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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상황에서의 부여(技餘) 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관광명소’화 

최석영* 

1.서론 

1) 문제설정 

식민지 지배 역사의 특정 가운데 하나는 식민지 상황 (colonial 

situation) 에 의해 규정된 식민지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 해석에 따 

라 식민지 문화를 둘러싼 기술(記述) 위상과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 

는 점이다. 식민지 행정 관료와 ‘식민지 학자’ (여기에는 식민지 모국 

의 학자뿐만 아니라 식민지 출신의 학자도 포함된다)들이 식민지 문 

화를 기존의 의미와는 새롭게 또는 다르게 해석하여 식민지 문화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허스코비츠(M. J. Herskovits)는 이를 재해석 
(reinterpretation) 이라고 불렸다o ohn H. Hamer 1994; 최석영 역 

1995: 489). 햄머 αohn H. H와ner) 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된 문화가 식 

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사실(事實)’ 로서 받아들여지는 경 

향조차 있었다Oohn H. Hamer 1994; 최석영 역 1995: 496). 식민지문 

화에 대한 재해석과 그것이 수용되는 배경에는 물론 식민지권력이 작 

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식민지 지배 측에서는 식민지 문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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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의 유포와 각인을 통하여 식민지인들이나 식민지 모국인들이 

식민지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내면화하는 설명 도구로도 이용하였다. 

식민지적 상황은 지배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순종심을 내면화시키 

기 위한 모순적이면서 다각적인 담론들을 만들어냈다. 일본은 조선과 

그들의 관계사를 ‘친연성’ 뿐만 아니라 그들 또는 타국의 지배를 받 

았던 타율적인 역사로 조선사를 해석 · 서술하려고 노력한 것이 그러 

한 예이다 ‘과거의 정치학(a politics of the past)' 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식민지적 기획’ 에 과거는 유용한 도구로 동원되어 양 

국 고대 관계사에 대한 문헌적 고찰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유적발굴 

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10년을 전후로 조선(강점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 간 특히 언어 

종교면에서의 ‘친연성’ 에 바탕을 둔 동화(同化) 담론들이 생산， 유포 

되 었다. 조선과 일본의 ‘동조론(同피밟옮)’ 또는 양(兩) 문화의 ‘동원 

론(同源論)’ 등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동화담론은 1930년대에 이르 

러서는 “내선일체(內購一體r로 수렴 표상되었다. 그와 같은 친밀성 

뿐만 아니라 평양 · 가야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 발굴을 통해서 

는 조선 역사의 타율적인 이미지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 

타났다(최석영 1997: 박현수 1998: 김광억 1998: 권태억 2001 참조) . 

그 같은 일련의 실천은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일종의 ‘문화담론 전 

략’ 과 같은 것이었다. 1916년 이후 유물 및 고적의 ‘보존’ 에 대한 조 

선총독부의 관심은 식민지 문화에 대한 권력행사를 통한 장악과 통제 

에 근본적인 의도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아울러 식민지 

문화에 대해 새로운 해석 또는 재해석을 가하여 식민지 문화의 ‘상 

(像)’ 을 만들어 내려는 데에 있었다. 이는 ‘역사의 재구성’ 작업과 

같은 것으로 서술자(또는 해석자)의 주관 여하에 따라 해당 역사 사 

실의 증거가 불충분 또는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거에 실재하 

였던 ‘사실(史實)’로사람들사이에 회자되어 내면화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부여가 1920년대 후반 이후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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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의 고도(古都)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내선일체의 상징’ 또는 

‘영지(쫓地)’라는 이미지와 함께 전국의 관광명소로 부상한 역사적 

상황을 고찰하는 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바와같이 부여가전국적인 ‘관광명소‘로자리를잡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었다. 부여가 관광명소로 부 

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중심 주체는 1929년 기존의 부여 

고적보존회를 계승하여 발족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이었다(이지 

원 1993: 최석영 2002) .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1915년 경주고적보존 

회를 비롯하여 각 지방에 고적보존회(또는 보승회， 현창회)가 발족되 

었는데， 그 동안 학계에서는 그러한 조직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것 

이 사설이다. 한 예로 부여고적보존회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립부 

여박물관의 뿌리는: 인용자주) 백제 문화와 유적을 보존하려고 1929 

년에 부여지방 사람들이 만든 ‘부여고적보존회’ 에 었다" (한국문화유 

산답사회 편 1995: 213-214)라는 기술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회의 주체에 대해서도 “부여지방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을 정 

도이다. 이와 같은 연구상황에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식민지 

상황에서 부여 문화의 ‘발견. 과 재해석을 통하여 부여가 새로운 위상 

을 갖게 되는 이른 바 ‘재해석의 정치학’ (a politics of re-interpretation) 

을 고찰하는 일은 연구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방법적으로 부여의 고적 가운데 어느 것들이 ‘선택’ 되었고 

그것들에 대해 기존의 사실과는 다른 어떤 재해석을 가했고 그 결과 

로서 그러한 고적들을 ‘명소(名所) 또는 성소(聖所)로 공식화하였 

는가를 살피고， 아울러 해방 이후 그 재해석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 

었는가에 주목한다. 

본고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우션 현지조사의 목적은 2002년 4월 20일 현재 



112 최석영 

부여 의 사적들에 대 한 공식적 인 기술(d잃αiption)' 과 일제 식 민지 

상황 하에서 해당 사적들에 대한 해석 과를 비교하여 그 동안의 해 

석 변화를 살피는 데 있다. 문헌조사는 식민지 상황에서 부여문화에 

대한 조사 · 연구에 깊이 관여하였던 백제관(百濟館) 관장 오사카 긴 

타로(大板 金太郞)가 남긴 문헌과， 그의 후임 스기 미츠로(섭 三郞)

의 글과 「부여고적안내기」 그 외 문헌 등에 토대를 두었다. 

