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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대상지인 부산시‘좌수 성지(左水營城址)’는 현재 대부분의 성곽 시설물은 소실되었으며, ‘수 사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좌수 성지’의 가장 큰 장소성은 이 곳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란 성지(聖地)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좌수 성을 함락시킨 왜군에 의해 좌수 성 안팎의 수 많은 주민들이 무참히 살륙 당한 곳이다. ‘좌수 성지’는 국가

사적(國家史蹟)급 유적이지만 마을놀이터로 오용되고 있다. 공원내 과다한 통행로와 보도블럭으로 인해 숲이 여러 조각으로 분리

되어 있고, 체육 시설물들의 난립 및 음주가무 등이 일상화되고 있다. 「유적의 진정성」을 중시하는 국제적 관리사례에서는

원래의 용도에 어긋나는 이러한 이용행태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금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부산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좌수 성지와 당산숲의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상실된 채 관리되고 있는 좌수 성지 및 당산숲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좌수 성지의 당산숲은 곰솔림으로 되어 있으며, 약 230×130m 규모로 남아 있다. 좌수 성지는 부산광역시 시도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수 사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좌수 성지 당산숲 안의 당산나무 두 그루는 각각 천연기념물

제270호, 제3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관리체계는‘부산 구포동 당숲’(천연기념물 제309호)의 예와 같이 현재

남아 있는 좌수 성지 전체를‘부산 좌수 당산숲’으로 명명하여 천연기념물이나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당산숲은

당산신(堂山神)과 자연을 위해 할애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당산숲 공간 안에 있는 제반 시설물들이 제거

되고 숲으로 이루어진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면 좌수 성지의 진정성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좌수 성지의 관리 주체는 부산

광역시 수 구청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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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40,000여농촌마을중많은수가사라진전통

마을숲인 당산숲·비보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으로서, 수백 년 전 마을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현재까지주민들에의해보전·관리되고있는국가적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당산숲·비보숲의 조형양식은

읍성, 산성 등 행정관서 관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택

되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상섭, 2004; 최재웅

등, 2009). 당산숲·비보숲은 일제강점기, 6·25사변,

새마을운동 등의 시기에 크게 훼손되고, 그 후에도 방치

되어 왔으나 최근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문화

재청에서는2003년부터「마을숲문화재자원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당산숲, 비보숲, 정자숲등6종류로분류하고

보전가치가 큰 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오고 있다.

부산시수 동의「좌수 성지(左水營城址)」는옛조선의

「경상좌도수군절도사 」이있었던자리로서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이다. ‘부산광역시 시도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어있는문화재인한편근린공원인「수 사적공원

(水營史蹟公園)」으로이용되고있다. 일부의성벽만남아

있을뿐, 옛수군절도사 과관련되어남아있는시설물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성 안에

주요 시설물의 하나인 당산숲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산숲은 많이 훼손되었으나 성안에 두 그루의 당산

나무와 두 채의 당집이 남아 있고 당산제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당산제는 마을주민들이 지내는데 부산은

우리나라제2의대도시로서대부분도시화되어있고수

동도마찬가지이다. 농어촌이도시화되면당산제전통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나, 좌수 성지는 수 동 마을

주민을대신한‘수 향우회’에서정월대보름에당산제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실생활에 살아 있는 문화경관’

으로써의높은가치를갖는다. 

현재‘좌수 성지’의 문제점은 성 안에 많은 체육시설

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으며 주로 근처 주민들을

위한 마을 체육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광역시는 문화관광 소개 자료에서 좌수 성지를‘수

사적공원’이라 이름 붙이고, ‘역사·문화’분야가 아닌

어린이대공원, 금정체육공원 등과 같은‘공원·유원

지’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메시지에 물들

여진 채 수 세대에 걸쳐 내려온 역사적 기념물(historic

monuments)은 오래된 전통의 살아있는 증거물로서 남

겨져 온다. 사람은 인간의 가치의 동질성을 더욱 더

인식하게 되고, 고대의 기념물을 공동의 유산으로

여긴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것을 보호하는 공동의

책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들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완전히보존하여이것을후세대에물려주는것이우리의

의무이다(베니스헌장, 1964).”

본 논문의 목적은 지금은 비교적 많은 부분이 훼손

되었으나대도시에서소멸되지않고살아남은소중한전통

문화유산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좌수 성지와

당산숲의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상실된 채 관리

되고 있는 좌수 성지 및 당산숲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방안을고찰하는것이다.

관련연구사고찰

1. 유적의 진정성·장소성 관련

문화유적의‘진정성·장소성’과관련한문헌·사업을

보면The Venice Charter(베니스헌장, 1964), 창경궁복원

(1983),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1994),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문화재청, 2009), 세계

유산등재기준등이있다.

