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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의 상징화와 집합적 정체성 
-기념비， 조형물의 문화적 기능을중심으로*_ 

박명규** 

이 연구는 특정한 사건이나 공간에 대한 사회적 기념행위를 파거 역사에 대한 집합 

적 해석의 일환으로 파악힘으로써 문화적인 형식 속에 나타나는 기억의 구섬섬을 드러 

내고자 한다 과거를 재구섬하고 현재 속에 보존하는 밤식의 일환으로 역사서술과 함 

께 사회적 기념행위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근대국가의 수립파정에서 집합적 정체성의 

확립， 정치적 정당성의 형성과 판련하여 파거에 대한 해석의 중요섬이 강조되었고 사 

회적 기념행위의 정치적 역할도 매우 강조되었다 이 글은 남산이라는 공간에 부여되 

었던 정치적 상징성이 시기적으로 변모해온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근현대사와 

기억의 사회적 구성을 연결시켜 보려는 작업이다 이 글은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 

이나 기념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사적 번화의 의미를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과거의 상징화 작업이 얼마나 권력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해방 후 탈식민화 파정이 얼마나 불철저하게， 지배논리와 반공이데올 

로기메 의해 영항을 입었는지를 보여준다 

'01 연구는 1996-1997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과제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과제는 동학농민전쟁 
기념물과 남산의 변모를 통시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었는데， 자료의 양이 많고 설명할 내용들이 다소 

달라 농민전쟁 관련 기념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이사회와 역사) 51집(1997)에 

발표된 ‘역사적 사건의 상징화” 참조).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념물 자체보다는 주로 남산의 공간적 변 

모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관심분야는 한국사회사， 민족사회학， 문화연구. 동아시아론이다 주요저 

서로 〈한국근대국가형성과 농민)(문학과 지성사‘ 1997).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정화"， (사회와 

역사) 51 (1997) , “근대 한국 타자인식의 변화와 민족 정체성"，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1998) 퉁 

이 있다(연락처 02 )880키403 ， E-maiJ: p<λrkll11.~laza.sn 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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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집적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들에 부여하는 

의미의 체계로 구성된다. 역사에는 특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창출 

하고 공유하며 또 전승하기를 원하는 가치나 문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물론 

역사는 구체적인 시공간성을 지닌 객관적 현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완전한 허구나 

상상의 산물은 아니다. 하지만 해석과 의미부여는 실증주의적 사실성만으로는 설 

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역사서술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동 

시대인의 세계관， 가치관을 보여주는 담론체계이기도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나 해석은 문자의 형태로 기록되는 역사서술에서 전 

형적으로 나타난다 시대마다 끊임없이， 또 새로이 쓰여지는 역사학은 바로 이 작 

업의 산물이다 근대에 들어 명료한 역사서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치공동체는 존 

재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역사의 해석이 반드시 문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비문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역사해석들이 있으며 때로는 이런 비 

문자적 역사해석이 보다 강력한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런 비문자적 역사해석의 전형적인 형태의 하나가 바로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 

을 집합적으로 기념하는 행위이다(Schwartz 1982: 374).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장소나 시각을 기념하는 것처럼 한 사회는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대상 

을 창출해내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기념행위는 직접적 경험이 불가능한 과거의 

의미를 현재 속에 재현해 주고 지식인의 해석체계를 대중의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기억 속에 접목시켜주는 문화적인 활동의 하나다(Gillis 1994: 6). 따라서 역사서술에 

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념행위 속에도 당대의 세계관과 가치체계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그 기념행위 속에는 역사해석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세력의 

정치적 정당화가 내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기념행위는 근대국가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Hobsbawm)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 기념행위가 강조되었던 것은 근대국가로의 전 

환이 최대과제로 부각되었던 한말의 시기였다 특히 대한제국은 정치적 전환에 걸 

맞는 대중적 상정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여러 형태의 기념행사를 제도화하려 했다.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이런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대신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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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의한 새로운 역사해석과 그에 따른 식민지적 기념행위가 자리잡게 되었다. 

식민지 하에서의 대립과 갈등은 종종 정치경제적 대립을 넘어서 정체성과 자존심 

의 문제로 비화되었는데 이런 갈등의 배후에는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할 것인가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이런 식민지적 해석체계는 상당부분 부정되 

었지만 새로운 시대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별다른 갈등없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해방 후에도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분열로 인한 긴장은 특정한 기념행위 속에서 재 

연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말， 특히 대한제국기의 시점과 식민지 시점， 그 

리고 해방직후의 시점에서 특정한 공간과 사건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상이하게 기 

념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정치공동체와 상정화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의 연구와 연구대상 

사회적 기념 행위는 정치적 성격과 문화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기념 행위 자 

체는 문화적인 활동에 속하지만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는 목적 또한 매우 강하다 

이런 정치적 효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 대중으로 하여금 동일한 집합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집합적 정체성이야말로 애국심과 민족의식， 

국가에의 충성심과 같은 정치적 실천에 핵심적 자산이 되는데 사회적 기념행위는 

이런 문화적 자산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실천의 하나이다 공통의 과거를 회상하고 

기념하는 것， 전쟁의 경험과 승리를 기념하는 것 등은 통일한 정치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고 투쟁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며 나아가 그러한 헌신성을 자 

기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런 집합적 정체성의 획득은지배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를강화시켜주는또다 

른 효과도 지니고 있다 갈등과 긴장의 소산인 특정 사건들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부여하는가는 바로 어떤 세력에게 헤게모니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과거 사건이 정당한 혁명으로 해석되느냐 무분별한 반란으로 해석되느 

냐에 따라특정한정치적 지향과세력들의 정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정치 

세력이 역사서술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존하는 질서에 정당 

성을 부여하는 문화적，지적 기반이 정치적 헤게모니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격변기에는 역사서술 및 사회적 기념행위 자체가 매우 직접적인 정치성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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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한다‘ 

사회적 기념행위의 정치적，문화적 성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근대국가의 형성기이다. 근대국가는 공통의 집합적 정체성을 공유한 국민을 창출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과제는 동시에 다양한 내부 세력들 간의 지배질서의 정당 

성을 확립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국민국가적 틀 속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립하 

는 문제와 국민으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을 창출하는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벨 수 

없는 과제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 기념행위의 정치적 의미가 크게 부 

각되었던 것인데 앤더슨이 근대 민족주의 문화의 상징으로 무명용사의 기념비나 

무덤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였던 것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Anderson 1991: 25-28) 그에 따르면 이 름은 없지 만 국가를 위 해 죽은 자들을 기 념 한 

