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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1908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경복궁이 식민 통치 하

에서 전시(展示)를 중심으로 개방·재편되었던 과정을 분석하고, 당대의 변화

가 공간 정치 차원에서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식민지 시기 전시를 통한 경복궁의 개방 공간 재편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는 당대 경복궁의 변화 과정은 물론, 조선 안팎의 정

세 변화 및 경성의 도시사적 변화 과정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각각은 개

방 공간 형성 및 궁역 재편기(1908~1914),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립 및 공진회 

개최기(1915~1925), 전시 공간 확장 및 박람회 개최기(1926~1936), 전쟁 중 전

시 공간 건설 및 전시 운영기(1937~1945)이다. 

1908~1914년에는 경복궁이 최초로 일반에 개방(1908)됨으로써 왕실의 전용 

공간이던 경복궁의 이용 방식에 변화가 나타난다. 한일 합병 이후에는 경복궁

에 조선총독부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계획이 입안됨으로써 경복궁의 일반 개

방 및 재편이 본격적으로 기획되었다. 

1915~1912년에는 조선물산공진회,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립 공사로 인해 경

복궁 내 공간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고, 경복궁이 본격적인 전시 공간으로 전

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개관으로 전시를 중심으로 한 상시 

일반 개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1926년 조선총독부 신청사 준공 이래

로 형성되는 공간 구조의 기초가 되었다. 

1926~1936년은 경복궁이 경성의 대표적인 관변 전시 공간으로 그 장소성을 

갖추어가는 시기인 동시에, 조선총독부 청사의 준공으로 경복궁의 공간 구조

가 조선총독부 신청사 일대와 박물관 관람 구역으로 대표되는 개방 공간으로 

분할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정 20년 기념 조선박람회(1929), 조선

미술전람회(1922~1944, 1930년부터 경복궁에서 개최) 등의 전시 행사가 개최되



고, 1935년에는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이 건립이 추진되었다. 

1937~1945년에는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개관(1939)함으로써 전시체제기에 군

국주의 프로파간다를 수행하는 전시의 장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종합박물관 

계획에 있던 과학관의 공사가 지속 추진되었으나, 물자 수급난 및 재정난으로 

미완성되었다. 

20세기 이래로 이어지는 서울의 도시사에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은, 식민 국

가가 변화하는 식민지 및 제국 내외(內外)의 정치적·군사적·사회적·경제

적·문화적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였다. 끊임없

이 변화하는, 식민지 내적·외적 환경 속에서 식민 국가는 통치의 방향성을 

수정해갔으며, 그에 따라 통치 이념과 정책의 표상 공간으로서 경복궁 내 전

시 및 전시 공간 역시 그 운영 기조나 모습을 바꾸거나 새롭게 창출해 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복궁은 근대의 식민 국가가 식민지인을 제국의 한 구성

원으로 편입하고, 체제 내화를 수행하는 장으로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각종 전시에서는 식민 통치 주체의 기획과 어긋나는 반응들이 등장

하기도 하였다. 이는 식민지 사회의 피식민 주체들 스스로가 근대성을 형성해

가는 장으로서 경복궁이 지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키워드:  경복궁, 식민지 시기, 통치, 전시, 개방 공간, 공간 재편

학번: 2019-2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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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문제 제기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창건된 이래로, 조선 시대는 물론, 식민지 시기

와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표상 공간으로서 그 장소성을 이어오고 있

다. 조선시대 당시 경복궁은 왕조의 법궁(法宮)으로서 그 장소성을 유지해 왔

으며,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총독부 신청사(1926년 준공)가 경복궁 부지에 설치

되면서 식민 통치의 중심으로 그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서

울청사의 준공(1970), 정부과천청사의 신설 및 1차 준공(1982) 이전까지 조선총

독부 청사 건물을 활용, 중앙청이라는 명칭으로 중앙 정부의 청사로 기능하였

다. 이렇듯 경복궁의 공간 구조의 파괴, 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부지는 권력의 표상 및 수행 공간으로서 그 장소성을 유지해왔다.

경복궁은, 상기한 바와 같이, 권력의 표상 공간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

만, 20세기 이래로 또 다른 장소성을 지녀왔다. 그것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문화유산이자 도시 공원인 동시에, 일종의 전시(展示) 공간으로서 지니는 장소

성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왕족이나 관료 이외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

던 전근대의 장소성과 대비된다. 

이 같은 변화의 시작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 3월, 경복궁이 최초로 일반

에 개방된 것1)으로 볼 수 있다. 경복궁의 개방은 아관파천(1896) 이후, 경복궁

이 사실상의 공궐(空闕)이 되면서, 원유회(園遊會)2)나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1) 『대한매일신보』, 1908. 03. 10.
“景福宮 現 闕票 再昨日붓터 發賣야 人民에 觀覽을 許얏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8. 04. 28.
“지나간 일요일에 경복궁을 구경 사의 수효가 이천일십팔명이라더라”

2) 대한제국이 주체가 되어 개최한 원유회(『고종실록』, 고종43년 9월 13일.)도 있었으나, 일본인이 사
실상의 주체가 된 원유회(『황성신문』, 1909. 07. 01.;『대한매일신보』, 1907. 10. 31.)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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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조

선인 일반 대중의 출입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다3). 

이렇듯 1908년이 경복궁 개방의 효시가 된다면, 경복궁이 전시 공간으로서 

개방되고, 그것이 물리적 공간 구조를 통해서도 구현되기 시작하는 것은 한일 

병합 이후의 일이다. 1910년대 초‧중반의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립 계획부터 시

정 오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및 조선총독부 박물관 개관(1915), 시정 이십년 

기념 조선박람회(1920), 조선미술전람회(1922~1945)4), 시정 이십오년 기념 종합

박물관 건립 계획(1935), 조선총독부 미술관 개관(1939) 등을 통해, 경복궁에는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전시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식민지 시기 경복궁에서 개최된 전시, 그리고 이들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된 전시 공간은 단순히 근대적 도시 만들기나 식민지 조선의 거주민들에 

대한 문화 시설 및 경험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이

러한 물음은, 본 연구의 논의 대상 시기가 단순히 식민지 시기이기 때문에 제

기되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 시기에 개최된 각종 전시 행사, 그리고 이와 함께 

설치된 각종 전시 공간이, 해방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경복궁에서 연속되

어 개최되거나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현재에도 운영 중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

관 등의 박물관은 물론, 현 국립고궁박물관 건물을 거쳐, 현재 용산으로 이전

된 국립중앙박물관5), 경복궁에서 개최되었던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49~1981, 

1972년까지 경복궁 내 구 조선총독부 미술관 건물(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3) “영추문에서 순검이 한국 사람은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되, 외국인은 상민(常民)과 여자와 아이들까
지 작당하여 무난히 궐내(闕內)에 들어가도 금하지 아니할뿐더러, 각별히 대접하는 고로, 일본 사람들
이 궐내에 들어가서 단풍을 꺾어가지고 쌍쌍이 왕래한다더라(원문: 영츄문에셔 슌검이 한국사은 접
죡도 지 못게 되 외국인은 샹민과 녀와 들지 작당야 무난히 궐에 드러가도 금
지 아니더러 각근히 졉고로 일인들이 궐에 드러가셔 단풍을 거가지고 쌍쌍히 왕한
다더라)” (현대어역은 논자) (『대한매일신보』, 1907. 11. 05.)

4) 향후 해당 항목에서 상세히 논하겠으나, 조선미술전람회는 192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1930년부터는 
경복궁 안에서 개최되었다. 다만, 1922년 이래 1944년까지 매년 개최되던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
복궁 밖에서 개최된 1922~1929년까지 포함, 해당 행사의 연도를 표기하고자 한다.  

5) 『경향신문』, 1986.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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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6)), 군사혁명 일주년 기념 산업박람회(1962)7)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행사나 공간들은 더 이상 경복궁 부지 내에 중앙정부 청사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가 권력에 의해 공인되거나 구성‧장려되는 이데올로기나 지식, 

가치의 체계가 전시를 매개로 일반 대중에게 제시되는 장으로서 그 속성을 지

니기도 하였다. 요컨대, 경복궁의 전시 및 전시 공간은 현대 국가의 정치 수행

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와 유사한 공간 이용 방식이 확인되는, 식민지 시기 경

복궁의 성격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만약 해방 이후의 경복궁과 식민지 

시기 경복궁이 공통적으로 국가 권력의 통치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

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이 그 같은 속성을 만들어냈

다고 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

저 식민지 시기 전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은 공간의 물리적 구조 변화 및 프로

그램 차원에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전

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이 어떠한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으며, 어

떠한 당대적 의미를 가졌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식민지 시기 당시 

경복궁에서 개최된 각종 전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방과 공간 재편이 공간 

정치 차원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먼저, 식민지 시기 당시 경

복궁의 변화를 개방과 전시라는 구체적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공간 

변화의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살피는 시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경복궁 이용 방식의 선행적 형태 중 하나인, 식

민지 시기 전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복궁에서 이루어

져 온 공간 정치의 역사적 지속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6) 『경향신문』, 1973. 07. 06.

7) 『경향신문』, 1962.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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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방향성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당시에 이루어진 경복궁 개방을, 전시라는 행위 요

소를 중심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당대에 나타난 경복궁 변화가 공간 정치 차

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상학적 장소 이론에 근거, ‘공간의 물리

적 구조’, ‘행위의 체계로서의 프로그램’의 두 요소에 주목한다. 현상학적 

장소 이론에서 물리적 공간과 행위는 한 장소가 다른 공간들과 구분될 수 있

게 한다. 또한 이들 요소는 한 장소가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을 지닌 물리적 

공간과 경험의 체계로서 인식되게 하는 기초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두 요소에 대한 검토를 각각 식민지 시기 경복궁 공간의 물리적 구조 및 프로

그램 변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식민지 시

기 전반과 그 하위 시기 동안 경복궁 장소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가는지

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경복궁 궁역 내의 물리적 공간 구조나 프로그램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만으로, 그것이 당대 공간 정치에서 지니는 의미를 심도 있게 해석해낸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주변 맥락으로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변화상, 식민

지 조선에 영향을 주었던 일본 제국의 정세 변화, 경성의 도시사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당대 경복궁의 변화가 지니는 의미를 입체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복궁 궁역 내에서의 물리적 공간 및 프로그램 변화

는 물론, 그와 연관되는 식민지 도시 경성·식민지 조선·일본 제국의 주요 

변화 등을 고려, 당대 경복궁 재편의 과정을 단계화하고자 한다. 각 단계에 대

한 구체적 설명은 본 장 제2절의 ‘2. 시간적 범위’에서 상술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틀로서 관련 

영역의 사회 이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및 그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전시 이론들을 활용한다. 미셸 푸코는 

일상의 미시 공간에 작동하는 규율 권력에 주목하였다. 그의 영향을 받은 전



- 15 -

시 이론 또한 미시 공간의 일종인 박물관, 전람회장 등에서 작동하는 근대 국

가 통치의 속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식민 국가의 통치가 비단 행정, 군경

(軍警)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 프로그램과 공간 구성 등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수행된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기존 경복궁 연구에서 주목

해온 궁궐 파괴, 공공 공간 창출 등의 의미를 넘어서서 당대 경복궁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기획 주체들이 남긴 사료를 분석하는 작업과 기획 주체의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해 적용하는 사회 이론이, 언제나 그 기획의 실제 작동 

양상과 정합하지만은 않는다. 그 기획이 식민지 사회에서 작동한 양상과 그것

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갖게 된 성격과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사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전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 공

간 재편과 관련하여 당시 사회의 반응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상기한 방향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식민 통치의 도구로서 경복궁의 장소

성, 그리고 그것이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성격을 달리 하며 변화해가던 과정

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식민 통치 권력에 의한 경복궁의 파괴와 훼철에 주목

했던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지니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 

연구에서는 경복궁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들과 그 의미를 밝혀온 기존 연구들

의 성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전시라는 행위 요소가 

당대 경복궁 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던 맥락 속에서, 그 같은 변화 과정

이 공간 정치의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하려 한다. 

