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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부산 관광의

표상과 로컬리티*
－지배와 향유의 바다－

1)

조 정민

<국문초록>

개항 이후 부산에 조성된 일본인 거류지 및 원도심의 식민 공간은 이들의 일상 공간이

자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다수의 사진엽서로 제작되었다. 그곳은 일제가 만든 근대

적 공간으로서 식민지 지배의 성과와 치적을 선전, 전시하기에 적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었고,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일본인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그렇다면 식민

지 조선의 행정적 중심지였던 경성과는 달리 부산은 사진엽서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표

상되었을까. 본고에서는 부산 관광 담론을 대변하는 매체 중 하나인 사진그림엽서를 중심

으로 일제침략기의 부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 전시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 특히 관부연락선으로 대변되는 지배와 침략성을, 그리고 송도에서 수행되는 근대적

휴양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진그림엽서에 나타난 표상 정치를 분석하였다.

키워드：일제침략기, 부산 관광, 사진그림엽서, 표상 정치, 관부연락선, 송도, 해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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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타자의 역사와 문화, 일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비교하며 평가하는 ‘관광’과

‘그림엽서’는 타자를 응시하는 시선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여기에

서 중요한 것은 타자를 응시하는 시선이란 독자적이거나 능동적인 주체적 시각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혹은 ‘예견된’ 프레임을 통과한 시선이라는 사실이다. 푸코

의 권력 이론에 기반을 두고 관광의 시선을 설명하는 존 어리(John Urry)는 저

서 관광객의 시선(The Tourist Gaze)(Sage, 2002)에서 관광 주체의 시선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권력이나 매체(사진이나 포스터, 그림엽서, 여행안내서, 영화,

기행문, TV 등)에 대해 언급하며 관광객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란 보아야 할

것과 체험되어야 할 것을 선별해 놓은 아이템을 추적해 가는 과정에 불과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관광과 매체는 타자

를 둘러싼 시선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존립해 온 것

을 알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관광 담론 연구

나 이미지 연구가 서로 긴밀하게 논의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일제침략기에 일본이 발간한 각종 여행안내서나 사진그림엽서1)는 단순히

문화적, 심미적 차원에서 발간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차별적인 이미지

구성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된 장치이자 실천이었음은 이미 선행연구

가 분명하게 짚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2) 본 논문에서 살펴 볼 부산 관련 사진

1) 일본에서는 사진이나 그림 도안이 있는 엽서를 에하가키(絵はがき 絵葉書)라고 통칭하고 있다.

용어의 한자 표기에서도 보듯이 사진보다는 그림의 의미에 방점이 놓여 있는데, 실제 엽서의 성

격에 따라 사진엽서 혹은 그림엽서라 칭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고, 디자인에 따라 사진과 그

림이 같이 사용된 경우는 사진그림엽서라 칭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엽서

도 사진엽서, 그림엽서, 사진그림엽서 등 다양한데, 엽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기로 하겠

다. 아울러 이 글에서 다루는 모든 사진그림엽서는 동아대학교 중국 일본학부 신동규 교수의 소

장 자료로서 논문 집필을 위해 제공받았음을 밝혀둔다.

2) 최근의 연구로 한정지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문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현식(2016) 이미지

와 시가(詩歌)의 문화정치학(Ⅰ)-일제시대 사진엽서의 경우 동방학지 제175집, 최현식(2016) 이
미지와 시가(詩歌)의 문화정치학(Ⅱ)-일제시대 사진엽서의 경우 한국학연구 제42집, 최현식
(2016) 백두산절 오족협화 대동아공영론: 그림엽서 <백두산절>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61권,
신동규(2017)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일본역사연구
제45집, 김경리(2017) 그림엽서 봉투도안으로 보는 관광의 상품성과 경성-1920~1930년대 경성

관광 그림엽서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110권, 최인택(2017) 일제침략기 사진 그림엽서를 통해
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화연구 제51집, 황진(2017)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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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엽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항 이후 부산에 조성된 일

본인 거류지 및 원도심의 식민 공간은 일본인들의 일상 공간이자 동시에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다수의 사진그림엽서로 제작되어 일본이 만든 근대적 공간

으로 선전, 전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은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동하

는 경로에서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에 일본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의 행정적 중심지였던 경성

과는 달리 부산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되었던 것일까. 본

고에서는 부산 관광 담론을 대변하는 매체 가운데 하나인 사진그림엽서를 중심으

로 일제침략기의 부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 전시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부분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창출된 부산의 로컬리티로, 부산의 지역성과 사진그림엽서 표상 사이의 상

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부산의 로컬리티가

해방 이후에 어떻게 연속, 단절되는지를 파악하는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를 줄 것

이다.

제1장 식민지 관광의 시작과 부산

시선의 탄생-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조성운 외, 선인, 2011), 식민지 근대
관광과 일본시찰(조성운, 경인문화사, 2011) 등의 저서를 통해 식민지 지역에서
일어난 근대 투어리즘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상관에 대해 다각적으로 천착해 온

조성운은 일본에 의해 발굴된 조선의 근대 관광은 이미 그 시작부터 식민지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선언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조성운, 2011a:186-187) 그는 식민

지 대만의 근대 관광을 연구한 소야마 다케시(曽山毅)의 식민지 대만과 근대 투
어리즘(植民地台湾と近代ツーリズム)(青弓社, 2003) 등의 연구를 원용하면서, 근

대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도의 건설과 관광객 유치체제의 정비, 시공간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 일본문화연구 제63집, 황익구(2017)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
과 프로파간다 일본문화연구 제63집, 조정민(2017) 식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
과 서사 전략 일본문화연구 제63집, 한현석(2017)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조선에서의 국가
신도 체제 선전과 실상 일본문화연구 제63집, 김선정(2017) 관광 안내도로 본 근대 도시 경성
-1920~30년대 도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3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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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이동에 관한 필요의 증가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조선과 같은 비서구지역의 근대 관광의 출발은 식민지 통치에 의해 이식된 ‘근대’

