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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897년에서 1939년까지의 시기 동안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한성(漢城)과 경성(京城)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공존한 양상을 살펴보려
는 시도이다. 이는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변화를 그 이미지의 형성을 통해 논의하
려는 것이다. 

  도시 이미지는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그에 대한 당대인(當代人)들의 인식, 기
억, 감정 등으로 구성된 총체이다. 따라서 도시 이미지의 형성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핵심 쟁점은 당대인들이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
며 이를 어떻게 기억하였는지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
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경
성의 도시 이미지에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조각난 상태로, 즉 파편들
로 얽혀져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
과 시각문화를 활용한 일본의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도
시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본고는 19세기 후반 파리, 토쿄, 서울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전제이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1897년에서 1939년까지의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
어진 과정에서 한성과 경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기 구분에서 중점이 
된 것은 당대인들이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전환을 인식할 만한 시각적인 변화들이 
나타나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시기는 1897년에서 1910년까지로 대한제국 시기에 해당된다. 이 기간 
동안 한성의 도시 공간에는 변화가 나타났으며 근대 도시 경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위기에 직면한 조선 왕실은 1897년 근대 국가
인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대한제국의 법궁(法宮)은 경운
궁(慶運宮)으로 정해졌다. 경운궁은 재건 작업 및 국가 의례를 통해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공간이자 근대 국가의 상징으로 만들어졌다. 동시에 경운궁은 한
성부 도시개조사업을 통해 근대 도시의 중심 공간이자 근대 문명 수용의 중심지
가 되었다. 경운궁을 중심으로 도로가 정비되었으며 도로를 따라 전차가 가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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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보급되었다. 이러한 근대 문명 시설은 당대인들에게 새로운 구경거리로 여
겨졌다.

  경운궁에 한성의 중심 공간으로서 위상이 절실하게 요구된 이유가 있었다. 당
시 한성의 도시 공간에는 대한제국을 사이에 둔 열강들의 권력 다툼이 응축되어 
있었다. 이는 한성의 도시 공간을 점유하며 시선을 끌던 두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운궁이 들어선 정동(貞洞) 일대의 ‘공사관 영역(Legation Quarter)’이다. 

서구 열강의 위세는 공사관의 규모와 화려함을 통해 도시 공간에 드러났다. 다른 
하나는 한성부의 남쪽 끝인 남산 언덕 위에 위치한 진고개(泥峴, 현 충무로)라고 
불린 일본인 거류지이다. 일본식 가옥들로 채워진 일본인 거류지는 점차 확장되었
다. 그 결과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경운궁을 중심으로 공사관 영역 및 일본인 거
류지 사이에 모호한 균형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균형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무너졌다. 일본인 거
류지는 청계천(淸溪川) 이남 지역인 남촌(南村) 일대를 아우를 정도로 크게 확대
되었다. 1907년에는 구리개 일대(銅峴, 현 을지로)에서 경성박람회(京城博覽會)가 
열렸다. 이로 인해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인 사대문(四大門)과 그 인근 성벽이 해
체되기 시작하였다. 1909년 창경궁(昌慶宮) 내에는 한국 최초의 동물원이 식물원 
및 박물관과 함께 설치되어 개방되었다. 덕수궁(德壽宮)으로 이름이 바뀐 경운궁
에는 1910년이 되어서야 경운궁의 정전(正殿)으로 구상된 석조전(石造殿)이 들어
섰다. 석조전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 채 덕수궁 내에 있는 다른 전각들
과 대비되어 이색적인 경관을 만드는 데에 그쳤다. 이는 한성의 쇠락과 경성의 
태동을 각인시킨 대한제국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1910년에서 1926년까지의 시기 동안에는 경성이 건설되어 그 이미지가 만들어
졌다. 이와 동시에 한성이 당대인들의 기억을 통해 도시 이미지에 남았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이 되
었다. 수도 서울의 공식 명칭은 경성이 되었으며 그 지위는 경기도 소속으로 격
하되었다. 이와 함께 경성시구개정(京城市區改正) 사업이 시행되어 도로가 정비되
고 도로망이 확충되었다. 이 사업이 일본인 거류지인 남촌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조선은행 앞과 그 일대는 경성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는 
식민 지배의 핵심 건축물인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조선신궁(朝鮮神宮)이 각각 경
복궁과 남산에 지어졌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위세를 드러내며 동화주의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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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主義)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기념비적 상징물이었다. 이렇게 경
성이 건설된 반면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인 성문과 궁궐은 훼철되어 사라져갔다. 

  경성의 건설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념되었으며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경
성의 볼거리로 전락하였다. 이는 경성의 건설과 그 이미지의 형성이 시각문화로의 
전환임을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경성의 건설을 기념한 행사는 1915년 경복
궁에서 열린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始政五周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 1925

년 남산 일대에서 치러진 조선신궁어진좌제(朝鮮神宮御鎭座祭), 1926년 경복궁 일
대에서 치러진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 관련 행사 등이 있다. 이 행사들의 핵
심은 경성의 건설을 인식하게 하여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려
는 데에 있었다. 경성의 도시 공간은 행사를 위한 장이 되었으며 행사와 관련된 
사진과 글은 여러 매체에 반복적으로 실렸다. 한편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점
차 본 모습을 잃은 채 국가적인 행사의 장이나 대중적인 여가의 장소로 만들어졌
다. 대표적인 예가 창경원(昌慶苑)이다. 창경궁은 궁궐로서 지위를 잃은 채 경성
의 대표적인 구경거리인 창경원으로 격하되었다. 

  경성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시각 경험은 혼란과 충격을 주었으나 이에 대한 당
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은 수용에서 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무엇보
다도 도시 공간의 정비나 문명 시설의 보급이 일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선인들은 점차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대인들은 스스로 경성의 
이방인으로 여기며 한성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폐허가 
된 상태였으나 당대인들은 그를 폐허로 기억하지 않았다. 이는 당대의 문학, 『동
아일보』에 실린 연재 기사, 『별건곤』에 실린 글 등을 통해 확인된다. 그 결과 한
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와 중첩되어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담길 수 있었다.

  1926년에서 1939년까지의 시기 동안 경성은 대경성(大京城)으로 불리며 이상화
(理想化), 심지어는 신화화되었다. 그러나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발견된 파편
들은 대경성이 왜곡과 은폐를 통해 만들어진 허상임을 보여준다.

  1920년대 중반부터 당대인들은 경성을 대경성으로 불렀으나 대경성의 실체는 
모호했다. 대경성이 공식화된 시점은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劃令)>이 경성에 적
용된 1936년 4월 1일이었다. 이는 경성이 일본의 대륙 진출에 있어 거점으로 위
상이 변화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대경성에는 청량리, 마포, 영등포 일대가 포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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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그 면적은 3.5배 정도로 늘어나 약 7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즉 
경성의 공식 명칭이 대경성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무
엇보다 당시 대경성에서 북촌과 남촌은 서로 다른 도시처럼 그 차이가 극대화된 
상태였다. 즉 이상적인 근대 도시 대경성은 당대인들의 기대 속에만 존재할 뿐이
었다.

  대경성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그 신화화는 계속되었다. 이는 1930년대에 이르러 
시각적 스펙터클(spectacle)이 문화로 포장되어 일상화된 데에 있다.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이루는 백화점과 공원이 된 궁궐은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백화점은 카
페, 갤러리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당대인들의 일상과 가까웠다. 아울러 
이들은 대경성을 선망하게 하는 장소였다. 궁궐도 복합문화 공간인 공원이 되었
다. 1933년 개방된 덕수궁 내에는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아동유원지 등이 만들
어졌다. 경복궁에는 1935년 과학관, 철도박물관을 포함한 대박물관의 건설이 계획
되었다. 이는 백화점과 궁궐이 여가와 취미의 장소가 아니라 제국에 맞는 취향과 
안목을 기르는 장소였음을 알려준다.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시각적 스펙터클로 왜곡되면서 당대인들과 그들이 보
았던 대경성의 현실은 삭제되거나 은폐되었다. 안내서, 엽서 등과 같은 매체에는 
당대인들과 그들이 보았던 대경성의 실제 도시 이미지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대경
성의 이상적인 도시 이미지에서 잘려나간 파편들, 즉 경성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
미지들은 신문 기사와 잡지 글, 문학 등을 통해 확인된다. 여기에는 서로에게 구
경거리가 된 당대인, 토막민(土幕民) 및 빈민, 폐허가 된 장소 등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복잡한 층위를 가진 “경성의 산책자(Flâneur)”가 나타나 대경성의 
도시 공간을 배회였다. 광화문으로 표상된 한성의 상실과 해체가 남긴 시각적 충
격은 강렬했다. 그 충격은 도시 공간에 대한 기억을 조각내어 버렸다. 경성의 산
책자는 거리를 거닐며 견고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경성
의 산책자 역시 도시 이미지의 한 파편일 뿐이었다. 이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
가 단일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파편화된 이미지들의 집적(集積)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시각문화 연구에 있어서 도시 이미지가 중요한 주제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도시 이미지는 시각문화 연구보다는 도시사학, 건축학, 역사학, 사
회학, 국문학 등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 이미지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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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리적 환경과 그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각문화 
연구가 시각적 의미 작용을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 이미지의 형성에 있어서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기억, 감정 등
이 반드시 논의되어야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 자료와 다
양한 매체를 분석하여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기억, 감정 등을 살피
고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시각문화 
연구를 주축으로 하여 국문학, 도시사학, 역사학, 건축사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
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도시 이미지, 서울, 한성(漢城), 경성(京城), 대경성(大京城), 대한제국(大
韓帝國), 식민지시대, 인식과 기억
학  번 : 2013-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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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본고의 외국어의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방식을 따랐다. 다만 예외를 두었다. 외
국인들의 인명 및 작품, 번역서의 제목 등은 기존에 표기된 방식을 따랐다.

* 『조선왕조실록』은 한글본을 참고로 하였다. 실록은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
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 필자는 18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표기 방식에 차이를 두었다. 필자는 1896년 1월 1일 이전은 월일과 간지를 함께 
표기하였으며 1896년 1월 1일 이후는 월일만 표기하였다(『고종실록』 33, 고종 
32년(1895) 9월 9일, 「정월 초하루를 고쳐 정하여 양력을 쓰되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505년 1월 1일로 삼으라고 명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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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시각과 문제의식

  본 연구는 1897년에서 1939년까지의 시기 동안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한성(漢城)과 경성(京城)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공존한 양상을 살펴보려
는 시도이다.1) 이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에 있어 그 동력을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 기억 등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 매체 및 문헌 
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수도 서울의 역사에서 경성(京城)은 특수한 지점에 있는 도시로 여겨진다. 이는 
경성이 근대와 식민이 교차한 지점에서 만들어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1910년 한
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으로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이 되었
다.2) 아울러 조선왕조(朝鮮王朝)와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漢城)은 식민지 조선
의 수도인 경성으로 격하되었다. 도시의 모습도 달라졌다. 경성은 근대 도시로서
의 면모를 갖추어갔다.3) 식민지 정부의 주도로 구부러진 진흙 길들은 점차 포장
된 곧은 도로들로 바뀌었다. 이 새로운 도로를 따라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압도
적인 규모의 건물도 지어졌다. 도시의 시각문화와 도시에서의 시각 경험도 이전과 
달라졌다. 경복궁(景福宮)에서 열린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始政五年記念朝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도 서울의 명칭으로는 경성(京城), 한성(漢城), 한양(漢陽), 서울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쓰인 서울은 수도 서울을 뜻한다. 조선 시대에 서울의 공식 명
칭은 한성부(漢城府)였으나 그 이전부터 사용된 한양으로도 불렸다. 당시 수도를 지칭한 
용어로 한성, 한양, 서울, 경성 등이 있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서울의 공식 명
칭은 경성부(京城府)로 개칭되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서울 지역의 명칭은 논의를 
거쳐 경성부에서 서울시로 바뀌었다. 이러한 수도 서울의 명칭 변화 과정은 『서울六百
年史』에 잘 정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六百年史』 1(서울특별시, 
1977).

2)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은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일방적인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에 발효되었다. 본고에서 필
자는 현재 공식 명칭인 한일병합조약으로 쓰겠다.

3) 본고에서 필자가 쓰는 근대 도시의 의미는 당대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 근대 도시는 포장된 도로, 높은 건물, 광장, 가로수와 공원, 전등, 전차, 
철도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근대 도시는 이를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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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物産共進會)는 수많은 관람객으로 붐볐다. 경성역(京城驛)은 매년 봄이면 창경
원(昌慶苑)의 벚꽃놀이를 찾는 상경객으로 넘쳐났다.4) 본정(本町) 거리와 그 일대
의 백화점은 유행하는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다. 당대인들은 신문 및 
잡지를 통해서도 도시의 변화상과 새로운 구경거리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한 장소들은 사진집, 엽서세트, 안내서 등에 담겨 경성의 도시 이미
지로 만들어졌다. 조선총독부 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에서 편찬한 사진집인 『반
도의 근영(半島の近影)』(1937),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朝鮮文化の
結晶たる京城を巡る) 엽서세트>, 홍문사(弘文社)에서 간행한 안내서인 『경성편람
(京城便覽)』(1929) 등이 그 예이다(도 Ⅰ.1, 2-1에서 3까지, 3-1에서 3까지).5)

  그런데 매체에 실린 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주목되는 점이 
있다. 『반도의 근영』(1937),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엽서세트>, 『경
성편람』(1929) 등에는 조선총독부 신청사(朝鮮總督府新廳舍), 조선은행(朝鮮銀行) 

앞의 광장, 남대문(南大門), 창경원 등이 함께 나타나 있다. 즉 경성의 도시 이미
지는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경성의 시가를 조망한 하나의 장면이 아
니다. 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담긴 각각의 장면들
이 모아져 있다. 『반도의 근영』(1937)처럼 한 화면에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나타
나더라도 그 화면은 여러 장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포
함되어 있다. 경성과 한성이 단절된 듯이 여겨진 까닭에 이는 쉽게 수긍되지 않
는 측면이 있다. 둘째,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포함된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
소들은 매체에 따라 구성 요소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경성편람』(1929)의 경우 
궁궐을 다룬 분량이 다른 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셋째, 한성과 경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 나타나 있다. 『반도의 근영』(1937)에서 

4) 오늘날 창경궁의 공식 명칭은 창경궁이지만 당시에는 창경원으로 불렸다. 본고에서 필자
는 창경원으로 불리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창경궁으로 하겠다.

5) 『반도의 근영(半島の近影)』(1937)은 세로 26.5cm, 가로 19cm 크기의 사진집이다. 이 책
은 한국 국립민속박물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이미지들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에 소장된 사진집의 이미지들이다. 
『반도의 근영(半島の近影)』(朝鮮總督府鐵道局, 1937),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
션(http://dl.ndl.go.jp/); 『경성편람(京城便覽)』(1929)은 세로 22.3cm, 가로 15cm 크기의 경
성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과 서울역사박물관 등에 소
장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미지들은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의 일제시기자료 
DB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경성편람(京城便覽)』(홍문사, 1929),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
관 일제시기자료 DB(http://daegulib.koreanhistory.or.kr/dslList.do).

http://dl.ndl.go.jp/
http://daegulib.koreanhistory.or.kr/dsl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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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신청사는 탑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 일부분만 두드러진 측면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더 잘 발견된다. 한양도성(漢陽都城)의 성문인 남대문은 본래
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나타났다. 경복궁, 창경궁(昌慶宮)을 포함한 궁궐도 일부
의 전각들만이 실렸다.6)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특정한 
장소들은 삭제되거나 강조되어 나타난 것이다. 삭제와 강조는 의도적인 일이다. 

즉 매체에 담긴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는 감추어지거나 잘려나간 조각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신문 기사, 잡지 글, 당대에 쓰인 시와 
소설 등에서 확인되는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그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여기에 실
린 글을 통해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심, 감정 등이 확인된다. 당
대인들에게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변화 과정은 새로운 시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
다. 그리고 그 경험은 강렬한 시각적 자극을 남겼다. 이로 인해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감정은 혼란스러웠으며 그 기억은 온전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를 찾았던 당대인들은 궁궐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격했다. 동시에 유원지와 같이 변해버린 궁궐에서 씁쓸함을 느끼기도 하
였다.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당대인들은 경성에 거리감을 보이며 복잡
한 감정을 가졌던 것이다. 다만 당대인들은 한성과 경성을 이질적인 공간으로 여
기지는 않았다. 그 결과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들
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경성의 도시 이미지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는 당대인들의 도시에 대한 생각, 인식, 반응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도시 이미지와 그 형성이 물리적인 측면과 함께 감정, 인
식, 기억 등을 포괄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근대 도시와 
도시적 삶, 도시 이미지 및 도시 공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근대 도시로의 전환과 그 이미지를 다루는 데에 있어 바탕이 된 것은 사회학자
인 데이비드 프리스비(David Patrick Frisby, 1944-2010)의 연구이다.7) 프리스비는 

6) 궁궐 내 각 전각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궁궐을 구성하고 있다. 궁궐은 하나의 전각
만으로는 대표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궁궐은 한성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따
라서 몇 개의 특정한 전각이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포함된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7) 데이비드 프리스비(David Patrick Frisby, 1944-2010)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교수이다. 
글래스고 대학교(University of Glasgow)와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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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인 Fragment of Modernity (1985)에서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1858-1918),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 1899-1966),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 1892-1940)의 저서들을 분석하였다. 프리스비는 그들이 근대 도
시의 한 파편(fragment)인 도시적 삶을 통해 도시와 그 이미지를 논의하였다는 데
에 주목하였다. 파편은 일상과 연관되기에 불안, 혼란 등과 같은 감정 및 기억 등
을 포괄하였다.8) 무엇보다 크라카우어를 통해 도시 이미지의 개념이 구체화되었
다. 프리스비에 따르면 크라카우어가 지적하였듯이 사진은 파편화된 현실이기에 
이것만으로 도시 이미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9) 따라서 사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잘려나가거나 은폐된 도시 이미지는 당대인들의 기억과 그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것이다.10) 아울러 프리스비는 짐멜, 크라카우어, 벤야민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
면서도 실제로는 이방인과 같은 위치였다고 하였다.11) 즉 외부자와 같은 시각은 
그들이 도시를 주제로 한 저서를 남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만 이 연
구는 도시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나 내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모호하게 남
겨두었다. 이는 도시 이미지와 공간에 대한 이론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도시 이미지의 개념을 가장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은 미국의 도시연구가이자 도
시계획자인 케빈 린치(Kevin Lynch, 1918-1984)였다.12) 린치는 그의 저서 The 

을 받았으며 교수로 재직하였다. 프리스비는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1858-1918)의 
저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는 
Fragment of Modernity: Theories of Modernity in the Work of Simmel, Kracauer and 
Benjamin (1985) 이다. 최근의 저서로는 Cityscapes of Modernity: Critical Explorations 
(2001) 가 있다. David Patrick Frisby, Fragment of Modernity: Theories of Modernity in 
the Work of Simmel, Kracauer and Benjamin (Cambridge: Polity, c1985); 동저, Cityscapes 
of Modernity: Critical Explorations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Blackwell, 2001).

8) David Patrick Frisby, Fragment of Modernity: Theories of Modernity in the Work of 
Simmel, Kracauer and Benjamin (Cambridge: Polity, c1985), pp. 6-7.

9) 위의 책, pp. 134-137.
10) 위의 책, pp. 153-155; 파편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Ⅴ장 도입부에서 이루어질 예정

이다.
11) 위의 책, p. 9.
12) 케빈 린치(Kevin Andrew Lynch, 1918-1984)는 미국의 도시 계획자이자 도시 연구가이

다. 케빈 린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9) 아래에서 수학하
였으며 MIT를 졸업한 이후에는 교수로 재직하였다. 1960년 출간된 The Image of the 
City 는 그의 대표작이자 도시 이미지에 대한 명저로 알려져 있다. 도시 이미지와 관련
된 린치의 개념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린치의 이 책은 국내에서는 『도시환경디자인』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본문에서는 원래의 제목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원제
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주석에서는 번역본의 제목을 따랐다.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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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of the City (1960)에서 도시 이미지의 5가지 구성요소를 랜드마크
(Landmark), 교점(Node), 통로(Path), 가장자리(Edge), 구역(District)이라고 보았다.13) 

린치는 이 중에서 랜드마크를 가장 중요한 도시 시설로 거론하였다. 여기에서 주
목할 부분은 그가 랜드마크를 “건축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에 대한 인지”

라고 강조하였다는 사실이다.14) 린치는 “환경을 관찰할 때 관찰자 자신은 세상을 
인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데 창조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도 하였다.15) 이러한 시각을 도시에 적용하면 도시 구
성원들의 도시 공간에 대한 관찰이나 선택적 인식은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린치는 관찰자와 그 인식의 차원을 시간의 축적과도 함께 다
루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도시의 어떤 부분과 긴 시간 동안 연관을 가져
왔으며 그들의 이미지들은 기억과 의미에 흡수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6) 

따라서 도시 이미지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도시 구성원들의 기억 및 회상도 
고려되어야 한다.

  장소에 대한 인식 및 기억이 그 이미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
실은 다수의 공간론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지리학자인 이 푸 투안(段義孚, Yi Fu 

Tuan, 1930-)의 공간론에도 도시 구성원들의 인식 및 반응이 가지는 역할이 드러
나 있다.17) 이 푸 투안에 따르면 오랫동안 같은 위치를 점유하여 왔다는 이유만
으로 도시가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과거의 사건들이 역사책, 기념물, 화
려한 행렬, 그리고 엄숙하고 즐거운 축제로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현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18) 그는 이 장소들이 시각적인 탁월

13) 케빈 린치, 한영호 옮김, 『도시환경디자인』(광문각, 2003), p. 72.
14) 위의 책, pp. 120-122.
15) 위의 책, pp. 15-17.
16) 위의 책, pp. 9-10.
17) 이 푸 투안(段義孚, Yi Fu Tuan, 1930-)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지리학자이다. 이 푸 투

안은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에서 수학하였으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토론토대학교
(University of Toronto)와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교수로 재직하였
다. 그는 공간과 장소를 환경을 구성하는 근본요소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를 바탕으
로 경험의 생물학적 토대, 공간과 장소의 관계, 인간 경험의 범위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가를 탐구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7)가 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공간과 장소』로 번역되었다. 이 푸 투안, 구동회 옮
김, 『공간과 장소』(대윤, 1995).

18) 이 푸 투안, 구동회 옮김, 『공간과 장소』(대윤, 1995),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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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건축, 의식, 의례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가시화될 수 있다고 하였
다.19) 이는 도시 이미지가 유지되고 재창조되는 데에 있어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지리학자인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1944-)의 장소에 대한 시각에서도 이
와 유사한 측면이 드러나 있다.20) 렐프에 따르면 “장소는 반드시 장소를 경험하는 
인간을 내포”한다. 그는 또한 장소, 장소의 정체성, 장소감이라는 세 개념을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조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한다. 그는 장
소감에 대해서도 “인간과 장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장소를 어떻게 지각하고 경
험하고 의미화 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장소의 정체성과 장소감
은 각각 장소와 인간에 초점을 둔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21) 렐프는 “장소의 이미
지는 개인, 집단의 경험 및 그들의 장소에 대한 의도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로 구
성되어 있다”고도 주장하였다.22) 이는 장소의 이미지가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만
들어지고 그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필자는 도시 이미지를 도시 구성원들에
게 공유된 도시의 모습으로 감정, 기억 등이 포함된 총체로 보고자 한다. 이는 눈
에 보이는 도시의 물리적 특성을 담고 있는 도시 경관 및 도시 풍경과는 차이가 
있다. 도시 경관 및 도시 풍경이 그 자체로 도시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이미지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매체에 나타난 사진, 그림 등으로 도시 이미지를 한
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도시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구성원들에게 도시
를 대표할 만하다고 여겨지거나 기억되는 건축물이나 장소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즉 도시 이미지에는 도시 구성원들의 인식, 기억, 감정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 이미지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대인들에게 도시 공간이 어

19) 이 푸 투안, 앞의 책, p. 286.
20)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1944-)는 캐나다 출신의 지리학자이다. 에드워드 렐프는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와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토론토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장소를 의미, 실제 사물, 
계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가 있다. 이 책은 국내에서는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로 번
역되었다.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2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

21)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2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 p. 309.
22) 위의 책,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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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보였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도시 이미지가 되었는 
지이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는 공간
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도시 이미지를 향유 하는 행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도시를 찾은 여행객들은 낯선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
며 그림이나 사진의 형태로 남기기도 하였다. 도시 구성원들은 도시를 거닐며 그 
변화된 모습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사라진 도시의 모습을 떠올
리며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박람회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거나 도시 
이미지가 담긴 기념엽서나 여행 안내서를 구입하였다. 

  수도 서울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19세기 말에 출현하여 20세기 초에 본격화되었
다. 파급력이 강한 문화적 변동이 19세기 말의 서울에서도 나타났다. 전근대적인 
문화가 도시 구성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도시 공간의 변화와 새
로운 삶을 마주쳐야 하였다. 이들은 저항이나 반응할 여유조차도 없이 변화에 부
딪혀야 했으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외부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과의 조우 
속에서 도시 이미지는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생산되고 복제되어 확산되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대중 매체가 출현하였으며 도시 이미지는 도시 구성원들의 삶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삶 곳곳에 침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시 이미지
의 형성 및 소비는 시각문화의 변동이라는 시대 변화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런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
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조선의 수도 한성이 식민
지 조선의 수도 경성으로 변화된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던 데에서 비
롯된다. 즉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은 근대화 및 식민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와 함께 엉켜 있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본 연구에서 서울의 도시 이미
지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에는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과 시각문화를 활용한 일본의 정책이 겹쳐져 있다. 일본은 화려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성의 건설을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의 변용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일본은 당대인들에게 한성을 경성의 과거로 
인식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최종 목적은 경성의 도시 공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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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억을 만들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당대인들이 가진 한성
에 대한 인식과 기억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다. 무자비한 파괴는 오히려 경성의 
도시 공간에서 한성을 연상하게 하였다. 이는 당시 수도 서울의 공식 명칭이 경
성이었음에도 한성, 한양, 서울 등이 계속 사용된 사실을 통해서 확인된다.

  둘째,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경성을 상징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건물들은 조
각나거나 축소되어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과 겹쳐져 있다. 당대인들은 급변의 시
기를 경험하였다. 근대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 공간의 변화 양상은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당대인들에게 새로운 시각문화와 시각 경험은 호기심
의 대상이면서 두려움도 느끼게도 하였다. 이는 문명에 대한 당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 결과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한성
과 경성에 대한 인식 및 기억은 파편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대인들의 
인식 및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조각난 이미지들의 모음으
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 연구 현황

  당대의 기술적·사상적·문화적 결집체가 되는 도시와 그 표상인 도시 이미지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서울의 도시 공간과 건축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다.23) 이러한 연구는 ‘서

23) 서울의 도시 공간을 다룬 도시 계획 및 건축은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
건축역사학회는 2003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한국건축사연구』 전2권(발언, 
2003)을 간행하였다. 1권은 ‘분야와 시대’라는 부제에 따라 각 분야 및 시대에 따라 건
축사 연구의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2권에는 ‘이론과 쟁점’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가 수록되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19세기 말에
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서울의 도시 공간과 건축에 대한 연구들은 근대 도시, 근대 건
축사, 개화기 건축, 일제강점기 건축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김동욱, 「20세기 건축사학의 
전개」, pp. 25-60; 이명규, 「근대도시」, pp. 357-388; 김정동, 「근대건축사의 연구」, pp. 
389-398; 김정신, 「개화기 건축」, pp. 399-418; 윤인석, 「일제강점기 건축」, pp. 419-442, 
『한국건축사연구』 1(발언, 2003);

    서울의 근대 건축에 대한 연구는 고유섭의 『조선건축미술사 초고(韓國建築美術史草
稿)』(1930)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몇 줄 되지 않으며 독립문, 덕수궁 석조
전, 조선은행을 소개만 한 채 미완성으로 끝나버렸다. 이후 근대 건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윤일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김정신, 김정동, 윤인석 등의 후속 연구들로 이어졌
다. 고유섭, 『조선건축미술사 초고』(열화당, 2010), pp. 171-172; 윤일주, 『한국 양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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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대한 관심으로 표명되기도 하였다.24) 그러나 서울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그 분량이나 내용에서 있어 만족할 만한 수
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도시 이미지의 형성과 도시 구성원들의 반응 
및 인식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조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다.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도시 공간과 도시 문화가 재정립되
고 그 장(場)이 새롭게 구축되는 과정이었다. 이는 도시 구성원들의 구성과 의식
에 있어서 대변동을 포함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도시 구성원들에게 도시 공간이 
어떻게 인식되어 도시 이미지가 되었는지, 이들이 도시 이미지와 어떻게 상호 작
용하였는 지에 대하여서는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 이미지는 공간적 집중이나 물리적 환경의 축적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 도
시 이미지에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변화 양상도 내포되어 있다. 식민지 도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식민지 도시에도 다양한 주체와 그들의 욕망이 상호 작용
하는 사회적 장을 형성하였다. 이 주체들을 전통적인 공동체나 민족 집단에 한정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식민지 도시였다는 이유로 인해 수탈과 폭력의 어두운 일
면만이 도시 이미지에 담겨진다고 할 수도 없다. 일례로 경성의 백화점들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1930년대에 경성의 시각문화에서 중심이 된 백화점들은 상품
의 진열장으로서 개인의 욕망을 자극하는 공간이었다. 이는 식민지 도시 경성에도 
그 구성원들의 시선을 끄는 이미지들이 작동하였음을 알려준다.

  국내외 학계에서 도시 이미지 형성의 주요한 동력인 도시 구성원들에 대한 조
명이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19세기 말부터 나
타난 조선 사회의 사회적 복합성과 근대적 주체의 출현 및 그들의 반응에 주목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로 도시사적인 접근을 지향한 연구들이다. 1991년에 발표된 김광우의 

축 80년사』(야정문화사, 1966);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김정동, 「한국 근대 건축에 있
어서 서양 건축의 전이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0); 윤인석, 「韓國における近代建築の受容及び發展過程に關する硏究: 日本との
關係を中心として」(東京大學 博士學位論文, 199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건축
사』(서울특별시, 1999). 

2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하고 있는 서울의 역사서들에는 도시의 연혁과 변화
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서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 하
는 바가 크다. 다만 이 서적들은 서울에 대한 종합서들이어서 도시 공간 및 그 이미지
에 집중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향토서울』에는 많지는 
않으나 도시 공간 및 도시의 시각문화와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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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전환점이 되었다. 김광우는 대한제국 시기의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이 고종
(高宗, 재위 1863-1907)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김광우는 대
한제국 시기 한성을 서울의 기원으로 보았다.25)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1910년 전후 서울의 도시 공간 및 건
축에 대하여 ‘단절과 이식’이라는 시각이 공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광우의 
연구는 서울의 도시 공간이 중첩을 통해 논의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덕분에 경운궁(慶運宮) 및 정동(貞洞)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낸 기반이 마련되었
다. 아울러 후속 연구들도 이어질 수 있었다.26) 김연희의 연구에서도 김광우와 유
사한 시각이 나타났다. 김연희는 대한제국에 과학 기술이 도입된 양상을 고찰하였
다. 이 연구는 대한제국에서 전기와 철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한성을 변화시키
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았다.27) 앞선 두 연구자들과 달리 이연경은 한성 내에 정착
한 일본인들에 주목하여 한성 내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경은 1910년 이전 일본인 거류지가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그 모습을 갖추었다
고 주장하였다.28) 김광우, 김연희, 이연경의 연구는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전환을 
중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다양한 주체

25) 김광우, 「대한제국시대의 도시 계획: 한성부 도시 개조 사업」, 『향토서울』 50(서울특별
시사편찬위원회, 1991), pp. 194-224.

26) (연도순) 이태진, 「1896-1904 서울 도시 개조 사업의 주체와 지향성」, 『한국사론』 37(서
울대학교 국사학과, 1997), pp. 181-206, 「대한제국의 서울 황성 만들기」,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 2015)에 재수록, pp. 357-386; 한철호, 「대한제국 초기 한성부 도시 개조 
사업과 그 의의: ‘친미’ 개화파의 치도 사업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59(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1999), pp. 107-154; 김정동, 『김정동 교수의 근대 건축 기행』(푸른역사, 
1999); 동저,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발언, 2004);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
국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민속원, 2011).

27) 김연희, 『한국 근대과학 형성사』(들녘, 2016),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동
저, 「고종 시대 근대 통신망 구축 사업: 전신사업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
과정 과학사 및 과학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06); 동저, 「개항 이후 해방 이전 시기에 
대한 한국 과학기술사 연구 동향」, 『한국과학사학회지』 31(1)(한국과학사학회, 2009), pp. 
207-231; 동저, 「『漢城旬報』 및 『漢城周報』의 과학기술 기사로 본 고종시대 서구 문물 
수용 노력」, 『한국과학사학회지』 33(1)(한국과학사학회, 2011), pp. 1-39.

28) 이연경, 「한성부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 1885년-1910년까지 도시환경변화의 성
격과 의미」(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이 논문은 최근 단행본
인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본정』(spacetime, 2015)으로 출간되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이연경, 김성우, 「1885년-1910년 한성부(漢城府) 내 일본인 
거류지의 근대적 위생사업의 시행과 도시 변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8(10)
(대한건축학회, 2012), pp. 215-224; 이연경, 김성우, 「한성부(漢城府) 일본인 거류지 도로
환경변화의 성격」,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0(2)(대한건축학회, 2014), pp. 
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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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중심으로 1910년 이후 서울의 식민 도시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한 연
구들이 있다. 김백영은 서울의 식민 도시화 과정과 도시 공간의 생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29) 염복규는 식민지 시기 경성의 도시 계획을 다양한 주체의 관계와 
함께 다루었다.30) 이들의 연구는 식민지 도시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넓
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른 하나는 문화사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에 더 활발하게 진
행되며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식민지 시기의 잡지 글, 소설, 광고, 포
스터 등과 같은 각종 매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시
각문화 연구(Visual Culture Studies)도 여기에 포함된다. 시각문화 연구는 미술이라
는 고급문화의 영역을 넘어서 영화, 포스터, 삽화, 디자인 등의 시각 이미지 전체
를 포괄한다. 따라서 시각문화 연구에는 사회 전반의 ‘시각적 의미작용’ 자체까지
도 포함된다.31) 이 연구들은 도시 구성원이라는 근대적 주체의 등장에 집중한 연
구와 도시의 시각 이미지에 중심을 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대적 주체가 등장하여 그들이 도시 공간을 인식한 양상은 국문학계의 논의를 
통하여 본격화되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식민지 시기 서울에서 근대적 도시 구성원
과 문화적 장(場)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우선 근대적 주체의 출현과 도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조명한 연구가 있다. 이
성욱은 1930년대 한국 문학에 도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다루었
다. 논의의 주요 대상은 주로 이상(李箱, 1910-1937), 김기림(金起林, 1907-?), 박태
원(朴泰遠, 1910-1986) 등의 작품이었다.32) 이성욱이 다룬 작품들이 소설 및 수필

29)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 권력의 지배 전략과 도시 공간의 정치학」(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이 논문은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동저, 
『지배와 공간: 식민지 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문학과 지성사, 2009); 동저, 「식민지 도
시 비교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공간속의 시간』(심산, 2007), pp. 329-368.

30) 염복규, 「일제하 경성 도시 계획의 구상과 시행」(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이 논문은 최근 단행본인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이데아, 2016)으로 출
간되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동저,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
(살림, 2005); 동저, 「식민지 도시 인천의 도시 계획과 도시 공간의 확장」,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 도시 형성 (1920-30년대 도쿄, 오사카, 경성, 인천의 도시 계획론과 
기념 공간을 중심으로)』(심산출판사, 2013); 동저, 「식민지 시기 도시 문제를 둘러싼 갈
등과 ‘민족적 대립의 정치’」, 『1930-40년대 경성의 도시 체험과 도시 문제』(라움, 2014).

31) 권행가, 「한국 근현대 서양화 및 시각문화 연구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4(한국근현
대미술사학회, 2012), pp. 52-53; 이지은, 「시각문화 연구와 미술사의 쟁점들: 시각성과 
이미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미술사학』 20(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6), pp. 79-103; 전동
호, 「미술사와 시각문화의 정체성」, 『미술사와 시각문화』 4(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5), pp.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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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면 오세인은 카프(KAPF) 계열의 시에 주목하였다. 그는 1920년대에서 1930

년대의 시에 도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논의하였다.33) 아울러 경
성에 나타난 ‘산책자(flâneur)’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최혜실은 산책
자의 개념을 박태원의 소설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적용하였다.34) 그는 소
설의 주인공인 구보 씨와 같은 산책자가 근대 도시에 대한 체험과 삶의 문제를 
가장 잘 통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35) 또한 권은은 경성의 산책자가 
식민지 근대 도시인 경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나타났음에 주목하였다.36)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근대적 주체의 출현과 그들의 시선을 통해 본 경성의 도시 공간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근대적 대중의 형성과 그들의 인식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천정환의 『근대의 
책 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2014)은 근대적 대중의 형성을 조명하였
다. 천정환의 연구는 독자를 중심으로 근대문학과 책 읽기 문화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이다.37) 이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독자를 근대적 주체로서 복원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권보드래와 소래섭은 대중의 인식 및 감정

32) 이성욱, 「한국 근대 문학과 도시성 문제: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국
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33) 오세인,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도시 인식과 감각의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
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34)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연재
되었다. 본고에 참고로 한 것은 천정환이 편집한 『박태원 단편선』(문학과 지성사, 2005)
이다.

35) 최혜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 연구-모더니즘 소설의 전형에 대
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13(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pp. 191-207; 동저, 
「‘산책자’의 타락과 통속성-애경, 명랑한 전망, 여인성장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상
허학회, 1995), pp. 187-205. 

36)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 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
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이 논문은 이후 보완되어 『경성 모더니즘: 식민지 도시 경
성과 박태원 문학』(일조각, 2018)으로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동저, 「경성 모더니즘과 역사적 알레고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오감도 시제1호> 
읽기」, 『한국현대소설연구』 39(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pp. 157-182; 동저, 「『경성 모더
니즘 소설 연구-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혹은 모더니즘을 문제화한다는 것」, 『한국현
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한국현대문학회, 2015), pp. 22-29.

37) 천정환에 따르면 독자는 특정한 시대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독자가 책을 선택하고 구
입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문학 
작품의 의미 실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천정환의 책은 박사학
위 논문인 「한국 근대 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양상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를 발전시킨 것이다.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푸른역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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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당대의 사회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권보드래는 ‘연애’라는 단어를 통하여 
1920년대의 사회상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는 ‘연애’에 관한 텍스트에 드러난 당
대인들의 인식을 고찰하여 대중적 화제 및 독서 시장의 추이를 검토하였다.38) 소
래섭의 경우는 ‘에로·그로·넌센스’라는 단어에 주목하였다. 소래섭은 이 특정한 단
어들의 유행을 근대적 대중문화가 확산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하였
다.39) 이 연구들은 특정한 단어의 유행 및 소비 과정을 분석하여 당대의 사회상
에 대한 인식과 감정을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도시의 시각 경험과 그 이미지를 다룬 논의들은 2000년대 전후 시각문화 
연구(Visual Culture Studies)가 활성화되면서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40) 시각문화 연
구의 대상은 그 범주가 매우 넓다. 미술관의 명작에서부터 공공미술, 사진, 디자
인과 같은 시각물이 시각문화 연구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광고, 영상, 영화, 행
사와 같은 일상생활 및 대중 매체의 시각 이미지도 시각문화 연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평론가 김진송의 전시와 저서는 시각문화 연구에 있어 전환점
을 이루었다. 1997년 김진송이 기획한 광주비엔날레 특별 전시인 《일상, 기억, 그
리고 역사: 해방 이후 한국미술과 시각문화》전(展)에서는 사진과 인쇄 출판물, 만
화 등이 미술 전시관에 같이 배열되었다.41) 뒤이어 출간된 그의 책인 『서울에 딴
스홀을 허하라』(1999)는 1900년경부터 1945년까지 발간된 잡지의 글과 삽화 및 
만화를 중심으로 근대와 현대의 개념을 복원하고자 하였다.42) 이러한 접근은 도

38)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현실문화연구, 2003);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서도 이어졌다. 동저,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
다: 매일신보를 통하여 본 한국 근대의 사회 문화키워드』(동국대학교출판부, 2008). 

39) 소래섭은 이후 ‘명랑’이라는 단어에도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명랑은 본래 날씨에 사
용되는 어휘였다. 그런데 명랑은 1930년대에 이르러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다. 그
에 따르면 ‘명랑’은 강압적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조선총독부의 통치 이데올로기이자 근
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강조된 감정이었다. 소래섭, 『에로·그로·넌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
생』(살림, 2005); 동저,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식민지 조선을 파고든 근대적 감정의 
탄생』(웅진지식하우스, 2011).

40) 국내에서는 『미술사와 시각문화』의 창간 이후 『한국 근대 미술과 시각문화』(2002)가 
출간되면서 시각문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시각문화에 대한 연구는 2001년 
『미술사논단』 특집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담론”을 통하여 확산되었다. 이 특집에 
실린 6편의 논문은 『한국 근대 미술과 시각문화』(조형교육, 2002)로 출간되었다. 권행가, 
앞의 글, p. 35, pp. 52-53. 

41) 김진송이 기획한 이 전시는 해방 이후 각 시기의 문화적 현상이 미술사적 흐름과 조응
하는 방식을 편년사적으로 구성하여 보여주었다. 영상물, 사진, 인쇄 출판물, 만화, 장식 
및 선전 구조물, 패션, 건축, 일상적 오브제(object) 등 시각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다양
한 매체가 미술 전시관에 같이 배열되었다. 

42) 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현실문화연구, 1999); 김진송의 연구 이후 이와 유사



- 14 -

시 이미지가 담긴 여러 텍스트들과 시각 매체들이 시각문화로서 연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시와 관련된 시각문화 연구는 사진, 광고, 신문 삽화, 우편엽서, 박물관, 박람
회, 환등회 등으로 구체화되며 본격적으로 이어졌다.43) 최근에는 모던 경성의 시
각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근대미술 시각 이미지 총서 3권이 간행되었다. 

각 권은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를 관중, 창작, 일상이라는 주제에 따라 나누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따라 각 권에는 신문에서 발췌된 이미지 자료와 해제, 관련 논
고가 실렸다.44) 이는 앞서 『미술사논단』에 “경성 시각문화 특집”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연구들을 보완하거나 보충한 것이다.45) 이 연구들은 그동안 간과된 1920

한 접근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는 신명직의 연구가 있다. 신명직,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만문만화로 보는 근대의 얼굴』(현실문화연구, 2003). 

43) (연도순) 김영나 편, 『한국 근대 미술과 시각문화』(서울: 조형교육, 2002); 김현숙 외, 
『식민지 근대의 내면과 매체 표상』(깊은샘, 2006); 홍선표, 『근대의 첫 경험-개화기 일상
문화를 중심으로』(이화여대출판부, 2006); 우동선, 「창경원과 우에노공원, 그리고 메이지
의 공간 지배」,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효형출판, 2009); 박계리, 「제실 박물관과 
어원」, 『모더니티와 전통론(혼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 읽기)』(혜안, 2014); 목수
현, 「관광 대상과 문화재 사이에서-숭례문, 황궁우, 경회루를 통하여 본 근대 ‘한국’ 표
상 건축물의 위상」, 『동아시아의 문화 표상』 1(민속원, 2015); 권행가, 『이미지와 권력: 
고종의 초상과 이미지의 정치학』(돌베개, 2015); 김경리, 「그림엽서 봉투도안으로 보는 
관광의 상품성과 경성: 1920-1930년대 경성 관광 그림엽서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110(한국일본학회, 2017), pp. 285-306; 김정은, 「유원지의 수용과 공간문화적 변화 과
정」(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7); 조영희, 「근대 한
국 시각교육 미디어로서의 환등회 연구」(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박사학위논문, 2018).

44) 제1권인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관중』에는 「경관과 도시 이미지」가 실려 있다. 이 
글은 1920년대 전후 신문 기사를 모은 해설로 황빛나는 경성이 결국 남촌과 북촌이라는 
이중도시로 형상화되었다고 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황빛나, 「경관과 도시 이미지」, 홍선
표 외,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관중』 한국 근대미술 시각 이미지 총서 1(한국미술연
구소CAS, 2018), pp. 151-188; 홍선표 외,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창작』 한국 근대미
술 시각 이미지 총서 2(한국미술연구소CAS, 2018); 홍선표 외,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일상』 한국 근대미술 시각 이미지 총서 3(한국미술연구소CAS, 2018).

45) 『미술사논단』에는 “경성, 시각문화 표상”이라는 특집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총 
11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이 글들은 대체로 1920년대의 신문 및 각종 매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경성의 시각문화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2016년 『미술사논단』에 게재된 
1부에는 8편이 수록되었으며 주로 신문 및 잡지에 실린 사진, 광고, 기사 등을 주요한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2017년 『미술사논단』에 수록된 2부에 실린 3편의 글에서는 광고
와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술사논단』 43(한국미술연구소, 2016)에 실린 글은 다음과 같다. 박은영, 「1920-1930
년대 경성의 쇼윈도: 신문·잡지 자료를 중심으로」, pp. 87-112; 이성례, 「한국 근대기 전
시주택의 출품 배경과 표상」, pp. 113-134; 이세영, 「영화를 중심으로 본 근대 경성의 여
가문화 연구」, pp. 135-155; 문정희, 「신문매체로 본 경성 화가들의 아틀리에」, pp. 
157-178; 정희정, 「만화 《멍텅구리》로 본 근대 도시, 경성의 이미지」, pp. 179-206; 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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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의 신문 및 각종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성의 시각문화를 논의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해외 학계에서도 경성의 도시 공간과 시각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46)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 바바라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의 교수인 배형일과 캘리포니아대학교 샌 디에고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교수인 토드 헨리(Todd A. Henry)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배형일은 경성의 랜드마크(landmark)를 담은 여행안내서, 그림엽서, 지도 등을 통
하여 서울의 이미지가 어떻게 전달되어 현대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47) 또
한 토드 헨리의 최근 저작인 Assimilating Seoul (2014)은 일제하의 서울인 경성을 
다룬 최초의 영문 단행본이다.48) 그는 이 책에서 식민지시기 경성의 도시 공간에

혜, 「광고로 만나는 경성의 미인, 모던걸 모던보이」, pp. 207-227; 조유경, 「신문매체로 
유포된 1940년대 경성 여성의 이미지」, pp. 229-252; 황빛나, 「心畝 金彰桓의 1910-1920
년대 문화계 활동과 「藝術時論」」, pp. 253-287, 『미술사논단』 43(한국미술연구소, 2016); 

   『미술사논단』 44(한국미술연구소, 2017)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김정선, 「1920년
대 경성의 전람회와 미술의 ‘대중화’ 관람, 구매, 제작」, pp. 153-175; 염복규, 「『경성시
구개정사업 회고이십년』에 재현된 1910-20년대 경성 도시화의 양상과 특징」, pp. 
177-205; 김지혜, 「경성 고백, 광고 속의 경성」, pp. 207-227, 『미술사논단』 44(한국미술
연구소, 2017).

46) 2019년 UC 버클리에서 근대 한국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 시각문화를 주제
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하였다. “CKS Conference: Picturing Identities and 
Ideologies in Modern Korea.”

47) 배형일, 「Navigating Modern Keijo: The Typology of Reference Guides and City 
Landmarks」, 『서울학연구』 44(서울학연구소, 2011), pp. 1-40; 배형일은 국내에서 몇 차
례 강연을 하였다. 그는 201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열린 콜로키엄에서 
‘경주유적의 이미지 구현: 초기 여행사진을  통하여 본 한국 문화관광의 기원(Staging  
Gyeongju’s Ruins for the Tourist Gaze: Early Travel Photography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s Heritage Tourism)’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2015년 한양대학교 비교역
사문화연구소에서 배형일은 ‘초창기 사진, 대중 매체 그리고 관광객의 상상을 통하여 본 
은자(隱者)의 왕국(Capturing Visions of the Hermit Kingdom: Early Photography, Mass 
Media, and the Tourist Imagination)’이라는 특강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 하버드대학
교 디자인대학원(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에서는 “(Un) Building Colonial 
Space in Korea, 1910-1945”라는 제목으로 식민지시기 건축물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 문
화 등을 다루는 학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48) 토드 헨리(Todd A. Henry)는 식민지 경성 내의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신토(神道) 축
제, 산업 박람회, 공중위생 캠페인 등을 검토하였다. 토드 헨리에 따르면 일본은 이러한 
행사와 관련하여 자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이를 통하여 경성의 시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자 했다. 그는 여기에 대하여 경성의 시민들이 다채로운 대응 양
상을 보였다고 소개하였다. Todd A. Henry,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Colonial Korea, 1910-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이 책은 최근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토드 A. 헨리, 김백영 외 옮
김, 『서울, 권력 도시(일본 식민 지배와 공공 공간의 생활 정치)』(산처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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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펼쳐진 신사의 축제, 박람회, 공중위생 캠페인을 다루었다. 그는 이를 통해 서
울이 각각 정신적·물질적·시민적 차원에서 동화되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지배
자와 피지배자가 아닌 제3자로서 한국의 도시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서울학연구소와 서울역사박물관도 서울의 시각문화 연구가 성장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하여 주었다. 서울학연구소는 『서울학연구』를 발행하고 세미나와 심포지
움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에 대한 전문 연구인 서울학연구의 발전을 주도
하였다.49) 서울역사박물관 또한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50) 이를 통하여 해외에 소장된 서울 관련 사진들이 
총서의 형태로 출간되었다.51) 또한 서울에 대한 이방인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 전
시도 열렸다(표 Ⅰ.1).52) 이러한 연구는 2011년 분관인 청계천박물관에서 열렸던 
《이방인의 순간포착: 경성 1930》전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이 전시는 관광엽서, 

안내서, 지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경성이라는 도시 공간을 미술관으로 끌
어들인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2014년 서울사진축제’에서
는 187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서울의 사진을 통해 그 변화상을 살펴보았다.53) 이

49) 1993년 서울정도탄생 60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의 수도학(首都學) 연구소인 서울학연구
소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로 설립되었다. 서울학연구소에 따르면 그 “연구 대상은 도시 
서울로 서울의 장소, 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힘을 탐구하여 서
울이 지닌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울에 대한 여
러 기성학문 분야의 연구 관심과 성과가 상호 조명되고 교차되는 가운데 서울학의 영역
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1957년 『향토서울』이 창간되고 1980년대 이후 학자들 사이
에서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학문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소의 
공식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eoulstudies.uos.ac.kr/)

50) 서울역사박물관은 도시역사박물관으로서 1997년 개관하여 서울의 유물과 도시유적 및 
역사가옥을 보호하고 전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2001년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개칭되었으며 이후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등을 추가로 건립하여 서울과 관련된 각종 전시 및 학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의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museum.seoul.kr/www/NR_index.do?sso=ok)

51) 『서울사진: 성 베네딕도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소장』(서울역사박물관, 2014)과 『(코넬대
학교 도서관 소장 윌러드 스트레이트의) 서울 사진』(서울역사박물관, 2015)들이 대표적
이다.

52) 《1901년 체코인 브라즈의 서울 방문: 체코 여행가들의 서울 이야기》(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 2011), 《로세티의 서울(Seoul in Rossetti's Eyes, 
1902-1903)》(서울역사박물관, 주한이탈리아대사관, 2012)과 같은 전시들이 있었다. 최근
에는 ‘입체사진’이라는 매체에 주목한 전시인 《1904 입체사진으로 본 서울풍경》(서울역
사박물관 전시과, 2018)이 열리기도 하였다. 

53) 2014 서울사진축제는 ‘서울視·공간의 탄생: 한성, 경성, 서울’을 주제로 하여 2014년 11

http://seoulstudies.uos.ac.kr/
http://www.museum.seoul.kr/www/NR_index.do?s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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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
나 이들은 도시 이미지의 형성과 도시 구성원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종합
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한편 최근에 국내외에서 열렸던 몇몇 전시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도시의 시각문화와 근대적 주체들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였
기 때문이다.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는 사례로 2015년 일본에서 열
렸던 《한일근대미술가들의 눈: ‘조선’에서 그리다(日韓近代美術家たちのまなざし: 

『朝鮮』で描く)》라는 전시가 있다.54) 이 전시를 통해 189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제작된 한국 및 일본의 회화작품들이 다수 공개되었다. 한편 이 전시의 초점은 
한국 및 일본의 미술가들이 조선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체험하고 표현하였는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조선을 사랑한 서양의 여성들》전
(2016)과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아펜젤러의 친구들: 100여 년 전 서양인
들의 서울 생활》전(2015)도 이와 유사하다. 이 전시들은 이방인들의 시각 경험을 
통하여 당시의 도시상을 복원해 보고자 한 시도로서 주목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앞서 살펴본 문제의식과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소비된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의 도시 이미지는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성과 경성은 중첩되어 나타났다. 이는 당대인들이 도시 공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그에 대해 인식하고 반응하였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핵심은 당대인들의 인식 및 감정을 중심으로 한성
에서 경성으로 변화된 과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월 13일에서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및 서울시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이 전시는 다양한 사진들이 보여주는 서울의 경관을 통하여 각 시대의 도시 이미지와 
그 변화 과정을 읽어보고자 한 시도였다(2014년 서울사진축제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
다, http://2014.seoulphotofestival.com/). 전시 연출자인 이경민은 중앙대학교에서 『한국 근
대 사진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사진아카이브연구소 대표로 있다. 그는 『경성, 
사진에 박히다』(2008), 『카메라당과 예술 사진 시대』(2010), 『경성, 카메라 산책』(2012) 
등을 저술하였다.

54) 이 전시는 국내에서는 《한일근대미술가들의 눈: ‘조선’에서 그리다(日韓近代美術家たち
のまなざし: 『朝鮮』で描く)》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이 전시는 일본 카나가와현립미
술관(神奈川縣立近代美術館)을 비롯한 6곳의 미술관에서 공동으로 기획한 순회전이었
다. 전시 기간은 2015년 4월 4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였다. 전시는 한일양국미술가 
141명의 작품 270여 점으로 구성되었다. 

http://2014.seoulphotofesti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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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도시 이미지의 시기 구분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에 대한 도시 구성원
들의 인식 및 반응을 고찰하여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1897년부터 1939년까지의 서
울로 정해졌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1897년에서 1939년에 이르는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 구분에서 중점이 되었던 것은 도시 구성원들의 인식 및 
반응을 이끌어 낸 도시 공간의 가시적인 변화이다. 이에 따라 시기 구분에서는 
집권세력의 교체, 도로의 정비, 상징 건축물의 형성,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 등이 
중심이 되었다. 기존의 시기 구분은 대체로 1910년, 1920년 등과 같이 10년 단위
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시각적인 변
화가 나타난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첫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로 1897년에서부터 1910년까지
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도시 공간의 변화와 그에 대한 인식이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한성의 도시 공간은 이전과 달라졌다. 경운궁과 그 
일대가 한성의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도로망이 정비되었으며 
전등, 전차, 철도와 같은 근대적인 시설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신문에 실
린 기사와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즉 대한제국기는 미흡하였으나 근대 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시도가 나타났다. 한편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는 미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서양 각국과 일본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는 경운궁 일대의 공사관 
구역과 진고개(泥峴) 일대의 일본인 거류지를 통해 압축되어 나타났다. 즉 대한제
국 및 서양 각국, 일제의 공존은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도시 공간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일본인 거류지로 도시 공간의 중심
이 옮겨갔다. 확대된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1907년 경성박람회(京城博覽會)가 열렸
다. 당시 『경성발달사(京城發達史)』(1912)의 간행도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에서 한
성을 상징하는 궁궐과 성벽 등은 점차 본 모습을 잃었다. 즉 한성이 사라지기 시
작하며 경성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 시기는 한성에서 경성
으로의 변화를 중첩으로 이해하게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필자는 1910년에서 1939년까지의 시기는 1926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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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는 1910년에서 1926년까지이며 후자는 1926년
에서 1939년까지이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근거로 한 것이
다. 첫째, 1926년 4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 재위 1907-1910)이 서
거하였다. 둘째, 1926년 8월 경복궁 앞의 광화문이 이전되었다. 셋째, 1926년 10월 
1일 시정기념일에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진행되었다. 넷째, 당대인들에게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은 이상 도시 대경성(大京城)의 시작과 겹쳐졌다. 다섯
째, 1926년 9월 경성부의 휘장(徽章)이 결정되었으며 10월에는 경성부청 신청사의 
낙성식도 있었다. 휘장 선정은 모집공고와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선정된 휘장
에서 중심이 된 것은 확장되는 경성부를 상징한다는 부분이었다.55) 필자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탕으로 1926년 서울의 도시 공간에는 한성, 경성, 대경성이 중첩
되었다고 보았다. 즉 1926년은 한성의 상실, 경성의 건설, 대경성으로의 전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1910년에서 1926년까지는 경성이 건설되고 새로운 시각문화가 나타나 도시 이
미지가 만들어진 시기이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한성부(漢城府)는 경성부
(京城府)로 재편되었다. 1912년부터 도시 계획이 시행되어 도로가 정비되었다. 새
로 난 길을 따라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지어졌다. 이와 함께 경성으로
의 전환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 남
산을 중심으로 거행된 조선신궁어진좌제(朝鮮神宮御鎭座祭),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 등이 대표적이다. 화려하게 치러진 행사들은 사진과 엽서 등을 통해 남았
다. 한편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 경
성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시각문화와 시각 경험의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다. 

당대인들의 반응은 열렬한 환호에서 격렬한 저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
다. 다만 식민지라는 현실로 인해 당대인들은 경성에 대한 거리감을 지울 수 없
었다. 이로 인해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당대인들에게 기억되어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경성이 건설된 과정은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
진 과정을 보여준다는 데에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질 시기는 1926년에서부터 1939년까지로 경성이 대경성으로 
불린 시기이다. 1939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1937년 이후 전시 체제가 되었으나 1939년까지도 1930년대 대경성의 도시 문화를 

55) 이 부분은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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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한 건물들이 지어졌다. 덕수궁 미술관, 경복궁 미술관, 조지야백화점 신관 등
이 그 예이다. 둘째,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의 프로필로 여겨진 조선은행 일대가 이 
기간까지 정비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논의하는 데에서 집중한 것은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소비
된 양상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경성은 구체
적인 실체가 아닌 당대인들의 인식과 기대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경성은 대경
성으로 불렸으나 대경성은 공식 명칭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당시 남촌과 북촌으로
의 분열이 극대화되었다. 이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허상임을 시사한다. 둘째,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로 나타난 장소들은 일상과 근접해 있었다. 백화점, 공원 등
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장소들은 대경성의 현실을 은폐하며 제국에 맞는 안목을 
기르기 위한 장소였다. 즉 이들은 일본의 전략이 일상으로까지 침투하였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당대인들은 대경성의 도시 공간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당대인들에게 거리에서 마주친 서로의 모습은 구경거
리였다. 산책자 역시 대경성의 대표적인 볼거리였다. 결국 당대인들은 스스로를 
대경성의 파편으로 인식한 채 도시 공간을 부유하였다. 이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
지가 여러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4.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고의 주된 연구 방법은 시각 매체 및 문헌 자료의 조사와 분석이다. 세부적
으로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Ⅱ장의 핵심은 19세기 후반 근대 도시로의 전환 및 도시 이미지의 형성이다. 

도시 이미지는 근대 도시가 건설된 과정에서 도시 구성원들의 새로운 시각 경험
을 통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도시 이미지는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도시적 삶의 
핵심이자 상징이다. 그런데 모든 도시가 일시에 근대 도시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
다. 각 각의 도시는 그 변화 속도와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당대인들의 인
식 및 반응도 다르게 나타났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 각각의 도시에서 도시 이미
지가 만들어진 방식은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장의 각 절에서는 19세기 후
반의 세 도시, 파리(Paris), 토쿄(東京), 한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1910년 이후 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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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에는 파리와 토쿄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방
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변화와 도시 공
간에 대한 인식은 이후 경성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1절에서 논의의 초점은 19세기 후반 파리(Paris)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
정이다. 파리의 도시 이미지는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이 도시 이미지의 형성에
서 주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19세기 후반 파리는 오스만(Baron 

Haussmann, 1809-1891)의 파리 개조사업(1853-1870)과 오페라 가르니에(Opéra 

Garnier)와 같은 상징 건축물들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아울러 파리는 교통이 중심
인 근대 도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도로와 기차역은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회화와 문학 작품에서 다루어진 파리에 대한 묘사에는 이러한 변화
상이 그려져 있다. 이는 파리의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제공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파리 안내서, 잡지 글, 신문의 광고, 기념엽서 등 이전과는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서도 파리의 도시 이미지들이 확산되었다. 파리의 도시 이미지는 
이렇게 도시 공간 및 시각문화의 변화 가운데에서 만들어져 수용되었다.

  2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수도 토쿄(東京)의 부
상이다. 토쿄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 이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토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기억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토쿄의 도시 공간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기념행사가 치러졌
다. 즉 토쿄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는 당대인들이 도시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권
력이 개입되었다. 이에 따라 토쿄의 도시 공간에서 치러진 주요 행사들과 관련 
매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団)의 해외 경
험이 토쿄 도시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이는 긴자(銀座) 거리 건설을 통해서도 확
인된다. 사절단에 참여한 인물들은 이후 경성의 도시 운영에도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団)의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전 5권, 이하 『미구회람실기』)가 중점적으로 분석될 예정이다.56) 

56)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 11월 12일부터 1년 10개월간 12개국을 순방하였으며 『특명
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전 5권, 이하 『미구회람실기』)는 공
식적인 기록이다. 1878년에 출판된 『실기』는 총 5편 10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국별
로 보면, 미국과 영국이 각 20권씩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서 독일 10권, 
프랑스 9권 등이다. 쿠메 쿠니타케(久米邦武, 1839-1931)는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서양을 시찰하고 이를 토대로 『실기』를 편집하였다. 본고에서 참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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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회람실기』에 수록된 글 및 삽화들은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3절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개항 이후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변화와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이다. 본절에서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항 이후 이방인의 유입으로 인한 한성의 변화와 한성에 대한 인식 양상
이다. 개항으로 조선과 각국 사이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서구인 및 일본인들이 한
성을 찾아 머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인과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서구인 및 일본인의 한성에 대한 시각은 한성을 보는 하나의 틀이 되었
다는 데에서 중요하다. 둘째, 조선인들의 해외 경험 및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의 
발생이다. 이는 개화파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화파들의 도시에 
대한 생각은 대한제국기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에 반영되었기에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3절의 분석 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다양한 국
적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이 서울을 찾고 남긴 기록 및 사진 등이다. 후
자는 조선인들의 해외 경험에 대한 기록과 도시에 대한 생각이 담긴 글이다.

  한성을 찾은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표 Ⅱ.1). 우선 윌리엄 리차
드 칼스(William Richard Carles, 1848-1929)의 『조선풍물지(Life in Corea)』(1888), 

조지 윌리엄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1857-?)의 『서울 풍물지(Korea from 

Its Capital)』(1892), 샤를 루이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1893)의 『조선기행
(Voyage en Corée)』(1892) 등이 있다. 이 저서들에는 서울의 궁궐, 거리의 모습 등
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 기록과 사진들이 실려 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방인들이 한성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성이 외국
인들의 시선을 통하여 특정한 이미지들로 고착화되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인
들이 남긴 저서도 논의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는 하야시 타케이치(林武一, 

1857-1892)의 『조선국진경(朝鮮國眞景)』(1892)과 혼마 규스케(本間久介, 필명은 如
囚居士, 1869-1919)의 『조선잡기(朝鮮雜記)』(1894) 등이 있다. 이 책들은 개항 초
기 일본인들이 서울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쓰였다. 즉 이 글들에는 일본인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초기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미구회람실기』는 이와나미 문고판의 번역본이다. 공동 번역에 참가한 5명이 제1권(정
애영), 제2권(방광석), 제3권(박삼헌), 제4권(서민교), 제5권(정선태)을 한 권씩 분담하여 
번역하고 각 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제를 집필하였다. 쿠메 쿠니타케, 정애영, 방광석, 
박삼헌, 서민교, 정선태 옮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 전5권(소명출판, 2011).



- 23 -

이후 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들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선인들의 해외 경험과 관련된 기록은 한성부 도시개조사업과의 관계를 중심
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들의 기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 체류 중에 남긴 글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방문하고 남긴 보고서
에 가까운 기록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 글을 남긴 이들이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부분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글이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이 집필한 『치도약론(治道略
論)』(1882)과 박영효(朴泳孝, 1861-1939)의 「건백서(建白書)」이다. 『치도약론』은 김
옥균(金玉均, 1851-1894)이 도로의 정비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한 논설이다. 이 책
은 치도약론(治道略論), 치도약칙(治道略則),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치도규칙
(治道規則)”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박영효의 「건백서」는 일본 망명 중 고종(高
宗, 재위 1864-1907)에서 올린 일종의 개화 상소(開化上疏)이다. 여기에는 도시 개
조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져 있다. 

  후자에 포함되는 기록은 박정양(朴定陽, 1841-1905)의 『미속습유(美俗拾遺)』
(1888)와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이다. 이 중에서
도 박정양의 『미속습유』가 주목된다. 박정양이 초대 주미 공사관의 관원으로 재
임하였을 때 함께 참여한 사람이 이채연(李采淵, 1861-1900)이다. 이채연은 한성부 
판윤을 역임한 인물로 고종과 함께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의 주축이었다. 미국에서
의 경험은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인다. 

  Ⅲ장에서 논의의 중점은 대한제국 시기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변화와 
경성의 태동이다. 이 시기가 서울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근대 도시에 대
한 인식이 나타났다. 둘째, 대한제국을 둘러싼 일본, 서양 각국 사이의 긴장은 한
성의 도시 공간에 압축되었다. 이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에서 한성과 경성이 중첩
된 시발점이다. 본장의 목표는 이러한 의미를 조명하는 데에 있다.

  1절에서 다루려는 것은 경운궁과 그 일대가 한성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진 방
식이다. 경복궁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오랫동안 한성과 조선의 상징이었다. 대
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경운궁이 그 법궁(法宮)으로 정해진 것은 매우 갑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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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경운궁에는 법궁으로서 경복궁의 역할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궁궐로서의 상징성 모두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경운궁이 한성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진 과정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조명될 것이다. 하나는 경
운궁과 그 일대가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공간이자 근대 국가의 상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고종의 경운궁 운영 및 왕실 의례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경운궁이 도로가 중심이 된 근대 도시의 중심 공
간이자 문명 수용의 중심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고종과 한성부 판윤(漢城
府判尹) 이채연의 주도로 진행된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예정
이다. 

  2절에서는 서양공사관 구역과 일본인 거류지가 한성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나타났는지가 다루어질 것이다. 당시 한성의 도시 공간에는 대한제국을 사이에 둔 
열강들의 권력 다툼이 응축되어 있었다. 이는 한성의 도시 공간을 점유하며 시선
을 끌던 두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운궁 인근의 서양공사관 구역이다. 다른 
하나는 남산 진고개 일대의 일본인 거류지이다. 한성의 도시 공간에는 경운궁을 
중심으로 서양공사관 구역 및 일본인 거류지 사이에는 모호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즉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각국, 일본 사이의 긴장감이 도시 공간
을 통해 드러났다. 

  1절과 2절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고종실록(高宗實錄)』 및 『순종실록(純宗實錄)』, 『경성부사(京城府
史)』 전 3권(1934-41), 『경성발달사(京城發達史)』(1912) 등과 같은 기록물이 있다. 

『독립신문(獨立新聞)』(1896-1899), 『황성신문(皇城新聞)』(1898-1910), 『대한매일신
보(大韓每日申報)』(1904-1910) 등에 실린 기사들도 있다. 아울러 윤치호(尹致昊, 

1865-1945)의 『윤치호일기(尹致昊日記)』(1880-1940), 황현(黃玹, 1855-1910)의 『매
천야록(梅泉野錄)』(1864-1910)과 같은 저술도 분석의 대상이다. 이 자료들은 사실
의 기록 및 전달에 집중하고 있으나 입장에 따라 서술 태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
다. 무엇보다 신문 기사와 윤치호, 황현의 기록에는 도시 공간의 변화 및 문명에 
대한 당대인들의 생각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이들을 종합
적으로 분석하여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한편 서울을 찾았던 방문객들이 남긴 기록들 및 사진들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기록들을 통해 당시 서울의 모습 및 변화와 그 인식을 알 수 있다(표 Ⅲ.1). 여행
가의 기록으로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의 『한국과 



- 25 -

그 이웃 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1897)과 엘리아스 버튼 홈스(Elias 

Burton Holmes, 1870-1958)의 『1901년 서울을 걷다, 버튼 홈스의 사진에 담긴 옛 
서울, 서울 사람들(Burton Holmes Travelogues. 10: Seoul, the Capital of Korea)』
(1901)이 대표적이다.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는 1896년에서 1897년 사이 서울
의 도로 변화 상황과 그에 대한 인상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1901년 서울을 
걷다, 버튼 홈스의 사진에 담긴 옛 서울, 서울 사람들』은 대한제국을 찾은 외국인
들이 남긴 기록 중에서 대한제국 전반이 아닌 서울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버튼 홈스가 보았던 거리의 풍경, 궁궐, 전차 등이 구체적으
로 서술되어 있다. 기자인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1870-1904)의 『독일
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Korea-reiseschilderungen)』(1901)과 시인이자 
외교관인 조르주 뒤크로(Georges Ducrog, 1874-1927)의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
선(Pauvre et douce Corée)』(1903) 등에도 1900년 전후 서울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담겨져 있다. 겐테의 책에는 독일인 기자의 눈으로 본 서울의 모습이 궁궐과 생
활상을 중심으로 남겨져 있다. 조르주 뒤크로의 글에는 민속학자인 루이 마랭
(Louis Marin, 1871-1960)이 촬영한 사진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외국인들이 남
긴 기록들은 당시 서울의 경관과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서울에 대한 인상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절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드러난 경성의 태동과 한성의 
쇠락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유지된 균형은 1905년 러일전쟁
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무너졌다. 한성 내 일본인 거류지는 남촌 일대를 점령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아울러 도시 공간의 중심은 점차 일본인 거류지로 이동하였
다. 1907년에는 일본인 거류지인 구리개(銅峴, 현 을지로) 인근에서 경성박람회(京
城博覽會)가 치러졌다. 이와 동시에 일본 황태자 요시히토(嘉仁, 이후 타이쇼 텐
노(大正天皇), 1879-1926)의 방문으로 인해 사대문(四大門)과 그 인근 성벽은 급격
하게 해체되었다. 한편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인 궁궐(宮闕)은 훼철(毁撤)되었
다. 창경궁(昌慶宮)에는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설치되어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변화를 단절이 아닌 중첩을 통해 이해하
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3절에서 한성 내 일본인 거류지의 확장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중심이 되는 자
료는 『경성부사』와 『경성발달사』이다. 『경성발달사』는 경성거류민단역소(京城居留
民團役所)에서 1912년에 간행한 책으로 된 거류민들의 치적을 담았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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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년도 별로 해당 시기의 주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문명 
시설의 도입, 도로 개조, 거류지의 확장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 이
와 같은 내용은 『경성부사』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경성부사』와 『경성발달사』
를 통해 도로 정비와 거류지 확장의 정황이 구체화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황태
자전하한국어도항)기념 사진첩((皇太子殿下韓國御渡航)紀念寫眞帖)』(1907)에 실린 
사진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가 촬영한 유리 원판 사진
(1909-1945), 『(일본 궁내청 소장)창덕궁 사진첩』에 실린 사진들도 다루어질 예정
이다. 

  아울러 1905년 전후의 복잡한 상황을 살펴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이
탈리아 영사인 카를로 로세티(Carlo Rossetti, 1876-1948)의 『꼬레아 꼬레아니(Corea 

e Coreani)』(1905)와 프랑스 고고학자인 에밀 부르다레(Emile Bourdaret, 1874-1947)

가 남긴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En Corée)』(1904)도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유럽
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그에 맞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꼬레아 꼬레아니』에는 서울의 역사, 거리, 궁궐, 외국인들
의 분포 등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사진 자료도 풍부하다.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의 경우는 에밀 부르다레가 프랑스어 학교의 교사로서 4년 동안 국
내에 체류한 후 썼던 관찰기이다. 여기에는 자연과 환경, 사람과 사건 등 서울의 
전반적인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헌과 사진들을 통하여 대한제국
말기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한성의 쇠락과 경성의 태동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Ⅳ장의 핵심 쟁점은 1910년에서 1926년까지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의 건설과 
한성에 대한 기억이다. 이 시기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
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경성으로의 전환은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
이다. 둘째, 경성의 건설을 기념한 행사 및 관련 매체, 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의 
변용은 새로운 시각문화를 의미한다. 셋째, 경성으로의 변화와 새로운 시각 경험
에 대한 당대인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
성의 도시 이미지에는 한성에 대한 기억이 포함되었다. 

  1절의 핵심은 근대 도시 경성의 건설과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상실이다. 이
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경성시구개정
(京城市區改正) 사업”의 진행과 도로의 정비이다. 둘째는 상징 건축의 완공과 그
로 인한 변화 양상이다. 이를 위해 본절의 논의는 1915년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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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1915년 이후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신축 및 이
전이 확정되면서 경성시구개정 사업이 개정된 데에 있다.

  첫 부분의 논의 대상은 “경성시구개정 사업”의 진행과 남촌(南村)의 부상이다. 

경성시구개정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로가 정비되고 도로망이 구축되었다. 새로운 
도로를 따라 조선호텔, 조선은행, 경성역 등과 같은 건물이 지어졌다. 이 과정에
서 본정, 조선은행 앞의 광장, 남대문 일대는 경성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 이들은 
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부분의 
논의를 위해 『조선총독부 관보』, 『경성부사(京城府史)』 전 3권(1934-41), 『경성 도
시 계획 조사서(京城都市計劃調査書)』(1930)와 여기에 실린 도면이 분석될 예정이
다. 『경성부사』와 『경성 도시 계획 조사서』에는 경성시구개정 사업에 대한 평가
도 수록되어 있어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와 사진들도 
다루어질 것이다. 『매일신보』 기사에는 도로가 정비된 상황과 건물이 지어진 과
정이 사진과 함께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의 변화상이 
복원될 예정이다.

  다음 부분의 초점은 식민 상징 건축의 완공과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상실이
다. 여기에서는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도 함께 논의
될 예정이다.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에 들어서 북부의 도로가 정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본 모습을 잃었다. 이에 대해 당대인들은 
이중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대인들의 반응은 도시 공간의 운영이 제도적인 차원만
이 아니라 당대인들의 삶과 직결됨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당대인들의 태
도는 남산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이 지어진 데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조선신궁의 
건축과 남산 일대 도로의 정비도 다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서 활용될 주 자료
는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이다. 

  2절의 논의 대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성의 건설을 기념한 행사 및 관련 
매체이다. 다른 하나는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변용이다. 

  우선 경성의 건설에 초점을 둔 기념행사는 그 성격에 따라 시정기념행사, 신사 
및 신궁 관련 행사, 건설 기념행사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각각의 행사를 
대표하는 큰 규모의 행사와 관련 매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조선
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 이하 공진회), 조선신궁어진좌제(朝鮮神宮御鎭座祭, 

이하 진좌제),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관련된 행사가 주 대상이다. 다만 각 행사와 
관련 매체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논의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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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회는 시정오년(始政五年)을 기념한 행사이자 시각문화의 전환을 알린 행사
라는 점이 조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 공진회 기념엽
서, 『경성안내』(1915),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보고서(始政五年記念朝鮮物
産共進會報告書)』 전 3권(1916) 등이 분석될 것이다. 공진회 기념엽서, 『매일신
보』,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보고서』에는 유사한 사진이 반복되었다. 이는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경성의 건설을 인식하게 한 일본의 전략이다. 『경성안
내』(1915)는 조선연구회(朝鮮硏究會)에서 조선총독부 시정 5주년을 기념하여 펴낸 
안내서이다. 이 책에는 경성의 인구에서부터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경성에 대한 주
요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책의 저자들은 식민사관의 편찬사업에 참여하며 경성
의 출판업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좌제는 신사 및 신궁 관련 행사이다. 경성역의 개통식 및 경성운동장(京城運
動場)의 개장식이 여기에 맞추어졌다는 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즉 진좌제는 동화
라는 식민 지배를 문명과 문화로 포장한 행사이다. 조선신궁 및 진좌제에 관련된 
사진첩 및 기록물만 해도 5권에 달한다. 『조선신궁어진좌제기념사진첩(朝鮮神宮御
鎭座祭紀念寫眞帖)』(1925), 『조선신궁사진도집(朝鮮神宮寫眞圖集)』(1925), 『조선신
궁사진첩(朝鮮神宮寫眞帖)』(1926), 『조선신궁기(朝鮮神宮紀)』(1926), 『조선신궁조영
지(朝鮮神宮造營誌)』(1927) 등이 그것이다. 이들에는 진좌제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이 반복된다. 따라서 진좌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주로 다루어질 자료는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와 진좌제 관련 사진첩 및 기
록물이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은 1926년에 걸쳐 치러진 행사들과 함께 살펴보아
야 한다. 1926년 1월에는 광화문통(光化門通)에서 관병식(觀兵式)이 열렸다. 이후 
5월에는 왜성대(倭城臺), 경복궁, 용산을 활용한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가 개최되
었다. 그리고 10월에 이르러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치러졌다. 이 행사들
을 함께 논의함으로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이 경성의 건설에서 갖는 의미가 
복원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매일신보』에 게재된 기사, 잡지 『조선과 건축(朝鮮と
建築)』 조선총독부 청사 특집호(1926.5)에 실린 글,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朝鮮總
督府廳舍新營誌)』(1929)에 실린 글과 사진이 함께 분석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경성의 스펙터클로 전락
된 양상이다. 일본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을 경성의 구경거리로 격하시켰다. 

이는 경성과 한성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자 한 전략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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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나는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공원화이며 다른 하나는 밤놀이의 등장 
및 활용이다. 경복궁, 창경원, 남산은 공원으로 활용되었다. 경복궁은 주로 국가적
이고 도시적인 차원의 행사가 치러지면서 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달리 창경원
은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이자 대중적인 여가의 장소가 되었다. 남산은 조선신
궁이 건설되면서 일본인들이 점유하게 되었는데 이후 경성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1915년 공진회 이후 밤 놀이가 
중요한 도시 문화로 등장하였다. 종로 야시(夜市)와 한강에서 열린 관화 대회(觀
火大會)는 경성의 새로운 볼거리이자 즐길 거리였다. 아울러 1920년대 중반에 이
르러 창경원이 밤에도 개장되었다. 당시의 정황과 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실린 기사 및 사진들이 
활용될 예정이다. 

  3절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경성의 도시 공간과 시각 경험에 대한 당대인들
의 이중적이며 모호한 반응이다. 이를 통해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졌기에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은 중요하다. 본절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
하고자 한다. 첫째, 당대인들에게 도시는 중요한 삶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둘째, 

도로는 당대인들이 경성으로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셋째, 당대인
들은 남촌과 북촌의 도로를 비교하며 도시로부터 소외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대인들은 한성을 회상하게 되었다. 그 결과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는 한성
에 대한 기억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본절의 논의를 위해 도시를 소
재로 한 시, 잡지 『개벽(開闢)』(1920-26)에 실린 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이 분석될 예정이다. 김기진(金基鎭, 1903-1985), 김소월(金素月, 1902-1934), 

박팔양(朴八陽, 1905-1988) 등의 도시 시를 통해서는 당시 변화상이 어떻게 인식
되었는지가 논의될 것이다. 한편 당시 구독 수가 가장 높았던 『동아일보』에서는 
도시 공간을 소재로 한 내용이 자주 다루어졌다. 1924년 연재된 「내동리 名物」과 
1926년 연재된 「屋上에서 본 京城의 八方」이 대표적이다. 「내동리 名物」은 당대
인들의 참여를 통해 진행된 기사였다. 이 기사들은 이후 『경성백승(京城百勝)』
(1929)으로 간행되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Ⅴ장에서 논의의 핵심은 대경성(大京城)으로 불리며 신화화된 경성의 도시 이미
지가 도시적 삶을 통해 소비된 양상이다. 본장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경성으로 불린 경성의 도시 공간은 실제로는 분열이 극심해



- 30 -

진 상태였다. 둘째,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담긴 경성과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
은 일상과 밀접하였다. 그러나 그 소비 양상은 차이를 보였다.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는 최신 유행 및 도시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나타났다. 한성을 상징하는 장
소들은 여가와 취미의 공간으로 재생산되었다. 셋째, 매체에 나타난 대경성의 도
시 이미지는 파편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당대인
들의 인식 및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이와 차이를 보인
다. 이에 따라 본장의 연구는 앞서 살펴본 사진, 엽서, 잡지, 신문 등과 함께 근대
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1절에서 조명하려는 것은 허상으로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도시 공간이 분
열된 양상이다. 대경성과 대경성계획안 모두 구체적 실체는 상당히 모호하였다. 

대경성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1920년대 초부터 언급된 ‘대경성계획안’과 연관되었
다. 그런데 대경성계획안은 특정한 도시계획안을 지칭하지 않았다. 시가지계획령
이 경성에 적용되기까지 매년 새로운 계획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들이 대경성계획
안이었다. 실제로 대경성이 공식화된 시점은 시가지계획령이 경성에 시행된 1936

년 4월 1일이었다. 이는 경성에 대한 위상 변화와 관련이 깊다. 1934년에 흥아연
구소(興亞硏究所)의 수장인 토요카와 젠요(豊川善曄, 1888-1941)가 『경성천도론(京
城遷都論)』(1934)을 펴낸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일신
보』와 『동아일보』에서 대경성을 다룬 기사들이 중점적으로 분석될 예정이다. 즉 
대경성이라는 명칭과 대경성계획안은 대경성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결부되
어 있었음을 논의하려는 것이다. 한편 당시 대경성의 현실은 달랐다. 1936년 대경
성의 면적은 3.5배 정도로 늘어나 약 7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경성에서 남촌과 북촌 사이의 차이가 극대화되었다. 남촌과 북촌은 두 개의 서
로 다른 도시 같았다. 무엇보다 북촌의 조선인들은 문명으로부터 더 소외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도시 밖으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이는 시가지계획령이 진행되면서 
남촌이 경성의 중심으로 굳어진 데에 있다. 이 계획안은 결국 남촌과 북촌, 일본
인과 조선인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였다. 따라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실
린 기사들에 나타난 조선인들의 반응이 분석될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대
경성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2절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이루는 장소들이 대경
성의 일상과 밀접한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절의 논의는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다. 첫째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남촌의 번화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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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20년대 경성에 등장한 백화점은 1930년대에 이르러 시각문화의 중심이 되
었다. 아울러 백화점과 그 일대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
졌다. 백화점에서는 각종 전시회가 열렸으며 백화점 옥상은 경성의 모습을 전망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 부분의 논의를 위해 백화점의 모습이 담긴 엽서, 백화점을 
다룬 신문 기사, 잡지 『별건곤(別乾坤)』(1926-1934)과 『조광(朝光)』(1935-1948)에 
실린 글 등이 중점적으로 분석될 예정이다. 둘째는 대경성의 공원이 된 궁궐이다. 

궁궐에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지어졌다. 궁궐은 당대인들의 취미와 여가를 위한 공
간이 아니었다. 이는 박물관 주간과 고적애호일의 제정을 통해 짐작된다. 이에 따
라 신문 기사 글과 함께 사진집인 『은뢰(恩賴)』(1937), 『덕수궁사(德壽宮史)』
(1938) 등이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 『덕수궁사(德壽宮史)』(1938)와 같은 서적에
는 경성을 도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로 보고 한성을 개선되어야 할 과거로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즉 궁궐은 식민 지배에 맞는 취향과 시각을 
형성하는 장소였다. 

  3절에서 논의의 초점은 대경성 도시 이미지가 재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엽서나 
사진집과 같은 매체로 나타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
을 통해 만들어진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절
의 논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서 파편이 되어 잘려나간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산책자의 출현과 그가 갖는 복
잡한 층위이다. 본절에서 다루어질 자료는 당대의 대표적인 도시 소설과 시, 잡지 
글, 신문 기사 등이다.

  우선 엽서나 사진집과 다른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었
는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1930년대에 『동아일보』에 실린 연재 기사인 「춘일가상
소견」,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서울구경」, 「한양춘색」, 「서울풍경」, 「탐춘화
첩」 등이 분석될 예정이다. 이 기사들이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기사들은 당
대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모집을 통해 구성된 기사들도 있으며 미술가와 작가
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된 기사가 있다. 이는 당대인들에게 공유된 대경성의 도시 
상이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보다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당대의 대표적인 도시 소설과 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책자와 그의 복
잡한 층위가 구체화 될 예정이다. 박태원과 이상의 소설, 김기림(金起林, 1907-?)

의 수필, 임화(林和, 1908-1954)의 시이다. 여기에는 산책자인 경성인이 나타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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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형적인 산책자는 박태원의 소설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1934)의 주인공
인 구보와 같은 모습이다. 산책자라는 존재와 그가 바라본 경성의 도시 공간은 
서울 사람과 경성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자리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
는 산책자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근대적 주체로서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근대적 주체들마저도 보여지는 존재가 되었다. 산책자들은 식민
지 조선의 수도인 경성에 거리감을 보였으나 그들도 점차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
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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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대 도시의 시각문화와 도시 이미지

  19세기 중엽부터 모습을 드러낸 근대 도시는 인간의 꿈과 탐욕이 만들어 낸 창
조물이다. 근대 도시의 핵심은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과 창조적 파괴를 의미한 근
대성’으로 논의된다.57) 도시 공간의 변화가 당대인들에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
각 경험을 가능하게 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근대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
와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었다. 창조적인 파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는 도
시 공간에서 새로운 것의 탄생이 오래된 것의 소멸과 겹쳐진 데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근대성은 근대 도시를 신화로 만든 개념일 
뿐이었다.58) 당대인들은 근대 도시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는 당대인들이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하였기에 도시 공간의 건설과 해체를 목격할 
수 있었던 데에 있다. 새로운 시각 경험으로 인한 자극만큼이나 급격한 파괴로 
인한 충격도 컸다. 이로 인해 당대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기억하게 되었다. 따
라서 당대인들의 인식과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 이미지에 과거와 현재가 뒤
섞인 것은 당연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근대 도시로의 전환과 그 이미지의 형성은 도시 별
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19세기 후반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은 달랐다. 둘째, 근대 도시로의 전환은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일이다. 이를 뒤늦게 받아들인 일본(日本), 조선(朝鮮) 등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나
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근대 도시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수용
자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근대 도시로의 변화는 도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Ⅱ장의 초점은 당대인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근대 도시 및 그 이미지
의 태동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이 장은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
이다. 본장에서 다루어질 연구들은 근대성의 신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당대인
들의 인식 및 반응을 주요한 주체로 끌어올렸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시
각들은 시각적 의미작용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각문화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

57) 데이비드 하비, 구동회·박영민 옮김,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한울, 1994), pp. 34-35; 
김성도, 『도시인간학: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안그라픽스, 2014), p. 39.

58) 데이비드 하비, 김병화 옮김,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생각의 나무, 2005),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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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다.

  첫 번째 절에서 논의의 중점은 “근대성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파리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이다. 파리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면
에서 중요하다. 첫째, 파리의 도시 계획과 시각문화는 일본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
되었다. 이는 수도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형성된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파
리의 새로운 시각 경험과 당대인들의 반응 및 인식은 도시의 시각문화와 도시 이
미지와 맺고 있는 관계를 잘 보여준다. 파리의 도시 이미지는 특정한 권력의 주
도로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셋째, 파리의 도시 이미지는 당대인들의 복잡한 시
선, 새로운 것에 대한 선망과 사라진 것에 대한 회고의 시각이 교차 되는 지점에 
있다.

  두 번째 절의 핵심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1868년) 이후 일본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토쿄가 부상한 과정이다. 토쿄의 위상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일본은 토쿄를 새로운 수도로 각인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행
사와 시각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토쿄는 쿄토(京都)와 차별화된 새
로운 수도로 19세기 후반 일본이 경험한 근대화의 실험 공간이었다. 이러한 토쿄
의 도시 이미지 형성은 이 과정이 이후 식민지시대 서울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에 적용되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 절의 초점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선포에 이르
기까지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변화들과 그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는 것
이다. 한성에 대한 인식 양상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첫
째, 한성을 찾은 이방인들에게 도시 공간이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둘째, 외부 세계와 만나게 된 한성의 조선인들은 도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였는
가 하는 부분이다. 조선인들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이것
이 도시 공간에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였는지도 논의될 것이다. 이는 한성을 바라
보는 하나의 전형적인 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1. ‘근대성의 수도’ 파리(Paris)와 그 이미지의 탄생

  문학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파리를 “19세기의 수도”라고 
하였다.59) 19세기의 수도인 파리는 근대성의 상징이라고 일컬어졌다. 파리를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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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상징으로 만든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1848년 혁명 이후인 제2제정
(Second Empire, 1852-1870) 시기이다. 이 기간은 오스만 남작(Baron Haussmann, 

1809-1891)의 파리 도시개조(Transformations de Paris sous le Second Empire)에서 
1871년 파리 코뮌(La Commune de Paris, 프랑스 제5차 혁명, 1871년)에 이르는 기
간이다. 그런데 19세기의 파리를 미래와 새로움의 도시로만 볼 수는 없다. 이 시
기에 파리에서는 과거와 낡은 것에 대한 향수가 나타났다. 19세기 파리는 한편으
로는 “재발견된 과거”의 공간이었다.60)

(1) 오스만의 파리 도시개조와 근대 도시로의 전환

  1867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만국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 de 1867)가 열렸다.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프랑스의 주요 작가와 예술가들은 파리 가이드 책
을 출간하였다.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는 이 
책에서 파리를 예루살렘(Jerusalem), 아테네(Athens), 로마(Rome)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곳이자 “문명의 돛”이라고 예찬하였다.61) 박람회가 열렸을 당시 파리는 어느 
도시보다도 돋보이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고 여겨졌다. 무엇보다도 파리는 근대
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유일무이한 도시였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파리는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귀스타브 카이유 보트(Gustave Caillebotte, 

1848-1894),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그림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
랐다(도 Ⅱ.1, 2, 3). 파리는 곧고 반짝이는 넓은 대로, 빛에 반짝이는 건물들 등을 

59) 「파리-19세기의 수도(Paris, the Capital of the Nineteenth Century)」는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 1892-1940)의 원고 제목이다. 벤야민은 1935년과 1939년, 두 차례에 
걸쳐 이 글을 썼다. 이 글은 벤야민의 미완성 유작인 『파사젠베르크(Passagenwerk)』
(1927-1940)에 수록되어 있다. 『파사젠베르크(Passagenwerk)』는 국내에서 『아케이드 프로
젝트(Arcades Project)』(1927-1940)로 번역되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아케이드 프로젝트
(Arcades Project)』라고 하겠다. 발터 벤야민, 조형준 옮김, 『아케이드 프로젝트』(새물결, 
2006).

60) 홍용진, 「19세기 파리 역사문화공간 생산의 과정과 의미」, 『도시연구』 15(도시사학회, 
2016), p. 26.

61) Victor-Marie Hugo, “Introduction,” Paris-Guide, par les principaux écrivains et artistes 
de France (Paris: Librairie internationale, 1867), t.1, p. ΧⅩⅥ, p. ΧⅠΧ, 민유기, 「파리, 
혁명과 예술의 도시」, 도시사학회 기획, 『도시는 역사다』(서해문집, 2011), p. 17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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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도시가 아니었다. 파리는 더럽고 음습한 콜레라의 도시로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유물로 뒤덮인 도시일 뿐이었다. 

  당시 파리는 전형적인 중세 도시였다. 루브르 궁(Palais du Louvre)과 시테 섬
(Île de la Cité)을 중심으로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져 있었다. 길 양쪽으로는 건물
들이 겹쳐져 있었다. 가장 넓은 도로일지라도 그 폭이 매우 좁아 통행이 불편하
였다. 도로가 제대로 포장되어 있었을 리도 없다. 중심부의 길만 겨우 포장되어 
있었다. 나머지는 흙바닥이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아울
러 파리는 향기와는 거리가 먼 시궁창의 도시에 가까웠다. 상하수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파리 시민들은 오물을 창밖으로 던져 버렸다. 도시에는 말로는 형용하
기 힘든 악취가 가득하였다. 이는 파리가 무분별한 분양으로 확장된 도시였던 탓
이었다.62) 파리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비참한 자들(les misérables)”의 수를 증대
시켰다. 이는 파리에 대한 어둡고 불쾌한 이미지로 이어졌다. 상류층과 부유층들
은 도심을 떠나 파리 서부나 북서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파리의 비참한 상황은 
수도 자체의 역할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파리 시 재정비, 수도 이전 
등과 관련된 논쟁이 일었다. 

  이러한 상황은 1848년 2월 혁명을 거치면서 악화되었다. 혁명 당시 폭동과 시
가전도 있었기에 파리는 폐허가 된 듯 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진가인 막심 
뒤 캉(Maxime du Camp, 1822-1894)의 글은 당시 파리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1848년 혁명 직후의 파리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 될 것만 같았다. 날마다 
점점 더 멀리 연장되고 인접 국가의 선로와 연결되고 있던 철로를 통한 끊임없는 왕래
로 인해 인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생활은 불안정해져 갔는데, 이제 파리주민들은 부
패하고, 비좁고, 복잡하게 뒤엉킨 골목길에 어쩔 수 없이 갇혀 그곳에서 질식해가고 있
었다.63)

  이러한 파리가 혁신적으로 변모된 것은 1852년 프랑스 제2제정(le Second 

Empire)이 선포된 이후부터였다. 파리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다. 넓고 곧
은 대로와 질서정연하게 들어선 건물들, 거리의 분수, 그리고 가로수 등 파리는 

62) 마크 기로워드, 민유기 옮김, 『도시와 인간』(책과함께, 2009), p. 285.
63) 막심 뒤 캉(Maxime du Camp, 1822-1894), 『파리-19세기 후반의 기관, 기능, 생명 

(Paris, ses organes, ses fonctions, sa vie dans la seconde moitié du XIXe siècle)』 권6, p. 
253, 발터 벤야민, 앞의 책, p. 36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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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제2제정 아래 
파리 시장이었던 오스만 남작이 나폴레옹 3세(Louis-Napoléon Bonaparte, 재위 
1852-1870)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나타났다.64) 

  파리 도시개조가 실시되면서 파리는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통
해 파리는 근대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파리 
도시개조의 큰 방향은 나폴레옹 3세에게서 비롯되었다.65) 나폴레옹 3세는 파리를 
‘장엄한 중심지(centre monumental)’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파리는 
프랑스의 주된 시장이자 제조업의 중심지였다. 즉 파리와 각 지방 사이는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나폴레옹 3세는 파리를 새로운 도로망과 
철로망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가 구상한 계획의 중심에는 파리의 
기차역이 있었다. 그는 기차역을 연결하여 파리로 물자를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도시 내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도 계획되었다.66) 

  오스만 남작은 나폴레옹 3세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파리의 도시 공간에 구현하
였다. 1853년 6월 23일 오스만은 계획대로 도시를 개조하라는 위임장과 함께 세
느 지사(le préfet de la Seine)로 취임하였다.67) 오스만이 시행한 파리 도시개조의 

64) 해외에서 이루어진 오스만의 파리 개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
순). David H. Pinkney, Napoleon III and the Rebuilding of Par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David P. Jordan, Transforming Paris: The Life and 
Labors of Baron Haussman (New York: Free Press, 1995); Michel Carmona and Patrick 
Camiller, Haussmann: His Life and Times and the Making of Modern Paris (Chicago: I. 
R. Dee, 2002); Stephane Kirkland, Paris Reborn: Napoléon III, Baron Haussmann, and 
the Quest to Build a Modern C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2013); 국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민유기, 「19세기 후반 파리의 도시위생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
등과 합의」, 『프랑스사 연구』 14(한국프랑스사학회, 2006), pp. 97-134; 송영섭, 「오스만
의 파리 개조사업에 관한 연구」, 『科學技術硏究論文集』 17(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2006), pp. 345-361; 홍용진, 「19세기 파리 역사문화공간 생산의 과정과 의미」, 『도시연
구』 15(도시사학회, 2016), pp. 25-53.

65) David H. Pinkney, Napoleon III and the Rebuilding of Par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2), pp. 25-26.

66) 송영섭, 앞의 글, p. 349.
67) 오스만이 갑자기 나타나 중세적인 파리를 현대적인 산업도시로 바꾸었다고 볼 수는 없

다. 오스만에 앞서 7월 왕조 루이 필립 왕(Louis-Philippe, 재위 1830-1848)의 치하에서 
파리의 지사였던 랑뷔또(Claude-Philibert Barthelot de Rambuteau, 1781-1869)가 전권을 
위임받아 파리를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루이 필립의 통치 기간 동안 랑뷔또가 시행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원(Hôpital Lariboisière)이 건설되었다. 당시에 콜레라로 인
한 사망자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보행자를 위하여 보도(trottoirs)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대로(boulevards)와 강변도로(Quais)를 따라 가로수도 심어졌다. 아울러 이토르프(Jacques 
Ignace Hittorff, 1792-1867)에게 콩코르드 광장(Place de la Concorde), 에투알(Étoile)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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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도로의 확장과 개선 및 도로망의 확충이었다. 도로 구축과 정비는 지역을 
반듯하게 구획하고 신작로를 내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도로는 마카
담(macadam)으로 포장되었다. 마카담은 반암 알갱이를 증기기관 분쇄기로 다져서 
만드는 것이다. 마카담으로 포장된 도로는 르누아르의 그림 속에서 발견되는 것처
럼 모래 빛을 띠고 있다. 아울러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화강암이 깔렸다. 인도에
는 회색빛 시멘트를 돌 모양으로 만든 타일이 놓였다.68) 

  무엇보다 오스만 남작의 최대 업적은 대로의 건설이다. 오스만은 교통상의 편
의를 위해 대로를 구축하였다. 이전에 파리에 대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오스만이 대로를 건설하기 이전에 파리에는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없었다. 또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는 아예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스
만을 통해 대로가 체계화되어 융합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세바스토폴 대로(Boulevard Sébastopol)와 스트라스부르 대로(Boulevard de 

Strasbourg)가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도 제2제정의 첫 작품은 세바스토폴 대로이
다. 세바스토폴 대로는 동역(Gare de l’Est)에서 남쪽으로 이어져 파리의 남북을 
가로질렀다. 또한 이 대로는 시테 섬의 왼편을 횡단하였다. 이러한 대로의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거주지가 파괴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도시 밖으로 내몰렸
다. 오스만은 말레셰르브 대로(Boulevard Malesherbes)와 마들렌 대로(Boulevard de 

la Madeleine)도 건설하였다. 그는 또한 시내 중심에 대로를 내었다. 동쪽에는 마
젠타 대로(Boulevard de Magenta), 리샤르 르누아르 대로(Boulevard 

Richard-Lenoir), 외젠 왕자 대로(Boulevard du Prince Eugène)가 건설되었다. 이 대
로는 서쪽에 있는 샤를 드골 광장(Place Charles-de-Gaulle, 이전 에투알 광장(Place 

de l' Étoile))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갔다.69)

  새로 만들어진 넓고 곧은 대로와 기차역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확충되었다.70) 

장, 샹젤리제(Champs-Elysées) 거리를 개발하고 정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836년에 
개선문(Triumphal Arch)이 준공되었으며 샹젤리제 거리는 진흙탕에서 산책길로 바뀌게 
되었다. 골목길들도 마카담으로 포장되었으며 가로등으로 조명 시설도 갖추어졌다. 세느
강에는 세 개의 교량이 건설되었으며 여러 개의 직선 관통 도로(레 알과 마레지구 연결 
등)가 개설되었다. 또한 구청, 요양소, 교도소, 교회, 철도 역 등이 지어졌으며 파리의 
중앙시장인 레알(les Halles)이 정비되었다. 오스만은 이전의 작업을 체계적이며 대규모
로 계속하였다.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2005), p. 161. 

68) 위의 책, pp. 23-24.
69) David H. Pinkney, 앞의 책, pp. 57-70.
70) 1860년 1월 1일자로 도시 주변 소읍 18곳이 파리시에 편입되어 오늘날의 파리 지역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의 구 12곳은 오늘날과 같이 20곳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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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나 기존 도로의 확대 및 정비는 동서축과 남북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
졌다. 대로는 도시의 구도심과 새로운 외곽지역을, 센 강의 오른쪽과 왼쪽을, 도
시의 남북과 동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였다. 우선 샤틀레 광장(Place du Châtelet)

과 세바스토폴 대로(Boulevard de Sébastopol)의 교차점이 만들어졌다. 앞서 언급한 
스타라스부르 대로, 세바스토폴 대로가 건설되면서 리볼리 가(rue de Rivoli)와 생 
앙토안 가(rue Saint-Antoine)가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서쪽의 개선문(Triumphal 

Arch)으로 방사형 도로 12개가 연결되었다.71) 아울러 대로는 새로운 기차역과 가
까웠으며 기차역을 연결하였다. 대로들은 파리의 6개 기차역 중 3개의 역에서 남
쪽으로 이어졌다.72) 세바스토폴 대로는 동역과, 마젠타 대로는 북역과 이어졌다. 

그 결과 도심과 주변부 간의 흐름도 원활해졌다.73) 

  대로와 도로망을 따라 파리의 상하수도망과 공원도 확대되었다. 상수도는 이전
에는 약 750km였으나 약 1550km로 확대되었다. 1854년 약 160km이던 하수도는 
1870년에는 약 540km로 늘었다.74) 다만 상하수도의 설비는 도시의 서쪽 부르주아 
구와 도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도심 곳곳에 많은 공원이 조성되었다. 

이는 나폴레옹 3세가 영국 체류 시 지니고 있던 도시에 대한 생각들이 파리 도시
개조에 반영된 것이다. 런던(London)의 하이드파크(Hyde Park)와 같은 공원을 만
들고자 하는 견해는 서쪽 끝의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을 통해 구현되었다. 

이와 함께 동쪽 끝에는 뱅센 숲(Bois de Vincennes)이 정비되었다. 불로뉴 숲, 몽
수리 공원(Parc Montsouris), 몽소 공원(Parc Monceau), 뷔트 쇼몽 공원(Parc des 

Buttes-Chaumont) 등에는 영국식 정원 개념도 도입되었다.75)

  또한 대로를 따라 공공건물이 신설되고 확충되었다. 기차역, 상업재판소, 고급
호텔, 극장, 경찰서, 구청, 교회, 센 강의 다리 등이 건립되고 증축되었다. 대표적
인 것이 바로 오페라 가르니에(Palais Garnier)와 북역이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샤

71)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2005), pp. 166-167.
72) 1846년 지어진 북 역을 시작으로 생 라자르역, 스트라스부르 역, 리옹 역, 몽파르나스 

역 등이 생겨났다. 현재 파리의 기차역은 북 역(Gare du Nord), 동 역(Gare de l'Est), 생 
라자르역(St Lazare), 리옹 역(Gare Lyon), 오스테를리츠 역(Gare d'Austerlitz), 몽파르나스
역(Gare Montparnase) 등 6개이다.

73) 바네사 R. 슈와르츠, 노명우·박성일 옮김, 『구경꾼의 탄생』(마티, 2006), pp. 69-70.
74) 파리 하수도 망은 20세기 후반 2100km에 달했다. A. Fierro, Histoire et dictionnaire de 

Paris (Paris: Robert Laffont, 1996), p. 842, 민유기, 「19세기 후반 파리의 도시위생 정책
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합의」, 『프랑스사 연구』 14(한국프랑스사학회, 2006), p. 106에
서 재인용. 

75) David H. Pinkney, 앞의 책, pp. 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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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르니에(Jean Louis charles Garnier, 1825-1898)가 설계하였다. 오페라 가르니
에는 당시 새로 지어진 건축물 중 가장 뛰어난 건물로 평가를 받는다. 오스만 남
작이 짓고 있던 대로의 웅장한 중심으로 설계한 이 건물은 제2제정 프랑스의 공
식 예술을 상징하는 것으로 논의된다.76) 

  한편 오스만과 나폴레옹 3세는 마젠타 대로와 북역(Gare du Nord)을 파리의 도
입부로 중요하게 여겼다. 기차역은 철조 건축물이면서 열차의 운수 산업을 볼 수 
있게 해야만 했다. 19세기의 기차역은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기차역 홀과 돌로 
된 현관 건물로 구성되었다.77) 이러한 배경 속에서 파리의 북역은 이토르프
(Jacques Ignace Hittorff, 1792-1867)의 설계로 기념비적인 규모로 지어졌다.78) 상징
건축물들은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의 이상, 파리를 프랑스에 걸맞은 근대적 수도
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에 부응했다.79) 

  무엇보다도 대로는 도시를 스펙터클의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대로가 넓어지고 도로망이 확충되면서 도시 내에서 상품의 유통이 원활해졌
다. 아울러 사람들의 통행 역시 수월해졌다. 아울러 새로운 대로를 따라 가스등이 
새로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가스등이 켜진 밤거리는 대로를 중심으로 펼쳐진 삶
을 도시의 스펙터클로 변화시켰다.80) 한 논평가는 이렇게 언급했다. “이 즐거운 
수도 전체가 대로 위에 응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81) 

  대로는 프랑스의 “모든 유행하는 호사품이 분배되는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대
형 상점들은 이전 대로보다는 오스만이 지은 새로운 거리에 문을 열었다. 1852년 
‘봉 마르셰(Le Bon Marche)’가 최초의 백화점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00년대 초
에 이르기까지 아르누보 양식의 철제 장식을 갖는 백화점들이 파리에 건설되었다. 

파리의 증가하는 부와 철재와 유리를 이용한 건축기술의 발전이 백화점의 출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백화점의 내부는 새로이 탄생한 파리의 건축 양식을 흉내 
내었다. 개선된 유리 제조기술은 쇼윈도 전시를 쉽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조명기
술이 개선되면서 가시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파리 시민들은 백화점의 출현에 열광
하였다. 백화점은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또 다른 여가 공간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76) David H. Pinkney, 앞의 책, pp. 83-88.
77) 볼프강 쉬벨부쉬, 박진희 옮김, 『철도여행의 역사』(궁리, 1999), pp. 217-223.
78) David H. Pinkney, 앞의 책, p. 65.
79)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2005), p. 168.
80)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2005), pp. 166-167.
81) 바네사 R. 슈와르츠, 앞의 책, pp.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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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백화점 내부의 산책은 대로의 산책에 비견할 만 했다.82)

  이렇게 오스만 남작의 파리 도시개조로 19세기의 파리는 넓고 곧은 대로와 원
근법적 전망을 갖춘 효율적인 ‘근대의 수도’로서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파리 도시개조는 급격한 파괴와 건설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도심의 노동
자들이 밀집된 주거 공간이 사라졌다. 이 공간은 대로 및 공공건물의 건설을 이
유로 정부에 수용되어 파괴되었다. 또한 도시 중심부에 가까운 지역의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투기가 과열되었다. 이는 이 지역의 지가가 폭등하게 되는 결과를 낳
았다.83) 무엇보다 오스만의 파리 도시개조로 인해 계급과 계층에 따른 도시공간
의 사회적 분화가 심화되었다. 즉 파리는 결국 ‘부르주아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
들어진 것이다.84)

(2) 새로운 도시 경험 및 인식과 도시 이미지의 형성 

  오스만 파리 도시개조는 도시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도로의 
건설과 확장은 파리인들의 삶과 그 중심지를 바꾸어 놓았다. 기차역, 백화점, 카
페, 공원 등은 파리인들의 삶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아갔다. 

  새로운 도시 경험은 스펙터클로 일컬어질 수 있다.85) 대표적인 구경거리는 바
로 박람회였다. 제2제정은 근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박람회는 
상품이라는 물신에 대한 순례 장소였다. 아울러 박람회는 근대적 테크놀로지의 찬
양이기도 하였다.86) 파리는 박람회를 1855, 1867 1889, 1900년에 개최했다. 박람
회가 열릴 때마다 수백 만 명의 관람객은 전시품을 보고 감탄하였다. 빈번하면서
도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는 파리에 대한 관람객들의 인상을 바꾸었다. 파리는 단
순히 박람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었다. 파리 자체가 박람회장이 되었다. 파리에서 

82) 바네사 R. 슈와르츠, 앞의 책, pp. 70-71.
83) David H. Pinkney, “Money and Politics in the Rebuilding of Paris, 1860-1870,”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17, no. 1 (1957), pp. 45-61.
84) 오스만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한편에서 오스만은 19세기 유럽 도시 

계획을 주도한 탁월한 도시계획가로 논의된다. 다른 한편에서 오스만은 권력의 하수인
으로서 도시를 파괴한 악덕개발자로 평가된다.

85) T. J. Clark, The Painting of Modern Life: Paris in the Art of Manet and His Follower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 36.

86)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2005),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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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박람회는 파리로의 집중을 보여주는 행사이자 파리 자체를 과시하는 시각문
화의 장이었다. 에드몽 드숌(Edmond Deschaumes, 1856-1919)은 “프랑스의 진정한 
상설 박람회장은 파리”라고 하였다.87)

  이렇게 파리를 스펙터클의 공간으로 만든 중심에는 새로 건설된 대로가 자리하
고 있었다. 새 대로는 그 자체로 새로운 구경거리였다. 이는 대로가 마카담 공법
으로 포장되어 길 위가 수레와 운송 수단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대로가 구경거리
가 되는 데에는 오스만이 연출한 대로와 기차 노선의 개통식도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스만이 건설한 세바스토폴 대로, 외젠 
왕자 대로의 개통식이었다.88) 

  대로는 도시에서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다. 대로를 따라 지어진 백화점과 카페
들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었다. 오페라 극장은 대중오
락에 열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불로뉴 숲이나 공원, 광장 등은 사교와 오락
의 장소로 변형되었다.89) 아울러 대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라는 새로
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이전과 다른 여가 형태가 나타났다.90) 기차를 타면 어디
든지 갈 수 있었다. 생 라자르 역(Gare Saint-Lazare)을 출발한 기차는 파리 근교의 
들판과 숲을 지나 철교를 건넜다. 기차가 센 강을 건너면 여행객들은 주로 파리 
근교 그르누이에르 유원지(La Grenouillére)에 갔다.

  동시에 카페와 새로운 매체도 파리 시민들을 대로로 이끌었다.91) 카페에서는 
19세기 프랑스의 일상적 삶이 펼쳐졌다. 카페의 손님들은 대로에서 일어나는 모
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카페의 손님들에게 대로는 볼거리로 변화된 세계를 구경
할 수 있는 극장과 같았다. 파리의 관광안내 책자는 “구경거리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몽마르트 대로나 이탈리아 대로에 있는 많은 카페의 입구에 자리를 

87) Edmond Deschaumes, Pour bien voir Paris (Paris: Maurice Dreyfous, 1889), p. 84, 바네
사 R. 슈와르츠, 앞의 책, p. 52에서 재인용.

88)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2005), p. 301.
89) 위의 책, p. 308.
90) 위의 책, p. 309.
91)  파리의 도시 공간은 전체적으로 유흥과 오락을 위한 장소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대로

는 프랑스 혁명 이전처럼 다양한 군중을 끌어들였다. 대로에 있는 극장의 경우 노동자
와 여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장소였다. 대로 문화에 부가되는 가치
는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대로 위의 삶은 계급을 가로지르는 문화에 
그치지 않았다. 거대한 대로는 말 그대로 파리의 심장과 머리를 대표했다. 즉 19세기 중
반에 이르러 계급을 넘어선 문화는 현대적인 도시인 파리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
움의 전형이었다. 바네사 R. 슈와르츠, 앞의 책,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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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커피나 독주를 맛보면서 자신의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였
다.92) 한편 당시 파리에는 대중출판물, 관광안내서, 연재소설, 일간신문 등이 많이 
발행되었다. 파리는 이러한 대중 언론을 통해 재현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파리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일상은 대중 언론을 통해 선정적이고 극적으로 
재현되면서 구경거리로 변형되었다.93) 대로는 현대적 삶의 기념물과 같았다. 

  그런데 대로로 인해 볼거리와 볼거리를 구경하는 관람자들 사이의 경계가 모호
해졌다. 그 결과 군중이 나타났다. 군중은 대로에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별한 장
소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구경을 하러 왔다가 대로에서 군중의 일부가 되었
다.94) 시골에 살았던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군중의 일부로 뒤섞여 들어가 있음
을 경험할 때 기쁨을 느꼈다. 대로를 활보하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에서는 도시민
이 갖는 자부심과 우월감 그리고 그 이면에 가려진 모습이 드러났다.95) 즉 파리
의 대로는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변화상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발견된다. 당대의 
예술가들은 변화된 파리의 모습을 포착하였다. 이는 파리를 선망의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다만 그들의 작품에 도시 공간 자체만이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와 함께 그들이 파리에 대해 가졌던 환호와 멸시, 선망과 환멸이 교차
되어 나타났다. 

  인상주의(Impressionism) 작가들의 작품은 파리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논의된다. 인상주의 작품에는 파리 도시개조로 달라진 파리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들의 작품은 파리의 도시 공간 및 도시 문화와 관련지
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로, 즉 거리의 풍경이다. 대로의 모습이 담긴 회화작품에서 새로 지어
진 건물들과 재정비한 길, 가로등과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대표
적인 작품이 르누아르의 <퐁네프 (Pont-Neuf)>(1872),  카이유 보트의 <비 오는 날 
파리의 거리(Rue de Paris, temps de pluie)>(1877), 클로드 모네의 <카퓌신 대로
(Boulevard des Capucines)>(1873) 등이다(도 Ⅱ.1, 2, 3). 군중, 넓은 대로, 새로 지

92) 바네사 R. 슈와르츠, 앞의 책, pp. 71-72.
93) 위의 책, p. 64.
94) 위의 책, p. 73.
95) 위의 책,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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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물들의 모습은 카미유 피사로(Jacob-Abraham-Camille Pissarro, 1830-1903)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서 나타난 대로는 번성하는 파리
의 상징이었다.

  둘째, 기차역은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파리의 생 라자
르역은 도심을 벗어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일상의 변화를 이끈 장소
였다. 모네는 연기와 수증기가 있는 <생 라자르 역(Gare Saint-Lazare)>을 여러 차
례 그렸다.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에 소장된 <생 라자르 역(La Gare 

Saint-Lazare)>(1877), 시카고 미술관(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 소장된 <생 라
자르 역(La Gare Saint-Lazare, le train de Normandie)>(1877) 등의 두 점이 대표적
이다(도 Ⅱ.4-1, 2).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 1832–1883)의 <철교(Le chemin 

de fer)>(1873), 카이유 보트의 <유럽 다리(Le Pont de l'Europe)>(1876) 등을 통해
서도 철교 자체가 볼거리이자 즐길거리였음을 알 수 있다(도 Ⅱ.5, 6). 

  셋째, 새로운 구경거리와 변화된 일상이 작품에 나타나 있다. 박람회, 음악회, 

카페, 공원, 유원지 풍경 등을 다룬 작품들이 그 예이다. 에두아르 마네(Édouard 

Manet, 1832-1883)는 박람회, 음악회 등과 같은 구경거리들을 그렸다. <튈르리 공
원의 음악회(La musique aux Tuileries)>(1862), <1867년 만국박람회(L'Exposition 

Universelle de 1867)>(1867), <오페라 극장에서의 가면무도회(Masked Ball at the 

Opera)>(1873) 등을 들 수 있다(도 Ⅱ.7-1, 2, 3).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의 작품에서는 카페의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카페와 대로의 모호한 경
계는 <카페 앞의 여인(Women in Front of a Cafe)>(1877)을 통해 드러나 있다(도 
Ⅱ.8). 아울러 당시 대표적인 명소인 그르누이에르 유원지(La Grenouillére)는 르누
아르와 모네의 작품 모두에서 발견된다(도 Ⅱ.9-1, 2). 그르누이에르 유원지는 파
리인들이 즐겨 찾는 센 강 주변의 유명한 명소였다. 파리인들은 그곳에서 도시 
근교의 한적함을 즐긴 것이다. 

  그런데 인상주의자들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여 주목을 끄는 인물의 모습이 있
다. 이는 카이유 보트의 작품에서 두드러진다.96) <비 오는 날 파리의 거리>에는 

96) Kirk Varnedoe, Gustave Caillebot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7); Norma 
Broude, ed. Gustave Caillebotte and the Fashioning of Identity in Impressionist Paris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Mary Morton and George 
Shackelford, Gustave Caillebotte: The Painter’s Eye, Catalogue for Retrospective 
Exhibition in Washington, DC, and Fort Worth, Texas 2015–201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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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꾼이 아닌 듯한 모습이 발견된다. 이는 <유럽 다리, 스케치(Le Pont de 

l'Europe, esquisse)>(1876), <발코니(Un balcon)>(1880), <오스만 대로 발코니 앞의 
남자(L'homme au balcon, Boulevard Haussmann)>(1880) 등에서도 확인된다(도 
Ⅱ.10-1, 2, 3). 이들이 바로 산책자이다.97) 파리의 산책자들은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 마네, 드가, 카이유 보트 등 당대의 작가 및 미술가들이 
다룬 인물 유형이었다.98)

  이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이다. 산책자는 
보들레르가 그의 책인 『현대적 삶을 그리는 화가(Le Peintre de la Vie Moderne)』
(1863)에서 “댄디”라고 불렀던 인물이다.99) 보들레르는 댄디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언급하였다. 

