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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본 연구는 1892년 일본 거류민이 남산 일대에서 첫 신사를 건립한 시점부
터 1945년 광복 이후 일제의 신사와 사찰이 사라질 때까지 남산 지역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남산의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의례를 통해 조선인
의 포섭을 시도하 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그 실체를 자세히 
분석하 다.

1892년 이후 일본인 거류지가 남산 산기슭에 형성되면서 倭城臺 일대에 
南山大神宮이 건립되었다. 일제의 다른 식민지에서는 개척을 상징하는 開拓
三神이 국가정책으로 祭神되었지만, 경성의 거류민은 일제 당국과 무관하게 
일본 황실의 조상신이며 일본의 최고신인 天照大神[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를 제신하기로 하 다. 남산대신궁은 주로 죽은 일본인을 기리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도와 연중의례를 실행한 장소 기 때문이다. 즉, 이곳은 거
류민들의 종교적 요구를 위한 공간이었다.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을 전후로 하여, 점차 社稷壇, 圜丘壇, 奬忠
壇 등 조선의 국가 의례 장소와 해당 의례가 폐지되었다. 1915년 총독부가 
반포한 「神社寺院規則」을 계기로 남산대신궁은 京城神社로 변신하 다. 경
성신사는 조선인에게도 지원금을 징수하고 의례행사 참여를 장려하 다. 더
구나 秋祭[아키마쓰리] 행렬이 남산으로부터 경성 곳곳을 지나면서 조선인 
거주지까지 진입하게 되었고, 조선인들은 이를 목도하면서 저절로 일본의 신
사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3・1운동 이후, 이미 1912년경부터 계획되었던 朝鮮神宮이 일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시설로 건립되어 1925년부터 운 되었다. 조선신궁은 경성신사와 
마찬가지로 아마테라스를 제신하 으며, 일본의 神社社格制度 아래 官幣大
社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조선신궁에서는 아마테라스 외에 明治天皇이 제신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조선신궁의 건립이 추진되면서 그와 경쟁관
계에 있던 경성신사는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경내
를 확대하고 부속 시설로 天滿宮[텐만구], 稻荷[이나리]신사, 八幡宮[하치만
구]과 乃木[노기]신사를 건립하 다. 이러한 다양한 신사 시설들과 그곳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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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된 신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역사가 전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정체
성이 남산에 더욱 강화되어 이식되었다. 게다가 경성신사는 단군을 신도화된 
朝鮮國魂大神으로 합사함으로써 종래의 제신 계획을 실현하 다. 아울러 남
산대신궁이 이전에 맡았던 초혼제도 경성신사에 계승되었다. 이렇게 경성신
사는 조선신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조선신궁이 국가시설로서 담당하지 않
았던 일들을 중시하 다. 두 신사 시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상호 존속이 가능하 던 것이다.

1919년 이후의 소위 문화통치 정책이 수반한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신사 
참배는 忠 교육에서 활용되었다. 특히 1937년 전후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
서 황국신민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도 점차 敬神교육과 신사참배 및 
연중 의례 참여가 더욱 강화되었다. 1936년 종교작흥정책이었던 心田開發運
動을 통해 신사참배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와 함께 조선의 「신사규칙」이 개
정되었고, 경성신사는 國幣小社로 승격되었다. 조선신궁과 경성신사는 신사
사격제도에 따라 社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래의 경쟁관계가 공존관계로 
변화하 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두 시설은 국가시설로서 황국신민화 
정책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 의례는 다양해지고 호전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1937년 이후에는 武運長久 기원, 전쟁승리 기원 등이 연중의례에 추가되
거나 독자적으로 진행되기도 하 다.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지
원병제도(1938년)와 이후의 징병제로 인해 조선인 전사자도 많아졌다. 이러
한 상황에서 1943년 護國神社가 靖國[야스쿠니]신사의 지방사로 건립되었다. 
호국신사는 死者에 대한 추모와 함께 무운장구 기원 등 남산의 여타 신사시
설보다 전쟁 관련 의례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장소로 운 되었으며, 특히 
유가족의 통합을 목표로 한 장소로도 기능했다. 남산에서 죽은 자를 숭배하
는 것은 전쟁의 폭력에 대한 찬미가 되었다. 따라서 남산은 그곳의 모든 시
설들을 아우르면서 더욱 더 유일무이한 ‘神域’으로 융합되어갔다. 이후로도 
남산 일대의 모든 장소들에서 전쟁을 강조하는 의례가 거행되었으며, 가장 
중심이 된 것은 조선신궁이었다. 조선신궁의 광장은 지속적으로 무운장구 기
원, 필승만세 등의 호전적 의례들과, 궁성요배, 천황만세합창, 황국신민서사
의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의례들은 원래의 연중의례보다 더욱더 대중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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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참여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 다.
호국신사는 추모를 맡았지만 장례식 등 신도의 정화개념에 위반하는 것은 

담당하지 못하 다. 이러한 역할은 日本式 佛敎 寺刹들이 맡았다.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博文寺는 1932년부터 주로 이토의 추모행사를 맡
으면서 일반 사찰처럼 운 되었다. 이토의 기념은 곧 안중근 후손의 암살 사
죄에 대한 기념을 의미하 다. 이렇게 박문사를 통해 일제의 역사관이 남산
으로부터 조선 곳곳으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若草觀音堂는 齋藤實[사이토 마
코토]를 기리는 장소가 되었다. 이 장소는 원래 사이토가 이른바 內鮮融和를 
강조하기 위해 曹溪寺에 기증한 관음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장소로 계획되었
다. 하지만 사이토가 도쿄의 2·26사건으로 암살당하자 약초관음당은 그의 遺
髮을 불상과 함께 안치하고 조선에서 사이토를 기념하는 장소로 기능하 다.

경성신사는 조선인의 포섭을 적극적으로 추구하 지만, 경성부민에게 지원
금 징수를 승인받기는 어려웠다. 아키마쓰리는 조선인이 일본인 대중을 직접 
대면하면서 일본의 신사 문화와 접촉하는 기회가 되었다. 여기서 목격된 일
본인의 추태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의 신사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

고, 아키마쓰리를 구경하더라도 정작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조선인
도 많았다. 1930년 이후 조선인도 적극적으로 아키마쓰리의 계획과 실행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 다.

이처럼 경성신사는 조선에서 신사의 제도화를 이용하고, 同化를 구실로 조
선인의 자발적 포섭을 소규모로 의도했지만, 조선신궁은 단지 참배 강요를 
통해 조선인을 남산으로 불러들 다. 조선인의 참배 태도는 늘 일본인의 평
가 대상이었고, 대부분의 일본인은 조선인이 진심으로 참배하는지도 의문시
하 다. 일본인의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 조선인이 신사참배로부터 스스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일이 부지기수 음에도 불구하고 참배는 지속적으로 
장려되었고, 만주사변이 중일전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신사참배와 의례참
여가 점차 의무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의례의 의미와 신사참배의 
절차 등은 일반 조선인에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신도와 신도의례, 신사참배의 종교적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종교 개념이 강한 기독교 신자에게 신도는 분명히 종교 으며, 
종교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적어도 조상숭배 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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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례 참석은 종교적 양심의 위반을 의미했다. 다른 한편으로, 일제가 신
도를 종교로 정의했다면 헌법에 따라 信敎의 자유를 적용하여 강제적인 신
사 참배를 폐지해야 했을 텐데,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만약 일제가 신도가 
곧 종교임을 인정한다면, 신사 참배의 의무가 없어지고 신도를 천황 이데올
로기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천황 지배의 정당화가 불가능해질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신사신도비종교론과 신도의 정치적 이용, 제사, 의례와 종교
를 제도에 가깝게 취급한 사실, 종교작흥으로 제창된 심전개발운동으로 신도 
역시 장려된 사실 등의 각종 모순은 해결되지 못하 고, 일제가 시도한 비종
교론, 즉 세속화는 실패로 끝났다. 일제 당국은 종래 종교는 私의 역, 신
사참배는 公의 역으로 분리하 다. 그러나 1937년 이후 국가신도가 천황
이데올로기, 전쟁 필승과 일제 팽창주의에 대한 믿음 등 정치적 내용을 강조
하면서 원래의 신도의 대체물로서 정치적 종교로 강화되었고, 의례 역시 남
산이란 공적 역을 떠나 조선인 개인의 삶까지 침투하 다. 그 결과 신도는 
일제의 전체주의를 통해 침략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즉, 정치적 필요성을 통
해 신도가 다시 종교로 강화되었던 것이다.

참배자가 남산에 올라가 조선신궁에서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경성신사에
서 한 번 더 참배하는 것이 총독부가 원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경성신사 근
처의 내목신사, 팔번궁, 천만궁, 도하신사 등과 같은 攝社들을 보고, 이후 박
문사와 약초관음당을 참배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렇게 남산은 일본 시설들로 
포위되었으며, 남산 방문객은 하루 만에 일본의 신도 문화와 역사 인식을 전
폭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요어 : 南山, 朝鮮神宮, 京城神社, 京城護國神社, 博文寺, 若草觀音堂, 
儀禮, 國家神道

학번: 2011-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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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일본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장별로 
처음 나올 때에는 한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발음을 병기한다. 다만 한국에 친
숙한 지명은 (예: 도쿄, 교토) 그대로 표기한다. 발음 표기가 어려운 경우는 
Patrick G. O'Neill의 Japanese Names. A Comprehensive Index by 
Characters and Readings를 참조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발음대로 표
기하기로 한다. 서양인 인명과 지명은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장별로 처음 나올 때에는 괄호 안에 문을 병기한다.

2. 일본의 신사・불교시설 명칭은 장별로 처음 나올 때에는 한자로 표기하고 일본어 
발음으로 하며, 이후에는 한글로 한국어 발음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만 조선에
서만 있었던 시설은 한자로 표기하고, 이후에 한글 표현으로 한다. 조선의 의례 
장소는 장별로 처음 나올 때 한자로 표기하고,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하기로 한
다.

3. 의례 명칭 또는 행사일은 장별로 처음 나올 때에는 한자로 표기하고, 이후 한글
로 표기한다. 일본어 특별 발음이 있을 경우에 장별로 처음 나올 때에는 소개한
다.

4. 신도 전용어는 장별로 처음 나올 때에는 한자로 표기하고, 일본어 발음이 한국식 
발음과 다를 경우에는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발음이 같을 경우에는 한
국어 발음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5. 시대마다 서울을 가리키는 명칭은 상이하 다. 고대에는 慰禮城과 漢陽으로, 
1392년 조선왕조 개창 이후에는 漢城府가 설치되어 서울을 공식적으로 漢城이라
고 칭하 지만 지속적으로 漢陽이라 불렸다.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주로 京
城으로 불렸다. 본 연구는 각 시대마다 통용된 서울의 명칭을 각 시대에 맞게 표
기할 것이며,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을 가리킬 때에는 서울이라고 표기한다.

6. 본 연구에서 ‘조선’은 조선시대의 조선과 일제하 조선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한
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가리킨다. 

7. 별다른 표기가 없는 한, 한국인의 생몰년 등에 관한 정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을 따랐으며, 일본 역사인물의 생몰년 등에 관한 정보는 吉川弘文館에서 출
간된 『國史大事典』을 따랐다.

8. 참고문헌은 저자명에 따라 한국어는 가나다 순으로, 일본어는 50음순(五十音順)
으로, 어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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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392년 조선 太祖 李成桂(1335-1408)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을 때부터 
서울은 풍수지리와 유교이념에 따라 건설된 수도로 발전하 다. 그 당시부터 
서울 남산과 그 기슭은 현재까지 서울과 그 거주민을 위한 장소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산은 백악산, 인왕산과 낙산과 함께 서울의 內四山 중 하나이다. 남산은 
원래 木覓山, 仁慶山이라고 하 지만 경복궁의 남쪽에 있는 산이라 자연스
럽게 남산이란 이름이 붙었다. 조선시대에 남산은 왕조의 성쇠와 같이 하면
서 조선인의 일상적 삶과 접하 다. 성곽이 남산까지 이어졌으므로 남산은 
도시의 경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案山이었다.1) 
木覓國師를 제사지내기 위해 남산에 國師堂도 설치되었다. 그러나 궁궐에 
위험 상황을 알리는 봉수대가 남산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산은 
단순히 안산에 그치지 않고 서울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장소로도 기능
하 음을 알 수 있다.2)

일제의 강점 이후 남산 기슭은 일본인의 정착지가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동화정책과 ‘皇國臣民化’의 상징물로 변모해갔다. 일본인과 남산의 관
계는 임진왜란 때 남산 북쪽 산기슭이 일본군의 기지로 사용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래 1882년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거쳐 일본인의 한양 거주가 허락되자마자 倭城臺 일대가 永久租借地로서 일
본인 거주지로 정해졌다. 일본인 이민자들은 1897년 이곳에 南山大神宮이란 

1) 柳本藝, 『漢京識略』, 探求堂, 1974, 189쪽; 『新增東國輿地勝覽』, 1, 景仁文化社, 2005, 
122, 133, 157쪽; 朝鮮總督府, 『朝鮮の風水』, 1936, 637쪽.

2) “封白岳爲鎭國伯 南山爲木覓大王 禁卿大夫士庶不得祭”; 『太祖實錄』 8卷, 洪武 28年 12
月 戊午, 1冊 88쪽; 村山智順, 『朝鮮の郷土神祀』, 朝鮮總督府調査資料 415, 1937, 319
쪽; 內外事情社 (編), 『京城の面影』, 內外事情社, 1932, 223쪽; 京城府敎育會, 『京城案
內』, 1926, 12-13쪽; 김 남, 『중구 향토사 관계자료집 (제3집). 남산의 역사와 문화』, 
22-27쪽; 서울역사박물관, 『남산 봉수대지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2009,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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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를 세웠는데 이 移民神社가 1913년부터 京城神社로 변신하면서 경성을 
대표하는 신사가 되었다. 한편 1912년부터 계획된 朝鮮神宮이 1925년에 조
선 전체를 대표하는 신사로 건립되었다. 이 두 신사가 상호 공존과 경쟁하는 
가운데, 경성신사의 天滿宮[텐만구]의 확충과 더불어 八幡宮[하치만구], 稻荷
[이나리]신사와 乃木[노기]신사가 이른바 攝社로 만들어졌다. 전시체제하인 1
943년에, 남산의 남서 산기슭에 護國神社도 설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불교 
사찰도 남산 지역에 세워졌다. 한편 1932년에 대한제국 제사지 던 奬忠壇 
터에는 博文寺가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1841-1909)의 추모공간으로 세워
지고, 1936년에 若草觀音堂이라는 이름으로 齋藤實[사이토 마코토](1858-19
35)의 추모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의 의례를 통해 재조일본인은 
일본 본국과 연대감을 공유할 수 있었고, 조선인은 황국신민 교육을 받았다. 
일제 당국이 남산에 관한 표상을 轉用・專有(appropriation)함으로써 남산
을 통해 전승되었던 조선인의 조선과 그 국가의 전통에 대한 기억을 없애고 
이를 일본의 그것으로 대체하는 현장으로 만들고자 하 다.

그러나 남산의 신사와 불교 시설은 광복과 더불어 사라졌다. 광복 이후 남
산에는 안중근기념관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동상 등이 건립되면
서 이전의 일제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고 대한민국을 기념하는 장소로서 다
시금 변모되었다. 즉 광복 이후의 탈식민 단계에서 남산은 항일과 반공을 의
미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남산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이자 외국인의 
관광지가 되어, 일제가 남산에 남긴 참혹한 과거에 대한 기억은 망각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남산은 정치에 동원된 공간
이었다. 그래서 남산은 한국인의 기억 장소(places of memory)일 뿐만 아
니라, 한국인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남산에서 일어났던 과거를 망각의 대상으로 삼
기보다는 이러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일제하 남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 남산은 일제의 국가신도가 활동한 한반도의 대표 장소 다. 
이는 일본 본토에서 1870년대 明治[메이지] 유신 직후에 전개된 神道國敎化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大日本帝國憲法이 반포된 
1889년까지 신도 국교화의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근대 열강의 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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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信敎의 자유(제28조)를 허용하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서문에 천황의 現人神[아라히토가미]로서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천명하며, 萬
世一系 등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하 다.3) 1890년 敎育勅語를 통해서 신
민의 천황숭배가 의무로 더욱 강화되기도 하 다.4) 교육칙어는 신도를 천황
숭배와 직접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겨난 국가신도는 헌법에 천명된 
‘신교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神社神道非宗敎論으로 뒷
받침 되었고, 신사에서 진행된 의례 또한 국가의례로서, 즉 국민의 의무로서 
일제하 조선인에게도 강요되었다. 이에 대한 참배 반대 운동을 통해 비종교
론이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신교의 
자유가 공적 역의 신사참배와 충돌하지 않는 사적 역에 한정되어 있었
다는 것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남산은 국가신도가 보인 모순적인 두 가
지 존재양상, 즉 종교적 측면과 비종교적 측면이 드러난 공간이었다.5) 그래
서 남산의 신사시설과 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불교시설에 대해 고찰하
는 작업을 통해 국가신도의 식민지적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日本帝國憲法」,  貴族院事務局, 『貴族院要覽』, 1918, 4-5쪽.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한 직후, 신교의 자유는 조선에서도 보장되고 있었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
報』, 1910, 18, 49-53쪽.

4) 『官報』 2203호, 1890.10.03; 村上重良, 『神と日本人』, 東海大學出版會, 1984, 5쪽.
5) 종교를 정의하는 작업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불분명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종교들마다 복합성과 상이성을 보이기 때문에, 
개별 종교의 맥락을 떠나 종교 일반을 정의 내리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종교 지도자조차도 종교를 정의하는 작업을 기피한다. 게다가 ‘종교(宗敎)’라는 단어는 종
교적 맥락을 벗어나 단지 번역되기 어려운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축어 번역일 따름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시대를 통과하면서 발생한 종교 의미의 통시적인 변화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는 계속해서 어려워진다. 본고에서는 종교에 관한 보편타당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 종교학자들의 연구들을 토대로 종교에 관한 광의의 정의가 통용될 것이다. 종교란 하
나의 혹은 여럿의 지고의 존재(들)에 대한, 혹은 피안 세계/사후 세계에 존재하는 초자연
적 힘들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문자로 기록한 저작들이 존재한
다. 또한 이러한 믿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실천적 의례나 장소, 
혹은 사회적으로 합법화하는 사회 구조들 또한 존재한다. Riesebrodt, Martin, Die 
Rückkehr der Religionen. Fundamentalismus und der „Kampf der Kulturen“. 
München: C.H. Beck, 2000, 40-42쪽; Kim, Sung-gun, “The Shinto Shrine Issue 
in Korean Christianity under Japanese colonialism”, in: Journal of Church and 
State, 39-3, 1997, 506-507쪽; Josephson, Jason A., The invention of religion in 
Jap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71-73쪽. Hölscher, 
Lucian; Eggert, Marion (ed.), Religion and Secularity Transformations and 
Transfers of Religious Discourses in Europe and Asia (Dynamics in the History 
of Religions 4), Leiden: Brill, 2013, 193, 2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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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사제도에서 제일 높은 등급의 신사인 신궁으로서 조선신궁이 세
워진 남산은 일제하 조선의 의례중심지 다. 신사시설에서는 종교성이 국가
에 의해 부정되면서도 신앙적 특색이 강하고 모호한 성격을 가진 의례가 반
복되었던 한편, 불교시설들은 추모의례나 장례식 등 신사에서 담당할 수 없
는 의식들을 주관하 다.6) 남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이처럼 수많은 신사가 
존재하 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이 동화정책, 나아가 황국신민화 정책에서 이 
장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준다. 조선신궁의 학생 참배는 소위 
문화통치가 동반한 동화정책의 식민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조선
인 학생이 일본의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참배가 이후 학생
의 부모에게도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참배는 일제에 대한 忠 교육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후에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변화시키는 말살정책
인 황민화 정책의 敬神 교육에도 이용되었고, 조선인들은 지속적으로 남산의 
신사시설에서 더 많이 참배해야만 하 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동화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을 단절적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연구성과
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7) 

6) 종교와 마찬가지로 의례 역시 그것에 내재한 생명력과 다양성 때문에 정의되기 어렵다. 본
고에서 의례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대개는 공식적이고, 때로는 축제에서 거행
된, 고도의 상징이 가미된 행위로 간주된다. 의례에는 대개 특정한 언어 공식과 규정된 몸
짓이 동반된다. 또한 예배, 결혼식, 장례에서부터 단순한 인사, 환 회 혹은 환송회 등에 
이르기까지 의례는 종교적일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다. 의례는 주변 세계와 상호작
용하는 현상이고, 규칙으로 정해진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의례는 특히 의
식적 행위 양식들이 사회적 관습과 전통, 그리고 규율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 공동의 역 
속에서 행해진다. Bell, Cathrine,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9쪽; Brosisus Christine (et. al.), Ritual und 
Ritualdynamik, Göttingen: UTB, 2013, 9-10쪽.

7) 기존의 연구는 1910년대부터 1930년때 후반까지 동화정책과 이후 황국신민화정책에 뚜렷
한 구분을 한다. 동화정책은 조선인을 일본의 신민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忠 교육, 천
황에 대한 고마움과 천황 이데올로기에 대한 내면화와 복종을 유발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
이었다. 조선인의 정체성을 일본인의 그 것으로 대체시키기보다는 ‘민도 차이’나 ‘조선인의 
야만성’을 내세워 일제의 지배 정당화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1930년 대 후
반의 황국신민화 정책은 본격적인 민족말살정책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남산의 신사 운 과 
의례에 비추어 볼 때는 1935년 이전에 마련된 시설과 의례의 기반이 1936년 이후 더욱 
강요되는 한편 동화정책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권태억, 「근대화, 동화, 식민지 유산」, 
『한국사연구』, 108, 2000, 119-121쪽; 권태억, 「1910년대 일제의 조선 동화론과 동화정
책」, 『韓國文化』, 44, 2008, 100쪽; 권태억, 「1920, 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한국사
론』, 53, 2007, 406, 436-437쪽; 김경미, 「학교운  논리와 파시즘 교육체제」, 방기중 
(編),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 혜안, 2005, 200, 220-222쪽; 나카바
야시 히로카즈,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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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은 일본의 신사정책의 중심지로 만들어졌으므로, 조선 곳곳에 건립된 
신사에서 진행된 의례의 원형을 남산에서 찾을 수 있다. 남산은 일제의 식민
지에서 국가신도정책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남산에서 국가신도의 식민지적 특수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일제 당국은 국가신도의 종교성을 부정하 으나,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조선에서 국가신도는 종교로 인식되고 기능하 다. 고유의 
관습으로 신도를 받아들이는 일본인과 달리, 조선인에게 신도는 전통적 세계
관과 신념 체계를 전복시켜야만 하는 종교에 다름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조
선인에게 일본어를 강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도 역시 조선인에게 강요되었
다. 언어와 종교는 한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신도는 일본인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천황 이데올로기 세계관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라는 정체
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도를 조선인에게 
강제하는 것은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려는 동화정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신도를 조선인에게 강제하기 위해 신사참배와 의례가 강조되었다. 신도는 
식민지에서도 일본의 특유한 국수적 관념을 조선인의 정신세계 속에 뿌리내
리게 하려고 하 다. 정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몸을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의례가 가지는 의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의례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종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천황 이데올로기
의 일환으로서의 국가신도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된 일제의 동화정책 및 민족말살정책이 정신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 실상을 밝힐 것이다.

2015, 267-268쪽. 황국신민 교육, 신사참배와 학교의 신도의례에 관련해서는 김정인, 「일
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교육과 학교 경 」, 『역사교육』, 122, 2012, 130-135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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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동향

본 연구는 세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크게 연구 대상
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神道와 神社 자체의 성격에 대한 연구, 2) 
식민지에서 神道 및 神社의 기능과 성격을 다룬 이른바 海外神社 연구 및 
일본 불교의 시설에 대한 연구, 3) 의례와 장소성, 공간에 관련한 연구이다.

神道와 神社 자체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시
작되었다. 초창기의 신도 연구는 비종교론을 강조하여 일제 당국의 신도 해
석을 뒷받침하는 작업으로서 시대적 한계성이 노정되어 있었다.8) 예를 들어, 
당시 연구에서는 이른바 敎派神道와 神社神道가 분리된 후 본래 소수파 던 
교파신도가 여전히 종교로 인정된 반면 신사신도는 종교가 아닌 국가의례로 
해석되었다.9) 다만 신사신도의 종교성을 부정하는 작업은 당시대 학자에게 
‘작위적’인 작업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加藤玄智[카토 겐지](1873-1965)
가 편집한 『神社對宗敎』(1921, 1930년)를 살펴보면, 학회 연구자들이 신도
를 종교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적 한계로 인해 이를 분명
하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명령

8) 小田包義, 『神祇制度大要』, 1936; 安津素彦, 『神道と祭祀』, 白帝社, 1940; 宮地直一, 『神
社綱要』, 東洋圖書株式會社, 1938; 宮地直一, 『神道思潮』, 理想社, 1943, 淸原貞雄, 『神
道史』, 厚生閣, 1943. 宮地直一[미야지 나오가쓰](1886-1949)는 일본 내무성 신도 고문, 
조선총독부의 신도 고문으로도 활동했으며 경성신사와 관련 있는 인물이었다. 실증사학의 
방법에 따라 신사・신도의 역사를 고찰한 근대 신도 사학의 선구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
가 남긴 사진 자료는 國學院大學 디지털 뮤지엄에서 관람할 수 있다 (http://k-amc.kok
ugakuin.ac.jp, 宮地直一博士寫眞資料, 2015.09.15. 참조).

9) 교파신도는 국가신도에서 제외되어 일본 내각과 총독부가 공식종교로 인정한 신도의 종파
를 말한다.  조선에서 포교를 주로하는 종파는 天理敎, 金光敎, 神理敎와 大社敎 다. 교
파신도가 원래 미신적 비공인종교로부터 유래하 다. 천리교, 금광교 등 13파는 일본의 민
간적 자연적 신앙인 신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불교 등의 다른 요소들도 지니고 있다. 특
히 ‘신성한 물을 마시면 병이 없어진다.’ 등의 내용과 같은 미신적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반대로 신도에서 분리되었다. 교파신도에는 종파의 지도자가 따로 있고, 일반적인 
신사신도에 존재하지 않는 신도 창조되고 교의도 따로 생겼다. 그래서 신사신도를 불교를 
비롯한 다른 향으로부터 정화하는 과정에서 교파신도와 신사신도의 분리는 일제당국에
게 불가피하 다. 이렇게 분리된 신도를 종교로 공인함으로써 조선 포교가 가능해졌다. 공
인된 13개 교파 중에서 6파가 조선에서 포교하 다. 渡邊彰, 「朝鮮に於ける宗敎」, 『朝鮮
彙報』 1920년 1월호, 114-115쪽; 吉川文太郞, 『朝鮮の宗敎』, 朝鮮印刷, 1921, 297쪽; 宮
地直一, 앞의 책, 1938, 100쪽; 神祇學會 (編), 『神祇に關する制度作法事典』, 神祇學會, 
1944, 611-613쪽; 兒玉九一, 有光次郞, 『神社行政. 宗敎行政』, 常磐書房, 1934,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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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신도가 종교임에 틀림없지만 신사신도는 
종교가 아닌 국가의례로도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10) 
당시 신도와 신사의 해석에 대한 권위가 주류인 일본인에 있는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인 신도 연구자도 있었는데, 그의 연구는 주로 일본의 견해
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친일적인 것이었다.11)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신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세월 금기
사항이었다.12) 신도라는 주제에 대한 혐오감도 있었으며, 이는 한국 연구자
의 과제가 아닌 국가신도를 일으킨 일본의 학문 과제로만 여겨졌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국가신도에 관한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면서 교회사, 신학, 
종교학과 종교인류학계에서 성과들이 나왔다. 이들은 주로 국가신도를 소개
하거나 그 성격을 고찰하 는데 주로 기독교와 대립하는 종교로 인식하 다. 
또 국가신도의 역사적 역할을 넘어 현대 신도와 연결시키기도 하 다. 교회
사 이외에 국가신도가 조선에서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간과한 한계점이 보이
지만 국가신도의 종교적 측면을 구명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13)

전후 일본에서도 국가신도에 관한 상세하고 비판적인 작업은 우선적으로 
중단되었다. 1945년 12월에 미군정이 「神道指令」을 발표하여 국가신도를 폐
지하 다. 그 직후 1946년 1월 1일에 昭和天皇이 소위 「人間宣言」을 하여 
국가신도의 핵심적 망상이 사라지면서 일본에서 신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10) 加藤玄智 (編), 『神社對宗敎』, 明治聖德記念學會, 1921(1930)에서 “(신도를) 종교로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입장이다. 종교로서의 신도는 아주 좁은 의미의 범위이다”(1쪽), “(나라
의 정의에 따라)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이다.”(139쪽). 종교로 보지 않은 주된 이유로 교의
의 결여가 언급된다(132쪽). 게다가 비종교론은 학문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비화
되었다는 증언도 있다(119쪽).

11) 姜昌基, 『內鮮一體論』, 國民評論社, 1939. 이 책은 “나는 일본인이다”로 시작하며(1쪽), 
그는 內鮮一體를 필연적인 사실로 간주하여 일본을 신의 나라로 받아들 다. 이 책의 대
부분은 남의 일본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 연구 성과 면에서 큰 가치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12) 손정목, 「朝鮮總督府의 神社普及ㆍ神社參拜强要政策硏究」, 『한국사연구』, 58, 1987, 106
쪽. 

13) 박희석, 「신도국가주의」, 『논문집』, 7, 1988; 이신천, 「신도이즘에 관한 고찰」, 선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진우, 「일본파시즘기의 천황제이데올로기와 국가신도. 강제와 
동의의 관점에서」, 『일본학연구』, 18, 2006; 박수철, 「明治初 민중저항의 특질과 국가신
도」, 『민주주의와 인권』, 8, 2008; 김정회, 『일본 신사신도 연구. 패권주의적 신사참배 재
조명』,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박규태, 「종교와 공공성. 국가신도의 국체신학과 공사관
념-“국체의 본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6, 2014 등. 이후 언급할 김승태의 연구
는 주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관한 것이지만, 국가신도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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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14)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과거를 청산한 학자는 종교학·종교사학자
던 村上重良[무라카미 시게요시](1928-1991) 다. 국가신도란 용어도 그가 

고안한 것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역사학계에서 융성했던 맑
스주의 역사학의 향을 받아, 국가신도가 일본인을 동원하고 궁극적으로 초
군국주의 일본을 초래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이념이라 단언하면서 일본의 
국가신도 청산을 주장하 다. 이 연구는 국가신도를 “국가종교이며 종교적 
정치적 제도 다”고 정의함으로써 일본사회 내에서 국가신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시켰고 국가신도를 둘러싼 사회적 청산 문제를 환기하 다.15) 그
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국가신도의 향을 일본에만 
한정함으로써 국가신도가 일제 지배하의 식민지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하
다는 점을 간과하 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역
사학계도 포함해서 일본 학자들은 일본 열도 내에서 그 자체에만 집중함으
로써 식민주의로 요약되는 과거사를 간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라카미가 사망한 직후부터 1990년대에 그를 비판하는 연구가 나
오는 가운데 신도 연구 범위가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로까지 확장되었고, 
나아가 구미에서도 일본학 연구의 틀에서 신도와 신사를 다룬 연구가 나오
기 시작하 다. 이러한 연구는 1945년 전후 민주화 개혁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천황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신도가 종교로서의 성격이 확정된 이후에도 
신도의 국가적 성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일본 학자

14) 전후 신도에 대한 거부감에 대해 小笠原省三, 『海外神社史』 (上巻), 海外神社史編纂會, 
1953, 1-2쪽을 참조. 신도사령은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Directives to the Japanese Government (SCAPIN) A-448. 일본 문부상 백서로 공개되
어 있다. 「인간선언」은 『朝日新聞』, 1946.1.1., 모둔 본문은 동일 관보 회외. Picken, 
Stuart D.B., Historical Dicitonary of Shinto, xxxiii, xxxiv-v., 177-178쪽; 
“Jinjakyoku”, “Jingiin”, “Shinto Shirei”, in: Encyclopedia of Shinto (2015.9.15. 참
조).

15) 村上重良, 『國家神道』, 岩波新書, 1970; 村上重良, 『神と日本人』, 東海大學出版會, 
1984; 村上重良,『天皇制國家と宗敎』, 日本評論社, 1986; 村上重良, 『國家神道と民衆宗
敎』, 吉川弘文館, 1982. 국가신도의 본질과 성격을 고찰할 때, 소위 ‘정치 종교(political 
religion)’ 이론도 참조하 다. 이것은 나치 시대부터 개시된 이론 적인 틀이며, 전체주의 
제체 아래 정치의 종교화와 종교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분석 도구이다. Voegelin, Eric, 
Die Politischen Religionen, München: Wilhelm Fink, 2007 (1938); Gentile, Emilio, 
Politics as Relig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Bärsch, 
Claus-E., Die politische Religion des Nationalsozialismus, München: Wilhelm 
Fink, 199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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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 다. 특히 이들 연구는 메이지 유신 당시 국가신
도가 국가 공동체보다는 지역적이고 토착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하 지만, 
이후 일본 정부가 신도와 신도 의례를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민
중 통합을 이루려 하 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도 연구에서 지역성
과 의례 또한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학이라는 범주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제하 다른 지역의 
경우를 충분히 함께 숙고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16)

이후 1990-2000년대 일본에서 이루어진 국가신도의 연구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신도의 日本固有論에 의한 ‘신도의 보호’, 
둘째는 靖國[야스쿠니]신사 등 현대 일본의 신도 시설이 번창하고 있는 상황
을 국가신도의 잔재로 문제시하는 殘滓論 연구이다. 셋째는 국가신도의 문제
를 해외로 확대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 즉 식민지 지역의 국가신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먼저, 일본고유론을 제창한 연구는 무라카미의 연구를 상대화하고 극복하
려는 노력에서 시작하 다. 고유종교론 연구의 관점은 신도를 자연발생적인 
일본교유의 민족 종교로 설정하고 이러한 민족 종교가 어떻게 국가신도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살폈다. 그러나 제목이 이미 시사하듯이 이러한 연구
는 해외신사를 무시하 다는 약점을 가진다.17) 다음으로 잔재론 연구는 국가
신도의 역사를 현대 일본의 신도 문제와 연결시켰다. 이 경향의 연구에 따르
면, 현대 신도와 신사에서 국가신도의 제도적 틀의 잔재가 노출되어 있으며, 
오늘날 국가신도가 유지되고 있는 방식과 야스쿠니 신사 문제가 연결되어 

16) 의례는 국가의 후원을 받는 신사 내부에서 통제되고 문자화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
문화된 의례과정은 때때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
와 반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된 의례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관한 통시적 변화가 고
찰될 것이다. Hardacre, Helen, Shinto and the State, 1868-198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Lokowandt, Ernst, Shintō. Eine Einführung, 
München: Iudicium, 2001; Antoni, Klaus (ed.), Rituale und ihre Urheber: 
Invented Traditions in der japanischen Religionsgeschichte, Münster: Lit-Verlag, 
1997; Antoni, Klaus, Shintō und die Konzeption des japanischen Nationalwesens 
(kokutai). Der religiöse Traditionalismus in Neuzeit und Moderne Japans, Brill: 
Leiden, 1998.

17) 井上寛司, 『日本の神社と神道』, 校倉書房, 2006; 阪本是丸, 『近代の神社神道』, 弘文堂, 
2005; 葦津珍彦, 『國家神道とは何だったのか』, 神社新報社, 2006; 島薗進, 『國家神道と日
本人』, 岩波書店, 2010; 滋野佐武郞, 『日本人の霊魂觀と國家神道』, 文藝社,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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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이 잔재론 연구는 중요하고 원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경향 역시 그 연구의 초점을 일본 본토에 제한하고 일제하 다른 지역에 
남아 있는 국가신도의 잔재는 다루지 않아 국가신도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 
없다.18)

이러한 두 경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신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수
용하면서 국가신도의 식민지적 특수성을 모색하는 연구도 있다. 青野正明[아
오노 마사아키]는 조선의 신사 자체보다는 신사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1930년대 후반의 소위 心田開發運動과 신사에서 祭神된 신의 선정과 성격 
문제를 연결시켰다. 이 연구는 국가신도를 多民族帝國主義的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帝國神道로 정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9) 그러나 국가신도와 해외신
사 연구를 통합하는 최첨단의 연구이긴 하지만, 조선의 전체상을 거시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장의 신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거론하
지 않았고, 조선인에게 국가신도가 무엇을 의미했는가 대신에 다만 제국의 
입장에서 국가신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묘사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식민지에서 神道와 神社의 기능과 성격을 다룬 해외신사 연구 및 일본의 
해외로 넘어간 불교의 시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해외신사에 대한 연
구는 일본제국주의 시절에도 있었다. 해외신사, 즉 일본 본토 외에 만들어진 
신사의 관점에서 그들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지만, 이러한 연
구도 역시 일본인이 장악하 다.20) 그 중에서 해외신사라는 용어를 최초로 
고안한 小笠原省三[오가사와라 쇼죠](1892-1970)가 대표적이다. 그는 직접 

18) 이노우에 노부타카 (編), 박규태 (譯) 『신도, 일본 태생의 종교시스템』, 제이앤씨, 2010.　
어판 Inoue, Nobutaka (ed.), Teeuwen, Mark; Breen, John (transl.), Shinto, A 

short history, London: Routledge, 2003. John Breen은 국 대표 靖國神社 연구자이
다. 大原康男, 『國家と宗敎の間 : 政敎分離の思想と現實』, 日本敎文社, 1989; Nelson, 
John K., Enduring Identities. The Guise of Shinto in Contemporary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19) 青野正明, 「鮮總督府による神社・神祠の増設政策村落祭祀利用の視点から」, 『國際文化論
集』, 36, 2009, 85-122쪽; 青野正明, 「朝鮮總督府による神社・神祠の増設政策(中編)一面
一神社・神祠設置方針を中心に」, 『國際文化論集』, 41, 2009; 青野正明, 「鮮總督府の神社
政策と「敬神崇祖」;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國幣小社と-その祭神「天照大神」と「國魂大神」の
合祀」, 『國際文化論集』, 38, 2008; 青野正明, 「朝鮮總督府の農村振興運動期における-神
社政策「心田開発」政策に關連して」, 『國際文化論集』, 37, 2007; 青野正明, 『帝國神道の形
成-植民地朝鮮と國家神道の論理』, 岩波書店, 2015.

20) 小山文雄, 『神社と朝鮮』,  朝鮮佛敎社, 1934; 岩下傳四郞,　『大陸神社大觀』, 大陸神道聯
盟, 1941; 近藤喜博, 『海外神道の史的硏究』, 大空社,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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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사를 창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당시 곳곳에 세워진 신사를 순찰하
고 이에 대해 기록하 다. 해외신사 연구의 ‘개척자’로서 일제하 신도의 ‘팽
창적 사명’을 믿었던 그는 해외신사가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중심이 
되는 장치라고 이해하 다. 그래서 일본은 해외에서도 신사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 다. 그는 신도를 종교로 확신하는 입장에서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 는데, 그가 남긴 저술 속에 이러
한 그의 강한 주관이 반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외 신사를 
거류민신사, 정부설치 신사, 정부인정신사 등으로 분류하고, 해외 신사에 대
한 각종 자세한 정보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이후 해외 신사 연구
의 기반이 되었다.21)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일본의 입장에서 접근하 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22) 해외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당시 일
본의 연구는 일본이란 프리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신사의 침략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신사연구는 
저항과 협력의 틀 속에 이루어졌다. 일단 한국에서 신도와 그 시설은 조선총
독부의 종교 정책의 일환으로서 연구되어 왔으며, 일제하 기독교와 불교의 
역사와 함께 검토되었다.23) 이는 한국인 학자에게는 신도가 당연히 종교 음
을 보여주는 한편, 연구가 다만 제도적 시야 속에서 진행되어 신사 시설의 
특수성은 잘 다뤄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1990년 이후 연구로는 일제 
통치하의 조선을 종교사적 관점에서 다룬 것과 신사참배 강요 문제와 이에 

21) 小笠原省三, 『海外の神社. 竝にブラジル在住同胞の敎育と宗敎』,　神道評論社, 1933; 小
笠原省三, 『海外神社史』 (上巻), 海外神社史編纂會, 1953; 小笠原省三, 『最近の朝鮮及朝
鮮人問題を語る』, 개인 출판, 1935. 오가사와라는, “일본인이 있으면 신사도 있다. 신사와 
일본인은 어느 시대에도 불가분”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었다.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3쪽.

22) 岡田米夫, 「海外神社の創建」,　 神道文化會 (編), 『明治維新神道百年史 神宮・神社創建
史』, 2, 1966; 千葉正士, 「東亜支配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神社政策」, 『本法とアジア—仁井
田陞博士追悼論文集』, 3, 1970; 中濃敎篤, 『天皇制國家と植民地傳道』, 國書刊行會, 1976; 
欄木寿男,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I」, 『海峡』, 4, 1976; 欄木寿男,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
II」, 『海峡, 5, 1977; 安部俊二, 「日本統治下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の展開」, 『九州法學』, 
35-1, 1978; 新田光子, 「海外神社硏究のための一考察」, 『ソシオロジ』, 29-2, 1984; 蔵田
雅彦, 「天皇制國家の朝鮮植民地支配と文化・宗敎政策」, 朝鮮史硏究會論文集, 29, 1991; 
竝木眞人, 「植民地後半期における民衆統合の一断面」, 武田幸男 (編), 『朝鮮社會の史的展
開と東アジア』, 1997; 中島三千男, 「해외신사」 硏究序説, 『歴史評論』, 602, 2000.

23) 韓晳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敎政策』, 未來社, 1988; 姜渭祚, 『(일본 통치하) 한국의 종
교와 정치』, 大韓基督敎書會,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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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대운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24) 이를 통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
한 조선 기독교 신자의 대응과 반대의 실상은 밝힐 수 있었지만, 이 갈등이 
처리되는 방식이 일제 당국의 지배와 이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이라는 틀을 
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 속에서 남산의 일부 시설 또
는 특정 시설의 특정 시기에 대해 밝힌 선행연구는 조선인의 포섭과정은 언
급하 지만, 다루는 대상과 시기의 분절적이고 미시적인 성격 때문에 남산의 
지역성 자체를 간과하 다.25) 그래서 본 연구는 조선인의 신사에 대한 미시
적인 대응을 남산 전역에서 살펴 볼 것을 과제로 삼는다.

2000년 이후 식민지 종교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패러다임은 ‘지배와 
저항’에 서 ‘제국사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로 전환되었다.26) 이 연구는 그 전
까지의 연구가 신사정책과 그에 대한 기독교의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제
의 신도정책을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를 
국가신도의 성격에 대한 연구와 해외신사의 연구 성과와 결합시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종교라는 큰 틀 아래 많은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도

24) 김승태, 「日本 神道의 침투와 1910·1920 년대의「神社問題」, 『韓國史論』, 16, 1987; 김승
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김승태 (編譯), 『신
사참배문제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김승태,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계 학
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와 폐교 전말」, 『한국 근현대사 연구』, 14, 2000; 손정목, 「朝鮮
總督府의 神社普及ㆍ神社參拜强要政策硏究」, 『한국사연구』, 58, 1987; Grayson, James. 
H., “The Shintō Shrine Conflict and Protestant Martyrs in Korea, 1938-1945”, 
in: Missiology, 29-3, 2001; Kim Sung-gun, Korean Christianity and the Shinto 
shrine issue in the war period, University of Hull PhD Dissertation, 1989; Kim, 
Sung-gun, “The Shinto Shrine Issue in Korean Christianity under Japanese 
colonialism”, in: Journal of Church and State, 39-3, 1997.

25) 김대호, 「1910년대~1930년대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경성신사의 운 과 한국인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재단 (編),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
북아역사재단, 2008.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 건립과 운 」, 『韓國
史論』, 50, 2004;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도시연구』, 13, 2015; 국성하, 「일제 강점기 동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선신궁의 건립과
운 」, 『한국교육사학』, 26-1, 2004; 안종철, 「1930-40년대 남산 소재 경성호국신사의 건
립 활용 그리고 해방 후 변화」, 『서울학연구』, 42, 20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0, 
1978, 61쪽; 김철수, 「"조선신궁"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검토」,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7, 2010. 김철수의 논문은 주로 일본 연구자들의 성과를 한국에게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쟁점을 정리하 다.

26) 윤해동, 이조마에 준이치 (編), 『종교와 식민지 근대. 한국 종교의 내면화, 정치화는 어떻
게 진행되었나』,　책과함께, 2013; 磯前順一,  『植民地朝鮮と宗敎: 帝國史·國家神道·固有
信仰』, 三元社,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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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또 종교를 근대성 문제로 한정함으로써 신사와 신도의 비근대적인 성
격, 즉 일본의 ‘전통’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는 과정은 간과될 수밖에 
없었다.27) 이러한 과제는 한국사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로서 소위 帝國史의 입장에서 일제를 
많은 제국 중의 하나로 보고 일본 본국과 식민지 개개의 관계보다는 일제의 
모든 주변으로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해외신사의 침략적 성격에 착목한 일본
측 연구도 등장하 다. 2003년 辻子實[즈시 미노루]는 그의 저서 『侵略神
社』에서 해외신사의 침략성을 강조하 지만, 저자 자신의 언급에 따르면, 그 
연구는 전체 침략신사에 관한 완성된 연구에 미치지 못하는 ‘연구 노트’에 
불과하다. 2005년 青井哲人[아오이 아키히토]는 ‘植民地神社’를 용어로 제안
하 다.28) 아오이는 대만과 조선에서 신사를 만드는 과정과 그 건축적 특징
을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여 조선과 대만의 특수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다. 다만 신사라는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는 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 다. 남산의 신사에만 주목하고 불교시설의 존재는 거론하지 않은 점
과, 이러한 시설들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
아 남산의 장소적 특징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아오이
의 연구에 입각하여 토드 헨리(Todd A. Henry)는 일제하 경성의 변화 속에
서 남산의 변화를 정신적 동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나가는 과정으로 파
악하 다. 그의 연구는 서울이 도시로서 근대화된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사에서 행해진 의례에 관해서는 다만 경성신사의 秋祭[아키마쓰리] 
행렬에 초점을 두었을 뿐 연중의례나 전쟁 시기에 추가되거나 변화한 의례
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남산이 정신적 중심지로 일
제 통치하 ‘神域化’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러한 남산의 성격이 조선
인에게 무엇을 의미하 는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29)

27) 윤해동, 위의 책, 9-12쪽.
28) 辻子實, 『侵略神社』, 新幹社, 2003; 青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國日本』,  吉川弘文館, 

2005 青井哲人, 「朝鮮の居留民奉斎神社と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勝地」としての神社境
內の形成およびその変容と持續」, 『朝鮮學報』, 172, 1999; 青井哲人, 「ソウル・南山の神域
化－植民都市と神社境內」, 『明治聖徳記念學會紀要復刊』, 43, 2006.

 29)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UCLA PhD thesis, 2006; Henry, Todd A.,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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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도 神職 교육과 신도 연구 대표자인 國學院大學의 菅浩二[스가 고
지]는 구체적으로 남산의 신사시설의 경쟁관계를 고찰하는 가운데, 제신 문
제에 집중하여 일제 제국 곳곳의 신사에 나타나는 제신을 분석하고 그 속에 
일선동조론이 함축되어 있음에 주목하 다. 그 견해는 신사가 이후 이른바 
內鮮融和로서의 제신 기능을 가졌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의 대상되었다.30) 이러한 간과는 그가 조선 자체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
았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조선의 해외신사 전체를 검토하고 조선에서 나타난 
국가신도의 성격과 더불어 조선에서 일제하 의례가 어떻게 국민의례가 되었
는지를 제도사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있다.31) 이러한 연구는 조선의 海外神
社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서 그 침략성과 조선인의 대응에 대해서 밝히는 
동시에 조선의 신사에 대한 성격과 국가신도의 거시적 틀을 제공하 으며, 
해외신사를 전체적으로 개괄함으로써 해외신사 연구의 초석을 이루었다. 하
지만 신사가 조선인의 생활에 직접 향을 미치고 있는 현장에서 구체적으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Korea, 1910-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문관욱, 「일제의 목멱산 내 신사 건립과 목멱산의 가치 변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는 남산 전체를 다루었지만, 일본의 신사들이 남산에 손해
를 끼친 사실을 밝힐 뿐 조선인에게 지니는 의미를 묻지 않았다.

30)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 弘文館, 2004, Suga Kōji. “A Concept of 
‘Overseas Shintō Shrines’: A Pantheistic Attempt by Ogasawara Shōzō and Its 
Limitations”, in: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7, 2010; 菅浩二, 「日韓同
祖論と神社」, 『동아시아문화연구』 53, 2013. 그는 아오노처럼 국가신도의 성격을 규명하
는데, 그들의 접촉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에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아오이는 국
가신도 논리와 정책에 입각하는 반면에, 菅는 신사란 실천적 현장으로부터  통해 국가신도
의 본질을 찾는다. 결국 菅는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제신 형태를 포함해서 생각하
기 때문에 조선에서 국가신도는 무슨 특수성이 있었는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31) 조선의 국가의례가 일본의 그것으로 대체된 과정을 개략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는 최
석 , 「한말 일제 강점기 국가의례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2002이다. 의례가 국
가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점과 의례 변경 과정이 전반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 있는 의례 자체의 내용과 전쟁기 호전화, 일상 생활에서 의례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山口公一,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と朝鮮社會」, 一橋大
學大學院社會學硏究科,　2006; 山口公一, 「植民地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1930年代を中心
に」, 『歴史評論』, 635, 2003; 山口公一,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神社政策と宗敎管理統制
秩序-「文化政治」期を中心に」, 『朝鮮史硏究會論文集』, 43, 2005; 山口公一, 「韓日倂合以
前における在韓日本人創建神社の性格について」, 『日韓相互認識』, 2, 2009; 윤선자, 「일제
의 신사 설립과 조선인의 신사 인식」, 『역사학연구』, 42, 2011; 김백 , 「식민지 동화주의
의 공간정치. 조선신궁의 건설과 활용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1, 2009. 김백 은 공
간정치를 고려했지만 朝鮮神宮에 한정하여 분석했으며 그것과 바로 마주하고 있었던 근처 
다른 시설들의 역할은 간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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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의례가 무엇을 의미했는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
았다. 이에 대한 점이 밝혀져야 조선인의 대응을 통계 수치에 고정시키지 않
고 조선인에게 이러한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한편 남산에 위치한 신사의 기능과 성격에 관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기
타 연구들은 신도 시설을 각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다루어왔다. 그 결과 조선
신궁의 운동회나 조선신궁의 교육 측면에서의 간섭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
다.32) 조선의 종교정책과 관련하여 종교인류학자의 견해에서 남산 경성신사
의 의례를 염두에 두고 경성신사의 조선인 포섭과 조선인 무속 신앙에 미친 

향을 살피면서 신사를 통한 文化接變論으로까지 연구가 진척되었다. 이는 
인류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의례가 일본에서 어떻게 유래되었고 어떤 기본적 
성격을 지니는지 검토하여 국가신도가 조선에서 무속화되고 조선의 특색으
로 변화된 측면을 밝혔다. 하지만 조선신궁의 각 기능을 밝힌 연구와 마찬가
지로 신사정책의 현장이었던 남산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다루지 않았다.33) 

게다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남산의 신사시설에 관련한 연구에서는 신사시설
을 불교시설과 대조해보지 않았고, 남산 지역의 일본식 불교시설에 관한 연
구도 마찬가지로 근처의 신사시설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불교시설 중에서는 장충단 공원에 건립된 박문사에 관
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풍치 도시계획학 등 건축학에 입각한 

32) 金誠, 「朝鮮半島における植民地主義とスポーツに關する硏究」, 神戸大學博士論文, 2013; 
金誠, 「朝鮮神宮競技大會の創設に關する考察」, 『スポーツ史硏究』, 16, 2003; 金誠, 「植民
地朝鮮における朝鮮神宮競技大會に關する考察」, 『スポーツ史硏究』, 26, 2013; 박해남, 
「제국과 식민지 간 재현 경쟁의 장, 스포츠: 조선신궁체육대회와 메이지신궁체육대회를 중
심으로」, 『한림일본학』 26, 2015; 樋浦郷子, 『神社・學校・植民地 逆機能する朝鮮支配』,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3; 樋浦郷子, 「朝鮮神宮と學校: 勧學祭を中心に」, 『日本の敎育史
學會紀要』, 49, 2006; 신사참배와 교육문제 일반에 대해 고마고메 다케시, 「조선에서의 신
사참배 문제와 일미관계. 식민지 지배와 내부의 적」, 오성철 (編),  『식민지 교육연구의 다
변화』, 교육과학사, 2011.

33) 문혜진, 「일제 식민지기 종교와 식민 정책: 경성신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5; 문혜진, 「1910-1925년경성신사의 제사–경성신사제전과 제신의 식민지적 
성격을 중심으로-」, 『宗敎硏究』, 72, 2013; 문혜진, 「일제식민지기경성부 신사」, 『정신문
화연구』, 36-3, 2013; 문혜진, 「한일병합 (1910년) 이전 남산대신궁의 종교적 성격에 관한
연구 - 거류민신사의 서민종교성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8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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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많다. 이토를 기리는 박문사를 다룬 역사학 연구는 그 건립과정과 
광복 후 변화를 추적하면서 그 전체상을 묘사하고 있다. 다만 이 장소의 의
례에 대해서는 安重根(1879-1910)의 아들과 이토 히로부미 아들이 박문사에
서 만나서 진행한 ‘화해극’만을 강조하고 일어난 사실들을 밝히는 정도에 그
치고 다른 의례들이 남산의 신사시설과 더불어 조선인에게 무엇을 의미했는
가는 거론하지 않았다. 사이토의 추모공간이었던 약초관음당과 관련해서는 
이순우의 책에 약간만 다루어졌을 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34)

따라서 국가신도, 신사정책, 남산의 ‘신역화’가 결국 조선인에게 무엇을 의
미하는지, 조선의 신사와 일본 사찰은 조선인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
할을 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먼저 거시적인 틀을 마련한 
연구들과, 신사시설별, 불교 시설별로 일어나는 일들을 미시적으로 다룬 연
구들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산을 렌즈로 삼아 이러
한 연결을 시도한다. 시대에 따라 그 표상이 바뀌는 남산의 의례에 초점을 
두고, 조선인에게 남산을 통해 일제가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기존연구의 한계성이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례와 장소성과 공간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것이다.35) 남산의 신도 및 
불교시설이 건립된 공간 자체의 성격 변화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남산의 지
역적 특수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미, 특히 독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 공간
과 장소성, 기억장소에 관련한 연구도 참조할 것이다.36)

34) 안종철, 「식민지 후기 박문사(博文寺)의 건립, 활용과 해방 후 처리」, 『동국사학』 46, 
2009; 김해경, 최현임,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4, 2013; 김 수, 
김해경, 「일제강점기 박문사 건립 과정과 건축적 특징」, 『향토서울』, 90, 2015; 이순우, 
『그들은 정말 조선을 사랑했을까』, 하늘재, 2005; 미즈노 나오키, 「식민지기 조선에서에서
의 이토 히로부미의 기억–서울(京城)의 박문사(博文寺)를 중심으로」, 이성환 (외),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水野直樹, 「博文寺の和解劇」と後日7: 伊藤博文,安重根の息
子たちの「和解劇」・覺え書き」, 『人文學報』, 101, 2011.

35) 이수연, 「남산공원의공간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건축학과 석사논문, 2010; 
이수연, 「남산 내 공원의 시대적 변화」,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1, 
2009; 이수연, 황희준, 「190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남산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의
미 변화에 관한 연구: 남산공원 회현지구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0-6, 2011; 이민
원, 「대한제국의 장충사업과 그 이념: 장충단과 모충단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3, 2012; 이상배, 「장충단의 설립과 장충단제」, 『지역문화연구』, 4-1, 2005; 이상배, 「고
종의 장충단 설립과 역사적 의미」, 『도시역사문화』, 서울시립박물관, 2006.

36) 양호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 109, 2009; 노라, 피에르, 『기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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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는 참여자에게 집단기억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고, 사람을 사회화
(socialisation)하는 것이었다. 집단기억 연구의 시작은 모리스 알브바슈
(Maurice Halbwachs)에 찾을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도 연구한 그의 스승 에  뒤르켐(Émile Durkheim, 
1858-1917)이 있다.37) 뒤르켐은 모든 개인적 기억은 사회적인 틀 속에서만 
기능하며, 개인의 사회화 과정이 있어야 개인 역시 자신의 기억(memory)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38) 알브바슈가 받아들인 뒤르켐의 이론
적 기반은 사상 자체가 사상의 사회적 표명(manifestations)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이론이다. 개인적 의식은 그 의식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표상
(representation)되는지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알브바슈는 기억에 적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의 기억을 정리
하는 기억을 가진 틀로 나타나고, 개인은 사회를 통해 자신의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틀 속에서 부여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39) 

뒤르켐은 종교를 믿음과 의례로 보았지만 당시 의례 연구의 한계는 무엇보
다 행동 중심주의에 있었다. 그 결과로, 의례는 오랫동안 변경 없이 규칙화

장소』, 나남, 2010;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C.H. Beck, 1999; Aleida Assmann, Das neue 
Unbehagen an der Erinnerungskultur: Eine Intervention, München: C.H. Beck, 
2013; Assmann, Aleida,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Erinnerungskultur und Geschichtspolitik, C. H. Beck, 2006; Jureit, Ulrike, 
Gefühlte Opfer. Illusionen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Stuttgart: Klett-Cotta, 
2010; Jureit, Ulrike, Das Ordnen von Räumen. Territorium und Lebensraum im 
19. und 20. Jahrhundert, Hamburg: Hamburger Edition, 2012; Foucault, Michel, 
„Of Other Spaces“, in: Diacritics, 16, 1986; Cresswell, Tim, Place: a short 
introduction, Malden: Blackwell Publishers, 2008; Reinhart Koselleck et al. (Hg.), 
Der Politische Totenkult. Kriegerdenkmäler in der Moderne, München: Fink, 
1999.

37) Halbwachs, Maurice,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1925); Durkheim, Émile,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1915).

38) Jureit, Ulrike, “Opferidentifikation und Erlösungshoffnung: Beobachtungen im 
erinnerungspolitischen Rampenlicht”, in: Jureit, Ulrike; Schneider, Christian, 
Gefühlte Opfer. Illusionen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Stuttgart: Klett-Cotta, 
2010, 55-57쪽. 함부르크 대학 사회사 연구서의  Jureit 교수는 아스만 부부의 연구를 비
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기억 문화와 희생관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39)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 38쪽; 최호건, 「집단기억과 역사」, 『역사교육』, 
85, 2002, 16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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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관습적이며 강박적인 것, 즉 비합리적인 행위로 인식되었다. 근래의 의
례 연구는 의례 디자인과 의례의 구성과 기능적 차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의례를 집단적인 믿음과 관념, 이상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경험되
며, 긍정되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기념회
(commemoration)는 한 집단을 강하게 결부시키는 힘이 있다. 이 점에서 
의례가 심리적인 측면도 강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를 통제하는 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례는 전형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공동체에 필요한 성
취감을 제공하고, 감정을 사회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례의 의미와, 이러한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
일 핵심적인 질문이 되어 왔다.40) 

의례에는 문화를 정리하는 기능이 있다. 의례는 감정을 유발한 후 그 감정
을 통해 신앙, 사고방식과 도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의례의 이러한 패턴이 
사회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의례 연구자들이 밝혀온 바 있다.41) 그래서 사
람과 공간이 핵심적 요소가 된다. 말하자면, 의례의 作因은 인간이다. 일본
의 신도의례의 특징은 상호작용 의례(Interaktionsritual)가 아니라는 점이
다. 국가의 의례를 책임지는 국가의 아버지이자 신도의 大司祭인 천황과 신
직은 모두 신을 향해서 의례 행위를 한다. 하지만 이때의 의례 행위는 신과 

40) Bell, Cathrine,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14-21쪽, 제2장. 용어 사용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어로 ritual과 rite란 용어 두 가지가 한국어로는 의례라는 
단일한 용어로 사용된다. Ritual과 rite 둘 다 원래 라틴어 ritus에서 온 말이며, ritual이
란 말은 19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두 가지 표현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됐
지만, 학계에서는 ritual을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의례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rite를 상
위 개념어로 사용하도록 정착되었다. 한국어, 한자어로써 의례와 유의어 ‘의식’, ‘제사’, 
‘제전’ 등도 세 한 뜻의 차이가 있으며, 사료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난다. 신
도의 의례인 祭를 바라볼 때, 祭는 여러 式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祭가 ritus에 해당하고, 
式은 ritual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rosisus, Christine (et. al.), Ritual und 
Ritualdynamik, 200쪽; Drücker, Burckhard, Rituale. Formen – Funktionen – 
Geschichte, 14-15, 42쪽; 神祇學會, 앞의 책, 1944, 22쪽; Gillis, John. R., 
Commemoration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서론 참조.

41) Durkheim, Émile, Forms of Religious life.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1915), 21-28쪽; Summers-Effler, Erika, “Ritual Theory”,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motions, New York: Springer, 2007, 135쪽; Pross, Harry, 
“Ritualisierung des Nationalen”, in: Jürgen Link, Wulf Wülfing (ed.), Nationale 
Mythen in der zweiten Hälfte des 19. Jahrhunderts. Strukturen und Funktionen 
von Konzepten nationaler Identität. Stuttgart: Klett-Cotta,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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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자 서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신을 위한 것이 된다.42) 따라서 
신도의 의례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일체를 이루고 신과 합일되어 ‘大我’가 되
는데 이는 무엇보다 천황가족주의로 판단된다.43) 남산의 의례는 단지 고전적 
형식주의에 속하고 진부한 내용 일색이었다. 물론 의례는 반복을 통해 효과
를 발휘하는데 남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의례는 동시간대에 여러 장소에
서 동시에 진행되어 그 부조리함이 극단에 이르 다.44) 원래 남산은 의례가 
치러지는 공간으로 간주되어 남산 및 그 의례가 지닌 숭고함과 비일상적 성
격이 강조되었지만, 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졌다. 의례는 원래 특별한 
행사, 즉 일상적이지 않은 일로 간주될수록 그 효과를 발휘하기 마련이지만, 
남산에서 이뤄지는 의례의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남산을 오르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다.45)

이 점은 인간과 공간을 연결시킨다. 한 공간에서 기억의 개념이 자리매김 
된다는 의미에서 장소가 아닌 것, 즉 남산 장충단의 벚나무도 장소기억일 수 
있다. 아스만과 노라의 이론을 참조할 때 신사는 ‘신과 인간의 접촉지대’로 
볼 수 있다. 신사는 바로 그런 장소 다. 일제 당국이 시대적 배경에 따라 
신사의 종교성을 부인하 지만, 사실 그것이 신사든, 신궁이든 사람들은 明
治天皇의 신, 일본 태양의 신인 天照大御神[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또는 
다른 기타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으며 개인 참배와 단체 참배를 통해 신
에게 기원하는 장소 다. 이러한 일본식 신과 기독교의 신은 본질적인 차이
가 있어도, 동일하게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경성의 
신사와 신궁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통합하는 장소가 됨으로써 본토에서 떨어
진 조선에 사는 일본인을 위해 일본인으로서의 기억과 문화적 사고방식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 만드는 기능을 가
지고 있었다. 사찰에서는 신이 아니라, 보살이 된 이토 히로부미와 사이토가 

42) 천황의 의례제도에서의 역할은 兒玉九一, 앞의 책, 1934, 23쪽을 참조. Hardacre, 
Helen, Shinto and the State, 1868-1988, 106쪽; Skya, Walter A., Japan's Holy 
War. The Ideology of radical Shinto Ultranationalism, 185-186쪽.

43) Summers-Effler, Erika, “Ritual Theory”, 141쪽; 「特輯의 辭」, 『朝鮮』, 1937년 10월
호, 1쪽.

44) Drücker, Burckhard, Rituale. Formen – Funktionen – Geschichte, 29, 42쪽.
45) 의례의 비일상성은 Drücker, Burckhard, Rituale. Formen – Funktionen – 

Geschichte,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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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과 함께 조선인에게 일제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맡았다. 결국 남
산지역의 이러한 장소들을 만들어 내는 자는 일제 당국과 관련된 사람이었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조선의 신사와 사찰 시설은 조선인에게 트라
우마의 장소(traumatic place) 다고 본다. 나아가, 의례의 참여를 조선인에
게도 의무화한 일제 당국은 이렇게 남산을 점차 폭력을 대표하는 풍경
(landscape of violence)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46) 

   3. 논문 구성과 자료

본 논문은 남산의 산기슭에 일본 거류민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제2
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시기에 걸쳐 남산에 건립된 일본의 신도와 불교시
설의 의례에 관한 연구이다. 남산의 신사시설과 불교시설의 건립배경과 경
위, 운  실태와 이들 시설이 진행한 의례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는다. 남산의 종교적 시설들과 의례의 성격을 구명하고, 무엇
보다 일제가 남산을 轉用・專有함으로써 조선인의 조선과 그 국가적 전통에 
대한 기억을 없애려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논지를 토대로 다
음과 같은 주제를 차례로 다룰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일제강점 이전 시기에 있었던 일본인의 한성 거주와 남산 북
쪽 산기슭으로의 침투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남산 서쪽 龍山 지역에 일본
군이 주둔하고 점차 용산이 기지로 변모되는 상황도 고려할 것이다. 이 과정
을 살펴보고, 왜 하필 남산이 신사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해명하고자 한다. 
이 시기 일제의 향 아래 남산이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예는 대한제국의 제사 장소 던 장충단의 폐지와 일본 거

46) 트라우마적 장소에 대해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 303, 326쪽; Edkins, 
Jenny, Trauma and the Memory of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 16쪽을 참조. 폭력을 대표하는 풍경에 대해 Schramm, Katharina, 
“Landscapes of Violence: Memory and Sacred Space”, in: History and Memory, 
23-1, 2011를 참조. 폭력성 자체에 대해 Benjamin, Walter, “Zur Kritik der Gewalt”, 
in: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and 2,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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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이 왜성대에서 이민신사로서 건설한 남산대신궁이다. 조선왕조의 의례는 
남산을 포함해서 한양 곳곳에서 폐지되었는데, 이는 이후 남산에서 신사의 
건립과 일본식 의례의 진행이 가능해진 배경에 해당한다.

남산대신궁은 1892년부터 계획되고, 1898년 5월 伊勢神宮의 分靈을 받아, 
明治天皇의 생일을 기회로 鎭座祭를 행한 뒤에 본격적으로 운 되기 시작하

다. 남산대신궁은 일본 신도 중 지위가 가장 높은 이세신궁의 조선 대표로
서 일본의 태양신이자 일본 천황의 조상인 아마테라스를 제신하고 이세신궁
의 지위에 따라 명칭을 ‘대신궁’으로 하 다. 그래서 일제하 대만, 사할린과 
홋카이도에서 일본이 국가정책으로 건립한 신사와 분명한 성격 차이가 있다. 
의례 중에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사망한 일본인을 
위한 초혼제가 대표적이다. 남산대신궁의 경  아래 일본 학문의 신 菅原道
眞[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제신하는 천만궁도 설치되어 일본 문화의 조선 
이식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일본 거류민은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들의 삶에 대한 위안을 얻었고, 천황을 향한 충성심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시기는 일본 거류민의 생활공간 연장을 의미하 다. 아직 
조선에서는 신사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남산이라는 공간에서 거류민은 자유롭게 신사를 세울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남산대신궁이 조선신궁 건립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를 살펴보고 두 신사의 성격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원래 1912년경부터 
朝鮮神社란 명칭으로 계획된 조선신궁은 다른 식민지에 세워진 신사의 선례
를 따른 것이었지만,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일제의 권위를 표상해야 할 
역할도 맡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신궁이 한반도의 總鎭守로 계획되고, 아마
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이 제신 대상이 되었다. 조선신궁은 남산대신궁과 같은 
공간에서 창립되어 같은 신을 제신하 기 때문에, 남산대신궁은 자기 정체성
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신궁의 건립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경성신사로 변신시
켰다. 경성부 설치와 ｢神社寺院規則｣의 반포를 기회로 경성신사는 거류민을 
위한 신사로부터 경성부민 모두를 대표하는 신사로 변모하면서 조선인을 적
극적으로 포섭하는 전략을 세웠다. 국가시설인 조선신궁이 가질 수 없는 신
자후원단체인 氏子[우지코] 조직이 세워지고 경성신사의 경 권이 주어졌다. 
우지코 조직에는 조선인도 포함되었다. 1925년 조선신궁이 완공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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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신사는 경내 확대를 계획하여 천만궁을 확대하고, 특히 의례상으로 아키
마쓰리를 일본 본토식의 神輿[미코시] 행렬로 진행하여 조선신궁과 다른 방
향으로 나갔다. 아키마쓰리 행렬은 남산으로부터 용산까지 경성 곳곳을 경유
하면서 조선인의 생활공간까지 진입하 다. 다른 한편으로 남산대신궁이 맡
은 초혼제도 경성신사에 계승되었다. 이 시기는 국가 차원에서 식민지 정당
화를 위한 조선신궁이 건립되고 이에 대응하여 ‘민 ’ 경성신사가 共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양상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조선신궁과 경성신사 사이에 지속되었던 상호 작용을 주제로 
삼아 우선 조선신궁의 의례 실태를 자세히 묘사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조선
신궁과 경성신사의 의례는 대부분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는
데, ‘민 ’ 경성신사보다 새로운 조선신궁은 국가차원의 의례장소로써 참배
가 의무화되었다. 경성신사는 조선신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조선신궁이 국
가시설로서 담당하지 않았던 일들을 중시하 다. 그래서 경내 확대와 더불어 
그 경  아래 도하신사, 팔번궁과 내목신사를 건립하 다. 이러한 시설과 그
곳에 제신된 신을 통해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 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정체성이 남산에 더욱 강화되어 이식되었다. 다음으로 경성신사는 단
군을 朝鮮國魂大神으로서 神道化된 신으로 合祀하기도 하 다. 이렇게 조선
인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경성신사도 결국 일제 내각으로부터 국가
신도 신사제도에 포함되도록 인정받았다. 이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발
발로 인한 비상사태 때문에 의례의 다양화와 호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남산에서 참배하는 습관은 敬神 교육으로서 황국신민 교육의 일환이 되었다. 
1943년 남산의 남서 산기슭 용산 쪽에 건립된 호국신사는 야스쿠니 신사의 
지방사로, 남산의 여타 신사시설보다 死者에 대한 추모와 武運長久 祈願, 전
쟁승리 기원 등을 집중적으로 맡은 장소 고, 특히 유가족의 통합을 목표로 
한 장소로 특색이 있다고 본다.

제5장에서는 신사시설이 아닌 일본의 불교시설을 검토한다. 우선 이토 히
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에 대해 다룬다. 박문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사망 20
주년을 맞아 계획되었으며 1932년부터 이토의 추모행사를 맡았다. 일본 선
불교의 曹洞宗에 속하는 박문사에서 일제 침략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로 간
주되는 이토 히로부미는 보살로 숭배되었다. 이 기념공간에서 진행된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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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와 장례식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한 행사로 안중근의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사죄하기 위해 박문사를 찾은 사례를 보도록 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일제의 역사관이 남산으로부터 조선 곳곳으로 전파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이
토 마코토 총독을 기리는 장소인 약초관음당의 건립배경과 의례를 살펴본다. 
이 장소는 원래 사이토가 內鮮融和를 강조하기 위해 曹溪寺에 기증한 관음
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장소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사이토가 도쿄의 2·26사건
으로 암살을 당하자 약초관음당은 그의 遺髮을 불상과 같이 안치하고 조선
에서 사이토를 기념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불교 시설은 신사시설이 
맡지 못한 의례를 맡아 역사를 불러내는 장치로 기능하 다.

제6장에서는 조선인이 일제 신사정책에 대해 보인 반응을 남산의 시설들
을 중심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도가 학교와 사적 역인 집이라
는 공간까지 침투한 과정에서 조선인의 경험과 대응을 살펴보고, 개인이 어
떻게 신도를 내면화했는지 그 과정을 尹致昊(1864-1945)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가 신사참배에 대해 보 던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 다루겠다.

이상과 같은 접근 방향의 바탕에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되었다. 朝鮮總
督府가 편찬한 『施政二十五年史』, 『施政三十年史』와 京城府가 편찬한 『京
城府史』 등과 같은 연대기 자료는 신사시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한
다. 이러한 자료와 함께, 당시에 살았던 일본인이 남긴 『京城回顧錄』이나 京
城居留民団이 편찬한 『京城發達史』, 『京城史話』, 『京城の面影』, 『京城と仁
川』 등 당시대의 경성의 발전에 대한 보고서와 도시 안내서도 신사와 불교
시설에 대해 다루고 있어, 의례의 진행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러한 자료는 일본인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눈으로만 보
고 조선인의 견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의례의 순서와 구
체적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사료로 『皇城新聞』, 『京城日報』, 『東亞日報』, 
『每日申報・每日新報』 등 당대의 신문자료와 일본인 편집의 『文敎の朝鮮』과 
『朝鮮及満州』, 『朝鮮』, 『朝光』, 『朝鮮公論』, 『朝鮮の敎育硏究』 등 잡지자료
와 조선인 편집 잡지인 『開闢』이나 『三千里』 등이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나 
일본인이 편찬한 잡지가 아니더라도 검열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입장을 
확실히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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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특히 신사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연표자료나 기념자료도 
있다.47) 이들 자료는 현장에서 만들어낸 편찬물로서, 대상 시설에 대한 비판
적인 입장이 드러나지는 않고, 조선인에 대해서도 편집자의 시각에 따른 측
면 언급된다.

그 이외에도 당시 신도・신사 연구자의 조사가 있다. 예를 들어 橫田康[요
코타 야스]의 『朝鮮神宮紀』(1926), 岩下傳四郞[이와시타 사부로]의 『大陸神
社大觀』(1941), 小山文雄[코야마 후미오]의 『神社と朝鮮』(1934)과 오가사와
라가 남긴 조사보고서인 『海外の神社』(1933)와 『海外神社史(上)』 (1953)가 
그것이다. 당대 남산의 변화를 목격한 이들의 저서이기 때문에 신사와 관련
된 단순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 지만, 총독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코야마
와 총독부를 비판하는 오가사와라의 경우처럼 저자의 견해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남산의 신사와 불교시설 양쪽의 건립, 설계에 고문으
로 채용된 건축가의 기념집 『伊東忠太建築作品』(1941)도 시설의 건립과정을 
알려준다. 박문사와 관련해서 조선총독부 수집의 「畝山博文寺創立願에 關한 
件. 京畿(圖面添附)」(1932)와 같은 기록물이 남겨져 있다. 약초관음당과 관련
해서는 사이토의 추도문집 『斎藤子爵を偲ぶ』(1937)와 『子爵齋藤實傳』
(1946), 「若草觀音奉贊會趣音書」(1933)가 있다. 신사, 불교시설과 의례에 대
한 조선인의 견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윤치호 일
기』나 구술사 자료와 회고록도 활용하여 일본인이 남긴 자료의 한계를 보완
하 다. 당시대 조선인의 남산 신사시설, 불교시설과 그 의례에 대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남긴 사료는 현재까지 잘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
굴할 필요가 있다.

47) 朝鮮神宮社務所, 『朝鮮神宮年表』, 1939-1943;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6; 朝
鮮乃木神社建設會, 『朝鮮の義神社献詠集』, 1936; 朝鮮總督府鐵道局, 『半島の近影』, 
1936; 朝鮮神國社務所, 『朝鮮神宮寫眞帖』, 1930 등 사진집; 1937년 朝鮮神宮 鎭座祭 10
주년의 경우에 발행된 『恩頼』도 있다. 이는 2015년 한국어 번역이 추가된 復刻本으로 발
행되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編), 『은뢰: 조선신궁에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풍경』, 소명출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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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日本人의 漢城 居住와 南山 地域 神社의 建立 
및 儀禮: 1892-1910

   1. 일본인의 한성 거주와 조선 제사지 폐지

      1) 남산 산기슭의 일본인 거주지 확립

남산 산기슭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 초기에 걸쳐 일본 거류민의 정착지가 
되었다. 남산 북쪽의 지역은 원래 진고개, 혹은 泥峴이라고 불렸으며, 그 지
명을 보아 원래 습지 음을 알 수 있다.1) 남산의 북쪽 산기슭은 倭城臺라고 
불렸는데, 이 명칭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곳에서 주둔했던 것에서 유래한
다.2) 1876년 朝日修好條規를 통해 부산, 원산과 인천이 개방되었지만, 한성
에서 외국인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1882년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을 
통해 한성이 점차 열리게 되었을 때부터 다.3) 일본인 거류민의 정착은 임
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불안해졌다가 1884-1885년 경 갑신정변에 대
한 조선쪽의 ‘사죄’가 요구된 漢城條約 이후에야 안정되기 시작하 다.4) 임
오군란으로 불탄 일본공사관이 이현의 남산 산기슭에 다시 건립되자 그 가
까운 곳에 일본인의 이민촌이 형성되었다. 공사관에서 근무하던 8명 외에 3
0명 정도의 일본인이 살았는데, 신규 유입보다는 원산 등의 다른 거류지에서 
유입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1885년 말 일본인은 총 19戶 89명이었으며 인
천 거류지와 더불어 무역을 중심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5) 그런데 이듬해 한

1) 京城府敎育會, 『京城案內』, 1926, 15쪽.
2) 위의 책, 13쪽.
3) 최덕수 (外, 編),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조일수호조규 본문은 

33-40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본문은 112-116쪽. 중국상인에게 한성이 열리게 되자 일
본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기회로 삼아 점차 한성을 일본 거류민에게 열리도록 노력하

다. 제물포조약과 조일수호조규속약 본문은 270-272쪽, 한성조약 본문은 287-288쪽.
4) 川端源太郞, 『京城と內地人』, 白韓書房, 1910, 12-13쪽. 京城府, 『京城府史』, 2, 1935, 

511-512쪽; 京城居留民団, 『京城發達史』, 京城居留民団役所, 1912, 22쪽.
5)　京城居留民団, 위의 책, 1912, 30-31쪽; 京城府, 위의 책, 1935, 572-573쪽; 福崎毅一, 

『京仁通覽』, 三交堂, 1912,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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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일본 거류지에서도 20명 이상이 감염되어 사망
자가 10명을 넘었다.6) 일본인 거류민은 위생을 개선하고 병원도 설치하여,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1886년 말에는 34戶 163명으로 2배 가량 인구가 증가
하 다. 

이처럼 일본인 거류지가 성장해감에 따라 「居留地總代假規則」이 정해졌으
며 1887년에 「居留民規則」으로 구체화하 다. 위생비, 화재 소방비, 총대급
료 등의 비용 발생에 대비하여 거류민 일인당 10전이 과금되었다.7) 또한 
「居留民規則」은 거류지 내의 삶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착
자의 등록 등을 규칙화함으로써 통제를 통해 치안 안정을 도모한 것이었
다.8)

1894년까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거류지는 지속적으로 번 하
다. 한 거류민 유력자는 거류민의 번 과 더불어 발생해온 ‘조선인의 항일 

사상’과, 조선인 사이에서 떠돌던 ‘외국인은 조선인 아기를 유괴하여 잡아먹
는다’ 등의 소문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를 통해 조선인은 일본 거류지로 
갈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도 가지 말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9) 
해마다 작성된 기록을 보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이가 계속 양호하지 않았
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침략자인 일본인의 입장에서 조선인의 환대를 기대
하기란 무리 다. 조선인 상권 중심지 던 東大門通은 일본인 거류지와 근접
해 있었고 증가일로에 있던 일본인 상권이 조선인 상권의 경계를 넘어 진입
해갔으므로 조선인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었다.10) 

사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갈등보다 일본인과 그 서쪽 근처에 자리 잡
은 청국인과의 갈등이 더욱 심하 다.11) 일본과 청국의 조선에 대한 경쟁과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인 거류지 진고개 本町과 이를 중심으로 한 本

6) 京城府, 위의 책, 1935, 582쪽.
7)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31-32쪽; 박찬승,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 과정: 1880년

대~1903년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2, 2002, 71-73쪽.
8) 京城居留民団, 위의 책, 34쪽, 규칙의 원문은 京城府, 앞의 책, 1935, 651-660쪽.
9) 京城居留民団, 위의 책, 36쪽; 박찬승, 앞의 논문, 2002, 74-75쪽. 일본인은 야간에 거류

지 나가지 않게 경계되었다고 한다.
10) 京城居留民団, 위의 책, 41, 46-47, 50쪽; 조선인은 일본인 경멸하 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조선인에 대한 기록은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조선인 경멸을 보여준다.
11) 福崎毅一, 앞의 책,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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町通의 서쪽에 남대문과 南大門通을 중심으로 청국인 지역이 이웃해 있었
다. 1885년 당시에 중국인 거류지는 일본인 거류지보다 두 배 이상 컸던 것
으로 보인다.12) 청･일 양국의 국가 간 경쟁은 거류민 상인간의 경쟁으로도 
진행되었는데, 1893년까지 일본인은 234戶 779명으로 증가하 다.13) 1894
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성부의 일본인 거류민은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하 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공사관이 일본군의 파견을 요청하면
서 청일간 갈등이 극에 달해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일본측은 기록하고 있
다.14) 전쟁 와중에 많은 청국인이 귀국했으며,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서 
청국인의 세력과 청국상인의 수도 상당히 감소하 다. 그에 따라 일본인 거
류지가 남대문쪽으로 확대되어 이전의 청국인 정착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인 거류지 또한 계속 확장되어 
간 것이다.15)

1895년 이후 진고개의 학교와 병원 등을 포함한 ‘각 시설의 확대’가 이루
어졌지만, 일본인 거류지에는 다시 콜레라가 유행하 다.16) 을미사변으로 조
선인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는데, 거류민에게 “조선인은 이현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기에 이르 다”고 여겨졌다. 다른 한편으
로 일본인들은 배일적 공격을 무서워하기 시작하여 거류지의 보호와 화재 
예방에 위해 경찰과 消防夫를 다수 배치하 다.17)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인해 일본 세력이 약해지고 친러 내각이 조직되
었다. 그에 따라 거류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일시적으로 이민의 감소
가 있었지만, 대한제국기에 또다시 이민의 수는 증가되었다.18) 1897년에 거
류지의 유력자인 加藤增雄[가토 마스오](1853-1922)가 앞장서서 韓日共用公
園을 세우자고 제안하고, 일본 공사와 한성부윤의 협의를 통해 남산 왜성대 
남쪽의 땅을 永久借地로 얻었다. 이 가운데 약 3,000坪의 지역이 왜성대 공
원이 되었고, 여기에 1897년 남산의 첫 신사인 南山大神宮이 건립되었다.19) 

12)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30쪽.
13) 위의 책, 422쪽.
14) 京城府, 앞의 책, 1935, 616-618, 626, 628-629쪽;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58, 65쪽.
15) 京城府, 위의 책, 1935, 629쪽.
16) 京城府, 위의 책, 1935, 634, 636쪽.
17) 京城府, 위의 책, 1935, 646쪽;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83쪽.
18) 京城府, 위의 책, 1935, 648쪽; 京城居留民団, 위의 책, 83-85,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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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신사와 늘 함께 있어야 하는 숲도 있다는 점에서 신사가 세워지기에 
좋은 조건을 지닌 장소 다. 게다가 기존에 이미 많은 벚나무가 있었다는 점
에서 일본의 미적 감수성에 딱 들어맞는 장소 다.

