李)씨 등의 성(姓)을 가진 분이 살았는

데, 지 은 김씨, 이씨 보다는 마을이 도시화되면서 주택지로 변하여 거의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부분이다.

지불 마을에서 선 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고로분들께 마을의 유래에 해 

물었더니 지불이란 지명유래

에 해서는 확실히 모르나 

옛날부터 ‘지이불’이라고 불

왔다고 한다. 지불에 한 

뜻과 유래는 명확하지는 않

지만 그곳에서 정월 보름

날에 쥐불놀이를 하던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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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마을의 현재 모습

로, 는 지이불만 챙기는 말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불마을 주민의 삶도 질박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상지역의 

낙동강변 주 의 여타 마을과 별만 다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농토

도 없었으며 어 의 강가에서 재첩이나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하 다. 그

리고 갈 를 베어 발과 빗자루 등을 만들어 팔았으며, 삶이 여느 마을과 

같이 고달팠다고 한다.

지불마을 인근에 있는 통장이골은 엄궁동산  골짜기 아래 화장하는 곳

이 있었는데 지 의 엄궁 학교 일 이다. 이 골짜기는 유령이 나온다는 골

짜기로 무시무시한 곳이었으며, 그 머 서당이 있었는데 술해치가 있어 술

먹은 사람을 해치는 귀신이 나왔다고 한다. 

한편, 지불 마을에는 설화가 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꼬부랑할매가 방우돌을 가지고 놀다가 하나는 꼬부랑바 가 되고, 

다른 하나는 큰 바 가 되었다’고 한다. 그 큰 바 에 돌이 하나 얹  있었

다 한다. 그리고 3개가 더 있었으나 간 곳이 없다고 한다.

지 의 지불 마을은 엄궁동

의 심지역으로 시설을 

갖춘 병원을 비롯하여 형음

식 , 종교시설, 학원, 학교 

등 주민의 편익시설이 부족함

이 없다. 한 옛 마을이 있

었던 부근에는 형마트, 재

래시장까지 들어서 있어 주

민의 삶을 한층 높여주고 있



251

제 13 장 사상구

장돌뱅이 마을의 현재 모습

다. 교통 수단으로 버스노선만 있어 다소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

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간 연결할 노선이 추진되

고 있어 한층 더 편리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똘뱅이마을

장돌뱅이 마을은 엄궁동에 있던 마을로, 장돌배이 고개 부근에 있었다. 

옛 엄 리에서 하단 당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장돌뱅이고개라 하 는데, 지

의 남태평양호텔 부근 도랑 쪽에 있던 고갯길이다. 이 고개 북쪽 고개 

아랫쪽에는 장돌림 마을과 고갯마루에 장돌림 주막이 있어 이 고개를 장돌

뱅이 고개라 하 다.

장돌뱅이는 우리말 ‘장돌림’의 낮춤말로, 주로 요즘에는 보따리장수라고도 

한다. 즉 조선시  때 객주보다는 한 단계 낮은 장사꾼으로 보부상들을 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장돌뱅이란 각 장(場)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는 상인을 말한다. 장돌뱅이

는 각 지방의 물건을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며, 한 정

보를 달하는 통신사의 역

할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

로 장돌뱅이는 각 고을에 있

어서 꼭 필요한 존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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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돌뱅이 고개로 넘어가는 입구의 전경

에는 주로 5일장이 많았고, 각 고을마다 장날이 달랐다. 이 게 장날

에 맞춰 물건을 지거나 싣고 각 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는 사람들을 장돌

뱅이라 불 다. 장돌뱅이가 본격 으로 생겨난 것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던 

조선 기 이후로 보인다. 물론 그 에도 소규모의 이런 상인들이 있긴 했지

만 본격 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경제규모가 커진 이 시기 이후이다.

조선시  때 부산지역의 표 인 재래시장은 1770년 편찬된『동국문헌

비고』에 보면, “부산진성 서문밖에 4일, 9일장의 정기시장인 부산장이 있었

다”고 했다. 부산장(釜山場)은 읍내장(邑內場), 좌수 장(左水營場), 독지장

(禿旨場), 하단장(下端場)과 함께 부산지역의 5일장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조선후기 실학자 서유규가 1827년에 술한『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서 당시 5일장에서 거래되었던 물품을 보면 , 콩, 면포, 마포, 비단, 

청어, 북어, 구, 해삼, 식기, 종이 등 많은 물품이 거래되었다 한다.

한 조선시  재래시장은 장시(場 ) 장문, 향시라고 하여 제각기 특색이 

있었고 큰 장에는 우(牛)시장도 함께 있었다. 이러한 장날에는 새옷을 갈아

입고 나들이하는 즐거운 날

이 되고, 생산품을 팔아서 필

수품을 구입하게 되고, 장날

을 정하여 인근끼리 만나기

도 하고, 삼지돈, 지돈을 

만져가며 사돈을 만나고, 아

는 사람을 만나서 안부를 묻

고 안부를 하기도 하 으

며, 나무짐을 팔아서 장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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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선지국을 하기도 하 다.

엄궁동은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으로 사상(沙上) 사람들이 하단장(下端

場)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했다고 한다. 한 걸어서 가려면 감동․주례

까지 와서 엄 산 동북쪽 능선인 속칭 주례남산 기슭을 돌아서 학성 장문리

(지 의 학장동)를 지나 두루재를 넘어 엄 리(지 의 엄궁동)를 지나 이 

장돌뱅이 고개를 뱅뱅 돌아 하단장에 이르니 하단장에 가려면 왕복 40리를 

걸어야 했다고 한다.

지 은 옛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강변쪽은 매립되어 공장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그 옛날 하단장으로 가던 길은 도시화로 인하여 주택지로 변

화면서 그 흔 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옛 고갯길의 흔 으로만 추억

으로 더듬을 뿐이다.

7. 주례동

주례리

주례리(周禮里)는 백양산(白楊山)을 등지고 있는 본동 마을과 엄 산(嚴

光山)을 등지고 있는 냉정(冷井) 마을을 합쳐 주례동이라 하 으나, 지 은 

서쪽의 본동이 주례1동이고 동쪽의 냉정 마을이 주례2동으로, 1979년 1월 

1일부로 분동(分洞)되어 있다. 

주례동의 옛 이름은 두례, 두리라고 하 다. 그리고 사상지역 고문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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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고원(榛古員), 주역원(周易員)의 두 곳이 나온다. 이들의 지명이 주례라

는 지명과도 연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례는 신라 이 에는 거칠산국

(居漆山國) 속에 있었고, 신라가 이를 병합(倂合)하여 거칠산군(居漆山郡)

을 두면서 그 속 이던 증 (大甑縣)에 속해 있었다. 이 시기는 신라 지

증왕(智證王) 6년 이후가 될 것이다. 

그 후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신라 직(新羅官職)을 국식(中國式)

으로 고치고 구천, 소오경, 백십칠군, 이백구십삼 을 설치하고 우리 고유

한 지명을 한자음(漢字音)으로 고치면서 거칠산군(居漆山郡)을 동래군(東

萊郡)으로 바꾸고, 증 (大甑縣)을 동평 (東平縣)으로 부르게 된 것이

다. 이때의 두 마을 역시 주례(周禮)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 사상일

의 다른 마을과 같이 동평 (東平縣)에 소속되었다.

1547년(명종 2)에 동래 (東萊縣)이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고 동평

(東平縣)이 동래부 동평면(東萊府 東平面)으로 바 었다. 주례동은 동래부 

사천면 상단 주례리(東萊府 沙川面 上端 周禮里)가 되었다. 1780년(정조 

4)에 사천면 상단(沙川面 上端)이 사상면(沙上面)으로, 하단(下壇)이 사하

면(沙下面), 사 면(沙中面)으로 구분될 때 동래부 사상면 주례리(東萊府 

沙上面 周禮里)로 바 어 부르게 되고, 일제강 기에는 동래군 사상면 주례

리(東萊郡 沙上面 周禮里)가 되었다.

1963년 1월 1일 부산시가 정부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동래군 사상면(東

萊郡 沙上面)이 부산시에 편입되어 부산진구 사상출장소 할 동이었으나, 

1978년 북구(北區)에 속했다가, 1979년 주례1, 2동으로 분동, 1991년 

주례1동이 주례1, 3동으로 분동되었다. 1995년 사상구가 신설되면서 오늘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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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리 마을에는 마을 수호신(守護神)인 할매당산과 할배당산이 있다. 원

래 할매당산은 아랫마을(철로 )에 있었고, 할배당산은 윗마을(철로 )에 

있었던 것이, 아랫마을 할매당산은 헐리어 윗마을에 옮겨져 매년 4월 1일

과 10월 1일에 동제(洞祭)를 지내고, 당집 에 있는 당산목( 山木)도 그 

수령(樹齡)이 백년이 넘고 있다. 

아랫 마을에서 윗 마을을 향해 올라가는 길 에 우물[井]이 있고, 우물 

에 큰 고목이 있다. 지 은 볼품없으나 옛날에는 우물 이 넓고 깨끗하며 

아랫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이었다. 아침, 녁이면 마을 아낙네와 처녀들이 

물 길러와 서로 정담을 나 는 곳이기도 하다. 우물 에 해나무는 그 수령

이 300여년이라 한다. 경부선 철도가 부설될 때 이 해나무와 우물이 없어

지게 되자, 마을주민들이 결사반 하여 철도 치를 로 옮겨놓게 하 다.

주례리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는 임란을 후하여 이곳에 뿌리를 내

린 함안 조씨(咸安趙氏), 남평 문씨(南平文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여산 

송씨(礪山宋氏), 양 박씨(密陽朴氏), 경주 이씨(慶州李氏), 김해 배씨(金

海裵氏), 남원 양씨(南原梁氏) 등의 성바지 14 에서 10 째 내려오고 있

다. 매년 음력 10월이면 이들 성씨의 후손들이 조상의 묘소 는 사당에서 

향제를 올리고 있다. 

엄 산 기슭에서 시작하여 개 동의 엄 산 기슭에 이르는 기다란 석성

(石城)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이 석성의 축성 연 는 알 수 없으나, 동평

의 서쪽 낙동강 방면으로부터 방어하는 성으로 보인다. 구 에 의하면, 

이 석성은 고려시 부터 조선 기까지 군마(軍馬)를 사육하는 곳이라고 

해오고 있다.

이곳 출신인물인 오택(吳澤, 1897～1948) 선생의 호는 북성(北星), 만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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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새 마을에 있는 시장 골목

(晩春) 이름은 혜 (慧濚), (晙永) 등으로 사용했으며, 말년에 택(澤)으

로 불 다. 오의선(吳義善) 씨는 해주(海州) 오씨(吳氏)문  출신이다.

골새마을

골새 마을은 주 동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한 학회에서 1980년 편찬한

『한국지명총람』10권, ｢부산․경남편｣에 마을이름이 나타나 있다. 골짜기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골새 마을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골새란, 골

짜기 사이라는 말이다. 이곳은 에 챙알바 [바 ]라 불리는 바 가 

있었다. 그리고 300여년 넘는 고목인 괴목(槐木)인 횃나무가 있고, 고목과 

함께 우물이 있다. 

이곳 골새는 주례의 본리 마을과 두  마을을 총칭하는 마을로 보인다. 

이곳 골새 마을의 챙알바 에 한 설화가 다음과 같이 해온다. 힘이 센 

변장사라는 사람이 이곳으

로 옮겨왔다는 설이 있다. 

괴목은 수령이 300여년 이

상 되는 고목으로 나무 에

는 우물이 있다. 이 고목에

도 목신(木神)이 있다하여 

이 나무를 훼손하게 되면 사

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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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경부선 부설공사로 설계노선을 정하기 해 이 고목에 손을 

 자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해오는데 지 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고

목의 상태는 심하게 훼손되어 고사 직 에 놓여 있다. 껍질 속에는 텅 비어 

있으며, 가지는 에 비해 푸른 잎의 수가 빈약하며 충분한 양공 이 

부족함을 볼 수가 있다.

우물은 지 도 이웃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동네가 형성될 때 먼  두

의 모임에서 주민들은 우물을 먼  개발하 다. 우물은 마을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물터는 마을사람들의 삶에 한 애환을 달

래주는 만남의 장소이자 마을의 소식을 해주는 소식마당이자 정보가 

소통하는 삶의 장이었다. 많은 역사가 이 진 우물터를 인들은 잊

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곳 골새 마을에는 여산 송씨((礪山宋氏), 경주 이씨(慶州李氏), 남원 

양씨(南原梁氏), 김해 김씨(金海金氏), 분성 배씨(盆城裵氏), 주 이씨(全

州李氏) 등이 살고 있었다. 지 도 후손들이 몇 집씩 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례동에는 여산 송씨, 

경주 최씨, 분성 배씨, 해주 

오씨 등이 각각의 재실과 사

우(祠宇)를 가지고 있다.

이곳 골새 마을은 주례의 

본동 마을과도 같은 마을이

다. 골새 마을에 처음부터 세

거해온 집안은 여산 송씨로 

보인다. 지  이곳에서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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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산 송씨는 15 째 살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의 삶은 뒷산에 계

단식 천수답이 있었고 마을 앞에는 과거엔 거의 물바다 다고 한다. 그 다

면 옛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엿볼 수가 있다. 여느 농 마을과 

같이 옛 사람들의 삶은 고통이 함께하는 질박한 삶이었다고 보아진다.

골새마을 앞에는 소남(召南) 나래라는 마을과, 사목포(司牧浦)라는 포구

가 있었다. 포구에 해서는『사천면고문서(沙川面古文書)』에 실려 있다. 

경부선 철로 부설공사 이 에는 이곳 골새 마을이 규모가 컸다고 보여진다. 

이 큰 골짜기 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다. 

1714년 이 환『택리지(擇里志)』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

은 계거(溪居)”라고 했다. 이는 산골짜기 이란 말이다. 따라서 이곳 골새 

마을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살고 있었다.

최근에는 이곳 골목시장이 번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곳 골새 마을의 골목

시장을 이용하 다. 과거엔 동사무소와 마을 고가 있었으며, 지 은 도로

변으로 옮겼으나 과거의 골새 마을의 동세는 매우 컸던 것이다. 지 은 재개

발이란 명목으로 동네가 공동화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빠른 시일 내 도시가 

정비되어 옛 명성을 찾았으면 한다.

냉정마을

냉정(冷井) 마을은 주례2동 185번지 일 에 있던 자연마을로, 냉정(冷

井)이라는 우물이 있는 곳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진 마을이다. 냉정우물, 냉

정샘터 등으로 불리는 냉정에 한 역사  유래는, 자세히 알려주는 문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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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드문 계로 지 까지 개 구 에 의해 해 내려오고 있다. 냉정우

물은 사상구 명소  하나다.

1872년 제작된『경상도지도』에 보면, 냉정․주례․감동․괘내․덕포․

모라 등 6개의 (村)이 나타나 있다. 한 사천면고문서(沙川面古文書)인

『沙川面田畓災結永 冊(1775)』에는 사천면에서 재해를 당해 구히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지주의 토지에 한 내용과 사천면 상단과 하단의 

마을 이름과 경작자 명단  서원의 토지에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사천면 상단(上壇)은 주례리․냉정리․학성리․서 리․감동리․덕포

리․창법리․괘내리․모라리․엄 리 마을로 구분되어 있었다.

냉정은 가야에서 주례로 넘어오는 엄 산 산등성이의 고개 아래 자리 잡

고 있는 자연샘이다. 옛날부터 이 샘물은 맑을 뿐만 아니라 타는 갈증을 해

갈시키는 청량수로 유명하 고, 이 때문에 샘물 뒷쪽에 치한 가야와 주례 

사이의 교통로에 해당하는 고개를 냉정치, 즉 냉정고개로 부르게 되었으며, 

앞쪽의 마을 한 냉정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냉정은 냉정 마을의 주

민들의 생활용수 뿐 아니라, 

로부터 냉정고개를 왕래하

는 행인들의 음용수로서 갈

증을 해소하는 요한 치

에 자리 잡고 있던 우물이다. 

특히 부산장(釜山場), 읍내장

(邑內場), 좌수 장(左水營場), 

독지장(禿旨場), 하단장(下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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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동에 있는 냉정샘 전경(지금은 샘터가 잘 정비되어 있음)

場), 김해 진 장(進永場)을 왕래하던 장사꾼들에게는 내정우물이 물 좋은 

샘물로 리 알려져 왔다.

냉정 마을은 사천면고문서인『沙川面田畓災結永 冊(1775)』에 보면, 

사천면 상단에 소속된 이후 1914년 지방제도 개편까지 기록상으로 139년

간 독립 자연마을로 존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 

때 주례동과 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냉정 마을의 형세는 북쪽을 향

하고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 환(李重煥)이 지답사를 기 로 하여 1751년에 

편찬한『택리지(擇里志)』에 보면, 사람이 살만한 곳은 가거지(可居地)라 

하여 첫째 지리가 으뜸이고, 다음으로 생리며, 다음으로 인심이 좋아야 하

고, 다음으로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 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 다. 많은 사람들이 냉정우

물 주변에 모 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 다는 것은 살만한 곳이기 때문이다.

『택리지(擇里志)』의 본문에 해당하는 ｢복거총론(卜居叢論)｣에는 사

람들이 살만한 곳을 잘 소

개하고 있다. 이는 냉정 마

을이 이것을 변해주고 있

다고 할 것이다.

냉정우물의 주변에 그곳에 

단  콩나물공장이 있었으

며, 그 콩나물은 부산시내 

역에 공 되었다고 고로들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두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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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큰 규모의 공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두부는 부산시내 군인 식

용으로 충당하 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인지 짐작이 된다.

에는 양 박씨(密陽朴氏)와 함안 조씨(咸安趙氏) 등 다른 성받이들

이 몰려 살았다고 한다. 원주민들은 열악한 농경지로 인해 주로 밭작물로 

농사를 지었다. 보리, , 옥수수, 감자 등의 농사를 지었으며, 농사는 별

로 짓지 못했다고 한다.

냉정 당산은 주례동 166-21번지 동서 학교 정문의 오른쪽으로 하숙길 

36호로 음정사 아랫쪽에 있다. 제당의 건립연  1979년이다. 지붕은 

기와 우진각지붕으로 벽은 블록으로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 다. 오른쪽에 

있는 산신당은 기와 맛배지붕으로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

다. 제당 주변에는 350여년된 곰솔과 100년, 80년, 70여년 된 소나무 

4그루가 서 있다.

제의 날짜는 옛날에는 정월 14일 밤 자정이었으나, 1979년부터는 음력 

4월 7일 밤 자정으로 바꾸었으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의과정은 옛

날에는 산신제 → 웃당산제 

→ 아랫당산제 → 용왕제(냉

정샘에서)의 순서 으나, 요

사이에는 산신제 → 당산제 

→ 용왕제 순으로 지낸다. 

당산제는 냉정보존회에서 주

하고 한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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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냉정 마을이 있었던 주례동 일 는 도시화로 인하여 주택지로 변모하

여 있다. 주변일 에는 동서 학교와 경남 문 학을 비롯하여 ․ ․고

등학교 등 사상지역의 표 인 교육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한 지역주민

들의 생활의 기 가 되는 재래시장 등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 을 

갖춘 도시형 자연마을로서 손색이 없다.

냉정마을 앞을 지나는 부산의 동서 간선도로인 가야로에는 도시철도 2호

선 냉정역이 치하고 있어 역세권의 유동인구와 자연마을의 역사  배경과 

그 의미를 살리는 새롭게 부각되는 냉정마을이 될 것으로 기 해본다. 

특히 냉정 마을에는 ‘냉정보존회(保存 )’가 구성되어 있어 냉정우물은 물

론 냉정 당산을 잘 리하고 있다. 당산 내에 오래된 소나무는 껍질이 거북

등과 비슷하여 보는 이로 하여  신목(神木)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당나래마을

소당나래 마을은 주례동에 있던 마을로, 지 의 주례교차로 부산은행 북

쪽 언덕베기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소당골 소당자리라 

하 다. 한 학회에서 1980년 편찬한『한국지명총람』10권, ｢부산․경남

편｣에 소당나래마을 이름이 나타나 있다. 소남(召南)나루는 사목포(司牧

浦) 북쪽에 있던 나루터 다.

지 은 도시화로 인하여 그 흔 조차 찾아 볼 수 없지만, 1900년 까지

만 해도 부산은행 사상지  근처에는 소남주막(召南酒幕) 소남정(召南亭)

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소남나루터 북쪽에는 주례 당산인 주례 강선 (降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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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가 있었다. 그 게 보면 과거에는 물바다로 이 졌다는 지리  자연환경

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곳 주민들은 그 당시 지명을 소람나래라고 불 다고 하는데 문법으로 

보면 소남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발음상으로 소람이라고 불 을 것

으로 보인다. 2005년 편찬한『사상구지』에 보이는 소남(召南)나루는 소

남나루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당나래 마을 앞쪽에 있었던 사목포(司牧浦)는 지 의 주례 럭키아 트 

아래와 부산은행 사상지  주례삼거리 주  일 에 있었던 포구이다. 이 포

구를 통해서 주례목장에서 방목하는 마을 싣고 들어오는 배, 싣고 나가는 배

들이 내왕하 다고 해지고 있다. 배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는 이곳 나루터

에는 구경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마치 장날처럼 사람

들이 모 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나루터를 주례장이라고 하 다고 한다.

옛날 당산 으로 지 가 조  높은 곳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과거 소당나래 마을에는 여산 송씨(礪山宋氏)와 주 이씨(全州李

氏), 남원 양씨(南原梁氏), 

김해 김씨(金海金氏) 등 소

수가 살았었다.

옛날에는 마을주민들이 농

사를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

리고 소수 몇 사람들은 배로 

어업에 종사하 다고 한다. 

과거 마을의 형세는 나루터

가 있는 조그만 락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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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뒷쪽으로 골새 마을이 있어 마을의 규모는 더 이상 클 수 있는 입지가 

아니었다. 지 도 소당나래 마을은 남아 있다. 마을의 형세는 도시계획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 지 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마을로 되어 있다.

몰랑등마을

물랑 마을은 주례동에 있던 자연마을로, 지 의 원골마을 왼쪽에 있었

다. 한 학회에서 1980년 편찬한『한국지명총람)』10권, ｢부산․경남

편｣에 몰랑등마을 이름이 나타나 있다. 몰랑등이란, 경상도와 남도 사람

의 방언(方 )이자 언문(諺文)이다. 이곳 사람들은 물랑등을 산등성, 산마

루, 산자락이라 불 다. 그 다면 지명으로 미 보아 역사 으로 많은 세

월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명은 757년(신

라 경덕왕 16) 때 국식 한

자지명으로 모두 고쳐 불

다고 한다. 그 다면 몰랑등 

마을은 산등성이에 놓여 있

는 마을인 것이다. 몰랑등 마

을의 생성과정을 보면,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닌 것 같다. 

1900년   경부선 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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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전경(현재)

부설공사 당시 많은 이웃 원골마을 사람들이 집들이 철거 되자 가까운 산등

성이를 개발하여 몰랑등 마을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 몰랑등 마을에는 함안 조씨, 남원 양씨, 남평 문씨, 경주 최씨, 양 

박씨, 김해 김씨 등의 성받이들이 살았다. 몰랑등마을 쪽 산마루에 마을 

당집이 있었으나, 지 은 주례동 산의 8번지내로 옮겨갔다. 지 도 이곳 물

랑 마을에는 함안 조씨 사상문 이 세거를 이루고 있다.

몰랑등마을 쪽 산마루에는 큰 소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에 그 

소나무가지에 그네 을 메어 추석날에는 많은 주민들이 그네타기를 즐겼다

고 한다. 몰랑등 마을의 규모는 과거엔 25가구 정도 다. 부분의 마을 사

람들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 왔다. 따라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 산등성이를 

개발하여 택지로 조성하다 보니 지 면 이 모두 작은 면 을 갖고 집을 

지었다고 보여 진다.

마을  산등성이에는 불 사(佛光寺)란 사찰이 주례동 산927번지에 있

으며, 창건년 는 1940년경으로 보인다. 2005년 편찬한『사상구지』제4장 

종교편 사찰 황에 보면, 신

도 수는 2005년 재로 사상

구에서는 가장 많은 7,000명

이라고 한다. 몰랑등 마을의 

자연환경은 체로 나쁜 편

이다. 바람이 세차며 골목길

은 열악하 으며, 경부선 개

통이후 기차소리에 시달렸다

고 보아진다. 그리고 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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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도보길은 철로를 횡단하는 험을 안고 있었다.

