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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석남 송석하의

사진카드(이하 ‘석남 사진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장 ‘서론’에서는 송석하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송석하의 행적과 민

족주의자로서의 성격 규명에만, 석남 사진카드에 대한 연구는 사

진에 대한 단순한 분류, 주관적인 해석에 몰두하여 사진카드에 기

재된 내용은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이렇게 된 이유로 첫째는 주류 학계에서 사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둘째로는 사진의 특수성에 기반한 관점으로 사진카드를

바라봐서 그렇다 할 수 있다. 이에 본격적인 석남 사진카드 내용

으로 들어가기 전 2장 ‘근대 매체 환경의 변화’에서는 사진의 특수

성이 아닌 문자와 기술이미지 사이의 연속성을 다룬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기술이미지와 사진을 구분하는데, 전자는 매체이고 후자는

매체의 구현 방식, 구체적으로는 프린트 방식이다. 이를 통해 판

화, 활자와 사진이 동일한 4가지 요소(패트릭스, 매트릭스, 원판,

지지체)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문자와 사진이 당대의 신

매체로서 근대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도 닮았음을

국내의 사례인 한글을 통해 강조한다.

3장 ‘석남 사진카드의 형식과 맥락’은 1절에서 석남 사진카드의

형식들을 소개하고 당대의 다른 사진카드와 비교해본다. 이를 통

해 석남 사진카드가 일련번호 란에서 그 개성을 드러내며, 용도

또한 외부 공개용이 아닌 영구 보존용임을 주장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본인 학자들과의 관련성과 함께 민속오락과 관련

된 송석하의 연구에만 주목했으나, 2절과 3절에서 20세기 초 일본

의 민속학 관련 분야에서의 사진 활용 방식과 민속자료에 대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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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송석하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

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는다.

4장 ‘석남 사진카드의 내용’에서는 석남 사진카드를 기재 내용에

따라 원판류와 통번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둘 중 더 중요한 것으

로 보이는 원판류는 기재된 날짜를 근거로 크게 세 개의 시기별

주제(민속신앙, 민속오락, 불교·문헌)로 구분할 수 있음을 서술한

다. 이를 통해 근대화라는 변화의 와중에 신매체를 통한 전통의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송석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원판류 중 외부 출처 사진은 명확하게 그 출처를 명기하였고, 그

활용 빈도도 높았다는 점에서 송석하가 이 사진군을 본인이 촬영

한 사진과 분명하게 구분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통번류는 원판

류와 달리 민속신앙 주제의 사진이 많았다. 다만 같은 날 같은 곳

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것

으로 보아, 통번의 부여는 그리 엄밀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 학자들과 연관된 증거로 여겨졌던 중국과

몽골의 사진들은 다른 사진들과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파란 글

씨로 작성되어 분명히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장 3절에서는 3장 1절에서 살펴본 당대의 다른 사진카드 중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심

층적인 비교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형식에 있어서는 경성제대 민

속참고품실 사진카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했음을,

내용적인 면에서는 통번류와 원판류·통번류 외 사진카드에 한해서

동일한 사진 혹은 동일한 피사체의 사진이 일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석남 송석하, 한국 민속 사진, 사진 카드, 근대화, 매체

학 번 : 2020 - 2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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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동기

근대화란 무엇인가? 근대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서구 입장에서는 일

반적으로 정치 면에서의 국민국가화, 경제 면에서의 산업화, 사회 면에서

의 도시화, 문화 면에서의 시간관념·위생관념 등1)으로 말할 수 있고, 서

구의 압박으로 근대화가 시작된 비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통틀어서 ‘서구

화’라는 표현으로 묶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서구의 압박이라는 것이 제

국주의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상당수 비서구 사회에서는 ‘식민화’라는 부

정적인 인식이 많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조선이 그런 입장이고, 일본

도 식민화는 피했지만 서구에 대한 두려움 혹은 열등감이 중국과 조선에

비해 덜하지는 않았다. 이에 근대화를 자체적인 발전으로 진행하고자 ‘중

체서용(中體西用, 중국)’, ‘동도서기(東道西器, 조선)’, ‘화혼양재(和魂洋才,

일본)’의 방법론이 시도되기도 했고, 근대화를 자체적인 발전으로 설명하

고자 국내에서는 ‘자본주의 맹아론’, 해외에서는 ‘아시아적 가치’ 등이 한

때 유행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막부(幕府)의 해체를 중심으로 ‘중앙집

권화’, ‘유학(儒學)화’, 더 나아가 ‘중국화’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다. 이렇

듯 근대화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난립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특수성만

강조할 뿐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변화를 짚어낸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근대화를 ‘매체와 그 구현 방식의 변화’로 정의하고자 한

1) 정치 면에서의 근대화를 ‘민주주의화’, 경제 면에서의 근대화를 ‘자본주의화’,

사회 면에서의 근대화를 ‘개인주의화’·‘관료주의화’, 문화 면에서의 근대화를

‘세속화’·‘합리화’라고 부르기도 한다.(강정원(2008), 「한국 민속학의 방향에

대한 단상 : 근대화와 민간신앙의 쇠퇴를 중심으로」, 『中央民俗學』13,

p.81. ; 강정원(2020), 「현대화와 민속세계, 민속문화 : 한국종교와 민속종교

를 중심으로」, 『현대화와 민속문화』, 민속원,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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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말하는 매체는 흔히 언급되는 신문·방송 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층으로 내려가 정보 전달의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이미

지와 문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근대화란 매체의 헤게모니가 문자에서

사진·영상과 같은 기술이미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변화, 각 매체의 구

현 방식이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탈피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며, 인터넷·스마트폰과 같은 환경으로 인해 매체

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문은, 특히나 문자기록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인문사회과학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피상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인문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매체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유물론적 사고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본고는

인간이 근대 이후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인문

학의 영역에서 충분히 다룰 가치가 있는 내용이며, 인간과 사회를 연구

한다는 분야가 점점 인간과 사회로부터 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 매체의

변화는 인문사회과학이 시급하게 다뤄야 할 소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매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의 근대화는 기술이미지의 도입에 문자

의 변화가 중첩되어 있다. 우리에게 근대화는 표의문자인 한자의 헤게모

니가 표음문자인 한글의 헤게모니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더

불어 매체의 구현 방식에서도 프린트 방식이 극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본고는 이런 매체의 중첩적 변화 속에서 한자와 한글, 그리고 기

술이미지를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교적 초기의 인물 중 하나라는 점

에서 20세기 초중반의 민속학자 석남(石南) 송석하(宋錫夏)를 주목했다.

특히 그가 소장하고 정리한 사진카드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안

에서 송석하가 매체를 활용하고 교차시킨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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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석남 송석하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민속학과 민속

사진의 시공간적 맥락을 우선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非서

구 사회에서 근대화는 서구화이자 식민화로 인식되었고, 이는 학문의 영

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인 민속학에서는 근대화가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파괴하여 사람들의 생활이 더 각박해졌다고 보고, 사라지는 전통

적 민족문화를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이상화했다.2) 식민지 하에서 근대화

가 진행된 한국의 민속학은 이에 더하여 한국 근대화의 비주체성과 타율

성을 강조해 왔다.3)

특히 사진은 제국주의의 또 다른 무기가 되어 동양의 잔혹성·미개함

을 강조4)하며 해당 사진의 맥락은 무시된 채 서구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5) 다만 서구에서는 식민지에 대한 인종적 차이를 강

조하는 인류학이 발달하면서 사진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반면, 일본

은 식민 대상 국가와의 지리적 근접성, 인종적 유사성, 또한 같은 한자·

유교·불교 등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인류학보다는 역사학, 법학, 민

속학과 같은 문헌 연구가 발달6)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민속학에서는 사진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7) 실제 남아있는

사진자료들을 살펴보면 인류학 관련은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등의 신체

측정사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도뿐이지만, 민속사진으로는 이폴리트

프랑뎅,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등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문헌에 비하면 사진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제국주의적인 관점이 투영된 것

2) 강정원(2008), 같은 글, p.82.
3) 강정원(2008), 같은 글, p.86.
4) 티모시 브룩 외, 박소현 역(2010), 『능지처참』, 너머북스, p.13.
5) 티모시 브룩 외, 같은 책, p.72.
6) 선 일(2004), 「일제시대 학술조사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p.16.
7) 그 이유는 3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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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부되어 비판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석남 송석하와 그의 사진자

료는 외부인이 아닌 조선인이 만든 자료로서 민족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는 평가와, 반대로 별수 없이 제국주의적 가치에 순응하고 있을 뿐이라

는 평가의 대립에 발목이 잡힌 상태이다.

송석하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송석하의 행적, 민속연구, 사진자료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송석하의 행적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송

석하는 경남 울주군(오늘날 울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그의 호 ‘석남’은

인근 불교 사찰의 명칭이기도 하다. 부산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

경의 상과대학에 진학했으나, 학업을 도중에 접고 조선에 돌아온 뒤부터

는 민속학에 전념한다. 귀국의 배경으로 동경대지진을 말하는 글8)도 있

고 개인적인 가정사를 말하는 연구9)도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송석하 본

인이 구체적인 발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자신이 민속학이라는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

이 밝히고 있다.

“제 文獻 하나 없는 朝鮮史學者가 淸朝에 發達한 考證學만 뒤집

어 떨고 날뛰는 것이 보기 싫었든 것과 한참 동안 流行性이든 唯

心論과 唯物史觀 對立에 彼此의 長點을 못 보며 딸아 短點도 못

보는 것을 보고 統一할 만한 方法學問이 없나 해서...(후략)”10)

여기서 드러나듯이, 처음부터 송석하는 문헌적인 연구에 치우치는 것

보다는 문헌과 비문헌을 아우르는 쪽으로 관심이 있었다.

송석하는 1926년 「慶州邑誌에 對한 私見」이라는 글로 처음 민속학

연구를 발표11)했으나, “숨은 민속학자”12)라는 명칭처럼 한동안은 그리

8) 김두헌(1975), 「석남의 생애와 업적」, 『민속사진특별전도록(석남민속유

고)』.
9) 박진태(1996), 「석남 송석하의 민속학과 실천적 삶」, 『국립민속박물관

1996, 개관 50돌 국립민속박물관 50년』, p.171.
10) 송석하, 「民俗學 僿想」, 『中央』, 1935.8. 61-62면.(『석남 송석하, 한국민

속의 재음미』(이하 『석남 송석하』) 下, 국립민속박물관, 2004, p.7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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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32년 4월 손진태, 정인섭과 함께 조선민

속학회를 만들고 송석하 본인이 간사가 되어 이듬해 1933년 우리나라 최

초의 민속학 학술지인 『朝鮮民俗』 1호를 내놓는다.13) 이는 한국민속학

이 독립학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민속학

의 기원 중 하나로도 평가받는다.14)

그의 행적 일반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한양명과 남근우를 들 수 있

는데, 주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한양

명은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민족의 고유문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

체가 문화민족주의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증거”15)라고 말하며 송석하를

문화민족주의자로 규정한다. 나아가 “이전의 최남선 등이 소극적이고 관

념적인 문화민족주의자였다면, 송석하는 적극적인 실천적인 성격”16)을

보이며, 이에 따라 송석하의 민속학 활동의 동기를 신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민속의 현대적 계승에 대한 그의 구상은

도덕 및 윤리에 대한 강박적 관념, 전승집단에 대한 배려 부족, 생산양식

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문화민족주의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일

제시대에 실현되지 못했다고 정리한다.17)

남근우는 한양명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반박한다. 당시의 맥락을 충분

히 고려하지 않은 채, 송석하의 연구 실천의 의미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저항의 문화민족주의로 포괄했다는 것이다.18) 남근우가 말하는 ‘당시의

11) 장철수(1997), 「민속학에서 본 宋錫夏 평가의 문제」, 『민속학연구』 4,

p.15.
12) 「貴重한 史料 등에 진 鐵原의 老鐵佛」, 『東亞日報』 1931.5.8. 7면.(『석

남 송석하』 下 p.1023에서 재인용)
13) 인권환(1978), 『韓國民俗學史』, 열화당, p.71.
14) 인권환(2013), 「한국민속학의 기원·전개·양상」, 『세계민속과 지역민속』,

민속원, p.159, p.165.
15) 한양명(1996), 「石南 宋錫夏의 民俗硏究와 民俗學史的 位相」, 『한국민속

학』 28, p.69.
16) 한양명(1996), 같은 글, p.80.
17) 한양명(1996), 같은 글, p.79.
18) 남근우(2002), 「‘조선 민속학’과 식민주의 : 송석하의 문화민족주의를 중심

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5(2),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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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란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통치를 말한다. 남근우는 그 사례로

1934년 4월 동경에서 열린 제8회 ‘향토무용 민요대회’와 관련된 에피소드

를 드는데, 여기서 송석하는 무용대회의 의미를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한

편 참여를 제안 받은 ‘김포 농민무용’에 대해서는 대회에 내놓을만한 수

준이 아니라고 혹평을 가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송석하의 입지도 어

디까지나 일제의 화이질서 체제 아래에 있었다”19)고 평한다. 나아가 “송

석하의 민속오락에 대한 관심은 식민지 근대화의 모순을 도외시한 채 조

선 민중의 고단한 삶을 ‘명랑한 오락’으로 가리고자 하는 조선총독부의

오락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고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남근우는 ‘송석하 = 문화민족주의자’라는 박진태와 한양명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

하지는 않은 것이다.

송석하의 조선민속학회 행적에 관해서는 더욱 첨예한 대립이 있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전경수와 남근우를 들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한

반박 논문 및 재반박 논문을 내면서 글에서 서로 분노와 피로감마저 드

러나고 있다. 논쟁을 요약하자면 우선 전경수는 조선민속학회가 일제의

검열21)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으며, 『조선민속』 3호의

일어 출간은 1940년대 들어 조선어 사용 금지 정책으로 인한 ‘일제화’의

증거22)라고 주장한다. 반면 남근우는 조선민속학회의 창립 동기를 도쿄

의 ‘민속학회’ 창립23)에서 찾으며, 『조선민속』이 꾸준히 나오지 못한

것은 원고난 때문24)이고, 『조선민속』 3호를 ‘일제화’의 증거로 보기에

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송석하의 민속연구 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문화민족주의에 대

한 검증이 눈에 띈다. 우선 박진태는 김두헌의 증언을 인용하며 “드높은

19) 남근우(2002), 같은 글, pp.104-105.
20) 남근우(2002), 같은 글, p.112.
21) 전경수(2013), 「조선민속학회와 <朝鮮民俗>의 식민지와 은항책 – 식민지

혼종론의 가능성」, 『민속학연구』 33, p.27.
22) 전경수(2013), 같은 글, p.40.
23) 남근우(2019), 「‘조선민속학회’ 재론」, 『실천민속학연구』 34, p.106.
24) 남근우(2019), 같은 글,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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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식과 불우한 가정생활이 맞물리면서 사라져가는 민속문화의 전승

현장을 찾아 민족적 울분과 개인적 번뇌를 해소시켰다”25)고 주장한다.

반면 김광식은 북청의 사자춤과 관련하여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언급한

송석하의 1936년 글(「신라의 산예와 북청의 사자」)에 주목하여 송석하

가 해당 글을 일본어로 먼저 작성한 후 동아일보에 한국어로 연재했음을

밝힌다. 다만 “그 내용이 서로 달라 일어 본에서는 제목과는 달리 북청

의 사자춤이 일본의 사자춤과 매우 유사함을 다루고 있고, 한국어 본에

서는 제목대로 신라의 산예와 북청의 사자춤 사이 유사점을 논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송석하의 일본어 논고는 식민지시기에 한일의 유

사성을 논함으로써 당대의 현실을 추인하는 위험성을 지녔다”26)고 지적

한다.

그 외에 송석하의 민속연구를 통해 그의 민속관 및 민속 개념을 정리

한 글도 존재한다. 김형주는 송석하가 미개인, 반미개인, 문명인으로 이

어지는 문화진화론과 기원, 변천, 계통을 규명하는 전파주의를 절충한 모

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27) 그 근거로 송석하가 다양한 글에서 드러낸

학문적 태도와 함께 『조선말 큰사전』의 몇몇 용어 주해 내용, 줄다리

기의 세 가지 기능을 근거로 든다.28) 다만 송석하가 한창 활약하던 1930

년대에 문화진화론은 이미 사양길을 걷고 있었고, 전파주의 역시 기능주

의의 압박에 의해 절대성을 잃고 있었음29)에도 송석하가 왜 굳이 이 둘

을 절충하려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김광식 또한 송석

하에게 민속은 ‘시간적 강인성’을 지닌 ‘잔존물’이었다고 동일한 주장을

한다.30)

25) 박진태(1995), 「송석하(宋錫夏)의 민속극연구(民俗劇硏究)에 대한 연구사적

(硏究史的) 검토」, 『구비문학연구』 2, p.384.
26) 김광식(2012), 「석남 송석하의 업적과 이중어 글쓰기의 실상」. 『근대서

지』 6, p.243. 해당 내용은 3장 3절 p.56 각주167에서 다시 다룬다.
27) 김형주(2010), 「석남(石南) 송석하(宋錫夏)의 민속관(民俗觀) 연구」,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6-27.
28) 김형주(2010), 같은 글, p.43, p.49. 해당 내용은 3장 3절 p.55 각주166에서

다시 다룬다.
29) 김형주(2010), 같은 글,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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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 주목받은 것이 그가 1930년대에 민속자료 수

집과 현장조사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가 바로 본고

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송석하 소장 사진카드(이하 석남 사진카드)이며,

이에 관한 선행연구자로는 최인진, 허경민, 김시덕, 이수경이 있다.

최인진은 한국사진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책에서 사진의 기록성을

얘기하며 송석하의 사진을 소개한다. 송석하가 직접 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진, 영상, 방송 등을 통해 민속의 현장을 전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임석

재의 글31)과, 송석하가 조선민속 창간사에서 전반적인 자료수집의 필요

성에 관해 언급한 글32)을 인용하여 이 둘을 결합해서 송석하가 사진을

수집한 동기는 민속 연구에 활용하려는 목적과 함께 민속의 실체 보존과

원형 전달의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33) 사진 내용은 주로 가면

극을 언급하며, 현재의 양식과 차이가 있는 가면탈, 놀이 시연 장면이 포

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정확한 기록과 사진의 적시성에서 뛰어나다

고는 할 수 없으나, 연희의 주요 장면에 대한 기록, 가면의 정물적 사진

기록, 연희 참가자들의 기념사진을 통해 가면과 복색을 담은 점에서 민

속학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34) 그러나 가면극 이외의 사진은 장승, 솟

30) 김광식(2017), 「송석하의 민속 및 민속학 개념의 전개양상」, 『실천민속학

연구』 제30호, pp.14–15. 김형주의 논의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어 소략하게

서술함.
31)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변인/후대인의 평가일 뿐, 송석하 본인이 밝힌

내용이 아님은 원문의 내용(최인진이 누락한 부분에 대한 강조는 필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어떠한 經路로서 이 學問에다 손을 대게 되었는

지 그 事綠을 들을 機會를 나는 갖지 못하였지마는 그는 그때로서는 最高

級의 獨逸製 寫眞機를 가지고 私財를 써 가면서 우리 나라 各地方을 踏査하

여 世上에 잘 알려지지 않은 各種의 民俗놀이며 年中行事며 慣行이며 宗敎儀

式이며 慶宴方式이며 器物, 道具며 等等 各種의 民俗學 資料를 撮影하고 採

取하고 蒐集하였다.”(임석재, 「序」, 송석하 著, 『韓國民俗考』, 日新社,

1960, p.5.)
32) 여기서는 고유민속자료가 사라진다는 얘기만 있을 뿐, 사진은 전혀 언급되

지 않는다.
33) 최인진(1999), 『韓國寫眞史 : 1631-1945』, 눈빛, pp.399-401.
34) 최인진(1999), 같은 책, pp.4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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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제주도 무속 정도만 소개하며, 그마저도 “대부분의 장소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사진만 남아”35) 있다고 언급하고 지나간다. 아울러 사진카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허경민은 일제시대의 여러 민속사진 아카이브를 함께 다루면서 그중

하나로 송석하 소장 사진을 다루고 있다. 그는 서론에서 여러 내용을 인

용하면서 ‘선택’이 사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36) 다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선택’은 사진 찍는 사람의 피사체에 대한 선택에 한정되는

것으로, 사진카드의 기재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또한 본론에서 제시하는 피사체의 내용 분류가 상당히 단편적이

고 피상적이라는 점에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문

헌들이 ‘문헌·유물’ 카테고리에 묶여버리고, 서로 다른 춤들이 ‘춤’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여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 것이다. 또한 해당 분류

에서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무속·민간신앙’이 강조되었으며, 그

이유는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나 무라야마 지준 등 일본인 민속학자들의

영향 내지는 교류 가능성으로 정리된다.37) 여기서 ‘교류가능성’이란, 촬영

물의 공동소유 내지는 공동촬영의 가능성을 말한다. 송석하가 사진이라

는 형식을 취한 의미는 무형의 민속을 유형의 사진으로 남겼다는 점 정

도로 마무리된다.

김시덕은 석남 사진자료의 전체적인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집중

한다. 여기서의 존재 의미는 ‘영상민속학’이다. 그는 우선 ‘영상학’과 ‘영

상인류학’을 구분한다. 전자는 영상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후자

는 인류학 연구에 영상 연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송석하는 후자에 속한

다는 것이다.38) 이어서 김시덕은 후자의 영상인류학이 가지는 의미를 ‘영

상에 의한’ 인류학과 ‘영상의’ 인류학 두 가지로 제시한다. 전자는 처음부

35) 최인진(1999), 같은 책, p.401.
36) 허경민(2005), 「근대 사진아카이브를 통해 본 조선민속표상과 전통담론」,

pp.16-18.
37) 허경민(2005), 같은 글, p.42.
38) 김시덕(2004), 「석남 송석하 선생 사진의 영상민속학적 의의」, 『(石南)宋

錫夏 영상 민속의 세계 : 연희편』,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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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인류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물론이고, 애초에 다른 목

적으로 제작된 영상도 인류학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영상인류학의

영역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다. 후자는 아직 정식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

지는 못하지만 학제 간 연구, 이론과 실천 사이의 중첩이라는 것이다.39)

송석하의 사진이 ‘영상학’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송석하가 사

진 촬영에 관해서 남긴 글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진

과 관련된 글은 「今村翁と瓠杯」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촬영 대상을 구

하는 과정에서의 우여곡절만 나오고40) 사진을 어떤 의도로 어떻게 촬영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 김시덕은 이를 ‘영상인류학’의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촬영자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후대의 연구자가

그 속에서 인류학적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진자료가 함께 언급되지는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이수경도 송석하의 사진들을 영상민속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구체

적인 사진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사진 앵글의 효과와 관련해

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보통의 앙각 촬영의 경우 피사체가 관객

을 내려다봄으로써 권위적인 위치에 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송석하의

사진 속에는 그런 촬영을 하는 촬영자와 피사체가 함께 담겨 있어 위치

에 따른 권위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41) 이런 점들을 고려

해 봤을 때 송석하의 사진은 서양 혹은 일본의 시선과는 다르게 한국의

민속을 객관적으로 담으려 했다고 이수경은 주장한다.

그러나 촬영자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담은 것인지, 찍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다. 앞서 말했듯

이 송석하가 사진 촬영에 관해서 남긴 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수

경의 근거도 과도한 의미 부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사진의 특징으

로 촬영자가 의도치 않은 부분이 사진에 포함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

39) 김시덕(2004), 같은 글, pp.199-200.
40) 송석하, 「今村翁と瓠杯」, 『書物同好會會報』 第九號, 昭和十五年(1940)九

月, 13頁.(『석남 송석하』 下 pp.721-722에서 재인용)
41) 이수경(2014), 「석남 송석하의 영상 민속학에 활용된 사진 아카이브와 그

역사적 의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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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 나들이라고 적힌 사진을 두고 “피난을 가는 듯한 인상”42)이라며 주

관적으로 해석해버린다.

사진카드와 관련해서는 구성요소를 소개한 점에서 허경민, 김시덕의

논의로부터 발전된 부분이 있으나, 빈칸이 많다는 이유로 그 적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마무리하는 부분43)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한 구성요소 중 “좌측에는 세로로 ‘禁無斷複製轉載’, 오른쪽에는 역시 세

로로 ‘宋錫夏所藏’이라는 문구를 넣어 카드의 소유자를 분명히 하고 저작

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44)고 언급했음에도 송석하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진을 통해 민속학을 연구”45)했다고 정리하는 등 사

진과 사진카드의 성격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혼선을 일으킨다.

42) 이수경(2014), 같은 글, p.40.
43) 이수경(2014), 같은 글, pp.41-42.
44) 이수경(2014), 같은 글, p.42.
45) 이수경(2014), 같은 글,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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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향 및 방법

본고는 앞서 말한 매체의 관점에서 송석하를 바라보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석남 사진카드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사진에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허경민의 서론 내용에 동의하면서,

석남 사진카드에서 송석하가 직접 기입한 카드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송석하가 사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는데, 본고는 사

진카드의 기재 내용과 기재 방식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송석하의 의

도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수경이 언급했듯이 카드에 빈칸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살펴본 결과 연구가 성립 불가할 만큼 기재된 내용이

적은 것도 아니며, 그 또한 ‘선택’의 일환으로 해석한다면 빈칸은 단순히

아무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카드의 기재 내용을 더 가치있

게 만드는 것이다.