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적 사건을 집단적인 것， 필연적이고 의미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어 놓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특정한 영웅이나 지배신분이 아닌， 평범한 사 

회구성원들을 하나의 성스러운 범주로 통합시키는 문화적인 힘을 형성해낸다는 것 

이며 이로 인해 국민국가의 질서를 승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근 

대 민족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특정세력이 아닌， 이름없는 다수 민중을 하나의 동 

질성으로 호명하는 것이 바로 민족인 것이다， 

유럽에서는 18세기이래 중세 기독교의 종교적 상징물을 대신하여 국가와 민족을 

표상하는 여러 형태의 기념물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졌다 홉스봄이 ‘전통의 발명’ 

이라고 부른 이런 현상은 민족을 상징하고 민족을 위하여 희생을 바친 행위를 성스 

럽게 만드는 각종 깃발， 음악， 의식， 상정 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프랑스는 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모습， 프랑스 군인의 용맹스런 상， 민중 

의 혁명적 봉기를 나타내는 동상을 곳곳에 세웠는데 이것들은 프랑스 정체성을 형 

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Lemer: 181-91) 혁명파， 공화파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뒤르캠은 자유，평등，박애 등의 이념을 성스러운 

상징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다시 종교의 본질과 결부시켜 이해하였다(Durkheim‘ 

306) . 

슈워츠는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전후로 조성된 기념물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국가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념물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에 의하면 링컨의 

상정화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문화현상이다(Schw따tz 

1996)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북부의 헤게모니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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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집합적 상징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여러 기념물의 조성을 통해 나찌 체제와의 역사적 

단절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였다(Kosh따) . 아우슈비츠에 대한 특정한 방식의 기념 

행위는 독일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것이었다. 전세계가 이념적인 대립으 

로 냉전의 긴장이 심화되었을 때 기념물은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상징 

물로도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사회주의권은 각종 영웅， 전쟁， 혁명 등과 관련한 기 

념물의 정치적 효과를 철저하게 활용하였다(Gillis:12-13). 이 모든 사례는 사회적 기 

념행위의 정치적 상징화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체성의 형성과 역사적 기념행위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그다지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90년대 초반 김영범 (1991 )이 문화의 역사， 집합적 

의식의 흐름을 밝히는 ‘망탈리테사’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윤택림 (1993 )은 ‘기억 

으로부터 역사’ 로 연결되는 심층의 구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서의 구술사를 소개 

한 바 있지만 모두 이론적， 추상적 논의에 그친 것이었다 구체적인 기념물이나 기 

념행위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90년대 후반 부터이다. 정근식( 1996)은 소 

안도 항일기념탑 건립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 나타나는 의미와 드러내지 못 

한 세계를 밝히려 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기념탑의 분석이 집합적인 기억과 역사적 

경험을 드러내는 유효한 지표일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박병규( 1997)는 동학농 

민전쟁의 기념물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사회의 기념방식과 내용이 얼마 

나 달라지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사건을 기념하려는 

주체에 따라. 또 역사해석의 시대적 영향력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권력의 작동방식에 따라 기념의 내용이 크게 달라져왔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념행위가 정치적이자 문화적인 활동으로서 새롭게 부각 

된 것은 광주항쟁과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서이다. 이 두 사 

건은 모두 공식적 해석에서 배제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가 사회의 민주화 

와 역사서술의 재구성을 통해 다시금 관심의 대상이 된 것들이다 그동안 무시되었 

던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기념행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반세기 동안 거의 억눌려있던 제주 4.3의 기억들이 ‘빨갱이들의 만행’ 이 아 

니라 ‘국가폭력’ 내지 대량학살’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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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획기적인 경험이었다. 특히 김영범 (1999)과 김성례 (1999) 등은 이를 ‘집단학 

살 기억의 역사화’ 또는 ‘사건의 진실과 재현의 한계’ 라는 측면에서 각기 고찰하였 

다. 특히 김영범( 1998)은 역사의 주변인인 ‘무명의 일반대중’ 의 경험，인식，실천의 

세계에 주목하면서 잊혀지고 억압된 민중의 기억들을 담론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귀숙(2001 ) 역시 갖은 맥락에서 제주 4.3의 역사해석을 ‘사회적 기억’ 이 

라는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다 그녀는 사회적 기억은 다중적이고 일시적이며 역동 

적인 실천행위임을 강조하고， 특히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 사회의 이데올로 

기，문화적 담론，집단간의 권력배분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현상임을 지적하면서 

4.3의 기억을 다루고 있다 1) 서중석 (200이 김동춘(2000) 등이 대량학살의 문제와 

국가건설의 과정을 연결시켜 해석하기 시작한 것도 이무렵이었다. 

3. 대한제국의 출현과 충절의 상징화 

조선왕조는 비록 근대국가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는 관료체제와 명 

료한 정치적 경계，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질적 문화와 집합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정치체였다. 지배층은 이 체제의 안정을 위해 국가제사를 주요한 행사의 하나로 규 

정하였다. 국왕이 주재하는 여러 형태의 제사는 조선왕조체제의 정당성과 왕권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키는 주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제사의 형식과 유형， 절차가 

세세히 규정되었고 그 격식 속에서 세속적 위계질서가 신성한 정당성을 얻게 되어 

있었다 

한양이 수도가 된 이래 남산은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모시는 중요한 산이었 

다.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신당을 북악산과 남산에 각각 세웠는데 

남산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제하던 여러 형태의 단이 설단되어 있는 곳이었다 

(서울특별시. 1999: 381-82) 또한 남묘， 영희전， 국사당 등이 위치해 있던 곳이기도 

1) 90년대에 세계적 쟁점으로 부각된 일제하 군위안부 문제도 기억의 정치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주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군위안부 회생자들의 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를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던데서 알수 있듯이 이 쟁점의 부상은 기억을 둘러싼 헤게모니투쟁 

을 중요한 문화적 실천의 하나로 보게 만들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풀빛 2αXXJ)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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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노인정， 귀록정， 재산루 등 많은 루정(樓훈)이 자리하던 곳이기도 하다 국사 

당은 목벽대왕이라는 산신을 모신 사당으로서 국가가 세운 사당이라는 의미에서 그 

렇게 칭해졌다. 조선왕조의 국가제사와 관련하여 남산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조선왕조 후기에 접어들어 국가제사의 정치적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고 

19세기 즈음에는 상당히 미미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왕실의 권위약화와 왕 

조체제의 제도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왕권의 회복을 통해 근대국가 

로의 전환을 추구했던 대한제국정부가 국가제사를 새로이 강화하려 한 것은 충분 

히 근거 있는 시도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점차 약화되어가던 정치적 위광과 지배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제사와 관련된 새로운 상정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 

