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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일본육군 보병80연대

현재의 캠프헨리 땅은 조선시대 이래로 교장(校場), 장대(將臺)벌로
불린 지역으로 군인들이 대규모 훈련을 하던 지역이다. 대구에

처음으로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 직후 1904년이다.
그해 7월 일본군 통신대가 달성공원 앞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1907년 제12여단사령부가 대구역 건너편, 제14연대가 대구읍성 안
친군남영 자리에, 그리고 제10중대 본부가 대구읍성 밖 관덕정에
주둔하였다. 1909년에 이르러 제12여단사령부가 일본으로 귀환하고
식민통치를 위한 임시조선파견대 사령부와 산하 보병 제2연대,
제3연대, 제3대대 본부가 다시 대구에 입성했다. 경성위수병원
대구분원(후에 대구위수병원으로 개명함)도 당시 경상감영 남쪽에
위치하며 처음으로 군인병원이 개원했다.

그림1 일본군 보병80연대 본부 연병장에서의 사열, 80연대 제대군인 앨범

1910년대 초반에 대구에서 군부대유치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1916년 4월부터는 일본군 보병80연대(하치쥬엔따이)의 사령부가
이천동 361-3번지 일대의 땅에 주둔하였다. 더불어 군인들의
식수공급을 위한 대봉배수지, 장교들의 숙소를 위한 육군관사지역,
체력훈련을 위한 공설운동장, 전몰장병들을 위한 위령탑 및
임시비행장(현 캠프워커)도 함께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일본이
패전하고 80연대를 무장해제시킨 미군이 그대로 적산(enemy’s
asset)으로 인수하면서 미8군(Eighth United States Army)
대구사령부 캠프헨리(Camp Henry)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로 몇백 년, 근대이후로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군사 기지로
사용되고 있어 주변 동네의 변천사에 있어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

121

무늬가 바뀌지 않은 땅

일제강점기 | 일본육군 보병 80연대

80연대가 있는 고장, 사과 과수원이 있는 고장, 대구는 그렇게 불리고
있었다. (…) 역시 그 시절 동요 속에 ‘스크럼을 짜고’ 라는 말이 있어서
“스크럼이 뭐야?”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다.
‘쇼와의 어린이’는 어깨를 단단히 펴고 군대식으로 행진하는
이미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다. 남자아이들은 크면 군인이 될

그림2 일본군 보병80연대 전경, 80연대 제대군인 앨범

거라고 대답했다.2
일본 80연대장은 대좌(대령)로 영남권 일대를 지휘하며
그 세력이 막강했다고 한다. 그의 숙소는 현재 건들바위 언덕 일본군
관사 중에 하나로 80연대는 조선인 폭도들의 침입을 우려해 부대 주변에
인공도랑을 만들었다. 인공도랑은 부대 북편에 이천동 문화지구에서
시작하여 북쪽 끝 영남대로까지 둘렀으며 현재 복개천으로 그 옛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평화슈퍼 앞의 횡단보도가 복개되기
전까지 이천교, 북동쪽 모서리에 병영교 등이 있었다.
언덕을 올라가면 넓은 대지가 있고, 안쪽으로 향해 울타리를

캠프헨리 인근에서 살았던 모리사키 가즈에의 기억에 의하면
“아침에는 80연대의 병영에서 기상나팔이 바람을 타고 주택가까지
들려왔다.” 1고 한다. 말 탄 군인과 나팔 소리 등 군대가 주둔한 마을
풍경 속에는 아이들의 노래에도 군부 문화가 스며들 수밖에 없었다.
1936년에 발행된 「대구독본(大邱読本)」이라는 청소년

도서에서도 80연대의 ‘군기제(軍旗祭)’와 많은 시민이 참여한

‘군기배수기념일(軍旗拝受記念日)’의 모습 등이 소개되어 있다.

1940년대 전쟁 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중학생 소년의 모습을

그린 고바야시 마사루의 단편 「검은 여름(黒い夏)」(1963년)에도

“소학교의 동급생 중에도, 중학교 때부터의 친구 중에도, 보병장교의
아들이나 헌병의 딸 등이 아주 많았다.”고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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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이 딱 세 채 있었다.(…) 언덕 밑에도 몇 갈래의 길을 두고

2 위의 책, 같은 쪽.

1927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태어나 1944년까지 대구 남구

그것은 육군 장교 관사였다. 이 관사의 언덕 끝에 약간 모던한 구조의

모리사키 가즈에, 박승주· 마쓰이 리에 옮김, 글항아리, 2020, 11쪽.

그림3 1920년대초반 일본군80연대 군기제, 80연대 제대군인 앨범

1 ｢경주는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 식민지 조선에서 성장한 한 일본인의 수기｣,

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나무숲이 많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육군관사가 늘어서 있었다. 언덕 위는 대위 이상의 군인이 사는데,

그림4 일본군 80연대 북동쪽 모서리의 병영교 – 멀리 대봉배수지 첨탑이 보인다
80연대사병 전역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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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되는 중학교, 대구중학교

소좌 · 중좌 · 대좌 · 소장3 하는 식으로 계급이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들어가고 집도 커졌다. 맨 안쪽에는 보병 제80연대의 연대장 집이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전형적인 식민지

있었다. 그 마당은 부드럽게 넘실대는 넓은 잔디밭으로, 소나무가

교육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식민지 교육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굵은 뿌리를 울퉁불퉁 드러내고 있었다.4

위해 조선 내에서의 교육을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전문교육으로

한정했다. 일본인이 재학하는 학교의 명칭은 중학교(中學校)였고,

조선인이 재학하는 학교의 명칭은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였다.

이 두 학교는 완전히 다른 학교급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일본인은
처음부터 5년제 중학교에 진학한 반면 조선인이 다녔던

고등보통학교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당시 4년제였다. 일본인이
중학교에 올라오기 전에 다녔던 소학교가 6년제인 반면 조선인이
고등보통학교에 올라오기 전 다녔던 보통학교는 4년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보통학교는 제대로 된 중등교육이 아니라 '초등교육의
연장'에 불과했다.

1919년 3월 8일 대구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영남지역 최초
3.1운동이었다. 시위대는 ‘대구 큰시장’이라 불렸던 옛 서문시장

모리사키 가즈에, 박승주· 마쓰이 리에 옮김, 글항아리, 2020, 17쪽.

4 ｢경주는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 식민지 조선에서 성장한 한 일본인의 수기｣,

입구(구 동산파출소 터)에서 출발해 대구경찰서(현 중부경찰서),
대구읍성 영남제일문 터(약전골목 내 종로와 남성로 교차 지점), 동장대
터(현 중앙파출소)를 거쳐 너른마당(대구백화점 북측 구 달성군청
터)에 이르렀다. 이때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80연대가 출동해
길을 막았고, 그곳에서 많은 시위군중들이 체포되고 부상을 입었다.
이날 시위로 시민과 학생 157명이 구금되어 67명이 재판을 받았다.
1945년 연합군의 오끼나와 공격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합군의

5 매일신문, 1991년 3월 1일

소위에 해당한다.

3 구 일본군 계급으로, 소좌는 소령, 중좌는 중령, 대좌는 대령, 소장은

그림5 현 대구향교 남측 일대의 일본군 80연대 육군관사, 일제강점기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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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대구중학교 본관 전경, 일제강점기 엽서

한반도 상륙을 대비한 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80연대는
경북방위군 24부대로 개편되어 일본 항복 시까지 주둔했다. 80연대

1922년 2월 6일 일제는 3.1운동 같은 민족적 저항을 방지하려고 ‘문화

정치(文化政治)’라는 미명하에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7)을

내에는 일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애국충성비’가 세워졌지만 이
비는 1949년 육군보병 제6연대장 오억준 중령이 3.1운동 30주년을

발표한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학교 종류와 수업연한에서 일본과

맞아 탑신을 그대로 둔 채 글자를 ‘애국헌신’으로 고치고 이면에

동일한 학제를 채택하고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소학교와 같은

국군의 3대 선서를 새겨 3.1운동 기념비로 바뀌었다.5

6년으로 늘어났다. 1926년 무렵 대구에는 소학교, 고등소학교,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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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여학교, 고등상업학교, 고등농림학교, 기예학교, 사범학교,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부임한 젊은 신임 영어교사,

의학전문학교 등이 있었다. 소학교와 중학교, 고등여학교는 일본인이

우메하라 겐타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우메하라 겐타의 모델은

통학하는 학교였고, 조선인 소학교는 보통학교, 중학교는

우메하라 게이이치, 즉 최규하 전 대통령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고등보통학교, 여학교는 고등보통여학교라고 했다. 고등보통학교는

하고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41년 2월에 동경고등사범학교를

5년제로 대부분 엘리트 가정의 조선인 아이들이 진학했고 학교에서

졸업하고 한 학기 동안 대구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영어는

모든 대화는 일본어였다. 1921년 설립된 대구공립중학교(이하

물론이고 일본인보다 더 일본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대구중학교)는 5년제 10학급으로 시작했다. 대구중학교 부지는 80연대

어학실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로 조선총독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둔지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어 군사교련이나 야외연습

동경고등사범학교의 적극 추천으로 일본인 학교 교사로 부임할 수

시에 지도와 지원을 받는 등 연대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있었다고 한다.6

“기숙사 창문으로 날마다 병졸들이 열렬하게 교련을 하고

“남자는 선명한 색의 푸른 양복을 입고 새빨간 넥타이를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부지불식간에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는

매고 있었다. 키는 아마 5척 8촌 정도였다. 그는 로이드 안경을 쓰고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했다. 특히 올 가을에는 실탄 훈련에 대한 지도,

있었는데 테는 검은 색이 아닌 연지색이었다. 머리카락은 젊음을

운동회 때 기관총대의 응원에 이어서 이번 3일 동안의 영내 숙박 등

드러내기라도 하는 듯 새까맣고 윤이 났다.” 7

얻는 바가 매우 많았다.”