지금까지 논한 바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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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방향성

1.2. 연구의 범위

1.2.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경복궁 궁역(宮域) 전반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

한다. 여기에서 궁역이란, 궁장과 주요 궁문(광화문(光化門), 영추문(迎秋門), 건

춘문(建春門), 신무문(神武門))으로 구획되어 있는 공간 내부로, <그림 2>의 붉

은 실선 영역과 같다. 단, 본 연구에서는 경복궁 궁역의 모든 전각이나 공간 

변화에 주목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당시에 전시 공간의 성격을 지닌 채 상시 

또는 한시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었던 개방 공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전시 공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

다. 먼저, 각종 공진회․박람회․전람회 등과 같이, 한시적 전시 행사를 위해 형

성된 전시 공간이다. 이들 공간은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를 제외하면, 단

회적인 행사를 위해 기획된 공간인 동시에, 해당 시기 조선총독부 등 기획 주

체들이 지닌, 조선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향성 등을 표상하는 장이기도 하

였다. 단, 식민지 시기 전체에 걸쳐 경복궁에서 개최된 모든 행사와 그에 따른 

전시 공간을 다루지는 않으며, 전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 공간의 재편 과정에

서 비교적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판단되는 일부 행사와 전시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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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박물관(관람 구역), 미술관 등 상설 전시 공간

을 기준으로 하며, 각종 공진회․박람회․전람회 

전시 공간은 각론에서 그 범위를 상세히 밝힘

(원지도: 「조선총독부(경복궁) 부지평면도」(1930

년대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본)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또 하나의 차원은 각종 박물관 및 

그 관람 구역이다. 이는 일종의 상설 

개방 구역의 성격을 지니는 공간이다. 

단,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박

물관은 단순히 역사나 민속을 다루는 

박물관만이 아닌, 미술(예: 미술관), 

과학(예: 과학관), 자원(예: 자원과학

관), 교통(예: 철도박물관) 등을 다루

는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 대

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박

물관 또한 경복궁에 설치된 모든 박

물관을 다루지는 않는다. 식민지 시기 

경복궁에 있었던 박물관으로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설치․계획된 조선총독

부 박물관(1915년 개관), 조선총독부 

미술관(1939년 개관),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1935년 계획, 미완성), 야나기 

무네요시(柳宗悅)의 기획으로 개관된 조선민족미술관(1924년 개관) 등이 있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선민족미술관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조선총독부에 

의해 설치된 박물관만을 다룬다. 이를 통해 식민 국가에 의한 경복궁의 재편 

양상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경복궁은 식민지 시기 동안 그 영역이나 공간 구

성에 있어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경복궁의 재편 

과정을 살피는 각 단계에서는 당시의 공간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도면이나 

지도, 더 나아가 경복궁 주변 지역 및 경성 전체 권역 수준에서 논의할 필요

성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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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시간적 범위

▮ 연구 대상 시기

시간적 범위 차원에서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은 식민지 시기이다. 통상적으로 

식민지 시기는 한일 합병 이후부터 일본 제국의 패망까지의 시기, 즉 1910년

에서 1945년까지의 시기로 설정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기의 시작

을 1908년부터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근거한다.

먼저, 1908년은 한일 합병 이전, 대한제국이 단독 국가로서의 국권을 박탈당

하는 도상(途上)에 있는 시기이다.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 제국에 합병되기 

이전까지 여러 단계에 걸친 국권 피탈을 거치며 식민지로 전환되어갔다. 1904

년에는 국토 내에 일본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한일의정서(1904. 02. 23.), 고문 

정치 제도를 도입하는 제1차 한일협약(1904. 08. 22.) 등이 체결되었다. 1905년

에는 외교권을 실질적으로 일본에 이양하고 통감 정치를 도입하는 제2차 한일

협약(1905. 11. 17.)이 체결되었다. 1907년에는 차관 정치를 도입하는 한일 신

협약(1907. 07. 24.)이 체결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1910년에는 대한제국

이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고, 조선총독부가 기존 조선 영토에 대

한 통치를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시작점인 1908년은 이러한 맥락에서 광의의 식민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명목상의 통치 주체는 여전히 대한제국이었으나, 일본 제국의 

관료들이 대한제국 내각의 외무와 내정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의 독립

된 국가보다는 식민지로의 이행 양상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1908년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경복궁 개방이 최초로 이

루어진 시기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본군, 외교관 등 외국인에 대해 경복궁

이 개방된 바가 있다. 그러나 1908년의 경복궁 개방은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한일 병합 이후 경복궁의 관람 대

상화 및 개방 공간 형성 차원의 선행적 형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개

방과는 구별되는 면이 있다. 동시에 관람의 대상으로서 경복궁을 인식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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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를 일반 대중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는 한일 병합 이후의 경복궁 개방

과는 일정 부분 연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특히 이 시기의 경복궁 개방은 조선

물산공진회(1915) 이전까지의 경복궁 개방과 유사하여, 사실상 식민지 초기의 

개방으로 포괄하여 볼 수 있다. 당시의 개방은 향후 입안되는 조선총독부 경

복궁 신청사 계획 및 건설 이후의 변화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그 성격이 보

다 뚜렷하게 구분될 것이다.

▮ 세부 시기 구분

본 연구에서는 대한제국기 통감정치 하에서 일반 대중에 대한 경복궁 최초 개

방이 이루어진 시기(1908)부터 일본 제국이 패망한 시점(1945)까지를 연구 대상 

시기로 설정하였다. 경복궁의 변화 과정에 대한 검토는 이 시기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 대상 시기 중 경복궁의 변화는 단일한 성격이나 방향성에 입각

하여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경복궁의 변화 과정을, 궁역 내 공간 구조

의 변화 및 공간 이용 방식으로서 전시 성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되, 식민지 

조선의 내외(內外)에서 일어난 정세 변화, 경성의 도시사적 변화상 등을 고려, 

경복궁의 변화 과정을 단계화하고자 한다. 1908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

의 변화를 연대기적으로 검토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단계화는 상기한 기준들

을 바탕으로 설정한 세부 시기 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각 시기는, 개방 

공간 형성 및 궁역 재편기(1908~1914),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립 및 공진회 개

최기(1915~1925), 전시 공간 확장 및 박람회 개최기(1926~1936), 전쟁 중 전시 

공간 건설 및 전시 운영기(1937~1945)의 4단계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시기 전체 범위 내에서 세부 시기 구분을 함으로

써 식민지 시기 당시 경복궁의 재편 과정을 밀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러나 전시 행사나 전시 공간에 따라서는 임의로 설정한 시기 구분에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시기가 있다. 1915년에 개관하여 일본 제국이 패망하는 1945년

까지 운영되었던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박물관 개방 공간, 1922년에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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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까지 개최되었던 조선미술전람회, 1935년에 최초로 계획되었으나, 조선

총독부 미술관(1939)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본 제국의 패망까지 미완의 사업

으로 귀결된 시정25년 기념 종합박물관 설치 계획이 여기에 속한다. 해당 사

례들과 관련해서는 그것들이 최초로 경복궁에서 개최·개관된 시기를 다루는 

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2.3. 행위 주체 및 공간 내 행위 요소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시를 통한 궁궐의 개방과 재편’이라는 문제를 주된 논

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전시’, ‘개방’, ‘재편’이라는 세 가지 요소

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공간 내 행위 요소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행위 요소로서 ‘전시’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개최된 각종 공진회․박람회․
전람회, 그리고 상설 전시 공간인 조선총독부 박물관, 조선총독부 미술관, 시

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 등에서 개최된 전시 혹은 계획 단계에서 구상되었던 

전시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한 내용 가운데 논의 주제와 관련, 경복

궁의 변화를 유의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시에 수반되거나 관련되어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 및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프로그램 양 측면 모두에 주목한다. 단, 이 중 전자의 

내용은 ‘재편’과 관련된다. 행위 요소로서의 전시를 다룰 때에는, 각종 공진

회․박람회․전람회, 그리고 각종 박물관 전시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

에 대한 참여의 방식, 기존 전각에 대한 관람의 방식 차원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전시를 통한 궁궐 개방과 재편 차원에서 기획된 행위 요소에 주목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람자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보이는 개별적 반응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편’의 경우,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전시에 수반되거나 관련되어 나타나

는 공간적 변화를 그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궁궐 개방이 전시와 무관하

지 않고, 역사적으로 경복궁에서 개최된 전시 행사에 앞서 일반 개방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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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 요소로 등장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식민 통치 초기에 궁궐을 개방

을 하면서 나타난 궁궐 재편의 과정과 양상 또한 행위 요소로서의 재편을 논

하는 데 있어 그 대상으로 삼는다. 

‘개방’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개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즉, 궁궐 개방과 그에 따른 입장 대상

자가 일반 대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 여기에서 일반 대중은 식민지 조선인

만이 아닌, 재조선 일본인 등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 아울러, 별도의 입장료

를 요구하는 개방의 경우, 사회사적으로 그 실질적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상의 대상자가 일반 대중인 경우,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궁궐의 개방과 재편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조선

총독부 및 그 관계자(예: 조선총독부 관료, 조선총독부 관학자, 조선총독부의 

의뢰를 받은 공간 설계자 등)로 한정한다. 이는 식민 국가가 식민지 시기 전반

에 걸쳐 경복궁을 재편해가는 과정을 통치의 차원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기획과 관련된다. 

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변화 과정과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연구

의 방향성’ 항목에서 논한 바와 같이, ‘공간의 물리적 구조’, ‘행위의 체

계로서의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착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각종 도면, 사진, 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단, 도면, 사진, 지도 등의 자료들만으로 알기 어려

운 구체적 공간 구조 및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정밀한 검토를 위하여, 연구 대

상 시기의 신문, 잡지, 단행본 자료, 조선총독부 관보(官報) 등을 함께 살핀다.

행위의 체계로서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과정도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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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동일하다. 경복궁에서 개최된 각종 공진회, 박람회, 전람회와, 경복궁 

내에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세부 전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있

는 신문, 잡지, 브로슈어, 단행본 자료,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검토할 것이다. 

