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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항 제1부두를 대상으로 건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는 변화과정
을 고찰한 결과로, 부산항 제1부두의 건립과정과 더불어 변화요인을 고찰함으로
써 제1부두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근대기 부산항의 변화와 제1부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항 제1부두는 매축지인 돌제와 잔교로 구성되어 1911년 3월 7일 준공되었
다. 이후 1912년 10월 25일 지상에 서양식 철골상옥이 건립되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었으며, ‘부산축항제2기공사(1919-1929)’를 통해 각종 부속 시설이 확충되었
다. 이후 1937년까지 이어진 공사로 철도 관련 부속시설이 완비되어, 무역 및 철
도환승형 여객부두로 사용되었다.
해방 이후 6.25전쟁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시설의 현황이 유지되었고, 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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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및 전쟁물자, 피란민 수송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 특히, 해방 이후 일본과
의 국교단절, 전쟁 등으로 국제무역 및 여객수송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던 부산
항 제1부두는 1960년 이후부터 크게 변화하였다. 1960년 10월 8일 제1부두 남측
을 어시장으로 사용하고자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이 설치되었고, 1963
년 11월 1일부터 ‘부산종합어시장’으로 개장하였다. 따라서 부산항 제1부두는 여
객수송 기능이 상실되고, 무역 및 어시장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70년대 급속한 경제개발로 국제무역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1973년 1월
어시장이 남부민동으로 이전하였다. 당시 수립된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1974
～1980)’에 따라 부산항 제1부두에는 잔교와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새롭게 건립되

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2000년 중반까지 무역항으로 사용
되었던 부산항(북항)의 기능이 부산진해신항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항 제1부
두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부산항 제1부두는 개항 이후 약 100여 년 동안 부산항 변화의 한 단면을
충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항만시설이 남겨져 있는 장소로 역사적 의
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진행되는 북항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
와 같은 부산항 제1부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가 존중되고 지속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근대, 항만시설, 부산항, 제1부두, 돌제, 잔교, 부산종합어시장

Ⅰ. 머리말
도시 부산을 수식하는 말로 흔히들 ‘해양도시’, ‘해양수도’, ‘해항도시’, ‘항구
도시’ 등으로 부른다. 이는 부산이 1876년 조일수호조규에 따라 부산항이 개
항된 이후부터 항만시설이 설립되고 변화하면서 발전한 도시라는 역사적 특
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도시 부산에서 부산항이 갖는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항은 근현대기 대한민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부산항은 2008년부터 진행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제2～4부두는
매립공사 등으로 그 모습이 변화하였고, 제1부두만이 부두의 원형이 남겨져
과거 항만시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향후 추진될 북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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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단계별 계획에 따라 매립되어 사라질 형편에 처해 있다. 하지만
최근 제1부두의 역사적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 특히, 부산항 제1부두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
산’2) 중 하나로 2018년 1월 문화재청에 대한민국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조
건부 등재가 확정되기도 하였다.3) 그러므로 부산항 제1부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부산항 및 부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부산항 전반을 대
상으로 당시 시행되었던 항만조성 관련 매립과 매축공사에 대한 연구에 집중
되어 있다.4) 그리고 당시 시행된 항만설비공사와 공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연구5), 매축업자와 관련된 연구6) 등7)이 진행되어 부산항 전반의 변화과
정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부
산항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항에 건립되었던 항만시설에 대한 미
시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부산항 제1부두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산항 제1부두의 건립과 변천과정
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하여 제1부두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파악되

1) 이호진 기자, ｢부산항 북항 1부두 원형보존｣, 부산일보, 2018.09.05, 2면
2) 해당 유산은 총 8개소의 연속유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유산은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
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국립중앙관상대(부산지방기상청)’, ‘미국대사관 겸 미국
공보원(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지상군사령부(워커하
우스)’, ‘유엔묘지(부산재한유엔기념공원)’로 구성되어 있다.
3) 정경옥(부산광역시 보도자료),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세계유산 잠정목록 조건부 등
재 확정｣, 부산광역시 도시재생과, 2018.01.08
4) ‘김승,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Vol.29,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1～33쪽’, ‘배석만, ｢일제말 적기만 추가 매축 연구｣,항도부산 Vol.29, 부산광역시 시사편
찬위원회, 2013, 65～98쪽’, ‘배석만, ｢1930년대 부산 적기만 매축 연구｣,항도부산 Vol.28, 부산
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52～97쪽’, ‘조성태, 강동진, ｢부산항 해안선의 변천과정 분석-근대
기 이후 시계열적 접근을 중심으로｣, 도시설계Vol.10 NO.4,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 249～166
쪽’, ‘차철욱, ｢1910년대 부산진 매축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Vol20, 2007, 47-79쪽’, ‘차철욱,
｢부산 북항 매축과 시가지 형성｣, 한국민족문화 Vol.2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1～36쪽’, ‘柳敎烈, ｢釜山 日本人專管居留地와 北浜埋築에 關하여｣, 일어일문학Vol.17, 대한일
어일문학회, 2002, 203～216쪽’, ‘김의환, ｢釜山近大都市形成史硏究 : 日人居留地가 미친 影響을
中心으로｣, 硏文出版社, 1973’, ‘金容旭,｢釜山築港誌｣, 港都釜山第2號,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
회, 1963, 121～292쪽’ 등이 있다.
5) 차철욱, ｢일제시대 부산항 설비사업과 사회적 의미｣, 한국학논총제33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2010, 362～387쪽
6) 배석만, ｢부산항 매축업자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의 기업활동｣, 한국민족문화 Vol.42, 부산
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2, 127~170쪽
7) 부산항 변천의 전반적인 과정을 정리한 ‘최해군, 내사랑부산바다 부산항 변천사, 부산광역시 시
사편찬위원회, 2001’, ‘釜山地方海運港灣廳, 釜山港史, 1991.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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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항 제1부두를 대상으로 건립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항만시설의 변화과정을 통해 변화요인과 더불어 시설과 기능 변화에 주목하
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 제1부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공사
관련 문서8)와 관련 기록9), 지도와 사진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부산항 제
1부두의 변화상을 고찰하여 시대 순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10)
본 연구는 부산항 제1부두에 관한 각종 공사기록을 통해 물리적 변화과정
과 함께 변화요인에 대해 고찰하며, 나아가 본 시설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
치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먼저 건립되었던
제1부두를 통해 부산항 변화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제1부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규명하는 자료들은 향후 제 1부두
의 보존 및 활용방향을 논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Ⅱ. 부산항 제1부두 건립과 일제강점기의 변화
1. 부산항 제1부두의 건립11)