로부터 이루어지기에 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고 말한다. 물론 경인선이나 경부선, 경의선과 같은 초기의 철도는 관광에 방점

이 있었다기보다 조선의 식량과 자원의 수탈, 일본 상품의 조선 수출 등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 및 대륙 침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만과는 달리 초기부터 관광 목적의 여객 운송도 이루어지

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인원을 보다 빨리 편안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철도의 발달이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을 견인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라 할 것이다.(조성운, 2011b:78-79)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당시의 철도 사정을 확인해 두자. 최초의 철도선으로 알

려진 경인선은 1899년 제물포-노량진 구간으로 완성되었고 이듬해인 1900년 남

대문역까지 연장 개통되었다. 1905년 1월에는 경부선이 완공되었고 1906년 4월에

는 경의선이 완공되어 운행되었다. 또 1914년에는 용산-원산간의 경원선이 개통

되었다. 특히 1911년 11월 1일에는 신의주와 만주의 안둥(安東)을 연결하는 압록

강 철교가 완공되어 조선과 만주를 직통하는 철도 개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1905

년 9월 시모노세키(下関)와 부산을 연결하는 관부연락선이 개통된 이후 6년 만에

일본과 대륙을 잇는 교통망이 완성된 것이다. 이것은 곧 시모노세키-부산-만주를

잇는 철도망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며, 일제의 만주 진출 혹은 침략을 위한 교

통로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는 유럽횡단철도와 연결되

었다. 예를 들면 조선 총독부 철도국은 화물과 여객의 운송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1913년 부산-장춘 간의 급행열차를 주 3회 운항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의선에 야

간 철도도 창설하여 경부선 및 안봉선(安奉線)의 주간급행열차와 연결하여 유럽

과의 연결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조성운, 2011b:79)

철도의 부설과 함께 191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910년 시베리아경유국제연락운수회의(經由國際連絡運

輸會議) 기반 하에서 조선, 중국, 러시아를 돌아보는 관광 루트와 일지주유(日支

周遊) 루트, 일만주유(日満周遊) 루트를 선정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전

승 지역 견학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재고하려 했던 것이다.(조성운, 2011a: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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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대목은 ‘루트’의 설정이다. ‘觀光’이 가지는 의미에서

도 추찰할 수 있듯이 관광은 타자에게서 가장 뛰어난 부분, 즉 빛(光)을 보는(觀)

행위이다. 뛰어나고 우수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만든 관광의 루트에는 당연히

선택과 배제, 과장과 은폐라는 기제가 작동하고, 이로 인해 관광객은 그들의 시

선을 규제하고 감시하며 지도하는 시선의 정치에 따라 보아야 할 것만 학습하고

돌아오게 된다. 1910년대 일본에서 초기 단체 관광의 형태로 기획된 일지주유 루

트, 일만주유 루트 등은 이와 같은 관광의 정치성을 그대로 담지한 것이었다. 이

들 루트는 타자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혹은 자신들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배제함으로써 관광을 국가 이데올로기의 선전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광 루트의 발견 혹은 관광 코스의 발견은

교통의 발달과 여행 기구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긴밀하게 선동 정치와 접속

하게 된다.

일본의 여행 기구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근대화되는 것은 1912년 3월 12일

일본여행협회(Japan Tourist Bureau)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일본여행협회는 도

쿄(東京)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는 지부를, 그리고 지부 관하에 안내소 또는 출장

소 및 촉탁안내소를, 해외에는 대리점을 두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관리하는 기

구였다. 본부는 업무를 계획하고 지부 및 안내소 이하의 사무를 통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부는 유람지의 개발 및 개선 촉진, 유람지의 소개, 안내소

와 출장소 및 촉탁 안내소의 관리, 단체 사무의 통할, 지방 사무소의 통제, 일본

여행구락부 및 일본온천협회 사무 등을 맡았다. 무엇보다 일본여행협회는 관광객

에 대한 알선과 안내를 주요 업무로 삼았기에 요코하마(横浜)와 고베(神戸), 나

가사키(長崎)에는 독립 안내소를 설치하고 조선과 만주, 대만 등의 중요 철도역

및 일본여행협회의 회원단체인 기선회사 본사와 지사, 그리고 철도원 남만주철도

주식회사가 경영하는 호텔 등에 여행 안내소를 설치해 나갔다. 이러한 방침에 따

라 1913년 본부 직속의 전속 안내소가 시모노세키와 고베에 설치되었고 1914년

에는 도쿄역에 도쿄 안내소가 설치되었다. 조선의 경우, 1912년 12월 1일 경성

안내소와 부산 안내소가 남대문정거장 여객 대합소와 부산정거장 여객 대합소 내

에 각각 설치되었고, 다롄(大連) 지부의 뤼순(旅順) 펑톈(奉天) 창춘(長春) 안내

소도 각 지역의 야마토(大和) 호텔 내부에 안내소가 설치되었다.(조성운,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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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90)

철도의 부설과 본격적인 여행안내소의 설치 등은 부산의 지리적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식민지 시기의 조선에 관광을 온 외국인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대륙으로의 이동을 위한 최초의

교통수단은 관부연락선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1916년

관부연락선과 일본철도, 조선철도, 만주철도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

기도 했다. 이 상품은 모지(門司) 혹은 고베의 산노미야(三ノ宮)에서 오사카(大

阪)상선회사의 기선에 승선하여 다롄-펑톈-안둥-경성-부산(관부연락선 승선)-시

모노세키로 이동하는 코스와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에 승선하여 부산-경성-

안둥-펑톈-다롄(오사카 상선회사 기선 승선)-모지 또는 고베(산노미야)로 이동하

는 두 코스를 가지고 있었다.(조성운, 2011b:84-85)

이렇듯 부산은 식민지 조선 혹은 대륙 관광의 출발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상징