단,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양상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

간의 물리적 구조 변화 과정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변화 과정을 가능한 실증

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하여 논의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대상지 외적(外的) 맥락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변

화가 연구의 대상이기는 하나, 이는 식민지 조선 안팎의 정세 변화나 경성의 

도시사적 변화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경복궁의 변화

를 다층(多層)의 맥락 가운데 해석할 때,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더욱 심도 있

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복궁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역사적 맥락을 연결지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해당 맥락으로는, 식민

지 조선 및 일본 제국의 정세 변화 및 이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정책 변화, 경

성의 도시사적 변화, 경복궁 변화와 관련된 사회사적 현상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기 당시 전시와 관련하여 나타난 경복궁의 공간 재

편 과정이 식민 통치의 수행 방식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땅히 대상지의 변화 과정에 대해 면밀한 사적(史的)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상지와 관련된 물리적·행위적 변화에 대한 사적 

검토,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해내는 의미는, 현상학적으로 대상지의 장소성을 

해석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상기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현상학적 장소 이론에 근거하여, 식

민지 시기 경복궁의 장소성을 후세대의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석을 위한 도구로써 전시가 근대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

목한 전시 이론, 해당 이론들의 이론적 토대가 된 미셸 푸코의 이론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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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이론의 적용을 통해 식민 통치의 수행 공간으로서 경복궁이 지

닌 성격을 해석하는 것 외에도, 당대 식민지 대중들이 보였던 반응도 함께 검

토함으로써 보다 입체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미셸 푸코의 이론들의 구체

적 내용과 적용 방안에 관해서는 제2장 1절에서 다룰 것이며, 당대 식민지 대

중들이 보였던 반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의미 해석은 각 제3장에서 제

6장까지 각 행사 및 전시 공간을 다루는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1.4.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식민지 시기 당시, 전시라는 행위 요소를 중심으로 

경복궁이 개방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해석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이 장(章)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연구의 흐름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의 두 영역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이론적 배경’ 단

계는 ‘현상학적 장소 이론’과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 및 통치성’, ‘근

대 국가의 통치 도구로서의 전시’를 살핀다. 현상학적 장소성의 경우, 사료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이, 후세대에 의한 현상학적 

장소성 해석의 차원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본 

연구가 대상지의 역사적 성격을 후세대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기반이 되는 이

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분에서 논의하게 될 내용과 같이, 국가와 같이 사회 집단에 대

한 계획과 통치를 수행하는 집단에 의해 기획된 공간에서의 장소성은 단순히 

개별 행위 주체들이나 집단의 현존재적 경험만으로 좁혀서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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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나 공간 구조라는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맥락과 구조를 살펴볼 때, 대상

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도입하는 해석의 틀이 바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의 규율 권력 및 통치성’, ‘근대 국가의 통치 도구로서의 전시’와 관련된 

이론들이다. 이는 근대 국가가 규율 권력을 작동시킴으로써 통치를 수행하는 

방식, 그리고 그 구체적 사례의 하나인 전시가 어떻게 그 정치성을 수행하는

지를 살피는 이론이다. 이 이론들은 식민지 시기 전시와 연관되어 나타난, 경

복궁의 변화 과정을 역사학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사회 이론적 

시각에서 구체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경복궁이 속한 상위적 공간 범주로서 식민지 도

시 경성,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공간 변화 및 전유, 식민지 시기 경복궁에서 

개최된 전시 등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사례들을 살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사적 위치와 차별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전시를 통한 경복궁의 개방과 재편이 어떻게 계획되

었는지를 살핀다. 앞서 ‘시간적 범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연구 대상 시기

(1908~1945)는 총 4개 시기로 구분하여 논한다. 각 장에서는 전시를 중심으로 

경복궁의 공간 구조 및 이용 방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하고, 그 역사

적 의미를 고찰한다. 다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당대 식민지 조선 및 식민지 

도시 경성, 그리고 일본 제국의 차원에서 나타난 변화를 당대 경복궁 변화의 

역사적 배경으로 고려함으로써 입체적 고찰을 기하고자 한다.

제7장에서는 식민지 시기 전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 공간 재편이 공간 정치

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

민지 도시 경성의 근대적 공공 공간 창출’, ‘체제 내화를 유도하는 통치 공

간 창출’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제7장 결론에서는 상기한 논의를 종합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점을 밝힘으로써 논의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 25 -

지금까지 논한, 본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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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이론적 배경 

2.1.1. 현상학적 장소 이론 

도시 공간의 역사는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 구조 변화나, 그 공간에 존재했

던 사람들의 상호 작용, 사회 변동 등으로 파편화되어 존재할 수 없다. 도시는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과 그 배치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차원과 공간 속

에 생활하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 및 문화 생활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차원

으로 구성(김백영, 2016: 321)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시 공간의 역사에서 해석 단위로서의 현상은 보다 복합적인 이

해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간,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발

생하는 행위와 경험 등이 다양한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공간 이해는 문화지리학 영역의 현상학적 장소 이론에서 두드러진

다. 한 장소의 성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요소로서의 공간과, 인간이 

그와 교호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행위, 경험 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의 성격을 해석해내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동시대인의 입장에서 경복궁이라는 장소의 성격을 해석하

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의 경복궁이 지닌 성격을 해석해내고자 한다. 이 

때, 연구자는 어디까지나 후대의, 제한적인 사료 속에서 그 공간의 의미를 해

석하는 존재이다. 후술하겠으나,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현상학 논의에 

근거하면, 후대의 사람으로서 역사적 서술을 하는 연구자는 과거의 시공간에 

대한 현존재(Dasein)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술하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장소 이론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하려 한

다. 하나는 현상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는 장소 이론의 해석 틀을 통해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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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경복궁의 당대적 장소성을 해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같은 시기, 같은 

대상지의 장소성을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당대인의 시각과 정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본 연구는 전시라는 하나의 행위 요소 차원을 중심으

로, 공간 구조와 이용 방식 및 경험의 변화가 지니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자 한다. 즉, 장소성에 대한 후대의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상학 및 그에 기초한 장소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장소 이론에서 장소(place)란, 모든 인식 주체가 객관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닌, 인간의 역사적·문화적·개별적 경험과 결합되어 의

미화된 주관적 실체를 뜻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장소 개념은 위치(location), 

공간(space) 등의 개념과 구분된다. 그리고 이 같은 장소가 다른 장소와 구별

되도록 하는 성격을 장소성(placeness)이라고 한다.

장소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어 왔다. 먼저 철학에서는 

현상학 영역에서 하이데거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세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며, 행위 맥락을 통하여 외부의 

존재 및 공간과 특수한 관계와 의미로 연결된다. 그것은 존재가 실존하는 장

으로서의 공간 인식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 개별 주체의 행위 

차원에서 공간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인문지리학 및 공간 이론 분야에서의 장

소 담론 다수의 인식적 근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현상학적 장소 담론을 주창했다고 평가받는(심승희, 2005: 38-44)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 1976)는 장소가 물리적 환경, 행위, 의미의 세 가지로 구

성되며, 이들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속에서 한 장소의 정체성인 장소성이 형성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장소를 인간 실존의 장으로 이해했으며, 자연지리적 

차원과 인문지리적 차원의 속성이 융합된 존재로서 인식하였다. 

이푸 투안(Yi-Fu Tuan, 1979)은 어떠한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인간이 해당 공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곳에 가치를 부여(Yi-Fu Tuan, 

1979: 6)’ 할 것을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이푸 투안은 장소성이 반복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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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누적으로서의 시간과 그 공간적 표상으로서의 가시성을 바탕으로 형성됨을 

논하였다. 이푸 투안의 장소 이론은, 장소가 공간에 대한 인간의 개별적·주관

적 경험 및 그 축적을 통해 의미화된 개념이자 현상학적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루커만(Fred Lukermann, 1964), 트랜식(Roger Trancik, 1986), 스

틸(Fritz Steele, 1981) 등이 현상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장소 및 장소성이 인간 

경험과 행위, 그리고 공간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임을 논하였다. 루커만은 장소

가 자연과 문화가 통합된 개념이자, 인간이 공간에 어떠한 행위 및 가치를 부

여하는 가운데 형성되어가는 역사적 실체로서 이해하였다. 트랜식은 장소가 

공간과 구분되는 지점이 문화적·지역적 차원의 맥락적 의미에 있음을 논하

여, 인간 행위와 불가분한 개념으로서 장소 인식을 보여주었다. 스틸은 장소성

이 물리적·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소환경(setting)에서의 개인이 경험하는 행위, 

감정, 인식 등의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된다고 논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현상학적 장소 이론 연구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 중

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석환·황기원(1997)을 들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장소를 물리적 국면, 활동적 국면, 상징적 국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정의하였

다. 한편 해당 연구에서는 스틸의 장소성 구성 요소와 이푸 투안의 시간 개념

이 결합된 형태의 장소성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개인 및 사

회 집단의 층위에서 환경과 교호하며, 그 결과로 나타난 각종 정의적 요소들

이 변증적 상호작용을 한 결과로 장소성이 형성된다.

이외에도 백선혜(2004)는 장소를 “특정한 공간적 규모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와 인간행위의 결과물이 인지되어 의미를 가지는 공간적 실체(백선혜, 

2005: 40)”로 정의하였다. 권윤구(2013)는 물리적 공간에 인간 행위 및 사건, 

의미가 결합된 실체로서 장소를 인식하였다. 이현경(2020)은 장소를 개인과 사

회의 경험과 의미가 물리적 공간과 역사적·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결합되어 의

미화된 결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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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의 장소 및 장소성 개념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장소는 물리적 바탕으로서의 공간

에서 인간이 어떠한 행위, 사건, 경험 등을 통해 의미를 형성함으로써 구성되

는 현상학적 실체로 압축하여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소성은 상기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 공간과 인간의 교호가 다른 장소와는 구별되는 양상으

로 구현된 인지적·정서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소성 개념을 언제나 장소를 대하는 개개인의 교호·경험 결과에 주

목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의미화·가치화의 대상으로서 

장소 및 장소성 개념은 행위자 또는 현존재의 행위나 실존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장소 및 장소성은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과 긴밀

하게 연관되는 개념이므로, 대상지에 대한 다층적 해석을 요구한다.

한 장소의 성격이 단순히 물리적 구조만으로 정의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 

행위와 그것을 둘러싼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가능성은,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

념에서도 확인된다. 하이데거는 현상학적 장소 이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 중 하나이다. 물론 현상학적 장소 이론의 이론적 토대를 구성한 인물은 

하이데거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후세대의 시각에서 한 

장소가 지닌, 당대의 장소성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역사 앞에 능동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스스로

가 역사적 세계 내에 던져진, 수동적 존재이다. 이 같은 명제에 근거하여, 하

이데거는 현존재의 역사성이 그를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기한 주장은 역사 기술 차원에서 장소와 장소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개념

적 틀을 제공한다. 그의 논의를 장소, 장소성 개념에 접목하면, 장소나 장소성

은 경험 주체로서의 행위자 개개인, 혹은 현존재의 내재성에 철저히 귀속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해당 개념들은 외재적 존재로서의 물리적 공간과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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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비물질적 체계들의 존재를 함께 요구하는 개념이다. 