본격적인 석남 사진카드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2장에서는 근대 매

체 환경의 변화를 넓은 범위에서 짚어본다. 이는 이수경의 선행연구가

가지는 전제를 반박하기 위함이다.46) 흔히들 매체와 매체의 구현 방식을

혼동하기에 이 둘을 먼저 구분하고, 매체 구현 방식에서 특히 프린트 방

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구분에 맞추어 이미지, 문자, 기술이미지 매체

의 변화를 상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진도 프린트 방식이라는 일관된

틀로 설명이 가능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자 매체에서는 근대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의 특수한 매체 변화였던 한글 도입을 살펴보고, 기

술이미지 매체에서는 사진의 객관성을 둘러싼 사진이론의 흐름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3장 1절에서는 우선 기록학에서 바라보는 사진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록학계가 사진에서의 ‘선택’에, 석남 사진카드에서는 특히 ‘사진카드의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짚고 넘어가겠다. 그 다음 석남 사진카드

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다른 사진 기록들과 차이를 살펴보

46) ‘사진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선

행연구의 저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님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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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석남 사진카드는 ‘영구 보존용’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사진카

드의 구성요소들을 근거로 삼아 말하고자 한다. 아울러 석남 사진카드의

구성요소를 사진의 정리, 사진의 기술(記述), 사진의 목적으로 나누어 설

명한다.

2절에서는 국내 사진 도입과 함께 국내에서 사진이 민속학 연구에 사

용된 사례를 살펴본 뒤, 당대의 민속학과 그 인접학문인 고현학, 민구학

의 특징을 살펴보고, 송석하와의 관련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3절에서는

기존 송석하 관련 선행연구들은 오락에 관한 글에만 주목했으나, 송석하

는 오락 외에도 다양한 관심사가 있었으며 따라서 송석하와 그의 연구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석남 사진카드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사진카드의

항목 중 통번과 원판에 주목해 전체 사진카드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원판류 사진카드는 원판번호, 명칭, 날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진카드의 시기별 경향을 크게 민속신앙, 민속오락, 불

교·문헌 3가지로 나누어 소개할 것이다. 통번류 사진카드는 날짜 혹은

장소 정보가 잘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계열적 흐름 파악보다는 원판류

혹은 원판류도 통번류도 아닌 송석하 소장 사진들과의 내용적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송석하와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아

키바 다카시 주도하에 만들어진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와의 비

교를 통해 송석하가 석남 사진카드를 만들면서 어떤 점을 받아들이고 어

떤 점을 개선하였는지도 짚어보겠다.

결론에서는 석남 사진카드의 민속학적·기록학적 의의와 본고의 민속

학적·기록학적 의의를 살펴보면서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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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근대 매체 환경의 변화

제 1 절 매체와 매체 구현 방식

매체란 정보를 담는 그릇이다. 일반적으로는 신문·방송 매체를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매체란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좀 더 기본적인 형태 혹은 요소47)를 말한다. 이러한 매체로는

구술(음성), 문자, 이미지, 기술이미지가 존재한다. 추구하는 역사 모델에

따라서 다루는 매체가 학자마다 다르지만48), 본고에서는 이미지, 문자,

기술이미지를 중심으로 근대 매체 환경의 변화를 정리하겠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매체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매체’와 ‘매체

구현 방식’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신문·방송이라는 단위에는 음성, 문자,

이미지는 물론이고 매체에 따른 여러 매체 구현 방식들도 뒤섞여 있어서

이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매체 구

현 방식이란 매체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도구를 말한다. 문자

를 예로 들자면 사람이 손으로 직접 문자를 쓰는 것과 기계적으로 찍어

47) 유현주는 이를 ‘1차적 매체’로,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라디오, 책, 회화, 사진

을 ‘2차적 매체’로 정의하기도 한다. (유현주(2013), 「현대 매체이론에서 문

자의 개념과 역할 : 캐나다 학파, 플루서, 키틀러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

문과학』 제97집, p.319.)

본고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1차적 매체만 ‘매체’로 보고, 2차적

매체는 ‘매체 구현 방식’의 영역에서 다룰 것이다.
48) 캐나다 학파(마셜 맥루언 외)의 역사모델은 ‘구술문화 – 문자문화 – 제2

차 구술문화(전자기술시대)’이고, 빌렘 플루서의 역사모델은 ‘선사시대(이미

지) – 역사시대(문자) – 탈역사시대(기술적 이미지)’이며, 프리드리히 키틀

러의 역사모델은 ‘기록체계 1800(문자매체의 시대) – 기록체계 1900(아날로

그 기술매체의 시대)’이다. (유현주(2013), 같은 글, p.325, p.329, p.333.)

본 장은 같은 시각적 매체로서 문자와 기술이미지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

기 위해 플루서의 역사모델에서 다루는 매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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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좀 더 세분화하자면 사람이 쓰는 것은 붓

으로 쓰는 것과 펜으로 쓰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며, 기계적으로 찍어내

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판으로 찍어내는 것과 개별 글자 조각들을 조합

해서 찍어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화는 매체와 매체 구현 방식 둘 다에 영향을 주었다. 매체 중에

서는 기술이미지가 탄생했고, 마찬가지로 매체 구현 방식 중에서도 사람

이 직접 손으로 이 개입하는 비중이 적은 방식, 즉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프린트 방식에서 여러 변화가 발생했다.

프린트 방식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원판이 있어 종이를 비롯한

여러 지지체에 원판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박상우는 이

를 행위, 원판, 결과(지지체)라는 3요소로 정리한다.49) 본고에서 규정하

는 프린트 방식은 여기에다가 원판의 제작과정까지 포함한 것이다. 즉,

원판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패트릭스’(Patrix, 父型)와 ‘매트릭스’(Matrix,

母型)50),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원판’, 원판의 내용이 찍히는 ‘지

49) 박상우는 사진과 프린트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프린트의 첫 번째 요소인

‘행위’를 “누르는 행위”, “압력” 등으로 표현하고, “접촉의 원리”와 “누르기의

원리”라는 프린트의 2원리도 제시한다. (박상우(2009), 「사진과 프린트 : 기

술이미지 연구」, 『현대미술사연구』 26, pp.114-115.)

본고는 여기서 ‘행위’를 ‘찍는 행위’라고 표현할 것인데, 이는 사진과 프린트

의 공통점 내지는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은 이를 ‘프린트 패러다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임영길·임은제(2012), 「판화

의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예술과 미디어』 Vol.11 No.1, p.113, p.115.)
50) 패트릭스와 매트릭스는 본래 활자 제조 시 쓰이는 물품들을 지칭하는 용어

다. 패트릭스는 글자가 양각되어 있는 강철이다. 이보다 강도가 약한 재질인

구리 막대에 패트릭스를 박으면 구리에 패트릭스의 글자문양이 음각으로 파

인다.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구리를 매트릭스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매트

릭스로 거푸집을 구성하고, 여기에 금속을 부어 활자를 주조한다. (국립한글

박물관 편(2020), 『문자혁명 : 한국과 독일의 문자이야기』, 국립한글박물관,

p.67.)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각의 패트릭스, 음각의 매트릭스, 다시 양각의 원판

(활자)이라는 활자 제작의 요소를 전체 프린트 방식의 요소로 확장하고자 해

당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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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로 이뤄진 것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프린트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잉크와 같은 매개물도 추가로 포함할 수 있겠다. 이러한 프린

트 방식에서는 첫째 패트릭스에서 매트릭스로, 둘째 매트릭스에서 원판

으로, 셋째 원판에서 지지체로 3중의 복제가 이뤄진다. 패트릭스를 매트

릭스에 ‘찍는 행위’, 원판을 지지체에 ‘찍는 행위’는 여기서 첫째와 셋째

복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프린트 개념은 세 번째 복제만을 다루고 있

기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프린트의 확장된 범

위는 패트릭스, 매트릭스, 원판, 지지체의 4개 요소와 그 사이 3중의 복

제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근대화를 전후로 매체 별 프린트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미지

매체에서는 근대 이전에 동판화 기법이 만들어졌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석판화 기법이 탄생했다. 문자 매체에서는 근대 이전에 활자 기법이 만

들어졌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타자기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 기

술이미지 매체에서는 사진 촬영과 인화, 그리고 사진제판 기술이 나왔다.

20세기 말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 구현 방식

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인다. 간혹 이 ‘디지털’을 0과 1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 혹은 픽셀이라는 0차원의 출현으로 보고 아날로그 시대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체와 매체 구현 방식을 혼동한

결과이다.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매체의 구현 방식에 속하며, 음성, 문자,

이미지, 기술이미지라는 매체는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임을 먼저 분명

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각종 프린트 방식에서 앞서 언급한 프린트의 4요소, 프린트의

3중 복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본고의 주 관심 매체는 문자 매체와

기술이미지 매체이므로 이 둘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우선 이

미지 매체의 프린트 방식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앞서 말한 프린트 방식의 4가지 요소 중, 패트릭스와 매트릭스는 목

판 인쇄술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패트릭스는 목판 제작

자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매트릭스는 생략된 것이며, 실제로는 원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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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원판을 지지체에 ‘찍는 행위’만 있을 뿐이다. 그로 인해 패트릭스에

서 매트릭스로의 복제와 매트릭스에서 원판으로의 복제, 즉 프린트 방식

의 3중 복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제는 인간의 수작업으로 대체 및

생략되고 원판 자체는 유일성을 가지게 된다. 목판 인쇄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행위, 원판, 지지체의 프린트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에 서양에서 동판 인쇄술 기법이 발명되면서 패트릭스

와 매트릭스, 그리고 패트릭스를 매트릭스에 찍는 행위는 판화제작자의

머릿속에서 일정 부분 나오게 된다. 여기서 ‘일정 부분’이라 함은, 복제하

고자 하는 원래 이미지인 패트릭스는 여전히 동판 제작자의 머릿속에 있

지만, 그것을 동판에 음각으로 새기는 행위와 그 결과물인 매트릭스는

절차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동판 인쇄술의 동판은 목판 인

쇄술의 목판과는 달리 원판이 아닌 매트릭스인 것이다. 프린트 방식의 3

중 복제로 보면 동판 인쇄술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복제를 불완전하게나

마 구현한 것이다. 복제를 ‘불완전하게’ 구현했다 함은, 매트릭스는 구현

해 내었으나 원판이라는 요소를 거치지 않고 지지체에 이미지를 바로 찍

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의 위계 차이 내지는 성격 차이로 인

해 동판화는 목판화가 따라갈 수 없는 섬세한 표현력과 내구성51)을 얻

었으나 까다로운 제작 조건을 수반하게 되었다.

18세기 말 독일에서 발명된 석판인쇄술에서는 음각과 양각이 명확하

게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석판 인쇄술은 목판 인쇄술처럼

나무를 깎아서 원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성 드로잉 재료로 그림 그

리듯이 원판을 만든다52)는 점에서 목판보다 섬세하면서 동판보다 신속

하게 만드는 조건을 충족하여 근대에 각광 받은 이미지 매체의 프린트

방식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이미지 매체의 프린트 방식에서 패트릭스는 제작자의 머

51) 음각 판화는 양각 판화와는 달리 기본 재료가 아주 조금 제거되는 특징을

가지며, 금속판은 목판보다 내구성이 훨씬 강해 더 많은 복사본을 만들어 팔

수 있었다. (데브라 J. 드위트 외, 조주연·남선우·성지은·김영범 역(2017),

『게이트웨이 미술사』, 이봄, pp.195-196.)
52) 데브라 J. 드위트 외, 같은 책, p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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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속에 존재했고, 패트릭스를 매트릭스 혹은 원판에 찍는 행위는 제작자

의 수작업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도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는 해당 도안을 패트릭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목판 인쇄술에서는 매트릭스가, 동판 인쇄술에서는 원판이, 근대 무

렵 석판 인쇄술에서는 다시 매트릭스가 생략되어 매번 매트릭스와 원판

은 공존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보인다. 프린트 방식의 3중 복제로 정리하

자면, 첫 번째 복제는 늘 인간의 수작업이므로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할 수 없고, 두 번째 복제는 늘 첫 번째나 세 번째 복제와 합쳐졌기에

독립적인 과정이었던 적이 없으며, 세 번째 복제만 제대로 작동한 것이

다.

동아시아에서 이미지 매체의 프린트 방식, 즉 판화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중국의 경우, 수당시대에 종교적 목적의 불교 그림이 판화로

제작되었으며, 송대에 이르러서는 종교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여러 방면

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명대에는 더 정밀한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만

력·천계 연간을 중국 전근대 판화의 전성시기로 본다.53) 그러나 이는 어

53) 翁連溪·袁理는 청대의 판화가 명대보다 뒤떨어졌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청대

궁정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를 통해 반박하고자 한다. (翁連溪·袁理(2006),

「淸代宮廷版畫槪述」, 故宮博物院 編, 『淸代宮廷版畵』, 北京:紫禁城出版社,

pp.9-10.) 본고에서는 이 중 동판화 및 석판화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프린트 4요소

프린트 3중 복제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

Patrix 이미지/도안 이미지/도안 이미지/도안
↓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Matrix - 동판
석판↓ - -

원판 목판 -
↓ (매개 : 잉크) (매개 : 잉크) (매개 : 잉크)

지지체 종이 종이 종이
[최종결과물] 목판인쇄본 동판인쇄본 석판인쇄본

[표 1-1] 이미지의 프린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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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까지나 목판 인쇄술에 해당되는 얘기로, 동판 인쇄술은 청대에, 석판

인쇄술은 근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석판화는 청대 도광 초년(1820)에 서양 선교사에 의해 중국에 소개되

었으나, 몇 십 년이 지난 광서 연간에 이르러서야 궁정 판화에 등장한

다.54) 반면 그 사이 민간은 석판 인쇄술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영국인

에 의해 광저우에 두 개의 석판인쇄소가 설립되었고, 1843년 상하이에서

도 석판 인쇄술을 채택한 墨海書館이 창설된다. 상하이에서는 1876년 이

후 석판 인쇄술이 크게 유행한다.55) 석판 인쇄술은 중국 전통 서적의 외

양과 미학적 특징을 살려서 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었고, 중국

에서 근대적 화보신문이 탄생하는 기술적 근거가 되었다.56)

문자의 프린트 방식과 기술이미지의 프린트 방식 또한 마찬가지의 과

정을 거쳤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내

용은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 매체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매체와 매체 구현 방식, 특히 프린트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

봄으로써, 송석하가 사진카드에서 촬영한 내용 및 ‘사진’이라는 매체 구

현 방식이 가지는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4) 翁連溪·袁理(2006), 같은 글, p.26.
55) 이성현(2019), 『《點石齋畵報》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4.
56) 보통의 널목판(나무가 자라는 방향에 평행하게 자른 목판)보다 단단하여 섬

세한 표현이 가능한 눈목판(나무가 자라는 방향에 수직으로 자른 목판)의 사

용, 잘 갖추어진 인쇄 설비로 인해 서양의, 특히 영국의 화보신문들은 석판

인쇄술이 아닌 목판 인쇄술을 사용했다. 반면 중국에서는 눈목판이 별로 활

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숙련된 기술자일지라도 복잡한 한자와 중국 회화를

단단한 눈목판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새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으로 이성

현은 추측한다. (이성현(2019), 같은 글, pp.22-23,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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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문자와 활자

문자 매체는 시각적으로 약속된 기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특징을 지닌

다. 문자의 역사는 ‘시각적으로 약속된 기호’가 무엇을 지칭하는지의 변

천사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대상을 단순화시켜 해당 대상

을 지칭하는 그림문자나 상형문자 체계에서 시작해, 추상적인 의미도 지

칭하는 표의(表意)문자 체계로 발전했다가, 매번 새로운 의미에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일부 문자로 특정 발음만 지칭하는

표음(表音)문자 체계로 넘어간다.57) 오늘날의 문자는 크게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문자는 거의 다 표음문

자이고, 표음문자 사용권 중에서도 대부분은 알파벳(로마자)을 사용한다.

표의문자로서 현재까지 사용되는 문자는 사실상 한자가 유일하다. 한자

는 어떻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매번 새로운 의미에 새로

운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난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상형(象形), 지사

(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의 육서(六書)58)라

는 방법으로 그 난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육서만 가지고는 문자의 소리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고,

이는 표음문자의 보조를 필요로 했다. 일찍이 한자를 문자로 사용했던

57) 한자의 경우 전근대 시기 내내 이미지 매체의 구현과 동일한 방식인 ‘붓’이

라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점, 한자문화권에서는 글자의 이미지적 성격을 강조

하는 ‘서예’라는 예술 장르가 다른 문자권에 비해 훨씬 발달했다는 점에 비추

어, 본고에서는 표의문자를 그림·상형문자와 표음문자 사이에 위치시켰다. 즉

플루서의 역사모델로 보면, 한자는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의 전환 과정의

어떤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이미지 매체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문자 매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것이다.
58) 노마 히데키는 상형과 지사는 단체(單體), 회의와 형성은 합체(合體), 전주

와 가차는 운용(運用)이라는 세 쌍의 범주로 육서를 묶어 설명하기도 하고,

形音義 체계를 기준으로 상형은 形音義 셋 다의 개입, 지사·회의·전주는 形과

義의 개입, 형성과 가차는 音과 義의 개입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노마 히데

키, 김진아·김기연·박수진 역(2011), 『한글의 탄생』, 돌베개, p.81,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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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는 그 보조 필요성의 정도가 클수록 표음문자 체계를 일찍 창안해

냈다. 훈과 음의 발음이 달랐으며 한자를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이 다양했

던 일본에서는 이러한 보조의 필요성을 일찍이 느껴 히라가나 및 가타카

나라는 표음문자 체계를 만든 것이고, 마찬가지로 훈과 음의 발음이 달

랐으나59) 한자어 발음은 정해져 있었던 한국은 이두, 향찰의 방법으로

버티다가 조선 세종에 이르러 한글이라는 표음문자 체계를 만든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자마다 정해진 발음이 있었고 애초에 훈과 음의 발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음문자의 보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가, 근대가 되어서야 자체적인 표음문자 체계를 만든 것60)이다.

결국 한글의 창제는 기본적으로 한자라는 문자 매체를 염두에 두고

훈의 발음과 음의 발음 둘 다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훈의 발음을 잡는

다는 것은 ‘고유어의 표기’를 뜻하고, 음의 발음을 잡는다는 것은 한자어

발음에 혼동이 없도록 ‘한자음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61)

59) 이상훈과 백채원은 이를 개화기에 쓰였던 ‘言文二致’, ‘言文不一致’라는 용어

로 지칭한다. 아울러 조선의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의 황윤석, 박지원,

이덕무, 정약용, 홍경모, 홍길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조선 식자

층의 중국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한다. 현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언어는 자의적인 것이기에 언어의 형식과 의미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훈·백채원(2014), 「문자관」, 『근대한국어 시기의 언

어관·문자관 연구』, 소명출판, pp.231-250.) 그러나 황윤석, 박지원 등은 한

국어 발음이 중국어 발음에 비해 후진적이라는 식으로 개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훈의 발음과 음의 발음이 분리된 한국의 상황과 분리되지 않은 중국

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60) 근대 들어서 중화민국에서는 주음부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한어병음이라

는 보조적인 표음문자 체계를 도입한다.
61) 김주원은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①한자를 모르는 백성의 편리한 언어생

활, ②한자음 정리, ③백성 계몽 세 가지로 정리한다. 이 중 ②한자음 정리

라 함은, “중국에서는 예부터 표의문자가 발달한 관계로 자음(字音), 즉 한자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에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운서를

바로잡기”(“若非予正其韻書則伊誰正之乎”, 세종실록 세종26년 2월 20일 경자

1번째 기사) 위한 목적도 있다는 의미이다. (김주원(2013), 『훈민정음 : 사진

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민음사, pp.73-74, p.106.) 다만 김주원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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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글의 창제와 관련해서 유목민족의 여러 표음문자와 관련성을 강

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목민족은 오랫동안 한자문화권의 바깥에 있다

가 낯설고 이질적인 문자 매체로서의 한자를 비교적 늦게 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표음문자는 그 창제의 맥락이 한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자를 염두에 두었음은 한글이 처음부터 모아쓰기 방식을 채택한 것

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노마 히데키는 이를 훈민정음의 ‘음절의 평면’

이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한자 발음의 훈민정음식 표기가 한자와 같은

분량의 공간을 차지하여 한자의 서사 방식과 조화를 이루는 장점이 생긴

다고 설명한다.62) 한글 창제 이후 근대 이전까지 400여 년 동안 한글 전

용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점63)도 한글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표기

수단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했던 한글에게 근대는 위기이자 기회가 되었다. 망국의 상황에서

한글은 민족의식과 결합했고, ‘문맹 퇴치’라는 명목 아래 지속적인 교육

과 전파가 이뤄졌다. 무엇보다도 한글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많이 등장

했다. 기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세로쓰기에 대한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의 가로쓰기 시도, 기존의 모아쓰기에 대한 풀어쓰기 시도, 기존의

국한문 혼용에 대한 한글 전용 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각각

민정음이 한자음 표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한다. (김주원(2013), 같은 책, p.154.)
62) 노마 히데키는 훈민정음을 ‘음소의 평면’과 ‘음절의 평면’이 중첩되어 계층을

이룬 것으로 파악한다. 이것의 장점으로 ①음절의 내부구조 가시화, ②음절의

외부경계 가시화, ③한자와의 조화 3가지를 제시한다. (노마 히데키, 앞의 책,

pp.180-185.) 본문의 내용은 ③한자와의 조화 관련 내용이다.
63) ‘言文不一致’를 해결하기 위해 글은 한자 그대로 두고 말을 중국어로 바꾸자

고 주장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글의 표기를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자고 주장

하는 자는 없었다. 말을 중국어로 바꾸는 것에 비판적이었던 유수원도 한글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상훈·백채원(2014), 앞의 글, pp.251-269.)

이는 이상훈과 백채원의 주장처럼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한 것도 맞지만,

본고에서는 한글이 애초에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이었

기 때문에 한글 전용 주장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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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따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주시경, 최현배 등의 학자에 의해 한꺼번

에 주장되었으며, 한자 매체의 서사 관습에서 알파벳 매체의 서사 관습

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녔다는 점64)이 특기할 만하다. 그 결과 풀

어쓰기는 채택되지 않았으나, 20세기 후반이 되면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

은 일반화가 이뤄진다. 즉 한글은 근대에 이르러 한자 매체에 대한 보조

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온전한 문자로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글은

근대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난 문자 매체이다. 일본의 히라가나·가타카나

와 중국의 주음부호·한어병음이 여전히 한자 매체에 대해 보조적인 위치

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근대 한국은 문자 매체 환경에 거대한 변

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자 매체 환경의 변화는 매체 자체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문자

매체의 구현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매체 구현 방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매체의 변화가 촉진된 측면도 존재한다. 앞서 이미지 매

체의 프린트 방식인 판화에 대해 살펴봤듯이, 여기서는 문자 매체의 프

린트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문자 매체의 프린트 방식은 크

게 판에 글자를 바로 새겨 고정판을 만들고 인쇄하는 방식과 개별 활자

를 만든 후 조합해서 판을 만드는 활판 인쇄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전자의 판은 주로 목판인 경우가 많고, 후자는 금속 활자·활판인 경

우가 많다.65) 전자의 경우는 앞서 이미지 매체 쪽에서 언급한 목판화의

원리(프린트 요소 중 매트릭스의 생략, 프린트 3중 복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수작업화)와 동일하기 때문에66) 여기서는 후자의 활자·활판

64) 류현국(2017), 『한글 활자의 은하계 : 1945~2010』, 윤디자인그룹 엉뚱상상,

pp.89-91.
65) 뤼시앵 페브르와 앙리 장 마르탱은 목판과 금속 활자·활판의 차이점을 몇

가지 더 나열하며 후자가 전자의 발전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다. (뤼시앵 페브르 외, 강주헌·배영란 역(2014), 『책의 탄생』, 돌베개,

pp.81-87.)
66) 비석에 새긴 글씨를 프린트한 탁본은 원판 역할을 하는 비석에 음각으로

글씨를 새긴 것이지만, 잉크 역할을 하는 먹이 묻어나오는 부분은 파인 부분

이 아니라 파이지 않은 볼록한 부분이므로 목판화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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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방식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프린트 요소 중 매트릭스나 원판 중 하나가 늘 생략되었던 판화와는

달리, 활판 인쇄 방식은 매트릭스와 원판 둘 다를 온전하게 구현해 낸

프린트 방식이다. 엄밀히 따지면 활자는 조각활자와 주조활자 두 종류67)

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활판 인쇄 방식은 주조활

자를 말한다.68) 주조활자의 제조 방법은 먼저 등장한 순서대로 나열하여

펀치식, 전태법, 기계조각법의 세 종류69)가 있으며, 셋 다 기계적인 방식

으로 제작한 음각의 매트릭스를 거쳐 양각의 활자를 만들어 낸다는 공통

점이 있다. 다만 매트릭스에 글자문양을 새기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펀치식은 나무를 깎아 만든 양각의 패트릭스를 고운 모래판에 찍어서,

혹은 금속을 깎아 만든 양각의 패트릭스를 그보다 연한 금속에 찍어서

매트릭스에 글자문양을 새긴다.70) 전태법은 패트릭스 역할을 하는 나무

조각 혹은 표면만 닦은 기존의 활자를 밀랍으로 감싼 뒤 밀랍을 굳히고

전기도금을 하여 매트릭스를 만든다.71) 기계조각법은 패트릭스를 굳이

제작하지 않고 글자문양을 금속판에 기계로 바로 새겨 매트릭스를 만드

는 방법이다.72) 프린트의 3중 복제 관점에서 보자면 세 방식은 모두 판

화가 해내지 못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해

67) 고미야마 히로시(2019), 「명조체 금속활자의 개발과 발전 그리고 종언」,

『동아시아 타이포그래퍼의 실천』, 윤디자인그룹 엉뚱상상, p.35.
68) 활자를 양각으로 바로 조각해서 만드는 방식인 조각활자는 매트릭스를 생

략하는 목판화의 원리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69) 류현국(2017), 앞의 책, p.301.
70) 국립한글박물관은 나무 패트릭스와 모래 매트릭스를 한국의 방식, 금속 패

트릭스와 연한 금속 매트릭스를 독일의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뤼시앵

페브르와 앙리 장 마르탱은 모래·점토를 활용한 거푸집을 서양에서도 13세기

이래로 사용하였으며 다만 패트릭스는 계속 금속이었다고 말한다. (국립한글

박물관 편(2020), 앞의 책, pp.66-67; 뤼시앵 페브르 외, 앞의 책, p.89.)
71) 밀랍에 바로 전기도금을 한 것이 매트릭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밀랍에는

흑연을 칠하고 그걸 가지고 구리 철형(凸型)을 얻고, 그걸로 다시 구리 요형

(凹型)을 얻은 것이 매트릭스가 된다. (류현국(2015), 『한글 활자의 탄생 :

1820~1945』, 홍시, p.204; 고미야마 히로시(2019), 앞의 글, p.35.)
72) 류현국(2017), 앞의 책, p.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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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으로, 세 번째 복제만 제대로 구현했던 판화를 성공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펀치식은 근대 이전 초기 활자 제작 시기부터 존재했던 방식이

고, 전태법과 기계조각법은 근대 이후에 나온 방식73)이다.

