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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일제강점기 부산부립병원(釜山府立病院)의 운영과 성격

홍승지

본 논문은 부산부립병원의 운영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 지역 공공병원의 근

대적 의료 활동과 식민지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부산부립병원은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부산부가 운영했던 공립병원이었다. 식민 당국은 제국주의적 문명화를 합리화

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명분으로 병원을 설립했고,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을 문명의 상징으

로 선전하며 식민 통치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부산부립병원을 통해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의료는 선택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대해 부산부민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부립병원의 주 이용층은 일본인이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의 민족 차별은 병원 이용에

도 반영되었다. 조선인이 부산부립병원을 이용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첫 번째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졌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거주지가 구분된 부산부에서 부산부립병원은 

일본인 주거지에 위치해 있었다. 두 번째, 일제강점기 관공립병원 의료비는 하층계급이 접

근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다수의 하층 계급은 조선인이었다. 식민 

당국도 의료비 문제를 인지하여 인하를 실시하거나 하층계급을 위한 ‘시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혜택은 일본인에게 돌아갔다. 세 번째, 부산부립병원 의료진은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인들은 부산부 당국을 향해 조선인 의사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부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부의 병원 운영에는 조선인 환자에 대한 고려는 거

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부산부민은 부산부립병원으로부터 공공의료시설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가 

좌절됐을 때 병원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인 의사 임명에 대한 요구도 공공의료시설

이기 때문에 민족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부산부립병원 의료진의 

태도도 또다른 문제였다. 부산부는 특정 대학 출신의 의료진을 선호하면서, 계속해서 불거

지는 의료진 문제를 병원 내부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을 주된 이용층으로 상정하고 설립한 부산 자혜의원을 부산부 및 부

산부민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경상남도청으로 기부하였다. 식민 당국은 의료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공공병원으로서 자혜의원 설립을 계획했지만 지역 발전 전망과 부딪혔을 때 의료

보다 발전을 선택하였다. 의료를 민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과는 별개로, 부산부는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 자체를 희생시켰던 것이다.

1924년 부산 자혜의원이 무산된 이후, 부산부는 계속 부산부립병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시설 협소 및 노후 등 위생적이지 못한 병원 시설은 부산부민의 비난 대상이었다. 20~30년 

된 부영 병원에 대한 신축설은 늘 거론되었지만 부산부는 예산을 이유로 들며 논의를 실질

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병원 문제는 특히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대두되었다.

전염병 관리는 식민당국이 관리해야 하는 의료 행정의 핵심적 사안이었다. 전염병 유행은 

근대 국가가 추구하는 부국강병의 걸림돌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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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부산부는 개항 당시부터 전염병에 취약한 

도시였으며, 일본인 사회가 피해의 중심에 있었다. 부산부 내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하던 

부영(府營) 시설은 부산부립병원 격리병동과 부산부립전염병원이었다. 부영 병원의 고질적

인 문제는 수용난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부가 제한된 예산 안에서 택한 방법은 가

병사(假病舍) 증설이었는데, 병원 신설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전염병 유행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부산부는 병원 신설 비용이 마련되자 1936년 부영 병원을 합병하여 신축하였다. 이것을 

통해 이전부터 문제되었던 부영 병원의 시설 노후와 협소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 

의료진들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영 병원을 겸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면 인력이나 업무의 집중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부산부립전염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재정을 해결하는 것 역시 부산부가 체제 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현안이었다. 그

러나 새로 지은 부산부립병원은 특정 계급을 위한 시설이라는 제한적 시설이라는 비난을 피

할 수 없었으며, 신설 이후에도 환자 수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주요어 : 부산부립병원, 부립병원, 부립전염병원, 자혜의원, 식민지 공공의료, 식

민지 공공성, 공공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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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의료란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실천을 뜻한다. 한국

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 시설 제공 역시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입하는 이유는 의료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

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질병 발생은 정부의 의료 정책, 시민의 의식 수준, 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다양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다.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몰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경영자에 의해 의료비가 상승하여 개인이 필

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1) 시대마다 의료 개입 양상과 성격에

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국가는 의료 제도에 개입하였다. 고려, 조선의 경우 구료(救療)제도의 

형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서양식 근대 의료 체계와 병원이 우리나라에 들

어온 것은 개항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근대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인구였다. 인구는 곧 국력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

다. 문호 개방 이전, 조선의 전통적인 의료체계는 전염병의 예방보다는 사후 관리에 제한되

어 있었다. 서양 의학은 한의학에서 보기 어려운 절단과 같은 외상 치료 외에도 병을 예방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국가 입장에서 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구의 양적,

질적 관리에 획기적이었다. 조선 정부는 서양 의학을 부국강병 수단으로 인식하며 근대 개

혁의 일환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2) 그러나 조선은 얼마 가지 않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

고 조선의 근대 의료 체계는 일제에 의해 강제 이식되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본국에서 얻은 경험을 토

대로 조선 내 일본인 거주지에 위생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인은 영사

관(이후 이사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인 거류민단을 활용해서 근대적인 위생 사업을 실시하

였다. 군인의 치료 뿐 아니라 풍토병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타국에서 일본인 이주민의 안정

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 설치는 필수였고 일본 당국은 일본인 거류지에 관립병원

(官立病院)을 설치하였다. 이 관립병원은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 진료도 병행하였다. 조선

인이 일본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게 할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당국은 조

선을 문명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며 여러 정책을 통해 지배를 정당화하였는데 그중 가장 효과

적인 정책이 서양식 근대 병원을 통한 치료였다.3)

근대적 개념이었던 ‘병원’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었다. 미국

의 경우,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 후 기독교 선교 사업의 일환으

로 의료를 제공하였다. 반면 일본은 조선 내 개항장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 

부산에 최초의 일본 관립병원인 제생의원(濟生醫院)을 설립하였고 이후 원산, 인천 등 개항 

도시를 중심으로 병원을 설립하며 의사를 파견하였다.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사를 관리

1) 유수현 외,『의료사회사업론』, 양서원, 2017, 14~21쪽. ; 김재형 외,「의료사회학의 연구동향과 

전망 : 개념의 전개와 의료사와의 접점을 중심으로」,『의사학』29, 대한의사학회, 2020, 

843~902쪽.

2) 신동원,『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11~14쪽.

3) 조선인은 ‘미개’하고, 위생이 문명 국가의 척도를 나타낸다면 조선인은 ‘문명화’ 대상이라는 등의 

내용은 여러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傳染病豫防に就て」,『釜山日報』, 1915.6.24. ;「衛生 

文明의 尺度(1), 부국강병의 기본은 위생에 있다, 대정친목회강연회에서 방하박사강연」,『每日申

報』, 19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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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의료 근대화는 1868년 메이지 유신이 기점이었다.4) 일본은 

독일식 의학 체계를 채택, 1875년 의사시험 규정 등 의사 관련 정책을 차차 제도화하였다. 

일본은 대학에 설립되어있는 의학부(醫學部)를 통해 의사를 양성하고 군대에 부설된 군의

(軍醫)학교에서 군의를 양성하였다.5) 군의 중 일부는 조선 개항장에 설립된 일본 관립병원

으로 배치되었다.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중앙에 조선총독부 의원(이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

원)을, 지방에는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자혜의원(慈惠醫院)을 설립하며 의료 체계를 정비

하였다.6) 자혜의원은 일본인 이주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선

인에게 ‘식민지 시혜론’에 입각한 ‘시료(施療)’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7) 그러

나 1920년대, 일본 본국의 재정 긴축으로 조선총독부는 병원 예산을 축소하였고 재정 부담

을 덜기 위해 1925년「도립의원관제」를 실시하였다. 관제 실시 이후 조선총독부는 도(道)

로 병원 경영권을 이관하였고 ‘자혜의원’을 ‘도립의원(道立醫院)’으로 전환하였다.8) 한편, 부 

이하의 몇몇 지역에는 부립병원 혹은 읍(邑),면(面)립병원이 세워졌다.9) 

부산부에는 부영(府營) 종합병원과 전염병원이 있었다. 제생의원의 후신인 부산부립병원

(釜山府立病院)과 피병원(避病院)의 후신인 부산부립전염병원(釜山府立傳染病院)(이후 부산

부립순치병원으로 개칭. 본문에서는 ‘부산부립전염병원’으로 칭함)이 그것이다. 부산부립병

원은 ‘부산부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불리던 종합병원이었으며10) 부산부립전염병원은 

전염병자의 격리수용 및 치료만을 위한 곳이었다.11) 두 병원은 1936년 합병되었고 운영이 

일원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부립병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합병 과정 전후를 알기 위

해 부산부립전염병원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부산부립병원 연구는 단독 연구보다 의학사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경우가 많

다. 우선 개항기를 기점으로 한국 근대의학 전반을 다룬 박윤재의 연구가 있다.12) 박윤재는 

일본이 조선 내 개항장에 관립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을 정리하며 부산의 사례를 설명하였

다.13) 건축사에서도 일제강점기동안 설립된 병원의 도면을 통해 시설의 배치와 설립 계획을 

4) 김태우,「식민지 조선에서의 의료의 근대적 변화 : 동아시아 국민국가 식민지 의료체계 속 의생 제

도」,『의료사회사연구』2, 의료역사연구회, 2018, 80~83쪽.

5) 박윤재,『한국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2005, 48~58쪽.

6) 조선총독부는 자혜의원을 ‘관립병원’으로 소개하다가 도립의원 전환 후 ‘공립병원’의 범주에서 설명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관립’은 조선총독부의 직속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사용하였으며 ‘공립’은 도,

부,군,읍,면 등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곳으로 사용하였다.

7) 강제 병합 초부터 조선총독부는 ‘무료로 의료를 제공한다’는 뜻의 ‘시료’를 ‘천황의 시혜’라는 의미

를 더해 지배논리로 이용했다. 

8) 박윤재,「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역사문제연구』13, 역사문제연구소, 2009, 

165~167쪽.

9) 1932년 6월 기준으로 부산부를 제외하고 부립병원은 경성순화원, 목포부립병원, 원산부립병원 및 

원산부립전염병원이 있었다. 읍면립 병원은 1923년에 지어진 통영병원과 1925년에 설립된 이천의

원이 있었다. (朝鮮總督府遞信局,『(朝鮮に於ける)社會公共事業に關する諸調査』1, 1934, 191~192

쪽.)

10)「評判の惡い釜山府立病院斷乎たる改革を望む」,『京城日報』, 1926.5.5

11)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2010년「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전

염병예방법」은 폐기하고 “전염병”이란 법적 용어도 “감염병”으로 변경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감염병”이란 단어가 법적 용어이지만 본고에서는 당시 사료를 기준으로 “전염병”이란 단어를 사

용하기로 한다.  

12) 박윤재,『한국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2005

13) 박윤재,「1876~1904년 일본 관립병원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연구」,『역사와현실』42, 한국역사

연구회, 2001, 179~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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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연구가 있다.14) 2000년대 들어서 부산에 설치되었던 병원을 단독 소재로 연구한 이는 

서용태인데,「제생의원고시(濟生醫院告示)」등 당시 작성된 자료를 활용해서 그동안 주목받

지 못하였던 부산 제생의원의 설립과정과 운영을 밝혔다. 이어 급성 전염병인 두창과 콜레

라 유행을 설명하며 부산 제생의원과 피병원의 설립 과정을 정리하였다.15) 이후 서용태는 

현(現) 부산 내 국공립의료기관의 계승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부산부립병원 운영을 개괄하

였다.16) 지금까지 부산부립병원 연구는 역사학과 건축학에서 주로 진행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는 1876년을 기점으로 1910년대 이전까지를 배경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내용 면에

서도 부산부립병원이 단독 소재로 연구된 논문은 제생의원 연구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조선에 이식된 근대는 일본에 의한 것이었으며 조선총독부는 공공 영역을 주도해왔다. 이

와 관련한 정책이나 운영은 식민 당국의 몫이었는데, 지역민들은 제한적으로나마 공공영역

에 개입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17) 일본의 주도로 설립된 부산부립병원을 통해 공공의료라

는 맥락에서 드러나는 운영 문제나 지역민이 ‘공공의료시설’이라는 이유로 제기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부립병원의 운영은 의료 제공에 대한 당국의 기본적인 태도부터 전

염병 발생 양상, 의료 기관의 재정 상황, 부민의 문제 제기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에서는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부산부립병원의 운영과 그것을 둘러싼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920~1930년대는 부산부립병원의 병원 신축, 의료비, 의료진 임명, 전염

병과 같은 주요 사건이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부산부립병원은 공공병원이었지만 실제 이용

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가 누구였고 그들은 

어떤 불편을 표시했으며, 그 요구가 병원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장에서는 부산부립병원 설립 과정과 운영을 살펴본다. 1절에서는 1914년부터 부산부립

병원이 확장되던 1936년까지의 설립 과정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부산부립병원 이용 실태, 

예산 사용 및 의료비 변화 등을 통하여 부산부의 병원 운영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부산부

립병원을 둘러싼 갈등과 부산부의 대응을 밝히고자 한다. 1절에서는 부산 자혜의원 설립과 

일련의 사건을 재구성하였다. 이는 부산부립병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

부의 공공의료 제공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2절에서는 부산부립병원 의료진에 대한 

부산부민의 불만과 이후 당국이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본다. 의료진 임

명은 부산부민 공통의 문제와 민족 차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절에서는 부영 병원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전염병에 대한 부산부민 및 부산부 각자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부산부립병원과 합병되었던 부산부립전염병원을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조선총독부가 조선 내 의료 정책을 제공한 이유는 조선 내 일본인의 안전한 생

14) 김영분,「일제강점기 사회적 제도 변화에 의한 부산지역 주요 공공시설의 건축계획」,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주상훈 외,「1910-20년대 관립 자혜의원 계획의 시기적 특징과 변

화」,『대학건축학회논문집』27, 대한건축학회, 2011, 239~248쪽.

15) 서용태,「1877년 부산 제생의원의 설립과 그 의의」,『지역과역사』28, 부경역사연구소, 2011, 

239~276쪽. ; 서용태,「‘마마’와 ‘호열자’로 보는 개항기 보건의료 – 부산지역의 두창 및 콜레라 

방역을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82, 한국문학회, 2019, 41~77쪽.

16) 서용태,「한국전쟁 전후 부산지역 국공립의료기관의 재편과 역사계승 문제 : 부산의료원 및 부산

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역사와세계』43, 효원사학회, 2013, 237~270쪽. 

17) 허영란,「일제시기 지역사회와 식민지 공론장-장시갈등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161, 한국

사연구회, 2013, 349~3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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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으며, 실제 병원 운영에서도 민족 차별 요소가 있었다는 선행 연구

를 충실히 검토하며 글을 구성하였다. 자료는 조선총독부 및 부산부에서 발간한 사료와 

『釜山日報』『每日申報』『東亞日報』『京城日報』등 신문 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신문 

기사는 부산부에서 병원이 운영되는 과정을 상세히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일제강점

기’라는 시대 특성 하에 기자 개인의 생각이 들어있음을 유의하며 사용하였다. 이외 국가기

록원 자료를 사용하여 부산부립병원의 운영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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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부립병원의 설립과 운영

1) 부산부립병원 설립과 시설 확충

1877년, 일본은 관립병원인 제생의원을 부산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 일본은 재

정 긴축을 이유로 조선 내 관립병원을 폐지하고 병원 경영권을 일본인 거류민에게 넘겨 자

체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신 일본은 거류민회에게 일정기간 병원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세웠다.18) 이를 수용한 부산 거류민회는 기존 제생의원 건물에서 

“부산일본공립병원(釜山日本共立病院)”을 운영하였다.19) 부산일본공립병원(釜山日本共立病

院)은 “부산일본공립병원(釜山日本公立病院)”, “부산거류민단립병원(釜山居留民團立病院)” 

순으로 개칭되었다.20) 1908년 부산 거류민단은 3만 6천여원의 비용을 들여 병원을 개축하

였다.21) 

1914년 부제 실시와 함께 부산거류민단립병원은 거류민회에서 부산부로 운영 주체가 바

뀌었고 명칭도 부산부립병원(釜山府立病院)으로 개칭되어 해방 이전까지 부산부가 운영하였

다. ‘증가하는 환자를 수용하기에 기존 병원의 시설이 좁고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산부는 병

원 신축을 결정하였다. 장소는 중도정(中島町)으로, 1921년 25만여원의 병원 신축비를 계상

하였다. 이때 신설하기로 계획한 병원이 부산 자혜의원이었다. 부산부의 계획은 기존 부산

부립병원을 폐원하고 부산 자혜의원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산부가 완공

된 부산 자혜의원 건물을 경상남도청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부산부립병원은 계속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의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3천여원을 들

여 “서병동(西病棟)”을 지었다.22) 

부산부립병원 규모는 기록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략적으로 본관과 서병동을 모두 합하

여 병실 52개에 94명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다.23) 서병동은 연회가 주로 열리던 수

곡루(守谷樓)를 매수하여 20개의 병실을 둔 건물로 개축한 것이다.24) “고조(高燥)”한 곳에 

지어진 서병동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건조한 환경을 강조하던 부산부의 인식이 건립에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25) 부산부는 서병동을 주로 일반 환자 병실로 사용하였으며 전염병 유

18) 서울, 인천, 원산 등 개항도시마다 설립된 관립병원은 폐지된 이후, 도시마다 병원을 운영하는 형

태가 조금씩 달랐다. 일본 관립병원 운영과 이후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박윤재,「1876~1904년 일본 관립병원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연구」,『역사와현실』42, 한국역사

연구회, 2001, 179~206쪽.)