The Venice Charter는 기념 건조물과 유적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국제헌장으로써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 기념물유적

협의회)에 의해 1965년 채택되었다. 고대건물의 보존과

보수를가이드하는원칙이합의되고그원칙이각나라의

고유문화와 전통에 입각하되 국제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것이필요하다는것을선언한것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정의(definitions) 제1조 : 역사적 기념물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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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건조물 뿐만 아니라 특정한 문명, 중요한 발전,

또는 역사적 사건의 증거가 발견된 도시 또는 시골의

배경(취락지) 까지도포함된다. 보존(conservation) 제5조

: 기념물의 보존은 어떤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에 사용

토록 한다. 그러므로 이런 이용은 바람직하지만 건물의

설계나 꾸밈새를 바꾸어서는 안된다. 기능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변형은 한 눈에 알아보도록 해야 하며,

허용되는것은단지이한계안에서이다. 제6조: 기념물의

보존은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주위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주위환경이 존재하는 곳은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 크기와 특색의 관계를 바꾸는

새로운축조·파괴또는변형은허용되어서는안된다.”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는베니스헌장의

정신을 확장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

다양성과 유산 다양성(cultural diversity and heritage

diversity) 8 : 문화유산에대한책임과관리는우선그것을

만든 문화 공동체에 있고 그 다음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공동체에 있다. 가치와 진정성(value and authenticity) 9 :

모든형태와역사적인시기에있어서문화유산의보존은

유산에부여된가치에근거한다. 이러한가치를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가치에 관한 정보의

근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혹은 진실되느냐 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10 : 베니스헌장에서 확인된 진정성은

가치에 관한 핵심적인 자격요건이다. 진정성에 관한

이해는 문화유산의 과학적인 연구·보존과 복원계획,

세계유산협약과 다른 문화유산 목록 등재과정에 가장

기본적인역할을한다.”@ 

문화재청(2009)에서는‘역사적건축물과유적의수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정하 는데‘베니스

헌장’과‘진정성에 관한 나라(奈良)문서’등을 비롯한

기존의국제헌장과원칙에서정한기준을존중하여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마련된 기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총칙에관한사항제5조(진정성과완전성) :

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는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적의 가치를 변형·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역사적 흔적의 존중) :

유적의 수리·보강 또는 수복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시대의 흔적은 정당하게 존중되어야 한다.”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 의하면,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있어야하며, 모든문화유산은진정성(authenticity

: 재질·기법등에서원래가치보유)을필요로한다. 

우리나라에서유적의진정성이훼손된후회복된대표

적인 사례는 창경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日帝)는 조선 왕실의 위엄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1909년에 창경궁 안의 전각 등을 헐어내고 동물원과

식물원을설치하 다. 1922년경에는궁안곳곳에일제를

상징하는 수목인 수 천 그루의 벚나무를 심었고 뒤이어

1924년부터는야간공개를시작하여‘밤벚꽃놀이장소’로

만들었다. 1984년 궁궐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원래의

이름인 창경궁을 되찾게 되었고, 궁궐 안의 동물들을

서울대공원으로 옮기면서 벚나무 역시 제거하 다(문화

재청홈페이지; 문 빈과김종섭, 1991).

E. Relph(1976)는‘장소 정체성’의 구성요소로 물리적

환경·인간활동·의미등세가지를들고‘장소의진정

성’을논하 다.진정하게 만들어진 장소의 예로 성당·

사원, 19세기에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건너간 정착

민들의 개척지 등을 들었으며, 장소가 진정성을 상실

하는 경우 무장소성(placelessness)의 개념으로 파악

하 다. 무장소성의 표출 형태는‘장소의 타자 지향

성(디즈니화 된 장소 등)’, 장소의 획일성과 표준화, 몰양

식(formlessness)의 장소(고층빌딩 등), 장소 파괴(베트

남의 마을 등에서 행해진 전쟁에 의한 파괴 등)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그는 장소의 혼과 장소감, 양자를

모두 훼손하는 사회적·정신적 과정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이 지배하는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빈곤해진

다고 하 다. 신상섭(2007)은‘한국의 전통마을과 문화

경관 찾기’라는 저서를 통해 전통마을의 토속경관이

무분별한 토지이용과 상업시설의 난립 등으로 공간

구조가 왜곡되고 위락 유원지로 일탈하는 양상이 나타

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생명력 있는 경관문화재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향토문화경관 되살리기 전략이

필요함을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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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산숲·비보숲 관련 연구

그동안 당산숲·비보숲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조경학, 지리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다(류제헌, 1980; 김덕현,

1986; 김학범, 1991; 이원열 등, 1992; 장동수와 김학범,

1995; 윤 활 등, 1998; 박재철, 1998; 최재웅과 김동엽,

2000; 남연화와 윤 활, 2002; 최원석, 2004; 강현경,

2004; 이상훈, 2005; 정명철, 2007). 마을숲은 마을사람

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담은 마을 공용의 녹지로

마을문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집적되어 온 상징적

대상물로서마을숲내에는마을문화를상징하는다양한

장식물들이 갖추어져 있는 사례가 많으며, 공원 녹지의

한국적 원형이다(김학범, 1991). 우리나라 농어촌의

마을숲은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재웅과 김동엽, 2009). 당산숲은 마을주민들이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 숲』이며 토속신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으로서, 대부분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 , animism)

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최재웅과 김동엽, 2005).

김효정 등(2008)은 은행나무·소나무·반송·곰솔을

대상으로천연기념물과시·도기념물노거수97개소의

지정사유를 비교한 결과, 현재의 지정기준은 민속성·

종교문화성·생활문화성·역사성·기념성 등 5개의

분류에 의해 지정되고 있고 그 중 마을에 제사 지내는

나무 등의 민속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 다.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부터「마을숲 문화재 자원

조사」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산숲, 비보숲, 정자숲 등

6종류로 분류하고 보전가치가 큰 숲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오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0)

에서는「스토리가있는우리마을당산숲」이라는간행물을

발간하여 당산숲이 큰 가치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농어촌마을의 활력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원천적인

문화자산이될수있음을강조하 다. 한겨레신문(2006)은

「민족문화상징 100 : 당숲」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산숲을

전통문화의보고(寶庫)로소개하 다. 