2.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발족과 역할 

부여고적보존회(技餘古題保存會)가 발족되기 이전에는 부여 이미 

지가 대외적으로 회자되는 데 조선물산공진회(朝蘇物塵共進會)가 일 

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물산공진회는 일제가 ‘시정(施政) 5년’ 

을 기념한다는 명목 하에 경복궁 안에서 1915년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한 일종의 박람회였다(최석영 2001 ; 김태웅 2002) . 부 

여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노력한 사람은 1915년 당시 충청남도 장관 

고하라 니죠(小原新三)였다. 그는 나라현(奈良縣)의 사무관 시절 아 

스카(飛鳥) . 나라조(奈良朝) 문화와 밀접하다는 백제의 역사 자료들 

을 수집하여 『백제의 사적(事隨)과 부여의 명소구적(名所舊題).! (발 

행자 부여고적보존회 土井띠뽑↑三: 후술)을 상재하였고， 조선물산공진 

회 때에는 디오라마로 부여 8경 (八景)1)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 

1) 부여 8경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같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순찰사 김 

홍욱(金弘都)이 부여 8경으로서 천정대， 조룡대， 낙화암， 자온대， 반월성， 

고란사， 대왕포， 삼충사를 선택한 이래 대왕포와 삼충사 대신에 평제탑과 파 

진산(破陣山)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청풍정， 대왕포， 부산(浮山) . 송월대， 영 

월대， 의열사， 석탄야(石離野)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었지만(재단법인 부여사 

적현창회 1934: 14-15). 1926년 당시의 부여 8경은 평제탑， 부소산， 고란사， 

낙화암， 백마강. 수북정， 규암진(鏡岩律) . 구룡평(九龍웰)이었다 오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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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람회는 개최기간의 한정 등을 고려할 때 부여를 ‘홍보’ 하는 데 

한정적인 효과에 그친 것이고 부여에 대한 지속적인 이미지의 생산과 

유포는 1929년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발족을 기다려야 했다. 

1915년에 발족된 부여고적보존회가 1929년 2월 20일에 조선과 일 

본의 유지들의 기부금에 의한 운영방식인 재단법인으로 변경(부여군 

1929 , 宗 제6호 인가)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운영상의 재정난이었 

지만，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이 조직 확대 또는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재정난 타개 외에 식민지 통치의 명 

분을 현실적으로 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 1928년 재단법인으로의 변 

경 「진정서」 및 「취지서」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특히 

백제를 일본과 인연이 깊은 땅， 일본의 아스차 문화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백제와 일본과의 친밀한 관계가 두드러지 

게 강조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부여고적보존회의 재단법인화는 궁극 

적으로는 부여의 사적명승에 대한 ‘보존 을 통하여 점차로 강조되고 

았었던 “내션일체(內蘇←→體)=백제와 일본과의 “순치보차(톱屬輔 

車)"(부여군 1929)의 관계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나 

온움직임이었다. 

그러면 재단법인으로 변경된 부여고적보존회의 조직과 역할은 어 

떠한 것이었는가. 우선 회장에는 충청남도지사， 부회장에는 충청남도 

내무부장직， 전무이사에는 부여군수로 임명하고 사무소는 부여군청 

안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는 관변적 성격 

의 조직이었다. 물론 그 이전의 부여고적보존회도 회장은 홍한표 부 

여군수， 부회장은 수집가 일본인 토이 레이사쿠(土井럼뽑↑三) , 부여군민 

대표로서 스기 미츠로(:1';' 三郞)와 교육운동가 김종흡(金鍾옳)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관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조직의 확대와 함께 보다 권력기구화되었다. 

1926: 1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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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사(關係史) 

를 나타내는 고적의 보존， 유물의 수집， 고적유물 조사 및 연구 · 발 

표， 관람자 편의를 위한 제반 설비의 정비 등에 사업의 중점을 두었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영월대(迎月台) . 천정대(天政台)를 

보존하고 g 석탑， 삼충사(三忠퍼) . 임천 대조사의 미록， 무량사 극락 
전 및 고란사를 개수하고 @ 유람선을 구입 · 운용(1927년 구입 )하고， 

안내 자동차를 구비하고， 고적 사무 및 안내에 종사할 직원을 채용하 

고， 부소산 통로를 개수하여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탱 기타 백제 

여관 및 공원을 설치하며 , 화월정 (花月亨)2)을 건설하고， 안내도 및 

안내기(案內記)를 발간하고， 부소산을 보호한다는 등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사업계획이 현실 

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식민 

지 권력이 만들어낸 부여의 관광명소화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문화관광의 토대 

우선 부여고적보존회가 재단법인으로 승인 신청을 제출하면서 전 

국적인 관광명소의 구비조건으로서 관광지에 용이하고 편리한 접근 

을 고려하여 강경， 논산， 대전의 각 정차장에 부여까지의 교통편， 명 

소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부여군 1929) . 그 결과 1934년 부 

여까지의 교통편을 보면 철도(호남선과 경부선)와 정기 운행의 자동 

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었다 3) 

2) 화월정이 이후 백화정(百花亨)으로 개청된 것으로 보인다 

3) 호남선 (19141년 1월 개설)을 이용하면 논산이나 강경에서 하차하여 자통차 

(소요시간 1시간/1원)로 이동하는 경로였으며， 경부선을 이용하면 대전이나 

조치원 또는 천안에서 하차하여 자동차로 공주를 경유하여 부여에 도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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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의 여건 가운데 교통편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의 확보도 빠 