19) ‘부산 거류민회’는 1906년 거류민단법에 의거하여 ‘부산 거류민단’으로 개칭되었고 1914년 부제 

시행 이전까지 유효하였다. 부산 거류민단은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로 “국가사무에 속하지 않는 

주민의 교육, 위생, 편의시설”등의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釜山居留民團役所,『釜山居留民團例規

類集』, 1909)

20) ‘釜山共立病院’에서 ‘釜山公立病院’으로 개칭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1893년「거류지편제규칙

(居留地編制規則)」개정되면서 1894년 무렵 ‘共立’에서 ‘公立’으로 바꾼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 

『釜山府立病院小史』에서는 “거류지편제규칙(居留地編制規則)」”으로, 서용태는 “거류지편성규칙

(居留地編成規則)」”으로 표기하였는데 둘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15쪽. ; 서용태,「한국전쟁 전후 부산지역 국공립의료기관의 재편과 역사계승 문제 : 부산의

료원 및 부산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역사와세계』43, 효원사학회, 2013, 242쪽.)

21) 개축 이후 병원 내부는 ‘수술실 7개, 병실 34개, 사무실 4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釜山商業會議

所,『釜山要覽』, 1912, 77쪽.)

22)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20~22쪽. ;「釜山府立病院の改善 診療設備から新病室まで面

目一新」,『釜山日報』, 1925.11.13.  

23) 釜山府,『釜山府社會施設槪要』, 1927, 30쪽. 

24)「守谷樓を病室に模樣替へは新年度から」,『釜山日報』, 1925.3.26. 

25)「釜山府立病院の改善 診療設備から新病室まで面目一新」,『釜山日報』, 1925.11.13. ; 부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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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병실이 부족해질 때는 1층을 임시 격리실로 만들어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였다.26) 

이와 같은 임시 조치는 전염병 유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부산부립병원의 노후와 시설 협소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은 1928년이었다. 부산부윤은 

부산부립병원 시설 개선을 위하여 부산부협의회27) 의원(議員) 중 6명을 선정하여 ‘부산병원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28) 조사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부산부립병원 격

리병동(隔離病棟) 증축 방법에 대한 안건 중 어떤 방안이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현재 부산부립병원 부지에서 격리병동을 증

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격리병동을 짓는 것이었다.29) 조사위원

회는 부산부립병원 부지를 시찰하여 각 안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6월에 개최된 부

산부협의회에서 두 번째 안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부산부 당국은 부지 선정과 경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정내릴 문제가 아니’라며 해당 안건을 보류하였다.30)

이듬해, 부산부립병원의 이전, 신축설이 다시 불거졌다. 부산부립병원은 “매일 수백명의 

환자”가 방문하는데, 진찰실부터 병실 모두 “불완전”하며 “변소는 잠시라도 갈 마음이 생기

지 않을” 정도였다.31) 더군다나 1929년, 장티푸스를 비롯한 전염병 대유행은 부산부립병원

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환자의 수용난(收容難) 문제를 부각하였다.32) 그러나 부산부

의 병원 신설 논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20만원 이상의 공사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33) 부산부는 ‘병원 신설’ 대안(代案)으

로 2만여원의 예산을 통해 부산부립병원 격리병동을 보수하기로 결정하였다.34) 대신 부산

부는 병원 설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채 신청을 계획하고 훗날을 기약하였다.35) 

지지부진하였던 부산부립병원 이전, 신축이 확정된 것은 1932년이었다. 동시에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과 부산부립전염병원을 합병하기로 결정하였다.36) 부산부윤은 신(新)부산부립

방역의 일환으로 봄,가을마다 청결법을 실시하며 깨끗한 환경을 강조하였는데 서병동 건립에도 반

영한 것으로 보인다. (「各種惡疫流行直後 釜山의 秋季淸潔 方法과 日程은 如左」,『每日申報』, 

1929.10.1.)

26)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22쪽.

27) 조례 설정은 부산부윤이 소집한 부산부협의회를 통해 개정되었다. 부산부협의회는 명목상 부산부

윤의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기관이었다. 기관 성격상 상정된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일이 대부

분이었다. 이후 부산부협의회는 1930년 지방 개정에 따라 의결기관인 부산부회로 바뀌게 되었다. 

(홍순권,「1910-20년대 ‘부산부협의회’의 구성과 지방정치」,『역사와경계』60, 부산경남사학회, 

2006, 177~219쪽. ; 홍순권,「1930년대 부산부회의 의원 선거와 지방 정치세력의 동태」,『지방

사와지방문화』10, 역사문화학회, 2007, 333~381쪽.)

28)「釜山府政調査會設置 大新町に電車線延長, 府立病院隔離室敷地選定の件 府協議員懇談會て協議」,

『釜山日報』, 1928.5.23.    

29)「釜山病院調査委員會 二十三日午後二時開催」,『釜山日報』, 1928.5.24. ;「調査委員病院視察 二

十六日委員會」,『釜山日報』, 1928.5.25. 

30)「釜山府の協議會, 府立病院敷地問題を重要視して保留さる」,『朝鮮新聞』, 1928.6.17.

31)「釜山府立病院を二尋跡へ移すか　 目下當局で考慮中 何れにしても此儘では置かれぬ」,『釜山日

報』, 1929.2.19. 

32)「釜山のチブス新患者續出, 病院の收容力不足」,『朝鮮新聞』, 1929.7.11. 

33)「釜山府立病院新築移轉具體化, 第五小學校跡に」,『朝鮮新聞』, 1929.10.2. ;「釜山府立病院移轉

改築案, 府協懇談會で協議」,『朝鮮新聞』, 1929.12.12. 

34)「府立病院 頽落으로 患者收容이 危險 완젼한 의료시설도 할 수 업다 釜山府當局 對策講究」,『每

日申報』, 1930.2.9. ;「釜山府立病院愈よ增改築, 來年度本館と隔離舍二萬圓の豫算計上」,『朝鮮時

報』, 1930.12.9. 

35)「釜山府立病院移轉改築案, 府協懇談會で協議」,『朝鮮新聞』, 1929.12.12.  

36) 이전에도 병원 문제 개선안 중 부영 병원 합병안 의견이 개인 차원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본 논

문에서는 합병과 예산 계상이 결정되었던 1932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앞으로 본문에서는 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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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공사 결정에 대하여 “다년간의 현안”이었던 부영(府營) 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부산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병원 개선에 나섰는지에 대해 추측해보자

면 다음과 같다.

부산부가 부산부립병원 신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선총독부가 있었다. 20만원 이상의 기채를 발행하려면 조선총독부의 인가가 필요했기 때

문이다.37) 조선총독부는 지역 내에서 부산부립병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는 강제병합 초기에 그들이 관장하던 의료 사업의 업무나 예산을 

1920년대를 기점으로 지방으로 이관하였다. 이후 총독부는 도(道) 및 부(府)가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그 충실을 독려하였다. 마찬가지로 신부산부립병원이 설립되자 조선

총독부는 시료환자 진료 등 지역 내 병원으로서 역할을 부여하였다.38) 두 번째, 

1920~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진행하였던 도시 계획과 관련이 있다.39) “제2의 도시”로 일

컬어진 부산부는, 그 위치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한 도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부산부는 병원 신축에 있어서 “대부산 건설의 장래”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부산부립병원 공

사를 확정하였던 1932년 무렵에 이미 부산부는 부산부청 신축 및 도로 확장, 간선도로 개

설과 같은 큰 공사를 동시에 계획하고 있었으며 공사가 완성될 시기에 맞춰 “1백만원”의 

예산을 들인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40)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 이전,신축이 결정되자 병원 부지 선정을 위한 ‘부립병원이전개축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41) 이 조사위원회에서 부산부립병원과 부산부립전염병원을 합병

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부산부는 20만원 이상의 건축비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이전 장소 

선정 및 예산 심의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42) 

이후 개최된 부산부립병원 조사위원회 및 부산부협의회에서는 부영 병원의 합병 건이 최

종 선택되었다. 병원 이전 후보지는 부산부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병원 부지 선정 

회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훗날 알려진 후보지는 기존 부산부립전염병원 부지와 토성정 

부산공립고등여학교 부근의 박간방태랑(迫間房太郞, 하자마 후사타로)이 소유한 부지였다. 

부산부립병원과 부산부립전염병원을 합병하여 새로 지은 병원을 편의상 “신부산부립병원”으로 칭

한다.

37) 1930년, 경성부의 경성순화병원(전염병원) 신축 계획은 조선총독부의 국고 보조를 받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이후 경성부는 경성순화병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지만 이 역시도 조선총독부가 경성부에 기채가 많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후 경성순

화병원은 두 차례 증축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기존 시설에서 전염병 환자의 급증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민 당국이 “불가피하게 조처”한 것이었다. (김택중,「일반논문 : 경성부립순화병

원, 역사적 사실과 그 해석」,『연세의사학』16, 연세대학교의과대학의사학과, 2013, 33~35쪽.)

38)「釜山府立病院で施療患者の診療 警務局から折衝をやる」,『釜山日報』, 1936.12.18.   

39) 당시 조선총독부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던 경성부, 부산부에 대해 도시계획을 세우

지 않으면 위생상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도시계획 법령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후 부산부는 부역확장 계획을 세웠고, 조선총독부는 부산의 계획을 토대로『부산도시계획

서』를 만들었다. (전성현,「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확장의 식민성과 지역민의 동향」,『지방사와지방

문화』19, 역사문화학회, 2016, 115~146쪽.)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부산부립병원은 도시 내 중

요한 위생시설 중 하나로 식민 당국 입장에서도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었다. 

40)「釜山府工事完成後博覽會開催計劃 商工會議所와 各團體에 問題 總豫算百萬圓으로」,『每日申報』, 

1933.8.2. ; 박람회는 신부산부립병원이 준공되었던 1936년 가을에 4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

려 했지만 풍수 재해와 경제적인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釜山博覽會」,『東亞日報』, 

1936.3.20. ;「釜山府から二千圓風水害地に義捐 釜山博覽會無期延期も定式報告きのふの釜山府會,

『釜山日報』, 1936.9.9.)

41)「釜山府立病院移轉場所 興味を以って見らる 改築委員近く囑託」,『釜山日報』, 1932.3.16. 

42)「釜山府立病院の新築 今後は物になるか 順治病院の合築も考慮」,『釜山日報』, 19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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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법원

기존 부산부립전염병원(대신정)

신(新)부산부립병원(곡정)

기존 부산부립병원(변천정)

<그림 1> 기존 부영(府營) 병원 및 신부산부립병원 위치

이외 다른 후보지도 있었지만 부산부는 부산부립전염병원 부지를 확장하여 부영 병원을 짓

거나 박간방태랑이 소유한 부지 약 7천평을 매수하여 병원을 신설하는 안(案) 중에서 선정

하기로 하였다. 1933년 2월 28일, 부산부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조사위원회에서 ‘부산공립

고등여학교 근처 부지’가 부산부립병원 이전 부지로 확정되었다.43) 

<그림 1>은 기존 부산부립병원과 부산부립전염병원 및 신부산부립병원 위치를 표시한 지

도이다. 

출전 :『부산안내도(釜山案內圖)』, 1939(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비고 : “신부산부립병원”은 현재 부산대학교병원(아미동 1가 10-1)이 위치해 있었다. 

기존 부산부립병원이 위치한 변천정(辨天町)은 대표적인 일본인 거주지로서 상하수도나 

전차와 같은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우선순위였던 지역이었다. 그림 속 점선은 전차선 일부

를 표시한 것인데, 일본인 주거지를 중심으로 놓여 있었다. 부산부립전염병원은 1918년에 

대신정(大新町 471番地)으로 신축한 이후의 위치이다.44) 신부산부립병원은 전차선이 부설되

43)「釜山府立病院移轉場所 興味を以って見らる 改築委員近く囑託」,『釜山日報』, 1932.3.16. ;「府

立病院の敷地 釜山高女裏と决定す, 第二案は贊成者少なく决局第一案に還元す, 調査委員會終了」,

『朝鮮時報』, 1933.3.1.

44) 부산부립전염병원이 있던 자리에 “부산고소(釜山高小)”가 설립되었는데, <그림 1>에 표시된 ‘기존 

부산부립전염병원’ 위치에 ‘고등소학교’가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부산부립전염병원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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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성교(富城橋)”에서 법원 앞으로 이르는 간선도로와 인접하여 신축될 예정이었다. 

본래 신부산부립병원 공사 계획은 1933년에 박간방태랑과 교섭하여 부지를 우선 매수하

고 1934년 3월 초 착공하여 1년 가량 공사 기간을 거쳐 1935년 4월에 개원할 예정이었

다.45) 그러나 신부산부립병원 공사가 연기되면서 병원은 1936년에 준공되었다. 착공 지연

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부지 매매 협상 결렬, 설계 도면 수정, 시공사 선정 등이 있었

다. 

1933년, 부지 매매 가격과 관련하여 부산부와 박간방태랑간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처음 

부산부가 제시한 부지 매매 가격은 평당 27원이었고, 박간방태랑은 부지 가격으로 34~5원

을 요구하였다. 협상은 양자 간 가격차이로 결렬되었다. 교섭 타결을 위하여 부산부윤 및 

내무과장이 직접 박간방태랑과의 협상에 나섰다.46) 부산부윤과의 협상 결과, 박간방태랑은 

부지 가격을 평당 29원에 내놓기로 결정하였다. 박간방태랑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으로 협상에 응한 이유는 “공공”을 위해서였다.47) 토지 매수를 끝마친 부산부는 신부산부립

병원 설계 도면 작성에 착수하였다.

신부산부립병원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을 참고하여 본관은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 

짓고, 나머지 건물은 2층 목조 건물로 지을 것을 계획하였다. 부산부는 계획대로 병원이 준

공된다면 “대부산(大釜山)”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지역 병원으로서 엄청난 규모

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48) 1934년 6월, 부산부윤은 신부산부립병원 설계를 위해 5명의 부

산부회 의원(議員)을 설계위원으로 선정하였다.49) 부산부회 회의에서 병원 현관 방향을 두

고 빚어진 마찰로 시공이 지연되었지만 동쪽으로 현관을 배치하기로 합의하며 공사가 재개

되었다.50) 이후 경성부청(1926), 대구 공회당(1931) 등을 설계한 조선총독부 소속 세경일

(笹慶一, 사사 게이이치) 기사(技師)는 부산부립병원 부지를 시찰한 후 신부산부립병원의 최

종 도면을 완성하였다.51) 

1932년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1933년도 부산부 예산’에 계상하

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및 경상남도와 예산 협의를 시도하였다.52) 신부산부립병원 건설은 2

음을 추측할 수 있다. (釜山府,『釜山府社會施設槪要』, 1927, 32쪽. ;「多年の懸案たる釜山高小移

轉决定, 移轉先は順治病院跡に內定, 二ケ年繼續事業にて完成, 廿日釜山府第一部會で」,『朝鮮時

報』, 1935.2.21.) 

45)「釜山に偉觀を添ふる 新裝の府立病院 谷町二千六百餘坪の敷地に六月頃から工事着手」,『釜山日

報』, 1934.3.13. 

46)「釜山府立病院敷地買收交涉進まず 兩者の價格に非常の開さがあり たうとう府尹,內務課長が乘出

す」,『釜山日報』, 1933.12.14. ;「新築に決定した 府立病院の敷地」,『釜山日報』, 1934.2.17.   