구한말 이후 물랑등마을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면, 

지 의 몰랑등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변모를 가져왔다. 먼  마을 쪽에

는 6차선 도로인 백양로가 서면에서 구포로 이어져 사상지역의 산복도로 역

할을 하고 있다. 산복도로인 백양로 주변에는 형 주유소와 규모가 큰 교회

가 있으며, 학원 등 많은 주민을 한 건물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백양로변에는 정리된 건물이 세워졌지만 마을내부에

는 도시계획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곳 역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정비가 되어 보다 나은 주거공

간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엄골마을

엄골 마을은 주례동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원골 마을이라고 불 다. 한

학회에서 1980년 편찬한『한국지명총람』10권, ｢부산․경남편｣에 엄골마

을 이름이 나타나 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 지명을 엄골, 은골, 온골, 응골

(鷹谷)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1910년경 일제가 조사한『조선지지자료』에는 원곡(院谷)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골짜기의 지명이 원(院)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언문(諺文)에는 원골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거 

지명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원(院)이란 많은 종류의 뜻이 있다. 서원(書院), 역원(驛院), 사원(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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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골(원골) 마을의 현재 모습

院), 의원(醫院) 등 수없이 많은 뜻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당시에 지명이 부

여된 것은 지리  자연환경에 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다면 가장 

한 이유가 되는 것은 그곳에 산등성이에 사원(寺院)이 있었다하여 원골

[院谷]이라고 하 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곳의 지명은 원골이라

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한다.

지명은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해, 선인들에 한 가 아니다. 우리의 국사는 국 는 일본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왔다. 그 다면 우리의 지명은 선조들의 얼과 정서가 

그 시 의 역사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 원골 우측에는 백호등(白虎嶝) 산등성이가 있고, 좌측에는 몰랑등

이 있었다. 지리  환경을 살펴보면 마을의 방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다. 그

리고 뒷산에서 내려오는 두 기의 냇거 이 있었다. 하나의 냇거  명칭

은 녹간(鹿澗)이라고 하 다. 우리말로는 사슴내라고 불 다. 이곳 사슴내

는 지 의 주례동 884번지 에 치하고 있으며, 지 은 복개되어 소로

길로 사용하고 있다.

1900년  경부선 철로가 

부설되기 에는 마을의 형

세가 매우 컸다고 하 다. 경

부선 선로가 마을 앞을 가로

질러 지나면서 동네 앞의 

망이 막  앞들을 볼 수가 없

었고 철길  굴다리를 이용

하여 앞들로 출입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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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골[院谷] 동네 가운데는 우물이 있으며,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다. 우물

과 함께한 고목나무로서 수종은 괴목(槐木)인 횃나무이다. 수령이 300여년 

정도이다. 우물은 복개되어 지 은 없다. 옛날에는 이곳 고목나무 에 피

로에 지친 몸을 달래며 땀을 씻기도 하 다. 그리고 이곳 고목나무 에서 

녁이면 사람들이 모여 정담을 나 기도 하 으며, 두 의 모임도 이곳에

서 의하 다고 한다. 고목나무의 형세는 과거보다 못하지만 아직까지 살

아있어 옛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다. 

원골 마을에는 10 (代) 이상 되는 성씨(姓氏)들이 3～4집안 있었다. 먼

 남평 문씨(南平文氏)와 동래 정씨(東來鄭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함

안 조씨(咸安趙氏) 등의 성받이들이 살았다고 한다. 특히 남평 문씨(南平文

氏)는 이곳에서 13 (代)째 살고 있으니 원골 마을이 남평 문씨(南平文氏)

의 세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래 정씨는 문헌기록은 없으나 문 의 

고분(古墳)을 미 보아 15 (代) 이상 되리라 짐작된다.

과거 원골마을 주민들은 농사에 종사하 으며, 마을 뒷산을 개간하여 넓

은 답을 이뤘다고 한다. 

옛 마을사람들의 근면성은 

다른 마을의 추종을 불허했

다고 한다. 그리고 원골마을 

앞들의 명칭도 원앞들이라고 

하 다. 따라서 원골 마을은 

형 인 농 마을이었다. 사

상지역 고문서(古文書)에는 원

야(院前野)라고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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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새 주소에 표기에는 온앞들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것도 원앞들로 기

록하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마을 부근에 있었던 밭새미 우물은 여름이면 청랭한 찬물이며,  겨울

에는 따뜻한 온기가 나는 물이었으나 백양로가 개설되면서 묻 버렸다. 

지 의 원골마을 앞쪽에는 경부선이 지나가고 뒷쪽에는 백양로가 지나가

는 앞 뒤로 갇 버린 마을이 되어 버렸다. 도시계획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마을로 락하여, 도심속의 섬으로 원골마을 체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냇바닥마을

냇바닥 마을은 주례동이 있던 자연마을이다. 주례 동천이 내려오다 서천과 

합류하여 모래가 쌓이고 하천바닥과 둑이 사장(沙場)으로 변하여 20세기  

사목둑과 밭이 된 곳에 마을이 형성된 곳이 냇바닥 마을이라고 하 다. 냇바

닥 마을의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며 그리 오랜 마을

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냇바닥 마을에는 양 박씨(密陽朴氏), 주 이씨(全州李氏)와 남원 고씨

(南原高氏) 등이 동성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지 은 도시화로 인하여 

옛 마을의 흔 은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주택지로 변모하 다.

냇바닥 마을 부분의 주민들은 주로 논농사나 밭농사를 지어 생활하 으

며, 주례 남천과 하고 있는 이 마을은 남쪽 산기슭 아래는 넓은 밭이 있어 

밭농사에 치 하 다. 마을 남쪽 산기슭 아래 있었던 넓은 밭은 1950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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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쟁 당시 군용기름 장

탱크가 큰 규모로 조성되었

다. 당시 주례주민들은 군용

기름 장탱크를 리하는 미

군들이 석유를 처리하는 과정

에서 선별작업에 많은 주례주

민 특히 냇바닥마을 주민들이 

노동에 종사하 다는데 특히 

부녀 노동자가 많았다고 한다.

그 당시 폐기된 석유는 주례 남천으로 무조건 방류하 다. 주례 주민들은 

당시 남천 물 로 흘러 떠내려가는 석유를 통에 담아 가까운 주유소에다 팔

았다고 한다. 떠내려가는 기름을 수습하는 작업은 주례주민 모두가 동참하

다고 한다. 농사 외에 수입이 없는 마을 주민들은 기름으로 부수입을 얻

었다고 그때의 질박한 삶은 말해주고 있다. 옛날 냇바닥마을 일 는 지  

공장지 로 변해 옛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원등마을

원등 마을은 주례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백양산(白楊山) 서쪽 능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다 이곳에서 언덕을 이루었는데 경부선 철로 부설로 허리가 

잘리고 도로 개설로 서남쪽이 깎이고, 능선 구릉(丘陵)으로 변했다. 이 고

개 주  마을을 주례 원등 마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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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동래부사가 감동을 지나 이곳 언덕산 기슭 고개를 넘어 주례동을 거

쳐 동평 (지 의 당감동 일 ) 쪽으로 내왕하 던 곳으로 보인다. 이곳에

는 마을 공동 연자방아가 있어 마을사람들이 이용하 다고 한다. 원등 마을

의 생성과정은 문헌기록은 없으나 구 으로 하는 말에 의하면, 원골마을 

뒤에 생겼다고 본다. 복 에 거주한 주민의 수는 5～6가구가 있었는데 

주 이씨(全州李氏)와 해주 오씨(海州吳氏) 등이 살았다고 한다.

마을의 특징은 모래톱으로 

구성된 지리  자연환경이 

연약한 지반으로 생겼다. 과

거 한국 쟁 이후에 군용 연

습용 비행기가 송 선에 걸

려서 추락한 지 이 원등 마

을이다. 지 의 원등 마을은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상공단의 향으로 공장과 

몇 채의 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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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장동

학장리

학장리(鶴章里)는 엄 산 기슭에서 구덕령을 거쳐 승학산으로 이어지는 

산세를 배경으로 학장천과 구덕천을 끼고 형성된 마을이 학장리이다. 학장

리란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학성리와 장문리, 그리고 구덕

리 3개 자연마을을 합하여 생겨난 지명이다.

학장리에 한 기록을 살펴보면, 먼  1740년에 편찬한『동래부지』에 

보면, “장문리(場門里) 거 문 35리(距官門 三十五里)”라고 하 다. 사상지

역에 래되어 오는 고문서인『사천면 답재결 탈책(沙川面田畓災結永

冊, 1775년)』에는 학성(鶴城)과 장문(場門) 두 마을이 나온다.

사상지역의 향약계인『연구계신 목(戀 契新節目, 1863)』에는 학성

리(鶴城里)만 나오고,『사상면 소감도양원각리작자성명성책(沙上面 貫

所甘島兩員各里作 姓名成冊, 1882)』에는 학성리와 장문리 두 마을이 

다 나오고 있다. 1888년과 1891년에 편찬한『사상면 호 (沙上面戶

籍中草)』에는 장문리․학성리와 함께 구덕리가 포함되어 있어 마을이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

학장리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옛 주례 샛강이었던 학장천을 경계로 서북쪽

의 지 와 동남쪽의 산지 로 구분되고 있다. 산지 는 구덕천을 경계로 

주례동과 맞보고 있으며, 서쪽은 엄궁동, 남쪽은 구덕고개 머 서 신동, 

남서쪽은 승학산을 경계로 괴정동․당리동과 인 하고 있다. 지 는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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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강 사이에 있던 동도 지역으로 감 동과 경계를 하고 있다.

학장리에는 기원 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보인다. 1967년 부산 학

교 박물 에서 이곳을 조사할 때 학장동 도로변에서 김해문화기(金海文化

期) 토기편이 발견되어, 수습된 바 있다. 패총유 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발견된 토기는 분명히 그 토기를 사용하던 기원 후를 통하여 학장

리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  것이다. 지난날 사상지역이 동평

(東平縣)에 속해 있을 때, 학장리는 왜구들이 낙동강을 통하여 침입해 오는 

첫 상륙지로서 요한 치에 있었다. 그리고 구덕고개를 통해서도 학장리

는 부산과 사상․구포 등지로 장터를 찾아 왕래하는 사람들이 넘나들던 길

목 역할을 하 던 곳이다.

주례동쪽의 산기슭을 돌아가면 옛 성터가 남아 있었는데, 이 성(城)은 본시 

옛날 주례샛강으로 들어오는 물목으로서 학장리에서부터 시작된 목장성이었

다. 그러나 근세에 와서 낙후지역으로 락하여 일제강 기에는 낙동강 제방

공사로 샛강도 하천으로 변하고, 도로사정도 열악하 다. 사상 심지로 왕래

하는 길도 좁고 험한 자갈 밭길이었고, 엄궁을 거쳐 사하 방향으로 가는 도로

는 강변에 생겨났지만 동네에 버스도 들어오지 않아 외지에 볼일을 보러 다닐 

때는 사상이나 하단으로, 그리고 구덕 고갯길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학장리는 1914년 동래군 사상면에 속했다가 1936년 부산부에 편입되어 

부산진출장소에 소속되었다. 1963년 부산이 정부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부산

진구 사상출장소에 편입되었다. 사상공업지역이 조성되면서 학장리가 공단의 

요지역으로 변하여 공장들이 들어서고, 시가지도 정비되어 도시화, 산업화

의 모델이 되고 있다. 1975년 시 직할 북부출장소에, 1978년 북구 학장리가 

되었다가, 1995년 사상구가 신설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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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리 마을의 현재 모습

구덕리마을

구덕리(九德里) 마을은 지 의 사상구 학장동과 서구 서 신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덕산(九德山, 562m)의 산록인 구덕고개를 오른쪽 지 의 

남병원 아래 부근에 있었던 마을이다. 옛날 학장리에서 구덕고개로 오르

는 산길 좌측 산비탈에 구덕 마을이 있었다.

구덕리의 지명은 1740년 편찬된『동래부지』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

나 1888년과 1891년 사상면의『사상면호 (沙上面戶籍中草)』에 보

면, 구덕리(九德里)는 독립된 마을로 기록되어 있고, 호구수(戶口數)는 3호

(戶)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상지역 고문서인『사천면구동계좌목(沙川面 洞契座目)』의 편찬연

가 만력(萬曆) 40년(1612년), 천계(天啓) 3년(1623년), 숭정(崇禎) 2년

(1629년)이다. 이 고문서에 구덕 마을의 강억산(姜 山) 공이 동계(洞契)

에 차일(遮日)용 베 반 필을 

기증하고, 향사회(鄕 )에

도 후포(帿 ) 반 필을 기증

하 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구덕 마을에

는 일 부터 사람이 살았음

을 알 수 있다.

구덕리 마을이 언제 마을

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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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덕터널 방향의 현재 모습

나, 오랜 옛날 김해만이 바다 을 때 이곳에 사람이 먼  살았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구덕 고갯길 입구에 도로를 내고 집을 지을 때 바닷돌과 조개무지

(패총)가 소규모로 발견되기도 하 다. 구덕리 마을에는 구덕골의 바 틈에

서 흘러 내리는 구덕냇거랑[九德川] 도랑물의 수량이 풍부하여 이곳에 계단

식으로 일구어 놓은 논에 충분한 물을 공 하 다고 한다. 그리고 여름이면 

피서지로서 사상지역 사람들이 가메우소라는 웅덩이를 즐겨 찾았다고 한다.

구덕리란 지명은 이곳에 로부터 아홉 집이 살았던 마을이라 붙여졌다고 

한다. 한 구덕산에는 9곳의 명당(明 ) 자리가 있는데, 이곳에 묘를 쓰

면 집안이 크게 번성한다고 하여 구덕이란 지명이 생겨났다고 한다. 구덕리

는 해내려 오는 ‘구덩(굴)’, ‘구덩이[坑]’, ‘구지기(久至岐)’, ‘구덕기(九德

岐)’에서 ‘구덩이골짝’, ‘구덕이골짝’에서 음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구덕고개로 유명해진 구덕리 마을은 이 고갯길을 오르는 사람과 반 쪽에

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던 곳이었다. 옛날에는 이 고갯

마루에는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제강 기 때 이 숲을 벌채하여 

공동묘지를 조성하면서 사라

져 버렸다. 고갯마루에는 주

막집이 있었고 그 에 부산

부와 동래군의 경계표석이 

세워져 있었다. 지 은 그 

흔 조차 찾을 길이 없다.

구덕산 구덕령에는 많은 

속설과 일화가 해지고 있

다. 옛날 주례에 있던 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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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邊壯士) 이 아홉 마리의 비둘기[鳩]가 되어 이 산에 앉았다 하여 구

덕산(鳩德山)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구덕산의 아홉 군데 명

당자리 에서 양 박씨 등 사상지역 토박이 집안의 묘소가 아직 5곳이 

남아 있다고 한다.

옛날부터 사상 사람들은 이곳 구덕고개를 넘어 부산포에 가는 것을 ‘

(館)에 간다’ 고 하 다. 여기서 (館)이란 량에 있던 ‘ 량왜 (草粱倭

館, 지 의 용두산공원  복병산 일 )’을 이르는 말이다. 부산이란 포구 

이름보다 왜 이라 말이 더 알려져 있었다. 왜  근처에 가면 진귀한 물품

도 살 수 있고 우리 물품을 비싸게 팔수도 있었으며, 기모노 입은 일본 사람

들을 구경할 수 있어 왜 이 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구덕리와 련된 지명 에 구포동(九浦洞)이 있다. 구포(九浦)는 구덕

리 입구로 들어오는 곳에 배를 던 나루터로서 구덕포라고도 하 다. 그

래서 구포동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다. 구덕골짜기의 여러 골짜기 에서 

조밭이 많은 곳을 조밭골, 는 쪽밭골이라 불 고, 야사골은 학장리 공동

묘지와 그 아래에 있던 김해 맥도사람 공동묘지에 여우가 많이 출몰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통시골은 일제강 기 때 분뇨 장통을 만들었던 골짜기

를 일컫는 말이다.

장문리마을

장문리(場門里) 마을은 학장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옛날 이 지역에 장

터가 있어서 붙여진 지명으로 해석하기도 하 으나 그 유래가 확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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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바라다 본 장문리 마을의 전경

았다. 장문리는 1740년 편찬한『동래부지』에 의하면, “사천면 상단 내

에 있으며 문에서 35리 거리에 있다”라고 하 다.『동래군가호안』에 의

하면, 사상면 내에 장문평이 있었다. 당시 장문평의 호수는 12호 다. 신

(辛)씨 6호, 박씨가 4호이다.

사상지역에 해오는 고문서인『사상면우세답개량안(沙上面牛稅畓改量

案, 1842년)』의 답(田畓)지명에 장문리(場門里) 서수장원(西守場員)이 

나온다. 이 뜻을 풀이하면, 장문(場門)은 목장성을 드나드는 문(門)을 말하

고, 서수장(西守場)은 서쪽을 지키는 목장문을 말한다. 결국 장문(場門)은 

목장성의 서쪽 문이란 뜻이 담겨있다. 옛날 목장성이 있을 때 장문리는 학

성의 서쪽 끝 성문이 있던 곳을 말하는 것이다.

1962년 부산시사편찬 원에서 발간한『항도부산(港都釜山)』제1호, 부

산 동래에 한 ｢도서해제(圖書解題)｣의 ｢경상도 목장양안(慶尙道 牧場量

案)｣의 동래에 한 것을 보면, “남 돌포장(南村乭浦場)”, “사천도야장(沙

川島也場)”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돌포목장은 남 면 돌포장을 말하는 

것인데, 사천도야목장은 도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사천면 상단

에 속했던 학성리의 오야목

장(烏也牧場)이 도야장(島也

場)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장문리의 서수장, 동도

(大同島), 오야원(烏也員)의 

지명은 고문서에 기재되어 있

는데, 오야원, 오야장은 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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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리 마을의 골목길 모습

리에서 엄 리로 넘어가던 속칭 ‘두루재(두리재)’의 고갯길과 연 된 지명인 

것이다. 이 고갯길에는 ‘솔밭, 새밭, 큰뻔다’ 등의 지명이 해오고 있다.

학장리에서 엄 리로 돌아가던 구루마길을 장모티(장모퉁이)라고 하는

데, 이것도 장(場)을 보러가는 모퉁이가 아닌, 목장문(牧場門)으로 가는 것

을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그리고 옛날 목장성으로 가기 해 주례까지 배

가 드나들던 샛강의 입구에 엄 리와 마주보던 장인도(場引島는 목장성으

로 들어가는 입구의 섬이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해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장문리는 옛날 장시(場 )가 있었다는 뜻으로 생겨난 

지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장문리는 사상지역에서 엄 리와 함께 변두리 

지역이라 이곳은 장이 설만한 입지조건이 맞지 않으며, 장터에 한 구 이

나 설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기록에 나오는 장문리는 목장문이 있

던 마을로 귀착하게 되는 것이다.

옛날 학장리는 지 의 

습지지역으로 샛강 사이에 

동도(大東島)라는 섬이 있

었다고 한다. 지 의 학장동 

청 아 트 조  못미쳐서 

학장천 둑길 머 (주)천

유지 맞은편에 있었던 섬으

로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건 다고 하여 건 섬이라 

불리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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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리 마을의 현재 모습(학장천이 앞으로 흐르고 있다)

학성리마을

학성리(鶴城里) 마을은 학장동에 있던 자연마을로, 옛날 이곳에 있었던 

목장성(牧場城)에서 유래하는 지명이다. 1740년에 편찬한『동래부지』｢성

곽조｣에 목장성이 나온다. 한 “엄 산 산록의 강변쪽에서 시작하여 부산 

범천산까지 이어져 그 길이는 15리가 되며 지 은 없어졌다(自嚴光山山鹿

江邊至釜山凡川山長十五里今廢)”는 뜻으로, 여기에 나오는 목장성의 문이 

학성리로 보인다.

이 성의 축성 연 는 알 수 없으나, 목장성은 개 고려시 부터 조선시

에 쌓은 것으로 볼 때 학성도 그 시 에 구축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이 

성터는 낙동강변의 학성리에서 시작하여 주례․개 ․가야를 거쳐 범천동

까지 이어졌음이 유 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장리 쪽에는 성터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주례 쪽으로 엄 산 오지

 아래 동서 학교와 경남정보 학이 들어선 지역에 큼직큼직하게 네모난 

돌들이 8․15 복 후까지

만 해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개 동 쪽에도 성터

를 볼 수 있었으며, 가야동 

쪽에는 동의 학교에서 교

사 신축을 할 때 옛 성터가 

확인되기도 하 다.

이곳의 성(城)은 그 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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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리 마을의 골목길 모습

의 역사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낙동강에서 옛 주례 샛강으로 들어오는 

요지 던 학성리에서 출발하여 부산포의 뒷산인 범천산까지 이어진 것을 보

더라도 목장성 이 에 방어하는 성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  학성리는 동평 으로 들어가는 입구 요지로서 신동에서 구덕

령을 넘어 들어오는 길목이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나 청일 쟁 때의 일본

군이 구덕령을 넘어 내륙지방으로 침략하 다고 하니, 학성리는 그들 통로

의 한 요지 을 것이다. 학성이란 지명은 목장성이든, 그 이 에 생겨난 방

어성이었든 간에 성을 쌓았을 때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목장성의 기록에 성

이 시작된 곳은 학성리로서, 학성은 성을 출입하는 문으로서의 구조와 형

태에서 생겨난 지명으로 풀이된다.

학성리는 구덕로 동쪽에 

치한 마을이었다. 옛날 주

례 샛강까지 배가 들어왔을 

때 구덕천과 만나는 자리에 

홍깨라는 나루터가 있었다. 

홍깨는 원래 홍개로서, 갯가

의 뜻이 담겨 있다. 옛날 이

곳에 목장성이 있을 때 배가 

드나들던 나루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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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개 마을이 있었던 곳의 현재 모습

홍개마을

홍개(洪介) 마을은 학장동에 있었던 자연마을로 홍께 마을이라고도 불리

기도 했다. 학장동에는 홍개라는 지명이 있다. 한 학회에서 1980년 편찬

한『한국지명총람』10권, ｢부산․경남편｣에 홍개마을 이름이 나타나 있다. 

2005년 편찬한『상상구지(砂上區誌) ｢성씨  동명유래편｣에 보면, “홍개

는 오늘의 학장 등학교 뒷편 일 를 홍개(洪介)라”고 로 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표기로 생각된다.

즉 ‘개[浦]’ ‘개[海]’로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개는 

‘넓은 갯벌’ ‘넓은 바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부산지역

에서도 지명의 끝 자가 ‘개’로 끝나는 지명이 많이 있다. 남구의 분개[盆浦], 

돌개[石浦], 사상구의 덕개[德浦] 등의 지명에서 그 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다면 이 홍개(洪介)는 홍개[洪浦]로 넓은 갯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옛날 이곳에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선창이 있고 물 때는 장문리 아랫각단

까지 물이 들어왔다 한다. 

이곳 선창(船艙)가 둑에 

가(草家) 2, 3호가 있었다. 

홍개마을 모두 12～3호의 가

구가 모여 살았다 한다.

조선 후기까지 이 홍개에

서 주례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었다. 이 수로의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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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中島)들, 원앞들의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옛 홍개 마을이 있었던 곳에

는 사상공단이 들어서면서 공장지 로 변해버렸다. 동도는 홍개마을 맞

은편에 있던 섬으로 학장동 청 아 트 못가서 둑길 머 청 유지공장 맞

은편에 있었다.



 1. 감천동
감천리∣안골새마을∣태극도 신앙촌

 2. 구평동
구서평마을∣성화원마을

 3. 괴정동
괴정리∣고분들마을∣대티마을∣신촌마을

목마장마을∣양지마을∣희망촌

 4. 다대동
다대리∣낫개마을∣새모기마을

윤씨내마을∣홍티마을

 5. 당리동
당리마을

 6. 신평동
신평마을∣망후마을∣동매마을

모래구찌마을∣배고개마을

 7. 장림동
안장림마을∣바깥장림마을∣보덕포마을

 8. 하단동
하단마을∣시천마을∣신내마을

제 사하구14141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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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천동

감천리

감천(甘川)의 옛 이름은 감내이다. 감은 , 검에서 온 것으로 신(神)이

란 뜻이다. 천(川)은 내이므로, 감천을 감내라고 불 던 것이다. 한편, 감천

은 물이 좋아서 감천(甘泉) 는 감천(甘川)이라 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1740년 편찬한『동래부지(東萊府誌)』에 의하면, 감천리는 “사천면 내

에 있으며 문에서 30리 거리에 있다”라고 하 다.『다 진공문일록(多大

鎭公文日 )』정사(1857) 8월 11일자에 보면, “감천리는 티(金峙)의 

산( 山) 아래에 치한다”고 하 다.

감천리(甘川里)는 선사시 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역사가 오래되었다. 

감천(甘川)의 옛 이름은 감내(甘內)이며, ‘천(川)’은 ‘내’를 말하며, 그 이 에

는 ‘내(內)’를 어 ‘감내래리(甘內來里)’라 하 으며, 감내(甘內) 는 감래

(甘來)라고 하기도 하 다. 한 다내리(多內里 : 다  안쪽에 있었던 마을)

로도 불리웠다. 내는 한자어로 ‘천(川)․양(壤)․내(內)․군(郡)’ 등으로 마

을을 뜻한다. 따라서 감천(甘川)이란 말의 뜻은 신읍(神邑)이라는 뜻이다.