부유하고 빈둥거리며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자, 그래서 행복의 뒤를 쫓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자. 그는 부유함 속에서 자라나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이들의 복종
에 익숙해져 있으며, 우아함 외에 다른 일거리가 없는 이 사람은 언제나, 어떤 때에나 
독특하고 완전히 독자적인 외관을 향유할 것이다.100)

  보들레르에 따르면 댄디는 “세상 속의 인간, 군중 속의 인간, 그리고 어린아이”

와 같은 시각을 가져야 했다.101) 댄디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에 대하여 섬
세하게 이해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댄디는 다른 관점에서 무심함을 열망하였
다.102) 

  벤야민은 댄디를 산책자라고 부르며 “산책자라는 유형을 만든 것은 파리였다”

라고 하였다.103) 파리의 산책자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관찰하지만 누구와

97) 산책자 개념은 벤야민이 구체화하였다. 본래 보들레르는 이를 “댄디”라고 하였다. 벤야
민이 이를 “산책자”로 칭하였다. 산책자와 관련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Keith Tester, ed. The Flâneur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4); Edmund White, The 
Flaneur: A Stroll Through the Paradoxes of Paris (London: Bloomsbury, 2001).

98) Robert L. Herbert, Impressionism: Art, Leisure, and Parisian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8), pp. 33-34.

99) 샤를 보들레르의 저서인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1963)은 국내에서 다양한 제목
으로 번역되었다. “현대 생활의 화가, 현대적 삶의 화가,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 등
이 그것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인용한 번역본에 따라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로 하
였다. 샤를 보들레르, 정혜용 옮김, 『현대의 삶을 그리는 화가』(은행나무, 2014).

100) 위의 책, p. 57.
101) 위의 책, p. 24.
102) 위의 책,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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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울리지 않는 특권이나 자유를 상징했다.104)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산책자와 
구경꾼 사이에는 주목할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졌다. 순수한 산책자는 자기 
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반대로 구경꾼은 외부 세계에 열광하고 도취되기 
때문에 그들의 개성은 외부 세계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말았다.105) 파리의 산책자
는 카이유 보트의 작품 속 산책자와 닮아있다. 보들레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집을 나선 산책자는 장엄하고 화려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대도시의 풍경을, 안개가 쓰다듬고 따가운 햇살에 시달린 석조 건물
들의 풍경을 응시하였다.”106) 

  산책자로 대표되는 당대의 작가들은 파리 도시개조로 인해 변해버린 파리의 도
시 공간에 대하여 복잡한 심정을 가졌다. 보들레르는 ‘새로 생겨난 광장을 지나며 
불현듯 옛 기억이 생각났다’라고 하며 “옛 파리는 사라졌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
에 대해 “도시의 형태가 신속히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

라고 하였다.” 그에게 “파리는 변하지만 그 추억은 바위보다 무거웠다.”107) 이는 
보들레르가 마주한 파리에는 근대성이 압축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에게 “근대
성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우연적인 것으로서 예술의 절반을 차지하며 나머
지 절반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108) 즉 파리는 과거와 철저하게 단
절하려 했으나 그에게 파리는 과거와 겹쳐져 있었다. 그는 현재의 파리 역시 곧 
과거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에게 파리는 모순된 공간이었고 그는 허무
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파리에 대한 복잡한 시각은 당대의 글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독일의 작가이
자 역사가인 아돌프 슈타르(Adolf Wilhelm Theodor Stahr, 1805-1876)는 『5년 후
(Nach fünf Jahren)』에서 “옛 파리를 보고 싶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통치자는 
아무래도 옛날 건축을 가능한 한 남겨둘 생각이 없는 모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
였다.109) 바르텔레미는 “오래된 파리는 새로운 거리들이 단조롭다고 한탄한다”라

103) 발터 벤야민, 앞의 책, p. 965.
104) Griselda Pollock, Vision and Difference: Femininity, Feminism and the Histories of Art 

(London: Routledge, 1988), p. 67.
105) 발터 벤야민, 앞의 책, p. 989.
106) 샤를 보들레르, 앞의 책(1863), p. 29.
107) 샤를 보들레르, 윤영애 옮김, 『악의 꽃(Les Fleurs du Mal)』(문학과 지성사, 2003), p. 

52.
108) 샤를 보들레르, 앞의 책(1863), p. 31.
109) 아돌프 슈타르(Adolf Wilhelm Theodor Stahr, 1805-1876), 『5년 후(Nach fünf J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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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110) 즉 당대인들이 본 파리는 인상주의의 그림에서 나타난 파리의 모습
만이 아니었다. 

  당대인들이 마주한 파리의 도시 공간에서는 파괴와 건축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
다. 파괴는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대인들은 옛 파리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실제로 당대의 파리인들은 오래된 파리에 대한 향수가 있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남아있는 파리의 모습을 간직하고 기
억하려는 작업들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물이 샤를 마빌(Charles Marville, 

1813-1879)과 외젠 앗제(Eugène Atget, 1857-1917)의 사진들이다.111) 마빌과 앗제는 
오스만의 파리 도시개조로 인해 사라져가는 파리의 구 시가지를 촬영하여 기록하
는 작업을 하였다. 이 중에서도 제2제정 전후 파리의 모습들은 마빌의 작품에 더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앗제와 마빌의 활동 시기에 차이가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 

앗제는 1890년 경에 주로 활동하였으며 마빌은 1850년 전후에 활동하였다.112) 마
빌은 1862년에는 파리 시의 공식 사진가가 되기도 하였다. 

  마빌의 사진들에는 해체와 건설이 동시에 진행 중인 파리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도 Ⅱ.11-1에서 4까지). 당대인들은 파리의 도시 공간에서 마빌의 사진과 같
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2제정기 파리인들이 본 
파리의 도시 이미지는 인상주의 미술가들의 그림과 마빌의 사진 속 모습이 공존
하였을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오스만의 파리 도시개조 이후 파리는 이전과 단절된 근대성의 상
징으로 여겨졌다. 이는 대로나 상징 건축의 건설과 같은 도시 공간의 물리적 변

1(Oldenburg: Schnellpressendruck und Verlag der Schulzeschen Buchhandlung W. Berndt, 
1857), p. 36, 벤야민, 앞의 책, p. 401에서 재인용.

110) 바르텔레미(Auguste Barthélemy, 1796-1867), 『오래된 파리와 새로운 파리(Le vieux 
Paris et le nouveau)』(Paris: Principaux libraires, 1861), 벤야민, 앞의 책, p. 413에서 재인
용.

111) 샤를 마빌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Graham Robb, Parisians: An Adventure 
History of Paris (New York, NY; London: W.W. Norton & Co., c2010); Peter Sramek, 
Piercing Time: Paris after Marville and Atget 1865-2012 (Bristol; Chicago, IL: Intellect, 
2013); Sarah Kennel, et al. Charles Marville: Photographer of Paris (Washington: 
National Gallery of Art, c2013).

112) 앗제는 파리의 지형, 옛 파리의 거리, 풍경 기록 등을 연작으로 제작하여 파리 시립역
사도서관(Bibliothèque historique de la Ville de Paris),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에콜 데 보자르(École des Beaux-Arts), 카르나발레 미술관(Musée Carnavalet) 
등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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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만 기대어 있지 않았다. 도시 공간의 변화는 이전과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새로운 도시 문화는 인상주의 미술가들의 그림 외에도 대중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파리의 도시 이미지로 소개된 것들에는 새로운 파리의 
모습이 강조된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는 부분
이다. 그러나 마빌의 사진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파리의 도시 공간에서는 파괴
와 건축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 이는 당대인들이 보았던 파리에는 여전히 오래
된 파리와 새로운 파리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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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이지 유신 이후 수도 토쿄(東京)의 부상과 위상 강화

  이 절에서 조명하려는 것은 메이지 유신(明治時代) 이후 메이지 헌법이 공포된 
1889년까지 토쿄가 일본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서 부상하며 그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이다.113) 토쿄는 국가적 행사와 인쇄 매체를 통해 쿄토에 대응하는 일본의 새
로운 수도로 만들어졌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토쿄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토쿄에 대한 인식은 국가적인 정책과 행사를 통해 강요되었다. 둘
째, 토쿄의 도시 공간이 근대 도시로서 변화되는 데에 있어 서구의 도시 경험과 
그 문화에 대한 선망은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렇게 토쿄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은 1910년 이후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제작된 과정에 적
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 근대 국가의 상징이자 국가적 행사의 장으로서 수도 토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근대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토쿄는 국가의 행정
적이고 상징적인 수도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헌법에는 토쿄가 일본의 수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토쿄는 1869년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재위 1867-1912)의 동
순(東巡), 즉 토쿄 행차를 통해 수도가 되었다. 메이지 천황을 비롯한 천황들이 
토쿄에 머무르게 되면서 토쿄는 기존의 수도인 쿄토와 다른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토쿄는 일본의 수도로 인식되고 있다.114)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수도로서 도쿄의 도시 이미지가 생성된 과정은 근대 국가 일본이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수도 토쿄

113)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国憲法)은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헌법으로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이 헌법은 줄여서 제국 헌법(帝國憲
法), 또는 공포 당시 메이지 천황의 연호를 따라 메이지 헌법이라고 한다. 또한 이 헌법
은 현재 일본 헌법과 대비시켜 구헌법(舊憲法)으로 불리기도 한다.

114) 에도가 토쿄로 개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도 있다. 1868년 7월 발표된 칙서의 주지
는 “에도를 이름하여 토쿄로 하고 쿄토를 이름하여 세이코로 한다”는 데에 있다. 즉 쿄
토 세이코에 대하여 토쿄 에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E.사이덴스티커, 허호 옮김, 『토
쿄 이야기』(이산, 1997), p. 45; 박삼헌, 「근대천황제의 공간, 토쿄」, 『내일을 여는 역
사』 39(재단법인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2010), pp. 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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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 이미지는 그 자체로 일본 제국의 상징이었다.

  그렇다면 토쿄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본의 공식적인 수도가 된 것일까. 1868

년 9월 20일에 쿄토를 출발한 메이지 천황은 10월 13일에 에도 성(江戸城)에 도
착하였다(도 Ⅱ.12). 이날 천황은 에도 성을 토쿄 성(東京城)으로 개칭하여 황거
(皇居)로 삼는다는 포고를 내렸다. 쿄토에 어소(御所)가 있었기에 황거는 동서 양
쪽에 있게 되었다.115) 그러나 토쿄가 쿄토와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는 없었다. 당
시 일본은 왕정복고 쿠데타를 통해서 천황 친정(親政)을 내세운 국가체제였다. 아
울러 정부의 최고중심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천황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만 
하는 원칙이 있었다. 즉 천황이 쿄토에서 토쿄로 이동하면 태정관도 당연히 토쿄
로 이동해야 했다. 그런데 태정관은 여전히 쿄토에 있었다. 

  메이지 천황은 결국 쿄토로 환행(還幸)하였다가 다시 이듬해에 토쿄로 동순(東
巡)을 해야만 했다. 1869년 2월 18일 메이지 천황이 토쿄로 동순을 실시할 것이라
는 포고가 내려졌다. 메이지 천황이 토쿄에 머물렀던 24일에는 태정관을 토쿄로 
옮기며 쿄토에는 유수관(留守官)을 둔다는 포고가 내려졌다. 3월 7일에 쿄토를 출
발한 메이지 천황은 같은 달 28일 토쿄 성에 도착하였다. 이날 정부는 토쿄 성을 
황성(皇城)이라고 칭한다는 포고를 내렸으며 메이지 천황은 도쿄에 머무르게 되었
다. 쿄토는 더이상 ‘제도(帝都)’가 아니었다. 근대 일본 천황의 거주 공간은 쿄토
가 아닌 토쿄가 되었다. 즉 천황 친정이라는 근대 일본의 국가 이념에 따라 토쿄
가 국가 상징적 차원의 수도인 ‘제도’가 되었다.116) 

  그런데 메이지 초기의 15년 동안 토쿄는 제도로서 인식되지 못하였다. 1873년 
황거, 즉 에도 성 니시노마루 어전(西の丸御殿)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아오야마 
어소(青山御所)가 임시 황궁이 되었다. 1879년 니시노마루에 새로운 궁전의 조영
이 결정되었다. 토쿄에는 제도인 토쿄를 상징할 만한 장소가 없었던 것이다. 즉 

115) 현재 황거는 옛 에도 성 일대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황거는 황제가 거주하는 장소
를 일컫는 말로 영어명은 〈The Imperial Palace〉이다. 황거에서 천황이 주거하는 장소
는 어소(御所)라고 한다. 또한 각종 공식행사와 정무를 보는 궁전과 궁내청사 등도 황거
에 있다.

    한편 쿄토 어소(京都御所)는 메이지 천황이 토쿄로 행행하면서 부재중이 되어 보존되
었다. 즉 메이지 천황의 행행 이후 쿄토 어소로 불리고 있다. 영어명은 〈Kyoto 
Imperial Palace〉이다. 헤이안(平安) 시대 양식을 간직한 정전 자신전(紫宸殿)과 일상
생활을 하였던 어상어전(御常御殿) 등이 보존되어 있다.

116) 에도 성은 1868년 4월 메이지 신정부 군에 넘어갔다. 이후 10월에 에도 성은 토쿄 
성(東京城)이 되었다. 이듬해인 1869년 토쿄가 수도가 되면서 에도 성은 황성(皇城)이 
되었다. E.사이덴스티커, 앞의 책, pp.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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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의 기억을 재구성하며 토쿄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은 1880년대에 이르러
서 시작되었다. 황거 및 황거 앞 공간의 재건은 1889년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황거 앞의 공간은 거대한 인파를 수용하기 위해 많은 건물을 헐어서 만들어졌다. 

주목되는 것은 그 완공 시기인 1889년은 메이지 헌법이 발포된 시점이라는 사실
이다(도 Ⅱ.13-1, 2).117) 이는 토쿄가 1889년에 이르러서야 일본 제국의 상징 및 
의례의 중심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왜 1889년 이전에는 토쿄를 제도로서 만들려는 발상이 나타나지 않았
던 것일까. 이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순회하는 천황, 쿄
토에도 토쿄에도 얽매이지 않는 천황의 이미지를 통해 국가를 통합하려 했던 데
에 있다. 둘째, 황실의 과거와 결부된 고도인 쿄토의 상징적인 무게에 있다.118)  

  메이지 정부의 지도자들이 상징적 의례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
은 메이지 천황과 그 정부의 권력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수도 재건을 선택하지 않
았다. 대신 천황이 토쿄 밖의 지방 각지를 도는 극적인 순행이 이루어졌다. 순행
은 거창하였다. 당시 메이지 천황의 순행은 ‘그 위용과 광채 때문에 권력을 창출
하였다’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통치 이데올로기보다는 시각적인 현란함이, 즉 의
례의 내용보다는 그 형식이 사람들을 끌어들였다.119) 

  순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찬란함 및 장엄함을 통해 천황이 사회의 중심에 있
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순행을 통해 스펙터클에 매혹된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다. 

순행은 축제를 통해 공간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의례로 기능한 것이다. 이 과정
에서 순행의 중심에 있는 천황을 통해 국가는 통합될 수 있었다. 즉 순행은 메이
지 정부가 천황의 능력을 현실화하고 이를 믿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람들
은 화려하며 장엄한 순행의 중심에 있는 통치자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는 천황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120) 

  무엇보다 메이지 천황의 순행은 근대 일본에서 공적 의례에 사용하게 된 다양
한 표상과 기호를 처음으로 전파시키는 기회였다. 천황은 순행 시 국화 문장 및 
황기(皇旗) 같은 표상을 사용하였다. 국화는 이미 고토바 천황(後鳥羽上皇, 

117) 타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옮김, 『화려한 군주』(이산, 2003), pp. 64-65.
118) 위의 책, p. 74.
119) 위의 책, pp. 74-84.
120) 위의 책,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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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1239) 시대부터 황실과 깊은 연관을 맺었다. 다만 16개의 잎이 달린 국화 문
장이 황실의 독점 표상이 된 것은 1868년 4월의 일이었다.121) 다음 해에는 태정관 
포령에 의해 일본 황실의 문장으로 국화 문장이 공식화되었다.122) 1871년에는 황
족이 아닌 자의 국화문 사용이 금지되었다. 국화 문장이 있는 황기도 메이지 초
기의 발명품이었다. ‘황기’에 대한 생각과 시도는 1870년부터 있었다. 1871년에는 
황기의 원형이 된 붉은 바탕의 금빛 국화가 등장하였다. 국화 문장은 이후에 황
실 전용이 되었다. 메이지 시기부터 국화 문장은 황실과 관련 있는 특정한 장소, 

문서, 간행물에만 사용된 것이다.123)

  순행과 함께 황실 행사들이 치러지면서 기념물이 제작되었다. 개인 혹은 공동
체가 제작한 기념물은 그들의 경험을 기억하는데 기여하였다. 기념 식수들은 전국
에서 나타났다. 기념 식수 대신 기념 공원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기념 
사업은 1881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882년에 이르면 기념물은 이미 대유
행이었다. 정부는 메이지 헌법 발포 기념장을 만들며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였다. 기념이라는 글자는 기념식수, 기념도서관, 기념비, 기념엽서 등에서 빈번
하게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이름에 “기념”을 붙이는 관습이 메이지 시기에 시작
되었음이 짐작된다. 즉 기념은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124)

  한편 정부 지도자들은 쿄토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해야만 했다. 쿄토는 새 
수도 토쿄의 상징적 의미를 모호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황위 계승 의식을 
두고 논쟁이 생겼다. 의식이 치러질 장소로 토쿄와 쿄토 중 어디가 더 적합한지
가 문제가 되었다. 이는 국가 의례를 중시하는 지도자들이 근대 일본의 체제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관해서 벌인 논의였다. 

논의의 과정에서 쿄토는 일본의 과거, 토쿄는 현재와 미래의 지배적인 기호로 굳
어졌다. 메이지 시기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통치자들은 두 도시를 의례의 무대로 
이용하였다. 쿄토는 의례의 중심으로 황위계승의식 및 장례의 장소가 되었다. 토
쿄는 국가 의례를 독점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것은 의례의 중심지로서 미미했던 

121) 児玉幸多, 『天皇(日本史小百科)』(東京: 東京堂出版, 1993), p. 102; 村上重良, 『皇室
辞典』(東京: 東京堂出版, 1980), pp. 171-172, 타카시 후지타니, 앞의 책, p. 81에서 
재인용.

122) 천황의 문장으로는 십육변팔중표국문(十六弁八重表菊紋)이, 천황 이외 황족의 문장으
로는 십사변일중이국문(十四弁一重裏菊紋)이 각각 정해졌다. 

123) 村上重良, 『天皇の祭祀』(東京: 岩波新書, 1977), pp. 179-182, 타카시 후지타니, 앞
의 책, p. 81에서 재인용.

124) 타카시 후지타니, 위의 책, pp. 26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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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초기 토쿄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큰 발전이었다.125)

  토쿄의 위상 확립은 토쿄에 대한 인식 및 그 경관 변화에서 비롯된다. 1880년
대 초 토쿄 황거가 국가 의례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당시는 황
거의 재건이 결정된 상태였다.126) 수도의 재건 계획을 입안하게 된 관리들 및 지
식인들이 황거를 다르게 보았다. 황거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전환되면서 토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며 이는 토쿄의 경관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127) 그 결과물이 
바로 황궁 앞 이중교(二重橋)로 유명한 황거 앞 광장(皇居前廣場)이다. 황거 앞 
광장은 국가 상징적 차원의 행사가 치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황거 앞 광장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조성된 것일까. 토쿄 도시 계획
이 논의될 당시 토쿄 개조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마츠다 미치유키(松田道之, 

1832-1889)는 수도 개조의 총체적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의 계획에는 거리, 운하, 

상하수도 개선, 항구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그는 황거를 토쿄 개조의 
중심에 놓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는 웅장하
고 화려한 황거 중심의 계획을 제시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토쿄의 건설이 황
거의 재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그는 외국 열강에게 일본
의 문명 수준을 과시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황거 및 수도의 건설을 국제
적인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로 여긴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
의 견해는 공식적인 수도 재건안에 수용되었다. 1884년 내무성에서는 황거가 차
지하는 중요성이 표명되었다. 당시 황거를 중심으로 한 토쿄의 건설을 두고 나폴
레옹 3세의 감독하에 건설된 파리를 모델로 해야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었다. 이 
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황거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관청을 배치하려는 계
획이었다.128)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었다. 마츠다 미치유키의 뒤를 이어 지사가 된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顕正, 1842-1902)가 제시한 시구개정안이 정부에 제출되었다. 이 개
정안의 중심 내용은 도로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 계획안을 점검하였다. 도시 기반 
시설로 도로, 철도, 하천 등에 이어 공원, 시장 등의 공공시설도 필요하였다. 그 
결과 1888년 8월 시구개정조례가 탄생하였다. 당시 한편에서는 상업의 중심지로

125) 타카시 후지타니, 앞의 책, p. 101.
126) 1888년 메이지 궁전(明治宮殿)이 완공되어 이후 황성은 궁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27) 타카시 후지타니, 앞의 책, p. 106.
128) 위의 책, pp. 1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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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토쿄의 재건을 기대하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황거와 공공건물을 통해 국가
의 권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굳어진 상태였다. 당시 황거와 황거 앞
의 광장은 이미 완공 단계에 가까워진 상태였다.129) 

  황거 앞의 광장은 메이지 정부의 상징이자 의례의 장소로서 적격으로 여겨졌
다. 이는 광장이 스펙터클이 펼쳐지는 공간으로서 적합하였던 데에 있다. 즉 메이
지 정부는 황거 앞의 광장이 군중을 황거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장엄하고 화려한 
국가 의례를 선보일 수 있는 장소라고 보았다.130)

  그렇다면 황거 앞 광장은 어떻게 토쿄를 수도로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일까. 황거 앞의 광장은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 제국의 기억을 만드는 공간
이었다. 이는 황거 앞 광장이 국가적인 의례의 장이 되면서 가능할 수 있었다. 메
이지 유신 이후 의례 제정은 지배층의 핵심적인 관심사였다. 이 시기부터 그들은 
열성적으로 국가 의례를 발명하고 개정하며 장려하였다. 그들은 의례를 통해서 하
나의 지배적인 기억이 존재하기를 염원하였다. 통치자들은 의례의 거행을 통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었다. 의례는 공식적인 기억의 장으로 정치화되었으며 이
들을 통해 국가 정치는 의례화되었다. 국경일도 이 시기에 발명된 유산이다.131) 

  무엇보다 근대 일본의 국가 의례 중에서 가장 장관이었던 것은 천황과 그 가
족, 천황 정권의 문무관들을 대중 앞에 직접 보이는 대규모 황실 야외행사였
다.132) 황실 행사 및 의례는 기억의 장이자 의미의 전달 수단이었다. 이러한 의례
를 글이나 시각 매체로 재현하는 일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의례에 대

129) 石田賴房, 『日本近現代都市計畵の展開 1868-2003』(自治體硏究社, 2004), p. 22, 김
나영, 「일본근대도시계획 형성에 미친 서구도시계획의 영향」, 『동북아 문화연구』 39(동
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p. 462에서 재인용.

130) 황거와 황거 앞의 광장이 건설된 과정에서 독일식이 개입되었다. 이는 심미적인 차원
의 문제가 아니었다. 메이지 헌법이 독일의 제국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1890년에는 제국 의회 의사당이 독일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졌
다. 의사당 건축은 빌헬름 뵈크만(Wilhelm Bockmann)과 아돌프 슈테크뮐러(Adolph 
Stegmueller)가 운영하는 독일의 엔데-뵈크만 건축사무소에게 맡겨졌다. 빌헬름 뵈크
만은 독일 건축학교 교장을 역임한 주류 건축가였다. 엔데-뵈크만 사무소가 건물의 설
계를 맡았을 때 첫 번째 안은 거절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돌프 슈테크뮐러가 건물의 
설계를 맡았으며 이 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건물은 화재로 다음해 1월에 유실되었다.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은 독일의 건축 양식이 일본의 국가 건축물 조성에 영향을 미친 
이유를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황거와 황거 앞의 광장을 연
결하는 이중교도 독일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양식으로 지어졌다. 

   전진성, 앞의 책, pp. 344-345; 타카시 후지타니, 앞의 책, p. 115.
131) 타카시 후지타니, 위의 책, pp. 267-268.
132) 위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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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언은 글만이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로도 많이 남아 있다. 채색 목판화, 그림, 

석판화, 기념 우표와 그림엽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황거 앞 광장은 군중이 천황을 보는 동시에 천황에게 군중을 보였다. 이는 당
대인들에게 토쿄와 쿄토라는 두 개의 수도처럼 천황의 신체도 두 개였다고 인식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진보, 번영, 군사력, 문명의 중심인 토쿄는 남성적이며 정
치적인 천황의 이미지이다. 이와 다르게 과거와 전통의 상징인 쿄토는 신성하고 
초월적인 천황의 이미지와 조응한다. 따라서 황거 앞에서 펼쳐진 국가 의례는 천
황과 일본 국민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구축하였다. 즉 메이지 시대의 황실 행사
는 근대 일본의 시각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 있어 핵심이다.133) 

  한편 황거 앞 광장은 근대 일본의 국가 이념, 행정, 경제를 잇는 주는 교차로와
도 같은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는 황거를 중심으로 한 건물의 배치를 통해 알 수 
있다. 황거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가 있다. 정면에는 일본 
자본주의의 중심인 마루노우치(丸の内)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가 행정적 
차원의 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나가타초(永田町)와 카스미가세키(霞が関)가 배치되
어 있다. 나가타초(永田町)에는 메이지 시대에 구 육군성 등이 들어섰다. 당시 나
가타초라 하면 육군참모본부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다. 이후에 이곳은 국회의
사당이 지어지면서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카스미가세키(霞が関)의 경우는 중앙관
아지구(中央官衙地区)로 외무성, 해군성 등이 있는 관청가이다. 즉 황거를 중심으
로 관공서와 상업지구가 조성되었다.134) 

  이렇게 토쿄는 메이지 초기와는 다르게 일본의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게 되었
다. 특정한 장소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본래부터 고유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장
소의 의미는 근대 국가의 문화적인 한 부분으로서 의도적으로 창조되고 발명되었
다.135) 따라서 공식적으로 기억의 경관이 만들어지고 문화 전반으로 확산된 과정
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절정에 달했던 변화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133) 메이지 후반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교통망 및 통신망이 갖추어지면서 국가 의례가 행
해지는 동안 동시성이라는 의식이 생겨날 수 있었다. 즉 기술이 발전되면서 기호, 이미
지, 사람들의 순환은 빠르면서도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두 개의 
수도를 국가적인 극장처럼 활용한 새로운 의례를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전국의 시민들
이 의례의 중심지로 몰려들었다. 관련된 정보와 이미지는 인쇄 미디어, 시각 미디어, 그
리고 전신 미디어라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 타카시 후지타니, 앞의 책, pp. 254-258.

134) 위의 책, pp. 112-113.
135) 위의 책, pp.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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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쿠라 사절단의 도시 경험과 토쿄 도시 계획에의 반영

  메이지 초기에는 문명개화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문명개화는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새롭게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메이지 시대의 사람들에게 문명 
개화는 서양의 방법이나 풍습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근대 일본의 수도
로서 토쿄가 건설된 과정에서 메이지 시대 초기에 해외에 파견된 사절단은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개항 이후 여러 차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서구에 파견하였다. 일본
은 사절단에게 근대 국가로서의 서구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게 하였다. 

이는 사절단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일본을 근대 국가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때 사절단이 보았던 서구의 근대 국가적 면모는 토쿄를 비롯한 일본의 
중요 도시들을 근대 도시로 전환 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136)

  무엇보다 1871년 파견된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団, 1871-1873)과 그들의 경
험은 일본의 근대 도시 건설에서 주축이 되었다.137) 그들이 남긴 기록인 『특명전
권대사 미구회람실기』(한국어 번역본 총 5권, 이하 『미구회람실기』)가 이를 보여
준다. 『미구회람실기』는 사절단의 공식 보고서로 사절단의 일원인 쿠메 쿠니타케
(久米邦武, 1839-1931)가 편집과 감수를 맡았다. 분량만 해도 전 100권에 달하는
데 본문에는 300점이 넘는 동판화가 포함되었다. 동판화는 사절단이 시찰한 각 
지역과 도시에서 주목할 만한 풍경이나 건축물을 담고 있다. 대부분은 여행 도중 
현지에서 사절단이 구입한 그림엽서를 모사하거나 동판화를 복각한 것이다.138)    

136) 김나영, 앞의 글, pp. 457-476.
137) 이와쿠라 사절단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타나카 아키라, 현명

철 옮김, 『메이지 유신과 서양 문명: 이와쿠라 사절단은 무엇을 보았는가(明治維新と西
洋文明: 岩倉使節團は何を見たか)』(소화, 2006); 허동현, 「19세기 한⋅일양국의 근대 서
구 문물 수용 양태 비교 연구—朝士視察團과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을 중심으로」, 『동
양고전연구』 24(동양고전학회, 2006), pp. 257-280; 민유기, 「이와쿠라 사절단과 서양
도시 체험: 이와쿠라 사절단의 프랑스 근대 도시 체험과 인식」, 『사총』 80(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13), pp. 59-90; 최연식, 이필영, 「이와쿠라 사절단(岩
倉使節團)이 본 서양: 모방과 습합(習合)」, 『동서연구』 25(1)(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
원, 2013), pp. 35-63; 양승조, 「1873년 일본 사절단이 바라본 근대 도시 상트페테르
부르크의 ‘아우라'와 전근대적 과거의 유산」, 『도시사학』 12(도시사학회, 2014), pp. 
149-184; 양승조, 「동아시아 근대화 모델로서의 제정 러시아『미구회람실기』와 『해천
추범』을 중심으로」, 『숭실사학』 33(숭실사학회, 2014), pp. 196-236.

138) 쿠메 쿠니타케, 정애영 옮김, 『미구회람실기』 1 미국(소명출판, 2011),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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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절단은 1871년 12월 23일부터 1873년 9월 13일까지 서구에 파견되었다. 사절
단은 일본 정계와 학계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사절단의 단장은 특명전권대
사(特命全権大使)인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 1825-1883)였다. 4명의 전권부사
(副使)는 키도 타카요시(木戶孝允, 1833-1877), 오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 

1830-1878),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야마구치 마스카(山口尙芳, 

1839-1894) 등이었다. 사절단에는 관료 46명, 수행원 18명, 동행 유학생 43명이 포
함되어 총 107명이었다. 사절단의 구성을 보면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자 메이지 
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대거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장인 이와쿠라 토모미는 
당시 외무성 장관이었으며 오오쿠보 도시미치는 대장성 장관이었다. 이토 히로부
미는 공업군수 장관이었으며 키도 타가요시는 참의였다. 이로 인해 사절단이 출발
한 이후 메이지 정부는 “부재중 정부(留守政府)”라고 불렸다. 

  서양의 문물을 경험한 사절단은 본국으로 돌아간 뒤 근대 국가의 형성에서 중
심 역할을 하였다. 원래 사절단이 미국 및 유럽으로 파견된 이유는 열강들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였다. 사절단이 천황에게 받은 국서에는 사절단의 
임무로 “조약체결국의 방문과 국서전달, 조약개정실현을 위한 예비교섭, 구미 제
국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 그 문물, 제도를 조사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139) 일
본이 맺은 불평등조약이란 1858년 6월 19일 체결된 일미수호통상조약(日米修好通
商条約)과 같은 해 7월에서 9월 사이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체결된 조
약이다.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예비교섭은 첫 방문국인 미국에서부터 실패
하였다. 그 결과 이와쿠라 사절단의 주 업무는 서양 각국의 근대적 제도를 시찰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후 일본이 동아시아에 식민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서
도 이 시기의 경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이와쿠라 사절단은 더욱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1년 12월 23일 요코하마(横浜)를 출발하여 미국을 거쳐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
리아, 스위스를 방문했다. 그리고 지중해의 항구 도시인 마르세유(Marseille)를 떠
나 귀항 길에 지중해, 수에즈 운하, 아라비아 해, 동남아 각지를 거쳐 1873년 9월 
6일 나가사키(長崎)에, 9월 13일에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요코하마를 떠나 나가사

139) 민유기, 앞의 글(2013),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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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 도착할 때까지는 1년 9개월 21일이 소요되었다. 사절단이 가장 오래 체류한 
나라는 미국이었다.140) 이어 영국에서 4개월, 프랑스에서 2개월, 독일에서 3주, 러
시아에서 2주 정도 머물렀다. 그 외 국가들의 체류 기간은 2주가 채 되지 않는
다.141)

  그런데 『미구회람실기』에서 근대 도시에 관한 가장 자세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평가는 프랑스 편에서 발견된다. 사절단은 프랑스를 두 차례 방문했다. 이들은 런
던에서 출발하여 도버 해협(Strait of Dover)을 건너 1872년 12월 16일에 파리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벨기에로 떠났던 1873년 2월 17일까지 약 두 달을 파
리에 머물렀다. 이후 이들은 스위스 시찰을 마치고 프랑스 리옹(Lyon)을 거쳐 지
중해 항구도시 마르세유(Marseille)로 이동하였다. 귀국길에 들린 리옹은 당시 프
랑스 제2의 도시였으며 마르세유는 지중해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프랑스 제3의 
도시였다. 이들은 귀국선을 탄 1873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다시 프랑스에 
들렀던 것이다.142)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리에 도착한 시기는 제2제정이 붕괴하고 제3공화국이 탄
생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파리는 이와쿠라 사절
단이 방문하기 직전에 대대적인 도시 정비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사절단은 파리 
구석구석을 다니며 근대 도시의 기반사업, 경제활동, 도시 문화의 다양한 면을 체
험할 수 있었다. 사절단이 두 달 동안 머물렀던 파리에 대한 시각은 『미구회람실
기』 6개 장에 걸쳐 확인된다.

  사절단은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파리의 화려한 도시 경관에 매료되었다. 이는 
「프랑스 총설」에 나타나 있다(도 Ⅱ.14-1, 2).

140) 사절단은 1872년 1월 15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도착하였다. 이후 그들
은 8월 6일 보스턴(Boston)에서 영국으로 떠날 때까지 약 7개월을 체류하였다. 사절단
이 미국에 긴 시간 체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절단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
여 광활한 대륙을 횡단하며 동부로 이동하였다. 둘째, 사절단은 그들의 중요 목적이었
던 불평등조약 개정 예비협상을 위한 서류가 미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 사절
단의 일부가 일본에 다시 다녀오게 되었다. 

141) 영국은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여겨졌다. 그로 인해 사절단은 수도 런던 외에도 전국의 
주요 공업도시를 방문하게 되면서 그 체류 기간이 길어졌다. 민유기, 앞의 글(2013), 
pp. 63-64.

142) 사절단이 귀국길에 들렀던 리옹과 마르세유에 대하여서는 1개 장(제87장)에 간략한 
도시의 경관, 산업 등을 포함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근대 도시의 기능과 
도시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된다. 위의 글, pp. 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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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고층 건물들이 거리의 양쪽에 늘어서 있고 가로수가 심겨 있는 거리에는 돌
이 깔려 있으며 가스 가로등이 켜져 있다. 마침 달도 높이 떠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 
도시의 풍경을 맘껏 느끼게 해주었다. 가로마다 아름다운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식당에
는 손님들이 여유롭게 모여 있다. 시민들의 기풍도 런던의 그것과는 다르다. 마차는 샹
젤리제 대로(avenue des Champs-Élysées)를 지나 개선문(Arc de triomphe de l'Étoile) 앞
에 있는 숙소에 도착했다.143)

  이 글은 파리에 대한 사절단의 선망을 잘 보여준다. 사절단은 파리도시개조로 
만들어진 대로와 공원,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전등, 줄지어 늘어선 가로수, 웅장한 
관공서들 등 근대 도시의 경관미를 높게 평가하였다. 

도로의 좌우에는 두 갈래로 가로수가 심겨 있고 사람들은 선선한 나무 그늘 밑을 걷고 
있다. 밤에는 도로변에 가스등이 빛난다. 반짝이는 보석을 겹쳐 놓은 듯한 그 불빛은 
지평선 끝까지 끝없이 이어진다.144)

콩코르드 광장(Place de la Concorde)에는 박물관과 전시장이 세워져 있고 대로를 끼고
서 양측으로 높은 건물이 늘어서 있다. 센 강변에는 건물이 즐비한데 그 화려한 모습은 
너무도 멋있다. 강변도로에는 작은 돌로 지면을 다진 후 가는 모래를 깔았는데 그 순백
색의 조합은 마치 씻어 놓은 듯 깔끔하다 ...(중략)... 가로수 사이에 만들어진 인도에는 
한 줄의 돌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자연석이 아니라 파리에서 새롭
게 사용하는 포장임을 알 수 있다. 타일의 일종으로 흙과 모래를 섞어서 강돌처럼 강하
게 굳힌 것으로 그 포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도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도로는 모
두 이 포장법으로 만들어졌다. 마차가 달려도 시끄럽지 않다.145)

  “반짝이는 보석을 겹쳐 놓은 듯한 그 불빛, 그 화려한 모습은 너무도 멋있다, 

가스등 불빛이 보석처럼 빛나서” 등과 같은 묘사들에서 파리에 대한 사절단의 시
각을 알 수 있다. 파리에 대한 사절단의 호감은 런던과의 비교를 통해 극대화되
었다. 사절단은 파리에 대하여 ‘사람을 즐기게 만드는 도시’라고 할 정도였다.

  『미구회람실기』에는 콩코르드 광장에서 센 강과 다리들을 바라보며 “강변에는 
흰 돌이 빈틈없이 깔려 있고 몇 개의 다리가 있다. 마치 흰 돌로 만든 상자 안에 

143) 쿠메 구니타케, 박삼헌 옮김, 『미구회람실기』 3 유럽대륙(소명출판, 2011), p. 66.
144) 위의 책, p. 71.
145)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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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다. 강 건너편에는 수많은 관청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
다. 마치 죽순을 묶어 놓은 듯 고층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아
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적고 있다. 사절단은 근대적으로 정비된 강가와 센 
강의 다리들이 주변의 웅장한 관공서들과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
다.146) 

  사절단은 1873년 1월 16일 파리 하수 터널도 견학하였다. 사절단은 파리의 하
수 터널에 대하여 “이것도 파리의 장관 중 하나이다”라고 하였다.147) 이들은 하수
도가 ‘1850년에 나폴레옹 3세의 명령으로 만들어졌으며 시내에서 흘러든 더러운 
물을 시에서 약 7마일 떨어진 마을로 옮긴 후 근처 촌락의 비료로 사용하고 남는 
것을 센 강에 방류한다’고 서술하였다. 사절단은 하수도에 대하여서도 주목하였
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통해 확인된다. “하수도는 도시의 오물을 흘려보내
는 것으로 위생을 유지하고 그 오수는 농촌의 비료로 환원된다. 모두가 노폐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사절단은 근대적 도시 기반 시설인 
하수도의 위생적 기능과 경제적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다.148)

  사절단이 방문한 1873년의 파리는 이미 근대적 스펙터클의 도시였다. 사절단은 
파리 시내를 관광하며 “볼 만한 것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처음 
온 사람이라면 모두 놀랄만한 구경거리”가 있다며 ‘파노라마’를 소개하였다. 사절
단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Guerre franco-allemande de 1870) 당시 파리 풍경들을 
보여주는 파노라마를 체험하였다. 사절단은 파노라마에 대해 “인공적이지만 유화
로 만들어 마치 실제 풍경을 보는 듯하다”며 감탄하였다.149) 도시의 여가문화에 
대한 관찰은 공원에서 계속되었다. 사절단은 “일요일 해질 녘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놀러 나온다”라고 적었다. 또한 불로뉴 숲을 통해 도시민의 여가활동
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뷔트-쇼몽 공원(Parc des Buttes-Chaumont)에서는 주변 
노동자들이 산책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146) 민유기, 앞과 같음.
147) 쿠메 구니타케, 『미구회람실기』 3, p. 139.
148) 쿠메 구니타케, 『미구회람실기』 3, p. 141.
149) 파노라마는 그림들을 연속적으로 움직여 새로운 시각적 조망을 가능케 해주는 장치이

다. 파노라마는 아일랜드 화가 로버트 베이커(RobertBarker)가 1787년에 발명하였으며 
1792년에 런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1800년대 증기선을 개발한 미국인 엔지
니어 로버트 풀턴(Robert Fulton)이 파리에서 활동하던 1799년에 장치를 개선시키며 
파노라마라 명명하였다. 사절단이 관람한 파노라마 설비는 1850년대에 개선된 것이었
다. 민유기, 앞의 글(2013), pp. 59-90. 



- 61 -

  이와쿠라 사절단의 파리에서의 도시 경험은 메이지 시기 토쿄의 도시 개조 및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반영되었다. 1872년 긴자의 벽돌 거리(銀座煉瓦街) 건설, 

1886년 전후 히비야(日比谷) 관청집중계획 등이 대표적이다.150) 당시 일본 정부는 
도쿄의 도시 경관을 서양풍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
인 직원을 고용하여 서구의 도시건축기술을 직접 도입하였다.

  이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바로 긴자의 벽돌 거리 건설이다. 1872년(메이지 5

년) 4월 3일 발생한 긴자 대화재는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대화재 이전 긴자는 
에도의 상업지로서 번창한 곳이 아니었다. 긴자는 소상인의 거리여서 상대적으로 
비좁은 거리였다. 그런데 화재 이후 재건된 긴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긴자는 토쿄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자리하게 되었다(도 Ⅱ.15-1).151) 

  대화재가 발생하자 정부는 수도를 불연화할 방침을 세웠다. 긴자의 재건은 그 
시작이었다. 정부는 긴자에 벽돌 거리를 건설하여 소실된 긴자를 서양적인 거리 
로 변모시키고자 하였다. 정부는 대화재 4일 만인 7일에 토쿄부(東京府) 관할 전
역에 벽돌조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벽돌조 건물을 지어 토쿄를 유럽풍의 불
연 도시(不燃都市)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긴자의 벽돌 거리 건설에 주력한 이유는 긴자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
다. 당시 개항장인 요코하마(橫濱)와 신바시(新橋) 사이에 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는 요코하마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긴자를 지나 관청
가나 츠키지(築地)에 있던 거류지로 갈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일본 정부는 긴자를 
일본의 근대 국가적 면을 과시할 수 있는 장소로 보았다. 그 결과 긴자에는 전면
적인 서양풍 거리 조성 사업이 시행되었다. 사업의 주체는 대장성(大藏省)이 맡았
으며 토쿄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다.152) 이 계획으로 1877년 5월에 긴자 벽돌 
거리가 완성되었다. 긴자 벽돌 거리는 점차 문명개화를 상징하는 거리로 알려지게 
되면서 일본 제일의 번화가로 성장하였다.153) 

150) 石田賴房, 앞의 책; 鈴木博之, 『日本の近代 10: 都市へ』(中央公論新社, 1999).
151) 긴자의 벽돌 거리 건설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鈴木博之, 위의 책, pp. 

147-152; 김경리, 「니시키에를 통한 ‘제국 일본’의 시각화-메이지 2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한국일본어문학회, 2009), pp. 198-204; 김경
리, 「‘문명개화’와 긴자의 도시공간성에 관한 니시키에 연구-긴자렌가도리니시키에(銀座
煉瓦通り錦絵)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10(도시사학회, 2013), pp. 39-67.

152) 대장성(大蔵省, Ministry of the Treasury)은 메이지 유신부터 존재한 일본의 과거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2001년의 개편으로 사라졌다. 2001년에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재
무성으로 그 권한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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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자의 벽돌 거리 조성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우선 하나는 이 사
업을 위해 외국인 직원들이 투입된 것이다. 아일랜드 출신의 워터스(Thomas 

James Waters, 1842-1898)와 영국인 브런튼(Richard Henry Brunton, 1841-1901), 스
코틀랜드인 맥빈(Colin Alexander McVean, 1838-1912)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인 스
메들리(John Smedley), 프랑스인 플로랑(Louis Felix Florent) 등도 투입되었다. 이
들은 토쿄를 근대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街區)를 바르게 하고 
도로의 폭을 확대하여 정비한다. 둘째, 건축법규를 제정하고 건물의 불연화(不燃
化) 대책을 마련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긴자 벽돌 거리가 만들어졌다.154)

  다른 하나는 긴자의 벽돌 거리에 대한 당대인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새로운 
문명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긴자의 벽돌 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당대인들은 누구나 긴자 거리를 구경하고 싶어하였다. 다만 긴자의 
벽돌 거리에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철도 마차
가 개통되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1882년 신바시에서 니혼바시 구간의 철도 마차
가 개통되었다. 이 마차는 긴자를 지나게 되었다(도 Ⅱ.15-2). 또한 오쿠라 구미(大
倉組) 상회 긴자 지점 앞에는 아크등이 설치되었다. 이들은 당대인들에게 구경거
리가 되었다. 긴자 거리는 그 자체로 최고의 구경거리가 된 것이다. 토쿄 시민들
은 긴자로 구경을 갔다. 그 결과 긴자 산책이라는 습관도 생겼다. 아울러 새로운 
긴자는 판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판화 속에 나타난 긴자 거리에는 가로수가 
있고 벚꽃이 늘어서 있다.155) 긴자의 벽돌 거리는 문명개화의 연결 복도라고 불려
질 정도가 되었다. 긴자 거리를 가보지 않으면 토쿄의 변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고 일컬어졌다. 긴자 거리는 문명개화의 성공적인 예였다. 

  일본의 해외 경험은 벽돌 거리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1888년의 시
구개정사업에 반영되었다.156) 이와쿠라 사절단의 서구의 도시 계획 및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기록 중 가장 강조된 것은 바로 도로 포장의 문제였다. 사절단은 도
로가 잘 포장되어야만 차량에 의한 물자수송이 용이하며 도시의 경제활동이 활성

153) 동경도 국제부 외사과, 『동경의 도시계획 백년』(동경도, 1994), p. 4; 石田賴房, 앞의 
책, p. 22.

154) 긴자 벽돌 거리가 만들어졌을 당시 벽돌 건물은 1천 채 가까이 있었다. 긴자 이외의 
토쿄 전체에서 벽돌 건물은 20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나영, 앞과 같음.

155) E.사이덴스티커, 앞의 책, pp. 83-84.
156) 타나카 아키라, 앞의 책, p.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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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시구개정사업의 사상과 이어지기에 사절단
이 토쿄의 도시 계획에 미친 영향은 크다.157) 즉 토쿄시구개정 조례는 기본적으로 
오스만의 파리 도시개조 사업을 본보기로 하였다. 조례의 구체적 조항을 통해서도 
그를 모방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와쿠라 사절단에게 파
리 도시개조로 변화된 파리에서의 경험이 강한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토쿄시구개정사업은 이와쿠라 사절단에서 시작된 서구 도시의 경험의 영향이 구
체적으로 제도화되고 적용된 사례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이지 유신 이후 토쿄는 일본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
졌다. 이 과정에서 토쿄에는 황거 및 황거 앞의 광장이 재건되었으며 천황을 중
심으로 한 국가 의례가 거행되었다. 장엄하고 화려한 의례의 모습은 기념 사업을 
통해 기억되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국가 의례와 
시각 매체를 통해 토쿄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냈다. 한편 토쿄의 도시 공
간 변화에 있어 일본인들의 서구에서의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해외 경험은 토쿄를 근대적으로 바꾸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였다. 국가 의례와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만들어진 토쿄는 근대 일본 제국
의 상징 그 자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도시 공간에 대한 이러한 시각 및 시도
들이 이후 한성을 경성으로 바꾸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157) 시구개정사업의 바탕인 토쿄시구개정 조례는 1919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
행된 “일본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다. 토쿄시구개정조례와 시구개정계획은 일본 근대 도
시 계획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김백영, 「왕조 수도로부터 식민도시로-경성과 도쿄의 시
구 개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학보』 29(3)(한국학보, 2013), pp. 7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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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항 이후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 인식

  1876년 개항은 한성의 도시 공간과 그 인식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한성을 찾은 이방인들에서 비
롯된다. 이방인들의 시선으로 본 한성과 그들의 유입을 통해 도시 공간에 변화가 
나타났다. 두 번째는 조선인들의 해외 경험에서 비롯된다. 조선인들은 사절단의 
형식으로 일본, 미국 등을 찾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시에 대한 다양한 생각
들이 개진되었다. 

(1) 이방인의 유입과 그들의 시선으로 본 한성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은 1875년 9월 20

일 운요호 사건(雲揚號事件) 또는 강화도 사건(江華島事件))을 일으켰다. 일본은 
이를 구실로 문호 개방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朝日修
好條規, 일명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가 체결되었다.158) 전문 12조로 된 이 조약
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다. 또한 이 조약은 조선이 외국에 문호를 개
방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 서양 각국과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처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내에서는 러시아의 남하
를 막기 위하여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만연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
서는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
고 있었다. 그 결과 청의 알선으로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조선이 구미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이었다. 

조선은 이후에도 청의 주선으로 영국(1882), 독일(1883), 이탈리아(1884), 프랑스
(1886), 벨기에(1901) 등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만 청의 주선을 거치치 

158) 조일수호조규는 근대 국제법을 바탕으로 맺어진 최초의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이 조약은 한일수호조약(韓日修好條約),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 조약은 한일관계에 있어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 조약이라는 측면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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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1884년에 조선과 직접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성에는 외국 
외교사절과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 주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동 일대라고 
불리는 경운궁 인근에 공사관, 교회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159) 

  그렇다면 당시 한성을 찾았던 외국인들에게 한성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외국
인들의 한성에 대한 인상은 조선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당
시 외국인들이 조선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항 이후 조선 혹은 서울을 찾았던 방문객이나 여행객들이 남긴 기록에서 조
선은 특정한 몇 개의 어휘로 수식되었다. “은자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등
이 예이다. 이는 그들이 남긴 책 제목과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된다. 미국의 자연
과학자인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 1843-1928)가 쓴 책의 제
목은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1882)이다.160) 이후 영국의 
조선 주재 영사인 윌리엄 리차드 칼스(William Richard Carles, 1848-1929)는 『조선
풍물지(Life in Corea)』(1888)에서 “그리피스 씨가 이 나라를 은자의 나라로 표현
한 것은 맞는 말이었다”라고 하였다.161) 『서울풍물지(Korea from Its Capital)』
(1892)를 집필한 육영공원 교사인 조지 윌리엄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1857-1933)도 “은자의 나라 조선이라는 저서 제목이 이 나라의 본질을 잘 표현하
고 있다”라고 하였다.162)

  한편 미국의 천문학자인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은 그의 책인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Choso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1885)

에서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였다.163) 또한 로웰은 조선을 “오랜 세

159)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은 미국공사관이다. 다음 해인 1885년에 러시아공사관이 착공되
어 1890년에 준공되었다. 독일공사관은 1884년 10월에 개설되어 1890년에 이전하였다. 
독일공사관은 이후 1902년 5월에 회동(會同)으로 재이전하였다. 영국공사관은 1884년 
4월에 개설되었다. 공사관 건물은 1890년 5월에 착공되어 1891년 5월에 준공되었다. 
프랑스공사관은 1888년 6월에 개설되었다. 이 공사관은 1889년 10월에 현 위치로 이전
하였으며 건물은 1896년에 신축되었다. 이 부분은 다음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160) 그리피스는 책이 간행될 당시 조선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일본에 머물던 그리피스는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 
1843-1928), 신복룡 옮김, 『은자의 나라, 한국』(집문당, 1999).

161) 윌리엄 리차드 칼스(William Richard Carles, 1848-1929), 신복룡 옮김, 『조선풍물
지』(집문당, 1999), p. 23.

162) 조지 윌리엄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1857-1933), 신복룡 옮김, 『서울풍물
지』(집문당, 1999), p. 15.

163)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 1855-1916), 조경철 옮김,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예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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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안 알려지지 않은 채 외따로 떨어져 있던 신비의 나라”라고도 하였다.164) 영
국의 여행가인 헨리 새비지 랜더(Arnold Henry Savage-Landor, 1865-1924)의 책 제
목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1890)이다.165) 미국의 한성 주재 총영사로 부임한 샤를 샤이에 롱(Charles 

Chaillé-Long, 1842-1917)의 시각도 유사하다. 그의 책 제목은 『맑은 아침의 땅, 조
선(La Corée ou Tschösen, La Terre du Calme Matinal)』(1894)이다.166) 샤이에 롱은 
그의 책에서 “조선은 스스로를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해서 흔히 
‘은자의 나라’로 불린다”라고 하였다.167) 

  서양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알 수 있다. 서양인
들이 조선을 찾고 기록을 남기던 당시 조선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조선
을 찾는 서양인들은 초기에 간행된 책을 보았다. 그 결과 조선에 대한 인식 양상
은 비슷해졌다. 조선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성을 바라
보는 틀로 작용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여행가인 이사벨라 버
드 비숍(Isabella Lucy Bird, 1831-1904)의 예를 통해 확인된다. 비숍은 1894년 한
성을 처음 찾았다. 이후 남긴 기록에서 비숍은 한성을 “조용한 은자의 도시”라고 
하였다.168)

  다만 서양인들이 조선을 방문하고 남긴 기록에 비하여 한성 자체에 주목한 글
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169) 이들 중에서도 한성에 대한 기록이 비중을 차지하는 

164) 로웰은 조선이 ‘그 고요함으로 인해 깊이 잠들어 있는 듯하며 시간이 정지된 듯하다’
라고 하였다. 퍼시벌 로웰, 앞의 책, p. 17, p. 20.

165) 헨리 새비지 랜더(Arnold Henry Savage-Landor, 1865-1924), 신복룡 옮김, 『고요
한 아침의 나라 조선』(집문당, 1999).

166) 샤를 샤이에 롱(Charles Chaillé-Long, 1842-1917)의 책인 『맑은 아침의 땅, 조선』
은 샤를 루이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43-1893)의 글과 함께 Deux voyages 
en Corée (Kailash, 1994)로 재발간되었다. 이 책은 국내에서 『조선기행(백여 년 전에 
조선을 둘러본 두 외국인의 여행기)』(눈빛, 2006)으로 번역되었다(이하 『조선기행』). 본
고에서 필자는 『조선기행』을 참고로 하였다. 각주에서 참고로 할 때 저자 별로 다르게 
표기하되 제목은 『조선기행』으로 하겠다. 샤를 샤이에 롱(Charles Chaillé-Long, 
1842-1917), 샤를 루이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43-1893), 성귀수 옮김, 『조
선기행』(눈빛, 2006).

167) 샤를 샤이에 롱(Charles Chaillé-Long, 1842-1917), 성귀수 옮김, 『조선기행』(눈빛, 
2006), p. 235.

168)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Lucy Bird, 1831-1904),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살림, 1994), p. 48.

169) 이와 같은 성향은 연구사에도 나타난다. 개항을 전후하여 서양인들이 조선인을 어떻
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이 축적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서울이 어떻
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서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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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저서가 있다. 앞서 언급한 로웰의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길
모어의 『서울풍물지』,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등이다. 로웰의 책에는 “서
울 가는 길, 서울의 밤 풍경” 등 한성에 대한 주요 인상들이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길모어와 비숍의 책에는 한성의 도로와 그 인상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 프
랑스의 민속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샤를 루이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43-1893)의 책인 『조선기행(Voyage en Corée)』(1892)에도 한성에 대한 인상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170) 이외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의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Korean Sketches)』(1895), 

오스트리아인 여행가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Ernst von Hesse-Wartegg, 

1854-1918)의 『조선, 1894년 여름: 오스트리아인 헤세-바르텍의 여행기(Korea)』
(1895)에도 한성의 사진 및 인상이 담겨져 있다.171) 

  한성에 대한 인상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큰 공통점은 한성이나 한양 대
신 서울로 지칭된다는 점과 수도로서 위상이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에 
대한 인상에서 중심이 된 것은 성벽 및 성문, 궁궐, 도로 등이다.

  우선 서양인들은 수도로서 한성의 위상을 인지하고 있었다. 로웰은 한성에 대
하여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뭐니뭐니 해도 수도인 서울이다”라고 하였
다.172) 비숍은 “어떤 의미에서 서울은 곧 한국이다”라고 하였다.173) 이는 샤를 루
이 바라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바라는 한성에 대하여 “프랑스에 있어서 파리가 그
런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한양은 나라의 중심지이자 모든 것을 관할하는 
도시였다”라고 하였다.174) 헤세-바르텍도 바라처럼 “서울은 파리와 같은 지위를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김백영, 「개항기 서양 지식인들의 서울 인식-로웰, 
길모어, 비숍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68(서울역사편찬원, 2006), pp. 99-145; 신
문수, 「동방의 타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한국문화』 46(서
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pp. 119-138.

170) 샤를 루이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43-1893)의 「조선기행(Voyage en 
Corée)」은 1892년에는 프랑스의 저널 Le Tour du monde 에 실렸다. 이 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샤를 샤이에 롱의 글과 함께 Deux voyages en Coree 으로 재간행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조선기행』(눈빛, 2006)으로 번역되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조선기
행』을 활용하였다.

171)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 최재형 옮김, 『조선, 그 마지막 10년
의 기록』(책비, 2018);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Ernst von Hesse-Wartegg, 
1854-1918), 정현규 옮김, 한철호 감수, 『조선, 1894년 여름: 오스트리아인 헤세-바르
텍의 여행기』(책과 함께, 2012).

172) 퍼시벌 로웰, 앞의 책, pp. 26-27.
173)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의 책, p. 78.
174) 샤를 루이 바라(Charles Louis Varat, 1842/43-1893), 성귀수 옮김, 『조선기행』(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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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라고 보았다.175)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서울의 인상에서 성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이다. 로웰이 서울을 찾은 1880년대에는 아직 기차가 없어서 성문을 통해 서울에 
들어가야 했다. 따라서 성벽과 성문은 그들이 서울을 맞는 첫 지점이었다. 로웰을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조선의 도시가 거짓말처럼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하
였다.176) 길모어는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인 도시를 보고 받는 중세적 인상을 떨
쳐버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길모어의 책에는 성벽, 남대문, 동대문의 사진도 실
려 있다(도 Ⅱ.16-1, 2, 3).177) 비숍은 ‘성벽과 성문이 위엄을 더해준다’라고 하였
다.178) 헤세 바르텍은 “서울에서 가장 인정받을 만한 건축물은 성곽”이라고 하며 
극찬하였다.179)

  한편 도로에 대한 평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남대문을 통하여 광화문에 
이르는 길에 대한 것이다. 길모어는 “왕궁으로 통하는 길만 언제보아도 환하게 뚫
려 있다”라고 하였다.180) 비숍은 이에 대해 “자랑할 만한 넓은 대로”라고 하였다. 

바라는 “문을 열자 샹젤리제 대로만큼이나 널찍한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하
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거쳐 온 곳과는 다른 커다란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다”

라고 하였다.181) 그들에게 남대문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도로는 서울의 특징 중 하
나였다.

  다른 하나는 도로의 정비 상태에 대한 인식이다. 로웰은 서울의 도로가 ‘외관만 
도로일 뿐 시골길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원시적이다’라고 보았다.182) 비숍은 서울
의 도로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비숍은 “서울의 도로는 그 불편함이 
악명 높으며 심지어 주요 도로들도 거친 승마 전용 도로와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하였다.183) 그에 따르면 “울퉁불퉁한 샛길과 겨울에 쌓인 각종 오물들의 축적물”

은 서울의 특징이었다. 아울러 그는 “발목까지 잠기는 진흙탕과 그 불결함으로 인

빛, 2006), p. 66.
175)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앞의 책, p. 186.
176) 퍼시벌 로웰, 앞의 책, p. 66.
177) 윌리엄 길모어, 앞의 책, p. 41.
178)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의 책, p. 47.
179)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앞의 책, p. 79.
180) 윌리엄 길모어, 앞의 책, p. 41.
181) 샤를 루이 바라, 앞의 책, p. 61.
182) 퍼시벌 로웰, 앞의 책, p. 180.
183)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의 책,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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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울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는 손상되곤 하던 터”라고도 하였
다.184) 

  당시 도로는 낮은 초가 지붕과 함께 한성에 대한 인상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였다. 비숍은 “서울의 단조로운 색채는 특기할 만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
르면 “서울의 산들이 가진 황토색은 짙은 갈색의 진흙 벽에서도, 황토색의 초가지
붕에서도, 황토색 도로에서도 똑같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는 “단색의 도시에 
오직 검은색과 흰색의 옷만 입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며 사람들
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았다.185) 헤세-바르텍 역시 ‘바닥과 구분이 안 되는 초가 
지붕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고 하였다.186) 이는 제임스 게일의 책에 실린 사진
에서도 발견된다(도 Ⅱ.16-4, 5). 무엇보다 진흙빛의 땅과 초가로 채워진 듯한 한
성의 모습은 휴버트 보스(Hubert Vos, 1855-1935)가 그린 <서울 풍경>(1898)과 거
의 흡사하다(도 Ⅱ.16-6). 즉 <서울 풍경>은 서울을 찾았던 서양인들에게 공유된 
서울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서울에 대한 인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궁궐이다. 다만 
그 인식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바라는 “한양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단연 
궁궐들을 꼽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궁궐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매력적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입구에 우뚝 솟은 
거대한 광화문이 이채로웠다”라고 언급하였다.187) 비숍은 “거대한 알현장이라는 
건축물(경복궁 근정전)의 웅대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였다.188) 이들과 
다르게 길모어와 헤세 바르텍은 ‘궁궐이 폐허가 된 듯하여 기대한 것보다 초라하
다’고 보았다.189)

  한편 조선을 찾은 일본인들도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서울에 대한 기록이기보
다는 조선 전반에 대한 인상을 담았다. 대표적인 것이 하야시 타케이치(林武一撮
影, 1857-1892)의 『조선국진경(朝鮮國眞景)』(1892), 혼마 규스케(本間久介, 필명은 
如囚居士, 1869-1919)의 『조선잡기(朝鮮雜記)』(1894)이다. 

184)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의 책, p. 498.
185) 위의 책, pp. 67-68.
186)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앞의 책, p. 77.
187) 샤를 루이 바라, 앞의 책, pp. 74-75.
188)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의 책, pp. 298-299.
189) 윌리엄 길모어, 앞의 책, p. 43;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앞의 책,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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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시 타케이치는 외무성 교제관시보(交際官試補, 외교관 견습)였다. 그가 남
긴 『조선국진경』(1892)에는 당시 서울에 관한 사진들도 수록되었다.190) 이 책은 
설명이 간략하며 사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수록된 사진은 대원군 사
진이며 다음에는 <한양경성도(漢陽京城圖)>라고 하여 지도가 담겨져 있다. 아울러 
서울의 성문, 궁궐과 관청, 각국 공사관 등을 담은 사진이 실려 있다. 무엇보다도 
1888년에서 1891년 사이로 여겨지는 서울 전경을 담은 사진이 있어 주목된다(도 
Ⅱ.17-1, 2). 

  한편 혼마 규스케는 메이지 시기 조선의 전문가로 1893년에 내한하였다. 혼마 
규스케는 『조선잡기』에 스케치를 실었다.191) 무엇보다 그는 수도 서울을 한양이나 
서울 대신 “경성”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하나는 한성의 시가에 대하여 “불결”하다고 한 것이다. 혼마 규스케는 시가의 불
결이 “조선의 명물”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팔도 가
는 곳마다 시가다운 시가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며 비난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
시 서울은 “우마의 인분은 주머니 안에 넘치고 그 불결한 것은 말로 할 수가 없
을” 지경이었다.192) 다른 하나는 일본인 거류지에 대한 인상이다. 혼마 규스케에 
따르면 ‘남대문 거리에 일본인의 파출소’가 생겼다. 아울러 “서너 개의 잡화상점
이 들어선” 상태였다.193) 이를 통해 당시 한성 내에 일본인 거류지가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성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정동 
일대로 불리는 지역에 서양의 공사관과 영사관이 들어서기는 했으나 그것이 도시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도시 공간에 새로운 건축물

190) 김희곤 교수(안동대학교 사학과)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에서 1892년에 출간된 
『조선국진경』 사진첩을 담아와 1997년에 국내에서 전시를 열었다. 전시 제목은 《(사진
으로 보는)조선 1892년》이며 도록도 발간되었다. 이 책은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
지털 컬렉션에 공개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은 국내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
으로 소장되어 있다. 林武一撮影, 『朝鮮國眞景』(東京: 東京築地活版製造所, 1892); 안
동대학교박물관 편, 『(사진으로 보는)조선 1892년』(안동대학교박물관, 1997).

191) 이 책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 공개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국립중앙도
서관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소장되어 있다. 또한 『(일본인의 조선정탐록)조선잡기』(김영
사, 2008)로 번역되었다. 如囚居士, 『朝鮮雜記』(東京: 春祥堂書店, 1894); 혼마 규스케, 
최혜주 옮김, 『(일본인의 조선정탐록)조선잡기』(김영사, 2008).

192) 혼마 규스케, 위의 책(2008), p. 238.
193) 위의 책,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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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들어오던 순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한성
의 도시 공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조선인
들의 해외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2) 조선인의 해외 경험과 도시에 대한 인식

  19세기 후반 조선인들도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면서 도시에 대한 인식이 나
타났다. 이는 조선인들의 해외 경험을 통해서였다. 개항 이후 조선은 해외에 외교
사절을 파견하였다. 대표적인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修信使), 청에 파견
된 영선사(領選使),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報聘使) 등이다. 사절단은 그들의 경험
을 바탕으로 글을 남겼다. 김옥균(金玉均, 1851-1894)이 집필한 『치도규칙(治道規
則)』(1882), 박영효(朴泳孝, 1861-1939)의 「건백서(建白書)」(1888), 박정양(朴定
陽,1841-1905)의 『미속습유(美俗拾遺)』(1888),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서유
견문(西遊見聞)』(1895),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해천추범(海天秋帆)』(1896), 

김득련(金得鍊, 19세기)의 『환구일기(環璆日記)』(1896), 윤치호(尹致昊, 1865-1945)

의 『윤치호일기(尹致昊日記)』(1880-1940) 등이다. 

  사절단에 참여한 이들이 남긴 이 글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도
시에 대한 인식 및 도시 개조의 필요성이 나타난 글이다. 여기에 속하는 글이 김
옥균의 『치도규칙』, 박영효의 「건백서」, 박정양의 『미속습유』, 유길준의 『서유견
문』 등이다. 이 글들은 이후 한성부 도시개조사업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도 중요
하다. 다른 하나는 도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새롭게 접한 서양의 문명에 대한 
관심과 인상이 담겨져 있는 글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글이 민영환의 『해천추범』, 

김득련의 『환구일기』, 윤치호의 『윤치호일기』 등이다. 사절단이 남긴 글들이 이렇
게 나누어지는 것은 사절단이 해외를 방문할 당시 그들의 지위 및 목적에 차이가 
있었던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록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기에 앞서 사절단과 
그 활동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신사(修信使)는 1876년 이후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이다.194) 수신
사는 1876년부터 1882년까지 3차에 걸쳐서 파견되었다.195) 2차 수신사로 인해 미

194) 수신사는 본래 조선 통신사였다. 그런데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바뀌면서 조선통신사
는 수신사로 바뀌어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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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통상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1883년에는 미국으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3차 수신사는 1882년 임오군
란(壬午軍亂) 직후 일본에 사과를 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이때 박영효와 함께 김
옥균은 비공식 사절로서 동행하였다.196) 박영효는 당시의 기록을 『사화기략(使和
記略)』(1882)에 남겼다. 3차 수신사가 방문하였을 당시 토쿄의 도로는 정비가 이
루어진 시점이었다. 수신사는 한성의 도로 상황을 토쿄와 대조적으로 여기며 도로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박영효와 김옥균은 일본의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도 만날 수 있었다. 박영효가 조선으로 귀국
한 뒤에도 김옥균은 토쿄에 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옥균은 1882년 『치도규
칙』을 저술하였다. 

  박영효와 김옥균의 일본에서의 경험이 주목되는 이유는 그들의 귀국 이후의 활
동에서 비롯된다. 박영효는 1883년 1월 27일에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으로 임명
되었다.197) 박영효는 한성부에 치도(治道)·경순(警巡)·박문(博文)의 3국을 신설하고 
도로의 확장과 포장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반대에 부딪혀 신설 
3국은 폐지되었으며 도로 포장 등의 도시 계획 사업도 전면 중단되었다. 한편 박
영효는 일본에서 만난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원과 자문으로 신문의 발행을 계획하
였다. 그 결과 1883년 10월 31일(음력 10월 1일)에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창간
되었다. 『한성순보』에는 김옥균, 윤치호, 서재필(徐載弼, 1864-1951) 등이 필진으로 
위촉되었다. 창간 다음 해인 1884년 7월 3일 『한성순보』에는 김옥균의 「치도약
론」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실패로 박영효는 일본으

195) 1차 수신사는 1876년에 파견되었다. 김기수가 수신사로 임명되어 일본에 갔다. 이들
은 근대화된 일본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다. 김기수는 『일동기유(日東記遊)』(1877)에 그 
기록을 남겼다. 2차 수신사는 1880년에 파견되었다. 김홍집 일행이 2차 수신사로 일본
에 갔다. 이들은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 개화파가 등용되
었다.

   『고종실록』 13, 고종 13년(1876) 윤5월 18일(기묘), 「수신사 김기수가 부산포에 돌아와 
일본 외무경의 회답 서계 등을 보내다」; 『고종실록』 17, 고종 17년(1880) 3월 23일(경
인), 「이원일을 대사성에, 김홍집을 수신사에 임명하여 일본국에 갈 것을 명하다」; 고종 
17년(1880) 9월 8일(계유),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조선책략》 1책을 증정하므로 
가지고 귀국하다」.

196) 『고종실록』 19, 고종 19년(1882) 8월 8일(신유), 「전권 대신 겸 수신사 박영효와 전
권부관 겸 수신부사 김만식 등을 소견하다」; 고종 19년(1882) 11월 28일(경술), 「돌아
온 수신사 대관 박영효와 부관 김만식을 소견하다」.

197) 『고종실록』 19, 고종 19년(1882) 12월 29일(신사), 「박영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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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망명하게 되었다. 일본에 체류하던 1888년 박영효는 고종에게 장문의 개혁서
이자 개화 상소를 올렸다. 그 개혁서가 바로 「건백서」이다.198) 여기에는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 근대적 법치국가의 확립에 의한 조선의 자주독립과 부국강병, 

도시 개조 계획 등이 언급되어 있다.199)

  한편 보빙사는 1883년 조선에서 최초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파견된 외교 사절
단이다.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이 전권 대신이 되어 파견되었으며 유길준이 대
동되었다.200) 당시의 경험은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집필한 바탕이 되었다. 이후 
1887년에는 미국 특파 전권대사로 박정양이 임명되어 미국에 갔다.201) 박정양은 
초대주미공사로 미국에 11개월간 머무르다가 1889년에 귀국하였다.202) 그가 미국
에 체류한 경험을 쓴 미국견문기이자 보고서가 『미속습유』이다.203) 박정양이 미국
에 머무를 당시 번역관으로 동행한 인물이 바로 대한제국 시기에서 한성부 판윤
으로 활동한 이채연(李采淵, 1861-1900)이다.204) 

198) 「건백서」는 『일본외교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필자가 참고로 한 것은 한국 
정치 연구』 2(서울 대학교 한국 정치 연구소, 1990)에 수록되어 있는 번역본이다. 

   일본 외무성, 『일본외교문서』 21, pp. 292-311; 박영효, 김갑천 옮김, 「박영효의 건백
서(建白書)-내정 개혁에 대한 1888년의 상소문」, 『한국 정치 연구』 2(서울 대학교 한국 
정치 연구소, 1990), pp. 245-292.

199) 박영효의 도시관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우동선, 「도시와 건축에 
대한 박영효의 생각」,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7(7)(대한건축학회, 2001), pp. 
135-142; 김동완, 「19세기 말 개화 지식인의 도시 인식과 실천론-치도론(治道論)의 통
치 합리성과 근대 인식」, 『공간과 사회』 52(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pp. 190-226.

200) 『고종실록』 20, 고종 20년(1883) 6월 5일(계축), 「민영익을 전권 대신에, 홍영식을 부
대신에 임명하여 미국으로 보내다」.

201) 『고종실록』 24, 고종 24년(1887) 6월 29일(을묘), 「심상학을 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영국 등 5개 나라에 주재하고 공사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명하다」, “협판내무부사 박정
양(朴定陽)을 전권 대신으로 특파하여 미국에 가서 수도에 주재하면서 공사의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라.”

202) 『고종실록』 26, 고종 26년(1889) 7월 24일(무진), 「미국주재 전권 대신으로 있다가 
돌아온 박정양을 소견하다」.

203) 『미속습유(美俗拾遺)』는 박정양의 문집인 『죽천고(竹泉稿)』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 
책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기탁되어 있다. 『미속습유』의 내용 중 ‘역법’의 서술로 미루
어 박정양이 귀국을 준비하던 1888년 11월 전후에 탈고된 것으로 여겨진다. 최초의 서
양 견문기로 알려진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1889년 탈고되어 1895년 발간되었다. 따라
서 이 책은 『서유견문』보다 1년 앞서 쓰인 최초의 미국 견문기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2018년 번역된 『미속습유(美俗拾遺)』를 참고로 하였다. 박정양, 한철호 옮김, 『미속습유
(美俗拾遺)』(푸른역사, 2018).

204) 『고종실록』 24, 고종 24년(1887) 8월 7일(신묘), 「미국주재 전권 대신 일행으로 이하
영 등을 임명하다」; 이채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경호, 「고종대 한성
판윤 이채연의 정치성향과 활동」, 『향토서울』 85(서울역사편찬원, 2013), pp. 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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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빙사의 활동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박정양과 이채연의 귀
국 이후 활동이다. 그들은 한성부 판윤으로 활동하였다. 박정양은 1894년 한성부 
판윤에 기용되었다.205) 다음 해인 1895년 박정양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에 임용되는데 그때 내부 대신(內部大臣)은 박영효였다.206) 아울러 박정양 내각에
서 이채연은 한성부 관찰사를 거쳐 한성부 판윤이 되었다.207) 이는 한성부 도시개
조사업이 보빙사의 해외 경험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둘째, 

보빙사로 인해 1886년에 동문학(同文學)을 대체하는 근대식 교육기관인 육영공원
(育英公院)이 설립되었다.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 신학
생이 파견되어 육영공원의 교수가 되었다. 그들이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5), 번커(Dalziel A. Bunker, 1853-1932), 앞서 언급한 길모어 등이
다. 

  본절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이들이 남긴 글에 나타난 도시에 대한 인식이다. 이
는 한성부 도시개조사업과 연관되기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치
도규칙(治道規則)』(1882)은 당시의 도시계획이론서로서 손색이 없으며 대한제국시
대의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평을 받는
다.208)  『치도규칙』은 「치도약론(治道略論)」, 「치도약칙(治道略則)」,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도약론(治道略論)」은 서론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도로 정비
를 포함한 도시 정비와 관련된 사항이 다루어졌다. 무엇보다 “그 나라의 도로와 
교량을 보고 그 나라 정치의 득실을 알았다”라고 하며 치도가 갖는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209) 「치도약칙(治道略則)」은 본론에 해당된다. 치도사업을 

205) 『고종실록』 31, 고종 31년(1894) 6월 24일(기사), 「박정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206) 『고종실록』 33, 고종 32년(1895) 5월 8일(무인), 「박정양을 내각 총리대신에 임명하

다」, 「총리대신 박정양과 내부대신 박영효를 소견하다」.
207) 『고종실록』 33, 고종 32년(1895) 5월 29일(기해), 「이채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종실록』 34, 고종 33년 3월 23일, 「이채연을 농상공부 협판에 임명하다」, “종2품 
이채연(李采淵)을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
하였다.”; 고종 33년 7월 17일, 「이규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농상공부 협판(農商
工部協辦) 이채연(李采淵)을 경인 철도 사무(京仁鐵道事務)로 임명하였다.”; 고종 33년 
10월 6일, 「김명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 이채연(李
采淵)을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에 (하략).”

208) 『치도규칙』은 김광우의 논문인 「대한제국시대의 도시계획: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에서 
처음으로 그 이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광우는 19세기 ‘도시계획이론서’로서 『치도
규칙』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그는 『치도규칙』을 대한제국시기 경운궁 일대의 ‘도시개조
사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로 보았다. 김광우, 앞의 글,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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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건과 구체적인 규칙이 전문 17조로 구성되어 있다. 거리와 도로에 대해 
언급하며 도로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내용이 담겨져 있다.210) 이 글은 앞서 언
급한 바 있듯이 1884년 『한성순보(漢城旬報)』에 게재되었다. 이는 도로 정비의 필
요성이 전파된 계기가 되었다.211) 

  『치도규칙』에서 나타난 도로관은 이후 박영효가 한성부 판윤이 되면서 한성의 
도시 공간에 일부분이나마 적용되었다.212) 박영효도 수신사로 파견되었을 당시 도
로 정비와 마차 이용의 유익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즉 『치도규칙』은 김옥균만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당대인들에게 공유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박영효의 정
책은 반대 세력 및 한성부 부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박
영효는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하게 되었다. 박영효는 토쿄에서 긴자의 벽돌 거
리와 도로를 돌아다니던 마차를 보았으며 언론을 통해 시구개정계획을 접하게 되
었다. 토쿄의 발전상을 목격한 박영효는 1888년 고종에게 개혁의 시급성을 적은 
「건백서」를 보내었다.213) 여기에는 조선이 시행해야 할 개화 정책이 총론과 8개의 
각론, 그리고 114항에 달하는 구체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건백서」에는 
도로 구획과 가옥 높이의 제한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어 있다.214)

  한편 1887년 주미공사로 미국을 방문했던 박정양은 『미속습유』를 남겼다. 『미
속습유』는 미국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총 44개 항
목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 형식을 하고 있다. 

  『미속습유』에서 도시와 관련된 시각은 「도로」, 「차량」, 「철도」, 「워싱턴 경도」 
편에서 드러나 있다.215) 그는 종종 공사관원들과 워싱턴 시내를 유람하였기 때문

209) 본고에서 필자가 참고한 원문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한성순보(漢城旬報)』 1884년 7
월 3일, 「治道略論」; 전문과 번역은 오유경의 논문에 수록되어 있다. 오유경, 「구한말 
조선 개화파들의 도시문제인식과 도시관」(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논문, 2015), pp. 68-86.

210)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12조 거리와 도로, 마을에 짚을 엮어 임시 가옥을 만드는 풍
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16조 땔감을 파는 시장은 각 동네의 넓은 곳에 적당히 설치하여 
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오유경, 앞과 같음.

211) 이 논설은 『한성순보(漢城旬報)』 제26호 1884년 7월 3일자에 게재되었다. 이보다 앞
서 이 논설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발행한 『시사신보(時事新報)』 1883년 1월 
13일·15일자에 「김옥균의 상서(上書)」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한성순보(漢城旬報)』 
1884년 7월 3일, 「治道略論」.

212) 『고종실록』 19, 고종 19년(1882) 12월 29일(신사), 「박영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
다」.

213) 박영효, 앞과 같음.
214) 위와 같음.
215) 박정양, 한철호 옮김, 『미속습유(美俗拾遺)』(푸른역사, 2018), pp. 134-137, pp. 



- 76 -

에 도로의 형태와 편리함을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도로에 대한 그의 생각은 「도
로」 편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그는 워싱턴의 도로에 대하여 “매우 깨끗하며 
정해진 규칙이 있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216) 

돌이나 벽돌로 이를 포장하거나 또 작은 자갈과 석유를 섞어서 바르는데 완전하고 단
단하여 진흙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중략)... 도로의 양쪽 곁에는 서로 10여자 
간격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섞어 심었다 ...(중략)... 또 나무들 사이에 종종 가로등을 세
우고 가스를 이용하여 불을 밝혀서 컴컴한 밤에도 매우 밝아져서 대낮 같다.217) 

아울러 「워싱턴 경도」 편도 주목된다. 여기에서 그는 워싱턴의 길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북으로 세로로 뻗은 길의 번지를 정하고, 숫자로 동서로 가로로 뻗은 길의 번지를 정
한다. 집집마다 반드시 번호를 내거는데 아무개 가, 아무개 번이라고 불러 도시를 구획
하고 고찰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또 가로는 정 자로 구획하여 어지럽지 않다. 이미 
집을 짓기 전에 도로를 구획하고 인민이 구획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
로 교통의 요충지인 5거리, 도로와 양쪽에 인도가 있는 3가닥의 길, 십자로, 쌍가 등이 
어느 곳이든 똑같은 형태로 있다.218)

  이 글이 주목되는 이유는 박정양의 이후 활동과 연관되는 데에 있다. 박정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성부 판윤으로 임명되었다. 아울러 1895년에 박정양은 
내부대신으로 「도로 수치(道路修治)와 가가 기지(假家基地)를 관허(官許) 하는 건
(件)」을 기획하여 실천하였다.219) 그는 다음 해에는 「한성부 내 도로의 폭을 개정
하는 건」을 내부령으로 발포하였다.220) 이는 한성부 판윤 이채연을 통해 도시 공

152-153.
216) 위의 책, p. 134.
217) 위와 같음.
218) 위의 책, p. 152.
219) 1895년 4월 16일에 “가가 건축의 금령”이 시달되었으며 1895년 8월 6일에 「도로 수

치와 가가 기지를 관허 하는 건」이 통과되었다.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
대법령자료집』 I(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pp. 534-535.

220) 1896년 9월 28일에는 내부령(內部令) 제9호로 「한성부(漢城內) 내 도로의 폭을 규정
하는 건」이 발포되었다. “황토현(黃土峴) 흥인문(興仁門)까지와 대광통교(大廣通橋)에서 
숭례문(崇禮門)까지는 한 나라의 큰 도로인 만큼 집들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과 내를 건
너는 것은 법에 의하여 금해야 한다. 두 도로의 원래 너비가 혹 50여 척(尺)도 되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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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구현되었다. 즉 박정양의 미국에서의 경험은 한성 내 도로 개조안에 반영되
었다. 무엇보다 이는 이채연과 함께한 대한제국기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으로 나타
나 도시 공간에 실현되었다. 

  한편 유길준의 『서유견문』도 살펴보아야 한다.221) 이는 1895년 김홍집(金弘集) 

내각(內閣)의 상황과 관련된다. 박영효가 내부 대신(內部大臣)에 임명될 당시 유
길준은 내각 총서(內閣總書)로 임용되었다. 아울러 박정양(朴定陽)은 학부 대신(學
部大臣)이 되었으며 이채연(李采淵)은 농상공부 협판(農商工部協辦)에 임용되었
다.222) 이후 유길준은 1895년 도로정비사업의 입안 과정에 관여하였는데 이는 박
정양, 이채연이 주도한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의 전사 단계로서 중요하다.

  『서유견문』은 서문과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은 저서를 저술한 경위에 
대하여 소개한 글이다. 본론은 서양의 형세에 관한 사항을 부문별로 정리한 20편
의 글이다. 1-2편은 세계의 지리, 3-14편은 서양의 정치, 경제, 교육제도, 15-18편
은 서양의 관습과 문명, 19-20편은 주요 도시로 구분된다.223) 도시에 대한 내용은 
18, 19, 20편에 집중되어 있다.224) 앞서 유길준은 토쿄를 방문한 이후 근대화된 
모습에 감탄을 하였다. 유길준은 그 동력을 서양의 제도 및 법규의 모방이라고 
보았다. 그는 근대화를 서양의 제도 및 법규의 적용으로 여긴 것이다.225) 

  『서유견문』에서 주목되는 점은 집을 짓는 법규 및 도로의 건설에 대한 인식 양
상이다. 유길준은 “대도시에 집을 짓는 일도 정부의 규칙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며 규칙적으로 건물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두 집이 서로 등

8십척이 되는 곳도 많으니 현재의 상무(商務)에 비하면 필요한 도로의 너비보다 지나치
다. 규정을 세우고 고쳐야 한다.”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I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 p. 185.

221) 우동선, 「『서유견문』(1895)에 나타난 유길준의 건축관과 도시관-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1870)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8(7)(대한건축학
회, 2012), pp. 215-224.

222) 『고종실록』 33, 고종 32년(1895) 4월 1일(임인), 「김홍집, 김윤식, 박영효 등에게 관
직을 제수하다」; 고종 32년(1895) 11월 15일 신해, 「유길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223) 오유경, 앞의 글, p. 45.
224) 제18편은 다음과 같다. 증기기관, 와트의 약전, 기차, 기선, 전신기, 전화기, 회사, 도

시의 배치. 제 19편은 다음과 같다. 각국 대도시의 모습, 미국의 여러 대도시, 영국의 
여러 대도시, 제20편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여러 대도시, 독일의 여러 대도시, 네덜
란드의 여러 대도시, 포르투칼의 여러 대도시, 스페인의 여러 대도시, 벨기에의 여러 대
도시.

225) 유길준,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조선 지식인 유길준, 서양을 번역하다)』(서해문집, 
200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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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앞쪽은 큰 길을 바라보게 하되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사방으로 통하는 길이 
바둑판의 가로줄과 세로줄처럼 반듯하게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226) 이는 
“길이란 운송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도 또한 정부의 커다
란 행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한 도로 정비에 대한 시각과 상통한다.227) 유길준
의 시각은 앞서 언급한 박정양의 관점과 유사성이 있다.

  18편에는 앞서 언급한 인상들이 도시라는 틀로 정리되어 있다. 유길준은 도시
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시는 “일정한 
규모로 조정하지 않으면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그는 도시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228) 또한 그는 도시 배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은 도로 정비였다. 그의 글에는 가스등, 전등, 공원 조성 등에 대한 의견
도 실려 있다.229) 이는 유길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공유된 
견해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중반을 지나 조선과 그 수도인 한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성을 찾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궁궐과 4대문 등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갔다. 동시에 조선인들의 해외 경험으로 한성의 
도시 공간을 개조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공유되었다. 그러나 한성의 근대화는 더디
게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조선이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데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은 대한제국의 선포를 앞둔 상황에 
이르러서야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었다.

  본 장의 초점은 기존의 연구 및 당시의 기록, 회화, 사진, 시각매체 등을 바탕
으로 19세기 후반 파리, 토쿄,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변화 및 인식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있었다. 이를 통해 도시가 삶의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변화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변화와 그 이미지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26) 유길준, 앞의 책, p. 203.
227) 위와 같음.
228) 위의 책, pp. 507-508.
229) 위의 책, pp. 5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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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한제국 시기 한성의 변화와 경성의 태동 

  수도 서울은 1897년에서 1910년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전환점을 맞았다.230) 첫 
번째 전환점은 1897년 근대 국가인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선포되면서 그 법궁(法
宮, 정궁(正宮))이 경운궁(慶運宮)으로 정해진 것이다.231) 19세기 후반 위기에 직
면한 조선왕조(朝鮮王朝)는 근대 국가인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성의 중심 공간은 경복궁(景福宮)을 벗어나 서양공
사관이 밀집된 경운궁 일대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경운궁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재
편되면서 경운궁 일대는 한성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 두 번째 전환점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일이다. 한성의 중
심은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된 청계천 이남 지역인 남촌(南村)으로 옮겨갔다. 한성
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다. 이 시기부터 한성이 경성으로 불리기 시작
하였다는 사실도 그를 뒷받침한다. 마지막 세 번째 전환점은 1910년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되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일이다. 한성은 식민지 조선의 수도로 격하되
었으며 공식 지명은 경성이 되었다. 

  이러한 세 번의 전환점을 거치며 한성은 당대인들에게 점차 낯선 공간으로 변
화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성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런데 당대인들은 한
동안 한성과 경성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다. 당대인들은 한성에서 경성으로
의 변화를 급격한 단절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즉 당대인들에게 익숙한 한성의 
소멸과 낯선 경성의 탄생은 겹쳐져 있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본장에서 대한제국 
시기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전환을 도시 공간의 중첩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는 수도 서울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대한제국 시기 도시 공간에서 나타났
던 변화가 지니는 의미를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첫 번째 절에서 논의의 초점은 대한제국 시기 경운궁이 한성의 중심 공간으로 

230) 수도 서울, 한성, 경성의 이름에 대하여서는 본 논문의 서론 각주 1 참조.
231) 현재 경운궁(慶運宮)의 공식 명칭은 덕수궁(德壽宮)이다. 이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

나 문화재청에서는 덕수궁을 공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경운궁의 명칭을 1907년 고종의 퇴위를 전후로 하여 다르게 

지칭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덕수궁이 언급될 경우, 고종의 퇴위 이전은 경운궁
으로 쓰며 고종의 퇴위 이후는 덕수궁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순종실록』 1, 순종 즉위년(1907) 8월 2일, 「궁내부에서 태황제궁의 칭호를 덕수로 하
고 부의 칭호를 승녕으로 할 것을 아뢰다」; 순종 즉위년(1907) 8월 6일, 「장례원 경 신
기선이 관례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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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방식이다. 경복궁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오랫동안 한성과 조선의 상징
이었다. 이에 따라 경운궁이 대한제국의 법궁으로 정해진 것은 매우 갑작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따라서 본절에서 조명하려는 것은 경운궁이 어떻게 한성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졌는 지이다. 하나는 경운궁이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한 공간
이자 근대 국가의 상징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운궁이 도로가 중
심이 된 근대 도시의 중심 공간이자 문명 수용의 중심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경운궁에 한성의 중심 공간으로서 위상이 절실하게 요구된 또 다른 이
유가 있었다. 당시 한성의 도시 공간에는 대한제국을 사이에 둔 열강들의 권력 
다툼이 응축되어 있었다. 이는 한성의 도시 공간을 점유하며 시선을 끌던 두 지
역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경운궁 인근의 서양공사관 구역이며 다른 하나는 남산 
진고개(泥峴) 일대의 일본인 거류지이다. 이는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경운궁을 중
심으로 서양공사관 구역 및 일본인 거류지 사이에는 모호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
었음을 말한다. 즉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각국, 일본 사이의 긴장감이 도
시 공간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절에서는 서양공사관 구역과 일
본인 거류지가 대한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나타났는지가 다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유지된 균형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하면서 무너졌다. 러일전쟁 이후 한성 내 일본인 거류지는 남촌 일대를 점령하게 
되었다. 아울러 도시 공간의 중심은 점차 일본인 거류지로 이동하였다. 이와 대조
적으로 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인 궁궐(宮闕)은 훼철(毁撤)되었다. 아울러 사대문(四
大門)과 그 인근 성벽은 급격하게 해체되었다. 이에 따라 마지막 절에서 논의하려
는 것은 러일전쟁 이후 경성의 태동과 한성의 쇠락이 도시 공간을 통해 드러났던 
데에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변화는 단절보다 중첩을 통
해 이루어졌음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1. 근대 국가의 상징으로서 경운궁(慶運宮)과 근대화 사업의 전개 

  대한제국 시기는 조선 왕실이 새로운 근대 국가 체제를 구축하며 대내외적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시기였다. 경운궁은 왕권의 상징이자 한성의 중
심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 경운궁은 한성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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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의 공간이 된 것이다.232) 

(1) 경운궁의 정비 및 의례를 통한 위상 강화

  고종(高宗, 재위 1897-1907)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경운궁을 법궁으로 삼았
다. 왕권 중심의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국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 고종은 경운
궁을 통치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궁궐로의 이
어(移御)는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황제는 여전히 고종이
었으며 대한제국은 새로운 왕조의 개창(開創)이 아니었다. 즉 대한제국은 조선왕
조와 연속선에 있었다. 따라서 경운궁이 대한제국의 법궁이 된 것은 매우 급작스
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는 법궁으로서 경복궁의 지위와 그 인식도 큰 영
향을 미쳤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수도 서울의 위상만큼이나 경복궁의 지위도 견
고하였다. 경복궁은 한성의 중심 공간 그 이상이었다. 잦은 재난과 화재 등으로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경복궁의 모습이 온전한 상태였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
다. 그럼에도 경복궁의 위상은 흔들림이 없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상징 그 자
체였다. 경복궁의 이러한 상징성은 한성을 찾은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도 
공통으로 발견될 정도였다. 게다가 고종 대에 이르러 경복궁은 중건(重建)된 상태
였다.233) 따라서 조정에서 경운궁으로 이어(移御)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며 반
발한 것은 당연했다. 즉 경운궁에는 법궁으로서 경복궁의 역할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궁궐로서의 상징성 모두가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경운궁은 어떻게 제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일

232) 고종의 경운궁 운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경운궁을 제
국을 대표하는 궁궐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는 경운궁을 근대 도시의 구심점
으로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두 번째 측면은 다음 (2) 경운궁 중심의 
도로 개조와 문명 시설의 도입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233) 경복궁 중건(景福宮重建)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1-1898)이 
1865년(고종 2년)부터 1872년(고종 9년)까지 행한 것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경복궁은 
다시 불에 타 1885년에야 재건되었다.

   『고종실록』 2, 고종 2년(1865) 4월 2일(병인), 「대왕대비가 경복궁을 중건할 것을 명하
다」; 『고종실록』 4, 고종 4년(1867) 11월 16일(을축), 「경복궁에 나가 축하를 받고 사면
을 반포하다」; 『고종실록』 9, 고종 9년(1872) 3월 8일(임진), 「경복궁에 환어하다」; 『고
종실록』 13, 고종 13년(1876) 11월 4일(신유), 「경복궁에 화재가 일어나다」; 『고종실
록』 22, 고종 22년(1885) 1월 17일(정사), 「경복궁으로 환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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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경운궁이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궁궐이 된 데에는 고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
다. 따라서 앞선 질문은 다음의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고종은 경운궁을 제국
의 궁궐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던 것일까. 이는 크게 세 가지 방식
을 통해 전개되었다. 첫째, 경운궁의 역사적인 상징성이 활용되었다. 둘째, 경운궁
의 운영 기간 및 운영 방식은 다른 궁궐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셋째, 경운궁과 
외부가 연결되면서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권역이 만들어졌다. 이는 시대적인 흐름
을 수용하며 현실적인 상황에 조응하려는 것이었다.

  우선 고종은 위기를 극복한 궁궐로서 경운궁이 갖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활용하
였다. 선조(宣祖, 재위 1567-1608)는 임진왜란(壬辰倭亂) 중인 1593년 피난지인 의
주에서 돌아와 정릉동(貞陵洞)에 있던 월산대군(月山大君, 1454-1488)의 사저를 행
궁(行宮)으로 사용하였다.234) 이후 광해군(光海君, 1575-1641) 대에 이곳은 “경운
궁(慶運宮)”으로 명명되었다.235) 이 과정에서 경운궁은 조선 왕실에 있어 외세의 
침략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한 장소로 여겨졌다. 고종은 경운궁의 이러한 상징성을 
잘 알고 있었다. 고종은 선조가 수도로 환궁한 지 300년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
하여 1893년에 하례(賀禮)를 받으며 사면(赦免)을 반포한 바 있었다.236) 

  그런데 고종은 1896년 2월 경운궁에 인접한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 하였다.237) 

약 4개월 전인 1895년 10월 고종은 경복궁에서 일본 낭인들에 의해 왕비가 살해 
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 이 사건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 할 당시 경
운궁으로의 이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1896년 2

월 16일자 『고종실록(高宗實錄)』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월 16일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른 지 불과 5일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고종은 “경운궁(慶運宮)과 경복궁(景福宮)을 수리하도록 이미 유사(有司)에 명령하
였다. 그 공사가 우선 끝나는 대로 돌아가든지 거처를 옮기든지 확정할 것이니, 

너희들 백성들은 그리 알라”라고 언급하였다. 기사의 표면적인 내용은 고종이 경

234) 『선조수정실록』 27, 선조 26년(1593) 10월 1일(신사), 「경사로 돌아와서 정릉동에 있
는 고 월산 대군의 집을 행궁으로 삼다」.

235) 『광해군일기』(중초본) 46, 광해 3년(1611) 10월 11일(정축), 「정릉동 행궁 이름을 경
운궁으로 고치다」.

236) 『고종실록』 30, 고종 30년(1893) 10월 4일(임자), 「경운궁 즉조당에 나아가 전배하고 
선조 대왕이 수도에 환궁한 300년을 축하하는 하례를 받고 사면을 반포하다」.

237)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2월 11일, 「러시아공사관으로 주필을 이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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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궁으로 돌아가기를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은 고종이 경복궁과 
경운궁의 수리를 동시에 진행시킨 데에 있다.238) 즉 고종은 경운궁을 새로운 궁궐
로 염두에 둔 것이다.

  둘째, 경운궁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 고종의 의지는 경운궁의 운영 기간 
및 운영 방식을 통해 잘 드러난다. 고종의 경운궁 운영은 대한제국의 선포가 준
비된 기간에서부터 대한제국 전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고종은 1897년 2월 약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환어(還御)하였다.239) 이 시기는 대한제국의 선포보다 8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었다. 아울러 경운궁도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무
엇보다 경복궁으로의 환어, 창덕궁 및 창경궁로의 이어(移御)까지도 논의되었다. 

황현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소가 수레에 가득할 정도였다”라고 하였다.240) 

  그렇다면 고종은 어떻게 경운궁으로 환어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는 고종이 경
운궁으로 이어하기에 앞서 경복궁에 있던 빈전(殯殿) 및 진전(眞殿)을 경운궁으로 
이봉시킨 사실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왕 및 왕비의 관을 모신 빈전
과 선대의 어진이 안치된 진전(御眞)은 왕이 거처하는 궁궐에 모시는 것이 전례였
다.241) 이들은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전각이기도 하다. 즉 고종은 경운
궁에 빈전 및 진전을 이봉하여 경운궁으로의 이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
이다.

  빈전과 진전의 이봉은 1896년 8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동안 진행되
었다. 고종은 1896년 8월 10일 경운궁의 수리와 함께 명성황후(明成皇后, 

1861-1895)의 빈전을 경복궁 태원전(泰元殿)에서 경운궁으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
다.242) 같은 달 23일 고종은 재차 빈전의 이봉을 명하였다. 그리고 이때 고종은 
진전도 경운궁으로 이봉하라고 하였다.243) 이후 31일에는 ‘집옥재(集玉齋)에 모신 
어진을 경운궁의 별당으로 옮기라’는 명이 다시 한번 내려졌다.244) 아울러 고종은 

238)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2월 16일, 「궁궐 수리 후 거처를 확정하겠다고 명
하다」. 

239) 『고종실록』 35, 고종 34년(1897)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어하다」.
240) 황현(黃玹, 1855-1910),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 상(문학과 지성사, 2005), 

p. 519.
241) 조세현 외 2명, 『근대 서구의 충격과 동아시아의 군주제』(산지니, 2014), p. 45.
242)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8월 10일, 「경운궁을 수리하도록 하다」.
243)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8월 23일, 「빈전과 진전을 경운궁의 별전으로 옮길 

것을 명하다」.
244)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8월 31일, 「집옥재에 모신 어진을 경운궁 별당에 

이봉하라고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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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전 및 진전의 이봉 절차와 담당 부서 등에 대하여서도 지시하였다.245) 그 결과 
1896년 9월 4일 빈전 및 진전은 각각 경운궁 경소전(景昭殿)과 즉조당(卽祚堂)에 
자리하게 되었다.246) 당시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러 있어 전체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빈전과 진전의 이봉에 대한 절차와 과정은 조선의 의례 규
정을 철저하게 따랐다.

  빈전 및 진전의 이봉을 지시하였을 때 고종은 이미 경운궁으로 이어하려고 계
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짐작된다. 첫째, 빈전과 진
전이라는 전각 자체가 가진 정통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고종이 경
운궁으로 이어 하는 데에 명분이 되었다. 빈전과 진전의 이봉이 이루어진 며칠 
뒤 고종은 “진전(眞殿)과 빈전(殯殿)을 이미 이봉(移奉)한만큼 짐(朕)도 이제 경운
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 할 것이다”라고 공포하였다.247) 고종은 빈전과 진전을 
이봉하여 경운궁에 머물겠다는 자신의 의중을 확고하게 드러낸 것이다. 둘째, 빈
전과 진전을 이봉하는 의례와 왕의 행차가 경운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이다. 조선시대에 왕실 의례 및 왕의 행차는 중요한 행사였으며 그 시각적 효과
도 컸다. 『독립신문』의 기사를 통해서도 빈전과 진전의 이봉에 당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248) 따라서 고종은 빈전과 진전을 경운궁으로 이봉하
는 의례를 통해 경운궁에 위상을 부여할 수 있었다. 즉 빈전 및 진전에 내재된 
정통성과 그 이봉 절차를 통해 드러나는 시각적 효과로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법
궁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249) 이와 함께 고종은 경운궁에 머무르

245)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8월 29일, 「진전과 빈전을 옮길 때 고유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하다」; 고종 33년(1896) 9월 1일, 「빈전과 어진을 옮길 때의 여러 일을 
담당할 부서를 명하다」; 고종 33년(1896) 9월 3일, 「진전을 옮길 때와 빈전을 옮길 때 
궁내부 대신과 군부대신이 들어가도록 명하다」.

246)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9월 4일, 「진전과 빈전을 이봉하다」; 경소전(景昭
殿)은 빈전과 혼전의 역할을 한 전각이다. 1896년 명성황후의 국장을 위해 빈전인 경소
전이 건립되었다. 1897년 10월 명성황후의 국장이 치러진 이후 빈전은 그대로 혼전으
로 사용되었다. 이때 경소전의 이름은 경효전(景孝殿)으로 바뀌었다. 『고종실록』 33, 고
종 32년(1895) 10월 15일(임오), 「빈전은 태원전으로 하고 혼전은 문경전으로 하다」;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10월 19일, 「경소전을 새로 지을 때의 궁내부 대신 
이하에게 시상하다」.

247)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10월 31일, 「청목재에 나아가 총호사와 의정 이하
를 소견하다」.

248) 『독립신문』 1896년 8월 27일, 「빈전은 음력 칠월 이십 칠일 경운궁으로 옮기시고」; 
1896년 9월 12일, 「빈전 이안하실 때 종로 동우전골 한경도와 장대장골 강석현이가」.

249) 『고종실록』 36, 고종 34년(1897) 10월 8일, 「진전을 지을 때와 선희궁을 옮겨 지을 
때의 감동인 궁내부 대신 이하에게 시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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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경운궁을 법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한층 더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
다.

  경운궁으로의 이어가 정해진 이후 궐 내 전각들은 전면적인 재건축 및 보수 과
정을 거쳤다. 경운궁이 정비될 당시는 경복궁과 창덕궁(昌德宮) 및 창경궁(昌慶
宮)이 건재한 상황이었다. 국가의 재정도 그리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황현(黃玹, 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1864-1910)에 따르면 경운궁의 정
비는 “날마다 토목공사를 벌여 그 화려한 모습이 두 대궐보다 더하였다”라고 할 
정도였다.250) 이렇게 재건된 경운궁의 규모는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의 
『덕수궁사(德壽宮史)』(이왕직, 1938)에 수록된 <덕수궁 평면도(德壽宮平面
圖)>(1910)와  카를로 로세티의 『꼬레아 꼬레아니』에 실린 <정동의 황
궁>(1902-1904)을 통해 짐작된다(도 Ⅲ.1, 2).

  경운궁의 정비 및 재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운궁 내 전각들의 배치 방식
과 궐 내에 서양식 건축이 도입된 점이다.251) 경운궁 내 전각들의 배치는 경복궁
과 같은 전형적인 예에서 벗어나 있다. 경복궁을 보면 궐 내 전각들은 정전(正殿)

인 근정전(勤政殿)을 중심으로 일렬로 놓여 있다. 그런데 경운궁에는 궁궐의 정전
인 중화전(中和殿)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함녕전(咸寧殿), 석어당(昔御堂), 즉조당, 

준명전(浚明殿) 등 한식 건물들이 들어섰다(도 Ⅲ.3-1, 2, 3, 4).252) 서쪽에는 수옥
헌(漱玉軒, 뒤에 중명전(重眀殿)으로 개칭), 돈덕전(惇德殿), 정관헌(靜觀軒), 구성
헌(九成軒), 석조전(石造殿) 등 서양식 건물들이 배치되었다(도 Ⅲ.4-1, 2, 3, 4). 이
러한 배치 방식은 고종이 시행한 광무개혁(光武改革)에 담긴 이념과 연관된다. 광
무개혁은 근대적인 개혁이었으나 동도서기(東道西器)에 기반을 둔 구본신참(舊本
新參)이 그 핵심이었다. 이는 전환기라는 시기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사회 

250) 황현, 앞의 책, p. 519.
251) (연도순)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발언, 2004); 안창모, 『덕수궁 

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동녘, 2009); 이윤상, 「황제의 궁궐 경운궁」, 
『서울학연구』 40(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pp. 1-24; 홍순민, 「광무 연간 
전후 경운궁의 조영 경위와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0(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pp. 25-74.

252) 경운궁의 정전으로 초기에는 즉조당(卽祚堂)이 사용되었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
년에 즉조당의 이름은 태극전(太極殿)으로 고쳐졌다. 다음 해 2월 전각 이름은 태극전
에서 중화전으로 바뀌었다. 1902년에는 중층의 정전이 지어져 중화전이라고 명명되었
다. 이와 함께 즉조당은 본래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1904년 경운궁에 대화재가 
나면서 즉조당과 중화전은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다시 중건된 것이 현재 남아 있는 즉
조당과 단층의 중화전이다. 안창모, 위의 책, pp. 138-142, pp. 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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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는 전통에 대한 기대와 근대에 대한 선망이 모두 있었다. 당대의 구성원들
은 중국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개화를 서구화와 
동일시하지도 않았다. 경운궁 내의 전각 배치에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것이
다.253)    

  또한 경운궁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은 이전의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이었
다. 고종은 궐 내에 서양식 건축을 도입하며 새로운 왕권을 과시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운궁이 법궁으로 만들어질 당시 그 일대에는 이미 러시
아공사관을 포함한 서양 각국의 공사관들이 들어서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7년에서 1900년 사이에 행해진 중건 과정에서 수옥헌, 돈덕전, 정관헌, 구성헌 
등의 서양식 건물들이 지어졌다. 또한 경운궁의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은 
1900년부터 1910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어졌다.254) 즉 경운궁 내의 서양식 전각들
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려는 왕실의 열망이 투영된 것이다.

  무엇보다 경운궁은 고종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었다. 고종은 경운궁을 운영하며 잦은 화재 이후에도 궐 내의 전각들
을 지속적으로 다시 지었다. 경운궁에 처음으로 화재가 난 시기는 1900년 10월 
14일이었다. 당시 선원전(璿源殿)에 화재가 발생하였다.255) 이 화재로 선대의 어진
들이 소실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왕조의 역사에 있어 큰일로 받아들여졌다. 경운
궁의 중건 공사가 계속되던 중인 1904년 4월 14일에는 더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 

궁궐의 주요한 전각들인 함녕전, 중화전, 즉조당 등이 모두 탔을 정도였다.256) 로
이터 통신 특파원으로 일본과 한국에 파견된 윌리엄 스트레이드(Willard 

Dickerman Straight, 1880-1918)가 남긴 사진을 통해 화재의 모습이 확인된다(도 
Ⅲ.5-1). 이와 유사한 사진은 『디 일러스트레이션(The Illustration)』에, 그림은 『더 
그래픽(The Graphic)』에 실려 보도될 정도로 화재의 규모는 매우 컸다(도 Ⅲ.5-2, 

3).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경운궁 중건도감(慶運宮重建都監)이 만들어져 중건이 진
행되었다.257) 이는 당시 국가의 재정상 힘겨운 작업이었다. 실제로 경복궁으로의 

253) 김현숙, 「대한제국기 정동의 경관 변화와 영역 간의 경쟁」, 『향토서울』 84(서울역사
편찬원, 2013), p. 142.

254) 석조전의 건축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본 장의 마지막 절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예정이
다.

255) 『고종실록』 40, 고종 37년(1900) 10월 14일, 「경운궁의 선원전에 화재가 발생하다」; 
『황성신문』 1900년 10월 15일, 「璿源失火」.

256) 『고종실록』 44, 고종 41년(1904) 4월 14일, 「경운궁이 불타다」; 『황성신문』 1904년 
4월 16일, 「慶運宮大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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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移御)도 논의되었다.258) 그러나 고종은 다른 궁궐로 옮기지 않았으며 경운궁
에 머물렀다.259) 이에 따라 즉조당, 석어당, 경효전 등이 바로 복구되었다. 다만 
당시 조정은 경운궁의 복구에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는 어려웠다. 본래 중화전은 
<경운궁 사진엽서(慶運宮 寫眞葉書)>에서 보이듯이 2층 구조였으나 단층 구조로 
1906년에야 재건되었다(도 Ⅲ.6-1, 2). 당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 정
부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중화전이 재건
되자 의식을 올리며 사령을 반포하였다.260) 정문으로 쓰이고 있는 대안문(大安門)

의 이름도 고종의 명으로 대한문(大漢門)으로 바뀌었다.261) 고종은 경운궁을 재건
하며 마지막까지도 대한제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셋째, 경운궁의 위상은 경운궁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두 권역을 통해서 강화되
었다. 두 권역은 차이가 있다. 이 권역 중 하나는 공간적인 측면이 중심이 되었
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인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 번째 권역은 경운궁의 공간적 협소함을 타계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경운궁 인근에는 이미 서양공사관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래서 궁궐을 확장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그 해결책으로 경운궁과 경희궁(慶熙宮) 및 궐외
각사(闕外閣司)를 잇는 운교(雲橋)가 건설되었다(도 Ⅲ.7-1, 2).262) 운교는 경운궁과 
경희궁 및 궐외각사를 잇는 다리였다.263) 운교는 카를로 로세티의 『꼬레아 꼬레아

257) 『경운궁 중건도감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는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진행된 경운
궁의 중건된 과정이 기록된 의궤이다. 중건도감(重建都監)에서 의궤의 편찬을 맡았다. 
『고종실록』 44, 고종 41년(1904) 4월 15일, 「경운궁 중건도감을 설치하다」.

258) 『고종실록』 44, 고종 41년(1904) 7월 25일, 「봉상사 부제조 송규헌이 상소를 올리
다」, “금 시국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위급합니까? ...(중략)... 창덕궁(昌德宮)과 경
복궁(景福宮)은 열성조에서 있던 곳으로서 규모가 완벽하여 진실로 제왕의 거처입니다. 
경운궁(慶運宮)이 화재를 당한 날 마땅히 약간 수리를 하고 당일 돌아와 거처했어야 하
는데, 무엇 때문에 거액의 비용을 허비하며 토목 공사를 크게 벌이면서 급급히 중건 공
사를 설행 하는 것입니까?”

259) 『고종실록』 44, 고종 41년(1904) 4월 22일, 「즉조당의 칸수와 규모를 간단하게 하도
록 명하다」.

260) 『고종실록』 47, 고종 43년(1906) 1월 13일, 「정전을 중축한 것과 관련하여 간략한 
의식으로 축하를 올리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261) 『고종실록』 47, 고종 43년(1906) 4월 25일, 「경운궁의 대안문을 대한문으로 고치다」; 
안창모, 앞의 책, pp. 109-112.

262) 궐외각사(闕外各司)는 궁궐 밖에서 궁궐과 관계를 맺고 활동했던 관서를 말한다. 궐
외각사는 바로 왕과 연결된다기보다는 궐내각사를 통해서 왕과 연결되었다. 다만 궁궐 
밖에 있는 모든 관서를 궐외각사라고 하지는 않았다. 직접 궁궐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관서로 좁혀서 말하는 것이 궐외각사의 뜻에 맞는다. 홍순민, 『홍순민의 한양읽기, 
궁궐』 상(눌와, 2017),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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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에 실린 사진에서 확인되듯이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어 ‘홍교(虹橋)’라고도 불
렸다. 그런데 운교는 기존 궁궐에서는 볼 수 없던 다리였다. 운교가 들어설 당시 
경운궁에는 중명전, 돈덕전, 구성헌 같은 서양식 건물들이 지어진 상태였다. 따라
서 벽돌을 사용한 운교는 서양식 건축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궐외각사 
운교의 경우 경운궁 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왕래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외국공사들은 궁역이 확장되는 데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운교를 가설하였으며 그 아래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두 운교는 공사관들로 둘러싸여 비좁았던 경운궁의 영역을 확장하여 경운궁
이 하나의 거대한 권역을 형성하도록 해주었다. 즉 다른 궁궐에 비해 규모가 작
았던 경운궁의 공간적 한계는 운교를 통해 극복되었다.

  두 번째 권역은 경운궁과 환구단(圜丘壇)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264) 이 일
대는 한성의 새로운 중심부로 만들어졌다. 고종은 경운궁을 한성의 중심으로 만들
고자 하였기에 정치적인 상징과 정당성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壇)인 환구단과 그 부속 건물인 황궁우(皇穹宇)가 지어
졌다. 그 일대의 모습은 버튼 홈스의 책인 『1901년 서울을 걷다』에 실린 <샌즈 
고문관의 저택에서 본 전경>을 통해 확인된다(도 Ⅲ.8). 환구단과 황궁우는 당시
로서는 고층 건물이어서 눈에 띄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환구단과 황궁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경운궁에 위상을 부여하였을까. 

이는 환구단이 대한제국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공간이 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환구단에서 첫 제사를 지내며 국호를 새로 정하였
다.265) 같은 날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266) 환구단에서 치러진 대한제국의 
선포식 및 황제 즉위식은 강화된 왕권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낸 순간이었다. 

263) 경희궁 운교와 궐외각사 운교의 건설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의 기
록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902년 8월에는 경희궁과 경운궁을 연결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또한 9월에는 전차가 운교에 의해 막혔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이 시
기에 경희궁 운교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0월에는 경운궁 남쪽
으로 궐외각사 운교가 설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안창모, 앞의 책, pp. 143-147. 

264) 환구단(圜丘壇)은 원구단(圓丘壇)이라고도 한다. 건물의 명칭에 대한 논란은 문화재청
이 2005년 11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정식 명칭을 환구단으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 건물을 환구단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265) 『고종실록』 36, 고종 34년(1897) 10월 11일,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이하의 관리들
을 인견하다」.

266) 『고종실록』 36, 고종 34년(1897) 10월 12일,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왕후 민씨를 황
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고 산호만세 등을 창하다」, 「빈전에 나아가 황후 책봉
의 고유 별존을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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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고종은 천자의 후계자로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황제가 기거하는 공간인 경운궁도 그에 합당한 위상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환구단은 경운궁에 조선왕조의 오랜 전통과 권위도 가져다주었다.267) 이는 환구
단의 입지 선정 및 건설 과정을 통해 확인된다. 환구단의 건설은 대한제국이 선
포된 1897년 10월을 전후한 시기에 본격화되었다.268) 1897년 9월 29일부터 환구
단을 설치할 장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0월 1일에는 “환구단(圜丘壇)을 설치할 
장소로 남서(南署)의 회현방(會賢坊) 소공동계(小公洞契)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공사의 시기도 길일로 정해졌다.269) 환구단이 세워진 위치는 
중국 사신들을 대접하던 남별궁(南別宮)이 있던 장소였다. 이때 만들어진 환구단
은 화강암으로 된 3층의 단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앙 상부에는 금색으로 칠해진 
원추형(圓錐形)의 지붕이 놓여졌다.270) 아울러 환구단에는 신의 신위(神位)도 모셔
졌다. 위패(位牌)를 만드는 장소는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勤政殿)으로 정해졌
다.271) 경복궁의 근정전은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었다. 따라
서 근정전에서 위패를 만든 것은 고종이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제국

267) 『고종실록』 36, 고종 34년(1897) 10월 11일, 「진전에 나가 전알하고 빈전에 나가 전
배하다」.

268) 환구단의 건축에 대한 논의는 1895년부터 이미 있었으나 한동안 지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환구단의 건축은 1897년 9월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종실록』 33, 
고종 32년(1895) 윤5월 20일(경신), 「원구단을 건축하도록 명하다」; 『고종실록』 36, 고
종 34년(1897) 9월 29일, 「김규홍이 환구단을 설치할 장소를 택정할 것에 대해 간심하
겠다고 아뢰다」.

269) 『고종실록』 36, 고종 34년(1897) 10월 1일, 「환구단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하다」.
270) 환구단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강병희, 「조선의 하늘 제사 건축-대한제

국기 원구단을 중심으로」, 『조선 왕실의 미술문화』(대원사, 2005), pp. 397-464; 정수
인, 「대한제국 시기 원구단의 원형복원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29(서울시
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7), pp. 117-145; 박희용, 「대한제국의 상징적 공간표상 원
구단」, 『서울학연구』 40(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pp. 107-157.

271) 환구단을 설치할 장소를 정하면서 환구단에 단을 쌓는 공사를 시작할 길일, 위판(位
版)과 종향 위패(從享位牌)를 만드는 길일도 정해졌다. 이때 고종은 환구단의 위판과 종
향 위패를 만드는 장소를 경복궁 근정전에서 하도록 정하였다. 

   근정전에서 위패를 만들도록 지시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다. 다만 짐작되는 부분
이 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으로 조선시대 국왕의 왕위책봉식이 행해지던 전각이
었다. 이는 근정전이 궁궐의 전각들 가운데 위계가 가장 높은 건물임을 말한다. 따라서 
근정전에서 위패를 만드는 것은 근정전이 갖는 이러한 상징성을 계승하는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고종실록』 36, 고종 34년(1897) 10월 1일, 「환구단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하다」; 고종 
34년(1897) 10월 7일, 「즉조당의 편액을 태극전으로 고치다」; 고종 34년(1897) 10월 8
일, 「사직단의 위판을 태사, 태직으로 고쳐쓰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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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황제가 됨을 의미한다.