47)「迫間家の讓步で病院敷地問題解決　 大島府尹迫間一雄氏と會見し 坪二十九圓で妥協成立」,『釜山

日報』, 1934.2.24 

48)「釜山に偉觀を添ふる 新裝の府立病院 谷町二千六百餘坪の敷地に六月頃から工事着手」,『釜山日

報』, 1934.3.13.  

49) 신부산부립병원 설계위원으로는 4명의 일본인과 1명의 조선인이 선정되었다. 도회의원과 부회부

의장을 역임한 ‘판전문길(坂田文吉)’, 전 부산부립병원장 및 부산의사회장을 역임한 ‘서촌호차랑(西

村浩次郞)’, 부산신용조합장 ‘산천정(山川定)’, 토목청부업에 종사한 ‘송강원태랑(松岡源太郞)’, 주조

업 회사 대표 및 부산부 서부청년회장이던 ‘권인수(權仁壽)’가 임명되었다. 그중 ‘산천정(山川定)’의 

경우, 신문에 명기된 ‘川’ 글자가 ‘田’처럼도 보이는 데, ‘田’일 경우 철도병원장을 역임한 ‘산전신길

(山田信吉)’일 가능성도 있다. (「府立病院設計委員五氏を任命」,『朝鮮時報』, 1934.6.10. ; 홍순

권, 앞의 논문, 2007, 375~379쪽.)

50)「東向きか南向きか一向煮へ切らず再調査, また暗礁に乘りあげた釜山府立病院問題」,『朝鮮時報』, 

1934.6.10. ;「朝鮮第一を誇る理想的の病院を計畫, 敷地七千坪玄關を東向にして總延坪數二千八百五

十三坪設計委員會で決定」,『朝鮮時報』, 1934.6.12.

51)「府立病院と府廳舍, 笹技師の意見て設計變更」,『釜山日報』, 19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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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부산부는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기채로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

웠다.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는 기존 부산부립병원 및 부산부립전염병원 부지를 매각한 비

용으로 갚는 것이었다.53) 부산부는 병원 설립 경비로 1933년도 22만원, 1934년 26만 5천

원, 총 48만 5천원을 2년 동안 지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부는 신부산부립병원 설

립에 필요한 기채 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선총독부로 보냈다.54) 1933년 12월, 기채 인

가가 승인되었다.55)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1933년 22만원, 1934년 10만원, 1935년 

18만원으로 지출방법이 변경되었다.56)

병원 부지와 설계 도면이 확정되어도 공사는 또 다른 문제였다. 부산부는 공사 업체를 선

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우선 부산부는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시킬 생각이었다. 

1934년 12월 21일에 열린 부산부립병원 공사 청부입찰에는 청수조(淸水組), 대림조(大林

組), 간조(間組), 죽본태차(竹本態次), 천세정길(千歲定吉), 동아공업주식회사(東亞工業株式會

社) 등 여섯 곳이 참여하였다. 입찰가격 중 최저 금액은 죽본태차 측이 제시한 22만 8천원

이었는데, 부산부가 정해둔 예정액보다 금액이 높아 부산부는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

였다. 재입찰도 유찰되자, 부산부윤 및 내무과장 이하 직원은 최저 입찰자와의 수의계약(隨

意契約) 혹은 지명입찰, 청부공사 등 여러 방안 중 하나를 택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였

다.57) 이후 부산부는 입찰 방법을 바꾸어 1935년 1월 23일 익명 견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도 예산보다 높게 나와 결국 부 당국은 지난 입찰에서 최저 입찰을 한 “죽본태차”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35년 1월 25일, 18만 9천 8백원으로 청부

계약이 확정되면서 시공사 문제가 해결되었다.58)

신부산부립병원은 1936년에 준공되었다. 5월 30일, 31일 이틀간 기존 부영 병원에 입원

하였던 환자와 사용하던 의료 기구를 신부산부립병원으로 옮겼다. 새로운 병원에서의 진료

는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59) 50만여원이 투입된 신부산부립병원 공사는 이전까지의 공사 

비용과 20배 이상 차이나는 대규모의 공사였다. 부산부는 병원 연혁사를 편찬하고 각지의 

유력자 및 부산부민 500여명을 초대하여 준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해당 공사를 기념

하였다.60) 

52)「釜山府立病院改築調査會新設 會長大島府尹 委員は府職員, 議員中より選任」,『釜山日報』, 

1932.2.18.  

53)「府立病院の敷地釜山高女裏と决定す, 第二案は贊成者少なく决局第一案に還元す, 調査委員會終

了」,『朝鮮時報』, 1933.3.1. 

54)「釜山兩病院建築費四十八萬五千圓　兩病院敷地賣却を財源とし起債に仰ぐとに決定」,『釜山日報』, 

1933.6.29. ;「慶尙南道, 釜山府病院建築决定, 工費四十八萬圓」,『朝鮮新聞』, 1933.6.30. ;「釜山

府立病院 順治病院新築」,『每日申報』, 1933.6.30.   

55)「約七千坪の用地買收計劃, 釜山府立兩病院合倂工事設計は愼重に」,『朝鮮時報』, 1933.12.5. 

56)「釜山府立病院新築補助費明年度豫算に計上」,『釜山日報』, 1934.8.6. ;「釜山府立病院工事また遲

れる, 一ヶ年延期となる昭和十一年に完成」,『朝鮮時報』, 1934.8.22.  

천세정길 죽본태차 대림조 간조 청수조, 동아공업주식회사

219,000원 227,700원 227,500원 227,800원 기권

57) 아래 표는 1934년 부산부립병원 공사 재입찰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釜山府立病院の新築は直

營? 再度の入札も豫定額を超え 府當局考へ入札む」,『釜山日報』, 1934.12.22.) 

58) 신문 기사에 따르면 12월 재입찰 최저 입찰자는 219,000원을 낸 천세정길(千歲定吉)이지만 기사

에서는 죽본태차(竹本態次)가 “21만 7천원으로 최저 입찰자”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

후 자료를 보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釜山府立病院移轉新築入札」,『每日申報』, 

1935.1.29.)  

59)「釜山府立病院六月一日開院」,『朝鮮新聞』, 1936.5.31.  

60)「釜山府立病院竣工式 盛大に行はる」,『釜山日報』, 1936.6.20. ;「釜山府立病院廿五日竣工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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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일반병동

전염병사

본관

정문

전염병사  

통용문

<그림 2> 신부산부립병원 본관 및 전염병사 평면도(1층)

<그림 2>는 신부산부립병원 본관 및 전염병사 1층 평면도인데 이를 통해 신부산부립병원 

시설을 살펴볼 수 있다.

출전 : 朝鮮建築會,「釜山府立病院本館及病棟一階平面圖」,『朝鮮と建築』15, 1936

<그림 2>에서 왼쪽 네모는 본관과 일반병동을, 오른쪽 네모는 전염병사 건물을 표시한 

것이다. 방위 표시는 그림 속 전염병사 문구 아래에 있다.  

신부산부립병원은 동쪽에 위치한 정문과 현관을 지나 본관으로 갈 수 있었다. 본관은 2층

짜리 건물로 1층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부인과, 서무과, 약국이 있었으며 안과, 이비인후

과는 2층에 있었다. 본관 동쪽 뒷 편에는 제1~4호로 구분된 2층짜리 일반병동이 위치하였

다. 병실은 1~3등으로 구분하였는데 기존 부산부립병원의 2등 병실은 2인 1실이었지만 부

산부는 새로 병원을 지으면서 모두 1인실로 바꾸었다. 3등 병실은 6명까지 입원하는 것이 

『朝鮮新聞』, 193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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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었지만 최대 8명까지도 가능하였다.61) 전염병사도 보통병동과 마찬가지로 2층 건물

이었다. 1층과 2층 구조는 같았다고 전해진다. 

일반병동은 4개의 병동에 61개의 병실을, 전염병사는 2개의 병동에 38개의 병실을 갖추

었다. 환자는 각 100명, 130명으로 총 23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62) 병원의 환자 수

용력은 기존 부영 병원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병실을 한데 모아두었기 때문에 일원화된 병

원 경영이 가능해졌다.63) 신부산부립병원은 일반 환자와 전염병 환자를 구분할 수 있게끔 

각 병동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위치했다. 즉, 의료진을 제외하고 병원 내에서 보통병동

과 전염병사간의 이동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보통병동에서 전염병사로 가기 위해서는 정

문을 지난 다음, 북쪽에 위치한 전염병사 통용문을 통과해야 했다.64) 

부산부 당국은 신부산부립병원을 두고 근대 위생 시설로서 ‘자랑’할 만한 병원이라며 자

축하였다. 더 나아가 병원은 근대도시로서 부산부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시설이었다. 그

러나 신부산부립병원은 협소한 시설 문제가 되풀이되어 발생하는 등 내실을 갖춘 의료기관

과는 거리가 멀었다.65) 또한 부산부회 조선인 의원은 신부산부립병원을 “부호계급을 대표하

는 시설”로 지칭하고 조선인 주거지였던 “대신정, 영주정 산리, 초량정, 초장정 일대”의 빈

민 지대에는 제대로 된 도로조차 없다며 편성된 병원 예산을 비난하였다.66) 즉 병원 신설은 

빈민 계층을 위한 의료 확대라고 보기보다 특정 계급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절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였으며, 

병원 운영 방식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산부의 병원 운영

부산부립병원은 부산부 내 유일한 공립병원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부산부립병원 이용 실태를 파악해보면 일본인의 병원 이용이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은 부산부립병원의 환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61)「診療設備に內外の大改善 大方の御批判を仰ぐ」,『釜山日報』, 1936.6.25. 

62)「近代科學の粹を集む釜山府立病院の新施設, 五十餘萬圓の巨費を投す, 廿五日盛大な竣工式」,『朝

鮮時報』, 1936.6.25. 

63) 수용난 문제는 병원이 준공되던 1936년 전염병 유행으로 다시 발생하였다. 신축한 병원에서 환자

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협소한 장소가 문제되었다. 신축 병원이 기존 병원과의 병실 수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은 수용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繼續되는 乖候로 釜山에 惡疫

猖獗 百餘名患者로 病院은 超滿員 連日新患者續出」,『朝鮮中央日報』, 1936.8.29.) 

64)「診療設備に內外の大改善 大方の御批判を仰ぐ」,『釜山日報』, 1936.6.25. 

65)「釜山府立病院 避病舍の增築 工費八萬員 近く着工」,『釜山日報』, 1939.4.20.  

66)「貧民地區施設全無 朝鮮人議員奮起」,『東亞日報』, 19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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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선인 일본인

입원 환자(a) 외래 환자(b) 입원 환자(c) 외래 환자(d)

1921 1,333(1.62%) 3,583(4.37%) 12,253(14.97%) 64,661(79.01%)

1922 1,451(1.68%) 10,120(11.75%) 12,471(14.47%) 62,085(72.08%)

1923 1,291(1.89%) 7,877(11.55%) 12,060(17.69%) 46,928(68.85%)

1924 9,365(14.43%) 55,505(85.56%)

1925 - - - -

1926 1,308(1.36%) 6,354(6.63%) 12,688(13.25%) 75,406(78.74%)

1927 2,067(1.89%) 14,381(13.16%) 14,151(12.95%) 78,625(71.98%)

1928 1,919(1.73%) 21,824(19.72%) 13,775(12.44%) 73,130(66.09%)

1929 2,353(2.86%) 8,849(10.78%) 16,529(20.15%) 54,282(66.18%)

1930 2,505(2.32%) 10,982(10.19%) 12,711(11.80%) 81,501(75.67%)

1931 1,413(1.62%) 10,684(12.31%) 13,268(15.29%) 61,378(70.75%)

1932 2,279(1.97%) 12,579(10.92%) 12,656(10.99%) 87,636(76.10%)

1933 3,101(2.83%) 16,659(15.22%) 12,615(11.53%) 77,020(70.40%)

1934 - - - -

1935 3,072(1.98%) 21,055(13.57%) 15,456(9.96%) 115,556(74.48%)

<표 1> 부산부립병원 이용 환자 수  (단위 : 名)

출전 : 釜山府,『釜山府勢要覽』, 1921~1936 ; 釜山府,『釜山府社會施設槪要』, 1927

비고 : 괄호는 전체 이용자(a+b+c+d) 중 해당 항목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부산부립병원의 전체 이용자 중에서 입원 환자는 15%대를, 외래 환자는 85%대를 차지하

였다.67)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환자가 갑자기 증감(增減)하는 원인은 자료가 없어 규명하기 

어렵다. 대신 내과와 외과의 외래 환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안과

나 이비인후과와 같은 다른 과의 비중이 높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외래 환자의 이용 변화 

양상이 규칙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었다.68) 

그런데 민족별 이용 양상으로 보면 조선인의 입원 환자는 3% 미만, 외래 환자는 10%대

인 반면, 일본인 입원환자는 10~20%, 외래 환자는 70%대로 나타나 일본인의 병원 이용률

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이나 일본인 환자가 일정하게 증감하는 것

은 아니었지만 1928년을 제외하고 민족별 이용 비율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5년 외래환자를 예로 들면, 조선인의 외래 환자가 2만명대를 넘기며 이전보다 높은 수

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환자도 급등하였기 때문에 전체 환자 비율은 이전과 비슷

67) 통계 수치 중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료를 우선으로 하되 수치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필

자가 사료를 토대로 합산하여 표에 반영하였다. 1933년이 그 예인데 원사료에는 일본인 입원 환자 

합계가 1,615명으로 적혀있지만 각 과 입원환자를 다시 합산해보면 12,615명이 나왔다.

68)『부산부세요람(釜山府勢要覽)』을 통해 각 과의 외래, 입원환자 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문과

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는 각 과별로 정리한 표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외래환자

가 많이 발생하였던 해당 연도의 양상만 확인해보자면, 1928년의 경우 다른 과에 비하여 내과와 

이비인후과에서 조선인 환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내과 외래 환자의 경우 3,368명(1927년)이었던 

것이 9,166명(1928년)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비인후과는 1,114명(1927년)이었던 것이 2,942명

(1928년)으로 늘어났다. 1935년은 전년도와의 비교가 어려워 해당 연도만을 살펴보면 외래환자는 

안과 32,940명, 이비인후과 29,032명, 소아과 18,987명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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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치를 유지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인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일본인 환

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였다. 부산부 인구와 병원 이용 환자를 비교해보면 일본인의 병

원 이용이 활발했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26년 부산부 인구 105,731명(조

선인 64,928명, 일본인 40,803명)69) 중 조선인은 약 7%, 일본인은 83%가 병원을 이용하

였다. 즉, 부산부립병원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을 위한 시설이었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상황에서는 민족 차별이 대개 다른 분야의 차별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

았다. 부산부립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부산부립병원 이용은 일본인에게 유리하였다. 다

른 개항도시가 그러하듯 부산부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지가 구분되었다. 부산부는 일본 

전관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인 주 거주지 및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그 외곽에 조선인의 거

주지가 만들어졌다.70) 일본인 밀집 거주지인 변천정에 위치하였던 부산부립병원은 상대적으

로 일본인에게 접근성이 좋았으며, 때문에 일본인은 다수의 조선인보다 병원에 대한 이해도

가 높았다.71) 실례로 조선인 중에는 부산부립병원의 존재를 몰라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일

이 발생하기도 하였다.72)

주로 시가지 외곽에 거주하였던 조선인들은 부산부립병원 이용이 어려웠다. 부산부 외곽

에서 시가지로 들어가려면 도보나 전철 및 자동차를 이용해야 했다. 그중 전철은 주로 일본

인 시가지나 동래 온천 등 일본인의 삶과 밀접한 지역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전철 이용이 어

려운 지역민은 이외의 교통수단을 찾아야 했다. 더군다나 저렴하지 않은 교통비는 병원 이

용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73) 이처럼 조선인 환자는 지리적으로 부산부립병원을 이용하

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국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경제적 차이이다. 의료비에 대해 후술하겠지만, 조선인 중에는 병원 의료비를 감

당할 수 있는 계층이 많지 않았다. 1931년 ‘직접국세납입액’ 조사에서 조선인 호(20,475호) 

“평균 5원 28전”, 일본인 호(10,836호) “평균 90원 66전”으로 조선인의 경제 상태가 상대

적으로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3년 부산부 내 조선인 면세층 비율은 전체 인

구(177,792명) 중에서 47.9%(85,231명)였으며 일본인의 면세층은 6.2%(11,175명)였다. 이

외에도 부산부 내 직업별 분포에 있어서 조선인 중에는 일본인과 달리 안정적인 직업을 갖

지 못한 부민이 더 많았고 다수의 조선인은 생활난을 겪고 있었다. 같은 직군이라도 조선인

의 임금은 일본인 임금의 50~70% 수준이었다. 즉, 부산부 내 직업별 임금 체계 내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경제적 능력도 일본인이 우세하였다.74) 이와 같은 

69) 통계청 (http://kostat.go.kr/) 

70) 양미숙,「1920,1930년대 부산부의 도시빈민층 실태와 그 문제」,『지역과역사』19, 부경역사연구

소, 2006, 210~213쪽.