뜨릴 수 없는 것이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부여에 관광명소로 

서의 여건들을 갖추기 이전에는 부소산록에 2층의 일본식 송가(松家: 

마츠야) 여관， 조선식 대홍(大興)여관과 부양(技陽)여관 등 여러 곳 

이 운영은 되고 있었다 4) 그런데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송 

가여관이 협소하여 탐승단(探勝團)이나 시찰단， 그 외에 중요 인사들 

이 머물 숙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백제여관의 건축을 계 

획 하였다(부여 군 1929) , 

관광명소의 또 다른 요건이 관광객들의 판람편의를 위한 시설의 확 

경로였다. 논산과 강경에서 부여까지는 하루 4회 자동차가 운영되었으며 대 

전， 천안， 조치원에서 부여까지는 하루 각각 4회， 3회， 7회 자동차가 운영되 

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27년 부여를 답사한 이시다 시게사쿠(石田皮作， 

당시 나라제실박물관 감사관)에 의하면 논산에서 부여까지의 교통편이 하루 

1회， 그것도오전 11시에 논산을출발하여 부여에 도착하는데 약 5시간이 소 

요 되었다고 한다(;0田옮作 & 高橋健自 1927: 50-51) , 소요시간은 대전， 천 

안에서 공주까지는 2시간(1원 60전) , 조치원에서 공주까지는 l시간(1원 15 

전)이 소요되는 거리였다(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1934: 79-80). 참고적으 

로 자동차의 경우 승합자동차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버스와 같은 형태가 아 

니라 포드 8인승의 소형이었다 이와 같은 승합자동차의 영업은 1912년 8월 

대구 거주의 오츠카 긴타로(大援金太郞)가 대구-경주-포항 사이를 부정기적 

으로 운영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한다(서울특별시 2000: 281-286). 

4) 마츠야(松家) 여관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묵었던 곳으로 보인다. 사세 나오 

에(住懶直衛)의 『乃츠千~총~(1939: 179) 참조. 사세 나오에는 학무국의 사회 

교육과 촉탁으로서 총독부박물관 관장도 수행한 인물이다(~朝蘇總督府及所 

屬官暑職員錄~ 1940년 7 ， 8월) . 

해방 후 1960년대 여관시설을 보면 부여호텔 외에 부영(技永)여관， 백제여 

관， 부창(技옵) 여관， 계룡여관. 화선여판， 금성여관， 경주여관， 문화여관이 

있었다고 한다(홍사준 1961: 171). 해방 전의 여관들은 한국전쟁으로 인하 

여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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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이다. 부여고적보존회가 백마강의 관람편의를 위해 1927년에 유람 

션을 구입 · 운영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1929 

년에 이보다 큰 대형의 유람선 구입을 계획하였다(부여군 1929) .. 

1934년 당시의 유람선 운영상황을 보면， 소형과 대형의 유람선 중 하 

나는 고란사 밑에서 , 또 하나는 구교리에서 출발하였다 5) 

물론 1929년 이후 재단법 인 부여 고적보존회의 부여 관광명 소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이전에 부여의 관광 촉진을 위한 흔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노력은 부여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1925년 언론사가 주최한 「부 

여탐승단(技餘探勝團)J은 일반인들 사이에 부여 이미지를 유포 ‘ 확 

산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것은 동아일보사의 5개 지국(전주， 김제， 

이리， 군산， 강경)이 연합하여 1925년 8월말까지 백제의 고도 부여탐 

승단을 모집하여 ， 9월 5일에 출발하는 1박 2일의 고적탐방이었다. 이 

들 탐승단들은 첫 날 각 지역에서 출발하여 이리에 총집합한 후 강 

경， 논산을 거쳐 은진 미록사， 백제릉， 옛 성터를 답사한 후 부여에 

도착하여 백마강의 달을 구경하는 일정이었다. 그 다음 날에는 부여 

의 진열관(백제관을 말함) , 유인원 비각， 군창지터， 반월성， 천정대， 

사자루， 낙화암， 고란사， 조룡대 , 수북정 , 자온대 등을 답사한 후 금 

강을 거슬러 강경 에 도착하여 귀 가하는 일정 이 었다(동아일보 1925년 

8월 22일자). 1928년 7월에는 동아일보 대전지국에서 「부여탐승단」 

을 모집하였는데， 7월 28일부터 출발하여 「부여 8경」을 탐방하는 코 

스였다(동아일보 1928년 7월 17일자) . 

또한 언론에서는 탐승단의 모집뿐만 아니라 「부여 8경」을 자주 소 

개함으로써 일반 사람들 사이에 명승고적지로서의 부여 이미지가 만 

들어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에 동아일보사에서는 

5) 현재에도 부여유선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 선착장 위치는 고란사 밑 

과 자온대 두 곳이며 펀도 또는 왕복으로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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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기행J (필자 미상 1928년 10월 23일-10월 25일). í부여 8경J(박 

노철 1926년 5월 16일-23일)을 소개하여 명소로서의 부여 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실제 1920년대까지만 해도 거론되고 있던 주요 관광명소들이 금강 

산， 평양， 경주， 동룡굴(練龍庸) . 해운대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1，左購作郞 1931: 55). 부여가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언론의 역할과 함께 1929년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출현한 이후 

였다. 

2) 고적의 수리(修理)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문화관광의 토대로서 앞서 언급한 

교통 · 숙박시설 · 관람편의 시설의 확보와 함께， 어떤 관광내용을 갖 

출 것인가에 역점을 두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여의 고적을 어떻 

게 설명할 것인가하는 문제였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는 다음과 같은 고적들을 선택하여 보존 

이유와 함께 수리 , 정비에 나섰다. 영월대지 (迎月 台빠)와 천정대지 

(天政台빠) . 가림성지(嘉林城빠) . 삼충사(三忠패) . 임천 대조사(大鳥 

좋)의 미륙(鋼勳) . 고란사， 무량사의 극락전이 바로 그것이었다. 