14
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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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쪽에서 본 감천동 전경

1895년 남 각 진(鎭)에서 작성한 진지를 모아 편찬한『 남진지(嶺南

鎭誌)』에 수록된『다 진지(多大鎭誌)』(이하『다 진지(1895』)에 보

면, 당시 다 진은 경상좌도수군 도사 (좌수 이라고도 부름)의 속진(屬

鎭)으로 동래부 하에 있었다. 진 아래에 16동을 장하고 있었다. 이때 

감천동은 원호 50호 인구 153명[남자 71명, 여자 82명]이었다.

1904년 편찬된『경상남도동래군가호안(慶尙南道東萊郡家戶案)』(이하 

『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 내에 감천리가 있다. 이때 감천리의 

호수는 45호이다. 이․김․정(鄭)씨 등의 성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 호구

수 45호 가운데 이씨가 12호로 가장 많이 살았다.

감천리에는 일제강 기 때는 일본군이 주둔하 고, 그 건물은 8․15 

복 후 국방경비 에서 쓰다가, 한국 쟁 때에는 국군 부 가 주둔하

여 사용하 다.

감천은 천마산성(天馬山城)과 서평포진(西平浦鎭) 사이에 깊이 들어간 감

천만(甘川灣)에 치한 요지이다. 감천만의 동쪽 해변에는 재래의 작은 어

이 있었는데, 이곳이 감천의 

원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 감천리에 처음으로 인

동 장씨(仁同張氏)가 이주해 

왔으며, 다음으로 양 박씨

(密陽朴氏)와 경주 이씨(慶

州李氏)가 이주해 왔다고 한

다. 그 연 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들 집안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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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본동을 이루었다.

1910년에 편찬된『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제2집에 의하면, 당시 감

천포에는 123호가 살고 있었다. 어선은 10척이고 어선어장은 다른 마을 사

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많았다. 인망어장(底引網 場)이 있으나 연간 15원

을 받고 일본인에게 어업권을 빌려주고 있었다. 

감천의 옛 마을 이름은 불미꼴이라고 한다. 불미꼴은 불 골을 뜻한다. 

천마산 에 있던 석성산(石城山) 수  에 있는 골이라는 데서 나온 이

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름을 갖는 지방에서는 체 으로 지석묘가 발

견되고 마제석기(磨製石器)를 볼 수 있다. 소도( 塗)와 같은 신성시되는 

곳이나 부족사회의 권력자가 살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감천리의 지석묘는 청동기시 의 유 으로 부산화력발 소 사택 앞 도로

를 따라 발굴되었다. 일부는 구도로 서쪽 밭 가운데 있었으며, 마을에서 옛

날부터 ‘복(福)바 ’라고 불 고, 이 바 를 건드리면 복이 나간다는 설 

때문에 잘 보존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발굴 조사되었

으나, 다른 유물은 없었다. 지 의 감천1동 해안 아랫길 왼편 길가 버드나

무집 회식당(膾食 )의 마당에 있던 것을 사정에 의해  길가 담벼락으로 

세워져 방치되고 있다. 

삼성여자고등학교 동남쪽 일 에서 고려시 의 기와조각이 많이 나왔는

데, 어떠한 건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남쪽에서 고려 청자편(靑

磁片)이 많이 출토되는 요지(窯址)로 추측되는 곳이 있었다. 소문(素文)이

지만 시유(施釉)가 좋은 편이고, 색조(色調)는 암록색이다.

감천은 지정학  치로 보아 고려 말 조선 기에는 자주 왜구의 침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포와 가깝고 다 포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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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 지석(감천1동 아랫길 입구 좌측 길가에 있음)

왜구의 침입으로 몇 번인가 마을이 폐 이 되다시피 했다. 조선시 에 감천

은 천마산성과 서평포진 사이에 깊이 들어간 감천만에 치한 요지로 바다

에 출입하는 배와 사람들을 검문하는 수문(守門)과 공청(公廳)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때는 괴정과 함께 목마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곳의 고로들 에는 감천은 물이 좋아서 감천(甘泉) 는 감천(甘川)이

라고 했다고 한다. 많은 선박들이 이곳에 들어와 수를 받았다고 하기

도 하지만 이것은 ‘검내’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감천은 부

족사회의 권력자가 살았던 지역으로 추측된다. 

지석묘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곳이 소도와 같은 신역(神域 : 聖域)으로 

생각된다. 감천만의 동쪽 해변에는 재래의 작은 어 이 있어 감천의 원래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북쪽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쓰이는 경치 좋은 곳이었

다. 감천해수욕장은 규모가 좁고 사장이 없으나, 큰 소나무들이  서 있고, 

깨끗한 자갈밭이 깔린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감천에는 1962년 부산화력발 소 건설을 시작하면서 1964년 제1, 2호

기가 공되고 1969년 제3, 

4호기가 공되었다. 해수욕

장과 그 앞에 있는 용두섬이

란 작은 섬이 없어지고 감천의 

모습이 바 었다. 1, 2호기는 

12만㎾, 3, 4호기는 21만㎾ 

용량이다. 부산화력발 소는 

하루 30만㎾의 기를 생산

하여 부산시 일 와 경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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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과 감천 마을의 현재 모습

부 지역으로 송 되고 있다.

발 소 건설 당시만 해도 발 소는 그을음을 내뿜어 사하와 서구의 인근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렸다. 이에 한국 력공사(옛 한국 력주식회사)측에

서 1969년 7월 발 소 굴뚝에 그을음을 걸러내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공해 

상이 많이 어들고  석탄에서 석유로 개선하다가 2009년 지 은 천연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친환경 인 연료의 사용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발 소로 거듭나고 있다. 부산화력발 소가 생긴 뒤에 감천의 바닷가에는 

횟집을 비롯한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감천리에는 감내포가 있다. 감천만 안쪽에 자리 잡은 포구로 감천만의 옛 

지명에 해당된다. 왼쪽과 오른쪽에 한해 으로 뻗어나간 송도반도(松島

半島)와 두송반도(頭松半島) 사이의 좁고 긴 포구로 일 부터 천연의 항구

로 이용되어 온 곳이기도 하다. 본래 이 포구는 깨끗한 모래와 자갈들이 깔

린 한 한 해안이었으나, 이곳에 1962년도에 부산화력발 소가 건설되면

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이곳이 부

산항의 보조항으로 개발되면

서 인 항만으로 바

었다. 감내포는 고려시 에 

부산포와 다 포로 오가는 

뱃길의 길목 역할을 한 곳으

로 왜구의 출몰이 잦았고, 

조선시 에는 천마산성과 서

평포진 사이의 요지로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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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출입하는 배와 사람들을 검문하는 수문의 구실을 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래 이 만은 청어․고등어․멸치 등이 많이 잡히는 어장인 소 골어

장, 호수암어장이 있었다.

티산(金峙山, 187ｍ)은 운수산이라고도 하며, 산은 종순형의 노년산지

로 산꼭 기가 둥그스 하고 산기슭 한 완만한 것이 특징이다. 마당더기 

어장은 지 의 감천만인 감내포 앞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장으로 감천항이 

개발되기 이 만 하더라도 멸치 등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히던 곳이기도 하

다. 그러나 지 은 감천항에서 선박수리 때 흘러나오는 기름 등으로 인하여 

어장은 거의 황폐화 되어 이름만 할 뿐이다.

조 몰 어장은 감내포 앞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조 몰래개의 어장이다. 감

천동의 주민 부분이 20∼30년 만해도 거의 멸치 지인망어업에 종사했

던 사람들이다. 감천항 앞바다에는 여러 개의 어항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감천2동 산제당 당산은 감천2동 13-19번지이다. 당사는 없고 큰 바  

에 둑을 쌓고 그 에 시멘트로 만든 제단이 있다. 주변에는 80여년 된 노송

이 3그루, 60년 된 노송 2그루가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

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

다. 특이사항으로는 제사 음

식을 제의 에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감천2동 옥녀당산은 감천

2동 93-1번지에 있으며, 건

립 연 는 1971년이다. 기

와 팔작지붕에 블록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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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마감한 구조물이다. 당사 뒤에는 큰 바 가 있고 양 으로 블록 

벽으로 둘러쌓다. 담장 안에는 나무, 벚나무, 사철나무, 향나무가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14일 밤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제의 

차는 당산제만 기제사와 같이 지낸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

찬 원회, 2005).

감천항은 1979년에 항만시

설 공사를 시작하여 1991년

까지 방 제, 암벽과 물양장 

등을 축조하여 새 감천항으

로 거듭나 부시게 발 하

고 있다. 감천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동래군 사하면에 편입되었으

며, 1942년 부산부에 편입

되었다. 1959년 감천1, 2동

으로 분리되고, 1983년 사

하구 승격으로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안골새마을

안골새 마을은 감천1동에 있던 마을이다. 감천 안쪽에 있다고 하여 안골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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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 다고 한다. 한 학회에서 1980년에 편찬한『한국지명총람』, 10권, 

｢부산․경남편｣에 보면, 감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 

1986년에 편찬한『사하지(沙下誌)』에도, 감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고로들에 의하면, 감천1동주민센터와 감천우체국 사이에 있는 사거리에

서 우체국 뒷쪽을 안새골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곳 일 가 안새골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사거리에서 감천로를 따라 서구 남부민도 송도해수욕장으

로 가는 방향 천마산 산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감천로를 따라 감천우체국, 

감천1동새마을 고, 부산은행 감천동지  등 상가들이 들어서 있으며, 마

을 안쪽에는 단독 주택과 다세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주거지이다.

이곳에는 1950년 한국 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천마산 턱까지 

자집들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다. 옛 자집들은 1970년 

이후 주거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많이 바 었으나, 아직도 벽돌블록에 슬

이트집들이 남아 있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계단식 좁은 골목길을 사

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

는 집들이 운치를 더하고 있

다. 마을 뒷쪽 천마산 산록에

는 약수사, 옥천사 등의 사찰

이 자리 잡고 있다.

감천항이 멀리 보이는 천

마산(天馬山, 324m) 기슭

에 여유롭게 앉은 마을의 골

목골목엔 새벽부터 이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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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와,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소리, 하릴없이 짖어 는 강아지

의 멍멍 소리가 메아리친다. 아직도 우물가에서 물을 긷는 이들이 있는 골

목의 경들과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소근 소근 나 는 이야기 소

리, 골목이 마당이 되고, 마당이 골목이 되는 재미있는 마을이 있다.

안골새 마을은 랗고 빨간 지붕 에 얹어져 있는 란 물통들은 하늘빛

을 가득 담는 듯하고, 미로 같은 골목으로 스며드는 빛은 그들의 마음을 비

추어 주는 듯 하다. 낮선 나그네를 불러 물 한 잔 건네주고 싶은 고구마와 

과일을 내어 주는 한 그네들의 인심은 따뜻하게 온 몸으로 느껴진다. 

힘들지만 하지만은 않은 인정이 느껴지는 마을이다.

감천1동 산제당은 안골새 마을이 있었던 바로 인 태경시티 빌라에서 동쪽

으로 150ｍ 지 의 산록에 있다. 당사의 건립 연 는 1934년이다. 당사는 기

와 맞배지붕인데 기와가 낡아 시멘트로 덧 웠다. 당산 주 는 돌담으로 둘러

있다. 돌담 안에는 포구나무 한 그루가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3월 순과 

10월 순 2번 지냈으나, 요즘에는 10월 순에 1회만 제를 올린다. 제의 과

정은 산신제 → 당산할매제(골목할매) → 용왕제를 차례로 지냈으나 지 은 

산신제와 당산할매제를 분리

하여 지낸다. 특이사항으로

는 제 이 제의를 지내러 갈 

때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길

이 보이지 않으므로 다시 내

려와 목욕재계하고 올라간다

(『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

사편찬 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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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1동 하당 당산나무

감천1동 하당 당산은 감천1동 안골새 마을이 있는 감천우체국 앞 사거리

에서 450m 지 인 감천 등학교 앞에 있으며, 건립 연 는 알 수 없다. 제

당은 슬 이트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무리하 다. 당사 

왼쪽에 당산목인 주엽나무는 보호수로 동나무 지정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령이 430여년 이상으로 추정한다. 감천의 시조격인 인동 장씨가 심었으

며 안녕 풍어를 해 가을에 제를 지낸다. 제의 날짜는 음력 3월 순과 10월 

순 2번 지냈으나, 요즘에는 10월 순에 1회만 제를 올린다.

특이사항으로 하당을 인동 장씨 할매라 하고, 이 마을 입주자 에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을 모셨다고 한다. 당산목인 ‘주엽나무’는 동나무로 보호되

는 보호수(지정번호 : 2-10-8-1)이다. 이 나무의 수령은 430여년 이상으

로 추정되며 물 좋고 정자 좋은 이곳에 감천의 시조격인 인동 장씨가 마을

의 태평을 기원하기 하여 심었다. 이 나무의 키는 15m, 가슴높이의 둘

가 5.2m나 되는 노거수로 보호의 가치가 인정되어 1980년 12월 8일 

부산시에서 보호수로 지정하 다. 주엽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

목으로 외국에서는 꽃보다

도 잎을 상하기 하여 정

원에 많이 심는다. 꽃은 5～

6월에 피며 열매는 10월에 

익고 꼬투리는 비틀려 꼬여

져 있으며 길이 20㎝ 내외 

비는 3㎝ 정도 된다(『부

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

편찬 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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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감천1동 감천우체국이 있는 뒷쪽을 안골새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

다. 고로들에 의하면, 마을이 감천항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안골새라 

붙여졌다고 한다. 이곳 감천은 조그마한 어 으로 깨끗한 모래와 자갈들이 

깔린 한 한 해안이었다. 1950년 한국 쟁 때에는 피난민들이 산비알에 

자집을 짓고 정착하 고, 1962년에는 부산화력발 소가 건설되면서 옛 모

습을 찾을 수 없게 변했다.

태극도 신앙촌

태극도(太極道) 신앙 (信仰村)은 감천2동에 있는 태극도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역을 말한다. 한국 쟁 때 국에서 몰려든 피란민들에 의해 잣집

과 가집 40여 채가 들어선 힘겨운 삶의 터 으로 시작 다. 이후 1955년 

부산 구 보수동에 본부를 둔 태극도 신앙  3000여 가구가 이곳으로 집

단 이주하면서 일명 ‘태극도 마을’로 불리게 된다.

1980년 만 해도 인구가 3만 명에 달했던 이곳은 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인구가 기 시작해 지 은 1만1600명 정도 살고 있다. 빈

집도 늘어 군데군데 300여 채에 달하는 등 갈수록 슬럼화되는 상황이다.

이곳에는 태극(太極)을 받들며 도를 닦아 성인이 된다는 신흥종교인 태극

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 을 이루어 1958년 감천2동이 생기게 되었

다. 신자들이 이곳에 그들의 신앙 을 만든 것은 부산으로 피난 온 국의 

신자들이 교주(敎主)를 심으로 하여 모여든 한국 쟁 기간 동안의 일이

다. 천마산 옥녀  자락에 빼곡히 들어선 태극도 마을이 계단식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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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어서 조그마한 자투리땅이라도 생기면 고층건물을 올리는 도심지의 

풍경과는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운치를 더하고 있다.

태극도 신앙 에서 서구 아미동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반달고개라 한다. 

이 고개는 천마산과 아미산 사이의 낮은 곳으로 옛부터 감천동과 아미동를 

연결하는 교통로서 왕래가 잦았던 곳이다. 아미동 쪽에서는 아미고개라 부

르는데, 이는 화장골(아미동에 화장장이 있어 붙여진 이름)로 유명했던 아

미동 골짜기로 이어지는데서 비롯된다. 정상은 해발 100ｍ로 이곳에서 북

동-남서로 이어지는 이 고개는 아스팔드로 포장된 도로가 뻗어 있다.

태극도는 1918년 조철제(趙哲濟)가 증산사상에 기 하여 세운 종교이다. 

조철제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하 다. 그곳에

서 김 (金赫)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강일순(姜一淳)의 이야기를 듣고 노고산

에 입산하여 수도하 다. 1916년 귀국하여 충남 안면도를 근거로 포교하다

가 강일순의 이 선돌부인을 맞이하여 무극도(無極道)를 세웠다. 1923년

부터 3년간 정읍군 태인면 

태흥 도창 에 건 (營建)을 

하여 큰 교당을 짓고 무극

라고 고쳤다. 1929년에는 

10만 교인으로 번창하 다.

1935년 일제의 철거령으

로 사라졌는데 그 모습을 사

진으로 보면 웅장하고 아름

다웠다. 2층 넓은 한옥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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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다 4,5층 높이의 두 개 건물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그리고 진업단(進

業團)이라는 신도단체를 만들어 간척사업을 통해 안면도에 20만평의 농경

지와 원산도에 염 을 만들었다. 한 벌채와 채  등 사업을 경 하는 등 

크게 발 하 다. 그러나 1936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해산령’으로 교당

이 헐리고 본부가 해체되고 교세가 크게 었다. 1945년 8․15 복 이후 

다시 포교활동을 시작하여, 1948년에 보수동 1가 21번지에 본부를 두고 

태극도로 교명을 바꾸었다. 지 은 태극도 본부가 있었던 ‘태극도보수도정’

이란 으로 보존되고 있다.

1948년 막 자리 잡은 태극도 본부가 옮겨지게 된 것은 부산역 과 국제

시장 등 주 의 화재와 피난민  정비 작업으로 이 을 서두르게 되었다. 

부산시에서는 도구 청학동으로 옮길 것을 권했으나, 재정난으로 매입이 

어렵게 되자 1955년에 국유지인 천마산 턱으로 옮겨서 지 의 터 을 마

련했다. 천덕동 감내라 불 으며 그해 8월 800세  4천여 명이 이주하

고, 계속 교세 확장으로 3,000세  1만여 명의 신도를 모아 신앙 을 형성

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천덕공민학교를 세워 등학

교와 학교 과정을 교육했

다. 회의실 20여개를 교실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주․야간 

학생 800여명을 가르쳤다. 

3년간 계속되다가 등학교

인 당시 감천국민학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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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학생을 맡았다가 1963년에 허가를 받아 교육기 으로 인정되었다. 

오래 가지 못하고 이도 1968년에 재정난으로 폐지되어 이웃 학교로 넘겨졌

다. 교사는 태극도 간부와 신도 가운데서 선택되어 교육했다. 

태극도 본부 생활은 신도들의 헌 으로 이어가기가 어려워 1956년에 미

곡창고를 운 했다. 라도와 김해에서 구매해 도정한 뒤 매하여 이익

을 남겼다.  1957년에는 감만동에 직  도정공장을 운 하여 경제 으로 

안정을 기했다. 그러나 이도 잠시 4․19와 5․16군사 쿠테타 때 재정분란

이 생겨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1958년 조철제가 사망하자 태극도는 신․구 로 분리되었다. 그해 박한경

이  도 으로 취임했다. 그 뒤에 교주 조철제의 3남 조 래(趙永來)가 

1968년에 2  도 으로 취임하여 사업을 이어가다가 3  이갑성(李甲性)이 

물려받았다. 신 는 조철제 이후 일시 도 으로 있던 박한경(朴漢慶)이 많은 

신도를 이끌고 탈퇴하여 서울에 순진리회라는 별도의 교단을 창설하 다.

태극도 신도들이 감천  아미고개 주변에 모여들어 집단 을 만들었는

데, 이 태극도 신앙 이 심이 되어 1958년에 감천2동이 만들어졌다. 

2009년 10월 재 국 태극도 신도는 부산본부인 서부와 동부 지역에 

600호 1,000여명과 200호 300여명으로 교세가 만 못하다. 수도권에는 

300호 500여명으로 집계되며, 그 외 경기 감(양평) 지역에 2,000호 

3,000여명, 에 300호 400여명, 구에 700호 900여명, 그리고 

에 100호 150여명 정도이다. 

태극도 도장은 3층인 본당 강 (大降殿, 靈臺)에 15신 와 법단상(法

壇上)은 강증산(姜甑山)과 조정산(趙鼎山)을 모셨다. 국 6개 지부가 있

으며 연  큰 행사는 도주 탄신일인 12월 4일 태극 (太極節)과 도주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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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3월 6일 옥황 (玉皇節) 등 6  치성이 있다. 인격체(全人格體)

를 사상으로 하고 태극도 진리에 이름을 목 으로 하고 있다.

감천2동 태극도 희망 은 이제 ‘부산의 마추픽추’로 불리며 골목길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체육 부의 ‘2010 콘텐츠융합형 력

사업’에 선정돼 이달부터 국․시비 등 2억2000만 원으로 문화 술 이 조

성된다. 마을의 빈집을 술창작실 혹은 갤러리로 개조하거나 북카페, 식

당, 민박집 등으로 만들고, 마을 공터와 옥상을 생태정원으로 바꾸는 등 주

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미로 같은 골목길을 다니며 역사와 

생활상, 술작품을 발견하는 이색  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소득층 집지역인 태극도 마을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9년 

5월부터. 술창작단체인 아트팩토리인다 포( 표 진 섭) 주도로 문화체

육 부의 ‘공공미술 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다. 술인들은 낡은 마을과 

골목길의 가치를 발견하는 활동의 하나로 3개월간 국비 1억 원을 들여 마

을 곳곳에 조형물 10 을 설치했다. 

태극도 신앙 마을 주민들과 작가, 사하구청 직원이 함께 공공미술 작업

에 참여했다. 감천고개 정상의 감정 등학교 담벽엔 감천2동 우리 리 공

부방 학생 20여 명의 꿈과 소망이 힌 풍선이 달려 있다. 박은생 작가의 

‘내 마음을 풍선에 담아’라는 작품이다.  주민들이 모은 재활용 유리병으

로 무지개 형상을 만든 작품 ‘무지개가 피어나는 마을’은 침체된 마을에 꿈

틀 는 생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태극도 신앙  마을을 ‘부산의 마추픽추’로 만든 주역인 아트팩토리인 다

포( 표 : 진 섭)는 70곳이 넘는 부산의 수많은 산복도로  왜 감천2

동을 택했던 것일까? 이에 하여 진 섭 표는 특유의 가로형 골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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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로처럼 얽힌 ‘길의 미학’을 꼽았다. 옥녀  기슭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슬 이트 지붕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만들어낸 독특한 경 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른 산복도로는 세로 형태의 골목길인 데 반해 감천2동은 가

로와 세로로 뻗어진 수많은 골목길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에서 다릅니다. 

나지막한 집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단식으로 층층이 들어선 모습은 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풍경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2. 구평동

구서평마을

구서평( 西平) 마을은 구평동에 있던 자연마을로, 구시평, 구평 마을이라

고도 불 다. 구평동의 본동 마을이다. 구평동의 본동은 속칭 구시평(구서평)

이다. 옛날 서평이란 뜻이다. 독지리(禿旨里) 지역에 있는 성개[城浦]에 서평

진(西平浦)이 설치된 이후, 원래의 서평은 구서평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서평진이 성개로 옮겨지기 에는 구서평리에 있었다. 이곳에 토성터가 

최근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토성이 언제 축성되고 이곳에 진성(鎭城)

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서평진은 다 진과 함께 동서

로 양 날개를 이루는 해륙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서평포가 설치된 것은 1510년의 ｢삼포왜란(三浦倭亂)｣, 1519년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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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장이 섰던 구평동 거리

묘왜변(乙卯倭變)｣을 겪은 후 1522년 진 체제(鎭管體制)를 개편한 이후

이다. 이때 부산진 첨사(釜山鎭 僉使) 진 에는 신설된 서평포를 비롯하여 

두모포․개운포․서생포․다 포 등 각 포 (浦營)이 있었다. 1740년 편

찬한『동래부지』 방조에 보면, 서평포는 “부(府)의 남쪽 45리에 있다”라

고 하 다. 옛날에는 수군 권 (權管)이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져 진

을 유지할 수 없어서 다 포성 안으로 옮겼다. 그러나 1677년 다 포성이 

좁다는 이유로 옛터 근처로 다시 옮겼다.

그러나 1677년 왜 에 무 가깝고 권 (權管)의 품계가 낮다는 경상감

사의 장계(狀啓)에 따라 만호(萬戶)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1740년 편찬된

『동래부지』성곽조에 의하면, “구서평성은 부의 남쪽 40리에 있다”라고 기

록하고 있다. 석축으로써 지 은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독지리

(禿旨里)는 사천면 내에 있으며 문에서 30리 거리이다”라고 하 다.

『다 진지(1895)』를 보면, 당시 구서평은 원호 30호, 인구 100명[남

자 45명, 여자 55명]이었다. 큰 샘이 동쪽 성 안에 있는데 물이 달고 차가

우며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

아, 다 진 아래와 서평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길어 먹는다고 하 다. 그리

고『다 진사례』에 보면,

구평에 목장이 있었다.

『동래군가호안』에 의하

면, 사하면 내에 서평동이 

있다. 당시 서평동의 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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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이다. 박․최․추․ (田)씨 등이 살고 있다. 1910년에 편찬된『한

국수산지』제2집에 의하면, 당시 구서평포에는 50호가 살고 있다. 어선은 

7척이고 어선어장은 8개소가 있었다. 주요 수산물은 청어, 구, 갈치, 조

기, 붕장어, 갯장어, 우무가사리, 미역, 김 등이 있었다. 서평진  성지는 

1966년 극동철강의 공장 신설로 거의 괴되고 말았다. 이곳은 어  마을

이기 때문에 당집이 있으며, 산신도를 걸어둔 신당이 있어,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는 동시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모시고 있다.