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남산 가까이에 세워진 원구단이었는데 이는 황제만 

이 할 수 있는 천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조선의 국왕도 중국이 

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황제의 서열에 위치한다는 점， 따라서 조선도 이들 국가와 

통일한 독자적 정치체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원구단이 대외적으로 대한제국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면 대 

내적으로 왕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충절의 상징공간으로 설립된 것이 남산의 다른 

한쪽에 설치된 장충단이었다， 장충단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졸들의 충절을 

기리고자 1900년 조정의 명에 의해 만들어졌다 장충단이 세워진 곳은 전통적으로 

조정의 군대가 주둔하던 공간이었다. 장충단이 건립된 후 여기에서는 갑오년 이후 

의 전망장졸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2) 당시 고종황제가 내린 조칙을 보면 왜 장 

충단을 만들고자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표충(表忠) 장절(~짧십)하고 유세(휩世) 흘고(↑血孤)하는 일은 국가의 상전(常典)이 

다 개국 5백 3년 (1894) 이후로 장령(將領)， 위사(衛士) , 병졸(兵쭈) , 야속(夜束)의 

순절 ， 부상자가 많은데 포흘(製1血)하는 은전(恩典)의 기회가 지금껏 없었으니，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상심을 금할 수 없었다(고종실록 광무 4년 6월 25일)， 

이 고종의 조칙에서는 몇가지 중요한 점들을 읽을 수 있다. 우선 표충과 장절， 

다시 말해 충성과 절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일이 곧 국가의 기본행위의 하나라 

는 것이다 이는 국가에 충성을 바친 평민들의 삶과 죽음을 기념함으로써 이름없는 

2) <황성신원 1900 11 12일자 



38 한국사회과학 제23권 제2호(2001) 

구성원들을 통일한 공동체로 불러모으고 그들에게 집합적 정체성을 공유하게 만드 

는 일이 국가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1592년 조 

선건국을 ‘국가 형성의 기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1894년을 개국 503년으로 파악 

하는 것은 곧 조선의 건국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를 해석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이다 비록 대한제국을 천명하였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조선왕조에서 

찾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894년의 시간적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시점은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의 격변이 

진행된 해였다. 고종은 특히 이 해 이래 장병들의 순절，부상자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문반들에 의해 주도되던 오랜 평화시대를 지나 전쟁과 갈등의 시대가 왔다 

는 점， 장병이라는 무반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조선건국 이래의 정치적 연속성과 함께 1894년을 전후로 달라진 현실을 

함께 수용하려는 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장충단의 건립이 1894년을 계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을 요한 

다 일차적으로는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당시 조정의 시각과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장충단에 모셔진 홍계훈 이하 장졸들이 대부분 농민전쟁과정에서 희생된 자들로서 

왕조체제의 충성스런 인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정은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의 위기상， 현존체제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비판을 절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민 

군 진압에 공을 세운 전몰장병을 기념함으로써 순절，순의 ，충의 등의 가치를 재강화 

하려 한 것은 당시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장충단은 

을미사변 이후 경향각지에서 죽은 전몰장병들을 위해 조정이 설단(設협)한 것이었 

는데 처음에 배향된 5명 가운데 진남영 영관 염도희와 대관 이종구. 그리고 장위영 

대관 이학승은 농민전쟁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장교였고 홍계훈은 을미사변때 희생 

된 인물이었지만 역시 동학농민전쟁 과정에서 양호초토사로 활약한 관군의 대표격 

인 인물이었다 장충단에서는 염도희， 이학승， 이종구， 홍계훈 등을 배향함과 함께 

‘전망사졸(戰亡士후)’도 함께 추모하도록 되었는데 당시 조정이 농민전쟁과정에서 

죽은 장졸을 이듬해의 을미사변에서 죽은 장졸과 같이 조정을 위해 죽은 충절의 상 

징으로 해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3) (중보문헌비고》 상， 禮考 10, 831 쪽， 충절이나 효행으로 죽은 사람에 대하여 조정이 제단을 만들거 

나 정문을 세워주어 기념하게 한 것은 조선조 유교사회의 전통적인 행위양식이다 단은 하늘에 제 

사를 모시는 곳으로 조선왕조에서 국가의 의례와 관련하여 그 종류와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 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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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년에 들어서 장충단은 전쟁에서 희생된 장졸들 이외에 문무를 불문하고 순 

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에 대한 추모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육군법원장 

백성기는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선(善)을 표창하고 충(忠)을 포상하는 일은 인군(A君)의 세상을 권장하는 길로서 

예로부터 육신사(六면패)， 사충사(四忠패) 등의 예도 있었으니， 근년의 층의 사절한 

임오년의 영의정 이최응， 판서 김보현， 판서 민겸호， 참판 민창직을 위시해서 갑신년의 

찬성 민태호，판서 조영하，민영직， 참판 윤태준，이조연， 중관 유재현과 을미년의 궁내대 

신 이경직 ， 시종 임최수 참령 이도철 등은 그 일사(-死) 순국의 충열(忠烈)이 일시 전 

망한 장졸에서 더한데 군인이 아님으로 하여 단사(빨피E)의 열(列)에 참여하지 못하였 

으니 선후 도치(倒置)라고 할 것인즉 따로이 한 사당을 지어서라도 해마다 제사를 드 

려서 충혼의백(忠塊義塊)을 명명(훗훗)한 중에 위로 하여야 하겠습니다(서울특별시 ， 

1981: 251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고종은 ‘표충 장절에 어찌 문무를 구별할 것인가’ 라고 하여 이후 ‘순 

국의 충렬’ 이 두드러진 문 · 무 충신들을 함께 기리는 공간이 되었다 그 결과 장충 

단은 국가의 존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는데 한말에 애창되던 ‘한 

양가’ 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 바 있다 

남산 밑에 지어진 장충단 저 집 나라 위해 몸바친 신령 외시네 

이후 장충단은 군부가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장충단을 관리하는 자로 

‘전망사졸후예’ 가운데서 7명을 뽑아 이들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다- 장충단이 

상징적으로는 충절의 성소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전망사졸 후손들의 생계에 

도 일정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후손과 장충단과의 관계는 이후에도 

단(先잃뺑). 선잠단(先露빨). 성황단(城뱉뺑) 등이 그렇거니와 임진왜란 당시의 의절을 기리는 정 

충단(貞忠빨) 등도 조정이 국가의 의례로 규정한 단이었다 단이나 사당은 매년 사망한 일시를 기 

억하여 제사가 모셔지고 이 반복되는 의례적 행위를 통해 사건이 끊임없이 재해석될 소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징화의 기능이 강하다 조선 후기에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던 이러한 양식 