근대 문자 매체의 환경 변화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사진식자 방식의

도입과 분합활자 방식의 발전도 있다. 전자는 프린트 방식에는 속하지만

활자·활판 인쇄 방식에는 속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 활자·활판 인쇄 방

식을 대체한 것이고, 후자는 활자·활판 인쇄 방식의 내부에서, 정확히는

프린트 방식의 4요소 중 원판의 구성 방식에 일어난 변화라 할 수 있다.

73) 이용제와 박지훈은 김진평의 한글 활자 시기 구분에 기초하여 그 시기를

옛활자 시대, 새활자 시대, 원도활자 시대, 디지털활자 시대의 네 단계로 나

눈다. 옛활자 시대가 전근대, 새활자 시대 이후가 근대라고 보면 된다. 여기

서 새활자 시대의 시작은 1880년대이다. (이용제·박지훈(2015), 『활자흔적:

근대 한글 활자의 역사』, 물고기, p.24.)

다만 이는 한글 활자의 경우에 한한 것이고,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좀 더

시기를 앞당겨 볼 수도 있다. 류현국은 전태법이 1864년 상해 미화서관에서

처음 성공한 것을 계기로 중국에 도입되었으며, 1869년 이곳의 관장 윌리엄

갬블이 퇴직 후 나가사키로 가서 전태법을 모토키 쇼조(本木昌造)에게 전수

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 도입된 것으로 본다. (류현국(2015), 위의 책, p.203;

고미야마 히로시(2019), 위의 글, p.30; 류현국(2019), 「유럽인이 개발한 사

각·분합·절충 방식에 의한 한글 활자의 탄생과 그 의미」, 『동아시아 타이포

그래퍼의 실천』, 윤디자인그룹 엉뚱상상, p.71.)

프린트 4요소

프린트 3중 복제
펀치식 전태법 기계조각법

Patrix 아비자 기존활자 → 구리 철형 글자도안
↓ (매개 없음) 전기도금 기계조각

Matrix 어미자 밀랍 → 구리 요형 어미자
↓ 활자주조
원판 활판
↓ (매개 : 잉크)

지지체 종이
[최종결과물] 활판인쇄본

[표 1-2] 문자의 프린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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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는 전 세계 공통의 변화이고, 후자는 한글과 관련하여 한국의

근대에서만 존재했던 특이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20세기

후반이 되면 기계조각법이 설비 관리 및 절차의 복잡성, 납중독 등의 안

전 문제, 그리고 다양한 서체 디자인에 대한 요구로 인해 사진식자 및

평판 옵셋인쇄 방식으로 대체74)되었음을 말한다. 사진식자의 원리는 사

진촬영의 원리에 해당하므로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후자에 초

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서양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 때부터 알파벳 음소 단위로 활자를 제작

했다. 월터 옹의 표현으로는 “각 문자가 따로따로 떨어진 금속조각 또는

활자로 만들어진 알파벳 활판인쇄”75)이고, 오늘날 국내 학계의 표현으로

는 ‘분합활자’이다. 알파벳 서사방식의 특성상 활자를 합치는 방식이 가

로 일렬로 일정했던 덕분에 알파벳은 처음부터 분합활자 방식을 채택한

셈이다. 한자와 한글도 한자부수와 한글자모 단위로 활자를 만들어 조합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구텐베르크보다 금

속 활자·활판을 먼저 개발했음에도 근대 이전까지 분합활자를 시도된 흔

적이 전무하다. 한자와 한글은 합치는 방식이 가로 일렬인 알파벳과는

74) 류현국(2017), 앞의 책, p.476.
75) “15세기 중반 이전에 한국인과 위구르인은 알파벳과 가동활자(movale type)

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분리된 문자가 아니라 통째로 된 단어였다. 각 문

자가 따로따로 떨어진 금속조각 또는 활자로 만들어진 알파벳 활판인쇄는 역

사상의 정신적인 전환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한다. 그것은 말 자체

를 제조과정에 깊이 짜 넣었고 말을 일종의 상품으로 만들었다. 환치 가능한

부품들로 이루어진 동일하고 복합적인 제품을 일련의 조립공정을 통해서 생

산하는 제조기술, 즉 조립 라인의 최초 사례는 난로나 신발이나 무기가 아니

고 인쇄본을 생산하는 라인이었다.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은 인쇄기가 300

년 동안이나 그 대상으로 해왔던 이 환치 가능한 부품 조립기술을 다른 제품

제조에도 적용시켰다.”(월터 옹, 임명진 역(2018),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p.194.)

월터 옹은 분합활자로서의 특징이 근대성으로 연결됨을 강조하며 구텐베르

크의 인쇄에 주목한다. 본고 또한 구텐베르크 인쇄를 단순 활판 인쇄로서가

아니라 분합활자에 대한 시도로서 주목한다.



- 27 -

달리 상하좌우로 다양했고, 한 글자의 단위가 선형적인 띄어쓰기 단위인

알파벳과는 달리 2차원의 사각형 틀이었기 때문에 구현이 어려웠던 것으

로 보인다. 한자와 한글에 대한 분합활자는 서양에서 먼저 시도되었는데,

한자는 장 피에르 포티에76), 한글은 레옹 드 로니77)에 의해서이다.

근대 이후 한자에 대한 분합활자 시도는 특별히 더 없었으나, 한글에

대한 분합활자 시도는 추가로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1934년 김두봉의

『깁더 조선말본』이 있다.78)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활자 조합 방식의 문

제와 글자 단위의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어 활판 인쇄 분야에서는

그 이상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주시경, 최현배 등 가로

풀어쓰기 주장도 이러한 한글 분합활자 개발의 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

법의 일종이었다.79) 대신 한글 분합활자 시도는 한글 타자기 개발로 이

어진다. 처음으로 이원익이 1914년 경, 송기주가 1934년 경 한글 타자기

를 개발80)해 냈고, 여러 방식을 거쳐 마침내 공병우식 3벌 쌍초점 타자

기를 계기로 한글 분합활자는 보편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한자 매

체의 사각형 틀에서 탈피한 것으로, 앞서 한글 가로쓰기, 풀어쓰기, 한글

전용 운동이 추구하던 한자 매체의 서사 관습에서 알파벳 매체의 서사

관습으로 넘어가는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프린트

방식의 관점에서 한글 타자기는 프린트의 4요소 중 원판의 구성을, 프린

트의 3중 복제 중 세 번째 복제를 ‘실시간’으로 구현해 내었다는 의의도

가진다. 또한 한글 문자 매체에서 타자기가 가지는 의미는 알파벳 문자

매체에서의 타자기가 가지는 의미 이상이다. 즉, 한글 타자기는 알파벳

문자 매체에서는 구텐베르크 시절에 구현했던 분합활자를 한글 문자 매

체에 구현해 내었다는 의의 또한 있는 것이다.

76) 고미야마 히로시(2019), 앞의 글, p.15.
77) 로니는 1854년 사각틀 활자, 1864년 분합활자, 1889년 사각틀과 분합을 절충

한 활자를 만든다. (류현국(2019), 앞의 글, p.49, p.52.)
78) 이용제·박지훈(2015), 앞의 책, p.54.
79) 김태호(2019), 「어설픈 절충에서 새로운 미학으로」, 『동악어문학』 제77

집, p.19.
80) 김태호(2011), 「‘가장 과학적인 문자’와 근대기술의 충돌」, 『한국과학사학

회지』 제33권 제3호,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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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술이미지와 사진

기술이미지는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카메라와 같은 기기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사진’이라고 부르나, 본고

에서는 ‘사진’을 이러한 기술이미지 매체의 구현 방식, 즉 사진 촬영, 사

진 현상, 사진 제판 등의 과정을 지칭하는 말로 쓰고자 한다. 여러 초기

사진 기법들의 과학적 원리는 선행연구들81)에서 이미 다뤘기에, 여기서

는 앞서 언급한 프린트의 4요소와 3중 복제에 맞춰 소개하도록 하겠다.

동판화가 르네상스 시기에 처음 만들어졌듯이, 카메라 옵스큐라의 개

념과 구상도 르네상시 시기서부터 출발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술이미

지 자체는 근대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프린트 방식의 혁신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다만 기술이미지를 포착하고 복제하는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기에 정보의 전달이라는 매체의 기능은 할 수 없었을 뿐이다.

기술이미지의 포착은 19세기 니엡스에 의해 처음으로 구현된다. 애초

에 니엡스의 연구 목표에는 기술이미지의 포착뿐만 아니라 판화의 복제

도 있었다.82) 원본에 가까운 복사본을 얻기 위해 인간의 개입 대신 빛의

개입을 적용하려 한 것이 니엡스의 시도였고, 판화가 아니라 창문 밖의

풍경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기술이미지도 포착하게 된 것이다. 니엡스의

방식은 네거티브를 거쳐 포지티브를 얻는 방식이었으나, 네거티브가 고

정되어 포지티브를 계속 찍어내는 방식은 아니었다.

1839년 최초로 공인을 받은 사진 기법은 니엡스의 방식이 아닌 다게

르의 방식, 다게레오타입이었다. 이는 복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술이미

지의 포착에 집중한 방식으로, 정밀한 기술이미지를 구현해 내어 당시

81) 유진희(2009), 「윌리엄 폭스 탤벗의 사진 발명 : 칼로타입(Calotype)을 통

해 본 초기 사진기술 발명의 특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지선

(2019), 「한국 근현대 사진기록의 기록학적 가치 인식에 대한 연구」,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2) Michel Frizot(1998), “Light Machines : On the threshold of invention”, A

New H istory of Photography, Köln : Könemann,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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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만 다게레오타입은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83) 뒤이어 등장한 탤벗의 칼로타입 기법은 오늘날의 필름

사진 방식처럼 한 장의 네거티브로 여러 장의 포지티브 사진을 뽑아낼

수 있었다. 다게레오타입이 할 수 없었던 복제를 칼로타입이 할 수 있었

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네거티브의 존재 덕분이다. 다게레오타입은

네거티브의 매트릭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포지티브로 구현했기에 복제의

능력을 상실한 것이고, 칼로타입은 매트릭스의 단계를 거쳐서 포지티브

를 구현했기에 복제의 능력을 가진 것이다. 네거티브 매트릭스가 일회용

인 니엡스의 방식과는 달리 칼로타입은 네거티브 매트릭스가 사라지지

않고 여러 장의 포지티브를 찍어내는 원리였다.

그러나 칼로타입도 전체 프린트 방식을 빛을 매개로 구현했을 뿐, 잉

크를 매개로 구현하지는 못했다. 이에 탤벗은 사진제판 기술인 포토글리

픽 인그레이빙(Photoglyphic Engraving)을 1852년 개발한다. 이때 중간

톤을 잉크로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미세한 점으로 쪼개는 망판(網版)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84) 오늘날 디지털 픽셀의 전조가 사진제판에서 드

러난 것이다. 탤벗의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사진제판 방법은 이

미지 매체의 프린트 방식과 동일하게 볼록판, 오목판, 평판의 3가지로 나

83) 박상우(2015), 「기술 복제 시대의 탄생 : 초기 사진제판 기술 연구」, 『프

랑스학연구』 71, p.259.
84) 박상우(2015), 같은 글, p.260.

프린트 4요소

프린트 3중 복제
사진

Patrix 사물
↓ 사진촬영(매개 : 빛)

Matrix 네거티브 필름
↓ 사진인화 사진제판
원판 포지티브 이미지 망판
↓ (매개 : 빛) (매개 : 잉크)

지지체 종이 종이
[최종결과물] 인화사진 인쇄사진

[표 1-3] 기술이미지의 프린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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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다.85) 근본 원리도 다르지 않다. 네거티브 사진을 가지고 볼록

판은 양각의 원판을, 오목판인 그라비어 인쇄는 음각의 매트릭스를, 평판

인 옵셋 인쇄는 양각의 원판을 만들어 낸다.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즉, 다른

매체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술이미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

는 것일까? 바로 패트릭스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미지와 문자 매체

의 패트릭스는 모두 인간의 머릿속을 한 번 거친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미지 매체의 패트릭스는 인간의 개입 없이 실물에 물리적으로 반사된 빛

이다. 이로 인해 사진은 처음에는 객관성이라는 특성을 부여받았으나, 시

간이 흐름에 따라 객관성을 긍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하는 사진이론의 부

침이 존재했다. 필립 뒤부아는 이를 거울론, 변형론, 인덱스론으로 정리

한다.86)

사진 개발 초기에 해당하는 19세기에는 기술이미지를 실재의 거울로

보는 관점이 많았다. 다만 사진을 예술의 영역에 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와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었다. 우선 프랑수아 아라고는 1839년 다

게레오타입 사진의 국유화를 주장한 연설에서 사진의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로 고고학, 천문학, 생물학 등의 과학 분야와 함께 회화를 언급한다.

회화에서 사진이 활약한다는 것은, 사진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한다

기보다는 사진이 화가가 드로잉하는 데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

을 말한 것이다.

반면 샤를 보들레르는 1859년 살롱전에 대한 글에서 사진을 부정적으

로 바라본다. 사진이 화가를 돕는다고 말한 아라고와는 달리, 그는 사진

이 그 복제의 천성으로 인해 화가가 진정한 실력을 키우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회화를 타락시킬 위험이 있는 사진은 속기술이나

인쇄술처럼 예술과 과학의 천한 시녀, 비서 혹은 공증인이 되어야 한다

85) 이경률(2010), 「19세기 사진제판의 발명과 발견의 역사」, 『프랑스문화예

술연구』 제34집, p.638.
86) 필립 뒤봐, 이경률 역(2006), 「절대-닮음에서 인덱스까지 : 사진의 사실주

의 담론에 대한 간략한 역사 회고」, 『사진적 행위』, 사진 마실, pp.25-38,

pp.43-52,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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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들레르가 비판한 사진의 특성이 아라고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생겼다. 1939년 피카소는 사진이 실재의 재현 기능을

회화보다 잘하고 있으므로, 회화는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집중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입체파를 비롯한 추상화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주장들은 모두 사진을 예술의 영역에 들이지 않는 주장들이었

으나, 19세기 말 픽토리얼리즘 화가들은 사진 자체를 작품으로 받아들이

는 움직임을 보인다. 다만 그들도 실재를 그대로 구현하는 사진 그 자체

보다는 거기에다가 화가의 붓 터치를 더한 것이 예술 작품으로서 더 가

치가 있다고 믿었다.

20세기가 되면 사진의 객관성을 의심하는 주장들이 속속 나타난다.

지각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런 논의가 제기되었고, 20세기 중반 기호학 및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비판들이 제기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는

인류학적 측면에서 사진은 실재의 변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미 1857년에 엘리자베스 이스트레이크가 사진의 한계를 제시하면서

사진은 컬러를 흑백으로 바꾸고 실재의 풍부한 중간 톤들을 표현해내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1932년 루돌프 아른하임은 이를 확장시켜 사진의 지

각심리학적 변형을 6가지로 정리한다.87) 첫째 사진은 입체를 평면에 투

영한다. 따라서 둘째 사진에서 깊이가 감소한다. 셋째 컬러를 흑백으로

바꾸고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넷째 프레임이 있어 대상을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선택적이라 함은 피사체를 가까이

찍어 강조할 수도 있고 피사체를 멀리서 찍어 강조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을 말한다. 따라서 다섯째 사진은 시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이로 인

해 사진은 몽타주와 같이 현실에서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이어붙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진은 시각 외에 사진에 찍힌 내용에 대한 다른 감각

을 다 차단하여 사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87) 루돌프 아른하임, 이윤영 역(2011), 「영화와 현실(1932/1957)」, 『사유 속

의 영화 : 영화 이론 선집』, 문학과지성사, pp.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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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1963년 위베르 다미쉬는 사진기가 중성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인공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카메

라의 렌즈도 기존의 공간 관습에 따라 인간이 컨트롤한 결과물이라 말한

다. 1965년 피에르 부르디외는 기존의 공간 관습을 르네상스 원근법이라

고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사진이 여기에 부합했기 때문에 사진에 객관성

이라는 성격을 사회가 부여한 것이지, 사진이 원래부터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1968년 장-루이 보드리는 이를 확대 적용하여 사진기

뿐만 아니라 실재와 사진기 사이, 사진기와 스크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 전체가 실재의 변형이라 주장한다. 실재와 사진기 사이에서는 언어

적인 장면분할과 이미지적인 몽타주로 변형이 일어나고, 사진기와 스크

린 사이에서는 사진찍힌 여러 장의 필름이라는 불연속적인 요소를 통해

연속적인 빛의 복구와 움직임의 복구가 이뤄진다고 말한다.88) 이는 실제

와 비슷해 보이는 것이지 실재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다. 1976년 알랭 베르갈라는 비교적 객관적이라 알려진 보도사진조차도

첫째 사진사의 개입, 둘째 이미지의 순간포착 효과, 셋째 광각렌즈의 선

택적 사용으로 인해 의도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상 속 인물이 카

메라를 향해 말을 건다거나, 시간적 흐름을 무시하기도 하는 고다르의

영화도 이런 사진의 객관성 비판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사진의 의미 파악은 전 세계적으로 자명한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을 편다. 또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

다 하여 과학에 적용되었던 사진이 도리어 연구자의 편견을 반영하는 도

구가 되는 경우도 지적한다.

20세기 후반이 되면 사진은 실재의 흔적이라는 주장이 대두된다.

1977년 로잘린트 크라우스와 1980년 롤랑 바르트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

작된 주장이지만, 이미 1931년의 발터 벤야민, 1945년의 앙드레 바쟁에

의해 그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던 주장이다. 벤야민은 이를 ‘예술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표현했고, 바쟁은 이를 ‘사물 현실성의 복제로의 전

88) 장-루이 보드리, 이윤영 역(2011), 「기본적 영화 장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

기적 효과(1970)」, 같은 책, pp.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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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89)라고 표현했으며, 1976년 파스칼 보니처는 알랭 베르갈라에 대한 반

박의 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하기에 곤혹스러운 무언가’, ‘사진의

말없는 진술’, ‘실재의 직접적인 추출’이라고 표현했다. 1969년 퍼스도 사

진을 자연에 한 점 한 점 물리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 진 것으로 보았

다.

1977년 이후 제기된 인덱스론은 이런 맥락에, 특히 퍼스의 기호 이론

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사진에서 카메라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포토

그램과 같이 카메라 없이 찍힌 사진도 존재한다. 사진에 코드가 개입하

지만 이는 사진 촬영의 노출 순간 전과 후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출의

순간은 코드가 없는 순수한 메시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덱스론의 특징

은 첫째 대상과의 ‘물리적 연결성’, 둘째 사진이 무언가를 지칭한다는 ‘지

칭성’, 셋째 단 하나의 무언가를 지칭한다는 ‘특이성’, 넷째 사진 내용의

의미가 아닌 사진 내용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증명성’으로 정리할 수 있

다.

89) 앙드레 바쟁, 이윤영 역(2011), 「사진적 이미지의 존재론(1945)」, 같은 책,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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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석남 사진카드의 형식과 맥락

제 1 절 석남 사진카드의 성격과 구성요소

기록학에서는 사진의 어떤 특성에 주목하고 있는가. 김소영은 사진기

록물의 특성으로 기록성, 예술성, 시각언어성, 복제성 4가지90)를 말하고,

그 가치를 다큐멘터리 증거의 가치, 연구·이용의 가치, 재정적 가치 3가

지91)로 정리한다. 배은경과 박주석도 이와 비슷하게 사진기록의 가치를

증거가치, 정보가치, 실물가치 3가지92)로 꼽는다. 김소영이 사진기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피사체, 프레임, 시간, 위치를 언급93)하는 것으로 보

아, 기록학계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거울론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변형론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쪽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덱스론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진의 객관성은 노출의

순간 동안에만 유효하다. 노출 전후로는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다. 그 개

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박상우는 플루서를 인용하며 ‘선택’을 통해

개입이 이뤄진다고 답한다.94)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기획자의 선택, 사

진가의 선택, 편집자의 선택, 배포자의 선택을 포괄한다.95)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진의 선택’에 더하여 ‘사진카드의 선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송석하 소장 사진들 중에는 카드 형태가 아닌 것과 카드

90) 김소영(2005), 「사진기록물에 대한 연구 : 기록학적 측면에서」, 충남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p.15.
91) 김소영(2005), 같은 글, p.22, p.31, p.34.
92) 배은경·박주석(2009), 「사진기록의 평가기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지』 9(2), p.82.
93) 김소영(2005), 위의 글, p.20.
94) 박상우(2016a), 「들어가는 글」, 『다큐멘터리의 두 얼굴 : FSA 아카이브

사진』, 갤러리룩스, p.9.
95) 박상우(2016b), 「보이지 않은 손의 귀환 : FSA 사진의 선택과 배제 프로세

스」, 같은 책, pp.21-27.



- 35 -

형태인 것이 있는데, 본고는 여기서 카드 형태를 갖추었다는 그 자체를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카드 형태 안에서도 사진에 대한 정

보가 없는 카드가 있고 정보가 기재된 카드가 있는데, 이 정보의 기재

또한 ‘선택’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석남 사진카드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

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송석하가 활동하던 시기까지 있었

던 다른 사진 기록물들과의 비교가 필수적인데, 우선 알란 세쿨라의 논

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알란 세쿨라는 초기 사진의 활용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베르티옹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골턴의 방식인

데, 전자는 개별 사례를 중요시하는 유명론(nominalist)으로, 후자는 개별

사례들이 종합되어 만들어진 보편적 모델을 중요시하는 근본주의

(essentialist)로 규정한다.96) 본고에서는 전자를 베르티옹식, 후자를 골턴

식으로 지칭하겠다.

골턴식 사진은 이론적인 접근방식을 취했다. 골턴의 목표는 유전 법

칙의 증거를 시각화하는 것이었다.97) 그 일환으로 그는 범죄인의 사진,

유대인의 사진을 모아다가 눈코입의 위치를 맞추어 고정해 놓고 사진을

차례로 같은 시간 동안 노출시켜 단일한 감광판에 겹쳐서 인화했다. 즉

개별 사진들이 n분의 1씩 반영된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단일한 감광판에

나오는 것이다. 개별 사진마다 달리 존재하는 구별되는 특징들은 거의

표시가 되지 않거나 아주 희미하게 표시가 되고, 전체 사진에서 공동적

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비교적 뚜렷하게 표시가 되는 것이다.98) 골턴은

사진을 통해 자신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가상의 모델, 가상의 이미지

를 구현해 낸 것이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인류학자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郞)가 이러한 합

성사진을 시도한 바 있으나99), 송석하 당대의 국내 사진에서는 이런 용

96) Allan Sekula(1986), “The Body and the Archive”, October Vol.39, p.18, p.

54. 세쿨라는 후자를 p.18에서는 realist로, p.54에서는 essentialist로 지칭함.

김우룡은 이를 각각 ‘실재론’과 ‘근본주의’로 번역하였고, 본고는 후자를 따름.
97) Allan Sekula(1986), 같은 글, p.19.
98) Allan Sekula(1986), 같은 글,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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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찾기 힘들다. 다만 인종학적인 연구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조선

팔도 남녀의 사진을 조사한 사례(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가

있다. 여기에는 도리이 류조 외 37명의 촉탁이 참여하여 조선 사람의 단

체 정면 사진, 단체 측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총독부 측에서 골턴이 했던

것처럼 이들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를 만드는 단계까지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인의 지역적 신체 특성 혹은 전체 조선인의 신체 특성을

파악하고자 이런 사진을 찍었음은 자명하다. 골턴이 범죄자와 유대인을

통제하고자 합성 사진을 만들었듯이,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사진들은 분

명히 조선인에 대한 제국주의적 의도100)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베르티옹식 사진은 보다 실제적이었다. 베르티옹의 목표는 당장의 도

시 경찰 업무에서 범인 식별에 유용한 방식을 만드는 것이었다.101) 그는

성인의 신체에 항시 존재하는 11개의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인물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평균 이하, 평균, 평균 이상으

로 3분하여 11개 요소에서 모두 동일하게 분류되는 인물카드들을 하나의

서랍에 보관하는 식으로 범죄자 카드를 분류했고, 한 서랍 안에서 최종

적인 식별을 위해 정면 및 측면 사진이 존재했다.102)

국내에서는 일제시대에 서대문형무소 등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가 베르티옹의 증거용 사진에 들어맞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베르티옹의 11개 요소만큼 많은 것을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신

장, 지문번호와 함께 정면 및 측면 사진을 카드에 넣고 있다. 사진에서도

인물 이외의 요소를 통제한 표준화를 위해 배경을 검은 천막으로 가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103)

석남 사진카드의 사진들은 골턴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명확하

99) 강인혜(2018b), 「인종을 표본화하기 : 일본 근대 인류학에서의 합성사진 실

험과 표본 이미지 탄생」, 『한국근현대미술사학』제35집, pp.73-78.
100) 이경민(2004), 「식민지인류학과 사진아카이브 : 토리이 류조의 조선조사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42, p.353.
101) Allan Sekula(1986), 앞의 글, p.19.
102) Allan Sekula(1986), 앞의 글, p.28.
103) 한정원(2020), 「日帝監視對象 인물카드의 관리와 활용」,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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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베르티옹식이라고 분류할 수도 없다. 동일한 인물을 정면, 측면, 후면

으로 찍은 사진이 몇몇 존재하지만, 표정과 자세가 통제되었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는다. 사물 사진, 그 중에서도 가면을 피사체로 둔 사진의

경우에는 좀 더 통제된 느낌을 준다. 모든 가면은 정면에서 찍혔으며, 대

부분의 경우 모노톤에 가까운 천막 혹은 바닥을 배경으로 찍혔다.