구평동은 재래시장인 독지장(禿旨場)이 섰던 교역의 심지 다. 구평동

은 동북으로 감내포(甘內浦 : 大浦灣)와 마주보고 있다. 북으로는 티산이 

우뚝 솟아 괴정동과 신평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쪽으로는 두송반도가 

남쪽 바닷가로 돌출하여 다 동과 이웃하고 있어서 해륙의 요충지이다. 

구평동의 성개는 구평동 동남쪽에 설치된 개[城浦]로써 성(城)이 있었다. 

최근까지 토성터[土城址]가 남아 있었다. 토성이 언제 쌓아졌고, 진성(鎭

城)이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토성의 축조 상태와 거기에서 

출토된 신라시 의 토기편(土器扁)으로 보아 아마 신라시  때부터 이곳에 

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832년에 편찬된『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에 따르면, 17세기를 후하

여 독지장(禿旨場)이 개시(開 )되었다. 장(場)이 섰던 자리가 어디인지 정

확히는 알 수 없다. 1, 6일에 개시되어 사하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바다에

서 잡은 물고기와 장림에서 생산된 소 , 수공업품 등이 물물교환이나 미포

(米 ) 는 화(錢貨)에 의하여 교역되었다. 독지장은 동래장․부산장․좌

수 장과 함께 조선시  기 부산지역에서는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1832년 편찬된『동래부읍지』에는 사천면(沙川面) 하단(下端)이 신 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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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동 한보철강 부근 전경

(新草梁里)․구 량리( 草梁里)․ 티리(大峙里)․목장리(牧場里)․감천리

(甘川里)․독지리(禿旨里)․장림리(長林里)․다 리(多大里) 등 9리(里)라

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서평포를 독지리라고 불 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  지 의 구평동은 성개에서 해안선을 따라 산을 넘어야 갈 수 있

었다. 주변에는 두송반도가 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뚜렷한 

발 을 하지 못한 채, 한 하고 조용한 어 으로 형성되어 왔었다. 마을까지 

겨우 찻길이 닿은 것도 일제강 기 일본군의 진지(陣地)가 이곳에 구축되고 

주둔하 기 때문에 군사도로가 개설되었다.

구평동은 어  마을이기 때문에 당집이 있었고, 산신도를 걸어둔 신당이 있

었다. 마을의 일년 동안 안강을 축원하는 동시에 동구(洞口)를 지키는 수호

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 마을에는 바닷가에 용굴이라고 불리는 굴이 있었

다. 이 굴이 신평동 뒷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설이 있다. 이 굴을 용머리

[龍頭]로 보고, 신평동 뒷산을 용의 꼬리[龍尾]로 보는 설이 있다. 

구평동에는 극동철강 공장이 들어선 이후, 여러 공장들이 이 하여 오면

서 사회기반 시설들이 들어

서기 시작하 다. 1977년에

는 해안도로를 폭 4ｍ로 넓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살

기가 편리해 지자 발 하기 

시작했다. 구평동 어항도 정

비되었고, 더구나 감천만이 

부산의 제삼의 항구로 건설

되자 망은 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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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평못은 30～40년 만 해도 이곳이 부산시의 변두리 지역으로 농사를 주

업으로 생활하 다. 당시에는 논농사와 밭농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구

평못은 계용수 공 에 요한 역할을 하 다. 1970년  이후 산업화로 

인하여 장림공단이 생기면서 주거지로 바 면서 주택들이 들어섰다가 지

은 사라져 그 흔 을 찾을 수 없다.

서평포는 감내포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포구이다. 서평포는 본래 조선 

부터 만호 이 설치된 군사상의 요충지 고 독지장이 섰던 교역의 심지이

기도 했다. 서평포란 구평동의 성개를 말한다. 지 의 성포(城浦)를 성이 있

어서 성개라 했는데 그 성개의 북동쪽 바닷가가 옛날 서평포 포구를 이른다.

지 의 구평동 본동은 구서평이라 하다가 구평이 된 것은 서평포에 말미

암은 것이다. 이 서평포의 서평을 구평이라 한데는 신평동과의 혼동을 피하

기 함도 있었을 것이다. 구평동에는 토성의 자취가 최근까지 남아 있었다. 

그 토성은 신라시 의 것으로 성포의 석성이 쌓기 이 의 성으로 보인다.

성포는 서평포의 동남쪽에 있었던 개[浦]로서 지 의 구평아 트와 (주)우

주정 공장 사이의 지역에 해당된다. 성개라고도 불리는 성포는 포구의 뒷쪽

에 토성이 있었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토성의 일부가 최근까지 남아 있었으나 토성의 축조연 와 진성(鎭城)

의 설치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토성의 축조 연  등은 이곳에서 출

토된 신라시 의 토기 편으로 미루어 보아 신라시 에 축조된 토성일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감천만의 서안에 치한 이 포구는 1970년  이

후 감천만의 개발에 따라 매립되면서 지 은 지명만 남아 있을 뿐 옛 모습

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구평동 천지할배당산과 천지할매당은 구평동 산 52번지( 화산 8부 능



305

제 14 장 사하구

구평동 천지할매당

구평동 천지할매당의 할매도

선)에 할배제당이 있고, 구

평동 207-1번지에 할매제당

이 있다. 산신당에만 건립 연

가 있는데, 1934년에 건

립되었다. 기와 맞배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다. 당사 주

에는 120년 된 노송 7그

루가 있고 담은 돌담이다.

당제는 노인회 회장이 주

하여 선정한다. 제의 날

짜는 음력 10월 14일 자정

에서 15일 새벽 2시 사이로 

기제사처럼 1년에 1회 제를 올린다. 특이사항은 천지할배당에서는 마을

의 안강을 빌고, 천지할매당에서는 풍어와 해상 무사고  태풍 피해가 

없기를 기원한다.

옛날 콜 라가 유행했을 때 

이 마을은 당산신을 잘 모셔

서 콜 라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구평동은 1740년 편찬한

『동래부지』에 보면,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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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으로 “독지리는 문에서 44리에 있다”고 하 다. 한말에는 동래부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동래군 사하면에 소속되었다. 1942년 부산부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부산부에 편입되고, 1983년 사하구 승격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화원마을

성화원(聖花院) 마을은 구평동에 있던 마을이다. 1950년 한국 쟁으로 

인해 많은 쟁고아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들을 구호하기 한 고아원이 

곳곳에 있었는데, 특히 이곳 사하지역에 많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때의 고

아원은 주로 외국 구호단체들의 원조를 받아 운 되었다. 개 기독교 등 

종교단체에서 운 되었다. 기독교 신앙으로 고아원을 세우면 외국 원조를 

받기가 유리한 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사하 등학교나 감천 등학교의 학생 에는 고아원 출신이 많았

다. 학교는 삼성 학교가 신설되었는데 신설 기에는 이 학교에도 쟁

고아들이 많았다. 성화원도 이들 고아들을 수용하기 한 시설이었다. 성

화원분교가 있었다. 

1950년 한국 쟁 당시에는 부산이 2번씩이나 임시수도로, 한민국 최

후의 보류로써 역할을 담당하 다. 부산지역에는 국 각지는 물론 함흥과 

흥남 부두를 통하여 북한지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었다. 이들이 거

주할 곳이 부족하여 시내의 산 턱까지 지집이 들어섰다. 이로 인하여 

염병의 창궐과 화제가 자주 발생했다. 한 쟁으로 인하여 부모가 죽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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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송반도 북쪽 산위에 위치한 가구마을

잃어버리는 일로 인하여 쟁고아들이 상 으로 많았다.

이들 쟁고아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이 생기게 되었다. 일부는 개인이 운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 하는 곳이 부분이었다. 지 은 도시의 확 로 인

하여 도시화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부산의 외곽지 에 시설들이 자리 잡게 되

었다. 부산지역의 표 인 

구호시설이었던 성화원(聖花

院)이 있었던 이곳에는 구평

동 가구단지가 조성되어 있

다. 최근 사하구청에서 발행

한 ｢사하행정지도｣에는 구평

동가구단지 부근에 성화원이

라고 표기하여 이곳이 성화원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괴정동

괴정리

괴정리(槐亭里)는 지리 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

문에 선사시 부터 사람들이 마을을 일구어 살았다. 괴정분지에서 농경(農

耕)에 종사하고, 동쪽 구릉을 넘어 감천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 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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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槐亭)이란 지명은 팔정자(八亭子) 나무에서 유래한 것이다.

로부터 해내려 오는 말에 의하면, 괴목(槐木) 즉 회화나무(홰나무)를 

베었더니, 그곳에서 8개의 가지가 나와서 자랐다고 한다. 그리고 다 진 첨

사의 폭정(暴政)이 심하여 마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주

민들은 팔정자나무 에 모여 이를 성토하고 항거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

했다는 내용도 해진다. 수령이 600년이 넘는 이 나무는 가렴주구(苛斂誅

求)에 안이 된 다 포 첨사의 이야기와 동래부사의 벌목령 등 많은 애환

을 안고 있다.

 괴정동에 살았던 배범수 씨의 증언에 의하면, 두 포기 괴목 묘목을 

쪽과 아랫쪽에 심었는데 다 자란 괴목나무 그늘 아래에서 임진왜란 때 처들

어 온 왜군들은 물러가라고 빌었다고 한다. 그러다 고로 들통이 나자 왜

군들이 나무를 베었다. 이때 막아서고 항의하다가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는

데 왜군들이 그냥 그곳에 나무와 함께 묻었다고 한다.

뒷날 여러 구의 시체가 나왔는데 죽어 묻힌 사람의 숫자와 같아서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해마다 나무아래 우물을 떠서 음식을 만들고 정성껏 

제사를 올려 로했다고 한다. 그  한 가지가 사라호 태풍 때 넘어졌고  

하나가 시름시름 죽어 말라서 베어냈다. 지 은 남은 가지 여러 개가 주  

이웃집들을 덮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고 있다. 그 하나 하나가 엄청

나게 커서 베어낸 원래 회화나무는 얼마나 컸을까. 지 은 지공원으로 큰 

길 가에서 행인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마치 물 기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서 있다.

길 건 편의  한 그루는 일부러 찾아야 보일 정도로 건물 숲에 가려 

있다. 무 늙어 주체를 못하는지 가지들은 부러지고 앞가슴은 휘둘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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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나무 주변 모습(낙동로 저 멀리 대티고개가 보임)

어 치료를 받은 채로 엉거주춤 서 있다. 여러 아름으로 둥치가 엄청 크

다. 그 앞에 새끼인 듯 곧은 회화나무가 우물가를 지키며 어버이를 돌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회화나무 아랫쪽에는 우물이 있어 쁘게 샘집을 지어놓았다. 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솟은 물이 개울을 이룰 정도

로 수량이 풍부하여 넓은 웅덩이에서 아이들이 목욕을 하 을 정도 다. 바

로 아래에 빨래터가 있어 아낙네들이 옷가지를 세탁하고 있는 모습은 도심 

속에서는 보기 드문 시골 풍경이었다.

괴정동 회화나무는 괴정동 1244의 1번지에 치하고 있다. 이 나무는 천

연기념물 316호로 1982년 11월 4일 지정되었다가, 1993년 4월 16일 문

화재에서 해제되었다. 이 나무의 뿌리  부분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 되기도 하 다. 부근 경로당에서는 매년 과 

가을 두 차례 이 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동제를 지낸다.

『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 내에 괴정동이 있다. 당시 괴정동

의 호수는 55호이다. 김․문․이․송씨 등 성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 특

히 55호 가운데 문씨가 11호

나 되었다.

지 의 괴정1동과 3동에 

그때 회화나무 2그루가 있으

며, 괴정3동 괴목은 그 로 

있으나 1동은 베어내고 곁가

지가 자라서 고목이 되었다. 

괴정동은 그 회화나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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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동 회화나무 전경

유래했으며 풀밭이던 괴정3동은 심지가 되었다. 2그루 회화나무를 보호

하려고 동민들이 노력하고 있다. 오래 살아 수백 년 의 들 을 보여주고 

그때 사람들의 얘기를 해 주는 듯하다.

괴정동에는 ‘통샘’, ‘단물샘’은 괴정패총이 있었던 바로 에 있는 물 좋은 

샘이다. 이 샘은 아마도 괴정 패총인이 살던 변한( 韓)시 에도 사용되었

을 것으로 보아진다. 통샘 바로 에는 ‘큰 새미걸’이 있다. 이곳은 괴정동에 

있는 빨래터이다. 도시개발과 수도시설이 된 지 도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

감을 이고 와서 옷가지들을 빤다. 지 도 도심속의 시골빨래터로서 훈훈한 

마을의 인정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빨래터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

에도 따뜻하여 아낙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괴정동의 뒤 산 기인 속칭 ‘아래머리’, 구덕산을 ‘용호부리’라고 불 다. 

그 이유는 낙동강쪽으로 뻗어 내린 기를 이 게 부른 것은 풍수지리설에

서 온 이름인 듯하다. 구덕산의 강안(江岸)에 뻗은 말맥(末脈)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세찬 폭풍과 낙동강을 따라 내려온 강풍을 막아 다.

동쪽에는 시약산(蒔藥山)이 솟고 남쪽에는 티산(金峙山)이 솟아 있다. 

그 기가 서쪽으로 나지막

한 구릉을 이루어 해풍을 막

아주는 방 제 구실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괴정리는 사방

이 산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서쪽

에는 두송반도의 기가 강

풍을 막아주고 배오개(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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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도 괴정동 주변 일대 모습
(지금의 낙동로 비포장 도로에 삼륜차가 신나게 달리고 있다)

개, 즉 밝아오는 고개라는 뜻으로 신평동쪽에서 보고 지어진 고개 이름)를 

넘으면 낙동강이다. 아랫머리 서단(西端)을 돌면 하단에 이르며 유유히 

흐르는 강류가 앞에 개된다. 끝없는 갈 밭 사이로 삼각주가 발달한 

낙동강 하구에 이른다.

괴정동 패총의 치는 지 도 남아 있는 큰 괴목 2그루 가운데 산기슭에 

있는 고목을 심한 주변 일 로 지 의 도로선에서 끝이 된다. 1929년 

11월 24일 일본인 좌산우좌길(佐山右左吉)이 패총 유 을 발견하여 곡

미태랑(大曲美太郞)과 함께 조사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뒤 패총 유

에 한 기록이 분명하지 않아 그 치를 잘 모르다가 1978년 도로 확장 

공사를 하다가 패총이 발견되었다. 당시에 채집된 유물인 토기편들이 복 

후 동아 학교 박물 에서 입수하여 보 하고 있다. 

이후 1978년 도로확장공사를 계기로 부산 학교 박물 에 의해 처음 조

사되었다. 그러나 패총지 에는 집들이 꽉 들어차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

다. 그 당시 채집된 유물은 부산 학교 박물 이 수장하고 있다. 괴정패총

은 1972년 6월 26일 부산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가, 1977년 10월 

28일 도로개설로 인하여 문

화재에서 해제해 버렸다.

괴정리 마을이 있었던 괴

정동 회화나무 주변에는 옛 

마을의 흔 은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바 었다. 지

은 주택지로 변모하 고 일

부 지역에는 아 트 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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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 산제당 전경

되었다. 이곳에는 괴정1동주민센터, 괴정 출소, 사하수도사업소, 사하

등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주택지에는 한국 쟁 이후 피난민들이 이곳

으로 몰려오면서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골목

길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에는 재개발을 사업을 추진 에 있으

나,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괴정동 산제당은 괴정1동 산 1066～4번지로 괴정성당 이며, 건립 연

는 1974년이다. 제당은 시멘트 우진각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마감한 구조

물이다. 돌과 시멘트 담장이 직사각형으로 있고 담장 뒤에는 100여년 노송 

한 그루가 있다. 제의 날짜는 옛날에는 음력 6월 1일과 12월 1일 자정에 지

냈으나, 제당 개축 뒤로는 양력 5월 7일 정오에 지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

다. 제의과정은 당산제 → 샘제 → 팔정자제 → 회화나무제의 순서 으나, 요

사이에는 주산제만 지낸다. 개축 의 제당은 1915년에 건립하 다. 특이사

항으로 옛날에는 당비를 거둘 때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재앙 가시세’ 하고 제

비를 거두었다고 한다[유수종(劉洙鐘)씨의 증언]. 제단은 당산 외에도 팔정

자나무와 회화나무에도 있다

(『부산의 당제』, 부산 역

시사편찬 원회, 2005).

괴정동은 본래 동래군 사

하면의 지역으로서 회화나무

가 있어서 괴정이라 했다.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편에 의하여 부산부에 편

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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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폐합에 따라 티동 일부를 병합하여 괴정동이라 했다. 다시 동래군 사

하면에 편입되었는데, 1942년 부산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에 

편입되었다.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서구에 편입되었다. 1959년 1월 

1일 괴정동을 괴정1, 2동으로 나 었고, 1966년 1월 1일 괴정1동을 괴정

1, 3동으로 나 었다. 1975년 10월 시 직할 사하출장소, 그리고 1979년 

8월 8일 괴정1동이 제1, 4동으로 분동하 다. 1983년 12월 사하구 승격

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분들마을

고분들 마을은 괴정1동 일 에 있던 자연마을로 본동마을이다. 고분도리

라고도 한다. 고분도리는 ‘고블(고불)’과 ‘도르’에서 온 것이라고 추측한다. 

고불은 고리짝을, 드르는 들을 말하므로, 고블드르는 고리짝을 만드는 들을 

가리킨다고 한다. 고리짝을 만드는 재료가 많이 나거나, 고리짝을 많이 만

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추측된다.

고분들 마을은 괴정천(지 은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주변에 

있었다.  다른 증언은 티고개의 산음골 다리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

다. 옛 서구청과 지 의 부산서부경찰서 윗쪽 산마을이었다고 한다. 골목

시장이 있었고 일제강 기 때에는 일본인이 경 하는 큰 문방구(다마스끼

아)가 있어서 인기 다. 1930년 에 성시를 이루었으며 40～50호 정도 

150여명이 살았다. 주 에는 주를 하는 집도 있어서 단속반이 오면, 옮

겨 숨기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곳 학생들과 놀 때에 고분도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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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괴정천 전경(현재)

이들이라고 말했단다.

말골은 괴정1동에 있는 골짜기로 상류는 곡을 이루고 있으나 하류쪽

으로는 작은 선상지가 펼쳐진다. 속한 도시화로 아 트단지는 물론 학

교․도서 ․노인복지  주거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옛 모습도 찾

아볼 수 없게 되었다.

고분들 옛 마을의 흔 은 도시화로 인하여 찾아볼 수 없게 변해 버렸다. 

마을 앞을 흐르던 괴정천은 복개되어 버려 괴정동의 이면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이 있었던 곳에는 주택지와 아 트단지로 바꾸어 마을의 흔 을 

찾을 수가 없다. 마을 뒷쪽 골짜기에는 동아고등학교, 동아공업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괴정의 교육 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고분들마을 주변의 괴정동고분군은 괴정1동 1026의 32번지 일 에 있

었다. 1957년 6월 무렵 오성고등공민학교 부지정지 작업  유구(遺構) 

일부가 괴되고 유물이 노출되면서 발굴되었다. 발굴 당시는 오성고등공

민학교 구내 으나 지 은 아 트가 들어서서 흔 을 찾아 볼 수 없다. 원

래는 구덕산 기 남단에 연

결된 해발 80∼90ｍ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이었다.

고분군의 발굴은 한성여자

학(지 의 경성 학교 

신)에서 1975년 8월에서 

10월 사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수 식장방형석곽묘(竪

穴式長方形石槨墓) 29기,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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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천 전경(1980년대 초)

묘(甕棺墓) 10기 등 모두 39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수 식

석곽묘는 장방형의 묘 (墓壙)을 발굴하 다. 내부는 활석과 석을 이용

하여 4측벽을 쌓아올렸다. 그 에 뚜껑을 덮은 형태로서 뚜껑을 개석(蓋

石)을 이용한 것과 개석을 덮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었다. 토는 실제 남

아 있는 것은 없었으나 30호분과 31호분에 타원형의 호석(護石)이 둘리어

져 있는 것으로 보아 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군의 무덤 구

조나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5세기 후반 의 유 들로 볼 수 있다.

이곳이 고분들 마을이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은 이곳이 괴정의 본동으로 

지 도 고로들은 괴정본동이

라고 하며, 옛날 큰샘이 있

었다고 하여 골목길을 큰샘

길이라고 부르고 있어 옛 지

명의 흔 을 알 수 있다.

대티마을

티(大峙) 마을은 괴정2동 일 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치 마을이라고

도 부른다. 지 의 괴정동에서 서 신동으로 넘어가는, 치터  쪽에 있

는 고개가 티( 치)고개이다. 이 고개 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티[

치] 마을이라 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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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티 마을의 현재 모습

부산진에 있던 두모포왜 (豆毛浦倭館, 지 의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부근)을 1678년 량왜 (草粱倭館, 지 의 용두산  복병산 일 )으로 

옮길 때, 량왜  주변에는 조선인 락이 있었다. 왜 이 옮겨진 뒤에 

일본인들이 마을을 침범하여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인들을 

티고개가 있는 산골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티 (大峙村)이 생겼다고 

하나, 분명하지는 않다.

1740년 편찬한『동래부지』 방조에 의하면, “ 치리는 사천면(沙川

面) 내에 있으며, 문에서 30리 거리에 있었다”고 하 다.『다 진지

(1895)』를 보면, 당시 치리는 원호 73호, 인구 209명  남자가 99명

이고, 여자가 110명이었다.『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 내에 

치리(大峙里)가 있다. 당시 치리의 호수는 42호이다. 박․김․이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

티마을 사람들은 일본인을 몹시 증오하여 일본인을 보면 시비를 걸었

다. 티고개를 넘는 일본인을 보면 기왓장과 돌을 던지는 일이 많았다. 이

것은 일본인 때문에 용두산 부근에 있었던 마을이 산골로 옮겨진 데 한 

앙 가품이었다 한다. 

티( 치)고개는 소나무

가 많아서 솔티[松峙]라고도 

불 다. 부산시내와 사하지

역을 왕래하는 길목이어서 

통행이 잦았다. 주변에는 숲

이 우거져 하단장에서 곡식

을 매매하고 넘어오는 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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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도 들에게 피해를 입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낙동강의 명물인 하단 

재첩을 는 아주머니들이 이 고개를 넘나들면서 생계를 유지하 던, 애환

이 서린 고개이기도 하 다.

티고개의 도로는 좁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운행이 어려웠다. 1973년 

티터 이 공되어 사하의 발 은 부시게 달라졌다. 사하지역을 완 히 

시내권으로 포함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티고개 넘어 사람들이 시내 갈 

때에는 ‘부산 간다’라고 하 다. 지 은 티터 이 뚫리고, 도시철도 1호선

이 이 고개 아래를 지나가면서, 고개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었다. 도시

철도 1호선 서 신동역과 괴정동역 사이의 역명이 티역이다.

아직도 버스 노선이 있고 차량이  늘어가고 있다. 고개 넘어 생병

원과 부산 학교병원 쪽으로 내려가려면 산복도로를 이용하면 빠르다. 건

편 동 신동과 서 신동 일 가 한 에 내려다 보인다.

괴정리 마을에서 티고개를 넘는 고갯길은 소나무가 많아서 솔티(松峙)

라고 불 다. 길이 험하고 산짐승도 나오고, 도 이 나오는 일도 많이 있었

다. 하단 재첩을 는 아주머니들이 괴정삼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 다

가 넘었다고 해서 ‘재첩고개’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티고개에는 ‘天下大 軍’과 ‘地下女 軍’의 장승이 있었으나 한국 쟁 때 

없어져 버렸다. 재첩고개는 티고개의  다른 이름이다. 부터 괴정․하

단 주민들은 괴정에서 신동(大新洞)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티고개라 부

르지 않고 재첩고개라 불러왔다. 지 은 서 신동으로 넘어가는 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괴정에서 아미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다. 이 길은 하단․독지

(禿旨 : 지 의 구평동)․구포, 강 건  김해지역에서 부산까지 왕래하는 

보부상과 일반 행인이 다니던 길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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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티터널(1999년) 양 옆에 대티 마을의 현재 모습

일제강 기 당시에 지 의 티고개로 큰 길이 닦아지고, 괴정삼거리를 

거쳐 엄궁․사상으로 가는 길과 다 포로 가는 길을 닦았지만, 좁고 거친 

시골길 그 로 다. 거기에다 티 마을에 분뇨투기장이 생기고 하단에 

분뇨처리장이 생겨 매일 분뇨차가 오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사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8․15 복 당시 티(괴정2동), 큰샘거리(괴정1동)

에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었고, 과수원이 띄엄띄엄 있었으나, 부

분이 논밭이었다.