남대문 지역까지 확대된 일본인 거류지는 러일전쟁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
었다. 1904년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의 경쟁은 러일전쟁
으로 폭발하 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통감부
를 설치하면서 조선에 대한 간섭을 극대화시켜갔다.20) 이와 함께 일본인 거
류민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인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거류지는 진고개
의 本町에서 동쪽으로는 永樂町과 若草町으로 팽창하고, 남쪽으로는 南山
町, 旭町, 日出町, 大和町으로 확대되었다.21) 1910년 대한제국 강점까지 일
본 거류민 수가 34,468명으로 증가하 다.22) 일본 거류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일제는 조선 정부와 교섭하여 남산 서북쪽 기슭 일대 30만평의 땅에 
조선인과 일본인을 위한 共用公園이라는 명목 하에 漢陽公園 건설을 추진하

고, 1910년 5월 31일에 개원식이 진행되었다. 이는 일본인이 남산 대부분
을 차지하게 된 것을 의미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1925년 朝鮮神宮이 세
워지게 된다.23)

이처럼 일본인 거류지는 1894년 이후 일본이 청을 제치고 한국에서 세력
을 키워 간 것과 비례하여 역이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해 갔다. 일제의 한
국 강제병합 이전 시기까지 한성의 일본인 거류지 인구 추이는 <표2-1>과 
같다.

19) 京城府, 위의 책, 1935, 568-569, 665, 673쪽; 京城居留民団, 위의 책, 90-92쪽; 박희
성, 「변화와 변용으로 본 근대기 설 남산의 공원」, 『한국조경학회지』, 43-4, 2015, 128쪽. 
사료 중 왜성대 공원은 이미 ‘남산공원’으로도 나타난다.

20) 京城府, 앞의 책, 1935, 744쪽.
21) 京城府, 위의 책, 1935, 726쪽;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130-133쪽;　內外事情社 (編), 

『京城の面影』, 內外事情社, 1932, 6-7쪽; 박찬승, 「러일전쟁 이후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확장 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2002, 127쪽.

22)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423쪽.
23) 『大韓每日申報』 1910.5.28., 1910.5.31.; 京城居留民団, 위의 책, 259-260쪽; 이수연, 황

희준, 「190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남산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의미 변화에 관한 연
구: 남산공원 회현지구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0-6, 2011. 9쪽. 왜성대 공원과 한
양공원와 더불어 경성공원, 남산공원도 일반쪽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1916년 왜성대 공
원과 한얀공원은 남산공원으로 통합되었는데, 공원들의 원래의 명칭이 그대로 계숭되었다, 
京城府, 『南山公園設計案』, 1917, 1-2쪽; 福崎毅一, 앞의 책,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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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한성의 일본인 거류지 인구

출전: 京城居留民団, 『京城發達史』, 京城居留民団役所, 1912, 422-423쪽.

<표2-1>을 통해 일본인 거류 인구가 급격히 증대해 갔음을 확인할 수 있
다. 1894년에 848명에 지나지 않던 일본인 거류민 수는 1909년에는 28,788
명으로 34배 이상이나 증가하 다. 1896-1897년 연간에만 일시적 감소가 
보이는데, 그 이유로는 이 시기에 고종의 아관파천 및 대한제국 선포와 관련
하여 조선에서 러시아의 향력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세력이 주춤
해졌던 정세가 배경에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898년 이후부터
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며, 특히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는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산 북쪽 산기슭뿐만 아니라, 서쪽의 龍山에서도 일본인의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용산은 주로 일본군 주둔지로 형성되었다. 1893년부터 1895년
에 걸쳐 많은 일본인 군인이 한성으로 파견되었다. 원래는 일본인 거류지에 
주둔하 지만,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1897년 5월에 군사령부를 남대문 근처
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다.24) 종래의 舊龍山과 더불어 남산 서
쪽 산기슭 가운데의 땅이 新龍山으로 조성되었다. 이 지역은 경성의 경계로
부터 남쪽 1里의 거리에 불과하 다.25)

1884년 경성 개시 이후, 1887년 전후부터 일본인이 용산 지역에서 거주하
기 시작하 지만 20명에 불과하 다.26) 거류민의 인구에 대한 확실한 조사
는 1897년 「龍山居留民規則」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1897년부터 1910년
까지 용산의 일본인 인구수는 다음 <표2-2>와 같은 추이를 보인다.

24) 京城府, 앞의 책, 1935, 726쪽.
25) 京城府, 위의 책, 1935, 981, 1034쪽; 川端源太郞, 앞의 책, 25-26쪽; 岡田貢, 『京城史

話』２, 日韓書房, 1937, 62-64쪽.
26)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386쪽.

년도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호수 266 500 479 471 480 525 549 639
인구 848 1,839 1,749 1,588 1,734 1,985 2,113 2,490
년도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호수 797 902 1,350 1,986 3,216 4,300 6,437 7,745
인구 3,034 3,673 5,323 7,677 11,724 14,879 21,789 2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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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용산의 일본인 거류지 인구

출전: 京城居留民団, 『京城發達史』, 京城居留民団役所, 1912, 385-386쪽.

<표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산 거류민의 증가는 본격적으로 1905년 
이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27) 1904년까지 305명 정도 던 용산 거류
민이 불과 1년 만에 1,700명으로 5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다. 용산 거류민
의 증가는 일본군사령부가 용산으로 이전된 이래 러일전쟁을 거치며 더욱 
확대되면서 일본 군인의 주둔이 증가하 던 사실과 연관이 있다. 군인 시설
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와 병원, 상점 등의 민간 시설도 만들어지면서 용산은 
새로운 일본인 거류지로 발전해 갔다.28) 용산이 번 하고 인구가 증가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1900년 경 한강 철교의 건설과 철도의 설
치로 교통의 요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29) 

그런데 1907년 7월 韓日新協約 이후 9월에 통감부가 용산과 경성의 거류
민단의 합병을 결정하여 용산 민단이 경성 민단에 흡수되는 방향으로 3년에 
걸쳐 실행되었다. 그 동기는 두 민단을 따로 두기보다 하나로 합치는 것이 
편리하고 합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한국 병합을 앞둔 1910년 7월에 
통합이 완료되었다.30) 이 통합을 통해 거류민의 이익과 연대감이 강화되었
다.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남산 북쪽 기슭과 서쪽 기슭의 거류지가 통합되면서 
신사가 건립될 장소로 남산은 가장 합당한 곳으로 여겨졌다. 남산은 일본인 
거류지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남산의 왜성대 공원은 시내보다 높은 위치에 

27) 京城府, 앞의 책, 1935, 1007-1008쪽; 거류민규칙은 1008-1011쪽. 
28) 京城府, 위의 책, 1935, 1034-1037쪽;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387-388쪽.
29) 신주백,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 1884-1945」, 『서울학연구』, 29, 2007, 194쪽.
30) 川端源太郞, 앞의 책, 25-26쪽; 京城府, 앞의 책, 1935, 981, 1047쪽; 京城居留民団, 앞

의 책, 391, 395-397쪽.

년도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인구 35 46 52 65 81 150 192
년도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인구 305 1,700 2,579 3,142 6,300 10,315 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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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좋았다. 더구나 왜성대에 많이 심어진 벚나무는 일
본인의 미적 기준에 부합되었고, 남산의 소나무도 신사의 배경이 되는 神林
에 해당한다고 여겨졌다. 또한 남산은 조선시대 內四山 중의 하나로 木覓國
師의 제사지 기 때문에 벌채가 금지되고 묘자리도 없었다. 그리하여 다른 
산과 비교하여 훼손되지 않은 장소 다는 점도 신사가 들어설 적당한 장소
로 판단한 하나의 요인이었다.31)

   2) 獎忠壇의 변화와 조선왕조 의례의 폐지

장충단은 남산 동북쪽 산기슭에 위치한 초혼단을 가리킨다. “前南小營遺
址 設奬忠。元帥府欽奉詔勅 爲死於王事人致侑也”32)이라는 『高宗實錄』 기사
에서 알 수 있듯이 고종은 원수부에게 명하여 나라에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전에 南小營이 있었던 자리에 장충단을 세웠다. 장충
단은 元帥府軍務局의 감독 아래 1900년 10월 31일에 완공되었다. 남소 은 
원래 당시 한성의 남부 던 이 지역의 경비를 위해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
다. 1900년 11월 10일에 낙성식이 ‘大韓國旗를 四面에 高樹’한 가운데 진행
되었다. 이 때 초혼제와 군악 연주가 행해졌는데 소요 시간은 무려 4시간이
었다.33) 첫 번째 초혼제가 11월 15일에 거행되었다.34) 이에 참가한 화가 池
昌翰(1851-1921)은 그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奬忠壇有感」이란 기사에서 
표현하 다.

31) 京城府, 위의 책, 1935, 560, 568-569쪽. 福崎毅一, 앞의 책, 48쪽; 『四山禁標圖』 참조 
(서울 지도 전시관 열람 가능). 당시 서울의 다른 산에는 나무가 많이 없고 묘지가 많았다. 
1897년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성에 왔을 때, 한성의 산 곳곳에 많은 묘가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 Bird Bishop, Isabella, Korea &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1, London; John Murray, 1898, 31쪽. 당시 일본 신도 연구자들도 남산의 자
연 환경이 신사 창립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확신하 다. 小笠原省三, 『海外神社史』 (上
巻), 海外神社史編纂會, 1953, 63, 423쪽.

32) 『高宗實錄』 40卷, 光武 4年 10月 27日(陽曆), 3冊, 186쪽.
33) 『皇城新聞』 1900.11.12.
34) 『皇城新聞』 1900.10.31., 1900.11.14., 19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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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해도 목숨을 건질 수 없어 고통 속에서 죽어간 신하들을 위한 제
사를 세상이 어지러운 때에 지내, (그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恨을 느낀다. 장충단에서 (내 마음과 같이) 가을바
람이 큰 소리로 서럽게 울부짖는다. 죽은 자에게 바칠 黃麻를 들고 남산에
서 9월(양력)에 올리는 酹靈을 찾아가서, 조정을 위해 순국한 그들의 유혈과 
기운을 생각하고, 그들이 집을 떠나 돌아오지 못한 사실을 떠올리자, 六一堂
의 말이 떠올랐다. 하나의 자구가 한 눈물의 방울이 되고, 눈물 한 방울이 
피가 되고, 가을색과 (내 감정이 서로) 무엇이 더 높은지 대결하고 있구
나.35)

가을 장충단祭의 날에 그 곳을 찾은 池昌翰은 장충단이 남산 지역에 위치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순국한 신하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다른 신하들은 죽었지만 그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감과 한의 감
정을 확실히 남긴 시이다. 이 시에서는 장충단이 추모공간으로서 집단기억을 
만들어내었으며, 기능과 죽은 자를 통해 산 자에게 신하로 사는 가치와 책임
감을 생각하게 했다는 기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 때부터 이미 奬忠壇祭
에서 군기, 군악대 등 대한제국의 국가적 상징이 전시되면서 참여자에게 깊
은 인상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충단은 비탄과 애국심 등 여러 감
정을 유발하는 장소 다. 조선시대 당시에 남산에는 성곽, 봉수대, 南小營 
세 가지의 국가의 보호를 상징한 장치가 있었는데, 장충단을 여기서 창립한 
것은 죽은 자의 초혼도 국가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암시한
다.36)

『皇城新聞』에서는 제사 대상이 ‘甲午以後戰亡士卒’로 언급되었지만, 그들 
외에도 임오군란과 을미사변에서 죽은 병사들도 烈士로서 제사 대상이었
다.37) 위의 실록 인용에서도 확인되듯 고종은 의도적으로 장충단을 대한제국
의 死者 추모 장소로 운 하도록 하 다. 장충단의 대상자에 대해 『高宗實
錄』에는 언급되고 있다.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드러내 표창하는 것은 임금이 세상 사람들을 

35) “萬死非難一死難人臣大節亂時看吾輩偸生生亦恨秋風慟哭奬忠壇 手擎黃麻去酹靈南山九月
滿朝廷捐身殉國惟今日血氣家家出一十 六一堂評曰一字一淚一淚一血可 與秋色爭高”, 『皇
城新聞』 1900.11.16.

36) 岡田貢, 앞의 책, 1937, 41쪽; 福崎毅一, 앞의 책, 46-47, 50-52쪽.
37) 『皇城新聞』 19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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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분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절
개를 위해 죽은 신하가 있으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니, 六臣祠나 四忠
祠 따위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근년에 의리를 지켜 죽은 정승이나 재
상들에 대해서만은 아직껏 미처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흠
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38)

이 인용에서 장충단에서 추도와 초혼 대상자에 선택한 논리가 설명되었다. 
나라를 위해 순국한 이들을 위한 현창사업이 대한제국 시기 이전에도 진행
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진행될 당위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기념하는 것을 통해 
산 자를 교육하는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장충단에 제사 대상자가 기록되었다. 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임오군란 때 희생당한 문신들인 李最應(1815-1882), 金輔鉉(1826-188
6), 閔謙鎬(1838-1882), 閔昌植(1841-1882) 4명과, 갑신정변 때 목숨을 잃
은 閔台鎬(1834-1884), 趙寧夏(1845-1884), 閔泳穆(1826-1884), 韓圭稷(18
45-1884), 尹泰駿(1839-1884), 李祖淵(1843-1884), 柳載賢(미상-1884) 7명
이다. 또한 명성황후가 암살되었던 을미사변 때 순국한 궁내부대신 李耕稙(1
841-1895), 문신 林最洙(1859-1895)와 무관 李道澈(미상-1895)도 언급되어 
총 14명이 언급되었다.39) 그들이 특별하게 제사 대상으로 여겨진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이들이 죽음으로 절개를 드러낸 것이 옛 충신들보다 무슨 크게 못한 점이 
있다고 겨우 자기 집 사당에서 제사나 받을 뿐 따로 한 칸의 사당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충성에 보답하고 절개를 표창하는 은전에 있어 과연 어떠합
니까? 지난날 奬忠壇을 특별히 만들어 제사를 지낸 뒤로 군사들이 이루 형

38) “彰善褒忠 人主之礪世磨鈍也 其有守義死節之臣 則立祠而祭如六臣 四忠祠類是也 惟於近
年殉義之卿宰　則至今未遑　豈非欠典乎”, 『高宗實錄』 41卷, 光武 5年 2月 16日(陽曆), 3
冊, 186쪽. 본고의 조선왕조실록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를 따
른 것이다.

39) “臣;歷數之 如壬午死節之故領議政忠翼公李最 故判書文忠公金輔 故判書忠肅公閔謙鎬 
故參判忠貞公閔昌植 甲申死節之故贊成忠文公閔台 故判書忠文公趙寧夏 故判書文忠公閔泳
穆 故判書忠肅公韓圭稷 故參判忠貞公尹泰駿 故參判忠貞公李祖淵 中官柳載賢 乙未死節之
故宮內大臣忠肅公李耕稙 故侍從忠愍公林最洙 故參領忠愍公李道徹”, 『高宗實錄』 41卷, 光
武 5年 2月 16日(陽曆), 3冊, 186쪽. 이 인물들에 대해 이민원, 「대한제국의장충사업과 그 
이념: 장충단과 모충단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33, 2012와 이상배, 「장충단의 설
립과 장충단제」, 『지역문화연구』, 4-1, 2005. 인물에 대한 소개는 이민원, 같은 논문, 
2012, 136-137쪽; 서울六百年史 편집부, 『서울六百年史』, 서울特別市, 1979, 316, 
321-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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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할 수 없이 감격하고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여러 신하들이 한 목숨 
바쳐 殉國한 忠烈은 실로 한 때의 싸움에서 죽은 장수나 군사들보다 더한 
점이 있는데 단지 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독 제단에서 제사지내는 대상
에 끼지 못하 으니, 선후가 도치되었다고 할 만합니다.40)

이상과 같이 원래 개인 사당으로 진행된 죽은 자의 기념이 장충단을 통해
서 국가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사당을 가질 만한 
위치가 아닌 일반 신하가 나라를 위해 순국한 것과 그 충성을 보답하고 그
들을 표창하기 위해 장충단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增補文獻備考』를 볼 때, 『고종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5명의 을미사변 순
국자가 추가로 제사 대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훈련대장 洪
啓薰(미상-1895), 廉道希(미상-1895), 李璟鎬(미상-1895), 통위  대관 金鴻
濟(미상-1895) 장위  대관 李學承(미상-1895)과 李鍾九(미상-1895) 6명이
었다.41)

추도 대상인 20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전 공로보다는 
을미사변에서 순국했다는 점 때문에 장충단에 모셔졌다는 사실이다. 즉 장충
단은 나라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보호해준 신하들을 위해 세워
졌다는 단순한 성격을 가진 장소 으며, 英靈보다는 烈士를 제사한 곳이었
다. 총 20명의 제사 대상 가운데 고위직에 있던 인물이 이경직 하나라는 점
을 볼 때 고종은 장충단을 통해 낮은 지위의 신하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탄
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장충단에서 제사 대상이었던 이 
인물들은 명성황후와 고종황제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로 보이며, 이들
을 통해 장충단이 국가뿐만 아니라 황실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장충단은 대한제국에서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충성을 가르
치는 애국심 교육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고종은 이러한 기념사업의 확대를 고려하 다. 장충단에서 제사 대상이었

40) “其立殣著節 何多讓於古之忠臣 而僅受享於家廟 未有一間特祠 其於酬忠褒節之典 果何如
也 向日 奬忠壇特設致酹之後 軍人之感激聳勸 無容名言 而右h臣之效一死殉國之烈者 實
有過於一時戰亡將卒 而特以非軍人之故 獨不與於壇酹之列 可r先後倒置也 別建一祠 歲致
奠酹 則可慰忠魂 義魄於冥冥之中也 伏乞亟命有司 講以行之焉 批曰 表忠奬節 奚別文武 
疏陳頗爲近理 令掌禮院稟處”, 『高宗實錄』 41卷, 光武 5年 2月 16日(陽曆), 3冊, 186쪽.

41) 『增補文獻備考』, 이민원, 앞의 논문, 2012, 138쪽에 재인용; 福崎毅一, 앞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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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열사는, 적극적이었든 소극적이었든 명성황후에게 충성을 바쳤던 인물들
이었다. 황제가 되어서야 일본인에게 암살당한 명성황후를 위한 장례식과 명
예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고종에게 있어서 그들은 역시 중요한 신
하들이었기 때문에 기념과 추도 대상이 되었다.42) 다른 한편으로 제사의 참
여자인 대중에게는, 임오군란, 갑신정변, 을미사변 등 일본의 폭력 행위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서 국가를 위해 순국한 군인과 관료들을 추모하는 것은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잊지 않으려는 기념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 다. 일
제의 폭력 행위로 희생된 죽은 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점차 웅으로 숭배
되기 시작하 는데, 이는 바로 조선인 참여자에게 일본의 폭력성에 대한 인
식을 심어주었을 것이며, 배일적인 내셔널리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인의 눈에는 국가를 지켜준 죽은 자에 대한 기념
이었지만 일본인에게 배일적인 것으로 우려되었다.43) 바로 이 점에서, 당시 
일본인 거류민에게 장충단 공원은 ‘우리의 靖國神社와 같은 곳’으로 인식되
었다.44)

1900년 11월부터 진행되어온 추도 제사는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치
러졌다. 행사 시작 시간은 12시 다. 제사는 웅장한 군악을 연주하며 엄숙하
게 진행되었다. 당시 남산 바로 아래 위치한 장충단을 찾는 것은 남산을 방
문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장충단과 남산이 대중이 보기에 하나로 연결된 공
간이었다.45) ‘各部大官과 軍部大臣以下 各尉官及兵卒이 往參’하 으며,46) 
‘戰亡將卒의 招魂祭를 行新 各國人及府部院大官이 進觀新더라’라는 신
문보도를 통해 외국인 공사까지 여기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47) 1906년 

42) 명성황후의 장례식, 명예 회복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拙稿, 「윤치호의 "죽음"과 장례
문화 인식 - 『윤치호 일기』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硏究』, 66, 2015, 189-194쪽.

43) 희생자와 가해자의 기념에 나타나는 견해차이에 대해 Jureit, Ulrike, 
“Opferidentifikation und Erlösungshoffnung: Beobachtungen im 
erinnerungspolitischen Rampenlicht”, in: Jureit, Ulrike; Schneider, Christian, 
Gefühlte Opfer. Illusionen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Stuttgart: Klett-Cotta, 
2010, 55-57쪽.

44) 福崎毅一, 앞의 책, 50-51쪽.
45) 『皇城新聞』 1901.4.22, 1901.9.10., 1903.4.8., 1903.10.30., 1904.10.21. 실행에 대한 

잡호나 광고가 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다.
46) 『皇城新聞』 1905.5.20.
47) 『皇城新聞』 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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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단 초혼제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신분에 따라 大禮裝, 軍裝, 常裝에 대한 
예복 규율이 정해지기도 하 다. 1908년 행사의 경우 약 11시부터 개장되고 
12시에 초혼제가 진행되어 오후 1시부터 ‘軍隊의 禮式’이 따로 있었다고 한
다. 그러나 자세한 제사의 내용이나 진행자, 연설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48)

장충단에 대한 계획과 설립 과정의 규모와 비용은 「奬忠壇營建下記冊」에
서 확인할 수 있다.49) 이에 따르면 開基祭부터 최종 완료된 시점까지, 15칸
의 壇祠 건물과 3층의 기단을 건설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기타 시
설(料理亭 등)에 사용한 비용은 3,793원 70전이었다. 동원된 인원은 2,257명
이었으며, 총 인건비는 745원 32전이었다. 이와 같이 고종은 장충단의 사업
을 중시하 으며 그 규모는 국가의례의 수준에 해당하 다. 기념 작업과 직
접 관련된 설비로 奬忠壇碑가 있다. 즉 장충단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기념비
도 마련되었던 것이다. 순종이 장충단 명칭을 표시하는 기념비의 정면 글자
를 쓰고, 閔泳煥(1861-1905)이 뒷면 비문을 작성하 다.50) 1905년 을사늑약
에 항의하며 자결한 민 환에 관한 기억 역시 이 기념비에 덧붙여졌다. 그는 
이 비문을 만들고 자결하 으므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민 환과 
그의 ‘항일적’ 자살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장충단비는 높이가 대략 
1.5m정도인 석비이다. 그 비문에서 고종이 국가를 대표해서 장충단에 의미
를 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하건대 대황제 폐하는 자질이 上聖처럼 빼어나고 운수는 중흥을 만나
시어 태산의 반석과 같은 왕업을 세우고 위험의 조짐을 경계하 다. 어쩔 수 
없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갑오·을미사변이 일어나 무신으로서 난국하
고 죽음으로 몸바친 사람이 많았다. 그 毅烈은 서리와 눈발보다 늠름하고 
名節은 해와 별처럼 빛나니, 길이 祭享을 누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당연하다. 
그래서 황제는 특별히 충성을 기리는 뜻을 표하고 이에 슬픈 詔書를 내려 
제단을 쌓고 비를 세워 표창하 다. 계속 봄과 가을로 제사드릴 것을 정하여 
높이 보답하는 뜻을 보이고 풍속으로 삼는다. 이는 참으로 百世에 보기 드
문 가르침이다. 士氣를 북돋우고 軍心을 분발시킴이 진실로 여기에 있다. 성

48) 『皇城新聞』 1906.4.12., 1906.5.29., 1908.4.11., 1908.8.4. 1908.10.10. 건물수리도 진
행된 것을 알 수 있다. 

49) 「奬忠壇營建下記冊」, 규장각 소장자료, 古4260-43. 시설과 물품목록에 대한 분석은 이상
배, 앞의 논문, 2005, 88-89쪽; 이상배, 앞의 논문, 2006, 159-160쪽.

50) 이민원, 앞의 논문, 2012, 134쪽.



- 37 -

대하고, 정말 성대하다.51)

비문에서 고종의 장충단에 관한 인식이 뚜렷이 나타난다. 순국한 이들을 
기념하는 의무가 당연한 것처럼 설명되고, 죽은 자의 위대함도 명기되었다. 
순국한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같이 전달되
었다. 게다가 비문을 통해서 죽은 자의 위대함은 백성에게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가치인 士氣와 軍心을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확인할 수도 있다. 비문은 
충에 관한 백성의 인식을 높일 것이었고, 백성도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힘이 있다. 이처럼 기념비는 장충단이 가진 성격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52)

그런데 장충단과 같은 시설은 1905년부터 통감 정치를 시작한 일본에게 
눈엣가시로 여겨졌다. 1908년 8월 무렵 통감부는 장충단의 추모 제사를 대
일 감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여겨 금지하 다. 장충단에 추모대상으로 모셔
진 이들의 대부분이 항일·배일적인 입장이었으며 일본에 대항해 싸운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장충단은 폐사되었다.53) 장충단의 폐지는 통감부 공보 
등 자료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서 확실한 폐지 날짜는 알 수 없다.54) 1909
년 3월 8일, 장충단의 초혼제가 ‘每年 四月十五日과 十月十五日로 時日을 
確定’된 보도가 있었지만, 1910년 대한제국 강점으로 인해 신문 보도가 통
제되면서 1912년 이후 신문보도에서 장충단은 ‘사계절을 잘 느낄 수 있는 
휴양지’ 정도로만 언급되었다.55)

게다가 장충단의 대한제국 초혼제가 1909년 암살된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

51) “欽惟我   大皇帝陛下, 姿挺上聖, 運換中興, 奠泰盤之業, 無奈天歩時, 或迍邅乃有申午乙
未事變而武臣之投難効死者多, 鳴呼其毅烈之凛於霜雪, 名節之炳如日星, 宣乎永享芳芯不汚
竹帛, 是以聖用特軫褒之義,　妥降測沮之詔, 設壇堅碑, 而表施之, 繼又定春秋예의, 以示祟
報, 以樹風聲, 此誠百世之嚝典也,　勵士氣激, 軍心亶於之, 猗歟盛矣 正一品輔國崇祿太夫
元帥府會計局總長兼任表勲院總裁陸軍副將一勳等臣閔泳渙奉勅É記拜書  光武四年十一
月”, 福崎毅一,　앞의 책, 51쪽.

52) 서울六百年史 편집부, 앞의 책, 314-315쪽. 이는 1969년 유형문화제 제1호로 지정되어 
1969년 9월 18일에 현재 위치해 있는 장소로 이동되었다. 이상배, 앞의 논문, 2006, 158
쪽.

53) 김은남, 「버려진 민족의 혼 장충단」, 『한국논단』, 51-1, 1993, 54-56쪽.
54) 統監府 (編), 『統監府公報』, 1, 1908.
55) 內外事情社, 앞의 책, 1932, 226-227쪽; 『每日新報』 1912.12.27., 1914.4.19.; 『京城日

報』에서 1910년 이후에 장충단에 관한 기사를 확인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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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도회로 대체되면서 대한제국의 색채는 완전히 지워졌다. 이토의 국장일
인 1909년 11월 4일부터 장충단 공원에서 이토 추도회 조선부가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 다.56)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인 安重根에게 암살당
한 일은 큰 사건이었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의례도 진행되었으며 이토의 
국장은 한성의 두 곳에서 거행되었다. 이토의 후임자 曾禰荒助[소네 아라스
케](1849-1910)통감이 祭主 역할을 맡은 이 제전은 대화정 헌병대본부에서 
오후 2시부터 거행되었다. 남산대신궁의 직원 즉 神職이 출장하여 여기서 
신도식 초혼제를 진행했으며 군악 연주도 행해졌다. 소네 통감이 낭독한 제
문에는 이토의 40년에 걸친 공로가 칭송되고, 그가 출장 중에 만주에서 韓
人에게 사살되었다는 사실도 강조되었다. 그날 행사의 의미는 제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토의 ‘昇天’을 축하하는 것에 있었다. 참석자는 약 2,000명으로 보
도되었다. 이들은 소네 통감과 더불어 통감부의 각 관료, 한국정부 초빙의 
일본인 관료, 군인, 일본인 거류민, 각국 구미인과 청국 사 및 일반인들이
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시간에 장충단 공원에서는 伊藤公追悼會 주최 아래 장
충단 공원에서 李恒九(1871-1945)와 尹德榮(1873-1940)을 중심으로 한 추
도회가 거행되었다. 참배자로 한성부민회, 興親王 李載冕(1845-1912), 李載
克(1864-미상), 李載完(1855-1922), 당시 총리대신 李完用(1858-1926) 이하 
내각 각 대신과 상하 관민 6,000여 명, 관·사립학교 학생 1만 여 명과 290
명의 군인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 다. 각 단체는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로 되어있었는데, 이화학당의 여학생이 참배를 거부하 다는 사실과 그 이유
까지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 다. 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해당 여학생이 감리
교 신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이후 벌어질 기독교 학교 및 기독교 단
체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암시한다.57) 

신문보도는 장충단 공원 행사에 특히 조선인 참배자가 많았음을 강조하

56) “太子太師文忠公伊藤公爵國葬日 皇族 宮內官 吏閣部官吏及人民一同 設行追悼會于奬忠
壇”, 『純宗實錄』 3卷, 隆熙 3年 11月 4日(陽曆), 3冊, 542쪽.

57) 『京城日報』 1909.11.3., 1909.11.5. 이러한 기념회가 매년 진행되었다. 그래서 장충단의 
동쪽 부근에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博文寺가 1929년부터 건축되었다. 박문사는 1932년
에 완공되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는 장소로 기능하 다. 박문사의 건립, 운 과 
의례에 관해 제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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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조선인도 이토를 기린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부각시키려는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도쿄에서 진행된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과 같은 시간에 
열린 한성의 행사에 20,0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동일한 시간 경험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와 보호국 수도를 
연결시키려는 의례의 기능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원래 순국한 사람의 명예
와 광을 표상하는 장소로서 대한제국의 기억공간이었던 장충단은 이제 공
원화되고 휴식과 운동회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본래의 항일적 의미
는 완전히 없어지고, 제5장에 언급될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의 기념사업 및 
이토를 기리는 사찰 博文寺 설치와 함께 장충단 공원은 다시 기억공간으로 
이용될 것이었다. 이처럼 장충단의 기억 대상은 일본의 폭력으로 사망한 조
선인들로부터, 일본인의 눈에 ‘어리석은’ 조선인에게 암살을 당한 일제의 공
로자 이토 히로부미로 역전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역사해석은 바로 안중근의 
항일적 행위와 그의 사상을 부정하는 행위 고, 조선인에게 안중근처럼 일제
에 저항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위와 같은 정황을 볼 때, 장충단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의 민족정신 말살
정책의 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장충단의 제례 기
간이 짧았기 때문에 국가의례로 정착되지 못하 다는 이상배의 지적을 참조
하더라도, 장충단은 일제하 초기에 진행된 조선 민족의식 말살정책의 예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58) 그렇지만 일제가 처음부터 원래의 장충단의 모습
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었으며 광복까지 지명으로서도 장충단이 유지되었
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충단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항일적 기
억은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에 관한 기억으로 바뀌어갔고, 이후 경성부 주최
의 초혼제도 장충단에서 진행되었다. 1919년 장충단은 근대공원으로 개원되
었다.59) 그 때 원래 장충단 부속 건물들이었던 楊威軒, 壯武堂 등은 장충단
이 근대적 공원으로 탈바꿈되면서 공원 운 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
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옛 건물들이 용도가 바뀐 채 그대로 사용되었
다는 점이다.60) 그리고 장충단은 근대 시설로서 운동회 등의 행사를 여는 장

58) 이상배, 앞의 논문, 2005, 82쪽; 이상배, 「고종의 장충단 설립과 역사적 의미」, 『도시역
사문화』, 서울시립박물관, 2006, 154, 156쪽.

59) 『每日申報』 1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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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되어 운동회의 스펙타클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성격이 바뀌었다.61) 공
원이 되면서 장충단에서 수많은 벚나무가 심어져 장충단은 왜성대처럼 점차 
일본의 미적 감수성에 부합되는 장소로 변신해갔다. 이와 함께 운동장, 연
못, 놀이터 등이 조성되었고 나중에는 장충단 전차역까지 들어섰다. 벚꽃과 
개나리로 유명한 장소가 되면서 장충단은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란 이미지가 강해지고, 원래 대한제국의 의례장소로서의 뜻은 사라
졌다.62)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1940년대까지 장충단 공원은 가족들의 나
들이 장소가 되었다. 장충단 공원에 나들이 간 가족들 중에 尹致昊의 가족도 
있었다. 그의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장충단은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한 소풍
장소이기도 하 다. 또한 職業婦人會의 행사인 家庭夫人大運動會와 YMCA
의 여러 행사도 장충단 공원에서 진행되었다.63) 한편 이러한 휴식지가 된 장
충단 공원에서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 다. 당시 신문에는 장충단 
공원에서 빈번히 발생한 자살 또는 살인사건 보도가 보인다. 자주 시체가 발
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당시 유행했던 ‘자유연애로 인한 자살’ 감행자도 있
었던 듯하다. 특히 끔찍한 것은 원하지 않는 아를 버리는 장소로 이용되었
던 것이다.64) 그밖에 이곳에서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충돌하여 서로 싸움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65) 이처럼 장충단 공원은 근대화된 공원공간으로서 범죄 
및 식민지적 갈등이 표출되는 장소이기도 하 다.

장충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1910년 한국 병합 이전부터 이미 

60)  『三千里』 12-9, 1940, 154쪽; 이상배, 앞의 논문, 2005, 91-92쪽. 공원의 근대화 과정
과 시설 변화 등에 대해 자세히 김해경, 최현임,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
계열적 연구」에 설명되어 있다. 1934년 6월 전차가 폐지되었으며 이후 버스 서비스가 시
행되었다. 

61) 岡田貢, 앞의 책, 1937, 41-42쪽; 『每日申報』　1919.4.3.; 김해경, 최현임,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韓國傳統造景學會誌』, 31-4, 2013, 99쪽. 운동
회들은 『東亞日報』 1921.10.6.; 1921.4.24.; 1921.4.22.

62) 『朝鮮』 1926년 5월호, 66쪽; 京城府敎育會, 앞의 책, 46-47쪽; 『東亞日報』 1921.9.2.; 
1926.4.21.; 1934.6.21.를 통해 장충단 공원의 전차 운 에 대해 알 수 있다.

63) 『朝鮮日報』 1937.5.1.
64) 『東亞日報』 1921.8.13.; 1923.6.28.; 1925.8.5.; 1925.10.02.
65) 『윤치호 일기』, 1921.6.10., 1923.4.22., 1923.10.17., 1933.5.20. 국가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어 원문 온라인판 이용; 『東亞日報』 1923.4.27., 1928.4.19., 1928.4.30., 
1929.6.22., 1929.2.26., 1929,5.1., 1932.8.21., 1932.6.5., 1933.11.4., 1936.7.12., 
1937.6.9., 193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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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간섭 하에 조선왕조 의례가 폐지되어 왔다. 장충단의 초혼제는 임오
군란과 을미사변에 관한 기념사업이란 의미도 지녔는데, 이는 일본과 관련된 
사건에서 죽은 자에 대한 기념이었으므로 다분히 항일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통감부가 이를 불허한 것이다. 그런데 남산에는 장충단 외에도 기념의 
성격을 가진 두 가지 다른 시설도 있었다. 하나는 남산 臥龍廟인데, 이는 일
제하에서 그대로 지속되었다. 와룡묘는 고대 중국 삼한시대 촉한의 재상 h
葛亮(181-234)을 모시는 묘로 1862년 철종에 의해 만들어졌다. 일본인들은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중국 고대사, 삼국지 이야기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시설들이 변화를 겪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곳은 그대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의 의례와 관계
없는 장소의 경우 일제 당국은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66)

또 하나는 남산 꼭대기에 위치한 國師堂이었다. 국사당은 태조 이성계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태조는 사후에 조선의 건국자로서 국사당에 모셔졌다.67) 
전술한 바와 같이 태조 사후 남산에서 개인 제사가 금지됨에 따라 국사당 
제사는 무당이 맡아 국가의례의 성격보다는 무속적 성격이 강한 제사로 의
례가 진행되어왔다. 국사당은 1897년부터 일본의 최고신 天照大御神[아마테
라스 오오미카미]를 祭神한 남산대신궁과 그 후신인 京城神社와 더불어 
1925년까지 남산에서 공존하면서 일제 당국에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 이러
한 무관심은 경성신사와 국사당 사이의 공간적 거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통감부 설치 이전의 조선왕조 정치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일본인 
거류민들에게는 없었다. 하지만 1925년 남산에서 조선신궁의 완공이 가까워
짐에 따라 신궁을 운 하는 조선총독부는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옮기도록 하

다. 총독부는 이축 이유로 남산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환

66) 1924년에 화재로 소실된 뒤 1934년에 중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1976년에 다시 만들게 
되었다. 일제 때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없지만, 현재는 음력 7월 23일에 와룡
선생을 위한 제사가 진행된다. 內外事情社, 앞의 책, 1932, 223-224쪽; 김 남, 앞의 책, 
59쪽; 『每日申報』 1926.5.21.; “와룡묘”, in: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
aks.ac.kr, 2015.9.5.); http://parks.seoul.go.kr/template/common/park_info/park_i
ntro.jsp?park_id=namsan&fclass_num=794&mclass_num=1233 (2015.9.5. 참조); 

67)  『太祖實錄』 8卷, 太祖 4年 12月 戊午, 1冊, 88쪽; 『每日申報』 1924.11.24.; 김태곤, 
「國師堂信仰硏究」, 백산학보, 8, 1970. 77, 80, 87, 94, 97쪽; 김 남, 앞의 책,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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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들었다.68) 
국사당은 남산뿐만 아니라 조선 여러 곳에 있었던 사당이었다. 국사당은 

원래 신라 및 고려시대부터 많은 마을의 背山에 설치된 사당들의 명칭이다. 
그 기본 기능은 마을을 지키는 것이었다. 國師란 이름의 유래는 산신 또는 
성곽의 신을 의미한다는 설도 있다. 조선인의 무속 신앙에서 국사당은 일제
하 신사들이 맡은 경성·조선을 보호하는 이른바 鎭守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
므로 일제 당국은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염병이 도는 것을 막고 
좋은 날씨와 풍작·풍어를 기원하며 무당이 제사를 지낸 국사당은 일본의 신
사시설과 중첩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조선인 토착의 
신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조선인들의 연대감을 유발하는 기
능도 있었을 것이다.69) 국사당의 이축 배경에 조선신궁에서 모시게 된 일본
의 최고신 아마테라스보다 더 위쪽에 조선 신을 모시면 안 된다고 본 일본
인들의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아마테라스는 1897년부터 이미 남산
에서 제신 대상이었던 점을 보면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
진다. 남산에서 신사가 많아지는 가운데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조선 전통 
사당의 존재는 남산의 장악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일본 신사가 남산을 장악하면서 남산에서 옛 조선의 관습을 없애려는 노력, 
즉 일제가 남산을 轉用・專有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당국은 조선의 무당과 무속을 미신으로 간주하여 남산에 존재했던 조선왕조
의 전통을 남대문 밖으로, 즉 이제 막 근대화된 서울 외곽으로 어낼 수 있
었다.70) 국사당의 경우, 이것을 단번에 폐지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보

68)  『每日申報』 1924.11.24., 1925.5.21. 문혜진, 앞의 논문, 94-96쪽.
69) 『每日申報』 1923.4.10., 1923.4.14., 1924.11.24. 국사당에 관한 강도사건에 대한 기사를 

통해 조선인에게 이 장소가 중시된 것을 알 수도 있다. 김태곤, 「國師堂信仰硏究」, 백산학
보, 제8집, 1970. 77, 80, 87, 94, 97쪽; 김 남, 앞의 책, 162쪽.

70) 미신은 일본 본토와 일제 통치하 조선에서 공통적으로 근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
상과 종교를 제거하고자 하는 제외의 명분으로 기능하 다. 일제는 미신이라는 이름하에 
조선의 토착적 사상과 신앙을 비판하 고, 이러한 사상과 신앙을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이
른바 비인정종교나 유사종교로 금지·감시하 다. 특히 무속에 대한 일제의 태도는 양면적
이었다. 미신으로 간주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 포섭에 무속신앙을 이용할 수 있
다고 간주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스스로의 신도와 신을 미신으로 보지 않아 신
도사상의 급진화가 점차 심해지면서 신도를 미신으로 판단한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 다. 
국사당 이외에 남산은 일본인의 눈에 미신의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제는 조선인이 신
도를 미신으로 여기는 것을 금지하 다. 무속신앙과 관련해서는 村山智順, 『朝鮮の郷土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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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사당 당주와의 직접적 거래를 통해 점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다. 
인왕산으로의 이주 비용 및 앞으로의 제사 비용도 총독부가 맡기로 하면서 
조선인의 반대를 잠재웠다. 인왕산에서 국사당 제사는 계속 행해졌으나 이는 
한양의 조선인과 일본 거류민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71)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제의 의례 관련 정치가 항상 일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산 공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圜丘壇, 社稷壇과 宗廟 
등 조선왕조의 大祀 의례 공간 변화와 폐지 또한 일본 신도의례 공간 설치
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갑오개혁에서 국가의례의 단순화와 합리화가 결정되었지만, 고종은 1895
년 환구단 건축을 명령하여 환구단 의례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 다.72) 환구
단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국가제사 전통에 있어서 대표적인 祭天壇
이었는데, 갑오개혁을 통해 지향했던 국가의례의 단순화를 1896년부터 중단
하고 다시 이러한 의례를 실행함으로써 국가의 전통을 강조하고, 지배 권위
를 정당화하고자 하 다. 이는 소위 內閣之逆臣, 즉 갑오개혁에서 고종의 뜻
을 거스른 내각 의원들의 결정 내용을 역전시킨 것이었다.73) 환구단은 대한
제국의 탄생과 함께 완공되었는데, 이 의례 공간에서 고종은 많은 의례를 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팔각형의 皇穹宇도 설치하여 하늘과 땅의 신령의 位牌
를 모시도록 하 다.74)

祀』, 朝鮮總督府調査資料을 참고, 미신과 유사종교 관련해서는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
敎』, 朝鮮總督府調査資料을 참조.

71) 문혜진, 앞의 논문, 96쪽.
72) “命建築圜丘”, 『高宗實錄』 33卷, 高宗 32年 5月 庚申, 2冊, 568쪽.
73) 禮曹判書金炳國疏略 臣竊r鬷假神祇 聖人之有訓 修明典章 昭代之攸行 惟我東自羅 麗 

自有祭天之禮 而至我太宗朝 遂罷圜壇之祀 圜邱之祀 旣不可擧 分星之祭 優有所援 臣竊以
爲別設壇壝 上祀分星 報答天休 迓續邦籙 伏願仰稟東朝 下詢大臣 苟以臣言不以爲不可 則
分星之祭 先爲議定 壇壝牲幣之禮, 祝號辨祀之式 酌古準今 以爲毖祀典而膺天祐 批曰 祀
典至敬至愼 而侯邦之祭 分野星辰 厥有故事之可按 今此所陳 實合予意 且承犂然之慈敎矣 
方令詢問 卿其諒之“. 『高宗實錄』 2卷, 高宗 2年 11 壬申,  1冊, 202쪽; ”詔曰 有國祀典 
莫嚴莫敬 而伊時內閣之逆臣執命 恣意裁減 已極痛迫 況又新舊曆日字 原有差互 其在誠愼
之道 尤爲未安 自今太廟 殿 宮 各陵 園祭享 一遵舊式 凡大中小祀月日 竝用舊曆 又詔曰 
圜丘 社稷 h山川 h廟享祀 其令宮內大臣掌禮卿 參酌時宜 考禮釐正 亦令掌禮院專管擧行 
又詔曰 祀典旣已復舊 不可無告由之節 遣大臣設行 告文當親撰以下矣”, 『高宗實錄』, 34卷, 
高宗 33年 7月 24日(陽曆), 2冊, 592쪽;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1898-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7-2, 2004, 69-70쪽에 
갑오 개혁의 제전 축소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있음.

74) 『獨立新聞』 1897.10.12.; 京城府, 『京城府史』, 2, 1935,　655-656쪽; 『高宗實錄』, 36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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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韓日新協約 이후 통감부의 내정 개입이 더욱 커진 가운데 갑
오개혁때 결정된 의례 축소가 다시 등장하 고, 大祀는 다음과 같이 ‘享祀釐
正 圜丘一年二次 社稷一年二次 宗廟一年四次及二次告由祭’로, 즉 환구단과 
사직단은 1년에 2번, 종묘는 4번 혹은 2번으로 개혁하기로 결정되었다.75) 
환구단은 조선의 국가적 전통을 강하게 전파하는 장소 기 때문에 일제 당
국은 국사당의 경우와 달리 환구단을 없앰으로써 조선과 대한제국을 연결한 
의례 전통을 제거하고자 하 다. 대한제국 강점 이후 총독부는 환구단 의례
를 폐지하고 그 땅을 몰수했으며, 1912년에는 환구단의 중국식 건물이라고 
일본인의 경멸을 받은 皇穹宇 옆에 철도호텔이 건립되었다.76)

한편 사직단은 왕이 백성을 위해 土神과 穀神에게 제사한 장소 다.77) 제
사한 신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직단에서는 풍작이 기원되었다. 즉 
사직단은 나라의 운 을 뒷받침하는 장소라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사직단
에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은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직단은 태조 4년
(1395년)에 세워졌다.78) 

춘추 정기제와 더불어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의 제례, 가뭄 때 기우제와 
풍년을 비는 祈穀祭도 여기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사당의 기능과 겹치는 
것이었다.79) 총독부 총무 山縣伊三郞[야마가타 이사부로](1858-1927)는 특히 
사직단과 황제의 관계를 伊勢神宮과 일본천황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하 다. 
그는 사직단의 제사가 일본천황이 봄에 지내는 祈年祭와 가을에 지내는 新
嘗祭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아 사직단의 제사를 1911년부터 없애도록 하

光武 1年 10月 11日(陽曆), 3冊, 10쪽; 『高宗實錄』, 光武 2年 8月 31日(陽曆), 3冊, 53쪽; 
『高宗實錄』, 光武 8年 1月 2日(陽曆), 3冊, 308쪽.

75) 『純宗實錄』 2卷, 隆熙 2年 7月 23日(陽曆), 3冊, 517쪽.
76) “圜丘壇社稷署建物及敷地 竝引繼于總督府”, 『純宗實錄』, 부록, 2卷, 1911年 2月 20日

(陽曆), 3冊, 565쪽; 福崎毅一, 앞의 책, 91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編), 『서울20세기공간
변천사』, 682, 692쪽; 內外事情社, 앞의 책, 228-229쪽. 철도호텔, 조선호텔의 건립 과정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박희성,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표상, 원구단」, 『서울학연구』, 40, 
2010.

77) 藤井亀若, 『京城の光華』, 京城朝鮮事情調査會, 1926, 54쪽.
78) “營社稷壇”, 『太祖實錄』 7卷, 太祖 4年 1月 甲子, 1冊, 75쪽.
79) 사직단은 환구단처럼 1908년의 제사제도 개혁을 바탕으로 1년에 2번 제사 지내는 대상이 

되었다. 祈穀祭의 예로는 『正祖實錄』, 7卷, 正祖 3年 1月 辛卯, 45冊, 86쪽; 11卷, 正祖 
5年 1月 辛巳, 45冊, 204쪽; 『哲宗實錄』, 5卷, 哲宗 4年 12月 庚子, 48책, 585쪽. 祈雨
祭는 고종시대에 사직단에서 합쳐서 36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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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0)

사직단은 환구단과 마찬가지로 총독부에 넘어갔지만 다른 건물로 대체된 
것은 아니었다. 대신 그 시설들은 장충단과 같은 방식으로 1921년 이후로 
공원화되었고, 제사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여 근대 도시의 일반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었다.81) 사직단 폐지 당시에 이미 조선신궁 건립
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직단의 폐지를 신도 논리상의 모순을 
없앨 필요성에서 찾는 해석이 있다.82) 야마가타 이사부로의 전기를 보면 조
선신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지만, 그는 확실히 조선왕조의 의례와 일본 신
도의 의례 기능이 중첩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의 유교식 제사와 일
본의 신도식 제사가 지배질서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듯하다. 그에게 
있어 제사란 국민에게 報本反始의 정신, 즉 천지와 선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정신을 육성하는 장치 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마가타는 조선의 국가의례 시
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와룡묘 등 기타 조선의 箕子나 삼국시
대의 시조 등을 기리는 장소를 문제시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그는 천황 이
데올로기에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조선왕국의 제사에 대해서는 관대했
다고 한다.83)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천황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제사의 폐지
를 정당화하면서도 문화 일반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었다.

종묘는 1908년 國家祭祀에서 帝室祭祀로 의례가 간소화되었으며, 일제 강
점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는 대한제국 帝室祭祀가 王室祭祀로 다시금 약화
되었다. 韓日倂合條約은 형식상 두 명의 평등한 지배자 사이에서 맺은 조약
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것이었다. 일제 당국, 총독

80) 徳富蘇峰, 『素空山県公傳記』, 山県公爵傳記編纂會, 1929, 297-299쪽; 『每日申報』 
1910.10.14.; 『순종실록』에서 사직단 제사의 진행이 따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신문에서 
『大韓每日申報』 1909.10.9.에 마지막으로 보도되었다;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Focusing on Chosen Jingu Project”, in: 『서
울학연구』, 32, 2008, 59쪽. 祈年祭와 新嘗祭는 곡물과 관련하여 일 년 동안 지내는 신도 
의례의 틀로 볼 수 있다. 천황이 궁중에서 이러한 의례를 진행하 고 일본 신도의 신사시
설에서도 거행되었다. 일본 정부의 신사정책 아래 기년제와 신상제는 대제, 즉 연중의례의 
제일 중요한 의례 다. 기년제에서는 풍작을 기원하고, 신상제에는 천황이 한해의 새롭게 
수확한 곡물, 특히 쌀을 두고 풍작에 대한 감사를 올렸다. 의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
장과 제4장에서 하기로 한다.

81) 『每日申報』 1921.12.30.
82) 菅浩二, 앞의 책, 82-83쪽.
83) 徳富蘇峰, 앞의 책, 297-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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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일본 천황의 패권을 조선에서 드러내려고 하 다. 일제 강점 직후 한국 
황실은 일본천황보다 격이 낮추어졌다. 순종에게 황제 직위를 물려준 뒤 태
황제로 있던 고종은 태왕으로, 순종은 왕으로 격하되었고, 황태자는 왕세자
가 되었다.84) 종묘 시설이 그대로 보존되기는 했지만 종묘의 제사는 王家의 
家族祭祀로 더욱 격하되었다.85) 즉 조선이란 국가를 다스리는 왕조로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가문으로서 李王家가 조상을 제사하는 장소로 종묘를 
유지함으로써 일제는 역설적으로 조선왕조의 지배가 완전히 끝났음을 대중
에게 알릴 수 있었다.86)

이처럼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조선의 국가의례는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 특히 일본의 신도의례와 중첩된 기능이라고 판단된 의례들이 폐
지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례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87) 장충단 초혼제처럼 일본인에게 배일적인 것으로 인식된 의례행사
는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기념제로 대체되었다. 의
례가 행해진 장소의 대부분은 1910년 이후 공원화가 되었고 운동회 등 원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행사가 열리는 등 이전의 장소성이 사라졌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충단의 의례와 의례 폐지가 왕조실록에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1908년 의례 개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다. 당시 신
문 보도에 따르면 1909년까지 장충단에서 의례가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 장
충단제의 정확한 폐지 시점은 알기 어렵다. 다만 이토 히로부미 기념제가 시
작된 시기와 장충단 초혼제가 폐지된 시기가 대략 같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토 히로부미의 기념제로서 장충단 초혼제 의례를 대체한 것이
었고, 장충단은 장소로서 기념의 기능이 일단 지속되었지만 그 내용은 조선
의 기념부터 일본의 기념으로 전환되었다.88)

84) 北條亮英, 『朝鮮大観』, 朝鮮文化普及會, 1938, 126-127, 130-131쪽.
85) 『每日申報』 1912.3.10.; 1912.8.8.; 1913.2.2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編), 앞의 책, 696, 

699-702쪽.
86) 이후 종묘의 역사는 김대호, 「일제하 종묘를 둘러싼 세력 갈등과 공간 변형」, 『서울학 연

구』, 43, 2011 참조.
87) 최석 , 「한말 일제 강점기 국가의례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2002, 234쪽.
88) 『大韓每日申報』 1909.10.14., 『皇城新聞』 1909.10.14., 19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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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南山大神宮・天滿宮의 건립과 의례

      1) 南山大神宮의 건립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직단, 환구단, 종묘는 조선왕조 국가의례가 진행된 
장소 고, 국사당도 나라를 지키는 기능을 하 다. 또한 장충단은 초혼제를 
거행하여 국가를 수호하고 순국열사를 추모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나아가 대
한제국 신민에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범적인 행동을 제시하고자 하
는 기능도 있었다. 이러한 장소들은 조선인에게 조선왕조의 지배 전통을 보
여주며, 조선인의 집단화를 가능하게 하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연대의
식 그리고 조선인으로서의 집단기억을 제공하 다. 그런데 한편, 일본 거류
민이 18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한성으로 왔을 때 일본인의 정체성, 연대의
식, 집단기억을 대표하는 장소는 전혀 없었다. 일본인 거류민들은 낮선 조선 
땅에서 일본풍의 분위기와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 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당시에도 일본인 38명이 죽었으며 그들을 위한 추모공간
은 없었다.89) 일본인들은 비록 그들의 익숙한 삶은 일본에 두고 왔지만, 일
본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천황제 개념, 애국심, 신도 관념은 그대로 가지고 조
선에 정착해갔다.

일본의 해외신사 건립은 조선만의 일이 아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인은 하와이와 브라질로도 많이 이민을 떠났으며 이러한 이민지에도 신사가 
만들어졌다. 한반도에서 신사는 조선의 모든 일본인 거류지(원산 1882, 인천 
1890, 군산 1902, 청진 1907, 마산 1909, 목포 1910, 공주 1910)에서 만들
어졌다. 조선의 첫 번째 신사는 1678년 부산의 용두산에서 대마도 주 宗
家에 의해 세워진 金刀比羅[코토히라]를 신으로 제신한 신사 다.90) 그 후로 
1910년 대한제국 강점까지 전국적으로 13개의 신사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가운데 제신은 항해의 신 코토히라와 아마테라스에 한정되었다. 한성부에서

89) 『每日申報』 1916.4.26.; 京城府, 『京城府史』, 2, 1935, 583쪽; 京城居留民団, 『京城發達
史』, 京城居留民団役所, 1912, 454쪽; Eckert, Carter J. (et. al., ed.), Korea Old and 
New, Seoul: Ilchogak, 1990, 211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84쪽.

90) 小山文雄, 앞의 책, 1934, 10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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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사카 출신 거류민들이 만든 三光神社와 함께 남산대신궁, 남산대신궁에 
攝社로 속한 天滿宮[텐만구]가 거류민단 창립 신사 시설로 있었다. 거류민단 
시설들은 일본 본토, 즉 국가의 지원 없이 거류민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 되
었다.91)

전국적으로 신사가 건립되어 갔으나 그 중에서도 한성의 남산만큼 신도 시
설이 집된 장소는 한반도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다. 남산의 남산대신궁과 
이에 속한 천만궁은 일본 거류민을 위한 종교 시설로서 즉 콜레라 등 전염
병으로부터의 보호를 기원한 장소로 만들어졌다. 남산대신궁은 1892년부터 
계획되고 1898년에 왜성대에서 완공되었다. 남산대신궁이 완공되었을 때 일
본 거류민은 471戶 1,588명이었다.92) 남산대신궁의 건립 배경은 다음과 같
다.

1892년부터 한성 거주 일본인 중 일부가 아마테라스를 위한 신사를 세우
는 것을 계획하 다. 이 계획에 앞장 선 사람은 일본인 거류민회의원이었던 
실업가 山口太兵衛[야마구치 타헤에](1866-1934)와 百田熊吉[모모타 구마키
치] 다. 야마구치는 규슈 가고시마현 출신이었으며 1884년에 조선으로 넘어
와 무역을 하 다. 그리고 조선상업은행, 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 理事를 지냈
다.93) 그와 같이 모모타 구마키치 상업의회 회원과 田原虎松[다와라 토라마
쓰] 거류민단의 유력자들이 앞장서서 일본 거류민지 근처에 신사를 만들고자 
하 다. 박찬승의 글을 참조하면 1892년 당시 한성에 715명의 일본인이 살
고 있었는데 청일전쟁 승리 이후인 1898년까지 1,749명이 되어 2배 이상 증
가하 다. 1892년경에는 한성의 일본인 수가 적어 기부금 모금을 인천 거주 
일본인까지 확대했음에도 신사를 성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다. 

91)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423쪽; 青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國日本』, 151쪽;　青井哲人, 
朝鮮の居留民奉斎神社と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勝地」としての神社境內の形成およびその
変容と持続」, 『朝鮮學報』, 172, 1999, 75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90-91쪽; 문혜진, 앞의 논문, 41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80쪽. 하와이와 브라질에는 오늘날에도 신사가 존재한다. 일제가 직접 
점령하지 않았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신도가 이민자의 향 아래에서 지속했으며 國家神
道의 측면이 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앞선 부산의 신사의 역사나 대마도의 신사정책에 
대해서는 한현석,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과 海外神社」, 한국해양대학교 박사논문, 
2014 참조.

92)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12쪽; 박찬승, 앞의 논문, 2002a, 90쪽.
93) “山口太兵衛”, 『日本人名大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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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896-1897년경에는 충분한 자금이 모 고 그 이후 신사를 세울만한 
장소를 탐색하 다. 모모타 구마키치가 약 300평의 땅을 기부했지만 습지
기 때문에 신사를 만들 수 없었다.94)

신사 건립을 준비해 온 일본 거류민 유력자들은 가토 공사의 후임자인 秋
月左都夫[아키츠키 사쓰오]와의 교섭을 통해 왜성대 공원 내에 신사 건립을 
허락받았다. 그 운 은 거류민 단체의 일로 맡겨졌다. 거류민 총회는 남산의 
신사에 아마테라스를 모시기로 결정하고, 신사 건설 계획에 앞서 야마구치 
타헤에로 하여금 이세신궁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 다.95) 원래 신사는 한 씨
족의 조상신을 숭배하는 장소 지만, 에도시대 말기부터 이러한 전통이 점차 
약해졌다.96) 신도에는 사후관이 없으며, 신사의 신으로 모든 일본인의 조상
으로 간주한 아마테라스가 결정됨으로써 일본인 거류민간의 여러 조상신 가
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출신 지역 갈등이 예
방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97) 하지만 『京城發達史』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일본 거류민의 자기 인식에서는 신도와 사후관이 연결되어 
있었다. 일본인은 사후에 신이 되어, 신으로서 자손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신도의 사고방식에서 유교의 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아
마테라스가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 ‘태양의 뿌리’인 일본과 
연결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京城發達史』에서는 거류민을 일본과 연결시키
는 이러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祖神을 敬愛하는 것이란, 황실의 조상을 기원하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황
실의 조상을 祭神해야 한다. 敬神의 風은 동시에 황실을 숭경하는 의무를 
뜻하며 우리 일본에서 경신의 풍이 성대하면 국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
다.98)

이러한 의식에 볼 수 있듯이 신도 참배를 통해 황실에 대한 존경을 육성

94)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422-423, 451-452쪽; 『京城府史』, 3, 1936, 176-177쪽; 김대
호, 앞의 논문, 2008, 79쪽; 박찬승, 앞의 논문, 2002a, 81, 95쪽.  

95) 岩下傳四郞, 앞의 책, 319-320쪽; 京城居留民団, 위의 책, 451-453쪽.
96) “Ujigami”,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

kuin.ac.jp, 2015.10.29. 참조).
97)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86-88쪽
98)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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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당시 거류민에게 분명히 있었고, 그들은 이러한 국가 
이념이 특히 본국에서 떨어져 사는 일본인이 지켜야 할 가치임을 확신하
다. 그리고 아마테라스는 거류 일본인에게 전염병 예방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안전과 안녕을 주는 신이었으며, 남산대신궁은 아마테라스에게 제사를 지
내는 시설이었다. 한편, 당시 신도 연구자 小笠原省三[오가사와라 쇼죠]에 
따르면 초기의 일본인 이민자들은 신도의 신으로 단순히 제신 가능한 신, 즉 
분령받기 가능한 신을 정하 다고 한다. 그래서 여행과 항해의 신인 코토히
라와 씨족신 등이 제신되었는데,99) 조선에서 간단히 분령 받을 수 있는 신사
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거류민이 자발적으로 이세신궁 등 일본 본토의 신
사에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마테라스를 제신한 것은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인의 정신과 관련된 거류민의 각오를 시사한다. 특히 조선신
궁에 대해 쓴 横田康[요코타 야스]도 일찍이 아마테라스를 제신한 것은 일본
의 국가적 전통이라는 이상에 대한 거류민의 각오라고 보았다.100) 이는 당대
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식민지보다 더 개발이 이루어진 한성에서 모실만한 
신으로 아마테라스가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야마구치 타헤에는 이세신궁에 남산대신궁을 위한 分神, 즉 제신할 수 있
는 神靈을 받도록 부탁한지 한참 뒤인 1898년 5월 21일에 이세신궁으로 출
발하 다. 그가 출발할 무렵, 남산대신궁 예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거류
민들은 이를 불길한 조짐으로 보기도 하 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야마구
치가 분신을 허락 받으면서 신사건립이 확정되었다. 당시 일본인 대중은 이
세신궁을 존경해서 大神宮이라고 불 는데, 이는 이세신궁이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첫 신사 고 아마테라스가 일본인의 깊은 존경을 받는 천황 이데올
로기의 기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을 분령받은 것은 일본인 거류민의 입
장에서 큰 광일 수밖에 없었다. 남산의 신사는 남산대신궁으로 불리면서 
조선 땅에서 이세신궁을 대표하는 곳으로 여겨졌지만, 일본 당국으로부터 인

99) 小笠原省三, 『海外の神社. 竝にブラジル在住同胞の敎育と宗敎』, 神道評論社, 1933, 머리
말 11-13쪽, 본문 3-4쪽. 이 책에서 오가사와라는 신도의 본질을 제신에서 찾고 천황 이
데올로기와 불가분적 요소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0) 小笠原省三, 『海外神社史』(上巻), 海外神社史編纂會, 1953, 7-9쪽; 橫田康, 『朝鮮神宮
紀』, 國際情報社, 1926,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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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101) 하지만 1890년대까지 신사에 대한 규칙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 거류민은 비교적 자유롭게 모국의 간섭 없이 신사의 
신을 모실 수 있었다. 아마테라스를 조선의 신사에 제신하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은 기꺼워하지 않았지만 이를 제지할 근거도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신사는 신을 모시는 공간으로서 이른바 神體, 즉 모실 신을 대표하는 물질
적 대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체는 신사의 가장 안쪽 건물 속에서 보관되고 
참배 대상이 되는데 일반민은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102) 남산대신궁에서 
신체로 모실 수 있었던 물건은 이세신궁으로부터 받은 이른바 제1호 大
麻103), 神鏡과 옷이었다. 이러한 물건들은 神櫃에 넣어져 7월에 인천항을 통
해 조선으로 들어왔다. 경성거류민총대는 직접 인천에서 야마구치 타헤에가 
가져온 분신을 맞이한 후 그날 밤에 용산까지 모시고, 밤에 거기서 쉬었다. 
이를 기념하여 나중에 남산대신궁과 경성신사 秋祭[아키마쓰리]에서는 용산
에 내려가서 하룻밤 神輿[미코시]를 지냈다가 다시 신사로 귀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용산까지 이르는 아키마쓰리 행렬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조선인 구
경꾼이 생겨났는데, 이는 조선인이 일본식 신도 신앙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키즈키 공사는 용산에서 다음날 신물을 받아들인 
후, 신사 완공 때까지 공사관에서 이를 보관하도록 하 다.104) 당시 신문 기
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거류민단 기록물을 통해 아마테라스 분신이 조선에 
도착한 것이 얼마나 큰 축제 행사 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벤트성이 강
한 행사 기 때문에 분신의 행로에 따라 조선인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를 감상할 여유가 있었던 일본 거류민에게 분신 행사는 고향을 떠올
리게 했을 것이다.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세신궁 本殿을 모방한 척도 12:100로 축척의 

101) 阿部辰之助, 『大陸之京城』, 景仁文化社, 1918, 196-197쪽;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
文社, 1915, 171-172쪽;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Focusing on Chosen Jingu Project”, 45쪽.

102) 神祇學會, 앞의 책, 483-485쪽.
103) 혹은 太麻, ‘오오후다’라고도 한 의례용 종이. ”Taima”,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岩下傳四郞, 
앞의 책, 174-176쪽.

104)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452쪽; 京城府, 『京城府史』, 3,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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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중앙 건물인 社殿이 완공되었고, 이를 계기로 上棟式이 거행되었다. 상
동식은 준공 후에 건물이 문제없이 기능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행해지는 
것으로, 통상 기본 구조가 완성될 때 거행된다. 신도의 제사 방식으로 진행
되지만 지역에 따라 그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식’은 제 
아래의 단위로 이해되는 소규모 의례이다. 분신은 11월 2일부터 준비하여 3
일째 되는 밤 12시가 지난 후에야 공사관의 임시 봉안소로부터 새로 만들어
진 사전 본전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移御式, 즉 신의 옮김도 식
의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11월3일 오후에 신직 三宅意美[미야케 이미]가 奉
安大祭를 거행하 다. 이틀 밤낮을 지나 11월3일까지 기다린 이유는 봉안대
제를 明治天皇의 생일 기념일, 이른바 天長節과 합쳐 진행하기 위함이었
다.105) 천황과 모든 일본인의 수호신 아마테라스의 봉안을 통해 천장절을 축
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거류민의 황실 숭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왜성대 공원이라는 자연적 배경 속에 위치한 남산대신
궁은 本町과 더불어 일본 거류민의 일상적이고 공공적 삶에서 중요한 역할
을 맡게 되었다. 이곳에서 일본인들은 본국과 정신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
며, 남산대신궁은 재조일본인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다. 즉 남산대신궁은 
갑신정변에서 죽은 일본인과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에서 순국한 일본인을 위
한 의례장소로서 초혼제가 진행되는 자리가 되었다. 거류민들은 초혼제에 참
가하고 전쟁의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일본인이라는 운명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었고, 식민개척자로서의 책임감을 육성할 수 있었다.106) 이러한 내용과 
의례에 관련한 자세한 상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초기의 남산대신궁 운 에 관련해서 비용은 거류민단이 맡았다. 당시 일본 
본토에는 신사마다 이를 후원하는 단체인 氏子[우지코]가 있었는데, 일본인 
거류민이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다.107) 일본인 거류민으로 15세 이상은 한 

105) 京城府, 『京城府史』, 3, 1936, 178쪽; 內外事情社 (編), 『京城の面影』, 內外事情社, 
1932, 120-122쪽.

106)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Focusing on 
Chosen Jingu Project”, 44-45쪽; 菅浩二, 앞의 책, 99-101쪽; 山口公一, 앞의 논문, 
2009, 46-47쪽.

107) “Ujiko”,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
ac.jp, 2015.9.15. 참조). 제3장에서 남산대신궁의 발달과 더불어 경성에서 氏子[우지코] 조
직이 생겨나는 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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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60전, 15살 이하는 10전을 내야 했었는데, 신직, 승직, 외국인 고문관, 
교육자 등의 경우에는 면제되기도 하 다. 조선으로 넘어간 이른바 敎派神道 
포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남산대신궁 행사에 참가하 다.108) 이로써 남산대
신궁은 거류민들의 공공시설로 자치적으로 운 되었으며, 일본인의 개인적, 
종교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거류민에게 필요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다.109)

     2) 南山大神宮의 의례

남산대신궁에서는 신도의 연중의례와 함께 초혼제가 가장 특징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 초혼제는 남산대신궁이 완공되기 전에도 거류민 간에 진행되었
으며, 완공 이후부터 남산대신궁이 초혼제 실행을 담당하 다. 신도의 연중
의례 중에 실제로 진행된 의례는 4가지 다. 1월 3일 신년을 환 하고 천황
의 지배를 축하하는 元始祭, 2월 11일 일본 첫 천황 神武天皇이 肇國한 것
을 기념하는 紀元節祭, 9월 24일 神宮大祭典(이룬바 例祭)과 11월 3일 천황
의 생일을 축하하는 天長節祭이 그것이다. 즉 남산대신궁의 모든 의례는 직
접 천황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었다.110) 이러한 의례의 실행을 당담한 사람은 
남산대신궁에서 전임으로 맡은 신직 한 명 밖에 없었다. 1912년까지 남산대
신궁에서 진행된 의례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참배 상
황에 관련해서 자료상 한계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다. 1912년 총독부 관
료가 남산대신궁에서 참배했으며, 일본인 소학생들도 교육적 차원에서 참배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111)

장충단에서 조선인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을미사변으로 순국한 열사를 
위한 초혼제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일본인은 한성에서 임오군란, 갑신정변 

108)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96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85쪽.
109) 이에 비해 김대호는, 남산대신궁은 일본 거류민의 요구를 대표하는 장소 다는 점을 강

조하 다.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81-83쪽.
110) 內外事情社 (編), 『京城の面影』, 內外事情社, 1932, 120-122쪽;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452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82쪽.
111) 『每日申報』 1912.7.28., 19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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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죽었던 일본인을 위한 초혼제도 진행하 다. 이는 원래 12월 6일 갑신정
변 기념일에 진행되었다. 남산대신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南山洞에 위치한 
大谷派 本願寺에서 진행되었다. 추도제는 갑신정변 다음해부터 80명가량의 
일본인 남녀들이 모여서 유력자의 지도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앞서 언급
된 모모타 구마키치와 관련된다. 추모제가 끝난 뒤에는 죽은 이와 직접적으
로 아는 사이 던 사람의 祭辭와 祝辭 등 연설이 있었다. 1887년 왜성대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던 한 일본인 민가에서 처음으로 신도식 제단이 만들
어졌는데, 전술한 모모타 구마키치가 여기에도 연관되어 있었다. 1887년부터 
1904년까지, 17년 동안 매년 이 장소에서 갑신정변 기념일인 12월 6일에 제
사를 지냈다. 이를 통해 신도 신사가 마련되기 전에도 왜성대 근처에서 신도
식 초혼제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87년에 처음으로 居留民總代 役場이 마련되었고, 3년 후 이는 壽町에 
위치한 상업회의소 지역에서 신축되었다. 1887년 한성에서 대리 공사를 맡
은 近藤眞鋤[곤도 마사키](1840-1892)의 발의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제단이 설치되었고 일본인 거류민은 거기서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게 되었
다. 즉 집단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공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개인 차원의 참
배가 가능해진 것이다.112) 남아있는 제단의 글을 통해, 죽음에 대한 경외심
과 비공식적인 제단에서 추모되었던 이들에 대한 거류민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초혼제에서는 죽은 이를 웅화하기 보다는 부자연스러운 죽음
을 당한 이들의 불행을 위령함으로써 참여자 역시 위로를 받았다. 이러한 점
에서 추모를 원하는 거류민들의 願望이 실현되는 초혼제에서 일본인 거류민
은 서로를 보살피면서 집단의식도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래 남산동 本願寺에서 진행된 불교식 추모제가 신도식으로 바뀐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大谷派 本願寺의 남산 남쪽에 있었던 경성별원
이 또 다시 1890년부터 신불양도 제전을 거행하 다는 기록을 보면 신도와 
불교의 공존을 확인할 수 있다. 大谷派 本願寺 경성별원의 운 은 거류민단
의 기부금을 통해 가능하 다. 1894년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本願寺에서는 
신도의 특색이 진한 특별 臨時大祭가 진행되었다. 이 제사에는 관민이 모두 

112)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454, 456-457쪽; “近藤眞鋤”,  『日本人名大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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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했으며 당시 전쟁으로 인해 한성에 체류 중이던 일본 종교 관리인 후지
이[藤井](이름 불명)와 丸山作楽[마루야마 사쿠라](1840-1899)도 참석하 다. 
원래 정한파 던 마루야마는 외교관으로 사할린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신문
기자와 元老院議官 등의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의례에 참석한 그를 거류민들은 유명인사로 여겼다. 조선 왕실 대표로 義
和君 李堈(1877-1955)이 그들과 함께 참석하 다는 점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113) 청일전쟁이 끝난 후, 1896년에 일본군 전사자 몇 
명의 유골이 한성에서 안치하게 되었다. 유골 합사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 일
본거류민 사이에서 3,000원의 기부금이 모집되어 당시 오사카에 있었던 砲
兵工廠, 즉 군사공장에서 甲午戰勝紀念碑를 제작하 다. 기념비는 1899년에 
왜성대 공원에 세워졌다. 그 후 매년 이 기념비 앞에서 제사를 지냈고, 러일
전쟁 전사자도 여기에 같이 합사되었다. 1904년 이후 11월 3일 기념일은 겨
울의 추위로 준비가 불편하고 참배도 힘들다는 불평 때문에 날짜를 5월 6일
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5월 6일은 靖國[야스쿠니]신사의 제전의 날에 
해당한다. 그리고 1908년부터 경성 거류민단장을 祭主로 정하고, 1907년 조
선 군대 해산 후 정미의병과의 전투에서 죽은 경찰관들도 합사되었다. 한편, 
기념비 뒤 쪽 광장은 祭場으로 사용되었다.114)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 거류민단의 초혼제가 지닌 특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민단끼리의 소규모 행사 던 이벤트는 거류민단이 커지고 사건들
도 많아지며 규모가 확대되면서 행정 쪽의 관민들 역시 참가하게 되는 행사
로 바뀌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집단적인 연대감이 유발되었고, 여기에 참
여하는 것은 공동체와의 연결을 의미하 다. 왜 굳이 초혼제 날짜를 야스쿠
니 신사의 제전일과 같은 날로 변경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것이 죽은 일본인, 특히 전사자의 명복을 비는 야스쿠니 신사가 지닌 성격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일본 본국의 야스쿠니 신사가 가진 제
국주의적 의미에 자신을 연결하고 싶어 했던 거류민들의 집단적 심성이 표
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본 거류민들은 강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
유롭게 이 날짜를 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거류민단의 초혼제는 본국의 종

113) “丸山作楽”,  『日本人名大辞典』.
114) 京城居留民団, 앞의 책, 454-455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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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공동체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종교적인 불안을 없애고, 그에 더하여 
거류민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감도 얻을 수 있었던 의례 다.115)

그 다음으로 연중의례를 살펴보자. 매년 9월 24일은 남산대신궁의 연중행
사 중 가장 큰 행사인 대제전이 열려 건립을 기념하 다. 남산대신궁은 이세
신궁에게 아마테라스의 분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천황 수호신인 
아마테라스의 숭배가 핵심적이었다. 매년 1월 3일의 원시제는 신년을 축하하
며 한 해의 성공과 은혜를 기원하는 의례 다. 이는 천황의 지배를 축하하는 
것으로 아마테라스는 여기에도 핵심적이다. 마찬가지로 기원절은 진무 천황
이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고, 일본 황실의 소위 萬世一系, 즉 천황의 혈통
이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것이 강조되는 의례 다. 천손강림 신화와 
진무 천황의 즉위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천황제 지배 정당화를 위한 제사

다.
일본인 신민의 메이지 천황에 대한 고마움을 그의 사망 1주년인 1913년 

11월 3일의 천장절에 용산의 군인 기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遙拜式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의례 진행은 남산대신궁의 신직이 맡았다. 남산대신궁에는 일본
에서 진행된 의례들을 기념해서 일본 본토를 향해 절하는 요배식이 수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근거도 있다. 남산대신궁이 소규모 신사 지
만, 단순한 遙拜所의 규모를 넘었을 것이다. 요배식이 빈번히 진행된 것은 
역시 식민지 조선에 있는 일본인 거류민이 일본 본토와의 연결에 대한 필요
성을 의미하며 식민지 신사의 특징을 보여준다.116)

조선에서 일본인 이주자들이 숭배한 신도는 이세신궁에서 그 뿌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들은 신사를 마련하고 의례를 진행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
을 천황제 아래에 두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애국심이라기보다는 모국 일본
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위해 시작했지만 마침내 애국심을 육성하는 씨
앗으로 작용하 다. 일본 본토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은 천황의 신민이라는 
인식에서 유래되고, 일본의 발전과 더불어 애국심도 유발되었다. 그리고 이
를 통해 천황제 지배 정당화가 식민지 조선에 있던 일본인에게까지 점차 침
투하 다. 천황 일가의 기원으로 상정된 아마테라스를 제신함으로써 조선의 

115) 京城居留民団, 위의 책, 455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86쪽.
116) 京城府, 『京城府史』 2, 1935, 9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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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류민들은 자신을 일본제국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었으
며, 신사는 이러한 연대감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장소 을 것이다. 이
를 통해 자신의 존재, 공동체로서의 통일과 조선을 식민화하는 사명을 재확
인할 수 있었다. 남산대신궁은 조선에 있어서 아마테라스 신앙의 실천 장소
이자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 된 남산대신궁은 조선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세신궁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이후에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심화와 이에 바탕을 둔 의례가 종교
적 국가의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3) 攝社 天滿宮의 건립과 의례

1902년 남산대신궁이 경 하는 섭사로 천만궁이 남산대신궁 경내 동쪽에 
건립되면서 경내 모습에 변화가 생겼다. 같은 시기에 거류민들은 경내 앞에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연못은 세속세계와 남산대신궁 경내의 경계로서 일
본 국내의 많은 신사에 설비된 저수지가 그러한 것처럼 일본의 참배객들에
게 ‘미’를 보여주고, 신사의 ‘엄숙’함을 인식하게 만드는 곳이었다.117)

섭사란 한 신사에 의해 경 되는 독립되지 않은 소규모 신사를 말한다. 신
사가 섭사를 만들 때 섭사에 제신되는 신체는 해당 신사에서 제신된 신체와 
깊은 관련이 있어야 했는데, 1936년까지 조선에서 섭사에 대한 확실한 규칙
이 없었으므로 천만궁은 이러한 법적 제한 없이 만들어졌다.118) 남산대신궁
의 경우에는 섭사에 天滿[텐만]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 학자 菅原道眞[스가와
라 미치자네](845-903)가 제신되었다. 그는 오늘 날에 天神[텐진]이라고 불
리며 현대 일본에서는 학문 즉 ‘文敎의 神’으로서 시험 합격 기원을 비는 신
으로 인기가 많은 신이다. 남산대신궁 섭사에 제신되었을 때도 역시 다르지 

117) 岩下傳四郞, 앞의 책, 323쪽; 『京城日報』 1916.11.26. 재건축된 이후 다시 개막된 천만
궁에 관한 기사를 통해 그 역사와 미에 대해 알 수 있다.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Focusing on Chosen Jingu Project”, 46쪽.

118) 섭사 (auxiliary shrine) 대신에 말사 (末社, branch shrine)란 용어도 있다. 후자는 실
천적으로 사용차이가 없다. Picken, Stuart D.B., Historical Dicitonary of Shinto, 
187, 259; “Sessha, Massha”,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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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당시의 조선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이 천만궁은 1902년 4월 25일
에 완공되었다.119) 자료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완공식 외에는 여기서 따로 
다른 의례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섭사는 개인참배가 주
를 이루었고, 일본인 거류민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 다.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가 천만궁의 이름으로 해
마다 4월 24일에 한성의 일본인 거류지 곳곳에서 열렸다. 바로 ‘天滿市 廉
賣’ 행사, 즉 세일 행사 다.120) 왜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상품판매와 같은 
자본주의적 행사와 연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이러한 행사는 천만
궁 완공을 기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일 캠페
인으로 인해 조선인들은 천만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
다.121) 천만 할인 행사를 본 조선인들이 호기심에서 스가와라 미치자네에 대
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스가와라 미치자네는 일
본인 거류민들에게 꼭 필요한 신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인 거류민에게 조선에서 천만궁을 짓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
졌을까? 당시 자료를 통해서는 왜 그것이 천만궁이어야 했으며, 특히 아마테
라스와 관계가 크지 않은 신을 섭사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동기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스가와라 미치자네의 역사와 전설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는 일본인의 관습과 필요에 기인한 것이었다.