하이데거의 이 같은 인식은 본 연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생활

사가 아닌, 식민지 조선이라는 집단 차원의 문제에 대해, 후대의 논자가 역사 

서술의 차원에서 장소와 장소성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에서는, 당대 개개인의 

현존재적 경험을 온전히 수합하고 역사 서술로 환원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 그러므로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변화에 대한 후대적 기술(記述)인 본 

연구는 제한된 수준 내에서 기록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해내는 선별

(Auswahl)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즉 본 연구에서 도시 공간의 역사적 성격을 

인식하고 해석한 결과로서 장소 및 장소성 개념은 역시 현존재적인 성격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장소 및 장소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작적 정의를 전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장소/장소성 개념은 앞서 살펴본 관련 논의들과 마찬가지

로, 공간과 행위자로서의 인간과 그 행위와 경험에 주목한다. 단, 식민지 시기

라는, 시간적으로 연속된 범위의 장소성을 다루는 만큼, 공간의 물리적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 

둘째, 본 연구의 장소/장소성 개념은 공간 경험 주체들의 장소 인식 전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당대(當代) 주체들을 둘러싼 공간과 그 같은 공간 구성과 연

관된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들의 교호 양상 및 그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경복궁의 공간 재편을 주도한 조선총독부와 

관련자들의 의도와 견해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상기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의 장소/장소성 개념은, 사회사 연구에서 

흔히 다루는, 당대 생활 주체나 경험 주체들이 세계와 마주하여, 그에 반응하

는 양상들에 대한 관찰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논의의 시점에서 역사적 현

상을 대하는 현존재로서 논자가, 당대 통치 집단의 정치 수행과, 그것이 공간

의 차원에서 교호하는 대상이자 표상이 되는 경복궁에 대해 해석해낸 결과이

다. 즉, 본 연구의 장소/장소성은 당대의 주체들이 형성하고 체감한 장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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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역사의 차원에서 해석적으로 재구

성된 장소/장소성일 따름이다. 

상기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복궁 변화가 지닌 성격을 

해석할 것이다. 그것은 곧 후세대의 차원에서 당대 경복궁의 장소성을 해석하

는 일이 될 것이다. 단, 해석 과정에서 전후(前後)의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 

없이 일회적이고 독립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단편적

인 반응들은 경복궁의 당대적 장소성을 구성하는 행위 요소에서 가급적 배제

하고자 한다. 오히려 비교적 지속성을 가지고 발생한 일련의 사건·행위·반

응이나, 단회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의미하게 

유형화될 수 있는 것들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사료 수준에서 식민지 시

기 경복궁의 당대적 장소성을 최대한 실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동시에  

후세대의 시각에서 여전히 전시 공간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 시기와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복궁의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1.2. 규율 권력 및 통치성 이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2020)에 따르면, 근대 국가는 그 통치 권력을 육

체에 대한 현시적인 처벌이 아닌, 미시 생활에서의 지속적인 통제와 규율 시

스템을 통해 발휘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국가로 대표되는 권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어떠한 시스템을 

통하여 규율화되는지 논하였다.

제3항에서 상술하겠으나, 일부 박물관학 및 예술사회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미셸 푸코의 논의에 입각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 박람회 등의 전

시가 일종의 통치 도구로서의 속성을 지님을 논의해왔다. 여기에는 그의 규율 

권력 이론이 주요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 또한 이 같은 논

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식민 국가가 식민지 문명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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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전 도구로서 통치성의 문제를 박람회 등 전시에 함께 적용했다는 점도 

논의 적용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 통치 방식으로서 규율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나는 유럽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 변화는, 범죄에 대한 보

복적이고 의례적이며 스펙터클적인 형벌이 아닌, 감옥과 이를 수행 공간으로 

삼는 교화의 보편화 현상이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에 대한 형벌의 대상은 신체에서 정신으로 바뀌어 

갔으며, 형벌의 방식 또한 현시적인 체벌로부터, 점차 과학적 지식 체계와 결

합한 사법적 판단과 교정, 치료 등으로 바뀜으로써 인간을 체제 내화하는 방

향으로 변화해갔다(미셸 푸코, 2020: 37-52). 이는 인간의 신체를 교정하고 변

화시킴으로써 복종과 순응, 특정한 지향성 내에서의 유용성을 확보하게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사회 전반의 조직과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리 하에서 작동시

키는 통치 방식, 즉 ‘규율(discipline)’(미셸 푸코, 2020: 253, 383-393)이다. 

규율은 “특정 제도나 기구와 동일시될 수 없는 권력의 한 형태”이자, “도

구, 기술, 방식, 적용 범위, 목표를 갖고 있는 권력 행사의 양식”이다(미셸 푸

코, 2020: 393). 

규율은 인간의 모든 미시적인 행위 구조에 작동하여, 일탈을 없애는 징벌을 

수행하는 한편, 보상과 서열화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

고 강화한다(미셸 푸코, 331-339). 그리고 보상과 서열화의 방식에는 평가가 

사용된다. 평가는 그 관리 대상이 되는 요소들의 여러 측면들을 기호체계화하

고, 이에 따라 동질화되어 평가한 개인들을 비교, 분석, 분류함으로써 그들을 

권력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체제 내에서 활용하게 하는 기초로 작용한다(미

셸 푸코, 2020: 349-354).

규율에 입각한 통치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는 주요 도구 중 하나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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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에서는 권력자의 힘이 아닌, 그 통치 체제에 스스로 내화되고 복종하

는 피통치자 또는 규율 대상의 모습이 조명되고,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

에까지 미치는 권력이 가시화된다(미셸 푸코, 2020: 345-348). 

미셸 푸코의 규율 이론은, 앞으로 논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각종 전시 행사 

등이 식민 통치 차원에서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역사

적·사회적 환경의 차이는 있으나, 식민 국가에 의해 기획된 각종 전시는 그 

자체가 식민지 사회의 개인을 식민 국가 체제 내로 포섭·내화하는 도구로 이

용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과 결합한 지식은 조선인의 인식을 재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평가는 각 개인이나 집단이 식민 통치 구조 내에서 제

도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서 식민지 사회를 체제 내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 권력의 계보학과 통치성(Governmentality) 

통치성은 푸코의 권력 계보학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이는 “권력 

매커니즘에 의해 다양한 통치의 수준에 관철되는 통치의 합리성”(김동완, 

2013: 136)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규율은 바로 통치성의 한 축을 이루는 구성 

요소이다. 근대 국가의 권력 구조에는 그것을 지탱하는 세 가지 장치

(dispositif)가 존재한다. 그것은 사법, 규율, 치안이다. 사법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처벌 규정으로써 금지하는 것이고, 규율은 현실에서 존재해야 하는 당

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치안은 발생한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임동근, 

2008: 20). 이는 곧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층위의 미시적 제도, 권력을 

국가가 어떻게 포섭하고,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안전, 영토, 인구』에서는 규율이 국가 수준에서 통치의 한 방식이자 도구

로서 대두되었으며, 더 많은 인구를 더 광범위이고 효율적인 차원에서 관리하

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베스트팔렌 조약(1648) 

이후 유럽에서 각국의 영토 국가 체제 기반 통치가 자리잡으며 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각 국가 및 도시의 상업·산업 발달로 도시 인구가 팽창한 데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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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산물이기도 하였다. 

당대 유럽에서는 성(城)으로 구획된 도시 단위를 넘어 물자와 자본이 더 빠

르고 원활하게 순환되는 한편, 성 안에서 발생하는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으며, 영토 국가 간 전쟁이라는 새로운 외교적·군사적 

국면 전환 속에서 국가 시스템을 지지할 내적 도구로서 신민이 부각되었다(미

셸 푸코, 2011: 410-444). 이 같은 상황에서 중시된 것이 바로 “적절한 국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증강할 수 있는 수단들의 총체(미셸 푸코, 2011: 

423)”로서의 ‘내치(內治, police)’였다. 내치는 크리스트교의 사목 권력의 통

제 하에 놓였던 자연과 인간의 문제가 각각 자연과학과 국가 이성(raison 

d’État)으로 분담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미셸 푸코, 2011: 328). 

상기한 유럽 사회 변동 속에서 국부(國富)와 국력의 신장은 유럽 세계 각국

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내치는 국가의 가용 자원으로서의 

인구와 재정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규율 

시스템을 전 영토로 확장시키고, 전 영토에서 작동하는 규율 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도시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기획하였다(미셸 푸코, 

2011: 454-455). 

그러나 규율 중심의 국가 운영은 18세기 초반, 식량난에 대한 대응에 실패

하면서 위기를 맞이하였고(미셸 푸코, 2011: 60), 전방위적 규율의 주체였던 국

가의 통치 모델에는 변화가 요청되었다. 그 결과, 시장(市場)과 인민에게 자유

를 허용하는 한편, 인간 행위에 대한 규율의 문제에서 자연으로 통치의 시선

을 확장하게 하는 학문 담론으로서 중농주의와 정치경제학이 등장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곧 국가의 새로운 통치 합리성의 요체인 안전장치(dispositif 

de sécurité), 그리고 사회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미셸 푸코, 2011: 462-479). 이

로써 하나의 인간과학적 현상이자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인구가 대두되었다. 

국가는 인구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통계학과 생물학에 주목하였으

며, 이에 입각한 정상-비정상의 관측과 통제, 인간 서식지로서의 환경(mil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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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의 문제가 국가 통치의 실천 과제로 부상하였다. 

미셸 푸코가 논한, 통치에 있어서의 역사적 계보는 대한제국이나 식민지 조

선은 물론, 그 통치 주체였던 식민지 시기의 일본 제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는 않는다. 역사적·사회적·지리적으로 상이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압축적으

로 도입·번역된 제도가 서양에서의 역사적 배경이나 경험까지 동일하게 담보

하지는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도시의 한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서 성곽을 해체하는 것이나, 

도시의 위생을 관리하는 문제는, 그 문제의식과 그것을 유발하는 환경들이 온

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근대 일본에서도 검토되고 도입된 것이었다. 또한 

기존의 책봉·사대 관계를 넘어, 보다 확장된 외교 관계 속에서 아시아의 제

국을 만들고, 제국에 편입된 식민지의 인구를 관리하고 규율하며, 제국의 군사

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시 일본 제국도 중시하였던 문제였다. 자본주의

적 질서의 도입이나 서양의 과학 체계 등을 도입한 변화 역시 서양에서의 역

사적 발생 과정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근대 국가 및 제국으로의 전환을 추구

하는 당대 일본 사회에서 도입되고 번역되었다. 통치의 역사적 계보가 순차적

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계보에서 중시된 통치의 문제들이 

일본 제국에서는 압축적으로 도입되고 통치의 문제로 고려된 것이다. 