적인 장소로, 열도와 대륙 사이를 이어주는 관부연락선 역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때문에 관부연락선의 시대적 의미와 사진그림엽서와의 상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

고, 우선은 경부선의 개통과 관부연락선의 취항으로 인해 부산이 식민지 관광에

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관부연락선과 경부선의 기점인 부산은 일본과 만주, 일본과 만주

및 러시아, 일본과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철도 교통의 시발과 귀착을 동시에 수

행하는 주요 지점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시기에 따라 여행안내서 내에서 부산

의 지정학적 의미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02년 조선총독부철도국이

펴낸 조선철도노선안내(朝鮮鐵道線路案內)에는 ‘東亞大陸으로 통하는 門戶’라

규정되었고 1913년에는 잡지 조선공론(朝鮮公論)에는 ‘세계의 통로’로, 1918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이 발행한 조선철도여행안내(朝鮮鐵道旅行案內)
에는 ‘歐亞大陸으로 통하는 門戶’라 적시되었다.(조성운, 2011b:86) 다시 말해 ‘東

亞大陸’에서 ‘세계’, 즉 ‘歐亞大陸’으로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와 중요도는 점차 확

장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1904년 러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영토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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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산의 승경>　
엽서봉투.

총 15매 구성.

상단에 ‘조선의 

문호’라는 문

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림 2] 

<오늘의 부산> 

엽서봉투. 

총 8매 구성.

좌측에 세로로 

‘동아의 관문’
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이러한 부산의 지정학적 성격과 특징은 사진그림엽서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위에 제시한 엽서 봉투에는 각각 ‘조선의 관문’, ‘동아의 관문’이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륙의 문호이자 관문인 부산은 사진

그림엽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되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부산의 장소성과 사

진그림엽서와의 상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2장 식민지의 시공간을 여는 관부연락선

뱃길 관부연락선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한 인물의 글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

를 조명한 이병주의 소설 관부연락선(월간중앙, 1968.04-1970.03)에서는 다음
과 같은 대목을 읽을 수 있다.

“처음으로 부산을 보는 감상은 어때?”

“글쎄.”(중략)

혼잡을 이룬 사람들이 빚어내는 소란 위로 “봉천행 열차를 타실 손님

은...”하고, 라우드스피커가 울려 퍼졌다.

“봉천행 열차라!”

E는 처음으로 이국정서 같은 것을 느낀 모양이었다.(중략)

“그렇지, 여기가 바로 대일본제국의 대륙에 이르는 관문 아닌가.” 했더니,

“봉천행 열차, 나쁘지 않은데.”

하는 E의 말투엔 대륙으로 뻗은 일본이 실력을 처음으로 실감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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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총 5매로 구성된 <부산그림엽서>의 봉

투로 좌측이 앞면, 우측이 뒷면이다. 뒷면에는 

교통관계　일람표가 기재되어 있다.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어디 봉천뿐인가, 여기서 시작해서 하얼빈으로도 가고 치타로도 가고

페테르부르크에도 가고 바르샤바에도 가고 그리곤 베를린으로 해서 파리

까지라도 갈 수 있지.”(이병주, 1995:343-344)

이병주의 작품 관부연락선은 식민지 시기의 부산의 사정을 비교적 사실적으
로 묘사하고 있기에 소설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논문도 발표된 바 있는

데(권선영, 2017), 위의 인용문은 1940년대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보

여준다. 작중 인물들의 말마따나 부산은 ‘대일본제국의 대륙으로 이르는 관문’으

로, 봉천은 물론이고 하얼빈, 페테르부르크, 바르샤바, 베를린, 파리 등으로까지

이를 수 있는 시발점이었다. 그리고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이 ‘대일본제국의 대

륙으로 이르는 관문’으로 인도하는 수단은 다름 아닌 관부연락선으로, 이 연락선

은 대륙으로의 이동을 안내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자 수단이었다. 경부선 철도

의 부산 잔교역과 일본의 산요(山陽) 본선 시모노세키역을 연결하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연락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

었는데, 이는 관부연락선이 선박이라

기보다 오히려 철도 시설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1905년 1월 1일 부산 초량

과 영등포를 잇는 경부선의 전 구간

이 개통되고 같은 해 9월 11일에 관

부연락선이 취항한 것은 우연이 아니

며,3) 때문에 관부연락선의 시간표와

경부선 열차 시간표는 긴밀하게 맞춰

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림 3]은

부산부(釜山府)가 발행한 엽서 <부산

3) 러일전쟁이 종결된 후 경부선 철도가 부산과 서울까지 잇게 되자 이를 계기로 일본의 산요기선

주식회사(山陽氣船株式會社)는 일본의 산요선 철도와 한국의 경부선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선박

수송을 계획하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은 바로 관부연락선이다. 1905년 9월에 처음으로 취항한

관부연락선은 1,680톤 급의 정기 여객선 이키마루(壹岐丸)였고, 이어서 11월 1일에 역시 1,680톤

급의 정기 여객선 쓰시마마루(対馬丸)가 취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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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엽서(釜山絵葉書)>4)의 봉투이다. 뒷면에는 ‘동아의 관문이자 국제교통로의

요충지’, ‘부산을 기점으로 하면……’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모노세키, 하카다(博

多), 나가사키(長崎), 오사카, 하코다테(函館), 원산, 청진, 인천, 다롄,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안둥, 펑톈, 창춘(長春), 모스코바, 베를린, 파리 등,

부산에서 세계 각지로 이동할 때에 필요한 정보인 교통 관계 일람표(거리와 소요

시간 등)를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부산이 일본 열도로의 이동

방향과 중국, 유렵으로의 이동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관부연락선은 단순한 해상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거침없는

대륙 진출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그림엽서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특히

봉투 디자인에는 연기를 내뿜으며 파도를 가르는 웅장한 선박 이미지가 자주 차

용되었는데, 이는 관부연락선이 부산에 관한 표상 및 내러티브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연한 지