소설 속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중학교 3학년생 고로는 우메하라
겐타의 세련된 모습과 억양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쿄 출신일 것이라
믿어 버린다. 세련미에 친근함, 싱그러운 젊음과 에너지로 학생들

1927년 진주에서 태어난 고바야시 마사루는 농림학교 생물교사를
하던 아버지의 전근으로 인해 소학교 무렵 대구로 이사와 1944년
일본으로 귀환하기까지 대부분의 성장기를 대구에서 보냈다. 소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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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임동욱, 함성득 ｢행정논총｣ 제56권

마사루의 소설 「일본인 중학교」(1957년)의 무대는 대구중학교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주인공 고로는 “차가운 쇳주먹이 그의 여린
심장을 때리는 것을 느꼈다.(…) 누가 했어, 그런 잔인한 말.”이라며
충격에 빠진다.

제1호(2018년 3월), 71~91쪽, 77쪽, 서울대학교.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과 멸시를 잘 보여주는 고바야시

2012년, 137~167쪽에서 재인용. <잊혀진 최규하 대통령의 행정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

｢일본인중학교｣, ｢쪽발이｣ 저자

6 최규하 전 대통령과 대구중학교, 박승주, ｢매일춘추｣, 2015.7.8.

그림7

7 하라유스케의 논문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최규하(崔圭夏)>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우메하라 겐타가 조선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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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대구중학교 영어교사였던

최규하 전 대통령, 영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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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본인보다도 일본인답게 보였던 우메하라 겐타가 실은
조선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흥분이

1961년 1월 1일 구제 실시로 설치된 대구광역시 남구는 대명동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일본인 학생들의 지배자 의식은 단숨에 분출됐다.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명동은 대구광역시 소재 동들 중 행정동이

다음날 영어 시간이 시작되기 전, 교실은 이상한 활기에

가장 많은 동이다. 1965년 2월 1일의 동 행정구역 개편 및 통폐합에

둘러싸인다. 누군가가 힘껏 창문의 커텐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다른

의해 남구는 남산1동, 남산2동, 남산3동, 대봉1동, 대봉2동, 대봉3동,

누군가는 밖에서 깨진 오지그릇과 밥공기를 가져왔는데 이것들로

봉덕1동, 봉덕2동,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등

교탁이 장식되었다. 잔인한 열기로 가득 차 있는 조용함이 흐르는

13 행정동으로 개편되었다. 1980년 4월 1일 남산동 일원(남산1동,

교실에 경쾌한 발걸음으로 우메하라 겐타가 들어오지만 곧바로

남산2동), 대봉동 일부(대봉1동, 대봉3동), 대명동 일부(대명4동,

교실의 이변을 알아차린 그의 안색은 변했다. 그의 얼굴은 파랬다.

대명6동)를 중구에 편입하게 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재 제5호인

입술에도 혈기가 없었다. 눈은 정신 나간 것처럼 크게 떠져 있었고,

구 대구사범학교(본관과 강당)는 현재 중구의 관할에 있다.

양손은 축 늘어뜨린 그대로였다. 가까스로 그는 낮고 떨리는 소리로,

대구사범학교는 2층 벽돌조 건물로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니……” 8

1923년 경북도립사범학교로 설립되었다. 1925년에는 강당을 건축하고,
1929년 4월에 관립 사범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931년 기숙사 및 학교장

결국 우메하라 겐타는 일본인 학생들의 멸시와 조롱으로

관사 신축공사를 하였다. 사범학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보통학교를

학교를 사직하고 만주로 가버리며 소설은 끝난다.

졸업하고 들어갈 수 있었으나 1943년 ‘사범학교 규정’이 제정되면서

패전으로 인하여 일본인학교로서의 기능이 정지된 후,
1946년부터 80연대 부지에는 미군이 주둔하였고, 부대 내에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교사 양성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일제강점기

대구중학교의 기숙사가 세워지기도 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대구사범학교는 경성사범학교, 평양사범학교와 더불어 조선 3대

그 구획 안에 있던 대구중학교도 미군에게 대여하고, 1952년 미군부대

사범학교로 꼽혔고 학비와 기숙사비는 물론 용돈까지 지급되었다.
일제의 삼엄한 통치 하에서 황국신민 육성을 위한 교사

동편으로 교사가 신설되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한 미군기지
캠프헨리로 사용되는 이천동 361-3번지 일대의 땅은 지속적으로

양성 전문기관이었지만 1939년 대구사범학교 7회생들을 중심으로

군사용도로 사용되며 엄혹하고 무거운 한국사를 품고 있다.

반일민족의식의 조직화를 위해 표면상 문예활동을 표방하는
‘문예부’와 학술연구를 표방하는 ‘연구회’를 통해 민족의식·항일정신을
고취해 나갔다. 1939년 7월 일제가 전시동원체제의 일환으로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강제 동원할 때 대구사범학교

8 위의 논문 77~78쪽.

전교생이 왜관의 경부선 철도 복선 공사에 동원되었는데 여기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조선인 학생들이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41년 2월 15일 유흥수(柳興洙)·문홍의(文洪義)·이동우

(李東雨)·이주호(李柱鎬)·박우준(朴祐寯)·권쾌복(權快福)·배학보
(裵鶴甫) 등 16명이 항일비밀결사인 다혁당을 결성하게 된다.

그림9 현 달구벌대로에서 대구사범학교 방향 전경, 일제강점기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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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졸업 이후 전국 각지로 흩어져 교직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 수업시간에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설화를 가르친
졸업생이 1941년 7월 검거되면서 졸업생·재학생·교사·학부모 등
300여 명이 붙들렸다가 6개월 동안 혹독한 취조를 받았다. 이 가운데
35명이 기소되어 예심에 회부되었고, 결국 34명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최고 8년, 최하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5명이 옥중에서
사망하고, 12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출옥 후 세상을 떠났다.
해방 후인 1946년 10월 15일, 대구사범학교 본과는 대학기관인
국공립 대구사범대학으로 승격되고 이어 1962년 경북대학교로 흡수

그림10 육군관사 맞은편 언덕에서 촬영한 대봉배수지 전경, 일제강점기 엽서

통합되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모태가 되면서 대구사범학교는
1963년 초 공식적으로는 폐교되었다. 등록문화재인 구 대구사범학교의

대봉배수지

본관과 강당은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의 교정에
위치해 있으며 본관 1층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대구상수도는 1906년 일본인대구거류민단에 의해 설치문제가

역사관이 되었다. 1972년 본관 건물은 화재로 서쪽 교실이 전소되고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1911년 대구 최초 상수도설치계획 수립,

외벽만 남았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총공사비 일화 48만5천엔(円)의 예산으로 1914년 7월 착공, 1918년

본관 앞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사범 출신(1932~1937년)이라는

3월 가창정수장과 대봉동 수도산 대봉1호 배수지를 준공하여 3만

사실을 알리는 표석(2005년)과 다혁회 사건으로 옥중에서 숨진 분들을

명에게 하루 2,800m3 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기리는 ‘대구사범학교 항일학생의거 순절 동지추모비’(1973년)가

대구의 남동쪽 시가지로부터 약 9km 떨어진 가창면 오동의

나란히 세워져 있다.

취수정에서 신천 상류의 복류수(하천의 수위가 주변의 지하수면보다

1932년부터 37년까지 대구사범학교를 다닌 박정희는 1936년

높을 때 지하로 침투하는 하천수)를 끌어들여 대구 시가지에서

당시 대구사범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2주일씩 80연대 들어가서

약 8km(20리) 떨어진, 파동의 정수장에서 처리 후 대봉동의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소년들은 비인간적인

대봉1호배수지로 보내고 이곳에서 시가지에 급수하였다. 당시

노무 작업에 강제 동원되어 가혹하게 시달리고 있었고, 1934년 즈음

대구 인구 4만 명에 1인당 801리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었지만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저항적인 경향을 가지면

2,800톤 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은 한국인 부자들과 일본인이

퇴교 당하는 등 병영화된 학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81연대, 기숙사는

사용하였다고 한다. 가창정수장으로부터 대봉1호 배수지까지의

송수관은 구경 300mm관(管)을 포설하였으며 그 총길이는 약

제2형무소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4,350m에 이르렀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대구 인구의 증가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배급수량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1921년 말경부터는 여러 차례 단수 소동이 빚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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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보조수원지는 약 30연간 존속하다가 수질이 나빠져서 1967년
초에 수성보조 수원지와 함께 폐쇄되었다.

