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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간경관의 연원은 언제인가? 또한 

그 양상은 어떠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근대기 서울의 야간

경관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근대기 야간경관의 태동

과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근대기에 급변하는 도시, 사회의 

전반과 관하여 야간경관을 관찰했다. 또한 당시 야간경관이 가지는 의미를 추

적했다. 

  한국에 전등이 최초로 설치된 것은 1887년 경복궁 건청궁이다. 이 경우 궁궐

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특정 계층만 감상할 수 있었으며 고종이라는 특정 인

물을 위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일면 중세적 성격을 지닌 경관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는 1900년 종로 보신각에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조성

된 야간경관을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이라 주장한다. 종로의 가로등은 전차가 

부설되고 전차의 야간 운행이 시행되면서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다. 

이후 1901년에는 일본인 거류지인 진고개 일대에 길을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국권 침탈 이전의 야간경관은 단순히 가로등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일제식민

지기의 야간경관은 이전보다 더욱 장식적인 양상을 보인다. 1915년 개최된 시

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는 일제 통치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내보이기 위한 

장이었다. 공진회 기간 동안 화려하게 조성된 야간경관은 한국의 진보를 가시

화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야간경관에 대한 일제의 영향은 관제 행사와 더

불어 도시 공간에서도 나타났다. 일제식민지기 본정과 종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 공간이다. 이때 일본인에 의해 운영되는 본정의 상업 공간은 영란등과 네

온 불빛으로 화려한 양상을 보였지만, 종로의 대표적인 야간경관인 야시는 본

정에 비해 초라했다. 마지막으로 창경원 야앵의 경관은 화려한 조명과 만개한 

벚꽃뿐만 아니라 활동사진, 연예장 공연 등의 화려한 구경거리와 이를 관람하

는 군중의 모습까지 모두를 아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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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기 야간경관은 월광이나 성광과 같이 자연물이 광원이 되는 전통적인 야

간경관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차원에서 근대적이고 진보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야간 통행금지제도가 폐지되면서 전통적 시간관이 근대적 

시간관으로 전복되었다. 이때 야간경관은 밤 시간동안 당시 사람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야간경관은 도시의 시공간적 근대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근대 도시 경관보다 중요하다. 

  근대기 야간경관에 나타난 근대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째, 야간경관은 경관을 조성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

체의 성격을 가진다. 야간경관의 매체성은 특히 한 시대의 권력자에 의해 경관

이 조성되는 경우 그의 사상이나 의견을 가시화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1900

년 종로의 가로등과 1915년 공진회의 야간경관이 그 예다. 둘째, 야간경관은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야간경관이 지니는 근대적인 정조로 인해 

야간경관을 구경하는 하나의 밤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진고개를 바탕으로 발

전한 본정, 일제식민지기 종로의 상업 공간, 창경원 야앵에서 야간경관을 즐기

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연구는 먼저 기존의 근대 도시 경관 연구에서 등한시 되었던 근대기 야간

경관의 태동과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다. 또한 근대기 야간경관의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당시 야간경관의 의미를 도

시·사회적 맥락에서 파악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근대 도시를 이해하기 위

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 점도 연구의 또 다른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
주요어: 근대 도시 경관, 야간경관, 한성, 경성, 조경사

학번: 2015-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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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근대기1) 서울2)의 야간경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1876년 

개항을 시작으로 외부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 한국3)은 근대 사회로 빠

르게 전환되었다. 정부와 개화파 지식인들은 사회 전반을 근대화하기 위해 

서양으로부터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다.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 소개된 서구의 과학기술 가운데 전기(電氣)

는 특히 편리함과 실용성으로 주목받았으며,4) 미국에서 발전한 19세기 근대 

전기 문명의 상징인 “전등, 전차, 전화의 도입은 조선조 말에 전개된 개화와 

근대화의 상징”5)으로 인식되었다. 그중에서도 ‘전등(電燈)’은 불면증으로 인

해 야간 업무에 익숙한 고종에게 매력적인 장치였으며, 꼭 필요한 문명의 

이기(利器)였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6) 한국의 전등 도입은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1) 일반적으로 한국 근대사는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강화도조약으로 개항하게 된 이후부터 
광복 이전까지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최초로 전등 시설이 설치된 1887년부터 일
제식민지기를 거쳐 해방하는 1945년까지 약 59년을 근대기로 정의한다.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 서울은 두 개의 명칭을 갖는다. 서울은 1910년 국권 침탈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한성(漢城), 일제식민지기에는 경성(京城)으로 불렸다. 본 연구는 공식 
문서와 매체 기록 등에 사용된 단어를 인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대기라는 시간 속에
서 한성과 경성을 ‘서울’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당시 한성과 경성의 행정구
역은 지금의 서울과 차이가 있는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성과 경성의 행정구역 내로 
국한한다.

3)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는 공식 문서 등을 인용할 경우 조선 및 대한제국을 사용하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명을 ‘한국(韓國)’으로 쓰기로 한다.

4) 김영호, “한말 서양기술의 수용,” 『亞細亞硏究』11(3), 1968, pp.329-332.
5) 이태진, “대한제국을 보는 시각, 왜 대한제국의 역사를 폄하하는가,” 국립고궁박물관 엮

음, 『대한제국』, 2010, pp.28-33.
6) 1883년 7월에 고종이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의 미국 측 통역으로 합류한 천문학자 퍼시

벌 로웰(P. L. Lowell)이 지은 책으로 서양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별칭이 되었다. 한국을 
가리키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는 일본을 가리키는 "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The Land of the Rising Sun)"에 상응했던 것으로, 서구인들은 조
선(朝鮮)의 훈(訓)을 자국어 낱말로 풀어쓴 것이다. (P. L. Lowell, 『Choson, The Land 
of Morning Calm』, Boston: Ticknor and Conpany,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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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한 지 불과 7여 년 만의 일이었고, 미국과 영국이 이를 실용(實用)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지 5년 만이었으며 일본의 백열전등 실용화보다는 겨우 2

년 7개월 뒤졌을 뿐”7)이었다. 또한 일본에 통신 시설의 이용이 16년, 철도 

부설과 이용이 27년씩 뒤처진 것에 비교한다면, 전등의 조기 도입은 괄목할 

일이라 할 수 있다.

전등 시설은 한국의 주체적인 근대화 사업 그 자체로도 유의미하지만 근

대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전등이 설

치되면서 서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맞이했다. 

첫 번째 변화는 ‘도시의 근대화’8)와 더불어 전등 시설이 전통적인 도시 

야간경관을 근대적 야간경관으로 이행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에 전등이 도입

되기 이전 전근대적인 야간경관에서는 “인공 광원보다 자연 광원이 야간경

관의 중요한 요소”9)였으며, 그중에서도 “달빛(月光)은 그 자체로서도 최고의 

감상 대상이면서 다른 대상을 조명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10)는 점을 당시

의 한시와 산수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전등불이 만들어낸 불야성(不夜
城)의 밤은 전통 도시의 야간경관과 확연히 구별된다. 도시개조사업이 서울

의 전반적인 경관을 현재 서울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면, 서울에 설치된 전등은 도시의 밤을 밝히는 실용적인 역할을 했으며, 동

시에 밤이라는 특정 시간대의 경관을 근대 도시의 모습으로 전환시켰다.

둘째, 전등 시설의 등장은 도시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

지고 있던 시간관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등이 만들어낸 불

야성의 도시 공간은 밤을 낮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7)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p.173-174.
8) 17, 18세기부터 도시인구의 증가와 상업의 발달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던 한성부에는 

개항 이후 그 변화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성부에서는 1890년
대 중반 이후 도시개조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도로체계를 재편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연경, “한성부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 1885
년~1910년까지 도시환경변화의 성격과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2.) 

9) 오지영, “서울 야간경관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106.

10) 오지영, 위의 논문, p.52.



- 3 -

전통적 의미의 밤을 급속도로 와해했기 때문이다. 개항 이전에는 태양이 비

치지 않는 어둠이 하루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의 시간을 자치했으며, 

인간의 활동은 빛이 있는 낮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1) 전등이 발명되기 이

전 밤 시간은 인류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활동이 제약을 받는 시간이었다

면, 야간 통행금지제도가 폐지되고 도시에 전등 시설이 설치되면서 도시는 

밤 시간 동안 도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야경이라 부르는 도시 야간경관의 연원

은 한국에 최초로 전등이 설치된 18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개항과 함께 밀려온 근대화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시기다. 또

한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가 근대성을 논리로 재편되면서 다양한 근대적 경

관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중에서도 야간경관은 ‘도시의 시공간적 변화’를 모

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야간경관은 단순히 전등 시설에 의해 밝아

진 밤의 모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넓은 대로와 분리된 

보차도, 포장된 도로와 자동차, 전차와 같은 교통수단, 백화점과 같은 근대 

건축과 도시 공원 등 도시의 근대적 경관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야간경관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도를 통해 근대기 서울의 야간

경관의 태동과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당시 야

간경관이 가지는 의미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근대기 서울에 존재했던 야간경관 자체에 대해 살펴본다. 야간경관

의 물리적 양상과 함께, 언제, 어디에, 누구에 의하여 야간경관이 만들어졌

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당시 야간경관의 형성 과정

을 파악하는 것이다. 야간경관의 물리적인 양상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

11) 19세기 말 서울은 외국인의 눈에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저녁이 되면 완전한 정적을 이
루었던 도시였다. 예컨대 종로의 경우 해만 지면 가게는 문을 닫고, 행상이나 사람들이 
사라졌다.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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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대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야간경관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

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시도는 야간경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것으로, 당

시 급변하는 도시 사회 전반과 관련하여 야간경관을 검토한다. 예컨대 시구

개수사업과 같은 도시 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야간경관을 살피거나, 근대

적 시간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도 및 도시 문화와 함께 야간경관을 파악

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적․사회적 맥락에서 야간경관을 관

찰하고자 하는 시도는 당시의 야간경관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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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고찰

본 연구는 서울 야간경관의 역사에 관한 연구, 전기사(電氣史)연구, 근대

기 서울에 관한 연구라는 세 방향의 선행 연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

첫째, 야간경관의 물리적 양상에 대해 통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는 

오지영의 “서울 야간경관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12) 

오지영의 연구는 조선 정도부터 현재까지 ‘광원의 발달’에 따른 ‘서울 야간

경관의 변화’에 중심을 둔다. 본 연구에서 근대기를 주목하는 이유 또한 전

등이라는 근대 서구 문물의 도입과 그에 따른 서울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지영은 광원의 변화에 따른 야간경관의 변화에 관

련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는 근대기에 나타나는 야간경

관의 양상과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야간경관의 성격과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오지영의 연구는 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넓은 시간

적 범위의 서울 야간경관을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대기13)

에 대한 부분은 당시의 기록 중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었으며 사실상 그 내

용을 언급하고 소개하는 것에 그친다. 본 연구는 오지영이 인용한 기록의 

내용뿐 아니라 그 외에 야간경관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발췌하여 확인하며, 

이를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 전기사 연구로는 김연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14) 김연희의 연구는 

본 연구의 Ⅱ장에서 다루는 시간적 범위와 교집합을 가진다. 김연희의 연구

들은 대한제국기 전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 사업이란 전등

12) 오지영, “서울 야간경관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3) 오지영의 경우 개항기에서 일제식민지기까지를 근대 이전,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를 근대 
이후로 정의하고 있다.

14) 김연희, “大韓帝國期의 전기 사업 : 1898년부터 1904년까지 漢城電氣會社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연희, “대한제국기의 전기 사업 : 1897년부터 
1905년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19(2), 1997, pp.87-121; 김연희, “고종 시
대 근대 통신망 구축 사업: 전신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
연희, “전기 도입에 의한 전통의 균열과 새로운 문명의 학습: 1880~1905년을 중심으
로,” 『한국문화』59, 2012, pp.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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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전차, 전신을 모두를 다루는 국가 사업을 일컫는다. 본 연구의 Ⅱ

장은 한국이 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전등 시설을 도입한 후 전등 시

설이 보편화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희의 연구는 

국권 침탈 이전의 야간경관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선행 연구다. 하지만 김

연희의 경우 전등 가설에 따른 설비의 규모와 예산, 회사의 운영 같은 사업

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했다면, 이 연구는 전등 설치에 따

른 야간경관의 조성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근대기 서울에 대한 연구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근

대기 서울의 특정 공간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당시 서울에 대한 이해를 확

장할 수 있다. 이연경은 1869년부터 1939년까지 종로 1, 2가를 중심으로 

종로가 근대 도시 가로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 도로, 가로시설물, 가로변 

건축물의 세 가지 도시가로환경을 통해 종로의 근대성을 도출했다.15) 또한 

이연경은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의 한성부 일본인 거류지 연구16)를 기반

으로 일제식민지기 본정통의 상업가로가 형성되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17) 또한, 전우용은 종로와 본정통을 비교하며 조선인 중심거리였던 종

로와 일본인 중심 거리였던 본정이 만들어내는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성을 

연구하였다.18) 여환진은 1930년대 경성 번화가인 본정과 종로 두 거리의 형

성과 변용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여러 기록물을 통해 과거의 모습을 재현했

다.19)

근대기 서울의 공간에 대한 고찰과 달리, 근대기 일상사 연구는 서울에 

살아간 사람들에 집중한다. 미술평론가 김진송의 책은 일제식민지기의 일상

15) 이연경, “근대적 도시가로환경의 형성-1896년~1939년 종로 1, 2가의 변화를 중심으로
-,” 『도시연구』 11, 2014, pp.7-36.

16) 이연경, “한성부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 1885년~1910년까지 도시환경변화의 성
격과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7)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 서울: 시공문화사, 2015.
18) 전우용, “종로(鐘路)와 본정(本町)-식민도시 경성(京城)의 두 얼굴-,” 『역사와 현실』

40, 2001, pp.163-193.
19) 여환진, “본정(本町)과 종로(鐘路): 재현을 통해 본 1930년대 경성 “번화가”의 형성과 

변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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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현상과 일상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

다.20) 또한 권보드래의 연구는 시기 구분을 통해 근대기 일상사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다.21) 김영근은 일제식민지기 경성의 사회적·공간적 구조의 변

화에 따른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와 일상생활을 분석했다.22) 이러한 연구들

은 연구의 대상이나 관점이 각각 다르지만 근대기의 사회상과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20) 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21) 권보드래, “경성유람기(京城遊覽記),”『민족문학사연구』16(1), 2000, pp.322-346; 권

보드래, “1910년대 新文의 구상과 『경성유람기』,”『서울학연구』18, 2002, 
pp.113-118;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서울: 현실문
화연구, 2003; 권보드래 외, 『『소년』과 『청춘』의 창-잡지를 통해 본 근대 초기의 
일상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매일신보를 통해 본 한국 근대의 사회 문화 키워드)』,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22)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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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당시의 기록을 통해 근대기 야간경관의 모습을 통시적으로 살

펴본 후, 그것을 바탕으로 야간경관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Ⅱ장과 Ⅲ장은 근대기 서울 야간경관의 태동과 변화 양상에 대해 고

찰한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근대기는 1910년 8월 29일 국권 침탈을 

기점으로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국권이 자국에서 일제로 옮겨짐과 동시에 

도시의 경관을 조성하는 권력 또한 일제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두 시기

에 나타나는 야간경관의 성격 또한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

권 침탈을 기점으로 Ⅱ장과 Ⅲ장으로 나누어 시대적 배경과 함께 야간경관

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야간경관의 물리적 양상을 논의한다.

 Ⅱ장은 1887년부터 일제식민지기 이전 서울의 야간경관을 다룬다. 하지

만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1887년 이전의 해외 야간경관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개항 이후 고종은 근대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는 결심과 함께 일찍이 근대화를 이룩한 해외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해외의 

근대화 과정을 시찰하게 했다.23) 여러 차례 해외로 파견된 사절단들의 기록

을 통해 전등 시설이 낯설었던 한국 사람들에게 전등 시설이 학습되는 과정

과 야간경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후 Ⅱ장에서는 한국은 고종의 전기 사업을 바탕으로 서울의 야간경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2장은 전

등을 광원으로 하는 야간경관이 궁궐 내부에서 도시 공간으로 확산하는 과

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복궁 이후 야간경관이 

형성된 종로 보신각과 일본인 거류지인 진고개 지역의 야간경관에 대해서 

23) 1880년대 해외로 파견되는 사절단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전기 사용을 목격하고 그 경
험을 전했다. 1876년부터 188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에 다녀온 수신사들은 아크
등 점등이나 전신을 체험했고, 1881년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사시찰단 역시 일상에서 사
용하는 전기용품들을 목격했다. 특히 1883년 미국으로 파견된 견미사절단은 전기를 다
양하게 사용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25. 근대 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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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일제식민지기 서울에 조성된 야간경관에 대해 검토한

다. 일제식민지기로 접어들면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가로등과 야간경관이 확

연히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Ⅱ장 도시에 전등 가로등이 설치되는 

과정에 따라 야간경관을 살펴보았다면,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다룬 장소들을 

중복해서 다루고자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야간경관의 양

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1915

년 경복궁에서 개최 된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
共進會)의 야간경관을 시작으로, 종로와 본정 상업 공간의 야간경관을 다룬

다. 마지막으로 Ⅱ장에서 다루지 않는 공간인 창경원의 야앵의 경관에 대해 

살펴본다. 