우선 일반인들이 역사적으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터를 선택하 

여 그 흔적을 표시하였다. 영월대지과 천정대지와 가렴성지가 그것이 

다 영월대지가 위치한 곳이 1929년 당시 민유지였기 때문에 재단법 

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이를 매수하여 백제의 성시(盛時)를 표시하였 

다 í정사암(政事岩)J으로 일반인들 사이에 알려져 있던(IT'신증동국 

여지승람』 부여현 고적조) 천정대지의 바위에 「천정대」라는 3자를 새 

기고 백제의 재상 임명방식을 설명하였다. 물론 천정대에 얽힌 이야 

기는 『世宗實錄地理志.! (1454년)에 처음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재단 

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이를 시각적으로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가렴성지에 대해서는 백제 당시 난공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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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표지판을 세웠다. 

다음으로 백제의 ‘구국’ 활동과 관련된 삼충사를 보존하는 일이었 

다. 부여면 용정리에 묘지와 비석 퉁이 있는 삼충사는 백제가 나당연 

합군과의 전투에서 구국의 인사를 제사지내는 곳임을 강조하기 위함 

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업구 문만 있을 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백제의 불교문화를 상정할 수 있는 사찰들을 보존하는 일이 

었다. “임천미록”이라 칭하는 임천 대조사 미륙(전체 높이 33척)과 

백제왕의 명복을 기원하는 사찰 고란사， 규모나 구조에서 나라현(奈 

良縣)의 동대사(東大좋)를 방불케 하는 외산면의 무량사 극락전에 대 

한 개수 · 보존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부여 관광명소화 노력에 언 

론에서는 대외적으로 부여의 이미지를 심는 데 일조하였다. 예를 들 

면 「고도사적답사기 J(장도빈 1933년 5월 3일)， í부여 8경 J (1934년 1 

월 2일 및 홍득순 1935년 8월 16일-24일) 등 부여를 소개를 하는 글 

을 연재하여 명소로서의 부여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갔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1939년 6월 10일 재단법인 부여사적현 

창회로 명칭을 바꾸었다(부여군 1939 , 社敎 제46호 인가) .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명칭을 변경한 데에는 그 다음 해가 황기(皇紀) 

2 ， 600년에 해당되는 해로 일본 국내외적으로 대대적인 기념사업이 전 

개되었던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1940년 11월 10일， 진무(神武)천황 

의 즉위 2 ，600년을 기념한다 하여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의 “외 

지(外地)"에서도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준비되었다. 메이지(明治) 시 

대에 들어서서 “만세일계(方世-系)"의 천황의 지배역사를 강조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해 왔던 일본으로서는 황기 2 ， 600년 기념행사는 천황 

의 ‘신민(닮民)’ 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인간의 감각기관에 호소하였 

다. 라디오를 통하여 축하 만세 봉창(奉唱)의 함성이 일본 국내외로 

울려 퍼져 나갔으며， 황거(皇居) 앞에는 ‘정신적인 지주.를 알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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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많은 ‘신민’ 들이 모였다(餘木 淳 1999: 216). 이뿐만 아니라， 각 

종 연설회， 특별전시회， 박물관 건립 등이 추진되었다. 

황기 2 ，600년 기념은 천황과 관련이 깊은 행사였기 때문에 일본 국 

내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천황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업이 전개되었 

는데， 그것이 이른 바 성지(聖地)의 정비였다. 따라서 1930년대 후반 

에 블어서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의 명칭변경은 부여가 “내선일 

체의 영지 (靈地r로서 부상되기 시작한 움직 임과 깊은 관련이 있었 

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이 전개되면서 “내선동조(內蘇同祖)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백제， 신라， 임나 등 일본과 인연이 많은 지역에 박물관의 설치 또는 

향토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내선인의 교통(交通) 및 혈연적 관계의 인 

식을 심화 .. (조선총독부 1939a)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1939년 4월 20일자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장이 조선총독 앞으 

로 제출한 「기부행위 변경의 건」과 함께 명칭변경 신청에서， 

본회(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인용자주)는 설립 이후 부여에 있는 백 

제의 고적 유물의 보존을 위해 큰 공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 관폐대사 

(부여신궁: 인용자주) 조영(造營)의 뜻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총독부박물 

관 부여분관의 설치도 있고 1939년도부터 그 실현을 보기에 이르고 이 

에 의해 종래 큰 사명을 이루어온 차제에 본회의 종래 주목적인 고적유 

물의 보존소개， 제2의 목적으로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백제사적의 현창 

에 노력하고 아울러 고대의 내션일체(內蘇→f*)의 미과(美果)를 구현하 

고 아름다운 사실에 의하여 설치된 여러 시설의 설현 발전에 협력하고 

자(후략: 인용자주) 

부여에 .신도(神都)’ 건설과 박물관 건립은 “내선일체의 성지 (聖

地r 순례 관광과 무관하지 않았다. 당시 유일하게 신도(神都)였던 

이세(伊勢) 외에 외지에 또 다른 신도를 건설하고자 부여에 관폐대사 

부여신궁(技餘神宮)을 조영하는 계획을 세웠다(손정목 199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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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8일에 발표된 부여신궁 조영계획에 의하면 응신(Þi)께$) , 제명 

(齊明) , 천지(天智) 외에 신공황후(神功皇팀)를 제선으로 하려는 뜻 

은 “응신천황， 제명천황， 천지천황， 신공황후의 시대에는 피차(彼此) 

의 문화는 교류하고 민족은 융합하여 상호 돈목(敎陸)함으로써 일가 

(-家)의 화친(和親)을 이루고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화(聖化)와 

내선일체의 연유(緣由)와 동아공영의 대의를 만대에 걸쳐 소시 (昭

示)해 온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높으신 성덕의 정도는 만민이 함께 

추모 경앙(敬때)해 마지않는 바’ (조선총독부 1939b) 에 있었다. 부여 

신궁의 터를 확보하는 데 국비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부여사적현창회 

도 908평을 기부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부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독부 지령에 의하여 1층의 콘크 

리트 건물로 대략 20만 원의 공사비로 총독부박물관의 부여분관을 신 

축하기로 결정하였다 1940년 가을을 개관으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어 1939년 4월 1일에 전통적인 기와지 

붕 양식의 1층의 부여분관이 개관하기에 이르렀다(최석영 2001) . 

