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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일제식민지기 경성에서 도시 공원의 탄생과 공원 문화의 형성

을 이용과 인식을 중심으로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 하고자 했다. 공

원에서는 조성과 더불어 이용과 인식이 장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

한다. 또한 공원은 근대 도시에서 탄생한 사회적 산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원의 이용과 인식이 근대 도시의 체제나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계를 맺고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일제에 의해 공원이 

조성된 측면과 더불어 대중의 이용과 인식을 중심으로 도시민의 일상과 맞

닿아 있는 공원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했다. 본문은 공원 문화가 성립-전개-

변천하는 과정을 담은 세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다시 공원의 조성이나 

체제로부터 활용되는 측면과 대중의 이용과 인식에 주목한 측면으로 나뉘어 

두 절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을 근대 도시의 형성, 사회의 변화, 새로운 

문화의 출현과 관련 지어 살펴보았다.  

1910년대 공원 이용과 인식의 성립은 제한적인 것에서 점차 대중적으로 

확대되는 양상과 위로부터 기획된 공원 활용의 양상이 그대로 아래로 전해

지고 있었던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 근대화는 식민 지배와 함께 시작되

었던 점에서 모든 과정에 식민성이 내포되어 있었고, 공원의 성립 또한 같

은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일제는 공원을 근대를 선전하고 식민 지배를 홍보

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그리고 대중적 공원 인식은 진보의 상징이자 근대적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했다. 또 공원 이용의 양상은 주로 관제 행사와 함께 

형성되었다. 공원은 각종 행사의 무대로 등장했고, 공원에서의 놀이와 취미

가 지배 체제로부터 추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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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을 전후로 경성에는 새로운 공원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 시기 경성

의 근대 도시화와 함께 대중의 확장과 대중 매체의 확대는 도시 공원 문화 

형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 문화는 공원의 이용과 인식에도 결부되어 나타났다. 공원은 도심 속에

서 자연을 소비하는 공간이었다. 이러한 자연의 체험은 근대인에게 교양으

로 추천되었고, 근대적 규율을 습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공원은 그 자체로 소비재로 성립하기도 했으며, 주변의 각종 근대적 

장치들과 함께 소비 문화의 양식을 창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자연을 중심

으로 한 이 같은 소비 문화는 공원을 연애의 장소로 대중화시켰다. 또 공원

은 광장의 대체물리 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된 공원은 도시

의 무대로 제공되면서 신여성들이 근대적 욕구를 발산하는 곳이 되기도 했

다.  

1930년대에는 처음으로 제도적법적 도시 공원 계획이 문서화 된다. 여기

에서 나타난 공원의 의미는 보다 기능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위생 혹은 자

유공지나 소개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현실과 

유리된 내용이었을 뿐만 아니라 1940년대 전시 체제로의 진입과 함께 공원

은 전쟁의 선전과 홍보의 무대로 등장하거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와는 별개로 공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경성의 근대 도시화와 함께 나타났

던 도시 문제들과 결부되어 비판적 담론을 형성했다. 공원은 동경의 대상이

거나 이상적인 존재가 아닌 타락하고, 환락경으로 표현되거나, 또 소외된 계

층이 모여 드는 우울한 공간으로도 묘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담론으로만 존재했을 가능성 또한 크다. 1930년대 각 공원별로 살펴본 이용 

양상의 전개는 공원에서의 일상이 지속되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알려준다.  

이처럼 일제식민지기 경성 공원의 이용과 인식은 시기별 도시 체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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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었다. 도시 체제의 변화에 따라 공

원의 존재, 위상, 의미, 역할, 쓰임이 달라졌다. 시기별 정치사회문화의 이

슈들과 공원의 이용과 인식은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일제식민

지기 경성의 공원들은 식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지만, 대중의 공원 

이용과 인식만큼은 일반적인 공원 형성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자리잡은 경성의 공원별 성격은 당시 경성 도시 공원 전반의 총체적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공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공원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모

든 모습이 공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구성한 것이다.  

 

주요어 : 근대 도시 공원, 공원 문화, 경성, 이용과 인식, 근대 문물, 도시 

경험, 일상 생활 

학 번 : 201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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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공원은 서구의 근대 도시화 과정에서 탄생했다. 공원 탄생의 배경은 열악

한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도시 위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즉 근대 도시 

공원은 서구에서 도시 산업화 과정 중 하나의 치유책으로 고안되었던 근대

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876년 개항을 전후로 서적을 통해 공

원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유길준과 윤치호 등 외국에서 신진 문물을 접했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그 필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했다. 공원은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서구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 혹은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근대 문물과 마찬가지로 공원 또한 그 개념이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

에 먼저 전해져 공유되었고, 서구에서 그러한 공원의 실체를 처음으로 접한 

몇몇 해외 도항자들이 기록으로 그 내용을 전달했다. 공원이 근대 도시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여졌고, 대한제국기 최초의 근대적 도시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도시개조사업에서 실제로 공원 조성이 추진되었다. 경성(京城) 시내

에 처음 등장한 공원은 독립공원(獨立公園)과 탑골공원(塔□公園)으로, 각각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정부가 주도하여 경성의 근대화 과정 중에 만들어졌다. 

다만 독립공원은 그 형태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으며, 탑골공원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었지만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던 곳은 아니었다.1 

일제가 만든 도시 공원 중 궁을 원으로 개조한 창경원(昌慶苑)은 유료 시

설이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간의 구상이나 

                                           
1 개항기 공원과 관련하여 다음 논문을 참고. 우연주, 배정한, “개항기 한국인의 공

원관 형성,” 『한국조경학회지』 39(6), 2011, pp.76-85. 우연주, 『개항기 한국인의 

공원,관 형성과 도시 공원의 태동』,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석사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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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식 측면에서는 근대 도시 공원의 분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2  또 

1910년에는 한양공원이 개원했고, 1913년에는 탑골공원이 매일 개방되었다.3 

이어서 1920년을 전후로 경성부가 주도해 장충단(奬忠壇), 훈련원(訓鍊院), 

사직단(社稷壇), 효창원(孝昌園)이 공원화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공원화 예

정이었던 취운정(翠雲亭)의 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부근의 삼청동(三淸洞) 

일대가 1930년 이후 공원화되었다.  

이 공원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공원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한번 공원으

로 할애된 부지는 그 용도가 바뀌지 않고 계속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

과 인식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4 즉 일제식민지기의 공원들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한국 공원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이 크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식민 지배와 함께 진행됐으며 공원의 탄생은 

식민지 도시 건설의 부산물이었던 점에서 그 성립과 전개, 이용과 인식의 

                                           
2  우연주, 배정한, “근대적 도시 공원으로서 창경원,” 『 한국조경학회지 』  44(4), 

2016, pp.14-21. 

3 「한양공원 개원식」 -『매일신보』1910년 5월 31일. ; 탑골공원…1911년부터 일

요일에만 개방하던 것을 1913부터 매일 개방 -『매일신보』1913년 7월 17일. 

4 이들은 현재 탑골공원, 남산공원, 장충단공원, 사직공원, 효창공원, 훈련원공원, 삼

청공원은 현재 공원으로 존재한다. 더불어 식민지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일제식민지

기 공공공간에 대한 태도는 해방 이후 정부에서도 계승하고 있었고, 국가주도형 프

로젝트들에서 공간의 활용과 이용 방식 또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즉 근대 도

시 건설과 그 산물로서 공원의 탄생은 일제식민지기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관련하여 다음 연구들을 참고. 김백영, “식민지 유산과 현대 한국 도시 변

동,” 『도시연구』 (5), 2011, p.25. ; 공제욱, 정근식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서울: 문화과학 이론신서, 2006),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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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전반에 식민성이 내포되어 있다.5 특히 경성 시내의 공원 중 다수는 옛 

왕조의 궁궐, 제단, 묘지를 정비해 개방한 곳이며, 또 공원이 신사나 신궁과 

병치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근대 공원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

성된 부분이 많다. 6  권위 공간의 파괴와 해체, 역사적 장소의 훼손, 도시풍 

오락의 형성, 창경원 야앵(夜櫻)으로 대표되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공원 문

화 등은 과거 선조들의 자연 향유 방식과 비교해 질이 낮은 것이라고 평가

되기도 했다.7 

그런데 공원에는 공원 건설의 주체가 공원을 ‘조성’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고 인식’하는 것을 통해 공원이 특정 장소로 형성되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공원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환경

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특정 장소로 형성된다. 다시 말해 공원에서는 조성

과 더불어 ‘이용과 인식’이 장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공원은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원은 물리적으로 조성된 형태 그 자체나 국가적 기획과 의도가 반영

된 공간의 활용 이외에 대중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특별한 역

                                           
5 “근대성은 식민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역으로 식민성은 근대성과 결합된 형

태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조형근,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연구의 흐름,” 『식민지

의 일상, 지배와 균열』, 공제욱, 정근식 편 (서울: 문화과학 이론신서, 2006), p.53. 

6 한국 근대 도시 공원사의 대표 저작이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참고가 되

고 있는 다음 연구에서는 일제식민지기를 공원사의 ‘암흑기’로 평가하고 있다. 강신

용, 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구: 대왕사, 2004). 

7 황기원,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하

지만 공원은 근대 도시의 산물로 과거의 비슷한 개념의 장소나 활동의 계승이나 변

형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를 과거의 무엇과 1:1

로 대비해 보기 어려울 것이다. 



４ 

할과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원은 사회

적 산물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8  하지만 지금까지 일제식민지기 공원사 논

의의 초점은 대부분 조성에만 맞춰져 왔으며, 공원 그 자체만의 변천을 파

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는 일제식민지기 도시 공원사를 이용과 인식을 중심으로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당시의 공원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일제에 의해 공원이 조성된 측면뿐만 아니라 공

원이 대중의 이용 및 인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주목하여 도시민의 일상 

속에서 공원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한다. 이와 같이 공원의 주체를 대중으로 

확장하는 것은 일제식민지기 공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교정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산물로서 도시와의 상호작

용 속에서 변천하는 공원의 모습을 해석하는 시도는 당시 공원의 실체를 새

롭게 파악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8  “공원은 사회적 산물이다. …공원을 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공품으로 

파악…하나의 사회적 구성물로서 공원 이념은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지속적으로 영

향을 받았다.” Karen R. Jones, and John Wills, The Invention of the Park: 

Recreational Landscapes from the Garden of Eden to Disney's Magic Kingdom 

(Cambridge: Blackwell publish, 2005),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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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사 

근대 공원사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전개되어 온 편이며, 최근 몇 

년간은 특별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주로 일제가 공원

을 조성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원 그 자체-주로 공간의 물리

적 특징과 변화, 제도적법적 공간 활용 방식, 공원 이용 양상-의 변천만을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일제식민지기 도시 공원의 역사에 대한 평

가는 여전히 초창기 연구에서 제시된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9  

강신용의 1994년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연구서 『한국 근대 도시

공원사』는 우리나라 공원사 연구의 기반 역할을 해 왔다.10 강신용이 박사 

학위논문에서 다룬 개항기부터 일제식민지기에 이르는 내용과11 장윤환이 해

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다룬 것을 포함해 공원의 성립과 전개를 파악

하고 있는 이 연구서는 방대한 사료를 엮어 보여주었다. 20년이 지닌 지금까

지도 거의 모든 관련 연구에서 참고인용되고 있다.12  

                                           
9  “일제하의 공원 정책은 장소의 고유한 성격을 변질시키거나 장소의 이용방식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경진, “장소의 기억과 재현,” 『건축·도시·조경

의 지식지형』, 정인하 외 편 (고양: 나무도시, 2011), p.202. ; “개항과 더불어 태동

하기 시작한 한국 근대 조경은 땅과 장소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정체성을 해체하

면서 자리 잡은... 식민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최정민, 『현대 조경에서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86. 

10 강신용, 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구: 대왕사, 2004) 

11  강신용, 『韓國における近代都市公園の受容と展開』  (일본 교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12  이보다 앞선 관련 연구로는 김한배와 이규목이 ‘경관’에 주목했으며, 황기원이 

‘행락 문화’에 대한 다룬 것이 있다. 김한배, 이규목, “서울 都市景觀의 變遷過程 硏

究,” 『서울학연구』(2), 1994, pp.1-54. ; 황기원,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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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신용과 장윤환이 책의 마지막에 밝히고 있듯, 이 책은 도시 공

원의 “개설과 그 전개 과정”만을 다루고 있다. 또 “문화 공간으로서 도시 공

원의 모습을 다방면으로 추구해서 도시와 공원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는 서술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13 이 연구는 공원의 조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공원은 식민지 정책과 경영의 부산물로 탄생했으며 신사나 

신궁 건설에 비하면 초라하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공원사는 암흑기로 간주되며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고 결론지으며 일

제식민지기 공원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14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의 공원 정책과 현황, 행정 조직을 중

심으로 개항기부터 2000년까지 공원사를 통시적으로 다룬 박인재는 일제식

민지기 공원은 주로 신사와 관련되어 진정한 시민의 휴식처가 아니었으며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15  

일제식민지기 공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는 아직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원은 조성뿐만 아니라 실제 공간의 이용과 인식을 통해서

도 그 성격이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공원의 개설 과정과 조성 결과만을 다

루는 것은 공원의 한 측면만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

서 건설되는 공원의 특성상 위의 경우 관련 주체가 일제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공원을 실제 이용한 사람들의 행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13 강신용, 장윤환, 앞의 연구, p.302. 

14 강신용, 장윤환, 앞의 연구, pp.10-11, 122, 302. 

15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환경

조경전공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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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각이 배제된 것이다.  

지난 20년간 근대사, 특히 경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사에 괄목할 만한 성

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공원사 연구에 의미 있

는 시사점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관

련 사료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 입어 강신용의 연구 이후 잠잠했던 근

대 도시 공원사 연구가 최근 10년간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에 앞서 두 편의 연구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3년 박

승진의 연구는 1920년-2000년 초반까지 탑골공원의 물리적 공간 변천과 그

것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양상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16  1910년대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1920년대의 경우 『개벽』의 「공원정조」를 분석했고, 

1930년부터 1945년은 『조선일보』를 유형별 기사 빈도로 분석하고 『매일

신보』와 『조선중앙일보』 기사 몇 개를 검토했다. 다양한 분석 방법을 동

원해 공간을 세밀하게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공원의 통시적 역사를 사회적 

의미나 문화적 이용 측면에서 살펴본 점이 새롭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구

자가 한계로 지적했던 관련 사료의 발굴이나 이용이 현재 시점에서는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 연구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다 심화

된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7  

                                           
16 박승진, “탑골공원의 문화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30(6), 2003, pp.1-16. 

17 그리고 2010년 후속 연구로 볼 수 있는 다음 글에서는 「공원정조」를 중심으로 

시대상을 반영한 공원의 이용 모습을 관찰해 적고 있다. 박승진, “모던보이, 공원을 

거닐다: 탑골공원을 통해서 바라본 근대 공원의 풍경과 일상,” 『공원을 읽다: 도시 

공원을 바라보는 열두 가지 시선들』, 조경비평 봄 편 (고양: 나무도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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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유직은 독립공원 조성을 다룬 연구를 발표한다. 이 연구는 독립

협회 발간 신문과 기사를 중심으로 공원의 구상과 얼마간 설비가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러한 과정의 조경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18 이 연구는 

독립공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자주적 공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독립공원

은 그 형태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제식민지기에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립공원

의 구상안을 언급하는 것 외에는 독립공원을 특별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을 전후로 이 시기 도시 공원에 대한 관

심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최근 10년 간 연구의 양의 그 이전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는 점이 그러한 점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개별 공원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경성의 공원들에 집중하고 있다. 일

례로 김해경은 효창원, 장충단, 사직단의 공원화 과정과 이후 공간 변화를 

다룬 바 있었고, 탑골공원의 성립(1897-1916)을 도면 자료와 함께 파악했다. 

또 벚꽃을 중심으로 한 근대 행락 문화를 창경원을 중심으로 다루고 경성의 

대표적 공원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19 이러한 성과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함께 기존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

                                           
18 이유직, “독립공원의 조경사적 의의,” 『한국조경학회지』36(1), 2008, pp.103-115. 

19 김해경, “효창공원의 장소성 변천 해석,” 『서울학연구』36, 2010, pp.79-117. ; 김

해경, “벚꽃을 통해 본 근대행락문화 변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29(4), 2011, 

pp.124-136. ; 김해경, 최현임,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31(4), 2013, pp.95-112. ; 김해경, 김영수, 윤혜진, “설계도서

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31(2), 

2013, pp.103-115. ; 김해경,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전통문화논총』

14, 2014, pp.111-146. ; 김서린, 김해경, 박서린, “근대 사직 공원의 형성과 변천,” 

『한국전통조경학회지』32(4), 2014, pp.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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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들 또한 공원의 ‘조성’ 부분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기

존 연구 성과의 심화된 내용이거나 빠진 부분을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새로운 시각이나 해석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2012, 2013, 2015년에 차례로 남산공원을 다룬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된

다.20 앞선 두 편은 서영애와 손용훈의 연구로 각각 『남산공원설계안(南山

公園設計案)』(1917)을 다룬 것과 1883-1917년의 남산공원 이용을 공간별 

활동 유형으로 살펴본 것이다. 남산공원설계안이라는 중요한 사료를 심도 

있게 다룬 점과 공간의 ‘이용’에 주목한 점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성과를 보

여주고 있다. 하지만 남산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어 본 연구의 주된 시각이

자 관점인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공원을 파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박희성의 2015년 연구는 남산공원의 형성 과정을 신사와 관련 

지어 일제의 토지 수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살펴보고 있다. 남산의 공원

화 과정을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원의 조성에 

주목한 것으로, ‘이용과 인식’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하시모토 세리의 연구는 탑골공원 폐허화와 관련하여 이 문제

를 총독부의 억압과 민족적 차별로만 파악했던 종래의 관점과 달리 ‘조선인

의 저항’으로 초점을 옮겨 문제를 담론화하고 민족적 저항과 관련시킨 바 

                                           
20 손용훈, 서영애, “1917년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의 삼림공원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30(4), 2012, pp.23-31. ; 서영애, 손용훈, “남산공원 태동기

의 공간별 활용 유형-1883~1917년까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

회지』31(1), 2013, pp.28-37. ; 서영애,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울 남산: 산, 공원, 

도성의 다층적 관점으로 』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학위논문, 

2015. ; 박희성, “변화와 변용으로 본 근대기 서울 남산의 공원,” 『한국조경학회지』

43(4), 2015, pp.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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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1  아래로부터 형성된 공원 인식이나 관련 활동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각과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가 다루

고 있는 조선인은 ‘조선인 사회’라는 조직을 구성하는 일부 지도층에만 국한

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더불어 일반 대중을 포함한 조선인 소

외 계층까지 포함시켜 살펴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도시의 일상

을 구성하는 일반 시민이나 대중 개개인의 체험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의 시

선과 이해 방식으로 이 시기 공원에 접근하고자 한다.  

최근의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2000년 이전에 시작된 근대사 연구의 미시

적, 일상적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도

시민, 민중 혹은 대중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중심으로 일상적 소재를 발굴하

고자 한 시도가 근대 도시의 산물이자 일상 생활 영역 속의 소재인 공원에 

주목하게 한 것이다. 공원은 근대 도시의 기반시설이며, 공공성이라는 특성

상 대중성을 지닌 공간이다. 역사학, 국문학,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공원을 

주제로 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공원은 식민지 지배 체제, 

근대 도시 계획, 소비 문화, 그리고 여가, 취미, 교양, 위생 담론서에 다양하

게 등장하면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공원과 관련이 있거나 공원을 연

구 대상으로 삼기도 했지만 주로 문학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22 이들 논의의 중심은 공원의 실재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주로 소설 속 공원

의 표상과 같은 텍스트 속에서 공원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기 다는 점에

                                           
21 하시모토 세리, “공공성의 주체를 둘러싼 식민권력과 '경성부민'의 대립－‘문명’으

로서의 공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35, 2014, pp.395-424. 

22 김주리, “韓國 近代 小說 속 都市公園의 表象,” 『韓國文化』44, 2008, pp.153-

174, 권채린, “근대적 자연 체험과 교양 담론,” 『우리어문연구』39, 2011, p.515-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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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의 목적이나 시각과 차이가 있다.23  

3절. 연구의 내용과 사료 

1. 연구의 시각 

 근대사 연구와 관련하여 ‘일상’에 대한 관심이 고양된 것은 1990년대 후

반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미시사, 일상사, 서발턴의 

연구 등 다양한 신문화사 연구가 국내에 소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24 비슷

한 시기에 한국 사학계에서는 기존의 사회경제사에서 사회사로, 나아가 사

회사에서 문화사로 전환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일상사, 구술사, 기억 연구 

등을 통해 문화사로 연구의 중심이 전환되기 시작했다.25이러한 흐름은 식민

지 근대성 논의와 맞닿아 있다. 종래의 수탈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삶의 다

양한 모습을 경험적 검토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정치적, 경제적 체제나 구조 못지않게 일상적 삶과 문

화적 활동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각과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로버트 홈(Robert Home)이 언급하듯, 도시 건조 환경은 ‘건설 당시의 의

도나 맥락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의 일상생활의 용

법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복잡하고 다중 코드적인 공간’이다.26 공간을 

                                           
23 다만 ‘근대 문학은 식민화의 풍속을 통찰한다’ 는 점에서((이경훈, 『오빠의 탄생: 

한국 근대 문학의 풍속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p.10) 관련 연구들은 본 연구

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24 허영란, “민중운동사 이후의 민중사,” 『역사문제연구』(15), 2005, pp.311-314. 

25 이하나, “1990년대 이후 한국사학계의 방법론적 모색-쟁점, 좌표, 가능성에 대한 

비평적 검토-,” 『시대와 철학』, 2011, p.292. 

26 “while the colonial city was shaped by the forces of colonialism, it was occupied 

by many peoples, and continuously transformed by processes of confli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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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만큼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위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생각

이 공간을 특정한 장소로 형성되게 하며, 그곳에 담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27  

이러한 관점의 핵심 중 하나는 어떠한 선험적 틀이 아닌 경험적 검토를 

통해 역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일제식민지

기 민중 혹은 대중을 투쟁적 민족 투사이거나 근대적 인간이라 규정하지 않

은 채, 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관련 주체를 다양하

게 설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공원의 쓰임과 효용, 총독부와 경성부의 입

장 차이, 재경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원 이용 양상과 인식 차이, 조선인 내 

지도층과 일반 민중의 공원 이용과 인식의 차이 등 공원을 둘러싸고 펼쳐진 

다기한 양상들을 살피고 그 속에서 실제 공원의 의미와 효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일상과 공원이 관계 맺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취

미와 교양, 신여성과 연애, 도시 소외 등과 같은 일상적 소재가 공원 이용 

및 인식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공원에서의 

근대적 체험 그 자체가 일상적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벌어졌던 다

양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그 자체가 당시의 일상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기

                                           

negotiations between colonizers and colonized…the urban built environment was thus 

a complex, multi-coded space continually reinterpreted in everyday usage.” Robert 

Home, Of Planting and Planning: The Making of British Colonial Cities (London & 

New York: E & FN Spon, 1997), p. 219. 

27 “지배권력의 의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연출된 공간…많은 경우 그 공간적 배치는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작동된다. 중요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그 속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다.” 김백영, “식민지 도시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공간사회학적 

문제설정,” 『한국사회사학회』72, 2006,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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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이러한 일상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근대 도시 경성이다. 이 연구에서 ‘도

시’란 물리적 구성이나 체계만큼이나 그 안을 구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활동

들이 그 핵심을 구성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관점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re)의 도시 공간 인식론을 일면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28 르페브르에 따

르면, 공간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29 양적, 물리적 현실로서의 도시

(ville) 대신 ‘도시적인(urbaine) 것’이 실제의 공간적 실천, 즉 도시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 사회(la société urbaine)를 구현한다.30 

공원은 근대 도시의 산물이다. 이전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온 공간들

이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되거나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했다. 공원은 도

시의 골격이나 구조, 즉 그 형태나 그 안에서의 생활양식을 관통하는 주제

라고 볼 수 있다. 공원이 놓여진 맥락과 그것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이해가 

공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28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에 관해서는 『공간의 생산』을 중심으로 르페브르의 

공간론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다음 연구를 참고. 신승원, 『앙리 르페브르의 공

간 이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논문, 2017). 

29 서우석, “앙리 르페브르가 바라본 공간,” 『국토』2, 1999, pp.84-87. 

30 Lefebvre, The Urban Revolution. Trans, Robert Bononn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신승원, 앞의 연구, 재인용,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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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지배 체제의 변화와 경성의 근대 도시화

에 따른 공원의 성립(2장), 전개(3장), 변화(4장)를 다룬다. 이 시기의 경성

은 전근대에서 근대를 맞이했고, 지배 체제 또한 조선 정부에서 일제로 바

뀌었다. 게다가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과 도시 운영 방식은 일관성 없이 가

변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공원을 만드는 일은 국가적 사업으로, 처음에 공원

의 성립은 위에서 아래로 제공되는 성격이 강했던 만큼 정책이나 지배 방식

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또 경성의 근대 도시화 전개에 따라 도시민들

의 근대 개념과 인식, 근대 문물의 수용과 일상 생활의 변화 또한 빠르게 

바뀌어 갔다. 이는 근대 이전의 일상과 중첩되거나 그것을 대체하기도 했지

만, 많은 경우 새롭게 도입된 것이 많았다. 따라서 지배 체제의 변화와 근대 

도시의 형성이라는 변화 속에서 전개된 공원의 성립, 전개, 변화는 시기별로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제

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한다. 

각 장은 크게 두 절로 나뉘는데, 1절에서는 공원의 조성, 2절에서는 공원 

이용과 인식을 다룬다. 각 시기별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 또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각 장의 1절에서는 주로 공원의 계획이

나 구상, 조성 과정 등에서 파악되는 공원에 대한 생각-인식-을 다룬다. 1절

은 2절에서 이용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 담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절에서는 주로 공원 이용 양상과 공원에 대한 대중적 담론의 형성, 즉 일

상 속에서 공원의 이용과 인식을 다룬다. 본 연구는 지배 체제의 변화, 도시

의 근대화, 공원의 성립과 전개라는 다양한 측면이 공원의 이용과 인식을 

형성하거나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지점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각 장 1절

에서 다루는 조성은 지배 체제와 주로 관련되고, 각 장 2절에서 다루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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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인식은 도시 사회의 변화, 새로운 문화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  

2장 1절에서는 창경원, 탑골공원, 남산공원의 성립과 일제가 이들을 활용

했던 측면을 다룬다. 이 공원들은 식민지 초기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

편 재경성 일본인들에게 제공된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공원은 새롭고, 배

워서 익혀야 할 것으로 여겼졌다. 신문과 잡지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이 공

원들의 개념과 특징이 대중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달되었는지 2장 2절에서 

살펴본다. 더불어 근대화나 근대 문물이 주로 위에서 아래로 제공되거나 전

달된 시기였던 만큼, 대중이 공원을 이용하고 공원을 인식한 방식을 일제가 

공원을 활용한 방식과 함께 다룬다. 

3장 1절에서는 1920년대 장충단, 훈련원, 사직단, 효창원을 중심으로 진행

된 도시 공원 사업의 방식, 진행 과정, 결과를 중심으로 1910년대와 비교해 

달라진 도시 공원의 의미와 효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 건설 과

정에서 거의 모든 공원에 설치된 운동장을 다루는데, 그 배경과 함께 공원

과 운동장 사이의 연관성 또한 살펴본다. 더불어 탑골공원과 관련해 ‘문제’

로 등장했던 쟁점들을 총독부의 억압보다는 조선인 사회의 활동에 주목해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공원 이용과 인식을 1920년대 초반과 후반의 변화

를 통해 살펴보는데, 이 주제는 대중의 이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3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다. 3장 2절에서는 191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경성의 근대 도시 문화와 공원이 결합하는 양상을 고찰

한다. 주로 자연, 취미, 교양, 규범, 소비, 연애, 신여성, 광장, 패션 등의 키

워드가 공원과 관련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도시 공원 문화를 형성하고 또 

공원이 이러한 도시 문화 체험의 매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 1절에서는 먼저 1930대와 1940년대에 제도적법적으로 

처음 성립된 근대 도시계획 속에서 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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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1920년대를 지나며 변화해온 지배 체제의 도시 공원 관련 인식을 공

원이 도시에서 갖는 위상과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 또 같은 1절에

서 1930년 이후 진행된 전시 체제로의 변화가 공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살펴본다. 1930년대는 근대 도시의 ‘문제’들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한

데, 이와 관련하여 공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등장을 다룬다. 그러한 인식

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됐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4장 2절에서 다룬

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경성의 공원별 이용 양상을 파악한다. 이는 경성

의 도시 공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인 동시에 앞에서 논의한 바의 실

제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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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 

일제식민지기의 공원의 이용과 인식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는 당시의 신

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한 대중 매체를 주요 사료로 삼는다. 신문과 잡지가 

당시 가장 대중성을 지닌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신문은 일찍부터 대

중의 일상 영역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으며, 31  “사회적 관계를 재조직”하는 

역할을 했던 유행의 선도자이자 지식의 계몽자였으며 예술의 후원자로 평가

받는다. 32  신문은 근대 문물을 전파하고 근대적 삶을 제시했으며, 독자들은 

그러한 새로운 일상 생활 양식을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33 잡지의 경

우 다수의 문예 글 통해 당시의 ‘풍속’을 조망하기에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통속성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중의 ‘취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더

불어 신문의 사진 자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생생하게 당시 공원의 모

습을 재현해 주며, 공원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었는가에 따라 당시의 시선

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중요하다.  

당시의 여러 신문 중 『매일신보(每日申報)』와 『동아일보(東亞日報)』

                                           
31 초기 신문의 판매 부수는 미약했지만, 신문 한 부의 독자가 기백 명에 달했다는 

당시의 보고를 보면, 신문이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영역 속에 꽤 깊이 들어와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정진석, 『韓國言論史』 (서울: 나남, 1990), p.238. 

32 신문은…사회적 관계를 재조직해 갔다. …대중문화가 빈곤했고 지적인 활동무대가 

좁았던 시절, 신문은 유행의 선도자이자 지식의 계몽자였으며 예술의 후원자였다. 

…신문은 첨단의 지식에서 바닥의 통속까지 포괄해 내는 소화력 좋은 위장이었다. 

권보드래, “신문, 1883~1945,” 『오늘의 문예비평』, 2002, p.179.  

33 신문이 실어 나르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일상 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믿게 된

다.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사한 생활 양식을 

가졌으리라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삶 역시 그러해야 하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권보드래, 앞의 연구,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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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매일신보』는 단 한번의 정간이나 폐간 없이 꾸준

히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전체를 관통해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료이

지만, 총독부의 기관지였으므로 왜곡된 논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과 관련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제기된 적은 많

지 않았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사료를 함께 참고한다. 『동아일보』는 

조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으며,『매일신보』와 함께 비교해 사용

한다.  그 외에 『조선일보(朝鮮日報)』, 『황성신문(皇城新聞)』, 『독립신

문(獨立新聞)』을 다룬다.  

잡지로는 『개벽(開闢)』, 『별건곤(別乾坤)』, 『삼천리(三千里)』, 『신문

계(新聞界)』, 『동광(東光)』, 『태극학보(太極學報)』, 『대한흥학보(大韓興

學報)』 , 『신민(新民 )』 , 『서해공론(西海公論』 , 『신동아(新東亞 )』 , 

『중앙(中央 ) 』 , 『The Independent 』를 다룬다.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 

『모던일본』, 『日本植民地史 1朝鮮』, 『日本地理風俗大系』 등도 참고한

다.  

신문이나 잡지는 아니지만 『윤치호 일기(尹致昊日記)』 도 당시의 사사

로운 일상을 포착하는 데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기록을 이용할 

때는 윤치호의 친일 행적을 고려해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그가 정원이나 

공원에 관해 기록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그의 공원 인식은 당시 공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비중을 두고 다룬다.   

도시 조사 및 계획 자료로는 『경성부남산공원설계안(京城府南山公園設計

案)』(1917), 『경성도시계획조사자료(京城都市計劃調査資料)』(1925), 『경

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 (1927), 『 경성도시계획조

사서(京城都市計劃調査書)』(1928),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京城都市計劃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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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調査)』(1932), 『경성시가지계획공원안(京城市街地計劃公園安)』(1940)을 

다룬다. 그 외에 『 순종실록(純宗實錄) 』 , 『 근대건축도면집(近代建築圖面

集)』,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李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 『대한제

국황실비사(大韓帝國皇室祕史)』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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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공원의 성립과 공원 이용 및 인식의 형성 

1절. 1910년대 공원의 성립 

1. 근대 문물의 도입과 공원34 

창경궁의 창경원으로 개조와 변용은 일제가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

던 사업으로 빠르게 진척되어 1910년 이전 개원했다. 대대적인 공사의 규모

나 사업의 진행이 빠르게 진척됐던 것은 이 공간의 쓰임이나 활용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창경원 개원은 경관 연출이나 홍보 차원-이왕가 사진첩, 

귀빈 관람 코스의 구성 등-에서 극적인 연출 효과를 내었으며, 이러한 점들

은 창경원이 선전과 과시를 중심으로 기획된 공간임을 확인시켜준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창경원이 애초에 ‘공원’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일제식민지기에 들어 가장 먼저 일반에 개방된 공원으로서 창경원

의 성립은 초기 공원 이용과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도심 속에 꾸며진 인공의 자연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각종 근대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은 이 시기 공원 문화 형성에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창경궁의 창경원으로의 개조와 변용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발상에서부터 시작됐다.35 고종과 떨어져 홀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순종

의 위안을 명분으로 바로 옆의 창경궁을 원(苑)으로 꾸미는 것으로부터 출

발한다. 1911년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개명되었고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 

                                           
34 창경원에 관한 내용은 필자의 다음 논문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연주, 배정한, “근

대적 도시 공원으로서 창경원,” 『한국조경학회지』 44(4), 2016, pp.14-21. 

35 박소현, “帝國의 취미 :李王家博物館과 일본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美術史論

壇』18,200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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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하였다.36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날에는 일반에 개방하

도록 했다.37 

옛 왕실의 공간을 공원, 즉 대중에게 개방한 사례는 서구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다. 유럽의 첫 도시 공원은 중세 사슴 사냥터에 시민들의 출입

을 허가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런던은 그리니치(Greenwich, 1433), 세인트

제임스(St. James’, 1532), 하이드(Hide, 1536), 리치몬드(Richmond, 1637)와 

같은 왕립공원(Royal park)이 다수 존재했으며, 그 가치는 ‘위대한 자연의 

아름다움, 전원의 공기’를 도시(town)로 가져온 데 있었다.38  

일제 식민지기에도 ‘궁궐의 공원화’는 자원과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

속적으로 주장된 바 있는데,39 이러한 공원 건설을 포함한 식민지 조선의 근

대화는 그 주체가 일제, 즉 외부 세력에 의해 성립했으며, 서구를 모델로 일

본에서 행했던 사례를 다시 조선에서 반복했던 식민지 3자 구조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의 성격은 우리나라 근

대 공원사를 ‘식민 도시’라든지 ‘식민성’을 염두에 둔 채 전개해야 할 필요를 

낳는데, 창경궁의 창경원으로의 개조변용한 사례는 그러한 복잡한 체제, 사

                                           
36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 창경원으로 통칭한다. -『순종실록 부록』 1911년 4월 

26일. 

37 창경원이 어원(御苑)으로 기획된 것인지, 애초에 일반 개방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중적 개방을 염두에 두고 궁을 원으로 개조, 변용한 것으로 연구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38  Karen R. Jones, and John Wills, The Invention of the Park: Recreational 

Landscapes from the Garden of Eden to Disney's Magic Kingdom, (Cambridge: 

Blackwell publish, 2005), p.39 

39 大京城 公園으로 景福宮 開放說 –『매일신보』 1923년 11월 13일. ; 늘어가는 

大京城 에 새公園 候補地(창덕궁) -『매일신보』 193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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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문화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식민지기 맨 처음 개방된 공원으로서 함의

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창경원의 모델로는 일본의 우에노공원(上野公園)이 주목된다. 앞

선 논의에서 창경원 건설이 도쿄 우에노공원의 박물관, 그리고 동물원 설치

를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에도(江戸) 시대의 의미 있는 장소를 공원화 하면

서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도서관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메이지(明治) 일본

의 공간 지배 방식이었다고 했던 부분이 주목된다. 그리고 과거 기억의 변

형과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대중은 과거를 향수함과 동시에 ‘무시’하면서 

근대를 ‘향유’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40 

창경원의 모델로 우에노공원이 거론되며 비교된다는 점은 이곳이 공원으

로 기획되었음을 방증한다. 이후 궁궐의 공원화 주장이 계획해서 나왔던 점 

또한 최초의 사례로서 창경원의 개조변용이 공원화로 간주되도록 한다. 그

리고 다음에 살펴볼 초창기 도면의 공간 구성과 기획에서도 그러한 측면이 

발견되고 있다.41  

                                           
40 우동선, “창경원과 우에노공원, 그리고 메이지의 공간 지배,” 우동선, 박성진 외,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파주: 효형출판, 2009), p.209, p.215, pp.232-233.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우에노공원은 전통과의 단절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하고자 했으며, 재배치된 과거는 전통으로서 되살아난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 우에노공원을 전통과 근대가 접속하는 공간, 근대적 형식 속에서 일본

의 원풍경을 확인하는 공간이라고도 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 박물관, 미술관에서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고 연못과 벚꽃으로 일본의 풍정(風情)을 즐기는 자들, 혹은 

가족들과 서양식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간에이지를 참배하는 자들-을 들고 있다. 

조경희, “도쿄 우에노의 로컬리티 형성과 이동하는 하층민,” 『사회와역사』97, 2013, 

p.186. 

41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목 외, 『 근대건축도면집 』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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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도면에서 이미 건물은 많이 헐린 모습이다. 구불구불한 길을 내고 

대규모의 신설지(新設池)를 배치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또 이후 박물관이 

들어설 자리였던 통명전(通明殿) 뒤편 언덕을 과수원으로 계획하고 있던 점

도 주목된다(그림2-1). 구불구불한 산책로와 연못, 그리고 과수원과 같은 요

소들은 당시 근대적 공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들이다. 42 이 세 가지는 

독립공원 조성 때에 서재필이 그리고 있던 이상적인 공원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실용적 목적을 담은 과수원의 도입은 당시의 근대적 도시 

공원에서는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부분이다. 43  더불어 1917년 혼다세로쿠(本

多稱六)의 남산공원설계안에서 거론되었던 신시설(新施設) 중에도 마찬가지

로 과수원 및 화훼원이 포함되어 이었다.44  

 

                                           

2009), p.13, p.155. 

42 한편 이러한 성격은 파라다이스(Paradise)로 불리는 고대 앗사리아(Assyria)의 희

귀한 식물들과 과수들이 우거져 있던 도시 공원 경관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Julia S.Berral, The Garden: An Illustrated History from Ancient Egypt to the 

Present Day (London: Thames&Hudson, 1966), p.28 

43 …the advisability establishing a public park near the city for experimenting in the 

cultivation of fruit trees, forestry, flowering plants and various foreign shrub. …

『The Korean Repository』5(8), 1898년 8월. ; …imagine the stream confined neat 

stone walls and spanned at intervals by bridges, a line of willows along either side 

with a fine drive beneath them where either carriages or bicycles could be used; then 

with the land on either side the stream back to hills, and perhaps part way up their 

sides, smoothed off, … -『The Independent』1896년 7월 2일. 

44 本多稱六, 『京城府南山公園設計案』, (京城: 京城府, 1917), 목차- 1.한양공원 기

념원단, 2. 과수원 및 화훼원, 3. 가축원, 4. 대전망대 일명 파노라마단, 5. 록원(사슴

원), 6. 천연식물원, 7. 꿩림, 8. 대소운동장 및 장충단, 9.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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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창경궁급비원평면도(昌慶宮及秘苑平面圖) (1908),  

a와 a’: 수경관, b: 과수원, c:식물원, d: 동물원, 출처: 『근대건축도면집』.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의 경우 초기 도면(1908)에서는 면적만 거론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없었다. 이후 1911년 도면에서 그 형태

와 배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에는 원래 과수원을 계획했던 언

덕 자리에 박물관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세부적인 동선 또한 

그려 넣었는데, 기존의 구불구불한 산책로 사이사이로 길을 내고 있으며 사

실상 창경원의 전체적인 골격은 이때 거의 완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에는 이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공간을 완성해 나갔다(그

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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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面圖)(1911),  

a와a’: 수경관, b: 박물관, c: 식물원, d: 동물원, 출처:『근대건축도면집』. 

 

이후 창경원이 공원으로 이용되고 인식되었던 측면은 다른 도시 공원들을 

언급할 때 함께 포함시켜 언급하고 있었다거나, 45  자연을 중심으로 즐기는 

도시 행락의 많은 부분을 공원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장소로 창

경원이 손꼽히던 교집합이나,46 또 1930년대 ‘아동’을 위한 공원의 역할이나 

필요성이 강조될 즈음 시내 공원들 중 가장 먼저 창경원에 아동유원지가 마

                                           
45  남부에 남산공원, 장충단공원, 북부에 파고다공원, 창경원이 잇서 경성부민의 휴

게소가 되고 오락장이... -『동아일보』1929년 6월 27일. 

…南部에 南山公園, 奬忠壇公園, 北部에 “파고다” 公園, 昌慶苑이이서 京城府民의 

休憩所가 되고 娛樂場이 되기….” -『동아일보』1929년 6월 27일. 

46  먼저 시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탑골공원이라 하겠다. 비록 규모가 적다 하나 

걸음을 많이 걷지 아니하는 대신에 가족이나 다리고 잠시 산보하기에는 매우 단아

한 처소라 하겠으며... 아모리 하야도 꽃구경으로는 창경원과 장충단이 가장 좋을 

듯하며 창경원의 벚꽃과 장충단의 개나리는 지금이 한참이라. 오늘 공(휴)일을 이용

하여 구경꾼이 많을 것은 물론인데 창경원에는 각 학교의 단체 구경도 많이 잇스리

라하며 장충단에는 운동회도 두어 곳이나 열린다하니 매우 번창할 모양이오 -『동

아일보』 1922년 4월 23일. 더불어 이 논문의 3장 2절 (1)과 (3)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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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47  1930년대 윤치호가 회고적으로 적고 있는 

다음의 글은 일제식민지기 창경원이 경성의 도시 공원으로 자리잡았음을 보

여준다.  

 

…이 정원 혹은 공원은 궁궐 벽 안쪽 야생의 나무가 우거진 평원에 불과했다. …

이 땅에는 예술적 측면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이 공원

은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 아동 운동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벚꽃 나무들의 훌

륭한 수집 등을 지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연중 거의 내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이(李) 왕조가 500년간 결코 생각지 못했던 이 유용하고도 예술

적인 개선들, 이것들을 지난 25년에 걸쳐 이뤄낸 일본인들의 자랑을 누가 비난할 

것인가?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윤치

호일기』1935년 12월 16일 

 

1912년 발행된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李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帖)』

에서는 창경원 조성 이전과 이후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다. 먼저 반쯤 헐려 

있는 명전전과 그 앞으로 풀이 무성히 자란 모습이 보이며, 이후 이 일대를 

정리하여 박물관으로 꾸민 장면이 병치되어 있다. 정비된 모습에서는 명정

전 앞 품계석만을 남기고 주변이 모두 정리되어 품계석을 따라 일렬로 식수

가 이루어졌고 그 주변에 잔디가 깔려있다. 그리고 명정전 오른편 언덕으로 

박물관 본관의 모습이 보인다. 또 다른 한 쌍의 사진에서는 친경지로 사용

되던 토지 주변의 공사 현장이 담긴 모습과 이후 연못을 만들고 수궁(水宮)

과 식물원을 지어 주변을 풍성한 식재로 꾸민 모습이 병치되어 있다. 이렇

게 비교된 사진 속 모습을 통해 과거 폐허와도 같던 창경궁이 일본의 손을 

                                           
47 이 논문의 4장 2절 (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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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근대적 면모를 갖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볼 수 있다. 조선 왕

실은 낡고, 지나간, 폐허와 같은 이미지로, 일본은 근대적 문물을 갖춘 발달

된 이미지로 상정되었다(그림2-3).  

 

 

(그림2-3) 창경원 조성 이전(좌)과 이후(우),  

출처: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 

 

창경원 개원 직후부터 1910년대 창경원에 내∙외의 고위 관직자를 비롯한 

해외 사절단(혹은 사신)의 방문을 알리는 기사가 여러 차례 눈에 띈다. 특별

한 손님으로 보이는 이들의 방문 계획과 일정, 혹은 방문이 취소되거나 일

정이 변경된 사항까지 자세히 보도가 되고 있다. 48  이 시기『매일신보』엣 

‘창경원’으로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수도 많지 않으며, 위와 같은 특별

한 관람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49  

                                           
48 遞番兵丁 창경원 동식물원 구경 -『매일신보』1909년 11월 12일. ; 창경궁…외

국인 사절단 관람 취소 -『매일신보』1910년 4월 14일. ; 入京한 라마승 일행, 朝

鮮銀行을 보고, 절을 이렇게 지었으면, … -『매일신보』1918년 4월 3일. 馬政장관 

일정 -『매일신보』1918년 5월 31일. 

49 동물원 혹은 식물원으로 검색할 경우 주로 진귀한 동∙식물의 소식을 알리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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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창경원과 창덕궁 비원을 관람하는 한편 순종과의 만남이 주선되고 

있었는데, 관련하여 일본인 관리의 다음 기록이 눈에 띈다.  