71)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인 중에는 경험에 의거한 민간 치료 혹은 한의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

으며 이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사용에 있어서도 조선인에게 한의학은 서양 의료 이용보다 지리적, 

언어적, 경제적인 이유에서 장점이 많았다. (이꽃메,「식민지시기 일반인의 한의학 인식과 의약 이

용」,『의사학』15, 대한의사학회, 2006, 224~229쪽.) 

72) 부산부민공립보통학교 학생의 보호자가 부산부립병원을 알지 못해 의생을 찾아가 아이를 살리러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돼 사망한 사건이다. (「英浩의生命은 學校當局의過失로」,『朝鮮日報』, 

1924.5.8. ;「師恩이薄하다고 敎師免職을决議」,『東亞日報』, 1924.5.8.) 

73) 전성현,「일제시기 지역철도 연구 : 근대 식민도시 부산의 전철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역학관

계」,『역사와경계』84, 부산경남사학회, 2012, 107~146쪽.

74) 일본인의 경우 상업,교통업,공업,공무 및 자유업에 종사한 반면, 조선인의 경우 기타 유업자가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두 번째로 상업 및 교통업에 종사했다. 1920년대 부산부 

직업별 임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 (양미숙, 앞의 논문, 2006, 216~2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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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출 연도 지출 연도 지출

1914 36,990 1921 97,617 1928 123,816

1915 38,804 1922 116,929 1929 134,347

1916 41,050 1923 107,778 1930 130,745

1917 45,947 1924 102,407 1931 120,771

1918 53,414 1925 98,800 1932 120,554

1919 66,406 1926 106,653 1933 120,520

1920 101,505 1927 120,617 1934 117,875

<표 2> 부산부립병원 지출 (단위 : 圓)

경제 능력은 병원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의료비 설명을 위해 병원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부립병원 예산은 부

산부윤과 부산부 내무과장이 참여한 부산부협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경상남도지사를 거

쳐 조선총독에게 품청된 후 확정되었다. 부산부립병원 예산 심의를 담당한 곳은 부산부 내

무계였다. 이후 직제가 세분화되었는데, 부산부 내무과(內務課) 부영사업계(府營事業係)에서 

‘위생 및 병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병원 예산 관련 심의를 맡았다.75) <표 2>는 부산부

립병원의 지출 내역을 정리한 표이다.

출전 :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19~22쪽

부산부립병원 지출 비용은 증가 추이를 보인다. 부산부는 병원 지출 증가에 대하여 ‘물가 

상승과 같은 자연적인 팽창’이라고 설명하였다.76) 다른 연도의 지출 증감 수준에 비하여 

1919년과 1920년 사이에 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시설 개축, 인건비, 전염병 유행 등이 지출 내역에 반영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19년은 부산부립병원 개축을 위해 부산부에서 3만 5천원 정도를 계상할 예

정이었다.77) 1922년은 간호사 기숙사 신축, 병실 개축과 엑스레이 설비 비용이 추가된 것

으로 보인다.78) 그 다음으로 의료진의 변동이 지출 금액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부립병원은 제생의원 시절 영향으로 1917년까지 이비인후과장 자리에 군의(軍醫)가 임

명되어 있었는데,79) 군의는 인건비가 저렴하였기 때문에 이후 민간인 의사 채용은 부산부립

병원 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부산부립병원 원장직

에는 의학박사 학위를 가진 의사가 임명되고 과장직에도 의학사 및 의학박사가 임명되었다. 

<표 3>은 1929년 부산부립병원 지출 내역 중 급료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75) 釜山府,『例規類集 : 釜山府 釜山學校組合 釜山府學校費, 大正14年』, 1925 ; 釜山府,『例規類集 

: 釜山府 釜山學校組合 釜山府學校費, 昭和2年』, 1927 ; 釜山府,『例規類集 : 釜山府 釜山學校組

合 釜山府學校費, 昭和5年』, 1930 

76)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19쪽. 

77)「宿題兩案可決さる汚物掃除ち病院擴張」,『釜山日報』, 1918.12.21. 

78)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20쪽.  

79)「廣告, 釜山府立病院」,『朝鮮時報』, 19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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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지출 전년도 증감액

급료

원장급 9,800 -200

부원장급 5,600 -

과장급(5명) 21,212 -

약국장급 1,440 -

의원급(8명) 11,040 -

약제원급(1명) 1,248 -

서기급(2명) 2,256 -

조수급(1명) 1,152 -

간호부장급(1명) 840 -

기타직원(雜給)80) 21,907 -

계 84,624 +4,546

운영 

관련

운용비 15,290 +3,507

약품비 19,000 +2,650

건물 수선비 2,000 -

1929년 지출 총계 134,347 +10,531

<표 3> 1929년 부산부립병원 지출 내역 일부 (단위 : 圓)

출전 :「昭和4年度釜山府稅入出豫算」, 1926(국가기록원, CJA0014156)81) 

1929년 부산부가 병원 운영에 지출한 비용은 13만 4천여원이었다. 1929년은 전년도에 

비해 지출이 1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당시 부산부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장티푸스의 방역

에 투입된 인력과 이외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운용비와 약품비를 위한 지출이었다. 

그중 운용비는 15,29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507원 증액, 약품비는 19,000원으로 전년도

에 비해 2,650원이 증가하였다.82) 즉, 전염병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1929년 지출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부산부립병원의 지출 중 절반 이상은 인건비(62.9%)가 차지하였다. 

그중에서도 기타직원을 제외한 급료 합계는 54,588원이었다. 이 중 절반은 원장, 부원장, 

과장급의 급료였다. 특히 원장의 경우 부산부 내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할 정도로 인건

비는 부산부립병원 지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83) 

<표 4>는 부산부립병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병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80) 예산서에서는 “잡급(雜給)”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그중 인건비로 지출한 내역을 표로 정리하였다. 

‘기타직원’에는 약제원, 조수, 서기, 고원(雇員), 간호부, 기관수, 소사, 잡역부, 차부, 임시용인(傭人)

을 포함한다.

81) 현재(2021.6)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하면 1926년 자료로 검색되지만 실제 내용은 1929년 자료이

다.

82)「昭和4年度釜山府稅入出豫算」, 1926(국가기록원, CJA0014156) 

83)「釜山第一の月給取り一萬圓の院長さん着任」,『釜山日報』, 19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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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부산부립병원

수입 지출 수입-지출

1926 100,193 104,027 -3,834

1927 128,377 115,924 +12,453

1928 141,190 124,399 +16,791

1929 147,956 132,582 +15,374

1930 130,799 130,745 +54

<표 4> 부산부립병원 수입과 지출 (단위 : 圓)

항목 1919년 1920년 1925년 1936년

약가

(藥價)

내복약(1일분) 18전 25전 20전 15~20전

외용약(1제분) 18전 25전 20전 15~20전

돈복약(1제분) 15전 20전 18전 14~18전

입원료

특등 3원 50전 5원 5원 5원

갑등 2원 50전 3원 3원 2원 50전~3원

을등 1원 50전 2원 2원 1원 80전~2원

병등 1원 1원 50전 1원 50전 1원~1원 50전

<표 5> 자혜의원(도립의원) 주요 의료비

출 전 : 「 木 浦 府 立 病 院 條 例 設 定 の 件 ( 협 의 회 회 의 록 첨 부 ) 」 , 1 9 3 0 ( 국 가 기 록 원 , 

CJA000002780)84)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적자 운영이던 부산부립병원은 흑자로 돌아섰다.85) 이후 부산

부립병원은 1926년을 제외하고 병원 지출과 수입이 비슷하거나 수입이 지출보다 높아 흑자

를 유지하였다. <표 1>과 함께 살펴보면 다른 해에 비해 1927년과 1928년은 조선인 외래 

환자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929년은 일본인 입원 환자 수가 높았다.86) 

부산부는 병원 수입으로 부산부립병원을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비(府費)로 충당하였

다. 예를 들어 수입이 8만 2천원이 발생하고, 지출액이 9만원이라고 했을 때 부족한 8천원 

가량은 ‘부 일반세입’으로 보조하였다.87) 부산부립병원의 주 수입원은 입원료, 수수료, 약값

이었으며 이외 진찰료 및 진찰권료, 왕진, 파견료, 잡비였다. 부산부립병원은「부산부립병원

규칙(釜山府立病院規則)」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하였는데, 해당 규칙은 조선총독부의 영향

을 받았다.  

<표 5>와 <표 6>을 통해 자혜의원(‘도립의원’과 병기)과 부산부립병원을 비교하고 부산

부립병원 의료비의 변화 배경과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醫院及道慈惠醫院收價規程ヲ左ノ通定メ」(朝鮮總督府告示 

第87號),『朝鮮總督府官報』, 1919.4.16. ;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醫院及道慈惠醫院收價規

84) <표 4>는 <표 2>와 지출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해당 부분을 설명할 때에는 사용하고 있는 

사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치가 다른 것은 조사 시점과 기관이 달라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85)「府立病院收入增加二萬五千圓」,『釜山日報』, 1927.12.21.

86) 1930년 부산부립병원 수입에 대한 우려로 보아 실제 병원 수입이 이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1930년 환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표 

4>와 같이 수입이 감소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대신, 시료 환자

가 증가하였거나 1930년 외래 환자 수가 잘못 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惱みは續く府立病院=收

入減に藥價値下げも手傳って」,『釜山日報』, 1930.10.9)

87)「府立病院移管申請, 間然を避けんが爲め」,『朝鮮時報』, 19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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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1925년(a) 1936년(b) 증감액(b-a)

약가

(藥價)

내복약(1일분) 22전 20전 -2전

외용약(1제분) 20전 20전 -

돈복약(1제분)92) 15전 15전 -

입원료

1등 5원 4원 80전 -20전

2등 3원 50전 3원 20전 -30전

3등 2원 1원 80전 -20전

<표 6> 부산부립병원 주요 의료비

程改正」(朝鮮總督府告示第145號),『朝鮮總督府官報』, 1920.5.12. ; 朝鮮總督府,「慶尙南道

立醫院收價規則左ノ通定ム」(朝鮮總督府慶尙南道令第8號),『朝鮮總督府官報』, 1925.4.1. ; 

朝鮮總督府醫務局衛生課,『朝鮮道立醫院要覽』1, 21~23쪽, 1937

1910년대 자혜의원(도립의원) 이용률 중 대부분의 시료환자는 조선인이었다. 시료환자를 

제외하고 보통 환자 이용률을 확인해보면, 인구 대비 일본인의 이용률은 조선인에 비해 

14~20배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선인의 보통 환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고가(高

價)의 병원 이용료였다.88) 즉, 자혜의원(도립의원) 의료비는 시료를 받지 않는 이상 조선인

에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었다.

1920년, 조선총독부는 의료비 항목 중 약값은 5~7전, 입원료는 50전~1원 50전을 인상

하였다. 그러나 1922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 의원 및 자혜의원(도립의원)의 약값을 다

시 낮추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의료비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생활 전반의 물

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89) 조선총독부는 1923년 1월 1일부터 내복약 및 외용약은 20

전, 돈복약은 18전으로 정하고 각 자혜의원(도립의원)에 적용하였다.90) 

1930년대 들어 조선총독부는 의료비 인하를 다시 시행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기존 시료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의료비 인하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각 지역에 의료비를 조

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91) 조사 결과, 자혜의원(도립의원) 의료비는 금액의 최소~최대 범

위가 설정되었는데 인하하기 전의 의료비를 최대 금액으로 유지하되 최저액 기준을 낮추었

다. 예를 들어 1925년 자혜의원(도립의원)의 내복약은 20전이었는데 인하가 결정된 이후, 

15~20전 사이에서 약값을 징수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9년에서 1920년에 대폭 인상하였던 것을 1925년 인하를 통해 이전 수

준으로 되돌렸지만, 1919년에도 자혜의원(도립의원) 이용이 어려웠던 조선인에게 인하한 의

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 인하 혜택의 주 대상자는 이전부

터 병원을 이용해오던 일본인이 되었다. 

<표 6>은 부산부립병원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한 약값과 입원료를 정리한 표이다.93)

88) 박윤재, 앞의 책, 2005, 250~267쪽.

89)「官醫藥價减下는 래년일월부터실시」,『東亞日報』, 1922.2.1. 

90)「藥價减下 실시는래월초」,『東亞日報』, 1922.11.18. ;「醫藥價減下實行, 약값 네가지가 위선 떨

어졌다 총독부의 원이 당국에 상신중」,『每日申報』, 1922.11.18. ;「醫院藥價引下」,『朝鮮日

報』, 1922.12.1. ;「醫院收價規程改正」,『朝鮮日報』, 1922.12.1. 

91) 김영수,「1910~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료사업(施療事業)의 변천」,『역사와경계』95, 부산경남

사학회, 2015, 162쪽.

92) 사전적 정의로 돈복약은 한꺼번에 먹는 약을 뜻한다.

93) 1929년 부산부립병원 수입 내역을 정리한 표이다.「昭和4年度釜山府稅入出豫算」, 1926(국가기

록원, CJA00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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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구분
보통환자 시료환자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1924년 9,365 55,505 257 295

1925년 12,341 70,648 276 1,337

1926년 7,662 88,094 270 831

<표 7> 부산부립병원 보통환자 및 시료환자 (단위 : 名)

출전 : 釜山府,『例規類集 : 釜山府 釜山學校組合 釜山府學校費, 大正14年』, 1925 ; 釜山

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부산부립병원 의료비는 자혜의원(도립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1925년

을 기준으로, 부산부립병원과 자혜의원의 외용약은 20전으로 똑같았지만 자혜의원(도립의

원)에 비해 부산부립병원의 내복약이 2전 더 비쌌고, 돈복약은 3전 더 저렴하였다. 입원료

의 경우 부산부립병원의 입원실 중 1~3등부터가 자혜의원(도립의원)의 특~2등과 비슷한 

가격대였는데 요금 차이는 20전 정도였다. 

부산부립병원 의료비는 부산부 내 사립병원보다 8전 정도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었

다.94) 그런데 부산부 내 물가와 비교해보면 공립병원 의료비가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23년 부산부 물가 기준으로 5인 가족 한 끼 식사는 23.6전이었고 

세 끼로 계산하면 70.8전 가량이 들었다.95) 즉, 5명의 한 끼 식사가 1일분 약값이었으며 

부산부립병원 약값과 입원료는 일반 서민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식민지 조선

에서 관공립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능력이 필요했다. 더 나아가 사

립병원보다 저렴한 공립병원의 의료비도 일부 계급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으며 의료소

외계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산부립병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정책이 있었다.

「부산부립병원조례」에 따르면 부산부윤의 권한으로 ‘가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약값 및 그 밖의 요금의 납입을 연기하거나 감면’해줄 수 있었다.(18조)96) 즉, 부

산부윤에 의해 의료비 지원 대상의 범위와 구제 기준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감면 기준이 추

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다. <표 7>은 

일부 기간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 시료를 이용하였던 환자의 실태를 파

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출전 : 釜山府,『釜山府社會施設槪要』, 1927

품목 수입 품목 수입

약값 30,153원 27전 진찰료 및 진찰권료

3172원 60전

(진찰료 25원 및  진찰권료 

3147원 60전) 

수수료 44,756원 40전 왕진 및 파견료 500원 (평균 1회 2원 250회)

입원료 50,2776원 50전 잡비 4014원(약품각기대기타)

94)「釜山府立病院が藥價の直下をやる そんな話は聞かぬ 事實なら相談はあらう＝岸本院長談」,『釜山

日報』, 1930.7.18.  

95) 양미숙, 앞의 논문, 2006, 220쪽. 