그림11 대봉배수지 2호기 (1호기와 다르게 위에 탑신부가 없음)

9 상수도사업 100년 1906~2005, 대구광역시, 2006, 85쪽.

했다. 이에 대구부에서는 1924년 4월 시설확장공사를 시작해서
이듬해인 1925년 4월 수원지 시설확장과 시가지배수관 증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급수량은 4,600m3 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3만
3천명의 인구가 하루 140리터씩 사용하는 양으로 예상되었다. 이
확장사업에서 새로 개발한 수원지는 대구 동편을 흐르는 신천의
상류지점으로, 대구시가지로부터 약 9km 떨어진 달성군 가창면
냉천동의 서북편 끝으로, 취수구와 정수장에 있는 양수정을 연결하는

그림12-13 배수지 접합정

배수지 염소투입실

도수관은 구경 200mm관을 사용하였고 그 총길이는 약 2,754m에
이르렀다. 같은 해 12월 10일 대봉1호 배수지 바로 곁에 2호 배수지를

대구 남구 이천동 439번지에 위치한 대봉배수지는 상수도사업본부

증설하였고 1928년 말 대구부의 배수관 총길이는 33,100m에

건물 등을 제외하고 면적 2,298m2 의 규모로 2006년 6월 19일

이르렀으며, 급수구역 내의 총 20,571가구, 인구 88,609명 중

국가등록문화재 제251호로 지정되었다. 대봉 1호 배수지는 원통형

급수가구 수는 4,710가구에 급수인구는 20,555명에 이르렀다.9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11개의 원형 창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창 주위에는 곡선형 테두리를 돌려 장식하였다. 현재까지

당시 대구 시내에 매설한 배수관의 파이프라인은 현재까지

배수지 2호, 붉은 벽돌과 정교하게 가공된 화강석을 사용해 화려하게

남아 재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창수원에 대한 두 번의

장식한 접합정(接合井), 염소투입실, 돔 형태의 작은 건물 등 여러

상수도 설치공사와 수원 및 시설확장 공사에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또 수원이 부족하게 되어 1930년 10월 응급조치로 보조수원을

시설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대봉1호배수지의 돔형 탑신부의 대리석에

새겨진 글씨는 ‘일석신(日夕新)’이다. 낮이나 밤이나 새롭고 맑은 물을

개발키로 하고, 당시 물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던 대봉동 수도산 밑
“배나무 샘” 부근에 대봉보조수원지 신설공사를 착공, 1933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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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1925년 6월 6일자 동아일보에는 두 개의
단체로 나뉜 부녀회의 견학 풍경을 소개했는데 그해 5월 30일 오후

근대적 개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도는 1918년부터 1943년까지

240명의 부인들이 자동차로 잠종제조소, 공장, 배수지 등 근대 산업

22년 동안 475백만 원을 투자하여 시가지의 범람, 하수의 정체,

시설물들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

오염 및 방류 분뇨 처분을 목적으로 225km 간선 및 지선하수도를
개량 또는 건설한 것이다. 대구의 하수도는 구한말 이후 대구성내에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1913년 현 중앙공원 앞 450m의 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 하수도시설을 한 것이 처음이었다. 차츰 주택이
도심지에 밀집하고 강우 시에 우수가 범람하게 됨에 따라 시내 간선
하수도인 달서천 개수공사를 1917년 공사비 13,600원을 투입하여
921m를 시설한 바 있다. 근대식 하수도는 1918년 5개년 계획을
수립(1923~1928), 7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13,038m를 시설하여
달서천 및 신천으로 방류토록 한 이래 대구의 발전과 더불어 하수도
사업도 점차 발전하여 현대식 하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림14 양지의 부인사회견학 2대로 분하야

제2단 또한 3일 오후 1시 정각 전후하야 240명의 부인이 빠짐없이 모여
마치 한 가지 자동차로 ‘원잠종제조소’로 향하여 양잠상황을 고루 본 후

‘감옥’을 다음으로 보았으며 기차에 기류회사공장, 편창제사공장, 그리고
배수지에 이르러 견학의 종을 고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녹음 우거진

배수지 구내에서 추첨여흥으로 반일간의 피로를 망각케한 한바탕 흥미의

그림15 1937년 건립된 대명동 공설운동장, 일제강점기 엽서

소를 정한 공전의 성황으로 원만히 마치었는데...(대구)

대구공설운동장

1920년 조선체육회의 설립을 시작으로 각종 운동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지방에서는 청년회가 조직되어 시민운동회와 각종
경기대회를 주최하는 등 지방스포츠의 활성화가 일어났고 근대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라 대구 발전과 대구부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931년 5월 31일 준공되었다. 대구에 만들어진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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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장인 대구공설운동장은 경북체육협회에서 특별조사위원을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0 그들의

위촉해 대도시의 각 운동장을 참조, 시찰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전망처럼, 오랜 동포의 염원대로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마침내

계획을 세우는 등 국내에서 경성운동장 다음으로 최고의

해방을 맞았고 충령탑은 광복 첫돌인 1946년 8월 15일 수많은 시민이

경기장이었다. 경상북도와 대구부의 무상지원을 통해 동운정(현재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되었다. ‘8·15해방 1주년 기념준비위원회’의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안)의 관유지 7,299평에 3천엔의

주관 아래 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의 각 정치·사회단체, 미군정 대구시

예산으로 야구장과 정구장을 만들어 6월 1일 개장했고 이후 각종

관계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8·15 첫돌 기념식을 가지고, 기념식이

체육운동은 물론 옥외집회장으로 이용되었다.

끝난 후 대명동까지 행진해 충령탑 폭파식을 거행했고 순국애국지사

6월 7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개장식에는 내외귀빈을

유족대표로 선정된 정문택(대구 노동운동의 대부 정운해의 아들)이

비롯한 관민 300여명이 참여했고, 개장식을 마친 후 각 경기장에서

폭파단추를 눌렀다. “충령탑을 깨끗이 시원하게 폭파해서 일제

개장기념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운동장 정액 입장료는 대인 5전,

잔재를 쓸어버려 감명 깊게 했습니다.”라는 당시 ‘해방뉴–쓰’ 보도처럼

15세 미만 3전이었고 운동장 사용료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기의

첫 광복절은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다.

경우, 야구장은 1일 10엔, 4시간 이내 2엔, 정구장 1일 5엔, 4시간 이내
50전이었다. 운동장 개폐장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 시간을
정해 운영했다.
1934년 8월 세무감독국 청사건설에 의해 부지의 일부

85,000엔의 예산으로 총면적 29,000평에 육상장, 야구장, 정구장
등을 갖춰 모두 1만 1천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
대구공설운동장은 미군정 시기에 미군주택지로 사용됨에 따라
1948년 4월 북구 고성동으로 터를 옮기고 대구운동장으로 개장했다.
충령탑

1930년대 말, 대구공설운동장 서북쪽 언덕(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일제는 만주사변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높이 30m의
충령탑을 세웠다. 1940년 9월 말경 대구사범학교 심상과 8기생
70여명이 충령탑에 모여 1939년에 있었던 왜관사건을 계승을 위한
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2019.3.22, ddch.kr(다대중앙교회)

대구종합운동장이 1937년 5월 건설되었다. 대명동의 종합운동장은

11 <대구사범학교 ‘연구회’ 사건과 민족 독립 교육>, 김진태,

반환으로 운동장이 협소해져 대명동의 영선못을 메우고 새로운

그림16 계성학교 학생들의 충령탑 방문, 서동성 개인앨범

“......서로 맞대고 나니 위문의 인사말도 나오지 않고, 본사 장인환
사장 이하 일동도 울고, 이재민도 울고, 위문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우러나는 동포애에 잠기어 낙루오열하였다.” 11

전쟁 확대는 세계대전을 초래할 것이며 서방의 생산력과 군사력을

충령탑이 세워졌던 언덕은 6.25 때 UN군으로 참전한

일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패망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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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남문시장에 형성되었던 판자촌이 철거되면서 철거민들의 임시
이주지로 동네가 형성되었고 충령탑이 있던 곳이라 하여 탑동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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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 주둔기

캠프헨리

“휴전이 되고 해가 바뀌었다지만 그 무렵까지 대구시에는 2군사령부,
군 통합병원, 미8군사령부 외에도 육군본부가 미처 환도하지 못한
채 있었고, 군부대에 기댄 각종 기업체와 군수 공장과 하청공장이
많아 전쟁 경기가 좋았다. 시내 중심거리인 중앙통, 향촌동, 송죽극장
일대에는 넥타이 맨 양복쟁이와 양장 차림에 뒷굽 높은 뾰족구두를 신은
젊은 여자들로 넘쳤고, 군복 차림의 한국군과 미군도 민간인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한편, 피난민, 실업자, 잡상인, 지게꾼, 거지,
구두닦이 또한 발에 차이는 돌멩이만큼이나 널려 있었다.” 12
한국전쟁이 터지고 1952년까지 대구시는 한국군, 미군 8군단 및
제5공군의 총사령부가 주둔했었다. 1951년까지 36.9%, 그 이듬해에는
10.4%의 인구가 증가했고 1953년 전쟁 마지막 해에는 전후 잔류인구
52,206명을 포함하여 약 104,894명의 난민들이 대구에 있었다. 13
대구 방천(현재 신천)은 빨래터로 낡은 군복 세탁과 장작불을
지펴 빨래를 삶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넘쳤고 도심에서는 전국
사투리를 들을 수 있었다. 팔·다리가 없는 상이군경이 군용 가방
물건을 팔았고 슈샤인 보이라 불리던 구두닦이와 신문팔이, 껌팔이

14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BA%A0%

등은 소년들의 노동이었다. 양색시인 한국애인과 함께 온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 영화관의 간판을 그리는 사람, 미군 부대에서

ED%94%84_%ED%97%A8%EB%A6%AC

김영화 번역(2012), 도서출판 양서원, 2012

12 김원일, 「마당깊은 집」, 1997, 11쪽.