Ⅲ장의 일제식민지기라는 시대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일제가 조성한 야간경관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야간경관의 

경우 일제의 조성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야간경관이 국

가 기록이나 대중 매체 등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그 모습을 자세하게 살

펴보아야 한다. 또 다른 시사점은 전등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이다. 특히 야

간경관이 민간에 의해서 조성될 때 전등의 불균형은 야간경관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거류지인 본정과 조선인 거류지

종로의 야간경관에서 그 격차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Ⅱ, Ⅲ장에서 고찰한 근대기 야간경관의 변화 양

상을 바탕으로, 도시·사회적 맥락에서 야간경관의 의미를 해석한다. 근대기 

야간경관의 근대성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야간

경관’의 성격과 당시 사람들에게 근대 도시의 정조를 일깨우는 ‘도시 문화로

서 야간경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표출했음을 Ⅳ장을 통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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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사료

서울에 대한 기록물 중 대표적인 것은 경성에서 발간한 『경성부사(京城
府史)』,24) 1912년 경성 거류 일본인 민단에서 발간한 『경성발달사(京城發
達史)』,25)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한 『서울 2천년사』26) 등

이다. 『경성부사』는 1936년 경성부에서 편찬한 사료로서 고대부터 1919

년까지의 서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총 3권의 책이다. 『경성발달사』는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현황과 거류민단의 활동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이 두 책은 서울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서

울의 근대기를 살펴볼 때 중요한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인에 의

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시켜 서술

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서울 2천년사』의 경우 서울 역사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서울시가 출판한 기록물로, 기존의『서울 6백년

사』를 수정, 보완하여 최근 발간된 책이다. 총 4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대기는 21권부터 참고할 수 있다. 『서울 2천년사』

를 통해 근대기 서울의 정치 제도, 경제, 사회, 시민과 일상생활, 도시 문화 

등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

더불어 서울의 전반적인 전기사(電氣史)에 관한 내용은 일제식민지기 기

록물인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27)와 한국전

기공사에서 발행한 『한국전기백년사(韓國電氣百年史)』28)를 참고할 만하

24) 京城府, 『京城府史』, 第1券, 京城: 京城府, 1934; 京城府, 『京城府史』, 第2券, 京
城: 京城府, 1936; 京城府, 『京城府史』下, 京城: 京城府, 1941.

25) 경성거류민단역소, 『(국역)경성발달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서울특별시
사편찬위원회, 2010.

2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21. 근대 서울의 정치제도 변화; 22. 근대 
서울의 경제와 개시; 23. 근대의 사회와 시민; 25. 근대 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26. 
경성부 도시 행정과 사회; 28. 일제강점기 서울의 경제와 산업; 29. 일제강점기 서울의 
교육과 문화; 30. 일제강점기 서울 도시문화화 일상생활,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
회, 2014; 2015.

27)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京城: 京城府, 1927. 
28)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한국전력공사, 『한국전



- 11 -

다. 하지만 일제식민지기 전기 사업의 경우 관련 사료 전부가 일본인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민족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 수치나 

실상은 의도적으로 은폐했기 때문에 사실을 알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일제 

대한 통치 정책의 발상 근원인 일본의 당시 국가 사정을 포함하여 대한 정

책 기조와 최소한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이를 들여다보아야만 보

다 더 진실에 다가설 수 있게 된다.29)

연구의 Ⅱ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절단들의 기록으로는 다음이 있

다. 1876년부터 188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을 다녀온 수신사(修信使)

의 수신사 견문록30)과 제3차 수신사가 파견된 직후 1881년 4월 일본에 파

견된 조사 시찰단(朝士 視察團)의 기록31) 그리고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던 유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32)을 참고한다.

사절단들의 기록으로 외국의 야간경관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반대로 근대기 한국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생활 기록을 통해서

는 서울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영국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대표적인 기행문인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33)은 

1894~1897년 간 네 번의 한국 방문을 토대로 출간한 책이다. 이탈리아 외

교관 카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의 『꼬레아 에 꼬레아니(Corea e 

Coreani)』,34) 버튼 홈즈(E. Burton Holmes)의 『1901년 서울을 걷다』,35) 

력사 연표』,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29)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174.
30)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수신사 기록’ 검색. 또한, 수신사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

을 참고한다: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의 일본 인식,” 『한일공동연구총서』2000(3), 
2000, pp.168-206.

31)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조사 시찰단 기록’ 검색.
32) 유길준은 보빙사 임무 수행 후 귀국한 일행과 달리 미국에 머물러 유학길에 올랐다. 미

국에서 갑신정변의 발발 소식을 접해 급하게 귀국하게 되면서 경유하게 된 유럽 각지에 
대한 모습을 『서유견문』으로 기록했다. 서유견문을 번역하거나 편집하여 출간한 책은 
다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판본을 주로 참고한다: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
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2004.

33) Isabella Bird Bishop,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살림, 1994.
34) 이돈수, 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Corea e Coreani) (사진해설판)』, 서울: 도서출

판하늘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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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로스(George Rose)의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36)를 

통해서는 야간경관의 모습뿐 아니라 당시 서울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한성전기회사의 기사장이었던 맥릴런(R. A. McLellan)과 독

일 기자 지그프리트 겐테(S. Genthe)의 기록에서도 근대기 서울의 야간경관

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매체 기록은 당시 사회상을 살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초로 한국

인이 발간한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漢城旬報)』(1883-1884)와 이에 이

어 발행된 『한성주보(漢城周報)』(1886-1888)는 관보의 성격을 띄며, 선진 

외국의 정치, 문화, 제도, 역사, 지리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최초의 민

간 순 한글신문인 『독립신문(獨立新聞)』(1896-1899)과 국한문체를 혼용

하는 일간신문 『황성신문(皇城周報)』(1898-1910)은 한국인들이 발행한 

신문으로, 이를 통하여 당시의 생활사적 측면에서 야간경관에 대해 알 수 

있다. 일제식민지기에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10-1945), 조선인이 발행한 민간 신문인 『동아일보(東亞日報)』(1920- 

)와 『조선일보(朝鮮日報)』(1920- )에 실린 기사, 사진, 만문만화 등을 활

용할 것이다. 잡지는 천도교 배경 종합지인 『개벽(開闢)』(1920-1926)과 

취미독물인 『별건곤(別乾坤)』(1926-1934), 안창호가 창립한 민족 부흥 운

동 단체인 흥사단 배경의 종합지인 『동광(東光)』(1926-1933), 조선일보사

에서 창간한 여성잡지 『여성(女性)』(1936-1940)과 당시 사회 문제에 중

점을 둔 『신민(新民)』(1925-1932)을 참고하여 야간경관과 관련한 당시의 

사회상을 추적한다.

당시 사진술로는 야간경관의 정확한 기록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진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했던 『경성부사』와 경성 시가지의 모

습이 담긴『대경성사진첩(大京城寫眞帖)』,37) 매체 기록들에서 소수의 사진

35) E. Burton Holmes, 이진석 옮김, 『1901년 서울을 걷다』, 서울: 푸른길, 2012.
36) George Rose, 이경희, 김은령 옮김,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서울: 

교보문고, 2004.
37) 山田勇雄, 『大京城寫眞帖』, 京城 : 中央情報鮮溝支社,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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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을 수 있다. 부산박물관에 소장된 근대 사진엽서,38) 『경성안내(京城案
內)』,39)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보고서(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報告書)』,40) 경성전기주식회사(京城電氣株式會社)에서 출간한 두 권의 화

보집41)에서도 소량의 사진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서울의 통사를 다룬 과거 기록들을 바탕

으로 야간경관의 등장과 변화, 의미 등을 추적하되, 동시대에 기록된 자료들

을 통해 그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신문과 잡지, 엽서, 영화 등 시각 

문화 자료를 통해 도시 생활적 차원에서 야간경관을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38)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1. 도시; 2. 도시; 4. 관광; 6. 관광·풍속; 
8. 조선인·관제엽서, 부산: 부산박물관; 서울: 민속원, 2009.

39) 吉村傳, 『京城案內』, 京城 :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 1929.
40) 朝鮮總督府, 『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第1券; 第2券; 第3券, 京城: 京

城府, 1915.
41) 京城電氣株式會社, 『電氣株式會社二十年沿革史』, 東京 : 京城電氣株式會社, 1929; 

京城電氣株式會社, 『伸び行く京城電氣』, 京城 : 京城電氣株式會社,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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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887년부터 일제식민지기 이전의 야간경관

1. 개항 이후 해외 야간경관의 관찰

개항 이후 고종은 근대 서구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고종은 일찍이 

근대화를 이룬 해외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타국의 근대화 과정을 시찰해오도

록 명했다. 당시 해외에 파견된 사신들은 전등에 대한 사용을 직접 목격하

였으며, 전등불로 밝혀진 야간경관에 대한 경험을 한국으로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먼저 일본의 야간경관은 수신사(修信使)와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기

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수신사는 1876년(고종 13년)부터 188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을 시찰한 사절단이다. 수신사는 회례(回禮)의 명분으로 일

본에 파견되었지만, 일본의 정세와 물정탐상(物情詳探)이라는 실질적인 동기

가 중요하게 작용했다.1) 

제1차 수신사로 파견된 김기수(金綺秀)의『일동기유(日東記遊)』에서 일

본의 가로등에 대한 약간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거리에 5간(間) 또는 10간 마다 가끔 하나의 등주(燈炷)가 

있어 위에는 유리등을 놓았는데, 꿰매거나 틈이 없이 천연적

으로 조성하였다. (중략) 그래서 밤에 길을 걷는 사람들이 등

을 가지지 않는다.2) 

김기수의 기록은 가로등이 설치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유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시 한국에서는 통행금지 제도로 인해 남성은 밤

길을 돌아다니지 못했으며, 여성들은 길을 밝히기 위해 초롱불을 들고 다녔

1)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의 일본 인식,”『한일공동연구총서』2000(3), 2000, pp.169-171.
2) 김기수, 『일동기유(日東記遊)』, 1877. (재인용: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

울: 한국전력공사, 1989, p.65.)



- 15 -

다. 따라서 사람들이 등을 가지지 않고 도시의 밤길을 걷는 모습은 김기수

에게 생소한 경관이었을 것이다. 

가로등의 광원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72년 일본 최초

로 가스등이 가로등으로 설치되었으며, 1874년 12월 동경의 번화가를 시작

으로 가스등을 광원으로 하는 가로등이 보급된 것을 미루어볼 때3) 김기수가 

관찰한 가로등 또한 가스등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동기유에 비해 김

기수의 수행원 안광묵(安光默)의 『창사기행(滄槎記行)』에서는 가스 가로

등의 원리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당시 가로등의 광원이 석탄

가스(煤氣)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길가에 고주(高柱)를 세우고 유리등을 달아서 네거리를 밝히

고 있다. 말하기를 매유(煤油)를 지하에 묻었다가 매기(煤氣)
를 끌어올리면 비록 다년(多年)에 이르도록 낮에는 꺼지고 밤

에는 밝아서 비용의 절약이 적지 않다.4)

제3차 수신사가 일본에 파견된 직후 1881년 4월에 조사시찰단이 파견되

었다. 조사 강문형(姜文馨)의 수행원이자 친척인 강진형(姜晋馨)의 『일동록

(日東錄)』에서도 가스등이 가로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

다.5) 그는 수신사의 기록보다 가로등의 생김새와 원리에 대해 자세하게 설

명하고 있지만, 야간경관에 대한 자신의 소감이나,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대

3)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64.
4) 안광묵, 『창사기행(滄槎記行)』. (재인용: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

국전력공사, 1989, p.65.)
5) 거리의 양쪽에는 철주(鐵柱)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데 위에는 유리등이 있어 저녁에 

불을 켜면 새벽까지 끄지 않는다. 이는 기름이나 초가 아니며 매기등(煤氣燈)이라고 

한다. 등주는 속이 비고 밖은 곧으며, 지하에는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연달아 땅 속

의 도랑과 같으며, 여러 등주는 모두가 같다. 구멍을 한 곳에 끌어서 큰 구덩이를 만

들어 석탄을 태우면 가스가 여러 유리등으로 보내지는데, 기름을 넣거나 심지를 자를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저녁에 켜졌다가 아침에 꺼진다. 이 역시 화학의 작용으로 이루

어지는 것 같으나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강진형, 『일동록(日東錄)』. (재인
용: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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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조사시찰단이 방문했을 무렵 일본의 가로

(출처: 국사편찬위원회(2009) 『조선이 본 일본』, 서울: 두산동아, p.264.)

한 기록은 없다. 

3차에 걸쳐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의 기록에서 일본의 야간

경관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다. 사신들이 “가스등의 견문에 신조귀공(神造
鬼工)”6)이라는 놀라움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가로등으로 밝아진 밤의 경관

에 대한 자세한 묘사나 밤 시간을 자유롭게 활동하는 일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그들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일본에 전등이 처음 켜진 것은 1882년이다. 1882년 10월 24일자 『동경

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에서는 요코스카(横須賀)에서 전기등을 시험하는

데 조선사절 중에서 2~3명이 이를 실제로 보기 위해 떠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7) 또한 같은 기사에서 오는 28일쯤부터 동경의 번화가인 긴자(銀座) 2

정목의 전기등도 점등될 것이라는 예보를 하고 있다. 이는 예정보다 일정이 

6)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64.
7) 電気灯の點火試験 本日横須賀に於て電気灯を験せらるるに付き, 朝鮮使節一行の中より

二三名が実地見分としで, 昨日同所へ赴かれたるよし, 又た試験済の上来る二十八日頃
より銀座二丁目の電気灯にも點火致さるる都合なりと.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
聞)』188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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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춰진 11월 1일 동경전등회사(東京電燈會社)가 창립 기념 및 전등을 선전

하기 위해 2,000촉광의 아크등을 점등한 날이다.8) 김연희는 당시 제3차 수

신사로 파견되었던 박영효(朴泳孝) 일행이 동경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등식을 직접 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9) 당시 점등했던 “아크등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등보다 더 밝은 것”10)이었기 때문에 이때 수신사가 전등 

점등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었다면 경복궁 전등 설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양의 야간경관에 대한 기록은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던 유

길준(兪吉濬)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에 

도착한 유길준은 전등회사에서 전등의 사용방법과 원리에 대해 견학하였는

데, 이때 기자가 소감을 묻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는 일본에서 전기용품을 본 일이 있다. 그러나 전기불이 

어떻게 켜지는지 몰랐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마귀의 힘으로 불이 켜지게 된다고 생각했다.11)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전등이 와사등이나 석유등보다 값이 싸고 편리하

다는 사실을 확인한 유길준은 “전등이 세상이 나오기 전에는 밤에 불이 필

요한 자들이 기름등잔을 써서 편리하게 해 주었는데, 전기가 출현한 뒤부터

는 수많은 집을 두루 비추며 우리 사회를 편리하게 해 주었다”12)고 전등을 

인간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물건으로 한국에 소개했다. 