이 한말 농민전쟁과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다시금 강조된 것은 국가 및 조정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할 절실한 필요때문이었는데 조정은 전통적인 형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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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908년에는 정부가 관할해야 하는 제사와 왕실이 관할할 제 

사를 구별하였는데 장충단은 종묘，사직과 함께 내각이 국가제사의 주체가 되는 곳 

으로 되었다 4) 

장충단에 부여된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모 

충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사당 역시 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에게 일시에 죽임을 

당했던 청주병영의 전몰장병 73인을 추모하는 사당으로 장충단과 같은 시기에 별 

도로 건립되었다 1894년 10월 동학군과의 전투에서 영관 염도희를 비롯한 장병 73 

인이 전사하자 11월 왕명에 의해 청주목사 임택호가 갑오전망장졸 합동위령제를 

지 냈다 95년 봄 조정의 특전으로 전국의 전몰장병을 모두 서울 장충단에 배 향케 

할 즈음 충청병영은 향사일을 전사일인 음력 10월 3일로 고집하고 독자적인 향사 

답을 마련하고 군부로부터 직 · 단호， 향사비 등을 하사받아 설단하였다 1905년에 

대대장병들의 자금각출로 갑오전망장졸기념비(각)을 세웠다 1907년 구한국군 해 

산으로 폐영된 이후 1908년 해산장병들과 유족들이 합동하여 모충계를 설 립 하고 

계속 전몰장병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냈던 것이다 i ) 

요약한다면 대한제국정부는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근대국가체제를 정비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을 새로이 결집시키기 위한 상징물 조성을 시도 

하였다 특히 1894년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졸들을 집합적으로 기 

념하면서 충절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다 동학농민전쟁과 을미사변을 

왕조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시도되 

었는데 장충단의 건립은 대한제국의 전통만들기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4. 일본적 상징화와 공간의 변형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몰락한 이후 장충단의 성격이나 왕조적 충절론은 더 이 

상 적극적인 의미부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농민군의 지향이나 그들의 사상이 

무시되는 것은 차치하고 농민전쟁을 진압하다가 또는 을미사변때 일본군과 싸우다 

4) 의정부 편， (宮內部來文 88) (규장각 17757) , 융희 2년 l월 22일자 

5)(모충사실기 >， (모충사) ， 청주모충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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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절한 장졸들의 행위조차 부각될 수 없었다 식민지 권력 하에서 과거 왕조체 

제 하에서의 사건들에 대한 역사적 의미부여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인 

의 역사를 독자적으로 내세울 수 없었던 식민지성 자체에 처음부터 내재하던 한계 

였다- 당연히 사회적 기념행위도 자리잡기 어려웠다 6) 

대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과 상징화가 

시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산의 공간적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1882년 임 

오군란의 처리과정에서 한성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부 터와 가옥이 일본공사관의 신 

건축지로 제공되도록 결정된 이래 남산 주변을 근거로 일본인들의 집단거주가 시 

작되었다 일본은 일본공사관의 호위를 명분으로 일본군의 주둔을 요구하고 남산 

의 일부 땅을 공사관 부지로 얻는 동시에 소실된 공사관의 변상을 이유로 건축공사 

까지 강요하였다(서울특별시， 1999 : 643).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인 

들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커졌다. 일본풍의 가옥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진고개 

주변에는 일본인들의 집단거주가 늘어나면서 점차 상업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1896년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자리에 일본영사관이 신축되고 충무로 입구에 상업 

회의소와 거류민회 사무소가 1898년에는 일본상품진열장이 생겼다 일본인 거류 

민들은 1898년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의 지구를 공원으로 만들어 이를 왜성대 공원 

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신사를 세우기도 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반식민지가 된 이후 남산은 조선을 지배하는 일본세력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공공 기관이 있는 곳으로 변모했다. 일제는 이미 있던 일본 

공사관을 통감부 청사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1907년에 남산 왜장대 부근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였다 일본공사관 건물은 이후 통감관저로， 또 총독관저로 1939년까 

지 사용되었다고 한다 광무 6년에는 일본승려에 의해 일본사찰인 본원사(本願좋) 

창설이 시도되어 10월에 개회식을 거행하였다 7) 또한 일본주둔군사령관이 남산 기 

숨 일대에 군용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일대의 민가전답을 수용하려 함으로써 분란 

이 일어나기도 했다 8) 광무 9년 한성판윤 박의병이 외부대신에게 보낸 문서에 따 

6)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하여 관군의 충절을 기리는 여러 기념물들이 만들어졌던 대한제국기에 비하여 

식민지 기간동안은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기념물 두세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만들 

어진 바가 없다 박명규(1997) 참조. 

7) (황성신문) 1903. 10. 김 
8) 外部 편， (內部來去文 16) (규장각 1779-t) 광무 8년 9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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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일본영사관은 ‘창동에서 왜장대， 일본군사령부 우측에서 장충단 앞 기늙까 

지’ 를 경성공원으로 만들고자 표식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갈등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결국 1910년 5월에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한양공원 일명 남산공원이 개원되기에 

이르렀다 9) 일본인 거주민들에게는 통감부， 일본군대， 일본사찰， 공원 등이 함께 

위치함으로써 식민지 내에 지배민의 격리된 공간을 창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 가운데서 장충단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장충단은 

그 관리주체였던 한국군대가 1907년 강제로 해산된 이후 본래의 의미를 거의 상실 

하게 되었다- 장충단은 일본영사관 및 일본헌병대 사령부의 관할하에 들어가 일본 

주둔군의 활동거점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1909년 11월에 안중근에 의해 살해된 이 

토오 히로부미의 추도회가 장충단에서 거행되기도 했다 l이 아마도 장충단이 일본 

군의 관리하에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일본주민들의 거주지역에 속한다는 사실 때 

문에 추도회 장소로 선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한제국정부에 의해 국가 

적 추모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곳이 식민지 권력기구의 훈련장으로 변하고 여기 

서 안중근의 추모가 아니라 이토오의 추모행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사실 자체가 식 

민지로의 전락과 함께 진행된 사회적 기념행위의 변화를 보여준다‘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남산의 통감부청사는 권력의 심장이라 할 조선총독부 

청사로 되었고 이후 남산은 일본제국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공간이 되었다 일제는 

또한 경복궁이 지니는 상징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경복궁의 정리’ 라는 이름으로 

해체작업을 벌였다(손정목， 525) 광화문을 헐고 경복궁을 훼손한 그 자리에 조선총 

독부의 웅장한 신 청사가 자리잡는 계획이 추진된 것은 합방된지 몇 년 되지 않아 

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용광사나 박문사 등의 건물은 물론이고 별장 형태로 세워진 