  황궁우가 건축되면서 경운궁과 환구단을 중심으로 한 권역과 그 위상은 한층 
공고해졌다. 황궁우는 신의 위패가 모셔진 공간으로 환구단 영역의 핵심 공간이 
되었다. 1899년 환구단 북쪽에는 화강암으로 된 기단 위에 3층의 8각 정자인 황
궁우가 지어졌다. 그 안에는 신위판(神位版)이 안치되었다. 황궁우의 건물 내부는 
통층(通層)으로 3층에는 각 면에 3개씩 창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황궁우의 천장에
는 칠조룡(七爪龍)이 조각되었는데 이는 황제를 상징하였다. 1902년 황궁우 옆에
는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석고단(石鼓壇)도 세워졌다.272) 경운궁과 환구
단 권역은 새로운 제국의 중심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환구단 및 황궁우가 경운궁에 위상을 부여한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점
이 있다. 바로 의례이다. 강화된 왕권이 가장 잘 드러난 순간들은 화려하고도 웅
장하게 펼쳐진 왕실 의례들이 거행될 때였다. 왕실 의례들은 조선왕조의 역사와 
전통 및 왕실의 위엄과 왕조의 연속성을 드러내었다. 왕실 의례들이 경운궁을 중
심으로 치러지면서 법궁으로서 경운궁의 지위는 한층 확고해졌다. 환구단에서 거
행된 대한제국의 선포식, 빈전 및 진전의 이봉(移奉), 명성황후(明成皇后, 

1861-1895)의 장례식 등과 같은 행사들은 경운궁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중에서도 경운궁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례는 명성황후의 
장례식에서 극대화되었다(도 Ⅲ.9-1, 2). 대한제국이 반포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1897년 11월 22일 명성황후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는 황후가 시해된 지(1895

년 10월 8일) 2년 2개월이 지난 뒤였다. 이 장례식이 특이한 점은 의례 규정과 상
관없이 행사가 치러졌다는 사실이다. 본래 왕실의 장례는 대개 3개월을 넘지 않
았다. 명성황후의 장례식은 그 기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었다. 고종이 명성황
후의 장례에 공을 들였음은 『매천야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천야록』에 따
르면 “고종은 명성황후의 능을 굉장하게 꾸미고자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명나
라 고황후(高皇后)의 효릉(孝陵)을 그려오게 하였다”고 한다.273) 또한 명성황후의 

272)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高宗御極40年稱慶紀念碑)는 1902년에 세워졌다. 황궁우 
앞에 고종의 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로 만들어진 북(石鼓)이 그것이다. 이 북
은 제천을 위한 악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몸체에는 화려하게 조각된 용(龍) 무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황성신문』에도 다루어져 있다. 『황성신문』 1902년 11월 29일, 「石鼓工
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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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과 관련된 의궤만 해도 모두 네 종류가 전한다. 국장 진행 과정이 설명된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산릉 조성 과정이 수록된 『명성
황후 홍릉산릉도감의궤(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 시신을 모신 빈전 및 위패를 
모신 혼전(魂殿)에 대한 보고서가 담긴 『명성황후 빈전혼전도감의궤(明成皇后殯殿
魂殿都監儀軌)』, 그리고 홍릉(洪陵)의 석물 설치에 관한 보고서인 『명성황후 홍릉
석의중수도감의궤(明成皇后洪陵石儀重修都監儀軌)』가 그것이다.274) 명성황후의 장
례식은 조선 왕실에서 시행한 왕후의 장례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명성
황후의 장례식은 조선왕조의 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황후의 장례식이었다. 따라서 
그 의미가 특별하였다.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은 왕실만이 아닌 일반 백성 전체에
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방대한 의궤와 성대한 장례식은 잔인하게 살해된 
명성황후에 대한 왕실과 일반 백성들의 추도였다. 아울러 이는 대한제국의 황후에 
대한 극진한 예우이기도 하였다.

  명성황후의 장례식에 담긴 고종의 의중은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의 기고문에 잘 나타나 있다. 헐버트의 기고문은 1898년 1월 9일자 미
국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에 실려 있다(도 
Ⅲ.10). 헐버트는 미국인 선교사로 고종의 최측근이었다. 헐버트는 1897년 12월 8

일에 명성황후의 장례식 소식을 서울로부터 이 신문에 전하였다. 기고문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는 외교관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특별히 배려하며 명성황후
의 장례식에 초청하였다. 헐버트에 따르면 장례식에 참석한 외교관은 60여 명이
었다고 한다. 대한제국 정부는 장례식 사흘 전에 각국 공사와 영사에게 관원을 
대동하여 참석해달라고 통지하였다. 또한 장례식 당일 새벽에는 각국 공사관과 영
사관으로 가마와 순검이 보내어졌다. 고종은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통해 대한제국
의 위상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헐버트의 기고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명성황후의 장례식이 엄청난 비용을 들
여 장대한 의식으로 진행된 데에 있다. 헐버트는 기고문에 궁궐에서부터 장지인 
흥인문(동대문) 밖 홍릉(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대규모의 장례 행렬을 묘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황제가 하관과 봉분 작업을 직접 지휘했고 모든 일이 끝난 뒤 황제
와 황태자는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 감사를 표했다”라고 한다. 그는 또한 “외국인
들은 이러한 특이한 장례의식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것이

273) 황현, 앞의 책, p. 537.
274) 한영우,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효형출판, 2006),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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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성대하게 치러진 명성황후의 장례식은 당시 한성에 
머물던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이다.275) 고종은 명성황후를 조선 왕실의 
왕후가 아닌 대한제국의 황후로 격상시켜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이 과정을 외국
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2) 경운궁 중심의 도로 개조와 문명 시설의 도입 

  경운궁은 새로 난 도로를 통해 근대 도시의 중심지로 만들어졌다. 이는 기본적
으로 전통 도시와 근대 도시에서 그 핵심이 달랐던 데에 있다. 전통 도시 구조는 
전조후시(前朝後市), 좌묘우사(左廟右社), 중앙궁궐(中央宮闕) 등의 유교적 논리를 
따랐다. 경운궁은 입지에서부터 이 논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즉 전통 도시 구조에
서 경운궁은 중심지로 적합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한제국 시기 한성은 도로와 도
로망이 중심인 근대 도시로 변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경운궁은 도로망의 중심
으로 만들어졌다. 

  대한제국 시기에 새로 난 도로들은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첫째, 도로를 
통해 한성, 나아가 대한제국에 새로운 문명이 도입되었다. 새로 난 도로 위로 전
차선이 놓여 전차가 다니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차역은 새로 만들어진 철도역과도 
연계되었다. 전차와 기차는 그 자체로 새로운 문명이었다. 동시에 이들을 통해 새
로운 문물도 보급되었다. 즉 대한제국 시기에 새로 난 도로들은 문명 도입과 확
산의 매개로 기능하였다. 둘째, 도로들은 새로운 시각문화의 상징이자 시각문화의 
새로운 장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 난 도로들에서 대한제국의 의례들
이 치러졌다. 의례가 치러진 장면들은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사진으로 남겨졌
다. 아울러 전차의 선로와 철도가 놓이는 과정과 개통식은 새로운 볼거리였다. 따
라서 이러한 도로들의 중심에 위치한 경운궁은 한성의 중심 공간으로 새로운 문
명과 시각문화의 총체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275)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는 ‘헐버트 내한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1898년 1월 9일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지를 공개하였다. 여기에
는 헐버트의 명성황후의 장례식 참관기가 수록되어 있다.

   『동아일보』 2016년 12월 19일, 「명성황후 장례비 100만 달러, 언덕배기는 촛불로 타올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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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한성 내 도로의 개조 및 도로망의 구축이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의 일환
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말한다.276) 대한제국 정부에서 도로를 개조한 궁극적인 목
적은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근대 도시 한성을 건설하는 데에 있었다. 실제로 도
로 개조와 전차 선로 및 철도 부설은 경운궁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운궁을 중심으로 도로가 개조되었으며 경운궁에 가까운 서대문은 전차역 
및 기차역의 종점이 되었다. 즉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의 목적은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근대 도시 한성을 만드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의 이러한 
면은 그 주도 세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업의 진행에서 중심이 된 인물은 
고종과 한성부 판윤 이채연(李采淵, 1861-1900)이다.277) 또한 내부대신(內部大臣)

276)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이라는 용어는 1991년 김광우의 연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
다. 김광우는 대한제국시대의 도시 계획이 친미개화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
다. 그는 이 도시 계획을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용어는 이사벨
라 버드 비숍(Isabella Lucy Bird, 1831-1904)의 글에 있는 city improvement를 “도
시개조사업” 번역하여 표기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city improvement를 “시구개정”으
로 번역한 일본어 표기를 대체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에 대한 시각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철호의 경우는 김광
우와 유사한 의미로 “도시개조사업”을 사용하였다. 그는 박정양과 이채연의 재임기에 
주목하여 도시개조사업을 친미개화파의 사업이라고 보았다. 이태진도 도시개조사업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그가 말하는 도시개조사업은 김광우 및 한철호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태진은 도로 개조의 주체가 고종으로 보고 경운궁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형성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도시개조사업에 독립문의 건설, 환구단 및 황궁우의 건축, 탑골
공원의 건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최근에 진행된 이정옥의 연구에서는 
도로 정비에만 한정하여 “한성 도로 정비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필자가 쓰는 도시개조사업은 이태진의 개념과 유사하다. 필자는 대한제국 시
기 도시개조사업에는 도로의 정비, 도로망의 구축, 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도시개조사업”이라고 쓰겠다.

   (연도순) 김광우, 「대한제국 시대의 도시 계획 한성부 도시개조사업」, 『향토서울』 50(서
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1), pp. 194-224; 이태진, 「조선 시대 서울의 都市 발달 단
계」, 『서울학연구』 1(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4), pp. 23-47; 동저, 「18-19세
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5), pp. 1-36; 동저, 「1896-1904년 서울 도시개조사업의 주체와 지향성」, 『韓國史
論』 37(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7), pp. 181-206; 한철호, 「대한제국 초기 한성부 도
시개조사업과 그 의의: ʻ친미ʼ개화파의 치도사업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59(서울특별시
사편찬위원회, 1999), pp. 107-154; 이정옥, 「갑오개혁 이후 한성 도로정비사업과 府民
의 반응」, 『향토서울』 78(서울역사편찬원, 2011), pp. 121-174.

277) 대한제국 시기의 기록물에서는 한성부 판윤, 한성부윤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나타난
다. 이는 같은 말이다. 용어가 혼용된 이유는 갑오개혁 이후 관리의 명칭이 변경된 데
에 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조선왕조의 모든 관제가 개편되며 관리의 명칭이 변경되
었다. 이때 한성부의 최고책임자인 판윤의 명칭은 부윤(府尹)이 되었으며 다음 해인 
1895년에는 관찰사(觀察使)로 바뀌었다. 이후 윤(尹)·부윤 등이 함께 사용되었다. 본고
에서 필자는 이를 한성부 판윤으로 통일하여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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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박정양, 영국인인 총세무사 존 맥리비 브라운(J. McLeavy Brown, 1835-1926)도 
사업에 협조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채연과 브라운의 약력이다. 이채연
은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의 핵심관직인 한성부 판윤으로 한성전기회사(漢城電氣會
社) 사장, 경인 철도 사무(京仁鐵道事務) 등을 겸임하였다. 브라운 역시 여러 관직
을 맡았다. 즉 이채연과 브라운의 활동은 한성 내 도로 개조 및 도로망 구축이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이라는 큰 범주의 일환임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그 핵심인 한성
부 판윤 이채연의 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채연의 활동은 한성부 도시개조
사업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78) 우선 이채연의 약력은 한성부의 
도시개조사업이 개화파의 도시 계획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279) 제중원(濟衆
院) 주사로 있었던 이채연은 1887년 미국공사로 워싱턴에 파견된 박정양(朴定陽, 

1841-1905)을 수행하였다.280) 이채연은 귀국 후에는 서재필(徐載弼, 1866-1951)의 
독립협회(獨立協會) 설립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개화파의 시도들은 대한제국이 
선포될 무렵에야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에 반영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채연의 약력에서 확인되는 이례적인 면모는 그가 고종의 신뢰를 바탕으
로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을 주도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채연은 1896년 10월 6일부
터 1898년 3월 10일까지 한성부 판윤으로 장수하였다.281) 이 기간은 대한제국의 
전 시기 중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였다. 조선시대 

278) 장유승, 「19세기 지식인의 정체성 변화와 그 배경」, 『고전문학연구』 41(한국고전문학
회, 2012), p. 456; 장경호, 「고종 대 한성판윤 이채연의 정치성향과 활동」, 『향토서울』 
85(서울역사편찬원, 2013), pp. 86-92.

279)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도 도시 개조와 관련된 의견들이 개진되었
다. 박영효는 1895년 3월 10일에 88개 조의 훈시를 시달하였다. 여기에는 치도론적인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구상은 이후 독립협회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발전되었다. 또
한 1895년 4월 16일에는 「가가 건축假家建築)의 금령(禁令)」이 시달되었으며 8월 6일
에는 「도로 수치(道路修治)와 가가 기지(假家基地)를 관허(官許) 하는 건(件)」이 통과되
었다. 이 내용은 이후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을 통해 실현되었다. 개화파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은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에야 도시 개조에 반영될 수 있었다.

   『고종실록』 33, 고종 32년(1895) 3월 10일. 「내무아문에서 각 도에 제반규례를 훈시하
다」;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pp. 534-535.

280) 장경호, 앞의 글, p. 85.
281) 『고종실록』을 통해 이채연이 한성부 판윤으로 임명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채연은 

1896년 10월 6일부터 1898년 3월 10일까지 한성부 판윤으로 장수하였다. 그리고 이듬
해 1898년 11월 4일까지도 반복적으로 한성부 판윤을 맡았다.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10월 6일; 『고종실록』 37, 고종 35년(1898) 3월 10
일; 『고종실록』 38, 고종 35년(1898)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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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판윤의 평균 임기는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게다가 대한제국 시기는 혼란
한 시기적 특성상 많은 관료가 교체되었던 기간이었다. 그런데 이채연은 3년이라
는 시간 동안 한성부 판윤을 맡았다. 또한 그는 경인 철도 사무로 임명되었으며 
한성전기회사 사장을 맡기도 하였다. 이후 이채연은 궁내부(宮內府) 특진관(特進
官)에 임명되었다.282) 궁내부는 고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서 핵심기구인 곳이었다. 

따라서 이채연의 약력을 통해 그만큼 고종이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을 중요하게 여
겼음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은 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일까. 이는 도시개조사
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개조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도로 개
조가 이루어지던 1896년 10월과 11월에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먼저 10월 20일에 실린 기사에서는 한성부 판윤 이채연이 도로 개조를 
알리는 방을 붙였다고 하며 이를 통해 “문명 진보의 야망이 있을 듯 하더라”라고 
되어 있다.283) 11월 7일자 기사에서는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외국 인민에게 조선
도 야만이 아닌 것을 보이려는 주의라”라고 되어 있다.284)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도로 개조는 야만의 반대인 문명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아울러 그들
은 도로 개조를 통해 당시 한성을 찾았던 서양인들에게 근대 도시로 거듭나고 있
는 한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 정부에서 도로 개조가 근대 도
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음을 알려준다.

  도로가 개조되기 전 한성 내의 도로 상황은 좋지 않았다. 1896년 이전의 도로 
상황은 비숍의 책인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 실린 남대문로 사진과 경성부에
서 펴낸 『경성부사』 권2에 실린 종로 사진을 통해 짐작된다(도 Ⅲ.11-1, 2). 도로
의 폭은 좁았으며 오물이 흘러넘쳐 냄새가 났다. 조선시대에는 상업을 억제하여 
유통망이 활발하지 못하였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였다. 사람의 통행도 주로 보행에
만 의존하였기에 좋은 도로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큰비가 오면 하천은 넘

282) 이채연은 인산(因山) 시 돈체사(頓遞 使)에 임명되었으며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상
을 받았다. 또한 이채연은 이후에는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었다.

   『고종실록』 35, 고종 34년(1897) 5월 7일, 「한규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종실
록』 36, 고종 34년(1897) 10월 14일, 「원구단에 고유제를 지낼 때와 황제의 자리에 올
라 조서를 반포할 때의 관리들에게 시상하다」; 『고종실록』 39, 고종 36년(1899) 1월 5
일, 「이채연, 이헌경을 궁내부 특진관에, 이한영을 한성부 판윤에 임명하다」.

283) 『독립신문』 1896년 10월 20일, 「한성부에서 각방 각동에 방을 부쳤는데」.
284) 『독립신문』 1896년 11월 7일, 「한성부 판윤이 정부 규칙을 받들어 도로를 정케 하는 

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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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으며 나루터 주막에서 머물러야만 했다.285) 한성과 근교의 도로는 왕의 행차로 
인해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286) 이러한 도로 개조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전차 
및 기차의 도입도 함께 논의되었다. 즉 도로의 개조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했다. 

  한성 내의 도로 개조는 1896년 9월 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내부대신 박정
양의 이름으로 내부령(內部令) 제9호인 「漢城 內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이 공
포되었다.287) 『고종실록』에는 이에 대해 “황토현(黃土峴, 광화문 사거리)으로부터 
흥인문(興仁門, 동대문)까지와 대광통교(大廣通橋, 종각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숭
례문(崇禮門, 남대문)까지의 도로를 규정을 세워 개정하다”라고 되어 있다.288) 이 
안은 핵심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황토현에서 흥인문까지인 종로 및 대광통교
에서 숭례문까지에 해당되는 남대문로의 길폭을 55척(약 16.7m)으로 새로 정하는 
것이다. 둘째, 임시로 지은 건물인 가가(假家)를 정비하는 것이다. 즉 이 안의 목
적은 도로의 폭을 넓게 하며 미관을 유지하는 데에 있었다.

  이채연은 차양(遮陽)을 모두 뗄 것을 명령하면서 도로를 개조하는 데에 방해가 
없도록 하였다.289) 1896년 10월 20일자 『독립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
다.

한성부에서 각 방 각 동에 방을 붙였는데 지금 사대문 통하여 다니는 큰 길은 정부에
서 수리하거니와 각 동리 거리와 적은 골목 길은 그 동리로 수리하되 길과 문 앞을 편

285) 도로 개조 전의 상황은 도로가 개조된 이후에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도 확
인된다. 기사에 따르면 ‘이전에는 도로가 엉망이어서 사람과 말의 이동이 불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와 개천, 다리가 개조되면서 통행이 편리해졌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독립신문』 1899년 6월 9일, 「외양 죠흔 은궤」.

286) 장경호, 앞의 글, p. 97.
287) 1896년 9월 28일에는 내부령(內部令) 제9호로 「漢城 內 도로의 폭을 규정하는 건」이 

발포되었다.
   “황토현(黃土峴)에서 흥인문(興仁門)까지와 대광통교(大廣通橋)에서 숭례문(崇禮門)까지

는 한 나라의 큰 도로인 만큼 집들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과 내를 건너는 것은 법에 의
하여 금해야 한다. 두 도로의 원래 너비가 혹 50여 척(尺)이 되고 7, 8십 척이 되는 곳
도 많으니 현재의 상무(商務)에 비하면 필요한 도로의 너비보다 지나치다. 규정을 세우
고 고쳐야 한다.” 

   송병기, 박용옥, 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2(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1), p. 
185.

288)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9월 29일, 「내부령(內部令) 제9호를 포고하였다」.
289) 장경호, 앞과 같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pp.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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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과 정결하기를 위하여 내부 훈령을 받들어 방을 붙이노니 인민들은 다 알고 준행
하여 어김이 없게 하라고 하였는데 각 동리 적은 길은 그집 주인이 문 앞과 담 뒤 길
을 수리하되 깊은 대는 왜흙으로 메이고 흙을 돋우어 길 가운데가 길가 보다 높게 하
고 적은 개천은 파되 돌을 쌓고 혹 은구는 백성의 힘에 편리 함을 좇아 방부친 날노부
터 한 달 안에 수리 하고 ...(중략)... 이것은 한성부 판윤 이채연씨가 작년에 내부 대신 
박정양씨와 각의에 결정하였다가 이번에 시작이 된다니 참 문명 진보의 여망이 있을 
듯 하더라.290)

기사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도로는 정부의 주도하에 정비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작은 도로들은 시민들이 자기 집 앞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정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도로를 침범한 임시 건물들은 모두 철거되었다. 그 결과 50척에서 
70-80척에 이르는 한성의 도로들은 본래의 공간이 회복되었다. 도로 정비 이후 남
대문로의 모습은 1904년 미국 언더우드 앤 언더우드에서 제작한 입체 사진인 <남
대문 위에서 바라본 남대문로 일대의 전경>에 나타나 있다(도 Ⅲ.12-1). 비숍의 책
에 실린 남대문로 사진에 비하여 길의 폭이 넓어지고 도로면 역시 편편해져있다. 

종로의 정비 상황은 앞서 언급한 『경성부사』 권2에서 확인된다(도 Ⅲ.12- 2). 1906

년에 촬영된 이 사진에는 도로 정비 상황과 함께 전차의 모습도 발견된다.

  한성 내 도로 개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 변화상은 한성을 찾았
던 서양인들에게 매우 놀랍게 받아들여졌다. 비숍은 그의 책인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한성 내 도로 변화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넉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는 현 중앙관세청장이며 서
울시장이 될 유능하고 지성적인 관리라고 칭송이 자자한 예차윤씨(이채연씨)의 정열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는 일찍이 워싱턴을 시찰하고 미국의 시저 업무들의 실행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서울의 발전에 대해 겸손하게도 이를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이 같은 발전이 고문관 맥레비 브라운 씨
의 공이라고 말했다.291)

서울은 많은 면에서, 특히 남대문과 서대문 근방의 변화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알아
보기가 어려웠다. 도로들은 최소한 17 미터의 폭으로 넓혀졌고 그 양쪽에는 돌로 만들

290) 『독립신문』 1896년 10월 20일, 「한셩부에서 각방 각동에 방을 부쳤는데」.
291)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Lucy Bird, 1831-1904),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살림, 1994), pp. 497-498.



- 98 -

어진 깊은 경계가 있으며 그 중앙은 돌 후판에 의해서 메워졌다 ...(중략)... 이전까지는 
가장 지저분한 도시였던 서울이, 이제는 극동의 제일 깨끗한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중이다.292)

비숍이 1896년 가을에 한성을 다시 찾았을 때 한성의 도로는 폭이 넓어졌으며 청
결해진 상태였다. 비숍의 글을 통해 도로 개조는 목표한 바와 같이 한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성 내 도로에 대한 인상은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00년 이후 
한성에 머물렀던 미국인 여행가인 엘리아스 버튼 홈스, 이탈리아 영사인 카를로 
로세티, 독일인 기자인 지그프리트 겐테 등이 남긴 책에도 글과 사진이 실려있다. 

주요 간선도로의 훌륭한 상태는 코리아의 고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워싱턴에서 본 것을 
본국에서 실현하고자 한 관료의 노력 때문이다. 그는 부패한 관료의 묵인 아래 버섯처
럼 튀어 오른 오두막과 판잣집으로 가득했던 넓은 거리를 깨끗이 정비했다. 그는 통로
를 포장하고 도로의 보수와 유지를 위한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서울의 
거리는 이전에는 베이징보다도 열악했지만 지금은 동양의 어느 도시보다도 낫다. 거리
에서 보는 광경은 항상 흥미롭다(엘리아스 버튼 홈스).293)

서울은 한국이나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한쪽 끝에서 맞은편 끝까지 가로지르는 
매우 넓고 깨끗한 4개 내지 5개의 큰 간선도로를 보유하고 있다 ...(중략)... 서울에서 가
장 길고도 중요한 도로 중에 서대문에서 시작해서 직선으로 4킬로미터 이상 뻗어 동대
문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이름은 동대문로이다. 이 도로는 서울을 거의 같은 크기로 
남서울과 북서울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카를로 로세티).294)

중심대로는 상당히 넓었으며 베이징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대로보다 훨씬 더 컸
다 ...(중략)... 도로가 유난히 넓어 보이는 것은 똑같은 집들이 나지막한 데다가 길 양쪽
으로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지그프리트 겐테).295)

292)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의 책, p. 497.
293) 엘리아스 버튼 홈스(Elias Burton Holmes, 1870-1958), 이진석 옮김, 『1901년 서울

을 걷다 버튼 홈스의 사진에 담긴 옛 서울, 서울 사람들』(푸른길, 2012), p. 131.
294) 카를로 로세티(Carlo Rossetti, 1876-1948), 윤종태, 김운용 공역, 『꼬레아 꼬레아

니』(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6), pp. 50-52.
295)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1870-1904), 권영경 옮김,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책과함께, 2007),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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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곧은 대로는 한성의 도시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새로 난 도로들은 경운궁 대한문 앞을 기점으로 방사상도로망을 형성하였다
(도 Ⅲ.13). 방사상도로망은 파리에서 시작되어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도로망이
었다. 이채연이 방문하였던 워싱턴 D.C.(Washington, D.C.) 역시 대표적인 방사상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다. 이채연은 워싱턴 D.C.에서 보았던 도로망을 한성에 적용
하고자 한 것이다. 방사상도로망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한성 내
의 도로는 방사상도로망의 주요 도로 및 그에 접하는 도로들로 새로 만들어졌다. 

둘째, 방사상도로망의 주요 도로 인근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었다. 

경운궁과 그 일대의 각종 관아, 환구단 및 그 부속 건물, 명성황후의 홍릉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경운궁은 도로 개조와 도로망 구축을 통해 근대 도시 
한성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한성 내 도로의 개조 및 도로망 구축은 문명 시설의 도입과도 결부되어 
있었다. 새로운 문명 시설은 전차 및 철도, 전등이었다. 이들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첫째, 문명 시설은 교통시설이나 편의 시설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그보다 이들은 한성의 새로운 볼거리였으며 한성의 도시 풍경을 변화시켰다. 

이들은 각각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전차와 철도는 새로운 이동 수단의 
출현으로, 전등은 밤거리를 밝히는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한성에 문명 
시설이 도입되는 데에 있어 그 개입 세력이 같았다. 전기회사와 철도회사 모두 
처음에는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었다. 그러나 1900년 전후를 기점으로 
모두 일본인의 소관이 되었다.

  1899년은 한성 내 교통편이 획기적으로 전환된 해이다. 1899년 전차가 개통되
었으며 경인선 철도가 일부 구간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전차 사업과 철도 사업 
모두 도로 개조와 함께 대한제국의 선포가 준비되던 시기부터 논의되었다. 다만 
이 사업들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인 189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차 
사업은 대한제국 반포 이듬해인 1898년 2월 1일에 사업을 주관하고 운영할 한성
전기회사(漢城電氣會社)가 설립되면서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성전
기회사의 초대 사장에는 한성부 판윤 이채연이 임명되었다.296) 전차 사업은 철도 
사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덕분에 전차 사업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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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당시 황실에서는 명성황후의 묘가 있는 홍릉으로 
자주 행차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전차가 가설될 초기에 경운궁 인근인 서대문에서 
명성황후의 홍릉까지 총길이 5리(약 2.21m)의 선로가 먼저 완성되었다. 

  그런데 한성전기회사는 전차를 부설한 경험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한성전기회사
는 1898년 2월 15일에 미국인 회사인 콜브란과 보스윅상사(Collbran & Bostwick 

Co.)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1899년 4월 말까지 전차의 개통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
었다. 전차 궤도가 부설되었으며 발전소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전차 차량이 만들
어졌으며 이를 운영할 인력도 확보되었다. 같은 해 5월 4일 동대문과 흥화문(興化
門) 사이에 1차 선로가 완공되었다. 약 2주 뒤인 5월 17일에는 동대문 일원에서 
성대한 개통식이 열렸다(도 Ⅲ.14-1, 2, 3). 한성의 전차 개통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는 일본 쿄토(京都)에 이어 두 번째였다. 또한 전차가 수도에 부설된 것으로는 한
성이 최초였다. 이는 토쿄(東京)보다 3년이나 앞선 일이었다.297)

  전차 개통식이 있은 지 몇 개월 뒤에는 경인 철도(京仁鐵道)의 일부 구간이 완
공되어 경인선이 예비 운행을 시작했다. 1899년 9월 13일 노량진에서 인천(제물
포)까지 20마일에 이르는 구간이 완공되었다. 며칠 뒤인 18일에는 노량진에서 철
도개통식이 있었다.298) 당시는 한성 내에까지 철도가 이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이
에 따라 그 이후에는 나머지 철도 구간의 공사가 시행되었다.299) 이듬해인 1900년 
7월 5일 한강대교가 준공되면서 노량진에서 성대한 개통식이 열렸다. 남대문 역

296) 『경성부사』에는 전차 부설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전차가 부설된 과정에서 
그 사업권은 일본 측에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1899년 1월 18일, 전기선로, 전등, 전
화통을 설치할 것이 명기되어 정부에 인가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한성전기회사
이다. 1899년 콜브란은 이채연을 한성전기 사장으로 내세웠다 ...(중략)... 당시 경성에
는 기술자가 없었다. 콜브란은 교토시 전철설계자인 미국공학사 남작 마키 헤이이치로
(眞木平一郞)에게 설계를 부탁하였다. 그는 경성에 와서 1898년 10월 17일 궤도부설에 
착수하여 12월 25일에 준공하였다. 레일은 서대문 밖에서 종로, 동대문을 거쳐 청량리 
홍릉에 달하는 5마일의 단선궤도였다 ...(중략)... 1898년 11월 한성전기회사는 궤도부설
을 준설하며 동시에 발전소부지를 동대문에 선정한 뒤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1899년 봄에 전차 조립을 마쳤다.” 

   경성부 편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역, 『(국역)경성부사』 1(서울특별시 시사편
찬위원회, 2015), pp. 672-673, p. 681; 『경성부사』는 전 3권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본고의 각주에서 각 권으로 표기하겠다. 

297) 남문현, 「대한제국 근대화 정책의 상징 전차·전등사업 (I)」, 『전기의세계』 64(4)(대한
전기학회, 2015), pp. 39-46.

298) 『독립신문』 1899년 9월 18일, 「경인 쳘도 리슈」; 『독립신문』 1899년 9월 19일, 「철
도개업례식」; 『황성신문』 1899년 9월 19일, 「汽車運行」.

299) 『독립신문』 1899년 11월 3일, 「경인쳘도」, “영등포에서 용산 진두까지 경편 철도를 
위선 부설 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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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귀빈들을 노량진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특별 열차를 마련되었다.300) 경인 
철도는 이후 10월에야 전 구간이 완전히 개통되어 11월 13일에 경인 철도 개업식
이 열렸다(도 Ⅲ.15-1, 2).301)

  전차와 철도의 개통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성의 
전차 선로와 철도는 새로 난 도로와 함께 연계되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
기에는 서대문역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초기에 개조된 도로는 서대문에서 종
로를 거쳐 홍릉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먼저 가설된 전차 노선 역시 서대문에서 
종로를 지나 홍릉으로 이어지는 노선이었다. 이 노선은 원래는 남대문에서 종로, 

동대문, 홍릉을 잇는 노선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경인 철도의 서대문역과 연계
하기 위해 도중에 변경된 것이다. 1899년에야 용산에서 남대문을 지나는 종로선
이 확정되었다. 1900년에는 남대문에서 칠패길과 의주로(義州路)를 거쳐서 서대문 
전차 종점으로 회귀하는 순환 노선이 만들어졌다.302) 전차 노선의 또 다른 종점인 
남대문도 서대문처럼 철도역과 연계되었다. 남대문은 경부 철도(京釜鐵道)와 연결
되었는데 이는 철도 노선의 출발지점이기도 하였다.303) 

  둘째, 전차와 철도는 개통 초기에 교통수단이기보다는 엄청난 구경거리였다. 

1899년 5월 19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에는 전차 개통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루어져 있다.

이날은 석가탄신일로 외출한 사람들이 많았다. 노상을 쾌속으로 질주하는 전차를 보고 
다들 신기한 모습에 몰려들었다. 급기야 선로 위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경적을 울리는 

등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다.304) 

300) 『황성신문』 1900년 7월 6일, 「京仁通車禮式」.
301) 『고종실록』 40, 고종 37년(1900) 11월 12일, 「경인철도합자회사(京仁鐵道合資會社)에

서 경성(京城) 인천(仁川)간 철도 개통식을 행하였다」.
302) 칠패길은 봉래동1가 5-3번지(남대문)에서 염천교를 거쳐 의주로2가 16-4번지(서소문

공원)에 이르는 폭 25m, 길이 500m의 4차선 도로이다. 198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673호에 의해 처음 가로명이 제정되었으며, 당시는 태평로2가(남대문)에서 염천
교를 지나 중림동 5-4번지(서소문공원)까지의 500m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서울특별시
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303) 『독립신문』 1899년 10월 31일, 「량거샹련」, “전기 철도와 경인 철도를 종로로 서로 
연 하려는 고로 남대문 통을 또 깊이 판다더라.”

304) 전차가 첫 시험 운행을 한 것은 1899년 5월 4일 오후 3시였다. 이에 앞서 전차 철도
를 개설하는 예식은 1898년 9월 15일 오후 4시에 흥화문 앞에서 거행되었다. 전차 개
통식은 1899년 5월 17일에 열렸다. 『황성신문』 1898년 9월 16일, 「鐵道禮式」; 1899년 
5월 4일, 「電車停試」; 1899년 5월 19일, 「電車運行」; 『(국역)경성부사』 1, p.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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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광경은 『콜리어스 위클리(Collier’s Weekly)』지의 기사 및 사진에서도 발견된
다.305) 여기에 실린 사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개통식을 보려고 몰려 있
다. 개통 당시부터 전차의 인기는 매우 높았던 것이다. “전차가 명물로 등장하자 
매일같이 군중이 운집하였다”라고 할 정도였다.306) 『독립신문』의 기사에서도 전차
가 “인민의 안목에 구경스러운 물건”이라고 하며 전기철도가 왕래하는 것을 구경
도 하고 다투어 타기도 하는 등 전차를 매우 흥미롭게 여겼던 분위기를 전하였
다.307) 전차는 당대인들에게 흥미롭고 신기한 구경거리이자 오락거리였다.

  전차 자체만이 아니라 전차로 인한 도시 공간의 변화상은 당대인들에게 이색적
인 풍경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는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PPOC에 소장
된 사진을 통해 짐작된다. <종로 종각 근처의 전차 선로 분기점(Street [Railway] 

Scene in the Korean Capital, Seoul, Korea)> 사진에서는 전차와 우마차가 나란히 
나타나 있다(도 Ⅲ.14-2). 이러한 모습은 <전차가 통과하고 있는 남대문 바깥쪽의 
모습(Outside the South Gate, On One of the Main Highways of the Hermit Capital, 

Seoul, Korea)>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도 Ⅲ.14-3). 무엇보다 남대문을 통과하는 전
차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더욱 특이하게 여겨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기차와 철도 역시 이와 다를 바 없었다. 당대인들은 철도와 같은 새로운 문물
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다. 이는 1898년 2월 12일자 『독립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지금 철도를 시역 하여 날마다 수축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무난히 섞이어 역사에 
방해되며 혹 늙고 약 한 이는 엎더지고 눌리는 폐단이 있다 하고 또 흙과 돌(石)을 실
어 운전하는 기계를 길가에다 쌓아 두었는데 아이들이 잡아 만지며 끓어 파상 하는 지
경에 이르게 한다니 기계를 만일 잃거나 혹 파상 한즉 당즉한 순검은 중책을 당할 터
이요 해방 내 지소 순검과 해통수도 일체로 그 죄책에 참례 하리라고 경인 간 철도 감
독이 고시하였다더라.308)

305) 『중앙일보』 2004년 5월 18일, 「1899년 국내 최초 전차 개통식 사진 발견, 『콜리어스 
위클리(Collier’s Weekly)』」.

306) 『(국역)경성부사』 1, p. 682.
307) 『독립신문』 1899년 5월 27일, 「전기거 소화」.
308) 『독립신문』 1898년 2월 12일, 「지금 쳘도를 시역 하여 날마다 수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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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9월 25일자 『독립신문』에 의하면 개통 이후에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너
무 몰려들어 제한을 두어야 할 정도였다. 기사에 따르면 경인철도 감독인 이채연
은 기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관광객의 접촉사고 방지를 위하
여 많은 순검을 파견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였다.309) 이는 새로운 문명에 대
한 높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낯설고 새로운 문명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전차였다. 전차가 도입될 당시는 가뭄이 극심하였는데 이것이 전차의 탓으로 여겨
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차가 개통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5월 26일 전차가 
아이를 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1899년 개통식 직후에는 전차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에는 몇 달 동안 전
혀 비가 오지 않았다 ...(중략)... 어느 날 사람들이 선로의 일부를 떼어 내고 전차에 뛰
어들어 부쉈으며 이것을 강압적으로 막아야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콘스탄스 테일러
).310)

화가 난 민중들이 불을 질러 전차는 전소되어 버렸다. 민중들은 발전소에도 불을 
지르려고 할 정도였다. 이 일로 한성부 판윤 이채연은 사표를 제출해야만 했
다.311) 이에 대해 영국의 화가인 콘스탄스 테일러(Constance Tayler, 1868-1948)는 
개통식 직후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버튼 홈스도 이를 두고 “서
울의 근대화에 반대하는 파업과 폭동 및 대중적인 데모도 있었다”라고 하였다.312)

  한국인들이 새로운 문명을 두고 호기심과 거부감, 경계심을 동시에 보였던 것
과 달리 한성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그저 놀라운 일로 여겨졌다. 이는 카를로 
로세티, 엘리아스 버튼 홈스, 영국인 저널리스트인 앵거스 해밀턴(Angus Hamilton, 

1874-1913) 등의 글에 나타나 있다.

309) 『독립신문』 1899년 9월 25일, 「판광인금디」, “삼 개 건너 영등포 근지에서 경인 철
로에 화륜거 내왕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상 하기가 쉬운 고로 해 
철도 감독 이채연씨가 농상공부에 보고 하여 등지에 순검을 많이 파송하여 구경하는 사
람들을 금지하게 하여 달라 하였다더라.”

310) 콘스탄스 테일러(Constance J. D. Tayler, 1868-1948), 황혜조 옮김,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살림, 2013), p. 120.

311) 『고종실록』 39, 고종 36년(1899) 5월 27일, 「전차가 운행되면서 백성들 중 사상자가 
발생하다」; 『(국역)경성부사』 1, pp. 682-683.

312) 엘리아스 버튼 홈스, 앞의 책, pp.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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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도착한 여행자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전차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그 
전차들이 서울 근교의 성곽 밖에 이르기까지 주요 간선 도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 전차로 말미암아 서울은 그와 같은 근대적 교통시설을 확보한 극동 최초의 도시
라는 명예를 얻었다(카를로 로세티).313) 

쨍그랑쨍그랑 울리면서 덜커덩거리는 전차가 문을 통과하여 거만하게 돌진하는 한편으
로는 관료가 타는 차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위엄을 부리면서 운반된다. 이것들은 전
기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이 기묘한 도시에 중세의 생활 풍속과 방식이 아직도 지
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대조는 정말로 극적이다(엘리아스 버튼 홈스).314)

전차는 시내와 시외로 빠른 이동을 제공한다. 심지어 은자의 왕국의 수도의 어떤 지역
에서는 밤에 전깃불이 들어온다 ...(중략)... 조선의 수도는 전차 선로의 개설, 장거리 전
화와 전신의 제공, 전깃불의 설치, 주요 도로와 건물의 전반적인 개축, 하수도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만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기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앵거스 해밀턴).315)

전차는 서양에서도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성에 도입된 전차는 
한성을 마치 중세와 근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듯한 공간으로 보이게 하였다.

  그런데 앵거스 해밀턴이 남긴 위의 글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전등과 전신이다. 한성전기회사는 전차 사업과 함께 전등사업도 시행하였다. 

1898년 8월 15일 한성 내에 전등 설치에 관한 계약이 콜브란(H. Collbran)과 체결
되었다.316) 전등이 설치될 장소로는 궁궐, 공사관 구역, 진고개 일대, 남대문 및 
서대문 지역 등이 정해졌다.317) 공사가 완성되면서 1901년 6월 17일에는 경운궁에 
처음으로 전등 6개가 점등되었다. 『황성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경운궁에 작일부

313) 카를로 로세티, 앞의 책, p. 369.
314) 엘리아스 버튼 홈스, 앞의 책, p. 47.
315) 앵거스 해밀턴(Angus Hamilton, 1874-1913), 이형식 옮김, 『(러일전쟁 당시) 조선에 

대한 보고서: 1899-1905년 사이의 격동과 성장』(살림, 2010), pp. 68-71.
316) 콜브란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전등 설비를 1901년 2월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발전

소의 확장과 배전시설 공사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일화 32만 엔은 장비 대금으로 14만 
엔을 지불하고 18만 엔은 기타 전등 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로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남문현, 앞과 같음.

317) “1898년 경성의 야경은 완전히 면목을 일신하였다. 이해에 전등을 사용하게 되면서 
남산 기슭 이현 일대는 당시로는 불야성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조선 측은 아직 일반에 
보급되지 못하였는데 5월 28일에 종로에 전등 3개를 점등한 것이 시초였다.” 『(국역)경
성부사』 1, pp. 69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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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등 6개를 시연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318) 이는 전등을 시험 가동하였음을 
뜻하며 이어 궁 전체에 500등 이상의 전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성의 거리에는 두 달 뒤인 8월 17일에 전등이 개설되었다. 한성전기회사는 
전등 사업의 개시를 기념하며 이를 민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대문발전소에서 전
등개설의식을 가졌다. 부장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발전기를 작동시키자 주
변에 가설된 20개의 아크등과 주요 도로에 세워진 가로등에 불이 밝혀졌다. 전등
개설의식을 기념하여 그날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일반 차량과 특별전차까지 동원
되어 운행되었다. 당시 전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로 전차는 늘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전한다.319) 한성의 밤 거리를 밝히는 전등도 그 자체로 새로운 구경거리였다.

  한편 전신주의 경우 각종 전기 시설과 통신 시설이 설치되면서 등장했던 가로
시설물이다. 한성에서는 서울총국까지 전신이 설치되어 서울 시내에도 전신주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신주는 서울의 거리 풍경을 이색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앵거
스 해밀턴이나 지그프리트 겐테의 기록에서는 전신주와 낮은 건축이 만드는 특이
한 광경에 대한 인상이 드러나 있다. 겐테의 경우 그 모습과 인상을 매우 상세하
게 묘사하였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촌락에 꽉 들어찬 낮은 회색 지붕 위로 전선줄이 팽팽히 늘어져 있
고 꼭대기에 사기 부품이 달린 전신주들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본다면 자신의 눈을 
의심할 것이다. 전신주는 아직 원시적인 비문명세계에 당당하게 입성해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사실 대도시의 교통을 원활히 해주는 서양의 발명품을 이용한
다는 점에서 서울은 아시아의 다른 대도시를 앞서고 있다...(중략)... 그러나 베이징이나 
도쿄, 방콕이나 상하이 같은 어떤 대도시도 서울처럼 전신과 전화, 전차와 전기를 동시
에 갖추고 있는 곳은 없다 ...(중략)... 밤이면 눈부신 가로등이 서울의 거대한 촌락에 빽
빽하게 늘어선 지붕들을 밝혀주고 있었다.320)

  그런데 가로등과 전신주의 설치는 전기와 같은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의 등장만
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로등과 전신주는 새로운 가로시설물로서 도로 위에 수직적
인 구성 요소가 등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318) 『황성신문』 1901년 6월 18일, 「電氣燈」.
319) 『황성신문』 1901년 8월 16일, 「電燈開設禮式」; 1901년 8월 19일, 「電燈始點」.
320) 지그프리트 겐테, 앞의 책, pp. 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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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절에서 논의의 초점은 대한제국 시기 경운궁이 한성
의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진 양상이다. 경운궁 일대가 한성의 중심 공간으
로 부상한 것은 수도 서울의 역사에 있어 매우 큰 변화였다. 경운궁은 근대 국가
로 거듭나는 대한제국의 법궁로서 그 위상이 절실했다. 경운궁 내외의 정비와 환
구단 및 황궁우의 건축을 통해 경운궁은 전통성과 정통성을 갖춘 한성의 중심부
로 만들어졌다. 한편에서는 경운궁을 중심으로 근대화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도로
의 개조와 전기 및 철도의 도입 등은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으로 일컬을 수 있다. 

이들은 한성을 근대 도시로 만들고자 한 대한제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동시
에 이를 통해 경운궁을 근대 도시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대한제국 시
기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들은 한성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던 특이
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 한국인들에게 변화된 한성의 도시 공간은 이질적이며 
낯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당대인들은 변화된 도시 공간에 호기심을 보였으나 다
른 한편에서는 거부 반응도 있었다. 이는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통해 당대인들이 도시 공간에 관심을 보이며 인식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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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성의 도시 공간을 점령한 공사관 구역 및 일본인 거류지

  대한제국 시기 한성의 도시 공간에는 대한제국, 서양, 일본을 둘러싼 긴장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는 경운궁에 대내외적으로 위상이 절실하게 요구된 또 다른 이
유였다. 경운궁 일대에는 이미 각국의 공사관 및 영사관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
다. 각국의 공사관 및 영사관들은 낯설고 이색적인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다.321) 

동시에 대한제국이 선포되던 시기에 이르러 남산 일대에는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
어졌다. 일본인 거류지 역시 한성 내의 이질적인 공간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서양 
각국 및 일본은 한성 내 문명 시설을 도입하는 이권을 가지려고 다투었다. 그들 
사이에는 팽배한 견제와 경쟁이 한성의 도시 공간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
다.

(1) 경운궁 인근 공사관 구역의 형성과 전이

  대한제국이 선포될 당시 경운궁 일대는 정동(貞洞) 이외에 ‘공사관 구역
(Legation Quarter)’, ‘유럽인 정착지(European Settlement)’ 등으로 자주 불렸다.322) 

321) 대사관(大使館, embassy), 공사관(公使館, legation), 영사관(領事館, consulate)은 
각각 차이가 있다. 대사관은 대사(大使, ambassador)가 주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
이다. 대사관은 대사가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이며 대사의 국가를 대표하면서 파견국
에서 외교 활동의 거점이 된다. 이때 대사는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의 줄임말이다. 
대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외교 사절로 외교 사절단 중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다. 

   공사관은 공사(公使)가 주재지에서 사무를 보는 공관(公館)이다. 공사(公使)는 특명전권
공사(特命全權公使, envoy/minister)의 줄임말이다. 공사는 직급이 대사보다 한 단계 
낮으나 업무 및 권한은 대사와 같다. 근대 사회에서는 공사급 외교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사가 외교 사절의 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영사관(領事館, consulate) 또는 총영사관(總領事館, consulate-general)은 영사가 주
재국에서 직무를 보는 기관이다. 영사는 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
하며 상대국과 본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내지는 외교관이다. 즉 영사는 대
사 및 공사와는 달리 정치성이 없기에 정식 외교 관계가 없더라도 보내진다. 대사관이 
주재국의 수도에만 두는 것과는 달리 영사관은 주재국의 수도에서 떨어져 있는 도시에 
설치된다. 또한 영사관은 국가의 승인 없이도 설치될 수 있다. 

   경운궁 일대의 공사관 구역을 지칭하는 말로는 공사관 구역, 공사관 영역, 공사관 지역 
등이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를 공사관 구역으로 통일하겠다.

322) ‘정동(貞洞)’이란 이름은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 재위 1392-1398)의 계비인 신덕
왕후(神德王后, 1356-1396)의 정릉(貞陵)이 현재 정동 4번지에 있던 데에서 유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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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길도 ‘공사관 거리(Legation Street)’로 알려졌다. 카를로 로세티의 책인 『꼬레
아 에 꼬레아니』에 실린 <서울 공사관 구역>(1902-1904)에 나타나듯이 경운궁 일
대에는 이미 각 국가의 공사관 및 영사관들이 들어서 있었다(도 Ⅲ.16, 17). 그 일
대의 모습은 당시 한국을 찾았던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발견된다. 

정동은 외국 대사관과 영사관,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할당된 구역이어서 여기에서는 거
의 한국적인 외양을 볼 수 없다(이사벨라 버드 비숍).323)

초라한 지붕들 위로 우뚝 솟아 나온 몇 채의 낯선 석조건물도 눈에 띈다. 유럽식인데다 
큰 규모와 화려함 때문에 가장 서울다운 특징을 살려주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에서 
노골적으로 두드러진다 ...(중략)... 외교 사절단이 거주하는 화려한 관저들이거나 기독교 
단체들이 단지 수백명의 개신교도들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한 교회 건물들이다(지그
프리트 겐테).324)

공사관 거리. 이 길은 정동을 가로질러 서대문에서 궁전 광장까지 이어지는 곳이다. 이 
거리의 인상은 독특하다. 시내의 다른 거리보다 훌륭하게 관리되고 개인 저택의 정원들
로 막힌 울 안의 땅 위로 솟은 나무들은 이 동네에서 유럽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에 부
족함이 없다(에밀 부르다레).325)

“노골적으로 두드러진다”, “독특한” 등과 같은 부분에서 공사관 구역이 한성의 도
시 공간에서 시선을 끄는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적인 외양을 볼 
수 없다”, “유럽 분위기를 느끼게”한다는 구절을 통해 공사관 구역이 서양식 건축
들로 채워져 있었음도 드러난다.

  그렇다면 공사관 구역은 언제부터 경운궁 일대에 만들어진 것일까. 공사관 구
역은 미국공사관이 그 일대에 가장 먼저 들어서면서 형성되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된 다음 해인 1883년 5월 초대 미국의 전권공사

다. 태종(太宗, 재위 1400-1418) 대에 정릉은 도성 밖으로 이전하였다. 대신 원래의 자
리에 ‘정릉동(貞陵洞)’ 혹은 ‘정동(貞洞)’이라는 지명은 남겨 놓았다. 

   『태종실록』 17, 태종 9년(1409) 2월 23일(병신), 「정릉을 도성 밖의 사을한산으로 천장
하다」.

323)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의 책, p. 500.
324) 지그프리트 겐테, 앞의 책, p. 199.
325) 에밀 부르다레(Emile Bourdaret, 1874-1947), 정진국 옮김,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리, 2009),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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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權公使)인 루시어스 푸트(Lucius Harwood Foote, 1826-1913)가 조선에 부임하였
다. 푸트는 1884년 8월에 경운궁 서쪽에 한옥 2채를 구입하였다. 푸트는 이 중 1

채를 미국공사관으로 사용하였다.326) 이후 동북쪽에는 영국영사관이 개설되었다. 

뒤이어 더 높은 지대에 러시아공사관(1885년 10월 개설)이 개설되었다. 첫 공사관
을 다른 지역에 잡았던 프랑스공사관(1889년 10월 이전)과 독일영사관(1890년 8월 
이전)도 뒤늦게 이 일대에 합류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도 이 일대로의 영사관 유
입은 이어졌다. 벨기에영사관(1901년 10월 개설)과 이탈리아영사관(1902년경 이전)

도 서소문 길에 공관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공사관 구역이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대한제국
의 선포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1896년 2월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한 고종은 경
운궁을 법궁으로 정하며 그 이듬해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공사관 구역은 외교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공사관 구역은 한성의 
도시 공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공간이었으나 중심 공간은 아니었다. 즉 공사관 
구역은 일종의 조계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경운궁이 대한제국의 법궁으로 정해
지면서 그 일대인 공사관 구역까지 대한제국 시기 사회·정치·외교·문화의 중심지
가 되었다.327) 

  이러한 공사관 구역의 형성과 부상을 통해 생각해볼 점이 있다. 각 국가와 대
한제국의 관계는 공사관 구역을 통해 드러났다. 각 공사관 및 영사관 건물은 한
성의 도시 공간에서 각 국가의 위세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여겨졌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겐테의 서술을 통해 확인된다.

326) 푸트를 수행하여 조선에 들어온 미국공관원 일행은 박동(洞)에 있던 독일인 묄렌도르
프(Paul George von Moellendorf, 穆麟德, 1847-1901)의 집에 잠시 거처하였다. 이
들은 이후 정동(貞洞)에 있는 민씨 일가의 집을 사들였는데 이것이 미국공사관의 시초
이자 정동이 공사관 구역으로 변모하는 출발점이었다. 미국공사관의 연혁은 『조광』 
1938년 4월호 「금석(今昔)을 말하는 외국영사관(外國領事館)의 기지 유래」에도 나타나 
있다. 「금석(今昔)을 말하는 외국영사관(外國領事館)의 기지 유래」, 『조광(朝光)』 1938
년 4월호(朝鮮日報社出版部, 1938), pp. 170-175.

327) 공사관 구역에 관한 주요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김갑득, 김순일, 「구한말 
서울 정동 외국인 주거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7(7)(대한건축학회, 2001), pp. 153-162; 김정동, 「근대 이후 서울의 ‘貞洞洞域’ 변천
사 연구」, 『서울학연구』 19(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2) pp. 161-225; 김경록, 
「조선시대 서울의 외교활동 공간」, 『서울학연구』 31(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5), pp. 1-46; 서울중구문화원, 『정동, 역사의 뒤안길 개화기에 정치의 일번지』(상
원사, 2008); 하원호 외,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동북아역사재단, 2009); 이순
우, 『정동과 각국공사관』(하늘재, 2012); 김현숙, 앞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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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하게도 외국 건물의 규모만 보아도 국가의 영향력과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국적
인 건물 중에서 일본, 러시아, 프랑스의 공사관저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교회 중에는 
프랑스 가톨릭 교회와 미국 장로교 교회가 단연 압도적이다. 일본이나 러시아, 프랑스,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조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중략)... 서울 안에 자랑할 만한 
건축물이나 나머지 열강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우세한 상징적 힘을 과시하는 건물
도 도시 서쪽 언덕에 위치한 프랑스와 러시아의 화려한 새 공사관저보다 강력한 인상
을 주지는 못했다 ...(중략)... 마치 수도와 황제의 궁전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깃발 아래 
직접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328)

겐테의 이러한 서술이 당시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유
사하다. 실제로 러시아인들은 경운궁의 정비에 참여하였으며 대한제국 황실의 의
전을 맡았다. 또한 미국은 대한제국 내 문명 시설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 주도권
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역시 경의선 부설권을 맡았다. 각국의 공사관들이 주목
받게 된 이유 역시 대한제국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
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하기 전까지 공사관 구역이 도시 공간의 중심이 된 것은 당
연하다.

  그렇다면 대한제국 황실 및 한성부 도시개조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공사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국공사관은 다른 국가의 공사관들과는 다
른 특이한 지점에 있다. 영국공사관은 공사관 구역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공간이다. 영국공사관과 그 영역확장을 통해 대한제국 및 일본에 대한 
영국의 외교적인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미국공사관 및 러시
아공사관은 이와는 다르다. 미국공사관 및 러시아공사관은 1905년 이후로는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미국공사관의 경우 정동을 ‘공사관 구역’으로 변모하게 만든 
지형적인 출발점이었다. 이와 달리 러시아공사관은 공사관 구역에 사회정치적 의
미를 부여한 시작점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운궁 일대가 대한제국 시기에 사
회·정치·외교·문화의 중심이 된 계기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렀던 데에 있
었다. 따라서 공사관 구역의 형성과 전이가 가지는 의미를 영국공사관, 미국공사
관과 러시아공사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8) 지그프리트 겐테, 앞의 책, pp. 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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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시기 공사관 구역은 세계적인 이권 다툼이 밀집된 공간이었다. 이는 
공사관 구역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던 영국공사관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도 Ⅲ.18-1, 2). 영국은 대한제국에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 관계를 취했는데 이는 
러시아 및 일본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언급한 한성부 도
시 개조사업에 있어서 영국인인 브라운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브라운은 이채연
이 한성 내의 도로를 개조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 브라운 역시 이
채연처럼 철도 사무를 감독하며 경부철도의 부지를 선정하는 역할도 하였다.329) 

아울러 브라운을 통해 석조전의 초기 공사가 시작되기도 하였다.330) 다만 1900년 
이후에 그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1902년과 1905년 두 번에 걸쳐 영
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이 체결된 상황을 통해 짐작된다. 영일동맹은 일본의 침략
을 영국이 승인하는 내용이었다. 대한제국에 대한 영국의 변화된 입장은 『대한매
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운영하던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Ernest Thomas Bethell, 

1872-1909)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교좌성당을 통해 확인된다. 베델은 『대한매
일신보』를 창간하여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며 대한제국을 도왔다. 이에 따라 베델
은 영국인이었음에도 자국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1920

년대에 이르러 영국영사관 바로 앞에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이 지어졌다. 대한성
공회 주교좌성당이 영국영사관 바로 앞에 지어질 수 있던 이유는 영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관계 덕분일 것으로 보인다.331) 

  한편 미국공사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도 Ⅲ.19-1, 2). 첫

329) 『고종실록』 37, 고종 35년(1898) 8월 19일, 「브라운을 철도 사무를 감독하라고 명하
다」; 고종 35년(1898) 8월 21일, 「브라운이 목포, 원산, 경흥, 평양, 증남포 등지를 직
접 다니면서 철도부지를 정하다」.

330) 『독립신문』 1897년 3월 15일, 「덕수궁 지형 측량」, “영국 사람 브라운 씨와 통변관 
최영하 씨가 삼월 십오일 경운궁에 드러가셔 궁 안에 디형을 척량하고 나왔다더라.”

331)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존 코프(Charles John Corfe, 1843-1921) 주교는 정동 
4번지 한옥에 살며 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1892년에 코프 주교가 정동에 세운 교회는 
‘장림성당(The Church of Advent)’이라고 불렸다. 코프 주교는 1909년 부지를 구입하
여 성당 부지를 확정하였다. 이후 1912년에는 성당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
다. 성당의 건립은 제3대 마크 트롤로프(Mark Napier Trollope, 1862-1930) 주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토롤로프 주교는 자금을 모은 뒤 버밍햄(Birmingham) 지역의 건축
가인 아더 딕슨(Arthur Stansfield Dixon, 1856-1929)에게 성당의 설계를 의뢰했다. 
성당의 설계는 1917년에 시작되어 1922년에는 착공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당 건물은 1926년에 일부분만 완성되었다. 이후 성당은 미완성인 상태로 70여 년간 
사용되었다. 1994년 성당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증축 공사가 시작되어 1996년에 완공
되었다. 임석재, 『개화기-일제강점기 서울건축』(이화여대 출판부, 2011), pp. 30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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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공사관은 공사관 구역을 만든 출발점이다.332) 둘째, 대
한제국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경운궁 일대에는 미국인들이 지은 학교와 교회 등의 
선교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도 Ⅲ.20-1, 2). 선교 시설의 건물들은 경운궁 일
대가 서양인 지역으로 만들어진 과정에서 공사관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
시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장소들 가운데 하나는 감리교 선교회에 속하는 건물들로 채워져 있는데 소
년 소녀들을 위한 학교와 인쇄소, 통합 교회, 약국이 연결된 병원 등이었다 ...(중략)... 

장로 교회는 좀 더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종류의 기관들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왕이 그들에게 광혜원으로 알려진 큰 병원을 하사하기도 하였다(이사벨라 
버드 비숍).333)

선교사들은 날이 갈수록 그들의 영향을 증대시켰으며 개종자들도 증가하고 훌륭한 일
도 많이 했다. 미국의 선교사인 알렌 박사는 관립 병원을 개설했으며 그 후에는 조선에 
주재하는 미국공사가 되었다. 몇 개의 학교가 창설되었고 상업이 증대되었다. 서울에서
는 한 외국인의 모임이 발족되어 앞으로 해야할 보람찬 일에 관해 좋은 의견을 나누었
다(프레드릭 메켄지).334)

  1885년에는 배재학당(培材學堂)이 지어졌으며 다음 해에는 육영공원(育英公院)

이 세워졌다. 앞서 언급한 호머 헐버트도 경운궁 인근에 있던 육영공원에서 학생
을 가르쳤다. 뒤이어 개신교 교회들이 지어졌다. 1887년에는 새문안교회가 들어섰
다. 아울러 1897년에는 경운궁 바로 인근에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이 건축되었
다. 미국 선교사인 맥클레이(Robert Samuel Maclay, 1824-1907)는 미국공사관 근처

332) 미국공사관은 다른 공사관과 달리 공사관 건물로 한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미국공
사관은 자국에서 지원금을 보내지 않아서 공사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었다. 

   궁내부 찬의관(宮內府贊議官)을 역임한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William Franklin 
Sands, 1874-1946)는 그의 책에서 본국 공사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공사
관은 서울에서 가장 편안한 곳 중의 하나에 든다 ...(중략)... 공사관 내에 있는 내 전원
주택은 내가 동양에서 가져 본 집 중에서, 그리고 고향을 떠나 낯선 객지로 떠도는 동
안에 가져 본 집 중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William Franklin Sands, 1874-1946), 김훈 옮김, 『조선의 마지막 날 』(미완, 
1986), p. 125, p. 135, pp. 173-174.

333)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의 책, p. 84.
334) 프레드릭 메켄지(Frederick A. McKenzie, 1869-1931), 신복룡 옮김, 『대한제국의 

비극』(집문당, 1999),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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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땅을 구입할 것을 미국공사인 푸트에게 부탁하였다. 조선 정부가 푸트의 청을 
허가하면서 벧엘예배당이 지어질 수 있었다.335) 경운궁 일대에 들어선 선교 시설
들은 대한제국이 미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프랑스 가톨릭교회에 대한 대한제국의 태도와는 다르다. 대한제국이 건국
된 1897년에 한성에는 종현 성당(鐘峴聖堂, 현 명동성당)과 약현성당(藥峴聖堂)이 
있었다(도 Ⅲ.21-1, 2). 각 성당의 높고 뾰족한 첨탑은 낮은 한성의 건물들 사이에
서 시선을 끌었다. 이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 조르주 뒤크로 등이 남긴 기록을 통
해서 알 수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뾰족탑을 가진 로마 가톨릭 대성당이 서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곳을 점하고 있다(이사벨라 버드 비숍).336)

명동의 대성당(명동성당은 1892년에 착공되어 1897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프랑스인 코
스트 신부가 세웠다. 최초의 미사는 1898년 5월 29일에 있었다. 그런데 한양을 내려다
보고 있는 위치 때문에 조선정부는 풍수지리상의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었다(조르
주 뒤크로).337)

당시 프랑스 교회에 대한 반발은 매우 심했으며 토지를 내어준 자는 처벌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데 대한제국 황실은 이례적으로 미국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호의적
인 자세를 보인 것이다. 

  셋째,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의 진행에 있어 미국인들의 역할은 매우 컸다. 한성
전기회사의 설립 및 운영, 경인 철도의 부설은 초기에는 미국인들을 통해 이루어
졌다. 미국의 선교사이자 공사인 호러스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은 

335) 새문안교회는 1887년 정동에 위치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목사(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의 사랑채에서 첫 예배로 시작되었다. 교회는 1895년 청일전
쟁 이후 교인이 급증하자 새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이후 1907년에 교회 위치를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여 1910년 벽돌 교회당을 건축하였다. 한편 1887년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는 정동에 한옥을 구입하여 벧엘예배당이라고 하였
다. 이 예배당이 바로 정동제일교회의 초석이다. 예배는 10월 9일에 열렸다. 정동제일
교회의 벧엘예배당은 1897년 성탄 주일에 이르러 건립되었다. 

   유동식 지음,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엮음, 『정동제일교회의 역사: 1885-1990』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1992), p. 27.

336)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과 같음.
337) 조르주 뒤크로(Georges Ducrog, 1874-1927), 최미경 옮김,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Pauvre et Douce Coree)』(눈빛, 2006),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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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었다. 알렌은 고종이 가장 신뢰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알
렌은 고종의 신뢰를 이용하여 한성 내 전기 및 철도의 도입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한성전기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338) 

조선 정부는 1891년에 이미 알렌을 통해 전차의 건설을 타진하였다. 다만 청의 
간섭으로 전기의 도입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한성전기회사
를 설립하면서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 과정은 알렌과 샌즈의 기록을 통
해 알 수 있다.

내가 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은 전기 조명과 전기 철도였다 ...(중략)... 전기 철도
를 부설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부설 계약은 전기 조명과 급수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과 
함께 당시에 조선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인 회사에 돌아갔다. 나중에 이 철도 저당권을 
유질시키는 임무가 내게 부과되어 결국 이 철도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왕과 더불
어 공동의 소유주가 되었으며 이 철도 부설 사업은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
다.339)

이 나라 최초의 철도인 서울-제물포 사이의 철도공사는 미국인들의 손에 의해 빠른 진
척을 보이고 있었으며 미국인들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금광, 최초의 발전소, 전등 설비, 

공중전화 가설, 상수도 등을 비롯한 훌륭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운영하면서 그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중략)... 철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원래는 일본인이 그것의 부설권을 얻으려고 애썼는데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다 보
니 결국 미국인의 손에 넘어오게 된 것이다.340)

  알렌과 샌즈의 기록을 통해 초기의 경인 철도 공사 역시 미국을 통해 이루어졌
음이 확인된다. 대한제국의 철도 부설권을 두고 각국이 쟁탈전을 벌이던 가운데 
대한제국 정부는 1896년 미국인 모스(James R. Morse)에게 경인 철도(京仁鐵道) 

부설권(敷設權)을 허락하였다.341) 바로 얼마 뒤인 11월에 대한제국 정부는 각국의 

338) 호러스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은 1884년 9월 22일 미국공사관에 
소속된 의사이자 선교사의 신분으로 조선에 왔다. 알렌은 가장 오랜 기간 재임했던 미
국 공사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는 1890
년 7월부터 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1897년 7월에는 주한미국변리공
사 겸 총영사로 승진되었으며 1901년 6월 이후 특명전권공사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339) 호러스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 윤후남 옮김, 『알렌의 조선 체류
기』(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p. 251.

340)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 앞의 책, pp. 48-49, pp. 279-281.



- 115 -

철도 부설 요구를 거부했다.342) 대한제국은 미국 측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미국은 철도 부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지속하지 못하였다. 모
스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1898년 11월 일본인인 세운 경인 철도 인수 조합(京仁
鐵道引受組合)에 경인 철도를 매각하게 되었다.343) 결국 모든 이권은 일본 측에 
넘어갔다.

  한편 러시아공사관은 미국공사관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도 Ⅲ.22-1, 

2). 첫째, 러시아공사관은 공사관 구역에 사회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시작점이었다. 

둘째, 러시아공사관은 한성의 도시 공간 전체에서 시선을 끄는 건물이었다. 러시
아공사관은 각 공사관 및 영사관들 사이에서 한성을 내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있었다. 러시아공사관은 한성에서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344) 아울러 건물의 
외관도 특이하여 더 이목을 끌었다. 러시아공사관 건물은 러시아 건축가인 사바틴
(Afanasy Ivanovich Seredin-Sabatin, 1860-1921)의 설계로 지어졌다.345) 공사관 건물
은 벽돌로 지어졌는데 사방이 주랑으로 둘러싸인 건물의 중앙에는 깃발이 걸린 
높은 정방형의 탑이 세워졌다. 이 독특한 건물은 기와와 초가지붕이 가득한 한성
의 도시 공간에서 러시아의 힘과 부를 과시하는 듯이 보였다.346) 러시아공사관에 
대한 인상은 부르다레, 폴란드의 작가인 바츨라프 세로셰프스키(Waclaw 

Sieroszewski, 1858-1945) 등의 글에 남겨져 있다.

341)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3월 29일, 「미국 사람 모오스에게 경인 철도 부설
권을 허락하다」.

342) 『고종실록』 34, 고종 33년(1896) 11월 15일, 「각국 사람들에게 합동으로 철도를 부
설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명하다」; 『고종실록』 37, 고종 35년(1898) 1월 12일, 「국내 
철도와 광산을 외국인과 합동함을 승인하지 말 것에 대하여 토의를 거쳐 상주하다」.

343) 『고종실록』 40, 고종 37년(1900) 11월 12일, 「경인철도합자회사(京仁鐵道合資會社)에
서 경성 인천 간 철도 개통식을 행하다」; 경성거류민단역소 지음, 서울특별시시사편찬
위원회 편저, 『경성발달사』(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0), p. 161.

344) 당시 베베르 러시아공사는 ‘이곳이 미국 및 영국 공관과 인접한 지역이며 향후 각국 
공사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평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1884년 그가 조약체결을 위해 내한했을 때 공사관부지로 미리 신고했기 때
문에 선점할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345) 김현택, 라승도, 이지연 지음, 『사바틴에서 푸시킨까지: 한국 속 러시아 발자취 150
년』(한국외국어대학교지식출판원, 2015), pp. 67-96;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하늘
재, 2012), pp. 184-201.

346) 데니스 삼소노프, 「한-러 관계 상징으로서 서울 러시아공사관」, 서울역사박물관 편, 
『정동 1900』(서울역사박물관, 2012),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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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와 궁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자리 잡은 러시아공사관은 화려한 축제에도 
선보였던 근사한 정원을 끼고 있다(에밀 부르다레).347)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아주 멋진 도시 풍경과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장밋빛 화강암 벽
들이 보인다(바츨라프 세로셰프스키).348)

한성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공사관 구역에 나타난 각 공사관 및 영사관의 규모와 
외관을 통해 해당 국가의 세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공사관이 두드
러졌기에 그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셋째, 러시아인들은 경운궁의 정비와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미국이 한
성부 도시개조사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러시아는 경운궁의 정비 및 운영에 관여하
였다.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미국 선교사들의 건물이 그 영역을 확대해갔던 것과 
달리 러시아는 대한제국 황실에 침투해 있었다. 이는 건축가인 사바틴과 손탁호텔
의 운영자인 손탁(Antoinette Sontag, 1854-1922)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사바틴은 경운궁과 그 일대의 서양식 건물 중 상당수를 지은 건축가였다. 사바
틴은 러시아공사관만이 아니라 프랑스공사관과 독일영사관 등도 지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후 그는 경운궁 정비와 함께 궐내 서양식 건물인 중명전, 환벽정, 

정관헌, 구성헌, 돈덕전 등의 설계를 맡았다. 그는 또한 경운궁 인근에 손탁호텔
도 지었다. 사바틴은 경운궁 내 정비와 함께 경운궁 일대의 서양식 건물들을 지
은 것이다. 손탁의 경우 대한제국의 황실 의전을 맡은 인물이자 손탁호텔의 운영
자이다. 손탁은 주(駐)조선 러시아공사를 지낸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Carl 

Friedrich Theodor von Waeber, 1841-1910)의 친척이었다. 손탁은 1885년에 통역사
의 자격으로 조선에 파견되어 베베르의 추천으로 경복궁의 양식 조리사로 임명되
었다. 이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게 되자 손탁은 고종에게 커피를 진상하
며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손탁은 1902년에는 고종으로부터 경운궁 근처에 있는 
황실 소유의 부지를 하사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 손탁호텔을 세워 운영하였다(도 
Ⅲ.23-1, 2). 손탁은 대한제국 황실 내에 서양 문물이 도입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즉 러시아와 대한제국의 관계는 경운궁 내에 서양 문물이 유입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349) 

347) 에밀 부르다레, 앞의 책, p. 117.
348) 바츨라프 세로셰프스키(Waclaw Sieroszewski, 1858-1945), 김진영 옮김, 『코레야 

1903년 가을 러시아 학자 세로셰프스키의 대한제국 견문록』(개마고원, 2006), p.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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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각국 공사관의 역할 및 의미는 대한제국과 각 국가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에 차이가 있었음을 말한다. 대한제국을 두고 각 국가들이 경쟁하였듯
이 대한제국 역시 그들 사이에서 원하는 바를 취하고자 한 것이다. 대한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대한제국 황실, 즉 고종이 중심이 되었다. 고종은 일본을 견제하
며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구식 문물이 러시아를 통해 
대한제국 황실에 도입되었다. 이와 달리 대한제국과 미국의 관계에서는 고종이 주
축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한제국 정부의 친미개화파 관료들과 고종의 신뢰를 받은 
선교사들이 한미관계에서 더 중심이 되었다. 이들을 통해 국내에는 전기가 도입되
었으며 철도도 들어섰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사관 구역으로 지칭된 
정동은 개화와 문명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2) 진고개 일대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과 정비

  대한제국 시기 한성에서 시선을 끄는 또 하나의 공간은 일본인 거류지였다.350) 

일본인 거류지는 남산 기슭 진고개 일대(현 충무로2가 일대)에 있었다.351) 당시의 
모습은 『경성부사(京城府史)』에 수록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도 Ⅲ.24-1, 2). 또
한 이사벨라 비숍, 에밀 부르다레, 장 드 팡주(Jean de Pange, 1881-1957) 등이 남
긴 글에도 일본인 거류지에 대한 인상이 잘 드러나 있다.

남산 기슭에는 일본공사관의 흰 목조 건물들이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49) 손탁과 그의 호텔에 대하여서는 이순우, 『손탁호텔(근대서울의 역사문화공간)』(하늘
재, 2012), pp. 140-180 참조.

350)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본인들이 거류하는 지역을 일본인 거류지, 거류민들은 일본 거
류민들로 표기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도 기존의 연구를 따라 일본인 거류지로 표기하고
자 한다. 또한 일본인 거류지에 관한 논의는 『경성부사』와 『경성발달사』를 중심으로 이
루어질 것이다.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박찬승,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 과정: 1880년대
-1903년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2(한국사회사학회, 2002), pp. 64-100;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본정』(spacetime, 2015).

351) 진고개 길이 본정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이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01
년 도로 개수에 관한 보고에는 본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필자는 도시 공간에 대한 인
식과 명칭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1901년 이후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본정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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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래로 5천 명에 육박하는 일본 조계는 찻집, 극장, 기타 일본식 생활에 필요한 다
양한 설비들을 갖추고 살고 있다. 그 구역은 한국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청결과 우아함, 

그리고 검약이 돋보이는 집과 상점들로 거리를 메우고 있다(이사벨라 버드 비숍).352)

이제 진고개로 왔다. 일본 동네의 중심로인데 남산의 숲이 우거진 비탈에 기대 있다 ...

(중략)... 이 일본 조계지에 영사관, 시청, 우체국, 일본 다이이치 은행 지점, 병동 두 채
를 갖춘 병원이 들어서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어느 곳도 이 동네만큼 청결하지 않
고 치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리에 폐허 같은 곳은 전혀 없고 발길을 돌릴 때
마다 끔찍한 절름발이도 보이지 않는다(에밀 부르다레).353)

서울의 가톨릭 포교관 근처에는 진고개라는 구역이 있는데 1882년에 이홍장이 일본에 
양도한 곳이다. 3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은 그야말로 소규모의 일본인 도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우체국, 경찰서, 군대, 특별 행정기관까지 갖추어져 있다(장 드 팡
주).354)

일본인 거류지에 대한 공통적인 인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본인 거류지는 한성 
내에서 돋보일 정도로 청결한 지역이다. 둘째, 일본인 거류지는 소도시와 같은 규
모였다. 즉 일본인 거류지는 공사관 구역만큼이나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시선을 
끄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일본인 거류지가 도시 공간의 중심이 된 것은 공사관 구역과 달리 1905

년 이후였다. 아울러 일본인 거류지가 한성의 중심 공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대
한제국 내에서 확장되는 일본의 힘을 도시 공간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인 
거류지가 공사관 구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역의 제한이 거의 없었던 덕분이기
도 하였다. 무엇보다 일본인 거류지의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은 문명 
시설과 관련된 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일본인 거류지 인근인 남대문은 전차와 
철도의 종점으로 만들어졌다. 교통이 중심인 근대 도시에서 남대문 인근의 일본인 
거류지는 중심지가 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1905년에 이
르면 일본인 거류지는 점차 영역을 확장하여 남대문 일대를 포함하는 남촌 전반
에 이르렀다. 즉 한성에서 경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도시 공간의 중심은 일본인 

352) 이사벨라 버드 비숍, 앞의 책, p. 58.
353) 에밀 부르다레, 앞의 책, pp. 242-243.
354) 장 드 팡주(Jean de Pange, 1881-1957), 황혜조 옮김, 『프랑스 역사학자의 한반도 

여행기 코리아에서』(살림, 2013),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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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지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인 거류지는 이후 경성의 도시 공간에서 
중심부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과 확장에서 대한제국 내의 상황 및 대
한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도 Ⅲ.25-1, 2).355) 첫
째, 일본인들이 진고개 일대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는 대한제국 선포 전의 복잡
한 사회정치적 상황과 반일감정이 반영되었다. 일본공사관과 일본인 거류지는 인
접한 지역에 있을 수 없었다. 일본공사관은 위치를 자주 옮겨야 했다. 주요한 계
기가 된 것은 임오군란(壬午軍亂, 1882), 갑신정변(甲申政變, 갑신혁명(甲申革命) 

1884),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 등이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조선인들의 반일감
정이 증대되면서 일본공사관은 자주 파괴되었으며 일본인들은 한성을 떠나게 되
기도 하였다. 몇 차례 사건을 겪으면서 일본인들에게 한성의 입구인 남대문 인근
에 위치한 진고개는 편리하게 여겨졌다. 둘째, 일본인 거류지 내의 정비와 그 확
장 과정에는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반영되었다. 대한제국 초기 일본인 
거류지의 운영에 있어 한성부의 허가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성부의 허가 
없이 거류지 내의 도로를 정비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데 대한제국과 일본이 
점차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일본인 거류지 내에서 한성부의 영향력은 상
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에서 확장에 이르는 과정을 보
다 구체적으로 복원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살펴볼 부분은 한성 내 일본공사관 및 일본인 거류지의 위치이다. 본래 
일본공사관과 일본인 거류지는 인접한 지역에 있지 않았다. 일본인 거류지는 
1884년 10월 이후부터 진고개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356)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진고개를 중심으로 거주하게 된 것일까. 이는 다
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진고개 일대는 일본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
는 곳이었다. 진고개 일대는 임진왜란 당시 왜성대(倭城臺)라고 불린 지역이다. 

아울러 왜관동(倭館洞)에는 조선 전기 일본 사신들이 머무르던 동평관(東平館)이 
있었다. 둘째, 진고개 일대는 한성의 변두리로 남대문을 통한 퇴로 확보가 쉬웠
다. 일본인들은 조선 내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몇 차례 신변의 위협을 경험하였다. 

355)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상황은 다음 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356) 일본은 1884년 10월 영사관을 설치하고 남산 아래 일대를 일본인 거주지로 정함으로 

상인과 민간인에게도 공식적인 거주가 허락되었다. 이 시기 일본인은 약 100명이었으며 
외국인 거주자는 15명 정도에 불과했다.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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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진고개가 거류지로 고정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진고
개 일대는 한성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곳이었다.357)

  이렇게 일본인들은 진고개에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으나 일본공사관은 자주 자
리를 옮겼다. 일본공사관은 원래 서대문 인근 경기감영(京畿監營) 부근에 있었다. 

일본 측은 1884년 봄부터 교동(校洞, 현 천도교중앙대교당) 일대에 있던 박영효
(朴泳孝, 1861-1939)의 집을 사들였다. 일본인들은 그 자리에 15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서양식으로 새 건물을 지었다.358) 그러나 새로 지은 일본공사관은 갑신정변
으로 인해 완공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소실되고 말았다.

  그런데 갑신정변을 계기로 하여 일본공사관 및 일본인 거류지 모두 남산 일대
에 자리 잡게 되었다(도 Ⅲ.25-1). 이러한 정황은 『경성발달사』를 통해서 확인된
다.

1885년 1월 한성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 조정은 맑은 샘이 솟아나고 조용한 남산 기
슭에 자리 잡은 녹천정을 우리 공사관으로 쓰도록 했다. 원래 왜장대 구락부가 있던 곳
을 영사관 부지로 제공하였다. 이에 서대문 밖 경기감영에 있던 공사관을 녹천정으로 
곧 옮기고 증설공사를 하였다. 이리하여 남산 아래 일대는 점차 우리 일본인 거류단의 
영구적인 근거지가 되었다.359)

『경성발달사』에 나타난 것처럼 갑신정변 이듬해인 1885년 조약에 따라 일본 측에
는 녹천정(綠泉亭)이 공사관으로 제공되었으며 그 인근은 영사관 부지로 제공되었
다. 이 지역은 일본인 거류지 인근이었다. 즉 일본인 거류지 인근에 공사관 및 영
사관이 설치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부터 공사관을 기점으로 종현성당 뒤편 부근까
지가 일본인들의 거주지역으로 고정되었다. 일본인들은 갑신정변을 교훈으로 삼아 
진고개 일대에서만 거주하게 된 것이다.360) 그 결과 한성 내에 거류하는 일본인들
의 수는 적었으나 남산 아래에는 일본풍의 작고 깨끗한 거류지가 만들어졌다.361) 

다만 이후로 조선 내 정국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일본인 거류지가 안정되는 데에
는 시간이 걸렸다. 공사관 건물은 1893년에야 새로 지어졌다. 1893년에 이르러서

357) 이연경, 앞의 책, p. 55.
358)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 58.
359) 위의 책, p. 71.
360) 위의 책, p. 73.
361) 다만 일본인 집들 사이 사이에는 조선인 집들이 섞여 있어 잡거의 형태였다. 위의 

책,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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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일본공사관과 일본인 거류지 모두 남산 일대로 확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진에서 보이는 청결한 일본인 거류지는 언제 만들어지게 된 것일
까. 일본인 거류지는 청일전쟁이 있었던 1895년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5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네 차례에 걸
쳐 거류지 정비가 이루어졌다.362) 거류지 정비가 있었던 시기는 1895년, 1896년에
서 1901년 사이, 1901년, 1904년이다. 거류지 정비는 시기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
는데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기는 대한제국 내의 상황 및 일본의 
대외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1900년 이후 철도나 전기와 같은 사업들은 일본
인들의 소관이 되었는데 이는 거류지의 발전과 연관되었다.

  일본인 거류지 내에서 처음으로 도로가 개조된 시기는 1895년 청일전쟁 이후였
다(도 Ⅲ.26).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는 폭발적으로 팽창하였다. 『경성발달
사』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1895년 청일전쟁, 군대가 뿌리고 간 재화가 상인들에게 들어갔다. 그 영향으로 거류지
는 일본군의 위용이 남긴 후광과 더불어 정치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남산 
아래 일대는 갑자기 백화가 만발한 듯한 느낌이었고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찼다.363)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에는 거주민들이 증가하고 거류지가 확장되었다. 따
라서 일본인들은 거류지 정비가 필수적이었다. 

  1895년의 정비에서 중심이 된 것은 도로 폭의 확보와 노면 정리였다. 일본인들
은 먼저 진고개에서 남대문으로 통하는 큰 도로를 개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진고
개 일대의 도로는 한성 내의 여느 도로와 같았다. 진고개 일대의 도로변에는 불
법으로 지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어 도로의 폭은 매우 좁았다. 또한 도로 노면은 
요철이 심했다. 그런데 상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인력거, 우마차 등 새로운 교통수
단이 등장하였다. 즉 길이 험한 상태에서 바퀴가 있는 수레 등의 통행은 쉽지 않
았다. 일본인들은 도로환경을 정비하여 교통을 편리하게 해야 했다.364) 

  일본인들의 도로 개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기존 거류지와 일본 
상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남대문로를 연계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거

362)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인 거류지는 일시적으로 위축되
었다.

363)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 129.
364) 위의 책,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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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 영역과 남대문로를 잇는 진고개 일대의 도로가 개선되었다. 그 결과 기존 
거류지와 남대문로 사이의 교통은 편리해졌다. 둘째, 일본 상인들은 본격적으로 
한성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한성의 변두리였던 거류지 영
역에서 벗어나 한성의 중심으로 진출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인들은 기존 거
류지인 진고개 일대의 상업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일본 상인들이 점차 남
대문로로 이동하면서 진고개 일대의 상업은 점차 쇠락하였다. 즉 일본인들은 진고
개 지역의 상업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였다.365) 이 공사는 진고개 일대의 일부 
거리만을 개수하였던 데에 그쳤다. 그럼에도 대한제국 시기 한성을 찾은 서양인들
이 정결한 일본인 마을에 인상을 받은 것은 이미 이 시기에 거류지가 정비된 덕
분이었다.

  두 번째로 일본인 거류지가 정비된 시기는 1896년에서부터 1901년에 이르는 기
간이다. 이때 이루어진 거류지 정비는 일본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일본
인들은 이 시기를 경성의 시작으로 여겼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변화에서 비롯되었
다. 첫째, 1896년 영사관이 진고개 길 입구인 남대문 인근에 새로 지어졌다. 이로 
인해 거류지의 중심은 영사관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인들이 전기 및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남대문 인근에 있는 일본인들은 한성 내의 교통
을 장악하게 되었다. 셋째, 일본인 거류지 인근인 남산에는 신사공원이 들어섰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일본인 거류지에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은 
진고개 길 입구로 이동되었다. 당시 지어진 건물들로는 거류지의 중심인 영사관, 

총대사무실 및 상업회의소, 우편국, 경찰서 등이 있다. 가장 먼저 신축된 것은 
1896년 지어진 영사관이다. 영사관은 1896년 말에 진고개 길 입구로 신축하여 이
전하였다. 『경성발달사』에서는 영사관의 신축을 두고 “지금의 경성부가 그때부터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였다.366) 영사관이 새로 지어지자 새로운 건물
들은 영사관 인근에 지어졌다. 이듬해인 1897년에는 총대 사무실과 상업회의소의 
연합사무실이 영사관의 건너편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다. 1901년에는 영사관 
맞은편에 경성우편국이 지어졌다. 1902년에는 영사관의 서측에 경찰서가 새롭게 
신축되었다.367) 이를 통해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은 영사관이 있는 남대문로와 연

365) 이연경, 앞의 책, p. 75.
366)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p. 147-149.
367) 위의 책,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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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는 진고개 길의 입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인들은 1900년을 전후하여 전기 및 철도와 같은 문명 시설의 이권을 
장악하였다. 일본은 1898년 11월 미국인 모스에게서 경인 철도 합자회사를 매수
하여 1900년 10월에 경인 철도 전 노선을 개통하였다. 일본인들은 다음 해 8월에
는 경부선을 기공하였다. 이후 1903년 10월에는 경인 철도 합자회사와 경부 철도 
회사가 합병되었다. 철도 역의 거점은 일본인 거류지 인근의 남대문 역이었다. 이
는 이후 일본인 거류지가 근대 도시 경성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한다. 

  셋째, 1897년 남산에는 왜성대 공원과 신궁(神宮)이 건설되었다(도 Ⅲ.27-1, 2). 

한성 내 일본인 거류지가 정착됨에 따라 거류지 내에는 다양한 종교 시설들이 생
겨났다. 신도(神道)와 불교는 일본인들의 일상에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도는 메이지 정부가 신도를 국교화하고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중요해진 종교이
다. 일본 내에서는 각 지역별로 신사(神社)를 설치하도록 하였다.368) 따라서 신도
는 일본인들의 생활에서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일본공사는 1896년 조선 정부에 신
궁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은 다음 해에 받아들여졌다. 그 결
과 일본인 거류지 인근에 왜성대 공원이 조성되었다. 동시에 대신궁이 왜성대 공
원 안에 건설되었다. 당시의 정황은 『경성발달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거류지 숙제이던 공원도 이해에 완공되었다. 거류민들은 남산 기슭 왜장대에 공원 
설치를 희망하였다. 1892년 영사관과 경성부윤이 논의를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이해에 
다시 중론이 되었다. 그 결과 영구임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왜장대에 공원을 건설하고 대신궁을 공설신사로 삼아 사무소가 관리하고 대신궁 임시
부지를 토지 기부하기로 했다. 대신궁 관리자의 요청으로 공원 내로 옮기게 되었다. 늦
가을에 왜장대 공원의 지반이 다져졌다.369)

  1897년 일본인 거류지에 처음으로 설치된 왜성대 공원은 일종의 신사공원이었
다. 이는 메이지 시기 일본의 공원과 유사하다. 당시 일본의 공원은 신사나 경승
지가 결합된 신사공원의 형태가 많았다. 신사공원은 서구의 공원과 일본의 전통적 
공간 요소인 신사가 결합된 일본식 공원이었다. 왜성대 공원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368) 신사(神社)는 신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신궁(神宮), 대사(大社) 등이 있다. 신궁은 일
왕을 신으로 모셔놓은 곳으로 왕족과 연관이 있는 곳이다. 대사는 전국에서 같은 신을 
모시는 신사들 중 본사에 해당되는 곳이다. 

369)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p. 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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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의미의 공원이기보다는 일본식 공원에 가까웠다. 즉 왜성대 공원은 일본인
들의 위락을 위한 신사공원이었다. 동시에 한성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에게 정신적
이며 종교적인 중심 공간이었다.370) 당시 왜성대 공원과 그 일대의 모습은 로세티
가 남긴 책에 있는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사진에는 왜성대 공원을 만들면서 그 
일대의 도로를 확장하여 만든 순환도로가 나타나 있다. 또한 도로 주변에는 가로
수들도 있다. 일본인들은 왜성대 공원을 건설하고 그 일대를 정비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왜성대 공원은 일본인 거류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성대 공원에서는 일
본 황실 및 종교와 관련된 행사들이 펼쳐졌다. 일본에서는 천황(天皇)과 관련된 
날들을 축일로 지켰는데 그중 천황의 탄신일인 천장절(天長節)은 가장 중요한 축
일이었다. 영사관, 거류민단 등 주요 건물의 낙성식은 천장절에 거행되었다.371) 또
한 순국자들을 기리는 초혼제(招魂祭)는 매년 5월경 왜성대 공원의 갑오역기념비
(甲午役記念碑)에서 행하여졌다.372) 아울러 왜성대 공원의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 

이후 경성신사(京城神社))을 중심으로 신사 제례도 정기적으로 행해졌다.373)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왜성대 공원을 포함한 남산은 일본인들의 종교적 중심지가 되었
다. 

  일본인 거류지의 세 번째 정비는 1901년에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때부터 진고개 대신 본정(本町)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
었다. 둘째, 본정의 도로 구간이 나누어져 구역별로 정비되었다. 셋째, 거리에는 
전등이 설치되어 야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01년의 거류지 정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901년 3월경부터 시행된 정명
과 동명의 병행이다. 일본인 거류지에는 우편 상의 편의를 위해 본정(本町), 남산
정(南山町), 수정(壽町), 일출정(日出町), 욱정(旭町) 등의 정명을 원래의 동명과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본정은 당시 진고개 길이라 불리던 길을 중심으로 부르던 
지명이었다. 남산정은 남부 명례방 남산동계, 남산동, 수정과 일출정 역시 주동 

370) 이수연, 「남산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 17.

371) 이연경, 앞의 책, p. 150.
372)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 169
373)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은 1898년 10월 3일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창건되었다. 이후 

1916년 5월 22일에 남산대신궁은 정식 신사가 되면서 경성신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역)경성부사』 2, p.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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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욱정은 남부 회현방 회동, 낙동, 장동 일대, 즉 현재의 회현동 일대이다.374)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식 지명과 한국식 지명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일본인 거
류지는 한층 더 공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거류지의 공고화는 1901년 시행된 본정의 도로 개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시기의 도로 개조는 전체 구역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이
중 본정 1정목에서 5정목까지 구간의 도로 개조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거류지 
영역이 불과 7년 만에 넓혀졌음도 알 수 있다. 『경성발달사』에는 이에 대해 “거
류지 도로의 대대적인 보수를 계획”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주된 사업은 도로 확장과 보수였다 ...(중략)... 공채 1만 원을 발행해 지금의 본정5정목 
부근에서 남대문 거리로 통하는 중심도로를 만들었다(본정통). 이 도로는 8월에 착공해 
10월에 완공하였다. 이로써 거류지는 비로소 일본식 마을의 모습을 갖추었다.375)

일본인들은 이듬해에 거류지 도로에 자갈을 뿌려 1901년에 시공한 도로를 추가로 
정비하였다.376)  

  한편 일본인 거류지 내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본정 도로의 가로변
에는 약 30개의 전등이 설치되었다. 1901년에 이르러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을 통
해 거리에 전등이 도입되었는데 이때 본정 도로의 가로변에도 전등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본정 일대의 야간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377) 『경성부사』에는 “도로 450간
의 사이에 30여 개의 전등을 밝힘으로써 종전의 가로등은 모두 없앴다. 그 덕분
에 당시 이곳을 불야성이라고 불렀다”라고 언급되어 있다.378) 본정에는 1901년 이
전에도 가로등이 있었으나 석유등이었다.379) 즉 1901년에 본격적으로 전기를 사용
한 가로등이 등장한 것이다.

  1905년 이전에 마지막으로 거류지가 정비된 시기는 1904년이다. 1904년에 진행
된 거류지 내 도로 개조에서는 도로의 신축 및 보수가 중점이 되었다. 1904년 이

374) 이연경, 앞의 책, p. 79.
375)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p. 172-174.
376) 위의 책, p. 180.
377) 이연경, 앞의 책, p. 78.
378) 『(국역)경성부사』 1, p. 590.
379) 일본인 거류지의 주요 지점에 1889년에 가등(街燈)을 설치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거류지 내의 가로등이 18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95년 진고
개의 도로 개조가 진행된 당시에도 가로등 설치가 포함되었다. 위의 책, p.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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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도로가 정비된 본정 1정목 북측과 명치정(明治町), 남산정, 욱정, 영락정 등
의 도로에는 자갈이 깔렸다. 또한 본정 5정목 동측 도로들은 본격적으로 개조되
거나 신축되었다. 이는 1904년 이후 신정(新町) 일대로 거류지가 확장된 데에 따
른 것이다. 그 결과 본정 6정목에서 9정목에 이르는 도로가 개수되었으며 신정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38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절에서 논의의 초점은 대한제국 시기 한성의 도시 공
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서양과 일본의 위세이다. 대한제국이 건국될 당시 경운
궁 인근에는 공사관 구역이, 진고개 일대에는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공사관 구역과 일본인 거류지는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기대할 수 없던 낯선 외관
으로 이목을 끌었다. 주목되는 점은 대한제국의 건국 이후 일본인 거류지가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직접적
인 관여를 하며 철도 및 전차 부설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방해로 
한성의 근대화는 그 속도가 점점 더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5년 러일전쟁에
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한성의 도시 공간은 더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380)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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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일전쟁 이후 경성의 태동과 한성의 쇠락

  1904년 2월 8일부터 1905년 9월 5일까지 계속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서 한성의 도시 공간에서 유지되던 세력의 균형은 무너졌다. 그 결과 한성에서 
일본의 장악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아울러 한성은 공식적으로 경성으로도 불렸다. 

한편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은 해체되었다. 1905년 이후 한성의 도시 공간에
서 한성과 경성의 공존이 시작된 것이다.

(1) 일본인 거류지의 확장과 경성의 태동

  러일전쟁은 대한제국에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1905년 9월 5

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포츠머스 조약(Treaty of Portsmouth, 러일 강화 
조약)의 결과였다. 조약의 1조항은 “러시아 제국은 일본 제국이 조선에서 정치·군
사·경제적인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또 조선에 대해 지도·보호·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라는 것이다. 11월 17일에는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대한제국 정부는 외교
권을 박탈당하였다.381)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의 그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한제국은 자치권도 잃었다.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통감부(統監府) 및 
이사청(統監府) 설치에 관한 칙령 240호’이 발포되었다.382) 이에 따라 1906년 2월 
한성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통감부의 설치는 외교권의 박탈만을 의미하지 않
았다. 이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고종실록』 1906년 2월 1일자 기사이다. 여기에는 “일

381)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은 을사조약(乙巳條約), 제2
차 한일 협약(第二次韓日協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
순(朴齊純, 1858-1916)과 일본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権助, 1860-1939)의 
주도로 대한제국 한성부 덕수궁 중명전에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대한제국 황제 아래에
는 일본제국 정부의 대표자인 통감 1명을 두게 되었다. 동시에 통감은 대한제국의 외교
권을 지휘하며 감리하게 되었다.

382)  “1905년 12월 20일 통감부와 이사청 관제가 공포되고 21일 통감과 기타 요직의 임
명이 이루어져 이제 새해에는 한국을 지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실현되었다. 1906년 
1월 말 일본공사관이 폐지되어 하야시공사가 2월 21일 경성을 떠났다. 공사관 폐지와 
동시에 영사관도 폐지되었고 2월 1일부터는 영사관청사에서 경성이사청 사무가 시작되
었다.” 『(국역)경성부사』 2, p.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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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상 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일본이 경성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383)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가 사이의 조약이 체결된 과정에서 수도 
서울의 공식 명칭인 한성 대신 경성이 사용된 것이다. 경성이라는 명칭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통용된 상태였다. 다만 19세기 후반 이후 서양 각국과의 수교 과정
에서 경성이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대개는 서울이나 수도, 한성 등이 사용되
었다. 이를 통해볼 때 일본과 대한제국 사이에 협상이 체결되어 통감부가 설치되
면서 경성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통감부 청사는 처음에는 광화문 앞에 있었다. 광화문 육조거리에 있던 대한제
국의 외부(外部) 청사가 통감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1907년부터는 남산에 있는 일
본공사관이 통감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이후 일본공사관 인근에 새로운 건물이 지
어지면서 통감부 청사는 이전되었다(도 Ⅲ.28-1, 2). 청사는 건평 169평으로 르네
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목조 건물이었다. 공사비용에는 3만 3천 원이 소요되었다. 

공사관에 비하면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아 더 화려하였다. 『경성부사』에는 통감부
의 위치 및 일대 경관에 대하여 묘사되어 있다. 통감부는 왜성대가 있는 남산 고
지대에 위치하여 한성 전체를 내려다보기에 적합하였다. 또한 통감부 주변으로 관
사들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는 통감부 및 관사들로 가득 채워졌다.384) 

  남산 일대에 설치된 통감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한성의 도시 공간
에서 그 중심지가 경운궁 일대에서 남산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경성부사』에
는 “한국 주재 각국 공사는 1906년 3월까지 모두 경성을 떠나며 공사관을 닫았
다”고 기록되어 있다.385) 또한 “경성에 있던 각국 공사는 점차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각국 정부는 경성에 총영사관이나 영사관 정도만 두게 되었다”라고 하였
다.386) 대한제국의 중심이던 경운궁 일대는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대조
적으로 남산 북쪽 언덕에는 통감부 청사가 들어섰다. 통감부 청사와 공사관 건물
은 한성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에 있었다. 두 건물은 마치 한성의 경관

383) 『고종실록』 47, 고종 43년(1906) 2월 1일, 「일본이 경성부에 통감부를 설치하다」.
384) 통감부 청사와 통감관저에 대하여서는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2010) 참조.
385) “한국 주재 벨기에, 영국, 청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각 국 공사는 1906년 3월까지 

모두 경성을 떠나며 공사관을 닫았다. 벨기에 공사가 협약 체결 전에 잠시 모국으로 귀
국하였다가 경성에 돌아오지 않은 채 공사관을 폐쇄하였다.” 『(국역)경성부사』 2, p. 
82.

386) 위의 책,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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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배한 것과 같았다. 

  둘째,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한성 내 문명 시설의 도입은 통감부로 집중되었다. 

원래 한성 내 문명 시설이 도입되는 데에 있어 주축이 된 것은 미국과 러시아였
다. 1900년 이후 일본이 각종 이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주도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미국과 러시아도 공사관을 철폐하며 
한성을 떠났다. 그 결과 한성 내 문명 시설의 도입은 완전히 통감부 소관이 되었
다. 이는 통감부 소속 관청으로 통신관서, 철도관리국, 법무원, 재정감사청, 관측
소 등이 설치되었음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이들 중 주목되는 부분은 철도관리국 
관제가 제정된 것이다. 통감부 철도관리국은 통감의 관리 아래 한국 철도의 건설, 

개량, 보존, 운수 및 부대 사무를 담당하는 곳이었다.387) 통감부가 설치되자마자 
1906년 6월 철도관리국 관제가 제정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경부 철도가 매수되
었으며 9월에는 군용 철도선인 경의선과 마산선도 통감부의 감리 아래에 들어갔
다. 일본에 있어 철도는 매우 중요한 문명 시설이자 지배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일본이 철도관리 체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정황은 다음의 두 가지 면을 통해 뒷
받침된다. 첫째, 통감부가 설치되며 일본인 거류지가 확장된 과정에서 신용산이 
건설되었다. 신용산은 일본군 기지 및 철도기지화사업과 연관되어 만들어진 새로
운 시가지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철도 용지로 토
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1906년부터 통감부 주도로 철도기지화 사업이 진
행되면서 신용산이라는 새로운 시가지가 건설되었다. 『경성부사』는 신용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10월 1일 경성과 용산 사이의 열차 편을 하루에 3회로 늘려 운행했다. 곧이어 11월 11

일 현재 경성역 앞에 있던 철도관리국도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이 양대 기관의 이전은 
용산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어 속칭 신용산이라는 신시가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388)

신용산으로 인해 용산 앞에는 철도 관련 시설 및 조사원들의 관사들이 들어섰다. 

그 일대에는 철도종사원 마을이 만들어졌다.389)   

387) 『(국역)경성부사』 2, p. 83.
388) 위의 책, p. 679.
389) 이연경, 앞의 책,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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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일본인 거류지는 한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남대문 
인근에 있었다. 남대문은 철도교통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었다. 근대 도시에서 
철도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었다. 일본인들은 철도의 지배권을 
가지며 교통의 요지까지 장악한 것이다. 『경성발달사』에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
이 기록하였다.

조선에서 철도의 기점은 남대문 밖이다.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이 모두 이곳으로 모이
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교통기관의 중추점이 경성 거류민단 품 안에 있다.390)

이렇게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일본인 거류지는 근대 도시의 중심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 거류지는 한성의 남촌과 용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팽창되었다, 

  아울러 1907년에는 일본인 거류민단이 거류지 내 도로를 개조하였다(도 Ⅲ.29).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인 거류민사무소는 법인의 자격을 갖춘 거류민단이 되
었다. 거류민단은 거류지의 자치기구에서 공권력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것
이다. 1907년에 진행된 도로 개조는 본정의 확장 및 정비였다. 우선 남대문에서 
남대문로, 구리개길, 본정을 잇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본정에서 대화정, 본정에서 
동사헌정을 잇는 도로도 신축되었다. 또한 도로 위에는 자갈이 약 27cm로 포장되
었다. 당시 한성 내의 도로는 여전히 대부분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다.391) 이에 
따라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거류지의 중심도로들을 자갈로 포장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에는 일본 황태자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었다. 일본인 거류민단은 황태자가 
지나는 길에 자갈을 포설하며 도로포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392) 

  1907년에 진행된 일본인 거류지 내 도로 개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일
상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포함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도시 구성원들이 도시 공
간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 번째는 공간 및 시간과 관련
된 세칙이다.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경성 이사청에서는 우측통행을 공식적으로 고
시하였다. 아울러 표준시 역시 변화되었다. 

390)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p. 462-463.
391) 이연경, 김성우, 「한성부(漢城府) 일본인 거류지 도로환경변화의 성격」, 『대한건축학

회 논문집-계획계』 30(2)(대한건축학회, 2014), p. 174.
392)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p. 28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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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12월 1일 경성 이사청은 근래에 들어 민단이 현저하게 발달하여 진고개의 교통
이 점차 빈번해지므로 혼잡과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통행자는 모두 도로 우측으
로 통행할 것, 두 대 이상의 우마차는 반드시 각각 차부를 붙일 것, 가로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행인을 멈추게 하지 말 것, 장대한 물건은 운반하지 말 것, 많은 물을 뿌려 
길을 얼게 하지 말 것 등 6개 조항을 내걸었다. 경성이사청에서는 이것들을 준수하여 
공공의 안전과 상호 편리를 도모하고자 유달을 발포했다. 경성의 교통과 관련해 우측통
행을 공식적으로 고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1921년에 이르러 조선
총독부령 제14호로 같은해 2월1일부터 내지와 마찬가지로 좌측통행으로 개정하였다.393)

1908년 종전 각 관청의 집무 기간은 일본표준시에 준하여 이루어졌으나 4월1일 이후 
통감부와 소속 관서는 모두 한국표준시로 바꿨다. 2월 14일 통감부령 제5호, 그런데 2

년 후인 1912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일본의 중앙표준시로 복귀했다.394)

세칙들은 1910년 이후 경성의 시작과 함께 공고해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도시 공간의 정비 범주가 일상까지 침투하였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
다.

  두 번째는 한양공원이 설치되면서 남산의 전반이 일본인들의 소유가 된 것이다
(도 Ⅲ.26-2). 당시 일본인들은 거류지 내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구하며 공원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그 상황은 『경성부사』에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정작 도회지 생활자에게 가장 필요한 공원 설비가 없어 1908년 무렵부터 유지들을 중
심으로 공원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후보지인 남산은 이미 영국, 미국 사람들이 
비밀리에 한국정부와 교섭해 부지사용권을 얻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중략)... 

조중응과 송병준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유하는 공원지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덕분에 마침내 남산 북쪽 일대 약 3만 평, 즉 현재 조선신궁 신역
의 주요 부분을 아우르는 땅을 영구히 대여할 수 있었다.395)

이 땅은 동쪽과 서쪽 2개의 소지구로 나뉘어 있는 듯했다. 동쪽 것은 평평하다. 한편 
서쪽 것은 현재 조선신궁 배전 앞 큰 신사문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부지로서 면적은 
좁았으나 전망이 아름다워 작은 정자를 세우고 전관정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지세가 

393) 『(국역)경성부사』 2, p. 654.
394) 위의 책, p. 679.
395) 위의 책, p.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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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있으며 발 아래로 경성과 용산 두 시가의 모습이 펼쳐져 오
후 4시 무렵 산책을 하기에 딱 좋은 땅이었다. 공사가 끝나자 5월 29일 개원식을 거행
하게 되었다. 이때 고종이 사사품을 내려주었고 공원 이름을 한양공원이라고 지어주셨
다.396)

한양공원의 부지로 제공된 지역은 남대문 인근에서 남산의 서북쪽에 해당하는 지
역으로 3만 평에 달했다. 일본인 거류지는 남촌과 남산 전반을 포함하게 된 것이
다. 이러한 변화는 『경성발달사』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거류지가 날로 발전하면서 이해 엄청나게 커진 이른바 남촌은 이제 3만 거류민을 푸용
하는 대도시가 되었다. 목멱산 위에 서서 두 눈을 뜨고 바라보면 수많은 거리가 즐비하
고 거리의 번성함을 짐작케 하는 광경들이 펼쳐진다.397) 

 

  일본인 거류지의 성장과 확장을 기념하여 개최된 최대의 행사는 1907년에 치러
졌다. 1907년 10월 요시히토 황태자(이후 타이쇼 텐노(大正天皇, 재위 1912-1926))

가 방문하였다. 동시에 일본인 거류지 일대인 구리개(銅峴, 현 을지로) 인근에서 
경성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다. 1907년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며 순종이 즉위한 
해였다. 1907년에 있었던 행사들은 경성의 출현을 의미한다. 즉 이 행사들은 수도 
서울의 도시 공간에서 한성과 경성의 공존을 예고하였다.

  경성박람회는 1907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구리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경성박람회는 한성에서 열린 첫 번째 근대적 박람회였다. 일본인 거류지의 중심도
로인 본정, 수정 등에는 2층으로 된 일본식 상가들이 늘어섰다. 그 결과 중심도로
들은 일본식 상점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박람회장은 본관, 1호관에서 5호관
까지 총 6개의 전시관을 두었다. 동시에 연예원, 식물원, 사랑, 요리점이 따로 개
설되었다. 박람회 개회식은 9월 15일에 열렸다. 아울러 11월 1일에는 출품자들에
게 상을 주는 시상식이 거행되었다.398) 

  경성박람회 사무국에서는 박람회의 취지에 대하여 “산업의 발달과 무역의 증진
을 도모하는 한편 인민으로 하여금 널리 구경하게 하여 지식을 발달케 하는 것이 

396) 『(국역)경성부사』 2, p. 694.
397) 경성거류민단역소, 앞의 책, p. 332
398) 『경성부사』에는 박람회 주최자에서 출품물까지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국역)경성

부사』 2, pp. 66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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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라고 하였다.399) 박람회는 명목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상품들을 같이 진
열하고 판매한다는 목적을 가졌다. 그러나 그 실상은 달랐다. 이는 두 가지 차원
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차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대한제국의 국내 정세와 관련되어 있었다.

  우선 경성박람회장에서는 한국산 상품들과 일본산 상품들이 대조되면서 일본 
상품들의 우수성이 드러났다. 즉 박람회의 목적은 일본 상품들의 우수성을 알리고 
일본 상품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이는 당시 일본인 거류지가 구리개 
일대까지 확장된 상태였음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박람회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일본인 거류지로 유입되었으며 일본인 거류지 역시 이를 예상하여 개조가 진행된 
상태였다. 따라서 경성박람회의 혜택은 전적으로 일본인들에게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경성박람회가 열릴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대내적인 상황은 복잡하였
다. 1907년 4월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의 양위가 추진되면서 순종이 즉위하
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당시 국내에서는 반일감정이 매우 
거센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편이 필요하
였다. 한성에서 처음으로 열린 근대적 박람회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이와 동시
에 일본은 근대의 스펙터클인 박람회장에 우수한 상품을 전시하여 강제병합을 정
당화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경성박람회는 일본이 한국인들을 설득하려는 대
화방식이면서 동시에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장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박람회가 열릴 당시 『경성발달사』가 출간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성발달사』는 일본인들이 경성에 이주하여 정착하
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치적을 엮은 거류민사이다. 이 책에는 일본인들이 경성
에서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
다.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거류민사의 발간을 처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
은 러일전쟁이 있던 1905년 이후였다. 이에 따라 『경성발달사』는 1907년경에 발
간될 예정이었다.400) 당시의 대내외적 상황으로 발간 작업은 보류되었으나 이는 

399) 『(국역)경성부사』 2, p. 667.
400) 1906년에 설립된 경성거류민단과 1907년에 설립된 용산거류민단은 1910년에 합병되

었다. 이러한 이유로 『경성발달사』 뒤편에는 「용산발달소사」가 첨부되어 있다. 용산은 
강제병합 이전까지 경성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거류민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후 경성의 발전과 용산 민단의 재정 부족 등으로 용산 민단과 경성 민단이 합병되었
다. 

   한편 정비된 일본인 거류지는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되면서 존속할 근거가 사라졌다. 일
본 거류민단은 해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인들만의 자치제 유지를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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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박람회가 경성의 출현을 기념한 행사였음을 시사한다.401) 

  박람회가 진행된 기간에 이루어진 일본 황태자 요시히토(嘉仁, 이후 타이쇼 텐
노(大正天皇), 1879-1926)의 방문은 일본인 거류지에서 가장 큰 행사로 기록되어 
있다(도 Ⅲ.30-1, 2). 『경성부사』에 따르면 “황태자의 한국 방문은 원래 이토 통감
이 주청한 것”이었다.402) 요시히토 황태자는 190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한
제국 황실을 방문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 거류지에서는 9월부터 황태자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경성부사』에 소개된 <황태자 전하 봉영 준비 순서(皇太子殿下奉
迎準備順序)>의 핵심은 도로 정비와 시내 장식이었다. 우선 남대문 전차정류소에
서 통감관저, 일출소학교 사거리에서 의화궁, 군사령부 정문에서 본정 4정목까지
의 도로들이 정비되었다. 이 도로들에는 하얀 모래가 깔렸다. 남대문 역에는 ‘봉
영(奉迎)’이라고 쓴 환영녹문(歡迎綠門)이 세워졌다. 또한 소공동에는 큰 환영문이 
설치되었다.403) 이 모습은 조선타이무스사(朝鮮タイムス社) 편집부에서 발행한 
『(황태자전하한국어도항)기념사진첩((皇太子殿下韓國御渡航)紀念寫眞帖)』(1907)에 
남아있다(도 Ⅲ.31-1, 2, 3).404)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남촌 일대로 확장되었
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주도로 경인선에 이어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덕분에 일본
은 교통의 요지인 남대문 일대를 장악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한성은 공식적으로도 
경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1907년에는 경성박람회, 요시히토 황태자의 방문 등과 
같이 경성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다.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면 한성과 경성은 
이미 수도 서울의 도시 공간 안에서 중첩된 것이다.

다. 그 결과 거류민단은 해체 후 신설되는 행정구역인 부(府)로 통합되었다. 일본인 거
류지는 일본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하나의 기반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박양신,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과 식민지 통치기반의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26(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pp. 241-272 참조.

401) 답보 상태에 있던 이 책은 공백기를 거쳐 경성거류민단이 용산거류민단을 흡수하고 
통합하며 비로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책은 1912년 6월에야 출간되었다. 

402) 『(국역)경성부사』 2, p. 67.
403) 위의 책, pp. 70-71.
404) 본고에서 활용한 것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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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의 해체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한성의 해체는 급속도로 가시화되었다. 1907년은 한성과 
경성이 교차 되는 시작점이기도 하였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Hague)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정식 명칭은 헤이그 회담)에는 고종의 명으로 특사가 파견되었
다. 이는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1907년 7월 19일 고종의 황태자 대리 
조칙이 발표되었으며 바로 다음 날인 1907년 7월 20일 양위식이 진행되었다. 이
것이 바로 고종 양위 사건(高宗讓位事件)이다. 그리고 며칠 뒤인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이 체결되었다.405) 

  이와 함께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해체되거나 파괴되었다. 한성의 해체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성벽의 해체였다. 성벽은 한성을 상징하
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조선인들만이 아니었다. 한성을 찾은 서양인들의 기
록에서도 한성으로의 진입 과정에서 성벽이 강한 인상을 주었음이 드러나 있다.

서울의 성벽은 아주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애당초 그것을 쌓을 때 높이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장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성벽은 가장 인상적인 진풍경 
중 하나이다. 숭례문에서 시작해서 남산의 정상까지 이어지는 성벽은 산세의 불규칙한 
흐름에 따라 높이가 들쑥날쑥한데 통로 부근에서 급격히 하강해 북동문에서 만나고 다
시 삼각산 높은 봉우리로 솟아 오른다(퍼시벌 로웰).406)

이쯤 떨어진 거리에서 곳곳에 이가 빠진 총안이 뚫린 그림 같은 성벽을 알아볼 수 있
다. 평지이든, 급경사지이든, 이곳에서부터 성벽은 힘찬 선으로 위대하고 우아한 이 이
상한 도시를 한눈에 감싼다(에밀 부르다레).407)

성벽의 해체는 당대의 한국인들에게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성벽이 해체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요시히토 황태자의 한성 방문이었다. 『경
성부사』에는 ‘마침 일본 황태자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성벽 철거가 이루어졌다’

라고 언급되어 있다.408) 황태자의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성

405)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의 별칭은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7늑약(丁未七條
約), 제2차 을사 늑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이 있다.

406) 퍼시벌 로웰, 앞의 책, p. 79.
407) 에밀 부르다레, 앞의 책, p. 267.
408) 위의 책, p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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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일부가 철거되었다. 그리고 남대문 앞에는 일진회의 환영 아치가 세워졌
다.409) 앞서 언급하였듯이 당대인들에게 성벽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졌
다. 따라서 일본 황태자의 한성 방문으로 성벽이 해체된 것은 한성이 쇠락하고 
경성이 그 모습을 드러냄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한성의 해체와 경성의 출현은 
맞물린 것이다. 

  성벽의 해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907년 3월 의정부 참정
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 1858-1916), 내부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
鎔, 1870-1928), 군부대신(軍部大臣) 권중현(權重顯, 1854-1934)의 건의로 남대문과 
동대문의 좌우 성첩(城堞)이 헐리게 되었다.410) 성첩을 헐어야 하는 이유로 사람
과 차로 인한 복잡함과 번잡함이 언급되었다. 실록의 기사를 보면 “문루(門樓)의 
좌우 성첩(城堞)을 각각 8칸씩 헐어버림으로써 전차가 드나들 선로(線路)를 만들
고”라는 명목이 언급되었다. 이후 6월에는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이 주도하여 
나머지 성벽을 헐어버릴 것을 청하였다.411) 

  성벽의 해체에 담긴 의도는 순종이 즉위한 이후 공포된 내각령(內閣令)을 통해 
드러났다. 1907년 7월 30일 내각령 제1호인 <성벽 처리 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

에 관한 안건>이 바로 그것이다.412) 성벽 처리 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는 내부(內
部), 탁지부(度支部), 군부(軍部) 세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위원회의 목표는 
성벽을 헐어 철거하는 일 및 이와 관련한 일체 사업을 처리하는 것이었다.413) 위
원회에서 성벽을 처리하고자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불편함과 번잡함이었다. 그러
나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일본 황태자의 방문을 맞아 한성을 정비하는 데에 있었

409) 『(국역)경성부사』 2, p. 69.
410) 『고종실록』 48, 고종 44년(1907) 3월 30일, 「동, 남 두 대문의 좌우 성첩을 각각 8

간씩 헐어 버리다」; 박제순, 이지용, 권중현은 이근택(李根澤), 이완용(李完用)과 함께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될 당시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이다.

411) 『고종실록』 48, 고종 44년(1907) 6월 22일, 「이완용 등이 나머지 성벽을 헐어버릴 
것을 아뢰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내부대신(內部大臣) 임선
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군부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
武)가 아뢰기를, “동쪽 문루와 남쪽 문루의 좌우 성첩을 헐어버릴 데 대한 문제를 가지
고 이미 주청하여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성벽은 교통 중심 도로에 있어 장애가 
될 뿐이고 유사시를 미리 방비하는 데는 실로 유익할 것이 없으니 속히 내부(內部)와 
탁지부(度支部)에게 책임지고 헐어버리도록 함으로써 한없이 큰 폐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412) 『순종실록』 1, 순종 즉위년(1907) 7월 30일, 「성벽 처리 위원회에 대한 것을 공포하
다」.

413) 『순종실록』 2, 순종 1년(1908) 2월 14일, 「키우치 주시로(木內重四郞, 1866-1925)를 
성벽 처리 위원장에 임명하다」.



- 137 -

다. 『경성부사』를 통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종래 경성 안팍의 교통은 매우 좁은 성문의 쇠 문짝을 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
었다. 이에 큰 영단을 내려 9월 상순부터 세관 공사부에서 남대문 북측 성벽 제거에 착
수해 현재 일화생명 빌딩 자리에 있던 연못(남지)를 메웠다. 이에 일본 황태자 전하가 
입성하기 직전 이곳은 완전히 개수되어 이조 오 백 년의 금성탕지 일부가 이때 처음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414)

그에 앞서 1907년 6월 동대문과 남대문 성문은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불편함과 위
험이 시시각각 격증했기 때문에 좌우 문 쪽의 성첩을 헐어버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구 
한국 정부는 1908년 2월 성벽처리위원회 규정을 만들었다. 전년도인 1907년 10월에 때
마침 일본 황태자 전하 방문이 예정되었다. 세관 공사부는 먼저 남대문 북측을 허물고 
10월 15일까지 완전히 이를 허물었다. 

종래 성벽은 부분적으로 붕괴한 곳이 있어도 어떤 수리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
다. 공공연히 구멍을 뚫은 것은 실로 이때가 처음이었다. 성벽처리위원회가 설치된 다
음 달, 1908년 3월 8일부터 동대문 북측 철거, 동대문 남쪽 수문 및 남측 파괴에 착수
하고 시가 교통상 요충에 있는 지점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자 했다. 1908년 9월 5일 성
벽처리위원회 규정은 폐지되었고 사무는 내부지방, 토목 각 국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9

월에는 서소문 부근 77간, 남대문 부근 77간을 철거했다.415)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황태자가 방문하기에 앞서 남대문의 북쪽 성벽이 
철거되었다. 남대문 앞의 남지(南池)도 이때 매립되었다. 아울러 황태자가 방문할 
당시 남대문 앞에는 일진회의 환영 아치가 세워졌다. 성벽의 해체는 계속되었다. 