상기한 요소들은 식민지 조선 통치의 각 차원에서 통치의 문제로 발현되었

다. 문명화 사업을 표방한 일본 제국은, 조선총독부의 통치를 통해 식민지인의 

행위와 인식, 태도 등을 바꾸기 위한 규율 통치를 문명화라는 명목 하에 수행

하는 한편, 식민 국가로서 위생, 식량 생산 등 각종 차원에서 인구를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그 성과나 지향성을 앞으로 살펴볼 각종 공

진회, 박람회, 전람회 및 박물관·미술관 전시를 통해 표상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 규율 권력 및 통치성 이론의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 다룰, 식민지 시기 당시 경복궁에서 개최․설치된 전시 및 박물



- 36 -

관은, 푸코가 제시한 규율의 문제는 물론, 국가의 통치성을 가시화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식민지 시기 당시의 각종 전시는, 앞으로 논하겠으나, 식민지인의 

인식이나 행위 방식, 더 나아가 존재 양식을 규율함과 동시에, 식민 국가의 통

치성이 문명화라는 명분에 기초하여 어떻게 발현되었으며, 그에 따른 진보가 

실존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시에서 단지 신체의 규율화나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형태의 훈육만으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후 제3항에서 

논하겠지만, 전시는 보여주는 것과 보는 행위, 그리고 보는 대상으로서의 전시

물들을 통해 인간을 규율화한다. 식민지 시기 경복궁에서 개최·설치된 전시 

및 박물관의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 경복궁에 개최·설치된 전시 행사나 전시 공간은 권력과 상호

작용하는 실체로서의 지식 체계의 토대 위에 기획되고 작동되었다. 그 지식은 

식민지 및 제국과 관련된 것으로, 사물의 배치와 조직화를 통한 나타났다. 경

우에 따라, 그 지식은 내치의 언어로서의 통계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식민 국가가 식민지에 대한 생명 정치의 수행 주체이자, 통치성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자신과, 문명화의 명분으로 정당화된 통치를 전시물을 통해 입증함

으로써 통치 주체로서의 지위와 행위를 합리화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각종 전시회장과 박물관은 규율 체계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조선의 물산이나 조선인의 생활, 의식 등

과 관련된 각종 전시품들은 일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치되고 조직화되어, 

식민 권력에 의해 형성된 지식 체계를 이룬다. 전시에 참여하고 심사를 받는 

인물들은 비록 그들이 행정적·군사적 권위나 지위를 가지지는 않더라도, 이 

같은 규율 통치의 구조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광의의 식민 통치 주체가 된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변화가 지닌 의미를 해석해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미셸 푸코의 논의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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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다. 통치성 작동의 기저에는 시민 사회라는 사회적 구조가 요청된다. 

하지만 당시 식민지 조선은 대한제국의 신민 집단에서 일본 제국의 신민 집단

으로 교체된 사회였으며,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운 국민을 만들고자 했

던 제국 일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조선에서는 식민지 사

회 내에서도 민족적 차이는 물론, 사회적 권리나 환경 등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했다. 피식민 주체인 조선인은 그 나름대로가 저항과 협력을 통해 발언 

주체가 되고자 하더라도, 서발턴(subaltern)으로서의 위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시의 경우에도, 20세기 초의 조선인은 메이지 유신기의 일본인들이 

그러하였듯, 전시에 요청되는 인식이나 행위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가 있었고, 일본어 문해력이 조선인 전반에 걸쳐 충분히 확보된 상태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조선어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기

에 단일한 시민 사회로서 식민지 조선 사회를 이해하고 통치성 이론을 적용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전시 관람의 문제에서 흔히 지적되고는 하

는 판옵티콘적 시선과 시민 간 감시의 문제를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 차원

에서 별도로 논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 미셸 푸코의 논의를 단순하게 원

용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통치 권력인 조선총독부와 그 관련자들을 통

치성 발현의 주축으로 관찰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전시장, 박물관 공간에 기획되고 형성된, 각 개인이 규율 권력을 자발적으로 

작동시키고 내면화하는 방식으로서 보는 행위, 평가(심사)에 참여하는 행위의 

양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2.1.3. 근대 국가의 통치 도구로서 전시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 이론은 20세기에 들어, 전시 및 박물학이 지닌 정치

성 구조를 이해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작동한다. 이는 본 항에서 다루고자 

하는, 박물학 및 예술사회학 분야의 여러 전시 이론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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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론들은, 전시와 관련되어 나타난 경복궁의 공간 구조 재편과 그에 따른 

장소성 변화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해석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니콜라스 피어슨(Nicholas Pearson, 1982)8)은 푸코의 통치 개념에 입각하여, 

19세기 국가의 통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각각, 학교 교

육 시스템을 비롯한 체계적 규율 학습과 자기 감시로서의 강경한 접근, 전시 

등의 오락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한 규율과 감시 체계 

형성을 의미하는 유연한 접근이다(전가람·성종상, 2021: 40). 전시는 이 가운

데 후자에 속한다. 전시에는 미셸 푸코 역시 언급한 바 있듯이, 복잡·다양한 

대상을 질서 있게 표상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처럼 대상들을 배열

하는 것은 통치의 도구이자 기반으로서 근대적 지식의 근간을 이루었다(전가

람·성종상, 2021: 41). 전시는 근대적 지식 체계와 박물학의 관점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도시·문화사회학 연구자 요시미 슌야(2004)9)는 이 같은 관점에서 서구 및 

일본의 박람회를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박람회는 세 가지 성격을 지닌

다. 먼저 박람회는 제국주의의 산물로, 식민지로부터 얻어낸 것들을 주된 전시 

대상 중 하나로 삼았다. 또한 박람회는 근대 자본주의 기반 소비 사회를 경험

하게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람회는 단

순히 전시물을 나열하고 소비하는 장만이 아닌, 오락성이 결합되어 그 자체가 

거대한 흥행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즉, 근대의 박람회는 열강 세계에서 국가

-자본주의-대중적 오락이 결합한 복합체이자, 단순히 경제나 유희의 차원만으

로 해석할 수 없는 정치적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토니 베네트(Tony Bennett, 2002)10)는 ‘전시 복합체’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전시의 통치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는 전시물의 배치와 이를 구체화하

8) Nicholas Pearson, The State and the Visual Arts: A Discussion of State Intervention in the Visual 
Arts in Britain, 1780-1981,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2.

9) 이태문 옮김(요시미 슌야 지음), 2004, 『박람회: 근대의 시선』, 논형.

10) 권영진 옮김(토니 베네트 지음), 「전시복합체」. 윤난지 편, 『전시의 담론: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2』, 눈빛, 159~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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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교화하는 시각적 기술, 그리고 이들을 민족-국가 통치 권력의 존재를 역

사적 진보의 내러티브 속에서 가시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전시 자체가 대중의 

자기 규율화를 유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전가람·성종상, 2021: 41). 

또한 전시에서 관람자는, 통치 권력에 의해 구성된 전시의 공간과 질서 속

에 자신을 위치시키며, 그 안에 있는 타자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역으로 감시

를 당하기도 하는 판옵티콘적 관계를 경험한다. 이렇듯 전시는 대중을 감시와 

자기 규율의 시스템 속에 위치시키고, 통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통

치성을 띤다.

캐롤 던컨(Carol Duncan, 2015)11)은 공공 미술관의 통치성에 주목하면서, 미

술관이 그 자체로 하나의 의례로서의 속성을 지님을 논하였다. 우선 공공 미

술관은 시간과 공간을 구획하여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통치 주

체의 이데올로기 및 사회 공동체의 집단 정체성 내러티브를 제시하도록 구성

되는 장치이다. 또한 관람자는 전시 관람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와 

집단 정체성을 스스로 재현하고 형성하는 수행 주체로서 기능한다. 즉, 미술관

은 표층적으로는 대중이 예술품이나 역사, 고고학 유물 등을 ‘관람’하는 곳

이지만, 심층적으로는 객관성과 이성에 입각한 근대적 지식을 앞세운 통치 권

력이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와 통치성에 의해 작동되고, 관람자가 이를 내면화

하는 사회적 의례의 수행 공간인 것이다.

▮ 본 연구에서, 푸코의 이론에 입각한 전시 이론의 활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기 경복궁에서 개최되거나 설치된 전시 행사 및 전

시 공간이 어떻게 식민 통치의 도구로 활용되었고, 그것이 조선시대와는 구분

되는 통치 공간으로서 경복궁을 어떻게 재편하였는지 살피고자 한다. 지금까

지 살펴본 이론들은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이론적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11) 김용규 옮김(캐롤 던컨 지음), 2015, 『미술관이라는 환상: 문명화의 의례와 권력의 공간』, 경성대학
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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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기 경복궁에서 개최된 각종 전시 행사와, 경복궁 내에 설치된 전

시 공간을 물리적 공간 변화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면, 이는 조선시대 궁궐의 

공간 구조를 파괴한 것으로 단순화되기 쉽다. 그러나 전시 행사 및 전시 공간

의 개최와 설치가 지닌 역사적 맥락과 함께 정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한다면, 

경복궁의 변화가 지닌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간의 물리적 변화와 이론만으로는 대상지의 변화 과정이 지닌 의미

를 종합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으로 공간 구조의 물

리적 변화를 몰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비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공간 구조

의 물리적 변화는 물론, 전시의 프로그램을 함께 살피며 이론을 활용하는 해

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2. 선행 연구 검토

2.2.1. 식민지 도시 경성 연구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변화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식민지 도시 경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맥락을 확인할 수도 있다. 식민지 도시 경성에 대한 연구는 경성의 도시사

라는, 보다 큰 구조 속에서 경복궁을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백영(2005), 전진성(2015), 토드 헨리(2020) 등의 논

의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립으로 

대표되는 경복궁의 변화가 상징 공간의 재편이자 새로운 통치 권력의 상징 공

간 만들기로서의 속성이 있음에 주목한다. 김백영(2005)은 여기에 경복궁의 공

간 재편이 경복궁의 장소성, 아관파천 이래로 사실상 공궐(空闕)이자 거대 토

지 스톡이 되었던 점, 메이지 시기 에도 등의 각종 도시에서도 폐성 부지 및 

부케지(武家地, 무사들의 거주지) 공간을 재편·변용하고, 권력의 표상 공간으

로 구성한 전례 등을 들며, 이들이 경복궁의 재편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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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전진성(2015)은 조선총독부에 의한 경복궁 재편이 근대적 도시로 경성을 

재편해내고자 하는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연관되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비교

건축사적 시각에서 그 연원으로 도쿄 관청집중계획, 히비야 공원 등 일본 본

토의 사례와의 연관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토드 헨리(2020) 또한 김백영(2005), 

전진성(2015)와 기본적 관점은 공유하나, 해당 연구에서는 식민지 도시 경성의 

형성과 변화를 식민 주체 집단과 하위 주체 집단 간의 권력 불균등, 차별, 동

화(同化) 등의 사회사적 문제에 더 천착하였다. 이 같은 관점에서 권력과 통치

의 표현으로서 경복궁에서 개최된 각종 전시 행사의 계획 의도가 사실상 실패

하는 차원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였다.

2.2.2.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공간 변화 및 전유 관련 연구 

본 절에서는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공간 변화 및 전유를 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분야의 국내 논의는 2000년대까지도 식민 주체

가 하위 주체의 역사·문화에 대해 행하는 반달리즘이나 폭력성의 발현, 식민 

주체-하위 주체 간의 권력 구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면이 있다. 

이 같은 연구 경향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손정목(1987), 홍순민(2004), 김대호

(2007) 등이 있다.

 손정목(1967)은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조선총독부 청사와 경성부 

청사 건립 과정을 상세하게 논하였으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경복궁의 변화

를 식민 통치에 의한 반달리즘, 폭력성의 발로로 이해하였다. 홍순민(2004)의 

관점도 손정목(1967)과 비슷하나, 해당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경

복궁의 성격과 공간 구조가 식민지 시기에 훼손되는 문제에 주목하였다. 김대

호(2007)는 191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복궁의 변화가 훼철과 활용이

라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 주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

기 경복궁이 도시 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졌음에 주목하는 등 연구사적 인식

의 전환을 보여주는 한편,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궁궐 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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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식민 통치의 폭력성에 주목하였다. 