96)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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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의 시료 환자는 257명, 276명, 27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일본인 시료 

환자는 295명, 1,337명, 831명이 시료 혜택을 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선인이 많

은 것에 비해 시료 제도는 조선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97) 다음 사례는 

시료는 물론, 병원 이용도 어려웠던 조선인 환자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날품팔이’였던 한 조선인은 입원치료가 시급하였지만 입원비 마련이 어려운 하층계급이

었다. 환자의 아내는 의사에게 ‘부산부청에 가서 수속을 마치고 오면 무료로 입원할 수 있

다’는 말을 듣고 부청에 갔지만 어떠한 이유로 수속을 밟지 못했다. 아내가 다른 방법을 찾

는 동안 결국 남편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부산부민은 수속을 마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중환자를 병원 대합실에 방치한 병원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나 부

산부립병원 서무과장은 수속을 밟지 않으면 입원시킬 수 없으니 당국으로서 비난받을 필요

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98) 또, 부산부립병원을 찾은 조선인이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시

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부민은 병원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99) 이처럼 부산부나 

부산부립병원은 적극적인 태도로 환자 진료에 임하지 않았으며 그 피해는 주로 조선인이 입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22년 조선총독부가 경제 불황을 이유로 각 지역에 물가 조절을 실시하라는 명령

을 하달하였을 때, 부산부는 물가조절 논의에서 병원 약값 인하를 제외하였다. 부산부윤은 

약값 인하와 관련하여 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현 상태에서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상당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100) 병원의 손실을 부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산부는 병원을 운영

하는 데 있어 영리 추구를 우선하며 병원 의료비 인하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 약값 인하를 실시하였다. 부산부는 내복약의 값을 

15% 인하하고 5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부산부립병원에 통지하였다. 부산

부는 외용약, 돈복약 등의 가격 유지 결정에 대하여 ‘일반에서 근소한 인하’라고 말하지만 

내복약은 ‘널리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내복약 인하는 ‘영향이 있다(내복약만을 인하해도 

물가 조절에 도움이 된다-필자)’고 평가하였다.101) 그러나 의료비 인하 이후 부산부협의회 

일부에서 제기한 부산부립병원 비판을 통해 의료비 인하가 부산부민의 병원 이용 확대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102) 

1930년대,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 의료비를 다시 인하하였다.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조

선총독부의 의료비 인하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1930년, 부산부 당국은 부산의사회

에게 의료비 인하를 위한 사전조사를 맡겼다.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도 의료비를 인하해야 

97) 다른 관공립병원의 시료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초기 자혜의원의 시료는 조선인의 이용률이 압도

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시료를 축소해가면서 조선인 환자도 점차 

줄었다. 이처럼 병원의 시료 제도는 운영 주체의 의지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산부립

병원도 제한된 예산 안에서 시료 제도를 일본인 위주로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98)「釜山府立病院失態 手續안되엿다고 入院안식혀 待合室에서 患者絶命」,『每日申報』, 1936.7.17. 

99) 급성복막염을 앓던 조선인 환자는 부산부립병원으로 가서 진찰권을 구매하여 진료를 기다렸지만 

“점심시간이라 아무리 중환자라할지라도 시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비난이 

일자 당시 부산부 보건계장은 간호사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면서도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다. (「應急治療患者의 施療를拒絕」,『東亞日報』, 1938.4.22.) 

100)「釜山府立病院の藥價引下は困難, 豫算の關係上明年度實行か」,『朝鮮日報』, 1922.12.13.       

101)「先づ內服藥を府立病院愈愈藥價を引下げた, 實は當局ヤツトの思ひで二十一日から實施する」,

『朝鮮時報』, 1923.5.18. 

102) “중산계급”에 맞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쇄신을 통해 “하층계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

책을 수립해 “권위가 있는 부민병원”이 되는 것을 요구하였다. (「開業醫と大差ない府立病院の設

備, 內容新刷の急をさけぶ, 釜山の府協議員」,『京城日報』, 1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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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부산부립병원은 ‘들은 바는 없지만 부산부에서 하는 일이니 논의

를 해볼 것’이라 입장을 내비추었다. 그러면서 부산부립병원장은 이미 약값은 기존 25전 하

던 것을 22전으로 인하하였기 때문에 20전 이하로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

다.103) 부산부립병원의 의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병원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보다 협

조하는 쪽에 가까웠다. 이후 부산부 부영사업계(府營事業係) 주임은 부산부립병원장을 만나 

의료비 인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 의료비를 

10~20%를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복약은 2전, 입원료는 20~30전이 인하되었다.104)

식민지 조선에서 관공립병원 의료비는 일반 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병원 이용에 대한 당국의 고려는 없었다. 부산부립병원 역시 마찬가지였

다. 또한, 부산부립병원 의료비 인하는 부산부민의 병원 이용 사정을 고려하여 부산부가 자

발적으로 인하하기보다 조선총독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부산부는 의료비 인하 과정에

서도 약값 인하를 바로 시행하지 않거나 여러 항목 중 내복약 가격만을 낮추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03)「釜山府立病院が藥價の直下をやる そんな話は聞かぬ 事實なら相談はあらう＝岸本院長談」,『釜

山日報』, 1930.7.18.    

104)「釜山府立病院の＝藥償及入院料, 結局二割程度引下か」,『朝鮮新聞』, 1931.2.6. ;「釜山府立病

院 藥價入院料減下 輿論에 順應하야 考慮한 結果 警監額은 一割假量」,『每日申報』, 1931.2.20. ;

「釜山府立病院 藥價入院料一割減下」,『每日申報』, 19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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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산부 마산부 양산군 울산군 동래군 경상남도 全

종류 조 일 조 일 조 일 조 일 조 일 조 일

사립 병원 - 5 - 1 - - - - - - - 8

의사

관직봉직 2 12 - - - - - - - - 3 16

개업의 5 15 1 6 - 1 1 3 2 3 17 81

치과

개업의
- 15 1 1 - - - 1 - 1 1 24

의생 22 - 14 - 25 - 78 - 43 - 667 -

한지개업의109) - - - - - 1 - 1 - 1 - 17

산파 2 37 - 12 - - - 1 - - 4 74

한지산파 - - - 1 - - - - - - - 1

간호부 - 61 - 1 - - - - - - 7 64

<표 8> 1922년 경상남도 의료기관 수

3. 병원을 둘러싼 갈등과 부산부의 대응

1) 지역 현안 : 공공의료와 지역발전

‘부산 자혜의원 설립’과 일련의 사건은 부산부립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부의 병원 운영 성격을 시사한다. 또, 부산부가 공공의료에 가진 태도와 인식을 보여주

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병원을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

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민심을 달래는 방법 중 하나로 자혜의원 증설 계획

을 세웠다.105) 이에 맞춰 1920년 4월, 부산부는 부산부윤을 필두로 부산부립병원을 조선총

독부에 기부하고 자혜의원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부산부가 자혜의원 

설립을 추진한 이유는 ‘근년 물가 폭등 문제로 경영비(인건비)가 팽창하여 경영하기 어려움’

이 있고, 부산부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이 진료받는 것이 3할 이상이었기 때문에 경

상남도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106) 즉, 부비로 운영하는 부산부립병원과 달

리 자혜의원은 국고와 도 지방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또, 부산부립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 30% 정도가 도민(道民)이기 때문에 부립병원 대신 

자혜의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과 적합하다는 판단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부산 자혜의원 설치를 확정하였다.107) “부산부 내 관민 유지”의 바람이었던 

자혜의원 설립은 부비를 써서라도 “하루 빨리 신속하게 건축”하고 싶은 것이었다. 부산부는 

자혜의원 설립을 위해 경비 50만원 중 30만원을 조선총독부로부터 받고, 20만원은 기채로 

하여 지을 것을 계획하였다.108) 또한 자혜의원이 지어지면 현재 부산부립병원은 필요없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여 자혜의원 설립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당초 조선총독부는 부산부

에 자혜의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마산부에도 자혜의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총

독부는 부산 자혜의원 예산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자혜의원을 짓기로 하였다. 조선총독부

가 자혜의원 설립 지역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표 8>은 경상남도 의료기관 수를 정리한 것이다.

105) 박윤재, 앞의 책, 2005, 252쪽. 

106)「府立病院移管申請, 間然を避けんが爲め」,『朝鮮時報』, 1920.4.27. ;「釜山病院移管申請」,『東

亞日報』, 1920.5.1.

107)「醫療機關擴張」,『朝鮮日報』, 1921.3.6. 

108)「釜山慈惠院問題, 府立病院は賣却職員は引繼」,『朝鮮時報』, 1921.4.20.    

109) 한지개업의(限地開業醫)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산간벽지와 같은 지역에 배치한 지정 의료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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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慶尙南道統計年報 : 大正10年』, 1923

비고 : 지면 부족으로 모든 지역을 표시하지 못했지만, 대신 인근 군(郡)의 수치를 표시하

였다. 부산부와 마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의 일본인 의사 및 산파 수는 비슷하였다.

부산부와 마산부의 의료기관 수를 모두 합쳐 <표 8>의 경상남도 전체 의료기관 수와 비

교해보면 사립병원 75%, 의사 40%, 산파 65%, 간호부의 경우 87%를 차지하였다. 즉, 두 

지역은 다른 군(郡)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특히 부산부는 의사 

1명당 1,50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반면, 경상남도는 평균적으로 의사 1명당 1만 500명의 

환자를 봐야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산부는 의료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

었다.110) 

반면, 대부분 조선인이 거주하였던 군에서는 사립병원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개업

의(開業醫)마저도 1~3명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111) 대부분 군민들은 의생(醫生)에 의지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외과 수술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의료 공백의 대안으로 공의(公醫)나 한지개업의를 파견하고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지만 이 역

시도 한계가 존재하였다.112) 또한 자혜의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설립 초기와 달리 1920년대 

들어서면서 운영 일수가 한 달이 채 안되거나 시료 혜택이 감소하는 등 군민의 병원 이용이 

점차 어려워졌다.113) 이처럼 부산부와 마산부보다 의료기관 설비가 시급한 지역이 더 많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자혜의원 설립 선정 기준은 인구에 따른 결정도 아니었다. 1922년 기준으

로 부산부와 인근 지역의 인구를 확인하면 <표 9>와 같다. 

의미한다. 

110)「一人の醫者が七萬人を受持つ 釜山は一千五百人の割 慶南醫師の割當調べ」『釜山日報』

1929.4.28. 

111) 1936년 일본 도쿄제국대학 학생들은 울산군 달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위생학적 측면에서 

인류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후기 중 “의료에서 방치되어 있는 듯한 조선 농촌의 상황”이라는 표

현을 빌려보자면 1930년대 후반이 되어서도 대부분 농촌이었던 군의 의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읍 달리마을 조사는 1940년에 책으로 발간됐으며 2008년 국립민속박물관

에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조선농촌사회위생조사회/임경태 역,『조선의 농촌위생』, 국립민속박물

관, 2008, 353쪽.)

112) 공의나 자혜의원과 같은 지방 의료기관은 “일본인들의 지방 정착 보조 역할”을 하였다. 주로 일

본인 의료진이 파견되면서 조선인들이 진료를 받는 데 언어 문제가 발생하였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도 하층계급에 있었던 조선인들의 이용이 어려웠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의료기관 증대 목표와 달

리 의료 수요에 비해 의료기관은 부족하였고, 지역 간 의료 빈곤 격차가 심화되어 갔다. (박윤재, 

앞의 논문, 2009, 164~177쪽. ; 김영수, 앞의 논문, 2015, 162쪽.)

연도
보통환자 시료환자

시행일수 연도
보통환자 시료환자

시행일수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조선 일본

1913 24 132 12,250 4 145 1918 89 122 8,273 - 107

1914 25 84 12,572 - 170 1919 137 113 7,810 - 115

1915 61 155 15,367 1 227 1922 - 3 397 - 3

1916 288 411 13,894 - 163 1923 - - 814 - 11

1917 158 408 11,518 - 149 1924 11 - 1,111 - 16

113) 아래는 1913년~1924년 진주 자혜의원 영업 일수와 병원을 이용한 환자를 분류하여 정리한 표

이다.

  

출전 :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12~1924 

비고 : 1920년은 통계 자료가 결락되었고, 1921년은 진주 자혜의원을 운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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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산부 마산부 양산군 울산군 동래군

조선인 42,971(55%) 12,817(72%) 38,995(98%) 126,622(98%) 83,696(97%)

일본인 34,915(45%) 4,810(27%) 742(2%) 3,135(2%) 2,771(3%)

합계 78,161 17,726 39,922 129,798 86,503

<표 9> 1922년 경상남도 내 일부 지역 인구 (단위 : 名)

출전 : 통계청 인터넷페이지 (http://kostat.go.kr/) 

비고 :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외국인은 전체 인구에서 소수였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았다.

부산부와 마산부의 전체 인구는 군에 비해 적지만 일본인의 거주 비율은 각각 전체 인구

의 45%와 27%를 차지하였다. 그에 반해 군은 일본인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며 조선인의 거주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자혜의원 증설 지

역으로 부산부와 마산부를 선택한 것은 공공의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 우선순위에 일본인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음 조선총독부의 계획과 달리 자혜의원은 마산부에

만 설치되었고 부산부에는 자혜의원 건물만 지어지고 운영은 무산되었다.114) 

부산 자혜의원 운영이 무산된 배경에는 부산부로의 경상남도청 이전이 있었다. 조선총독

부 입장에서 볼 때, 진주군보다 부산부가 지리적 요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

에 있었으며 경상남도는 경성, 평양과 달리 도청소재지와 부가 일치하지 않아 행정면에서도 

불편함이 많았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경상남도청 이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웠다. 

조선총독부가 부산부로 도청(道廳)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통감부 시절부터 제기되어 왔다. 

초대 경상남도장관이었던 향천휘(香川輝, 가가와 데루)는 1911년 경상남도 도청이전안(道廳

移轉案)을 작성하여 조선총독에게 품청하였다. 그러나 도청 이전 계획은 진주군민의 이전 

반대, 도청 이전 비용 문제 등으로 즉각 실현되지 않았다.115) 

1920년, 부산부와 경상남도의 공식적인 품청 이후에도 부산부 및 인근 지역의 유지들은 

도청 이전 청원에 가담하며 도청 이전 주장을 피력하였다. 이들은 이전에 필요한 건물과 부

지 기부를 약속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듬해 조선총독부가 경상남도청 이전의 당위

성을 알고 있음에도 도청 이전을 실현하지 않자, 부산부 내 유력자들은 ‘도청이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은 30만원 기부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도청 이전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방

안을 밝혔다. ‘도청이전계획서’에서 부산부가 내걸었던 기부 조건 중 ‘도청 신축 기부금’은 

‘도청 건물 및 관사 부지 기부’로 바뀌었다. 이때, 부산 자혜의원 부지와 건물이 ‘도청 건물’

로 기부되었다.116) 

부산 자혜의원 기부는 지역 사회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

인다. 부산 자혜의원 건물 기부가 이루어지기 6개월 전만해도, 부산부는 부산부협의회를 소

집하여 부산부립병원 매각비를 통해 자혜의원을 설립할 것을 가결하였다.117)   그런데 8월이 되

114) 1910년 9월에 경상남도 내 설립된 자혜의원은 당시 도청 소재지였던 진주군에 위치했다. 마산 

자혜의원은 1922년 진주 자혜의원 출장소 형태로 지어졌다. (朝鮮總督府,「晉州 慈惠醫院出張所設

置」(朝鮮總督府慶尙南道告示第56號),『朝鮮總督府官報』, 1922.9.12.) 

115) 도청이전안은 진주군은 도청소재지로서 불리한 점이 많으며 경상남도청 이전 후보지인 부산부는 

진주군의 문제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내용의 이유서(理由書)였다. (전성현,「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지방지배 ‘전략’과 도청이전을 둘러싼 ‘지역정치’」,『사회와역사』126, 한국사회사학

회, 2020, 59~94쪽.)

116) 전성현, 앞의 논문, 2020, 67~87쪽.