3. 좌수 성지 곰솔과 관련된 일제의 조사사업

일제는 이미 1919년에「朝鮮巨樹老樹名木誌」를 발간

하면서‘마을공동소유’로되어있는우리나라당산나무

(堂山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당산나무의 문화적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 다.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 64개

수종 중 곰솔은 16번 째 수종으로서, 17개체가 수록되어

있는데(158~159쪽), 본 논문의 천연기념물 곰솔이 기록

되어있는지확인하 으나누락되어있었다. 

뒤이어, 일제는1938년에「朝鮮の 藪」를발간하 는데,

이책의395쪽을보면우리나라지도그림위에‘위치도’라

하여 108지역(시·군) 을 표시해 놓고 있다. 본 논문의

조사대상지인 부산은 108개 지역 중 47번 째인‘동래

(東萊)’지역<그림 1의 원형 표시>에 서술되어 있어서

(151~153쪽), 그 내용을 확인하 다. ‘동래(東萊)’지역

에는 해운대(海雲臺)와 재송포(栽松浦)라고 이름 붙인

두 곳이 서술되어 있고, 본 조사대상지인 부산 수 동은

재송포부분에있다. 책뒷부분에는108지역의숲에대한

사진까지수록되어있다. 그러나사진자료를보면동래의

앞(46번 째) 지역인 울산(蔚山)의‘태화강죽림(太和江

竹林)’과 뒤(48번 째) 지역인 양(密陽)의‘상동율림

(上東 林)’은두장씩사진이있으나47번째지역인동래

부분의사진은한장도없다. 

재송포에 대한 현황을 보면 대략, “명칭 : 재송포,

소재지: 경상남도동래군남면재송리(東萊郡南面栽松里),

지황(地況) : 동래읍내 동남방 4 , 수 강 연안의 평탄

지역, 동서는 구릉지로 연결, 북쪽은 동래읍 교외의

경계지역, 남쪽은朝鮮海峽을바라보고있음, 임황( 況)

: 곰솔의 유령림대(幼齡林帶), 수 강안 평탄지역 및

동서양 구릉지를 연결하여 여러 곳에 존재한 채로

소나무 대경목(大徑木)이 잔존”이라고 적혀 있다. 현황

다음에는비설(卑說)이라는소제목을붙여서술하고있다.

그 내용은 대략, “동래는 남쪽으로 부산항(釜山港)에

걸쳐수 만(水營灣)을부치(府治)하고경상도를현재와

같은 남북 양도로 분할하기 직전에 관찰사(觀察使)를

두어서 타군(他郡)을 진관(鎭管)하던 곳으로 남해의

요지 던 수 만 머리부분의 현수 (現水營), 남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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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壽里)에는 수군절도사 지(水軍節度使營地)가

있다.”라고적고있다. 

한편 (사)생명의숲국민운동(2007)은‘『역주 조선의

임수』출판기념워크샵 자료집’을 통해「조선의 임수를

통해 본 마을숲의 가치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 다. ‘역주 조선의 임수’를 보면‘朝鮮の 藪’를

해석하면서“이 책의 현장답사 부분은 현황과 비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도군(道郡)의 여러 사람들로

부터 숲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는데, 비설이란 본인의 고찰

결과를 낮추어서 일컫는 말이다(14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해석을하면서이책을쓴‘德光宣之’가마치108개

지역전체를현장답사한것으로간주하고있고, 겸손하게

자신을낮추었다는자의적인풀이를하고있다. 

연구내용및방법

1. 조사대상지

조사대상지인 부산시‘좌수 성지’는 현재 대부분의

성곽시설물은소실되었으며, ‘수 사적공원’으로이용

되고 있다. ‘좌수 성지’의 가장 큰 장소성은 이 곳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란 성지(聖地)라는 것에서

찾을수있을것이다. 1592년임진왜란(壬 倭 )이일어

나자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이 왜적과 싸우지도 않고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 버린 탓에, 좌수 성지를 함락

시킨왜군에의해아이, 어른할것없이수많은주민들이

무참히 살륙 당한 곳이다(수 구청 간행물, 2000;‘임진

왜란좌수 무주망령천도비’). 1872년에발행된지방도인

동래부지도(東萊府地圖, 규장각 소장)에는‘좌수

(左水營)’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같은 해에 발행된 경상

좌수 지도형(慶尙左水營營址圖形, 규장각 소장)에는

‘수 성지(水營城址)’로표기되어있다<그림2a>. ‘城址’란

성의 터, 흔적이라는 뜻이므로 수 성은 이미 이 당시에

많이파괴되어성으로써의기능이상실된것으로보인다.

위치는 해안선에서부터 수 강(경상좌수 지도형

에는‘大川’으로 표기)을 약 2.5㎞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있다. 동래부는 일본과 가장 가까워 당시 관문 역할을

했던 곳으로, 경상좌수 지도형을 보면 일본 대마도

(對馬島)가제일아래쪽에그려져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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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제의‘朝鮮の 藪’(1938)

사진 1 점이대에서 본‘좌수 성지’

좌수 성지

47. 동래

수 강



2. 연구방법

2010년 정월대보름 며칠 뒤인 3월초 현장답사에서

금줄이 걸린 당산나무를 보고 당산숲임을 확인하 다.