적이지만 일제침략기에 발행된 부산관련 엽서의 봉투 디자인이 모두 관부연락선

을 도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 터이다. 앞에서 본 [그림 1]이나 [그림 2]처럼 부

산대교(영도대교)를 비롯해 신사나 기생 등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한 예가 있

다. 그러나 부산대교가 준공된 것은 1934년 11월 23일이기에 부산대교를 엽서 디

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1934년 11월 23일 이후부터라 볼 수 있

다. 일제침략기에 발행된 부산 관련 사진그림엽서의 봉투 디자인을 모두 확인하

는 것은 불가능하여 전체 가운데 관부연락선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

지하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봉투 도안에 사용된 상징물, 건조물의 준공

년도 등을 참고로 할 때 관부연락선의 경우는 비교적 일찍부터 사용되었다고 추

정할 수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엽서 봉투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도안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4) 이 엽서가 발행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엽서 뒷면의 양식(뒷면 상단 수신인 면에

‘郵便はかき’라 기재되어 있고 통신란이 2분의 1 이내)으로 미루어 보아 1918년 3월부터 1933년

2월 사이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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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산의 명소> 엽

서봉투. 총 8매 구성. 하단

에 관부연락선 이미지 사용.

[그림 5] <부산명소 그림엽

서> 봉투. 총 6매 구성.

[그림 6] <부산명소> 엽서

봉투. 총 12매 구성.

[그림 7] <부산의 색채> 엽서봉투. 총 8매 

구성. 우측 하단에 관부연락선 이미지 사용. 

[그림 8] <부산그림엽서> 봉투.

총 5매 구성.

[그림 9] <부산명소> 엽서봉투. 

총 13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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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엽서들의 발행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엽서 뒷면의 양식(뒷면

상단 수신인 면에 ‘郵便はかき’라 기재되어 있고 통신란이 2분의 1 이내)으로 미

루어 보아 1918년 3월부터 1933년 2월 사이, 혹은 그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

된다. 약 15년간에 걸쳐 배 모양 디자인이 꾸준하게 사용된 것은 관부연락선의

지속적인 신규 취항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905년 9월 11일과 같은 해 11월

1일 11시 30분,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잇는 연락선 이키마루(壹岐丸)와 쓰시마마

루((対馬丸)가 최초로 운항을 시작한 이후, 3,000톤급 선박인 고마마루(高麗丸)와

시라기마루(新羅丸)가 1913년 1월 31일과 1913년 4월 5일에 각각 취항한다. 1922

년 5월 8일과 11월 12일, 이듬해 3월 12일에는 게이후쿠마루(景福丸)와 도쿠주마

루(德壽丸), 쇼케이마루(昌德丸)가 차례로 취항한다. 이들 선박은 3,500톤 급으로

운항 시간도 8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들 세 선박이 하루 두 번 왕복하기에 이

른다. 1932년 만주국이 설립된 이후로는 7,000톤급 선박인 곤고마루(金剛丸)가

1936년 11월 16일에 취항했으며 이듬해 1월 31일에는 역시 7,000톤급의 고안마

루(興安丸)가 취항한다. 1942년 9월 27일과 1943년 4월 12일에는 덴잔마루(天山

丸)와 곤론마루(崑崙丸)가 각각 취항했는데 이들 선박은 8,000톤의 대형 연락선

이었다.(류교열, 2007:88-108) 선박의 대형화와 승객의 증가5), 운항 시간의 단축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과 조선 및 대륙을 연결하는 뱃길은 점차 확대, 강화되어

갔고, 관부연락선의 명칭의 추이에서도 보듯 연락선의 이름은 일본(이키, 쓰시마)

에서 한반도(고구려, 신라, 경복, 덕수, 창덕, 금강)로, 그리고 중국(싱안, 톈산, 쿤

룬)으로까지 그 영토를 확장시키며 일본은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엽서 봉투 도안에 관부연락선이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대륙으로

의 이동을 위한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관부연락선이었기 때문

에,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은 물론 대륙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부산의 로

5) 관부연락선의 총 톤수는 1900년대에 1,600톤이던 것이 1910년대에 3,000톤으로 늘어나고, 1920년

대에는 3,600톤 규모로 늘어났다. 나아가 1930년대에는 7,000톤으로 대폭 증강되고, 1940년대에는

8,000톤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다. 이는 승선 정원의 증가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1900년대에 330

명 내외에 불과하던 것이 1910년대에 600명 규모로 늘어나고, 1920년대에는 905명 정도로 늘어

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30년대에 이르면 1,700명 규모로 대폭 증가되고 1940년대에는 950명

정도로 증가했다. 1930년대에는 1,700명 규모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1940년대에는 2,000명을 넘기

게 되었다.(홍연진,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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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도쿠주마루 사진엽서.

[그림 11] 총 4매로 구성된 <부산 그림엽서>  

가운데 한 장으로, 부채꼴 모양의 지도 도안 

안에 시모노세키와 부산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10] <그

림엽서 부산>의 

봉투. 시모노세

키와 부산을 점

선으로 연결시

키고 있다. 참고

로 이 엽서는 부

산항 전경을 파

노라마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특

징이다.

컬리티는 관부연락선으로 대변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이 지도

위에 관부연락선의 뱃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안을 삽입하거나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점선으로 연결하여 양자의 긴밀한 관계성을 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관부연락

선의 사진그림엽서를 들여다보자. [그

림 12]는 1922년에 취항한 도쿠주마루

의 운항 모습을 포착한 사진엽서로 캡

션에는 명확하게 “관부연락선 도쿠주

마루 출항”이라 기재하고 있다. 이어

서 남대문과 금강산으로 보이는 풍경

을 배경 디자인으로 하고 관부연락선의 사진을 싣고 있는 [그림 13]과 [그림 14]

는 동일하게 “관부연락기선 게이후쿠마루 도쿠주마루 쇼케이마루 총 톤수 3620

톤, 속력 20 정도”라는 캡션을 사용하고 있다. 두 엽서는 사진그림엽서에 게재한

관부연락선이 게이후쿠마루, 도쿠주마루, 쇼케이마루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지정

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선박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

하고 있으며 뒷면에 시모노세키 발착 시간, 부산 발착 시간을 기재하여 탑승 정보

를 제공하는 실용성도 구비하고 있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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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관부연락선 사진그림엽서

[그림 15] [그림 13]과 [그림 14]의 

뒷면으로 중간에 관부연락선 발착 시

간표가 기재되어 있다.