유길준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이후 유럽 여러 나라를 시찰하는 과정에

서 유럽 도시의 야간경관을 소개한다. 그는 영국 맨체스터를 기행하면서 “전

8)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66.
9) 김연희, “大韓帝國期의 전기 사업: 1898년부터 1904년까지 漢城電氣會社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92.
10) 위의 논문, p.92.
11) 『New York Herald』1883. 10. 15.
12)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2004, pp.1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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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나 가스등으로 방마다 불을 밝혀 그 밝기가 대낮같다”13)고 실내에서 전

등이 사용되는 경우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콩코드 공원을 산

책하면서 밤이 되면 공원에 전등을 밝히는데 “그 밝기가 대낮보다 못하지 

않다”14)고 감탄한다. 또한 당시 유럽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모습에서도 전

등과 가스등으로 캄캄한 밤에도 대낮처럼 빛나도록 하였다고 기록하며 놀라

움을 감추지 못했다.15)

이처럼 한국은 개항과 함께 일찍이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를 시찰하는 과

정에서 전등 사용에 대한 정보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전등으로 인한 야간경관의 근대화 과정보다는 전등의 원리와 실용성

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등이 나라의 부국강병

을 위한 중요한 문물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게 된다. 다만 유길준의 『서유견

문』에서 전등이 서구 도시 공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약간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13) 유길준, 위의 책, p.545.
14) 유길준, 위의 책, p.555.
15) 유길준, 위의 책,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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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등 설치와 야간경관의 탄생

전기에 대한 양질의 정보는 개항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16) 특히 

서구 문명과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은 서양에서 들어온 서적, 외국 사

신들과의 접촉과 더불어 해외로 파견된 사절단들의 기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기에 관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 시설은 

괄목할 만한 속도로 한국에 도입될 수 있었다. 

전기 문물 중에서도 전등의 조기 도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가

능했다. 첫 번째 이유는 고종이 밤에 겪었던 병변(兵變)들 때문이다. 1882년

(고종 19년) 임오군란(壬午軍亂)과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난 후

부터 고종은 이와 같은 환란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피난할 

방도를 마련해두는 과정에서 등을 많이 켜서 새벽까지 환하게 밝히기를 원

했다.17) 두 번째 이유는 이와 같이 과거 밤에 겪은 병변들로 인해 고종은 

불면증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이다. 주로 밤 시간에 업무를 보고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던 고종의 업무 습관으로 밤을 밝히는 전등은 고종의 업무를 위한 

도구로 절실했을 것이다. 

전등은 미국의 에디슨 전등회사(Edison Lamp Company)가 전등 설비 일

체를 공급하고 가설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되었다.18) 전등을 설치하기 위

16) 최초로 조선에 전기가 소개된 것은 개항 이전의 일이었다. 당시 서양에서도 첨단 학문
이었던 만큼 자연관이 전혀 다른 조선에서 전기의 원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으며, 
1876년 개항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개항 이후 정보나 지식이 더 많
이 다양한 내용을 갖추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무엇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 지
향점이나 이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조사, 도입 이후의 운영, 기술자 배출들에 대한 구체
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첨단 시설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을 
가지고 전기 설비의 도입을 희망했다. (김연희, “전기 도입에 의한 전통의 균열과 새로
운 문명의 학습 : 1880~1905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9, 2012, pp.67-68; 김연희, 
“大韓帝國期의 전기 사업 : 1898년부터 1904년까지 漢城電氣會社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93.)

17) 황현, 정동호 옮김, 『매천야록』, 서울: 꿈이 있는 집, 2005, p.114.
1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25. 근대 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서울: 서

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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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전등이 설치된 건청궁 향원정

(출처: 김장춘(2008) 『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 조선』, 서울: 살림, p.50.)

한 최초의 시도는 1884년 말 갑신정변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이 안정됨과 동시에 곧 다시 전등 설치를 재개할 만큼 고종은 

전등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19)

국내에 최초로 전등이 설치된 장소는 경복궁 후원의 건청궁(乾淸宮)20)이

다. 1887년 3월 6일 건청궁에 설치된 전등 설비는 16촉광(燭光)21) 750개 

규모로 에디슨사에서 제작한 7kW의 발전기 3대와 엔진, 보일러를 갖춘 발

전소가 향원지 옆에 설치되었다.22) 이때 설치된 전등 설비는 당시 “동양에

서 가장 우수한 설비”23)로 평가되었다. 

19) 김연희, “고종 시대 근대 통신망 구축 사업: 전신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6, p.43.

20) 건청궁은 1872년 대원군이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자리에 세운 경복궁 내의 궁전으로 고
종의 침전을 말한다. 건청궁은 고종 침전이외에도 민비의 처소와 여러 부속건물을 포함
하는데 고종은 이 건청궁에서 정사를 보거나 외국 사신들을 접견했다고 한다. 또한 건
청궁은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 건청궁은 1909년 
완전히 헐렸다가 2007년 복원되었다. (http://www.doopedia.co.kr)

21) 촛불의 빛을 단위로 하여 측정한 광도라는 뜻의 말.
22)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p.77-78.
23)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사 연표』,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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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건청궁 옥호루에 설치된 전등의 모습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진유리필름자료)

그림 Ⅱ-4. 1886년 미국인 전기기사 맥케이(William Mckay) 일행이 

전등소 설치를 위해 창덕궁 주합루 앞 영화당 연못가를 답사하는 사진

(출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진유리필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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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경복궁 건청궁 시등도 (상상화)

(출처: 한국전력공사(1989)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p.16.)

다음의 대화 내용은 경복궁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안상궁(安尙宮)과 경전

감리과장(京電監理課長) 안겸(岸謙)24)이 나눈 면담이다. 

향원정의 취향교와 우물 사이의 중간 연못가에 양식건물이 세

워지고 건물 안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설치되었다. 
그 공사는 서양인이 감독하였다. 궁내의 큰 마루와 뜰에 등롱 

같은 것이 설치되어 서양인에 의하여 기계가 움직이자 등롱에

는 백주(白晝)보다 더 밝은 휘황한 불빛이 들어왔다.
밖의 궁궐에 있는 궁인들이 이 전등을 구경하기 위하여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는 내전 안으로 몰려들었다.25)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히 살필 수 있는데, 전깃불을 

구경하기 위해서 볼일이 없는 상궁과 나인, 내관들까지 건청궁으로 몰려들 

만큼 낮보다 밝은 밤의 경관은 당시 굉장한 구경거리이자 생경한 경관이었

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세간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소음이 심한 것을 빗

대어 전등을 건달불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향원지 증어(烝魚)사건26)을 계기

24) 안겸은 당시 경전감리과장(京電監理課長) 그리고 등화사(燈火史) 연구가였다.
25)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83.
26) 발전소가 세워진 향원지의 물고기가 죽어 물 위로 떠오른 사건으로, 발전소에서 흘려보

낸 뜨거운 물이 그대로 향원지로 들어가 물고기가 떠오른 것이다. 이를 궁인들은 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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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등은 나라에 불길한 불이라는 여론이 증폭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둠의 

삶에 익숙해져 있던 조선 사람들에게 밤의 족쇄를 풀어버린 전등 불빛은 어

떤 근대 문물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심은 오래가지 

않았다.27)

경복궁에 이어 전등이 설치된 곳은 창덕궁(昌德宮)이다. 건청궁에 전등이 

켜진 이후 고종은 전기 설비를 확충하기를 명했고, 발전용량을 늘리기 위해 

전기기사 파워(A. Power)를 초빙했다.28) 1891년 창덕궁 전화(電化) 계획이 

수립된 이후 1894년 5월 30일 창덕궁에 240마력의 보일러 설비와 16촉광

의 백열전등 2,000개를 켤 수 있는 발전 기계를 설치했다.29) 이는 처음 세

운 건청궁의 전등소보다 약 세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후 1901년 6월 경운

궁(慶運宮)에도 전등이 점등이 됨과 동시에 고종은 “한성 전체에 전등 설치

를 속히 진행할 계획”30)이라 의견을 밝혔다.

전등의 도입은 서울의 경복궁 건청궁을 시작으로 창덕궁과 경운궁의 밤을 

밝혔다. 전등을 광원으로 하는 야간경관은 자연물이 광원이 되는 전통적인 

야간경관과 물리적인 차원에서 근대적이고 진보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경복궁의 야간경관은 궁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특정 계층만 감상할 수 

있었으며 고종이라는 특정 인물을 위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적이라기

보다는 일면 중세적 성격을 지닌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캐의 불을 궁궐에서 켠 일에 대한 신의 분노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 믿었다(서
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25. 근대 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서울: 서울
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pp.81-82.).

27)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모던 조선을 거닐다』, 우리가 아직 몰랐던 세계의 교양 
5,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pp.43-44. 

28) 김연희, “大韓帝國期의 전기 사업 : 1897-1905년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19(2), 
1997, p.95.

29)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92.
30) 漢城電氣會社에서 昨日부터 慶運宮內에 電燈 六個를 始燃하였는데, 再昨日 郵船會社

汽船漢城号가 上海行함은 電氣會社의 器機 等物을 載來하여 漢城에 電燈을 速懸할 

計劃이더라. (『황성신문(皇城新聞)』 190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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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리로 나온 야간경관

궁궐에서만 사용되었던 전등이 백성들에게 전파된 것은 1900년이 되어서

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거리에 전등이 설치되고 모든 사람들이 야간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차(電車)의 부설과 관련을 가진다. 1898년 고종

은 서울에서 전기사업을 주도하고 경영할 한성전기회사(漢城電氣會社)를 세

워 전차 부설을 추진했으며, 전차 부설을 다음 해인 1899년에 완공시켰다. 

서울 전차의 개통은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교토에 이은 두 번째이며, 수도에 

부설된 것으로는 최초로 일본 도쿄보다 3년이나 앞선다. 

이처럼 전차가 부설될 수 있었던 일차적 이유는 고종이 전차를 매우 실용

적인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1) 전등과 마찬가지로 고종이 전

차에 대해 실용적이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굳어지게 된 것은 여러 나라를 견

문해온 사신들의 평가에서 온 것이다. 예컨대 유길준은 아래와 같이 전차를 

소개한 바 있다.

베를린 시내에는 전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제도는 철도 위

를 내왕하는 차량이 기계나 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전기로 조

종되고 있다.32)

전차는 실용과 편의의 상징인 동시에 개화의 상징이기도 했다. 1897년 광

무개혁(光武改革)33)으로 고종 황제는 자신의 권한이 강화되자 서울을 황도

(皇都)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고종은 1896년부터 시작된 한성 도시개조사업

(漢城都市改造事業)을 통해 도시를 정비한 후 도심을 관통하는 전차를 부설

31) 김연희, “大韓帝國期의 전기 사업 : 1898년부터 1904년까지 漢城電氣會社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92.

32)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서울: 서해문집, 2004, p.281.
33) 1897년 성립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완전한 자주적 독립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난 1904년까지 열강의 세력균형기에 자주적으로 단행한 내정개혁이다. 국가
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지향하여 외세 의존적이고, 외국제도의 모방에서 비롯되었던 갑
오·을미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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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개통 당시 전차의 모습

(출처: 서울시사편찬위원회(2002) 『사진으로 보는 서울』1,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195.)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가의 근대화를 내보이려 한 것이다.34)

조선이 강하고 부요하고 관민이 외국에 대접을 받으려면 (중
략) 국 중에 철도를 거미줄 같이 늘어놓아 인민과 물화 운전

하기가 편리 하게 되며 도로와 집들이 변하여 넓고 정한 길에 

공원지가 골목 마다 있고 마거(馬車)와 전기철도들이 개미 같

이 왕래하고 (후략).35)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 전차는 부국강병을 위

해 개화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예로 자리하고 있다. 김연희는 당시 사람들

이 전차에 대해 “서구 사회의 기술과 이기들이 가지는 위력, 문명, 개화된 

사회가 가진 편리성, 그리고 그에 대한 선망이 담겨져 있다”36)고 주장한 바 

있다. 

34) 남문현, “대한제국 근대화 정책의 상징 전차, 전등 사업(1),” 『전기의 세계』64(8), 
2015, p.40.

35) 『독립신문(獨立新聞)』 187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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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5월 17일 전차가 개통된 이후, 전차 선로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승객이 점차 늘어났으며 전차 영업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성전기회사는 배차간격을 12분으로 좁혔고, 전차의 운행 규칙을 제정했으

며, 종로(鐘路)의 전차 선로 중에서 중요한 지점에 매표소를 설치했다.37) 본

래 전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했지만, 1900년 4월부터는 밤 

10시까지 운행 시간을 확장하게 된다. 

전차의 야간 운행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종로 보신각에 위치한 정거장과 

매표소 주변을 조명하는 가로등(街路燈) 3기가 설치된다.38) 이것이 도시 가

로에 설치된 최초의 전기 가로등이며, 민간이 감상할 수 있었던 최초의 근

대적 야간경관이다. 서울 거리에 처음 전등이 켜진 것은 궁궐보다 10년이나 

더 늦었지만 같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종로의 가로등 설

치는 한 해 앞선 일이다. 경복궁 건청궁에 조성된 야간경관의 경우 물리적 

차원에서는 근대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궁궐이라는 장소성과 야간경관의 조

성 의도를 미루어 볼 때 중세적인 성격을 지울 수 없었다. 반면 종로의 야

간경관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

의 근대적 야간경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종로의 야간경관은 현재 도시 가로에 가설된 

가로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전등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당시 

사람들에게 전등 빛으로 밝아진 야간경관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굉장한 

구경거리이자 근대 그 자체였을 것이다. 도시 한 복판에 전차가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가로등으로 밝아진 거리를 걸어 다니는 도시의 경관은 당시 한국

을 방문한 외국인의 눈에도 놀라울 만큼 한국 사회의 진보와 근대화를 보여

준다.39) 

36) 김연희, “大韓帝國期의 전기 사업 : 1897-1905년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19(2), 
1997, p.96.

37)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230.
38) ((鍾路電燈)) 電氣會社에서 昨日부터 鍾路에 電燈三坐 燃하였더라. (『황성신문(皇

城新聞)』, 190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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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것은 종로에 있는 큰 종이었다. 이것은 종각의 창틀 

사이로 응시해야 볼 수 있었는데 거의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전에는 도시 문을 열고 닫는 신호로 종을 울렸다. 꽝 울리

는 종소리는 한때 거대 도시의 하루 생활을 규제하고 명령하

는 소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전차가 멈추는 시각까지, 그리고 밤마다 다니

는 올빼미 차(심야 전차) 때문에 대문을 닫을 수 없었다.
시간을 중시하는 많은 관습은 쇠퇴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지금은 문명화된 사회처럼 여성들이 낮에 거리를 활보하는가 

하면 남자도 밤에 나다닌다.40)
 

가로등의 설치는 서울 밤의 경관을 근대적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당시 사

람들의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만드는 기반 시설이 되기도 했다. 약 500여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밤 시간을 지배했던 ‘야간 통행금지제도’41)가 1895

년 폐지되고 일반 백성들이 성별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밤 시간에 도시를 

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홈즈(E. Burton Holmes)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전차의 야간운행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시간을 중시하는 관습들이 쇠

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서울이라는 거대한 촌락에 꽉 들어찬 낮은 회색지붕 위로 전선줄이 팽팽히 늘어져 

있고 꼭대기에 사기 부품이 달린 전신주들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본다면 자신의 

눈을 의심할 것이다. (중략) 조선 사람들은 서울의 황토집과 초가지붕 사이를 전차

를 타고 돌아다녔다. 밤이면 눈부신 가로등이 서울의 거대한 촌락에 빽빽하게 늘어

선 지붕들을 밝혀주고 있다. (S. Genthe, 『Die Kölnische Zeitung』, 1901. 10.)
40) E. Burton Holmes, 이진석 역, 1901년 서울을 걷다, 서울: 푸른길, 2012, pp.69-119.
41) 서울에는 오랜 기간 야간 통행금지제도가 존재했다. 보신각의 종소리에 맞추어 사대문이 

개폐되었으며, 성문이 닫히면 순라군(巡邏軍)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 위
하여 거리를 돌며 순찰했다. 당시에 야간통행은 남성에게만 금지되었다. 섣달그믐 같은 
날은 모두에게 예외였지만, 이를 제외하고 남자들은 밤에 이웃집을 방문하는 일조차 금
지되었다. 이 규정에서 여자와 관원, 눈먼 사람, 외국인의 동행 하인, 약제사에게 처방을 
받는 사람만이 예외였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25. 근대 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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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종로 보신각 앞의 가로등

(출처: E. Burton Holmes(2012) 이진석 옮김, 『1901년 서울을 걷다』, 서울: 푸른길, p.78.)

그림 Ⅱ-7. 종로 보신각 앞의 가로등과 전차

(출처: www.museum.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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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전차에 오르는 승객과 종로 보신각 앞의 가로등

(출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25. 근대 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p.87.)

그림 Ⅱ-10. 종로 보신각 앞의 가로등

(출처: George Rose(2004) 이경희 김은경 옮김,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서울: 

교보문고,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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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상점 지붕에 장명등이 설치된 모습 

(출처: 이돈수, 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 서울: 도서출판하늘재, 2009, p.209.)