이듬해 3월에는 전차 선로의 부설과 관련되어 동대문의 좌우 성벽이 헐렸다. 9월
에는 서소문(소의문(昭義門))과 남대문 좌우의 성벽 총 77간이 파괴되었다. 한성을 
둘러싸고 있던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의 성벽은 본 모습을 잃었다. 이는 그 자체
로 한성의 해체를 드러낸 것이다.

  궁궐도 급격하게 파괴되었다. 궁궐의 훼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창
경궁(昌慶宮)에 동물원이 설치된 것이다(도 Ⅲ.32-1, 2, 3, 4). 순종은 1907년 7월에 
즉위한 이후 11월부터 창덕궁(昌德宮)에 이어 하여 머물렀다. 이 시기에 창덕궁 

414) 『(국역)경성부사』 2, p. 69.
415) 위의 책, p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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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인 창경궁에 동물원을 설치하는 일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동물원의 설립
은 일본 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순종이 창덕궁으로 이어 할 당시 궁내부에서
는 창덕궁 수리에 착수하였다.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1926)과 궁내부 대신 
이윤용(歉唼礣, 1855-1938)은 궁내부 차관인 고미야 미호마츠(小宮三保松, 

1859-1935)에게 순종이 “새로운 생활에 취미를 느낄 수 있게 무엇인가 설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고미야 미호마츠는 동물원·식물원·박물관의 창설
을 제의하였다. 이윤용은 그 제안에 찬성했으며 바로 동물원·식물원·박물관의 설
립에 착수하였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는 1908년 1월 동물원·식물원·박
물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다.416) 같은 해 2월 사
무소는 창경궁의 침전 건물인 영춘헌(迎春軒)으로 정해졌다.417) 동물원의 운영은 
어원사무국(御苑事務局)의 동물원 주임관으로 촉탁된 유한성(劉漢性)이 주관하였
다.418) 유한성은 당시 한성에서 사립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보유하고 있
던 각종 짐승과 새는 모두 창경궁 동물원으로 옮겨졌다.419) 

  궁궐에 근대의 위락시설이 건설되고 일반에 개방되는 것은 논란이 되었다. 순
종은 이에 대하여 만족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궁궐 내에 동물원이 설치되는 일이 
쉽게 받아들여졌을 리는 없다. 무엇보다 궁궐이 민중을 위한 명목으로 개방되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락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은 거셌다. 각 신문 지면에는 
1908년 2월부터 1909년 9월까지 창경궁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빈번하게 보도되었
다.420) 1907년 궁내부 서기관이 되어 1920년까지 이왕직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곤
도 시로스케(權藤四郞介, 1875-1926)의 언급을 통해서도 당시의 정황이 드러난다. 

곤도 시로스케에 따르면 궁궐에 근대 시설을 만드는 것은 환영받기도 하였으나 

416)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9일, 「宮府計劃」; 『황성신문』 1908년 1월 10일, 「各園
設寘說」.

417)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12일, 「三苑新設」.
418) 『황성신문』 1908년 2월 16일, 「動物園囑托」.
419) 창경궁의 공간 운영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소현, 「帝國의 취미: 李王家

博物館과 일본의 박물관 정책에 대해」, 『미술사논단』 18(한국미술연구소, 2004), pp. 
143-169; 우동선, 「창경원과 우에노공원, 그리고 메이지의 공간 지배」,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효형출판, 2009); 박계리, 「제실 박물관과 어원」, 『모더니티와 전통론(혼
돈의 시대, 미술을 통한 정체성 읽기)』(혜안, 2014).

420)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1일, 「一週許覽」; 1908년 5월 15일, 「許覽博物」; 1909
년 4월 17일, 「動物縱覽」; 『황성신문』 1908년 5월 14일, 「博物館許覽」; 1909년 9월 1
일, 「動物縱覽」; 나카네 타카유키(中根隆行), 건국대학교대학원 일본문화 언어학과 엮
음, 『조선 표상의 문화지 근대 일본과 타자를 둘러싼 지의 식민지화』(소명출판, 2011),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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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여론도 컸다고 한다.421) 이러한 논란 끝에 순종의 결단으로 1909년 11월 궁
궐은 대중에게 개방되었다.422)  

  창경궁 내 동물원의 설립 과정과 및 운영 상황 등을 보면 동물원이 순종을 위
한 시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원은 식민지 권력을 과시하고 대중을 계몽하
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통해서이다. 

첫째, 동물원이 창경궁에 들어서면서 창경궁은 훼손되었다. 1908년 3월 6일 『대한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동물원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궐 내 전각들이 허
물어졌다. 또한 역사가 깊은 전각들도 훼철될 예정이었다.423) 즉 일제라는 식민지 
권력에 의해 대한제국의 궁궐에 들어와 궁궐은 점차 본 모습을 잃게 되었다. 둘
째, 논란 속에서도 동물원 관람이 대중에게 허가되었다는 사실이다. 당대인들에게 
궁궐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창경궁 내 동물원 관람에 많은 구경꾼이 몰린 것은 
당연하다. 관람이 허용되어 궁궐이 개방된 다음날인 1909년 11월 2일 『대한매일신
보』에는 「구경났군」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보기 
위해 창경궁을 찾았음이 확인된다.424) 관람객들은 동물원을 찾으며 폐허가 된 궁궐도 
마주칠 수 있었다. 즉 당대인들은 동물원에서 궁궐로 표상되는 한성의 상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궁궐은 더 이상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공간만이 아
니었다. 궁궐은 유원지로 변해가게 되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근간이자 조선왕조의 상징인 궁궐의 훼손은 궁궐의 공원화
를 통해 가속화되었으며 시각화되었다. 다른 궁궐들 역시 훼철되기 시작하였다. 

경복궁 내의 전각들은 1910년 3월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는 명목으로 매각되었
다.425) 또한 경복궁을 포함한 궁궐들은 이미 일부분이 공개되었다.426) 궁궐들은 

421) 곤도 시로스케(權藤四郞介, 1875-1926), 이언숙 옮김, 『대한제국 황실비사』(이마고, 
2007), pp. 74-79.

422) 『순종실록』 3, 순종 2년(1909) 11월 1일,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립하고 사
람들에게 관람하도록 허락하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일, 「구경났군」, 「御苑
縱覽實始」; 『황성신문』 1909년 11월 3일, 「御苑縱覽의 規定」; 『순종실록부록』 2, 순종 
4년(1911) 4월 26일, 「박물관과 동식물원을 창경원으로 통칭하다」, “박물관(博物館), 동
물원(動物園), 식물원(植物苑)을 지금부터 창경원(昌慶苑)으로 통칭한다. 그것은 창경궁
(昌慶宮) 내에 있기 때문이다. 이달 11일에는 원(苑)의 명칭을 동원(東苑)이라 하였다가 
이번에 또 개정한 것이다.”; 『순종실록부록』 3, 순종 5년(1912) 5월 2일, 「인정전, 비
원, 창경원을 특별히 돌아보는 것을 허가하는 취급 규정을 외방에 알리다」.

423)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6일, 「전각훼철」. 
424)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일, 「구경났군」.
425)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30일, 「宮舍賣却」; 『官報』 4640, 1910년 3월 31일, 「不

用建物賣却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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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의 공간이나 공공단체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었다.427) 궁궐은 하나의 유락 공
간에 불과해졌다. 이는 궁궐에의 접근이 이전에 비하면 쉬웠음을 보여준다. 공원
이 되어버린 궁궐의 모습은 대한제국이 현재가 아닌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는 과
정이었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의 상징이자 한성의 중심인 경운궁은 이름이 바뀌었다. 순
종이 즉위한 이후 순종은 고종에게 ‘덕스러울 덕(德)’, ‘목숨 수(壽)’의 덕수라는 
궁호(宮號)를 지어 올렸다. 이후 경운궁은 덕수궁(德壽宮)으로 불리었다.428) 또한 
경운궁과 경희궁을 연결하는 운교도 이 시기에 이르러 해체되었다. 

  덕수궁으로 불린 경운궁에는 1910년에야 석조전(石造殿)이 완공되었다. 석조전
은 경운궁의 전각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서양식 건축물이다.429) 앞서 언급하였듯
이 석조전은 영국인 브라운의 발의로 건축이 시작되었다. 브라운은 대한제국 정부
에서 총세무사(總稅務司)로 근무했으며 한성 도시개조사업에 참여한 바 있었다. 

공사가 시작된 1897년 4월 6일 『독립신문』에는 ‘영국 사람 브라운 씨와 통변관 
최영하(崔榮夏) 씨가 3월 15일 경운궁에 들어가서 궁 안의 지형을 측량하고 나왔
다더라’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430) 이 시기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경운궁으

426)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9일, 「두곳구경」, “경복궁에 들어가 구경을 하는 것을 
종래로 일반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을 허가하였는데 본 월 27일부터로는 월요일 외에는 
매일 구경을 허가했다. 창덕궁 비원은 매 주일에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관람케 하였다.”; 
1910년 5월 15일, 「경복궁 없어지네」.

427) 경희궁은 대한제국 시기부터 활용이 되기도 하였다. 1905년 이후가 되면 각종 학교
의 운동회, 총동창회 등 사적인 성격의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장소가 되었다. 『황성신
문』 1909년 4월 16일, 「慶應同窓會」.

428) 『순종실록』 1, 순종 즉위년(1907) 8월 2일, 「궁내부에서 태황제궁의 칭호를 덕수로 
하고 부의 칭호를 승녕으로 할 것을 아뢰다」; 순종 즉위년(1907) 8월 6일, 「장례원 경 
신기선이 관례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다」.

429) 석조전에 관련된 연구 성과와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윤일주 교수 논문집편찬회 편, 『한국근대건축사연구』(技文堂, 1988), pp. 56-57; 김정

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발언, 2004), pp. 180-182; 문화재청·삼풍엔지
니어링, 『덕수궁복원정비 기본계획』(문화재청, 2005); 문화재청·민가, 『덕수궁 석조전(동
관) 수리보고서』(문화재청, 2007); 강성원, 김진균, 「덕수궁 석조전의 원형 추정과 기술
사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4)(대한건축학회, 2008), pp. 141-148; 
안창모, 앞의 책, pp. 174-193; 문화재청·다담, 『덕수궁 석조전(본관): 원형복원 계획 
및 활용방안 조사보고서』(문화재청, 2009); 목수현, 「대한제국기의 국가 상징 제정과 경
운궁」, 『서울학연구』 40(서울학연구소, 2010), pp. 159-186; 우동선, 「慶運宮의 洋館들
-돈덕전과 석조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0(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pp. 92-93; 문화재청·강희재, 『덕수궁 본관 복원자료집』(문화재청, 2011); 김윤희, 「대
한제국기 덕수궁 석조전 건립과 서양가구 유입」, 『문화재』 47(3)(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pp.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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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궁한 시점과 가깝다. 고종은 1897년 2월 20일에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즉 
석조전은 경운궁의 정전으로 구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석조전의 설계는 중
국의 상하이에 거주하던 J.R.하딩(J. R. Harding)에게 맡겨졌으며 1900년 5월 이전
에 완료되었다(도 Ⅲ.33-1, 2, 3).431)

  그런데 석조전은 10년의 공사 끝에 1910년에야 완공되었다(도 Ⅲ.34-1, 2). 석조
전은 대한제국 시기 동안 건축된 것이다.432) 이는 당시 경운궁에 있었던 잦은 화
재와도 무관하지 않다. 석조전 공사는 1904년의 경운궁 화재와 중화전(中和殿) 중
건 공사 등으로 인해 몇 차례나 중단되었다. 석조전 공사 과정에서 중단과 재개
가 반복되면서 공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아울러 석조전을 발의했던 브
라운 총세무사는 일본인으로 교체되었다. 다만 석조전 공사에서는 영국인들이 중
심이 되었다. 1905년부터는 영국인 데이비슨(M. H. Davison)에 의해 석조전 공사
가 마무리되었다. 실내 공사는 영국인 건축 기사 로벨(Lovell)이 담당하였다. 내부 
배관 및 난방 설비는 런던의 크리톨 회사(Critall & Co.)가 맡았다. 또한 내부 장
치와 비품은 메이플 회사(Messers Maple & Co.)에서 맡았다.433)

  당시 국가의 재정상 석조전 건축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10년의 기
간을 지나 석조전이 완공되었다. 이는 석조전이 고종의 이상이 담긴 공간임을 말

430) 김현숙, 「韓末 顧問官 J. McLeavy Brown에 대한 硏究」, 『한국사연구』 66(한국사연
구회, 1989), p. 106.

431) 1900년 5월 26일 『아메리칸 아키텍처 앤드 빌딩 뉴스(American Architecture and 
Building News)』에는 ‘대한제국 황제의 새로운 궁궐, 남동 측 입면(The New Palace 
for H. M. The Emperor of Corea, South East Front View, J. Reginald Harding, 
Architect)’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이 실려 있다. 안창모, 앞과 같음.

432) 석조전은 1900년 착공하여 1910년 준공되었다. 준공 시기에 대하여 『덕수궁사(德壽
宮史)』에서는 1909년 준공되어 1910년 이왕가에 인계되었다고 기록되었다. 그런데 신
문에는 1910년 4월부터 ‘지하층을 제외한 완공’, ‘제반 시설이 완비되었다’는 기사가 등
장한다. 따라서 석조전이 1910년에 완공되었음이 확인된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도 
1910년에 완공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대한매일신보』 1910년 3월 30일, 「석전준공기」; 1910년 4월 7일, 「석궁완공」; 『황성
신문』 1910년 4월 7일, 「석조궁전준공」; 1910년 4월 8일, 「일관배관」; 1910년 4월 22
일, 「낙성 후 만찬」; 『매일신보』 1910년 12월 3일, 「석조전준공기」; 1911년 2월 28일, 
「석조전 정원 시공계획」;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 『덕수궁사(德壽宮史)』(李王
職, 1938), pp. 68-71, ‘석조전(石造殿) 본전(本殿)은 특별한 명칭은 없으나 보통은 석
조전(石造殿)이라고 한다. 석조전은 궐내 건축물 중 가장 특색있는 전각이다. 전각의 기
공(起工)은 갑진년(甲辰, 1904년) 화재(火災) 이전에 착수되었다. 이후 전각은 명치 42
년(융희 3년, 1909년)에야 전부 준성되었다. 또한 건물은 명치 43년(융희 4년, 1910년) 
8월에 이왕가(李王家)에 인계되었다.’

433) 김윤희, 앞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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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종은 근대적 개혁에 적극적이었으며 서양문물을 수용하는 데에 우호적이
었다. 따라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서양식 건물로 법전을 계획하였을 가
능성은 매우 높다. 이는 여러 정황을 통해 뒷받침된다. 첫째, 석조전이 설계되기
까지 황궁에는 정전 건립이 없었다. 둘째, 고종은 1901년이 되어서야 중화전의 건
립을 지시하였다. 셋째, 석조전이 완공된 이후 고종의 뜻에 따라 중화전의 행각이 
헐렸다. 동시에 석조전 앞에는 정원공사가 시행되었다.434) 『매일신보(每日申報)』 
1910년 12월 3일자 기사인 「석조전준공기(石造殿竣工期)」에 따르면 “석전(石殿) 

내에는 접견실(接見室), 침실(寢室)과 이태왕(李太王) 및 엄비(嚴妃) 양전하의 거실
(居室)과 기타 담화실(談話室) 등이 빠짐없이 완비된 지라”라고 하였다.435) 석조전
은 황실의 공간이자 외국의 영사 및 사신이 황제를 알현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것
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이미 외교권을 잃은 상태였기에 석조전은 대한제국의 외
교 공간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 석조전은 대한제국에서 황궁의 정전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덕수궁 엽서를 보면 석조
전은 궐 내의 다른 전각들에 비하여 이질적으로까지 보이기도 한다(도 Ⅲ.35-1, 

2). 즉 석조전이 지어진 덕수궁의 모습은 격변의 시기를 지난 대한제국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한제국 시기에는 대한제국, 서양, 일본의 여러 세력이 
한성의 도시 공간에 공존하였다. 각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운궁과 그 일대는 일시적으로나마 대한제국의 황성인 
한성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 한편에서는 대한제국의 이권을 둘러싸고 서양 
각국과 일본이 대립하게 되면서 한성의 도시 공간에는 이들 사이의 긴장감이 팽
배해 있었다. 한성 내 근대 문명 시설의 도입과 연관된 각국의 세력은 한성의 도
시 공간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도시 공간
의 균형은 무너졌다. 한성을 상징하는 공간들은 파괴되었으며 경성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 이미 수도 서울의 도시 공간에서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공존하였음을 말한다. 아울러 한성과 경성이 분리된 이
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도시 공간을 통해 중첩되었음을 보여준다.

434) 김은주, 『석조전-잊혀진 대한제국의 황궁』(민속원, 2014), pp. 80-85.
435) 『매일신보』 1910년 12월 3일, 「石造殿竣工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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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의 건설과 기억된 한성

  ‘경성(京城)’은 수도 서울의 역사에서 근대와 식민이 교차된 특수한 지점에 있
다. 국권을 침탈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자마자 지방 제도를 개정하였다. 

경성은 1910년 10월 1일 이후 수도 서울의 공식 지명이 되었다. 이 개정으로 대
한제국의 수도인 한성(漢城)은 경기도 소속으로 격하되었다.436) 그런데 경성을 상
징하는 곧고 넓은 도로와 웅장하고 압도적인 규모의 건물은 1926년에 이르러서야 
들어섰다.437) 경성이 식민지 수도로서 모습을 갖추는 데에는 약 16년에 달하는 시
간이 소요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오랜 수도인 한성을 식민지 거점 도시로 바꾸
기로 하였던 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경성으로의 전환 과정에는 도시 공간의 변화가 갖는 두 가지 특성이 공
존하였다. 하나는 식민지 거점 도시이자 근대 도시인 경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장
소의 탄생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경성의 중심지는 이전과는 다른 성향을 보였다. 

경성의 번화가가 된 본정(本町)과 조선은행(朝鮮銀行) 앞의 광장이 대표적이다. 

경성안내서에서 경성시가(京城市街)로 소개된 조선은행 앞의 광장은 교통의 요충
지였다. 이곳은 본정(本町)과도 이어졌다. 즉 새롭게 떠오른 경성의 중심지는 새로 
난 도로를 따라 교통과 물자가 집중된 곳이었다. 다른 하나는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상실 및 변용이다. 경복궁(景福宮)에서 열린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와 경성의 구경거리가 된 창경원(昌慶苑)이 그 예

436) 1910년 10월 1일 「朝鮮總督府令 제7호」로 [府郡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공포되었다. 
경성부의 위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28호, 1910년 9월 30일, 「朝鮮總督府令 제7호」; 
『매일신보』 1910년 10월 7일, 「朝鮮總督府 公文: 府令, 朝鮮總督府令 제7호 [府郡의 
명칭과 관할구역]」.

437) 본고에서 필자가 1926년이라는 시점을 설정한 이유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
음과 같다. 첫째, 1926년 4월 26일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 재위 
1907-1910)이 승하하였다. 장례식은 6월에 치러졌다. 둘째, 광화문(光化門)은 1926년 8
월에 이전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 신청사(朝鮮總督府新廳舍)가 경복궁에 들어서면서 
빚어진 결과였다. 이렇게 한성을 상징하는 대한제국 황실과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
(景福宮)의 정문은 1926년에 사라졌다. 셋째, 1926년 10월 1일 시정기념일에 조선총독
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치러졌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은 식민 상징 건축의 완성만
을 상징하지 않았다. 당대인들에게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과 경복궁으로의 이전은 
경성의 완성이면서 대경성(大京城)의 시작과 겹쳐져 있었다. 넷째, 1926년 10월 30일에
는 경성부청 신청사(京城府廳新廳舍)의 낙성식이 치러졌다. 아울러 경성부 휘장(京城府
徽章)도 이 시기에 공모전을 통해 대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1926년은 한성과 경성이 교차하던 해였으며 대경성이 시작된 해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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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대인들이 경성으로의 변화에 대하여 이중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경복궁에서 열린 공진회와 창경원의 벚꽃놀이는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신청사(朝鮮總督府新廳舍)가 경복궁에 들어서게 되
자 조선인들은 이를 우려하였다. 무엇보다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완공된 1926년까
지도 경성과 한성(漢城), 한양(漢陽) 등의 명칭은 함께 사용되었다.438) 당대인들은 
경성으로의 전환을 수용하면서도 거부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성의 건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성
에서 경성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중심지가 만들어졌다. 둘째, 경성의 건설을 
기념한 행사들이 치러졌다. 기념행사가 열린 장소는 주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였
다. 셋째,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경성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로 인해 사라
지거나 파괴되는 장소가 생겼다. 주목되는 점은 경성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기억이 만들어진 것이다. 도시 이
미지는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경성의 건설은 그 자체로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만
들어진 과정이었다.

  따라서 본장의 첫 번째 절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경성의 도시 공간을 통해 드러
난 경성의 건설과 한성의 상실이다. 경성시구개정(京城市區改正)으로 도로가 정비
되고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만들어졌다.439) 새로운 도로를 따라 
경성을 상징하는 건물들도 지어졌다. 아울러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에 건설
되면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점차 사라졌다. 

  일본은 경성으로의 전환을 인식시키며 도시 공간에 대한 기억을 만들고자 하였
다. 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경성의 건설을 기념한 행사와 

438) 경성은 원래 수도 서울을 지칭하는 보통명사였다. 즉 경성은 식민지 시기 이전에는 
서울의 별칭으로 한성, 한양, 서울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였다. 그런데 1907년 
한성에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일본인들이 경성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경성을 사용한 예는 드물어졌다. 식민지 시기에 이르러 일본인들은 주로 
‘경성’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인들은 상대적으로 ‘한성’, ‘서울’, ‘중앙’ 등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야 조선인들도 점차 ‘경성’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수도 서울의 지명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제정, 「1910년 근대 ‘京城’의 용례
와 그 의미의 변화」, 『서울학연구』 49(서울학연구소, 2012), pp. 2-29; 동저, 「근대 수
도 개념어의 용례와 번역어 ‘수도'의 등장」, 『서울학연구』 53(서울학연구소, 2013), pp. 
91-117.

439) 1930년에는 사진첩인 『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20년(京城市區改正事業: 回顧20年)』(京
城土木出張所, 1930)이 발간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경성시구개정(京城市區改
正)으로 통일하여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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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매체의 배포였다. 다른 하나는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구경거리가 된 것
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절에서 논의의 초점은 경성의 기념행사 및 관련 매체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변용이다. 

  마지막 절에서 조명하려는 것은 당대인들이 경성의 건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 
지이다. 당대인들은 경성으로의 변화를 수용하고 거부하는 가운데 한성을 회상하
게 되었다. 따라서 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낯선 경성과 익숙한 한성에 대한 기억
이 공존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1. 근대 도시 경성으로의 전환과 사라진 한성

  1910년부터 1926년까지는 경성이 건설되어 그 모습을 드러낸 시기였다. 이 시
기 동안 근대 도시 경성을 상징하는 곧고 넓은 도로들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
서 도로를 따라 경성의 새로운 중심지가 만들어졌다, 당대인들은 새로운 도로들을 
따라 걸으며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건물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 한편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점차 당대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1) 경성시구개정(京城市區改正)과 새로운 중심 공간의 부상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를 찾은 관람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성에 가보니 시가지가 종횡으로 정연하고 도로는 넓으며 정연히 정리되어 
있어 놀랐다.440)

그런데 1920년과 1924년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진고개 도로로 다닐 때에는 발이 놀라서 오히려 미끄러질 지경이오, 골목에 달려있는 
부청 전등은 어찌 그리 많은지 ...(중략)... 발을 북촌에 들이면 길은 울퉁불퉁 돌은 발뿌
리에 툭툭 체이는 데 부청 전등은 다 어디로 가져갔나, 사면은 의연히 암흑이로구
나.441)

440) 『(국역)경성부사』 3, pp. 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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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의 큰길인 종로통도 전부는 못 하고 광화문 네거리로부터 창덕궁 돈화문 앞까지의 
대략 칠백 간 사이를 개수할 작정이며 길 모양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을 내일 터이나 
...(중략)... 현재 남대문통으로 나가는 길과 같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완전하게는 못하게 
되었다.442)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인이 거주하는 남부
와 조선인이 거주하는 북부 일대의 도로 상태는 달랐다. 실제로 일본인 거주지인 
남부의 도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다. 남대문에서 조선은행으로 이어진 도로
인 남대문통(南大門通)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반면 1924년까지도 조선인
이 사는 북부 일대의 도로들은 정비가 되지 않았다. 둘째, 조선인들은 도로가 정
비되지 않았음을 불편하게 여겼다. 셋째, 북부의 도로와 남부의 도로는 이어져 있
었다. 넷째, 도로의 상태는 이동의 편리와 위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시가의 모습
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렇다면 경성의 도로 정비와 도로망 구축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 북부
와 남부의 도로는 왜 이렇게 다르게 정비된 것일까. 

  경성의 도로 정비와 도로망 구축은 1912년부터 진행된 경성시구개정 사업을 통
해서 본격화되었다. 1912년 11월 6일 조선총독부(朝鮮総督府, 이하 총독부)는 「경
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京城市區改修豫定計劃路線)에 관한 고시」(제78호, 이하 
1912년안)를 발포하였다(도 Ⅳ.1-1).443) 1912년안의 핵심은 경성의 도로를 29개의 
노선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매일신보(每日申報)』에는 다음날인 11월 7일에 
1912년안의 내용이 상세하게 실렸다. 『조선총독부 관보(朝鮮總督府官報)』에 게재
된 도면도 신문 1면에 함께 실렸다.444) 

441) 『동아일보』 1920년 4월 14일, 「휴지통」.
442) 『동아일보』 1924년 1월 20일, 「府內의 幹線道路는 위션 세 곳에만」.
443) 1912년 10월 7일 「시구개정(市區改正)에 관한 훈령」(제9호)이 각 지방에 시달되었다. 

약 한 달 뒤인 11월 6일 조선총독부는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京城市區改修豫定計
劃路線)에 관한 고시」(제78호)를 발포하였다. 즉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은 시구개정
이 경성에 적용된 것이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56호, 1912년 10월 7일, 「총독부 훈령 제9호」; 『조선총독부 관
보』 제81호, 1912년 11월 6일, 「朝鮮總督府告示第78號, 京城市區改修豫定計畫路線左
ノ如シ」.

444) 『매일신보』 1912년 11월 7일, 「總督府公文: 고시, 조선총독부 고시 제78호 京城市區
改修豫定計劃路線」, 「사진: 京城市區改修豫定計劃路線(도면)」, 「京城市區改定計劃, 경
비 1千3百萬圓」, 「사설: 市區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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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년안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37년까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 사업
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져 시행되었다. 제1기는 1913년에서 1918년까지이다. 

1917년에는 노선 2개가 추가되어 31개 노선이 발포되기도 했다.445) 제2기는 1919

년부터 1929년까지이다. 이는 1919년에 15개 노선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개정된 
데에서 비롯되었다.446) 그런데 1912년안은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

이 1936년 경성에 적용되어 시행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12년안은 경성의 도시 
계획에서 기본 틀로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이는 1930년에 그동안의 성과를 
모은 사진첩인 『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20년(京城市區改正事業: 回顧20年)』(1930)

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447) 

  그렇다면 1912년안을 통해 일본이 기대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1912년안의 
도면을 통해 확인되는 1912년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도 Ⅳ.1-2). 첫째, 1912년안
의 노선들은 도성 내에 집중되어 있다. 이 노선들은 도성 밖의 철도역 정거장과
도 이어져 있다. 즉 1912년안은 앞서 살펴본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한성부 도시
개조사업보다는 진전되고 확장된 형태이다.448) 둘째, 1912년안의 핵심은 경성의 
도로망을 격자형의 직선 도로망으로 바꾸는 데에 있다. 셋째, 각 노선별로 도로의 
폭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심도로는 그 폭이 확장되었다. 즉 1912년안은 기존의 
도로와 같은 길이더라도 완전한 개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넷째, 1912년안에는 남
산 아래의 황금정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망이 계획되었다. 이는 1912년안에 
포함된 주요 광장의 건설과도 연계되었다. 주요 광장은 황금정 광장 외에 광화문 
앞 황토현(黃土峴) 광장, 탑동공원(塔洞公園) 앞 광장, 대안동(大安洞) 광장, 대한
문(大漢門) 앞 광장과 조선은행 앞 광장 등이 있었다.449) 이를 종합해보면 1912년

445) 『조선총독부 관보』 제1347호, 1917년 2월 2일, 「朝鮮總督府告示第24號, 大正元年朝
鮮總督府告示第78號京城市區改修豫定計書路線表中左ノ通追加ス」.

446) 『조선총독부 관보』 제2062호, 1919년 6월 25일, 「朝鮮總督府告示第173號, 大正元年
朝鮮總督府告示第78號中左ノ通改正ス」; 차세영, 임도빈, 「서울의 근대도시계획 형성 과
정 분석」, 『2010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서울행정학회 2010), p. 559.

447) 경성토목출장소(京城土木出張所)에서는 『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이십년(京城市區改正
事業: 回顧20年)』(京城土木出張所, 1930)을 발행하였다. 이 사진첩은 경성시구개정 제2
기 사업 이후 그 과정과 성과를 사진으로 담은 것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로는 
염복규의 연구가 있다. 염복규, 「『경성시구개정사업 회고이십년』에 재현된 1910-20년
대 경성 도시화의 양상과 특징」, 『미술사논단』 44(한국미술연구소, 2017), pp. 
177-205.

448) 한성부 도시개조사업과 1912년안은 도시위생의 개선, 도로 개조, 가로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1912년안은 기존의 시가지와 완전히 다른 
구상을 가지고 있기에 한성부 도시개조사업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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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목적은 한성의 도로망을 완전히 재편하려는 데에 있음이 확인된다.450) 이에 
따라 1912년안은 조선시대 혹은 대한제국과의 단절 및 식민 지배의 이식을 ‘급진
적’으로 시도한 계획으로 논의된다.451)

  그런데 1912년안의 시행에서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다. 첫째, 1912년안은 총
독부의 제1기 치도사업(治道事業)과도 중복되어 있다. 총독부의 치도사업은 전국
에 간선도로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452) 그중 제1기는 1910년에서 1917년까지였
다.453) 총독부는 제1기 치도사업의 비용 중 일부를 경성 내 도로 정비에 사용하기
로 하였다. 즉 1912년안의 시행 주체는 총독부였다. 둘째, 1912년안은 1912년 11

월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매일신보』 1912년 11월 8일자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市區改正에 就하여, 總督府當局者 談」에 따르면 ‘개수
안은 그동안 기밀에 부쳤던 예정 노선을 전부 발표하는 것’이었다.454) 셋째, 1912

년안은 공진회가 열린 1915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455) 이는 공진회 이후 조
선총독부 신청사의 신축 및 이전이 확정된 데에서 비롯된다. 

  주목되는 점은 1912년안이 공포되기 전에 시행된 구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구간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구간은 다음 
두 구간이다(도 Ⅳ.1-3).456) 하나는 1912년안의 제2선으로 남대문(南大門)에서 남
대문정거장(南大門停車場)에 이르는 구간이다. 다른 하나는 1912년안의 제8선으로 
대한문(大漢門)에서 광희문(光熙門)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 구간이 바로 황금정통

449) 황토현 광장, 탑동공원 앞 광장, 대한문 앞 광장, 조선은행 앞의 광장만 유지되었다. 
그 외의 광장은 삭제되었다.

450) 기존의 도로망과 무관한 종로(鐘路)와 본정(本町)을 연결한 남북도로들 및 황금정 중
심의 방사상도로망 계획이 이를 증명한다. 즉 조선총독부는 남산에 있었던 총독부 청사
의 북쪽 정면 방향을 경성의 도심부로 계획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51)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이데아, 2016), pp. 17-50.
452) 염복규, 「1910년대 전반 京城 도심부 간선 도로망의 형성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96(한국사학회, 2009), pp. 267-303.
453) “1917년 10월 7일 조선총독부에서 시행 중인 제1기 치도공사는 한강교가 낙성됨에 

따라 예정된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중략)... 총독부에서는 신정 실시 초기부터 도로 
관련 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노선들을 골라 개수에 착수하였다.” 『(국역)
경성부사』 3, p. 476. 

454) 유사한 내용은 1912년안이 공포되기 약 1년 전인 11월 8일에 게재된 기사인 「경성
의 시가정리」에서도 발견된다. 『매일신보』 1911년 12월 3일, 「경성의 시가정리」; 1912
년 11월 8일, 「市區改正에 就하여, 總督府當局者 談」.

455) 경성부 편저, 이연식, 최인영, 김경호 옮김, 『(국역)경성도시계획조사서』(서울역사편찬
원, 2016), p. 8.

456) 『매일신보』 1912년 2월 21일, 「2大路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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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金町通, 현 을지로)이다. 두 구간은 “2大路”로 ‘경성시가에서 급속한 개량을 요
구하는 가로’로 선정되었다.457) 두 구간 모두 남촌 일대에 근접해 있다. 즉 총독
부에서는 총독부 청사가 있으며 일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남촌 일대의 도로 정비
를 우선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 남부와 북부의 도로 정비 상태가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당연하다.

  먼저 시행된 구간은 남대문에서 남대문정거장에 이르는 선이다. 남대문은 도심
부로 진입하는 입구였으며 남대문정거장은 경성의 입구였다. 『경성부사』에서는 경
성시구개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남대문과 남대문정거장을 잇는 이 노선이 그 
“효시”라고 하였다.458) 1912년안이 발포되기 7개월 전인 4월에 남대문에서 남대문
정거장 사이의 구간은 준공되었다.459) 『매일신보』에는 1912년 4월 20일자 1면에 
「사진: 경성 남대문 밖의 상황」이 실리기도 했다(도 Ⅳ.2).460) 이는 도로 정비에 
있어 이 구간이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 구간의 정비는 태평통(太平通, 현 태평로) 및 남대문통(南大門通, 현 
남대문로)의 정비와도 이어져 있다. 태평통과 남대문통의 일부 구간도 1912년안이 
발포되기 이전부터 정비되었다. 태평통은 남대문에서 황토현(黃土峴) 광장에 이르
는 도로이다. 즉 태평통은 조선왕조의 상징적인 핵심인 경복궁(景福宮)으로 향하
는 도로이다. 이 공사는 1912년 10월 이미 착공된 상태였다. 그 결과 태평통 공사
는 다음 해 8월에 마무리되었다.461) 공사가 완료된 8월 『매일신보』에는 도로의 모
습이 담긴 사진이 게재되었다(도 Ⅳ.3).462) 한편 남대문통은 남대문 앞에서 조선은
행(朝鮮銀行) 앞을 지나 종로에 이르는 구간이다. 이 중에서도 남대문에서 조선은
행 앞에 이르는 구간은 1912년 이전에 개수가 시작되어 1914년에는 완성되었
다.463) 태평통과 남대문통의 정비는 193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는 이 구간이 

457) 『매일신보』 1911년 12월 3일, 「경성의 시가정리」, 「남대문 道路取締」.
458) 『(국역)경성부사』 권2, p. 270.
459) 『매일신보』 1911년 12월 3일, 「남대문 道路取締」; 1912년 1월 13일, 「남대문 외 도

로공사 진행」; 1912년 2월 21일, 「2大路의 공사」; 1912년 4월 20일, 「사진: 경성 남대
문 밖의 상황」; 1912년 4월 27일, 「南大文外 도로 竣成」.

460) 『매일신보』 1912년 4월 20일, 「사진: 경성 남대문 밖의 상황」.
461) 『매일신보』 1913년 1월 17일, 「시구개정의 착수」; 1913년 7월 5일, 「市區改正의 공

사」.
462) 『매일신보』 1913년 8월 22일, 「남대문에서 광화문통에 달하는 시구 개정 공사가 낙

성」.
463) 『매일신보』 1913년 5월 21일, 「남대문통의 확장, 남대문으로부터 조선은행까지」; 

1914년 5월 3일, 「남대문 도로 준공기」; 1914년 7월 10일, 「市區改正 예정변경」; 
1915년 8월 12일, 「남대문통 시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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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건설된 구간은 일본인 상업 중심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황금정통이었
다.464) 1912년안에서 황금정을 중심으로 한 방사성 도로망이 계획되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465) 『매일신보』 1912년 8월 16일자 기사인 「시구개정공사(市區改
正工事)」에는 ‘황금정 도로가 공사 중이며 다음 해 3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된다’라
는 내용이 실렸다.466) 황금정 일대는 새롭게 부상한 상업 공간이자 교통의 요충지
로서 중요하게 인식된 것이다. 아울러 황금정의 정비도 남부에 일본인 지역이 형
성되어 있었으며 당시 조선총독부 청사가 남산에 있던 상황과도 연관이 깊다.

  그런데 1912년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13년부터 공진회 개최가 논
의되었다. 이에 따라 1915년까지의 공사는 경복궁에서 열린 공진회에 맞추어 진
행되었다. 1914년 7월에는 경희궁(慶熙宮) 앞에서 독립문(獨立門)으로 이어지는 
서대문통(西大門通)의 공사가 착공되었다.467) 이와 함께 돈화문통(敦化門通)과 의
원통(醫院通)의 개수도 시작되었다.468) 그 핵심은 종로 남쪽에 새로운 도로를 부
설하는 데에 있었다. 공사는 종로의 도로를 남부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
다. 즉 이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로와 남부를 연결하여 공진회를 찾는 관람
객들이 본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1912년안은 도시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469) 이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 경성의 도심부에서는 격자형 직선 도로망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었다.470) 이 

464) 『매일신보』 1912년 2월 21일, 「2大路의 공사」.
465) 1915년 이후 총독부를 경복궁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황금정을 

중심으로 한 방사성 도로망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
었다. 염복규, 「식민지 근대의 공간 형성-근대 서울의 도시 계획과 도시공간의 형성, 변
용, 확장」, 『문화과학』 39(문화과학사, 2004), pp. 197-219.

466) 『매일신보』 1912년 5월 8일, 「黃金町道路改修期」; 1912년 8월 16일, 「市區改正工
事」; 1913년 1월 19일, 「南大門 鍾路間 線路 改修」; 1913년 2월 25일, 「도로공사의 
진척」; 1914년 4월 2일, 「光熙門까지 黃金町」.

467) 『매일신보』 1914년 4월 28일, 「西大門 水色間 直通」; 1914년 7월 10일, 「市區改正 
예정변경」; 1914년 11월 15일, 「市區改正의 其後」, “총독부 앞으로부터 본정에 통하는 
도로, 황토현에서 서대문에 이르는 도로.”

468) 『매일신보』 1914년 7월 10일, 「市區改正 예정변경」.
469) 조선총독부는 지방 도시들과 다르게 경성에는 총독부 직할 경성토목출장소(京城土木

出張所)를 설치하였으며 국비 사업으로 ‘경성시구개수’를 입안하여 시행하였다. 
470) 『매일신보』 1912년 11월 7일, 「사설: 市區改正」, “이번에 당국에서 각지 시구를 개

량키로 계획한 중에 우선 경성의 도로를 직선으로 사통오달(四通五達)하여 정정유조(井
井有條)케 하여 일대 모범을 보인다 하니 이는 총독이 노선을 계발하는 노심노력(勞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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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다소 파괴적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면서 남대문, 서대문
(西大門), 동대문 등의 주변 성첩(城堞)은 무차별적으로 헐렸다. 한양도성(漢陽都
城)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훼손된 것이다.471) 아울러 성문들도 파괴되었다.472) 1914

년에는 남서쪽의 소문인 서소문(西小門)이 철거되었다. 이듬해인 1915년에는 서쪽
의 대문인 서대문도 사라졌다.473) 둘째, 1912년안을 통해 남대문, 황금정, 본정 일
대는 먼저 정비되었다. 이는 남부와 북부의 도로 정비 상태가 달라진 원인이 되
었다. 셋째, 종로와 본정을 잇는 노선이 만들어졌다. 즉 도로 정비와 도로망 정비
를 통해 조선인 거주지가 있는 북부와 일본인 거주지가 있는 남부가 연결되었
다.474)

 

  이 과정에서 조선은행과 그 앞의 광장 및 남대문정거장 일대가 경성의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아울러 남대문통, 황금정, 본정과 같은 도로 자체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중심 지역 및 도로는 1920년대 중엽을 넘어서면서 경성의 대
표적인 번화가가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중심지 및 중심가의 부상은 경성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조선은행 건축에 대한 논의는 그 일대의 도로가 정비된 1910년 이후 본격

勞力)에서 나옴이라.” 
471) 김영수, 「근대기 한양도성 경계부 해체과정과 변화양상」, 『서울학연구』 65(서울학연

구소, 2016), pp. 81-82.
472) 성문의 파괴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는 일본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

던 데에서 비롯된다. 1920년대에 일본은 남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문들을 해체하려
고 계획하였다. 여기에는 동대문도 포함되었다. 그 명목은 통행 방해 및 고적으로서 가
치 부재였다. 그런데 1930년대에는 이 정책들이 번복되었다. 1933년대에 들어 동대문
은 남대문처럼 보존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1938년에는 남대문의 이전까지도 논의되었
다. 『매일신보』 1926년 1월 17일, 「삼십年後의 大京城 (八)」, “남대문으로 말하면 ...
(중략)... 문루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외에는 모두 헐게 되고 ...(중략)... 물론 동소문
이나 동대문, 광희문 같은 것은 모두 없이 할 터이오, 더욱 독립문 같은 것은 조선이 
한번 독립한 데 대하여 기념이 되나 고적으로서는 가치가 없고 건축술이 부족하여 무너
질 형편이므로 없이하게 되리라.”; 『동아일보』 1933년 2월 6일, 「東大門을 中心으로 
週廻道路工事着手」; 『매일신보』 1938년 2월 15일, 「地下道三條開鑿코 南大門保存을 
確定」.

473) 『매일신보』 1914년 11월 25일, 「競賣毁撤에 附한 서소문, 길 넓히기 위하여 헐어버
리는 서소문, 서대문도 역시 길 넓히기 위하여 훼철」; 1914년 12월 23일, 「毁撤하기로 
결정한 서대문, 길을 넓히기로 부득이」.

474)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 일본인들은 이미 북부에 진출한 상태였다. 즉 1912
년안은 통감부 시기부터 계획된 시가 정리의 연장선에 있다. 『경성부사』에도 1912년안
이 통감부 시기의 경성부 시가 정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국역)경성부
사』 2,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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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진행되었다.475) 1912년 1월에 조선은행 건물이 준공되었을 당시 건물의 명
칭도 조선은행 본점이 되었다. 건물의 감독은 일본의 건축가인 나카무라 요시헤이
(中村與資平, 1880-1963)가 맡았다.476) 조선은행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
모로 석조 및 철골의 혼합 구조로 지어졌다(도 Ⅳ.4-1, 2).477) 

  조선은행은 경성의 도시 계획 및 그 이미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조선은행의 위치는 1912년안과 연관되어 있다. 조선은행 앞의 광장을 지나는 남
대문통은 본정통 및 황금정통과 이어졌다. 즉 조선은행 앞의 광장은 교통의 중심
지였다. 

  무엇보다 조선은행의 위치는 남대문에서 남대문정거장에 이르는 구간 및 남대
문통 일부 구간의 건설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대문통
의 일부 구간인 남대문에서 조선은행 앞까지는 1914년에 정비되었다. 아울러 조
선은행 앞의 광장을 이루는 건물들도 이른 시기에 지어졌다. 조선은행은 1912년
에 지어졌으며 1915년에는 경성우편국(京城郵便局)도 완공되었다. 즉 조선은행 앞
의 광장은 1915년에는 이미 모양새를 갖추었다. 아울러 이 광장은 일본인 중심가
로인 본정의 입구와 이어졌다. 당시 총독부 청사 역시 남산에 있었다. 즉 남대문
을 지나 본정으로 간다면 남대문에서 조선은행 앞의 거리를 지나게 된다. 정비된 
거리의 모습과 건물들은 경성의 입구로서 경성이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적합하였다. 식민지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계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일대의 정비가 이후로 지속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1924년에 이르면 

475) 한국은행은 1909년 10월 29일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한일강제병합으로 1911
년 8월15일에 「조선은행법」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476) 나카무라 요시헤이는 1912년 경성에 나카무라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조선은행 여러 
지점들의 설계를 도맡았다. 이외에도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설계한 국내의 주요 건물들
로는 천도교 중앙대교당(1921년, 서울특별시),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및 동관(1921년
/1923년, 서울특별시), 이왕가 미술관(현 덕수궁 미술관, 1937년, 서울특별시) 등이 있
다.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윤일주, 「1910-1930년대 2인의 외
인 건축가에 대하여」, 『건축』 29(124)(대한건축학회, 1985), pp. 17-25; 김정동, 「도래
한 “서양인 건축가”에 관한 연구 (1)-서울에서의 역할과 영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5(4)(대한건축학회, 1989), pp. 5-89; 이하늘, 김태영, 「20세기 초 한국에
서 활동한 일본인 건축가의 조직과 계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 
11(3)(대한건축학회, 2009), pp. 59-66.

477) 『매일신보』 1912년 1월 10일, 「朝鮮銀行 낙성식」; 1912년 1월 17일, 「鮮銀 건축의 
完美」; 1912년 1월 20일, 「鮮銀 이전식 次序」; 1912년 1월 21일, 「鮮銀의 낙성식과 
寺內총독의 臨場」; 1912년 1월 27일, 「民團前의 新道路」; 1912년 1월 30일, 「鮮銀 이
전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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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밖으로부터 조선은행 앞까지의 거리에는 ‘이미 좌우 양편에 화려한 전등
을 장치되어 밤에도 낮같이 밝았다.’ 이 거리는 “실로 경성의 문 어구로서 부끄러
움이 없을” 정도였다. 아울러 이 거리에는 “시험적으로 삼각 철주”가 놓였다. 신
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삼각 철주는 ‘경성의 미관을 더하고자’하는 것이었
다.478) 이는 조선은행 앞의 광장이 경성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
한다. 

  1912년안과 관련된 또 다른 건축물로는 남대문정거장이 있다(도 Ⅳ.5-1, 2, 3). 

1912년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정비된 구역이 바로 남대문에
서 남대문정거장에 이르는 구간이었다. 이는 일본인 거류지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
다. 본래 남대문정거장 일대는 조선시대에는 도성 밖이어서 인구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인 거류지가 본정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진고개 일대의 일본인 
거류지는 용산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와도 연계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남대문정거
장은 교통의 거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남대문정거장은 경성의 입구로서도 중요하게 여겨졌다.479) 이는 몇 가지 측면을 
통해 확인된다. 남대문정거장은 1923년에 이르러 경성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480) 

또한 목조의 오래된 건물은 증축을 거쳐 규모만 해도 4만 4천 평에 달하는 건물
이 되었다.481) 게다가 『경성정거장 신축기념 사진첩(京城停車場新築記念寫眞帖)』
(1925)도 간행되었다(도 Ⅳ.5-2, 3).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건물인 조
선총독부 신청사와 조선신궁과 관련된 사진첩과 기록은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경성역과 같은 공공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사진첩은 『경성정거장 신축기념 사진
첩』이 유일하다. 사진첩의 간행을 통해서도 경성역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단순한 공공건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1922년 착공되어 1923년 준공하려던 경성역은 칸토 대지진(関東大震災, 

1923), 공사 중 사고, 비용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
었다.482) 그 결과 1925년 9월 30일에야 새로 지은 경성역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478) 『동아일보』 1924년 4월 19일, 「鍾路거리에 街燈」; 1924년 9월 5일, 「콜탈 道路 大
修理着手計劃」; 1924년 9월 29일, 「三角鐵柱建設」.

479) 『동아일보』 1922년 10월 8일, 「新年元旦부터 京城驛」, “장래에 이루어질 大京城의 
門戶가 될 남대문정거장.” 

480) 『동아일보』 1922년 12월 29일, 「驛名改稱告示」.
481) 『조선일보』 1923년 8월 14일, 「경성역 屯土, 賣下면적 4만 4천 3백 평」.
482) 『매일신보』 1923년 11월 16일, 「진재여파로 경성역 공사는, 일년을 더 끌어」; 『조선

일보』 1923년 11월 19일, 「경성역 낙성기, 再明年 10월경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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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경성역은 석재와 벽돌을 혼합하여 지은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였다. 면적은 6천 6백 제곱미터에 달하였다.483) 경성역은 조선총독부 신청사
가 신축되기 전까지 경성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 

  경성역은 경성의 건설과 그 이미지의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
일까. 근대 도시에서 기차는 매우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다. 이와 함께 기차역은 
도시의 첫인상과 마지막 시선의 순간을 간직한 입구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기차
역은 진보의 상징이며 시대의 기술적 성취였다.484) 이는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1920년 4월 29일자 기사인 「과학의 조선」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기차, 

기선 전등 등을 괴이하다고 경탄하였다.485) 또한 1925년 9월 6일 「가정상식 가정
과 그 환경, 놀라운 진보」에서 기차는 대표적인 진보와 문명의 상징으로 소개되
고 있다.486) 즉 새로 지어진 경성역은 당대인들에게 경외와 놀라움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성을 이전과 다른 도시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
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12년안이 1915년 공진회와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조선호텔의 건축에 대
한 논의도 필요하다. 조선호텔의 정식명칭은 ‘조선경성철도호텔’이다. 당시 조선호
텔은 철도호텔, 철도여관 등 여러 가지로 불렸다.487) 호텔의 부지는 장곡천정에서 
태평통에 이르는 도로 부근으로 바로 환구단(圜丘壇)이 있는 자리였다. 독일의 건
축가인 게오르크 데 랄란데(Georg de Lalande, 1872-1914)가 호텔의 설계를 맡았
다. 건물은 유겐트스틸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지상4층으로 경성 내 초고층 건물이
었다. 『매일신보』에는 조선호텔이 영업을 시작한 1914년 10월 10일 완공된 모습
을 담은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도 Ⅳ.6-1).488) 『매일신보』에 따르면 조선호텔 건물

483) 『매일신보』 1924년 1월 22일, 「경성역 준공기, 대정 십사년」; 1924년 1월 22일, 「작
년중의 경성역의 業態, 진재로 타격이 있었다고」; 『시대일보』 1924년 4월 17일, 「京城
驛竣工은 明年七月의 부공사는 다됏다」; 『동아일보』 1924년 4월 17일, 「京城驛竣工은 
明年七月」; 1924년 6월 2일, 「京城驛竣工期」.

484) 그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효형출판, 2005), p. 259.
485) 『동아일보』 1920년 4월 29일, 「科學의 朝鮮」.
486) 『동아일보』 1925년 9월 6일, 「가뎡상식 가뎡과 그 환경 (1)」.
487) 『매일신보』 1914년 2월 24일, 「철도여관의 명칭」; 1914년 3월 20일, 「철도여관 공사

진척」. 
488) 『매일신보』 1914년 10월 10일, 「사진: 전부 준공된 조선호텔과 其玄關層階, 前南別

宮 圜丘團 基址에 新建築이라」, 「盡善盡美한 조선호텔의 落成, 本日부터 개업」, 「이면
의 사진: 경성 서부 남별궁 터에 굉장히 지은 조선호텔의 집과 층계」; 1926년 2월 27
일, 「朝鮮호텔에 朝鮮式客室新築 맛치 리죠 시대에 사절을 마지한 실과 갓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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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앙시가의 위관”으로 내부 일부분에는 “조선식이 가미”되었다.489) 조선호텔
에서는 공진회 이후에도 다양한 연회가 열렸다. 이 행사들은 주로 총독부와 연관
된 공식행사의 성격을 지녔다.490) 1920년 중반 무렵에 이르러서야 조선호텔에 대
한 기사에서 “민중화”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491) 1920년대 중반 이전의 조선호텔
은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장소였다.

  조선호텔의 건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조선호텔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었다. 즉 조선호텔은 건설 
과정과 목적에서 공공건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둘째, 조선호텔의 건축가인 게오
르크 데 랄란데는 이후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설계를 맡았다. 조선호텔을 건축한 
경험은 조선총독부 신청사를 계획하는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조선호텔이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를 
가장 먼저 해체한 건물이었다는 사실이다.492) 조선호텔이 환구단 일대에 지어지면
서 그 일대는 파괴되었으며 황궁우(皇穹宇)만이 남게 되었다. 1914년 영업을 시작
한 조선호텔은 당시 경성 내에서도 보기드문 초고층의 근대식 건물이었다. 근대식 
건물인 조선호텔과 한성을 상징하는 건물인 황궁우와 결합하여 독특한 외관이 형
성되었다(도 Ⅳ.6-2). 호텔 일대는 이제 막 건설된 경성과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한성이 중첩된 듯한 장소였다. 이는 바라보는 이들의 입장에 따라 다른 감정을 
가지게 하였을 것이다. 조선호텔의 건축이 공진회를 찾는 관람객을 위한 목적을 
가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진회는 식민 지배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
으며 조선호텔 역시 그 의도의 연장선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호텔의 건축에는 제
국주의적 시각이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새로 건축」. 
489) 『매일신보』 1914년 10월 10일, 「盡善盡美한 조선호텔의 落成, 本日부터 개업」. 
490) 『매일신보』 1917년 4월 28일, 「사진: 대곡법주와 조선승려의회, 이십칠일 조선호텔에

서」; 1918년 5월 21일, 「사진: 성대한 신 사법 십주년 기념회, 조선호텔 식당에 모인 
군중」; 1924년 8월 7일, 「사진: 부민 합동의 정무총감 환영연, 5일밤 조선호텔 환구단
에서」; 1925년 12월 3일, 「朝鮮호텔의 聖誕祝賀凖備 진긔한 여흥으로 락원을 일우울
터」.

491) 『매일신보』 1926년 5월 11일, 「民衆化하는 朝鮮호텔 실용할집을 다시 건축」; 1926
년 8월 27일, 「總督이 일홈지은 朝鮮호텔靜觀閣 새로 수축힌 조선 온돌 조선취미가 진
진하다」. 

492) 『매일신보』 1914년 2월 24일, 「철도여관의 명칭」; 1914년 10월 10일, 「사진: 전부 
준공된 조선호텔과 其玄關層階」; 정영효, 「‘조선호텔’-제국의 이상과 식민지 조선의 표
상」, 『한국어문학연구』 55(동악어문학회, 2010), p.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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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1912년안의 계획은 전부 실행되지 못하였다. 1912년
안은 1919년에 크게 수정되었다.493) 1919년 6월 25일 「조선총독부 고시(朝鮮總督
府告示)」(제173호, 이하 1919년안)가 발포되었다(도 Ⅳ.1-4).494) 1919년안의 결과로 
노선은 47개가 되었다. 노선번호는 47번까지였으나 3개 노선이 삭제되면서 실제 
노선은 44개였다. 1919년안의 개정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도 Ⅳ.1-5). 첫째, 

기존 노선의 폭이 확대되거나 연장되었다.495) 둘째, 황토현 광장과 황금정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성 도로망을 형성한 노선들인 23, 26, 28번은 삭제되었다.496) 셋째, 

15개 노선이 새로 만들어졌다. 새로운 노선들은 경복궁을 기점으로 한 대각선 도
로와 용산, 마포 방면으로 이어진 선들이다.497)

  1912년안이 1919년에 이르러 크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중요한 배경으
로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으로 신축하여 이전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498) 

이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해 확인된다. 첫째, 1919년안에서 황금정 광장을 중심으로 
한 방사상 노선들은 삭제되었다. 이 노선들은 총독부 청사가 남산에 있을 당시 
그 일대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황금정 광장을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려
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독부 청사가 경복궁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 이 노선들이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둘째, 1919년안에는 경복궁을 기점으로 
한 대각선 도로가 추가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총독부가 이전하게 되면서 그 
일대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셋째, 광화문 앞의 도로가 넓어져 광화
문 일대는 광화문 앞 광장처럼 만들어졌다. 따라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과 
도로 정비는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493) 1912년안은 1917년에 수정되었다. 다만 1917년 수정된 안에서는 두 개의 노선이 추
가되는 데에 그쳤다. 추가된 노선은 30번(황금정에서 저동1가에 이르는 노선)과 31번 
노선(동대문부터 숭인동에 이르는 노선)이다. 1912년안은 이후 1919년에 이르러 크게 
수정되었다. 

   『조선총독부관보』 제1347호, 1917년 2월 2일, 「大正元年朝鮮總督府告示第78號京城市
區改修豫定計書路線表中左ノ通追加ス, 朝鮮總督府告示第24號」.

494) 『조선총독부관보』 제2062호, 1919년 6월 25일, 「大正元年朝鮮總督府告示第78號中左
ノ通改正ス, 朝鮮總督府告示第173號」.

495) 확대된 노선은 7개로 7, 13, 16, 19, 20, 22, 29선이다. 또한 19번과 20번의 두 노
선은 연장되었다. 

496) 그 이유는 기존의 도로 체계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된 
데에 있다. 

497) 차세영, 임도빈, 앞의 글, pp. 560-561.
498) 위의 글, p.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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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민 상징 건축의 완공과 폐허가 된 한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신축 및 이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신청사의 이전으로 북부의 중심 가로인 종로가 정비
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로는 북부의 중심 가로로, 본정은 남부의 중심 
가로가 되었다. 둘째,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파괴되었다. 1919년 『매일신보』
에 게재된 사진과 『조선총독부청사 신영지(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1929)에 게재
된 사진에서 보이듯이 경복궁은 공사장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도 Ⅳ.7, 도 Ⅳ.8-1, 

2, 3, 4). 새로운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경복궁의 성벽인 궁장(宮墻)도 훼철되었
다.499) 아울러 경복궁 일대의 도로가 정비되면서 창덕궁 앞을 지나는 종묘관통선
(宗廟貫通線)이 논의되었다.500) 이에 따라 1920년대 경성의 도로 정비에서는 경복
궁 일대의 신작로와 종묘관통선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경복궁 일대의 신작로와 종묘관통선은 각각 경복궁과 종묘 일대를 파괴하게 되
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당대인들의 반응은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에는 조선
총독부 신청사의 공사를 위하여 경복궁 내에 신작로를 낸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0년 5월 25일부터 “경복궁 대궐의 허리를 끊어서 서
편 영추문(迎秋門)으로부터 동편 건춘문(建春門)으로 통하여 다닐 새길”을 내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새 길은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완공된 이후 “일반 시민도 
통행하게” 될 예정이었다.501) 다음 해에는 광화문 앞을 지나는 길이 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독립문 근처에서 인왕산 남편을 뚫고 사직동으로 
들어와 광화문 앞을 지나 동대문 밖까지 통하게” 될 길이 만들어질 계획이었다. 

499) 경복궁의 훼철과 활용에 대한 주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대호, 「일제강점 이후 경복
궁의 毁撤과 ‘活用’ (1910-현재)」, 『서울학연구』 29(서울학연구소, 2007), pp. 83-131; 
박성진, 우동선, 「일제강점기 경복궁 전각의 훼철과 이건」,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
계』 23(5)(대한건축학회, 2007), pp. 133-140. 

500) 종묘관통선(宗廟貫通線)이라는 이름은 『동아일보』를 통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는 1912년안의 제6선이다. 『동아일보』에는 1928년부터 기사의 제목에 “宗廟後苑을 
貫通”이라고 실렸다. 이후 1929년의 기사에서부터 이 구간은 “종묘관통선”이라고 명명
되었다.

   『동아일보』 1926년 5월 28일, 「北部橫斷道路計劃과 問題되는 宗廟移轉說」; 1928년 6
월 17일, 「樂善齋前을 通過? 宗廟後苑을 貫通?」; 1929년 3월 13일, 「宗親宗約所反對
로 宗廟貫通線 또 問題」.

501) 『동아일보』 1920년 6월 16일, 「景福宮內에 新作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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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길이 개통되면 경성 북부의 교통은 매우 편리하게 될” 예정이었다. 

기사에는 “종래 궁벽한 부근”인 북부 일대의 정비에 대한 기대도 나타나 있다.502) 

  그렇다면 조선총독부 신청사 일대의 신작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일
까.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으로의 신축 및 이전을 결정하면서 북부 일대의 도로들이 
개선되거나 새로 만들어졌다. 또한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완공될 1925년을 기한으
로 하여 경성부 주도로 “삼대도로(三大道路)”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개수가 예정된 도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길은 광화문 네거리로부터 태평통을 지나서 경성역 앞을 지나 한강 인도교에까지 
이르는 길이오, 둘째 길은 광화문 네거리로부터 종로를 지나 동대문에까지 이르는 길이
오, 셋째 길은 황금정 네거리로부터 황금정을 지나 광희문에까지 이르는 길이라더
라.503)

  공사가 진행된 과정에서 ‘북부의 도로 공사가 등한시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는 개선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다.504) 따라서 조선총독부 신청사로 인해 경복궁
이 폐허가 되었음에도 조선인들로서는 북부 일대의 도로 정비를 반길 수밖에 없
었다.

  문제가 된 것은 “종묘관통선(宗廟貫通線)”이었다. 종묘관통선은 창덕궁 앞에서 
총독부 의원 앞까지의 구간이다. 이 구간은 1912년안에서 제6선의 일부 구간에 
해당된다. 『동아일보』에서는 1922년 9월 이 구간을 “종묘(宗廟)를 횡단(橫斷)할 
신로(新路)”로 보도하였다. 여기에는 순종(純宗, 재위 1907-1910)의 의견도 함께 
실렸다. 기사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종은 종묘관통선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총독부 담당자는 이미 발표된 노선이라는 핑계를 대었다. 총독부에서는 
1912년안이 발표될 당시 상당한 협의가 되었다고 변명도 하였다. 무엇보다 총독
부 측에서는 북부 일대 도로 정비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505) 결국 종묘관통선은 
순종 생전에는 논의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공교롭게도 1926년 순종이 서거하
자마자 종묘관통선은 다시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다.506) 

502) 『동아일보』 1921년 6월 15일, 「휴지통」.
503) 『동아일보』 1923년 3월 11일, 「三大道路 大改修」.
504) 『동아일보』 1924년 1월 20일, 「新年度에 着手할 세 곳의 큰길은」.
505) 『동아일보』 1922년 9월 21일, 「宗廟를 橫斷할 新路」.
506) 『동아일보』 1926년 5월 28일, 「北部橫斷道路計劃과 問題되는 宗廟移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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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26년 경성의 건설을 기념한 행사가 북부 일대에서 열렸
다는 점이다. 기념행사들은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연관되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
에서는 1월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업무가 시작되기 전인 1월 8일에 광
화문 앞에서 이례적으로 관병식(觀兵式)이 열렸다. 5월에는 경복궁이 조선박람회
(朝鮮博覽會)의 회장으로 활용되었다. 조선박람회는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에 
맞추어 기획된 행사였다. 이후 10월 1일 시정기념일에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
식이 치러졌다. 그리고 그 한편에서 종묘관통선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경성의 건설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당대인들에게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은 대경성(大京城)의 시작으로도 여겨졌다. 당대인들이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신축 및 이전으로 북부가 발전되어 정비된 상황을 반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이 진행 중이던 1921년에서 1922년 사이 『동아일보』
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실렸다. 기사의 제목은 「대경성(大京城)의 신도로(新
道路)」, 「대경성(大京城)의 계획(計劃)」, 「대경성 계획(大京城計劃)의 전조(前兆)」 
등이다.507) 이 기사들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기사 제목에는 공통으로 
“대경성(大京城)”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완공될 것으로 예
정된 1925년은 대경성의 시작점으로 여겨졌다.508) 셋째, 대경성은 ‘경성이 발전된 
이상적인 대도회지’로 그려져 있다. 이는 “경성의 발전, 대경성의 이상을 실현하
려면”이나 “경성을 대도회지의 대경성으로 발전하려면”과 같은 구절을 통해 확인
된다. 조선인들은 대경성을 경성이 가진 문제점들이 해결된 이상 도시로 보았다. 

즉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이 대경성의 시작과 겹쳐진 상황에서 북부 일대의 
도로들이 정비되었다.509) 이에 따라 당대인들에게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은 이

507) 『동아일보』 1921년 9월 6일, 「大京城의 新道路」; 1922년 10월 15일, 「大京城의 計
劃」; 1922년 11월 8일, 「大京城計劃의 前兆」.

508)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은 192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완공 이후 1926년 1월부
터 신청사에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925년부터 신청
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에서의 업무
는 1926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나 당시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1926년 10월 1일 
낙성식이 있던 때에도 내외부 모두 공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완전히 완성된 시점은 1928년에 이르러서였다. 

   『동아일보』 1922년 12월 14일, 「督府新廳移轉 十四年初乎」. 
509) 『동아일보』 1923년 2월 9일, 「京城府廳의 位置問題」; 1923년 7월 15일, 「南山公園

을 中心」; 1923년 12월 17일, 「京城幹線道路 具體案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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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도시 대경성의 시작과 겹쳐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분명한 사실은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도시 계획의 시행과 도시 공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1912년안의 시행에 있어 도로 정비와 도로망 구축은 주로 남촌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1920년대에 들어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이 가까워지자 북부 일대의 
도로들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사라져 
갔다.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경복궁의 전각들을 훼철하였다. 이후 광화문까지 해체
되어 이전되었다. 또한 종묘관통선을 건설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경성부청의 위치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츠코시백화점 
자리에 있던 경성부청은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다. 경성부청의 위치 선정은 논란
이 되었다. 이는 『동아일보』 1923년 2월 9일자 기사인 「경성부청의 위치 문제」를 
통해서 확인된다. 처음에 경성부청의 새로운 위치로 선정된 곳은 남대문 서쪽인 
남대문소학교의 부지였다. 경성부청의 위치가 이곳으로 선택된 이유는 “남산이 중
앙공원, 남대문과 그 일대가 현관인 동시에 중앙지점”으로 여겨진 탓이었다.510) 

그런데 총독부 토목부 과장은 ‘경성일보사 뒤(현 서울시청 위치)’를 경성부청의 
새로운 위치로 적당하게 보았다. 그에 따르면 경성일보사 뒤는 “경성의 중앙”이며 
‘경복궁에 지어질 조선총독부 신청사와의 연계성’도 고려한 위치 선정이었다. 한
편에서는 덕수궁도 경성부청의 부지로 논의되기도 하였다.511) 논란 끝에 경성부청
의 새로운 위치는 경성일보사 뒤로 정해졌다.512) 경성부청의 이전과 관련된 논란
은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이전 및 신축이 경성의 도시 공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님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은 조선신궁과 함께 경성의 상징 경관이 완
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조선신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10) 초기에 경성부청 신청사의 부지로 선택된 장소는 남대문소학교의 기지였다. 이에 대
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부청이 지어지면 남산은 중앙공원이 되고 남대문 일
대는 현관인 동시에 중앙지점이 될 것이다. 둘째, 경성부청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한 곳
으로 추후의 도시 계획과도 이어져야 한다. 셋째, 도시의 미관과 경비의 문제도 고려된 
위치여야 한다. 『동아일보』 1923년 2월 9일, 「京城府廳의 位置問題」.

511) 『매일신보』 1923년 2월 5일, 「府廳 신축 협의, 경성부청 신축장소」. 
512) 『동아일보』 1923년 2월 8일,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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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바로 건축가인 게오
르크 데 랄란데이다.513)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가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조
선호텔의 건축가였다.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경복궁에 지어졌으며 조선호텔은 환구
단 일대에 지어졌다. 즉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조선호텔 모두 한성을 상징하는 장
소를 폐허로 만들며 건설되었다.

  게오르크 데 랄란데는 1912년부터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설계에 착수하였다. 그
는 1914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기초 설계를 마쳤다. 랄란데가 사망한 후에는 일본
인 건축가인 노무라 이치로(野村一郞, 1868-1942), 구니에다 히로시(國枝博, 

1879-1943) 등이 설계를 완성하였다.514)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공사는 처음에는 5

개년 계획과 300만 엔의 예산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완공까지 10년이 걸렸다. 

비용도 675만이 사용되었다. 예산과 기간 모두 2배가 소요된 것이다.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일본의 본토와 식민지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다(도 
Ⅳ.8-5, 6). 그 규모는 지상 4층에 총건평은 9,600여 평에 달하였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으며 벽돌로 기둥 사이의 벽이 채워졌다. 외부는 화강석으로 마감
되었으며 돔 모양의 중앙탑이 얹혔다.515) 건축의 주재료로는 조선에서 산출된 목
재와 화강석, 대리석, 석회 등이 사용되었다. 아울러 공예품, 조각 등의 장식재는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청사 중앙홀의 남북 벽면에는 일본인 서양화가 와다 산조
(和田三造, 1883-1967)가 제작한 벽화가 설치되었다(도 Ⅳ.8-7, 8). 벽화는 조선의 
금강산 선녀 전설과 일본 미호의 마츠바라(三保の松原)에 전해오는 하고로모(羽
衣) 전설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다. 벽화는 두 전설의 친연성을 강조하여 조선
총독부의 통치 이념인 내선일체를 상징한 것으로 논의된다.516) 

513) 조선총독부 신청사 및 건축가 랄란데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손정목, 「조선총독부청사 및 경성부청사 건립에 대한 연구」, 『향토서울』 48(서울특별시
사편찬위원회, 1989), pp. 59-135; 전진성, 「‘텍토닉'의 식민성」, 『미술사학보』 43(미술
사학연구회, 2014), pp. 65-92; 전진성,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도쿄·서울 기억과 건축
이 빚어낸 불협화음의 문화사』(천년의상상, 2015), pp. 547-548; Sang Lee and Ruth 
Baumeister, eds. The Domestic and the Foreign in Architecture (Rotterdam: 010 
Publishers, 2013); Joanne Miyang Cho and Lee M. Roberts, eds. Transnational Encounters 
between Germany and Korea (New York, NY: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8).

514) 청사 신축 과정에 조선인 건축가도 참여하였다. 조선총독부 토목부 건축과 기수 박길
룡(朴吉龍, 1898-1943)과 이훈우(李勳雨)가 대표적이다. 고용직으로는 이규상(李圭象), 
김득린(金得麟), 손형순(孫亨淳), 박동린(朴東麟) 등이 참여하였다. 

515)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르네상스 양식에 바로크 양식을 절충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식민지 지배 기구로서의 권위를 강조한 것으로 논의된다.’ 전진성, 앞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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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보』에는 조선총독부의 설계와 건축 과정이 상세하게 게재되었다.517) 

1916년 6월 25일 지진제(地鎭祭)가 경복궁 근정문(勤政門) 앞뜰에서 거행되었다. 

지진제는 땅의 신(地神)에게 공사의 안전과 건물의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 의식이
다. 이는 그만큼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이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려준다. 이
틀이 지난 27일 『매일신보』에는 「3백 만 원의 5층樓, 조선에서 제일 큰 집이 될 
새 총독부」라는 제목으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모형 사진이 실렸다. 1920년 7월 
10일에는 정초식(定礎式)이 거행되었다. 제5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858-1936)의 휘호가 새겨진 정초석(定礎石)도 설치되었다. 1923년 5월 17일에 상
량식(上樑式)이 치러졌다. 1926년 1월 4일에는 건물이 완공되어 시용식(始用式)이 
거행되었다. 같은 해 10월 1일 시정기념일에 맞추어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의
식인 낙성식(落成式)이 치러졌다.518)

  그런데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짓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경복궁의 훼철 이외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광화문의 철거였다. 광화문의 철거는 
1920년대 초반 동안 논란이 되었다.519) 1923년 광화문의 철훼가 결정되었다.520) 

동시에 광화문 철훼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521) 이러한 내용은 『동아일
보』만이 아니라 『매일신보』에도 실렸다.522) 광화문의 훼철을 두고 논란이 진행된 
한편에서 1924년에는 광화문의 궁성 일부가 헐렸다.523) 결국 1926년 8월에 이르
러 광화문은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다.524)

516) 이 벽화는 조선총독부 청사 해체 당시에 분리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벽화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선, 「조선총독부 벽화에 관한 고찰-‘내
선일체’의 표상에서 ‘근대 벽화’로」, 『미술사논단』 26(한국미술연구소, 2008), pp. 
141-170.

517) 『매일신보』 1916년 6월 27일, 「사진: [총독부신청사]」, 「3백만원의 5층樓, 조선에서 
제일 큰 집이 될 새 총독부, 건축 평수 2천1백15평 되어」.

518) 『동아일보』 1923년 4월 17일, 「總督府新舍竣工期」.
519) 『동아일보』 1923년 2월 8일, 「횡설수설」, “광화문을 파괴하지 말고 차라리 신축 중

인 총독부 청사를 파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총독부의 양식청사는 금전만 있으면 언
제든 건축할 수 있지만은 광화문은 다시 영조 할 수 없는 까닭이다.”

520) 『동아일보』 1923년 2월 8일, 「光化門撤毀决定」.
521) 『동아일보』 1923년 10월 2일, 「京城의 美觀, 李朝의 遺寳, 光化門의 運命은 如何」.
522) 『매일신보』 1922년 3월 16일, 「昌德宮博物館, 獨立說은 오전, 경복궁 안 박물관이 

잘못된 말이다」; 1923년 11월 13일, 「대경성의 공원으로 경복궁 개방설, 오백 년 고적
과 절승한 경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심히 아까워 의견이 일치하면 곧 실현」; 1924년 3
월 26일, 「李朝 5백 년 고적, 조선 건축의 精華, 광화문은 장차 어디로, 경주 불국사같
이 달리 이전하여 영구적 보존방법을 강구 할 모양」.

523) 『동아일보』 1924년 9월 23일, 「문제의 光化門」.
524) 『동아일보』 1926년 7월 2일, 「八月初旬부터 撤毀되는 光化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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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함께 식민통치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은 1925

년 경성의 남산에 완공된 조선신궁이었다.525) 남산 중턱을 차지한 거대한 신궁의 
모습은 완공에 앞서 『매일신보』 1925년 5월 31일자에 실린 사진인 「조선신궁조감
도(朝鮮神社鳥瞰圖)」를 통해 확인된다(도 Ⅳ.9-1). 조선신궁이 식민지 정부에 있어
서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조선신궁 및 진좌제에 관련된 기록 및 사진첩만 해
도 5권에 달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526) 

  조선신궁의 창건은 1912년부터 논의되었다. 경비로는 총 백만 원이 예정되었
다.527) 그 후 진좌지(鎭座地) 선정이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논의 끝에 남산 중
턱의 한양공원(漢陽公園)에 조선신궁을 조영하기로 결정되었다. 1919년 7월 18일
에는 제신(祭神)이 정해졌다. 그 제신은 신토 최고의 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天照大御神)와 메이지 천황이었다. 『매일신보』에는 조선신궁의 건립이 결정된 내
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신궁은 “내지(內地) 이세대
묘(伊勢大廟)의 영조(營造)와 같을 십만평(十萬坪)”의 규모로 계획되었다.528) 이후 
조선신궁은 1920년 5월 27일에 착공되어 1925년 10월 15일에 완공되었다. 이 과
정에서 조선신궁은 신사의 사격 중 가장 높은 신궁이 되면서 조선신사에서 조선
신궁으로 명명되었다.529) 조선신궁이 완공되었을 당시 소속된 건물은 15개에 달하
였다. 

525) 조선신궁과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식민지 수도 경성의 양대 기념비적 건축물로 건설되
었다. 타카시 후지타니에 따르면 이 두 건물은 천황제 제국을 상징하는 신체와 공간의 
이원성에 조응한다. 메이지 천황의 초상은 각각 대례복과 제복으로 연출된 두 가지가 
있다. 또한 신성한 수도 쿄토(京都)와 세속적 수도 토쿄(東京)로 재현된 두 개의 수도가 
존재한다. 즉 조선신궁과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자리하게 되면서 경성은 이 두 가지 성
격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졌다. 타카시 후지타니, 앞의 책.

526) 조선신궁 및 진좌제에 관련된 사진첩 및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조선신궁어진좌제기
념사진첩(朝鮮神宮御鎭座祭紀念寫眞帖)』(1925), 『조선신궁사진도집(朝鮮神宮寫眞圖集)』
(1925), 『조선신궁사진첩(朝鮮神宮寫眞帖)』(1926), 『조선신궁기(朝鮮神宮紀)』(1926), 『조
선신궁조영지(朝鮮神宮造營誌)』(1927)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실린 사진과 내용은 본장
의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527) 『매일신보』 1915년 2월 5일, 「朝鮮神社 건립: 예정지는 南山公園」; 1916년 4월 7일, 
「朝鮮神社 新造계획」; 1916년 6월 25일, 「朝鮮神社 설계」; 1916년 9월 15일, 「朝鮮神
社 造營, 경비 총액 백만원」; 1916년 9월 17일, 「朝鮮神社 社格, 神軆는 明治天皇」.

528) 『매일신보』 1919년 7월 11일, 「朝鮮神社造營」; 1919년 7월 20일, 「사진: 朝鮮神社
의 祭神되실 明治天皇과 神苑이 될 漢陽公園」; 1919년 7월 22일, 「內地 伊勢大廟의 
營造와 같을 十萬坪의 朝鮮神社」.

529) 『매일신보』 1925년 6월 28일, 「朝鮮神宮, 朝鮮神社改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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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신궁의 건축에서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첫째, 조선신궁의 
건축에는 조선식이 가미되었다. 조선신궁의 건축은 당대 일본 신사 건축의 대표자
인 이토 쥬타(伊藤忠太, 1867-1954)가 맡았다. 이토 쥬타는 조선신궁의 입지 선정
과 함께 설계 및 시공도 담당하였다. 그는 조선신궁의 조영에 대하여 ‘식민지에 
신사를 건립할 때에는 일본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식민지에 맞는 방식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조선식을 가미했다’라고 언급하였다.530) 이는 조선신궁의 건축
이 동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조선신궁의 진좌지 선정에서 경복궁 뒤편 북악산 일대가 논의되었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진좌지 선정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진좌지 선정은 
1912년에서 191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때 부지를 경성으로 할 것이 전제되었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성은 “메이지 시대 이래 조선과 일본의 교섭 
관계의 중심지”이다. 둘째, 경성은 “통감부 설치 이래 정치의 중심”이다. 이후 경
성 시내에서 산을 등지고 지대가 넓고 조망이 좋은 곳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
다. 이를 통해 남산 언덕 왜성대 일대와 경복궁 뒤 북악산 일대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남산이 선정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북악산 일대가 
최종후보지로 고려되었다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식민지 정부는 경성의 남부만
이 아니라 북부에 이르는 도시 공간 전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셋째, 조선신궁이 남산이라는 장소를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조선신궁으로 인해 남산이 이전과 다른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산이 경성의 도시 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우선 조선신궁이 남산에 건립되면서 남산은 일본인들을 위한 신사 공원이 되었
다.531) 남산은 본래 국사당(國師堂)이 있어 조선왕조의 의례가 치러지는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남산에는 일본인들을 위한 신사와 공원이 들어
섰다. 1910년 이전에 남산에는 왜성대 공원과 한양 공원이 있었다. 아울러 왜성대 
공원에는 남산대신궁이 있었다. 1910년 이후 남산대신궁은 경성신사가 되었다. 또
한 한양공원과 그 일대에는 조선신궁이 지어졌다. 이로 인해 국사당은 이전되었
다.532) 무엇보다 식민지 시기에 이르러 조선왕조의 의례는 남산을 포함한 곳곳에

530) 김백영, 앞의 글, p. 65.
531) 『매일신보』 1917년 1월 11일, 「남산을 동양의 대공원 되게 하라(3), 자동차를 타고 

남산으로 횡행한다」.
532) 『매일신보』 1924년 11월 24일, 「철폐의 物議에 上한 關聖廟와 國師堂, 고적보존과 

풍치상 관계로 결국은 다른 곳에 이전할 듯」; 1925년 5월 31일, 「朝鮮神社竣工과 國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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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폐지되었다. 이는 이후 남산에서 신사 의례의 진행이 가능해진 배경이 되었
다.533) 조선신궁이 건립되면서 남산은 조선왕조의 의례 공간에서 ‘제국주의의 동
화주의 이데올로기가 본격적으로 실현된’ 장소가 된 것이다.534) 즉 1920년대 중반 
남산에는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이 있었다. 남산은 일본인을 위한 신사 공원으로 탈
바꿈하였으며 조선인들이 남산 공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어졌다.

  한편 조선신궁이 지어진 남산 중턱이라는 위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성
의 도시 공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당시 경성 내에서 도시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신궁은 남산 중턱에 지어지
면서 『조선신궁조영지』나 『조선신궁어진좌제사진첩』에 수록된 사진에서 보이듯이 
조선신궁에서는 경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도 Ⅳ.9-1, 2). 도시 공간을 조망
하는 것에 담긴 감시와 지배의 시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신궁에 이
르는 수백 개의 계단은 경성에서 한눈에 보였다. 즉 남산 중턱에 위치한 거대한 
신궁은 그 규모와 위치로 인하여 당대인들의 시각을 압도하는 측면이 있었으리라
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조선신궁은 경성의 도시 공간에서 어떠한 의미
를 가지는 것일까. 거대한 규모로 지어진 식민 상징 건축은 한성의 흔적을 삭제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는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조선신궁은 각각 경복궁과 남산에 지어졌다. 경복궁과 남산은 조선왕조 

堂 移安」.
533) 조선신궁이 건립될 당시 남산에는 앞서 언급한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이 있었다. 남

산대신궁은 조선신궁이 건립되자 경성신사(京城神社)가 되었다. 1913년 5월 31일에 배
전이 새로 지어지면서 신사의 명칭이 개칭된 것이다. 새로운 이름이 암시하듯이 경성신
사는 경성 전체를 대표하는 시설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선신궁과는 그 성격에
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경성신사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혜진, 
「1910-1925년 경성신사의 제사」, 『종교연구』 72(한국종교학회, 2013), pp. 121-149; 
동저, 「일제 식민지기 종교와 식민 정책-경성신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대
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534) 조선신궁은 동화주의 정책의 핵심으로 논의된다.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국성하, 「일제 강점기 동화정책 수단으로서의 “조선신궁”의 건립과 운영」, 『한국교육사
학』 26(1)(한국교육사학회, 2004), pp. 31-56; 김대호, 「1910-20년 조선총독부의 조선
신궁 건립과 운영」, 『한국사론』 50(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4), pp. 291-368; 김백영,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 『인천학연구』 11(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9), pp. 
59-82; 김수진, 「식민 권력의 자기 기념과 시각적 선전」, 『사회와역사』 89(한국사회사
학회, 2011), pp. 117-164; 문혜진, 「일제식민지기 경성부 신사」, 『정신문화연구』 
36(3)(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pp. 36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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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성의 상징이었다. 식민지 정부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에 식민 지배를 상징
하는 건물을 지은 이유는 경성의 건설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폐허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는 않았다. 즉 당대인들의 기억에서 경성의 건설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과 중
첩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1912년안이 시행되고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압도적
인 규모로 지어지면서 경성의 도시 공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
어 갔다. 경성의 도로는 이전과 달라졌다. 이는 당대인들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인
식에 영향을 주었다. 넓고 곧으며 깨끗한 도로는 도시적 삶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당대인들은 넓고 깨끗한 도로를 선망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넓은 도로 위를 
다니는 전차와 자동차도 새롭고 낯선 문명에 머물지 않았다. 호기심 거리에 불과
했던 문명은 도시적 삶의 편리로 여겨졌다. 또한 조선은행, 조선신궁, 조선총독부 
신청사, 경성역 등이 거대한 규모로 지어져 시각을 압도했다. 그 한편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폐허가 되거나 사라져갔으나 새롭게 단장한 경성역은 경성의 
구경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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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성의 건설을 기념한 시각문화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변용

  경성으로의 전환은 다양한 행사와 매체들을 통해 알려졌다. 당대인들은 이전과 
달라진 도시 공간을 새로운 시각 경험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한편에서 한
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로 격하되었다. 이는 한성을 상
징하는 장소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즉 식민지 정부는 행사와 매체들을 활
용하여 경성의 건설을 반복적으로 각인시켰다. 식민지 정부는 경성과 한성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 

(1) 경성의 기념행사 및 관련 매체와 그 의미

  경성으로의 전환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매체들이 배포되었다. 

기념행사들은 그 범주가 넓다. 작게는 건물의 건설에 초점을 둔 행사가 있다. 건
물의 정초식에서 낙성식에 이르는 의식들, 교각 건설과 관련된 행사 등이 그 예
이다. 크게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기념한 행사인 시정기념행사, 신사 및 신궁에서 
열린 기념행사 등이 있다. 시정기념행사와 신사 및 신궁의 기념행사는 이후 연중
행사가 되었다. 엽서, 포스터, 신문 등의 각종 매체는 행사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행사에 쓰인 사진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기념행사
가 치러진 후 신문에는 행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렸다. 이 사진은 기념엽서
로 판매되거나 기념 사진첩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경성의 기념행사와 관련 매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첫째, 

행사와 매체들은 새로운 시각문화를 의미하였다. 당대인들은 이전과 다른 시각 경
험을 할 수 있었다. 둘째, 경성의 기념행사를 위해 도시 전체가 활용되었다. 기념
행사를 위해 도로와 건물들이 장식되었다. 셋째,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에
는 행사와 관련된 모습이 반복적으로 실려 배포되었다. 행사와 매체를 통해 보이
는 비슷한 모습은 당대인들에게 경성으로의 전환을 인식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행
사와 매체는 경성의 건설을 인식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경성의 기념행사
와 매체는 당대인들이 경성의 도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가질 수 있게 하
였을 것이다. 이는 집단적 영역에서 기억과 그 과정이 의도적으로 조정된다는 데
에서 비롯된다. 집단적 영역에서 기억은 매체와 문화적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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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은 단순히 전해지지 않는다. 새로운 기억은 매체와 문화적 행위의 도움으로 유
기적으로 엮이며 만들어진다.535) 일본은 이미 수도 토쿄를 건설하며 국가적인 의
례를 활용한 바 있었다. 국가적인 의례는 토쿄를 새로운 수도로 인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은 그 경험을 경성에 적용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일본은 다양한 행사와 매체를 통해 경성의 도시 공간에 대
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경성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야 했을까. 일본에게 주어진 과
제는 두 가지였다. 일본은 식민 지배를 통한 경성의 성공적인 건설을 인식하게 
해야 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한성이 과거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
아들이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상징인 한성을 과거로 만드는 일은 쉽
지 않았다. 이는 1919년 3·1운동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3·1운동은 일본의 무
자비한 억압과 폭력에 대한 반발만은 아니었다. 3·1운동은 1919년 1월에 있던 고
종의 승하와 연관되어 있었다.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었
다. 당대인들의 반일감정은 고조되었다. 무엇보다 당대인들에게 고종은 그 자체로 
조선왕조와 한성의 상징이었다. 즉 고종의 죽음은 당대인들에게 한성의 상실로 받
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상실이 경성을 상징하는 
새로운 장소의 출현보다 당대인들에게 더 크게 인식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본
으로서는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상실을 은폐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그 결과 
경성의 건설을 기념행사는 한층 화려하게 도시 공간을 포장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시각적인 자극은 한층 강렬해졌다. 경성이 갖는 시각적인 자극은 기념행사와 관련 
매체에 압축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시각 경험을 통해 집단적인 기억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념행사들은 경성의 건설을 기념하는 데
에 집중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한편에는 한성의 상실을 가리면서 동시에 한성
이 더는 현재가 아님을 각인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는 기념행사들이 한성과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열렸음을 통해 짐작된다. 

  이러한 경성의 기념행사 및 관련 매체는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시정기념행사, 신사 및 신궁의 기념행사, 건축 기념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인 시정기념행사는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

535)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pp.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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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이하 공진회)이다. 1923년과 1926년에도 박람회가 열리기는 했으나 1915년에 
열린 공진회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이 행사는 그 자체로 새로운 시각문화를 
상징하였다. 한편 신토(神道)와 관련된 기념행사인 신사 대제는 일반적으로는 일
본인들만의 행사로 여겨졌다. 그런데 1925년 10월 15일 남산에서 조선신궁(朝鮮
神宮) 건립 행사인 조선신궁어진좌제(朝鮮神宮御鎭座祭, 이하 진좌제)가 치러졌
다. 진좌제는 전환점이 되었다. 조선신궁이 있는 남산 일대는 점차 공원으로 인식
되었다. 일본의 동화주의 정책은 여가의 장소인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지게 되
었다. 무엇보다 큰 규모의 행사는 1926년 10월 1일에 있었던 조선총독부 신청사
의 낙성과 관련된 행사였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은 1926년 내내 치러졌
다. 1월에는 예외적으로 광화문 앞에서 관병식이 열렸다. 그리고 10월에는 광화문
이 사라진 광화문통에서 새로 만들어진 조선총독부의 낙성식이 열렸다. 이 행사에
는 시정기념행사와 건축 기념행사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필자는 각 행사와 관련 매체를 큰 규모의 행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장 이른 시기에 치러진 시정기념행사는 1915년 경복궁에서 열린 공진회이
다.536) 『경성부사』에는 “경성에서 최대의 사업은 실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
진회였다”라고 쓰여 있다.537) 총독부는 1915년 시정(始政) 5년을 선전하려는 의도
로 산업박람회인 공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538) 공진회의 기간은 1915년 9월 11

536) 조선물산공진회에 대한 연구는 공진회의 식민성을 다룬 연구, 경복궁 훼철에 집중된 
연구, 경성의 새로운 시각문화 형성에 주목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공진회와 관련된 주
요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김태웅, 「1915년 경성부 물산공진회와 일제의 정치선
전」, 『서울학연구』 18(서울학연구소, 2002), pp. 139-168; 주윤정, 「조선물산공진회와 
식민주의 시선」, 『문화과학』 33(문화과학사, 2003), pp. 145-160; 홍순민, 「일제의 식
민 침탈과 경복궁 훼손」, 『문명연지』 5(1)(한국문명학회, 2004), pp. 5-34; 강민기, 「조
선물산공진회와 일본화의 공적 전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6(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6), pp. 45-78; 박성진, 우동선, 「일제강점기 경복궁 전각의 훼철과 이건」, 『대한건
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5)(대한건축학회, 2007), pp. 133-140; 송인호, 김제정, 최아
신, 「일제강점기 박람회의 개최와 경복궁의 위상변동」, 『서울학연구』 55(서울학연구소, 
2014), pp. 111-138; 홍선표, 「경성의 시각문화 공람제도 및 유통과 관중의 탄생」, 한
국미술연구소 한국근대시각문화연구팀, 『모던 경성의 시각문화와 관중』(한국미술연구소
CAS, 2018), pp. 13-68.

537) 『(국역)경성부사』 3, pp. 260-275.
538)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시정(施政)이 아닌 시정(始政)이 쓰이고 있다. 시정기념일에서

는 시정이 “始政”으로 표기되었다.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의 공식명칭도 “始政”
으로 쓰여져 있다(강조와 밑줄은 필자). 『매일신보』의 시정기념일 기사에서는 시정이 
“施政”으로 되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조선총독부 관보』를 따라 “시정(始政)”으로 쓰겠
다. 다만 각주에서 인용될 신문기사의 표기는 원래의 기사대로 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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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1915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공진회의 장소는 경복궁이 되었다.539) 

공진회는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공진회 규칙이 발포되어 공진회에 출품될 상품의 
종류, 범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이 정해졌다. 또한 공진회장에는 산업, 교육, 

위생, 건축, 교통 등 모든 분야를 전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진회의 입장 및 관
람에 관한 모든 규정도 갖추어졌다.540) 공진회의 준비 및 진행 과정은 『매일신보』
를 통해서도 자주 알려졌다.541) 즉 공진회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병합을 대대적으
로 선전할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였다. 

  그런데 1915년 이전까지 시정기념행사는 큰 규모로 치러지지 않았다. 이전의 
시정기념행사는 시정기념엽서(始政記念葉書)가 발행되고 시정기념제(始政記念祭)

가 치러진 정도였다. 매년 10월 1일에 맞추어 시정기념엽서가 발행되었다.542) 아
울러 경성신사(京城神社)에서 10월 1일 오전 10시에 시정기념제가 있었다.543) 10

   『조선총독부 관보』 1914년 8월 6일, 제604호, 「朝鮮總督府告示第306號, 大正4年9月11
日ヨリ同年10月31日迄始改5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ヲ京城府舊景福宮內ニ於テ開催ス」;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6월 26일, 제869호, 「官通牒第201號, 始政記念日ノ件」, 
「朝鮮總督府告示第151號, 每年10月1日ハ朝鮮總督府始政記念日トシテ本府及所屬官署ニ
於テ事務ヲ休止ス」; 『매일신보』 1915년 6월 26일, 「施政記念日」.

539) 공진회의 일정은 원래 191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 
   『매일신보』 1914년 6월 6일, 「共進會 개회 연기」; 『조선총독부 관보』 1914년 8월 6일, 

제604호, 「朝鮮總督府告示第306號, 大正4年9月11日ヨリ同年10月31日迄始改5年記念朝
鮮物産共進會ヲ京城府舊景福宮內ニ於テ開催ス」; 『매일신보』 1912년 7월 19일, 「共進
會의 計劃」. 

540)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1월 18일, 제735호, 「朝鮮總督府告示第11號, 始政5年記
念朝鮮物産共進會ニ出品スル物品通關規程左ノ通定メ大正4年7月1日ヨリ之ヲ施行ス」.

541) 『매일신보』 1914년 1월 16일, 「大共進會 계획」; 1914년 3월 20일, 「예산과 共進
會」; 1914년 7월 5일, 「기념 공진회 설비, 장소는 景福宮 內」; 1915년 2월 4일, 「共進
會場設計내용: 신축회관은 六棟, 영구적 미술관, 최신식 자동급수기 설비」; 1915년 4월 
5일, 「今秋의 共進會: 경복궁에 열리는 기념공진회(2), 淸鮮典雅한 建築」.

542) 『매일신보』 1910년 9월 25일, 「잡보: 기념 繪葉」; 1911년 9월 20일, 「總督府始政記
念葉書 發行」; 1913년 9월 20일, 「始政紀念繪葉書」; 1915년 9월 5일, 「시정5년기념 
畵엽서」; 1915년 10월 1일, 「그림: 시정5년의 기념, 금일부터 각 우편국에서 발매하는 
시정5년기념 화엽서」; 1916년 10월 1일, 「사진: 1일부터 파는 그림엽서」; 1917년 9월 
14일, 「시정기념엽서」; 1918년 9월 14일, 「始政 8주년 記念葉書」; 1918년 9월 22일, 
「사진: 시정8주년 기념엽서」; 1919년 7월 21일, 「始政紀念會葉書」; 1925년 9월 4일, 
「施政紀念日에 紀念葉書發行」.

543) 『매일신보』 1916년 9월 30일자 기사에는 “예년과 같이 오전 10시에 경성신사에서 
시정기념제를 치른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조선신궁이 완공되기 전까지 시정기념제는 
경성신사에서 치러졌다. 이는 이후의 기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매일신보』 1916년 9월 30일, 「京城神社祭」; 1917년 9월 27일, 「시정기념 축하회」; 
1917년 10월 2일, 「시정기념일제, 총독 이하 참열」; 1919년 10월 1일, 「시정기념제 경
성신사에서 집행」; 1920년 10월 1일, 「始政記念祭典, 경성신사에서」; 1925년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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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도 시정기념일(始政紀念日)로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공진회 준
비가 진행 중이던 1915년 6월 26일 총독부 고시에 따라 10월 1일이 시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544) 이 과정에서 9월 11일에 개최되어야 할 공진회의 개회식이 10월 1

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545) 공진회는 시정기념행사로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다.546) 

  이러한 공진회의 준비 과정 및 홍보 방식에서 몇 가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
다. 이들은 이후 조선신궁어진좌제와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에도 나타난다. 

이는 각 행사의 성격이 다를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같음을 알려준다. 

  첫째, “시정 5년간의 조선발전”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로 경복궁이 선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복궁은 본 모습을 잃었다.547) 공진회장의 설비를 위해 근정전(勤政
殿), 경회루(慶會樓), 교태전(交泰殿) 등을 제외한 경복궁 내 4천 여 칸의 전각들
이 이전되거나 파괴되었다.548) 근정전 전면의 흥례문(興禮門)과 행각(行閣), 동쪽
의 자선당(資善堂), 비현각(丕賢閣), 시강원(侍講院)이 훼철되었다. 이들은 1914년 
7월에 공매되었다. 경복궁 내의 정리 작업은 1915년 3월에 거의 마무리 되었다. 

전각들이 사라진 궐 내에는 공진회를 위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흥례문이 있
던 자리에는 앞서 사진에서 본 공진회 제1호관이 들어섰다. 

  공진회장이 된 경복궁의 모습은 ‘공사 중인 공진회장의 모습’으로 신문에 게재
되었다. 1915년 『매일신보』에는 공사 중인 공진회장의 모습이 여러 차례 게재되
었다. 5월에는 「공진회장의 진열관」, 6월에는 「점차 준공되어가는 공진회장(경복
궁)」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실렸다(도 Ⅳ.10-1. 2). 이 사진들에서는 경복궁 내 전
각들을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사 중인 모습만이 잘 확인된다. 7월 6일에 게재
된 사진인 「광화문에서 공진회장을 바라봄」은 공사 중인 모습을 조감한 사진이다
(도 Ⅳ.10-3). 사진에는 새로 지어진 공진회 제1호관이 경복궁 내 상당 부분을 차

일, 「始政紀念祭 一日午前十時 京城神社에서」.
544) 『매일신보』 1915년 6월 26일, 「施政記念日」;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6월 26일, 

제869호, 「官通牒第201號, 始政記念日ノ件」, 「朝鮮總督府告示第151號, 每年10月1日ハ
朝鮮總督府始政記念日トシテ本府及所屬官署ニ於テ事務ヲ休止ス」.

545) 『매일신보』 1915년 6월 26일, 「공진회 개회식」; 1915년 6월 30일, 「共進會, 開場과 
開會式」.

546)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2년안이 1915년 공진회 전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
며 새로운 양식의 건물들이 공진회에 맞추어 들어섰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47) 『매일신보』 1915년 9월 4일, 「공진회를 개최하는 목적」.
548) 『매일신보』 1914년 7월 5일, 「기념 공진회 설비, 장소는 景福宮 內」; 1914년 7월 7

일, 「경복궁 내 건물 경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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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이후 공진회가 열린 9월 11일에 『매일신보』에 게재된 사진과 공진
회 이후 간행된 『(시정오년기념) 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
共進會報告書)』(1916, 이하 『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에 실린 공진회장 전경에서
도 경복궁의 전각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도 Ⅳ.10-4, 도 Ⅳ.12-1). 

  경복궁 궐 내에 남아있던 주요 전각들은 전등과 꽃으로 장식되었다. 이 전각들
은 다른 용도로도 활용되었다. 『매일신보』에 게재된 사진을 통해 확인되듯이 광
화문은 꽃과 전등으로 장식되었으며 그 앞에는 공진회 선전탑이 세워졌다(도 
Ⅳ.11-1, 2, 3, 4). 전등으로 장식된 경회루는 공진회장의 대표적인 야경 중 하나가 
되었다(도 Ⅳ.11-5, 6). 근정전은 공진회의 개회식 및 폐회식을 행하는 장소가 되
었다.근정전의 동쪽 행랑(行廊)은 농업 및 수산의 분관이 되었다. 서쪽 행랑에는 
과실, 화분, 분재 등이 전시되었다.549) 다시 말하면 총독부는 5년간의 성공적인 지
배를 보여주기 위한 장소를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으로 정했다. 공진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조선의 상징인 경복궁이 아닌 유원지가 된 경복궁을 목격할 수 있었
다. 

  둘째, 공진회를 위해 유사한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공진회의 
중요한 구경거리 중 하나인 전등 장식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경성 내의 도로
에는 전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공진회장의 전시관과 경회루 및 광
화문 등이 전등으로 장식되었다. 그 모습을 담은 사진들은 『매일신보』에 “채광중
(彩光中)의 경성, 공진회 개회 중인 경성 내가 불야성”과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도 Ⅳ.11-5, 6).550) 이 사진들은 공진회 다음 해에 간행된 『조산물산공진회 보고
서』(1916)에도 수록되었다(도 Ⅳ.12-2, 3, 4, 5).551) 아울러 전등으로 장식된 전시관
이나 공진회장 전경이 담긴 사진들은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로 
만들어져 판매되기도 하였다(도 Ⅳ.13-1에서 8까지).552)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549) 『매일신보』 1915년 5월 18일, 「사진: 공사 중의 共進會場(경성 경복궁내)」; 1915년 
5월 30일, 「사진: 形體己成한 共進會의 陳列館, 이십구일 경복궁에서」; 1915년 6월 20
일, 「사진: 점차로 준공되어 가는 공진회장(경복궁)」; 1915년 10월 1일, 「사진: 대공진
회 개회식의 성의를 거행할 경복궁내 근정전」.

550) 『매일신보』 1915년 7월 1일, 「全市彩光, 공진회와 전등 장식 등불 바다 채광 천지」; 
1915년 8월 25일, 「彩光中의 경성, 공진회 개회 중은 경성 내가 불야성」; 1915년 9월 
13일, 「채광의 龍宮, 초일의 대공진회, 채색 龍宮의 공진회 야경」.

551) 공진회 다음 해인 1916년 조선총독부에서는 3권 분량의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
進會報告書』를 펴냈다. 권3에 공진회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디지털 컬렉션을 활용하였다. 朝鮮總督府 編, 『(始政
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第1-3卷(朝鮮總督府,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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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에는 미술관, 철도국 특설관, 광화문, 광화문 앞에 세워진 전기탑 등이 나타
나 있다.

  셋째, 공진회는 도시 공간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며 당대인의 삶에 침투하
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로 도로의 장식과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였다. 앞서 본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중 <광화문 앞 전기탑>에 나타나듯이 
광화문 앞의 도로에는 전기탑이 들어섰다. 경복궁 일대의 거리에는 포스터도 붙었
다(도 Ⅳ.14-1). 공진회장으로 가는 주요 도로와 건물들은 전등, 꽃, 깃발 등으로 
장식되었다. 경성의 입구로 중요하게 여겨진 남대문 역시 전등과 꽃으로 장식되었
다(도 Ⅳ.12-5). 도시 자체가 공진회장이 되어버린 듯 하였다. 아울러 『매일신보』
에는 1914년 1월부터 공진회의 개최와 관련된 내용이 게재되었다. 『매일신보』는 
누구라도 보기 쉽게 사진, 회화 등의 삽입을 늘려 “전 지면을 대쇄신”하였다. 또
한 부수도 “60만 부를 대증쇄”하였다.553) 공진회를 앞둔 1915년 9월 3일에는 공진
회장의 안내도가 실렸다(도 Ⅳ.14-2). 아울러 공진회날에는 공진회장을 조감하여 
촬영한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었다(도 Ⅳ.10-4). 공진회 기간에는 각 전시관에 대한 
상세 소개, 공진회 구경 안내, 입장객 숫자 등이 매일 보도되었다.554)

  『매일신보』에 실린 광화문 앞이 담긴 사진에서 보이듯이 많은 관람객들이 공진
회장을 찾았다. 그렇다면 당대인들이나 관람객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잡
지 『신문계(新文界)』 10월호에는 「공진회관람(共進會觀覽)의 감상(感想)」, 「공진회
일기(共進會日記)」, 「공진회관람기(共進會觀覽記)」 등이 실렸다.555) 이 글들에 따
르면 ‘각종 시각물이 관자의 안목을 일주케 하였다.’ 또한 『경성부사』에는 공진회
를 찾은 관람객들이 남긴 주요 반응들이 정리되어 있다. 

경성에 가보니 시가지가 종횡으로 정연하고 도로는 넓으며 정연히 정리되어 있어 놀랐
다.

552) 『매일신보』 1915년 9월 9일, 「사진: 공진회를 기념하는 그림엽서와 공진회 우편국의 
기념일부인」; 1915년 9월 10일, 「공진회: 기념엽서 발매」; 1915년 10월 1일, 「그림: 시
정5년의 기념, 금일부터 각 우편국에서 발매하는 시정5년기념 화엽서」.

553) 『매일신보』 1915년 8월 31일, 「공진회와 我 매일신보, 전지면의 대쇄신, 60만부 대
증쇄」.

554) 『매일신보』 1915년 9월 14일, 「대공진회: 단체관람과 各所」; 1915년 9월 15일, 「공
진회 구경(7): 3일간의 공진회와 경성의 명승구경」. 

555) 玄櫶, 「共進會觀覽의 感想」, pp. 18-20, 不知憂生, 「共進會日記」, pp. 42-50, 樂天
子, 「共進會觀覽記」, pp. 51-71, 『新文界』 10(新文社,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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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은 해가 지면 불을 켜고 각집마다 전등이 있다. 전등불이 하도 밝아 담뱃불을 붙이
고자 대었더니 불이 붙지 않는다.

우리는 경성에 가서 마치 별세계에 온 것처럼 아연실색하여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였
다.556)

  공진회가 “일반에 미친 감명은 보통 이상”이었다. 공진회는 “계몽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시설과도 견줄 수 없는 효과”를 거두었다.557) 즉 공진회는 
새로운 시각 경험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전과 다
른 경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경성의 도시 공간과 관련되어 공진회가 갖는 의미는 경성안내서와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경성안내서는 경성 관광에서 중요한 매개였다. 또
한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된 공진회 미술관은 경성 관광의 한 경로였다. 이는 공
진회 시기에 만들어진 경성안내서와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경성의 도시 이미지 형
성과 연관됨을 시사한다.

  우선 경성안내서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1915년 공
진회를 위해 출간된 안내서들에 수록된 이미지와 내용들은 이후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되었다. 1915년 발행된 대표적인 안내서는 경성협찬회(京城協贊會)에서 펴낸 
『경성안내(京城案內)』(1915)와 조선연구회(朝鮮硏究會)에서 펴낸 『(최근)경성안내
기((最近)京城案內記)』(1915)이다(도 Ⅳ.15-1, 2, 3, 4, 도 Ⅳ.16-1, 2, 3, 4,). 여기에
는 경성의 명승고적만이 아니라 경성의 역사, 인구, 교통, 상공업, 위생, 종교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사진들이 실려있다. 이후 발행
된 경성안내서들은 1915년 간행된 경성안내서들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
진회를 위해 발행된 경성안내서들은 경성안내서에서 하나의 틀이 되었다. 둘째, 

경성안내서의 저자인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郞, 1877-1932)와 기쿠치 겐조
(菊池謙讓, 1870-1953)는 경성의 출판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이미 1912년에 『경성발달사』를 발행하였다. 무엇보다 1913년에도 이들은 
이미 『(신찬)경성안내((新撰)京城案內)』라는 경성안내서를 발행하였다. 두 인물 모
두 1910년 만들어진 조선연구회(朝鮮硏究會)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558) 조선연구회는 조선의 식민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

556) 『(국역)경성부사』 3, pp. 268-269.
557) 위의 책,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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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오야기 츠나타로가 경영을 맡았다. 즉 경성안내서의 간행에도 식민화 사업의 
성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진회 미술관은 조선총독부 박물관(朝鮮總督府博物館)이라는 이름으로 
1915년 12월에 개설되었다.559)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의 석조 건물
이었다. 정면에는 석조기둥이 세워졌다. 내부에는 중앙의 큰 홀을 중심으로 좌우 
2실씩 모두 5실로 나누어져 있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공진회를 위해 건립된 
탓에 매우 협소하였다. 이에 따라 본 건물 이외에 경복궁의 전각인 근정전, 수정
전(修政殿), 사정전(思政殿) 등이 추가로 박물관으로 활용되었다.560) 앞서 언급하
였듯이 공진회는 일본의 식민 지배 5년 동안 조선이 발전했음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였다. 즉 경복궁 내에 개설된 총독부 박물관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였다.561)

  그렇다면 경성안내서와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경성의 건설과 관련되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공진회는 경성의 건설과 한성의 쇠락, 현재의 경성과 과거
의 한성을 대비시켜서 보여준 행사였다. 경성안내서와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경성
과 한성에 대한 인식을 만들고 기억을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
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진회는 화려한 자극으로 가득한 시정기념행사로 경성으로
의 전환을 인식하게 한 행사였다. 다만 공진회는 식민 지배 초기의 행사였다. 즉 
경성은 아직 건설 중이었으며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경관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
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성의 건설을 드러내며 기념한 대표적인 행사는 

558) 식민지시기 일본인들의 출판 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최혜
주,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한국민족운
동사학회, 2005), pp. 468-513; 동저, 「재조일본인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郞]의 
‘신일본(조선)’ 건설론」, 『동북아역사논총』 54(동북아역사재단, 2016), pp. 291-328; 동
저, 「식민지 시기 재조일본인의 출판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5(한국
민족운동사학회, 2018), pp. 45-80.

559) 『매일신보』 1915년 12월 5일, 「新博物館, 경복궁 내의 이채」; 1915년 12월 11일, 
「大繁의 後, 공진회 폐회 후의 적막한 경복궁 안」; 1915년 12월 12일, 「박물관의 개관, 
경복궁 내에 신설」.

560) 『(국역)경성부사』 3, p. 265.
561) 최석영,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출현과 ‘식민지적 기획’」, 『호서사학』 27(호서사학회, 

1999), pp. 93-125; 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李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227(한국미술사학회, 2000), pp. 81-104; 오영찬 「식민지 
박물관의 역사 만들기: 조선총독부박물관 상설전시의 변천」, 『역사와현실』 110(한국역
사연구회, 2018), pp. 21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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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중반에 열린 행사인 조선신궁어진좌제와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다.

  1925년 10월 15일 남산의 조선신궁에서 조선신궁어진좌제(이하 진좌제)가 열렸
다. 진좌제를 위해 경성역의 개통, 경성운동장의 개장, 남산공원의 정비 일정이 
맞추어졌다. 진좌제에 이르기까지 『매일신보』에서는 조선신궁에 대하여 연일 보도
하였다. 아울러 조선신궁 일대의 도로들은 꽃과 등으로 장식되었다. 즉 진좌제는 
시각문화의 총체로 거대한 규모의 행사를 통해 경성의 건설을 도시 공간을 통해 
드러내었다. 

  조선신궁 건립 행사인 진좌제는 왜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로 만들어진 것일까. 

진좌제는 신토와 조선인의 거리감을 해소하여 조선인을 동화시키려는 정책의 일
환이었다. 조선신궁이 완공되기 전까지 일본인들의 주요 행사는 왜성대 공원에 있
는 경성신사에서 치루어졌다.562) 경성신사에서는 매년 천장절(天長節) 축하제, 시
정기념제, 경성신사 대제(京城神社大祭) 등이 열렸다. 행사의 구역은 주로 일본인
들의 거주지인 남촌으로 한정되었다. 조선인들이 신사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예는 
드물었다. 조선인들은 신토 관련 행사를 이질적인 행사로 여겼다.563) 그런데 일본
은 진좌제라는 신토 의례를 경성역의 개통식 및 완공식, 경성운동장 개장식과 연
계시켰다. 경성역과 경성운동장은 당대인들의 일상과 관련된 공간이다. 일본은 진
좌제를 일상의 공간과 연계시키며 신토에 대한 괴리감이나 이질감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1925년 10월 15일에 남산에서 열린 진좌제를 위해 경성역의 개통식은 13일로 
맞추어졌다.564) 조선신궁에 안치될 제신의 혼백인 어령대(御靈代)는 일본의 이세
(伊勢) 신궁을 출발하여 부산에서 열차에 안치되었다. 어령대가 안치된 열차는 10

월 13일 5시에 새로 지어진 경성역에 도착하였다. 이 열차는 경성역으로 들어온 
첫 열차로 경성역의 개통을 의미하였다.565) 그리고 그 후 어령대는 조선신궁으로 

562) 남산대신궁은 조선신궁이 건립되면서 경성신사로 개칭되었다. 각주534 참조. 
563) 『동아일보』 1921년 10월 18일, 「京城神社大祭」, “해마다 전례에 의지하여 16일부터 

경성 시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경성신사의 대제를 거행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경성시가의 남편에는 거리거리 능불을 달고 ...(중략)... 실로 장관을 이루었는데 이 사
진은 작 일에 여흥단들이 태평통을 통과하는 잡답한 광경이다.”

564) 경성역은 1925년 10월 12일에 준공식을 하여 13일에 개통식을 가졌다. 개통될 당시 
조선신궁의 어령대가 경성역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 경성역에서 낙성식
이 치러졌으며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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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졌다. 즉 경성역의 개통식은 진좌제의 한 과정이었다. 경성역은 일본으로부터 
문명이 전달된 통로가 된 것이다(도 Ⅳ.17-1). 

  경성운동장도 경성역처럼 진좌제의 일정에 맞추어 준공되었다.566) 진좌제가 열
린 15일에는 새롭게 건설된 경성운동장에서 신토 의식에 따라 성대한 개장식이 
거행되었다.567) 『매일신보』에는 그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실렸다(도 Ⅳ.17-2). 사
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체조, 행진, 열단식(閱團式)이 경성운동장에서 펼쳐졌
다. 다음날인 16일에는 경성운동장에서 조선신궁 운동회가 열렸다. 운동회는 3일
간 진행되었는데 이후 조선신궁 경기대회(전국체전의 전신)로 이어졌다. 신궁의 
예제(例祭)와 같이 매년 큰 규모로 조선신궁 운동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는 조선
신궁의 존재를 선수 및 관중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다.568)

  진좌제를 위해 경성의 도시 공간도 활용되었다. 그 방식은 공진회와 유사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신궁의 완공을 기념하여 남대문 일대의 주요 도로와 건물
들은 깃발, 전등과 꽃장식으로 뒤덮여 졌다. 진좌제를 위해 운행된 전차와 자동차
에도 꽃이 장식되었다.569) 당시의 모습은 “화세계로 화할 경성시(花世界로 化할 
京城市)”와 같은 기사 제목을 통해 짐작된다. 남대문과 각 관공서, 일대의 거리는 
전등으로 장식되었다.570) 이는 “전광에 쌓인 전시의 미관(電光에 싸힌 全市의 美
觀)”으로 그려졌다.571) 경성부는 경성역 앞에 대봉축문(大奉祝門)을 세웠다.572) 경

565) 『동아일보』 1925년 9월 10일, 「京城驛開通式 십월십삼일」; 『매일신보』 1925년 9월 
10일, 「朝鮮神宮 神靈의 御着을 新裝의 京城驛에 奉迎」; 1925년 10월 13일, 「新裝한 
京城驛의 壯嚴한 修祓式 작십이일 오젼 열한시에」, 「新裝한 京城驛의 莊嚴한 修불式」, 
「神宮 御靈代 今日 御着 代表 出迎者 三百卅八人」; 1925년 10월 15일, 「新京城驛 今
日開始 작십사일에는 성대한 락셩식」.  

566) 『매일신보』 1925년 9월 10일, 「東洋一의 運動塲 十月中旬에 竣工, 됴션신궁 대졔를 
긔회로 틀림업시 쥰공케할 예뎡」.

567) 『매일신보』 1925년 10월 17일, 「朝鮮神宮 最初의 恒例大祭 勅使로셔 園池掌典 次長
參列」, 「萬民歡呼裏에 莊嚴盛况을 呈한 京城運動塲開塲式 各種學校運動과 靑年團閱團
式」, 「神宮競技開幕 野球로 劈頭戰, 늠늠한 젼션의 용사가 룡호갓치 놀기 시작」, 「開
場된 京城大運動場 (上) 小學校普通學校兒童의 聯合體操 (下) 齋藤總督과 生田會長」; 
1925년 10월 18일, 「朝鮮神宮恒例大祭 特히 勅使를 御差遣하시사 官民多數가 參列하
야 嚴肅한 裏에 終了」, 「南山松籟에 相和하는 古雅壯嚴한 神樂 三千官民參列로 例祭, 
數萬參拜者 稽首拜手 남산부근은 대혼잡을 일우엇다」.

568) 『매일신보』 1925년 10월 17일, 「朝鮮神宮 最初의 恒例大祭 勅使로셔 園池掌典 次長
參列」.

569) 『동아일보』 1925년 10월 9일, 「臨時電車停留所 市內各處에 設置」.
570) 『매일신보』 1925년 10월 4일, 「朝鮮神宮鎭座祭奉祝으로 花世界로 化할 京城市」.
571) 『매일신보』 1925년 10월 17일, 「前代未聞의 大盛儀 神人共樂의 大歡樂, 電光에싸힌 

全市의 美觀 젼시에 찬란한 뎐광이 흐르쟈 군즁의 환희는 졀뎡에 달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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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도시 공간은 진좌제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진좌제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10월에 들어서 『매일신
보』에는 거의 매일 조선신궁의 사진이 실렸다(도 Ⅳ.18-1, 2, 3, 4). 이는 진좌제 
이후에도 이어졌다(도 Ⅳ.18-5, 6). 주목할 만한 점은 신문에 실린 조선신궁 및 진
좌제의 모습은 5권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 및 사진첩에도 실렸다는 것이다(도 
Ⅳ.19, 20, 21, 22, 23). 이는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에 관련된 기록물보다도 많
은 양이다. 사진첩 및 관련 기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념 사진첩의 성
격을 지닌 것이다. 『조선신궁어진좌제기념사진첩(朝鮮神宮御鎭座祭紀念寫眞帖)』
(1925), 『조선신궁사진도집(朝鮮神宮寫眞圖集)』(1925), 『조선신궁사진첩(朝鮮神宮
寫眞帖)』(1926)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신궁 자체보다는 진좌제에 관련된 사
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조선신궁의 건축에 관련된 기록과 
논의들까지 다루고 있다. 『조선신궁기(朝鮮神宮紀)』(1926), 『조선신궁조영지(朝鮮
神宮造營誌)』(1927) 등이 그것이다. 방대한 사진과 기록은 조선신궁 및 진좌제가 
그만큼 경성의 건설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알려준다.