그림17 신천에 몰려든 피난민들의 바라크(임시 움막) 「Russel Lewis」

13 「전환의 도시, 대구｣, 이만갑, 허번트 R 베린저외 15인(1969),

속에 잡동사니를 넣고 대구역, 다방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돌며

사환으로 일하는 신여성 등 전쟁 후 대구의 풍경은 인간시장을
방불케 하는 난전과 같았다.
일본군 80연대가 주둔했던 군사 용지와 시설을 1945년 10월
1일 미군이 이어받아 주둔하기 시작했고 당시 이름은 캠프헨리가
아니라 캠프 스킵워스(Camp Skipworth)였다. 6만 2천평 규모의
주한 미군 병참·행정 사령부인 이곳은 1950년 9월 1일, 한국 전쟁 중
전사한 제2보병사단 제38보병연대 F 중대의 프레데릭 F. 헨리 중위를
기념하며 1960년에 캠프헨리라는 명칭이 붙여졌다.14
건들바위네거리에서 남구청사거리로 가는 길 좌, 우로
포진한 캠프헨리는 미8군의 주력, 핵심 부대로서 현재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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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기지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후방의 군수지원은 물론 수송의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15 (약칭

임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지이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남구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되었고, 장기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전이

일대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가 접변한 곳이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저해된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2008년에는 법률 제15800호

오히려 미군부대로 인하여 오랫동안 주변 지역과 단절 되고 고도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7층에 걸려 지역발전이 저해된 낙후지역으로 대구에서 가장 고령화된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고 남구청에서는
2013년 ‘이천동 주거지 재생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2000배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단 이 연구에는 갈등과
단절의 상징이던 미군부대 일대를 재구성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민과 미군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화감을 주던 미군 담벼락 재정비, 주민과 미군의
언어 교환 프로그램 마련, 국제화특화지역을 통한 간판 영어 혼용기재

그림18 미8군 대구사령부(캠프헨리) 배치도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한편 2019년 10월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주한미군 자녀 3명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주민들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주민 3명을 집단폭행하고
부근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다음날 봉덕동의 한 슈퍼마켓의

미군공여구역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기본원칙

16 ulex.co.kr

대한 폭행·성추행 사건도 일어나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졌다.

15 www.law.go.kr

2002년 8월 캠프헨리와 캠프워크의 이천동 주택가 골목에서 한국인에

하에 대구광역시 남구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6

주인 방모씨가 기물 파손을 우려해 항의하다 미군 2명으로부터
폭행당했고 얼마 후 9월에는 남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미군

미군부대가 있어 무엇이 특별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천동에

중위가 여자 손님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자를 미군

살고 있는 꼬마 아이(이소율, 10세)가 대답했다.

측에 넘겨주어야 하는 불합리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한국

“골목이 미군부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거기에

측의 안이한 수사 태도는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고 같은 해에 일어난

서가지고 불꽃놀이 하는 거 봤었어요, 그리고 미국 국기랑 한국

경기도 양주의 미군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효순이·미선이

국기랑 같이 있는 그 코로나 현수막. 이겨내요~ 하는 거, 학교에서도

사건)으로 인해 반미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기지 되찾기

동네 한바퀴 하면서 99계단 밑에 벽화 있는 거 사진 찍으러 왔었어요.”

시민모임을 비롯하여 대구지역 시민단체 10여개는 연석회의를 갖고

벽화를 그리고, 할로윈 파티를 함께 개최하고, 미국

미군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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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즐기면서 이천동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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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미군부대라는 환경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불편한 동거에서

진동으로 늘 고통을 받아왔고 골프장으로부터 골프공이 민가로

다문화와 다양성이 존재하는 동등하고 평화로운 국제화특화지역

날아드는 등 인근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했다.

조성을 위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캠프워커

1904년 러일전쟁(露日戰爭) 때 일제는 자국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대구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1907년 현재의 남구 대명로 240
일대에 경비행장, 탄약고, 군사 훈련장을 설치했다. 광복 직후에는
한국 정부군 비행장으로 사용되었고 한때 대한민국 공군본부가
주둔하기도 했으며, 한국 최초 개발 항공기인 부활호도 이곳에서
비행하였다. 이곳 22만 6천 평은 1959년부터 미군부대 캠프워커
(Camp Walker)가 되었고 대구 남구에 위치한 미군기지 중에 가장

그림20 2000년대 초반 캠프워커 정문앞에서의 시위

규모가 크다. 기지 명칭은 1950년 12월 23일 당시 교통사고로 순직한
국제 연합 사령부 지상군 사령관이었던 월턴 A. 워커 중장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곳에는 고정익기(항공기의 종류 중 하나로, 날개를

65년 이상을 대명동에 거주하다가 2, 3년 전 이천동으로 이사하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활주로도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사용되지

신영배 씨(75세)은 남구 봉덕동 관제탑이 있는 자리가 활주로였고

않고 있으며 현재는 헬기만 운용하고 있다.

그곳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L19 경비행기가

있어 헬기장 주변 주민 1만여 명은 헬기 이·착륙 때 나는 소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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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워커 못 가서 보면 지금도 활주로가 쭉 돼가 있어요.

18 대구시 남구 숲 공원 조성 계획 (캠프워커 반환 공여지를

관제탑 서 있고. 지금은 헬기정도 뜨는데 에르 나인틴 비행기 그거는
지금 없어진지 오래됐고......”
헬기장 인접 지역에는 지상 3층(높이 9m)으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2000년 5월
28일 캠프 내 석면 오염 확인, 11월 22일에는 항공유 유출사고 발생,

중심으로), 2014, 서울대학교

캠프워커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봉덕동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중심으로), 2014, 서울대학교

그림19 캠프워커 배치도

17 대구시 남구 숲 공원 조성 계획 (캠프워커 반환 공여지를

날아 다녔다고 기억하신다.

2002년 7월 8일에도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오염된 토양의
폐기물 반출신고 절차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빈축을 산 바도 있다.17
캠프워커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거의 미군들의 훈련이나
생활을 위하여 활용되지만 영어 학교, 레스토랑 이용, 캠프워커 부대
개방 행사 등을 통해 외부인도 캠프워커에서 특유의 문화를 누리거나
공유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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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방호막을 앞에 두고 짚프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는 워커사령관

그림22 캠프워커 오픈하우스 2009년 5월 30일

신영배 씨의 기억 속 미군부대는 화려하고 낯선 문화가 펼쳐지던

한편 남구는 면적의 14~15% 정도가 미군부대로 그 만큼 종합토지세나

곳이기도 했다.

재산세를 못 받게 되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이재용 전
남구청장은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2년 3월 29일, 당시 캠프워커

“미국독립기념일이 되면 대구 기지에서도 칠면조 바비큐
파티를 한다 그라대. 그러면 부대를 개방해 가지고 우리나라 각

토마스 하비 사령관과 담판을 통해 캠프워커 동쪽 활주로와 헬기장을

기관장들을 초대해 가지고 골프 모임도 갖고 파티도 하고... 6, 70년대에

반환한다고 약속받았다. 2019년 6월 1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거기에 초대 받으면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시절이거든.”