8) ‘국가기록원, ｢부산항제1부두창고철거공사시행의건｣, 1957.08.10.(BA01029 83)’, ‘국가기록원, ｢
부산항제4부두창고시설과제1부두창고시설일부이양에관한건｣, 1961.03.03.(BA0084259)’ 등
9) ‘朝鮮總督府, 釜山築港略誌:昭和三年度迄, 1937’, ‘朝鮮總督府, ｢港灣資源調査｣,1929～1939’,
‘釜山地方海運港灣廳釜山港建設事務所, 釜山港開發(第1段階)建設誌, 1982’, ‘釜山共同魚市場, 
釜山共同魚市場三十年史, 1994.04,’,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일반부두 개축 및
기타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2004.02’ 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榛葉孝平, ｢釜山築港第一期
工事報告｣, 日本土木學會誌 , 第九卷第二號, 1923.04’의 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부산항
제1부두 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당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10) 각종 자료 및 기록에 나타난 단위가 일정하지 않음에 따라 본문에서는 미터법(m)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으며, 원 자료에 기록된 단위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1間 = 1.818m/ 1坪 = 3.3㎡/ 1
呎 = 1ft = 0.3m)
11) 본 절의 내용 중 공사기간, 공사비, 시설 규모 등과 관련한 사항은 ‘朝鮮總督府(국립중앙도서관 소
장), 釜山築港略誌(昭和三年度迄), 1937, 16～26쪽’을 번역ㆍ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金容旭,｢
앞의 논문｣, 港都釜山第2號,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1963’과 ‘김의환, ｢앞의 논문｣, 硏文出
版社, 1973’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환의 논문 ‘5. (1) 第1期 港灣施設工事’
에서는 제1부두의 건립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金容旭’의 논문에서는 第一장의 ‘5.釜山
稅關工事(p.164)’에서 제1잔교의 건립과 관련한 시설개요를 밝히고 있다. 또한 第二장의 ‘1.第1期
港灣施設(pp.186～188)’에서 ‘부산축항제1기공사’의 내용을 밝히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朝鮮總
督府, 앞의 책, 1937’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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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제1부두는 1906년 7월부터 1910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시행된
“부산세관설비공사(釜山稅關設備工事)”로 건설되었다. 부산세관설비공사는 총
공사비 약 1,511,437.28원(圓)으로 경부철도의 종점인 부산역(釜山停車場)의
설비와 더불어 해륙운수연락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1부두 돌제 매축 및 잔
교(棧橋)12) 가설을 비롯한 세관부지 매립, 세관청사 및 부속가 신축, 매축지 일
대 물양장 석축 축조 및 기중기 설치 등의 세부 공사를 시행하였다. 당시 공사
의 대부분은 1910년에 준공하였지만, 일부는 1912년 3월 31일에 준공하였다.
부산세관설비공사를 통해 부산에서 근대식 부두로는 최초로 건립된 부산항
제1부두는 폭 약 32.72m(18間), 길이 약 342.63m(188.47間)의 매축 돌제(突
堤)13)와 돌제 남측 연안에 폭 약 23m(12間), 길이 276m(152間)의 철도횡잔교
(鐵道片棧橋)14)로 조성되었다.15) 잔교는 1911년 3월 7일 준공되었지만, 1911
년 3월 28일 돌제의 한쪽 끝이 물에 잠겨(沈低) 일부가 파손되어 보수한 이후
인 1912년 6월 15일부터 사용을 시작하였다.

[그림 1] 부산세관설비공사 평면도의 제1부두 모습16)

12) 잔교(棧橋, pier)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
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
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김용균, 항만용어사전, 2002, 241～242쪽) 따라서 부
두는 선박이 접안하여 하역, 여객의 승강을 위한 시설 및 장소를 총칭하는 말이므로 잔교는 부두
에 속한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13) 매축된 돌제 면적은 약 11,210㎡(3,392.46坪=18間×188.47間)으로 산정된다.
14)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7’에서는 제1부두 남측 잔교의 규모를 ‘突堤の南側に沿ひ幅員十二間
餘延長百五十二間餘の鐵道片棧橋を架設し’와 ‘其の棧橋の構造は長幅共に徑間十五呎の方格聯成
にして、全長一列に於て六十連幅員一列に於て二連を有し’로 설명하여 약 1~2m 정도의 오차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작성한 잔교 규모는 후술 내용인 잔교 구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5) 잔교 구조를 육안에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 배후에는 호안을 만들고 그 배후는 매립지로 된다. 이
것을 횡잔교라한다.(토목관련용어편찬연구회, 토목용어사전, 2003, 273쪽) 따라서 부산항 제1
부두는 육지에서 돌출하여 매립한 돌제와 잔교로 구성된 돌제식부두(突堤式埠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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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성된 잔교의 구조는 경간 4.57m(15呎)의 바둑판식 구조로 가로 2연
(連), 세로 60연(連)으로 구성하고, 잔교와 돌제가 맞닿는 부분을 길이
13.92m(45.7呎)의 강판형(鋼鈑桁, steel plate girder)으로 구성하였다. 잔교
의 높이는 삭망(朔望) 평균 간조면이 약 3.3m(10尺8寸9分), 잔교 면적은
6,466.9㎡(1,956.24坪)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돌제 위에는 철도 선로 2선을
설치하여 여객의 해륙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부산항 제1부두는 매축 돌제와 잔교로 구성되었으며, 잔교는 1911
년 3월 7일 준공되었다. 따라서 매축 돌제는 잔교 건설 이전인 1911년 3월 이
전에는 완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돌제의 남측에 면하여 제1잔교가
완성됨에 따라 3,000～4,000톤급의 기선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게 되었으
며, 관부연락선 및 기타 선박의 정박이 가능한 무역 및 여객부두시설로 사용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립 당시인 1911년 3월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돌제 일
부의 침수에 따른 보수가 필요했으며, 제1부두의 지상에 무역 및 여객 운송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이후 실시된 부산축항 제1기공사17)를 통해 항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건축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부산축항 제1기공사로 부산항 제1부두 지상에는 폭 약 19.2m(63呎), 길이
약 277.9m(912呎), 건평 1,614.567평(坪)의 철골상옥(鐵骨吹拔上屋)이 건립
되었다. 건물 구조는 양측에 약 7.2m(4間)의 간격으로 철골조의 기둥을 세우
고, 처마높이를 약 5m(16呎6吋)로 하여 지붕 기울기를 21도로 하는 서양식
트러스(西洋小屋組) 위에 아연도금 파형철판(二十四番亞鉛鍍波形鐵板)을 올
려 구성하였다. 그리고 외부에는 양측으로 약 2.4m(8尺)의 차양을 설치하였
다. 건물 정면 출입구는 벽돌 구조의 서양식으로 구성하였으며, 내부는 여객
대합실, 사무실, 소화물취급소, 매표소, 화물장치장, 다과점(喫茶店) 등으로
구성하였다. 당시 건립된 상옥의 구조와 형태는 [그림 2, 3]과 같다. 본 건물은
1912년(明治四十五) 1월 19일 기공하여 같은 해(大正元年) 10월 25일 준공되
었으며, 공사비는 약 129,589원이 소요되었다.18)
16)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7
17) 부산축항 제1기공사의 개요는 Ⅱ장. 2절. 1)항에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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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산항 제1부두는 부산축항 제1기공사를 통하여 지상에 대형 철골
상옥을 건립하여 해륙연락설비를 갖추고 여객과 화물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무역 및 철도환승형 여객부두시설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12년 6월 15
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9)

[그림 2] 부산항 제1부두 위 철골 상옥 및 잔교 전경20)

[그림 3] 부산항 제1부두 위 철골 상옥도21)

18) 榛葉孝平, ｢앞의 논문｣, 日本土木學會誌 第九卷第二號, 1923.04, 319쪽
19) 부산항 제1부두 잔교의 준공은 1911년 3월 7일이지만, 돌제의 침수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한 이
후인 1912년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상의 철골 상옥은
1912년 1월 19일 기공하여, 1912년 10월 25일 준공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제1부두의 침수로
인한 보수공사의 완료와 더불어 철골상옥의 건립과정 상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부분 준공을
한 시점이 1912년 6월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20) 高木宏之, 滿洲鉄道發達史, 2012
21) 榛葉孝平, ｢앞의 논문｣, 日本土木學會誌 第九卷第二號, 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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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항 제1부두의 변화
1) 부산축항공사에 따른 부두 시설의 확대22)