[그림 13] 관부연락선 사진그림엽서

관부연락선에 부산의 장소성, 다시 말해 ‘동아의 관문’이자 ‘세계의 통로’라는

인식이 기입되는 것은 7,000톤 급의 선박이 취항하는 1936년과 1937년에 이르러

서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소개하는 엽서는 모두 1936년에 취항한 곤고마루와

이듬해에 취항한 고안마루를 다룬 것으로 캡션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선박의 특징

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그 거대한 위용을 선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또

한 같은 사진을 활용한 엽서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미하여 재생산되고도 있

었다.

6) 뒷면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것이 하행선으로,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것이 상행선으로 되어 있으며 시모노세키와 부산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에 1

회씩 운항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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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관부연락선 곤고마루 [그림 17] 관부연락선 곤고마루

[그림 18] 관부연락선 고안마루 [그림 19] 관부연락선 고안마루 

위에서 소개한 엽서의 캡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는데7), 하나

는 7,000톤급에 달하는 곤고마루와 고안마루를 ‘현해탄을 누비는 화려한 꽃’ 혹은

‘현해탄의 여왕’이라 수식하며 그 위엄찬 모습과 화려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을 ‘천혜의 양항(良港)’이자 ‘동아의 관문으로 여객 왕래와 화물 집산

의 초점’, ‘반도 제일의 무역항이자 내선교통의 요충지’로 규정하며 부산의 장소적

특징이나 로컬리티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관부연락선은 관광엽서에 등장하는

다른 명소처럼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일본과 대륙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

7) 엽서 캡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6] 배는 환희와 대망을 싣고 부산으로…… 시원하게 흰 파도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현해탄

의 여왕, 보라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그림17] 조선의 남단에 위치하며 조선해협의 서수도(西水道)에 위치한 천혜의 양항(良港) 부산

은 동아의 관문으로 여객 왕래와 화물 집산의 초점이다. 사진은 곤고마루.

[그림18] 부산항은 반도 제일의 무역항이자 내선교통의 요충지로 주요한 항구이다. 근자에 무역

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 거듭 크게 팽창하고 있다. 사진은 고안마루.

[그림19] 하얀 파도를 일으키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것은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락하는 호화선

고안마루의 당당한 모습이다. 곤고마루와 자매선으로 두 배 모두 현해탄을 누비는 화려한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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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통수단이기에 방문지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현해탄을 누비는’ 거대한

집단적인 이동성이야말로 일본이 강조하고자 했던 대륙의 지배와 정복을 상징하

고 있었기에 그 ‘씩씩하고’ ‘시원하게’ 나아가는 위용은 곧 일본의 또 다른 모습

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관부연락선은 부산항의 이동성과 개방성, 해양성 등을 대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동아의 관문인 부산에 여객과 화물이 왕래, 집산하는 양상을

언급한 것이나, 천혜의 양항, 제일의 무역항, 내선교통의 요충지 등으로 부산을

서술하는 것은 부산이 식민지 조선과 일본을 접합시키는 중요한 지점임을 강조하

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내선을 잇는 중추적 컨텍트 존(contact zone)으로 전

경화된 부산은 사람은 물론 물자와 정보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며 여러 경로로 왕

래하는 장소로 대변되며 자연스럽게 이동성과 개방성이라는 로컬리티를 획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관부연락선이 일본과 조선을 오가는 운

동성을 가진 장소였던 만큼, 일본에서 한반도로 건너가는 일본인이나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조선인, 그리고 그 외의 승객들은 자신의 신체에 직접 관부연

락선의 이동성과 상징성을 기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자, 이주농민, 상공인, 여행자, 수학여행 학생 등 다양한 층

위의 일본인이 조선을 방문했고 조선에서는 신학문을 배우려는 유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징용이나 징병에 의한 강제 도항자가 줄지어 부산에서 일본으로 이동했

다. 바꾸어 말하면 관부연락선을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은 자의든 타의든 관부

연락선이 ‘영광과 굴욕의 통로’8)임을 체현해야 했던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부산

항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소위 왕래와 집산이라는 부산의 이동성과 개방성의 동적

로컬리티도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동하는 장소 관부연락선이 갖는 이 같

은 복잡한 의미망이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진그림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산이란, 혹은 부

산의 바다란 ‘영광과 굴욕의 통로’ ‘내선교통의 요충지’로만 기억되지 않았다. 다

8) 이병주의 소설 관부연락선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관부연락선은 영광의 상징일 수
있으나 굴욕의 상징일 수도 있다. (중략) 영광이라고 하고 굴욕이라고 해도 일본인에겐 영광이고

한반도인에겐 굴욕이라고 구분할 생각은 없다. 그저 어떤 사람들에겐 영광이었고 어떤 사람에겐

굴욕의 통로였다는 뜻이다.”(이병주, 19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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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1910년대의 송도.

음 장에서 살펴보듯이 송도(송도유원지, 송도공원)는 관부연락선이 함의하는 지

배와 이동의 바다와는 또 다른 층위의 바다를 제시하고 있었다.