藤原[후지와라] 씨족이 천황 측근을 장악하고 소위 攝政權과 關白權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스가와라 미치자네가 헤이안 시대의 정치적 무대에 등
장하 다. 그는 일본의 고급교육시설이었던 대학을 졸업한 뒤 4년 동안 교토
에서 떨어진 四國[시코쿠]에서 관찰사로 근무하다가, 일본조정에서 역사 기
록관이자 학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지와라 씨족과 관계없는 宇多
[우다] 천황(867-931)의 고문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 다. 우다 천황은 스가
와라의 학문과 중국어, 중국 고전에 관한 능력을 보고 그를 자기 아들의 교
사로 임명하 다. 그런데 스가와라가 자신의 딸을 우다 천황과 결혼시키자 

119) 岩下傳四郞, 앞의 책, 322쪽; 岡良助, 『京城繁昌記』, 博文社, 1915, 173쪽.
120) 『京城日報』 1926.4.21. 기사에서 이 세일 행사의 역사가 소개되었다. 이후에는 조선 상

인도 그 행사에 참여하 다.
121)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34-35쪽; 市秋弘, 「京城神社奉仕事務摘要」, 小笠原省三, 

같은 책, 452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61-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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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 씨족은 그를 경계하게 되었다. 그는 천황 측근 고문으로서 후지와
라 씨족과 싸우게 되었고 그 결과 후지와라의 음모로 교토에서 상당히 떨어
진 福岡[후쿠오카]현 太宰府[다자이후]로 추방되어 가족과 천황으로부터 고립
된 채 죽었다고 한다. 그가 신이 된 배경에는 그의 사후에 교토에서 이상하
게 홍수와 폭풍우가 자주 발생하여 醍醐[다이고] 천황의 아들과 후지와라 씨
족의 적들이 죽었다는 역사와 전설이 놓여 있다. 이러한 일들은 귀신이 된 
스가와라 미치자네의 분노로 해석된 것이다. 그래서 그를 신으로 모셔 위령
제를 지내다가 그를 위한 신도 신사를 만들게 되었다.

그는 오늘날 학문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데, 실패한 웅으로서 일본의 
미적 감각에 어울려서인지 인기가 많아 제사가 자주 거행된다.122) 제사의 대
상으로서 그의 특징은 乃木希典[노기 마레스케](1849-1912) 장군처럼 후지
와라 씨족에 대항해 천황을 도와주고, 천황을 위해 충성을 다한 끝에 음모의 
희생자가 된 신하로서 신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가 천황과 일본의 중
심지인 교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순국한 것으로 묘사된 점은, 조선의 
일본인 거류민들이 그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여지로 활용되었다. 또한 그
의 모범적인 입신출세 역시 거류민들에게 조선 개척을 독려하는 힘이 되었
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123)

122) 宮地直一, 『文神としての天神信仰』, 東京書籍商組合, 1936, 3-13쪽; Morris, Ivan, 
Samurai oder Von der Würde des Scheiterns. Tragische Helden in der 
Geschichte Japans, Frankfurt am Main: Insel Verlag, 1999, 60-89쪽.

123) 스가와라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은 阿部辰之助, 앞의 책, 198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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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朝鮮神宮의 建立과 南山의 二元的 神社 시스템 
確立: 1910-1925

   1. 朝鮮神宮의 건립 과정과 의례

       1) 건립 과정

1871년 삿포로, 1901년 대만, 1911 사할린(일제하 樺太)의 전례와 같이 
1910년 韓日倂合條約과 동시에 새롭게 일제하 통치권에 편입된 조선에서도 
신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일본 내각
이나 총독부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신사에서 일하는 神職들의 조직인 日本
全國神職會 다. 이들은 경성에 朝鮮神社를 건립할 것을 주장하 다. 이 신
사는 소위 總鎭守로, 조선 전체를 대표하고 보호하는 신사로 건립될 계획이
었다. 그리고 1911년 社稷壇과 그 祭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었
던 정무총감 山縣伊三郞[야마가타 이사부로]는 조선신사의 창립을 주장하는
데 앞장서며 寺內正毅[테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으로부터 조사 진행 허가를 
얻었다.1)

1911-1912년 조선총독부 예산안 중 조선신사 준비 비용 3만 원이 신청되
어 일본의회에서 통과되었다.2) 조선신사는 朝鮮神宮이란 명칭으로 완공될 
때까지 12년이 걸렸다.3) 1913년에 총독부는 건축 부문 기술관을 일본으로 
파견하 다. 우선 일본 본토의 神社社格制度의 官弊社의 구조･형식 등 기술
과 미학에 관련된 조사를 시작했고, 1914년에는 조형에 관한 조사가 본격적
으로 진행되었다.4) 1912년 明治天皇의 사망 후 다이쇼 시대가 시작되자 조

1) 제2장 제2절에서는 사직단 폐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徳富蘇峰, 앞의 책, 322쪽; 朝鮮
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6, 1쪽; 渡邊彰, 「朝鮮神宮のご造營について」, 『文敎の朝
鮮』 2, 1925, 76-77쪽. 山口公一, 앞의 논문, 2006, 56쪽.

2) 『帝國議會會議錄』, 豫算委員會, 明治44年 (1911년) 1월 23일-27일, 明治45年 3월14일, 
22일 (제국의회회록 검색시스템).

3) 신사의 계획 단계에는 朝鮮神社라고 불 지만, 이후 완공 직전인 1925년 6월 27일 일본 
내각 결청으로 朝鮮神宮으로 개칭되었다.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6, 14쪽. 혼
동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조선신궁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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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 메이지 천황을 신으로 모실 것이 논의되어 신사 건립 장소 후보지로 
다섯 곳이 정해졌다. 선정된 장소는 모두 경성의 중심지역에 위치하 다. 그 
중에 내 곳은 남산 서쪽 산기슭의 한양공원, 서북쪽의 倭城臺와 북쪽 산기슭
의 奬忠壇에 위치하 으며 남산부터 다소 떨어진 장소로 남산의 서쪽에 위
치한 孝昌園이 있었다. 이 후보지역 중에서 특히 한양공원은 일본의 미학적 
관점에서 신사를 짓기 좋은 장소로 여겨져 화제가 되었다.5)

1915년 8월 14일에 조선총독부령 제82호를 통해 공포된 「神社寺院規則」
에 근거하여 10월 1일부터 신도가 ‘국가의 宗祀’로 정해졌다.6) 신사와 그 의
례를 ‘국가의 宗祀’로 정의하는 것은 國家神道 초기에 해당하는 1900년 4월 
26일 일본에서 신도와 불교를 같이 담당한 社寺局이 폐지되고 내무성에 속
하는 神社局이 수립되면서 정해진 것이었다.7) 「신사사원규칙」을 통해서 이 
기본 정의는 조선에서도 법제화되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사실은 신도와 불
교가 일본에서는 이미 분리되었지만 조선의 「신사사원교칙」에는 여전히 제
도상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찰에 관한 규칙과 함께 「신사사원규칙」에서 신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
었다. 신사는 적어도 社殿과 拜殿이란 건물이 있어야 신사로 인정받게 되었
다. 그 뿐만 아니라, 신자 조직에 대한 규칙 등이 정해졌지만, 당시 일본에 
있던 신사사격제도가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8)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은 

4)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26, 1-3쪽.
5) 위의 책, 4-7쪽; 『朝鮮新聞』 1912.8.16.
6) 『朝鮮總督府官報』 916호, 1915.8.20. 그 이전의 법적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敎派神道와 

일본불교의 포교는 개항과 동시에 시작하 다. 이 상황을 정리하여 통감부는 1906년 11월 
17일에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통감부령45호)을 발표하여, 이를 통해 포교의 법적인 
기반을 만들었다. 1911년 6월 3일에 「사찰령」이 발표 되고 이어 한 달 후 「사찰령시행규
칙」을 발표하여 일본 사찰의 건립을 규칙화하 다.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40, 765쪽.

7) 일본에서 종교국은 1913년에 내무성부터 문부성으로 옮기게 되었다. 내무성에 속한 신사
국은 같은 시기에 신사본국으로 확대되었고 1940년 다시 神祇院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었는
데, 이 기구가 1945년 12월 GHQ가 반포한 신도사령으로 폐지될 때까지 신사정책의 중심
지 다. 神祇學會, 앞의 책, 162-164쪽;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765쪽; 村上重良, 
앞의 책, 1970, 78-79쪽; Picken, Stuart D.B., Historical Dicitonary of Shinto, 
xxxiii, xxxiv-v., 177-178쪽; “Jinjakyoku”, “Jingiin”, “Shinto Shirei”, in: 
Encyclopedia of Shinto (2015.9.15. 참조); 徐鍾珍, 앞의 논문, 156쪽.

8) 일본 정부는 전국의 신사시설을 정리하기 위해 1871년 처음으로 신사를 社格으로 분류하
는 제도를 발표하 다. 이에 따라 신사들이 官社와 h社로 분류되어, 신사의 공식적인 인
가 제도가 확립되었다. 관사는 또한 관폐사(imperial shrine)와 국폐사(national shrine)
로 분리 되었는데, 관폐사의 경우에는 의례가 신기원의 감독아래 진행되었지만, 국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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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개정된 「布敎規則」 (1915.8.16, 총독부령 제83호)이다. 당시 일제 당국의 
국가신도 논리에 따라 신사신도는 조선에서도 종교가 아닌 ‘국가의 宗祀’ 즉 
세속적 의례로서 공식 해석되었지만, 한편으로 신사에 관련된 법적 규칙은 
행정 제도상 종교에 관한 규칙과 같이 진행된 것이었다. 1916년 6월에 총독
부령 제49호로 공포된 「祭式恒例式ニ關スル件」과 「神職任用奉務及服裝規
則」을 통해 일본 본토와 같은 제식과 신직에 관련된 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러한 규칙들은 국가신도를 조선에 이식하기 위한 정치적 첫걸음으로 보인
다.9)

이 규칙들을 바탕으로 1913년 5월 31일 배전의 신축을 계기로 신사의 명
칭을 南山大神宮에서 京城神社로 개칭하 다.10) 새로운 명칭이 암시하듯이 
경성신사는 이제 남산과 남산 기슭에 사는 일본인을 위한 신사가 아니라, 경
성 전체를 대표하는 시설로 여겨졌다. 조선신궁 성립과 관련하여 총독부 내
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신문 보도가 있었다. 그 중 남산대신
궁, 즉 경성신사가 앞으로 당시 계획 중에 있었던 조선신궁의 攝社11)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경성신사가 앞으로 독립적인 시설이 아니라 장차 
건립 될 조선신궁에 속해서 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며, 1916년 4월 
6일 『京城日報』에 그 소문이 이미 결정된 사안처럼 보도 되었다. 같은 기사
에서 臺灣神社와 樺太神社처럼 조선에도 조선신궁이 곧 건립될 것이며, 건
립비용 총 25만 원, 준비비용 100만 원이라는 조선신궁의 대대적 규모의 건
축 비용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12) 경성신사 측은 조선신궁과 관련된 소
문에 촉각을 세웠다. 마침내 「신사사원규칙」의 규칙에 따라 경성신사는 

경우에는 감독은 지방 당국에 있었다. 官幣社와 國幣社로 나뉜 다음 이들은 각각 大, 中, 
小 세 등급으로 다시 나뉘었다. h社는 府社, 藩社, 縣社와 郷社로 나누게 되었다. 또한 
伊勢神宮과 靖國神社가 신도 사상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신도 제도에서도 표현하기 
위해 그 두 시설을 別格官幣社로 운 하 다. 神祇學會, 앞의 책, 33-35쪽; “Modern 
Shrine ranking system”,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9) 『朝鮮總督府官報』 916호, 1915.8.20., 山口公一, 앞의 논문, 2006, 192쪽.
10) 京城府, 『京城府史』, 3, 178쪽.
11) 섭사란 한 신사 아래에서 운 된 소규모신사를 말한다. “Sessha, massha”,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12) 『京城日報』 1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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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1916년 사이에 확대를 거쳐 앞으로 경성부민 모두를 대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경성부민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본토의 신사사격제도에 
따라 내각으로부터 적어도 府社이란 낮은 수준으로 공식적 인정을 받을 것
이 예상되었다. 이것은 조선신궁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었다.13) 하지만 결국 일본 내각으로부터 社格을 받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사격을 갖추고 있는 신사는 조선에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내
각은 조선신궁을 조선 땅에서 첫 官幣大社로 인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즉 조선신궁은 조선 최고의 신사로서 조선 전국을 대표하기로 정해졌고, 이
러한 소식이 신문에까지 보도되었다.14) 조선신궁이 남산에 세워질 것이며, 
조선신궁은 조선 13도를 모두 守護하는 역할이므로 경성만 대표하는 경성신
사를 부속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또 다시 신문에 실렸다. 경성신사의 氏子[우
지코] 조직이 조선신궁의 신자 조직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15)

같은 해 7월 9일 『경성일보』는 경성신사의 경 이 거류민으로부터 경성부
로 넘어갈 것이며, 사격이 없는 신사로서 조선신궁의 섭사가 될 것이라고 직
접 보도하 다.16) 9월 16일의 『경성일보』에는 앞으로도 경성신사가 독립적 
신사로 지속된다는 정확한 보도가 나왔다. 그 때까지 소문이 이미 결정된 것
처럼 보도한 것은 재조일본인 일반 독자가 신사 건립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
도록 고무하려는 것이었으나, 이는 기존에 조선에 터를 잡고 있던 신사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우려는 경성신사가 명칭을 다
시 조선신궁으로 개칭하여 조선신궁의 건립을 막으려 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결국 좌절되었다.17) 남산대신궁은 경성신사라는 

13) 1925년 경 경성에는 이미 3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존재하 으며, 매년 약 1만여 명의 인
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14) 『京城日報』 1916.9.16., 이 기사는 조선신사에서 祭神할 신으로 神功皇后와 메이지 천황
이 정해졌다고 보도하 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 다. 「朝鮮神社ヲ創立シ社格ヲ官幣大社ニ
列セラル」　 JACAR A01200173500; 「朝鮮神社創立竝其ノ社格」, 朝鮮神職會 (編), 『朝鮮
神社法令輯監』,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 1937, 56쪽.

15) 『京城日報』 1916.2.29., 1916.4.6. 조선신사가 관폐대사로 사격이 정해지면 규칙상 우지
코 조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도는 소문에 입각하여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6) 『京城日報』 1916.7.9.
17) 『京城日報』 1916.9.16.; 「神社明細帳(京城神社)」 JACAR, Ref. A01200731900.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76-377
쪽; 국성하, 앞의 논문, 37-38쪽; 菅浩二,　앞의 논문, 1999,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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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으로 계속 운 되었고, 1898년부터 일본 거류민의 신앙과 적 생활을 
뒷받침해온 13년의 전통이 가진 권위를 확신하면서 보수 공사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 이러한 보수 공사도 경성신사가 앞으로 건립될 조선신궁에 흡수
되지 않고 독립적인 신사로 지속할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18)

같은 시기에 총독부는 일본 본토의 신도 학자를 초빙하여 조선신궁을 세울 
장소 조사를 부탁하 으며, 장소 결정에는 일본의 미학이 중심적 역할을 하

다. 일본인의 미학적 관점과 신사의 설계 전통에 따라 장소 선정에 있어 
신사 근처에 신림의 유무와 높은 위치의 여부 및 아름다운 자연 배경을 필
요로 하 으므로, 남산 외에 북악산이나 경복궁 후면 등은 숲이 충분하지 않
아 부적합한 장소로 판단하 다. 이러한 정보들은 총독부 건축사 岩井長三
郞[이와이 조사부로]가 잡지 『朝鮮と建築』에 기사형태로 게재하 다. 조사 
결과, 남산 서쪽 산기슭이 적합한 곳으로 선정되었고, 건축부지는 약 28,000
坪으로 정해졌다. 또 하나의 선정 이유는 그곳에 위치한 왜성대가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인과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19) 공식적인 발표 없이 신문
과 잡지 등을 통하여 조선신궁을 경성신사에 가까운 곳에 건축하기로 결정
하 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 거류민과 경성신사의 신직들은 낙오에 대한 두
려움과 경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총독부와 일본전국신직회는 이 조사와 계획에 만족하지 않았다. 
조선신궁에서 어떤 신을 모실 것인가라는 祭神 논쟁과 조선신궁이 어떤 사
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1918년 4월 총독부는 도
쿄제국대학 건축학과 교수 伊東忠太[이토 츄타](1867-1954)를 초빙하여 고
문으로 채용하 다. 그 후 이토는 1년에 한 번 경성으로 와서 조선신궁의 디
자인과 설계계획을 자문하 다. 그는 교토 平安神宮을 비롯하여 明治神宮 
외에 여러 사찰, 유명 인사의 묘소, 그리고 대만신사 등 기타 일본 통치하에 
있던 지역의 신사 등을 설계하 던 인물로서 신사 건축술의 달인으로 인정
받고 있었다.20) 이와 같이 처음에 총독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조사는 이

18) 京城府, 앞의 책, 176쪽.
19) 岩井長三郞, 『朝鮮と建築』 1923년 4월호,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41-42에 재인용;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202쪽.
20) 伊東 평생의 사업은 伊東博士作品集刊行會編, 『伊東忠太建築作品』, 城南書院 1941에 그

의 업적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박문사의 계획도 그가 고문하 다. 이토의 조선 체류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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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부인 고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갔다. 그 결과 이미 정해진 사안이 약
간 조정되어 남산의 한양공원 서쪽 산마루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두 조
사과정이 거의 같은 결론에 이르 다는 점이 경비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가 조선신궁을 조선에서 가장 숭고하며 
일제의 권위를 대표하는 신사로 여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토 츄타는 조선신궁 완공을 기회로 『경성일보』와 인터뷰하면서 그의 조
사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 다. 남산을 선정한 이유에 대한 그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신사의 위치를 정하는 데 甲・乙・丙으로 나누어서 총 
13개 조건을 평가하 다. 이 중 神林의 여부, 높은 위치적 조건과 함께 화재 
안전성이 우선시되었다. 신사의 방향은 남쪽 또는 북쪽으로 향해도 되었지만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다. 장소와 제신의 관련성도 선정 기준으로 
거론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성에서 일본 신을 제
사할 관련성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 다. 그나마 일본인과 관련된 장소로 
여겨질 만한 것은 왜성대뿐이었다. 또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여부와 넓은 도로의 유무도 장소 선정 기준으로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중
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은 신사 쪽에서 보이는 경치, 그리고 경성 쪽에서 신사
의 풍경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남산대신궁과 마찬가지로 조선신궁
의 건축양식은 伊勢神宮의 神明造 방식이 채택되었으며,21) 그 이유는 건축
비용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이었다.22) 그러나 총독부의 결정 과정에서 경성
신사가 이미 왜성대에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제신의 측면에서도 총독부는 경성신사가 이미 왜성대에 있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었다. 경성신사에는 남산대신궁 시기부터 天照大御神[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가 제신되어 있었다. 이토 츄타가 조사했던 당시에는 조선신궁의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47-51쪽 참조.
21) 이토 츄타도 조선에서 만든 신사에 조선을 대표하는 특별한 건축양식을 채택할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 비용문제를 구실로 伊勢神宮과 같은 양식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伊藤忠太, 「神社建築に對する考察」, 『朝鮮と建築』 5-1, 1926, 김백 , 앞의 논문, 2009, 
65쪽에서 재인용. 이토의 결정에 대해 오가사와라 쇼죠는 남산의 자연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이곳이 신사 창립을 위한 적당한 공간이라고 평가하 다. 그는 남산이 과거부터 수도
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신의 시대부터 남산에서 신사 
창립하는 것은 일본의 사명이었다”고 확신하 다.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63-64쪽.

22) 『京城日報』 1925.16.10.; 김대호, 앞의 논문, 2004,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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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토가 채택한 건축 
양식인 신명조는 이세신궁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아마테라스가 제신
으로 비중 있게 거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테라스는 왜성대에서 제신된 
신이었으나, 이는 국가가 아니라 거류민단이 결정한 것이었다. 경성신사와 
이후의 조선신궁은 남산이라는 공간을 공유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장소 다. 따라서 두 장소에서 같은 신을 제신하는 것은 두 신사의 행정상에
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경성신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위협이 될 
만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인근의 규모가 더 큰 시설에서, 게다가 국가가 관
장하는 신사에서 같은 신이 제신될 경우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었다.

이토 츄타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3・1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 
발발 이후에야 神社建立調査委員會, 당시 총독을 맡은 長谷川好道[하세가와 
요시미치](1850-1924)와 일본 내무성이 조선신궁 창건에 관해 논의하면서 
제신으로 아마테라스와 함께 메이지 천황, 일본의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신
이 합의되었다.23) 최종 결정은 일본 내각 총리 原敬[하라 다카시](1856-1921)
에 의해 1919년 7월 18일에 내려졌다.24)

이 결정에 대해 신사와 신도연구자 가운데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신을 제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조선신궁이 완공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아마테라스의 동생인 素盞鳴尊[스사노오]와 조선을 대표하는 단군을 신도식 
신으로 제신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25) 또한 일본 내각의 결정은 다른 일제 
통치 지역의 신사의 경우와도 크게 달랐다. 삿포로, 대만, 사할린의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이른바 開拓三神이 제신되었다. 개척삼신은 원래 大國魂神[오
오쿠니타마가미], 小彦名神[스쿠나히코나가미], 大己貴命[오오나무치가미]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국가정책으로 일제가 설치한 다른 식민지 지역의 
신사에서 개척삼신이 제신되었지만, 조선신궁의 경우 개척삼신은 제신 대상
에서 제외되었다.26) 개척삼신 중에 특히 스쿠나히코나가미와 오오나무치가미

23)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6, 8-9쪽.
24) 일본 內閣告示 제16호, 1919.7.18.;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6, 10-11쪽; 朝

鮮神職會, 앞의 책, 56쪽.
25) 그러나 1925년 朝鮮神宮의 운 이 시작된 이후에도 논쟁은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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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른바 國産[쿠니우미] 즉 땅의 개척과 약학의 신으로 『古事記』에 등장하
며, 오오쿠니다마가미는 특정 지역의 번 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27)

그러므로 개척삼신은 일본 본토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는 신이 아니
었고, 오히려 제국주의적 팽창을 통해 일본의 토로 편입된 식민지에서 의
미를 가졌다. 일제의 논리상 야만의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개척삼신은 이주한 
신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었다. 즉 개척삼신은 미간지, 또는 발달되지 않은 
땅에 적합한 신들이었다.28) 따라서 개척삼신은 일본만큼 발달하지 않은 지역
인 오키나와, 홋카이도, 사할린과 대만에 적합한 신으로 여겨졌다. 같은 맥
락에서 조선은 일본만큼 문명화되지 않은 땅으로 차별의 대상이었고 이는 
지배의 정당화에 이용되었지만,29) 대만 등 다른 일본 식민지보다는 발달된 
상태 고, 게다가 섬이 아니라 대륙에 속한 곳이었다. 3・1운동 이후에 일제 
당국은 조선이 나름의 독자적 전통을 가지고 발달해 온 국가라는 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이 일본 본토와 비교될 만한 
국토가 있고, 1,700만인의 대중도 있으며, 역사적･지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사할린이나 대만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 다. 일본에게 있어서 조선은 대륙
으로서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특별한 제신의 필요성이 인정되었
다.30)

이러한 점에서 일제 당국이 조선을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국가적 기반이 발
달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
이 3・1운동으로 분출되었으나, 앞으로 조선신궁에서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을 제신한다는 사실은 조선인에게 일제의 불가항력적 지배와 일본의 권
위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는 3・1운동에서 요구된 조선 독립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논리는 조선신궁의 정치적 중요성과 일본
제국에 있어서 조선의 특별한 위치를 보여준다.

제신 논쟁은 1919년부터 조선신궁 완공까지 6년간 계속 지속되었으나 이 

26) 김대호, 앞의 논문, 2004, 303-304쪽.
27) “Sukunahikona, Ōnamuchi”,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28) 神道硏究會, 『神道年鑑』, 弘道閣, 1935, 208쪽; 岩下傳四郞, 앞의 책, 87-88, 91-92쪽.
29) 나카바야시, 앞의 논문, 2015, 60쪽.
30)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6,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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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관한 일제의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았다. 결국 조선신궁에서 제신된 
신은 재조일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조선인에게 일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결정되었다.

      2) 건립 의례

남산에서 조선신궁의 건립이 진행되면서 그와 관련된 의례도 행해졌다. 
1920년 5월 27일에 신도식 정화의례인 地鎭祭를 시작으로 건립 작업이 본
격적으로 착수되었다. 의례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榊[사카키]라고 하는 神樹
가 식수되었다. 이 나무는 이곳에 신사가 건립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었다. 지진제의 의례 순서는 <표3-1>과 같다.

<표3-1> 朝鮮神宮 地鎭祭 의례 순서

출전: 渡辺彰, 「朝鮮神宮のご造營について」, 『文敎の朝鮮』 1925년 12호, 77-78쪽.

31) 신도의례가 지닌 일반적인 공통점은 정화(淨化, purification) 개념이다. 신직이 修祓을 
진행하고 본 의례 시작 전에 그 참가자와 제구, 장소를 정화하는 의미가 있다. 개인이 진
행할 수 있는 ‘禊[미소기]’ 또는 ‘禊祓[미소기하라이]’라고 하는 의례 행위도 있다. 신도에
서 정화가 중요시된 이유는 일본의 고전에 나오는 탄생설화 때문이다. 『古事記』와 『日本
書紀』에 따르면, 일본 황실의 신인 아마테라스는 이자나기가 요미노쿠니에서 죽은 아내 이
자나미를 본 후 자기 눈을 씻었을 때 태어난 신이다. 神祇學會, 앞의 책, 144, 328-333

1) 10시 신사 창립 관련자가 修祓31)이 진행될 장소에 착석함
2) 神職이 修祓을 진행함
3) 참여자 한 사람당 하나의 大麻를 가지고 스스로를 修祓함
4) 신사 창립 관련자가 신사 창립 구역에 돌아가 착석함
5) 祭主는 降神式을 거행하고, 참여자 일동 기립함
6) 副祭主가 神饌을 바침
7) 祭主가 신도식 기도인 祝詞를 연주하고 일동 기립함
8) 祭主는 쌀, 술, 切木로 宮地의 四隅를 修祓시킴
9) 童女는 ‘亮베기의 式’을 집행함
10) 總督府가 준비한 鎭物을 埋納함 
11) 일동 배례함
12) 副祭主는 神饌을 치움
13) 祭主가 昇神式을 거행하며, 일동 기립함
14) 閉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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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례를 진행한 신직과 祭主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는 이 의례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창립에 관련된 사람을 정화하는 성
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같은 해 11월 27일에 진행된 釿始式[초우나하지메]는 
신사 창립 시 사용되는 목재 중 첫 번째 나무를 도끼로 자르는 의례로, 신사
의 ‘ 원한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순서는 <표3-2>과 같
다.

<표3-2> 朝鮮神宮 釿始式 의례 순서 

출전: 渡辺彰, 「朝鮮神宮のご造營について」, 『文敎の朝鮮』 1925년 12호, 79쪽.

이상과 같은 창립 의례는 ‘國風을 新領土에 이식하는’ 기능이 있었다.32) 
이는 공적인 행사가 아니었고, 관련 인원이 모여 소규모로 의례를 진행하
다. 그 후 5년 반이 지난 1925년 10월 조선신궁이 완공되었다. 조선신궁의 
社號는 1925년 6월 27일 內閣告示 제6호로 ‘조선신궁’으로 확장해졌고, 이 
사호 결정으로 신궁이라는 社號를 부여받음으로써 일제 통치 지역의 다른 
신사들보다 제도상 더 높은 위치로 설정되었다. 대만신사는 1944년에야 臺
灣神宮으로 승격되었고, 삿포로신사는 전후인 1964년에야 신궁이 되었으며, 
사할린의 화태신사는 폐지될 때까지 신궁으로 승격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조선신궁은 특별한 예외 다. 하지만 내각은 조선신궁에 신궁의 사호를 
내린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33)

쪽. Chamberlain, Basil Hall, Translation of Ko-ji-ki or “Records of Ancient 
Matters”,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1932, 50쪽.

32) 神祇學會, 앞의 책, 76쪽.
33) 內閣告示 제6호, 朝鮮神職會, 앞의 책, 56-57쪽.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Focusing on Chosen Jingu Project”, 49쪽; 菅浩

1)-5) 지진제와 같음
6) 副祭主가 神饌을 바침, 神樂 연주함
7) 祭主가 祝詞를 연주함, 일동 기립함
8) 釿始式 거행, 일동 배례
9) 副祭主는 신찬을 치움
10) 祭主가 昇神式을 거행하며, 일동 기립함
11) 閉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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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10월 10일, 大鳥居[오오토리이] 준공식은 비가 오는 가운데 소규
모로 진행되었다. 11일에 ‘쾌청한 가을 날씨’ 아래 거의 완성된 조선신궁에
서 첫 의례인 淸祓神殿祭가 진행되었다. 한반도 전체를 수호하는 소위 총진
수로서, ‘14,000리의 국토’와 ‘1,700만 조선민중’을 대표하는 조선신궁에서 
그 날 아침 9시 북소리와 함께 신직과 봉사단들이, 신직 중 제일 높은 관리
인 宮司가 신도식 기도인 祝詞[노리토]34)를 하는 가운데 경내를 청소하 다.

 청소 자체를 의례화 했다는 것에서 신도가 가진 강한 정화 개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의례는 參道란 참배의 길을 따라 경성역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모든 일이 겨우 1시간 만인 10시에 종료되었다. 이로써 신의 도착이 준
비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齋藤實[사이토 마코토] 총독과 궁사를 맡은 高
松四郞[다카마쓰 시로] 가 10시에 만나 10시 20분경 북소리를 신호로 手水
舍[데미즈야]에서 자기를 정화하는 소의례를 행한 후, 童女 2명과 함께 本殿 
앞으로 향하여 나머지 신직들을 만났다. 그리고 神扉, 즉 神體가 보관된 본
전의 문을 열고, 2명의 동녀가 쌀, 술, 잘린 나무와 綿을 뿌렸다. 이어서 궁
사가 신도의 노리토를 시작하 다. 이를 진행하는 동안 동녀들이 쌀과 술을 
오오토리이 경내 경계까지 가서 계속 뿌렸다. 노리토가 끝나자 궁사가 사이
토 총독과 함께 玉串[다마구시]35)를 봉하고 본전의 신비를 닫음으로써 제사
가 마무리되었다.36) 이 행사에서 동녀 중 한 명이 조선인, 다른 한명이 일본
인이었다는 사실은 큰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이 행사에 참관객은 참여하지 

二, 앞의 책, 104쪽; http://www.hokkaidojingu.or.jp/history.html　(2015.9.15. 참조); 
『京城日報』 1920.5.27.의 짧은 기사에 지진제를 계기로 토목국의 西村保吉[니시무라 야스
키치](1865-1942)와의 인터뷰가 보이는데, 그는 다만 이토 츄타가 신궁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거듭 언급하 다.

34) 노리토는 신도식 기도를 말한다. 의례의 본 내용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신직이 노리토를 
읽는다. 노리토의 내용은 다양하게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원 내용, 기원 대상(사람), 기
원 장소와 날짜 등 기타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후에는 의례 행위에 따라 움직이며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역순으로 첫째 단계까지 되돌아간다. 노리토는 
신도의 일반적 특징과 마찬가지로 형식주의가 강하다. 神祇學會, 앞의 책, 1944, 344-347
쪽.

35) 다마구시는 신나무(榊, 비쭈기나무, Cleyera japonica), 일본어 사카키의 가지를 말한다. 
중이 장식도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설명과 규칙 배경은 神祇學會, 앞의 책, 1944, 
353-362, 500쪽.

36) 의례의 묘사는 橫田康, 앞의 책, 45-46쪽. 이러한 준비단계는 조선신궁이 개사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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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그에 관해 신문 보도도 되지 않았다. 단지 참가자 몇 명만 그 사실
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녀 선택은 대중을 향하는 선전적 의
미라기보다는, 모시게 될 신과 땅에 대해 조선신궁이라는 식민지적 배경을 
드러내면서, 일본과 조선이 합방된 것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볼 수 
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사이토 총독이 세속적 지배조직의 대표자로서 당
시 법적으로는 종교로 여기지 않아도 종교적 요소가 강한 행사, 전통적으로
는 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던 행사의 필수적인 한 부분에 일관되게 참여하
다는 점이다. 이후 많은 정치가들이 이른바 勅使로 의례에 참여하여 궁사 및 
기타 신직과 같이 의례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를 다스리는데 신의 도
움을 요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림3-1> 童女

출전: 岩本善文 (編), 『朝鮮神宮御鎭座祭記念寫眞帖』, 1925, 쪽 표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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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상징하는 신체를 담은 靈臺가 10월 13일 오후 5시에 鎭座祭 이틀 앞
서 경성에 도착했을 때에도 사이토와 함께 궁사가 경성역에서 이를 맞이하

다. 이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경성역에 전기 일루미네이션 장식이 
사용되었다. 당일 3시부터 이 행사를 위해 의친왕 李堈(1877-1955)이 조선
왕실대표로 나오고, 관･사립학교 대표, 재향군인단 대표, 소방조 대표, 종교
단들과 부인회 회원들 등 일본인과 조선인이 경성역으로 나와서 대를 환

하 다.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의 대가 도착하자 儀仗兵團은 축포를 
올렸다. 대는 다음 날까지 총독부에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37) 이처럼 
1925년 10월에 완공된 붉은 벽돌의 경성역 신 건물이 경성의 정신적 중심지
로 계획된 조선신궁 개업과 더불어 개장되었다. 경성의 새로운 정치적 중앙
인 朝鮮總督府廳舍는 그 1년 후인 1926년 10월 1일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1912년부터 계획되어 온 경성의 도시 근대화 프로젝트의 하나가 완성되었
다.38)

이처럼 10월 10일 오오토리이 준공식이 진행되었으며, 11일에는 조선신궁
에서 첫 의례인 淸祓神殿祭가 거행되었다. 13일에는 일본 본토에서 신체를 
모시는 대가 경성역에 도착하 다. 1925년 10월 15일에 조선신궁 진좌제
가 거행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조선신궁 운동장이 개방되어 17일부터 18
일까지 조선신궁의 첫 대제가 진행되었다. 경성신사의 대제도 17, 18일에 합
쳐져 진행되었으므로, 1925년 10월의 일주일 동안 남산과 그 산기슭은 최고
의 구경거리가 되었다.39) 경성일보에도 1925년 10월 15일 주말만큼 남산
이 더 커다란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40) 이것은 조선신궁의 완성을 

37) 橫田康, 위의 책, 46-47쪽; 『京城日報』 1925.10.14.-15. 이때 조선왕실은 男爵 李恒九를 
대리로 보내 환 하도록 하 다. 『純宗實錄』, 부록, 16卷, 1925年 10月 13日(陽曆), 3冊, 
633쪽. 조선왕실은 경성신사와 더불어 조선신궁에도 후원금을 보냈다. 李恒九는 15일의 
진좌제와 17일의 例祭의 경우에도 왕실대리로 파견되었으며, 이때 조선왕실은 鏡餠도 보
냈다. 『純宗實錄』, 부록, 16卷, 1925年 10月 15日(陽曆), 13冊, 633쪽; 16卷, 1925年 10
月 17日(陽曆), 3冊, 633쪽. 이후의 조선신궁 연중의례, 경성신사의 연중의례를 위해서도 
폐백료를 보냈다. 『純宗實錄』, 부록, 9卷, 1918年 8月 25日(陽曆), 3冊, 603쪽; 부록 4卷, 
1913年 10月 17日(陽曆), 3冊, 577쪽; 부록 5卷, 1914年 10月 17日(陽曆), 3冊, 583쪽; 
부록,  1916年 10月 1日(陽曆), 3冊, 595쪽 등. 

38)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313쪽; 『朝鮮新聞』 1912.5.24.;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51쪽.

39)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202쪽; 『朝鮮公論』 1925년 11월호, 60-65쪽.
40) 『京城日報』 19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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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본의 남산 轉用・專有가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 다는 것을 의미하
다.

10월 15일 진좌제 당일에는 아침 9시부터 경내가 개장되었고 맑은 날씨 
아래 10시 10분부터 儀仗兵의 노래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은 대체로 3,500명가량으로 추정되며 대례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사이토 
총독은 부인과 함께 참석하 다. 다카마쓰 궁사 이하 5명의 조선신궁의 전임 
신직들이 祭員으로 참석하 다. 조선왕실 대표로 이강이 참석하 으며 그와 
함께 각국 사들, 각 도의 도지사, 총독부 고급관리들과 재조 일본군인 그
리고 은행가와 실업가들이 참석하 다. 일본에서부터 참석하기 위해 온 사람
도 있었다. 그 중에 조선신궁 제신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신도 연구자 
小笠原省三[오가사와라 쇼죠]도 있었다. 그는 조선신궁이 조선적 특징을 전
혀 가지지 못한 장소라고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그의 주장들이 끝내 관철되
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진좌제 기록에서 행사와 의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실망감을 표했을 뿐이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실망감에 
비롯된 ‘쓸쓸함’의 정서와 압도적인 수의 경찰이 참석해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 다는 사실만이 주로 나타난다.41)

그가 조선신궁을 보고 실망한 것은 신도에 대한 그의 관념 때문이었다. 그
는 “신사에서 종교성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국가신
도의 非宗敎論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인물이었다.42) 일제 당국은 조선신
궁이 세속적 시설이라고 계속 주장했으나 오가사와라는 조선신궁에서 종교
가 약화된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 다. 조선신궁이 이세신궁과 동일한 건축양
식을 채택했으나 조선과 그 땅을 대표하는 다른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 다. 
그는 총독부가 3・1운동 이후 소위 문화정치와 함께 내세운 內鮮融和의 주
장에 조선신궁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선신궁은 일본을 대표할 뿐이
고 일제 당국이 내세워 온 조선의 대표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43)

또한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의 연중의례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조선신궁에
서 의례의 종교성이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총독부의 의도는 신

41)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33, 72쪽.
42) 小笠原省三, 『朝鮮神宮を拜して內鮮両民族の將來に及ぶ』, 顕彰日本社, 1926. 15쪽.
43) 小笠原省三, 위의 책,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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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을 창립함으로써 신사의 ‘ 원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一團이 된 대중이 
祭儀에 參列’하여, 앞으로 拝殿뿐 아니라 더 널리 의례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의도 다.44) 즉 일제 당국은 신도가 가진 종교성보다는, 일본의 의례를 조선 
땅에서 보급하는 것과 조선인을 일본의 신사참배 관습에 참여시키는 것을 
더 중시하 다.   

진좌제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은 당시 참석한 이와모토 요시후미(岩本善
文)와 요코타 야스(橫田康)가 남겼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경성부 인구 30
만 명’뿐만 아니라 ‘조선 13도를 대표할’ 조선신궁의 진좌제 참석자는 약 
3,500명이었다. 그들과 함께 조선인 소년 20,000여 명이 기수로 동원되어 
일장기를 들고 행렬하 다. 조선인과 일본인 일반 참관객은 먼 곳에서만 의
례를 볼 수 있었다. 시간 순에 따른 기록에 의하면 9시 10분에 이미 집회시
작 시간이었는데, 참여자들은 데미즈야에서 자기를 정화한 다음 배전 앞으로 
와서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배경 음악으로 나팔대가 ‘國の鎭め’라는 곡을 
연주하 다.45) 10시 10분부터 靈遷의 祭文이 낭독되어 기립예가 진행된 후, 
신직들이 노리토를 시작하면서 神靈에게 올리는 음식물인 神饌을 봉헌하
다. 행사의 말미에 다시 기립예가 있고 신직들이 물러나면 사이토 총독, 이
완용 등 주빈의 참배에 이어서 궁사와 기타 신직의 참배가 행해진 후, 음악 
연주와 함께 배전의 문이 닫히고 제사가 끝났다. 참배에는 다마구시를 바치
는 의례 행동이 포함되었다. 그 날, 3,500여 명 참여자가 12시까지 참배를 
마치고 남산을 내려갔다고 한다. 당일 남산 산기슭 장충단 쪽, 남대문 쪽 곳
곳에 人力車와 자동차가 많아 경성의 교통은 매우 혼잡하 다. 참여자들이 
‘神域’에 진입하기 위한 절차인 정화를 데미즈야에서 마치는 것도 간단한 일
이 아니었다.46) 조선신궁의 공간이 상당히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 명
의 참여자가 동시에 모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이와모토와 요코타는 
당일 남산의 ‘엄숙’함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조선신궁 관련 보도는 늘 신궁

44) 小山文雄, 앞의 책, 149, 154-155쪽.
45) 이 곡은 일제의 군대와 현재 자위대에서도 팡파르로 사용되었던 유명한 군악이다.
46) 岩本善文(編), 앞의 책, 6-7쪽; 橫田康, 앞의 책, 48-49쪽.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신궁의 여러 참도를 연결하는 버스도 운행되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
소, 앞의 책, 27쪽. 이를 통해 석단을 올라가기 힘든 노약자가 신사참배 가기 쉬워졌을 뿐
만 아니라, 조선신궁과 경성신사 양쪽을 참배하기도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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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숭고함과 ‘엄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한편, 확실한 참배자 수
는 정확히 알 수 없다. 3,500명이라는 숫자는 신궁 관련자가 편집한 자료에
만 보이므로 다소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경찰의 존재에 대한 오가사와
라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신궁 측 자료에서 이에 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신궁의 건립 반대나 관련 사건 발생에 대한 우
려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알려졌다.

<그림3-3>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신궁의 진좌제의 의례에는 
학생들의 일장기 행렬도 있었다. 『경성일보』에는 요코타가 언급한 인원수보
다 많은 25,000여 명 학생이 참가했으며, ‘조선반도 전체가 그날을 축하’했
다고 보도되었다.47)

<그림3-2> 鎭座祭 의례 행렬, 아래 사이토 부부 입장 

출전: 岩本善文 (編), 『朝鮮神宮御鎭座祭記念寫眞帖』, 1925, 쪽 표시 없음.

47) 『京城日報』 1925.10.15., 1915.10.16.;  『每日申報』 19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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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일장기 행렬의 모습

출전: 岩本善文 (編), 『朝鮮神宮御鎭座祭記念寫眞帖』, 1925, 쪽 표시 없음.

행사 중에 사이토는 「國民道德의 大本」이란 제목의 제문을 낭독하여 조선
신궁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어서 자기 의견을 말하 다. 그리고 일본 내각에 
감사를 표하며, 조선신궁을 숭경하는 것은 ‘報本反始 精神의 표현’이라고 하

다. 참배를 통해 국가, 즉 일본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다. 또한 사이토는 신사참배를 통해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 제신으로 대
표되는 일본의 선조와 공로자에 대한 至誠이 의례화된다고 확신하 다. 그는 
이 제신 결정이 ‘조선에서 제국신민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
고, ‘신궁에 대한 민중의 두터운 숭경심’을 기대하 다.48) 이러한 연설을 볼 
때 조선신궁은 총독부가 당시에 주장한 내선융화 및 內地延長主義와 합치됨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선융화는, 오가사와라가 기대한 바와 같이 조선의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조선인을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선인을 일본의 
관습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 다.49) 이처럼 국민도덕이라는 기치 
하에 報本反始 정신의 실현을 위해 조선신궁이 필수적인 시설로 조선인에게 

48) 『京城日報』 1925.10.15.; 제문은 橫田康, 앞의 책, 14-16쪽에 수록되었다.
49) 나가바야시, 앞의 논문,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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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었지만, 그 내용상 일본의 조상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단체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배경이 되었다. 기독교 신자에게 조상숭배는 우상숭배
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50)

한편, 15일 진좌제의 의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되었다. 의례 순서와 
내용은 <표3-3>과 같았다.

<표3-3> 朝鮮神宮 鎭座祭 의례 순서

출전: 국성하, 「일제 강점기 동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선신궁의 건립과 운 」, 『한
국교육사학』, 26-1, 2004, 41쪽;　『京城日報』 1925.10.15.을 바탕으로 필자가 보완
하 음.

그 다음날인 16일에 사이토가 조선신궁 운동회를 개최하 다. 이후 신궁의 
例祭와 같이 매년 큰 규모로 조선신궁 운동회가 개최되어 조선신궁의 존재
를 운동선수 및 관중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 다.51)

50) 일본 본토에서도 기독교 신자의 참배 반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組合敎會는 1910
년 이후부터 국가신도를 받아들 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협력하여 조선인의 ‘교화’를 위한 
선교도 하 다. 早稻常吉,　『朝鮮敎化の急務』, 警醒社書店, 1913, 82-84, 88-89쪽; 朝鮮
總督府, 『朝鮮の開發と精神的敎化の必要』, 1924, 2-9쪽. 조선인 기독교도의 신궁 참배에 
대한 대웅은 제6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51) 『京城日報』 1925.10.16.; 『每日申報』 1925.10.17.

1) 오전 9시 참여자 집합. 옷차림은 대례복 또는 모닝코트
2) 手水舎에서 세정 의식을 한 후, 修祓의 식을 통해 몸을 淨化함
3) 참여자는 拜殿 앞의 자리에 앉고, 참여자가 拜殿에 착석함
4) 勅使는 神職의 인도 아래 幣物을 둠
5) 勅使는 몸의 부정을 씻고, 拜殿 자리로 돌아감
6) 靈臺, 즉 神體가 있는 궤를 本殿 앞에 놓음
7) 幣物이 들어 있는 궤를 중문 안으로 가지고 감
8) 勅使는 신의 물건이 있는 궤를 열고, 물건을 안치함
9) 勅使는 나아가 신을 맞이하고 제문을 아룀 
10) 宮司는 제문을 신 앞에 드리고, 勅使는 자리로 돌아옴
11) 神饌과 祝詞를 드림
12) 勅使는 幣物을 궤에서 꺼내 중문 안에 있는 상에 놓음
13) 宮司는 幣物을 드리고, 勅使는 祭文을 드림
14) 宮司는 祭文을 신 앞에 드리고, 勅使는 명을 받아 퇴장
15) 왕족, 궁족이 玉串를 드리고 배례함
16) 이하 참여자들이 玉串를 드리고 배례함
17) 神饌을 물리고 문을 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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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부터 예제가 시작되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엄숙’한 분
위기 아래 의례가 9시부터 다카마쓰 궁사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는 
사이토 총독 이하 총독부 고급관료 및 이강 등 일본인과 조선인이 참석하
다. 참여자의 복장으로는 대례복이 정해졌다. 의례와 더불어 신에게 바치는 
음악과 춤, 이른바 神樂[카구라]를 연주하는 행사가 있었다. 카구라 연주 동
안 신에게 신찬이 진상되었다. 대제는 11시에 마무리되어 소요 시간이 1시
간에 불과하 다. 같은 시간에 경성신사에서는 그 해의 秋祭[아키마쓰리] 행
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52) 그래서 그날은 남산의 양쪽 신사를 참배하기
에 용이한 날이었다.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 만큼 남산의 축제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한 신
문은 없었다. 15일에 경성역의 전기 일루미네이션 장식 사진이 『경성일보』
를 통하여 공개되었으며, 15일의 진좌제, 17일의 예제 안내도 보도되었다. 
그리고 사이토의 연설을 보도하면서 조선신궁의 신도 의례가 ‘국민적 도덕’
에 기반 한 것이라고 강조하 다. 이를테면 신도식 조상 숭배가 일본의 ‘최
고 도덕’으로 묘사되고, 이를 갖추어야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
이 敬神崇拜를 통해 報本反始의 도덕적 생활에 이를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보도하 다. 이처럼 조선신궁은 일제 당국의 의도에 따라 ‘ 원한’ 일본과 
조선의 깊은 관계를 대표하는 장소로 선전되었다.

조선신궁에 대해 보도하는 신문들 중, 『東亞日報』는 조선신궁과 진좌제와 
관련된 기사를 거의 게재하지 않았지만, 조선신궁에 대한 광고는 허락하
다.53) <그림3-4>와 <그림3-5>에서 일본의 상인들과 회사들이 광고를 실어 
축하를 표하면서 특별 행사 등으로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신궁 진좌제에 참석하려고 지방
에서 상경하는 조선인이 많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52) 橫田康, 앞의 책, 50쪽.
53) 『東亞日報』 1925.10.12., 1925.10.15., 19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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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광고 1

출전: 『東亞日報』 1925.10.12.

<그림3-5> 광고 2

출전: 『東亞日報』 1925.10.16.

이상과 같이 조선신궁의 건립과 진좌제, 예제를 통해 남산은 일제의 신사 
제도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국가신도를 반 하는 공간이 되었으
며,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은 남산에서 하나의 신사 시스템이 되었다. 경성신
사와 조선신궁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거나 같은 시기에 같은 행사를 진행함
으로써 신사의 존재와 신도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렸다. 이후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의 공존-경쟁 관계를 통해 경성신사가 경성을 보살피는 시설로서, 
조선신궁은 본국의 메이지신궁과 이세신궁의 기능을 식민지에서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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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체를 대표하는 시설로서 역할을 분담하 다. 경성신사는 1936년 國
弊小社로 사격을 인정받을 때까지 운 을 개선하면서 늘 일제 당국의 인정
을 얻도록 노력해 갔다.54) 1925년 10월 이 시점부터 남산은 더 이상 일본 
거류민의 의례 장소가 아니라 조선 전체를 일본의 의례 시스템에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어갔다.

   2. 南山大神宮의 변화

      1) 南山大神宮에서 京城神社로

조선신궁은 남산대신궁과 그 후신인 경성신사보다 규모가 크고, 아마테라
스와 함께 메이지 천황을 조선에서 처음으로 신으로 모신 장소 다. 특히 조
선신궁은 본격적인 神宮으로서 일반 神社보다 권위가 더 컸고, 한반도 전역
에 있는 신사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남산대신궁은 처음
부터 아마테라스를 제신하 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일본 본토의 이세신궁
과 같은 입장, 즉 천황가를 숭경하는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 아마테라스를 
제신하는 점에서도 조선신궁과 경성신사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신궁은 기존에 있던 남산대신궁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본 절에
서는 남산대신궁이 신궁의 명칭을 잃고 경성신사로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보
고, 초기에 신사로 건립될 계획되었던 조선신궁이 신궁으로 명칭이 바뀌어 
조선에 도착한 후 경성신사에 어떠한 자극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912년부터 1925년까지 남산대신궁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자기의 역할
과 존재 명분을 찾아야 했고 결국 경성신사로 재탄생된다. 남산대신궁은 조
선신궁이 제공하지 않았던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경성신사로서 조선신궁과 
함께 남산의 신사 풍경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하게 된다. 두 시설의 본격적인 
공존과 경쟁의 딜레마는 1925년 조선신궁에서 진좌제가 치러진 후에야 시작

54) 경성부를 대표하는 신사로 일본 본토의 ‘부사’인정도 받도록 하 다. 조선에서 ‘부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경성신사는 본국의 결정을 요청하고 기
다릴 수밖에 없었다. 『京城日報』 1926.3.20., 1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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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 때까지 경성신사는 정체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우지코 조직을 
만들고 의례행사를 개선하거나 시설들을 확충하 으며 경내도 확대하 다. 
이러한 조직적・공간적 확대는 1925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경성신사는 결
혼식 등의 가정의례를 비롯하여 무엇보다 경성의 부민 공동체에 기반을 두
고자 하 다. 그리고 조선신궁처럼 숭고한 분위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일본
의 미적 인식을 통해 신사의 매력을 만들었으며 ‘엄숙’하지 않지만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행사를 진행하 다. 이와 같이 조선신궁이 관여하지 않는 틈새
를 이용하여 경성신사 나름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생존의 길을 마련하 다. 
이와 같은 처세는 일제 신도 정책에 결코 위반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일제로부터 1936년을 기점으로 國幣小社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
다.

또한 조선신궁은 일제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한 시설로서 조선
인 교화 장치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완공되자마자 조선인의 참배가 학생에게 
강요되었다. 이에 비해 경성신사의 참배는 강요되지 않았으나, 조선인을 포
함한 모든 경성부민은 경성신사의 운 비를 위해 기부금을 내야 하 다.55) 
기부금 강요는 조선인이 경성신사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일제가 제창한 국가신도의 대표적 시설인 조선신궁의 권위주의적 분위기에 
비해 경성신사는 종교적 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경성신사가 이러한 정
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韓國倂合以來內鮮...중략...朝鮮人을 除外’하는 것은 
‘內鮮同化의 趣旨에 背馳’되기 때문이었다.56) 앞으로 일본제국의 신민인 조
선인을 어떻게 하면 일본인처럼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
사를 통한 교육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오가는 가운데, 우선 거류민들에 의해
서 경성신사의 확대가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1913년 총독부의 지원금을 받
아 건물의 개수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회로 遷座地鎭祭 등의 의례도 
진행되었다.57)

1914년 3월 경성신사(개칭 전의 남산대신궁)를 후원한 거류민단체가 경성

55) 학무국, 「생도 아동의 신사참배에 관한 건」, 1925.9.22., 김승태 (編), 『신사참배문제 자
료집』, 2, 산돌손양원기념사업회, 2014, 368쪽에 수록된 번역을 인용. 강제 기부금에 대해
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56) 京城府, 『京城府史』, 3, 179쪽.
57) 京城府, 『京城府史』, 2, 907-9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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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설치와 함께 해체되었다. 이와 동시에 경성신사가 법인화되었고, 경성
부가 신사의 경 을 맡았다.58) 1915년 8월에 발표된 「신사사원규칙」을 통해 
거류민이 설치한 모든 신사들이 총독부의 관리 하에 들어가면서,59) 신직이나 
운 , 행정 등 신사에 대한 총독부의 권한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
어 남산대신궁의 명칭이 경성신사로 바뀌었다. 경성신사는 개칭으로 인해 大
神宮이라는 명칭을 잃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아마테라스와 이세신궁의 전통
에 속해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 위해 기존의 대제를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계속해서 이세신궁 대제와 동일한 기간에 진행하 다.60)

경성신사의 이러한 발전은 총독부의 「신사사원규칙」 선포와 관련이 있었
다. 경성신사에게 이 규칙은 오로지 통제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에 더하여 조선신궁 설립 계획과 「신사사원규칙」의 선포로 
인해 경성신사는 더욱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은 경성부의 시민에게 있었다. 신사는 점점 늘어나는 일본인 이민자와 함
께 조선인도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 다. 당시 일본인 이민자들도 같
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민은 증가했으나 이민자들의 신앙・
종교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서 소수의 신사만 있었기 때문에 신
사의 수적 확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더 많은 신자를 수용하기 위해 경성신사
는 경내 확장을 결정하 다. 이를 통해 경성신사는 조선신궁 지지자 측에 대
해 종교 시설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즉 경성신사는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본국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는 장소이자 새로운 신민인 조선인
들을 받아들여 식민지 세대를 위한 ‘애국’교육을 담당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자 하 다.61)

「신사사원규칙」에 의해 경성신사는 거류민의 지원으로 운 되는 것이 아니

58) 京城府, 『京城府史』, 3, 178-179쪽; 大村友之丞, 『京城回顧錄』, 朝鮮硏究會, 1913, 
271-273쪽.

59) 『朝鮮總督府官報』 916호, 1915.8.20.
60)　경성신사로의 개칭은 「신사사원규칙」의 향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1913년 남산대

신궁이 새로운 본전을 세웠을 때 이미 경성신사란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
다. 京城府, 『京城府史』, 2, 500, 907-908쪽; 『京城日報』 1916.7.11.; 『朝鮮新聞』 
1915.6.9.;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103-105쪽.

61) 大村友之丞, 『京城回顧錄』, 朝鮮硏究會, 1913, 41-43쪽; 『京城日報』 19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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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독부에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성신사의 운 은 이후 
새롭게 생길 신자 단체인 우지코에 의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62) 경성신사는 
1936년까지 일본 본토의 신사제도에 따른 사격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위상과 
역할을 모색해야 하 다. 그러나 총독부의 통제를 받더라도 일제의 신사사격
제도에 속한 官幣大社 조선신궁보다 훨씬 자유롭게 운 될 수 있었다. 제4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격에 대한 결정 권한은 마지막까지 일본 내
각에 있었다. 그에 따라 일제의 신도제도는 본국과 식민지에서 커다란 차이
점을 가졌다. 또한, 신사사격제도 아래 無格社로 존재한 경성신사는 조선에
서 1915년의 「신사사원규칙」에 의해 신사로 인정된 장소 으므로 일단 총독
부의 승인과 보호를 받은 시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격사 기 때문에 
國幣少社가 된 1936년까지 불안정하 다. 경성신사는 우지코의 후원단체에 
힘입어 신사로서 경성부를 대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경성신사는 본격적
인 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총독을 비롯하여 조선 정치에 앞장 선 인물
들까지 경성신사를 찾았다.63) 1925년부터 조선신궁이 官弊大社로 문을 연 
후 경성신사의 의례는 조선신궁과 중복되었으나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경
성신사는 원래 남산대신궁으로서 거류민을 위한 장소 지만 경성부가 행정
적 목적으로 개칭을 한 뒤 경성부를 대표하는 신사이자 경성부민을 위한 장
소가 되었다. 경성신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염병 방지 등 개인의 기
복을 위한 장소의 역할도 수행하 다.64)

신사 간 위계상으로는 분명히 조선신궁이 경성신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
었다. 이 사실은 남산의 공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상으로 ‘위’ 자리
에 있는 官弊大社 조선신궁은 무격사 경성신사보다 공간상에서도 남산의 더 
높은 위치에 건립되었다. 조선신궁이 같은 남산 지역의 경성신사 부근에서 
건립되기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근접성이 이후에 경성신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분명해졌다. 계획 단계부터 조선신궁이 官弊大社 던 것과는 달리 
경성신사는 일제의 신사사격제도 하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1925-1926년 동

62) 京城府, 『京城府史』, 3, 179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36쪽.
63) 市秋弘, 「경성신사奉仕事務摘要」 (1943), 小笠原省三, 『海外神社史』 (上巻) 1953에 수록, 

451-456쪽; 『每日申報』 1915.1.5., 1915.9.2., 1918.10.19. 총독의 참배를 증언하는 기사.
64) 남산대신궁의 전통이 경성신사의 자기이해에 있어 중요했음은 1918년 11월 23일 열린 

경성신사 진좌 20주년 기념제를 통해 알 수 있다.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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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도적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하 고 마침내 약 10년 후인 
1936년이 되어서야 國幣小社로 인정받았다.65) 그 기간 동안 경성신사는 조
선신궁을 의식하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꾀하 다. 우지코 조직에서 조선인을 
포섭하고 나아가 경내 확장을 도모한 것은 조선신궁의 공간적 침략을 미연
에 방지하고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결정이었으며, 동시에 경성신사의 후원자
를 확보하려는 의도 다. 또한 아키마쓰리 등의 의례와 신사 행사를 통해 조
선인을 포함한 경성부민을 포섭하려고 노력하 다.66)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
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신궁이 남산에서 세워진 이유는 경성신사로 인해 
이미 확보된 인프라, 경성역이나 시내로의 근접성 및 남산의 공간적인 규모 
때문이었다. 조선신궁 건립 이후에 이 두 신사가 하나의 길로 연결되었으므
로 신사 한 곳을 가는 사람은 다른 신사를 방문하기가 수월해졌다.67) 그러나 
이와 같은 남산의 개발이 참배객에만 편리해진 것이 아니었다. 남산의 자연
을 찾아오는 방문자도 이제 신사로 가는 길로 다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조선신궁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곳은 모든 관광객에게 
필수적인 명소가 되었는데, 한정된 남산의 공간에서 경성신사가 근접해 있다
는 사실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자연히 그쪽으로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
다.68) 경성 주민들은 조선신궁 참배 의무가 있었으므로 조선신궁을 방문할 
때에 경성신사도 방문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2) 京城神社의 운영과 氏子조직

조선신궁 완공되기 전 경성신사는 적어도 2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남산대신궁 시기에는 일본인 거류민이 신사의 운 비를 마련하 지만, 경성

65)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4장 제3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95, 427, 572쪽.

66)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74-375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88쪽.

67) 『京城日報』 1925.9.25.
68)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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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설치와 거류민단 해체 과정에서 경성신사는 1915년의 「신사사원규칙」에 
따라 후원단체인 우지코를 세웠다. 우지코를 통해 운 비를 조달받고, 경성
부의 인정을 받은 신사로서 지원금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69)

국가신도 하에서 일본의 신사는 일반적으로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주민을 
신자 후원단체인 우지코로 편입하 다. 경성신사는 경성 전역을 崇敬區域으
로 정하고, 경성부의 모든 주민을 우지코로 편성하 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개인적인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지코로 편입되었다. 이 점은 
경성신사가 가진 식민지적 특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官弊大社로 완전히 
국가의 행정 아래 있었던 조선신궁은 조선에서 일제를 전면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의 제사 장소 기 때문에 법적·논리적으로 우지코 조직이 있을 수는 없
었지만, 경성신사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70) 그러나 조선인은 경성신사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야 했으며 조선신궁 참배를 강요받고 갈 때 마다 헌
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은 조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었다. 경성신사의 경우 조선인이 우지코 대표로 선정되어 경성신사와 
그 행사의 운 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받았으므로, 경성신사는 우지코 조직을 
통해 큰 강제성 없이 조선인을 포섭할 수 있었다.

대중을 신사참배하게 만드는 과제는 일제가 제창한 국가신도에서 필수적이
었다. 지방 단위에 사는 사람들도 신사참배를 통해 천황 이데올로기에 사회
적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 경성신사는 경성을 대표하는 역할과 제국적인 사
명을 우지코 조직을 만들면서 받아들 다. 하지만 사실 우지코 단체의 출범
은 「신사사원규칙」이 발표되기에 앞서 이미 결정된 상태 다.71) 거류민단의 
기록에는 우지코가 식민지배자로서의 일본인의 사명과 관련된 맥락에서 언
급되고 있다. 한국 병합 이후 남산대신궁의 배경에 있던 거류민단체는 신사
의 행사에 조선인을 제외시키는 것이 ‘日鮮同化’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69) 京城府, 앞의 책, 179-180쪽.
70) 우지코의 정의와 규칙에 관해서는 神祇學會, 앞의 책, 445, 449-452쪽과 小田包義, 『神

祇制度大要』, 1936, 218-221쪽을 참조.
71) 『每日申報』 1915.6.12.을 시작으로 해서 10월까지 우지코의 규약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1915.6.23.-30., 1915.10.16. 역시 총독부의 규칙 발표에 대해 미리 알고 대
책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15년 6월 12일자 기사를 참조하면 일단 우지코가 무엇인가를 
조선인에게 설명하는 문단이 있기 때문에 당시까지 조선에서 국가신도의 장치와 일본 사
회에서 당연한 우지코가 조선에서 그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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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었다.

忠君愛國의 精神을...중략...敬神의 美風을養成할 것이 가장 優良하고 効
果적이다...중략...毎年의 恒例 大祭는 勿論이고, 祭典、儀式의　執行은 內地
人뿐만 아니라, 鮮人多数의 参列者도 있고 이처럼 鮮人側에 있어서도 敬神
의 念...중략...이 왔(다).72) 

즉 「신사사원규칙」 반포 전에도 경성신사의 궁사는 일본제국의 구성원이 
된 조선인을 동포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國人으로써 國祖를 제사하는 것이 
國民의 義務’라는 확신 속에서 앞으로 생겨날 우지코 조직과 그 법적 기반
인 氏子規約에 있어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었다.73)

우지코 중의 대표자를 總代로 선정하는 규약 제정 및 우지코의 조직화를 
위한 준비가 1915년 6월부터 시작되어 1916년 가을까지 진행되었다.74) 
1915년 6월 25일 경성부인회 등 사회단체에 소속된 20명의 일본인 우지코 
조직 대표자와 8명의 조선인 우지코 대표자가 우지코 조직을 세우기로 결정
하 다.75) 1916년 7월 10일부터 京城神社規定과 京城神社氏子規約이 발효
되었다. 경성신사 우지코 규약에는 경성부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우지코
가 되어 경성신사의 유지와 보존을 책임지도록 명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
성신사의 예제는 매년 10월 17일과 18일로 지정되었으며, 우지코 대표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도 정해졌다. 신직과 관련된 조항도 포
함 되었다. 그 외 대부분의 조항은 우지코 조직의 행정에 관련된 내용이었
다. 우지코 총대 20명 중 적어도 1명은 조선인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소수인원이라도 제도상 조선인의 포섭이 필수적으로 정해진 것을 의미
하 다. 또한 경성신사 우지코 규약에는 「신사사원규칙」에 따라 생겨났다고 
명기되어 있고, 의례와 관련하여 자세히 규정되었다. 경성신사는 앞으로 연
중의례를 대제, 중제, 소제의 규모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 고 임시적 의례
행사를 진행할 권위도 있었다. 이처럼 경성신사 규정과 경성신사 우지코 규

72) 阿部辰之助, 『大陸之京城』, 景仁文化社, 1918, 197쪽.
73) 위의 책, 202쪽.
74) 『每日申報』 1915.6.12., 1915.6.23.-30, 1915.19.17, 1916.1.3., 1916.9.15.-17, 27.
75) 『每日申報』 19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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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통해 경성신사의 모든 운 과 의례 등이 규정되었다.76)

따라서 「신사사원규칙」에 의해 궁사와 기타 신직들, 京城府協議會와 學校
組合會議 등 경성의 유력자 단체들이 경성신사의 우지코 조직에 가입하여 
조직의 내부 구성에 대해 결의하고 선거하 다. 우지코 조직은 피라미드형 
조직편제 다. 洞과 町의 차원에서 선출된 각 대표자(이른바 洞・町內氏子總
代)들이 우지코 總代로서 우지코를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주최한 회
의에는 경성신사의 신직들도 같이 참석하 으며, 대화를 통해 경성신사의 운

과 제사 방식 등이 의논되고 결정되었다.77)

이러한 조직화는 경성신사의 崇敬區域이 경성부의 경계와 일치하기 때문
에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지코의 인원수는 경성 주민 전체를 포함했
기 때문에 조직화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곤란을 겪었을
지라도 재정적으로는 경성신사에 큰 이익이 되었다. 阿部辰之助[아베 신노스
케]가 『大陸之京城』에서 말한 것처럼, 확신한 국가신도 이념 아래 우지코에
는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심지어 신자이든 아니든 모두 속하 다. 우지코 
조직은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할 신사 후원금을 확보하는 역할도 맡았는데, 
「신사사원규칙」으로 인해 경성신사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는 매우 필수적인 자금 획득 통로 다.78) 경성부 내 신사를 이용하
지 않는 조선인들에게도 지원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되었는데, 이 지원금은 국
민으로서의 의무로 강제되어 피하기 어려웠다.79)

경성신사의 우지코 조직화 틀은 일본 본토에서 1873년부터 진행된 우지코 
등록제(이른바 우지코 시라베, 氏子調べ)와 동일하 다. 이 틀에 따라 崇敬
區域 내 모든 출생자는 신사에 통보되어야 하 다. 이는 에도시대 동안 사찰
이 맡았던 기능을 신사가 이어받은 것이었다. 이 규칙은 1889년 헌법 반포 

76) 『每日申報』 1916.7.12.; 京城府, 앞의 책, 181-186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03-104쪽.

77) 『朝鮮總督府官報』 916호, 1915.8.20.; 阿部辰之助, 『大陸之京城』, 景仁文化社, 1918, 
205-209쪽; 『朝鮮新聞』 1915.6.9.; 京城府, 『京城府史』 3, 180쪽; 『每日申報』 
1915.10.16.

78) 京城府, 『京城府史』 3, 181쪽.
79) 『每日申報』 1915.6.24.;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Focuing on Chosen Jingu Project”, 56-57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9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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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행정상 적법했고, 국민으로서 모든 사람은 한 신사의 우지코로 등
록되어야 하 다.80) 조선에서는 동일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경성에 
사는 일본인에게 신사를 위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일본
인들은 지원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조선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

다. 『京城府史』에 따르면 경성신사는 ‘費用을 強徴’하기로 했지만, 이후 
‘氏子組織이...중략...友愛團體’이기 때문에 일단 낼 생각이 없는 조선인에게 
어느 정도 아량을 베亮었다. 우지코가 되는 것은 ‘個人의 自由意志’이므로 
‘절대로 強要하지 않는다’고 하 다. 이 기록은 경성의 모든 조선인에게 강
제로 지원금을 거두었지만, 조선인의 반감으로 인해 지원금 강제를 할 수 없
었던 시기도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지만 결국 ‘朝鮮人有力者’가 돈을 
내면서 점차 모든 조선인이 강제 납부에 익숙해지게 되었다.81) 무엇보다 운

 경비가 신사에게 중요했으므로 경성신사가 조선인에게 강제로 지원금을 
징수하는 길로 나갔다.82)

경성신사에도 전반적으로 3・1운동의 향이 있었다. 金光慥爾[카네미츠 
소지](1883-1970)는 1920년부터 1925년까지 경성신사 궁사로 근무했는데, 
5년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1926년 잡지 『皇國』에 기사를 남겼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 강제적으로 우지코에 편입되었던 조선인들이 1919년 3・1운
동 이후 더 이상 경성신사에 후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성신사는 한동안 재
정 위기에 처하 다. 또한 3・1운동 이후 조선인의 신사 행사 참여도가 현
저히 감소했고, 이러한 경향은 조선신궁 완공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83)

우지코 총대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1915년 「신사사원규칙」을 통해 
총대 중의 1명은 조선인이어야 하도록 정해졌지만, 1916년 9월 17일 『경성
일보』의 총대 회의에 대한 보도를 볼 때 105명의 총대 중 38명이 조선인이

80) “Shrine Parishioner Registration”, “Ujiko”,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81) 京城府, 앞의 책, 180쪽;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Focuing on Chosen Jingu Project”, 36쪽.

82) 『每日申報』　1915.6.25., 1918.10.17.;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72쪽; 『윤치호 일기』, 1919.12.17. 국가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어 원문 온라인판 이용.

83) 『京城日報』 1919.10.11.; 『皇國』, 328호, 1926년 4월;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68쪽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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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84) 우지코 총대로 가장 대표적인 일본인은 대한제국 강점 
이전 남산대신궁을 세우는 과정에서 힘썼던 山口太兵衛[야마구치 타헤
에](1866-1934)이었다. 조선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남산의 여러 시설을 
자주 찾아갔고 나중에 남산에 세워질 若草觀音堂 봉찬회에도 참여했던 총독
부 관료 韓相龍(1880-1947)이었다.85) 경성신사의 우지코 총대 중에 조선인 
총대 대표도 있었지만, 그들의 개인적 행동과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다. 다만 38명이라는 숫자가 암시하듯이, 총독부 정책만으로 이러한 빠른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웠고, 경성신사의 일본인들이 조선인 포섭에 적극적으
로 나섰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18년 조선신궁 건립 조사와 예산 확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성신사의 
우지코 총대는 경성신사의 운 과 관련된 소문에 대응하며 남산 부지를 확
보하여 경내 확장을 위해 노력하 다. 경성신사를 경 한 우지코 조직의 경
성부민들은 남산 공원의 땅을 전부 구매하고 조선신궁이 세워지는 위치까지 
경내를 확장함으로써 조선신궁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 다. 경성부 당국은 산
책하는 사람들 또는 벚꽃이 필 때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경성신사 경내를 어
지럽히거나 신성모독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이 계획에 찬성
하지 않았다.86) 그래서 1918년 12월부터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 다. 3번에 걸친 회의 중 첫 번째 회의에 참가한 10명 중 2명이 조
선인이었다. 그런데 10월 12일의 회의에서는 80명의 참가자 중 33명이 조선
인이었다. 여기서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이 결정되었는데, 일본인과 
조선인이 각각 5명씩이었다. 이 모임이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 조선신궁으로 
인해 경성신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 다. 그에 따라 조선신궁이 맡기 
어려운 비종교적 행사들, 예를 들어 결혼식과 같은 가정의례 등을 맡아 경성
신사의 운 비를 확보하도록 하 다. 게다가 조선신궁의 거대한 규모와 ‘엄
숙’함에 대조되도록 경성신사에는 일본의 미학적 관념의 범위 내에서 조선인

84) 阿部辰之助, 앞의 책, 景仁文化社, 1918, 205-207쪽. 이에는 조선인을 포함하는 우지코 
대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京城日報』 1916.9.17.;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114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05쪽.

85) 『每日申報』 1915.6.26., 1916.7.12.
86) 『每日申報』 1916.4.7., 191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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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섭하기 위해 조선식 풍속까지 도입할 것을 결정하 다.87)

   3. 京城神社의 의례

      1) 연중의례

신사의 연중의례는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대제, 중제, 소제로 분류되어 
있었다. 일본의 신사사격제도를 통해 신사의 사격에 따라 정해진 의례와 함
께 전통적 관습을 통해 전해진 의례도 있다. 대제는 제신이나 천황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큰 규모로 진행된다. 본전의 신비를 열어놓은 채 의례가 이루
어지며, 대제로 진행되는 예제는 며칠에 걸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중제는 
황실과 관련된 의례가 대표적이지만, 조선의 경우에 조선의 지배와 관련된 
행사도 중제로 진행되었다. 소제는 대부분 일본의 전통 관습을 대표하는 의
례인데, 경성신사의 특징으로는 일본 본토 황실 관련 의례행사를 기념하는 
행사로 동시에 진행된 遙拜式들이 있다.88) 경성신사의 자세한 의례 상황은 
<표3-4>와 같다. 

87) 『京城日報』 1917.7.16., 1918.12.8., 1918.12.11.;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78-379, 383-385쪽; Fujitani, 
Takashi,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116-121쪽.

88) 神祇學會, 앞의 책, 11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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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京城神社의 연중의례 일람
大祭 中祭 小祭
例祭(10월 17일) 歲旦祭(1월 1일) 節分祭(2월 4일)
祈年祭(3월 17일) 元始祭(1월 3일) 春季皇靈祭遙拜(당일)
新嘗祭(11월 23일) 紀元節祭(2월 11일)* 神武天皇祭遙拜(4월 3일)

天滿宮祭(4월 25일) 秋季皇靈祭遙拜(당일)
明治天皇祭(7월 30일) 鎭座記念日祭(11월 3일)
日韓倂合記念祭(8월 29일) 月次祭(매월 1일,15일,17일)
天長節祭(8월 31일) 供祭(매일)
大祓(12월 31일)

출전: 京城府, 『京城府史』  제3권, 184-186쪽.
* 1932년 이후부터 시행. 

이렇게 정해진 의례는 ‘내지인의 고유 관습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경성신사에서 의례를 진행함으로써 일본 본국에 대한 결속의식
을 유지하고 신사참배를 통해 일본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점차 조선인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갔다.89)

연중의례의 구성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祭典이 일본 본
토에 있는 신사의 기본 제전 구성과 일치하며 특히 일본 본토를 향해서 절
하는 요배식이 빈번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대제로는 예제(10월 17일), 
祈年祭(3월 17일), 新嘗祭[니이나메사이](11월 23일)이 있었다. 예제는 신사
의 진좌, 즉 건립과 운  자체를 기념하는 기본 행사이다. 기년제는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이며, 신상제는 풍작에 감사하고 햇곡식을 신에게 바치는 의식
이다. 즉 두 의례는 농업과 깊은 관련을 가진 제전이다. 신상제는 일본 도쿄
의 궁중에서 진행된 그것과 연결되는 의례이기는 했으나 단순히 요배식은 
아니었다. 일제의 모든 신사에서 진행되었던 이 의례는 궁성의 신상제와 같
은 날에 하는 것이 아니었고 독립적인 의례행사 다. 궁중에서 진행되는 신
상제는 해마다 천황이 새롭게 수확된 곡물, 특히 쌀을 조상에게 바치고 천황

89) 京城府, 앞의 책, 186-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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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례 중에 그것을 먹는 의식을 행했던 추수감사의 의례 다.90) 경성신사
와 조선신궁의 예전의 날은 이세신궁의 신상제 진행일인 10월 17일과 동일
하 다. 이는 경성신사가 남산대신궁이었던 시절에 이세신궁으로부터 제신된 
아마게라스의 신체를 分神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신궁도 이세신궁
처럼 아마테라스를 제신하여 조선에 있어서 이세신궁 전통의 국가적 대표 
시설이었던 연유로 예제를 이렇게 정해졌다.91) 

중제로 진행된 의례 중에서 연초의 歲旦祭와 元始祭는, 연말의 大祓와 함
께 1년 동안의 신도의례의 始終이 되는 의례 다.92) 天長節祭, 神武天皇祭
遙拜, 明治天皇祭와 紀元節祭는 모두 천황과 천황가의 조상, 천황 지배의 
기원에 관련된 행사 다. 천장제는 재임 중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례

으므로 날짜는 천황의 탄생일에 따라 변동되었다. 천황이 사망하면 그의 
탄생일은 그들의 연호를 붙여 明治天皇祭, 大正天皇祭 등과 같이 계속 기념
되고, 신임 천황의 탄생일을 따라 천장절 날짜가 변경되었다.93) 그런데 남산
에서 이러한 행사가 진행된 것은 천황제가 조선으로 확대되고 천황제 지배
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기능이 작동했음을 뜻하 다. 또 다른 중제로는 조
선이 일제 통치하에 들어온 것을 기념한 日韓倂合記念祭가 있었다. 이 의례
행사는 식민지적 맥락에서 시작된 것으로 일본 본토에는 없었던 행사 다.94)

그 외의 중제로, 경성신사에 속하는 天滿宮[텐만구]의 예제도 있었다. 학문
의 신인 菅原道眞[스가와라 미치자네](天滿[텐만]이나 天神[텐진]이라고도 함)
에게 제사하는 天滿宮祭는 천황제와 직접적 연결은 없었지만, 제2장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헤이안 시대에 스가와라가 천황을 수호하고 충성했던 것을 
기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천황 이데올로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의례에는 궁사와 그 아래의 신직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

90) 神祇學會, 앞의 책, 127-128쪽.
91)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6, 14쪽.
92) 神祇學會, 앞의 책, 134쪽.
93) Hardacre, Helen, Shinto and the State, 1868-1988, 103쪽. 소개한 신도의례의 기원 

등 일본에 있어서의 受容史는 문혜진, 앞의 논문, 82-84, 133-136, 142쪽 참조. 조선왕실
이 메이지 천황제에 대리를 보낸 것을 『純宗實錄』에서 확인된다. “遣本職長官子爵閔丙奭
于南山大神宮 德壽宮亦遣贊侍男爵金春熙 行明治天皇祭요배식時 參列”, 『純宗實錄』, 부
록, 5卷, 1914年 7月 30日(陽曆), 3冊, 581쪽.

94)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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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지코 및 일반인들이 참석하기도 했으며, 조선총독, 조선 왕실, 귀족 등 
엘리트 층은 대리를 보내거나 직접 참석한 예도 있다. 이에 비해 소제는 신
직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외부인이 일부러 참배하러 오는 행사가 아니었다. 
신문 보도에서도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95)

소제는 일본의 풍속이거나 또는 천황제에 관련된 것이었다. 節分祭는 새로
운 봄을 환 하는 의례 다. 春季皇靈祭와 秋季皇靈祭는 천황과 관련된 의
례인 동시에 봄·가을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천황가의 조상에게 계절이 바뀌
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행사 다. 경성신사에서 이러한 황실 관련 의례는 요
배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성신사 뿐만 아니라 조선신궁에서도 요배식이 
많았던 것은 바로 신사들이 식민지 도시 던 경성과 제국중심지인 도쿄, 즉 
식민지와 본국의 시간적·공간적 거리를 초극하는 상징적 기능을 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 신사가 가졌던 식민지적 특수성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 소제 던 供祭는 매월 신에게 간단한 신찬을 제공하는 행사 으
며,96) 鎭座記念日祭는 경성신사가 운  개시한 날을 기념하는 의례 다.

이처럼 일본 본국의 신도의례가 대제, 중제, 소제의 방식으로 조선에서도 
적용되었다. 대부분의 의례가 신을 포함해서 천황 중심주의를 상징하 고 천
황과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 다. 의례 참석과 참배를 위한 시간을 만들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축일과 휴일이 만들어졌다. 1912년에는 1월 
30일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 던 孝明[고메이] 천황(1831-1867)의 기일, 7월
30일 메이지 천황의 기일, 8월31일 天長節, 1월1일부터 1월5일까지 신년의 
예제, 원시제의 날, 春季皇靈祭, 秋季皇靈祭, 그리고11월 23일 신상제의 날
짜들이 축일로 지정되었다.97)

경성신사에서는 연중행사 외에 임시 행사도 진행되었다. 창립 직후 경성신
사에서는 이를 신에게 아뢰는 奉告祭가 진행되었다. 봉고제는 필요에 따라 
열렸는데, 예를 들어 우지코 조직 변경 등의 사안도 봉고제로 진행되었다.98) 

95) 『京城日報』 1918.10.19.
96) 神祇學會, 앞의 책, 139쪽.
97) 『每日申報』 1912.9.7., 1918.11.23.; Hardacre, Helen, Shinto and the State, 

1868-198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101-102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11쪽.