 반면, 일본 연구자들의 논의나,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는 경복궁의 공간 변

화가 지니는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근대적 공간의 형성 차원에서 이해하거

나, 전시 행사 등의 구체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통치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확인된다. 해당 연구의 사례들은 일본 연구자들의 논의와 최근 

국내 연구자들의 논의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일본 연구자들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난다. 먼저 경복궁의 

공간 변화를 계획하고 수행한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관점이 실제로는 어떠했는

지 살피는 연구가 있다. 또 경복궁의 변화가 근대적 공간의 창출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하는 연구가 있다. 이 중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

는 고토 야스시(1994), 서동제(徐東帝) 외(2013), 서동제(徐東帝)·니시가키 야스

히코(西垣安比古) (2014), 미야자키 료코 외(2015), 미야자키 료코(202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경성 및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계획 주체에 

주목한다. 고토 야스시(1994)는 조선총독부 청사의 건축 위치가 경복궁 및 그 

공간 질서에 대한 파괴보다는, 오히려 광대한 면적을 확보하면서도 경성의 거

점에서 위용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을 역설

하였다. 서동제 외(2013), 서동제·니시가키 야스히코(2014), 미야자키 료코 외

(2015)는 공통적으로, 게오르그 데 라란데의 경성부 도시 계획 및 조선총독부 

경복궁 신청사 계획안인 「경성도시구상도」를 검토, 식민 통치 초기 경성 및 

경복궁에 근대적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자 했던 계획을 

검토하였다. 미야자키 료코(2020)는 식민지 시기를 중심으로 경복궁의 궁역 재

편 과정 및 각종 관련 계획, 해방 이후의 변화 등을 공간 변화·사회사적 변

화 등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는, 경복궁을 식민지 조선 사

회의 통합, 공공 공간에 대한 각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획된 근대 공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최근 식민지 시기 경복궁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의 사례로는 송인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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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가람·성종상(2021)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경복

궁에서 개최된 전시와 그에 따른 공간 변화,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논하였다. 송인호 외(2014)는 경복궁이 식민지 시기에 물산공진

회 및 조선박람회 등 전시 행사를 통해 식민 통치의 선진성과 근대성, 제국의 

한 지역으로서 조선의 위상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

와 함께 경복궁의 기존 공간 구조 및 경관, 상징성이 식민 통치의 구조 속에 

퇴색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전가람‧성종상(2021)은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공

간 변화를 공간 재편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박물관 전시와 관련해 나타난 공

간 재편의 정치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제3장에서 제6

장의 내용적 기반이 되는 연구이기도 하다.

2.2.3. 식민지 시기 경복궁에서 개최된 전시 관련 연구 

식민지 시기 경복궁에서 개최된 전시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경복궁 내에서 개최된 공진회·박람회·전람회 등의 전시 

행사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경복궁 내에 설치되거나 계획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연구이다. 

▮ 식민지 시기 경복궁 내에서 개최된 공진회·박람회·전람회 관련 연구

본 연구에서는 경복궁 내에서 개최된 공진회·박람회·전람회 중, 조선물산

공진회(1915), 조선박람회(1929),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를 다룬다. 각각의 

전시 행사와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물산공진회에 대한 연구는 김태웅(2002), 주윤정(2003), 토드 헨리(2020), 

최병택(2020)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조선물산공진회가 식민 통

치 주체인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물산공진회에서 야만-문명, 미개-진보의 서사 

구조를 활용하면서 정치적 선전(宣傳)을 수행하는지 살펴보았다. 김태웅(2002)

는 물산공진회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대중 동원 문제 등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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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적 문제를 함께 살핀 바 있다. 주윤정(2003)은 ‘탈맥락화된 전망’ 개

념을 통해 어떻게 조선총독부가 진보와 문명의 서사 속에서 관람자의 시각을 

조정하고 재편해가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토드 헨리(2020)는 경성에서 개최

된 각종 박람회들의 전개 과정을 사회사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물질적 동화 기획이 어떻게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행위망 속에서 실패하였으

며, 박람회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를 형성하였는지 검

토하였다. 최병택(2020)의 연구는 토드 헨리(2020)의 연구와 궤를 같이하나, 물

산공진회 외에 조선부업품공진회 및 가정박람회(각각 1923), 조선박람회 등 행

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적 검토의 대상을 확장하였다.

조선박람회(1929)와 관련된 연구로는 하세봉(2004), 김영희(2007), 김제정

(2013), 신지영(2013), 염복규(2018), 육영수(2020)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박람회

에 대한 연구들은, 조선박람회가 식민 통치 주체인 조선총독부와 관련하여 갖

는 대중 정치적 성격에 대한 논의, 제국과 지방화의 문제에 관한 논의 등으로 

양분해볼 수 있다. 이 중 전자에 해당하는 하세봉(2004), 김영희(2007)는 조선

박람회의 전시를 통한 식민 통치 주체의 자기 정당화 등 식민 통치의 합리화 

수단으로서 조선박람회의 성격에 주목하였다. 이 외에 소비자로서의 대중이 

부각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김제정(2013), 신지영(2013), 염복규(2018), 육영수(2020) 등은 조선박람회에 

나타난 조선의 지방화와 제국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김제정(2013)은 조선 사회

에 토착화된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역할을 바탕으로 조선박람회의 의미를 새롭

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신지영(2013)은 박람회에 도입된 과학이 어떻게 인종주

의화를 통해 제국 내 식민지와 그 하부 도시를 지방화, 주변화했는지에 주목

하였다. 염복규(2018)는 박람회 전시관의 양식이라는, 시각화의 문제를 통해 

조선박람회에서 조선이 제국의 한 지방으로 표상되었으며, 제국 내 각 지방들 

역시 그 위계가 형성되고 표상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육영수(2020)는 1910년 개

최된 일본-영국 박람회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박람회가 근대화 욕망을 자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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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일본의 통치 합리화 시도와 식민지 민족주의 발현이 동시에 발현되

는 장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신주백(2004)은 조선에서 열린 박람회의 성격을 전시의 행위 주체

와 공간 구성, 박람회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 사회사적 의미를 검토하고, 박람

회가 통치 수단이자 근대적 체험의 대상이었음을 논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와 관련해서는, 정호진(1995), 목수현(2011), 안현

정(2012), 김정선(2014)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관전(官展)

으로서의 조선미술박람회가 지니는 성격과,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치성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정호진(1995)는 조선미술전람회가 관전을 이용한 조선 화

단의 압박과 통제의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다. 목수현(2011)은 조선미술전람회

에 자주 등장하는 화재(畫材)인 도시 및 산업 경관들을 분석, 조선미술전람회

가 문명화 이데올로기의 합리화 수단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안현정(2012)과 김

정선(2014)의 논의는, 식민 국가가 미술을 제도화하고 조선 화단을 규율하는 

방식으로서 관전으로서의 조선미술전람회의 성격과 그 전개 방식을 살폈다.

▮ 식민지 시기 경복궁 내에 설치·계획된 박물관·미술관 관련 연구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복궁 내에 설치·계획된 박물관 및 미술

관으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관람 구역(1915년 개관), 시정 25년 기념 종합

박물관 설립 계획(1935), 조선총독부 미술관(1939년 개관) 등이 있다. 지금부터 

검토할 연구 또한 이들과 관련된 것이다. 다만, 조선총독부 미술관(1939년 개

관)에 대한 연구의 경우, 해당 공간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가 없고, 대체로 식

민지 시기 경성의 문화 공간을 다루는 연구12)나 종합박물관 설립 계획과 관련

하여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논의들을 종합하고, 이들을 

12) 이와 관련, 다음 연구의 해당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목수현(2009), 「1930년대 경성의 전시공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 109-112면.
    김성태(2020), 「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박사논문, 140-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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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는 차원에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 공간 재편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관람 구역과 관련해서는, 국성하(2003), 김인덕(2010), 

박형준(2016), 오영찬(2018), 오영찬(2020a), 오영찬(2020b) 등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국성하(2003)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고적 조사 및 보존 사업, 사회 

교육 제도, 문화 교육 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근대적 지식 체계를 

활용한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작동하였음을 논하였다. 김인덕(2010)은 조선총

독부 박물관 본관의 유물 전시 내용과 기법을 분석하고, 조선 문화가 식민 통

치하 전시에서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박형준(2016) 또한 민족 동화 

및 조선 문화의 종속성, 타율성, 정체성 문제를 전시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성격에 주목하였다. 오영찬의 연구 또한 상기

한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하는 연구이다. 오영찬(2018)은 조선총독부 박물관 상

설 전시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박물관 전시에 나타난 식민 권력의 통

치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오영찬(2020a)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초기 소장본을 

검토함으로써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초기 전시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영

찬(2020b)에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설립 과정과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통치 합리성과 문화적 우월성을 표상하고, 이로써 조선인의 

독립 의지를 저지하는 통치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논하였다.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 설립 계획과 관련해서는 김현정(201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종합박물관 설립 계획이 1930~1940년대 당시의 

통치 정책을 표상·전달하는 것인 한편,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각 분

야의 지식이 통치를 수행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2.2.4. 본 연구의 연구사적 위치와 차별점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공간적 변화 및 공간 이용에 대한 그간의 

분석과 역사적 해석을 종합한 논의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과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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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당대 경복궁의 변화를 이해하는 시각을 단순히 공간의 파

괴·훼철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 이면에 있는 행위,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그 변화 양상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특히 그 변화의 한 요인

이자 결과로서 전시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경복궁 공간 재편이 지니는 의미를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 차원에서는 

경복궁 자체의 변화만이 아닌, 식민 통치 환경 및 일본 제국의 변화, 경성의 

도시사적 변화는 물론, 필요에 따라 전시 외(外) 경복궁의 변화상도 함께 참고

함으로써 입체적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기 전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복궁 공간 

재편 과정을 살핌에 있어, 역사학적·사회 이론적 검토를 병행하고자 한다. 이

는 경복궁이 전시를 통해 개방되었다는 것을 넘어, 그것이 지닌 사회적·역사

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왕조의 전용 공간이 어떻게 식민지 시기에 일반 개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통치 공간으로 그 장소성을 새롭게 형성하는지를 면밀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역사학, 사회학, 미술사학 

등의 각 분야에서 특정 대상(군)이나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논의된, 식민지 시

기 경복궁에서 개최·설치된 전시 및 전시 공간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여러 행사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당시 전시 

행사가 지닌 의미, 그리고 그것들의 총체가 경복궁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냈

는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는 사회·역사 변동의 표상으로서 도시 공간의 경관·구조에 

대한 논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한일 병

합 이전 시기부터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친 공간 변화를 사회적·역사적 차원

의 해석을 통해 살핌으로써, 본 연구는 도시 공간의 변동이 사회적·역사적 

변동과 연동되어 나타날 수 있는 산물이자, 그 의미와 기능이 유동적인 실체

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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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민 통치 초기 경복궁 개방 공간 형성 및 재편 

계획 (1908~1914)13) 

식민지 시기 경복궁은 단순히 파괴되거나 훼철된 것만으로 그 변화의 의미

를 설명하기 어렵다.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변화가 지닌 또 하나의 의미는, 조

선왕조에 의해 점유되어 온 통치의 공간이 왕족이나 관료층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개방’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도 간단히 다루었듯이, 경복궁은 한일 병합을 앞두고 이미 식

민화의 도상(途上)에 있었던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에 이미 개방되었다14). 물

론 당시의 개방은 비록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 같은 개방 기

조는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그러나 식민 통치 초기의 경복궁 개

방은, 한일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이 입안되면서 구상된 것과는 

그 성격 면에서 다소 상이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식민 통치 초기, 경복궁의 일반 개방이 어떻게 이루어졌

으며, 그것이 전시를 통한 개방으로 이행·계획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전자

의 내용은 2절에서 당대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후자의 내용

은 3절에서 조선총독부 경복궁 신청사 계획안들을 검토함으로써 다룰 것이다. 