제3장 백사청송의 자연과 휴양지, 송도

1913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 유지들에 의해 만들어진 송도 해수욕장은 부

산은 물론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송도에서 가까운 남포동,

광복동 지역에는 개항 이후에 일본인 전관거류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인근의 남

빈(南濱) 해수욕장은 이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

산에서 대중적으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매축되기 전(1990년부터 자갈치

해안 매축을 시작) 자갈치 해안인 남빈 해수욕장이 유일하였는데, 이곳의 항만

기능이 확충되면서 해변이 점차 오염되자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서 송도를 유원지

로 개발하게 된 것이었다. 1912년 송도유원주식회사(松島遊園株式會社)가 설립되

면서 송도에는 요정과 여관, 해수탕 등이 설치되어 개발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용두산을 중심으로 시가를 이루고 있던 당시로서는 송도로 가는 길이 지금의 천

마로인 송도 윗길이 유일하였고 따로 대중교통이 없던 시절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고 송도의 절경이 유명세를 타게 되자 부산부는

휴게소, 탈의시설, 귀중품 보관소, 구급시설 등을 운영하였고 여름철에는 매일 남

포동 도선장에서 송도까지 1시간 마다 발동선을 운항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

다. 1930년대에 이르면 다이빙장을 비롯해 여러 채의 별장들이 들어서고 각 학교

의 수영대회 및 운동회 등이 개최되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

는데, 여름철에는 하루 이용객이 무려

20만을 헤아리기도 했다. 당시 부산부

의 인구가 15만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

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

을 짐작할 수 있다.(부산광역시 서구

2013:8, 부산박물관 2007:11, 부산대학

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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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930년대의 송도.

[그림 21] 1920년대의 송도.

우측의 사진엽서는 차례로 1910년대

와 1920년대, 1930년대의 송도의 모습

을 담은 것이다. [그림 20]은 1910년대

후반의 모습으로 바다에 사다리꼴 간

이 다이빙대가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위로 도선이 지나는 모습

도 보인다.(부산광역시 서구 2013:19)

‘부산 송도유원지’라는 제목으로 1920

년대의 송도를 소개하는 [그림 21]은

송도를 해수욕장으로 포착하기보다 유

원지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2]는 1930년대의 모습으로 이전의 사

진과 비교했을 때 다이빙대의 규모가

훨씬 커져 있음을 알 수 있다.(부산광

역시 서구 2013:37)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송도 엽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백사청송(白砂靑松)’

이라는 수사로 송도를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 감상의 대상으로 전경화시키고 있

는 점이며, 또한 송도는 송도해수욕장이라는 명칭 이외에 송도유원지, 송도공원

등으로 불리며 근대적으로 가꿔진 자연과 신체와의 조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점

이다.

우선 [그림 22]의 하단 캡션은 송도를 “부산 남쪽의 교외 암남반도 일부에 만

입(灣入)한 곳에 있는 백사청송의 장소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원근에서 모

여든 사람들로 북적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연 풍경에 관한 이 같은 감상적

수사는 18세기 후반의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낭만주의 운동과 취향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면 자연 관광은 이미 풍경에 대한 선호가 전제된 여행으로, 자연을 차갑

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낭만적이거나 미학적인 견지에서 대한

다. 특히 자연을 좋은 그림에 비유하는 감상, 즉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는 평

가는 이상화된 자연의 출현에 대한 찬사의 말로, 예술과 자연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은 풍경을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환희 중의 하나였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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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컬러로 재구성한 송도 그림엽서.

[그림 24] 컬러로 재구성한 송도 그림엽서.

왕 2004:137-138) 이 같은 낭만적인

수사는 송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푸른 소나무와 흰 백사장이라는 조합

은 낭만적이고 미학적인 자연 풍경을

창출하여 감상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

적 장치로, 그것은 자연을 예술적 감

상의 대상으로 불러내기 위한 목적에

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낭만적 수사는 그저 캡션과 같은 담론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엽

서에도 그대로 실천되었다. [그림 23]

은 흑백 사진 엽서 원본 위에 컬러를

입힌 것인데 푸른 소나무 밭이 멀리

보이고 흰 백사장이 완만한 곡선을 이

루고 있다. [그림 24] 역시 흑백 사진

엽서 원본 위에 컬러를 입힌 것으로 짙은 녹색의 소나무 언덕과 푸른 바다를 강

조하고 있는 그림엽서이다.

이처럼 근대적인 의미의 관광이 시작되면서 자연은 근대적 시각체험의 대상으

로 변모하여 일종의 ‘문화 경관’이 되었다. 즉, 도시 문명을 주도한 새로운 인공

물들(백화점, 카페, 다방, 역, 도심 거리 등) 못지않게 공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해수욕장 등의 ‘자연의 인공적 변이’들이 근대적 개인들의 삶을 세련되게 분할하

고 변화시켰던 것이다. 자연은 인간과의 전일적 관계에서 벗어나 ‘완상’ 혹은 ‘감

상’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을 향유하는 행위는 ‘문화’와 ‘오락’의 의미를 가지기 시

작했는데(권채린 2011:517), 이와 같은 ‘자연의 인공적 변이’가 감상의 대상이 되

는 과정은 송도에도 실천되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백사청송으로 대변되는 자연 풍광은 비단 송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

니었다. 1920년대 중후반에 비교적 뒤늦게 개발된 해운대 온천, 해운대 해수욕장

의 경우에도 역시 백사청송의 ‘비범한 경승지’이자 ‘이상향’으로서 낭만적으로 서

사되었다.9) 예컨대 “부산 골프링크에서 수영만에 걸쳐 소나무 가로수가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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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해운대의 백사청송 이미지를 

부각시킨 사진엽서. 