부산축항 제1기공사(釜山築港第一期工事)는 1911년(明治44)부터 4개년 계
속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재정관계상 연기되어 8개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
여 1918년(大正7)까지 총 공사비 약 3,867,936원으로 부산항의 항만시설을 확
충하였다. 당시 공사는 제1부두(棧橋) 상옥(上屋) 건설을 비롯해 제2부두 축
설 및 해면의 매립, 창고 건설, 항내 준설 및 방파제 축조, 관련 도로 및 철도
부설 등의 각종 토목ㆍ건축ㆍ설비 공사를 시행하였다.23)
부산축항 제1기공사를 통해 부산항의 항만시설은 해륙연락설비를 갖추어
운영되었지만, 출입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하역설비의 부족 현상이 나
타났다. 따라서 부산항의 장래와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제1, 2부두의 확장과
더불어 각종 설비를 확충하기 위한 “부산축항 제2기공사(釜山築港第二期工
事)”가 시행되었다.
부산축항 제2기공사는 1919년 4월부터 6개년도 계속사업으로 공사비 예산
9,172,000원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관동대
지진의 영향으로 9개년도 계속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되었으며, 공사 준공 비
용은 약 7,856,076원으로 1929년(昭和4) 3월 25일 시행을 완료하였다. 부산축
항 제2기공사로 시행된 주요 공사는 제1ㆍ2부두(棧橋) 확장, 상옥(上屋) 건설,
해면 매축, 항내 준설 및 방파제 축조, 도로 부설 등 각종 토목ㆍ건축ㆍ설비
공사가 시행되었다.
부산축항 제2기공사로 당시 부산항 제1부두는 기존에 조성된 돌제의 북측
에 면하여 폭 약 43.3m(23間8分5厘), 면적 약 18,000㎡(5,456.12坪)를 매축하
여 돌제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매축된 돌제 북측으로 폭 약 11.2m(36呎9吋),
길이 약 366.6m(1,202呎11吋)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계선 횡잔교(片棧橋)
22) 본 절의 내용 중 공사기간, 공사비, 시설 규모 등과 관련한 사항은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7,
23～69쪽’을 번역ㆍ정리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본 논문 주1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내용은 김
의환의 논문 ‘5. (2) 第2期 港灣施設工事(pp.81～88)’과 ‘金容旭’의 논문 第二장의 ‘2. 釜山港 第2期
港灣施設(pp.208～218)’에서 선행 연구되었으며, 이를 참고하였다.
23) 부산축항 제1기공사는 1917년도까지 대부분 시행을 완료하였지만, 일부 잔여공사를 1919년 3월
31일에 준공하였으며, 육상설비는 1920년 2월 17일까지 전부 완성하였다.(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7,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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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산항 제1부두 확장 공사 단면도24)

를 축조하였다. 따라서 부산항 제1부두의 폭이 약 114.9m(63間2分5厘)로 확
장되었으며, 확장된 제1부두 돌제 상부에 궤간 약 1.4m(四呎八吋), 길이 약
361m(一千百八十八呎五吋)의 철도 선로를 부설하였다.
확장된 제1부두 지상에는 건평 624평(坪)의 보세상옥(保稅上屋) 1동과 철
도국에서 시행하여 건설한 상옥 2동을 건설하였다.25) 그 밖에도 제1부두 북
측 잔교 기부(基部)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수도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기존 선
박급수전 13개소에 방동장치(防凍裝置)를 확충하였다. 전등은 제1부두 상옥
중간부 및 기초부에 각각 1개소로 200와트(W), 1,000광원의 니트라(ニトラ)
가로등을 설비하였고, 상옥 내부에는 16광원의 전등을 설비하였다. 또 제1부
두의 바다 측으로 계선주(繫船柱) 및 방충말뚝(防衝杭)을 설치하였으며, 잔교
에 면한 수심을 약 8.1m(27尺)로 준설하여 3,000～5,000톤급 기선 1척 및
7,000톤급 기선 1척이 동시에 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부산축항 제2기공사를 통해 부산항 제1부두는 기존부두보다 약 2배에 이르
는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지상에 보세상옥을 비롯한 각종 항만시설이 확충되
어 1925년(大正14) 11월 1일부터 사용을 시작하였다.
2) 부산항 제1부두의 보수 및 기타 공사

1911년부터 1929년까지 시행된 부산축항 제1, 2기공사 이후에도 부산항 제

24)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7
25)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7’ 에서는 제1부두 위 상옥 건설과 관련한 설명으로 ‘第一埠頭北側基
部寄りに建坪六百二十四坪の保稅上屋1棟を設く。此の上屋に竝び建設しある上屋は鐵道局に於
て施行’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28년 11월부터 시행된 북빈연안무역설비공사를 위해 작성된
‘부산항북빈연안무역설비공사평면도’에 기록된 부산항 제1부두 위의 상옥은 3개소로 확인된다.
따라서 제1부두 위 철도국에서 건설한 상옥은 2개동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립된 상옥 2동의
규모와 건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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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두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일부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었다. 정확한 시기
는 단정할 수 없으나 사진자료 등을 통해 1934년 제1부두 남측 잔교 위에 기
존 상옥과 연결된 ‘T’자형의 아케이드(arcade)가 증축된 것으로 확인된다.([그
림 5], [그림 6] 참고) 그리고 1937년 12월 이전에는 제1부두 중앙 철도 선로 위
아케이드 구조로 된 박공지붕 형태의 철도 관련 시설과 더불어 기존 제1부두
북측 잔교 위 3동의 상옥과 상옥 사이에 해륙연락 시설26)이 건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7], [그림 8] 참고)
그 밖에도 1930년부터 제1부두에 시행된 공사는 주로 상옥과 남측, 북측에
위치한 잔교의 보수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시행된 주요 공사는
[표 1]과 같다.
이처럼 1911년부터 1929년까지 시행된 부산축항 제1, 2기공사를 통해 부산
항 제1부두는 기본적인 항만시설과 기능을 갖추게 되었으며, 1930년 이후부
터는 주로 남측, 북측 잔교를 보수하거나 일부 건물을 증축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1937년 이후부터는 제1부두의 모든 항만시설을 완비하고 무역 및
철도환승형 여객부두시설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일제강점기 부산항 제1부두 관련 기타 공사 목록
년도
1930
1932

공사 명칭

관련자료

제1, 2부두 목조 상옥 기타 수선 공사

국가기록원 소장
(CJA0014065)

제1, 2부두 북측 콘크리트 잔교 도장 공사
제1부두 남측 잔교 수선공사
제1, 2부두 혼응토(混凝土) 잔교 도장(塗裝) 기타 공사
제1부두 남측잔교 수선 공사

1933

제1부두 북측 계선주 축조공사

국가기록원 소장
(CJA0014113)
국가기록원 소장
(CJA0014335)

제1부두 남측 잔교 수선공사
1936

제1부두 북측 목조 상옥 페인트 도장 공사
제1부두 북측 선단 펜더(フェンダー) 취부 공사

국가기록원 소장
(CJA0022569)

제1부두 남측 잔교 방충재(防衝材) 취체 기타 공사
1941
1942

제1부두 남측 잔교 교면 수선 공사
제1부두 북측 방충재 수선 공사
제1부두 남측잔교 교면 2중 판장 공사

국가기록원 소장
(CJA0015854)
국가기록원 소장
(CJA0015939)

26) 시설물의 형태를 통해 보면, 철도 선로 상부를 관통하고 있어 남측과 북측 잔교를 오갈 수 있는 기
능의 철도관련 해륙연락시설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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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35년 제1부두 현황도27)