  진좌제가 치러질 당시만 해도 대표적인 조선인 언론매체인 『동아일보』와 『조선
일보』에서는 진좌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동아일보』에는 조선신궁의 광
고도 지면 하단에 작게 실렸다.573) 진좌제의 분위기도 다르게 실렸다. 『매일신보』
에서는 진좌제가 성대하고 화려한 축제로 그려졌다. 반면 『동아일보』에서 진좌제
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 치러진 행사로 기록되는 데에 그쳤다.574) 『동아일보』의 이
러한 태도는 이후에도 확인된다. 『동아일보』는 매년 연초에 지난해의 행사를 정
리하여 발표하였다. 『동아일보』에서 1926년 1월에 발표한 지난해의 행사에 조선
신궁의 건설 및 진좌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살펴볼 점이 있다. 바로 『매일신보』와 『동아일보』 양 측 
모두에서 진좌제가 치러진 공간인 남산을 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
다. 남산은 조선 왕실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었다. 조선신궁이 지어지기 
전까지 남산에는 국사당이 있었다. 즉 조선인들에게 남산은 신과 인간이 매개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아울러 왕실의 제사가 치러지는 위엄있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572) 『매일신보』 1925년 10월 17일, 「街路마다 波動하는 提燈行列의 물결 전시가 불바다
로 화다」.

573) 『동아일보』 1925년 10월 12일, 「광고奉祝朝鮮神宮鎭座祭」.
574) 『동아일보』 1925년 10월 15일, 「嚴重한 警戒裡에 일본에서 신궁어령대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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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성신사에 이어 조선신궁까지 남산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산 
일대의 도로가 정비되었다. 당대인들은 남산 일대의 도로 정비가 “한양공원 조선
신사에 이르는 대로”의 폭을 넓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575) 그럼에도 당대인들은 
경성 내 여가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남산을 공원으로 개발하자고 하였다. 당대인
들에게 남산은 왕실의 제사가 치러지는 신성한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신보』에는 
남산공원에 대하여 “진좌제를 기회로 공원 설비를 완전하게 해”라고 실렸다. 진좌
제를 계기로 남산을 경성의 공원으로 여기는 시각이 굳어졌다.

  진좌제가 남산과 그 일대에서 치러진 행사라면 조선총독부 낙성식은 경복궁과 
그 일대를 활용하였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은 단순한 건축 기념행사가 아
니다. 이 행사는 건축 기념행사이자 시정기념행사이다. 즉 총독부 신청사의 낙성
식은 경성의 건설을 의미하는 행사였다. 이는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 기념행사
와 관련 매체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건물의 경우 대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건물의 부
지 선정에 대한 논의가 신문에 게재되었다. 그 다음에는 정초식, 기공식, 착공식 
등의 행사와 함께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또한 지어질 
건물에 대한 소개도 기사를 통해 알려졌다. 건축계의 동향을 다룬 기사에는 건물
이 지어지는 상황이 자주 게재되었다.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도 사진을 통해 보여
졌다. 간혹 완공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상세하게 알려졌다. 건물이 
완공될 즈음에는 완성될 건물의 내외부 전경 사진과 함께 건물에 대한 소개가 기
사로 보도되었다. 기사 내용에는 건물의 목적이나 의미도 포함되었다. 건물 완공 
후에는 낙성식이나 완공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견학이 허락되어 
낙성식 오후에는 건물이 개방되었다. 이와 함께 건물의 모습을 담은 사진엽서나 
그림엽서가 판매되거나 배부되었다. 즉 건물의 부지 선정에서 완공에 이르는 과정
은 당대인들에게 알려졌다. 

  당대인들은 이러한 과정이 갖는 의미를 알아차린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아
일보』에 1921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게재된 「京城小景-말하
는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도 Ⅳ.24-1, 2, 3, 4).576) 기사에는 사진과 함께 글이 

575) 『동아일보』 1923년 7월 15일, 「南山公園을 中心」; 1923년 12월 17일, 「京城幹線道
路 具體案完成」.

576) 『동아일보』 1921년 7월 23일-8월 1일, 「京城小景-말히는 사진」(전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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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렸다. 기사 제목의 부제는 “엽서(葉書)의 재료(材料)-조선 제일의 보통학교”, “재
등기념탑(齋藤紀念塔)-동양 제일의 파출소” 등이었다.577)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에 게재된 사진들에는 주로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공사 
중인 모습이 담겨져 있다. 교동보통학교 옆에 새로 지어지는 보통학교, 남대문 옆
에 지어진 파출소, 영성문이 헐린 자리에 건설된 도로 등이다. 둘째, 기사 글을 
보면 당대인들은 완공된 건물을 담은 사진이 엽서로 만들어져 홍보용으로 활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1회 기사인 「엽서의 재료」에서는 “낙성한 후 사진엽
서”로 만들어 “광고 자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대인들은 건물이 낙성된 
후 만들어진 엽서의 의미를 파악한 듯 하다. 셋째, 기사에는 “누구든지 볼 것이
다”나 “누구든지 보는 바”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어 있다. 당대인들은 적어도 기사
에 게재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즉 당대인들은 식민지 정부가 
경성의 도시 공간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
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에 이르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
까.578) 우선 1926년 1월 신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요 행사들은 다음
과 같은 순서로 치러졌다. 설계가 완성된 1916년 6월 25일에 지진제(地鎭祭)가 치
러졌다.579) 1920년 7월 10일에는 정초식도 진행되었다. 『동아일보』에서는 지진제 
이후 정초식까지 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하였다.580) 이후 1923년 5월 17일
에는 상량식(上樑式)이 있었다.581) 총독부에서는 1925년 12월부터 이사를 시작했

577) 『동아일보』 1921년 7월 23일, 「京城小景-말히는 사진 (一) 葉書의 材料-조선제일의 
보통학교」; 1921년 7월 24일, 「京城小景-말히는 사진(二) 齋藤紀念塔-동양제일의 파출
소」.

578) 『매일신보』 1926년 9월 30일, 「總督府新廳舍大會議室과 金碧燦爛한 玉座」, 「百四十
名係員總出로 萬般準備無漏完成 하로를 격한 이 날을 맛고자 부서를 난호어 준비에 분
망 京城府의 體育日」, 「新廳舍落成式後 一般觀覽을 許可, 십월 일일 오후 한시부터 다
섯시지 젼부를 개방」, 「新廳舍落成式後 一般觀覽을 許可, 郵便局도 出張」, 「第十七
回始政紀念日에 總督府新築廳舍落成, 全道重要官民千五百餘名을 招待 東洋唯一의 大
建築物이 新粧披露 明日午前十時半擧式」, 「第十七回始政紀念日에 總督府新築廳舍落
成, 參列者注意事項 携帶物과 車馬其他」.

579) 『매일신보』 1916년 6월 22일, 「총독부 신축 地鎭祭」; 1916년 6월 27일, 「사진: 총독
부 신청사의 地鎭祭, 鍬를 執하는 寺內총독」, 「祭神鎭地, 신청사 地鎭祭, 寺內총독 臨
場」.

580) 『동아일보』 1920년 7월 11일, 「총독부 청사 정초식」.
581) 『매일신보』 1923년 5월 16일, 「총독부 新廳舍 上樑式,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1923년 5월 18일, 「總督府 新廳舍 上棟式, 녹음방초 청화한 초하의 길일을 가려 작 17
일에 성대한 상동식을 거행한 조선총독부 신축 청사 위관, 綺羅如星한 朝鮮 名士의 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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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1926년 1월부터 신청사에서 업무가 시작되었다.582) 

  그런데 신청사로 이사 중이던 1926년 1월 8일 광화문 앞에서는 신청사를 향한 
관병식이 열렸다.583) 관병식은 용산의 연병장에서 열리는 것이 관례였다. 1926년 
1월 8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관병식은 예외적이었다. 관병식을 위해 일대의 교통
이 통제된 정황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 「금일관병식거행(今日觀兵式擧行) 

요로교통금지(要路交通禁止)」를 통해서 확인된다.584) 

팔일 오전 8시부터 총독부 신청사 광화문 앞에서 육관 관병식을 행할 터이라는데 그로 
인하여 당일 아침 10시경부터 12시경까지 광화문통 전차운전을 정지할 터이며 태평통 
일정목부터 광화문통에 이르는 교통을 정지할 터이요 종로에서 서대문에 이르는 길과 
광화문 앞길은 군대 행동에 지장이 없는 한도까지는 교통에 별지장이 없으리라 하며 
일반 구경꾼들의 구경하는 것은 관계없겠는데 그 위치는 태평통 인도에 한할 터 이라
더라.585)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태평통에서 광화문통 일대의 교통이 통제되었다. 또
한 일부 구역에 한해서만 대중들의 구경이 허락되었다. 

  관병식 다음 날 『동아일보』에는 이에 대한 기사가 매우 작게 게재되었다.586) 이
와 대조적으로 『매일신보』에는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다
(도 Ⅳ.25-1).

오랫동안 적막하고 있던 광화문통 너른 마당도 8일 아침 11시부터 계획된 관병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옮겨간 기회에 조선에서도 관병식을 거리에

列」, 「칠백만원의 건축비, 대정5년부터 10년계획으로 일본 전국에 제일 큰 관청 건물, 
14개의 昇降機, 모든 설비에 진선 진미를 다해」; 『동아일보』 4월 17일, 「總督府新舍竣
工期」; 1923년 5월 10일, 「總督府新舍上樑式」; 1923년 5월 16일, 「횡설수설」; 1923년 
5월 18일, 「總督府新舍上樑」. 

582) 신청사의 내부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내부 공사는 대홀에 걸린 벽화가 완료된 9월
에 이르러서 마무리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 신영지』에 신청사의 완공 시점은 1928년
에 이르러서로 기재되어 있다. 

583) 『동아일보』 1926년 1월 8일 「總督府移轉」.
584) 『동아일보』 1926년 1월 8일, 「今日觀兵式擧行 要路交通禁止」, 이와 같은 정황은 『매

일신보』에도 실려있다. 『매일신보』 1926년 1월 5일, 「總督府新廳舍前에서 觀兵式擧行 
軍隊와 民衆의 接觸을 期하고자 赤井參謀長談」.

585) 『동아일보』 1926년 1월 8일, 「今日觀兵式擧行 要路交通禁止」.
586) 『동아일보』 1926년 10월 2일, 「總督府落成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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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향하는 사례를 보게 된 것이나 정각 전부터 전차와 인마의 교통을 끊자 모여드는 
구경꾼과 각 학교 생도들의 단체 관람자로 인하여 광화문 앞에서부터 태평통 본사 앞
까지 두 길가에는 사태같이 밀리는 구경꾼과 기마 경관 사이에는 ...(중략)... 장쾌한 관
병식은 눈에 덮인 광화문 넓은 뜰에서 감개 깊은 광화문을 향하여 성대히 열렸다.587)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광장과 같은 넓은 대로에서 총독부 신청사를 향한 
관병식’이 열렸다. 조선총독부 신청사로의 이전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다.588) 

  이는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연계된 행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선 신청사
로 이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31일 매일신보사 주최로 신청사의 견학이 이
루어졌다. 견학단은 초대된 가정부인 3천 명이었다. 이들에게는 신청사의 모습을 
담은 그림엽서가 기념품으로 배부되었다(도 Ⅳ.25-2).589) 아울러 신청사의 완공 일
정에 맞추어 계획된 박람회가 신청사의 낙성식보다 먼저 열렸다.590) 1926년 5월에 
열린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는 총독부 주최로 신청사의 낙성식과 함께 개최될 
예정이었다.591) 그런데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이 계속 미루어진 탓에 조선박람
회만 1926년 5월에 열렸다.592)

587) 『매일신보』 1926년 1월 8일, 「今日 光化門通에서 新年觀兵式 擧行 오날 오젼 열한
시 광화문 압헤 쳐음으로 신년 관병식을 거」; 1926년 1월 9일, 「街上觀兵式의 盛觀 
刀槍劒㦸日光에 燦然 늣김이 만흔 광화문을 향하야 셩대한 관병식은 거행되얏다」, 「昨
日 光化門通의 觀兵式 (分列式과 參例한 齋藤總督)」.

588) 『매일신보』 1926년 1월 7일, 「主人마지에 紛忙한 總督府의 新廳舍 南北에 늘어다은 
移徙짐 춍독부 이사는 륙일부터 시작 되야 북쵼 일대는 번화키 시작」. 

589) 『매일신보』 1926년 1월 31일, 「三千嘉客을 마지할 今日의 總督府新廳舍 和氣에 
여 選物準備 삼쳔명부인을 마지할 춍독부신텽사는새로운 깃붐을 띄고 선물 쥰비에 분망 
즁」.

590) 『동아일보』 1923년 7월 4일, 「횡설수설」.
591)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도 1926년 5월에 열릴 예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경성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면 낙성식이 있는 시기에 맞추어 『조선과 건축(朝鮮と
建築)』에 기사가 게재되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축 내용을 담은 『朝鮮と建築』 朝
鮮總督府新廳舍號는 1926년 5월에 간행되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10월에 
치루어진 이유는 4월에 순종이 서거하면서 장례 준비가 진행된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박람회 역시 연기가 논의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
성식은 본래의 계획보다 늦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朝鮮建築會 編, 『朝鮮と建築』 朝鮮總督府新廳舍號(京城: 朝鮮建築會, 1926); 朝鮮建築
會 編, 김동현 편역, 『朝鮮과 建築』 朝鮮總督府新廳舍號, 국립중앙박물관, 1995.

592) 『동아일보』 1926년 4월 23일, 「朝鮮新聞社主催 朝鮮博覽會」; 1926년 4월 26일, 
「(광고)朝鮮新聞社 朝鮮博覽會開催」; 1926년 4월 30일, 「朝鮮博覽會는 豫定대로 開
催」; 1926년 5월 11일, 「觀衆을 佇待하는 三處會塲의 設備」; 1926년 5월 13일, 「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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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박람회는 5월 15일 입장자만 4천 명이었다. 국상으로 연기를 하라든가 완전한 설비
가 되기 전에 열렸는데 15일까지 거의 다 정리되고 2회장도 정리되어 개회 1일에는 입
장자가 약 일만이천가량이었으며 제 2일에는 약 일만사천가량이었다는데 14일에는 2회
장 기계관의 기계들이 모두 다 배치되었으며 분수, 서커스단의 흥행도 개시되었다. 박
람회에 올 비행기는 19일에 경성에 도착할 터인데 세 대 중 한데는 경복궁에 놓아두고 
일반에 구경을 시킬 터이며 두 대는 날마다 대경성의 상공을 날아다닐 터이라더라.593)

  조선박람회 회장으로 세 곳이 사용되었다(도 Ⅳ.26-1, 2). 제1회장은 왜성대, 제2

회장은 경복궁, 제3회장은 용산이었다. 조선박람회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경
성의 도시 공간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만든 것이다. 박람회가 열릴 당시 조선총독
부 신청사에서는 이미 업무가 개시된 상태였다. 즉 조선박람회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경성의 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6년 10월 1일 시정기념일에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열렸다. 낙성식 이후에는 신청사를 견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26년 10월이라는 
시점이 주목된다. 이 시기는 이미 순종이 서거한 이후였다. 또한 광화문도 8월에 
이미 해체되어 사라진 뒤였다. 즉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사라진 경성에서 열렸다. 따라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은 경성의 
완성이자 대경성으로의 전이를 의미하는 행사가 되기에 충분했다. 

  1925년과 1926년 사이 약 1년 간격으로 매우 큰 규모의 행사가 두 번이나 열렸
다. 두 행사는 경성의 도시 공간을 활용하며 화려하게 치러졌다. 하나는 1925년 
치러진 진좌제이다. 진좌제는 건축 기념행사와 신사 및 신궁 기념행사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행사의 주 공간은 남산과 그 일대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1926년 열린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다. 신청사의 낙성식은 건축 기념행사
와 시정기념행사의 성격이 겹쳐져 있다. 무엇보다 이 행사는 경복궁과 그 일대에
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치러질 당시 
경복궁은 폐허가 되었다. 두 행사는 조선왕조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식민 권력은 이를 통해 과거가 된 한성 위에 세워진 

博覽會 今 日부터 開幕」.
593) 『동아일보』 1926년 5월 16일, 「朝鮮博覽會, 三四日內設備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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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경성을 기념한 행사들이 한성을 상징
하는 장소들이 갖는 상징성을 활용하였음을 말한다. 즉 경성의 건설은 한성을 상
징하는 장소에 기대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상징에서 경성의 구경거리로 격하된 한성

  경성의 기념행사가 치러진 한편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경성의 대표적
인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는 경성으로의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성이라는 
도시가 갖는 상징성이 변화된 것이다. 본래 수도 서울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경성이 되었음에도 수도 서울은 여전히 누구나 가고 싶어 하
는 도시였다. 그런데 경성의 궁궐, 남산, 한강은 이전보다 접근이 쉬워졌다. 이는 
창경궁에 동물원이 들어섰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경성의 궁궐은 수도 서울의 
상징이 아니었다. 경성의 궁궐은 진귀하고 신기한 구경거리로 채워진 장소가 되었
다. 남산과 한강도 다를 바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가진 
위상은 상실되었다.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경성의 구경거리가 된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였다. 첫
째, 왕조를 상징하는 장소의 공원화이다. 당시 경성부민들에게 공원은 점차 일상
의 장소로서 여겨지기 시작하였기에 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왕조를 상징하는 
장소의 공원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하나는 꽃의 활용이다. 

주로 활용된 꽃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菊花)와 벚꽃이었다.594) 다른 하나
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이다. 그 시초가 된 것은 창경원 내에 마련된 박물관
이었다. 공진회 이후에는 경복궁 내에 진열관이 박물관으로 남았다. 이후 궁궐들
은 모두 박물관을 포함하는 공원이 되었다. 경복궁 내에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창
경궁 내에는 박물관이 있었다.595)

  둘째, 경성을 구경거리로 만든 중요한 계기는 밤 놀이였다. 종로 야시(夜市)는 

594) 벚꽃 역시 대중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국화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595) 경복궁 내 조선총독부 박물관, 창경원 내 이왕가 박물관과 달리 덕수궁 내의 미술관

은 늦게 만들어졌다. 아울러 덕수궁은 1930년대에 이르러 대공원이 되었다. 
   『조선일보』 1932년 7월 17일, 「경전기부를 기초로, 덕수궁을 공원화」; 1933년 5월 7

일, 「래추 9월부터 미술관 되는 석조전」; 『동아일보』 1933년 9월 30일, 「公開되는 德
壽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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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강은 여름의 밤을 보내는 유원지로 바뀌었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밤 놀이가 본격화되었다. 이때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전등의 설치
였다. 창경원에서는 나무에 전등을 달아 봄과 여름에 야간개장을 하였다. 한강 인
도교에도 전등이 달려 “불야성”을 이루었다.

 

  우선 왕조를 상징하는 장소의 공원화는 경복궁, 창경원, 남산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경복궁과 창경원이 활용된 이유는 고종과 순종이 각각 덕수궁과 창덕궁에 
머물렀던 데에 있다. 식민지 정부라 할지라도 왕이 기거하는 궁궐을 쉽게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덕수궁은 고종 승하 이후에 그 활용이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596) 창덕궁 역시 순종 사후에서야 본격적으로 공개되었다. 순종의 생전 
당시 비원은 요일이 정해져 공개되었다. 한편 남산의 공원화는 경복궁 및 창경원
과는 차이를 보인다. 남산이 공원이 된 과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성신사의 활
용 및 조선신궁의 건립과 연관되었다. 

  즉 경복궁, 창경원, 남산이 공원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
다. 경복궁은 국가적인 차원의 대규모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였다. 각종 행사의 개
회식이나 축하식은 근정전과 경회루에서 치러졌다. 근정전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본 공진회의 개회식도 경복궁에서 치러졌다. 이와 
달리 창경원은 주로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개방되었다. 경복궁과 창경원의 차이
는 경복궁에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지어지면서 더 극대화되었다. 신청사가 지어진 
이후 경복궁으로의 접근은 쉽지 않았다. 반면 창경원은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
로 소개되었다. 남산의 경우는 위치 탓에 주로 일본인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
다. 

 

  우선 대한제국 시기 동안 비어있던 경복궁은 한일강제병합 이전인 1909년부터 

596) 덕수궁 석조전은 1923년 제2회 조선미술전람회의 회장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전람회장은 영락정 상품진열관(永樂町商品陳列舘)이 되었다. 덕수궁은 이후 경성부청 
신청사의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장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매일신보』 1923년 3월 12일, 「제2회 
조선미전 회장은 德壽宮 石造殿인가, 여러 군데를 모두 골라보아도 석조전이 제일 좋다
는 말」; 1923년 3월 18일, 「朝鮮美展 會場에 대하여 石造殿의 개방 여부, 총독부에서 
이왕직에 교섭, 필경은 석조전으로 될 모양」; 『동아일보』 1923년 5월 31일, 「美展은 
今日終了」; 경성부청의 후보지와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23년 2월 
9일, 「京城府廳의 位置問題」; 『조선일보』 1923년 2월 10일, 「府廳신축은 덕수궁?. 남
대문소학교에 실패를 당한 경성부청은 다시 덕수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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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었다. 10월 27일 이후에는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관람이 허가된 상태
였다.597) 1910년 이후 경복궁은 주로 규모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행사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이 중에서도 경복궁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국화관상대회(菊
花觀賞大會)이다.

  국화관상대회는 천장절(天長節) 행사의 일환이었다. 한일강제병합 이전부터 천
황의 탄신일인 천장절과 관련된 행사가 치러졌다. 행사 장소는 주로 남산의 통감
부였다.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는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1852-1912)의 축일인 11월 
3일에 남산의 총독부에서 원유회(園遊會)가 열렸다. 축하회는 대개 남별궁 인근에
서 열렸다. 아울러 용산에서는 관병식(觀兵式)도 진행되었다.598) 국화품평회만 예
외적으로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에서 치러졌다.599) 

  그런데 메이지 천황이 서거한 해인 1912년 11월 3일에는 천장절 행사가 경복궁
에서 치러졌다. 메이지 천황의 어진영(御眞影)은 근정전에 봉안되었다. 또한 테라
우치 마사타케(寺内 正毅, 1852-1919) 총독의 참석 하에 제전이 거행되었다.600) 이
와 함께 국화관상대회가 경복궁 근정문(勤政門) 내문 회랑에서 열렸다.601) 국화관
상대회의 모습은 신문에 여러 차례 게재되었다(도 Ⅳ.27-1).602) 11월 3일에 발행된 

597)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9일, 「두곳구경」, “경복궁에 들어가 구경을 하는 것을 
종래로 일반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을 허가하였는데 본 월 27일부터로는 월요일 외에는 
매일 구경을 허가했다. 창덕궁 비원은 매 주일에 수요일과 토요일에만 관람케 하였다.”; 
1910년 5월 15일, 「경복궁 없어지네」.

598) 천장절 행사는 1910년 이전부터 치러졌다. 통감부에서 원유회가 열렸으며 용산에서 
관병식이 열렸다. 1910년부터는 남산의 총독부에서 원유회, 축하회가 열렸다. 1911년에
는 예년과 같이 남별궁에서 축하회가 열렸으며 기념엽서가 발행되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9일, 「天長開會」; 1908년 11월 3일, 「天長觀兵」, “今日
은 日本國天長節인 故로 午前十時三拾分에 龍山鍊兵塲에셔 陸軍觀兵式을 擧行다더
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23일, 「雜報: 天長節 園遊會, 雜報: 天長節 축하회」; 
1910년 11월 3일, 「社說: 奉祝 天長節-천장절 특집호」; 1911년 10월 13일, 「천장절 
대축화회」; 1911년 11월 2일 「記念會葉書配與」.

599) 1911년 기사에 따르면 국화품평회는 경성일보사의 주최로 경복궁 근정전 내에서 열
렸다. 천장절 행사의 일부인 국화품평회는 이후로도 계속 경복궁에서 열렸다. 

   『매일신보』 1911년 10월 28일, 「昨日 開會 菊花 대품평회」; 1913년 10월 31일, 「사
진: 경복궁 내의 菊花품평회 會場」; 1915년 10월 16일, 「대공진회: 국화진열대회」; 
1916년 10월 31일, 「사진: 천장절 축일의 철을 맞은 국화꽃」.

600) 『매일신보』 1912년 11월 5일, 「사진: 景福宮內 菊花觀賞大會의 雜觀」, 「菊花觀賞大
會, 寺內總督도 臨場」.

601) 『매일신보』 1912년 10월 13일, 「菊花觀賞大會」; 1912년 10월 26일, 「11월 3일 기
념 菊花觀賞大會 매일신보 애독자 특별 입장권 교부」; 1912년 11월 2일, 「사진: 경복
궁에서 매일신보사 菊花觀賞大會 출품 국화」.

602) 『매일신보』 1912년 11월 3일, 「사진: 本社菊花觀賞大會會場 景福宮及光化門」, 「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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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특집호에는 “皇室과 菊花”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603) 여기에는 황
실과 국화의 관계가 다루어져 있다. 

  국화관상대회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행사만 1910년부터 예외적으로 경복궁에서 
열렸다는 사실이다. 다만 1912년 이전에는 “국화품평회”라는 이름이었다. 1912년
부터는 “국화관상대회”가 경복궁에서 열렸다. 1912년 메이지 천황이 서거하면서 
메이지 천황의 축일인 11월 3일 대신 10월 31일이 천창절 축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1913년 경복궁에서 열린 국화관상대회는 천장절 축일 행사의 일부가 되었
다. 당시 타이쇼 천황(大正天皇, 1879-1926)의 축일인 천장절 행사와 메이지 천황
의 축일인 천장절 축일 행사들은 주로 남산의 총독부와 경성신사에서 치러졌
다.604) 이러한 상황에서 국화관상대회만 경복궁에서 열린 것이다. 경복궁에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국화가 전시되었다. 이는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인 경복궁이 변용
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매일신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국화관상대회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몰
렸다(도 Ⅳ.27-2). 사진을 보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조선인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당대인들에게 이 행사는 어떠한 의미였던 것일까. 대한제국 시기 덕
수궁이 한성의 중심이었으나 경복궁의 위상은 유지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
화하고 조선과 한성의 상징인 경복궁을 폐허로 만들었다.605) 이는 당시 조선인들
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경복궁 안의 행사를 보기 위해 수많은 구경
꾼이 몰렸다. 조선인들은 이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던 궁궐에 들어가 보게 되면
서 감격하였다.606) 1923년에는 경복궁을 공원으로 개방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는 “오백년 고적과 절승한 경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심히 아까워”라는 명목이

大한 菊花熱, 田中始一郞氏談」; 1912년 11월 5일, 「사진: 景福宮內 菊花觀賞大會의 雜
觀」. 

603) 『매일신보』 1912년 11월 3일, 「皇室과 菊花」.
604) 『매일신보』 1913년 9월 28일, 「神社祭典과 天長節」; 1913년 10월 8일, 「경복궁 무

료 관람」; 1913년 10월 29일, 「경복궁 축하회 次第」, 「축하회장 준비 착수–경복궁에
서」; 1913년 10월 31일, 「축하 제등행렬 前景氣, 당일 경성은 火山火海, 참가자는 무
려 5만여 인, 全市 조선인의 踊躍欣抃, 前古未曾有의 대성황」, 「사진: 경복궁 내의 菊
花품평회 會場」; 1913년 11월 2일, 「景福宮의 祝賀餘興」, 「사진: 景福宮內勤政殿官民
聯合大奉祝會」.

605) 공진회장으로 경복궁이 사용되었을 때 경복궁의 전각 중 4천여 칸에 해당 되는 전각
이 사라졌다. 그러나 일루미네이션으로 장식된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 광화문은 대중을 
현혹하였다. 대중들은 폐허가 된 경복궁의 상황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다.

606) 『경성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당대인들의 반응이 실렸다. 여기에는 공진회를 통해 궁
궐에 들어가 볼 수 있음에 대한 감격이 드러나 있다. 『경성일보』 1915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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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607) 신문의 기사에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당대인들에게 경복궁
은 대표적인 볼거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복궁이 창경원처럼 대중적인 여가의 장소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경복궁 내에 건설된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복궁 내 남아 있던 공진회 미술관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되어 
1915년 12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608)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일반 관람은 허가되었
다.609) 경복궁을 활용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경성부사』의 기록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총독부 박물관은 고적 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출토품 수가 점차 늘었고 구입품도 역시 
늘어 진열대를 증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18년 경복궁 내 근정전, 사정전, 만
춘전, 천추전 4개의 전각을 택하여 고적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물품을 진열하였고 각 
진열대의 전시물 교체를 실시했다.610)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고적 조사 결과 출토품이 늘어 조선총독부 박물
관에 전시 공간이 더 필요해졌다는 것이다.611)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는 고적 
조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적조사와 보존은 원활한 식민통치의 논리를 역사에서 
찾으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전시 공간으로 경복궁의 주요 전각들이 
활용되었다. 일본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설립한 목적은 조선통치의 궁극적인 목
적인 동화를 위해 교육을 활용하려는 것이었다.612) 즉 일본은 박물관 관람자들에
게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식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려는 데에 있었다.

607) 『매일신보』 1923년 11월 13일, 「대경성의 공원으로 경복궁 개방설」.
608) 『매일신보』 1915년 11월 2일, 「총독부박물관」; 1915년 12월 5일, 「新博物館, 경복궁 

내의 이채」; 1915년 12월 11일, 「大繁의 後, 공진회 폐회 후의 적막한 경복궁 안」; 
1915년 12월 12일, 「박물관의 개관, 경복궁 내에 신설」.

609) 『매일신보』에 게재된 내용을 통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박물관의 입장자 수는 일반
관람자와 특별관람자로 나누어졌다. 일반관람자 수는 일본인과 조선인으로, 특별관람자 
수는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다시 구분되어 집계되었다. 전체 관람자 수는 약 2400명이었
으며 이들 중 조선인은 900명, 외국인 50명을 제외하고는 일본인이었다. 『매일신보』 
1916년 6월 4일, 「박물관 관람자」.

610) 『경성부사』 3, p. 589.
611) 『경성부사』 3, p. 265.
612) 장상훈,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와 관객」, 『조선총독부 박물관 자료의 재조명-학

술대회자료집』(국립중앙박물관, 2015) p. 30; 최석영, 앞과 같음; 오영찬, 앞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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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조선민족미술관(朝鮮民族美術舘)의 건립 정황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
다. 조선민족미술관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가 설립한 미술관이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1921년 1월 “조선예술을 널리 알게 하여 깊이 사귀게 할 작
정”이라고 하며 조선민족미술관 설립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였다.613) 5월에는 
“총독부의 후의로 경복궁 뒤 경농재를 무료로 빌려” 이곳을 조선민족미술관으로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다.614) 그러나 다음 해 1월에는 경농재가 적당하지 않다는 
보도와 함께 위치를 다시 선정한다는 기사가 나왔다.615) 한동안 정해지지 못한 조
선민족미술관의 부지는 1924년 4월에야 경복궁 내 집경당으로 정해져서 진열회가 
열릴 수 있었다.616) 조선민족미술관의 건립이 늦어진 이후는 이 기간동안 야나기 
무네요시의 활동 및 저술에서 비롯된다. 그는 1921년 미술관 건립 활동을 하며 
「조선인을 생각하노라」, 「조선의 벗에게 주는 글」 등을 써서 발매 금지를 당하였
다.617) 이후 광화문 철거 논의가 있었던 1922년 8월에는 「장차 일케된 조선(朝鮮)

의 한 건축(建築)을 위하야」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 이 글은 광화문이 철거되는 
데에서 이전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야나기 무네요시의 활동이 조선을 위한 것
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총독부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
고 이로 인해 조선민족미술관 건립이 늦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창경원은 경복궁과 다르게 운영되었다. 창경궁에는 이미 1909년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설치된 상태였다. 이후 1911년 4월 26일 창경궁 내 동물원, 식
물원, 박물관은 “창경원(昌慶苑)”으로 통칭되었다.618) 이후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613) 『매일신보』 1921년 1월 12일, 「朝鮮民族美術館 설립에 대하여, 나는 조선예술을 널
리 알게하여 깊이 사귀게 할 작정(柳宗悅氏談)」; 1921년 1월 23일, 「朝鮮民族美術館 
설립에 대한 감상」; 1921년 4월 13일, 「柳宗悅氏가 建設하는 朝鮮民族美術館, 부전의
작씨가 십여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되어」; 『동아일보』 1921년 5월 6일, 「親愛하는 朝
鮮民族의 美術舘을 建設코저」.

614) 『동아일보』 1921년 5월 22일, 「朝鮮民族美術舘을 慶農齋에 建設키로」.
615) 『동아일보』 1922년 1월 6일, 「慶農齋를 移建하야」.
616) 『시대일보』 1924년 3월 31일, 「柳兼子女史의 獨唱音樂會開催」; 1924년 4월 9일, 

「朝鮮民族 美術舘陳列會 구일오후에 즙경당에서」.
617) 야나기 무네요시의 글은 1921년 1월 『매일신보』에 실렸다. 그리고 이 글은 이후 4월

에 『동아일보』에 다시 게재되었다. 
   『매일신보』 1921년 1월 14일, 「朝鮮의 友에 與함(상), 朝鮮民族美術館의 설립에 就하

여(東洋大學敎授 柳宗悅)」; 1921년 1월 15일, 「朝鮮의 友에 與함(중), 朝鮮民族美術館
의 설립에 就하여(東洋大學敎授 柳宗悅)」; 1921년 1월 16일, 「朝鮮의 友에 與함(하), 
朝鮮民族美術館의 설립에 就하여(東洋大學敎授 柳宗悅)」; 『동아일보』 1920년 4월 12
일, 「朝鮮人을 想함 (一)」; 1920년 4월 13일, 「朝鮮人을 想함 (二)」; 1920년 4월 19일, 
「朝鮮벗에게 呈하는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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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었다. 무엇보다 창경원은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이자 여가의 장소가 되었
다. 매년 신문에서는 창경원을 대표적인 꽃놀이 장소로 언급하였다. 

  창경원의 벚꽃놀이는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였다. 경성안내서와 경성 사진첩
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경원의 벚꽃 사진이었다.619) 또한 해마다 
봄이 되면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에는 창경원의 벚꽃을 담은 사진이 실렸다(도 
Ⅳ.28-1, 2, 3). 1920년대에 이르러 창경원은 장충단, 남산공원과 함께 대표적인 벚
꽃놀이 장소가 되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번창한 공간이 창경원이었다. 기사에 따
르면 ‘창경원에는 구경꾼이 몰려 어깨를 마음껏 펼칠 수 없을 정도’였다.620) 1923

년 4월 창경원 입장객은 4만 명에 이르렀으며 아이를 잃는 사람도 있었다.621) 창
경원의 벚꽃놀이는 점차 다른 계절에도 적용되었다. 창경원은 가을에도 개방되어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622) 또한 1924년 봄부터는 창경원의 야간개방도 시작
되었다. 

  창경원의 벚꽃놀이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창경원의 벚꽃놀이는 1918년을 
전후하여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1918년을 전후한 시기
까지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는 우이동(牛耳洞)의 벚꽃놀이였다. 1913년 『매일
신보』에는 우이동의 벚꽃놀이를 위해 우이동에 이르는 도로를 공사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아울러 우이동으로 가는 열차와 전차까지 운행되었다.623) 우이동의 벚꽃
놀이는 “경성의 제일 될 유람장”으로 언급될 정도였다.624) 1915년 간행된 경성안

618) 『순종실록부록』 2, 순종 4년(1911) 4월 26일, 「박물관과 동식물원을 창경원으로 통칭
하다」, “박물관(博物館), 동물원(動物園), 식물원(植物苑)을 지금부터 창경원(昌慶苑)으로 
통칭한다. 그것은 창경궁(昌慶宮) 내에 있기 때문이다.”

619) 1919년에는 고종의 국장으로 창경원이 개방되지 못하였다. 이후 7월 13일에야 창경
원이 개방되었다. 또한 1919년은 창경원의 개원 10주년이었으나 상중이었다. 결국 기념
식은 간략히 치러졌다. 

   『매일신보』 1919년 4월 28일, 「昌慶苑開門期, 새달 삼일께」; 1919년 5월 2일, 「昌慶
苑의 開門은 불원간에 있다」; 1919년 7월 13일, 「사진: 오래간만에 개원된 창경원 내
부의 일부」; 1919년 7월 13일, 「昌慶苑, 昌慶苑 今日부터 開放」; 1919년 10월 30일, 
「창경원의 10주년 기념, 오는 11월 1일에, 상중임으로 간략히 해」. 

620) 『동아일보』 1921년 4월 25일, 「花香에 甘醉한人衆」. 
621) 『동아일보』 1923년 4월 24일, 「花香에 醉하야 九名兒를 遺失」. 
622) 『매일신보』 1917년 11월 4일, 「淸秋日躍, 가을을 찾아 어디로, 창경원의 秋色, 청량

리의 野色, 노량진의 江色」; 1918년 4월 23일, 「花의 日曜, 도처에 사람과 꽃, 창경원
에는 만여 명」; 1918년 11월 2일, 「佳辰의 昌慶苑, 단풍과 국화분에 모여드는 사람들」. 

623) 『매일신보』 1913년 4월 16일, 「觀櫻道路의 개수」; 1913년 4월 22일, 「牛耳洞의 櫻
花, 우이동의 사구리 곳, 관상자가 삼사천명」.

624) 『매일신보』 1915년 5월 5일, 「우이동 櫻의 유래, 우이동 벗꽃의 유래 군사상 필요로 
큰 보호 애석히 인멸되는 명소 장래의 보조한 방침과 경성의 제일될 유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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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에서도 우이동의 벚꽃놀이가 소개되었다. 그런데 1918년을 전후하여 갑자기 
창경원의 벚꽃놀이가 부상하였다. 신문에서는 연일 창경원의 벚꽃놀이가 소개되었
으며 우이동의 벚꽃놀이는 차츰 잊혀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1915년 5월 7일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의 내용이 주
목된다. 기사에서는 우이동의 벚꽃놀이가 ‘지금까지 소개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
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우이동의 벚꽃놀이는 “이삼 년 전 일본 사람이 처음 발견
한 앵화의 명승지”였다. 따라서 우이동의 벚꽃놀이는 ‘경성 내에 이름이 널리 나
서 반드시 구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625)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알 수 
있다. 첫째, 우이동의 벚꽃놀이는 일본인들에게 발견된 경성의 구경거리로서 의미
가 있었다. 둘째, 창경원의 벚꽃놀이는 1918년을 전후하여 갑자기 부상하였다. 즉 
창경원의 벚꽃놀이는 1918년을 전후하여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구경거리였다.

  그렇다면 1918년을 전후하여 창경원이 대표적인 구경거리로 떠오른 배경은 무
엇일까. 창경원의 벚꽃놀이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한 가지 짐작되는 부분이 있다. 

1917년 11월 창덕궁(昌德宮)에는 대조전(大造殿) 일대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다.626) 

당시의 화재는 일대가 다 탈 정도의 매우 큰 화재였다. 『매일신보』에서는 1면에
서 4면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불에 타 폐허가 된 창덕궁을 보여주었다. 소실된 
대조전의 평면도까지 실렸다(도 Ⅳ.29-1, 2, 3).627) 창덕궁 대조전의 중건은 논의 
끝에 1920년에야 이루어졌다.628) 창덕궁의 비원 역시 한동안 공개되지 못하였다. 

1918년 창경원을 찾게 된 관람객들은 창덕궁 일대의 타버린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 창덕궁과 창경원 일대는 경성의 건설과 한성의 상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즉 일본이 이러한 모습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

  무엇보다 창경원의 꽃놀이가 다루어진 기사와 사진에서는 경복궁과 다른 부분
이 확인된다. 창경원은 대중적인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

625) 『매일신보』 1915년 5월 7일, 「櫻花는 東小門外加五里, 지금껏 세상에 소개 못 된 것
이 유감 수백주의 벗꽃나무」.

626) 『순종실록부록』 8, 순종 10년(1917) 11월 10일, 「대조전에 화재가 발생하다」.
627) 창덕궁 화재의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였다. 다만 일본이 고의로 대조전에 불

을 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매일신보』 1917년 11월 11일, 「昌德宮 
大火, 御寢殿 大造殿 全燒, 兩 殿下 無事 御避難」, 「大造殿 回祿, 悽慘의 極, 不測의 
禍, 양 전하의 御起居, 이왕전하께서는 성정각에, 왕비전하는 약방에 듭심」, 「殿樓 손해
만 3천만원, 이번이 세 번째의 화재, 무려 팔백 평의 소실, 이왕직 기사 金倫求씨 談」.

628) 『동아일보』 1920년 4월 7일, 「丹靑 華麗한 新內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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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궁 국화관상대회 이외에도 조선호텔 장미원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선호텔 장미원은 황궁우 일대에 장미를 심어놓은 정원으로 1918년 6월부터 공
개되었다.629) 1920년에는 하루에 3백 명이 장미원에 입장하였다. 이는 몇천 명에 
달하는 창경원의 입장객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이다.630)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호텔은 공진회 당시 외국 귀빈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주
최의 업무회의나 각종 행사가 진행되었다. 즉 조선호텔의 영업은 상류층을 상대로 
하였으며 장미원 역시 상류층을 위한 장소였다. 이는 1925년 조선호텔을 대중적
인 장소로 만들겠다는 기사 이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
다.631) 즉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인 창경궁은 대중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으나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장소인 조선호텔은 고급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창경원은 대중적인 여가의 장소이자 구경거리로 만들어졌다. 창경
원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창경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과거가 된 한성을 
마주할 수 있었다. 창경원의 운영에서 보이는 일본의 의도는 순종 사후 박물관의 
전시 및 운영에서도 발견된다. 『동아일보』 1926년 7월 1일자에는 「구주(舊主)는 
백옥루(白玉樓)로 곤룡포(衮龍袍)는 박물관(博物舘)에」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순종의 곤룡포(衮龍袍)와 그 외 의복들은 창경원 안 박물관에 진열될 예
정이었다.632) 다만 이들이 어디에 진열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진열될지는 확정되
지 못한 상태였다. 박물관 영역에 있는 통명전(通明殿)이 순종이 있던 대조전과 
구조가 같아 수리 이후 진열될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기사가 게재된 시기는 6월
에 국상이 치러지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순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
과 대한제국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즉 순종의 죽음은 그 자체로 한
성이 현재가 아닌 과거가 되어감을 시사한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순종의 곤룡포가 박물관 전시실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보이게 되었다. 순종의 곤룡포가 박물관 전시품이 된 사실은 조선왕조와 대한제국

629) 『매일신보』 1918년 6월 16일, 「조선호텔 장미원 공개한 장미원, 십오일부터 조선호
텔에서」; 『동아일보』 1922년 8월 2일, 「朝鮮호텔 薔薇花園 每土曜, 日曜及水曜日下午
八時三十分」; 『조선일보』 1923년 6월 23일, 「조선호텔은 후원장미원을 去十七日부터 
水土日삼회씩 공개하는 동시에 미국파라 마운트사 만선총대리점협찬으로 특수사진을 제
공」.

630) 『매일신보』 1920년 5월 30일, 「낙원 장미원, 하루 날에 3백 명의 입장한 자가 있었
다」. 

631) 『매일신보』 1925년 6월 9일, 「薔薇園開園, 십일밤부터」.
632) 『동아일보』 1926년 7월 1일, 「舊主는 白玉樓로 衮龍袍는 博物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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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제 완연히 과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일본은 끊임없이 조선왕조와 한
성을 과거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본은 순종의 곤룡포를 통해 이를 각
인시키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상징이자 수도인 한성 
역시 과거가 되어 기억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곤룡포의 전시는 논란이 되어 박물관 운영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총독부는 창
경원의 박물관과 경복궁 내 총독부 박물관의 병합을 제의하였다. 총독부 박물관은 
역사박물관, 창경원 박물관은 미술박물관으로 구분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한 창경원은 경성부에서 운영하라는 건의도 있었다.633) 당시 창경원은 경성의 구
경거리로 굳어진 상태였다. 이와 달리 경복궁 내 박물관은 개방된 상태는 아니었
다. 총독부에서 식민사관의 보급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즉 
총독부는 경복궁 내 박물관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식민사관을 보급하고자 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궁궐의 활용과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밤 놀이의 등장이다. 대표적인 
것은 종로 야시(夜市), 한강 관화대회(漢江觀火大會), 창경원의 밤 벚꽃놀이이다. 

  종로 야시는 조선인들의 대표적인 밤 문화였다(도 Ⅳ.30-1, 2). 공진회 직후인 
1916년 시작된 종로 야시는 7월부터 10월 말까지 오후 7시에 종로 일대의 시장에
서 열렸다.634) 종로 야시의 개시식이 있던 날은 관중이 무려 5만 명에 달했다.635) 

종로 야시는 늘 성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기도 변경되었다. 1920년 종로 야시는 5

월 1일 밤부터 열렸다. 기사에서 야시의 모습은 “휘황찬란한 등불은 별이 총총 박
힌 듯하였으며 서울의 번화함을 자랑하는 듯하였다”라고 그려졌다.636) 종로 야시
는 많은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밤 놀이가 되었다.

  한편 한강에서의 밤 놀이도 주목된다. 1917년 한강 인도교가 건설된 이후 그 
일대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1917년과 1918년에는 매일신보사 주
체로 한강에서 관화대회가 열렸다(도 Ⅳ.31-1, 2, 3).637) 『매일신보』는 관화대회에 

633) 『동아일보』 1926년 7월 2일, 「李王職과 總督府 兩博物館도 合併」.
634) 『매일신보』 1916년 7월 13일, 「종로夜市 인가」; 1916년 7월 18일, 「종로 夜市, 19

일부터 십월 말까지, 오후 7시부터」. 
635) 『매일신보』 1916년 7월 23일, 「관중 5만, 종로야시의 개시식, 공진회 첫날밤 후 처

음」. 
636) 『동아일보』 1920년 5월 3일, 「鍾路夜市 初夜의 盛况」.
637) 『매일신보』 1917년 6월 6일, 「한강관화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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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옛날 평양 대동강에서, 진주 남강등지에서 사월초팔일에 거행하던 오랜 역
사가 있는 놀이”라고 하며 전통 불꽃놀이와 연관지었다.638) “한강 반(畔)의 불야
성(不夜城), 그 장관 될 바를 상상하여 보라”와 같은 기사를 통해서도 관화대회의 
화려함이 짐작된다.639) 신문에는 관화대회가 잘 보이는 곳을 정리한 <관화회 지
도>도 실렸다.640) 6월 23일 관화대회 이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관
화대회를 보기 위해 관중들이 한강 철교 아래, 구용산 넓은 벌 등에 모여 “사람언
덕, 사람산” 등을 이루었다.641) 이듬해에도 관화대회는 열렸다. 당시 신문에 보도
된 바에 따르면 구경꾼의 수는 십만에 달했다.642) 

  한강의 관화대회는 한강인도교의 건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643) 한강 
인도교의 도교식이 치러진 것은 1917년 10월이었다. 즉 관화대회가 열린 6월에 
한강인도교가 지어지고 있었다. 한강인도교의 건설은 조선총독부에서 주도한 제1

기 치도사업의 완성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는 한강인도교 도교
식이 있던 10월 7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면 가운데
에는 낙성된 한강인도교의 사진이 게재되었다.644) 2면에는 「제1기 치도 공사로 완
성된 주요 도로 약도」가 실렸다. 도교식은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으며 많은 관중
이 몰렸다(도 Ⅳ.32-1, 2, 3). 따라서 한강인도교가 건설되기 이전에 관화대회를 통
해 한강인도교의 건설을 인식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한강은 밤 
놀이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밤 놀이가 본격화된 1924년에는 한강 다
리 위에도 전등을 단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불야성화 할 한강 인도교, 8

월 1일부터 전등 2백 개를 켠다”라고 언급되었다.645) 한강 인도교 일대는 더위를 

638) 『매일신보』 1917년 6월 13일, 「흥미있는 시적의 雅遊, 역사있는 불놀이! 아담한 불
놀이!」.

639) 『매일신보』 1917년 6월 17일, 「강畔의 不夜城, 그 장관될 바를 상상하여 보라」; 
1917년 6월 21일, 「前例없는 特製의 大煙火, 진기한 장치 꽃불, 물 위의 등불, 본사주
최 관화대회가 가까웠다」.

640) 『매일신보』 1917년 6월 22일, 「관화대회장 가는 순로, 불꽃은 어디서 제일 잘 보이
나」.

641) 『매일신보』 1917년 6월 26일, 「본사주최 한강관화대회, 공전의 미관장관, 무수한 불
은 강수를 믈들이고 오채의 꽃불은 중천에 흩어짐」.

642) 『매일신보』 1918년 8월 4일, 「光波彩星, 대성황의 한강관화대회, 강가에 모인 십만
의 관중」.

643) 한강인도교는 한강인도교, 한강철교, 한강교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본고에서 필
자는 공식 명칭인 한강인도교로 하겠다.

644) 『매일신보』 1917년 10월 9일, 「한강신교시도의 日, 다리에 모인 1천명의 내외빈객, 
성대한 도교식과 번화하던 여흥, 초일의 도교자 실로 15만, 한강의 다리우에 사람의 도
수, 홍란의 백등하에 성대한 밤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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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히기 위한 여름밤의 여가 공간이 되었다.646) 즉 일본은 한강인도교 일대를 번화
한 불야성의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한강의 밤 놀이가 본격화된 그 시점에 창경원의 야간공개가 이루어졌다. 1924

년 4월 20일부터 창경원의 야간공개가 시작되었다.647) 창경원의 야간공개는 저녁 
7시부터 10시 반까지였다.648) 창경원 꽃나무의 가지마다 전등이 달렸다.649) 야간
개장을 위해 전차 수도 증대되었다.650) 또한 각종 공연도 추가되었다.651)

  그런데 창경원의 야간공개가 이루어진 1924년 4월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당시 창경원 일대에는 전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동아일
보』에는 “창경원에서 박석고개로 넘어가는 길에는 등불이 없어 밤에 길을 다니기
가 좋지 않소”라는 불평이 게재되었다.652) 1924년 북부 일대는 종로를 제외한 대
부분의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도로 위에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
었을 리도 만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경원의 야간공개가 시작되었다. 창경원
의 밤 놀이는 단순히 부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이는 창경원의 야간공개가 미흡한 상태로 시작되었음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
다. 1924년 4월 22일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초일(初日) 입장자 3천42

명”이었다.653) 그런데 같은 날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창경원의 야간공개가 
비판적으로 그려져 있다. 창경원을 찾은 구경꾼들은 불완전한 설비 상태에 실망하
였다.654) 동시에 창경원에서도 구경꾼이 적어 실망하였다. 입장자인 삼천오백은 
낮의 입장객 수인 4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였다. 1924년 창경원 야간공개는 
『동아일보』의 기사처럼 미흡한 상태였다. 이는 다음 해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

645) 『매일신보』 1924년 7월 30일, 「불야성화할 한강인도교, 8월 1일부터 전등 2백개를 
켠다」. 

646) 『동아일보』 1924년 8월 1일, 「人道橋에 不夜城」.
647) 『동아일보』 1924년 3월 19일, 「昌慶苑의 夜間公開는 사월이십일경」; 1925년 4월 25

일, 「봄마즌 昌慶苑, 今日부터 不夜城」; 『조선일보』 1924년 4월 19일, 「밤에도 열리는 
창경원. 3천의 전광으로 장내를 장식, 20일부터는 밤에도 문을 열어 30만 경성시민을 
위안한다고」.

648) 『시대일보』 1924년 4월 19일, 「昌慶苑 밤에 열기는 이십일부터 칠시로 십시반지」.
649) 『매일신보』 1924년 3월 19일, 「장차 불야성화할 창경원의 야경, 櫻花의 만개를 侯하

여 앵화의 가지마다 등불을 달고 이곳저곳에 촉수높은 전등을 켜」, 
650) 『매일신보』 1924년 4월 19일, 「시절을 만나 활약하는 京電, 꽃구경이 많을 것을 예

탁하고 전차수를 증가하고 주야운전」.
651) 『매일신보』 1924년 4월 28일, 「창경원에 觀櫻宴, 26일 밤에 성대히 개최되었다」.
652) 『동아일보』 1924년 4월 18일, 「不平」.
653) 『매일신보』 1924년 4월 22일, 「창경원의 夜櫻」.
654) 『동아일보』 1924년 4월 22일, 「雙方이 모다失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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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확인된다. 기사에는 “금년에는 모든 것을 확장하여 작년보다 일층 화려하
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655) 즉 대다수의 당대인들은 1924년 창경원 야간공개에 
대하여서는 불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창경원 야간공개에 대한 기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사에서는 연일 
창경원이 수많은 구경꾼들로 넘쳐나는 경성의 볼거리로 그려졌다. 기사들을 통해 
창경원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선망의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알 수 있
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창경원과 같은 경성의 구경거리를 통해 경성
을 볼거리가 넘쳐나는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상실은 드러날 수 없었다. 둘째, 일본은 경성의 구경거리와 같은 시각 경
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소외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일본이 밤 놀이를 활성화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창경원의 운
영을 통해 알 수 있다. 야간공개는 창경원을 “경성시민의 놀이터”로 완전히 바꾸
었다.656) 순종의 죽음이 임박한 1926년 4월 22일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 따
르면 창경원은 “왕전하의 침중한 환후에도 24일부터 밤에도 공개될 예정”이었
다.657) 창경원의 밤 꽃놀이가 “좋은 구경터”가 되었기에 24일에도 문을 열기로 하
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며칠 뒤인 4월 26일 순종이 승하하게 되면서 창경원은 일
시적으로 문을 닫았다.658) 이후 창경원은 6월 25일에 다시 문을 열었다. 이때 개
장 날부터 사흘 동안은 무료로 개방되었다.659) 문을 연 첫날 창경원을 찾았던 관
람객은 약 구천 명에 달했다.660) 그런데 반년 후인 12월 타이쇼 천황이 승하하자 
창경원의 무기한 폐원이 결정되었다.661) 이는 순종 승하 이후 창경원의 운영과는 
대조적이다. 두 황제의 죽음은 전혀 다르게 다루어졌다. 이를 통해 일본이 밤 놀
이를 활성화시킨 의도가 짐작된다. 일본에게 밤 놀이는 당대인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즉 일본은 밤 놀이를 통해 혹은 밤 놀이가 열린 장

655) 『매일신보』 1925년 2월 18일, 「花信을 苦待하고 있는 昌慶苑의 不夜城, 금년에는 모
든것을 확장하여 작년보다 일층 화려하게 한다」. 

656) 『동아일보』 1924년 7월 9일, 「昌慶苑 內에 色電燈과 瀑布設備」; 1925년 2월 14일, 
「新春을 苦待하는 昌慶苑」; 1925년 4월 25일, 봄마즌 昌慶苑, 今日부터 不夜城」.

657) 『동아일보』 1926년 4월 22일, 「昌慶苑夜間公開」.
658) 『동아일보』 1926년 4월 26일, 「昌慶苑閉苑」; 1926년 6월 15일, 「七月頃부터 昌慶苑

公開 왕뎐하분부로」.
659) 『동아일보』 1926년 6월 25일, 「昌慶無料開苑」.
660) 『동아일보』 1926년 6월 25일, 「昌慶無料開苑」; 1926년 6월 26일, 「再開된 昌慶苑, 

첫날의복잡!」; 1926년 6월 27일, 「入苑者九千名 첫 날의 창경원」.
661) 『동아일보』 1926년 12월 26일, 「李王職의 遙拜 창경원도 무긔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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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한성의 상실을 은폐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성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경성으로의 전환을 인식시키며 도시 공간에 대한 기
억을 만들고자 하였다. 일본은 경성의 건설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
다. 아울러 행사와 관련된 매체들을 활용하였다. 공진회, 진좌제, 총독부 낙성식으
로 요약되는 행사들은 거대한 규모로 치러졌다. 경성의 도시 공간 전체가 행사를 
위해 활용되거나 장식되었다. 그리고 매체에서는 유사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배
포하였다. 이는 경성의 건설을 인식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는 이전과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한편에서 한성을 상징
하는 장소는 경성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사라지거나 폐허가 된 
한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궁궐과 한강, 남산 등과 같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에서는 연일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를 찾는 관람객들은 화려한 볼거리로 
채워진 공간에서 한성의 상실을 잊은 듯 보였다. 즉 경성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려는 일본의 의도는 성공한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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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낯선 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익숙한 한성에 대한 기억

  당대인들은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변화 가운데에서 삶을 영위해야 했다. 그들에
게 경성은 익숙하고 친밀한 한성에 중첩된 이질적이고 낯선 공간이었다. 당대인들
은 경성의 넓고 깨끗한 도로, 압도적인 규모의 건물 등을 마주했다. 새로워진 도
시 공간은 당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당대인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반기기 시작하였다. 당대인들은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가 된 궁궐과 한강을 찾았다. 당대인들은 오랜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던 장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당대인들에게 감격을 느끼게 
했다. 아울러 당대인들은 경성으로의 전환을 문명화로 받아들였다. 동시에 문명화
되지 못함을 차별로 여기며 소외감을 느꼈다. 북부의 도로 정비 상태에 대한 조
선인들의 불만이나 비난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경성으로의 전환은 당
대인들의 일상에 개입하며 개인의 삶과 경험 전체를 뒤흔들었던 것이다. 이에 따
라 경성의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에는 기대와 설렘, 불안과 
두려움 등이 섞이게 되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1) 기대와 실망 사이에 자리한 경성의 도시 이미지
 

조선의 수부(首府)이오, 더욱이 가장 큰 도회 되는 경성.662)

서울 구경이나 한 번 하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663)

서울 구경 겸 공진회 구경을 한다는 이름 아래 방방곡곡에서 사람이 모여들게 되었
다.664)

  1920년에서 1923년 사이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들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실렸
다. 이를 통해 당대인들이 경성을 바라보던 시각과 인식을 알 수 있다. 첫째, 한
성이 경성이 되었으나 그와 별개로 당대인들의 인식에서 수도 서울의 상징성은 
이어졌다. “조선의 수부”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당대인

662) 『동아일보』 1920년 4월 14일, 「不正한 京城의 米升」.
663) 『동아일보』 1922년 9월 26일, 「農村問題 朝鮮 사람은 農村으로」.
664) 『동아일보』 1923년 10월 29일, 「上京한 視察團의 注意할 스리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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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공식 명칭인 경성 이외에도 서울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 셋째, 경성
은 여전히 한번은 가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즉 경성이 식민지 조선의 수
도이기는 하였으나 당대인들에게 부정적인 공간으로만 인식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당대인들에게 경성은 “화려하고 웅장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
다. “시구가 정돈되었으며 도로가 적으나마 현대식 도로가 연장”되었다. 경성의 
“관공서와 회사 은행 등이 웅대하여 화려한 건물이 도시의 미감을 더하기에 충
분”하였다. 또한 “동양 무비의 운동장이 신설되고 경성역이 준공”되었다.665) 당대
인들은 도로와 서양식 고층 건물을 통해 도시 공간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
었음을 알아차렸다. 당대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경성이 선망의 대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시각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데에 있었다. 당대인들은 박람회, 꽃놀이, 야시(夜市) 등에 참여하였다. 당
대인들은 경성의 모습을 신문, 사진, 엽서, 포스터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
해서도 접할 수 있었다. 즉 당대인들은 매체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경성의 풍
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각 경험은 당대인들이 경성의 도시 공간을 인
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당대인들이 경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새로운 도시 문화와 시각 경험에 
대한 반응을 통해 드러났다. 경복궁에서 열린 공진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공진회만
큼이나 경성의 시가에 놀라워하였다. 또한 창경원의 밤 벚꽃놀이, 종로의 야시, 

한강에서 열린 관화(觀火) 대회 등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종로에서 열린 야시는 
“불야성”의 공간이었다. 야시에는 “오만 관중”이 몰렸다. 한강인도교가 세워진 한
강에서 열린 관화대회는 “십만 관중”이 찾았다.666) 밤하늘의 불꽃과 물 위의 전등
으로 채워진 한강의 모습은 “정신을 황홀케 할” 정도였다.667) 

  한편에서는 경성으로의 변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있었다. 이는 경성이 식민 
도시라는 데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즉 경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도시화와 
결부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는 한강인도교에 대한 인식 및 반응을 통해서 확인된
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1917년 한강 인도교 개통식 당시 많은 사람이 몰렸다. 

한강인도교 일대는 점차 여가의 공간이 되었다. 그런데 한강인도교에서 자살하는 

665) 『동아일보』 1925년 10월 15일, 「華麗한 京城과 天眞人의 血淚, 酸鼻한 慘劇」.
666) 『매일신보』 1916년 7월 23일, 「관중 5만, 종로 야시의 개시식」. 
667) 『매일신보』 1917년 6월 26일, 「본사 주최 한강 관화 대회(漢江觀火大會), 공전의 미

관 장관」; 1918년 8월 4일, 「光波彩星, 대성황의 한강 관화 대회, 강가에 모인 십만의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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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었다. 1923년 6월 21일과 22일 『동아일보』에는 「별
은 총총 밤은 깁흔 데 철교하(鐵橋下) 흘러가는 한강수는 죽엄의 귀신과 가치」라
는 기사가 게재되었다.668) 기사에 따르면 한강인도교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져 
한강 인도교는 “살인교”라고 불릴 정도였다. 한강인도교를 두고 “인도교인지 사도
교인지” 모르겠다는 비아냥거림도 있었다. 당시 자살은 경성에서 중요한 사회 문
제로 화제였다. 한강인도교에서의 투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논의될 정도
였다.669) 기사에서 언급된 자살의 이유는 식민화보다는 도시화로 인한 소외와 더 
연관되었다. 이는 경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도시적 삶에 대한 시각임을 알려준
다. 

  경성에 대한 이와 같은 호응과 비난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당대인들이 도
시 공간과 도시에서의 삶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당대인들은 어떻게 경성의 도시 공간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인식하게 
된 것일까. 도로는 당대인들이 도시 공간을 인식하는 매개였다. 이는 1915년 공진
회를 찾았던 관객들의 반응에서도 드러났다. 

경성에 가보니 시가지가 종횡으로 정연하고 도로는 넓으며 정연히 정리되어 있어 놀랐
다.670)

  경성의 도로는 이동을 의미하는 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경성시구개
정 사업의 결과로 경성에는 넓고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졌다. 넓고 직선으로 뻗은 
도로에는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이 들어섰다. 당대인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도
로를 걸으며 경성의 도시 공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로는 점차 거
리로서 당대인의 삶에서 새로운 생활공간이 되었다. 당대인들이 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거리는 근대적인 공간으로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중심에 있게 되었다. 즉 
경성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서 거리에서의 시각 경험과 그에 대한 감정은 핵심이

668) 『동아일보』 1923년 6월 21일, 「별은 총총 밤은 깁흔 데 鐵橋下 흘러가는 한강수는 
죽엄의 귀신과 가치 (一)」; 1923년 6월 22일, 「별은 총총 밤은 깁흔 데 鐵橋下 흘러가
는 한강수는 죽엄의 귀신과 가치 (二)」.

669) 『동아일보』 1923년 8월 18일, 「漢江鐵橋의 投身, 自殺을 防止코자」.
670) 『(국역)경성부사』 3, pp. 26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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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대인들이 본 경성의 거리에는 경성의 도시 공간이 압축되어 있었다. 삶의 
모습들은 거리를 통해 비추어졌다. 『동아일보』에 연재된 기사들은 거리의 풍경을 
다루고 있다. 이는 기사 제목인 「가상잡관(街上雜觀)」, 「가상(街上)의 초동(初冬)」
을 통해서 알 수 있다.671) 기사 내용에도 “거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경성의 거리 모습은 경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만들었으며 당시의 세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밤거리의 풍경을 본 당대인들은 ‘밤에 본 경성시가는 과
거의 기억으로 상상한 것보다 매우 활기가 있으며 번영한 것 같았다’라고 하였
다.672) 당대인들은 거리에서 당시의 유행을 짐작할 수도 있었다. 당대인들은 ‘경성 
시내의 거리에 양복점 간판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양복을 얼마나 입는지 혹은 
양복 장사가 얼마나 이익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673) 

  한편에서 당대인들은 경성의 거리에서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였다. 경성
의 거리에는 “거리거리에 점방 문 닫히는 꼴이 아침 저녁으로 늘어”갔다. 또한 
“대로변에 노점이 늘어”갔다. 대로에는 “서투르고 어색한 낯빛으로 거리에서 밤을 
굽은 사람”도 나타났다.674) 거리에서 발견된 “겨울에 쪼들리는 서울의 얼굴은 어
느 모로 보아도 험상 굿고 처참”하였다. 당대인들이 본 “서울 거리에는 추위와 주
림과 괴로움과 서러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죽음의 모든 것이 쏟아져” 있었다.675) 

  박팔양(朴八陽, 1905-1988)의 시인 「도회정조(都會情調)」는 거리가 도시에 대한 
인상과 감정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공간이 됨을 보여준다.

都會는 강렬한 音響과 色彩의 세계,
나는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불규칙한 直線의 나열, 曲線의 배회,
아아 表現派의 그림 같은 都會의 氣分이여!
街路에는 군악대의 행렬이 있다.
(중략)

671) 『동아일보』 1924년 7월 25일-8월 3일, 「街上雜觀」 1-5(전5회); 1924년 11월 22일
-26일, 「街上의 初冬」 1-5(전5회).

672) 『동아일보』 1921년 6월 10일, 「生命의 朝鮮, 朝鮮印象記 (二)」.
673) 『동아일보』 1922년 9월 24일, 「物價는 畢竟低落」.
674) 『동아일보』 1923년 10월 25일, 무서운 치위는 온다! 街路에 現한 生活難」.
675) 『동아일보』 1924년 11월 22일-26일, 「街上의 初冬」 1-5(전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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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中, 下層의 각 生活群을 向하여.
어떻든 이 都會란 곳은
철학자가 昏倒하고 商人이 만세부르는 좋은 곳이다.
그 착잡한 氣分과 氣分의 交流는
어느 놈이 감히 나서서 정리하지를 못한다.
마치 그는 위대한 濁流의 흐름과 같다.
그러나 비오는 저녁의 고요한 거리에는
비스듬한 長明燈이 높은 電信柱 밑에서 조을고,
歡樂을 求하는 친구들이 모다 房안에 들었을때
거리에는 애스팔트 人道우에 가느다란 비가 나린다.
외로워서 외로워서 우는 것 같이,
그것은 히스테리 환자, 눈물 흘리는 것 같아서
짜긋하고 가슴 빠근한 엷은 悲哀를 느끼게 한다.
(중략)676)

이 시에서 거리는 당대인들에게 여러 계층이 뒤섞이는 공간이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도시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시의 도입부를 통해 도시가 주는 시각
적이고 청각적인 자극의 강렬함이 짐작된다. 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복잡함이 
사라진 듯 고요한 저녁 거리에서 느끼는 씁쓸함이 “엷은 비애”라는 구절에 집약
되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다. 첫째, 경성의 거리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상
은 기념엽서나 사진에 담긴 모습과는 차이를 보인다. 경성의 거리는 화려함만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다. 둘째, 경성의 거리를 보는 당대인의 시각에는 당시의 상황
과 그에 대한 감정이 압축되었다. 서러움, 두려움, 처참한 등으로 서울의 거리가 
묘사된다는 점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경성의 거리가 식민과 근대가 만난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음을 생
각할 필요가 있다. 경성의 거리를 바라보는 당대인들의 시각에는 경성에 대한 복
잡한 정서가 투영된 것이다. 우선 식민지 도시라는 상황 탓에 당대인들은 경성에 
소속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다. 당대인들에게 경성은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본 경성의 모습에는 “서투르고 어색한”과 같은 정서적인 거리감이 

676) 박팔양, 「都會情調」, 『신여성』(개벽사, 19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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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만이 낯선 경성에 대한 감정은 아니었다. 

이와 동시에 선망 역시 있었다. 당대인들에게는 낯선 경성과 그 안에 포함되고 
싶은 욕망 모두 공존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북촌의 거리와 남촌의 거리에 대한 반응 및 
인식이다. 북촌의 중심 거리인 종로와 남촌의 중심 거리인 본정을 보는 당대인들
의 시각에는 경성에 대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경성의 북촌과 남촌은 도로의 
상태만 다르지 않았다. 1920년대에 이르러 남촌, 그중에서도 상업 거리인 본정은 
종로에 비하면 훨씬 발전된 상태였다. 본정은 이미 근대 도시 경성의 상징이며 
번화가였다. 따라서 북촌과 남촌의 거리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을 구체
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인들은 발전이 미흡한 북촌의 거리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
은 근대 도시화에 내재한 문제들을 북촌의 거리에서 목격하였다. 『동아일보』 
1921년 5월 4일자 기사에는 ‘경성은 문명한 도회가 가져야 할 상수도, 하수도, 전
등, 전차 시설이 다 불편하다’라는 내용이 실렸다.677) 당대인들에게 상수도, 하수
도, 전등, 전차 등은 문명과 도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북촌의 거리에는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실제로 당시 북촌은 “좁은 골목만이 아니라 대
로에도 위생 시설이 구비 되어 있지 않아 악취에 머리가 깨어질 지경”이었다.678) 

당대인들이 북촌의 거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거리
의 잘 발전된 상태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역설하기도 한다.

  북촌의 거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남촌과의 비교를 통해 더 강조되었다. 이는 
1920년에서 1923년 사이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진고개 도로로 다닐 때는 발이 미끄러질 지경이오, 골목에 달린 부청 전등은 어찌 그리 
많은지 조선 사람도 북촌에 들이면 길은 울퉁불퉁 돌은 발뿌리에 툭툭 체이는데 부청 
전등은 다 어디로 가져갔나, 사면은 의연히 암흑이로구나.679)

일본 사람이 사는 거리에는 길을 수축하여 시가의 체면과 시민의 위생을 위하여 할대
로 다하나 조선인의 사는 마을에는 도로의 수축은 고사하고 거리에 쓰레기가 데굴 데

677) 『동아일보』 1921년 5월 4일, 「휴지통」.
678) 『동아일보』 1921년 11월 28일, 「때의 소리」.
679) 『동아일보』 1920년 4월 14일, 「휴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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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굴러다니어도 좀처럼 치워가지도 아니한다.680)

경성 시내의 시가 설비는 해마다 새로워가는 중이거니와 남대문 밖으로부터 조선은행 
앞까지의 거리에는 이미 좌우 양편에 화려한 전등을 장치하여 밤에도 낮같이 밝은 거
리는 실로 경성의 문 어구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은행 앞에
서 종로까지 오는 길에는 아직 그러한 설비가 없었으므로 남대문 근처에 비하여 매우 
적막한 느낌을 주더니 근일 종로와 황금정 부근 상인들의 발기로 조선은행 앞에서 황
금정을 지나 종로까지 사이에도 남대문 근처와 같이 길 좌우에 전등을 켜기로 되야 이
미 전기회사와도 교섭이 있었다.681)

  북촌의 중심으로 여겨진 종로와 그 일대는 1924년경에 이르러서 정비되었다. 

이 시기는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이 가까워진 시점이었다. 즉 종로와 남대문 
일대, 조선은행 일대 거리의 도로 정비 및 전등 설치 상황은 달랐다. 당대인들은 
정비되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적막한 느낌을 받았다. 당대인들은 이를 차별로 받
아들이게 되었다. 1920년 5월 14일에서 6월 2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기사인 
「無差別인가? 大差別인가?」에는 이러한 차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 있다. 이 
기사에서는 17회에 걸쳐 당시의 차별적인 상황이 그려졌다.682) 기사의 내용을 통
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거리에서 더 쉽게 보여졌음이 확인된다. 당대인들에게 
경성의 거리는 조선인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나는 장소였다. 이 과정에서 당대인들
은 점점 문명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남촌과 북촌의 구분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당
시 남촌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였으며 북촌은 조선인들이 거주하였다. 따라
서 남촌과 북촌의 구분에는 그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도 반영되었다. 이는 북촌과 
남촌의 중심 거리인 종로와 본정에 대한 인식 및 반응에 압축되어 나타났다. 

  본정과 종로의 대비는 매년 연말과 연초에 두드러졌다. 이는 『동아일보』의 시
리즈 기사에서 자주 발견된다. 『동아일보』에서는 매해 연말이면 한 해를 돌아보
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신년에는 한해를 예상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1924년 12

월에 동아일보에 게재된 「세색장모」 시리즈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대조를 보인다. 

680) 『동아일보』 1923년 4월 9일, 「휴지통」. 
681) 『동아일보』 1924년 4월 19일, 「鍾路거리에 街燈, 市街美를 도읍고자」. 
682) 『동아일보』 1920년 5월 14일-6월 2일, 「無差別인가? 大差別인가?」 1-17(전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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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정은 “풍성풍성”이라는 단어로, 종로는 “쓸쓸한”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었다. 

기사 내용을 통해서도 본정과 종로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이 드러난다. 본정을 다
룬 기사에는 ‘명절을 맞아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로는 명절도 없고 즐거운 날도 없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발견’되
는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 조선 사람은 “굶주린 얼굴과 힘없는 걸음”으
로 묘사되어 있다.683) 

  한편 연초에 실린 기사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1923년 1월 2일에는 「원
일(元日)의 경성시가(京城市街)」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북촌의 거리에서 점점 “게다 소리가 요란”해진다고 우려한 것이다.684) 당시 조선
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에 신축되면서 일본인들은 점차 북촌으로 진출하였다. 북
촌과 남촌을 조선인과 일본인 구역으로 구분 지었던 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의 북
부 진출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개벽(開闢)』 1925년 12월 호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설로 인해 “북부(北部)에 일본(日本) 나막신 소리
가 훨씬 자진 것”은 “무서운 변천”이고 “괴로운 변천”이었다.685) 그들의 두려움은 
점차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일본인들이 북촌 일대를 매입하게 되면서 조선인들은 
점차 갈 곳을 잃었다. 아울러 집세를 내지 못하는 조선인들은 쫓겨나게 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거리로 내몰렸다.686) 또한 일부는 유랑민이 되기 
시작하였다.687)  

  당대인들이 대경성의 시작으로 기대한 1925년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인 1923년 
이미 경성의 도시 공간 곳곳에서는 사회적 병폐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화려한 벚꽃과 찬란한 불꽃에 가려져 있었다. 당대인들은 “화려한 경성
과 번화한 한성” 사이에서 이러한 현실을 보았다.688) 그들은 현실을 거부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들에게 경성은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다. 경성에서 조선인

683) 『동아일보』 1924년 12월 16일, 「歲色將暮 (一) 풍성풍성한 本町」; 1924년 12월 17
일, 「歲色將暮 (二) 쓸쓸한 鍾路」; 1924년 12월 18일, 「歲色將暮 (三) 月給쟁이의 悲
哀」; 1924년 12월 20일, 「歲色將暮 (四) 閑散·零落·慘憺」; 1924년 12월 21일, 「歲色將
暮 (五) 年賀郵便도 減少」; 1924년 12월 22일, 「歲色將暮 (六) 妓生과 料理집」.

684) 『동아일보』 1923년 1월 2일, 「元日의 京城市街」.
685) 朴돌이, 「京城은 一年間 얼마나 變햇나?」, 『개벽』 64(개벽사, 1925), pp. 74-75.
686) 『동아일보』 1925년 7월 9일, 「쫏겨 가는 시람들의 눈물겨운 狀態」.
687) 『동아일보』 1925년 10월 2일, 「大京城의 裏面에 五百餘名의 流浪民」.
688) 『동아일보』 1925년 10월 15일, 「華麗한 京城과 天眞人의 血淚, 酸鼻한 慘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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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방인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대인들이 경성을 낯선 공간으로 인식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 경성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탓이었다. 잡지 『개벽』 1924년 6월호에 실린 글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20년 전의 京城과 今日의 京城을 누가 같은 京城으로 보랴. 변하더라도 여간 변한 것
이 아니다. 첫째로는 주인이 변하였다.689)

  글쓴이는 경성의 가장 큰 변화로 경성의 주인이 달라졌음을 지적하였다. 즉 당
대인들은 일본인을 경성의 “신주인(新主人)”으로 보았다.690) 이는 『동아일보』 
1923년 3월 6일자 기사인 「멸망(滅亡) 하야가는 경성(京城), 조선(朝鮮)이 다 이러
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사에 따르면 경성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융성하
는 경성은 조선 사람의 경성”이 아니다.691) 조선인의 경성은 멸망하고 있었다. 당
대인들에게 경성은 낯선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대인들은 낯선 경성에서 소외감을 가지게 되었다. 당대인들에게 경성은 낯선 
것과 이질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낯선 경성의 거리와 그 공간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은 여행자로서 혹은 이방
인으로서 낯선 도시 공간을 찾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다. 그런데 경성은 수도 서
울에서 삶을 영위하던 당대인을 한순간에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당대인들은 
스스로가 경성의 풍경으로 동화될 수 없다고 여겼다.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장소의 이미지가 갖는 성격은 관찰자와 
대상 세계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관찰자가 대상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장소의 이미지가 갖는 성격이 달라진다. 관찰자가 도시를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본다면 관찰자는 도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와 
달리 관찰자가 도시를 낯선 풍경으로 본다면 관찰자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도시를 
보는 것이다. 여행자가 된다는 것은 도시에 소속감을 지니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당대의 조선인들은 경성에서 여행자와 같이 소외되거나 소외감을 느꼈을 가능성
이 높다. 

689) 샹투生, 「京城의 二十年間 變遷」, 『개벽』 48(개벽사, 1924), p. 66.
690) 위와 같음.
691) 『동아일보』 1923년 3월 6일, 「滅亡하야가는 京城 (上), 朝鮮이 다 이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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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경성에 대한 당대인들의 소외감은 잡지 글 외에 시에서도 발견된다. 

김소월(金素月, 본명은 (金廷湜), 1902-1934)의 시인 <서울의 거리>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서울의 거리!

산그늘에 주저 안젓는 서울의 거리!

이리저리 찌어진 서울의 거리!

창백색의 서울의 거리!

거리거리 전등은 소리 업시 울어라!

어둑 축축한 육월 밤의
창백색의 서울의 거리여!

지리한 림우(霖雨)에 썩어진 물건은
구역나는 취기를 흘너 저으며
집집의 창틈으로 끄러들어라.

음습하고 무거운 회색공간에
상점과 회사의 건물들은
히스테리의 여자의 거름과도 갓치
어슬어슬 흔들나며 멕기여 가면서
검누른 거리 우에서 방황하여라!

(중략)692)

   <서울의 거리>는 식민지적 근대화가 연출한 도시의 스펙터클과 그것을 향유 
하는 구경꾼이 등장한 최초의 작품으로 논의된다. 즉 <서울의 거리>에는 대도시
의 새로운 문물과 시각적 자극에 노출된 시적 자아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이는 
김소월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방문자였기에 더 극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시에
는 전통과 근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시대의 경계에 있는 식민지 근대 도시 
경성의 풍경이 나타나 있다. 이와 함께 경성에 대한 작가의 감정인 소외감과 혼
란도 담겨 있다.693)

692) 김소월이 초기에 쓴 시 3편이 발굴되어 『문학사상』(2004)을 통해 공개되었다. <서울
의 거리>가 그 중 한편이다. 이 시가 처음으로 수록된 잡지는 1920년 12월에 간행된 
『학생계』이다. 『학생계』는 1920년 7월 1일 한성도서주식회사 출판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행한 월간 교양 잡지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남기혁의 글에 수록되어 있다. 
남기혁, 「김소월 시에 나타난 경계인의 내면 풍경 -새로 발굴된 초기시 세 편을 중심으
로」, 『국제어문』 31(국제어문학회, 2004), pp.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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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에 대한 거리감은 제목을 통해 확인된다. 시의 제목인 <서울의 거리>에서
는 경성 대신 서울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다. 아울러 식민지라는 현실에서 서울은 
“산그늘에 주저 안젓는”, “이리저리 찌어진”, “창백색의” 거리로 그려져 있다. 즉 
김소월의 시에서 서울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가진 공간이다. 아울러 근대의 
건축물이 늘어선 서울의 거리는 방황하며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694) 경
성에 대한 이러한 감정 및 인식은 당대인들에게 공유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성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은 시인이자 평론가인 김기진(金基鎭, 1903-1985)의 
글인 「눈물의 순례(巡禮)」에서도 확인된다.695) 다만 김소월의 시 <서울의 거리>와
는 다르다. 이는 김소월과 김기진이 다른 상황이었던 데에서 비롯된다. 김기진은 
토쿄에서 유학 중이었으나 졸업하지 않은 채 1923년 5월 귀국하였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는 『개벽(開闢)』을 통해 평론가로 등단하였으며 9월에는 문학동인지 『백
조(白潮)』의 창립 동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의 글인 「눈물의 순례」는 귀국 
이후 경성에서 거주하며 느낀 감정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김기진의 글에서
는 근대화된 도시의 모습이 남긴 시각적인 충격이 한층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진고개를 나오며 “휘황한 전기불이 집집마다 번쩍거려서 휘둥그렇게 뜬 눈
을 빼앗어 버렸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눈을 찌르는 상업주의가 쳐들어 와”

서 “떨렸고 숨이 막혔다”라고 하였다. 이는 김기진이 김소월과 다른 지점이다. 김
소월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았던 탓에 서울 자체에 대한 시각적인 자극을 서술하
였다. 김소월과 다르게 김기진은 비록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경성에 거
주하고 있었기에 차이점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되는 점은 그의 글에서 “눈가는 곳마다 눈물이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눈
물이 간다”라는 구절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종로 거리에서 강조되
어 있다.

눈가는 곳마다 눈물이 잇다, 내가 가는 곳마다 눈물이 간다...鍾路로 나서서 오고 가는 
사람의 얼골을 본다. 웃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얼골우에도, 생각에 싸힌 얼골을 들
고서 기운이 업시 거름것는 흰옷 입은 친구들에도, 자랑의 빗이 얼골에 가득한 붉은 목
도리, 감장치마도, 똑가튼 슬픔의 씨를 가지고 잇다. 어대를 가나 눈물이 잇다, 눈가는 

693) 남기혁, 앞의 글, pp. 179-186.
694) 남기혁, 「1920년대 시에 나타난 도시체험」, 『언어와 풍경: 한국 현대 시의 다양한 시

선과 표정』(소명출판, 2010), pp. 107-110.
695) 김기진(金基鎭), 「눈물의 巡禮」, 『개벽』 43(개벽사, 1924), pp. 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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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마다 눈물이 잇는 것을 엇더케 하느냐!696)

이는 앞서 진고개에서의 받았던 충격과는 차이를 보인다. 김기진에게 종로는 오히
려 “자살을 염두에 둔 조선의 살림”이 눈앞에 보이는 장소”였다. 즉 그에게 종로
는 “눈 가는 곳마다 눈물이 있는 곳”이었다.

  당대의 조선인들에게 경성은 식민지 조선의 수도였으며 그 안에서 한성은 점차 
그 모습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습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은 한성만이 아니
었다. 당대인들 역시 경성의 도시 공간에서 사라져갔다. 그들은 군중이라는 이름
으로 매몰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변화된 경성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성의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에게 경성은 소외와 무관심, 고독과 단절로 채워진 
낯설고 충격적인 공간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전의 시기를 그리워
할 수밖에 없었다.

(2) 경성의 이미지에서 발견된 한성과 그 기억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장악해가는 경성에서 한성을 회상하게 되었다. 이는 『개
벽』 1924년 6월호에 실린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컴컴하고 구린내 나던 20년 전의 서울과 朝鮮을 그리워하고 울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
은 돌아오지 못할 과거다. 다만 回憶의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나의 자유에 남았다.697)

  당대인들이 20년 전의 서울을 그리워했던 그 시점에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는 
원래의 모습으로 남지 못하였다. 경성의 도시 공간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혹은 그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만 있기도 하
였다. 즉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경성의 도시 공간에서 조각난 상태로 남거나 
흔적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들은 한성의 부재를 환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당
대인들은 한성이 현재가 아닌 과거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696) 앞과 같음.
697) 샹투生, 앞의 글,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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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오랜 수도인 한성의 상실은 당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갔다. 당대인
들이 지닌 도시 공간에 대한 기억들은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도시 공간
에 대한 당대인들의 기억이 온전한 상태일 수는 없었다. 당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성에 대한 기억은 파편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성에 대한 기억은 경성에 대한 
인식과 중첩되기도 하였다. 파편화되고 중첩된 기억은 시간적으로도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당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성에 대한 기억은 그들이 가장 잊을 
수 없던 이미지일 것이다.698) 

 

  당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성에 대한 기억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째는 폐허로 발견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와 관련된 기억이다. 둘째는 경성의 일
부로 변화된 한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 중에서도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주축이 
된 것은 폐허로 발견된 한성에 대한 기억이다.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강압적이고 파괴적으로 과거와 단절되었다. 그 과정
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폐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단절된 것은 폐허로 
굳어진다. 아울러 이들은 지속적이지도 못하여 현재의 삶과는 무관하게 존재하게 
된다.699) 그런데 지나친 억압은 오히려 한성에 대한 기억들을 상기하게 하였다. 

눈에 띄지 못했던 폐허가 된 장소들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폐허가 된 한성은 지
나간 과거에 불과하였으나 오히려 더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한성과 관련
된 사소하고 초라한 것들까지도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가 된 한성
은 다른 방식으로 보존되었다. 즉 당대인들의 기억을 통해 한성은 현재에도 생명
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는 경성의 도시 이미지
에 포함되었다.

  이는 1926년 사라진 광화문과 그 일대가 한성을 연상하게 하는 장소로 기억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광화문의 이전(移轉)은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신축 및 이
전 탓이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으로 이전할 당시 비난과 기대는 공존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화문이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자 광화문에 관

698) 이는 진정한 기억은 가장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보존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해리 
하르투니언(Harry Harootunian), 윤영실, 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화 그
리고 일상생활』(휴머니스트, 2006), p. 191.

699)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pp. 4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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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일보』에는 1921년 5월에 광화문의 이전계획을 
다룬 기사와 사진이 게재되었다.

고대의 건축물인 광화문은 헐어버린다는 말이 세상에 있어 애석해하는 사람이 많은 모
양인데 이에 대하여 총독부 토목부 건축과장이 말하되 본래부터 광화문을 헐어버린다
는 말은 공연한 헛소문이올시다. 어대로든지 옮겨야 할 터인데 위치 문제가 결말이 안 
난 것이올시다.700) 

  이 기사는 총독부 과장의 말을 바탕으로 ‘광화문이 결코 헐리지 않을 것이며 
좋은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마무리되었다. 1921년 5월까지만 해도 광화문 철
거는 그에 대한 우려 정도로 그쳤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1922년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의 글인 
「장차 일케 된 조선의 한 건축을 위하여」라는 기사가 실리면서 광화문 철거가 다
시 논란이 되었다. 『동아일보』는 이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실었다.701) 아래는 그 
기사 중 일부이다.

장차 행하려는 동양 고건축의 무익한 파괴에 대하여 나는 가슴을 짜내는듯한 아픈 생
각을 느낀다. 조선의 수부인 경성에 경복궁을 찾아보지 못한 여러 사람들은 왕궁의 정
문인 저 장대한 광화문이 장차 파괴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겠기로 신경에 아무 느낌
과 생각이 없을 것이다 ...(중략)... 광화문이여, 광화문이여, 생명이 조석에 절박하였다. 

네가 이 세상에 있다가는 기억이 냉냉한 망각 가운데 장사 되어버리려 한다. 아, 어찌
하면 좋을까. 나의 생각은 혼란하여 어찌하여 좋을지 아직 모르겠다.702) 

  야나기 무네요시의 글에 따르면 광화문 철거는 확정된 상태였다. 『동아일보』를 
통해 광화문 철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보도되었다.703) 광화문 철거가 논란이 되자 
완강하던 총독부 측에서도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704) 1924년 광화문은 이전되어 

700) 『동아일보』 1921년 5월 24일, 「자리를 옴긴다는 광화문」, 「光化門을 移轉計劃」.
701) 『동아일보』 1922년 8월 24일-28일, 「장차 일케된 朝鮮의 한 建築을 爲하야」 1-5(전

5회).
702) 『동아일보』 1922년 8월 24일, 「장차 일케 된 朝鮮의 한 建築을 爲하야」 1. 
703) 『매일신보』 1922년 10월 5일, 「光化門保存問題에 就하여」.
704) 『매일신보』 1923년 2월 9일, 「광화문 毁撤은 허보, 역사 있는 광화문을 헐어버린단 

말은 전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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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내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입구로 사용하기로 정해졌다.705) 1925년 10월 5일 
『동아일보』에는 「필경 이전되는 광화문(光化門)」이라는 기사에 광화문 이전에 대
한 내용과 광화문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다(도 Ⅳ.33-1).706) 광화문 사진을 보면 광
화문은 옆의 궁장이 이미 허물어져있음이 확인된다. 이후 철거된 광화문의 모습이 
「헐려 짓는 광화문(光化門)」, 「남면(南面)에서 동향(東向)에 뼈와 살만 부활(復活)」
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다(도 Ⅳ.33-2).707) 

  광화문에 대한 기사들은 광화문이 지속적으로 관심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당대
인에게 광화문은 단순히 경복궁의 입구가 아니었다. 『동아일보』가 1925년 독자들
을 상대로 공모한 기사인 「보고 십흔 사진」에서 광화문은 고종에 뒤이어 제2회에 
실렸다(도 Ⅳ.33-3).708) 당대인들에게 광화문은 한성의 도시 공간에 대한 기억과 
연관되어 있었다. 광화문이 사라진 광화문통을 거닐던 당대인들은 그 공간에서 쓸
쓸하고 덧없는 감정을 느끼며 거리를 떠돌았다. 당대인들이 배회한 광화문통에 광
화문은 없었다. 

  이와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광화문 철거가 논란이 되자 당대인들
은 광화문 앞에 있던 해태에까지 관심을 가졌다. 이는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인 
「명물 해태(海駝)는 궁 내 이전, 구경꾼 모이는 요즈음 광화문」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709) 기사가 실릴 당시 해태는 이전이 결정되어 1923년 10월 2일에 이미 옮
겨진 상태였다. 『동아일보』에는 해태의 사진이 실리고 기사가 게재되었다(도 Ⅳ. 

34-1, 2). 

서울의 거리를 걸어본 사람은 누구든지 오백 년 옛 대궐 경복궁 앞에 말없이 쭈구려 
앉아 있는 해태를 보았으리라. 그런데 그 해태는 지난 이일 저녁에 오랫동안 앉아 있던 
곳을 떠나 어디로 사라지고 그의 앉아 있던 자리만 쓸쓸히 남았을 뿐이다 ...(중략)... 성
이 헐린 터에 길이 되고 임금이 있던 대궐에 총독부가 새로 스는데 너만이 편안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춘풍추우 오백 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를 떠날 때에 네가 마음이 

705) 『매일신보』 1924년 3월 26일, 「李朝 5백년 고적, 조선건축의 精華, 광화문은 장차 
어디로, 경주 불국사같이 달리 이전하여 영구적 보존방법을 강구할 모양」.

706) 『동아일보』 1925년 10월 5일, 「필경 이전되는 光化門」
707) 『동아일보』 1926년 7월 2일, 「八月初旬부터 撤毀되는 光化門」; 1926년 8월 9일, 

「光化門解體 수일 전 착수」; 1926년 8월 11일, 「헐려짓는 光化門」, 「얼거노흔 광화
문」; 1927년 9월 18일, 「南面에서 東向에 뼈와 살만 復活」, 「옴기인 광화문」.

708) 『동아일보』 1925년 10월 20일-11월 20일, 「보고 십흔 사진」 1-15(전15회).
709) 『매일신보』 1923년 10월 4일, 「명물海駝는 궁내이전, 구경꾼 모이는 요즈음 광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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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면 방울 같은 눈에도 응당 눈물이 흘렀으리라.710)

  기사에 표현된 쓸쓸함은 해태의 감정이 아니었다. 당대인들은 해태가 사라져 
텅 비어버린 공간을 보며 쓸쓸한 감정을 느꼈다.

  1923년 『개벽』 42호에 실린 김기진의 글인 「마음의 廢墟, 겨울에 서서」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극대화되어 나타나 있다.

아아 해태는 어대로 갓느냐. 해태는 울고 잇다. 남 몰으게 어느 구석에서 해볏도 보지 
못하고, 침침한 그늘에서, 목을 놋코 울고 잇슬 것이다. 가을이 깁허가자 해태의 울음이 
사방에서 들니어온다. 남산에서도 들니어 온다. 북악산(北岳山)에서도 들니어 온다. 전 
조선이 해태의 울음으로 가득히 채워젓고나!

아아 해태가 엇지해서 우느냐. 슬퍼서 운다. 억울해서 운다. 분해서 운다. - 비록 光化
門 압헤서 50년 갓가히 冠岳山을 바라보고 불을 직히든 두 마리의 해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안는 곳에 감추잇다 하드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안는 부수한 大小無數한 해
태의 울음소리는 共進會의 日字를 딸아 나날히 더 커젓다. 無形無聲의 老少 해태가 전 
조선에서 나와 가티 울엇다. 울다가 목이 터젓다. 목이 터저서 기진해 바렷다.711)

  김기진은 이 글에서 조선이 황량한 폐허가 되었다고 하며 피지배계급인 조선인
을 해태라고 보았다. 이는 “나의 친구도 살림에 쫓기는 사람”으로 “불쌍한 해태의 
하나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그는 “해태의 살고 있는 땅, 그것이 
해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의 글에서 울고 있던 해태는 조선인들이었다. 

해태에 실린 감정은 글의 마지막에서 극대화되어 있다. 김기진은 “황량의 조선에
서 해태가 운다. 마음의 폐허에서 血球가 운다”라고 하였다.

  당대인들이 해태의 상실에 대하여 가졌던 감정은 단순한 공허감이 아니다. 이
러한 감정은 해태가 한성의 상징인 경복궁 앞에 있었던 데에서만 비롯되지 않았
다. 해태의 이전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감정은 조선인들의 삶과 그들의 한성
의 도시 공간에 대한 기억 및 감정과 연관되었다. 여기에는 한성에 대한 사소한 
기억까지도 지니고 싶은 당대인들의 심정이 투영된 것이다. 이는 해태가 옮겨진 
이후 발생한 화재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해태가 이전된 이후 광화문 
일대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당대인들은 미신임을 알면서도 

710)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春風秋雨 五百年을 宮門압헤 마조안저」.
711) 김기진, 「마음의 廢墟, 겨울에 서서」, 『개벽』 42(개벽사, 1923), pp. 11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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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화재의 원인을 해태가 치워진 탓으로 보았다.712) 

  당대인들이 한성에 대한 사소한 기억까지 지니고 싶어했다는 사실은 『동아일
보』에 실린 시리즈 기사들을 통해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가 1924년 6월부터 8월
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일백정(一百町), 일백물(一百物), 내 동리 명물」이다 
(도 Ⅳ. 35-1, 2, 3).713) 기사들은 독자의 투고로 이루어졌다. 기사에는 각 동을 대
표하는 명소 및 명물에 대한 글과 사진을 함께 실렸다. 기사의 소재가 된 100개
에 달하는 내 동리 명물에서는 경성보다는 한성과 관련된 장소들이 주를 이룬다. 

한성에 대한 사소한 기억과 관련된 장소가 이야기의 소재가 된 것이다. 이 장소
들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면서 한성에 대한 기억의 구심점이 되었다.714) 아울러 명
물의 유래와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을 통해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시선도 확인된다. 즉 「일백정(一百町), 일백물(一百物), 내 동리 명물」에는 경성의 
도시 공간을 마주 보며 한성을 찾으려는 의식들이 압축되었다.

  기사가 나올 당시는 언론 매체에서 발행 부수에 대한 경쟁이 촉발된 상태였다. 

『동아일보』는 1920년에 창간되어 당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지니고 있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독자의 참여를 통해 행정구역별로 하나의 명물을 선
정하였다. 이들이 ‘내동리 명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내동리 명물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경성부 내에는 186개의 정(町)과 동
(洞)이 있었다. 그러나 내동리 명물의 선정 범위는 경성 시내 100개 동리로 한정
되었다. 일본인 중심 지역을 제외한 85개 동과 조선인 중심의 15개 정이 선정되
었다. 무엇보다 내동리 명물은 그 대상을 “훌륭하고 좋은 것이 아닌 그 동리에서 
가장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당대인들에게 이야깃거리
가 되면 명물이 되었다. 이렇게 내동리 명물로 선정된 대상들 중 건축 및 특정 
장소와 관련된 요소가 80건에 이른다.715) 여기에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건물이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사소하지만 이야기 요소가 담긴 것도 명물로 선정되었다. 선

712) 『동아일보』 1924년 5월 3일, 「휴지통」.
713) 『동아일보』에는 연재된 내용을 모아 다시 한번 기사가 실렸다. 『동아일보』 1924년 8

월 16일, 「一百洞町 一百名物 寫眞記事 내동리名物」; 이 내용들은 『사라진 서울(20세
기 초 서울 사람들의 서울 회상기)』에도 수록되어 있다. 강명관, 『사라진 서울(20세기 
초 서울 사람들의 서울 회상기)』(푸른 역사, 2010).

714)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pp. 425-426.
715) 김해경, 유주은, 「‘내동리 명물’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경성 시민의 경관 인식」, 『향

토서울』 87(서울역사편찬원, 2014), pp. 2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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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명물의 상당 부분이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과 연관되었다. 

  이후 동아일보사는 경성에서 박람회가 열린 1929년에 기사를 모아 『경성백승
(京城百勝)』(1929)이라는 이름의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경성백승’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경성의 새로운 건축물이 아니라 한성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나 장소이었
다. 한성을 상징하는 요소들은 조선인들의 기억을 통해 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구
성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이 “경성백승”으로 불렸다는 것은 여전히 
조선인들에게 명승지는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였음을 알려
준다. 이는 ‘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기억의 힘은 위대하다’는 것을 상기하게 한
다.716)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사라진 경성에서 삶을 영위한 당대인들은 한성과 관
련된 사소한 기억이라도 간직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에 대한 
기억은 경성의 도시 공간과 중첩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1926년 12월 『동
아일보』에 실린 기사인 「옥상(屋上)에서 본 경성(京城)의 팔방(八方)」이 주목된다
(도 Ⅳ.36-1, 2, 3, 4, 5, 6, 7, 8). 「옥상(屋上)에서 본 경성(京城)의 팔방(八方)」은 
동아일보사 사옥의 증축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이다. 기사에는 동아
일보사 사옥의 옥상에서 본 경성의 모습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717) 기사에서는 
“눈에 띄는 장안의 만상이 도시 눈물의 자취뿐이었다”라고 하였다.718) 즉 이 기사
의 상당 부분이 도시 공간에 대한 감정 및 기억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기사 사
진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사 글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기사 사진과 글은 
상당 부분이 맞지 않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
사 사진에는 글쓴이가 본 모습 중 일부만이 실렸다. 글쓴이는 원경까지 보았으나 
사진에는 다 담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사진에는 현재 경성의 도시 공간이 담
겼다. 그런데 글쓴이에게 그 공간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으나 이제는 폐허가 되
거나 흔적만 남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과 오버랩되었다. 그 결과 글의 내용과 
사진이 맞지 않게 된 것이다. 기사 글은 대체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716)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p. 465.
717) 『동아일보』 1926년 12월 16일-23일, 「屋上에서 본 京城의 八方」(전8회), 이 기사는 

1에서 9까지이나 8이 없다. 따라서 전8회이다.
718) 『동아일보』 1926년 12월 19일, 「屋上에서 본 京城의 八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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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소의 모습이 그 장소에 있던 한성을 상징하는 건물들과 함께 서술되어 있
다. 그리고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의 역사가 다루어졌다. 마지막으로는 그 장소에 
대한 감정이 강조되어 있다. 따라서 기사의 사진과 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1회는 동아일보사 사옥 옥상에 올라 정북을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과 글이다. 

사진을 보면 사진에는 넓은 도로의 끝에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앞의 나무들에 가려져 있다. 신청사 뒤로는 북악산이 있다. 사진에서 경복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사의 부제인 “기고만장 신청사, 침음무어 경복궁, 

근정전 경회루야 어디 있어 안 보이느냐? 해태 가고 광화문 가고 너마저 가렸느
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광화문 앞을 보면 경복궁은 조선총독부 신청사에 
가려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당대인들에게 조선총독부 신청사를 
보며 경복궁 및 광화문, 해태를 연상하였다. 이는 사진과 함께 실린 글에 나타나 
있다.

탄탄 대도로 마주 띄우는 곳에 무시무시하게 하얀 백악관이 아니라 백석관이 검어 충
충한 산을 등지고 섰으니 이것이 정북 방향의 북악 및 총독부요 옛날로 말할 지경이면 
타령에 드는 대원군이 중수한 경복궁이다. 얼마 전만 할지라도 광화문 삼홍문에 탐탐한 
이층누각이 백석관의 앞을 막아서서 이 터는 경복궁 땅이다 누가 감히 나를 붓접하리
하는 듯이 버티고 서있더니 그것조차 뒤쪽으로 쫓겨가고 마니 위력이 반도를 누르는 
백석관에 대적할 자가 없는 모양이다 ...(중략)... 오직 천리안으로 뚫어보는 듯이 저 흰
집 뒤에는 썩어가는 경회루 근정전 등이 박물관의 진열품 같이 고고학의 참고품 같이 
무류히 서 있을 뿐이라고만 생각된다.719)  

  글쓴이가 바라본 정북 방향에는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을 가로막고 있었
다. 그럼에도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경복궁과 그 역사에 대한 내용
이다. 당대인들의 경복궁의 훼철에 대하여서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정전은 어찌 되었으며 강녕전 연침의 형편은 어떤고”라고 구절을 
통해 확인된다. 즉 필자의 시각에서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있는 장소는 경복궁과 
겹쳐져 있었다. 당대인들 역시 이 글의 필자와 같이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장소
의 이미지는 건물의 규모에만 기대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당대인의 시선이 향한 

719) 『동아일보』 1926년 12월 16일, 「屋上에서 본 京城의 八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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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 방향은 조선총독부와 경복궁 모두에 대한 인식 및 기억이 중첩되었을 것이
다. 이러한 인식 및 반응은 다른 회차의 사진과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회차는 서남방으로 사진에는 정동 일대의 모습이 담겨졌다. 사진의 멀리 뒤편
으로는 라디오 방송국의 “괴물 같은 쇠기둥이 정동의 머리 위에 솟아 있다.” 쇠기
둥은 사진 전면의 낮은 건물들과는 대조적으로 높이 솟아 있다. 그 옆으로는 영
국 성공회주교좌대성당이 눈에 띈다. 사진에서 덕수궁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부제는 “의구표양 만국기, 다루다한 덕수궁, 찬바람에 휘날리는 영
미국의 힘 있는 국기와 늦은 석양 연기에 쌓인 한 많은 덕수궁의 폐허”이다. 아울
러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도 덕수궁을 다루고 있다.

어찌 이 정동같이 한 많은 폐허가 그다지도 많이 보는 사람의 눈물을 짜 내일까 ...(중
략)... 주인 없는 덕수궁이 말없이 쭈그리고 있다 ...(중략)... 정미년 양위로부터 덕수궁을 
봉할 때의 이 궁전 주인공의 애끓는 눈물은 어느 겨울에 말러보았을 때가 있었을까. 낙
조는 바야흐로 붉어간다. 무너진 성터에 어둠이 깊어간다. 신비로운 하늘이 폐허를 조
상함인가 아니다 폐허의 저편에는 새움이 돋는다. 폐허의 저편에는 새움이 돋는다 가까
워 오는 봄을 기다린다, 무너진 영성문 자취만 남은 복도 잡초 우거진 덕수궁 곁에는 
이화의 삼층루와 배재의 젊은 소리가 차차차차 굴게 들려 온다.720)

  사진과 다르게 서남방에 있는 정동 일대를 마주한 글쓴이는 글을 통해 덕수궁
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글에는 폐허가 된 덕수궁과 그 역사, 그에 대한 감
정,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서 짐작되듯이 경성의 도시 공
간에서 덕수궁을 포함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폐허가 되어 사라져갔다. 글과 
함께 실린 사진에서도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장
소에 대한 기억과 감정은 남아 있었다. 이는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한성을 상징
하는 장소에 대한 기억 및 감정이 반영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준다.

  5회는 정남방으로 멀리로는 남대문, 남산과 가까이로는 조선호텔 일대이다. 사
진에서는 남대문, 남산만이 아니라 조선호텔조차 찾기 어렵다. 사진 뒤편에는 경
성부청 신청사가 눈에 띈다. 사진은 기사 글과는 맞지 않다. 이 기사의 부제는 
“원구 남궁공유명, 고루거각진남촌, 환구단과 남별궁도 이제는 전부 빈이름 뿐이
고 남산 밑에 고루와거각은 모두 다 일본인촌”이기 때문이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720) 『동아일보』 1926년 12월 19일, 「屋上에서 본 京城의 八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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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남방을 바라보니 바른편으로는 남대문 밖으로 용산의 넓은 시가가 한없이 터져 있고 
왼편으로는 창송이 우거진 남산이 앞을 막아섰다. 지난 해의 남산 꼭대기에는 국사당이 
있더니 오늘의 남산 마루터기에는 백 오십 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광대한 역사를 한 
조선신궁이 장안을 내려다보고 있다. 바로 바른 발 아래에는 총독부 신청사를 축소한 
듯한 경성부청 사층집이 날개를 펼치고 있고 왼발 밑에는 화장벽돌에 가진 기교를 다
부린 조선 호텔이 있으나 불과 지척이라 엎드리면 코가 닿을 듯하다. 조선호텔 정원 내
에 커다란 삼층 탑이 호텔 큰 집에 눌려 주름을 못 펴고 서 있으니 이것이 남별궁 터 
안에 잇는 환구단이다. 남별궁자리에 조선호텔에서 오직 환구단만 남아있어 무심한 외
국손님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으며 환구단의 내력을 아는 사람으로서야 어찌 무심히 볼 
수 있을까. 성지이든 이곳에 외인의 소일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잘난 신수가 도로 화단
이 되어 턱없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으니 속이 텅 비였길래 말이지 어찌 부질없는 목
숨을 그대로 보존하랴.721)

기사의 내용을 통해 짐작되는 것이 있다. 사진에서는 잘려나갔으나 글쓴이는 옥상
에서 조선호텔, 남산 등은 볼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사에서도 환구단으
로 대표되는 한성과 조선호텔로 상징되는 경성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7회는 정동방에 해당 되는 종로 거리이다. 사진 전면 중앙에는 공사 중인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 뒤편인 사진 중반에는 낮은 건물들이 보이며 멀리 뒤편으로 
은행의 모습이 보인다. 전면 좌측에 보이는 건물의 지붕에 가리워져 종로 거리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7회차의 부제는 “을이추와 기미춘 사변무대종로가, 

과거의 일어난 크고 적은 사변의 무대로 이제는 힘없이 살아지는 듯한 종로거리”

이다.

과거의 일어난 크고 적은 사변의 무대로 이제는 힘없이 사라지는 듯한 종로 거리, 동대
문의 추녀 끝은 뽀얗게 떠오르는 저녁 연기에 신기루 같이 보인다. 저기가 동대문이거
니 바라보는 여기로부터 저기 저 문까지가 조선인 시가지의 중심이다. 조선인 시가지의 
한복판을 일자로 뚜른 단단한 큰길이 동대문에 다하였으니 이것이 종로 거리라 경동맥
과도 같은 주요한 줄기이다. 경성의 중심은 종로이다 옛날도 종로이었고 현재도 종로이
며 장래도 종로이다 ...(중략)... 한성부로부터 합병 후 경성부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기

721) 『동아일보』 1926년 12월 20일, 「屋上에서 본 京城의 八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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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경성의 역사는 즉 종로의 역사였다. 이태조의 옥교가 대묘에 거동할 때나 임진란
의 발자취도 이 종로 거리에 남았을 것이며 인조께서 청병을 피하여 강화로 남한산성
으로 몽진하실 때에도 흔적 없는 탄식이 얼마나 사무쳤으랴.722)

기사 글에서는 종로 거리를 “경동맥”과 같다고 하며 지난 역사의 “발자취가 남았
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당대인들은 종로가 과거만큼 새로운 경제의 중심이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였다. 그들은 ‘종로는 새로운 경제의 중추이지만 그를 북
돋아주는 원기가 쇠약해져 과거 종로 소리를 다시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
였다. 이는 당대인들이 한성을 연상하거나 회상하였음을 알게해주는 부분이다. 

  이 연재 사진과 기사를 통해 나타나듯이 당대인들은 경성의 도시 공간 안에서 
삶을 영위하였으나 그들은 한성을 회상하였다.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폐허로 
변해버린 경성에서 당대인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비
록 흔적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 장소에 대한 당대인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
다. 즉 그들에게 경성은 한성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성과 경성은 
다른 도시가 아니라 경성은 한성에 포개어진 도시였다. 따라서 당대인들에게 한성
은 기억될 수 있었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감정은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대인들은 한성을 폐허로 기억하지 않았다. 다
만 충격으로 인하여 한성에 대한 기억은 중간 중간이 부서졌을 뿐이었다. 그 결
과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는 한성과 경
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겹쳐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성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은 복잡했다. 이는 경
성의 도시 공간이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와 중첩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경성이 건
설된 과정에서 한성은 사라졌다. 당대인들은 이를 목격해야 했다. 이에 따라 당대
인들은 경성으로의 전환을 반길 수만은 없었다. 이로 인해 경성에 대한 당대인들
의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당대인들에게 경성은 익숙하고 친밀한 한성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었으나 낯선 공간이었다. 따라서 경성에 대한 당대인
들의 인식 및 반응에는 한성에 대한 당대인들의 감정과 기억도 섞이게 되었다. 

즉 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 불안과 두려움 등이 섞인 가
운데 만들어졌다. 따라서 당대인들이 본 경성의 도시 공간은 매체에 나타나는 것

722) 『동아일보』 1926년 12월 22일, 「屋上에서 본 京城의 八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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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화려한 경성이거나 번화한 한성이 될 수만은 없었다.

  본장에서 필자는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진 과정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도시 이미지가 만들
어진 과정을 논의하려는 시도였다. 첫 번째 절에서 논의의 핵심은 경성의 건설이
었다. 즉 이 절에서는 도시 이미지 형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도시 공간의 물리
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넓고 곧은 대로와 웅장한 건물이 지어지면서 한성은 
경성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중심 공간이 생겨났다. 경성의 새로운 중
심 공간은 도로의 정비 및 건설과 결부되어 있었다. 초기부터 도로가 정비된 남
대문 일대는 경성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한성의 중심이던 종로는 1920년
대 중반이 되어서야 정비가 되었다. 한편에서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핵심 건물들
이 완공되었다. 이로 인해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폐허가 되었다. 두 번째 절
에서 조명하고자 한 것은 경성으로의 전환을 인식하게 한 행사와 매체였다. 이 
절의 핵심은 당대인들이 경성으로의 전환을 인식하게 한 전략들이었다. 경성의 건
설과 식민 지배를 기념한 여러 행사들은 매우 큰 규모로 화려하게 치러졌다. 당
대인들의 시각 경험은 매우 강렬했을 것이다. 한편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는 
경성의 스펙터클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등을 활용한 밤 놀이가 부상하였다. 이
러한 행사와 놀이는 당대인들에게 경성을 기억하게 하고자 식민지 정부가 실시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마지막 절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경성의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및 기억이다. 이 절의 초점은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당대인
들의 복잡한 감정과 기억이 도시 이미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이다. 당대인들이 
경성의 도시 공간을 바라보았던 시각과 태도는 한성에 대한 기억과 중첩되었다. 

이에 따라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는 한성과 경성이 함께 나타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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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화화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파편화된 한성

  대경성(大京城)은 공식 명칭이 아니라 당대인들에게 통용된 이름이었다. 조선총
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치러진 1926년 당대인들은 경성을 대경성으로 불렸다.723) 

당시는 경성부청 신청사가 완공되면서 경성부의 휘장도 경성의 발전을 상징하는 
안으로 바뀐 상태이기도 하였다(도 Ⅴ-1). 그런데 경성의 공식 명칭이 대경성으로 
바뀐 적은 없다. 표면적인 의미상으로 “대”경성이 구현된 시기는 1936년 4월 1일
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에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이 경성에 적용
되면서 경성의 면적이 확장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안내서와 사진첩이 간행되었다. 

『신판 대경성 안내(新版大京城案內)』(京城都市文化硏究所, 1936), 『대경성 사진첩
(大京城寫眞帖)』(中央情報鮮滿支社, 1937)등이 그것이다(Ⅴ.2, 3).724) 아울러 <조선
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朝鮮文化の結晶たる京城を巡る) 엽서세트>, <대
도경성(大都京城) 사진엽서세트>, <경성의 근대미(京城の近代美) 엽서세트> 등이 
판매되었다(도 Ⅴ.4, 5, 6). 그럼에도 경성의 명칭은 그대로 경성이었다. 또한 총독
부와 경성부에서는 대경성보다는 경성부 확장이라고 하였다. 즉 대경성은 그 실체
가 상당히 모호하였다.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당시 신
문에 게재된 기사 및 잡지 글에서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첫째, 당대인들은 
근대 도시의 핵심을 시가의 미, 즉 도시 미관으로 여겼다.725) 당대인들은 도시 미

723)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925년 간행된 대경성 안내서 2권이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매
일신보사(朝鮮每日新聞社)에서 펴낸 『대경성(大京城): 안내서(案內書)』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연구회(朝鮮硏究會)에서 편찬한 『대경성(大京城)』이다.

724) 『신판 대경성 안내(新版大京城案內)』(京城都市文化硏究所, 1936)는 경성도시문화연구
소에서 발행하였다. 편찬인은 『경성일보』 사회부장 야노 타테키(矢野干城)와 경성도시문
화연구소 모리카와 기요히토(森川淸人)이다. 

    『대경성 사진첩(大京城寫眞帖)』과 『대경성 도시대관(大京城都市大觀)』은 발행사만 다
를 뿐 사진이나 내용은 같다. 『대경성 사진첩(大京城寫眞帖)』(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은 중앙정보선만지사에서 펴내었으며 발간인은 『경성일보』 편집국장인 야마다 이사오
(山田勇雄)이다. 『대경성 도시대관(大京城都市大觀)』(朝鮮新聞社, 1937)은 1937년 5월 
조선신문사에서 발간하였으며 발간인은 편집국장인 와다 시게요시(和田重義)이다. 여기
에는 경성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조감도와 같은 사진이 실려있는데 건물 정면 모습과 
용도, 위치, 간략한 이력이 수록되어 있다.

725) 『동아일보』 1928년 10월 4일, 「變態的近代都市로서의 京城」; 1929년 3월 5일, 「大
京城의 都市計劃」; 1930년 10월 26일, 「市區改正의 必要」, “시가지의 미정돈에 의하여
는 교통사고빈발, 위생, 시가번영책, 외관미 등의 관계는 지대함이 있다. 시가미는 근대 
도시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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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도로의 포장, 건물의 외관, 공원의 확충과 관련된다고 보았다.726) 이 중에서
도 도로의 포장은 도시 미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727) 즉 당대인들에
게 대경성은 시가의 미를 갖춘 근대 도시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대경성이라는 지
명은 도시에 대한 기대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36년 대경성이 
공식적으로 출현한 이후에도 당대인들이 기대한 대경성은 실재하지 않았다. 경성
의 공식적인 면적 확장을 앞둔 1936년 3월 경성 내에서 포장된 도로는 전체의 3

분의 1 정도에 불과하였다. 둘째, 당대인들은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근대 건물과 
궁궐로 대표되는 옛 건물이 대경성 안내서, 사진첩, 엽서세트 등에서 중심이 된다
고 보았다. 당대인들은 이것이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알았
다. 그러나 당대인들은 백화점과 궁궐만으로는 대경성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여
겼다. 

  그렇다면 안내서와 사진첩, 엽서세트 등에 포함되지 못한 대경성의 도시 이미
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들은 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포함될 수 없었던 것
일까. 분명한 점은 이를 통해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여러 개의 조각들로 이루
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장에서 초점을 두려는 것은 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대경성이라는 
이름으로 신화화되어 일상에서 소비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한성을 상징
하는 장소들이 파편화된 채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얽혀졌음이 구체화 될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신화화와 파편화의 개념은 발터 벤야민의 도시에 대한 저술, 

그리고 이를 분석한 데이비드 프리스비와 그렘 질로크의 시각에 바탕을 두었다. 

벤야민에 따르면 “거지가 있는 한 자본주의는 신화”이다. 즉 자본주의는 진보와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이다. 도시에서는 이러한 속임수가 신화로 드러
난다. 행사, 기념물, 전시회, 박물관을 통해 대도시는 과거와 현재의 환상을 보여
준다. 즉 도시는 신화의 새로운 징후와 현대성의 환영이 나타나는 장소이다. 그런
데 벤야민의 시각처럼 넝마주이를 통해 ‘도시는 신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자 
파괴될 수 있는 곳’이 된다. 벤야민은 넝마주이를 ‘도시의 신화를 파괴할 수 있는 
영웅’이라고 보았다. 넝마주이는 낡고 파괴되고 버려진 조각들을 모은다. 그리고 

726) 『동아일보』 1935년 7월 20일, 「美化되는 京城市街」, “토막 정리, 도로 포장, 공원 
설비 등.”

727) 『동아일보』 1935년 12월 3일, 「舖裝路十三線完成코 朝鮮人街는 明年着工」, “근대도
시를 형성함에 먼저 완성을 요구하는 것은 가두 정비 도로포장 공사이다.”



- 223 -

이러한 조각들을 모음으로 신화의 실재를 드러내게 된다.728) 주목할 만한 점은 벤
야민의 미완성 작업이 넝마주이처럼 파리에 관한 수많은 글의 조각들을 모았다는 
데에 있다. 즉 벤야민은 파편을 모아 신화화의 실재를 파헤친 것이다.

  첫 번째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경성의 신화와 그 이면에 자리한 현실이
다. 대경성계획안(大京城計劃案)에서 파생된 대경성은 구체적 실체가 없는 모호한 
상태로 10년간 지속되었다. 아울러 대경성이 구현되었을 당시 도시 공간은 오히
려 두 개의 도시로 나누어진 듯 여겨질 정도로 분열된 상태였다. 즉 대경성은 당
대인들의 인식과 기대 속에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었다.