미관과 명징한 해수의 색조, 멀리 부

산항 부두에 바둑알처럼 놓인 오륙도,

정면 저 멀리 어렴풋이 모호한 초승달

처럼 뜬 쓰시마의 그림자 등, 이는 정

돈된 그림과 같은 풍경이다”(海雲臺溫

泉合資會社 1936:3), “온천장은 흰 백

사장과 푸른 소나무에 가깝고, 수영만,

고운갑(孤雲岬) 등에 의해 S자 형태의

해변의 아름다움을 형성하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일견삼탄(一見三嘆)하게 하는 절

경이다.”(海雲臺溫泉合資會社 1936:4) 등의 기술을 읽어보면, 송도와 해운대의

구체적인 사정은 각기 다르게 서술될지라도 이들의 풍경을 ‘정돈된 그림과 같은

풍경’, ‘흰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 ‘일견삼탄의 절경’과 같은 미적 감상의 대상으

로 전경화시키고 있었던 것은 공통된다 할 것이다. 이 같은 해운대의 자연이 더

욱 직접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엽서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인 매체를 경유할 때라

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해운대의 ‘정돈된 그림과 같은 풍경’은 실재 ‘그림’으로

유통되면서 그 실정성을 점차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해운대의 절경을 옮겨 놓은

복제품이 시각적으로 전시되고 유통될 때 해운대의 자연과 낭만은 한층 증폭되

며, 이와 같은 ‘정돈된 그림’이 재생산을 반복함에 따라 해운대 경승지 담론은 더

욱 강화된다.(조정민 이수열 2014:651)

이렇게 송도와 해운대가 공통적으로 백사청송의 풍경을 공유하게 된 것은 그

곳에 백사청송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균일화된 관념적 가상 풍경이 감상

의 대상으로 창출되는 것이 이미 전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사청

송이라는 수사는 그러한 풍경이 실재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

한 풍경을 발견 혹은 출연시키기 위한 틀에 의해 거꾸로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1997:42-46) 이는 자연에 낭만적인 환상을 투영하여 완상의 대상

으로 삼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한 수사 범주

속에 놓여있을 수 있었다.

9) 식민지 시기의 해운대 개발 과정과 관광 담론, 표상의 상관에 대해서는 조정민 이수열 해운대

관광의 탄생-식민지시기 해운대온천의 개발과 표상 (인문연구 72호, 2014.1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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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송도에서 발견된 풍광의 수려함은 그곳이 조선

의 송도에서 일본의 마쓰시마(松島)로 치환되는 과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1916년 부산갑인회(釜山甲寅會)에서 발행한 일선통교사(日鮮通交史)에는 그

지명의 유래가 “바다 밑의 모래가 희고 물이 특히 맑아서 언덕 위의 청송이 바

다 속의 흰모래와 서로 비침으로 송도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까닭이다.”(부산

광역시 서구 2013:9 재인용)라고 되어 있고, 또한 1929년 조선총독부철도국이 발

행한 여행안내서 조선(朝鮮)에도 송도의 지명은 “노송 수만 그루가 울창하여

그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송도라는 명칭도 이 때문이라 한다.”(조선총독부

철도국 1929:9)로 설명되어있다. 그러나 1940년 부산관광협회가 발간한 여행안내

서 부산안내(釜山案内)에서 그것은 “만 입구에 작은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노
송이 번성하여 일본 3경 중 하나인 마쓰시마(松島)와 닮아있어 이곳을 마쓰시마

라 부른다 한다.”(부산관광협회 1940:37-38)로 소개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송 수만 그루가 울창’할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집적된 송도가 어느새 일본

의 지명을 덧입고 마쓰시마로 불리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일제침략기 이

전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 뉘앙스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조선 침략 이후에 일본

이 부산에서 발견한 절경으로 그 지명마저 일본 3경의 마쓰시마에 겹쳐놓고 있

었다. 이는 송도의 이름과 유래를 일본의 방식으로 탈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었고, 이렇게 일본이 식민지에서 발견한 절경은 낭만적 수사 및 사진그림엽서에

투영되어 근대적 자연 관광의 실천을 이끌고 있었다.

한편, 송도는 근대적 ‘풍경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근대적 도시 공원 창출과 근

대적 신체의 조합을 예견하고 있었다. 19세기의 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도시

공간에 공원이라는 자연을 도입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과학 기술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그 가운데 도시 속의

공원이라는 녹지 공간이 발명되었는데, 이 공간은 도시의 위생과 건강, 보건의

기능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당대의 철학과 취미가 반영된 문화적 예술적 활동의

소산이기도 했다.(황주영 2014:47-48) 앞에서 언급했듯이 송도는 부산으로 이주

한 일본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남빈 해수욕장이 오염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조성

된 해수욕장으로서, 일반 대중들은 이곳에서 휴양과 오락을 즐기며 심리적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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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력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했다. 즉 송도해수욕장은 송도공원으로 혹은 송도

유원지로 불리며 여러 층위의 공공적 건강, 보건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었고 사진

그림엽서의 소재로도 쓰이며 부산의 근대적 도시 성격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었던 것이다.10) 또한 송도는 각 학교의 수영대회 및 운동회 등이 개최되던

장소이기도 했다. 운동회란 국가가 상정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생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실천의 장이면서 동시에 제한된 일탈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

이다. 운동회의 이 두 가지 성격은 모두 몸과 마음의 규격화를 위한 도구로서 운

동회 자체가 일종의 내셔널리즘의 실천적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는데, 송도는

바로 그러한 근대적 신체를 조형해내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

본고에서는 일제침략기의 부산 관광 담론을 대변하는 매체 가운데 하나인 사

진그림엽서를 중심으로 당시의 부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 전시되었는지 살펴

보고자 했다. 식민지 지배라는 강력한 통치 체제 아래에서 부산이 표상되는 방식

은 몇 가지로 범주화되고 있었는데, 본문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일제침략기의 근대 관광은 식민지 통치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바, 처음

부터 식민지성을 배태한 행위였다. 특히 철도와 같은 교통 시설의 정비와 체계적

인 여행 기구 등은 근대 관광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이러한 근대

관광의 시발은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입장에

서 볼 때 부산은 관부연락선과 경부선의 기점으로서 일본과 만주, 일본과 만주

및 러시아, 일본과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철도 교통의 시발과 귀착을 동시에 수

행하는 주요 지점이었기에 부산에는 ‘관문’이나 ‘문호’와 같은 수식어가 붙기 마련

10) 해운대 온천과 해수욕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온천과 해수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해운대는

휴양과 보양의 메카로 선전되었고 특히 골프장이나 당구장과 같은 최신식 근린 시설의 홍보를

통해 종합적인 레저시설을 갖춘 근대적 공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조정민 이수열 2014: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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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물론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왜관도 교역과 통상을 위한 관문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왜관이 일본의 상인이나 공직자가 머물던 폐쇄적인 공간인데 반해,

일제침략기의 부산은 대륙으로 확장되거나 일본 열도로 이동하는 개방적인 경유

지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이후 부산의 로컬리티를 대변하는 하나

의 전형이 되어갔다.