98) 京城府, 앞의 책, 180쪽; 『每日申報』 1915.7.1., 1916.9.30., 19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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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일본이 독일에 선전포고 했을 때 
경성신사에서는 전쟁 발발에 대한 봉고제가 거행된 후 武運長久를 기원하는 
의식도 진행되었다.99) 그리고 李垠과 李方子의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또는 
황실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같은 황실 행사를 위해서도 봉고제가 열렸
다.100)

황실과 관련된 또 다른 임시 의례도 있었다. 메이지 천황의 아내인 昭憲
[쇼켄] 皇太后(1849-1914)가 죽기 전인 1914년 4월 9일 오후 5시에 그녀의 
완쾌를 기원하는 참배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후 그녀를 위한 참배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에 하루 두 번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쇼켄 황태후는 
첫 참배가 행해진 4월 9일에 사망하 다. 경성신사는 국장 당일에 요배식도 
하 다.101) 1915년 11월 10일 大正天皇卽位禮의 경우, 경성 곳곳에 장식이 
설치되고 여러 행사가 거행되었다. 그날 경성신사에서는 10시부터 교토에서 
올렸던 제사와 함께 요배식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행사가 행해졌다는 점을 
볼 때 경성신사는 일본 황실과 천황제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었다는 사실
이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나 한편 조선 왕실은 일제 황실과 같은 혈통이 아
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도 의례에서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순종이 사망한 
당시 아무런 신도 의례도 없었다.102)

그리고 1916년 10월 1일 경성신사에서 일본 통치를 기념하는 始政記念祭
가 거행된 것이 확인된다. 이 경우에도 정무총감 등 총독부 고급 관료가 참
석하 다. 시정기념제에는 경성 곳곳에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총독 자신이 
남산까지 오지는 못하 다. 1917-1919년에도 기념제가 10시부터 경성신사
에서 거행되어, 1시간 동안 중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수불과 다마구시 봉
헌이 의식의 주된 내용을 이루었다.103)

1925년 조선신궁의 완공을 전후한 시기에도 경성신사는 그대로 운 되어 

99) 『每日申報』 1914.8.25.,1914.8.27., 1914.8.31.
100) 『每日申報』 1920.4.24., 1929.10.6.
101) 『每日申報』 1914.4.10.; 京城府, 『京城府史』, 3, 112-113쪽.
102) 『京城日報』 1915.10.11., 1926.4.27.; 山口公一, 앞의 논문, 2006, 50, 97쪽; 문혜진, 

앞의 논문, 85-86쪽.
103) 『京城日報』 1916.10.2., 1917.10.2., 1918.10.2. 이것은 원래 없었던 의례 행사 는데 

일단 임시로 거행되었다가 이후 연중행사가 되어버린 사례로 여겨진다. 조선신궁 완공 이
후 始政記念祭가 조선신궁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 상황을 제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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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의례를 진행하 다. 그런데 조선신궁의 대제가 경성신사의 대제와 같은 
날에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경성신사는 예제를 봄으로 변경하고, 경
성신사가 진좌기념일로 삼은 11월 ３일까지 미루면서 조선신궁과 행사가 겹
치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전략은 조선
신궁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같은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경성신사의 대제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선신궁은 10시부터 
시작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총독부에 제시되었다.104) 그 배경에는, 의례 
시간을 다르게 하면 남산을 찾은 많은 참배객이 각각의 행사가 열리는 두 
신사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선신궁의 대제가 이익을 얻을 수 있
다는 논의가 깔려 있었다. 더욱이 이 두 신사의 의례가 가진 성격 차이도 분
명히 있었다. 조선신궁의 의례가 ‘엄숙’한 가운데 진행된 것에 비해, 경성신
사 쪽에서는 神輿[미코시]의 행렬이 ‘활기’차고 시끄럽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아키마쓰리 행렬은 대제인 예제의 하나 는데, 신문 보도는 아키마쓰리에 비
중을 두었을 뿐 경성신사에서 의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
한 기록이 없다. 그렇지만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의 예제가 같은 날에 오전부
터 남산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거행되었으므로 양쪽 행사를 같이 다루는 신
문 보도도 있었다. 같은 행사이자 같은 날짜로 신문에서 보도되었을 때는 조
선신궁의 예제가 먼저 언급되었다.105)

      2) 攝社 天滿宮의 의례

본장 제1절에서 밝혔듯이 경성신사가 앞으로 조선신궁에 속하게 된다는 
소문들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경성신사는 조선신궁의 섭사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많은 섭사를 세우는 길을 택하 다. 경성신사는 먼저 섭사 천만궁의 
재건축에 나섰다. 1916년 12월까지 천만궁은 두 건물로 재건축되어 사전과 
배전으로 나누어졌다. 재건축은 유력자의 기부금으로 진행되었는데, 조선왕
실도 기부금을 냈다. 1917년 4월 25일 천만궁에서 처음으로 항례 예제가 진

104) 『京城日報』 1925.9.17.
105) 『京城日報』 1925.8.10. 같은 날 진행에 관련해서는 小笠原省三, 『海外神社史』 (上巻), 

440-441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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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이 천만궁 의례는 경성의 확대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106)

1918년 4월 24일자 『每日申報』는 다음날인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천만
궁의 입춘 의례가 京城天滿宮大祭로 거행될 것임을 알렸다. 이와 관련된 신
사참배는 무엇보다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 신사에 원
래 모셔지고 있는 신을 고려해 볼 때, 의미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행사를 위해서 신사뿐 아니라 시내도 부분적으로 장식되었다. 의례는 정화의
식을 시작으로 제물을 바친 후, 신을 경배하기 위한 음악이 연주되고, 노리
토가 낭독되면 참배를 마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듬해 3・1운동이 일어났
음에도 불구하고 신사 제식은 그대로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107)

<그림3-6> 天滿宮에서 참배하는 조선인 학생

출전: 『每日申報』 1927.4.26.

106)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77쪽.

107) 『每日申報』 1918.4.24., 191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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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의 사진은 1927년 천만궁 대제의 참배자 모습이다. 그날 신문
에는 보도가 따로 없고 사진만 실렸다.108) 학생들은 학업 향상을 기원하기 
위해 천만궁으로 참배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사에는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도덕적 의무로 인식하게 하려는 교육적 목적도 내포되어 있는 
한편, 학생들 스스로도 신사참배와 기도를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의식
으로 습관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에서 천만궁이 협소하고 높은 
석축 위에 세워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숭고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일반적인 
건축양식이었으나, 많은 참배객을 수용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신축된 천만궁에 관해 보도하면서 남산 위에 지어진 신사시
설들의 단점을 알리고자 하 다. 1922년 7월 22일 천만궁 근처의 연못가에
서 산책을 하던 행인이 익사한 어린이 시신 두 구를 발견하 다. 남산의 신
사들 경내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 다. 이는 경성신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도의 정화 개념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적 부정(신도 개념으로써 
케가레, 穢れ)을 의미하 다.109)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한 정화 의례를 했다
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천만궁은 경성신사의 섭사이면서 벚꽃으로 유명한 장소 다. 대제가 거행
되기 전날부터 종료 이후까지 계속해서 대제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왔다. 천
만궁 대제는 ‘활기’차게 진행되었다고 묘사되었는데, 이 점은 조선신궁 보도
에 늘 ‘엄숙’함만이 강조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천만궁 예제는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정화가 마무리 된 후 신에게 신찬을 바치면서 노리토가 낭독되고, 
이어서 참석자들의 다마구시가 봉헌되었다. 신전에는 다양한 장식품과 경성
전기주식회사가 설치한 일루미네이션도 있었다.110) 전기 일루미네이션과 같
은 근대 도시적 장식은 일제가 근대국가로 발전한 일본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활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화려한 근대적 장식은 식민지적 맥락에
서 일제의 축제 분위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식민지 피지배층에게조차 

108) 『每日申報』 1927.4.26.
109) 남산 일대의 자살 사건에 대해 자주 보도가 되었다. 『每日申報』 1914.10.23., 

1921.6.27.; 『東亞日報』 1921.8.13., 1922.7.23., 1927.6.2., 1938.11.28.; 『朝鮮日報』 
1937.3.13.; “Kegare”,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110) 『京城日報』 1917.4.24., 19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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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적인 매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111)

1918년의 천만궁 예제는 폭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참석하
여 학업 기원을 위해 봉헌했다고 보도되었다. 여기서 학생에 대한 신사참배 
요구가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112) 1919년의 
천만궁 예제는 3・1운동 직후 거행될 예정이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3・1
운동의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은 듯 1919년 예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고 한다. 그 해 예제에서는 특별한 음악이 연주되어 참배자의 관심을 끌었는
데, 그것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일본 황실 출신 육군 장군 竹田宮恆久
[타케다 쓰네히사](1882-1919)를 기념하기 위한 음악이었다. 또한 1900년대
부터 일본인 거류지에서 이어져온 ‘天滿市 廉賣’ 행사, 즉 세일 행사도 지속
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이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113)

      3) 秋祭 행렬

경성신사의 특징 중 하나는 예제가 있을 때 아키마쓰리 미코시 행렬이 진
행되었다는 점이었다. 일본의 신사 대부분에서 진행된 이러한 행사들은 사실 
조선에서는 드문 것이었다. 미코시 행렬이란 신사에서 제신된 신이 신사를 
떠나서 미코시라는 일종의 작은 가마에서 모셔진 채 시내를 한 바퀴 도는 
행사 다. 경성신사의 미코시 행렬이 지나는 도로는 해마다 확대되거나 변경
되기도 하면서 점차 조선인이 주로 사는 동네로도 진입하 다. 이는 신사를 
방문하지 않은 조선인에게 일본의 신사 관습을 소개하는 기능을 하 다. 그
래서 아키마쓰리는 경성신사가 경성으로 들여온, 일본 본토의 신사문화를 보
여주는 典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성신사가 남산대신궁이었던 시절에 처음으로 이세신궁으로부터 
신체를 받아왔을 때 龍山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남산 산기슭 일본 공사관으

111) 橋爪紳也, 『祝祭の「帝國」―花電車・凱旋門・杉の葉アーチ』, 講7社, 1998, 76쪽, 제5장
을 참조. 그는 이러한 매력의 발생을 일본 내 지방 지역의 범위에 국한해서 언급하지만, 
이는 식민지 맥락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12) 『京城日報』 1918.4.26.
113) 『京城日報』 1919.4.24., 19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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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히 예제 때에 신을 미코시에 모셔 龍山
까지 이틀에 걸쳐 다녀오는 축하행사 다. 아키마쓰리는 1913년부터 1941년
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만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에만 중지되
었을 뿐이었다. 1941년에는 전시 상황 때문에 신사 안에서만 마지막으로 진
행되었고, 1942년부터는 그에 관한 확실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114)

미코시 행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칙도 있었다. 미코시 행렬의 순서와 
남산 출발 시간, 용산도착과 다음날 출발시간과 더불어 행로 및 목적지의 통
과 시간도 정해졌다. 행렬 관련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졌으며 
소방 등 안전 사항들도 명기되었다. 그 중에 참여자가 치켜야 할 행동, 즉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도 제시되었다. 그것은 원래 행사와 관련된 규칙으로 
관람객들과는 무관하 는데, 3・1운동의 여파로 관람객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이 마련되어 1920년 아키마쓰리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동원되었는데 이 때 경계 대상은 주로 소동을 피우는 조선인
이 아니라, 일본인 축제 참가자 다. 질서 유지 외에 아키마쓰리 참가자의 
올바른 행동에 관한 규칙도 있었다. 예를 들어 8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 동
반이라도 참관이 불허되었으며, 행사에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을 입도록 규정
되었고 청결하지 않으면 참관을 제한받았다.115)

아키마쓰리는 자발적으로 신사를 찾지 않았던 조선인을 포섭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되었다. 1897년에 신체를 모시고 남산 산기슭을 넘었던 행렬이 
조선인 거주 지역을 통과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알려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키마쓰리 행렬도 조선인들에게 인식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키마쓰리 
행렬은 조선인이 사는 이웃으로 확대되기도 하 고, 우지코에 속한 조선인 
몇몇은 적극적으로 아키마쓰리 행렬 계획에 참여하기도 하 다. 또한 아키마
쓰리에 조선적 특색이 가미되기도 하 다. 예를 들어 국악이 연주되거나 기
생들이 행진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던 조선인은 일본과 조선
의 문화적 조우를 경험하게 되었다.116) 당시의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14) 『朝鮮新聞』 1911.11.3.
115) 『朝鮮新聞』 1913.10.16.; 『京城日報』 1920.10.17.; 大村友之丞, 『京城回顧錄』, 

113-119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139쪽.

116) 『京城日報』 1917.10.17., 1918.10.19.; Henry, Todd A., Assimilating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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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마쓰리는 경성신사의 가장 중심적인 행사로 떠올랐다.117) 조선적 특색의 
가미는 1919년 3.1운동 이전부터 아키마쓰리에 대한 조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미코시 행렬은 남산에서 시작되어 시내로 진입하여 신사가 대표하는 일본
의 관습과 특색을 도시 곳곳에서 조선인에게 보여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코시 행렬에 참여한 조선인 우지코 총대들은 조선적 특색, 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아악 연주나 조선의 전통 복식을 보 다. 그래서 미코시 행렬은 점차 
조선인과 일본인의 만남과 접촉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적 특색을 
도입하는 것은 총독부가 제창한 내선융화의 대중적 실현으로 여겨졌다. 그러
나 한편으로 일제 당국자는 조선적 특색이 너무 과다하게 유입되면 일본 신
사 전통을 퇴색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유의하 다. 『경성일보』는 행렬의 진
행을 ‘활발’한 것으로 묘사하 다.118) 음악, 춤, 煙火, 아마추어 씨름(일본식 
스모)등 유희로 가득한 이 아키마쓰리는 민족,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흥미
로운 행사 다. 앞서 소개한 경찰 규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아키마쓰리
는 총독부의 승인 하에 조선인들이 보기 어려운 일본인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119)

1913년 첫 아키마쓰리에는 300명 정도가 참여하여 10월 16일과 17일 이
틀 동안 진행되었다. 16일에는 미코시가 남산 산기슭의 옛 총독부사를 떠나 
밤에 龍山의 御旅所 임시 시설에서 지내다가 17일 正遷宮式으로 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해인 1914년부터는 아키마쓰리가 3일로 연장되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Korea, 1910-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64, 70, 86-87, 90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22-123쪽, 120쪽과 148쪽에는 초기 아키마쓰리의 행로와 후기 아키마쓰리 행로의 지도
가 수록 되어 있다.

117) 경성신사의 의례・제사에 관한 신문 보도는 대제의 경우에 가장 다양하고, 중제의 경우
에는 매우 적으며, 소제의 경우에는 아예 없다. 1925년까지 제전 관련 기사는 『東亞日
報』, 『京城日報』, 『每日申報』에 거의 나오지 않다가 『동아일보』의 경우 관련 보도가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점점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인이 경 했던 『경성일보』나 『매일신보』 
만큼은 아니었다. 『동아일보』는 직･간접적인 당국의 강제 속에서 관련 보도를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天長節에 관해서는 1926년부터 기사가 있는데, 祝日로 할 필요가 없다고 논의
하는 내용이었다(1926.12.28.).

118) 『京城日報』 1915.10.15., 1920.10.19.
119)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121, 128,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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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6일 밤에 신도의 정화 개념을 대표하는 前夜祭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신체의 여행이 준비되었는데, 이는 ‘엄숙’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다음날
인 17일부터 남산을 떠나면서 행사는 ‘활발’한 것이 되었다. 여행하는 동안 
미코시를 지키는 역할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20명의 조선인이 미코시 警衛
로서 이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120)

1915년에는 3일 간의 행사 동안 이전과 비슷하게 300여 명의 인원이 참
가하 다. 그런데 이러한 활발한 행사를 관람한 사람들 중에는 지나치게 오
락과 유희에만 몰두한 이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2일에 당시 경
기도 장관 檜垣直右[히가키 나오스케](1851-1929)는 아키마쓰리의 경우 ‘정
숙함’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민의 정성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일본인들
의 거칠고 무례한 행동을 비난한 바 있다. 1916년에 『경성일보』는 아키마쓰
리 참가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유희적 행사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
이 하나가 되었다고 선전적으로 보도하 고, 다음해의 기사에서는 경성에 거
주하는 사람 중에 이 아키마쓰리를 싫어하는 국민이 있다는 점이 애석하다
고 하 다. 1919년에도 아키마쓰리는 3･1운동의 향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다.121)

 『경성일보』에는 1920년 10월 17일 아키마쓰리에 즈음하여 「祭騒과 民族
性」이란 사설이 실렸다. 그 사설에 의하면, 재조일본인은 해마다 아키마쓰리
가 시작될 때 ‘祭騒의 民’으로 변화하여 아키마쓰리의 종교적 유래를 망각한
다는 것이었다. 일본 민족은 종교적 전통이 강한데도 아키마쓰리 때에는 종
교적 전통이 없는 중국의 漢族이나 조선민족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하 다. 조
선인은 ‘劣勢’와 ‘不潔性’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를 할 줄 모르는 것
이 당연하지만, 일본인은 아키마쓰리 때에 그들의 민족성을 보호하는 ‘敬神

120) 『每日申報』 1913.10.9., 1913.10.14., 1913.10.15., 1913.10.16., 1914.10.17., 
1914.10.19., 1914.10.20., 1915.10.15., 1915.10.17.,1915.10.19.; 『京城日報』 
1915.10.15.;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16-118쪽.

121) 『京城日報』 1915.10.15., 1915.10.16., 1915.11.2., 1916.10.17., 1917.10.17., 
1919.10.17.; 김대호는 3・1운동 이후에도 이 아키마쓰리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이 조선인들이 이 아키마쓰리를 일본인에 국한된 행사로 보고, 또한 일본인 거주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이 행렬은 확대되었고 조선인을 포섭하는데 어
느 정도 성공하 다고 본다.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23-125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137-138;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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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念’을 잊지 말도록 당부하 다.122) 
여러 측면에서 이 사설은 깊은 의미가 있다. 우선 총독부의 기관지 『경성

일보』에서 조선민족과 중국민족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들이 종교 관념이 없
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점이 주목된다. 아키마쓰리에서 신나서 지나치게 
즐기는 일본인에게 ‘조선인, 중국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경계는 아키마쓰
리 때에 질서와 치안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국가신도의 논리
에 따라 신사 관련 의례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례임을 주장하는 일제의 신
도 해석과 달리, 이 사설은 여전히 신도 의례를 종교로 간주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 아키마쓰리는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敬神의 念’이 있어야 
할 의례임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키마쓰리는 경성부에서 경성신사를 위한 종교적 의례 지만, 사실 참여
자들에게 그러한 종교적 차원보다 놀고 즐기는 것이 더 중시되었다. 아키마
쓰리 행렬은 ‘신역’인 남산으로부터 시내의 공간, 그 중에서도 조선인의 공
간을 침범한다는 것을 의미하 다. 사람들이 아키마쓰리 동안 지나치게 놀고 
즐긴 나머지 이 의례의 종교성이 약화된다는 점은 경성신사 측에도 문제시
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경성신사 궁사 카네미쓰는 1923년 『경성일보』에서 
다시금 독자에게 아키마쓰리의 종교성을 주지하면서, 아키마쓰리의 활기를 
줄이도록 하라고 요청하 다.123)

      4) 招魂祭 

초혼제에는 남산대신궁이 여전히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남산대신궁 시절에 진행된 초혼제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했
지만 점차 조선인도 대상자가 되었다. 경성부의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
문이다. 경성부 주체의 초혼제와 함께 警察局招魂祭와 鐵道局招魂祭도 있었
는데, 경성신사의 신직이 남산으로부터 시내로 출장을 가서 진행을 맡았
다.124) 경성부 주최 초혼제는 남산대신궁 당시부터 남산 왜성대 공원을 중심

122) 『京城日報』 1920.10.17.
123) 『京城日報』 19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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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었다. 신도와 불교 의례로 구성된 초혼제에는 경성신사의 역대 
궁사가 이 의례를 맡았다. 매년 진행된 경성 초혼제는 처음에는 5월 6일에, 
나중에는 5월 1일에 열려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125) 제1차 세계
대전시 일본이 독일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부터 초혼제가 더욱 큰 규모로 진
행되었다. 그리고 거류민 주최로부터 경성부 주최로 옮겨 간 초혼제가 1915
년 4월 30일에 남산 왜성대 공원에서 시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총독, 정무총
관, 군사령관, 군대 사단장, 경무총장, 경기도 각 장관을 비롯하여 각부 관
민, 조선 왕실의 순종, 귀족 이완용, 적십자단, 애국부인회, 재향군인회, 경
찰관, 공립소학교, 공립보통학교, 공립고등여자학교,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여
러 개인과 단체가 참여 하 다. 참여자들은 모두 일본 국기를 지참해야 하
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날 수천 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이 의례를 ‘엄숙’
하게 거행하 다.126)

또한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혼제에서 불교 의례가 신도 의례
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불교보다 신도의 중요성이 더 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제 당국은 신도비종교론을 주장하면서도 신도의례
를 종교행사인 불교의례와 함께 진행했는데, 이는 신도의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 신도의 종교적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

을 것이다. 초혼제의 자세한 순서는 <표3-5>와 같다.

124) 『每日申報』 1913.5.1., 1917.4.26., 1918.8.25., 1919.8.19.;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13-114쪽; 문혜진, 앞의 논문, 85-86쪽.

125) 『每日申報』 1912.4.24., 1912.5.23., 1913.5.1.
126) 『每日申報』 1914.11.27., 1915.4.27., 1915.4.28. 1915.5.1.; 『京城日報』 1915.5.1.에는 

보도가 따로 없고 다만 하세가와총독 참배의 사진이 있다. 1915년 초혼제의 경우 전쟁과 
관련된 중요성 때문에 조선왕실도 대리와 폐백료를 보냈다. 『純宗實錄』, 부록 6卷, 1915
年 4月 30日(陽曆), 3冊, 587쪽.



- 104 -

<표3-5> 招魂祭 진행 순서

출전: 『每日申報』 1915.4.30. 설명 보충은 필자.

  1919년 3・1운동이 발발한 직후인 4월 30일에도 초혼제가 정상적으로 진
행되었다. 여기에는 총독을 포함하여 고급관료가 참여하 다. 신문은 이 행
사를 알리면서 개인 참배를 독려하고, 참배자를 위한 자세한 의례 순서도 설
명하 다.127) 1921년부터는 초혼제 후에 武道會가 주최되면서 초혼제에 무
력이 결합되었다.128) 초혼제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의례도 변화해갔다.

127) 『每日申報』 1919.4.30., 1919.5.1.
128) 『每日申報』 1921.4.26.

1) 10.30시부터 집합하여, 11시에 의례 시작
2) 修祓 거행
3) 초혼식을 거행, 참여자 기립, 경례
4) 神饌 진행, 음악 연주
5) 祝詞, 즉 신도식 축사와 기원을 낭독
6) 불교식 伽陀 진행. 불경을 시로 읽는 방식
7) 불교식 독경
8) 迴向文(불교식 전념문) 낭독 
9) 京城府尹 제문 낭독
10) 玉串 봉납
11) 京城府尹 배례
12) 참여자 배례(단제 순서가 정해지고 있음), 마지막으로 일반인 참배
13) 昇魂式(혼을 다시 보내는 것)
14) 신도 神職과 불교 승려 퇴장 
15) 神酒 한 잔을 바침
16)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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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共存과 競爭 속 神社의 儀禮: 1925-1945

   1. 朝鮮神宮의 儀禮와 기타 행사

      1) 儀禮行事의 개요

제3장에서 다룬 1925년 10월 15일 鎭座祭와 첫 번째 例祭를 지낸 후, 朝
鮮神宮은 본격적으로 개업하여 다른 일반 신사와 마찬가지로 연중의례를 진
행하면서 개인 참배와 단체 참배 등의 행사를 운 하 다. 京城神社를 비롯
한 모든 신사와 마찬가지로 조선신궁의 의례는 대제, 중제, 소제로 분류되었
다.1) 대제는 祭神이나 천황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큰 규모로 진행된다. 本
殿의 신비가 열린 채 의례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제로 진행된 예
제는 며칠 동안 진행된다는 특징도 있다. 중제는 황실과 관련된 의례가 대표
적이지만, 조선 통치와 관련된 정치적인 행사인 施政祭도 중제로 진행되었
다. 소제는 일본의 전통 관습이 담긴 의례, 그리고 한 달간의 조선신궁 운
과 관련된 의례가 대부분이었다.

조선신궁의 의례 구성을 경성신사의 그것과 비교하면, 조선신궁과 경성신
사의 연중의례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제는 완전
히 일치하 다. 한편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의 의례 행사가 가진 특징의 차이
도 두 가지 확인된다. 경성신사와 달리 조선신궁은 秋祭[아키마쓰리] 행렬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조선신궁에서는 遙拜式이 소제로 취
급되지 않고 恒例式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요배식은 주로 도쿄에서 거행
되고 있는 황실 관련 의례를 멀리 떨어진 조선에서도 동시에 기념하는 소규
모 행사로, 신사참배가 장려되었다. 또한 조선신궁은 추가적인 소제로서 桃
花祭도 거행했는데, 이는 젊은이를 위한 의례행사 다. 조선신궁의 연중의례 
및 진행 날짜는 <표4-1>과 같다.

그 행사들 외에도 임시로 또는 일회적으로 진행된 행사도 있었다. 신사의 
의례 행사와는 거리가 있는 운동회인 朝鮮神宮競技大會 대회가 대표적이다. 

1) 神祇學會, 앞의 책, 11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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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발발에 따라 이러한 행사들 대부분이 호전적인 방향으
로 전환되고 전쟁에 필요한 대중의 동원을 위해 이용되어 갔다.

<표4-1> 朝鮮神宮의 의례 일람

大祭 中祭 小祭
例祭(10월 17일) 歲旦祭(1월 1일) 節分祭(당일)
祈年祭(3월 15일) 元始祭(1월 3일) 桃花祭(3월 3일)
新嘗祭(11월 23일) 紀元節祭(2월 11일) 月次祭(매월 17일)

天長節祭(4월 29일) 中旬祭(매월 15일)
施政祭(10월 1일) 鎭座記念日(10월 15일)
明治天皇祭(11월 3일) 除夜祭(12월 31일)

恒例式
新年參拜式(1월 1일)
孝明天皇祭遙拜(1월 30일)
春季皇靈祭遙拜(춘분의 날)
神武天皇祭遙拜(4월 3일)
大祓(6월30일, 12월 31일)
秋季皇靈祭遙拜(추분의 날)
神嘗祭遙拜(10월 17일)
獻詠初歌奉告祭(1l월 3일) 
大正天皇祭遙拜(12월 25일)

출전: 국성하, 「일제 강점기 동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선신궁의 건립과 운 」, 『한
국교육사학』, 26-1, 2004, 40쪽;　 朝鮮神宮社務所, 『朝鮮神宮年表』, 1931, 
1939-1943을 바탕으로 필자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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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大祭

대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예제, 祈年祭와 新嘗祭가 있었다. 먼저 조선신궁
의 최대 행사 던 조선신궁 예제를 살펴보면 그 기본적 순서는 <표4-2>와 
같다.

<표4-2> 朝鮮神宮 例祭 의례 순서

출전: 『京城日報』 1927.10.18., 1928.10.16. 등 이후의 신문보도;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1932, 1940-1943.

1927년 10월 18일의 『京城日報』에도 조선신궁의 ‘엄숙’함과 경성신사 행
사의 ‘활발’함이 대비되어 보도되었다. 社格이 없는 경성신사보다 官弊大社
인 조선신궁을 집중 보도한 신문들은 대부분 이러한 성격 차이를 강조하면
서 대중에게 조선신궁의 유일한 지위를 알리려 하 다. 1928년 『경성일보』
는 예제의 구성과 참배자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는데, 1면에 조선신궁, 2면에 
경성신사에 대해 싣고, 경성신사에 대한 기사는 조선신궁에 비해 짧게 실었
다. 조선신궁의 행사는 ‘엄숙’, ‘숭엄’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경성신
사의 아키마쓰리는 ‘활발’하게 시작되었다고 보도하 다. 신문에서 조선신궁
을 먼저 언급하고 나중에 경성신사를 언급하는 이 순서는 곧 남산의 신사 

1) 9시 30분, 첫 번째 북소리와 함께 宮司이하 神職들이 등장함
2) 10시, 대례복 혹은 정장 차림의 참여자가 手水舎을 이용함
3) 拜殿 내외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함
4) 세 번째 북소리와 함께 宮司가 修祓을 진행 후, 배전에 배례함
5) 이후, 琴의 음악과 함께 宮司가 本殿의 神扉를 열고 예배함
6) 神樂 연주를 배경으로 神饌이 진행됨
7) 宮司가 祝詞를 읽은 후 신들을 위해 幣物을 바침
8) 宮司가 明治天皇을 위해 幣物을 바침
9) 李王 대리가 玉串를 바침
10) 총독부 정무총감, 군사령관, 나머지 조선인 귀족들이 玉串를 바침
11) 무관총대, 민총대표, 경성부민총대, 경성부윤이 玉串를 바침
12) 宮司가 마지막 玉串를 바치고, 神職들이 幣物과 神饌을 치움
13) 神樂 연주의 배경앞에 宮司가 本殿의 神扉를 닫음
14) 폐식,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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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설정되어 있던 위계 관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2)

며칠 후인 11월 초, 일본 도쿄와 교토에서 昭和天皇의 즉위식이 거행되자 
조선신궁에서도 예제의 틀 안에서 요배식이 추가로 거행되었다. 일본 궁중의 
즉위식 이후에 곧 진행될 大嘗祭[다이죠사이]3)를 위해 조선에서도 공물을 보
내왔다는 신문 보도를 통해 조선과 일본 간의 연대가 강조되었다. 게다가 
1928년은 진좌제 3주년이기도 했으므로 특별히 총독과 함께 정무총감도 천
황으로부터 명을 받아 칙사로 직접 의례 행사에 참여하 다.4)

<그림4-1> 朝鮮神宮과 京城神社

출전: 『京城日報』 1929.10.18.

2) 『京城日報』 1927.10.18., 1928.10.16.-18; 『每日申報』 1928.10.16.
3) 大嘗祭는 새로운 천행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新嘗祭를 말한다. 吉野裕子, 『大嘗

祭. 天皇卽位式の構造』, 弘文堂, 1987 참조.
4) 『京城日報』 1928.10.16.-18; 1928.11.6.-11; 11일에 조선신궁에서 奉祝祭도 거행하 다. 

『每日申報』 1928.11.6.-7, 1928.11.10.-17.

(위 : 朝鮮神宮, 아래 : 京城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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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궁과 경성신사의 관계는 1929년의 예제를 보도한 경성일보 사진
<그림4-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 배치된 공간적 의미는 신사
의 위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조선신궁은 ‘위’의 장소를 의미했으며 
경성신사는 그 ‘아래’에 위치하 다. 사진 상단에 있는 조선신궁 의례 중 하
나인 幣物供進使5)를 통한 幣物 봉납은 ‘엄숙’하게 느껴지는 데 비해, 그 하
단에 있는 경성신사 아키마쓰리는 ‘활발’하게 느껴지도록 사진이 선정되었
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래 세속적인 의례 기능을 지닌 조선신궁은 경성신사
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 시설로 여겨지게 된다.6)

1931년의 경우, 제6대 총독으로 다시 임명된 宇垣一成[우가키 가즈시
게](1868-1956)가 勅使를 맡았다. 칙사를 맡으면 전야부터 조선신궁에 체류
하면서 다음 날의 준비와 예행연습, 그리고 신도식 정화 즉 修祓을 받아야 
하 다. 의례 당일의 순서는 <표4-2>와 일치하 다. 행사의 시작은 9시 30
분이었으며 의례는 10시부터 의례가 시작되어 11시 20분에 마무리되었다. 
소요 시간은 80분으로 의례 자체도 길었지만 그 중에서도 참배자의 玉串[다
마구시] 봉납이 특히 시간이 걸렸다. 참여자는 아침부터 남산을 올라가서 폐
식 후 다시 내려야 했으므로, 아침부터 정오 이후까지 시간을 내야 하 다.7) 
개인 참배도 가능했지만, 이는 의례식장을 제외한 공간만 가능하 다. 1933
년의 예제는 그 내용은 다르지 않았으나 의례가 10시 40분에 끝났다. 이는 
40분 만에 마무리 된 것으로 의례에 걸린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보
도 내용에서 다마구시 봉납 시간이 제외되었다고 본다면, 다마구시 봉납은 
총 의례시간의 절반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8) 

한편, 1935년의 예제는 조선신궁의 鎭座十年祭와 겹쳤기 때문에 이 때 예
제 전후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좌10년제 특별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
를 잘 치르기 위해 1935년 6월에 총독부의 후원으로 조선신궁 봉찬회가 설
립되었다.9) 조선신궁 봉찬회는 진좌제 10주년을 기념하는 봉축대제의 비용, 

5) 폐물을 신전 앞까지 운반하는 의례 구성원으로, 주로 1-3명 정도 다.
6) 『京城日報』 1929.10.18.
7)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1932, 7-9쪽; 『京城日報』 1931.10.18.; 『東亞日

報』 1931.10.17.; 『每日申報』 1931.10.18.
8) 『東亞日報』 1933.10.18.
9) 봉찬회의 회원 중 조선인으로는 총독부 관료 韓相龍(1880-1947)이 있었다. 그는 이후에 

박문사의 행사에도 참석하고, 若草觀音奉贊會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신도나 불교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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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축전 건설 비용, 경내 확장과 林苑 정리 비용 등으로 조선 전역으로부터 
260,000원을 모으는 과제를 맡았다. 이러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진좌제 10
주년제가 진행되었다.10) 일반적인 예제 의례에 비해 진좌제 의례는 한층 더 
힘을 기울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성신사는 이 연속 행사의 하루 전인 
14일에 예제에 앞서 前夜祭까지 진행하여 조선신궁보다 행사 기간이 길었는
데, 이는 신이 神輿[미코시]로 떠나는 것의 준비 시간을 의미하 다. 조선신
궁에는 미코시 행렬이 없었기 때문에 전야제의 필요도 없었다. 그 다음으로 
15일에는 오후 16시부터 夕御饍祭가 있었지만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의례는 사회의 고위층들에 의해 거행되었고, 조선인을 포함한 일반인은 의례
식장을 제외한 공간에서만 참관하고 참배할 수 있었다. 당시의 예제 참여자
의 숫자는 정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지만, 직접 의례에 참석한 인원이 
1,000명 전후 다고 신문들에 보도되었다. 한편 『三千里』에 따르면 참여자
가 1,500명이라고 하여 500명 더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처럼 참여자수 
정보가 불확실했음을 알 수 있다.11)

1937년의 예제는 중일전쟁 발발 3개월 후에 진행되었는데, 3일 동안 걸친 
의례 행사에 더하여 오후마다 1시 반부터 武運長久 기원식과 國威宣揚 기원
식이 같이 거행되었으며, 天皇陛下 萬歲三唱과 最敬禮의 宮城遙拜와 皇國臣
民誓詞를 위한 시간이 따로 마련되었다. 황국신민서사는 특히 일본 본토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신문에 선전 보도되었다. 중일전쟁으로 인해 예제 
속에 일장기 행렬과 무운장구 기원이 추가로 진행되었다.12)

<그림4-2>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무운장구 기원은 ‘盛儀’적 의
례로 보도되었다. 우선 오전에 ‘남산의 神苑’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
제의 의례가 진행되었다. 이 때 1,000명가량이 참배하 는데, 시국 때문에 
길어진 축사, 제문으로 인해 소요 시간은 2시간이 걸렸다. 12시 예제 폐식이
후부터 총독부 주최의 카구라 연주로 그 날의 행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1시 

이 활동하 다.
10) 阿知和安彦, 「神社と信仰」, 『朝鮮』 250, 1936년 3월, 27-29쪽.
11) 「朝鮮神宮鎭座, 十年祭 盛大히 擧行」, 『三千里』 7-10, 1935; 『京城日報』 1936.10.16.; 

『東亞日報』 1935.10.8., 1935.10.1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앞의 책, 251
쪽. 『每日申報』 1935.6.8.

12)  『京城日報』 1937.10.17., 1937.10.18.; 『每日申報』 1937.10.15., 1937.10.17.; 『朝鮮日
報』 1937.10.5. 신문들에서 황국신민서사가 1937년 10월 초부터 강요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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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터는 전국의 모든 신사와 더불어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에서도 전쟁관련 
특별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皇軍祝賀奉告祭가 거행되어 전쟁 
위기보다 축제 분위기에 가까웠다. 신문에도 ‘氣가 가득 찬 날’로 보도되었
다. 무운장구 기원 의례는 참석한 청년단체, 학교 및 개인 참배자들이 만세 
高唱 후 일장기를 들고 일장기 행렬을 나누어 남산에서 출발하여 시내 곳곳
에 진입하 다. 그 날 남산에서는 모두 23,700명가량의 참배자가 있었다.13) 
<그림4-2>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원래 의례 진행의 사진 보도는 신직
과 요인이 중심이었지만, 당시부터 일반 대중도 사진에 자주 포함되었다.

<그림4-2> 朝鮮神宮 광장에서 武運長久 기원

출전: 『京城日報』 1937.10.18.

13) 『京城日報』 1937.10.17. 봉고제는 다양한 경우에 거행되었다. 일본의 신들은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화된 정치적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조선 총독, 
정무총감의 대체(퇴임시, 신임시)와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전쟁과 관련된 상황, 신사 건물 
신축, 개선 등 수많은 경우에 봉고제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소제로 취급되어 큰 
의미가 없었다. 가장 크게 지낸 봉고제는 나중에 설명할 경성신사의 사격 부여 봉고제 다. 
총독부 신임의 사례를 다룬 내용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앞의 책, 121쪽을, 
신직의 대체와 관련해서는 같은 책, 181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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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에는 전운이 이전 해 만큼 강하지 않았다. 이 해 조선신궁의 예제
는 靖國[야스쿠니]신사의 임시 대제와 같은 날이었다. 야스쿠니 신사 임시 
대제는 무려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다. 10월 17일 예제 당일 날 조선신
궁에서 야스쿠니 신사 요배식이 추가로 진행되었고, 아침 7시에 경성신사에
서는 아키마쓰리가 시작되었다. 당시 신문에도 야스쿠니 신사의 임시대제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 예제에 대한 천황의 관심 등을 보도하면
서 조선신궁의 요배식도 천황의 뜻 아래 거행된 것임을 강조하여 재조일본
인과 조선인들에게 이 행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 다.

맑은 가을 날씨 아래 진행된 1938년의 예제에는 南次郞[미나미 지로] 총독
이 칙사를 맡았으며 조선인 귀족과 총독부관료, 군사령관 등이 참석하 다. 
조선인 귀족들 중 참석이 확인되는 사람은 李堈(1877-1955)과 李琦鎔
(1889-1961)이다. 의례 순서는 바뀌지 않았으나 이 해에는 소요 시간이 80
분으로 늘어났다. 소요 시간은 사실상 참석 인원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대표자들만 다마구시를 봉전했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던 셈이다. 폐
식 이후 12시부터 神樂[카구라]의 연주가 있었다. 다음날 『東亞日報』 보도에 
따르면 이 연주로 ‘神國’ 일본의 ‘엄숙’이 남산 神域에 가득 찼다.’14)

14) 『東亞日報』 1938.10.17., 1938.10.5., 1938.10.19.; 『京城日報』 1938.10.19; 『每日新報』 
1938.10.19. 일제와 관련된 많은 상황이 이런 방식으로 神聖化 대상이었다. 천황은 대일
본제국헌법에 신성한 존재로 규정되었고 소위 現人神[아라히토가미]으로 해석되었다. 전황
의 악화와 함께 남산이 神域, 일본이 신국이 되고, 전쟁도 聖戦이 되었다. 정치 종교 이론
가는 이러한 신격화(sacralization)를 정치 중교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에
릭 뵈겔인은 나치의 국민의례와 히틀러의 연설은 정치적 신격화를 동반 했다고 보았다. 나
치시대 당시까지 종교와 정치를 통합적으로 보는 학문적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뵈
겔인의 생각은 당시까지 획기적인 것이었다. 뵈겔인은 종교 용어의 확대를 제안하며, 한 
국가의 정치가 종교의 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 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의 전체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치 
종교 사례를 확인하 다. 뵈겔인에게 한 국가의 전체주의를 정치 종교로 볼 수 있는 기준
은 무엇보다 전체주의적 체제가 체제의 기능과 구성의 측면에서 종교와 얼마나 비슷한가

다. 그리고 그는 대중이 전체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종교적인 개념이나 종교
적 의례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 Opitz, Peter J., “Eric Voegelins Politische 
Religionen”, 87-88쪽; Voegelin, Eric, Die Politischen Religionen, München: 
Wilhelm Fink, 2007 (1938), 11-12쪽. 특히 뵈겔인은 미국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스위스
의 취리히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며 동양에 대해 연구 한 후, 정치 종교 이론이 동양에서
도 유효한 이론임을 확신하 다. Opitz, Peter J., “Eric Voegelins Politische 
Religionen”, 102쪽; Gentile, Emilio, Politics as Relig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138-140쪽; Maier, Hans (ed.), Wege in die Gewalt. Die 
modernen politischen Religionen. Frankfurt am Main: Fischer, 2002, 166-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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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예제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제3회 예제로 ‘朝鮮總鎭守’ 신궁에서 
참배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해 개인 참여자
의 23명 중 15명이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경성부와 경기도뿐 아니라, 충청
도, 전라도, 경상도와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의 팔도 도지사 등 대
표적 조선인 인사가 먼 여행을 무릅쓰고 조선신궁의 예제에 참석하도록 동
원되었다. 이번에도 칙사를 맡은 미나미 총독이 전일부터 소위 齋戒休浴을 
하기 위해 조선신궁에 머물 다. 17일에 항례 예제는 10시부터 진행되었으
며, 그날 오후와 다음 날에 따로 카구라 연주가 있었다. 조선신궁의 카구라
에서는 조선시대의 음악과 함께 신라, 고려시대에서 유래한 음악도 연주되었
는데 조선신궁에서 이 음악 연주에서만 조선적 특색이 드러났다.15)

1940년 예제는 조선신궁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 황실이 도쿄로부터 
칙사를 보냈다. 조선신궁은 오전 8시부터 개장되었고, 오후에 조선 음악을 
포함한 카구라회도 열렸기 때문에 밤까지 많은 참배자가 남산에 머물러 있
었다. 다음날인 18일에 야스쿠니 신사의 임시대제가 있었으므로 조선신궁도 
요배식을 지냈다.16) 

이 시기부터 야스쿠니 신사에서 해마다 임시 대제로 이른바 ‘英靈의 合
祀’, 즉 일본군 전사자의 추도가 진행되기 시작하 다. 이 때문에 그 후로 
조선신궁의 예제는 요배식 비중이 커졌다. 아침 의례는 여느 때처럼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되었고, 항례가 된 카구라회도 진행되었지만, 조선 유족회가 
예제의 의례에 참석하게 되면서 기존의 의례와 행사보다 야스쿠니 신사 요
배식이 점점 더 중시되었다. 따라서 1942년의 예제는 가을을 맞이하여 조선
신궁의 존재를 축하하는 행사의 성격이 사라지고, 다만 전쟁에서 죽은 군인
을 위한 慰靈祭처럼 진행되었다. 이후 남산에서는 사이렌이 울리고 참배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서 遙拜를 지냈으며, 궁성요배도 지냈다. 1943년과 
1944년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결국 원래의 ‘엄숙’한 분위기가 무운
장구 등의 전쟁 시국을 강조하는 의례행사로 변화한 것이었다.17)

15) 『東亞日報』 1939.10.19.; 『每日新報』 1939.10.17., 1939.10.19.; 朝鮮神宮社務所, 『朝鮮
神宮年表』, 1939, 24-27쪽.

16) 『朝鮮神宮年表』, 1940, 14-17쪽.
17) 『京城日報』 1941.10.17., 1942.10.17., 1943.10.17., 1944.10.18.; 『朝鮮神宮年表』, 

1942, 2-4, 8, 4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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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祭는 1937년 중일전쟁기부터 국가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고, 1944년까
지 해마다 10월 17일에 거행되었다. 의례는 신직 중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
던 궁사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으며 신직들과 함께 조선총독이 칙사로 참석
하 다. 때에 따라 추가로 또 다른 총독부 관료가 칙사로서 의례에 참여하기
도 하 다. 칙사는 주로 궁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폐대사로 조선신
궁이 조선을 대표했기 때문에 역대 총독은 천황으로부터 임명된 최고위 관
료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 다. 이처럼 정치가가 신도의 大司祭인 천황을 
통해 의례에 참여하고, 이 참여를 준비하기 위해 신사에서 밤을 지내고 정화
를 위해 술, 담배 등을 금하 으며, 의례 중에 신을 불러들이는 등의 역할을 
하 다. 일제 당국은 이를 공적인 행동일 뿐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고 했지
만, 사실상 종교적 성격을 띠는 행동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國家神道 논
리에서 정치가를 국가의례에 참석시키는 것은 종교 행동이 아니라 정치가의 
의무이자 당위로 설명되었지만, 실제로 종교적 특색이 강한 의례에 참석한다
는 것은 정치의 종교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

예제 이외에는 大祭의 규모로 진행된 의례는 祈年祭와 新嘗祭[니이나메사
이] 다. 두 의례는 신도의 연중의례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다. 기년제
와 신상제는 일본 본토의 궁중 및 伊勢神宮보다 한 달 뒤에 진행되었다. 기
년제와 신상제는 농업과 생산, 풍작을 기원하고 秋收感謝를 의미하는 의례
다. 일본 본토의 기후와 달리 조선은 더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파종기와 수
확기가 늦어서 의례도 늦었다.19) 1926년부터 1945년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같은 내용의 의례로 진행되었다.20) 기년제 의례 순서는 <표4-3>와 같다.

18) Gregor, James A., Totalitarism and Political Religion. An Intellectual 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2, 261, 276-77쪽; Maier, Hans, 
Totalitarismus und Politische Religionen. Konzepte des Diktaturvergleichs, 
Paderborn: Schöningh, 1996, 130-133쪽. 

19) 『朝鮮神宮年表』, 1940, 7쪽.
20) 『每日申報』 192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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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祈年祭 의례 순서

출전: 朝鮮神宮社務所, 『朝鮮神宮年表』, 1939, 14쪽, 신문보도를 통해 보충.
* 기년제의 경우 해마다 30분 전후 시간 변경이 있었다.

참여자와 궁사가 폐물을 직접 배전까지 운반하는 것도 의례의 중요한 부분
이었다. 참여자는 조선 왕족 대리, 공족 대리, 中樞院 대리, 조선귀족 총대, 
문관 총대, 무관 총대, 도민 총대, 부민총대로 경성부윤, 고등관리 대표 1명
씩, 경성법학전문학교, 사단사령부, 의학전문학교, 총독부 각국 관료, 경성제
국대학교, 현병대사령부 등에서 2-4명의 대표가 참여하 다. 총독과 정무총
감은 주로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도 보내지 않았다.21) 다만 1935년 조선신궁 
10주년의 경우 우가키 총독이 칙사가 아니라 정식 참배자로 참여했고 그 대
신 정무총감이 칙사로 참여하 다. 의례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200여 
명 이하 다.22)

모든 신사가 기년제를 거행하는 가운데 특히 조선신궁은 조선의 대표로서 
기년제를 연중행사 중 가장 중시하 다. 1939년에는 의례의 배경으로 남산
에 큰 일장기가 게양되었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기년제의 경우 이 단계까지는 따로 무운장구 기원 등 정신개선, 
애국심 관련 행사가 없었다.23) 1941년의 경우에도 미나미 총독이 칙사를 맡
았다. 원래 기년제의 소요 시간은 1시간이었으나 그 해에는 폭우 때문에 궁
사가 30분 안에 식을 마무리하 다. 1942년부터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21) 『朝鮮神宮年表』, 1939, 14쪽; 『京城日報』 1926.3.16., 1927.3.16., 1928.3.16.; 『東亞日
報』 1939.3.21.; 『每日申報』 1935.3.15., 1938.3.16.

22) 『京城日報』 1935.3.16.
23) 『朝鮮神宮年表』, 1939, 12-14쪽.

1) 10시 반 대례복 혹은 정장을 입은 총대들이 幣物을 공납함
2) 宮司가 修祓式을 거행함
3) 참여자는 착석하고, 宮司는 幣物을 배전 앞에 바침
4) 神樂 연주가 시작되면 宮司가 本殿의 神扉를 개방함
5) 神職들이 神饌을 바침
6) 祝詞를 연주하고 나서 宮司가 幣物을 공납함
7) 각 대리가 玉串를 바침
8) 宮司가 마지막으로 玉串를 바치고 神扉를 닫음
9) 예배 후 폐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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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에는 폐식 후 무운장구 기원이 진행된 사실은 확실하다.24)

조선신궁에서 신상제는 1925년부터 1944년까지 진행되었다. 조선총독, 정
무총감 혹은 대리가 폐백 공물사로 전야부터 조선신궁에서 지내고 정화관련 
의례를 따로 받아야 하 다. 행사의 아침에 궁사와 신직들이 조선신궁을 장
식하고, 이후 그들끼리 수불도 진행하 다.25) 자세한 신상제 의례 순서는 
<표4-4>와 같다.

<표4-4> 新嘗祭 의례 순서

출전: 朝鮮神宮社務所, 『朝鮮神宮年表』, 1932, 1939.

참여자는 다른 대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고위층과 조선인 고위층이었다. 
총독 및 정무총감 혹은 그 대리, 조선왕족 및 귀족 대리, 중추원 위원, 무
관・문관 대리, 도민　총대로서 경기도지사, 부민총대로서 경성부윤 등 총독
부 각국 관료,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등 
학교의 대리, 조선귀족 대리가 참석하 다. 특별히 공물을 바친 개인과 회사
도 참석하 다. 때때로 의례가 끝난 후 별도로 조선총독이 공납한 鏡餅[가가
미모치]를 신에게 바치는 식이 진행되기도 하 다. 소요 시간은 다른 예제와 
같이 보통 80분이 걸렸다.26)

24) 『京城日報』 1941.3.16.; 『每日新報』 1945.3.16.
25)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10쪽.
26) 『朝鮮神宮年表』, 1939, 46쪽; 『朝鮮神宮年表』, 1940, 21-22쪽; 『朝鮮神宮年表』, 1943, 

8쪽; 『東亞日報』 1937.11.23., 1937.11.24.

1) 9시 30분 대례복 혹은 정장을 입은 참여자들 모임
2) 9시 50분 북소리와 함께 手水舎에서 손을 씻음 
3) 10시까지 좌석에 앉아, 宮司가 修祓을 진행함
4) 10시에 폐백물을 배전 앞에 바침

이하, 기년제와 같은 순서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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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朝鮮神宮과 京城神社의 新嘗祭

출전: 『京城日報』 1927.11.24.

신문에는 경성신사의 의례에 대한 보도는 따로 없었지만 <그림4-3>의 사
진을 통해 두 신사의 의례 진행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신궁의 경우 의례들
이 경성신사보다 1시간 일찍 진행되었다. 참배자는 조선을 대표하는 조선신
궁을 먼저 찾아야 이후 낮은 위계의 경성신사를 찾을 수 있었다. 1941년 전
쟁 시국에서도 미나미 총독은 조선신궁과 경성신사 양쪽의 의례에 정식 참
배자로 등장하 다. 정식 참배는 칙사를 맡은 자리가 아니었다. 칙사를 맡으
면, 준비와 마무리시간이 길어 양쪽 의례를 모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도 이 의례는 천황과 직접 관련된 행사로서 전쟁 시
국의 향을 받지 않았고, 무운장구 등 전쟁과 관련된 의례로 이용되지도 않
았다.27) 결국 이와 같은 대제의 형식이 조선을 대표하기 위한 조선신궁에서 
적용됨으로써 조선은 일본의 연중 신도의례의 체제 아래에 완전히 통합되었
다.

27) 『京城日報』 1941.11.14., 1944.11.24.; 『每日新報』 194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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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들의 경우 낭독된 축사와 제문이 단편적으로만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
고 있는데, 대제 중에 연주된 祝詞[노리토]는 朝鮮神職會의 『朝鮮神社法令輯
監』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 본토에서 진행된 노리토와 그에 대한 일반적 규
칙은 神祇學會가 편찬한 『神祇に關する制度作法事典』에 실려 있다. 노리토
에는 자유방식도 있었으나 神社社格制度 아래 인정된 신사에서는 國定 노리
토가 있었고, 신직이 하는 노리토와 칙사가 하는 노리토로 분류되어 있다. 
진좌제부터 관폐대사가 되었던 조선신궁의 노리토는 국정이었고, 경성신사의 
노리토의 경우 1936년 이후 國幣少社 사격의 부여와 함께 국정화되었다.

노리토는 일본어 고어로 연주되고, 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다. 신에게 존
경을 표하는 인사 이후 의례의 날짜, 장소, 칙사의 소개 등 당일의 정보로 
시작하여, 신찬의 설명, 진행 이유, 기원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본
어 고어로 진행된 노리토는 시처럼 도 높은 언어를 구사하고, 신과 천황에 
관련된 전용어와 신화 관련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
웠다.28) 특히 멀리 앉아 있는 의례 참여자와 멀리 서서 구경하는 조선인은 
신직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더욱 알아듣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언어 
자체가 이미 일본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일본어 능력이 뛰어난 
조선인도 이해하기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나 노리토에 관한 설명
은 신문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일반 대중에게 신직의 행위는 아주 신비로운 
것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실제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면, 
노리토의 내용에 별다른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
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리토는 사실 내용보다는 수행적 작용
(performative function)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의례 참여자에게 신직의 
권위와 더불어 의례의 풍부함, 의례의 전통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29)

28) 朝鮮神職會, 앞의 책, 74-79쪽; 神祇學會, 앞의 책, 374-383쪽.
29) Brosisus, Christine (et. al.), Ritual und Ritualdynamik, 85-86쪽; 노리토(祝詞)는 그 

언어 사용과 시와 같은 구성 때문에 오로지 문학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Phillipi, 
Donald L., Norito. A Translation of Ancient Japanese Ritual Praye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2쪽. Satow, Ernest, Ancient Japanese Rituals, 
The Praying for Harvest,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7, 1879, 
97쪽; Florenz, Karl, Ancient Japanese Rituals, Transactions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27, 1899,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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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中祭와 小祭

중제로는 歲旦祭, 元始祭, 紀元節祭과 시정제, 天長節과 기타 천황 관련 
의례가 있었다. 소제로는 일 년에 한번 진행된 節分祭와 도화제, 鎭座記念日
과 除夜祭가 있다. 그리고 달마다 진행되던 月次祭와 중순제가 있었다. 소제
는 중제보다 더 빈번했으며 의례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짧은 행사 다.

조선신궁은 일본의 신년 신사참배 관습인 初詣[하쓰모데]를 조선인들에게
까지 전파하고자 하 다. 조선신궁의 연말연시 행사로, 연초의 세단제와 원
시제, 연말의 항례 大祓과 제야제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불과 제야
제는 항례제와 소제 지만, 중제의 세단제와 원시제를 준비하는 단계 다. 
대불과 제야제는 신도 정화 의식의 일환으로, 신직들은 대불식을 1년에 2번, 
6월 31일 오후 3시와 12월 31일 10시에 진행하 는데, 이는 경내와 참배자
의 정화를 뜻했으므로 총독을 비롯해 각국 관료도 참여했던 행사 다.30) 연
말 대불 이후의 제야제는 밤을 새워 신년의 아침을 환 하는 것이었다. 대불
은 일종의 정화 의례 다. 신도의 정화는 수불의 경우에도 죄가 용서
(absolution)이 되는 것을 의미하 다. 국가신도 논리상 종교가 아니라고 규
정되었던 신도의 종교적 특색이 역설적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예의 하나로 
볼 수 있다.31)

조선신궁 신년 참배는, 조선신궁이 남산 높이 위치해 있어서 눈이 내려 쌓
인 경우도 많아 ‘구름 위의 신년’으로 보도되기도 하 다. 추위로 인해 참배
가 힘들어질 것을 대비하여 모닥불이 준비되었다. 1월 1일 아침 9시부터 신
년 참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마다 총독부와 정무총감은 반드시 정장
을 입은 채 참석했고, 총독부 각 국의 관료들도 참석하 다. 그러나 부민 대
표인 경성부윤은 경성을 대표하는 경성신사의 신년 의례에 참여하 다. 의례 
내용은 단지 다마구시를 바치는 것이었다. 중제의 경우 신전의 문을 열지 않
았다.32) 1935년에는 신직들이 참배자에게 神酒[미키]를 나누어 주었고, 10시

30)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6쪽; 『朝鮮神宮年表』, 1939, 20쪽; 『朝鮮神宮年
表』, 1940, 24쪽; 『東亞日報』 1935.7.2.; 『每日新報』 1939.7.1., 1943.7.1., 1944.7.2.

31) 神祇學會, 앞의 책, 126쪽.
32)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3쪽; 『朝鮮神宮年表』, 1941, 16쪽; 『京城日報』 

1929.1.3., 1930.1.3., 1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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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조선신궁 앞에서 카구라 연주도 시작하 다. 카구라 연주는 3일의 원시
제까지 매일 진행되었다.33)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38년부터 세단제에도 호전적이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성격이 추가되었다. 무운장구 기원이 진행되고, 카구라 연주가 라
디오로 방송되었으며, 총독과 궁사의 축사와 노리토 속에서 국위선양을 자랑
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거기에 더해 일본군에 배례하는 四方拜가 진행되
고34), 戰捷 기원과 무운장구 기원이 수행되었다. 무운장구 기원은 하루에 몇 
번씩 거행되었던 경우도 많았다.35) 1940년의 세단제는 한편으로는 상황이 
악화되어 가던 시국 하에 거행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황기 2600년의 
신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있었다. 그래서 신년 기원은 호전적 분위기 아
래 무운장구 기원으로서 거행되어 국민정신의 발양이 중심내용이 되었다. 
1942년의 경우 축사에도 국･미국과의 전쟁이 주제가 되었고, 전쟁 필승 
기원을 위해 국민들이 동원되어 남산으로 올라갔다.36)

이틀 후 진행된 원시제는 天照大御神[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및 삼종의 
신기와 관련된 의례 다. 신화에 따르면, 아마테라스가 삼종의 신기를 하사
함으로써 천황제가 시작되었으므로, 이는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고 천황 지배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천황제가 아마테라스를 통해 가능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신궁에 대한 신민의 신사참배는 국가에 고마움을 표현
하는 ‘報本反始의 誠’을 의미하 다. 이 날의 특별 행사로 개인 참배자는 보
통 때 입장하지 못했던 奉賛殿까지 진입 가능하 다. 아침 10시부터 궁사 
이하 신직과 참배자는 다마구시를 봉납했고, 역시 카구라의 연주가 있었다. 
이른바 建國式年인 1940년부터 신문보도에서 원시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었다. 이후에 참배자는 12,000명의 대중을 넘었는데, 다마구시를 봉납한 
인원은 71명의 엘리트에 불과하 다.37)

33) 『東亞日報』 1935.12.29.
34) 사방배는 천황이 하는 의례로, 그의 지배가 궁중을 중심으로 일제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것임을 표상한다. 고대의 천황이 이미 거행한 것으로 메이지 천황 당시의 지배 확대를 표
현할 수 있는 의례로 이용되었다. 神祇學會 (編), 앞의 책, 神祇學會, 1944, 151쪽. 

35) 『朝鮮神宮年表』, 1939, 3쪽; 『東亞日報』 1938.12.27., 1939.1.3.; 『京城日報』 1939.1.1., 
1939.1.3.

36) 『朝鮮神宮年表』, 1940, 14쪽; 『朝鮮神宮年表』, 1941, 3쪽; 『朝鮮神宮年表』, 1942, 9쪽; 
『東亞日報』 1940.1.1.; 『每日新報』 1944.10.2.; 『新時代』 1940년 1월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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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절제는 『日本書紀』에 나오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神武天皇이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하는 의례 다. 1873년에 천황 이데올로기 강화책의 일환으
로 만들어졌으며 2월 11일에 신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축하 행사들이 
열렸다. 紀元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에 1927년 紀元節은 四方節, 天長
節, 明治節과 함께 소위 四大節로서 연중 국가 휴일에 포함되었다.38) 사대
절 모두가 천황과 관련되었다. 기념일은 역사의식을 환기하는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일제의 기념일들은 천황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940년, 즉 기원 2600주년이 다가올수록 기원절이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해갔다.39) 기원절 의례는 신사에서 중제로 9시부터 진행되었다.

그런데 기원절은 원래 세속적 특징이 강해 신사 행사로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국가신도 하에 신사의 참배인 국가의례도 세속적으로 해석
되었으므로 기원절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신사에서 진행된 의례는 예배와 다
마구시 봉납에 불과하여 총독 등 고급 문무 관료는 대리를 보낸 정도 고 
신문보도에서도 큰 비중을 가지지 않았다. 짧은 의례 이후 오후 1시부터 부
민을 중심으로 봉축식이 추가로 진행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기원절은 
2600주년 및 전쟁 시국을 맞이하며 천황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에 이용
되었다.40) 1935년의 國體明徵 발표를 통해 국가는 일제 신민의 더욱 강력한 
통합을 요구하 다. 對중국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1936년 이후의 기원절은 
일제 당국이 제창한 소위 內鮮一體를 이루기 위한 행사로 이용되었다. 조선
인을 신사 행사에 참여시키고 참배를 강요하면서 천황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와 충성을 다짐하도록 하 다. 더욱 호전적인 분위기로 수행된 행사들과 
함께 신문보도에서도 내선일체의 필요성에 관한 신민들의 새로운 ‘각오’를 
요구하 다. 봉축탑의 건축이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민의 봉축
제가 관민합동으로 진행될 것이었다. 당일에 조선신궁, 경성신사에서 참배가 

37) 『朝鮮神宮年表』, 1939, 4-6쪽; 『朝鮮神宮年表』, 1940, 3쪽; 『每日申報』 1937.1.4.; 『每
日新報』 1943.1.4.

38) 神祇學會 (編), 앞의 책, 1944, 146-150쪽; “四大節”, in: 『大辞林』, JapanKnowledge, 
(www.crossasia.org, 2015.9.15. 참조).

39) Wehler, Hans-Ulrich, „Gedenktage und Geschichtsbewusstsein, in: Pandel, 
Jürgen, Verstehen und Verständigen, Pfaffenweiler: Centaurus, 1991, 200-204쪽.

40)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4쪽; 『東亞日報』 1931.2.13.; 『每日申報』 
19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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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관･공립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이 오후 1시부터 일장기를 들고 
조선신궁부터 경성신사로, 그리고 총독부 앞까지 행진할 것이 결정되었다.41) 
이러한 행사의 통합은 남산의 통합도 의미했으며, 남산으로부터 시내로 내려
가는 행진도 남산의 ‘정신’이 시내로 나가는 상징이었다. 

<그림4-4> 朝鮮神宮의 紀元節祭

출전: 『文敎の朝鮮』 151, 1938.

41) 『每日申報』 1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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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은 1938년 조선신궁 관장에서 본 기원절제의 사진이다. 의례의 
날에는 조선신궁의 커다란 깃대에 일장기가 바람에 나부끼며 이 행사의 국
가적 중요성을 강조하 다. 다만 참배가 강요되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의
례를 자세히 보기 어려웠다. 즉 일제 당국은 되도록 많은 인원의 참석을 중
시했을 뿐, 조선인들이 의례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음
을 알 수 있다. 1939년에는 미나미 총독 이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총대, 
중추원총대, 총독부 각 국 관료 등 고위층들이 참여하여, ‘진무 천황의 정신’
과 ‘八紘一宇’를 구호로 주제로 기원절제를 지냈다. 신화에 따르면 진무 천
황이 일본을 肇國하여 나라를 확대하고 다른 민족을 통합시켰기 때문에, 진
무 천황은 1930년대 후반의 전쟁 사태와 일제의 팽창주의에 선전에 이용하
게 되었다. 더구나 팔굉일우이란 구호는 ‘세계의 여덟 모서리를 하나의 지붕 
아래로 결집시키다’, 즉 일제가 제창한 일제의 통치를 통한 소위 ‘동아시아 
해방’을 의미하 다. 이러한 사명은 국가신도가 조선에서 정치적 종교로 기
능한 것을 보여준다.42)

기원절 의례 자체는 간단했지만 그 이후에 국민학교, 대학・전문학교 학생
의 참배, 학생들의 무운장구 기원 등이 진행되어 하루 종일 남산에서 행사가 
있었다. 그 날 또 하나의 중심 행사는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의 橿原[가시와
라]시에 위치한 진무 천황이 제신된 橿原神宮을 향한 요배식이었다. 『일본서
기』에 따르면 진무 천황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궁을 세웠다고 한다.43)

1940년은 건국 2600주년을 맞아 1939년에 못지않게 의례와 행사가 진행
되었다. 그 날 남산에서뿐만 아니라 일제 통치하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행사
가 개최되었고, 모든 官弊社와 國弊社, 즉 모든 사격이 있는 신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했으며, 사격이 없는 신사도 이러한 대규모의 행사를 무시할 수 없
었다. 1872년 일본 정부는 진무 천황의 즉위를 11월 15일로 정하 다. 그래
서 그 날 전후로 일제 곳곳에서 본격적인 기원 26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
고, 곳에 따라 1주일 정도 여러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 다. 10일에 천황이 

42) Gentile, Politics as Religion, 52-53, 138쪽. 무라카미는 서양의 정치 종교 이론에 입
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종교로 본 신도의 정치적 기능을 역시 강조하 다. 村上
重良, 앞의 책, 1970, i, 80, 119, 140-141쪽.

43) 『朝鮮神宮年表』, 1939, 10-11쪽. 가시하라 신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kashiharajingu.or.jp
에서 볼 수 있다. (2015.9.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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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橿原神宮을 참배한 것을 기회로, 전국 官幣大社 이하 사격이 있는 신
사가 기원 2600년 축하와 더불어 국운을 비는 의례를 진행하 다. 조선신궁
에는 아침 9시부터 정무총감과 조선귀족, 문관, 무관, 도민, 부민의 각 대표
와 총독부 각 국 과장이 궁사의 의례와 만세삼창에 참석하 다. 이후 특별한 
카구라가 연주되고 관리들과 부민의 참배와 학생 및 단체 참배가 진행되었
는데, 신문의 표현을 빌리면 3000여 명이 ‘개미떼처럼’ 신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44)

1941년의 기록에 따르면 당일 의례 참여자는 71명에 불과하 지만, 조선
신궁의 기타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12,318명이었다. 다음해인 1942년에는 
의례 참석자가 139명으로 2배 정도 많아졌으며 기타 행사참여자는 13,200명
이었다. 기타 행사는 皇軍무운장구 기원, 신은봉축, 橿原神宮을 향하는 요배
식이었다. 전쟁의 시국이 더욱 나빠진 1943년에 의례 참여자수는 120명이었
으나, 이 해에는 일반 참배자가 무려 2배인 25,845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더욱 심해진 강제적 동원이 있었다. 당일뿐만 아니라, 2월 
9일부터 11일까지 奉祝聖火納餅揚式이 진행되었는데, 이세신궁에서 받은 聖
火를 배를 이용해 부산으로 운반하고 부산에서부터 조선신궁까지 학생들의 
손으로 운반되었다. 성화운송의 성공을 축하하는 한편, 경성제대 및 전문학
교 학생들을 위한 건강 기원제가 진행되었으며, 황군 무운장구 기원도 빠지
지 않고 거행되었다.45)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天長節 의례는 중제로 진행되었다. 천장절의 경우
에도 조선신궁에 일장기가 게양되었다. 궁사 아래 총독부, 정무총감과 더불
어 조선귀족 대표들, 중추원 대표, 그리고 전쟁 시기에는 조선유족회총대와 
문무 관료가 참여하 다. 의례의 순서는 수불-노리토-신찬-다마구시 봉납으
로 간략히 진행되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경복궁 등 다른 장소에서도 행사가 
있었으며 만세고창 등 천황을 봉축하는 행사가 열렸다. 1940년에는 8시 30
분부터 참여자가 모여 9시부터 의례를 시작했는데, 이는 참배자에게 이후에 

44) 『朝鮮神宮年表』, 1939, 53쪽;  『朝鮮神宮年表』, 1940, 21쪽; 『朝鮮神宮年表』, 1942, 11
쪽. 『每日新報』 1940.2.11.; 『京城日報』 1940.2.11., 1940.2.12., 1940.11.12.; 『東亞日
報』 1940.2.12.; 「明治5年太政官布告第342號」, 內閣官報局, 『法令全書』, 1872, 282쪽.

45) 『朝鮮神宮年表』, 1941,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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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경성신사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46) 그 
외에 황실 중심 연중의례로 4가지 의례가 더 있었다. 진무 천황제와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를 기리는 孝明天皇祭, 춘계와 추계의 황령제(春・秋季皇靈祭)
가 그것이었다. 일본 궁중에서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특별히 
궁성요배가 거행되었다.47)

시정제는 조선 곳곳에서 축하행사가 많이 열린 始政記念日에 진행되었다. 
총독부는 이 행사의 진행을 1915년부터 10월 1일로 정하 다. 1916년부터 
시정제의 신도 의례가 경성신사에서 진행되었고 1935년부터는 조선신궁이 
맡았다. 이는 조선에서 일제의 지배를 축하하는 맥락에서 진행된 정치적 특
색이 강한 의례 행사 다. 정치적 상황을 신사의 신 앞에 축하하는 것도 국
가신도의 논리 다. 조선총독부는 조선통치의 ‘성공’과 일제하 조선의 ‘발전’
을 재조일본인과 조선인들에게 각인시키는 한편, 한국 병합이 이루어진 것이 
메이지 천황의 ‘은혜’이자 아마테라스의 ‘덕분’이라고 선전하 다. 여기에는 
식민 통치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신도를 통해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48)

1935년 조선신궁의 시정제는 ‘합방 25주년’을 기념하 다. 기원절과 마찬
가지로 총독부청과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세속적 축하 피로연과, 나라에 봉
사한 이들을 위한 표창식, 경북궁 후정 대원유회 등의 행사가 있었다. 우가
키 총독의 축사에 나타나 있듯이 그 날은 ‘一視同仁의 은혜’와 ‘內鮮一如’, 
동양평화 등 편견과 망상의 구호들이 난무하 다. 그 날의 행사들이 남산에
서 시작된 것은 시정제의 특징이었다. 9시 30분부터 경복궁에서 기념식이 
시작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남산에서 7시라는 이른 시간부터 쌀쌀한 가
을 날씨에 경성부 주최아래 관민합동봉축식이 있었다. 1만 명가량의 부민이 
모여서, 기미가요 합창과 만세삼창을 한 뒤, 남산에서부터 시내 곳곳으로 일
장기 행렬이 행진하 다.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의 의례에 더해서, 순직한 사
람들을 위한 시정기념 초혼제도 景福宮 勤政殿에서 진행되어 조선신궁과 경

46) 『朝鮮神宮年表』, 1939, 17-18쪽; 『朝鮮神宮年表』, 1940, 10-11쪽; 『東亞日報』 
1940.4.29.; 『每日申報』 1937.4.29.

47)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5쪽; 『東亞日報』 1932.3.22., 1932.4.4., 
1937.9.21., 1936.4.3.

48) 『每日申報』 19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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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사의 신직들이 그 쪽으로 출장을 나갔다.49)

1936년의 시정제는 조선신궁에서 8시 반부터 궁사 이하 신직이 의례를 진
행하 는데 8시부터 총독이하 총독부 고급관료, 군사총대, 조선귀족 대표가 
정장을 입고 참석하여, 9시 45분부터 단체, 개인 참배의 순으로 신사참배가 
진행되었다. 1938년의 시정제는 전쟁 시국의 향을 받은 것으로, 9시부터 
조선신궁에서 주최하 고 3,000여 명의 참배자가 참석하 다. 총독은 이때 
의례를 마친 후 축사에서 시정 이래의 사정과 이후 정책에 대해 짧게 언급
하 다.50)

1939년의 시정제에는 국가총력을 발휘하고 일반국민의 정신을 앙양시키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맑은 가을의 남산에서 9시부터 조선신궁 배전 앞에서 의
례가 시작되었다. 미나미 총독과 정무총감, 총독부 각국과장, 국민정신총동
원조선연맹회총대, 조선군보도장, 조선귀족 대리와 문관총대가 참석하 으며, 
경성부민 대표로 경성부윤이 참석하 다. 간단한 중제 의례를 지내고, 수불-
노리토-다마구시 봉납 3단계 의례 후 9시 30분경에 끝났다. 여기서도 전년
도 의례와 마찬가지로 총독이 정치의 상태와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연설을 
하 다.51)

1940년은 시정 30주년과 황기 2600주년을 의미하여, 전쟁의 시국에도 불
구하고 5년 전에 못지않게 성대하게 행해졌다. 조선의 발전은 모두 아마테라
스와 메이지 천황 덕분임을 선전하며, 8시부터 조선신궁에서 총독, 군사령
관, 정무총감, 이왕직 장관, 경기도민총대로 경기도지사, 부민대표로 경성부
윤 등 관민 유력자 300여 명이 참배하여 항례의 중식인 수불-노리토-다마구
시 봉납 순서로 의례를 지낸 후, ‘皇道統治’에 협력할 것을 맹세하고 식을 
마쳤다. 이후 시내에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고, 일장기 행렬과 집집마다 일장
기 게양으로 애국심을 고취하는 분위기 아래 ‘皇恩’의 시정 30주년이 축하되
었다. 5년 전의 경우처럼 경복궁 근정전에서 초혼제가 거행되었고, 경복궁에
서 세속적인 표창식도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警防團 인

49) 『京城日報』 1935.10.2.; 『東亞日報』　1935.10.2.; 『每日申報』 1935.10.2.
50) 『東亞日報』 1936.10.2, 1938.10.2.; 『每日新報』 1938.10.2.
51) 『朝鮮神宮年表』, 1939, 23쪽; 『東亞日報』 1939.6.29., 1939.10.2.; 『每日新報』  

193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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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비롯하여 총독이 무려 9,667명에 대해 표창하 다. 초혼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때의 초혼제 절차에는 每日新報에 보도된 것처럼 
일반적인 경성부 초혼제와 달리 불교의 요소가 없고 신도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날 경복궁에서 열린 행사에 4,000여 명이 참여하 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미나미 총독은 ]告를 내려 시국의 엄중함을 말하며 조선
인의 충성을 요구하 다. 신문을 통해서는 ‘忠良한 皇國臣民化’가 강조되었
다.52)

‘대동아 신질서 건립’과 국민총동원(‘國民皆勞’)의 암시아래 1941년 시정제
는 9시에 조선신궁에서 거행되어 시작한지 40분 만에 폐식되었다.53) 이보다 
1942년의 32주년 시정제는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때 시정제는 일본의 對

국･미국 선전포고 이후 전쟁 상황이 악화된 속에서 진행되어, 조선신궁에
서 9시부터 30분 동안 300여 명의 참여자 앞에서 의례가 진행되었을 뿐이었
다. 이후 시내 쪽에서 만세삼창이 열렸고, 回顧會, 表彰會 등 다양한 기념행
사가 주최되었다. 1943년과 1944년에는 참여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
다. 의례 시간, 장소 및 순서는 같았지만, 소요 시간은 다시 45분으로 늘었
다. 총독은 축사에서 조선징병령에 대한 감사와 시정 기념에 대한 감상을 담
았으나, 그 외에 호전적인 행사나 무운장구 기원은 진행되지 않았다.54) 전쟁 
시기에 시정제는 국가의 기념일로서 더욱 호전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小祭로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달마다 진행되던 월차제, 중순제와 2
월 4일에 진행된 절분제, 3월 3일의 도화제 등이다. 월차제와 중순제는 이세
신궁의 神嘗祭와 신상제를 매월 기념하는 것으로 조선신궁을 이세신궁의 전
통과 연결시키는 의례 다. 궁사 아래 신직만이 맡는 의례이며 공공의 주목
을 받지 않았다. 절분제는 일본의 입춘을 축하하는 옛 관습이 의례화된 것이
고, 도화제는 궁중에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비는 의미로 아기가 부모와 함께 
신사참배하러 오면 과자를 주는 방식으로 어린 아이들을 천황 지배이데올로
기에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례들 중에서 월차제의 경우에만 전쟁 
시기에 무운장구 기원이 같이 진행되었다.55)

52)  『每日新報』 1940.10.1., 1940.10.2. 
53)  『每日新報』  1941.10.2.
54)  『每日新報』  1942.10.2., 1943.10.2., 1944.10.2.; 『京城日報』 1942.10.1., 19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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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恒例式, 臨時 儀禮와 기타 행사 

항례식은 대불과 獻詠初歌奉告祭를 제외하면 모두 천황 및 천황제 이데올
로기와 연결된 의례 으며 대부분은 도쿄에서 진행된 의례에 대한 요배식으
로 진행되었다. 대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신도의 정화 개념에 속하는 齋戒 
관련 의례 다.

헌 초가봉고제는, 詩 짓기가 취미여서 ‘歌神’으로 불렸던 메이지 천황과 
관련된 의례로, 애국심 등 나라를 위한 충성을 주제로 한 메이지 천황의 시
를 기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 날 참배를 지내고나서 13시부터 17시
까지 일본식 시 짓기 경연이 진행되었다. 조선 대중의 문화적 통합을 꾀했음
에도 불구하고 시 짓기 경연의 우승자는 늘 일본인이었다.56)

孝明天皇祭遙拜은 메이지 천황 아버지 던 孝明[고메이] 천황(1831-1867)
을 위한 것이었으며, 조선신궁 제신의 메이지 천황과 관련된 행사 다. 이는 
일본 황실의 소위 萬世一系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다.

조선신궁에서는 정해진 항례식 외에 임시적 의례도 많이 진행되었다. 이들
은 1937년경까지는 호전적인 의미가 없었지만, 1937년 이후, 특히 1941년 
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었을 때부터 군국주의적 성격이 강해졌다. 그 
때까지 여러 가지 독특한 행사들이 있었다. 1931년 1월 26일에는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 부근의 추위 속에서 힘들게 근무하는 경찰과, 헌병, 林業에 
종사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300개 守札의 受與式이 행해졌
는데, 이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조선의 경계를 확정하고 보호하
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1931년 만주사변 후 만주로 출진한 군인을 
위한 守札 수여식에 더해 무운장구 기원제도 진행되었다. 한편, 같은 해 4월 
1일에 미터법 사용 5주년 축하 참배회가 있었고, 洋服制定 60주년 기념일인 

55)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4쪽; 『朝鮮神宮年表』, 1939, 9, 77쪽: 『朝鮮神宮
年表』, 1940, 7쪽; 『朝鮮神宮年表』, 1943, 17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앞
의 책, 69쪽.

56)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19쪽; 『朝鮮神宮年表』, 1939, 8, 44-45쪽; 『京
城日報』 194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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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에도 조선신궁에서 특별행사가 있었다. 또한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제2회 조선신궁 전선 弓道 奉仕競技大會가 열려 이를 위한 조선신궁 
궁도장이 만들어졌다.57)

조선신궁이 전면적으로 일본 황실을 대표한 것은 궁중에서의 출산을 조선
신궁에서 축하한 것과 황태자의 생일 기념식이 거행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58) 여기에 더해 신전 결혼, 아기를 중심으로 한 소위 七五三 의례, 즉 
아기가 무사히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의례도 진행하여 일반 가족들을 통합시
키고자 하 다.59)

특히 어린 아이를 일제 지배이데올로기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행
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修身敎科書 수여 및 그 봉고제 다. 조선신궁은 
1926년부터 수신 수업용 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하 다. 조선신궁 궁사가 신
사정책에 관한 총독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불만을 느끼고, 조선신궁의 미약한 

향력을 비판하면서 자발적으로 수신 수업용 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
작한 것이다. 학교 교사들에게 본래 유료인 책을 무료로 배포하여, 교사들이 
이 책을 1년생들에게 배부하고 가르치도록 해서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으
로 조선신궁을 참배하도록 도덕적 책무를 만드는 전략이었다. 학생들에게 신
사참배를 습관화시키기 위해 1926년부터 조선신궁에서 4월 1일마다 勧學祭
가 실시되었다.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배하면 어린이들에 神菓를 나누어 
주면서 어린이의 신사참배를 장려하 다.60) 그 당시 학교 교육에서는 신사참
배가 조선신궁 진좌제, 예제 등 특별 행사의 경우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국
의 요청을 따르는 행동이었으며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미 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혹은 교육의 대상이 아닌 성인에게도 신사참배의 습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시설의 조선신궁을 경 한 궁사도 인식하고 있
었다. 황민화정책을 통한 敬神 교육이 1936년경부터 확인되는데, 그 이전에

57)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11-12, 15-16, 19-20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
통문화연구소, 앞의 책, 132-133쪽.

58)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44쪽;  『朝鮮神宮年表』, 1940, 11쪽.
59) 七五三이란 7살, 5살, 3살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일본의 관례적인 연중행사이다. 여기

에는 신사참배와 특별한 놀이 등이 포함된다. 『朝鮮神宮年表』, 1939, 63-64쪽; 『朝鮮神宮
年表』, 1940, 27, 31쪽.

60) 朝鮮神宮社務所, 『昭和6年の朝鮮神宮』, 21쪽; 『朝鮮神宮年表』, 1940, 8쪽; 樋浦郷子, 앞
의 책, 제1장, 51-58, 261-264쪽; 樋浦郷子, 앞의 논문,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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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선신궁의 행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이와 부모를 함께 포섭하
도록 하여, 신사참배와 의례 참석을 통해 일본인처럼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
도록 하는 것이었다.

조선신궁 궁사가 당시 교육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는 사실은 신도에 대
한 조선인들의 지식이 불충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신궁은 조
선인 아동 교육에 직접 관여하 으며, 그 뿐만 아니라 국어 즉 일본어 장려 
정책을 응원함으로써 교육정책에 관여하 다. 國語全朝鮮運動推進隊結成의 
봉고제가 조선신궁에서 진행되었고, 일본어 보급은 곧 내선일체의 실천과 완
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선전되었다.61) 조선신궁 창립 전후의 총독부 교육정책
은 조선인의 일본어 교육을 강화한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8) 하에 이루
어지고 있었다.62) 문화정치를 배경으로 등장한 제2차 조선교육령은 ‘內地延
長主義’와 ‘一視同仁’, ‘內鮮一體’의 정치적 구호를 표방하 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도 일본과 동일한 학제가 시행되고 內鮮共學이 실시되어,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민족 차별 대신, 일본어가 능통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
어 후자를 차별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인에게 일본어 습득을 강요하 다. 조
선신궁은 여러 행사를 통해 이러한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
고 있었다.

조선신궁의 임시 행사들은 전쟁 시기에 특히 두드러졌다. 전쟁 시기부터 
야스쿠니 신사의 임시 대제 시 조선신궁에서 요배식이 열렸으며, 1937년 전
쟁 발발과 1938년 4월에 시작된 志願兵制度를 기념하여 황군을 위한 무운
장구 기원이 많아졌다. 새로운 입대자들을 신에게 알리는 봉고제도 거행되었
다.63) 1937년 7월 7일의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 기념도 겸한 전쟁 관련 
傷病将兵癒祈願祭도 열렸다. 이는 상처 입은 군인의 완쾌를 위한 것이었지

61) 『朝鮮神宮年表』, 1940, 32쪽; 『每日申報』 1938.4.1.-2. 소위 내선일체는 미나미 총독의 
황국신민 정책 구호이며,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내세웠으
나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 다. 실질적으로 조선의 일본화를 의미하 는데, 이를 실행하는 
데에도 민족적 모순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来社, 
1985, 148-150쪽.