 

고미야 차관은… “조선 병합에 대해 외국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 국가와 

황실에서 이왕가를 얼마나 융숭하게 예우하고 있는지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다. 

우리는 먼저 이 오해를 일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왕가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

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창덕궁을 투명한 유리그릇 속에 담긴 물체처럼 누구

나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이왕가의 현재를 알

리려 힘을 기울였다.50  

 

자신들의 비호 아래 근대화를 이룬 조선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

는 모습이다. 창경원과 더불어 왕이 사는 공간, 그리고 왕 자신까지 모두 

‘전시’된 상황으로 보인다. 또 순종이 창경원을 이용하는 모습이 신문에 실

려 나가기도 했다.51 

                                           

이 많고, 마찬가지로 장교의 방문이나(『매일신보』1913년 4월 9일) 학생 단체의 

수학여행(『매일신보』1905년 08월 11일) 등이 눈에 띈다. 동물원을 중심으로 공간

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다음 연구를 참고. 서태정, “대한제국기 일제의 동물원 설

립과 그 성격,” 『한국 근현대사 연구』68, 2014, pp. 7-42. 

50 權藤四郞介, 李王宮秘史, 이언숙 역, 『대한제국 황실비사: 창덕궁에서 15년간 순

종황제의 측근으로 일한 어느 일본 관리의 회고록』 (서울: 이마고, 2007), p.118. 

51 昨今의 李王殿下/창경원에동가하셔셔운동을하서… 리왕뎐하께셔난 수일간식 격하

셔셔 갓금비원에 등가하셔서 회하시며 또잇더굼 챵경원에도동가하사 울적하신 회포

를봄빗에 싯쳐버리시난대 일젼에난 챵경원에 시민들이만히 관람하난동안에 잠간단

여오셨다 아며 요지음도 비원에난 물론이오챵경원에도 일반시민이나간오후네시이면

갓금동가하셔서 봄빗을보신다고 측문되더라 –『매일신보』1921년 4월 29일.  

봄과 가을에 창덕궁 후원의 꽃과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 무렵에는 상궁들을 이끌고 

행차하시어 산책을 하셨으며, 식물원이나 동물원을 둘러보시면서 대자연의 풍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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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 경성에 방문했을 당시 창경원을 관람하면서 하마를 사진 촬영하는 

모습이 신문에 크게 실려 보도되었던 것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 존재 자체로 조선을 상징했던 왕이 자신들이 시혜한 근대 문물을 보고 

크게 감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그림2-4). 같은 날 기사에

서 총독관저를 방문한 모습과 학교 순람, 미술 공장 등을 다녀간 내용, 또 

일본요리를 “미술적이다, 담백하다, 맛있다고…비상히 만족하심” 이라고 큰 

글씨로 써서 전달하며 일본 문화에 대한 호감과 인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

리고 일제의 이 같은 창경원 선전의 방식은 조선의 ‘왕’이라는 절대적 가치

를 지닌 인물이 근대 문물에 승복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시’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2-4) 하마를 촬영하는 이왕, 출처:『매일신보』1918년 1월 12일. 

 

 

                                           

바라보고 귀여운 새소리를 들으시면서 즐거워하셨다. 權藤四郞介, 李王宮秘史, 이언

숙 역, 앞의 책,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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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창경원 개원이 전시적 효과만을 노린 기획은 아니었다. 이미 경성에 

자리잡고 있던 재경 일본인들은 본국에서처럼 이곳에서도 오락이나 여가 시

설을 갖게 되길 희망했고, 창경원이 그들에게는 유익한 취미 시설로 환영 

받고 있었던 것처럼, 창경원은 일본인 시민들에게는 일찍이 복지 시설로 받

아들여지고 있었다.52 물론 조선인들도 누구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었

다.  

하지만 아직까지 휴일 혹은 여가라는 개념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돈

을 내고 놀이를 즐긴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했을 것이며, 또 창

경원 이용 시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는데,53 그 중에서 특히 ‘옷을 잘 입어

야 한다’는 것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가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니었으리

라 판단된다. 비슷하게 19세기 유럽에서 부유층이 하층민의 공원 이용을 막

기 위해 열쇠를 배급하거나 입장료를 지불하도록 했거나 울타리를 만들고 

문지기를 두어 엄격한 드레스 코드를 적용해 출입을 통제했거나, 또 관리인

을 두어 잔디밭에 들어가거나 공원 내에서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감시했

던 등의 공원 이용 제한을 두기도 했다.54  

1917년에는 처음으로 단체는 입장료를 반값으로 할인해 준다는 정책이 

나오고, 이후 신문에 보도 되는 창경원 방문 집단의 성격은 이전까지 고위

                                           
52 문경연, “식민지 근대와 ‘취미’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7, 2011, pp.52-53. 

53  어원종람의 규정/ 광질이나 감취자(酣醉者) 및 칠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부수치 

아니한 자는 입원을 금지. …종람은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은 제외한 매일, 시간은 

오전 여덟시-오후 다섯시, 종람인은 다음을 주의 추루한 의복을 입어서는 안 됨, 원

내에서는 정숙, 담배나 음식물은 정해진 휴게소에서만, …. –『황성신문』1909년 11

월 3일.  

54 Julia S.Berral, Ibid,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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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위주였던 것에서 학생 단체, 기자 단체, 나아가 부인 단체 등으로 보다 

대중적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보다 앞선 식민

지 초기에는 창경원 이용이 특별한 방문을 위주로 한 대외적 선전의 성격이 

강했던 점을 다시 한번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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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제국기의 계승과 변용 

탑골공원은 이 시기 건설했던 경성 시내의 도시 공원들 중 거의 유일하게 

전체 부지가 새롭게 조성된 공원으로 볼 수 있다. 1925년 작성된 경성도시

계획조사자료(京城都市計劃調査資料)에서 확인되는 당시 경성의 공원은 남

산공원, 장충단공원, 훈련원공원, 사직단공원, 효창원공원, 파고다공원, 만철

공원(滿鐵公園: 철도공원, 여기에서 滿鐵은 ‘남만주 철도’라는 뜻, 이하 철

도공원으로 통일)이 있다. 55  이 중에서 철도공원을 제외하고, 56  나머지는 기

존 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진 공원이다. 훈련원공원이 경성운동장이 되면서 

확장된 공간이 민가를 철거하고 새롭게 확보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부일 뿐이며 부지 대부분은 원래 훈련원으로 주로 운동회장으로 쓰이던 

곳이다. 57  경성시가지계획공원안(1940)의 경성부내공원현황일람표(京城府內

公園現況一覽表)에서는 삼청공원(三淸公園)과 앵정공원(櫻井公園)-계획이 

추가됐는데, 이 두 곳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행락 장소로 쓰이던 자연 지역

을 공원으로 지정한 것들이다.58 

                                           
55 京城府, 『京城都市計画調査資料』 (京城: 京城府, 1925). 

56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서 조성하고 총독부 철도국에서 운영

했던 이 공원은 사실상 운동장 혹은 광장으로 볼 수 있다. 신문 기사 검색 결과 주

로 운동회장으로 쓰였고, 잡지 기사에서도 별다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존재

에 대해서만 언급될 뿐이고,(예를 들어, “…市街로 향하엿다. 鐵道公園압흘 지나 途

中 左側으로…”-『개벽』1921년 11월 1일) 이 시기 여타의 공원들에서처럼 행락, 

연애 등의 장소로는 쓰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경성시가지계획공원결정안

에서는 운동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57 근소한 撤去料로 離散의 悲運에 陷한 2백명의 貧民群, 운동장문제는 해결되었다. 

-『매일신보』1925년 3월 25일. 

58 朝鮮總督府, 『京城市街地計劃公園案』(京城: 總督府,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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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은 대한제국기 도시개조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현재까지 공원으

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으로 볼 수 있으며,59 앞서 살펴본 것처

럼 경성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공원이다. 3.1운동의 발상지로서 탑골공원이 민족을 상징하는 공원이었던 부

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앞선 식민지 초기의 탑골공원은 일

제가 자신들의 근대화된 문명을 ‘시혜’한 현장으로 성립하고 있었다. 일제는 

탑골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는 일제 통치 초기 종로를 배

제하는 것이 아닌 장악하려 했던 도시 운영 전략과도 연결된다.60 이러한 맥

락에서 식민지 초기 탑골공원의 도시적 위상과 역할을 밝히면서 일제가 공

원을 어떻게 ‘시혜적 공간’으로 선전하고 있었는지 그 양상을 파악하도록 한

다.  

대한제국기 도시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탑골공원의 조성은 주변

민가를 철거하면서 시내 한 가운데 공원을 건설한 만큼 근대적 도시에서 공

원이 지니는 위상과 가치에 대한 지도층의 확신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지

도층의 적극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담을 두르고 문을 닫은 채로 

개원했지만 공원이 처음 서울(당시 한성)에 등장했을 때, 시민들이 눈으로 

공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점은 의미 있게 생각된다. 당시 서구 문물을 직

접 체험하고 그곳에만 존재했던 공원, 즉 도심에 인공적으로 꾸며진 자연이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었던 사람은 조선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다. 

                                           
59 비슷한 시기 독립공원이 구체적인 구상안까지 등장했음에도 실제 조성된 부분은 

거의 확인이 어려우며 어떤 기록이나 사진에서도 공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60 “식민화 초기 권력 수뇌부의 도시공간 운용 전략이 종로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

니라 적극적으로 ‘침략’하여 도시공간을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

다.” 김백영, “식민지 동화주의와 공간정치,” 『인천학 연구』11, 2009,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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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공원의 출현은 설사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존재가 확인된 자체로 큰 이슈가 되었을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

을 것 또한 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탑골공원은 점차적으로 일반에 개방되었다. 먼저 1911년에는 제한적으로 

개방-일요일에만-했고, 1913년부터는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

만 시간을 정해 공원 문을 여닫는 식으로 운영 했는데,61 같은 해 전등 설비

가 마무리 된 후에는 야간에도 개방하도록 했다.62 일반에 개방하기 이전까

지 기존 공간에 추가로 설비를 했으며,63 창경원과 마찬가지로 해외 기사단, 

장교, 장군 등이 경성을 돌아보는 코스에 포함되어 소개되고 있었다.64 또 비

공개 연회가 이곳에서 열렸던 것이 확인되기도 한다.65 

                                           
61 하계(7월 1일-9월 30일)에는 오전 8시-오후 7시, 동계(10월 1일-2월 28일)에는 

오전 9시-오후 4시, 춘계(3월 1일-6월 30일)에는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개방했다. 

강신용, 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구: 대왕사, 2004), p.91. 

62 塔洞公園 주야 개방, 탑골공원을 밤낮 열어, 일반시민의 환영할 일 -『매일신보』

1913년 8월 28일. 

63 이 시기 공원의 물리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도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파

악하고 있는 다음 논문을 참고. 김해경, 김영수, 윤혜진,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한국전통조경학회지』31(2), 2013, pp.103-115. 

64 罷工援助 -『대한매일신보』1909년 8월 5일. ; 해외에 식견이 있는 기자 연합, 

탑골공원 -『대한매일신보』1909년 10월 20일. ; 將校의 견학 순서: 경복궁, 창덕

궁 비원, 박물관, 동식물원, 조선총독부병원, 파고다공원, 경성호텔, 남산 -『매일신

보』1912년 1월 20일. ; 루본장군 巡覽 -『매일신보』1913년 3월 4일. ; 將校下士

卒 견학 -『매일신보』1913년 3월 9일. ; 세계관광단 입경 -『매일신보』1913년 4

월 25일. 

65 A week ago, Mr. Ecker, the bandmaster of the Korean military Band, in issuing 

invitation to a musical entertainment to be given in the Pagoda Park, …the band is 

Korean. The Park is Korean. A large number of the guests were Koreans. –『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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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개방 이후, 다음에 살펴볼 몇 가지 내용을 통해 탑골공원은 시

혜적 차원에서 제공 된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제 통치 후 면목을 일

신하고 새롭게 탄생한 공원 사례를 선전하며, 이것이 미개한 조선인을 문명

적 차원에서 교화시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다음 신문 기사에 실린 장문의 글이 살펴보면, 공원은 개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공에 속한 것이며, 사람이 많은 곳(도시)은 공기가 불결하여 

공공이 휴식할 곳, 즉 깨끗한 공기를 마실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공원이 필

요하다고 말해 공원의 개념이나 목적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문

명 열강(서구)은 공원 제도가 잘 되어 있어 큰 도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

에도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여가 시간에 왕래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피곤한 기운을 없애 위생상 얻는 것이 많다고 한다. 66 

그런데 조선에는 공원 제도가 없고 개인 소유의 원(園)이 있지만 일반 사

람들은 출입할 수 없으며, 십 수년 전 창설한 탑골공원도 인민의 통행을 금

하다가 최근 개방 하여 공공의 관람의 허락했는데, 그 이용에 있어서 부주

의함을 하나씩 지적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은 공덕심(公德心)이 부족해 통행

                                           

일기』1906년 6월 16일. 

66  사설 公園에 對 야/ 大抵公園이라 은如何히設立 얏던지一個人의私物이안

이라卽公共에屬 者이니然 卽此 不可不公共의心으로愛護 지라若此 已의私

有가안이라 야愛護의心이薄弱 던지或損害 生케 던지 면此 公德心이無

者이라 야도可 지라/ 鳴呼-라絶島竆巷에在 야麋鹿爲伴 야一生을孤陋自終코

쎠 진 已矣어니와稍히部落을成 以上에 不可不道德을計 지라地方山水에

空氣가淸新 야特別 公園이無 지라도足히閑舒 得 거니와人物이複雜 地

自然空氣가不潔 야公共의休息 所가無 則此卽公園의設立 바이라/ 然 則公園

을愛護 心은彼我가同一 지라故로文明列邦은公園의制度가宏壯 야大都勝地

勿論이오其他小地方이라도必一座公園이有 야一般人民이業務餘暇에散步來往

야新鮮 空氣 吸 며疲困 精力을歇 야衛生上多大 裨益을得 … -

『매일신보』 191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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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 보행이 고르지 못하여(不整) 장애를 만든다거나 꽃나무를 꺾는 등

의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앉거나 서 있지 않아 타인의 편의를 방해하기도 

하며, 심지어 공원에서 잠을 자거나 방뇨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덕심을 길러 공공물이라도 필히 아껴 사용 할 것임

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에는 없던 공원이 제도적으로 탄생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일제이며, 이조차 매너가 부족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

선인을 비난하면서, 마지막에는 공공심(公共心)을 기를 것을 당부하는 것으

로 글을 마치고 있다. 자신들은 공원이라는 근대적 시설의 시혜자이며, 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 조차 갖추지 못한 조선인의 미개함을 

꾸짖고 있다.67 

또 일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는 공원에 있는 ‘탑’에 관한 것이었는데, 

고적 혹은 유물을 ‘방치’했던 조선의 미개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공원을 꾸며 

                                           
67  …朝鮮은自來公園의制度가無 고但數座의私園이有 나此 人民의出入을嚴禁

야人民은更히一個의遊息之所가無 얏스니複雜 烟火裡에쎠엇지惰鬱을禁 얏

스리오/ 一般人民은習慣에依 야其苦況을不覺 얏거니와天候가不調 時 種々

疾異이流行 도亦 基鬱氣에쎠起因 者가多 지라然하나人民의程度가低 야此

의思想이無 고國家에쎠도亦此 의施設리無 얏도다/ 何幸十數年以前에京城中央

에塔洞公園을刱設 얏스되此 卽一家의私有物과如히晝夜閉却 고人民의通行을

禁止 더니近者에 此 放開 야公共의觀覽을許 지라如 無前의公共遊息之所

得 얏스니亦公共의心으로此 愛護 지라/ 然 則一般人民은此와然 나人民의

公德心이薄弱 야個個히他家物로知 通行 時에도步列이不整 야多數

障碍 作 며花木을折傷 弊端이種々 며或坐立이無常 야他人의便宜를妨

害 며甚至 於亂睡가滿庭 고或放嫋 者도有 니此가엇지明園을待遇 이리오/ 

是以로往々看守者의制裁 受 니엇지自愧치안이 리오文明列邦은凡百程度가極

度에達 얏 거니와至於小兒라도公園에入 면三々五々가作隊 야各種遊嬉 作

時에或一兒가花枝 誤折 면互相加責 야曰爾가此花 折 면後人이更히何 見

리오 니基程度가果然何如 뇨… -『매일신보』 191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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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진가를 발휘하도록 한 일제의 문명화 사업을 선전하고 있었다. 이러

한 내용을 경성유람기를 비롯한 외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는데, 

다음에서는 그 맥락을 살펴 당시 공원에 부여된 의미나 그것이 활용되는 방

식을 살펴보도록 한다.68  

경성유람기는 1917년 신문계에 발표된 소설로69 조선공진회(朝鮮物産共進

會, 1915)를 70  선전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71  함경도로 낙향했다 23년만에 

경성을 찾은 이승지, 이승지의 노비였으나 동경 유학 후 돌아와 성공한 경

제가-금융조합 금융인-, 그리고 발명가를 꿈꾸는 제 3세대 어성룡이 식민 

통치 이후 변화된 경성의 곳곳을 견학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를 마주하는 

태도는 무조건적인 찬양으로 일관된다.72 

                                           
68 …鳴呼-라朝鮮人의程度로思 면雖老成男女라도此에不能 지니엇지自愧치안이

리오一般男女 此에鑑 야公德心을長養 야凡他公共物이라도必公共愛護 지

로다. -『매일신보』 1914년 6월 28일. 

69 신문계(1913부터, 반도시론으로 전신하여 1919까지)는 식민 통치 이념과 총독부 

정책, 식민지화 이후의 발전과 실업(実業)의 강조-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식민 지

배의 가치를 전파하는 친일 잡지이다. 

70 조선물산공진회는 일제가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과시 효과를 노리고 조선의 각종 

(근대) 문물을 전시하는 장으로 경복궁에 마련했다. 식민 지배 후 조선이 얼마나 진

보했는지를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산업, 교육, 위생, 토목, 교통, 경제 등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 박람회는 전국적인 행사로 기획됐으며 심지어 일본 

본국에서도 관람객들이 찾아왔다. 한편 이러한 박람회의 현장으로서 경성은 그 자

체로 또한 근대적 볼거리로 제공되고 있었다. 

71 권보드래, “1910년대 ‘新文’의 구상과 「경성유람기」,” 『서울학연구』(18), 2002, 

p.121. 

72 『경성유람기』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 1910년대: 권보드래, “경성유람기(京城遊

覽記),” 『민족문학사연구』16(1), 2000, pp.322-346. ; 권보드래, “1910년대 '新文'의 

구상과『『경성유람기』,” 『서울학연구』(18), 2002,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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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전차를 타고 경성에서 돌아본 곳으로 동대문, 종로, 학교, 병원, 은

행, 교회, 관청, 남대문, 매일신보사, 남대문 시장, 박문서관, 경성우편국, 청

목당(靑木堂), 파고다 공원, 극장, 명월관(明月館), 창덕궁 동물원, 미술공장, 

동아연초주식회사 등이 있다. 탑골공원에 관해서는 식민지 전과 후를 비교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경성유람기] 그 길로 …파고다 公園에 드러가…古奇한 玉塔과 圓覺社 碑石을 바

라보더니…前日 담모퉁이에 있을 때와 지금 美觀한 公園에 있을 때가 대단히 달

라, 더욱 奇異하고 더욱 巧妙하여…경성이 비록 繁華키는 하나, 水石의 趣味가 시

골만 못할까 하였더니, 이러한 公園이 있어서, 鬱寂한 懷抱를 젹이 慰勞하겠네, 

京城에 公園은 몇 곳이나 되는가, 南山위에 南山公園과 漢陽公園이 있으나, 아직 

設備가 완전치 못하여 可히 公園이라 할 가치가 없습니다, 外國을 볼 것 같으면 

山을 다듬고 물을 돌려 琪花瑤草를 심으고, 怪岩古石을 벌려놓은 사이에…거울 

같은 연못 위에 噴水塔이 안개를 뿜어… -『신문계』1917년 2월 

 

탑골공원을 경성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공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능에 대

해서는 주로 자연을 탐미하고 마음에 안정을 도모하는 곳으로 적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공원에 대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데, 그 모습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꾼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산과 물(개울), 꽃과 나무, 수석과 분수

탑과 같은 것들을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열거하면서 이처럼 화려한 자연적 

취미를 반영한 공간을 이상적인 공원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

간이 경성에 있게 된 것은 일제가 행한 일로, 도회의 울적한 회포를 위로하

도록 해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탑을 담 모퉁이에 그냥 두었던 때

와 공원으로 꾸며진 공간에 있을 때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일제가 행

한 사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상기시키고 있다.  



３９ 

비슷한 맥락에서 윤치호의 다음 글이 주목된다. 뉴욕 타임즈 특파원이 쓴 

‘일본인이 조선에서 행한 자선사업 운운하는 기사’에서 조선인들에게 에너지

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로 ‘서울 파고다공원 탑의 상부 3층 

옥개석을 조선인들이 계속 방치해온 사실’ 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도 했다.73  

 

 

 

 

 

 

 

(그림 2-5) (좌) 拓殖博覽會出品物, 파고다공원 내 休憩室模型, 출처:『매일신

보』1912년 10월 17일. (우) 拓殖博覽會出品物, 파고다공원 내 休憩室模型, 

출처:『매일신보』1912년 10월 23일. 

                                           
73 어제 발간된 『서울 프레스』에는 『뉴욕 타임즈』의 특파원이 쓴, 일본인이 조

선에서 행한 자선사업 운운하는 기사가 실렸다. 도로부설, 조림사업, 훌륭한 공공건

물 설립 등 일본의 조선 통치를 옹호하는 일본인이 떠드는 판에 박은 주장을 되풀

이한 기사였다. 기고자는 조선 민족에게 에너지와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로 300여년 전에 일본 침략자들이 땅바닥에 버려둔 서울 파고다공원 탑의 상부 

3층 옥개석을 조선인들이 계속 방치해온 사실을 들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

다. -『윤치호일기』1920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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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912년 동경 척식박람회(拓殖博覽會)에 탑골공원의 탑과 휴게실 모형

을 출품작으로 전시하고, 이를 촬영하여 다시 매일신보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그림2-5). 이처럼 일제는 탑골공원 설비와 탑에 관한 부분을 외국, 일

본 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자신들의 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관련하여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일제는 시혜자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명하고자 

했으며, 이는 근대, 진보, 문명으로 자신들을 상정하고 전근대, 낙후, 미개로 

조선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대∙내적으로 홍보하면서 자신들

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는 논의가 주목된

다.74  

공원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던 부분은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

다 화려한 사진과 함께 공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세련된 풍으로 종종 그림이나 합성된 사진과 함께 

각종 미사여구를 적고 있다. 몇 가지를 언급해 보면, -경성 중앙의 조그마한 

별천지, 맑고 상쾌하고 엄숙하고 고상한 가을의 흥, 맑은 향기 공원에 가득, 

지터가는 여름빗, 석양, 봄빗, 설경, 수련, 사쿠라, 라익락, 정향꽃- 등이 있

다(그림2-6).  

 

                                           
74 관련하여 다음 논의를 참고. 일본은 시혜-수혜의 관계를 상상함으로써 한반도와

의 관계를 해결해 가고자 했으며, 불완전한 제도적 능력을 보완해 갈 필요를 그런 

상상력에서 구했다.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매일신보』를 통

해 본 한국 근대의 사회·문화 키워드』 (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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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음의 탑골공원」, 

출처:『매일신보』1914 년 11 월 4 일 

「공원의 봄빗」, 

출처:『매일신보』1916 년 3 월 16 일. 

  

「탑골공원의 라이락크」, 

출처:『매일신보』1916 년 5 월 5 일. 

「한적한 탑골공원의 석양」, 

출처:『매일신보』1916 년 1 월 21 일. 

  

「탑골공원의 봄빗」, 

출처:『매일신보』1919 년 4 월 21 일. 

「파고다공원의 평화로운 경치」, 

출처:『매일신보』1920 년 12 월 29 일. 

  

「요사이의 탑골공원」, 

출처:『매일신보』1915 년 6 월 30 일. 

「탑골공원 새로운 음악당」, 

출처:『매일신보』1916 년 3 월 17 일. 

(그림2-6) 탑골공원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   



４２ 

3.  남산의 공원화 

남산공원은 몇 가지 점에서 창경원, 탑골공원과는 차별된다. 먼저 거류지 

공원으로서 왜성대공원이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점, 왜성대 및 한양공원의 

관리∙운용이 일본민단(居留民團)에 의해 이뤄졌던 점, 75  ‘산’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공원이 되었던 점, 신사 공원에서 출발했으며 1925년 

조선신궁이 남산에 건립된 점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식민지기 

초기 남산공원을 다른 공원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도시 공원 사례’로 성립하

도록 했다.  

특히 남산 공원은 줄곧 신사와 함께 논의되어 왔으며, 1925년 조선신궁 

건립 이후의 ‘공원으로서의 남산’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많지 않다. 하지

만 이후 남산공원은 장충단공원과 함께 남촌의 대표적인 시내 공원으로 여

겨져 왔으며, 그 이용 양상 또한 이어지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

기에서는 도시 공원으로서 이 시기 남산 공원의 성립을 살펴볼 것인데, 앞

서 언급한 특성상 1910년대만을 놓고 그 의미를 살피기가 쉽지 않기 때문

에 이후의 논의를 포함시켜서 전개하도록 한다. 76  

                                           
75  民團과 公園山林/ 경성민단에서는 남산공원 한양공원의 수림을 총독부로부터 대

부(貸付)를 받아 그 보호 및 (수림을)번식 시킬 계획으로 작년부터 경기도청의 기사

가 설계한 소방및보건기타풍치림의 계획을 종람하기로 신청 중이더라 -『매일신보』

1912년 2월 27일. 

76 특히 신궁 건립(1925)에 관한 내용을 함께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조선

신궁 관련 논의가 이미 1910년대부터 남산을 부지로 정할 것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성이 1925년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서 함께 논의

가 되어야 한다. 특히 신궁 건립 전∙후로의 남산의 도시 공원으로서의 성립-계속해

서 공원으로 존재했는지 그 기능을 상실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

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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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 맨 처음 만들어진 공원은 일본 거류지에 설치된 왜성대 공원이다. 

이곳은 일본거류민단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 주둔지였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또 자연적 조건이 좋았던 까닭에 행락지로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

원지로 선정되었다.77 공원화 과정에 대해서는 강신용은 이곳에 신사를 조성

하면서 주변을 공원으로 꾸민 것이 왜성대공원이 되었다고 했는데, 공원 부

지 선정 이후에 신사 부지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긴 하지만, 결국 공원보

다는 신사가 주된 사항이 되면서 결국 공원이 신사에 ‘흡수’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78  

한편 을사늑약(1905) 이후 통감부와 이사청(理事廳)에 의해 남산 북면 일

대 중 일부-장충단, 체신성, 주차군사령부, 통감부의 각 소속지, 왜성대공원 

및 민유지-를 제외한 전체가 ‘경성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었는데,79 이 경우 

남산 북면 일대를 ‘경성공원으로 한다’라고 고시만 했을 뿐, 공원화할 계획

이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80 관련하여 이 같은 공원화 계

                                           
77 이곳은 실제로는 예장(藝場)이라 하여 무예를 연마하던 곳이었는데, 이것을 후에 

왜장(倭將)으로 일본인들이 착각하여 자신들의 역사적인 장소라고 믿게 된 것이라 

한다. 강신용, 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구: 대왕사, 2004), p.64. 

78  박희성, “변화와 변용으로 본 근대기 서울 남산의 공원,” 『 한국조경학회지 』

43(4), 2015, p.129. 

79  <公園監督> 漢城府尹朴義秉氏가 日本이事의 照會를 因하야 內部에 報告하기를 

頃에 남山京城公園內所有樹木의 盜伐하는 惡習을 禁戢保存養植等必要經營及監督을 

駐京日本리事廳에서 擔任할 事에 關하여 已爲仰報이온바 此에 對하여 承訓答復矣러

니 現又接該리事官荐照則南山北面一帶地京城公園에 其經營監督은 今後貴警察에셔 

一層注意함은 已無可論이어니와 職此之由로 當方에셔도 同公원規則을 設立하여 韓

日兩國人을 爲하여 남山北面一帶의 監督及經營을 擔任할터이라하였으니 査照辦리한 

後卽行訓示하여 俾便交涉케하라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1906년 8월 17일. 

80 이후 ‘경성공원’으로 신문이나 잡지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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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토지 수탈의 구실로 작용했으며,81 특히 이후 한양공원 조성의 목적은 

‘일제의 토지 수탈’로 귀결된다는 점에 앞선 연구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

다. 82  

한양공원은 자연 상태의 남산에 아주 약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조성되었다. 혹은 자연상태의 남산을 한양공원으로 소개

하는 신문 기사도 확인된다(그림2-7). 1917년 「경성유람기」에서 한양공원

과 함께 남산공원(왜성대공원을 말함)을 언급하면서 공원으로서 아직 설비

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1922년 잡지 글에서 한양공원 주변에 조선신궁 공사

가 진행중이며 공원으로서의 생명은 죽은 것으로 언급하고 있던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는데, 83 관련하여 경성신사는 거류민단 신사였지만 조선신궁은 신

민화 정책의도구로 사용됐으며, 전자가 왜성대공원과 조화롭게 존재했다면 

후자는 한양공원을 대체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84  

                                           
81 이에 대한 비판을 대한매일신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日本리事廳에셔 南山一部를 

各定所有外에 京城公園地로 爲定하고 松林盜斫도 禁止할터인데 貴異議를 不計하고 

行將經營할터이니 同意를 表示하라하고 漢城府로 照會한 事난 已往記載하얏거니와 

내部에셔 한城報告를 因하야 回訓하난데 松林盜斫은 另令警務廳嚴禁하겠다하고 公

園地經營認否은 初不擧論하니 南山問題도 日人의 手下에 歸決이된 貌樣이라더라 -

『대한매일신보』 1906년 8월 5일. 

82 강신용, 앞의 연구, pp.70-71.; 박희성, 앞의 연구, p.138.  

일찍이 강신용이 신사와 공원의 문제를 다룬 바 있지만, 최근 박희성의 논의에서 

이러한 남산의 공원들과 신사와의 관계, 그리고 남산의 공원화가 경성의 식민지 도

시화 과정 속에서 갖는 의미 등을 상세히 밝혀졌다. 주된 논의의 사항은 “남산의 공

원은 식민도시 건설의 한 수단으로, 일본은 남산이 식민도시의 핵으로 자리매김하

는데 공원을 이용”했던 것이다. 

83 公園情操, 夏夜의 各 公園 -『개벽』 1922년 8월 1일. 

84  관련하여 경성신사가 왜성대공원과 병존, 다시 말해 조화롭게 존재했던 반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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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경성 남산의 한양공원, 출처:『매일신보』1012년 3월 23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산 내에는 왜성대공원, 한양공원, 실제로 조성된 적은 

없지만 경성공원을 포함해 일부 자연 그대로의 상태까지 여러 형태로 ‘남산

공원’이 존재했고, 그 명칭 또한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신문 기사를 통해 남산공원의 다양한 면모를 접할 수 있는데, 왜성대공원 

음악당을 중심으로 설비가 된 모습도 있지만(그림2-8), 시내에서 바라본 남

산의 전경(그림2-9), 수림이 우거진 남산 그 자체 혹은 자연 상태에 길만 

내 놓은 정도의 사진에서도 남산 공원으로 소개하고 있다(그림2-10). 즉 남

산은 자연상태의 산 그대로 공원으로 성립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은 일찍부터 남산이 행락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장소적 관성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85  

                                           

선신궁은 한양공원을 완전히 대체해버렸다. 또 경성신사는 일본 거류민단이 자신들

의 신사로 이용한 반면 조선신궁은 신민화 정책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박희

성, 앞의 연구, pp.135-136. 

85  서영애,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울 남산: 산, 공원, 도성의 다층적 관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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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원은 식민지 초기에는 일제가 ‘선전’을 위한 용도로 특별히 관리했으

며, 탑골공원과 남산공원의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관제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86 그

리고 남산공원은 신사 공원에서 출발했으며, 거류민단에 그 운영과 관리를 

일찍부터 이관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시민들의 ‘행락지’로서 성립했던 부분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림2-8) 왜성대공원 음악당, 출처: 『동아일보』1924년 2월 16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학위논문, 2015, pp.66-74. 

86 이 시기 남산공원에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음악회, 체육 활동, 연애, 집회, 견

학 등이 있다.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 서영애, 손용훈, “남산공원 태동기의 공간별 

활용 유형-1883~1917년까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31(1), 2013,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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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시내에서 바라본 남산의 전경, 남산공원으로 소개, 

출처: 『매일신보』1912년 5월 2일. 

 

 

 

(그림2-10) 자연 상태 그대로의 남산, 남산공원으로 소개,  

출처: 『동아일보』1926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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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25년 한양공원 자리에 조선신궁이 들어선 이후의 남산에 대해

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논의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87 하

지만 두 가지 점에서 남산이 ‘공원으로서 지속’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일본 측에서 한양공원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신궁의 외원으로 간

주하고 있던 부분이다. 사진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신원(神苑)이 될 한양공

원’이라든지(그림2-11), 또 신궁 외원의 기원(起源)을 한양공원에서 찾고 있

기도 하다(그림2-12). 더불어 신궁 진좌제(鎭坐祭)를 계기로 남산 공원의 설

비를 추가할 계획도 나오고 있었다.88 

 

(그림2-11) 조선신사의 신원(神苑)이 될 한양공원, 

출처: 『매일신보』1919년 7월 20일. 

                                           
87 강신용은 “조선신궁 조영후의 남산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

렸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으며,(강신용, 앞의 연구, p.141.) 사실상 1920년 이후

의 남산 공원에 대해서는 논의되어 온 바가 거의 없다. 

88  南山公園에 噴水와 亭子新設/ 신궁진좌졔를 기회로 공원설비를 일층 완젼케해/ 

남산공원은 경성신사의 신원이요 시민의 유일한 산책지인에도 불구하고…진좌식이 

거행되면 장래에 동공원은 신궁의 외원이 되겠음으로…설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고안하던 중에 지금 있는 음악당 옆에 있는 연못 속에 분수를 만들고, 도로와 하수

를 개수하고, 시가를 전망하는 적당한 장소에 정자를 새로… -『매일신보』19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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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2) 조선신궁으로 가는길, 외원의 기원(起源)은 한양공원, 

출처: 『일본식민지사1 조선』 
 

신사 공원은 조선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 아니고, 신궁의 외원이 됐다

는 것은 공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신사에 

대한 조선인들의 입장에 관해서는 적어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특별히 불만 

사항을 강하게 드러냈다거나 하는 부분은 포착이 어렵다. 한 두 개의 글이 

발견되지만 이미 앞선 연구들에서 같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었

다.89 물론 그러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작용

한 결과일 수도 있던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89 漢陽公園 神宮化/ 新築의 京城驛을 지나 남대문을 드러 서노라면 우변 南山城址

에 신작로가 통하고 右門이 잇고 石階가 잇고 올나가서는 漢陽공원터에 大少 건물

이 굉장히 노엿나니 이것이 朝鮮神宮이라는 것이다. 총工費 2,064,800원의 국고금

으로 전후 5개년 4월에 竣工되야 지난 10월 15일로써 鎭座察를 행하얏다 한다. 전

에 소위 「不言宮中樹」라는 말과 가티 깟닥하면 不敬罪에 걸니는 이러케 尊嚴 且 

무서운 곳이다. -『개벽』1925년 12월 1일.  

위의 기사를 다음 연구들에서 인용하고 있음.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

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166. ; 하시모토 세리, 『한국 근대공원의 형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식민과 탈

식민의 맥락』,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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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공원과 함께 출발했던 남산 공원의 성립과 조선 신궁의 건립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 남산의 역사적 이해와 평가와는 별개로, 적어도 남산의 공

원으로서의 가치는 지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궁 건립이 공원

을 파괴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오히려 

이 주변의 너른 마당이나 수백개의 계단이 남산의 행락지로서 풍취를 더했

던 장면이 잡지 글에서 포착된다.90  

 

여름ㅅ밤, 銷夏特輯 凉味萬斛/ 우리는 漢陽公園으로 돌아 조선 신궁의 380리 몇 

단이라는 돌ㅅ층계를 한 층 두 층 정성껏 밟고 나리어 온다. 나리어 와서는 기진

하고 「계다」ㅅ소리만 귀에 요란히 남을 뿐이다./ 절ㅅ놀이도 여름 행락의 하나

다. –『동광』1927년 8월 5일.91 

 

                                           
90 아래 인용한 글과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 기사 또한 참고. 남산 공원으로 가자고 

명령을 나렷습니다. …경성신사압까지 갓습니다. /한양 공원으로!/ 조선 신궁압 너른 

마당으로! 여긔서는 자동차를 잠시 나려서 경성종 남산에 욱어진 꼿빗을 마음껏 바

라 볼 수가 잇습니다. 조선 신궁 참배치 안는 자가 타고 온 자동차는 이 너른 마당

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규정이 잇는 모양이니 자동차는 홍여 문압헤 세우고 아장아

장 주츰주츰 거러가서 바라보는 것도 좃켓지요. -『별건곤』1932년 5월 1일 

91 물론 이 글의 뒷 부분을 이어서 보면, 이러한 풍경을 긍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

지는 않은데 이는 단순히 신궁 건립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글의 4장 2절 (2)

에서 다루고 있는 1930년대 등장했던 도시 문제와 비판적 공원 담론의 형성과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까지 「奈良漬」가 쫓아와서 풀나물 곁에 채를 잡고 있고 부처ㅅ님

은 무색한 듯이 이마ㅅ쌀을 찌프리고 깜량없이 모이어 드는 중생을 가엾이 비웃을 

뿐이다...이러한 것이 도회의 여름 정조- 도회인의 여름ㅅ밤 기분이다. –『동광』

1927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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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양공원은 더 이상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신보』

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잡지 글에서는 여전히 이 일대를 한양공원으로 칭

하기도 했다. 92 무엇보다 공원으로서 비슷한 이용 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점 또한 살펴볼 수 있다.93   

                                           
92 京城이 가진 名所와 古蹟/ 京城의 案山으로 송림이 울창하고 泉石이 絶佳하야 自

來 勝地로 칭하던 중 근래에는 南山, 漢陽, 양 공원을 設하고 자동차가 통행함으로 

登覽에 편리하고 또 漢陽公園 내에는 朝鮮神社가 宏大이 건설되고 山麓에는 노인정, 

綠泉亭 등 水石의 명소가 잇고 又 其東에는 獎忠壇公園이 잇다. - 『별건곤』1929

년 9월 27일.     

93 신문협회...한강철교를 구경한 일행은…남산공원에서 시가 전경을... -『매일신보』

1923년 5월 15일. ; 京城樂隊의 시내 납량연주회, 금요일은 탑동공원에서, 월요일은 

남산공원에서 -『매일신보』1924년 8월 11일. ; 南山公園에 噴水와 亭子新設 신궁

진좌졔거행을 기회로 공원설비를 일층 완젼케해 -『매일신보』1925년 10월 1일.; 

음악회 -『동아일보』1923년 7월 28일, 『동아일보』1924년 8월 18일, 『동아일보』

1926년 8월 12일, -『동아일보』1927년 8월 14일. ; 체육 활동 -『동아일보』1925

년 11월 7일. ; 집회 -『동아일보』1927년 5월 19일, ; 견학 -『동아일보』1931년 

4월 10일.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ma&setId=165774&position=7


５２ 

2절. 공원 이용과 인식의 형성 

1. 새로운 지식이자 개념으로 전해진 공원 

우리나라에 공원은 서구의 것을 배워 오는 것에서 시작해 근대화의 

주체가 일제로 바뀌면서 서구의 모델을 일본화 한 사례가 도입되는 

방식으로 식민지 3 자구조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94  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는 공원을 자신들이 행한 근대 문명의 현장으로 대외적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과시와 시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원의 성립은 일제식민지 초기 공원의 물리적 기능보다는 

근대화의 지표이자 문명적 진보를 ‘상징’하는 의미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공원은 새롭게 알고 익혀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이곳에서의 이용 매너 또한 습득해야 할 개화 문물이었다.  

1910 년을 전후로 한 식민지 초기에는 사실상 공원 이용이 대중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 창경원 개원이 1910 년 이전이긴 했지만, 

입장료나 일정한 이용 규칙이 있었고, 탑골공원이 완전히 개방된 것은 

1913 년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대중매체를 통한 공원 

관련 개념과 지식, 특히 해외 사례의 소개나 기행문 등이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면서 공원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공원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생겼고 그곳에서 뭘 하는 곳인지-와 같은 공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94  조선의 식민지 구조는 서구의 식민구조(이자관계)와는 달리 ‘문화적 재현’으로서 

서구를 매개로 한 삼자관계로 성립되었다. 채오병, “식민지 조선의 비서구 식민구조

와 정체성,” 『한국사회사학회』76, 2007, 29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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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개화기에는 사실상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외국 방문을 통해 

공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공원이 

조성되긴 했지만 일반에 개방되지 않았고, 또 1910 년 이전까지 매체를 통해 

확인되는 공원 이용의 모습은 대중적이기보다는 특별한 방문 혹은 이벤트로 

보인다.95 1910 년 이후에는 보다 잦은 빈도로 공원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데, 

사진도 함께 실려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시각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매일신보에서는 선진 공원 사례-대형 공원 설계안, 서구 공원 

사례-를 비롯해 일본 공원 사례를 다루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소개 

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풍경 사진과 함께 문명적 대공원, 나라의 

보배 등과 같은 찬사를 비롯해 주로 자연이 주는 혜택을 언급한다거나 

하면서 공원을 문명적 진보의 산물로 소개하고 있었다(그림 2-13).  

이 시기 매일신보를 통해 유포된 이미지의 활용이 총독부 지배 체제의 

안정화라는 모토를 기저에 놓고, 전 방위적-식민지와 문명개화, 군국주의와 

향토주의, 동화주의와 감상주의, 계몽적 허위의식과 쾌락적 성상품화 등-

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논의와 관련해,96 수려한 풍경과 더불어 

미사여구나 예찬 글과 함께 소개되던 공원이 전달했던 메시지나 공원이 

지녔을 상징 체계는 문명, 개화, 계몽과 관계 했으리라 판단된다.  

 

                                           
95 공원에서원유회 -『대한매일신보』1908년 9월 22일. ; 체육을의론함 -『대한매

일신보』1909년 2월 5일. ; 공원관광 -『대한매일신보』1909년 6월 9일. ; 단풍구

경 -『대한매일신보』1909년 10월 20일. ; 대사입성 -『대한매일신보』1910년 5월 

22일. 

96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 홍선표, “근대적 일상과 풍속의 징조-한국 개화기 인쇄 미

술과 신문물 이미지,” 『근대의 첫 경험: 개화기 일상 문화를 중심으로』 , 홍선표 

편 (서울: 이화 한국학총서, 2006), pp.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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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금수강산 牧丹峰의 大公園」 

이상적 대설계 총경비 1백만원…牧丹臺

公園 전경…독일 데란데씨 설계도, 

출처:『매일신보』1914년 6월 26일 

「천하의 서늘한풍치 

브뤼셀의 중앙공원」, 

출처:『매일신보』1914년 7월 22일. 

  

「동경의 시바공원」, 

출처:『매일신보』1912년 8월 25일. 

「문명적 대공원」 

동경 중앙에 있는 히비야 공원, 

출처:『매일신보』1912년 8월 28일 

  

「나라의 보배되는 

동경의 우에노공원」, 

출처:『매일신보』1912년 4월 12일. 

「내지 관광단 우에노공원 관광」, 

출처:『매일신보』1914년 3월 21일. 

 

(그림2-13) 매일신보에 소개된 공원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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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문을 통한 전달 방식에는 기사 이외에도 소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97 공원이 소설에서 배경으로 설정될 때, 특정 상징 체계를 구축하면

서 자세히 묘사되기도 했고, 또 그저 ‘공원에서’라는 단순한 배경으로 등장

하기도 했다.98 그리고 이처럼 소설의 단골 배경으로 공원이 등장했던 점은 

당시 공원에 대한 인식이나 상상력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 센

프란시스코 묘사에서는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열요(熱拗: 매우 시끄럽고 떠들석하다)하기로 유명한 센프란시스코에…천기청

명한 일요일에, 공원에 산보하러 모혀드는 신사와 부인은 한가한 겨를을 타서 한

가히 놀너온 사람들이라, 그 사람 모힌 공원은 다시 열요장이 되어 복잡한 사회

현상이 이 가운데 보이는데, 사진가…사진 기계를 가지도 다니면서…취미 있는 

진상을 가려서 박히고 박히는데…돌난간 아래 돌연못이 있고 돌 연못 가운데 사

자형 섬이 있고…물을 뿜어 올려서 서늘한 기운을 드리었는데… - 「 모란봉 」 , 

『매일신보』1913년 2월 5일.  

 

사람들이 모여든 공원에서 ‘복잡한 사회현상’이란 것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는 신기한 근대 문물을 하나씩 소개한다. 산보하는 신사와 부인, 

사진사와 사진기, 연못과 분수 등을 자세히 묘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소설 

속 배경은 세련되고 이국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공원은 여유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 모여 다시 또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광경을 연출한다. 

                                           
97  소설 속 공원의 등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논의를 참고. 김주리, “韓國 近代 小說 

속 都市公園의 表象,” 『韓國文化』44, 2008, pp.153-174. 