이처럼 사진 자체의 형식만으로는 그 특징을 규정하기 힘들기에, 사

진카드의 형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석남 사진카드의 왼쪽 위에는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점선으로 그려진 동그라미가, 왼쪽 모서리 중앙에는

세로로 ‘禁無斷複製轉載’라는 경고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오른쪽 모서리

에는 괄호치고 ‘송석하 소장’이라고 소장자 정보도 인쇄되어 있다. 이 문

구로 보아 송석하는 사진의 자유로운 공개 혹은 전파에 그리 개방적이지

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대중에게 한국 민속을 알리기 위해서 송석하

가 사진을 찍고 카드를 만들었다는 이수경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

다. 본고가 규정하고자 하는 석남 사진카드의 성격은 ‘영구 보존용’이다.

[그림 1-1] 석남 사진카드 예시 (석남1912 사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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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선 사진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정보를 기

재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림 1-1] 사진카드의 상단에는

왼쪽부터 통번(通番), 류번(類番), 원판(原板), 명칭(名稱), 날짜, 장소의 6

가지 기재 란이 존재하며, 경고문구와 소장자 정보는 앞서 언급했듯이

카드의 양 모서리에 인쇄되어 있다.

이것이 당대에 생산된 사진기록들과 비교해서 유의미한 특징인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당대의 사진기록으로는 앞서 언급한 도리이 류조의

신체측정 사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무라야마 지준의 민속사진, 경성

제대 민속참고품실 유리건판,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을 들 수 있다.

1911~1923년에 촬영된 도리이 류조의 사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제

공하는 메타데이터로 미루어 보아 사진제목, 촬영자, 촬영장소, 촬영연도

정도만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104),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따로 언급되지

않는다. 1931~1935년에 촬영된 무라야마 지준의 사진기록105)은 사진 뒷

면 여백에 메모하듯이 적혀있다. 기재 내용은 제목, 설명, 날짜, 장소 정

도인데, 일정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23~1934년에 촬영된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의 경우 일정한 항

목 형식을 갖춘 대지(臺紙)라는 종이를 건판 실물 아래에 깔아서 보관하

고 있다. 대지의 오른쪽 상단에는 名稱, 所在, 原寸이라는 촬영 사료에

대한 정보가, 하단 중앙에는 촬영일자와 촬영자에 대한 정보가, 왼쪽 상

단에는 備考 란이 존재한다. 또한 건판을 포함한 복본은 19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와 관리가 이뤄졌다.106)

1928~1937년에 촬영된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유리건판의 경우 사진

을 인화해서 붙여 놓은 카드107)가 따로 존재한다. 크기는 A4용지보다 조

금 큰 정도로, 왼쪽에 기재 항목들이 있고, 오른쪽에 건판을 인화한 사진

104) 이경민(2021), 「유리건판으로 읽는 또 다른 사진사 : 도리이 류조의 신체

측정 사진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40호, p.228, p.231.
105) 「무라야마 지준 미발표 사진」, 『조선인의 생로병사 1920~1930년대 : 무

라야마 지준 사진집』, 신아출판사, 2014, pp.285-375.
106) 민선유(2019), 「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 사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p.33-34, p.36.
107)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1:1 비율 양면복사본을 확인함. 원본은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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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붙어있으며,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京城帝大

民俗參考品室)’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다. 항목은 크게 두 가지 형식인데,

한 종류는 通號, 作者, 命題, 材料, 大サ(크기), 年代, 所在, 複製出所, 備

考로 이뤄져 있으며, 다른 한 종류는 番號, 名稱, 所在, 撮影年月, 撮影者,

說明, 備考로 이뤄져 있다. 주로 한자와 가타카나로 기재되어 있으며, 종

종 항목을 벗어나 사진 근처에 설명이 자유롭게 기재된 경우도 존재한

다. 카드의 일련번호는 카드 항목 중 通號·番號 란 외에도 카드 뒷면 하

단 오른쪽과 유리건판에도 매겨져 있으나 서로 일치하지는 않으며, 유리

건판 보관함의 메모 또한 보관된 유리건판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108)

그 밖에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의 경우 소표(小票)라 불리는 사진카드

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종이의 앞뒷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앞서 소개

한 사진카드들보다 그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인다. 1919년부

터 1944년까지 시기별로 총 네 가지 양식이 존재하여 그 항목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앞면의 사진과 함께 사진 생산 관련 항목(촬

영일자, 保存原板), 사진 속 인물에 대한 정보 항목(氏名, 異名, 身長, 指

紋番號, 本籍, 生地, 住居, 職業, 罪名 등)이 존재한다.109)

석남 사진카드는 그 기재 방식이 단순한 메모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항

목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일련번호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과 소장 주체에 대한 표기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경성제

대 민속참고품실 유리건판 사진카드와 닮은 모습을 보인다.

다시 석남 사진카드로 돌아와서, 본고는 통번, 류번, 원판을 ‘사진의

정리’로, 명칭, 날짜, 장소는 ‘사진의 기술(記述)’로 그 성격을 묶어서 살

펴보고자 한다. 그 전에 기록학에서 규정하는 정리와 기술의 개념을 먼

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록학에서는 분류(classification)와 정리(arrangement)를 구분하여 전

108) 선 일(2004), 앞의 글, pp.36-37 각주74.
109) 한정원(2020), 앞의 글,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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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현용기록의 조직화, 후자를 영구 보존용 기록의 조직화라 규정한다.

전자를 생산자와 별개의 사람이 부여한 질서에 따르는 조직화, 후자를

생산자가 직접 부여한 질서에 따르는 조직화라 규정하기도 한다.110) 석

남 사진카드는 송석하 본인이 생산하고 부여한 질서이므로 ‘사진의 분류’

가 아닌 ‘사진의 정리’가 적합한 표현이 될 것이다.

기록학에서의 기술(description)은 일종의 검색 도구 혹은 접속 도구

를 생산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물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기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기록을 이용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11)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과 기록 관리 이력을 그 정보 항목으로

포함한다.112) 석남 사진카드의 기재항목들도 사진의 내용, 구조, 맥락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기록 관리 이력에 대한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는 점에서 현대 기록학의 기술 개념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순 없다.

‘사진의 정리’에서 통번 란은 숫자만으로 일련번호를 구성한 것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사진카드에서는 2329번 이후로 3833번까지 번호

가 매겨져 있다. 카드 형식이 아닌 사진의 뒷면에 통번이 기재된 경우도

있어 이 번호들까지 포함하면 주로 2000번 대와 3000번 대에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범위가 아닌 경우는 45번으로 기재된

석남466 사진카드가 있다.

류번 란은 특정 주제명을 기재한 후 그 안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유형별 분류번호를 구성한 것이다.113) 원판 란도 류번처럼 일종의 유형

별 분류번호라 할 수 있는데, 원판에서의 유형은 F와 P 단 두 개로 나눠

진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F에 해당되면 P에 빗금을 치고 P에 해당되

110) 한국기록학회 편(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p.209.
111) 한국기록학회 편(2008), 같은 책, p.64.
112) 한국기록학회 편(2008), 같은 책, p.65.
113) 김시덕(2004), 앞의 글, 208쪽.

[그림 1-2] 원판 란 F/P 표기 예시 (석남391 사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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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F에 빗금을 쳤는데, 석남391 사진카드[그림 1-2]의 원판 표기에서 F

와 P에 둘 다 빗금이 쳐져 있는데 F에 좀 더 많은 빗금이 쳐져 있고 원

판번호 옆에다가 ‘Plate’를 기재한 것을 보면 P는 Plate임이 명백하다. 이

에 따라 F는 Film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간혹 원판

번호 뒤에 Vost(석남381 사진카드) 혹은 atom(석남264~266 사진카드, 석

남390~394 사진카드)이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알 수 없

지만 Vost의 경우에는 1926년, atom의 경우에는 1931년 9월부터 1932년

8월까지만 등장하며, P의 경우 1932년 10월(석남146 사진카드) 이후, F

의 경우 1936년 2월(석남85 사진카드) 이후에는 새로 1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한때 사용했던 다른 장치나 기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은 원판 표기에 출처가 되는 사람이나 업체

를 작성하여, 본인이 찍은 사진과 타인에게 제공받은 사진을 명확히 구

분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원판이 F 혹은 P로 표기된 카드의

사진은 송석하 본인이 찍었다는 일종의 서명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의 기술’에서 명칭 란은 사진의 제목으로, 단지 제목뿐만이 아니

라 사진의 각종 세부사항을 기록하기도 하여 사진카드의 항목들 중에 가

장 내용이 풍부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피사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

다는 점에서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114) 중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날짜 란에는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칸을 마련했으며, 1924년

11월(석남833 사진카드)이 가장 이르고 1941년 6월(석남328~329, 429~430

114) 기록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

서로서, 일정한 내용·구조·맥락을 가진다. 여기서 ‘내용’은 기록의 내실을 구

성하는 문자데이터, 기호, 숫자이미지, 소리, 그림, 기타 다른 정보이다. ‘구조’

는 기록의 내용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적 편제의 형식이다.

‘맥락’은 기록의 생산, 입수, 저장, 또는 활용을 둘러싼 조직적·기능적 환경과

활동상의 정황을 의미한다.(한국기록학회 편(2008), 앞의 책, p.48.)

본고는 석남 사진카드의 항목을 기록의 3요소에 접목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송석하의 사진카드 제작을 ‘기록의 생산’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주장한

다. 다만 이것을 두고 송석하가 본격적인 ‘아카이빙’을 수행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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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드)이 가장 늦다. 장소 란에는 군면리를 기입하도록 칸이 마련되

어 있다. 정리하자면 날짜와 장소는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 중 맥락을

표현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의 구조는 앞서 언급한 ‘사진의 정리’에서 찾을 수 있다. 사진카

드 기재 내용을 보면 류번과 원판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꽤 있지만,

류번과 통번 혹은 원판과 통번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전무하다는 점으

로 미루어 ‘사진의 정리’에서 통번과 류번·원판은 각각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류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명

칭 란에 적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통해서 류번은 원판을 주된 분류체

계 삼아 이를 보완하는 보조적인 분류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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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민속학 및 인접 학문의 방법론과 사진

국내 사진 도입과 관련하여 권행가는 그 시점을 1880년대로 잡고 김

용원(金鏞元), 지운영(池運永) 등 개화 관료의 활동에 주목한다. 또한 서

양 선교사를 통해 기술을 전수받아 개항장을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사진

을 활용하기 시작했던 중국·일본과는 달리, 조선의 사진 도입은 정부 주

도의 성격이 강했다고 말한다.115) ‘정부 주도’라 함은 곧 사진에 대해 일

반 민중의 관심이나 역할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용원 등이 개

설한 사진관들이 갑신정변의 여파로 파괴된 것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1907년 김규진의 천연당사진관이 개설되었으나 결국 망국을 전후로 주도

할 정부마저 부재해지자 일본인이 조선사진계를 주도하는 결과를 낳았

고, 이러한 경향은 1910년대까지 이어진다.116) 이로 인해 현존하는 국내

초기 사진을 바라보는 선행연구들의 관점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박주석

은 사진을 두고 “제국주의 세력이 세상을 통제하고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수단”117)이라 지칭한다. 사진의 촬영자가 일본인이라면 제

국주의의 산물로서 조선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한국인

이라면 친일파냐 아니냐에 따라 제국주의의 산물인지 판정되는 것이다.

서양 열강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서론

에서 밝혔듯이, 일제는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는 달리 문헌을 활용한 학

문에 치중했다. 사진은 일제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는데, 일제강점기의

사진 일반에 그러한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예술사진의

경우 1926년 경성사진사협회를 중심으로, 보도사진의 경우 독립신문, 매

115) 권행가(2005), 「고종 황제의 초상 : 근대 시각매체의 유입과 어진의 변용

과정」,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1.
116) 이경민(2021), 앞의 글, p.221.
117) 박주석(2019), 「조선말과 대한제국 시기 사진기록물의 성격과 생산, 유통

과정」, 『기록학연구』 62, p.231.

다만 박주석은 2012년 자신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 기록사진의

형성과정 및 특성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진이 도입되기 이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진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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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문, 황성신문 등의 신문사를 중심으로 민간의 사진 활용이 이어졌는

데,118) 이들 사진들도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따라 이용된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인가? 최근에는 민간인이 아닌 총독부의 촉탁이었던 호리

노 마사오(堀野正雄)의 사진이 조선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는 평가119)

가 이루어지는 등 다른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일제가 주목했던 문헌을 활용한 학문인 역사학, 법학, 민속학 중에서

특히 민속학에는 사진자료가 많이 남아있다. 이들 사진자료를 제국주의

의 산물로 일반화하는 것은 해당 자료를 단순하게 이해하여 오독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해당 사진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속학에서 사진자료의 위치, 특히 일본 근대 민속학의 태동기

에 사진자료의 활용 양상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근대적인 일본 민속학의 시초로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를

꼽는데, 그는 그림이나 사진보다 문자와 언어를 중요시했다.120) 순간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묘사 및 서술의 연속성을 중요시했다는 것이다.121)

앞서 3장에서 송석하의 사진카드 피사체가 물품에서 인간을 거쳐 문헌으

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야나기타가 중시했다는 문자와 언어

는 문헌자료의 분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122) 그것은 ‘민속어휘’ 조사·정

리와 기행문의 방식123)으로, 따라서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송석하가 야

나기타의 방식에 포섭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124)

118) 심지선(2019), 앞의 글, p.24.
119) 강인혜(2018a), 「호리노 마사오(堀野正雄)의 신흥사진(新興寫眞)과 조선」,

『미술사와 시각문화』 21, p113.
120) 石井和帆(2018), 「民俗学確立以前における図像資料の検討 : 民俗資料とし

てみる《風俗画報》に内包される意味」, 『非文字資料研究』 (16), p.101.
121) 小川直之(2004), 「画像資料と民俗學」, 『人文科学と画像資料研究』　第１

集,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 p.101.
122) 남근우(2006), 「야나기타(柳田國男) 민속학과 식민주의」, 『지방사와 지

방문화』 9권 2호, p.420.
123) 石井和帆(2018), 앞의 글, p.101.
124) 다만 송석하 저작 중 민속어휘 관련해서는 「Onanieの朝鮮語に就て」

(『ドルメン』 第二卷 第十號, 昭和八年(1933))와 『조선말 큰 사전』 주해

내용이 있고, 기행문으로는 「雪嶽征服」(『朝光』 6-10, 1940)이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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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나기타 등장 이후 일본 민속학에서 도상(図像)이라 불리는 이미지

자료의 활용은 시부사와 케이조(渋沢敬三)를, 화상(画像)이라 불리는 기

술이미지 자료의 활용은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를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125) 오리구치 시노부는 다이쇼7년(1918) 자신이 간행에 참여한

『土俗と傳說』이라는 잡지에 자신의 연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하였다.

해당 잡지에는 민속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인류학 및 고고학 연구자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사진자료가 활용되었으며, 4호로 종간되었지만 이후 다

이쇼14년(1925) 창간된 『民族』, 쇼와3년(1928) 창간된 『民俗藝術』,

같은 해 창간된 『旅と傳說』 등 많은 민속학 학술잡지가 사진자료를 게

재하는 계기가 되었다.126) 이 시기는 송석하가 사진카드를 작성하기 시

작한 1920년대로, 송석하의 사진촬영 활동은 일제 통치수단의 맥락, 야나

기타 일국민속학의 맥락에서보다는 이런 배경 아래에서 시도되었다고 보

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한편 ‘1920년대’, ‘현지조사’, ‘민중의 삶’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송석

하의 활동에서 고현학(考現學)으로부터의 영향을 읽어낼 수도 있지 않을

까? 대표적인 고현학자인 곤 와지로(今和次郞)는 야나기타 쿠니오 문하

에 있다가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고현학 활동을 시작한다.127) 그러나 고

현학과 민속학은 내용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비문자 자료의 활용 양상에

서도 차이를 보인다. 고현학의 곤 와지로는 스케치나 수치화한 도표를

주로 활용했다. 사진은 등장하지 않는다. 송석하 또한 「民俗에서 風俗으

로」에서 “새로 考案되어 오는 衣裝의 流行 其他 裝身方法의 流行은 民

俗學의 對象이 아니며 一部 人士가 主唱한 考現學의 대상이 될른지 모르

는 것이다”128)라며 고현학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시부사와 케이조를 중심으로 1920년대에 그 기반이

선말 큰 사전』 주해 내용은 4장 2절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125) 石井和帆(2018), 앞의 글, pp.102-103.
126) 小川直之(2004), 앞의 글, p.97, p.100.
127) 임장혁(2017), 「일본 물질문화 관련 학문의 방법론의 의의와 과제」, 『비

교민속학』 62, pp.52-53.
128) 송석하, 「民俗에서 風俗으로」, 『東亞日報』, 1938.6.10. 3면.(『석남 송석

하』 下, p.6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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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민구학(民具學)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시부사와

가 정의한 ‘민구’란, 일상생활 상의 필요로 인해 일반대중이 기술적으로

만들어 낸 흔한 도구129)이다. 물건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방법론에서는

민속학과 차이가 있지만, 물건을 통해 민중의 정신 구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민속학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다.130)

송석하가 민구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공예학과 민속

학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적이 있다. “같은 工藝作品이라도 工藝

學的 領域에 從屬될 것도 있고 民俗學的 領域에 從屬될 것도 있다. 다시

例示하면, 溫突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時代 누구가 創作하였는지는 모를

뿐 아니라 알 것도 없는 것으로 다만 어떤 地域 內에서 普遍的으로 使用

하는 것만이 民俗學的이고, 溫突의 ‘회굴’의 高低라든지 敷土의 厚薄 같

은 것은 工藝建築上으로 解釋할 것이다.”131)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의 지역적 분포는 민속학에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민구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민구학에서는 분포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민속이 중심지에서 주변지방으로 파급해 가고

문화의 중심에서 떨어진 만큼 고풍의 것이 남아 있다는 전제132)를 바탕

으로 도구의 계통 파악을 중요시한다.

송석하 또한 가면탈의 계통 파악에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조선을

남선, 중선, 북선으로 구분하여 남선 중에서도 낙동강 유역의 가면 계통

을 정리133)한 사례가 있다. 다만 송석하는 일상적인 도구보다는 신앙과

오락 활동에서의 도구, 나아가 석전이나 씨름 등 무형의 관습이 가지는

계통 및 기원에도 관심을 쏟았다는 점에서 민구학보다는 넓은 범위에 관

심을 보인다.

129) 임장혁(2017), 앞의 글, p.41.
130) 임장혁(2017), 앞의 글, pp.42-43.
131) 송석하, 「民俗學은 무엇인가」, 『學燈』, 1934, 23-25면.(『석남 송석하』

上, p.14에서 재인용)
132) 임장혁(2017), 앞의 글, p.43.
133) 송석하, 「五廣大小考」, 『朝鮮民俗』 1호, 1933, 22면; 송석하, 「假面이란

무엇인가?」, 『朝光』 2-6, 1936.4. 226-233면.(『석남 송석하』 上, p.359,

p.3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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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민속자료에 대한 송석하의 연구 태도

이수경은 송석하의 사진 아카이브가 외세로부터의 침략이 잦은 우리

나라의 특성상 유물과 유적을 대리하는 의미134)를 지닌다고 말한다. 실

제로 송석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진을 수집한 것일까. 송석하도 1943년

「현존조선악보」에서 외세 침략으로 인한 문헌의 손실을 언급한다. 대

표적인 외세의 침략으로 첫째는 고려시대 거란과 몽골의 침입, 둘째는

여말선초의 홍건적, 셋째는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꼽는다. 또

한 각각 첫째로 인해 고려 중기 이전의 문헌이, 둘째로 인해 고려 중기

이후의 문헌이, 셋째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문헌이 소실되었다고 말한

다.135) 이런 내용을 통해 보면 송석하가 소실 위험이 있는 자료에 대한

영구 보존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송석하가 외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유교의 존재였

다. 송석하는 다양한 글에서 아래와 같이 유교를 비롯한 조선왕조 및 양

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1933 “李朝는 그 정책상, 유교 이외의 문화는, 그것을 전부 압박하

고 배척하였다.”136)

1935 “우리가 국민성적(國民性的) 부녀자의 민속을 연구할 때에는

이조(李朝)는 그다지 중대시하지를 안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피동적(被動的)이 그 전부인 까닭으로 그다지 참

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각도(角度)를 달니한 입장에서

볼 때 만이 필요할 따름이다. 흡사히 지질학상(地質學上)의

융기작용(隆起作用)시대요, 생리학상(生理學上)의 병기(病氣)

시대와 같이 일종의 변태적 현상(現像)이다.”137)

134) 이수경(2014), 앞의 글, p.43.
135) 송석하, 「現存朝鮮樂譜」, 『東亞音樂論叢』, 東京:山一書房, 昭和十八年

(1943), 387~432頁.(『석남 송석하』 下, p.785에서 재인용)
136) 송석하, 「演劇」, 『大百科事典』 第十七卷 「朝鮮の演劇」の頁, 昭和八年

(1933).(『석남 송석하』 上, p.286에서 재인용, 일문 번역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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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좀 極端의 말이지마는 몇 살 以下는 全部 石戰에 參加하라

는 것을 法律로서 定햇으면 입에서 젓내가 나고 귀 밑이 새

파란 어린 것들이 平坐를 하고 나오지 안는 것트림을 억지로

하면서 허리를 황새 목 빼듯 쭉 빼고 올치고 앉는 漢文吐를

띠면서 중얼대는 버릇은 얼마간이라고 고처질가 하는 夢想도

생기는 것이다.”138)

1935 “如斯 總觀할 때 舞踊·演劇에 關한 文獻이 甚少하고 게다가

李朝의 儒敎政策이 禍가 되어 이들 藝術의 發達은 直接·間接

으로 阻止된 結果 後世의 學徒로 하여곰 그 硏究에 多大한

不便과 危險을 가지게 하였다.”139)

1937 “單純한 가운데 農民의 眞實이 있음니다. 鳳山춤을 좋다는 것

은 單純과 野趣와 農民 냄새가 나는 까닭입니다. 리즘이 복잡

하면 貴族的이니까요.”140)

1938 “모든 나라가 自己의 祖先이 조금式 싸아 나려 오던 傳承 藝

術을 붓도와 가면서 漸次로 長成시켜서 마츰내 絢爛한 藝術

을 形成하야 獨特한 存在를 世上에 보임이 만커늘 唯獨 朝鮮

만이 그 例에서 벗어남은 참으로 愛惜하다기 보다 憤함을 마

지 안는 것이다.”141)

1939 “그 뿐 아니라 階級 差別이 甚할 때라 一般 民衆 中 文字 解

137) 송석하, 「傳承되여 온 朝鮮 婦女의 스포-츠」, 『신가정』 3권 11호,

1935.11. 6면.(『석남 송석하』 上, p.541에서 재인용)
138) 송석하, 「農村娛樂의 助長과 淨化에 대한 私見 - 特히 傳承娛樂과 將來娛

樂의 關係에 就하야」, 『東亞日報』 1935.6.29. 3면.(『석남 송석하』 下,

p.593에서 재인용)
139) 송석하, 「處容舞, 儺禮, 山臺劇의 關係를 論함」, 『震檀學報』 제2집,

1935, 87~114면.(『석남 송석하』 上, p.403에서 재인용)
140) 송석하, 「鳳山탈춤 座談會」, 『朝光』 1937.3.7. 58-69면.(『석남 송석하』

下, p.940에서 재인용)
141) 송석하, 「民俗에서 風俗으로」, 『東亞日報』 1938.6.14. 3면.(『석남 송석

하』 下, p.6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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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하는 者가 不過 얼마 안 된 데다가 몹쓸 버릇으로 文字를

좀 알기 始作하면 兩班될랴는 行習인지 民衆하고 關係되는

말은 一字 一句를 쓰지 아니하니 朝鮮에서 硏究에 資할만한

文字가 남지 않는 것도 所由가 있다.”142)

1944 “高麗史 世家 및 樂誌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려시

대에는, 위로는 궁중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인접국 등에 비해서 그다지 손색없는 演藝가 존재했

던 것이다. 후대에 들어와서 孤影悄然한 모양이 되었던 것에

는 반드시 말미암아 온 이유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첫 번째

이유에 李朝의 치국정책을 빠뜨릴 수 없다. (중략) 더하여 문

무양반의 특수계급은, 이 禮[주자가례]를 위하여 스스로의 감

정을 미라화(木乃伊化)했다.”143)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나 원인까지 글에서 명확하

게 드러나진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1938 “충청도 선산에서 머리를 까끄라고 하여 자살한 ‘넌센스’도

있지오마는 그런 것은 ‘넌센스’니까 문제 박이고, 노인네들이

만히 머리를 깍지 안코 자질까지도 머리를 못깍게 하는 일이

만흔데 우리 집안에 종조되시는 분이 머리를 깍지 안코 그

자손도 못깍게 하드니만 그 분이 돌아가시니까 대번에 죄다

깍드군요. 그러니까 상투는 아마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없어

지고 말 것입니다.”144)

즉, 단발령으로 상징되는 서양 및 일본 세력의 개입보다 조선, 유교,

142) 송석하, 「蒐集斷想」, 『文章』 창간호, 1939.2. 176~177면.(『석남 송석

하』 下, p.703에서 재인용)
143) 송석하, 「序」, 印南高一 著, 『朝鮮の演劇』, 東京:北光書房, 昭和十九年

(1944), 3頁.(『석남 송석하』 下, p.931에서 재인용, 일문 번역은 필자.)
144) 송석하, 「舊慣陋習打破」, 『東亞日報』 1938.1.1. 新年號 其六, 1면.(『석

남 송석하』 下, p.9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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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송석하에게 근대는 차라리 “그러한 變

態的 階級 觀念을 打破해 줄 새 時代”145)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송석하

가 서양과 일본을 마냥 긍정한 것은 아니다. 송석하는 1933년 『조선민

속』 1호의 창간사에서 ‘자동차 소리’와 ‘다이나마이드’로 비유되는 근대

문명에 의해 고유 민속 자료가 인멸해간다146)고 말한다. 1938년 「新文

化 輸入과 우리 民俗」에서 송석하의 좀 더 정확한 입장이 나온다.