둘째, 관부연락선은 일제침략기에 일본과 대륙을 잇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으

로 이는 고정된 장소, 즉 관광명소는 아니었지만 관광엽서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관부연락선이 가지는 거대한 집단적인 이동성이야말로 일본이 강조하고자 했던

대륙의 지배와 정복을 상징하고 있었기에 기선의 위용은 곧 일본의 또 다른 모

습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부연락선은 부산항의 이동성과 개방성, 해양성

등을 대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었다. ‘동아의 관문’이자 ‘세계의 통로’인 부산

에서 여객과 화물이 왕래하고 집산하는 양상은 부산이 식민지 조선 및 대륙과

일본을 접합시키는 중추적 컨텍트 존(contact zone)임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

로써 부산은 사람은 물론 물자와 정보 등을 대상으로 여러 경로의 이동을 창출

하는 장소로서 자연스럽게 이동성과 개방성이라는 로컬리티를 획득하게 되었다.

셋째,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경로로서 관부연락선의 바다가 존재하는 한편, 다

른 한편에서는 낭만적인 자연 경관에 대한 신화가 바다를 매개로 만들어지고 있

었다. 예컨대 송도 및 해운대의 자연은 근대적 시각체험의 대상, 즉 일종의 문화

경관으로 변모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때 등장한 ‘백사청송’이란 상투어는

근대 자연 관광의 실천을 유인하는 선전문구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속

의 자연 공간은 일종의 신체 규율 장치이기도 했다. 자연의 인공적 변이라 할 수

있는 유원지, 공원, 해수욕장은 보건, 보양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신체를

단련하는 장소로서 근대적 공공성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에 나타나는 부산의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짚어보았데,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가 해방 이후

의 부산의 로컬리티 담론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밝히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

다. 사실 이동성이나 개방성, 해양성 등으로 부산을 설명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부산의 지리적인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바다는 유형

혹은 무형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일제침략기에 형성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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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로컬리티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연속, 단절되었는지 추적하는 논의는 향

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권선영(2017) 이병주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시모노세키와 도쿄 비평문학 제63호, pp.
7-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2016) 부산의 장소를 걷다, 소명, p.136.
조정민 이수열(2014) 해운대 관광의 탄생-식민지시기 해운대온천의 개발과 표상 인문연

구 72호, p.659.
황주영(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7-48.

부산광역시 서구(2013) 송도 100년, pp.8-9, 19, 37.
권채린(2011) 근대적 자연 체험과 교양 담론 우리어문연구39집, p.517.
조성운 외(2011a) 시선의 탄생-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 선인, pp.179-203.
조성운(2011b)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pp.65-101.
류교열(2007) 부관연락선곽 도항증명서제도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pp.88-108.
부산박물관(2007)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 부산박물관, p.11.
홍연진(2007) 부관연락선과 부산부 일본인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p.37.
닝 왕(Ning Wang) 저 이진형 외 역(2004)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pp.137-138.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 박유하 역(1997)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pp.42-46.
이병주(1995) 관부연락선, 동아출판사, p.131, 343-344.
釜山観光協会(1940) 釜山案内, 釜山観光協会, pp.37-38.
海雲臺溫泉合資會社 編(1936) 海雲臺溫泉案內, 海雲臺溫泉合資會社. p.3.
朝鮮総督府鉄道局(1929) 朝鮮, 朝鮮総督府鉄道局, p.9.

DOI : 10.18075/jcs..67.201807.35

동아대학교 | IP:39.113.137.*** | Accessed 2020/04/25 16:30(KST)



日本文化研究ㆍ第 67輯 (2018)58

■ Abstract

The Presentation and Locality of Busan Tourism as Viewed from

Picture Postcard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Cho jung-min

A number of picture postcards were published featuring colonial spaces at the old

city center and Japanese settlements, which were established in Busan after it had

become an open port to foreign vessels and became representative tourist

destinations of Busan as well as spaces of their everyday life. This paper intends

to look in detail at how the then Busan was presented and displayed, keeping in

mind the fact that one of media representing discourses on tourism in Busan during

the colonial era is the picture postcards.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d

representation politics shown in the postcards, revolving around domination and

aggressiveness, which are represented by Busan-Shimonoseki ferries and modern

entertainment factors, which are represented by Songdo.

Key words：Japanese Colonial Era, Picture Postcards, representation, Busan Tourism, 

Busan-Shimonoseki ferries, Songdo

■ 日本語抄録

日帝侵略期絵葉書からみる釜山観光の表象とローカリティ

趙正民

開港以降の釜山における日本人居留地とその周辺は移住した日本人の日常的な空間であると

同時に、釜山を代表する観光地として注目された。この空間は日本が釜山で行った支配の成果

を誇示するに当たって格好の場所であったが、これらは多数の絵葉書に製作され釜山の地理的

特徴やローカリティを前景化していった。本稿では日帝侵略期に生産された絵葉書を中心に当

時における釜山観光の表象とローカリティについて検討しようとした。特に関釜連絡船に代表され

る大陸侵略と支配、そして移動性について考察し、また松島海水浴場が造成される過程を近代

的な旅行言説や健康言説と関連付けて考察した。

キーワード：日帝侵略期、絵葉書、釜山観光、表象、関釜連絡船、松島、海水浴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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