마을 인근에 있는 새리골은 괴정천의 상류골짜기로 괴정3동에 있는 동주

학(구 동주여 )과 사하도서 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괴정천의 발원

지이며 지 은 주민들의 산책코스로도 이용되고 있다. 한 이곳을 사리

곡, 사리골이라고 부른다.

티 마을이 있었던 곳에는 도시화로 인하여 고갯마루를 넘는다는 의미만 

느껴질 뿐 옛 마을의 흔 은 찾을 수가 없다. 1970년 12월 티터 이 개

통되면서 크게 교통이 혼잡했던 고개길은 조  한가하 으나, 주변지역이 

주택지로 변하 고 최근에는 마이카 시 를 맞아 이곳도 교통이 복잡한 편

이다. 이곳도 다른 지역과 마

찬가지로 아 트가 들어서면

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옛 

마을이 있던 부근에는 괴정

등학교, 괴정2동주민센터가 

있고, 뒷쪽으로는 불 사, 용

암정사, 괴정감리교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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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사하구의 경계인 대티 고갯마루

괴정2동의 유 은 티고개로 오르는 도로 입구인 옛 신동교역회사 공

장 뒤의 주택가에서 발견된 석 묘 유 이 있다. 이 유 에서는 단도마연

토기(丹塗磨硏土器) 1 , 마제석검 1 , 마제석  5 이 출토되었다. 그 

 마제석 은 5  가운데 2 은 미완품이다. 3 은 모두 신단면마름

꼴의 유경 이다. 3  모두 선단이 단되어 있고 신이 긴 것이 특징이

며 비실용 인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유 은 청동기시  기 후반의 

BC 3세기경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유 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호는 일

본 야요이식(彌生式) 토기의 직 인 조형(祖型)이 되는 아주 요한 유

물로 평가 받고 있다.

옛 티마을 고갯마루에 많이 자생하고 있었던 소나무는 땔나무로 이용되

기도 하 으나, 한국 쟁 때 피난민들이 이곳 고갯마루에 정착하여 피난

으로 바 면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도시철도 1호선 티역 삼거리에서 

고개로 오르는 길 양쪽은 주

택지로 옛 마을의 흔 을 찾

아 볼 수가 없다. 티 마을

이 있었던 고개를 넘는 길이 

티로이며, 도로표지 도 

티고개라 표기하고 있어 이곳

이 옛 티 마을이 있었다는 

흔 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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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마을

신 (新村) 마을은 괴정3동에 있던 마을이다. 원래 이곳에는 집이 별로 

없고 밭이 있었다. 신 을 심으로 한 일 의 들을 ‘ 맥들’이라고 불 다. 

1950년 한국 쟁 때 부산에는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다. 용두산 화재

(1954년), 부산역  화재(1953년) 등 시내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많

은 이재민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왔다.

신  마을은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서 신 (新村)이라 불 다. 정 정이 

체결된 이후 1953년 8월 15일 정부가 서울로 환도한 후에도 부산에는 피

난민과 잣집이 늘어났다. 당시 서구에는 약 3,000여 호의 잣집이 있었

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이 괴정동 신  마을이다. 잣집의 도는 도

시 미 뿐만 아니라 교통장애, 화재 험, 염병 유행 등을 래했다.

괴정동은 일제강 기 당시 사하지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심

지역으로 경찰 (警察官) 주재소(支署)가 세워졌다. 한 복 후는 미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 다.

법무부 출입국 리사무소의 외국사람 수용소가 괴정천변 신  남쪽에 있

었다. 이 수용소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하나둘 돌아가면서 

한동안 텅 비어 있었는데, 때마침 평화선을 넘어 우리 해(領海)에서 불법

어로 행 를 하다가 나포된 일본 어부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바 었다. 언제 

돌아갈 지도 모르고 기약 없이 갇  있던 어부들 에는 도망을 가거나 소

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괴정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은 1970년 다. 분뇨투기장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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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3동 신촌마을 일대 전경

구 엄궁동으로 가고, 티터 이 뚫리고, 시가지 조성을 한 구획정리 사

업이 시작되고부터이다.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시내 사람들이 도나도 몰

려와 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아 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한국 쟁 후 주동과 용두산의 화재로 이재민이 옮겨오고 일본인 수용

소와 함께 밭 가운데 집들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당시 자주 범람하던 괴정천은 복개되어 도로가 되었다. 지 은 가장 번

화한 괴정3동이다.

신  마을은 지 의 괴정3동주민센터에서 괴정시장 일 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 괴정1동 사리골에서 발원하여 마을 앙으로 흘러내리던 괴정천은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 옛날 있었던 맥들은 1950년 한국

쟁 때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피난민 으로 바 었다.

1960년 도시계획에 따라 새로운 주택지로 탈바꿈했으며, 일부지역은 재

개발 되어 아 트 단지로 변모했다. 지 은 괴정시장 부근에는 도시철도 1호

선 괴정역이 있다. 괴정사거리에서 다 로를 경계로 괴정1동과 하고 있

는 괴정의 심지역이다.

신  마을에는 지 도 한

국 쟁 때 피난 와서 정착하

여 많이 살고 있다. 고로들

은 당시 피난시 의 어려웠

던 삶을 회상하면서 시울

을 시기도 한다. 당시 먹

을 물이 귀해서 우물가에 

을 서고, 지  같이 개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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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괴정사거리(왼쪽 위쪽에 신촌 마을이 있었음)

화장실이 없어 공동 화장실

에서 을 서서 기다렸던 그

때를 추억하기도 한다. 지

도 괴정3동이라는 행정지명 

보다 그냥 신 이라고 부르

며, 복개도로를 신 길이라 

하여 옛 마을의 흔 을 살필 

수 있다.

목마장마을

목마장(木馬場) 마을은 괴정동에 있던 목장마을이다. 이곳에 목장이 있었

다고 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으로, 지 의 괴정1, 4동과 당리동에 걸쳐 있었

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740년 편찬된『동래부지』에 보면, 사천면(沙

川面)의 하단(下端)에 목장리(牧場里)가 나오는데, 이곳이 지 의 괴정동 

심지역이 된다. 당시의 목장리는 오늘날의 당리( 里, 지 의 당리동)와 

하단(下端, 지 의 하단동)까지 포함되었다. 목장리라고 한 것은 목장의 

심지 기 때문이다.

당시 목장은 나라에서 소요되는 군마(軍馬), 역마(驛馬), 사역마(使役

馬), 승마(乘馬) 등을 국가에서 길러내는 국마장(國馬場)이었다. 이 국마장

은 신라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당시는 도(絶影島)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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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살장이었던 소태미(괴정4동) 부근

장 큰 목장이었다. 도에 목마장이 있었던 것은 통일신라 무렵부터 

의 명마를 배출한 섬’이란 뜻으 유명하 다. 후백제 견훤이 도의 명마

(名馬) 한 필을 왕건에게 바쳤다가 도의 명마가 고려에 가게 되면 후백

제가 망하게 되리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후회하면서 이듬해 되돌려 주었

다는 일화가 있다. 도란 명마가 빨리 달려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는 데

서 얻어진 이름이다.

그 이후 고려시 를 거처 조선시 에는 지 의 사하구․서구․동구․부

산진구․남구로 확 된 것 같다. 1740년 편찬된『동래부지』에 보이는 목

장성(牧場城)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국마장의 감목 (監牧官)은 조선시  

때는 다 포 수군첨사가 겸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1740년 편찬한『동래부지』에 나온 목장리(牧場里)가 바로 괴정리(槐亭

里)이다. 부산의 목장은 도가 가장 큰 것이었고, 그 다음이 괴정으로 보인

다. 괴정의 목장리는 괴정만 아니고 당리, 하단까지 일컫는 것으로 언제부터 

말을 길 는지는 알 수 없다. 하여간 목마장으로서의 시설은 일제강 기까

지 그 목책(木柵)이 남아 있

었으며, 지 도 목마성(牧馬

城)의 흔 이 남아 있다.

이 목마성을 국마성(國馬

城)이라고도 부르며, 축성 연

는 알 수가 없다. 이 성은 

티고개에서 당리 뒷산까지 

약 3㎞로 이어진다. 그 에

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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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地圖書(1736-1776』東萊府, 채색필사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있는 곳이 희망  동쪽 산골에 있다. 두께가 8척(尺)이고, 높이가 8∼12

척의 단단한 성으로 상단의 높이만 맞추어 쌓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 높

이가 일정하지 않다.

원래 이 일 는 말골(馬谷), 말꼴, 마하골, 마하곡, 소태미 등으로 불리었

다.『다 진사례(1895년)』에 보면, 괴정동에 목장이 있었다. 다 진 할

의 목장으로는 괴정동 목장이 가장 컸던 모양이다. 그래서 괴정동을 목장리

(牧場里)라고 부르기도 하 다.

한 마아골이라고도 불 는데 군마를 길 다고 한다. 요즘처럼 큰 말이 

아니라 당나귀가 많았으며, 소 도살장이 있어 그곳을 소태미라고도 불 다

고 한다. 1970년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목장의 돌담을 헐어 많은 돌들

을 실어서 평토작업에 사용했다고 한다.

괴정동 희망 (希望村) 일

를 ‘말골’ 는 ‘마곡(馬谷)’

이라 부르고 있다. 목마성 일

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괴정동 주 가 목마장의 

심지 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지 은 목마성의 흔 은 

찾을 수 없으나, 뒷산에 돌

담이 허물어져 있는 많은 돌

덩어리가 군마 목장의 울타

리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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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능선 아랫쪽이 양지마을(1969년)

양지마을

양지(陽地) 마을은 괴정3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신 (新村) 건 편 북

쪽 산기슭에 간이 주택 이 들어서서, 양지 마을을 형성하 다. 양지쪽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양지 마을이라 한 것 같다. 지 의 괴정3동주민센터 부

근에 있는 신 마을 건 편 산기슭이다.

옛날에는 과수원이 있었고 11채의 집이 있었다고 한다. 지 은 주택과 아

트가 들어서면서 번창하여 산기슭까지 주거지로 변하 다.

양지 마을도 신  마을과 같이 1950년 한국 쟁 때 부산에는 피난민들이 많

이 살았다. 용두산 화재, 부산역  화재 등 시내에 큰 화재가 있어, 많은 

이재민들이 이곳 양지바른 언덕배기에도 이주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국 쟁 당시 부산에는 피난민과 잣집이 늘어나면서 당시 서구에는 

약 3,000여 호의 잣집이 있었다. 그리고 괴정지역은 신 마을․희망

․양지마을 등에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자 이 만들어지게 되었

다. 지 도 당시의 자집 신 시멘트 슬라  집으로 바 었을 뿐 산비탈

에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실정이다.

양지마을 앞쪽인 낙동로 

도로변에 늘어선 10층 이상

의 건물들에는 상가나 병원 

등이 들어서 있다. 큰 도로 

뒷쪽으로는 옛날 슬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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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서 다세 주택이나 빌라 을 연상하리만큼 빌라 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뒷쪽 산비탈을 깎아 아 트가 들어서면서 멀리서 바라다보면 산 

턱에 세워져 있는 유럽의 성을 연상  할 정도로 밤에 보는 야경은  

다른 느낌을 다. 

이곳이 양지 마을이 있었던 골목길을 2012년부터 시행된 새주소인 양지

길이라는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다. 한 양지하이츠빌라 등 빌라의 이름에

서 옛 마을의 흔 을 살필 수 있다.

희망촌

희망 (希望村)은 괴정4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희망 이라 불리는 유

래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 쟁 때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선이 무 지면서 

부산은 정부기 의 이 으로 임시수도가 되었고, 한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

되었다. 이곳 괴정에도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생긴 마을이 희망 이다.

희망 은 어려웠던 피난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피난민들의 바

램이 담겨져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희망 은 지 의 괴정4동 지역으로 도시철도 1호선 사하역과 괴정4동주

민센터를 심으로 북쪽으로는 사하 학교 부근까지, 남쪽으로는 신평으로 

넘어가는 배고개 아랫쪽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지 도 이곳지역을 새

마을 는 희망 이라 부른다.

한국 쟁 당시 들 이었던 이곳에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생겨난 희망

은 1970년 부터 도시계획에 따라 건축된 슬라  주택들이 많아 사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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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희망촌이 있었던 괴정4동 모습(저 뒷쪽이 배고개)

에서는 재개발을 추진 에 있다.

희망 은 낙동로가 가로 질러 지나고, 도시철도 1호선 사하역이 생기면서 

도로변을 심으로 형 빌딩 등이 들어서면서 많은 발 하 다. 마을 앙

으로 흐르던 괴정천은 복개되어 복개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괴정4동주민

센터, 괴정4 출소, KT 사하지 , 사하 학교 등이 치하고 있다.

배고개는 괴정4동에서 신평1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배오개 는 이티라 

부르며, 한자로 이 (梨峴)으로 쓰고 있다. 배나무가 많아서 배고개로 부르

게 되었다고 하나 배[梨]하고는 상 없는 것으로 해진다. 동쪽에 있는 고

개이므로 ‘붉고개’의 ‘붉’에서 ‘배’로 음(轉音)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

히는 알 수 없다.

이 고개는 선사시 의 신평동 패총인과 괴정동 패총인이 왕래하 던 것으

로 보인다. 조선시 에는 하단장(下端場)과 부산장(釜山場), 구평동의 독지

장(禿旨場)을 다니는 장꾼들이 넘나들었던 고개이다. 1980년  괴정～장림

간의 간선도로 확장 포장되면서 차량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로 바 었다.

도시화가 되기 에는 신평동으로 넘어가는 ‘삼밭골’에서 삼농사를 지어 

옷을 만들어 입었고, 하단 

갈밭에서 거두어들이는 갈꽃

은 솜의 역할을 하여서 추

를 막아 주었다. 실제로 괴

정동 패총에서는 실을 꿰는

데 사용한 방추자(紡錐車) 

두 이 나왔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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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괴정4동 희망촌 부근(뒷쪽이 배고개)

삼밭골은 부터 삼을 많이 재배한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이곳 주민들이 

삼 농사를 지어 삼옷을 만들어 입었을 정도로 삼밭으로 이름난 삼밭골은 

1980년 이후 속한 도시화로 크고 작은 아 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옛 모

습이 사라져 버렸다.

이곳 괴정4동에서 한국 쟁기 피난시 부터 지 까지 거주하고 있는 고

로들은 아직도 이곳을 희망

이라고 부른다. 희망  

앙을 가로질러 흐르는 괴정

천은 복개되어 괴정 복개도

로로 이용되고 있다. 아직도 

괴정4동 곳곳에는 옛 마을의 

흔 들을 살필 수가 있는 시

설들이 남아 있다.

4. 다대동

다대리

다 리(多大里) 다 포의 심지역에 치해 있으며, 유아교육진흥원(옛 

다 첨사  자리) 부근에 있었던 마을이다. 다 동은 낙동강하구에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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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옛부터 국방 요새로 조선시 에는 다 포첨사 (多大浦僉使營)이 

있었던 곳이다. 다 포라 기록은 1145년에 편찬한『삼국사기(三國史記)』

나 1285년 편찬된『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일본서기(日本書紀)』의 신공황후(神功皇后) 섭정(攝政) 5년기

(紀)의 다다라노쪼(蹈鞴鎭)와 계체기(繼體記)에 나오는 다 라원(多大羅

原), 그리고 추고기(推古記)에 나오는 다다라(多多羅) 등이 상고시 부터 

다 진(多大鎭)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 의 다 포와 일치되는 지명

인지는 정확하지는 않다.

일설에는 낙동강 주류가 불암[佛巖]․가락(駕洛)․명호(鳴湖)로 흐르는 

기 다고 한다. 다 포에서 (大渚)에 이르는 일 를 다 진으로 표

했을지 모른다.  일설에는 다 진은 지 의 다 포가 장림포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한『일본서기』계체 23년조

에는 신라 이사부(異斯夫)가 군사 3천명을 이끌고 다다라원에 머물면서 웅

(熊村) 등 4 에 내주(來駐)한 왜 들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

서 나오는 다다라(多多羅)는 다 포의 원래 명칭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다다라는『일본

서기』민달(敏達) 4년기와 추

고(推古) 8년기에도 나오는 

모두 다 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서인『신

찬성시록(新撰姓氏 )』에도 

다다라(多多良)라고 한 것을 

보면, 다 (多大)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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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답달(畓達)․다다라(多多羅)․다다라(多多良)에서 변하여 생긴 이름으로 

부산의 지명  그 유래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듯 다 포는 일본측 사서

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일교류의 요지 음을 알 수 있다.

한편,『삼국사기』자비왕조(慈悲王條)의 기록을 보면, “5년 여름 5월 왜인

(倭人)이 활개성을 쳐서 사람 1,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6년  2월 

왜인이 삽량성(梁山)에 침입했으나 패하여 달아났다. 17년 일모․사호․

석․답달․구례․좌라 등의 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에 기록된 답달(畓達)은 다 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답달성

(畓達城)이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 의 다 포 북쪽에 솟아 있

는 아미산(峨嵋山)에 보이는 토석으로 쌓은 성터를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

나 답달을 경북 상주시 화령으로 보는 설이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려

운 실정이다. ‘답달’의 ‘답(畓)’은 인마잡답(人馬雜畓)으로 거듭[重]을 의미

하고 ‘달(達)’은 도(到) 는 (顯) (著)를 의미하며, 지 의 다 의 뜻

을 그 로 나타내고 있다.

1740년에 편찬된『동래부지』에 의하면, “다 리는 문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다”고 하 다.『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다 동은 108호의 호

수가 거주하고 있다. 김씨가 22호, 이씨 21호, 한씨 14호, 박씨 13호 등의 

성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 

이곳 다 포는 경상좌도 7진(부산․다 ․서평․포이․개운․두모․서

행)의 하나로 국방상의 요새지로 요시 했다. 다른 진(鎭)의 2배의 병선

을 배치하 다. 뿐만 아니라 다 포첨사와 국경의 만포진(萬浦鎭) 첨사만

은 무장으로 정3품 당상 ( 上官)만으로 임명하 다. 이는 수사(水使 : 

水軍節度使)와 동격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선인들의 무공을 알려주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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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 지가 남아 있다.

옛 다 첨사  아랫쪽에 다 샘이 있다. 이 샘은 다 포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때부터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수량이 많아서 종일 

길어도 한 밤 에는 물이 철철 넘쳐서 물 기가 끊어진 일이 없었다고 한

다. 샘에서 넘치는 물을 받아 아랫쪽에 10여평의 공동세탁장이 만들어져 

있다. 마을 아낙네들이 빨랫감을 이고 와 빨래하는 모습은 도심속의 훈훈한 

옛 정취를 엿볼 수 있다. 옛날 상수도 설비가 없었을 때는 700여 세  

4,000여 인구가 이 샘물을 식수로 사용하 다. 어업용수까지 부족을 느끼

지 않았다고 하니 다 포의 젖 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이 다 리 마을은 본동마을로 옛 다 진첨사 이 자리 잡고 있었던 

다 등학교 부근의 마을이다. 지 도 이곳을 다 본동이라고 부르고 있

어 옛 지명의 흔 을 살필 수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있었던 첨사 의 객

사건물인 다 포객사(多大浦客 , 부산 역시 유형문화재 제3호)는 1970년

에 지 의 몰운 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 객사를 원 자리인 유아교육진흥

원에 그 로 두었더라면 교

육 인 효과가 보다 컷을 것

으로 생각된다.

옛날부터 해 내려오는 다

지역의 경치가 아름다운 여

덞 곳을 가리켜서 ｢다 팔경

(多大八景)｣이라 하 다. 첫

째로, ‘아미완월(峨嵋翫月)’은 

아미산 턱에 떠오른 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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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만사 모든 잡념과 시름이 사라져 버린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물결 같은 정겨움이 느껴질 정도로 경이 평화로

움을 이른다. 둘째로, ‘몰운 해(沒雲觀海)’는 몰운 의 우거진 숲과 깎아지

른 듯한 해식애와 기암괴석, 출 거리는 창 , 수려한 모래사장은 빼어난 

경이다. 더불어 낙동강 하구에 안개와 구름의 기류 속에 잠겨 보이지 않

는 구름바다를 이른다. 

셋째로, ‘야망어창(夜望 唱)’은 옛날 화손  언덕에 올라 멸치떼의 동정

을 살핀다. 고기떼가 몰려들 징조가 보이면 낫개로 내려와서 작은 돚단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간다. 확인한 다음 징을 울려 신호를 올리는 곳으로 밤에 

멸치떼를 살피고 바라보는 곳이라 하여 야망 를 이른다. 넷째로, ‘화손낙조

(花孫落照)’는 화손  부근에는 우거진 숲과 깎아지른 듯한 해식애와 기암

괴석, 출 이는 도는 별유천지다. 남해바다  멀리 석양에 지는 녁노

을이 다 포 앞바다를 온통 붉게 물들인다. 태양의 붉은 기운이 진홍빛으로 

이 거리면서 망망 해  멀리 사라지는 장 을 연출한다.

다섯째, ‘두송만취(頭松晩翠)’은 두송반도 부근은 계 의 변화에 따라 그 

푸르름이 다양하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  경탄을 자아낼 정도이다. 특히 

늦은 가을에 해풍(海風)을 맞으며, 바라다보는 푸르름은 다 팔경으로 손색

이 없었다. 여섯째, ‘남림숙하(南林宿霞)’는 아침이면 항상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안개속에 잠겨서 섬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때 머무

는 맑디 맑은 안개는 송림숲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이른다.

일곱째, ‘팔 반조(八峰返照)’는 휘황한 밝은 달이 떠올라 다 포 앞바다

의 잔잔한 물결 에 내비친다. 달빛이 팔 에 되비치는 밝은 달빛은 어느 

지역에서 보는 달빛과는  다른 정취를 일컫는다. 여덞번째, ‘삼도귀범(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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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歸 )’은 다 포 입구 삼도(쥐섬․고리섬․솔섬)에는 아침이면 하얀 돛을 

단배가 앞바다  멀리 고기잡이를 나아간다. 녁이면 만선을 이룬 배들이 

흰 돛을 펼쳐 단 돚단배가 다 포의 입구인 삼도 주변의 바람을 안고 포구

로 돌아온다. 그 경은 녁노을과 어우러지는 장 을 일컫는다.

조선후기 이후 군사  기지 등으로 보아 상당히 큰 락을 형성하 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래군 사하면 다 리가 되었다가 

1942년 부산에 편입되었다. 1957년 구제 실시에 따라 서구 직할 사하출장

소 다 동, 1975년 부산시 직할 사하출장소 다 동, 1983년 사하구로 승격 

되었고, 1992년 9월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다  1, 2동으로 분동되었다.

낫개마을

낫개[羅浦] 마을은 다 2동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낫개(나개)는 나포

(羅浦)의 우리말이다. 이곳에 있는 들을 낫개마을 부근에 있다고 하여 낫개

들[羅浦坪]이라 한다. 지명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웃낫개[上羅浦]와 아

랫낫개[下羅浦]가 있었다. 낫개들은 다 포의 옛 지명인 낫개에 있었던 들

이다. 지 은 도시화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다 포의 갯마

을인 자연마을 배후에 비교  넓은 해안 충 평야를 이루고 있었던 들이다.

다 포는 역사 으로 다 진의 첨사 이 있던 곳으로, 해안에는 포구가 

자리 잡고 있다. 서편에는 낙동강 하구로 이어져 있으며, 동편에는 감천만

이 하여 있다. 다 포 서쪽에는 몰운반도, 동쪽에는 두송반도가 있어 만

구(灣口)의 폭이 1㎞ 정도이며 수심이 5～7ｍ 밖에 안 되는 아담한 해어장



334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낫개 마을의 현재 모습

(海 場)이라 하겠다. 

다 의 멸치젓은 명목재(大明木材) 목장이 있는 앞바다에서는 멸치

가 4월에서 7월까지 많이 잡  지 망(地曳網) 어업이 성했다. 이곳에서 

잡은 멸치를 마른 멸치로 만들어 국 각지로 내다 팔기도 하고, 젓갈로 담

아서 팔기도 했는데 그 멸치젓이 1940년도까지도 유명했다. 

‘다 포후리소리’는 부산 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1987. 7. 2)로 지정

된 어로요로서 멸치 인망어업으로 멸치잡이 후리질을 할 때의 어로요

( 撈謠)이다. 이곳에 멸치가 많이 몰려든 것은 낙동강 민물이 바닷물과 

섞갈리는 곳이어서 부유생물인 랑크톤이 풍부한데 있었다. 사하구 다

1동 468-6번지 ｢다 포후리소리보존 회｣에서 승 보존하고 있다. 따라

서 다 포는 로부터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어 이다. 지 의 다 동 

주민 약 1,000여 세   토착민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약 20여 

년 까지 거의 멸치 지인망(地引網)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다. 멸치잡

이에 한 어로요( 撈謠)를 비롯하여 이에 부수하는 어로풍속을 다른 지

방보다 많이 간직하고 있다.

멸치잡이 후리작업의 순

서에 따라 부르는 소리에 작

업의 동작을 곁들여 입체화

한 것이다. 후리질의 시작은 

멸치 떼가 들었다는 신호인 

징소리에 비롯된다. 다 만

의 동쪽 속칭 낫개와 다댓개 

사이에 있는 언덕 를 야망



335

제 14 장 사하구

다대포후리소리 공연 장면

(夜望臺)라 한다.