98「모란봉」, 『매일신보』1913년 2월 5일. ;「公園(1)」, 『매일신보』1914년 4월 

29일. ; 대표적인 신소설 『추월색』은 동경 우에노공원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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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청명한, 한가한, 서늘한 기운-같은 수식어구는 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체험들이다. 공원은 진귀한 것들이 모여 있는 세련됨의 상징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유로움과 한가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등장하고 

있다.  

먼저 근대화=서구화=문명 개화라는 공식에 따라 근대 문물은 서구로부터 

배워 와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만큼 유럽이나 미국의 공원은 

새로운 개념이자 지식으로 전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신문 

기사, 소설 등 대중 매체로 전파되고 따라서 공원 인식이 ‘확산’ 

되었으리라는 부분은 의미 있게 생각된다. 그리고 이 때에 근대는 ‘외부적 

힘’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관념상의 

존재로 간주되고 있었던 한편, 99  이처럼 대중 매체를 통해 전해진 근대의 

일상은 단일하게 양식화된 공통의 생활 감각을 갖도록 한다는 논의를 

참고한다면, 100  사람들이 이 같은 공원에서 받았을 인상이나 이미지, 

상상력은 세련되고 고상한 취미, 환상적이고 청명한 자연의 정취 등과 

연결되었을 것이다.  

잡지의 경우 아직까지 대중 매체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태극학보』와 『대한흥학보』에서는 공원이 기사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시에서 자세한 공원 풍경 묘사를 적고 있는 부분은 당시 

유학생들이 공원에서 받았던 시각적 충격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101  주로 

                                           
99 곽승미, “외부의 동경과 근대인 되기,” 『근대의 첫 경험: 개화기 일상 문화를 중

심으로』, 홍선표 편 (서울: 이화 한국학총서, 2006), p.197. 

100 권보드래, “신문, 1883~1945,” 『오늘의 문예비평』, 2002, pp, 172-184. 

101  김진량, “근대 일본 유학생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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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노와 히비야공원에 관해 적고 있는 글들 중에서, 102  공운 곳곳을 돌며 

감상을 적은 다음 히비야공원 유람기는 생생한 묘사와 함께 당시 지식인의 

공원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03  

 

때는 융희3년(1908) 8월 10일에 하늘의 기운이 청상(凊爽)하고 바람이 서늘함

이라. 오동잎 하나 떨어져 가을이 왔으니 신(新) 가을 풍류에 흥희(興懷)를 말리

지 아니하야 金鴻亮 金鉉軾 두 벗과 히비야공원으로 놀이할 때, …먼저 높은 정

자집을 멀리 바라보니, 이것을 부르길 도서관이라. 고금서적을 무수히 준비하여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니…그 북쪽에 하나 있는 연못에는 중앙에 분수가 설

치되어 있다. 돌로 만든 조각이 기이하고 아름답게 설치된 한 편에서 폭포가 뿜

어 흘러 퍼지고 위 아래 굽이굽이 떨어져 끊이지 않는 하나의 풍경이라. 그 전후 

좌우로는 쉬고 노는 누각을 배치하였으니 편하고 아름답게 꾸민 그 위로 푸른 덩

굴이 덮었으며, 오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노닐고 떠든다. …그 동편 모래 벌판 사

방으로는 평상과 누각을 놓았으며, 북편 푸른 초원에 음악당을 짓고 사방에 의자

를 나열하였으니 모두 다 함께 무리지어 즐거움을 발현하겠더라. 서편으로는 푸

른 들판이 있으니…그 중 높은 곳에 쉬어 갈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일반 

남녀가 놀고 쉬고 하는…한 시간을 앉아서 쉬다 일어나 서쪽 전망을 관찰하니 수

도로 시설한 우물이 있는지라…또 동쪽 화원에 들어서니 꽃과 초목이 형형색색하

여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 모두 알 수가 없음이라. 공원에서 가장 뛰어난 곳은 

중앙에 있는 푸른 띠를 두른 각지각색의 작은 초원들이 늘어서 무리지어 나부끼

                                           

2004, p.255. 

102 遊上野公園 松南 春夢人 -『태극학보』1908년 6월 24일. ; 遊淺草公園記 松南 

春夢 -『태극학보』 1908년 7월 24일. ; 遊日比谷公園 春夢子 -『태극학보』1908

년 9월 24일. ; 日比谷公園述懷 海濃生 -『대한흥학보』1910년 5월 20일. 

103 한편 이러한 재일 유학생의 인식적 체계는 이후 한국 근대 문학의 토대를 마련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 받기도 한다. 김진량, 앞의 연구,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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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양으로(화단으로 추정)…또 그 동쪽에 맑은 도랑 하나…물오리 집오리…이

렇게 다니며 구경을 하다 보니 이미 날이 저물었더라. …104 

 

고금의 도서가 인민을 널리 가르쳐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함이며…인민이 아름다운 

풍취를 관장하며 음악을 두루 깨달아…초원에서 남녀가 놀다가 스스로 잘못을 

꾸짖음이요…자연의 상쾌한, 만물지리, …큰 학문의 공원을 조성…우리나라 

                                           
104 是時 隆熙 二年 八月 十日也에 天氣가 淸爽 고 風色이 微凉이라. 梧桐一葉 

新秋聲에 興懷를 不禁 야 與金鴻亮金鉉軾 二友로 往遊日比谷公園 세. 觸目繁

華가 與我國名區之淸幽閒邃로 有相天淵 야 人世의 樂觀과 感覺의 機關을 呈露

엿더라. 第一番에 高榭層屋을 望見 니 曰 圖書館이라. 古今書籍을 無遺準備

야 全國人民의 縱覽을 許 니 此 館에 到 者ㅣ 書類의 舊新名義을 無不

知得 며 此閱彼搜에 心竅眼孔이 快濶於尋常之中矣리니 若使匡衡으로 復生이면 

耽讀翫市의 弊 可除 지요. 惟意硏究가 不知何程일지라. 其使一般民智로 勸獎

誘掖이 莫過於此矣러라. 其 北에 有一池塘 니 中設噴水管이라. 石堤草片이 奇

麗設敷 噴流瀑布一帶가 上下屈曲에 一望灑然 야 如入廬山石矼이로다. 其 

前後左右에 營置休憩遊觀所 엿스니 結搆便宜 야 蒼藤翠蔓이 爲其庇蔭 며 來

人去客이 於焉逍遙라. 其 林泉之興이 聊得自適이러라. 徐步入中 니 東邊에 有

名沙場一所라. 白日이 照耀에 銀光世界를 造出 얏 四邊에 鐵造距床은 聯絡

布列 야 遊觀者의 坐立을 隨意從便케 얏스며 北邊 靑草堤上에 音樂臺를 高

築 지라. 各種 音律이 融融鼕鼕 야 人民의 大和氣를 導迎 며 觀廳을 便利케 

야 臺四邊에 無數 鐵椅子를 羅列 엿스니 與衆樂樂의 道가 此에 眞相을 發

現 엿더라. 西邊에 一靑草場이 有 니 草色이 軟靑細綠 야 胎花胞蘂가 參差搖

姸 지라. 無數 兒女가 擊毬吹笛으로 嬉戱馳逐 기를 任意擅行 니 其 幼孩의 

開放을 確然可觀이며 其 中高堤에 一休憩所를 設 야 一般男女가 遊焉息焉

帷幕이 極히 使人心神으로 至曠且怡 지라. 一時間을 坐歇 고 午飯을 畢 後

에 更히 起步 야 西望而行 니 水道로 施設 井欄이 有 지라. 其 欄頭에 鐵

瓢를 種種懸垂 엿 渴者의 赴飮을 放任 엿스며 又 其 西에 砲臺를 設置

지라. 其 宏壯 器仗이 措眼所觸에 驚恠不已 더라. 其使觀者로 武毅勇敢의 氣

를 排出 며 製造發展의 巧를 發 야 觀感이 備生 지로다. 又 東行敷十武許에 

花園에 入 니 水陸草木之花가 形形色色 야 其 種類가 不知幾千萬이라. 最所奇

玩者 園中에 周作靑茅場 고 以各色細草로 作列種植에 便作亞字形容이러라. 

入此中也 如在春風香國 야 可히 竟日忘歸 지요. 又 其 東에 一帶淸溝를 䟽

通 지라. 靑鳧素鴨이 上下浮沈 江湖幽興을 惹起 더라. - 『 태극학보 』

1908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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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는 이러한 공원을 편히 걷거나…지혜와 지식을 어찌 고르게 얻으리요 필히 

이러한 설비를 기약하여…105 

 

가을을 맞아 유람을 위해 찾은 히비야공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높고 먼 곳의 정자집인데, 이것은 '도서관'이다. 이어서 연못을 보고는 

중앙의 분수를 기이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화단이다. 공원의 설비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쉬고, 놀고, 무리지어 즐기는 장소로 소개하는 한편, 결국 

공원은 ‘큰 학문의 공원’이라 하여 공원의 기능을 휴식이나 오락 보다는 

계몽과 교화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공원 유람의 맨 처음 

도서관이 등장하고 한참을 할애해 도서관에 대해 설파한 뒤 또 마지막에 

다시 강조해 말하고 있던 점에서도 드러난다. 또 공원의 감상은 만물지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며, 이곳에서는 남녀가 어울리다가도 ‘스스로 잘못을 

꾸짖게 된다’는 것은 공원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선에도 이러한 설비를 ‘필히 기약’ 하는데, 그 목적은 조선인들의 

                                           
105 於是에 遂停行盰觀 다가 於焉日已暮矣라 無際 風景을 歷歷觀盡키 不能

너라. 嗚呼라. 蓋 此 公園施設의 本意를 可히 知 지로다. 古今圖書焉廣示于人

民 야 以均其智識 며 武器焉廣示人民 야 以勵其敵愾 며 淸流明沙焉廣示人

民 야 以養其閒趣 며 音樂焉普警于人民 야 以表其與衆同樂之意 며 草場焉

男女遊戱가 適足以自誤요 花園焉男女賞翫이 亦足以自快 外라 觀物知理의 一

大學園을 造成 엿도다. 嗚呼라.＜47＞我國 同胞 如此 公園消暢도 一度曾無

엿스니 普通 智識을 엇지 一般均得 리요. 繼自今日노 亟期奮發 道塗를 爲

야 外人의 設備如何를 同胞共眼에 供覽코자 옵기 前號에 上野淺草芝區 三

公園의 所見을 略陳 고 玆에 日比谷公園所見을 繼陳 오니 惟我同胞 觀感興

起 기를 是望是祝 노라. -『태극학보』1908년 9월 24일. 



６０ 

문명 개화에 있으며, 이는 태극학회(太極學會)가 추구 했던 애국 계몽이라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106 

이처럼 공원을 문명 개화를 위한 계몽과 교화의 시설로 인식했던 부분은 

일찍이 유길준-윤치호-독립협회로 이어졌던 개화기 지식인들의 공원 

인식에서도 공유되었던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공원 시설물-

도서관, 연못과 분수(조각상), 누각(정자), 구릉, 푸른 들판(잔디밭) 음악당, 

덩굴과 꽃나무, 화단-을 유길준의 센트럴파크-동산과 골짜기, 푸른 

소나무와 늘어진 버드나무, 산림의 분위기, 맑은 호수와 섬, 정자-, 107 

윤치호의 몽소공원, 독립공원 구상안-개울과 양안의 버드나무, 언덕, 

낙엽수와 관목, 산책로-, 108 과 비교해 봤을 때-인공 호수, 작은 동굴들을 

덮은 덩굴식물과 관목, 조각상-, 109  크지 않은 규모의 연못과 화려한 분수, 

조각상, 덩굴과 꽃나무 등에서 히비야와 몽소 공원이 조금 더 닮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센트럴 파크와 독립공원 구상안이 동산과 

골짜기(언덕)와 산책로를 중심으로 수림에 둘러싸인 부분에서 비슷해 

보인다. 이는 히비야공원이 유럽 공원을 모델로 했으며, 독립공원 구상안을 

설계한 서재필이 미국에서 유학했던 점을 상기했을 때, 결국 식민지 이후 

                                           
106 태극학보(太極學報)는 일본 유학생 단체 태극학회의 기관지다. 제반 학술 보급과 

애국 계몽에 주력 했으며 1908년 12월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와 통합됐다. 

107 『서유견문』제3부 19편. 

108 『The Independent』1896 년 7 월 2 일. 

109 『윤치호일기』189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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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될 공원 인식은 유럽 공원을 모델로 한 일본 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110 

그리고 히비야공원 유람에서 언급된 요소들은 이후 경성의 공원 혹은 

공원 구상안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분수와 음악당의 

설치는 공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들인데 창경원과 장충단공원에 

분수를 설치했고, 왜성대공원과 탑골공원에 계획한 바 있으며, 음악당은 

탑골공원과 왜성대공원에 설치되어 주된 시설로 이용되는 한편 사진으로 그 

모습이 자주 실려 나오기도 했다. 

또 한가지 창경원이 우에노공원과 몇 가지 점에서 비교될 수 있다면, 탑

골공원은 히비야공원과 비슷한 점들이 주목된다. 우에노공원이 일본 최초의 

근대식 도시 공원이었고, 히비야공원은 완전히 새롭게 건설했던 첫 번째 공

원이었던 점에서 양 공원은 일본 근대 도시 공원의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시 히비야공원 방문글에서 탑골공원과 비교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

하면, 주로 ‘시내 한복판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두 공원이 비슷한 사례로 생

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1  또 히비야공원은 유럽풍 공원을 이상적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다음 히비야공원 사진을 참고하면 음악당, 뒤편의 낮은 언덕 

혹은 둔덕, 평지 곳곳에 식수- 등의 모습이 파고다공원과 많은 부분 비슷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14).112  

                                           
110 물론 센트럴파크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공원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며, (조경진, 옴

스테드, 2003) 몽소 공원은 유럽 공원 중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여기에서는 근대 

초기 조선 지식인들이 ‘인식’을 비교하고자 했다. 

111 『매일신보』1922년 5월 19일. 

112  더불어 히비야 공원은 경성 근대 도시 공원의 모델로 다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1916년 시구개정과 함께 공원을 설치할 의사가 있음을 발표했는데, 공원화 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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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출처:『매일신보』1919년 4월 21일. 

탑골공원 

출처:『매일신보』1920 년 12 월 29 일. 

 

 

히비야공원, 출처:『매일신보』1912년 3월 14일. 

 

(그림2-14) (위)탑골공원, (아래)히비야공원의 전경. 음악당, 주변의 수목, 

평지와 구릉의 조화 등 공간 구성에서 비슷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이들을 사진에 담는 방식도 유사해 보이는데, 음악당과 조화롭

게 어우러진 수림을 배경으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하다.  

 

                                           

훈련원을 언급하는 한편 '히비야 공원처럼' 설비할 것이라고 했다. -『매일신보』

191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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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교화의 장으로서 공원  

1910년대 공원에서의 대중들의 일상을 포착하기에는 매체가 제한적이라

는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시기 공원은 위로부터 아래로 제공

되는 문화적 교화의 장으로 성립하는 모습이다. 공원은 주로 일제가 기획한 

관제 행사의 중심 무대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 한 가지 작은 단

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공원의 모습이 ‘낮에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던 부분이다. 낮 시간의 탑골공원은 

사람들을 피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곳으로 

등장하고 있었다.113  

또 자연을 중심으로 한 행락이 일제로부터 ‘추천’되고 있었던 점 또한 주

목된다. 공원의 사계절을 각종 미사여구와 함께 근사한 사진으로 꾸며 내보

내는 것과 함께 이러한 자연을 즐기는 것 또한 근대적 도시민으로서 꼭 누

리고 추천해야 할 것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그러한 관제 행사가 

지녔단 당시 도시 사회적 기능을 먼저 파악해 보고, 이것이 공원과 결부되

어 나타난 이용 양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1910년대 관제 행사는 매일신보사에서 주로 주최했던 것으로 식민지민을 

                                           
113 서방님, 여기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어디든지 가깝고 조용한 곳으

로 가십시다./ 남자: 그리합시다. 다른데로 갈 것 없이, 탑골공원으로 갑시다 그려./ 

여자: 거기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이 늘 있는데서는 말씀할 수가 없어요./ 남자: 

안이오 지금은 아직 낮이니 공원에도 사람이 없을 터니이 서늘한 수목 아래에서 천

천히 이야기 합시다. ...공원 안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菊의 香」,『매일신

보』1913년 12월 21일. 

여보시오, 오래간만에뵈옵는데 엿주어볼 말씀도 많고 할말씀도 많으니, 길에 섰지 

말고 저긔 공원 안으로 들어갑시다. 두 사람은 한가지로 공원 안 나무 사이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公園(1)」, 『매일신보』191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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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 교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매일신보사 주최 춘기대운

동회를 시작으로 1913-14년 씨름 관람 행사나 가을철 밤 줍기 행사, 1915

년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기획된 문화 행사로 탐승회, 강연회 등이 추천되었

고, 114  공원은 이 같은 다양한 행사과 관련이 있거나 주된 무대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제 행사는 몇 가지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활동이

라고 알려져 있는데, 먼저 정치나 이념적인 것들과는 ‘단절된’ 상태로 오직 

문화적 영역만을 ‘강요’ 받게 한다는 것, 즉 수동적 소비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식민지민을 양성하기 위한 도구적 측면을 지닌다는 논의가 있다.115 비

슷한 맥락에서 ‘이벤트 정치’로서 새로운 도시 문화의 탄생은 도시 사회 안

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활동으로 언급

된 것들로 창경원 나들이, 야시, 한강 관화 등이 있다.116 한편 이들은 근대

적 ‘취미’와 연관된 것으로 재경 일본인들에게는 모국에서와 같은 취미나 오

락 시설을 제공했다. 한편 식민지민에게는 풍속 개량이자 문명 개화, 즉 교

                                           
114  도시의 다양한 문화 행사로는 탐승과 관앵·관화, 각종 공연과 전시회, 운동경기

의 관람-자전거 경주대회, 정구대회, 유영대회 등-진열회, 공진회, 납량 파크 등. 

“1910년대 관제 행사...1914년 경성부의 성립과 1915년 공진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

기로 식민통치가 정치적으로 안정화 되었음을 확인하고, 대중적 소비문화양식의 창

출을 통해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도시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치적 의중

의 산물.” 김백영, 『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

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164. 

115 권보드래, “1910년대의 새로운 주체와 문화:『매일신보』가 만든, 『매일신보』

에 나타난 대중,” 『민족문학사연구』(36), 2008, pp,147-169. 

116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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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논의 또한 주목된다.117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관제 행사의 주된 무대로 등장했던 공원은 

도시의 문화적, 취미적 영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때의 

문화적인것, 그리고 취미라는 것은 각각 정치∙이념적인 것, 그리고 이전까지

의 풍속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성립하고 있다. 관제 행사의 성립과 함께 전

개된 공원 문화의 형성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1913년 탑공공원이 본격적으로 개방된 직후 곧장 화려한 대연무

회(大演武會)가 이곳에서 열렸다.  

 

▲鶯飛蝶舞와 鳳笙龍管▼/▲洞公園大演舞會, 入場參會者十萬名▼ 성상폐하의…

천장절 축일…경성의 탑골공원에서 대축하회를 열고…오전 8시 공원 문을 처음 

열 때부터, …공원 안은 인산인해…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각 계급의 각종 인물은 

모다 모여 그 수가 실로 십만명 이상의 출입으로…▲춤과 노래의 시작…기생 수

십면은 고흔단쟝, 아름다온 태도로… -『매일신보』1913년 11월 2일. 

 

공원 개원과 함께 이 같은 이벤트가 치러진 것은 공원을 경험하는 대중들에

게 공원에 대한 특별한 인상을 형성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제 행사에

는 항상 기생이 동원됐으며, 이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렸

다. 각종 인물이 모두 모였다고 표현한 대목에서 공원이 대중적 오락의 장

으로 성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17 문경연, “식민지 근대와 ‘취미’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7, 2011,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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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5) 산야경주대회 탑골공원 제1관문,  

출처:『매일신보』1915년 10월. 22일. 

 

다음 기사에서는 경성 시내 공원들이 달리기 경주의 관문으로 설정되면서,

탑골공원을 제1관문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실어 내보내고 있다(그림

2-15). 계속해서 선수들은 왜성대를 지나 한양공원을 통과하고, 논∙밭을 달

려 제6관문 용산 총독 관저를 지나 마지막 남대문을 최종 관문으로 경주를 

끝낸다. 공원은 이처럼 관제 행사의 무대로 등장하고 있었다.  

또 공원에서의 음악회는 여름이면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였는데, 

날씨가 더운 때면 공원 이용객이 더 많아져 개장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118 

일시적으로 전등 시설을 늘리고 음악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118 공원 개방/ 오전8시-오후8시까지 개방하던 것을 오후11시까지 개방한다. -『매

일신보』1914년 6월 23일. ; 夜間開園, 일일부터 열한시까지 탑골공원은 야간개원 

-『매일신보』1915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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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만한 경성 시가의 중앙에 오직 맑은 기운을 마실만한 곳 탑골공원의 첫여름

은 매우 조은 풍경이라고...푸른 이슬이 뚝뚝 떨어지는 녹음은 공원 안을 둘러싸 

상쾌한 기운이 저절로 나는데 금년 봄에 새로이 음악당을 지어...차차 날씨도 더

워서 산보하러 나오는 사람도 많을 때가 되었음으로 육월 일일부터 밤 열시까지 

문을 열고 공원 안에는 촉광만한 전기전등을 높이 달아 녹음을 선명하게 비출 터

인데 개원을 기회로 육월일일(목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목요일마다 오후 여덟

시부터 새로 지은 음악당에서 이왕직양악대가 여러가지 음악을 연주하게 된 바...

마음을 상쾌하게... -『매일신보』1916년 5월 31일. 

 

이러한 공원의 야간 이용을 1916년 종로 야시의 시작과 함께 더욱 활발

해진 모습이다.119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 야시의 풍경은 위로부터 제공된 관

제 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실감나도록 해주는 한편, 1910년대 탑골공

원은 그러한 도시 문화의 중심 무대가 되고 있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119  관련하여 권보드래가 야시에대해 다뤘던 부분을 탑골공원과 관련하여 김해경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  

“도시는 그 밖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로 흥청거렸다. 1914년부터 시작된 여름철 종로 

야시는…기생 행렬 등의 볼거리를 제공…탑골 공원에서는 이왕직 양악대의 공연을 

마련하는가 하면 카페를 설치하고 밤에도 문을 열어 입장객을 맞았다.”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매일신보』를 통해 본 한국 근대의 사회.문화 

키워드』 (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p.228. 

“일제의 도시풍 오락에 대한 권고는 탑골공원에 상업시설인 카페가 도입되는 배경

이 되었다. 1914년 태평통 야시와 1916년 종로 야시는 명목상 침체한 조선인 상가

를 흥황시킨다는 실용적 목적으로 개시되었다. 경성시민은 야시 이후 야간 개방을 

한 탑골공원에 들러 휴식을 위하는 이용 패턴을 보였다. 이왕직 양악대의 공연과 

카페는 야간 이용을 더욱 활발하게 하였으며, 공공을 위한 공원이 상업적 성격을 

내포한 이중적인 공간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김해경, 김영수, 윤혜진,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한국전통조경학회지』31(2), 2013,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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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 때의 탑골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찬 풍경이다(그림2-16).  

 

야시를 처음 여는 날이라 산보 겸하여 구경나온 사람은 남녀노소를 합하여 오륙

천명에 달하였고, 위황찬란한 등불은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을 거꾸로 놓은 듯하였

고, 와각와각하는 사람의 소리에 간혹 자동차, 인력거의 오고가는 소리가 어우러

져 새삼스럽게 서울의 번화함을 한층 더하는 듯 하였더라. –『동아일보』1920년 

5월 3일. 120 

 

 

(그림2-16) 사람의 물결, 야시 열던 밤 탑골공원에서 

출처:『매일신보』1917년 5월 3일. 

 

                                           
120  야시에서는…사람들을 부주의하는 동안에 서로 부딪쳐서 물끄러미 시선을 마주

치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듯이 지나가고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

딪친다. 아무 목적없이 특별한 방향도 없이…시민의 모든 계급과 종류가 거리에 넘

쳐 흐름다. 거기에는 아무 도덕관념도, 우리들 공통의 어떠한 문제도 생각 되고 있

지 않다. 다만 흥분이, 신경의 전율이 그들의 의식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액체와 같

이 적시고 있다. –김기림, 『바다의 유혹』, (서울: 심설당, 1988, 원작-1931),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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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는 밤에 서늘한 공기를 찾아 산보를 나오는 

이들이 많았고 이들을 위해 공원에 전등을 설치한다거나 야시를 개장하고, 

또 특별히 주악활동이나 기생의 공연 무대가 준비되기도 했다.121 이 때에도 

기생의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다. 이처럼 공원 개원 직후부터 시작된 각종 

연회(공연), 음악회, 야시, 기타 국가 행사의 무대로서 성립한 공원의 역할은 

앞서 살펴본 ‘추천된’ 오락이자 취미로서 도시민을 ‘교화’ 시키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앞선 1절에서 살펴봤듯이 일제는 공원을 시혜적 장소로 상정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공원 이용의 양상은 그와 같은 기획 의도가 그대로 대중

적 이용과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화는 개화나 계몽적인 부분과 민심을 선화(善化)시킨다는 것, 즉 전근대

적이고 뒤쳐진 조선 민족을 일깨운다는 측면과 식민 지배 체제 안정화를 위

해 오락과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순화시키는 두 가지 점에도 모두 의

미 있다. 그리고 일제식민지기 초기 탑골공원이 문화적∙취미적 교화의 장소

로 성립하고 있던 것은 이 공원이 근대 도시화에 있어 담당했던 중요한 쓰

임과 역할, 그리고 이어서 전개 될 공원의 사회적∙문화적 활용의 기반을 마

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인용할 다음 꽃놀이의 추천과 공원 소개 글 또한 위에서 살펴

본 공원의 문화적∙취미적으로 추천된 교화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21 …탑골공원에서 대축하회를 열고… ▲춤과 노래의 시작…기생 수십명은 고운 단

장, 아름다운 태도로…봉축대도 도착하여 공원의 중앙에 있는 팔각당에서 연예회를 

열었더라. ▲환영 갈채 또 갈채… -『매일신보』1913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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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7) 꽃소식, 출처: 『매일신보』1914년 4월 22일. 

 

위치는 경성의 한복판...면적은 적을망정, 그 가치는 매우 귀하니, 이른바 탑골공

원이라. 이 공원의 주인공이되는 석탑과 거북비...어젹게 동식물원에서는 거의 꽃

에게 홀릴뻔 하얏더니, 이곳은 꽃을 차지려 하야도 별로 보이지 않이하고, ...나는 

더욱 너의 적은 꽃에게 무한한 동경과 흥미를 이르겠노라...모진바람과 찬 눈의 

공격을… -『매일신보』1914년 4월 22일. (그림2-17) 

 

탑골공원을 작은 공원이지만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

하고 있다. 전날의 창경원 꽃놀이와 비교하여 비록 꽃의 수는 적지만 ‘동경

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공원 소식은 사시사철 전

해지고 있었다. 주로 위의 글처럼 예찬하는 글이거나 보기 좋은 풍경이 담

긴 화보, 봄 꽃소식에서부터 여름 빛, 가을 정취, 겨울의 설경을 실어 내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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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910년대 공원 이용과 인식은 위로부터 기획된 내용이 그대로 대중들에

게 전달되어 형성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근대화는 식민 지배와 함께 시작되

었던 점에서 모든 과정에 식민성이 내포되어 있던 만큼 이러한 공원의 성립

과 대중적 이용의 형성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대한제국기 

도시개조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식민지 초기 경성의 근대 도시 건설에서

도 공원은 가장 먼저 등장했던 시설로 손꼽히며, 일제는 창경원을 선전과 

과시의 장소로, 탑골공원을 시혜의 장소로 상정하고 있었다. 즉 일제를 근대, 

문명, 개화된 국가로 상정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서 공원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반대로 조선은 전근대, 야만 혹은 미개한 것으로 간주하

고 조선인을 문명 개화시키는 장소로서 공원을 시혜했음을 선전했다 

창경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창경원을 어떻게 공원으로 계획되었고, 그 구

상의 내용과 활용의 측면을 근대를 ‘전시’, 즉 일제를 진보한 문명의 상징으

로 과시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했다. 일제식민지기 초기 

창경원 개방 직후에는 대중적 이용보다는 고위직 관람이나 외국 사신들과 

같이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중요하게 다뤄졌고, 특히 조선의 왕들이 창경원

을 관람하고 감탄하는 모습 또한 창경원을 통해 근대를 전시하는 하나의 방

법이었음을 살펴보았다. 탑골공원도 마찬가지로 1913년 매일 개방하기 이전

까지는 비슷한 쓰임을 보였지만 이후 대중들에게 근대를 ‘시혜’한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부각되었던 점과 그 선전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공원과 관련한 

소개 글과 함께 이용 매너를 준수하라는 장문의 글을 신문 기사로 내보냈던 

것이나, ‘탑’과 관련한 것, 꽃놀이를 ‘추천’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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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산공원은 위의 두 공원 사례와 구별되는 특수한 공원 사례로 성립

했음을 살펴보고, 공원 건설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파악했다. 그리고 1925

년 남산에 조선신궁 건립과 관련하여 공원 이용과 인식이 변화한 내용을 중

심으로 이후 남산의 공원으로서의 존재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자리잡았

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앞선 두 공원과 구별되는 남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찍부터 ‘행락지’로 인식되고 이용되었던 점이며 이는 공원 관리나 운용 주

체가 거류민단이었던 점이나 ‘산’이라는 지형적 특징을 들 수 있다. 무엇보

다 이러한 남산의 공원으로서의 활용은 사실상 조선신궁 건립 이후에도 이

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까지 신궁 건립이 남산의 공원으로서의 존

재를 와해시켰던 것으로 이해된 측면이 강한데, 그러한 인식이나 평가가 없

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 또한 

확인된다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공원의 대중적 인식과 이용에 관해서는 1910년대 그 내용이 제한적으로 

포착되며, 이는 아직까지 근대가 생소하고 낯선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 대중 

매체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도시민의 일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서구로부터 새롭게 도입하고 배워오는 근대화의 주체

가 일제로 바뀌어 있었고, 일제가 공원을 문명 개화의 도구로 활용했던 맥

락에서 공원은 진보의 상징이자 새롭게 알고 익혀야 할 신문물로 전달되고 

있었다. 더불어 소설이나 기행문 등의 문예글에서 공원의 이미지는 세련된 

서구적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것이거나 근대적 취미와 교양, 나아가 학

문적 공간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공원의 이용은 주로 관제 행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관제 

행사의 의도나 목적은 그것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화와 선화의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이는 조선인이 정치적으로는 배제되면서 문화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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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영역만이 강요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대중 연회, 운동회, 

음악회, 야시와 함께 각종 행사 무대로 공원이 등장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공간으로 탑골공원이 자주 언급되던 부분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

았던 공원의 꽃 소식이 전해지고 ‘추천’되었던 부분은 이 시기 공원 문화가 

위로부터 아래로 제공되었으며, 일제의 기획 의도가 대중들에게 그대로 전

달되고 있었던 부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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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대중의 공원 이용과 인식의 전개 

1절. 1920년대 공원 계획과 조성 

1. 일제의 공원화 방식122 

1919년 장충단 공원화를 시작으로 1920년 전후로 경성에 새로운 공원을 

만들 계획이 발표되었다. 장충단을 포함한 훈련원, 사직단, 효창원이 주요 

대상지로 발표됐는데, 이들은 이전까지 국가적 용도로 쓰이던 곳들로 주로 

제사나 국가 의례, 군사 훈련의 장소였으며, 효창원은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지이다. 새로운 지배 체제 아래에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약해진 장소, 

그리고 공지나 숲이 있던 공간들이 주로 공원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들의 공원화 방식과 공원화 전 후 공간 활용의 방식, 그리고 이용 양상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 공원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이들을 일본 본국 사례와의 비교, 경

성에서 이전까지 행해졌던 공원 건설의 내용과 비교해 이 시기 도시 공원이 

기획된 의도와 함께 그 의미와 위상 등을 파악한다.  

먼저 장충단은 고종의 뜻에 따라 을미사변 때 순사한 장병들을 기려 제사

를 지낼 곳으로 1900년에 만들어졌다. 이후 을미사변을 비롯한 임오군란, 

갑신정변 때 순국한 문∙무신을 포함해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제

국기 구국 장병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던 장충단은 통감부 설치 이후 점

차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장소의 성격이 와해되어 갔다. 추모와 관련 없는 활

동이 증가했으며, 1909년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추도회가 이곳에

                                           
122  창경원에 관한 내용을 다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연주, 배정한, “근대적 도시 

공원으로서 창경원,” 『한국조경학회지』 44(4), 2016,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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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행되기도 했다.123  

1919년 계획이 발표된 장충단 공원화 사업은 곧장 추진되어 비슷한 시기 

발의된 공원 계획들 중 가장 먼저 완료될 수 있었다. 다음 구상안에서 보는 

것처럼 너른 마당에 경기장-운동장 계획이 예산안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 조건이 훌륭했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준천(濬川)과 교량 설치, 그리고 수림을 골라 내고 심은 꽃나무가 주된 경관

을 연출하며 휴게와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다. 

 

「奬忠壇의 新裝飾, 장충단은 금년에 설비한다」 …일만일백원으로 예산하여…오

천팔백원으로 지금 있는 너른 마당에 경기장을 만들고 개천을 고치고 도로를 만

들며 지금 있는 잔디밭을 수리하여 정자와 걸상을 여러군데 설비하여 휴게하기에 

편리케하며 솔밭을 추려서 비어내고 그곳에 사쿠라와 단풍과 개나리를 심으며 또 

묘포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길러서 적당한 곳에 식목을 하여 공원을 아름답게 만

들 터이며…동쪽에 있는 언덕에 테니스 운동장을 사백원을 들여서 만들며 기타 

도로 교량의 신축과 잔디밭의 정리와 정자와 걸상과 식목과 묘포와 공동변소 같

은 것도 소규모로나마 만들어 놓을 터인데 이 비용으로 오천오백삼십원을 들일 

예정이다. … -『매일신보』1919년 5월 27일 

 

(그림3-1)에서 보면, 1920년 초반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후반으로 갈 수

록 훨씬 정리된 모습이고, 1930년대 연못에 분수가 설치되고 석재 교량에서 

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연출된 사진이 눈에 띈다. 장충단공원은 일찍이 설비

                                           
123 장충단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 두 연구를 참고. 김해경,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31(4), 2013, 

pp.95-112. ; 박희용, “대한제국기 남산과 장충단(奬忠壇).” 『서울학연구』  (65), 

2016,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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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마쳤고, 그 내용 또한 ‘완비’ 했던 것이 이후 도시 계획 조사서나 사진에

서의 변화, 공원을 묘사했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124 

장충단은 1910년대부터 운동(회)장으로 이용되었고, 사격 연습이나 방포

(放砲) 연습 같은 훈련의 장소로도 쓰였다. 또 연회나 행락-주로 관광이나 

견학 일정-의 모습도 보이며, 추도회나 춘기제(春期祭) 같은 제사도 이곳에

서 치러졌다.125 그리고 1920년대 장충단공원이 된 이후의 이용 양상을 살펴

보면, 각종 대회와 운동회, 기념 식수 등의 행사, 나들이나 산보를 위해 사

람들이 찾는 곳으로, 유형별 빈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용의 성격은 공원화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126  

 

 

                                           
124 장충단공원은 경성의 공원들 중 이상적(理想的) 공원으로 손꼽혔다. 관련하여 3

장 2절 (1)을 참고. 

125 1911년-1919년까지 『매일신보』에서 ‘장충단’으로 검색 시, 총 64건의 기사 중 

여가와 행락-꽃 소식, 나들이-15건, 행사-백일장, 사격 대회, 기념 식수, 제향 군인 

총회 등-13건, 제사-주로 불교 천도식-9건, 운동회 6건, 훈련 4건, 사건사고 9건, 

공원 관리 4건, 기타 4건으로 분류된다. 

126 1920년-1929년까지 『매일신보』의 총 154건의 기사 중 자전거 경주대회, 연날

리기 대회 등을 포함한 각종 운동회가 총 40여 차례 열렸으며, 원유회나 축화회, 기

념 식수 행사 등도 30여 차례 가까이 개최됐다. 순종 장례식도 장충단공원에서 행

해졌다. 여전히 여가와 행락의 장소이면서 사시사철 산보의 객이 끊이지 않았다. (奬

忠壇…공원을 설치하야 운동장 기타 설비가 京城 여러 공원 중 비교적 완비하고...

四時 산보의 객이 만타. -『별건곤』1929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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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단 공원에서 산보, 

출처:『매일신보』1919년 3월 27일. 

 

 

 

 

장충단 공원 전경, 

출처: 『동아일보』 1928년 4월 27일 

 

장충단공원 전경, 

출처: 『동아일보』 1922년 4월 23일. 

 

 

  

장충단공원의 여름, 

출처: 『매일신보』1930년 6월 4일. 

뿜어내는 봄물 앞에서 

새로 만든 분수가 완성, 

출처:『동아일보』1933년 4월 30일. 

(그림3-1) 장충단공원 설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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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은 조선시대 병사의 무술훈련, 전투 대형 연습과 같은 군사 훈련을 

하던 장소였다. 애초에 장충단과 함께 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사업 진

행은 약간 미뤄져 1920년대 초반 설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127 훈련원은 

넓은 공지가 확보되어 있어 일찍부터 운동회장으로 줄곧 이용되고 있었다

(그림3-2).128 애초의 구상안에서도 장충단과 함께 ‘공원운동장’으로 만들 계

획이었고,129 공원 설비가 일단락 된 1920년대 초반 사진에서도 운동장을 중

심으로 완성된 모습이다(그림3-3). 130  그리고 1925년까지 부지를 확장하고 

운동장 설비를 강화해 ‘경성운동장’으로 새롭게 개장한다(그림3-4).131  

                                           
127 경성부에서 장충단과 훈련원에 새 공원을 만들 예정…훈련원에 있는 조선인 농

가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까지 밭에 있는 농작물을 그대로 두게 할 터이며…훈련원

은 개천을 쳐낸 후에야 준천을 한 모래로 마당을 돋울 터이므로 이 역사는 나중에 

하기로 작정하였으며…훈련원은 아직 손을 대지 아니하고… -『매일신보』1919년 5

월 27일. ; …장충단관 훈련원 두 공원은 대략…진행…  -『매일신보』 1923년 2월 

6일. 

128 몃날 젼에 훈련원에셔 학도들 운동회 -『독립신문』1896년 6월 6일. ; 本會運動

會를 訓鍊院에셔 設行… -『황성신문』1907년 5월 16일. ; 濃綠薰風에 일대쾌사, 훈

련원 자전거대경주회는 금일 -『매일신보』1917년 6월 3일. ; 全朝鮮陸上競技大會, 

십월이십구일 훈련원공원 운동장에서 굉장히 개최해 -『매일신보』1922년 9월 28

일. ; 올림픽대회 5월 24일 훈련원공원에 -『매일신보』1924년 4월 26일. 

129 獎忠壇과 訓練院, 공원운동장으로 만들 계획, 금년부터 십 개년 계획 -『매일신

보』 1919년 4월 3일. 

130 …부근에 수목도 많이 심을 뿐 아니라 훈련원은 원래부터 평탄한 지면이므로 장

래에도 경성시에 큰 운동장의 공원으로 확장할 예정이며… -『동아일보』1921년 

12월 26일. 

131 경성운동장은 운동을 좋아했다는 히로히토(裕仁)천황의 결혼식을 기념하여 기획

한 것으로 1926년 진좌제를 앞두고 1925년 개장했다. 공원 계획이나 구상에는 없

었던 ‘추가 부지의 확보’가 운동장 사업에서 진행되면서 주변 민가를 철거하면서 운

동장을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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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공원이 경성운동장이 된 이후로 공원적 성격은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진 속 공간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과 어우러졌던 운동장

의 모습에서 최신식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 바뀌었으며, 매년 추가로 설비해 

육상 트렉, 테니스코트, 야구 및 축구 경기장, 수영장까지 갖춘 종합운동장

으로 거듭났다. 이용 양상 운동 경기에 집중되면서 다른 이용 양상에 대한 

언급은 점차 사라졌다. 

 

(그림3-2) 훈련원의 야구단, 

출처: 『매일신보』1913년 1월 26일. 

 

 

 

(그림3-4) 훈련원 야구장, 

출처:『동아일보』1925년 10월 2일. 

(그림3-3) 중추의 가경 훈련원공원에서, 

출처:『동아일보』1922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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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은 조선시대 사신(社神: 토지신)과 직신(稷神: 곡식신)에 제사를 지

내던 곳이다.132 효창원은 문효세자의 묘가 있던 곳으로, 두 곳 모두 산림이 

울창한 곳에 위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기 공원 구상에서도 이러한 자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신설할 삼처의 공원/ …사직단은 지면의 총평수가 일만칠천평가량인데 원래부터 

그곳은 사직단이 있어서 유명한 곳임으로 다수한 고목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

고 공원을 설치할 터인데…효창원 공원은 원래부터 수목이 있는 곳인 즉 다시 수

목을 심을 필요는 없으나 공원의 테제를 만들려면 상당한 공사를… -『동아일보』

1921년 12월 26일. 

 

 

(그림3-5) 효창원 

출처:『동아일보』1924년 7월 20일. 

                                           
132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종묘(宗廟), 그리고 서쪽에 사직단을 두고, 1년에 네 

차례 제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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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1930년대의 효창원 공원화 모습, 출처:『京城と仁川』. 

 

그리고 효창원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낮은 구릉이 형성된 초지로 되어 있

었다(그림3-5). 그리고 공원화 이후로 볼 수 있는 사진에서는 울창한 수림

이 등장하며 ‘자연 그대로의 공원’처럼 보인다(그림3-6). 사직단도 마찬가지

로 1930년대 여전히 수림으로 둘러싸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7).  

공원 설비 계획과 구체적인 공간 구상은 도로, 즉 동선 및 산책로를 중심

으로 하고 있었고 주변을 정리하고 휴게 시설과 편의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었는데,133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1917)과 경성도시계획조사서(1928), 경성

도시계획자료조사서(1932)의 공원별 설비 현황에서 사직단과 효창원 모두 

1920년대 후반까지 계획대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134 또 계획된 내

                                           
133 …사직단 공원에서는 돌아다니며 놓게 된 도로(회유도로) 개설과 배수설비 기타 

테니스코트 운동장과 영의풀정리(잡초정리)와 의자와 공동 변소 전등설비 등이 계획

되고 또 취운정 공원에서는 의자 설비와 회유도로 기타 전등 설비 등이 계획되고 

효창원 공원도 회유도로와 정자 의자, 잡초 정리 등이 계획되었는데… -『매일신보』 

1923년 2월 6일. 

134 다른 공원들과 비교해, 사직단과 효창원의 공원화는 계획에 대한 언급만이 보이

다가 사직단공원만 1930년 이후 처음으로 ‘회유도로, 회유도로, 東家, 벤치, 휴게소, 

廣庭, 공동변소, 조명’이 설비된 내용이 확인된다. 京城府, 『京城都市計画資料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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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이 계속 미뤄지거나 수정되거나 새로운 계획이 매년 다시 발표되는 과

정이 반복되고 있었다.135 

 

 

(그림3-7) 1930년대 사직단 공원화 모습, 출처:『京城と仁川』 

                                           

書』 (京城: 京城府, 1927), 京城府, 『京城都市計画調査書』 (京城: 京城府, 1928),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京城: 京城府, 1932).  

135  來年度에 社稷壇에서 園新設, 용산효창원에도 공원을 신설코자 계획, 또 될 수 

있으면 간이도서관도 베풀 작정 -『매일신보』1921년 12월 30일. ; 경성 5公園(장

충단공원, 훈련원공원, 사직단공원, 취운정공원, 효창원공원)의 완성은 몇 해 후에나 

될는지 몰라, 12년도 예산에 계상 -『매일신보』1923년 2월 6일. ; 4處 공원(장충단

공원, 훈련원공원, 사직단공원, 효창원공원) 신 예산, 3만2천3백원의 예산으로 설비

를 하여 갈 작정 -『매일신보』1923년 3월 15일. ; 각 공원을 수리, 2만원의 예산으

로 각 공원에 정자와 화단을 설치, 효창원과 사직단 도로를 개척 -『 매일신보 』

1924년 5월 8일. ; 森林情緖가 넘치는 大公園建設計劃 十五年度에 一部實現 효창원

의 넓은 터를 리용하야 삼림이 창울한 대공원 건설 -『매일신보』1926년 2월 1일. 

신설할 삼처의 공원(훈련원, 사직단, 효창원)-『동아일보』1921년 12월 26일. ; 사

직공원에 신설비 -『동아일보』1922년 5월 5일. ; 효창공원계획 예산관계로 연기 -

『동아일보』1924년 9월 16일. ; 즉시착수할 사직공원 -『동아일보』1924년 11월 

16일. ; 이공원(효창원 및 사직단)신계획 당분간실현불능 -『동아일보』1924년 12

월 28일. ; 사직공원에 식앵 정구장도 이개소 설치 -『동아일보』1926년 2월 13일. ; 

효창원개수비 -『동아일보』1926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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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일제의 공원화 방식은 기존의 물리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는 한편 이용에 있어서도 공원화 전후의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존 공간의 쓰임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모습이다. 물리적 구성 면에

서는 기존의 넓고 평탄한 지형이나 울창한 수림을 갖춘 주변이 활용됐다. 