한국식 건물들의 다수가 경복궁의 건물을 튿어다가 지은 것들이었다. 경성부의 식 

민행정업무도 점차 확대되어 새로운 경성부청 건립이 불가피했다 일제는 조선인 

밀집지대가 아니라는 다수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경성일보사 

자리에 새로운 경성부청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총독부가 경복궁 자리로 옮겨오면서 남산의 정치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아 

졌을지 모르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더욱 확고해졌는데 이는 특히 신사건립 때문이 

9) (대한매일신보) 1910. 5. 28 ‘ 

l이 의정부 편， (起案 20) (규장각 17746) , 융회 3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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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일제는 1915년 총독부령 82호로 신사사원규칙을 발표하여 전국에 신사를 체 

계적으로 세워 정신적으로 한국인을 지배하고자 했다 이 가운데서도 수도 서울에 

조선신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였는데 남산은 바로 이 신 

사의 건립공간이었다 손정목의 말대로 남산의 조선신궁은 “경복궁을 완전히 가리 

고 세워진 조선총독부 청사와 더불어 일제 식민정책을 상징하는 쌍벽 .. (손정목， 589) 

이었다. 

신사가 식민지 지배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의미는 단순한 상징화 기능에 국한되 

지 않는다 메이지 유신 이래의 일본의 국가이념은 천황을 현인신으로 보고 천황의 

신성불가침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신사와 

신사에 대한 제사는 그 자체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이자 통치권력의 작동방식의 하 

나였다. 메이지 정부에 들어서 일본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잡다한 신사들을 등급 

을 매겨 국가의 관리와 통제하에 두었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발포한 신사사원규 

칙은 “신사는 국가의 종사(宗祝)로서 존엄한 아(我) 국체의 성립， 빛나는 국민의 성 

적과 표리일체를 이루며 경신(혐때$)의 본의를 명징(明徵)하여 사도(斯道)의 홍륭 

(興隆)을 꾀함은 또한 국민사상 함양상 긴절의 요무”라고 하였다. 

조선신궁은 신사 가운데서도 일본 중앙정부의 법령형식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가장 격이 높은 ‘관폐대사’ 로 건립이 추진되었다. 남산의 조선신궁 건립청원서에 

는 ‘조선인의 오늘이 있음은 아마도 우리 황조인 천조대신의 높은 위엄(細鏡威)에 

의한 것’ 임을 강조하였다(손정목 597-98) . 총독부의 청원을 받은 일본정부는 1919 

년 7월 내각고시로 조선신사의 창립을 고지하였는데 이는 3 . 1 운동 이후 조선에 

대한 사상적 지배의 필요성과도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이어 총독부는 1920년부터 

신사를 건립하기 시작하여 1925년에 완공하고 그 이름을 조선신궁이라 하였다. 

1936년은 총독부의 신사에 대한 태도와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 

다. 이 해에 여러 개의 고시를 통해 ‘ 1933년 이래로 조선에 있어서의 심전(心田)개 

발운동의 이상한 진전에 따라 신사를 중심으로 정신운동 또한 점차 현저한 것이 있 

어’ , ‘조속히 신사제도를 확립하여 그로써 시운에 대처할 필요’ 를 강조하였다(손정 

목: 602). 이 심전개발은 1930년대 일본 파시즘의 진전에 따라 나타난 정신개조운 

동의 일환으로서 국체(國體)관념을 명징(明徵)할 것， 경신숭조(敬神뚫祖)의 사상과 

신앙심을 앙양할 것， 그리고 보은，감사，자립의 정신을 앙양할 것 등을 그 목표로 하 

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 신사와 신궁의 상징적인 기능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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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남산의 조선신궁은 부여의 관폐대사， 각도에 있는 국폐 

사， 그리고 일반의 신사(神社)와 신사(神洞)를 위계적으로 구성하는 황민화 정책의 

최정점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또 미나미 총독은 대동아전쟁에 조선인의 동원을 위 

해 황국신민서사탑을 건립하였다 황국신민의 서사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강 

화하기 위한 정신적 다짐으로써 정신적인 통제와 동원을 위한 강요된 절차의 하나 

였다 

일제의 식민지배는 이러한 특정 공간의 식민화에 그치지 않고 일년의 시간들을 

제국적 정체성의 재생산을 위한 기념대상으로 만들었다. 특히 황민화 정책이 강압 

적으로 일상화되는 30년대 후반 이후 더욱 심해졌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 

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벌어지면서 노골적인 황민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정하고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이 “올바른 시국인식， 국체명정， 내선 

일체의 철저， 시난극복의 정신을 더욱더 강화하고 국기게양， 신사참배， 궁성요배， 

황국신민의 서사， 근로봉사 등”을 행하게 하였다(손정목 608) 또한 1939년 8월 내 

각에서는 매월 1일을 홍아봉공일로 결정하고 국민정신을 집결하고 국가총력의 발 

휘를 높이고 성전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신궁은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학생 군인 및 일반인들에게 집단적 참배공간으로 변 

모하였다 남산에는 조선신궁은 물론이고 황국신민서사탑이 건립되어 이러한 황민 

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상징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5. 해방후의 정치과정과 정치적 상징의 재구성 

해방과 함께 식민지 체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졌던 역사해석과 상징화 형식은 급 

속하게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우선 전국에 세워졌던 일본신사는 즉각적으로 파괴 

되거나 방화되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8월 16일부터 8일간에 걸쳐 전국에서 나타난 

신사에 대한 파괴 방화는 136건으로서 경찰관서에 대한 습격，점거 149 건과 거의 

비슷하였고 행정관청에 대한 폭행건수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였다고 한다(森田芳夫 

107-114) 이런 현상은 신사를 통해 조선인의 정신과 생활을 통제，수탈하려했던 일 

제 말기의 체제에 대한자연스런 반발이었다 

하지만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과 경성신사의 건물 자체는 해방 후에도 당분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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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되지 않았다 이 이유에 대하여 손정목은 세가지를 들고 있는데， 광복 직후의 흥 

분과 급변하는 정세 때문에 미처 신사에까지 관심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거물급 민족주의자들의 지시에 따른 사회질서의 유지 때문에 폭행이나 

방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며， 위세는 쩍 

였으나 아직도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가 엄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 번째 

이유였다고 본다(손정목: 653-54) 그렇다고 조선신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구총독부 지배세력은 조선신궁 해체작업에 들어가서 10 