62) 『朝鮮總督府官報』, 제19호, 1922.2.6.; 허재  (編), 『조선교육령과 교육정책 변화 자료』, 
경진, 2011, 55쪽; 나카바야시, 앞의 논문, 267쪽; 김성애, 「일제강점기 식민지교육정책의 
추이」,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7-29쪽.

63) 『朝鮮神宮年表』, 1939, 17, 43, 54-55쪽; 『朝鮮神宮年表』, 1940,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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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산에서 일장기가 게양되고 애국부인 단체들이 참배하여 ‘총후의 통합’
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의례행사 다. 7월 7일은 1938년부터 사변
발발 기념일이 되어 참배 행사가 진행되었다. 12시에 조선 전국에 사이렌 
후 묵도를 하는 의례가 행해졌다. 1940년의 사변 3주년 기념식은 국위선양 
기원식으로 총후동원을 위한 만세고창과 궁성요배가 중심이었다.64) 문화적 
측면에서도 조선신궁은 호전적인 움직임을 지원하 다. 1940년 국 및 미
국과의 관계가 나빠진 가운데 조선신궁 앞에서 5월 하순부터 7월초까지 거
의 두 달 동안 排英國民大會가 진행되었다. 그 위에서 조선신궁의 참배뿐만 
아니라, 궁성요배, 기미가요 합창, 황군 감사 무운장구 기원 등의 행사가 있
었다.65)

1942년의 중일전쟁 발발 기념은 더욱 강조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과 대미 선전 포고가 있다. 중일전쟁 발발은 이제 소
위 병참기지가 된 조선에서 1,000인이 같이 박수하는 특별 무운장구 기원으
로 기념하 지만, 이에 앞서 항례인 중제로서 신도 의례도 진행되어 다마구
시 봉납도 거행되었다.66) 이러한 무운장구 기원은 1937년부터 조선신궁 앞 
광장에서 자주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의례 순서는 아래 <표4-5>와 같다.

<표4-5> 武運長久 祈願 의례 순서

64) 『朝鮮神宮年表』, 1939, 57쪽; 『京城日報』 1938.7.7., 1940.7.8.
65) 『朝鮮神宮年表』, 1940, 57-58쪽.
66) 『京城日報』 1942.7.8.

1) 手水舎에서 手水의 儀禮
2) 修祓 진행
3) 祭主 이하 착석
4) 祭主伺候
5) 神饌과 神樂
6) 祭主가 祝詞 낭독, 일동 경례
7) 주최자 대표 제문 낭독, 일동 경절
8) 祭主가 다마구시를 바침
9) 来賓代表者 다마구시를 바침, 일동 배례
10) 祭員 예배
11) 神饌을 치우면서 배경음악으로 神樂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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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東亞日報』 1937.9.1.

중일전쟁 동안 일본군에게 좋은 전황이 있을 때 전황 봉고제와 함께 무운
장구 기원도 진행되었다. 『매일신보』에는 일본군이 徐州을 점령하자 “남산은 
전율에 차서 진동하 다”고 선전적으로 보도되었다.67) 조선신궁의 무운장구 
기원제에는 가능하면 총독도 참여하 다. 조선신궁 외에도 조선 모든 신사들
에서 무운장구 기원이 진행되었으나 조선신궁이 특별한 것은 고위층이 참석
한다는 점이었다. 마지막 무운장구 기원은 1945년 4월 25일에 진행된 것으
로 확인된다.68) 무운장구 기원과 함께 궁성요배도 소위 비상시국 하에서 많
아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이지 천황절, 기원절 등 황실과 관련한 
행사의 일환으로 궁성요배도 진행되었는데, 1941년부터 궁성요배는 사적이
고 일상적인 역에서도 강요되었다. 『매일신보』는 기사를 실어 “宮城遙拜
를 아침마다 꼭 하시오!”하고 요구하 다.69)

1941년 8월 12일의 대미 선전포고에 이어 미국과 전쟁이 시작되면서 태평
양 전쟁이 본격화하 다. 당시 일제 신사들 곳곳에서 宣戰奉告臨示大祭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조선신궁도 마찬가지 다. 이는 임시대제로 지냈으며, 총
독부 이하 군관민총대가 모여 10시부터 11시18분까지 대제를 지낸 후 사방
배와 무운장구 기원을 지냈다. 1943년부터 매월 12일에 선전을 기념하는 大
詔祭가 개최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매일 조선신궁에서 무운장구 
기원이 진행되었다. 이는 극단적인 장치로 전쟁의 위기를 뚜렷이 드러낸 행
사 다.70)

무운장구 기원에서 참여자는 많은 경우에 특별한 맹세를 해야 하 다. 이
러한 맹세의 필요성에는 무운장구 기원의 충성 교육 기능도 확인된다. ‘皇恩
에 報答’하는 ‘靑年들의 神前盟誓’는 ‘이 몸을 바쳐 忠節을 다하리이다’라는 

67) 『每日新報』, 1938.5.22.
68) 『朝鮮神宮年表』, 1939, 55쪽; 『東亞日報』 1937.7.14., 1938.7.8., 1939.7.8.; 『東亞日報』 

1937.9.1., 1938.10.8.; 『每日申報』 1937.7.23., 1937.9.4.; 『每日新報』 1940.7.8.
69) 『東亞日報』 1938.10.25., 1939.11.3., 1939.11.4.; 『每日新報』 1939.2.12., 1939.11.3., 

1941.3.5.
70) 『朝鮮神宮年表』, 1940, 10쪽; 『朝鮮神宮年表』, 1943, 17쪽.

12) 祭主 퇴장
13) 일반 신도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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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서 志願制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銃後奉公祈誓式에서 軍·官·民 5
천여 명이 神前에 肅肅盟約을 함으로써 국책노선을 따르는 것, ‘八紘一宇 
理想逹成’에 진력할 것을 맹세해야 하 다.71)

매년 진행된 陸軍記念日(3월 10일)과 海軍記念日(5월 27일)을 위해 남산의 
신도 시설에서도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의례가 진행되었다. 육군
기념일과 해군기념일과 같은 군대 관련 기념일들은 용산의 군사기지를 중심
으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원래부터 전술연습 등의 호전적인 행사가 많았
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는 육군기념일과 해군기념일이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당시 신문에는 두 기념일의 유래
에 관한 상세한 기사가 실렸다. 육군기념일은 러일전쟁 중인 1905년 3월 10
일의 봉천 전투를 기념하는 것이며, 해군기념일도 역시 러일전쟁 중인 1905
년 5월 27일의 對馬島 海戰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일본이 서양 
열강에 대해 거둔 최초의 승리인 러일전쟁을 기리는 두 기념일을 강조하는 
것은 전시체제기 신사 시설의 군국주의적 행보를 잘 보여준다.

총독부는 1938년부터 육군기념일의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12시부터 1분 
묵도를 할 것을 명령하 다.72) 1939년부터 학생의 조선신궁 참배 행진이 있
었는데, 행진은 교통 불편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행진 참가자들의 예행연습
도 필요했으므로 번거로운 일이었다. 1940년의 신궁참배는 9시 30분부터 시
작했는데 그 때에도 앞서 예행연습이 있었다. 총독부청 앞에 각 학교, 육군
지원병훈련소, 각 청년단들이 모두 모여 신궁참배행진을 하 다. 이 행진은 
65단체 21,839명이 참배한 대규모 행사 다.73) 

해군기념일도 마찬가지로 전쟁발발 이후부터 조선신궁에서 기념식이 진행
되었고, 참배뿐만 아니라 묵도까지 하도록 하 다. 기념식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하여 군·관·민 대표가 참석했으며, 기념식의 순서는 수불 후 神宮拜禮와 
궁성요배 배례, 일장기 게양, 기미가요 합창, 그리고 해군협회조선본부장이 
일본해전대첩의 축어를 봉독하는 것이었다. 12시에는 묵도가, 오후에는 황국

71) 『每日新報』 1942.5.12., 1940.6.20. 이러한 맹세의 다른 예는 1940.9.5., 1940.10.6.이며 
필승 맹세는 1944.8.29.까지 확인된다.

72) 『京城日報』　 1939.3.10., 1939.3.11., 1940.3.11., 1940.3.7.; 『東亞日報』 1933.3.10., 
1938.5.27.; 『每日申報』 1938.3.8. 

73) 『東亞日報』 1940.3.7., 193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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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서사 제창과 총독부 만세 삼창도 진행되었다.74) 1939년의 미나미 총독 
축사는 라디오로 방송되기도 했는데, 총독은 본 기념일에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과거 일본 해군이 이룬 성공과 ‘역사적 승전’을 기억
함으로써 새로운 각오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 다.75) 이는 역사를 환기하여 
정신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뜻을 뚜렷이 드러낸 것이었다. 1941년의 기념
일 의례가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되어 9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개인 
참여자는 총독이하 총독부 관료, 도민총대, 부민총대 고, 단체로는 해군협
회조선부분원, 재향군인, 국방부인회, 애국부인회, 부내 각 학교 학생과 생도
들이 참여 다. 이 행사에는 총 1만 여 명이 참가하여, ‘총후의 바다’라고 보
도되었다. 의례 순서는 수불, 카구라, 일장기 게양, 기미가요 합창, 배례, 다
마구시 봉납, 궁성요배, 해군칙어 낭독 순이었다. 또한 의례에서는 정년의 
군사 훈련 및 ‘발굉일우 달성’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76)

또 다른 행사로, 조선신궁이 예제로 주최한 朝鮮神宮競技大會를 들 수 있
다. 이상 살펴본 의례보다도 더욱 조선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행사가 바로 조
선신궁의 연례 운동회 다. 조선신궁의 첫 번 째 진좌제와 함께 처음으로 조
선신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1919년부터 농구와 배구 등 외국에서 유래한 
단체 경기가 경성에서 진행된 운동회를 통해 널리 퍼졌다. 적합한 시설이 없
었으므로 경성운동장(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이 운동장은 
1925년 조선신궁과 함께 개장하 다. 조선신궁에서 첫 번 째 진좌제가 열렸
을 때 경성운동장에서는 조선신궁경기대회가 열렸다. 이는 1925년 말의 축
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일본에서는 1년 앞서 1924년부터 明治神宮 운동회
가 열렸는데, 이후 조선신궁 운동회 우승자는 메이지신궁 운동회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 받았다.77)

조선신궁경기대회의 개장식은 1925년 10월 15일 3시 30분에 2만여 명의 
관람객 앞에서 신도의 수불식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관람객에게 신도의 의례

74) 『東亞日報』　1938.5.27., 1939.5.26.; 『京城日報』 1938.5.27., 1938.5.28. 1938년의 경우 
1,000여 명 참여로 기록되어 있다.

75) 『每日新報』 1939.5.27.
76) 『每日新報』 1941.5.28.; 『新時代』 1941년 4월호, 100쪽; 『朝鮮公論』 1940년 1월호, 22

쪽.
77) 金誠, 앞의 논문, 2003, 31, 33쪽; 金誠, 앞의 논문, 2013b, 11, 29-30쪽.



- 135 -

가 강요되었다. 소학교, 보통학교, 고등여학교 등의 학생들, 청년단원, 조선
신궁 경기 출장 선수들 및 내빈으로 사이토 총독, 귀족 대표 이완용, 내무국
장, 각도지사, 기타 관민 유지 400명 정도가 참여하 으며, 부윤의 式辭, 총
독의 축사와 더불어 ‘천황폐하 만세’ 고창으로 개식되었다. 총독은 축사에서 
운동 경기를 신 앞에서 진행하는 것임을 강조하 다.78) 운동 경기 역시 조선
신궁에 제신된 메이지 천황과 아마테라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전되
었다. 뒤이어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聯合體操를 하는 장관이 이어졌다.

일본인 선수와 조선인 선수가 함께 참여한 이 경기대회는 동화를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內鮮融和, 內鮮一體와 같은 구호를 구현하는 것으로 
선전되었다. 朝鮮體育協會 조직이 주최한 조선신궁경기대회에는 매년 새로
운 운동 종목이 도입되어 조선에 있어서 운동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보인다. 운동 종목에 따라 조선인-일본인 선수의 비율이 달랐다. 전통
적으로 일본이 강한 弓道에서는 조선인 선수가 적었지만, 축구의 경우 조선
인 선수가 더 많았다.

1940년대에 전쟁 시국에 따라 조선신궁 운동회가 변화하면서 집단체조도 
수류탄 던지기 등이 도입되고 더욱 호전적으로 변형되었다. 즉 이 운동회는 
사회교화부터 황국신민정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신 앞에서 운동 경기를 한다는 의미에서, 몸의 단련이 곧 신과 천황에게 神
事奉仕하는 것이라고 선전되었다. 더욱이 경기 중에 사용된 깃발은 조선신궁
에서 봉헌되었으므로 신사의 의례와 운동회는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었어도 
사실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79) 

이처럼 경성신사의 아키마쓰리와 함께 조선신궁의 운동회는 신사를 즐거운 
일과 연결시켰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만나는 공간을 마련하 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람객들도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이 있었다. 함께 운동 경기를 구경
하고 경기에 나오는 선수를 응원하면서 이 운동회를 통해 대중은 천황 이데
올로기에 노출되었다.80)

다음으로 조선신궁의 의례를 남산으로부터 일반 대중의 집 안과 개인의 일

78) 『京城日報』 1925.10.15., 1925.10.16.
79) 金誠, 앞의 논문, 2003, 37쪽; 金誠, 앞의 논문, 2013a, 33, 36-37, 40-41쪽.
80) 박해남, 앞의 논문,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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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확산시키려 했던 행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神宮大麻 배포
와 禊祓[미소기하라에] 의례가 그것이다.

大麻란 신전에 봉납된 종이를 말한다. 이세신궁의 예에 따라 조선신궁에서
도 이러한 대마 종이들이 만주사변 이후 1933년부터 참배자에게 배포되기 
시작하 다.81)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대마 배포가 더욱 성행했고, 
이는 집안에 설치하는 神棚[가미다나]82)에 보관해야 하 다. 가미다나의 설
치는 1936년의 心田開發運動83) 일환으로 일상화되었는데, 이에 앞서 총독이 
이미 1935년에 관사에서 가미다나와 불단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미다나의 보급을 일본의 전통에 알맞은 것으로 선전하기 시작하 다.84)

이제 가미다나와 불단을 조선인의 집안에 두게 함으로써 일본의 전통 관습
을 일상적 생활 역에까지 침투시키려는 것이었다. 게다가 대마 배포를 통
해 조선신궁의 뜻을 조선 곳곳에서 온 참배자를 거쳐 지방까지 보급하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敬神思想을 전파하고자 하 다.85) 본격적 신사나 소규모 
神祠가 모두 없는 장소에서도 가미다나를 모실 수 있었으며 이는 조선에서
의 신사의 보편화를 뜻하 다.

1937년 12월 4일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마 배포는 명백히 국민정
신작흥과 경신사상 함양을 위한 것이었다.86) 집집마다 가미다나가 설치되어
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奉安殿이라고 하는 소규모 神祠가 심전개발운
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장소들에서 대마가 제사될 것이었다.87) 
재조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도 대마를 존중해야 하 다. 神宮 → 神社 → 
神祠 → 神棚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가미다나는 대마를 통해 집안의 ‘신

81) 『朝鮮神宮年表』, 1939, 9쪽; 岩下傳四郞, 앞의 책, 174쪽.
82) 신도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가정이나 사무실, 신사 이외에서 신을 모시기 위한 선반이다.
83) 農村振興運動의 전개 과정에서 國體明徴聲明을 받아들인 조선총독부는 국민통합을 위해 

조선 대중의 신앙심을 육성하려고 하 다. 이는 敬神崇祖에 비롯하여 신사에 대중 동원을 
계획하는 한편, 신사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공인종교를 장려하고 비공인종교 즉 비 결사 
등을 통제하려는 종교부흥운동이었다. 青野正明, 앞의 책, 제2장 참조.

84) 『京城日報』 1935.12.6.
85) 『東亞日報』 1937.11.25., 1937.12.4.; 『每日申報』 1937.11.25.; 『朝鮮公論』 274호, 1936

년 1월, 64-66쪽.
86) 『東亞日報』 1937.12.4.
87) 神祠 창립은 심전개발운동의 一面一祠 장려정책과 관련이 있었다. 樋浦郷子, 앞의 책, 

211-212, 260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192, 194쪽; 문혜진, 앞의 논문, 103-104쪽; 국성하, 앞의 논문,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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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는 곧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 숭배로 연결되었
다.88) 대마 종이는 神體의 대표나 分神은 아니었지만, 신 앞에 봉납된 것으
로 집안을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전쟁 시국에서 위로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신사와 그 제신의 표상으로서 이제 집안도 신의 구역이 된 것이며, 모든 대
중을 일제의 국가신도에 통합토록 한 시도 다.89)

가미다나와 대마는 국가신도가 집안으로 진입 한 것을 의미하 다. 국가신
도의 非宗敎論 논리에서 신사 의례는 종교가 아닌 공적 국가의례 고, 종교
는 사적 삶의 역에 속하 지만, 이제 국가신도가 집안, 즉 개인의 생활 속
으로 파고 들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국가신도가 사실상 종교적 측면을 가졌
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가미다나는 신궁과 신사의 의례를 
대중의 생활 속, 일상에 침투시키는 도구 고,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애국반 
조직을 통해 대중이 집안에서도 신도의례를 지내는 것을 서로 감시하게 되
었다.90) 대마를 집안의 가미다나에 놓음으로써 남산에 올라가지 않은 날에도 
조선신궁의 ‘엄숙’한 존재를 신민 모두에게 상기시킬 수 있었고, 이것은 또
한 정기적인 참배를 위한 알림장으로도 기능하 다.

1936년부터의 심전개발운동 개시와 함께 학교 교육에서도 신사참배는 특
별 의례행사의 경우에만 아니라 달마다 강요되었다.91) 뿐만 아니라, 학교에
서 설치된 가미다를 통해 아마테라스를 숭경하는 것과 함께 학교마다 설치
된 奉安殿은 매일의 숭경 대상이었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신, 숭경, 의례
의 복합이 학교로 옮겨왔다. 학생이 등교하고 퇴교할 때마다 이 앞에서 고개
를 숙여야 했고, 또한 교문에서 정중하게 몸을 굽혀 깊이 절하는 最敬禮도 
해야 하 다. 봉안전은 천황이 내린 교육칙어와 천황의 사진 등 학교에서 의
례를 진행할 때 필요한 도구를 보관하는 소규모 神祠처럼 기능하 다. 경성

88) 山口公一,　앞의 논문, 2006, 152쪽; 문혜진, 앞의 논문, 103-104쪽; 辻子實, 앞의 책, 
258-259쪽.

89) 當山春三, 『神宮大麻と國民性』, 神宮奉斎會本部, 1916, 105-113쪽; 神祇學會, 압의 책, 
490-493쪽.

90)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5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앞의 책, 200쪽;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40, 830쪽.

91) 학교에서 敬神崇祖를 장려하는 교육의 실행은 이미 1935년 5월의 「學校二於ける敬神崇
祖ノ念涵養施設二關スル件」을 통해서 정해지고, 정기적 참배 등이 이미 결정되었다. 朝鮮
神職會, 앞의 책, 353-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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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校洞國民學校에는 봉안전 공사가 1939년에 시작하 는데 그 규모는 1坪
에 높이 2.5m2 다.92) 신사처럼 학교에서도 四大節의 경우 특별한 의례행사
가 있었다. 이러한 의례에서 교장이 예복을 입은 채 “교육칙어, 때로는 천황
의 사진을 꺼내왔다. 식순에 따라 봉안전에 가서 나무쟁반에 두루마리로 된 
칙어를 올려놓고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들면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이때부터 
고개를 숙여야 했고 낭독이 끝나고 봉안전에 다시 넣을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 다.”93)

이처럼 학교의례는 학생에게 現人神[아라히토가미]인 천황에 대한 공경을 
규율을 통해 인식시켰다. 교동국민학교의 황국신민 교육 월중행사표나 경성
사범학교부속보통학교의 연중행사를 살펴보면, 한 달마다 적어도 2번, 즉 매
월 1일 마다 대표 학생이 조선신궁을 참배하고, 매월 6일로 정해진 애국일
에 신사참배가 진행되었다. 10월마다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의 예제들의 경우 
한 달에 2-6번의 참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신사참배는 황국신민 교육
의 敬神 교육에 필수적이었다.94)

황국신민 교육의 내용은 조선인에게 ‘內地人化’를 의미하 고, ‘조선의식’
을 없애고 이를 일본의 그것과 대체하는 것이었다.95) 이처럼 ‘內鮮一體의 실
천화’는 조선인에게 ‘진실로 일본인이 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 다. 조선에
서 활동한 작가 汐入雄作[시오이리 유사쿠]는 잡지 『內鮮一體』에서, 그 구호
의 본질은 일본인이 조선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인이 스
스로 조선인으로서의 특수성을 없애고 일본인처럼 행동해야 가능하다고 설
명하 다.96) 

시오이리의 이 같은 견해는 제3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반 하는 것이었

92) 서울校洞國民學校百年史編纂委員會 (編), 『校洞百年史: 1894∼1994』, 서울校洞國民學校
同窓會, 1994, 144쪽.

93) 위의 책, 145쪽.
94) 위의 책, 145쪽; 김정인, 앞의 논문, 133-135쪽. 2016년 1월 21일 필자는 한국광복군 동

지회 명예회장 金榮觀(1924년 경기도 포천 출생)을 만나 신사참배 및 남산과 관련된 기억
을 구술로 전수받을 기회가 있었다. 이를 통해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전에도 학생들이 
한달에 두 번 조선신궁을 참배하는 일이 필수화되었다는 사실과 1937년 이후 그 횟수가 
증가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조선신궁의 참배뿐만 아니라, 행사에 따라서는 남산
의 다른 신사와 사찰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95) 『內鮮一體』, 1940년 12월호, 28-29쪽.
96) 『內鮮一體』 1940년 2월호,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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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38년 3월 3일부터 실행된 제3차 조선교육령은 ‘국민도덕을 함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의 지능’의 육성과 ‘충량한 황국신민’의 육성이 핵심
적 내용이었다.97) 그 세 가지 핵심 구호는 國體明徵 · 內鮮一體 · 忍苦鍛鍊
이었다. 구호들이 시사하듯이 황국신민 교육은 시국상황에 맞는 전체주의와 
군국주의에 입각한 학교 문화의 실현을 의미하 고, 특히 인고단련은 학생들
에게 심각한 전쟁 시국에 대비하도록 하는 애국심 교육을 뜻하 다. 황국신
민서사의 의례도 이러한 교육방식의 한 측면이었다.98) 이처럼 신도의 습관과 
학교 문화가 연결되었다.

그러나 신사참배의 장려책은 학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1939년에 『東
洋之光』 잡지는 신사참배를 국가를 지탱하는 일로 장려하 고, 사격이 있는 
신사인 경성신사와 조선신궁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사를 대상으로 하
다.99) 같은 잡지에 精動朝鮮連盟에 참여한 조선인 石泰瑀가 ‘신사참배의 마
음 준비’란 기사에서 신사참배의 순서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사참배와 가미다
나 설치를 일본의 ‘美風’으로 소개하 다.100) 이러한 기사는 조선인의 포섭
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39년 당시에도 신사참배의 방법을 모르는 
조선인이 여전히 많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본인의 의례 중 집안의 가미다나와 학교의 봉안전과 함께 조선인들에게 
강요된 또 하나의 의례가 미소기하라에이다. 이는 정화와 관련한 의례로 신
사를 의례장소로 하는 대불과 수불 의례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대불과 수불은 천황, 신직만 거행하는 의례 으나, 미소기하라에는 개인부터 
단체까지 신사를 방문 하지 않아도 거행할 수 있다. 물로 몸을 씻으면서 특
별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정화 의례로서, 몸과 정신의 불결함을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다.101) 남산에서 거행된 수불을 개인적으로 거행할 수 있다는 뜻이

97) 『朝鮮總督府官報』, 칙령 제103호, 1938.3.4.; 허재 , 앞의 책, 161쪽.
98) 朝鮮初等敎育硏究, 『皇國臣民敎育の原理と實踐』, 1938, 46-47쪽; 권오현, 「황국신민화

교육정책과 역사교육의 변화」, 『사회과교육연구』, 18-4, 2011, 3쪽; 김성애, 앞의 논문, 
35-38쪽. 美濃部達吉[미노베 다쓰키치](1873-1948)는 그의 天皇機關說에서 천황을 일개 
국가 기관으로 분석하 다. 이는 국가신도 논리와 천황 이데올로기에 따른 천황의 신성함
을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노베는 不敬罪者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일제 
당국은 국가의 올바른 신화 해석, 천황 이데올로기 해석과 신도 논리를 신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른바 국체명징을 만들었다.

99) 『東洋之光』 1939년 창간호, 14-15쪽.
100) 『東洋之光』 1939년 창간호, 85-86,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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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또 하나의 남산 의례가 남산을 떠나 조선인의 일상생활 속으로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 당국은 특히 1941년부터 이 의례를 신사가 없는 지방에서 강요하
다. 당시 조선인들이 이를 얼마나 성실하게 실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
국반의 감시를 통해 미소기하라에는 한 개인이 얼마만큼 신도의례를 중시하
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었다.102)

그러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가미다나와 미소기하라에는 조선인들에게 몸과 
정신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었다. 조선신궁 최후의 궁
사 던 鈴川元章[스즈가와 모토아키라]는 미소기하라에에 관한 글에서 그 정
화 의식의 신비로운 성격을 강조하고 신을 모시는 의례로 해석하 다. 그러
나 그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에서도 비슷한 의식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서 신도의례를 종교로 간주하 으며, 이러한 그의 의견은 국가신도 논리에 
합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도 있다.103) 미소기하라에를 하는 방식과 이에 
필요한 축문 소개와 함께 스즈가와는 그 의례를 ‘內鮮一體의 實踐’으로, 조
선인을 ‘表裏一體皇國人民’으로 바꾸는 힘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스즈가와
는 ‘意識的으로 一民族임을’ 조선인에게 각오시켜야 한다고 보았다.104) 미소
기하라에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 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인의 자발적인 미소기하라에는 그들의 일본화에 대한 진심한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졌다.

101) “Misogi”,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102) 『每日新報』　1941.2.2., 1941.2.8.; 문혜진, 앞의 논문, 108-109쪽; 
103) 『朝光』 1941년 10월호, 92쪽.
104) 위의 기사, 94-95쪽.



- 141 -

   2. 京城神社의 儀禮 變化와 攝社

      1) 1925년 이후 京城神社의 儀禮

1925년 조선신궁의 개사와 더불어 경성신사의 궁사직도 새로 부임하 다. 
1925년 10월 16일로부터 市秋弘[이치 아키히로]가 내무성 神社局 임명으로 
경성신사 궁사가 되었다. 그 당시 경성신사의 예제가 진행 중인 때 고, 조
선신궁의 진좌제가 지난 후, 경성신사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시점이
었다. 이치 아키히로는 당시 신도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조선신궁 제신 
논쟁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조선인의 포섭을 계획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기로 하 다. 이치 아키히로의 시도아래 경성신사에 제
신의 추가와 더불어 경성신사가 더욱 확장되고, 天滿宮[텐만구]처럼 攝社로 
경 되는 기타 일본 신을 모시는 장소와 행사가 늘어났으며 의례도 다양화
되었다.105)

그러나 1926년이 되면서 조선신궁과 공존-경쟁하기로 마음먹은 경성신사 
氏子[우지코] 총대가 경성신사의 전면적인 확대를 결정하 다. 그리고 애초
에 계획한 경비 10만 원을 초과하여 무려 25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새로운 鳥居[도리이]부터 시작하여 1926년 神殿의 재건축이 
정해졌다. 당시 사이토 총독은 비공식적으로 경성신사의 확장을 반대하 지
만, 경성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신궁이 받은 관심에 대
한 경성신사의 대응으로, 총독부와의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이치 아키히로 궁사가 조선신궁 건립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한 伊東忠太
[이토 츄타]에게 1927년에 경성신사의 복원 공사에 관한 문의했던 사실에서, 
조선신궁으로 인해 받은 여러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신궁의 설계자까지 
이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106) 신전의 재건을 위한 기부금은 당초 목표한 
20만 원보다 5만 원이 많은 25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이 기부금을 사용하여 
1928년 5월부터 신전을 시작으로 幣殿, 拜殿, 神饌所, 手水舍, 參集所, 事務

105) 市秋弘, 「京城神社奉仕事務摘要」 (1943),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451-453쪽.
106) 市秋弘, 위의 글,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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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 등 城神社 대부분의 건물까지 보수할 수 있었다. 1929년 9월 25일 新殿
祭를 통해 완공을 기념하 다. 이렇게 약 16개월 동안 진행된 경내 확대를 
통해 경성신사는 총면적 3,412m2에서 14,850m2로 4배 넓어졌다. 경성신사 
면적 확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성의 인구 증가폭을 반 한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우지코 조직 역시 확대되었다.107) 또한 경내 확대는 조선신궁의 
커다란 경내 옆에다 경계를 세우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신
궁에게 경성신사의 존재를 보여주고, 경성신사 스스로도 존재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성신사는 경내 확대에서 멈추지 않고 1930년에는 大正天
皇의 1907년 10월 조선여행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으며,108) 이후 
1931-1932년을 중심으로 섭사를 증가시키기로 결정하 다.109)

의례 측면에서 경성신사는 혼례와 경성부의 항례 초혼제를 주로 관장하
으며, 본사의 연중의례 진행과 함께 아키마쓰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 다. 
신도식 신전 결혼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야 일반화되었다. 당시 낮은 신문 보
급률로 인해 1869년 3월 9일에 있던 천황의 혼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
며, 이보다는 혼인 25주년 기념일인 銀婚式이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
았다.110) 그러나 1900년 5월 황태자 嘉仁[요시히토](이후의 大正天皇)의 신
전 결혼이 신문에서 크게 보도된 이후 일본 내에서 신전 결혼식이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조선에서도 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황실의 대규모 결혼식은 
원래 서구의 귀족에게서 배워온 형태이었고, 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결혼식이 선전 형태로 사용되었다. 황실 결혼식에 흥미를 가지게 된 신민들
도 점차 신전 결혼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11)

조선 내에서 일본식으로 혼례(소위 신전 결혼)를 올리는 것은 무엇보다 재

107) 相沢啓二, 「京城神社の設計に就て」, 『朝鮮と建築』 5, 1928, Aoi, Akihito, “Shinto 
Shrines and Urban Reconstruction of Seoul. Focusing on Chosen Jingu Project”, 
56-57쪽에 재인용; 市秋弘, 앞의 책, 453-456쪽; 『京城日報』 1926.5.18.;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57-159쪽. 

108) 『京城日報』 1930.10.16.
109) 앞서 언급하 듯이,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시내에서는 아키마쓰리 대신 일장기 행진

이 진행되었다. 
110) 『読売新聞』, 1894.2.12., 1894.3.9.
111) 『読売新聞』, 1900.5.10., 1900.5.11.; Fujitani, Takashi,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116-121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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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본인 중에서도 특히 중층 그리고 상층의 계급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었다.112) 제3장에서 이미 언급하 듯이, 조선신궁 초대 궁사 高松四郞[다카
마쓰 시로]는 국가시설인 조선신궁에서 개인의례 및 혼례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녀를 비롯한 모든 가정의례를 조선
신궁에서 진행하 으며, 다른 신사와 동일하게 신전 결혼 또한 제공하 다. 
1926년 신문 보도에서 혼례식에 대해 다루어졌는데, 혼례를 통해 얻은 수입
은 신사에 있어 중요 운 비 으며, 조선신궁과 경성신사는 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3) 조선신궁에서 이미 1925년부
터 8건의 결혼식이 진행되었으며, 1928년에는 100건, 1933년에는 200건을, 
1936년에 300건을 돌파하 고, 1925-1937년에 사이에 총 1,883건의 결혼식
이 진행되었다.114)

경성신사와 관련하여 확실하게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1916년부터 이미 
결혼식이 진행되었으며, 1925년에 127건의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이미 1932
년에 1년 동안의 혼인 건수가 300건을 넘었다. 경성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성신사에서의 혼례를 위해 먼 지방으로부터 상경하는 조선인도 있었다. 혼
례를 치르는 부부가 결혼식에서 신에게 바치는 헌금 액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져갔으며 그 액수는 1925년까지 약 20-40원, 이후 50원 정도

다. 이는 경성신사에 있어 혼례를 통해 얻은 수익이 수입원으로서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함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직들은 경내 확대
와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혼례식을 집전하고자 하 다.115) 이렇게 경성
신사에서 조선신궁보다 더 많은 혼례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1932년 9월 
23일 『경성일보』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모가 너무 큰 조선신궁보다 

112) 『京城日報』 1917.7.16.
113) 『京城日報』　 1926.5.4., 1926.3.30.; Todd Diss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287쪽.
114) 결혼횟수는 『朝鮮神宮年表』 각년도를 참조하 다. 결혼식의 자세한 구성은 1940년판에

서만 확인된다. 그 해 311건의 결혼식 중에서 일본인끼리의 결혼식은 257건, 일본 남자가 
조선인 여자와 결혼한 것이 3건, 조선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한 것이 3건, 조선인끼
리의 결혼식은 47건으로 나타난다. 중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결혼식도 1건 진행
되었다. 이를 통해 일본인이 1940년 후반에도 조선인에 비해 4배 이상 많이 조선신궁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朝鮮神宮年表』, 1940, 90-99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87쪽.

115) 『京城日報』 1923.5.15., 1932.5.4., 19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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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나무가 많은 경성신사가 일본인의 미적 감각에 더욱 맞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신전 결혼은 신 앞에 재조일본인의 2세를 약속할 것, 즉 이민자들이 조
선에서 아이를 낳고 이들이 신도가 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키우고자 하는 국가적 사업이기도 하 다.116) 신전 결혼은 전쟁 시국 하에서
도 ‘일본정신’을 표현하는 의례로 선전되었다.117)

모든 신사에서 혼례의례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1918
년경부터 신전 결혼 방식으로 인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본토
의 신전혼례와 일치하는 ‘간단한 순서’ 다. 먼저 부부가 식장에 입장하면 
부부와 기타 참여자를 비롯하여 의례에 사용될 도구, 신찬과 다마구시가 수
불을 받았다. 이후, 신직이 신비를 열고, 降神式으로 신을 불 다. 그 다음 
참여자가 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신찬을 진행한 후 노리토와 함께 한 번 
더 절을 하 다. 이후 신랑과 신부의 결혼 서약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 
神酒를 가지고, 夫婦의 盃, 親子 및 親族의 盃가 실행되었다. 마지막 단계로 
신직과 부부가 다마구시를 봉납한 후에 昇神式으로 신비가 다시 닫히면서 
식이 끝나게 된다.118)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의 경우처럼 신비가 열린다는 
것이며, 신혼부부와 신이 직접적 연결되었다는 것은 부부와 천황이 서로 연
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연중의례 중 예제로 가장 주목을 받은 아키마쓰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
는데, 경성신사의 연중의례에 대한 신문보도나, 경성신사에서 기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성신사의 대제와 이틀 동
안 진행된 아키마쓰리 행렬과 관련된 보도가 자세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서 분석하겠다.119) 이중 경성신사의 대제 던 기년제와 신상제
에서는 신들에게 그 해의 행운을 빌었으며, 그 의례는 조선신궁의 그것과 일
치하 다. 조선인 참석자들 대신 궁사 이하 신직과 함께 우지코 가운데서 대

116) 『京城日報』 1932.9.23.
117) 『每日新報』 1942.9.23.
118) 阿部辰之助, 앞의 책, 203-204쪽; 萩森茂 (編), 『京城と仁川』, 大陸情報社, 1929, 

28-29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14-115쪽. 오늘날에도 이 방식은 반지 교환을 넣는 
것만 제외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요 시간은 30-60분 정도 걸리며, 그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19) 그러나 임시 행사에 대한 신문 보도는 많이 있었으며, 이는 이미 문혜진이 분석한 의례
의 군국주의화에서 확인된 바 있다. 문혜진, 앞의 논문, 96-100, 190-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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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총대, 그 밖의 유력자들을 중심으로 예식이 거행되었다.120) 천장절은 조
선신궁과는 다른 관례가 있었다. 1931년의 경우, 아침 9시부터 의례가 시작
되었고 의례 후 獻茶祭가 열렸다.121) 조선신궁처럼 특별한 물품의 봉헌이 있
었으며, 경성신사에서도 특별 의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2)

<그림4-5>은 始政記念日의 경우 진행된 시정제의 시작 단계를 찍은 사진
으로, 신사가 장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독부 관료들과 신직이 같이 
의례를 지내는 모습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시정제는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에서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 신도의례 다. 1936년 「神
社規則」의 정리, 심전개발운동과 중일전쟁 발발로 인해 시내에서 많은 행사
가 열렸는데 그 중에서도 총독부는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의 의례를 중시하
다. 원래 대리만 보냈던 행사에 점차 총독과 정무총감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신사참배의 중요성을 몸소 신민에게 강조하 다. 결국 경성신사의 시정제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123)

<그림4-5> 京城神社의 始政記念日

출전: 『京城日報』 1931.10.2.

120) 『京城日報』 1929.11.24.; 『東亞日報』 1939.11.23., 1939.3.21.; 『每日申報』 1937.3.22. 
121)  『東亞日報』 1931.4.29.; 『每日申報』 1933.4.27.
12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앞의 책, 195쪽.
123) 『京城日報』 1917.9.27.; 1927.10.2.; 1929.10.2.; 『每日申報』 1935.9.27.; 『東亞日報』 

19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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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개발운동과 함께 해마다 11월 둘째 주는 國民精神作興週間으로 정해
져 전쟁 시국에 대한 대중의 의식과 ‘國民의 自發的行動’을 유발하는 총동원 
체제 행사가 시작되었고, 1939년부터 日本精神發揚週間이 추가로 진행되었
다. 이러한 행사 주간을 통해서도 신사참배가 크게 장려되고 강요되었다.124) 
특히 國民精神作興週間 첫 날은 ‘敬神崇祖의 美風’을 독려하는 날로 선전되
었다. ‘大日本은 神國’으로 명기되고, 神社는 ‘大日本帝國의 基礎, 日本國民
生活의中心支柱’로, 신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선전되었다. 이러한 
교의적인 내용과 함께, 조선신궁 鎭座10年祭의 2만 참배자 중에 조선인이 3
분의 1일에 불과했던 사실이 비판되었다.125) 즉 이상과 같은 의례 행사의 강
조는 조선인의 신사·신도 및 참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심전개발운동이 시작된 다음해인 1937년에 조선총독부의 기관 잡지 『朝
鮮』의 10월호가 祭禮特輯號로 발행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祭禮는 人間이 그 生活을 聖化하고, 그 活動을 偉大하게 하기 때문에 理
想的 神格에 一如하고 그 神徳을 交感發揮시키면 人間本性의 具現이 될 것
이다. 그래서 祭禮의 本質的目的이 人間生活의 純化更生과 그 擴大伸展에 
있다는 점이 당연하다...중략...죄와 케가레(穢れ, 불결)를 없애고 神에 接近
하여 신에 合一하는 것이 小我의 大我化이며...중략...理想的 伝統精神의 渾
一的作興을 促하고 現實生活의 躍進的을 하는 所以이다...중략...東亞의...중
략...미증유의 非常時(를)...중략...극복하고...중략...東洋平和를 永遠히 確保
(하기 위해) 一億의 同胞가 傳統的 日本精神...중략...을 覺悟 할 필요가 있
다.126)

올바른 의례 생활을 통해 ‘신에 합일’하여 ‘大我化’ 되는 것이야말로 일본
신민으로서 일제의 국가체제에 귀결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행동에 
따라 정확히 정의되지 않는 이상적이고 ‘전통적인 일본 정신’을 찾는 것이 
‘1억의 동포’에 포함되는 조선인에게도 당연하게 여겨졌다. 여기에서는 ‘전통
적인 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신이 의례 생

124) 『每日申報』 1936.10.26., 1937.11.7.; 『每日新報』 1938.11.1., 1938.11.3., 1939.2.4., 
1939.11.3. 이후에도 다른 행사 주간과 기존 행사주간의 변경이 빈번히 일어났다.

125) 『文敎の朝鮮』 1935년 12월호, 42-45쪽.
126) 「特輯の辭」, 『朝鮮』 1937년 10월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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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신사참배를 통한 평화의 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도 설명되지 않
았다. 하지만 이때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언설로 조선인에게 일본의 사고방
식을 더욱 강요하기 시작한 시기 다.127)

그 툭집호가 중일 전쟁 발발 직후 발행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특집호의 
인사말 다음으로 바로 총독의 「支那事變에 관한 ]告」가 배치되었다는 점에
서, 의례의 강화와 사변 발발을 연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나미 총독이 전쟁 때문에 ‘내선일체의 실’을 위해 ‘반도국민’의 ‘堅忍
持久, 生業報國의 信念’, ‘協心’을 요청하 다.128) 그 시점부터 조선인은 더
욱 일본의 의례생활에 참석할 것이었다.

전쟁 시국 아래 원래 ‘활발’한 것, 즉 놀이에 속했던 아키마쓰리도 이러한 
정치에 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192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아키마쓰
리의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조선신궁이 ‘엄숙’ 또는 ‘삼엄’을 상징하 다면, 
이것은 그 후로도 계속 ‘활발’함을 상징하 다. 남산에서부터 아키마쓰리의 
미코시가 총독부 앞까지 운반되면 아키마쓰리 행렬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129)

<그림4-6> 장식 1

출전: 『京城日報』 1927.10.17.

127) 위와 같음. 
128) 「]告」, 『朝鮮』 1937년 10월호, 2쪽. 
129) 『京城日報』 19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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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7> 장식 2

출전: 『京城日報』 1928.10.17.

사진 <그림4-6>와 <그림4-7>에서 볼 수 있듯, 아키마쓰리를 위해 집 내부
에 장식을 하고, 길에도 장식을 했을 만큼 이 아키마쓰리는 일본인들에게 주
목을 받은 중요한 행사 다. 보도에는 미코시의 도시 진입이 아이들에게만 
흥미로운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모든 관람객들의 호기심도 자아냈음이 
틀림없다.130)

1936년의 아키마쓰리는 경성신사가 國幣小社로 인정받은 직후 거행되어, 
사격 부여를 축하하기 위해 행사가 특히 큰 규모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31) 
그 해 신문보도에서 조선인 아이들까지 아키마쓰리 관람에 참여한 것을 확

130) 『京城日報』 1934.3.18.
131) 사격 부여의 배경은 본장 제3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사격 부여는 1936년 7월 심전개

발운동과 더불어 진행된 총독부의 신사정리로 가능해졌다. 「京城神社（京畿道京城府倭城
臺町鎭座）及竜頭山神社（慶尚南道釜山府弁天町鎭座）ヲ國幣小社ニ列格ス」, JACAR, 
Ref.A01200731900 (日本國立公文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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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1936년 예제는 10월 14일 전야제가 시작되어 15일 아침에 
사격을 인정받은 것을 신에게 列格奉告祭로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대제로 취급되었다. 아키마쓰리는 16일부터 시작하 으며, 19일에 미
코시가 돌아온 후, 渡式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이 때 700여 명 참여자 앞에
서 미나미 총독이 칙사를 맡아 간단한 의례가 수불-카구라-폐물 봉납–노리
토-제문 낭독-다마구시　봉납의 순서로 집행되었다.132) 봉고제의 의례 순서
는 다음 <표4-6>과 같다.

<표4-6> 京城神社 1936년 列格奉告祭의 의례 순서

출전: 『京城日報』 1936.10.15 

132) 『京城日報』 1936.10.16.

1) 대례복 혹은 정장을 입은 참배자가 9시30시분부터 모임
2) 9시 40분에 手水舎에서 손을 씻음
3) 神職이 修祓을 거행함
4) 참여자는 배전 앞 정해진 자리에 앉고, 宮司가 修祓式을 진행함
5) 10시에 宮司가 拜殿 앞에 앉음
6) 勅使가 幣物을 봉함
7) 神職이 幣物의 修祓을 거행함
8) 勅使가 拜殿 앞에 앉고, 참여자들은 기립
9) 勅使가 幣物을 바침
10) 宮司가 神扉를 열고 참여자는 배례함
11) 神職들이 신찬을 제공함
12) 宮司가 祝詞를 진행한 뒤 참여자는 배례함
13) 勅使가 幣物을 봉납함
14) 勅使가 제문을 낭독한 뒤 참여자는 배례함
15) 宮司가 제문을 받아 신에게 봉납함
16) 勅使가 玉串를 바친 후, 모든 참석자가 배례함
17) 참여자가 정해진 순서로 玉串를 봉납함
18) 神職들이 玉串를 봉납함
19) 神職들이 幣物을 정리함
20) 宮司가 神扉를 닫음, 神樂 연주, 일동 배례함
21) 勅使와 神職들위 퇴장
22) 나머지 참배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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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례에서는 신전이 특별하게 장식되었고, 의례의 내용은 다른 대제 의
례에 비해서 세련된 방식으로 거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례는 신에게 경성
신사의 사격 인정을 奉告하여 경성신사의 정체성이 가진 특별함과 의례의 
유일성을 강조하 다. 다음날 거행된 대제의 의례 순서는 <표4-7>과 같다. 

<표4-7> 1936년 京城神社의 例祭 의례 순서 

출전: 『京城日報』 1936.10.15. 

경성신사에서 진행된 의례들이 조선신궁 못지않은 수준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행사에 앞서 신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된 이유는 관람객
들에게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의례를 관람
하러 가지 않은 이들에게도 행사에 대해 알리는 목적도 있었다.133) 관폐대사
인 조선신궁과 국폐소사인 경성신사는 동시에 행사를 진행하 는데, 이때 참
배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행사 도중 두 번의 약탈과 소매치기도 발생
하여, 경찰은 아키마쓰리의 치안과 질서 유지에 곤란을 느끼게 되었다.134)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37년 전쟁 당시에는 아키마쓰리 대신 일장기 
행렬이 진행되었다. 1938년에 아키마쓰리가 다시 부활하고 국폐소사인 경성

133) 『京城日報』 1936.10.15.
134) 『京城日報』 1936.10.18.

1) 대례복 혹은 정장을 입은 참배자가 8시 40분에 정해진 자리에 착석
2) 9시에 宮司 이하 神職이 착석 
3) 幣物供進使가 幣物을 배전 앞에 놓음
4) 宮司가 참여자, 배물 모두를 修祓함
5) 幣物供進使가 앉아 참여자 기립
6) 神樂 연주가 배경에 깔리고, 宮司가 神扉를 열고 참여자가 배례함
7) 宮司가 祝詞를 연주한 뒤에 참여자 경례
8) 幣物供進使가 幣物을 정리함
9) 宮司가 幣物을 공납한 뒤 경례
10) 幣物供進使가 먼저 玉串를 봉납하고, 모든 참배자 배례
11) 모든 참여자는 玉串를 봉납하고, 배례
12) 宮司가 玉串를 봉하고 배례
13) 神職들이 幣物을 정리하고 퇴장
14) 宮司가 神扉를 닫고 幣物供進使와 같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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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에서 총독이 참배하 지만 의례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
에 아키마쓰리는 1936년에 정점에 이르 던 때만큼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 으며, 전시 상황 아래 그 규모는 차츰 줄어들었다. 1939년과 1940년 
사이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었고, 1941년에는 불과 신사 앞에서 춤을 추는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135) 경성에서는 이제 아키마쓰리의 상징인 즐거움과 
활기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이러한 기운은 오히려 전장에서 소모되는 듯하
다. 결국 참배자는 아키마쓰리를 즐기는 대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쪽을 
택했으며, 1942년 경성신사 예제 참배자는 10만 명을 돌파하 다.136)

이러한 정기적인 행사와 함께 임시제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1930년부터 
1944년까지 경성신사에서 총 46건의 임시제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 12건은 
황군을 위한 무운장구 기원제 다. 승전기원 및 축하제는 10건, 전쟁지원을 
위한 저축달성 기원제 2건, 전쟁무기 헌납제 1건이 행해졌다. 또한 국방방화 
기원제 3건, 야스쿠니 신사 임시 대제의 경우 경성신사에서도 요배식이 1건 
진행되었다. 또한 조선인을 포함해 대중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국민정신총
동원조선연맹 등 단체와 관련된 임시제 역시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에서 2건
이 진행되었고, 방공호단과 관련한 의례가 3건 진행되었다.137) 이러한 분석
은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이 전쟁 대제를 위해 통합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
을 시사하며, 남산은 1937년부터 전쟁과 관련한 선전, 대중의 전체 통합을 
위한 무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후 경성의 야스쿠니 신사 
지방사가 되는 護國神社 역시 남산에 건립되게 된다.

경성신사가 여전히 맡은 招魂祭도 지속적으로 거행되었다. 참여자의 증가
와 함께 초혼제는 남산의 공간적 한계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경성에서 진행
된 위령제・초혼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순직경찰・소방관을 
위한 초혼제이다. 순직경찰・소방관의 초혼제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경찰협회
장의 진행 아래 거행되었는데, 여기서 경성신사의 신직들이 남산으로 건너갔
으며, 이들은 신도와 불교의 요소를 통합한 의례에서의 신도를 대표하

135) 『京城日報』 1938.10.19., 1939.10.19., 1940.10.17., 1941.10.19.; 『每日新報』 
1939.10.19., 1939.10.20.

136) 『京城日報』 1942.10.19.
137) 문혜진, 앞의 논문, 97-98, 190-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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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8) 두 번째로 국가를 위해 순직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경성부 주최의 초혼
제이다. 경성부의 초혼제는 원래 南山大神宮이 맡았듯이 경성신사로 개칭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맡았다. 집행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되었지만, 역시 경
성신사의 신직들이 의례 진행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1938년부터 龍山의 군
인묘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른바 합동위령제이다.139) 여기에도 경성신사 신
직이 의례를 맡았지만, 합동위령제는 첫째, 둘째의 경우와는 달리 신불식이 
아닌 신도식으로만 거행되었다.

경성부 초혼제의 기원은 제2장에서 살펴본 남산대신궁의 倭城臺 초혼제
다. 매년 5월 1일 전후로 진행되었는데, 원래 진행 장소인 남산의 왜성대에
서 그대로 진행되었다. 4월 말에서 5월 초는 벚꽃이 낙화하는 시기 는데, 
떨어진 벚꽃은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표현하 으며 그날의 초혼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일장기나 旭日旗와 유사하게 빨간색-흰색 장막이 드리워진 제
단에서 진행된 초혼제는 신도식과 불교식이 함께 어우러진 神佛式으로 진행
되었다. 11시부터 祭主, 祭員, 조선왕실과 조선귀족의 대리, 조선군사령관, 
야마가타 정무총감, 사단장과 각부장관, 총독부각국국장들 등 개인과 단체로
서는 적십자, 애국부인회, 경성부인회, 각부 단체 대표와 경찰관, 의학・전문
학교이하 소학교, 중학교 학생 및 일반 신도가 참배하 다. 초혼제는 모든 
신사 의례처럼 수불부터 시작하여 초혼 의식을 한 뒤, 神饌을 바치고 신직이 
노리토를 하 다. 이것이 끝나면 모든 승려는 불전의 위폐 앞에 향을 바치고 
독경을 하 다. 祭主는 경성 부윤이 맡았는데, 그가 제문을 낭독한 다음 왕
족 대표부터 다마구시를 바치는 신도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후, 제단 앞의 
단체 참배가 진행되고, 12시 50분에 폐식하 다.140)

이후 몇 년 동안 방식과 장소가 그대로 유지되었고,141) 1927년에야 변경
이 있었다. 그 해부터 남산 북쪽 산기슭에서 더욱 북쪽으로 떨어진 훈련원에
서 진행되었는데, 이곳은 경성운동장 건너편에 위치한 곳이었다. 4월 30일 
10시부터 ‘장엄히’ 진행된 행사에는 3만 명이 참석하 는데, 이 정도의 대규

138) 『東亞日報』 1931.10.11., 1933.4.15.; 『每日申報』　1925.5.19., 1925.5.21., 1937.5.3.
139) 정호기, 「전쟁사자 추모공간과 추모의례」,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화과학사, 

2006, 374쪽.
140) 『京城日報』 1917.4.26.
141) 『京城日報』 1918.5.1., 1919.5.1., 1920.5.1., 1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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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인원을 수용할 만큼 장소가 넓지 않아서 모두 비좁게 서 있어야 하
다. 참여자 구성과 의례에서 변화는 없었다.142)

1929년에 진행된 행사의 참여자는 다시 약 2만 명으로 줄었다. 참배자는 
같은 훈련원에서 모 고, 이번에도 경성신사의 신직들이 신도식 부분을 맡았
다. 이때에도 주로 참배자는 총독, 군사령관, 경무총감 즉 군과 경찰의 관료
부터 과거에 참여했던 단체들, 왕족의 대리 그리고 조선의 귀족들까지 모두 
참가하 다.143) 1935년까지 초혼제는 비슷하게 진행되었는데, 1936년에 거
의 다른 변화는 없었으나, 4월 30일 奬忠壇에서 거행되었다는 점에서는 차
이가 있다.144) 1937년에도 장충단공원 광장에서 4월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었다. 그 해 초혼제에는 수천 명이 군집한 가운데 조선왕족, 조선귀족
의 대표를 비롯해 총독, 정무총감, 군사령관, 20사단장, 문무관료 대표들, 국
방부인회, 애국부인회, 적십자, 청년단 등의 단체들 그리고 경성대학, 전문학
교, 남녀 중등학교, 초등학교 등의 학생들도 참여하 다. 이날 보도된 자세
한 의례 순서는 <표4-8>과 같았다.145)

<표4-8> 경성부 招魂祭 1937년 의례 순서

출전: 『每日申報』 1937.5.1.

142) 『京城日報』 1927.5.1.; 『每日申報』 1927.5.1
143) 『京城日報』 1929.5.1.
144) 『京城日報』 1936.5.1.; 『東亞日報』 1932.5.1., 1933.4.30, 1934.5.1.; 『每日申報』 1934.

5.1.
145) 『每日申報』 1937.4.23., 1937.5.1. 『每日申報』에 초혼제의 기원을 자세히 설명하 지만, 

왜성대에서부터 훈련원, 훈련원에서부터 장충단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1) 京城神社 宮司가 修祓을 진행
2) 京城府尹은 祭主로 초혼을 하고, 참여자 일동 기립, 경례
3) 神樂이 연주되면서 神饌이 진행
4) 宮司가 玉串를 바치고, 배례
5) 불교승려가 伽陀, 독경, 回向文 낭독을 지냄
6) 京城府尹은 祭文을 낭독하고, 참여자 일동 기립, 경례
7) 조선 귀족 대표부터 玉串 봉납 진행
8) 神饌 마무리
9) 宮司가 昇魂式을 맡아 혼을 보냄
10)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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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제 역시 전쟁 시국 하에 변화를 겪었다. 1938년에 초혼제가 거행된 
곳은 남산의 남쪽 산기슭인 용산이었다. 그 배경에는 1937년의 전쟁 발발이 
있었으며, 그 후 조선 주둔 군인들은 초혼제에도 참여해야 하 다. 군인을 
초혼제에 동원하는 것은 군인의 통합을 의도한 일이었다. 또한 전사한 전우
를 기리는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전사할 경우도 ‘명예로운 일’로 받
아들이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의례는 계속해서 신도와 불교를 통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신도 의례의 부분은 경성신사의 궁사가 맡았다. 
1938년과 1939년에 용산 연병장에서 초혼제가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며 참여
자는 ‘ 령들에게 감사’를 표하 다고 한다.146)

이후 1944년까지 위의 내용과 비슷하게 진행된 초혼제에 대한 선전적 보
도가 계속되었으며, 경성신사의 신직들은 전쟁에 동원되어 조선 땅에서 일본
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역할을 맡았다.147) 결국 경성
부 주최의 초혼제 전통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할 때까지 그대로 진행되었
고, 경성부의 鎭守에 해당하는 경성신사가 이를 맡았다. 이러한 합동위령제
는 서울뿐만 아니라 중국 최전방에 위치한 도시 그리고 평양에서도 진행되
었는데, 위에 언급된 용산 합동위령제의 특징은 경성신사 신직들이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남산에서 용산으로 직접 이동하 다는 사실이다.148)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제19사단, 제20사단의 일본군 전사자 유
골이 돌아오기 시작하 고, 지원병과 징병으로 끌려간 조선인 전사자도 많아
졌다. 1938년부터 용산에는 이들을 위한 군인묘지가 설치되었는데, 이후 전
장으로부터 전사자들의 유골이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신도 방식으로 위령제
가 집행되었다. 제9회 위령제는 1939년 2월 28일, 8,000여 명의 군대관계자 
및 유가족 등이 참여하여 진행되었고, 제10회 위령제는 1939년 9월 30일 1
시부터 용산 78聯隊 營庭에서 신도식으로 진행되었다. 신문에서는 이 위령
제에 대해 ‘엄숙’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149) 이러한 행사에서 눈에 띄

146) 『京城日報』 1938.5.1.; 『東亞日報』 1939.5.1.; 『每日新報』 1939.5.1.
147) 『京城日報』 1940.5.1., 1943.5.1. 1944.5.1.; 『每日新報』 1940.5.1., 1943.5.1.
148) 『東亞日報』 1937.9.17., 1937.12.28., 1939.9.27.
149) 『京城日報』 1939.10.1.; 『東亞日報』 1939.10.1., 1939.9.27.; 『每日新報』 193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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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야스쿠니 신사에서도 그러하 듯이 軍馬, 軍犬, 軍鳩도 추모대상이
었다는 점이다.150)

1940년 2월 25일에 열린 합동위령제에서의 의례 순서 기록이 남아있다. 
이 때 미나미 총독, 군사령관, 육군대신 대리, 參p本部長 대리 등 군인, 고
급 관료와 함께 6만여 명의 유가족, 애국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성신
사의 궁사가 먼저 수불을 하고난 후 招魂을 하 다. 그 다음 참여자들이 기
립을 하고 주악과 신찬을 한 후, 노리토를 올리고, 이후 군인 대표가 祭主로
서 축사를 낭독하 다. 다음으로는 항상 있는 다마구시 봉납이 진행되었다. 
행사 내용은 초혼제와 비슷하게 진행되었지만, 령 자체가 중심이 되는 초
혼제와는 달리 위령제에서는 비통과 애도를 표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忠魂들 安眠하라!’, ‘忠魂의 冥福을 祈願’이 의례의 중심적 역할을 
하 다.151) 

1945년까지 합동위령제에서의 의례 진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다만 
참여자수가 10만여 명 정도로 증가하 다. 전사자수가 날로 늘어나면서 신문 
보도에서는 일본군의 ‘不滅’을 강조하 으며,152) 위령제를 통해서는 아직 생
존해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 다.

      2) 京城神社의 攝社 설치, 祭神과 의례

경성신사에서는 이미 1902년부터 설치된 천만궁과 함께 八幡宮[하치만구], 
稻荷[이나리]신사와 乃木[노기] 신사가 섭사, 즉 경성신사에 속하는 소규모 
신사로 설치되었다. 따로 신직이 없는 신사들이었고, 모든 관리는 경성신사
가 맡았다.

섭사 팔번궁은 일본 본토의 宇佐八幡宮의 分祠로 1929년 12월 25일 또는 
28일에 창립되었으며, 誉田別命[호무다와케노미코토], 比賣神[히메가미], 大

150) 정호기, 앞의 논문, 384-386쪽; 『東亞日報』 1940.2.24.; 『每日新報』 1940.2.16.
151) 『每日新報』 1939.9.30., 1939.11.20., 1940.2.25., 1943.5.31.
152) 『京城日報』 1940.2.24., 1940.2.25.; 『每日新報』 1940.2.3., 1940.2.24., 1942.7.15., 

194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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帶姫命[오오타라시히메노미코토]가 三神으로 제신되었다. 이 섭사 외에 八幡
神은 조선에서 11건 神祠에서 제신되었다.153)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쟁과 싸
움의 신으로 일본 초대 장군을 지낸 源[미나모토]씨가 國防의 신 위치에 올
랐다. 1192년 일본에서 막부 군사 정치가 시작된 일본 鎌倉[가마쿠라]에서 
수립되고, 이때부터 가마쿠라가 팔번신앙의 주요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원
래 八幡神의 신앙적 중심지는 수도 교토가 아닌 북규슈의 大分[오이타]현 宇
佐[우사]시에 위치한 725년에 만들어진 우사팔번궁이었다. 이후 820년대부터 
교토에서도 팔번신을 제신하는 신사가 나왔다.

팔번궁의 三神 중 호무다와케노미코토는 應神[오오진] 天皇의 신령이다. 
우사하지만구와 마찬가지로 경성신사 섭사에서 그와 함께 히메가미와 오오
진 천황의 어머니인 神功[진구] 皇后에 해당하는 오오타라시히메노미코토가 
합사되었다. 다음 절에 소개할 稻荷神社와 함께 오늘날 일본에서 그를 제신
한 곳은 약 30,000 곳을 넘는다.154)

오오진 천황이 어떻게 팔번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大正時代부터 오오진 천황이 한반도에서 넘어온 도래인이었다는 설도 제기
되었다.155) 히메가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아마테라스로 볼 
것인지, 邪馬臺國[야마타이고쿠]의 卑彌呼[히미코]로 볼 것인지 또는 팔번신
의 妃神 혹은 母神의 진구 황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아직도 첨예하
다.156) 오오타라시히메노미코토는 전설의 진구 황후 신령을 대표하는 신이지
만, 그와 히미코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157)

153) 岩下傳四郞, 앞의 책, 322쪽;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4, 34-35쪽; 市秋弘, 「京城神社
奉仕事務摘要」, 같은 책, 452쪽.

154) “Usa Hachimanguu”, in: Religion in Japan. Ein Webhandbuch. (2015.9.15. 참
조); Hardacre, Helen, Shinto and the State, 1868-1988, 12; “Hachiman shinko”,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Picken, Stuart D.B., Historical Dicitonary of Shinto, 99-100쪽.

155) 고고학 및 민족학 연구자 喜田貞吉[기타 사다키치](1871-1939)는 다이쇼 시대에 이러한 
연구를 발표했지만, 시대 배경에서 연유하는 위험성 때문에 계속적인 연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자세한 상황과 일선동조론 검토는 Hong, Wontack, Paekche of Korea and the 
Origin of Yamato Japan, Seoul: Kudara International, 1994, 13쪽; Hong, 
Wontack, Korea and Japan in East Asian History. A tripolar approach, Seoul: 
Kudara International, 2010.

156) “Himegami”,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157) “Okinagatarashihime”,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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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번궁 설립이나 대제에 관련해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으며, 
전쟁과 국방의 신이 전시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알 수 없
지만, 다른 섭사들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신이었음은 확실하다. 다이쇼 시
대부터 시작된 오오진 천황 도래설 등 일선동조론의 주장은 일제의 지배정
당화를 하는 한편 이를 위협시키는 잠재력도 있었다. 이에 비하여 팔번궁을 
통해서는 일본 황실의 만세일계 등 일본 당국의 ‘올바른’ 신화, 역사 해석이 
참배자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섭사 중 도하신사는 1930년 6월 13일에 경성신사 섭사로 창립되었다. 원
래 1910년대 용산 삼각지 부근에 도하신사가 건립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남
산으로 옮긴 것이었다. 당시 관폐대사로 711년 일본 교토에서 건립된 伏見
稻荷大社를 대표하여 조선에 세워진 도하신사에서는 倉稻魂神[우카노미타마
노가미], 猿田彦命[사루타히코], 大宮女命[오미야노메] 三神이 제신 대상이었
다.158) 우카노미타마노가미는 곡식, 특히 쌀을 관장하는 중심 제신이었다. 
신은 여우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이나리 신이 여우에게서 논으
로 가는 길을 안내 받았다는 전설도 있고, 고어 발음 상 ‘음식의 신’과 ‘여
우’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이나리 신은 주로 풍작을 관장하는 
신이었지만, 집안의 안정과 업상의 성공, 어업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
졌다. 에도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2,000사로 늘어났을 정도로 일본
에서 가장 크고 기본적인 신도의 신앙이다. 일제하 조선에서는 神社 네 곳과 
神祠 여덟 곳이 이나리를 제신하 다.159)

우카노미타마의 유래는 더욱 주목받을 만하다. 그는 쌀의 신인데, 『古事
記』에는 스사노오의 자식으로, 『일본서기』에는 이자나미와 이자나기의 자식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신화에 따르면 神功皇后는 仲哀天皇의 
황후로, 남편 사후에 오오진 천황을 임신한 채 三韓征伐을 위해 떠났다. 승리하고 돌아와 
應神을 낳고 스스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158) 岩下傳四郞, 앞의 책, 322쪽; 市秋弘, 「京城神社奉仕事務摘要」,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452쪽.

159)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38쪽; “Inari”, Religion in Japan. Ein Webhandbuch. 
(2015.9.15. 참조); “Inari shinko”,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Smyers, Kare Ann, The 
fox and the jewel: A study of shared and private meanings in Japanese Inari 
worship, Princeton Phd Dissertation, 1993, 119-120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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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언급된다. 또한 『일본서기』에 따르면 조선으로부터 넘어온 秦[하타]씨
가 나중에 일본에서 이나리를 그들의 氏神[우지가미] 즉 수호신으로 삼았다
는 근거와 함께 이나리의 어원도 원래 조선에 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하
타씨의 유래에 대해, 8세기 일본에서 하타씨의 ‘秦‘이라는 한자로 볼 때 중
국 진나라에서 유래했다고 인식하 으나, 고대사 및 고고학적 근거를 살펴보
면 하타씨는 고구려나 신라, 혹은 낙랑군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것으로 보인
다. 그들은 일본에서 기록 관리와 재정, 회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황실과 
가까워졌다고 한다.160) 

마지막으로 사루타히코에 관련하여 많은 신화가 있다. 이자나기는 이자나
미가 黃泉로부터 돌아오지 못하게 동굴을 바위로 막았는데, 이 바위의 신이 
사루타히코 다고 한다. 그는 우카노미타마와 같이 稻荷神으로 동일시된다. 
그의 아내 오미야노메는 새벽, 웃음, 놀이, 용기의 신으로,161) 아마테라스가 
素盞鳴尊[스사노오]에게 분노해서 동굴에 몸을 숨겼다는 신화에 등장한다.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가 동굴에서 몸을 숨겨 세상에서 햇빛이 없어져 삶이 
힘들어지자, 오미야노메는 동굴 앞에서 춤을 추고 시끄럽게 하 다고 한다. 
이를 본 신들은 그녀를 비웃었지만 이 소리를 듣고 아마테라스가 궁금해져 
결국 다시 동굴로부터 나가면서 세상에 다시 햇빛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
므로 오미야노메 신은 삶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신으로부터 일본
의 카구라가 유래하 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아마테라스를 유인해 내는 鎭
魂祭 역시 이로부터 유래되었다.162)

신문 기사를 통해 남산 도하신사에서 이러한 신들을 위한 항례 대제가 6
월 12-14일 동안 개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40년 10주년의 경우에만 
신문 보도가 있었다. 이때 12일부터 전야제를 지냈고, 13일 10시부터 대제
식으로 예제를 지냈으며, 14일에 후일제로 행사를 마무리하 다.163) 대제 참
배자에게 神酒가 수여되고, 이후에 弓道奉射會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盆

160) “Ukanomitama”,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Smyers, Karen, The fox and the jewel, 119-127쪽.

161) “Sarutahiko”,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162) “Amenouzume”,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163) 『東亞日報』 19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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栽와 生花 전시도 있었으며, 국민정신작흥 활동사진과 향토예수로서 조선 기
생의 演藝도 있었다.164)

경성신사는 도하신사를 통해 조선인 巫女를 흡수하려고 하 다. 이나리 신
의 의미와 행사를 통해 무녀의 관심을 끈 다음, 일본 본토의 관폐대사 伏見
稻荷大社 부속 신앙조직이었던 講社를 세워 朝鮮支部를 설치하고, 무녀를 
더욱 조직적으로 國防婦人會稻荷分會 단체로 조직하 다고 한다.165) 이처럼 
쌀을 비롯해 풍작, 안정 그리고 성공의 신으로 일본에서 매우 중요했던 이나
리신을 이제 용산 삼각지가 아닌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에서 쉽게 참배할 수 
있었다. 稻荷神은 도래계 일본인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스사노오와 
마찬가지로 조선인에게 일선동조론의 근거로서 조선인에게 억압되었다. 稻荷
神과 함께 합사된 사루타히코와 오미야노메는 일본의 근간이 되는 신화에 
매우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신으로,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신화교육에도 큰 역
할을 하 다. 특히 오미야노메는 웃음과 춤을 대표하는 신으로서 경성신사의 
‘활발’한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한편 일본 신화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계통의 신사로 내목신사가 건립
되었다. 내목신사는 1934년 9월 11일에 창립되어, 13일 노기 장군 사망 22
주년을 맞이하여 진좌제가 집행되었다. 이후 그의 기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3일에 예제가 열렸는데, 이는 위령제의 성격을 가졌다. 제신은 乃木希典[노
기 마레스케](1849-1912) 장군과 그와 함께 목숨을 끊은 아내 乃木静子[노
기 시즈코] 다.166) 노기 마레스케는 도쿄 출신의 군인으로 1887-1888년 독
일 베를린에 유학하면서 군사기술을 배워 청일전쟁 제1보병대 여단장으로 
旅順을 하루 만에 정복하 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1895년 중장으로 진급하

고, 1896-1898년 제 3대 대만 총독을 역임하 다. 1905년 그는 과거의 
승전 경험을 살려 러일전쟁에서 다시 여순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54일이 걸린 포위 공격에 56,000명의 일본병사의 희생을 통해 가까스로 여

164) 『東亞日報』 1940.6.12.; 『每日新報』 1940.6.12. 1939년에 600명의 학생이 작흥 활동으
로서 취주악을 합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가 군악이었다. 『京城日報』 
1939.11.11.

165)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64-165쪽.
166) 岩下傳四郞, 앞의 책, 322쪽; 市秋弘, 「京城神社奉仕事務摘要」,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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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을 재탈환할 수 있었으며, 그 와중에 두 아들 勝典[가쓰스케]와 保典[야스
스케]를 잃었다. 전쟁이 끝난 후 메이지 천황을 알현한 노기는 막대한 희생
을 통해 겨우 승전을 거둔 것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자살의 뜻을 비쳤지
만, 메이지 천황은 노기에게 책임이 없다하여 천황이 살아있는 한 그 역시 
살 것을 명령하 다.167) 1912년 메이지 천황이 세상을 떠난 지 6주 후, 노
기는 끝내 64세의 나이로 아내와 함께 사무라이 전통을 따라 할복자살하
다.168)

1912년 9월 16일 『國民新聞』의 호외에 노기가 러일전쟁에서 치른 희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유언이 실리자 여론은 들끓기 시
작하 다. 그의 자살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노기의 충성에 감복해서 그를 신격화하기 시작하 다. 그의 
사후 乃木會가 만들어져 그들의 노력으로 그는 신의 자격을 얻어 이른바 軍
神으로서 도쿄의 내목신사에 제신되었다. 이후에 일본 곳곳에서 내목신사가 
지어졌다.169)

조선에도 노기회 조선분회가 있었는데, 노기 부부 사망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들은 경성에 내목신사 건설을 계획하 다.170) 애초에 메이지 천황이 제신
된 조선신궁 가까운 곳으로 건설하려고 하 다. 신궁은 법제상 섭사를 건립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조선신궁은 이를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결국 경성신
사의 허가를 얻어 그 경내의 벚나무 골짜기에 건립되었다. 1933년 10월 18
일 총독부는 경성신사 경내 섭사로서 내목신사의 건설을 허가하 고 1934년 
4월 17일 경성부윤의 참여 아래 地鎭祭를 지내고 1,725坪의 규모로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9월 11일 완공되었다. 건립 비용은 총 35만 원이었는데, 그 
중 약 3만 원은 내목회에서 모인 기부금이었다.171) 9월 9일에 이미 御靈臺
奉迎祭가 진행되었지만, 신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다. 다만 
12일부터 노기 장군의 추도를 위해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열린 노기 유품전

167) Keene, Donald, Emperor of Japan, 712–713쪽.
168) “Nogi Maresuke”, in: Kodansha Encyclopedia of Japan (2015.9.15.참조); “乃木希

典” in: 『國史大事典』 (2015.9.15.참조); 原剛, 「軍人が祀られている神社」, 『明治聖徳記念
學會紀要』, 43, 2006, 345-346쪽.

169) 『國民新聞』 호외 1912.9.16.
170) 『京城日報』 1932.9.1.
171) 朝鮮乃木神社建設會, 『朝鮮乃木神社獻詠集』, 1936, 69-70쪽; 『每日申報』 19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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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의 유품 중 하나 을 것으로 추측된다.172) 진좌제는 1934년 9월 12일 
새로운 石橋의 개막으로 열렸고, 13일에 慰魂祭, 14일에 後日祭가 진행되었
지만, 의례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다른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었다는 보도는 있지만, 이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경성일보』의 기사 밖에 남아 있지 않다.173)

새로운 내목신사에서 바라보는 경성의 경치는 아름다웠고, 불꽃놀이에 약 
2,000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태양을 본 뜬 붉은 동그라미 등을 들고 가족과 
관람을 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제를 위해 내목회는 공연을 주최하 으며 
이 해의 주제는 ‘乃木 대장을 추억하며’와 ‘비상시국에서 노기를 생각한다’
다.174) 1936년 노기 25년째 기일을 앞두고 그의 유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장소인 박물관이 건립되었다. <그림4-8>이 보여주듯이 그 해에 소
년 노기회 학생들이 노기 신사 경내에서 군사 훈련 연습을 통해 그를 기념
하 는데, 여기서 노기가 호전적 교육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175) 
1936년의 예제인 秋季大祭에서는 경성신사 궁사의 인사, 경기도지사의 축사 
그리고 만세 삼창이 있었다.176) 1937년 9월 12-14일 다시 3일 동안 집행된 
내목신사 추계 대제는 노기 사망 25주년을 기념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무운
장구 기원이 수행됨과 동시에 신전 앞에서 소년 노기회의 군사훈련도 다시 
진행되었다.177)

172) 『京城日報』 1934.9.12.
173) 『京城日報』 1934.9.14.; 『每日申報』 1934.9.9.
174) 『京城日報』 1934.9.13.
175) 市秋弘, 「京城神社奉仕事務摘要」,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452-453쪽.
176) 『京城日報』 1936.9.12., 1936.10.15.
177) 『京城日報』 1936.9.14.; 『東亞日報』 1937.9.12.; 『每日申報』 193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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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乃木神社 앞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학생들

출전: 『京城日報』 1936.9.14.

의례와 관련해서는 1942년 노기 사망 30주년 행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
다. 이 때 참여자 300여 명 중 재향군인회, 노기회장과 경성부윤은 간단한 
수불-노리토-다마구시 봉납 의례를 행하고 무운장구 기원도 거행하 다.178) 
1943년의 경우는 신문보도에서도 확인되는데, 노기의 추도를 위해 시 짓기 
경연과 시낭독도 함께 진행되었다.179)　

다른 섭사들보다 늦게 건립된 내목신사는 경성신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경성부민과 경성신사가 협력해서 만들어진 섭사 다. 당시 궁사
가 기록했듯이, 경성신사는 내목신사가 가진 정신교육에서의 잠재력을 파악
하 고 다른 섭사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보았을 것이다. 만주사변 직후 만
든 섭사이며 군신을 모신 신사로서 전시상황에서 이용하기 좋은 장소 다. 
노기 마레스케는 그의 아내와 함께 유일하게 남산에 제신된 근대 인물이었
다. 메이지 천황 역시 근대 인물이었지만,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에서 천
황은 곧 아라히토가미이므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천만궁, 팔번궁, 도하신

178) 『每日新報』 1942.9.14.
179) 『京城日報』 194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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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모두 일본의 전통 신을 계승하고 남산이라는 조선의 핵심적 장소를 통
해 일본 문화의 근간을 조선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 다. 이에 비해 내목신사
는 노기 마레스케라는 신이 된 근대 인물을 통해 비상시국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과 충성심을 기르고자 하는 시설이었다. 이로써 러일전쟁에서 사망
한 일본인 병사들이 조선을 희생하 다는 인식을 조선인에게 심어줄 수 있
었던 것이다.

   3. 祭神 문제와 京城神社 國幣小社 인정

『朝鮮及滿洲』의 주필 釈尾春芿[샤쿠오 슌조](1875-미상)는 조선인 중에도 
단군이나 고종을 제신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가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많
은 신도 관계자들 역시 조선신궁은 조선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
에 조선의 특색이 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신도인들이 조
선의 신을 합사하자고 제안하 지만 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끝내 이를 거부
하 다. 샤쿠오는 단군과 고종이 조선신으로 제신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 단군 신앙은 조선에서 사실상 많이 보급되지 않았으며, 둘째, 고종의 
‘악정’으로 인해 그는 신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 다.180) 그는 
일제 식민개척자로서 조선을 멸시하는 입장을 고수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 다. 그것은 바로 조선에서 무슨 신을 모실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2장에서 밝혔듯이 경성신사는 거류민단의 노력으로 이세신궁으로부터 
아마테라스를 분신 받아 그 신체를 보관하 다. 조선신궁은 아마테라스와 함
께 메이지 천황도 제신하며 신체로서 두 개의 신경을 보관하 다. 신경은 이
세신궁과 메이지신궁에게 받은 것이었다.181) 그 두 신체를 조선으로 옮기기 
위해 열차에 싣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부산에서 경성으로 올라오는 동안 정
차역마다 동원된 군중이 환 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때 조선신궁에서는 
어떤 신을 제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본 내각의 결정에 대한 반대 및 논

180) 朝鮮及滿州社, 『朝鮮及滿州』 1925년 10월호, 1쪽.
18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앞의 책, 86-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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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182)

이른바 제신 논쟁은 조선신궁의 건립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다. 1912년 메
이지 천황사망 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도쿄에서 메이지신궁을 만드는 것이 
결정되었다. 메이지신궁은 조선신궁보다 5년 빠른 1920년 11월 1일에 완공
되었다.183) 제3장에서 밝혔듯이 조선신궁 건립 계획은 1911년 말부터 시작
되었다. 1912년에 조선신궁은 이세신궁과 메이지신궁을 대표하는 시설로서
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제신은 1918년 3월 30일 內祕 145호
에 의해 처음으로 일본 내각에서 결정되고, 1919년 7월 18일 內閣告示 12
호로 정식 결정되었다.184) 이 결정을 전후하여 신도 연구자, 신사 관련 인물
들과 일제 당국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결국 관철되었다. 조선신궁에서 아마테라스를 제신하기로 한 결정은 같은 남
산 지역에 있던 경성신사에서 이미 같은 신이 제신 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오히려 3・1운동의 발
발이었다.

내각의 제신 결정과정 및 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제국의회에서
는 조선신궁의 경우에도 開拓三神이 제신으로 제안되었고, 그 외에 특히 스
사노오가 조선의 단군과 동일시되어 제신으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山縣伊三
郞[야마가타 이사부로] 정무총감은 끝까지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의 제신
을 우선시하고 다른 제신을 절대 반대하 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유로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보다는 그의 개인적인 일본 신화 해석이 결정적이었다. 
신화에 따르면 스사노오는 조선에 건너가서 살았지만 결국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제의 조선 지배의 원함을 표상할 수 없는 신으로 여겨
졌다. 특히 3・1 운동 이후에는 일본 황실의 조상이자 일본에서 최고신으로 
간주되던 아마테라스의 권위와, 조선에 소위 합방의 은혜를 베푼 것으로 선
전적으로 이용된 메이지 천황의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일본제국의 ‘ 원한 지
배’를 조선인에게 내면화하는 것이 제신 선택 논리 다.185) 다른 한편으로 

182) 山口公一,　앞의 논문, 2006, 92쪽.
183) 明治神宮造營局, 『明治神宮造營誌』, 1923, 61, 367쪽.
184)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6, 8-10쪽;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425쪽.
185) 菅浩二, 앞의 책, 88-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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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테라스가 ‘조선에 일본의 문명을 전달해 준 신’으로 부각되고 선전되었
다.186) 일제 당국은 3・1 운동 이후에는 조선을 더 이상 사할린과 대만과 
같은 섬 식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없었고, 조선이 대륙으로서 일본에게 ‘국
가적으로 중요’한 땅이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간지에 제신되어 온 
개척삼신을 더 이상 조선에 적합한 신으로 볼 수 없었다. 때문에 조선에 특
별한 제신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187)

이렇게 확정된 후, 단군의 합사를 주장했던 논자들은 조선신궁 진좌제 5주
일 전인 1925년 9월 9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연구회를 열었다. 신도 연구자 
小笠原省三[오가사와라 쇼죠]와 타카마쓰 초대 조선신궁 궁사 및 기타 신도 
관련자들은 이 모임에서 제신문제를 논의하 다. 그 때 아마테라스를 역사인
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한편, 역사학자들 중에서 단군의 진실
성을 의문시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모임의 결론으로, 만
약 일제 당국이 조선신궁에서 단군과 같은 신을 제신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 
한다면, 조선신궁에 섭사를 마련하여 다른 ‘내선융화의 신’ - 예를 들어 伊
藤博文[이토 히로부미], 神功[진구] 황후,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의 
제신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오가사와라가 보기에 이들은 모두 조선인의 눈에 
일본의 침략을 의미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합당치 못하게 여겨졌다.188)

 결국 총독부는 계속해서 조선신궁의 제신 결정을 반대한 오가사와라를 위
험인물로 취급하 고, 그가 조선신궁 진좌제 참여를 위해 조선에 도착했을 
때 경찰과 헌병들이 그를 맞이하 다. 여하튼 그가 진좌제에서 보고 느낀 것
은 일단 경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며, 이 날은 진정 ‘일본을 위한 쾌
청한’ 날이었지만, 조선신궁의 특색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이는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189) 오가사와라는 조선 실정에 맞게 조선의 신을 제신
하고, 신궁 건물 양식에도 조선적 특색이 드러난 방식(온돌 설비 등)으로 건
립할 것을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러한 노력은 모두 무위

186) 김대호, 앞의 논문, 2004, 294, 321-323쪽.
187)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6, 12쪽. 제3장 제1절에서 이 점에 대해 상세히 살

펴보았다.
188)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428-429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4, 330쪽; 菅浩二, 앞

의 책, 89쪽; 김철수, 앞의 논문, 180-181쪽.
189)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71-73쪽, 



- 166 -

로 돌아갔다.190)

그는 “조선신궁에 조선의 신이 없으면 조선인은 참배하지 않을 것이다”라
는 말로 지속적으로 논쟁을 일으켰다. 赤化 방지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견해가 담긴 출판물을 간행하는 등 상당한 향력을 가진 인물로서,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정신적 거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 다.191)

오가사와라는 신사 관련자 가문에서 태어나, 국사와 신화를 동시에 연구하
여 신화를 실증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종교적 믿음이 강한 인물이었다. 더구
나 그는 브라질과 하와이에 있던 신사에 대해서도 연구해 왔으며, 국가 정책
으로 만든 식민지 신사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거류민 신사
와 국가 정책 신사 양쪽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그는 총독부가 조선의 실정을 
모른다고 비판하며 神社神道非宗敎論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종
교적 동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조선신궁을 통해 조선과 일본은 신도적 융
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192) 그래서 그는 일본만을 표상하는 조선
신궁은 신도로써 조선인을 융화시킬 수 없다고 확신하 다.