[그림 6] 제1잔교 위 아케이드 증축28)

[그림 7] 1937년 제1부두 현황도29)

[그림 8] 1937년 제1부두 단면도30)

Ⅲ.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부산항 제1부두의
변화
1.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 당시의 부산항 제1부두
1945년 해방 직후 부산항 제1부두는 항만건설 행정방침이 확립되지 못하여
주로 응급시설에 치중하여 보수공사가 행해졌으며, 해외동포의 귀환과 한반
도에 있던 일본인들의 귀국 창구로서 이용되었다.
그리고 정부수립 이후인 1949년부터는 부산항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공
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부산항 제1부두는 부산역의 전면에서 동북

27) 朝鮮總督府, ｢港灣資源調査｣, 1935
28) 釜山出版協會, 新釜山大觀, 1934, 34쪽(關釜連絡船の變遷 : 第一棧橋)
29) 朝鮮總督府, ｢港灣資源調査書｣, 1937
30)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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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길이가 약 400m, 폭 114m이었으며, 양측에 횡잔교가 설치되어 있었
다. 남측잔교는 길이 약 276m, 폭은 약 23.4m～26.23m, 수심 약 7m의 규모
로 3,000～4,000톤급 기선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었으며, 북측잔교는 길
이 약 367m, 폭 약 10.9m, 수심 약 8m의 규모로 5,000～7,000톤급 기선 2척
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었다.31)
그리고 당시 부산축항 제2기공사로 건립된 3동의 상옥 중 중앙부 상옥이
1948년을 전후로 철거되어32) 물자를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0～1953년의 전쟁기간 중에는 항만공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수가 필요한 일부시설과 피해시설
을 중심으로 응급복구가 이루어졌다.33) ([표 2] 참고)
전쟁 당시 부산항 제1부두의 규모는 부산축항 제2기공사에 따라 준공한
1925년 11월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그림 9, 10]과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항 제1부두 지상의 주요 건축물은 1912년 10월 남측 잔
교 위에 준공된 철골 상옥(부산축항 제1기공사), 북측 잔교에 준공된 목조 상
옥 2동(부산축항 제2기공사), 야적장, 부두 중앙 철도 선로 위 상옥, 철도 선로
및 기타 소형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어, 1948년경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표 2] 6.25 전쟁 당시 부산항 제1부두 시설 및 장비의 건설 현황34)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개요

제1부두 북측 선박시설 개량

50.08.12～50.08.31

급수관, 급수전

제1부두 남측선박

50.08.29～50.08.30

본관 수선 및 급수전

제1,2부두 잔교 보판 수리

50.09.01～50.12.31

잔교 보판면적 550㎡

제1, 2부두 잔교 보판수선공사

51.04.01～51.08.31

제1부두 300㎡

각 부두 방충재 보수공사

51.04.01～52.03.31

제1부두 69m

제 1, 2부두 남측잔교 보판수리공사

51.01.01～51.01.31

보판 600m

제1, 2부두 선박 급수전 상시수리

51.02.01～51.03.31

부식파괴부 대체공사

31) 釜山地方海運港灣廳, 釜山港史1991.06, 336～338쪽 요약
32) 1945년 3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의 부산항 1부두는 전반적으로 1937년경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1948년 8월에 촬영된 사진에서는 북측잔교의 중앙부 상옥이 철거된 것으로 확
인된다.([그림 9]참고)
33) 釜山地方海運港灣廳, 앞의 책1991.06, 338～339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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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25 전쟁 당시 부산항 제1부두 현황 추정표35)
구분

구조

전체

매축돌제
부
분

규모

건립 년대

길이(m)

폭(m)

면적(㎡)

돌제 +
양측횡잔교

북: 409.1
남: 276.8

약 114.9

약 40,000

-

-

-

약 77.8

약 29,000

1차 : 1906-1911
2차 : 1919-1925

남측잔교

철주(鐵柱)

약 276.8

약 23.4/26.2

약 7,230

1912.06.15.

북측잔교

철근콘크리트

약 367.1

약 10.9

약 4,000

1925.11.01

(가) 1945년 3월 29일(제1부두 : 우측)

(나) 1948년 8월 30일

[그림 9] 해방 전후 부산항 제1부두 전경36)

(가) 1950년 9월 제1부두 전경

(나) 1950년 9월 남측 잔교 전경

[그림 10] 6.25 전쟁 당시 부산항 제1부두의 모습37)

2. 6.25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의 부산항 제1부두
1955년부터 1959년까지 5개년 간에 걸친 항만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

34) 釜山地方海運港灣廳, 앞의 책1991.06, 341～342쪽 참고 작성
35) 본 표는 [그림 11]의 도면을 바탕으로 약 산정한 결과이다.
3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소장(원소장처, 미국 NARA)
37) 부산광역시,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사진자료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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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신규 사업은 거의 없이 복구사업에만 집중투자가 이루어졌다. 즉, 1955
년에는 부두 상옥 수리 6동(16,400㎡), 방충재 보수(700m), 급수시설복구
(1,100m) 등 유지 및 보수작업이 진행되었다.38) 1956년에는 부산항 방충재
보수를 비롯하여 부산 제1, 2, 4부두의 조명시설과 선박 급수시설의 복구, 도
로포장 사업, 제2부두 남측잔교 보판수리, 부산항 예선보수 등을 시행하였다.
1957년에는 부산항 기반시설 공사로 부산항 상옥 신축을 비롯해 부두 도로포
장 및 간선도로 정비 등이 시행되었다. 1958년부터 1959년까지는 부산항 제1,
2부두 방충재, 물양장 복구, 상옥, 창고재해복구 등이 이루어졌다.39)

[그림 11] 1957년 제1부두 현황 평면40)

한편, 1957년에는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oion : 국제
개발처)의 원조사업 중 산업개발사업으로 어시장 설립을 위한 예산 미화 25만
불이 배정되었다. 따라서 현대적 어시장 설립을 위한 수차례의 논의41) 끝에
1960년 10월 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제1부두를 어시장 부지로 대부(貸付)
38) 釜山地方海運港灣廳, 앞의 책1991.06, 377～378쪽 요약
39) 釜山地方海運港灣廳, 앞의 책1991.06, 379쪽
40) 국가기록원, ｢부산항제1부두창고철거공사시행의건｣, 1957.08.10(관리번호 : BA0102983)
41) 후보지에 대한 자문회의(1957.03.12.), 외국전문가검토(1958.06.23.～09.24), 부흥부 주재의 재검
토회의(1959.07.02.), 관계부처 및 USOM에 부흥부장관의 결론 통보(1959.07.15.), 국무회의 의결
(1959.08.21.)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부산항 제1부두가 어시장의 부지로 결정되었으
며, 당시 부산항 제1부두가 어시장 건설 부지로 결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현재 1부두는 해운
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 ② 기존 철도시설이 있다. ③ 원래 부산항은 상항인 동시에 어항으로 전
국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제1부두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남측은 어항(漁港)으로 하
고 북측은 상항(商港)으로 하여 장차 상항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2,3,4부두 쪽으로 이동 확장할 계
획을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장차 항만 및 철도교통의 중심지를 제4부두 측과 초량역으로 이전시
킬 계획이므로 부산시도시계획에서도 초량을 교통중심지로 하는 계획이 서 있다. (釜山共同魚市
場, 釜山共同魚市場三十年史, 1994.04,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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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결정하고, 제1부두의 남측 4,287평을 어시장으로,42) 북측은 이전과 같
이 항만시설(商港)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부산항 제
1부두는 건립 이후 주로 대일 무역과 한․일간 여객을 위한 국제여객터미널
로 사용되었으나, 해방 이후 국교단절로 인해 무역량과 여객사용 빈도가 급격
히 감소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당시 화물 수송은 주로 철도를 사용하였으므로, 제1부두와 연결된 철
도를 통한 수산물 유통에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1961년 4월 17일 제1부두 남측에 어시장을 건립하기 위해 기존 지상 건물
과 공작물 철거공사에 착수하였고, 1961년 6월 15일 부산수산센터 건설 기공
식을 거행하였다. 당시 항만시설로 사용하기로 한 북측 잔교 위 2동의 상옥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과 시설이 모두 철거되었지만, 1912년 10월 준공된 철골
상옥 중 일부는 남겨 사용하였다.([그림 12] 참고)