117)「釜山病院寄附諸問滿塲一致可決」,『京城日報』, 19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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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조선총독부가 자혜의원 설립 관제를 발표하지 않자 부산부민은 ‘더 이상 진전이 없

는 상황에 의구심’을 표했다. 부산부에서도 자혜의원 운영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부산부립병원 운영이 힘든 상태였다. 부산부민은 부산부립병원까지 운영되지 않는다

면 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 자혜의원 운영이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 염

려하였다.118) 

부산부윤은 자혜의원 문제에 대해서 하루 빨리 병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 ‘만약 갑작스럽게 이관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부산부윤은 

부산부립병원이 부산 자혜의원으로 이관이 되지 않을 시 부산부립병원 예산을 추가하여 운

영해야한다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119)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부윤은 총독 이하 정무

총감, 토목국, 내무국 관계자 등을 만나 부산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를 나

눴다. 그중 ‘자혜의원 운영 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부윤은 부산부로 돌아와 부산 자혜

의원 운영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그때까지 부산부에서 부산부립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그 기간은 5,6개월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20) 그런데 3개월이 

지난 1924년 12월, 조선총독부는 ‘기습적으로’ 경상남도청을 부산부로 이전할 것을 공포하

고 부산부는 “긴급히” 부산부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산 자혜의원 건물 기부를 가결하였다.121) 

조선총독부는 3.1운동 이후 조선인의 소요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자혜의원 증

설을 실시하였지만, 경상남도 자혜의원은 일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을 고려 대상으로 삼은 병원 설립도 도시 발전이라는 가시적인 이익과 부딪혔

을 때,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식민 당국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 제공과 

같은 공공적인 요소보다 ‘지역발전 요소’를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병원으로 상징되는 공

공성은 일순위가 아니었고 부차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식민당국이 전유하고 

있는 병원 설립과 운영의 협상 대상은 지역민이 아니었으며, 그들과의 협의 유무와 상관없

이 당국의 일방적인 개입과 결정이 가능한 것이었다.

경상남도청 이전은 조선총독부와 부산부 모두의 바람이었으며 자혜의원 건물 기부는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당초 부산부가 자혜의원 설립을 원한 것도 지역민

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보다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유가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부가 도청 이전을 통해 얻는 이득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부산부로 도청이 이

전되고 부산 자혜의원 운영은 무산되었지만 이를 두고 부산부민이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현

하였던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다. 부산부민은 부산 자혜의원 설립을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대보다 도청 이전 여론이 더 강력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병원

을 개선하는 것보다 도청 이전이 좁게는 개인 이익, 더 나아가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

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청 이전은 부산부의 판단대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는 부산부의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었다. 부산부가 경상남도의 중심이 되면서 이전보다 

118)「釜山病院立消え?, 豫算は九月迄で後が無い, 慈惠醫院引直しはイツ實現するか」,『京城日報』, 

1924.8.23. 

119)「慈惠病院の始末, 行政整理は內示を受けぬ府立病院と財務課, 小西釜山府尹談」,『朝鮮時報』, 

1924.9.16.  

120)「釜山の重要問題は本府の諒解を得た, 上水擴張,慈惠病院沿岸貿易の施設等, 小西府尹歸來談」,

『朝鮮時報』, 1924.9.28. 

121)「慶南道廳 州에서釜山에移轉明年四月一日부터實施」,『東亞日報』, 1924.12.8. ;「道廳移轉問

題로 釜山府協議會」,『朝鮮日報』, 19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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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인구는 병원을 이용할 잠재고객이 증가함을 의미하였다. 부산부 인구는 1925년을 

기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총 인구 비율 약 25%(조선인 37%, 일본인 10%)가 증가하였

다.122) 그런데 부산 자혜의원 건물 기부로 인해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었고 부산부민은 좁은 시설과 노후된 건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

다.

2) 의료진 구성 문제

부산부립병원은 개원한 이래 내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서무과 및 

약국을 두었다. 소속 직원은 원장 및 부원장 1명, 각 과장, 의원(醫員), 약제원, 서기, 조수 

등으로 분류되었다.123) 부산부립병원 의사 채용 방법은 임명제였다.124) 부산부립병원 의사

(특히 원장~과장급)는 부산부윤이 직접 선정한 인물 혹은 부산부립병원 및 후쿠오카의과대

학(福岡醫科大學)에 소속된 의사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되었다.125) 기존 부산부립병원 의사

들이 퇴사하는 이유는 대부분 ‘개업’ 혹은 유학이었다. 

부산부립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는 알기 어렵지만, 신문 기사를 통해 부산부립

병원의 원장~과장급에 규슈제국대학 의학부(九州帝國大學 醫學部) 출신이 주로 채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6) 반면 다른 도립의원은 같은 학교 출신이기보다 일본대학 의학부 

및 경성의학전문학교 또는 문부성 검정 시험합격자 등 의료진 구성이 다양하였다. 예를 들

어 경기도립수원의원의 원장과 의관(醫官)직에는 센다이(仙臺)의학전문학교, 구마모토(態本)

의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 등이 임명되었다. 전라북도립군산의원의 경우 교토(京

部)제국대학 의학부, 아이치(愛知)의학전문학교, 규슈제국대학 의학부 등으로 구성되었

다.127)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과 조선에서 서양식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가 점차 증가하였고 타 

대학 출신을 임용할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 의료진 자리에 규슈

제국대학 출신을 임용하였다. 이외에도 “원장을 가장(家長)으로” 한다는 병원을 향한 평가, 

병원 문제에 대해 규슈제국대학의 자문을 구하거나, 부산부와 후쿠오카와의 관계 등으로 보

았을 때 부산부립병원의 의사 채용 방법에는 같은 학교를 뽑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

석할 수 있다.128)

122) 1924년 부산부 총 인구 수(외국인 포함)는 82,393명(조선인 46,093명, 일본인 35,926명)이었으

며 1925년은 103,522명(조선인 63,204명, 일본인 39,756명)으로 이전보다 25%가 증가하였다. 

(통계청 인터넷페이지 (http://kostat.go.kr/)) 

123) 1929년 기준 부산부립병원에는 원장 1명, 부원장 1명, 과장 5명, 의원 8명, 약제원 1명, 서기 2

명, 조수 1명, 간호부장 1명, 고원(雇員) 6명, 간호부 22명, 기관수 1명, 소리 6명, 잡역부(雜役夫) 

3명, 차부(車夫) 1명, 임시용인(臨時傭人) 연(延) 20명 등이 근무하였다. (「昭和4年度釜山府稅入出

豫算」, 1926(국가기록원, CJA0014156)) 

124)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16쪽.

125)「齋藤副院長後任は九大から」,『釜山日報』, 1926.3.12. ;「釜山府立病院副院長新任」,『朝鮮新

聞』, 1928.4.16. ;「釜山府協議會, 岸本府立病院長辭任, 後任者を決定す」,『朝鮮時報』, 

1930.12.18.  

126) 규슈제국대학의 모체는 후쿠오카의과대학(福岡醫科大學)이다. 후쿠오카의과대학은 교토제국대학

(京都帝國大學) 분과로 설치되었다가, 1911년 4월 규슈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1918년 대

학령(大學令) 공포로 의학부는 공학부와 함께 규슈제국대학 학부로 소속되었다. 본문에서는 ‘규슈

제국대학 의학부’로 칭한다. (九州帝國大學,『九州帝國大學要覽』, 1936, 9쪽.) ; 규슈제국대학 의

학부와 관련있는 부산부립병원 의료진 채용 양상은 <부록-1> 참고.

127) 朝鮮總督府,『朝鮮道立醫院槪況』, 1930, 17~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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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번영회129)에서 발간한 도서 내용 중 부산부립병원 내 “... 福岡醫大(규슈제국대

학-필자) 萬能(만능)의 通弊(통폐)를 타파 ...”라는 언급을 통해 규슈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으

로 구성된 의료진은 비난의 대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0) 같은 대학의 출신으로 꾸

려진 의료진이 부산부립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설명하기는 어렵지

만, 부산부민이 그러한 의료진 구성을 문제의 배경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부립병원 의료진 문제는 직업의식 결여와 도덕적 해이였다. 예를 들어 환자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보지 않고 음주와 마작을 한다거나 중환자를 남겨둔 채 귀가하

는 행태를 보였다. 또는 청진기를 소지하지 않아 환자의 임종 시간을 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던 왕진료를 징수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였다. 부산부립병

원 의료진 사이에는 앞서와 같은 ‘갖가지의 문제가 되풀이’되어 발생하고 있었다.131) 이런 

배경에는 부산부의 방관적인 태도가 있었다. 의사의 직무는 “특별한 기술”에 속한다는 이유

로 부산부 당국은 불성실한 의사의 태도에 “손 놓고” 있을 뿐 병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132) 이는 의사를 중심으로 특권의식이 생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

이기도 하다.

부산부 당국은 부산부립병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산부립병원 의료진 

처벌은 대개 부산부립병원장의 주의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부산부협의회와 

부산부민은 병원의 적폐 개혁을 요구하였다. 부산부협의회나 부민이 병원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산부립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조

건 중 하나는 의료진의 친절함이었기 때문에 이와 걸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선 요

구의 이유였다.133) 여기서 부산부협의회는 직무에 성실하지 않은 의료진 및 직원 때문에 병

원을 이용하였던 환자들이 ‘다시 찾지않아 병원이 쇠퇴(경영난-필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부산부 당국은 제기된 문제 중에서 의사들이 불법으로 징수하였던 왕진료에 대한 해결에 

나섰다. 그런데 당국의 해결 방법은 기존 의료진의 태도를 교정하기보다 법을 제정하여 왕

128) 의료진 채용 외에도 부산부가 후쿠오카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규슈제국

대학 교수의 신부산부립병원 준공식 방문, 병원 유학 및 의사학회 등이 있다. (「府立病院改革か, 

九大総長を訪問した泉崎釜山府尹」,『京城日報』, 1926.9.11. ;「九州醫學出席 山本釜立眼科部長」,

『釜山日報』, 1927.4.24. ;「慶尙南道, 釜山府立病院第一回留學生美川眼科長に」,『朝鮮新聞』, 

1933.8.21.;「釜山府民待望の府立病院竣工式, 好晴に惠まれ!盛儀を極む, 來賓五百餘名參列」,『朝鮮

新聞』, 1936.6.27.)   

129) 부산번영회는 일본인 중심의 사회 경제 단체였다. 일본인 자본가 주도로 구성됐던 부산번영회는 

1927년 기준으로 83명 중 2명이 조선인 회원이었다. 주로 일본인 회원으로 구성된 부산번영회는 

사설 사교단체였지만 공공사업 실행 촉구를 망라하여 부산부 당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남,

「일제강점 초기 자본가 중역겸임제에 의한 정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한일관계사연구』48, 

한일관계사학회, 2014, 295쪽.) 

130) 釜山繁榮會,『釜山繁榮論策』, 1927, 89쪽.

131)「釜山府立病院과 民間의 不平」,『每日申報』, 1925.9.29. ;「釜山府立病院改革の火の手揚る, 十

萬府民は擧って府當局の斷乎たる處置を望む」,『京城日報』, 1926.5.8.    

132) 식민지 조선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사가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성장하면서 관변단

체의 성격을 띤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자 진료에 있어서 의사 자체 내에서 징계권을 행사하며 

‘집단의 자율성’을 유지하였다. 이를 두고 사회학에서는 ‘의료전문화’ 라고 설명하는데, 근대사회에

서 의사는 전문화된 지식을 통해 권력을 형성하였으며 전문직이라는 “새로운 신분집단”이 되었다. 

(조병희,『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집문당, 2006, 241~255쪽.) 부산부립병원 의사들도 새로운 신

분집단 탄생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133)「評判の惡い釜山府立病院斷乎たる改革を望む」,『京城日報』, 1926.5.5. ;「釜山府立病院改革の

火の手揚る, 十萬府民は擧って府當局の斷乎たる處置を望む」,『京城日報』, 1926.5.8.   



- 28 -

진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부산부협의회에서도 ‘왕진료 징수는 병원의 증수

(增收)에 도움’이 되고 의원(醫員)의 “악폐(惡弊)”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해당 안

건을 통과시켰다.134) 이는 부산부협의회가 바라는 병원 개혁은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 병원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왕진료 징수 이외, 부산부립병원의 또 다른 변화는 원장 교체였다. 1927년 초, 병원 원장

은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규슈제국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135) 원장 교체를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원장이나 의사 중에도 퇴직 이후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136) 즉, 

퇴직 사유나 그 과정이 명예스럽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유학이라는 선택이 특수한 것은 아

니었다. 부산부가 행한 원장 교체가 병원 개혁보다는 부산부민에게 보여주기 위함에 가까웠

다는 사실은 원장이 그만 둔 후에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통해 엿볼 수 있

다. 

원장직이 공석인 상태에서 경상남도 당국은 부산경찰서에게 병원 조사를 명령하였다. 의

료진의 특진료 불법 징수, 불친절한 직원 태도, 오진으로 인한 환자 사망 등의 문제가 이전

과 같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었다.137) 더 이상의 회피가 힘들어진 부산부윤은 일전에 문제

를 일으킨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직원을 병원에서 바로 내쫓지는 않았

고 직원의 일신상 사정으로 당분간은 기다려주기로 하였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부산부윤은 의사의 친절한 태도는 병원에 필요한 것이고, ‘부민의 기대에 부응하

는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38) 이처럼 부산부윤의 말과 행동에서 보이

듯 당국은 병원 의료진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부

산부민보다 의료진의 처우를 우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부윤이 보여준 병원 개혁 의지는 박사 학위의 원장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부산부는 

공석이었던 부산부립병원 원장 자리에 규슈제국대학 출신을 임명하였다.139) 부산부는 병원

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장을 임명하였는데, 새로운 원장은 기존에 문제되었던 ‘특진

료’ 제도를 부산부립병원에 적용시키고 싶다면서 특진료 징수에 동의하는 입장을 발표하였

다.140)

부산부는 본인들이 단행한 병원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부산부는 부산부민

이 새로 취임한 원장에 만족하고 있으며, 박사 원장을 초빙한 이래 부산부립병원 환자가 증

가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141) 부산부협의회도 병원 수입 증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료진 

문제를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부산부 당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보다 견

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부 내에서 의료진 임명과 관련

134)「釜山病院の往診料徵收」,『朝鮮新聞』, 1926.5.1. ;「釜山府立病院改革の火の手揚る, 十萬府民

は擧って府當局の斷乎たる處置を望む」,『京城日報』, 1926.5.8. 

135) 그는 학위 취득 후, 다시 부산부로 돌아와 개업의(開業醫)로 활동하였다. (「釜山病院改革, 岸本

博士後任院長に內定」,『京城日報』, 1927.2.28.) 

136) 원장 퇴직 사유는 별도로 첨부한 <부록 1>을 참고.

137) 사직을 권고받은 직원이 실제 퇴사를 하였는지는 미지수이다. (「府立病院にからまる特診料問題

暴露, 奇怪なる噂しきりにして釜山署漸く動く」,『京城日報』, 1927.1.26. ;「釜山府立病院に當局の

眼光る, 種種の情弊蟠まり改革の機近づく」,『朝鮮時報』, 1927.1.30.) 

138)「府立病院にからまる特診料問題暴露, 奇怪なる噂しきりにして釜山署漸く動く」,『京城日報』, 

1927.1.26. 

139)「釜山病院改革, 岸本博士後任院長に內定」,『京城日報』, 1927.2.28. 

140)「特診制度も時代に適應させたいと, 新釜山病院長談」,『京城日報』, 1927.4.8. 

141)「釜山府立病院經濟獨立可能 博士着任後患者增加」,『中外日報』, 1927.5.22.  ;「釜山府立病院の

患者が殖える　府民の病院觀も一變し府當局ヤ安心の態」,『釜山日報』, 1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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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바로 조선인 의사 채용 건이었다. 

조선인 의사 채용 건의는 조선인 유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부영 병원 시설에 대

해 조선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그 방안으로 조선인 의사를 두라고 

요구하였다.142) 부산부 내 조선인과 일본인 유지들은 부산부립병원과 부산부립전염병원 개

선과 관련한 희망요건을 적은 진정서를 부산부 당국에 제출하였다. 진정서 내용은 부영 병

원에 조선인 절반을 채용하라는 것이었다. 진정서에 서명한 구체적인 명단은 알 수 없지만 

7월에 부산부 당국으로 제출된 진정서는 ‘부산공직자연맹’이라는 단체 하에 부산부 공직자 

및 유지 인사 수백명이 연서하여 제출한 것이다.143) 8월에는 조선인 30명과 일본인 3명, 

총 33명의 부민이 서명하여 부산부협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144) 부산부협의회에서도 

조선인 및 일본인 의원(議員) 20명이 연서하여 경상남도지사에 제출하였다.145) 

7월, 부산부 유지들이 부산부협의회로 제출한 진정서의 주 요구를 살펴보면 주요 보직이

었던 부원장 자리에 조선인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부산부립병원 부원장이 살인사

건 용의자로 일본 본국에 송환되면서 자리가 결원이 되어 새로 뽑아야하는 상황이었다.146) 

이외 각 과 과장 및 의원(醫員)의 반 이상을 조선인으로 채용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조선인

을 두게 되면 병원 운영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게 장점으로 거론되었다. 같은 

의사여도 일본인, 조선인 간의 임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선인을 의사로 둔다면 경비가 반

으로 줄어 지출이 필요한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뿐 만 아니라 약제사의 

경우, 복약(服藥)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인 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부산부 유지들의 진정서를 받은 부산부협의회 의원(議員)들은 경상남도지사에게 부영 병

원에 조선인을 채용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147) 대신 부산부 유지들이 진정했던 내용과 

달리 부산부협의회의 진정서는 과장급 이상에 조선인을 채용해달라는 내용은 제외하였고 

“의원(醫員), 소리(小吏), 간호부까지라도 총 인원의 반을 임명”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선인 

임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지만 민족 차별 해소를 위한 해결 방법이라는 내용

을 추가하며 의료진 문제를 민족 문제로 결부시켰다. 