5차 실무협의에서 미군은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경계 확정 합의
권고문과 공동환경영향평가 요청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로써

현재까지도 캠프워커는 군인가족 및 장군 숙소, 장교·사병클럽
등 복지시설이 위치해 있고 골프장, 수영장, 대형마트, 식당 등이 함께

대구시는 2022년 캠프워커 내 헬기장(H-805) 터에 498억원(국비

자리하고 있어 ‘대구 속의 작은 미국’이라 불릴 정도로 이국적 문화의

255억원 포함)을 들여 대구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도심 전체를 순환하는 3차 순환도로 전체 25.2km 가운데 미군기지로
미개통된 1.38km 중 동측활주로(700m) 구간, 영대병원네거리에서

한편 남구와 미군부대는 한미 우호 증진과 교류를 위해
2007년부터 초·중학생 <글로벌 앞산 캠프>를 통해 캠프워커와

중동교도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2022년 상반기에 개통될

캠프헨리의 부대에 방문하여 영어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매해 한

예정으로 지난 2020년 9월 25일 봉덕동 캠프워커 기지에서 동편

달간 진행해 오고 있고, 2017년 ‘한미친화거리’로 조성하고 10월

주출입센터 신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16일 캠프워커 정문 앞에서 기념 커팅식을 가졌다. 한미친화거리는
총사업비 11억 8,000여만원을 들여 봉덕3동 삼정길 효성로에서
캠프워커 정문까지 폭 11∼12m, 길이 470m의 미군부대 주변의 경관
개선, 녹지 확충 및 간판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관광안내판 설치 및
자유의 여신상 사진 등 미국을 상징하는 여러 사진을 곳곳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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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조지 쪽으로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직까지 있어요, 정문
오른쪽에 보면 있는데 그 당시는 놀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미군들이 주둔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50년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니까.”
전쟁이 끝나고 한창 어려운 시절, 미군부대 앞에 있던 놀이터에
대한 추억은 신영배 씨의 기억에 생생하다. 옆 동네 참남배기에 살면서
어린아이 걸음으로 20분 넘게 부지런히 걸어야 올 거리를 달려와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모래판에서 씨름도 하며 놀았던 자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보다 한참 조그맣지만 간소한 생활체육시설이 놓여있어
인근 주민들이 쉬고 있었다.
그림23

캠프조지의 외국인 아파트는 1981년 LH가 임대주택을

대구미군기지 반환부지

지어주는 조건으로 미 육군 대구 기지 사령부와 2019년 12월 반환에

매일신문, 2019.11.24.

합의했고 계약 종료 후 미군 측은 외국인아파트 대체지로 캠프워커
기지 안에 미군 아파트 4개 동을 건설해 숙소를 확장·이전했다.

캠프조지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봉덕시장

캠프헨리에서 북쪽으로 300미터가량 떨어진 이천로 19길 55 일대에
1만 9천평 규모의 ‘캠프조지(Camp George)’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이동하의 소설 「장난감 도시」는 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고, 피난민과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의 육군 주둔지로서 운동장, 승마장,

고향을 등진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당시 대구의 풍경을 생생하게

훈련장 등으로 썼던 곳으로 대구시가 1951년부터 주한미군에게

묘사하고 있다. 시내 쪽 학교에 미군이 주둔하자 서부국민학교까지

공여하고 있다. 캠프조지라는 명칭은 1952년 한국 전쟁 중에

부지런히 걸어야 했던 주인공은 아버지가 “장물인지 밀수품인지

부천에서 전사한 명예 훈장 수여자인 제45보병사단 179보병연대

혹은 군수품이나 다른 무슨 암거래품이었는지”를 실어 나르다

C중대의 찰리 조지 일병의 명예를 기려 붙여진 것이다.

구치소에 수감되자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 안에 굴러다니던 군용

캠프워커와 캠프헨리에 근무하는 군인들과 이곳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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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합”을 들고 구걸에 나선다. “군인극장”이라 불리던 어둡고 악취 나는

있는 그들의 가족을 위한 아파트를 비롯해 대구 미국인 학교,

동시상영 영화관에서 “군인 같이 보이는 변사”가 읊어주는 필름에

유아개발센터, 문화교류훈련 및 컨설팅센터를 갖춘 미군전용

매료당해 꿈과 모험과 폭격과 눈물을 쏟아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주거지역이다. 경북예술고등학교(이하 경북예고)와 캠프조지의

듯 한 눈빛과 허둥거리는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

미국인 학교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00년대까지 경북예고에서

중의 하나였다. 원폭병 환자 김 씨,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데려오기

미술교사를 했던 학강 미술관 관장 김진혁(62세)씨는 카페트가 깔린

위해 서너 차례나 38선을 넘나든 피난민 주 씨, 고물상을 하는 곽 씨,

교실 바닥, 자유로운 책상 배치, 12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오후 두세

양키시장에서 난전을 벌이고 있는 한 씨, 달러 장사를 하는 최반장 댁,

시간은 자율학습으로 예체능을 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전쟁 통에 팔 한 쪽을 잃은 외삼촌, 전쟁미망인 고모, 녹슨 총기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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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의족을 한 미래의 매형 등 주변 인물들에게도 전쟁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다.
“지난 전쟁이 이 도시를 어떤 식으로 휩쓸고 갔는지에 대해
나는 잘 알고 있지 못했다. 내가 본 것은 그때까지도 군데군데
남아있던 상흔들에 지나지 않았다. 부서진 통운 창고, 반쯤 불타버린
공회당 건물, 무엇에 쓰였는지 모를 앙상한 몇 개의 철탑, 수많은
병사와 시민들을 수장했다고 전하는 더러운 하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실향민들이 해종일 우글거리는 벌거숭이 공원(......) 역전 양키시장
골목에선 대낮에도 툭하면 살인이 났고, 자갈마당 난전엔 온갖 천박한
사투리들이 악머구리 끓듯 하였다. 그런 속을 서성거리고 다니면서
나는 늘 겁 많은 구경꾼 노릇을 했다.” 19
혼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한국 전쟁 당시 대구로 왔던
피난민들이 미군 부대 주변인 봉덕동 일대에 조그마한 난전을 열기

그림24 1977년경 봉덕시장 입구 풍경, 캠프워커 사병 John Petrick 촬영

캠프헨리와 캠프워커의 주둔으로 봉덕시장은 70~80년대 대구 4대
시절이라 캔사이다를 비롯해 별의별 외제품을 팔다가 교동시장에

시장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성장해 대구경제의 한 축을 이루었다.

옷가게를 열게 되셨다고 했다. 하지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시장의 가장 호황기는 1970~80년대였다. 당시 캠프헨리에
주둔한 미국 병력 수나 군속, 한국인 노무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미군부대지역에서는 미군PX물품의 부정유출이 광범위하게

많았고 이들이 여는 지갑은 지역의 큰 돈줄이자, 시장의 활력소였다.

일어나 조직적 범죄화되었고 대구는 캠프헨리와 캠프워커 주변의

당시 봉덕시장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워커(군화), 담요, 재봉틀,

봉덕동과 이천동, 수성구 중동 등에 중간 거래상들이 적발되는

씨레이션(미군 전투식량)부터 온갖 구제품과 군수보급품들이

사례들이 많았다. 1992년 2월 26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군

넘쳐났다. 명품의류, 구제 패션을 찾아 대구의 멋쟁이들은 봉덕동으로

동거인들이 PA(구내 매점)를 통해 컬러TV 등 전자제품과 미국산 쌀,

대구가톨릭대) 학생들이 골목을 누비며 쇼핑을 즐겼다. 이 때문에
패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구 구제 시장 역사의 출발을
봉덕시장으로 보기도 한다.” 20
1936년에 태어나 1980년대 캠프헨리 후문에서 슈퍼마켓을
하신 최원기(85세)씨는 미군들이 가져다 준 물건을 팔기도 했다. 도박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할머니에게 물건을 가져와 원가에서 조금만
남겨달라는 부탁을 해서 사고 되파는 일을 했는데 휴지도 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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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등을 중간상인들에게 팔았고 봉덕시장이나 중구 교동시장의
수입상품점에서 단골손님들에게 알음알음 판매되었다고 한다.

“PX물건 중간상인 崔모씨(39.여.대구(大邱)시 壽城구 中동)는

연합뉴스, 1992.02.26.

몰려들었다.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군무원이나 효성여대(현

21 대구(大邱),수입상품점 PX물건 판매 성행,

조효빈 기자, 디지털 경제, 2020.06.23.

19 ｢장난감 도시｣, 이동하, 문학과 지성사, 2009, 205쪽.

20 정 듬뿍, 추억 가득! 영남 전통시장 탐방; 2 대구 봉덕신시장,

시작했고 봉덕시장이 생겨났다. 대규모 군인과 군속이 살고 있는

지난해 8월17일 자기 집에 미군가족들로부터 구입한 골프채.

컬러TV등 1천2백만 원어치의 부정외래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세관직원에 적발돼 구속됐으며 金모씨(41.봉덕(鳳德)동)는 지난해
10월2일 壽城구 中동 주택의 창고를 빌려 PX물건인 캔 맥주

4백55박스(시가5백50만원)를 은닉하고 있다가 구속됐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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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1997년 11월 20일 제183호.

22 미군부대는 밀수품 창고?, 김창석 기자, ｢한겨레21｣,

미군 PX 암시장은 가정집을 비롯해 ‘삼양당’, ‘알로에’ 등 간판을 걸어
놓은 가게 및 수입화장품 가게 등 봉덕동 일대 골목까지 깊숙이 들어와

일제강점기 한국은 공창제를 통해 성매매가 관리되었다. 포주가

있었고 봉덕시장 역시 양주, 맥주, 담배, 화장품, 과자, 쥬스, 초콜릿,

여성의 성을 팔고 남성이 사는 것을 국가가 허가 또는 묵인하고

리바이스 청바지,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 유통기한과 출처를 알 수

관리·감독했다. 해방 후 1947년 공창제는 폐지되었고 일시적인

없는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

군사정부의 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미군과 그 군속은 한 달에 일정한 양의 면세물품을 PX에서 살

1961년 11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구매는 월할당 금액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범죄로 규정하였지만 1962년 특정지역에서는

여러 번 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런 규정을 이용해 1주일에

성매매영업을 허용한다는 내무부와 법무부의 공동지침이 발표되었고

두세 번 부대 안 PX를 돌아다니며 ‘뺑뺑이돌기’를 한다. 택시를 타고

이 중 50% 이상이 미군이 있는 지역이었다.