그는 만주의 종교와 함께 재만 조선인에 대한 문제와 식민지 조선의 운명
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많았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학살된 조선인을 
위한 위령제를 일본 곳곳에서 진행하 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 가능성을 
믿은 인물이었다. 그가 편집한 1953년 『海外神社史(上)』의 머리말에도 자신
의 믿음을 표했으며 海外神社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음을 슬퍼하기
도 하 다.193)

한편 그는 서울 남산에 신사를 건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확신하 다. 그
가 남산을 ‘勝地’로 본 것은 이 산이 오랫동안 신앙과 연결된 ‘唯一綠樹地
帶’ 기 때문이다. 그의 신도 사상에 따르면 신사는 일본인들만을 위한 시설

190)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33, 186-187쪽; 金誠, 앞의 논문, 2013b, 28쪽.
191) 김대호, 앞의 논문, 2004, 330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73, 420쪽; Henry, Todd A.,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Korea, 1910-1945, 84쪽.

192)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33, 3-4, 11, 60쪽.
193) 小笠原省三, 『在滿朝鮮同胞の現状』, 昭和朝鮮協會, 1933. 4-5, 13쪽; 小笠原省三, 『朝

鮮神宮を中心としたる內鮮融和の一考察』, 顕彰日本社, 1925, 1-4쪽; 小笠原省三, 『日本神
代物語』, 広文社出版部, 1916; 小笠原省三, 『秘密の國史』, 國史講習會, 1923. 목차, 머리
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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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신에 참석해 신사에 대한 조선인
들의 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원래 신사가 각 
지방마다 그 지방색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조선에 있는 신사로서 조선신
궁 역시 이러한 특색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 다. 조선의 전통음악 등 
조선 특유의 문화를 반드시 신궁에 반 해야하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일본
과 조선의 융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그렇지 않은 한, 동화는 조선
을 ‘가짜 일본’으로 만드는 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194)

이처럼 오가사와라는 신도를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도는 일제가 제창한 국가신도가 아닌 그의 개인적 신도 해
석이었다. 마찬가지로, 原敬[하라 다카시] 총리대신과 사이토 총독 등 일제 
당국이 제창한 내선융화와 오가사와라가 생각한 내선융화 논리는 신궁 건립 
문제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가사와라에게 조선신궁은 조선적 
특징을 일본의 시설 안에서 통합함으로써 글자 그대로 융화하는 것을 의미
하 지만, 일제 당국에게 조선신궁은 조선인을 일본의 국풍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 다.195)

오가사와라의 견해는 국가시설인 조선신궁의 궁사와 비슷하 다. 1925년 
10월 29일에 生田淸三郞[이쿠타 키요사부로] 내무국장은 조선신궁의 관폐대
사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비종교적 시설로 간주하고, 종교적 특색이 강한 행
사들, 예를 들어 기원, 기도, 결혼식 거행과 같은 종교적 행위를 피하도록 
명령하 다. 조선신궁 궁사를 맡은 다카마쓰는 이 시기에 신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차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하 다.196) 그가 말한 시대착오
란, 신도와 신사를 세속적인 것으로 재해석한 국가가 여전히 종교적 특색이 
강한 의례를 행할 때 이전 시대부터 종교 시설이었던 신사를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 다. 이것은 국가신도의 핵심적 모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처럼 오가사와라와 같은 독립적 신도 연구자와, 국가의 관리로 
신사에서 근무한 다카마쓰 궁사가 한 목소리로 국가의 신도 정책을 비판하

194)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64-67쪽.
195) 「朝鮮神社ヲ創立シ社格ヲ官幣大社ニ列セラル」　 JACAR A01200173500, 菅浩二, 앞의 

논문, 2013. 78쪽,
196) 위의 책, 447-449쪽;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39-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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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신도의 종교성을 계속 주장하 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오가사와라의 단군 등 조선신 합사 주장에 대해 총독부내에서도 반대가 있

었다. 총독부 지방국과장 石黑英彦[이시쿠로 히데히코](1884-1945)는 단군을 
비롯한 조선의 인물들이 신도의 신으로 제신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

다. 이성계조차 메이지 천황과 동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게다가 그가 
보기에는 단군에 관한 유사종교도 있었기 때문에 단군을 신도의 신으로 轉
用・專有하기란 불가능하 다. 결국 그에게는 단군이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표상하는 존재 기 때문에, 단군은 동화 정책을 막는 요소이지 신사에서 제
신될 신이 절대 아니었다.197)

이처럼 일제 당국은 결국 조선신궁에서 조선신의 제신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의 권위를 보호하고자 하 다. 조선신궁
에서 불가능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경성신사의 궁사와 우지코 조직의 관심
을 끌었다. 1929년부터 경성신사가 경내 확대와 함께 조선신의 합사를 위해 
노력하 다.

일제 당국은 끝까지 조선신궁에서 조선신 제신을 반대하 지만, 경성신사
의 조선신 합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경성신사의 
조선신 합사는 대만, 사할린과 삿포로에서 제신된 개척삼신을 같이 합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가와 신사 사이의 타협이었다. 이 타협을 통해 경성신사
는 일제의 이른바 海外神社 전통, 즉 개척삼신 제신에 어울리게 변모되었다. 
그 당시 경성신사는 일본의 신사사격제도에서 인정받지 못한 無格神社 다. 
그러므로 제신이나 신의 합사는 신사의 권한에 속해 있었다. 경성신사는 일
제 당국에게 사격을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조선의 신을 합사하기 전에 
따로 일본 내무성에 문의하기로 하 다. 내무성의 신도 고문 宮地直一[미야
지 나오가쓰](1886-1949)는 조선의 상황을 잘 아는 신도 연구자 다. 여러 
조사를 거친 후 경성신사에 개척삼신의 추가 합사가 추천되었다. 그 三神 중
의 하나가 국토를 대표하는 大國魂神[오오쿠니타마가미] 는데, 경성신사의 

197) 「朝鮮神宮の檀君合祀に對する感想の件」,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429-436쪽. 단
군과 조선국이란 표현에 내포된 민족적 의미 때문에 이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총독부는 
단군이 大倧敎에서 崇仰되고 있으며 반식민지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
다. 菅浩二, 앞의 책, 142-143,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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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는 朝鮮國魂神의 이름으로 합사되었다. 즉 조선국혼신은 원래의 
개척삼신 중 國魂神[쿠니타마가미]의 대체 다.198)

조선국혼신 합사의 구체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조선신궁은 일제의 이른
바 해외신사 전통 논리상에서 개척삼신을 제신할 것이었지만, 조선신궁 이전
에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진 신사 던 臺灣神社, 樺太神社와 札幌神社들은 조
선신궁과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신궁은 미
간지의 땅을 개척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신사가 아니라 재조일본인을 포함
한 조선의 대중에게 일본의 권위를 보여주는 시설이었다. 일본의 권위를 표
현하는 신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이었다. 개척삼신, 
즉 大己貴神[오오나무치가미], 少彦名神[스쿠나히코나가미]와 大國魂神[오오
쿠니타마가미] 중에서 후자는 조선의 建邦神, 단군과 동일시되었다.199) 이는 
조선신궁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래 거류민신사인 경성신사는 아마테라
스 신앙과 함께 개척삼신을 받아 그 중의 하나를 조선적 특색이 있는 朝鮮
大國魂神으로 제신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군이 쿠니타마가미의 자격을 얻었다. 단군에 대한 민족
주의적 해석을 약화하기 위해 魂神할 때 國을 地로 표시하자는 조심스러운 
제안도 있었지만, 결국 조선국혼신이 정식 명칭으로 결정되고, 경성신사 경
내에 그 신의 존칭으로 조선국혼대신을 사용하 다.200) 이처럼, 이후 조선의 
많은 신사에서 제신을 받은 조선국혼신은 먼저 경성신사에서 제신되었다. 쿠
니타마가미 곧 단군, 혹은 스사노오의 논의나 조선에서 스사노오도 합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선동조론적인 의미가 포함되는데, 쿠니타마가미의 명칭 
사용을 통해 이러한 해석들을 애매한 상태에 두는 전략이 선택되었다.201) 

198) 『京城日報』 1928.7.14., 1928.8.21. 합사에 관련한 연구는 宮地直一[미야지 나오가쓰]가 
맡았다. 宮地直一,　『神道思潮』, 理想社, 1943, 4-5쪽에서 그는 해외신사의 경우에 제신
은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일본인을 넘어 제국 곳곳의 신민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신을 고려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며, 신 자체 보다 인민에게 그 신의 의미를 중요시하 다. 이 점에
서 그의 국혼대신 제신에 대한 기본입장을 알 수 있다.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93, 395쪽.

199) 김대호, 앞의 논문, 2004, 309-311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96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앞의 책, 69쪽.

200)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332쪽.
201) 菅浩二, 위의 논문,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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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신사는 1929년 총독부로부터 쿠니타마가미의 제신을 이미 제신되어 
있던 아마테라스와 합사하도록 정식으로 허락받았으며, 개척삼신의 하나로서 
오오나무치가미, 스쿠나히코나가미와 함께 합사되었다. 다른 신사의 경우와 
달리 개척삼신을 1좌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쿠니타마가미를 1좌, 나머지 두 
신을 1좌로 모시게 됨으로써 쿠니타마가미의 특별한 의미가 부각되었다.202) 
합사와 관련된 의례는 『경성일보』에만 보도되었는데, 1929년 9월 24일 밤 
12시에 경성신사 궁사가 북한산 정상에서 降神式을 거행하고, 다음 날 9월 
25일 오전에 社殿에서 합사를 진행하 다. 오후 2시에 신축한 본전에서 遷
座祭를 하 으며, 강신식에는 궁사가 혼자서 燎火를 일으켜 수불을 하고나서 
신을 맞이하 다. 신에게 신찬을 바치고, 노리토를 지낸 후 다마구시를 바치
는 것으로 신을 받는 의식이 끝났다. 오전 5시 30분에 북한산에서 내려와 
새로운 신체를 차에 태워 경성으로 출발, 8시 30분에 총독부 앞에 도착하여 
이 새로운 신들은 총독, 정무총감, 경기도지사, 경성부윤과 학생단체에게 첫 
참배를 받았다. 이 경우에는 다마구시 봉납도 있었다. 드디어 10시 30분 경
성신사에서 奉迎祭를 지냈다. 3일부터 아침마다 경성신사에서 특별한 수불
행사인 清祓式이 거행되었다.203) 이러한 커다란 행사와 신비적 의례는 일제 
당국의 신사신도비종교론에도 불구하고 경성신사의 종교적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때 오가사와라는 조선신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조선의 대표 
신이 경성신사로 제신된 것을 크게 환 하 다.204) 

결국 조선을 대표하는 신으로 구니타마가미를 받아들임으로써 경성신사의 
조선인 우지코 총대 수는 다음 해까지 50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수적 증가
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경성신사가 총독부와 조선신궁에 대해서 자기주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조선신궁은 본래의 신사 전통에 따라 개척삼
신을 제신해야 했으나, 그 대신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의 신을 제신하
다. 마찬가지로 전통에 의해 이민 신사 시설로서 개척삼신을 모셔야 했던 경

202) 岩下傳四郞, 앞의 책, 91-92쪽; 座田司氏, 『海外神社の御祭神に就いて』, 海外神社協會, 
1939, 4-8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97쪽.

203) 『京城日報』 1929.9.25., 1929.9.29.;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54, 157쪽.
204) 小笠原省三, 『最近の朝鮮及朝鮮人問題を語る』, 개인 출판, 1935, 7쪽. 당시 황국신민 

교육 정책에서 신도와 관련된 소위 敬神 교육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종교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 않았다. 『朝鮮の敎育硏究』 1932년 10월, 1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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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사 또한 아마테라스를 제신하 다. 개척삼신이 1929년에 경성신사에 받
아들여짐으로써 경성신사는 식민지 지역에서 개척삼신을 모셔야 한다는 전
통에 속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조선신궁에게는 이러한 신들을 숭상하지 않
고,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에게 경배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일제의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 순조로워졌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질서는 일본제국으로 
하여금 경성신사의 존재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경성신사의 국폐소사로서의 사격 인정은 1936년 조선의 신사제도 개정과 
함께 진행되었다. 1936년 7월 31일에 일본 내각은 부산의 龍頭山神社와 함
께 경성신사를 국폐소사로 인정하 다. 사격 부여의 배경에는 조선에서 사격
을 받은 신사가 부족하다는 것과, 경성신사의 경우 메이지 시대부터 조선인
을 포함해서 일반인이 믿어왔다는 이유가 있었다.205)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
신궁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 朝鮮國魂神 합사는 경성신사를 통해
서 일제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 것이었다.

일본 내각에 의한 경성신사 사격 부여와 함께 총독부는 1915년 「神社寺院
規則」 개정을 실시하 다. 1936년에 종교를 통해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의 정
신 작흥을 도모한 심전개발운동도 개시되었다. 심전개발운동은 종교와 함께 
신도도 중시하 지만, 국가신도의 논리에 따라 신도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
에 「神社寺院規則」으로 신도와 불교가 같이 정리된 것은 이 논리에 반한 것
이었다. 따라서 1936년의 「신사규칙」에서는 신사와 사원이 분리되었다. 게다
가 개정판 「신사규칙」은 조선의 국폐소사에 대한 규정을 통해 조선에서 국
폐소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 다.206) 1936년 8월 1일 먼저 朝鮮總督府令 

205) 「京城神社(京畿道京城府倭城台町鎮座) 及竜頭山神社(慶尚南道釜山府弁天町鎮座)ヲ國幣
小社ニ列格ス」 JACAR A01200731900; 김대호, 앞의 논문, 2008, 142쪽. 오가사와라에 
따르면 경성신사가 사격 부여를 받는 데에는 『神社と朝鮮』을 쓴 조선총독부의 小山文雄
[코야마 후미오]의 개인적 노력도 있었다.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29쪽. 총독부의 신
도 고문을 지낸 코야마는 “신사와 신사의 신은 종교와 다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그에게 국가신도는 皇道에 해당했고 국가신도를 거부하는 것은 日帝國體를 
무시하는 것 즉 헌법 위반과 다름없었다. 그는 신도 연구자 중에서 가장 신도비종교론을 
단언한 사람이었다. 小山文雄, 앞의 책, 193-196쪽. 사격 부여 이후부터 국가의 국폐사와 
관련된 규칙들이 경성신사에 적용되었으므로, 원래 민 이었던 시설이었지만 그 이후로 국

화되었다. 「國幣小社列格の件」, 朝鮮神職會, 앞의 책, 153쪽; 「國幣小社京城神社竝に龍
頭山神社の祈年祭日」, 같은 책, 155쪽, 169-177쪽에 國幣小社의 국정 노리토도 수록되는
데, 조선신궁의 노리토와의 차이는 장소, 날짜, 참여자뿐이다.

206) 총독부가 해마다 발행한 『朝鮮總督府施政年報』와 『朝鮮事情』에서도 신사, 국가의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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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호를 통해 전날에 국폐소사의 사격에 따라 경성신사는 「國幣小社祭式」
을 지켜야 했고, 앞으로 국폐소사에 해당하는 국정 노리토도 사용해야 하
다. 이미 조선신궁 창립 이전부터 사격 인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경성신사에게 
순응은 간단한 일이었다.207)

1936년 8월 11일 조선총독부령 제75호는 경성신사의 대제들에 대한 규칙 
정리 으며 이에 따라 국폐소사로 경성신사의 우지코 조직과 아키마쓰리 행
렬이 앞으로도 가능해졌다. 개정된 「신사규칙」은 조선총독부령 제76호로 공
포되었는데, 1915년 규칙과 마찬가지로 신사의 정의와 신사로 등록에 위한 
절차와 신사의 폐사, 신축 등에 관한 규칙이었다. 당시 정무총감이었던 今井
田淸德[이마이다 기요노리](1884-1940)는 『朝鮮總督府官報』 보록에서, 개정
된 「신사규칙」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조선에 있어서 ‘경신의 
미풍’을 통한 ‘국민정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경성신사
의 사격 부여가 ‘內鮮一如’의 구현과 ‘神祇尊敬’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
다.208)

결국 이와 같은 규칙 개정은 조선의 신사제도를 일제의 신사제도에 맞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격 부여 자체에 대한 권리는 개정 이후에도 여전
히 내각에만 있었다. 조선신궁에게는 새로운 규칙이 별 의미가 없었으나, 경
성신사에게 사격 인정은 위신을 세워주는 것인 동시에 총독부가 내는 지원
금보다 더 많은 국가의 지원금을 의미하 다.

경성신사가 1936년 개척신사로 국폐소사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남산의 신
사들 사이의 공존-경쟁 모순이 드디어 해결될 수 있었다. 국폐소사가 된 경

와 종교는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서 동시에 다루어졌다. 연보의 구성에서 뿐만 아니라, “神
社의 本義는 國家의 宗旨이란 点에 있다”, “敬神崇祖은 尊皇의 大義와 함께 我建國의根
本으로 我國体의　精華國民道徳의 根底이다” 등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宗旨’, ‘敬神
崇祖’ 등과 같은 종교개념을 의례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이용하 다. 이는 또한 국가신도
의 논리가 제대로 반 되지 않았던 예이기도 하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22, 137쪽, 각년도 참조.; 朝鮮總督府, 『朝鮮事情』, 각년도 참조. 그러나 심전개발운동
의 일환으로 종교로부터 분리된 신도와 여타 종교가 같이 다루어진 것도 신도의 종교성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다.

207) 『朝鮮總督府官報』, 회외 및 부록, 朝鮮總督府告示 434호, 조선총독부령 제67호, 
1938.8.1.; 市秋弘, 「京城神社奉仕事務摘要」,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452-453쪽.

208) 『朝鮮總督府官報』, 2874호, 1936.8.11., 朝鮮總督府令 제75호, 제76호;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1940, 768-770쪽. 규칙 개정이후에 조선의 2번 째 신궁인 扶餘神宮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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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사는 이후 다시 경내를 확대하고, 남산공원의 대지도 대부분 흡수하여 
이전 크기의 약 4배 이상으로 확장하 다. 건물도 개선하 는데, 조선신궁의 
건축 양식을 차용하여 조선신궁의 외관과 비슷하게 하 다. 전쟁 시기에 참
배 강화로 인해 1942년에 경성신사의 참배자 수가 250만 명에 달하 다. 당
시 조선신궁의 참배자수는 약 265만 명이었으므로 두 신사에서 참배자 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209) 이제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의 공간적 경계가 허물어지
고 공존-경쟁관계가 완전히 공존으로 발전하 다. 게다가 1937년부터 참배
자의 민족이 따로 기록되지 않아, 참배자 중 누가 조선인이고 누가 일본인인
지 구별은 이미 불가능하 다. 이렇게 남산은 국가신도에 대부분 점령당하
고, 조선신궁, 경성신사 및 섭사와 호국신사까지 세워져 일본 신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산으로 변모하 다.

   4. 護國神社의 설립과 의례

앞에서 분석한 섭사와 같이 남산 부근에 섭사가 아닌 또 하나의 본격적인 
신사가 만들어졌다. 京城護國神社는 1943년 10월 20일에 京城府 龍山區 龍
山町의 21,971坪의 부지에 창립되었다.210) 재조일본인이 ‘쓰루가오카(鶴ヶ
丘)’라고 불 던 호국신사의 위치는 당시 신문 보도에서 남산의 남서 산기슭
으로 나타나 있어서, 호국신사도 남산의 ‘神域’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
다. 1943년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채 2년도 운 되지 않았던 이 
시설은 애초에 ‘朝鮮靖國神社’라는 역할로 인식되었다가 이후에 사실상 조선
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의 地方社로 개업하 다.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시대부터 군인 제신 위령, 초혼제를 맡은 장소 는데, 야스쿠니 신사
의 대리시설인 호국신사의 건립은 남산 ‘神域化’의 완성을 뜻하며, 또한 전

209) 『京城日報』 1928.3.20., 1928.10.18.; 『朝鮮總督府官報』, 1936.8.1.;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UCLA Doctoral 
Dissertation, 2006, 373, 420쪽.

210) 그러나 사실 경성호국신사의 창립 계획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
다. 「京城府所在陸軍所管財産管理換の件」, JACAR C01002325600; 안종철, 「1930-40년대
남산 소재 경성호국신사의 건립 활용 그리고 해방 후 변화」, 『서울학연구』, 42, 2011, 5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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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제 하 남산을 최대한 이용하려던 시도로 볼 수 있다.211)

호국신사가 용산쪽에 세워진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용산이 조선군
사령관, 헌병사령관, 제19사단 주둔지 기 때문이다. 조선에는 원래 황군 제
19사단(경성)과 제20사단(전라남도)이 주둔하고 있었다. 제19사단은 소련과 
전쟁을 했고, 제20사단은 중일전쟁에 출병했기 때문에 조선에 이러한 위령･
초혼 시설이 있을 만 하 다. 또 다른 배경으로 1938년의 지원병제도, 1943
년의 조선인 징병령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전사자도 
앞으로 많아질 것을 의미하 다.212)

호국신사는 護國英靈을 奉祀하기 위한 장소 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지
방사 던 호국신사의 제신 대상은 일본을 위해 순국한 모든 군인이었으므로 
조선인도 물론 포함되었다. 창립 당시에는 노기 마레스케만 군신으로서 제신 
대상이었지만, 이제 모든 군인이 ‘英靈’이나 ‘忠靈’으로 군신이 될 수 있었
다. 처음으로 제신된 군인은 7,447명이었는데, 1945년까지 이 숫자는 7,919
柱로 올라갔다.213)

호국신사는 채 2년도 운 되지 않은 시설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비상시
국’에 건립되었으므로 창립 당시부터 신문들에는 선전을 위한 보도가 많이 
나왔다. 조선신궁, 경성신사 등 기타 남산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해마다 신문
에 보도되었지만, 1943년부터 1945년 사이 호국신사에 대한 보도의 양에는 
미치지 못하 다. 따라서 호국신사의 건립과정과 연중행사, 의례에 대해 어
느 정도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상당히 남아있게 되었다. 1938년 중에 건
립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1939년 3월 30일부터 본격적
인 건립이 시작되었다. 이 때 조선총독부관계자와 조선군관계자, 경기도, 전
라남도 도지사가 총독부에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세웠다.214) 
호국신사를 짓기 위한 비용과, ‘聖地’의 개척을 위한 노동력과 건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1939년 4월 21일 

211) 『京城日報』 1944.10.22.; 『每日新報』 1944.10.23.; 朝鮮總督府, 『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
參考』, 1938, 11-12쪽.

212) 안종철, 앞의 논문, 2011, 54-55쪽, 58-59쪽.
213) 『每日新報』 1943.11.26.
214) 『東亞日報』 1939.3.28., 1939.3.28., 1938.5.11., 1939.4.22., 1940.7.19.; 『每日新報』 

1939.3.28.



- 175 -

護國神社奉贊會가 결성되었는데, 구성원 51명 중 주요 인사는 총독부 관리
와 서울지역의 유력자들이었다. 신사 건립의 ‘翼贊’을 맡아, 기부금의 모집과 
수입을 맡았다.215)

전라남도와 경성부에 두 건의 호국신사 건립비용은 130만 원의 예산이 정
해졌는데, 전라남도 호국신사는 60만 원, 경성의 호국신사는 70만 원으로 계
획되었다. 경성 호국신사의 70만 원 중에 20만 원이 국고보조, 나머지는 대
중의 기부금을 통해 모으기로 정해졌지만 기부는 자유의사에 따른 것은 아
니었다. 나중에 비용 예산은 110만 원으로 증액되어, 총독부가 35만 원, 대
중이 65만 원을 담당하게 되었다. 기부금은 조선 전체의 관･공리, 공공단체
와 학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모았고 일반 대중에게도 징수하 는데, 지방마
다 징수 금액이 미리 정해진 상태 다.216) 1941년 7월 11일의 『每日新報』
에 따르면, 그 때까지 신민의 ‘赤誠’,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덕분에 
예상 금액보다 더 많은 기부금이 모 다고 보도되었다.217)

기부금뿐 아니라 신속한 건립과 비용 절감을 위해 대중의 노동력도 동원되
었다. 이 노동력 약탈은 勤勞報國隊의 이름으로 나남과 경성에서 사람들에
게 奉仕를 강요하면서 이루어졌다. 먼저 1940년 7월 21일 이후부터 경기도 
내 중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동원되어 신사 부지를 개
척하는 사업에 투입되었다.218) 1940년 8월 말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27,000명의 학생과 官民이 호국신사를 위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은 애국적인 
봉사로 신문에 선전되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총독부 각국 하
급 관료들에게도 奉仕가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219)

9월 1일에 ‘護國神社御造營은 神人一体の結晶으로’라는 슬로건 하에 모든 
경성부민에게 이른바 勤勞奉仕가 국민의 의무로 부과되었다. 奉仕하는 사람
에 대해는 이후 신문들에서 그들의 ‘赤誠’과 報國에 대해 선전적으로 보도되

215) 『每日新報』 1939.4.22., 1939.6.13.; 岩下傳四郞, 앞의 책, 84-85쪽; 정호기, 앞의 논
문, 378쪽.

216) 『每日新報』 1940.7.17.; 岩下傳四郞,　앞의 책, 80-81쪽; 기부금의 징수적 성격에 대해 
김승태, 앞의 논문, 1987, 318쪽 참조.

217) 岩下傳四郞,　앞의 책, 77쪽; 『京城日報』 1940.10.25.에는 호국신사 건립비용 총액은 
130만 원으로 나타나 있다. 『東亞日報』 1940.7,17; 『每日新報』 1940.11.13.

218) 『每日新報』 1940.6.6., 1940.7.2.; 안종철, 앞의 논문, 57쪽.
219) 『每日新報』 1940.8.22., 19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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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220) 이에 유력자들이 호응하여, 경기도지사나 조선군사령관도 근로봉사
에 참여하 다. 이러한 유명인들의 奉仕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또한 모든 계층이 소위 호국 령을 위한 奉仕에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되었다. 그 이유는 장기간의 개척 노동에 대해 불만이 있는 근로자들에
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221) 1941년 4월에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경성부의 재향군인도 호국신사의 근로 봉사에 참여하 다. 10월을 넘어 이러
한 봉사는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었으며, 하루에 500명부
터 3,000명까지 일을 하 다.222)

호국신사의 지진제 즉 기공식은 1940년 10월 26일 아침 10시부터 남산 
산기슭에서 집행되어, 阿部信行[아베 노부유키](1875-1953) 총독의 참여 아
래 진행되었다. 의례의 내용은 수불과 다마구시 봉전이었다.223) 1943년 7월 
21일 10시부터 ‘엄숙’한 것으로 보도된 立柱上棟式 즉 상량식이 있었다. 그
날 총독, 군사령관, 정무총감 및 총독부 관료, 각 학교 학생 대표, 청년단 대
표, 애국반 대표와 근로봉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낙성식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 신도 의례는 수불, 강신, 신찬, 노리토, 다마구시 봉헌 의례의 순으로 
간단히 마무리되었다.224)

1943년 11월 26-28일 동안 3일에 걸쳐 진좌제로 호국신사가 개사되었다. 
사전통고에 따르면 참여자수가 1,500명으로 예상되었으며, 신문에서는 그 중
에서도 유가족을 중심으로 보도하 다.225) 11월 26일 오후 4시부터 총독 휘
하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하여 5시에 행사가 시작되었다. 밤에 행사가 진행되
어 일루미네이션 장식으로 화려한 분위기 아래, 총독과 조선군사령관을 비롯
하여 경성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군인이 동원되었다. 의례 자체는 다른 신사
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7일에는 령의 합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유가
족들을 중심으로 한 행사 다. 그 날의 의례는 폐물공진으로 시작하여 수불
을 했고, 본전의 신비가 열려있을 때 신 앞에서 모닥불도 피웠다. 이날 행사

220) 『每日新報』 1940.9.1., 1940.9.19.
221) 『每日新報』 1940.9.26., 1940.11.20., 1940.11.26.
222) 『每日新報』 1940.11.22., 1941.10.26.
223) 『每日新報』 1941.6.18., 1940.10.27.
224) 『京城日報』 1943.7.22.; 『每日新報』 1943.7.16., 1943.7.22.
225) 『每日新報』 1943.10.9., 194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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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특히 카구라의 비중이 컸다. 靖國의 춤을 진행함으로써 합사된 령
을 위령시키고, 일본 본토 야스쿠니 신사와의 분명한 연결이 만들어졌다.226)

이때부터 호국신사는 야스쿠니 신사가 도쿄에서 하는 역할과 같이 조선에
서 전사자의 합사를 맡게 되었다. 남산에 있었던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에서 
행해지던 추모행사를 흡수하면서 그에 더하여 황군의 추모와 승리를 기원하
는 역할도 맡은 것이다.227) 즉 호국신사는 전쟁관련 의례를 하나 더 맡음으
로써 필수적인 참배 장소가 되었다. 호국신사는 조선신궁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 한편, 경성신사가 맡은 초혼제와는 또 달리 특히 유가족을 통합하는 기
능을 실행하도록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신사와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연중행사가 있었을 테지만, 호국신사 쪽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신문보도를 
통해서만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기년제가 진행된 것과 예제가 5월 
1일로 정해진 것은 신문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5년의 예제에 총독과 
군사령관이 직접 참석하여, 유족들과 함께 궁사가 진행하는 수불 후 신비가 
열려있을 때 신찬, 노리토가 이루어졌고, 카구라를 관람한 후에 참여자는 다
마구시를 바쳤다. 연중의례로 호국신사에서도 경성신사, 조선신궁과 마찬가
지로 신상제가 진행되었다. 신상제가 진행되었다면, 이와 늘 같이 진행되는 
기년제도 거행되었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자료상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1944년의 신상제는 11월 24일에 집행되었으며, 대제식 의례 순서에 따라 수
불 후 신비를 열고서 신찬, 카구라와 노리토, 축사, 다마구시 봉납이 진행되
었다.228)

예제는 1944년과 1945년 5월 1일에 집행되었는데, 그 때 의례 참여자 
400명 가운데 애국반 대표, 각 부인회 대표와 유가족 대표들에 앞서 아베 
총독과 조선군사령관이 아침 10시부터 참배하 다. 예제 의례 방식은 다른 
시설과 같았다.229) 1944년부터의 연중행사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호국신사
에서 육군기념일이 크게 축하된 것이었다. 무운장구의 기원과 함께 聖戦完遂

226) 『京城日報』 1943.11.26.; 1943.11.27.; 『每日新報』 1943.11.26., 1943.11.26., 
1943.11.28., 1943.11.29. 모닥불을 피운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신도 
개념에서 불이 정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볼 때 정화의식과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27) 안종철, 앞의 논문, 59쪽; 『每日新報』 1940.10.23.
228) 『京城日報』 1944.11.24., 1945.5.1.; 『每日新報』 1944.5.1.; 1944.11.25.
229) 『每日新報』 1944.5.1., 1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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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願도 있었지만, 특히 육군기념일은 육군의 구성원에게 다양한 행사의 참석 
때문에 바쁜 날이었다. 총독과 조선군사령관은 그때 대리만 보냈는데, 호국
신사 창립 후 첫 육군기념일에 나오지 않은 사실은 호국신사에 대해 총독부
가 부여한 비중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 날의 의례는 간단한 의례순서로 
진행되었다. 수불, 노리토와 다마구시 봉납이 이어졌으나 그 후에 진행된 총
검도 경기가 더욱 비중이 높았던 것 같다. 청년들과 군인들이 신전 앞에서 
무기를 들어 행진훈련을 하고 이를 통해 신을 위령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의미보다는 다른 참석자들에게 호국신사로서의 압도적인 군사적 특색을 보
여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 공로자 표창식으로 그날의 행
사가 마무리되었다.230)

1944년 3월 28일에는 부친을 잃은 자녀들을 위한 신사참배가 거행되었다. 
아버지가 호국 령으로 합사된 호국신사 앞에서 유자녀에게 깊이 절하도록 
하여 그들이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려는 의도 다. 아버지
의 죽음을 광스러운 것으로 보여주는 신사는 또한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
은 사실을 위로하는 것으로 기능하기도 하 다. 그들이 아버지들과 마찬가지
로 훌륭한 군인이 됨으로써 군신이 된 아버지의 령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는 것도 그 행사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선전이었다. 아버지의 전사는 자녀
에게 애국심 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죽은 자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 죽은 후
에도 선전적으로 동원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행사는 1945년까지 반복적으
로 이루어졌다.231) 

230) 『每日新報』 1944.3.8.
231) 『京城日報』 1944.3.28.; 1945.3.26. 호국신사의 존재와 일본 본토 야스쿠니 신사 관련, 

합사의 ‘ 광’등은 당시 교과서에서도 나온 내용이었다. 장신, 「일제하 조선에서 청국신사
의 표상과 조선인 합사자」, 『역사문제연구』, 25, 2011,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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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護國神社 앞 유자녀

출전: 『京城日報』 1944.3.28.

다음 달인 4월 24일에 대동아전쟁 필승기원이 진행되었다. 그 행사들은 
29일까지 길게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 다만 총독, 조선군사령관, 부윤 등은 
대리를 보내는데 그쳤다. 이것은 그다지 큰 비중을 가지지 못한 행사로, 유
가족과 군인, 일반민을 중심으로 하 다.232)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새 령이 합사될 때마다 조선신궁과 마찬가지로 야
스쿠니 신사 신사 요배식도 열렸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조선의 호국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의 지방사로서 일본과 조선을 더욱 연결시켰던 것이다.233) 
1944년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472柱의 新靈이 호국신사에 합사되었다. 
23일부터 야스쿠니 신사 본사가 예제를 진행하 고, 호국신사에서도 다른 남

232) 같은 방식으로 천장절의 천황 생일 축하에 호국신사도 요배식을 하여 일본과 천황을 남
산에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호국신사는 일본 본토의 신사사격제도 아래 別格官幣社 던 
야스쿠니 신사의 지방사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격을 부여 받지 않았다. 『每日新報』 
1944.3.8., 1944.4.23.

233) 『京城日報』 1944.4.24., 1944.4.30., 1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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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신사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요배식이 거행되었다. 일본 본토와 같
은 시간에 예식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은 상징적 행위 다. 이를 통해 제국의 
일치성이 강조되었다.

호국신사에서 령의 명복 기원은 세련된 의례로 진행되었다. 의례순서는 
대제의 순서와 일치했으며, 임시 대제의 성격도 야스쿠니 신사의 그것과 일
치하 다. 순서는 <표4-9>과 같다.

<표4-9> 護國神社 神靈合祀 의례 순서

출전: 『每日新報』 1945.4.26, 4.27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
 

대제 방식으로 치러진 의례 음에도 불구하고 총독과 군사사령관, 경성부 
부윤 등 고급관리들은 이번에도 대리만 보냈다. 조선인 대표로는 尹致昊와 
李恒九가 참석하 다.234) 신문은, 유가족의 감동적인 눈물이 총후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으며 그들의 묵도는 ‘불타는 맹세’라고 하는 등 선전 보도하
다. 유가족을 중심으로 하루 종일 참배, 기원, 식사회, 공연이 이어졌다. 유
가족은 여기에 참가하면서 추모와 동시에 애국교육을 받고 나라를 위한 봉
사를 하게 되었다.235) 유가족에게 가족을 전쟁에서 잃었다는 슬픔보다 신으
로 합사되었다는 ‘ 광’을 인식하도록 주입하고, 유가족이 항일 사상을 가지
지 않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전쟁을 응원하는 제례에 동원한 것이다. 그 외
에 다른 행사로 1945년 4월 26일에 제신의 명복을 비는 기원, 대동아전쟁승

234) 이항구(1881-1945)는 이완용의 아들이었다. 대한제국 관료로 일제에 협력해서 한국 병
합 이후 조선귀족령을 통해 남작이 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 (編), 『친일인명사전』, 2009 
참조.

235) 『京城日報』 1944.10.24., 1944.10.23., 1944.10.22., 1944.10.23; 『每日新報』 1944.10.
23., 1944.10.24., 1944.10.28.

1) 修祓式 진행
2) 페물공진
3) 神扉를 열고, 참여자 경례
4) 神樂 연주: 靖國의 춤
5) 祝詞 이후 제문 낭독
6) 순서대로 玉串 봉납, 마지막은 幣物供進使
7) 참여자 일등 배례
8) 昇神式　이후 宮司가 神扉를 닫음



- 181 -

리 기원 등이 진행되었으며236), 마지막으로 확인 가능한 행사로는 1945년 5
월 27일 해군기념일 행사가 있었다. 육군기념일처럼 총독과 군인 관료가 바
쁜 날이었다. 그들의 대리와 유가족, 군인회와 부인회 대표들은 해군기원제
를 통해 필승을 빌었다.237)

결국 1943년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만 운 된 호국신사는 짧은 
기간 동안 일본 본토 야스쿠니 신사의 한반도 대리시설로 왕성하게 운 되
었던 것이다. 사실상 만들어진 과정에서부터 호국신사는 선전적으로 이용되
고, 총후의 통합을 기부금 모집과 근로봉사를 통해 이루려고 하 다. 추모와 
위령 행사를 중심으로 특히 유가족과 젊은이의 총후 통합을 도모하 다. 그
러나 남산에서는 이미 다른 신사들이 같은 기능을 맡고 있었으므로 호국신
사의 노력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238) 남산에는 이미 신사시설이 많았으나 
호국신사는 다른 신사들이 가지지 않았던 기능, 즉 전사자를 신으로 합사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하 다. 야스쿠니 신사와 같이 호국
신사는 일본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틀 아래, 나라를 위해 전사한 사람들을 
통합하는 장치로 기능하 다.239) 호국신사에서 유가족이 단체로 동원됨으로
써 그들이 통제되고, 그 결과로 일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봉쇄하 다. 
그리고 아버지가 전사한 아이들에게 그의 죽음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가르치
면서 죽은 자를 아이들의 호전성과 충성심을 기르기 위해 이용하 다.

이상과 같이 호국신사는 조선에서 사상 통제에 큰 역할을 하 다. 더구나 
일제의 전쟁에서 전사한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제의 모든 戰死者가 호국신사
를 통해서 조선에서 숭배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죽은 군인은 령으로
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죽은 자는 산 자의 애국심을 고취시
키는 교육에 이용되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트라우마는 호국신사에서
의 애국심 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236) 『每日新報』 1945.4.26., 1945.4.27.
237) 『京城日報』 1945.5.28.
238) 안종철, 앞의 논문, 2011, 60-61쪽.
239) 정호기, 앞의 논문, 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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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日本式 佛敎 寺刹 設置와 儀禮: 1929-1945 
   

   1. 博文寺

      1) 건립의 배경

제2-4장에서는 남산에 건립된 일본의 신도 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
나 이 시기 일본 불교 사찰도 남산의 산기슭에 건립되었다. 원래 일본거류지

던 남산 산기슭에는 1900년에　일본 불교 大谷[오오타니]派 本願寺의 별
원이 4,800평의 규모로 세워졌다. 오오타니파는 일본 정부와 관련되어 있었
기 때문에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 불교 종파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조선포
교를 시작하 고 지원금도 받았다.1) 오오타니파는 가장 오래된 종파로, 제2
장에 살펴보았듯이 거류민의 추모행사에 참여하면서 남산아래의 東本願寺에
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식 불교의 포교가 진행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 종교의 조선 포교가 장려되어 이를 통해 조선의 이른바 비공인 종교, 
즉 3・1운동에서 선전적 역할로 간주하게 된 여러 종파의 향력을 늘리는 
노력이 시작되지만, 그 때까지 모든 일본 불교 포교가 얻을 수 있었던 신자
는 11,000명에 불과하 다.2)

또한 오오타니파 본원사에서는 1938년 10월 31일에 중일전쟁 1주년을 기
념하여 南次郎[미나미 지로](1874-1955) 총독 참여 아래 300여 명의 전몰장
병추도회가 열렸고 이후 유가족들을 위한 소규모 후원단체도 운 했지만, 이
는 당시 사회에 큰 향력을 미치지 않았다.3) 그래서 일본 불교의 포교가 

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제5권, 한울, 2014, 212쪽; 徐鍾珍, 앞의 논문, 17-20
쪽; 오오타니파는 조선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대만까지, 일제의 팽창과 궤를 같
이하여 포교활동을 벌 으며, 후에는 일제의 경계선도 넘어 몽골까지 활동하 다. 그래서 
일제 해외불교의 최상의 예로 거론되고 있다. 柴田幹夫 (編), 『大谷光瑞ー「國家の前途」を
考える』, 勉誠出版, 2012, 제2부 참조.

2) 有賀信一郞 (編), 『大京城』, 朝鮮每日新聞調査部, 1929, 86쪽; 福崎毅一, 앞의 책, 
157-160쪽; 渡邊彰, 「朝鮮に於ける宗敎の狀況」, 『朝鮮』 1921년 12월호, 87-90쪽; 徐鍾
珍, 앞의 논문, 20, 87-89쪽.

3)  『東亞日報』 193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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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곳곳에서 계속 진행되었지만 남산은 일본 불교의 포교 장소는 아니었
다. 1930년대 남산에서 창립된 불교시설의 경우 포교가 하나의 목적이었다
고 할지라도 오히려 조선인 엘리트를 포섭하는 것과 추모를 통해 일제 당국
의 역사인식을 전파하는 것이 보다 주된 기능이었다.

일제 불교가 남산에서 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원래 대한제국의 제
례의식이 거행되던 장소 던 奬忠壇 공원자리에 1931년에 박문사가 세워졌
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명칭이 의미하고 있듯이 박문사는 伊藤博
文[이토 히로부미]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일본 선불교의 曹
洞宗에 속한 박문사는 장충단 공원의 동쪽 지역에 41,882坪의 규모로 만들
어졌다. 본전은 387坪이고, 비용은 40,000원이 소요되었다.4)

박문사의 건립배경을 보면, 이토의 피살과 함께 일본에서 이토기념회가 발
족되었다. 그의 피살이 조선에 알려지자, 경성에서도 기념회가 생겼다. 사망 
1주년과 2주년을 맞이하여 『京城日報』에 그의 업적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오
고, 신문도 추도를 표하면서 도쿄에 주최된 기념식에 대해서도 길게 보도하

다.5) 
이토의 국장은 일본 히비야 공원을 중심으로 1909년 11월 4일에 거행되

자, 같은 날 경성 여러 곳에 이토를 기리는 행사가 있었다. 이 중에 하나는 
이토 기념회가 장충단 공원에서 주최한 추도회이다. 관민 6,000여 명이 모이
고 2시부터 李完用이 弔辭를 낭독한 이 자리에 군인 290명과 각관, 사립학
교 학생 약 1만 명이 참여하 다.6) 1919년까지 이러한 행사는 장충단 공원
에서 개최되었지만, 그 해 이토의 기일에 주최된 ‘伊藤公十周年祭’는 경성호
텔에서 거행되었다. 총독부의 고위 관리직, 실업가와 조선귀족　등 200여 명
이 참석했는데 齋藤實[사이토 마코토](1858-1936) 총독과 조선왕족은 각기 
대리자만을 보냈을 뿐이어서 대조적이었다. 당시 신문보도에는 이토의 삶에 
대해 길게 보도가 되었으며 그가 일본과 조선 양쪽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사
람이었음을 강조되었다.7) 1928년부터 이토 추도회는 長谷川町에 위치한 京

4)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1940, 378쪽; 朝鮮總督府, 「畝山博文寺創立願에 關한 件. 
京畿(圖面添附)」, 국가기록원 CJA0004799. 201, 203쪽.

5) 『京城日報』 1909.10.27., 1909.10.28., 1910.10.27., 1911.10.27.; 『每日申報』도 마찬가지
다. 1910.9.1., 1910.9.18., 1910.10.27., 1910.10.28.

6) 『京城日報』 19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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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公會堂에서 진행되었다. 그 때에도 총독은 참배하지 않고 조선군군사령관
이 공식적 역할을 대리하 다. 이듬해 같은 경성공회당에서 진행된 20주년 
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사이토 총독을 비롯하여 朴泳孝(1861-1939)이 참가하

다. 불교식 추도의례를 진행하고 나서 축사로 이토에 대한 추도사로 그의 
업적을 기념하 다. 그날 경성부윤이 낭독한 제문에서 그는 일본과 조선 양 
국에서 항상 평화를 위해 노력한 위대한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다.8) 

그 날 정무총감 兒玉秀雄[코다마 히데오](1876-1947)는 도쿄에 출장 중이
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날 경성으로 전신을 보내 비애를 표하

다. 그는 통감부시대부터 이토 아래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이토와 가까운 
사이 으므로 개인 차원에서도 깊이 애도하 다. 코다마 히데오는 귀경 후 
이토의 위패를 모실 박문사를 세우자는 제안을 하 다.9) 위패를 모시는 菩
提寺 방식으로 만들고, 사찰의 기본 기능을 이토의 명복을 비는 것에 두었
다. 菩提는 산스크리트어 bodhi에 해당하는 말이며, 보리사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사찰로 이 죽은 사람의 사후의 명복을 비는 절이다.10)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 1909년 11월부터 시작된 이토 히로부미 동상을 세우려던 계
획이 있었다. 3・1운동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동상은 조선인의 
혐오 대상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건립되지 않았다.11) 코다마가 3・1운
동 10년 후 보리사를 고려했을 때, 동상보다 더 확대된 차원의 기념행사를 
진행할 생각이었다. 이토가 안중근에게 사살을 당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안중근을 ‘바보’라고 부른 일화가 유명하다.12) 조선인이 다시는 이러한 ‘어리
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토와 그의 삶을 후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
법이 모색된 결과, 사찰을 세우는 방안이 낙점되었다. 이를 통해 ‘英雄敬仰
의 記念으로 永久의 聖地’를 ‘조선지방’에서 만들고자 하 다.13) 즉 동상과 

7) 『京城日報』 1919.10.25., 1919.10.26.
8) 『京城日報』 1928.10.27., 1929.10.26.; 미즈노, 앞의 논문, 370쪽; 김 수, 김해경, 「일제

강점기 박문사 건립 과정과 건축적 특징」, 『향토서울』, 90, 2015, 233쪽.
9)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1940, 378쪽; 『朝鮮新聞』 1932.10.26.
10) Buswell, Robert. E. (ed.), Encyclopedia of Buddhism, 1, New York: MacMillan, 

2004, 50-52쪽.
11) 미즈노, 앞의 논문, 370쪽; 김 수, 김해경, 앞의 논문, 233쪽.
12) 室田義文翁物語編纂委員 (編), 『室田義文翁譚』, 常陽明治記念會, 1939, 274쪽. 室田義文

[무로타 요시아키](1847-1938)는 외교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며 이토와 가까운 사이의 인물
이었다. 이토가 사살된 날 같이 여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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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눈으로만 보는 기념물보다 기리는 행동으로 기념하는 방식이 선택되었
다.

이토의 ‘遺福寺’를 장충단 공원 안에 세우기 위한 준비로 우가키 총독은 
우선 경성부윤에게 공원의 일부를 총독부로 반환하도록 신청하 다.14) 1929
년 11월 12일에 이미 『경성일보』에서 건립결정이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10월 
26일 이후부터 2주일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이토 히로부미 20주년을 맞이하여 1930년 1월 財團法人伊藤
博文公記念會를 설립하는 동시에 기부금 모금을 통해 사찰 건립을 위한 비
용을 마련하기 시작하 다. 다른 시설의 건립처럼 여기도 기부가 필수 는
데, 이 때 조선 전 지역에서 기부금을 할당해서 징수한 곳은 유일하 다.15) 
코다마가 회장을 맡았으며, 그의 임기가 1931년 6월에 끝나자 그 임무를 후
임 정무총감인 今井田淸德[이마이다 기요노리](1884-1940)로 옮겼다. 박문사 
건립 기부금의 목표액은 35만 원으로 계획되었는데, 조선인은 20만 원, 일본 
본토와 만주는 15만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더구나 기념회는 사찰 명칭을 
이토의 호 春畝를 박문사에 붙이고 사찰 명칭을 春畝山博文寺로 정하고, 속
하는 종파를 선불교의 조동종으로 정하 다.16)

총독부가 朝鮮神宮의 경우에 그러했던 것처럼 기념회는 다시 도쿄제국대
학교의 건축학박사 伊藤忠太[이토 츄타]에게 건립지 선정에 관한 조사를 부
탁하 다. 그는 장충단, 倭城臺 총독관저 즉 이토가 관련된 통감부 건물 근
처, 일제 초기에 기존의 의례 기능을 잃은 社稷壇을 고려하 다. 1930년 11
월 이토가 경성으로 와 조사를 한 끝에 교통의 편의와 땅의 규모를 이유로 
장충단 공원을 선정지로 제안하 다. 그 제안에 대해 이토 기념회와 총독부
는 승낙했는데, 장충단 공원은 추도회를 통해 이토와 인연이 있는 장소 다
는 점도 이 결정에 향을 미쳤을 것이다. 남산 부근과 조선신궁에 가까이 
설치된 것은 신사의 攝社 논리에 따른 것으로, 이토가 조선신궁에서 제신된 

13) 『京城日報』 1929.10.26., 1929.11.12., 1932.10.26.; 中根環堂, 『鮮滿見聞記』, 中央佛敎
社, 1936, 25쪽.

14) 조선총독부, 「장충단공원박문사부지반환서류」, 국가기록원 CJA0019990, 411, 418쪽.
15) 안종철, 앞의 논문, 2009, 75, 77쪽; 김 수, 김해경, 앞의 논문, 234쪽.
16) 『京城日報』 1930.10.26.; 조선총독부, 『춘무산박문사창립원에 관한건 경기(도면첨부)』 (국

가기록원 CJA0004799); 김해경, 최현임, 앞의 논문 106쪽; 김 수, 김해경, 앞의 논문, 
230-231, 234쪽; 안종철, 앞의 논문, 2009,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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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天皇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이다. 이토는 메이지 유신을 위해 투쟁하
고, 제국헌법을 초안함으로써 메이지 천황의 군주제를 마련하 다. 또한 그
는 메이지 천황의 명을 받아 조선으로 부임하 다. 따라서 그들의 접한 인
간관계는 이제 공간적인 접함으로 표현되었고, 남산은 더욱 일제의 지배 
정당화와 조선인의 재교육지로서의 역할에 큰 비중을 차지해 갔다.17) 『경성
일보』는 박문사가 이토의 명복을 비는 사찰인 것과 동시에, 조선과 일본의 
불교를 전면적으로 장려하는 시설로, 선불교 조동종 불교를 넘어 모든 종파
를 위한 장소라고 보도하 다. 아울러 박문사를 결혼식부터 장례식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설과 교육 기관이라고 소개하 다. 이후 박문사의 승려
가 강연을 위해 경성 시내 혹은 시골까지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다.18) 특히 
박문사의 主職을 맡은 上野舜頴[우에노 슌에이]가 心田開發運動의 일환으로 
진행된 강연회에서 ‘心地의 開拓’을 주제로 강연했을 때, 그는 이토를 주제
로 삼지 않고 그의 불교관에 대해 말하 다. 이뿐 아니라 그는 강연 참가자
에게 박문사 방문을 추천하면서 종교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
주겠다고 이야기하 다. 이러한 사실을 참조할 때 박문사가 이토의 추모와 
함께 일반적 사찰으로서의 운  역시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다른 
강연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제에 따라 강연은 이토에 대한 기억을 
강조함으로써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의 애국심과 사상통합을 육성하는 기능도 
역시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공사에 착수한 확실한 일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1932년 4월 25일
에 上棟式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때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마쳤음을 알 수 있
다. 내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그 날 상동식은 1시 반부터 거행되었는데, 
신사의 경우에 상동식은 신도식으로 진행되지만 사찰의 경우에 따로 불교식
이 있었다. 우가키 총독과 함께 군사령관, 이토 기념회장 이마이다 등은 玉
串[다마구시]을 봉납하는 대신 불교식 소향을 하 고, 2시 20분에 퇴장하
다.20) 

17) 『京城日報』 1932.10.24.; 김해경, 최현임, 앞의 논문, 106-107쪽; 김 수, 김해경, 앞의 
논문, 229, 239-240쪽.

18) 『京城日報』 1933.1.16.; 『東亞日報』　1937.8.18.; 『每日申報』 1936.11.7.
19) 朝鮮總督府中樞院, 『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 1936, 333-335, 347쪽.
20) 『每日申報』 19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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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총독부는 1932년 8월 15일 경기도 경성부 西四軒町山四番地52를 
주소로 春畝山 박문사의 창립을 인정하 다.21) 1932년 10월 26일 이토 히
로부미의 23번째 기일에 맞추어 387坪의 넓은 본당에서 낙성식과 입불식이 
행해졌다. 이 낙성식을 위해 천황이 도쿄에서 銀製大香爐와 향을 하사하
다. 이러한 선물에 대한 신문보도까지 있었는데 이는 박문사의 행사에 대해 
알리고 박문사의 건립이 천황의 뜻에 해당하는 것임을 드러내어 박문사를 
천황 이데올로기 아래에 놓는 의미도 있었다.22) 뿐만 아니라 일부러 박문사
의 낙성식을 위해 일본 본토에서 찾아온 내빈도 있었다. 이토의 유족을 비롯
하여 박문사 건립에 깊은 관련이 있는 코다마 히데오, 귀족원 정치가들과 대
일본맥주주식회사 사장도 조선을 방문하 다. 낙성식에서는 우가키 총독의 
축사가 있었는데 그 제문도 남아 있다. 그는 장충단 공원과 남산 자체를 이
토와 인연이 있는 땅으로 묘사하고, 특히 이토 히토부미가 일본제국을 위해 
행한 업적을 강조하며, 그의 만년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지 않고 조
선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 다. 우가키는 왜 장충단이 이
토와 인연 있는 장소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초혼제가 이토 히
로부미 아래 중지되었던 사실을 생각해볼 때, 이 제문은 과거를 아는 조선인
에게 모욕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가키는 이토를 王政復古, 즉 
메이지 유신의 웅과 태평양의 평화에 앞선 인물로 묘사하 다. 코다마는 
수상 사이토 前총독의 대리로 왔음을 언급하며 사이토가 쓴 인사를 낭독하

다. 사이토의 전언은 그의 조선과의 인연을 참석자들에게 재인식시켰을 것
이다. 박 효도 이토의 추억에 대해 축사하 다.23)

『朝鮮新聞』은 박문사가 조선문화를 일본문화와 융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하
다. 사이토 마코토와 코다마 히데오가 박문사 창립을 위해 노력한 것과, 

이토 히루부미가 제국의 웅임을 확신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보도하
다. 같은 날 『경성일보』의 사설도 이토의 업적을 강조하고 앞으로 박문사

를 경성의 명소의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을만한 장소로 묘사하여 독자들에

2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1682호, 1932.8.15., 141쪽. 
22) 『讀賣新聞』 1932.10.27.; 『東亞日報』 1932.10.26.
23) 『東亞日報』 1932.10.23., 1932.10.25.; 『每日申報』 1932.10.12., 1932.10.27.; 일제하의 

명소정치에 관련해 Pai, Hyung-il, “Navigating Modern Keijo. The Typology of 
Reference Guides and City Landmarks”, in: 『서울학연구』, 44, 201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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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박문사로 가서 참배와 구경을 하라고 권장하 다.24)

낙성식 이후에도 박문사의 경내 공사가 진행되었다. 1932년에는 總門으로 
원래 경희궁의 동쪽에 세워졌던 興化門을 이축시키고 慶春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33년에는 석가모니불상의 개안식과 같이 함께 박문사비가 개막되
었다. 마지막으로 1935년에 鐘樓가 이축됨으로써 박문사가 완성되었다.25) 
본전은 신축건물로 조선식과 일본식을 통합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박문사
의 건축은 일본 건축양식과 조선의 건축양식의 만남이었으며, 본전 외에도 
조선왕조의 건물이 박문사의 건물로 이용되었다. 小笠原省三[오가사와라 쇼
죠]는 조선신궁이 만들어졌을 때 조선신궁이 조선의 건축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애석해 했으나 불교의 역에서는 가능하 다. 조선에는 무속 신앙
이 있었지만, 일제 당국은 이를 일본 천황 이데올로기의 배경인 신도와 동일
시하고 일치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원래 불교가 있었고 일본불교
도 천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므로 종교적 통일이 가능하 다.

坐禪堂과 位牌堂도 신축건물이었는데, 조선과 일본의 양식을 통합한 건축
양식으로 구성하 다. 좌선동은 1933년에, 그리고 위패당은 1934년에 건축
이 마무리되었는데, 1935년 3월에는 원래 조선 국왕이 제사지낸 圜丘壇의 
부분이었던 鐘樓와 石造 階段이 박문사로 이축되었다. 다른 부속건물로 박
문사 本堂 후면에 승려가 거주하는 숙사도 있었는데, 이것은 경복궁에서 이
축해온 건물이었다.26) 이렇게 장충단과 사직단, 환구단은 원래 대한제국 때
에 나라의 전통과 정통성을 표현하는 제사 장소 지만, 일본은 일제 강점 초
기에 이러한 건물의 기능을 빼앗고 제사 장소를 공원화시켰다. 그리고 일제 
강점 말기에는 장충단의 원래 기능을 일본의 것으로 轉用・專有하 으며, 그 
과정에서 환구단의 건물과 궁궐까지 소위 內鮮融和를 구실로 했으나 실제적
으로 조선의 문화적 유산을 해체했을 뿐이었다.

박문사 본당에 本尊으로 봉안될 석가모니불은 高村光雲[다카무라 고운](18
52-1934)이 만들었다. 낙성 1년 후에야 박문사에서 입불을 할 수 있었다. 
다카무라 고운은 일본의 유명한 조각가 는데 우에노 공원의 사이고 타카모

24) 『京城日報』 1932.10.26.; 『朝鮮新聞』 1932.10.26.; 中根環堂, 앞의 책, 26쪽.
25) 김해경, 최현임, 앞의 논문, 107-108쪽.
26) 『每日申報』 19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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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동상도 그가 만들었다.27) 대가에게 불상제작을 의뢰하는 데서도 이토 히
토부미 기념회의 힘을 알 수 있다. 또한 박문사를 이토의 기일까지 완성하기 
힘들었던 것도 알 수 있는데, 이토의 추도라는 기본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
둘러 그 날까지 본전이 세워졌다. 이토의 다음 기일인 1933년 10월 26일에 
드디어 기념사업으로 건립된 박문사에 本尊 석가모니불을 봉안할 수 있었다. 
불상은 25일 龍山 총독 官邸에 도착하여 通夜를 하 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경성역의 귀빈실에서 전시되었고 1시 30분의 개안입불식에 맞게 박문사에 
도착하 다. 개안입불식도 신도의례처럼 정해진 순서가 있었지만 신도의 경
우만큼 형식적이지는 않았다. 북소리에 맞추어 내빈이 착석하고 나서 종을 7
번 치는 소리와 함께 승려가 입당한다. 인사를 하고 개안식 자체가 집행된
다. 그 다음 소향을 하고, 봉찬문을 낭독하고, 西本願寺와 東本願寺에서 파
견된 승려, 조선총독, 박 효와 다른 내빈이 축사를 하고 폐식하는 순서
다. 1932년 일본에서 일부러 조선을 방문한 참석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
들은 1933년에 다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날 박문사의 건립과정과 그 
의미를 적어놓은 博文寺碑도 박문사 광장에서 개막되었고, 야간 특별 강연도 
진행되었다.28)

이토를 추도하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박문사가 설치된 것 외에, 장충단 공
원 내에 1932년 상해사변 때 일제를 위해 순국한 肉彈三勇士 동상이 건립되
었다. 그 때부터 육탄삼용사를 위한 추모기념일이 2월 22일로 정해졌지만 
그들은 제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동상은 공원을 관람하
는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중국군을 자살 공격한 일본 군인의 ‘ 웅적인 행위’
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하 다.29) 게다가, 『윤치호 일기』
를 통해 장충단 공원에서 1933년 말에 일본인 渋沢栄一[시부사와 에이이치] 

27) 『每日申報』 1933.10.24.; 미즈노, 앞의 논문, 389쪽.
28) 『每日申報』 1933.10.24., 1933.10.27.
29) 1932년 상해 사변 때 자신의 몸에 폭탄을 메고 중국군을 자살 공격한 일본 군인이 이후 

웅으로 취급되었다. 『每日申報』 1932.3.30. 동상에 관련해 『每日申報』 1937.5.8. 도쿄
에서 그들을 위한 기념일이 2월 22일로 정해졌고, 그 때 위령제가 있었고 조선에서는 그
들의 군복이 전시되었지만 위령제는 확인할 수 없다. 『每日新報』 1941.2.23.; 서울六百年
史 편집부, 『서울六百年史』, 327쪽. 일본 본토에도 육탄삼용사가 크게 선전에 동원되었다. 
Ruoff, Kenneth J., Imperial Japan at its Zenith. The Wartime Celebration of the 
Empire's 2600thAnniversa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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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1931)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시부사와는 일본의 제일국
립은행을 세운 실업가와 정치가 는데, 尹致昊가 일기에서 ‘(시부사와가) 메
이지 시대의 가장 훌륭하고 예로운 인사’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이 반드시 그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비용을 조선인에게 징수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기록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을 추
모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조선인들에게 기부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기념비도 원래 장충단 공원의 의미를 
바꾸려 했던 일제의 노력의 탁월한 예인데, 시부사와는 이토와 가까운 인물
이었으며 박문사에 잘 어울리고 이토처럼 일본의 부강을 추구하 다. 재조일
본인과 조선인이 지녔던 그의 삶에 대한 인식은 장충단자리에서 마련되었
다.30) 결과적으로 박문사 부근에 또 다른 일본인 ‘ 웅’ 동상과 기념비가 세
워짐으로써 일제의 표상들이 장충단 공원에 배치되었고 장충단 공원은 일본
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확립되었다.

      2) 伊藤博文의 追慕

박문사에서는 이토의 기일마다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업적과 공로를 기리는 
의례가 집행되었다. 원래 京城公會堂에서 거행된 기념식은 남산의 박문사로 
옮겨왔다. 추도회는 불교식 法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祝辭, 讀經과 소향
으로 구성되어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90분가량 거행되었다. 
1942년의 경우 참여자 수가 2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
적 소규모의 행사 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을 대신하여 주로 정무총감이 
참석하 고, 경기도지사와 경성부윤도 배석하 다. 1942년에는 小磯國昭[고
이소 구니아키](1880-1950) 총독이 직접 참가했지만, 그 외에는 총독이 참석
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토 기념회 구성원과 그 이사장이 주된 참여자

던 것 같다. 조선인 엘리트나 일반인 참배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다만 박문

30) 『윤치호 일기』, 1933.12.11. 국가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어 원문 온라인판 이
용; 「渋沢栄一」, 『國史大事典』, 吉川弘文館, 1997 (japanknowledge, 2015.9.5. 참조); 서
울六百年史 편집부, 앞의 책, 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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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회가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1)

이토의 추모 행사와 관련하여 신문들에서 선전용으로 이용되었던 사건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바로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의 아들 安俊生(1907-19
51)의 박문사 참배이고, 또 하나는 안중근의 딸 安賢生(1902-1959)의 박문
사 방문 및 참배이다.

총독부 기관지 『경성일보』에 따르면, 상해를 출발한 시찰단은 1939년 10
월 7일 일본으로 향하던 도중 조선을 방문하 는데, 그 일행 가운데 안준생
이 있었다. 이때 처음 내한한 그는 박문사에 가서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
에 대해 용서를 빌고자 하 다.32) 며칠 후의 신문에서는 그 행동에 대해 아
버지의 ‘贖罪’를 ‘報國의 誠’으로 바꾼 애국적 행위라고 보도하 다. 상해에
서 악기상을 운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온 안준생은 1939년 10월 처음으로 
그의 조국을 보고 감동하 다고 한다.33) 그러던 중에 우연히 박문사에 대해 
알게 되어 이토 히로부미 위패 앞에 가서 직접 사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
하 으며, 이 여행이 안준생의 ‘운명’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 당국이 
‘기뻐했고’, 안의 부탁을 받아들 다. 안준생은 15일 아침 10시에 박문사에 
도착하여 11시 주직 승려와 이야기를 나누고 법요를 진행하도록 하 다. 안
준생은 이토의 ‘靈前’에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면서 이토의 명복을 빌었다. 
신문에서 그 행위는 ‘조선의 위대한 역사’로, 또 內鮮一體의 정신적, 사상적 
달성으로 보도되었다. 참배 후에 승려는 그에게 아버지 안중근의 위패를 주
었다. 그는 아버지가 살인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피해자 이토와 더

31) 『京城日報』 1935.10.27., 1939.10.27., 1942.10.27.; 『每日新報』 1941.10.27. 이토를 위
한 일반적 법요는 신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32) 『每日新報』 1939.10.10.
33) 『京城日報』에 그는 악기상을 운 했다고 보도되었지만, 잡지 『大東亜』 1943년 3월호 

121쪽에 안준생이 상해에서 운 한 약국의 광고가 실렸다. 악기상 운 이 잘못된 보도일 
수도 있지만, 1939년 이후 생계를 바꿨을 수도 있다. 당시에 상해에서 살았던 김명수의 
회고록에 따르면, “中日戰爭時, 안준생은 重慶에 가지 않고 上海에 남아 앉아 그 妻家의 
권유에 따라 헤로인 장사를 시작하여 일약 致富했고, 朝鮮總督府의 招;으로, 서울 奬忠
壇 博文祠에서 恥辱의 이야기를 남겼으니, 즉 伊藤博文 아들과의 눈물의 握手 一場面이 
그것이다.”라고 회고하 다. 이는 안준생이 조선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약국을 하고 이를 
통해 헤로인 장사도 한 것을 암시한다. (인용된 원문에서 博文寺가 博文祠로 되어 있음). 
水野直樹, 앞의 논문, 93-94쪽; 김희곤, 「19세기 말~20세기 전반, 한국인의 눈으로 본 상
해」, 『지방사와 지방문화』, 9-1, 2006, 260-262쪽; 김명수, 『明水散文錄』, 삼형문화, 
1985, 252쪽.



- 192 -

불어 추모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감동하 다. 이토 히로부미의 
위패를 상해로 가지고 앞으로 아버지와 이토의 명복을 빌겠다고 하 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인터뷰에서 안준생은 사죄하는 것이 자신의 오랜 바람이었
고 그것을 이룰 수 있어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것으로 보도되었다.34) 

이러한 보도를 통해 일본은 조선인에게 일제의 자비와 용서를 부각시켰다. 
그러므로 안준생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안중근까지 박문사에 이용당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제국의 조선 침략의 상징적 존재인 이토를 사살한 
안중근은 조선인의 웅도 의사도 아닌, 상황을 잘못 판단한 ‘일반 범죄자’, 
살인범으로 취급되었다. 이 ‘범죄자’의 위패는 이토의 위패와 함께 보관되었
고, 그의 명복을 비는 행위는 안중근으로 상징되는 조선의 저항을 무력화·무
효화시키는 움직임에 다름 아니었다. 이로써 안중근은 웅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 게다가 용서받은 범죄자로 대중에게 알렸던 것이다. 동시에 이토는 
공로자로서 일본제국의 노력을 상징하는 기억의 상징이 되었다.35)

<그림5-1> 安重根의 위패를 받은 安俊生

출전: 『京城日報』 1939.10.16.

34) 『京城日報』 1939.10.16. 
35) 범죄자와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과 기능들에 대해 Assmann, Aleida,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30-33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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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생은 다음 날 오후 5시 조선호텔 101호실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장남 
伊藤文吉[이토 분키치](1885-1951)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자세한 장
소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만남도 신문들에 크게 선전되었다. 『경성일보』
는 이들이 조선에서 살지도 않는데 우연히 조선에서 면회할 수 있었던 것을 
‘운명’으로 보도하 다. 아울러 신문들은 그들의 만남을 내선일체를 대표하
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 다. 그 자리
에서 안준생은 아버지의 위패를 가지고 이토 분키치에게 인사한 후, 전날의 
참배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다시 한 번 사죄하 다.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죄에 대한 그의 부끄러움을 말하자, 이토 분키치는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 신
이나 부처가 되었으니 30년 전의 일에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면서 오히
려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안준생에게 ‘동양의 역사를 깊게 연구하고 세계의 
역사와 비교해 일본의 갈 길을 꼭 이해하라’고 요청하 다. 같은 날 『每日新
報』는 안준생이 “30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 다고 보도
하면서, 안준생이 전날 박문사를 참배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강조
하 다. ‘그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기사에서는 그들의 
만남을 인연으로 해석하 다. 안준생의 사죄에 대해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
로 공양하며 서로 협력해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토가 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36) 이렇게 ‘미안함을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이라는 구호를 앞세
워 조선인에게 충성을 끌어내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토 분키치가 불교뿐만 
아니라 신도도 언급하 다는 점이나 사죄는 필요 없다는 친절한 태도를 취
하 다. 이토 분키치는 이토 히로부미의 첩에게서 태어나, 다른 집안에서 양
육되었다가 나중에 이토 가문에 입양되었다.37) 그래서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
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안준생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없이 자라 아버지와의 
강한 유대감이 없었다. 사죄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 앞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 이토는, 신도와 불교라는 일본인의 믿음으로 아버지들이 
위령이 되었으며 아버지들의 행동에는 자녀들의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

36) 『京城日報』 1939.10.17.; 『每日新報』 1939.10.17.
37) 宇野七石, 『新興日本の經濟鬪士』, 國防經濟硏究會, 1936, 15쪽; Pooley, Andrew M., 

Japan at the Cross Roads, New York: Dodd, Mead and Company, 1917,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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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안준생이 전날 박문사를 참배한 것도 사실상 필요 없는 것으로 보
이게 하 는데, 이는 사죄가 일본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도 안준생이 개인적으
로 원한 것, 그의 의지 음을 강조하면서, 조선은 일본제국에게 30년간 사죄
를 하지 않았지만 그 죄는 벌써 용서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 다. 그
래서 이토 분키치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고 반대로 안준생은 아버
지의 죄 때문에 30년 동안 힘들게 살아온 모습으로 보도되었다.

면회 후 두 사람은 다음 날 같이 박문사를 참배하기로 결정하 다. 그날 
『경성일보』에는 ‘佛의 은혜’를 입은 안준생이 다시 ‘赤誠의 눈물’을 흘렸으
며, 아들들이 그 날 박문사에서 참배하여 이토의 령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고 보도되었다. 아침 10시부터 40분 동안 법요를 진행하고 “서로의 아버지
의 명복을 빌었다”. 이후 그들은 승려와 대화하면서 이 우연한 만남의 기쁨
을 나누었다. 그 대화 속에서 안준생은 조선 여행이 처음에는 외로웠으나 이
토 분키치와 ‘친구’가 되어 기쁘며, 조선인은 태만하고 움직이지 않은 민족
이라고 어머니께 자주 들었는데 조선에 와서 직접 보니 조선인이 열심히 사
는 것을 보고 이는 다 일본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면서 자랑스럽게 보도
하 다.38) 이렇게 터무니없는 보도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가 죽기 직전의 순
간에 안중근의 행위를 ‘바보’같은 일로 해석한 것이 맞았다는 것이다. 당시 
무슨 마음으로 안준생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의 심리상태를 알 수는 없지만, 
시찰단의 일원으로서 조선에 남아 아무런 공식적 행동 없이 여행을 마치기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제 당국이 기회를 만들고 안중근
의 아들을 이용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에 대한 그들 나름의 해석을 
전파할 수 있었다.

안준생의 참배와 사죄는 신문에서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도되었는데, 이 배
경에 총독부의 장려나 위협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안준생이 속한 여
행단에서 통역자로 근무한 사람의 보고서를 통해 시찰단의 여행 배경뿐만 
아니라, 안준생이 이토의 아들과 만나게 된 배경과, 두 명이 18일에 함께 박
문사를 방문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39)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안준생이 

38) 『京城日報』 1939.10.19.
39)  「在上海朝鮮人滿鮮視察團鮮內視察情況」, 外務省警察 (編), 『外務省警察史』 第14巻 (復

刻版), 不二出版 1997, 水野直樹,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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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박문사를 자발적으로 참배하고 이토의 명복을 빌 것을 제안하 다고 
한다. 안준생의 참배 요청을 받아 총독부는 박문사와 연락하는 등 안준생의 
참배를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정황이 확인된다. 같은 자료에서 이토의 아들과 
만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안준생은 박문사에서 京城府庁 金庫主任을 맡은 園木末喜[소노키 스에요
시]를 만나게 되었다. 소노키는 1909년 당시 통감부의 조선어 통역자로 근무
하면서 안중근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통역을 맡아 여순에 파견되던 인물로, 
안중근과 아는 사이었다. 총독부 外事部가 소노키에게 안준생에게 아버지 안
중근이 이토를 사살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과, 이 사실에 대해 안중근이 죽
을 때까지 이토 사살을 후회한 것으로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 다. 
안중근이 사형을 기다리면서 동양평화에 대한 논문을 쓰고, 늘 참회한 것도 
이 이유 때문임을 알리려고 하 다. 나아가 안중근이 그 확신으로 유언에서 
한일의 제휴와 동양평화를 열망하 다는 것이다. 즉 소노키는 안준생에게, 
안중근이 오해로 인해 사살을 단행했고, 이를 자신도 자각하고 있었음을 설
득해야 하 다.40)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기억이 없는 안준생에게 일제는 아
버지에 대한 희망적인 기억, 당시 일제가 만들어낸 집단기억을 강요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중근이 말한 ‘이토를 처단한 이유 15가지’는 망각되었고, 
안중근의 행위는 조선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오해로 설
파되었다. 박문사는 이러한 의미 변화와 그 바탕에 있는 인식을 전파하는 장
치가 되었다.

안준생의 조선 체류와 같은 시점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키치는 
日本鑛業株式會社 사장으로 조선에 출장 가는 중이었다. 당시 매수한 평안
북도 운산군의 광산 시찰과 박문사 참배가 그의 내한 목적이었다. 이토는 운
산에서 경성으로 돌아와서 안준생의 내한에 대해 알고 다음날 면회하기를 
승낙하 다. 조선호텔의 면회에 대한 통역자의 보고서에서는 이토 분키치가 
안준생에게 ‘서로의 아버지는 벌써 신이 되고 부처가 되’었으므로 사죄는 필
요 없다고 말하 다고 하여, 신문과 거의 비슷한 언급이 기록되었지만 일치
하지는 않는다.41) 사죄가 필요 없다고 말한 이토 분키치는 사죄를 받아들이

40) 「在上海朝鮮人滿鮮視察團鮮內視察情況」, 水野直樹,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86쪽.
41) 「在上海朝鮮人滿鮮視察團鮮內視察情況」, 水野直樹,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88-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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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 화해에 대한 시도는 총독부
가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해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이토 분키치에게 
안준생이 충성하라고 한 선전적 메시지가 더 분명하다. 신문에 보도된 말과 
이 보고서의 인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문의 안준생 인용이 과장
되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신문들은 이 만남을 과장하여 선전에 적
극 이용하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도와 불교가 종교로 동등하게 인정된 
것과, 그 개념을 통해서 이토 분키치가 안중근의 죄를 개인적 차원에서 안준
생의 사죄 없이도 이미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안준생을 이용했던 또 하나의 기사는 『경성일보』 1939년 10월 10일자 신
문에 실려 있다. 이 기사는 안준생이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시찰단과 총독부
가 진행한 인터뷰를 보도하고 있다. 그 날 안준생은 미나미 총독과 대화를 
한 후 미나미 총독에 대해 ‘실로 친절한 아버지와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 말
이 인용되었고, 이는 신문에서 소위 내선일체에 도달한 근거로 선전적으로 
이용되었다. 안준생의 자식 3명이 상해에서 일본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는 
앞으로 가족을 데리고 조선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한 말 또한 덧붙여졌다.42)

안준생은 세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여 아버지 없이 성장하
다. 그런 그가 하필이면 미나미 총독을 아버지처럼 느낀다고 한 말이 신문

에 실린 것은 선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나미를 아버지로 여긴다
는 것은 또한 천황 이데올로기에서 제국의 전 구성원을 한 가족처럼 간주한
다는 천황 가족주의 실현의 근거로 일제에게 이용되었다. 이러한 언사는 육
신의 부친인 안중근을 부정하면서 정신적 아버지로서 총독을 상정하는 것이
었다. 나아가 총독은 조선인 전체의 아버지이자 자비로운 지도자로서 조선인
의 교육을 맡은 존재로까지 확대된다. 안준생은 그 후 이틀 동안 부친의 잘
못을 사죄하 고, 조선인은 일본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거듭 말
하 다.

이 기사를 본 金九(1876-1949)는 194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으로서 
안준생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중국국민당 총통 蒋介石(1887-1975)에게 안준
생의 체포와 사형을 요청하 다. 미나미 총독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부친 안

42) 『京城日報』 193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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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근의 업적을 부정하고 사죄한 안준생의 행위는 김구가 보기에 반역을 의
미하 다.43) 박문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안준생의 사죄극이 임시정부의 감정
까지 자극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재조일본인은 이와 같은 신문보
도를 통해 일제의 조선 강점에 대한 정당화를 홍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
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순국자이자 령으로서 존경하게 하고, 조선인의 항일
의식이 ‘잘못’임을 재인식 시키고자 하 다. 한편 조선인은 일제에게 충성하
면 ‘자비로운 지배’를 통해 도덕적으로 교화될 수 있다고 주입 받았다. 

안준생의 조선방문이 ‘성공’적으로 선전되자 이어서 1941년 3월 안준생의 
누나도 내한하여 박문사에서 사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현생(일본명 大川
安子)은 남편 黄一清(1895?-미상, 일본명 大川一清, 상해전차회사 車掌監督
로 근무)과 함께 상해로부터 조선을 방문하여 아버지의 위패를 가지고 박문
사를 찾았다. 그녀의 모습은 1941년 3월 26일 『경성일보』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방문은 바로 1년 반 전 안준생의 방문과 연장선상에 있었다. 안준
생과 마찬가지로 안현생도 이곳으로 와서 사죄를 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때는 
안중근이 사형을 당한지 31년째 되는 기일이었다.44) 『每日新報』에는 26일에 
먼저 예고 기사가 나왔고, 다음날 27일에 표제 ‘己父의 罪過를 贖罪한 燒香’
로 자세히 보도 되었다. ‘아버지의 죄 값을 치르려고’ 온 그들은 총독부의 
안내를 받아 자동차로 박문사까지 갔다. 안현생 부부는 그 날 오후 3시 15
분부터 40분가량 소요된 이토 히로부미의 법요에 참가하여 참석자 앞에서 
속죄하 다. 안중근의 위패를 세우고 소향한 후 독경과 回向文이 낭독되었
다. 이 날에 대한 그들의 감상도 보도되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하
으니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부터 황국신민으로서 새로이 발족하고자 맹세하

으며’, 이토의 전에서 아버지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이 오래 전부
터의 소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죄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처럼 느껴, 이제부터 훌륭한 황국신민으로서 국가를 위하야 봉공할 
각오를 가졌다’고 하 다.45)

이렇게 31년 전에 죽은 안중근에 대한 기억은 일제에 의해 轉用・專有되

43) 김구, 『백범일지』, 돌베개, 2002, 408쪽; 水野直樹, 앞의 논문, 92-93쪽.
44) 『京城日報』 1941.3.26.
45) 『每日新報』 1941.3.26., 19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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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의 아들과 딸까지 일제 통치의 정당화와 황국신민의 의무를 조선인 독
자에게 보여주도록 이용당하 다. 즉, 박문사는 일본인의 추모기관이자, 조
선인에 대한 일제의 ‘자비’를 과시하고 전파하는 장소로서 기능하 다.

<그림5-2> 安賢生, 博文寺에서

출전: 『每日新報』 194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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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의례와 행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문사에서는 이토 추도가 가장 주요한 행사 으
나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행사가 열렸다. 박문사는 ‘일제의 식민지 웅 추
모장소’이자 ‘추모 사찰’의 성격과 함께 다른 사찰과 같은 기본 기능도 맡고 
있었다.46)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사에서 전혀 맡지 않았던 장례식이었다.  