이에 앞서, 1절에서는 경복궁의 개방과 관련하여 해당 시기에 나타난, 주요 사

회적·역사적 상황 및 한성부(경성)의 도시사적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3.1. 1908~1914년의 사회적·역사적 상황

13) 본 장의 내용은 다음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전가람‧성종상(2021), 「박물관 전시를 활용한 통치의 장으로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 개방 공간의 재

편 과정」. 『서울학연구』, 84, 39-91.

14) 「現闕賣票」, 『대한매일신보』, 1908. 03. 10., 2면.
    “景福宮 現 闕票 再昨日붓터 發賣야 人民에 觀覽을 許얏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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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화 과정과 문명화 

본 연구에서 논의의 시작점인 1908년은, 한일신협약(1907)에 의거, 대한제국

이 내정 차원에서도 식민화되고 있는 시기였다. 그 이전에 대한제국은 러일전

쟁(1904) 이후, 고문정치(顧問政治)의 실시를 골자로 하는 제1차 한일협약(1904. 

08. 22.) 체결을 통해 사실상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었다. 이는 당시 협정서에

서, 대한제국 정부의 재정·외무 분야에 일본 정부에 의해 추천된 일본인(재

정) 및 외국인(외교) 고문들이 투입되었고, 이들의 자문을 통해 국정 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5). 그러나 제1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 『고

종실록』에는 군부, 학부, 궁내부, 경무청 등 각 분야에도 일본인들이 진출하

면서 사실상 내정 및 외교의 상당 부분에서 일본 제국의 간섭을 받게 되었

다16). 물론 제1차 한일협약 체결 이전에도, 일본인을 비롯하여, 미국 및 유럽 

등지 출신의 외국인들이 각 분야에서 고문으로 위촉된 바 있다. 그러나 국정

의 주요 부문에서 일본인 고문의 자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식민 통치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듬해에는 제2차 한일협약(일명 ‘을사조약’, 1905. 11. 19.)이 체결됨으로

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와 동시에 통감정치가 실시되었다. 제

2차 한일협약의 경우, 협정서의 주된 논의 대상은 외교권에 있으나, 일본 제국

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시도가 확인된다는 점17)에서 마찬가지로 식민

15) 조선어로 된 협정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부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一 大韓政府大日本政府가推薦바日本人一名을財政顧問으로야大韓政府에傭聘야財務에關事項

은一切其意見을詢야施行事
一 大韓政府大日本政府가推薦바外國人一名을外交顧問으로야外部에傭聘야外交에關要務一

切其意見을詢야施行事
一 大韓政府外國과條約을締結며其他重要外交案件卽外國人에對特權讓與와契約等事處理에關

야미리大日本政府와商議事
16) 『고종실록』, 1904 08. 26.; 『고종실록』, 1904 10. 05.; 『고종실록』, 1905 04. 22.; 『고종실록』, 

1906 05. 16. 

17) 해당 협약서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 및 조항이 있다. 대한제국이 부강해진 상태까지 
외교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겠다는 계획은 있으나, 대한제국의 부강함을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
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兩帝國을結合利害共通의主義鞏固케을欲야韓國의富强之實을認時
에至기지此目的으로左開條款을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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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진행 과정의 일각(一角)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제2차 한일협약까지는, 비록 대한제국의 주권과 직결되는 국정 주요 분야를 

일본 제국이 간섭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최소한 협정서상으로는 간섭하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일신협약(1907. 07. 24.)의 경우, 

사실상 국정 운영의 제반 영역에서 일본 제국의 포괄적 관리·감독을 받는 방

식으로 그 내용이 변화하였다. 대한제국은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행정상의 중요 처분에 앞서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18). 뿐만 

아니라, 한국 통감은 대한제국의 고등 관리 및 외국인 관료에 대한 임명 동의

권을 지니고 있었고, 일본인 관리를 대한제국 관료로 추천·임명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19).

2절에서 상술하겠지만, 1908년에 경복궁이 일반에 최초 개방된 데에는 이 

같은 변화가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에 코미야 사보마츠(小宮

三保松)가 궁궐 관리 및 1908년 경복궁 개방의 업무를 맡았던 주전원(主殿院)

의 상위 기관인 궁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있던 것은 그 같은 가능성을 보여

준다. 또한,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전시를 주 내용으로 한 궁궐 재편·개방

의 선례에 해당하는 창경궁 개방(1909)을 순종에게 제안한 것 역시 이러한 정

치적 구조 변동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식민화 과정은 단순히 일본 제국의 통치 영역 확장만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물론 일본의 근린 식민지 구상에서 대

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및 도구성도 고려되었지

   第一條 日本國政府在東京外務省을由야今後韓國이外國에對關係及事務를監理指揮이可고日
本國의外交代表者及領事外國에在韓國의臣民及利益을保護이可함

18) 이와 관련된 협정서상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第一條　韓國政府施政改善에關야統監의指導受事
    第二條　韓國政府의法令의制定及重要行政上의處分은豫히統監의承認을經事
19) 이와 관련된 협정서상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第四條　韓國高等官吏의任免은統監의同意로此行事
    第五條　韓國政府統監의推薦日本人을韓國官吏에任命事
    第六條　韓國政府統監의同意업시外國人을傭聘아니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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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吉田裕 外, 1994: 152), 다른 한편으로 일본 제국에서는 문명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의 이민 장려에 따라 수많은 모험

적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건너오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를 전후해서 신문·잡지 

등에는 일본인들의 문명화 사명과 그를 위한 조선으로의 진출을 촉구하는 글

들이 다양하게 실리기 시작했다(권태억, 2014: 37에서 인용.).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제국은 자국(自國)과 대한제국의 정치적·경제적 시스템을 통합하고자 하

였다. 한 예로, 혼고교회 및 동경제국대학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식민 통치 

정책을 선도했던 조선문제연구회의 일원 오야마 토스케(小山東助)는 1905년,  

「조선동화론(朝鮮同化論)」20)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인의 조선 이민을 통해 

인구·정치·문화 등 전방위적인 수준의 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한상일, 2019: 161).

이처럼 문명화라는 명분에 따라, 일본 제국은 본격적인 식민 통치를 준비하

였다. 그것은 식민 통치 기반을 위한 제도 정비, 사회간접자본 확충, 일본 자

본 진출 촉진을 위한 이권 탈취, 식산흥업정책, 대륙진출을 위한 군사적 기반

의 조성 등으로 구체화되었다(권태억, 2014: 54). 

하지만 식민 통치를 통해 이익을 얻더라도, 일본의 지배에 대한 조선인들의 

부정적 여론은 피하기 어려웠다. 이미 한일 병합 이전부터 문명화를 명분으로 

대한제국의 통치에 개입했던 일본 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

다21). 또한 서양 열강들의 시선(列國環視)에서 독립국이자 신흥 제국으로서 인

정받는 것 역시 일본 제국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권태억, 2014: 52-53). 

그렇기에 그 성과는 일면 가시적이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과 함께 경성박람회(1907)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식민 지배가 조선을 진보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鶴原定吉, 1907: 109). 한일 병합(1910) 이후,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시작

20) 小山東助(1905), 「朝鮮同化論」, 『新人』 5, 6号, 5~6.

21) 『대한매일신보』, 1904. 06. 28.; 『대한매일신보』, 1905.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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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 5년차가 되던 1915년에는 시정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 

병합 이래 문명화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자 하였다. 

▮ 한성부(경성)의 도시사적 변화

서양 열강 및 일본 제국의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던 19세기 말, 고종에 의해 

조선은 대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국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당시 

한성부의 도시 구조는 다방면으로 변화하게 된다. 

도시사적 변화의 핵심에는 경운궁이 있었다. 당시 고종은 당시 경복궁과 함

께 경운궁을 수리할 것을 지시22)한 후, 경운궁을 국가 중흥의 기반으로 해석

하는 윤음을 반포한다23). 이와 함께 인접한 시기인 1895년부터 1897년까지 도

로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다. 종로 일대24)는 물론, 사실상 대한제국의 새로운 

정궁인 경운궁과 전통적 법궁인 경복궁을 연결하는 도로25), 경운궁 및 외국 

공사관 다수가 위치한 정동 일대26), 경운궁 주변 및 그와 인접한 한성부 서부 

지역27) 등지에서 도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경운궁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망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22) 『고종실록』, 1896. 02. 16.; 『고종실록』, 1896. 08. 10.

23) 『고종실록』, 1897. 02. 26.
“이 경운궁(慶運宮)은 예전에 기거하던 궁으로 우리나라에 이미 행하였던 거조가 있었다. 예전에 선조

(宣祖)가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거처하던 곳으로 홍업(弘業)을 중흥하여 번성하였고 원릉(元陵)도 
이곳에서 경사를 꾸몄으니 의전(懿典)의 지극한 성대함에 비로소 알맞게 되었다. 나라의 기업(基業)을 
태산 반석처럼 견고한 경지에 올려놓게 되었다. 아! 잊지 않으리라. 후세 자손의 표본이 되게 하고 풍
기(豐芑)의 죄를 남겨주어 아름다움이 지금에 이르렀도다. 거리낌 없이 큰 책임을 맡고 그 뜻을 이어
서 명지(明旨)를 내리니 오직 결단하여 이룬 것이다.(원문: 若曰: 寶籙益鞏於永世, 昭先烈而膺休。 鑾
蹕臨御於舊宮, 陳縟儀而稱慶。 用亶誕告, 其尙明聽。 顧寡昧嗣守丕基, 奈家邦屢値艱會? 在先甲後甲之
歲, 已痛肘腋壬凶之謀, 自上古中古以來, 未有宮闈乙秋之變。 尙胡忍說? 天人之倫常旣淪。 是誠何時, 
民國之危虞靡靖? 亂萌逆節, 久蓄神人之憤冤, 天討王章, 未伸《春秋》之嚴正。 嗟! 軍旅告警於宿衛, 而
殿宮播越於皇華, 事會自多靡遑, 荏苒再値春序。 時艱尙未克濟, 憂勤一念旴宵。 屢請回鑾, 卿士、庶民
之所蘄祝, 久仰聽詔, 中外遐邇之所跂翹。 惟慶運舊御之宮, 有我家已行之擧。 昔宣廟旋蹕之地, 重恢之
弘業克昌, 粤元陵飾慶于玆。 肇稱之懿典莫盛, 奠洪基而增泰盤之固。 於戲! 不忘, 昭來許而貽豐芑之謨, 
休式今至, 肆丕責其承厥志。 降明旨惟斷乃成。)”

24) 『독립신문』, 1896. 05. 09.; The Independent, 1896. 05. 21.; 『대한제국 관보』, 1896. 09. 30. 

25) 『한성신보』, 1896. 09. 02.

26) 『독립신문』, 1896. 05. 23.