4. 민간 전등 사업의 시작과 야간경관의 확산

서울에는 오랜 기간 야간 통행금지제도가 백성들의 시간을 제한했다. 보

신각의 종소리에 맞추어 사대문이 개폐되었고, 성문이 닫히면 여자, 관원, 

눈먼 사람, 외국인과 동행 하인, 약제사에게 처방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밖을 돌아다닐 수 없었다. 과거 서울은 오랫동안 존재했던 야간 통행금지제

도로 인해 안전한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다.42) 1885년 야간 통행금지제도가 

폐지된 후 모든 사람들의 하루가 24시간으로 동등해졌지만 이에 따른 반작

용으로 치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밤 시간에 강도나 절도 사건이 잦

아지게 되면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를 밝히자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선택되었다. 대표적으로 1898년 1월 한성판윤은 장명등(長明燈)을 

서울의 모든 상점 입구에 설치하도록 고시를 내렸다.43) 일반적으로 장명등

이란 무덤의 석등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대문이나 처마 끝에 달아놓

고 석유를 이용해 밤에 불을 켜는 유리등을 의미한다.  

42) 김연희, “전기 도입에 의한 전통의 균열과 새로운 문명의 학습: 1880~1905년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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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의해 한성의 상점주들이 밤마다 등불을 내걸었지만, “전차가 가설

되고 전차의 야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치안 문제는 더 심각해졌고, 이에 따

라 한성부는 장명등을 일반주택에까지 켜놓도록”44) 했다. 이처럼 장명등이 

치안 문제 해결을 이유로 가로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그 밝기가 문

제를 해결할 만큼 밝지 않으며, 석유 구입 비용이 상당히 고액이었기 때문

에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에서 치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일본인 상권 및 거주지인 

‘진고개’45) 주변이었다. 서울에서 서양인은 정동 일대, 청국인은 수표교와 

남대문 일대에 거주했고, 진고개 일대는 일본인들이 자리 잡았던 지역이다. 

진고개 지역 또한 치안 유지를 위해 장명등을 상점가에 설치했지만 큰 도움

을 받지 못했다. 당시 일본인 거류지의 상점가는 장명등 외에도 가스등을 

대부분의 상점가 전면부에 설치하여 치안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상점

을 장식하는 용도로 상점가의 번화한 분위기를 더했다.46) 특히 진고개 지역

에 자리를 잡은 일본인 대다수는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

다.47) 때문에 밤 시간이 자유로워진 한국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서는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문제가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성전기회사(漢城電
氣會社)가 설립되고 민간에게 전등 사업을 실시하자 본정 지역의 일본 사람

들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되었으며, 전등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본정 

지역은 거리와 상점을 밝히기 위해 전등 가설을 진행한 것이다.

로,” 『한국문화』59, 2012, pp..
4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25. 근대 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서울: 서

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p.87.
4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p.87-88.
45)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전 중국대사관 뒤편에서 세종호텔 뒷길에 이르는 고개로서, 

남산의 산줄기가 뻗어 내려오면서 형성된 이 고개는 그리 높지 않은 고개였지만 흙이 
끊어질 정도로 질었던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한자명으로 이현(泥峴)이라고 하였다. 
(http://www.doopedia.co.kr)

46) 이연경, “한성부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 1885년~1910년까지 도시환경변화의 성
격과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170.

47) 박경룡, 『서울 개화백경』, 서울: 수서원, 2006,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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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공비(公費)로 이현(泥峴) 도로를 개수한 뒤 거류비로 

조금씩 수리를 해왔는데, 근년의 발전으로 도로를 넓힐 필요

가 있어 제일은행에서 1만원을 빌려서 본정 5정목에서 남대

문통까지 도로개수 계획을 세우고, 8월 15일에 기공해 10월 

31일 준공하였다. 이 때 도로 주변의 가옥도 많이 개축되었

고, 도로 450간의 사이에 30여 개의 전등을 밝힘으로써 종전

의 가로등은 모두 없앴다. 그 덕분에 당시 이곳을 불야성(不
夜城)이라고 불렀다.48)

『경성부사(京城府史)』를 살펴보면, 1901년 일본인들은 도로개수사업을 통

해 도로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도로변의 건축물 또한 다수 개축했다. 더불

어 일정한 노폭을 확보한 가로에는 기존의 가로등을 전등 가로등으로 대체

한다. 이로써 본정의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식 마을(日本町)의 모습을 갖춘 

것”49)이다. 가로등은 450칸에 30개 즉 15칸(약 27m)에 1개씩 설치되어 선

적인 형태의 야간경관을 조성했다. 이연경은 “전등이 가로에 등장한 것은 

1900년 4월 종로에 3개의 전등이 설치된 것이 최초였으나, 이는 연속적인 

가로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로를 따라 연속되는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

은 1901년 본정도로의 경우가 그 처음”이라 설명한다.50)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야성(不夜城)’이다. 경성부

사 외에 『영사관보고』 또한 진고개 일대에 대해 “전등의 설치로 불야성을 

이룬 경성 제일의 시가로 변화하였다”51)고 묘사하고 있다. 불야성이란 ‘밤에

도 낮과 같이 불이 환히 밝은 곳’ 또는 ‘밤에도 불이 환하게 많이 켜져 있어

서 장관을 이루며, 떠들썩한 번화가의 밤 풍경’을 의미한다. 전등이 설치 된 

진고개의 밤을 불야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가로에 설치된 전등 가로등이 

48) 京城府, 『京城府史』, 第2券, 京城: 京城府, 1936, p.590.
49) 경성거류민단역소, 『(국역)경성발달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서울특별시

사편찬위원회, 2010, p.174.
50) 이연경, 위의 논문, pp.113-114.
51) 『駐韓日本領事館報告 : 1883-1905』, 서울: 國學資料院, 1999. (재인용: 이연경, 위

의 논문,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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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진고개 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출처: 이돈수, 이순우, 『꼬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 서울: 도서출판하늘재, 2009, p.94.)

단지 도시기반시설로서 조명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경관으로 인

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진고개 지역에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가로 경관이 형성

되면서 기존의 서울과는 다른 일본식 경관들이 만들어졌다. 상점가의 밤을 

장식하는 야간경관도 종로에 조성된 야간경관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더 이상의 야간경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거류지

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증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52) 

52) 이연경, 위의 논문,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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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진고개 상점가에 설치된 가로등

(출처: George Rose(2004) 이경희 김은경 옮김,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서울: 

교보문고, p.61)



- 35 -

그림 Ⅱ-14. 진고개 상점가에 설치된 가로등

(출처: George Rose(2004) 이경희 김은경 옮김, 『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 서울: 

교보문고,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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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제식민지기의 야간경관

일제식민지기 야간경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전기 보급률

과 야간경관의 인식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전기 보급률을 살펴

보면, 한국인 총 가구 중에서 한 등이나마 전등을 켤 수 있는 가구가 1%를 

넘어선 것이 일제 통치 18년 만인 1927년이었고, 한국인 총 가구 420여만 

호의 10% 정도가 전등 불빛을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이 제국주의 

통치가 시작된 지 31년 만인 1940년, 다시 말해 해방되기 겨우 5년 전이었

으며, 그것마저도 정액등(定額燈)이 대부분이었다.1) 같은 해 한국 곳곳에 산

재한 일본인 가구 18만 호는 100% 종량등(從量燈)으로 전화(電化)되었는

데, 근대 문물의 혜택에서 민족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력 사업을 공익이 아닌 수익 사업으로 여겼던 일제가 전

기 요금을 너무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16촉광 전등 1개당 

한 달에 약 1원(현재 2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일본의 77전보다 약 3할 가

까이 비싼 것이었다.2) 당시 매체에서는 “시민의 고혈(膏血)을 흡진(吸盡)하

는 전등료”3)라는 비판과 함께 “저녁 끼니를 얻어먹기 어려운 가난한 한국 

사람들이 불빛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형편”4)이라 탄식했다. 지나치게 

비싼 요금과 민족 자본의 부재가 만든 전등 시설의 불균형은 한국인들에게 

전등이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전등

의 사치스러운 이미지는 도시 야간경관의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일제식민지기가 시작 된 1910년은 한국에 최초로 전등이 설치 지 약 23

년이 지난 후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권 침탈 이전의 야간경관

1)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173.
2) 김명환, 『모던 씨크 명랑』, 파주: 문학동네, 2016, pp.198-199.
3) 『조선일보(朝鮮日報)』1921. 11. 20.
4) 『조선일보(朝鮮日報)』192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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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등이 도입된 이후 전등이 경복궁에서 도시적 규모로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Ⅱ장은 도시 기반시설로서 전등 가로등이 설치

되는 과정에 따라 이를 야간경관이라 판단하고 살펴보았다.

하지만 국권 침탈 이후 시구 개정과 같은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되

면서 서울의 도시 구조가 근대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 

밤 시간동안 도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 공간은 물론 도시 여러 공간에 

가설된다. 1927년 작성된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
書)』의 공원녹지 현황표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 존재 했던 공원녹지 11곳5) 

중에서 한양 남산공원, 장충단 공원, 훈련원 공원, 파고다 공원(탑골 공원), 

태평로 1, 2가에 위치했던 두 곳의 유보지에 전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6) 그러므로 일제식민지기의 야간경관은 도시 기반시설로서 가로등

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한양(漢陽) 남산(南山) 공원, 장충단(獎忠壇) 공원, 훈련원(訓練院) 공원, 사직단 공원, 효
창원 공원, 파고다 공원, 철도 공원, 유보지 2곳, 운동장 2곳으로 총 11곳이 공원녹지로 
기록되어 있다. (京城府,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 京城: 京城府, 1927, 
pp.247-248.)  

6) 京城府, 위의 책,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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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공진회장 전경

(출처: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15. 9. 3.)

1.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의 야간경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이하 공진회

로 약칭)는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성의 경복궁(景福宮)7)에

서 열린 거대한 관제 행사다. 조선총독부는 식민통치 5주년이 되는 것을 기

념하기 위해 1915년 공진회 개최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8) 

조선 총독은 여러 매체를 통해 공진회의 취지를 강조하였는데, 조선총독

부 기관지 『매일신보(每日申(新)報)』9)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보

7)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인해 빈 궁궐로 남게 된 경복궁은 1911년 5월 17일 
조선총독부로 소유권이 옮겨지면서 여러 차례의 경관 변화를 맞는다. 그 중에서도 1915
년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이하 
공진회로 약칭)’는 일제 식민지기 최초로 진행된 관제(官製) 행사이며, 일제가 기존에 경
복궁이 지닌 경관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파괴한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의 위치 및 풍치, 교통의 편의, 비용의 절감, 넓고 평탄한 부
지 형태, 잔존한 고궁전각이 관람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진회장
의 부지를 경복궁으로 정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朝鮮總督府, 『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
進會報告書』 第1券, 1915, p.53.)

8) 京城府, 『京城府史』 下, 京城: 京城府, 1941, pp.255-270.
9) 당시 여러 매체 중 대중 동원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관은 『매일신보(每日申

報)』와 『경성일보(京城日報)』, 『조선휘보(朝鮮彙報)』가 있다. 매일신보의 경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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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이하 ‘보고서’로 약칭)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진회 개최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금회의 공진회는 총독정치 개시 이래로 5년간에 있었던 조선 

산업의 진보발달을 보이고 이로 말미암아 바깥으로는 조선의 

산업을 소개하고 안으로는 금후의 개량진보를 장려할 것이

다.11)

물품은 단지 조선의 물품뿐만 아니라 산업, 교육, 위생, 토목, 
교통, 경제 등에 관한 시정(施政)의 통계도 망라하고 산업 기

타 문물의 실현과 그 개선 진보의 생활을 전시함에 노력한

다.12)

공진회 개최의 목적은 市政(시정) 5년간 조선 산업의 진보를 

전시하고 新舊施政(신구시정) 成績如何(성적여하)를 비교 대

조하여 생산품의 우열을 심사고핵하여 당업자로 하여금 더욱 

그 사업에 精勵(정려)하고 근검역행으로써 시설의 개량을 도

모하고 産額(산액)의 증진에 노력하여 조선의 富力(부력)을 

배양하는 것에 있다.13)

이를 미루어볼 때 공진회의 주된 목적은 식민지 조선의 진보된 모습을 식

민지 내외적으로 내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독부는 식민통치가 

공진회 소식을 보도하며 특히 단체관람을 위해 구경거리, 관람 동정 등을 자세하게 다루
겠다고 선전했으며, 조선휘보의 경우 공진회를 특집으로 두 달간 기념호를 발간하였다. 
(참고: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15. 9. 11; 『조선휘보(朝鮮彙報)』1915. 9. 1; 
『조선휘보(朝鮮彙報)』1915. 10. 1.)

10) 이 보고서는 전 3권으로 간행되었다. 제1권은 공진회의 각 부서마다 보고서를 총망라하
여 실어 규모나 연혁, 진행과정, 배치도면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제2권은 출품에 
관한 심사 과정과 보고를 모은 것이다. 제3권은 물산공진회장 내외의 여러 광경과 주요 
전시장들의 사진을 싣고 있다.

11)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15. 7. 13.
12)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15. 9. 9.
13) 朝鮮總督府, 『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第1券,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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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조선의 발전상을 공진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여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식민 통치의 실적을 식민국 내부에 

궁궐에서 기념하는 자체가 “제국의 힘을 보여주는 일이 되며, 그러한 힘을 

식민지 사람들이 느끼고 인정해 주기를 희망한 것”14)이다. 

이전의 박람회(博覽會)가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의 전시에 집중

했다면,15) 공진회는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선전하는 데 노력했으며, 궁극적

으로는 “동화(同化)주의의 실현”16)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공진회는 식민 통

치와 더불어 한국의 근대화 그 자체에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민들을 

교화시키고자 했다.17)

조선 총독은 위와 같은 공진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매체를 통해 

공진회를 홍보했다. 매일신보의 경우 공진회의 소식을 매일 보도했으며, 특

히 성공적인 공진회를 위해 공진회장의 구경거리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겠다

고 선전하기도 했다.18) 기사를 통해 공진회장에 전시된 상품들은 물론, 공진

회장 내외부의 건축물과 장식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

다. 다음의 기사는 공진회장의 야간 개장 소식을 알리는 동시에 밤 시간동

안 공진회장의 볼거리를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공진회장을 될 수 있는데 까지 밝게 화려하게 하여 이만 몇 

평이나 되는 장내전부를 찬란한 등불의 바다 빛깔의 천지를 

만들고자하여 삼십일에 협찬회에서는 이사회를 열고 대체의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더라.
14) 최석영, 『한국 근대의 박람회·박물관』, 서울: 서경문화사, 2001, p.19.
15) 일본은 1867년에 처음으로 파리의 만국박람회 참가한 것을 시발로 서양의 박람회에 참

가하는 한편 1877년부터 해마다 연내국권업박람회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 형성과 동시
에 식산흥업의 디딤돌로서 박람회를 활용하는데 충분히 익숙했다. 그러한 박람회로서의 
물산공진회는 이번에는 식민지에서 벌어져 또 다른 의미로 변화하게 되었다.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38-39.)

16) 『매일신보(每日申報)』, 1915. 6. 26.
17) 특히 지방민중의 완고한 사상을 일거에 계발하는 계몽적 역할은 다른 어떠한 시설에

서도 볼 수 없었던 효과였다. (京城府, 『京城府史』 下, 1941, p.263.)
18) 『매일신보(每日申報)』, 19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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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로 남대문의 정면 즉 정거장을 향한 방면에 시정오년기념

공진회라는 글자를 색전기로 나타내 인현판을 걸고 동시에 그 

주위에는 무수한 전등 장식을 할터이라.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는 듯이 조용하고 온자하던 대문은 

졸지에 생기가 나게 될 것이요 (중략) 또 회장에 당도하여보

면 정문인 광화문루로 부터 동서십자각에서까지 온통 전기불

의 꽃밭이 일반으로 전기등을 킬터이더라.19)

이 기사를 통해 공진회 기간 동안 여러 공간에 전등 장식이 된 야간경관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진회장인 경복궁에서 가장 먼 남대문에서부터 공진회

장 정문인 광화문, 공진회장 내부에 위치한 경회루까지 세 군데의 야간경관

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소개된 남대문은 남대문과 그 주위에 무수한 전등으로 장식이 

계획되고 있는데, 공진회장과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정오년기

념공진화라는 글자를 색 전등으로 장식을 하며 공진회장의 규모를 남대문까

지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공진회장인 경복궁이 아니라 남

대문에서부터 전등으로 장식했다는 점은 남대문이 공진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공진회장 입구인 광화문

의 전등 장식은 물론이고 태평통을 지나 황토현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길 또

한 “일본 상인들의 조합인 경성협찬회(京城協贊會)가 제작한 탑과 석등 모

양의 모형의 대형 16기, 소형 64기”20)로 장식함으로써 밤이 되면 전등이 켜

져 휘황찬란한 야경을 연출했다.