또 이 시기 공원으로 지정된 공간들이 기존의 장소성-행락지, 산보지, 운동

회장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화가 이뤄진 것은 공원이 도시 공간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원화의 방식은 일본의 공원 건설 과정과 많이 닮아 있다. 

일본에서 처음 공원을 만든 것은 기존의 여가 장소로 쓰이던 곳을 변형한 

것이었다. 사찰, 경내, 명승지, 유적, 다이묘의 정원 등이 그 사례이다. 이들

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 아닌 기존 공간을 활용했던 만큼 장소적 

연속성이 두드러지며, 조카마치(城下町: 영주의 거점인 성을 중심으로 형성

된 도시로 방위, 행정, 상업 도시)의 의 유산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136 관련

하여 “1873년 태정관 포고에 의한 공원 구상은 사실상 공원 제도를 도입하

는 방책을 내놓은 것이기는 하나 도시의 구상과 맞물린 진정한 공원 계획은 

아니었으며, 실제적인 도시 공원 계획과 그 실천은 1903년 히비야공원을 시

작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137 

식민 지배 당시에도 일본 본국에서는 여전히 근대화를 추진하는 중이었다. 

즉 일제는 자신들 역시 완성된 근대화 모델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그 진행 

과정과 방식은 불완전 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근대화 모델은 자신들이 

                                           
136 김백영, “서양의 모방과 전통의 변용: 일본 근대 도시 형성과정의 이중적 경향,” 

『日本硏究論叢』23, 2006, p.437. 

137 小野良平, 『公園の誕生』 (東京: 吉川弘文館, 2003),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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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식민지 모국과 

식민지의 근대화가 큰 시간차 없이 진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 경성에

는 많은 일본인이 거주해 와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인구

의 구성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층(관리나 군인) 뿐

만 아니라 상공업자나 무직자, 여성이나 아동의 비율도 높았다. 즉 일본의 

식민지 도시는 모국과 유사한 구성의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138  이는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이주해 살

고 있던 다른 식민지들과는 차이가 나는 점으로 재경 일본인들은 경성을 자

신들의 삶과 직업, 경제적 터전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이들은 일찍부터 일본 본국에서처럼 여가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요구했고, 139  이후 재경 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연구회에서도 

공원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주장되었다. 140  남촌 지역에 가까운 장충단의 공

원화 사업이 빠르게 진척된 것은 위와 같은 일본인 사회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복지나 근린의 측면은 이 

시기 등장하는 공원들 전반에 놓인 가치이기도 했다. 이는 1910년대 총독부 

주도의 공원 건설이 추진되고, 선전과 과시, 시혜와 교화의 차원에서 제공되

고 추천되었던 공원이 1920년대 경성부 주도로 시민의 생활상 혜택을 위한 

것으로 바뀌고 있던 것에서 설명된다. 더불어 총독부가 주도하는 상징 정치

의 체계는 도시 전체로 확장되어 이 시기 조선신궁과 조선총독부신청사로 

                                           
138 Hashiya, Hiroshi,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김제정 역,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

시를 건설하다』 (서울: 모티브북, 2005), pp.74-75; p.77; p.160.  

139 신승모, "일본문화(日本文化): 식민지시기 경성에서의 "취미" -재경성(在京城) 일

본인의 이념화 변용과 淨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17, 2010, pp.585-605. 

140 都市의 發展과 公園(上)(下) -『매일신보』1922년 8월 1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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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상징 건축물과 함께 조선신궁 진좌제와 광화문통 관병식으로 대표

되는 도시 이벤트와 같이 ‘도시 전체’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설비만 더했거나 혹은 그마저도 미미한 상태로 사업이 

미뤄지고, 또 공원화 이전과 이후 공간의 쓰임이나 이용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같은 공원화가 갖는 의미가 뭐였는지, 관련하여 취운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취운정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부

터 문인∙지사들이 머물렀고, 개화기 정치인들이 이곳에서 의견을 나눴으며, 

일제식민지기 독립운동가들의 회합 장소이기도 했다.141 취운정은 앞서 살펴

본 공원들과 마찬가지로 1920년대 초반 공원화 계획이 발표됐다.142 울창한 

수림에 둘러 쌓인 다소 경사진 언덕으로 보이는 취운정 일대는 운동, 휴식, 

오락 등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이미 공원처럼 쓰이고 있었다(그림3-8).  

취운정 공원화 계획은 1920년대 초반 위의 다른 공원들과 함께 발표된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부지들이 국유지였던 것과는 다르게 취운정은 조선

귀족회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 경성부는 줄곧 총독부로부터 부지를 대부 받

아 공원을 만들었지만, 취운정만큼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했다. 그리고 경성

부가 조선귀족회와 협상을 시도했던 단서도 찾아볼 수 있다.143 결국 협상은 

실패하고, 취운정은 일본인 개인에게 매도되어 공원으로 되지 못한다. 

                                           
141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이곳에서 집필됐다고도 알려져 있다.  

142 취운정에도 신공원 -『동아일보』1921년 12월 27일. 

143  경성부에서도 종래부터 북편의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든바 지나간 이십사일 

오후 두시부터 길송부윤과 택촌이사관이 가회동 취운정을 장래에 공원으로 사용할 

실지의 조사를 하얐는데… -『동아일보』1921년 12월 27일. ; 취운정공원은 교섭위

원을 선정하여 (경성)부당국과 함께 실현에 노력함... -동아일보 192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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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팔려가는 취운정의 녹음, 

출처: 『동아일보』1928년 8월 5일. 

 

북부의 사실상공원 취운정 필경 매도/인제는 속절없이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

매매가액은 십만원/ 조선귀족회의 손에서 일본인의 손에 팔려가게 되었다. …매일

마다 아침이면 젊은 학생들의 조기운동장이 되며, 혹은 웅변을 혹은 성악을 익히

는 곳도 되며, 찌는듯한 복중더위를 잊으려고 낮에는 북부 일대의 중노년들의 피

서를 겸한 장기 바둑 등의 오락장이 되며, 가정 부인들의 세탁장도 세탁장이려니

와 사정이 있어서 활쏘기 등으로 과연 북부 일대의 유일한 공원이오 오락이오 겸

하여 운동장인 취운정은 인제 개인의 손에 넘어가고 말게 되니… -『동아일보』

1928년 8월 5일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공원화 사례와 비교하여 이 같은 취운정의 공원화 실

패는 이 시기 공원 조성의 핵심이 ‘부지의 확보’가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기존에 산보, 휴식, 운동의 장소들이 공원이 되는 과정이었던 만큼 쉽게 공

원으로 전용이 가능했던 부지의 요건이 중요했으며, 그러한 공간들을 ‘활용’

하는 방식으로 공원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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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의 공원 인식과 요구 

1920년대 얼마간 허락된 언론의 자유가 물꼬를 트이면서 대중의 목소리

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공원과 관련해서는 조선인 발행 신문과 

잡지에서 ‘북촌 공원 설치’와 ‘탑골공원’ 관련 사안들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공원을 북촌 조선인 지역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부분이 주목된

다. 이러한 공원에 대한 도시민의 요구와 적극적인 담론의 형성은 공원이 

도시에서 갖는 의미와 효용이 대중적 차원에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었던 

내용을 방증한다. 특히 조선인사회에서는 북촌 공원 설치와 더불어 탑골공

원의 차별적 정책을 사회적으로 담론화 했다. 북촌과 남촌으로 대별되는 이

중적 도시 구조와 함께 북촌 지역 사회에서 탑골공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

용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관련 사항들을 어떻게 담론화 하여 제도권에 도전

하고자 했는지 등을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公園 그것으로 하야 우리가 더 잘 살 것도 업고 더 못 살 것도 업지만 그래

도 가튼 갑시면 朝鮮人村에도 公園을 한아둠이 엇덜가. 此에 同感한 북부의 人士

들은 公園設置의 議를 發하야 京城府 當局에 陳情하는 동시에 널니 輿論을 喚起

하는 중에 잇다. … 가튼 갑시면 북부에도 公園하나 두는 것도 조켓단 말이다. -

『개벽』1926년 04월 01일 

 

위와 같은 ‘북촌 공원의 설치 요구’는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한 시기부터 끊

임 없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전개 양상과 도시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경성 내 북촌-조선인 지역과 남촌-일본인 지역으로 형성된 이중 구조

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흔히 북촌이라면 조선인 지역, 남촌은 일본인 

지역으로, 이러한 도시 공간의 인종적 분할은 도시 전반에 걸쳐 도시민의 

일상과 생활, 도시 경험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다. 경성의 이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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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며,144  나아가 그 내면

의 작동 원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도 주목된다.145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구조의 형성 배경이나 원리에 있어서는 물론 지배-

피지배 민족 간의 차별이 앞서겠지만, 그 전개 과정에 있어 일제라는 단일

한 권력체계가 의도했던 구조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또한 주목된다. 146  지

                                           
144 “시구개정사업을 통한 공간의 확정과 분할, 확정된 단위 공간 내의 민족별 분포, 

인구 분포상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진행된 건축물의 축조와 가로 관리, 그리

고 이들 제 과정의 총결로서 만들어진 ‘근대적 남촌’과 ‘전근대적 북촌’의 이미지 등

이 해명됨으로써 일제강점기 서울 공간의 외형적 분단상과 그 특징에 대한 이해는 

이제 상식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된다.” 전우용, 종로(鍾路)와 본정(本町):  식

민도시 경성(京城)의 두 얼굴, 『역사와 현실』(40), 2001, p. 164. 

145  일본인들은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거주지를 중심 상가로 만들면서 엄청난 

토지 자산을 취득했다. 이 부(富)를 이용해 다시 본정(진고개)를 치장했고, 그곳에 

최첨단의 근대 문물을 들여 왔다. 본정은 상가이기도 했지만 일본인들의 주거지이

기도 했는데, 본정의 상인들이 형성했던 이웃의 관료 혹은 고위 계층과의 인적 관

계망은 이들의 사업의 강화시키는데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종로는 새롭게 재

편된 도시의 관계망-교통과 무역-에서 소외되고, 빈곤한 북촌 조선인들만 구매자로 

남게 되면서 몰락했다. 전우용, 앞의 연구, pp. 190-192.  

1461910년대 총독부의 도시 정책은 정치적•역사적인 장소들을 파괴하는 것과 식민 

권력의 상징 공간을 창출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공격적인 도시 정책은 

경성의 정치도시화를 의도한 것이었는데, 이는 조선인들 뿐만 아니라 재경 일본인

들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1920년대 초반 총독부 신청사의 경복궁 이전

과 함께 일본인들의 북점 현상이 시작된다. 북촌의 땅값은 전례를 깨뜨리고 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이 일대 조선인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그런데 이러한 ‘북

진 경향’은 남촌의 일본인들에게도 위기로 다가왔다. 경성의 중심이 북으로 옮겨가 

남촌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은 재경 일본인들을 강하게 자극했

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민간 주도의 연구회는 1920년대 초반 경성 도시 계획의 

방향을 남촌 위주의, 남산과 한강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

들의 가장 유력하고 가용한 자원은 선진 담론과 과학적 힘을 빌리는 것이었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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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회의 다양한 이익 관계들, 제어할 수 없었던 우발적 변수들,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근대 도시의 소비 질서가 공간과 그에 따른 

생활 양식을 재편했다.  

누구든 돈을 쓰고자 하면 진고개로 향했다. 그리고 자본이 몰리는 남촌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근대적 소비 시설이 먼저 생겨났고, 남촌은 모던

하고 세련됨의 상징과도 같았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남촌의 상

점들과 비교해 종로의 상점들은 여러 면에서 뒤쳐져 있었거나 같은 값을 주

고 물건을 산다면 굳이 남촌의 상점에서 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

의 심리였다.147 

 

조선사람은 시골사람 서울사람 역학생남학생 할 것 없이 일부러 전차를 타고 "진

고개"가서 물건 사기를 조와하기 때문에..."진고개"바닥은 풍성하게 뵈이고 종로통

                                           

극적으로 ‘도시계획운동’을 펼치게 된다. 일제라는 지배권력 안에서의 다툼과 각축

이 계속되는 한편 도시계획이라는 대규모의 사업의 추진에서 발생하는 우연적 변수

들은 결국 총독부와 경성부가 북진 정책을 유보한 채 남촌 편중적 개발 정책을 고

수하도록 만든다. 

관련하여 다음 두 연구를 참고. 박세훈,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경성도

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운동',” 『서울학연구』15, 2000, pp.167-198. ; 김백영, 

“식민지 도시계획을 둘러싼 식민 권력의 균열과 갈등: 1920년대 ‘대경성(大京城) 계

획’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67, 2005, pp.84-128. 

147 이는 비판의 대상으로 풍자되기도 했다. ...요지경 속가튼 진고개인다. "이곳에 오

는 조선녀자는 반듯이 입속을 벌리고 다니라"고 누가 어대다 써 부첫는지 저바다 

입을 해-벌리고 다닌다. ...그리도 놀라지말라 그 반수 이상은 조선남녀이시다. 커피

잔, 사긔화병, 화장품...여기가 미쓰꼬시라오. 드러가 봅시다. ...식당에는 늙은 마나님 

두분이 안저서 "물좀주어 물 물"하면서 입에 손을 대고 벙어리 행세를 하더니 "미수 

미수 좀 주어"한다. 늙은 마나님까지 미처 날것이야 무엇잇소. -『별건곤』1929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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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히 쓸쓸히여 뵈이고 갑갑하여 뵈인다. -『동아일보』1924년 12월 27일.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선인들의 노

력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148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건, 자본주

의 도시 질서로 재편된 경성에서 이러한 북촌과 남촌이라는 이중 구조는 결

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도

시적 발현으로 자리잡았다. 북부 공원 설치의 문제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발의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원은 북촌 지역을 부흥시킬 도구이자 수단으로, 

즉 ‘도시 지역의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삼만여원 예산 중) 일만삼천원 가량은 남산공원의 음악당과 장충단공원의 교량 

사무실 등 비용에 전용하고...효창공원의 도로개수비로 대부분 계상하얐는데 이상

의 모든 공원도 중앙이나 북부 공원이 아니고 북촌에는 오직 한 개의 사직단공원

이 있을 뿐인데(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은 총독부의 경영으로 근래에는 료리점 뜰

앞이 되었음) 이곳은 "자연대로 두는 산림공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밑에서 몇 

군대의 길을 낼 예산만 세웠을 뿐이고 공원으로의 하등 설비를 계획치 아니하니 

삼만여원의 공원비도 북촌 백성이 위안 받을 자본이 되기는 아직도 시기가 이르

다 할 것이다. -『동아일보』1924년 3월 24일. 

 

위의 글에서는 공원 예산안의 편중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촌 지

역의 공원은 사직단공원 오직 한 개라고 하여 공원 자체가 부족한 점을 강

                                           
148 (종로 상점) 중앙번영회에서 여러 계획으로 손님을 더 많이 끌기에 노력…그러나 

경품으로 인기를 끄는 것과 전등으로 사람을 부르는 것이 기초 없이 일시의 현상이

라 할진대, … -『동아일보』1928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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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한편, 그마저도 설비 예산이 충분치 못하여 조선인들이 ‘위안 받을 

자본’은 부족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이어지는 글에서는 남산공원, 장충단

공원, 효창공원만이 그럴 듯 할 뿐이라고 하면서, 사직단 공원은 서쪽에 탑

골공원은 중앙에 있어 북부 일대에는 공원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北部公園 設置問題/ 朝鮮의 首都로 30만시민이 산다는 京城에는 公園 名色이 

그래도 4-5개 所가 잇다. 南에 즉 日本人 中心地帶에는 南山公園 奬忠壇公園 

又는 龍山의 孝昌園公園을 합하야 3개所가 잇고 西에는 社稷洞公園(未成品)이 

잇고 중앙에는 손바닥만한 「빠고다 」公園이 잇슬 뿐이고(己未 이후 半身不遂 

格으로 잇다가 그 亦 廢止說이 전한다)…朝鮮人이 절대 名數로 거주하는 북부 

일대에는 公園이라고는 名色부터 업다. -『개벽』1926년 04월 01일 

 

탑골공원 방치나 폐지설, 폐허화 문제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탑골공원을 

더 이상 공원으로 볼 수 없다거나, 폐지설을 언급하는가 하면 또 그 위치가 

중앙이라 하여 조선인 지역-북부의 공원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특히 종로=

조선인 지역이라는 인식이나 탑골공원을 ‘우리 공원’이라 하여 애착을 형성

하고 있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149 이 같은 배제의 논리는 공원 설치의 필요

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149 塔洞公園은 北部 朝鮮人의 惟一한 公園이다. -『개벽』1926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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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荒凉한 樹木과 建物」慘憺한 塔洞公園 맛치 廢墟와 갓다.  

수리에 뜻이 업서 망측한 현상, 출처: 『매일신보』1929년 04월 11일.150 

  

1920년대 후반에는 공원이 황폐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그림3-9), 이와 비슷한 시기에도 여전히 산보를 위해 찾아 들고, 다같이 웃

고 노래하는 ‘서울에 있어 없지 못할 곳’으로 소개되고 있었다. 또 고적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찾아 드는 ‘볼만한 값있는 명소’로 여전히 관광지로도 인

기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래 사진에서처럼 연주회가 개최되고 여

전히 인파가 몰린 모습도 확인된다(그림3-10).  

                                           
150  탑동공원이라면 대경성 한복판에 닭의알 노른자같은 귀중한 곳이다. 시민의 유

일한 산책지요 가장 역사 깊은 옛 자리이다. 이곳에 모여드는 시민의 발자취는 봄

에서부터 가을까지 거의 끊이지 않는다. 이같이 중요한 중앙공원에 봄은 왔으나 수

선이 뜻같이 아니하여 봄잔디밭은 흙바닥이 되었으며 건물은 이지러지고 연못에는 

물이 말랐으며 나뭇가지에는 가수의 손이 돌아가지 못하여 그 꼴은 거의 폐허와 같

이 되고 말았다. 음악당 꼬락서니도 가엽고 벽돌담이 이즈러진 모양도 한심하며 매

점 자리가 무너졌으나 헐어버리거나 개축할 뜻도 보이지 아니하여 마치 큰 홍수가 

지나간 자리같은… -『매일신보』192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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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라는 그 맛에, 서울의 조흔 곳 낫븐 곳, 서울 사람은 무엇에 愛着을 두고 

사는가…塔洞公園…시가의 중앙에 잇서서 산보를 하기 가장 편하고…모혀 안저 

이 얘기하고 웃고 노래 부르고 산보하고…여긔는 돈도 일이 업고 옷 잘 입은 사

람도 소용업고 누구나 다가티 평등하게 노는 곳이다. 과연 서울에 잇서 업지 못

할 곳이라 하겠다. -『별건곤』1929년 9월 27일 

 

 

(그림3-10) 탑골공원에 해군악대 연주,  

출처: 『매일신보』1929년 4월 18일. 
 

이처럼 조선인 사회는 탑골공원을 ‘문제화’ 하거나 그 문제를 ‘극대화’ 하

고 있었다. 151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몇 가지 점에서 이러한 공원을 둘러싼 

문제들이 조선인 사회가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북촌-종로 지역의 번영을 도

                                           
151 한편 관련 논으로 탑골공원 방치 문제를 민족 억압으로 보고, 공원이 지닌 근대

성-보건과 위생, 공공성-을 근거로 민족 억압에 대응했다는 주장의 다음을 참고. 

하시모토 세리, "공공성의 주체를 둘러싼 식민권력과 '경성부민'의 대립－‘문명’으로

서의 공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35, 2014, pp.3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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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는 과정에서 공원에 민족적 상징이라는 표상을 부여하고, 또 이것을 총

독부가 경계하는 과정에서 탑골공원이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152 

탑골공원은 북촌 지역의 공간과 지리상, 그리고 사회문화적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있었다.153 그리고 1920년대 조선인 사회의 북촌 부흥 움직임에서

도 탑골공원은 구심점으로 역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왕직 양악대

가 해체되자 조선인 사회에서는 경성악대를 조직해 탑골공원에서 연주회를 

개최했다.154 그리고 공원 뒤편 이전 양악대 건물을 도서관으로 개방했을 뿐 

아니라, 155  부근에 빈민 숙박소를 만들어 구제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156  이 

                                           
152  관련하여 식민지기 북촌-남촌으로 구성된 이중도시가 의도적으로 구성된 ‘심상

지리’였으며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 또 남촌과 북촌의 구

분은 일제가 의도한 것이지만 조선인 사회가 민족적 차별을 고발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를 확대 재생산 했던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종근 “식민지 

京城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구』(38), 2010, pp.1-68. 

153 탑골공원은 실제 위치적으로 종로의 중심에 있었으며, 1910년대 관제 행사의 무

대로 줄곧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인식되어 있었다. 또 전차 노선 등 

교통면에서도 주요 거점지로 설정되고 있었고, 1930년대 카페 거리가 남촌에서 북촌

으로 올라올 때,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했었다. 

154  경성악대에서는 이왕직양악대로 있을 때에 수년동안 여름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탑골공원에서 주악을 행하야 일반 시민의 귀를 즐거웁게 하야 재작년까지 계속 하

얏스나 작년에는 자연 중지도 되고 그 뒤에 양악대도 해산...금년에는 경성악대가...

동아일보사 후원에 일주일에 한번씩 목요일마다 탑골공원에서 주악을... -『동아일보』 

1920년 6월 10일. 

155 비로소 생겨난 "경성도서관"...탑골공원 뒤에 있는 전 양악대가 있든 집을 비러서 

우선 준비가 되기 전에 신문잡지종람소를 먼저 공개하야...취운정 안에 있는 도서관

도 인계하야 경성도서관의 분실(分室)로 사용하야...-『동아일보』1921년 12월 6일. 

156  빈민숙박소 무직자에게 직업을 주고 무료 숙박소도 설치한다/구세군의 사회사

업...탑골공원 뒤 자동차부 자리의 두 곳에 숙박소를 두기로 하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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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근에 색주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조선인 사회에서는 여기서 영업을 

하는 이들이 탑골공원의 변소에 똥통을 쌓아 둔다거나 주변을 더럽힌다는 

것과 함께 여러 모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157  

또 탑골공원은 3.1 운동의 발상지가 되면서 1920년대 민족적 상징성을 획

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에서는 1910년대 일제가 문명의 상징이자 시혜

적 차원에서 홍보했던 ‘제자리를 찾았다는 탑’이 이제는 조선인들이 자부심

을 갖는 상징으로 변해있던 것이 확인된다.158 

 

명물명물하니 서울 안 명물에 탑골공원 납석탑이야 뺄 수가 있습니까…임진왜란

에 왜병이 가져가랴고 나려놋타가 무거워 고만 두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924년 8월 15일 

  

적어도 1920년대 초반까지는 일제의 탑골공원에 대한 전략이 이전까지의 

‘장악’이었던 것에서 완전히 ‘억압’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10년대 지속적으로 나오던 탑골공원의 봄 소식을 알리는 기사가 

                                           

1925년 12월 15일. 

157 탑골근방(공원 뒤편)에는 아직도 십여호의 색주가를 영업하는대로 버려두어 공동

변소 주변이 똥통 쌓아 두는 처소와 아울러 두가지 더러운 것이 동거한다. 더욱이 

길 건어 이문골로 올라가는 골목 초입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더러운 수도는 

길까지 넘치고 썩어진 쓰레기는 조산을 이루어 괴악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 집

에 있는 색주가의 광고판이 "금수오염강산"이라 함은 구역이 날 뿐이라... -『동아일

보』1921년 4월 14일. 

158 봄을 맛는 塔洞公園/봄마지의 第一步를 대개는 이 공원으로 옮기나 보다. 팔각정

이 빽빽하다. …塔洞公園! …저들은 上野(우에노), 日比(히비야)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영원이 너를 자랑한다.  …아-포용성이 만코 慈愛性이 만흔 우리 공원! …우리는 영

원히 그대와 즐기겠노라 -『개벽』1923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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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되고 있었던 점이나, 159  위생전람회가 개최되거나 

미국에서 온 견학단이 경성을 다녀간 일정 중 탑골공원, 한양공원이 포함되

어 있었고, 또 1926년에는 라디오를 설치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한국어 방송

을 내보내도록 했던 점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160 

아직까지 탑골공원에 대한 총독부의 조치는 뒷문 폐쇄 외에는 별다른 것

을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인 언론에서는 이것을 억압으로 보고 탑골공원을 

조선인과 동일시하면서 민족적 불평등을 논설 했거나, 161 공원이 터질 지경

                                           
159 육화로 장식을 한 한양 파고다공원 -『매일신보』1920년 1월 15일. ; 파고다공

원라일락-『매일신보』1920년 5월 2일. ; 요사이 파고다공원의 평화로운 경치 -

『매일신보』1920년 12월 29일. ; 사진: 은세계로 된 탑골공원의 눈경치 -『매일신

보』1921년 12월 21일. 

160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에서는 일반의 위생 사상을 선전하기 위하야 금일부터 탑

동공원 옆에 있는 이전 양악대가 들어있든 처소에서 위생전람회를 연다함... -『동아

일보』1921년 7월 1일. 

明日 本社 來訪, 본사에서는 다과로 일행을 접대, 金谷陵에 參拜, 경성내외 견학, 遝

至하는 饗應 請求, 미국 영사관에서도 초대, 조선 각지 방문, 일정은 추후로, 張, 朴 

2氏 篤志, 방문단에게 따뜻한 동정/ 李相弼, 金潤秀, 尹致昊, 李灌鎔, 朴宇鉉, 하와이

學生故國訪問團, 매일신보사, 金谷陵, 창덕궁,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제사회사,  

한성은행, 朝鮮總督府의원, 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숙명여학교, 진명여학

교, 배화여학교, 정신여학교, 교동보통학교, 한강철교, 경복궁, 휘문학교, 세브란스의

원, 탑동공원, 한양공원, ... -『매일신보』1923년 7얼 4일 

鍾路塔洞公園에 無電聽器를 設置 조선인에게 선전코저 -매일신보 1926년 7월 9일.;

탑동공원내에 라듸오 설비/ 라듸오 방송...무선전화수화기...아즉 그 설치가 보급되지 

못한 관계로 일반에게 널리 들려줄 수가 없다 하여 탑골공원 안에 수화기를 설치하

고 테신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조선 유수한 명팡의 음율과 노래영화해설 등을 들려

주게 된 것을 비롯하야 매주일 한번씩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있게 되었다더라 -

『동아일보』1926년 7월 8일. 

161 狹少하나마 조선인의 유일한 樂園인 塔洞公園은 萬歲事件이 발생한 이후로 후문

을 深鎖하야 樹木莎草 등도 整治를 아니하야 萬歲犯人의 禁錮罷職을 당한 人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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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며 이렇게 비좁은 공원에 하필 요리점에 자리를 내어주는 심사는 알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다.162 요리점의 경우 장충단공원에서 마찬가지

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유독 탑골공원에서 문제시 되고 있었던 점 또한 짐작

하건데 ‘우리 공원’에 ‘일본인이 경영’ 하는 요리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는 데에서 온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163 

탑골공원이 민족적 공원으로 자리잡아 갈수록 일제는 이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164 순종 국장일(1926년 6월 10일) 직후 공원

을 감시했으며, 12일에 금곡홍능(金谷洪陵), 창덕궁과 함께 탑골공원 사진이 

실려 탑골공원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그림3-11).  

                                           

일한 悲運을 遭하얏다. 然而 獎忠壇이나 漢陽公園은 年年擴張하야 면목이 一新하니 

當局의 공원에 대한 處事도 不公平. -『개벽』1922년 9월 1일. 

162  탑골공원은 경성 중앙에 있는 공원으로는 너무나 좁은 공원이다. 사람이 몇 천

명만 들어서면 벽돌담이 터질 지경이다. 그런데 그 벼룩의 코만밧게 아니한 공원조

차 근래에는 도모지 거두지를 아니하여서 황량한 모양이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그 중 제일 기괴한 것은 그마나의 공원조차 여름겨울을 물론하고 뒷문을 꽉처닷어

두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사람에게 료리뎜터만 빌려 주는 것이다. 공원이 도시 생활

에 얼마나 필요한 것쯤은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할 뜻하며 더구나 시가 중앙

에 있는 탑골공원 가튼 것은 아동과 학생의 유희터로 극히 중요한 곳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1923년 9월 25일. 

163 이 좁은 터전을 일본인의 료리업자에게 빌니어서 료리집으로 멕구고자 하는 당

국의 심사는 무엇인가 참 기괴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동아일보』1923년 9

월 25일. 

164  금일은 삼월일일이다. 경찰서에서는 해마다 경계하는 기념일이오 독립당에서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삼월일이이다. 경계나 아니하면 무심코 지나가련만은 경찰서

에서 미리 야단을 치닛가 정신업시 지나가는 사람도 "아-오늘이 무슨날인가"...양력

으로말하면 삼월일일부터 정말 봄철이 되는 날이다. …-『동아일보』1923년 3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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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6월 10일 이후, 공원 앞 감시 인원을 배치한 모습,  

출처:『동아일보』1926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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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장 설치와 공원 

1920년대 새롭게 등장했던 공원들의 구상에서 크게 눈에 띄는 점 한가지

는 운동장 설치에 관한 것이다. 가장 먼저 공원화 계획이 나왔던 장충단과 

훈련원의 주요 시설이 운동장이었으며, 사직단 공원화에 있어서 사직단을 

헐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논란은 운동장 설치의 유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것이었다.165 이처럼 1920년대 공원에 운동장 설치가 빈번하게 등장하거

나 주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서

는 이 시기 운동회가 갖는 의미나 표방하는 가치에서부터 시작해 운동장 설

치의 배경과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이 시기 공원의 의미와 효용의 일면을 살

펴보고자 한다.166 

운동회는 서구로부터 도입된 근대적 수입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

는 1890년대 등장했다.167 대한제국기 운동회는 정부 주도로 정부 산하 교육 

기관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개최되었고, 주로 국민 교화와 선전의 장으로 역

                                           
165  장충단은 금년에 설비한다....너른 마당에 경기장을 만들고...동쪽에 있는 언덕에 

테니스 운동장을 -『매일신보』1919년 5월 27일. ; 訓練院에 運動場, 4월부터 착수 

-『매일신보』 1922년 3월 5일. ;사직단 공원에서는 돌아다니며 놓게 된 도로(회유

도로) 개설과 배수설비 기타 테니스코트 운동장과... -『매일신보』 1923년 2월 6일. 

166 운동회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의들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심승구, "한국 근대 스포

츠와 여가의 탄생," 『한국학논총』34, 2010, pp.1347-1391. ; 김주리, "근대적 신체 

담론의 일고찰-스포츠, 운동회, 문명인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13, 2003, 

pp.17-49. 김현숙, “대한제국기 운동회의 기능과 표상,” 『동아시아 문화연구』48, 

2010, pp.7-31. 요시미슌야, “국민의례로서의 운동회,” 요시미슌야 외 지음, 이태운 

옮김, 『운동회: 근대의 신체』(서울: 논형, 2007). 

167  김재일, 『학교운동회의 역사적 고찰』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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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했다. 이 때 운동회장으로 쓰였던 곳들은 훈련원, 남소영(南小營), 홍화

문(弘化門), 비원 등이 있다. 168  이들은 군사 훈련 장소였거나 국가 소유의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였다. 운동회장으로 쓰였던 이들 장소의 성격은 

당시 운동회라는 행사 혹은 활동의 취지를 짐작하게 해주는데, 훈련이나 단

련 혹은 교화, 그리고 전시적 효과를 드러낸다.  

운동회와 관련한 체육, 건강, 신체 등은 모두 근대에 새롭게 소개된 개념

들이다. 신체적 훈련, 즉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획득한다는 인식은 이 시

기 새로운 가치로 등장했다. 체육은 근대적 교육에 있어 중요한 교과목이었

으며, 이는 근대적 신체-문명화된 몸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

정을 개인적인 것에서 집단적으로 확대 시키는 계기가 운동회를 통해 마련

됐다. 

이러한 운동회의 외양은 축제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단순히 즐기는 오

락거리로만 제공된 것은 아니다. ‘건강’이라는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행사로서 운동회는 모든 진행 과정에서 근대적 규율을 경험하고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 운동회는 질서정연해야 했고, 엄숙해야 했다. 마음대로 운동장

을 돌아다닌다거나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도 않았다. 경기 일정은 시

간표에 따라 진행되었다. 운동회에는 각종 깃발을 비롯해 상징들이 등장했

다. 참가자들은 체조나 각종 경기를 미리 연습해야 했고, 경기에서 이긴 팀

에게는 큰 상을 수여해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이 때 주어

졌던 각종 상품들은 당시로서는 진귀한 수입품- 시계, 시계줄, 장갑, 은병, 

주머니칼, 명함갑, 담뱃대, 책상, 자명종, 연필, 시계, 수첩 등-이었다.169 

                                           
168 김현숙, 앞의 연구, p.12. 

169 김현숙, 앞의 연구,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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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동회의 내용은 일본 본국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차이가 있

는 것은 놀이, 유희, 축제(祭り: 신령 등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축제에

서 비롯됨)적 성격이 더 강조되어 있었던 점인데, 이러한 성격이 일제식민지

기 운동회의 구성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1910년대 운동회는 대표적인 관

제 행사로 성행했고, 경성 내 대표적인 운동회장으로 쓰이던 장충단 일대(남

소영)과 훈련원 공지가 1919년 공원화 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땅이 고른 평평한 공지의 확보는 운동장 설치의 절대적인 조건이었는데,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던 장충단 일대와 훈련원이 가장 먼저 공원화 대상

지로 발의되었던 것은 운동장 설치와 공원화 설비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2) 장충단공원 단오운동회,  

출처:『매일신보』1929 년 6 월 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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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화와 함께 성립했던 운동장의 초기 형태는 주변 자연과 어우러져 있

는 모습이다(그림3-13). 1929년 운동회 전경 사진에서도 산으로 둘러싸인 

공지 주변으로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천막 등의 임

시 시설이 설치된 것이 보인다(그림3-12). 다만 트랙을 중심으로 주변 지면

이 둔덕처럼 올라와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열을 지어 앉아 있는 것으로 보

아 이러한 부분들이 운동장 설비로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장충단공원 운동장 전경, 

출처:『매일신보』1930년 6월 18일. 

장충단공원에서 자전거 경주 대회, 

출처:『매일신보』1921년 11월 07일. 
 

(그림3-13) 자연과 어우러진 초기 운동장 설비 모습 

 

 (그림3-14)는 장충단공원에서 개최된 운동회의 각종 면모를 보여주고 있

다. 운동회 소개글이 신문 지면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실리고 있었고, 사진

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룬 모습이다. 이처럼 공

원에 운동장이 건설되고,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으며, 또 그것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던 것은 이 같은 공원의 이용 방식이 대중의 인식 형성에 중

요한 역할을 했으리란 점을 짐작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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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 장충단공원에서 운동회 ① 장충단 단오운동회의 광경 ② 東廟 앞에

서 추천타는 아가씨네 ③ 연병장에 열린 전즈 선승마대회의광경 ④ 상춘원 여성 

원유회의 낚시질 광경 ⑤ 상공 행진대회, 출처: 『동아일보』1931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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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기념한 운동회 행사 전경을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해 그네 타기, 

승마, 낚시 등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놀이와 완전히 새로운 경기가 접

목된, 그리고 ‘놀이’적 성격이 가미된 체육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또 마

지막 행렬 혹은 행진은 운동회의 전시적 성격이나 축제적 성격을 드러내기

도 했는데, 사진에서도 기(旗)를 들고 이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이처럼 행진 

같은 경우 특별한 상징이나 기표를 전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때에 운동회는 단순히 체육 활동이라는 것 이상의 다양한 ‘근대

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 상공운동회, 부인운동회, 학교연합운동회, 이발사운동회, 양복상조합운

동회 등 각종 공동체 혹은 조합이 등장한다. 특히 1933년 ‘가정부인’ 운동회

는 ‘최초’로 장충단에서 열렸다는 점이 홍보되기도 했다(그림3-15). 운동회

는 이처럼 새로운 근대적 조직 체계를 중심으로 각종 공동체의 구성을 드러

내 주는 무대이기도 했다.170 

 

(그림3-15)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최초의 가정부인 운동회, 

출처: 『동아일보』1933년 5월 21일. 

                                           
170 매번 모든 운동회가 의미 있게 기사화 된 것은 아니며, 이처럼 사진이 함께 실

려 나왔던 것은 주목을 끌만한 요소가 있는 행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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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운동회(장)와 공원의 연결고리는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어 있었

을까. 운동회장으로 쓰였던 많은 공간들이 공원화 되었거나 공원에 운동장

이 설비되었던 점 그 자체로 공원-운동장을 연결시키는 인식의 고리가 그 

안의 속성들을 서로 연관 짓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더불어 여기에서 벌어지

는 활동들은 곧 공원에서 어떤 행위가 펼쳐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키거나 생각에 투영되어 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  

관련하여 다음 논의가 주목된다. “체육은 신체의 단련에 관련된 담론들을 

보건 위생에 관련된 담론들을 통합하며 전체적으로 건강이라는 새로운 가치

관을 창출하고 있다.”171 즉 근대적 몸을 만드는 체육 활동의 장이 되었던 운

동(회)장은 건강한 신체를 위해 존재했고, 이 때 건강한 신체란 근대화된 몸

을 말한다. 이렇게 형성된 운동과 건강,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장소로서 

운동장이 공원과 연결될 수 있었던 고리는 바로 공원 또한 그러한 건강, 나

아가 위생과 관계된 근대적 개념의 실천적 장소라는 점이다. 공원이 위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직접적인 발화는 없었지만, 공원과 운동장을 결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둘 사이 건강과 관련된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

단된다. 

더불어 1920년대 등장하는 공원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171 관련하여 다음 논의를 참고. “개인의 신체가 곧 국가의 신체를 이룬다는 사상은 

개인을 새로운 우리, 즉 국가의 층위에 놓고 재편하여 가치화 하는 것이다. 이는 개

인의 건강이나 위생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나타난다. 위생의 문제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이다. 즉 그것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행위의 본령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를 관리하는 

위생의 문제는 동시에 사회, 국가라는 층위에서 고려되었으며, 개체의 차원보다는 

국가라는 차원으로 수렴된다.”  김주리, "근대적 신체 담론의 일고찰-스포츠, 운동회, 

문명인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13, 2003,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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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앞서 살펴본 공원이 갖는 의미나 효용이 이 시기 확대, 혹은 변화하기 

시작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전까지는 근대적 도시를 선전하고 과시

하는 진보의 상징물로서 의미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

서 도시민들의 여가, 휴식, 운동, 소비 등의 활동 장소로 공원의 일상적 의

미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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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공원 이용과 인식의 전개 

1. 자연 향유의 대중적 확장 

자연은 공원을 구성하는 핵심으로 도시의 다른 공간들과 공원을 차별화 

시킨다. 일제 식민지기에는 도심 내에 완전히 새롭게 도입한 자연 공간, 즉 

나무를 심거나 연못을 파서 만든 공원도 있었지만 기존의 자연 조건이 좋은 

곳을 공원화 하면서 숲이나 개울 등을 활용해 공원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 

도시 공원은 도시 안에서 이러한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누구

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별했다. 즉 도시 공원의 핵심은 자연

의 감상이나 체험을 대중적으로 확장시켰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음에서는 자연을 매개로, 공원이 당시 도시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와 효

용을 지닌 공간으로 성립했는지 살펴본다. 

 

이 공원은 塔洞 공원에 비하야 자못 공원다웁다. …벌서 공원다운 淸景한 기운

이 반기어 달겨든다. …벌서 색다른 공원의 어엽분 경치가 눈압헤 보이고…중턱에 

선채로 서서 눈을 물에서 옴기면 녀름을 모르는 수양버들의, 그늘 깁흔 숩새로서 

凉風과 함깨 흘러 나오는 맑은 물이 潺潺한 연못을 니루어잇고 숩사이로 보이는 

양옥과 뻰취가 아울러 거울 낫가튼 못물에 걱구로 비치우는 것도 보기 드문 서늘

한 경치라. 내몸까지 못 속에 잇는 것 가태서 해지는 것을 여긔시 니젓다. …화원

을 지나 남을 향하면 南山山麓의 松林 속에서 굽으로 나온 新作路가…그 길의 

좌우에는 벗나무가 나열해 섯는데…몹시 신선미를 가저서, 나는 몃번이나 이 길

을 으락가락하엿다. -『개벽』1922년 8월 1일. 

 

탑골공원에 비해 훨씬 ‘공원답다’라고 시작하는 위의 글에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상적 공원이란 어떤 것인지, 즉 사람들이 공원의 가치를 어디

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공원다운 청경한 기운’이라든지, ‘어엽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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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줄지어 심긴 벚나무 길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다는 데서 자연을 감상

하고 체험하는 행위가 공원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훌륭한 자연이 이상적 공원의 요건이 되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충단공원만의 특유의 정취는 해가 저물 때 공원 마당에 서너 명씩 

작을 지어 산보하는 젊은 여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

다고도 했으며, 어두운 밤 산과 송림 아래 흐르는 개울의 물소리를 듣는 것 

또한 값있는 정서라고 한다.172 자연 그 자체가 주는 맑고 서늘한 기운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자연도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공원이 된 곳으로 사직단공원과 효

창원공원이 있는데, 이 두 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을 때에 시민들의 

산보 장소로 쓰이던 거의 그대로 공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주는 혜택 그 자체로 가치를 지녔던 것으로 볼 수 있다.173  

 

이효창원은…잔디밭 넓고 또 솔나무 그늘이 좋기 때문에 이맘때는 놀러오는 사람

이 많습니다. …효창원이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기와 노는 이들이 가끔 소낙비

에 경겁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모여드는 이 효창원이랍니다. 달밤에 솔밭 속 경

치는 참으로 형용할 수 없이 좋습니다. … -『동아일보』1924년 7월 20일  

                                           
172 어두운 그늘이 버들숩 사이에서 족음식 족음식 기어나오는 듯하야 저므는 때의 

정취가 그윽한 공원 마당에 젊은 여자가 셋식 넷식 逍遙하고 잇는 것은 그야말로 1

폭의 풍경화 가태서, 도저히 다른 공원에서는 구할 수 업는 이 공원의 특유한 정취

이다. …산과 松林을 울리던 노래는 그치고 다시 물소리만 조용히 들린다. 이것도, 

이 공원 정서의 갑잇는 한가지일 것이다. -『개벽』1922년 8월 1일. 

173  社稷公園 此 공원은 원래 社稷壇의 重地로 근년에 해방하야 공원이 된 것이니 

송림이 울창하고 수석이 絶佳한 京城 서부의 好箇公園이다. -『별건곤』1928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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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연을 향유하는 행위나 자연을 즐기는 것은 완전히 새롭다기 보

다는 사실상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 도시 공원은 

그 개념을 ‘도시 안’으로 들여와 ‘대중적’으로 확장시켰던 공간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서구에서 공원의 탄생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었던 점에서 공원은 애

초에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기반에 두고 세워진 공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견학하고 배워서 도입하는 방식으로 공원의 탄생이 이뤄졌으

며, 또 일제식민지기 초기에는 식민화의 도구로 활용된 측면-선전, 과시, 시

혜의 장소-이 강했기 때문에 맨 처음 공공성의 개념은 다소 약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근대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가던 시점에서 공원의 이용, 다시 

말해 자연을 감상하고 즐기는 경험은 대중적으로 확장되고, 또 시민들의 일

상으로 편입되고 있었다.  

공원이 공공적 목적을 지닌다는 점은 1914년 기사나,174 장충단과 훈련원 

공원화 공원사용조례 개정에서도 언급되고 있었지만,175 시민들이 ‘빈부 귀천 

없이’,176 ‘누구나 다같이 평등하게’177 즐기는 곳이라고 공원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부분에서 누구나 똑같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 누군가는 팔각

정을 보고 이곳은 ‘아무나 들어가 쉬는 곳’이라고 책에서 배운 적인 있다고 

                                           
174 『매일신보』1914년 6월 28일. 

175  訓鍊院 奬忠壇의 兩公園은 公共的으로 개방된다, 공원사용조례의 개정 허가로, 

시민을 위하여 기꺼운 일 –『매일신보』1920년 2월 6일 

176 『매일신보』1913년 11월 2일. 

177  塔洞公園…여긔는 돈도 일이 업고 옷 잘 입은 사람도 소용업고 누구나 다가티 

평등하게 노는 곳이다. -『별건곤』1929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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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178 근대 문물의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공원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자연의 감상과 체험은 ‘교양’의 차원에서 

추천되는 활동이었다. 이전까지 새롭게 알아야 할 근대 문물로 소개 되던 

공간에서 구체적인 활동이 조직되어 대중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이 빼어난 자연 감상의 기회는 얻기 힘든 기회이자 절호의 기회이며, 

이러한 경험은 ‘신시대의 형편’을 아는 것으로 다음 부인 배관단에서는 자녀 

교육을 위한 교양을 갖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되고 있었다.  

 

 

 

(그림3-16) 창경원 부인배관단, 출처:『매일신보』1923년 4월 25일. 
 