  두 번째 절에서 논의하려는 것은 대경성의 도시 문화에서 중심에 있던 장소로 
근대 도시 대경성을 기대하게 한 장소들이다. 이 장소들은 도시 이미지의 중심이
기도 하다. 하나는 조선은행 앞의 광장과 그 일대의 백화점들이다. 1930년대는 백
화점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당대인들의 삶과 백화점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다
른 하나는 공원이 된 궁궐이다. 공원으로 개방된 덕수궁(德壽宮)과 경복궁(景福
宮)은 당대인들의 여가와 취미의 장소로 만들어졌다. 이 두 장소는 당대인들이 대
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일상에서 소비하게 한 장소였다. 

  세 번째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은 신화화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맺고 있는 관
계이다.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여러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으로 대표되는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있다. 그리고 대
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만든 당대인들도 있었다. 당대인들은 그 자체로 한성과 경
성이 겹쳐진 장소로 서로에게 구경거리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 등장한 경성의 산
책자들은 관찰자이자 구경거리였다. 즉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조각난 채 겹쳐져 있었다.

1. 이상화된 근대 도시 대경성과 그 이면의 실체

  당대인들에게 근대 도시는 “높다란 건물, 빤빤한 아스팔트, 평행선을 그은 전차 
궤도, 머리 깍인 가로수, 제복의 학생” 등으로 채워진 모습이었다.729) 그런데 1936

728) 발터 벤야민, 앞의 책; 그램 질로크, 앞의 책, pp. 28-34, pp. 326-246.
729) 『동아일보』 1933년 11월 15일, 「近代都市化한 鍾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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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구현된 대경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대경성은 “문화의 중심지”이자 “화
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것으로 신화화되었으나 면적만 확대되었을 뿐이었다.730) 

대부분의 도로들은 포장되지 못하여 “추물(醜物)”로 여겨졌다.731) 근대 문명이라
는 미명으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흔적으로만 남게 되었다. 무엇보다 도시 
미관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도시의 “암”으로 여겨진 “토막민(土幕民)”은 대경성에
서 쫓겨났다.732) 당대인들에게 “서울은 대경성을 너머 남촌(南村)과 북촌(北村)으
로 나누어진” 듯이 여겨졌다.733) 즉 경성은 대경성이라는 하나의 큰 도시가 아니
라 여러 지역들로 조각난 듯하였다. 

(1) 대경성에 대한 기대와 ‘대경성계획안’의 구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성의 공식 지명이 바뀐 적은 없다. 경성부와 총독부
에서는 대경성보다 “경성부 확장”이라고 하였다. 대경성은 오히려 신문, 잡지, 서
적 등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대경성이라는 호칭은 당대인들에게 사용되어 보편화 
된 지명인 것이다. 

  대경성은 1920년대에 언론매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대경성이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사용된 1920년대 초 ‘대경성’은 당시의 경성을 의미하지 않았다. 1920년
대 초 대경성은 불과 몇 년이 남지 않은 시점이자 경성의 이상적인 미래로 여겨
졌다. 즉 1920년대 초의 몇 년 동안 대경성은 앞으로 다가올 경성, 발전된 경성을 
의미하였다.734) 

730) 『동아일보』 1937년 12월 5일, 「저물어가는 丁丑街頭 (4) 太陽을 등진 土幕民」.
731) 『동아일보』 1938년 11월 13일, 「醜物! 京城의 道路」.
732) 『동아일보』 1937년 12월 5일, 「저물어가는 丁丑街頭 (4) 太陽을 등진 土幕民」.
733) 『동아일보』 1935년 7월 9일, 「서울風景 (七)」, “서울이 변하여 대경성이 되고 대경성

이 나눠져 남촌북촌이 된 오늘, 북촌의 번화처로는 종로 네거리.”
734) 『매일신보』의 기사 제목에서 대경성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20년이다. 1920년 8

월 30일 자 기사에는 ‘용산의 치수 문제가 거론되면서 대경성을 만들고자 진행 중’이라
는 내용이 있다. 이후의 기사들에서도 대경성은 “이상적인 대도시”로 기대되었다. 『동
아일보』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된다. 

   『매일신보』 1920년 8월 30일, 「용산 치수 문제와 대도시 건설계획, 치수 속성회와 상
업회의소가 호응하여 육칠십만 인의 대경성을 만들고자 진행 중」; 1920년 9월 5일, 
「會議所提案, 大京城建設件」; 1921년 2월 3일, 「금후에 大京城 건설계획은 시 주위를 
확장일로부터는 시중은 그만두고 시외를 확장할 예정이다」; 1921년 8월 29일, 「都市計
劃硏究會, 大京城建設을 理想으로」; 1922년 5월 27일, 「理想的인 大都市를 建設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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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성이라는 용어는 1925년에서 1926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
기부터 대경성은 경성의 현재이자 미래로 여겨졌다. 신문의 기사에서는 “조선의 
수도 대경성”이라고 하며 당시를 대경성으로 보았다.735) 이와 동시에 당대인들은 
“삼 십년 후의 대경성”이라고도 하였다.736) 당대인들은 대경성이라는 지명을 사용
하면서도 대경성을 미래로서 의식한 것이다. 

  이 시기 대경성이라는 용어의 확산은 도시 공간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1926

년 10월 1일 시정기념일에는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이 치러졌다. 뒤이어 30

일에 경성부청 신청사의 낙성식도 있었다. 아울러 경성부의 휘장이 새롭게 선정되
었다. 이는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 경성부에서는 1925년 11월 새로운 휘장(徽
章)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선정된 휘장은 심사를 거쳐 1926년 9월에 발표되었다
(도 V.1-1, 2).737)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는 경성부 휘장(京城府徽章) 선정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738) 기사에 따르면 약 천 점에 이르는 도안이 출품되었
다. 1등에 당선된 도안이 선정된 이유는 경성이 “발전해가는 여지가 많음을 의미”

하며 “형상이 방사상으로 되었음으로 현대의 이상적 도시구조를 표시한 것”이라
는 데에 있었다.739)

  그런데 1920년대 중반 대경성은 이상 도시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이전에는 경
성이 대경성으로 거듭나면서 해결되리라고 생각된 문제들은 대경성의 문제로 언
급되었다. 1925년 『동아일보』에는 「쫓겨가는 사람들의 눈물 겨운 상태(狀態)」라는 
기사가 실렸다.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되듯이 기사에는 대경성의 이면인 부랑자들
의 현실이 지적되어 있다.740) 『매일신보』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났다. 『매일

都市 輪廓 設計, 50년 후이면 100만인 될 도시, 재미있는 대경성 건설의 계획」; 1923
년 1월 15일, 「사진: 2년 후의 대경성역(모형 설계)」; 『동아일보』 1920년 5월 12일, 
「獨人財產競賣」; 1921년 9월 6일, 「大京城의 新道路」.

735) 『동아일보』 1926년 1월 4일, 「女性界 乙丑一年雜觀 (二)」.
736) 『매일신보』 1926년 1월 10일, 「三十年後의 大京城 (一)」; 1926년 10월 31일, 「大京

城, 新府廳舍落成式 府政에 一新紀元 責務가 줌더 重大함을 늣긴다 馬野府尹의 式辭」; 
1927년 1월 10일, 「昌德宮과 宗廟 境界線에 新作路 반대도 잇섯스나 타협이 되야서 
금년 중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完成되는 大京城」; 1927년 10월 18일, 「行旅屍 續出
하는 大京城의 生地獄, 서소문졍에 깃드리는 자신귀의 무리들 한푼 두푼 구걸하야 모히 
맛고 죽어간다 十六日에도 세 죽엄」.

737) 『매일신보』 1925년 11월 5일, 「부휘장모집 내년정월말까지」; 1926년 8월 3일, 「京城
府徽章 審杳開始 작이일부터」.

738) 『매일신보』 1926년 9월 26일, 「京城府徽章圖案 入賞者審査發表 이십팔인의 심사원
과 젼문가사씨가 심사해 寫眞은入賞된 圖案」; 『동아일보』 1926년 9월 26일, 「京城府徽
章」.

739) 『동아일보』 1926년 9월 26일, 「京城府徽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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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에는 1926년 1월 10부터 21일까지 11회에 걸쳐 「삼십 년 후(三十年後)의 대
경성(大京城)」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재되었다.741) 기사에서는 “지금의 형편으로
는 도저히 대경성을 낙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당대인들에게 경성은 대경성이
었으나 문제점을 가진 도시였다.

  대경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 양상은 상당 부분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당대인들은 왜 경성을 대경성으로 불렀던 것일까. 이는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짐작된다. 첫째,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완공 시
점과 대경성의 출현 시점이 겹쳐져 있었다. 둘째, 1920년대 초 경성도시계획연구
회(京城都市計劃硏究會)가 조직되면서 “대경성계획안(大京城計劃案)”이 논의되었
다. 경성도시계획연구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은 경성의 발전 방안이었다. 이들은 
“대경성계획안”으로 일컬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대경성”이 유통되었다. 그런데 대
경성계획안은 공식적으로 입안되거나 실행된 특정한 도시계획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대경성계획안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경성을 대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742) 이는 대경성계획안에서 비롯된 대
경성의 실체가 당대인들의 인식에 기대에 있음을 알려준다. 즉 대경성이라는 지명
에는 당대인들의 이상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 역시 당대
인들에게 다소 모호한 상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경성도시계획연구
회와 대경성계획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경성도시계획연구회의 설립은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초에 이르는 
일본 내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1919년 일본에서는 도시계획 제도가 수립되었
다. 1918년 내무성(內務省)에서는 도시계획조사위원회(都市計劃調査委員會)를 두

740) 『동아일보』 1924년 5월 26일, 「上等標凖地의 移動方向과 大京城의 中心은 鍾路四
街」; 1924년 9월 6일, 「市區整理遲延 澤村府理事官談」, “장래 대경성을 建設함에는 
(하략)”; 1925년 7월 9일, 「쫏겨가는 시람들의 눈물 겨운 狀態」, “大京城의 裏面”; 
1925년 8월 12일, 「京城都市計劃은 高地都市로 變遷」, “인접 부락을 병합하야 대경성
의 출현을 계획하는 이 때에 (하략).” 

741) 『매일신보』 1926년 1월 10일-21일, 「三十年後의 大京城」(총11회). 
742)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관련된 주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박세훈, 「1920년대 경

성 도시 계획의 성격」, 『서울학연구』 15(서울학연구소, 2000), pp. 167-198; 김백영, 
「식민지 도시 계획을 둘러싼 식민 권력의 균열과 갈등-1920년대 '대경성(大京城) 계획'
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7(한국사회사학회, 2005), pp. 84-128; 염복규, 「1920년
대 京城도시계획운동의 전개와 성격」, 『國史館論叢』 107(국사편찬위원회, 2005), pp. 
1-27; 동저, 「식민지 도시 계획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920년대 조선 도시 계획 
논의와 ‘1930년 조선총독부 도시계획안’의 위상 재검토」, 『도시연구』 17(도시사학회, 
2017), pp. 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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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음 해인 1919년에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과 시가지 건축물법(市街地建築
物法)이 공포되었다.743) 그런데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이 발생하
였다. 대지진과 이로 인한 화재로 토쿄의 소실면적은 44%에 달하였다.744) 이에 
따라 내각에서는 신속하게 토쿄 부흥 방침을 표명하여 1923년부터 1930년까지 사
업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 동안 도로, 운하, 공원 등이 정비되고 토지구획정리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당시 일본에서는 전국 각지에 도시 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745) 

  일본 내의 상황은 식민지 조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조선에서도 도시 
계획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중심에는 식민지 조선의 수도인 경성이 있었
다. 경성도시계획연구회는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郎, 1868-1949) 정무 총감(政務
總監)을 회장으로 하고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을 부회장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즉 연구회는 반관반민 성격의 단체였다. 연구회의 목적은 대경성 건설의 기운을 
촉진하는 데에 있었다.746) 연구회는 1921년 8월 27일부터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였
다. 연구회는 그 창설을 기념하여 일본의 도시 계획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회당에
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성으로 말하면 조선의 제일가는 큰 도회일 뿐만 아니라 자고로 정치를 행하여 오든 
수부인 즉 조선의 문화를 발달케 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성의 도회를 먼저 확장한 뒤에
라야 원만히 진행을 하여갈 것이며 또 그것이 순서라 생각하오. 경성시의 위치로 보면 
북편은 산이 둘이고 앞에는 남산이 있고 그 밖에는 큰 강이 있으니 자연 남편으로 발
전이 되어야 가장 좋은 도시가 될 터이며 주택지는 남산을 전후 사방으로 뭉기어 내리
어 그 주위를 주택지로 하고 한강 연안에는 일대의 공업지로 하여 한강의 좋은 물을 
이용하고 신용산의 넓은 곳을 상업의 중심지로 하면 얼마든지 크게 확장을 할 수가 있
으며 또 가장 이상의 도시가 될 터이다. 그리고 남산을 경성 중앙의 공원으로 사용하면 
세계의 유명한 도회가 될 터이다.747)

743) 東京都 生活文化局 國制部 外事課 편, 앞의 책, p. 21
744) 위의 책, p. 22.
745) 위의 책, p. 24.
746) 『매일신보』 1921년 8월 29일, 「都市計劃硏究會, 大京城建設을 理想으로」; 1921년 9

월 6일, 「大京城建設計劃」; 1921년 12월 12일, 「大京城을 建設할 都市計劃大體案, 總
監의 諒解를 得하여」; 『동아일보』 1921년 9월 6일, 「都市硏究會發會式」.

747) 『동아일보』 1921년 9월 8일, 「南山으로 一大公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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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내용을 보면 미래의 경성에서는 용산이 상업중심지가 되었다. 아울러 남
산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강연 내용은 구체화 되었다. 이는 1925년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경성부의 도시 계획은 시기와 예산의 문제로 겨우 영등포 부근을 공장지대 용산을 상
업지대 동부 일대를 주택지대로 하기로 개괄적으로 설계는 되어 있으나 그 구상안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수년을 더 있어야 할 형편인데 현재 경성 도시를 아름답게 하자
면은 국부적 시구개정으로 할 밖에 달리는 도리가 없는 현상인 바 경성부의 인접 부락
을 병합하여 대경성의 출현을 계획하는 이때에 도시 구성을 더욱 연구할 여지가 있다
고 하는데 그 내용은 본래 총독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평면 도시는 단순히 행정 지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런던, 파리, 도쿄 등의 평원 도시를 모방한 것이나 실제 경성의 지세
를 보면 평원 도시의 관념을 버리고 고지정복을 제 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인바.748)

  이를 통해 대경성계획안의 큰 틀은 이미 1920년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경성계획안이 논의된 과정에서 몇 가지 변수가 생겼다. 우선 조선총
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아울러 용산은 수해를 자주 겪어 그 
피해가 심각했다.749) 그 결과 삼청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북부의 발전이 계획되었
다. 이는 조선인들의 편의를 위한 작업은 아니었다. 이 계획은 남촌의 일본인들이 
북촌으로 진출하는 데에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예상과 다르게 남산 진고개
의 일본인들은 이 계획을 반대하였다.750) 경성 내의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총
독부의 이전은 불안으로 작용한 것이다.75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경성은 구현될 수 없었다. 대경성에 포함될 지역만 논의
되었을 뿐이었다.752) 『동아일보』에는 「환상의 도시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실렸다. 

748) 『동아일보』 1925년 8월 12일, 「京城都市計劃은 高地都市로 變遷」.
749) 『동아일보』 1920년 7월 10일, 「五十年來의 大水害 龍山浸水五千戶」; 1923년 7월 

12일, 「龍山居留民의 陳情」; 1925년 7월 25일, 「水災가 產出한 社會相의 種種」.
750) 『동아일보』 1925년 11월 11일, 「都市計劃은 南部中心으로」.
751)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북촌 진출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 아울러 일본인들은 중심지

가 북촌으로 이동되면서 소외될지 모른다며 걱정하였다.
752) 『동아일보』 1926년 8월 12일, 「將來의 大京城에 永登浦를 編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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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의 수백 년 후의 도시 계획은 몽상적 계획 같기도 하나 제일 가까운 장래의 계
획의 예산이 일억 만원으로 시가 지구가 현재 경성부 내는 물론 노량진과 청량리 부근
의 각 동리를 전부 포함하여 노량진, 청량리를 공업지대로 하고 낮은 데를 상업지대로 
하며 높은 데는 주택지대로 하여 가장 이상적 도시를 작성할 터 이라며 제2단 계획 즉 
수백년 후의 경성은 경성과 인천 사이에 한강을 운하로 하여 양측에 전차를 운전케 하
고 경성은 주로 상업지대로 하고 인천은 위주하여 공업지대로 할 터로 총 예산 이억오
천만원 가량이 들 터이라 한다. 장차 경성의 제일 번화할 곳은 지금 천대받는 이촌동이
라더라.753)

  대경성의 도시 계획에 드는 비용이 지적되면서 대경성계획안은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754) 또한 “대경성 출현(大京城出現)은 이백 년 후(二
百年後)에” 가능하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755) 실제로 경성이 대경성으로 불
린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경성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동아
일보』에서는 경성의 상황을 두고 “외화내빈의 기형적 발전”이라고 하였다.756) 아
울러 대경성의 건설 자체가 어렵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중외일보(中外日報)』에
는 ‘대경성의 건설 사업이 계속 난파 중’이라고 보도되었다.757) 『중앙일보』에서는 
“대경성의 출현은 25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하였다.758) 

  한편에서는 근대 도시 대경성이라는 미명 아래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사라
져갔다. 1920년대 후반 한양도성의 주요 성문들은 철거되었다. 1928년 4월 19일 
『동아일보』에 실린 「구문(九門)의 구태(舊態)와 신용(新容)」에 따르면 성문이 허물
어져 완전한 곳이 없었다.759) 약 세 달 뒤인 7월 12일 『동아일보』에는 동소문과 
광희문을 담은 사진과 함께 춸훼가 결정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성문 일대가 

753) 『동아일보』 1926년 5월 7일, 「幻想의 都市計劃」.
754) 『동아일보』 1928년 8월 19일, 「都市計劃案은 卓上空論에」.
755) 『동아일보』 1928년 7월 3일 「大京城出現은 二百年後에나」.
756) 『동아일보』 1929년 1월 1일, 「十年間大京城行進曲 外華內貧의 畸形的發展」; 1929년 

6월 27일, 「北部民公園 設置의 必要」.
757) 『중외일보(中外日報)』 1930년 6월 29일, 「收益稅條例坐礁로 大京城建設案難破？府

協議員等의 陳情, 수익세조례를 총독부서 불허가로 대경성건설십년계속사업이 란파」.
758) 『중앙일보』 1931년 12월 18일, 「二十五年後에 建設될 大京城都市計劃 四區로 分하

야 明年부터 着手 府當局調査完了」.
759) 『동아일보』 1928년 4월 19일, 「九門의 舊態와 新容」; 1928년 4월 20일부터 5월 13

일까지 성문을 다룬 「구문 팔자 타령(九門八字打鈴)」이 연재되었다. 기사에는 성문의 
사진도 함께 실렸다. 『동아일보』 1928년 4월 19일-5월 8일, 「九門八字打鈴」(전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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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락하여 위험하며 걸인으로 인해 비위생적이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760)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 동소문과 광희문 인근은 빈민들이 모여 있었다. 따
라서 성문의 철거를 통해 빈민들을 정리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 종묘관통선의 설치 역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도 
Ⅴ.7-1, 2). 종묘관통선은 북부 간선 도로의 일부 구간에 해당된다. 이 도로의 개
설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1928년 6월에 논의되기 시작하였다.761) 그러나 종
친의 반대로 종묘관통선의 개설은 답보 상태에 있었다.762) 이후 1931년에 이르러
서야 이 도로는 기공이 결정되어 1932년 4월 22일에 개통되었다. 아울러 종묘와 
창덕궁을 잇는 육교가 종묘관통도로 위에 지어졌다. 육교의 건설이 정해진 당시 
신문에 실린 기사에는 “육교를 철근 콘크리트로 하여 종묘관통도로 상에 큰 미관
을 주리라”라고 되어 있다.763) 『조선일보』에는 종묘관통도로가 설치 중인 1931년 
8월 2일에 「헐려가는 종묘 담의 자취」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되었다(도 
Ⅴ.7-1).764) 이는 대다수의 당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당대인들에게 
종묘는 여전히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즉 종묘관통선은 근대 도시 대경성
의 건설이라는 명목 아래 폐허가 된 한성이 압축된 장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경성 계획이 급속도로 실현되어 1936년 4월 1일 대경성이 
출현하였다. 이는 1930년대 초에 이르러 경성의 위상이 변화되었던 데에 있다. 

1930년대는 일본이 만주, 중국 그리고 태평양으로 전쟁을 하며 조선을 병참 기지
화한 시기였다. 만주사변(1931) 이후 본격화된 만주 개발 붐과 더불어 조선은 ‘日·

鮮·滿 블록경제’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제국 일본의 지리적 판도 전체
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거점도시 개발이 구체화 되었다. 당시 경성의 위
상 변화는 『경성천도론(京城遷都論)』(1934)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33년 토요

760) 『동아일보』 1928년 7월 12일, 「五百年의 歷史 가진 東小, 水口 兩門 撤毀」.
761) 『동아일보』 1928년 6월 17일, 「樂善齋前을 通過? 宗廟後苑을 貫通?」.
762) 『동아일보』 1929년 3월 13일, 「宗親宗約所反對로 宗廟貫通線 또 問題」; 1931년 4월 

15일, 「宗廟貫通에 또 層折 今番엔 樂善齋通過」; 1931년 4월 21일, 「宗廟內敷地도 買
收 北部幹線遠不起工」; 『조선일보』 1928년 11월 24일, 「문제의 간선도로. 종묘구내 통
과, 종묘 구내 일부분과 동물원이, 이 공사에 헐러들어 갈 듯하다」; 1929년 3월 27일, 
「종묘 일부분 신작도로에 반대. 李氏宗約所의 반대가 많어, 도로 공사 착수 불능」.

763) 『동아일보』 1931년 4월 21일, 「昌德宮直通의 陸橋를 架設」.
764) 『조선일보』 1931년 8월 2일, 「헐려진 종묘 담터에 凉蟬獨鳴舊日聲, 울울한 수목이 

고색을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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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 젠요(豊川善曄, 1888-1941)는 『경성천도론』을 발행하였다.765) 이 책에서 그는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대동아공영권을 목표로 일본의 수도를 경성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경성을 중심으로 대륙 침략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766) 

이는 경성이 일본 제국의 거점 도시로서 중요하게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경성의 위상이 높아진 덕분에 1934년 공포된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
令)>(이하 시가지계획령)은 2년 후에 경성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시가지계획령은 무엇이며 이것은 경성의 도시 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 1934년 6월 20일 총독부령 제18호로 최초의 도시계획법인 “조선
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다.767) 본령은 3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1장은 총칙으로 
시가지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다. 2장은 지역, 지구의 지정, 건축
물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3장이 시가지구획정리에 관한 사항들이
다. 7월 27일에는 총독부령 제77호로 시행규칙도 발포되어 계획령은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768) 동시에 식민지 초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경성시구개정 사업은 시가
지계획으로 대체되었다. <시가지계획령>은 이후 1935년 9월, 1938년 6월, 1940년 
12월 등 3번에 걸쳐 개정되었다.769) 

  <시가지계획령>의 내용은 신문을 통해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매일신보』와 『동
아일보』에는 입안 과정이 소개되었으며 그 전문이 실렸다. 아울러 경무국장 및 
내무국장의 입장도 제시되었다.770) 내무국장은 <시가지계획령>에 대하여 “기성 시
가의 확장과 신시가의 창작에 치중하는 점”이라고 언급하였다.771) 경무국장은 “시

765) 경성천도 구상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대동아공영권을 위한 밑그림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도요카와 젠요, 김현경, 전경일 옮김, 『경성천도(도쿄의 서울 이전 계획과 조선
인 축출 공작)』(다빈치북스, 2012). 

766) 위의 책, p. 11.
767) 『동아일보』 1934년 6월 21일, 「百萬人口을 包容할 大京城都市計劃」; 조선시가지계

획령 [시행 1934. 6. 28.] [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 1934. 6. 20., 제정].
768)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조 내지 제14조 및 제42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1934년 8월 

1일부터 시행, <1934. 7. 27. 조선총독부령 제77호>].
769)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1935년 9월 20일부터 시행, 

<1935. 9. 2. 조선총독부령 제104호>].
770) 『매일신보』 1934년 6월 20일, 「多年間懸案이든 市街地計劃令發表, 收容令지 包含

한 完全한 法令 劃期的重要法案」; 1934년 6월 21일, 「朝鮮市街地計劃令全文」, 「都市
의 發展과 文化向上이 主眼, 建築物法規에 制定의 對하야 池田警務局長談」, 「旣成市街
의 統制보다 新市街發達에 置重, 朝鮮市街地計劃令에 對하야 牛島內務局長」; 『동아일
보』 1934년 6월 20일, 「朝鮮市街地計劃令 (上)」, 「市街地計劃令과 牛島內務局長 談」; 
1934년 6월 21일, 「朝鮮市街地計劃令 (下)」.

771) 『동아일보』 1934년 6월 20일, 「市街地計劃令과 牛島內務局長 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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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건축물 법규는 혼란, 무질서, 음울 시가에 일맥의 광명을 던지는 것”이라고 
하였다.772) 『동아일보』에는 <시가지계획령>의 영향도 게재되었다.773) 이는 <시가
지계획령>이 경성에 적용되어 대경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데에 있다.774)

  <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된 이후 경성에 적용되어 시행되기까지는 2년여의 기간
이 소요되었다. <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을 당시 경성부에서는 적용 구역을 결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즉 대경성에 인접 지역을 얼마나 포함 시킬지가 문제였다. 

다음 해인 1935년 10월에야 <시가지계획령>은 경성에 적용될 수 있었다.775) 아울
러 주 구역은 1936년 3월에 결정되었다.776) 그 결과 경성부 확장 축하회를 한 
1936년 4월에야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777)

  <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되면서 경성에는 청량리, 마포, 영등포 일대가 포괄되었
다. 경성부의 면적은 약 3.5배로 확대되어 약 7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경성은 토쿄·오사카·나고야·고베·요코하마·교토에 이어 ‘제국 제7대 도시’가 되었
다. 이와 동시에 정(町)과 동(洞)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행정구역명이 모두 정(町)

으로 통일되었다. 대규모 신축 건물들도 본격적으로 지어졌다. 일본은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돈암 지구 등 10개 지구
에 신시가지가 개발되었다. 1938년에는 청량리 역과 영등포 역이 각각 동(東)경성
역과 남(南)경성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778)

  <시가지계획령>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성의 도시 공간이 용도별로 나누
어진 것이다. <시가지계획령>에 따르면 대경성에서는 주택, 사업, 공장 등으로 지
대를 구분하게 된다. <시가지계획령>의 이러한 이상은 각 기능별로 지역을 나누
어 장래 도시 발전에 여유를 두고 도시의 미관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었다.779) 그
러나 결과적으로는 경성은 기능별로 지역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 거

772) 『동아일보』 1934년 6월 20일, 「建築物法規制定과 池田警務局長 談」.
773) 『동아일보』 1934년 6월 22일, 「市街地令과 그미치는 影響 (1)」.
774) 이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 발포된 다음 날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인 「百萬人口

을 包容할 大京城都市計劃」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동아일보』 1934년 6월 21일, 「百萬
人口을 包容할 大京城都市計劃」.

775) 신문 기사들에는 늦어도 1936년 4월에 <시가지계획령>이 실시될 계획으로 언급되어 
있다. 『동아일보』 1935년 9월 5일, 「京城市街地計劃擴張案 最終府會에 附議」; 1935년 
9월 11일, 「市街地計劃令 十月, 京城에 適用」,

776) 『조선총독부 관보』 1936년 3월 26일, 「경성시가지 주구역 결정」.
777) 『동아일보』 1936년 1월 23일, 「大地에 스밀黃金波濤 道路網에 五千萬圓」; 1936년 4

월 1일, 「京城府區域擴張」.
778) 『동아일보』 1938년 5월 1일, 「五月의 메모」.
779) 『동아일보』 1933년 4월 12일, 「各地帶로 區分設計되는 大京城의 都市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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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인 남촌과 조선인 거주지인 북촌의 차이가 심화되었다. 이는 <시가지계획령>

이 기존 시가의 개량보다는 신시가의 창설 및 기성 시가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 
계획인 데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시가지계획령>은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국가 
시행이 강제되었다. 대경성의 위상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경성의 구현은 일
본 자본의 유치, 대륙 침략 등과 같은 일본의 국책적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
다.780) 

  1936년 4월 1일 <시가지계획령>이 시행되었을 때 총독부와 경성부에서는 대경
성보다는 “경성부 확장(京城府擴張)”이라고 지칭하였다. 같은 날 『동아일보』, 『매
일신보』, 『조선일보』 등에는 경성부 확장이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각각의 신문에
서는 경성의 전경을 담은 사진이 크게 실렸는데 신문별로 차이를 보인다. 『동아
일보』에는 경성의 전경을 담은 사진이 「확장(擴張) 되는 대경성(大京城)」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와 함께 대경성을 축하하기 위하여 운행되는 꽃 전차의 사진
이 게재되었다(도 Ⅴ.8-1, 2). 『매일신보』에도 대경성 전경 사진이 실렸는데 2장으
로 나누어져 있다. 아울러 확장안도 게재되었다(도 Ⅴ.9-1, 2). 『조선일보』에는 전
면에 걸쳐 확장안과 경성의 전경 사진이 실렸다. 확장안을 중심으로 경성을 부감
한 여러 장의 사진들이 겹쳐져 있다(도 Ⅴ.10). 

  당시 조선신궁(朝鮮神宮)에서는 경성의 확장을 기념하는 축하회가 열렸다. 축하
회의 내용은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경성부에서 축하회를 할 때 경성신사와 조선신사에서는 봉고제를 거행하고 그 뒤를 이
어 조선신궁 광장에 이천 명을 초대하여 축하연을 열기로 하였다. 초대인원에게는 경성
부 지도와 경성부 명소 그림엽서를 나누어주기로 되었다. 1시부터는 부내 초등학교 생
도 사만 구천 인을 동원하여 축하행렬을 시키기로 되었다는 데 그들에게는 경성부 약
도를 그린 시간표를 배부하여 주기로 되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폭죽을 울리
며 아침부터 밤까지 꽃 전차를 운전하기로 되었다.781)

780) <시가지계획령>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대표적이다(연도순). 
염복규, 「일제 말 京城지역의 빈민주거문제와 ‘시가지계획’」, 『역사문제연구』 8(역사문
제연구소, 2002), pp. 125-152; 김백영, 「식민지 시기 경성에서의 도시인프라와 ‘공공
성’문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한국사회학회, 2004), pp. 659-665; 김흥
순, 「일제강점기 도시 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조선시가지계획령을 중심으로」, 『서울도
시연구』 8(4)(서울연구원, 2007), pp. 155-173; 염복규, 「지방·국토계획론과 경인시가지
계획」, 『서울학연구』 32(서울학연구소, 2008), pp. 171-204; 윤희철, 「일제강점기 시가
지계획의 수립과정과 집행」, 『도시연구』 16(도시사학회, 2016), pp. 71-104.

781) 『동아일보』 1936년 4월 1일, 「二千名招待祝賀宴 五萬兒童旗行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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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상의 한 페이지를 점령하게 된 구역확장안 실시와 아울러 대경성의 출현을 
보게 되었는데 경성부에서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금1일 오전 10시경부터 관민유지 
이천 여 명을 초청하여 조선신궁 앞에서 부역 확장 봉고식과 축하회를 거행하였는바 
식장에서는 우원 총독을 비롯하여 총독부 각 국장과 경기도 지사, 군부 관계, 경찰관계
자들의 주요 내빈을 비롯하여 각 은행 회사 실업계 등의 이 천여 명 인사들이 엄숙한 
가운데 예복을 입고 모이게 되었다. 거리에는 꽃 전차와 꽃 버스 등이 통행을 하여 화
려명랑한 새경성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다.782)

  이를 통해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첫째, 축하회 진행의 상당 부분이 앞장에서 
살펴본 경성의 건설을 기념한 행사들과 닮아있다. 이는 꽃 전차와 꽃 버스의 운
영, 기념엽서 및 지도의 배부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둘째, 각 신문에서 대경성을 
담은 사진이 보도되었는데 신문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각 신문에 실린 사진은 
다르다. 『동아일보』와 『매일신보』에 실린 사진은 파노라마 형식에 가깝다. 그러나 
두 사진에 실린 경성의 도시 공간은 다르다. 아울러 이 사진들에 대경성에 새로 
편입될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과 다르게 『조선일보』는 여
러 장의 사진들을 모아서 대경성으로 게재하였다. 이 사진들은 대경성에 새로 편
입될 지역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는 당대인들 사이에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초대인원에게
는 경성부 지도와 경성부 명소 그림엽서가 배부되었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에게는 
경성부 약도가 배부되었다(도 Ⅴ.11). 지도와 엽서는 단순한 기념품이라고 생각되
지 않는다. 지도와 엽서는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형성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정부가 대경성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신문사 별 보도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경성이 공식화된 
시점에 대경성에 대한 인식 양상은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조선인들은 대경성이 
나누어져 남촌과 북촌이라는 다른 도시가 되었다고 여겼다. 남촌은 도시 기반 시
설이 상당 부분 정비되었음에도 북촌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탓이었다. 게
다가 대경성이 구현되었을 당시 도시 문제들은 심화되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바로 빈민 문제였다.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토막민은 오히려 늘어

782) 『매일신보』 1936년 4월 2일, 「四月一日의 盛儀 宇垣總督의 臨場으로 區域擴張奉告
祭典 有力官民數千名이 會合張宴 大京城府祝賀盛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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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783) 토막민은 도시 미관을 이유로 강제로 쫓겨날 상황에 이르렀다.784) 

  무엇보다 경성의 면적이 확장되어 대경성이 실현된 이후에도 대경성의 건설 작
업은 계속되었다. 1938년 11월 5일 『동아일보』에는 「경성(京城)의 공원 계획 완성
(公園計劃完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성부에서는 근
대적인 대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
망의 정비, 토지 구획 정리 등 제반 공사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공원, 광장, 풍치 
지구를 설치하고자 대경성의 공원 시설 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광장과 공원은 
“도시 미관상, 시민 보건상”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광장과 공원은 “근대 도시의 
시가를 형성하는 데에 불가결한 시설”인 것이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경성은 “근
대적 면모”를 형성하리라고 예상되었다.785) 다음 해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불평
이 실렸다. “대경성이라고 하며 근대 도시 계획을 실시한” 경성의 도로가 불편하
며 공원이 없다는 것이다.786) 즉 1936년 대경성이 구현되었을 당시 식민지 정부는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의 구현을 인식시켜야만 했다. 

(2) 대경성 안의 현실, 차별화와 파편화

  경성부 확장 축하회가 열린 다음 날인 1936년 4월 2일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대경성으로의 확장은 “경하할 만한 일이나 양으로만 그 면적
으로만 방대히 확장을 해 놓은” 것이었다.787)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대경성은 “허
장성세”에 불과했다. 당대인들이 “모처럼 기다린 대경성은 공중누각”일 뿐이었
다.788) 

  게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되면서 경성에 <시가지계획령>은 제대로 적용될 
수 없었다.789) <시가지계획령>이 개정되어 경성에 적용될 내용도 일부분이 달라

783) 『동아일보』 1936년 1월 25일, 「버림받은 人生 市內에 千名超過」; 1936년 2월 7일, 
「積極整理도 無効 土幕民은 漸增」.

784) 『동아일보』 1936년 3월 2일, 「府內不良住宅四千餘戶 二千土幕撤毀運命」.
785) 『동아일보』 1938년 11월 5일, 「京城의 公園計劃完成」.
786) 『동아일보』 1939년 1월 31일, 「横說竪說」.
787) 『동아일보』 1936년 4월 2일, 「橫說竪說」.
788) 『동아일보』 1936년 2월 27일, 「横說竪說」, “모처럼 기다리는 대경성도 세민층에는 

역시 공중누각이오 경성부민이라는 신직함도 팔자에 없는 탕관.”
789) 『동아일보』 1937년 9월 17일, 「戰時體制下의 大京城 高層建築不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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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1937년 11월 『동아일보』에는 “시가지계획령”을 완화하여 “금 년 내로 개정”

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에 따르면 “작금 시국이 일체 체제로 편성”

되어 “도시 계획 내지 일반 건축물에 대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790) 아울러 
경성에 적용될 시가지계획 예산도 축소되었다. 그 결과 경성의 <시가지계획령>은 
이미 착수된 도로와 하수도 일부만 고치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791) 

  당대인들이 기다린 대경성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대경성은 어떻게 이상
적인 근대 도시로 신화화된 것일까. 이는 근본적으로 남촌이 이상적인 근대 도시
의 모습에 가까웠던 데에서 비롯된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촌과 북촌의 
다른 모습은 1930년대를 지나며 더 극대화되었다. 북촌의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촌에는 종로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근대 문명 시설인 도로, 하수도, 공원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
와 달리 남촌은 도로망, 하수, 공원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다. 이는 거주지 
문제와도 연관되었다. 남산 언덕 인근에는 일본식과 서양식을 절충한 주택이 들어
섰다. 아울러 문화주택들이 들어섰는데 이는 북촌의 주거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
다. 게다가 남촌에는 근대 도시 문화의 상징이라고 여겨진 백화점들이 신축하여 
들어섰다. 남촌의 중심가인 조선은행 앞의 광장은 “근대 도시 대경성의 프로필”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남촌과 북촌은 다른 도시처럼 보였다. 아울러 남촌과 북촌 
간의 격차는 당시 도시 문제와도 연관되었다. 하나는 식민지 도시의 특성상 나타
난 조선인의 소외이다. 다른 하나는 궁세민, 토막민 등과 같은 빈민 문제이다. 빈
민 중 대다수는 북촌에 있었다. 이는 “북부의 빈민화”로까지 여겨질 정도였다.792) 

  그렇다면 당대인들이 보았던 남촌과 북촌은 어떠한 모습이었던 것일까. 당대인
들의 인상은 확연히 달랐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1920년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었
다. 1927년 12월 『동아일보』에는 「비행기 상(飛行機上)에서 본 기자(記者) 이길용

790) 『동아일보』 1937년 10월 14일, 「市街地計劃令緩和 今年內로 改正實施」, 
791) 『동아일보』 1938년 7월 28일, 「頓挫된 京城市街計劃 總經費千六百萬圓中四割减削」, 

“이미 착공한 시가지 도로 개수와 하수도 개수만 소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792) 『동아일보』 1928년 8월 4일, 「貧民村化한 대경성 극빈자십만명」, “현재 경성에는 동

서양문 외에 토굴생활을 하는 빈민굴이 있거니와 전기의 통계를 준할 진데 북부 경성 
전체를 거하여 빈민촌화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듯하다. 이 어찌 전율할 현상이 아니
랴. 근대적 도시에 빈민창은 부속물인 감이 있어 런던 파리 등의 빈민굴은 이름이 세계
에 퍼지었으며 경성이 나날이 게이죠화하고 경성의 발달이 전경성민의 발달이 못되는 
것은 오인이 누누히 고찰하여 온 바 북악의 밑과 문외로 일출되는 빈민부락이 번영의 
반영일 뿐 아니라 진하야 이제는 북부 일대가 전체적으로 극단의 쇠잔도정을 밟고 있게 
된다는 것을 부정키 어렵게 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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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吉用)의 부감기(俯瞰記)」가 세 차례에 걸쳐 게재되었다.793) 이 중에서도 20일 
자 기사에만 경성을 부감한 사진과 함께 글이 실렸다(도 Ⅴ.12-1).794) 

북촌 일대의 집들은 모두 땅으로 기어들고 남촌의 집들은 하늘로 솟는다. 감영서 동대
문을 뚫은 큰 길가에는 종로청년회관이 제일 크고 한일은행과 동아일보가 얼른 눈에 
띄이며 몇 개의 학교와 극장이 그중에 우뚝 솟아 보일 뿐이다. 쓰린 눈동자를 남편으로 
굽히면서 큰집을 헤어보니 그 시설이 어마어마하다. 그다음엔 거리를 살펴보자 남으로 
뚝 떨어져 솟아 있는 경성역과 조선은행 사이에는 까뭇까뭇한 사람들의 달음질 그리고 
안경만큼 보이는 자전거의 달음질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 있으며 자동차 열일곱대의 오
고 가는 것이 보이는데 종로통거리에는 겨우 자동차 세 대가 동대문 편으로 달려가며 
총독부 앞에서 부청을 뚫은 거리에는 일곱대의 달리는 것이 보일 뿐으로 대체가 길이 
쓸쓸하여 보인다. 때는 세시 사십일분이었으니 공중에서 본 일 분 동안의 남북거리 대
조에 지나지 못 하였으나 평범한 대조라고만 볼 수 있으랴!795)

  ‘땅으로 기어드는 북촌과 하늘로 솟는 남촌’의 모습은 당시 북촌과 남촌의 이미
지를 잘 드러내어 준다. 이러한 인상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6년이 지난 1933년 6

월 5일부터 26일까지 『동아일보』에는 「신록(新綠)의 대경성(大京城) 부감기(俯瞰
記)」가 12회에 걸쳐 실렸다.796) 이 연재 기사는 앞서 언급한 이길용 기자가 비행
기를 타고 대경성을 부감한 인상이다. 이 중에서도 6회에 남촌과 북촌에 대한 인
상이 실렸다. 함께 실린 사진은 「종묘 위에서 굽어본 종로 동쪽 장안의 일부」이
다(도 Ⅴ.12-2).

“땅에 기어드는 북쪽 집, 하늘로 솟는 남촌 일대.” 한줄기 새길로 토막이 끊어진 종묘
의 위를 날러 비행기의 키는 장안으로 향한다. 과연 저것들이 사람 사는 집들인가 할만
큼 까맣게 다닥다닥 땅에 불어 있다 ...(중략)... 남산 밑으로 다시 날어 든다. 예서부터
는 집들이 북촌 일대보다 하늘로 솟아 져간다. 명동 고개의 뾰죽질은 바로 송긋 세운 
것처럼 보인다. 터전도 널직, 널직하게 자리를 잡은 남산 일대의 이른바 문화주택들은 
황금정통의 길을 한도로 금을 그어 기상의 안개에서 보아도 딴판이다. 땅에 붙어 기는 

793) 『동아일보』 1927년 12월 19일, 20일, 22일, 「飛行機 上에서 記者 李吉用 俯瞰記」.
794) 1편에는 비행기 사진과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실렸다. 3편에는 사진 없이 경성을 부

감한 인상기만 실렸다. 이 글에는 서대문과 독립문 일대에 대한 인상이 담겨져 있다.
795) 『동아일보』 1927년 12월 20일, 「飛行機 上에서 記者 李吉用 俯瞰記 (二) 漢陽街上

에 떨친 鵬翼 萬戶長安도 宛然한 蟻窟」.
796) 『동아일보』 1933년 6월 5일-26일, 「新綠의 大京城 俯瞰記」(전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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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과 하늘로 솟는 집들 ...(중략)... 활등 휘든 둥그러진 남대문통의 길가는 듬성, 듬성 
하늘을 정복하는 듯 위관 답다. 그러나 땅 위에서 제가 젠 척 자랑하는 미츠코시며 조
선은행도 발 아래 깔고서 굽어보니 낮고 높은 차별도 아무것도 없다. 남북촌의 대조가 
이러한 창공에서 꼴 흉하게 보이거든 하물며 지상에서랴!797)

  1933년 기사에서는 북촌과 남촌의 대조가 심화되었음이 확인된다. 북촌의 집들
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이와 달리 남촌은 널찍널찍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아울
러 북촌의 집들은 땅으로 기어들었으며 남촌의 건물들은 그 위관을 자랑하며 하
늘로 솟았다. 남촌과 북촌의 대조적인 모습은 흉하게 보였다. 이러한 인상은 1935

년 「서울 풍경(風景)」에 실린 “서울이 변하여 대경성이 되고 대경성이 나눠져 남
촌 북촌이 된 오늘”에서도 나타난다.798)   

  당대인들이 북촌과 남촌에 대하여 언급할 때 활용된 단어들도 달랐다. 1931년 
11월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에서는 “남촌은 번화하고 밝고 활기를 띠었을 때 
북촌에는 음울과 무기력함이 있었다”라고 하였다.799) 남촌과 북촌의 대조는 연말
과 연초에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서는 “한 경성 속
이지만 북촌의 신년은 어찌 그리도 소적하며 남촌의 신년은 어찌 그리도 번영한
지 이러한 현상을 일별하면 누구든지 기괴한 감을 기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남촌과 북촌의 격차는 점점 심화 되었다. 당대인들은 그 원인을 “북촌은 조선인의 
근거요 남촌은 일본인의 중심인 까닭”이라고 하였다. 당대인들에게 조선인 시가와 
일본인 시가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여겨졌다.800)

  당대인들에게 북촌과 남촌이 이렇게 다른 도시인 듯 여겨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당대인들이 근대 도시 미관의 주요소로 여긴 “토막정리(土幕整理), 도로포장
(道路舖裝), 공원 설비(公園設備)” 등이 북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있다.801) 

  무엇보다도 당대인들은 이 중에서도 “가두정비”, 즉 도로포장 공사를 가장 중요
하게 여겼으나 북촌의 도로들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802) 북촌의 주민들은 

797) 『동아일보』 1933년 6월 15일, 「新綠의 大京城 俯瞰記 6」.
798) 『동아일보』 1935년 7월 9일, 「서울風景 (七)」.
799) 『중앙일보』 1931년 11월 30일, 「D記者의 手記 本町通의 繁華와 北村의 밤의 憂欝 

남촌이 번화하고 밝고 활긔엇슬 북촌에는 음울과 무긔력함이 잇다 京城明暗二重奏 
(四)」.

800) 『동아일보』 1926년 1월 1일, 「回顧와 希望」; 1935년 1월 2일, 「横說竪說」.
801) 『동아일보』 1935년 7월 20일, 「美化되는 京城市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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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였다. 1925년 북촌의 주민대표는 도로를 고쳐달
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북부 경성으로 말하면 큰 도로는 말
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간도까지도 모두 다 불완전하여 교통상 곤란을 느낄 뿐 
아니라 비가 오면 전혀 교통이 끊어지는 형편이었다.”803) 1928년에도 북촌의 주민
들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928년 12월 2일 동아일보에는 「도로협애(道路狹隘)로 
원동주민진정(苑洞住民陳情)」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원동 주민 황천수 씨 외 115명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의 내용은 창덕
궁 경찰서 앞에서 원동까지 길이 협착하여 사람조차 통행하기 어려우니 길을 넓
혀달라는 요청이었다. 북촌 주민들은 “큰 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차만 겨우 
통행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804) 

  신문에는 도로 개수의 차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가 자주 실렸다. 1927년 
3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종로의 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
런데 종로 공사의 남은 비용으로 태평통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이었다.805) 아울러 
대경성의 도로 개수가 남부에 편중되어 있음에 대하여 비난하는 기사가 자주 실
렸다.806) 1935년 11월 8일 『동아일보』에는 「창의문(彰義門)서 숭사동(崇四洞) 가
는 북촌대간선계획(北村大幹線計劃)」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당시 경성의 도로망은 동부, 서부, 남부 방면은 비교적 발달되었다. 그러
나 북부의 교통은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북부 주민들은 곤란을 겪고 있
었다.807) 

  종로 거리도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더 정비되었다. 이는 1933년 11월 15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 「근대 도시화(近代都市化)한 종로(鍾路)」를 통해서도 

802) 『동아일보』 1935년 12월 3일, 「舖裝路十三線完成코 朝鮮人街는 明年着工」.
803) 『매일신보』 1925년 12월 30일, 「何厚何薄의 府內道路改修 北村住民代表陳情書 북촌

의 도로도 고쳐달라고 주민대표가 진정서를 제출」.
804) 『동아일보』 1928년 12월 2일, 「道路狹隘로 苑洞住民陳情」, “지난 31일에 경성부 토

목과에는 시내 원동 주민 황천수 씨 외 일백십오명의 연서로 진정서의 제출이 있었는데 
내용은 창덕궁 경찰서 앞으로부터 원동 막바지까지에는 길이 지극히 협착하여 마차나 
우차가 통행키는 커녕 걸어다니는 사람도 통행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다 하여 길을 넓혀
달라는 것인바 이런 말은 하기가 우수운 말이나 남촌 어느 부분에 그런 길이 있다면 진
작 고쳐주었을 것도 상상합니다. 우리는 큰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차만 겨우 통
행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소이다.”

805) 『조선일보』 1927년 3월 11일, 「계속할 공사는 방임, 완성도로를 개수, 종로통 도로개
수 예산 잔액으로서 오정목은 방치하고 태평통을 개수, 부의원의 질문 맹렬」.

806) 『동아일보』 1935년 9월 16일, 「大京城道路改修에 南部徧重의 非難聲」.
807) 『동아일보』 1935년 11월 8일, 「彰義門서 崇四洞 가는 北村大幹線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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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도 Ⅴ.13-1, 2). 기사에서는 근대 도시화 된 종로라고 하여 “높다란 건물, 

빤빤한 아스팔트, 평행선을 그은 전차 궤도”를 들었다. 게다가 “빈한한 북촌에 나
날이 늘어가는 것은 카페와 그에 가까운 음식점들”이 들어서 더 근대 도시화 되
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남촌의 일본인들이 차츰 조선인의 북촌으로 진
출한 까닭”에서 찾았다.808) 당시 남촌은 포화상태였다. 총독관사를 경복궁 경무대
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상권도 남에서 북부로 옮기리라
고 예상되었다.809) 즉 종로 일대의 도로가 정비된 배경은 일본인의 진출이 있었
다.810)

  한편 북부에는 공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늘 불만이 많았다. 1929년 6월 27

일 『동아일보』에는 「북부민 공원(北部民公園) 설치(設置)의 필요(必要)」라는 기사
가 게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대경성에 민중적 대공원이 없는 것은 경성부민의 
대치욕”이었다.811) 당시 남부에는 남산 공원, 장충단 공원이 있었다. 북부에는 탑
동공원, 사직공원, 창경원 공원이 있었다. 사직공원은 1922년에 만들어졌으나 “한
구석에” 있었다.812) 무엇보다 북부의 중앙에 있는 탑동공원은 좁고 낡은 데다가 
부랑민들이 머무르게 되면서 철거까지 논의될 정도였다.813) 즉 당시 북부의 공원
은 조선인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종묘를 공원으로 개방
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묻는 의견도 제시될 정도였다.814)

  1930년대에 들어서도 북부와 남부의 공원들은 대조를 이루었다. 1933년에 이르
면 장충단 공원, 남산 공원은 설비가 완전한 상태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직 공
원, 탑동 공원은 불완전하였다. 삼청동 공원은 곧 완공될 예정이었다.815) 삼청동 
공원의 건설은 1928년부터 논의되었으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31년
이 되어서였다.816) 게다가 예산과 허가 문제 등으로 1934년에야 실현되었다.817) 

808) 『동아일보』 1933년 11월 15일, 「近代都市化한 鍾路」, “높다란 건물, 빤빤한 아스팔
트, 평행선을그은 전차궤도, 머리 깎긴 가두수, 제복의 학생.”

809) 『동아일보』 1935년 5월 5일, 「總督官邸等을 移轉」.
810) 이는 이미 1920년대 중반부터 예상되어 있었다. 『조선일보』 1925년 6월 18일, 「종로 

도로개수와 일본인의 북진, 집을 헐고 2층 못짓는 조선인 할 수 없이 일본인에게 판다
고/불공평한 종로署 집 허는데도 日鮮人차별」; 『동아일보』 1934년 12월 20일, 「鍾路를 
不夜街로! 北村의 照明運動」.

811) 『동아일보』 1929년 6월 27일, 「北部民公園 設置의 必要」.
812) 『동아일보』 1927년 11월 9일, 「廢止說傳하는 塔洞公園!」.
813) 위와 같음.
814) 『동아일보』 1929년 6월 28일, 「宗廟地帶를 開放함이 如何」.
815) 『동아일보』 1933년 10월 26일, 「三公園을 新設코 五個公園은 完備」.
816) 『동아일보』 1928년 8월 14일, 「三淸洞後麓一帶에 大公園建設計劃」; 1931년 1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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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 명목만 공원이었을 뿐이거나 위치상으로 불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였다.818)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덕수궁이 공원으로 개방되었다는 점이
다. 덕수궁이 개방될 당시 당대인들은 이를 경성부민을 위한 공원으로 여겼다. 실
제로 이곳은 대표적인 산책지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남촌은 더 정비되고 번영되었다. 우선 1930년을 전후하여 미츠코시로 
대표되는 백화점들이 지어지면서 남촌에는 높은 건물이 더 늘었다. 중심지인 본정 
일대는 더 번영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통해 확인된다. 

진고개의 저명한 상점인 삼월, 평전 백화점에는 예년보다도 드나드는 사람이 훨씬 늘어 
본정통 입구는 대혼잡을 이루는 것도 연말의 번잡한 것을 나타 내이는 일면으로 조선
사람들의 시가에는 별로 큰 변동이 없어 적막한 느낌이 없지 아니 하다.819)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백화점은 도시 문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 시기 
남촌에는 이미 4개의 백화점이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본래 오복점
(吳服店)의 형태로 시작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 백화점으로 확장되었다.820) 북촌
에 백화점이 지어진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였다. 1932년 최남(崔楠)은 종로에 동
아백화점을 설립하였다.821) 같은 해 5월 10일 화신백화점이 목조 2층 건물을 콘크
리트로 개축하여 3층 건물로 문을 열었다.822) 시기적으로 보아도 이미 남촌과 북
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촌이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한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조선은행 앞의 광장과 남대문 일대는 
더 정비되었다.823) 조선은행을 포함한 부내 5개의 지점에는 1937년에 이르러 첨광
등이 설치되었다.824) 한편 남대문을 중심으로 지하철도의 건설이 논의되었다. 남

일, 「北岳東麓에 三淸公園新設」.
817) 『동아일보』 1933년 10월 26일, 「三淸洞公園 許可가 難澁」.
818) 『동아일보』 1936년 7월 15일, 「街頭의 오아시스 黃土峴噴水塔」, “공원이라 하여 북

촌에는 탑골공원이 있는 외에 북악산 밑에 삼청동 공원, 인왕산 밑의 사직공원이 명색
으로는 있는 법하나 원체 치우쳐 있어 시민 대중의 보편적 이용이 못 되어 있다.”; 
1939년 3월 19일, 「公園各所를 美粧」.

819) 『동아일보』 1928년 12월 31일, 「南部는 活氣漲溢 北部는 依然閑散」.
82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병도, 주영혁, 『한국백화점의 역

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 48.
821) 위의 책, p. 58.
822) 위의 책, p. 61.
823) 『동아일보』 1931년 7월 21일, 「스피드時代 交通事故激增」; 1939년 11월 11일, 「交

通地獄의 暗行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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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에서 동대문까지, 황금정통 남대문에서 총독부까지의 지하가 검수 되었다.825) 

1937년 전시체제가 선포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826) 게다가 1938년부터 “경성의 
프로필”로 여겨진 조선은행 앞에 공사가 시작되어 “로타리”가 만들어졌다.827) 남
대문 전차 정류장 부근에 로타리식 광장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남대문 부근과 미
츠코시백화점 앞에 소규모의 지하인도를 만들어서 교통만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
었다.828) 1939년 1월 8일 『동아일보』에는 조선은행 앞 로터리 설계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다(도 Ⅴ.14-1).

작년 여름부터 공사를 시작한 조선은행 앞 로타리 공사는 그동안 공사장에 잇어 철도
국, 경전, 경성부 사이에 의견 상위로 공사가 천연되었는데 작년 11월 상순에 의견이 
일치되어 조선은행 앞에 잇는 전차정류장을 상업은행과 청목당 앞으로 옮기는 동시에 
로타리는 부록크로 늘어놓고 순환식 교통정리는 개시하였는데 이 로타리는 부내 딴 곳
에 기설된 것보다 교통 중심지에 있는 만큼 중앙지에 분수탑을 세우고 그 주위에 나무
를 심고 상업은행 앞 네거리에 설치될 적은 로타리에는 화초를 심어 녹화지대를 만들
려 하는 것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좌측인도로, 동 공사는 오월경에 완성될 예정이
다.829)

  게다가 그 가운데에 “분수탑이 설치되면서 조선은행 앞에는 대도시의 면모를 
그래도 나타내게” 되었다. 즉 조선은행 앞의 로타리와 분수탑은 “경성의 이채(異
彩)”로 여겨졌다(도 Ⅴ.14-2, 3).830) 

  아울러 경성역과 남대문 부근도 정비되고 확장되었다. 경성역 앞에도 지하도와 
로터리 건설이 계획되었다.831) 무엇보다 1938년 경성역 앞의 명물로 여겨진 지게
꾼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사에는 “최근 다각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대경성의 첫 발

824) 『동아일보』 1937년 7월 25일, 「거리의 燈臺 要處要處마다 尖光燈設置道保安課의 試
案」, “부청 앞 명치정 입구 조선은행 앞 영락정 서소문정 입구 등 오개소를 신설.”

825) 『동아일보』 1935년 11월 20일, 「大京城의 發展따라 地下鐵道가 出現!」.
826) 『매일신보』 1936년 10월 11일, 「南山週廻道路 本格的起工 九일 오후에 기공식을 거

행 大京城의 頸動脈」; 1936년 12월 20일 「南山과 漢江을 連繫하야 抒情的 風致區 建
設 이 게획이 완전히 실현될 때 躍如할 大京城 面目」.

827) 『조선일보』 1938년 9월 1일, 「조선은행 앞에 수차무교통로」.
828) 『동아일보』 1938년 2월 3일, 「大京城街頭에 登場할 地下人道와 로타리場」.
829) 『동아일보』 1939년 1월 8일, 「大京城의 建設譜 (3) 各府의 새해設計」.
830) 『동아일보』 1939년 5월 7일, 「朝銀 앞 “로타리” 京城의 異彩로 登塲」;  『조선일보』 

1939년 6월 29일, 「조은전 광장도 미화 설비, 명년도에 15만원 공비」.
831) 『동아일보』 1939년 6월 29일, 「京城驛前에 地下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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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떼여놓는 역 앞의 도시 면목상 또는 전기와 같은 범죄 등으로 그대로 묵과
할 수 없다”라고 실려 있다. 그 결과 수십 년간 “서울의 명물이자 경성문화의 명
물인 지게꾼”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832) 아울러 남대문 인근의 정비가 
결정되었다. 1937년 12월에는 남대문으로의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었다.833) 이후 
남대문을 중심으로 한 정비계획이 논의되었다.834) 

 

  지게꾼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대인들의 모습도 도시 공간의 인식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도시 미관을 이유로 1930년대에 이르러 
경성으로부터 소외된 세궁민과 빈민이다. 이들은 대경성의 도시 풍경과 대조를 이
루었으며 도시의 암으로 여겨졌다. 1928년 12월 30일 『동아일보』에는 「양력세모
(陽曆歲暮)의 경성잡관(京城雜觀)」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변화스러운 대경성과 빈민굴이라면 듣기에도 반갑지 못한 느낌을 준다. 시내에만 하더
라도 하루 한끼를 변변히 얻어 먹지 못하는 사람이 놀라지 말지어다! 십만 명, 경성 부
근 빈민굴과 토막민을 종합하면 무려 십오만 명을 돌파하리라 한다.835)

  이들 중 상당수는 조선인이었다. 이는 192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 예견된 현
상이었다. 기사가 실리기 약 4달 전인 8월 4일에는 이미 「빈민촌화(貧民村化)한 
대경성(大京城)」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핵심은 “북부 경성 전체가 빈민
촌화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라는 것이었다.836) 당시 조선인들의 상당수
가 빈민으로 되어 경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약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다를 바 
없었다. 1937년 12월 『동아일보』는 “호화한 부내에서 수준 이하의 생활을 이어가
는 세궁민 실업자 토막민 토막민급 불량주택”을 조사하여 게재하였다.837) 조사 결
과 세궁민과 토막민 중 조선인의 수가 일본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838) 이 

832) 『동아일보』 1938년 5월 5일, 「京城驛前의 名物 지게꾼에 撤去令」.
833) 『동아일보』 1937년 12월 5일, 「骨董品된 "南大門" 鐵網치고 交通禁止」, 「封鎻된 南

大門 李朝建築의 最高齡者」.
834) 『동아일보』 1939년 1월 26일, 「蝸屋의 京城驛!」; 『조선일보』 1939년 11월 7일, 「[사

진] “남대문 입남 도로”를 미관 지역로 지정? 좌우 연도의 너절, 건축물은 청소할 방침, 
경성부 방대계획 수립」.

835) 『동아일보』 1928년 12월 30일, 「陽曆歲暮의 京城雜觀」.
836) 『동아일보』 1928년 8월 4일, 「貧民村化한 大京城」.
837) 『동아일보』 1937년 12월 1일, 「京城집웅 밑의 憂鬱相」.
838) 『동아일보』 1936년 2월 8일, 「횡설수설」, “소위 대경성을 건설한다는 반면에 토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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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대경성으로의 확장이 논의된 시기였다. 경성이 확장되면 그 인구는 60만
으로 이 중 새로운 부민은 18만으로 예상되었다. 새로운 부민 18만 중 절반이 세
궁민과 토막민이었다. 즉 대경성이 확장되면 세궁민은 10만을 넘게 되었다.839) 

  경성의 빈민들은 당시 중요한 도시 문제로 여겨졌으며 동시에 경성의 한 모습
이기도 하였다(도 Ⅴ.15-1). 이는 『동아일보』의 연재 기사에 빈민들이 자주 등장함
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36년에는 「밀려난 토막민 순방기(土幕民巡訪記)」이라는 
기사가 연재되었다. 토막민촌을 담은 사진도 기사글과 함께 게재되었다(도 
Ⅴ.15-2).840) 토막민은 경성의 지가가 높아져서 생기는 “사회정책 상은 물론 대경
성의 도시 계획에 있어 일종의 암”으로 여겨졌다.841) 1930년대 중반에 이르면 경
성시가의 미화 중 하나는 “토막정리”였다.842) 토막정리는 도로포장과 같은 일 정
도로 치부된 것이다. 1938년에는 도시 미화를 이유로 세궁민들이 대경성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된다.

아무리 문화도시라 해도 그 이면에 세궁민이 없을 수 없고 굉장히 화려한 지대라 할지
라도 뒷골목에는 불량주택과 토막이 전혀 없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경성과 같이 
근대도시로 약진하는 반면에 그 세궁민 수가 격증되고 여기저기 토막이 산재해 가는 
것은 역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칠십만 부민 중 일만칠천이 세궁민이란 전 부민의 
이분 여에 해당하고 전 경성 주택 약 십삼만 호 중 사천 호란 삼분에 해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이는 도시미관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도시계획 수행 도정에 잇
는 경성부로서 확장, 연장되어가는 구획정리에 불량주택, 제막의 철거문제는 일대 사회 
문제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843)

이 늘어가고 세궁민이 늘어가는 것은 가지 가지의 그 반대 현상이려니와 동시에 새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도 허다니 전거구역을 철폐할 것이오 남북촌을 구별없이 모
든 시설을 균등하게 할 것 등등.”

839) 『동아일보』 1935년 1월 31일, 「新府民될 十八萬名中 五割은 土幕民과 窮民」; 1935
년 2월 1일, 「횡설수설」

840) 『동아일보』 1936년 8월 1일, 「밀려난 土幕民巡訪記 一」; 1936년 8월 2일, 「밀려난 
土幕民巡訪記 二」; 1936년 8월 4일, 「밀려난 土幕民巡訪記 三」.

841) 『동아일보』 1937년 12월 5일, 「저물어가는 丁丑街頭 (4) 太陽을 등진 土幕民」, “근
대 문명이 건설하는 대경성문화의 중심지 화려 번잡의 장안이 그리 커다랗고 화려한 건
물을 자랑하는 그 기슭에 서양 관광단이 도야지 우리라고 갈파한 토막과 빈민굴이 누더
기 같이 뭍어 있다. 북아현 화광교원의 집단토막, 정릉리에의 토막민 세궁민은 구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842) 『동아일보』 1935년 7월 2일, 「美化되는 京城市街」, “土幕整理, 道路舖裝, 公園設備 
等.” 

843) 『동아일보』 1938년 12월 23일, 「細窮民救濟의 根本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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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부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들은 도시 미화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도시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즉 대경성은 구역만 넓어졌을 뿐 남촌을 제
외한 모든 구역은 제대로 문명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인들은 1920년대 중반부터 경성을 대경성으로 불렀다. 

경성의 공식 지명이 대경성으로 바뀐 적은 없었다. 대경성은 당대인들에 의해 보
편화된 지명이었으나 대경성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시가지계획령>이 1936년 경
성에 적용되어 구현된 이후에도 대경성은 실재하지 않았다. 이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당대인들의 인식에 기댈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경성의 도시 공간은 이미 대경성을 넘어 남촌과 북촌으로 나누어진 듯 여겨졌다. 

남촌과 북촌은 전혀 다른 두 도시 같았다. 남촌은 당대인들이 기대한 근대 도시
의 모습과 닮아있었다. 조선은행 앞과 그 일대는 넓고 깨끗하며 아스팔트로 포장
된 도로, 높은 건물로 채워져 있었다. 당대인들에게 이 공간은 대경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와 다르게 북촌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와 연관된 도
로들이 정비되거나 일본인들이 진출한 종로 일부 구간의 도로들만이 정비되었다. 

나머지 도로들은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하였으며 비가 오면 진창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 미관을 이유로 빈민으로 불린 토막민들은 도시로부터 소외되었다. 

토막민들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다. 즉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경성은 대경성이
라는 이름으로 신화화되었으나 남촌과 북촌으로 조각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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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화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한성의 재배치

  1936년 대경성이 구현되면서 『신판 대경성 안내』, 『대경성 사진첩』 등과 같은 
대경성 안내서들이 간행되었다(도 Ⅴ.3-1에서 3-15까지). 아울러 다양한 종류의 사
진엽서세트가 판매되었다. 앞서 언급한 엽서세트 이외에도 <경성백경 사진엽서>

(도 Ⅴ.16-1에서 10까지), <반도문화의 중추, 경성의 근대 미관 최신원색판>(도 
Ⅴ.17-1, 2, 3) 등이 있다. 안내서들에 소개된 장소나 사진엽서 세트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로 여겨진 것들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이 있다.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로 기능한 매체에 한성의 
궁궐과 근대 도시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겹쳐져 함께 나타난 것이다. 이는 
1935년 4월 22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 「시골 손님들에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여러분은 서울의 어느 부분을 보려함
인가, 옛 궁전의 봄빛을 찾아 회고의 정을 자아내려 함인가, 근대 도시의 외관을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뜨려함인가.”844) 당대인들에게 서울은 근대 도시의 외관과 
옛 궁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곳이었다. 

  1930년대에 당대인들이 경성에서 근대 도시 경성의 외관을 볼 수 있던 곳은 조
선은행 앞의 광장과 본정 일대의 백화점이었다.845) 이와 동시에 당대인들에게 서
울과 경성이 다른 곳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였던 장소는 바로 공원이 된 궁궐이었
다. 백화점과 궁궐은 당대인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
대인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장소만은 아니었다. 백화점과 궁궐은 경성을 선망의 대
상으로 만드는 장소였으며 제국에 맞는 안목을 길러내기 위한 계몽의 공간이었다.

(1) 도시 문화의 중심, 조선은행 앞의 광장과 그 일대의 백화점

  1930년대에 발간된 사진첩, 잡지, 신문 등에서 경성의 대표적인 도시 이미지로 
소개되는 곳이 있다(도 Ⅴ.18-1, 2, 3). 바로 “선은전 광장(鮮銀前 廣場)”이라고 불
린 조선은행 앞의 광장이다. 조선은행 앞의 광장은 경성의 상징으로 “서울 심장의 

844) 『동아일보』 1935년 4월 22일, 「시골 손님들에게」.
845) 「連作滑稽小說, 시골 아저씨의 서울 구경」, 『별건곤』 53(개벽사, 1932), “서울 구경

의 목표는 첫째 유명한 백화점-정자옥과 삼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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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었다.846) 

  조선은행 앞의 광장이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의 상징으로 여겨진 데에는 몇 가
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은행 앞의 광장과 그 일대의 경관
은 1910년대에 이미 갖추어졌다. 광장을 구성하는 주요한 건물은 비교적 이른 시
기에 지어졌다. 1915년까지 조선은행, 조선상업은행, 경성우편국이 지어졌다. 이 
건물들은 모두 기존에 한성에서 볼 수 없던 외관을 하고 있었다. 1915년 발행된 
경성안내서에서 이들은 경성의 주요 명소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1920년대 
중반 이전 조선은행 앞의 도로도 상당 부분이 정비되었다. ‘시가의 미관을 위해 
조선은행 앞의 도로들은 포장’되었다.847) “남대문 밖에서 조선은행 앞까지의 거리
는 좌우 양편에 화려한 전등이 설치”되었다.848) 아울러 ‘경성의 미관을 위하여 삼
각 철주도 설치’되었다.849) 신문 기사에서는 ‘도로의 포장과 삼각 철주의 설치 모
두 이 일대에 시험적으로 먼저 시행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행 앞의 
도로 정비는 시험적인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은행 일대의 도로 정비는 
오히려 계획적으로 진행된 일로 생각된다. 그 일대가 일본인 거류지인 본정과 가
까우며 이후에도 북부 일대의 도로들이 조선은행 앞의 도로들만큼 정비되지 못한 
사실을 통해서 짐작된다. 

  조선은행 앞의 광장이 경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작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는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며 “도시 
미관”을 위한 작업이었다. 조선은행 앞에는 교통의 편리를 위해 로터리와 지하도
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분수탑도 들어섰다.850) 즉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만들어
져 소비되는 동안 조선은행 앞의 광장과 그 일대는 계속 정비되었다. 식민지 정
부에서 이 일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무엇보다 1920년대부터 이미 이 일대에
는 빈민 및 지게꾼들이 머무르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명목은 교통방해였으나 이

846) 『동아일보』 1934년 12월 8일, 「歲暮風景點 (其一)」; 1939년 2월 3일, 「로—타리는 
亦是必要」.

847) 『동아일보』 1924년 9월 5일, 「『콜탈』道路 大修理着手計劃」.
848) 『매일신보』 1923년 2월 27일, 「남대문통 裝飾燈, 조선은행서부터 경성역까지 가설」; 

1924년 4월 19일, 「燈光이 휘황할 대경성의 중앙시가, 경성국 앞에서 종로까지, 황금정
통에도 가등장치」; 『동아일보』 1924년 4월 19일, 「鍾路거리에 街燈 市街美를 도읍고
자」.

849) 『동아일보』 1924년 9월 29일, 「三角鐵柱建設」.
850) 『매일신보』 1937년 6월 29일, 「廣幅道十字路마다 噴水塔과 綠化丹粧 府廳前廣塲과 

南大門을 中心 京城驛前과 朝鮮銀行압부터 大京城의 美化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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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실에 불과하였다.851)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 빈민들은 1930년대에 들어 경
성의 도시 미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경성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조선은행 앞에서
는 이미 1920년대에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도시 미관”을 이유로 1938년 
경성역 앞의 지게꾼이 사라지게 된 일보다도 이르다. 1920년대에 조선은행 앞의 
지게꾼과 빈민들이 머무르지 못하게 된 것도 도시 미관이 그 이유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인들 역시 조선은행 앞과 그 일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동아일보』에 1934년 12월 28일에 실린 기사인 「세모수상(歲暮隨想) (하(下)) 종
로(鍾路) 네거리」를 통해서 확인된다. 

화신의 무된 색채와 졸렬하기 짝이 없는 의장은 참으로 타기할 만하다 ... (중략)... 종로 
네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실로 잡다한 건물들이 그냥 우리들에게 조화로서 반영되어 
올 수는 없다. 우리는 그곳에서 천식 하는 군상을 본다. 종로 네거리는 결코 오래 서서 
거닐만한 곳이 못 된다. 차라리 경성우편국 앞이 낫다. 조선은행과 이 우편국은 바라보
아서 그러케 부조화라든가 나아가서는 불유쾌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경성에 있어서는 
드문 좋은 건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852)

  위의 기사를 보면 종로 네거리와 화신 백화점은 ‘조화롭지 못하고 졸렬한’ 장소
로 그려져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은행과 경성우편국은 “경성에 있어서 보기 
드문 좋은 건물”이라고까지 여겨지고 있다. 즉 당대의 조선인들에게 조선은행 앞
의 광장과 그 일대는 이전처럼 낯설기만 한 공간이 아니었다. 조선인들 역시 이 
일대를 대경성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 1930년대에 경성의 도시 문화와 그 이미지에서 중심인 미츠코시(三越)백
화점 경성지점이 1930년 조선은행 맞은 편에 신축되었다. 미츠코시백화점이 조선
은행 앞의 광장을 형성하는 한 요소가 된 것이다. 

  미츠코시백화점의 신축은 1930년 경성에 “백화점 전성시대”를 이끈 시작점으로 
여겨진다(도 Ⅴ.19-1, 2).853) 이는 당시 경성 내 백화점의 상황을 통해 짐작된다. 

851) 『동아일보』 1920년 5월 24일, 「交通妨害 理由」; 1927년 1월 28일, 「乞人群救濟說을 
듯고」.

852) 『동아일보』 1934년 12월 28일, 「歲暮隨想 (下) 鍾路 네거리」.
853) 『매일신보』 1928년 11월 9일, 「細商은 日益衰退 百貨店全盛時代 團結이 急務 資金

難을 奈何 漢英公司主談」; 미츠코시백화점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길훈, 「미츠
코시백화점의 설립과 경성 진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2(11)(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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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코시백화점이 신축된 1930년 경성에는 4개의 백화점이 있었다. 본정(本町)에
는 미츠코시백화점, 미나카이(三中井)백화점, 히라다(平田)백화점이 있었다. 남대문
통(南大門通)에는 조지야(丁子屋)백화점이 있었다(도 Ⅴ.3-13, 14). 

  본정 일대의 백화점들은 1920년대 후반에는 오복점이었으나 이미 “고객을 끄는 
진고개의 저명한 상점”이었다.854) 미츠코시백화점은 본정 거리에 미츠코시오복점
(株式會社三越吳服店)을 설치하고 경성에 진출한 상태였다.855) 미츠코시오복점 인
근에는 히라다오복점과 미나카이오복점도 있었다. 본정 거리의 오복점들은 경성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필수 관광코스일 정도였다. 이는 1929년 열린 조선박람회에 
맞추어 발행된 『별건곤』 경성특집호에 실린 기사인 「진고개, 서울 맛·서울 정조
(情調)」를 통해서 확인된다.

더군다나 조선은행(朝鮮銀行) 앞에서부터 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을 옆에 끼고 이 진고
개를 들여다 보고 갈 때에는 좌우로 즐비하게 늘어선 상점은 어느 곳을 물론 하고 활
기가 있고 풍성풍성하며 진열창(陳列窓)에는 모두 값진 물건과 찬란한 물품이 사람의 
눈을 현혹하며 발길을 끌지 않는 것이 없다 ...(중략)... 서울 구경을 하였다는 사람은 백
이면 백, 천이면 천 모두 진고개의 자태와 용모를 입에 침이 없이 칭찬하고 일컫게 되
며 또 그 다음 사람이 이것을 보고자 하여 서울 구경의 삼 분의 이 이상은 이 진고개
를 보고자 하는 심리(心理)로 꽉 차고 마는 것이다. 얼마나 이 진고개의 유혹이 강렬할 
것인가?856)

  경성을 구경한 사람들은 진고개, 즉 본정 거리와 그 상점을 보고자 하였다. 경
성이 당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은 진귀하고 새로운 볼거리로 가득한 본
정 거리 덕분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정 입구에 미츠코시백화점이 신축되었으며 다른 오복점

2016), pp. 81-89.
854) 『동아일보』 1928년 12월 31일, 「南部는 活氣漲溢 北部는依然閑散」.
855) 미츠코시백화점은 1906년경 미츠코시오복점(株式會社三越吳服店)을 설치하며 서울에 

진출하였다. 1916년에는 르네상스식 3층 건물이 낙성되고 경성출장소로 개칭되었으며 
1925년에는 건물이 증축되었다. 『매일신보』 1916년 10월 6일, 「최신식의 상점」, “단장
된 삼월 오복점, 3층의 양식 건물이며 2층은 상품 판매, 3층은 전람회, 서화전시 화려
하고 편리하게 되어 동경에서 전문기술자가 출장, 고심 진열 구경할 만한 최신식 설비 
(하략).”; 1916년 10월 7일, 「三越吳服店 落成宴」; 1924년 11월 21일, 「三越店 名畵 
전람과 증축 披露張宴」.

856) 鄭秀日, 「진고개, 서울맛·서울情調」, 『별건곤』 경성특집호(개벽사, 1929),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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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백화점이 되었다. 미츠코시오복점은 1928년에는 경성부청사의 기지를 매입
하여 1929년에는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이와 함께 미츠코시오복점은 미츠코시백
화점 경성지점으로 승격되었다.857) 1930년 새로 지어진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

층, 건평 2천 평 규모의 대형 매장이었다.858) 신축하여 개관한 1930년 10월 24일
에는 각 신문사의 통신원을 초대하여 피로연도 열었다.859) 히라다백화점과 미나카
이백화점도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백화점이 되었다. 히라다백화점은 1904년부
터 본정 거리에서 상점을 운영하다가 1926년에 이르러 히라다백화점을 만들었다. 

미나카이백화점은 미츠코시백화점과 비슷하게 미나카이오복점으로 출발하였다. 미
나카이백화점 역시 1929년에 점포를 증축하며 1930년대에는 백화점이 되었다.860)

  또한 미츠코시백화점이 본정 입구로 옮기게 되면서 남대문통의 조지야백화점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조지야백화점은 1904년 남대문통에 조지야양복점을 차리며 
진출하였다. 조지야양복점은 이후 1929년 9월에 남대문통에 본점을 중축하고 조
지야백화점을 개업하였다.861) 1939년 9월에 이르러 조지야백화점은 신관을 새로 
건축하여 조선에서 가장 큰 면적을 소유한 백화점이 되었다.862) 이 신관에는 미츠
코시백화점과 화신백화점에만 있던 관광안내소도 들어섰다.863) 

  미츠코시백화점의 신축은 경성의 상업계 전체에 강한 파급력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종로 일대의 조선인 상업계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미츠코시백화점이 
신축되면 “조선인 고객이 종로 근처를 돌아다보지도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할 
정도였다.864) 1931년 3월 13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조지야와 미츠코시가 
신축되면서 조선인의 고객을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
다.865) 그만큼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인 백화점을 찾았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1932년 조선인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종로에 나타났다. 처

857) 『동아일보』 1928년 11월 27일, 「百貨店의 發展을 中小商受難時代」; 1929년 3월 15
일, 「舊府廳基地代金 三越이 昨日完納」; 『매일신보』 1929년 1월 29일, 「現金이냐 年賦
냐 府有地賣買問題 구텽사터가 다 팔니게 된다 本町入口에 百貨店」.

858) 『매일신보』 1930년 10월 21일, 「三越新舘落成式」.
859) 『매일신보』 1930년 10월 14일, 「京城一偉觀 三越新舍屋」; 1930년 10월 21일, 「三越

新舘落成式」; 『동아일보』 1930년 10월 24일, 「三越新舘披露」.
860) 하야시 히로시게(林廣茂), 김성호 옮김, 『미나카이백화점-조선을 석권한 오우미상인의 

흥망성쇠와 식민지 조선』(논형, 2007).
861) 『동아일보』 1927년 5월 1일, 「南大門通에 朝鮮本位의 大百貨店建設」.
862) 『동아일보』 1939년 9월 22일, 「新舘開店 丁子屋」.
863) 『동아일보』 1940년 5월 9일, 「丁字屋에도 튜리스트쀼-로」.
864) 『동아일보』 1929년 2월 1일, 「鐘路署 자리 拂下바더 大百貨店新設計劃」.
865) 『동아일보』 1931년 3월 13일, 「北部中央地帶에 一大百貨店出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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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생긴 조선인 백화점은 최남(崔楠)의 동아(東亞)백화점이었다. 당시 『동아일
보』에서는 「북상가(北商街)의 위관(偉觀) 동아백화점 출현(東亞百貨店出現)」이라
고 보도하며 큰 기대감을 드러내었다(도 Ⅴ.20).866) 

남촌의 백화점을 능가할 만한 대백화점 동아가 북촌 상가의 한복판인 종로 네거리에 
출현하였다. 철근 콘크리트의 사층 양관으로 총건평이 실로 육백 사십 여 평, 삼월이나 
정자옥에 지지안케 백화를 진열한 것은 북촌 상계에 큰 이채를 나타내게 되었다. 조선 
실업계의 모든 사정과 조선 문화 시설 기타를 참작하여 최신 최대 최고 백화점을 만들
려고 실로 고심참담한 바에 있어서 (하략).867)

  동아백화점이 지어진 이후 바로 옆에 박흥식(朴興植, 1903-1994)의 화신(和信)백
화점이 생겼다(도 Ⅴ.3-15, Ⅴ.21-1, 2, 3). 1932년 5월 10일 화신백화점은 목조 2층 
건물을 콘크리트로 증축하여 문을 열었다.868) 동아백화점과 화신백화점 사이에는 
경쟁이 있었다. 화신백화점은 경품으로 기와집을 내걸었고 동아백화점은 성북동 
문화별장(文化別莊)의 건축을 내걸 정도였다.869) 결국 1932년 7월 21일에 동아백
화점은 박흥식과 협정을 체결하였다.870) 화신백화점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하게 되
면서 화신백화점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성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4개의 
백화점과 조선인이 운영하는 1개의 백화점이 있었다.871) 

866) 『동아일보』 1931년 3월 13일, 「北部中央地帶에 一大百貨店出現」; 1932년 1월 4일, 
「北商街의 偉觀 東亞百貨店出現」.

867) 『동아일보』 1932년 1월 4일, 「北商街의 偉觀 東亞百貨店出現」.
868) 『조선일보』 1932년 5월 11일, 「화신백화점증 락성기념대계획. 주식회사 조직완성. 3

중현상 대매출」. 
869) 『동아일보』 1932년 5월 31일, 「和信大賣出延期」; 1932년 8월 6일, 「東亞百貨店 景

品當選者」.
870) 『조선일보』 1932년 7월 22일, 「화신과 동아 양백화점 합병. 동화백화점의 모든 권리

는 화신상회에서 인수하기로 정당기시 당연한 일」.
871) 식민지 시기 국내 백화점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연도순). 허영란, 「근대적 소

비생활과 식민지적 소외」, 『역사비평』 겨울(역사비평사, 1999), pp. 370-381; 오진석, 
「일제하 박흥식의 기업가 활동과 경영이념」, 『동방학지』 118(국학연구원, 2001), pp. 
93-151; 김백영, 「제국의 스펙터클 효과와 식민지 대중의 도시경험」, 『사회와 역사』 
75(사회사학회, 2007), pp. 77-113; 오인욱, 「한국 근대백화점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2)(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 pp. 
13-23; 김소연, 「1930년대 잡지에 나타난 근대백화점의 사회문화적 의미」,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계획계』 25(3)(대한건축학회, 2009), pp. 131-138; 염복규, 「민족과 욕망
의 랜드마크: 박흥식과 화신백화점」, 『도시연구』 66(도시사학회, 2011), pp. 43-71; 오
윤정, 「근대 일본의 백화점 미술부와 신중산층의 미술소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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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거리에 동아백화점과 화신백화점이 지어진 이후에도 조선인들은 여전히 
일본인 백화점을 찾았다. 1932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당시의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

한바탕 개축을 하였음으로 전보다는 나아졌으나 전면으로나 측면으로나 모두 이상적일 
수 없는 것은 변치 못하였다. 상점이 모양이 불안한 감정을 객에게 일으켜서는 항상 실
패하기 쉬운 것이다. 고로 우리들은 삼월을 찾아가는가? 고옥에 있는 모자보다 신식양
옥에 있는 모자가 객을 끌 수 있음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나? 즉 우리는 삼월에
는 비록 적은 것이라도 첨단적 최신식물품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개는 
삼월에 있는 상품은 새롭고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872)

  기사에서는 조선인들이 일본인 백화점을 찾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비판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신백화점 및 동아백화점의 외관과 진열상태를 문제로 삼았
다. 그로 인해 조선인들이 미츠코시백화점에 갈 수밖에 없다며 두둔하기까지 하였
다. 

  위의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건물 외관의 장식과 상품의 배치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는 당대인들이 백화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
졌음을 의미한다. 

  당시 백화점은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백화점은 “유행을 생명으로 하는 유행제
조소”였다.873) 무엇보다 “유행은 데파트의 쇼윈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졌
다.874) 유행은 백화점의 쇼윈도와 백화점 외관의 장식을 통해 예상되었다.875) 즉 
백화점은 당대인들의 삶에서 중심에 있었다. 이는 신문 기사와 수필, 소설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37년 『동아일보』에는 「점두에서 본 세상」이 연재되었다.876)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2), pp. 119-145; 부산근대역사관 편, 『근대의 별천지』(부
산근대역사관, 2013); 노혜경, 「일본 백화점계의 조선 진출과 경영전략」, 『경영사학』 
32(2)(경영사학회, 2017), pp. 123-148; 동저, 「화신백화점의 성공과 역사문화적 배경」, 
『경영사연구』 33(3)(한국경영사학회, 2018), pp. 43-71.

872) 『동아일보』 1932년 8월 6일, 「商工業과 美術 時代性과 商品価値」.
873) 『동아일보』 1932년 11월 22일, 「燦爛한 流行品 아양에 物慾을 담은 靑春眼」; 1937

년 6월 3일, 「유행게를 찾어서 (上) "백화점이 유행제조소?」;
874) 『동아일보』 1937년 8월 2일, 「漫文 漫畵 팔월의 狂燥曲 流行은 데파트의 쇼윈도에

서」.
875) 『동아일보』 1934년 4월 1일, 「어떤 것이유형할가 숄, 파라솔, 핸드빽」.
876) 『동아일보』 1937년 7월 3일, 「店頭에서 본 世相 (1) 女店員 M子와 求愛의 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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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림의 수필인 「바다의 유혹」 역시 백화점의 쇼윈도가 중요한 소재로 나타나 
있다.877) 아울러 이상의 소설에서도 미츠코시백화점이 주인공의 심정을 느끼는 중
요한 장소로 등장하였다.878) 즉 백화점이 당대의 문학과 글에서 자주 다루어졌다
는 사실은 백화점이 당대인의 삶과 가까운 장소임을 알려준다.

  그런데 1935년 1월 27일 화신백화점에 화재가 발생하였다.879) 서관이 전소하였
으며 동관 일부가 불에 타버렸다. 상품과 집기의 예상 손실액만 45만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신백화점은 예전에 종로경찰서가 쓰던 건물
(구 한성전기회사 본사)을 빌려 임시 매장을 개설하였다. 동시에 불에 탄 건물의 
증축에도 나섰다. 반소된 동관은 1935년 8월에 5층으로 증축되어 개관되었다. 이
어서 서관 공사가 진행되어 1936년 12월에는 6층 건물로 다시 지어졌다.

  화신백화점은 인접한 곳에 새로 건물을 지었다. 건물의 설계는 박길룡(朴吉龍, 

1898-1943)이 맡았다. 1937년 11월 11일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신관이 개관하였
다(도 Ⅴ.21-3).880) 새로 지어진 화신백화점 옥상에는 탑이, 건물 외벽에는 1만 개
에 가까운 전광 장식이 설치되었다. 건물 맨 위에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전광 
뉴스판까지 달렸다. 내부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까지 갖추어졌다. 즉 화
신백화점 신관은 최신식 건물이었다. 서관, 동관, 신관을 합한 화신백화점의 총건
축면적은 3천 평을 넘어섰으며 매장면적도 2천 평에 달했다.881) 이후 화신백화점
에는 미츠코시백화점에 이어 경성에서는 두 번째로 여행협회안내소까지 들어섰
다.882)

  화신백화점의 신축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전등 장식, 전광 뉴스판 등
의 조명시설이다. 이는 백화점이 불야성의 상징이었던 데에서 비롯된다. 본정 일
대의 백화점은 이미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는 번화한 도시 대경성을 상

877) 『동아일보』 1931년 8월 27일, 「바다의 誘惑 (上) 김기림」.
878)  점두는 백화점의 판매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점두에 가치 있는 것을 놓

아두며 점두케이스형과 같은 말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동아일
보』 1938년 7월 1일, 「店舖의 設計와 裝飾은 顧客網羅에 重大 (上)」.

879) 『동아일보』 1935년 1월 27일, 「今夕, 和信에 大火 西舘은灰燼, 東舘延燒中」; 1935
년 1월 27일, 「商品損害卅萬圓 東舘은 二, 三層燒失」; 1935년 1월 29일, 「和信百貨店
大火災續報」.

880) 『조선일보』 1936년 12월 5일, 「종로 4가의 신 雄觀 백화점 화신의 신축 건물 방화벽
과 비상 계단 등 설비」; 1937년 10월 8일, 「화신백화점 신장」; 1937년 11월 11일, 「화
신백화점 증축 개관식 거행」; 안정연, 김기호, 「화신백화점의 보존논의와 도시계획적 의
미」, 『도시설계』 15(6)(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4), pp. 93-110.

881) 『매일신보』 1935년 1월 28일, 「和信百貨店大火 雲集한 群衆 整理에 死力」.
882) 『동아일보』 1937년 10월 26일, 「旅行協會案內所 和信에 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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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였다. 본정 일대의 거리와 백화점에는 이미 전등만 아니라 네온과 일루미네이
션도 있었다. 즉 당대인들에게 본정 일대의 백화점이 선망의 대상이 된 계기 중
의 하나는 바로 “불야성 풍경”이었다. 

  이는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된다. 『동아일보』에는 1932년 11월 「불
야성 풍경(不夜城風景)」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재되었다.883) 각각의 기사들에는 
사진과 글이 함께 게재되었는데 제1편에서 “백화상”이라고 불린 백화점이 다루어
져 있다(도 Ⅴ.22). 기사의 부제는 “찬란(燦爛)한 유행품(流行品) 아양에 물욕(物
慾)을 담은 청춘안(靑春眼)”이라고 붙여졌다. 함께 실린 사진에는 “불야성 이룬 
백화점”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아래는 그 기사 중 일부이다.

이 도회의 불야성 중 가장 도회인의 감정 더군다나 젊은이들의 감정을 이상하게 흥분
시키는 곳은 백화점일 것이다. 이 밤의 백화점은 참으로 도회인의 향락장이오 오락장이
다. 유행을 생명으로 하는 백화점은 잡화 일용품 중에도 젋은이의 장식품인 의복, 구두, 

화장품 등을 찬란하게 장식하여 놓고 그 앞에는 곱고 얌전하고도 현대적 감정을 다분
히 가지고 있으며 유혹적으로 된 미인 서비스걸이 은근한 아양을 부려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략)... 하루의 피곤한 심신을 쉬려고 하는 도회인이 물건을 사지 아니하고도 
찬란한 쇼윈도우에 유혹되어 불야성 백화점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884)

  1930년대 불야성을 이룬 백화점은 당대인들이 선망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종로에는 1935년에 이르러서야 전등이 제
대로 갖추어졌다.885) 화신백화점 역시 1937년에 신축하면서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
추어졌다. 따라서 당대인들이 본정 일대의 백화점을 찾았던 것은 당연한 일로 보
인다.

  

  무엇보다 당대의 백화점이 중요한 이유는 백화점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진 데에 있다.886) 경성의 백화점은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파는 상점이 아니었다. 백

883) 「불야성 풍경(不夜城風景)」은 『동아일보』에 1932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5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각각에는 부제목이 붙여졌으며 사진과 함께 기사가 게재되었다.

884) 『동아일보』 1932년 11월 22일, 「燦爛한 流行品 아양에 物慾을 담은 靑春眼 제일 백
화상편」.

885) 『동아일보』 1935년 3월 7일, 「不夜城 이룰 鍾路」.
886) 백화점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인호, 『백화점의 문화사-근대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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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점에는 카페, 갤러리, 관광안내소 등이 있었다. 카페와 전시는 1930년대 경성의 
도시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중에서도 백화점 내에서 열린 전시가 
주목된다. 1930년대에 들어 전람회의 관람객들은 많아졌다. 당시 경성에서 전람회
가 열린 장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외에 백화점 갤러리, 동아일보사의 사옥, 다방 
등이 있었다.887) 백화점 갤러리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함께 대표적인 전시 공간이
었다.888) 백화점은 전람회를 통해 문화생활을 이끌어가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889) 

  당시 대부분의 백화점에서는 전람회가 열렸다. 가장 활성화된 장소는 미츠코시
백화점이었다(도 Ⅴ.19-3, 4). 미츠코시백화점에서는 갤러리 이외에도 백화점 내의 
홀에서도 전람회가 열렸다. 아울러 전람회의 성격도 다양하였다. 경성사범학교순
화회의 동엽회(桐葉會) 전람회, 모리나가사에서 주최한 캐라멜 예술전, 청구회 전
람회(靑邱會展覽會) 등이 열렸다.890) 아울러 조선인 작가들의 전람회나 조선미술
전람회에 입상한 작가들의 개인전이 열리기도 하였다.891)

  그런데 미츠코시백화점에서 열린 전시에 주목되는 점이 있다. 바로 관에서 주

과 욕망의 시공간』(살림, 2006); 카시마 시게루(鹿島茂), 장석봉 옮김, 『백화점의 탄생』
(뿌리와이파리, 2006); 하츠다 츠오루(初田亨), 이태문 옮김, 『백화점 도시문화의 근대』
(논형, 2003). 

887) 미츠코시백화점의 화랑과 화신백화점의 갤러리가 대표적인 전시 공간이었으나 동아일
보사 사옥과 다방에서도 화가들의 전시가 열렸다. 동아일보사 사옥에서 열린 대표적인 
전시는 이종우(李鍾禹)와 이인성(李仁星)의 개인전이 있다. 이종우의 개인전은 1928년 
동아일보사 누상에서 열렸다. 이인성의 개인전은 1938년 동아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렸
다. 한편 다방에서도 전시가 열렸다. 구본웅(具本雄)의 개인전은 1933년 종로에 있는 
다방 본 아미에서 열렸다. 1934년 장곡천정에 있는 다방 플라타느에서는 목판소품전(木
版小品展)이 열렸다. 『동아일보』 1928년 11월 2일, 「世界的朝鮮畵家 李鍾禹氏個人展」; 
1933년 11월 19일, 「具本雄氏個人展 茶房 『본아미』서」; 1934년 8월 25일, 「木版小品
展開催 茶房 『플라타느』」; 1938년 11월 5일, 「李仁星個人展盛况」.

888) 경성의 백화점에서 열린 전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목수현, 「1930
년대 경성의 전시 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9), pp. 
97-116.

889) 오윤정, 「백화점, 미술을 전시하다」, 부산근대역사관 편, 『근대의 별천지』(부산근대역
사관, 2013), pp. 218-226.

890) 『동아일보』 1932년 2월 23일, 「師醇和會의 桐葉畵展覽」; 1933년 2월 15일, 「朝鮮美
術家協會 發會記念展覽會」; 1933년 2월 18일, 「桐葉會洋畵展 일본인 조선인 미술가 
단체 동엽회(桐葉會)」; 1933년 5월 6일, 「캐라멜예술전 二日부터 七日까지」; 1934년 9
월 21일, 「靑邱會展覽會 今日부터 三越에서」; 1935년 12월 8일, 「南畵의 巨星 劉畵伯
來京」.

891) 『동아일보』 1932년 7월 12일, 「金殷鎬 許百練 兩畵伯作品展覽」; 1939년 5월 28일, 
「金仁承個人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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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전시회가 열렸다는 사실이다. 1934년에는 경성관광협회 주최로 관광전람회
(觀光展覽會)가 열렸다. 이 전람회는 관광사업과 여행 취미를 보급하려는 목적을 
지녔다.892) 1935년에는 조선산림협회와 산림협회 경기도지부의 주최로 산림문화전
(山林文化展)이 열렸다.893) 산림과 인생이라는 대 파노라마가 전시되었으며 옥상
에는 낙엽으로 다옥이 지어졌다.894) 아울러 고적애호일이 지정된 1935년에는 고적
명승(古蹟名勝)의 전람회(展覽會)가 열렸다. 이 전람회에서는 총독부와 철도국에 
소장된 사진들이 전시되었다.895) 1937년 전시체제에 들어간 이후 관 주도의 전시
는 더 많아졌다.896) 1938년에는 도보여행전(徒步旅行展)이 열렸다. 이 전람회는 
철도국,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총독부가 후원하였다.897) 아
울러 총독부, 내각정보부(內閣情報部), 조선방공협회(朝鮮防共協會)의 공동주최로 
사상전(思想戰)이 열렸다. 사상전은 근대 전쟁에서 사상 전쟁의 위력이 강해진다
고 보고 그를 알리려는 목적을 지녔다.898) 무엇보다 1939년에는 백화점 5층에서 
경성 도시 계획 강연회와 연관된 전람회가 열렸다. 이 전람회는 경성부, 경성상공
회의소, 경성도시계획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899) 

  이러한 전람회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이는 1930년 3월 3일 『동아일보』
에 실린 기사를 통해 짐작된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츠코시백화점은 총독부 내 
수요품에 관한 특별계약을 맺었다.900) 즉 백화점에서 열린 전람회들을 통해 백화

892) 『동아일보』 1934년 4월 12일, 「觀光展覽會」, “관광사업과 여행 취미의 보급을 시키
고저 경성관광협회(京城觀光協會)에서 (하략).”

893) 『동아일보』 1935년 3월 6일, 「山林文化展」, “조선의 산림문화를 보급시키기위하야 
조선산림회(朝鮮山林會)와 동경기도지부의 공동주최.”

894) 『동아일보』 1935년 3월 29일, 「山林文化展 그 規模의 一般」. 
895) 『동아일보』 1935년 9월 5일, 「古蹟展覽 鄕土愛皷吹」, “조선고적연구회(朝鮮古蹟硏究

會) 회고적 정서와 향토애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삼일 간 시내 삼
월에서 고적 명승의 사전전람회를 개최하여 조선의 고적 명승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키
로 되었다. 총독부와 철도국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각도의 대표적 고적 명승의 사전과 
각지의 고적명승안내 사진엽서 등이라 한다.”

896) 『동아일보』 1937년 11월 16일, 「담배포스터展」.
897) 『동아일보』 1938년 9월 16일, 「體位向上本位 徒步旅行展」, “철도국과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의 공동주최와 총독부의 후원하에 역시 동종의 전람회를 개최.”
898) 『동아일보』 1938년 10월 13일, 「思想戰 十五日부터 展覽會」, “총독부 주최와 內閣

情報部와 朝鮮防共協會 주최.”
899)  『동아일보』 1939년 4월 11일, 「날개뻐친 住宅地 오는廿二日부터 展覽會」; 1939년 

4월 21일, 「京城都市計劃의 講演會와 展覽會」, “이 전시는 경성부, 경성상공회의소, 경
성도시계획연구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강연회 이후 22일부터 5일간 삼월백화점 오층
에서 도시 계획 전람회가 열렸다.”

900) 『동아일보』 1930년 3월 3일, 「總督府內需要品 三越과 特別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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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식민지 정부와 상당 부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일본인 백화점들에서 열린 전시나 운영을 통해 확인된다. 일본인 백화점에서 열린 
전시는 상당 부분이 동화와 연관되어 있었다.901)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에서는 
국민방첩전(國民防諜展)이 열렸다. 총독과 관료들의 관람은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
다.902) 조지야백화점에서는 1935년에는 육군전람회(陸軍展覽會)가 열렸다.903) 이후
에는 총독부 주최로 봉찬전람회(奉讃展覽會)도 열렸다.904) 주목되는 점은 1939년
은 전시체제였으나 조지야백화점이 대규모로 신축되었으며 백화점 내에 관광안내
소까지 개설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시체제 하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제한이 
되어 쉽지 않았다. 이는 백화점의 운영과 그 전시가 총독부 및 경성부의 정책과 
상당 부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일본인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달리 화신백화점에서는 늦은 시기에 전시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1935년의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화신백화점
에서 전람회가 본격화된 시기는 1937년 건물을 새로 건축한 이후부터였다. 화신
백화점 내 갤러리는 건물 옥상에 마련되었다(이하 화신갤러리). 화신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역시 다양하였다. 화신갤러리에서는 경성 사진 동호회(寫眞同好會)의 
작품전, 이인성(李仁星, 1912-1950)과 함께 조선미술전람회에 특선으로 입상한 이
마동(李馬銅, 1906-1981)의 개인전, 재동경 미술협회(美術協會)의 전시, 김은호(金
殷鎬, 1892-1979)의 문하생으로 구성된 후소회(後素會)의 전시 등이 열렸다.905) 다
만 화신갤러리에서는 일본인 백화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선인 미술가들의 전
시가 많이 열렸다.

  화신갤러리의 활용은 민족주의적인 성향보다는 백화점의 운영과 더 관련된 것
으로 생각된다. 1938년 『동아일보』에 실린 김복진(金復鎭, 1901-1940)의 글인 「재

901) 『동아일보』 1939년 11월 1일, 「鐵道貨物展覽會」.
902) 『동아일보』 1939년 12월 13일, 「總督, 警務局長 防諜展觀覽」; 1939년 5월 24일, 

「防犯展覽會 廿五日부터 開催」, “삼중정 오층과 육층에서 총독부, 경기도, 조선경찰협
회 후원.”

903) 『동아일보』 1933년 10월 13일, 「煙草展示會」, “총독부 전매국에서 정자옥 신홀에서 
(하략).”; 1935년 3월 8일, 「陸軍展覽會」.

904) 『동아일보』 1939년 11월 17일, 「紀元二千六百年 奉讃展覽會」, “정자옥(丁子屋)백화
점에서 총독부 주최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905) 『동아일보』 1938년 6월 4일, 「李馬銅個人展」; 1938년 11월 2일, 「寫眞同好會作品
展」; 1939년 9월 20일, 「後素會 二回作品展」; 1939년 4월 18일, 「美術協會展覽會 廿
一日부터 和信서 開催」.



- 258 -

동경미술학생(在東京美術學生)의 종합전 인상기(綜合展印象記)」에 따르면 화신갤
러리는 “전람회장으로서의 시설이 부적당한 바가 많았다.”906) 화신 갤러리에서 전
람회가 본격화된 1930년대 후반은 전람회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시기였다. 1939년 조선미술전람회의 경우에는 입장자가 많아져서 전례 없는 기록
을 세울 정도였다.907) 화신갤러리에서는 응모전이나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상한 작
가들의 전시 등이 열렸다. 이 전람회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관람객들은 백화점으로 고객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가 화신갤러리에서 열린 상업미술작품전람회(商業美術作品展覽會)

이다(도 Ⅴ.23). 동아일보사에서는 1938년 상업미술작품전람회를 주최하였다. 이 
전람회는 중등상업학교생도를 대상으로 상업미술작품을 응모하게 한 전시였다. 당
선된 작품은 화신 갤러리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시되었다. 이후의 기
사에 따르면 전람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908) 이 전람회는 응
모전이었기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즉 이러한 전람회는 화신백화
점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화신갤러리의 운영이 백화점 운영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1938년 12월 10일 
『동아일보』에 실린 구본웅(具本雄, 1906-1953)의 글에서 나타난다. 구본웅은 「무인
(戊寅)이 걸어온 길 (기이(其二)) 미술계(美術界)」에서 화신갤러리에서 열린 《중견
작가전람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에 잠깐 기억에 오른 전람회가 있으니 화신에서 주최하였던 중격작가전람회가 있었
다. 경성에 있는 화가들에게 작품을 빌리어다가 화랑에서 전람시켰으니 그 목적이 고객
의 유치에 있었을 것으로 미술작품을 전람시킨다는 것과 그 작품전의 이름이 중견작가
전람회면 족한지라 작품의 호불호가 말할 바 아니거니와 진전된 작품에 취할 바 없었
다.909)

  구본웅에 따르면 화신갤러리는 고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중견작가전람회를 열었
다.910) 당시 화신백화점이 처한 상황상 이는 예상되는 부분이다. 화신백화점은 신

906) 『동아일보』 1938년 4월 28일, 「在東京美術學生의 綜合展印象記」.
907) 『동아일보』 1939년 6월 13일, 「美展入塲者 創設以來新記錄」, “일요일 하루에만 

3700명, 조선미술전람회가 생긴 이래 처음 기록, 개회이래 작일까지는 일만칠천, 작년
보다 오천인 증가.”

908) 『동아일보』 1938년 9월 29일, 「商美展遂開幕 早朝부터 觀客이 殺到」.
909) 『동아일보』 1938년 12월 10일, 「戊寅이 걸어온 길 (其二) 美術界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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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경성의 조선인들은 주로 일본인들이 운
영하는 백화점을 찾았다. 즉 화신백화점은 고객을 유치해야 했고 이를 위해 전람
회를 하게 된 것이다. 

  화신갤러리에서 열린 전시 및 전시의 광고를 통해서도 이러한 성향이 발견된
다. 1939년 화신갤러리에서는 화신백화점 주최로 선전특선작가(鮮展特選作家) 신
작전(新作展)이 있었다. 이는 『동아일보』에 소형광고로 게재되었다(도 Ⅴ.24-1). 앞
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는 조선미술전람회에 많은 관람객이 몰린 시기였다. 조선
미술전람회는 당대인들에게 대표적인 구경거리였다. 게다가 여기에서 입상한 작가
들은 당대인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동아일보』에는 「초특선화가 순방기(初特選
畵家巡訪記)」라고 하여 이들을 다룬 특집 기사도 게재되었다(도 Ⅴ.24-2).911) 즉 
화신백화점은 당대인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을 고객으
로 유인하고자 한 것이다.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다. 백화점
은 대경성의 도시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2) 여가의 공간으로 포장된 전시의 공간, 궁궐

  경성의 도시 문화에서 백화점과 같은 역할을 한 장소가 있었다. 바로 공원이자 
구경거리로 전락한 궁궐이었다. 궁궐은 당대인들의 도시 문화 및 여가의 중심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궁궐은 보다 일상과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경성사진엽서세트> 속에서 궁궐은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로 나
타났다. 서울 구경의 대표적인 두 가지 중 하나가 궁궐이 된 것도 이와 같은 이
유에서이다. 

  각각의 궁궐들이 활용된 양상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대표적인 여가 장소이자 관
광명소로 자리 잡아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나타났다. 1926년 4월 순종이 서거
하고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창경원(昌慶苑)은 대중적인 여가의 장소로 굳어졌다(도 Ⅴ.25-1에서 3). 둘
째, 덕수궁(德壽宮)은 대경성의 공원으로 만들어졌다. 덕수궁은 1933년 공원으로 

910) 『동아일보』 1938년 2월 19일, 「冬日 李馬銅作 中堅作家展」.
911) 『동아일보』 1928년 5월 16일, 「美展의 特選作品과 그 사람들 (八) 風景 孫一峯氏」; 

1939년 6월 2일, 「初特選畵家巡訪記-이미 화단의 거성적 존재가 되어 있는 김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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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되며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아동 유원지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 되었
다. 셋째, 경복궁(景福宮)이 활용되기는 하였으나 창경원과는 달랐다. 경복궁은 주
로 국가적인 행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거나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

의 전시장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궁궐의 활용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1933년 덕수궁
이 일반에 공개된 일이다. 둘째는 박물관 주간(博物舘週間)의 재정이다. 마지막은 
시정이십오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경복궁 내에 대박물관 건설이 계획된 것이
다. 

  우선 1933년 일반에 공개된 덕수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덕수궁은 고종이 
승하한 다음 해인 1920년부터 그 활용이 논의되었다. 1920년에는 덕수궁을 공원
과 총독관저로의 활용하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반발을 사면서 
없던 일이 되었다.912) 3년 후인 1923년에 덕수궁은 경성부청 신청사의 후보지로도 
예상되었다.913) 아울러 덕수궁은 조선미술전람회의 전시장이나 경성상품진열관(京
城商品陳列舘)의 후보지로도 거론되었다.914) 

  공교롭게도 순종이 승하한 해인 1926년에 덕수궁 매각설이 제기되었다. 1926년 
12월 30일 『동아일보』에는 「덕수궁매각설(德壽宮賣却說) 그 필요(必要)가 무엇」이
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시가의 번화를 꾀하기 위함이라하며 이왕직의 재정을 윤택하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덕
수궁이 영구한 감회를 자아내게 하는 역사적 기념물일 것을 깨닫고는 ...(중략)... 전등전
화가 여기 창설되고 양식의 전당과 양식의 의식이 여기서 시작된 것들만으로도 덕수궁
은 기념에 치한다 할 것 이지만은 ...(중략)... 조선의 골고타인 덕수궁은 더욱 느꺼운 고
적으로 조선인의 영원한 관감물을 지을 것이다.915)

912) 『매일신보』 1920년 3월 3일, 「덕수궁은 보존, 공원이니 총독관저이니 하는 말은 멀
쩡한 거짓말이요 덕수궁은 영히 보존해」.

913) 『매일신보』 1922년 4월 16일, 「電燈 裝飾의 奉迎門, 덕수궁 앞에다, 경성부가 건
설」; 『매일신보』 1923년 2월 5일, 「府廳 신축 협의」. 

914) 『매일신보』 1923년 3월 12일, 「제2회 조선미전 회장은 德壽宮 石造殿인가, 여러 군
데를 모두 골라보아도 석조전이 제일 좋다는 말」; 1927년 2월 25일, 「京城商品陳列舘 
新築地物色中 덕수궁 일부도 후보지」.

915) 『동아일보』 1926년 12월 30일, 「德壽宮賣却說 그 必要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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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인들에게 덕수궁은 단순한 궁궐 이상을 의미하였다. 이는 고종이 덕수궁 
전하라고 지칭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예상된다. 덕수궁은 “이조 최후의 궁궐”이었
으며 새로운 근대 문명이 도입되기 시작한 곳이었다.916) 이러한 상황에서 순종이 
승하하고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덕수궁 매각설이 대두된 것이다.917) 

  덕수궁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1931년에 이르러서이다. 5월 16일 『조
선일보』에는 덕수궁 “1만 여 평에 대공원 건설 계획”이라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아울러 덕수궁을 촬영한 사진도 실렸다(도 Ⅴ.26-1).918) 다음 해 4월 24일 『동아일
보』에는 「일부 철훼설 전하는 덕수궁 전경」이라는 사진과 함께 덕수궁의 철훼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도 Ⅴ.26-2).919) 

  기사에는 덕수궁의 대략적인 활용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는 유지될 전각
과 철훼될 전각에 대한 내용이다. 함녕전(咸寧殿), 석조전, 대한문은 역사적으로나 
건축학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남겨졌다. 나머지 전각은 전부 헐어버
리기로 결정되었다. 기사가 게재될 당시 덕수궁의 일부는 벌써 헐려서 이왕직 아
악부(李王職雅樂部) 연주실이 건축 중이었다. 둘째는 유지될 덕수궁 전각들의 활
용이다. 석조전과 함녕전에는 이왕직박물관 분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대한문은 위
치를 옮기게 되었다. 이는 태평통 도로를 넓게 하고자 함이었다.920) 덕수궁은 식
민지 정부가 판단한 역사적인 가치와 도로 통행이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훼철
된 것이다. 이후 7월에는 다음 해에 덕수궁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기사와 함께 덕
수궁의 사진이 실렸다(도 Ⅴ.27-1). 덕수궁은 “어원을 장식하여 원형을 파손되지 
않을 정도에서 일반 부민에게 개방”될 예정이었다.921) 덕수궁의 공개는 8월에 공
식화되었다. 『매일신보』에는 11월에 이르러 이러한 내용이 게재되었다.922)

916) 『동아일보』 1926년 12월 30일, 「德壽宮賣却說 그 必要가 무엇」.
917) 대한문(大漢門)의 이전도 논의되었다. 이는 태평통(太平通)의 발전에 장해가 된다는 

명목이었다. 『동아일보』 1927년 5월 10일, 「德壽宮一部 拂下키로 內定」.
918) 『조선일보』 1931년 5월 16일, 「변해가는 廢都 한양. 拂下나 貸下의 형식을 밟아 덕

수궁 1만여평에 대공원 건설 계획」.
919) 공교롭게도 덕수궁의 훼철에 대한 언급이 있기 바로 직전인 4월 22일에 종묘관통선

(宗廟貫通線)이 완성되었다. 『동아일보』 1932년 4월 21일, 「宗廟貫通道路 明日부터 開
通」; 1932년 4월 22일, 「오늘부터 개통된 종묘관통도로」; 1932년 4월 24일, 「일부 철
훼설 전하는 덕수궁 전경」.

920) 『동아일보』 1932년 4월 24일, 「咸寧殿과 石造殿만 保存 德壽宮一部撤毀賣却」.
921) 『동아일보』 1932년 7월 22일, 「散亂한 草石에 남은 歷史 風雨와 벗하는 德壽宮公

開」.
922) 『동아일보』 1932년 7월 22일, 「공개될 날을 긔다리는 덕수궁의 요사이」; 1932년 8월 

1일, 「德壽宮開放을 正式으로 發表」; 『매일신보』 1932년 11월 6일, 「府民의 保健爲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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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은 1932년 기사에 게재된 방안과 거의 유사하게 활용되었다. 다만 다소 
차이는 있다. 1933년 2월 12일 『동아일보』에는 「사라진 과거(過去)의 회상(回想) 

터로 금추(今秋)에 공개(公開)할 덕수궁(德壽宮)」이라는 기사가 실렸다(도 Ⅴ.27- 

2). 기사에 따르면 “고종 승하 이후 잠겨있던 덕수궁은 경성부민의 사라진 과거를 
회상하는 동산”이 될 예정이었다. 다음은 기사에 실린 궁궐의 활용 방안이다. 

궁터 2만 평에 전부 손을 대이기로 되었다. 일부에는 아동공원을 만들고 일부는 어른들
의 산책지에 적당한 시설을 한다. 그리고 전각 중의 중요한 곳도 개방하여 임의로 배관
할 수 있게 하고 또 석조전에는 회화관을 만들어 지금 창경원에 이왕직 박물관에 진열
한 고대서화와 또 왕가에 비장한 회화를 진열하기로 하리라고 한다.923)

  이와 같은 내용은 박물관 개관을 한 달 앞둔 9월 2일 자 기사인 「심심구중(深
深九重)의 옛 궁궐(宮闕) 덕수궁 일반(德壽宮一般)에 개방(開放)」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석조전을 중심으로 박물관을 만들고 유원지를 만들 터”라는 
언급이 있다.924) 

  위의 기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알 수 있다. 첫째, 당대인들에게는 덕
수궁은 “일반에게 공개된 공원”이나 “일반의 유원지”로 여겨졌다.925) 덕수궁은 대
표적인 구경거리이자 여가의 장소가 된 것이다. 덕수궁이 개방된 첫날 덕수궁을 
찾은 관람객은 육천 명에 달하였다. 덕수궁의 관람료는 아이는 10전, 어른은 20전
으로 저렴하지 않았다.926) 그럼에도 10월 18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덕수궁을 찾
은 관람객은 무려 4만 명에 달하였다.927) 덕수궁은 경성의 옛 궁궐이자 대표적인 
볼거리가 된 것이다.

야 德壽宮을 開放 李王職에서 整理工事着手中 工事完成은 來年末」.
923) 『동아일보』 1933년 2월 12일, 「사라진 過去의 回想터로 今秋에 公開할 德壽宮」.
924) 『동아일보』 1933년 9월 2일, 「深深九重의 옛 宮闕 德壽宮一般에開放 작년 7월부터 

수리 중, 9월 말 일까지 완성되면 10월 1일부터 개방」, “궁내에는 석조전을 중심으로 
한 건물에 이왕가 비장의 보물을 진영하여 박물관을 만들고 약 1만5천평의 넓은 뜰에
는 고수가 있고 (하략).”

925) 『동아일보』 1933년 6월 22일, 「新綠의 大京城 俯瞰記 (10)」; 1933년 9월 2일, 「深
深九重의 옛 宮闕 德壽宮 一般에 開放」; 1933년 9월 12일, 「石造殿內에서 展覽會開
催」, ‘덕수궁은 수리가 완료되어 10월 1일부터 일반의 유원지로 공개하게 되었다. 석조
전에서는 봄과 가을 각 2회씩 미술 전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첫회는 일본화, 양화, 조
각, 공예 등의 종합적 전람회로 이백 여 점이 출품되었다.’

926) 『동아일보』 1933년 10월 3일, 「開宮第一日에 觀覽者六千名」.
927) 『동아일보』 1933년 10월 18일, 「秋色이 찬 德壽宮 來客이 四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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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덕수궁이 공원으로 만들어지면서 창경원은 이전과 다르게 활용되기 시작
하였다. 덕수궁이 개방되면서 창경원 내 박물관에 진열되거나 왕실에 소장된 서화
들은 석조전에서 공개되었다.928) 또한 국화의 재배장도 덕수궁으로 옮겨졌다. 덕
수궁의 개원을 계기로 봄부터 덕수궁에서 국화가 재배되었다.929) 그리고 덕수궁이 
개방된 가을에 덕수궁에서 국화가 공개되었다.930) 1939년 무렵 창경원에는 식물원
과 동물원만 남겨지게 되었다. 즉 창경원은 대표적인 구경거리이자 대중적인 여가
의 장소로서만 기능하게 되었다.931) 창경원에 있던 박물관 건물은 다르게 활용되
었다. 창경원에 있던 박물관은 도서관으로 되어 일반에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아울러 박물관 건물로 사용된 명정전은 동물의 표본실로 만들어졌다.932)

  셋째, 덕수궁은 10월 1일 시정기념일에 개방되었다. 덕수궁 내에서 9월 30일에 
개원식이 열렸으며 10월 1일부터 일반에 공개되었다(도 Ⅴ.28-1, 2). 즉 덕수궁 개
방이 시정기념일 행사의 일환이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933) 이는 덕수궁의 개방
과 함께 시작된 박물관 주간(博物舘週間)의 운영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박물관 주간은 1933년 덕수궁의 공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박물관 주간은 일본 
박물관 협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1933년부터 전국에 적용되었다.934) 박물관 주간동
안 경성 내에서는 창경원과 덕수궁에서는 관람료를 반액으로 할인하였다.935) 덕수

928) 『매일신보』 1933년 2월 26일, 「通明殿의 古畵를 石造殿에 陳列 공개되지 안엇든 명
화까지 同時에 展列公開」.