19)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15. 7. 1.
20)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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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공진회 기간 전등으로 장식된 광화문으로 들어서는 거리

(출처: 朝鮮總督府(1915) 『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3권, p.7.)

그림 Ⅲ-2. 공진회 기간 남대문의 일루미네이션

(출처: 朝鮮總督府(1915) 『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3권,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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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공진회 기간 광화문의 일루미네이션

(출처: 부산박물관(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 풍경』 8, 부산: 민속원, p.328.)

그림 Ⅲ-5. 공진회 기간 장식된 광화문과 광화문 앞

(출처: 부산박물관(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 풍경』 8, 부산: 민속원,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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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공진회 기간 전등으로 장식된 철도관 고탑

(출처: 朝鮮總督府(1915) 『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3권, p.13.)

공진회장의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공진회장 내부로 들어서면, 공진회장의 

중심에 위치한 경회루가 전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앞서 소개된 공진회 야간

경관과 달리 경회루는 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연못에 비치어 더욱 화려한 모

습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경회루는 전등 장식 외에도 불꽃놀

이를 통해 장관을 만들었다.

또 회장 안으로 들어가면 빈틈도 없이 전등 장식을 베풀고 경

회루위층에는 기둥과 사면의 난간과 처마 밑에 이르기까지 켜

기로 하였더라. 오래 동안을 적막하게 지내던 폐궁 안에서 영

화를 자랑하던 옛날의 일을 꿈꾸면서 우둑히 홀로서서 달과 

해의 빛을 보는 이외에는 광채를 보지 못하던 경회루가 광채 

휘황한 전등 장식을 켜고 사람의 눈을 끄는 것도 보는 사람의 

감회를 끌거니와 루의 사면에서 번쩍거리는 등불이 가는 물결

을 이는 연못에 비취어 바람 따라 흔들리는 모양은 과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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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형용키 어려울 일이라 (후략).21)

화화(花火)의 아름다움

▲공진회장의 꽃불

협찬회에서는 아간회장에 한층 더 흥을 돋우기 위하여 십구일 

밤에 장내와 한양공원에서 불놀이를 하는데 공중으로 올리는 

꽃불이외에 특별설비의 꽃불과 물 속 꽃불 등이 있어서 대단

히 굉장하다더라.

▲한양공원의 화연(火烟)
십구일의 꽃불을 또 십구일은 한양공원에서 주야로 불놀이를 

하는데 회장과 공원에서 서로 탐조등을 교차하는 동시에 불놀

이의 경정(쟁)을 하는데 그 장관은 형용할 수 없다더라.22)

총독부는 경회루와 함께 한양공원23)에서도 불꽃놀이를 벌이는 동시에, 공

진회장과 공원 각각에 탐조등(探照燈)을 설치하여 서로를 교차하며 빛을 비

추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러한 행사는 조선 역사 이래 초유의 행사

로서 공진회를 관람한 사람들의 넋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광경이었다.24) 

21)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15. 7. 1.
22) 『매일신보(每日申報)』, .
23) 한양공원은 공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비된 남산의 공원이며, 공진회 이후 본격적으

로 정비되어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이후 한양공원은 도심부의 
행사를 알리거나 이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서영애, 손용훈, “남산공원 태동기
의 공간별 활용 유형–1883~1917년 까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1(1), 2013, p.33.)

24)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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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공진회 기간 전등으로 장식된 경회루

(출처: 부산박물관(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 풍경』 8, 부산: 민속원, p.330.)

그림 Ⅲ-8. 조선물산공진회 기간 장식된 경회루와 불꽃놀이

(출처: 『매일신보(每日申報)』, 1915. 9. 15.)



- 47 -

2. 상업 공간의 야간경관과 번화한 분위기 

일제식민지기 서울의 생활권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두 곳으로 나뉘었다. 

청계천 이북은 종로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 사람 중심의 거주지역인 북촌이

다. 반면 청계천을 경계로 남쪽에 존재하는 남촌은 개항 이후부터 일본인 

중심의 거주 지역이었다. 남촌은 본정(오늘날 충무로)을 중심으로 남산 기슭

을 이르는 공간에 형성되었다. 종로와 본정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생활권으

로 나뉘기도 했지만, 근대적인 상품이 소비되고 전시되는 대표적인 상업 공

간이기도 했다. 서울은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업화와 소비 대자본의 출

현으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된다.25) 자본주의에 의해 서울은 

감각적이면서 환상적인 상품의 유혹과 근대적 소비 욕망이 들끓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소비 문화가 새로운 도시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문

화정치 이후 도시 사회가 점차 외견상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대중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26)

처음으로 도시 소비 문화가 나타난 곳은 본정 지역이었다. 본정은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상업 공간이 발달했다. 하지만 당시 

이 지역은 서울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27) 때문

에 대다수의 본정 상인들은 서울에서 영구적인 기반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일확천금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다. 본정이 본격적으로 근대적

인 상업 공간의 모습을 갖춰 간 것은 1910년 국권 침탈 이후다. 국권 침탈 

이후 전차 선로가 거류지에 부설되고, 1912년 시구 개정을 통해 남촌의 도

25) 김백영,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와 식민지 대중의 도시경험,” 『사회와 역사』75, 2007, 
pp.80-82.

2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30. 일제강점기 서울 도시문화와 일상생활,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p.401.

27) 특히 본정의 진고개(현재 충무로 2가)는 남산으로 인해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적 특징으로 인하여 비가 올 때마다 남산에서 다량의 빗
물이 흘러내려 매번 범람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진고개 길은 늘 질척거리는 상태의 도
로라는 데에서 그 이름이 붙었으며, 비가 올 때면 장화가 없이는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
의 길이었다고 한다. (이연경, “한성부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 1885년~1910년까
지 도시환경변화의 성격과 의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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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다수 개수됨에 따라서 이 지역이 서울의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게 된 

것이다.28) 더불어 경성역에서 남대문을 지나 본정으로 이어지는 최단 거리

의 유통로가 다져지게 되면서 본정 상업 공간의 번성을 뒷받침했다.

우리내 상점에도 있지만 진고개서 사가지고 가야 짜장 서울구

경을 한 보람이 있고 자랑거리가 된다 하여, 시골사람 독특의 

우월감(優越感)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스

면 고만 넉을 일코 말게 되면 거기서 한 가지라도 사야 마음

이 풀이게 되는 것이다.29)

요사이 우리 사람들은 외국 물건이라 하면 입 다 거물고 다투

어서 사 쓰는 경향이 있으며 그와 동시에 같은 외국 물건이라

도 기어이 본정 등지에 가서 사오는 형편이 많다.30)

이처럼 본정이 일제식민지기 이후 근대 도시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근대 소비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본정 등지에 가서 구매를 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일

본인 상업 공간에서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유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정이 근대적인 도시적 외양을 갖추게 되면서 상업 경관 그 자체가 사람들

이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야간경관의 모습은 어

떠했는가? 본정은 1901년 상점가에 전등 가로등이 생긴 이후 지역의 발전

에 따라 가로등의 수가 점점 늘어갔다. 하지만 야간경관에 변화가 온 것은 

1928년 10월 11일 본정에 영란등(鈴蘭燈)31)이 설치되면서부터다.

28) 전우용, “종로와 본정 –식민도시 경성의 두 얼굴,” 『역사와 현실』40, 2001, 
pp.165-180.

29) 鄭秀日, “진고개, 서울맛·서울情調,” 『별건곤(別乾坤)』23, 1929.
30) 『동아일보(東亞日報)』 1922. 11. 22.
31) 영란등은 1924년 교토전등회사(京都電燈會社)가 상점가에 적절한 가로등의 모양을 연구

한 결과이다. 아치형이 적당하다는 연구의 결론에 따라 전등회사는 교토제국대학 건축학
과 교수였던 다케다 고이치(武田五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였고, 아르누보의 영향을 강
하게 받은 다케다 고이치는 영란(鈴蘭. 은방울꽃) 모양의 가로등을 디자인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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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본정 입구의 영란등

(출처: 부산박물관(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 풍경』 1, 부산: 민속원, p.91.)

경성의 명물 혼부라(本ぶら)의 입구 본정 1정목 정내에서는 

어대전기념으로 얼마 전부터 각 상점 띄엄띄엄 10간 마다 녹

색의 미려한 영란촉광등을 설치했다. 10일 시등을 하고 11일 

일제히 점화해 경성의 명물 혼부라 일색채를 더하게 되었

다.32)

기사를 통해 본정 1정목 입구에 아치형 영란등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영란등은 은방울꽃 모양의 아치형으로 만들어진 가로등이다. 영란등은 

본정 1정목에 설치된 이후 1930년대가 되면서 본정 주요 번화가에 유행처

럼 설치가 되었다.33) 거리의 좌측과 우측에 하나씩 두 개의 가로등이 한 쌍

으로 불완전한 아치 형태로 구성되는데, 당시 매체에서는 이를 “일루미네이

션의 터널”34)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일본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으며 4년 후 경성의 본정에 상륙 했다. (여환
진, “본정(本町)과 종로(鐘路): 재현을 통해 본 1930년대 경성 “번화가”의 형성과 변
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15-116.)

32) 『경성일보(京城日報)』 1928. 10. 9.
33)  여환진, 위의 논문, p.116.
34) 『경성일보(京城日報)』 192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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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본정 거리에 설치된 영란등의 모습

(출처: 京城電氣株式會社(1929) 『電氣株式會社二十年沿革史』, 東京 : 京城電氣株式會社, p.33.)

그림 Ⅲ-11. 문광당(文光堂) 서점 앞에 설치된 영란등의 모습

(출처: 山田勇雄(1937) 『大京城寫眞帖』, 京城 : 中央情報鮮溝支社.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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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본정 거리에 설치된 영란등의 모습

(출처: http://www.tobunken-archives.jp)

진고개(泥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남산(木覓山)
을 등에 지고 압흐로는 북악(北岳)을 안고 안저 잇는 실로 요

충지이다. (중략) 그래서 진고개라는 일홈은 본정(本町)으로 

변하고 소슬대문 줄행랑이 변하야 이층집 삼층집으로 변작이 

되며 딸아 「청사초롱」 재명등은 천백촉의 뎐등(電燈)으로 

밧귀고 보니 그야말로 불야성(不夜城)의 별텬디(別天地)로 변

하야 바렷다. 지금 그 곳을 들어스면 조선을 떠나 일본에 려

행이나 온 늣김이 잇다.35) 

가로와 상점의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룬 본정의 야간경관은 마치 “조선을 

떠나 일본 여행을 온 느낌” 또는 현세상이 아닌 “별천지(別天地)에 들어선 

느낌”을 가지게 할 만큼 화려했다. 이처럼 영란등은 도시 기반시설로서 역할

을 하기 보다는 상점이 늘어선 가로에 번화한 인상을 주는 장치였으며 본정

의 중요한 구경거리였다. 야간경관이 서울 어느 지역보다 화려했기 때문에 

본정은 밤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였다. 

35) 鄭秀日, “진고개, 서울맛·서울情調,” 『별건곤(別乾坤)』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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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하(初夏)의 거리를 꾸미는 청, 황, 록 등(燈)의 광채를 발사

하는 네온사인. 이것은 이름부터가 현대적인 것과 같이 ‘네온

사인’은 실로 현대 도시를 장식하는 가장 진보적 조명품이다. 
얼핏 보면 비상히 자극적인 듯한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어디까

지 맑고 찬 네온사인은 정히 현대인의 신경을 상징한다.36) 

밤하늘을 채색하는 찬란한 일류미네이션의 사람의 눈을 현혹

케 하는 변화 (중략) 이것들은 센서블한 도시인의 마음으로 

향하여 버려진 데파트멘트의 말초 신경이다.37)

또한 백화점, 극장, 카페와 같이 근대적 소비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야간경관의 모습은 점점 더 화려해지기 시작한다. 근

대 상품경제 속에서 상업 공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소비 욕망을 자극해야 

했고 이에 따라 조명 장식은 점점 화려해져 간 것이다. 본정의 밤거리에 ‘네

온(neon sign)’이 비치게 된 것은 1920년대 말이었다.38) 본정에 처음 네온

사인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일종 근대색이라 할 만하다”39)고 할 정도로 

네온은 근대 그 자체의 도시 경관을 선사했으며, 새로운 도시적 감흥을 선

사했다. 이후 네온 장식은 본정이 아닌 다른 상업 공간에서도 빠르게 대중

화되었다.

36) “하기 과학상식,” 『신민(新民)』 7, 1931.
37) 김기림, 『도시 풍경』, 김기림전집 5, 서울: 심설당, 1988, p.386.
38) 한국에 네온사인이 설치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당시 기사에 등장하는 네온사인

에 대한 기록으로 한국에 네온사인이 설치 된 시기가 1920년대 말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대중화는 1934년에서 1936년 사이라고 예상 수 있을 뿐이다. (여환진, “본
정(本町)과 종로(鐘路): 재현을 통해 본 1930년대 경성 “번화가”의 형성과 변용,”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21.)

39) “조명계의 여왕 네온사인,” 『신민(新民)』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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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영란등과 네온 장식

(출처: 京城電氣株式會社(1935) 『伸び行く京城電氣』, 京城 : 京城電氣株式會社, p.108.)

그림 Ⅲ-14. 영란등과 네온 장식

(출처: 山田勇雄(1937) 『大京城寫眞帖』, 京城 : 中央情報鮮溝支社.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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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진고개를 중심으로 하는 남촌에는 백화점과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

가가 즐비했으며 웨츄레스(waitress)들이 시중을 드는 카페가 주종을 이루었

다. 반면에 종로통을 중심으로 하는 북촌은 선술집이나 빙수 가게처럼 서민

적인 가게나 조선 기생들이 나오는 요리집이 많았다. 

진고개! 진고개!! 판국이 기우러지자 일홈까지 밧귀인 진고개

는 지금은 조선의 상권을 독차지한 곳이다. (중략) 들어서 보

면 휘황찬란하고 으리으리하며 풍성풍성한 품이 실로 조선 사

람들이 몃백년을 두고 맨드러 노앗다는 북촌 일대에 비하야 

얼마나 장한지 견주어 말할 배 못된다. 종로 네거리 우리 동

포들의 상점 지대로부터 북촌 일대의 훵덩그러케 비인 듯하며 

어둠짐침한 그것에 비하야 모든 사람의 눈을 현혹케하야 말하

지 안는그 광경에 우리는 우리 정신까지도 전부 거기에 빼앗

기고 마는 것이다.40) 

당시 “남촌에 카페, 북촌에 빙수 가게”41)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진고개의 

번화함에 비해 종로는 “전근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불완전한 근대의 모습”42)

이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생활권에 나타나는 도시 경관의 차이는 밤이 되

면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경성 중에도 남촌인 본정 혹은 황금정, 태평통, 남대문 

등지에는 가로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가로의 미화로 보든지 밤

거리의 화려 찬란한 것으로 보든지 도회지로서 손색이 없으나 

대경성의 중앙지대인 종로일대에는 아직까지도 가로등하나 볼 

수 없어서 어떠한 점으로 보든지 적막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바 식자간에는 종로일대 가로등 설치문제가 항상 화제에 오르

고 있으나 비용관계로 그 실시를 보지 못하였는데 요사이에 

40) 鄭秀日, “진고개, 서울맛·서울情調,” 『별건곤(別乾坤)』23, 1929.
41) 김명환, 김중식, 『서울의 밤문화』, 서울: 생각의 나무, 2006, p.47.
42) 신명직,『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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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종로에 설치된 가로등

(출처: 京城電氣株式會社(1935) 『伸び行く京城電氣』, 京城 : 京城電氣株式會社, p.131.)

이르러 이를 촉진 실현케 하고자 관제 방면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 먼저 종로서 앞으로부터 탑골공원 앞까지 각연도에 경

비 약 1만원으로 가로등 604본을 가설하고자 계획중인데(후
략).43)

당시 전등 시설의 설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당시 

일제가 일본인 거류지가 몰려 있는 남촌 방면에는 전기 시설을 대량으로 만

들면서도 종로 등 북촌 쪽에는 1930년대 중반까지 가로등 가설을 미루는 

차별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44) 위의 기사가 쓰인 1934년의 본정, 황금정, 

태평통, 남대문은 가로등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도회지로서 손색이 없는 반

면, 종로에는 가로등이 없어 지역적 격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종로에 최초

로 가로등이 가설 된것은 1935년 7월 4일이 되어서다. 