직전의 의료진 태도 개선 요구 때와 달리 부산부민은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희망사항

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런데 부산부나 경상남도에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

며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듬해 부산부립병원 부원장 후임으로 온 의사

는 규슈제국대학 출신의 “대평풍(大坪豐, 오츠보 유카타)”으로, 부산부 당국은 조선인 의사 

임명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48) 조선인 의사 채용 요구는 1930년대에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1933년에 개최된 부산부회(釜山府會)에서 조선인 의원(議員)은 부산부립병원 

142)「順治病院の改善と同時に府立病院にも鮮人醫師を置けと鮮人有志の運動」,『釜山日報』, 

1927.6.25. ;「兩病院改善 問題로 釜山有志蹶起」,『每日申報』, 1927.6.28.  

143)「釜山府立病院 改善方法을陳情」,『東亞日報』, 1927.7.1. ;「釜山府公職者 有志와 同盟陳情 : 

府營兩病院에 朝鮮人職員增加要求」,『中外日報』, 1927.7.2.  

144)「釜山官立病院에 朝鮮人採用建議」,『東亞日報』, 1927.8.29.

145)「內鮮人差別問題로 釜山府議員蹶起 爲先病院의 例를 들어 慶南知事에게 陳情」,『每日新報』, 

1927.8.28.

146)「釜山府立病院の副院長が殺人犯人, 八, 九年前の舊惡露見, 十八日長崎へ護送」,『朝鮮新聞』, 

1927.2.19. 

147)「內鮮人差別問題로 釜山府議員蹶起 爲先病院의 例를 들어 慶南知事에게 陳情」,『每日申報』, 

1927.8.28.

148)「釜山府立病院副院長新任」,『朝鮮新聞』, 192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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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사와 간호부 각 2명밖에 없어 ‘다수의 조선인이 진단받는데 불편한 점이 비일비재’한 

상황을 비판하였다. 조선인을 균등하게 채용하여 “공공단체사업에 사명을 완전히 발휘”하라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49) 즉, 1930년대 들어서도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 의료진을 채용하

는 데 일본인을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산부립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부족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산부민 및 

부산부협의회는 불만을 표출하였다. 부산부의 개선 방법은 선택적이고 제한적이었다. 부산

부에게 제기된 ‘친절한 의료진’ 요구는 당국이 고려할만 한 것이었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

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의료진의 태도는 병원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

제였으며 병원 수익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부산부가 민족 차별 해소 및 조선인 

의사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산부에게 조선인은 병원 운영에 있어서 주요 고려 대

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부와 병원 소속 의사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임명제

와 의료진을 향한 부산부의 호의적인 태도로부터 조선인 의료진 채용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음

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3) 전염병의 유행과 병동 개선

전염병은 민족과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전염병 유행은 부산부 당국뿐 아니라 부산부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였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와 외국과의 잦은 왕래는 부산부 내 

전염병 유행을 야기하였다.150) 부산부는 해마다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도시의 체면이 서지 

않은 것은 물론 직,간접적인 경제 타격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예방 방법

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完備)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151) 전염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은 부국강병의 장애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국에서 방역(防疫)

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시설과 관련

한 문제는 부산부 내 주요 사안 중 하나였다. 

전염병 환자 발생시, 부산경찰서는 전염병 환자 주변의 교통을 차단하고 지정 병원에 환

자를 격리하였다. 환자 격리가 전염병 확산 방지의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부산

부에서 전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부산부립병원 격리병동, 부산부립전염병원 및 

사립병원의 전염병실이었다.152) 전염병 중에서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발진티푸스 등은 전

염병실 설비가 있는 사립병원일지라도 입원이 금지되었다.153) 즉, 부산부에서 전염병으로 

입원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전염병 환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부영(府營) 

병원에 수용되어야 했다.

149)「釜山府立病院 無用論擡頭」,『東亞日報』, 1933.4.2.  

150) 개항 당시부터 부산부는 전염병에 취약한 도시였다. 1879년 여름, 일본으로부터 유입했다고 파

악되는 콜레라는 그 피해가 심하여 1879년 9월까지 일본인 거류민 840명 중 사망자 18명을 포함

한 2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김정란,「근대 해항도시 부산에서의 콜레라 유행과 그 대응-일본인거

류지 운영과 상수도 설비과정을 중심으로」,『해항도시문화교섭학』4, 한국해양대학교국제해양문제

연구소, 2011, 7~8쪽.)

151)「傳染病豫防に就て」,『釜山日報』, 1915.6.24. 

152)「氣嫌ひされる府立順治病院 近かく當局が內部の大改革を斷行する」,『釜山日報』, 1925.9.26. ; 

부산부 내에서 전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립병원에 대한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철도병원 격

리병사가 한 예였던 것으로 보인다. (「釜山의 膓窒扶斯 又廿名發生 : 府當局極力防疫」,『每日申

報』, 1929.7.21.)

153)「五種의 傳染病은 사립병원에 못간다」,『每日申報』, 191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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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산부민은 부영 병원, 특히 부산부립전염병원에 수용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부산

부립전염병원은 토성정(土城町), 초장정(草場町) 부근에 설립되었던 부산거류민단립전염병원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154) 부산부립전염병원도 부산부립병원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노

후, 협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부산부민은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부산일보

는 전염병원 문제를 일주일간 특집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155) 부산부윤은 병원 개선 요구

에 부산부립전염병원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병원 이전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위치 문제

로 서부(西部) 지역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부산부립전염병원은 1918년 5월 5

일 대신정으로 옮겨졌다.156)

병원 준공 이후, 부산부는 전염병 환자들의 수용 거부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 “전염

병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불쾌감이 생겨 부산부민이 입원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판단한 당국

은 개칭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157) 그 결과, 1918년 병원 명칭은 부산부윤이 제안하였

던 “부산부립순치병원(釜山府立順治病院)”으로 개칭되었다. 정식명칭은 부산부립순치병원이

었지만 신문이나 일반에서는 ‘전염병원’과 ‘순치병원’ 이름을 혼동하여 사용하였다. 이처럼 

부산부 당국은 전염병 환자들이 병원에 기피하는 상황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 병

원을 신축하고, 이름을 바꾸는 등의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소한 병실이나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 대한 부산부민의 불만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국이 추진한 방법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전염병 수용 시설에 대한 문제는 주로 일본인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먼저, 부산부 내 

전염병 유행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일보는 “위생사상이 발달되어 예방의식이 향상된 

내지인(일본인-필자)”에게 전염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비교적 그 위생 사상이 발달되

지 않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선인(조선인-필자)측에 전염병이 적은 것은 고려를 요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158) 즉, 전염병이 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음을 알 수 있

다. <표 10>은 1920~1930년대 부산부 내에서 전염병으로 치료받은 환자(이후 ‘전치환자’

로 칭함) 및 사망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154) 부산부립전염병원이 위치해있던 토성정, 초장정 임해(臨海) 지역에는 대정공원이 들어섰다. (釜

山府,『釜山府社會施設槪要』, 1927, 43쪽.)

155)「釜山の傳染病院(2) ; 貧者が已を得ず行く處」,『釜山日報』, 1915.6.13. ;「釜山の傳染病院(3) ; 

貧者が已を得ず行く處」,『釜山日報』, 1915.6.15. ;「釜山の傳染病院(4) ; 危險極まる掛洋燈」,

『釜山日報』, 1915.6.16. ;「釜山の傳染病院(5) ; 問題は兎角間歇性」,『釜山日報』, 1915.6.17. ;

「釜山の傳染病院(6) ; 改善せねは駄目」,『釜山日報』, 1915.6.18. ;「釜山の傳染病院(7) ; 入院を

厭がるも尤も」,『釜山日報』, 1915.6.19. ;「釜山の傳染病院(8) ; 入院を厭がるも尤も」,『釜山日

報』, 1915.6.20. ;「釜山の傳染病院(9) ; 名稱を改めるが可い」,『釜山日報』, 1915.6.22. 

156)「學校問題傳染病院 根本的解決の方法協議」,『釜山日報』, 1916.4.22. ;「朝鮮一の傳染病院 目下

計劃中の由」,『釜山日報』, 1916.6.10. ;「西部居住者四百名 連署して傳染病院 增築延期を請願

す」,『釜山日報』, 1916.6.16. ;「一問題と成りし傳染病院 武田總代の歷訪 府協議會提出か」,『釜

山日報』, 1916.6.19. ;「西部市街地補償問題 地主側更に請願せん」,『釜山日報』, 1916.12.12. ;

「位置問題再び沸騰す 遂に傳染病院跡に決定」,『釜山日報』, 1918.5.12. 

157)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27쪽.

158)「釜山の傳染病內地人が多い」,『釜山日報』, 192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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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치환자 사망자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1921 11 150 3 31

1922 115 540 67 128

1923 11 298 1 42

1924 422 115

1925 302 78

1926 18 188 7 40

1927 16 230 8 48

1928 13 239 6 64

1929 36 731 18 132

1930 22 427 13 83

1931 10 407 14 60

1932 368 78

1933 450 67

1934 407 104

1935 400 90

<표 10> 부산부 내 전치환자(全治患者) 및 사망자 수

출전 :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1~1936

1921년부터 1935년까지 살펴보면 조선인보다 일본인의 전치환자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59) 1922년은 조선인의 전치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115명의 전치환자가 나

왔는데 그중 108명이 천연두 환자였다. 일본인의 경우, 540명의 환자 중 269명이 천연두 

환자였으며 이외 이질(129명)과 장티푸스(107명)로 치료를 받았다. 1929년은 1921~1935

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전치 환자가 발생한 해였는데 그중 장티푸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조선인은 26명, 일본인은 446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였다. 1930년대에는 조선

인과 일본인의 전치 환자와 사망자 수가 한 번에 취합되어 민족별 상황은 알기 어렵지만 매

년 400명 내외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던 만큼 전염병은 꾸준히 유행하였다.

기사나 통계를 통해 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전염병이 문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런데 <표 10>은 치료받은 환자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전염병 환자가 존

재했을 것이다. 그중 조선인 환자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거나 

의도적으로 병을 숨겨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160)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159) 전치환자 중 전염병 별 환자 통계는 다음 출처를 참고하였고 본문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

였다. (釜山府, 1921-1936,『釜山府勢要覽』) 

160) 전염병 환자가 병을 은폐하는 데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부담스러운 의료비도 은폐의 원인 중 

하나였다. 우선 부산부가 전염병동을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산부립전염병원 

입원료는 1929년 기준으로 1등 입원실 3원, 2등 입원실 1원 50전이었다. 비싼 입원료에 이용을 

못하는 환자를 위해 부산부는 한시적이지만 병원의 입원료, 약값 및 운송비를 면제하는 규정을 제

정하였다. 의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부세,호별세를 내지 않는 자”로 규정되어 부산부립병

원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하층계급에서는 해당 규정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으

로 보인다. 부산경찰서 위생계 조사에 따르면 환자는 성홍열임을 알면서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입원료나 약값을 면제받아도 부수적인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하루 이틀만에 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빈민에 있어서 의료비는 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항목이었고 은폐 이유 중 하나

가 되었다. (釜山府,「府立順治病院條例」,「順治病院入院料及藥價免除の件」,『例規類集 : 釜山府 

釜山學校組合 釜山府學校費, 昭和5年』, 1930 ;「入院も出來ぬ氣の毒な貧者 府立病院の優遇法を徹

底させて欲しい」,『釜山日報』, 1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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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 방역 활동 중심에는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에게 끌려가 병원으로 수용되는 과정은 ‘무

단통치의 표상’이었다. 그러면서 병원은 가족과 떨어져 수용되어야 하는 낯선 곳이었고 조

선인을 죽인다는 등의 온갖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반감을 샀으며 오해는 깊어져 

갔다. 이 때문에 조선인들은 병원에 수용되지 않기 위해 병을 은폐하기도 하였다.161) 

다음 사례는 병원 수용 과정과 부산부립전염병원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1926년 “한의(漢醫)”가 조선인 환자를 콜레라로 오진(誤診)하였는데, “약두어첩을 줄터이니 

먹고 만일 전염병자를 수용하는 순치병원에 가게 되거든 주는 약은 먹지말라. 먹으면 곧 죽

는다”는 말을 전하였다. 이후, “한의”는『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를 경찰에게 신고하였

다. 환자는 전염병원에서 콜레라가 아니었음을 진단받았지만, 경찰의 명령없이는 퇴원이 불

가능하였기 때문에 퇴원을 기다리는 동안 병세가 악화되어 죽게 되었다.162) 여기서 일반인

보다 비교적 의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의생도 전염병원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며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장티푸스에 걸렸던 한 조선인이 전염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는 이유로 할복 자살을 시도

하였던 사건을 통해 전염병원에 대한 조선인의 기피 정도를 알 수 있다.163) 조선인 공직자 

및 유지들은 “부산부립병원과 부산부립전염병원의 조직 및 설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불쾌함”을 느껴 치료나 입원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영 병

원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부 당국에 병원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런

데 병원 반감을 없애기 위해 조선인 유지들이 요구한 것은 설비 개선보다는 3장 2절에서 

살펴본 조선인 채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164) 

많은 조선인이 경찰에 대한 반감이나 병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병원을 기피하였다. 일본

인도 입원 환경을 이유로 병원 수용을 꺼려하였다.165) 노후된 시설도 문제였지만 시설 부족

도 이유였다. 부영 병원의 전염병 환자 수용 시설은 격리에 초점을 두어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부산부립병원 격리병동은 1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166) 부산부

립전염병원은 34개의 병실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때에는 환자 102명을, 비상시에는 158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기록과 달리167)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부산부립전염병원에

는 70명 정도를 수용하였다. 사료마다 기록이 다른 이유는 한 병실에 몇 명을 수용했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병실이 부족하여 좁은 방에 여러 명을 수용하는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은 일본인이 부영 병원 시설 개선을 요구하였던 일화이다.

부산부립전염병원 문제가 제기된 곳은 부산번영회 정기모임이었다. 문제를 제기하였던 

161) 전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 위주의 격

리조치”는 지역민들이 병을 은폐하게 만들었다. (박윤재, 앞의 책, 2005, 366~368쪽.)

162) 기사에서 “한의(漢醫)”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시 “의생(醫生)”으로 불리었던 한의사를 줄여 표

현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조선인 환자가 죽고 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몰상식한 진찰”을 한 

의생에게 찾아가 분노를 표출하였다. (「屍體를둘너메고 漢醫家를襲擊」,『東亞日報』, 1926.7.2.)  

163)「順治病院の改善と同時に府立病院にも鮮人醫師を置けと鮮人有志の運動」,『釜山日報』, 

1927.6.25. 

164) 1931년에 개최된 부산부회에서 한 조선인 의원(議員)은 ‘부산부립전염병원 내에 조선인 의사 및 

간호부가 한명도 없다’며 문제삼았다. (「兩院醫師와看護婦에 朝鮮人採用을主唱」,『東亞日報』, 

1931.3.27.)  

165) 부산부민이 부산부립전염병원에 수용되기를 싫어하는데 특히 조선인 간에 그것의 기피 현상이 

더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역민이 병원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곳이라는 오해였다. (「釜山傳染病院改善, 二十五日の釜山繁榮會例會ヘ春日會員より提案」,『朝鮮新

聞』, 1925.9.28.)

166)「釜山府立病院の改善 診療設備から新病室まで面目一新」,『釜山日報』, 1925.11.13. 