월 7일 그들의 손으로 신사를 소각해 버렸다. 남산에 세워져 있던 동상과 박문사의 

건물역시 곧철거되었다 

대신 45년 10월 11일 오세창의 발의로 남산 조선신궁 자리에 ‘해방기념탑’ 건립 

이 추진되었다 11 )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이었던 신사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해방기 

념탑을 건립한다는 발상은 식민통치를 벗어나 새로운 국가수립을 목전에 둔 당시 

의 집합적 열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임시사무소까지 열었던 이 사업은 그 

러나 그 이후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아마도 해방기념탑 건립을 추진한 세력 

들의 정치적 분열과 곤경이 큰 이유의 하나였으리라 짐작되지만 분단의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시켜야 할 정치적 상징화의 내용에 대한 집 합적 동의가 잘 형성되지 못 

한 탓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한말에 대한제국의 충절의 상징으로 세워졌던 

장충단의 재건이 추진되었다 10월 28일에는 순국의열사봉건회(쩌國義烈洞棒建會) 

가 중심 이 되어 순국의 열사를 장충단에다 따로 세우고 갑신 10월 이 래 해방까지 순 

국한 충혼을 봉안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12 ) 고문으로 김성수， 송진우， 오세 

창， 조만식， 신익희， 권동진 등은 물론이고 여운형. 홍명희， 박현영， 김원봉 등 좌 

익진영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이 일을 위해 혁명역사와 선열의 전기를 편찬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관리위원회도 설치하였다.46년 I월 8일에는 장충단 재 

건 · 안중근 의사 동상건립기성회가 조직되어 ‘황폐된 우리 민족의 우국정신을 고 

취시키고자 장충단 재건과 안중근의 동상건립’ 을 추진하였다 13 ) 

해방과 함께 장충단이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공간으로 부각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곳은 대한제국기에 국가의 존엄성과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 만 

11 ) (매일신보) . 1945. 10. 11. (자료 대한민국사) 1권 ， 244쪽 

12) (매일신보) 1945. 10.28. (자료 대한민국사) 1권. 324-325쪽 

13 ) (조선일보) 1946. l. 8. (자료대한민국사) 1권 ， 8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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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곳으로 해방공간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싶은 곳의 하나였을 것이다. 장충단 

과 인근한 남산공원을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변형시키려는 노력은 미군정 하의 남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도 지속되었다 47년 2월 24일 개최되었던 입법의원 21차 본 

회의에서 박문사를 포함한 구 장충단 재산을 국립기념공원으로 이용하자는 안이 

제출되었다 14) 이 안은 이후 적산대책위원회와 문교후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4일 제 45차 본회의에서 장충단을 국립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가결하기에 이르렀 

다 15) 하지만 제사 문화나 사당형식이 새로이 복구되지는 못했다. 왕조체제로의 복 

국이 아닌 이상 제사가 국가의례의 형태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치 

적 기능이 복원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대신 장충단 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l호 

로지정되면서 그상징성이 주목을받았다-

그러나 실제 장충단이 새로운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자리잡게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새로운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역사적 상징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정치적 주 

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광범위한 요구와 당위적인 공감대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와중에 일본과 

중국 방면으로부터 귀국하는 전재동포들을 집단수용하기 위한 공간부족을 해소하 

기 위해 장충단에 있던 일본육군병영자리에 전재민 구제연합회본부를 설치하고 귀 

환하는 전재동포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16 ) 원래는 잠시 수용했다가 각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임시적 조치였으나 돌아갈 곳이 없던 사람들의 정착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들의 불법적 거주공간으로 변했던 것이다 결국 5월부터 경성부는 

민간사설단체였던 각종 원호단체를 해산，통합해서 관영으로 하고 장충단의 일본육 

군병영건물을 이용하여 전재민 수용소를 직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 7) 그리하여 

1947년에는 일간신문에 ‘장충단 수용소‘라는 말들이 나타나게 될 정도로 장충단은 

전재민의 집단수용공간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47년 5월 15일 현재 장충단 수용소 

에만 전재민이 3 )00여명 수용되어 있었다 1950년 전쟁 발발과 함께 남산은 또한 

번 전쟁이재민의 집단정착지가 되어 해방촌에 피난민 임시 사무소가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했던 지역이었던 만큼 적산의 불하와 관련한 

14){동아일보) 1947년 2월 25일자 

15){군정청관보) 1947년 6월 18일자 

16){동아일보) 1946. 3. 26 

17 ){동아일보) 1946년 3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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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권과 대립의 장이기도 했다- 박문사는 이종익을 위원장으로 하여 봉은사 소 

속 청년승려들이 해방 직후에 결성한 조선불교청년동맹에게 접수되었다. 당시 권 

력의 자의적 행사에 따른 남산지역의 훼손을 몇가지 살펴보면 ， 한남공원 내의 외인 

주택， 한강공원 내의 주택영단， 장충공원 내의 동국대학교와 육군 군악대， 남산공 

원 내의 해병대 본부 등이 모두 아무런 허가가 없이 혼란기에 세워진 건물들이다 

(서울특별시 ， 1981: 631) , 중앙방송국 미군사진전송실， 해병대본부， 해방교회， 육군 

군악학교， 외국인주택 등이 모두 적법한 절차없이 세워졌다 실제로 해방직후의 혼 

란 속에서 가장 훼손이 심했던 공간이 남산공원이었다고 한다(서울특별시 1999: 

779) 

남산과 장충단이 새롭게 부각되면서도 대한제국기의 상징성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었던 데에는 해방 이후 추구되던 국가가 중세적인 충절을 강조하는 체제가 아니 

었던 까닭도 크다. 다시 말해 복국이 아닌， 건국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상징성이 

그대로 재생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근왕주의적 충절론을 매 

개로 민족적 통합을 꾀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실제로 유교적 충절의 상징으로 세워 

졌던 기념물은 해방 이후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예컨대 모충사와 관련된 

한 후손은 왕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이곳이야말로 ‘현충사나 충혼탑 

과 동질. 의 공간， 즉 국가에 대한 충절의 상정공간으로 기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8 . 15 해방을 맞이한 모충사는 국민의 추모를 받게끔 성역화되어야 했을 것’ 

이라고주장하였다 이것은한말의 ‘충절’과해방후의 ‘애국’을같은선상에서해 

석하는 논리인데， 실상 이 둘이 같은 내용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 

가없다.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고 한국전쟁의 참화로부터 점차 회복되면서 

제 l공화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상징화가 남산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옛 조선신궁 자리에 건립되었다. 또한 이 

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유남정도 이곳에 세워졌다 해방 직후부터 논의되던 안중근 

의 통상은 1959년에야 세워졌다 안중근 통상보다도 이승만의 통상이 먼저 건립되 

었고 더구나 그것이 옛 조선신궁 자리였다는 사실은 특정한 기념공간의 내용이 얼 

마나 정치적 지배체제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물론 제 1공화국에서의 

정치적 상정화는 그다지 철저하거나 충실한 것은 아니었다. 