하지만 가로등 가설에 대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했다고 해서 종로에 야간

경관 또는 그 경관을 즐기는 문화조차 부재했다고 할 수 없다. 밤의 경성에

43)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34. 11. 24.
44) 한국전력공사, 『韓國電氣百年史』, 서울: 한국전력공사, 1989,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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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로와 상접의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루었던 본정이 남촌의 구경거리였다

면, 북촌에서는 야시(夜市)가 종로의 명물이었다.45) 종로의 야시는 1916년 

6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46) 북촌 상업거리의 번성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야시는 종로 네거리에서 파고다공원 구간에 개설되었고 일반적으로 오후 7

시부터 12시까지 열렸다.

종로야시는 경성의 명물인 동시에 조선으로서도 적지안흔 명

물의 하나이다. (중략) 야시라고하면 경성의 종로, 이 종로통

에서도 종각모퉁이부터 종로3정목까지를 말한다. (중략) 굵지

못한 기둥, 이것을 네 개쯤 세우고 우로 천정을 만들만한 가

로질른 나무를 걸친뒤에 여기에 전등 한개쯤 달어노코 물건을 

벌려논 일렬종대의 진을 쳐노면 사람은 블르기를 야시장이라

고 한다.47)

이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야시 점포의 형태는 오늘날의 노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굵지 않은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 천장을 가로지르는 나무를 

걸친 다음 여기에 광목 포대를 둘러쳐 임시 점포의 형태를 갖추고, 여기에 

전등을 1개씩 달아놓고 물건을 늘어놓으면 야시 점포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도쿄(東京)의 야시의 모습을 그대로 따다놓은 것으

로, 야시 노점은 이러한 형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줄곧 이 형태를 유지

했다.48)

45)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146.

46) 서울에서 최초로 열린 야시는 1914년 태평통 야시다. 태평통 야시는 매년 봄, 여름 주
로 일본인들이 밤나들이를 하여 더위와 권태로움을 달래던 곳이었다. 종로 야시는 태평
통 야시에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
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163.)

47) “夜市塲에 보내는 말(1) 名物로서의"夜市" 여름과 鍾路와 夜市,” 『동아일보(東亞日
報)』, 1938. 7. 9.

48) 이경민, 『경성, 카메라 산책』, 서울: 아카이브북스, 2012,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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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종로에 설치된 가로등

(출처: 김명환, 김중식(2006) 『서울의 밤문화』, 서울: 생각의 나무, p.36.)

야시를 처음 여는 날이라 산보 겸하여 구경나온 사람들은 남

녀노소를 합하여 오륙천명에 달하였고, 휘황찬란한 등불은 별

이 총총 박힌 하늘을 거꾸로 놓은 듯하였고, 와각와각하는 사

람의 소리에 간혹 자동차, 인력거의 오고가는 소리가 어우러

져 새삼스럽게 서울의 번화함을 한층 더하는 듯 하였더라.49)

야시에서는 고객도 없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놀라운 정력을 가

지고 그 깨어진 금속성을 짜서 아-스쿠리, 아-스쿠리를 반복

한다. (중략) 어슴푸레한 은회색의 하늘 위에 붉고 푸른 일류

미네이션들이 분주하게 돌아가며 (중략) 시민의 모든 계급과 

종류가 거리에 넘쳐흐른다.50)

야시는 개장 첫날부터 수만의 인파가 몰려들어 불과 열흘 만에 야시 구역

을 확장하는 등 대단한 인파를 모으며 번성했다.51) 하지만 야시의 경우 노

점의 형태에 불과했으며 전등 설비 또한 점포의 수에 비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정의 야간경관에 비하면 보잘 것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49) 『동아일보(東亞日報)』 1920. 5. 3.
50) 김기림, 『바다의 유혹』, 김기림 전집 5, 서울: 심설당, 1988, p.324.
51) 『동아일보(東亞日報)』, 193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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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8. 야시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출처: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16. 7. 23.)

그림 Ⅲ-17. 종로의 야시

(출처: 영화 <경성> 

(재인용: 여환진, “본정(本町)과 종로(鐘路): 재현을 통해 본 1930년대 경성 “번화가”의 형성과 

변용,”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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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격적인 소비의 공간으로서 창경원 야앵

창경원(昌慶苑) 밤 벚꽃놀이 ‘야앵(夜櫻)’은 경성의 대표적 야간경관이자 

상춘 문화다. 야앵의 중요한 경관 요소인 벚나무는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변

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식수되었다. 창경원에 벚나무가 식수된 것은 

1909년경이었지만,52) 이전부터 벚꽃 명소로 명성을 누리던 왜성대(倭城臺)

의 벚나무가 고사하고 나서야 창경원이 벚꽃놀이를 위한 장소로 주목받았

다.53) 경성 부민들은 이전엔 보지 못했던 벚꽃의 화려함에 매료되었고, 창경

원은 벚꽃 명소로 빠르게 인식되었다. 일찍이 관앵(觀櫻)이 경성의 상춘 문

화로 자리 잡은 데 비해, 야앵은 본래 공식적 행사가 아니었다. 야앵은 일부 

일본인 특권층이 비공식적으로 창경원 벚나무 아래에서 밤새 술자리를 벌인 

것이 그 시초인데, 이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게 되고 창경원을 밤에도 개방

하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야앵이 시작된 것이다.54)

공식적으로 야앵은 1924년 4월 20일 처음 시작되었다. 1912년부터 본격

적으로 시작된 창경원 관앵은 경성의 큰 유행이었지만, 야앵이 시작되면서 

관앵은 야앵의 인기를 따라오지 못했다. 그 이유를 야앵의 화려한 경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살펴보면, 야앵의 경관은 해가 갈수록 화

려해진다. 『매일신보』에 따르면, 창경원은 작년보다 더 많은 상춘객이 방

문할 것을 예상해 “길을 넓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를 조성하는 준비”

하는가 하면, “만 명 이상의 상춘객을 수용하기 위해 동물원 일부를 옮기고 

큰 마당을 만들 계획”55)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기사에는 야앵 경관을 작년

52) 창경원에 벚나무를 심게 된 계기는 1909년 개원식에 참관한 일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일
본식 정원으로 꾸밀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신사를 비롯하
여 명승지나 공원에 벚나무 식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창경원 내의 벚꽃 식수
는 시간 문제였을 뿐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여겨진다. (김현숙,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夜櫻,” 『한국근현대미술사학』19, 2008, p.146.)

53) 1908-9년경 창경원에 심긴 300그루의 벚나무가 벚꽃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
게 된 것은 1912년이 되어서다. (김정은, “한일 상춘문화와 근대,” 『일본문화』22, 
2014, pp.94-100.) 

54) 김현숙,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夜櫻,” 『한국근현대미술사학』19, 2008, p.147.
55) “화신을 고대하고 있는 창경원의 불야성, 금년에는 모든 것을 확장하여 작년보다 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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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해마다 200

주씩 보식하던 벚나무를 400주로 늘려 심었으며, 나무 위에는 강촉전등(絳
燭電燈)을 달아 작년보다 한층 불야성(不夜城)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

운다. 야앵의 현란한 전등 장식은 관앵에서는 볼 수 없는 창경원의 또 다른 

매력적인 경관을 만들어낸다.

경성 시민의 봄놀이터 창경원에는 봄을 지극히 아름답게 장식

하는 “사쿠라” 꽃이 가지마다 매여 달려 꽃의 나라가 되었다. 
오늘 밤부터의 창경원은 꽃을 탐하는 띄끝에 시들린 시민의 

눈을 끌고자 꽃구름 사이로 전등 빛이 반짝거리고 (중략) 곳
곳마다 “일미네순”이 있어 창경원의 야경은 지극히 아름답게 

되었다.56)

봄이 왔다! 봄이 왔다! 창경원(昌慶苑)을 벚꽃 필 때에 수 주

일 동안 밤에도 연다. (중략) 수천 개의 전등을 장식하여 흥

치를 돋우기로 이왕직과 장회의에서는 의론이 일치되어 임의 

그 시행 방법을 강구 중이라 하니 금년 봄놀이에는 한 흥치가 

더하리라더라.57)

박물관 광장에는 너비가 10간이나 되는 연무장을 방금 축조 

중인데, 3만 와트의 강전광을 조명하야 그 아래 춘당지에 반

영케 하리라고 한다. 식물원의 대온실과 폭탄(포탄)이 떨어지

면서 폭발하야 화원이 나타나게 나는 듯이 표환하는 동물원의 

전기장식도 볼만할 터이며, (중략) 창경원 안에 사용될 조명

전기가 18만 와트의 촉광이 환하게 비취일터임으로 불야성을 

이루리라고 한다.58)

화려하게 한다,”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25. 2. 18.
56) 『동아일보(東亞日報)』, 1925. 4. 25.
57) 『동아일보(東亞日報)』, 1924. 3. 11.
58) 『동아일보(東亞日報)』, 193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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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창경원 벚꽃과 전등이 장식된 모습

(출처: 부산박물관(2009)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 풍경』 4, 부산: 민속원, p.11.)

여러 매체는 매년 창경원의 확충된 각종 설비 시설을 광고하여 야앵 경관

의 화려함을 강조하는데, 그중에서도 ‘조명’의 설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전등 빛, 전기 장식, 일미네순(illumination), 네온사인, 불야성 등의 표현으

로 설명되는 야앵의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

경원을 장식하고 상춘객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 창경원에 전시된 스펙터클임

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 경성이 외국인의 눈에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저

녁이 되면 완전한 정적을 이루었던 도시였음을 미루어 볼 때,59) 화려한 조

명 장식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밤의 경관은 상춘객의 발걸음을 창경원으로 

끌어당기기에 충분했다.

59) 서울 밤의 정적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사람의 소리란 전혀 들을 수 없었고 거리에는 

어두움이 덮여 창틈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듯 깊은 

고요는 대종의 요란스러운 소리가 진동하듯 울리는 이른 새벽에 비로소 끝나는 것이

다. (Isabella Bird Bishop,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인화 옮김, 서울: 살림, 1994, 
p.62;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경성의 도시공간을 중
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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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창경원 벚꽃과 전등이 장식된 모습

(출처: http://dl.ndl.go.jp/)

그림 Ⅲ-21. 창경원 야앵

(출처: 『동아일보(東亞日報)』 1933. 4. 25.)



- 63 -

그림 Ⅲ-22. 창경원 야앵 기간 전등이 장식된 모습과 상춘객

(출처: 『동아일보(東亞日報)』 1936. 4. 29.)

그림 Ⅲ-23. 야앵을 앞두고 조명 설치에 바쁜 창경원

(출처: 『조선일보(朝鮮日報)』 193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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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4. 창경원 전등이 장식된 모습과 상춘객

(출처: 『동아일보(東亞日報)』 1935. 4. 12.)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시 매체에서 야앵의 상춘객 수를 적극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상춘객의 수를 기사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은 당시 사

람들에게 군중의 무리가 벚꽃만큼이나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는 것을 의미

한다. 군중은 단순히 야앵을 즐기는 관람객의 차원을 넘어서서 야앵의 경관

을 구성하는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된다.

창경원 벚꽃 철의 야간 개원은 지난 24일에 비롯하여 5월1일
까지 (중략) 9일간 입원자 총계는 주간114,260인 야간 

145,953인으로 도합 260,213인이오, 그 입장요금이 5전, 10
전이 23801원에 달하여 창경원 돈벌이가 제일 좋은 때였

다.60)

형형색색의 가지각색 옷을 입은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어린 애, 중국사람, 서양사람, 조선사람, 기생, 여학생, 갈보, 

60) “창경원 꽃 구경꾼 八日간 二十六萬名,” 『동아일보(東亞日報)』, 1933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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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종, 월급쟁이, 집주름, 학생, 신사, 병정, 순사, 무엇 무엇… 
이리하여 그 수가 많다는 형용을 초월하야 줄기줄기 쏠려 다

닌다.61)

야앵이 시작되면 창경원은 “장안 남녀가 모두 나온듯한 인파만경”62)을 이

룬다. 『별건곤(別乾坤)』에 따르면, 다양한 성별, 나이, 국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창경원으로 몰려들어 야앵을 관람한다. 특히 관앵보다 야앵을 찾

는 상춘객의 수가 많았다는 점에서63) 야앵은 관앵보다 더 다양한 유형의 사

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장이 된다.

61) “본사 여기자의 불량신사 검거록,” 『별건곤(別乾坤)』40호, 1931. 5. 1.
62) “봄에 취하여 꽃에 취하여 창경원내에 인파만경(人波萬頃). 장안 남녀가 모두 나온듯한 

소,” 『동아일보(東亞日報)』, 1928. 4. 23.
63) 야앵이 처음 시작된 1924년에는 상춘객의 수가 주간 69,927명, 야간 61,941명으로 주

간 상춘객의 수가 약 8,000명 더 많았으나, 다음 해부터 야앵 상춘객이 점차 증가하여 
1925년에는 약 1만 3천 명, 1934년에는 5만 5천 명이 관앵의 상춘객 수보다 더 많았
다. (오창영, 『한국 동식물원 80년사: 창경원 편』, 서울: 서울특별시, 199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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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구경거리가 된 야앵의 상춘객

(출처: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4. 12.)

그림 Ⅲ-26. 구경거리가 된 야앵의 상춘객

(출처: 『조선일보(朝鮮日報)』1934. 4. 23.)

그림 Ⅲ-27. 구경거리가 된 야앵의 상춘객

(출처: 『조선일보(朝鮮日報)』193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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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앵의 경관을 구성하는 또 다른 구경거리는 여러 가지 일시적 이벤트들

이다. 야앵을 계기로 본격적인 유흥과 볼거리가 창경원에 만들어진 것이

다.64) 화려한 이벤트의 스펙터클과 이를 좇아 무리지어 흐르는 군중의 모습

은 창경원을 하룻밤의 환락장으로 만들어낸다. 

30만 경성시민이 손꼽아 기다리는 밤의 환락장 창경원의 금

년 야행대회 (중략) 창경원에는 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휘황찬

란한 전등 조명 장치를 한 이외에 박물관 앞 광장에는 음악당

을 설치하야 여흥으로 이왕가의 조선아악과 양악을 연주할 터

이며, 또 동물원 앞 광장에는 여러 가지 활동사진을 영사도 

하고, 휴식소에는 라디오의 설비까지 하는데, 금년에도 역시 

밤마다 만경 인파로 대혼잡을 이룰 것이 지금부터 예상된

다.65)

다리! 눈눈눈! 장소는 창경원―시간은 삼일밤 아홉시 십일초

겨우 가리울데만 얄팍하게 가리운 굴직굴직 한 여자들의 다리

춤이 시작된 때는 어느 틈엔 지연무장에는 펭귄이란 새떼같이 

군중이 모여들었다.
저다리! 저다리! 이것은 군중의 외침이고 (중략) 이리하여 광

란의 봄은 레뷰걸의 다리를 지나간다.66)

창경원의 "밤벚꽃"은 경성시민에게 해마다 나리는 동원령이다. 
(중략) 그러나 이 앞으로 지나는 사람들 옆 눈으로 보는 둥 

마는 둥 연예장으로 걸음을 빨리한다. 이는 "밤벚꽃"이지 기실

은 연예의 구경인 모양. 소녀 하나가 무대에 나타나서 “촬스

딴스”를 자유자재로 뽐내여 보이자 관중은 숨을 죽이고 있는

데 삽시간에 암흑세계로 되었다.67)

64) 김정은, “일제강점기 창경원의 이미지와 유원지 문화,” 『한국조경학회』43(6), 2015, 
p.172. 

65) “花城日을 창경 夜櫻. 來 20일에 열게 된다고,” 『조선일보(朝鮮日報)』, 1929. 4. 15. 
66) 『조선일보(朝鮮日報)』, 193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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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 따르면, 휘황찬란한 전등 장식 이외에도 박물관 앞 광장에 설

치된 음악당에서는 조선 아악과 양악 연주로 상춘객의 흥을 돋우고, 또 다

른 광장에서는 라디오와 활동사진이 상영되기도 했다. 그중에서 군중에게 

특히 인기 있는 이벤트는 레뷰(revue) 공연이었다.68)

레뷰는 전통 무용, 가부키 같은 일본의 전통 연행, 서양 음악과 춤, 마술

과 곡예 등 서로 이질적인 내용의 연행이 이어지는 공연이다.69) 이처럼 레

뷰 무대의 비인과적인 성격은 공연을 관람하는 관중의 관람 양태에도 영향

을 미치는데, 이처럼 “진중한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람성, 동일시의 단

일한 축에 결박되지 않고 분절된 장면 사이를 유랑하는 것은 비단 레뷰화된 

특별 프로그램 공연만이 아니라 창경원 벚꽃놀이 전체의 관람성”70)이기도 

했다.