박문사는 특히 일본인과 친일 조선인 엘리트를 위한 장례식으로서 불교식 
永訣式을 주최하거나, 불전 결혼식, 또는 개인이 신청한 기념식 등을 맡았
다.47) 박문사의 역사에서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행사로 1939년 11월 11일
의 소위 朝鮮合倂 功勞者合同慰靈祭가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부터 전몰군인을 위한 추도제도 박문사에서 거행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대
표적인 행사는 朝鮮殖産銀行의 20주년 및 朝鮮銀行 30주년 일환으로 진행
된 故役職員慰靈祭와 경기도 경찰 형사과의 解剖祭, 친일 인사의 장례식 등
을 들 수 있다. 조선신궁이 신도를 대표한 것처럼, 박문사는 조선과 일본의 
불교를 융화시키는 시설이었으며 조선에 온 일본 요인과 일본인의 여행・참
배 대상지 다. 이처럼 박문사는 불교와 관련된 종교적 행사를 맡으면서 정
치와 선전에서도 중요한 의례를 맡았다.48)

박문사의 대표적 행사인 조선합병 공로자합동위령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939년 11월 11일 이토 히로부미 사망 3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 행사는 일본의 국가주의단체 黑龍會의 후원으로 거행되었다. 3시부터 대
법요 방식으로 ‘메이지의 元勳’ 이토 히로부미, 桂太郞[가쓰라 타로](1848-1
913), 3대 통감이자 1대 총독 寺內正毅[테라우치 마사타케](1852-1919) 등
의 일본인 3명과, 李容九(1868-1912), 宋秉畯(1857-1925), 金玉均(1851-18
94), 朴泳孝(1861-1939), 李完用(1858-1926) 등 친일파 조선인 5명이 추도
대상이었다. 특히 일찍이 사망한 이용구와 김옥균은 ‘내선일체의 선구자’로 
취급되었다. 조선인의 눈에 나라를 배신한 것으로 보이는 역사인물들은 일제
에 의해 재해석되었으며, 일제 치하의 역사교육에서 이루어진 조선사의 왜곡

46) 김해경, 최현임, 앞의 논문, 2013, 106; 안종철, 앞의 논문, 2009, 69쪽.
47) 『京城日報』 1933.1.16.; 안종철, 앞의 논문, 2009, 76쪽.
48) 김해경, 최현임, 앞의 논문,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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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문사를 통해 뒷받침되었다.49)

조선합병 공로자합동위령제에 참가한 약 200여 명의 인사들 중 일본에서
부터 일부러 온 이들로 小川平吉[오가와　 헤이키치](1870-1942), 川崎三郞
[가와사키 사부로](1864-1943)와 頭山滿[토야마 미쓰루](1855-1944)가 있었
다. 또한 신문 보도에서 주목을 받은 조선인 참가자로 尹德榮(1873-1940), 
李光洙(1892-1950), 관료 韓相龍(1880-1947)과 천도교 지도자인 崔麟(1878
-1958)과 鄭廣朝(1883-1953) 등이 있었다. 이 행사가 내건 기치는 ‘한일합
방을 통한 동양의 평화’ 다.50) 1910년 병합조약 때의 ‘공로자’ 및 일제의 
통치에 협력한 이들을 추가하여 추도대상으로 삼았다. 사이토 총독이 추도 
대상이 아니었던 까닭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추도를 맡은 시설로서 若草
觀音堂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추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5-3> 한일합방 공로자 위령제

출전: 『東亞日報』 1939.11.12.

49) 『京城日報』 1939.11.10.; 김태웅, 「일제 강점기 김옥균 추앙과 위인교육」, 『역사교육』, 
74, 2000, 36-39, 62쪽.

50) 『京城日報』 1939.11.12.; 『東亞日報』 1939.11.12.; 『每日新報』 193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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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사가 운 을 시작한지 5년 후 중일전쟁이 발발하 다. 이 때 박문사는 
불교시설로 전몰자를 위한 위령제를 맡았다. 박문사에서 事變戰死者 慰靈大
法會가 이미 1937년 8월 19일에 진행되었는데, 당시 주최자는 內鮮佛敎各
宗派聯合會 다. 박문사가 통합적인 추도회 장소가 된 것은 다른 사찰에 큰 
규모의 추도행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문사는 일본 불교 종파뿐만 아니라 
조선 불교 종파들의 행사 장소가 되었으며 일제하 조선 불교 통합에도 일정
한 역할을 하 다. 이곳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의례와 마찬가지로 오후에 거
행하여 오전의 신사 의례와 겹치지 않게 유의하 다. 위령대법회를 마친 후  
강연회도 열었다고 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51) 

1938년 여름부터 발발한 張鼓峰事件의 여파로 위령대법회는 1939년부터 
8월 10일에 장고봉사건의 종결을 기념하여 시행되었다. 장고봉사건은 만주
국 동남쪽에서 두만강을 넘어 장고봉을 중심으로 일어난 국경분쟁이었다.52)  
이 분쟁은 원래 만주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본군과 소련군의 전투가 되었다. 원래 경성에 주둔했던 제19사단이 관동군
과 함께 교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선 특히 경성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전
쟁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53)

이 위령제는 陣歿將兵 추도를 목적으로 京城軍事後援聯盟의 주최로 8시부
터 박문사에서 진행되었다. 신문보도는 조선신궁의 의례와 마찬가지로 ‘엄
숙’함을 강조하 다. 그 날 참가자수는 600여 명이었고, ８시부터 40분 동안 
박문사의 주직 승려 및 불교 각종 연합회 불승대표들이 합동으로 대법요를 
거행하 다. 총독을 대신하여 내무부장이 요인으로 참석하 고, 경기도지사, 
국민정신총동원경성연맹회장을 겸한 경성부윤, 제20사단 보도부장, 각부대의 
대표 장교와 기타 관민대표가 참석하 다. 그런데 이처럼 다분히 군사적인 
의례에 조선군사령관의 부재가 눈에 띈다. 이 날은 박문사 의례에 수반하여 
다른 애국주의적 행사도 있었다. 경성의 모든 집 앞에 일장기를 게양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정오에 사이렌에 맞추어 전 부민의 묵도가 있었다. 오후 

51) 『東亞日報』 1937.8.14., 1937.8.20.; 『每日申報』 1937.8.14.
52) 장고봉사건은 Cox, Alvin D., Nomonhan. Japan against Russia 1939.,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124-125쪽
53) 『東亞日報』 1939.8.11.; 만주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야마무로 신이치 (著), 윤대석 (譯),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 200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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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에 경성부민관에서는, 장고봉에서 싸웠던 군인의 경험과 장고봉사건에 대
해서 소개하는 무료 강연회도 열렸다. 신문 보도는 전사하는 것이 호국의 
령으로 추모 받는 광스러운 일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이러한 행사들에 애국
주의적 의미를 부여하 다.54)

같은 해 10월 5일에 戰歿將兵慰靈追悼會가 경성군사후원연맹의 주최로 약  
1,000여 명의 관민이 참석한 가운데 銃後後援强化週間의 일환으로 거행되었
다. 이 행사는 10시부터 시작되어 의례가 대법요 방식으로 40분가량 진행되
었다. 護國英靈을 추도하고, 護國神社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가족을 총후동원
에 더욱 강하게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대법요의 진행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교각종연합회 승려들의 입장 후, 導師로서 박문사 주직 승려가 
입장하여, 배례, 송경, 추도사를 거행하 다. 소향과정은 일반 시주소향과 유
족소향으로 나누어 행해졌으며, 오후에는 일반 시민을 위한 소향회를 따로 
열었다. 그 날 총독과 군사령관은 대리를 보냈고, 경성부윤은 요인으로 참석
하 다.55)

이와 같은 의례는 1942년과 1943년에도 확인할 수 있다. 1942년의 의례
에는 당시 진행 중이던 태평양전쟁과 함께 청일전쟁·러일전쟁에 대한 추모가 
추진되어, 군인원호회 경기도 지부의 주최 아래 경성부윤과 요인 및 유가족
을 중심으로 법요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유가족들을 위한 위안연예회가 
열렸다.56) 1943년의 경우에 박문사의 戰歿將兵慰靈追悼會가 시정 33주년 
행사와 군인원호주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 때 재향군인 경기도지부가 
주최를 맡았다.57) 전쟁에 관련한 추도회를 거행한 장소인 박문사는 1939년 
9월 1일부터 조선 전역에서 진행된 애국일 행사를 위한 장소 중 하나로도 
동원되었다. 이때 박문사에서는 관동대지진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위한 위
령제(震災記念慰靈祭)가 거행되었으나, 관동대지진 중에 학살당한 조선인에 
대한 언급은 신문보도에 보이지 않는다.58) 이처럼 박문사는 주로 이토의 추

54) 『東亞日報』 1939.8.5., 1939.8.10., 1939.8.11.; 『每日新報』 1939.8.10., 1939.8.11.; 『朝
鮮日報』 1939.8.11.

55) 『東亞日報』 1939.10.5., 1939.10.6.; 『每日新報』 1939.10.6.
56) 『每日新報』 1942.4.25.
57) 『每日新報』 1943.10.1., 1943.10.5.
58) 『東亞日報』 1939.9.1.; 『每日新報』  19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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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사를 국가적 지원 하에 진행했지만, 필요에 따라 사회 일반의 행사도 거
행하 다. 박문사를 이용한 단체는 일본인 단체이거나 혹은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단체 으며 대체로 총독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민간을 대표하는 행사로는 朝鮮殖産銀行 20주년 및 朝鮮銀行 30주년 행
사와 그 일환으로 박문사에서 진행된 故役職員慰靈祭 등이 있었다. 이 경우
도 조선의 식민지화와 직접 관련된 기관의 행사 으며, 國防獻金 모금이 있
었다.59) 1939년 11월에 경기도 경찰 형사과에서 1934년에 설비된 해부실에
서 해부에 쓰인 시신 235구의 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가 열렸다. 경성의
학전문학교의 해부제가 妙心寺에서, 경성제국대학의 해부제가 조계사에서 진
행되었던 것처럼 박문사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사찰기능도 담당하 다.60)

사찰의 또 하나의 기본 기능은 장례식 즉 永訣式이다. 신도의 시설에서는 
불가능한 의례 지만, 박문사에서는 친일 조선인 엘리트의 결식 장소로 사
용되었다. 李允用(1855-1938)은 1909년 이토가 사살당한 직후에 한성에 추
도비를 세우자고 제안한 인물이었다. 그는 병합 직후 조선귀족령에 따라 男
爵이 되었고, 이후 京城神社의 행사나 조선신궁의 행사에서 귀족대표로 참
석하 고, 일본에서 진행된 축하행사, 예를 들어 大正天皇의 즉위식이나 19
20년 李垠(1897-1970)과 李方子(1901-1989)의 결혼식에 조선귀족대표로 참
석하 다. 또한 이토의 10년제에 발기인으로 참가하기도 한 대표적인 친일 
인물이었다. 이윤용의 장례식에 참석한 주요 인물로는 오오노 로쿠이치로(大
野綠一郞, 1887-1985) 정무총감, 총독법무국장과 윤치호 등이 있었다.61) 윤
치호 일기에는 “미나미 총독 이하 모든 정부 고위 관리가 나와서 그들이 친
애하는 인물들 중의 하나 던 이윤용의 유해에 마지막 경의를 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일제 침략과 통치 협력자로 평가받는 朴榮喆(1879-1939)의 결
식도 열렸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퇴직 때까지 그의 인생행로가 『東亞日報』
에 보도되었는데, 합병 후 그는 전라북도 참여관, 강원도지사, 함경북도지사 
등을 역임했고, 일제의 융화정책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다. 

59) 『東亞日報』 1938.9.15., 1938.9.30., 1939.11.9.
60) 『東亞日報』 1939.11.19.; 『每日新報』 1921.11.21., 1928.12.10., 1939.11.19.
61) 『윤치호 일기』, 1938.9.12.; “이윤용”, 민족문제연구소 (編), 『친일인명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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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았다. 『東亞日報』에 따르면 그의 
장례식은 장의식과 결식으로 구성되어 3시부터 5시까지 열렸다. 장례식의 
소요 시간은 2시간으로, 결식이 약 1시간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62) 

앞서 언급한 1939년 11월 11일의 병합공로자위령제에서 조선인 공로자 5
명중 하나 던 박 효의 결식도 1939년 9월 29일 박문사에서 거행되었다. 
김옥균과 같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박 효도 대표적인 친일파로 평가받고 있
다. 그는 합병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서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따라 일
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수여받았다. 조선은행 이사장 및 東亞日報 사장을 역
임하고, 중추원 고문을 맡았다. 1926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칙임관 대우의 부
의장을 맡으면서 조선국방의회연합회, 同耀會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
다.63) 장례식의 순서는 일동 착석 후, 조사와 弔電을 거쳐 독경을 하 다. 
소향은 참여자의 신분에 따라 진행하 다. 먼저 창덕궁의 대표자가 소향을 
하고, 이우공 夫妻, 이건공, 상주와 유족 순으로 소향을 하 다. 미나미 총독
이 천황의 축사를 낭독하 다. 이후 靈柩가 發靷되어 東萊郡 砂下面 多大里
로 보내 안장되었다. 윤치호는 박 효의 죽음에 대해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한 최후의 조선인 귀족이고...중략...현 통치자들은 극도
의 예우를 갖춰 그의 장례식을 거행할 것이다”라고 하여, 박 효가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의 애도 대상임을 말하 다.64)

같은 방식으로 이항구(1871-1945)의 결식도 박문사에서 거행되었다. 그
는 대한제국이 강점되기 전에 이미 일본의 훈3등 旭日章을 받았을 만큼 일
본에 협력한 인물로, 이토의 장례식과 같은 시각에 장충단 공원에서 관민추
도회를 주최한 인물이었으므로 박문사와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다.65) 

또한 박문사에서는 조선에서 근무해온 일본인을 위한 추도식도 행해졌다. 
朝鮮憲兵隊司令官을 맡은 陸軍中將 岩佐綠[이와사 무네로]의 추도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다른 군사령관, 헌병사령관을 위한 추도회의 진행도 있었을 

62) 『윤치호 일기』, 1939.3.14.; “박 철”, 민족문제연구소 (編), 『친일인명사전』, 2009; 『東
亞日報』 1939.3.12.

63) “박 효”, 민족문제연구소 (編), 『친일인명사전』, 2009.
64) 『東亞日報』　 1939.9.24., 1939.9.29., 1939.9.30.; 『每日新報』 1939.9.24., 1939.9.29., 

『윤치호 일기』,　1939.9.29.
65) 『每日新報』 1945.3.12.; “이항구”, “박 철”, 민족문제연구소 (編), 『친일인명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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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66) 이토 히로부미 기념회장을 맡은 今井田淸德[이마이다 키요노리] 
前정무총감은 1936년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그를 위한 추도회가 1940년 5월 
10일, 일본에서 진행된 장례식과 동시에 박문사에서 거행되었다.67)

이러한 기능들을 행했던 박문사는 조선신궁과 비슷하게 경성유람의 중요한 
관광지로 만들어졌다.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에서 조선신궁과 박문사
는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다.68) 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단과 시찰단도 
박문사를 여행일정에 포함하 으며, 조선식과 일본식을 합쳐놓은 박문사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엽서도 발행되었다. 박문사, 조선신궁, 경복궁 경회루
와 남대문은 경성의 4대 명소로 홍보되었다.69) 조선을 통과하거나 출장 온 
일본 인사의 일정에도 조선신궁 이후 반드시 박문사를 참배하도록 되어 있
었는데, 이는 사이토 또는 이은·이방자 夫妻가 조선을 방문할 경우에도 마찬
가지 다. 참배에 대해서 신문 보도가 나왔으며 사진도 게재되어 독자들에게 
박문사의 존재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파되었다.70)

이토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박문사와 같은 기념 사찰은 동상이나 기념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으므로 의례행사도 그 장소에 합당한 큰 
규모로 진행될 수 있었다. 조선과 일본 각각의 불교 건축 양식이 함께 사용
되었으며, 조선 불교도 전쟁 시국 아래 통합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 통치를 
안정화시키려고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주침략 후 세워진 박문사는 조선
침략의 대표자 이토의 추도를 통해 만주침략을 정당화하려고 하 으며,71) 이
를 넘어서 조선신궁이 행할 수 없던 의례를 맡아 종교적 차원에서도 조선인
의 역사인식까지 장악하려고 하 다. 일본의 신도는 위령과 초혼을 맡았지
만, 장례식과 사망에 관련된 것은 맡지 않았다. 신도의 정화개념, 修祓 개념
에 따라 신사 경내에서 ‘不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72) 신사는 정화된 

66) 『東亞日報』 1938.9.20.
67) 『東亞日報』 1940.5.11.; 『每日新報』  1940.5.10.
68) 김해경, 최현임, 앞의 논문, 109쪽; 미즈노, 앞의 논문, 393쪽. 
69) 『三千里』, 7-10, 1935, 40쪽; 『每日申報』1935.8.4.; 村上天紅寫眞場, 『박문사繪葉書』, 

연도표시 없음 (JAIRO).
70) 『京城日報』 1939.10.10., 1939.10.11; 『東亞日報』 1933.9.28., 1935.10.3., 1938.6.14.; 

『每日申報』 1933.4.6., 1935.10.1.
71) 안종철, 앞의 논문, 2009, 68, 73-74쪽.
72) 사실 에도시대에도 신도 부설 묘지가 있었고, 현재 일본에는 신도식 장례식이 다시 유행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불교식 장례식의 엄청난 비용이 있다. Aveline-Du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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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으로서 죽은 자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사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따
라서 사체를 직접 대하는 것은 박문사 등의 불교시설들이 담당하 다.

그런데 이토와 사이토는 왜 신도의 신으로 모셔지지 않았을까? 제4장에서 
분석한 총독부의 제신 논리에 의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인의 눈에 ‘침략
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본토에서 이토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결국 이러한 기념방식이 
선택될 수 없었다.73) 신사와 달리 박문사 등의 불교시설에 대해서는 참배 강
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토를 보살로 모시는 것은 조선인의 반발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보살은 현생의 신자에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
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조선인에게 박문사는 뚜렷하고 선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신사참배 강요 당시 조선인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총
독부는 신사를 비종교적 시설이라고 강조하 으므로 이제 불교라는 확실한 
종교에서 일제의 역사 인물을 모신 것이었다. 한편 사이토를 신으로 모시지 
않은 이유는, 그가 1936년 사망했을 때 신으로 모실 생각이 떠오를 만큼 중
심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른 신보다 사이토를 우선하 다면, 하라 다
카시 등 다른 정치가도 신으로 모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사이토도 
이토와 마찬가지로 신도의 祭神 대상이 되지 않고 불교 시설에서만 모셔졌
다.

Natacha (ed.), Invisible Population. The Place of the Dead in East Asian 
Megacities, Lanham: Lexington, 2012, 제3장, 특히 51-52쪽; “Kegare”, in: 
Kokugakuin University Encyclopedia of Shinto, (http://eos.kokugakuin.ac.jp, 
2015.9.15. 참조).

73) 일례로 山口[야마구치]현 이토 히로부미 출신지의 束荷[쓰카리] 신사를 들 수 있다.　小笠
原는 이토를 신으로 모시는 것을 추천하 다. 小笠原省三, 『海外神社史』 (上巻), 海外神社
史編纂會, 1953,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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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若草觀音堂

      1) 건립의 배경

박문사가 이토의 추도를 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 서울 한남동, 당시 若
草[와카마쓰]町 남산 남쪽 산기슭에서 세워진 약초관음당은 사이토 마코토를 
기리는 장소 다. 그런데 약초관음당은 우연히 이러한 기능을 맡게 되었다. 
사실 사이토는 도쿄에서 벌어진 2·26사건에서 암살당하기 전에 약초관음당
을 세우는 과정에 참여하 다. 그의 사후, 약초관음당은 사이토에게 감사하
는 마음으로 추도회를 맡기로 하 다. 그래서 박문사와 약초관음당은 규모의 
차이뿐 아니라 추모대상이 된 인물의 성격 차이도 있었다. 즉 이토가 조선인
에게 암살을 당한 것과 달리 사이토는 일본에서 일본인이 일으킨 쿠데타의 
희생자 다. 때문에 그는 약초관음당에서 자신이 기증한 불상과 같이 애도의 
대상이 되었다. 오래전에 암살당한 이토 히로부미의 사찰과 함께 사이토를 
위해 또 하나의 새로운 일본 불교시설이 경성에 세워진 것이다. 비록 약초관
음당은 이토의 사찰만큼 선전에 이용되지는 않았지만, 사이토 총독의 조선에 
대한 박애와 정치적 자비를 선전하는 장소로 유지되었다.

약초관음당이 若草町에 세워진 연혁은, 1931년 조선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가 수상이 된 사이토가 자신이 다니던 曹溪寺로 관음상을 기증
한 일부터 시작되었다. 관음상은 1932년 9월 12일 인천에 도착하여 18일에 
조계사에서 입불식이 거행될 예정이었다.74) 이듬해 사이토 수상이 기증한 이 
불상을 더욱 품위 있게 모시기 위해 새로운 불당을 만들기로 하고 若草觀音
奉贊會가 창립되었다. 회장 有賀光豐[아리가 미쓰토요](1873−1949)는 東京
法學院을 졸업하고 일본 大藏省에서 근무하다가 한국 정부의 초빙을 받아 
통감부에서 세무관으로 활동하 던 인물이다. 이후 朝鮮總督府參事官을 역
임한 뒤에 朝鮮殖産銀行長을 맡은 재조일본인 유력자 다.75) 

그는 「若草觀音奉贊會趣意書」에서 건립 이유에 대하여, 사이토 수상으로

74) 『京城日報』 1923.9.13.
75) 朝鮮公論社, 『在朝鮮內地人紳士名鑑』, 1917, 430쪽; 中央情報鮮滿支社, 『大京城寫眞帖』, 

1937, 218쪽; 『每日申報』 19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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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莊嚴端麗’한 불상을 기증받아, 약초정에 있는 조동종파 포교소를 확대
하여 일본 淺草觀音[아사쿠사 간논]에 못지않은 대중적인 불당을 창립함으로
써 ‘내선동화’, ‘和平의 樂’, ‘民心和平’을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76) 그
리고 우가키 총독은 약초관봉찬회에게 1933년 7월 7일 관음당을 세우기 위
한 기부금 모집을 허락하 다.77) 같은 자료에 사이토 수상이 그의 기증 동기
를 설명한 ‘발원장’도 게재되었다. 이 글에서 그는 사이토가 불교를 통해 내
선융화에 공헌한 것으로 묘사하 다. ‘일한병합’ 이래 20년이 지나, ‘一視同
仁의 聖旨’에 따라 문화의 발달과 주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內鮮 양 민족의 정신적 융합에 도달하기 위한 ‘敎育宗敎’로서 불교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 다. 사이토는 불교로 조선과 일본이 ‘융합’ 가능하다
고 보고, 이를 통해 일본 불교가 조선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
다. 결국 사이토는 ‘內鮮人 共通의 信仰’으로 정신적 융화를 기대하면서 관
음을 조선에 기증한 것이었다.78)

이 목조관음보살상은 불상 조각가 阿井瑞岑[아이 주이신](1896-1970)에게 
주문되었는데, 그는 박문사의 불상을 만든 타카무라 고운의 제자 다. 사이
토는 관음의 자비심과 같이 내선융화 달성을 바라며 관음상을 기증한 것이
었으나, 이후 태평양 전쟁 시기에 관음의 이미지도 전쟁을 선전하기 위한 도
구로 이용되었다.79)

76) 「若草觀音奉贊會趣意書」, 1-2쪽; 「首相が寄附の本尊若草觀音樣 : 夜市も開かれて盛況」, 
『朝鮮佛敎社』, 1933년 1월호, 41쪽.

77) 「若草觀音奉贊會趣意書」, 앞부분.
78) 「若草觀音奉贊會趣意書」, 2-3쪽.
79) 이순우, 『그들은 정말 조선을 사랑했을까』, 하늘재, 2005, 93쪽; Victoria, Brian, “War 

Remembrance in Japan’s Buddhist Cemeteries, Part I: Kannon Hears the Cries 
of War”, in: The Asia-Pacific Journal, 13-3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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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사이토가 기증한 관음상, 약초 관음당

출전: 中村健太郞 (編),　『斎藤子爵を偲ぶ』, 朝鮮仏敎社, 1937.

<그림5-5> 약초관음당 鍬入式

출전: 中村健太郞 (編),　『斎藤子爵を偲ぶ』, 朝鮮仏敎社,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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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키 총독이 허가한 약초관음당 건립예산은 총 15만 원이었는데, 그 중 
건립에 위한 필요한 총액은 14만 원이었다.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6만 
원으로 부지 매입, 4만 원으로 봉안전 건축, 31,080원으로 부속 건물의 신축
및 설비품 마련 등이었으며. 나머지 8,920원은 노동력 모집 비용으로 계획되
었다. 이 계획안에는 나무를 심는 것도 포함되었으며, 그 잔액은 운 비로 
사용할 것이었다.80) 약초관봉찬회의 구성원 중 명예고문으로 이토 기념회장 
겸 정무총감인 이마이다 기요노리, 박 효, 그리고 제20사단장이 언급되었으
며, 일반 고문은 경성부윤부터 총독부 각 국장과 경성대학교 교수 2명, 조선 
귀족 李允用(1854-1939), 관료 李丙吉(1905-1950), 中樞院 고문을 맡은 韓
昌洙(1862-1933)와 윤치호가 거론되었다. 부회장은 산업계・경제계 인사인 
賀田直治[가타 나오지](1877-미상)와 한상용이었다.81) 

1935년 10월 2일 거행된 鍬入式에 사이토 부부는 요인으로 참석했으나, 
1937년 봄에 열린 낙성식에는 전해에 사이토가 암살당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82) 1936년 3월 16일 도쿄 쓰키치의 本願寺에서 그의 결식이 
불교식으로 치러진 후, 화장된 유골은 분골되어 일부는 도쿄의 묘에 안장되
고 나머지는 사이토의 고향인 岩手[이와테]현 盛岡[모리오카시]로 보내졌
다.83) 같은 시기에 약초관음당은 박문사를 설계한 총독부 기사 笹慶一[사사 
게이치]에 의해 건립 속도에 박차를 가했다.84) 그는 남산 산기슭의 迴周道路 
즉, 순환도로로 연결된 박문사와 약초관음당이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감
안하여 건축양식에서 박문사와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약초관음당을 설계하
다. 또한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여타 관음당과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을 도입하 다. 그는 약초관음당의 건축 양식을 八角型으로 결정하 는
데, 이는 조선 왕조의 제사 장소 던 환구단에 위치한 皇穹宇가 팔각형이라
는 것에서 착안하 다. 팔각형은 ‘반도의 고대’부터 있었던 상징물이었으므

80) 「若草觀音奉贊會趣意書」, 7쪽.
81) 「若草觀音奉贊會趣意書」, 9-10쪽; “한창수”, 민족문제연구소 (編), 『친일인명사전』, 

2009.
82) 中村健太郞 (編), 『斎藤子爵を偲ぶ』, 朝鮮仏敎社, 1937, 25-26쪽; 이순우, 앞의 책, 

95-96쪽.
83) 『讀賣新聞』, 1936.3.18.; 1936.3.25.
84) 김해경, 최현임, 앞의 논문,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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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팔각형을 조선인의 종교적 심성에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여겨 이를 사용
하고자 하 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토 츄타의 동의도 얻었다. 그런데 일
본 본토의 팔각형 불당은 최대 20평 정도의 소규모 건물인데, 사사는 약초
관음당을 이보다 훨씬 큰 357평으로 계획하면서 동양 제일의 팔각형 불당을 
건축하 다. 그 외관도 박문사와 달리 벽은 하얀색으로 하고 지붕은 파란색
으로 정함으로써 박문사나 조선의 불교 사찰과 대비되는 색상을 택하 다. 
이를 통해 사사는 ‘名所가 거의 없는 경성’을 위한 新名所를 만들고자 하
다.85)

      2) 斎藤實의 追慕

사이토가 암살을 당했을 때, 약초관음당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경성에
서는 사이토를 위한 추도회가 계획되었다. 약초관봉찬회의 아리가와 이토 기
념회의 이마이 총무정감이 추도회 계획을 주도하 다. 사이토의 장례식이 도
쿄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시간인 1936년 3월 22일에 경성부민관에서도 불
교식 추도회가 진행되었다. 조계사 승려가 의례를 진행하고, 우가키 총독, 
군사령관 고이소 구니아키, 경성부윤, 이마이다 정무총감이 함께 1,600명의 
참배자 앞에서 사이토의 위패를 향해 ‘조선 문화를 육성한 故사이토’를 위한 
弔詞를 낭독하 다. 우가키는 이제 령이 된 사이토의 삶을 회고하고, 해군
대장, 정치가, 그리고 조선총독으로서의 업적을 되돌아보았다. 고이소는 사
이토의 업적보다는 암살에 대한 슬픔을 언급하면서 ‘在天의 英靈’에게 감사
를 표하 다.86) 경성부윤은 조사에서 사이토 마코토를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비교하며 이제 일본제국이 내외의 난국에 직면했다고 경계심을 표하 다. 마
지막으로 아리가는 사이토 총독 하의 산업적‧경제적 발전과 사이토의 민심 
융화 및 民力作興 능력으로 내선융화의 기본이 마련된 것을 강조하 다.87)

85) 中村健太郞,　 앞의 책, 21-27쪽; 岡田貢, 앞의 책, 2, 1937, 43-44쪽; 『東亞日報』 
1938.1.22.

86) 『京城日報』 1936.3.23., 1936.3.22., 1936.4.11.; 中村健太郞 (編), 앞의 책, 有賀의 머리
말, 1-3쪽; 본문 7, 10-13쪽.

87) 앞의 책, 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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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사이토가 총독으로서 처음 경성 남대문역에 도착했을 때 姜宇奎
(1855-1920)의 암살 대상이었던 사실은 모두의 추억에서 사라졌다. 

사실 사이토는 관음불상의 기증을 통해 소위 내선융화에 대한 그의 입장을 
전하기 전에, 이러한 융화의 필요성과 그 준비 상황을 1926년 8월 16일 『每
日申報』를 통해 직접 알렸다. 그 때 그는 호적을 경성으로 옮겨 조선에서 
永住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 뿐 아니라 죽은 후 조선 땅에 묻히고 싶
다는 희망을 피력하 다.88) 그러나 그는 조선에 주하지 않고 일본으로 돌
아갔다. 이후에 종종 한반도를 다시 방문하기는 했으나, 이는 예전에 그가 
했던 약속이 단순한 선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
의 조선 주 희망은 그가 죽은 후 특별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1936년 4월 
7일 조계사 승려와 당시 약초관봉찬회 이사를 맡은 市川鶴松[이치카와 쓰루
마쓰](1873-미상)는 도쿄로 가서 그의 유족으로부터 遺髮을 받아왔고, 4월 
14일 조계사의 약초관봉찬회 앞의 사이토가 기증한 관음불상 옆에서 소향식
을 치른 후 박문사의 불단에 유발을 안치하 다.89) 약초관음당이 완공된 후
에 관음불상과 사이토의 유발은 약초관음당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遺髮 안치
를 통해 사이토는 조선에서 ‘德化政治’를 시작한 ‘조선의 아버지’로 존경의 
대상이자 ‘조선의 수호불’이 되었다.90)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조선총독
을 맡은 사이토는 사후에도 일제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
었다.

88) 『每日申報』　1926.8.14.; 이순우, 앞의 책, 91-92쪽.
89) 위의 책, 20-22쪽;　 『每日申報』 1936.4.9.; 『京城日報』 1936.4.11. 市川鶴松[이치카와 

쓰루마쓰]는 청일전쟁에 종군한 후 조선에서 의사로 근무하 다. 1933년부터는 약초관봉찬
회에 관여하기 시작하 다. (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 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90) 中村健太郞 (編), 앞의 책,  20쪽; 村上貞一, 『巨人斎藤実』, 新潮社, 1937, 135, 139쪽; 
斎藤実記念會 (編), 『子爵齋藤實傳』, 1946, 517, 525-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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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사이토 遺髮이 조선에 도착함

출전: 『京城日報』 1936.4.11.

 1938년에 완공된 약초관음당에서 사이토의 三回忌追悼會가 26일 4시부
터 1시간 동안 거행되었다. 3일간 신문을 통해 사전 홍보를 하 지만 참여
자는 150여 명에 불과했고, 신문보도에 언급된 조선인은 총독부 중추원 고
문 閔丙奭(1858-1940) 뿐이었다. 그날 의례에서는 이치카와가 연설을 하고, 
이어 법요가 진행되었다.91) 이후 사이토 기일이 신문에 보도되었는지 확인되
지 않는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사이토의 추도회가 전쟁 동원
에 큰 향을 미칠 만한 잠재력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1940년, 약초관
음당에 大書院 건물이 추가로 부설되고 이와 함께 6,632원을 투입한 기념비
도 제작되었다. 더불어 같은 해 9월, 미나미 총독 기념 식수회도 약초관음당 
경내에서 거행되었다.92) 1942년에 長谷川町의 銀行集會所에서 사이토의 七
周忌기념식이 거행된다는 알림이 신문에 게재되었다. 七周忌 기념식의 참여
자는 2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이 인원은 약초관음당에 수용 가능했을 것이

91) 『每日申報』 1938.2.24.-27.
92) 『每日新報』　1940.4.5., 1940.9.15., 1941.4.7.; 이순우, 앞의 책,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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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若草觀音奉贊會의 아리가와 이치카와는 물론이고 미나미 총독, 정무총
감, 이항구, 그리고 특별히 일본 본토로부터 사이토 집안의 대리도 참석하
다. 그렇지만 당시 국가의 국민총동원과 관련해 약초관음당 및 사이토 마코
토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93)

이토와 사이토의 성격 및 암살 배경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이토는 
첫 번째 통감으로서 일제에 의한 조선 침략 시작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
에 비해 사이토는 테라우치 마사타케 및 長谷川好道[하세가와 요시미
치](1850-1924)와 같은 무단통치기의 총독에 뒤이어 3・1운동 이후의 상황
을 수습하기 위해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하세가와의 경우, 3・1운동을 강압
적으로 진압한 책임자 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유발하지 못
한 사람이었다. 그에 비해 사이토는 이른바 문화통치와 내선융화 정책을 시
행했던 총독이므로 전임자만큼 혐오의 대상은 아니었다.

93) 『每日新報』 19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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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朝鮮人의 反應과 神社參拜 문제: 1925-1945

일제하 남산이 조선인에게 미친 표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
제의 남산 신사 시설과 여기서 진행된 신도의례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을 고
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선인뿐만 아니라 재조일본인에게도 남산 참배와 
의례가 필수적으로 강요되었지만, 그들은 전통적으로 신사와 신도 문화에 친
숙하 다. 하지만 조선인에게 신사와 신도는 낯설고 이질적이며 침략적 성격
을 가진 것으로 다가왔다. 조선인은 오랜 세월 동안 무속, 유교, 불교 등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18세기 이래 천주교와 개신교와도 접촉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정신적·종교적 전통과 문화가 이미 풍부하 다. 이 장에서 살펴
볼 내용과 같이, 신도는 조선인에게 또 하나의 종교로서 일본적 특색이 강하
고 조선인에게 별 필요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제 당국은 신도를 종교가 아니라 국민
의례로 규정하 으나, 신도의 실상은 일본 전통 신앙으로서 종교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특히 경성신사는 총독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시설이 아니었
으며 朝鮮神宮과 경쟁하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특색이 더욱 두
드러지게 강조되었다. 그에 비해 조선신궁은 일제 당국의 國家神道 논리에 
따라 세속적 신사 시설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건물의 외관과 의례 내용은 
경성신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인들은 경성신사와 조선신궁 양
쪽을 보면서 그 차이를 잘 알기 어려웠으며, 신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
고 큰 관심도 없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조선인에게 신
도의 믿음이 강요되면서 비로소 종교로서의 인식이 강해졌을 것이다. 이 장
에서는 경성신사 및 조선신궁 건립과 참배 과정에서 보이는 조선인의 신사·
신도에 대한 반응 및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가 만들어낸 
남산과 조선인이 본 남산의 차이를 밝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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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京城神社, 朝鮮神宮과 조선인

      1) 京城神社와 조선인

경성신사로 개칭되기 이전의 南山大神宮 시기에 조선인은 일본인 거류민
단 시설과 무관하 고 기껏해야 멀리서 구경하는 자들에 불과하 다. 일본인
의 의례 생활에 조선인이 참여하게 된 시점은 1909년 11월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국장이 치러졌을 때로 보인다. 奬忠壇 공원에서 伊藤公追悼會 주
최로 追悼式이 진행되었을 때, 이화학당의 여학생이 제단 앞에서 참배를 거
부하 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제사 및 참배 거부 문제가 일찍이 드러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1) 

1915년 「神社寺院規則」이 제정되면서, 경성의 모든 시민이 경성신사의 氏
子[우지코]에 속하게 되었다. 경성신사를 이용하지 않는 조선인도 이제 우지
코로 신사의 행정에 편입되어 일본의 신사 전통에 따라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 다.2)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은 지원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일제에 대
한 반감을 표현하 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금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1918년 『每日申報』에 따르면 조선인은 이 기부금을 신에 대한 외경심에서 
내는 기부가 아니라 무의미한 가중세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3) 윤치호도 
1919년 12월 17일 일기에서 신사 운 을 위해 조선인들에게 징수하는 지원
금을 일종의 ‘갈취’로 보았다.

일본 신사, 즉 대신궁 때문에 7천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중 
5,500원은 일본인들이 떠맡고, 1,500원은 조선인들에게서 뜯어내기로 되어 
있다. 신도는 일본 색채가 너무 강해서 일본인들이 아닌 다음에야 별다른 의

1) 『京城日報』 1909.11.3., 1909.11.5. 이러한 기념회가 매년 진행되었다. 그래서 장충단의 
동쪽 부근에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博文寺가 1929년부터 건축되었다. 박문사는 1932년
에 완공되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는 장소로 기능하 다. 박문사의 건립, 운 과 
의례에 관해서는 제5장의 내용 참조.

2) 『東亞日報』 1927.4.27.
3) 『每日申報』 1915.6.25., 1918.10.17.;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72쪽; 『윤치호 일기』 1919.12.17. 국가편찬위원회 한
국사 데이터베이스 어 원문 온라인판 이용. 제3장에서는 우지코와 그의 역할에 대해 상
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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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질 수가 없다. 조선인들에게 하등의 관심도 없는 종교를 위해 돈을 
내라고 강요한다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4) 

이처럼 윤치호는 징수금에 대해 불평하는 한편, 이미 종교로 간주된 신도
와 기독교의 이단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종교적 양심의 모순을 우려하 다. 
그는 일본의 신도가 일본적 특색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는 아무
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 다.

특히 경성신사에서 가을마다 진행된 秋祭[아키마쓰리] 神輿[미코시] 행렬에
는 특별 지원금을 내야만 했는데, 미코시 행렬이 남산으로부터 도시 가운데
로 진입하는 것은 큰 이벤트로 조선인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다.5)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선인은 미코시 행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미
코시 행렬은 조선인을 신도와 신사에 포섭하는 힘을 지녔지만 이를 통해서 
조선인들을 완벽한 신도 신자로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 다. 아키마쓰리가 구
경거리로 조선인에게 인기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키마쓰리의 종교적 
측면은 그 시작 지점인 남산과 미코시, 즉 신이 밤을 지내는 龍山에서만 유
지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일종의 ‘놀이’로서 행렬의 성격이 강조되었기 때문
이다.

윤치호는 1924년의 아키마쓰리에 대해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소가 끌거나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마차의 행렬들, 손전등과 깃발, 가
면을 쓴 사람들과 춤꾼들…….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그로테스크했다. 시시
하고 유치하며 일말의 위엄도 없었다. 신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종교적인 숭배감이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일들 가
운데 가장 터무니없는 것은 프록코트를 차려입고, 실크 모자를 쓴 일본인 유
력자들이 이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광경이었다.6)

기독교 신자 던 윤치호는 신도의 종교성에 거부감을 느꼈다. 일제의 국가

4) 『윤치호 일기』, 1919.12.17.; 김상태, 『윤치호 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2001, 160쪽. 윤치호 일기는 원칙적으로 국사편찬위원
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윤치호 일기 어 원문 온라인판을 사용하 다. 김상태의 
번역이 있는 부분은 이를 인용하 으며, 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이 없는 경우에는 필자가 
직접 번역하 다.

5) 『東亞日報』 1921.10.18.
6) 『윤치호 일기』, 19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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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논리에서 아키마쓰리 같은 의례의 종교성이 부정되었지만, 경성신사의 
미코시 행렬은 국민의례조차 아니었다. 윤치호는 여기서 뚜렷한 종교적 특색
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아키마쓰리 행렬이 그
저 웃음거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 다.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종교 
자체에 대해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윤치호가 아키마쓰리에서 종교적 요소를 
찾기 어려웠다면, 다른 조선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접
촉이 이루어진 아키마쓰리를 통해서 조선인은 일본의 전통과 관습을 엿볼 
수 있었다. 윤치호를 포함한 조선인들은 아키마쓰리를 일본인의 창피스러운 
놀이로 인식하여 일본인을 멸시하는 기회와 웃음거리로 삼았다.

경성신사의 아키마쓰리는 1930년대까지 단순한 구경거리 다. 아마도 어
린 아이들은 노인들보다 더 아키마쓰리를 즐거운 행사로 여겼을 것이다. 직
접 행렬에 참여한 조선인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일본인들이 미코시를 옮기
며 “왓쇼이!”를 외치는 모습은 조선인에게 신기한 광경이었다.7)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일제 경찰은 함부로 행동하는 일본인들을 통제하
는 한편, 일본인이 아키마쓰리 참여 중에 조선인을 상대로 일으킨 폭력 행위
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는 점이다.8) 조선인들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일본인
들의 활기 찬 모습 또는 술에 취해 떠들썩한 모습을 목격하고, 심지어 그들
이 조선인을 폭행하는 일까지 겪으면서 아키마쓰리 행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9) 이처럼 조선인은 아키마쓰리를 다양한 감정으로 경험하
다. 그러나 남산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이 아키마쓰리는 1년에 한번만 행해졌
으므로 조선인의 일상에까지 큰 향을 미치는 행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
겨진다.

1929년 朝鮮大國魂神이 경성신사에서 天照大御神[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과 합사되었을 때부터 조선인이 적극적으로 우지코 조직을 통해 신사 생활
과 아키마쓰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 행동은 조선신궁의 

7) 문혜진은 당시 아키마쓰리에 참여했던 사람들 4명에게 구술을 받았다. 문혜진, 앞의 논문, 
2015, 134-136쪽.

8) 『東亞日報』 1921.10.18., 1922.10.20.; 문혜진, 앞의 논문, 2015, 129-132쪽.
9) 어머니의 구술을 받은 澤井理惠[사와이 리에]에 따르면, 아키마쓰리는 교토의 그것에 못지

않게 화려하고 일본 본토와 같은 규모의 행사 는데, 조선인에게 보다는 本町의 일본인에
게 흥미를 유발한 것이었다. 澤井理惠, 『엄마의 게이죠, 나의 서울』, 신서원, 2000, 86-87
쪽.



- 219 -

참배 강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 다. 다만 자발적인 행동이었
다고 해도, 여기에 참여한 조선인이 모종의 이익을 기대했다는 사실은 조선
인 우지코 총대 역할을 맡은 全聖旭(1877-1945)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우지코 총대로서 오랫동안 우지코 조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1929
년과 1931년의 아키마쓰리의 계획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1931년의 아
키마쓰리를 계획하고 실행한 전권 책임자가 바로 전성욱이었다.10) 우지코 중 
조선인 300명이 아키마쓰리 행렬을 위해 일본 본토와 조선의 특색을 함께 
살리는 아키마쓰리용 옷을 만들기도 하 다. 전성욱은 아키마쓰리 당일에 이
러한 옷을 입고 이것이 ‘內鮮融和’의 일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 다. 그는 
이 옷을 통해 경성신사의 ‘神德’을 기대하 으며, 그에 대해 감동하 다고 
소감을 말하 다. 그는 이러한 옷을 경성신사 宮司의 설교를 통해 착안했다
고 하 다. 그 설교는 ‘一視同仁에 國境이 없고’, ‘內鮮融和는 신사의 경내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11) 전성욱은 당시 동화정책에 잘 적응
된 인물로 보인다. 그는 원래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이후 경성신사의 우지코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 을 뿐만 아니라, 경성의 여러 단체들, 예를 들어 
衞生組合連合會, 경제인의 내선융화 선전 단체인 大正實業親睦會, 조선실업
구락부 등에서 이사 등으로 활약하며 친일행위를 하 고, 이를 통해 그와 그 
가족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12) 전성욱의 사례와 같이 경성신사에 조
선인이 참여하고 더 나아가 친일적 모습까지 보인 인물도 있었으나 神社의 
神職은 늘 일본인이었다.

한편 조선인들에게 신성한 장소가 아니었던 신사와 신궁에서는 절도와 같
은 범죄행위가 발생하기도 하 다. 경성신사를 비롯하여 남산의 신사에서 돈
이나 물건을 절도하는 것은 불경죄로 취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 
사건이 발생하 다.13) 그 중에 1935년에는 天滿宮[텐만구]을 비롯하여 경성

10) 『京城日報』, 1931.10.11.; “전성욱”, 민족문제연구소 (編), 『친일인명사전』, 2009.
11) 『每日申報』 1931.10.15.; 『京城日報』 1931.10.16.;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186-187쪽;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429-431쪽.

12) 조선총독부서기관, 사무관, 군수 등을 지낸 全禮鎔의 부친이었으며 조선총독부 사무관을 
지낸 全智鎔도 그의 아들이었다. “전성욱”, 민족문제연구소 (編), 『친일인명사전』, 2009; 
京城日報社, 『大京城公職者名鑑』, 1936, 97쪽; 『京城日報』 1921.1.15., 1923.11.21.; 『每
日申報』, 1920.11.19., 19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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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와 그 攝社들마다 설치되어 있는 참배금 투입함에서 돈이 절취당한 사
건이 일어났는데, 피의자로 도박 빚이 있는 한 조선인이 체포되었다.14) 또한 
경성신사의 아키마쓰리에서도 소매치기가 빈발하여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러
한 행동은 조선인에게 신에 대해 존경심이 없기 때문으로 여겨지기 일쑤
으나, 실상은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하류층의 생활난 등 궁핍한 생활
수준 문제와도 연관시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15)

      2) 朝鮮神宮과 조선인

조선신궁 건립 과정에서도 1만 원 가량의 건립비를 기부금으로 확보하려
는 움직임이 있었다. 조선인의 기부는 일제 당국의 예상보다 많았으며, 심지
어 일본인보다 더 큰 액수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기부
한 조선인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다.16) 이러한 보도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재
조일본인에게 기부금을 더 내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조선인도 신궁 건립
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 다고 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신궁은 
官幣大社로 운 되었으므로 우지코 조직을 가질 수 없었다. 경성신사에는 비
록 참배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야 했던 한편, 조선신궁에는 정
기적 기부금을 낼 필요가 없었지만 참배가 강요되었다. 참배를 할 때 마다 
헌금을 내야했기 때문에 두 신사 시설 모두 조선인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신궁은 1925년 10월 15일에 진행된 鎭座祭
부터 운 되기 시작되었다. 그 날 의례에 참여한 小笠原省三[오가사와라 쇼
죠]는 남산에서 수많은 경찰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경찰이 다수 배
치된 것은 진좌제에서 조선인이 폭력행위, 시위 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

13) 『東亞日報』 1923.3.20.; 『每日申報』 1925.10.22.; 『中外日報』 1930.5.17.
14) 『東亞日報』 1936.4.29.
15) 『京城日報』 1933.10.18., 1934.10.11., 1935.10.17., 1935.10.19.; 『每日申報』 

1935.10.20;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436-437쪽.

16) 『每日申報』 191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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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었다.17) 즉 일제 당국은 조선인의 신사건립에 대한 불만, 일제 
통치에 대한 반대를 의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 던 것이다. 남산의 신사
시설들, 특히 일제 통치의 상징으로 운 된 조선신궁은 이러한 사건에 대비
해야만 하 다. 의례 행사에는 많은 경우 총독을 비롯하여 많은 고급관료들
이 참석하 기 때문에 암살 등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의례 행
사를 보도한 신문기사에는 경찰 배치와 같은 보안 조치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확인이 가능한 한, 남산의 신사들을 표적으로 한 방화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을 볼 때 일제의 대비책이 강력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京城日報』와 『每日申報』가 진좌제의 예고까지 보도한 것과 대조적으로, 
『東亞日報』는 진좌제가 끝난 16일에야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신앙은 
자유」라는 제목 하에 종교의 측면에서 조선신궁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조선인의 우려를 다루었다.18) 여기서는 종교・신앙생활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중대한 문제이며, 종교의 합리･불합리나 신앙의 종교･비종교 문제
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본이 尊重하는 신사가 조선인의 개인생활과 단체생활
에 큰 향을 준다고 주장하 다. 즉, 신사가 종교의 역인 개인생활에 침
투된 것으로 간주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에서 신사가 신앙 상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왕성한 가운데, 신사가 종교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에서조차 학자들 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耶
蘇敎徒側’이 신사를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서 “總督府當局의意見인지는알수업스나如何間神社가 宗敎的對象
이아니라고할지라도 道德의權威로情神上感化를意味하는것임은 分明하니一種
의信仰인것은分明하다”는 설명으로 볼 때, 비록 일제 당국이 신도는 종교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신앙임에는 틀림없다는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
사는, 신도를 종교로 이해하는 것이 오해라고 주장하는 총독부의 논리에 따
라 신사참배가 총독부가 보장한 ‘信敎의 자유’를 위반하지는 않으나 “현대문
명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유래와 이유를 몰각하
고 있다”고 하며 일제의 신사문제에 대한 애매한 처리를 비난하 다.

17) 『時代日報』 1925.9.5.
18) 『東亞日報』 19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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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선신궁 건립은 조선 사회의 중대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간주되었
고, 특히 기독교 단체의 참배 거부와 그에 대한 일제 당국의 대응이 신문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위의 기사를 통해, 진좌제 참가를 요청받은 학교 중
에 불참한 학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일제 당국이 조
선신궁을 통해 도모한 이른바 조선의 문명화를 문제시하 다. 위의 기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사가 문명화를 뜻한다는 총독부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이는 현대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논박하 다. 나아
가 『동아일보』는 문명이라는 명분을 근거로 조선인의 신앙의 자유가 억압될 
것이라고 보았다. 일제 당국이 당시 조선신궁을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시설로 
조선인에게 소개하 지만 『동아일보』는 그 종교성을 우려하 다. 그리고 남
산에서 이루어진 조선신궁 관련 행사, 의례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조선인에게까지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는데, 특히 조선인 기독교도에게 이러
한 신사참배는 종교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신사참배 강요는 조선신궁 
진좌제, 例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특별 행사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먼저 
강요되었다. 조선신궁 운  첫날부터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방문하지는 않
았다. 이 사실은 조선신궁이 직접 편집한 참배자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1925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신궁 참배자 상황은 <표6-1>과 같다.

<표6-1> 朝鮮神宮 참배자 통계

연도 참배자 일본인 조선인 기타 외국인
1925 70,726 70,368 358
1926 477,908 301,498 171,774 4,636
1927 409,050 289,926 115,595 3,529
1928 436,043 317,032 116,075 2,936
1929 531,373 329,747 198,694 2,932
1930 386,807 319,636 63,900 3,271
1931 403,550 328,083 73,049 2,418
1932 461,140 376,614 83,476 1,048
1933 552,910 456,882 95,230 798
1934 618,622 499,885 116,812 1,925
1935 937,588 709,741 225,48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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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朝鮮神宮社務所, 『朝鮮神宮略記』, 1937, 昭和年表各年代、1944, 1945년은 
불명.

이러한 통계수치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는 있다. 1936년까지 조선인 참배자 수가 일본인 
참배자 수의 절반을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대부분의 경우 일본인 참배
자의 수에 비해 훨씬 적었다. 이후 1936년 心田開發運動의 향과 전시체제 
하에서 개인 참배의 강요가 더욱 심해졌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시점부터 
조선신궁은 황국신민화 정책에 따라 더 이상 조선인과 일본인 참배자를 구
별하지 않았는데, 이는 ‘內鮮一體’를 선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 다. 또한 
참배자 숫자가 늘어났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1937년에 
참배자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하 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신사참배 강요가 
더욱 강화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 참배자수의 경우 만주사변으로 1932년-1934년 무렵에 상당수의 
외국인이 출국함에 따라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 참배자수가 다시금 올라갔지만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뒤에 그 수가 
다시 감소하 다.

조선인 참배자 중에는 참배 방법도 알지 못하고, 참배할 목적에서가 아니
라 새로운 시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남산으로 구경하러 온 사람도 많았다. 
신도 연구자 오가사와라는 1926년부터 1929년까지 조선신궁 초기의 상황을 
연구하면서, 구경하러 온 조선인과 제대로 참배한 조선인의 통계를 만들었
다. 다음 <표6-2>는 참배자 중 참례자와 비참례자를 정리한 것이다.

1936 1,173,853 829,314 340,909 3,660
1937 2,022,292 2,018,627 3,665
1938 2,679,304 2,674,951 4,353
1939 2,465,918 2,460,227 5,691
1940 2,158,859 2,152,457 6,402
1941 2,339,164 2,336,323 2,841
1942 2,648,365 2,646,565 1,800
1943 2,521,264 2,520,510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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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 조선인 참배자 중 비참례자

출전: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119쪽.

 위의 <표6-2>에 따르면 1926년 제대로 의례에 참가한 조선인은 매우 적
었다. 1927년에는 조선인 참배자 수 자체가 감소했지만, 제대로 참배한 조선
인의 수는 1926년과 거의 비슷하 다. 이는 참배할 의도가 없는 조선인은 
1927년에 조선신궁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1928년부터 1929년까
지 그 숫자는 거의 2배로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오가사와라의 평가에 따
르면 좋은 것은 아니었다. 참석한 조선인의 연인원수로 볼 때 그 숫자는 여
전히 미미했기 때문이다. 오가사와라는 조선신궁에 조선의 특색이 없었기 때
문에 조선인의 포섭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인의 관점에서 조선인들의 참배 태도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자 갈등
거리로 여겨졌다. 1925년 조선신궁이 창립되었을 때 일본인이 분개한 것은 
조선인들이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참관’한다는 사실이었다. 『朝鮮及滿州』에
서 釈尾春芿[샤쿠오 슌조](1875-미상) 주필은 “조선인 대부분이 구경꾼이다”
라고 평하 다.19) 샤쿠오가 참배하러 간 날, 일본인 개인 참배자가 ‘바른 태
도’로 모자를 벗고 배례하는 데 반해서, 조선인들은 일본인의 행동을 보면서
도 모자도 벗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것을 보고 이를 비
판하 다. 또 다른 조선인은 手水舎[데미즈야]에서 물을 마시는 등 불결한 
행동을 하기도 하 다. 그는 이런 태도는 참배가 아니라 참관에 불과했다고 
보았다. 샤쿠오는 조선인이 종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조선
인은 단지 조상숭배 밖에 모른다고 불평하 다.

국가신도의 논리에서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국민의례에 해당
하는 것이었다. 샤쿠오는 이러한 일제 당국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혹

19) 朝鮮及滿州社, 『朝鮮及滿州』 1927년 4월호, 25쪽.

연도 조선인 참배자 참례자 비참례자
1926 170,215 27,502 141,713
1927 115,575 26,187 89,398
1928 116,075 35,996 80,079
1929 198,654 66,148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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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이는 식민 지배자 입장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샤쿠오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조선인이 신사 이용 방법이나 의미, 
그 전통에 대해 모른다고 하 다. 하지만 조선인이 종교를 알지 못하는 민족
이라고 주장한 샤쿠오의 견해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다. 일본인도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불교와 유교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이 종교를 알지 못
한다는 멸시는 일본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샤쿠오가 신
도를 본격적 종교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신도는 일본인과 비일본
인을 구별하는 도구 다. 신사를 진심으로 참배할 줄 알아야만 진정한 일본
인이라는 것이었다.

오가사와라는 조선신궁 진좌제 참배를 참관한 조선인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다. 그는 조선신궁이 조선의 신을 祭神하지 않았고 조선적 특색도 전혀 
없는 시설이라고 여겼으므로 조선인이 보인 소극적 태도를 이해하 다.20) 때
때로 그는 모자를 벗고 일본인의 참배 모습을 모방하는 조선인을 보았을 때 
느낀 어색함을 말하 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조선인의 참관 태도로서 
‘냉담함’이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를 조사한 朝鮮憲兵隊의 기록
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어떤 일본인 종교단체 단원 2명이 조
선신궁의 1933년 元旦祭에 참여하기 위해 남산에 오른 조선인을 보고 “요보
(ヨボ, 조선인을 비하하는 표현)는 신앙심이 없다”고 경멸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은 대체로 신궁 참배의 誠意를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에 대하여, 어떤 일본인 응답자는 “아니, 조선인은 신앙심 같은 게 없다, 요
보는 그냥 구경하러 왔다”고 하 다. 이 내용은 전술한 샤쿠오 순조의 견해
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대다수 일본인들은 조선인이 신사참배를 할 줄 모
를 뿐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당시 일제의 
동화책은 내선융화를 구호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내
세워졌으나 조선인을 신사참배시키고 일본인과 동일한 습관을 가지게 만든
다고 해도 일본인들은 여전히 조선인을 차별하 다.21) 조선인들이 자발적으

20) 『每日申報』, 1927.10.18.;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186-189쪽.
21) 朝鮮憲兵隊司令部 (編), 『(朝鮮同胞に對する)內地人反省資錄』, 朝鮮憲兵隊司令部, 1934, 

8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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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든 혹은 강압에 의해서든 신사를 찾는 것은 그들에게 트라우마적인 경험
과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신사를 방문하고자 남산을 오를 때, 조선인들은 일
본인들의 주시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분석한 헌병대는 참배를 하려는 동기를 가진 조선인조차도 이러
한 경멸 때문에 결국 신사참배를 포기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고, 이 점에서 
일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경멸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 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멸시를 볼 때, 일제 당국이 제창한 소위 내선융화의 달성은 현실
적이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조선신궁 등 남산의 신사와 불교시설에서 진행된 
의례와 그 시설들에서 전파된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일본의 우월성과 식민
지적 사명을 표상했으므로 재조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명시하는 기능
도 지녔다. 즉 신사 시설과 의례에는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우월의식
이 동반되었으며, 이러한 까닭에 조선인에 대한 경멸의 정서가 생겨나 악순
환 되었다.

이처럼 조선인들이 참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경내에서 어슬 거리거나 
밤에 조선신궁으로 올라가 경성의 야경을 보고 놀면서 신에게 경의를 표하
지 않는 행동 등은 조선신궁과 관련하여 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해 가진 비판
거리 다. 이 비판은 일본인에게 남산은 ‘神域’이었지만, 조선인에게는 일단 
구경하고 놀고 쉬는 장소 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22)

총독부와 신사 시설 관련 자료 중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들도 있었다. 
일본의 정책을 비판한 오가사와라의 자료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는 
조선신궁 진좌제의 경우 많은 경찰이 경내에 배치된 사실과 더불어 일부 학
생의 不逞計劃을 언급하 다. 조선신궁의 운 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는
데, 오가사와라는 이러한 시위가 조선적 특징이 없는 조선신궁에 대한 거부
감의 표시라고 보았다.23) 오가사와라는 이 같은 반대운동을 그의 견해를 뒷
받침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조선신궁에 대한 거부감은 조선적 
특징이 없다는 것보다도 일본적 특색이 강한 시설이 남산에서 건립되는 것 

22) Henry, Todd A., Keijo. Japanese and Korean Constructions of Colonial Seoul, 
370, 418쪽; Henry, Todd A.,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Korea, 1910-1945, 85쪽.

23) 小笠原省三, 앞의 책, 1953, 43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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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대한 반대 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동아일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인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24)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선신궁에서 기독교 단체의 참배 거부가 문제시되었
다. 1925년 10월에 이미 진좌제 참배를 거부한 학교들이 있었다. 기독교 학
교에 배치된 상당수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다.25) 1935년 진좌제 1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한 총독부 학무국은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시 평
양에서 일어난 거부운동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독교 단체와 협약을 맺고 참
배에 협력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1938년 10월의 조선신궁 대제 신상제
에는 장로교파 학교도 참배하게 되었다.26) 이처럼 1936년경에 시작된 심전
개발운동, 황국신민화 정책과 이에 포함된 敬神 교육은 이미 조선신궁을 통
해 마련된 기반을 더욱 심화시켜 갔다.

조선신궁 의례에 참여한 조선인은 조선신궁에서 4월 29일의 天長節을 기
념하여 진행된 의례를 통해 역대 천황에 대한 인식을 주입받았는데, 大正天
皇을 ‘모자란 사람’으로 여길 만큼 明治天皇과 昭和天皇이 공업자로 특히 강
조되었다.27) 더욱이 전시 하에서는 의례 참석이 강요되었다. 생활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의례 참석은 필수 다. 신사참배를 해야 식량 배급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가족이 함께 남산에 올라가기도 했으며, 심지어 10호의 애
국반 모두가 함께 가기도 하 다.28) 이처럼 조선인들은 신사의 신 또는 일제 
통치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남
산을 방문하여 신사 참배를 했던 것이다.

24) 『東亞日報』 1925.10.16.
25) 『東亞日報』 1925.10.15.
26) 『東亞日報』 1935.10.8., 1935.10.16.
27)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한국민중구술열전』, 9, 정형호, 눈빛, 2008, 30-31, 47-49쪽. 

한국민중구술열전 중에는 한 사람의 평생에 대한 흥미로운 구술이 있다. 그러나 너무 긴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이야기는 큰 비중을 가지지 않고 있
다. 이 구술은 1923년 출생 후 긴 세월 용산에서 거주한 한국인 남성에게 받은 것이다.

28) Kang, Hildi, Under the black umbrella. Voices from colonial Korea 1910-1945,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113쪽. 1914년에 태어난 이옥분(주부)의 구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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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도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

      1) 조선인의 일상 속 신도

1925년의 조선신궁 완공으로 조선에서 본격적인 신도 교육 및 습관화, 그
리고 忠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36년 심전개발운동과 이후 제3차 교육령 실
시 전후에 시작된 황국신민 교육을 통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
도는 봉안전과 神棚[가미다나]라는 장치를 통해 남산에서부터 학교로 전파되
었고, 더 나아가 개인의 집안과 일상적 삶까지 침투하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5년 조선신궁 완공 직전에 신사참배가 학생에
게 강요되었다. 조선인 중에서 그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高橋濱吉
[다카하시 하마키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9) 

학교생도에게 신사를 참배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내지에서 자란 사람들의 생각이
다. 신사를 참배시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조선에서는 
이 사건으로 자주 기독교도와 학교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오랜 것으
로는 평안도와 강원도, 새로운 것으로는 충청도, 경기도 등에서 선량한 생도 
대 경건한 신자인 생도, 충실한 학교 교사 대 열심인 선교사 혹은 이들 양
자가 교착된 복잡한 충돌 등, 헤아리자면 상당히 많다.30) 

이처럼 다카하시는 1927년 신사참배 거부 상황을 묘사하 다. 학교와 관
련하여 ‘천주교의 엄중한 규칙’ 때문에 그 신자가 천황의 초상(소위 御眞影) 
앞에서 절하긴 하지만, ‘신불을 예배하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당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지만, ‘학교로서는 각 사람의 자유’가 보호될 수 없다고 
하 다. 즉 신교의 자유는 개인의 삶, 개인 집안에 한정된 것으로, 학교의 
의례 생활과 신사참배는 공적 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도의 종교성 여부 문제를 애매한 상황으로 남겼다. 종교

29) 高橋濱吉, 『朝鮮敎育史考』, 제5장 「신사참배와 학교교육」, 1927, 김승태 (編), 『신사참배
문제 자료집』, 2, 2014, 369-372쪽에 수록되어 있음.

30) 위의 책,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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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지만 만약 종교로 간주하더라도 참배를 필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31) 
이처럼 국가신도는 비종교론 대상이었지만, 조선인과 외국인 종교관계자 뿐
만 아니라 일본인까지도 신도의 성격에 대해 애매하게 말하고 있었다.

학무국장은 조선총독부가 1925년 조선신궁 이후부터 강조한 ‘신사는 국가
의 종사’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신사참배는 일제 통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
는 의례이며 종교가 아니라고 강조하 다.32)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
에게 신도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기르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다카하시는 
이 1927년 기사를 통해 보면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라는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936년의 심전개발운동과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敬
神 교육의 강화로 인해 신도와 신사의 종교적 특색이 다시 강조되었으므로 
신도비종교론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 다. 그 때부터 조선인은 
군국주의적 국가 폭력에 의해 신사참배와 관련된 의례를 받아들여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윤치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신도 의례가 점차 개인의 삶 속으로 침투해 간 상황은 학창 시절에 관한 
여러 사람의 회고록과 구술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조선인은 보통학교에서 일
본인의 민족적 우월성, ‘야마토 민족’에 대한 가르침, 일본 신화와 삼종의 신
기로 상징되는 일본 황실과 천황 이데올로기에 관한 내용 등을 배워야 하
다. 또한 교육칙어 내용 및 그에 관한 해설도 철저하게 가르쳐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상 교육은 일본인 교사와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더 나아가 
의례의 참가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궁성요배, 교육칙어 낭독 행사 등의 학교
의례가 자주 행해졌다. 적어도 매월 첫 째 월요일의 신사참배에는 한 학교의 
모든 학생이 참석해야 하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조선인 학생들은 신도를 이교로 이해하는 등 기독교보
다 더 이해하기 어려워하 다. 친일파로 간주된 학생들 중에서도 신도를 잘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신사참배 시에 선생님의 명에 따라 고개를 깊이 숙이
면서도 누구에게 절하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의 참배는 하
루 중 오전 시간을 다 차지했는데, 수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도 있
었지만, 수업이 지겨운 어린 학생들에게 수업을 공식적으로 빠질 수 있었던 

31) 위와 같음.
32) 위의 책, 370-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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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종의 보상이 되기도 하 다.33) 그리고 조선인 학생의 의견과 개인적 
자유가 무시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교사가 학생들의 허락 없이 지원병 지
원서를 보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에 대해 트라
우마 기억을 가지게 된 학생도 많았을 것이다.34) 이후 태평양전쟁 중의 황국
신민화 교육, 군사훈련과 근로 동원은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한 것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로 인식되기도 했다.35)

학생들에게 학교 의례는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행사이자 불가피한 시간낭비
로 여겨졌다. 학교 의례의 하나인 궁성요배에는 모든 학생이 날씨에 상관없
이 아침마다 운동장에 모여야 했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의례는 특별한 인상
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장난을 쳤다는 일화도 있다. 가령 천황만
세삼창 도중에 한 학생이 천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두 팔을 공중으로 
뻗어 올렸을 때 다른 학생이 뒤에서 그의 옆구리를 간질여서 웃게 만들었다
는 것이다. 일본인 아이들도 의례 동안 장난을 쳤다.36) 학교의 의례를 진행
하던 교사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례에 참여하여 천황에게 만세를 외치면
서 머릿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고 하는 경험담도 있다.37) 의례는 조선인의 
몸을 일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그 머릿속까지 바꾸지는 
못하 다.

학교생활에서 수학여행의 경우에도 신도는 중요한 주제로, 일본의 신사 문
화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경험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13박 14일 간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교의 학생들의 경우, 神武天皇 숭배 중심지인 橿原神
宮과 아마테라스 숭배 중심지인 伊勢神宮을 참배한 후 도쿄의 明治神宮도 
참배하 다.38) 수학여행 자체가 신도의 순례 던 것이다. 경성에서 떨어진 
지역에 사는 학생은 수학여행을 경성으로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남산과 그 신사시설의 참배가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었다.39)

33) 최기일, 『자존심을 지킨 한 조선인의 회상: 韓·美·日 3국인의 삶을 산 최기일 박사 자서
전』, 생각의나무, 2002, 196, 198, 205-207, 228, 233-234쪽. 崔基一(1922년생)은 일제
의 징용령을 반대하 으며, 교육인과 언론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34) 서명원,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네!: 徐明源 回顧錄』, 정민사, 2005. 30, 71쪽.
35) 김윤택, 『흐르는 물과 같이: 양천 김윤택 회고록』, 투데이미디어출판부, 2005, 52쪽.
36) Kang, Hildi, Under the black umbrella. 115-116쪽.
37) Kang, Hildi, Under the black umbrella. 116쪽. 
38) 권이혁, 『또하나의 언덕: 권이혁 회고록』, 신원문화사, 1993, 21,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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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41년부터 일제 당국은 신도 의례를 신사가 없는 지방에서 특히 강
요하 다. 조선인이 이를 얼마나 따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개인의 집
에 모신 가미다나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한 禊祓[미소기하라에]는 조선인에게 
있어 몸과 정신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40) 시골에서도 학교 의례 등 모
든 행사가 일본어로 진행되었으며,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나 전혀 
모르는 신도 전용어도 수없이 사용되었다. 의례 이외에도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되고,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엄하게 처벌 받았다. 언어를 통해 일
본의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집집마다 설치된 가미다나에 아침저
녁으로 고개를 숙이는 의례를 하게 함으로써 일본적 생활풍습을 내면화시키
려는 것이었다. 조선인 중에는 가미다나를 ‘축소 신사’로 인식한 사람도 있
었다.41) 가미다나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 학교마다 봉안전이 건립되고 
1940년 전후부터 그 앞에서 교육칙어 낭독, 기미가요 합창, 황국신민서사의 
맹세가 진행되었다. 고학년이 될수록 이러한 의례의 빈도가 잦아졌다는 증언
도 있다.42) 

함경북도에서도 가미다나가 설치되어 의례가 진행되었지만, 대체로 의례를 
빨리 처리하고 다시 일상 업무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가미다나 앞에서 아침
마다 의례를 진행하 다는 것 외에 경신 행동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가미
다나 앞 의례를 진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 “우리는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신사참배를 하 다. 나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것을 조금이라도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참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었을 것이다.”43) 강원도의 한 농부는 1930년대 후
반에야 일본어를 조금씩 하게 되었고, 일제 강점기 동안 한 번도 신사를 참
배해 본 적이 없다고 회고하 다. “우리는 신사에 가도록 강요받았지만, 멀
리 떨어진 우리 농장에는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
에 가는 것을 무시했다.”44) 이처럼, 외딴 지역에서 신사의 의례를 무시할 수 

39)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한국민중구술열전』, 36, 28쪽.
40) 『每日新報』　1941.2.2., 1941.2.8.; 문혜진, 앞의 논문, 108-109쪽.
41)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한국민중구술열전』, 13, 32-33쪽.
42)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한국민중구술열전』, 20, 77쪽.
43) Kang, Hildi, 위와 같음.
44) Kang, Hildi, Under the black umbrella,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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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들도 있었고, 주목 받지 않기 위해 그냥 의례를 따른 이들도 있었다.
이처럼 신사참배와 학교에서 실행된 敬神 교육, 개인 삶에 강요된 신도의

례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것이 조선인의 일상생활, 
사고방식, 행동에 대해 거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사실이
다.45) 조선인의 개인 생활은 일제 당국에 의해 통제되었다. 심전개발운동 이
전이었던 1934년 11월 10일 「儀禮凖則」이 이미 반포되었다.46) 반포까지 1
년 간 연구와 결정과정을 거친 이 준칙은 ‘生活改善은 婚葬祭로부터’라는 구
호로 ‘의례의 단순화’를 노린 규칙이었다. 남자의 결혼 가능 나이를 20세로 
높 으며, 冠婚喪祭에 모두 개입하여 ‘낭비’ 예방을 구실로 유교적 상례 및 
제례를 제한하 다.47) 이는 전부 문명화를 위한 것이자 ‘민중 원의 강복을 
증진하려 민도를 고양하’려는 총독부의 ‘자비로운 지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48) 의례준칙은 일종의 재교육 장치 으며, 조선인에게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 유린당하는 모욕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의 축제인 설날이나 추석도 없어졌다. 일제 당국은 설날을 금지시키
지는 않았지만, 조선인이 설날을 쉬지 못하도록 그 날 일본인 교사가 학생들
을 데리고 먼 곳으로 현장 학습을 나가는 일이 빈번하 다는 회고도 있다.  
“그것은 원래 우리의 명절이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
진 곳으로 보내버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없게 되었다. 그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명절을 단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일이었
다”는 회고에서 보이듯이 일제 당국은 일부러 조선인의 전통 축제를 방해했
던 것이다.49) 설날 등 전통 축일이 경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비
교적 잘 지켜질 수 있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다.50) 

1940년 9월 1일에는 소위 新生活體制가 반포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인 개
인생활이 더욱 통제되었다. 9월 3일부터 모든 주민은 아침 6시에 일어나 6
시 30분부터 애국반 모임에 참석해야 하 다. 또한 이 모임의 일환으로 7시

45) 금양선, 「신사참배강요와 박해」,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
교역사연구소, 1991, 20-21쪽.

4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2651호, 1935.11.10.
47) 『每日申報』 1933.9.9., 1934.2.11., 1934.7.22., 1934.11.10에 규칙 본문이 발행되었다.
48) 『東亞日報』 1934.11.10.
49) Kang, Hildi, Under the black umbrella. 115쪽.
50) Kang, Hildi, Under the black umbrella.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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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도쿄의 천황을 향한 遙拜式이 진행되었고, 정오에도 默禱가 매일 1분 
동안 행해졌다. 그런데 이처럼 날마다 진행된 묵도로 인해 조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겪었다는 것은 1941년 2월에 묵도 시간이 30초로 
줄어든 사실에서 암시된다. 게다가 묵도 때문에 교통상의 안전문제가 제기되
기도 하 다. 12시가 되기 전에 모든 교통 통행을 멈추고 1분간 묵도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고와 지각이 다발하 다고 한다. 총독을 비롯한 일본인들이 
묵도를 불편하게 인식했다는 사실이 신문에까지 보도되었는데, 조선인도 이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51) 이는 묵도를 규율함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묵도가 
가지는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52)

      2) 『윤치호 일기』를 통해 본 신도

신도와 신사가 어떻게 조선인의 포섭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윤치호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윤치호는 일제 말기 의례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의례에 참여했으나, 1920년경 경성신사의 아키마쓰
리 비용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시하 다. 그는 검약･검소한 기독교 신자 으
므로 신사에 강제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못마땅해 하 던 것이다. 부유층
인 윤치호도 신사 기부금에 불만을 드러낼 정도 으니 강제 기부금에 부담
을 가진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은 이전
까지 보지 못했던 일본인들의 활기찬 모습이나 술 취한 모습을 보거나, 일본
인들이 조선인을 폭행하는 일을 겪으면서 아키마쓰리 행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 다.

윤치호는 남산의 신사참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일기로 남겼다. 그 일기
를 통해 감리교 신자로서 그가 어떻게 참배에 대해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
다. 윤치호는 젊은 시절부터 일본의 신도를 국가적 믿음(national faith)으로 

51) 『京城日報』 1940.9.1., 1940.9.3., 1941.2.26.
52) 묵도의 기능에 대해,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 131-133쪽; 노라, 피에르, 

앞의 책, 31-32쪽; Erll,　Astrid, Kollektives Gedächtnis und Erinnerungskulturen. 
Eine　Einführung, J.B. Metzler, 2005, 23-25쪽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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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 다.53) 그러나 그의 견해는 점차 변화되어 갔다. 일찍이 1916년에 
YMCA에서 메이지 신궁을 위한 기부금 납부 여부가 논의되었을 때 윤치호
는 ‘기념비라면 기부할 수 있지만 신사를 위해서 기독교 단체가 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 다. YMCA가 기부를 한다면 기타 선교사와 조선의 
교회들은 앞으로 YMCA를 배척할 것이라고 판단하 다. 1919년에 경성신사
에 내는 지원금에 더하여 조선신궁 비용이 조선인에게서 징수되었을 때에도 
윤치호는, 신도는 일본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냈다.54) 
이에 관련된 일기 기록 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일본 경찰이 조선인들에게 신도를 강요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어
느 누구도 한 민족의 국지적이고 씨족적인 종교를 다른 민족에게 강요할 수
는 없다. 특히 후자가 전자에게 정복당한 민족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조선이
나 중국 황제가 승하했다고 해서 일본인들에게 슬피 울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에게 신도의 신들을 섬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모두 엄청난 바보라서 뭣이든 하게끔 강요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물론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인들의 통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현
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55)

이상과 같이 윤치호는 신도를 조선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
면서 신도는 조선과 무관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신도를 국지적이고 씨족적
인 종교로 의식하 다.56) 즉 신도를 일제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제대로 갖춘 종교로 보지 않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강
제를 통해 조선인을 일제의 통치에 동의하게 만들 수 없다는 확신이다.

1925년 9월 29일 윤치호는 조선신궁 창립 시 고액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자, ‘이러한 시설은 조선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돈을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 다. 윤치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53) 『윤치호 일기』, 1891.5.17. 김상태의 번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인용하 다. 나머지는 한
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윤치호 일기 어 원문 온라인판을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하여 
인용하 다.

54) 『윤치호 일기』, 1916.6.8.; 1919.12.17.
55) 『윤치호 일기』, 1919.2.20. 김상태, 앞의 책, 2001, 73쪽.
56) 『윤치호 일기』 어 원문에는 종교가 ‘cult’로 언급되었다. 이는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 

신도를 낮추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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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이 205만 원의 비용을 들여 조선신궁을 지었다. 조선인들은 이 사업
에 대해 두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신궁은 조선인들에겐 아무 의
미가 없다는 점, (2) 그 막대한 돈을 관개, 도로부설, 수해예방 등 유용한 사
업에 사용했어야 했다는 점 말이다...중략...신궁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인들을 위한 거라고 말이다. 20년이 지나면 서울은 도
쿄처럼 완전히 일본화되고, 시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
이다...중략...다소 교묘하게 고안된 신화를 가진 신도(神道)가 일본인들의 충
성심과 애국심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일본은 
당연히 신궁 축조에 그 막대한 돈을 지출할 수 있다...중략...신도가 떠나는 
날에는 일본 역시 떠날 것이다. 두고 봐라!57)

‘조선신궁이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은, 조선신궁이 조선인의 관심을 
얻지 못한 일본적 특색이 강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윤치호
는 조선인이 경성으로부터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신도가 조선인에게 
강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신도에 대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윤치호는 일찍부터 신사참배를 받아들
다. 1925년 10월 14일 조선신궁 진좌제를 앞두고 神社神道非宗敎論이 조선
인 기독교 신자 사이에서 거론되었을 때, 기독교의 선교적 성격을 염두에 두
었던 윤치호는 黃金律(the golden rule)을 인용하여,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며 일단 신
사참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 다.58) 그는 이렇게 신사참배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1932년 만주사변 후의 일기에는 신도와 일본의 군국주의 경향을 연결해서 
논의하여,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신도의 신만큼 존경받은 사람은 군대의 장군
들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59) 1933년 11월에 윤치호는 다시금 일기에서 종
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 다. 기독교･천주교･불교･신도는 모두 종교
적 진리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 있으며, 한 종교의 신자가 믿는 진리가 다
른 종교 신자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 다. 이 기록은 종교적 진
리에 관한 단편적 감상에 지나지 않았으나, 여기서 그가 신도를 기독교, 천
주교, 불교와 같은 반열의 본격적 종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60)

57) 『윤치호 일기』, 1925.9.29. 김상태, 앞의 책, 256-257쪽.
58) 『윤치호 일기』, 1925.10.14.
59) 『윤치호 일기』, 19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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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호는 신도 의례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속죄, 정화 또는 축도와 관련된 몇 가지 눈속임들, 동양의 평화와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항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거짓
말처럼 들렸다.61)

기독교 신자 던 그가 보기에 신도와 의례는 거짓에 불과하 다. 그는 앞
으로 수많은 의례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 시국의 非常時에 
관한 연설들에 싫증이 났다.62) 2년이 더 지난 후에야 윤치호는 1935년 7월
의 일기에서 그가 파악한 신도의 본질을 기록하 다. 앞의 시기에 비해 이 
무렵에 조선인에 대한 신도 강요가 더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도는 충성심을 숭배하는 것이다. 신도의 신은 현재의 천황과 태양신으로
부터 강림한 그의 조상들이다. 일본인들은 이 충성심의 종교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신성한 왕조에 헌신하는 걸 자기들 모두의 주요 덕목으로 삼았다. 이 
천황신 숭배 덕분에 왕당파의 왕정복고가 가능할 수 있었다...중략...조선인 
들한테까지 신도의 교리를 믿도록 강요하려고 공식적인 노력을 취하는 건 
섣부른 짓이다. 우격다짐에 의해 절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교리
를 믿게 할 수는 없다.63) 

윤치호는 신도란 ‘충성심을 숭배하는 것’이며 메이지 유신을 가능하게 만
든 관념이라고 파악하 다.64) 이처럼 그는 신도가 일본을 위한 것이라는 데
에 커다란 의미를 두었던 반면, 조선인에게 신도를 강요하려는 일제의 노력
을 의미 없는 일, 곧 ‘섣부른 짓’으로 간주하 다. 결국 신도와 그 의례를 통
해 조선인의 몸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폭력적 강요로는 조
선인에게 신도의 교리를 믿게 할 수 없다고 확신하 다. 일제는 조선인의 몸
을 일본인처럼 움직이게 하고 일본 본토의 관습을 따르도록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윤치호를 포함해서 조선인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성공하
지 못했다. 그러므로 일제는 1935년 말 전후로 심전개발운동를 개시하게 된 

60) 『윤치호 일기』, 1933.11.6.
61) 『윤치호 일기』, 1933.6.11.
62) 『윤치호 일기』, 1934.11.19., 1934.12.23., 1935.2.1., 1935.4.29., 1935.6.28., 

1935.12.4., 1935.12.11. 참석한 행사는 육군과 해군 양 기념일, 기원절, 황태자 생일 모
임 등이지만, 자세한 기록은 하지 않았다.

63) 『윤치호 일기』, 1935.7.19. 김상태, 앞의 책, 348쪽.
64) 『윤치호 일기』 어 원문에는 다시금 신도가 ‘cult’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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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윤치호는 이후에도 일기에서 신도를 언급하 다. 위의 기사를 쓴지 1주일 

이후 일기에서 다시 신도를 다루었다.