해질 무렵에 야망 로 올라가서 멸치 떼의 동정을 살피다가 어조( 兆)가 

보이면 낫개로 내려와서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확인하고는 징을 친

다. 모인 어민들은 맨 처음에 그물을 옮겨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간다. 그물을 

다 치면 어장(해변)에서 벼릿 을 당긴다. 어장까지 당기고 그물의 고기를 

털어 모으면 아낙네들이 소쿠리로 멸치를 퍼 나른다. 마지막에 풍어놀이를 

하고 한다.

낫개마을 뒷산인 두송산(頭松山, 95m)은 승학산에서 화산을 지나 남

쪽으로 뻗어 내린 두송반도의 끝자락에 자리 잡은 산이다. 두송산은 다 포

의 자연 방 제로서 동남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 포항을 드

나드는 선박의 자연 표지로 이용되기도 한다. 조선시 에는 몰운산․ 티산

과 함께 병선(兵船)을 만드는 재료를 조달하기 해 나무의 벌채를 지한 

바 있는 경상좌우 (慶尙左右營) 할의 산( 山)으로 지정 된 군사상 

요한 산이기도 하 다.

다 동패총은 낙동강 하구

의 가장 마지막 자리가 되는 

동안에 치하여 다 포해수

욕장과 연결되어 있는 몰운  

입구에 있었던 패총이다. 일

제강 기인 1934년 당시 부

산고고학회 회원들에 의해 처

음 발견되었다. 당시만 해도 

꽤 큰 규모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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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966년 부산 학교 박물  발굴 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을 발굴

했으나 잔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오히려 재 동아 학교 박물 에 보 되

어 있는 일제강 기 때의 채집유물이 이 유 의 성격을 제 로 보여주고 있

다고 하겠다. 이 패총은 낙동강 하구에 가장 가까이 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패총인들과는 다른 생활여건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이 유 의 심 연 는 개 남부지방 신석기

문화 기에 해당하며 그 성격은 동삼동 조개무지의 4층∼3층 단계와 체

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옛 마을이 있었던 곳에는 1970년  시 아 트를 시작으로 주공아 트 

단지, 코롱아 트, 아 트 단지 등이 조성되어 부분이 아 트단지로 

변하여 있다. 해안쪽에는 매립되어 항구로 개발되었고, 이곳 다 포항은 국

제여객부두가 조성되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기간에 북한 응원단이 타고 온 만경 호가 다

포항에 정박한 곳에 통일을 염원하고 기념하기 해 사하구청이 58억여원

의 산을 들여 국제여객터미  인근 9천928㎡ 부지에 들어선 ‘통일아시아

드공원’은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화를 형상화한 높이 10ｍ의 ‘빛 기념물’과 

강화유리에 한반도기와 핸드 린 을 새겨 넣은 ‘만남의 벽’, 운동시설 등

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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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기 마을의 현재 모습

새모기마을

새모기 마을은 다 1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한 새무기, 새목, 조항

(鳥 ) 마을이라고도 부른다. 다 포의 동남쪽 지 의 다 자유아 트 부

근 바닷가 쪽에 치해 있었다. 이곳에 있는 들이 새모기 들이다. 이 들 주

변에 형성된 것이 새모기 마을이다. 새모기란 새의 목으로 마을이나 들의 

모양이 새의 목처럼 가늘고 긴 모양인 데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되나, 정확

한 유래는 분명하지 않다.

다 포는 두송반도(頭松半島)와 몰운섬[沒雲島] 사이에 있는 포구로 입

구가 길이 1.7㎞이고 내만은 비가 약 2㎞이다. 반월형(半月形)을 나타내

는 이 포구는 내만(內灣)이 모래 는 자갈 해안으로 되어 있다. 만(灣) 입

구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일 부터 멸치가 많이 잡히는 어장으로서 내만의 갯마을을 신석기시 부

터 어로 심의 인간생활 공간이 되어온 곳이다. 다 포는 지리 으로 양

포의 조건을 갖추어 다 포 

는 다 만으로 일컬어지

고 있다. 낙동강의 토사가 

다 포 서쪽바다와 강을 메

워 몰운  북쪽지 에 해수

욕장이 만들어졌다.

다 포가 지 은 어항의 

구실을 하고 있지만, 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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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항의 수산어시장 내부

터 일본과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조선시 에는 수군교통의 요지인 동시에 

군사의 요충지 다. 다 포는 지정학 인 치로 인하여 외침을 받는 일이 

잦았지만 그 외침에 한 방비 한 소홀하지는 않았다.

다다포항에는 1960년 부터 반도목재를 비롯한 큰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81년부터 다 지구 택지조성을 비롯하여 아 트 단지가 조성

되어 아 트의 신축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주로 날로 발 하고 있다.

다 포에는 1906년 일본 후꾸오까껜에서 어민들이 이주해 왔다. 지 의 

명목재 목장이 있는 앞 바다에서 멸치가 무진장 많이 잡 , 지 망(地

曳網) 어업이 성행했다. 지 망 어업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육지에서 잡아

당겨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한다. 이곳에서 잡은 멸치를 마른 멸치로 만들어 

남포동의 객주에게 넘겼다.

다 포해수욕장은 새모기마을 서쪽지역으로 낙동강 하구에서 동쪽에 있

는 몰운 에 이르는 약 0.4㎞로 해안 백사장의 면 은 53,000㎡이다. 사

장의 모래는 낙동강 상류에서 려 내린 양질의 좋은 사질이 옛날에는 섬

이었던 몰운 를 육지로 이

어지게 만들었다. 한 천연

의 사장을 이룬 완만한 반월

형으로 휘어진 사장이 되었

다. 이후 매년 7월 부터 

8월 말까지 해수욕장을 개

장하여 휴양지로서 각 을 

받고 있다. 

1987년 11월 완공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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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 하구둑으로 인하여 강물의 흐름이 변하여 해수욕장의 기능이 이 만큼

은 못하다. 이 해수욕장 인근에는 넓은 백사장만큼이나 유명한 부산의 경

의 하나인 몰운 가 있다.

옛 마을이 있었던 곳에는 앞 바다를 제외하고는 옛 흔 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하 다. 다 로 뒷쪽으로는 주택지와 아 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

으며, 해안가로는 수산물 련 시설인 다 수 , 다 어 장, 다 물산, 보

성냉장, 신우농수산 등의 시설들이 치하고 있다.

이곳이 다 포항을 수산물 집하장임을 알 수 있다. 옛 마을이 있었던 다

자유아 트 뒷쪽에는 성창기업과 한진 공업(주) 다 공장이 치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청은 ‘다 포 꿈의 낙조 분수’를 다 포해수욕장 입구 부근에 

2005년 11월 28일 착공하여 2009년 6월 13일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 

기념행사를 가졌다. 꿈의 낙조분수는 원형지름 60m, 둘  180m, 최고 분

사 물높이 55m, 노즐 수 1046개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바닥

분수로 2010년 3월 27일 기네스월드 코드(일명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낙조 분수의 물 기가 역동 이고 화려한 음악과 함께 분수공연이 펼쳐지

는 분수 쇼는 가히 장 을 이룬다. 다 포의 음악분수공연은 평일 밤 8시 

30분, 주말․공휴일 밤에는 8시～9시 사이 30분간 펼쳐진다.

주말에는 통기타 공연, 한국무용, 스, 음악회, 별 찰 등 다양한 행사

도 함께 열리고 있다. 한 다 포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매년 8월  ‘부산

국제록페스티벌’과 ‘강변음악회’, ‘청소년바다축제’가 열려 음의 열기가 무

더 를 잠재울 정도로 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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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포 본동 뒷산에 옮겨진 윤공단

윤씨내마을

윤씨내 마을은 다 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임진왜란 때 순 한 다 진

첨사 윤흥신과 군민을 모시기 해 세운 윤공단이 지명과 련이 있는 것으

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 다 포에는 윤씨내라는 내[川]가 있다. 이곳에 

윤씨(尹氏) 성(姓)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하여 윤씨내라 불 다.

『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 내에 다 동이 있다. 당시 다 동

의 호수는 108호이다. 김씨가 22호, 이씨 21호, 한씨 14호, 박씨 13호 등 

성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윤씨는 2호에 불과하다. 이곳 윤씨내 마

을에는 윤씨내 다리가 있었다. 지 은 도시화로 인하여 옛 마을의 모습은 

완 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다 동 주산당산은 윤공단 앞쪽에 치하고 있으며, 1996년경에 건립했

다. 제당은 3층 건축물로 지붕은 시멘트로 되어 있고, 벽은 블록에 시멘트

로 마감하 다. 제당 주 에

는 소나무가 많다. 제 은 

옛날에는 노인들이 모여 선

정하 으나, 요사이에는 무

속인이 계속 지낸다. 

제의 날짜는 음력 하루 

자정이며, 1년에 1번 제를 

올린다. 특이사항으로는 제

당은 3층으로 1층은 제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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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 2층은 용왕, 3층은 산신의 거주처라고 이종선(여) 무속인이 한다. 

목수가 이 당사를 삼층으로 짓고부터 동네가 시끄럽고 청년이 많이 죽었다. 

차 사고가 자주 나고 목수도 망해버렸다고 한다.

이 제당을 짓기 에는 마을에 네 제당이 있었으니, 山神 , 主山 , 西部

, 東部 이 그것이다. 1970년 7월의 조사 때는 東部 이 없었고, 서부당

의 동량에는 ‘檀紀四千二百八十年丁亥閏二月初七日丁未申時竪柱上樑’이라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패는 ‘主山 은 多大洞主山城隍神位, 山神 은 多

大洞山神位, 西部 은 多大洞西部 神位’라 쓰여 있었다.

장승은 다 동 입구 오목고개에 천하 장군(天下大 軍), 지하여장군(地

下女 軍) 한 이 서 있었는데, 한국 쟁 때 외인부 에 의해 괴되었다

고 한다. 옛날 주당산에 마을에서 제의를 올리지 않거나 부정하게 올리면 

다 포에 하나 밖에 없는 공동우물이 마르거나 탁해졌다고 한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홍티마을

홍티(虹峙) 마을은 다 1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홍치마을, 무지개 마을

이라고도 부른다. 다 포에서 동쪽 능선을 무지개고개[虹峙]라고 한다. 홍

티굴을 안장림과 다 동 사이에 있는 굴이다. 무지개고개를 한자로 ‘홍티’, 

‘홍치’로 표기한다. 따라서 홍티굴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서 홍티[虹峙] 마을

이라 불 다. 낙동강변의 조그만 어 으로 김 생산지로 유명하다.

다 동 무지개공단(부산자동차  기계공업 업화단지) 사이 기다랗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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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홍티마을 앞의 포구자리(지금은 작은 수로로 정비됨)

리 잡은 동네가 있다. 낙동강 하류와 부산 바다가 만나 생겨난 포구 마을인 

홍티이다. 홍티 마을은 지난 2002년까지만 해도 117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어 이었다. 상․하수도가 갖춰지지 않아 먹는 물을 우물에 의존해야 했고 

생활오수가 바다로 흘러들었으며, 마을 진입로라곤 오솔길이 유일했다.

2002년부터 홍티 앞바다는 매립을 통해 악취를 뿜어내며 썩어가던 마을 

앞바다는 땅으로 바 었고, 어민들의 보 자리에는 조선기자재 공장들이 들

어섰다. 규모 매립 사업으로 공업단지가 생겨난 사연 깊은 포구마을 홍티

는, 불과 10여 년 까지만 해도 숭어 잡이가 성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

제 흥했던 조업의 흔 들은 사라져 옛 포구의 흔 은 찾을 수가 없다.

홍티포구는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인근에 치하고 있다. 부산시가 홍

티마을 앞 바닷가를 매립하고 강변도로와 무지개공단을 세웠다. 과거 ‘김 양

식’으로 유명하던 어 마을의 옛 모습은 거의 사라져 버려 일부 주민들만 어

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다 동 홍티마을 매립사업은 지난 

2006년에 완료하여 홍티포구를 크게 여놓았다. 지 의 포구는 홍티1교와 

홍티2교 사이만 이용되고 있

을 뿐 부분은 매립이 되어 

무지개공단이 들어서버려 포

구라기보다는 수로에 가깝다.

장림포구와 함께 공단 안에 

치한 홍티포구는 작은 배들

이 양쪽에 촘촘히 정박해 있

지만 배 주인 부분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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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홍티마을(어민들이 김을 말리고 있는 모습)

이 매립되는 바람에 다 흩어져 인근의 신평동이나 다 포 그리고 장림동 등

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

홍티포구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리 사이가 포구

역이다. 그리고 바다로 가기 해서는 다리(홍티1교)를 통해 드나들어야 

한다. 그다지 높이가 높지 않은 까닭에 큰 배는 드나들 수 없어 부분의 배

들이 소형어선들 뿐이다. 이곳의 배들이 소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나들목 

역할을 하는 다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낙동강 하구의 모래 퇴 으로 수심이 

얕아진 것도 원인  하나이다.

하단어 계와 장림어 계 그리고 홍티어 계 어민들의 주요 조업 수로로 

이용되는 다 포해수욕장과 백합등 사이 2㎞ 구간의 수심이 1m 안 으로 얕

아져 큰 어선들이 원활하게 오가지 못하고 있다. 수심이 얕아지면서 요즘은 

소형선박들도 속으로 운항하거나 간조 시 모래톱에 걸려 꼼짝달싹하지 못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모래톱에 걸린 선박이 

려오는 도에 심을 잃

고 쓰러지거나 방향감을 잃

은 선박끼리 부딪쳐 좌 하

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

홍티포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은 연안통발선으로 1톤 

미만의 FRP선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온통 흰색과 푸른

색 물결이다. 다른 배가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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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티포구의 소형 어선들 전경

어들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끝에서 끝까지 빽빽하게 들어선 배들 에 목선

은 손에 꼽을 정도 다.

포구 양쪽에 빽빽하게 들어선 배들과는 달리 이곳 주 는 어수선해 보이

지 않는다. 작업용 크 인이 하나 세워져 있고 띄엄띄엄 놓여져 있는 컨테이

박스들. 바로 창고로 이용하거나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하우스다. 다리를 

끼고 포구 건 편 다리 아래에 있는 길은 ‘철새탐조선선착장’으로 통한다.

철 으로 만들어진 통로를 걸어가니 ‘돌고래’라는 배 한 척이 정박해 있

다. 자원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낙동강 하구와 을숙도의 철새들을 탐조

하기 한 유람선이다. 일요일인데도 배가 묶여있는 것을 보면 그다지 사업

성은 없어 보인다. 강변 로를 잇는 홍티1교 로 차들이 쉴 사이 없이 드

나든다. 그리고 낙동강 물결따라 녹산공단 머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다. 

날씨만 좋으면 이곳에서 바라보는 석양도 일품이다. 

다 동 홍티당산(虹峙 山)은 다 동 홍치 마을의 홍치 공동우물에서 동

남방향으로 6ｍ 지  의 산록이다. 제당의 건립은 1997년에 건축하

다. 제당은 슬래  지붕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한 구조물이다. 제단

은 나무 패를 세우고 왼쪽

에 당상조모( 上祖母) 오

른쪽에 상조 신(上祖大神)

이라 쓰여 있다.

주변 환경으로는 제당에 

담장이 없고 제당 왼쪽에 수

령 100년의 노송 한 그루가 

있고, 아랫쪽 공동우물가에 



345

제 14 장 사하구

다대동 홍티제당

다대동 홍티제당의 위패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많이 

있다. 제 은 요즘에는 문수

사의 승려가 지낸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4일 자정

경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

린다. 제의 차는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제의과정은 먼제 제당 밖

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내고, 그 다음 제당 안에서 당산할배․할매제를 올

린다(스님이 신 청 → 산신청 → 당산청 → 용왕청의 순서로 불경을 왼다).

특이사항으로는 1970년 7월의 조사 때는 제당이 0.7평(앞면 165㎝, 

면 150㎝)으로써 좌향이 남향이며 기와 맞배지붕에 흰 석회를 바른 벽이었

고 건립 연 는 1943년이다. 옛날에는 정월 열흘 안에 길일을 택하여 밤 

10～11경에 제를 올렸으나, 요사이에는 문수사에서 정월 4일로 조정하여 

제를 지낸다.

제당 오른쪽벽 안쪽에 한

지를 붙여 놓았는데, 거기에 

‘祭享吉日 祭主乾命 戊辰生 

祭主坤名 癸卯生 戊申年五月

十一日子時 午後十二時 正刻

行事 靈區一村 萬福日至 伏

祝’이라는 이 있었다(『부

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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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원회, 2005).

지 도 옛 홍티 마을이 있었던 곳을 홍티라 부르고 있으며, 홍티어 계 

등 옛 지명의 흔 을 살필 수 있다. 홍티 찾아가는 길은 장림시장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종 (홍티마을)에서 내리면 된다. 승용차의 경우 다 포 해수

욕장에서 강변 로를 타고 하단 쪽으로 가다보면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다리

가 홍티1교인데 다리 오른쪽이 바로 홍티포구(虹峙浦口)이다.

5. 당리동

당리마을

당리( 里) 마을은 당리동에 있던 마을이다. 당리동은 동쪽으로 괴정동, 

서쪽으로 하단동과 하고 있으며, 뒷쪽인 북쪽으로는 승학산(乘鶴山 

496.3m)을 경계로 사상구와 경계를 이룬다. 북쪽에는 태백산맥의 기가 

내려오다가 승학산이 우뚝 솟아있다. 그 동쪽에 산불량(山不良), 남쪽에 호

복구(虎伏口 : 獨山)를 바라보고 맑은 계류를 따라 좁은 골에 마을을 이루

어 사는 산 좋고 물이 맑은 곳이다.

승학산은 사하구 당리동과 사상구 엄궁동과의 자연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승학산은 산세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학(鶴)이 나는 듯하다는데서 비

롯되었다고 한다. 고려시  말 무학 사(無學大師)가 국을 두루 다니면서 

산세를 살피다가 이곳에 이르러 산을 보니 마치 학이 웅비(雄飛)하는 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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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동의 현재 모습

다고 하여 승학산이라 부르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승학산과 산불량의 사이에 있는 계곡을 제석골[帝釋谷]이라 부른다. 제석곡

에는 제석사(帝釋寺)가 있으며, 옛날에는 기우제를 해 찾아오는 사람이 많

았다고 한다. 제석사에는 ‘제석곡신당(帝釋谷神 )’이라는 이 걸려 있다.

『다 진지(1895)』에 보면, 당시 다 진은 경상좌수 (慶尙左水營)의 

속진(屬鎭)으로 동래부(東萊府) 하에 있었다. 진(鎭) 아래에 16동을 

장하고 있었다. 당시 당리(당동)는 원호 30호, 인구 105명에 남자 47명, 

여자 58명이었다.

한 『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 내에 당리동이 있다. 당시 당

리동의 호수는 18호이다. 김씨, 이씨, 최씨 등 성씨가 있었다.『다 진사례

(1895)』에 보면, 당리에 목장(牧場)이 있었다.

당리에서는 매년 3월 3일 당제를 지낸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잡귀를 막고 

마을을 수호하는 거릿 가 있는 성역은 두 종류 다. 하나는 큰 소나무와 포

구나무를 택하여 신목(神木)으로 하는 것과  하나는 돌을 쌓아 탑(塔)을 

만드는 것이다. 목신의 경우

가 부분이지만 당리동은 

석탑을 만들어 당제를 지냈

다. 이 석탑은 당리 북동쪽

에 있는 골짜기 제석골에 있

으며, 동신(洞神)을 제사 지

내는 서낭당이 있다.

당리의 한 가운데를 연  

맑은 물이 흐르는 제석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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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당리천 상류 전경(승학산 기슭 돌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빨래를 하고 있는 동네 아낙들 모습이 보인다)

 사이로 가집이 옹기종기 서고, 밥 짓는 연기가 산골짜기를 따라 하늘

로 올라가는 시 (詩的)인 마을이었다. 지 은 괴정동에서 옮겨온 사하구청

이 들어서면서 많은 발 과 더불어 사하의 심지가 되었다.

이곳에는 고려시 의 목엽문와편(木葉文瓦片)이 발견되었으며, 그 밖에

는 별다른 유 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석단(壘石壇)도 있

어 민속학 인 면에서 매우 시되고 있다. 이 마을 뒷산까지 괴정의 목마

성이 뻗고 있는데 이 부근에는 성이 잘 보존되고 있다. 제석이란 불교 용어

로 제석곡이란 이름이 붙은 곳이 상당히 많으며, 이런 곳에는 개 기우제

단이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아치섬을 제석곶이라고 하 다. 이곳에도 역

시 기우소가 있었다.

당리라는 동네 이름은 제석곡이라고 부르는 승학산과 산불량의 사이에 있

는 계곡에 제석단을 쌓고 기우제(祈雨祭)를 드린 데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다른 일설에는 제석곡에 사당을 짓고 여신(女神)을 모신데서 온 것

이라는 속설도 해져 내려온다.

당리동 뒷산까지 괴정 목장리(牧場里)의 목마성(牧馬城)이 뻗어 있으며, 

이 부근에는 성(城)이 괴정의 

어느 곳보다 잘 보존되어 있

다. 도시가 확장되고 발 되

면서 주택과 공장이 여기

기에 들어서고부터는 이 골

짜기의 아름다운 암석은 채

석되어 토목공사에 사용되어 

볼품없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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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천( 里川)에 흐르는 맑은 물을 막아서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기 때문

에 산수청명(山水淸明)한 설 인 고장의 맛을 잃기는 했으나, 공기가 맑

고 조용한 곳으로 주거지로 각 을 받고 있다. 특히 토목공사로 볼품없이 

된 골짜기에는 2007년경 동원아 트가 들어서서 진입로와 하천 좌우로 여

러 동을 지어 뛰어난 주거지가 되었다.

당리천은 구덕산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당리동 앙을 통

하여 하단1동에서 괴정천에 합류하는 도심하천이다. 당리천의 옛 이름으로 

제석골거 이라고도 불 다. 상류는 승학산과 산불량 사이의 깊은 골짜기인 

제석골을 따라 흐르면서 흐름이 빠른 계류천을 이룬다.

당리천은 괴정천에 합류하는 하류에서는 하상구배가 완만한 망상하천을 

형성하 다. 부터 물 맑기로 이름난 당리거 은 최근까지도 간이 상수원

으로 이용했을 정도 다. 1980년  이후 도시화가 속히 진행되면서 하천

은 복개되었고, 주변지역은 주거지로 변하 다.

지 은 상류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복개되어 옛 하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당리거  하류에 놓여 있었던 다리는 지 은 하단과 서 신동을 

잇는 부산 남서부 동맥인 낙동로의 건설로 도로가 정비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당리동 제석할매당은 무학사(無學寺) 서북쪽 계곡 건 편에 있고 돌탑[石

塔]은 당리동 316-1번지에 있다. 언제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제당은 기

와 팔작지붕에 벽은 블록을 쌓아 마감한 구조물이다. 제당의 뒤에는 바  

벽이고 앞은 경사가 심하다.

계곡의 다리를 건  계단을 올라가야 당사가 있으며 주 는 잡목이 무성

하다. 그리고 돌탑 왼쪽에는 수령 200여년 된 검팽나무가 있다. 제의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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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동 제석할매당

당리동 돌탑

는 음력 3월 3일 새벽 1시

경에 지내며 1년에 1회 제를 

지낸다. 제의 과정은 선산제 

→ 장군당제 → 제석할미제 

→ 탑제의 순서이다. 옛날에 

기우제를 지내던 제당이다

(『부산의 당제』, 부산 역

시사편찬 원회, 2005).

당리에는 사하구청․사하

구의회, 사하우체국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하구청 앞에는 도시철도 1호

선 당리역이 있어 사하구의 심지역 역할을 다하고 있다. 명실공히 사하지

역의 행정 심지이기도 하다.

1914년 3월 1일 부산부의 일부가 기장군과 합하여 동래군 사하면 당리

가 되었다. 복 이후인 1949년 8월 15일 부제(府制)가 시제( 制)로 바

꾸면서 부산시 사하출장소 

당리동이 되었다가, 1957년 

구제가 실시로 서구 직할 사

하출장소, 1975년 시 직할 

사하출장소로, 1983년 12월 

사하구로 승격하고, 1995년 

1월 부산 역시 사하구 당리

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51

제 14 장 사하구

6. 신평동

신평마을

신평(新平) 마을은 신평동에 있던 마을로 본동이라고도 부른다. 신평(新

平)은 한자 표기로 신평(新坪)이라고도 쓴다. 신평은 새로운 평지, 즉 새벌

[新平], 새들이라는 뜻이다.『다 진지(1875)』에 보면, 당시 다 진은 경

상좌수 의 속진으로 동래부 하에 있었다. 진 아래에 16동을 장하고 

있었다. 당시 신평리는 원호 35호, 인구 105명에 남자 47명, 여자 58명이

었다.『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 내에 신평동이 있다. 당시 신평

동의 호수는 29호이다.