이상 대체로 1920년대 후반부터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중심 

이 되어 부여에 관광명소의 토대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찰 

하였다. 그러면 부여가 “내선일체의 영지(靈地r로서의 관광명소로 

부상하는 데 지금까지 고찰한 외적 토대 외에 관광의 텍스트(text) 에 

해당하는 고적에 대해 “영지” 순례지에 어울리게 어떠한 해석의 기술 

(記述)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부여 고적에 대한 재해석과 ‘영지 (靈地)’ 로서의 공식화 

1 ) 득이신성(得爾辛城)=청마산성(좁馬山城) 

1899년의 『忠淸南道봅誌』와 1929년 이병연(李秉延)이 집대성한 

『조선환여승람(朝蘇寶與勝寶).J (부여군 고적조)은 청마산성이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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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 10리쯤에 위치하며 주위가 십 수리(數里)이고 그 안에 경룡사 

(驚龍좋)가 있고 절 북쪽으로 대석(臺石)이 있는데 규모가 매우 크다 

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 사이 청마산성에 대한 위상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33년에 제정된 「朝蘇寶物古題名

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 의하여 고적 제60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 교육과 1937) . 

이것으로 보아 1930년대에 들어서서 청마산성은 부소산성과 더불 

어 ‘보존’ 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청마산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가해진 결과로서， 후술하듯이 한 개인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청마산성은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 편찬에 관 

여한 동양사학 전공의 이마니시 류(今西 龍) 외에 토속학， 인류학 전 

공의 도리이 류조(鳥居홉휩歲)(최석영 1999) . 그리고 백제관 관장 오사 

카 긴타로(大板金太郞)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마니시는 

1927년 5월에 부여를 조사한 후 청마산성에 대해 「백제 멸망사에 이 

성(城)이라고 생각되는 것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 기이」하다고 

하면서 「후대 (後代)에 지은 것이 아닌가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今西龍 1970 수록) . 즉 그는 청마산성을 일본과의 관 

계사에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 청마산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 

되었다. 1940년대에 도리이에 의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는데 

(조선총독부 1942: 106).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 

문에 여기에서는 1930년대 청마산성이 새롭게 해석된 맥락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경주분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이전에 백제분관장을 역임한 바 있 

는 오사카 긴타로는 1932년에 부여 에 와서 가장 먼저 “득이신성 (得爾

辛城r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옹 힘을 기울였다. 그는 우리 측 사서에 

는 나오지 않지만 『日本書*f:.n권 제 19 흠명천황(款明天皇)조 9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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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동(장)10월에 370언을 백제에 보내 득이신(得爾辛)에 성을 쌓 

는 것을 도왔다”는 기록을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호재(好材)로 보고 득이신성의 위치를 찾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오사카는 부여고적보존회의 사무 인수인계와 백제관의 정리도 뒤 

로 미룬 채 매일 성지를 찾아 답사한 끝에， 청마산성(춤馬山城) 서쪽 

입구의 마을 이름이 독정(罵亨)이며 이전에는 득신(得辛) . 독신(獨 

辛) . 독신(罵華)이라고도 썼다는 점에 주목하고 득이신(得爾辛)을 。1

일대를 가리켰던 옛 지명으로 보았다(참고적으로 현재 이 마을을 독 

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 일단 그는 고지명(古地名) 등을 조사하여 

부여의 동쪽 약 1리에 있는 청마산성이 바로 득이신성이라는 것을 확 

신하게 되었다， 

그의 확신을 더해 준 것은 중국의 『북사(北史)J1 왜국전에 “신라， 백 

제 모두 樓를 대국(大國)으로 여긴다 라는 기록에 의거 , 청마산성 서 

쪽 입구 부락에 사는 어느 노인에게 “이 성은 누가 만든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백제시대에 대국인(大國Á)이 만들었다”라고 답한 것이 

었다 그는 그 산성의 최고봉에 서서 만세삼창을 불렀다는 것이다(재 

단법인 부여사적현창회 1934) . 

이와 같은 오사카 긴타로의 청마산성에 대한 비정 (比定)에 대한 노 

력의 결과가 『百濟舊都技餘古橫案內듬마(이하 안내기)와 『百濟舊都古

隨名勝寫률빼J1(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1934) 에 그대로 반영되었 

다Ii안내기』와 『사진첩』 모두 성왕이 웅진에서 부여로 천도한 후 10 

년이 지난 시기의 10월에 홈명천황이 장졸 370인을 파견하여 왕성의 

전위(前衛)가 될 만한 득이신(得爾辛)에 쌓은 성이 바로 청마산성이 

며， 이로써 당시 일본이 적극적으로 백제원호에 힘을 썼다는 것을 증 

명하는 귀중한 유적이라고 기술하고 었다. 