수 사적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좌수 성지의 내력과

현황파악을 위해 문화재청 자료, 부산시 수 구청 자료

(경상좌수 성지 정비기본계획, 1999), (사)수 고적민

속예술보존협회 간행물 등의 자료를 참고하고, 유적의

‘진정성’관련문헌을고찰하 다. 2011년정월대보름인

2월 17일 개최된 당산제를 참관하 고, 당산제를 주관

하고 있는 수 향우회장, 수 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관계자, 문화해설사 등을 면담하여 당산제 내력 등에

대한 고증을 구하 다. 2010년 10월초 좌수 성지에서

남아 있는 부분인 당산숲에 대해 규모, 수종, 그루 수,

흉고직경등을조사하 다. 수목조사에서활엽수는흉고

직경40㎝이상, 곰솔등침엽수는흉고직경30㎝이상의

것만을 조사하 고, 조사와 병행하여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관찰하 다. 

‘좌수 성지’및 당산숲의 관리
현황

1. 좌수 성지 현황

전통적인 주위환경이 존재하는 곳은 이것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좌수 성지와 당산숲의 진정성 회복을

논하기 위해서는, 좌수 성과 관련된 시설물의 실태를

파악할필요가있다. 좌수 성지로서현재남아있는부지는

좌수 성의당산숲부분만남아있고나머지부지는가옥,

건물등에의해모두소실된상태이다<사진1, 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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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상좌수 지도형(1872) b.지형도(1/25,000) 

그림 2 조사대상지 위치도(부산‘좌수 성지’)

남해 남해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대교

(수 강)

좌수 성지
(수 사적공원)

백산 점이대

수 강

옥련선원
임진왜란 좌수 무주 망령천도비



성벽은 사적원 뒤<사진 2a>와 철거된 주택 아래의

도로가부분에조금씩남아있다. 남아있는성벽의돌이

빼내어져 차량 진입을 막는 용도로 쓰이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사진 2b>. 점이대( 夷臺)는 조선

시대 좌수 수군이 바다를 침략하는 왜구를 살피는

망대가있던곳으로, 백산정상에기념비만세워져있다.

이곳으로 오르는 경사지 길목에는 3~4m 정도 높이의

점이대 성벽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조금 있다<사진 2d>. 이 성벽의 모습은 좌수 성지를

복원할때중요한근거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수 성

남문(水營城 南門)은 경상좌수 성(慶尙左水營城)의

주문으로서 성문 누각은 없어지고 홍예(아치형 문)만

남아 있고, 양측에 돌로 만든 박견( 犬)이 석주(石柱)

위에 놓여져 있다. 원래의 위치는 남쪽으로 약 120m

아래이다<그림4>.

25의용단(25義勇壇)은 임란 때 7년 동안 왜군과 맞서

싸운이곳수군과성민등25인, 향토의병결사대의넋을

모셔 놓은 사당이다<사진 2e>. 향사 유래 과정을 보면,

1609년(광해군원년) 동래부사‘이안눌’이25분의의용을

찾아내어, 그들의 후손에게 군역을 면해주고 집집마다

‘의용’이란 푯말을 붙여 충절을 기렸고, 1853년(철종

4년) 경상좌수사‘장인식’이 좌수 성지에 의용단비와

제실을 세우고 춘·추 2회 제향을 지냈다. 현재 모습은

수 구청과 수 지역 원로가 중심이 되어 사당 건립

및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 준공된 것이다. 안용복

장군은 조선시대 독도를 수호한 인물로,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 1967년 좌수 성지 산정에 충혼탑을

건립하여 기려오던 것을 2001년 사당을 준공하 다

<사진 2f>.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사당 현판을,

독도를 지켰다는 뜻의‘수강사(守疆詞)’로 정하고 매년

4월18일연례제향을올리고있다. 최 장군사당은성밖

수 팔도시장 쪽에 있고, 옛날 최 장군이 왜구를 격퇴

하던 장소라 하여 매년 음력 정월보름 새벽에 애향인

태덕수씨가 제를 지내오다 2006년부터 수 향우회에서

음력 3월 3일 제를 지내고 있다. 수사선정비<사진 10b

참조>는 33기로서 인조 17년(1639)부터 고종 27년(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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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경상좌수 성지’토지 이용 계획도(출처 :  수 구청, 1999)

토지 이용 계획도
scale          1/1200

범례
내 용 부 호
정적공간
동적공간
완충공간

0 40m

10 20 40



a.성벽 잔해(사적원 뒤) b.성벽돌 훼손 c.홍예문(남문) 

d.점이대 오르는 길목의 성벽 e.25의용단 f.안용복장군 사당

사진 2‘좌수 성지’관련 시설물 현황

사이에 수군절도사와 부관인 우후의 재임 중 공덕을

칭송하는비이다(수 구청, 2000). 

2. 좌수 성지 당산숲의 식생

좌수 성지의 당산숲은 곰솔림으로 되어 있고, 약 230

×130m 규모로남아있다<표2, 그림4>. 총곰솔의수는

164그루이고 평균흉고직경은 47㎝이다. 당산나무 두

그루는각각천연기념물제270호(명칭 : 부산좌수 성지

곰솔)와제311호(명칭: 부산좌수 성지푸조나무)로지정

되어 있다. 조씨 할매당 뒤에 있던 당산나무(소나무)는

몇 년 전 소실되었다. 천연기념물 곰솔은 당산나무로서,

좌수 의 군선을 보호하고 병사들의 안녕을 지켜주는

군신목(軍神木)으로 알려져 있다. 흉고직경 1m 55㎝,

둘레길이 4m 60㎝의 거목이다. 천연기념물 푸조나무도

당산나무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지신목(地神木)

으로 알려져 있다. 수간의 단면은 타원형으로서 긴 흉고

직경은 3m 20㎝이고, 짧은 흉고직경은 2m 20㎝이며,

둘레길이는9m 15㎝에이른다. 천연기념물곰솔은좌수

에서 보호, 관리하는 당산나무이고, 천연기념물 푸조

나무는마을에서보호, 관리하는당산나무라고할수있다.