1938 “以上을 要約하면 나는 新文化가 輸入되여 湮滅할가 念慮하

던 마음이 實地에 다달나 본 結果 新文化 輸入으로 湮滅된

學術資料보다 舊輸入 文化 까닭으로 湮滅한 學術資料가 보다

더 만흔 것을 發見하고 새삼시리 한 번 더 咀呪하고 시픈 마

음을 禁치 못하는 것이다.”147)

서양·일본이라는 외세와 그로 인한 근대문화로 인해 여러 학술자료가

사라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몇백 년 전에 수입된 유교라는 문화

가 자료를 더 많이 파괴해 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송석하는 새

로운 문화가 늘 기존의 것을 파괴한다고 보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불교

와 한글에 대한 송석하의 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3장의 사진

카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불교와 한글이 송석하에게 민속신앙과 민속오

락만큼 비중 있는 소재였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들이 엄연히 송석하의

연구경력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존재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1936년 「朝鮮史上 八大人物에 對한 所感」에서 송석하는 한글을 창

제한 세종을 두고 “다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군주”로, “문화의 화원을

건설”하였다고 평한다.148) 또한 송석하는 당시 발견된 훈민정음 모사본

145) 송석하, 「民俗에서 風俗으로」, 『東亞日報』 1938.6.14. 3면.(『석남 송석

하』 下, p.688에서 재인용)
146) 송석하, 「創刊辭」, 『朝鮮民俗』 제1호, 조선민속학회, 1933, p.1.
147) 송석하, 「新文化 輸入과 우리 민속 – 湮滅의 學術資料를 擁護하자」,

『朝鮮日報』, 1938.6.15. 5면.(『석남 송석하』 下, p.668에서 재인용)
148) 송석하, 「朝鮮史上 八大人物에 對한 所感」, 『新東亞』 1936.7. 40~42면.

(『석남 송석하』 下, p.7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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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 중 한 권을 확보149)한 것으로 보아 한글의 원리나 창제 과정에도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송석하는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한글의 재탄생

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938년 최현배, 이극

로 등이 참석한 「朝鮮語 技術問題 座談會」에 송석하 또한 참석한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한자 매체의 서사 관습에서 알파벳

매체의 서사 관습으로’의 변화로서 풀어쓰기, 한글전용, 가로쓰기를 제시

하였는데, 이 좌담회에서는 서사방법(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부호 존폐,

가로쓰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송석하는 서사방법(띄어쓰기)의 문제에

서는 띄어쓰기 없는 利文(전근대 한문 공문서 형식)의 불편함을 언급하

며 단어마다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좋다150)고 주장했고, 외래어 표기 문

제에서는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부호 존폐 문제에서는 구미(歐

美)에서 유입된 부호는 대체로 쓰지 않는 것이 좋고151) 한문의 고유명사

를 표기할 때 쓰는 방선도 보기에 좋지 않다152)고, 가로쓰기 문제에서는

온전한 가로쓰기 방식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쪼개서 가로로 배열하는 것

보다 그대로 가로로 쓰는 것도 좋다는 입장을 표했다.153) 정리하자면 띄

어쓰기에서는 알파벳 매체의 서사 관습을 지향하고, 부호 존폐의 문제에

서는 거부하며, 가로쓰기에서는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외래 종교임에도 송석하의 불교 인식에서는 유교에 보이

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면을 찾기 힘들다.154)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49) 김주원(2013), 앞의 책, p.125.
150) 「朝鮮語 技術問題 座談會」, 『朝鮮日報』 1938.1.4. 1면.(『석남 송석하』

下, p.999에서 재인용)
151) 같은 글.(『석남 송석하』 下, p.1003에서 재인용)
152) 같은 글.(『석남 송석하』 下, p.1004에서 재인용)
153) 같은 글.(『석남 송석하』 下, p.1005에서 재인용)
154) 송석하는 같은 반체제 인사임에도 조선 시대의 홍경래는 후하게 평한 것

(「洪景來의 人物과 戰法」)과 달리 고려 시대의 승려 묘청에 대해서는 “狂

妄이 甚하다”(「朝鮮史上 八大人物에 對한 所感」)고 평한 바 있다. 다만 묘

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고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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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또한 민속신앙과 민속오락에 비해 현저히 적다. 다만 자료 확보의 측

면에 중점을 두는 글이 몇몇 존재한다. 1931년에 한 편, 1939년에 두 편,

1940년에 한 편, 1942년에 한 편이 있는데, 해당 문헌자료의 가치와 의의

를 평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1931년의 경우 내용적인

면에서 ‘계’와 ‘향도’의 기원이 신라에 있다는 최초의 전거를 얻었다155)고

평하였으나, 1939년과 1940년에는 내용적인 면보다는 형식적인 면에서

서지학적인 가치를 찾고자 하였다.156)

1942년 글은 「《月印釋譜》考」로, 송석하의 글 중 유일하게 불교와

한글이 교차하는 소재이다. 내용은 앞서 나온 다른 불교 관련 글과 같이

서지학 위주로 채워져 있어 얼핏 봐서는 불교와 한글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글처럼 보이지만,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송석하는

여기에서 월인석보의 제작 동기를 세 가지로 꼽는다. 첫째가 타계한 왕

비의 추선, 둘째가 새로 만든 문자의 보급, 셋째가 숭불이다.157) 유교를

기치로 내건 조선 사회에서 불교라는 과거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에 한글

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것이다.

앞서 2장에서 한글은 한자와 한문을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자

155) 「貴重한 史料 등에 진 鐵原의 老鐵佛」, 『東亞日報』 1931.5.8. 7면.

(『석남 송석하』 下, p.1023에서 재인용)
156) “文獻學上보다 書誌學上으로 貴重한 存在로 高麗版의 特色과 宋版과의 關

聯이며 其他 印刷術 發達에 參考됨이 不勘한 點이라 할 것이다.” 송석하,

「書誌學上의 珍本인 麗版法華經(卷五六七)」, 『朝鮮日報』 1939.2.18.(『석

남 송석하』 下, p.754.)

“가정판이 증명되엇을 뿐 아니라 고증상 또 한 가지 재미잇는 것은 제一

권에 락장되엇던 여들장을 발견 보충한 것입니다.” 「《月印釋譜》 最初版

發見」, 『東亞日報』 1939.11.28.(『석남 송석하』 下, p.1031.)

“연전에 내지의 신미융준이란 이가 다 버려진 책을 조선서 어더 가지고

조선판의 牟子책이라고 하고 고증한 바도 잇스나 이번에 책 전권이 가추잇는

책판이 나왓스니 이에서 더 문제가 업슬것입니다.” 「絶種됏던 佛敎界 珍本

“牟子”冊板을 發見 – 中國도 업는 珍品·瑞山開心寺서 -」, 『東亞日報』

1940.7.14. 2면.(『석남 송석하』 下, p.1034.)
157) 송석하, 「《月印釋譜》考」, 『書物同好會報』 第十七號, 書物同好會, 昭和

十七年(1942)九月, 24~26頁. (『석남 송석하』 下, p.7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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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말했다. 근데 송석하는 한자나 한문을 위해 한글을 다룬 것이 아니

다. 아래 내용을 통해 송석하가 한문과 유교를 연결 지어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8 “이 外에 藝術의 部門으로 말하드래도 그것이 儒敎的이 아닌

– 이는 차라리 漢文的이 아니라는 것이 正當한 듯 – 理由

로 賤待를 받고 갖은 가시넝쿨길을 밟아 오다가...(후략)”158)

즉 송석하는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되, 근대화 시기의

한글의 재탄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원래의 맥락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 아니다. 게다가 유학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글

이지만 송석하는 숭불의 사례인 월인석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송석하가 주해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말 큰 사전』의 민속·토

속 전문어159) 내용을 살펴보면 무속, 풍수, 점복 등 민속종교에 대한 어

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60) 1936년에 간행된 『사정한 조선어 표준

말 모음』의 머리말에 송석하가 민속어 전문 어휘 작업에 참여했다는 기

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161), 송석하는 적어도 그 이전부터 민속어 작업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구체적인 어휘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속신앙의 경우, 무당·박수·단골

등 무속인을 지칭하는 단어, 도당굿·조상굿·안택굿 등 무당굿의 종류를

158) 송석하, 「民俗에서 風俗으로」, 『東亞日報』 1938.6.14. 3면.(『석남 송석

하』 下, p.688에서 재인용)
159) 『조선말 큰 사전』 「범례」 8번을 보면 총 49개의 전문어 표시 부호가

있는데 그 중 ‘(민)’이 표기된 단어를 말한다. 사전 본문에서는 각 어휘의 명

칭과 설명 사이에 표기된다.
160) 김진곤(2011b), 「편집후기」, 『석남 송석하 주해 민속어모음』, 한국문화

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p.299.
161) 김진곤(2011a), 「《조선말 큰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던 석남 송석하

의 업적」, 같은 책, pp.270-271. ; 조선어학회(1936), 「머리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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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는 단어, 삼마누라·오귀 등 무당굿의 세부 절차를 지칭하는 단어,

달맞이·볏가릿대 등 풍흉을 점치거나 기원하는 도구 혹은 행위를 지칭하

는 단어, 성주·앙괭이·터주·두억시니 등 귀신을 지칭하는 단어 등이 있

다. 그 외에 십이지, 십이궁, 이십사방위, 오행, 팔괘, 육십사괘, 육십갑자

의 구성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민속오락과 관련된 어휘는 관등놀이, 광대, 산디놀음(산대놀음),

삼쇠, 상쇠, 솟대장이, 수월래놀이, 줄다리기 정도밖에 없으며, 관등놀이

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도 특별히 자세하지 않다. 이를 통해서도 송석하

의 연구주제를 민속오락으로만 한정 짓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임

을 알 수 있다.162)

앞서 2절에서 야나기타 민속학의 특징으로 ‘민속어휘의 조사·정리’를

언급한 바 있는데, 송석하의 첫 번째 주제인 ‘민속신앙’에서는 이와 유사

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 또한 『조선말 큰 사전』의 주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민속신앙과 관련된 연구로는 우선 正月 민속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1934년 1월 「朝鮮의 正月과 農業」에서는 줄다리기(索戰)·石戰·볏가리

(禾竿)을 그 사례로 드는데, 볏가리의 경우에는 “어디서 胚胎되었나 하면

그에는 禾狀의 物體를 만들어 놓고 그와 같이 豊年이 되어 달라는 呪術

的 信仰과 鳥害를 忌하는 忌鳥信仰의 復命的 祈豊形態라고 하겠다”며 그

성격을 기풍(祈豊)으로 정리한다. 줄다리기와 석전의 경우에도 점풍(占

豊)으로서,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기풍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둘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고163) 특별히 강조한 점을 주

162) 『조선말 큰 사전』에서 연극은 ‘(극)’, 불교는 ‘(불교)’로 따로 전문어 표시

부호가 존재한다. 그러나 송석하가 이들 전문어 주해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없고, 민속극 관련 어휘가 ‘(극)’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송석하가

‘(민)’에서 민속극, 불교 관련 어휘를 일부러 제외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는 없

다. 오히려 ‘광대’와 같은 단어는 그 뜻을 “연극하는 사람”이라 기재하면서도

‘(민)’으로 표기하고 있다.
163) 송석하, 「朝鮮의 正月과 農業」, 『學燈』, 1934.1. 8-11면.(『석남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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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할 필요가 있다.

송석하는 기풍과 점풍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전자를 전기(前期)의 민

속, 후자를 후기(後期)의 민속으로 본다.164) 즉 여기서 기풍이 ‘좀 더 적

극적’이라 함은 오락적 성격이 아닌 의례적 성격이 강하다는 뜻으로 이

해하면 될 것이다. 야나기타를 비롯한 기존 학자들은 줄다리기를 기풍보

다는 점풍으로 보는165) 반면, 송석하는 기풍에 좀 더 방점을 두고자 했

다166)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935년 1월 「正月과 民俗」167)에서는 그 외에 윷놀이(擲柶), 투우,

하』 上, p.128에서 재인용)
164) 송석하, 「祈豊, 占豊과 民俗(續)」, 『朝鮮中央日報』 1934.4.23.(『석남 송

석하』 上, p.143에서 재인용)
165) “柳田國男 氏가 索戰은 占豊行事라고 한 以後로(『鄕土硏究』誌 所收) 中

山太郞 씨가 索戰은 朝鮮에서 流入한 北方系 祭禮에서 出發한 占豊의 行事라

고 하고(『祭禮ご風俗』 所收) 그 後 肥後和男 氏는 이것을 祈豐까지 進展시

기고(『民俗學』 第三卷, 第三·四號) 山口麻太郞 씨는 다시 이것을 第一. 占

豊(年占), 第二. 農作物의 豐饒를 祈하는 信仰 觀念, 第三. 招福除災의 三種의

信仰 觀念을 들어 말하얏는데...(후략)” 송석하, 「祈豊, 占豊과 民俗」, 『朝

鮮中央日報』, 1934.4.3. 3면.(『석남 송석하』 上, p.135에서 재인용);

“綱曳(줄다리기)의 민속학적 연구는 상당히 번성하여, 柳田國男씨(향토연

구) 中山太郞씨(제례풍속 및 민속학) 肥後和男씨(민속학) 山口麻太郞씨(書名

까먹음) 川野正男씨(민속학) 등의 논문 및 기타 여러 種의 문헌에 보이는 여

러 家의 자료보고 등에 말미암아, 거의 결론에 자연스레 가까이 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山口麻太郞씨가 줄다리기에는 占豊, 祈豊, 招福除

災의 세 개의 기능이 있다고 했던 것은 필자도 동감이다. 다만 그 안에 근거

에 긍정할 수 없는 곳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후략)” 송석하, 「索戰考」,

『田舍』 十一號, 昭和十年(1935), 8-17頁.(『석남 송석하』 上, p.175에서 재

인용. 일문 번역은 필자.)
166) 김형주는 이를 두고 송석하가 “야마구찌의 학설에 승복했다”고 평하며 이

를 송석하의 ‘절충주의’라는 맥락의 한 사례로 정리하는데(김형주(2010), 「석

남(石南) 송석하(宋錫夏)의 민속관(民俗觀)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9.), 본고는 이를 송석하가 야마구치와 자신을 구분 지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점풍을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으로 기풍을 말한 야마구치와 달리

송석하 자신은 기풍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자 한 것이다.



- 56 -

연극 등의 오락도 기풍과 점풍에 관련된 민속에 해당하며 이때도 마찬가

지로 “農事 關係의 切實한 儀式이 主요 勝負의 娛樂은 從”168)임을 강조

한다. 줄다리기와 관련해서는 “男女 生殖行爲를 模行함으로 因하야 神에

게 人間의 眞意를 알리어서 그의 힘으로 農事 豊饒의 目的을 達成하자는

演劇的 儀式”169)이라 말한다.

1934년 4월 「祈豊, 占豊과 民俗」과 1935년 「索戰考」에서도 동일

한 내용이 반복되며, 비슷한 맥락의 민속으로 거제 별신굿, 진주 오광대

극, 평북 강계의 정월 민속을 예로 든다.170) 그 외 기풍·점풍 민속으로

서산 용알뜨기·황주 소맥이노리·立竿이 포함된 종교적 유형, 結氷·望月·

監星이 포함된 자연현상 유형, 거북·콩 등이 포함된 동식물적 유형, 정주

祝福노리·김제 술맥이가 포함된 연극적 유형의 4가지 유형을 더 소개한

다.171)

1935년 「處容舞, 儺禮, 山臺劇의 關係를 論함」에서는 연극의 발생에

도 종교적 요인이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요인’이라 함

은, “儀式과 關聯되여 있는 것”172)이고,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하나는 연

167) 참고로 「正月과 民俗」 시리즈의 마지막 글(『朝鮮中央日報』 1935년 1월

16일자 3면)에서는 아키타의 사자탈(獅子頭), 도쿄의 사자탈과 북청의 사자탈

이 유사하다(『석남 송석하』 上, p.124에서 재인용)는 내용이 있다. 김광식

은 송석하가 똑같은 북청 사자춤 관련 글을 국문으로 발표할 때에는 신라 사

자춤과의 관련성만, 일문으로 발표할 때에는 일본 사자춤과의 관련성만 강조

했다고 주장(김광식(2012), 앞의 글, pp.243-244.)하였으나, 송석하가 두 글을

작성하고 발표한 1935-36년 당시는 이미 북청 사자춤과 일본 사자춤 사이의

관련성을 국문으로 발표해놓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168) 송석하, 「正月과 民俗」, 『朝鮮中央日報』, 1935.1.13. 3면.(『석남 송석

하』 上, pp.117-118에서 재인용)
169) 송석하, 「正月과 民俗」, 『朝鮮中央日報』, 1935.1.14.(『석남 송석하』

上, p.118에서 재인용)
170) 송석하, 「祈豊, 占豊과 民俗」, 『朝鮮中央日報』, 1934.4.3. 3면.(『석남 송

석하』 上, p.136에서 재인용)
171) 송석하, 「祈豊, 占豊과 民俗(續)」, 『朝鮮中央日報』 1934.4.23.~1934.4.27.

(『석남 송석하』 上, pp.143-153에서 재인용)
172) 송석하, 「處容舞, 儺禮, 山臺劇의 關係를 論함」, 『震檀學報』 제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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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서 의식으로 발달하는 의식의 ‘이전 형태’로서, 다른 하나는 연극 자

체가 의식이 되는 의식의 ‘방법’으로서 연극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조선의 가면극에서 이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한

다.173)

민속 물품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존재한다. 1934년 「風神考(附禾竿

考)」에서는 水竿과 禾竿을 風神 신앙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또한 이미

지의 활용, 水竿과 禾竿의 지역적 분포를 설명174)하는 등 민구학적 방법

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935년 「ホスアビ考(案山子考)」에서도 이

미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지역에 따른 허수아비 모양의 차이를 서술

한다.175) 또한 허수아비의 유래를 새를 신성시하던 풍조에서 찾으며 처

음에는 주술적이었던 것이 기만적인 새 쫓기 방식(逐鳥法)으로 변화했다

고 주장한다.176)

그 외에 1933년에는 혼인에서의 특수풍속·금기사항 등에 관한 글177),

출산에서의 금줄에 관한 글178), 각종 장례 습속에 관한 글179)을 발표했

다. 1938년 「향토문화를 차저서 – 자성·후창 편 -」에서는 민속학자료

로 틀목집, 産俗雜信, 産兒後于禮, 발구, 사또노름, 모기잽이갓, 기풍과 점

풍(祈占豊), 도당제(都堂祭)를 제시한다.180)

1935, 87~114면.(『석남 송석하』 上, p.379에서 재인용)
173) 송석하, 같은 글.(『석남 송석하』 上, pp.379-380에서 재인용)
174) 송석하, 「風神考(附禾竿考)」, 『震檀學報』 제1권, 1934, 156-166면.(『석

남 송석하』 上, pp.160-161에서 재인용)
175) 송석하, 「ホスアビ考(案山子考)」, 横井照秀 編, 『案山子考』, 住吉土俗研

究會, 昭和十年(1935).(김광식(2013), 「宋錫夏의 <案山子考(허수아비고)>의

번역을 바로잡는다」, 『근대서지』 제7호, p.111에서 재인용)
176) 송석하, 같은 글.(김광식(2013), 같은 글, pp.106-107에서 재인용)
177) 송석하, 「朝鮮の婚姻習俗」, 『旅と傳說』 第六卷 第一號, 昭和八年(1933),

191-196頁. (『석남 송석하』 上, pp.194-203에서 재인용)
178) 송석하, 「朝鮮(出産と藁との關係)」, 『旅と傳說』 第六卷 第七號, 昭和八

年(1933)七月, 324-328頁. (『석남 송석하』 上, pp.210-215에서 재인용)
179) 송석하, 「朝鮮」, 『旅と傳說』 第六卷 第一號, 昭和八年(1933)一月,

223-228頁. (『석남 송석하』 上, pp.226-235에서 재인용)
180) 송석하, 「鄕土文化를 차저서 – 慈城·厚昌編 -」, 『朝鮮日報』

1938.11.10. 5면, 1938.11.13. 6면.(『석남 송석하』 上, pp.109-11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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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송석하가 바라본 우리의 민속신앙은 일반적이고 흔한 점

풍이 아닌 기풍적 요소가 풍부하게 남아있는 대상이었지 원시적이고 미

개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분명 식민주의자를 포함한 계몽주의자들181)뿐

만이 아니라 당대의 다른 민속학 연구자들과도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송

석하가 무라야마 지준이나 아키바 다카시와 교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

나, 그것으로 인해 송석하가 그들의 학문적 태도에 종속되었다고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것이다. 나아가 송석하가 바라본 우리의 민속

오락도 단순히 오락으로서 민중의 긴장을 풀어 더 열심히 일하도록(일제

에 부역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일종의 의례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81) 이들 눈에 민간신앙은 비합리적인 신앙체계, 미신을 의미했다.(강정원

(2008), 앞의 글,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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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석남 사진카드의 내용

앞서 3장에서 석남 사진카드가 일련번호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

서 당대의 다른 사진카드와 구별됨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4장에서는 사

진카드의 내용을 크게 원판류 사진카드와 통번류 사진카드로 나누고, 그

외의 것들은 원판류·통번류 외 사진카드로 덧붙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

진카드의 일련번호 중 원판 표기가 일종의 서명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고는 송석하가 통번류보다 원판류를 더 중요시했을 것이라 가설을 세

우고 종류별로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원판류 사진카드

원판류 사진카드는 통번류와 달리 날짜 란이 채워진 경우가 많아, 이

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

다. 그 경향은 크게 ‘민속신앙’에서 시작하여 ‘민속오락’을 거쳐 ‘불교·문

헌’으로 마무리된다. 그간 송석하 하면 민속오락과 관련하여 가면극, 인

형극 등의 사진들이 주로 조명을 받고 나머지는 관심 밖이었는데, 본고

에서는 민속신앙과 불교 문헌 등의 사진들에도 주목해 보고자 한다. 명

확하게 시기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1934년부터 1935년까지는 ‘민속

신앙’이 주를 이루고,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민속오락’이 절정을 이룬

다. ‘불교·문헌’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분포한다.

1. 민속신앙

먼저 ‘민속신앙’에서 민속신앙이란 보통 원시종교로 분류되는 자연물

에 대한 숭배, 샤머니즘 등을 말한다. 여기는 대부분이 시리즈물이 아닌

단편 사진으로, 류번이 따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원판 란에는 F와 P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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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P가 더 자주 나왔다. 무속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았고, 사람보다는

사물을 피사체로 둔 경우가 많았다.

[표 2-1] 원판류 사진카드 ‘민속신앙’ (시간 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장소 란 제외)

명칭 번호 원판 명칭 날짜

선돌[立石] 석남381 F37(Vost)
立石(正月 洞里

致誠 城隍)
大正15年(1926) 夏

애기선낭
석남390

~석남392

P1atom

~P3Atom*

애기선낭, 애기선

낭 內部, 애기선낭

內部 祭物 續縛用

萬蔓

昭和6年(1931) 9月 18日

할미당 석남393 F39atom 金化城隍 할미堂 昭和6年(1931) 9月 18日

할미당 지게 석남394 F41atom
金化城隍 할미堂

지개
昭和6年(1931) 9月 18日

지석묘
석남264

~석남266

F53(Atom)

~F55Atom

dolmen(遠景),

dolmen 中景,

dolmen(近景)

昭和7年(1932) 8月 9日

별신간(別神

竿)
석남395 P4 別神竿 昭和7年(1932) 10月 6日

돌벅수 석남396 P3 돌벅수 昭和7年(1932) 10月 7日
선돌[立石] 석남397 P5 立石 昭和8年(1933) 9月 22日
돌허수아비 석남398 P6 돌허수아비 昭和8年(1933) 9月 22日

장승과 솟대 석남267 P9
木長栍·石長栍·蘇

塗
昭和9年(1934) 1月 17日

용신처의 금

줄

석남399

~석남400
P7~P8 龍王禁忌繩 昭和9年(1934) 2月 8日

미륵당 부근
석남268,

석남402
P14~P15

彌勒堂 前景,

彌勒堂 附近
昭和9年(1934) 2月 20日

돌미륵 석남403 P16 石彌勒 昭和9年(1934) 2月 20日
성신지위(星

神之位)
석남401 P10 聖神之位 昭和9年(1934) 2月 28日

달집
석남385

~석남386
P11~P12

달집(近景),

달집(遠景)
昭和9年(1934) 2月 28日

연희 (延禧 )

애기릉(陵)
석남1593 P21 延禧애기陵 昭和9年(1934) 3月

돌담 및 초

가
석남269 P22 돌담 及 草家 昭和9年(1934) 5月

장승 석남270 P23 長生標柱 昭和9年(1934) 5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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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물결)은 중간에 끊김 없이 번호가 이어진다는 뜻임(이하 ‘~’ 표시는 동일 의미).