이 매점 저 매점을 돌며 물건을 조금씩 여러 번 사는 것이다. 이
일에는 미군과 계약을 맺고 부대 안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에어리어
콜’(AREA CALL)택시가 이용된다.(......)캠프워커에는 대형매장인
커머세리까지 세워져 미군PX물품의 유출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곳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2
1990년대에 봉덕시장은 하락세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에
남구청은 2006년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봉덕신시장을 새롭게
개장했고 한국전쟁, 미군부대라는 역사지리 환경 속에서 그 특수성을
찾고 있다.

그림26

한국전쟁기 대구의 양공주,

Gordon Burrough 일병 촬영

대구 남구 이천동과 봉덕동 일대에는 미8군 캠프헨리, 주한미군 육군
비행장인 캠프워커, 그리고 두 군영 사이의 캠프조지의 총 3개의 미군
부대가 있다. 1950년대 초반부터 봉덕동 일대에는 ‘양공주’가 등장했다.
전쟁 후 가난과 가정 폭력, 그리고 사기 등에 속아 성매매로 흘러

그림25 현재 봉덕시장 입구, 대구광역시

든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미군과 한인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늘기 시작했다. 1965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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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루어진 국제결혼에서 99% 이상이 미군이었다. 하지만 미군을

성병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한미친선협의회 회의에서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계약혼 형태의 동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미군은 캠프 부근에 성병 있는 여성들의 격리와 치료를 끊임없이

‘양공주’, ‘양색시’, ‘양갈보’ 등으로 불리며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요구했고 한국은 최선을 다해 미군측의 요구에 부흥하겠다고

되었고 그녀들은 수많은 미군 범죄와 폭력에 무참히 노출되었다.

협의했기 때문에 당시 미군 부대 인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병

지도를 보면 대봉지역과 봉덕지역은 미군부대캠프 지역으로 대부분

양만재 외 17인(대구경북학회), 도서출판 양서원, 2013

23 대구의 사회복지조사, 강만춘, ｢전환의 도시 대구 1970~2010｣,

미군들을 상대한 성매매였다.

그림27 대구시 윤락지역 지도(1969년7월)

545th MP Co in 1950.

사이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당시 대구시 윤락지역

take photos of a lady of the night in an Off.

집계되었다. 이들의 연령은 19세부터 35세 사이였고 20-25세

297명의 등록윤락자들이 있었고 그 중 30%가 일정 시기동안
25 A raid on the Red Light District in Taegu, Korea by the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의 수는 1968년 8월 917명으로

검사는 인권유린이라 불릴 만큼 엄혹했다. 대봉과 봉덕 지역에서는
24 Lieutenants Haskell and Thayer of the 545th MP Company

1969년 대구시청 사회문제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군을

계약결혼의 형태로 외국배우자와 동거하며 임대 가옥 등에 거주했다.
이 구역의 윤락자들은 ‘협심회’라는 협회를 구성해 상호연대 했는데
다른 어떤 윤락집단보다 훨씬 강력해 보였다고 한다.

그림28 1950년 545헌병중대 Haskell와

Thayer대위가 찍은 ‘밤의 여성’.24

그림29 1950년 545헌병중대가

‘적색라이트지역(성매매촌)’을
불시에 급습한 장면 25

“윤락자들이 장기간 ‘일시 계약결혼’한 특정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일반적으로 60~100달러(18,000-30,000원)의 월 생활비가

하지만 파주, 동두천, 군산 등 미군부대가 주둔한 곳들과 대구

외국배우자로부터 제공된다. 이 외에도, 빈번히 윤락녀들에게 다양한

기지촌의 풍경은 달랐다. 미군 부대 주변의 술집과 클럽, 식당, 미군

종류의 선물도 제공된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월 생활비로 제공되는

대상 성매매 여성들이 자주 가는 미용실, 세탁소, 양복점, 환전소,

일정금액이상의 수입을 벌게 된다. 야간 윤락업소의 경우에, 보통

골동품점과 사진관 및 초상화 그리는 곳,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3,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런 특정 지역에서, 대부분의

위한 임대사업자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대규모 기지촌으로 발전하여

윤락자들은 그들의 상대자를 그들의 개인 임대가옥에서 만난다.” 23

일반 주거지역과 분리된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66년부터 68년까지 이천동 파출소장을 지낸

당시 공중보건소 군무자의 말에 의하면 외국고객을 상대로

이재철(90세)씨는 미군부대 주변을 술집이 많았던 곳으로 기억한다.

하는 성매매여성의 경우 정기검진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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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쟁 후
1950년부터 1964년까지 6천 명 가량의 여성들이 미군의 배우자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1966년 발행된 영남춘추에는 당시 봉덕동에
살던 어느 국제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 남편 찰스 전 씨는 구한말
강화도 조약 당시 하와이로 이민간 한국 이민 1세대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오산 미군부대에 근무하다 귀국 직전 아내
전점례 씨를 만났다. 전주 여고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의 부푼 꿈을
안고 서울 수도 여사대에서 가정과를 졸업한 전점례씨는 여러 가지

그림30 한국전쟁기 대구 미군부대 주변의 바, 미8군병사 George R. Perry 촬영

사정으로 유학의 길을 오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친척 아저씨의

“그 당시에는 미군부대 미군들이 집을 얻어서 살 때야. 술집 많았잖아,
전부 거기는 술집이 홀이야. 밴드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술집 주인은
한국인이고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미군들이야. (…) 그때는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양맥주 같은 거 사먹지. 우리도 가망가망 사먹고
자기네들도 가망가망 가지고 나와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용돈 쓰고 했지.”
이재철 씨는 당시 미군의 숫자가 많아 사고가 빈발했다고
기억한다. 현재 미군은 가족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지만 60-

26 ｢영남춘추｣, 신춘호, 1966, 94쪽.

소개로 찰스 전씨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곧 도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와이에서 신혼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비록 미군과 결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점례씨의 말에서
당시부터 시작된 아메리칸 드림의 열풍을 엿볼 수 있다. 외국인들의
댄스파티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전점례씨는 “춤에 능숙하지
못할뿐더러 미군 주둔지구에서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답지 못한
국제결혼(?)을 한 부부처럼 남들에게 인식될까봐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베풀고 있다고 한다.” 26 그래서 댄스 파티는 가지 않으면서

70년대에는 홀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술집 난동 등의

장교들의 “칵테일” 파티에는 간혹 참여한다는 대답에서 1960년대

경범죄가 빈번했고 사고가 나면 미군 헌병과 경찰이 합동으로 처리를

미군, 미군문화에 대한 동경과 비난의 양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했다고 한다. 캠프헨리 후문 인근에는 왕비, 비너스, 마마, 바니,
텍사스, 캘리포니아, 위드 클럽 등 미군을 상대로 한 주점과 클럽이
있어 댄스파티, 밴드 공연 등이 수시로 펼쳐졌다.
올해로 65년 째 이천동에 거주하신 전천호(82세)씨는 건축
일을 하며 미군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한다. 그의 집에는 미군과
양공주라 불리는 성매매 여성이 세 들어 살기도 했다.
“그 출신들이 다양했다고, 식모,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애들도
있고. (…) 그런데 옛날에는 양놈하고 살아가지고 미국 가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양공주를 했는거야.”
1962년 정부는 이민정책을 수립했고 이 시기에 전쟁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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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그림31 검소 속에 피는 웃음의 꽃, ｢영남춘추｣, 신춘호,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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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영남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70년대 대구 봉덕동은 장발,

그녀는 한국에 단 4일을 머물렀지만 대구를 비롯해 서울, 동두천,

미니스커트를 금지하던 군부문화의 탈출구로서 지역 젊은이들의

인제를 방문해 미군 및 UN을 위한 10회의 위문 공연을 펼쳤다.

모임 장소로도 각광받으며 통금의 예외 구역이기도 했다. 대형

2차 세계대전 중 발족된 민간 협력 위문단체 미국위문협회(USO:

클럽 보다는 영세한 클럽하우스들에서 LP를 틀어주면 젊은이들이

United Service Organization) 캠프쇼로 마릴린 먼로는 1950년

모여 당시 유행했던 로큰롤, 소울 등의 음악과 춤을 즐기며 놀았다.

한국전쟁 중에도 이미 내한한 바가 있었지만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라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렇듯 해외 스타 및 연예인들의 위문공연은
고국을 떠난 미군들에게 가족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역할을
하였고 한국에서는 미군들을 위한 클럽 등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인 미8군쇼가 등장했다. 그리고 미8군쇼는
신인발굴오디션, 연예기획사 시스템 도입 등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her Korea USO tour in 1954.