1960년 4. 19 이후 이승만 동상과 유남정은 철거되었다 5 . 16 쿠데타 이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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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국가적 권위주의와 반공국가의 정치적 상징공간으로 변모했다. 군사정부는 

집권 직후인 1962년 장충단 지역에 체육관을 건립， 준공하였다. 장충단이 갖고 있 

던 공간적 상징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대중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동원의 하 

부구조를 만드는데 사용된 것이다. 또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자유센터가 

자리잡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강압적 국가기구들， 예컨대 안기부， 수도 

방위사령부， 군장교주택， 재향군인회 등이 모두 남산에 위치하게 되었다. 특히 자 

유센터는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주도하에 만들어졌던 아시아반공연맹을 모태로 한 

국제적 반공연맹이 군사쿠데타 이후 재조직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상징물이었다(서울특별시， 1999: 959-60) 이 자유센터가 장충단을 마주보는 남산 기 

늙에 자리잡게 되었고 뒤이어 한국을 아시아 반공국가의 종주국으로 만들려는 의 

도하에 자유센터의 숙소동으로 타워호텔이 남산에 세워졌다. 이 건물은 건축사적 

으로도 군사정부의 반공이데올로기를 가시적인 형태로 표상해려는 의도를 지녔다 

고 한다. 남산의 변모는 그 자체가 한국의 해방후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 

라하겠다. 

국가가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문화적 기념행위나 역사해석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것은 제3공화국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쿠데타를 역 

사적으로 정당화하고 반공 국가주의의 헤게모니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박정희는 자신의 행위를 민족을 위한 ‘군사혁명’ 이라고 주장하 

였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징적 자원을 한국의 역사 속에서 찾고자 했다 그는 

한편으로 ‘피곤한 오천년의 역사’ , ‘모든 악의 창고와 같은 우리의 역사’ 의 낙후성 

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구체제를 철저히 뒤엎는 국민혁명， 민족혁명 

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박정희， 1963 ‘ 24 , 249) , 이 맥락 위에서 박정희는 프 

랑스 혁명， 손문주도의 중국 혁명， 일본의 명치유신， 터어키의 케말 파샤 혁명， 그 

리고 이집트의 낫셀 혁명 등을 중요하게 부각시켰고 한국에서는 4 , 19 학생혁명과 

‘동학혁명’ 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혁명성의 해석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 

화하고 국가주도의 권위주의적 동원화를 뒷받침하는 논리로서만 한정되고 말았다-

장충단이 체육공원으로 바뀌고 안기부의 무소불위한 절대권력과 자유센터의 반공 

주의 이데올로기가자리잡음으로써 대한제국 이래의 공간적 상징성은 제대로 계승 

되지도， 의미있게 극복되지도 못한 채 단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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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결론: 과거의 현재화 

역사적 사건에 대한사회적 기념이나공간적 상징성이 변해온과정을보면 한공 

동체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체계의 변모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를 

상징화하는 내용의 변화를 통해 무엇이 부정되고 무엇이 드러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대한제국의 정치적 실험은 장충단이란 새로운 공간의 창출로 나타났고 이곳에서 

왕조에 대한 충절을 바탕으로한 국가의식이 강조되었다. 장충단은 동학농민전쟁과 

을미사변이라는 대내외적인 충격을 경험한 조선조정이 대한제국으로 거듭나면서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을 안팎으로 강화하려고 만든 국가적 상징공간이었다- 고종 

의 조칙에서 보여지듯 이것은 근대국가에서 국립묘지가 수행하는 바와 같은 역할 

이 기대되던 공간이었음에 분명하다. 국가를 위한 충절로 생명을 바친 장졸들의 행 

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높이 칭송하는 것은 앤더슨이 말한대로 근대적 국민국가의 

상정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왕조적 충절론만을 부각시키고 다수 

민중의 역사의식과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매우 제한적인 것에 지 

나지 않았다.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들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이 시기 장충단을 비 

롯한 많은 기념물들이 1894년 농민전쟁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었음에도 철저하게 

반농민군적 해석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박영규 . 1997). 1900년 장충단 

의 건립은 그 자체가 대한제국정부의 성격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해도 좋 

을것이다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충절론은 당연히 현저하게 약화되고 말았다. 이것은 전근 

대적이기도 하고 ‘조선적’ 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식민지 하에서는 도무지 존립 

할 수 없었다 일제는 장충단을 폐하고 그곳에 식민지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을 

세웠다 일본영사관， 주둔군의 시설물， 일본인 주민을 위한 공원시설 등이 이곳에 

건립되었다. 또 남산의 국사당은 강제로 옮겨졌고 대신 조선신궁이 들어섰다. 조선 

신궁은 메이지 국가를 천황중심으로 사고하는 국체론의 핵심이었다 이외에도 이 

토오 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 그의 동상을 비롯하여 일제지배를 정당화 하는 기 

념물들이 건립되는 상징공간으로 남산은 변모하였던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조 

선왕조와 관련된 상징들이 억압되거나 약화될 것은 필연적이었다. 물론 왕조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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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상징이 반드시 일제의 억압만으로 소멸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치사회적 의식의 변화， 새로운 국가수립에의 

지향 등에 의해서도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이미 3 . 1운동에서 명료하게 드러났듯 

이 왕조는 더 이상 한국인의 국가의식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으며 복벽운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공화주의적 원리가 수용되었던 것이다-

해방은 한국인에게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는 사건이었 

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의 사회와 이후의 사회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될 것이 

며 어떤 점에서 후자는 전자의 부정을 그 본질로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 

다- 새로운 것이 창조될 것이라는 기대로 충만한 ‘집합적 열광’의 시대였고 또 ‘광 

기의 순간’ 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신적 혼돈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적 

인 단절성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정치에 있어서 문화적 의미， 역사적 의미가 강조되 

었고 그런 만큼 상징화의 욕구 또한 자연스러우면서 동시에 치열했던 것이다 여기 

서 과거의 사건들은 전적인 재구성과 재평가를 요구받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을 부정할 것인가， 무엇을 숨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새롭게 드러낼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 정치세력간 대립의 주요한 관건이 

었다. 