‘민속신앙’에서는 장승과 선돌이 피사체로 자주 등장한다. 샤머니즘

관련 피사체는 무신당(석남415~416 사진카드)에서만 등장한다. 또한 해

당 사진카드의 명칭 란에 류번에 해당하는 넘버링이 존재하는데, 이는

솟대와 장승
석남274

~석남275
P40~P41

蘇塗 木長栍 (近

景),

蘇塗 木長栍 (遠

景)

昭和9年(1934)

인삼밭 석남1531 P50 人蔘田遠景 昭和10年(1935) 夏
부암(付岩) 석남409 P33 付岩 昭和10年(1935) 9月 17日
유바위 석남273 P34 유바위 昭和10年(1935) 9月 17日

보지바위
석남271

~석남272
P31~P32 Bochibawi 昭和10年(1935) 9月 19日

돌무더기 석남277 P46 石壇 昭和10年(1935) 9月
목장승 석장

승 솟대, 솟

대와 장승

석남404,

석남276
P42~P43

木長生 石長生 蘇

塗, 木長栍 石長栍

蘇塗(遠景)

昭和10年(1935) 11月 20日

토막(土幕) 석남1546 P44 土幕 昭和10年(1935) 11月 20日
초계 밤마리

전경
석남379 P54 草溪 밤마리 全景 昭和10年(1935) 12月 18日

밤마리 모래

사장
석남380 P55 밤마리모래사장 昭和10年(1935) 12月 18日

장승 석남280 F4
新反市場 (舊노리

터)
昭和11年(1936) 6月 28日

성황단 석남281 F5 城隍堂 昭和11年(1936) 6月 28日

선돌[立石] 석남282 P45
立石(正月洞里 致

誠城隍)
昭和11年(1936) 9月

쌍정당 석남283 P47 宋邨 雙情堂(遠景) 昭和11年(1936) 9月
돌무더기 석남413 P80 石壇 昭和11年(1936) 10月 4日
신목(神木) 석남414 P81 開鑛致誠木 昭和11年(1936) 10月 4日
솟대 석남284 P58 洞里鎭壓模倣船檣 昭和11年(1936) 11月
마마신 퇴치 석남412 P59 痘神送苞 昭和11年(1936)

볏가릿대
석남285

~석남288
P60~P63

벼까리(禾竿), 벼

까리(禾竿), 벼까

리(遠景), 벼까리

(近景)

昭和12年(1937) 3月 1日

선돌[立石] 석남278 P48 立石 昭和12年(1937) 6月
무신당(巫神

堂)

석남415

~석남416
P82~P83

京城巫 祭床 及

巫畵(1), (2)
昭和12年(1937)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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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巫’라는 명칭으로 (3)에서 (12)까지 시리즈물이 이어진다.

2. 민속오락

두 번째 ‘민속오락’은 대부분이 동일한 대상을 두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시리즈물로, 류번이 자주 활용되었다. 류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류번

란과 명칭 란에, 혹은 명칭 란에만 기입된 경우가 많다. 명칭 란의 설명

도 ‘민속신앙’에 비해 자세하게 달렸다. 또한 원판 란에는 P보다 F가 더

자주 나온다.

[표 2-2] 원판류 사진카드 ‘민속오락’ (시간 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장소 란 제외)

명칭 번호 원판 류번
명칭

(일부 생략)
날짜

통영오광대

탈

석남145

~석남146
P2~P1 統營假面 昭和7年(1932) 10月 7日

널뛰기 석남1492 P13 跳板戱 昭和9年(1934) 2月 28日

일본 金浦

舞踊團 공

연

석남162

~석남164

F94,

F95,

F93

日本靑年會 鄕

土舞踊と民謠

大會 出演 金浦

舞踊團 一行

昭和9年(1934) 4月 20日

그네타기 석남1491 P67 女子鞦韆 昭和9年(1934)

북청사자,

북청사자탈

놀이, ...

석남85

~석남91,

석남823,

석남92

F1~F3,

P35~P39

北靑 土城里 獅

子, 土城里 祭

壇 及 土城, ...

昭和11年(1936) 2月 7日

승무(僧舞)
석남165

~석남200

F57

~F92

僧舞

1~36
僧舞가락*

昭和11年(1936) 9月 23日

*

외줄타기
석남223

~석남235

F41~F52,

P66

金村 索上才

(1)~(13)
昭和12年(1937) 5月

금촌 난장 석남289 P64 金村亂場全景 昭和12年(1937) 5月

요지경 석남290 P65
요지경(ノゾキ

カラクリ)
昭和12年(1937) 5月

대동강 뱃

놀이

대동강 나

석남1493,

석남161,

석남1494

F53,

F55~F56

平壤端午 風□,

端午俗 대동강

나생이,

昭和12年(1937) 6月 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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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대동강 뱃

놀이

大同江 遊船

사리원 단

오행사
석남389 P69

沙里院 端午 射

弓賭
昭和12年(1937)

걸궁

석남201

~석남209,

석남216

~석남218,

석남221

F117

~F127,

F130

~F131

걸궁

1 ∼

22‡

京걸궁(1)~(9),

(15)~(16),

(19), (22)

昭和13年(1938) 4月 25日

12발 상모

돌리기

석남251

~석남254

F111

~F114

열두발상모

(1)~(4)
昭和13年(1938) 4月 25日

땅재주넘기
석남260

~석남262

F143,

F145,

F144

땅재주(1),

땅재주(3),

땅재주(2)

昭和13年(1938) 5月 1日

꼭두각시놀

음

석남155

~석남160
F136~F141

偶人劇 舊把撥

(1)~(6)
昭和13年(1938) 5月 3日

꼭두각시놀

음

석남149

~석남154

F146~F148,

F150, F155,

F153

鳳山偶人劇(1),

(2), (3), (5),

(10), (8)

-

12발 상모

돌리기 옷

차림

석남255

~석남256
F115~F116

열두발상모

(5)~(6)
昭和13年(1938) 5月 4日

외줄타기
석남236

~석남244
F207~F215 索(14)~(22) 昭和13年(1938) 5月 7日

양주별산대

탈, 양주별

산대놀이

석남94

~석남107

F156∼

F 1 7 0

‡

山臺

1 ∼

15‡

楊州別山臺

(1)~(6),

(8)~(15)

昭和13年(1938) 5月

강령탈

석남73

~석남 8 4

†

F171

∼F188

‡

1 ∼

18‡

康翎(1)~(13),

(15)~(18)
昭和13年(1938)

하회탈

석남108

~석남112,

석남114

~석남115

F302,

F305~F306,

F309~F310,

F312~F313

河回(2), (5),

(6), (9)~(10),

(12)~(13)

昭和14年(1939) 8月 20日

하회 성황

당

신간용 방

울

석남113 F311

河回(11)

河回 城隍堂 神

竿用 神鈴

昭和14年(1939) 8月 20日

하회 성황 석남127 F316 河回(26)城隍堂 昭和14年(1939) 8月 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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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의 첫 번째인 석남165 사진카드에만 기재됨.

† 康翎(3), (4), (5), (15), (16)에 해당하는 5개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이 아니라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자료임. 따라서 해당 5개 자료는 소장 번호가 따로 없

음.

‡ ‘∼’(큰물결)은 ‘~’(작은물결)과 달리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음을 뜻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칸과 같은 줄에 있는 명칭 란 확인 요망.

북청 토성리 관원놀이패 일동(석남92 사진카드)은 두 장의 사진이 겹

쳐진 것으로, 보통 이런 사진은 정보 목적으로는 잘못된 사진으로 여겨

져 폐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송석하는 이를 살렸다.

1936년 북청사자탈놀이, 1937년 외줄타기와 1940년 하회탈놀이는 원

판에 F와 P가 모두 등장한다. 북청과 외줄타기에서는 F와 P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하회탈놀이에서는 하회탈 사진은 P로, 나머지는 모

두 F로 표기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송석하가 그 용도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요지경(석남290 사진카드)은 사진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동시

대 오락을 담은 독특한 사례이다. 앞서 1장 2절에서 송석하가 민속을 ‘잔

존물’로 규정했다는 김형주와 김광식의 주장만으로는 송석하가 이런 사

진을 수집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앞서 3장 3절에서 송석하가 무조건

당 遠景 及 당집

하회탈

석남116~

석남124,

석남143

P92~P101 河回(14)~(23) 昭和15年(1940) 12月 14日

하회탈놀이

용

소도구

석남125

~석남126
F314~F315 河回(24), (25) 昭和15年(1940) 12月 14日

하회 삼신

당
석남128 F317 河27 河回(27) 삼신 昭和15年(1940) 12月 14日

하회탈놀이
석남129

~석남140
F318~F330 河回(28)~(40) 昭和15年(1940) 12月 14日

하회탈놀이

패

석남141

~석남142
F332~F333

河回(42), (43)

假面戱 會員

(1), (2)

昭和15年(1940) 12月 14日

하 회 마 을

원경
석남144 F335

河回(45)

河回遠景
昭和15年(1940) 12月 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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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것만 선호하고 새것은 배척하는 태도가 아니었음을 보였듯이, 이 사진

카드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모습도 민속에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민속연구에 활용된 사진으로는, 북청사자 단체사진(석남86 사진카드),

양주별산대놀이(석남100 사진카드), 꼭두각시놀음(석남151 사진카드), 걸

궁(석남221 사진카드)이 1941년 무라야마 지준의 『朝鮮の鄕土娛樂』182)

에 수록되었다. 북청사자 단체사진(석남86 사진카드), 북청사자의 좌태

(석남88 사진카드)는 송석하의 「新羅의 狻猊와 北靑의 獅子」에 수록되

었고, 통영오광대탈(석남145-146 사진카드)은 송석하의 「五廣大小

考」183)에 수록되었다. 「五廣大小考」에는 통영오광대탈 외에도 산대가

면, 양주별산대가면극일장면, 동래야유가면, 김해오광대가면 사진도 있으

나, 모두 사진카드에는 없는 것들이다.

3. 불교·문헌

세 번째 ‘불교·문헌’은 대부분 짧은 시리즈물로 구성되어 있다. 류번

란은 활용되지 않았고 대신 명칭 란에 류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었

다. 원판 란에는 F보다는 P가 자주 등장한다.

[표 2-3] 원판류 사진카드 ‘불교·문헌’ (시간 순)

182) 村山智順, 「寫眞圖版 附 參考資料」, 『朝鮮の鄕土娛樂』, 京城:朝鮮総督

府, 昭和十六年(1941), pp.10-11, p.13(본문과 별도 페이지).
183) 송석하, 「五廣大小考」, 『朝鮮民俗』 1호, p.2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장소 란 제외)
명칭 번호 원판 명칭(일부 생략) 날짜

도갑사 해탈문

도갑사

장승

석남1625

석남291

석남1192

F425

~F427
道岬(1)~(3) 昭和13年(1938) 9月 13日

파주산성(坡州山城) 석남1594 F 坡州山城 昭和15年(1940) 4月 29日

속장경
석남299

~석남302
F

續藏經(藥師如來

本願功德經一

卷), ...

昭和15年(1940) 4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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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사판 월인석보

(昆廬寺板月印釋譜)

석남303

~석남305
F

昆廬寺板 月印

釋譜第七 第一

張(表), ...

昭和15年(1940) 4月

능엄경(楞嚴經) 석남306 F
楞嚴經(至大二年

板)
昭和15年(1940) 4月

선문조사예참의문

(禪門祖師禮懺儀文)

석남307

~석남308
P

高麗板 禪門祖

師禮懺儀文 (1) ,

(2)

昭和15年(1940) 6月 22日

월인석보(月印釋譜) 석남310 P
板 月印釋譜 二

十一
昭和15年(1940) 6月 22日

개심사구문기(開心

寺舊文記)
석남311 P89

瑞山 開心寺 舊

文記
昭和15年(1940) 7月 4日

개심사사적초기(開

心寺事蹟草記)
석남314 P88

瑞山 開心寺 開

心寺事蹟草記
-

오세암 매월당 영정

(五歲菴梅月堂影幀)
석남460 F510

五歲菴 梅月堂

影幀
昭和15年(1940) 8月 4日

양양 낙산사 교지

(襄陽 洛山寺 敎旨)

석남344

~석남345

P86

~P87

襄陽 洛山寺 敎

旨
昭和15年(1940) 8月 7日

육조대사법보단경

(六祖大師法寶壇經)

석남315

~석남316

P105

~P106

弘治九年 玉泉

寺板 六祖法寶

壇經(1), (2)

昭和15年(1940) 9月

간경도감 진실주집

(刊經都監眞實珠集)

석남321

~석남322

P107

~P108

天順六年刊 刊

經都監 眞實珠

集(1), (2)

昭和15年(1940) 9月

昭和15年(1940)

신편홍각범임간록후

집(新編洪覺範林間

錄後集)

석남323

~석남324

P109

~P110

成化四年 重修

刊經都監 林間

錄(1), (2)

昭和15年(1940) 9月

현중명(玄中銘) 석남325 P111 玄中銘 昭和15年(1940) 9月
나옹화상어록(懶翁

和尙語錄)

석남346

~석남347

P113

~P114

懶翁和尙語錄,

懶翁和尙歌頌

昭和15年(1940)

昭和15年(1940) 10月

월인석보(月印釋譜)

석남338

석남339,

석남342

P119

~P121

嘉靖四十一年

淳昌 無量崛板

月印釋譜 二十

一, ...

-

동국속삼강행실(東

國續三綱行實)
석남346 P112 東國續三綱行實 昭和15年(1940) 11月

정수사(淨水寺) 법

당(法堂)

석남1637

석남1638

석남1639

F514B

F515

514A

江華 淨水寺 法

堂
昭和15年(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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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문헌 중 한글 문헌인 월인석보가 다수 존재하는 점이 인상적이

다. 비로사판 월인석보(석남303~305 사진카드)는 표지와 시주기를 촬영

했고, 그 외에 무량굴판(석남338 사진카드), 광흥사판(석남339 사진카드),

쌍계사판(석남342 사진카드), 정확한 판본을 알 수 없는(석남310 사진카

드) 월인석보도 촬영했는데, 넷 다 권21을 촬영했다는 점과 석남310 사

진카드를 제외하고는 각각 사진 옆 공란에 "原本 第 162裏 及 163表也",

"原本 第 百六十二裏 及 百六十三表也", "原本 第 163裏 及 164表也"라고

정확한 페이지를 표기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동국속삼강행실(석남346 사진카드)이 유교 문헌인데, 사진에는 三綱行

實圖 중 '守元斷指'에 관한 그림이 왼쪽에, 그림에 대한 한문 설명, 한글

설명이 오른쪽에 찍혀 있다. 파주산성(석남1594 사진카드)은 불교도 아

니고 문헌도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진카드이다.

그 외 불교 유적으로는 도갑사, 오세암 매월당 영정, 정수사 법당이

있다.

4. 외부 출처

다음으로 원판 란에 F나 P 외에 다른 내용이 기재된 ‘외부 출처’의

경우, 년도는 1935년에 몰려 있고 주제는 민속오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원판류 사진카드들과 차이를 보인다. 사진의

장수로는 朝日가 12장으로 가장 많고, 사진 종류로는 村上天紅가 6종으

로 가장 다양했다.

[표 2-4] 원판류 사진카드 외부 출처 (시간 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장소 란 제외)

명칭 번호
원

판
류번

명칭

(일부 생략)
날짜

볏가릿대 석남406 ?板 벼까리 昭和 年(1935) 2月
줄다리기 석남463 釜山日報 釜山鎭索戰 昭和10年(1935) 2月
선돌[立石] 석남279 ?板 立石 昭和10年(1935) 12月 18日
통영 오광대탈

(중)
석남147 柳致眞 중광대 昭和10年(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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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남215 사진카드는 석남214 사진카드와 사진 및 기재 내용 동일함.

‘외부 출처’ 사진 중 류번을 부여받은 사진은 민속오락 중에서도 걸궁

과 12발 상모돌리기뿐인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이들은 앞서 같은 날짜의

외부 출처가 아닌 사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송석하와 아사히 신문사가

같이 가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원판 란에 秋葉氏가 적혀 있는 조산(석남347 사진카드), 국사당(석남

439 사진카드), 서낭당(석남440 사진카드) 모두 『朝鮮民俗』 2호 앞부분

에 등장하는데, 조산 사진과 같은 경우, 제복 입은 군인 부분이 흐릿하게

처리해서 인쇄되었다.184) 남사당(석남462 사진카드), 여자궁술(석남826

184) 물론 이를 다분히 의도적인 결과물이라 단정할 순 없다. 『朝鮮民俗』 인

쇄소의 사진제판 기술이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충분히 높은 화질을 표현하지

궁술(弓術) 석남383 村上天紅 弓術 昭和10年(1935)
순종인산(純宗

因山)

석남407

~석남408
奧山寫眞館 純宗因山 昭和10年(1935)

그네타기 석남410 村上天紅 女子 韆 昭和10年(1935)
무동(舞童) 석남461 村上天紅 舞童 昭和10年(1935)
남사당 석남462 村上天紅 男사당 昭和10年(1935)
여자 궁술 석남826 東亞日報 女子弓術 昭和10年(1935)

걸궁

석남210

~석남215,

석남219

~석남220,

석남222

朝

日

걸궁

10~14,

14*,

20~21,

23

京걸궁

( 10 )~ ( 14 ) ,

(14)*,

( 20 )~ ( 21 ) ,

(23)

昭和13年(1938) 4月 25日

12발 상모돌리

기

석남257

~석남259
朝日

열두발상모

(7)~(9)
昭和13年(1938) 5月 4日

중국 인형극
석남387

~석남388
李相佰 支那人形劇 昭和16年(1941) 3月 29日

조산(造山) 석남347 秋葉氏 造山 -
압록강 전경 석남373 村上天紅 - -
표주박 석남375 東亞日報 - -

여관관복(女官

官服)
석남378 李如星

女官官服(高

宗時代) (合

倂直前) (扮

□女□)

-

국사당(國師堂) 석남439 秋葉氏 國師堂 -
서낭당 석남440 秋葉氏 城隍堂 -
널뛰기 석남830 村上天紅 跳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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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드)은 무라야마 지준의 『朝鮮の鄕土娛樂』185)에도 수록되었고,

여자궁술 사진은 송석하의 「傳承되여 오는 朝鮮 女性의 스포-츠」에도

수록되었다. 걸궁(석남220 사진카드)은 송석하의 「湮滅에서 復活로 燦

然히 빗난 民藝大會」에 수록되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앞서 ‘민속오락’

쪽 사진과 비슷하지만, 외부 출처 사진의 양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

면 가장 활용의 빈도가 높은 사진군이라 할 수 있다. 외부출처 사진이

가장 활용 빈도가 높다는 사실은 석남 사진카드가 기본적으로 외부 활용

의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는 ‘禁無斷複製轉載’ 경고 문구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5. 원판류·통번류 외 날짜 기재

한편 원판이나 통번 표기 없이 날짜를 비롯한 기술(記述)이 존재하는

사진카드도 있다. 여기서 ‘날짜 기재’는 그 자체를 특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지 원판류와의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이들 사진카드들은 원판

류와 묶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통번류에 앞서 소개한다. 이들은

날짜가 기재되었음에도 원판류 사진카드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

종의 탈락된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송석하의 선택 기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4-1] 원판류·통번류 외 사진카드 날짜 기재 (시간 순)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5) 村山智順, 「寫眞圖版 附 參考資料」, 같은 책, p.8, p.12(본문과 별도 페이

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장소 란 제외)
명칭 번호 명칭(일부 생략) 날짜

채여 석남833 彩輿* NOV. 1924*
청계당 나무탈(목

광대탈)
석남454

德物山 上 崔瑩祠 假面

中(4個 中 2個)
昭和3年 夏

선돌[立石] 석남405 立石 昭和10年(1935) 1月
본향거리굿, 삼마누

라 초일장군 거리

석남417

~석남426
京巫(3)~(12) 昭和12年(1937)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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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별성거리굿, ...
강강수월래 석남384 강강수월래 昭和13年(1938) 5月
맹인 재담 석남427 盲人才談 昭和13年(1938) 5月
짠지패 석남825 짠지페 昭和13年(1938) 5月
당간지주(幢竿支柱)

와 주저리
석남1204 - 昭和13年(1938) 11月

양반 가옥 석남1586 - 昭和13年(1938) 11月
청빈루(聽貧樓) 석남1600 - 昭和13年(1938) 11月
건물 석남1833 - 昭和13年(1938) 11月
성불사(成佛寺) 극

락전(極樂殿)
석남1634

黃州 成佛寺 極樂殿 及

石塔
昭和13年(1938)

몽촌토성(夢村土城)
석남1651

~석남1653
廣州夢村土城 昭和14年(1939)

광주풍납리토성(廣

州風納里土城)

석남1654

~석남1656
廣州風納里土城(3)~(1) 昭和14年(1939) 2月 12日

남원 춘향상 석남263 南原 春香像(舊本) 昭和14年 春

월인석보(月印釋譜)
석남340

~석남341

廣興寺板 月印釋譜 二十

一 施主記板(一), (二)
昭和14年(1939) 10月

마애석불(磨崖石佛) 석남1607 廣州 磨崖石佛 昭和14年
부석사(浮石寺) 무

량수전(無量壽殿)
석남1629 榮州 浮石寺 無量壽殿 昭和14年(1939)

중국인형극
석남292

~석남298

A-1支那人形芝居

~A-7支那人形劇
昭和15年(1940) 2月

무량산방판 월인석

보(無量山房板月印

釋譜)

석남309
無量崛板 月印釋譜 二十

三 及 釋譜節 十
昭和15年(1940) 6月 22日

개심사 모자리혹론

판(開心寺牟子理惑

論板)

석남312

~석남313

瑞山 開心寺 牟子理惑論

板(1), 開心寺(瑞山) 牟

子理惑論板(2)

昭和15年(1940) 7月 4日

예기천견록(禮記淺

見錄)

석남317

~석남318

肅宗三十一年 濟州板 禮

記淺見錄(1), (2)
昭和15年(1940) 10月

예기천견록초(禮記

淺見錄初),

예기천견록간기(禮

記淺見錄刊記)

석남319

~석남320

私藏 濟州板 禮記淺見錄

初(1), 私藏 濟州板 禮記

淺見錄刊記(2)

昭和16年

마마신 퇴치 석남428 마마배송(天然痘神) 昭和16年(1941) 5月 31日
영국사지(寧國寺

址)-전(前) 도봉서

원지(道峰書院址)-

후(後)

석남429

~석남430

(1) 寧國寺址(前) 道峰書

院址(後), (2) 寧國寺址

(前) 道峰書院址(後)

昭和16年(1941) 6月 1日

망월사혜거탑(望月

寺慧炬塔)
석남328 望月寺 慧炬塔 昭和16年(1941) 6月 1日



- 71 -

* 흰 종이에 기재 란이 인쇄된 대부분의 사진카드와 달리, 기재 란 구분 없는 빨간색 종

이에 사진이 붙어있고 글은 종이 여백에 자유롭게 적힘.

여기서도 원판류 사진카드의 시계열 주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민속신앙’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사진카드가

빠르게는 1924년부터 늦게는 1938년까지도 등장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

인다. 마마신 퇴치(석남428 사진카드)를 포함하면 1941년도 포괄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1]과 같이 가장 이른 시기인 1924년의 채여(석남833

사진카드)는 조선이 아닌 홍콩으로 장소가 기록되어 있다.

민속오락에 관한 사진카드는 강강수월래, 맹인 재담, 짠지패 정도밖에

천축사(天竺寺) 석남329 天竺寺 昭和16年(1941) 6月 1日

석보상절(釋譜詳節)
석남330

~석남332

總督府圖書館藏 釋譜詳

節

第六, 第九, 第十九

昭和16年(1941)

월인천강지곡(月印

千江之曲)
석남333

總督府圖書館藏 月印千

江之曲 中
昭和16年 9月

[그림 3-1] 빨간 종이 사진카드 날짜 기재 예시 (석남833 사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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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며, 대신 불교 관련 사진카드가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한다.

원판류 사진카드에서도 등장하는 월인석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권21

이지만, 그 내용은 본문이 아닌 시주기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원판류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월인석보 권23과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이

각각 분리된 본이 촬영되었다. 유교 문헌으로는 제주판 예기천견록이 있

다.

강강수월래(석남384 사진카드)는 무라야마 지준의 『朝鮮の鄕土娛

樂』186), 송석하의 「향토문화를 차저서 – 장흥편 -」 양쪽에 수록되었

다.

186) 村山智順, 「寫眞圖版 附 參考資料」, 같은 책, p.9(본문과 별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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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통번류와 그 외 사진카드

1. 통번류 일반

통번류 사진카드의 주제는 원판류 사진카드와 마찬가지로 민속신앙,

오락, 불교를 포괄한다. 다만 원판류와는 달리 민속신앙 관련 사진이 다

수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무속 관련 내용이 특히 많았다는 점에서 원

판류와 명확한 내용적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술(記述)적 특징에서도 통

번류는 원판류와 차이를 보였는데, 통번류 사진카드는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정확한 날짜를 파악할 수 없었다. 통번류에 날짜가 따로 적히

지 않은 것을 두고 통번이 시간적인 흐름을 포함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라

고 가정할 수도, 통번은 정보가 부실한 카드에 임의로 붙이는 번호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는 통번류 사진카드 자료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통해 자세히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표 3-1] 통번류 사진카드 ‘민속신앙’ (통번 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명칭 번호 통번 명칭 장소

무당(巫堂)의 가족 석남466 45
강원도 外金剛 男巫 □□□

(25世) 女巫 妻(17世)
서낭당 석남464 2329 -
개성 관제묘 석남493~석남494 2339, 2343 -
무당 석남495 2346 -

청계당〔精鬼堂〕 석남496~석남497 2352, 2356
최영장군사당탈(아

까바시氏)*

□城

德物山*
나무탈(목광대탈) 석남498~석남500 2362~2364 최영장군사당탈(德物山)**
제관 석남501 2369 -
서낭당 석남503 2372 -
나들이 석남504 2397 開城
한강 석남627 2406 -
서낭당 석남505~석남506 2411, 2413 -
굿단 석남507 2431 -
남원 당산, 남원 솟

을대문, 남원 석장승
석남508~석남510

2446,

2450, 2465
南原

개성장터 석남511 2485 개성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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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석남512 2493 -
깃대[旗竿] 석남711 2522 -
쌍계사 장승 석남513 2525 쌍계사장승
제주 문씨댁(文氏宅)

굿
석남477 2553 -

불사굿 석남514 2557 -
북청 무당(北靑 巫

堂)
석남515 2560 -

제주 문씨댁(文氏宅)

굿
석남478 2563 -

무격(巫覡) 석남516 2582 -
경성 무녀들 석남517 2597 京城 巫女集リ
당목(堂木) 석남518 2598 ?***
장독대와 터주 석남547 2649 ?
농가 전경 석남548 2650 -
산골(山骨) 석남549 2652 -
사신서낭 석남550 2659 -
내농작 석남551 2662 -

제주 미륵상 석남552 2676
濟州城內 山地彌勒(□□婦人

미륵)
청계벗김〔精鬼〕 석남553 2701 -
굿 석남554 2703 -
지리산 구례 약수제 석남555 2706 지리산 구례 약수제
굿 석남556 2707 -
대선대고(大仙大鼓) 석남727 2730 -
무구 석남562 2790 -
깃대[旗竿] 석남712~석남713 2791, 2795 -
돌담 석남563 2798 -
해녀 석남564 2800 -
깃대[旗竿] 석남714 2806 -
허벅 석남565 2821 -
제주지방 문씨댁 굿 석남566~석남567 2826, 2833 濟州城內 文氏宅 巫賽一部†
금줄 석남569 2853 -
조산(造山) 석남570 2858 추풍령 골매기
무녀마을 석남571 2860 -
짚주저리와 당수나

무
석남572 2865 -

농가 전경 석남573 2871 -
칠성할머니 석남578 2883 -
굿 석남580 2930 -
짚주저리 석남581 2936 德物山
대감놀이〔大監祭〕 석남582 2954 작두타기
굿 석남583 2955 -
장군당(將軍堂) 석남584 2958 -
서낭나무와 주저리 석남829 2969 德物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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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남496 사진카드에만 기재됨.