27 Marilyn Monroe greets the troops during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림32 1954년 한국 USO(United Service Organizations) 쇼를 위해
대구를 방문한 마릴린 먼로 27

실제 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54년 2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마릴린 먼로의 주한 미군

그림33 1952년 3월 23일 대구 미8군극장에서 공연된 미8군 3대대

제10통신서비스중대 사병들의 “Stop! Look! and Listen!”
공연, Pepperdine University Libraries.

위문 공연은 지금도 유명하다. 마릴린 먼로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 결혼식을 올리고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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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의 요청으로 미군용기를 타고 대구 공군비행장(현재

“미8군쇼의 전성기는 1957년부터 베트남 전쟁으로 주한 미군이 크게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당시 세계적 스타를 환영하기 위한

감축된 1965년까지의 기간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스윙 재즈와

인파로 동촌비행장은 난리가 났다.

스탠다드 팝에서 로큰롤로 넘어가는 미국 대중음악의 격변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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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쇼는 이런 추세의 변화를 재빨리 뒤쫒았다. 1950년대 말부터

기부미”를 외치며 미군들의 꽁무니를 뒤쫓던 시절 남구 이천동은

한국에서도 수많은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가 등장했다.” 28

GI(Government Issue), 즉 미군문화가 가장 먼저 형성된 곳이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봉덕동 일대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영선초등학교에는 흑인, 백인 등 다문화 아이들이 많았고 희망원,

여성은 러시아·필리핀 등의 외국인으로 대체되었고 성매매 여성을

희락원, 혜천원 등 고아원이 많이 생겨났다.

상대했던 미용실과 세탁소 등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클럽이나 술집
등은 많이 사라지고 원룸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고아, 혼혈아, 입양

“잡목들만 어성한 야산 등성이 위에 학교건물과 운동장이 있었다.
단층목사의 교사를 보는 순간 나는 우리의 판자촌을 연상했다.
임시 가교사라고 했다. 시내 쪽에 있는 본래의 학교 자리에 미군이
주둔해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판자촌이 그러하듯 교실의 바닥과

29 ｢장난감 도시｣, 이동하, 문학과 지성사, 2009, 28-29쪽.

기획특집 2, “미8군 쇼와 한국 대중음악의 성장”, 이기웅

28 Koreana(Korean Culture & Art), <한국전쟁과 대중음악: 끝나지 않은 노래>,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늘어나 미군부대 주변의 풍경이 변화했다.

그림34 1952년강 기독교 봉사활동으로 대구에서 자원봉사를 한
Adam씨가 촬영한 고아사진.

벽과 천장이 모두 나무였다. 지붕 역시 루핑으로 덮여있었다. 거대한
장방형의 궤짝인 셈이었다. 그러나 더러는 벽만 온전할 뿐 맨흙바닥에
군용 텐트를 씌운 교실도 있었다.(…) 정작 더 놀란 것은 교실에

아침이면 “밥~ 좀~ 주소야”라고 말하며 애절하게 집집마다 동냥하는

들어가서였다. 교탁 바로 앞에서부터 교실 맨 뒷벽에 등이 닿기까지

아이들도 많았는데 어느 날 아침 김진혁 씨의 친구가 구걸을 하러

단 한치의 여유도 없이 빼곡이 들어차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흡사

왔다가 눈이 마주쳐 도망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가난한

거대한 콩나물시루를 보는 듯했다. 나중에서 안 일이지만 1백 명이

아이들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책과 영화가 이윤복의 ‘저 하늘에도

훨씬 넘는 숫자였다... 한 교실에서 두 개 반이 동시 수업을 한다는

슬픔이’이고 명덕초등학교에 다니던 이윤복의 활동무대가 남구 이천동

얘기였다. 선생도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 아이들은 마룻바닥

일대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이윤복처럼 껌팔이, 구두닦이, 신문배달

위에 촘촘히 들어앉은 채 하나의 책상을 네 사람이 나누어 쓰고

등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을 책임져야 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있었다. 아, 이게 바로 도회지의 피난 학교로구나, 하고 나는 새삼스레
경이감을 느꼈다.” 29
1959년대 말 이천동에서 태어난 학강 미술관 관장
김진혁(62세)씨의 기억에 의하면 1965년 영선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미군이 천막 열 동을 쳐서 입학식을 천막 안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6.25의 잔여물들은 한국사회 정치, 경제, 사회에 남았다. 전쟁
직후 한국 애인에게 주기 위해 미군이 들고 나온 고기, 빵,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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쫒아 “할로가 먹을 것 많이 들고 지나간다. 할로 할로 추잉껌 짭짭

그림35 일제강점기 대휴사를 인수해 고아원을 운영한 ‘대성사’, Adam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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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미 혼혈인의 정체성 다잡아 준다”,

Vernon E. Jackson병장이 입양한 6살 Wayne K. Jackson에게

그랬습니다. 전쟁 후 1950년대에서 70년 사이에 태어난 ‘하파’들은

UN사령부 Marion G. Carson 병장이 서울행 기차표를 주고 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한국을 떠날 수 없어 엄마와 살기도 했지만 어린

어린 Wayne은 1년 전 입양되기 전까지 고아였으며 새로운

자식의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들의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여행을 가고 있다. 부자는 아버지인 Jackson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편견이 심했던 50년대에서 80년까지만

피터 안, 2019.8.29.

파견되었던 대구로 되돌아 가고 있다.

해도 한국은 참으로 살기 힘들었었지요.” 30
하파(HAPA)는 혼혈인을 가리키는 하와이어로 지난

ADOPTED - Wayne K. Jackson, 6, adopted son of Sgt. Vernon

2015년부터 한미혼혈그룹 대표 티아 라고스키 씨는 미국으로

E. Jackson (right), hands his train ticket at Seoul Station

to Sgt. Marion G. Carson, United Nations Command coach

입양되어 온 혼혈인의 모국방문 및 부모 찾기를 도와주고 있다.

commander, Young Wayne, who was a Korean orphan until

1954년 한국정부는 6.25 전쟁으로 고아와 2, 3년 만에 본국으로

adopted by Jackson one year ago, accompanied his father on

돌아가는 미군의 혼혈아들(GI babies)이 많이 생겨나자 해외

a trip to Seoul. They are returning to Taegu where Jackson is

입양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20만명의

assigned. (USA Photo) Feb. 15, 1962.

한국 어린이가 입양되었고 그 가운데 11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특히 한국 아동과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동은 매춘부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혈통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적·사회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

Presents His Ticket to Taegu

31 Stars and Stripes, Feb. 15, 1962,

30 크리스찬 투데이, 하파 대표 티아 리고스키

◉ 사례1

“많은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 튀기 또는 짬뽕이라며 놀리고 따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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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미군뉴스, 1962년 2월 15일, 입양된 아이에게 자신의
티켓을 주고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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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많이 안 가고. 어릴 때 다 입양가요. (…) 그 당시에 또 월남전쟁이
있었어. 그래서 월남전쟁에 가면 헤어지잖아.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기로해서 아기까지 낳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안 되니까
애기 하나 데리고 있다가 애기는 미국으로 양자로... 그 당시에
미국사람하고 살면서 낳은 아기들 외국으로 많이 갔어. 형편이 안돼서
그림36 티아 리고스키 씨의 명함 뒷면 광고:

그랬지. 그리고 또 학교 갈 호적이 없잖아. (…) 한국에서 거지같이

DNA/유전자 검사로 가족 재회

사니까 전부 다 못 먹고. 교회 목사, 성당의 신부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입양으로 보낸 자녀를 찾고 계십니까?

애들을 다 모아 가지고 입양했지.”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4,000여명 이상의 한국계 입양인들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980년대 캠프헨리 후문에서 슈퍼마켓을 한 최원기씨는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제공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할 수

미군들과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의 사연을 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한국계 입양인들이 매일

알고 계셨다. 현재도 이천동 미8군 후문 인근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더 많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전자 키트 분석 및 관리는

아동보육시설 호동원은 1970년대에 생겨난 고아원이다. 그곳엔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전분석과 비밀유지는 미국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혈아들이 많이 있었고 입양 단체를 통해 입양을 보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신앙심과 애국심이 섞인 ‘기독교적 미국주의’로
자국 군인의 자녀들을 입양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부응하듯 많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혼혈입양인의 부모 찾기를 돕는 단체는

입양되었다. 늦게까지 입양되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미군

325Kamra(Korean American Mixed-Race Adoptees)로 지난 2015년

부대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1978년부터 가족과 미국에 들어와 현재 로스엔젤레스에서 남편과
살고 있다. 그녀의 남편 프랭키 라고스키는 대구에서 태어난
미군과 한국여성의 혼혈인으로 최원기씨는 아직 그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너무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갔는데 미국 가서 대학
졸업해서 한글도 너무너무 잘 하고 잘 쓰고, 영어도 잘 하고. 그래서

9월 캘리포니아 버클리시에서 한국계 혼혈 입양인 캐서린 김 씨 등
3명이 함께 창설했고 티아 리고스키 씨는 이 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를 맡고 있다. 한국계 혼혈입양인의 100만 달러 기금으로
DNA 키트가 무료로 제공되었고 한인 및 참전 미군들에게 한 가정 당
2명까지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피터 안, 2019.8.29.

