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코하마
나카구의 역사
답사 그림지도
요코하마가 개항한 1859년(안세이6년) 이후,
나카구에는 서양의 스포츠 문화도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 럭비 발상지
일본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럭비 클럽이 설립된 것은 1866년(게이오2년).
영국 주둔병들이 야마시타초에서 '요코하마 풋볼 클럽'을 창설한 것이다.
당시의 풋볼은 럭비와 축구가 융합된 스포츠였는데, 당시의 일러스트나 기록을
보면 럭비에 가까운 시합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1901년(메이지34년)에 요코하마 공원에서 게이오기주쿠와 요코하마
크리켓&애슬레틱 클럽(YC&AC)이 럭비 시합을 했다. 게이오기주쿠의 학생들은
영국 유학 경험이 있는 영어 교사 E. B. 클라크와 다나카 긴노스케에게 럭비
지도를 받았다. 일본인이 럭비 시합을 진행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라 여겨진다.
◀ 위의 그림과 같은 그림.
요코하마에서 진행된 시합을
묘사한 일러스트. ('더 그래픽'
1874년 4월 18일호에서/
요코하마 개항자료관 소장)

지도

럭비 발상지

● 요코하마 공원 크리켓 그라운드
게이오의 대규모 화재(1866년)로 인해 소실된 미요자키 유곽 터에 외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1876년(메이지9년)에 히가공원이
완성되었다. 공원 가운데 만들어진 크리켓 그라운드에는 영국에서 들여온 서양
잔디가 깔렸는데, 이것이 일본 최초의 잔디 운동장이며,
현재의 요코하마 스타디움의 기원이다.
야구(1896년), 럭비(1901년), 풋볼(1904년), 하키(1907
년) 등, 여러가지 스포츠들의 일본 최초 국제시합이 이
곳에서 열렸다.
지도

요코하마 공원

▲ 메이지 10년대(1877~1886년)의 요코하마 공원과 크리켓 그라운드(요코하마 개항자료관 소장)

페리 제독 일행에게 선보인 스모 선수들의 괴력
가나가와조약(미일화친조약)의 체결 협상 중이었던 1854년 (가에이7
년)에 미국 측에 쌀 200 가마니의 운반과 스모쇼를 보여 주기 위해 에도의
스모 선수들이 동원되었다.
시라마유미 히다에몬은 커다란 체구와
괴력으로 다섯 말짜리 쌀 여덟 가마니를
한번에 옮겨 특히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한 미군 해병이 스모를 한번 해 보고
▲ 페리 일행이 본 일본 스모('페리
싶다고 청해 고야나기 쓰네키치와 대전을
일본원정기'에서/요코하마
하게 되었는데 고야나기가 세명을 동시에
개항자료관 소장)
쓰러뜨려 그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

● 근대 경마의 시작
일본 최초의 서양식 경마는 1860년(만엔 원년)에 거류외국인들이 혼무라(지금의
모토마치 상점가 일대)에 완성시킨 말발굽 모양의 비공식 경마장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서양식 경마대회가 열린 것은 그 2년 후. 거류외국인들이 요코하마
신덴(지금의 차이나타운 일대)에 임시로 원형 경마장을 만들고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개최했다. 이 경마장은 이듬해 폐쇄되며 야마테 거류지의 영국
주둔군 연병장(지금의 스와초 일대) 한켠으로 옮겨진다. 1865년(게이오
원년)에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사관이 본격적인 경마 레이스에 참가했다.
그리고 1866년(게이오2년)에 막부에 의해 일본 최초의 본격적 서양식 경마장인
네기시 경마장(지금의 네기시다이, 미노사와)이 완성되었다. 이 곳에 현존하는
마견소는 그후 1929년(쇼와4년)에 J.H.모건의 설계를 바탕으로 착공하고 1930
년(쇼와5년)에 준공된 것이다.
◀ 메이지 초기의 네기시
경마장('파 이스트' 1870년 11
월 16일호에서/요코하마
미술관 소장)

지도

구 네기시 경마장
일등마견소

● '철포장'이라 불린 야마토초도리
영국 공사의 요구에 따라 1865년(게이오 원년)에 네기시무라 아자
다테노(지금의 야마토초도리)에 사격장이 설립되었다. 무료로 이 땅을 빌린
영국 측은 영국의 군인뿐만 아니라 타국의 거류외국인과 일본인에게도
사격장을 개방했다. 같은 해에 요코하마에 거주했던 스위스인들이 만든 '스위스
라이플 클럽'(SST)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라이플 사격경기 대회를 개최. 이
대회에서 우승한 무라타 쓰네요시는 그후에도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거듭했다.
네기시 경마장이 생기기 전까지 영국군은 이곳을 사격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경마대회에도 사용했다. 또한 이 근처에서 아이스 스케이트와 육상경기가
열렸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 스위스 라이플
사격대회('파 이스트' 1871
년 6월 1일호에서/
요코하마 개항자료관 소장)

지도

야마토초도리

● 일본 테니스 발상지
론 테니스는 1874년(메이지7년)에 영국에서 고안되었다. 그 2년 후에는
거류외국인 여성에 의해 일본 최초의 론 테니스 클럽인 '레이디스 론 테니스
앤드 크로켓 클럽'(LLTCC)이 설립되었다.
이 클럽이 1878년(메이지11년)에 가나가와현으로부터 묘코지 경내의 6718평을
빌려 야마테 공원 내에 5면의 테니스 코트를 자비로 건설했다. 이곳이 바로 일본
근대 테니스의 발상지이다.
◀ 메이지 20년대(1887~1896
년)의 야마테 공원 테니스
코트(요코하마 개항자료관
소장)

지도

일본 테니스 발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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