또한 『사진첩』의 부록 「技餘古題地圖」에도 지도에서와 같이 청마산 

성의 괄호 안에 아예 득이신성 이라고까지 표기하였다.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 장려한 관광묘스 가운데 청마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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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것은 당연하였다. 청마산성 외에 장려한 관광묘스를 보면 부 

여고적보존회 진열관 -• 부소산(도보 또는 자동차) • 고란사 • 〔유 

람선〕 • 구교리(舊校里) 혹은 규암진을 거쳐 다시 부여로 돌아와 남 

영공원， 평제탑， 조왕사， 백제왕능， 청마산성， 삼충사비를 관람하는 

코스였다. 이 때 자동차는 아마도 안내용 자동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군 1929). 

해방 직후에도 얼마 동안은 청마산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이성국 

1953: 78 ; 최상수 1955: 88-91) 청마산성은 적어도 부여 관광코스 

가운데 하나였다(홍사준 1961: 170). 그러나 이제는 도군(道那)에서 

정해 놓은 부여 관광명소 코스에는 공식적인 관광코스에서는 일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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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시기에 강조되던 청마산성은 빠지게 되었다(충청남도 2001) .6) 

해방 이후 지역에서 청마산성에 대한 실제 정밀조사는 이루어지지 

는 않았다고 한다. 어떻든 학계에서는 청마산성이 사비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마도 유사시에 반격을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 

다(성주탁 1993: 41). 이제 청마산성은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잊혀져 가는 명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2001년 6월 부여군(문화관 

광과)에서 발행한 「부여군관광안내지도」에는 청마산성이 주요 사적 

및 명승으로 소개는 되고 있지만， 부여군과 충청남도에서 제작한 또 

다른 안내 브로슈어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마산성에 가 보아도 아무런 설명조차 되어 있지 않고(부여군 

2oo1b;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 2001) . 관광안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도 단지 산성이라는 설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처1= 백제여인과 일본여인 
최근 필자가 부소산성을 현지답사하면서 낙화암에 대한 기술(記 

述)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l'삼국유사』에 오늘날의 낙화암에 폼 

을 던진 주체가 단지 “궁녀 로 기술된 이래， 낙화암(또는 낙화대)이 

라는 명칭은 15세기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다(1'세종설 

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여현 고적조) . 이 때 낙화암에 폼 

을 던진 주체는 분명 “궁녀”들이었다 그 주체가 7천 궁녀”로 회자 

되기 시작한 시점을 16세기 문선 민재인(閔짧仁)의 「백마강부」에서 

찾고 었다(부여 군 & 공주대 학교 편 2001: 296). 

6)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에서 발간한 『백제문화와 낭만， 추억의 충남여행』 

(2001년 12월) 에서는 당일 코스로서 부소산성 • 낙화암， 고란사 • 구드래 
공원 • 정립사지 • 부여박물관 • 궁남지 • 백제왕릉원 1박 2일 코스로 

서 정림사지 5층 석탑 • 궁남지 • 부여박물관 • 백제왕릉원 • 부소산성 
• (백마강유람선) • 구드래 • (1박) • 수북정 • 성홍산성 • 무량사 • 
만수산 자연휴양림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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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부여분관(현 국립부여박물관) 홍사준 관장의 『백제문화 

와 부여.! (1961)에서 낙화암을 멸망하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여 3 

천 궁녀가 꽃처럼 떨어졌다는 바위 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2001년 충 

청남도와 부여군에서 발간한 부여 관광 안내책자를 살펴보면 낙화암 

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주체를 7천 궁녀”에서 “수많은 백제 여 

인" (충청남도 종합관광안내소 2001 ; 부여군 2001a)으로 바꾸어 놓았 

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백제멸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려는 데 

에 있다고 하지만(필자 인터뷰) 어떻든 해방 이후 또 다른 맥락에서 

의 재해석과 소비에 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일제 식민지 상화에서는 낙화암에 대한 해석은 어떠한 것 

이었는가. 1930년 이전까지만 해도 낙화암에 폼을 던진 주체는 7천 

궁녀 .. (오종섭 1926: 119) 이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서서 주체가 바뀌 

기도하였다. 

1932년 백제관의 관장으로 취임한 오사카 긴타로는 낙화암에 폼을 

던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백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유는 백제 

를 도와주기 위해 부여에 와 었던 일본인 혹은 일본계통의 요직들은 

대체로 가족을 동반하였고 유명한 사람들로서 대별왕(大別王)이나 

소흑길사(小黑吉士) 등을 들었다(大板金太郞 1934). 따라서 그는 낙 

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를 기존의 백제의 궁녀라는 해석에 일본 ‘여 

인’ 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여고적보존회에서 1929년 낙화암에 백화정(百花 

후)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백화정을 건립한 주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스기 미츠로(강 두郞)의 언급이고 또 하 

나는 1929년에 편찬된 『朝蘇賣瓚勝寶(조선환여승람).!설이다. 스기 

미츠로는 백화정을 세운 목적이 당시 군수 홍한표(洪漢杓)의 부여 재 

임(在任)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γ 三郞

1943). 11조선환여승람』에서는 백화정의 건립자는 홍한표라고 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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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적보존회의 관여를 암시하고 있다. 