67) “춘당지에 오색홍탑 화광(花光)에 월색(月色)도 무위(無爲) 야앵의 제 1야,” 『동아일보
(東亞日報)』1935. 4. 12.

68) 레뷰는 불란서에서 시작된 것으로 처음에는 서사적 문제를 풍자한 독립적인 흥행물이었
다. 미국에서는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 스테이지 쇼 스타일로 빠르게 진행되는 스피드의 
레뷰를 선보여 흥행에 성공하였고 이것이 일본을 거쳐 조선에 들어왔다(“레뷰―의 근대
성,” 『별건곤(別乾坤)』 20호, 1929.).

69) 『동아일보(東亞日報)』 1935. 4. 12.
70) 김현숙,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夜櫻,” 『한국근현대미술사학』19, 2008,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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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8. 야앵 기간 레뷰 공연과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눈 

(출처: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4. 15.)

그림 Ⅲ-29. 야앵을 즐기는 상춘객과 레뷰 공연장의 모습 

(출처: 『조선일보(朝鮮日報)』 193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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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大京城明りの名所(대경성의 빛나는 명소)

(출처: 京城電氣株式會社(1935) 『伸び行く京城電氣』, 京城 : 京城電氣株式會社, pp.106-107.)

Ⅳ. 근대기 야간경관의 의미

근대기의 야간경관은 월광이나 성광과 같이 자연물이 광원이 되는 전통적

인 야간경관과 비교할 때 물리적인 차원에서 근대적이고 진보한 양상을 보

인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전통적인 시간관이 근대적 시간관으로 전복되면서 

야간경관은 당시 사람들의 자유로운 밤 시간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된다. 

이처럼 야간경관은 도시의 시공간적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다른 

근대 경관보다 강력한 근대성을 지니게 된다.

 

근대기 야간경관의 근대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야간경관을 통해 사람들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서 야간경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야간경관을 감상하는 그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 문화로서 야간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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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야간경관은 사람들에게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매체적 

의미를 가진다. 경관에 내포된 의미를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

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관을 이용하여 의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

는 방식은 특히 경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에 그 성격이 강해진다. 한 

시대의 권력자에 의해 그의 사상이나 의견을 가시화하는 용도로 경관이 사

용되는 것이 그러한 경우인데, 본 연구가 다루는 시간 범위 내에서 도시 야

간경관의 조성에 절대적 권력을 가진 주체는 국권 침탈을 기점으로 고종과 

일제로 나뉜다. 본 연구가 다루는 범위 내에서 매체적 의미를 가지는 야간

경관으로는 1900년 고종에 의해 종로에 조성된 야간경관과 1915년 일제에 

의해 개최된 공진회의 야간경관이 있다.

근대기 야간경관이 가지는 근대성은 경관을 조성하는 사람의 의도를 사람

들에게 전달하는 매체성을 띄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근대화된 도시

의 새로운 정조(情調)”1)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당시 사람들에게 야간경관

이 불러일으키는 이 감정은 야간경관을 감상하는 행위에 근대 도시 문화라

는 역할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 도시 문화로서 야간경관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야간경관으로 인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

운 도시 문화가 생겨나는 경우와, 기존에 존재했던 문화가 야간경관으로 인

해 근대적 방식으로 변화하는 경우다. 전자의 사례는 일제식민지기 이전 진

고개 지역에서 일제식민지기 진고개가 개수된 본정까지 일본인이 터를 잡아 

운영했던 상업지역과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자리 잡아왔던 종로 상업지역의 

야간경관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창경원 야앵을 통해 전통적인 상춘문화가 

새로운 형태의 도시 문화로 변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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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체로서 야간경관

1900년 4월 종로에 전등 가로등이 가설된 것은 고종의 결정에 의해서였

다. 이때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밝아진 종로의 밤의 경관이 한국 최초의 근

대적 야간경관이다.2) 당시 궁궐 외부의 도시 공간에 전등 가로등을 가설하

면서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도

시의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주체가 고종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야간경관

이 조성되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고종이 의도하는 바가 반영되었을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종로에 가로등이 설치된 표면적인 이유는 전차의 야간 운행을 계기로 보

신각의 전차 매표소와 정거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 점에서 종로의 야간경

관은 전차의 부설과 긴밀한 관련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종

로에 야간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고종이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차의 부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전차 부설을 계획했을 당시 국내 상권은 크게 위축되고 있었다. 

개항 이후 외국인 상인들이 서울 시내에 자리잡게 되면서 국내 시장의 전통

적 유통 구조를 교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종은 전차를 통해 전통적 

상권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식산흥업(殖産興業)3)의 기반을 확보하

고 외세에 침식당하는 한국 상업 경제를 보호하고자 했다.4) 

이와 같은 고종의 의도는 전차 노선의 위치에서 잘 드러난다. 가장 먼저 

완공된 전차 노선은 종로를 따라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이 선로는 

2) 한국에 최초로 전등이 설치된 곳은 경복궁 건청궁이다. 하지만 궁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의 
성격상 일반 백성들이 감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로의 가로등이 최초의 근대적인 야간
경관이라 해석한다고 본 논문 Ⅱ장 2, 3절을 통해서 연구자는 주장한다.

3) 광무개혁(光武改革)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산업진흥책으로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
키자는 목표가 포함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섬유, 철도, 운수, 
금융 등 근대적 회사, 공장과 시설 마련을 지원하였다.

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2천년사』, 25. 근대 문물의 도입과 일상문화, 서울: 서울
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4,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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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9월 5일에 기공식을 한 후 다음해 1월에 완공되었으며, 8월에는 청

량리까지 이어졌다. 1899년 12월에는 종로에서 남대문을 지나 용산에 이르

는 선로가 완공되었으며 1900년에는 남대문과 서대문을 잇는 전차 선로가 

부설되었다. 이때 전차 노선이 지나는 길은 전통적으로 한국 상인들이 상품

의 이동을 위해 이용했던 운송로였다. 특히 남대문, 종로, 동대문은 도성 내 

3대 장터가 위치한 곳이다. 

전차가 쇠퇴하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울의 3대 장터인 남대문, 종

로, 동대문을 연결하였다면, 세 상권의 중심이 되는 종로 보신각에 설치된 

가로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종로는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서울의 

동서를 횡단하는 도성 내 중요 간선 도로였다. 또한 한국의 3대 전통 장터 

중에서도 특히 종로는 전국의 상품이 마포나 뚝섬 등지에 넘겨지면 이를 종

로에 자리 잡은 시전상인들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곳이었기 때

문에, 조선시대부터 많은 상점들이 분포한 서울의 가장 번화한 거리였다.5) 

이와 같이 종로와 종로 상권의 전통적 상징성을 미루어볼 때, 전차 노선 중

에서도 종로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대중에게 고종의 메시지를 전하기

에 적합했을 것이다. 당시 국내 상권이 외세에 밀려 침체되고 있었으며, 이

를 극복하기 위해 고종은 전차를 이용해 전통 상권을 연결했다. 그렇다면 

종로에 조성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에는 전통적으로 종로가 지녀온 

장소성을 강조하고 종로의 근대화를 사람들에게 가시화하여 종로 상권을 다

시 부흥시키고자 한 고종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로의 야

간경관은 당시 사람들에게 개화된 사회의 상징인 동시에, 고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이자, “자신들의 터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소망했던 동

경의 대상”6)이 되었다.

일제식민지기가 되면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주도권이 한국에서 일제로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121.
6) R. A. McLellan, “대한제국의 전등과 전력사업,” Cassier's Magazine22, 1902, 

pp.59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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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지게 된다. 1900년에 조성된 종로 야간경관은 고종이 의도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1915년 개최된 공진회의 야간경관에는 

일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영되었다. 

공진회는 일제식민지기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대규모 관제 행사다. 다시 

말해 공진회는 일제 통치의 업적을 내외국민에게 내보이는 기회인 것이다. 

야간경관을 포함한 공진회장의 모든 경관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게 됨으

로써 눈부시게 변한 조선의 모습을 만천하게 공개함으로써 과거 조선의 무

능함과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입증하고, 일본제국의 유능함을 과

시”7)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일제가 공진회의 야간경관을 통해 전

하고자 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진회를 위해 조성된 모

든 경관 변화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진회에 따른 도시 경관의 변화는 공진회장인 경복궁8)에만 한정되지 않

았으며, 그 범위가 도시적 규모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

인 변화로 1914년에 시행된 시구개수사업(市區改修事業)이 있다.9) 시구개

수사업은 남대문에서 황토현까지 잇는 태평통10)을 근대적 도로의 형태로 갖

7)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43.
8) 공진회가 개최된 장소는 경복궁이다. 경복궁은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고

종의 거처가 경운궁(慶運宮)으로 옮겨짐에 따라 중건된 지 30년 만에 정궁(正宮)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이는 총독부에 무용의 공간을 공진회를 통해 활용한다는 명분을 주기
에 충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의 위치 및 풍치, 교통의 편의, 
비용의 절감, 넓고 평탄한 부지 형태, 잔존한 고궁전각이 관람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진회장의 부지를 경복궁으로 정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선총독
부는 공진회를 위해 경복궁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경관을 변화시켰다. 공진회는 경복궁
의 대부분을 공진회장으로 사용하였다. 경복궁 127,000여 평 가운데 72,800평을 공진회
장 부지로 선정하고 장내 전시를 위해서 기존 건축물을 일부 이용하는 한편, 임시 건물
과 영구건물 총 6,000여 평 이상을 세웠다. (朝鮮總督府, 『市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
會報告書』 第1券, 1915, p.53.)

9) 송인호, 김제정, 최아신, “일제강점기 박람회의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 변동 -1915년 조선
물산공진회와 1929년 조선박람회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5, 2014, p.112. 

10) 태평통은 현재의 태평로다. 태평통의 개수공사는 1914년에 한 시구개정의 일환으로 이
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일제는 근대적인 가로 정비라고는 하나, 실은 남대문을 통과하여 
도심으로 들어서는 가로가, 조선 초기부터 이용하던 남대문로가 아니라 새로운 태평통
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가로 체계를 무시하고 식민지적인 가로 체계로 바꾼 
것이다. 태평통에는 이어서 광화문까지 길이 넓혀져서 1916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1926
년에 완공된 조선총독부가 곧장 이어지며, 경성부청사 등 일제의 주요 기관이 많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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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게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태평통의 변화는 공진회장인 경복궁 남측에 자

리한 육조거리11)의 변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시구 개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태평통은 전통적인 상업 가로인 남대문통과 비교할 때 상당

히 근대적인 도시 경관이었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라

면 한 번 달리고 싶은 매혹적인 길이었다.12) 이와 같이 도시 구조의 근대화

가 이루어지자 일제는 “비로소 한국을 일본과 나아가서는 세계에 내보일 만

반의 준비가 하여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보이기 위해 공진회를 마련한 

것”13)이다.

이처럼 공진회 기간에 새롭게 조성된 도시 경관은 단순히 일회적인 행사

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제 통치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경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야간경관도 마찬가지다. 공진회 야간경관은 공진회장 내부는 물

론 공진회장 외부의 도시 가로와 남산의 한양공원까지 광역적으로 조성되었

으며, 일제식민지기 이전의 야간경관과 비교해 보면 매우 장식적이고 진보

한 모습을 보인다. 이 또한 일제가 야간경관을 이용하여 공진회 관람객을 

현란한 근대 문명으로 압도하고 일제 통치로 이루어진 한국의 근대화를 내

보이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야간경관이 조성된 위치를 살펴보면, 일제가 야간경관을 통해 관

람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읽힌다. 특히 공진회가 야간 개

어섰다.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서울: 일지사, 1990, pp.98-114.)
11) 육조거리는 오늘날의 세종로로 광화문 앞에서 황토현(黃土峴, 현재 광화문사거리)까지에 

이르는 대로다. 1395년 정도전이 조선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고 때 한양으로 천도를 하
면서 조성한 거리로, 경복궁의 남쪽 정문인 광화문 앞 좌ㆍ우에 의정부를 비롯한 이조
ㆍ호조ㆍ예조ㆍ병조ㆍ형조ㆍ공조의 육조(六曺) 등 주요 관아가 건설되면서 형성되었다. 
임진왜란(1592년) 때 경복궁과 함께 화재 피해를 입었으나 19세기 말 흥선 대원군 때 
재건됐다가, 1910년 한일합병과 함께 실시한 일제의 새로운 행정개편에 따라 ‘광화문통’
으로 바뀌었다. (http://www.pmg.co.kr)

12) 태평통 길은 자동차 운전대에 안진 사람으로서는 한 번 달리고 싶은 좋은 길이었다. 
그는 광화문통에서 내려와서 종로로 가야만 한 것을 그 길의 매혹(魅惑) 때문에 태

평통으로 택시를 몰았다. (『조선일보(朝鮮日報)』, 1934. 7. 16.)
13) 목수현, 위의 논문,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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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실시하면서 남대문에서부터 공진회장으로 이르는 길이 전등으로 장식

되었다. 이때 남대문에서 공진회장 입구인 경복궁 광화문으로 이르는 길은 

1914년 시구개수사업으로 근대적 도로의 형태를 갖추게 된 태평통이다. 태

평통은 공진회를 통해 조선의 진보를 대외적으로 가시화하려는 일제의 의도

를 드러내기에 최적화된 공진회 입장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대문에서 경복궁으로 도달하는 전통적 노선에 

따르면 남대문로를 통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는 

남대문에서부터 광화문에 이르는 대로인 태평통에 야간경관을 조성했다. 공

진회장에 이르는 노선을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용해오던 남

대문로가 아니라 태평통을 선택해 강조한 것이다. 공진회장의 야간경관은 

일제식민지기 이전의 야간경관과 비교할 때 그 양상이 매우 장식적이고 화

려하다는 점에서 일제 통치로 인해 한국의 진보가 가능해졌음을 관람자게에 

과시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신작로를 전등불

로 장식한 것은 공진회 관람자로 하여금 시구개수사업을 통해 도시 구조의 

근대화를 이룩한 일제의 위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매체였다고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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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문화로서 야간경관

종로 상업 공간에는 1900년 고종에 의해서 전등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진

고개의 상업 공간은 상점가의 번화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상인들 스스로

가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진고개 지역에는 개항 이후 일확천금

의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 일본인이 대부분 거주했기 때문에, 낮은 물론

이고 밤 시간에도 손님을 끌어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 그 때문에 한성전기

회사(漢城電氣會社)가 1898년에 설립되고 곧이어 민간에게 전등 사업을 실

시하자, 진고개 지역 사람들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된 것이다. 장사의 성공

을 위하여 진고개 지역의 상인들은 전등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거리와 상점을 밝혀 야간경관을 조성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인 거류지의 

야간경관은 일제식민지기가 되면서 더욱 더 화려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국권 침탈 이후 본격적으로 본정의 상업 활동이 번성하게 되면서 상업 경

관 또한 점점 더 화려해졌다. 특히 일본인 대자본의 출현과 함께 백화점과 

같은 대형 소비 공간의 등장은 본정을 근대적 소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

김하게 했다.

또한 같은 시기 도시 산책이 당시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본정은 산책의 중심이 되는 번화가로 손색이 없었다. 

혼부라(本ぶら)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같은 시기다. 혼부라는 1920~30년

대 일본 긴자 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는 사람을 가리

키던 말인 긴부라(銀ぶら)라는 단어 대신 혼마치(本町), 즉 진고개를 구경 

다니는 군중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산책이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스펙터클이 도시에 펼쳐져 있을 때 비

로소 가능해진다. 본정의 상업 경관 중에서도 야간경관은 영란등의 설치와 

네온사인의 조기 도입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화려한 모습을 자랑했

다. 본정에 조성된 야간경관은 상점이 늘어선 가로에 번화한 인상을 주는 

장치이자, 특별한 볼일이 없어도 본정을 거닐게 만드는 하나의 맛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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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때문에 야간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저녁을 먹고 본정에 나가 바람을 

쏘이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유행이 되었다.15) 

본정의 야간경관 중에서도 특히 네온사인은 근대색이라 불릴 만큼 그 자

체가 “도시화의 상징”16)이자, 도시 사람들에게 “흥분의 자극제”17)로 작용했

다. 이처럼 “도시의 불빛이 만들어 내는 막연한 감흥”18)이 본정의 야간경관

이라는 근대적인 도시적 외양 그 자체를 감상하는 행위를 새로운 도시 문화

로 탄생하게 한 것이다. 