 

                                           
178  아이는 향방없이 길 생긴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탑골공원까지 갔다. 그리고 가만

히 보니까 팔각정이 조선어독본에서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모나 드러가 쉬는데라는 

생각은 나서 여기는 기웃거리지도 않고 드러갔다. -『삼천리』193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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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社(매일신보)와 京日 주최로 부인의 秘苑 拜觀 計劃, 오는 이십사일 화요에 

부인의 배관단을 조직하여 수석과 호목이 경개 비상한 비원과 창경원에 견학, 絶

好의 기회, 難得의 기회, 造花의 恩寵을 獨擅한 王居名苑의 승개, 울창한 노송 고

백이 심수한 동확에 참치하여 경개 절승, 三春의 一日을 次仙境에서 자연의 큰 

혜택을 마음껏 탄미 -『매일신보』1923년 4월 20일 

舊家庭에 新覺醒, 자녀를 교양하려면 자기부터 신시대의 형편을 알아야 한다, 大

邱 婦人見學團 入城 -『매일신보』1923년 5월 31일. 

 

행사는 미리 참가 신청서를 내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다 함께 창

경원과 비원을 관람하는 것이다. 참가비는 5전(钱)으로 일반 대인 입장료의 

반 값으로 책정되었다. 179  위 행사는 대단한 성황을 이뤄 당일 총 방문객이 

이천 명을 넘겼다고 한다(그림3-16).180  

놀이의 대상이면서, 새롭게 알고 교양으로 익혀야 할 대상인 한편 자연은 

또한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력이나 정화력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 관련하여 1920년대 ‘임간학교’라는 것이 공원에 

몇 차례 설치되었던 것이 눈에 띈다(그림3-17), (그림3-18).  

 

                                           
179 창경원 입장료는 1920년 대인 5전에서 10전, 소인 3전에서 5전으로, 그리고 특

별 단체를 제외한 일반 단체 입장료가 5전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 『 매일신보 』

1920년 2월 15일. 

180  麗日輕風玉流川畔에서 花香에 醉한 二千의 裙釵, 사람이 꽃인지 꽃이 사람인지 

섞여 구별키 어렵고 꽃 속에 취하여 산란한 사람의 그림자가 무려 이천명, 秘苑 婦

人拜觀團의 성황, 弘化門前에 人의 波, 정각 전부터 회집한 단원의 일행, 창경원 앞

에는 백화요란한 성황 -『매일신보』192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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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 임간학교, 장충단공원에서, 

출처:『매일신보』1929년 7월 22일. 

 

하기임간학교에 대하야/ 하기휴가는...학교의 규율적 생활을 전혀 망각하여서는...

하기의 자연은 모든 것에 생장발달의 기분이 가득하야 사람의 가슴에 안길 듯한 

정감을 이르키는 시절...대자연을 이용하야 아동의 천연한 심성을 함양함에는...근

세문명제국에서 성행하는 임간학교가 가장 적당하다. 약강장(若强壯)한 아동과 허

약한 아동을... -『동아일보』1923년 8월 19일. 

 

주로 장충단공원과 효창원공원에서 열린 임간학교는 여름 방학 동안 규율

에 따른 생활을 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자연에서 신체적 건강을 찾고 심

성을 가꾸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181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

지는 일정에는 호흡운동, 체조, 도서, 산보, 자유 유희, 동화 낭독, 음악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182  비슷한 맥락에서 당대 유명인사들이 하루를 어떻

                                           
181 하기임간학교설치…시내 효창원… -『동아일보』1927년 7월 19일.  

182 (오전) 8:00-8:30 -기도, 호흡운동, 체조/ 8:30-10:00 -일지 기입, 임간학과 복

습, 개인 자유 유희/ 10:00 –간식/ 10:00-11:00 -임간자유운동, 임간수공(手工), 임

간도서/ 11:30-13:00 -임간 오식(午食) 후 식후 휴식, 임간안면(安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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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쓰느냐라는 질문에 답했던 다음 기사를 참고하면, 

 

하로 時間을 엇더케 쓰나, 各方面名士의 一日生活, 職業따라 다른 生活/ 徽文高普

校長 李潤柱 대개 아츰 6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翠雲亭 뒤 산에 올나가서 운

동 겸 산보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학교에 갈 준비를 맛친 후 식사를 끗내고는 

학교로 옴니다. … 朝鮮日報論說部 文一平 오전 5시경에 이러나서 세수도 안이한 

채 맨머리로 社稷公園에 가서 약 2시간은 호흡운동 혹은 산보를 하고 집에 도라

와서 조반을 먹슴니다. … 東亞日報社會部長 玄鎭健 9시 반에 社에 출근하야 매일 

예사로 오후 3시까지는 社務를 보고 그 뒤에 산보 혹은 친구의 방문을 하며... - 

『별건곤』 1928년 12월 

 

 

(그림3-18) 여자보통학교생도 장충단 녹림 중에 들어가는 광경, 

출처:『동아일보』1923년 8월 19일. 
 

                                           

13:00-14:00 -냉수욕, 임간동화 낭독/ 14:00-14:30 -임간 자유 유희, 오락, 자유 

창가음악 등/ 15:30-16:00 -온욕, 임간 자유 산보 후 귀가 -동아일보 1923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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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찾아 호흡, 운동, 산보를 하는 것이 일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원은 자연을 매개로 근대적 생활 양식을 습득하는 장소

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1910년대 세련되고 진보한 상징으로서, 동경의 장

소로서, 또 일제가 조직한 행사의 무대로 활용되었던 공원이 일상 생활에 

혜택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원은 자연을 매개로 교양, 신체정신상의 건강, 근대적 규율에 입각한 

삶을 체득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갔다. 그리고 이 시기 자연을 문화화 혹

은 상품화 했던 다른 공간들-동물원, 온천, 해수욕장, 금강산 등-과 비교했

을 때, 183 공원은 여가나 오락뿐 아니라 도시 문화와 생활 규범을 습득하는 

장소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의 학문적 역할에 관해서는 

일찍이 개항기 지식인들이나 일본 유학생들이 공유했던 공원관에서부터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183  관련하여 자연과 관련된 근대적 담론의 함의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권채린의 논의를 참고. 첫째, 자연은 여가 문화 장소를 명명하는 새로운 언어적 ‘기

호’, 둘째, 자연은 완상, 감상, 문화, 오락 나아가 교양의 대상, 셋째, 자연의 인공화 

혹은 인공적 자연의 출현. 권채린, “근대적 자연 체험과 교양 담론,” 『우리어문연구』

39, 2011,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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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재로서 공원, 연애의 장 

서구에서 공원은 남녀가 만나 사교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었으며, 184  일

본의 히비야 공원 기행 글에서도 공원에서 남녀가 어울려 노는 모습이 발견

되는 것처럼 공원은 연애의 장소로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었다.185 그런데 경

성의 공원들에서 발견되는 연애의 목격담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하

나는 연애가 ‘소비’의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던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애

는 불건전한 것이거나, 따라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

에서는 이 같은 연애의 장소로서 공원의 이용과 인식이 어떻게 성립하고 있

는지를 살펴본다. 

연애는 근대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서구로부터 수입된 새로운 개념이었다. 

남녀 간의 만남, 사랑, 결혼으로 이어지는 연애의 과정은 모두 새로운 것들

이며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경계

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했다.186  그리고 공원은 이 같은 연애의 모든 과

정과 관계 맺는 대표적인 연애의 장으로 볼 수 있다.187  

                                           
184 어느 나라 도회든지 日曜의 공원은 번화하지만은 특별히 이 나라 首府 『챕풀데

벡』공원에는 日曜日 아참이 되면 多列의 자동차가 개미떼처럼 모여들어 서행을 하

야 돌고 양측에는 미려한 의복들을 입은 남녀청년들이 사랑에 넘치는 담화를 하면

서 의자에 안기도 하며 산보도 한다. 이 그늘 나무밋 잔디우에서 속살거리는 남녀

청년들의 대개는 이 산보 道上에서 시선을 마주처 만난 남녀이다. - 『 별건곤 』

1929년 02월 01일 

185  花園焉男女賞翫이 亦足以自快 外라 觀物知理의 一大學園을 造成 엿도다. 嗚

呼라. -『태극학보』1908년 9월 24일. 

186 이 시기 연애가 독서를 통한 지식으로 소비된다는 측면은 연애를 둘러싼 상상력

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연애 담론의 허구성 또한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다.  

187 남과 유달니 연애할 때에도 마음을 턱 놋코 공원가튼데 산보를 단여 보앗겟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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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1920년대 중반 이후 경성에는 근대적 소비 문화가 자리잡게 되

며 그에 따른 새로운 공간들-백화점, 극장, 카페 등-이 유행하게 된다. 그리

고 공원 역시 인공의 자연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거나 새로운 방식의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봄들은 창경원!’ 그럴듯하다. …봄 속에 봄을 찾았다. …꽃밧 속에 섯다-. ‘꼿닙 위

에 우는 마음 마음 위에 웃는 마음’…저 꽃을 사서 K氏에게 가져다드리면…내 손

에는 고히고히 싼 ‘시크라멘’…주머니가 ‘제로’로 차인 것을 깨달앗다. ‘밥’ 사먹을 

돈이 ‘시크라멘’ 꽃에… -『조선문단』1926년 3월. 

 

한자어로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인데, 공원은 인공적 자연으로

서 자연을 사회화, 문화화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자연에서 풍류를 즐길 때 

그대로의 상태인 자연과는 구분되는 의미이자 형태로서 자연을 제공하고 있

었다.  

공원에서 소비되는 것은 자연뿐만이 아니었다. 공원으로 가기 위해 전차 

삯을 지불하는 것에서부터 그곳에서 먹는 음료며 간식까지, 공원에서 여유

를 갖고 즐기는 행위는 소비와 함께 했다. 즉 공원은 그 자체로 소비의 대

상이 되는 동시에 그곳에 도입된 각종 시설 또한 소비재로 자리잡는다. 대

표적으로 창경원은 돈을 지불해야 입장이 가능한 비교적 비싼 소비재였으며, 

남산공원은 상대적으로 값싸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다음 인용할 글은 

돈이 각각 1원, 3원, 10원 있을 경우 경성 시내 안에서 남녀가 함께 즐길만

한 코스을 소개하고 있는데, 남산공원, 장충단공원, 창경원과 함께 한강의 

                                           

까. 그럿지 안으면 요사이 시악시들갓치 연극장에를 가 보앗겟슴니까. 그러타고 러

브렛터-를 마음노코 하엿겟슴니까. -『별건곤』193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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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놀이와 백화점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다.  

 

모뽀모껄의 新春行樂 經濟學-남산공원, 장충단공원, 창경원/ 第一課 돈이 단 

一圓밧게 업슬 때, 위선 애인과 함께 보재기 하나만 가지고 거리로 나습니다. 그

곳에서 빵 설탕 사과 빠나나 어름사탕을 사서 쌈니다. 그리고 그길노 남산 공원

으로 올나갑니다. 장충단까지 나려스면 아해들이 칠웅에 사이다 라무네 껍삐루등

을 지고 사랑의 청춘들을 차자 다닙니다. 다리 압흔 김에 십전 주고 돗자리를 사

서 깔고 안습니다./ 第二課 돈이 三圓이 잇슬 때, 돈은 三圓이 잇습니다. 오는 토

요일 오후 두 시 창경원 문압헤 낫타나겟습니다./ 第三課 재수가 터저 十圓가지

고 놀 때, 옷감이라도 한 가지 끈코 꼿구경은 동물원으로나 갑시다그려. -『별건

곤』 1932년 05월 01일 

 

돈이 얼마간 있냐에 따라 연애의 코스는 남산공원에서 장충단공원으로 그리

고 창경원으로 달라진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사거나 돗자리를 사서 깔고 앉

거나 전차 값, 입장료 등등 연애의 코스는 소비와 함께한다. 이처럼 모던 세

대들이 받아들인 서구식 사랑 방식은 모던 라이프의 전형으로 근대적 도시 

문화와 결합한다. 즉 만남과 만남의 장소, 함께하는 식사와 이동 수단까지 

연애의 장면에는 각종 근대적 장치들을 바탕으로 한다. 

물론 경성의 모든 공원이 연애의 장으로 성립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

으로 탑골공원을 비롯해,188 사직단공원이나 효창공원은 자연이 수려해 행락

의 장소로 인기가 있었음에도 연애의 장소로 언급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

                                           
188  탑골공원을 묘사했던 1920년대 초반의 글에서는 연애를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후 담론의 형성이나 인식의 측면에서 더 이상 세련되고 화려

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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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애의 장으로 성립하기 위한 공원의 조건이 ‘잘 꾸며진 곳’이어야 했음

은 당시 연애라는 행위가 모던의 상징이었으며, 각종 근대적 장치들과 함께 

소비가 가능한 공간으로 제공되었던 점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의 연애란 동경이자 선망의 것인 동시에 ‘경계와 비판의 대상’

이 되기도 했던 점에서, 연애의 장으로서 공원 또한 이중적 표상으로 등장

하고 있었다. 다음 글에서 공원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남녀가 만나 ‘산보’를 

통해 첫인사를 나누고, 몇 번으로 산보로 순식간에 약혼과 결혼에 이르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  

 

부부나 애인이 아닌 일시적 산보 동무… 이 산보가 또 여러 가지 便益을 가졋

다. 공원에서 가튼 뻰취에 안즌 여자를 건너다보고(이런 여자 가운데는 스트리-

트껄도 잇다.)「산보하시지 안으시렴닛가?」―녜- 하십시다요.―「팔을 좀 끼고 

걸읍시다.」 그는 발세 여자의 왼팔을 겨드랑이 밋헤서 꼭 껴안엇다.―애고! 아모

래나요.― 이리하야 그들은 첫인사를 산보로 한다. 그리고 두번세번 산보하는 동

안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 -『별건곤』 1930년 01월 01일 

 

그 여성은 스트리-트껄일 수도 있으며, 이들은 부끄러움 없이 곧장 대담한 

연애 행각을 벌인다. 또 같은 글에서 공원은 화장을 한 여학생들이 삼삼오

오 모여 익명의 남성을 기다리는 불건전한 장소로 묘사되기도 한다.189 

사실 이러한 연애의 풍속은 아직까지 당연하기보다는 많은 부분 경계나 

                                           
189 어두운 거리에서도 얼골의 輪廓과 部分이 들어날 만치 濃艶한 화장을 하고 삼사 

人, 사오 人式 班을 짜서 공원이나 거리에 몰여단이기도 하고 읏슥한 골목에 陳 치

고 셧기도 한다. 모-던生活에 업지 못할 堂堂한 역할을 마튼 사람가치 -『별건곤』

1930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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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비난의 대상이었다.190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대담한 연애 행각보다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 숨어서 비밀 연애를 즐기고자 하는 것이 연애 남녀의 

심리였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유독 연애의 풍경에 자주 등장했던 곳이 

남산공원이었다. 숲이나 나무 아래 숨어 사랑을 속삭이는 남녀의 모습은 은

밀하게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면을 묘사한다.  

 

하로는 우리가 점심을 마친 후 누님이 날다려 「너 나하고 南山公園에 산보가련?」 

하엿다. …나도 거긔 가서 서늘한 공기도 마시고 무성한 초목으로부터 뚝뚝 덧는 

翠色에 땀난 몸을 씻으리라 생각하고 곳 「네」 하엿다. …우리는 光化門通에서 

전차를 타고 진고개를 거쳐 南山公園을 올라갓섯다. 저 편 언덕 우에 그가 기다

리기 支離하다 하는 듯이 안젓다가 일어섯다가 하는 것이 보이엇다…저 편 좀처

럼 사람 눈에 뜨이지 안할 소나무 그늘 미테 그들이 나란이 안저 잇는 것을 보앗

다. …사랑하는 이들은 다듸단 이악이에 얼이 빠져…두 어깨는 닥아잇고 누님의 

풀린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친다. … –『개벽』1920년 11월 1일 

 

또 다른 풍경 속에는 가짜 편지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산공원 음악당 

주변을 30분째 서성이는 남학생이 등장한다. 남산공원 음악당 옆 벤치에서 

가짜 연애 편지를 보낸 이를 기다리는데,191 이처럼 남산공원이 연애의 풍경

                                           
190 性에 눈뜨는 처녀들이 辯士의 달콤한 해설과 스크린에 빗기우는 사랑의 實演을 

보고 그의 가슴이 조용할 수는 업지안은가. 그리하야…한거름 두거름 공원으로 月

尾島로 극장으로 마음의 애인을 찻다가 꿈이 깨고 보면 손에 잡힌 것은 淪落과 치

욕의 역사뿐 -『별건곤』1929년 09월 27일 

191  「學窓夜話, 假戀文이 끼친 傷處, 시럽슨 작난마라」  C군은…남산공원 음악당 

압까지 갓섯다. 음악당에서 멀직이 떠러저 잇는 뻰취에 거러 안저 시게만 끄내어 

보고 기달렷스나 삼십분이 지나도록 녀자의 그림자는 하나도 볼 수 업섯다. -『별건

곤』1932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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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장할 때는 울창한 수림과 한적한 분위기가 비밀스런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청춘 남녀의 심리를 잘 표현해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남산공원을 연애의 장소로 인식했던 부분은 1920년 후반부터 남산

공원을 경계나 단속의 장소로 언급하고 있던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학

생들이 남산공원에 산보 가는 행위는 ‘뽕따러 가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었으며,192 여름 기분이 농후해갈 때 즈음에는 남산공

원에 출몰하는 남녀가 적극적으로 단속 됐는데, 193  이곳에서 밀회를 나누는 

남녀를 가짜 형사가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추태를 연출하려는 남녀를 

검거했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으며,194 카페나 바(Bar), 극장 등을 출입하는 

자들이 남산공원으로 가서 추태를 부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195   

                                           
192 ...할일없다고 새공기를 마신다고 남산공원에 산보가는 여햑생들아! …행여나 이

것이 "뽕따러 가는 핑계"와 같은 종류의 핑계가 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귀여운 자

녀를 든 부형들은 이 간호부공부를 하는 어린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라. -『동아일보』

1926년 8월 17일. 

193 여름긔분이 차차농후하여가니까 남산공원 에는"못된껄"과"못된뽀이"의출몰이… -

『동아일보』1927년 7월 25일. 

194  밀회남녀 울리든 가짜 형사를 잡아...밤이 깊으면 장충단 남산공원 등지로 도라

다니며 형사로 부정남녀를 협박하야 금품을 편취한 사실까지 자백...-『동아일보』

1936년 5월 13일 

...밤 8시경 한쌍의 청춘남녀가 조용히 이야기하며 점점 숲속 어둠으로 사라지고 잇

엇다. 이것을 때마침 지나든 본정 서원이 발견하고 만일을 염려하야 뒤따라갓든바 

아니나다를가 인적이 없는데 가서 추태를 연출하랴든 것을 꼭 눌러잡어 조사...-

『동아일보』1937년 6월 27일 

195 여름밤 "학생풍기"/카페, 빠, 극장출입을 하며 추태...남산공원 부근 일대에는 정

복을 한 전문 대학생이 공연히 젊은 여자를 동반코 밤을 이용하야 불미한 행동을 

하는일이 비일비재 하야...-『동아일보』1938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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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무대로서 공원, 근대적 욕구의 발산 

공원은 전국민적 행사, 탑골공원 이야기꾼, 집회, 각종 공연 등의 장소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특히 1910년대 관제 행사의 무대를 제공했으며, 

광장 문화가 활성화 되지 못했던 일제 지배 체제 아래에서 광장을 대신하는 

도시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공원에서는 행락철마

다 꽃구경보다도 ‘사람 구경’이 손에 꼽는 흥미거리였다. 특히 신여성과 모

던걸의 등장은 상징적 패션 용품들-양장, 양산, 양말, 스카프 등-과 함께 대

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196 공원 또한 이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되고 있

었다.197 

공원이 도시에서 ‘무대’로 등장했던 것은 1910년대 관제 행사와 함께 공

원의 대중적 이용이 성립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된다.198 야시 때나 납량 음악

회가 열리는 날이면 공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락이나 놀이적 행사 이외에 대규모 종교 행사, 국장(國葬) 

등도 공원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다.199 또 공원은 대중적 집회나 집결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탑골공원이 3.1 만세운동의 발

                                           
196 대표적으로 가로(街路)는 모던걸이 활보하며 과시적 소비를 뽐내는 공간이자 새

로운 유행의 전시장으로 구경꾼들에게 다양한 흥미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종로에 나가면…새 유행을…그리고 그 새로운 류행에 대한 비판이 … 진고

개… 젊은 녀성의 뎐람회라 할만치 흘겨 보아도 조코 노려 보아도 조코… -『별건

곤』1929년 9월. 

197 관련하여 도시를 삶이 펼쳐지는 ‘무대’로 상정하고 있는 다음 논의를 참고. 알도 

로시, 오경근 역, 『도시의 건축』(파주: 동녘, 2006) 

198 2장 2절 (2)에서 살펴본 대연회장, 음악회, 연예장, 운동회장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 

199 대표적으로 순종의 국장은 장충단(공원이 된 이후인 1926년)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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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가 되었던 것에서 비롯해 조선사회단체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의장즉각체포 장내극도긴장/조선사회단체 중앙협의회 개회일...금지를 당하고...탑

골공원으로 가서 기념사진이라도 찍으려 했지만 공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

아... 대의원들은다시남산공원으로몰려가게되엿다…고등계주임이하 다수한경관이

출동하야 그곳에도 모히지못하게할뿐아니라 사진까지박이지못하게하는 리유를 뭇

는다고… -『동아일보』1927년 5월 19일. 

 

위 글에서처럼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지닌 ‘모임’의 경우에는 일제가 상

당히 경계를 했는데, 200  그러한 맥락에서 일제 식민지기 ‘광장’은 형태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적 쓰임이나 활용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 받는다.201 그리

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벤트의 장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서 공원이 광장의 기능을 많은 부분 대체했다. 202  공원은 일찍부터 행사의 

                                           
200 1910년대 후반 탑골공원에 이야기꾼이 등장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꾼을 

경찰서로 불러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는 데에서도 그러한 점이 확인된다. …일전 경

성 종로 경찰서에서 그 이야기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공중연

설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엄중히 처벌…그 사람은… 어떤 회사의 집금인으로 

다니는… -『매일신보』1918년 7월 28일. 

201  1910년대까지 경성에 광장으로 인지된 공간은 조선은행 앞 광장-경성부 청사, 

조선은행, 경성우편국으로 둘러싸인- 하나였지만 그 활용은 전무했다.  1926년 경

성부청이 이전한 후 정치, 행정의 중심적 기능은 약해졌지만 1930년대 그 자리에 

미츠코시 백화점과 조선저축은행 등이 신축되면서 경제, 금융의 중심적 성격은 강

해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서의 활용된 적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도로

로서의 성격-주된 통행로-이 강했다. 경성부청 앞 광장이 그나마 1930년대 중반부

터 주민동원 행사의 장소로 쓰이기도 했지만 이 또한 신궁광장의 활성화와 함께 의

미 있는 활용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김백영, “식민권력과 광장공간: 일제하 서울

시내 광장의 형성과 활용,” 『사회화 역사』90, 2011, pp.291-292, p.297. 

202 관련하여 ‘소통형’ 광장으로 작동했던 도시의 공간 중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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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를 제공했거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되면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구경꾼이자 구경거리가 되었다. 특히 봄의 창경원

은 장안의 사람이 이곳에 다 모인다고 했던 만큼,203 어느 때 어느 장소보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직업, 나이, 성별, 민족이 뒤섞인 가운데 가지각

색의 풍경이 연출되는 곳이었다(그림3-19).  

 

창경원 온다는 것이 꽃구경보다 사람구경이다. 만일 구경오는 사람이 없다 하

면 혼자서 갈 미친 놈년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남자만 들인다든지 여자

만 들인다든지 하면 아니갈 것이다. 남녀가 휩쓸리는 맛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것을 나는 보아다. 똑똑히 보앗다.204 -『신민』1927년 5월. 

 

행락의 진짜 구경은 ‘사람 구경’이라는 당시의 증언처럼, 신분, 계급, 성별, 

민족이 뒤섞인 가운데 하얀 한복을 입은 조선인과 게다를 신은 일본인, 양

복을 입은 회사원이나 엘리트 도시인들, 퍼머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

힐을 신은 모던 걸들, 교복 차림의 여학생으로 사회적 신분의 ‘구별 짓기’가 

더욱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처럼, 205  공원은 대중들이 서로 뒤섞

이는 가운데 각자의 근대적 욕망을 발산하는 장소였다. 

 

                                           

으로는 부민회관, 공회당, 운동장, 공원을 꼽는다. 김백영, 앞의 연구, p.303. 

203 야앵! 야앵! …이러케 장안 사람이 들석들석 우걱우걱 법석을 하니…사람들이 넓

은 큰길을 빽빽하게 느러서 가니 우선 사람구경!-『별건곤』1933년 4월 1일. 

204 또 이 같은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만남’의 장소로서 공원의 성립과 연애의 장으

로 인식되고 이용되는 부분과도 연결된다. (3장 2절 (2)를 참고. 

205 김현숙,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夜櫻,” 『한국근현대미술사학』19, 2008,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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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야시, 

출처: 『매일신보』1916년 7월 3일. 

창경원 아앵, 

출처: 『매일신보』1940년 4월 23일. 

(그림3-19) 종로 야시, 창경원 야앵 

 

이와 관련하여 도시 대중 문화의 주인공이자 자본주의 소비의 주체로 떠

오른 신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06 신여성은 그 자체로 근대를 표방한다. 

도시 거리를 활보하며 유행을 선도했던 신여성은 신교육을 받은 여학생, 207 

전문직 여성을 지칭하는 데에서부터 1920년대 후반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

어 모던걸이라 불리는 상업 종사자 여성들로까지 확대 혹은 변화 됐다.208 

                                           
206 신여성 혹은 모던걸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을 참고. 김경길, 『여성의 근

대, 근대의 여성: 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서울: 푸른역사, 2004). ; 김경일, 

서울의 소비문화와 신여성: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 이행화, 이경규, “일제강점

기의 조선 신여성 인식에 관한 일고찰-여성잡지 『신여성(新女性)』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51, 1016, pp.201-215. 

207 1920년대 여학생 수의 급격한 성장은 이전까지 여학생을 예외적인 존재였던 것

에서 일반적인 가능성으로 성립하게 만들었다. 권보드래, “구두, 전쟁과 전쟁 사이,” 

『오늘의 문예비평』, 2002, p.263. 

208  최근 ‘모던세대’의 논의에서 세분화되어 나타난 신여성은 1910년대에는 지식층

의 일부로서 자유주의와 여권신장론 등을 제기한 여성들이며, 1920년대에는 교육받

은 여성으로 보다 대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30년을 전후로 출현한 모던걸

은 부르주아 출신 여학생, 예술가, 배우, 가수, 카페 여급, 숍걸 등으로 계몽적 사상

보다는 소비 문화에 몰두하는 여성들로 특징지어진다. 주창윤, “1920~1930 년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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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성은 자본주의 소비를 중심으로 한 이 시기 도시 대중 문화의 최전선

을 이끄는 주역이자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었으며, 입고 있던 의복이나 장신

구와 함께 이들이 등장하는 장소 또한 근대를 표방했다. 공원 역시 신여성

들이 활보하는 도시 무대였으며, 앞서 살펴본 연애의 장으로서 공원의 모습 

또한 신여성의 등장과 관계를 맺고 있다.  

 

공원 같은 곳을 가면 유행하는 옷을 입은 부인들…금년의류행될 옷빗과 옷모양

…(우에노)공원가튼데를가면 부인네들의옷으로 꼿밧을일우엇다 사구라꼿에 연분

홍빗에빗추어 더욱아름다워보이는것이다 더욱 요사이는 일본부인네들의 미술뎍안

목이 놉하짐을따라 옷빗갈과문의를 택하는것도… -『동아일보』1926년 3월 1일. 

 

 

 

(그림3-20) 장충단공원에서,  

출처:『동아일보』1933년 4월 30일. 

                                           

던 세대'의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52(5), 2008,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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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1) 창경원에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줄지어 가는 모습, 

출처: 『동아일보』1929년 3월 30일. 

  

‘공원 같은 곳’에 신여성들이 치장하고 나와 유행을 뽐내는 곳에는 대중의 

시선이 자리잡고 있다. 또 최신 유행의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여성들이 공

원에 등장하고 있던 것은 공원 사진에서 말끔한 의복과 단정한 머리의 인물

들이 줄곧 등장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3-20)(그림3-21). 이는 

창경원에 옷을 잘 입고 와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던 것이나『모란봉』의 센

프란시스코 공원 묘사에서 잘 차려입은 신사 숙녀가 산보하는 모습 등에서 

연상되는 공원의 이미지에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운 유행의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여성들이 공원에 등장하고 있다. 구

두, 양말, 단발과 화장, 우산(양산), 목도리(스카프)와 같은 양장과 장신구들

로 상징되는 신여성이 공원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진이 화보처럼 신문에 

실려 나오기도 했다(그림3-22). 이처럼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 공원은 그 

자체로 근대를 표방했으며,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행위는 모던라

이프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선 장에서 살펴봤듯이 자연을 문화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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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연 감상의 취미를 갖고 즐기며 이것을 교양으로 체화하는-는 도시

적 라이프스타일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서구나 일본의 사례가 기행문 혹은 

소설의 형태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정착하고 있었다. 이전까지 공원 

그 자체가 진보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그 배경을 바탕으로 과시의 소비 욕

구가 발산되는 무대로 공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3-22) 장충단공원에서,  

출처:『매일신보』192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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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외의 장소로서 공원 

지금까지 살펴본 경성의 공원들은 도시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은 모습이

다. 그런데 탑골공원 만큼은 이들과 다른 성격의 장소로 형성되고 있었는데, 

먼저 1910년대 일제의 시혜적 근대 문물이자 관제 행사의 주요 무대로 활

용되었던 탑골공원이 1920년대 민족적 상징의 공원으로 성립하며, 북촌 지

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던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탑골공

원이 시민들에게는 어떤 공간으로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다음에서는 1920년

대 초반화 후반의 탑골공원 이용과 인식의 변천을 다루도록 한다.  

1922년 『공원정조 』에 등장하는 탑골공원은 야시를 한바퀴 돌아 나와 

전등 불빛 아래 산보 겸, 이야기도 나눌 겸 들리는 곳이다.209 장충단공원에 

비해 규모가 작아 공원이라기보다는 어느 저택의 정원 같은 곳이지만, 공원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210  그리고 중학생, 전문학생, 

신사, 갓쓴이, 양복장이 등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또 연애의 

장면을 암시하는 듯한 남녀를 유심히 관찰하고, 또 그것을 한참이나 서서 

                                           
209 『개벽』1922년 8월 1일. 

210 『공원정조』에서 묘사하고 있는 탑골공원의 공간 구성과 각각의 이용 행태는 1) 

팔각정 서편의 연못과 양요리집: 연못에 놓인 다리를 최찬식의 애정소설 추월색 표

지에 그려진 관월교에 비유한 것은 이 장소가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 유행에 민감한 

장소였음을 반증한다. 2) 북문 앞 서편 구석의 정자: 노동자들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이웃한 팔각정이나 연못가 양식집과는 달리 쓸쓸하고, 컴컴하고, 거친 느낌의 장소 

3) 공원 동편의 음악당 근처와 담장 아래: 매춘 행위가 일어나는 곳 4) 화초온실 

주변의 녹지 5) 화초온실 우편의 정자: 북문 앞의 정자가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 정보교환의 장소라면, 이곳은 비교적 다양한 계층이 중심이 된 시사평론의 

장소. 다음을 참고하여 재작성. 박승진, “모던보이, 공원을 거닐다: 탑골공원을 통해

서 바라본 근대 공원의 풍경과 일상,” 『공원을 읽다: 도시 공원을 바라보는 열두 

가지 시선들』, 조경비평 봄 편 (고양: 나무도시, 2010),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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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는 어느 남학생을 다시 관찰하는 장면이 한참 이어지는 것처럼 공원

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구경꾼이자 구경거리가 되면서 여느 공원

과 다르지 않은 도회의 정조를 연출하고 있었다. 

또 매일 밤 공원에 모여 앉아 갖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이 흥미롭

다.211 그 질문이나 이야기의 주제는 시시콜콜한 일상적 삶의 이야기부터 새

로운 지식의 공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 이들은 풍문으로 세상에 전달

된다고 한다. 탑골공원은 갖은 사람들이 모여 온갖 풍설을 공유하고 또 확

대시키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탑골공원에서는 

일상을 공유하고 또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일상이 되어 도시민의 삶의 일부를 

채우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행위는 근대적 일상 혹은 삶 그 자체이며, 또 누

군가에게는 구경거리가 되기도 한다. 공원은 그 자체로 근대적 공간인 한편 

그 안에서 형성되는 이야기들은 도시적 삶에 기대어 있다. 나아가 보다 적

극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기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10년대 소설 속 둘 만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탑골공원을 찾던 

사람들처럼,212 1920년대 소설 속에서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비슷하다.213 특

                                           
211 탑골공원에 이러한 이야기판이 시작된 것은 1910년 후반 처음 등장했던 이야기

꾼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탑동공원의 고담사 설유/ 어떤 사람이 낮이나 밤이나 물

론하고 탑골공원에 가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옛 이야기를 몇 시간씩 하여…청강

자가 비상히 많던 바…초저녁부터 청강자가 다수히 모여 이야기하는 사름을 기다리

는 것은 더욱 장관 이였다는 말이라. …그 사람은… 어떤 회사의 집금인으로 다니는

… -『매일신보』1918년 7월 28일. 

212 「菊의 香」,『매일신보』1913년 12월 21일. ; 「公園(1)」, 『매일신보』1914년 

4월 29일. 

213  (소설入學試驗)一英이는 自己를 차저온 同級生의 K와 가티 自己집 門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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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갈 곳이 없이 공원을 목적지 삼아 산보 겸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

는 동시에 타인을 구경 삼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 탑골공원

의 이와 같은 정조는 종로 거리에서 느끼는 구락부(club)을 온 것 같다는 조

선인들의 친근함과도 연결된다.214  

 

「자―두말말고 달도 밝고한데 公園으로 散步나 나가세. 바람도 쏘일겸...30萬이

나 사는 大都會에 公園이라고는 손바닥만한 「빠고다」公園뿐이니 달밝은 저녁 

綠陰진때라 散步하는 男女老少―엇지 그 적을 가보냐. 所懷를 풀고저 熱腦를 시

키고저 三三五五 作伴하야 或 들어오고 或 나아긴다. 八角亭에도 갓득 龜碑下에

도 滿坐 或 談話 或 沈默 唱歌하느니 短簫부느니 아조 뒤숭숭거린다. 그런데 東

大門 警察署겻헤 白楊木아레는 比較的 靜寂하다. 月光을 被한 樹影이 隱隱한 그

속에 나무ㅅ등걸이 웃둑웃둑 서 잇다. 이 나무ㅅ 등걸우에 손길을 마조잡고 悄然

히 안저 悵然하게 느끼는 두 청년 하나는 苦痛에 느끼는 允浩요 하나는 病友를 

근심하는 俊植이다. 允浩는 아모말 업시 愁滿한 얼굴로 蒼穹에 걸린 一輪明月만 

無心히 쳐다보고 俊植은 걱정스러운 顔色으로 往來하는 사람의 擧動만 有心히 삷

히인다. 「여보게 俊植이. 오늘 저녁 이 公園에 去來하는 저 만은 사람中에 逆境

에 處하야 苦痛을 當하는 者는 얼마나 되며 順境에 處하야 快樂을 맛보는 사람은 

                                           

「파고다」公園을 목적하고 散步나왓다. -『개벽』1924년 08월 01일 

214 종로 거리를 한가히 거르면 구락부에 간 것처럼 알 사람 모를 사람을 만히 맛난

다. 반가히 달녀드러 손목을 잡아 흔들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자네 저긔 가는 저 사

람을 아는가.” “몰나 누군가.” “아-…이런 대화는 종로정조의 고마운 한가지다. 이것

뿐만 안이라 종로에 나가면…새 유행을…그리고 그 새로운 류행에 대한 비판이 기

러지면 냉면집이나 또는 선술집에 드러가서 긔탄업시 떠드러도 조흔 것이다. …그러

나 볼일 업시 종로에 나오면 뎡처업는 발길이 진고개를 차저가게 된다. 책사 카페- 

…요지경 속 가튼 뎐긔 불바다를 헤염하듯 거러 드러가면 젊은 녀성의 뎐람회라 할

만치 흘겨 보아도 조코 노려 보아도 조코 갓갑게 가서 분내를 마터 보아도조흘 낫 

모를 미인들이 수업시 마조처 준다.… -『별건곤』192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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몃사람이나 될줄 아나? 아마 普通은 다―逆境이고 苦痛이겟지?」-『개벽』1920

년 7월 25일. 

 

그리고 1920년 후반 장충단공원과 탑골공원을 비교하는 대목에서,215 장충

단공원은 설비가 완비하고, 자연이 좋으며,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 산보객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탑골공원은 위치가 시내 한 가운데라 

사람들이 산보를 나오는 곳이긴 하지만 아무 설비가 없이 장충단공원에 비

해 보잘 것이 없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 사람이 많은 경우는 역사적 유물이 

있기 때문인 것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사진들을 봤을 때 종로 거리나 탑골공원에는 유독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걸쳤거나 곰방대를 문 어른 남자의 등장이 빈번하다(그림3-23), 

(그림3-24), (그림3-25). 비슷한 시기 다른 공원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신

여성이나 모던보이가 화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등장하거나 아이들이 뛰어 노

는 모습 등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종로의 중심 대로와 맞붙어 있던 탑골공원은 시내 한 가운데 유일한 공원

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한편 진고개나 본정으로 대표되는 남촌의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과 대비되는 종로의 정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쇠락한 조선과 피

                                           
215 京城이 가진 各所와 古蹟…奬忠壇…근래에는 공원을 설치하야 운동장 기타 설비

가 京城 여러 공원 중 비교적 완비하고 四圍의 송림이 울밀할 뿐 안이라 봄에는 개

나리, 櫻花가 盛開하고 또 버들이 조키로 유명하며 그 奧地에는 약수가 잇고 電車 

뻐스가 공원 내까지 직통하는 까닭에 四時 산보의 객이 만타. … 塔洞公園은 京城 

시가 중앙에 잇서서 항상 塵埃가 가득하고 基地가 狹少한 외에 아모 설비가 업서서 

彼南山, 獎忠兩公園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이 업스나 朝鮮人 중심지대에 잇기 때문

에 鍾路 부근 사람의 유일한 산보지가 되고 또 역사적 유물이 만흔 까닭에 내외인

의 관람객이 만타. -『별건곤』1929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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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자로서 조선인들의 본거지로서 갖는 이미지가 굳혀지게 된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1920년대 후반 글에서 뵤사되고 있는 탑골공원의 풍경은 앞서 

살펴본 「공원정조」(1922) 에서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림3-23) 한낮의 더위, 종로거리에서,  

출처: 『동아일보』1922년 6월 20일. 
 

 

(그림3-24) 일본 잡지에 소개된 탑골공원 풍경, 

출처: 『本植民地史1-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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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긔에는 근 이백이나 되는 무리가 움주거리고 잇다. 園內의 기분은 몹시도 침

체하고 혼란하야서 맛치 5, 6월 똥물에 구덱이가 노는 것 갓흐다. 갓쓰고 흰옷입

은 노인, 색옷 입은 애들, 중학생, 노동자, 걸인, 지게꾼, 「못지」장수 양복쟁이 

왜 친구 각종각층의 인간들이 구석구석이 안자서 또는 서서 몃달이라도 조타는 

듯이 줄큿하니 어물어물한다. 八角亭 찬돌우에는 낮잠자는 사람 2, 3인씩 모여안

자 수작하는 사람 괜이 빙빙 왓다갓다 하는 사람이 얼마되고 대부분은 사주쟁이

를 둘러싸고 다 낡은 정자미톄 모여잇다. … 현실을 떠난 무리들도 갓고 인생을 

니즌 것도 갓다. 高速度의 도회생활이엿만은 여긔만은 딴 세상갓다. –『별건곤』

1929년 04월 

 

침체하고 혼란한 원내에는 ‘갓쓰고 흰 옷 입은 노인’부터 노동자, 걸인까지 

부랑자들이 모여 낮잠을 자거나 모여 앉아 놀거나 왔다 갔다 할일 없이 돌

아다니고 있다. 

 

 

(그림3-25) 1930년대 탑골공원 풍경, 

출처: 『매일신보』 1937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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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점쟁이, 사주쟁이의 출현은 1920년 후반 즈음부터 탑골공원을 대표

하는 풍경으로 자리잡았다.216 그리고 이러한 공원의 존재는 조선인들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일찍이 총독부가 탑골공원을 억압한다는 조

선인들의 원성 속에서 공원이 마치 조선인의 처지와 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볼 수 있었는데,217 1920년대 후반 실제로 이곳은 현실을 떠난 무리들, 인생

을 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었다. 유

독 경성의 탑골공원만큼은 ‘마의 소굴’처럼 된 것은 이 공원이 종로에 있던 

탓인 듯 하다는 당시 글의 증언처럼, 218  종로의 정겨운 정조가 탑골공원을 

                                           
216  資格養成으로 탑골공원에/ 사주쟁이! 말만 드러서는 퍽 쉬운 것 갓지만 거긔에

도 준비지식이 들 것은 사실이다. 준비지식이라야 그리 어려울 것도 업겟지만 하여

간 보는 방법만은 알어둘 필요가 잇고 보는 방법보다도 돌나 먹는 수단을 좀 배워

야 될 모양이다. -『별건곤』1927년 10월 01일.  

탑골公園에 가서 어데로 가야 신통러운 이약이라도 하고 올가 점이나 처볼가? –

『별건곤』1930년 05월 01일   

두 사람은 억개를 나란히 하고 걸어오는 사이에 탑골공원 압가지 일으럿다./『오랫

만이니 들어가 보랴나?』/『들어가 보지... ... 지금두 천냥만냥 판인가?』/『언제라

구 업겟나... –『별건곤』1930년 1월 1일. 

217 『개벽』1922년 9월 1일. 

218  是에도 塔골공원 非에도 탑골公園. 적어도 首都 京城의 번잡한 거리를 비집고 

中央에 座를 占하고 잇는 소위 中央公園인데 툭하면 들추어 내여 가지고 辱만을 하

니…서울의 마굴의 하나로 꼽아 낸다는 것은 퍽 불안스럽고 험의쩍은 일이다. … 이 

곳에 모히는 사람을 보면 심신을 쉬이기는커녕 할일 업고 갈데 업서 낫잠이나 자러 

모혀 든다. 제 운명을 제가 개척할 생각은 업시 미들 수 업는 四柱쟁이에게 압날이 

엇더할 것을 무러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잇다. …四柱쟁이 公園이 되고 말엇다. –

『별건곤』1929년 9월 27일. 

할 일 업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구해 이리로 오느냐 휴식 오락 운동 아모런 공원

으로서의 설비를 갓지 못한 탑골공원. 아마도 鐘路 갓가히 잇는 죄인가 보다. –

『별건곤』192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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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락부에 온 것 같은 친근함을 느끼게 했던 것이 현실에서 낙오한 조선인들

이 집합소가 되어 공원의 풍경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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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1920년을 전후로 경성에 새로운 공원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들은 1)자연 

조건이 훌륭한 곳 중에서 더 이상 국가적 쓰임이 없어진 곳-주로 옛 왕실의 

공간-을 2)주로 경성부에서 총독부로부터 부지를 대부(貸付)하는 방식으로 

공원화 한 곳들로 3)공원화 이전과 이후에 공간의 이용 양상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산 끝자락의 장충단, 부근의 훈련원이 운동(회)

장으로 이용되던 것을 운동장을 포함한 공원이 되었다. 이후 장충단은 경성

에서 손꼽히는 공원이 되었고, 훈련원은 경성운동장으로 바뀌어 공원으로서

의 쓰임은 약해졌다. 사직단과 효창원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했

지만 설비가 미약한 자연 그대로의 공원으로 인근 주민들이 산보나 간단한 

운동을 위해 찾았다. 마지막으로 취운정은 공운화에 실패한 사례로 다루었

다. 취운정 사례에서 보듯이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이 시기 공원화의 핵심

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 시기 공원의 주된 용도나 쓰임 중 하나는 운동(회)장으로서의 

기능이다. 애초에 운동회 장소로 줄곧 쓰이던 장충단과 훈련원이 1920년 전

에 이미 공원화를 시작했던 것이나 거의 모든 공원 구상에서 운동장이 거론

되었던 점 등이 눈에 띈다. 운동회가 근대적 신체, 즉 건강한 몸을 만드는 

행사였던 만큼 건강과 위생이라는 공원이 주는 가치를 공유하며, 또 오락적 

기능을 지닌 관제 행사로 운동회가 자주 개최되었고 공원 또한 관제 행사의 

주된 무대로 등장했던 것에서 공원과 운동장의 병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탑골공원은 1910년대 일제가 ‘시혜’한 문화적 교화의 장소였던 것에

서 북촌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이 부여되는 것으로 장소성이 바뀌었다.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인 사회에서는 이 공원에 민족적 상징을 부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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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북촌 지역의 부흥 사업이 탑골공원을 구심점 삼아 전개되고 있었다. 조

선인 사회의 공원 점유와 총독부의 견제가 계속되면서 1920년대 후반 공원

은 조선인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

리고 이러한 전개 과정은 총독부의 일방적인 억압, 방치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1920년대 초반까지 총독부는 여전히 탑골공원을 활용하고자 했던 입

장을 보였다. 즉 1920년대 후반 탑골공원이 ‘게름방이란 게름방은 다 모여 

푸념을 나누는 곳’, 혹은 ‘점쟁이 소굴’이 되었던 것은 탑골공원의 의미와 효

용에 대한 총독부와 조선인사회가 벌인 경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대중의 확장과 대중 매체의 확대는 위로부터 아래로 제공되었

던 근대 문물이 자생적으로 소비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자본주의 소비 문화

를 중심으로 한 도시 문화 또한 공원의 이용과 인식과 결부되어 나타났다. 