오사카 긴타로의 낙화암에 대한 재해석을 사실로 받아들여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를 “일본과 백제의 3천의 아름다운 사람" (板田政次郞

1934: 126)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물론 낙화암에 대한 오사카 긴타 

로의 재해석이 전적으로 정착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일부 지식 

인들은 여전히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를 “궁녀" (高松健太郞 1935)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 상황 하에서 고대 백제와 일본과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낙 

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에 대한 재해석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3) 고란사 = ‘일본인 최초의 유학지’ 

고란사는 비구니 사찰로서 창건연대는 분명하지 않고， 현지 고란사 

에 대한 설명문에 의하면 제 17대 아신왕대 창건되었다는 설， 궁녀틀 

의 원혼을 달렐 목적에서 고려 초기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기술되어 

있는데 7) 기록에 의하면 창건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 

寶).! 편찬(1530년)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창건 연대는 보다 고증이 필요한 주제로 생각되며， 여기에서 문제 

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1930년대에 들어서서 고 

란사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 

석의 역점은 일본인이 조선에 최초로 유학을 한 곳이 바로 고란사였 

다는 점 에 있었다. 1920년대 후반， 부여 8경 가운데 고란사를 설명 하 

7)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여현 고적조)에는 “고란사(高蘭좋r로 나와 있는 것 

이 아마도 고란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생각한다 17세기 중엽경의 

『동국여지지(東國與地志)~에는 이 사찰을 “뿔蘭춤”라고도 부른다고 적고 있 

다. 조선시대 정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忠淸道율誌」의 「부여현읍지」 

에는 고란사(뿔蘭좋)로만 나와 있다 이와 같이 고란사에 대한 기록이 15세 

기 중엽의 사서에 나타났지만， 이는 사찰은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보여 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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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에서는 고란사의 명칭유래， 고란사 주변의 자연적 형세 등을 묘 

사하고있을뿐이다 

오사카 긴타로는 스순천황(뽕帳天皇) 원년 (587) 3월에 시마메(島 

女) . 도요메(豊女) . 이시메(石女) 3명이 부여에 유학을 와서 기거한 

곳8)이 바로 고란사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그와 같은 추정이 적어 

도 지식인들 사이(住懶直衛 1938: 板田政次郞 1935)에서는 ‘사실(史 

實).로서 굳어져갔다 

그의 고란사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수용되었는가를 단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1934년 10월 부여를 방문한 백제사 연구자 

시부자와 게이죠(遊澤敬三) 9)의 일화와 부여를 소재로 다룬 소설에서 

적어도확인할수 있다. 

시부자와는 1934년 봄 백제관에 높이 8척의 비자나무〔睡J 1주를 기 

증하고， 부여의 문화재를 둘러보고 당시 백제관 관장 오사카 긴타로 

와 부여의 문화재의 특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11400년 전의 일 

본인이 동경했던 곳은 부여였으며， 무엇보다도 최초 이 곳에 유학을 

온 것은 세 사람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하였습니까?J 

8) 현재 고란사 뒤 벽에는 최초의 일본유학생들이 배를 타고 고란사로 들어오 

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현재 부여문화원 김인권 사무국장은 이 벽화가 그려 

진 것을 1970년대 초가 아닌가 보고 있다 

9) 시부자와 게이죠(1896-1963)는 1936년에 이미 5회째 조선을 방문하였다， 그 

는 일본 소화(昭和)시대의 실업가(實業家) 시부자와 에이이찌(悔澤榮→， 

1840-193 1)의 손자로 동경제국대학 졸업 후 요코하마 마사카네(橫파正金)은 

행에 취업하였으며. 1925년에는 조부가 창설한 제일은행의 대표로서 1942년 

에는 일본은행으로 옮겨 부총재， 총재를 역임하고 1945년 10월에는 시데하라 

(輪原) 내각의 장상(藏相)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제전신전화사장， 문화방 

송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재계에서 큰 활약을 보였다 한편 그는 생물학이나 

민속학에도 관심을 보여 집 안에 상민문화연구소(常民文化鼎究所)를 두어 

많은 연구자들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민족민족학협회(日本民族學協會)나 인 

류학회 (A類學會)회장도 역입하였다. 일본민족학협회 19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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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板金太郞 1967: 100)라고 오사카 긴타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에 

오사카는 「이 언덕 밑에 고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승 

절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혹은 이 곳에 세 명의 여성 모두가 수업하 

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J (大板金太郞 1967: 100)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오사카 등의 고란사에 대한 해석은 소설을 통해서 일반인들에 

게 유포되기도 하였다. 당시 부여를 소재로 다룬 소설들 가운데 1941 

년 7월 24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김동인 

의 장편 역사소설 『백마강.!l (대중서관 1982) 이 그것이다. 소설의 절정 

부분에 백제의 위기 앞에 바다를 건너 부여로 향하는 원정군을 등장 

시킴으로써 김동인은 백제와 일본과의 선린관계’ 이미지를 통하여 

당시의 슬로건 “내선일체 .. “대동아공영 의 역사적 합당성을 소설로 

써 표현하였다(한수영 2002) . 아울러 그는 고란사를 일본인 여성들이 

처음으로 유학을 와서 수학한 곳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오사카 등의 

고란사에 대한 해석을 적극 수용하여 소설로 구성하였다. 

또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에서는 고란사를 양국의 ‘선린’ 관계 

를 상징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소재로 보고 건축 

물이 협소하고 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로 개수(改修)하여 관광명소의 

하나로만들었다. 

4. 맺음말 

문화에 대한 설명 또는 해석은 어떤 시대에 누가 그 해당 문화를 설 

명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문화의 설명자 또는 해석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는 객관적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 

다. 왜냐 하면 문화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 · 대변 -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권력 중심 또는 주변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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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일제 강점 상황 하에서의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활동 

에 관심을 둔 이유는 그 활동이 부여의 관광명소화와 깊은 관련이 있 

었으며， 부여의 관광명소화는 부여의 ‘영지화(靈地化)’ , ‘성지화(聖 

地化)’ 라는 맥락과 밝혀보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그와 같은 움직임 

은 오늘날 부여가 관광명소가 되는 데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해 

방 이후에도 해방 전의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재단법인 부여사적 

현창회와 같은 명칭의 조직들이 발족되어 부여문화의 보존 · 개수 및 

현장에 노력하였다 10) 