신평동 뒤에는 북산 즉 호복구(虎伏口, 獨山)라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북쪽의 강한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낙동강의 만입으로 간척지가 

개되어 밝고 따뜻한 마을이다. 마을 앞에 독뫼(獨山)라고 불리는 외딴 동

산이 있었다. 지 은 많이 깎여서 원형을 잃었지만, 이 독뫼로 건 가는 입

구에 로부터 조개모래라고 부르는 곳이다. 많은 비가 내려도 쉽게 마르는 

배수가 잘 되는 땅이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넓은 마당을 닦아놓고 타

작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했었다. 

1939년 신평동에서 장림동까지 직선으로 제방을 쌓아 강의 만입부가 농

사지 로 변했다. 제방축조 이 에는 많은 어패류가 잡힌 어장이었다. 이후

부터 신평동에서 장림동까지 넓은 농토를 얻게 되면서 어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신평에서 괴정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배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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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마을의 현재 모습(뒷쪽이 다대포로 이어짐)

배오개, 이티라고 부르며 이 (梨峴)으로 쓰고 있다. 이 고개에 배나무가 

많아서 그 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배하고는 상 없는 것이 아닌가 한

다. 동쪽에 있는 고개이므로 ‘고개’ ‘’에서 ‘배’로 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개는 선사시 의 신평 패총인과 괴정동 패총인이 왕래하 던 것으

로 보인다. 한 하단장과 부산장, 그리고 구평동의 독지장을 보러 다니는 

장꾼들이 넘어 다녔던 고갯길이다.  배고개 골짜기를 삼밭골이라 부르

며, 옛날부터 삼을 많이 갈았다고 한다. 신평동 산기슭에는 선사시 의 토

기편과 고려시 의 기와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변한시 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 아랫쪽 낙동강변에 ‘ 복고’라고 부르는 곳에 나루터가 있었다. 

김해(지 의 강서구) 명지(鳴旨)로 왕래하는 도선장(渡船場)이었다.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부산지역에서는 28명의 사망자와 5,0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 으며, 3,600채가 넘는 집이 완 히 부서졌었다. 

당시 태풍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1960년에 550세  3,000여명이 

신평동으로 이주하여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 세 마다 일곱 평 남

짓한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조용하던 토착민의 마을에 변

화가 왔다. 1968년 3월에는 

서구 충무동의 바닷가 제방

을 쌓으면서 이곳의 철거민 

1,630세 가 이주하여 15평

의 집들을 짓고 살았다.

신평동은 이재민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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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병원에서 바라다 본 신평이주단지 전경

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로 북 거리기 시작하 다. 1967년 10월 

2일 신평 등학교가 세워졌고, 도로가 포장되어 큰 동네로 성장하 다. 

1981년 5월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신평․장림공업단지를 조성되면

서 신평동은 새로운 공업단지 주변의 마을로 번창했고, 앞으로도 발 이 

기 되는 곳이다.

신평 마을에는 공서로 사하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공단 리사무소가 

있다. 동쪽새미는 신평1동의 본동마을 동쪽에 자리 잡고 있던 우물로 지

은 주택가로 탈바꿈하여 그 흔 을 찾을 수 없다. 상수도가 생기기 이 에

는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 다. 지 의 신평1동 새마을 고 제1분 이 있는 

곳이 동쪽새미의 우물터이다.

보리바우는 신평 본동마을 동매산(270.5ｍ) 뒷산 산록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기반암으로 된 암반으로 신평1동과 신평2동의 경계가 되는 신평럭키 

무지개타운이 있는 뒷산 턱이 된다. 고로들의 말에 의하면, ‘당산먼데이’

라고 하 다 한다. 지 도 이곳에는 무속인들이 자주 찾아 촛불을 켜 놓고 

소원을 비는 곳이기도 하며 산불 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신평동은 원래 동래군 사

하면의 지역으로서 망끼, 망

후 는 신평이라 불 다.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정에 의하여 부산부에 편

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신평동이라 

해서 다시 동래군 사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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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었다. 1942년 부산부 구역확장에 의하여 다시 부산부에 편입되었

고, 1957년 구제가 실시로 서구 직할 사하출장소, 1975년 시 직할 사하

출장소로, 1983년 12월 15일 사하구로 승격되면서 사하구 신평동으로 오

늘에 이르고 있다.

망후마을

망후(望後) 마을은 신평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망후 은 한자로 望後

村, 望候村으로 부르기도 한다. 마을 이름을 망후 이라 부르게 된 유래는 

두 가지 설이 해오고 있다. 하나는 임경업(林慶業) 장군의 조카가 이곳으

로 피신해 와서 살았다는 구 (口傳)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沙下面) 내에 신평동이 있다. 당시 

신평동의 호수는 29호이다. 임(林)․김․배씨 등 성씨가 살고 있었다. 29호 

가운데 임씨가 15호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망후 마을은 망끼, 망후, 동메 등의 옛 이름이 있었으며, 신평동이라고 기

록된 도 있다. 임경업 장군이 의정(領議政)이던 안동 김씨(安東金氏) 

김자 (金自點) 일 에 의해 역 으로 몰려 9 까지 몰살을 당하 을 때 

임장군의 조카인 충장군(折衝 軍) 임 생이 의주(義州)에서 신평까지 

피난을 와서 살게 되었는데, 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 보아 뒤를 돌아보았

다. 그래서 망후 이란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임경업 장군의 본  평택(平澤). 자 백(英伯). 호 고송(孤松). 시호 충

민(忠愍). 충주(忠州) 출생. 철 한 친명배청 (親明排淸派) 무장(武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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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망후 마을이 있었던 호복구 아래 현재 모습

다. 1618년( 해군 10) 무과에 제, 1620년 소농보권 ( 農堡權管), 

1622년 추부첨지사를 거쳐 1624년(인조 2) 정충신(鄭忠信) 휘하에서 

이 (李 )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振武原從功臣) 1등

이 되었던 인물이다. 

 다른 설로는 신평동이 지리  치에 따라 망후란 이름이 붙여진 것으

로 해석하는 향토연구가도 있다. 즉, 다 진(多大鎭)의 후망소(侯望所)가 

신평에 설치되면서 망후 이란 이름이 생겼다는 견해이다. 다 진은 원래 

신평마을 앞 장림동에 있었으며, 옛날에는 이 마을도 다 에 속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신평동 뒷산에는 고석암(孤石岩)이라고 부르는 바 가 있다. 이 바 는 임

경업 장군의 호가 고송(孤松)이기 때문에 그 집안과 계 있는 설이 아닌

가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신평동과 임경업 장군 집안과는 앞에서 살펴본 

망후 과의 연  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곳이 망우  앞 작은 구릉인 속칭 조개모래에 패총(조개무지)이 형성되

어 있었다. 바로 기원 1세기

경의 김해문화기의 패총이

다. 원래는 꽤 큰 패총이었

으나 석회 공장이 패각층(貝

殼層)을 매각하여 그 후 공

장부지로 조성되면서 패총유

 자체는 완 히 사라져 버

려 그 흔 을 찾아 볼 수 없

다. 이곳 신평동에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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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 패총을 남긴 기원 1세

기경부터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동매마을

동매 마을은 신평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동매마을 뒤에는 동매산

(210m)이 있어 마을 이름이 동매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산은 독뫼

[獨山], 동뫼라고도 부른다. 동매산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동매 마을이

라 하 다고 여겨진다. 동매라는 지명은 동쪽의 산(뫼)이라는 뜻이라 한다.

동매마을 뒷산인 동매산은 사하구의 하단1동․당리동․신평1, 2동의 앙

에 치하고 있어 이곳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무 

작은 동산 같은 곳이지만 아침에 운동하기에 합한 코스이다. 정상까지 왕

복하는 데 약 1시간 정도로 아침에 일  일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하면 

딱 좋은 산책코스다.

배고개사거리 동쪽에서 동매산 능선을 타고 올라 정상에서 도시철도 1호

선 신평동역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한 배고개

사거리에서 동매산을 약 20분쯤 오르다 보면, 신평동이 훤하게 내려다보이

며, 다 포로 넘어가는 길인 다 로도 한 에 들어온다.

동매산 정상에서  멀리 감천항, 낙동강 하구의 명지와 을숙도 교도 선

명하게 에 들어온다. 하단1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소나무가 우거져 있

어  다른 느낌을 다.

고로들에 의하면, 마을 뒷산인 동매산을 비 산(飛峯山)이라고 부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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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매산에서 바라다 본 신평산업단지의 현재 모습

한다고 한다. 이곳 동매산에 한 숨겨진 이야기로 한국 쟁 후 부산형무소

에 수감되었던 보도연맹원들이 집단학살 당한 곳이 동매산 자락으로 억울한 

원혼들이 떠돌고 있지는 않을까. 이곳 동매산 아래에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

신 장군과 원균 장군이 회의를 하기도 했다고 해진다.

골짝새미는 동매산에 있는 골짜기에 있었던 우물로 한 때는 동매마을 주

민들이 이용하는 우물로 간이 상수도 다. 지 은 도시화로 인하여 상수도

가 생기면서 사라져 버렸다. 

지 의 럭키아 트가 들어선 

자리가 옛 우물터이다. 한 

동매새미는 동매 마을에 있

었던 우물로 지 은 주택가

로 변하 고, 동매새미 우물

이 있었던 곳은 기아자동차

서비스 그린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지 은 그 흔

조차 찾을 수가 없다.

모래구찌마을

모래구  마을은 신평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지 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 마을은 모래가 많은 낙동강 하구로서 입[口]을 의미하는 일본말이 첨가

되어 만들어진 이름이 아닌가 추정할 뿐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된 지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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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서 바라다 본 모래구찌마을 전경(1979년)

는 알 수가 없다. 모래가 많은 마을 입구란 뜻이 이 게 마을 이름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 마을 앞에는 하얀 모래가 많았다. 낙동강 상류에서 흘러내린 모래가 

이곳 마을 앞 낙동강 하구에 쌓여서 형성된 것이다. 지 의 다 포해수욕장 

모래도 낙동강 상류에서 흘러내린 모래이다.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명지

동을 연결하는 낙동강 하구둑이 1983년 착공하여 1987년에 공되면서 물

의 흐름이 바 어 낙동강 하구일 의 모래톱 형성에도 크게 향을 미쳤다.

신평과 하단의 간 지 인 강가에 하단동 패총이 있었다. 패총 주 에는 

조개껍질이 쌓여 패각층(貝殼層)을 이루고 있었으나, 석회공장에서 일 를 

해쳐 수십 트럭을 운반해 가버렸다고 한다. 지 은 신평공단 조성 때 토

목공사로 그 흔 을 찾을 수가 없다. 이 패총이 있는 곳을 ‘모래구 ’라고 부

른다. 이곳은 U자형의 아늑한 산곡으로, 산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삼

면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 앞면만 낙동강을 향해 열려 있다.

지 의 신평동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 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

으나, 패총의 흔 으로 보아 

기원  1세기경부터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9년 신

평동에서 장림동까지 낙동강 

하안에 직선으로 제방을 쌓

아 강의 만입부(灣入部)가 

농경지로 변하면서 많은 사

람들이 농업에 종사하 다. 

그 이  이곳에서는 많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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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魚貝類)가 잡히는 어장이었다.

모래구  마을이 있던 이곳은 동매[독뫼] 마을로 건 가는 입구로 여름 

장마철이면 비가 많이 내려도 쉽게 마르는 배수가 잘 되는 땅이었다. 그래

서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넓은 마당을 닦아놓고 가을에 거두어 들인 곡식

을 타작을 하거나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되기도 하 다.

동매산 정상에서 하단과 신평 간길인 모래구 골로 내려가면 모래구

가 있다. 모래구 는 말 그 로 모래 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 모래구  

마을은 신평․장림공단이 1980년 에 조성되고 낙동강하구 해안이 매립되

면서 옛 마을의 부분이 무지개공단으로 흡수되었다.

배고개마을

배고개[梨峴] 마을은 신평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배고개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배고개 마을이라 불 던 것 같다. 한 배고개 있는 골짜기

를 삼밭골이라고도 부른다. 삼을 많이 재배하 다 하여 삼밭골이라 하 다. 

한 배고개 부근에 있는 마을을 배고개 마을이라 불 다. 

배고개를 배골․배곡․배옥곡․이곡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지 의 신평동

에서 괴정동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의 이름이 배고개이다. 배고개를 배오개․

이 (梨峴)․이티(梨峙)․ ․신평고개라고도 부른다. 배고개라는 지명은 

옛날 이곳 고개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배나무가 많아서 배고개라 불 다고 한

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개의 이름이 먹는 배와는 상 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 고개가 동쪽에 있는 고개이므로, 원래는 밝고개 는데, 밝(박)이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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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개 마을의 현재 모습(2005, 가운데 높은 산이 승학산)

음(轉音)하여 배고개가 되었

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느 설

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다.

배고개는 선사시 의 신평

동 패총인과 괴정동 패총인

이 왕래하던 고개 다. 최근

까지 하단장과 부산장(釜山

場), 그리고 구평동의 독지

장(禿旨場)을 보러 다니던 유서 깊은 장꾼들의 고개로 이름나 있다. 그러나 

1980년  후반 이 고개를 따라 괴정동∼신평동간의 자동차도로가 확장 포

장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고개는 하단장과 부산장, 그리고 구평동의 독지장을 왕래하는 장꾼들이 

넘나들던 유서 깊은 고갯길이었다. 배고개를 넘어가는 골짜기를 부터 이곳

에 삼을 많이 재배했다고 하여 삼밭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 은 도시화에 

따라 옛 정취는 느낄 수 없다. 이 밖에도 새마을은 신평동에 있던 마을이다. 

1970년 부터 이곳에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새로 형성된 마을

이라 새마을이라 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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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림동

안장림마을

안장림[內長林] 마을은 장림2동에 있던 마을이다. 장림동 서북쪽의 큰길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안장림[內長林]이라고 부른다. 장림동의 본동마을

이다. 장림동은 신평동과 마주보고 있으며, 안장림, 바깥장림[外長林], 보

덕포(補德浦) 등 3개의 자연마을이 합하여 장림이라 하 다. 당  외장림

은 농업을, 안장림은 어업을 주업으로 생활 형태를 갖추고, 반농반어의 취

락형태를 이룬 조용한 마을이었다.

지 은 안장림과 외(밖)장림이 주거지로 이루어졌으며, 원래는 안장림이 

래의 장림이었다. 장림의 옛 이름을 고다 (古多大)라고 하기도 한다. 

신평동을 망후 (望後村)으로 최근까지 불 던 것으로 보아 장림포의 치

와 규모를 강 짐작할 수 있다.

1469년 편찬된『경상도속찬지리지』｢동래  염분조｣에 보면, 부산지역

에는 6곳 즉 우비오리(于非烏里)․노리(老里)․ 포리․장림포․부산포․

장술포(長述浦)에 염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경상도속찬지리

지』｢동래  방조｣에 보면, “다 포는 (縣)의 남쪽 장림포에 있고, 

문에서 47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 다. 그리고 “유군(有軍) 병선이 9척, 기

선군(騎船軍)이 760명, 무군(無軍) 병선이 5척 있었다”고 하 다. 

1740년 편찬한『동래부지』에 의하면, “장림리는 사천면 내에 있으며 

문에서 30리 거리에 있다”라고 하 다.『다 진지(1895)』에 보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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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산업단지로 번창해지는 장림동

시 장림리는 원호 41호, 인구 118명(남자 51명, 여자 67명)이었다. 

한『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 내에 장림동이 있다. 당시 장

림동의 호수는 20호이다. 조(趙)․김씨 등 성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 다

진(多大鎭)이 원래 장림동에 있다가 다 포(多大浦)로 옮겼다는 것은『경

상도지리지』,『동래부지』,『문헌비고(文獻備 )』등에 기록이 보인다. 그

러나 언제 지 의 다 포로 옮겼는지는 알 수 없다. 한 진(鎭)이 다 로 

옮기기 이 에 장림리의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리

인 여건을 생각해 보면 지 의 장림동과 신평동 사이의 제방이 쌓인 곳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장림이란 숲이 길게 우거진 곳이라기보다는 지형 으로 아미산 둘 에 길

게 늘어선 동네라는 뜻에서 부르게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어업을 주업으

로 생활 형태를 갖추고 반농반어의 마을 형태를 이룬 조용한 마을이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81년 5월부터 1984년 6월까지 934천㎡의 공

업단지인 신평․장림 공업단지를 조성으로 단  공업단지로 변모하 다. 

1980년 까지만 해도 하단

포  다 포와 함께 낙동강 

하구 밖 바다의 어로 활동의 

심지 던 장림포는 장림․

신평공단의 조성으로 매립되

면서 옛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장림늪은 안장림에 자리 잡

고 있었던 늪이다. 낙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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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동의 장림유수지 전경(1995)

토사의 퇴 으로 자연제방이 형성됨에 따라 이곳으로 흘러들던 장림천의 유

수가 고이면서 형성된 넓은 습지 로 갈 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으나 장

림․신평공단의 조성으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장림포구는 지 의 장림1동 안장림 일 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닷가의 포

구이다. 공업단지 조성 이 에는 어업이 주업인 반농반어의 취락을 형성하

고 있었다. 한때는 어장으로서 각 을 받았던 곳으로 멸치와 낙동강 하구로 

고기잡이가 활발했던 곳이다.

부산 개항 이후 장림동은 김 생산지로 유명했다. 일제강 기 때에는 일본 

사람이 건 와서 김 양식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곳 

주민들은 김 양식이 생활수단의 하나가 되어 갔다. 장림과 홍티에서 생산된 

김을 ‘장림 김’이라 하여 장림의 특산물이 되었다. 응 산과 화산(149.8ｍ)

에서 발원하여 보덕포를 거쳐 낙동강 하구 밖 바다로 흘러드는 장림천의 하

구 일 에 발달한 거 한 포구 다.

1960년  말까지만 해도 장림동에는 몇 채의 가집이 있었으며, 집집마

다 마루, 마당, 지붕 , 논밭 할 것 없이 새까맣게 김을 말리는 경은 장

을 이루었다고 한다. 가을

이면 김을 팔러 나가거나 받

아 나가는 아주머니들이 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지

어 걷는 모습은 어 의 낭만

인 경이었다. 특히 장림

김은 바닷물과 강물이 합쳐

지는 곳에서 생산되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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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 맛이 독특하여 부산지방 김의 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하 다.

장림지역은 조선시 에는 국방의 요새이자 제염업이 성했던 곳으로 알려

져 있다.『경상도지리지』와『동래부지』에 보면, 이곳은 다 포에 다 진

이 설치되기  진(鎭)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95년(정조 

19) 왕명에 의해 교서 (校書館)에서 유득공(柳得恭)의 지휘 아래 편찬된

『충무공 서(忠武公全書)』에는 조선 수군이 장림포 앞 바다에서 왜선 6척

을 발견하고 5척을 격 하여 불살랐다는 기록으로 보아 국방상 요한 요

새 음을 알 수 있다. 한『경상도속찬지리지』와『세종실록지리지』에는 

바닷물을 졸여 소 을 만드는 가마[鹽盆]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포

구 일 가 넓은 염밭으로도 이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큰새미가 있는 장림동은 한동안 낙동강 하구의 한 에 불과했다. 세농

어민들이 사는 한가로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곳으로 당시의 생활용수는 

지 과 같이 상수도를 이용했던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큰 우물을 이용하

여 식수는 물론 모든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한 우물가에서는 빨래와 채소

를 씻는 곳으로도 이용되었다. 안장림에 자리 잡고 있었던 큰 우물로 지

은 사라지고 없으며 정확한 치를 알 수가 없다.

내장림 둑은 안장림과 신평동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낙동강 하류의 자

연제방이나 신평․장림공단이 건설되면서 그 자취가 사라져 버렸다. 다 고

개는 장림에서 다 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응 산(178.5ｍ)과 두송산 

북쪽 산능 사이에 있으며 해발 20∼50ｍ이다.

옛부터 장림과 다 를 잇는 유일한 고개로 특히 장꾼들이 많이 이용하기

로 이름난 고개이나 1980년  말부터 괴정∼다 를 잇는 자동차도로가 확

장, 포장되면서 처럼 보행인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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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 일 는 부분 사빈지 (沙濱地帶)로 모래와 자갈이 쌓여 이룩된 땅이

다. 땅속에서 패각(貝殼)도 많이 나오며, 신라시 의 토기편(土器片)이 곳

곳에서 발견된다. 

장림동에도 이주민이 많았다. 1971년  에 부산시는 서구 남부민동과 

구 청동을 잇는 산복도로를 뚫었다. 그때에 집을 뜯긴 주민 가운데 

1,400세 가 장림동으로 옮겨왔다. 티터  공사 때 티고개에 있던 불

량주택이 뜯겨 그곳에 살던 360세 도 이곳으로 왔다. 집의 크기는 열 평 

안 이었다.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시설이 제 로 안된 집들이었다. 한 

1971년도 장림공단 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인구가 증하기 시작했고, 주택

이나 토지 값이 올랐다. 기야 도시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1983년도에 어들면서 면  4.2㎢의 한 면 에 6,341세 의 인구 

30,077명을 수용하는 거 한 동으로 발 하 다. 연평균 8.2%의 인구증가 

추세로 당시의 인력과 장비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해 1, 2동으로 분동하 다.

신평․장림공단은 최근에 형성된 지역이다. 1972년 신평․장림의 넓은 

땅이 공업단지로 지정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신평․장림공업단지를 조

성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이주하여 왔고, 새롭게 창업하는 업체가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따라 이주해 오면서 신평동 주 는 공업단지 마을로 

발 하면서 낙동강 강가는 어업과 농업지역이 공단지역으로 바 었다.

하단동과 명지를 잇는 하구둑 교량에 이어 을숙도 교가 2009년 10월 

29일 개통으로 신평과 장림을 가르는 공단 앙을 이어주는 다리로 부산신

항과 연결된다. 장림동은 본래 동래군 사하면의 지역으로서 장림포라 하

는데 1957년 구제 실시에 의하여 사하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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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1동 산제당

장림1동 채씨할매제당

장림1동 산신제당․채씨 할

매제당은 장림1동 산 618-12

번지로 선 무지개빌라 5동 

서남쪽이다. 제당은 1986년

에 건축하 다. 제당은 두 채

이다. 하나는 산신제당이고 

 하나는 할매제당이다. 두 

제당은 다 같이 기와 맞배지

붕이며, 벽돌로 지었다. 에 있는 제당은 산신제당이고, 아래에 있는 제

당은 채씨 할매제당이다. 제 은 옛날에는 노인들이 모여 선정하 으나, 요

사이에는 덕사 스님이 와서 제를 올린다.

제의 날짜는 음력 12월 7일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의를 올린다. 제의과

정은 산신제 → 할매제 → 골미당산제의 순서로 지낸다. 특이한 것은 산신제 때 

살아 있는 돼지의 목을 따서 소리를 울리게 한다. 비용은 100만원 정도이며 가

가호호나 청년회 등에서 찬을 받는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옛 안장림 마을이 있었던 

곳에는 장림2동의 심지로 

발 하여 옛 흔 을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주택지로 

변하 다. 이곳은 장림1동과 

장림2동에 걸쳐 있는 장림우

체국, 신한은행․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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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국민은행 장림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장림1동주민센터에서 장

림2동주민센터에 이르는 곳이 옛 마을이 있었던 곳이다. 사하구청에서 발행

한 ｢사하구행정지도｣에 내장림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곳이 안장림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바깥장림마을

바깥장림[外長林] 마을은 장림2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큰길 바깥쪽에 

있었던 마을이라서, 바깥장림[外長林], 밖장림, 밧장림이라고 부른다. 원래 

안장림이 옛날 장림이고, 바깥장림은 다 포로 넘어가는 간선 도로가 개설

된 이후부터는 도로변에 새로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생긴 마을이다. 지 은 

안장림과 바깥장림이 주택지로 이어져 있다.

장림이란 숲이 길게 우거진 곳이라기보다는, 지형 으로 아미산(蛾眉

山) 둘 에 길게 늘어선 동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외장

림은 다 포간의 도로 개설 이후 도로변에 상가 건물과 주택들이 들어서서 

생긴 마을이다.

조선시  기록에 의하면, 장림포(長林浦)에 염분(鹽盆)이 있었다고 한다. 

1469년 편찬한『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와『세종실록지리

지(世宗實 地理志)』의 기록을 보면, 장림포에서는 조선 기에 이미 제염

(製鹽)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바닷물을 졸여 소 을 만드는 

가마가 있었고, 염세(鹽稅)는 두지(斗地)마다 1량씩으로 정해져 해마다 4월

까지 앙의 균역청에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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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위에서 바라다 본 장림동 전경

1795년 편찬된『충무공 서』에 따르면, 우리 수군(水軍)이 장림포 앞

바다에서 왜선 6척을 격 하여 5척을 불살랐다. 1척은 불태운 뒤 낙오병

(落伍兵)의 목을 이몽구(李夢龜)가 베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숙종 때에는 

명지만(鳴旨灣)에 표착( 着)하여 장림포에 내박(來泊)한 왜선 1척을 서평

만호장(西平萬戶 ) 이연정(李淵廷)이 사문(査問)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장림포는 조선시  군사상의 요충지 다.