해방과 더불어 철저하게 부정된 것은 식민지 지배체제 및 그 원리였다. 천황의 

가부장적이고 파시즘적인 절대권한이 부정됨은 물론이고 총독부의 권력， 그 권력 

에 근거하여 각종 권한을 행사하던 모든 식민지 행정기구의 지배권이 그 정당성을 

앓는 것이었다. 일본식 연호와 신사， 그리고 일제가 건립한 상징적 건물들의 해체 

가 갖는 문화적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일제가 그들의 천황제 지 

배논리를 주입시키기 위해 전국에 걸쳐 만들었던 신사는 해방된지 불과 며칠 만에 

거의 폐기되었고 연호 역시 해방과 함께 폐기되면서 단기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일 

장기가 모든 공공의 건물로부터 사라지게 되었고 일제하에서 제정되었던 모든 국 

공휴일도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황국신민서사라는 전쟁동원의 논리를 담았던 탑 

들도 부셔졌고 이토오의 동상을 비롯한 일제 통치의 영웅들의 기념물들도 모두 철 

폐되었다 

일제 식민통치를 상징하던 일본적 요소들의 폐기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식민지지배가 내재화하여 조선의 일부분으로 녹아있는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선 관료기구나 교육기구와 같은 근대적 부분의 기능이 그러한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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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부분은 식민지 근대화의 쟁점이기도 한데， 식민지 지배와 근대적 제도전 

환이 함께 이루어진 영역들에 있어서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계송할 것인가가 복 

잡한 문제들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 점은 미소， 특히 미국의 지배정책이 현상적 질 

서유지를 주요하게 생각함으로써 더욱 북잡해졌다. 결국 일본인의 퇴출이라는 인 

적인 부정이 이루어진 다음의 문제， 제도나 기능의 식민성에 대한 논의는 철저하기 

어려웠다 교육의 방식이나 제도， 관료기구의 틀， 법제의 근거 등이 모두 그대로 살 

아남았다 부정될 식민지배의 내용은 ‘일본인’ 의 지배라는 차원에만 국한되는 경 

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아마도 그 가장 상징적인 것이 총독부의 건물이 다 

시 미군정청이 되고 그곳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일일 것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국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식민지지배의 부정이 어떤 차 

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준다. 친일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친일자란 곧 민 

족반역자로 규정되었고 식민지 지배체제를 구축하거나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한 한국인 내부의 이단자들이었다 해방 직후의 모든 사회단체들의 성명이 

나 태도에서 정도와 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한결같이 ‘친일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던 사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친일’ 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규정지을 권력의 주체 

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친일은 때로 일제하 모든 행위를 뜻하는 형태로 확장됨으로 

써， 때로는 모든 사람들의 불가피한 희생이란 논리로 치환됨으로써 역사적인 대상 

화 작업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일부 사건이나 의미들은 의도적으로 숨겨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식민 

지 지배체제 하에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협조하고 순응했던 과거사를 숨기고자 

했다. 그것은 ‘친일파’ 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격리될 것을 무서워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자기방어기제의 일 

종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자신들의 활동과 생각들을 진실된 의미로 

성찰한 회고록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것은 평범한 개인의 경우조차 인격 

분열을 야기시키기 십상인 과거사의 일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겼던 까닭이다- 따 

라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이루어진 많은 일들， 변화들， 사건들 가운데서 잊고 싶은 

것은 급격히 잊혀지게 되었던 것인데， 이런 망각현상 자체가 민족적인 것의 부각이 

라는 한 측면이면서도 동시에 식민지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숨 

김’ 의 현상이라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숨김의 논리 속에 이광수 등 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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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기변명도 자리잡게 된다. 일제지배에 대한 부정이 일본인에 대한 부정이라 

는 차원으로 좁혀지고 내부적 식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자 

체가 ‘반일’ 이라는 논리를 구체성이나 역사성 보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절대화하는 

경향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남산의 공간재편에서 나타나는 무정형하고 권력중심적인 모습은 50 , 60년대의 

문화적 혼란과 한계를 보여준다. 조선신궁이 들어섰던 자리에 이승만의 동상이 건 

립되고 다시 그 동상이 파괴된 후 김구의 동상이 들어서는 과정 , 장충단이 있던 곳 

에 박문사가 건립되고 뒤이어 자유연맹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 등은 탈식민화 과정 

의 복합적인 측면들을 생각하게 한다. 해방이후 남산의 공간을 둘러싸고 진행된 기 

념행위의 변모는 탈식민화의 과제가 얼마나 불충분하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 

서 정치권력의 자의적 행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식민지 유제의 청산이 어떻게 냉 

전적 반공국가의 상징화로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준다 60년대 이후 반공의 신성화 

와 결부된 남산의 공간재배치는 국립묘지의 출현， 분단국가중심의 시간인식의 정 

립 등과 함께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의 등장을 문화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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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ective Memory and Symbolization of the Past 

-Cu1turalMe따파19 of the Nam-San in Modern Korea-

Park , Myoung- Kyu. 

This study of political symbolization of Nam-san tries to show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membrance and c이lective memory in modern Korea. Declaring 

independence of Daehan Empire, Chosun dynasty came to know importance of 

political symb이ization to enhance collective identity of the people. Some new 

memorial sites were elected near Namsan , where quasi-religious rituals of Chosun 

Dynasty had been done for a long time. Especially Changchungdan was designed to 

remember those who had dedicated their lives for the country during Tonghak 

Peasant War in 1894 and Assassination of King's wife by]apanese military in 1895. 

Its political function seemed to be similar to that of the National Cemetery in a 

modern state. With colonization, however, Namsan changed as a sYJ1lbolic site for 

]apanese Empire. It became an imperial place where ]apanese residence, colonial 

institutions and Shinto shrine were combined together to show the strength of 

]apanese colonialism.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political symbol of Namsan 

changed once again. A plan of building a monument for national liberation at the 

site of demolished Shinto shrine was prepared by several politicalleaders. However, 
the political division between left and right and social turmoil hindered a well

designed reconstitution of cultural sYJ1l bol of Namsan 꾀SO WI야1 the emergence of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sity. Major Field: Korean Social History, Sociology of 

Nationalism & Ethnicidy, Cultural Studies. Major Publication: Pensfl7I t fl11d State-BlIilding in Mode171 

K01W/ , “ Politial Changes and Historical Intepretation in Modern Korea", Society & HistOl ] 51 , 

“ Consciousness of ‘Others’ and National Identity". E-mail: parkmk@plaza .snu.ac.kr 



56 한국사회과학 제23권 제2호(2001) 

division states in South and North, authoritarianism and anti-communism were 

strongly combined with the space of Namsan. Namsan, as a site of sociaI memory, 
shows the diffìculty of decolonization and the comple잉ty of state-building process 

in moder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