일제 강점상황에서 일본인 관료들과 조선인과 일본인 유지들을 회 

장， 부회장， 이사(理事)로 구성한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1929년 

발족)는 이전의 부여고적보존회를 계승하여 고적의 보존 · 수리 등 부 

여의 관광명소로서의 개발에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부여에 전국적인 

관광명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1930년대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해방 후에는 점차로 잊혀져 가는 관광지가 

일제 강점 상황에서는 고대일본과의 관련성에서 ‘강조’ 되기도 하였 

다. 지금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 거의 관심조차 없는 

청마산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관심은 많지만 일제 강점 상황 때와 

는 ‘기술(記述)’ 이 다른 것으로서 낙화암이 있다. 그것들은 식민지적 

10) 해방 후 일제 강접 시기의 부여고적보존회의 활동이 내선일체 구현을 목적 

으로 역사를 왜곡하였다고 비판하고 1953년 4월 27일에 부여사적현창회가 

부여군청 회의실에서 발족되었다. 회장에는 부여군수 박명진(朴明鎭)(재임 

기간 1952. 10. 29-1954. 4. 24)을 선출하고 사적의 현창， 고적보호 및 개수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여러 활동을 사업내용으로 하였다 관광객의 펀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자 배치， 식당， 숙박시설의 구비， 휴게실， 독서설 

등 설치， 사적 관련 문헌 간행， 사진기 및 쌍안경 등 기타 등산도구 확충， 해 

수욕장 건설， 지방 명산불의 제공， 고적의 화장(華裝)， 야간 오색전 등 사용， 

고적지에 수림 조성으로 녹화운동 전개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이 조직이 

언제 해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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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는 틀 안에서 고대 일본과 관련되어 새롭게 또는 다르게 해 

석되고 심지어 ‘조작’ 된 측면 또한 없지 않다Ií일본서기』에 기술된 

득이신(得爾辛)에 쌓았다는 성을 청마산성으로 비정하고 낙화암에 

몸을 던진 주체에 백제 궁녀뿐만 아니라， 일본 여인들도 포함시켜 낙 

화암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처한 백제를 일본이 

도와주었다는 사실의 또 다른 ‘창출’ 이었다. 이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양방 우호적인 관계로 고대사에 비추어서 치환 · 설명하고 현 

실적인 지배관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창출’ 행 

위가 오사카 긴타로우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가 문화 

의 해석과 ‘기술’ 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그것이 부여문화의 

발굴， 발견과 동시에 통치의 정당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지가 컸 

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 그것은 고대 일본의 ‘고향’ 을 복 

원하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일반인들은 어느 ‘기술’ 이 사실인가를 물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화를 관광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해방 후 낙화암에 대한 기술 이 또한 변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낙화암에 폼을 던진 주체가 3천 궁녀 • 백제인 · 일본인 • 

3천 궁녀 • 백제여인으로 변하고 있다. 또 어떠한 맥락에서 청마산 

성과 낙화암에 대한 기술’ 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향후 시야를 넓혀 당시 관광그림엽서에서 부여를 어떻게 이미지화 

시키고 있었는가， 그리고 1939년에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가 재단 

법인 부여사적현창회로 바뀌어 가기 전후 부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 

던 향토교육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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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Re-interpretation, Buyeo Historical Relics Preservation Foundation, 

a symbol of one body between Chosun and Japan, a famous tourist 

attraction 

A Study of Re-interpretation on the Relics in Buyeo, 
a capital ofBakj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Choe, Seok-Yeo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torical context in which Buyeo has been a 

famous tourist attraction with the images as 'a symbol of one body between 

Chosun and Japan (!lqi'f-11)', 'a sacred place' beyond simply a old capital 

ofBakje (81f!!f) since the second-half of 1920's. 

In 1920's, Buyeo Historical Relics Preservation Foundation (BHPF, Mill 
ff;;A :tXt*tlMJH!f:ff:-fr) played an important part in making Buyeo a famous 

tourist attraction in colonial period. BHPH tried to build the bases like a 

traffic sign, lodgings, pleasure boat, museum and so on for visitors to see

sighting Buyeo with convenience. 

In addition to it, Osaka Kintarou (:k:l:&lit:k.M), a member of BHPH, 

tried to reinterpretate the historic relics in Buyeo and make it a symbol 

representing the fact that Chosun and Japan were in the close relationship 

in ancient period. Therefore h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upporting the 

discourses such as 'the same ethnical root in both Chosun and Japan ( 8 if 
fOJWtfl)', 'the same cultural root in both Chosun and Japan ( 8 ifJt1~fOJ7!)'. 

For example, he would search for the cattle in site ofDukisin (1~~$) that 

was written in 11 8 -:$:It*~ (Nihonshokt), and he asserted that the cattle was 



true of Chongmasangsung ( W .~ LlJ :l}JX), based on lingistic analysis, literature 

and oral narratives. The problem is that his reinterpretation was recognized 

and generalized as a historical fact. His assertion was published in pamphlet 

or tourist guidebook. Also Chongmasangsung became one of tour courses 

inBuyeo. 

He also reinterpretated Nakwhaam Gi:ft;'fi) and Goran Buddhist 

Temple(_~~'¥). He asserted that Goran Buddhist Temple was the first 

place where Japanese studied abroad in ancient times and Nakwhaam was 

the place where not only court ladies of Bakje but also Japanese women lost 

their life in the face of the attack by Allied Shilla ($Jf*i)-Tang (Jllf). 

He would represen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hosun and Japan in 

ancient times, that is to say Japan helped Chosun in crisis and justifY Japan's 

rule over Chosun by reinterpretat:ing the relics in Buyeo. In such a situation 

were burn Buyeo's images as a famous tourist att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