(가) 기존 철골 상옥 철거 전경

(나) 잔존한 철골 상옥의 일부

(다) 개축공사 중인 남측 잔교

(라) 남측 잔교 공사 후 전경

[그림 12] 부산종합어시장 건설로 인한 제1부두의 변화43)

42) 1961년 2월 4일 재무부장관의 지시로 제1부두의 대지 4,287평을 연간 34,296천환에 임대받았으
며, 지상건물은 4,300천환에 불하받게 되어 22일자로 경상남도 관재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釜
山共同魚市場, 앞의 책, 1994.04, 240쪽)
43) 釜山共同魚市場, 앞의 책, 1994.04

부산항 제1부두의 건립과 변화과정에 관한 건축적 고찰

413

[그림 13] 부산종합어시장 전경44)

한편, 어시장 건설 공사는 총 3차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1962년 6월
16일 제1차 공사로 어시장의 본관 및 공장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1962년 10월
20일 준공하였다. 제2차 공사는 염장탱크와 공동창고, 저유탱크, 보일러 및
펌프시설 등의 부대시설 공사로 1963년 3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었
다. 제3차 공사는 잔교 개축공사로 1963년 4월 25일 착수하여 1964년 9월 말
에 완료되었다.45) 당시 잔교는 어시장의 물양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기존 잔교를 철거하고 새롭게 건립하였다.
1963년 10월 31일 어시장의 개장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제1부두에 갖추
어짐에 따라 동년 11월 1일 ‘부산종합어시장’의 개장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으
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7년까지 제1부두에 조성된 부산종합어시장
의 현황은 총 대지면적 13,735㎡, 총 건물면적 9,098㎡로 판매장, 냉동실, 냉
장실, 임시저장실, 제빙실, 저빙실, 염장탱크, 유류탱크 3기, 공동창고 및 창
고, 무전실 및 기타시설 등이 있었다.46)
1971년 1월 20일 부산종합어시장은 ‘부산공동어시장’으로 어시장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편,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난 무역
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항 항만시설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66년 ‘부
산항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1966년 8월 6일 개최된 제71회 국무회의에서
부산종합어시장의 이전계획이 결의되어 남부민동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었다.
44) 釜山共同魚市場, 앞의 책, 1994.04
45) 잔교개수공사는 공사비 관계로 2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공구 약 150m의 잔교가 1963년
4월 25일부터 1964년 7월 30일까지, 제2공구 약 128m의 잔교가 1963년 4월 25일부터 1964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46) 釜山共同魚市場, 앞의 책, 1994.04, 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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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시 어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제1부두의 남측을 다시 항만시설
(商港)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어시장은 남부민동에 위치한 새로운 어시장 건
물의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1973년 1월 22일 이전하였다.
이처럼 6.25전쟁 이후 사용 빈도가 떨어진 부산항 제1부두는 국제 원조사
업의 일환으로 지상의 항만시설을 철거하고 남측에 어시장을 설립하여 1973
년까지 사용하였다. 북측은 기존의 항만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무역부두로
사용하였지만, 국제무역과 어시장이란 복합기능으로 사용되면서 국제 여객기
능은 상실하게 되었다.
[표 4] 1954년부터 1973년까지 부산항 제1부두의 주요 변화47)
공사명

공사기간

부산항(제1,2,4,중앙부두) 조명 장치 개수공사

56.12.02～57.03.31

부산항 제1,2부두 방충재 수선 및 기타공사

59.04.22～59.09.08

어시장 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공사

61.04.17～61.05.

부산수산센터 기공식

61.06.15

부산수산센터 건설 제1차 공사

61.06.16.～62.10.20

부산수산센터 건설 제2차 공사

63.03.15.～63.07.08

부산수산센터 건설 제3차 공사

63.04.25～64.09.30

부산종합어시장 개장

63.11.01

공동어시장 이전

73.01.22

[표 5] 부산종합어시장 주요 시설 현황표48)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본관 및
공장시설

구조

규모

철근콘크리트

1층

1,945평

중2층

117평

2층

592평

3층

103평

주요시설

판매장, 냉동실, 냉장실,
임시저장실, 제빙실, 저빙실,
창고, 기타

염장탱크

시멘트 벽돌조

-

156평

1동,
1회 저장능력 20,000c/s

공동창고

시멘트 벽돌조

2층

320평

1동

유류탱크

-

-

3기, 7,730D/M

잔교 개수

-

길이 약 276m

-

47) 釜山地方海運港灣廳, 앞의 책1991.06, 379～382쪽, 釜山共同魚市場, 앞의 책, 1994.04 참고
작성
48) 釜山共同魚市場, 앞의 책, 1994.04, 246～254쪽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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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967년 제1부두 현황(부산종합어시장) 평면도49)

Ⅳ.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항 제1부두의
변화
1.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1974~1980)과 부산항 제1부두
1973년 1월 22일 제1부두에 위치하였던 ‘부산공동어시장’이 남부민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제1부두를 다시 항만시설로 사용하게 되었지만, 어시장으로 건
립되었던 건축물과 구조물을 항만시설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시설변화
가 예상되었다.
한편,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의 성공으로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국제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항만시설로 확충하려는 움
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수출 목적달성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항만시
설을 건립하기 위해 1971년 5월부터 약 18개월간의 항만개발조사를 실시하여
부산항 제1단계 개발 사업을 수립하였다.50) 주요 사업으로는 제1부두, 제2부
두 개축(改築)과 더불어 국제여객부두, 5부두, 7부두, 8부두, 연안여객부두 건
설 및 컨테이너 부두 진입도로 설치, 동삼동 호안신축공사, 준설사업이 구성
되었다. 본 사업은 1974년 11월 8일에 착수하여 1980년 12월 31일에 준공하
였으며, 총 사업비는 국내자본과 국제연합(UN) 산하의 정부국제부흥개발은
행(IBRD) 차관, 사우디아라비아개발기금(Saudi Fund for Development) 총

49) 釜山共同魚市場, 앞의 책, 1994.04
50) 釜山地方海運港灣廳釜山港建設事務所, 釜山港開發(第1段階)建設誌, 1982, 3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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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9억 원으로 시행하였다.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의 주요 공사 중 하나였던 제1부두 개축공사 및 국
제여객부두 축조 공사는 기존 제1부두의 개수와 더불어 1부두의 남측을 확장
하여 길이 320m의 안벽(岸壁)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총 40,000㎡의 콘크리
트 잔교를 신설하여, 서쪽은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중앙에는 국제여
객터미널 건물을 건립하였다. 공사는 1975년 11월 27일 기공하여 12월부터
착수하였으며, 제1공구와 제2공구로 구분하여 시공하였다.
제1공구 공사는 제1부두의 개보수공사로 1977년 3월 20일 완공하였다. 당
시 제1부두 내의 기존시설 즉, 상옥(上屋) 2동, 수산센터, 창고 등 모든 건물
21종 12,714㎡를 비롯하여 기존 상판(床板) 구조 등 4종 약 10,550㎡와 15개
소의 포장(鋪裝) 16,873㎡ 철거, 하수도 및 상수도 시설물 37종, 기타 철도 등
잡종(雜種) 28종을 합하여 105종에 달하는 모든 대상물을 철거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367m의 북측 잔교를 개축하여 확충하는 동시에 상옥 2동(2,400평) 등
크고 작은 건물 6동을 신축하였으며, 야적장(232a) 포장, 급수시설 및 제1물양
장 158m도 함께 개축하였다. 그 밖에도 임항철도 851m를 새롭게 부설하였으