<표 2>에 표기된 수목 이외에 흉고직경 30㎝ 이하의

곰솔은송씨할매당위~스탠드앞에9주, 푸조나무~선정

비에 18주, 사적원과 스탠드 뒤에 16주, 민속예술관~

화장실에4주, 사적원뒤의잔존성벽아래에4주가있다.

송씨할매당위~스탠드앞까지에는상록소교목인아왜

나무가 몇 주 있고, 푸조나무 부근에 배롱나무 등 관목

몇 주가 있는데 근래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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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칭 위 치

부산광역시 시도기념물 제8호 좌수 성지(左水營城址) 성안

부산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17호 수 성 남문(水營城 南門) 성안

부산광역시 시도기념물 제12호 25의용단(25義勇壇) 성안

비지정 점이대( 夷臺) 백산

비지정 안용복장군 사당 성안

비지정 최 장군 사당 성밖

비지정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수사선정비 성안

표 1‘좌수 성지’관련 문화재 시설물 현황



장군 사당 좌측 녹지에는 흉고직경 68㎝의 큰 히말라야

시다 1주가 있는데, 히말라야시다는 우리나라에 1930년경

도입된것으로알려져있다.

참고로, 일제의‘朝鮮の 藪’를보면, 지금은소실되어

볼 수 없으나, 동래와 수 만 사이에 있는 좌수 성지

지역에해안가군사기지를보호하는군사림이며조해방

비림인 송림이 있었다는 이 있는데, 좌수 성지를

외부의시야로부터차폐시키는숲이있었다는것을나타

내고있는것이다. 

3. 좌수 성지당산숲의이용현황및관리의문제점

1) 관리·이용 현황

좌수 성지는소중한문화유산으로서관리되지못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부분을 보면,

점이대는 역사문화-유적지 부분에 소개되어 있으나,

좌수 성지는‘수 사적공원’이라 이름 붙이고 관광

명소-공원·유원지 부분에서 소개하는 것에서, 좌수

성지에대한인식수준을짐작할수있다. 1/5,000 지형도

에도 좌수 성지 대신 수 근린공원으로 표기되어

있다<그림4>.

‘좌수 성지’는 임진왜란 때의 역사가 서려있는 성스

러운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로서의 보존 노력은

없이도시민을위한근린공원으로제공되어바둑을두거나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소로 마을주민에게 이용되고

있고, 발바닥맛사지시설물까지만들어놓았다. 공원안에

과다하게설치된통행로와정상부의보도블럭광장설치

등으로인해숲이여러조각으로분리되어있고<그림4의

통행로 참조>, 이러한 물리적 조건 아래 체육시설물의

난립 및 음주가무 등의 이용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곳은주로노인분들이많이이용하는장소로, 통행로는

작은당산숲동산의비탈길에개설되있다. 특히, 홍예문을

지나우측으로오르는길은급경사인데무리하게통행로가

설치되어미끄러질위험이있다<사진3e>. 

한편 당산숲 정상부와 25의용단 사이에는 수 민속

예술관·놀이마당이 2000년에 준공되어 수 야류(중요

14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1

위 치 식 생 비 고

송씨 할매당 부근(홍예문 뒤 철책 안) 보호수 곰솔 3주(111), 그 외 곰솔 10주(43) 잡목 : 19주

송씨 할매당 위~스탠드 앞 곰솔 93주(45) 40㎝ 이하 팽나무 : 2주

푸조나무~선정비
푸조나무* 1주(320), 곰솔 1주(55), 

-
팽나무 1주(50), 상록활엽수 2주(43)

조씨 할매당 부근 곰솔 51주(47), 히말라야시다 7주(43),
조씨 할매당 뒤 당산나무(소나무) : 고사

(조씨 할매당 뒤~안용복장군 사당 뒤) 향나무 2주(38), 팽나무 1주(50)

사적원·스탠드 뒤 - -

기타 민속예술관~화장실 히말라야시다 2주(32), 상록활엽수 3주(46) -

사적원 뒤의 잔존 성벽 아래 곰솔 6주(41), 은행나무 1주(70), 향나무 1주(35) -

표 2‘좌수 성지’당산숲의 식생 현황

*당산목, ( )안의 숫자는평균흉고직경 : ㎝

그림 4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좌수 성지’당산숲 현황도



무형문화재 제43호), 좌수 어방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수 농청놀이(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 등

전통민속공연이정기적으로개최되어부산지역전통문화

보존·발전에기여하고있다. 

2) 문제점 고찰

현재‘좌수 성지’는관리·이용현황에서살펴본바와

같이 국가사적(國家史蹟)급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어 장소의 진정성이 왜곡·훼손

되고있다.@@@ 

2년전근처에있는동래읍성지에서임진왜란시왜군의

칼에난자당한채묻혀있는20대여성유골<사진4b>과

총알 구멍이 난 어린이 머리 유골<사진 4c> 등 다수의

인골이 발굴된 바 있다. 임진왜란 관련 유적에서 유골이

출토된 것은 동래읍성이 처음으로써 20대 여성 유골의

칼 자국을 보면 왜병이 꿇어 앉아 있거나 고개를 숙인

이여인의머리를위에서두번이나칼로내리치는처형의

방식으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재현, 2008). <그림5b>는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

로서, 청주시 송상현공 종가본이며, 1658년(효종 9년)에

동래부사 민정중(閔鼎重)이 임진왜란 당시의 동래성

전투상황을 잘 아는 노인의 말을 토대로 그린 그림이다.