** 석남499 사진카드에만 기재됨.

무선(巫扇)을 든 무

녀(巫女)
석남585 2993 -

바리공주 석남586 2995 -
당계기념비(堂契記念

碑)
석남588 2997

熙川城隍堂 山腹ニアル 石碑

昭和 4年 建立
깃대[旗竿] 석남715~석남716 2998~2999 濟州島††
덕물산 무녀(德物山

巫女)
석남589 3002 德物山 巫女

굿 석남590 3007 -
점장이 석남591 3023 クレギ 占□ 점장이
당나무 석남592 3024 ?
지석묘 석남593 3026 -
무구(巫具) 석남595 3032 巫樂機 정쇠 順天
쌀점 석남596 3042 熙川 성황당 巫女 燒紙
영변 무당 석남597~석남598 3074‡ 영변 巫堂 遙拜‡
영변무당요배(寧邊巫

堂遙拜)
석남828 3076 寧邊巫堂遙拜

당계기념비(堂契記念

碑)
석남587 3080 熙川 서낭당

농가 전경 석남574 3095 -
신수(神樹) 석남599 3082 평양당목
성황당 석남600 3112 -
산신당 석남601~석남602 3113~3114 -
신수(神樹) 석남603 3115 -
시골 초가집 전경 석남604 3116 -
산신나무 석남605 3122 수살
무(巫) 부부 석남607 3131 ?
굿 석남608 3132 ?
신대[神竿] 석남609 3139 北平
선선당(善善堂) 석남610 3148 -
나룻배 석남612 3169 -
마마신 퇴치 석남613 3226 서울 금화국교 근처
효자동 무당집 석남614 3229 효자동 무당집

사신(使臣) 오쟁이 석남615~석남616 3234, 3236
평양 崇神組合□□ 使臣오찬,

黃州 使臣오찬

마마신 퇴치 석남617 3239
濟州域外 山地水浩垣 痘神送

厄防(폐백)
일월당 석남618~석남619 3245~3246 日月堂 □□□
제주지역 성소(濟州

地域 聖所)
석남620 3265 濟州東穴 밖 邑□堂 巫林

말을 타고 있는 몽

고인
석남632 3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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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는 사진카드에 물음표 기호가 기재되었음을 의미(이하 ‘?’ 표시는 동일 의

미).

† 석남566 사진카드에만 기재됨.

††석남715 사진카드에만 기재됨.

‡ 석남598 사진카드는 석남597 사진카드와 사진 및 기재내용 동일함.

제주 문씨댁 굿, 농가 전경, 당계기념비, 깃대 등 반복되는 주제의 사

진카드들이 비슷한 통번에 모여있지 않고 듬성듬성 존재하는 것은, 통번

이라는 체계 자체가 계획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심지어 시간 순으로 부

여된 것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명칭 란에 물음표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통번류 사진카드가 상당히 허술하게 기재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는

물음표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던 원판류 사진카드와 대비되는 부분이

다. 즉, 통번류는 원판류에 비하면 허술한 체계이고, 그러한 통번류에 무

속이 많다는 것은 송석하가 무속에 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

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원판류와 달리 장소 란은 하나(석남496 사진카드)를 제외하고

기재된 바가 없으며, 대신 명칭 란에 장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

우가 많았다. 그 외에 아카마츠 지조(赤松智城)로 추정되는 양복 입은 남

자가 종종 등장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여기서는 석남570, 581, 588,

597, 598 사진카드에 등장한다. 통번 45번(석남466 사진카드)의 사진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리건판187)과 아카마츠 지조·아키바 다카시 공

저의『朝鮮巫俗の硏究』도판188)에도 동일한 사진이 존재한다.

원판류 사진카드에서 민속신앙과 함께 주요하게 다뤄졌던 민속오락과

불교 관련 내용은 비교적 적게 등장한다. 민속신앙과 마찬가지로 장소

란은 하나(석남822 사진카드)를 제외하고 기재된 바가 없으나, 명칭 란에

장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가 있다.

187) 이문웅·강정원·선일 편(2008),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식민지시기 유리건

판』, 서울대학교출판부, p.162.
188) 赤松智城·秋葉隆(1937), 「參考圖錄」,『朝鮮巫俗の硏究』下, 京城[서울] :
大阪屋號書店, p.98(본문과 별도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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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통번류 사진카드 ‘민속오락’ (통번 순)

* ‘∼’(큰물결)은 ‘~’(작은물결)과 달리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음을 뜻함. 통번 2603, 2605,

2606, 2608, 2613, 2617, 2624, 2629, 2636에 해당하는 사진카드가 없음.

†석남822 사진카드에만 기재됨.

민속오락 관련 주제의 통번류 사진카드는 상당수가 양주별산대탈놀이

에 몰려 있다. 다만 이 양주별산대탈놀이는 원판류의 양주별산대탈놀이

와 함께 찍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판류의 경우 장소가 ‘경성부

외 군자리’였지만, 여기는 ‘주내면 유양리’와 ‘남산신궁’이다. 추가로 양주

별산대탈놀이 중 석남519 사진카드와 석남521 사진카드는 같은 사진인데

다른 통번을 부여했다. 이는 앞서 원판류의 걸궁(석남214~215 사진카드),

통번류의 영변 무당(석남597~598 사진카드)과는 다른 행태로, 통번이 사

진 내용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부여된 체계는 아님을 짐작케 한다.

[표 3-3] 통번류 사진카드 ‘불교’ (통번 순)

원판류에는 자주 등장했던 불교 문헌자료는 통번류에서는 전혀 등장

하지 않는다. 아래 표에 기재된 족보가 통번류의 유일한 문헌자료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명칭 번호 통번 명칭 장소

나들이 석남504 2397 開城

양주별산대탈놀이

석남519~석남521,

석남822,

석남522~석남546

2602

∼2638*,

2668

楊州別山臺† 주내면 유양리†

장고 석남579 2893 -
꽹과리와 채 석남621 3291 꽹과리와 꽹과리채

벙거지 석남622 3292
벙거지 상쇠벙거지(左) 북장고벙거

지(右)
벙거지 및 소고 석남623 3293 소고 벙거지 띠
양주별산대탈놀이 석남625 3833 南山神宮에서 별산대놀이 試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명칭 번호 통번 명칭

안동 동부동 5층전탑 석남568 2842 -
쌍사자 석등 석남575 2881 -
범어사 일주문 석남606 3128 -
설법 석남611 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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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통번류 사진카드 ‘기타’ (통번 순)

2. 통번류 파란 글씨

다만 통번류 사진카드 중에서 파란 글씨로 기재된 것들이 있는데, 이

는 송석하가 직접 기재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원판류인 석남823 사진

카드의 뒷면[그림 2-1]에 파란 글씨로 적힌 내용을 근거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파란 글씨는 송석하 사망 후에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원판류와는 달리 통번류에서는 사진카드 앞면이 파란 글씨로 기재된

사진카드가 다수 존재하며, 기재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표 3-5] 통번류 사진카드 파란 글씨 (통번 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명칭 번호 통번 명칭

창덕궁, 궁중무 석남557~석남561
2715~2717,

2719~2720
-

임씨족보(任氏族譜) 석남594 3030 任家족보

[그림 2-1] “故 石南 宋錫夏 선생이 1934년에 북청에서 찍은 □□ □□□

사진。(宋선생의 누이동생 宋錫蕙여사 소장)” (석남823 사진카드 뒷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명칭 번호 통번
인

장
명칭 장소

열대 가옥 석남677 2365 - -
야자를 줍고 있는 아

이들
석남695 2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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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석남627 2406 - 京城*
제관 석남502 2412 - 高城*

중국장례행렬
석남696

~석남697

2416

~2417
中國 葬禮式, 葬列 北平*†

청녕궁 신도(神刀) 석남698 2419 淸寧宮神刀 奉天*
청진여사(淸眞女寺) 석남699 2426 - 北平*
국사당(國師堂) 석남700 2577 鏡城郡內 -
황주지방(黃州地方)

박수무당
석남701 2588

黃州 男巫 斫刀大

監
-

노고당 무가(老姑堂

巫家)
석남702 2639 老姑堂 巫家 -

대신반 석남703 2644 大神盤 京城*
온양 영과정 석남704 2666 - 溫陽 靈塊亭*
터주 석남706 2681 堂山 扶餘
터주가리 석남707 2682 - 楊州
산신각 탑 석남708 2683 山神閣 塔 미륵당* -
강원도 현석리 당산 석남709 2686 - 江原道 玄石里*
깃대[旗竿] 석남710 2698 旗竿 西歸浦*
청계벗김〔精鬼〕 석남717 2700 病魔を払う 桃花洞*

토지신사[土地神祠]
석남718

~석남719

2710,

2712
- 大連*

회족(回族) 석남720 2724 - 北平*
소모간 석남721 2734 - 北平*
사원의 군중 석남722 2735 - 北平*
대선대고(大仙大鼓) 석남726 2739 - 北平*
중국(中國) 아이들 석남728 2758 中國 -
번인 부자(藩人 父子) 석남729 2772 藩人父子 -
제주도 민가 석남730 2822 - 濟州島*
제주지방 문씨댁 굿 석남731 2828 - 濟州城內 文氏宅*

심방 석남732 2830
首巫 金洙漣 巫舞

一部
西歸浦*

문씨댁 굿 제단 석남734 2836 巫賽神座 濟州城內 文氏宅*

신대[神竿] 석남813 2838
錫

蕙
チノキ旗竿

幕瑟浦 李基邦氏宅

*
금줄 석남733 2854 - -
추풍령 서낭당 석남735 2857 - 秋風嶺*
쌍사자 석등 석남576 2890 - 俗離山 法住寺*
안동 신세동 7층전탑 석남736 2897 - 安東*
덕물산 성황당 석남737 2922 德物山 -
덕물산 무당 석남738 2946 - 德物山*
장군당 석남739 2974 將軍堂 -

거제도 어촌
석남740

~석남741

2981,

2985
- 巨濟島*

거제도 석남742 2988 - 巨濟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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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선으로 표시된 원래의 기재 란 말고 그 아래 공백에 기재됨.

† 석남697 사진카드에만 기재됨.

††석남628 사진카드에만 기재됨.

파란 글씨 사진카드가 앞서 소개한 일반적인 통번류 사진카드와 두드

러지게 다른 점은 장소의 표기[그림 2-2]이다. 다수의 사진카드에 장소

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장소가 원래 위치가 아닌 그 아래

공백에 적혔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반면에 통번은 여전히 제 칸에 기재

되어 있다. 기존에 통번이 이미 부여된 사진을 사진카드 형식으로 만들

면서 후대 사람들이 장소를 덧붙인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주제는

앞선 통번류 사진카드와 유사하게 대부분이 민속신앙이고, 민속오락은

없으며, 불교 관련 사진이 약간 존재한다. 몽골, 중국, 심지어는 열대 지

방을 촬영한 사진도 있다.

이 외에도 사진카드 형식이 아니지만 뒷면에 번호 혹은 명칭이 기재

된 사진도 상당수 존재한다. 여기서 번호는 네 자리 숫자이고, 사진카드

의 통번과 숫자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번으로 보이나189), 전체 사

189) 원판번호가 부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원판류에 해당하는 사진은

[그림 2-2] 파란 글씨 사진카드 장소 란 표기 예시 (석남627 사진카드)

금줄 석남744 2989 - 夫餘郡
신대[神竿] 석남745 2991 - 江原道* 安仁里
심방 석남746 2994 - 濟州島*
동대문 앞 우물 석남779 3198 - 東大門前*
개운사 석남747 3203 開運寺 -
미륵 석남748 3241 - 濟州*
일월당 석남749 3247 日月堂 -
납폐 하임(納幣下任) 석남750 3261 納幣下任 鐘路通*

살만제의(薩滿祭儀)
석남628

~석남629

3528,

3576
薩滿祭儀†† -

몽골인 석남630 3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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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대상으로 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어190) 본고에서는 부득이

하게 제외했다.

3. 원판류·통번류 외 날짜 공란

다음으로 원판류, 통번류 다 해당 안 되면서 기술(記述)은 존재하는,

그러면서 날짜·장소 란에 기재 내용은 없는 사진카드를 모아보았다. 다

만 앞서 ‘날짜 기재’ 사진카드가 원판류와의 비교에 활용되었듯, ‘날짜 공

란’도 통번류와의 비교 목적으로 잡은 기준일 뿐 그 자체로 특징을 가지

는 것은 아니다.

[표 4-2] 원판류·통번류 외 사진카드 날짜 공란 (소장 번호 순)

모두 사진카드化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사진카드화가 랜덤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190)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소장품 검색에서 해당 사진들을 찾을 시, 사진

뒷면의 내용을 촬영자료 대신 글로만 설명해 놓는 경우가 많았다. 몇몇 사진

카드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 입력된 글이 실제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

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촬영자료 없이 글만 가지고는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 판단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명칭 번호 명칭(일부 생략) 인장

봉산 단오놀이 석남93 鳳山 단오놀이
김해오광대탈 도해 석남148 金海五廣大

춘향전(春香傳)
석남334

~석남337

許協* 春香傳 (京城公演時) 於廣寒樓初面,

於烏鵲橋邊散前, ...
안동 제비원 미륵불 석남376 안동제비원미륵불상
신말주부인순창설씨강천사발

원문(申末舟夫人淳昌薛氏剛泉

寺發願文)

석남431

~석남438

申末舟夫人 淳昌 薛氏 剛泉寺 發願文(1),

薛氏夫人發願文(2), 薛氏發願文(3)~(8)止

강원도 진부령 무당(巫堂) 석남467 江原道 眞富嶺 巫俗
남원 맹격(南原 盲覡) 석남468 南原盲覡
북청 무당(北靑 巫堂) 석남469 北靑巫堂
산신나무 석남470 山神서낭 地方?

무선(巫扇)
석남471

~석남472
寧邊 巫扇(무당부채), 寧邊 八仙女巫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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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번 란에도 ‘許協’가 기재됨.

†석남833 사진카드[그림 3-1]와 마찬가지로 기재 란 구분 없는 빨간색 종이에 사진이

붙어있고 글은 종이 여백에 자유롭게 적힘.

김해오광대탈 도해(석남148 사진카드)는 송석하의 1932년 글 「朝鮮

の民俗劇」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꼭두각시놀음(석남488 사진카드)은

무라야마 지준의 『朝鮮の鄕土娛樂』에 수록되었다.

신말주부인순창설씨강천사발원문은 ‘설씨 부인 권선문(勸善文)’이라고

도 불리는데, 담원(薝園) 정인보(鄭寅普)가 그 가치를 강조하며 “畫品·書

노량진 노들 무당(巫堂) 석남473 노량진 노들무당
희천(熙川) 성황당 무당 석남474 熙川 성황당 堂□·巫女

제주 문씨댁(文氏宅) 굿

석남475

~석남476,

석남479

濟州島 十二門 巫舞, 제주도 十二門 巫舞,

濟州 城內 文氏宅(金壬生)

마마신 퇴치 석남480 拜送굿 巫具 地方?
진오귀굿 제단 석남481 Chin o gui 祭壇 地方?
무고(巫鼓) 석남482 定州地方 巫具
종묘제례 석남483 宗廟祭禮
통영오광대탈(중) 석남484 화방사 중매구(별상대?)
성묘행렬 석남485 金華山 地方 寒食 성묘
부엌 석남486 巨濟島 지방

꼭두각시 놀음
석남487

~석남488
꼭두각시놀음

한강 석남626 漢江
악륜춘족(鄂倫春族) 전통텐트 석남635 テボカルチ オロチヨンノ家
악륜춘족(鄂倫春族) 석남636 ヤカチ
몽골샤먼 석남694 몽고民俗
덕물산 무당마을 석남820 德物山 무당마을(冬) 錫蕙
서귀포 무당 석남827 서귀포무당
성황당 신목 석남831 城隍堂(江原道 江陵)†
서낭당 석남832 城隍 彌陀寺(崇仁面)裏山頂. Ⅲ-4-15†
장군당 석남835 將軍堂(開城郊外 德物山上)†
동락정 서낭 석남836 同樂亭†
진오기굿 제단 석남837 Chinogui 祭壇 ソノ二†
찢어진 마포 태우기 석남838 列衣キタル麻布ヲ燃ヤス†

진오기굿 제단 석남839
Chinogui 祭壇 ソノ一 死者供養ノタメニ

行フ巫祭†

굿 석남840
Pudakkori 巫女行李ノ底ヲ鳴ランテ行フ簡

單ナル祈禱ヲPudakkoriト云フ.†
무덤 석남1592 江華
마곡사(麻谷寺) 석남1628 公州 麻谷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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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는 차차 寫眞으로써 廣傳케 하려”191)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 원판류·통번류 외 파란 글씨

다음으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파란 글씨 사진

카드만 모아보았다. 앞서 언급한 파란 글씨는 통번

류 사진카드 외에도 다수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마

찬가지이다. 통번류 파란글씨 사진카드와 마찬가지

로 다수의 사진카드에서 장소 란 아래 공백에 장소

정보가 기재된 점이 두드러진다. 또한 ‘錫蕙’ 인장이

다수 찍혀 있다.

[표 4-3] 원판류·통번류 외 사진카드 파란 글씨 (소장 번호 순)

191) 정인보, 「南遊寄信」 第廿九信, 『東亞日報』 1934.9.7. 조간 3면.(『薝園

鄭寅普 全集』 1,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194에서 재인용)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정보 사진카드 원본 기재 내용
명칭 번호 명칭 날짜 인장 장소

쌍사자 석등 석남577 燈籠 昭和7年 6月 속리산*
겔(몽고가옥) 석남631 몽고집 -
악륜춘족(鄂倫春族)

전통텐트
석남638 ビラホ -

몽골인 석남661 ブリヤート -
몽골인 석남662 ビラホのオロチヨン 卒拉川*
오르가를 쥔 몽고인 석남663 - 南屯*
보르가스 오보, 오

보
석남664~석남666 - 南屯*

모린호르를 연주하

는 몽고인
석남667 - 南屯*

보르가스 오보 석남668 - 南屯*
몽골인 석남669 アンパンノール -
보르가스 오보 석남670 - 西屯*
구덕 속의 아이 석남671 ヤカチ オロチヨンノユーラン -
몽골인 석남672 ブリヤート ウナチニ將軍 -
이슬람교 예배 석남676 チヤムス -
겔(몽골 가옥), 아르

갈, 겔(몽골 가옥)

석남678,

석남682,
- 南屯*

[그림 3-2] ‘錫蕙’

인장 예시 (석남

818 사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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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몽골인 복식, 겔

(몽골 가옥)벽, 토노
석남685~석남688

이동하는 몽골인 석남689 ハイニン 錫蕙 -
말고삐를 쥔 소년 석남690 ハイニン 錫蕙 -
러시아 국경도시 석남691 ハイニン 錫蕙 -
러시아 정교회당 석남692 ハルピン 錫蕙 -
말목장 석남693 ? □□ 錫蕙 -
온양 영과정 비석 석남705 靈塊亭 溫陽*
대선대고(大仙大鼓) 석남725 大仙大鼓 -
강화도 산촌마을 석남751 - 江華島*
하얼빈 러시아정교

회당
석남752 中央寺院 하루빈*

약점(藥店) 석남753 藥コ店* ソンロン*
감주가 시장 석남754~석남755 甘珠家 市 昭和10年 9月 1日 -
테레크(몽골 수레) 석남756 甘珠家 市 昭和10年 9月 1日 -
겔(몽골 가옥) 석남757 甘珠家 市 昭和10年 9月 1日 -
테레크(몽골 수레)

안의 아이들
석남758 - 昭和10年 9月 1日 甘珠家 市*

감주가 시장 석남759 - 昭和10年 9月 1日 甘珠家 市*
감주가 시장, 감주

가(甘珠家) 여자 옷

차림, 감주가(甘珠

家) 남자 옷차림

석남760~석남762 甘珠家 -

보르가스 오보 석남763 甘珠家 -
감주가 여자 옷차림 석남764~석남765 甘珠家 -
보르가스 오보 석남766 甘珠家 -
감주가, 낙타를 끌

고 가는 몽골인
석남767~석남768 - 甘珠家*

몽골말과 노인 석남769~석남770 - 甘珠家*
감주가 사원 석남771 甘珠家 -
관제묘 석남772 關帝廟 ソんゲユ*

목욕재계 석남773~석남778

顔を浴ふ, 手を浴ひ,

Ⅴ左足, 鼻を浴め,

左手を浴ふ, 右足

錫蕙† 三姓*

전탑 석남780 - 鐵空*

수살(水殺) 석남781 長相と水殺 昭和7年 6月
忠北 淸州

郡 文義面*
노사터〔路祀基〕 석남782 路祀基 昭和7年 6月 寧邊邑*
옥여(玉輿) 석남783 玉輿 阿城*
무(巫) 석남784 巫 昭和10年 9月 2日 西屯*

제주 문씨댁 굿 석남785 女舞 餘興舞
濟 州 城 內

文氏宅*
청황사(淸黃寺) 석남786 淸黃寺 阿城*
노량진 명수대 제전 석남787 - 昭和11年 5月 5日 노량진 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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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선으로 표시된 원래의 기재 란 말고 그 아래 공백에 기재됨.

(明水台 祭典)
水台 <祭

典>*
신목(神木) 앞 석남788 神木 新京*
결혼의식후(結婚儀

式後)
석남789 結婚式後 阿城*

돌탑 석남790 タブ 昭和7年 6月

報恩

忠北 속리

산 途上*
테레크(몽고 수레) 석남791 - 南屯*
신목(神木) 앞 석남792 神木 新京*
남자 옷차림 석남793 - 西屯*
마차 석남795 - ハルピン*
대선(大仙) 석남796 大仙 三姓*
청진사(淸眞寺) 예

배
석남797 - 阿城*

파안(巴顔) 부두와

삼성각
석남798 三姓閣 巴顔*

청진사(淸眞寺) 석남799 淸眞寺 阿城*
족자와 노부부 석남800 チヤムス -
청진사(淸眞寺) 예

배
석남801 - 阿城*

당산목(堂山木) 석남802 堂山木
巨濟島 河

淸*
토산당(兎山堂) 석남803 兎山堂 -
희천(熙川) 부부성

황당
석남805 城隍堂 內外 熙川*

봉관(鳳冠) 석남806 鳳冠 錫蕙 阿城*
가옥 석남807 ? □ひげの家 錫蕙 -
남강(南江)의 쿠리 석남808 南江クリー 錫蕙 -
만주리(滿洲里) 러

시아정교회당
석남810 - 錫蕙 滿洲里*

청진사(淸眞寺) 예

배
석남811 孔拜三態 錫蕙 阿城*

중국 노인 석남812 - 錫蕙 阿城*
하얼빈 송화강변(松

花江邊)
석남814 ハルピン 錫蕙 -

중국인 악사 석남815 鐵空 錫蕙 -
청진사(淸眞寺) 내

부
석남816 淸眞寺 錫蕙 阿城*

낙수받이 석남817 ? ハイニん 錫蕙 -
삼성(三姓)의 일본

군 보루
석남819 - 錫蕙 三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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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778 사진카드에만 찍힘.

장소는 중국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하얼빈은 ‘하루빈’, ‘ハルピン’,

‘阿城’(구), ‘巴顔’(현)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품 명칭에 그냥 ‘몽골인’으로 표기된 사진카드는 명칭 란에서는 부랴트,

오르촌, 야카치 등 만주·시베리아 일대의 소수민족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진들이 일본인 민속학자들과 송석하

가 밀접하게 연관된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실상 송석하는 이 사진들 대

부분에 원판이나 통번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카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송석하가 직접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파란 글씨 사진카드는 송석

하 혹은 다른 사람의 민속연구 글에 쓰인 사례 또한 하나도 없다.

5. 원판류·통번류 외 전체 공란

마지막으로 원판류, 통번류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서 기술(記述)도 없

는 사진카드가 있다. 사진에 카드 종이만 붙어있고 기재 란은 다 비워져

있는 사진카드를 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제목을 나열해 보자면 민

속신앙의 경우 당산목, 목장승, 대문신, 신대, 액막이, 꽃담, 장례행렬, 선

돌, 솟대, 당산, 석장승, 마을전경, 석장승, 당산제, 당나무, 선돌, 부도, 술

병, 목장승, 당 내부 신체, 서낭당, 진오귀 굿, 석장승, 초가, 백세청풍비,

무녀들, 무덤, 수어장대, 신도비, 사당이 있다. 민속오락의 경우 외줄타기,

퉁소, 사신 오쟁이, 봉산탈춤, 걸궁, 양주별산대탈놀이, 봉산탈춤, 해주 강

령탈,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있으며, 불교와 관련해서는 묘법연화경, 안동

이천동석불상, 사리탑, 극락보전, 대웅전, 고운사 일주문, 대웅전, 보광명

전, 극락전, 보도각백불,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석등, 석탑이

있다. 그 외에 한강 나루터, 거리 풍경, 경회루, 옥호루, 광화문, 안성 전

경, 연못, 풍경, 제방이 있다. 여기서는 송석하와 주변인물이 등장하는 기

념사진에 가까운 내용이 특히 불교 사찰 관련 사진에 포진해 있다.