그 양상을 다음 세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공원은 가장 큰 특징이 자연을 도심 안으로 들여와 공공적으로 이

용하도록 했던 것에 있었다. 따라서 ‘자연’을 중심으로 행락-취미오락 공간

으로 이용됐으며, 자연적 조건이 훌륭하며 설비도 완비했던 장충단공원이 

이상적 공원으로 꼽혔다. 공원을 자연을 향유하는 취미를 대중적으로 확장

시킨 한편 이러한 자연의 감상과 체험은 근대인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의 차

원에서도 추천됐다. 또 자연이 주는 정화력과 생명력과 함께 자연에서 건강

한 생활을 하는 것 또한 근대적 교육의 대상이었던 만큼 ‘임간 학교’라는 것

이 장충단과 효창원에 설치되었고, 사직공원이나 취운정에서 규칙적으로 산

보나 체조를 한다는 지식인들의 생활은 근대적 규율을 체득하는 장소로서 

공원의 이용과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또 세련된 서구적 라이프스타일의 표상으로 소개되던 공원은 1920

년대 중반을 전후로 경성의 근대적 자본주의 도시화와 함께 대중적 소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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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공원은 그 자체로 소비재가 되기도 했고, 또 자연

을 비롯한 각종 근대적 장치들을 매개로 소비 되기도 했다. 창경원에 입장

료를 내고 들어가 식물원에서 꽃을 사거나, 전차 삯을 지불하고 장충단공원

으로 가서 돗자리를 사서 앉아 논다거나, 먹을 것을 사들고 남산공원에 올

라 행락을 즐기는 행위들이 ‘소비’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의 주체

로는 주로 연애하는 남녀가 등장했으며, 특히 남산공원은 연애의 장소로 가

장 대중적이었을 뿐 아니라 1930년 이후로는 완전히 그러한 인식이 자리잡

아 연애가 경계나 비난의 대상이 될 때, ‘남산 공원에 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다. 

셋째, 공원은 또한 대중들이 모이는 곳으로 ‘사람 구경’이라는 재미난 볼

거리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했다. 계층에 상관 없이, 빈부 격차 없이 모두 모

여 노는 곳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주었던 공원에서는 꽃구경보다 사람구경, 

더불어 모던풍으로 치장한 신여성들이 시선을 즐기며 활보하는 곳이기도 했

다. 이러한 점은 일제 식민지기 광장 문화가 미비했던 것으로부터 그 기능

을 공원이 많은 부분 대체하면서 공원이 거리나 광장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던 것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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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공원의 변화와 공원 이용 및 인식의 변화 

1절. 1930년대 도시 체제 변화와 공원 

1. 도시 계획과 공원 

1930년을 전후로 총독부에서는 새로운 도시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 논의로만 그쳤던 경성의 도시 구상안들이 법적∙제도적으

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경성 시구개정(1912-1919)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큰 진전을 보인 것이었다. 또 공원이 체계적인 도시 계획 속에서 

함께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기도 했다. 이 때에는 공원이 도시에서 어떤 기

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앞선 시기의 

논의들과 비교했을 때, 공원 인식이 진전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

에서는 먼저 경성도시계획서(1930)와 경성시가지계획(1940)을 중심으로 도

시 공원의 쓰임과 역할을 파악할 것이다.219 이어서 조성의 측면에서 공원이 

갖는 위상과 의미가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천하여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살피고, 몇 가지 점에서 그 함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먼저 경성도시계획서(1930)에서는 공원이 상∙하수도 시설과 함께 도시 위

생 시설로 편입되었으며, 과밀화가 심해져 공지 혹은 소개지로서 필요하다

는 내용도 함께 언급되었다.  

 

제 1절 총설…근대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에 있어서 시민보건의 확보를 제1로 한

다. 상하수도, 공원 등의 도시위생시설은 도시계획사업 중의 중요한 사항이다. 경

                                           
219 1920년 후반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도시 계획 관련 문건들 중 공원 현황과 함께 

공원 ‘계획’을 고시하고 있는 경우는 경성도시계획서(1930)와 경성시가지계획(1940)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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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는 구역 내 비교적 많은 자유공지를 갖고 있음에도, 이용 가능한 구역 중 공

원은 별로 없는데, 지금의 과밀 상태… 

제 2절 공원…시민의 보건상 중요…도시중앙부에 있어서 자유공지의 감소…주

거가 과밀하고, 위생상 위험하므로 자유공지의 보존을 필요로 한다. 공원 시설은 

시민의 보건에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떄의 피난처로서…220 

 

이 시기 공원 계획의 방식은 도시 계획 총 면적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공

원에 할당해 공원 예정지를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토지구획 정리와 

공원 부지를 상관 짓는 단계 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221  앞선 경성도시

계획조사서(1928)와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1927)를 바탕으로 현재 있는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경복원, 창덕원, 덕수원으로 변경-과 도시 

공원-남산공원, 장충단공원, 효창공원, 파고다공원, 사직단공원-을 포함한 

총 38 곳의 공원을 경성에 계획했다.222  

이 공원안은 계획안의 단계에서 중지된다. 경성부에서 총독부에 제출했던 

수익세조례안(1927)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시 계획안은 여러 차례 수정됐지만 공원안은 그 이상의 발전 없이 

경성시가지계획(1940)으로 이어진다.223 이 계획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원의 

                                           
220  朝鮮總督府內務局土木課, 『 京城都市計劃書』 (京城 : 朝鮮總督府內務局土木課, 

1930), p.205, 216-217. 

221 안상민, 앞의 연구, p.150. 

222 朝鮮總督府內務局土木課, 앞의 책, p.224. 

223  “이와 같은 도시 위생을 위한 공원 계획안은 설득력 있게 진행이 되어가는 듯 

보였으나, 도시계획 예산 확보를 위해 경성부가 조선 총독부에 제출했던 수익세조

례안은 보류 끝에 1930년 3월 기각이 되었다. 세계 불황 속에서 증세를 하다는 것

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성 도시계획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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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방공이 주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224 

 

경성도시공원계획설명서…시가지계획은 도시에 있어서 시민보건의 확보를 목적으

로...공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공원은 시민의 휴양, 

오락, 아동의 교화훈육, 도시의 미관을 위해, 그 외 화재시 방화선, 피난 장소로서 

필요하다.225  

 

기존 5개소 외 삼청공원과 앵정공원이 추가되어 1930년대 경성 시내에 

새로운 공원 두 개소가 추가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창경원과 덕수궁

을 특수 정원으로 분류한 내용이 눈에 띈다. 계획된 140곳의 공원은 대공원, 

근린공원, 아동공원, 공원도로의 4분류에 따라 각각 구분되었다.  이는 1930

년 안에서 1개소 공원에 여러 분류를 적용했던-예를 들어 남산공원은 도시

공원, 근린공원, 아동공원으로 동시에 정의되었다-것보다 훨씬 내용이 정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226 또 각각의 공원의 정의와 성격을 분명히 하는 동

                                           

제안한 공원안은 계획안의 단계에서 중지, 그 이상의 발전 없이 경성 시가지계획

(1940)으로 이어지게 된다.” 안상민, 앞의 연구, p.136. 

224 한편 경성시가지계획(1940)의 공원 계획과 풍치지구 지정을 중일전쟁(1937)에서 

태평양전쟁(1941-1945)의 시기 군사적 의제로서 방공(防空)과 결합한 논의로 공원 

계획의 특징을 파악한 다음의 논의가 주목된다. 염복규,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pp.180-189. 

225 朝鮮總督府, 『京城市街地計劃公園決定』, (京城: 朝鮮總督府, 1940). 

226 朝鮮總督府, 『京城市街地計劃公園決定』, (京城: 朝鮮總督府, 1940). 

더불어 안상민은 1930년 공원안과 비교하여 다수의 아동공원이 계획된 점을 큰 

차이로 꼽고 있으며, 이는 토지구획 정리에 따른 소규모 공원지 확보에 따른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상민, 앞의 연구,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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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이들을 다시 대∙중∙소 공원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격자형을 바탕으로 적

절한 간격에 배치하는 개념도를 제시하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그림4-

1).227  

 

 

(그림4-1) 경성 도시 공원 배치 개념도,  

출처: 『京城市街地計劃公園決定』. 

 

그리고 이러한 공원안의 내용은 1910년대 남산공원설계안이나 1920년대 

도시연구회에서 나왔던 논의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1917년 경성부에서 발표했던 남산공원설계안은 당대 일본 최고의 조경가라 

할 수 있는 혼다 세료쿠를 초청해 남산을 산림공원으로 계획했던 내용이다. 

서언에서 밝히길 1) 산림공원의 필요성 2) 조선의 중심 경성의 체면상과 실

용상 이상적 공원의 필요성 3) 사방공(砂防工)을 시행할 필요성-에 따라 계

                                           
227 이는 이전까지의 공원 구상이나 설계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인 내용으

로 경성시가지공원결정안(1940)은 도시 공원 계획의 ‘최종판’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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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됐다고 한다. 228  특히 공원의 목적에 대해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복귀 경

향이 생긴 것이나 체면상 필요할 것이 강조되고 있던 부분이 눈에 띈다. 

1920년대 조직된 도시연구회에서는 “시민으로 하여금 도시의 불건강한 환

경에서 벗어나 청정한 공기와 풍족한 일광과 안락한 휴식을 줄 것은 오직 

공원”이라 했다. 또 공원이 도시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주장하기

도 했다. 229  1910년대와 달라진 점은 ‘시민’이 주체로 등장하면서 도시에서 

공원의 ‘기능’에 대해 고려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공원을 도시적 맥락에

서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230 

                                           
228 방금 세계 경원계의 추세를 비춰보니 종래의 시내공원은 점점 시외로 옮겨와서 

이에 시외공원 공원도시 혹은 전원도시의 발달을 촉진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산림

공원의 발생을 보기에 이르렀다. 이는 일면 물질문명의 극단적인 발달에 의해 오히

려 자연복귀의 경향을 낳은 것과 같고 자동차전차 기타의 교통기관의 원전이 되어 

발달과의 귀인하는 것도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2차 경원계의 추세는 조만간 우리 

조선에도 파급할 것이라고 관측된다. 특히 조선의 땅은 곳곳마다 적갈색의 민둥산

이며 관료한 풍경을 드러낸다. 이러한 지방에 있어서는 특히 산림공원이 필요 적절

히 있어야 한다. 하물며 경성의 땅은 조선의 중심이며 도시의 체면상 또한 그의 실

용상 이상적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래 경

성은 전후 산으로써 둘러싸여 그 외연으로 삼각산이 있고, 동쪽으로 목멱산(남산)이 

있다. 산림공원설치상 호적의 지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년 경성사위(사방)의 황폐

의 극에 달하여 산복계류에서 유출된 토사의 양이 무시무시하게 많고 투자하는 비

용이 막대한 것이 있다. 때문에 근년 경성사위의 산림에 사방공을 시행할 필요에 

쫓겨 있다. 이에 있어 남산일대를 공원지로 하여 경원적 설비를 시설하여 송림의 

하목으로는 낙엽수를 보재하여 또 지피로서 관목류를 식재하여 그의 결과 전산에 

사방의 효를 생기게하는 것과 동시에 특히 그것을 필요로하는 지역에 사방의 설비

를 실시한다. 이는 실로 일거양득의 묘안이라고 할 수 있다. 

229 『매일신보』 1922년 8월 1일, 2일. 

230 앞선 남산공원설계안은 남산에 한정된 것으로 남산의 특수한 자연 조건을 활용

하는 한편 조선신궁 건립 계획과 함께 남산을 신궁의 외원으로 할 계획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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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40년대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 속에서 고려되고 있던 

공원은 이전까지와 비교해 위생, 보건, 소개(疏開), 피난 상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난다. 물론 공원에서의 ‘위생’은 서구에서 도시 공원의 탄생 

배경이자 공원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기도 한만큼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점에서 시민 건강, 보건 상의 목적으로 공

원의 위생적 기능과 역할이 이 시기 확실히 강조되어 나타나게 된 점은 주

목할 만하다.  

물론 이전부터 공원은 위생과 관련 있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그보다는 계몽, 교화, 행락, 오락, 취미, 교양, 여가, 휴식 등의 필요나 목적

에서 다뤄졌거나 이용 양상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

다.231 이러한 부분은 앞선 2장과 3장을 통해 살펴본 도시 공원의 실체가 공

원이 진보의 상징, 교화의 장소, 오락취미 나아가 교양의 장소, 행락을 비롯

한 도시 소비 문화의 장소-로 나타났던 데에서도 드러난다. 더불어 공원-위

생 담론은 오히려 개화기 지식인들의 공원관에서는 강조되어 나타나지만 이

후 식민지기 지식인들은 공원을 여가, 취미, 교양으로서 공원의 가치를 강조

하는 것으로 변화하기도 했다.232  

                                           

것으로 도시 차원에서 공원이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231 관련하여 다음 논의를 참고.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거친 도시계획 공원 전

반의 흐름을 살펴보면, 1920년대 초반의 관광 및 휴양, 오락, 교육 등 용도를 중심

으로 기능하는 외부 공간의 의미에서 도시위생을 위시한 도시개발 조절 및 제한 기

능의 공원 기준에 맞추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며, …” –안상민, 앞의 연구, 140. 

232 공원을 강조했던 인식은 식민지 시대 지식인들에 이르면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

을 추구와 관련된 것으로 바뀌게 된다. 관련하여 다음 논의를 참고. “계몽와 위생을 

강조하는 개화기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은 이광수 등 식민지 시대 지식인들에 이르

면 도시민의 일상생활 속 취미와 여가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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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잡지 글을 살펴봤을 때, 1910년대에는 공원에 있어서 위생 담론

은 그 자체가 잘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1920년대에도 활발한 논의는 찾아보

기 어렵다.233 그러던 것이 1930년대에 들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눈에 띈다. 234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사를 인용해 보면, 시민 위생과 

보건상 공원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 즉 위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 공원 설치

의 논거로 적극적으로 대두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235 

 

新年에 對한 要望(二) 敎育機關擴充과 衛生施設의 普及 市民公園의 設置도 要

望 海州 崔相稷 -『매일신보』1936년 1월 10일. 

공원을 설치하라/ 일반부민의 위생, 보건을 등한시 하지 않는다면…바라건대 당

                                           

리, “韓國 近代 小說 속 都市公園의 表象,” 『韓國文化』44, 2008, p.157. 

233 일부 발견되는 내용은 다음을 참고. 공원유장등 시민위생에 관한 제반설비에 대

하야 일반시민의 자각을 환기한지라… -『동아일보』1920년 6월 8일. ; 개회된 위생

전람…밤에는 탑골공원에서 개회하는 위생활동사진을 영사한다더라 -『동아일보』

1921년 7월 2일.  

234 面目一新할 平壤 市內各處에 大小公園 保建衛生에 萬全企圖 -『매일신보』1941

년 4월 28일. ; 도시위생과 사망률…도로, 공원, 기타 도시설비에 완비되지 못한 것

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동아일보』1932년 3월 30일. ; 도시와 위생…공원유희장

등의 설치는 물론이어니와… -『동아일보』1933년 4월 20일. 

235 비슷한 맥락에서 이러한 위생 담론은 ‘공원 개념의 분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

다. 1930년대에는 근교의 산림공원이나 금강산공원과 같은 시내를 벗어나 자연을 향

유하는 방식의 행락이 유행했다. 이상적 공원이 자연적인 공원 혹은 자연을 잘 가

꾸어 놓은 곳이라는 인식처럼 공원의 목적이 자연의 제공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

러한 것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서 공원의 의미와 역할은 한층 더 구체적이고 분명

하게 된다. 즉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의 역할은 도시와 연결이 된 것으로 한정 지어

지게 된다. 도시의 공원은 도시의 문제와 직결되는 방향으로 그 목적을 보다 분명

하게 설정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위생 문제의 해결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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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부민의 위생과 보건을 위하야 하루바삐… –『동아일보』1937년 7월 1일. 

 

그리고 이처럼 위생 개념이 도시 공원의 역할의 중심 화두가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점에서 그 배경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첫번째는 1930년을 전후

로 ‘도시 과밀화’가 주된 현안으로 떠올랐던 점이다. 이 부분은 1930년 계획

안에서 언급되기도 한 것처럼 당시 도시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주택 문제의 

대두와 도시 빈민 문제 등이 발생했다. 관련하여 당시 경성의 풍경을 묘사

한 다음 글이 참고가 된다.  

 

최근의 경성은 한 말로 하면 자본주의 도시인 경성으로 변하여가는 것이다. 모

든 봉건유물은 쫓기고 자본주의의 諸요소가…2·3층 4·5층 벽돌집 돌집이 서게 된

다. 서울의 거리에는 날마다 건축하는 빛이요, 아스팔트 깐 길이 나날이 늘어가고 

이 길 위에는 자동차, 자전차, 오트빠이 등이 현대도시의 騷音을 지르며 지나간다. 

…이 빈민들은 경성의 한복판에서는 생존경쟁에 밀리어 문밖이나(사대문 밖) 峴

底洞 돌사닥다리 산언덕에 3·4간의 구식집을 수천호씩 짓고 모여산다. … -「대경

성의 點景」, 『서해공론』 1935년 10월. 

 

두 번째 배경은 공원이 체계적이 도시 계획 속에서 고려되었으며, 그 구

상의 주체가 총독부였던 점이다. 이전까지 도시 공원 계획이나 구상이 즉각

적인 대응, 그리고 그 주체가 경성부나 거류민단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도

시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

한 맥락은 1930년대 삼청동 일대 땅을 대부하여 공원화 했던 부분에서 확

인되듯이 한편에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지만, 제도로서의 공원에 있어서

는 그러한 즉각적인 대응이 아닌 도시 체계 속에서 공원의 기능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과 구분되는 공원의 역할로서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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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예산 부족이나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던 계획안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공원안은 제도로서만 존재했던 점 또한 이러한 계획이 총독부-이 시기에는 

군국주의 체제-로부터 비롯되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공원안들

은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이상적 형태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계획은 만주국 건설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데, 236  그 계획이 

군국주의적 이상주의의 산물로 전통 도시로서의 관성과 이미 복잡한 관계망

을 형성하고 있던 식민지 내 구조-권력관계, 도시 공간, 일제와 조선인 등- 

에서는 실현시키기 힘든 내용이었다. 237  

즉 공원의 배치가 1940년대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편, 그 기저에 놓

였던 격자형 구도 속에 대∙중∙소 공원을 적절히 배치하고자 했던 부분이나 

공원을 그 주요 기능과 이용 방식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있던 것은 도시 

공원의 개념, 의미, 역할에 대한 생각이 많은 부분 자리잡게 되었음을 확인

시켜주는 한편, 이러한 부분은 제도로서의 공원이 현실에서의 공원 인식과

는 더욱 유리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238 

  

                                           
236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251. 

237 "이러한 도시계획 시행의 동력은 경성의 내부적인 도시문제였다기보다는 공업화

와 일본 자본의 유치, 대륙침략 등과 같은 일제의 국책적 목적이었다." 김백영, 앞의 

연구, p.241. 

238 1940년대 공원안은 공원계획의 ‘최종판’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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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체제와 공원 

전시 체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1930년대로 진입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지

만 1940년 직전까지 공원 이용과 인식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으며, 이후

에도 통제의 강화와 매체의 단절이 곧 공원에서의 모든 활동이 중단됨을 의

미했던 것은 아니다. 공원은 군국주의 체제의 전시장으로, 그리고 동원의 장

으로, 그리고 방공의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다음에서는 전

시 체제로의 진입이 공원 이용과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원의 전

시(戰時)적 활용과 쓰임에 대해 살핀다. 

1930년을 지나며 문화 통치에서 내선일체,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의 변화

하며 사실상 전시 체제로의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민

의 일상 생활에 큰 변화를 줬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1930년대 경성의 자본

주의 소비 문화는 대중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더욱 향락적이고 퇴폐적으로까

지 변해갔다. 239  그리고 1937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이후 본격적인 전시 

체제로 돌입 했고, 도시의 일상까지 통제가 시작된 것은 1940년을 전후한 

때로 볼 수 있다.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의 시작과 1939년 비상시 국

                                           
239 한편 이 또한 군국주의 지배 체제의 산물로 볼 수 있다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

일제의 군국주의적 식민권력과 대도시 소비자본의 관계는 이중적이라, 권력이 소비

(문화)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 도시 소비 문화는 전쟁 경기의 활황을 등

에 업고 보다 유흥적, 향락적, 퇴폐적으로 변해갔으며, 이들은 군부 식민권력의 욕

망의 배설구이자 수입원이 되었다. 그런 한편 식민권력은 식민지 대중의 일상에 대

해서는 규율과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특권층만이 누리는 유흥 문화와는 유착∙방조

하며, 식민지 대중 문화에는 엄격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백

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p.25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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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기준 양식의 선포,240 도시의 ‘거리’가 단속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국에 

맞지 않는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전시 체제는 도시민의 일상

까지 통제를 시작했다.241  

 

(그림 4-2) 공원에 아동 풀장, 출처: 『동아일보』1941 년 7 월 11 일. 

 

무엇보다 이 때부터 매일신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중 매체가 차단됐던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세세한 일상을 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몇몇 기사의 내용에서 ‘공원에서의 일상’은 지속되

고 있었으리라는 단서가 발견되기는 한다. 새로운 계절의 공원 소식을 비롯

해 새로운 공원 계획이나 보건위생을 위해 시내 공원들을 정비할 계획, 새

로운 아동 풀장 개장, (그림4-2) 탑골 공원 2배 확장 계획 등이 나온 것이 확

인된다. 242 

                                           
240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7), pp.118-

119. 

241 경찰부에서…본정통을 중심으로 네온의 거리를 숙청하는 의미에서 카페, 빠,요리

집을 일체로 조사하였으며 밤늦도록 술의 취해서 시국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처분을 나리었다… -『매일신보』1939년 6월 23일. ; 네온

에도 旋風, 장식용은 時間內도 금지 –『매일신보』1939년 10월 31일. 

242  공원은어린이의노리터 녹음이욱어지면 애들과노는가운대 사회적훈련을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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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장충단에서 화재실험 공개,  

출처:『매일신보』1940 년 11 월 22 일. 

 

한편 일제는 공원을 전시 체제의 홍보 무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일제

가 선전(propaganda)의 장소로서 전쟁 기념 행사, 교육, 실험, 근로, 봉사의 

장소로 공원을 이용했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식민지 초기 체제 선

전을 목적으로 공원을 활용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1930년대 

일제가 공원을 이용했던 방식은 전시 체제를 홍보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장충단공원에서 그 화재 실험 시연이 이

뤄지고, (그림4-3) 수많은 관중이 참석해 관람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또 전

쟁 관련 박람회장이 설치되기도 했다(그림4-4).  

                                           

밧게된다-즐거운 공원의첫여름 –『매일신보』1940년 5월 10일. ; 황기 2600년 기

념 사업으로 왜성대 전 총독관저 정원을 공원으로, 종합운동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

획 -『동아일보』 1940년 5월 30일. ; 面目一新할  市內各處에 大小公園 保建衛生

에 萬全企圖 -『매일신보』1941년 4월 28일. ; 새公園兒童풀-十二日에 開門하기로 

-『매일신보』1941년 7월 11일. ; 唯一한 都心의 祿地 파고다公園二倍로 擴張 八千

坪大公園으로 年內에 工事着手 -『매일신보』1942년 4월 3일.  



１５１ 

 

(그림 4-4) 일본정신박람회장, 장충단공원,  

출처: 『매일신보』1942 년 4 월 9 일. 
 

 

다음은 공원 미화 봉사를 하는 시민들에 관한 내용은 동원의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늙어도 興亞部隊 優遊에서 奉仕에-嘉尙한 忠壇公園老人奉仕隊」 최근 장충단 

공원에는 <장충단공원봉사회>라는… 이들은 원래 공원안 느티나무밋헤 모여 앉아 

잡담으로 하는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든 것이나 이들도 점차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깨닷게 되고…공원을 깨끗이 보살피는 한편 하루 1전식 적금을 하여…국방

금으로 바치었다고 하는데... -『매일신보』1939년 10월 13일. (그림4-5) 

 

비슷한 활동이 효창공원에서도 있었는데, 공원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비상시국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다.243 

                                           
243 「공원에 美談」 효창공원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근로봉사단이 생겨서 부근 주민

들의 칭송이 자자…잔디풀에 물을 주는 외에 우물을 수리하며 미화공작을 철저하게 

하여…보건위생에도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칭송이 자자... -『매일신보』193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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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장충단 노인 봉사단 모습,  

출처: 『매일신보』1939 년 10 월 20 일. 

 

또 이 외에도 공원에서 전쟁 기념 식수 행사가 거행되기도 했다. 244  관련

하여 이 시기 『매일신보』의 구독층은 ‘동원’의 대상으로 상정되었고, 신문

의 많은 지면이 방공 정책의 선전 관련 기사로 채워지고 있었던 점이 주목

된다. 일본의 방공 체제는 ‘국민방공체제’로 국민을 대상으로 공습에 맞서는 

훈련을 시킴으로서 국민의 정신을 다잡고 전의를 고양시킨다는 심리적 효과

를 노리고 있었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직분에 맞게 전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전시 체제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강연, 강습, 영화 등의 상

                                           

24일. ; 학원에서 공사장에로 삼만학생대동원! 금일부터 근로봉사수업…장충단 효창

원 사직단 공원 등의 도로공사와 -『동아일보』1939년 7월 22일. 

244 京城府記念植樹 昨日, 孝昌公園에서 -『매일신보』1942년 4월 13일. ; 戰勝記念

植樹 來十一日 漢南公園서 -『매일신보』1943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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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일정이나 그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많았다. 245  또 공원은 그 자체로 

전쟁의 자원으로 활용됐는데, 1940년 일단락 되었던 도시 계획에서 공원이 

‘방공(防空)’의 목적으로 귀결됐던 점이나,246 공원 철책을 수거해 전쟁 물자

로 공급한다는 기사에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247  

 

 

 

  

                                           
245 이 시기 방공이라는 논제와 관련하여 다음 논의들을 참고. 황민호, 심재욱, "조선

총독부의 언론정책과 『 每日申報』 에 나타난 방공관련기사의 추이," 숭실사학27, 

2011, pp.1-36. ; 정혜경, “『매일신보』를 통해 살펴 본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방공

정책과 프로파간다,” 『숭실사학』27, 2011, pp.41-80. ; 김혜숙, "1940~1945년 식민

지 조선에서 권장된 가정방공 지침의 내용과 특징," 『 사회와 역사 』 108, 2015, 

pp.81-118. 

246 도시계획사를 다뤘던 염복규는 1920년대부터 대두된 공원 설치의 필요성은 공원 

계획이 완성될 즈음 도시 방공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며 결국 “방공이 공원 사

업의 최종적인 초점으로 정착”했으며, “방공 취지의 도심부 소공원을 비롯하여 경성

시가지계획 공원 계획은 일부 구획정리를 제외하면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고 파악

했다. 공원에서의 방공 사안은 이러한 염복규의 논의를 참고해 작성했다. 염복규, 

앞의 연구, 180-189 

247  공원을 전시 자원으로 활용했던 것과 관련해 공원의 철제 울타리를 헐어 전쟁 

물자로 쓴다는 내용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자취 감추는 鐵柵 不要不急의 鐵物은 

全部回收 公園, 銀行前의 面貌一變 –『매일신보』1941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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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공원 이용과 인식의 변화 

1. 도시 문제와 공원 담론 

 경성은 이제 ‘한 마디로 자본주의 도시’로 바뀌어 있었다. 248  근대는 더 

이상 새롭고 낯선 것이거나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근대적 라이프스타

일은 때로 비판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이 시기 등장하는 공원 담론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자 한다. 특히 소비와 유흥 문화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창경원 야앵(夜櫻)을 

중심으로 창경원 이용과 인식과 관련한 기존 논의를 재검토 한다. 또 공원 

인식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점을 짚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 형성된 공원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실재를 점검할 것이다. 

1930년대 경성의 사회∙문화는 많은 부분을 ‘자본’이 지배, 그 경관에서부

터 사회적 담론과 도시민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도시 질서가 완전

히 자리잡고 있었다. 백화점, 카페와 같은 대표적인 소비 문화 공간은 남촌

에서 북촌으로 진출했으며,249 회사 사옥, 은행과 같은 경제적 권력들의 위용

을 과시하는 상징적 건축물이 등장했다.250 이렇게 외관이 화려해지는 한편, 

                                           
248  최근의 경성은 한 말로 하면 자본주의 도시인 경성으로 변하여가는 것이다. -

『서해공론』1935년 10월. 

249 1932년 종로에 동화(東和)백화점의 등장.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카페가 북촌으로 

진출. 「에로」의 神殿 카페-가 점점 북촌으로 올마온다. 「미크세끼」한잔에 삼십

오전씩 밧는 미인좌「美人座」와 삼오십명의 미히를 거느리고 잇는 사론 아리랑도 

큼직한 자본을 질머메고 종로통으로 그 가지을 벌저 노으려 얘쓴다하며 그밧게 

「미나도」요 「파라다이쓰」요 모다 탑골공원을 중심삼고 북촌진출에 여렴이 업다. 

-『삼천리』1931년 09월 01일 

250 1930년을 전후로 경성에 들어선 주요 상업 건물로 경성전기회사 사옥(1927-28), 

상품진열관(1928-29), 경성은행 집회소(1928-29), 미나카이오복좀(1929), 미츠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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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와 빈부 격차로 인한 주택과 교통 문제에서부터 유흥과 퇴폐적 문화

의 번성, 도시 소외 등 각종 도시 문제들이 이 시기 대두되기 시작한다.251  

 

시골아저씨의 서울구경…팽팽도는 大京城…굉장한 술집…옥외의 조명등은 낮보

다도 더 밝은데 학생, 신사, 노숙자, 기생, 모던뽀이, 모던껄이라는 장안의 모뽀, 

모껄은 하룻밤의 향락을 누리어보려고 홍수처럼 극장 앞으로 쏟아져 밀리었다…

산사람의 껍질을 벗겨먹을 세상이지…참 서울이 무섭다더니 이렇게 무서운 줄 몰

랐네…이놈의 서울구경 이가 갈린다… -『별건곤』1932년 7월 1일. 

 

위의 글은 서울서 일류 가는 모뽀 형식의 시골 삼촌의 서울구경 온 풍경이

다.시골에서 당나귀를 끌고 열흘이나 걸려 서울에 도착한 아저씨는 구시대

를 상징한다. 그리고 서울 사는 멋쟁이 형식은 신시대를 상징한다. 시대에 

뒤쳐져 있는 아저씨와 도시 생활에 빠져 있는 형식 모두 비판의 대상이다. 

아저씨가 서울 구경을 하며 벌어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을 통해 도시 생활

의 번잡함과 갑갑함, 그리고 퇴폐적인 실태를 강하게 비판한다. 서울에 도착

하자마자 형식이 타고 온 택시 꽁무니에 매달린 당나귀가 동동 걸음을 치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이 글은 경찰서 담벼락에 노상방뇨를 하다 파출소에 잡

혀가 곤욕을 치른 아저씨가 추파를 던지는 아가씨들을 따라갔다 돈을 모조

                                           

백화점(1929-30), 메이지제과 매점(1930), 치요다 생명보험상호회사 경성지점

(1932-33), 아사히 빌딩(1935), 가네보 조선서비스 스테이션(1934-35), 중앙호텔

(1928), 반도호텔(1936-38), 약초영화극장(1935), 명치좌(1935-36), 황금좌(1935-

36). 관련하여 도시 경관의 변화를 다룬 다음 연구를 참고. 김한배, 이규목, “서울 

都市景觀의 變遷過程 硏究,” 『서울학연구』(2), 1994, p.32. 

251  1930년대 사회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 정현숙, "1930년대 도시 

공간과 박태원 소설," 현대소설연구(31), 2006, pp. 5-72. ; 조해옥, "도시공간과 빈민

의 시: 김기림의 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3, 2004, pp.9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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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털리는 것으로 끝난다. 

이처럼 도시인과 도시 생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근대 도시와 문물, 서

구화가 더 이상 무조건적인 동경과 추구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근대화 

초기 소수 특권층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근대 도시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은 

사라지고, 도시의 문제들-가난, 주거, 교통과 같은 삶의 문제에서부터 욕망, 

타락, 소외에 이르는 정신적인 것들까지-, 혹은 ‘도시 그 자체’가 문제적이

라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252  

 

자동차 전차가 종횡으로 달리고…전등이 불야성을 일우는 서울의 상공에는 비

행기까지 때때로 뜬다. 밥 안 짓고도 배불을 요리집이 잇고…그러나! 서울 사람은 

행복스런 생활을 못한다. …燦然한 물질문명에 얼이 빠저서 황홀만 하다가…침을 

삼키고 상심만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 서울사람… -『별건곤』1929년 9월 27일. 

 

도시의 물질문명은 강렬한 유혹과 함께 상심만을 안겨준다. 이처럼 도시 생

활은 풍자적이거나 우울한 풍경으로 묘사되는 한편,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252 태양도 日谷比 공원 나무가지 끗헤 죽은 듯시 걸여잇는데 電車 자동차 「뻐스」 

지하철, 高架線의 도는 박휘가 소란하고 그 사이를 횡단하기는 생명이 문제되며…

연회는 끗나고 「호텔」을 나섯다. 자가용, 官用車가 어즈럽게 나는 틈을 뚤고 電車 

길에 나섯다. …數만흔 인간들의 싸아노흔 듯한 빌딍, 아파트, 데파트의 옥상에서는 

씨러저 버린 그들의 동맥과 정맥의 내여 품는 듯한 「네온싸인」이 빗나고 잇섯다. 

50錢 「택시」에 유인을 당하면 일시적 쾌감은 업는 것 아니나 내일의 점심갑이 모

자랏다. 50錢을 박구워 15錢 省線에 半醉한 몸을 실고 池袋의 쓸쓸한 하숙을 차젓든 

것이다. -『삼천리』1932년 08월 01일.    

킷쓰雜考 킷쓰妨害料四千圓/ 봄날의 저녁! 녀름의 밤 해안이나 공원 또는 강안에 

『아그리-씬』을 연출하는 남녀군도 역시 미국인 생활의 일부이다. –『별건곤』

1933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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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락경으로도 묘사된다. 백화점과 카페가 대표적으로 화려한 도시 소비 문

화를 상징하며,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출몰지이자 방탕과 타락이 난무하는 

배경으로 자주 등장했다.  

특히 1924년 야앵(夜櫻)이 시작된 이후로 창경원 밤 벚꽃놀이는 인기를 

높아져 창경원=야앵이라는 상징이 생겼을 만큼 장안 최고의 행사로,253 신혼 

여행지로, 가족 여행지로,254 연애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시국이 어려운 

때에도 창경원 ‘야앵만큼은 시민들의 뜻깊은 오락이요, 위안을 빼앗을 수 없

다’는 이유로 ‘특별히 알선하여 손색없이 설비’ 하기도 했을 만큼 연중 중요

한 행사처럼 치러졌다.255  

그리고 장안의 앉은뱅이 장님까지 마음이 들뜬다는, 256  창경원 야앵은 퇴

                                           
253  長安 紳士家庭 名簿/ “신혼여행은 어느 지방으로 몃츨 동안이나 가섯습니까”라

는 질문에 창경원 야앵을 다녀왔다는 답변이 있었다. -『삼천리』1940년 3월 1일. 

254 長安 社會客인 夫君들의 生活을 報告하는 書/ 어느 주부는 “아이들과 함께 벚꽃 

때 昌慶苑에 가는 것이 우리 집엔 크다란 명절입니다”고 말하고 있다. -『삼천리』

1940년 6월 1일. 

255 二十一日로 二十八日까지 昌慶苑 夜櫻 公開-各種施設도 例年과 遜色 없이/ 해마

다 이만때의행사로 서울장안의 인기를한몸에차지하는가운데 성황을이루는 창경원

(昌慶苑)의 『야앵』(夜櫻)은올해도그절기가갓가워저서 작년보다 나흘늣게 오는二十

一일부터 二十八일까지여드레동안 매야오후일곱시부터 열시반까지의사이에 현한(絢

爛)한호화의막을열게되엿다. 올해는궁중의 어상중(御喪中)으로 가무음고을업새이나 

시국관게의영화는 그대로올리고 정원의조명은 시국관게로 물자가달리어 매우군색하

나 장안의一년에 한번밧게하게아니되는가장뜻깁흔 오락긔관이니만큼평일종후의생활

에 애를쓰는부민에게 이바지하기위하야 당국에서는 특별히여러가지로 알선하야작년

에손색업시 훌륭히장치하여노리라고한다 입장료는대인二十전 소인十전이라고 한다. 

-『매일신보』1940년 4월 17일. 

256 4월이 훨신 중순 ... 제일 떠드는 타령이「야앵」 「요사꾸라」 타령이다. ... 장

안의 사람이라 생긴 사람은 안즌방이 장님까지라도 마음이 들떠서 야앵! 야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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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와 타락을 넘어서 범죄가 만연하는 무서운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257 그런

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당시 창경원 이용 세태를 비판했던 맥락은 사실 

옛 왕조에 대한 기억의 중첩이 아닌 생활상 규율이나 규범, 즉 검약하고 성

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동아일보의 다음 글을 살펴보면,  

 

「꽃구경과 서울부인」 창경원으로 꼿구경을 간다는 야단법석…오늘이 마지막

이란 듯이 아우성을 치며…너무나 내살림을 도라보지않고 나대며…행랑사리로 환

갑을 바라보는 늙은 부인이 아들을 졸라 빗을 매다가 창경원 꽃구경갈 나드리옷

을 십이원이나주고 작만하야서 갓다 오고보니 무엇이 그리 시원하엿겠습니까….

그 부인의 주인집에서는 너무 지각없는 짓을 한다고 행랑을 내놓으라고 호령이 

추상같습니다. …이래도 꽃 구경입니까? -『동아일보』1934년 4월 28일 

 

행랑살이를 하는 늙은 부인이 아들을 졸라 나들이 옷을 장만해 창경원 꽃구

경을 다녀오자 주인 집에서 자각 없는 짓을 한다고 행랑을 내 놓으라 했다

는 사연을 살림을 돌보지 않는 서울 부인의 행태를 비판하는 논조로 싣고 

있다.  또 다른 글에서는 ‘퇴폐한 도회의 물풍취, 혼돈과 난조(亂調)의 세대’

라 하여 자본주의 경성의 소비 문화와 이를 즐기는 도시민들을 딱한 시선으

로 바라보는 것은 알맹이는 없이 화려한 겉만 치장되어 아무 생각 없이 소

                                           

『별건곤』1933년 4월 1일. 

257 昌慶苑이면 朝鮮 昌慶苑일텐데? ... 동ㅅ불 생긴 모양이며 사람들하며 아무리 해

도 朝鮮갓지가 안해! 사-벨 及 私服軍들이 대대적으로 制止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중을 좀처럼 물너서지 아니하고 필경은 주먹질이 나오고 檢束까지 생긴다. 키스 

소리에 귀가 멍멍하고 소메치기덕에 電車課收入이 적어지고 사벨-과 私服꾼들의 功

이 놀나가고… -『별건곤』1930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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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는 도시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258  

무엇보다 이러한 창경원의 이용 방식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됐는데, 1946

년 1월 26일 재 개방 이후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장식하여’ 야간관화회를 

개최한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259 또 비원까지 동·식물원으로 확장할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260  1960년대에는 각종 놀이기구가 설치되고, 케이블카도 

들어서 완전한 ‘놀이공원’으로 변한 모습이다. 이러한 해방 이후의 일련의 

활동이 일제강점기 창경원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창경원의 부

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일조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지나친 유흥과 사치, 방탕과 타락-과의 반대 급부에서 가난한 도시 

생활자들의 ‘도시 소외’ 현상 또한 공원을 배경으로 등장했던 문제적 도시의 

담론 중 하나이다.261 특히 이 시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실업자들, 흔히 

                                           
258 관련하여 다음 글 또한 참고. 「여름ㅅ밤, 銷夏特輯 凉味萬斛」 봄소식을 牛耳洞

에 듯고 창경원의 夜櫻에게 花信을 받는 서울 사람이라 여름밤을 이렇게라도 맞고 

보냄이 팔짜에 겨운 일이겠고 놀라는 세상이 아니고 보니 이도 저도 없은 들 어떠

리요 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법 풍운이 津津한 조선 사람의 살림이거니 하는 

것만은 딱하다는 말이다. 우리의 도회가 퇴폐하였다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생활에 

현대적 頹廢의 기분이 넘친다고 개탄함도 아니다. 다만 이 딱한 몰풍취 이 딱한 혼

돈 亂調를 呈한 세대가 自古及今에 다시 없으리라는 말이다. -『동광』1927년 08월

05일 

259 『동아일보』1946년 4월 20일. 

260 『동아일보』1946년 3월 13일. 

261 다음에서는 그러한 이중적 도시의 모습을 종로 거리의 실업자, 카페, 백화점 쇼

윈도의 ‘陽春三重奏’로 그려내고 있다. 

한양춘색(3) 종로의 거리/실업군의 행진이 대건물의 담모퉁이에서 방랑과 주림에 

시진한 목소리로 직업을 달라 소리를 지른다. 늘어가는 "카페" 들창으로 젊은 "부르"

들의 주머니 속에서 황금의 "쟈스"가 들리운다. …봄 소식은 먼저 "데파트"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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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펜’으로 불리는 이들은 주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로 현실적 어려움으

로 취업에 실패하고 잉여 인간으로 시간만 때우며 보내는 자들이다. 『딱한 

사람들』에서 박태원이 묘사했던 룸펜은 자존심은 강하지만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던, 도시에 살고 있지만 현실은 비참한 빈민의 삶을 살았던 비극적 

인물들이었다. 아사쿠사공원(浅草公園)의 벤치에서 하룻밤 잠을 청하려는 

춘삼은 술과 계집을 찾아 공원에 나온 사람들과 비교해 여섯 끼나 굶은 자

신의 처지가 새삼 딱하게 느껴진다.262  

룸펜은 꼭 동정의 대상은 아니었다. 공원은 경제적이건 시간적이건 여유 

있는 자들이 산보든 휴식이든 하는 공간으로 이러한 여유는 노동 뒤에 찾아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하지 않고 공원에서 소창(消暢:가깝한 마

음을 풀어 후련하게 함)을 원할 수는 없는 일이 되기도 했다.263 공원에서 어

슬렁렁거리거나 빈둥거리며 낮잠이나 청하는 룸펜은 비판의 대상이다.264 이

처럼 공원은 다양한 모습의 근대 도시, 그리고 도시의 문제들과 조우한다. 

이국적이고 세련된 취미를 반영한 공간으로 진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공원

은 이제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소비 문화의 비판적 담론의 공간적 배경으로, 

                                           

속의 인조화로부터 그리고 "쇼윈도"로부터 여튼맛을 얻게된다. …이것이 종로거리에

서 흐르는 양충삼중주의 단편이다. -『동아일보』1932년 3월 23일. 

262 박태원, 사흘 굶은 봄ㅅ달-『신동아』 1933년. ; 박태원, 딱한 사람들-『중앙』 

1934년 9월.  

263 京城에서도 塔洞公園이나, 三淸洞, 淸凉里等處에서 可見…長長한 時間에 할 일은 

無하고…遊樂으로 歲月을 送하는 者요, … -『매일신보』1916년 9월 27일. 

264 꼿이 내게 무슨상관? ... 룸펜 “제-기 나무에 꼿이피지말고 돈이피였스면... 에-

라! 다-보기실타 잠이나자자” ―『조선일보』1934년 4월 23일. ; 그런데 이게 웬일

이겟나. 京城 안의 게름방이란 게름방이는 다 모여 드네그려. –『별건곤』1929년 9

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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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사회의 소외와 낙오된 자들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또 도시의 관람객들은 이전까지의 근대적 경험에서 한층 더 나아간 차원

을 요구하기도 한다. 탑골공원이니 장충단공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볼거

리도 대단한 광경도 되지 못한다. 고위층의 특별한 방문, 경성유람기, 각종 

여행 안내서나 기행에서 소개되었던 경성의 관광 코스는 이제 식상하기까지 

하다. 

 

서울구경 왔다가 잊어버리고 가는 것…없는 돈 귀한 시간을 허비해 가며 모처럼 

간 것인데 그와 같이 것물만 켜고 오게 된 것은 큰 潰憾이다. …奬忠壇公園과 빠

고다공원 구경하고…구경은 이것 뿐이다. …南村 서울은 보앗스나 北村 서울은 못 

보앗슬 듯하며…病院은 보앗스나 표본실은 못 보앗슬…博覽會官內의 午天點萬點

의 出品은 보앗스나 고무工場하나 못 보고… -『별건곤』1929년 9월 27일. 

 

뻔한 경성 구경에 ‘것물만 켜고 왔다’는 주인공은 한층 심화된 차원의 근

대 문물을 경험하길 요청한다.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이 된 만큼 공원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감탄의 대상은 아니었다. 일제로부터 계몽과 교화의 대

상으로 제공되었던 공원이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기 다양한 차원 혹

은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동경의 대상이자 문

명의 상징이었던 인공적 자연은 이제는 철학적 문제와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원 그곳은 위조된 자연이 심오(深奧)로부터 인간의 "소세공(小細工)"을 모멸

하는 곳이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실증에 떠는 그 가엾은 "녹음"을 보라. 우리의 

이 탑동공원에서 우리는 "루소"의 "루비앙.아라.나툴"(자연으로 돌아가라)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나를 본다. -『동아일보』1935년 7월 7일. (그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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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서울 풍경(6) 공원, 출처:『동아일보』1935년 7월 7일. 