929) 창경원 국화는 명정전에서 장식되었다. 『동아일보』 1932년 10월 27일, 「昌慶苑菊
花」.

930) 창경원에 있던 국화는 덕수궁의 개원을 계기로 덕수궁으로 이전하였다. 『동아일보』 
1933년 10월 24일, 「德壽宮에菊花 요새가 한창」; 1933년 10월 25일, 「昌慶苑菊花 德
壽宮으로 移徙」.

931) 『동아일보』 1938년 4월 11일, 「봄에 주린 京城人總動員 昌慶苑에 人波萬頃」.
932) 『동아일보』 1939년 1월 4일, 「昌慶苑에 大文化殿堂」; 『매일신보』 1939년 1월 4일, 

「昌慶苑에 圖書舘 動物標本室과 가티 來三月開門」, “구박물관은 도서관으로 개조하고 
영락대전 등 이왕직 소장의 진기한 서적 1만여권을 진열하여 관람자에게 보게 하고 명
정전에는 원장 이하 동물원 직원이 모은 조선의 동물표본을 진열하게 되었다.”

933) 『동아일보』 1933년 10월 1일, 「德壽宮開苑式」.
934) 박물관 주간은 1938년 이전의 기사들에는 “전일본 박물관 주간”이라고 되어 있다. 

이후 1938년의 보도에서는 “예년과 같이 일본 박물관협회(博物舘協會)의 주관으로 박물
관 주간이 운영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동아일보』 1933년 11월 1일, 「昌慶苑의 消
息 새 博物을 交換」; 1938년 10월 28일, 「博物舘週間 來月一日부터 實施 觀覽料도 臨
時引下」; 『매일신보』 1933년 2월 26일, 「금번 전반적으로 개최되는 박물관 주간을 계
기 通明殿의 古畵를 石造殿에 陳列 공개되지 안엇든 명화까지 同時에 展列公開」; 
1938년 11월 2일, 「博物舘週間에 古代資料陳列」.

935) 『동아일보』 1935년 11월 1일, 「昌慶苑料金减額 博物週間 동안만」; 1938년 6월 5일, 
「美術舘 今日開舘式 박물관주간 중 미술관 관람료 할인」, “1일부터 개최되는 제6회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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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은 창경원과 유사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936) 그런데 
1934년 박물관 주간을 다룬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이왕가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에 의한 실물 교육의 철저와 박물관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
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창경원 관람자에게 그림엽서를 주며 아울러 라디오 
방송에 의하여 박물관 사업과 그 상황 등을 소개키로 되었다고 한다.937)

  박물관 주간 동안 박물관을 찾은 관람자에게는 그림엽서가 배부되었다. 또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홍보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운영은 경성의 건설을 기념하는 
데에 적용되었던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경성의 기념이 아
닌 식민 지배의 선전과 동화에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37년 박물
관 주간 동안 체신 박물관(遞信博物舘)의 운영을 통해 알 수 있다. 체신 박물관은 
1937년 태평통 1정목에 지어진 체신사무회관(遞信事務會舘) 1층에 있었다.938) 

1937년 박물관 주간 동안 체신 박물관에서는 기념엽서와 표어집을 선착순으로 무
료로 배부하였다.939) 그런데 체신 박물관에서 배부한 그림엽서에는 황국 신민의 
서사, 내선 일체와 같은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즉 박물관은 여가의 장
소나 취향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보다 박물관은 제국의 시민을 길
러내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 만들어졌다.

  석조전에서 열린 전시와 미술관의 건립을 통해서도 이러한 성향이 짐작된다. 

석조전에 전시된 것은 이왕가 박물관에 있던 유물만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석조전에서는 전람회가 열렸다. 1933년에는 10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2개
월 동안 전람회가 진행되었다(도 Ⅴ.29-1, 2). 이 전람회는 “일본화, 서양화, 조각, 

공예 등 미술의 정수를 모은 종합적 전람회”였다. 출품작은 약 이백여 점에 달하
였다.940) 전시의 기획자는 동경미술학교 타나베 타카츠구(田邊孝次) 교수였다.941) 

물관 주간에 당하여 이왕직에서는 미술관 관람료를 반액으로 할인, 진열품에 대하여 실
물설명 (하략).”

936) 이는 경복궁 내 총독부 박물관의 경우 1935년 고적애호일이 시작되면서 특별 관람데
이를 설정한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동아일보』 1935년 10월 29일, 「秘藏品展覽」.

937) 『동아일보』 1934년 10월 31일, 「博物舘週間」.
938) 『동아일보』 1934년 12월 21일, 「遞信會舘을 十五萬圓으로 建設」; 1937년 7월 28일, 

「遞信事務會舘 落成코一般에 公開」.
939) 『동아일보』 1937년 10월 29일, 「박물관 주간 내월 1일부터」.
940) 『동아일보』 1933년 9월 12일, 「石造殿內에서 展覽會開催」.
941) 『동아일보』 1933년 9월 30일, 「公開되는 德壽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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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화의 경우 이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교체되었다.942) 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대
인들은 이 전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1938년 6월 5일에는 석조전 옆에 미술관
이 새로 지어져 공개되었다. 앞에 있는 약 1만 5천 평의 넓은 뜰에는 분수가 만
들어졌다(도 Ⅴ.30-1, 2, 3).943) 아울러 이와 맞추어 5월 31일에는 오다 쇼고(小田
省吾, 1871-1953)가 쓴 『덕수궁사(德壽宮史)』가 간행되었다(도 Ⅴ.31).

  석조전의 운영 및 미술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점이 있다. 덕수궁과 경
복궁이 미술관 및 박물관으로 운영될 당시는 『덕수궁사』만이 아니라 『조선고적도
보(朝鮮古蹟圖譜)』(1915-1935), 진좌제 10주년 사진집인 『은뢰(恩賴)』(1937) 등도 
발간된 시기이다(도 Ⅴ.32, Ⅴ.33). 무엇보다 서적의 간행 작업과 함께 덕수궁 및 
경복궁에는 박물관, 미술관 등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석조전에서는 일본화가 전시
되었다. 총독부 박물관의 운영이나 박물관 주간의 활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덕수궁은 당대인들에게 일본이 재구성한 역사를 보급하기 위한 장소였다. 당대인
들이 덕수궁에서 일본이 재구성한 역사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당대인들이 덕수궁과 덕수궁에서 열린 전시에 대하여 많은 관
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한편 경복궁은 창경원 및 덕수궁과는 다르게 활용되었다. 경복궁에는 1915년 
공진회 이후 이미 총독부 박물관이 남아 있었다. 경복궁 내의 전각들은 일찍부터 
조선의 고적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되었다.944) 경복궁은 경성 관광의 주 경로 중 
하나이기도 하였으나 접근이 쉽지는 않았다. 

  경복궁에서는 주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대규모의 행사들이 치러졌다. 1929년 열
린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의 장소도 경복궁으로 정해졌다(도 Ⅴ.34-1). 9월 10일
에 박람회장에서 개장식이 거행되었다. 이후 개회식은 시정기념일에 맞추어 10월 
1일에 근정전에서 치러졌다.945) 천장절 축하회(天長節祝賀會) 역시 경복궁이 활용
되었다. 1931년 천장절 축하회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행사가 열린 장소는 조선
신궁 및 경성신사, 경복궁, 용산연병장이었다. 오전에는 경성신사와 조선신궁에서 

942) 『동아일보』 1933년 10월 17일, 「德壽宮美展 作品도 改朁」; 1933년 11월 11일, 「德
壽宮三回陳列」.

943) 『동아일보』 1938년 5월 31일, 「美術舘 六月四日에 一般에 公開」, 「美術舘」.
944) 『동아일보』 1928년 10월 15일, 「保管안코 風磨雨洗泯滅되는 朝鮮古蹟」; 1929년 11

월 28일, 「有名한 古建物 京城市內에 最多」.
945) 『동아일보』 1929년 10월 1일, 「博覽會開會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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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절제가 거행되었다. 이후 조선신궁 대광장에서는 관민 합동의 봉축회가 열렸
다. 아울러 용산연병장에서 관병식이 열렸다. 오후에는 경복궁 내에서 귀족들과 
각국 영사들을 초청하여 원유회가 있었다.946) 경복궁은 조선총독부의 특별한 행사
에 자주 활용된 것이다. 1935년에는 시정이십오주년 기념식 역시 상당 부분이 경
복궁 내에서 치러졌다(도 Ⅴ.34-2). 당시 대부분의 행사들은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
물이 아닌 경복궁의 주요 전각에서 열렸다. 근정전에서 제전이 열렸으며 경회루에
서는 축하연이 열렸다.947) 

  1930년부터는 조선미술전람회가 경복궁 내 공진회 건물에서 열리기 시작하였
다.948) 1930년 이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의 전시회장은 늘 문제였다. 장소는 자주 
바뀌었다. 1927년과 1928년에는 남대문통 총독부 도서관이 전람회의 장소로 활용
되었다.949) 1929년 박람회가 열린 당시에는 박람회장에 전람회장을 마련하는 것으
로 결정되기도 하였다.950) 이후 1930년에 이르러 경복궁 내 공진회 건물로 장소가 
정해졌다.951) 1930년대에 이르러 조선미술전람회에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이를 단순히 당시 전람회에 대한 관심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전람회의 관람객들은 
경복궁을 방문할 수 있었다. 당대인들은 여전히 경복궁의 관람에 감격하였다. 즉 
전람회장이 경복궁으로 정해지면서 전람회에 관람객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복궁의 활용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1935년이었다.952) 1935년에는 시정이십오
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또한 그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34년 총독부에서는 경복궁 내에 “종합대박물관”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946) 『동아일보』 1931년 4월 22일, 「天長節祝賀會」; 1931년 4월 29일, 「明日의 天長節」, 
“조선신궁에서 봉축회, 경복궁 내에서 원유회, 용산연병장에서 관병식.”

947) 『동아일보』 1935년 10월 1일, 「總督府始政 二十五週年」.
948) 『동아일보』 1930년 3월 27일, 「九回鮮展 五月十八日부터 六月七日까지 景福宮內

서」.
949) 『동아일보』 1927년 2월 26일, 「美展 五月十日」; 1928년 3월 9일, 「美術展覽會會塲

問題」.
950)  본래 계획은 박람회장 안에 전시장을 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기사를 통해 남

산 왜성대 총독부 상품진열관에서 전시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9년 1
월 12일, 「博覽會期까지 美術展을延期」; 1929년 5월 29일, 「初秋에열릴藝術의殿堂 第
八回朝鮮美展」.

951) 『매일신보』 1930년 3월 25일, 「第九回朝鮮美展은 五月十八日부터 삼주일 동안 개최
할 터로 場所는 景福宮內」; 1930년 6월 8일, 「第九回美展 閉幕 시종을 성황으로 맛추
엇다 入場者 二萬二千餘」; 1932년 3월 20일, 「新鮮美展 오윌에 경복궁에서 개최된다 
組織改正內容發表」.

952) 『동아일보』 1935년 10월 2일, 「始政二十五週年 記念式典擧行」, “景福宮後庭에서 記
念祝賀의 大園遊會가 잇은 後 閉式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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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종합대박물관은 시정이십오주년 기념사업의 일
환이었다.953) 종합대박물관에는 왜성대에 있는 은사과학관(恩賜科學舘)과 총독부 
박물관을 포함시킬 계획이었다.954) 『동아일보』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
였다.

시정이십오주년 기념사업은 기보한 바와 같이 종합박물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요하는 예산은 명년도부터 삼개년 계속사업으로 일백삼십육만원을 들여서 기공하기로 
되었다. 동 박물관은 조선색이 풍부한 양식 삼층 건물 총건평 삼천평이나 된다.955)

  본래 경복궁 내 총독부 박물관의 확장안은 1930년부터 대두되었다. 총독부에서
는 용산관저를 박물관으로 사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 안은 재정
난으로 인해 쉽게 실행되지 못하였다.956)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기념사업의 일환으
로 경복궁 내에 “종합대박물관”을 건설하기로 결정되었다. 박물관 건설 사업은 규
모가 상당히 컸다.957) 1935년 기사에 따르면 총독부는 이 박물관을 토쿄의 제실박
물관(帝室博物舘)에 비견할 만하게 만들고자 하였다.958) 남산의 은사과학관과 용
산에 지어진 철도박물관도 옮겨올 것으로 정해졌다.959) 아울러 조선미술공예관(朝
鮮美術工藝舘)의 건축도 기획되었다. 위치는 새로 지어질 종합박물관 뒤편이었다. 

당시 해마다 열리는 조선미술전람회는 한정 기간만 회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
다. 이에 따라 조선미술전람회와 상설전시를 위하여 조선미술공예관이 기획된 것
이다.960)

  아울러 이 시기에 이르러 경복궁이 일반에게 본격적으로 개방되었다. 경복궁의 

953) 『매일신보』 1934년 9월 6일, 「始政紀念事業의 綜合大博物館 官民의 意見一致되어 
財務局과 折衝中」.

954) 『동아일보』 1925년 12월 25일, 「科學舘 明秋開舘」; 1934년 3월 15일, 「科學데이 實
行案을 决定」; 1938년 2월 16일, 「防空展覽會」, “육군기념일에 경성부 방화단 재향군
인분회 제국비행기협회 경성지부 주최, 제20사단, 체신국 후원으로 총독부 은사과학관
에서 도시 방공과 가정방공의 요령보급을 위한 방공전람회”

955) 『매일신보』 1934년 9월 6일, 「始政紀念事業의 綜合大博物館 官民의 意見一致되어 
財務局과 折衝中」; 『동아일보』 1934년 9월 8일, 「朝鮮色豊富한 綜合博物舘建設」.

956) 『동아일보』 1930년 12월 11일, 「博物舘擴張案 財政難으로 流產」.
957) 『동아일보』 1935년 1월 28일, 「景福宮 안 後庭에 大博物舘을 新築」.
958) 『동아일보』 1935년 7월 6일, 「八十萬圓을 增額 一大博物舘建設」.
959) 철도박물관은 1935년 10월 철도학교 터에 개관하였다. 1935년은 조선철도국에서 만

철로부터 철도를 맡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동아일보』 1935년 5월 20일, 「鐵道
博物舘」; 1935년 10월 2일, 「鐵道博物舘開舘」.

960) 『동아일보』 1936년 4월 14일, 「美術工藝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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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은 1935년 4월 12일부터 일주일간 공개되었다. 기사를 보면 일반에게 보이기 
위하여 일부 구간을 보이기로 하였음이 드러나 있다. “일반 상춘객의 출입문은 광
화문과 신무문 두 곳”으로 제한되었다.961) 이 기간 동안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은 
5만 4천 명에 달하였다.962) 다음 해인 1936년 경복궁은 5월 1일부터 열흘간 개방
되었다.963) 

  경복궁 내 총독부 박물관도 1935년에 개방되었는데 일반인은 토요일만 방문할 
수 있었다. 박물관의 개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종래 특수한 연구가의 관람소로 되어 있는 박물관을 가두로 진출케하여 일반 민중에게 
직접 공개시킬 목적으로 총독부 박물관을 공개하게 되었다. 종래 관람을 불허하였던 경
복궁의 근정전, 수정전도 당일에 한하여 개방하게 되었다.964)

  총독부 박물관의 개방이 시행된 1935년은 고적애호일(古蹟愛護日)이 9월 10일
로 지정된 해였다. 아울러 고적애호일을 맞아 특별 관람일이 설정되어 총독부 박
물관이 개방되기도 하였다.965) 

  그렇다면 고적애호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
해 고적애호일 지정의 의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고적애호 운동이 고취발흥하여 역사의 증증, 학술의 참고와 민중의 상고적 정서와 예술
적 취미를 조장하고 향토애의 정신과 동양 문화의 선양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므
로 금후 이에 대한 애호 정신을 고취하고자 오는 9월 10일을 특히 고적 애호데이로 결
정하여 경성을 필두로 각 지방에서 적절 유효한 방법으로 고적애호운동을 일제히 일으
키기로 되었다 한다.966)

민중의 회고적 정신과 예술적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총독부에서는 9월 10일을 명
승고적애호일로 창정하여 금년부터 이날을 지키기로 되었다. 이날에는 특히 전 민중으

961) 『동아일보』 1935년 4월 12일, 「景福宮 벚꽃 公開 今日부터 一週日間을」, “일반상춘
객의 출입문은 광화문과 신무문 두 곳.”

962) 『동아일보』 1935년 4월 26일, 「景福宮遊客 十日間五萬」, “54246명.”
963) 『동아일보』 1936년 4월 29일, 「景福宮開放 一日부터十日間」.
964) 『동아일보』 1935년 6월 20일, 「第一土曜日에 博物舘을 開放」.
965) 『동아일보』 1935년 10월 29일, 「秘藏品展覽」, “총독부박물관에서는 특별 관람데이를 

설정하고 고적에호의 정신의 함량에 노력, 11월 1일부터 박물관 주간.”
966) 『동아일보』 1935년 7월 26일, 「來九月十日은 古蹟愛護日」.



- 269 -

로 하여금 보물고적등이 민중의 회고적 정신과 예술적 정서의 함양에 필요한 강연과 
집회를 하여 이 사상을 보급시키며 보물고적의 보존과 유지에 대한 정신을 고취시키 
각 학교에서는 일반 생도들에게 이에 대한 지식 정신을 보급시키기로 되었다967)

  기사에는 고적 애호 운동의 실행항목도 자세하게 실렸다.968) 고적애호일의 실행
과 운영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성의 건설을 기념한 행사들 및 기념 매체의 발행과 
상당 부분 닮아있다는 것이다. 고적에 관한 강연회와 좌담회는 경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관내 각 초등학교에서는 고적 애호 정신 함양에 관한 훈화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잡지, 신문에 고적 애호에 관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아울러 “총독부
에서 발행한 고적 애호 팜플렛을 적당히 활용하도록” 하였다.969) 무엇보다 “각 박
물관에서 당일에 한하여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관람인의 증가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고적애호일에 입장료가 반값으로 할인된 박물관은 덕수궁 내 
이왕가 미술관과 경복궁 내 총독부 박물관이었다.970) 1937년의 기사에는 고적 애
호일 지정에 대하여 “고적 명승의 보존 애호와 내선 일체의 엄연한 사실을 역사
적으로 강조하기로 되어”라고 실려 있다.971) 

  이를 통해 볼 때 궁궐은 문화적 취향과 여가를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
다. 이는 이후의 기사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고적애호일에 경성부의 목표는 

967) 『매일신보』 1935년 8월 4일, 「名勝古蹟愛護日 九月十日로 創定」.
968) 『동아일보』 1935년 7월 26일, 「來九月十日은 古蹟愛護日」,
일, 고적에 관한 강연회, 좌담회 개최
일, 고적의 수리 보전, 도굴방지
일, 관내 각 초등학교에서 고적 애호 정신 함양에 관한 훈화
일, 각박물관에서 당일에 한하여 관람료 할인과 기타의 방법으로 관람인의 증가를 도모하
도록 할 것
일, 고적에 관한 팜플렛 발행
일, 경성에서 고적 강연회
일, 각지방 고적보존회
일, 신문잡지에 고적 애호에 관한 논문 게재
일, 라디오 방송
969) 『매일신보』 1939년 8월 25일, 「古蹟을 愛護하라- 九, 一○記念日 앞두고 通牒」.
970) 『동아일보』 1938년 9월 10일, 「古蹟愛護日 觀覽料半割引」; 1938년 9월 11일, 「古蹟

을 사랑하자」.
971) 『동아일보』 1937년 8월 26일, 「古蹟愛護日 九月十日로 决定」, “총독부 사회 교육과

에서는 특히 시국에 비치어 우리 조선의 정신적 물질적 유물인 고적 명승의 보존 애호
와 내선 일체의 엄연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강조하기로 되어 이에 각 도지사에 대하여 
그 취지여행의 통첩을 발하였다. 그리하여 그날은 팜플렛의 분포, 강연회 등을 통하여 
고적 애호 운동의 취지철저에 힘쓸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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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적 애호 사상을 일반에게 고취”하는 데에 있었다. 학생들이 동원되어 청정작업
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미술관 및 박물관만 활용되지 않았다. 고적 애호일을 전후
한 3일간 화신백화점의 진열장에는 고적 보물의 실물사진이 진열되었다. 일반 부
민들이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972) 즉 당대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 백화점이나 
공원을 통해 한성을 상징하던 장소들이 고적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1939년 경복궁 내에 미술관이 새로 지어졌다.973) 

미술관은 6월 4일부터 열린 조선미술전람회장으로 사용되었다(도 Ⅴ.35-1, 2, 3

).974) 이후에는 일반의 사용이 허락되었다.975) 당시 전람회 입장자는 사만 명에 달
하였는데 이는 전례 없던 수치였다.976) 다만 본래 계획한 종합대박물관은 일본 정
부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지 못하여 지어지지 못하였다.97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에 이르러 경성의 도시 문화에서 백화점과 궁
궐은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 두 공간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
며 문화라는 명목으로 당대인의 삶에 침투하였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문화로 포
장된 일본의 식민 지배 전략이 있었다.

  1930년대는 경성에서 백화점의 시대라고 논의된다. 당시 경성에는 4개의 일본
인 백화점과 1개의 조선인 백화점이 있었다. 당대인들에게 본정 거리의 일본인 
백화점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종로의 조선인 백화점이 지어진 이후에도 당대인들
은 본정의 백화점을 찾았다. 무엇보다 1930년 미츠코시백화점이 조선은행 앞에 
지어지면서 조선은행 앞의 광장이라고 불리는 이 일대는 경성의 상징으로 여겨지
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역시 근대 도시이자 문화 도시 경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당시 백화점에서 열린 전시들은 백

972) 『동아일보』 1937년 9월 11일, 「古蹟을 사랑합시다!」; 1938년 9월 8일, 「古蹟愛護日 
淸淨의作業」.

973) 『동아일보』 1939년 6월 3일, 「綜合大博物舘建設」; 총독 관저도 경복궁 내에 지어졌
다. 1939년 8월 17일, 「總督新官邸竣功 舊官邸는 施政記念舘으로」, “경무대에 신축 중
이든 총독관저는 이달 중에 준공, 왜성대 관저는 시정기념관으로 보존 예정이다.”; 
1940년 1월 29일, 「施政記念舘創設 紀元奉祝行事决定」.

974) 『동아일보』 1939년 5월 12일, 「조선미술전 이번 새로 된 총독부 미술관에서 개최」.
975) 『동아일보』 1939년 5월 12일, 「總督府美術舘開設」; 1939년 5월 15일, 「總督府美術

舘竣工」.
976) 『동아일보』 1939년 6월 26일, 「美展의入塲者 四萬餘名의新記錄」.
977) 『동아일보』 1939년 6월 3일, 「綜合大博物舘建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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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점에서 소비된 문화들이 선전의 도구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양상은 궁궐의 운영에서도 나타났다. 이 시기에 중심이 된 것은 덕
수궁과 경복궁의 활용이다. 창경원은 이미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 

덕수궁은 창경원과 유사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1933년 일반에 공개된 덕수궁은 
유원지, 동물원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석조전은 박물관으로 활용되
었다. 1938년에는 미술관도 지어졌다. 경복궁은 국가적인 행사와 조선미술전람회
의 장소로 이용되었는데 1935년 전환기를 맞았다. 박물관 설립 계획과 함께 일반
에게 공개되었다. 그러나 박물관은 설립되지 못하고 미술관만 설립되는 데에 그쳤
다. 궁궐 운영에서 중심이 된 것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였다. 이는 일본의 박
물관 운영이 식민사관을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음을 알려준다. 

  백화점과 공원이 된 궁궐은 당대인들의 여가와 취미, 일상을 위한 공간으로 포
장되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치러진 전시와 그 방식을 통해 이 공간이 식민 지
배의 일상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백화점과 궁궐은 일상이 식민 권력에 
의해 조정된 것을 보여주는 장소였다. 따라서 이들은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포
함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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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편화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그 안의 산책자

  대경성의 실체는 상당히 모호하였다. 그럼에도 『신판 대경성 안내』, 『대경성 사
진첩』, <경성사진엽서세트> 등은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로 소비되었다. 여기에는 
공원이 된 궁궐과 백화점이 함께 나타나 있다. 이들은 당대인의 일상과도 가까운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매체들에 담긴 장소들은 선택된 것들이다. 이는 대
경성의 도시 이미지 중 일부는 매체에 담기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매체에 포함되지 못한 채 잘려 나간 이미지들
은 무엇일까. 이러한 논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대인들은 도시 공간과 그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의 낯설고 
새로운 것들은 구경거리였다. 이 과정에서 당대인들 역시 서로에게 구경거리이자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당대인들은 여전히 대경성을 한양, 서울 등으로 불렀다. 그들은 대경성의 
도시 문화를 선망하면서도 한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1930년을 전후하여 근대 도시의 대표적인 관찰자인 산책자가 등장하였다. 

대경성이 복잡한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그 역시 “경성의 산책자”라는 특이한 층
위를 가지게 되었다. 

(1) 조작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파편의 발견

  조선박람회(朝鮮博覽會)가 열린 1929년 9월 『동아일보』에는 「경성(京城) 올 사
람 특별주의(特別注意)」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속지 말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똑똑히 보고 가려면 미리부터 이번 경성 개벽사에서 
특별 편집하여 오는 22일에 발행하는 “별건곤 경성호”를 주문하여 읽고 오는 것이 제
일이다. 경성 안내니 무어니 하고 발행된 책이 없지 아니하나 그 따위 종류와는 아주 
딴판으로 별건곤 경성호에는 국도 이전의 경성 땅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조 오백 년간
의 경성사기와 경성 성내는 물론이요 경성 근처의 명승 고적의 사기까지 심지어 서울 
팔대문과 십이궁전의 현판 글씨는 누구누구의 필적이라는 것까지 털끝만치도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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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 자세 자세 기록되어 있으며 (하략).978)

  기사에는 『별건곤(別乾坤)』 경성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별건곤 경
성호는 대경성의 안팎을 모조리 모아놓고 들추어 놓은 것이라 이것을 읽고 보아
야 비로소 경성 구경이 똑똑해지고 서울 구경 못한 사람도 이것 한 책으로 집에 
앉아서 서울 구경하는 폭이 될 것이다.” 즉 기사를 쓴 필자는 『별건곤』 경성호에
서 다루어진 글과 사진이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가깝다고 여긴 것이다(도 Ⅴ.36-1, 

2).

  『별건곤』 경성호에 실린 내용은 「2일 동안에 서울 구경 골고로 하는 법(法), 시
골 친구(親舊) 안내(案內)할 노순(路順)......」을 통해 짐작된다.979) 

첫째 날: 경성역-중국촌-정동 일대-경성방송국-동아일보사-안동6거리-조선소년총연맹-조
선일보사-점심(전동식당)-근우회-대동인쇄소-중앙기독교청년회관-탑골공원-신간회-천도교
당-물산장려회관-경성도서관 종로분관-연극 관람-선술집
둘째 날: 안동6거리-직업소개소-토막촌-경성운동장-독립문-서대문감옥-제생원-한강 구경 

  글의 필자는 서울 구경의 노선에 포함된 것들을 설명하면서 조선총독부, 경성
부청, 덕수궁 등을 함께 언급하였다. 이는 『별건곤』 경성특집호 전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기에는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만이 언급되거나 수록되지는 않았다. 한
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경성(京城)이 가진 명소(名所)와 고적(古蹟)」으로 소개되
었다.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인 궁궐, 종묘 등은 “경성의” 명소와 고적이었다.980) 

이와 함께 경성의 재즈, 스크린, 카페, 진고개는 “서울 맛·서울 정조(情調)”로 그
려졌다.981) 즉 당대인들이 본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는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함께 나타나 있었다. 

978) 『동아일보』 1929년 9월 21일, 「京城 올 사람 特別注意」.
979) 一記者, 「2일 동안에 서울 구경 골고로 하는 法, 시골親舊 案內할 路順......」, 『별건

곤(別乾坤)』 23(개벽사, 1929), pp. 58-64.
980) 考古生, 「京城이 가진 名所와 古蹟考古生」, 『별건곤(別乾坤)』 23(개벽사, 1929), pp. 

18-29.
981) 李瑞求, 「京城의 짜쓰, 서울맛·서울情調」, pp. 32-36; 崔泳柱, 「서울내음새, 서울맛·

서울情調」, pp. 37-39; 波影生, 「스크린의 慰安, 서울맛·서울情調」, pp. 39-40; 蒼石
生, 「鐘散이·진散이, 서울맛·서울情調」, pp. 41-42; 朴露兒, 「카폐의 情調, 서울맛·서울
情調」, pp. 42-45; 鄭秀日, 「진고개, 서울맛·서울情調」, pp. 45-47, 『별건곤(別乾坤)』 
23(개벽사,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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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별건곤』을 경성안내서로 추천한 기사글에는 일반적인 경성 안내서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이는 경성 안내서류가 당대인들이 본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별건곤』이 경성안내서류와 그 소비대
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데에 있다. 경성안내서류들의 소비자는 주로 경성을 
찾는 일본인이었다. 이에 반해 『별건곤』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잡지였다.

  주목되는 점은 <경성사진엽서세트>의 소비자들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가 포
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통해서 생각된다. 

『별건곤』이 발간된 1929년에 앞서 언급한 『경성편람』도 간행되었다. 『경성편람』
은 경성안내서이기는 하지만 조선인을 대상으로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였다. 무엇
보다 『경성편람』에는 경성성벽이나 보신각 등도 경복궁과 함께 고적으로 소개되
어 있다. 그런데 경성성벽의 사진은 <경성사진엽서세트>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이 
발견된다(도 Ⅴ.36-3, 4). 이는 조선인들 역시 <경성사진엽서세트>의 소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울러 <경성사진엽서세트>에는 추후 살펴볼 
『동아일보』 연재 기사들과도 유사한 장면도 확인된다(도 Ⅴ.41). <경성사진엽서세
트>에 포함된 이미지들은 당시 많이 유통되었으며 대중적인 이미지일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경성사진엽서세트>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성사진엽서세트>는 8장에서 16장으로 이루어진 경성의 주요 명소들을 모은 
엽서세트이다(표 Ⅴ.1). 엽서세트를 구성하는 내용은 세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와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은 같다. 대부분의 경우 엽서세트 봉투의 표지에는 남대문이 실려있다. <경성백
경엽서세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주요 명소들이 한 화면에 하나씩 나타난
다. 이례적으로 한 화면에 여러 장면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며 조선인들
의 모습이 포함되기도 한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는 경회루, 조선총독부, 조
선신궁이다. 이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 창경원, 덕수궁 등도 자주 나타
난다. 엽서세트의 구성 요소들은 엽서세트들이 시기적인 상황이나 대중의 요구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덕수궁 석조전, 경복궁의 벚꽃이 등
장하는 세트들은 193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1930

년대 중반 경복궁의 벚꽃 개방이나 덕수궁의 공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경성사진엽서세트>가 당대인들의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는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역시 소비를 목적으로 한 매체였기에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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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인지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도시 이미지의 왜곡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당대인들이 본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도대체 어떠하
였던 것일까. 1929년 10월 17일 『동아일보』에 실린 「대경성은 어디로 가나」에는 
대경성에 대한 인식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옛 성터에는 십자가도가 깔리고 왜소한 초가의 사이에는 근대적 화강석 대건물이 용립
하였다. 백의의 가운데 흑의가 섞이고 인력거 무리 속에 전차, 자동차가 질주한다. 지방
인은 경성으로 외래인도 경성으로. 경성은 신구의 교합처요, 파괴와 건설의 교향지이
다.982)

  기사에서 드러나듯이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들이 뒤섞
인 도시였다. “옛 성터의 십자가도”, “왜소한 초가 사이의 근대적 화강석 대건물”, 

“백의와 섞인 흑의”, “인력거 속의 전차 및 자동차” 등이 이를 말해준다. 아울러 
“옛 성터”라는 부분을 통해 한성이 이제 경성의 과거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다만 사진첩이나 안내서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대경성에 대한 감정적
인 측면도 포함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팽창하는 대경성”은 “질식할 합주곡”이
자 “파괴와 건설의 교향지”였다. 

  “신구의 교합처”이자 “파괴와 건설의 교향지”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이루
는 하나의 큰 틀이었다. 이는 1934년 1월 『동아일보』에 실린 「유행가 서울노래」
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양성 옛 터전 밤거리 서울 거리/ 옛날이 그리워라 네온이 아름답네/ 

무궁화 가지마다 가로수 푸른 잎에/ 꽃잎이 집니다 노래도 아리랑/

한강물 푸른 줄기 사통 레스토랑/ 오백 년 꿈이 자네 술잔에 띄운 꽃잎 
앞 남산 봉화불도 옛날도 꿈이어라/ 꺼진지 오랩니다 추억도 쓰립니다
꽃피는 삼천리/ 잎 트는 삼천리/ 

종소리 쓰러진 밤 아세아의 바람아/ 나그네가 웁니다 서울의 꿈을 깨라.//983) 

  이 노래에서 한성은 그리움의 대상이자 옛 서울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성과 경성은 겹쳐 있었다. 

982) 『동아일보』 1929년 10월 17일, 「大京城은 어대로 가나」.
983) 『동아일보』 1934년 1월 3일, 「流行歌 서울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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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식 양상은 반복된다. 1934년 12월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서 종로 
네거리의 모습은 보신각의 처마와 동일은행의 첨탑이 함께 나타나 있다.984) 종로 
네거리에서 보신각의 처마와 동일은행의 첨탑을 본 당대인들은 “야릇한 느낌”을 
가졌다. 보신각과 동일은행은 각각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을 상징한다. 동시
에 이들은 한성과 경성을 표상하기도 한다. 당대인들에게 이 둘이 함께한 모습은 
“조화”로 여겨지지 못하였다. 유사한 양상은 1938년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서
도 발견된다. 기사에는 서소문정에서 아현정까지의 고가 도로 설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격에 맞지 않는 고가도로”는 “대경성을 갓 쓰고 
자전거 탄 기형 도시”로 만들었다.985) 즉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갓을 쓰고 자전거를 탄 듯이’ 어색하고 특이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별건곤』의 잡지 글, 종로 네거리에 대한 기사, 고가도로를 다룬 기사 
등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문명,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이다. 종로 네거
리에 비하면 조선은행 앞은 오히려 조화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기사에서는 
‘“조선은행과 우편국”은 그렇게 부조화나 불유쾌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
다. 오히려 이 건물들은 경성에 있어서 드문 좋은 건물이라고까지 언급되었다. 아
울러 고가 도로의 설치에 있어서도 외양만은 번번하다고 하였다. 즉 당대인들은 
문명을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다만 새로운 문명으로 상징되는 경성과 당
대인들이 그리워하는 한성이 함께 있는 모습은 조화롭지 않게 본 것이다. 

  당대인들이 한성과 경성의 공존을 어색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는 『동아일보』에 1932년 10월 26일에 실린 「대경성(大京城)과 조선인(朝鮮人)」을 
통해 짐작된다. 기사에서는 “대경성은 날로 번창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눈을 부시는 듯한 전광, 대공을 찌를 듯이 용립한 대건물, 시가를 종횡하는 전차 자동
차, 가히 근대적 도시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 팽창하는 대경성이, 번창하는 대경성이 
과연 진정한 팽창, 조선인의 번창일까 어떨까. 대답은 반듯이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눈을 한번 돌려 북부의 경성과 변지의 경성을 보면 그 팽창과 번영의 진정을 의심하지 

984) 『동아일보』 1934년 12월 28일, 「歲暮隨想 (下) 鍾路 네거리」.
985) 『동아일보』 1938년 2월 19일, 「橫說竪說」, “갓쓰고 자전거 탄 것 같은 기형 뿐 그대

로의 대경성이 되지나 않을까 겁냄은 기우에 속할까. 거듭 말커니와 격에 맞지 않는 고
가도로 하여 외양만이라도 번번한 대경성으로 하여금 갓쓰고 자전거 탄 기형도시를 만
들기 전에 할일이 더 잇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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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다.986)

  위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대적 도시라 할 
만한” 모습의 시각적 자극이 강렬하게 나타나 있다. “휘황찬란한, 눈을 부시는 듯
한, 찌를 듯이 용립한” 등과 같은 표현에서 네온사인, 건물 등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상이 확인된다. 경성이 대경성으로 불린 시기에 이르러 도시의 시각적 화려함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즉 신화화된 대경성이 당대인에게 준 시각적 자극은 강렬했
다. 그런데 “북부의 경성과 변지의 경성”으로 대표되는 조선인들은 시각적인 화려
함과 거리가 멀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인들은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점
점 화려해지는 경성에서 몰락한 조선인의 모습은 당대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갔
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기억은 파
편화된 채 얽혀졌을 것이다. 따라서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조화로
울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어색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매년 연말 거리의 모습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났다. 1933년 12월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 「세모(歲暮)의 고뇌상(苦惱相) 

제이경(第二景) 가두편(街頭篇) (삼(三))」이 대표적인 예이다. 연말의 밤거리에는 
“환락경을 이루는 백화점의 네온 사인 및 일루미네이션과 대조적으로 자선냄비가 
처량하게 부르짖고” 있었다. “높은 빌딩 앞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가 있었
다.987) 약 1년 뒤인 1934년에 게재된 기사인 「세모풍경점(歲暮風景點)」에서도 이 
모습은 그대로 반복되었다. “네온으로 덮인 거리 위에는 대매출 깃발이 늘어섰으
며 그 아래는 한숨을 짓는 룸펜들의 그림자가 가득”했다.988) 1930년대 후반에 이
르면 이러한 차이는 더 확연하게 드러났다. “한 푼 적선 합쇼를 외치는 거리의 거
지는 네온이 명멸하는 서울 거리의 명물”이었다.989)

  대경성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극대화되었다. 당대인들은 대경성의 내면에 들어가 
생활상을 보면 번창이 아니라 빈곤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당대인들에게 대경성
의 도시 이미지는 번창하는 외면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실상은 빈곤한 상태였다. 

986) 『동아일보』 1932년 10월 26일, 「대경성과 조선인」; 1933년 12월 27일, 「歲暮의 苦
惱相 第二景 街頭篇 (三)」.

987) 『동아일보』 1933년 12월 27일, 「歲暮의 苦惱相 第二景 街頭篇 (三)」.
988) 『동아일보』 1934년 12월 8일, 「歲暮風景點 (其一) “네온” 街頭 “大賣出” 旗 아래 한

숨 짓는 룸펜들의 影子」.
989) 『동아일보』 1937년 12월 10일, 「저물어 가는 丁丑街頭 (7) 明滅 하는 레온 店頭에 

歲末景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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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담긴 모순된 인상은 종로의 거리를 다룬 기사를 통해서
도 확인된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실업군이 대건물의 담모퉁이에서 방랑과 주
림에 기진한 목소리로 직업을 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늘어가는 
카페들 창으로 젊은 부르주아들의 주머니 속에서 황금의 재즈가 들려온다.”990) 대
경성의 현실은 신화화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당대인들이 그린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는 대경성의 현실이 당
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 있다. 1931년 『동아일보』에 실린 「작금의 사회상」
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이갑기(李甲基, 1908-?)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것으
로 9회에 걸쳐 게재되었다(도 Ⅴ.37-1에서 9까지). 각 회차의 제목은 「문명의 해
독」, 「담배버-리」, 「마작중독(麻雀中毒)」, 「지척(咫尺)이 천리(千里)」, 「호떡집의 대
번창(大繁昌)」, 「시골의 집회(集會)」, 「거름통 뒤지기」, 「마코-가 『파스』」, 「한봉 
팔아주시오‼」이다. 

  첫 회인 「문명의 해독」편의 글과 그림에서 다루어진 것은 자동차와 비행기이
다. 자동차와 비행기는 돈이 없는 노동자에게는 편리가 아니었다.991) 이러한 시각
은 「담배버-리」에도 드러나 있다.

대경성 한복판 황금의 빛이 찬란한 경성역. 여기에 오르 나리는 여러 사람 가운데에도 
빈궁에서 울고 있는 무리가 섞여 있다. 모뽀, 모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버리는 담배 
동강이를 주어 피우는 사람이 하나둘 섞여 있지 않은가992)

  이 기사에 실린 그림과 글은 당대인들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빈궁에서 울고 있는 무리, 모던 보이와 모던 걸, 담배 동강이를 주어서 피
우는 사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기사들에서도 확인된다. 문화주택
을 다룬 「지척이 천리」를 제외하고는 당대인들의 묘사가 중심이다. 「문명의 해
독」에는 가난한 노동자의 모습이 담겼다. 「마작 중독」에서는 마작에 중독되어 부
랑자가 된 사람들이 다루어졌다. 「호떡집의 대번창」에서는 거리의 호떡 장사가 

990) 『동아일보』 1932년 3월 23일, 「漢陽春色 (三) 鍾路의 거리」, “실업군의 행진이 대건
물의 담모퉁이에서 방랑과 주림에 기진한 목소리로 직업을 달라 소리를 지른다. 늘어가
는 카페, 들창으로 젊은 부르들의 주머니 속에서 황금의 재즈가 들리운다 봄소식은 먼
저 데파트와 카페 속의 인조화로부터 그리고 쇼윈도로부터 여튼 맛을 얻게 된다.”

991) 『동아일보』 1931년 1월 10일, 「昨今의 社會相 (1) 文明의 害毒」.
992) 『동아일보』 1931년 1월 11일, 「昨今의 社會相 (2) 담배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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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모습이 그려졌다.993) 당대인들의 모습에서 발견된 대경성의 삶은 비참하
였다. 이들은 신화화되거나 번창하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포함될 수 없었다. 

당대인들의 모습은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제외되거나 은폐된 조각에 불과하
였다. 즉 당대인들의 인식 및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매
체에 나타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당대인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연재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다. 1928년 『동아일보』는 당대인들의 “스케치”를 모집하였다. 모집 공고는 다음과 
같다. “서울이고 시골이고 봄날 거리에서 본 일을 흐리지 않은 관조와 예리한 붓
으로 해학미 있게 스케치를 하여 보내 달라.”994) 모집된 원고는 1928년 4월 12일
부터 22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춘일가상소견(春日街上所見)」으로 게재되었다(도 
Ⅴ.38-1, 2, 3). 이 기사에도 글과 그림이 함께 실렸는데 그림이 실리지 않은 경우
도 있었다. 아울러 이 기사에도 각 회차별로 제목이 있다.

  기사 중 절반 이상인 12회가 경성의 거리, 건축, 당대인들의 모습 등을 다루고 
있다.995) 무엇보다 12회 중 3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경성의 거리에서 마주친 당대
인들의 모습이다. 우선 거리의 모습은 3회에 걸쳐 그려져 있다. 1회인 「오후(午
後)의 박석고개」에서 묘사된 거리는 총독부 병원 사체 수용실 앞 도로이다. 기사
의 그림에는 이 도로를 지나간 자동차로 인해 먼지와 연기가 휩싸 돌았던 모습이 
그려졌다. 기사 글에서는 ‘문명의 이기라고 할지라도 정비되지 않은 길에서 자동
차를 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되었다.996) 이 모습은 앞서 살펴본 「문명의 해독」
과 유사하다.997) 다만 두 기사에 실린 그림에는 차이가 있다. 「문명의 해독」은 당
대인의 모습이 중심이 되었으나 「오후의 박석고개」는 먼지와 연기가 강조된 것이
다. 2회인 「돌 틈에 새싹」 기사에도 거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필자에 따르면 

993) 『동아일보』 1931년 1월 11일, 「昨今의 社會相 (2) 담배버-리」; 1931년 1월 13일, 
「昨今의 社會相 (3) 麻雀中毒」; 1931년 1월 14일, 「昨今의 社會相 (4) 咫尺이 千里」; 
1931년 1월 15일, 「昨今의 社會相 (5) 호떡집 大繁昌」; 1931년 1월 17일, 「昨今의 社
會相 (6) 시골의 集會」; 1931년 1월 18일, 「昨今의 社會相 (7) 거름통뒤지기」; 1931년 
1월 20일, 「昨今의 社會相 (8) 마코-가 『파스』」; 1931년 1월 21일, 「昨今의 社會相 
(9) 한봉 팔아주시오‼」.

994) 『동아일보』 1928년 4월 9일, 「스케취 文募集」, “서울이고 시골이고 봄날 거리에서 
본일은 무엇이든지 흥미를 느끼는 일이면 흐리지 않은 관조와 예리한 붓으로 심각하게 
여실하게 해학미가 있게 스케취를 하여 보내줍시오.”

995) 나머지 10회는 경성이 아닌 다른 도시를 다루고 있다.
996) 『동아일보』 1928년 4월 12일, 「春日街上所見 (一) 午後의 박석고개」. 
997) 『동아일보』 1934년 4월 1일, 「漫文漫畵 春光點描 (3)」.



- 280 -

경성은 “끗끗한 건축물만 답답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 무덤가를 거니는 듯한 느낌
을 가지게” 하였다.998) 10회 「봄밤 종로(鍾路) 네거리」의 중심 소재는 “조선의 중
앙인 경성 그리고 그 한복판”인 종로 네거리이다. 이 거리를 채운 것은 “거리낌 
없이 걸어가는 신여성들, 소리 없이 걸어가는 모던 보이”였다.999) 즉 당대인들이 
본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는 거리의 모습과 그 안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나타났다. 이는 나머지 9회가 당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술 취한 손님의 비틀거리는 모습, 외국인 관광단을 태운 인력거와 노인의 
충돌, 봄을 구경하러 나온 장님, 모던 걸과 모던 보이, 피리 부는 불구소년, 공원
의 점쟁이, 전차의 여차장, 거리의 약장사 등이 그것이다.1000)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앞서 언급한 당대인들의 모습 
중 상당수가 안내서나 <경성사진엽서세트>와 같은 매체에 나타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인력거꾼, 봄 향기를 맡으려고 탑동공원을 찾은 장
님, 피리 부는 불구소년, 현저동 거리의 예언자와 지게꾼, 거리의 약장사 등이 바
로 그 예이다. 이들은 대경성의 건설 과정에서 도시에서 소외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들은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이루는 일부분인 것이다. 

  둘째, 모던 걸과 모던 보이의 모습이 반복되었다. 7회의 제목은 「『모던 뽀이』 
『모던 껄』」이다. 삽화는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기사 글에서
는 그들의 “혼부라”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1001) “봄바람에 날리는 노랑빛 
넥타이”를 착용한 모던 보이와 “햇빝에 반짝이는 본사빛 파라솔”을 든 모던 걸은 
안국동 네거리를 출발하여 종로를 지나 덕원빌딩에 이르렀다. 덕원빌딩 일대에서 
혼부라를 하고 조선은행 앞으로 나와 다시 종로를 거쳐 덕원빌딩 일대에서 혼부
라를 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이로 인해 “서울의 봄거리는 세기말적 퇴폐의 거리”

였다.1002)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의 모습은 10회 「봄밤 종로 네거리」에서 다시 나타

998) 『동아일보』 1928년 4월 13일, 「春日街上所見 (二)」. 
999) 『동아일보』 1928년 4월 22일, 「春日街上所見  (一○) 봄밤 鍾路 네거리」. 
1000) 『동아일보』 1928년 4월 14일, 「春日街上所見 (三)」; 1928년 4월 15일, 「春日街上

所見 (四)」; 1928년 4월 19일, 「春日街上所見 (七) 『모던뽀이』 『모던껄』」; 1928년 4월 
20일, 「春日街上所見 (八) 장님의 봄 구경」; 1928년 4월 21일, 「春日街上所見 (九) 피
리 부는 不具少年」; 1928년 4월 23일, 「春日街上所見 (十一) 街頭의 豫言者」; 1928년 
4월 29일, 「春日街上所見 (十六) 경성부 마크 전차의 여차장」; 1928년 5월 1일, 「春日
街上所見 (十七) 노두의 약장사」.

1001) 혼부라에 대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1002) 『동아일보』 1928년 4월 19일, 「春日街上所見 (七) 『모던 뽀이』 『모던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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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기사에 따르면 모던 보이는 “소리도 없이 가만히 걸어갔다. 얄상스럽게 눌
러쓴 청년모 밑에는 기름진 머리카락”이 보였다. 다만 이 기사에는 모던 걸이 아
닌 신여성이 그려져 있다. 신여성은 “빛갈 엷은 분홍 저고리에 감빛 세루 치마를 
짤막이 입고 노랑구두”를 신었다. 그들은 모던 보이와 다르게 “큰길거리를 거리김
없이 걷는다.” 당대인들은 모던 보이와 모던 걸로 대표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
에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당대인들은 이들을 통해 유행을 발견하였다. 당대인들
이 거리에서 본 유행은 종로를 휩쓸 듯 하든 치마가 짧아진 것, 머리털이 덥수록
하게 늘어진 것, 전신을 가리든 우산이 얼굴을 가리기에도 부족하게 된 것 등이
었다.1003) 즉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의 모습은 당대인들에게 거리의 모습이었다.1004) 

모던 걸과 모던 보이는 당대인들이 본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 중 하나인 것이다. 

  이처럼 「춘일가상소견」에서 확인되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1929년 6월에 실
린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에는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이라는 
기사가 8회에 걸쳐 연재되었다(도 Ⅴ.39에서 1에서 8까지). 그림은 청전(靑田) 이
상범(李象範, 1897-1972)이 그렸으며 글은 R생이 쓴 것이었다.1005) 이 기사에는 대
부분 당대인의 모습이 다루어졌다. 우선 4회와 5회에서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의 
모습이 다루어졌다. 4회에는 모던 보이를 흉내 내는 당대인의 모습이 다루어졌다. 

“모던 보이를 흉내내는 보이는 키톤 모자에 나발 통바지에 조끼식 양복 저고리”

를 입었다. 그는 “상투에 갓 탕건이 문명의 기기를 이용하는 대경성에서는 한 경
이의 존재”였다. 5회는 “나비가 알을 까듯이 무엇이든지 유행을 만드는 모던 걸”

이 소재였다. 또한 탑동 공원이 2차례에 걸쳐 실렸다는 점이 주목된다. 6회의 삽
화에는 “날마다 퇴락되는 탑동 공원”이 그려졌다. 기사 글의 내용은 탑동공원 안
의 “부랑객”들로 채워졌다. 이어 7회에는 “부랑군 수용소”가 된 탑동 공원의 모습
이 담겼다. 7회의 삽화에는 “토지중개꾼, 협잡꾼, 보로커, 사주쟁이, 이야기책 장
사”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그들이 바로 “부랑군”이었다. 이는 당대인들에게 대경성
의 도시 이미지는 당대인들까지도 포함됨을 알려준다.

1003) 『동아일보』 1927년 8월 27일, 「휴지통」. 
1004) 『동아일보』 1928년 4월 19일, 「春日街上所見 (七) 『모던뽀이』 『모던껄』」, “서울의 

봄 거리 세긔말뎍퇴폐의거리!”
1005) 『동아일보』 1929년 6월 1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一)」; 1929년 6월 2일, 「서

울의 눈꼴 틀리는 것 (二)」; 1929년 6월 3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三)」; 1929년 6
월 4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四)」; 1929년 6월 5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五
)」; 1929년 6월 6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六)」; 1929년 6월 9일, 「서울의 눈꼴 틀
리는 것 (七)」; 1929년 6월 12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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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양상은 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에는 1932년 3월 29일에 
「서울구경 (1) 서울서 보고 늣긴 바」라는 시가 실렸다. 이 시에서 1은 서울의 개
념을 제시하고 2에서 9까지는 서울을 구성하는 것들을 다루었다. 서울의 개념에
서 서울은 먼지와 매연으로 뒤덮여 있다. 2에서 9까지를 차례로 나열하면 “거리의 
직업 댄서와 같은 교통 순사, 전차 안내원,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포장
된 도로의 모던 걸과 거리 위의 여자, 서울의 표리, 밤거리를 이루는 자동차와 불
빛, 전차가 끊어져 걷는 사람들, 여학생과 계절, 세탁” 등이다. 여기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대경성을 상징하는 포장된 도로, 밤거리의 자동차, 

불빛 등이 나타나 있다. 다만 긍정적인 인식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카페에
서 할 일 없이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카페 모던의 금붕어들”로 
그려졌다. 이들로 인해 “환락의 홍수가 수척한 서울의 창백한 양편 빰에 눈물이 
흘러내리리라”라고 하였다.1006)

  「서울구경 서울서 보고 늣긴 바」가 실린 시기에 「한양춘색(漢陽春色)」이라는 
기사도 실렸다(도 Ⅴ.40-1에서 7까지). 「한양춘색」은 7차례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그림과 함께 실렸다. 각각의 제목은 「성지의 춘색」, 「한강수」, 「종로의 거리」, 「광
화문」, 「교외의 봄」, 「탑동공원」, 「한양의 프로필」 등이다.1007) 무엇보다 「한양춘
색(漢陽春色) 7 한양춘색의 [프로필]」이라는 기사에 실린 글과 그림이 주목된다.

새벽! 거리로 쏟아지는 노동자의 행렬이 공장 속으로 사라진다 밤을 새인 마작당의 갈
라진 목소리가 어느 들창을 기어나온다. 아침! 러쉬아워에 교통 순사의 팔이 로봇트 같
이 움직인다. 공장의 연통에서 연기가 쏟아진다. 이때부터 도회 대교향의 서곡이 울려
나온다 낮! 싸이렌 소리가 나자 데파트 식당이 뿟뿟해진다. 카페들 창으로 여급들의 하
품 소리가 나는 때도 이때이다. 밤! 환락, 범죄, 휴식의 스타트이다. 이리하여 삼이년의 
첫봄은 무서운 환막 속에서 컴컴한 셋트 속에서 남모를 모순을 우리 한양인에게 주고 
있다.1008)

1006) 『동아일보』 1932년 3월 29일, 「서울구경 (1) 서울서 보고 늣긴 바」; 1932년 3월 30
일, 「서울구경 (2) 서울서 보고 늣긴 바」; 1932년 3월 31일, 「서울구경 (3) 서울서 보고 
늣긴 바」; 1932년 4월 1일, 「서울구경(4) 서을서 보고 늣긴 바」.

1007) 『동아일보』 1932년 3월 18일, 「漢陽春色 (一) 城址의 春色」; 1932년 3월 19일, 
「漢陽春色 (二) 漢江水」; 1932년 3월 23일, 「漢陽春色 (三) 鍾路의 거리」; 1932년 3월 
24일, 「漢陽春色 (四) 光化門」; 1932년 3월 26일, 「漢陽春色 (五) 郊外의 봄」; 1932년 
3월 29일, 「漢陽春色 (六) 塔洞公園」; 1932년 3월 30일, 「漢陽春色 (七) 漢陽春色의[프
로퓔]」.

1008) 『동아일보』 1932년 3월 30일, 「漢陽春色 (七) 漢陽春色의 [프로퓔]」.



- 283 -

  기사의 내용에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를 이루는 것은 노동자의 행렬, 교통 순
사의 팔, 카페 창으로 비친 여급들 등과 같은 당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앞선 기사들과 「한양춘색(漢陽春色)」을 종합해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다
(표 Ⅴ.2). 당대인들의 특정한 모습과 특정한 장소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던 걸과 모던 보이, 노동자, 부랑자, 카페, 종로 거리, 탑동 공원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경성이 아닌 한양, 서울이 기사 제목으로 사용되어 있다.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은 여전히 한양이었다. 당대인들은 경성이나 대경성보다 한양, 서울 등을 
자주 사용한 것이다. 이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한양 및 서울과 겹쳐져 있음
을 알려준다.

  1935년 6월부터 7월까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서울풍경(風景)」에도 서울이 
사용되었다. 이 기사는 14회에 걸쳐 연재되었다(도 Ⅴ.41-1에서 14까지). 기사는 
이마동의 그림과 문필가들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1009) 1회에서 4회까지는 이마동
이 동아일보 본사 사옥 위에서 본 대경성의 모습들을 간단한 글과 함께 스케치에 
가까운 그림으로 남겼다. 5회에서 14회까지의 글들에는 경안(耿岸) 서항석(徐恒錫, 

1900-1985), 양산(凉山) 신남철(申南澈, 1907-?) 등이 쓴 글과 함께 이마동의 그림
이 실렸다. 미술가와 작가의 글과 그림이 함께 게재되었다는 점은 그들 사이에 
공유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1회에서 4회까지는 동아일보사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본 모습이다. 1회
는 이마동이 동쪽을 본 모습이다. 이마동은 서울을 “선미(鮮美)한 풍광(風光) 명랑
(明朗)한 하늘로 화인(畵人)의 귀염을 받는 곳”이라고 하였다.1010) 그림 속 풍경에
는 근대화된 건물과 기와지붕이 겹쳐 있다. 2회는 남쪽을 본 모습이다. 이마동은 
이에 대해 “근대화하는 서울의 면모여, 납작한 기와집과 솟아오르는 벽돌집들”이
라고 하였다.1011) 그림에서는 납작한 기와집이 벽돌집들보다 전면부에 강조되어 
있다. 3회는 서쪽을 담은 풍경이다. 그림 아래에는 “명랑한 여름날의 하늘 아래 
측후소의 백탑이 뚜렷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1012) 그림 속 건물들은 파편화된 

1009) 『동아일보』에는 1935년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14회에 걸쳐 「서울風景」이 연
재되었다. 『동아일보』 1935년 6월 25일-7월 26일, 「서울風景」(전14회). 

1010) 『동아일보』 1935년 6월 25일, 「서울風景 其一」.
1011) 『동아일보』 1935년 6월 27일, 「서울風景 其二」.
1012) 『동아일보』 1935년 6월 28일, 「서울風景 其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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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보이며 얽혀져 나타났다. 4회는 북쪽을 담은 풍경이다. 이마동은 “북악을 조망
할 수 있음은 한 큰 기쁨이다”라고 하였다.1013) 그는 산 아래의 서울은 기쁨과 슬
픔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림에는 기와지붕 위로 근대식 건물이 보이며 
그 뒤로 멀리 북악산이 보인다. 

  5회에서 14회까지는 서울의 주요 장소들의 모습이 이마동의 그림 및 서항석, 

신남철 등의 글과 함께 실렸다. 5회는 종로 네거리, 6회는 탑동공원, 7회는 동관 
네거리, 8회는 안국동 네거리이다. 9회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본 모습, 10회는 정
동 네거리이다. 11회는 경성역, 12회는 동소문, 13회는 경학원, 14회는 신무문이
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종로 네거리, 덕수궁 석조전에서 본 모습과 정동 네
거리이다. 

  종로 네거리의 글은 신남철이 썼다. 신남철에 따르면 “보신각은 종로의 옛 기억
을 환기시키는 현존한 유일의 기념물”이다. “구부정한 처마의 선이 동일은행의 육
중한 직선과 부딪힐 때 지난 날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이 맛부등켜 안고 몸부림치
는 듯하다.” 즉 종로 네거리에서도 한성과 경성은 교차된 것이다. 그런데 이마동
이 그린 그림을 보면 보신각은 왜소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인들은 보신각과 동일은행이 함께 있는 모습을 어색하게 여겼다. 어색함
은 보신각의 감정이 아니다. 당대인들은 육중한 동일은행 건물이 압도한 종로 네
거리에서 어색함을 느끼고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그림 속의 왜소한 보신
각은 변해버린 도시에서 위축된 당대인들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9회에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바라본 감상과 그림이 실렸다.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팔문이 열린 채 닫기지 않은 지는 하마 오래된 일이지만은 서울의 고궁이 닫힌 
채 열리지 않는 것은 덕수궁 뿐이더니 덕수궁마저 이년 전에 열리고 말았다. 변한 세상
이다. 도회의 잡담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심유한 고궁이 인후하게 불러들여 잠깐 그 품 
안에 거닐게 하는 것을 구태여 안할 일이라고 할 것은 아니로되 그래도 변한 세상임에
는 틀림이 없다.1014)

  글을 쓴 서항석은 공개된 덕수궁 석조전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는 

1013) 『동아일보』 1935년 6월 29일, 「서울風景 其四」.
1014) 『동아일보』 1935년 7월 11일, 「서울風景 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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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는 수많은 관람객들을 보며 그러한 행복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이마동의 그림은 앞선 종로 거리와 다르게 거친 필체의 스케치에 가깝다. 이마동 
역시 서항석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대조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10회인 정동 네거리이다. 양산은 정동 네거리
가 “동양적이라는 것과 서양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조화를 이루고 있
다”라고 하였다. 다음 부분이 더 주목된다.

정동은 조화된 아나크로니즘의 무도장이다, 네 갈래길에서 모여든 애조, 회고, 증오, 이
국적이 각각 저를 주장하며 얼사 안코 뛰노는 곳이다. 정동, 그곳은 서울의 작일과 명
일을 한 자리에 전시하는 곳이다.1015)

  글쓴이는 정동 네거리에서 한성과 경성 모두를 본 것이다. 글쓴이의 눈앞에 펼
쳐진 것은 대경성의 도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 한성을 떠올렸다. 

이는 당대인들에 의해 한성과 경성이 겹쳐질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서울풍경(風景)」에서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다. 첫째, 기사에 실린 그림들
에서 도시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발견된다. 기사 전체의 제목이 서울이며 
각각의 기사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근대적인 건물들이
나 시설이 그림에 함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미술전람회 당선작들에도 
반영되어 있다(도 Ⅴ.42-1, 2, 3, 4).1016). 둘째, 덕수궁이 공개된 이후 그 일대가 당
대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였다는 사실이 짐작된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바라본 모습
이나 정동 일대가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경성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북촌의 풍경이라는 사실이다. 「서울풍경(風景)」은 그 구
성요소에 있어서는 경성엽서나 안내서보다는 신문 기사글에 나타난 대경성의 도
시 이미지와 더 가깝다. 즉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와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함께 나타난다. 넷째, 삽화들 중 일부가 당시 유통된 <경
성사진엽서세트> 속의 이미지들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삽화의 제작이 엽서와 같
은 매체들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 있다. 엽서는 상당히 대중적인 매체였다. 이는 
삽화의 이미지들이 대중적으로 공유된 이미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역설한

1015) 『동아일보』 1935년 7월 11일, 「서울風景 十」.
1016) 신정훈, 「경성의 삶과 회화: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으로 본 1920~30년대 미술과 도

시」, 『미술자료』 91(국립중앙박물관, 2017), pp. 7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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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풍경」의 구성 요소나 내용은 『대경성 사진첩』이 간행된 이후인 1938년의 
글과 그림에서도 나타난다. 1938년 3월 『동아일보』에는 서양화가인 홍득순(洪得
順)이 그림을 그린 「탐춘화첩(探春畵帖)」이 연재되었다(도 Ⅴ.43-1에서 11까지
).1017) 1회는 종로의 보신각, 2회는 육조 앞, 3회는 사직골 공원, 4회는 정동 네거
리, 5회는 김화산, 6회는 남산, 7회는 자하골, 8회는 용산, 9회는 아현, 10회는 숭
례문, 11회는 통안이다. 이들 중 종로, 정동 네거리, 남산, 숭례문, 통안은 앞의 
「서울풍경」 기사와 겹쳐진다. 이 중에서도 4회인 정동 네거리에서의 인상이 주목
된다. 

옛 거리맛 풍부한 정동 골목이다. 석조전 돌기둥에 햇빛이 꾀였어도 전 내는 텅 비고 
옛 성은 괴괴코나.1018)

  글과 그림에 담긴 인상과 감정에는 앞선 「서울풍경(風景)」 기사가 겹쳐진다(표 
V.1). 다만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첫째, 숭례문을 다룬 그림에서 숭례문은 
통로에 해당 되는 부분이 강조되어 그려져 있다. 그림만 보아서는 숭례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는 당시 남대문으로의 통행은 금지된 상태와 연관된 것
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그림 제목으로 남대문이라는 이름이 아닌 숭례문을 썼다는 
점도 주목된다. 둘째, 이 기사들에는 이전과 다르게 북촌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
다. 여기에는 남촌이나 아현, 김화산도 포함되었다. 셋째, 그림에서는 인적을 찾기 
힘들지만 글에서는 룸펜, 산책자 등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였다. 이는 
「탑춘화첩」과 같은 기사들이 도시 공간의 변화와 그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기
억 등을 반영하는 지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연재기사들은 적어도 당대인들에게 
공유된 도시 이미지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2) 파편으로서 경성의 산책자와 그 층위

  앞서 살펴본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나타난 룸펜은 경성의 도시 공간에 나

1017) 『동아일보』 1938년 3월 9일-20일, 「探春畵帖」(전11회).
1018) 『동아일보』 1938년 3월 12일, 「探春畵帖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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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산책자의 한 유형이다. 경성의 산책자들은 룸펜, 룸펜 인테리, 인테리, 하이
칼라 등으로 지칭되었다. 산책자로 불리는 그들이 경성에 등장한 것은 1930년대
의 일이다.1019) 일반적으로 근대 도시의 산책자(flâneur)는 아무런 목적 없이 한가
롭게 거리를 거닐거나 배회하는 사람을 뜻한다. 경성의 산책자들은 근대 도시의 
산책자와 닮아있으면서도 차이를 보인다. 

  경성의 산책자들이 차별화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산책자에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된 데에서 비롯된다. 보들레르는 그의 시에서 파리
의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을 “댄디”라고 지칭하였다.1020)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댄
디를 분석하며 산책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벤야민의 산책자는 어떤 존
재였을까. 벤야민은 “산책자라는 유형을 만든 것은 파리였다”라고 하였다. “파리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를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다. 산책자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걷는다. 그리고 눈 앞에 펼쳐진 풍경에 어리둥절해한다
.”1021) 벤야민은 여기에서 보들레르의 글을 인용하였다. “완벽한 산책자에게 수많
은 사람들 속에,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한가운데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었다.1022) 벤야민은 파리의 산책자들은 진열장을 관찰하였으
며 일상적인 건축물에 관심을 보였다고 보았다.1023) 벤야민에 따르면 “파리를 ‘진
짜 삶만으로 만들어진 풍경’으로 만든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파리 토박이
들 본인”이었다. 따라서 파리는 산책자에게는 풍경이 되었다. 벤야민은 “파리는 
산책자에게 풍경으로 펼쳐지는 동시에 방으로서 산책자를 감싸는 것”이라고 하였
다.1024) 벤야민은 산책자와 구경꾼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
르면 산책자는 자기 개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구경꾼은 외부 세계에 

1019) 최혜실은 산책자의 개념을 박태원의 소설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적용하였다. 
최혜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나는 산책자 연구-모더니즘 소설의 전형에 대
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13(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pp. 191-207; 동저, 
「‘산책자’의 타락과 통속성-애경, 명랑한 전망, 여인성장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상
허학회, 1995), pp. 187-205. 

1020) “부유하고 빈둥거리며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자, 그래서 행복의 뒤를 쫓는 것 말고
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자. 그는 부유함 속에서 자라나 어린 시절부터 다른 이들의 복
종에 익숙해져 있으며, 우아함 외에 다른 일거리가 없는 이 사람은 언제나, 어떤 때에
나 독특하고 완전히 독자적인 외관을 향유할 것이다.” 샤를 보들레르, 앞의 책, p. 57.

1021) 발터 벤야민, 앞의 책, p. 965.
1022) 샤를 보들레르, 앞의 책, p. 25; 벤야민은 이를 그의 저서 산책자에서 다시 언급하

였다. 발터 벤야민, 위의 책, p. 1018
1023) 발터 벤야민, 위의 책, p. 1040.
1024) 위의 책, p. 965.



- 288 -

열광하여 외부 세계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말았다.1025) 즉 벤야민의 분석을 통해 
댄디는 구경꾼과는 다른 산책자로 표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벤야민의 산책자에는 
부르주아의 의미까지도 내포된 것으로 논의된다.1026) 이는 산책자의 모습이 하나
가 아니며 그 의미 역시 다양해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둘째는 경성이 식민지 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
성의 산책자들은 댄디나 부르주아의 개념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는 경성의 
산책자들이 혼부라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혼부라는 
경성의 본정을 돌아다니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말은 토쿄의 산책자들인 긴부라
(銀ぶら)에서 유래되었다. 긴부라는 긴자의 거리를 걸으며 쇼윈도를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특별한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긴부라에는 긴
자라는 특정한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다.1027) 즉 긴부라가 벤야민의 산책자와 다른 
점은 근대 도시의 소비생활을 표상하는 카페와 백화점 등에 집중된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성에서 남촌의 중심 거리인 본정은 경성의 긴자로 여겨진 곳이
었다. 이에 따라 경성에서 유행하던 혼부라가 동경에서 유행하던 긴부라의 일종으
로 논의되었다.1028)     

  그런데 경성의 산책자들은 댄디와 부르주아의 교집합 및 혼부라로 보기는 쉽지 
않다. 경성의 산책자들은 본정으로 대표되는 남촌에서 자주 발견되지 않았다. 경
성의 산책자들은 대개 종로로 표상된 북촌에서 발견된다. 아울러 그들은 카페, 다
방, 주점, 백화점 등의 소비 문화의 장소에서만 발견되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경성의 산책자들을 지칭하는 명칭도 혼부라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오히려 룸펜, 룸펜 인테리, 인테리, 하이칼라 등이었다. 무엇보다 그들 중 일부는 
부랑민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도시 문화의 “암종”이자 
도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는 경성의 산책자가 식민지 조선의 도시 경성이라는 

1025) 발터 벤야민, 앞의 책, p. 989.
1026) Deborah L. Parsons, Streetwalking the Metropolis: Women, the City, and 

Modernit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17-20; 권은, 
『경성 모더니즘: 식민지 도시 경성과 박태원 문학』(일조각, 2018), pp. 157-158.

1027) 긴부라는 긴자의 거리를 걸으며 쇼윈도를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특별한 일 없
이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용어는 일본의 메이지 말 무렵에 정착되기 시작
하여 타이쇼 초기에 확산되었다. 

1028) 『동아일보』 1927년 12월 8일, 「사랑과 죄 (117)」, “동경만 갔드라도 긴부라나 하겠
지만 서울서야 당신 같은 모던껄이 갈떼가 있어야 하지 않겠소? (긴부라라는 것은 동경
의 진고개 같은 은좌통으로 산보간다는 말이다.) 긴부라 대신에 혼부라를 하지 하며 마
리아도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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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공간에서 나타났던 데에서 비롯된다. 식민지라는 현실로 인해 경성의 산책
자들에는 파리나 토쿄보다 산책자의 층위가 복잡하게 얽혀지게 되었다.1029)

  그렇다면 룸펜, 룸펜 인테리, 하이칼라라고 불린 경성의 산책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들은 어떻게 도시 문제로까지 여겨지게 된 
것일까. 이를 위해 우선 룸펜, 룸펜 인테리, 하이칼라 등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성의 산책자들에 대한 시선은 동아일보에 실린 룸펜에 대한 정의에 드러난
다. 1931년 4월 13일 동아일보 기사인 「신어해설(新語解說)」은 룸펜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룸펜, 독어(獨語)의 Lumpen 이다. 룸펜은 남루(襤褸)란 뜻이나 지금 쓰는 “룸펜”이란 말
은 “룸펜프롤레타리아(LumpenProletariat)”의 의미로 혹은 룸펜 프로라고도 한다. 이것은 
직접 생산 관계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나 무산자를 말하는 것으로 걸인이나 부랑인과 
같이 노자대립에 있어서 하등 계급적 공헌이 없는 자들이다. 룸펜 부르조아는 룸펜 프
로가 폐물과 같은 부랑 노동자를 말하는 것임과 같이 룸펜 부르는 폐물과 같은 부랑 
유산자를 이르는 말이다. 전래의 가산을 아무 유용한 사업에 쓰는 일도 없이 다만 퇴폐
한 향락에만 산진하는 부가자제가 이것이다. 대개는 회의론자이거나 저능아이다.1030)

룸펜에 대한 정의는 이후 『동아일보』 1936년 6월 26일자에 실린 기사 「“뿌르조
아”와 “프롤레타리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부르조아는 자본가계급을 뜻한다.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계급, 무산계급을 뜻한다. 프티
부르조아는 소부르조아, 룸펜 프롤레타리아는 부랑노동자이다. 룸펜은 실업, 나태 등으
로 일정한 노동 장소와 기회를 잃은 노동자, 불구, 질병, 노쇠 등으로 노동 능력을 잃은 
노동자로 계급적 의식이 없으며 조직력 전투력이 없는 자이다. 보통 자유노동자를 룸펜

1029)  권은은 경성의 산책자가 식민지 근대 도시인 경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나타났음에 
주목하였다.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 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대
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이 논문은 이후 보완되어 『경성 모더니즘: 식
민지 도시 경성과 박태원 문학』(일조각, 2018)으로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동저, 「경성 모더니즘과 역사적 알레고리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오
감도 시제1호> 읽기」, 『한국현대소설연구』 39(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pp. 157-182; 
동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혹은 모더니즘을 문제화한
다는 것」,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한국현대문학회, 2015), pp. 22-29.

1030) 『동아일보』 1931년 4월 13일, 「新語解說」; 1931년 4월 19일, 「不平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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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도 한다.

이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룸펜은 노동력이 없거나 노동할 의지가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걸인이나 부랑자와” 같이 여겨졌다. 

  그렇다면 인테리 혹은 인테리 룸펜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동아일보에 실린 기
사에서는 당시 문제가 된 마작의 위험을 언급하며 그 핵심 인물인 인테리의 모습
을 그렸다. 

인테리는 진퇴유곡이다.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서는 좌고우명하는 팔방미인 메리껜의 누
명을 감수 아니 할 수 없고 자본자 계급에 대하여서는 유약무한 존재로서의 모든 천대
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무위무능한 불생산적 존재가 되고 개인적으
로 말하면 굴욕과 누명 사이에 의지할 곳 없는 잡초적 존재가 된다. 이리하여 현시의 
지식계급은 다시 파스칼의 논법을 빌면 중간적 존재로서의 이 중의 비참한 운명을 가
지게 된다. 초조와 불안과 오뇌는 그들의 전 생활 분위기를 처참하게 하고 살인적 무위
와 권태는 그들을 신경쇠약환자 또는 우울하고 기력없는 나태자에까지 타락시킨다.1031)

  이 기사에 따르면 인테리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있으며 “무위무능한 불생
산적” 지식인이다.1032) 일하지 않은 채 방랑하는 이들의 무위하고 권태로운 삶은 
그들을 “신경쇠약환자나 우울하고 기력 없는 나태자”로 전락시킨 것이다.1033) 

  주목할 만한 점은 “기력 없는 나태자”로서 룸펜이나 인테리가 사회의 각종 문
제에서 중심에 있었으며 부랑자와 걸인 등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
일신보』 1931년 12월 19일자 기사인 「세모가상점묘(歲暮街上點描) (사(四))」를 통
해서도 확인된다. 이 기사에서 룸펜의 무리는 추운 겨울에 직업도 없이 갈 곳도 
없어 거리에 떠도는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그려져 있다.1034) 룸펜의 이러한 모

1031) 『동아일보』 1930년 10월 31일, 「麻雀에 나타난 現代性 (七)」.
1032) 위와 같음.
1033) 『동아일보』 1931년 12월 2일, 「自殺漫談 (五)」, 이무영, “같은 인테리의 자살에도 

자아의 무력을 자탄하는 자살이 있고 현 사회에 생존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우월과 변
태적 결벽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이종이 있다 인테리의 자살이 가속도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사회조직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주인공 인간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고 공
허와 신망을 잃은 까닭이다.”

1034) 『매일신보』 1931년 12월 19일, 「歲暮街上點描 (四)」, “거리에 헤매이는 룸펜의 무
리 세모는 박두하야 삭풍이 부는데 직업도 업시 떠도라 난이는 비애 안탁가운 歲末慘
憺한 暗影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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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들은 다음 해에 실린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기사에 따르면 고달픈 걸음으로 걸
으며 이리저리 빈둥 되는 룸펜의 삶은 비참하였다. 무엇보다 그들 중 대부분은 
모르핀 중독자였다.1035) 모르핀에 중독된 룸펜들은 점차 걸식과 절도 등으로 삶을 
영위하였다.1036)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마작만 일삼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룸
펜들은 몰락하거나 파산하였다.1037) 룸펜은 겨울을 지낼 곳이 없어 부랑자, 걸인
과 함께 공원, 하수구 등을 전전하였다. 당대인들은 룸펜을 “도시 문명의 한 암
종”이자 “대경성의 치욕”으로 보게 되었다.1038)   

  인테리와 룸펜에 대한 정의와 변화상을 종합해보면 인테리 지식인이던 산책자
들의 모습에 걸인과 부랑자의 모습이 겹쳐져 있다. 이는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와 소설들을 통해서 확인된다. 1931년 『동아일보』에 실린 소설인 「방황」에는 
““프틔·쁘르”요 “룸펜·인탤”인 나”라는 구절이 있다.1039) 같은 해 『동아일보』에 실
린 기사에 따르면 “룸펜 부르들은 자칭 쉬크뽀이”라고 하였다.1040) 이는 1933년 
『동아일보』에 실린 소설인 「지축(地軸)을 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설의 주인공인 S는 와세다 문과를 치르고 카페를 출입하며 타락하여 가산을 날
려버린 “인테리 룸펜”으로 그려졌다.1041) 즉 여기에서 인테리 룸펜은 룸펜 부르이
자 쁘티 부르, 쉬크보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1934년 동아일보에 실린 소설인 무지
개에는 “노동자, 사기꾼, 즉 인테리 룸펜”이라고 하였다.1042) 이를 통해 본다면 인
테리 룸펜은 오히려 룸펜 푸로에 가깝게 보인다. 즉 이들의 모습은 상당 부분이 

1035) 『매일신보』 1932년 12월 31일, 「街頭怨魂된 可憐한 二百生靈」, “인생의 고해에서 
고달품 걸음으로 거러 그지없는 운명에 이리저리 번둥 되는 거리의 룸펜, 그들의 생활
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니 그들 중에는 몰핀의 중독자가 대부분이다.”

1036) 『동아일보』 1932년 3월 18일, 「모히中毒者 卅餘名檢擧」.
1037) 『동아일보』 1934년 1월 1일, 「阿片轉賣의 默認은 患者養成의 罪惡」.
1038) 『매일신보』 1932년 6월 15일, 「大京城을 嘲笑하는 한 푼 적선합쇼」, “거리마다 가

득 찬 걸인의 무리 悲慘! 路上의 룸펜, 여기에도 문화도시 대경성의 결함과 오점을 여
실히 볼 수 있거니와 우리의 크나큰 치욕이다.”; 『동아일보』 1933년 11월 28일, 「大京
城暗街의 行進 비뚤어진 人生觀에서 下水溝哲學의 꿈」.

1039) 『동아일보』 1931년 8월 28일, 「彷徨 (一)」, “이른바 ‘프틔·쁘르’요 ‘룸펜·인탤’인 나
를 불유쾌한 듯이 바라보았다.”

1040) 『동아일보』 1931년 4월 19일, 「不平欄」, “소위 자칭 쉬크뽀이라고 하는 룸펜 뿌르
들은 많은 금액으로 주야마작만 일삼아도 (하략).”

1041) 『동아일보』 1933년 9월 6일, 「地軸을 돌리는 사람들 二九」, “S는 와세다 문과를 치
르고 카페 출입을 시작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이 되어 지금은 몇 푼 안 되
든 가산도 날려 보내고 인테리 룸펜으로 (하략).”

1042) 『동아일보』 1934년 4월 11일, 「무지개 <187>」, “그 더러운 곳이언마는 노동자, 사
기꾼, 즉 인테리 룸펜을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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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기사인 「“뿌르조
아”와 “프롤레타리아”」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구별은 재산의 유무, 즉 객관적 혹은 기계적 표준보다도 그 
주관적 혹은 심리적 표준에 의하는 편이 더 정곡에 가까운 것 같다. 즉 이들의 구별은 
신조, 태도, 사회관과 같은 심리적 경향, 사상적 경향을 표준으로 하는 편이 더 합리적
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룸펜 부르나 룸펜 프로 역시 주관적 혹은 심리적 표준에 의
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이는 경성의 산책자들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성의 산책자들은 룸펜, 인테리 룸펜, 쉬크 보이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정의는 신어해설에 실린 것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사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들의 구별은 
주관적 심리적 표준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룸펜, 인테리 룸펜 등
으로 지칭된 경성의 산책자들을 바라보는 당대인들의 시선에는 그들에 대한 감정
적인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경성의 산책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경성의 거리에 등장한 것일까. 룸
펜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칭 “쉬크뽀이”로 스스로 지칭하였다.1043) 당시 
“쉬크”는 “멋쟁이 하이칼라”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쉬크 보이는 “외형만 
멋쟁이인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잘 이해하고 유행의 첨단을 걷는데 빈틈없는 
근대인”을 일컫는 말로 여겨졌다. 그들은 “모보와 모껄이 내면이 비약함에 비하면 
쉬크 뽀이나 쉬크껄은 훌륭한 신사숙녀”라고 하며 차별을 두고자 했다. 다만 당대
인들이 보기에 그들의 외형에서 모던 보이와 모던 걸과의 차별화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들을 모던 보이나 모던 걸과 차별화시킨 지점은 그들의 일상
이었다. 그들은 인테리 즉 지식인 층이었으나 일을 하지 않았다. 인테리의 일상은 
“가장 데카당”했다. 인테리들에게 최대의 일과는 “다점 출입”과 “음주와 의미 없
는 배회”였다.1044) 경성의 산책자들은 주로 “교외산책은 물론 진고개 산보도 좋고 
백화점 구경도 싫지 않건만 모처럼의 일요일까지 대개는 무의미하게 보내고 마

1043) 『동아일보』 1931년 4월 19일, 「不平欄」.
1044) 『동아일보』 1938년 3월 4일, 「落鄉手記 二米立方의 世界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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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었다.1045) 

  정리해본다면 경성의 산책자들은 룸펜, 인테리, 룸펜 인테리, 쉬크 보이, 하이칼
라 등으로 지칭되었다. 그들을 일컫는 용어가 다양한 것은 그만큼 그들의 유형이 
하나로 구분 지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분명한 몇 가지가 있다. 그들 스스
로는 모던 보이와 구분을 두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려
웠다. 무엇보다 그들을 교육을 받았으나 직업은 없었다. 주로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였다. 진보개 산보, 백화점 구
경 등을 싫어하지 않았으며 유행과 첨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였다. 그러면
서도 동시에 그들은 권태, 우울, 나태 속에 있었다. 그들은 경성에 포함된 듯 포
함되지 않았다. 이는 식민지 경성이라는 도시 공간에 대한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산책자의 모습은 당대의 소설에서 자주 발견된다. 박태원(朴泰遠, 

1910-1986)의 소설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주인공인 “소설가 구보 씨”가 대
표적이다(이하 구보 씨).1046) 이 소설은 본래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8월 1일부
터 9월 11일까지 연재되었다. 아울러 소설의 삽화는 이상(李箱, 1910-1937)이 그렸
다.1047) 이후 발표된 이상의 소설인 「날개」(1936)에서도 구보 씨와 같은 모습이 
확인된다.1048) 즉 구보 씨는 당시 경성에 나타난 대표적인 한 모습이었다. 

  구보 씨의 어머니 눈에 비친 구보 씨의 모습에서 산책자의 모습이 발견된다. 

어머니에게 구보 씨는 “어디 월급 자리라도 구할 생각은 없이, 밤낮으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혹은 공연스레 밤중까지 쏘다니고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
다.1049) 구보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엘 건너가 공부를 하고 왔으

1045) 『동아일보』 1934년 8월 3일, 「나의 하로」.
1046)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조선중앙일보』에 1934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연재되었다. 본고에서 필자가 참고로 한 것은 천정환이 편집한 『박태원 단편선』(문학과 
지성사, 2005)에 수록되어 있다.

1047) 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도윤정, 「이상의 삽화 분석-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삽화의 화면 구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115(연세대학교 인
문학연구원, 2019), pp. 5-35.

1048) 「날개」는 이상이 1936년 9월 잡지 『조광』 11호에 발표한 소설이다. 필자가 본고에
서 인용한 것은 권영민이 편집한 책인 『이상 전집』(웅진싱크빅, 2009)으로 「날개」는 권
2에 수록되어 있다. 이상, 「날개」, 권영민 편, 『이상 전집』 2(웅진싱크빅, 2009), pp. 
76-100.

1049)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천정환 편, 『박태원 단편선』(문학과 지성사, 
2005),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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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1050) 이렇게 보면 구보 씨는 인테리 룸펜이
다. 이상의 「날개」 속 주인공도 “그냥 그날을 그저 까닭 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
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일상을 살았다.1051) 「날개」의 나 역시 룸펜, 혹은 
인테리 룸펜이다. 

  직업이 없던 경성의 산책자들은 그저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
분을 통해 확인된다.

   

구보는 마침내 다리 모퉁이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일 있는 듯싶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추어진다. 그는 어딜 갈까, 생각해본다. 모두가 그의 갈 곳이었다. 한 군데
라 그가 갈 곳은 없었다.1052)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
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네
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 발이 공
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1053)

정처 없이 거리를 돌아다닌 구보 씨의 모습은 인테리의 생활 태도인 배회이다. 

아울러 이 모습은 「날개」의 나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 「날개」의 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리를 쏘다녔다. 오랜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이에 
가까울 만치 내 신경을 흥분시키지 않고는 마지 않았다.”1054) 

  거리를 헤매던 산책자가 향한 곳은 다방과 카페였다. 구보는 “조선은행 앞에서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으로 향하였다. 한 일도 없이 “생각에 피로한 그는 이제 마
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홍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1055) 날개의 나 역시 이와 
같다. 밤거리를 걷던 나는 “경성역 일이등 대합실 한 곁 티이루움에를 들렀다
.”1056) 소설 속에서 “다방은 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
는 곳”으로 그려졌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젊은이였으며 각각의 우울과 고달픔을 

1050) 박태원, 앞의 글, p. 93
1051) 이상, 앞의 글, p. 79.
1052) 박태원, 앞의 글, p. 94.
1053) 위의 글, p. 96.
1054) 이상, 앞의 글, p. 86.
1055) 박태원, 앞의 글, p. 106.
1056) 이상, 앞의 글,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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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하였다.1057) 한편 「날개」의 나는 집을 나와 경성역에 들렀다.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이 대낮에 미츠코시 옥상”에 있었
다.1058) 나는 옥상에서 “오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하는 일 없이 배회하
였음에도 피로감을 느꼈다.1059) 

  그런데 구보 씨와 「날개」의 나가 걸었던 거리는 대부분이 북촌에 한정되었다. 

이는 경성의 산책자들을 혼부라로 한정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구보 씨
가 들렀던 백화점은 본정의 백화점이 아니라 종로의 화신상회였다. “전차 선로를 
두 번 횡단해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1060) 무엇보다 구보 씨의 걸음은 무의식 중에 종로 
네거리에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통해 확인된다.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
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 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1061)

구보는 조선은행 앞을 여러 차례 지났으나 본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는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으로 향하”였다. 즉 그는 남촌
과 북촌의 경계인 장곡천정에서 다시 북촌으로 향하였다. 구보 씨를 경성의 전형
적인 산책자로 만든 것은 그가 조선인 거주지인 북촌을 걸었던 데에서 비롯된다. 

  경성의 산책자로 표상된 구보 씨는 경성의 거리를 정처 없이 배회한 것은 아니
었다. 그의 걸음은 본정이 아닌 종로 네거리로 향하였다. 그는 무의식 중에 늘 종
로 네거리를 찾았다. 그렇다면 종로 네거리는 산책자들에게 어떠한 장소였던 것일
까. 이는 종로 네거리를 소재로 한 임화(林和, 본명은 임인식(林仁植), 1908-1935)

의 시를 통해서 짐작해볼 수 있다.1062) 임화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서

1057) 박태원, 앞의 글, p. 107.
1058) “나는 어디로 들입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이상, 앞의 글, pp. 98-99.
1059) “나는 또 오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

처럼 흐늑흐늑 허우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오탁의 거리 속으
로 섞여 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위의 글, p. 98.

1060) 박태원, 앞의 글, p. 97.
1061) 위의 글, p. 96.
1062) 본고에 인용된 임화의 시는 김재용이 책임 편집을 맡고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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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사람이었다. 그 역시 경성의 대표적인 산책자 중 하나였다. 임화가 종로 네거
리에 관련된 시를 남긴 것은 세 차례나 되었다.1063) 1935년 7월 27일에는 『조선중
앙일보』에 「다시 네거리에서」가 실렸다. 임화가 찾은 종로 네거리에서는 “낯선 건
물들이 보신각을 저 위에서 굽어보고” 있었다. 종로 네거리에서 임화가 마주한 것
은 “넓은 길, 단정한 집, 높은 하늘, 그 밑을 오고 가는 허구한 내 행인들”이었다. 

여기에서 임화는 “무거운 발”들이 이 길을 걸을 지라도 “피로와 슬픔과 꺼먼 절
망만”이 채워지지 않기를 바라였다. 임화에게 종로 네거리는 “그리운 내 고향의 
거리”였으며 “번화로운 거리”였다. 임화에게 종로 네거리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염원이 교차 되는 장소였다.

  구보 역시 대한문 앞에서와 광화문 네거리에서 이와 같은 감정을 가졌다. 

구보는 한길 위에 서서, 넓은 마당 건너 대한문을 바라본다. 아동유원지 유동의자에라
도 앉아서…… 그러나 그 빈약한, 너무나 빈약한 옛 궁전은 역시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
게 하여주는 것임에 틀림 없었다.1064)

구보 씨의 시선이 향한 곳은 대한문, 즉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그는 옛 궁전
을 바라보며 우울감을 느꼈다. 이는 광화문통에 대한 시선에서도 드러났다. 구보 
씨는 “광화문통 그 멋없이 넓고 또 쓸쓸한 길을 아무렇게나 걸어”갔다.1065) 아울
러 구보 씨는 “이 넓고 또 훠엉한 광화문 거리 위에서, 한 개의 사나이 마음이 
이렇게도 외롭고 또 가엾을 수 있었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1066) 여기에서 주
목되는 점은 광화문통, 광화문 거리라는 명칭 두 가지 모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당대인들이 한성, 경성, 서울을 사용한 것과 같
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구보 씨로 표상되는 경성의 산책자들 역시 당대
인들과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거리에서 구보씨가 느낀 감정은 
당대인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에게 광화문통은 그를 쓸쓸하게 하고 외롭
게 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회가 엮은 『시』(소명, 2009)에 수록되어 있다. 임화, 김재용 책임 편집, 임화문학예술전
집 편찬위원회 엮음, 『시』(소명, 2009). 

1063) 네거리의 순이(1929)→다시 네거리에서(1935)→또 다시 네거리에서(1945)
1064) 박태원, 앞의 글, p. 110.
1065) 위의 글, p. 138.
1066) 위의 글,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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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경성의 산책자들은 삶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다. 구보 씨
나 구보 씨의 친구 역시 이와 같았다. 그들은 집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렸다. 「날개」의 나 역시 아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 과
정에서 산책자들은 점차 스스로를 “가엾은 생활의 패배자”이자 “불행한 인테리”

로 여겼다.1067) 그들은 “서울의 생활전선에서 방금의 지나병 모양으로 연전연패하
였다.”1068) 그들은 서울에서 삶을 영위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서울을 떠나야만 
했으나 쉽게 서울을 떠나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서울은 애증의 도시였다.”1069) 

  산책자들은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산책자들은 “서울의 지붕 밑과 거리
를 방황”하였다.1070)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개의 노동자로서 본인의 삶을 연명
할 수 없었던 데에 있었다. 산책자들은 “경제력과 생활력이 없”었다.1071) 즉 경성
의 산책자들이 가진 불안, 초조, 절망 등의 고뇌는 물질적 전락에서 비롯된 것으
로 여겨졌다.1072) 

  무엇보다 룸펜으로 불린 산책자들은 빈민 문제의 일부가 되었다. 이는 1934년 
「빈민군탐방기(貧民窘探訪記)」에서 드러난다. 기사에 따르면 경성 시내 외에 있는 
빈민은 삼만칠천이나 되었다. 그중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룸펜들이었다.1073) 

그들에 대한 인식은 「세모의 고뇌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인력거꾼이
나 나무장수처럼 여겨졌다. 인력거꾼은 ‘근대 도시가 낳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룸펜 아닌 룸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졌다.1074) 이 부분을 통해 룸펜 역시 
인력거꾼과 같은 등급으로 치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1075) 즉 룸펜은 도시의 빈민
을 의미하게 되었다. 산책자들은 도시 빈민으로 도시에 포함될 수 없었으며 도시

1067) 『동아일보』 1938년 3월 4일, 「落鄉手記 二米立方의 世界 (上)」.
1068) 위와 같음.
1069) 위와 같음.
1070) 『동아일보』 1938년 3월 4일, 「落鄉手記 二米立方의 世界 (中)」.
1071) 위와 같음.
1072) 『동아일보』 1935년 6월 12일, 박치유, 「新時代의 展望 (其五) 인테리 問題」, “이리

하여 오늘의 인테리 겐차는 석일의 화려와는 비할 길 조차 없이 노동과 보수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일개의 노동자로서 자신의 연명을 고모하기 못하게 된 것이니 그들의 불
안, 초조, 절망 등 모든 정신적 고뇌는 실로 이 같은 물질적 전락에서 유래된 필연적 
비극임은 불외한다.”

1073) 『동아일보』 1934년 1월 1일, 「빈민군탐방기」.
1074) 『동아일보』 1933년 12월 28일, 「歲暮의 苦惱相 第二景 街頭篇 (終)」, “근대도시가 

낳아논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룸펜 아닌 룸펜의 생활이 아닌가.”
1075) 『동아일보』 1937년 12월 28일, 「歲暮狂想曲 룸펜의 장사진」, “바람찬 거리를 헤매

이며 일 전짜리 동전 수집업을 돌연 개시한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은 도회에 살면서도 
도회의 화사한 생활을 등진 룸펜들이다.”



- 298 -

를 부유하였다. 그들은 도시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산책자들은 늘 도시의 경계
에 있었다. 그들은 근대 도시 대경성을 부유하는 한 조각에 불과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로 유포된 이미지와 당대인들이 본 대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일본의 성공
적인 식민 지배를 과시하려는 데에 의미가 있었던 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여기
에는 도시의 어두운 면은 포함되지 못 하였다. 이에 비해 당대인들이 인식한 도
시 이미지에는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와 함께 빈민과 같은 대경성의 문제들도 포
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대인들은 서로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 시
기에 나타난 경성의 산책자들은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압축되어 있었다. 경성의 
산책자들은 한성과 경성 사이에서 고민하며 경성의 도시 공간을 거닐었다. 그들에
게 대경성은 광화문이 사라진 광화문통처럼 허무하고 씁쓸한 장소였다. 그들의 발
걸음은 종로 일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일부는 부랑민으
로 도퇴되거나 일부는 경성을 떠났다. 여전히 남아 도시 공간을 배회한 산책자들
은 대경성의 도시 공간을 부유하는 파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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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데이비드 프리스비(David Frisby)는 그의 저서인 Fragment of Modernity 에서 지
그프리트 크라카우어(Siegfried Kracauer, 1889-1966)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의 도시에 관한 저술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논의하였다. 프
리스비는 크라카우어와 벤야민 모두 공간의 이미지를 사회의 꿈으로 보았다고 지
적하였다. 그런데 크라카우어와 벤야민의 꿈에는 차이가 있다. 크라카우어에게 꿈
은 ‘의식적으로 은폐되었으나 사회의 현실을 드러내는 삶’이었다. 이에 비하여 벤
야민의 꿈은 ‘상상력의 차원으로서 집단적으로 공유된 도시의 환영(幻影)’에 가까
웠다.1076) 프리스비는 그의 책 제목을 통해 짐작되듯이 크라카우어와 벤야민의 꿈 
모두 도시 이미지를 이루는 파편으로 보았다. 즉 도시 이미지는 단일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조각난 이미지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도시 이미지
가 도시 공간의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감정, 기억 등으로 구성된 
총체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도 서울은 조선왕조(朝鮮王
朝)의 수도 한성(漢城)에서 식민지 조선의 수도이자 근대 도시인 경성(京城)이 되
었다. 한성에서 경성으로의 전환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서울의 도시 공간에서 
삶을 영위했던 당대인(當代人)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변화를 마주쳐야 했
다. 따라서 한성과 경성에 대한 당대인들의 감정은 복잡했으며 그 기억도 온전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당대인들의 인식, 반응 및 기억을 통해 만들어진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조각난 채 얽혀져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포함된 장소들이 왜곡이나 변형과 같은 과정을 통해 
그 이미지 안에 담겼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897년에서 1939년에 이르는 시기에 형성된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논의하며 그 안에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이 나타난 구체적인 
양상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당대에 간행된 다양한 문헌 자료, 당대의 
소설, 시, 잡지, 신문, 엽서 등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 형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

1076) David Frisby, 앞의 책, pp.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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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97년에서 1939년까지의 기간은 세 시기로 나뉘어 다루어졌다. 시기 구분에
서 초점이 된 것은 당대인들에게 도시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게 한 계기였다. 

  1897년에서 1910년까지는 대한제국 시기로 한성의 도시 공간에 나타난 변화와 
경성의 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세기 후반 위기에 처한 조선 왕실은 1897년 
근대 국가인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타계하고자 하였다. 그 
중심에는 갑작스럽게 대한제국의 정궁이 된 경운궁(慶運宮[덕수궁])이 있었다. 경
운궁과 그 일대에는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근대 국가의 수도에 맞는 위상이 요구
되었다. 경운궁은 재건하다시피 지어졌으며 황궁우(皇穹宇), 환구단(圜丘壇)과 같
은 건축, 황실 의례 등을 통해 그 정통성과 위상을 갖출 수 있었다. 동시에 경운
궁을 중심으로 한성부 도시개조사업이 진행되었다. 경운궁은 새로 만들어진 근대 
도로망의 중심에 놓였으며 도로를 따라 전차, 기차, 전등 등이 보급되었다. 그 결
과 경운궁은 근대 문명의 유입통로가 되었다. 

  경운궁이 이 시기에 도시 공간의 중심이 된 것은 대한제국의 역사와 관련된다. 

당시 한성의 도시 공간에는 대한제국을 둘러싼 서양 각국과 일본 간의 알력이 응
축되어 있었다. 이는 낯선 외관으로 시선을 끌던 경운궁 일대의 공사관 영역 및 
진고개에 만들어진 일본인 거류지를 통해 논의될 수 있다. 그런데 대한제국, 서양 
각국, 일본을 둘러싼 세력 균형은 1905년 러일전쟁으로 무너졌다. 일본이 러일전
쟁에서 승리하면서 한성의 중심은 일본인 거류지가 있는 진고개 일대로 옮겨갔다. 

일본인 거류지는 청계천 이남 전반을 아우를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는 1907년 일
본인 거류지에서 열린 경성박람회를 통해 짐작된다. 경성박람회를 계기로 한성을 
상징하는 성벽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1909년에는 창경궁이 동물원, 식물원, 박
물관을 포함하는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경운궁에는 오랜 공사를 마친 석조전이 
1910년에야 완성되었다. 한일강제병합으로 석조전은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경운궁 역시 본래의 이름을 잃고 덕수궁이 되고 말았다. 즉 러일전쟁 
이후 수도 서울의 도시 공간에는 한성이 사라지는 가운데 경성이 그 모습을 드러
내고 있었다.

  1910년에서 1939년까지의 시기는 1926년을 기준으로 두 시기로 나뉜다. 이는 
1926년에 순종의 서거, 광화문의 해체,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낙성식 등이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두 시기 중 전자는 1910년에서 1926년까지이며 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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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에서 1939년까지이다.

  1910년에서 1926년까지는 경성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라진 한성이 기억된 
시기로 이해될 수 있다. 경성의 건설은 그 자체로 도시 이미지가 형성된 과정이
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10년 식민지 조선이 되면서 수도 서울의 공식 명칭은 경성이 되었다. 그 지
위 역시 경기도 소속으로 격하되었다. 경성시구개정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성은 이
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도로의 정비는 일본인 거류지인 남촌을 중심으
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촌은 경성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1920년대 중반
에는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두 건물,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조선신궁(朝鮮神宮)이 
각각 경복궁과 남산에 압도적인 규모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사라지거나 폐허가 되었다. 

  경성의 건설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념되었다. 기념행사의 초점은 도시 공간
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었다. 도시 공간 전체가 기념행사를 
위한 장으로 바뀌었으며 신문, 잡지, 포스터 등과 같은 매체에는 기념행사를 알리
는 내용이 실렸다. 행사를 통한 새로운 시각 경험 및 행사와 관련된 시각 매체들
은 이 행사들이 그 자체로 시각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함을 알려준다. 한편에서 한
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본래의 모습을 잃은 채 경성의 대표적인 구경거리로 전
락하였다.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뀐 창경궁이 대표적인 예이다. 창경원은 대중적인 
여가의 장소로 만들어졌다. 창경원의 벚꽃놀이에 몰린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를 말
해준다. 

  경성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당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거부에서 호응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당대인들에게 경성은 새로운 시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었으나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기도 하였다. 당대인들은 곧게 정비된 도로, 

밤을 밝히는 가로등 등을 통해 경성의 발전을 기대하였다. 한편으로 이들은 문명 
시설의 보급이 일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에서 비롯된 소외를 우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대인들은 스스로 경성의 이방인으로 여기며 한성을 그리워하게 되
었다. 경성의 건설 과정에서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당대인들의 기억을 통해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경성의 도시 이미지에 
남을 수 있었다. 

  1926년에서 1939년까지 경성은 대경성(大京城)으로 불리며 이상화(理想化), 심
지어는 신화화되었다. 그러나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단일한 하나의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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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는 그보다 한성과 경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의 파
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920년대 중반 당대인들은 경성을 대경성으로 부르며 근대화된 이상 도시 대경
성을 기대하였다. 당대인들에게 대경성은 현재이자 미래였다. 이는 경성에 시가지
계획령이 실행되어 대경성이 공식화된 1936년 4월 1일 이후에도 이어졌다. 대경
성은 구체적인 실체이기보다는 당대인들의 환영에 가까웠다. 실제로 1936년 대경
성은 하나의 도시이기보다는 남촌과 북촌이라는 두 도시로 나누어진 듯이 여겨졌
다. 이는 이전부터 지속된 남촌과 북촌의 차이가 심화된 결과였다. 조선은행 앞의 
광장과 그 일대는 식민 자본주의 도시 경성의 상징으로 굳어졌다. 이와 대조적으
로 북촌 일대는 여전히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으며 한성을 상징하는 장소들은 해
체되었다. 조선인들은 빈민으로 전락하여 대경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도 당대인들이 대경성을 기대한 이유는 1930년대에 
이르러 시각적 스펙터클(spectacle)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일상화된 데에 있다. 이는 
백화점과 공원화된 궁궐을 통해서 확인된다. 백화점과 궁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식민 지배가 전시된 공간이었다. 아울러 백화점과 궁궐은 
이러한 식민 지배를 당대인들이 인식하게 만든 공간이기도 했다. 미츠코시백화점
(三越百貨店), 화신백화점 등의 갤러리에서 있었던 전시는 백화점이 문화를 만드
는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궁궐에도 적용되었다. 1933년 개
방된 덕수궁은 창경원에 비견할만한 경성의 구경거리로 만들어졌다. 경복궁에는 
1935년 시정기념사업을 기준으로 과학관, 철도박물관을 포함한 대박물관의 건설
이 계획되었다. 백화점과 궁궐은 서울 구경 및 서울 생활을 동경하게 하는 장소
였다. 따라서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에서 백화점과 궁궐이 중심이 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대경성의 도시 이미지가 시각적 스펙터클로 채워진 과정에서 당대인들
이 보았던 현실은 삭제되거나 은폐되었다. 이는 『동아일보』에 실린 「서울풍경」이
나 「탐춘화첩」 등에서 드러난다. 여기에는 시각적 스펙터클의 장소만이 아니라 
폐허가 된 장소들도 나타나 있다. 아울러 여기에는 구경거리가 된 당대인들과 도
시 빈민들의 모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설가 구보씨”로 대표
되는 경성의 산책자(flâneur)가 나타나 대경성의 도시 공간을 배회하기 시작하였
다. 그는 종로 거리로 표상되는 북촌에 주로 머물러 있었다. 무엇보다 경성의 산
책자가 씁쓸함을 느낀 너무 넓기만 한 광화문통의 끝에는 광화문이 없었다.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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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같던 견고한 광화문은 압도적인 규모의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지어지면서 
한순간에 사라졌다. 광화문의 상실이 남긴 시각적 충격은 강렬했다. 그 충격은 도
시 공간에 대한 기억을 조각내어 버렸다. 경성의 산책자는 광화문통에서 견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성의 산책
자 역시 도시 이미지의 한 파편으로 부유(浮游)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시각문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도시는 중요한 주제
로 다루어졌다. 그럼에도 도시 이미지는 시각문화 연구보다는 도시사학, 건축학, 
역사학, 사회학, 국문학 등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아울러 도시 이미지의 
형성은 주로 지도 권력의 도시 공간 운영 문제와 함께 다루어졌다. 이는 근본적
으로 도시 이미지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도
시 이미지는 시각 매체에 나타난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된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적 삶을 영위하는 당대인들과 그들의 역할은 도시 이미지가 담긴 
시각 매체의 수동적인 소비자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도시 이미지의 형성에 있어 당대인들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 이미지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부
분이기도 하다. 특정한 권력을 통해 시각 매체의 형태로 도시 이미지가 배포된다
는 것은 도시 이미지의 기능을 짐작하게 한다. 도시 이미지는 도시 공간을 인식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도시 이미지는 도시 공간을 인식하며 기억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매개이다. 이는 도시 이미지의 개념이 물질적인 매체만이 아니
라 심상(心象)적인 측면을 아우름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된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 
기억, 감정 등을 도시 이미지 형성의 주체로 복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여러 문헌 자료와 다양한 매체를 분석하여 도시 공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
식, 기억, 감정 등을 살피고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구체화하는데에 초
점을 두었다. 이 작업은 시각문화 연구를 주축으로 하여 국문학, 도시사학, 역사
학, 건축사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당대인이라는 도시 이미지의 소비 주체는 당시 서울에 
거주했던 조선인에 한정하여 설정되었다. 따라서 서울을 방문한 조선인, 조선인 
이외에 서울에 거주한 일본인 등으로 그 주체를 확장한다면 서울의 도시 이미지 
연구는 한층 더 풍성한 층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비교사적인 접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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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울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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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Ⅱ.9-1. 오귀스트 르느와르, <그르니에르유원지(La Grenouillére)>, 1869년, 캔버스에 유
채, 66×81cm, 국립미술관(Nationalmuseum), 스톡홀름(Stockholm).

도 Ⅱ.9-2. 클로드 모네, <그르니에르유원지(La Grenouillére)>, 1869년, 캔버스에 유채, 

74.6×99.7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

도 Ⅱ.10-1. 카이유 보트, <유럽 다리, 스케치(Le Pont de l'Europe, esquisse)>, 1876년, 캔버
스에 유채, 64.7×81.3cm, 크리스티(Christie's).

도 Ⅱ.10-2. 카이유 보트, <발코니(Un balcon)>, 1880년, 캔버스에 유채, 92×69cm, 개인소장.

도 Ⅱ.10-3. 카이유 보트, <오스만 대로의 발코니 앞의 남자(L'homme au balcon, Boulevard 

Haussmann)>, 1880년, 캔버스에 유채, 116.5×89.5cm, 크리스티(Christie's).

도 Ⅱ.11-1. 샤를 마빌(Charles Marville, 1813-1879), <카루셀 다리에서 본 센 강(The Seine 

from the Pont du Carrousel, Looking toward Notre Dame)>, 1854년경, 15.8×42.7cm, 카르나
발레 박물관(Musée Carnavalet), 파리.

도 Ⅱ.11-2. 샤를 마빌, <오페라 거리의 건설(Percement de l'avenue de l'Opéra)>, 1876년, 

25.1×36.4cm, 카르나발레 박물관, 파리.

도 Ⅱ.11-3. 샤를 마빌,  <샹플랜 거리 위에서(Top of the rue Champlain)>, 1877-1878년경, 

카르나발레 박물관, 파리.

도 Ⅱ.11-4. 샤를 마빌, <콘스탄틴 거리(Rue de Constantine)>, 1865년, 27.3×36.8cm,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뉴욕.

도 Ⅱ.12. 츠키오카 요시토시(月岡芳年, 혹은 大蘇芳年, 1839-1892), <토쿄로 입성하기 전 
부교를 지나는 천황의 행렬(武州六郷船渡圖)> 1868년, 판화, 36×72cm, 와세다대학교 도서
관(早稲田大学図書館), 토쿄(東京).

도 Ⅱ.13-1. 토요하라 치카노부(豊原周延, 1838–1912), <헌법 발포시 황거를 나서는 모습 
(憲法発布宮城二重橋御出門之図)>, 1889년, 토쿄도립 중앙도서관(東京都立中央図書館), 토
쿄.

도 Ⅱ.13-2. 아다치 킨코(安達吟光, 1853-?, active c. 1870–1908), <정전에서 거행된 메이지 
헌법 발포식의 모습(新皇居於テ正殿憲法発布式之図)>, 1889년 3월 2일, 목판화, 

37.5×24.1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도 Ⅱ.14-1. <샹제리제 거리>, 구메 구니타케, 정애영 등역, 『미구회람실기』 3(소명출판, 

2011),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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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Ⅱ.14-2. <이탈리아 거리(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로)>, 구메 구니타케, 정애영 등역, 

『미구회람실기』 3(소명출판, 2011), p. 82.

도 Ⅱ.15-1. 우타가와 히로시게 3대(歌川広重（三代), 1842-1894), <토교개화명승 긴자거리 
양측 벽돌 상가(東京開化名勝京橋石造銀座通り両側煉化石商家盛栄之図)>, 1874년, 에도 토
쿄 박물관(江戸東京博物館), 토쿄.

도 Ⅱ.15-2. 우타가와 히로시게 3대(歌川広重（三代), 1842-1894), <토쿄명소 긴자 벽돌 거
리의 철도마차(東京名所之内　銀座通煉瓦造鉄道馬車往復図)>, 1882년, 목판화, 38×77cm, 토
쿄도립 중앙도서관(東京都立中央図書館), 토쿄.

도 Ⅱ.16-1. <성벽>, G. W. 길모어, 신복룡 옮김, 『서울풍물지』(집문당, 1999), p. 42.

도 Ⅱ.16-2. <동대문>, G. W. 길모어, 신복룡 옮김, 『서울풍물지』(집문당, 1999), p. 180.

도 Ⅱ.16-3. <남대문>, G. W. 길모어, 신복룡 옮김, 『서울풍물지』(집문당, 1999), p. 209.

도 Ⅱ.16-4. <서대문>, 제임스 게일, 최재형 옮김,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책비, 

2018), p. 158.

도 Ⅱ.16-5. <동대문 밖>, 제임스 게일, 최재형 옮김,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책비, 

2018), p. 304. 

도 Ⅱ.16-6. 휴버트 보스(Hubert Vos, 1855-1935), <서울 풍경>, 1898-99년, 캔버스에 유채, 

31×69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과천.

도 Ⅱ.17-1. <서울 전경>, 1888-1891년, 하야시 타케이치, 『조선국진경(朝鮮國眞景)』(林亀子, 

189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도 Ⅱ.17-2. <서울 전경>, 1888-1891년, 하야시 타케이치, 『조선국진경』(林亀子, 189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도 Ⅲ.1. 대한제국 시기 경운궁 배치도, <덕수궁 평면도>, 1910년 2월, 오다 쇼고(小田省吾)

의 『덕수궁사(德壽宮史)』(이왕직, 1938)에 수록, 파란 부분이 현재.

도 Ⅲ.2. <정동의 황궁>, 1902-1904년, 카를로 로세티, 이돈수·이순우 지음, 『꼬레아 에 꼬레
아니 사진해설판』(하늘재, 2009), pp. 48-49, 도 II-060fb.

도 Ⅲ.3-1. 함녕전(咸寧殿), 오다 쇼고,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Ⅲ.3-2. 준명당(浚明堂), 오다 쇼고,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Ⅲ.3-3. 즉조당(卽祚堂), 오다 쇼고,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Ⅲ.3-4. 석어당(昔御堂), 오다 쇼고,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Ⅲ.4-1. <중명전(重眀殿), The Imperial Guest House (Mdlle. Sonntag)>,  1905년경, 코넬
대학교도서관 윌러드 스트레이드 컬렉션.

도 Ⅲ.4-2. <수옥헌(이후 중명전)>, 오다 쇼고,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Ⅲ.4-2 참조. 경운궁 내 서양식 전각 1899년 수옥헌(이후 중명전), 『아펜젤러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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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소장, 『정동 1900』(서울역사박물관, 2012), p. 46.

도 Ⅲ.4-3. <돈덕전(惇德殿) 정면>,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
첩』(2006년, 문화재청), p. 64.

도 Ⅲ.4-4. <정관헌(靜觀軒)>, 오다쇼고,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Ⅲ.5-1. 1904년 경운궁 대화재, <View over Wall onto Smoldering Ruins>, 1905년경, 10 

×13.4cm, 코넬대학교도서관 윌러드 스트레이드 컬렉션.

도 Ⅲ.5-2. 1904년 경운궁 대화재, 『디일러스트레이션(The Illustration)』에 실린 사진, N 프랜
시스 촬영, 안창모,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동녘, 2009), p. 148.

도 Ⅲ.5-3. 1904년 경운궁 대화재, 삽화, 『더 그래픽(The Graphic)』 1904.6.11, H.C. Brewer 

그림, 안창모, 『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동녘, 2009), p. 148.

도 Ⅲ.6-1. 경운궁 중화전 화재 이전, <경운궁 사진엽서(慶運宮寫眞葉書)>, 소장품번호 고궁
81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 Ⅲ.6-2. 경운궁 중화전 화재 이후, <덕수궁 전경 엽서(德壽宮全景葉書)>, 이왕직장판(李
王職藏版), 8.9×13.9cm, 소장품번호 사운 51056,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도 Ⅲ.7-1. 경운궁과 경희궁을 연결하는 운교(홍교), 카를로 로세티, 이돈수·이순우 지음, 

『꼬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하늘재, 2009).

도 Ⅲ.7-2. 궐외각사를 잇는 운교, 서울역사박물관, 『정동1900』(서울역사박물관, 2012), p. 

29.

도 Ⅲ.8. <샌즈 고문관의 저택에서 본 전경>, 엘리아스 버튼 홈스, 이진석 옮김, 『1901년 서
울을 걷다』(푸른길, 2012), pp. 98-99.

도 Ⅲ.9-1. <경운궁 대안문(大安門)을 나서고 있는 명성황후 장례 행렬>, 미국 럿거스대학교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그리피스 컬렉션(Griffis Collection) 소장, 윌리
엄 그리피스, 양상현, 유영미 옮김,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눈빛, 2019).

도 Ⅲ.9-2. <명성황후의 신백(神魄)을 모신 신련(神輦) 및 행렬을 따르고 있는 곡궁인(哭宮
人)들의 모습>, 미국 럿거스대학교 그리피스 컬렉션 소장, 윌리엄 그리피스, 양상현, 유영미 
옮김,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눈빛, 2019).

도 Ⅲ.10. 명성황후로 보이는 삽화와 장례식 기사,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1898년 1월 9일,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에서 2016년 12월 공개, 『중앙일보』 
2019년 12월 19일, 「명성황후 진짜 얼굴 밝혀지나」.

도 Ⅲ.11-1. 한성 내 도로 개조 전의 남대문로, <남대문로>, 1896년경,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살림, 1994).

도 Ⅲ.11-2. 한성 내 도로 개조 전의 종로, <동대문 안 종로6정목>, 1896년경, 경성부 편저, 

『경성부사』 2, p. 298.

도 Ⅲ.12-1. 한성 내 도로 개조 후의 남대문로, <남대문 위에서 바라본 남대문로 일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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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국 언더우드 앤 언더우드 제작, 1904, 9×17.8cm, 서울역사박물관 편, 『1904 입체사
진으로 본 서울풍경』(서울역사박물관, 2018), p. 44.

도 Ⅲ.12-2. 한성 내 도로 개조 후의 종로, <동대문 안 종로6정목>, 1906년경, 경성부 편저, 

『경성부사』 2, p. 298.

도 Ⅲ.13. 경운궁 중심의 방사상도로망,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14-1. 전차개통식, 『콜리어스 위클리(Collier's Weekly)』,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Ⅲ.14-2. <종로 종각 근처의 전차선로분기점(Street [Railway] Scene in the Korean 

Capital, Seoul, Korea)>, 소장품번호 cph 3b19965,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PPOC, 워
싱턴 D.C.

도 Ⅲ.14-3. <전차가 통과하고 있는 남대문 바깥쪽의 모습(Outside the South Gate, On One 

of the Main Highways of the Hermit Capitol, Seoul, Korea)>, 소장품번호 cph 3b19892,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PPOC, 워싱턴 D.C.

도 Ⅲ.15-1. 경인선 개통 당시 영등포의 모습, 철도박물관 소장.

도 Ⅲ.15-2. 1900년 경인선 개통식, 철도박물관 소장.

도 Ⅲ.15참조. <경부선 개통날의 모습(Celebration of opening railway line from Seoul to 

Fusan, Chosen (Korea))>,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PPOC, 워싱턴 D.C.

도 Ⅲ.16. <서울 공사관 구역>, 1902-1904년, 카를로 로세티, 이돈수·이순우 지음, 『꼬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하늘재, 2009), pp. 50-51, 도 I-140fa.

도 Ⅲ.17. 공사관 구역 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정동 1900』(서울역사박물관, 2012), p. 43.

도 Ⅲ.18-1. <영국공사관>, 마이클 힐리어, 『정동 1900』(서울역사박물관, 2012), p. 48.