그림을보면왜군들이성을겹겹이포위한상태에서우측

위에있는성벽이무너져왜군들이난입하고있고, 혼자서

도망가는경상좌병사이각(위쪽네모표시), 송상현부사의

순절 직전 모습(가운데 네모 표시)과 지붕 위로 피신한

부녀자두명이왜군에게기왓장을던지며저항하는모습

(원형표시부분)이그려져있다. 조유전(2008)은송상현의

애첩 김섬이 자리를 피하다 잡혔지만 사흘 동안 왜병을

꾸짖고욕하다가살해되었다고하 는데, 이부녀자들이

20대 여성 유골과 같은 죽임을 당하 을 가능성이 크다.

동래읍성지는 좌수 성지 북서쪽 방향으로 약 4,875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부산

도에 침입한 왜군은 4월 14일 부산진성을 점령한 뒤

4월 15일 동래성을 함락시킨다. 남해로 침입한 왜군은

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먼저 좌수 을 함락시킨 후

동래성을 공격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2b, 5a>. 좌수

성지도발굴조사만되지않았을뿐무수히많은유골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진정성」을 중시

하는 국제적 관리사례를 보면 목적에 어긋나는 이용

행태는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마을주민들에의하면일본인들뿐만아니라, 중국인들도

이곳을 방문해 둘러보고 가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아 올바로 간직할

필요가있다. 

좌수 성지는 부산광역시 시도기념물 제8호로서,

관리자는 부산광역시 수 구청으로 되어 있다. 좌수

성지가 지금처럼 훼손된 것은 경상좌수 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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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체육시설물 난립 b.바둑두는 장소 c.발바닥 맛사지 시설@  

d.보도블럭 광장 e.급경사지 통행로 f.음주가무

사진 3 좌수 성지 당산숲의 관리 및 이용행태



(1872년)에 수 성지로 표기되어 있듯이 임란 때 파괴된

수 성이 이때까지 복원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일제

강점기에는일제의성곽훼손사업에따라원형을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6·25 피난시절에는 이러한 유적지에

대한 고려를 할 여유가 없이 훼손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

된다. 1995년부산광역시수 구청개청과더불어수 의

뿌리찾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수 사적공원 정비

복원사업’에서는‘수 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1995),

‘경상좌수 성지 정비기본계획’(1999)이 세워졌고,

지금의정비사업도1999년의계획에의해진행되고있다.

‘경상좌수 성지 정비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3>을 보면, ‘수 근린공원조성기본계획’과 크게

다른점이없다. 단지, 당산숲부지를정적공간, 동적공간,

완충공간이라하여구분해놓은것이다를뿐인데, 이것도

내용을보면별의미가없이나누어놓은것이라고할수

있다. ‘근린공원’이란 도심지의 주택가 주변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원이고,

체육의 생활화와 여가생활의 활용을 위해 꾸며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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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좌수 성지와 동래읍성지 위치도 b.동래부순절도

그림 5‘좌수 성지’와‘동래읍성지’위치도 및‘동래부순절도’

a.해자에 버려진 인골들 b.20대 여성의 인골 c.어린이 인골

사진 4‘동래읍성지’해자터에서 발굴된 인골(출처 :  경향신문, 2008)

동래읍성지

좌수 성지

수 강



이라는 것을 볼 때, 유적지를 대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 유적의 진정

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정한 것이

2009년이니 당시에는 유적의 진정성에 대한 개념 조차

없는 상태에서 소중한 유적지를 체육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수립한것이라고할수있다. 

‘좌수 성지’및당산숲의진정성
회복

1. 좌수 성지와 당산숲의 진정성 회복방안 고찰

1) 유적의 진정성 보존을 위한 외국의 사적 보존·활용

사례

부산 좌수 성지와 당산숲의 진정성 회복방안을

논하기 위해 먼저, 유적의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사적의

보존·활용을위한해외조사자료집’(국립문화재연구소,

2009)을 보면 독일‘하이델베르크 성’은 좌수 성지와

같이성곽이며, 외국군의침입에의해파괴된점도같다.

1214년이전에건립된것으로알려진하이델베르크성은

1688~1689년 프랑스군의 공격으로 훼손되고, 1693년

또 한 번의 전쟁으로 더욱 황폐화되었는데, 1697년부터

재건되기시작하 다. 1900년경복원정비에대한논의가

시작되어 1934년 일부 복원되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귄터 하이네만(Günter

Heinemann)은 폐허 만이 줄 수 있는 역사적 상상의

씨앗과상당한미학적가치들을유지하기위하여일부러

복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하 다. 성을

다시 짓는 것은 매력을 잃게 되는 행위이며, 역사에 반

하는 부적절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선명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 깊이를 잃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 다.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성의 정비핵심은 폐허

로서의 특성을 간직할 수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에

맞추어 정비되어 있다. <사진 5a>는 파괴된 모습 그대

로를 전시하고 있는 화약보관고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많이 훼손된 좌수 성지의 정비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위안밍위안’은 청

나라의 황제들이 150여 년 동안 경 한 대형 황가원림

이다. 위안밍위안은 1860년 ·프 연합군에 의해

대부분의 경관과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1988년에

국가의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면서 유적공원으로서

일반에 공개되었다.‘위안밍위안 유적’중‘시양로우’는

대부분 훼손 당시 그대로의 폐허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사진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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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이델베르크 성(독일) b.위안밍위안 유적 중 시양로우(중국)