본정에 비해 그 모습이 초라하기는 했지만 종로의 야간경관도 일제식민지

기 이후 나름의 방식으로 점차 번화해져 갔다. 특히 야시가 열리는 밤이 되

면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종로로 향하여”19) 걸어 나왔다. 

야시는 상업 활동이 일어나는 생활 전선의 가장 첨예한 곳이기도 했지만, 

야시로 인해 만들어진 경관을 구경하면서 도시민들이 도시적 감성을 익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20) 야시가 시작되면 “살 것이 있거나 없거나 이 거리에 

나온 서울 사람들”21)은 “밝은 전등불, 싸구려 물건, 산보를 겸하여 구경나온 

사람들, 기생 행렬”22) 등의 구경거리로 가득 찬 야간경관을 보기 위해 종로

를 산책했다. 야시가 개최되면서 야시의 경관을 구경하기 위한 산책뿐만 아

니라 산책을 즐긴 후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야시에서 사온 싸구려 음식을 탑골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아 먹으면서 휴식

을 취하는 것이 야시 기간 동안에 종로에서 유행하는 문화의 한 유형이었

14)  “종散이 진散이,” 『별건곤(別乾坤)』, 1929. 9.
15) 저녁을 먹고나서 아내는 제의한다. 「여보 어디 답답해서 살겠오. 진고개에 나가서 

바람을 쏘이고 옵시다.」(김기림, 『바다의 유혹』, 김기림 전집 5, 서울: 심설당, 
1988, p.324.)

16) 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p.258.
17) 『동아일보(東亞日報)』, 1932. 11. 22.
18) 『동아일보(東亞日報)』, 1932. 11. 22.
19) “아스팔트를 걷는 친구,” 『별건곤(別乾坤)』, 1930. 8.
20)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146-147.
21) 유광열, “종로 네거리,” 『별건곤(別乾坤)』 1929. 9.
22) 『매일신보(每日申(新)報)』 19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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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3) 

이처럼 본정과 종로의 상업 공간에 조성된 야간경관은 백화점, 카페와 같

이 근대적 소비가 일어나는 상업 공간을 장식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새

로운 밤 문화를 만들어낼 만큼 야간경관 그 자체가 굉장한 구경거리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주거 공간의 변화가 매우 느린데 비해 상점이

나 술집과 같이 비일상적인 상업 공간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는 점

에서,24) 종로와 본정의 야간경관은 도시의 비일상적인 특별한 경험이자 도

시 문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로와 본정의 경우 야간경관으로 인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시 문화가 탄생했다면, 창경원 야앵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존재 해왔던 상

춘 문화가 야앵이라는 야간경관으로 인해 근대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여 근대 

도시 문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상업 공간의 야간경관과 다르게 창경원 야앵은 국권이 자국에서 일제로 

옮겨짐에 따라 한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궁궐에 조성된 야간경관이라

는 점에서 공진회의 야간경관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하지만 공진회 야간

경관이 일제가 의도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을 했다

면, 야앵은 창경원에서 야앵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대중의 청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관이라는 점에서 공진회의 야간경관과 방향을 달리한다.25) 또한 

23) 그 무서운 해가 인제야 젓습니다 그려! 피차에 이런 말을 하는 듯한 얼굴로 서늘한 

새모시를 입고 나서서 느럭느럭 천천한 거름으로 것는다. 그리면 「자아 들어오시오

-」 하고 탑동공원(塔洞公園)의 둥근 전등은 반짝 켜진다. K와 내가 야시에서 과물

(果物)을 사가지고 공원으로 들어가기는 아홉시 가까운 꽤 어두운 때이었다. (중략) 
열시가 지나면 이 공원에는 약속한 듯이 사람들이 더 많이 쏘다저 들어온다. 야시를 

한바퀴 돌아오거나 저녁일을 보아 노코 오는 사람이 만흔 까닭이다. (잔물, “公園情
操, 夏夜의 名” 公園,” 『개벽(開闢)』26, 1922. 8. 1.)

24) 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p.258.
25) 창경원의 벚나무는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식수되었다. 1908-9

년경 창경원에 심긴 300그루의 벚나무가 벚꽃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것
은 1912년이 되어서다. 창경원 관앵(觀櫻)이 일찍이 경성의 상춘 문화로 자리 잡은 데 
비해, 야앵은 본래 공식적 행사가 아니었다. 야앵은 일부 일본인 특권층이 비공식적으로 
창경원 벚나무 아래에서 밤새 술자리를 벌인 것이 그 시초인데, 이 사실이 대중에 알려
지게 되고 창경원을 밤에도 개방하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야앵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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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앵은 벚꽃을 매개로 하는 상춘문화(賞春文化)가 경관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진회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종로와 본정의 야간경관을 구경하면서 산책하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기도 

했지만, 봄이 오면 벚꽃이 만개한 창경원을 거니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큰 

유행이었다. 창경원의 벚꽃은 “봄을 맞이할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서울의 새로운 계절적 감격”26)이자, “창경원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

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도회인이 되는 것”27)이었다. 

창경원 벚꽃놀이 중에서도 특히 야앵은 처음 시작된 해인 1924년 6만 여 

명의 상춘객이 야앵 기간 동안 창경원을 다녀간 것을 시작으로 1932년이 

되면 11만여 명의 상춘객이 다녀갈 만큼 유행이었다. 이처럼 야앵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야간경관 때문이었다. 여러 매체는 매년 창경원의 

확충된 시설을 강조하면서 야앵 경관의 화려함을 광고했고, 그 중에서도 조

명의 설치가 매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때 조명은 단순히 밤을 밝히기 

위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창경원을 장식하고 상춘객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 

창경원에 전시된 구경거리였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경원 야앵의 경관은 화려한 조명과 만개한 

벚꽃, 활동사진, 연예장 공연 등의 화려한 구경거리와 이를 관람하는 군중의 

모습까지를 포함한다. 이처럼 야앵의 화려하고 소비적인 경관은 군중에게 

엄청난 시각적 자극을 야기하는데, 이에 따라 야앵을 즐기는 군중의 관람 

양태는 진중한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람성을 보였다. 야앵의 관람 양태

는 “자연을 관조적인 태도로 향유하는 전통적인 상춘의 방식”28)과는 정반대

로 근대적이고 소비적인 모습이다. 예컨대 관람객들은 벚꽃과 색색의 조명

으로 장식된 유리 탑이 만들어낸 화려한 야경에도 보는 둥 마는 둥 곁눈질

하며 빠르게 지나치며 총체적 경험보다는 파편화된 체험의 방식을 선택한 

26) 『별건곤(別乾坤)』 72, 위의 글.
27) 염상섭, “여름밤, 소하특집 양미만곡,”『동광(東光)』 , 1927. 8. 5.
28) 김해경, “벚꽃을 통해 본 근대 행락문화의 해석,” 『한국전통조경학회지』29(4), 2011,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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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9)

29) 창경원의 "밤벚꽃"은 경성시민에게 해마다 나리는 동원령이다. (중략) 정문을 들어

서면서 막바로 보이는 잔디밭 광장은 주위를 삑둘른 벚꽃의 하얀 울타리에 더 한층 

흥을 돋아주나 이 안에 머물은 자는 별로 볼 수 없다. (중략) 춘당지의 한편 가에 

슨 청홍녹황(靑紅綠黃)의 찬란한 십칠메돌의 유리탑은 검고 푸른 물에 광파를 던지

고 인적에 참을 깨친 금붕어들은 물위로 솟구치며 일조의 야경을 연출한다. 그러나 

이 앞으로 지나는 사람들 옆 눈으로 보는 둥 마는 둥 연예장으로 걸음을 빨리한다. 
이는 "밤벚꽃"이지 기실은 연예의 구경인 모양. 소녀 하나가 무대에 나타나서 “촬스

딴스”를 자유자재로 뽐내여 보이자 관중은 숨을 죽이고 있는데 삽시간에 암흑세계로 

되었다. (『동아일보(東亞日報)』, 193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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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근대기 서울의 야간경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이를 위해 

당시의 기록 및 사진을 통해 야간경관의 물리적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

펴보고 야간경관의 태동과 형성 과정을 이해했다. 또한 야간경관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당시의 도시·사회적 맥락에서 야간경관을 다시 한 번 검토했

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 최초로 전등이 설치된 1887년부터 일제식

민지기를 거쳐 일제에 독립하는 1945년까지이다.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범

위는 다시 국권 침탈 전후로 구분된다. 국권 침탈 이전 대부분의 야간경관

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고종에 의해서 조성된다. 한국에 전등이 최초로 설

치된 1887년 경복궁 건청궁과 1900년 종로 보신각에 설치 된 가로등이 대

표적인 경우이다. 이후 민간에 의해 조성된 야간경관은 1901년 일본인 상인

들에 의해 진고개 일대에 설치된 가로등이다. 

본 연구에서 국권 침탈 이후의 야간경관은 종로와 본정의 상업 공간, 창

경원 야앵, 공진회 기간 동안의 경복궁과 그 주변에 한정하여 다루었다. 국

권 침탈 이전의 야간경관이 단순히 가로등에 의해 조성되었다면, 일제식민

지기의 야간경관은 이전보다 더욱 진보적이고 장식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

히 주목할 점은 국권이 옮겨짐에 따라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주체 또한 

일제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공진회의 야간경관은 일제 통치의 위력을 선전

하기 위해 조성된 가장 대표적인 예다. 본정과 종로의 상업 공간에도 각자

의 모습대로 야간경관이 존재했지만, 일본인 거류지인 본정의 야간경관이 

월등히 화려했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대기의 야간경관은 월광이나 성광과 같이 자연물이 광원이 되는 전통적

인 야간경관에 비해 물리적 차원에서 근대적이고 진보한 양상을 보인다. 전

등은 당시 사람들에게 개화된 사회의 이기와 부국강병의 원동력으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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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마찬가지로 전등 불빛으로 밝아진 도시의 경관 역시 근대 그 자체

를 상징했다. 또한, 전등 빛이 만들어낸 불야성의 경관은 밤 시간동안 자유

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즉 근대 도시경관 중에서도 야간경관은 도시의 시공간적 근대화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근대 도시 경관보다도 중요하다. 이처럼 근대기 야

간경관이 가지는 근대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야간경관’이고, 다른 하나

는 당시 사람들에게 근대 도시의 정조를 일깨우는 ‘도시 문화로서 야간경관’

이다. 

먼저 야간경관은 경관을 조성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

는 매체의 성격을 띄었다. 특히 한 시대의 권력자에 의해 경관이 조성되는 

경우, 야간경관의 매체성은 그의 사상이나 의견을 가시화하는 용도로 사용

된다. 1900년 4월 고종의 결정에 따라 한국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이 종로

에 조성된다. 이때 종로 보신각에 조성된 야간경관은 전통적인 한국의 중심 

도로로서 종로가 가지는 장소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쇠퇴해가는 종로 상권

의 근대화를 당시 사람들에게 가시화하려는 고종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했

다. 1900년에 조성된 종로 야간경관이 고종이 의도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1915년 개최된 공진회의 야간경관은 일제가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영되었다. 공진회의 야간경관이 조성된 위치를 살

펴보면, 남대문을 시작해 태평로를 지나서 공진회장 입구인 경복궁까지의 

대로를 전등으로 장식해 야간경관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태평로는 시구개수사업을 통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신작로다. 태평로를 

따라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공진회 입장길로 강조했다는 점은 시구개수

사업을 통해 서울 도시 구조의 근대화를 이룩한 일제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야간경관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기도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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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기도 했다. 진고개 지역은 국권 침탈 이후 본격적

으로 상업 활동이 번성하게 되면서 상업 경관 또한 화려해져 갔다. 본정의 

상업 공간에 설치된 영란등과 네온사인의 근대적인 빛은 비일상적인 도시적 

감흥을 만들어냈다. 본정의 야간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밤이 되면 본정 번화

가를 산책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큰 유행이었다. 종로는 1914년 야시가 

시작되면서 야시의 경관을 구경하는 문화가 사람들에게 유행하게 된다. 본

정과 종로의 상업 공간에 조성된 야간경관은 백화점, 카페와 같이 근대 소

비 문화의 공간을 장식하는 역할을 했고, 동시에 경관 그 자체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하나의 밤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상업 공간의 야간경관이 

도시 문화가 되었다면, 창경원 야앵은 전근대적 상춘 문화를 근대적 도시 

문화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야앵의 화려하고 순

간적인 경관은 군중들에게 엄청난 시각적 자극을 주었는데, 야앵을 즐기는 

군중들의 관람 양태는 전통적인 상춘의 방식인 자연을 향유하는 모습이 아

니라 소비적 관람성을 보인다. 이 점에서 야앵 문화가 작동되는 방식이 이

전의 전근대적 방식을 탈피하고, 근대 도시 문화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룬 전등을 광원으로 하는 야간경관은 한국 사회가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시공간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당

시 야간경관의 양상을 살펴보고 도시·사회적 맥락에서 야간경관의 의미를 

찾고자 한 본 연구는 근대 도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

다. 또한 한국에는 광복 이후부터 1982년 1월 4일까지 무려 37년 동안 야

간 통행금지제도가 존재했다. 야간 통행금지제도에 의해 다시 전근대적인 

시간관으로 역행했다는 점을 돌이켜볼 때, 현재 야간경관의 연원이 되는 근

대기를 추적해 보는 것은 동시대의 야간경관과 밤 문화를 이해하는 데 실마

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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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as the origin of concept of nightscape we commonly see in 

urban area? How did it look like?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the history 

of nightscape in modern Seoul city. This study diachronically examines the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of modern urban nightscape, which 

accompanied rapid changes of Seoul and its society. The study further 

traces the significance of modern nightscape, especially what it meant for 

the then society.   

   Seoul’s night view was first introduced at Gyeongbokgung 

Geoncheonggung, where light bulbs were turned 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1887. Yet, this nightscape still had medieval characteristics in that 

it was formed solely for Gojong, the king of Joseon dynasty, and only 

particular social class could see it in the closed space, the palace. In this 

regard, this study argues that the very first modern nightscape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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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ormed in 1900, when public street lights were installed near Jongno 

Bosingak for the convenience of night train passengers. A year later, in 

1901, street lights were also installed near Jingogae, where the lamps were 

evenly spaced apart. 

  Nightscape before losing the national sovereignty was merely made by 

street lights, but it became increasingly decorative during under Japanese 

rule. The 1915 Joseon Mulsan Gongjinhoe was to internally and externally 

show off the achievement that Japan had made in the colony. 

Magnificently decorated nightscape was means of achieving this goal. The 

Influence of Japan upon nightscape can be also found in urban area along 

with government-operating cultural events. The most striking contrast was 

made between two commercial districts, Honmachi and Jongno. Whereas 

the night view of Honmachi, a Japanese commercial district, was full of 

convallerialights and neon lights, Korean’s night market near Jongno rather 

had a mediocre view. Another nightscape could be found at 

Changgyeongwon Ya-Aeng, which not only included colorful lights and 

cherry blossoms but also consisted of motion pictures, splendid spectacles 

of shows and audiences.

  When compared to traditional nightscape that was made from the nature 

such as moonlight and starlight, modern nightscape was physically modern 

and developed. Furthermore, with the curfew lifted, traditional concept of 

time was turned over to the modernized one. This change of concept led 

nightscape to be full of free activities during nighttime. Thus, nightscape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urban landscapes in that it embraces space-time 

modernization. 

  Modern nightscape in modern period can be interpreted in two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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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st, it is a medium through which its creator delivers his or her political 

message to the public. This characteristic was well-shown when rulers in 

history tried to visualize their thoughts. Street lights of Jongno in 1900 and 

the 1915 Gongjinhoe were good examples of nightscapes working as a 

medium. Second, nightscape creates new urban culture: sighting the night 

view itself. Honmachi developed on the basis of Jingogae, Commercial 

place of Jongno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nightscape of 

Changgyeongwon Ya-Aeng were examples of this aspect.

  This study extends the established literature in the following regards. 

First, it focuses on the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of nightscape in 

modern period neglected in the past while a lot of research and study on 

landscape in the same period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contrary. 

Second, the study not only traces the appearance of nightscape, but also 

assesses the meaning of nightscape in the context of modernized society. 

Finally, with an attempts to observe modern nightscape and find its true 

meaning, the study constructs a baseline data for further research on cities 

in the modern period.

··················································
Keyword : Modern Urban Landscape, Nightscape, Hanseong, Kyeongseong, 

Keijo,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Student Number : 2015-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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