태양은 지구의 33만 2천 배나 되는 용해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덩어리
다. 태양의 온도는 화씨 5천-7천도라고 한다. 이따금씩 광구 표면에서는 최
소한 5천 마일이나 되는 불길이 치솟는다. 이 모든 게 뭘 뜻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태양이 굉장히 뜨거운 물체라는 건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신
도를 믿는 일본인 친구들은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가 황족의 존엄
한 조상이라고 말한다. 나로서는 이 말이 시공간에 대한 의미 없는 천문학적 
측정보다도 더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2천 년 동안 유아기부터 신도 신화를 
배워온 일본인들은 민족주의와 애국심 때문에 이 존엄한 사실을 아무런 의
심 없이 곧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 어른들도 마찬
가지다 – 좋든 싫든 이 알 수 없는 신격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건 현명한 정
책이라 할 수 없다. 일시적인 권력에 의해 사람들 마음속에까지 믿음을 주입
시킬 수는 없다.65)

이 기록은 1주일 전에 썼던 신도에 대한 기록에 비해 신도의 교리와 아마
테라스를 좀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있다. 윤치호는 이 글에서 신화에 나오
는 태양신과 과학적으로 파악된 태양을 비교하면서, 신도 신자들이 설명하는 
아마테라스가 물리적 태양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민족주의와 애국심 교육의 일환에서 이러한 신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도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일본과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인에게 신도의 신을 믿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명한 정책’이 
아니라고 확신하 다. 이와 반대로 일제는 황국신민화 교육을 통해 조선인에
게 신도의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믿었다. 윤치호의 세대에게 있어 신도
는 의미 없는 것이었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교육을 통해 신도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황국신민화 교육은 敬神 관념을 아동기
부터 가르쳐서 신도 신자로 키워내려는 정책이었다. 윤치호는 이러한 맥락에
서 심전개발운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

총독부는 유물론과 무신론의 홍수를 막고자 심전개발이라는 표어 아래 종
교부흥운동을 시작했다. 당국은 보이지 않는 신격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은 
어떤 형태든 괜찮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조선에서는 주술의 형태를 띠고 있

65) 『윤치호 일기』, 1935.7.25. 김상태, 앞의 책,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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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샤머니즘조차 격려를 받는다. 그러나 신도가 일본의 신성한 황족 숭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총독부는 신도를 조선 내에서 최고의 종교로 만
들려 하고 있다. 1919년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해 조선 청년들 사이에서 인
기가 높았던 최남선 군은, 최근에 일선동조론에 관한 저작과 연설을 발표해 
일본인 통치자들의 환심을 샀다.66)

윤치호는 심전개발운동을 종교적 ‘부흥’으로 인식하고, 일제 당국이 이 운
동에 심지어 조선의 무속신앙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 다. 종교를 중시
한 심전개발운동은, 국가신도 논리에 따르자면 비종교인 신도까지도 종교적 
부흥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신도를 조선 내에서 최고의 종교로 만들려’고 
한 총독부는 신사신도비종교론에도 불구하고 신도를 종교로서 조선인에게 
강요하 다. 즉, 총독부는 국가신도의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의도로 신도
의 재종교화를 시도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윤치호는 최남선도 심전
개발운동에 포섭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 날 일기에서 최남선의 연구가 
일제 당국이 원하는 결과를 냈다고 확신하 다.

최남선 군은 태양 – 태양신 – 숭배가 조선과 일본 역사의 여명기에 나타
난 공통적인 현상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조선인들의 적 생활을 소생시
키려면 불교나 유교가 아니라 조선의 건국신화에 귀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일본인 당국자들의 계획과 잘 맞아떨어진다. 일본의 태양신, 즉 
황족의 조상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는 신화 상으로만 보면 조선을 건국한 
단군과 똑같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다른 신격보다 먼저 신도를 숭배해야 한
다는 것이다.67)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단군은 원래 素盞鳴尊[스사노오]와 동일시된 신
이었는데, 최남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단군을 아마테라스와도 동일시하 으
며, 이러한 그의 논리가 일본의 신도 선전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일선동조론의 선전으로 이용되었으며, 최남선 등 일부 학자들이 
일제 통치라는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요구에 따라 이상과 같은 연구를 수행
하 다.

1935년 말에 윤치호는 자신이 공부했던 기독교 계열의 일본 同志社 대학
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총독부
가 아마테라스 숭배를 거부한 학교를 폐교시킬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 다. 

66) 『윤치호 일기』, 1935.12.8. 김상태, 앞의 책, 355쪽.
67) 『윤치호 일기』, 1935.12.9. 김상태, 앞의 책,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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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그는 신사참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 다.

“일본 문부성과 총독부 고위 당국자들은 신사참배를 가리켜 종교행위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상징에 대한 존경 행위로써 요구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두고 종교행위라고 우기죠?” 노련한 
박사는 자기 선교회에서 신사참배 문제에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조선
인 장로들과 목사들이라고 말해주었다...중략...자기 아이들이 일본인 교사들
의 요구대로 신사참배를 수용한다면, 그들은 무슨 수로 신사참배를 가리켜 
죄악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68) 

신도를 종교로 인식해온 윤치호가 보기에, 신도의 기본 의례 행위인 신사
참배를 종교가 아닌 국가의례라고 주장하는 일제 당국의 말은 그의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윤치호는 일본의 논리에 따라 신사
참배를 하게 되면서 이를 정당화하 다. 그 후 그는 靖國[야스쿠니]신사 遙
拜式, 중일전쟁 1주년 기념과 시정 28주년제 및 신년참배에 참석하 다. 1
월의 신년 참배와 3월의 육군기념일에 일기에서 윤치호는 너무나 추운 날씨
에 모자와 방한복을 갖추지 못한 채 의례에 참가해야 한다고 불평하 다.69) 
그러나 이러한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일전쟁 기념일에 만세삼창을 지도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을 ‘ 예’로 생각하 다.70)

68) 『윤치호 일기』, 1935.12.13. 김상태, 앞의 책, 357쪽.
69) 일제의 침략사를 연구한 文定昌(1899-1980)는 신사참배에 대한 문정창의 회고는 윤치호

의 그것과 상당히 일치한다. 그는 극심한 추위 속에서 의례에 참가하면서 느꼈던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 다. “나날이 10-100名씩 끌려가는 이들 靑壯年을 위한 이른바 
壯行會와 神社參拜가, 그 地方官民의 公式的인 晏會끝에, 神官이라는 日人의 長時間의 焚
香과 呪文. 그리고 朝鮮人那守와 日本人警察署長의 長冗한 激動辭・地方有志들의 祝辭, 
끌려가는 사람의 答解・이른바 皇國臣民의 誓詞 齊昌・日本國歌의 合唱・萬世三唱 等으
로서 되亮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儀式은 戰爭의 深化와 더불어 그 件數가 急增하여 每
日 一次 또는 數次씩 擧行되었던 것이다. 극도의 食禮難과 衣料難에 밑바닥 없는 고무신
을 끌고 다니는 朝鮮人一般을, 積雪이 滿乾坤한 朔風의 北韓 各地의 神社 앞에 
100-1,000名씩을 끌어다 놓고, 1-2時間씩 狂態의 儀式을 反復하니, 因하여 地方民의 老
弱者들 中에는 발가락 이 얼어터지고, 다리가 붓고, 귀가 凍傷을 입는 等의 일이 多數히 
發生하 으며 또한 地方民一般은 이려한 壯行會와 神社參拜때문에 生業에 從事하지 못하
고, 그리하여 日本軍이 要求하는 生産增强은 그들이 벌인 神社의 自毒作用에 의하여 더 
한충 減退一路를 걷게 되는 것이었다.” 文定昌, 『軍國 日本 朝鮮强占 三十六年史』, 柏文
堂, 1967, 하권, 336쪽.

70) 『윤치호 일기』, 1938.4.26., 1939.1.1., 1938.10.1., 1939.3.10., 19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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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의례장소에서 제문을 낭독하는 尹致昊

출전: 『每日申報』, 1937.9.4.

<그림6-1>은 1937년 9월 3일에 윤치호가 조선신궁에서 거행된 武運長久 
기원제에서 축사를 하는 사진이다. 윤치호는 1937년에 일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축사를 하게 된 배경이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는 일
제가 조선인 엘리트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윤치호는 그 후로도 조선총독부 행사 외에 많은 신사 의례에 참석하 고, 
YMCA에서 조선신궁을 위한 근로봉사도 지도하는 동안 세 차례 자신의 의
견을 피력하 다.71) 1939년 11월 24일에 조선신궁 경내에서 열린 ‘황국신민
서사의 기둥(National Oath Pillar)’ 개막식에 참석했을 때, 그 비용이 기부
금 징수로 마련되었다고 하 다. 100,000원의 비용이 약 141만 명의 기부로 
충당되었으며, 대부분 학교 생도들이 돈을 기부하 다고 한 것이다. 이는 국
민의 기부금으로 황국신민서사의 기둥을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일
제 통치 하에서 황국신민이 일치 통합되었다고 선전하기 위함이었다.72)

71) 『윤치호 일기』에서 확인된 참석 의례는 1939.4.25. 遙拜式, 1939.4.29. 天長節(소요 시간
은 2시간 30분), 조선신궁에 위한 YMCA 근로봉사 1939.6.24., 중일전쟁 발발 2주년 
1939.7.7., 興亞奉仕日, 1939.9.1., 施政祭 1939.10.1., 新嘗祭, 1939.11.23., 1940.1.1. 
신년 참배, 1940.2.11. 紀元節, 1940.3.15. 祈年祭, 1940.7.7. 중일전쟁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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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 皇國臣民誓詞之柱 

출전: 『京城日報』 1939.11.24.

<그림6-2>의 황국신민서사의 기둥은 1939년 11월 24일에 ‘南山神域’에서 
개막되었다. 10시에 시작된 개막식에는 1,300여 명이 참석하 는데, 교육회 
회장 겸 정무총감 大野綠一郞[오오노 로쿠이치로](1887-1985)도 그 중 하나

다. 개막식에서 조선신궁의 宮司가 신도의 수불의례를 진행하 다는 사실
도 신문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73) 황국신민서사의 기둥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여 절하는 最敬禮를 함으로써, 궁성요배와 마찬가지로 이 기둥에 대해서도 
최고의 존경을 표시해야 했다.74)

노년에 윤치호는 최남선 등 다른 유명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잡지에 內鮮一
體 등 총독부의 정책과 구호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쓰거나 심전개발운동의 
강연회에서 강연하 다. 윤치호가 요청받은 글의 주제는 일제의 정책을 옹호
하고 선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東洋之光』에 실은 글에서 그는 조선
인의 인식을 심어주고 신민으로서의 각오를 요청하면서, 조선이 식민지가 아
니라 일본의 연장이 되었다고 주장하 다.75) 한편, 그는 기독교 신자로서 살

72) 『京城日報』 1939.11.24.
73) 『東亞日報』 1939.11.25.
74) 『每日新報』 1939.12.8.



- 242 -

아온 길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하 다. 강연은 전부 일본어로 진행되었으며, 
그에 관해 남겨진 기록에는 윤치호의 친일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다.76) 그런
데 윤치호의 강연에 관한 또 다른 감상이 남아 있어서 관심을 끈다. 대구에
서 개최된 한 강연에서 윤치호는 內鮮一體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었으나, 일
본어를 많이 잊어버려 매우 서투르게 말하면서, 사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강연 요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강연을 들은 한 조선인은 윤치호가 조선을 향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감동받았으며, 윤치호 스스로는 일제에 의해 선전하러 나서게 된 것을 달가
워하지 않는다고 느꼈다.77)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윤치호에게는 친일로
만 단정될 수 없는 더 복잡한 내면세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치호를 통해 다른 조선인이 신도 의례에 참가할 때 겪었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신사 의례에 참가했던 윤치호는 1940년 1월 3일에 신
년의 元始祭 의례에 참석하 다. 그는 일기에서 원시제의 원시를 ‘the 
beginning’으로 표현하면서, 그 날 무슨 시작을 축하하는 것이었는지 잘 파
악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제례의 배경과 의미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원시제에 참가하 던 것이다.78) 1940년경에 조선인 엘리트인 윤치호가 아직
도 의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신도 의례에 대한 그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일제의 의례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파되지 않았음
을 시사한다. 미국과 일본에서 오래 체류한 경험이 있고 총독부와 직접적인 
관계도 가졌던 윤치호와 같은 조선인 엘리트조차 의례의 배경에 대해 잘 몰
랐다고 한다면, 일제의 의례정책이 가진 효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1943
년의 잡지에 신사의례의 과정이나 신사참배 절차 및 신사에서의 적절한 태
도에 관한 정보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79) 
조선인은 오랫동안 일제 당국으로부터 참배를 강요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75) 『東洋之光』 1939년 2월호, 21-22, 35쪽. 1939년 4월호에도 그의 기사가 실려 있으며, 
『內鮮一體』 1940년 1월호에서 그는 내선의 관계를 형제간의 관계로써 다분히 선전적으로 
묘사하 다.

76) 朝鮮總督府中樞院, 앞의 책, 131-140쪽. 같은 강연집에 최남선의 강연 기록도 수록되었
다.

77) 김용주, 『風雲時代 八十年: 나의 回顧錄』, 新紀元社, 1984. 332-333쪽.
78) 『윤치호 일기』, 1940.1.3.
79) 『朝光』 1943년 4월호, 60-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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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말기까지도 신도 습관을 완벽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 기원 2,600주년제의 경우, 11월 10일 조선신궁 臨時 中祭에 참가

한 윤치호는 매우 성대한 축하 행사를 보면서, 萬世一系를 “하나의 황조가 
20세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다스려 왔다는 점은 틀림없이 하나의 훌륭한 사
실이다”란 말로 평가하고, 제국의 팽창보다 천황제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를 
칭찬하 다. 그는 만세일계를 일제의 팽창보다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조선인도 이러한 의례에 참가함으로써 일본제국의 ‘만세일계’의 공동체에 속
하게 된다고 생각하 다. 조선인들은 의례 행사를 통해 조선이 일본제국의 
일부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입받았으며, 가본 적도 없는 일본제국의 여러 
장소들, 예를 들어 수도 동경과, 의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경성의 남산, 그
리고 남산으로 대표되는 조선 전역이 모두 하나의 땅이자 하나의 존재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다.80)

1943년 윤치호가 일기 쓰기를 그만 둘 때까지 이러한 신사참배 기록은 계
속되지만 그에 대한 반성이나 소감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원래 기독교 
신자로서 신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윤치호는 일제의 동화정책에 의해 일제
의 확장을 찬양하고 만세일계를 존경하는 인물로서 신도의례와 애국 행사에 
이용당하 다. 

윤치호는 신사참배에 참가하는 등 일제의 정책에 협조적이었으나 한편으로
는 일본인의 조선인 대우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시하 다. 다음 1943
년의 일기에는 그에 관한 생각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일본인 통치자들은 단지 구제불능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선인들을 
굉장히 얕잡아본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조선인들이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인들은 유교의 실용적 사실주의를 통해 모든 종
교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믿지 말라고 배워왔다. 물론 일본의 정책 입
안자들은 조선인들에게 신도 신화의 수용을 강요할 수는 있다. 마호메트가 
‘코란과 칼’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 
조선인들은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의 모든 이론과 학설을 수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일본의 충량하고 애국적인 신민이 될 수 있다. 조선인들에게 믿지 
않는 걸 믿는다고 말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일본에 이토 히로부
미나 오쿠마 같은 도량 넓은 정치가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81) 

80) 『윤치호 일기』, 1940.11.10.
81) 『윤치호 일기』, 1943.1.18. 김상태, 앞의 책,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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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치호는 조선인에게 합리적인 유교문화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신
화에 현혹되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 다. 그는, 조선인이 신도 교리나 
신화를 믿지 않아도 일제의 신하로 충성을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신
도를 통한 忠 교육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 다. 그는 당시의 일본 통치자
들은 조선인의 충성을 이끌어낼 아량과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토 히
로부미나 오쿠마와 같은 메이지 시대의 ‘도량 넓은 정치가’를 두둔하 다.  
일제의 근대화를 이끌어낸 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조
선인들에게 일제가 이룬 근대화 성과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조선인들도 자
발적으로 ‘애국적인 신민’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신자
로서 신도와 신사참배를 조선인에게 강요하는 정책을 불가능하고 어리석으
며 불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 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됨에도 불구하
고 그가 신사참배를 하고 의례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은 것은 일제 당국의 
요청을 받았을 때 ‘신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윤치호가 1919년에서 1925년 사이에 예견한 바와 같이, 신도는 1940년 
무렵에는 경성 주민의 삶 속으로 침투되었다. 그에게 있어 신도는 매우 일본
적인 특이성을 겨냥하고 있어 오직 일본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종교 다. 
일제는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선인들에게 신도를 강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치호의 예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이 단지 제한적으로만 
성공할 수 있었으며, 신도와 일제 의례에 대한 회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신사참배를 둘러싼 종교 갈등

일제는 본토와 조선에서 공통적으로 근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과 
종교를 미신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고 하 다. 무엇이 미신이고 미신이 아닌
가 하는 해석의 권리는 일제 당국에게 있었다. 조선의 전통적 무속신앙은 미
신으로 배척받게 되었으나, 전술한 윤치호의 사례에서 고찰하 듯이 나중에
는 심전개발운동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등, 일제의 종교 정책에는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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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82) 더구나 원래 민속 신앙에서 유래한 신도는 일제하에서 국가신도로 
재해석되고 그 논리상에서 비종교로 규정되었다. 신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
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 일제 당국은 신도의 종교적 측면을 없애지 못
한 채 이를 국가의례로 조선인에게 강요하 다.83)

조선에서는 특히 1936년 이후에 신도가 이른바 심전개발운동의 일환에서 
더욱 강조되었고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 심전개발운동은 신앙과 종교를 작
흥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신도는 신앙과 종교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으나, 일제는 신도와 신사참배를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하는 
해석을 지속하 다. 조선인 사이에서 신도의 종교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은 
조선신궁이 설립된 1925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일제 당국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1936-1938년까지도 비종교론에 충분한 설
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신사의 본의는 국가의 종사’, ‘敬神崇祖
는 尊皇의 大義’라는 일제 당국의 공식적 견해를 반복하며, 신사와 신도의례
를 종교로 보는 것이 오해라고 강변했을 뿐이었다.84)

조선인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신도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
으므로 신도가 비종교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신도나 신사참
배는 일종의 미신에 가깝게 느껴졌다.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에게는 신도가 
종교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신도는 어디까지나 우상숭배와 
미신에 불과하 다는 사실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
인이 신사참배와 신도를 미신으로 비판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
지만, 일본인 가운데서도 신도를 미신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조
선인도 그러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일제는 신도와 신사참배가 천황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전제이기 때문에 이
를 자유로 보장된 종교로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동시에 우상숭배나 미
신으로 간주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 다. 일제는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여 
일제 당국의 신도관에 어긋나는 의견을 규제하려고 하 다. 그런데 신사참배

82) 무속신앙의 이용과 미신에 대해 무속신앙과 관련해서는 村山智順, 『朝鮮の郷土神祀』, 朝
鮮總督府調査資料을 참조.

83) 村上重良, 앞의 책, 1970, 1, 10-11쪽.
84) 『東亞日報』 1925.10.16., 본장 제1절 참조;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年表』, 1938,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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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미신으로 본 일본인의 사례가 있어서 흥미를 끈다. 1933년 『釜山日報』 
기사에 따르면, 모 소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신사참배가 진행되었지만, 일본인 
신교장이 부임한 후 신사참배를 미신이라고 하면서 그만두게 하 다고 한다. 
『釜山日報』는 그 교장을 ‘기독교를 맹신’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은 기독교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신국’이라고 설파하고, ‘세계에 자랑하
는 야마토 민족혼의 존재’라고 일본의 우월성을 말한다. 이 우월성이 ‘神德
에 기초’한다고 해서 이러한 가르침이 신도를 통해 뒷받침되어 있다고 주장
한다. 교과서에까지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신사참배를 미신으로 보
는 교장이 신도를 미신으로 말함으로써 ‘국민교육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
고 하 다.85)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들도 신사참배 반대자의 논리를 
파악하여 철저한 이론으로 이를 논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인은 다만 
정책적으로 신사참배를 관철시키려고 하 으며, 신도의 공식적인 교리만 반
복하 다. 기독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신도를 종교이자 조상숭배로 여길 수밖
에 없었으며, 신사참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도가 왜 종교나 미신이 아닌
가를 설명하지도 않고 다만 ‘신덕의 기초’, ‘국민교육의 근본’이라는 ‘믿음’을 
강요하 던 것이다. 이처럼 신사참배가 미신이 아님을 신도의 논리 속에서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설명들 자체
가 미신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일제는 헌법에 보장된 신교의 자유 조항 때문에 국가신도를 종교로 
해석하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었다. 만약 신도가 종교라면, 신교의 자유
에 따라 신사참배 강요는 불법이기 때문이었다.86) 그러므로 일제 당국은 신
도를 미신이나 종교라고 보는 견해를 근본적으로 논박하지 못하고 국가신도
라는 규정만 반복하 다. 게다가 기독교 신자의 신도 공격을 반박할 수 있을 

85) 『釜山日報』, 1933.7.24.; 김승태, 『신사참배문제 자료집』, 2, 9쪽에서 재인용.
86) 이러한 일제 당국의 논리는 특히 『朝鮮日報』 1925.2.26.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로

부터 11년 후인 1936년 대구부윤의 「신사와 종교에 관한 건」, 1936.3.8, 1936.4.17. 공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 신자의 반대 이유를 받아들이고 
논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참배 거부는 일제의 선정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자 국민 질
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비난하 다. 김승태, 『신사참배문제 자료집』, 2, 386-388쪽에서 수
록된 글을 재인용; Kim Sung-gun, Korean Christianity and the Shinto shrine issue 
in the war period, University of Hull PhD Dissertation, 1989.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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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오가사와라와 같은 신도 전문가조차 신도를 종교로 간주하 기 때문에 
일제 당국에게 힘이 되지 못하 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기독교 세력이 우
세한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신사참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없었
다. 결국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도에게 ‘형극의 길’이 되었다.87)

천주교와 개신교 종파들은 모두 신사참배 문제에 맞섰지만 그 반응에 있어
서 차이를 보 다. 결론적으로는 천주교와 감리교 계열은, 신사참배가 종교
에 속하지 않은 것이며 정치적인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는 일본의 논리를 받
아들 다. 반면, 장로교파는 반대의 길을 선택하여 신사참배 거부를 지속하

다.88)

천주교의 경우, 1930년대부터 신사참배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 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신사 의례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뮈텔 주교
(Gustave-Charles-Marie Mutel, 1854-1933)의 일기에서 이러한 원칙을 확
인할 수 있다. 1912년 경성에서 거행된 이토 히로부미의 국장에 천주교 신
부들도 참석하기는 하 으나 신도 의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일기에
는 신사 방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조선신궁 진좌제에도 참여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89) 조선신궁이 완공된 1925년에 편집된 『天主敎要
理』를 보면, 신사참배하는 것은 확실한 이단 행위로 금지되어 있지만, 임금
의 御眞 앞에 절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고 정의되었다. 축일에 이단적 행위
만 피하면 다른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여겨졌다.90) 천주교 신자
는 조선신궁 진좌제나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의례에 직접 참여하
는 것은 기피하 다. 신도의 신 앞에 고개를 숙이지는 못하지만 신사의 세속
적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천주교의 규정은 만주사변 후에 변화를 겪었다. 1932년판의 『天主

8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서회, 1973, 343쪽.
88) 위의 책, 345-346쪽; Kim, Sung-gun, “The Shinto Shrine Issue in Korean 

Christianity under Japanese colonialism”, in: Journal of Church and State, 39, 
No.3, 1997, 504쪽. 교파에 따른 대응은 509-515쪽.

89) 뮈텔, G. (저),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뮈텔 주교 일기』, 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1912.9.13., 169-170쪽. 1925년에 대해는 『뮈텔 주교 일기』, 7을 참조.

90) 閔德孝, 『天主敎要理』, 京城府明治町天主堂, 1925, 45-46쪽; 韓國敎會史硏究所, 『天主
敎要理』 (復刻版), 韓國敎會史硏究史料輯 15, 연도 표시 없음, 293-294쪽. 민덕효는 뮈텔
의 한국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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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要理』에서 뮈텔 주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신사참배는 비록 그 시작은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일반의 인정과 
관계 당국의 성명에 의하야 국가의 한 가지 예식으로 되어 있으니 저것과 
혼동할 것이 아니며, 천황폐하의 御眞 앞에 禮함도 이단이 아닌 즉 국민된 
자 가히 행할 것이오 또한 1월 元旦 같은 날에도 松竹締繩 등 장식도 할 만 
하니라.91)

이 때 뮈텔은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 인식하고 천주교의 가르침에 어긋나
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 다. 이에 따라 의례 참여까지는 천주교도에게 가능
해졌다. 일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는 총독부의 비종교론적 
견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936년 교황 비오 11세가 신사참배
와 신도 의례 참여를 애국적 행위로 허락하면서 신자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주었다. 이는 조선에서 참배문제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 본토
의 천주교 신자의 참배에 대한 교리적 우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
제 당국이 신사참배를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92) 이처럼 천주교 신자에게 있어 신사참배
는 종교적 양심의 문제 지만, 신자는 주교와 교황의 해석과 판단을 따라야 
하 다.

감리교는, 이미 그 지도자인 윤치호의 예를 통해서 보았듯이, 신사참배 요
구를 그들의 양심과 일치시킬 수 있었다. 교황이 내린 판단과 비슷하게, 
1937년 6월 17일 미국 감리교 해외선교부 실행위원회는 신자들에게 공식적
으로 일제의 신사참배 등 신도의례 참여를 허락하 다. 그 핵심 논리는 신사
가 애국적 장소이며, 신도는 비종교임을 천명한 일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이었다.93)

91) 閔德孝, 『天主敎要理』, 京城府明治町天主堂, 1932, 김훈, 「신사참배 문제가 한국 교회에 
끼친 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6쪽에서 재인용; 윤선자, 「일본 군국
주의 종교정책과 조선 천주교회의 신사참배」, 『한국사연구』, 98, 1997, 150쪽. 뮈텔은 
1933년에 사망할 때까지 쓴 일기에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92) “Catholicorum officia erga patriam”, in: Actes de S.S. Pie XI, Encycliques, 
Motu Propiro, Brefs, etc., XIV, Paris: Mainson De La Bonne Presse, 1936, 
234-241쪽; Kim Sung-gun, Korean Christianity and the Shinto shrine issue in 
the war period, 202-203쪽.

93) “The Shrine Question. Statement form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 Annual rep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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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파는 가장 길고 강렬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 다. 신사참배 강요와 
거부의 첫 형태는 조선총독부가 학교에 집단 참배를 요구한 것에 대한 학교
의 거부, 그리고 거부한 이들에 대한 총독부의 조치에서 나타난다.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와 조선인 기독교 신자는 신교의 자유를 이유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총독부의 대응논리는 신사신도비종교론 밖
에 없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이며, 모든 일본제국 신민의 
의무라는 논리를 들어 일제 당국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들을 엄하게 처벌
하 다. 외국인 선교사로서 추방당한 사례가 바로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 
조지 매큔(George Shannon McCune, 1972-1941)이다.94) 이 학교와 관련
해서 이미 1930년대 초반에 이미 문제가 되었고,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 
당국은 더 이상 참배 거부를 용인하지 않았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
부터 9월 1일을 애국일로 지정하면서 그 날 참배를 거부한 학교를 파악하여 
폐교시켰다.95)

그 가운데 매큔 등 장료교파 선교사와 총독부, 평안남도 도지사 야스타케 
다다오 사이의 갈등이 진행되었다. 서간에서 알 수 있듯이, 장료교파는 그들 
사이에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탓으로, 계속 총독부에 그들의 애국심을 내세우면서 시간을 끌었다. 장료교
파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본 근거로 『Seoul Press』지의 어기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신사 직원의 신직들이 ‘Reverend’로 번역되어 있었으
며, ‘offerings to Gods’, ‘worship’, ‘procession’, ‘deity’ 등의 어 번역
에서 이미 종교개념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96) 

야스타케 평안남도 도지사는 신도의 교리와 신사참배가 국가의례에 불과하
며 신사에는 신이 없다고 변명을 했으나 이는 선교사들에게 설득력이 없었
다. 그리하여 소신을 꺾지 않았던 매큔은 결국 조선을 떠나게 되었다. 그에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ew York, 
1938, 214-217쪽, 김훈, 앞의 논문, 34쪽에서 재인용. 윤치호는 그 당시 일기를 쓰지 않
았으며 이에 대한 그의 의견은 불분명하다.

94) 『東亞日報』 1933.2.8.; 『每日申報』 1936.8.2.; Holtom, D.C.,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3, 77-79쪽.

95) 『東亞日報』 1937.9.8., 1937.9.25.
96) 서한과 신문 단편은 JACAR B04012557800. 이 자료에서 『Seoul Press』 1935.10.17., 

『Seoul Press』 1915.10.19.기사가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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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 일본 측의 ‘聖’(holy)과 ‘神’(God, deity, spirit)이라는 용어 사용은 
신사참배를 종교적 의례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 다. 그는 신사가 종교가 아
니라고 주장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이러한 결론을 냈지만, 당시 신도와 신사
를 종교로 해석한 간행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97)

장로교파 선교사와 총독부의 갈등상황을 볼 때, 외국인 선교사와 일본인이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개신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들은 
낯선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정의도 다양했지만, 일제
는 선교사들과 의사소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98) 3·1운동 당시부터 선교
사들에게서 그 책임을 묻던 총독부는 이제 신사참배 강요를 통해 끝까지 반
대하는 선교사를 구축할 명분을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참배를 
거부하는 외국인을 조선에서 추방하고 참배를 거부한 학교를 폐교함으로써 
사상통제에 반대하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었다.99) 특히 평양에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일본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직접 상충되면서 큰 문제가 되었
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결국 1938년 9월 총회에서 장로교파는 일제의 참
배 요구에 굴복하기로 결정하 다.100)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강제로 굴복시켰지만, 1942년에도 신사참
배를 비종교적인 행위로 설명하는 기사가 있었다. 종교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역이며,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로서 공적 역에 속하는 것으로, “神社는 國
家的, 國民的인 것으로 臣道實踐이다”라는 언설을 통해 신사참배가 八紘一
宇의 팽창적 구호와 연결되어서 독자들에게 선전되었다. 일제가 팽창하면서 
신사를 만들고, 신사 건립을 통해 이에 편입된 지역에 일본의 관습을 전파하
는 것에 대한 자랑이었다.101) 이처럼 신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일제의 팽창주

97) 위의 자료; 田中義能, 『神社本義』, 1926; 神祇院 (編), 『神社本義』, 神祇院, 1944; 兒玉
九一, 『神社行政』, 常磐書房, 1934.; 加藤玄智 (編), 『神社對宗敎』, 明治聖德記念學會, 
1921 (1930) 신성함, ‘엄숙’함 등 언어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98) Kim, Sung-gun, “The Shinto Shrine Issue in Korean Christianity under 
Japanese colonialism” 506-507, 520. 『新韓民報』, 1936.1.2., 1936.1.9., 1936.8.27.

99) 김승태,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와 폐교 전말」, 『한국 근
현대사 연구』, 14, 2000, 81쪽.

100) 『東亞日報』 1938.10.19.; 김승태, 앞의 논문, 2000, 72, 76-80, 85-86쪽.
101) 『警務彙報』 1942년 7월호, 32-34쪽.



- 251 -

의적 야망과 침략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사가 암시하듯 1938년 말 이후에도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가 지

속되었다. 소수의 장로교파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 다. 이러한 지속적 
반대는 장로교파의 참배 승낙에 대한 실망을 의미했으며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던 현실에 대한 각성의 의미이기도 하 다. 반대자 중에 70명의 
목사들은 투옥되어 심한 고문을 견뎌야 하 다. 그 가운데 “천황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국가의식이냐?”와 같은 질문
을 반복하면서 일제 당국의 해석을 강압하 다.102) 많은 목사들이 투옥 당하
면서도 종교적 양심을 꺾지 않았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감옥에도 가미다
나와 같은 신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궁성요배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었
다.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된 사람들은 당연히 가미다나 앞에서도 고개를 숙
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103)

1938년 이후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한 기독교도 중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거나 소속 교회가 일제에 굴복하자 교계를 떠난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가
정에서 비 리에 예배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일제에게 반대할 경우 사
실상 신교의 자유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석방된 사람들은 일제의 선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 다. “참배를 긴 세
월동안 거부한 것은 잘못이었다”라는 말을 공적으로 발언해야 했으며, 참배 
상황에 대해 경찰로부터 감시도 받았다.104)

1945년 광복까지, 투옥을 당한 목사 등 신자 70명 중 생존자는 20명뿐이
었다. 그들은 소위 出獄聖徒로서 교회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난
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은 자부심이 강했던 만큼, 일제의 정책에 굴
복한 사람들을 비난하 다.105)

102) 안용준, 『태양신과 싸운 이들』, 칼빈文化出版社, 1956은 이에 대해 증언하며, 기독교 신
자에게 이러한 답은 천황과 일본의 해석이 아니라, 신에 있었다는 것을 문학적을 다루고 
있다, 19-29쪽. 투옥된 목사들에 대한 전기 부분에서, 그들은 사후의 지옥을 두려워하거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 다고 한다. 그들은 성서를 엄
격하게 해석하고 매우 보수적인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었다. 143-145, 159-160, 217
쪽.

103) 김승태, 『신사참배 거부 항쟁자들의 증언: 어둠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 다산글방, 
1993, 22, 24, 35, 77, 104쪽.

104) 김승태, 위의 책, 136쪽.
105)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 1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 1956,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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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 한국의 교회들에서는 신사참배를 수용한 사람과 끝까지 자신들
의 신앙을 위해 저항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이 심해져 갔다. 한국 기독교
계에서 친일 문제, 신사참배 문제 등은 커다란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이처
럼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광복 이후에도 한국의 개신교회사에 상당한 그
림자를 드리웠다. 신사참배로 인해 조선인 개신교 신자들이 얻은 트라우마
는, 투옥이나 고문 등의 방식으로 일제의 직접적 폭력을 경험한 이들과, 일
제의 강요에 굴복하여 심리적 폭력을 당한 이들 간에 갈등의 씨앗이 되었
다.106)

1938년 이후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하게 된 장로교파 교도
는 이러한 신앙의 죄를 개인적으로 합리화할 길을 찾아야 하 다. 그 중의 
한 사람으로 한경직(1902-2000)이 있다. 그는 1929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원을 졸업하고 평양 숭인상업학교에서 1932년부터 교직을 잡은 후, 
1933년 신의주에서 제2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사람이었다. 광복 후 계속 목
사로 활동하면서 락교회를 세웠다. 그는 자서전에서 신사참배를 ‘일생일대 
유감스러운 일’로 여겨, 다음과 같이 언급하 다.

내가 신의주에서 목회하면서 유감스러웠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의주 시절뿐만 아니라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다. 바로 신사
참배다...중략...황국신민을 선언하고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 
12시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묵념을 해야 했고...중략...우리에게는 문
제가 되었다...중략...교회 역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은 더 긴박해졌고 일제의 강압도 심해졌다...
중략...일본의 말대로 국가 의식이라면 그까짓 머리 한 번 숙이고 말지 그 
때문에 싸워서 교회 문까지 닫을 게 뭐냐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중
략...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신사참배에 굴복했다.107)

그의 회고를 통해 일제가 전쟁을 지속해나가면서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탄압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신사참배에 대한 한
경직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106) 김승태, 앞의 책, 1993, 247, 255-257쪽; 김양선, 위의 책, 146-148쪽; 민경배, 앞의 
책, 364-367.

107) 한경직, 『나의 감사. 한경직 구술 자서전』, 두란노, 2010, 265-267쪽.



- 253 -

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 는데, 첫째는 국가의
식이라고 하지만 일본인들은 천조대신 등이 있다고 믿어서 거기에 절하는 
것이 사실이며, 둘째는 조상신을 섬기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신앙적인 이유에서도 신사참배에 동의할 수 없거니와 민족주의적 견지
에서도 동의할 수 없었다.108)

한경직이 언급한 반대 이유는 모든 장로교파 신자들의 그것과 비슷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일본인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왜 
신의 숭배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일제는 다만 아
마테라스가 황실의 조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
이자 조상숭배로, 기독교의 십계명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므로 기독교 신자에
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기만할 것인가가 또 다른 양심의 문제가 되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교회문을 닫고 나갈 
것인가, 잠시 머리 숙이고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일본이 만든 종이에 글을 
써서 붙 다고 하는데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것도 죄이지 않는가. 그 죄 때
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만일 구원받지 못 한다면 나 혼자 반대하고 
나 혼자 구원을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할 것
인 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내 책임
이 얼마나 큰가!’(...) 내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졌다...중략...일본이 곧 
망할 텐데 우리가 잠깐 동안 들어주는 척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유했다.’는 생각으로, 신사참배를 허락하고 말았다. 내
가 이거 큰 죄를 지었구나.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우리 주님을 뵈올까!109)

이상과 같은 한경직의 고뇌에서 장로교파 교리 해석의 엄격함을 볼 수 있
다. 우상숭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장로교파는 가
장 축자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신사참배는 십계명을 어긴 
큰 죄 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많은 신자
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었다. 결국 신사참배를 한 후 그는 신에 대한 두려움
과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한편, 그의 지인이 신사참배를 권유하면서 ‘일본이 
곧 망할 텐데’라고 한 말을 한경직이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만약 

108) 위의 책, 267쪽.
109) 위의 책, 2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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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게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일이라고 스스로 위
안했을 수도 있었다. 신사참배를 결정한 후에도 그의 고민은 이어졌다.

기가 막히고 마음이 상해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며 
울분을 삼켰다. 그러던 중 환상을 보았다. 혼자서 길을 가는데 얼마나 피곤
한지 걸을 수가 없었다. 오른쪽으로도 넘어지려 하고 왼쪽으로도 넘어지려 
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넘어지려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 손보다 열배나 큰손
이 나와서 내 몸을 붙들어주었다. ‘그러다 환상에서 벗어났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로구나. 아버지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亮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라도 아주 낙심되어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아 나와 같이 범죄한 불쌍한 양들을 눈물
로 끌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110)

마침내 그는 죄를 용서하는 신의 자비를 체험하고 신사참배라는 죄를 참
회하며 살기로 결심한다. 그는 신사참배는 일시적인 굴욕일 뿐 원하지 않
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일제 통치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일시적인 신사참배를 합리화하 으나, 평생 그 일을 죄로 
생각하고 결국 고백을 통해 용서를 구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자의 믿음을 이중으로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 다.

110) 위의 책,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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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結論

본 연구는 일제의 향 하에서 남산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러한 변화는 일제하 남산 일대에 조성된 신사와 사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러한 장소들은 의례 장소 기 때문에 일제는 의례 생활에 조선인을 어떻게 
포섭하도록 하 는지, 이러한 의례는 조선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분
석하 다. 그리고 남산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점차 일본을 대표하는 기억장
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 다.

남산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案山으로 조선의 수도를 지켜왔지만 일제의 조
선 침략 이후 남산은 일본의 신사와 사찰에 공간을 내주어야 하 다. 이러한 
시설의 운 을 통해 일제는 거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 던 남산을 훼손하고, 
서울의 근대화를 구호로 내세워 남산을 중심으로 일본의 천황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우선, 남산의 신사와 
사찰은 신도의례와 기념행사를 통해 재조일본인에게 식민지 운 에 대한 사
명과 일본 본토와의 일체감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재조일본인은 남산을 
통해서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인에게 남산
은 점차 조선인으로서의 기억과 정체성이 말살되고 일본인의 기억과 정체성
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환되었다. 이 변화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산은 조선시대에 木覓山으로 불리던 곳으로 조선의 무속 신앙 대상지
을 뿐 아니라 풍수적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는 장소로도 기능하 다. 하지만 
1892년부터 남산 산기슭에 일본인 거류민이 살게 되면서 倭城臺 公園에 남
산의 첫 신도 시설인 南山大神宮이 건립되었다. 남산대신궁은 통감과 일본 
본국 정치기관과 무관하게 天照大御神[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신앙의 중심
지인 伊勢神宮에서 아마테라스를 대표하는 神體를 받고 아마테라스를 祭神
하 다. 거류민들은 다른 식민 지역과 달리 소위 開拓三神이 아니라 일본 
황실의 유래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신을 남산대신궁에 모시며, 이세신궁
의 전통을 조선에서 시작하 던 것이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신도를 강조하
고 大日本帝國憲法에 포함된 신교의 자유가 갖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신
도를 종교가 아닌 것으로 재해석하 지만, 거류민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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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도나, 조선 땅에서 죽은 일
본인을 위한 위령제 등, 종교적 특색이 강한 행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1910년 대한제국이 강점당한 후 남산대신궁은 계속 늘어나는 일본인 정착
민을 위한 종교적 역할을 맡은 신사로 확대되었다. 1915년 총독부가 반포한 
「神社寺院規則」을 기회로 남산대신궁은 경성부 전체를 대표하는 신사인 京
城神社로 변신하면서 조선 내에서는 신사로 인정을 받았지만, 일본 본토의 
神社社格制度 아래에서는 社格이 부여된 장소가 아니었다. 경성신사는 그 
부근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朝鮮神宮의 확장을 우려하며, 氏子[우지코] 조직
을 통해서 조선인의 포섭을 시도하고 매년 秋祭[아키마쓰리] 행렬 행사를 통
해 조선인의 관심을 얻고자 하 다.

3・1운동 이후, 이미 1912년경부터 계획 중에 있었던 조선신궁이 조선에
서 일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시설로 건립할 것이 확정되어 1925년 운 을 개
시하 다. 조선신궁은 신사사격제도 아래 官幣大社로 인정된 시설이었다. 경
성신사와 마찬가지로 아마테라스를 제신하 는데 明治天皇의 신도 제신하면
서 조선신궁은 일본 본토의 이세신궁과 더불어 明治神宮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신궁이 조선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신사시설로 남
산에서 운 하게 되었다.

1925년 전후로 일제 당국이 결정한 조선신궁의 제신과 관련하여 소위 祭
神論爭이 일어났다. 신도 연구자들은 조선신궁이 朝鮮의 지역적 특징을 보
이지 않고 朝鮮의 신이 합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가 제창한 소위 內鮮融
和에 해당하지 않다며 단군을 신도의 신으로 조선신궁에서 합사시켜야 한다
는 것을 주장하 다. 일제 내각은 끝까지 이를 반대하 다. 즉 조선신궁이 
조선에서 일제의 권위를 세속적으로 표상한다고 본 일본 내각과, 이를 종교
시설로 간주한 신도 연구자 및 神職과의 견해 차이가 심하 다. 이는 일제가 
시도한 신도에 대한 神社神道非宗敎論적 해석이 신도 연구자와 신직에까지 
침투되지 못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조선신궁 옆에 위치한 경성신사는 경쟁심으로 조선인을 더 많이 포섭하려
고 하여 1929년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 개척삼신을 합사하기로 했다. 그 중
에서 한 신인 國魂神을 朝鮮國魂大神으로 재해석하면서 제신하 다. 이어서 
일제 당국이 조선신궁의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단군의 제신을 경성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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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국혼대신이란 방식으로 허가하 다. 조선을 대표하는 신의 조선신궁 합
사는 최고신이자 황실의 조상으로 간주한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의 권위
를 약화시키고, 조선인에게 일제의 국풍과 습관을 강요하려는 ‘사명’에 기여
하는 바가 없다는 일제 당국의 논리는 동일하 다. 다만 경성신사는 조선신
궁만큼 대표적인 역할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조선신 합사가 가능하
다.

더구나 경성신사는 그에 속하는 攝社의 건립과 운 을 통해 일본의 대표
적인 신도의 신을 조선에서도 제신하도록 하 다. 섭사를 통해 일본의 신화
와 문화, 일본의 역사, 일본과 조선의 고대관계, 순국을 통한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가르쳤다. 경성신사로 인해 일본의 신도가 조선에 정착하고 일
본의 신도에 관련된 관습 전부가 조선 땅에 도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성
신사는 조선신궁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선신궁이 국가시설로서 담당하지 않
았던 일들을 중시하 다. 이처럼 두 신사 시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는 것처럼 보 지만, 결국은 서로를 보완함으로써 공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

다. 경성신사는 일본의 (신도)문화, 종교와 관습을, 조선신궁은 일본의 국
가적 권위와 지배를 표상하 던 것이다.

이처럼 양쪽 시설은 3・1 운동 이후에 시작된 문화 통치의 동화정책에 따
라 일본의 (신도)문화를 조선인에게 강요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1931년 만주
사변 이후에 이러한 과정은 점점 가속화되었다. 1936년의 心田開發運動이란 
종교작흥정책의 시작과 더불어 조선의 「神社規則」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경성신사는 國幣小社로 승격되었다. 양쪽 시설이 이제 사격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경쟁관계가 명실상부한 공존관계로 변화하 다. 1937년 중일
전쟁 발발과 더불어 양쪽 시설이 이런 시국 아래 국가시설로서 조선인의 황
국신민화 정책의 기반 및 현장이 되어 갔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
터는 동화정책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후 황국신민화 정책에서는 남산에 
설치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일반 참배와 의례의 횟수를 늘려갔다.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의 의례는 1937년 이후 더욱 호전적으로 변모하 다. 
이전 시기에는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었으며 대중은 이를 바
라보고 참배 순서를 기다릴 뿐이었다. 이러한 신도 의례는 신도에서 중요시
되는 형식주의를 따른 것이었다. 7-9세기의 다소 불확실한 전통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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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근대적 신도에서야말로 전통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새로 고안된 
의례 행사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근대의 신도 의례에 속하는 祝詞[노리
토]는 고대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의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그러한 까닭에 조선인으로서 의례
에 참여했더라도 그것의 의미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지루한 것이었을 뿐이었
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기존의 연중의례와 상관없는 호
전적인 의례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궁성요배, 천황만세합창, 무운장구 기원, 
필승만세 등 호전적 의례들은 연중의례들에 비해 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
는 것으로, 참여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 다. 그 과정에서 의례를 통해 안
정되고 풍요로운 삶이 약속된다는 전제 아래 조선인에게 아마테라스 신앙이 
강요되었다. 일제 당국의 해석에 따르면 일본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는 아마
테라스의 은혜 덕분이었으며, 일제의 조선 지배는 메이지 천황의 은혜 덕분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조선인들에게 강요되었다. 1941년 태평양 전
쟁 발발 이후,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은 대부분 같은 의례를 거의 같은 시간에 
진행하여 서로 이웃한 시설로서 남산의 한 ‘神域’으로 기능하 다. 그 시기
에는 애국반, 총후후원결사 등을 통해 신사참배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불가피
해진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남산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일제에게 충성을 다하
는 것을 맹세하는 의례 행동이 되었다. 皇國臣民誓詞가 언어로 이루어진 맹
세 다면, 남산을 오르는 행위는 몸으로 행하는 맹세 다.

전쟁으로 전몰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원래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에서 지낸 
靖國[야스쿠니]신사 遙拜式이 점점 많아지자, 남산에서 또 하나의 신사 건립
이 결정되었다. 호국신사는 앞으로 일본 본토의 정국신사의 지방사로 운 할 
것이었다. 이 시설은 전몰자의 추도를 맡아, 유가족 등 후방의 조선인 신민
을 전쟁에 더욱 동원하기 위한 시설로 기능하 다. 일본군 기지가 위지한 龍
山, 즉 남산 서쪽에 건립된 호국신사는 1943년에 완공되었고, 전황이 악화
됨에 따라 의례행사가 점차 증가하 다.

호국신사의 완공 후에도 조선신궁이 야스쿠니 신사 요배식을, 경성신사가 
초혼제를 맡았다는 점에서 죽은 자에 대한 기억 역시 남산을 중심으로 일제
가 轉用・專有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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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게 있지 않고, 국가를 통해 ‘ 령’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국가에 충성을 다한 것으로 해석되어 그들은 산 자들의 감사 대상이 되었고, 
후방의 신민이 더욱 열심히 신민으로 살도록 요구하는 가르침에 죽은 자가 
이용되었다. 남산에서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은 전쟁 폭력에 대한 찬미가 되
었고, 참배자는 남산을 자신의 기억이 환기되는 장소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
라, 그들의 신체 그 자체도 국가의 폭력이 체험되고 각인되는 공간으로 기능
했다. 이처럼 신, 천황과 죽은 자의 령에게 경례하도록 요구되었던 참배자
들은 일제의 기억장소인 남산에서 참배를 강요당하면서 그들의 몸 자체가 
곧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남산을 가는 것이 조선인에게 트라우마적 
경험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남산은 참배자에게 행사된 일
제의 폭력을 대표하는 공간이었다.

신사뿐만 아니라 남산 산기슭에 일본의 사찰도 만들어졌다. 伊藤博文[이
토 히로부미]를 기리고 그에 대한 기념을 장려하기 위한 장소로서 奬忠壇 
公園에 1932년 博文寺가 건립되었다. 장충단은 원래 대한제국의 추모공간이
자 제사 공간이었다. 1910년부터 이토 추도모임이 장충단에서 진행되고, 경
성부 주최 초혼제도 여기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장충단이 조선의 기억을 
일본의 기억으로 轉用・專有하 고 박문사는 이 과정의 귀결로 보인다. 그러
나 이토의 기념은 늘 그를 사살한 안중근과 연결되어 그의 기념도 박문사에
서 이루어졌다. 안중근의 자녀인 安俊生과 安賢生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
죄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 으므로 일제가 원하는 안중근에 대한 표상이 
박문사를 통해 전파되었다.

또 하나의 사찰은 齋藤實[사이토 마코토]를 기리는 若草觀音堂이었다. 약
초관음당은 본래 사이토가 불교를 통해 內鮮融和를 이루고자 조계사에 기증
한 관음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장소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사이토가 도쿄에서 
암살된 이후 약초관음당은 그 관음불상 안치와 더불어 사이토에 대한 기념 
역시 맡게 되었다. 특히 사이토가 암살된 이후 그의 유발을 보관하는 장소로 
주목을 받았다. 박문사와 약초관음당은 비록 서로 다른 배경에서 비롯되었지
만, 이토와 사이토 양쪽은 조선인에게 일제의 은혜를 전달한 보살로 선전되
었다. 이처럼 기억의 차원에서 신사와 더불어 일제의 불교시설도 역시 큰 역
할을 맡았다. 신도와 달리 불교시설 참배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 260 -

이토, 사이토와 안중근의 기억이 轉用・專有되었고 일제가 바람직한 해석이 
신문이나 강연으로 전파되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남산 지역의 모든 신도, 불교시설들은 의도적으로 기념
물(monuments)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설들은 남산을 성스러
운 ‘신역’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기억장소로
서 남산의 성격은 일제와 그에 대한 참배를 찬미하는 측면이 강하 다. 더구
나 불교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은 정치적 동기에서 죽은 자에 대한 미학
적 재현의 기능을 맡았다.1)

남산은 이러한 기념물로 기능한 신사들과 사찰들에 포위되었다. 그래서 
참배자가 남산에 올라가 조선신궁에서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경성신사에
서 한 번 더 참배하는 것이 총독부가 원하는 방식이었다. 경성신사 근처의 
섭사시설을 참배하고, 이후 순환도로 끝까지 내려가 박문사와 약초관음당 참
배 역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포위된 남산은 방문객에게 단 하루만으로도 
일본의 (신도)문화와 역사인식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재조일본인에게 남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속하는 
이 모든 시설들은 일제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재확인시키는 장소이자 그
들의 종교적 요구를 위한 공간이었다. 다른 한편, 조선인에게 남산은 일제 
당국이 바람직한 일본인으로서의 인식을 심어주는 공간이었다. 남산에서 조
선인은 일본의 역사, 신화와 문화에 강하게 노출되었고 남산은 일제 지배의 
정당화가 재확인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남산의 고도를 이용하여 
일본의 미학적 특징이 드러나는 경내들을 만듦으로써 신도의 숭고함을 남산
의 웅대한 경치와 연결시켰다. 더구나 높지 않은 남산의 지리적 특점으로 尹
致昊를 통해 확인되듯이 노약자도 참배 역시 가능하 기 때문에 남산은 조
선인 모두에게 재교육의 장이 되었다.

이처럼 일제하 서울의 남산은 재조일본인의 정신적 중앙지임과 동시에 일
제가 추구한 일본의 국수를 조선인에게 전파하고 강제하는 장소 다. 그리고 
일제의 ‘신역’이자 참배지로 만들어 강요된 남산의 신직들과 승려는 남산지
역을 떠나 서울 곳곳과 지방까지 의례와 강연을 진행하 기 때문에 남산을 

1)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2013을 참조; Schramm, Katharina,　
“Landscapes of Violence: Memory and Sacred Space”, 7,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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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어려운 자에게도 남산의 선전적 역할이 알려질 수 있었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신도와 신도의례, 신사참배의 종교적 비종교적 성격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연구사 정리에서 확인했듯이 오늘날에도 현대 신도
를 종교가 아닌 것으로 보면서 국가신도의 종교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신도나 국가신도의 종교성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종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에 달려 있으므로 답을 분명하게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전후 일본에서는 國家神道를 제도가 허락한 국가종교로 
간주하는 경향이 주류 다. 한국의 학자도 국가신도를 종교로 간주하고 늘 
이를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의 일환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에 국가신도의 종
교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과학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에 민속적 자연 신앙으로서의 신도와 황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아마테라스 신앙이 천황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신도
로 결합되었다. 일제 헌법을 통해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
러한 국가신도의 세속화가 추구되고, 신사참배와 신도의례의 참여가 국가의
례로 재해석되었다. 만약 일제 당국이 신도를 종교로 정의했다면 신사참배는 
헌법의 신교의 자유 항목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민에게 강제하는 것이 불
가능해졌을 것이다. 정부가 신도를 종교로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신사참
배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만약 국가 신도가 곧 종교임을 인정했다면,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할 의무가 없어지고 신도를 천황 이데올로기로 사용하
지 못하게 되어 곧 천황 지배 정당화가 불가능해질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제 당국은 종교는 私의 역, 신사참배는 公의 역으로 분리시
켜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갔다. 일제 당국은 국가신도를 종교가 아니라 국가
의례로 해석함으로서 참배의 강요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대 조선의 국가신도에 대해 알아본 학자, 신도 관련자와 신직들
은 신도를 종교로 보아 국가신도의 세속적 측면을 무시한 경우도 있다. 총독
부 고문으로 일한 신도 연구자 宮地直一[미야지 나오가쓰]를 비롯하여 총독
부를 강렬하게 비판한 小笠原省三[오가사와라 쇼죠]까지도 시국 아래 이렇게 
말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를 늘 종교로 확신하 다. 

게다가 남산에서 전조선 대표적으로 진행된 국가신도의 의례의 종교성이 
강하 다는 것이 눈에 띈다. 국가시설인 조선신궁에서 이레 당국이 그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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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정하 지만, 조선신궁의 신직마저 신도를 종교로 해석하 으며 부근
에 위치한 경성신사에서 늘 종교적 특색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국가신도에는 
세속화가 일어났지만, 조선에서 이 세속화는 조선신궁에서만 표현되었고, 이 
효과는 경성신사의 존재를 통해 약화되었다. 그 때문에 조선인 대중에게 비
종교론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었다. 특히 종교 개념이 강한 서양인 선교
사와 조선인 기독교 신자에게 신도는 분명히 종교 으며, 신사참배가 우상숭
배, 적어도 조상숭배 기 때문에 신사참배 등 의례 참석은 그들에게 종교 양
심의 위반이었다.

이러한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늘 신사신도 비종교론적 입장을 지켰
고, 祖先祭祀가 道徳的慣習임을 강조하 다. 그렇지만 1936년 종교작흥으로 
제창된 심전개발운동으로 신도가 다른 종교와 함께 장려된 것으로 그 성격
적 모순이 강화되었다. 일제는 비종교론으로 해석된 신사와 신도를 행정상 
늘 불교 등 다른 종교와 가깝게 취급한 사실은 1915년의 「神社寺院規則」에
서 확인된다. 1936년 이는 「神社規則」으로 개정되고 신사와 사원이 최후로 
분리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같은 해 심전개발운동을 통해 신사참배와 신도
가 불교와 함께 장려되었기 때문에 정치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1937년 종일전쟁 발발 이후 의례를 통해서 일제는 조선인에게 일
제의 우월성, 八紘一宇 등 팽창적 사명에 대해 납득시키도록 시도하 다. 연
중의례를 비롯하여 궁성요배, 천황만세합창, 무운장구 기원, 필승만세 등에
는 現人神[아라히토가미]의 천황이 중심에 있었다.

이처럼 일제하 남산은 의례를 통해 공통적 믿음과 이상을 동시에 생성시키
는 장소로 대중에게 강요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의례정치가 효과적이었는가
라는 질문이 남는다. 윤치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례를 통해 조선인을 
포섭할 수 있었지만 이에 한계가 있었다. 윤치호는 일제가 시키는 대로 참배
를 하고, 일제가 시키는 대로 일제의 선전을 도와줬지만, 그의 머리는 끝까
지 신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황군 군인에 대한 동정심을 보 다.

전쟁 상황이 나빠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필승을 믿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
진 신앙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神棚[가미다나]와 禊祓
[미소기하라에]를 통해, 신도와 그 의례가 조선인의 개인 삶까지 침투하 다.　
종교는 私의 역, 신사참배와 신도의례는 公의 역으로 분리되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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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제 이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러한 의례를 강요당한 사람이라면, 신도
를 종교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일제가 시도한 비
종교론은 실패로 끝났다. 즉 신도의 종교성이 전쟁의 진행에 따라 더욱 강화
되어 갔다. 신도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일제의 전체주의를 통해 침략성
을 띄게 되었다. 정치적 필요성을 통해 신도가 다시 종교로 강화되어 국가신
도가 이른바 정치 종교로 간주할 수 있다.2) 

1936-37년 이후 국가신도는 천황 이데올로기의 ‘믿음’으로 원래의 신도의 
대체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종교 이론을 발전시킬 때 꼭 
신도도 포함시켜 연구해야 하며, 신도의 식민주의적 특수성에도 유의해야 한
다. 조선의 경우에는 1937년 이후 강력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 계기
인 전제주의 체제와 폭력의 문제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국가신
도는 ‘마치 종교와 같이’ 국가에 의해 실행되고 신민들에게 강요되기에 이르

다. 결과적으로 메이지 유신 이전에 존재한 신도와 국가신도에 의해 생겨
난 신도 간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므로, 국가신도는 이전의 것이 지속되었
다기보다 새로운 것으로서 정치적 종교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신도의 종교적 특색은 탈각되지 못하 으며, 일본 본토에
서든 조선에서든 신도에 내재된 종교적 요소가 보호되었다. 신도에는 초자연
적인 존재로써 많은 신을 숭배하여, 예컨대 ‘교황’의 역할을 맡은 大司祭인 
천황이 아라히토가미로서 초자연적으로 존재하 다. 신사시설에서 의례가 시
작하기 전에 진행된 修祓과 1년에 2번 진행된 大祓을 통해 신도적 정화를 
이루었고, 이것은 정화가 몸과 정신 양쪽의 역과 관련됨을 의미하는 초자
연적인 것이었다. 敎義로 國體明徵 등 일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도리가 있
었고, 敎典으로는 『國體의 本義』, 『교육에 관한 칙어』, 나아가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있었다.3) 뿐만 아니라, 노리토는 기도의 기능을 하여, 여중의
례 자체는 늘 신과 전황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기능도 있었다.

결국 남산은 정치적 종교적 공간으로 일제에게 轉用・專有되어, 이를 찾아
갈 것이 조선인에게 강제되었다. 경성의 명소로 일제에게 광고되었던 남산은 

2) 이 기준은 Gentile, Emilio, Politics as Religion, 138-140쪽을 참조.
3) 박규태, 「종교와 공공성. 국가신도의 국체신학과 공사관념-“국체의 본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6, 2014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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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에서 일본 국민성을 육성하는 장소로서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에게도 
필수적인 참배지가 되었다. 남산에서 조선인에게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조선인에게 일본인으로서의 기억이 강요되었으며, 일제의 
전쟁으로 사망한 죽은 조선인들을 기리는 장소마저 산 자를 위한 애국 교육 
도구의 일환으로 이용하 다. 이는 일본의 식민 통치자들이 조선인들에게 자
행한 대규모의 폭력을 시사한다.4) 이는 다른 전체주의 체계에서 일어난 폭
력성과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강제와 폭력을 입은 트라우마 때문에, 
1945년 광복 이후 남산의 신사와 사찰은 조선인에게 절대 보호할 대상이 아
니었다. 

광복 직후, 平壤神社를 비롯하여 신사 등 일본인 시설들도 방화되었지만, 
남산의 신사와 불교시설은 무사히 남았다. 조선신궁은 8월 16일에 제신의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황의 신을 대상으로 昇神式을 진행하 는데 이는 신
을 일본 본토로 보낸 것이었다.5)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의 승신식 진행에 대해, 8월 16일 아침 두 시설의 宮
司가 총독부에서 만나 이를 결정하 다. 그 날, 조선에 있어서 모든 官弊社
와 國幣社에게 전화를 통해 승신식을 하라고 통지되었고, 社格이 없는 신사
와 소규모 神祠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6) 조선인의 약탈에 대한 우
려와 신사들의 신성 모독이 주된 우려 다. 조선신궁에서 보관된 신체 등 보
물을 8월 24일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이동하 다. 경성신사의 보물 
보관이나 이동에 대해 기록이 없지만, 같은 비행기로 본국으로 보내게 된 것
으로 생각된다. 경성신사에서 승신식은 오후 3시, 조선신궁에서 오후 5시에 
진행되었다. 식이 끝나자 本殿을 불태웠다. 8월 25일부터 양쪽 신사의 해체
과정을 시작하 다.7)

4) 일제 국가신도의 폭력성은 살아있는 참배자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이에게도 미쳤다. 죽은 
자는 산 자가 그들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그래서 남산의 死者 숭배는 
오늘날 야스쿠니 신사가 실행하는 사자 숭배와 연관된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제가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轉用・專有했던 상황이 오늘날까지 야스쿠니 신사의 형식
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상복, 앞의 책, 7쪽; 박진우, 「국가신도와　야스쿠니신사. 초혼
사의 통합과정에 대한 재검토」, 『일본 사상』, 12, 2007, 145-146, 149쪽.

5) 『주한미군사』 (History of the United State Armed Forces in Korea, HUSAFIK), 1, 
돌베게, 1988, 204, 215쪽; 森田芳夫 (外, 編), 『朝鮮終戰の記錄』, 1, 巖南堂書店, 1980, 
107쪽.

6) 위의 책, 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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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도착하여 북위 38도선 이
남을 다스리기 시작하 다.8) 미군정은 「神社規則」을 폐지하고 나서 미군정
은 먼저 官弊社와 國幣社의 재산을 파악하고 몰수하려고 하여 그 해체와 소
각을 일단 금지시켰다.9) 그래서 조선신궁의 해체 마무리는 1945년 10월 18
일이었다. 조선신궁 항례 例祭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날이었고, 20주년을 맞
이하여 조선신궁은 완전히 사라졌다.10) 

호국신사도 역시 해체되었다. 호국신사가 있던 남산 남쪽 산기슭에는 원래 
일본 군인 숙소가 있었는데, 국가가 분리된 후 북한 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살게 된 지역이었다. 그 당시부터 해방촌이라고 불렸던 이곳은 해방공간에서 
龍山 미군기지 때문에 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 되었다.11) 

남산의 일제 불교시설은 모두 조선불교의 소유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박
문사의 경우 결국 국가에게 직접 몰수되어 해체되었다. 1988년에야 박문사
에서 옮겨졌던 건물이 다시 제자리로 이축되었다.12) 약초관음당은 1945년 
원불교에게 넘어가서 한남동 정각사 산하에 있었다가 1960년대 정각사 폐지
와 함께 사라졌다. 원불교의 기록에 따르면 관음불상이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의 방문을 기회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져 이화장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같
은 기록은 박문사도 원래 원불교로 넘어갈 예정이었지만 당시 담당자는 이
를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세 한 상황은 전하지 않는다.13)  

1948년 신사참배를 가장 오랜 세월동안 반대한 長老會의 長老會神學校가 
남산에 개교되었고, 1950년부터 숭의여자중학교가 경성신사가 있었던 땅에 
설립되었다. 이처럼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평양 쪽에서 폐교된 시설들이 남

7) 「朝鮮神宮権宮司 高島栄雄 日記」, 『朝鮮終戰の記錄』, 2, 164-167쪽.
8) 『주한미군사』, 1, 243쪽; 『京城日報』 1945.9.11.
9)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5, VI, 1043쪽; 辻
子實, 앞의 책, 188-189쪽.

10) 『京城日報』 1945.10.18.; 『官報』, 5660호, 內務省告示 264호에 조선의 모든 관폐사와 국
폐사의 폐지가 완료되었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상 1945년 11월 22일이 조선의 소
위 해외신사가 사라진 날이 되었다.

11) 안종철, 앞의 논문, 2011, 61-62쪽.
12) 김해경, 최현임, 앞의 논문, 108쪽; 미즈노, 앞의 논문 2009, 400쪽; 안종철, 앞의 논문, 

2011, 93쪽.
13) 서문성, 『원불교 경성 교화』, 월불교출판사 2, 2008, 100, 109-110,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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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재건립되면서 남산의 신도적 과거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 다.14)

1949년에 김구의 동상이 남산에서 건립되었는데 이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억 시설을 통해 일제의 신사참배에 관한 기억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15) 
조선신궁 자리에는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었다가 1960년 
4.19혁명 후 철거되었다. 그럼에도 이승만의 이러한 시도는 남산이 가진 일
제에 대한 기억을 없애고 그에 대한 기억으로 대체하려 하 다는 점에서 의
미가 깊다.16)

 이후 남산 일대에는 조선인 독립운동가와 신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한 이들
의 동상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남산이 새로운 국가의 표상으로 이용
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김구의 동상이 남산 광장에서 세워지고, 1968년에
는 사명대사 동상이 건립되었다. 사명대사 惟政(1544-1610)은 임진왜란 이
후 일본으로 넘어가 에도 막부를 연 쇼군 德川家康[토쿠가와 이에야
스](1543-1616)를 만나 일본과 협상한 승려 다. 여러 비판 속에서 맺어진 
1965년 韓日基本條約 직후 만들어진 이 동상은 일제와의 화해의 의미를 담
고 있었다. 그리고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에 의해 특파되
어 체류 중 사망한 李儁(1859-1907), 그리고 유관순(1902-1920)의 동상도 
세워졌다.17)

1959년에 안중근 동상이 5월 23일에 제막되었다.18) 그 때 신문보도에서

해방 후 10수년 동안을 두고...중략...그 竪立이 不知何歲月로 늦추어지던 
安中根義士의 銅像은 지난 23일로 마침내 實現되었다. 다른 분들의 그것에 
비하면 難産도 이만저만한 難産이 아니다. 安義士 그 어른의 義擧가 드물게 
偉大했던만치, 銅像 그 自體도 그다지 容易치 않았던가 보다. ...중략... 옛
날부터 國都의 案山으로 일러 내려오던 南山, 日人들의 巢居地 던 진고개 
...중략... 더더구나 不共戴天의 仇讎인 伊藤博文의 螭魅的인 博文寺와, 및 
놈들의 祖靈들을 致祭했던 魍魎的인 京城神社를 횔어치운 그 위 윗자리에 

14) 『京鄕新聞』 1948.6.5.; 『東亞日報』 1950.6.15. 이후에 더 다른 많은 학교가 남산 부근에
서 건립되었다. 김대호, 앞의 논문, 2015, 37-38쪽.

15) 『京鄕新聞』 1949.8.18.
16) 『東亞日報』 1956.8.10., 1958.6.17., 1960.8.21. 2011년 8월 25일 남산 奬忠壇쪽에서 다

시금 이승만 동상이 건립되었는데, 큰 논란이 일고 있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19, 2015-12-24 참조)
17) 김 남, 앞의 책, 37-38, 134-136쪽.
18) 『東亞日報』 195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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銅像을 모셨다는 것은 우리 後人들로 하여금 先生에 대한 追念을 더욱 意義 
깊게 한다.19)

라고 하 으므로 경성신사와 박문사가 대표하는 나쁜 기억을 안중근의 그
것으로 다시금 대체하여, 남산이 원래 가졌던 국도의 안산으로써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남산에는 1971년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세워졌다. 이는 더욱 박문사에
서 진행된 안중근의 범죄인으로서의 재해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래
서 일제의 역사상이 대한민국 당국이 바라는 안중근의 義士로서의 해석으로 
대체되었다. 더구나 일 년 후 1972년에 서울타워가 남산의 새로운 명소로 
개축되어, 남산의 신사시설, 불교시설과 이러한 시설을 토대로 일어난 ‘부끄
러운 과거’가 더욱 망각의 대상이 되었다.20)

본 연구는 남산의 신사・불교시설과 의례를 통해서 조선인의 정체성 말살
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전 일제의 동화정책과 이
후 황국신민화정책의 연속성을 확인하 다. 그 결과 일제하 신사정책은 단순
히 신사참배를 통해 조선인을 교육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가 속
한 신도 문화의 도입과 의례를 통해 이 문화를 조선인에게 심어주고 일본어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사고방식과 그 일환으로서의 천황 이데올로기 
등 일본의 국수를 조선인에게 강요하 음을 해명하 다. 남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조선 곳곳에 만들어진 신사에서 일어난 일의 원형으로서 대표성이 있
다. 남산을 통해 식민지 신도의 특수성, 강한 종교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파시즘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을 포섭하려 했음을 확인하 다. 이처
럼 남산은 조선인의 신체를 통제하고 조선인의 정신에 일제의 선전을 각인
시키는 폭력의 표상적 장소 다. 즉 일제 강점기 동안 남산은 단순히 기념적 
풍경(comemorative landscape)으로부터 폭력을 대표하는 풍경(landscape 
of violence)으로 변화하면서 트라우마의 장소(traumatic place)가 되었
다.21)

19) 『東亞日報』 1959.5.26. 그 건립과정에 대한 상세한 배경은 김대호, 앞의 논문, 2015, 
42-44쪽.

20) 손정목, 앞의 책, 262-266쪽; 정운현, 『서울 시내 일제 유산 답사기』, 한울, 1995, 
84-85쪽.

21) Assmann, Aleida, Erinnerungsräume, 303, 326쪽; Edkins, Jenny, Traum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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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왜 신도의 종교성이 그만큼 강하게 드러났을까? 조선은 일제
에게 수탈을 당하 기 때문에 경제 등 다른 역에서 조선인을 포섭하기란  
거의 불가능하 을 것이다. 그래서 신사참배와 신사가 제공한 신도의례 생활
을 통해 조선인을 포섭 하고자 하 다. 조선인에게 敬神을 통해 충실한 생활
이 약속되었지만, 결국 신사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즉 ‘忠’ 교육뿐이었다. 이처럼 조선에서 드러난 식민지적 파시즘은 일본 
본토 파시즘과 달리 더욱 강하게 종교와 같은 것으로 강조되었다. 일본인에
게는 신도와 신사참배가 친숙한 전통이었지만, 조선인의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1945년까지 신사와 사찰의 의례와 조선인 포섭과정에 대해 살
펴보았지만 1945년 이후 남산의 변화를 조선인의 부끄러움과 이를 망각하고 
그 커다란 트라우마를 청산하는 과정을 검토하지는 못하 다. 일제하 파시즘
의 청산과 광복 후 기독교의 급성장, 이승만 정권 아래 국가건설에 있어서 
기독교의 남산 활용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호 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일제의 신사정책은 앞으로 보다 더 신도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이후의 작업으로 남긴다.

the Memory of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 16쪽; 
Schramm, Katharina, “Landscapes of Violence: Memory and Sacred Space”, 5-6
쪽; Maier, Hans (ed.), Wege in die Gewalt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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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ration and Rituals of Japanese Shinto Shrines and 
Buddhist Temples in the Namsan area of Seoul 
during Japanes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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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changes of Mount Namsan in Seoul 
from the period between 1892, when Japanese settlers first planned 
to build a Japanese Shinto shrine at Namsan, until the period after 
Koreas independence, when all those Japanese facilities on Namsan 
disappeared. Because those facilities mainly employed rituals in 
order to win over Koreans for the Japanese cause, this thesis puts 
a special focus on these rituals, trying to analyze them in detail.

During the Joseon-Dynasty, Namsan was mainly called 
Mokmyeoksan and had been a place of Korean folk belief. Due to 
its geomantic position, Namsan was also believed to have a 
guarding function over the capital and thus had remained nearly 
untouched. With the appearance of Japanese settler communities at 
the foots of Namsan, Namsan’s Waeseongdae area became the 
grounds for the first Japanese Shinto shrine, named Namsan Shrine 
(Namsan Daesingung). Different from shrines of other colonial 
settings that were built under the policy of the Japanese Empire, 
this shrine did not revere the three so-called Gods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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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cheok Samsin) but instead Sun Goddess Amaterasu, the 
ancestral Godess of the Emperor family was revered. All in all, 
Namsan Shrine mostly catered to the religious needs of the 
Japanese settlers by providing Shinto rites according to the annual 
calendar, commemoration for the Japanese dead and a place to 
pray for protection against diseases.

Shortly before and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Japanese authorities abolished the rituals and ceremonial centers of 
the Joseon dynasty, such as Sajikdan, Wongudan and 
Jangchungdan. In 1915 the Government General announced the 
“Regulations for Shrines and Temples”. Namsan Shrine took this as 
chance to change itself into Gyeongseong Shrine and to establish 
the whole of Gyeongseong as its parish. Thus, all Koreans living 
inside this parish were to pay support fees to the shrine and were 
encouraged to take part in the ritual life there. Also, the yearly 
Autumn Festival procession went through vast parts of 
Gyeongseong and thus exposed also those Koreans to Japanese 
shrine culture who normally would not go up to the shrine itself.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Joseon Shrine, which had been 
in planning since around 1912, was decided to be built as the 
symbol of Japanese authority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re, as 
in Gyeongseong Shrine, the Godess Amaterasu was to be revered. 
Also, Joseon Shrine was recognized as a high-ranking State Shrine 
(gwanpye daesa) according to the shrine rank system of the 
Japanese mainland. Next to Amaterasu, the Meiji Emperor was also 
revered as a deity in there. From 1925 onward Joseon Shrine came 
to be the representative of the traditions of Ise Shrine and Meiji 
Shrine in the Japanese mainland.

During the building process of Joseon Shrine, adjacent 
Gyeongseong Shrine had to fear for its further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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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al and thus began to actively win over Koreans to participate 
in the shrine life. Furthermore, Gyeongseong Shrine expanded its 
shrine grounds and also built several subshrines, namely 
Tenmangu, Hachimangu, Inari Shrine and Nogi Shrine. Through 
this shrines and the respectively enshrined gods, Japanese identity 
was further transplanted and strengthened. On top of that, the plan 
to enshrine Dangun became realized as the enshrinement of the 
“Great Deity of Korea”. Furthermore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dead, which had been carried out by Namsan shrine in the past, 
was continued at Keijo Shrine as well. In this way Keijo Shrine 
came to incorporate everything that Joseon Shrine as a state-run 
facility did not cover. As such, both facilities went into different 
directions in terms of their respective identity, which in the end 
however lead to both facilities well complementing each other.

The assimilation policy that was brought forward in the so-called 
period of cultural rule over Korea that had started in late 1919, 
used Joseon shrine for their loyality education. This basis was 
well-used further after 1937, when the policy of turning Koreans 
into loyal Japanese subjects was introduced. Then, obligatory shrine 
visits became more frequent and special shrine rituals were hold 
more commonly as well. In schools, reverence toward Shinto gods 
was put into the curriculum and shrine visits as well as 
participation in regular shrine events became more frequent and 
were linked to school culture.

From 1936 onward, in the wake of the so-called Movement to 
“Cultivate the fields of the heart” (Simjeon gaebal undong), which 
aimed at fostering religious practices, shrine visits also were 
promoted even though the government did not consider Shinto as 
a religion. The same year, the “Regulations on Shinto shrines” 
were also updated. These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the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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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on of Gyeongseong Shrine as a low-ranking State Shrine 
(gukpye sosa). Now, both facilities on Namsan held a shrine rank 
according to the system in the Japanese mainland, which finally 
lead to their relationship of competition turning into one of 
coexistence. As state-run facilities, both were used profoundly 
during the harsh assimilation policies that set in after 1937, and 
rituals became more bellicose.

After the outbreak of full-fledged war with China, prayers for 
the military success of the Japanese Army were either appended to 
the usual shrine rituals or hold on their own. Especially from after 
1941, when the Pacific War had broken out, the Korean volunteer 
military system (that had started in 1938) and the later general 
conscription lead to more Korean war dead as well. This is why in 
1943 Gyeongseong Hoguk Shrine was built at the southwestern foot 
of Namsan, close to the Yongsan area, as a regional branch of 
Yasukuni Shrine. This shrine took care of ceremonies to bemoan 
the war dead, but also other belicose ceremonies were held there. 
Bereaved families were consolidated and controlled through this 
shrine, and it was generally used for the propagandistic effort to 
support the war. The reverence of the dead as spirits of war 
heroes also glorified and exalted the violence of war.

So to speak, from 1937 onward, the various facilities on Namsan 
melted into one single “Realm of the Gods”, whose absolute center 
remained with Joseon Shrine. The square in front of that very 
shrine was the main, but not the only stage for all Shinto-related 
mass events, such as prayers for a successful war, the reverent 
bow towards the imperial palace, the praising of the Japanese 
Emperor and the oath to become loyal Japanese subjects. All this 
forms of rituals aimed at the movements of the participants way 
more than it was the case with regular rituals on the yearly s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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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and thus made the very bodies of the participants the 
main object of the ritual processes.

Hoguk Shrine kept the memory of the war dead, but the 
handling of dead bodies etc. which ran against the purity ideals of 
Shinto was taken care of in Japanese Buddhist temples on the 
other sides of Namsan. Pakmun Temple, which held the memory of 
Ito Hirobumi in the center of its activities, was completed in 1932. 
Together with the commemoration of Ito, it helped spreading the 
Japanese interpretation of history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e 
second Buddhist facility was Yakcho Gwaneum-dang, which oversaw 
the memory of Saito Makoto, who had donated a statue of the 
buddhist deity Kannon, in his view that this specific deity fostered 
the amalgation of Korean and Japan (Naeson yunghwa). When Saito 
was killed during the incident of February 26th in 1936, his hair 
was stored at this temple along with the statue he donated, and the 
facility was used to depicture the Japanese Empire as a benevolent 
one.

In prior research, Korean reactions to the changes on Namsan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was mostly considered as the 
“Movement against Shrine Worship” lead by christians and foreign 
missionaries mainly in relation to the city of Pyeongyang, where 
Christian faith had been strong. This dissertation starts to review 
Korean reactions from Namsan. Gyeongseong shrine had tried to 
win over Koreans, but forced payments were only hardly acceptable 
for Koreans. The Autumn Festival was a chance for Koreans and 
Japanese to come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and a way to 
expose Koreans to Japanese shrine culture. However, drunk and 
reckless Japanese were no pleasant sight for Koreans at all, and 
even though from 1930 onwards a small minority of Koreans took 
actively part in the planning and running of the procession,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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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onlooking Koreans could not understand what this event was 
about.

On the other hand, Joseon Shrine simply forced Koreans to visit. 
The attitude and manner of Korean shrine visitors was always 
subject to Japanese ridicule, which is why Koreans became 
alienated with the shrine, not only because they were forced, but 
also because of the ridicule against them. Even though continous 
attendance at ceremonies was asked from the Koreans, there is 
evidence that many of them did not have a clear idea of the 
meanings of the rituals that were carried out.

In the wake of these developments, the contradictions of Shinto 
and its rituals and shrine worship in terms of their religious 
character was never resolved. Especially to Christian believers, 
Shinto had always been considered as a religion, but even if not, it 
still was ancestral worship and thus idolatry, which is why it ran 
counter to Christian conscience. On the other hand, if the Japanese 
authorities would have given in to the perspective of Shinto as 
religion, the religious freedom that was granted by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also acknowledged in the colonial setting would 
become a problem. If the state accepted the view of Shinto as 
religion, people would have been free to not visit shrines at all, a 
fact that ran counter to the intentions of the authorities to use 
shrine worship as means of assimilation and as loyality test. Still, 
the colonial authorities faile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olitical 
use of Shinto and its continous treatment close or in relation with 
other religions.

In short, the Japanese effort to secularize Shinto failed, a failure 
that finally lead to the resacralization of Shinto and its spread to 
the private realm, which until then had been the sphere of religion 
only. As a result, Shinto came to bear political goals and wa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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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justify not only Japanese rule, but also to justify and foster the 
spirit of Japanese imperialistic aggression. Thus Shinto, as it was 
formed at the beginning of the Meiji period, was superseeded by a 
new form of Shinto that acted like a political religion.

Worshippers went up Namsan to worship at Joseon shrine, then 
could continue to Gyeongseong shrine and its various subshrines. 
Following the route, they would eventually pass by Pakmunsa and 
Yakcho Gwaneum-dang as well. This way, Namsan was encircled by 
Japanese facilities in such a way that a visitor could in one day be 
exposed to all forms of Japanese (Shinto) culture and the Japanese 
view on history.

For Koreans, Namsan became a place where the memory and 
identity as a Korean was appropriated and annihilated and 
forcefully changed to a Japanese one. The Japanese not only 
negated the ritual life of the Koreans, but used Namsan as a place 
to instill a new consciousness as Japanese subjects by exposing 
Koreans to Japanese ritual life, culture in gener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s in line with Japanese imperialism.

The space of Namsan was also used to elevate Shinto to a 
sublime, aesthetical level. In this way, going up Namsan became a 
ritual in itself. If the oath to become a loyal Japanese subject was 
an oath by words, the climb up to the shrines on Namsan was an 
oath made with the body. Finally, Namsan under Japanese rule was 
a place were through rituals a common belief was created that was 
then forced on its visitors.

As a political-religious space, Namsan itself was completely 
appropriated by the Japanese Empire. After liberation, for the 
Koreans, the Japanese facilities on Namsan were nothing worth to 
be preserved. Worship at these facilities had not only been forced 
upon the living. Koreans who died in a war they fought not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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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mselves, were even in their death further used for purposes 
of patriotic education. This is violence not only against the living, 
but also against the dead. This clearly shows the huge extent of 
violence and trauma that the Japanese Empire caused to the 
Koreans. A violence, that needs to be discussed together with that 
of other totalitarian systems. In a similar manner, State Shinto, 
especially its colonial setting, must be considered more deeply in 
terms of the functions of political religions in totalitarian systems 
in order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not only of the issues of 
political religion, but of colonial fascism and colonial reality in 
general.

Keywords: Namsan, Joseon Shrine, Gyeongseong Shrine, 
Gyeongseong Hoguk Shrine, Pakmunsa, Yakcho Gwaneum-dang, 
Rituals, State Sh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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