사진 5 외국의 사적 보존·활용 사례(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2) 좌수 성지 당산숲 유적의 진정성 회복방안

숲띠와마을숲(방풍림, 비보숲, 당산목, 상징수목) 등의

물리적조건과당산제등의공동체문화는환경의지속성에

기여하고있다(신상섭, 2004). 한국의전통공간에서여가

공간은 ·亭·臺가자연가운데적당한위치에자리하며,

자연과 주거공간 사이의 신앙공간에는 장승·솟대·

성황당등이놓여지고그곳이마을의안녕과풍요를비는

성역화된공동체신앙공간이다(안계복, 2005). 즉성역화

된 공동체 신앙공간이 중간에 있으면서 그 위는 자연

식생과 접하고, 아래에는 마을이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모습은당산숲이있는마을에서많이찾아볼수있다. 

당산숲은 당산신(堂山神)과 자연을 위해 할애된 공간

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

에서는당산숲에들어가는기간이제한되어있으며,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현재 좌수 성지 당산숲은 그 용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당산숲공간안에어지럽게놓여있는통행로, 체육시설물,

당집 위에 있는 화장실 등의 시설물은 숲 내부에서 철거

되고, 숲을 비롯한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좌수

성지의진정성이보존될수있을것이다<그림6 참조>.

참고로 부산시 해운대구청은 동백섬에 있는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지에 대해‘성역화(聖域化)’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1년 3월). 이 곳은 최치원 선생 동상

바로 뒤편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고 유적지 곳곳에

운동기구가설치되어있어유적지로서의격을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다. 해운대구청은 배드민턴장으로

이용되는 등 수모를 겪어오던 최치원 선생 유적지에서

배드민턴장을철거하고, 정비하여본래의위상을되찾는

다는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당산나무 두 그루가 약 50m의 거리를

두고 각각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부지는 수

사적공원 및 좌수 성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좌수 성지전체를‘부산구포동당숲’의예와같이

‘부산 좌수 당산숲’으로 명명하고 천연기념물이나

국가사적으로지정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 관리주체는

부산광역시 수 구청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야 할

필요가있다.

부산구포동당숲의경우에는둘레에철책을설치하여

당산제를 지내는 음력 정월대보름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사진 6>, 엄격한 규제는 적절하지

않은것으로생각된다. 좌수 성지당산숲은물리적으로

어지럽게 놓여 있는 시설물을 제거한 후 원래 용도에

어울리는방식으로이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

당산숲·비보숲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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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좌수 성지’당산숲의 진정성 회복방안

a.당산제 당일 열린 문 b.당산제 c.당산제 다음날 잠긴 철책 문

사진 6‘부산 구포동 당숲’의 관리



숲·호수·우물 등 사회의 공공재산은 사용자집단이

관리할 때 다른 방법들보다 더 잘 운 된다”는 Ostrom

(2009)의 연구결과는 마을주민들이 보호, 관리하고

있는우리나라당산숲에대해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

있다. 드러나 보이지 않으나 당산숲 문화는 주민들의 삶

속에면면히살아있다<사진7>. <사진7a, b, c>는평시의

모습이고, <사진 7d, e, f>는 당산제 날에 본모습이다.

2011년 정월대보름인 2월 17일 개최된 당산제 날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산제를 지내는

수 향우회원 외에 지역구 국회의원, 수 구 구청장,

수 구의회의장등많은사람들이참가하여예를올렸다

<사진 9>. 당산제 시작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당집

안팎의 시설물에 묻은 먼지 등을 닦아내었다<사진

7e>. 평시에 마을놀이터로 오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당산제의 유지로 인해 좌수 성지의 진정

성이담보되고있다고할수있다. 당집은성주신당(城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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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당집에 예 올리는 할머니 b.지나는 길에 예 올리는 사람 c.조씨할매당에 예 올리는 사람

d.당집 앞에서 예 올리는 사람 e.자원봉사자들 청소 f.수강사 앞 제물

사진 7 주민들 마음에 살아있는 당산숲 문화

사진 8 독신기



神堂)과 독신묘(纛神廟)로 나누어져 있고, 두 곳 모두

예를올린다. 독신묘에서제를지낼때에는예부터소중히

보관해온독신기(纛神旗)를내건다. 독신기는옛좌수

수군을 상징하는 깃발로서,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이

그려져있다<사진8>.

2. 좌수 성지와당산숲에대한진정성회복의의의

1) 우리나라 전통조경 양식 및 문화경관으로서의 당산숲

위상 제고

양식(樣式, style)이란 사전적으로는“일정한 시대·

민족 등의 예술작품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말한다. 또는역사에나타난각시대·각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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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수 성내수호신 지 신위 j.독신 지 신위

k.향우회장 인사말 l.예 올리는 수 구 구청장 m.예 올리는 수 구 의회의장

d.성주신당에서 올리는 예 e.독신묘에서 올리는 예

f.당산나무(곰솔)에 술 붓기 g.당산나무(푸조나무)에 술 붓기 h.당산제 알림판

a.당산제 준비가 끝난 당집 b.성주신당 현판 c.독신묘 현판

사진 9 당산제



각지방의계통적인표현형식과수법을가리키기도한다

(박학재, 1998; 김 모와진상철(2002)에서재인용). 이때

예술사의 특징을 양식사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한

국가나 민족의 예술문화의 특징을 명확하게 분별시켜

줄수있다는점에기초한다(김 모와진상철, 2002).