(가) 제1부두 지상 건물 철거 후 전경

(나) 제1부두 북측잔교 조성공사

(다) 남측잔교(국제여객부두) 조성 공사

(라) 제1부두 지상 상옥 트러스 공사

[그림 15] 부산항 제1단계 개발 사업에 따른 제1부두 개축 현황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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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52) 야간 하역용 조명주 10개를 신설하고 노무자, 경비원, 관리자들의 대기
실 등도 완공하여 부두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다. 본 공사는 공
사비 약 1,379백만 원을 투입하여 1977년 3월 20일 준공되었으며, 동년 3월
30일에 준공식을 거행한 이후 4월 1일부터 개장하였다.53)

[그림 16] 부산항 제1단계 개발 사업에 따른 제1부두 개축 현황54)
[표 6] 부산항 제1부두 개축 및 국제여객부두 축조 공사 시설 개요55)
구분

내용
북측 잔교 개축

제1부두
개축

비고

면적 4,290㎡
(안벽길이 366.8m × 11.7m)

야적장 포장

232a(7,000평)

제1물양장 개축

길이 158m(수심 –3m)

상옥 신축

2동, 8,000㎡(2,400평)

부두운영건물

150㎡(45평)

노무자건물

200㎡(60평)

기타(펌프실, 초소)

24㎡(7평)

임항철도

851m

국제여객부두 축조

잔교식 부두

약 40,000㎡(12,000평)

국제여객 터미널

1동, 3,066평

1동, 3,066평, 3층

C.I.Q 건물

1동, 470평

1동, 470평, 4층

톨게이트ㆍ정문

2동, 30평

2동, 30평

제1공구/
1977년 3월
20일 준공

제2공구/
1978년 5월
30일 준공

51) 釜山地方海運港灣廳釜山港建設事務所, 앞의 책, 1982
52) 임항철도 부설은 1976년 10월 10일 착공, 1976년 12월 20일 준공하였다.
53) 釜山地方海運港灣廳釜山港建設事務所, 앞의 책, 1982, 588～589쪽 요약
54) 釜山地方海運港灣廳釜山港建設事務所, 앞의 책, 1982/ 당시 주요한 공사 범위를 음영으로 별도
표기 하였다.
55) 釜山地方海運港灣廳釜山港建設事務所, 앞의 책, 586～587쪽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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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구 공사는 국제여객부두축조 공사(남측잔교확장과 국제여객터미널
건물 및 나머지 공사)로 공사비 약 5,489백만 원이 소요되어 1978년 5월 30일
에 준공되었다. 당시 제1부두의 남측 잔교(床板)를 철거하고 상판 넓이가
40,000㎡(약 12,000평)에 이르는 잔교식(棧橋式) 부두로 확장하여 320m의 안
벽(岸壁) 축조와 4,000평 상당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갖추는 한편 데크 중앙에
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물 3층 1동(연 3,066평)을 건립하였다.56)
이처럼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1974-1980)을 통해 제1부두는 잔교와 국
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되어 건립 당시의 기능을 회복하여 국제 무역 및 여객부
두로 사용되었다.

2. 현재 부산항 제1부두 현황
부산항 제1부두는 1978년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 준공 이후부터 최근까
지 국제 무역 및 여객부두로 사용되었다. 1978년 이후 시기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제1부두 북측 상부에 조성되었던 철골 상옥 1동이 철거되었다.
1992년에는 북측에 폭 10m의 잔교를 확장 신설하고, 동측 일부 매립지를 확
장하고 폭 30m의 잔교를 신설하여 10,000톤급 3선석의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
록 변화되었다.57)
이에 따라 현재 부산항 제1부두는 길이 약 437m, 폭 247m 및 206m의 규모
이며, 중앙부는 매축 돌제가 조성되어 있고 남측, 동측, 북측의 3면은 콘크리
트 잔교가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상에는 정문을 비롯한 물류창고, 연안여
객터미널 등의 주요 항만 시설과 경비실(관리동), 제1부두 사무소 및 초소 등
의 보완 및 경비관련 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등 총 13개소의 시
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시설 규모와 위치는 [표 7], [그림 19]와 같다. 현
재 부산항 제1부두는 북항재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물류기능과 국제여객 기
능이 부산 신항과 신축된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되어, 연안여객 및 화물을 하
역, 선적하는 부두로 사용하고 있다.

56) 釜山地方海運港灣廳釜山港建設事務所, 앞의 책, 1982, 588쪽 요약
57)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일반부두 개축 및 기타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2004.02,
210～212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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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산항 제1부두는 크게 매축 돌제와 잔교로 구성된 하부 구조물과
물류창고와 연안여객터미널 등의 지상 시설물로 구분하여 그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가) 항공 사진 1(북측에서 남측)

(나) 항공 사진 2(남측에서 동측)

[그림 17] 부산항 제1부두 현황 사진58)

(가) 상옥(물류창고) 일대 현황

(나) 하부 매축돌제 및 잔교 현황

(다) 남측잔교(연안여객터미널 상부)

(라) 연안여객 터미널 일대 현황

[그림 18] 부산항 제1부두 현황 사진(2018.12.23. 저자 촬영)

58) 출처 : 웹페이지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 2009년 03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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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산항 제1부두 상부시설물 현황 개요59)
구
분

명칭

건축면적

층수

건립 년대

비고

번
호

정문

-

-

-

-

1

상옥
(물류 창고)

약 4,785㎡

지상 1층

1977.03.20

철골조

2

연안여객
터미널

약 5,489㎡

지상 4층

1977.03.20

철근
콘크리트

3

경비실
(관리동)

약 240㎡

지상 1층

1977.03.20

제1부두사무소

약 185㎡

지상 1층

1977.03.20

-

5

경비실 앞
경비동

약 14㎡

지상 1층

-

-

6

경비실 앞 초소

약 1.6㎡

지상 1층

-

가설 건물

7

경비실
(세관 측)

약 47㎡

지상 1층

-

-

8

주차장
요금정산소

약 10㎡

지상 1층

-

가설 건물

9

주차장

약 1,165㎡

지상 2층

-

철근
콘크리트

10

화장실

약 6㎡

지상 1층

-

-

11

-

제1부두변전실

약 67㎡

지상 1층

1977.03.20

미확인

12

-

제1부두펌프실

약 32㎡

지상 1층

1977.03.20

미확인

13

-

경비실
경비실
(부두중앙)
기타

약 1.6㎡

지상 1층

-

멸실

14

약 4.5㎡

지상 1층

-

멸실

15

약 108㎡

지상 1층

-

멸실

16

현황사진

주
요
시
설

보
완
및
경
비
관
련
시
설

부
대
시
설

-

4

59) 본 표는 ‘釜山地方海運港灣廳釜山港建設事務所, 앞의 책, 586～587쪽’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
성하였다. 한편, 부산항 제1부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구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1부
두의 주요 시설 현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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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부산항 제1부두 주요 시설 배치도(※ 상기 번호는 [표 7] 참고)