장림동은 그 후 한동안 낙동강 하구의 라한 한 (寒村)에 불과하 고, 

세 농어민들이 사는 한가로운 마을이었다. 그러나 개항 후 김[海苔] 생산

지로서 그 명성을 날렸다. 일제강 기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건 와서 김 

양식으로 상당한 이익을 올렸다. 이때부터 이곳 주민들의 생활수단이 되었

다. 장림과 홍티(虹峙)에서 생산된 김을 ‘장림 김’이라 하 다. 다 알아주는 

특산물로 각 을 받게 되었다. 

1960년  말까지만 해도 장림동에는 몇 채의 가집이 있었으며, 집집마

다 마루, 마당, 지붕 , 논밭 할 것 없이 새까맣게 김을 말리는 경은 장

이었다. 가을이면 김을 팔러 나가거나 받아 나가는 아주머니들이 김 보따

리를 머리에 이고 지어 걷

는 모습은 어 의 정경이었

다. 특히 장림 김은 바닷물

과 강물이 합쳐지는 곳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맛이 

독특하여 부산 지방 김의 

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장림동과 구평동에는 1953



369

제 14 장 사하구

산업단지로 연결되는 현재의 모습

년에 경상남도 지방에서 온 음성 나환자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었다. 장림 

농장에는 20세 의 80여 명이 돼지, 닭, 개를 기르며 살고 있고, 구평동에는 

68세 의 270여 명이 가축을 기르며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장림동에 1966년 

3월 1일 장림 등학교가 설립되어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에 생겼다.

당시 이곳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단했다. 그러나 부랑아 수용기 의 아동

과 음성 나환자의 아동들이 장림 등학교에 함께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과 립

이 있었다. 당국에서는 일반 동민의 아동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수용기 의 

아동은 수용기 ( 아숙)에서 공부를 시키기로 했다. 음성 나환자 에는 따로 

분교장을 세워서 세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장림하수처리 리소는 신평2동 659-2번지에 자리 잡고 있다. 1990년 

11월 30일 장림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공을 하 다. 주요 업무로는 수

질 검사  슬러지 자원화 연구 처리, 시설물 유지 안  검 리  재

해 방, 차집과로 유지 리 등이다. 하수처리 용량은 1일 30만㎡이고 

처리방법은 표 활성오니법인 수처리소와 염기성소화법인 슬러지처리소 

시설로 처리한다. 차집시설

은 차집 계 77.81㎞, 차집

거소, 계펌 장소가 설치

되어 가동되고 있다.

감나무골은 장림2동의 바

깥장림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곳에 감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감나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 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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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화로 크고 작은 아 트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야시골은 바깥장림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곳은 골이 깊고 산림이 무

성하여 옛날에는 여우가 자주 나타났다고 하여 야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장림고개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구평동 한보철강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신평1동․장림2동․구평동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지 은 4차선 도로가 

생겨 신평․장림공단의 주 진입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개의 정상에는 구

평치안센터가 있으며 이곳까지 주택과 아 트가 들어서 고개로서 기능은 거

의 사라지고 교통요충지로 변하 다. 

장림동이 오늘과 같이 부신 발 을 하게 된 것은 1972년 장림동과 신

평동의 넓은 땅을 공업단지로 지정하여 구획정리가 되었다. 많은 공장들

이 입주해 오고, 정책 이주민들도 돈을 벌어 모아 좁은 땅이지만 새로 높은 

집을 지었다.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도로도 넓  포장을 하고, 장림에

서 공업단지를 끼고 낙동강을 따라 하단까지 새로운 길도 뚫렸다. 편리해진 

장림동에 낙동강 강안의 아름다운 시가로 변모해 가고 있는 마을이 되었다.

장림2동 천지할배당산은 장림2동 4통 1반 진아 트 서쪽 바로 이다. 

제당은 1989년(처음 지은 것은 1915년)에 건축하 다. 제당은 기와 우진

각지붕에 블록을 쌓아 시멘트 마감한 구조물이다. 한지에 당산할아버지 할

머님이라고 쓰여 있다. 노인회에서 선정한다. 제의 날짜는 음력 12월 7일 

자정이며 1년에 1회 기제사와 같이 지낸다. 수탉을 산채로 삶아 솥째로 바

침이 특징이다. 경비는 50만원 정도이고 등산계와 사통계에서 보조한다

(『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바깥장림마을 앞쪽으로는 신평동에서 다 동으로 이어지는 다 로가 지

나가고 있다. 옛 마을은 찾을 수가 없이 주택지로 아 트단지가 조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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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장림여자 학교, 부산경희정보고등학교 등이 치하고 있다. 이곳은 

사하구청에서 발행한 ｢사하구행정지도｣에 외장림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곳

이 바깥장림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보덕포마을

보덕포(補德浦) 마을은 장림동에 있던 마을이다. 안장림 서남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로, 보덕포(保德浦, 補德浦), 보득포, 부득포, 버득포 마을이라고

도 불 다. 보덕포 갯가를 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라서 보덕포 마을이라 불

다. 원래는 세한 농어  마을이었다. 보덕포는 안장림에서 두송산(頭松

山) 기가 북쪽에 끝나는 능선을 넘어 낙동강 강가에 가면 응 수  북

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 보덕포 마을은 세 농어민의 마을로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

다. 이곳은 응 산 북서쪽의 산록에서 발원하여 낙동강 하류로 흘러드는 작

은 하천의 하구 포구로 신평․장림공단이 건설되기 까지만 해도 고기잡이

가 활발했던 갯가로 이름나 있었다. 

보덕포는 안장림에서 아미산 기가 북쪽에 끝나는 능선을 넘어 낙동강 

강가에 가면 응  수 의 북쪽 기슭에 있다. 세농어민의 마을로 수십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보덕포에서 강안(江岸)을 끼고 작은 능선을 넘어 

가 른 경사면을 내려가면 장 한 암벽이 있다. 그 아랫쪽에 강을 향하여 

입구가 있는 천연동굴이 있었다. 지 은 부분 채석작업으로 괴되었으

나, 선사시  이래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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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에서 바라다 본 보덕포마을 전경

이 천연동굴은 석회암층이 강류(江流)의 침식으로 용해되어 생긴 공동

(空洞)으로 넓은 암반이 내려앉아 형성된 곳은 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경

사진 암반이 바닥을 이루고 있다. 보덕포와 안장림 사이의 강변 구릉 에 

개간된 밭이 있고 그곳에서 기원 1세기경의 김해문화기의 토기편이 나오는 

패총이 있었다. 패총지의 규모는 작으나, 조사를 할 겨를도 없이 사라져 버

렸다. 그 성격은 건 편 신평동 패총과 같은 시기의 것이다.

아미산에서 보덕포에 이르는 강안(江岸)의 능선을 응 (鷹峰)이라고 부

르며 정상에는 응 수 (鷹峰烽燧臺)가 있다. 한 이곳은 독수리[鷹]의 

서식처로 알려져 있어 매 응(鷹)자를 사용하고 있다. 지 도 이곳 주변에는 

독수리가 살고 있으며, 낙동강 하구의 철새들을 먹이로 하고 있다. 옛 보덕

포구가 있었던 마을 앞까지 매립되어 부산기계공업 업화단지가 조성되면

서 단  공업단지로 바 었다.

응 수 는 사하구 다 포동 북쪽에 있는 아미산 정상에 있다. 이곳에

서는 당시의 다 포와 서평포진을 내려다보며 낙동강 하구일 와 몰운  앞

바다를 한 에 감시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로서, 지 도 석축의 흔 이 

남아 있으며, 조선조 성종 이

후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응 수에 하여, “동쪽으

로 오해아항에 응하고 서쪽

으로는 김해의 성화례산 

수에 응한다”라고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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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덕포 마을에 들어선 공업단지 전경

수는 해안의 주요사항 즉, 왜 의 침입을 감시하는 연변 수이다.

보덕포마을 앞 공업단지는 

도 단지와 자동차단지를 이

어주는 다리가 보덕1교와 보

덕2교이다. 보덕교 안쪽으로

는 보덕포 마을이 있었던 곳

까지 수로로 연결되어 있어 

이곳이 보덕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 뒷쪽으로는 아

미산이 자리 잡고 있다.

8. 하단동

하단마을

하단(下端) 마을은 하단동에 있던 마을로 본동마을이다. 하단동의 심을 

이루는 마을이다. 하단이란 지명은 낙동강의 끝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아

래치’, ‘끝치’라고 풀이 된다. 구덕산의 용호몰리 ‘아래머리’이니, 아래몰리의 

끝이 아래치라고 불리었다는 것이다.

는 낙동강의 맨 아랫쪽이라는 뜻인 아래치 는 끝치라는 데서 하단이

라는 이름이 생겼다고도 한다. 따라서 하단은 낙동강 하구에 치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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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바다로 통하는 자리로 조선시 부터 물산을 운반하는 하단포가 있어 구

포를 거쳐 안동까지 이어지는 뱃길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1740년 편찬된『동래부지』에 보면, 사천면(沙川面) 하단(下端) 독지

리(禿旨里)가 나온다. “독지리는 문(關門)에서 44리에 있다”라고 기록

하고 있다. 1910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하단동(下端洞)으로 공식명칭을 사

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동래군가호안』에 의하면, 사하면(沙下

面) 내에 하단동이 있다. 당시 하단동의 호수는 17호이다. 김․이씨 등 

성씨가 살고 있었다.

하단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  4∼3세기경의 철기시 부터

가 아닌가 추정된다. 하단진(下端津)에서 신평․장림쪽으로 조  산모퉁이

를 돌아가면 하단동 패총(貝塚)이 있다. 김해문화기(金海文化期)의 패총으

로 ‘모래구 ’라고 불리는 산곡(山谷)에 있다. 옛날에는 이 산골짜기까지 들

어갔던 듯 토층(土層)에 사역층(砂礫層)이 형성되어 있다. 산이 평화스런 

경사를 이루며 3면을 병풍처럼 두르고 앞으로는 강을 향해 열려 있다. 패총

에서 출토된 유물(遺物)은 재 부산 학교 박물 에 보 되어 있다. 패총 

의 갈밭이 있는 늪지 에서도 김해기(金海期)의 토기편이 출토된다.

하단 동편의 산 모양이 범[虎]과 비슷하다 하여 ‘호복구(虎伏口)’라 부른

다. 그 산기슭 낙동강 가에 신선암이라 부르는 큰 암석이 하나 우뚝 솟아 있

다. 이 바 에 신선이 와서 놀았다는 설이 해 오고 있다. 신선암은 바  

에 작은 굴을 형성하고 있어서 선사시 의 주거지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

인할 수 없다. 1934년 낙동강 호안공사를 맡은 일본인이 이 바 를 깨어서 

돌을 이용하려고 몇 명의 석공을 불 다. 한 석공이 돌을 깨뜨리는 순간 즉

사(卽死)했다고 한다. 그 뒤 이 원인불명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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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동의 현재 모습(왼쪽 중간 산이 에덴공원)

르내리고, 감히 이 바 에 손을 는 사람이 없었다.

하단포에는 1909년에 하단리 우편소(郵便所)가 생겼다. 1908년에  

사하 등학교의 신(前身)인 사립양정학교가 설립되어 당시 부산 지방에

서 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 후의 하단은 쓸쓸한 한 (寒村)이

었다. 명지(鳴旨)로 건 가는 나루터로써 면목을 유지했다. 부산시내로 들

어오는 학생과 명지 등에서 반출되는 야채를 받아들이는 조그마한 선착장에 

불과한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

하단포는 낙동강 물을 이용하여 내륙지방에 운반되던 상업의 요지 다. 

당시 상인들은 인근 명지(鳴旨)에서 생산되는 소 을 싣고 삼랑진․왜 ․

상주로 드나들며 나락과 교환했다. 하단포에는 볏섬을 사들여 도정(搗精)하

는 객주업이 발달하 고, 소  노 가리가 곳곳에 쌓여 있었다. 1892년 7월 

처음으로 기계 시설에 의한 부산정미소(釜山精米所)가 생겼다.

하단포에 닿은 낙동강 유역과 김해평야의 나락이 이곳으로 운반되어 정미소

로 들어가기도 하고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다. 미곡(米穀) 거래 시장으로 하단

의 번창은 단하여 부산에서 티만 넘으면 모두 하단이라 생각할 정도

다. 상품이나 농산물의 교역

지로 흥청댔다. 구포와 함께 

큰 장이 섰던 곳이다. 부산

장(釜山場)․하단장(下端

場)․동래 읍내장(邑內場)은 

그 당시의 이름난 장이었다. 

하단 5일장이 서는데 인근 김

해․명지에서 장꾼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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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5일장이 서는 하단시장

다. 하단장은 5일과 10일에 열렸다.

이러한 하단장의 명성은 구포장타령에서 “샛바람 반지 하단장, 엉덩이가 

시러버(워)서 못 보고, 골목골목 부산장, 질(길) 못 찾아 못 보고, 나리

(루) 건  맹호(명호, 명지)장, 선개(선가, 배삯) 없어 못 보고,.....( 략) 

꾸벅꾸벅 구포장, 허리가 아  못 보고.....(후략)”라고 부르는 타령에서 

잘 엿볼 수 있다. 하단장은 부산의 이름난 명물 5일장으로 인기가 단하

다. 주  농어 과 김해․명지․웅천․안골 등에서 농산물, 해산물과 공산

품이 쏟아져 들어와 넘쳐난다. 옛날 장날의 풍경을 그 로 보여줘 한바퀴 

구경하는 즐거움이 있다.

요즘에도 부산지역에서 옛날처럼 장이 서는 곳은 구포장과 하단장이 표

이다. 노 상이 즐비한 장날은 다니며 구경하는 즐거움이 단하다. 곳곳

에 소리치고 시끌벅 한 모습은 우리네 사는 삶이다. 하단은 낙동강 유역의 

번성한 포구 다. 일 부터 농산물, 수산물 등의 거래로 큰 마을을 형성하

다. 하단에서 장림 일 에 이르는 강변은 김 생산지로 유명하다.

1930년 부산부(釜山府)가 

분뇨(糞尿) 탱크를 하단에 

만들어 티고개의 투기장에 

버린 분뇨가 지하구(地下溝)

를 통하여 이곳에 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장된 

분뇨는 낙동강으로 뻗어나간 

분뇨 을 통하여 배출되어 

분뇨운반선에 실려 김해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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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의 하단 선착장 전경

로 나가기도 하고, 낙동강에 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이주해 오는 

사람이라곤 없어졌고, 하단을 메마른 빈 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일제강 기 하단에 일본 어민들이 이주해 와서 낙동강의 수질이 해태(海

苔) 양식에 최 지라는 것을 발견했다. ‘미야꼬’란 일본인이 양식용 [竹]

를 일본에서 구입, 하단을 심으로 신평․다 ․장림 등지에 복 이 까

지 해태 생산을 기업화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다. 

이곳 주민들은 낙동강과 남해안 연안을 심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단 선창가에는 낙동강의 유명한 도다리와 꼬시래기회 등을 는 

횟집도 많았다. 그러나 낙동강의 토사로 인하여 모래가 퇴 되어 하단포가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어업과 횟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었다. 

1983년 4월 23일 공된 낙동강 하구둑은 낙동강 하류 유역의 증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 하는 것이 주목 이었다. 그러나 하구

둑으로 인하여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면서 이곳의 명물인 재첩 채취나 각

종 어종의 피폐를 가져왔다.

하구둑은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명지동 사이의 낙동강 하구를 막은 둑으

로 1983년에 착공하여 1987

년에 공했다. 총 연장 2.4

㎞에 달하는 이 둑은 하단동

과 을숙도 사이의 수문부가 

0.51㎞, 을숙도와 명지동 사

이의 토언제(土堰堤)가 1.89

㎞로 되어 있다. 수문부는 6

개의 부수문과 4개의 조 부



378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 

하단당산 할배당산나무

문으로 되어 있고 어선의 통행을 한 나마식의 갑문 1개와 어도(魚道)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됨으로써 김해평야가 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

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하단동 1149에 치하고 있다. 1986년에 홍수 

․경보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1987년 낙동강 홍수 통제소 임시운 반을 

설치하고 개소했다.  홍수 ․경보 시설공사를 완공했다.

하단 당산은 하단1동 610-23번지로 하단노인정 앞에 있다. 건립연 는 

알 수 없다. 제당은 슬 이트 맛배지붕이며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

감하 다. 제당 뒤는 도로 가에는 수령 330여년이 된 당산할매나무인 검팽

나무가 서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2일 자정이며 1년에 1회 제를 올린

다. 제의는 기제사와 같게 지낸다. 제의 과정은 당산할배제 → 할매제의 순

서이다. 특이사항으로는 당산할배 나무는 하단1동 607-4번지에 서 있는

데, 이포원이라는 노인이 심었는데, 득남이나 개인의 운수를 해 이 나무

에 와서 빈다(『부산의 당제』, 부산 역시사편찬 원회, 2005).

하단포는 조선시  이래 낙동강 물을 이용하여 내륙지방에 운반되던 상업

의 요지이다. 농산물의 교역

지로 흥청했던 곳으로 부산

장, 구포장, 동래장과 함께 

이름난 장이었다. 복 이후 

낙동강 하구 갈 가 무성한 

한 이었던 하단은 1971년 

티터  개통, 1973년에는 

당리와 하단지구의 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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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이 이루어졌다. 낙동로가 확장 정비되고 간선도로가 개설되면서 도

로망을 갖추게 되었다. 1970년 부터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면서 쾌

한 삶의 터인 신흥도시로 탈바꿈 하 다. 1988년에는 하단과 을숙도를 

연결하는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되면서 옛 포구인 강마을의 한 함과 포근

함을 잃어버리고 있다.

지 의 하단은 신평․장림공단의 조성 이후 1995년 신호공단, 1998년 

녹산산업단지 공, 부산지사과학단지, 부산신항 개항 등으로 하단오거리를 

심으로 교통요충지는 물론 배후 주거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한 부산여

자고등학교가 서 신동에서 이 해 오고, 동아 학교 승학캠퍼스가 조성되

면서 사하구의 심 학군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단 마을은 지 의 하단오거리에서 남서쪽으로 낙동로와 괴정천 복개로

의 간지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을 하단본동이라 하고 하단장이 

있었던 곳을 하단장터라 부르고 있어 옛 지명의 흔 을 살필 수 있다.

시천마을

시천(矢川) 마을은 하단동에 있던 자연마을이다. 시천(矢川) 부근에 있다

고 하여 사천 마을이라 불 다 한다. 지 의 동아 학교 승학캠퍼스 아래 

에덴공원에 이르는 마을로 추정된다. 지 의 동아 학교 승학갬퍼스가 있는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시천(矢川), 신내라 부른 것 같다. 시천마을 

부근은 교육의 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1975년 서구 서 신동에 있던 

부산 여성교육의 명문인 부산여자고등학교가 하단에 새 교사를 짓고 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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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공원 주변의 현재 모습

다. 이후 건국 ․고등학교도 이 해 왔다. 그리고 사하여자 학교의 신설

과 부산 고등교육의 요람인 동아 학교 승학캠퍼스가 자리 잡으면서 사하구

의 교육 심지가 되었다.

시천마을 인근에 있는 에덴공원은 다 포 몰운 와 함께 부산의 팔선

(八仙臺) 의 하나로 강선 (降仙臺)라고 불 다. 강선  동쪽 맞은편에는 

승학산(乘鶴山)이다. 고려말 무학 사(舞鶴大師)가 국을 두루 다니며 산

세를 살피다가 이곳에 이르러 산을 보니 마치 학이 웅비(雄飛)하는 듯하다

고 하여 승학산이라 하 다. 승학산에서 신선이 학을 타고 이곳으로 내려왔

다고 하여 강선 라 불 다.

시천마을 앞쪽인 에덴공원 부근에는 갈밭이 많아서 갈 나 갈꽃으로 일용 

수공품을 만들었다. 지붕과 울타리도 갈 를 사용했다. 땔감으로도 이용하

는 등 갈 와 주민 생활과는 한 계에 있었다. 하단의 갈  수공업은 

50～60년 만 해도 하단을 심한 낙동강 강가 지역은 삼각주에서 자생하

는 갈 로 수공업이 발달했다. 

갈 로서 그늘을 짓는 발을 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깔자리를 만들었다. 

고기를 잡는 통발과 갈삿갓, 

도시락 같은 것을 만들었다. 

가용에도 쓰고 갈 발과 갈

삿갓과 삿자리는 시장상품이 

되기도 했다. 그 갈 는 지

붕을 덮는 재료에도 쓰이고 

부엌의 땔감으로도 쓰 다. 

목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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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에덴공원 주변(옛 동산유지 쪽에서 바라봄)

이 은 마른 갈 꽃이 방한용 솜 신으로도 쓰이고 갈  잎은 습기를 제거

하는 자리방석 역할도 했다.

1971년에 촬 한 사진에는 지 의 동아 학교 승학캠퍼스 아랫쪽과 에

덴공원 앞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낙동강 하구둑

을 끼고 있으며, 뒤에는 얕은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낙동강 하구둑이 건

설되기 까지만 해도 낙동강의 낭만 인 갈 숲 풍경을 만끽할 수 있어 특

히 은 청춘남녀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 장소로 각 을 받았다.

그래서 이곳 에덴공원은 은이의 쉼터가 되고 주 에는 멋을 부린 휴게

소가 서고 공원 기슭에는 조롱박잔에 동동주를 담아 통행 지 시간도 아랑

곳없이 마셔 는 토속  간이술집이 많이 있었다.

도시 생활에 든 은이들은 이곳에서 은 낭만을 꽃피웠다. 그러나 옛 

강선  에덴공원 둘  야외음악터도 호수도 조롱박잔 동동주의 그 집도 도

시화에 려서 빌딩과 주거지역으로 바 었다. 하단포 선착장도 간데없이 

사라졌고, 에덴공원은 도시속의 고도(孤島)가 되어 버렸다. 

에덴공원(하단동 786-1번지)은 부산 역시 기념물 제24호(1972. 6. 26 지

정)로 지정되었다가, 1977년 

10월 문화재에서 해제되었다.

승학산에서 낙동강가로 내

린 강선 에는 천의무 (天

衣無縫)의 옷자락을 날리며 

안개구름을 따라 오가는 신

선이 찾아들어 주  승경(勝

景)을 즐기며 노닐만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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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공원내 청마 유치환시비 전경

다. 강과 들 이 펼쳐진 그 뒤를 우거싼 승학산 산세로 보아 옛 강선  만한 

승경지도 그리 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가 이 나라를 강 하자 신선이 내렸다는 신선암(神仙岩)이 낙

동강 제방공사로 없어지고 강선  앞머리가 잘리어 나갔으며, 태평양 쟁 

때는 낙동강 하구로 연합군이 상륙할지도 모른다고 산에다 굴을 서 포를 

설치해 포병부 를 주둔시켰던 그 흔 이 남아 있다.

복 후에는 개인 소유 땅이었으나, 1953년 7월경 부산 앙교회 백 호 

장로가 이 산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 다. 도로를 닦고 나무를 심어 공

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한 백장로는 이 공원을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

하는 아담과 이 의 에덴동산을 비유하여 1956년에 이곳 명칭을 에덴공원

이라 불리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산 턱에 1971년 청

마 유치환 시비를 세웠다. 1970년  이후 이곳 주변은 도시화로 지난날의 

갈 숲과 낭만은 사라지고 에덴공원으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지 도 숲

길을 따라 가노라면 아늑하게 

꾸며진 휴식처와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청마 유치환은 시인으로, 

도의 부산남여자상업고등

학교 교장으로 재직  부산

진역 앞 도로에서 윤화를 입

고 타계하 다. 1974년 그

의 시와 인품을 기린 후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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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교육계 인사들이 ｢청마시비건립 원회｣를 조직하여, 4단의 기단  오

른쪽에 화강암 기둥을 세워 ‘청마 유치환 시비(靑馬柳致環詩碑)’를 세웠다.

1973년 당리․하단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많은 농경지가 주택지로 바

뀜에 따라 에덴공원 주변 갈밭의 무성한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시천 마을이 있던 곳의 골목길을 강선 길, 에덴길로 불리고 있어 옛 지명

의 흔 을 살필 수 있다.

신내마을

신내 마을은 하단동에 있는 마을이다. 신내(신천) 부근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마을이 신천이라 부른 것 같다. 신산교(神山橋) 부근 일 에 있는 마

을이다. 한 학회에서 1980년 편찬한『한국지명총람』 10권, ｢부산․경남

편｣에 보면, 하단동에 새로 생긴 마을로 소개되고 있다. 신내 마을이 있었

던 지역은 도시화로 인해 하천은 복개되어 버렸고, 주변지역은 택지로 개발

되어 주거지로 변하여 그 치를 찾을 수가 없다. 이곳 하단지역에 오랫동

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고로들도 신내 마을의 치에 하여 알고 있지 못

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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