한미 혼혈그룹 대표 티아 리고스키 씨는 부평의 주한 미군

32 크리스찬 투데이, 하파 대표 티아 리고스키

부대 안에서 세차 일을 하거나 구두닦이 등을 하며 살기도 했다.

인터뷰 “한미 혼혈인의 정체성 다잡아 준다”,

혼혈아동들이 교회와 입양 전문 기관 홀트(Holt)아동복지회를 통해

비밀은 100% 보장된다.
“설립되어 지금까지 근년 동안 300여명의 혈연이 확인 됐으며,
90명을 연결시켰다. 이 수치는 한국 경찰이 DNA 검사로 지금까지
찾은 입양인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한다.” 32

결혼해가지고 딸 하나 아들 둘인가 낳았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 중에

164

지금도 한국을 들를 때마다 고향 대구에 와 최원기 씨를

자식을 못 찾는 사람 찾아주는 그런 협회를 하고 있어. (…) 프랭키는

방문한다는 프랭키 라고스키 씨는 365Kamra에서 일하는 아내의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자기 아빠도 찾았대. 미국 사람인데 월남 전쟁

명함을 전해주며 자식을 찾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면 꼭 알려주라고

가서 죽었는지 알았는데 미국에 있더란다.”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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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대구 고아 8살 본조(Bonzo)에 대한 어느 미군의 글(번역문 전문)

BONZO’S MILITARY career has had its ups and downs. He was

TAEGU, Korea-“Cpl.” Bonzo is an 8 year old Korean waif

a master sergeant with the engineers, but one day he missed

Bonzo’s home is with the 19th Quartermaster Co. in Taegu,

corporal.” He’s had his troubles with the 19th also. Recently, a

and father were killed in the war. He was living with an

I had to wear civvies”, Bonzo sighs, “but I was really lookin”

reveille and “the old man called me in and busted me to

with big problems-he has no parents and speaks no Korean.

colonel spotted him in his salvaged OGs and stripes. “He said

but nobody knows much about him except that his mother

sharp when a two-star inspected us. He threw me a highball

engineering outfit, where he learned to speak English, until
it broke up about a year ago. A short time later, one of the

and patted me on the head, so I guess I can keep wearin’ my

hailed it. He’s kept a bunk and footlocker with them ever since.

nothin’. No patches, nothin’ and anyway, I’m on restriction for

uniform. But I can’t make master again, because I ain’t got

19th’s water trucks was passing through town when Bonzo

전문)

not taking a shower.”

대구 고아 ‘본조’상병은 8살된 아이로 부모도 없고 한국말도 못한다.

.

본조의 집은 대구 제19보급대대에 있지만 누구도 그의 부모가 전쟁통에

‘본조’의 군사경력은 들쑥날쑥이다. 그는 엔지니어들과 있을땐 상사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는 엔지니어팀과 함께 살고 있었고

n이

계급이었다. 그러나 한날 기상나팔소리를 듣지 못해 늦잠을 잤다. 그의

그곳에서 1년정도 헤어지기 전까지 영어를 배웠다. 본조가 나타나고

표현으로 “한 노인이 날 불렀고 상등병으로 깎아 내렸다”고 했다.

잠시 후 19보급대의 물수송트럭중에 하나가 지나갔을때 그가 손을 들어

그는 제19수송대대에서도 트러블을 일으켰다. 최근 한 대령이 그에게

구조물품으로 입은 군복(salvaged OGs)과 stripes(그의 계급장 줄을

차를 세워 만나게 되었다. 그때 그는 야전침대와 사물함을 들고 다녔었다.

의미하는 듯)을 달아주었다. 본조가 한숨지으며 말했다. “난 사복을

입고있었고 투스타(소장?)가 날 검사할 때 샤프해 보이고 싶었다”,

“그는 나에게 하이볼(소다를 탄 위스키)을 주었고 머리를 토닥였다.

그래서 난 나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난 다시 병장이 될

순 없었다. 왜냐하면 난 가진게 없고 어쨌든 기워입을 옷 쪼가리도 없다.

그림36 출처: http://koreanchildren.org/

작성자: Steve Wareck (May 25, 1956)

샤워도 마음대로 잘 못한다”.

166

무늬가 바뀌지 않는 땅: 조선시대부터 군사기지였던 이천동

EVERY DAY Bonzo gets up for reveille and goes on police call.

He makes all the formations “except PT” and “don’t pull much

guard.” During his off hours, he “just messes around” drilling
the troops and shooting some expert pool. He used to play

ball, but is currently suffering from a sore arm. The men make

sure he’s in bed by 9p.m. and watch him closely to make sure
he takes a sh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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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zo maintains close liaison with the staff of AFKN’s radio

이천동 고미술거리

station Kilroy. At any hour of the day he’s liable to call up

이천동 건들바위네거리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이어지는 이천로,

and say “Hey, this is Bonzo. Play ‘O Happy Day’.” His special

이천복개도로 등에 ‘이천동 고미술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천동에

favorite is Doris Day, whom he considers “No. 1.”

고미술 가게들이 생겨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전통 문살과 한국

매일 본조는 기상나팔과 함께 일어나고 경찰서 전화가 오면 달려간다.

민속품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군들을 상대하며 점차 발전하기

PT(Pre Training 체조)를 제외하고 모든 사열동작을 할 수 있다. 근무

시작하면서 다채로운 민속품, 도자기, 고가구 및 미술품 등 고미술

전문가용 당구(expert pool)를 쳐보기도 한다. 공놀이를 즐겨하지만

9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다가 IMF 이후

외 시간이면 그는 부대를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몇 가지

애호가는 물론 국내외 관관객들에게도 인기를 누리며 80년대와

요즘은 팔 통증으로 아파한다. 사람들은 그가 9시에 잔다는 것에

수요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확신하지만 그를 자세히 지켜보면 그때 그가 목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조는 AFKN 방송국의 Kilroy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날 그는 방송 중 전화를 받았고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본조에요.

‘O Happy Day’를 틀어주세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그가

No1이라 생각하는 Doris Day(Doris Mary Ann Von Kappelhoff,

미국 영화배우이자 가수 Que Sera Sera가 유명하다)였다.

BUT THE STAFF has some trying moments with Bonzo. He was

about to enter a Kilroy jeep several weeks ago when he got in
an argument with a corporal over the right to the front seat.

It was resolved when Bonzo pointed out, “I got more time in

grade than you.”

그림36 2000년대 초반 캠프헨리 제2정문 건너편의 골동품가게.

Currently the 19th has plans to send him to school. But

Bonzo is resisting strenuously. How’s a fellow going to sharpen

전성기 고미술품 거리에는 약 100여개에 이르는 상점에 하루 수 천명이

up his pool game if he has to spend all that time in class?, he

드나들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argues.

고미술계에 경매가 확산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남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의 인사동과

그러나 방송국의 직원들은 본조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본조는

Kilroy의 지프차에 몇 주 전에 탔고 한 상병과 조수석을 두고 싸우게

같은 ‘고미술거리’ 조성에 나섰다. 당시 사업 구간 일대에는 30여개의

했다. 최근 19수송대대는 그를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본조는

고려청자 모양의 상징 조형물을 세우고 문화재 매매업소들의 간판

당구실력이 어떻게 늘겠냐면서 싸우기도 했다.

등 거리활성화를 추진했다.

문화재 매매업소가 자리해 있었다. 남구청과 고미술거리 상인들은

된다. 본조가 “난 당신보다 시간이 넉넉해요”라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긴

정비사업, 전통 문양을 활용한 보도블록 교체 및 캠프헨리 담벽 벽화

강하게 반대했다. 만약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만 보내야 한다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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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지 | 이천동 고미술거리

“내가 파출소장할 때도 골동품 파는 가게가 간혹 둣집인가 셋집인가
있었어. 그때는 골동품이 요새만치로 이렇게 많이 없고 시시부지한
골동품 갖다놨더라. 요새는 가보니까 없는 게 없고. 대단해!”
1967년도에 이천동에서 파출소장을 지낸 이재철 씨는 현재의
고미술거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랐다고 한다. 2008년
시작된 ‘고미술거리조성’사업 이후 2013년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
및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단은 ‘이천동 주거지 재생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고 기존의 상징물들과는 차별화 된 고미술거리
활성화에 나섰다. 다양한 포토존, 쉼터, 광장 등을 만들어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고미술협회를 통해 작품 전시 및 운영방안을 모색해
고미술 문화의 대중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천동 주민센터
3층을 고미술센터로 사용, 남구청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통해 고미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천동의 특화 브랜드로 창출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20년 대구 남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고미술거리의
상점 50여곳 중 15곳 이상이 재개발 부지에 속하게 되었다. 재개발
부지로 포함되지 않은 고미술품 상점들도 문을 닫고 관련 상가,
수리점 등이 골목을 떠나는 추세다. 이곳에는 3만 8천 700m2 택지에
911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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