특히 봉산탈춤(석남489 사진카드)은 무라야마 지준의 「민중오락으로

서의 봉산탈춤」 『조선』에, 걸궁(석남824 사진카드)은 무라야마 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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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朝鮮の鄕土娛樂』에 수록되었다.

파란 글씨 사진카드 사이에도 원판류와 통번류가 아니면서 기술 없는

사진카드가 있는데, 이것도 소장 제목만 나열하자면 라마사원 입구, 겔의

세부, 신당, 겔(몽고가옥), 인형극 소품, 라마사원, 몽고승려와 라마사원,

살만제의(薩滿祭儀), 악륜춘족(鄂倫春族), 신당, 몽골인, 몽골 무장대, 몽

골인의 식사, 이동하는 몽골인, 부흐쯔두 역, 화장터, 수레, 라마승려, 물

통, 보르가스 오보, 벙커, 악륜춘족(鄂倫春族) 일가, 몽골인 남녀, 육류보

관함, 신상(神像), 중국(中國) 가옥, 사원, 거제도, 관성자역(寬城子驛), 신

체(神體), 행사를 준비하는 중국인, 토노가 있다.

정리하자면, 석남 사진카드는 3장 1절에서 당대의 다른 사진카드와의

비교를 통해 추출한 특징인 ‘일련번호의 다양한 기재 방식’에 따라 원판

류와 통번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둘 중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원판

류는 기재된 날짜를 근거로 크게 ‘민속신앙’, ‘민속오락’, ‘불교·문헌’ 세

개의 시기별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민속오락’ 주

제에만 주목했던 것과 구별되는 결과로, 3장 3절에서 언급했던 민속자료

에 대한 송석하의 태도가 사진카드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아울러 근대화라는 변화의 와중에 신매체를 통한 전통의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송석하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통번류는 원판류와 달리 민속신앙 주제의 사진이 많았고, 같은 날 같

은 곳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통번

의 부여는 엄밀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

서 송석하와 일본인 학자들이 연관된 증거로 여겨졌던 중국과 몽골의 사

진들은 다른 사진들과 뒤섞여 있지 않고 파란 글씨로 작성되어 분명히

구분되었다. 파란 글씨는 송석하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송석

하가 작성하였더라도 다른 사진카드들과는 분명히 구분하여 작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원판류 중 외부 출처 사진이 그 출처를 명기하였고

그 활용 빈도도 높았다는 점과 함께, 3장 2절, 3절에서 송석하가 일본인

학자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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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와의 비교

앞서 3장 1절에서 석남 사진카드는 당대의 다른 사진정보 기재 형식

들과 비교해서 그 기재 방식이 단순한 메모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항목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일련번호가 다양하게 존재

한다는 점과 소장 주체에 대한 표기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경성제대 민

속참고품실 사진카드와 닮은 모습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본 절에서

는 이를 내용적인 측면으로 확장하여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와

석남 사진카드를 비교해 보겠다.

우선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의 특징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

록 하겠다. 앞서 3장 1절에서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의 항목이

通號, 作者, 命題, 材料, 大サ(크기), 年代, 所在, 複製出所, 備考로 이뤄진

한 종류(이하 通號형192) 사진카드)와, 番號, 名稱, 所在, 撮影年月, 撮影

者, 說明, 備考로 이뤄진 다른 한 종류(이하 番號형 사진카드)로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음을 말한 바 있다. 덧붙여 通號형 사진카드는 사진 부착

란의 상단에 “文獻”이 찍혀 있고, 番號형 사진카드는 따로 찍힌 내용이

없다. 이러한 항목 명칭을 통해 전자는 애초에 사진자료가 아닌 문헌자

료를 위해 만들어진 카드, 후자는 사진자료만을 위해서 제작된 카드라

추측해볼 수 있다.193) 실제 591장의 사진카드 중 通號형 사진카드는 169

장, 番號형 사진카드는 422장으로 후자가 전자의 배 이상으로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 169장의 通號형 사진카드는 모두 사진자료로 채워져 있다.

通號형 사진카드가 사진자료를 위해 만들어진 카드가 아님은 기재 항

목의 활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通號형

192) 앞서 동일한 형식 안에서 어떤 항목에 기재했느냐에 따라 석남 사진카드

를 원판류와 통번류로 나눈 것과 달리,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는

형식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류’가 아닌 ‘○○형’으로

사진카드의 명칭을 달리 부여함.
193) 실제 서울대학교 소장 유리건판 중에는 문헌자료 120건이 존재한다.(이문

웅·강정원·선일 편(2008), 앞의 책, pp.316-375.) 通號형 사진카드는 엄밀히 말

하면 문헌자료를 찍은 사진을 위한 카드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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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드에서 날짜 표기는 年代 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늘 備考 란에

작성되었다. 촬영자 표기도 作者 란에 한 번 작성된 것을 제외하고는 늘

備考 란에 작성되었다. 大サ(크기) 란과 複製出所 란은 거의 공란이었고,

材料 란은 사진의 피사체가 나무일 경우 나무의 종류를 기재하는 용도로

두 번 활용되었다. 이는 通號형 사진카드의 항목들이 애초에 문헌자료용

으로 만들어진 것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通號형 사진카드에 표기된 날짜는 쇼와3년~5년에 한정된다. 한편 通號

형 사진카드와 番號형 사진카드의 사진이 동일한 사례도 몇몇 있는데,

그 경우 기재된 날짜는 쇼와8년~12년에 걸쳐 있고 늘 番號형 사진카드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문헌자료용인 通號형 사진카드를 사용하

다가 시간이 지나 사진자료용인 番號형 사진카드를 제작하여 番號형 사

진카드를 메인으로, 通號형 사진카드를 서브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된

다.

그러나 通號형 사진카드와 番號형 사진카드의 사진이 동일한 사례에

서도 주로 通號형 사진카드에 작성되는 내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카드 뒷면 오른쪽 하단에 찍힌 일련번호이다.194) 이것이 카드 앞면이 아

닌 뒷면에 찍힌 것은 앞면의 通號·番號 란과 구분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데, 通號·番號 란이 사진카드에 부여되는 일련번호라면, 뒷면의 일련번호

는 개별 사진에 부여되는 일련번호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카드

한 장에 2~6장의 사진이 함께 부착되는 경우, 그 사진카드의 뒷면에는

2~6개의 일련번호가 나란히 찍혀 있다. 通號형 사진카드의 경우 이러한

뒷면의 일련번호와 함께 通號 란도 작성된 경우가 169장 중 21장이 존

재195)하는 반면, 番號형 사진카드의 경우 番號 란이 작성된 경우가 한

194) 番號형 사진카드 중에서도 通號형 사진카드에 동일한 사진이 없는 경우에

는 番號형 사진카드의 뒷면에 일련번호가 찍혀 있다. 通號형 사진카드에 동

일 사진이 있는 경우 총 14쌍 중 11쌍이 通號형 사진카드의 뒷면에만 일련번

호가 찍혀 있다. 동일한 사진의 通號형 사진카드가 존재하고 일련번호가 찍

혀 있음에도 番號형 사진카드 뒷면에 추가로 별개의 일련번호가 찍힌 사례는

단 2쌍에 불과하다. (나머지 한 쌍은 둘 다 일련번호가 찍히지 않음.)
195) 通號 란이 기재된 21장의 사진카드 중에서는 번호류 사진카드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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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카드의 일련번호는 유명무

실해지고 개별 사진의 일련번호가 중시된 것으로 보인다.

석남 사진카드는 사진자료용인 番號형 사진카드의 항목을 따른 것으

로 보인다. 날짜 란의 “昭和 年 月 日”은 여기서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장소 란의 “郡 面 里”는 스스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진카드

의 크기를 줄이고 한 카드 당 하나의 사진만 부착하여, 유명무실화된 사

진카드의 일련번호는 버리되 개별 사진의 일련번호를 세분화하여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석남 사진카드 중에서 통번 란은 사진카드의 뒷

면 일련번호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원판 란은 番號형 사진카드의 撮影

者 란을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

았듯이 본고는 원판류 사진카드에서 송석하의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사진이 없다.

[그림 4-1] 通號형 사진카드 예시 (뒷면 일련번호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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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석남 사진카드 중에서 경성제대 참

고품실 사진카드에도 등장하는 사진을 정리해 보았다.

1. 동일한 사진

석남 사진카드와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 둘 다에 등장하는

사진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강원도 고성 무당의 가족, 둘째

는 제주도 문씨댁 굿, 셋째는 제주도 깃대이다.

우선 강원도 고성 무당가족의 경우 석남 사진카드에서는 통번류 사진

카드(석남466 사진카드)로, 통번 란에 “45”, 명칭 란에 “강원도 外金剛

男巫 □□□(25世) 女巫 妻(17世)”라고 적혀 있다. 해당 통번은 석남 사

진카드 중 유일하게 2000 이하의 숫자가 부여된 통번으로, 그것이 부여

된 사진이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의 유리건판이라는 것은 통번의 시작이

[그림 4-2] 番號형 사진카드 예시 (뒷면 일련번호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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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이 아닐까 하는 짐작도 가능케 한다. 동일한 사진이 경성제대 민속

참고품실 사진카드에서는 [그림 4-1] 通號형 사진카드와 [그림 4-2] 番

號형 사진카드로 각각 한 장씩 존재한다. 전자는 命題 란에 “巫覡”, 所在

란에 “江原道 高城 郊外”, 備考 란에 “本□ 寫眞師 撮影”196)이라고 적혀

있으며, 후자는 전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뒷면 오른쪽 하단에 전자

는 218, 후자는 544의 일련번호가 찍혀 있다.197)

다음으로 제주도 문씨댁 굿의 경우 석남 사진카드에서는 통번류 사진

카드(석남477, 566, 567, 734 사진카드)와 원판류·통번류 외 사진카드(석

남475, 476, 785 사진카드)가 있다. 이 중 석남734, 785 사진카드는 파란

글씨이다. 이들은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 중 通號형 사진카드

네 장의 사진과 일치하는데, 뒷면의 일련번호가 642인 사진은 석남475,

476, 477198) 사진카드와, 일련번호가 645인 사진은 석남566, 567 사진카

드와, 일련번호가 648인 사진은 석남785 사진카드와, 일련번호가 651인

사진은 석남734 사진카드와 일치한다. 석남 사진카드에는 통번 란을 제

외하고는 명칭 란에 “濟州島 十二門 巫舞”, “濟州城內 文氏宅 巫賽一部”,

장소 란에 “濟州 城內 文氏宅”이 나뉘어 적혀 있다. 반면 경성제대 민속

참고품실 사진카드에는 命題 란에 “巫祭”, “男巫賽神”, 所在 란에 “濟州

島”, 備考 란에 “加藤灌覺氏 撮影”199)이라고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깃대의 경우 석남 사진카드에서는 통번류 사진카

드(석남710, 711, 716 사진카드)가 있다. 이 중 석남710 사진카드와 석남

711 사진카드는 동일한 사진이며, 석남710 사진카드는 파란글씨이다. 이

196) “本府 寫眞師 撮影”으로 추측됨.
197) 이는 通號형 사진카드와 番號형 사진카드의 사진이 동일한 보통의 사례와

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보통 通號형 사진카드에는 命題 란과 所在 란만 적

히고, 番號형 사진카드에는 名稱 란, 所在 란, 撮影年月 란, 說明 란이 작성되

며, 뒷면의 일련번호는 通號형 사진카드에만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198) 석남477 사진카드만 좌우가 반전되어 있다.
199) 필기체 글씨만으로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워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홈페이지 자료실의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조사 참여자 명단 및 약력」pdf파일을 참고해 정확한 글자를 확인함.

(https://www.museum.go.kr/dryplate/material.do)

https://www.museum.go.kr/dryplate/materi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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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 중 通號형 사진카드 세 장의 사진

과 일치하는데, 뒷면의 일련번호가 636, 978인 사진은 석남710, 711 사진

카드와, 일련번호가 641인 사진은 석남716 사진카드와 일치한다. 석남 사

진카드에는 통번 란을 제외하고는 명칭 란에 “旗竿”, 장소 란에 “西歸浦”

가 적혀 있다. 반면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에는 命題 란에 “旗

竿”, 所在 란에 “濟州島” 혹은 “濟州島 西歸浦”, 備考 란에 “加藤灌覺氏

撮影”이라고 적혀 있다.

2. 동일한 피사체의 다른 사진

동일한 사진은 아니지만 동일한 대상을 찍은 다른 사진도 존재한다.

하나는 중국 신경(現 장춘)의 길거리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이슬

람 사원이다.

먼저 신경의 사진은 석남 사진카드에서 원판류·통번류 외 사진카드(석

남788, 792 사진카드)인데, 둘 다 명칭 란에 “神木”, 장소 “新京”이라고

파란 글씨로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다. 사진은 참배하러 온 여인을 중앙

에 두고 뒤에서 찍은 모습과 앞에서 찍은 모습을 담고 있는데, 제목의

신목은 후자의 뒷배경으로 등장한다. 반면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

카드에서는 제단을 중앙에 두되 사람은 양 측면에 배치했고 신목이 등장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카드는 番號형 사진카드이며, 그 기

재 내용은 名稱 란에 “孝子墳”, 所在 란에 “新京”, 撮影年月 란에 “昭和

12年 8月 31日”, 撮影者 란에 “泉精一”, 說明 란에 “右方に□拜の婦人が

□拜□みるのが見える”가 있다.

다음은 중국의 이슬람 사원에서 한 남자가 목욕재계를 하는 사진인데,

석남 사진카드에서는 파란 글씨로 작성된 여섯 장의 원판류·통번류 외

사진카드(석남773~778 사진카드)에서 각 명칭 란에 사진에서 씻고 있는

신체 부위(顔, 手, 左足, 鼻, 左手, 右足)를 기재하며 비교적 상세하게 그

과정을 다루고 있다. 장소는 “三江”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반면 경성제

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에서는 귀를 씻고 있는 사진 한 장만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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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 완전히 잘려 나간 番號형 사진카드200)에 부착되어 있다. 사진 아래

공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名稱에 해당하는 “淸真寺”, 所在에 해당하는

“三江省 依蘭”, 說明에 해당하는 “淸真寺內の沐浴處に□□小洋の儀を行

ひ, 耳を洗ひ淸めて爲る所である”가 적혀 있다.

정리하자면, 석남 사진카드 중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와 겹

치는 사례들은 경성제대 사진카드에 촬영자 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류 사진카드로 분류되지 않고 통번류 및 원판류·통번류 외 사진카드

로 분류되었다. 또한 동일하거나 동일 대상을 다룬 사진에서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는 주로 사진의 외부적인 맥락에 대해, 석남 사진

카드는 주로 사진의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200) 항목 란이 완전히 잘려 나갔음에도 番號형 사진카드임을 알 수 있는 이유

는, 사진 부착 란 상단에 “文獻”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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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석남 송석하 소장 사진카드는 우리나라 사진 도입의 비교적 이른 시

기에 해당하는 20세기 초의 자료라는 점, 민속학이라는 해당 분야의 전

문가가 모은 사진자료라는 점, ‘사진카드’라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형식을

자체 제작하여 이를 통해 사진자료를 정리하고 기술했다는 점에서 사진

학, 민속학, 기록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석남 사후 유족에 의해 보관되어 왔던 소장 사진자료는 국립민

속박물관에 인계되어 지난 2007년에 DVD자료로 일반에 전체 공개되었

고, 이후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사진별 내용 정보와 함께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1장 2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송석하를 주제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송석하의 행적과 민속연

구 텍스트에 관한 것들이 다수를 이뤄왔고, 그나마 존재했던 석남 사진

자료에 관한 논문들도 사진카드 항목에 빈칸이 많다는 이유로 내용 정보

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거나 심지어는 명백히 존재하는 내용 정보를 무시

하고 자의적으로 사진을 해석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내용 정보는 사진 속 피사체에 대한 정보,

사진카드 항목 기재 여부, 항목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일부 내용 해설의 경우 정보를 누락하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진의 내용 정보를 가져오고, 한자 필기체를 잘못 읽어 엉뚱한 정

보를 기재하는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홈페이지 상에 입력된

내용이 사진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실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등 신뢰도 측면에서 허술함이 존재했다.

이에 본고는 석남 사진카드 기재 항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사진

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지양했다. 또한 홈페이지 내용 정보를 그대로

긁어오지 않고 모든 사진카드 파일을 다운로드 후 확인하여 홈페이지 내

용 정보의 오류를 찾아 수정했다. 확인한 분량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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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에서 사진카드 형식이 아닌 단순 사진자료는 첫째 사진

파일 뒷면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지 않아 내용 정보를 검증할 방

법이 없다는 점, 둘째 당대의 다른 연구자들이 수집한 민속사진 자료들

의 정보 기재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형식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셋째 사진카드 안에서도 중요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사진카드가 아닌

자료는 더더욱 중요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으로 인해 본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론에 해당하는 2장부터 4장까지는 매체학(사진학), 민속학,

그리고 기록학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전개하였다. 우선 2장 ‘근대 매체

환경의 변화’에서는 문자와 기술이미지 사이의 연속성을 다뤘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이 사진카드의 기재 내용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가 사

진의 특수성에 기반한 관점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에

서는 기술이미지와 사진을 구분하는데, 전자는 매체이고 후자는 매체의

구현방식으로, 구체적으로는 프린트 방식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이미지

사진카드 구분 세부 구분 수량(장)

원판류

민속신앙 53
민속오락 182
불교·문헌 36
외부출처 32
소계 303

통번류

민속신앙 101
민속오락 35
불교 4
기타 6

파란글씨 53
소계 199

원판류·통번류 외

날짜기재 55
날짜공란 51
파란글씨 92
전체공란 135
소계 333

총계 835

[표 5-1] 전체 사진카드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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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린트 방식인 판화, 문자의 프린트 방식인 활자와 사진이 동일한 구

성을 가지고 있음을 정리해보았다. 또한 문자와 사진이 당대의 신매체로

서 근대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에서도 닮았음을 국내의 사례

인 한글을 통해 강조했다.

3장 ‘석남 사진카드의 형식과 맥락’에서는 1절에서 석남 사진카드의

형식들을 살펴보고 당대의 다른 사진카드와 비교해보았다. 이를 통해 석

남 사진카드가 일련번호 란에서 그 개성을 드러내며, 용도 또한 외부 공

개용이 아닌 영구 보존용임을 주장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본인 학자

들과의 관련성과 함께 민속오락과 관련된 송석하의 연구에만 주목했으

나, 2절과 3절에서 20세기 초 일본의 민속학 관련 분야에서의 사진 활용

방식과 민속자료에 대한 송석하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송석하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

4장 ‘석남 사진카드의 내용’에서는 석남 사진카드를 기재 내용에 따라

원판류와 통번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둘 중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원판류는 기재된 날짜를 근거로 크게 세 개의 시기별 주제로 구분할 수

있음을 서술했다. 이를 통해 근대화라는 변화의 와중에 신매체를 통한

전통의 재구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송석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원판류 중 외부 출처 사진은 명확하게 그 출처를 명기하였고, 그 활

용 빈도도 높았다는 점에서 송석하가 이 사진군을 본인이 촬영한 사진과

분명하게 구분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통번류는 원판류와 달리 민속신

앙 주제의 사진이 많았다. 다만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

는 사진들이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통번의 부여는 그

리 엄밀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인 학자들과 연관

된 증거로 여겨졌던 중국과 몽골의 사진들은 다른 사진들과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파란 글씨로 작성되어 분명히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장 3절에서는 3장 1절에서 살펴본 당대의 다른 사진카드

중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와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심층적

인 비교를 시행했다. 형식에서 있어서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

중 通號형 사진카드는 문헌자료를 위한 카드, 番號형 사진카드는 사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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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위한 카드로 석남 사진카드는 후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

다. 다만 일련번호는 사진카드의 일련번호가 아니라 경성제대 사진카드

의 뒷면 하단 오른쪽에 찍힌 사진에 대한 일련번호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는 양 사진카드에서 동일한 사진과 동일한 대상을 다

룬 다른 사진을 추려서 카드에 적힌 내용을 비교해보았더니,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에서 촬영자가 적힌 사진들이 석남 사진카드에서

는 원판류 사진카드 외부출처로 분류되지 않고 통번류 혹은 원판류·통번

류 외 사진카드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석남 사진카드는

형식에 있어서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실 사진카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족

한 점을 보완했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일부 동일한 사진 혹은 동일한 대

상의 사진이 존재하나 이것들이 본고가 중요하다고 여긴 원판류 사진카

드에 포함되지 않아 송석하가 경성제대 민속참고품신 사진을 분명히 구

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본론 내용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송석하의 한계점도 존재한

다. 송석하는 한글과 기술이미지 두 매체의 잠재된 특성을 충분히 활용

하지 못했다. 2장에서 살펴본 매체의 근대화를 3장과 4장에서는 제한적

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한글에 대한 송석하의 태도는 3장 3절에서

언급했듯이 절충적이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한글의 복고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진에 관해서는 어떤 피사체를 담았는가, 언제 어디서 촬영

했는가, 필름인가 판인가 정도는 신경 썼음을 사진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이상으로 사진의 구도, 각도 등 피사체를 어떻게 담을지

에 관해서는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진제판 과정을 거친 인쇄

사진201)을 수집하기도 했으나, 인쇄사진 중에서 사진카드화가 이뤄진 사

례는 없다는 점을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사진이라는 매체 구현 방식의

복제성은 송석하의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201) 신문이나 잡지에 인쇄된 사진을 스크랩 한 것으로, 사진의 내용은 동경 대

지진, 가부키 배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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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송석하의 카드 제작 행위를 ‘아카이빙’이라 규정할 수는 없다.

아카이브란 기록의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그 기록을 원래 생산공간이나

생산주체로부터 분리하여 모아놓은 곳으로, 본고의 소재에서 따지자면

국립민속박물관이 석남 사진카드를 이관받아 소장번호를 부여하고 내용

설명을 덧붙인 작업이 ‘아카이빙’에 부합한다. 송석하의 카드 제작은 ‘기

록의 생산’이다. 이는 본래 기록학의 영역이 아니었으나 점차 관심이 느

는 추세로, 본고 또한 그 흐름에 일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석남 사진카드에 적용한 연구방법은 다른 사진자료

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민속학계와 기록학계에서 사

진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적 관심을 높이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특히 기록학계에서는 정부행정기록 외 민간기록으로의 영역

확장 또한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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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hoto Cards of

Seoknam Song Seokha

Jung, Seyong

Program in Archiv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reveal the context and the contents of the photo

cards of Seoknam Song Seokha(briefly ‘Seoknam Photo Card’) which

now belong to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e first chapter

points out that earlier studies about Song Seokha focus on his life

and character as a cultural nationalist too much. Also earlier studies

about Seoknam Photo Cards gave too simple classification or too

subjective interpretation to the photographs, while they have not

discussed sufficiently the text contents of Seoknam Photo Card.

The reason why they have not discussed is that they consider

photography as a special medium in comparison to other media. The

main purpose of the second chapter ‘The Shift in Modern Media

Condition’ is to examine this perspective. Photography(precisely

‘Techno image’) has a continuity with other media like image and

text. The continuity is in the method of media, printing system.

Photography is a kind of printing system because it has the sam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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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Patrix, Matrix, Forme, Supporter) of printing system. Also

modernization made not only techno image but also new text medium

in korea because of the rebirth of Hangul.

The third chapter ‘The Format and the Context of Seoknam Photo

Card’ introduces the format of Seoknam Photo Card and compares it

with other photo cards of 1920s~30s in korea. The difference is in the

diverse numbering section of Seoknam Photo Card. While earlier

studies about Song Seokha focus on his relation with Japanese

folklorists and his folklore studies on the folk play, this chapter

shows the other aspects of Song Seokha through the usage of

photography in Japanese folkloristics and the attitude of Song Seokha

toward the folk materials. He was different from Yanagita Kunio(柳田

國男)’s attitude to photography. Also he was interested in the folk

religion and Hangul. He worried the destruction of folk materials due

to the Confucianism than the modernization.

The fourth chapter ‘The Contents of Seoknam Photo Card’

classifies the Seoknam Photo Card into two categories(원판류, 통번류)

according to the numbering section. 원판류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통번류. 원판류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hemes(Folk

Religion, Folk Play, Buddism·Document) according to the date section.

We can figure out how Song Seokha reorganized the tradition

through the new media during the modernization. Aside from these

three themes, there are some external sources in 원판류. These

photos were highly used in folkloristics treatises than other photos of

원판류. Song Seokha seperated these external sources from the

photos he took. 통번류 have some differences from 원판류. Every

date section of 통번류 is empty. Photos concerning folk religion

theme are dominant in 통번류. We can figure out the numbering of

통번 is not strict because the photos that took in the same pla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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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time were scattered. Also photos of China and Mongol that was

regarded as the connection with Japanese folklorists in the earlier

studies were filled with blue memos that seem to be written after the

death of Song Seokha.

The last part of fourth chapter compares Seoknam Photo Card

with the folklore photo cards of Keijou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

學) that mentioned in the third chapter before. The comparison took

place in two sides, format and contents. In the format side, Keijou

Imperial University photo card has two formats(通號형, 番號형).

Seoknam Photo Card seems to inherit and supplement one of them(番

號형). In the contents side, there are some same photos and the

photos with the same subject. We can figure out that Song Seokha

does not gave importance to that photos because these photos are not

categorized into 원판류.

keywords : Seoknam Song Seokha, Korean Folklore

Photography, Photo Card, Modernizatio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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