도 Ⅲ.18-2. <영국공사관>, 앵거스 해밀턴, 국립고궁박물관 편,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
국』(국립고궁박물관, 2010), p. 28.

도 Ⅲ.19-1. <미국공사관>, 이돈수 제공, 국립고궁박물관 편,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2010), p. 27.

도 Ⅲ.19-2. <미국공사관>, Diplomatic Career Residences, 1905-1909,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
털컬렉션 PPOC, 워싱턴 D.C.

도 Ⅲ.20-1. 아펜젤러사진첩의 배재학당,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소장, 『정동 1900』(서울역사박
물관, 2012), p. 74.

도 Ⅲ.20-2.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도 Ⅲ.21-1. <서울 공사관 구역>에서 확인되는 프랑스공사관, 코넬대학교도서관 윌러드 스
트레이드 컬렉션.

도 Ⅲ.21-2. <서울의 조감도(Bird’s-Eye View of Seoul)>, 미국 키스톤 뷰 컴퍼니(Keystone 

View Co) 제작, 1901년, 입체사진, 8.8×17.8cm,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PPOC, 워싱
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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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Ⅲ.22-1. <1896년 촬영된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사진으로 보는 서울 백년』(서울특별
시, 1984).

도 Ⅲ.22-2. <서울의 러시아 영사관>, 1901년경, 엘리아스 버튼 홈스, 이진석 옮김, 『1901년 
서울을 걷다』(푸른길, 2012), p. 100.

도 Ⅲ.23-1. <손탁호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도 Ⅲ.23-2. <손탁호텔 광고지>, 서울역사박물관, 『정동 1900』(서울역사박물관, 2012), p. 79.

도 Ⅲ.24-1. 일본인 거류지, 1895년경 왜성대 일본공사관 일대, 경성부 편저, 『경성부사』 2, 

p. 639.

도 Ⅲ.24-2. 일본인 거류지, 1897년경, 경성부 편저, 『경성부사』 2, p. 695.

도 Ⅲ.25-1.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25-2.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과 확장,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26. 일본인 거류지 도로개조(1895-1904),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27-1. 왜성대 공원의 위치,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27-2. <남산 기슭에서 내려다 본 서울전경>, 카를로 로세티, 이돈수·이순우 지음, 『꼬
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하늘재, 2009), pp. 94-95, 도 Ⅰ-156fa. 

도 Ⅲ.28-1. <통감부청사>,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하늘재, 2010).

도 Ⅲ.28-2. <총독관저>, 『선철연선명소, 사적, 미술 대관 사진첩(鮮鐵沿線 名所, 史蹟, 美術 
大觀 寫眞帖)』(만선출판협회, 1919),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하늘재, 

2010).

도 Ⅲ.29. 일본인 거류지 도로개조(1895-1907),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30-1. 1907년 황태자 방문 기념엽서, <일본 황태자 한국 방문 기념 사진 엽서(日本 
皇太子 韓國 訪問 記念 寫眞 葉書)>, 소장품번호 고궁54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 Ⅲ.30-2. 1907년 황태자 방문 기념엽서, <순종황제 일본 황태자 사진 엽서(純宗皇帝 日
本 皇太子 寫眞 葉書)>, 소장품번호 고궁54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 Ⅲ.31-1, 2, 3. 조선타이무스사(朝鮮タイムス社) 편집부, 『(황태자전하한국어도항)기념사
진첩((皇太子殿下韓國御渡航)紀念寫眞帖)』(190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Ⅲ.32-1. <창경궁 내>,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문화재청, 2006), p. 48.

도 Ⅲ.32-2. <창경궁 내>,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문화재청, 2006), p. 49.

도 Ⅲ.32-3. <창경궁 동물원>,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문화재청, 2006), p. 52.

도 Ⅲ.32-4. <창경궁 동물원>,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문화재청, 2006), p. 53.

도 Ⅲ.33-1. <설계자 하딩의 석조전 원도면, 석조전의 남측과 북측 입면도>, 일본 하버마츠 
도서관 520-62-JK, No. 74, 김은주, 『석조전:잊혀진 대한제국의 황궁』(민속원, 2014), p. 53.

도 Ⅲ.33-2. <석조전(모형)의 북서쪽 입면의 사진>, ‘American Architecture and Building 

News No. 1274, 1900년 5월 26일, 일본 하버마츠 시립도서관, 김은주, 『석조전: 잊혀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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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국의 황궁』(민속원, 2014), p. 59.

도 Ⅲ.33-3. <건축 중인 황제의 새 궁전>, 엠마 크뢰벨, 윤용선, 최용찬 옮김, 『엠마 크뢰벨
이 본 대한제국 황실 이야기』(대한민국역사박물관), pp. 208-209.

도 Ⅲ.34-1. <덕수궁 석조전>(완공 무렵으로 추정), 문화재청 창덕궁 관리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문화재청, 2006), p. 62.

도 Ⅲ.34-2. <덕수궁 석조전>, 문화재청 창덕궁 관리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문화재청, 2006), p. 63.

도 Ⅲ.35-1. <덕수궁 석조전 사진엽서(德壽宮石造殿寫眞葉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 Ⅲ.35-2. <경운궁(덕수궁)>, 『朝鮮風景人俗寫眞帖』(日韓書房·日之出商行·海市商會, 

191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Ⅳ.1-1.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안 「京城市區改修豫定計劃路線(도면)」위에 표기.

도 Ⅳ.1-2.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안 「京城市區改修豫定計劃路線(도면)」의 격자형 구조, 

1-13호선까지 표기.

도 Ⅳ.1-3.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안 「京城市區改修豫定計劃路線(도면)」위에 표기.

도 Ⅳ.1-4. 『조선총독부 관보』 제2962호에 실린 1919년안.

도 Ⅳ.1-5.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안 「京城市區改修豫定計劃路線(도면)」위에 1919년안 
일부 표기.

도 Ⅳ.2. 『매일신보』 1912년 4월 20일, 「사진: 경성 남대문 밖의 상황」.

도 Ⅳ.3. 『매일신보』 1913년 8월 22일, 「남대문에서 광화문통에 달하는 시구 개정 공사가 
낙성」.

도 Ⅳ.4-1. <조선은행>, <조선은행 엽서(The Chosen Bank)>, 1915-30년, 히노데-쇼코
(Hinode-Shoko)사 발행, 뉴욕 공립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 소장.

도 Ⅳ.4-2. <경성시가>, 『朝鮮』(朝鮮總督府, 1925),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Ⅳ.5-1. <남대문 정거장>, 『경성정거장 신축기념 사진첩(京城停車場新築記念寫眞帖)』
(1925), 철도박물관 소장.

도 Ⅳ.5-2. <경성역>, 『경성정거장 신축기념 사진첩』(1925), 철도박물관 소장.

도 Ⅳ.5-3. <경성역>, 『경성정거장 신축기념 사진첩』(1925), 철도박물관 소장.

도 Ⅳ.6-1. 『매일신보』 1914년 10월 10일, 「전부 준공된 조선호텔과 其玄關層階」.

도 Ⅳ.6-2. <조선호텔>, 『朝鮮鐵道旅行案內』(南満洲鉄道株式会社京城管理局, 1924), 서울역
사박물관 소장.

도 Ⅳ.7. 『매일신보』 1919년 2월 6일, 「사진: 混凝土工事中의 總督府新廳舍, 삼만구천통의 
양회로 바닥을 다지는 총독부의 새 집」.

도 Ⅳ.8-1. <공사 모습>,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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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총독부, 1929), p. 42.

도 Ⅳ.8-2. <공사 모습>,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조선총독부, 1929), p. 43.

도 Ⅳ.8-3. <공사 모습>,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조선총독부, 1929), p. 45.

도 Ⅳ.8-4. <공사 모습>,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조선총독부, 1929), p. 46.

도 Ⅳ.8-5. <청사정원>,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조선총독부, 1929), p. 10.

도 Ⅳ.8-6. <청사 준공 후 원경>,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조선총독부, 

1929), p. 7.

도 Ⅳ.8-7, 8. <대홀 북면 남면 벽화>,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조선총독부, 1929), pp. 

19-20.

도 Ⅳ.9-1. 『매일신보』 1925년 5월 31일 「사진: 朝鮮神社鳥瞰圖」.

도 Ⅳ.9-2. <남산과 신궁 사진>, 식민지 시기, 17.5×27.4cm, 서울역사박물관 편집, 『남산의 
힘』(서울역사박물관, 2015), p. 64. 

도 Ⅳ.10-1. 『매일신보』 1915년 5월 30일, 「공진회장의 진열관」.

도 Ⅳ.10-2. 『매일신보』 1915년 6월 20일, 「점차 준공되어가는 공진회장」.

도 Ⅳ.10-3. 『매일신보』 1915년 7월 6일, 「광화문에서 공진회장을 바라봄」.

도 Ⅳ.10-4. 『매일신보』 1915년 9월 11일, 「조감도」.

도 Ⅳ.11-1. 『매일신보』 1915년 8월 8일, 「전광화 된 광화문」. 

도 Ⅳ.11-2. 『매일신보』 1915년 9월 11일, 「화문석으로 새옷을 입힌 광화문과 회관의 정
면」.

도 Ⅳ.11-3. 『매일신보』 1915년 9월 12일, 「광화문 내외부」.

도 Ⅳ.11-4. 『매일신보』 1915년 11월 1일, 「작별하는 공진회 21일 광화문 앞의 관람자」.

도 Ⅳ.11-5. 『매일신보』 1915년 9월 15일, 「경회루의 전등장식과 꽃불」.

도 Ⅳ.11-6. 『매일신보』 1915년 9월 13일, 「공진회장 정면의 별 세계」.

도 Ⅳ.12-1. 「공진회 회장 전경」, 『(시정오년기념)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조선총독부, 

1916).

도 Ⅳ.12-2. <경회루>, 『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조선총독부, 1916).

도 Ⅳ.12-3. <철도국특설관>, 『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조선총독부, 1916).

도 Ⅳ.12-4. <전기탑>, 『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조선총독부, 1916).

도 Ⅳ.12-5. <남대문>, 『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조선총독부, 1916).

도 Ⅳ.13-1. <미술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9.1×14.1cm, 서울역사박물
관 소장.       

도 Ⅳ.13-2. <제2호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9.1×14.1cm, 서울역사박물
관 소장.

도 Ⅳ.13-3. <철도국 특설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9.1×14.1cm, 서울역



- 330 -

사박물관 소장.

도 Ⅳ.13-4. <연예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9.1×14.1cm, 서울역사박물
관 소장.

도 Ⅳ.13-5. <철도국 특설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9.1×14.1cm, 서울역
사박물관 소장.

도 Ⅳ.13-6. <정문 경복궁 광화문 앞 전기탑>,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9.1×14.1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Ⅳ.13-7. <분수탑과 철도국 특설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9.1×14.1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Ⅳ.13-8. <정문 경복궁 광화문>,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9.1×14.1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Ⅳ.13-1에서 8까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9.1×14.1cm, 서울역사박물
관 소장.

도 Ⅳ.14-1. <조선물산공진회 기념 포스터>, 1915년, 38.5×52.8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Ⅳ.14-2. 『매일신보』 1915년 9월 3일, 「始政5년 記念 朝鮮物産共進會: 京城案內編纂」.

도 Ⅳ.15-1. <경성안내 표지>, 『경성안내』(경성협찬회, 19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5-2. <시가>, 『경성안내』(경성협찬회, 19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5-3. <공진회장>, 『경성안내』(경성협찬회, 19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5-4. <박물관진열관>, 『경성안내』(경성협찬회, 19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6-1. 『경성안내기』(조선연구회, 1915)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6-2. 『신찬경성안내』(조선연구회, 1913)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6-3. <남대문통 일부>, 『신찬경성안내』(조선연구회, 19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6-4. <박물관전경>, 『신찬경성안내』(조선연구회, 19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7-2. 『매일신보』 1925년 10월 10일, 「경성역전의 봉축탑」.

도 Ⅳ.17-2. 『매일신보』 1925년 10월 17일, 「개장된 경성대운동장」.

도 Ⅳ.18-1. 『매일신보』 10월 4일, 「朝鮮神宮의 第一次鳥居」.

도 Ⅳ.18-2. 『매일신보』 10월 7일, 「電燈으로 輝煌의 色을 添한 神域」.

도 Ⅳ.18-3. 『매일신보』 10월 7일, 「낙성된 조선신궁」.

도 Ⅳ.18-4. 『매일신보』 10월 8일, 「竣功한 朝鮮神宮의 拜殿」
도 Ⅳ.18-5. 『매일신보』 10월 9일, 「朝鮮神宮의 千木」.

도 Ⅳ.18-6. 『매일신보』 10월 10일, 「鎭座를 待하는 神宮의 姬墻」.

도 Ⅳ.18-7. 『매일신보』  10월 15일, 「어령대를 신원에」.

도 Ⅳ.18-8. 『매일신보』 10월 16일, 「전시에 느러다은 학생의 기행렬」.

도 Ⅳ.19-1. <표참도>, 『조선신궁어진좌제기념사진첩(朝鮮神宮御鎭座祭紀念寫眞帖)』(朝鮮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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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家庭新報社, 192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9-2. <표참도에서 본 신궁입구>, 『조선신궁어진좌제기념사진첩』(朝鮮警察家庭新報
社, 192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9-3. <봉축탑>, 『조선신궁어진좌제기념사진첩』(朝鮮警察家庭新報社, 1925),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도 Ⅳ.20-1. <표참도>, 『조선신궁사진도집(朝鮮神宮寫眞圖集)』(朝鮮建築會, 1925),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도 Ⅳ.20-1. <표참도 계단에서 본 신궁입구>, 『조선신궁사진도집』(朝鮮建築會. 1925),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1-1. <표참도 계단에서 본 신궁 입구>, 『조선신궁사진첩(朝鮮神宮寫眞帖)』(朝鮮神宮
事務所, 192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1-2. <봉축탑>, 『조선신궁사진첩』(朝鮮神宮事務所, 192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2-1. <표참도 계단에서 본 신궁 입구>, 『조선신궁기(朝鮮神宮紀)』(國際情報社, 

192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2-2. <봉축탑>, 『조선신궁기』(國際情報社, 192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3-1. <표참도>, 『조선신궁조영지(朝鮮神宮造營誌)』(朝鮮總督府, 1927), 국립중앙도서
관 소장.

도 Ⅳ.23-2. <표참도 계단에서 본 신궁 입구>, 『조선신궁조영지』(朝鮮總督府, 1927), 국립중
앙도서관 소장.

도 Ⅳ.23-3. <신궁 지도>, 『조선신궁조영지』(朝鮮總督府, 192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4-1. 『동아일보』 1921년 7월 23일, 「京城小景-말히는 사진(一) 葉書의 材料」. 

도 Ⅳ.24-2. 1921년 7월 24일, 「京城小景-말히는 사진(二) 齋藤紀念塔」.

도 Ⅳ.24-3. 1921년 7월 25일, 「京城小景-말히는 사진(三) 古宮殿에 新作路」.

도 Ⅳ.24-4. 1921년 7월 29일, 「京城小景-말히는 사진(七) 地下의 巨物-조선에서 뎨일 큰히
수도」.

도 Ⅳ.25-1. 『매일신보』 1926년 1월 9일, 「작일 광화문통의 관병식」.

도 Ⅳ.25-2. 『매일신보』 1926년 1월 24일, 「삼천가객을 고대하는 총독부 신청사」.

도 Ⅳ.26-1. 『동아일보』 1926년 5월 16일, 「조선박람회」.

도 Ⅳ.26-2. 『동아일보』 1926년 5월 13일, 「조선박람회 제1회장 정문」.

도 Ⅳ.27-1. 『매일신보』 1912년 11월 3일, 「국화관상대회출품」.

도 Ⅳ.27-2. 『매일신보』 1912년 11월 5일, 「국화관상대회의 사람들」.

도 Ⅳ.28-1. 『매일신보』 1919년 4월 20일, 「사진: 창경원 앵화 터널」. 

도 Ⅳ.28-2. 『매일신보』 1920년 4월 20일, 「사진: 힘껏 만발된 창경원의 사쿠라」. 

도 Ⅳ.28-3. 『동아일보』 1922년 4월 23일, 「상춘은 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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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29-1. 『매일신보』 1917년 11월 11일, 「창덕궁대조전화재」 사진.

도 Ⅳ.29-2. 『매일신보』 1917년 11월 11일,, 「소실된 대조전 평면도」.

도 Ⅳ.29-3. 『매일신보』 1917년 11월 11일, 「소방 중의 광경」.

도 Ⅳ.30-1. 『매일신보』 1916년 7월 23일, 「종로 야시의 첫날밤」.

도 Ⅳ.30-2. 『동아일보』 1920년 5월 3일, 「종로야시」.

도 Ⅳ.31-1, 2. 『매일신보』 1917년 6월 22일, 「관화대회 1면 광고와 2면 지도」.

도 Ⅳ.31-3, 4. 『매일신보』 1918년 8월 4일, 「한강관화대회의 성황 1, 2」.

도 Ⅳ.32-1. 『매일신보』 1917년 10월 7일, 「10월7일부터 개통되는 한강인도교」.

도 Ⅳ.32-2. 『매일신보』 1917년 10월 7일, 「제1기치도공사로 완성된 주요 도로 약도」.

도 Ⅳ.32-3. 『매일신보』 1917년 10월 9일, 「개통되던 첫날-일반군중」.

도 Ⅳ.33-1. 『동아일보』 1925년 10월 5일, 「필경이전되는 光化門」.

도 Ⅳ.33-2. 『동아일보』 1926년 8월 11일, 「헐려짓는 光化門」.

도 Ⅳ.33-3. 『동아일보』 1925년 10월 20일, 「보고십흔사진」. 

도 Ⅳ.34-1.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 「생후 처음으로 자리를 옮긴 해태」. 

도 Ⅳ.34-2. 『동아일보』 1925년 9월 15일, 「경복궁 안에 있는 해태」. 

도 Ⅳ.35-1. 『동아일보』 1924년 6월 25일, 「내동리 명물- 종로 종각, 안국동 감고당」.

도 Ⅳ.35-2. 『동아일보』 1924년 6월 25일, 「내동리 명물- 종로 종각」.

도 Ⅳ.35-3. 『동아일보』 1924년 6월 25일, 「내동리 명물- 안국동 감고당」.

도 Ⅳ.36-1. 『동아일보』 1926년 12월 16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1」.

도 Ⅳ.36-2. 『동아일보』 1926년 12월 17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2」.

도 Ⅳ.36-3. 『동아일보』 1926년 12월 18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3」.

도 Ⅳ.36-4. 『동아일보』 1926년 12월 19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4」.

도 Ⅳ.36-5. 『동아일보』 1926년 12월 20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5」.

도 Ⅳ.36-6. 『동아일보』 1926년 12월 21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6」.

도 Ⅳ.36-7. 『동아일보』 1926년 12월 22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7」.

도 Ⅳ.36-8. 『동아일보』 1926년 12월 23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9」.

도 Ⅴ.1-1. <1926년 경성부 휘장>, 『동아일보』 1926년 9월 26일, 「경성부 휘장」.

도 Ⅴ.1-2. <1918년 경성부 휘장>, 『매일신보』 1918년 6월 18일, 「경성부 휘장」.

도 Ⅴ.2. 표지, 『신판 대경성 안내(新版大京城案內)』(京城都市文化硏究所, 1936),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도 Ⅴ.3-1. 표지, 『대경성 사진첩(大京城寫眞帖)』(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Ⅴ.3-2. 朝鮮神宮, 京城神社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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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3-3. 德壽宮, 南大門, 景福宮, 明政殿, 經學院, 春畝山博文寺, 『대경성 사진첩』(中央情
報鮮滿支社, 1937), pp. 2-3.

도 Ⅴ.3-4. 昌慶苑, 本町, 奬忠壇公園, パコダ公園,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5.

도 Ⅴ.3-5. 總督府博物館, 科學館, 朝鮮美術品製作所, 修養團朝鮮聯合會本部, 日本赤十字社
朝鮮本部,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6.

도 Ⅴ.3-6. 李鍵公邸, 李鍝公邸, 中樞院,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7.

도 Ⅴ.3-7. 朝鮮水産會, 京城商工會議所,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8.

도 Ⅴ.3-8. 京城華商總會, 朝鮮總督府, 京畿道廳, 京城府廳, 遞信局, 專賣局, 『대경성 사진
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p. 10-11.

도 Ⅴ.3-9. 朝鮮放送協會, 京城郵便局, 京城遞信分掌局, 永登浦郵便所, 京城郵便所長會聯合
會, 本町三郵便所, 京城無線電信局,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12.

도 Ⅴ.3-10. 京城驛, 京城中央電話局,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13.

도 Ⅴ.3-11. 朝鮮競馬俱樂部,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14.

도 Ⅴ.3-12. 朝鮮勸農株式會社, 朝鮮火藥銃砲株式會社, 京城水産株式會社, 大日本加理農業
部, 東光商事株式會社,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246.

도 Ⅴ.3-13. 三越, 株式會社三中井,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96.

도 Ⅴ.3-14. 株式會社丁子屋百貨店, 平田百貨店,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97.

도 Ⅴ.3-15. 和信, 洋熙百貨店, 三協商會, 『대경성 사진첩』(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p. 98.

도 Ⅴ.4-1. 봉투,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엽서세트>, 『그림엽서로 근대조선』 
2(민속원, 2017).

도 Ⅴ.4-2. <경회루>,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엽서세트>, 『그림엽서로 근대조
선』 2(민속원, 2017).

도 Ⅴ.4-3. <창경원>,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엽서세트>, 『그림엽서로 근대조
선』 2(민속원, 2017).

도 Ⅴ.4-4. <석조전>,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엽서세트>, 『그림엽서로 근대조
선』 2(민속원, 2017).

도 Ⅴ.4-5. <미츠코시>,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엽서세트>, 『그림엽서로 근대
조선』 2(민속원, 2017).

도 Ⅴ.4-6. <조지야>,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엽서세트>, 『그림엽서로 근대조
선』 2(민속원, 2017).

도 Ⅴ.5-1. 봉투, <대도경성(大都京城) 사진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5-2. <경회루>, <대도경성 사진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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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5-3. <한강철교>, <대도경성 사진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5-4. <경성시가>, <대도경성 사진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6-1. 봉투, <경성의 근대미(京城の近代美) 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6-2. <경회루>, <경성의 근대미 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6-3. <한강인도교>, <경성의 근대미 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7-1. 『조선일보』 1931년 8월 2일, 「헐려가는 종묘 담의 자취」.

도 Ⅴ.7-2. 『동아일보』 1932년 4월 22일, 「오늘부터 개통된 종묘관통도로」.

도 Ⅴ.8-1. 『동아일보』 1936년 4월 1일, 「확장(擴張) 되는 대경성(大京城)」.

도 Ⅴ.8-2. 『동아일보』 1936년 4월 1일, 「꽃전차」.

도 Ⅴ.9-1. 『매일신보』 1936년 4월 1일.

도 Ⅴ.9-2. 『매일신보』 1936년 4월 1일.

도 Ⅴ.10. 『조선일보』 1936년 4월 1일.

도 Ⅴ.11. 경성부 확장 축하회 기념품,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11 참조. <경성시가도>, 38.2×52.2cm, 천안박물관 소장.

도 Ⅴ.12-1. 『동아일보』 1927년 12월 20일, 「비행기 상에서 본 기자 이길용의 부감기」.

도 Ⅴ.12-2. 『동아일보』 1933년 6월 15일, 「신록(新綠)의 대경성(大京城) 부감기(俯瞰記) 6」.

도 Ⅴ.13-1. 『동아일보』 1933년 11월 15일, 「近代都市化한 鍾路」.

도 Ⅴ.13-2. 『동아일보』 1933년 5월 25일, 「좋아지는 통안 네거리」.

도 Ⅴ.14-1. 『동아일보』 1939년 1월 8일, 「조은전순환식교통정리도」. 

도 Ⅴ.14-2. 『동아일보』 1939년 5월 7일, 「朝銀 앞 “로타리” 京城의 異彩로 登塲」.

도 Ⅴ.14-3. <경성시가(京城市街)>, 조선총독부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 소장품번호 사운 
50460,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도 Ⅴ.15-1. 『동아일보』 1935년 2월 14일, 「동대문 밖 빈민의 집들」.

도 Ⅴ.15-2. 『동아일보』 1936년 8월 1일, 「밀려난 토막민 순방기」. 

도 Ⅴ.16-1에서 10까지. <경성백경 사진엽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17-1. 봉투, <반도문화의 중추, 경성의 근대 미관 최신원색판>, 『그림엽서로 보는 근
대 조선』(민속원, 2017).

도 Ⅴ.17-2. <창경원>, <반도문화의 중추, 경성의 근대 미관 최신원색판>,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 조선』(민속원, 2017).

도 Ⅴ.17-3. <경성시가>, <반도문화의 중추, 경성의 근대 미관 최신원색판>, 『그림엽서로 보
는 근대 조선』(민속원, 2017).

도 Ⅴ.18-1. <경성우편국과 미츠코시백화점이 있는 선은전 광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장.

도 Ⅴ.18-2. <미츠코시백화점 옥상에서 본 주변 모습>, 『신세계 개점70주년 기념 화보집』
(신세계백화점, 2014), pp.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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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18-3. <조선은행 앞에서 종로 방면을 바라보다>, 8.9×14.1cm, 소장품번호 사운 51257,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도 Ⅴ.19-1. <경회루와 미츠코시>, 9×14cm, 소장품번호 사운51066,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도 Ⅴ.19-2. <야경>,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신세계백화점, 2014), p. 21.

도 Ⅴ.19-3. <미츠코시백화점 옥상>,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신세계백화점, 

2014), pp. 24-25.

도 Ⅴ.19-4. <미츠코시백화점 전시실>,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신세계백화점, 

2014), pp. 24-25.

도 Ⅴ.20. 『동아일보』 1931년 1월 4일, 「종로가두의 이채 동아백화점」.

도 Ⅴ.21-1. <화신백화점 동관>(1932),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신세계백화점, 

2014), p. 28.

도 Ⅴ.21-2. <화신백화점 신관>(1937),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신세계백화점, 

2014), p. 29.

도 Ⅴ.21-3. <종로교차점과 화신>, 9.1×13cm, 소장품번호 사운51529,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도 Ⅴ.22. 『동아일보』 1932년 11월 22일, 「불야성 풍경(不夜城風景) 찬란(燦爛)한 유행품(流
行品) 아양에 물욕(物慾)을 담은 청춘안(靑春眼)」. 

도 Ⅴ.23. 『동아일보』 1938년 9월 29일, 「商美展遂開幕 早朝부터 觀客이 殺到」.

도 Ⅴ.24-1. 『동아일보』 1939년 9월 7일, 「선전특선작가(鮮展特選作家) 신작전(新作展)」 광
고.

도 Ⅴ.24-2. 『동아일보』 1939년 6월 2일, 「初特選畵家巡訪記-이미 화단의 거성적 존재가 되
어 있는 김인승」.

도 Ⅴ.25-1. 『조선일보』 1931년 4월 25일, 「창경원 밤 사쿠라」.

도 Ⅴ.25-2. 『조선일보』 1936년 4월 6일, 「봄은 창경원에로, 어린이 유원지」.

도 Ⅴ.25-3. 『조선일보』 1936년 4월 6일, 「봄은 창경원에로 원숭이장 앞의 사람들」.

도 Ⅴ.26-1. 『조선일보』 1931년 5월 16일, 「헐리려는 덕수궁」. 

도 Ⅴ.26-2. 『동아일보』 1932년 4월 24일, 「일부 철훼설 전하는 덕수궁」. 

도 Ⅴ.27-1. 『동아일보』 1932년 7월 27일, 「공개될 날을 긔다리는 덕수궁의 요사이(금일정
동에서)」. 

도 Ⅴ.27-2. 『동아일보』 1933년 2월 12일, 「사라진 과거(過去)의 회상(回想) 터로 금추(今秋)

에 공개(公開)할 덕수궁(德壽宮)」.

도 Ⅴ.28-1. 『동아일보』 1933년 9월 30일, 「공개되는 덕수궁」.

도 Ⅴ.28-2. 『동아일보』 1933년 10월 1일, 「덕수궁 개원식」.

도 Ⅴ.29-1. 『매일신보』 1933년 9월 17일, 「上野美術學校에 李王殿下行次 덕수궁 미술관에 
진렬케 된 工藝品을 御巡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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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29-2. 『매일신보』 1933년 9월 30일, 「展列마친 德壽宮의 彫塑像」.

도 Ⅴ.30-1. 『조선일보』 1938년 9월 27일, 「덕수궁 미술관 앞에 분수신설」.

도 Ⅴ.30-2. <덕수궁 석조전 앞 정원>, 소장품번호 건판030458, 『유리원판 목록집』 Ⅴ, p. 

38. 

도 Ⅴ.30-2. <덕수궁 석조전과 이왕가 미술관 전경>, 소장품 번호 건판030501, 『유리원판 
목록집』 Ⅴ, p. 40. 

도 Ⅴ.31. 표지,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Ⅴ.32. 표지,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조선총독부, 1915-35).

도 Ⅴ.33. 표지, 『은뢰(恩賴)』(朝鮮神宮奉贊會編纂, 1937). 

도 Ⅴ.34-1. 『동아일보』 1929년 7월 11일, 「조선박람회 광고」.

도 Ⅴ.34-2. 『동아일보』 1935년 10월 2일, 「시정25주년 기념식거행」.

도 Ⅴ.35-1. 『동아일보』 1939년 6월 3일, 「조선미전 진열 완료」.

도 Ⅴ.35-2. 『동아일보』 1939년 6월 5일, 「조선미전 금일 공개」.

도 Ⅴ.35-3. 『동아일보』 1939년 6월 12일, 「전람회장진열준비광경」.

도 Ⅴ.36-1. 표지, 『별건곤』 1929년 9월호(대경성 특집호).

도 Ⅴ.36-2. 『별건곤』 1929년 9월호에 실린 사진.

도 Ⅴ.36-3. <경성성벽>, 『경성편람(京城便覽)』(홍문사, 1929),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소
장.

도 Ⅴ.36-4. <경성성벽>, 소장품번호 구입2571,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

도 Ⅴ.37-1. 『동아일보』 1931년 1월 10일, 「작금의 사회상 1 문명의 해독」.

도 Ⅴ.37-2. 『동아일보』 1931년 1월 11일, 「작금의 사회상 2 담배버리」.

도 Ⅴ.37-3. 『동아일보』 1931년 1월 13일, 「작금의 사회상 3 마작중독」.

도 Ⅴ.37-4. 『동아일보』 1931년 1월 14일, 「작금의 사회상 4 지척이 천리」.

도 Ⅴ.37-5. 『동아일보』 1931년 1월 15일, 「작금의 사회상 5 호떡집 대번창」.

도 Ⅴ.37-6. 『동아일보』 1931년 1월 17일, 「작금의 사회상 6 시골의 집회」.

도 Ⅴ.37-7. 『동아일보』 1931년 1월 18일, 「작금의 사회상 7 거름통 뒤지기」.

도 Ⅴ.37-8. 『동아일보』 1931년 1월 20일, 「작금의 사회상 8 마코가 파스」.

도 Ⅴ.37-9. 『동아일보』 1931년 1월 21일, 「작금의 사회상 9 한봉팔아주시오」.

도 Ⅴ.38-1. 『동아일보』 1928년 4월 12일, 「춘일가상소견 1 오후의 박석고개」.

도 Ⅴ.38-2. 『동아일보』 1928년 4월 15일, 「춘일가상소견 4 인력거꾼」.

도 Ⅴ.38-3. 『동아일보』 1928년 4월 19일, 「춘일가상소견 7 모던 보이 모던 걸」.

도 Ⅴ.39-1. 『동아일보』 1929년 6월 1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1 일없이 타고도는 자동
차」.

도 Ⅴ.39-2. 『동아일보』 1928년 6월 2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2 진듸기 상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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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39-3. 『동아일보』 1928년 6월 3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3 전차에서도 화장」.

도 Ⅴ.39-4. 『동아일보』 1929년 6월 4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4 모던 보이를 흉내내는 
보이」.

도 Ⅴ.39-5. 『동아일보』 1928년 6월 5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5 모던 껄의 웃는 얼굴」.

도 Ⅴ.39-6. 『동아일보』 1928년 6월 6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6 이것도 공원이냐-파고
다 공원」.

도 Ⅴ.39-7. 『동아일보』 1929년 6월 9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7 허울좋은 부량군 수용
소-공원」
도 Ⅴ.39-8. 『동아일보』 1929년 6월 12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8 술 취한 여자」. 

도 Ⅴ.40-1. 『동아일보』 1932년 3월 19일, 「한양춘색 1 성지의 춘색」.

도 Ⅴ.40-2. 『동아일보』 1932년 3월 20일, 「한양춘색 2 한강수」.

도 Ⅴ.40-3. 『동아일보』 1932년 3월 23일, 「한양춘색 3 종로의 거리」.

도 Ⅴ.40-4. 『동아일보』 1932년 3월 24일, 「한양춘색 4 광화문」.

도 Ⅴ.40-5. 『동아일보』 1932년 3월 26일, 「한양춘색 5 교외의 봄」.

도 Ⅴ.40-6. 『동아일보』 1932년 3월 29일, 「한양춘색 6 탑동공원」.

도 Ⅴ.40-7. 『동아일보』 1932년 3월 30일, 「한양춘색 7 한양춘색의 프로퓔」.

도 Ⅴ.41-1. 『동아일보』 1935년 6월 25일, 「서울풍경 기일」.

도 Ⅴ.41-2. 『동아일보』 1935년 6월 27일, 「서울풍경 기이」.

도 Ⅴ.41-3. 『동아일보』 1935년 6월 28일, 「서울풍경 기삼」.

도 Ⅴ.41-4. 『동아일보』 1935년 6월 29일, 「서울풍경 기사」.

도 Ⅴ.41-5. 『동아일보』 1935년 7월 2일, 「서울풍경 5 종로 네거리」.

도 Ⅴ.41-6. 『동아일보』 1935년 7월 7일, 「서울풍경 6 탑동공원」.

도 Ⅴ.41-7. 『동아일보』 1935년 7월 9일, 「서울풍경 7 동관 네거리」.

도 Ⅴ.41-8. 『동아일보』 1935년 7월 10일, 「서울풍경 8 안국동 네거리」.

도 Ⅴ.41-9. 『동아일보』 1935년 7월 11일, 「서울풍경 9 덕수궁 석조전에서 바라봄」.

도 Ⅴ.41-10. 『동아일보』 1935년 7월 13일, 「서울풍경 10 정동 네거리」.

도 Ⅴ.41-11. 『동아일보』 1935년 7월 14일, 「서울풍경 11 경성역을 바라봄」.

도 Ⅴ.41-12. 『동아일보』 1935년 7월 13일, 「서울풍경 12 동소문」.

도 Ⅴ.41-13. 『동아일보』 1935년 7월 21일, 「서울풍경 13 경학원」.

도 Ⅴ.41-14. 『동아일보』 1935년 7월 26일, 「서울풍경 14 신무문」.

도 Ⅴ.42-1. 『동아일보』 1927년 6월 2일, 「미전특선 서양화부 신부청사 손일봉」.

도 Ⅴ.42-2. 『동아일보』 1928년 5월 16일, 「미전특선 작품과 그 사람들 8, 풍경 손일봉」.

도 Ⅴ.42-3. 『동아일보』 1929년 9월 1일, 「미전특선작품, 북악을 등진 풍경 파국-김주경」.

도 Ⅴ.42-4. 김주경, <북악을 등진 풍경>, 1929년, 캔버스에 유채, 97.5×130cm, 국립현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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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 소장.

도 Ⅴ.43-1. 『동아일보』 1938년 3월 9일, 「탐춘화첩 1 종로」.

도 Ⅴ.43-2. 『동아일보』 1938년 3월 10일, 「탐춘화첩 2 육조 앞」.

도 Ⅴ.43-3. 『동아일보』 1938년 3월 11일, 「탐춘화첩 3 사직골」.

도 Ⅴ.43-4. 『동아일보』 1938년 3월 12일, 「탐춘화첩 4 정동 옛 거리」.

도 Ⅴ.43-5. 『동아일보』 1938년 3월 13일, 「탐춘화첩 5 김화산」.

도 Ⅴ.43-6. 『동아일보』 1938년 3월 15일, 「탐춘화첩 6 남산」.

도 Ⅴ.43-7. 『동아일보』 1938년 3월 16일, 「탐춘화첩 7 자하골 경무대」.

도 Ⅴ.43-8. 『동아일보』 1938년 3월 17일, 「탐춘화첩 8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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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판

도 Ⅰ.1. 경성이 소개된 부분, 조선총독부 철도
국(朝鮮總督府鐵道局), 『반도의 근영(半島の近
影)』(朝鮮總督府鐵道局, 1937), pp. 28-2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도 Ⅰ.2-1. 봉투, 도 Ⅰ.2-2. <창경원>, 도 Ⅰ.2-3. <미츠코시>,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朝鮮文化の結晶たる京城を巡る) 엽서세트>, 『그림엽서로 근
대조선』 2(민속원, 2017).

도 Ⅰ.3-1. 표지, 도 Ⅰ.3-2. <근정전>, p. 5, 도 Ⅰ.3-3. <경성우편국>, p. 69, 
『경성편람(京城便覽)』(홍문사, 1929),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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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Ⅱ.1. 오거스트 르느와르
(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퐁네프 (Pont-Neuf)>, 1872년, 
캔버스에 유채, 75.3×93.7cm,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 워
싱턴 D.C.(Washington, D.C.).

도 Ⅱ.2. 카이유 보트(Gustave 
Caillebotte, 1848-1894), <비 오는 
날 파리의 거리(Rue de Paris, 
temps de pluie)>, 1877년, 캔버스에 
유채, 212×276cm, 시카고 미술관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시카
고(Chicago).

도 Ⅱ.3.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카퓌신 대로
(Boulevard des Capucines)>, 1873
년, 캔버스에 유채, 80.3×60.3cm,  
넬슨 엣킨스 미술관( Nelson-Atkins 
Museum of Art) , 캔자스(Kansas).

도 Ⅱ.4-1. 클로드 모네, <생 라자르 
역(La Gare Saint-Lazare)>, 1877년, 캔
버스에 유채, 75×105cm, 오르세 미술
관(Musée d'Orsay), 파리(Paris).

도 Ⅱ.4-2. 클로드 모네, <생 라자르 
역(La Gare Saint-Lazare, le train de 
Normandie)>, 1877년, 캔버스에 유채, 
59.6×80.2cm, 시카고 미술관, 시카고.

도 Ⅱ.5. 에두아르 마네
(Édouard Manet,1832–1883), 
<철교(Le chemin de fer)>, 
1873년, 캔버스에 유채, 
93.3×111.5cm, 국립미술관, 워
싱턴 D.C.

도 Ⅱ.7-2. 에두아르 마네, 
< 1 8 6 7 년 만 국 박 람 회
(L'Exposition Universelle de 
1867)>, 1867년, 캔버스에 유
채, 108×196cm, 국립미술관
(The 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오슬
로.

도 Ⅱ.6. 카이유 보트, 
<유럽 다리(Le Pont de l'Europe)>, 
1876년, 캔버스에 유채, 125 × 181 
cm, 프티팔레 미술관(Musée du Petit 
Palais), 제네바(Geneva).

도 Ⅱ.7-1. 에두아르 마네, <튈르리 
공원의 음악회(La musique aux 
Tuileries)>, 1862년, 캔버스에 유채, 
76×118cm,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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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Ⅱ.8. 에드가 드가(Edgar Degas, 
1834-1917), 
<카페 앞의 여인(Women in Front 
of a Cafe)>, 1877년, 파스텔, 
55×72cm, 오르세 미술관, 파리.

도 Ⅱ.9-1. 오거스트 르느와르, 
< 그 르 니 에 르 유 원 지 ( L a 
Grenouillére)>, 1869년, 캔버스에 유
채, 66×81cm, 국립미술관
(Nationalmuseum), 스톡홀름
(Stockholm).

도 Ⅱ.9-2. 클로드 모네, 
< 그 르 니 에 르 유 원 지 ( L a 
Grenouillére)>, 1869년, 캔버스에 
유채, 74.6×99.7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뉴욕.

도 Ⅱ.10-1. 카이유 보트, <유럽 다
리, 스케치(Le Pont de l'Europe, 
esquisse)>, 1876년, 캔버스에 유채, 
64.7×81.3cm, 크리스티(Christie's).

도 Ⅱ.10-2. 카이유 보트, <발코니
(Un balcon)>, 1880년, 캔버스에 유
채, 92×69cm, 개인소장.

도 Ⅱ.10-3. 카이유 보트, <오스만 
대로의 발코니 앞의 남자(L'homme 
au balcon, Boulevard Haussmann)>, 
1880년, 캔버스에 유채, 
116.5×89.5cm, 크리스티(Christie's).

도 Ⅱ.11-1. 샤를 마빌(Charles Marville, 
1813-1879), <카루셀 다리에서 본 센 강(The 
Seine from the Pont du Carrousel, Looking 
toward Notre Dame)>, 1854년경, 
15.8×42.7cm, 카르나발레 박물관(Musée 
Carnavalet), 파리.

도 Ⅱ.11-2. 샤를 마빌, <오페라 거
리의 건설(Percement de l'avenue de 
l'Opéra)>, 1876년, 25.1×36.4cm, 카
르나발레 박물관, 파리.

도 Ⅱ.11-3. 샤를 마빌,  <샹플랜 거
리 위에서(Top of the rue 
Champlain)>, 1877-1878년경, 카르
나발레 박물관, 파리.

도 Ⅱ.11-4. 샤를 마빌, <콘스탄틴 
거리(Rue de Constantine)>, 1865년, 
27.3×36.8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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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Ⅱ.12. 츠키오카 요시토시(月岡芳年, 혹은 大蘇芳
年, 1839-1892), <토쿄로 입성하기 전 부교를 지나는 
천황의 행렬(武州六郷船渡圖)> 1868년, 판화, 
36×72cm, 와세다대학교 도서관(早稲田大学図書館), 토
쿄.

도 Ⅱ.13-1. 토요하라 치카노부(豊原周延, 1838–
1912), <헌법 발포시 황거를 나서는 모습 (憲法発布宮
城二重橋御出門之図)>, 1889년, 토쿄도립 중앙도서관
(東京都立中央図書館), 토쿄.

도 Ⅱ.13-2. 아다치 킨코(安達吟光, 1853-?, active c. 
1870–1908), <정전에서 거행된 메이지 헌법 발포식의 
모습(新皇居於テ正殿憲法発布式之図)>, 1889년 3월 2
일, 목판화, 37.5×24.1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도 Ⅱ.14-1. <샹제리제 거리>, 구메 
구니타케, 정애영 등역, 『미구회람
실기』 3(소명출판, 2011), p. 68.
도 Ⅱ.14-2. <이탈리아 거리(파리에
서 가장 아름다운 대로)>, 구메 구
니타케, 정애영 등역, 『미구회람실
기』 3(소명출판, 2011), p. 82.

도 Ⅱ.15-1. 우타가와 히로시게 3대(歌川広重（三代), 
1842-1894), <토교개화명승 긴자거리 양측 벽돌 상가
(東京開化名勝京橋石造銀座通り両側煉化石商家盛栄之
図)>, 1874년, 에도 토쿄 박물관(江戸東京博物館), 토
쿄.

도 Ⅱ.15-2. 우타가와 히로시게 3대(歌川広重（三代), 
1842-1894), <토쿄명소 긴자 벽돌 거리의 철도마차(東
京名所之内　 銀座通煉瓦造鉄道馬車往復図)>, 1882년, 
목판화, 38×77cm, 토쿄도립중앙도서관(東京都立中央図
書館), 토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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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Ⅱ.16-1. <성벽>, 
길모어, 신복룡 옮김,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p. 42.

도 Ⅱ.16-2. <동대문>, 
길모어, 신복룡 옮김,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p. 180.

도 Ⅱ.16-3. <남대문>, 
길모어, 신복룡 옮김, 『서울풍물지』
(집문당, 1999), p. 209.

도 Ⅱ.16-4. <서대문>, 
제임스 게일, 최재형 옮김,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책비, 2018), p. 158.

도 Ⅱ.16-5. <동대문 밖>, 
제임스 게일, 최재형 옮김,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책비, 2018), p. 304. 

도 Ⅱ.16-6. 휴버트 보스(Hubert Vos, 
1855-1935), <서울 풍경>, 1898-99년, 
캔버스에 유채, 31×69cm, 국립현대
미술관 소장, 과천.

도 Ⅱ.17-1. <서울 전경>, 1888-1891년, 
하야시타케이치(林武一), 『조선국진경(朝鮮國眞景)』(林
亀子, 1892),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도 Ⅱ.17-2. <서울 전경>, 1888-1891년, 
하야시타케이치, 『조선국진경』(林亀子, 1892), 일본국
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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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Ⅲ.1. 대한제국 시기 경운궁 배치도, <덕수궁 평면
도>, 1910년 2월, 오다 쇼고(小田省吾)의 『덕수궁사(德
壽宮史)』(이왕직, 1938)에 수록, 파란 부분이 현재.

도 Ⅲ.2. <정동의 황궁>, 1902-1904년, 
카를로 로세티, 이돈수·이순우 지음, 『꼬레아 에 꼬레
아니 사진해설판』(하늘재, 2009), pp. 48-49, 도 
II-060fb.

도 Ⅲ.3-1. 함녕전(咸寧殿), 도 Ⅲ.3-2. 준명당(浚明堂), 도 Ⅲ.3-3. 즉조당(卽祚堂), 도 Ⅲ.3-4. 석어당(昔御堂),
오다 쇼고(小田省吾)의 『덕수궁사(德壽宮史)』(이왕직, 1938)에 수록.

도 Ⅲ. 4-1. <중명전(重眀殿), The 
Imperial Guest House (Mdlle. 
Sonntag)>,  1905년경, 코넬대학교도
서관 윌러드 스트레이드 컬렉션.

도 Ⅲ.4-3. <돈덕전(惇德殿) 정면>,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일본 궁내
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2006년, 문
화재청), p. 64.

도 Ⅲ.4-4. <정관헌(靜觀軒)>, 오다
쇼고의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Ⅲ.4-2. <수옥헌(이후 중명전)>, 
오다쇼고,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Ⅲ.4-2 참조. 경운궁 내 서양식 전각 1899년 수옥헌(이후 중명전), 『아
펜젤러 사진첩』,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소장, 『정동 1900』(서울역사박물
관, 2012),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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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Ⅲ.5-1. 1904년 경운궁 대화재, 
<View over wall onto smoldering 
ruins>, 1905년경, 10×13.4cm, 코넬
대학교도서관 윌러드 스트레이드 
컬렉션.

도 Ⅲ.5-2. 1904년 경운궁 대화재,
 『 디 일 러 스 트 레 이 션 ( T h e 
Illustration)』에 실린 사진, N 프랜
시스 촬영, 안창모, 『덕수궁』(동녘, 
2009), p. 148.

도 Ⅲ.5-3. 1904년 경운궁 대화재,
삽화, 『더 그래픽(The Graphic)』 
1904.6.11, H.C. Brewer 그림, 안창
모, 『덕수궁』(동녘, 2009), p. 148.

도 Ⅲ. 6-1.경운궁 중화전 화재 이전, 
<경운궁 사진엽서(慶運宮 寫眞葉書)>, 
고궁815, 국립고궁박물관.

도 Ⅲ.6-2. 경운궁 중화전 화재 이후,
<덕수궁 전경 엽서(德壽宮全景葉書)>,
이왕직장판(李王職藏版), 8.9×13.9cm, 
소장품번호 사운 51056,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도 Ⅲ.7-1. 경운궁과 경희궁을 연결하는 운교(홍교), 카
를로 로세티, 이돈수·이순우 지음, 『꼬레아 에 꼬레아
니 사진해설판』(하늘재, 2009).

도 Ⅲ.7-2. 궐외각사를 잇는 운교, 서울역사박물관, 
『정동1900』(서울역사박물관, 2012), p. 29.

도 Ⅲ.8. <샌즈 고문관의 저택
에서 본 전경>, 엘리아스 버
튼 홈스, 이진석 옮김, 『1901
년 서울을 걷다』(푸른길, 
2012), pp.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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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도 Ⅲ.9-1. <경운궁 대안문(大安門)을 나서고 있는 명성황후 장례 행렬>, 미국 럿거스대학교(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그리피스 컬렉션(Griffis Collection) 소장, 윌리엄 그리피스, 양상현, 유영미 옮김,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눈빛, 2019).
중/ 도 Ⅲ.9-2. <명성황후의 신백(神魄)을 모신 신련(神輦) 및 행렬을 따르고 있는 곡궁인(哭宮人)들의 모습>, 미
국 럿거스대학교 그리피스 컬렉션 소장, 윌리엄 그리피스, 양상현, 유영미 옮김,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눈빛, 2019).
우/ 도 Ⅲ.10. 명성황후로 보이는 삽화와 장례식 기사,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1898년 
1월 9일,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에서 2016년 12월 공개, 『중앙일보』 2019년 12월 19일, 「명성황후 진짜 얼굴 밝
혀지나」.

도 Ⅲ.11-1. 한성 내 도로 개조 전의 남대문로,
<남대문로>, 1896년경,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살림, 1994).

도 Ⅲ.11-2. 한성 내 도로 개조 전의 종로
<동대문 안 종로6정목>, 1896년경, 경성부 편저, 
『경성부사』 2, p. 298.

도 Ⅲ.12-1. 한성 내 도로 개조 후의 남대문로,
<남대문 위에서 바라본 남대문로 일대의 전경>
미국 언더우드 앤 언더우드 제작, 1904, 9×17.8cm, 서울역
사박물관 편, 『1904 입체사진으로 본 서울풍경』(서울역사
박물관, 2018), p. 44.

도 Ⅲ.12-2. 한성 내 도로 개조 후의 종로
<동대문 안 종로6정목>, 1906년경, 경성부 편저, 
『경성부사』 2,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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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Ⅲ.13. 경운궁 중심의 방사상도로망, <최신경성전도
(1907)>에 표기.

도 Ⅲ.14-1. 전차개통식, 『콜리어스 위클리(Collier's 
Weekly)』,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Ⅲ.14-2. <종로 종각 근처의 전
차선로분기점(Street [Railway] 
Scene in the Korean Capital, Seoul, 
Korea)>, 소장품번호 cph 3b19965,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PPOC, 워싱턴 D.C.

도 Ⅲ.14-3. <전차가 통과하고 있는 
남대문 바깥쪽의 모습(Outside the 
South Gate, On One of the Main 
Highways of the Hermit Capitol, 
Seoul, Korea)>, 소장품번호 cph 
3b19892,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PPOC, 워싱턴 D.C.

도 Ⅲ.15참조. <경부선 개통날의 모
습(Celebration of Opening Railway 
Line from Seoul to Fusan, Chosen 
(Korea))>,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PPOC, 워싱턴 D.C.

도 Ⅲ.15-1. 경인선 개통 
당시 영등포의 모습, 철도
박물관 소장.
도 Ⅲ.15-2. 1900년 경인
선 개통식, 철도박물관 소
장.

도 Ⅲ.16. <서울 공사관 구역>, 1902-1904년, 『꼬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하늘재, 2009), pp. 50-51, 도 
I-140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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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Ⅲ. 17. 공사관 구역 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정동 1900』(서울역
사박물관, 2012), p. 43.

도 Ⅲ.18-1. <영국공사관>, 마이클 
힐리어, 『정동 1900』(서울역사박물
관, 2012), p. 48.
도 Ⅲ.18-2. <영국공사관>, 
앵거스 해밀턴, 국립고궁박물관 편,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국립
고궁박물관, 2010), p. 28.
도 Ⅲ.19-1. <미국공사관>, 
이돈수 제공, 국립고궁박물관 편,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국립
고궁박물관, 2010), p. 27.
도 Ⅲ.19-2. <미국공사관>,
1905-1909년,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
털컬렉션 PPOC, 워싱턴 D.C.

도 Ⅲ.20-1. 아펜젤러 사진첩
의 배재학당, 배재학당역사박
물관 소장, 『정동 1900』(서울
역사박물관, 2012), p. 74.
도 Ⅲ.20-2.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

도 Ⅲ.21-1. <서울 공사관 구역>에서 확인되는 프랑스
공사관, 코넬대학교도서관 윌러드 스트레이드 컬렉션.

도 Ⅲ.21-2. <서울의 조감도(Bird’s-Eye View of 
Seoul)>, 미국 키스톤 뷰 컴퍼니(Keystone View Co) 제
작, 1901, 입체사진, 8.8×17.8cm, 미국 의회도서관 디지
털컬렉션 PPOC,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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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Ⅲ.22-1. <1896년 촬영된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사진으로 보는 서울백년』(서울특별시, 1984).

도 Ⅲ.22-2. <서울의 러시아 영사관>, 1901년경, 엘리
아스 버튼 홈스, 이진석 옮김, 『1901년 서울을 걷다』
(푸른길, 2012), p. 100.

도 Ⅲ.23-1. <손탁호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도 Ⅲ.23-2. <손탁호텔 광고지>, 서울역사박물관, 『정동 
1900』(서울역사박물관, 2012), p. 79.

도 Ⅲ.24-1. 일본인 거류지, 1895년
경 왜성대 일본공사관 일대, 경성
부 편저, 『경성부사』 2, p. 639.

도 Ⅲ.24-2. 일본인 거류지, 1897년
경, 경성부 편저, 『경성부사』 2, p. 
695.

참조) 도 Ⅲ.21-2에서 확인되는 
1904년 진고개 일대.

도 Ⅲ.25-1.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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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Ⅲ. 25-2. 
일본인 거류지의 형성과 확장,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26. 
일본인 거류지 도로개조(1895-1904),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 27-1. 왜성대 공원의 위치,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 27-2. <남산 기슭에서 내려다 본 서
울전경>, 『꼬레아 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
(하늘재, 2009), pp. 94-95, 도 Ⅰ-156fa. 

도 Ⅲ. 28-1. 통감부청사,
도 Ⅲ. 28-2. <총독관저>, 
『선철연선명소, 사적, 미술 대
관 사진첩(鮮鐵沿線 名所, 史
蹟, 美術 大觀 寫眞帖)』(만선출
판협회, 1919),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
술국치의 현장』(하늘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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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Ⅲ.29. 
일본인 거류지 도로개조(1895-1907),
<최신경성전도>(1907)에 표기.

도 Ⅲ.30-1. 1907년 황태자 방문 기념엽서,
<일본 황태자 한국 방문 기념 사진 엽서(日本 皇太子 
韓國 訪問 記念 寫眞 葉書)>, 고궁54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 Ⅲ.30-2. 1907년 황태자 방문 기념엽서,
<순종황제 일본 황태자 사진 엽서(純宗皇帝 日本 皇
太子 寫眞 葉書)>, 고궁54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 Ⅲ.31-1, 2, 3. 조선타이무스사(朝鮮タイムス社) 편집부, 『(황태자전하한국어도항)기념사진첩((皇太子殿下韓國
御渡航)紀念寫眞帖)』(朝鮮タイムス社, 190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Ⅲ.32-1, 2. <창경궁 
내>,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문화재청, 
2006), p. 48, p. 49.

도 Ⅲ.32-3, 4. 창경궁 동
물원,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문화재청, 
2006), p.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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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Ⅲ. 33-1. <설계자 하딩의 석조전 원도면, 석조전의 
남측과 북측 입면도>, 일본 하버마츠 도서관 
520-62-JK, No. 74, 김은주, 『석조전:잊혀진 대한제국의 
황궁』(민속원, 2014), p. 53.

도 Ⅲ. 33-2. <석조전(모형)의 북서쪽 입면의 사진>, 
‘American Architecture and Building News No. 1274, 
1900년 5월 26일, 일본 시즈오카(靜岡) 현 하버마츠 
시립도서관, 김은주, 『석조전: 잊혀진 대한제국의 황
궁』(민속원, 2014), p. 59.

도 Ⅲ. 33-3. <건축 중인 황제의 새 궁전>, 엠마 크뢰벨, 윤용선, 
최용찬 옮김, 엠마 크뢰벨이 본 대한제국 황실 이야기(대한민국
역사박물관), pp. 208-209.

도 Ⅲ. 34-1. <덕수궁 석조전>(완공 무렵으로 추정), 문
화재청 창덕궁 관리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
진첩』(문화재청, 2006), p. 62.

도 Ⅲ. 34-2. <덕수궁 석조전>, 문화재청 창덕궁 관리
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문화재청, 
2006), p. 63.

도 Ⅲ. 35-1. <덕수궁 석조전 사진 엽서(德壽宮 石造殿 
寫眞葉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도 Ⅲ. 35-2. <경운궁(덕수궁)>, 『朝鮮風景人俗寫眞帖』
(日韓書房·日之出商行·海市商會, 1911), 서울역사박물
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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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1-1.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안 「京城市區改修豫定計
劃路線(도면)」위에 표기.

도 Ⅳ.1-2.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안 「京城市區改修豫定計
劃路線(도면)」의 격자형 구조, 
1-13호선까지 표기.

도 Ⅳ.1-3.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안 「京城市區改修豫定計劃路線(도면)」위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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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2. 『매일신보』 1912년 4월 20
일, 「사진: 경성 남대문 밖의 상
황」.
도 Ⅳ.3. 『매일신보』 1913년 8월 22
일, 「남대문에서 광화문통에 달하
는 시구 개정 공사가 낙성」.

도 Ⅳ.4-1. <조선은행>, <조선은행 
엽서(The Chosen Bank)>, 1915-30
년, 히노데-쇼코(Hinode-Shoko)사 
발행, 뉴욕 공립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 소장.
도 Ⅳ.4-2. <경성시가>, 『朝鮮』(朝
鮮總督府, 1925),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Ⅳ.5-1. <남대문 정거장>, 『경성
정거장 신축기념 사진첩(京城停車
場新築記念寫眞帖)』(1925), 철도박
물관 소장.
도 Ⅳ.5-2. <경성역>, 『경성정거장 
신축기념 사진첩(京城停車場新築
記念寫眞帖)』(1925), 철도박물관 소
장.
도 Ⅳ.5-3. <경성역>, 『경성정거장 
신축기념 사진첩(京城停車場新築記
念寫眞帖)』(1925), 철도박물관 소
장.

도 Ⅳ.6-1. 『매일신보』 1914년 10월 
10일, 「전부 준공된 조선호텔과 其
玄關層階」.
도 Ⅳ.6-2. <조선호텔>, 『朝鮮鐵道
旅行案內』(南満洲鉄道株式会社京
城管理局, 1924),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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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1-4. 『조선총독부 관보』 제2962호
에 실린 1919년안.

도 Ⅳ.1-5. 『조선총독부 관보』 1912년안 「京城市區改修豫定計劃路線
(도면)」위에 1919년안 일부 표기.

도 Ⅳ.7. 『매일신보』 1919년 2월 6일, 「사진: 
混凝土工事中의 總督府新廳舍, 삼만구천통의 
양회로 바닥을 다지는 총독부의 새 집」.

도 Ⅳ.8-1. <공사 모습>, 조선총독
부 편,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朝鮮
總督府廳舍新營誌 )』 (조선총독부 , 
1929), p. 42.
도 Ⅳ.8-2. <공사 모습>, 조선총독
부 편, 『조선총독부청사신영지(朝鮮
總督府廳舍新營誌 )』 (조선총독부 , 
1929), p. 43.

도 Ⅳ.8-3. <공사 모습>, 조선총독부 편, 『조선
총독부청사신영지(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조
선총독부, 1929), p. 45.

도 Ⅳ.8-4. <공사 모습>, 조선총독부 편, 『조선
총독부청사신영지(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조
선총독부, 192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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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8-5. <청사정원>, 조선총독부 편, 『조선총독부청
사신영지(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조선총독부, 1929), 
p. 10.

도 Ⅳ.8-6. <청사 준공 후 원경>, 조선총독부 편, 『조선
총독부청사신영지(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조선총독부, 
1929), p. 7.

도 Ⅳ.8-7, 8. <대홀 북면 남면 벽화>, 『조선총
독부청사신영지(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1929), 
pp. 19-20.

도  Ⅳ.9-1. 『매일신보』 1925년 5월 31일 「사진: 朝鮮神社鳥瞰
圖」.

도 Ⅳ.9-2. <남산과 신궁 사진>, 식민지 시기, 
세로 17.5cm, 가로 27.4cm, 서울역사박물관 
편집, 『남산의 힘』(서울역사박물관, 2015), p. 
64. 

참조/도 Ⅳ.2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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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10-1. 『매일신보』 1915년 
5월 30일, 「공진회장의 진열관」.
도 Ⅳ.10-2. 『매일신보』 1915년 
6월 20일, 「점차 준공되어가는 
공진회장」.

도 Ⅳ.10-3. 『매일신보』 1915
년 7월 6일, 「광화문에서 공진
회장을 바라봄」.

도 Ⅳ.10-4. 『매일신보』 1915
년 9월 11일, 「조감도」.

도 Ⅳ.11-1. 『매일신보』 1915년 8
월 8일, 「전광화 된 광화문」. 
도 Ⅳ.11-2. 『매일신보』 1915년 9
월 11일, 「화문석으로 새옷을 입
힌 광화문과 회관의 정면」.

도 Ⅳ.11-3. 『매일신보』 1915년 9
월 12일, 「광화문 내외부」.
도 Ⅳ.11-4. 『매일신보』 1915년 
11월 1일, 「작별하는 공진회 21
일 광화문 앞의 관람자」.

도 Ⅳ.11-5. 『매일신보』 1915년 9월 15일, 「경회루의 전등장식과 꽃불」.
도 Ⅳ.11-6. 『매일신보』 1915년 9월 13일, 「공진회장 정면의 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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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12-1. 「공진회 회장 전경」, 『(시정오년기념)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조선총독부, 1916).

도 Ⅳ.12-2. <경회루>, 도 Ⅳ.12-3. <철도국특설관>, 도 Ⅳ.12-4. <전기탑>, 도 Ⅳ.12-5. <남대문>, 『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조선총독부, 1916).

도 Ⅳ.13-1. <미술관>,       도 Ⅳ.13-2. <제2호관> 도 Ⅳ.13-3. <철도국 특설관>, 도 Ⅳ.13-4. <연예관>

좌/ 도 Ⅳ.13-5. <철도국 특설관>
우/ 도 Ⅳ.13-6. <정문 경복궁 광화문 앞 전기탑>

좌/ 도 Ⅳ.13-7. <분수탑과 철도국 특설관>
우/ 도 Ⅳ.13-8. <정문 경복궁 광화문>

도 Ⅳ.13-1에서 8까지.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우편엽서>, 규격은 9.1×14.1cm,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Ⅳ.14-1. <조선물산공진회 기념 
포스터>, 1915년, 38.5×52.8cm, 서
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Ⅳ.14-2. 『매일신보』 1915년 9월 
3일, 「始政5년 記念 朝鮮物産共進
會: 京城案內編纂」.

도 Ⅳ.15-1. <경성안내 표지>,  도 Ⅳ.15-2. <시가>, 도 Ⅳ.15-3. <공진회장>, 도 Ⅳ.15-4. <박물관진열관>,

『경성안내』(19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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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16-1. <표지>, 『최근(경성안내기)』(조선연구회, 191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6-2. <표지>, 『(신찬)경성안내』(조선연구회, 1913), 도 Ⅳ.16-3. 남대문통 일부, 도 Ⅳ.16-4. 박물관전경, 

『(신찬)경성안내』(조선연구회, 19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7-2. 『매일신보』 1925년 10
월 10일, 「경성역전의 봉축탑」.

도 Ⅳ.17-2. 『매일신보』 1925년 10월 17일, 「개장된 경성대운동장」.

도 Ⅳ.18-1. 10월 4일,

「朝鮮神宮의 第一次鳥
居」.

도 Ⅳ.18-2. 10월 7일,

「電燈으로 輝煌의 色을 
添한 神域」.

도 Ⅳ.18-3. 10월 7일,

「낙성된 조선신궁」.

도 Ⅳ.18-4. 10월 8일,

「竣功한 朝鮮神宮의 拜
殿」

도 Ⅳ.18-5. 10월 9일,

「朝鮮神宮의 千木」.

도 Ⅳ.18-6. 10월 10일,

「鎭座를 待하는 神宮의 
姬墻」.

도 Ⅳ.18-7. 10월 15일,

「어령대를 신원에」.

도 Ⅳ.18-8. 10월 16일,

「전시에 느러다은 학생의 
기행렬」.

도 Ⅳ.18-1에서 8까지. 『매일신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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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19 『조선신궁어진좌제기념사진첩(朝鮮神宮御鎭座祭紀念寫眞帖)』(192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19-1. 표참도 도 Ⅳ.19-2. 표참도에서 
본 신궁입구

도 Ⅳ.19-3. 봉축탑 도 Ⅳ.19 참조.

도 Ⅳ.20 『조선신궁사진도집(朝鮮神宮寫眞圖集)』(192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0-1. 표참도 도 Ⅳ.20-1. 표참도 계단
에서 본 신궁입구

도 Ⅳ.21 『조선신궁사진첩(朝鮮神宮寫眞帖)』(192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1-1. 표참도 계단
에서 본 신궁 입구

도 Ⅳ.21-2. 봉축탑 도 Ⅳ.21 참조

도 Ⅳ.22. 『조선신궁기(朝鮮神宮紀)』(192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2-1. 표참도 계단
에서 본 신궁 입구

도 Ⅳ.22-2. 봉축탑 도 Ⅳ.22참조

도 Ⅳ.23. 『조선신궁조영지(朝鮮神宮造營誌)』(192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Ⅳ.23-1. 표참도 도 Ⅳ.23-2. 표참도 계단
에서 본 신궁 입구

도 Ⅳ.23-3. 신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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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24-1. 『동아일보』 1921년 7월 
23일, 「京城小景-말히는 사진(一) 
葉書의 材料」. 

도 Ⅳ.24-2. 1921년 7월 24일, 「京城
小景-말히는 사진(二) 齋藤紀念塔」.

도 Ⅳ.24-3. 1921년 7월 25일, 「京城
小景-말히는 사진(三) 古宮殿에 新作
路」.

도 Ⅳ.24-4. 1921년 7월 
29일, 「京城小景-말히는 
사진(七) 地下의 巨物-조
선에서 뎨일 큰히수도」.

도 Ⅳ.25-1. 『매일신보』 1926년 1월 9일, 
「작일 광화문통의 관병식」.

도 Ⅳ.25-2. 『매일신보』 1926년 1월 24일, 
「삼천가객을 고대하는 총독부 신청사」.

도 Ⅳ.26-1. 『동아일보』 1926년 5월 
16일, 「조선박람회」.
도 Ⅳ.26-2. 『동아일보』 1926년 5월 
13일, 「조선박람회 제1회장 정문」.

도 Ⅳ.27-1. 『매일신보』 1912년 11월 
3일, 「국화관상대회출품」.
도 Ⅳ.27-2. 『매일신보』 1912년 11월 
5일, 「국화관상대회의 사람들」.

도 Ⅳ.28-1. 『매일신보』 1919년 4월 
20일, 「사진: 창경원 앵화 터널」. 
도 Ⅳ.28-2. 『매일신보』 1920년 4월 
20일, 「사진: 힘껏 만발된 창경원의 
사쿠라」. 

도 Ⅳ.28-3. 『동아일보』 1922년 4월 
23일, 「상춘은 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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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29-1, 2, 3. 『매일신보』 1917년 11월 11일, 「창덕궁대조전화재」 사진, 「소실된 대조전 평면도」, 「소방 중의 
광경」.

도 Ⅳ.30-1. 『매일신보』 
1916년 7월 23일, 「종로 
야시의 첫날밤」.
도 Ⅳ.30-2. 『동아일보』 
1920년 5월 3일, 「종로야
시」.

도 Ⅳ.31-1, 2. 『매일신보』 1917년 6월 22일, 「관화대회 
1면 광고와 2면 지도」.

도 Ⅳ.31-3, 4. 『매일신보』 1918년 8월 4일, 「한강관화
대회의 성황 1, 2」.

도 Ⅳ.32-1. 『매일신보』 1917년 10월 7일, 「10월7일부
터 개통되는 한강인도교」.
도 Ⅳ.32-2. 『매일신보』 1917년 10월 7일, 「제1기치도공
사로 완성된 주요 도로 약도」.
도 Ⅳ.32-3. 『매일신보』 1917년 10월 9일, 「개통되던 첫
날-일반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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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 33-1. 『동아일보』 1925년 8월 11
일, 「필경이전되는 광화문」.

도 Ⅳ. 33-2. 『동아일보』 
1926년 8월 11일, 「헐려짓
는 光化門」.

도 Ⅳ. 33-3. 『동아일보』 1925년 10월 20
일, 「보고십흔사진」.
 

도 Ⅳ. 34-1. 『동아일보』 1923년 10월 4
일, 「생후 처음으로 자리를 옮긴 해태」. 
도 Ⅳ. 34-2. 『동아일보』 1925년 9월 15
일, 「경복궁 안에 있는 해태」. 

도 Ⅳ.35-1. 『동아일보』 
1924년 6월 25일, 「내
동리 명물- 종로 종각, 
안국동 감고당」.

도 Ⅳ.35-2. 『동아일보』 1924년 6월 25일, 「내동리 명물- 종로 
종각」.
도 Ⅳ.35-3. 『동아일보』 1924년 6월 25일, 「내동리 명물- 안국
동 감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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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Ⅳ.36-1. 『동아일보』 1926년 12월 16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1」.

도 Ⅳ.36-2. 『동아일보』 1926년 12월 17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2」.

도 Ⅳ.36-3. 『동아일보』 1926년 12월 18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3」.

도 Ⅳ.36-4. 『동아일보』 1926년 12월 19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4」.

도 Ⅳ.36-5. 『동아일보』 1926년 12월 20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5」.

도 Ⅳ.36-6. 『동아일보』 1926년 12월 21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6」.

도 Ⅳ.36-7. 『동아일보』 1926년 12월 22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7」.

도 Ⅳ.36-8. 『동아일보』 1926년 12월 23일, 「옥상에서 
본 경성의 팔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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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1-1. <1926년 경성
부 휘장>, 『동아일보』 
1926년 9월 26일, 「경성
부 휘장」.

도 Ⅴ.1-2. <1918년 경성
부 휘장>, 『매일신보』 
1918년 6월 18일, 「경성부 
휘장」.

도 Ⅴ.2. 도 Ⅴ.3-1. 도 Ⅴ.4-1. 도 Ⅴ.5-1. 도 Ⅴ.6-1.
도 Ⅴ.2. 표지, 『신판 대경성 안내(新版大京城案內)』(京城都市文化硏究所, 193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Ⅴ.3-1. 표지, 『대경성 사진첩(大京城寫眞帖)』(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Ⅴ.4-1. 봉투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엽서세트>, 『그림엽서로 근대조선』 2(민속원, 2017).
도 Ⅴ.5-1. 봉투, <대도경성(大都京城) 사진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6-1. 봉투, <경성의 근대미(京城の近代美) 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7-1. 『조선일보』 1931년 8월 
2일, 「헐려가는 종묘 담의 자취」.
도 Ⅴ.7-2. 『동아일보』 1932년 4월 
22일, 「오늘부터 개통된 종묘관통도
로」.

도 Ⅴ.8-1. 『동아일보』 1936년 4월 1일, 「확장(擴張) 되는 대경성(大京城)」.
도 Ⅴ.8-2. 『동아일보』 1936년 4월 1일, 「꽃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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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9-1. 『매일신보』 1936년 4월 1일.
도 Ⅴ.9-2. 『매일신보』 1936년 4월 1일.

도 Ⅴ.10. 『조선일보』 1936년 4월 1일.

도 Ⅴ.11. 경성부 확장 축하회 기념품,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11 참조. <경성시가도>, 38.2×52.2cm, 천안박물
관 소장.

도 Ⅴ.12-1. 『동아일보』 
1927년 12월 20일, 「비행
기 상에서 본 기자 이길
용의 부감기」.
도 Ⅴ.12-2. 『동아일보』 
1933년 6월 15일, 「신록
(新綠)의 대경성(大京城) 
부감기(俯瞰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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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13-1. 『동아일보』 1933년 11월 15
일, 「近代都市化한 鍾路」.
도 Ⅴ.13-2. 『동아일보』 1933년 5월 25
일, 「좋아지는 통안 네거리」.

도 Ⅴ.14-1. 『동아일보』 1939년 1월 8일, 「조은전순환식교통정리도」. 
도 Ⅴ.14-2. 『동아일보』 1939년 5월 7일, 「朝銀 앞 “로타리” 京城의 異彩로 登塲」.
도 Ⅴ.14-3. <경성시가(京城市街)>, 조선총독부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 소장품 번호 사운 50460, 수원광교박물
관 소장.

도 Ⅴ.15-1. 『동아일보』 1935
년 2월 14일, 「동대문 밖 빈
민의 집들」.
도 Ⅴ.15-2. 『동아일보』 1936
년 8월 1일, 「밀려난 토막민 
순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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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3. 『대경성 사진첩(大京城寫眞帖)』(中央情報鮮滿支社, 193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Ⅴ.3-2. 조선신궁, 경성
신사, p. 1.

도 Ⅴ.3-3. 덕수궁, 경복궁, 남대문, pp. 
2-3.

도 Ⅴ.3-4. 창경원, 파고다공원, 본정, 
p. 5.

도 Ⅴ.3-5. 총독부박물
관, p. 6.

도 Ⅴ.3-6. 이건공저, 
p. 7.

도 Ⅴ.3-7. 경성상공회
의소, p. 8.

도 Ⅴ.3-8. 경성부청, 조선총독부, pp. 
10-11.

도 Ⅴ.3-9. 경성우편
국, p. 12.

도 Ⅴ.3-10. 경성역, 
p. 13.

도 Ⅴ.3-11. 조선경마구
락부, p. 14.

도 Ⅴ.3-12. 조선은행,
p. 246.

도 Ⅴ.3-13. 미츠코시백화
점, p. 96.

도 Ⅴ.3-14. 조지야백화점, 
p. 97.

도 Ⅴ.3-15. 화신백화점, 
p. 98.



- 369 -

도 Ⅴ.16-1에서 10까지. <경성백경 사진엽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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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4-1. 봉투 도 Ⅴ.5-1. 봉투 도 Ⅴ.6-1. 봉투 도 Ⅴ.17-1. 봉투
조선문화의 결정 대도경성 경성의 근대미 반도문화의 중추

도 Ⅴ.4-2. <경회루 도 Ⅴ.5-2. <경회루> 도 Ⅴ.6-2. <경회루>

도 Ⅴ.4-3. <창경원> 도 Ⅴ.17-2. <창경원>

도 Ⅴ.4-4. <석조전> 도 Ⅴ.5-3. <한강철교> 도 Ⅴ.6-3. <한강인도교>

도 Ⅴ.4-5. <미츠코시> 도 Ⅴ.5-4. <경성시가> 도 Ⅴ.17-3. <경성시가>

도 Ⅴ.4-6. <조지야>
도 Ⅴ.4-1에서 6까지.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엽서세트>, 『그림엽서로 근대조선』 2(민속원, 
2017).
도 Ⅴ.5-1, 2, 3, 4. <대도경성(大都京城) 사진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6-1, 2, 3. <경성의 근대미(京城の近代美) 엽서 세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도 Ⅴ.17-1, 2, 3. <반도문화의 중추, 경성의 근대 미관 최신원색판>,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 조선』(민속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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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18-1. <경성우편국과 미츠코
시백화점이 있는 선은전 광장>, 한
국콘텐츠진흥원 소장.

도 Ⅴ.18-2. <미츠코시백화점 옥상
에서 본 주변 모습>,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신세계백화점, 
2014), pp. 26-27.

도 Ⅴ.18-3. <조선은행 앞에서 종로 
방면을 바라보다>, 8.9×14.1cm,
사운 51257,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도 Ⅴ.19-1. <경회루와 미츠코시>,
9×14cm, 소장품번호 사운51066, 수
원광교박물관 소장. 
도 Ⅴ.19-2. <야경>,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신세계백화점, 
2014), p. 21.

도 Ⅴ.19-3. <미츠코시백화점 옥상> 
도 Ⅴ.19-4. <미츠코시백화점 전시
실>,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념 화보집』
(신세계백화점, 2014), pp. 24-25.

도 Ⅴ.20. 『동아일보』 1931년 1월 
4일, 「종로가두의 이채 동아백화
점」.

도 Ⅴ.21-1. <화신백화점 동
관>(1932),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
념 화보집』(신세계백화점, 2014), p. 
28.

도 Ⅴ.21-2. <화신백화점 신
관>(1937), 『신세계 개점 70주년 기
념 화보집』(신세계백화점, 2014), p. 
29.

도 Ⅴ.21-3. <종로교차점과 화신>, 
9.1×13cm, 소장품번호 사운51529, 수
원광교박물관
도 Ⅴ.22. 『동아일보』 1932년 11월 
22일, 「불야성 풍경(不夜城風景) 찬란
(燦爛)한 유행품(流行品) 아양에 물욕
(物慾)을 담은 청춘안(靑春眼)」. 



- 372 -

도 Ⅴ. 23. 『동아일보』 1938년 9월 29일, 
「商美展遂開幕 早朝부터 觀客이 殺到」.
도 Ⅴ.24-1. 『동아일보』 1939년 9월 7일, 
「선전특선작가(鮮展特選作家) 신작전(新
作展)」 광고.
도 Ⅴ.24-2. 『동아일보』 1939년 6월 2일,
「初特選畵家巡訪記-이미 화단의 거성적 
존재가 되어 있는 김인승」.

도 Ⅴ.25-1. 『조선일보』 
1931년 4월 25일, 「창경원 
밤 사쿠라」.

도 Ⅴ.25-2. 『조선일보』 1936년 4월 6일, 
「봄은 창경원에로, 어린이 유원지」.

도 Ⅴ.25-3. 『조선일보』 1936년 4월 6일, 
「봄은 창경원에로 원숭이장 앞의 사람
들」.

도 Ⅴ.26-1. 『조선일보』 1931년 5월 
16일, 「헐리려는 덕수궁」. 
도 Ⅴ.26-2. 『동아일보』 1932년 4월 
24일, 「일부 철훼설 전하는 덕수
궁」. 

도 Ⅴ.27-1. 『동아일보』 1932년 7월 
27일, 「공개될 날을 긔다리는 덕수
궁의 요사이(금일정동에서)」. 
도 Ⅴ.27-2. 『동아일보』 1933년 2월 
12일, 「사라진 과거(過去)의 회상
(回想) 터로 금추(今秋)에 공개(公
開)할 덕수궁(德壽宮)」.

도 Ⅴ.28-1. 『동아일보』 1933년 9월 
30일, 「공개되는 덕수궁」.
도 Ⅴ.28-2. 『동아일보』 1933년 10
월 1일, 「덕수궁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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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29-1. 『매일신보』 1933년 9월 
17일, 「上野美術學校에 李王殿下行
次 덕수궁 미술관에 진렬케 된 工
藝品을 御巡覽」.
도 Ⅴ.29-2. 『매일신보』 1933년 9월 
30일, 「展列마친 德壽宮의 彫塑
像」.

도 Ⅴ.30-1. 『조선일보』 1938년 9월 
27일, 「덕수궁 미술관 앞에 분수신
설」.

도 Ⅴ.30-2. <덕수궁 석조전 앞 정
원>, 소장품번호 건판030458, 『유리
원판 목록집』 Ⅴ, p. 38. 

도 Ⅴ.30-2. <덕수궁 석조전과 이왕
가 미술관 전경>, 소장품번호 건판
030501, 『유리원판 목록집』 Ⅴ, p. 
40. 

도 Ⅴ.31. 표지, 『덕수궁사』(이왕직, 
1938).

도 Ⅴ.32. 표지, 『조선고적도보(朝鮮
古蹟圖譜)』(조선총독부, 1915-35).

도 Ⅴ.33. 표지, 『은뢰(恩賴)』(朝鮮
神宮奉贊會編纂, 1937). 

도 Ⅴ.34-1. 『동아일보』 1929년 7월 
11일, 「조선박람회 광고」.
도 Ⅴ.34-2. 『동아일보』 1935년 10
월 2일, 「시정25주년 기념식거행」.

도 Ⅴ.35-1. 『동아일보』 1939년 6월 
3일, 「조선미전 진열 완료」.

도 Ⅴ.35-2. 『동아일보』 1939년 6월 
5일, 「조선미전 금일 공개」.

도 Ⅴ.35-3. 『동아일보』 1939년 6월 
12일, 「전람회장진열준비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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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36-1. 『별건곤』 1929년 9월
호(대경성 특집호) 표지.
도 Ⅴ.36-2. 『별건곤』 1929년 9월
호에 실린 사진.

도 Ⅴ.36-3. <경성성벽>,
『경성편람 (京城便覽 )』 (홍문사 , 
1929),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소장.
도 Ⅴ.36-4. <경성성벽>, 
소장품번호 구입2571, 부산광역시
립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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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37-1. 『동아일보』 1931년 1월 10
일, 「작금의 사회상 1 문명의 해독」.

도 Ⅴ.37-2. 『동아일보』 1931
년 1월 11일, 「작금의 사회상 
2 담배버리」.

도 Ⅴ.37-3. 『동아일보』 1931년 1월 
13일, 「작금의 사회상 3 마작중독」.

도 Ⅴ.37-4. 『동아일보』 1931년 1월 
14일, 「작금의 사회상 4 지척이 천
리」.

도 Ⅴ.37-5. 『동아일보』 1931년 1월 
15일, 「작금의 사회상 5 호떡집 대
번창」.

도 Ⅴ.37-6. 『동아일보』 1931년 1
월 17일, 「작금의 사회상 6 시골의 
집회」.

도 Ⅴ.37-7. 『동아일보』 1931년 1월 
18일, 「작금의 사회상 7 거름통 뒤
지기」.

도 Ⅴ.37-8. 『동아일보』 1931년 1월 
20일, 「작금의 사회상 8 마코가 파
스」.

도 Ⅴ.37-9. 『동아일보』 1931년 1
월 21일, 「작금의 사회상 9 한봉팔
아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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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38-1. 『동아일보』 1928년 4월 
12일, 「춘일가상소견 1 오후의 박석
고개」.

도 Ⅴ.38-2. 『동아일보』 1928년 4월 
15일, 「춘일가상소견 4 인력거꾼」.

도 Ⅴ.38-3. 『동아일보』 1928년 4
월 19일, 「춘일가상소견 7 모던 보
이 모던 걸」.

도 Ⅴ.39-1. 『동아일보』 1929년 6월 
1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1 일
없이 타고도는 자동차」.

도 Ⅴ.39-2. 『동아일보』 1928년 6월 
2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2 진
듸기 상점주인」.

도 Ⅴ.39-3. 『동아일보』 1928년 6
월 3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3 
전차에서도 화장」.

도 Ⅴ.39-4. 『동아일보』 1929년 6월 
4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4 모
던 보이를 흉내내는 보이」.

도 Ⅴ.39-5. 『동아일보』 1928년 6월 
5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5 모
던 껄의 웃는 얼굴」.

도 Ⅴ.39-6. 『동아일보』 1928년 6
월 6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6 
이것도 공원이냐-파고다 공원」.

도 Ⅴ.39-7. 『동아일보』 1929년 6
월 9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7 
허울좋은 부량군 수용소-공원」
도 Ⅴ.39-8. 『동아일보』 1929년 6
월 12일,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8 술 취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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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40-1. 『동아일보』 1932년 3월 19일, 「한양춘색 1 
성지의 춘색」.

도 Ⅴ.40-2. 『동아일보』 1932년 3월 20일, 「한양춘색 2 
한강수」.

도 Ⅴ.40-3. 『동아일보』 1932년 3월 23일, 「한양춘색 3 
종로의 거리」.

도 Ⅴ.40-4. 『동아일보』 1932년 3월 24일, 「한양춘색 4 
광화문」.

도 Ⅴ.40-5. 『동아일보』 1932년 3월 26일, 「한양춘색 5 
교외의 봄」.

도 Ⅴ.40-6. 『동아일보』 1932년 3월 29일, 「한양춘색 6 
탑동공원」.

도 Ⅴ.40-7. 『동아일보』 1932년 3월 30일, 「한양춘색 7 
한양춘색의 프로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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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41-1. 『동아일보』 1935년 6월 25일, 「서울풍경 
기일」.

도 Ⅴ.41-2. 『동아일보』 1935년 6월 27일, 「서울풍경 
기이」.

도 Ⅴ.41-3. 『동아일보』 1935년 6월 28일, 「서울풍경 
기삼」.

도 Ⅴ.41-4. 『동아일보』 1935년 6월 29일, 「서울풍경 
기사」.

도 Ⅴ.41-5. 『동아일보』 1935년 7월 2일, 「서울풍경 5 
종로 네거리」.

도 Ⅴ.41-6. 『동아일보』 1935년 7월 7일, 「서울풍경 6 
탑동공원」.

도 Ⅴ.41-7. 『동아일보』 1935년 7월 9일, 「서울풍경 7 
동관 네거리」.

도 Ⅴ.41-8. 『동아일보』 1935년 7월 10일, 「서울풍경 8 
안국동 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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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41-9. 『동아일보』 1935년 7월 11일, 「서울풍경 9 
덕수궁 석조전에서 바라봄」.

도 Ⅴ.41-10. 『동아일보』 1935년 7월 13일, 「서울풍경 
10 정동 네거리」.

도 Ⅴ.41-11. 『동아일보』 1935년 7월 14일, 「서울풍경 
11 경성역을 바라봄」.

도 Ⅴ.41-12. 『동아일보』 1935년 7월 13일, 「서울풍경 
12 동소문」.

도 Ⅴ.41-13. 『동아일보』 1935년 7월 21일, 「서울풍경 
13 경학원」.

도 Ⅴ.41-14. 『동아일보』 1935년 7월 26일, 「서울풍경 
14 신무문」.

도 Ⅴ.41-2 참조.
<경성 종로 교차점에서 동대문 방
향을 바라보다>, 9×14cm, 사운
51238, 수원광교박물관

도 Ⅴ.41-11 참조. <경성역>
9×14.2cm, 구입376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도 Ⅴ.41-11 참조. <동소문>
9×14.2cm, 구입2915,
부산광역시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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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42-1. 『동아일보』 1927년 6월 2일, 「미전특선 서
양화부 신부청사 손일봉」.

도 Ⅴ.42-2. 『동아일보』 1928년 5월 16일, 「미전특선 
작품과 그 사람들 8, 풍경 손일봉」.

도 Ⅴ.42-3. 『동아일보』 1929년 9월 1일, 「미전특선작
품, 북악을 등진 풍경 파국-김주경」.

도 Ⅴ.42-4. 김주경, <북악을 등진 풍경>, 1929년, 캔
버스에 유채, 97.5×130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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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Ⅴ.43-1. 『동아일보』 1938년 3월 9일, 「탐춘화첩 1 
종로」.

도 Ⅴ.43-2. 『동아일보』 1938년 3월 10일, 「탐춘화첩 2 
육조 앞」.

도 Ⅴ.43-3. 『동아일보』 1938년 3월 11일, 「탐춘화첩 3 
사직골」.

도 Ⅴ.43-4. 『동아일보』 1938년 3월 12일, 「탐춘화첩 4 
정동 옛 거리」.

도 Ⅴ.43-5. 『동아일보』 1938년 3월 13일, 「탐춘화첩 5 
김화산」.

도 Ⅴ.43-6. 『동아일보』 1938년 3월 15일, 「탐춘화첩 6 
남산」.

도 Ⅴ.43-7. 『동아일보』 1938년 3월 16일, 「탐춘화첩 7 
자하골 경무대」.

도 Ⅴ.43-8. 『동아일보』 1938년 3월 17일, 「탐춘화첩 8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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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서울의 도시 공간 변화 및 그 이미지와 관련된 주요 전시

연도 전시명 전시기관

　 　 　
2019 경성유람-1929, 별건곤으로 본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3 ·1운동과 천도교 중앙대교당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서울역사박물관
2018 딜쿠샤 기증 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
　 기록자료로 본 한양도성2 한양도성박물관
　 1904 입체사진으로 본 서울 풍경 서울역사박물관
2017 신여성 도착하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운현궁 서울역사박물관
　 대한제국과 교육: 배재학당에 펼쳐진 고종의 꿈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바티칸 국제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Come in 
cielo, così in terra :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i 230 anni della Chiesa Cattolica in Corea 
e Seul’’

바티칸 시국 바티칸박물관 브라치
오 디 까를로마뇨Braccio di 
Carlo Magno

2016 기억 그리고 기념 명동대성당 옛 주교관(사도회관)

　
한일 근대미술가들의 눈―조선에서 그리다(日韓近代
美術家のまなざし-『朝鮮』で描く)

가나가와현립근대미술관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배재학당 동관, 100년의 기억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을 사랑한 서양의 여성들 국립중앙도서관
　 광통교 서화사 서울역사박물관
2015 경희궁은 살아있다 서울역사박물관
　 도성일관(都城一觀) 서울역사박물관
　 남산의 힘 서울역사박물관
　 창의문과 사람들 서울역사박물관
2014 도성과 마을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사진축제2014
서울視·공간의탄생:한성,경성,서울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A, 로
비, 서대문독립공원 일대

　
아펜젤러의 친구들: 100여 년 전 서양인들의 서울 
생활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남산에서 찾은 한양도성 서울역사박물관
2013 청계천문화관 청계천, 1930 전시 서울역사박물관
　 백화점, 근대의 별천지 부산근대역사관
　 개항, 전쟁 그리고 한국근대건축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성을 품다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ivaticani.va/content/museivaticani/it/eventi-e-novita/iniziative/mostre/2017/come-in-cielo-cosi-in-terra-corea.html
http://www.nl.go.kr/nl/commu/libnews/exhibition_view.jsp?exh_no=35&currentPage=0&mode=view
https://museum.busan.go.kr/DisplayView.bs?parcode=MNU_00000000603&prgcode=DIS_00000000005&schIdx=104&schState=&schKeywor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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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제국 황실의 초상 1880-1989 덕수궁미술관
　 정동 1900 서울역사박물관

로쎄티의 서울, 1902-1903 서울역사박물관
　 근대를 향한 비상, 대한제국 국립대구박물관
　 한양도성나들이 순성(巡城) 서울역사박물관
　 서양인이 본 근대 전환기의 한국·한국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1 서울, 도성을 품다 서울역사박물관
　 1901년 체코인브라즈의 서울방문 서울역사박물관
　 경성 1930; 이방인의 순간포착 서울역사박물관
　 명동, 공간의 형성과 변화 서울역사박물관
2010 졸업앨범: 배재학당 125년의 이야기 배재학당역사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대한제국 국립고궁박물관
새문길, 시간을 걷다 서울역사박물관
사진으로 만나는 근대의 일생의례 부산근대역사관

2009 세 이방인의 서울회상: 딜쿠샤에서청계천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광화문연가 서울역사박물관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부산사람 B씨의 인천기행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2008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기행전―인천 문필가 현(玄)의 부산
기행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서울이 아름답다 서울역사박물관
2007 　 　
2006 서울의 추억, 한국-프랑스1886-1905 고려대학교박물관

조선, 근대와 만나다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2004 광고, 그리고 일상(1876-1945) 부산근대역사관
2003 조선시대 서울선비의 생활 서울역사박물관

(엽서로 보는)근대 이야기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부산근대역사관

2002 서울, 하늘 · 땅 · 사람 서울역사박물관
2001 철도와 20세기: 우리의 삶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1998 서울의 옛 모습: 개항이후 1960년대까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1997 사진으로 보는 조선 1892년 안동대학교 박물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0208780
https://museum.andong.ac.kr/coding/sub2/sub2_2.asp?gall_seq=4&sk=&sv=&page_size=3&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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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대한제국 시기 이전 한성을 찾은 서양인 방문자 및 저술(체류 시기 순)

이름
국내 체류 
시기 및 

기간
저서

표기는 『번역명』(출간연도)

1
윌리엄 엘리엇 그리피스
(William Elliot Griffis, 

1843-1928) 
『은자의 나라, 한국』(1882)

2 퍼시벌 로웰
(Percival Lowell, 1855-1916) 1883년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1885)

3
윌리엄 리차드 칼스

(William Richard Carles, 
1848-1929)

1884-1885년 『조선풍물지』(1888)

4
조지 윌리엄 길모어

(George William Gilmore, 
1857-1933)

1886-1889년 『서울풍물지』(1892)

5
샤를 샤이에 롱

(Charles Chaillé-Long, 
1842-1917)

1887-1889년 『맑은 아침의 땅 조선』(1894)

6
샤를 루이 바라

(Charles Louis Varat, 
1842-1893)

1888-1890년 『조선기행』(1892)

7 하야시 타케이치
(林武一,  1857-1892) 1888-1892년 『조선국진경(朝鮮國眞景)』(1892)

8
제임스 게일

(James Scarth Gale, 
1863-1937)

1888-1897년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1895)

9
헨리 새비지 랜더
(Arnold Henry 

Savage-Landor, 1865-1924)
1890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1890)

10
혼마 규스케

(本間久介, 필명은 如囚居士, 
1869-1919)

1893년 『조선잡기(朝鮮雜記)』(1894)

11
에른스트 폰 헤세-바르텍 

(Ernst von Hesse-Wartegg, 
1854-1918)

1894년
『조선, 1894년 여름: 오스트리아인 헤세
-바르텍의 여행기』(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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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대한제국 시기 한성을 찾은 서양인 방문자 및 저술(체류 시기 순)

이름
국내 체류 
시기 및 

기간
저서

표기는 『번역명』(출간연도)

1
호러스 뉴턴 알렌

(Horace N. Allen, 
1858-1932)

1884-1905 『조선견문기』(1908)

2
 호머 헐버트

(Homer Bezaleel Hulbert, 
1863-1949.

1893-1897,
1897-1905 『대한제국멸망사』(1909)

3
이사벨라 버드 비숍

(Isabella Lucy Bird, 
1831-1904)

1894-1897, 
4차례 방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1897)

4
콘스탄스 테일러

(Constance Tayler,
1868-1948)

1894-1901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
국의 일상』(1904)

5
윌리엄 프랭클린 샌즈

(William Franklin Sands, 
1874-1946) 

1896-1904 『조선비망록』(1930)

6
지그프리트 겐테

(Siegfried Genthe, 
1870-1904)

1901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1905)

7
엘리아스 버튼 홈스

(Elias Burton Holmes, 
1870-1958)

1901 『1901년 서울을 걷다』(1901)

8
조르주 뒤크로

(Georges Ducrog, 
1874-1927)

1901.12월 
입국, 

2주간 체류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1903)

9
에밀 부르다레

(Emile Bourdaret, 
1874-1947)

1901-1904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1904)

10
앵거스 해밀턴

(Angus Hamilton, 
1874-1913)

1901-1904 『(러일 전쟁 당시) 조선에 대한 보고서』

11 장 드 팡주
(Jean de Pange, 1881-1957) 1902

『프랑스 역사학자의 한반도 여행기 코리
아에서』(1904)

12
바츨라프 세로셰프스키

(Waclaw Sieroszewski, 
1858-1945)

1902-1903 『코레야 1903년 가을』

13
    카를로 로세티

(Carlo Rossetti, 1876-1948)
1902-1903 『꼬레아 꼬레아니』(1904, 05)

14
프레드릭 메켄지

(Frederick A. McKenzie, 
1869-1931)

1906, 1907 『대한제국의 비극』(1908)

http://www.bu.edu/missiology/missionary-biography/g-h/hulbert-homer-bezaleel-1863-1949/
http://www.archiviofotografico.societageografica.it/index.php?it/254/collezione-ross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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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공사관·영사관, 종교 시설(일본공사관 개설 및 이전, 미국공사관 및 선
교시설 표시)

시기 공사관, 영사관, 종교 시설 위치

1880년 12월 일본공사관 개설 경기감영 서대문 부근(청수관)
1883년 5월 미국공사관 개설 정동 10번지
1884년 4월 영국공사관 개설 정동 4번지

8월 미국공사관 설치 정동 한옥
10월 독일공사관 개설 낙동(충무로 1가 중앙우체국 뒤편)
11월 일본공사관 신축 이전 교동, 12월 갑신정변으로 불탐

1885년 1월 일본공사관 이전 왜성대(현 총독관저 위치)
8월 배재학당 설립
10월 정동교회 설립
10월 러시아공사관 개설 정동 15번지

1886년 5월 이화학당 설립
9월 육영공원 설립(8년간 운영) 서소문동 38번지(현 서울시립미술관) 

1887년 9월 새문안교회
1888년 6월 프랑스공사관 개설
1890년 8월경 러시아공사관 신축공사
1891년 5월 영국공사관 신축

후반 독일영사관 이전 육영공원 자리로 이전
1892년 11월 영국성공회대성당(장림성당)

12월 약현성당 완공
1893년 일본공사관 신축 왜성대

1896년
프랑스공사관 건축 중
(1899년? 완공)

1897년 12월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
1898년 5월 종현성당 완공
1901년 10월 벨기에 영사관 개설
1901년 12월 이탈리아영사관 개설 을지로 1가
1902년 4월경 손탁호텔 개설 러시아공사관 인근

5월 독일영사관 신축
11월 이탈리아영사관 이전 서소문동 41번지

1905년 벨기에공사관 신축 이전 회현동 2가 7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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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경성시구개정 1912년 11월 6일 고시 내용

노선
번호 구간 폭 비고

1 광화문-황토현 광장 30

2 남대문-남대문정거장 19 1912년 이전 
정비

3 황토현 광장-대한문 앞 광장-남대문 15

4 동대문-종로-경희궁 앞 15

5 남대문-조선은행 앞-종로 15

6 광화문 앞-대안동 광장-돈화문통 횡단-
총독부의원의 남부관통-중앙시험소 부근 12 종묘관통선

7 종로-북부 대안동광장 12 1919년 확대

8 대한문 앞 광장-황금정 직통-광희문 밖 12

9 돈화문 앞-황금정 광장-본정 6정목 횡단-대화정 12

10 중앙시험소 부근-황금정통 횡단-본정 10

11 중앙시험소 부근-황금정통 횡단-본정 10

12 혜화문-중앙시험소 부근 10

13 조선은행 앞 광장-본정 직통-광희문 밖 10 1919년 확대

14 대한문 앞 광장-조선은행 앞 광장 10

15 경희궁 앞-서대문-독립문통 10

16 광화문 앞-서부 은동 8 1919년 확대

17 북문 부근 청풍계동-경희궁 앞 8

18 대한문 앞 광장-서소문통-독립문통 8

19 독립문통 4정목-마포가도 8 1919년 확대

20 남대문-마포를 향해-철도건널목 8 1919년 확대

21 마포가도-남대문정거장 8

22 조선은행 앞 광장-욱정 1정목-남묘 앞-길야정 8 1919년 확대

23 경복궁 서부 은부동-황토현 광장-비스듬히-남대문통과 
황금정통의 교차점 8 1919년 삭제

24 대안동 광장-북부 화개동 8

25 대안동 광장-비스듬히-탑동공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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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1910년에서 1926년 사이 간행된 사진첩 및 기록물

26 탑공원 앞 광장-비스듬히-황금정 광장-본정 8정목 8 1919년 삭제

27 탑공원 앞 광장-황금정 횡단-영락정 1정목-본정 5정목 8

28 본정 5정목 부근-황금정 광장-비스듬히-동대문통 8 1919년 삭제

29 식물원 부근-동으로-혜화문통 횡단 8 1919년 확대

제목 간행
연도 편저자 및 발행처

『(시정오년기념)조산물산공진회 보고서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1916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編

『경성정거장 신축 기념 사진첩
(京城停車場新築記念寫眞帖)』

1925
시미즈 건설 경성지점
(淸水組京城支店) 발행

『(조선신궁어진좌제)기념 사진첩
((朝鮮神宮御鎭座祭)紀念寫眞帖)』

1925
이와모토 요시후미(岩本善文),
조선경찰가정신보사(朝鮮警察家庭
新報社) 編

『조선신궁 사진도집(朝鮮神宮寫眞圖集)』 1925
쿠보 사네미츠(久保實光), 
조선건축회(朝鮮建築會) 編

『조선신궁 사진첩(朝鮮神宮寫眞帖)』 1926 조선신궁사무소(朝鮮神宮社務所)

『조선신궁기(朝鮮神宮紀)』 1926
요코타 야스시(橫田康), 
국제정보사(國際情報社) 編

『조선신궁 조영지(朝鮮神宮造營誌)』 1927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編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조선총독부 특집호 1926 조선건축회(朝鮮建築會) 編

『조선총독부 청사
신영지(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

1929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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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1910년에서 1926년 사이 주요 건물 기념행사

이름 준공/완공/낙성
낙성식 및 

개관
1 조선은행 1911년 11월 10일 

외부 공사 완료
1912년 1월 20일 낙성식
1912년 1월 29일 영업 시작

2 조선호텔 1914년 9월 24일
1914년 10월 8일 피로연
1914년 10월 10일 영업 시작

3 경성우편국 1915년 9월 1915년 10월 1일 신축 개관

4
조선총독부 

박물관
조선물산공진회 미술관으로 
지어짐

1915년 12월 12일 개관

5 경성역 1925년 7월 9일
1925년 10월 14일 낙성식(준공식)
12일에서 연기, 개업은 15일 시작

6 조선신궁 1925년 5월 31일 준공 1925년 10월 15일 진좌제

7 경성운동장 1925년 10월 15일 개장식

8
조선총독부 

신청사
1925년 12월 15일 이사 
시작

1926년 1월 8일 관병식
1926년 10월 1일 낙성식

9 경성부청 신청사 1926년 10월 30일 1926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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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1924년 『동아일보』 「내동리명물」 연재 기사 구성 요소

번
호　 지역 선정대상 번호　 지역 선정대상

1 종로 이정목 종로 종각 鍾路鍾閣 51 숭삼동崇三洞 성균관成均舘
2 안국동 감고당 感故堂 52 적선동積善洞 종침교琮琛橋
3 공평동 재판소裁判所 53 궁정동宮井洞 육상궁毓祥宮
4 원동 모기 54 연건동蓮建洞 갓바치
5 수송동 기마대 55 혜화동惠化洞 풍차風車
6 계동桂洞 위생소衛生所 56 평동平洞 강건방綱巾房
7 소격동昭格洞 종친부宗親府 57 이촌동二村洞 수해水害
8 가회동嘉會洞 취운정翠雲亭 58 창성동昌成洞 썩은다리
9 화동花洞 『복주움물』 59 숭일동崇一洞 앵도밧
10 송현동松峴洞 식은촌殖銀村 60 신교동新橋洞 선희궁宣禧宮
11 수은동授恩洞 포도청捕盜廳 61 옥천동玉川洞 연적교硯滴橋
12 삼청동三淸洞 『성제움물』 62 마포동麻浦洞 마포麻浦
13 재동齋洞 백송白松 63 사직동社稷洞 사직단社稷壇
14 운니동雲泥洞 『쫄々움물』 64 누상동樓上洞 백초정지白虎亭址
15 견지동堅志洞 민공구택閔公舊宅 65 현저동峴底洞 형무소刑務所
16 돈의동敦義洞 『나무장』 66 필운동弼雲洞 돌거북
17 경운동慶雲洞  민자작저閔子爵邸 67 수창동需昌洞 내부사內需司
18 팔판동八判洞 『청기와집』 68 정동貞洞 서양인촌
19 낙원동樂園洞 측후소測候所 69 봉래정蓬萊町 빈민굴貧民窟
20 관훈동寬勳洞 충훈부忠勳府 70 체부동體府洞 돌함집
21 인사동仁寺洞 태화관泰和舘 71 봉익동鳳翼洞 정문 旌門
22 다옥정茶屋町 기생妓生 72 주교정舟橋町 보름물
23 와룡당臥龍洞 종부시宗簿寺 73 간동궁諫洞 궁인가宮人家
24 인의동仁義洞 연초공장煙草工塲 74 수하정水下町 일인빈민굴日人貧民窟

25 삼각정三角町 『굽은다리』 75 숭이동崇二洞 자동차수선공장
自働車修繕工塲

26 수표정水標町 수표교水標橋 76 중림동中林洞 천주교당天主敎堂
27 익선동益善洞 『줄행랑』 77 숭사동崇四洞 월사구기月沙舊基
28 도염동都染洞 모형탑模型塔 78 통의동通義洞 동척사택東拓舍宅
29 병목정並木町 『갈보』 79 이화동梨花洞 장생전長生殿
30 훈정동薰井洞 어수움물 80 서계동西界洞 편쌈터
31 미근동 초리움물 81 원남동苑南洞 권초각捲草閣
32 예지동 동문시장 82 충신동忠信洞 백채포白菜圃
33 권농동勸農洞 경판각經板閣 83 내자동內資洞 내자시內資寺
34 장교정長橋町 『설넝탕』 84 누하동樓下洞 쌈지
35 효제동孝悌洞 홰나무 85 중학동中學洞 구중학舊中學
36 행촌동杏村洞 은행나무 86 도화동桃花洞 연와공장煉瓦工塲
37 관동舘洞 독립관獨立舘 87 연지동蓮池洞 개구리소리

38 교북동橋北洞 독립문獨立門 88
의주통일정목
이번지
義州通一丁目
二番地

조중립趙重立

39 동숭동東崇洞 낙산駱山 89 효자동孝子洞 내시內侍
40 서린동瑞麟洞 구치감拘置監 90 송월동松月洞 월암月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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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숭인동崇仁洞 관왕묘關王廟 91 광희정光熙町 『파리』
42 천연동天然洞 천연지天然池 92 함동蛤洞 춘향春香
43 무교정武橋町 장전欌廛 93 교남동橋南洞 대장깐

44 서대문정西大
門町 흥화문興化門 94 냉동冷洞 휴지도가休紙都家

45 통의동通義洞 사재감司宰監 95 관철동貫鐵洞 동상전東床廛
46 청운동淸雲洞 청풍계淸風溪 96 장사동長沙洞 묘심사妙心寺
47 죽첨정竹添町 『굴』 97 홍파동紅把洞 뎐래집
48 청엽정靑葉町 효창원孝昌園 98 당주동唐珠洞 『와다시』
49 창신동昌信洞 창신궁昌信宮 99 통동通洞 임금원林檎園
50 옥인동玉仁洞 송석원松石園 100 종로鍾路 납석탑蠟石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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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경성엽서세트> 및 『반도의 근영』 기사 구성 요소 비교

제목
조선문화의 
결정인 
경성을 
둘러보다 

대도경성 경성의 근대미
반도문화의 
중추, 
경성의 근대 
미관 

반도의 근영 
경성시가

시기 1939 1933-1945 1925-33 1937

1 은사과학관 박문사 경복궁 경회루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앞 
광장

2 경복궁 경회루 조선신궁 남대문 경복궁 경회루 창경원의 벚꽃

3 광화문 벚꽃 조선총독부 조선신궁 창경원의 벚꽃 탑동공원

4 총독부 박물관 한강철교 박문사 남대문 조선총독부 탑

5 경복궁 내 정원
경성부
(조선은행 앞 
광장)

파고다공원 장충단공원 남대문

6 창덕궁 비원 남대문 장충단 조선신궁 경복궁 경회루

7 이왕가 미술관 경복궁 경회루 한강인도교 박문사 　

8 창경원의 벚꽃 경성역 조선총독부 경성역 조선신궁

9 덕수궁 석조전 시가전경 조선호텔

10 조선신궁 　 　

11 경성신사 　 　

12 박문사 　 　

13 미츠코시 
백화점 　 　

14 미나카이 
백화점 　 　

15 조지야 백화점 　 　

16 본정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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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동아일보』 기사 구성 요소

제목 춘일가상소견 서울의 눈꼴 
틀리는 것

작금의 
사회상 서울구경 한양춘색

시기 1928 1929 1931 1932 1932

1 자동차 자동차 안 남녀 자동차 교통순사 성지의 춘색

2 안국동 상점주인 담배버리 여차장 한강수

3 종로 전차 마작중독 카페와 담배 종로 거리

4 술취한 사람 모던보이를 
흉내 내는 보이

문화주택과 
빈민가 모던걸 광화문

5 인력거와 
충돌한 노인 모던걸 호떡집 서울의 거리 교외

6 장님 탑동공원 시골의 집회 자동차 탑동공원

7 모던걸 탑동공원 거름통 뒤지기 전차를 못 탄 
사람 한양의 프로필

8 피리부는 
불구소년 술취한 여자 마코가 파스 여학생 　

9 점쟁이 　 약장사 세탁 　

10 여차장 　 　 　 　

11 약장사 　 　 　 　

　 　 　 　 　
　 　 　 　 　 노동자
　 　 　 　 　 교통순사

　 　 　 　 　 카페, 담배, 
여급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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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동아일보』 기사 구성 요소 및 『반도의 근영』 비교

제목 한양춘색 서울풍경 탐춘화첩 반도의 근영 
경성시가

시기 1932 1935 1938 1937

1 성지의 춘색 종로 거리 종로 보신각 조선은행 앞 광장
2 한강수 탑동공원 육조 앞 창경원의 벚꽃
3 종로 거리 동관 네거리 사직골 탑동공원
4 광화문 안국동 거리 정동 네거리 조선총독부 탑
5 교외 덕수궁 석조전 김화산 남대문
6 탑동공원 정동 네거리 남산 경복궁 경회루
7 한양의 프로필 경성역 자하골 　
8 　 동소문 용산 조선신궁
9 　 경학원 아현 조선호텔
10 　 신무문 숭례문 　
11 　 　 통안 　
　 한양의 프로필 　 　 　
　 노동자 　 　 　
　 교통순사 　 　 　
　 카페, 담배, 여급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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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Formation of the Urban Images of Seoul 

from 1897 to 1939

Sung, Hyojin

Department of Arch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coexistence of places which represent Hanseong 

and Gyeongseong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urban images of Seoul during the 

period from 1897 to 1939. It examines the transition from Hanseong, the capital 

city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o Gyeongseong, the capital of colonial 

Korea. The shift from Hanseong to Gyeongseong results in the formation of urban 

images. Urban images do not consist solely of physical environments. Urban images 

encompass perceptions, memories, and feelings of people who lived during the time. 

Therefore, it should not be overlooked how they reacted to and remembered the 

changes of urban space in dealing with the formation of urban images. There are 

two main focuses in this study. Firstly, it must be noted that elements representing 

Hanseong and Gyeongseong which seem to be fragmented are found in the images 

of Gyeongseong. Secondly, the images of Gyeongseong are located at the 

intersection of Japanese politics. Prior to exploring the images of Seoul,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the changes and perceptions of urban spaces in Paris, Tokyo, 

and Seoul in the late 19th century. This chapter is a premise for research and a 

consideration of methodology. Based on this, the study shed light on the appearance 

of places representing Hanseong and Gyeongseong during the creation of the urban 

images of Seoul from 1897 to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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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iod from the founding of the Great Korean Empire (Great Han Empire) to 

the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witnessed the birth of the modern city of 

Gyeongseong. The Joseon dynasty proclaimed the modern state of Korea in 1897. 

Gyeong’un Palace (Gyeong’ungung) was designated as a symbol of modern nation 

and a space that inherited the legitimacy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continuation of royal rituals. Modernization projects on the Gyeong’un Palace were 

also carried out. The roads were renovated. Trams were laid along the roads. 

Railroads were also supplied. At that time, there were a Legation Quarter around 

the Gyeong’un Palace and a Japan town near the Catholic Cathedral. It is the 

reason why Gyeong’un Palace was at the center of representing the urban space of 

Hanseong. There was a power struggle between the Legation Quarter and the Japan 

Town. Ambiguous balance was maintained in the urban space of Hanseong. The 

political balance among the Korean Empire, the Western superpowers, and Japan 

collaps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fter this event, Hanseong began to be 

called Gyeongseong. The Japanese residential area was enlarged to encompass the 

Namchon (South Village). In contrast, the walls near the four main gates 

symbolizing Hanseong were demolished. In Chang’gyeong Palace 

(Chang’gyeonggung), the first zoo in Korea was opened with a botanical garden and 

a museum. In the Gyeong’un Palace, which was called Deoksu Palace 

(Deoksugung), the construction of Seokjojeon (Stone Hall), a Western-style building, 

was completed. Seokjojeon was not used for its original purpose, but merely created 

as an exotic building. As discussed above, the emergence of Gyeongseong and the 

decline of Hanseong appeared together i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city of 

Seoul. 

During the period from 1910 to 1926, Hanseong was replaced by Gyeongseong. 

Buildings symbolizing the modern city of colonialism were constructed to create 

images of the city. The places which represent the old capital of Hanseong 

disappeared and came to be remembered by early twentieth-century Koreans. The 

official name of Seoul became Gyeongseong and its status was reduced to that of 

Gyeonggi-do. At the same time, the Gyeongseong City Street Improv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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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mplemented to improve the roads and expand the road network. The area 

around Joseon Bank near Namdaemun (the Great Southern Gate), emerged as the 

center of Gyeongseong. In the mid-1920s,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Chōsen) Office (Japanese Colonial Korean Government-General Office) and the 

Joseon Shinto Shrine, the core buildings of colonial rule, were built in Gyeong’bok 

Palace (Gyeong’bokgung) and Namsan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palaces 

and main gates of Seoul representing Hanseong were left in ruins. 

The construction of Gyeongseong was celebrated by various events. And the places 

symbolizing Hanseong have fallen into the spectacle of Gyeongseong. It indicates 

that the construction of Gyeongseong and the formation of its images show the 

beginning of a new visual culture. The representative events commemorating the 

construction of Gyeongseong were, The Joseon mulsan gongjinhoe (Joseon Industrial 

Exhibition or Joseon Products Fair) at Gyeong’bok palace, the enshrinement ritual at 

Joseon Shinto Shrine, event related to the comple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Office. The focus of these events was to create new landmarks of Seoul. 

The urban space of the colonial capital was turned into a venue for events. 

Photographs and articles describing the events were repeatedly printed in various 

media. On the one hand, the palaces symbolizing Hanseong gradually lost their 

status. The palaces were transformed into places for national events or popular 

leisure. Chang’gyeong Palace was relegated to Changgyeongwon (Changgyeong Zoo), 

a representative theme park of Gyeongseong, while losing its status as a palace.

The perceptions and reactions of early twentieth-century Koreans to the transition of 

the time ranged from acceptance to rejection. As cultural facilities were created for 

the Japanese in Seoul, Koreans gradually felt alienated. In the process, Koreans felt 

themselves as hard strangers and came to miss the bygone splendors of Hanseong. 

The places that symbolized Hanseong were in ruins, but Koreans did not remember 

them as ruins. The recollection and memory of Hanseong were found in the 

contemporary literature and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As a result, the places 

reminiscent of Hanseong overlapped with those that represented Gyeo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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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1926 to 1939, Gyeongseong was called Dae-Gyeongseong (Great 

Gyeongseong) and came to be mythicized. However, the fragments found in the 

images of Dae-Gyeongseong indicate that it is an illusion created by distortion. 

Since the mid-1920s, Gyeongseong was called Dae-Gyeongseong, but its reality was 

ambiguous. On April 1, 1936, Dae-Gyeongseong was officially formulated. 

Gyeongseong was considered an important base for the formation of the Japanese 

Empire. The official name was not changed to Dae-Gyeongseong, but the area was 

enormously expanded. At that time,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Namchon and 

Bukchon was extremely huge in the urban space of Dae-Gyeongseong. Namchon 

and Bukchon were considered separate cities. Regardless of the reality of the city, 

the myth of Dae-Gyeongseong continued. By the 1930s, visual spectacles were 

created. Department stores and palaces were at the center of urban culture. The 

department store was a complex cultural space that includes cafes and galleries. It 

became part of the everyday lives of city dwellers in Seoul. The palace had also 

been turned into a theme park with complex cultural facilities. A museum, an art 

gallery, a zoo, and a children’s amusement park were built inside Deoksu Palace 

which was opened to the public in 1933. The construction of the Grand Museum, 

which includes the Science Museum and the Railway Museum, was planned at 

Gyeong’bok Palace. Department stores and palaces were not places for leisure. They 

were created for the cultural fluorescence of the Japanese empire.

As a result, the images of the city were distorted as visual spectacles. The reality 

that the people of the time saw was concealed in the mythicization of 

Dae-Gyeongseong. Media such as brochures and postcards did not include the real 

images of the time. What early twentieth-century Koreans saw in mass media were 

only fragmented images of Seoul that did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capital city. 

The city-dwellers of the time saw themselves as fragments in the city as well. The 

flâneur was one of them. He wandered in the streets with no purpose. The visual 

impact of the loss and dissolution of Hanseong was intense. Memories of the lost 

urban space came to be shattered. The flâneur strolled the stree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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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yeongseong and noticed that everything that was solid disappeared. But 

flânerie, the act of strolling, was either concealed or abandoned in the mythicized 

images of Dae-Gyeongseong where illusion replaced reality. The images of 

Dae-Gyeongseong were fictitiously constructed, not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city. 

They were no more than an assemblage of visual fragments. 

The urban image is one of the main topics in the field of visual culture studies. It 

is the reason that the transition to modern cities is in itself a shift to the birth of a 

visual culture. However, examination of urban images has been neglected in the 

field of visual culture studies. The significance of urban images was explored in 

studies of literature and urban and architectural history. As a result, scholarship on 

urban images tends to focus on the physical environments of cities. It is time to 

deal with urban images in visual culture studies. Along with the physical 

environments of cities, memories and feelings of people about urban space must be 

explored in visual culture studies. Accordingly, this dissertation is the first scholarly 

attempt in visual culture studies to shed light on the perceptions, memories, and 

emotions of early twentieth-century Koreans about the formation of the urban 

images of Seoul. This study take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the 

urban images of the city, encompassing Korean urban history, architectural history, 

and literature. It is my only wish that this dissertation makes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visual culture studies of Seoul,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complex process in which the city was radically transformed from Hanseong to 

Gyeongseong. 

Keywords: The Images of a City, Urban Images, Seoul, Hanseong, Gyeongseong, 

Dae-Gyeongseong, The Great Korean Empire, The Colonial Period, Recognition and 

Remembrance.

Student Number: 2013-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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