 

비판적 도시 인식과 더불어 도시 공원은 향락적이고 퇴폐적이며, 타락하

고 우울한 공간으로 묘사되었던 것과 관련해, 김주리는 ‘근교 자연의 발견이 

도시 공원을 대체했던 것’으로 평가했다.265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은 위의 논

의가 ‘소설’을 중심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도시 

공원을 둘러싼 세태 비판 글들은 주로 문학 작품 혹은 문예 글에서 보여지

는 것으로 특정 문제 의식이 담론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근교의 자

연이 발견되고 있던 것은 맞지만,266 몇 가지 점에서 이것이 도시 공원의 쇠

                                           
265 “1930년대 이후 도시공원은 도시의 人工美와 삭막함을 벗어나 휴양과 여가를 즐

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근교의 자연을 새로이 ‘발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

라 도시 공원을 둘러싼 표상 역시 건강이나 위생, 국민을 호명하는 공간이라는 啓

蒙的인 논리에서 나아가 점차 도시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자아를 발견한다

는 浪漫的인 논리로 변화하게 된다.” 

266 집을얻는작은새들 경성을 에워 쌓고 잇는 교외일대에 긍한 산야를 천연 공원으

로맨들고저 게획한 경기도 에서는얼마전에 그 구역을 금엽구로… - 『 동아일보 』

1933년 4월 12일. ; 근교의 승지를 산책지로 설계 -『동아일보』1933년 4월 13일. ; 

경성시근교의 미화풍치계획 -『동아일보』1933년 10월 25일. ; 경성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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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반작용으로 생겨난 경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비슷한 시기 도시 공원에서의 일상은 지속되고 있었으며 앞서 살펴

본 야앵이나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일시적 이벤트, 특정 장소에 

한정된 논의로 볼 수 있다. 또 삼청동 공원을 비롯한 이 시기 새롭게 등장

하는 공원들은 1920년대 공원화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며, 더불어 기존 공원

의 관리 및 보수, 개선 계획이 발표되고 실제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

던 점 또한 눈에 띈다. 오히려 경성 외부 ‘자연이 발견’되던 점은 교통의 발

단이나 전원 도시 계획, 더불어 도시 과밀화에 따른 주변의 발견 등과 함께 

도시 공원이 외각으로 ‘확장’되어 나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267 

관련 내용을 다음 항에서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부근일대의 산야는 자연미 산수미에 주린 도회를 위하야 저절로 천연공원 -『동아

일보』1933년 4월 13일. 

267 근교 일대 삼림공원/ 남산, 인왕산에 산책로…육대간선도로…남산공원에서 남산 

정상을 돌아 장충단에 이르는 선…사직공원에서 인왕산 정상을 통하야 창의문을 지

나고 또 다시 동소문에 이르는 성벽연도선… -『동아일보』1933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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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의 일상과 공원 

앞서 살펴본 제도로서의 공원, 담론으로서의 공원-전개와 달리 이 시기 

도시 공원의 실제 이용과 인식은 사실상 많은 부분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 또 1940년을 전후한 때까지 공원에서의 일상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공원은 도시민의 일상에 완전히 자리잡아 갑자기 사라져 

버리거나 대체될 수 없는 도시 생활의 기반 시설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었

음을 보여준다. 도시 계획에 있어서의 공원안은 사실상 문서로만 존재했던 

부분이 크다. 도시 문제와 공원 담론 역시 ‘인식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 ‘공

원의 실재’와는 차이가 있다. 공원에서 휴일의 행락, 운동회, 산보, 모임 등

이 지속되는 한편 북부민의 지속적인 공원 설치 요구에 따른 삼청동 일대 

공원화가 이뤄졌다. 

1920년대 초반 매일신보사 주최로 창경원 부인 배관단이 기획됐던 것처

럼 동아일보사에서도 각종 부인 견학단을 조직해 경성을 비롯한 전국 대도

시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부인단의 조직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만큼 여러 차례, 전 국민들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매번 성

황을 이루었음이 보도되기도 했다. 268  그리고 경성 견학에서 창경원은 빠지

지 않고 들리는 곳이었고, 부인들은 “다시 없을 기쁨에 넘치며…축복된 날…”

로 견학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269 

                                           
268 경성 뿐만 아니라 청주, 공주, 대구 등 각 지방 도시를 비롯해 금강산 견학단이 

조직되기도 했다. 경성에서 주로 방문했던 곳은 창경원을 포함한 궁궐, 남산공원(시

내 조망), 동아일보사 본사 건물, 총독부, 방송국, 조선은행, 경성우편국, 공장, 그리

고 각종 운동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269 동아일보 학예부 주최의 제2회 고궁순례단….조선의 가정부인들은 다시 없이 기

뿜에 넘치면서… -『동아일보』 193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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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창경원에서 봄흙을 즐기는 아기네들,  

출처:『매일신보』1936년 3월 30일. 

1934년 창경원 안내에서 열두달의 세시풍경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참

고하면 참고하면,270 1월에는 스케이팅, 2월에는 식물원의 열대 식물, 4월부터 

5월까지는 벚꽃과 모란꽃, 창포로 이어지는 봄 꽃구경, 8월의 수련, 10월에는 

승마, 11월에는 단풍, 12월에는 설경을 즐긴다. 사시사철 다양한 볼거리와 프

로그램을 제공했던 창경원에서 야앵은 봄 한철의 이벤트로 볼 수 있다. 그

리고 아동을 위한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아동 유희장으로 활발히 이용되기

고 있었다(그림4-7), (그림4-8).271  

                                           
270 1월에는 춘당지의 스케이팅이 유명하다. 2월엔 식물원 대온실에 있는 진귀한 열

대식물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3월엔 배양실이 무척 바쁘다. 봄철인 4월이 되면 벚

꽃의 터널이 장관을 이루며, 밤 벚꽃놀이는 흥취를 더하였다. 5월은 명정전 앞의 모

란꽃이 만개하는 시기로 벚꽃이 진 다음에는 모란꽃이 명물이다. 6월에는 통화전 앞

의 꽃장포, 7월에는 큰물 새장, 8월에는 춘당지의 수련, 9월에는 온실안의 하마가 볼

거리다. 10월에는 말이 살찐다는 가을이 되면 어린이 승마가 한창이고, 11월에는 단

풍이 볼만하다. 마지막 12월에는 설경이 멋지다. 李王職, 『昌慶苑案內』, 1934. 

271 서울에서는 유일한 아이들의 놀이터 창경원 아동운동장에는 나선형대활주탐이불

원간 시설되리라 한다. …조선서는 이것이 처음이라 한다. …그리고 아동들의 운동기

구를 금추에 더욱… -『동아일보』1934년 6월 19일. ; 신입 아동들의 원유회(창경원

에서) -『동아일보』1936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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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창경원 자동식 승마권 발매소,  

출처:『매일신보』1938년 10월 1일. 

 

탑골공원도 창경원과 마찬가지로 아동 유원지로 개수가 이뤄졌는데, 사업

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공원을 빨리 설비하라는 촉구가 이어졌다. 272  그리고 

1933년에는 사업이 추진되어 10여년만에 탑골공원 문제-방치와 폐지 설전-

가 일단락 된다(그림4-9).273  

                                           
272  삼청동부립공원의 예산을 계상하엿다. 사직단공원이 저 꼴이오, 탑동공원이 저 

꼴인 것을 보니 삼청동공원이란 어떤 꼴이 될는지 모르지. 무슨 꼴이 되든지 관상

장이가 진을 치고 동네 영감들의 낮잠터가 되더라도 유는 무보다는 나을 것. 어째

서 북촌설비에는 당국이 도모지 신이아니 나는지 정신과의 정신분석을 해볼 일. 탑

골공원은 조곰만 돈을 들이면 아동공원으로 적당. 넓은 잔디판만 만들고 지키는 사

람 하나만 두면 될 일. 지금 꼴은 경성부의 수치. -『동아일보』1932년 12월 12일 

273 兒童遊園地로서 塔洞公園新裝 종내의 추용을 고처 京城府移管實現 –『매일신보』 

1932년 12월 22일. ; 경성부에서 계획한 탑골공원의 아동유원지에대한 설계는 완성 

되엿습으로 지난 15일부터 그 공사를 착수하엿는데 6월 30일경에 완요할 예정인바 

공사 개요는 대체로 창경원 아동유원지에 설비해논 것과 가티 하리라한다. -『매일

신보』1933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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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아동 유원지로 공사 중인 탑골공원, 

출처:『동아일보』1933년 4월 19일. 
 

그런데 탑골공원의 경우 이 같은 아동 설비가 이뤄졌던 반면,274 1920년대 

후반 등장했던 점쟁이 들이 몰려드는 곳이거나 이야기판이 벌어졌던 것이 

여전히 지배적인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275 ‘천양만

양꾼들이 권태에 찌들은 푸념을 허구한 세월을 두고 하고 있는 곳’이으로 

소개되고 있었다.276 

남촌을 대표하는 남산공원과 장충단공원은 시설이 완비하고 시내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4시 4철 산보의 객이 끊이지 않는 장소로 인기가 높았다.277 

                                           
274 『동아일보』1935년 2월 22일. 

275 「도회가 그리는 만화풍경(1)」 고담 괴담 만담에 씽긋뻥긋 -『동아일보』1933

년 9월 6일. 

276 공원을 말하는 것은 한개의 우울이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숨이막힐듯이 헐덕

거리는 근대 도회생활자의 궁여지일책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보라 우리의 유서 깊

은 탑동공원을. 오붓한 듯, 아담한 듯, 가끔 우리의 발길이 돌아서는 이곳은 서울의 

"별천지"를 그려내고 있다. 점쟁이, 권상쟁이, 천양만양꾼들이 긴긴여름날에도 해기

우는 줄 모르고 권태에 찌들은 푸념을 허구한 세월을 두고 하고 있는 곳이다. …그

러나 이곳은 우리의 잊지 못할 곳이다.-『동아일보』1935년 7월 7일. 

277 다음 1930년대 초반의 기사에서도 양 공원은 다른 공원들에 비해 설비가 완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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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속해서 연애의 장소로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고, 278  장충

단공원에서의 운동회도 계속된 성황을 이어가고 있었다.279  

 

적설과 녹음...장충단의 요사이는 어떠한가? 눈부신 모래 길 위에 100도 가까운 

햇볕이 타고 생기 좋은 잔디 위에 발가숭이 아이들이 뛰고 논다. 매미 소리 나는 

수양 밑에는 행인이 땀을 드리고 녹음 덮인 물 속에는 고기들이 한가하다. (그림

4-10) 

 

(그림4-10) 1930년대 장충단공원 소개, 

출처: 『동아일보』1931년 8월 7일. 

                                           

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성부에서는 명년도 신규예산에 공원비로 육천여원을 요구하

게 되엇다. 이미 설비가 완전히 된 장충단공원, 남산공원 등은 물론 종래로 시설이 

불완전하든 사직공원, 효창원공원, 빠고다공원 등의 시설을 완전히 하랴는 것이다. -

『동아일보』1933년 10월 2일.  

278 戀人 다리고 갈 사랑의 『하이킹 코-스』 -『삼천리』1936년 6월 1일. 

279  장충단공원에 개최될 신록5월의 호화판…대운동회와 대행진…전 부민의 인기는 

벌서부터 백렬화하야 당일의 성황을 충분히 예상… -『매일신보』1938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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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단공원과 효창원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공원으로 특별히 휴일의 여가

나 행락-대표적으로 꽃놀이-를 위해 찾아가기 보다는 시민들이 산보나 여

름 밤 더위를 피해 휴식처로 찾아 들었던 곳이다. 1920년대 초반 공원으로 

되었지만, 후반까지도 설비를 끝내지 못했던 것이 1930년대에도 다른 공원

들과 비교해 공원으로서 갖춰진 부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 공원

들을 보수 및 설비하리라는 계획이 여러 차례 나오고, 280  식수 계획도 눈에 

띄지만, 281  당시 각 공원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 다음 

기사를 인용해 다른 공원들과 비교하여 이들 공원의 특징을 파악해 보도록 

한다. 

 

경성부에서는 신년도 예산에 도시의 미관을 돕고 시민의 산보위안의 일조로 부

내 각 공원에 새로 설비를 하고 인현과 훈련원광장에 새 공원을 시설하기로하여 

경비로 일만육천이백삼십원을 게상하엿는데…효창공원/산책자에게 대한 휴게설비

가 없고 금정에 접한 방면에 변소가 없어 불편하고 불결할 뿐 아니라 풍기상으로

도 좋지 못하고 조명장치도 불비하야 밤으로는 위험하므로 이설비비로 팔백오십

원을 게상…사직단공원/ 대부할때 두었던 길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산책

자는 자연 산중에 들어가 흙을 문어트리고 수목을 상하므로 회유도로와 전등을 

증설하기로하야 경비 일천육백원을 게상…장충단공원/ 작년 경기도가 도로를 축

조하엿으나 원내에서 여기 통하는 길이 없어 이길의 축조와 원내 관통의 시내는 

                                           
280 『동아일보』1933년 10월 2일. ; 매일신보』1937년 12월 16일. ;『동아일보』

1939년 3월 19일. 

281 식수계획은 장충단공원, 남산공언에는 벚나무 일만이천오백본을 심고 효창원, 탑

동공원에는 백단 또는 한노기 이만본, 삼청동공원에는 홍엽수 삼천본을 각각 심우

기로...그리하야 남촌에는 벚꽃의 명소로 북촌에는 홍엽의 명소로 하야 각각 풍토의 

적다한 전면적 식수를 시행하기로 되엇는데 이로써 부민의 산책지대로서 공원의 면

목을 일신하게 되리라 한다. -『동아일보』1935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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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말미암아 매몰리어 풍치를 해하므로 정리하게 되어 경비 이천오백원을 게상

…파고다공원/ 대체 작년도 정리를 마치엇으나 수목의 옮겨심을 것 등 미완성의 

것을 고치기 위한 경비 오백원을 게상… -『동아일보』1934년 3월 7일. 

 

그리고 삼청동 일대를 새롭게 공원화 하는 과정은 1920년대 공원화 경향

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삼청동 일대는 일찍부터 산보나 

유연의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 1920년대 초 남산공원이나 장충단공원과 함

께 '삼청동 솔밭'이 연애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으며,282 1925년 이 일대를 채

석장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주민들이 '유일한 공원'을 파괴한다 

하여 강하게 반발했던 정황이 포착된다. 283  탑골공원 폐지설이 나돌았을 당

시 그 대안 혹은 대체안으로서 삼청동 뒷산을 공원 후보지로 하여 총독부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에서 1920년대 중반부터 이미 삼청동 공원화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되며(그림4-11),284 1930년을 전후로 사업이 적극적으

로 추진되고 있었다.285 

                                           
282 『동아일보』1922년 6월 20일. 

283 『동아일보』1925년 7월 24일. 

284 『동아일보』1927년 11월 9일. 

285 삼청동 후록 일대에 대공원건설계획 -『동아일보』1928년 8월 14일.  

같은 해 조선 귀족회에서 일본인 개인에게 부지를 매도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삼

청동 일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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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공원 후보지 –백설에 더핀 삼청동 부근,  

출처: 동아일보 1932년 12월 14일. 
 

앞서 살펴본 1920년대 공원화 경향과 같은 맥락에서 공원 중앙에 운동

장을 비롯한 공원 구상안이 나왔지만,286 ‘부지 확보’가 가장 앞선 과제였다. 

경성부에서 총독부에게 국유지를 공원지로 대부(代付)할 것을 요청했던 내

용에서 기존의 사직공원과 효창원 사례에서 설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길만 

내어 놓은 탓에 산림 도벌자들이 임상을 나쁘게 한다며 감시 인원을 배치할 

예산안을 내 놓아야만 대부를 허락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던 점이 주목된

다.287 결국 공원으로 공개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나 도시계획결정안(1940)

                                           
286  三淸洞一帶六萬坪에 大山林公園을 新設 공원 즁앙에는 운동장도 설비 京城府貸

付交涉中 -『매일신보』1930년 9월1일. 

287 금년도 예산 중에 만천원을 계상 하야가지고 경성부에서는 삼청동에 공원 신설

을 하리라 함은 이미 보도한 바어니와 이에 대하야 삼청동 국유림을 경성부에서 대

부(代付) 신청을 하얏든 바 수일전 경기도 산업부장으로부터 호령의 조회(照會)가 

왓다. 내용인즉 사직공원과 효창원도 국유를 공원한다고 하야 대부 하야주엇더니 

그 관리를 잘못하야서 겨우 길만 내노코 말은데 그침으로 삼림도벌자들이 돌아다니

기만 편케 하야노코 감시가 없어 잃어버리는 나무가 많아서 국유도 도(道)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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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삼청동공원이 공원 현황에 추가로 기재되었던 부분에서 삼청동공원이 성

립한 것으로 확인된다.288  

  

                                           

하는 때에 비교하야 임상(林相)이 극히 나빠졌을 뿐 아니라 모래들이 자꾸 밀려 내

려와 장래가 비상히 우려되니 있는 공원도 잘 못하면서 새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는 뜻으로 오금을 박고나서 다른 설비 보다도 감시인원의 인건비를 계상한 명세서

를 보내면 다시 생각을 해보마는 것이라 한다. -『중앙일보』1933년 3월 3일. 

288  北部三淸洞公園의 散策道路, 完成 어린 아기네를 본위로 만든 櫻井小公園도 公

開 -『매일신보』193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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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1930년대 처음으로 제도적법적으로 도시 공원 계획이 문서화 되었고, 

1940년 공원 계획의 최종판으로 평가 받는 경성시가지계획공원결정안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이전까지의 공원 인식이 상당 부분 체계화 되어 나타났다

고 볼 수 있다. 도로 개수를 중심으로 했던 근대 도시 계획안에서 도로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공원의 면적이나 배치가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이후이다. 더불어 일제식민지 초기 공원의 전시적 효과가 주로 강조되었던 

것과 비교해 이 시기 공원안에서는 주로 ‘위생’, 그리고 자유 공지나 소개지

로서의 역할이 주된 사안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이는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공원이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공원의 

구체적인 ‘기능’이 부각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계획의 내용은 

이미 근대 도시로 자리를 잡았던 경성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현실과 유리된 

것이었고, 전시체제로의 진입과 함께 주로 방공의 사안과 관계된 것으로 수

렴되었다.  

1937년 태평양전쟁 시작 후 1940년을 전후로 완전히 전시 체제로 전환하

면서 공원의 용법 또한 방공이나 동원에 맞춰져 전쟁 선전의 무대로 활용되

거나 각종 봉사활동을 비롯한 동원의 장소로 쓰이고 있었다. 이는 공원이 

전쟁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이 바뀌어 있던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1940년 이후로는 일상적 통제 또한 이뤄지면서 이 시기 공원의 이

용과 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40년대 초반까

지는 발견되는 몇몇 기사들이 공원에서의 일상이 지속되었으리라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그 내용은 공원 정비 계획이나 새로운 시설의 확충과 

같은 공원 소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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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대중적 인식과 이용의 측면에서 1930년대 두드러진 특징은 ‘비판

적 담론’이 형성되었던 부분이다. 그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근

대 도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이상이나 동경의 대상이 아닌 각종 문제들을 

배태한 장소로 설정되고 있었다. 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활동이나 이곳

에 머무르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문제들과 연관되어 묘사되고 있었다. 2) 공

원에서의 놀이는 지나친 유흥, 타락, 환락경 등으로 묘사되면서 경계의 대상

으로 상정되었는데, 최고의 흥행을 누리던 창경원 야앵과 관련하여 지나친 

소비 중심적 문화는 당시 조선인 사회에서 권장하던 생활상의 규범에 벗어

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3) 한편 공원에는 룸펜, 노인 등 

도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모여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낙오한 자들이 습관적으로 모여드는 일부 공원은 침체되고 비극적

인 분위기로 묘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담론으로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살펴본 1930년대 공원의 이용 양상은 ‘일상이 지

속’되고 있던 모습이었다. 창경원은 아동유원지로 설비를 추가하고 사시사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야앵 때의 흥행과 지나친 환락경은 사

실상 특별한 이벤트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탑골공원도 마찬가지로 아동유

원지로 면목을 일신했지만 1920년대 후반 등장했던 점쟁이들이 계속해서 

이곳에 모이고 있었고, 또 이야기판이 벌어지던 장면도 여전히 공원의 주된 

풍경으로 연출되고 있었다. 남산공원과 장충단공원은 산보객이 즐겨 찾고 

연애의 장소로도 여전히 인기가 좋았다. 또 사직단공원과 효창원공원, 그리

고 이 시기 새롭게 공원화 된 삼청동 일대는 특별한 일 없이도 시민들이 즐

겨 찾던 휴식터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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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이 연구는 일제식민지기 도시 공원사를 조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용과 

인식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특히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당시의 공원

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장소로 인식되었는지 그 특징과 변화를 해석했다. 

식민 지배와 함께 진행된 경성의 근대 도시화 과정 속에서 공원은 도시의 

기반 시설로 도입되었다. 도시 공원은 지배 체제에 의해 활용되는 한편 대

중 문화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인식되었다. 따라서 공원의 성립, 전개, 변화

와 더불어 도시민의 일상 속에서 이용되고 인식되며 형성되었던 공원의 효

용과 가치 또한 당시 도시 공원의 핵심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원을 만드는 것 이외에 공원을 이용하고 공원과 관련

된 인식을 형성했던 다양한 주체를 고려했다. 이처럼 공원 이용과 인식을 

해석하고자 한 점, 그리고 도시라는 배경이 공원 이용과 인식에 결부된 양

상을 파악하고자 한 점이 본 연구의 새로운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일제가 제일 처음 공원으로 조성해 개방한 공간은 창경원이었다. 하지만 

초기의 창경원은 공공적 성격보다는 일제가 자신의 진보한 문명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측면이 강했으며, 입장료와 일정한 규칙 등이 정해져 

있어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 대한제국기에 첫 공원 건설이 근대를 상징하

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일제 또한 공원을 통해 자신들의 근대 문명을 상징

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탑골공원은 1913년부터는 매일 개방되었는

데, 특히 일제는 공원의 ‘탑’과 관련하여 미개한 조선인이 방치했던 것을 문

명화된 일제가 바로잡아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시혜적 입장을 공고히 하는 

장치로 공원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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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산공원은 산이라는 특수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성립된 공원으로 

행락의 기능이 강조되었으며, 이후 조선신궁 건립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창경원 입장료에 단체 할인이 적용되면서 고위직 위주의 방문이 

기자단, 학생단, 나아가 부인단 등으로 확대되었던 시기는 1910년대 중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탑골공원도 1913년 이전까지는 특별한 관람이나 연회

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다. 그때까지는 공원이 대중의 일상 속에 자리잡지 

못했고, 다만 신문과 잡지에 공원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당시의 공

원은 새로운 지식이자 개념이었으며 서구적이고 세련된 취미를 반영한 공간

으로 동경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공원이 대중적으로 이용된 

경우는 국가가 추천하거나 교화와 선화의 선화의 장소로 위로부터 기획되어 

아래로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였다. 이때까지는 근대 도시 문화가 대중적으

로 자리잡기 이전이며 공원의 이용이 주로 이 시기의 ‘관제 행사’와 함께 신

문과 잡지에 소개되었던 사실에 미루어 볼 때, 1910년대의 공원은 주로 문

화적 교화와 선화의 장으로 이용되고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 전후로 장충단, 훈련원, 사직단, 효창원 공원화가 진행되었다. 이 

공원들은 이전의 공원들과 달리 경성부가 주도해 설립했으며, 이미 공원과 

비슷하게 쓰이던 공간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설비한 특징을 지녔다. 이 공원

들은 무엇보다 도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의 실질적 혜택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복지와 근린의 차원에서 성립된 공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잡은 공간이 되었던 만큼 공원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도

시 자원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촌 조선인 사회는 북부 

지역에 추가로 공원 설치를 요구하는가 하면, 탑골공원을 민족 공원으로 상

정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종로 일대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

러한 조선인 사회의 움직임과 요구는 조선총독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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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탑골공원은 조선인만이 이용하는 배타적 공간으로 바뀌었다. 1920년

대 후반에는 탑골공원이 도시의 소외 계층이 모이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경

성의 다른 공원들과 구별되는 장소성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경성이 자본주

의 도시로 진입하면서 소비 위주로 형성된 도시 문화가 공원 이용과 인식에

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게다가 1920년대에 다양해진 매체를 보면, 공원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은 문화 현상을 수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활용해 근대적 교양과 생활 규범을 체득하는 공간으로 이용

되었다. 둘째, 공원은 그 자체로 소비재가 되거나 다른 근대적 장치들과 함

께 소비의 장소로 자리잡았으며, 소비의 행위는 연애라는 활동과 연관되었

다. 셋째, 공원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광장이나 대로처럼 수많은 군중이 

서로를 구경하고 서로 구경거리가 되는 공간이었으며 광장의 기능을 대체하

기도 했다.  

1930년대에는 공원이 도시계획 속에서 제도적법적으로 고려되면서 이전

과 달리 조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체계화되었다. 이 시기를 거치며 공원의 

역할이 위생이나 자유공지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집중되었던 것은 도시에서 

공원이 실제 기능하는 부분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산된 공원안이 이상적일수록 현실과는 유리되기도 했다. 1940년대가 되자 

본격적인 전시 체제로 접어들고, 일제가 주도하는 공원 사업은 방공과 관련

된 것으로 수렴된다. 더불어 전시 하에서 공원은 전쟁 선전의 무대, 군사 동

원의 장소, 전쟁 자원의 제공 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점이 두드러진다.  

한편 1930년대에는 근대 도시의 문제들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공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공원이 지나친 향략, 퇴폐, 환락

경으로 묘사되거나 도시 소외의 현장으로 인식된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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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담론은 사실상 담론 그 자체로만 존재했을 가

능성이 크다. 창경원은 아동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사시사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고, 창경원 야앵은 여전히 최고의 흥행을 누렸다. 

탑골공원은 아동 유희장으로 성격을 일신했으나 여전히 점쟁이나 이야기꾼

을 중심으로 한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남산공원과 장충단공원은 자연을 찾

는 산보객이나 연애의 현장으로 종종 애용되었다. 그리고 사직단, 효창원, 

삼청동 공원은 주변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찾는 곳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공원별 특징은 1920년 후반 이후에 거의 완전히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요약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제식민지기 경성의 공원들이 식민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을지라도 대중의 공원 이용과 공원에 대한 인식만

큼은 일반적인 공원 문화의 형성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원은 

국가가 계획하고 건설하며 지배 체제에 의해 활용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대중이라는 이용의 주체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자생적인 공원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공원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요소-예를 들어 공원 주변 지역의 분위기, 시민들의 근대화 수

준, 당시의 유행 등-들이 공원 이용과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공원은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공

원의 장소성이 형성된다는 점이 일제식민지기 경성의 공원에서도 유효함을 

뜻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제식민지기의 시기별 도시 체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공원의 이용과 공원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제시한

다. 즉 도시의 변화에 따라 공원의 존재, 위상, 의미, 역할, 쓰임이 달라졌으

며, 공원은 시기별 정치사회문화 이슈와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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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1920년대 후반에 자리잡은 경성의 공원별 성격은 당시 경성 

도시 공원 전반의 총체적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러한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공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

다. 공원은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형태로 존재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습이 공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구성한 것이

다.  

단, 본 연구가 재구성한 경성의 공원 특성이 당시 경성 공원의 모든 것을 

다룬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고자 했지만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었

기 때문에 논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생략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공

원에서는 자살, 시체 유기, 강도, 범죄 모의와 같은 사건사고가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원이 우범

화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으며 공원의 

다른 현상이나 활동과의 연결고리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루지 않았

다. 그럼에도 이처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이 연

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의 다른 국가나 문화권의 공원 이용과 

인식을 비교사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１８０ 

인용문헌 

 

1차 사료 

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황성신문』, 『독립신문』 

잡지 

『개벽』, 『별건곤』, 『삼천리』, 『신문계』, 『동광』, 『태극학보』, 『대한흥학

보』, 『신민』, 『서해공론』, 『신동아』, 『중앙』, 『The Independent』, 『모던

일본』『日本植民地史 1朝鮮』, 『日本地理風俗大系』 

도시 계획 및 조사 자료  

『경성부남산공원설계안』 (1917), 『경성도시계획조사자료』 (1925), 『경성도시계

획자료조사서』(1927), 『경성도시계획조사서』 (1928),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 

(1932), 『경성시가지계획공원안』 (1940) 

기타 

『순종실록』, 『근대건축도면집』, 『이왕가박물관소장품사진첩』, 『대한제국황실

비사』 

 

인용 문헌 

강신용(1994) 『韓國における近代都市公園の受容と展開』, 일본 교토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강신용, 장윤환(2004)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구: 대왕사. 

김문겸(1997) 『근대사회의 여가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權藤四郞介, 李王宮秘史, 이언숙 역(2007) 『대한제국 황실비사: 창덕궁에서 15년간 

순종황제의 측근으로 일한 어느 일본 관리의 회고록』, 서울: 이마고. 



１８１ 

공제욱, 정근식 편(2006)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서울: 문화과학 이론신

서. 

僑谷弘,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김제정 역(2005) 『일본제국주의 ,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서울: 모티브북.  

곽승미(2006) “외부의 동경과 근대인 되기,” 『근대의 첫 경험: 개화기 일상 문화를 

중심으로』, 홍선표 편, 서울: 이화 한국학총서. 

권보드래(2000) “경성유람기(京城遊覽記),” 『민족문학사연구』16(1): 322-346. 

권보드래(2002) “구두, 전쟁과 전쟁 사이,” 『오늘의 문예비평』: 254-266. 

권보드래(2002) “신문, 1883~1945,” 『오늘의 문예비평』: 172-184. 

권보드래(2002) “1910년대 '新文'의 구상과『『경성유람기』,” 『서울학연구』(18): 

113-138. 

권보드래(2008) “1910년대의 새로운 주체와 문화:『매일신보』가 만든, 『매일신

보』에 나타난 대중,”『민족문학사연구』(36): 147-169. 

권보드래(2008)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매일신보』를 통해 본 한국 근대

의 사회.문화 키워드』, 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권채린(2010)  『한국 근대문학의 자연 표상 연구: 이상과 김유정의 문학을 중심으

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권채린(2011) “근대적 자연 체험과 교양 담론,” 『우리어문연구』39: 515-548. 

김경일(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서

울: 푸른역사. 

김경일(2002) “서울의 소비문화와 신여성: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

구』(19), 2002, pp. 227-262. 

김백영(2005) “식민지 도시계획을 둘러싼 식민 권력의 균열과 갈등: 1920년대 ‘대경

성(大京城) 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67: 84-128.  

김백영(2005)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백영(2006) “서양의 모방과 전통의 변용: 일본 근대 도시 형성과정의 이중적 경

향,” 『日本硏究論叢』23, 2006: 407-449.  



１８２ 

김백영(2006) “식민지 도시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공간사회학적 문제설정,” 『한국

사회사학회』72, 2006: 193-194. 

김백영(2009) “식민지 동화주의와 공간정치,” 『인천학 연구』11: 59-82.  

김백영(2011) “식민권력과 광장공간: 일제하 서울시내 광장의 형성과 활용,” 『사회

화 역사』90: 271-311.  

김백영(2011) “식민지 유산과 현대 한국 도시 변동,” 『도시연구』 (5): 7-35. 

김서린, 김해경, 박서린(2014) “근대 사직 공원의 형성과 변천,” 『한국전통조경학회

지』32(4): 120-131. 

김정은(2015) “일제강점기 창경원의 이미지와 유원지 문화,” 『한국조경학회지』

43(6): 1-15. 

김종근(2010) “식민도시 京城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구』

(38): 1-68. 

김주리(2003) "근대적 신체 담론의 일고찰-스포츠, 운동회, 문명인과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13: 17-49. 

김주리(2008) “韓國 近代 小說 속 都市公園의 表象,” 『韓國文化』44: 153-174. 

김진량(2004) “근대 일본 유학생의 공간 체험과 표상,” 『우리말 글』32: 241-272. 

김한배, 이규목(1994) “서울 都市景觀의 變遷過程 硏究,” 『서울학연구』(2): 1-54. 

김해경(2010) “효창공원의 장소성 변천 해석,” 『서울학연구』36: 79-117. 

김해경(2011) “벚꽃을 통해 본 근대행락문화 변천,” 『한국전통조경학회지』29(4): 

124-136. 

김해경, 김영수, 윤혜진(2013)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

과정,” 『한국전통조경학회지』31(2): 103-115.  

김해경, 최현임(2013) “일제강점기 장충단공원 변화에 관한 시계열적 연구,” 『한국

전통조경학회지』31(4):  95-112. 

김해경(2014) “탑골공원, 기억의 층위에 대한 해석,” 『전통문화논총』14: 111-146.  

김현숙(2008)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夜櫻,” 『한국근현대미술사학』19: 139-162. 

김현숙(2010) “대한제국기 운동회의 기능과 표상,” 『동아시아 문화연구』48: 7-31. 



１８３ 

김혜숙(2015) “1940~1945년 식민지 조선에서 권장된 가정방공 지침의 내용과 특

징,” 『사회와 역사』108: 81-118. 

문경연(2011) “식민지 근대와 ‘취미’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7:35-71. 

박세훈(2000)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

운동',” 『서울학연구』15: 167-198. 

박소현(2004) “帝國의 취미: 李王家博物館과 일본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美術史

論壇』18: 143-169. 

박승진(2010) “모던보이, 공원을 거닐다: 탑골공원을 통해서 바라본 근대 공원의 풍

경과 일상,” 『공원을 읽다: 도시 공원을 바라보는 열두 가지 시선들』, 조경비평 

봄 편 (고양: 나무도시, 2010) 

박승진(2003) “탑골공원의 문화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30(6): 1-16.   

박인재(2002)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환경조경전공 박사학위논문. 

박인재, 이재근(2001) “서울시 都市公園의 變遷에 關한 硏究,” 『한국전통조경학회

지』 20(4): 105-117.  

박태원 지음, 천정환 책임 편집(2005)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단편선』, 

서울: 문학과지성사. 

박희성(2015) “변화와 변용으로 본 근대기 서울 남산의 공원,” 『한국조경학회지』

43(4): 124-139.  

박희용(2016) “대한제국기 남산과 장충단(奬忠壇),” 『서울학연구』: 53-71. 

서영애(2015) 『역사도시경관으로서 서울 남산: 산, 공원, 도성의 다층적 관점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학위논문. 

서영애, 손용훈(2013) “남산공원 태동기의 공간별 활용 유형-1883~1917년까지 신

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31(1): 28-37.  

서태정(2014) “대한제국기 일제의 동물원 설립과 그 성격,” 『한국 근현대사 연구』

68: 7-42. 

손용훈, 서영애(2012) “1917년 경성부 남산공원설계안의 삼림공원 개념에 관한 연

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30(4): 23-31.  



１８４ 

신승원(2017)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 이론』,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논

문. 

안상민(2014) "일제 식민지기 서울의 도시계획을 통한 아동공원(소공원) 계획과 변

천에 관한 고찰: 경성 시가지계획에 따른 토지구획정리 공원을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54): 131-173. 

알도 로시 지음, 오경근 옮김(2006) 『도시의 건축』, 파주: 동녘 

염복규(2009)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학위논문.  

小野良平(2000) 『明治東京における公園造園空間の計画思想』, 동경대학 농학부 박

사학위논문.  

우연주(2011) 『개항기 한국인의 공원관 형성과 도시 공원의 태동』,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석사논문. 

우연주, 배정한(2011) “개항기 한국인의 공원관 형성,” 『한국조경학회지』 39(6): 

76-85. 

우연주, 배정한(2016) “근대적 도시 공원으로서 창경원,” 『한국조경학회지』 44(4): 

14-21. 

유모토 고이치 지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옮김(2004) 『일본근대의 풍경』, 서울 그

린비. 

이유직(2008) “독립공원의 조경사적 의의,” 『한국조경학회지』36(1): 103-115. 

이하나(2011) “1990년대 이후 한국사학계의 방법론적 모색-쟁점, 좌표, 가능성에 

대한 비평적 검토-,” 『시대와 철학』: 291-347. 

전우용 (2001) “종로(鍾路)와 본정(本町): 식민도시 경성(京城)의 두 얼굴,” 『역사

와 현실』(40): 163-193. 

정현숙(2006) 1930년대 도시 공간과 박태원 소설," 『현대소설연구』(31): 5-72. 

조경희(2013) “도쿄 우에노의 로컬리티 형성과 이동하는 하층민,” 『사회와 역사』

97: 177-211. 

조경진(2003)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도시공원관에 대한 재해석,” 『한국조경학회

지』30(6): 26-37. 



１８５ 

조경진(2009) “장소의 기억과 재현,” 『건축·도시·조경의 지식지형』, 정인하 외 편 

(고양: 나무도시, 2011): 1-60.  

주창윤, “1920~1930 년대 '모던 세대'의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52(5), 2008, 

186-206 

채오병(2007) “식민지 조선의 비서구 식민구조와 정체성,” 『한국사회사학회』76: 

299-333. 

최정민(2009) 『현대 조경에서의 한국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하시모토 세리(2016) 『한국 근대공원의 형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식민과 탈식

민의 맥락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논문. 

하시모토 세리(2014) “공공성의 주체를 둘러싼 식민권력과 '경성부민'의 대립－‘문

명’으로서의 공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35: 395-424. 

Hashiya, Hiroshi 지음, 김제정 옮김(2005)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

다』, 서울: 모티브북. 

허영란(2005) “민중운동사 이후의 민중사,” 『역사문제연구』(15): 311-314.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목 외(2009) 『근대건축도면집』,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홍선표(2006) 『근대의 첫 경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황기원(2009)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Home, Robert(1997) Of Planting and Planning: The Making of British Colonial 

Cities, London & New York: E & FN SPON. 

Karen R. Jones, and John Wills(2005) The Invention of the Park: Recreational 

Landscapes from the Garden of Eden to Disney's Magic Kingdom, Cambridge: 

Blackwell publish. 

  

http://www.riss.kr/search/Search.do?queryText=znCreator,Hashiya+Hiroshi&searchGubun=true&colName=bib_m&detailSearch=true
http://www.riss.kr/search/Search.do?queryText=znCreator,%EA%B9%80%EC%A0%9C%EC%A0%95&searchGubun=true&colName=bib_m&detailSearch=true


１８６ 

그림목록 

 

그림 2-1 창경궁급비원평면도(昌慶宮及秘苑平面圖) (1908) _________________ 

그림 2-2 창덕궁평면도(昌德宮平面圖)(19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3 창경원 조성 이전(좌)과 이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4 하마를 촬영하는 이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5 (좌) 拓殖博覽會出品物, 파고다공원 내 休憩室模型,                 

(우) 拓殖博覽會出品物, 파고다공원 내 休憩室模型 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6 탑골공원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7 경성 남산의 한양공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8 왜성대공원 음악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9 시내에서 바라본 남산의 전경, 남산공원으로 소개 _______________ 

그림 2-10 자연 상태 그대로의 남산, 남산공원으로 소개 __________________ 

그림 2-11 조선신사의 신원(神苑)이 될 한양공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12 조선신궁으로 가는길, 외원의 기원(起源)은 한양공원 ____________ 

그림 2-13 매일신보에 소개된 공원 사례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14 (위)탑골공원과 (아래)히비야공원의 전경 __________________ 

그림 2-15 산야경주대회 탑골공원 제 1 관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16 사람의 물결, 야시 열던 밤 탑골공원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2-17 꽃소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1 장충단공원 설비 변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2 훈련원의 야구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3 중추의 가경 훈련원공원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4 훈련원 야구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25 

27 

29 

 

39 

41 

45 

46 

47 

47 

48 

49 

54 

62 

66 

68 

70 

77 

79 

79 

80 

javascript:fn_goGisa('MIN19121017u00_ITEM_057','MIN19121017u00',%20'5');
javascript:fn_goGisa('MIN19121017u00_ITEM_057','MIN19121017u00',%20'3');


１８７ 

그림 3-5 효창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6 1930 년대의 효창원 공원화 모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7 1930 년대의 사직단 공원화 모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8 팔려가는 취운정의 녹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9 「荒凉한 樹木과 建物」慘憺한 塔洞公園 맛치 廢墟와 갓다.        

수리에 뜻이 업서 망측한 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10 탑골공원에 해군악대 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11 6 월 10 일 이후, 공원 앞 감시 인원을 배치한 모습 _____________ 

그림 3-12 장충단공원 단오운동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13 자연과 어우러진 초기 운동장 설비 모습 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14 장충단공원에서 운동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15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최초의 가정부인 운동회 __________________ 

그림 3-16 창경원 부인배관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17 임간학교, 장충단공원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18 여자보통학교생도 장충단 녹림 중에 들어가는 광경 ______________ 

그림 3-19 종로 야시, 창경원 야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20 장충단공원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21 창경원에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줄지어 가는 모습 ________ 

그림 3-22 장충단공원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23 한낮의 종로거리 풍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24 일본 잡지에 소개된 탑골공원 풍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3-25 1930 년대 탑골공원 풍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1 경성 도시 공원 배치 개념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2 공원에 아동 풀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0 

81 

82 

86 

 

92 

93 

98 

101 

102 

103 

104 

110 

112 

113 

124 

125 

126 

127 

132 

132 

133 

142 

149 

150 



１８８ 

그림 4-3 장충단에서 화재실험 공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4 일본정신박람회장, 장충단공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5 장충단 노인 봉사단 모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6 서울 풍경(6) 공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7 창경원에서 봄흙을 즐기는 아기네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8 창경원 자동식 승마권 발매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9 아동 유원지로 공사 중인 탑골공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10 1930 년대 장충단공원 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림 4-11 공원 후보지-백설에 더핀 삼청동 부근 __________________________ 

  

150 

151 

152 

162 

165 

166 

167 

168 

171 



１８９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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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i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birth of urban parks and the 

formation of park culture in Kyŏngsŏ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in the context of the parks’ relationship with the city, focusing on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The use and perception of parks affects the 

formation of a sense of place in a park,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the park. 

Also, parks are known as social products of modern cities. This means that 

the use and perception of parks are created while forming relationships with 

the structure or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modern citi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considered the roles and the meaning of park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everyday lives of the city residents by focusing on the use and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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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arks by the public, as well as the construction aspect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s.  

 Body text consists of three chapters that convey the establishment, the 

development and the transformations of the park culture. Each chapter is 

constructed from two sections, the park establishment and its use by the ruling 

system, and the aspects regarding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ublic. These 

section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modern cities, the social 

transi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cultures. 

During the 1910s, it is noteworthy that the use and perception of parks 

expand from being limited to being more public, and that the use of parks as 

programmed from the ruling class was transmitted directly to the public. The 

modernization in Korea took place simultaneously with the colonial rule; 

hence, every modernization process connote colonialism.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parks and the public use developed under such context also. 

The Japanese Imperialists promoted parks as propaganda device for the 

promotion of modernism and colonial rule. Also, the public perception of 

parks claimed them as symbol of progress and modern lifestyle.  Besides, 

types of park use were formed in correspondence to the government-led 

events. Parks appeared as stages for various occasions while entertainment 

and hobbies were recommended by the ruling class.  

 Around the 1920s, several new parks appeared in Kyŏngsŏng. These parks, 

along with the changes in Kyŏngsŏng into a modern city, provided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park culture. Also, the expansion 

of the public and the mass media during the 1920s prepared the ground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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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utonomous consumption of modern culture, unlike the previous top-

down approach. Urban culture, centered around the capitalist consumption 

culture, appeared in connection to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as well. 

Park was a space where one consumed nature amidst the city. This was 

recommended as a general education for modern men; it was also a way of 

learning the customary rules of modernity. In addition, parks were consumer 

goods in itself, but also sometimes consumed in association with other modern 

devices. Park activities appeared in connection to the urban consumption 

culture, which contributed to the popularity of the park as a dating spot. Also, 

as park was a place of crowd gathering – a substitute for plaza – was an 

urban stage where modern desires were released.  

 In the 1930s, urban park schemes were legally documented for the first time. 

The perception of parks as observed in these documents focus on the hygienic 

functions of the park in the city. After entering the wartime mobilization in 

the 1940s, air defense aspects were utilized primarily. The public’s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however, developed separately. A marked 

characteristic of the parks during this period is the formation of critical 

discussions surrounding the parks. Parks were no longer the ideal or yearned 

object. When the urban issues emerged, various issues were observed in urban 

parks. However, such discussions may have existed only as a discourse. 

Everyday lives continued to take place in the parks during the 1930s.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in Kyŏngsŏ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m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ransitions in the urban 

system, the society, and the culture for each phase. Existence, status,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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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and use of parks differed as the urban systems changed.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ssues of each period interreacted with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changing dynamically. The parks in Kyŏngsŏ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created as part of colonial projects; 

however, the public’s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was consistent with the 

parks formed under normal circumstances. Characteristics of each park in 

Kyŏngsŏng in the late 1920s may be interpreted as consisting the overall 

nature of the Kyŏngsŏng’s urban parks in general. Various forms of parks 

have been observed during the process of reaching the current structure of 

this thesis. A park exists in shifting forms instead of a single fixed form. All 

forms found during this process constitute the spatial character of a park. 