167) 釜山府,『釜山府社會施設槪要』, 1927,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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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일(春日) 회원”은 ‘전염병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번영회의 문제’라는 인

식을 가지고 병원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당국은 환자들이 “유쾌하게” 지낼 수 있도

록 병원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전염병 유행

으로 지역사회와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부산번영회에서 제기한 병원 문제에 대해 부산번영회 부회장은 병원의 경영 주체인 ‘부

(府)’를 놔두고 부산번영회가 해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번영회 회의에 참석

하였던 부산부 이사관은 병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168) 이후 부산번영회에서 제안한 부영 병원 시설 개선과 관련하

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협의에는 경상남도 위생과장이 참여하였다. 병원 문제에 대해 경상

남도 위생과장은 ‘전(前) 과장 시대부터 여러 비난이 있어 강구책을 생각’하였지만, 부(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서는 감독 외에 “세심하게”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위생과장

은 전염병 환자가 병원 입원을 기피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시설 개선 요구에는 회피하는 

태도를 취했다.169) 

병원 개선 요구에 대해서 부산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경상남도는 ‘부(府)’의 문제로 치

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전염병 유행은 마냥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었

기 때문에 당국은 제한된 예산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방법을 택하였다. 의료시설의 

유지는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을 때도 지속적인 비용 투입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부산부가 선

택한 방법은 가병사 증설을 통한 일시적인 병동 확보였다. 이는 병원 신축보다는 상대적으

로 적은 비용이 필요하며 전염병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유용한 조치였다.

1929년 장티푸스 대유행은 병원 시설이 부족하였던 부산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일례이

다. 부영 병원과 부산 철도병원 병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부는 하루 몇십명씩 

발생하는 환자로 수용난 문제에 직면하였다. 우선 부산부는 “제5심상소학교” 학생을 “제2심

상소학교”로 옮기고 그 자리에 임시 전염병원을 짓기로 결정하였다.170) 전염병 유행이 잠잠

해질 기세가 보이지 않자, 부산부 당국은 급히 1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병사를 지

었다. 가병사가 지어질 동안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진 부산부는 기존에 병원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격리병사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171) 앞서 계획했던 가병사가 지어진 

후에도 수용난이 발생하자 부산부는 다시 5천원을 들여 “바라크(バラック)”식 가병사를 짓

기로 하였다.172) 부산부가 임시로 지은 병사(病舍)를 모두 합치면 400여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173) 

부산부는 오랫동안 전염병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당국은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일시

적으로 병동을 확보하며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는 데 주력을 다했다. 다시 말하면 환자에게 

위생적인 시설을 제공하거나 양질의 치료에 대한 부산부의 고려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168)「釜山繁榮會例會 順治病院改善問題て會場俄かに緊張す」,『釜山日報』, 1925.9.27. ;「釜山傳染

病院改善, 二十五日の釜山繁榮會例會ヘ春日會員より提案」,『朝鮮新聞』, 1925.9.28.  

169) 부산부립전염병원 개선을 우선으로 하되, 차후 부산부립병원과의 합병을 통해 인력이 부족했던 

의료진의 상황이 개선되어 ‘환자가 병원을 기피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였

다. (「順治病院改善問題, 目下釜山府民の輿論高く黨局及び有力醫師の意見」,『朝鮮新聞』, 

1925.10.1.)

170)「釜山のチブス新患者續出, 病院の收容力不足」,『朝鮮新聞』, 1929.7.11.    

171)「病院倉庫를 臨時病舍로使用」,『朝鮮日報』, 1929.7.16.    

172)「釜山의 膓窒扶斯 又廿名發生 : 府當局極力防疫」,『每日新報』, 1929.7.21.     

173)「陣容整った順治病院 四百名迄收容する 醫師も看護婦も充員して患者始めて安臥の態」,『釜山日

報』, 19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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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입 지출 수입-지출

1927 2,710 22,509 -19,799

1928 2,620 23,325 -20,705

1929 3,193 19,934 -16,741

1930 5,041 22,367 -17,326

1931 8,021 26,053 -18,032

1932 8,782 24,777 -15,995

1933 9,155 25,393 -16,238

1934 10,150 25,628 -15,478

<표 11> 부산부립전염병원 수입 및 지출 (단위 : 圓)

부산부가 매년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염병동 문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염

병원 신축을 주저한 이유는 이미 운영하고 있던 부산부립전염병원의 적자 상태가 영향을 끼

친 것으로 보인다. 

<표 11>은 부산부립전염병원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표이다.

출전 : 朝鮮總督府內務局,『朝鮮地方財政要覽』1-16, 1925~1940

부산부립전염병원은 <표 11>과 같이 매년 1만 5천원~2만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부산부

립병원보다 지출은 적었으며, 수입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의료진들이 부산부립병원과 겸

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그래도 부산부립전염병원은 전염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성격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부산부는 부산부립전염

병원 재정 악화를 이유로 부영 병원 경영을 맡을 청부 희망자의 이력서를 받았다.174) 부산

부는 부산부립전염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

으로 부산부는 부영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부산부립전염병원의 재정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두 병원을 합병하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영 병원 합병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부산부립전염병원은 “과(課)”

가 따로 나뉘어 있지 않았고 원장, 의원 2명, 약제원 및 서기 각 1명의 직원을 두었다. 그

런데 <그림 1>을 보면 부산부립병원과 부산부립전염병원은 서로 떨어져 위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부산부립병원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곳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간호사의 경우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간호보다는 약에 의존하며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175) 전염병이 유행하면 “60명의 환자를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진

료를 보는 상황”과 같이 시급한 상황이 반복되었다.176) 이에 부산부는 합병을 통해 재정 문

제를 해결하고 일원화된 전염병 환자 관리로 이전보다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계획하였던 것

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36년 부산부는 부산부립병원과 부산부립전염병원을 합병한 신부산

부립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174)「順治病院の賄請負指名入札 近く行ふ筈」,『釜山日報』, 1932.3.11. 

175)「避病院は監獄か, 民衆に誤解された原因は何?, 改善を要する釜山順治病院」,『京城日報』, 

1924.5.24. 

176)「釜山傳染病院改善, 二十五日の釜山繁榮會例會ヘ春日會員より提案」,『朝鮮新聞』, 19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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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부산부립병원은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부산부가 운영하였던 공립병원으로 지역 내 유

일한 ‘공공의료시설’이었다. 부산부립병원은 부산부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으

며 한편으로는 문명의 상징으로서 근대 도시의 성과물이기도 하였다. 부산부립병원은 식민

지 조선에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지역민의 이용과 불만 제기를 통해 공공병원으로

서 한계를 보여주는 곳이었다. 

부산부립병원의 시설 협소와 노후 문제는 비난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전염병 유행은 병원 

문제를 대두시켰다. 그럴 때마다 부산부가 택한 방법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제시되는 해결 

방안 및 병원 신설보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개축 및 가병사 증설과 같은 일시

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부산부립병원 지출은 대부분 인건비와 관련된 것으로, 부산부립병원

을 향해 제기되어 오던 시설 개선에 대한 지출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1910년대부터 

응축되어 온 부영(府營) 병원에 대한 부산부민의 개혁 요구와 논의는 1930년대 들어 신부

산부립병원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병원 신설은 조선총독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고 부산

부는 부산부민과의 협의보다는 비밀리에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 매매나 시공사 선정에서는 

공권력을 이용해 병원 공사를 진행해나갔다. 

병원 신설은 특정 계급을 위한 설립이라는 비난에서 드러나듯, 부산부립병원의 주 이용층

은 일본인이었다. 부산부립병원 외래, 입원 환자 비율 중 조선인은 15%내외, 일본인은 85% 

내외를 차지했다. 조선인의 병원 이용률이 낮았던 이유는 서양 의학에 대한 불신 이외에도 

이용에 대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민족별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선인에

게 병원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었다. 또, 민족별 경제 차이가 병원 이용에도 반영

되었다. 식민지 조선 내 관공립병원의 의료비는 대부분 하층계급에 속해있던 조선인에게 부

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부가 조선총독부의 영향을 받아 의료비를 인하한 

것은 기존부터 병원을 이용해오던 일본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컸다. 물론 빈곤한 자

를 위한 시료 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도 일본인의 이용 비율이 더 컸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

서 구조화된 차별은 병원 이용에도 반영되었다.

한편,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선택한 자혜의원 증설 지역을 통해 식민 당국

의 공공의료 제공은 일본인을 우선하고자 하였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을 

주 이용자층으로 구상하여 운영해오던 병원도 지역 발전 전망과 부딪혔을 때는 후순위로 밀

려났다. 식민 당국은 ‘발전 요소’를 우선하였으며 이는 식민 당국 뿐 아니라 일본인 엘리트 

계층에서도 드러났다. 그들은 부산 자혜의원 무산에 대해서 비난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경

상남도청 이전이 병원 설립보다 간절하고 오랜 소망이기 때문이었다. 

부산부가 다수의 일본인을 위해 부산부립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

다. 그러나 소수의 조선인도 부산부립병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양한 이용자만큼이나 병원

을 향해 제기되는 비판도 다양하였는데 부산부는 개선 요구와 주체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였

다. 

부산부립병원의 의료진 문제는 매번 반복되었는데 이에 대해 부산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않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산부민과 부산부협의회는 ‘친절한 의료진’이 되기를 

요구하였다. 여기서 부산부협의회는 의료진 태도로 인해 부산부립병원 경영이 악화되어 가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산부협의회를 필두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고 경상남도에서도 부

산경찰서에 병원 내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한 부산부 당국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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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태도를 교정해달라는 부민의 요구와 달리 보여주기식에 가까웠다. 한편, 부산부는 

조선인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선인 의사를 임명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부산부의 병원 운영에는 조선인 

환자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부 당국은 전염병 설비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비용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부산부는 전염병 발생이 잦았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도 전염병원 운영은 불가피하였다.  

부산부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치료보다 격리에 중점을 두며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고자 하였

다. 때문에 양질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전염병 격리 시설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달랐지만 병원 개선을 향한 부민의 요구는 이어졌다. 조선인의 주된 요구는 

조선인 의사 임명이었고 일본인의 요구는 시설 개선이었다. 그 결과 부산부는 적자였던 부

산부립전염병원을 부산부립병원과 합병하며 시설과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운영 일원

화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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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제국대학 규슈제국대학

1927년

菊池源造(원장) 岸本道夫(원장) -규슈제국대학으로 학술연구182)

-1930년 부산부 내과의원 개업

한 것으로 확인183)
규슈제국대학 규슈제국대학

1929년

金光勝 184)(이비인후과

장)
加藤直吉(이비인후과장)

-사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934년 전후로 부산부내 이비인

후과의원 개업 추정 미상 규슈제국대학

<부록 1> 규슈제국대학과 관련있는 부산부립병원 주요 의료진 변동 내역

《부록》

177)「府立病院長は未定」,『釜山日報』, 1916.12.12. 

178)「廣告, 釜山醫師案內」,『朝鮮時報』, 1934.12.30.

179)「婦人科部長後任」,『釜山日報』, 1918.1.27. 본래 규슈제국대학 소속병원 조수 미화만길(尾花萬

吉)이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

180) 학술 연구로 사임하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다. 의학부 학생(신임의사)의 경

우 환자에 대한 진료보다 연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교수의 뜻에 따

라 승진이 결정”되었으며 둘째, “학자로서 측면을 강조하는” 에도 시대의 전통이기 때문이었다. 이

케가오미 나오키 외/권오주 역,『일본의 의료』, 청년의사, 2004, 62쪽.

181) 釜山府,『釜山府立病院小史』, 1936, 19쪽.

182)「釜山府立病院長岸本博士の就任, 市民の大なる誇り」,『朝鮮新聞』, 1927.4.28. ;「菊池源造氏出

發」,『釜山日報』, 1927.4.21. 

183)「府立病院でも患者ｇが狼狽し悉く龍頭山裴山へ避難 菊池病院も危險に陷る」,『釜山日報』, 

1930.11.12. ;「釜山醫師會會總 役員改選さる」,『釜山日報』, 1935.3.23

184) 1918년~1920년까지 대구 자혜의원 의원(醫員)으로 재직하다가 1922년 부산부립병원으로 이직

한 것으로 보인다. 1922년 당시 정원외 이원(吏員)이었다가 1923~1928년 이비인후과장 및 1924

년 부원장을 겸임했다. 그런데 일부자료에서 김광승일(金光勝一)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인

물인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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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 of Busan Municipal 

Hospital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Hong Seung-ji

Department of Korea History and Koreaculture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actual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Busan 

Municipal Hospital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review comprehensively the 

modern medical activities and colonial limitations of local public hospitals. Busan 

Municipal Hospital was a public hospital run by the municipal government of Busan 

in 1914~1945. The colonial authorities set up hospitals for the cause of public 

medicine to rationalize their imperial civilization, and the municipal government of 

Busan propagated the Busan Municipal Hospital as a symbol of civilization and 

promoted it as an achievement of colonial rule. The hospital, however, provided 

only selective and limited public healthcare service to local residents of Busan, who 

consistently raised complaints about it. 

The main clients of Busan Municipal Hospital were Japanese people, and ethnic 

discriminations in colonized Joseon were reflected on the use of hospital service, as 

well. There were structural difficulties to prevent Joseon people from using service 

at the hospital. First, they had poor geographical access to the hospital. In 

Busan-bu where there were residence distinc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ese 

people, the Busan Municipal Hospital was situated in the residence of the latter. 

Secondly, medical expenses at government and public hospitals were too high for 

the lower class to use service at these hospit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 majority of the lower class in colonized Joseon were Joseon people. Recognizing 

the issues of medical expenses, the colonial authorities lowered them or provided 

them with "free healthcare." Most of the benefits, however, reached only Japanese 

people. And thirdly, the medical staff members of Busan Municipal Hospital were 

Japanese. Joseon people asked the authorities of Busan-bu to recruit Joseon 

doctors, but they declined the request. There was little consideration for Joseon 

patients in the hospital management of Busan-bu.

Citizens of Busan-bu expected the Busan Municipal Hospital to serve as a public 

medical facility. Once their expectations fell apart, the hospital became an object of 

their criticism. Their request for the recruitment of Joseon doctors came from their 

awareness that the hospital was a public medical facility and thus should have no 

ethnic discrimination. There was another issue with the attitudes of the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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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at the hospital. Having a preference for medical staff from certain universities, 

the Busan-bu dismissed the medical staff issues that kept being brought up as an 

internal matter of the hospital and made only passive reactions to them.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onated the Jahye Clinic of Busan, 

which was set up with Japanese people as its main users, to the provincial office of 

Gyeongsangnam amid the interests between Busan-bu and its citizens. The colonial 

authorities planned the establishment of Jahye Clinic as a public hospital to meet 

medical needs, but they ended up choosing development over medicine when facing 

a prospect of local development. Aside from the differential provision of healthcare 

to different ethnic groups, the Busan-bu sacrificed public service itself such as 

medicine under the cause of "local development."

Busan-bu continued to run the Busan Municipal Hospital after the Jahye Clinic of 

Busan foundered in 1924. The hospital was, however, criticized by the citizens of 

Busan-bu for its unsanitary facilities that were small and deteriorated. There were 

always arguments for the expansion of the hospital that had been in service for 

20~30 years, but the Busan-bu did not develop the discussions practically for 

budgetary reasons. The hospital issue emerged, especially after each infectious 

disease. 

Th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was one of the essential matters in the medical 

administration of the colonial authorities. The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 was 

not only a barrier to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that a modern state 

would pursue but also could threaten the system by driving the entire society to a 

dangerous end. Busan-bu had been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 with the Japanese community at the center of their damage. 

Busan-bu ran facilities to quarantine and accommodate infectious disease patients 

such as the quarantine ward of Busan Municipal Hospital and the Busan Municipal 

Hospital for Infectious Diseases. One of the chronic problems with these hospitals 

was the limited capacity of the accommodation. Trying to solve the problem, the 

Busan-bu increased temporary wards within its budget. They were helpful for 

dealing with the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 with relatively smaller costs than 

building a new hospital. 

Busan-bu combined the hospitals that it ran and built a new one in 1936 once 

the required budget was secured. It tried to solve the old problems with the small 

and deteriorated facilities of the hospitals. Since some medical staff members 

worked at the hospitals with some distance between them, the concentration of 

manpower and work dropped during the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 The 

chronic deficit of Busan Municipal Hospital for Infectious Diseases was another 

pending issue that Busan-bu tried to solve through a unified system. The new 

Busan Municipal Hospital was not, however, free from the criticism that its facilities 

were only for a certain class and still failed to solve the issue of patient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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