먼저, 하부 구조물은 건립 당시(1911년) 조성된 매축 돌제와 부산축항제2기
공사(1929년)의 매축 돌제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조성된 잔
교가 잔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부 구조물은 부산항 제1부두
의 건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항만 구조물 변화의 역사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
음으로 역사적 가치와 보존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북항재개발로 부산항의 주요 항만 경관을 형성하였던 제2부두와
제3부두가 매립되어 돌제식 부두의 경관이 사라지고 있음에 따라, 경관적 측
면에서도 부산항 제1부두가 보존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산항 제1부두의 지상시설물은 1978년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
준공 이후의 현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상시설물의 경
우 건립 당시와 비교해 보면 비록 형태는 바뀌었으나 건립 당시 무역항으로써
의 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류창고와 여객부두로써 기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안여객터미널 등이 남아 있어 재창출된 역사적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시설물은 역사적 경관의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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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볼 때, 현재 부산항 제1부두는 건립 이후부터 약 110년간의 변
화에 대한 흔적 전반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매축돌제와 잔교, 물
류창고와 연안여객터미널 등은 역사적․경관적 측면에서 보존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산항 제1부두의 주요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표 8], [표 9]와 같다.
[표 8] 부산항 제1부두 하부 구조물의 시기별 변화 과정
동측

길이(m)
남측

북측

1911.03

55.72

276

342.63

부산세관
설비공사

돌제, 남측잔교 최초
건설

60)

1925.11

114.9

276

366.6

부산축항
제2기공사

돌제 매축 및
북측잔교 건설

61)

주요시기

1911~
1945

1945~
1970

1970~
현재

변화요인

비고

1949

114

276

400

-

62)

1957

114.9

276.8

409.1

-

63)

1964.09

111.5

276

409.1

1977.03

111.5

276

407.23

1978.05

236.45

320

407.23

1992
(현재)

246.73

350.23

437.23

부산종합
어시장 설립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

남측잔교 건설

64)

북측잔교 건설

65)

남측잔교 건설

66)

북측잔교, 동측잔교 건설

67)

그림

60) 돌제 폭 32.72m(18間), 길이 342.63m(188.47間) 매축 및 남측 잔교 폭 23m(12間), 길이 276m
(152間) 건설
61) 돌제 폭 43.3m(23間8分5厘) 매축 및 북측 잔교 폭 11.2m(36呎9吋), 길이 266.6m(1,202呎11吋)
건설, 총 부두 폭원 114.9m(63間2分5厘)

부산항 제1부두의 건립과 변화과정에 관한 건축적 고찰

423

[표 9] 부산항 제1부두 상부 시설물의 시기별 변화 과정
주요시기
1911.03
1911~ 1912.10.25
1945
1925

1945~
1970

주요 건축시설

철도

-

2선

철골상옥 1동 건립

(유지)

기능

변화요인
부산세관설비공사

무역
+
여객

부산축항제1기공사

보세상옥 3동 건립

2선 361m

1937경

철도관련시설 확충

(유지)

기타

1948

보세상옥 1동 철거

(유지)

기타

1961.06

철골상옥(일부) 및
철도관련시설 등 철거

(유지)

1963.10.31 어시장 본관 및 공장 등 건립

(유지)

1975

지상 시설 철거

철거

1976.12.20

-

851m

북측 상옥 2동 신축

(유지)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유지)

1970~ 1977.03.20
현재 1978.05.30

무역
+
어시장

무역
+
여객

부산축항제2기공사

부산종합어시장 설립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

-

북측 상옥 1동 철거

(유지)

기타

현재

13개동 시설

매장 추정

-

Ⅴ. 맺음말
부산항 제1부두는 1906년 7월 시행된 ‘부산세관설비공사’로 1911년 3월 7일
준공되었으며, 일부 지상 시설이 준공된 1912년 6월 15일부터 사용을 시작하
였다. 건립 당시 제1부두의 구조는 매축지인 돌제와 남측의 제1잔교 구성되어
3,000～4,000톤급 기선 2척이 접안할 수 있었다. 또한 돌제 위에는 철도선로
를 설치하여 여객의 해륙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11년부터 시행된 ‘부산
축항제1기공사(1911-1918)’를 통해 지상에 건립된 철골상옥(1912년)은 서양
식 건물로 여객대합실, 사무실, 화물장치장 등 무역 및 여객수송을 위한 기본

62) ‘釜山地方海運港灣廳, 앞의 책1991.06, 337～338쪽’에 기록된 내용으로 일제강점기와 비교해
볼 때, 부두의 북측 길이가 약 34m의 차이가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는 북측 잔교의 끝부분까지
의 길이가 부두의 기준이었으나, 해방 이후 북측 부두 길이의 기준점은 부산역의 전면(해안선)을
기준으로 측량한 오차로 확인된다.
63) ‘[그림 11]’에 기록된 부산항 제1부두의 제원사항을 기록한 것이며, 북측 길이 오차의 원인은 주
62)와 같다.
64) 기존 남측 잔교 철거 후 폭 약 20m(추정), 길이 약 276m의 잔교 건설
65) 기존 잔교 철거 후 폭 약 11.7m, 길이 약 366.88m의 잔교 건설
66) 기존 잔교 철거 후 폭 약 114.45m, 길이 약 320m의 잔교 건설
67) 북측 잔교 폭 10m, 길이 437.23m, 동측 잔교 폭 206.73m, 길이 약 30～37m 잔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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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설을 갖추었지만 국제무역과 여객을 위한 부두로 기능하기에는 다소 부
족한 상태였다.
이후 무역 화물 및 여객의 증가에 따른 설비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
라 ‘부산축항 제2기공사(1919-1929)’를 통해 제1부두는 북측으로 2배의 규모
로 돌제를 확대하고, 콘크리트 잔교를 설치하여 3,000～5,000톤급 기선 1척,
7,000톤급 기선 1척의 접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철도시설 및 무역에
필요한 보세 창고 등 부속시설을 건립함으로서 국제 무역 및 여객터미널로서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1930년 이후부터는 시설 보수공사가 주를 이루었
으며, 1937년에는 제1부두의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1945년까지 국제 무역 및
여객 부두시설로 사용되었다.
한편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기의 제1부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제무역
및 여객부두로서의 제한적 기능만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정체되
었던 국제적 상황에 따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1960년 10월 정
부는 제1부두의 일부를 어시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로
여객기능을 수행하였던 남측잔교 일대의 시설을 철거하고 어시장 시설로 전
용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1963년부터 어시장 및 무역부두로 활용하였다.
1973년 어시장이 남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어시장 및 무역
부두로 사용되었던 제1부두는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 한일국교회복에 따
른 무역량과 여객의 증가로 본연의 국제무역 및 여객부두로서의 기능을 회복
하게 되었다. 즉, 당시 시행된 부산항 1단계 개발사업(1974～1980)에 따라 남
측에 대형 잔교와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등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시설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에 따라 제1부두의
국제 무역과 여객 기능 대부분이 부산신항 및 새롭게 건설된 국제여객터미널
로 이전하여, 현재는 일부 국내 여객과 화물 하역 기능만이 남아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항 제1부두는 1911년 건립 이후부터
100여 년간 국제무역항 부산의 대표적 시설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기
급박했던 정치 및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제1부두의 기능 및 시설이 변화하였
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산항 제1부두는 대한민국과 부산을 대표하는 항만시설이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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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으로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산항 제1부두는
일제가 대륙 침략의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시
설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치와 의미는 향후 변
화를 앞두고 있는 제1부두의 활용 및 보존논의에 있어 중요한 매우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부산항 제1부두의 건립과 변화과정을 문헌자료를 중심으
로 고찰하고 있어, 현재 남겨져 있는 제1부두의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한 구체
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부산항 제1부두의 활용 및 보존 논의에 있어
역사적으로 설립된 건물의 형태와 기능, 항만 운영체계, 6.25전쟁 당시의 기
록을 비롯한 부산항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과 관련한 자료의 발굴 및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표 10] 부산항 제1부두의 주요 시설 연혁
년도

주요 내용

1911.03.07.