 

Keywords: modern urban park, park culture, Kyŏngsŏng, use and 

perception, urban experience, everyday life 

Student Number : 201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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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Park was created during the modern urbanization process in the West. The 

background story to the birth of park is connected to the issue of urban 

hygiene, or to be specific, the improvement to the substandard urban 

environment. Thus, a modern urban park was a product of the modern era 

that was devised as a cure for the issues stemming out of urban 

industrialization in the West. In Korea, the idea of park was first introduced 

by means of books, circa 1876, when the ports were opened. Intellectuals who 

have encountered the new cultural products from the foreign lands such as 

Yu Gil-jin or Yun Chi-ho formed the core group of proponents who 

emphasized the need and the usefulness of the park. One can see that the idea 

of park was introduced or imported into Korea from the West as the 

modernization process took place.  

 Like other modern cultural products, the idea of park was first shared among 

a small number of intellectuals; its actuality was transmitted in forms of 

records by the foreign travelers who have visited parks in the West. Park was 

accepted as a requisite of a modern city; thus, during the City Remodeling 

Project, the first modern urban planning during the Great Han Empire period, 

construction of a park was pushed forward. The first parks in 

Kyŏngsŏng(京城; Seoul) were Dongnip Park (獨立公園; Independenc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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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apgol Park (塔谷公園) whose constructions were propelled by the 

Dongnip Association (Independence Association) and the Great Han Empire 

Administration, respectively,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Kyŏngsŏng. 

However, Dongnip Park was not fully formed while the Tapgol Park had 

achieved some level of completion; nonetheless, the latter was not open to 

public.289  

 Among the parks built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some view the 

Changgyeongwon (昌慶苑; 창경원), a palace-turned garden, cannot be 

described as a park because it was a charged facility. However, this thesis 

considers Changgyeongwon as a case of modern urban park due to its spatial 

construction and the public perception.290 Also, Hanyang Park opened in 

1910 and Tapgol Park changed its opening hours to everyday in 1913.291 

These were followed by park projects in Jangchungdan (奬忠壇), 

Hullyeonwon (訓鍊院), Sajikdan (社稷壇) and Hyochangwon (孝昌園) circa 

1920 that were headed by the Japanese Occupation Government of Seoul. 

                                           
289 For parks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see: Yun-Joo Woo and Jeong-Hann 

Pae “Korean perspectives on parks during the port opening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6), 2011, pp. 76-85., and Yun-Joo 

Wo, Korean’s Thought on Park and the Beginning of Urban Park in the Opening Port 

Period, 1876-1910, Master’s Thesis, 2011.  

290 Yun-Joo Woo, “Changgyeongwon as a Modern Urban Par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4(4), 2016.  

291 “Hanyang Park Opening Ceremony,” Maeilshinbo (1910.05.31.); “Tapgol Park-

--Starting in 1911, has been open only on Sundays… starting in 1913, will open 

every day,” Maeilshinbo (1913.7.17.) 



１９５ 

Under the same context, when the government failed to secure the site at 

Chwiunjeong (翠雲亭), nearby areas in Samchungdong (三淸洞) were turned 

into parks after 1930.  

  Most of these sites continues to be maintained as parks today. Once a site 

is designated as a park, its purpose does not change. In some cases, even the 

usage and perception have been kept unchanged. 292 Therefore, the parks 

crea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re historically significant in 

that they form the backbone of the Korean park history until today.  

 However,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Korea took place along with the 

colonization; as the birth of park was a product of colonial urban 

construction, idea of colonialization is connoted in the foundation, the 

development, the use and the perception of parks.293 In particular, a number 

of parks in the downtown Kyŏngsŏng are sites such as palaces, altars, and 

                                           
292 Tapgol Park, Namsan Park, Jangchungdan Park, Sajik Park, Hyochang Park, 

Hullyeonwon Park and Samchung Park still exist today as parks. Attitudes towards 

public spa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continued into the Post-

liberation government, in that the point of view was to see them as colonial artefacts. 

Also, in state-led projects, spatial use and method continued. Hence, modern city 

construction and birth of parks as its by-product is found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 more, see Kim, Baek Yung, “Colonial Legacy and Postcolonial Urban 

History in Korea,” Urban Research : History, Society, Culture 5, 2011, pp. 7-35. ; 

Gong, Jae Wook and Jeong Geunsik, Every Day in Colonial City. Control and 

Rupture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Seoul: 문화과학이론신서, 2006) p. 131.  

293 “Modernity could not exist without colonialism, and conversely, colonialism only 

through forms in combination with modernity.” Hyeong-gun Cho, “Developments 

in colonial modernism studies in Korea,” above book.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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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bs of the old empire that have been repaired and opened to the public. 

Also, there are cases where parks were juxtaposed to Japanese shinto or 

shrines. From this perspective, historical perception of modern parks has 

formed negatively.294 De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authoritarian space, 

defamation of a historical site, formation of urban entertainment, hedonistic 

and decadent park culture such as the Changgyeongwon yaaeng (夜櫻; 

nighttime flower enjoyment) have been devalued in comparison to the nature-

appreciation of the ancestors.295 Hence, park constructions consisted of both 

re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sit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other facet to the park than the construction 

aspects, which centers around the principal agents of construction; the other 

facet is that the park is shaped into a specific place through its use and 

perception. Also, park is not an independent space but rather become a 

specific place through interrelationships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use and perception has, along with construction, a 

                                           
294 The following book, a foundational text for the history of modern urban parks in 

Korea, describe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the ‘Dark Ages’ for park history. 

Kang, Shin-yong and Jang, yun-hwan, History of Modern Urban Parks in Korea 

(『한국근대도시공원사』)(Daegu: 대왕사, 2004). 

295  Ki-won Hwang, Transformation of Pleasure Culture in Korea 

(『한국행락문화의변천과정』),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However, instead of genealogy or changes to the place of the past, parks were newly 

created spaces that were the products of modern cities. Hence, it is difficult to 

compare parks to anythin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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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role in formulation of the park as a place. Park exists in ‘relation’ 

to its surroundings.  

 Hence, a park can be reconstructed into either physically constructed form 

or spatial utilization that reflects state planning and purpose, or a space with 

special roles and meanings according to how the general population use the 

park. From this aspect, one can interpret the park as a social product.296 Until 

now, however, the history of park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ed mostly on their construction and in most cases dealt with the 

transition of a park in itself.  

 This thesis examines the history of par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in the context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city, centering on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in order to interpret the contemporaneous parks in 

ways distinct from the previous studies. This thesis focuses not just on the 

construction of the park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but where the park 

collides with the use and perception by the general population, and 

contemplates the role and the meaning of the park in the everyday lives of the 

citizens. By expanding the park’s agency to the public, this thesis will provide 

a new perspective that may rectify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s. Also, an attempt to interpret the park forms in 

                                           
296 “Crucially, we approach the park as a social as well as an environmental artfact. 

As a social construction, the park idea is consistently influenced by cultural norms 

and values.” in Karen R. Jones and John Wills, The Invention of the Park: 

Recreational Landscapes from the Garden of Eden to Disney’s Magic Kingdom. 

(Cambridge: Polity Press, 200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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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within the interrelationships with the urban surroundings as a social 

product will prove to be a new way of comprehending the then reality of the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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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terature Review 

 Literature and studies on the history of modern parks have continued steadily, 

and actively progressed during the last few years. However, these studies 

usually focus on the fact that the Japanese Imperialists constructed the park 

and deal only with the transition of the park within itself –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policy-based or legal usage of space, and 

certain aspects of the park use. Also, evaluations regarding the history of 

urban park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has changed little since 

discussions put forth by the early studies.297  

 Of literatures, Kang Shin-yong’s Modern City Park History in Korea, based 

on the author’s 1994 Ph.D thesis, has been the cornerstone of park history 

research in Korea. 298  This book weaves together the expansive scope of 

historical records on the Port-Opening period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297 Park policie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 regime altered the unique character of 

the place or changed the mode of use of the place. See Kyung-Jin Zoh, “Memory of 

Place and Reproduction(장소의 기억과 재현),” Topography of Discourse: 

architecture, urbanism and landscape architecture, In-Ha Jeong et al, eds. (Goyang: 

Namudoshi, 2011) p. 202. ;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in Korea… was a colonial 

project… ruptured the continuity of land and place, and dismantled the identity.” 

Jeong-Min Choi, A Study on the Koreanity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Ph.D. Thesis, 2009, p. 86 

298 Kang, Shin-yong and Jang, Yun-hwan, History of the Modern Urban Park in 

Korea (『한국근대도시공원사』). (Daegu: 대왕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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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ang’s Ph.D. thesis, 299  the contents regarding the Post-Liberation 

period up till 1960 by Jang, Yoon-hwan, and other texts o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arks. Even after two decades since its publishing, this text 

continues to be referenced in almost all related studies.300  

 However, as Kang and Jang mention towards the end, this book deals only 

with the “establishment and following developments” of the city parks. Also, 

as shown in their comment, “there is a need for multi-directional pursuit of 

city parks as cultural space to promote developments in city and in parks,” 

this study focuses only on the construction aspects of the park.301 Additionally, 

in that “park was born as a by-product of colonial policy and operations and 

was executed rather quietly in comparison to the Shinto or Shrine 

constructions,” they conclude that “the history of park during this period is 

considered the Dark Age and is often ignored,” and evaluate negatively the 

history of par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302  

                                           
299  Kang, Shin-yong, Kankoku ni okeru kindai toshi kōen no juyō to tenkai 

(韓國における近代都市公園の受容と展開), Ph. D, 1994.  

300  As for preceding studies, Kim, Han-Bae and Lee, Gyu-Mok focused on 

‘landscape’ while Ki-won Hwang dealt with ‘entertainment culture.’ See Kim, Han-

Bae and Lee, Gyu-Mok, “서울 都市景觀의 變遷過程 硏究,” Journal of Seoul Studies 

(서울학연구), 2, 1994, pp. 1-54 ; Ki-won Hwang, (The)Leisure and outdoor 

recreation culture of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301 Kang, Shin-yong and Jang, Yun-hwan, ibid. pp. 302. 

302 Ibid. pp. 10-11, 12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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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In Jae, who dealt with the history of park from the Port-Opening 

period to 2000 diachronically with focus on the park policy, condition, and 

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in Seoul, follows the above tendency in 

evaluation. Park interprets that the park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usually related to shinto and therefore not a true public place for resting 

– rather, it was a type of aversive facility.303  

Negative perception and evaluations regarding the park histo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 not changed much yet. however, the character 

of a park is formed not just through construction but also by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actual space. Hence, to deal only with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the construction results of a park is to consider a single facet of 

overall subject. Particularly for parks constructed at state level, the above 

previous method limits the related agent to Japanese Imperialists. In such 

context, previous studies have excluded the actions of those who actually used 

the park.  

There have been noteworthy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urban history that 

focuses on the Kyŏngsŏng during the last two decades. Such progres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history of urban park and opens potential for 

new interpretations. This research, also, is founded on such achievements. 

After having been rather quiescent since Kang’s research, pushed forward by 

the interest in the modern history and the database construction of related 

                                           
303 In Jae Park, A Study of the history of Parks System Transformation of Seoul, Korea, 

Ph.D. Thesi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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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the number of published work in the history of the modern urban 

parks has during the last decade is quite significant. 

Before speaking further about this trend, however, two previous researches 

must be brought under a spotlight. Park Seung-Jin’s 2003 study explains the 

transition of the Tapgol Park's physical space from 1920 to 2000 and the 

sociocultural aspects surrounding the park.304 Although the study does not 

deal with the 1910s, it analyzes the “GongwonJeongjo” in Gaebyeok(開闢) 

for the 1920s. From 1930 to 1945, Park analyzes Chosunilbo(朝鮮日報) 

according to the typology frequency and also examined a number of articles 

from Maeilshinbo(每日申報) and Chosunjungangilbo(朝鮮中央日報). Not 

only did Park observe the park space in detail using diverse analytical methods, 

it is novel that he examined the diachronic history of the park in terms of 

social meaning or cultural use. As the limitations to the research explained by 

Park, such as the  excavation of related historical records and their use, has 

become much more convenient today, this thesis, having based from Park’s 

research, may be able to understand and interpret more enriched materials.305  

                                           
304 Seung-Jin Park, “A Cultural Reading on Tapgol Par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0(6), 2003, pp. 1-16. 

305 The following study observes and discusses the use of parks that reflects the period, 

focusing on GongwonJeongjo. Park, Seong-Jin, “Modern Boy, Stoll down the Park: 

Scenes and Everday life of modern parks through Tapgol Park,” Reading Parks: 

Twelve Views of Looking at Urban Parks (공원을 읽다 : 도시 공원을 바라보는 열두 

가지 시선들), Landscape Architecture Review Bom, ed. (Goyang: Namudosh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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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Yoo-jick published an article on the construction of the Independence 

Park in 2009. Yoo’s research detects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planning of the park and the following period during which facilities 

installations took place by focusing on newspapers and articles published by 

the Independence Club; it also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such process from 

landscape architecture perspective. 306  Yoo’s research considers the 

Independence Park as the first autonomous park in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ve that the physical form of the Independence Park existed in 

reality and related materials that are aware of its existe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 not been found. Therefore, the current thesis does not 

deal with the Independence Park in particular other than the plans for the said 

park.  

 As mentioned above, interests for the urban parks during this period 

increased by large around 2010. The fact that the amount of research during 

the last decade is several times the number of the researches in the past evinces 

this statement. These studies usually deal with case studies of individual parks 

– in particular, the parks in Kyŏngsŏng. For example, Hai Gyoung Kim dealt 

with the park formation process and the spatial transition afterwards at 

Hyochangwon, Jangchungdan, and Sajikdan, while also taking a look at the 

establishment (1897-1916) of Tapgol Park through historical design 

                                           
306  Yoo-jick Lee, “The Significance of Independence Park in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Histor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1), 

2008, pp.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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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307 Such achievements, along with the newly excavated historical 

records, provided opportunities to correct the past errors. However, these also 

focus on the ‘construction’ aspect of the park and thus should be considered 

academic advancement based on or supplement to the previous studies. To 

consider them as provision of new perspective or interpretation is difficult.  

 Three researches that deal with Namsan Park were published each in 2012, 

2013, and 2015.308 The first two articles by Seo Young Ai and Son Yong 

                                           
307 Hai Gyoung Kim, “The Formation of Spatiality of Hyochang Park and an Analysis 

of its Transformation,”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36, 2010, pp. 79-117. ; Hai 

Gyoung Kim, “A Study on Interpreting People`s Enjoyment under Cherry Blossom in 

Modern Tim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4), 2011, pp. 124-136. ; Hai Gyoung Kim and Hyum Im Choui, “A Time 

Sequential Research on Changes in Jangchungdan Park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4), 2013, PP. 95-112. ; Hai Gyoung Kim, Young Soo Kim, Hye Jin Yun, “1910`s 

Tap-gol Park Construction Process through Design Document Interpreta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al Landscape Architecture 31(2), 2013, pp. 

103-117. ; Hai Gyoung Kim, “An Interpretation of Tapgol Park, ‘the Layers of 

Memory’,”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14, 2014, pp. 111-

146. ; Seo Lin Kim, Hai Gyoung Kim, and Mi Hyun Park,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nge in the Mordern Sajik Par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4), 2014, pp. 120-131. 

308 Yong Hoon Son and Young Ai Seo, “A Study on the Idea of Forest Park in 

Kyongsungbu Namsan Park Design Proposal in 1917,”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0(4), 2012, pp. 23-31. ; Young Ai Seo and 

Yong Hoon Seo, “The Space Use in the Initial Period of Namsan Park -Focus on the 

Newspaper Articles from 1883 to 1917-,”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1), 2013, pp. 28-37. ; Young Ai Seo, Seoul Namsan as 

historic urban landscape : from multiple perspectives of mountain, park and city wall, 

Ph.D. Thesis, 2015. ; Park, Hee-Sung, “The Change and Transfor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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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deal with the Namsan Park Design Proposal from 1917 and the space 

use of the Namsan Park during 1883 to 1917, respectively. These display novel 

and significant progress in that they analyze the significant historical material 

with depth and focus on the ‘use’ of space. However, because they focus 

primarily on Namsan within itself, they did not interpret the parks within a 

larger context that is the relationship with the city - the perspective taken by 

this current thesis. Finally, Park Hee-sung’s 2015 study considers the process 

of the Namsan Park formation in relation to Shinto and approaches the 

subject as land exploitation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The park formation 

process of Namsan is interpret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this approach also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the park and therefore distinct from the above two studies that focus on the 

‘use and perception.’  

 Recent study by Hashimoto Seri, in relation to the ruined Tapgol Park, shifts 

the focus of this issue from the repress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and the discrimination over nationality often adopted in the previous 

studies to the ‘resistance by Koreans’; by doing so, the issue is brought under 

discussion and related to the national resistance.309 One can find parallels in 

                                           

Namsan(Mt.) Parks in Early Modern Seou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3(4), 2015, pp. 124-139.  

309 Hashimoto Seri, “Conflict between the colonial authority and the ‘Kyŏngsŏng 

residents’ around the agency of the public agency (공공성의 주체를 둘러싼 

식민권력과 '경성부민'의 대립－‘문명’으로서의 공원을 중심으로－)” Korean Studies 

35, 2014, pp. 39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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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s study with the current thesis in terms of perspective and direction, 

particularly in that it focuses on the bottom-up perception of the park or 

related activities; however, Seri’s study limits the Koreans under discussion to 

a selective leadership group who make up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The current thesis, on the other hand, will  not only consider the 

leadership, but also the disadvantaged classes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In 

other words, this current thesis will discuss the contemporaneous park 

through their view and ways of understanding by concentrating on each and 

personal experience of the mundane citizen or public who consist the everyday 

life in a city. 

 Recent progress in such studies are relatable to the microhistorical and 

Alltagsgeschichte methodology in the field of modern history that began 

before 2000. Moving away from macro-scale discussions and instead 

focusing on the new agent of urban citizen or the public, this approach 

attempts to discover everyday materials that centers around this new agent. 

Such attempts have led to attention to the park, which is a subject matter that 

is both the product of modern city and part of everyday life. A park is an 

infrastructure of a modern city and a popular space due to its public nature. 

Academic fields such as histor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anthropology has shown potential for a new interpretation for parks. Parks 

have been dealt with in various ways as it appears in diverse discussions such 

as modern city planning, consumption culture, and discourse onleisure, hobby, 

general education, and hygiene. This tendency sometimes deal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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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to parks or park as a research subject310; however, in most cases, 

their focus is on the literature. As the central focus of these discussions lie in 

the meaning of parks within a text, such as the symbolism of park in fiction, 

rather than investigating the actuality of the park, they are distinguishable 

from the current thesis in the purpose and the perspective.311  

 

 

 

 

 

  

                                           
310 Kim, Ju-ri “Representation of City Park in Korean Modern Novels (韓國 近代 

小說 속 都市公園 의 表),” Korean Culture 44, 2008, pp. 153-174. ; Chae Rin Kwon, 

“Modern Experience of nature and Culture Discourse,”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39, 2011, pp. 515-548.  

311 However, in that ‘modern literature pierce through the customs of colonialization,’ 

the following has been of great assistance. See Lee, Kyung-Hoon, Birth of Oppa: 

History of Customs in Korean Modern Literature (오빠의 탄생 : 한국 근대 문학의 

풍속사) (Seoul: Munhak gwa Jisungsa, 2003)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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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Contents and Historical Sources 

1) Perspective 

Increase in interest for ‘everyday’ in relation to the modern history research 

began in the late 1990s. The turning point took place between the mid-1990s 

and the early 2000s when diverse studies based on New Cultural History, such 

as Microhistory, Alltagsgeschichte, and Subaltern studies were introduced to 

Korea.312 Concomitantly, the Korean history academia was undergoing shifts 

from socioeconomic history to social history, and to cultural history. In 

particular, the central focus of the research was in transition to cultural history 

by means of Alltagsgeschichte, oral history, and mnemonic studies.313 This 

shift is congruous to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colonial modernity. Moving 

away from the previous exploitation model, there came a tendency to confirm 

diverse forms of life through empirical examination. Such research tendencies 

emphasize everyday life and cultural activities, and also the thoughts and 

perception surrounding these activities, as well as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structures.  

 As Robert Home states, “while the colonial city was shaped by the forces of 

colonialism, it was occupied by many peoples, and continuously transformed 

by processes of conflict and negotiations between colonizers and 

                                           
312 Heo, Young-ran, “History of People after the History of the Popular Movements,” 

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15, 2005, pp. 311-314.  

313 Ha Na Lee, “Methodological Search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after 1990s – 

Critical Examination of the Issues, Coordinates and Possibilities -,” Age and 

Philosophy (시대와 철학), 2011,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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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ized…the urban built environment was thus a complex, multi-coded 

space continually reinterpreted in everyday usage.”314 Like making of a space, 

the activities of the users and the thoughts surrounding the space shape it into 

a specific place. It has been emphasized a number of times that the story 

conveyed in the space is important.315  

 One of the key points to this perspective is to construct history not through 

a priori frame but through empirical examination. Therefore, this thesis will 

not define the public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struggling 

national fighters or modern men and instead take a look at the diverse forms 

of life. Also, by diversifying the selection of related agents,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various situations that occurred surrounding the park, such as: 

the use and utility of the park the state level, the difference in position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that of Kyŏngsŏng, the 

difference in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between the Japanese residents 

and the Koreans, and the difference in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between 

leadership group within Koreans and the general public. This approach will 

                                           
314 Robert Home, Of Planting and Planning: The making of British Colonial Cities 

(London & New York: E & FN Spon, 1997), p. 219.  

315 “Space artificially created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ruling authority… in 

many cases, the spatial organization is used and operates in unintended ways. What 

is important is not the ‘space’ but the ‘lives’ within it.” (translation by author) See 

Baek Yung Kim, “A Theoretical Exploration on Colonial Urbanism: Focusing on 

Issues in Spatial Sociology,” Society and History (사회와 역사, previously 한국사회사

학회 논문집), 72, 2006, pp. 193-194.  



２１０ 

allow for exploration of the meaning and the utility of the actual parks within 

such dialogues.  

 This thesis also focuses on the matters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everyday 

topics and the park. In other words, the thesis will take a look at how daily 

topics such as hobby and general education, New Women and Love, and 

urban alienation interact with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Also, as 

modern experience from the park may be considered everyday life, collecting 

different stories that took place in the park is another way of reconstructing 

the historical everyday life.  

 The spatial background to such everyday life is the modern city of 

Kyŏngsŏng. In this thesis, ‘city,’ refers to the space that essentially consists of 

the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as well as the physical structure and systems. 

This point of view is in some ways adopted from Henri Lefbvre’s 

epistemological theory of urban space.316 According to Lefebvre, space is 

socially constructed.317 Instead of ville as physical reality, ‘urbaine’ thing 

allows the spatial practice of the reality, or the everyday life in a city, and 

realizes ‘la société urbaine.’318  

                                           
316 For Lefebvre’s spatial theories, see the following, which deals with the spatial 

theory in a vast scope while focusing on Production of Space. Seong Won Shin, Henri 

Lefebvre’s Theory of Space, Ph.D. Thesis, 2017.  

317 Seo, Woo-Suk, “Space as seen by Henri Lefebvre,” Gukto: Planning and Policy, 

2, 1999, pp. 84-87. 

318 Lefebvre, The Urban Revolution, Trans. Robert Bononn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3. (Quoted in Seungwon Shin,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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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are products of modern cities. Spaces that existed in diverse forms either 

converged into the idea of park or renewed as new spaces. The background 

to this phenomenon is the formation of the modern city. Park is a subject that 

penetrates the urban frame or structure, its form or the lifestyle within a city. 

To examine the reality of parks, one must first understand the context and 

the situations surround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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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ructure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establishment of the park 

following the shifts in the ruling system and transformation of Kyŏngsŏng into 

a modern city (Chapter 2), the development of the par (Chapter 3), and their 

transformations (Chapter 4). During this period, Kyŏngsŏng shifted from pre-

modern to modern era while the ruling system also shifted from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Japanese Imperialists. On top of this, the colonial ruling 

policy and the city management method changed transiently without any 

consistency. Creating parks was a state-level project; hence, the early park 

establishments were top-down projects that were influenced greatly by the 

changes in the policy or the ruling system. Also, as for the city dwellers, the 

idea of modernity, acceptance of modern culture and changes to the everyday 

life happened quickly due to the development of Kyŏngsŏng into a modern 

city. In most cases, these modern cultures were implanted entirely or replaced 

the previous lifestyle. Hence,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transition 

of parks within this shift in ruling system and formation of a modern city 

appear in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ime periods. Based on this context, 

this thesis is structured chronologically.  

Each chapter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section explains the 

construction of the park and the second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Chang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ruction and the use and 

perception according to each period also deserves attention. First section in 

each chapter usually explains the park planning and the thoughts – 

perception – on the park that are found during the planning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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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hases. The first section also functions as the background to the 

discussion of the use and perception in the second section. Section 2 deals 

mainly with the use of parks and the formation of the public discussions over 

parks – or, in other words, the use and perception of parks in everyday life. 

This thesis plans to focus on how various aspects, such as the transitions in 

the ruling class, the modernization of the city, or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park, contribute to, or interact with,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Construction aspect, dealt in the first section of each 

chapter, is mostly related to the ruling system; the use and perception in the 

second section of each chapter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s in the urban 

society and the introduction of new culture.  

 The first section of Chapter 2 discusses the establishment of 

Changgyeongwon, Tapgol Park and Namsan Park and their usage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These parks strengthened the early ruling system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ile its space was provisioned for the Japanese residents. 

The existence of such parks was considered something new that needed to be 

learned. The following section looks at how the id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ks were transmitted to the public and in what form, by means of 

mass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Also, as this period is marked 

by top-down approach in modernization or provision of modern culture, this 

section deals with how the public used and perceived the park along with the 

park-use method adop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ts.  

 The first section of Chapter 3 examines the changed meaning and utility of 

the city parks in comparison to the 1910s, centering around th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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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the city parks, the process of change, and the results. The parks 

discussed primarily are Jangchungdan, Hullyeonwon, and Hyochangwon. 

This section also takes a look at the sports fields that were installed in almost 

every park during this process. Along with the contextual background, this 

section also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k and the sports field. 

In addition, with regards to Tapgol park, this section examines the ‘issues’ 

that occurred during this period not as the repress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but with greater focus on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society. As this part may be closer to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it will be discussed towards the end of section 2. The second section of 

Chapter 3 contemplates over the combination of the modern city culture of 

Kyŏngsŏng with the park, from the late 1910s to early the 1930s. Keywords 

related to the park are nature, hobby, general education, norms, consumption, 

love, New Women, plaza, fashion, etc. This section will see how these 

keywords form urban park culture; it will also interpret how the park 

operates using the urban cultural experience as its medium. 

 Finally, the first section of Chapter 4 will look at park-related matters in the 

modern urban planning during the 1930s and the 1940s that were established 

under legal terms for the first time. Perceptions regarding the urban park 

under the changing ruling system during the 1910s and the 1920s will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atus and the usefulness of the park in 

the city. Also, the same section will see how the wartime mobilization after 

1930 influenced the park. 1930’s is also when the ‘issues’ of modern cities 

began to appear. With regards to these issues, the section deals with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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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the parks. The background to the formation of such perception 

and what these viewpoints consisted of is dealt with in the second section of 

Chapter 4. It will also consider the concomitant usage according to each park 

in Kyŏngsŏng. This will prove to be a holistic way of understanding the urban 

parks in Kyŏngsŏng as well as an examination of actual meaning behind what 

has been discussed in earlier ch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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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storical Sources  

This thesis, in order to concentrate on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uses mass media – mainly newspaper 

and magazines – as its main historical source. This is because the newspaper 

and magazines received the most mass popularity then. Newspapers during 

this period already made part of everyday319; they are considered trendsetter 

that “reconstructed the social relationships,” illuminators of knowledge and 

patron of the arts. 320  Newspapers spread modern culture and proposed 

modern ways of life, while the readers accepted these new lifestyles as 

‘standard.’321 In case of magazines, a number of literature texts display the 

customs of the period. In some cases, they even connote secularity, which 

allows for understanding of the public ‘taste’ during this period. In addition, 

the photographic records in newspapers reproduce the image of the parks 

                                           
319 While the number of sold newspapers were little during the early days, one can 

observe the reports that there were hundreds of readers for a single newspaper. Hence, 

one can assume that newspaper had infiltrated into the everyday lives of normal 

people. Jung Jin-Suk, Korean Media History (한국언론사) (Seoul: Nanam, 1990), p. 

238. 

320  “Newspapers… reconstructed the social relationships…during the days when 

popular culture was futile and intellectual stage small, newspaper was the trendsetter, 

intellectual illuminators and patron of the arts…newspapers, inclusive of state-of-

the-art technology to base conventionality, was a powerful intestine.” Kwon, 

Bodeurae, “Newsapaper, 1883-1945,” Literary Criticism Today, 2002, p. 179 

321 One starts believing that a new for of life transmitted by newspapers are delving 

into the everyday lives. By imagining that most everyone maintains a similar lifestyle 

despite the geographical, cultural, and social gap, one comes to think that he or she 

should be the same. Ibid,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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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graphically. Photographic records are important for this research in that 

the image conveyed in photographs provide imagination that share with today 

the perspectives of its contemporaries.  

 Of several newspapers of the period, this thesis analyzes Maeilshinbo and 

Dongailbo primarily. The fact that Maeilshinbo was published without any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makes it an appropriate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period in totality. However, as it was the agency newspaper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in Korea, one must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istorted tones. Nonetheless, cases of sharp debates are rare 

with regards to parks. For cases where debates have arisen, other historical 

sources are referenced in juxtaposition. Dongailbo often spoke out on behalf 

of Koreans. It is used here in comparison to Maeilshinbo. Other newspapers 

such as Chosunilbo(朝鮮日報), Hwangseongshinmun(皇城新聞), and 

Dongnipshinmun are also considered.  

 In case of magazines, the following materials are considered: Gaebyuk (開闢), 

Byeolgeongon (別乾坤), Samcheonli (三千里), Shinmungyae (新聞界), 

Donggwang (東光), Taegukhakbo (太極學報), Daehanheunghakbo 

(大韓興學報), Shinmin (新民), Seohaegonglon (西海公論), Shindonga 

(新東亞), Joongang (中央), and The Independent. For magazines published in 

Japan, records such as Modern Japan, Nihon Shokuminchi-shi 1 Chosen 

(日本植民地史 1 朝鮮), and Nihon Chiri Fuzoku Taikei (日本地理風俗大系) 

are considered.  

 Although not a newspaper or a magazine, Yun Chi-ho Diary (尹致昊日記) 

provides meaningful evidences of the private, everyday lives during th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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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ust be careful of Yun Chi-ho’s pro-Japanese tendencies when using 

this record. However, as he spent a significant amount of his records on 

gardens and parks, and as his perspectives on parks are quite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contemporary views and valuation of parks, this research 

considers his work with great significance.  

 In case of city survey and planning, the following materials are considered: 

Kyŏngsŏng Namsan Park Plan (京城府南山公園設計案, 1917), Kyŏngsŏng 

City Planning Survey Data (京城都市計劃調査資料, 1925), Kyŏngsŏng City 

Planning Survey Data Report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1927), Kyŏngsŏng 

City Planning Survey Data Report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1928), 

Kyŏngsŏng City Planning Data Survey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 1932), 

Kyŏngsŏng Central Area Scheme Park Plan (京城市街地計劃公園安, 1940). 

Also, this thesis takes a look at Annals of Chosun Dynasty under Sun-jong 

(純宗實錄), Modern Architecture Plan Catalogue (近代建築圖面集), Yi 

Royal-Family Museum Collection Photobook (李王家博物館), and Daehan 

Empire Imperial Family Affairs (大韓帝國皇室祕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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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stablishment of the Park and the Formation of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What is notable about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during the 1910s 

is its expansion from something limited into a public realm, and the park use 

programmed from the top level that is transmitted to the lower class without 

any disturbance or changes. As modernization in Korea took place 

simultaneously with the colonial rule, any process that happened during this 

period connotes colonialism; h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ark and the 

formation of public use of the park are grounded in same context. Like the 

City Remodeling Project during the Daehan Empire period, parks were some 

of the first facilities to be introduced for the modern Kyŏngsŏng urban 

construction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Imperialists postulated Changgyeongwon as a place of propaganda and 

ostentation while Tapgol Park was a place of dispensation. Hence, park was 

utilized as a place to postulate the Japanese Imperialists as modern, cultured, 

and enlightened nation symbolically. Conversely, Korea was considered 

premodern, savage or uncultured; the Japanese Imperialists propagated park 

as a place of dispensation where Koreans were culturally enlightened.  

In discussions regarding Changgyeongwon, this thesis first observed how 

Changgyeongwon was planned into a park. Contents of the plan and aspects 

of the park usage can be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 park as a space where 

the Japanese Imperialists ostentatiously display itself as the symbol of culture, 

or in other words, ‘exhibited’ the modernity.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Japanese Colonialism period when the Changgyeongwon doors had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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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ed, visits by the important individuals such as the high-level government 

personnel or foreign envoy had greater importance than the public visits. In 

particular, the image of Chosun Empire kings visiting and admiring 

Changgyeongwon was another method of displaying the modernity through 

the park. While Tapgol Park had similar use before changes in opening hours 

to every day in 1913, emphasis was later given to its meaning as a place of 

‘dispensation’ of the modernity to the public. This chapter also looked at the 

propaganda methods. It primarily dealt with a long article published in a 

newspaper regarding introduction to the park and etiquettes for its usage, but 

also considered other texts related to tap(towers), and those that 

‘recommended’ flower-viewing.  

On the other hand, this section also looked at how the Namsan Park falls 

under a special case that is distinct from the two park cases above, and 

observed the background to the park construction and its subsequent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the Chosen Shrine in 1925, 

this chapter looked at how the existence and the value of Namsan as a park 

changes and becomes grounded. The major characteristic of Namsan that 

distinguishes it from the other two is that Namsan was perceived as a 

‘recreation spot’ early 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Japanese residents 

were in charge of the management and the topographical nature of being a 

‘mountain.’ Of all, the use of Namsan as a park in fact continued even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Chosen Shrine. While most previous studies perceive 

the construction of the Shrine as the collapse of the Namsan’s existence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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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lthough such views existed, Namsan Park nonetheless continued to be 

valued as a park.  

In terms of public perception and use of the park, accessible historical 

sources from the 1910s are limited. This is not only because the modernity 

was still unfamiliar and strange, but also because a limited number of mass 

media during this period makes it difficult to capture the everyday life of 

urban dwellers. The agency of modernization, which was introduced and 

learned from the West, had changed to the Japanese Imperialists. Within the 

context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appropriating the parks as tools of 

cultural enlightenment, park was transmitted as the symbol of progress and 

new culture that must be learned. On top of this, in literary texts such as 

fictions or travel essays, the image of a park reflected the refined Western 

lifestyle. The parks were sometimes introduced as place of modern general 

education, hobby, or even academics.  

For most cases, parks were used for government-led occasions. When 

targeting Koreans, the purpose or the objective of such occasions was of 

reformation and edification. Another way of looking at the situation is that 

Koreans, while excluded from politics, were forced to participate in areas of 

culture and hobbies. Noteworthy cases such as public banquet, sports day, 

concerts, and night market took place, where parks functioned as venues. One 

should note also that Tapgol Park was mentioned frequently. Finally, the fact 

that the stories of flowers in the park are spread and ‘recommended’ evince 

that the park culture during this period was provided from top-dow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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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s of the Japanese Imperialists behind the programs were being 

conveyed in totality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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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of the Public’s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A number of new parks appeared in Kyŏngsŏng around the 1920s. They 

were sites 1) that were deemed no longer useful by the state – for example, 

the royal grounds – that was abundant with nature, 2) usually loane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in Korea by the Kyŏngsŏng administration 

that were turned into parks, and 3) thus did not undergo changes in spatial 

use before and after being turned into parks. Jangchungdan, sitting at the edge 

of Namsan, and nearby Hullyeonwon were used for sports field previously, 

then turned into parks that include sports fields. Afterwards, Jangchungdan 

became one of the most well-known parks in Kyŏngsŏng;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Hullyeonwon as a park decreased after the park was changed into 

Kyŏngsŏng Sports Field. While plans for Sajikdan and Hyochangwon did not 

follow through, their abundant nature was left intact; instead, they conceived 

as nature parks with small number of facilities where the nearby residents 

frequented for exercise purposes. Finally, the case of Chwiunjung(翠云亭) 

shows a failed attempt in turning a site into a park. As this case demonstrates, 

the central issue of park projects during this period was ‘securing the site.’  

 Also, one of the primary use of parks during this period is the sports field. 

It should be noted that Jangchungdan and Hullyeonwon, both used as sports 

field before, underwent projects to turn them into parks prior to 1920. Also, 

discussions regarding sports field appeared in almost every park scheme. As 

sports day event was an occasion to obtain a modern body, or a healthy body, 

it shared the idea of health and hygiene with the park concept. Also, sports 

day events took place quite frequently as government-led ev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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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values – a quality shared by parks as well. Hence, park and 

sports field were juxtaposed naturally.  

 On the other hand, Tapgol Park, a cultural reformation site where the 

Japanese Imperialists showed dispensations during the 1910s, gained a new 

sense of place whose role was to act as the center of the Northern residential 

area. Following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the Korean society 

invested national symbolism to the park while reconstruction work in 

Bukchon area centered around the site. As the occupation of the park by the 

Korean society and the containment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continued, the park developed into an exclusive space primarily occupied by 

the marginal class of Koreans by the late 1920s. Such development cannot be 

described only as unilateral repression or negligence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showed willingness 

to utilize Tapgol Park until the early 1920s. Hence, when Tapgol Park became 

‘a place where lazy people come together to complain’ or ‘fortunetellers’ den’ 

in the late 1920s, it was the result of competition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and the Korean society over the meaning and the use of 

Tapgol Park.  

 Expansion of the public and the mass media during the 1920s provided 

foundation for modern culture, previously provided from top-down, to be 

consumed autonomously. Along with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urban culture, which centered around capitalist consumption culture, also 

appeared. This section analyzed this phenomenon in three way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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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a park was that it brought nature 

into the city and promoted public use. Hence, the space was used for 

amusement-hobby and entertainment around nature. Jangchungdan Park, 

which was fully equipped with facilities as well as being abundant in nature, 

was considered an ideal park. While the hobby of enjoying nature in the park 

was expanded into the public the appreciation and experience of nature was 

recommended for education appropriate for a modern man. Also, as living a 

healthy life in nature along with the purifying power and vitality of nature 

was an objective of modern education, ‘wood school(‘임간 학교’) was 

installed in Jangchungdan and Hyochangwon. The life of the intellectuals who 

regularly exercised or went for walks at Sajik Park or Chwiunjung formed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as a place of learning modern regulations.  

 Second, while being introduced as the symbol of refined Western lifestyle, 

parks became a popular cultural space for consumption, along with the 

modern capitalist urbanism in Kyŏngsŏng during the mid-1920s. Parks would 

sometimes become the object of consumption or be consumed by means of 

modern devices such as nature. Activities such as paying admissions for 

Changgyeongwon and purchasing flowers, paying for trains to go play at 

Jangchungdan Park, or purchasing food to go enjoy Namsan Park were 

consistent with ‘consumption.’ In most cases, the consumption agents were 

dating couples. Namsan Park was the most popular dating spot. This image 

of the park consolidated after 1930; when dating was the object of attention 

or criticism, some warned against ‘going to Nams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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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rd, parks were also considered a place where people gathered and where 

fun attractions such as ‘people watching’ took place. Parks were interesting 

that everyone gathered regardless of class or wealth. Hence, it was where 

people watching was prioritized over flower enjoyment and where New 

Women would dress up in modern clothing and go on a stroll and enjoy the 

looks from the others. This is connected to the fact tha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ulture of plaza or square was lacking and instead the 

parks replaced the functions of plaza culture; the parks became the place of 

gathering like the street or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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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hanges to the Park and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 

In the 1930s, urban park plans were documented for the first time due to 

reasons both institutional and legal. In the Kyŏngsŏng Downtown Scheme 

Park Plan, which is considered the final version of the 1940 park plan, past 

perceptions regarding the parks were organized into a system. While the 

modern urban plans focused on the number of roads, it was only after the 

1930s when the park’s scale or location began being considered in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road systems. Also, compared to the parks built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that emphasized demonstration effects, the 

topics brought up in the latter parks were ‘hygiene,’ and the roles of free open 

space or private space. This shows that as urban infrastructure, the parks were 

given emphasis on how it physically functioned in reality – thus, specific 

‘function’ became important. However, the contents of this plan were isolated 

from reality as Kyŏngsŏng was already stabilized as a modern city; along with 

the wartime mobilization, the plans usually converged into matters related to 

air defense.  

 After the beginning of the Pacific War in 1937, the city was under a full-

scale wartime mobilization by around 1940. Parks, also in keeping with the 

air defense or mobilization, were used as stages for war propaganda or various 

mobilizations including volunteer services. This means that the role of parks 

have shifted entirely to being resource for the war. In addition, following 1940, 

as routine regulations of everyday took plac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n 

totality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during this phase. However,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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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can be found until the early 1940s that provide glimpses of everyday 

lives continuing in the parks.  

 What is characteristic about the 1930s is the formation of ‘critical reception’ 

of the parks. This characteristic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1) this 

reception was brought forth as the idea of modernity and modern city ceased 

to be an ideal or an object of desire, and various issues came forth. Activities 

that take place with the park as their background or people who stay in the 

parks were described in relation to such issues. 2) As park activities were 

described as amusement, corruption and fantasia, it became an object of alert. 

The most popular activity, the Changgyeongwon yaaeng,  was subjected to 

criticism in that its consumption-centric culture was deviating from the rules 

of everyday life as recommended by the Korean society. 3) On the other hand, 

those who were neglected by the urban society, the vagrants and elders, 

gathered and spent time in the parks. For parks where those who have fallen 

behind the modernization process gathered habitually, their descriptions were 

of depressed and tragic atmosphere. 

 However, it was found that such perception may have existed only as 

discourse. The 1930s park use showed that everyday life continued in the 

parks. As children’s theme park, facilities were added to Changgyeongwon, 

which provided various programs year-round. It seems that the performance 

and overt fantasy during yaaeng were special events. In case of Tapgol Park, 

despite its transformation into a children’s theme park, continued to function 

as a gathering ground of fortunetellers who began appearing in this place in 

the late 1920s. Also, one of the primary scenes of the park continued to be of 



２２９ 

storytelling performances. Namsan Park and Jangchungdan Park were 

popular among strollers and those on a date. Sajikdan Park, Hyochangwon 

Park and areas of Samchungdong that were turned into parks became popular 

resting area for citizens who visited these sites regardless of any special 

occa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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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This research considered the history of urban park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erms of not only the construction but also of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In particular, it interpreted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to the use and perception during this period by looking at newspapers 

and magazines. During the urbanization of Kyŏngsŏng into a modern city that 

took place simultaneously with the colonial rule, the parks were introduced 

as infrastructures. Urban parks, while appropriated by the ruling system, were 

also used and perceived as popular cultural space. Hence, the usage and the 

meaning of parks that were formed by the use and perception within everyday 

lives of the city residents constitute the essence of urban park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the development and the changes to the parks. This thesis 

considered diverse agency that used and formed perceptions regarding the 

parks within such context. Hence, the novel approaches conveyed in this 

thesis are the attempts to interpret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and the 

observations regard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urban background and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demonstrate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parks 

in Kyŏngsŏng were created as a colonial proje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se parks was consistent with the parks 

formed under normal circumstances. Park is a space planned, built, and used 

by the state and the ruling system.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autonomous park culture is created due to the mode of use employed by the 

public, or the agency of use. Particularly during this period, numerou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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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the park other than the physical aspects – for example, the 

neighborhood atmosphere, the public’s degree of modernization, and the 

contemporaneous trends – had great influence on the use and the perception 

development of the parks. This means that instead of being independent 

objects, a sense of place is developed in a park through relationships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is also applicable to the parks in Kyŏngsŏ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lso, this thesis proposes that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formul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urban system, social, and cultural changes during 

the different phase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existence, status, role 

and use of parks differ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city. Park 

transformed dynamically by interreacting with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ssues of each period. Characteristics of each park in Kyŏngsŏng by 

the late 1920s may be interpreted as constituting the quality of the 

contemporaneous Kyŏngsŏng city parks overall. Various forms of parks were 

observed during the process of reaching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thesis. 

Parks exists in shifting forms instead of single, fixed forms. All forms found 

during this process constitute the spatial character of the parks.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ks in Kyŏngsŏng reconstructed in this 

thesis cannot be described as a result of dealing with every detail of the parks 

in Kyŏngsŏng. Although this thesis attempted to deal with related materials as 

holistically as possible, collecting historical sources was not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hence, texts that are beyond the context of this discussion have 

been omitted. For example, several crimes and accidents took plac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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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such as suicides, abandoned bodies, robberies, and criminal 

conspiracies. However, such aspect does not convey any meaning, other than 

that they are typical phenomenon of parks becoming a crime-ridden area in 

time; since connection to the other phenomenon or activities in the park could 

not be established, it was not dealt with in this thesis. Nonetheless, the fact 

that there are blind spots, which have not received enough explanation, shows 

the limitations to this research. Another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also a 

prospective research interest is that the use and perception of the parks in 

other nations or cultures during this period has not discussed in terms of 

comparativ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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