중국의 풍수림(風水林, feng-shui forest, Forman

R.T.T., 1995), 일본의신사림(神社林), 국의자연풍경식

정원,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 등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으며그나라의숲문화를대변하는정원·공원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농어촌마을의 당산숲도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러한

성곽 내에 존재하는 당산숲은 더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로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임란 관련 역사를 간직한 대도시 부산의

좌수 성지당산숲이잘정비된다면농어촌에묻혀있는

일반적인 당산숲과 함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우리나라

숲 문화를 대변하는 하나의 양식으로서 세계에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도시 부산의 위상 제고@@  

수 구청은 수 성과 관련된 문화재를 정비·복원

하여 역사교육장 및 시민휴식처로 사용하고 관광객과

외국인에게볼거리를제공하는등수 의역사와문화를

보존하고 부산의 새로운 역사유적 관광지 조성을 위해

2011년 완공 목표로 수 사적공원 정비복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외국인들은 부산보다는 경주 등 타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사진 1>에서 보듯이

좌수 성지앞의수 강주변은넓은도로와고층건물로

꽉차있고시내의다른곳도유사한모습인데온통이런

모습인도시를보겠다고찾아오는외국관광객은없을것

이다. 쇠퇴해 가던 국 런던이 근래에 세계적 도시와의

경쟁에서 리지 않고 위상을 회복한 것은 그들 나름의

전통을존중하고확장해나가는문화적정체성이있었고,

사람이 머무르고 싶은 매력 있는 장소 만들기에 대한

노력이있었기에가능했던것으로파악되고있다. 따라서

대도시 부산의 좌수 성지와 당산숲에 대한 진정성이

회복되고 정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인 명소가 될

잠재력이 있으며, 더불어 부산의 도시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역사적 기념물의 진정성을 보존

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게 된다<사진

10b, c>. 좌수 성지와 당산숲 및 관련 유적 정비의 당위

성은 백산에 세워져 있는 임진왜란 좌수 ‘무주망령

천도비(無主亡靈薦度碑)’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임란 성지(聖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화민족의

수치이며, 임란 때 희생된 선조를 욕보이는 일이기 때문

이다<사진10a>. 

결론

본 논문은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소중한 전통 문화

유산으로서큰가치를지니고있는‘좌수 성지’당산숲의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상실된 채 관리되고 있는

좌수 성지 당산숲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것이다. ‘좌수 성지’의가장큰장소성은이곳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란 성지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이일어나고좌수 성지를함락한왜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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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좌수 성지 복원을 염원하는‘좌수 무주망령천도비문’ b.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어린이들 c.숲 안을 돌아보는 어린이들

사진 10 올바른 역사 교육장으로서 성역화되어야 할 좌수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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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좌수 성지 안팎의 수 많은

주민들이무참히살륙당한곳이다. 현재‘좌수 성지’의

문제점은 국가사적급 유적이 마을놀이터로 이용되어

장소의진정성이왜곡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유적의

진정성」을 중시하는 국제적 관리사례를 보면 원래의

용도에서벗어나는이용은철저히금지되고있다. 

좌수 성지의 당산숲은 곰솔림으로 되어 있으며 약

230×130m 규모로 남아 있다. 부산광역시 시도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수 사적공원으로 이용

되고있는좌수 성지와그안의당산나무인천연기념물

두 그루를 함께 묶어서‘부산 구포동 당숲’(천연기념물

제309호)의 예와 같이‘부산 좌수 당산숲’으로 명명

하고천연기념물또는국가사적으로지정할필요가있다.

당산숲은 당산신(堂山神)과 자연을 위해 할애된 공간

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당산숲 공간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제거되고 숲으로 이루어진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좌수 성지의 진정성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 주체는 부산시 수 구청에서 문화재

청으로이관되어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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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Jwasuyeongseongji’(Site of naval wall-fortress in Suyeong) in Busan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t has been
desturbed mostly, and is named ‘Suyeong historic site’.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of ‘Jwasuyeongseongji’is that it
was a historic place confronting with the Japanese Invasion of Chosun in 1592. This was the place where the Japanese
Invasion of Chosun broke out and a number of people were slaughtered by the Japanese invaders. Now the place is
converted to a playground. Although ‘Jwasuyeongseongji’is the place of historic interest, the forest area is separated
by paths and sidewalks. Further, there are sports facilities and relaxing people. Examples of advanced countries show
that the abuse like Jwaisuyeongseongji is thoroughly prohibited.

Although the Dangsan forest of jwasuyeongseongji remains in the megalopolis of Busan, it has been damaged and
abused in spite of being a historic site. Nevertheless, Jwasuyeongseongji is an invaluable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solutions of authenticity restoration for the remains of Dangsan forest at
Jwasuyeongseongji in Busan. 

The Dangsan forest at Jwasuyeongseongji is a forest of Pinus thunbergii in an area of 130m×230m.
Jwasuyeongseongji is currently named Suyeong historic park, and is registered as monuments No. 8 by Suyeong-gu,
Busan. The two Dangsan trees at Jwasuyeongseongji are registered as natural monuments No. 270 and No. 311. The
complex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designated as ‘Dangsan forest of Jwasuyeongseongji in Busan’, and
managed as a natural monument or national historic site. Dangsan forest has a meaning of divine place. Therefore, the
artificial facilities need to be removed from Dangsan forest so that the original features are restored with the spirit of
Jwasuyeongseongji. Also, the administration needs to be transfered from Suyeong-gu, Busan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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