부산항 제1부두 최초 준공
(제1잔교 준공)

1912.01.19.

제1부두 위 철골 상옥 기공

1912.06.15.

부산항 제1부두 잔교 사용 시작

1912.10.25

제1부두 위 철골 상옥 준공

1919.04 ～ 1925.11.1

제1부두 돌제 및 잔교 확장 공사
(1925.11.01. 일반 사용 개시)

～ 1928

제1부두 북측 잔교 위 상옥 3개동 준공

～ 1934

제1부두 남측 잔교 상옥 아케이드 건설

～ 1938

제1부두 중앙부
및 북측 철도 관련 시설 확충

1945 ～ 1961

북측 잔교 위 상옥 1동(중앙) 철거

1961.04 ～ 1961.05

어시장 설립을 위한 부산항 제1부두 남측부 상옥
등 항만시설 철거

1961.06.15.

부산수산센터 기공식

1961.06 ～ 1963.07

부산수산센터 건설 제1차, 2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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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1.01.

부산종합어시장 개장

1963.04 ～ 1964.09

부산항 제1부두 남측 잔교 개축
(부산수산센터 건설 3차 공사)

1973.01.22

부산공동어시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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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무역항
+
여객터미널
(관부연락선)

국제무역항
+
국제여객터미널

국제무역항
+
어시장
(부산종합어시장
/부산공동어시장)

1970.01 ～ 1980.12

부산항 제1단계 개발사업
(지상 어시장 관련 건축 철거 후 신축)

국제무역항

1992

제1부두 개축공사
(북측, 동측잔교 확장)

국제여객터미널

2015.08.31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무역항

～2018.10

(현재)

국내여객터미널

+

+

논 문 투 고 일 2019년 1월 16일
논 문 심 사 일 2019년 2월 11일
논문심사완료일 2019년 3월 7일

부산항 제1부두의 건립과 변화과정에 관한 건축적 고찰

427

참고문헌
김승, ｢일제강점기 부산항 연구성과와 과제｣, 항도부산 Vol.29, 부산광역시 시사편
찬위원회, 2013
차철욱, ｢부산 북항 매축과 시가지 형성｣, 한국민족문화 Vol.28, 부산대학교 한국민
족문화연구소, 2006
김의환, ｢釜山近大都市形成史硏究 : 日人居留地가 미친 影響을 中心으로｣, 硏文出版
社, 1973
金容旭,｢釜山築港誌｣, 港都釜山第2號,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1963
부산광역시,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사진자료집, 20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일반부두 개축 및 기타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2004.02
최해군, 내사랑부산바다 부산항 변천사,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01
釜山地方海運港灣廳釜山港建設事務所, 釜山港開發(第1段階)建設誌, 1982
釜山共同魚市場, 釜山共同魚市場三十年史, 1994.04
釜山地方海運港灣廳, 釜山港史1991.06
朝鮮總督府, 釜山築港略誌(昭和三年度迄), 1937
朝鮮總督府, ｢港灣資源調査書｣,1937
朝鮮總督府, ｢港灣資源調査｣,1935
釜山出版協會, 新釜山大觀, 1934
국가기록원, ｢ 부산항제4부두창고시설과제1부두창고시설일부이양에관한건 ｣ ,
1961.03. 03.
국가기록원, ｢부산항제1부두창고철거공사시행의건｣, 1957.08.10.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공중에서 본 부산 1부두, 2부두의 전경｣, 1948.08.30(원
소장처 미국 NARA)
국가기록원, ｢직영공사준공에관한건(부산항제1부두남측잔교교면2중판장공사)｣, 1942
국가기록원, ｢부산항제1부두남측잔교교면수축기타공사설계서및도면｣, 1941
국가기록원, ｢부산항제1부두북측선단팬다취부공사설계서｣, 1936
국가기록원, ｢부산항제1부두남측잔교수선공사설계서｣, 1936
국가기록원, ｢직영공사착수보고(남측잔교수선공사)｣, 1933
국가기록원, ｢부산제1부두남측잔교수선공사설계에관한건｣, 1933
국가기록원, ｢부산제1제2부두혼응토잔교도장기타공사설계변경｣, 1932

428

석당논총 73집

국가기록원, ｢부산항제1부두남측잔교수선공사변경설명서｣, 1932
국가기록원, ｢부산제1부두남측잔교보강및수선공사설명및예산서｣, 1930
국가기록원, ｢부산제1제2부두콘크리트잔교도장기타공사설명및예산서｣, 1930
이호진 기자, ｢부산항북항1부두원형보존｣, 부산일보, 2018.09.05., 2면
高木宏之, 滿洲鉄道發達史, 2012
榛葉孝平, ｢釜山築港第一期工事報告｣, 日本土木學會誌 第九卷第二號, 1923.04

부산항 제1부두의 건립과 변화과정에 관한 건축적 고찰

429

Abstract

An Architectur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usan
Port Pier No.1 and its Change Process
Nam, Youn-SoonㆍKim, Ki-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in Busan Port Pier
No.1 from its construction time to present, and to find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pier No.1 on the basis of its construction process and change
factors.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shed light on the change of Busan port
in the modern age and its historical meaning and value.
Completely constructed in March 7, 1911, Busan Port Pier No.1 is
comprised of a jetty and a landing pier as reclaimed land. On October 25,
1912, when a western-style steel-frame structure was built, the port had
basic facilities. Through ‘the 2nd Busan Port Construction (1919-1929)’,
various kinds of supplementary facilities were expanded. In 1937, the
facilities related to railway were completely built. So the port was used as
the passenger port for trade and railway transfer.
During the Korean War, the facilities built under Japanese occupation
remained and had been used mainly to transport Korean people overseas,
war goods, and refugees. The Busan Port Pier No.1 had greatly changed
since 1960.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decision made to use the
southern side of the pier No.1 on October 8, 1960, ‘Busan Cooperative Fish
Market’ was opened on November 1, 1963. For this reason, Busan Port Pier
No.1 lost its function of passenger transport and was used for trade and fish
market.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the fish market had
functioned international trade actively and ended up being relocated to
Nambumin-dong in January 1973. When ‘the 1st stag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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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usan Port(1974～1980)’ was established, a landing pier and an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were newly built in Busan Port Pier No.1
which was changed to the current status. The function of Busan Port(North
Port) which had been used as a trade port until the mid 2000 was moved to
Busan Jinhae New Port, and thereby Busan Port faced a new change.
As such, Busan Port Pier No.1 has well showed a part of the change in
Busan Port, which has been made for about 100 years since it was opened.
It has its historic meaning and value as the place that has relevant port
facilities lef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discussion of the
historic meaning and value of Busan Port Pier No.1 in the process of North
Port Redevelopment Project.
Key Word : Modern, Port facilities, Busan Port, The Pier No.1, Jetty, Pier,

Busan Cooperative Fish Market

부산항 제1부두의 건립과 변화과정에 관한 건축적 고찰

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