27) The Independent, 1897. 06. 25.;『독립신문』, 1896. 07. 30.; 『독립신문』, 1896. 09. 02.; 『독립신
문』, 1897.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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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상밀최신경성전도」(19

07,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에 

나타난 개최지 일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사진엽서

<표 1> 경성박람회(1907)의 개최지 및 모습

이외에도, 경인철도의 개통(1900)28)에 따른 서대문 정거장 설치, 전차 개통

(1899)29) 등 근대 도시의 인프라 시설들이 도시 내에 설치되었다. 또한 영은문

을 헐고 독립문을 세우고30), 남별궁 터에 원구단을 조성31)하기도 하였다. 이는 

문명국, 독립국으로서 대한제국이 지니는 위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도시 계획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성에는 대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

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경성박람회(1907)를 개최할 당시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개최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던 까닭도 있지만32), 당시에도 이미 

한성부의 사대문 안은 포화상태였기 때문이다. 비록 광무(光武) 연간에 한성부

를 정비하면서 각종 근대적 시설들이 입지하게 되었으나, 각종 근대적 시설들

은 일본인들의 집단적 거류지인 남촌 및 용산 일대에 점차 집중되게 되었다.

한일 양국이 공동개최하는 행사임에도, 경성박람회는, 동시대 일본이나 서양

의 박람회가 공원 등 넓은 부지에서 대규모의 전시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지 않았던 것에는 상기한 상황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28) 『고종실록』, 1900. 11. 12.

29) 『황성신문』, 1899. 05. 19.

30) 『독립신문』, 1898. 01. 18.

31) 『독립신문』, 1897. 10. 12.

32) 『조선신보』, 1907.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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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개최지 중 하나였던 교토고쇼

(출처: 山本覚馬(1873), The guide to the celebrated 

places in Kiyoto & the surrounding places for the 

foreign visitors, p. 3)

교토고쇼에서 열린 박람회 모습

(출처: 工藤泰子(2008), 「明治初期京都の博覧会と

観光」, 『京都光華女子大学研究紀要』, 46, 京都
光華女子大学, 95쪽)

<표 2> 19세기 말 교토고쇼에서 개최된 박람회

보인다. 결국 경성박람회는 일본인들의 거류지인 남촌 메이지마치(明治町)에 

입지한, 대동구락부와 광물진열장 및 그 주변 토지에서 개최되었다(경성거류민

단역소, 2010: 285-288)33)(<표 2>). 

경성박람회 폐회 이후에는 비록 실패하지만, 사실상 공궐(空闕) 또는 그 터 

정도만 남은 궁궐이었던 경복궁, 경희궁 등지에서 한국산업진흥박람회를 개최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다34).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한성부 내에 내

국(內國)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전시 행사를 개최할 만큼의 토지가 충분하지 

않아, 일종의 유휴부지로서 궁궐 부지를 사용하고자 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실

제로 일본의 경우, 메이지 천황이 1868년에 도쿄로 거처를 옮긴 뒤, 1873년부

터 1880년에 이르는 시기, 교토고쇼를 비롯한 교토 일대 궁전 공간을 박람회

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다카시 후지타니, 2003: 94)(<표 2>). 이외에도 영락

정(永樂町) 소재 농상공부(農商工部) 청사를 개조하여 상품진열관이 개관(1912)

33) 목수현(2000: 18)의 지적과 같이, 남대문 및 동대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선정하여 방문객들
을 모으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것이 당시 경성박람회 개최 주체였던 대한제국 농상공부의 목표가 되
었을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협소한 부지에 개최지를 설정했던 배경과 관련해서는, 
당시 한성부의 도시 공간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4) 『조선신보』, 1908. 07. 13.; 『조선신보』, 1908. 07. 23. (이상의 내용은 토드 헨리(2020: 184, 405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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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였다35).

한편, 조선총독부에 의한 통치가 시작된 후, 경성의 도시 계획은 새로운 국

면을 맞이한다. 1912년 11월 6일 발표된 조선총독부 관보에 발표된 「조선총

독부고시 제87호」에서는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이 발표된다. 해당 고시문

에 첨부된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표 3> 상단 우측 자료)를 보면, 

격자형 및 방사형 도로망, 광장 등이 보인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광화문에서 

황토현 광장(제1노선), 황토현 광장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을 거쳐 남대문

(제3노선), 남대문에서 오늘날 서울역 및 식민지 시기 경성역의 전신인 남대문 

정거장(제2노선)에 이르는 간선도로는 물론, 동대문에서 종로를 경유하여 경희

궁에 이르는 노선(제4노선), 남대문에서 남촌의 경제적 중심지인 조선은행 앞

을 거쳐 종로에 이르는 노선(제5노선) 등 총 29개의 노선이 계획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노선 구상은 조선총독부 경복궁 신청사의 설계자였던 게오

르그 데 라란데가 같은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성도시구상도」

라는 계획안에도 나타난다(<표 3> 하단 자료). 해당 계획안에서는 경성 전반의 

도로망은 물론,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배치가 계획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

복궁 궁역을 어떻게 재편하고 조선총독부 및 기타 시설들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도 함께 반영되어 있다. 해당 계획안은 조선총독부에 의한 경복궁 

재편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현존하는 도시사 자료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경성도시구상도」에는 경복궁 내에 대규모의 공터를 조성하고, 근정

전 주변에 박물관을 설치하는 계획이 나타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경복궁

의 일반 개방의 주된 프로그램 요소로서 전시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경성도시구상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본 장의 제3절에서 다루고

자 한다. 

35) 『매일신보』, 1912.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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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상밀 최신경성전도(1907) (편집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검은 사각형 표시된 지점이 경복궁 터.)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출처:『관보』, 1912. 11. 06.) 

(붉은 사각형 표시된 지점이 경복궁.)

「경성도시구상도」 전체 

(26.6×17.5cm, 쿠라토미(倉富) 가문 소장)

(서동제(2013: 1180)에서 재인용.)

<표 3> 1912년의 경성시구개정안과 「경성도시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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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일 병합(1910) 전후의 경복궁 개방 양상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구조나 이용 방식 변화는, 흔히 그 시작이, 전각들의 

훼철·매각·이전으로 대표되고는 한다. 각각은 경복궁의 물리적 공간 구조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경복궁 궁역이 물리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것은 한일 병합(1910. 08. 29.)보

다 앞선 동년 3월부터였다. 당시 관보에는 불용 건물 매각 4천여 칸에 대한 

궁내부(宮內府)의 공고가 실렸다36). 이와 함께 『황성신문』, 『대한매일신

보』 등에는 3월 27일부터 동년 5월에 이르기까지 경복궁 전각 매각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37) 이외에 매각과 함께 경복궁 옛 춘방과 계방 건물이 철거38)

되었으며, 경복궁 부지 내에 사범학교 학생을 위한 농림모범장(農林模範場) 설

치가 계획되기도 했다39). 이렇게 경복궁은, 병합에 앞서 1910년 봄에 이미 빠

르게 훼손되어 갔다.

아관파천(1896) 이후, 경복궁은 사실상의 공궐이 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

로 하여, 경복궁은 원유회(園遊會)40)나 일본인 고위 인사41)나 통감부 인사42), 

군인43), 학생44), 서양인 고위 인사45) 등의 관람, 연회 등을 목적으로 개방되었

36) 『관보』 제4639호, 1910. 03. 30.
“景福宮, 昌德宮 內와 散在 本府 不用 建物 總建坪 約四千餘間 右 賣却니 希望者 本府 主殿院

에 就야 詳細히 節次 問고 且 實地 熟覽야 來四月十日지 同院에 來議이 可”

37) 『황성신문』, 1910. 03. 27.; 『황성신문』, 1910. 03. 29.; 『대한매일신보』, 1910. 03. 30.; 『황성신
문』, 1910. 03. 30.; 『대한매일신보』, 1910. 03. 30.; 『황성신문』, 1910. 03. 31.; 『대한매일신보』, 
1910. 04. 03.; 『대한매일신보』, 1910. 04. 05.; ,『황성신문』, 1910. 04. 05.; 『대한매일신보』, 1910. 
04. 05.; 『대한매일신보』, 1910. 05. 15.; 『황성신문』, 1910. 05. 15. 

38) 『대한매일신보』 , 1910. 05. 29.

39) 『대한매일신보』 , 1910. 02. 08.

40) 대한제국이 주체가 되어 개최한 원유회(『고종실록』, 고종43년 9월 13일.)도 있었으나, 일본인이 사
실상의 주체가 된 원유회(『황성신문』, 1909. 07. 01.; 『대한매일신보』, 1907. 10. 31.) 도 있었다.

41) “오늘 일본 황태자 전하께서 경복궁을 관람하실 터인데, 법부 대신이 어제 해당 궁궐에 앞서 가서 
하나하나 세밀히 살펴보았다더라(今日에 日本皇太子殿下셔 景福宮을 觀覽하실터인 法部大臣이 昨
日에 該宮闕에 前徃야 一一看審얏다더라).”(현대어역은 논자)(『대한매일신보』, 1907. 10. 19.)

42) “어제 통감부 츠루하라 총장이 경복궁 내 경회루 부근에 연회를 개설하고, 해당 부 관료 삼십여 인
이 참석하여 연회를 즐겼다고 하더라(昨日에 統監府鶴原摠長이 景福宮內慶會樓附近에 宴會를 開設
고 該府官僚三十餘人이 參席宴樂얏다더라).” (현대어역은 논자)(『대한매일신보』, 1906. 08. 05.)

 이 외에도 다음 사례들이 있다: 『대한매일신보』, 1907. 10. 10.; 『황성신문』, 1909. 06. 18.; 『황성신
문』, 1909. 07. 01.; 『황성신문』, 1909. 09. 03.; 『대한매일신보』, 19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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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인에 대해 개방된 사례도 있으나, 일부 일본인 민간인 관광단을 위한 

개방46)이 이루어지거나, 한일 교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개방되었

을 따름이다47). 

초기에는 조선인의 관람은 제한되어 있었는데48), 1908년, 이 같은 제한이 해

43) “어제 오전 12시경에 일본 수병 4~500명이 경복궁을 배관하였다더라(昨日上午십二時頃에 日本水兵
四五百名이 景복宮을 拜觀하요다더라).”(현대어역은 논자)(『대한매일신보』, 1907. 08. 10.)

 이 외에도 다음 사례들이 있다:『황성신문』, 1907. 08. 12.; 『황성신문』, 1908. 04. 19.; 『대한매일신
보』, 1908. 06. 06. 등

44) “일본 거류민단에서 설립한 제2보통학교 생도 백여 명이 어제 오전에 경복궁을 배관하였다더라(日
本居留民團에셔 設立 第二普通學校生徒 百餘名이 昨日上午에 景福宮을 拜觀얏다더라).”(현대어
역은 논자)(『황성신문』, 1909. 05. 06.)

 이 외에도 다음 사례들이 있다: 『황성신문』, 1909. 05. 08.; 『대한매일신보』, 1909. 05. 15.; 『황성신
문』, 1909. 05. 21.; 『황성신문』, 1910. 05. 17. 등

 학생들의 방문의 경우에는, 위의 『대한매일신보』 1909년 05월 15일자 기사와 같이 경복궁이 운동회
장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45) 다음 기사에서는 독일 친왕(親王)의 방문과 그에 따른 영접 일정을 다루고 있는데, 창덕궁 유람에 
이어, 경복궁 유람이 한 코스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사를 통해서는 경복궁 개
방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국왕이 생활 중이지 않은 궁궐을 외교적 차원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
했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1일에 경복궁을 유람하고, 대로에 말을 달린 후, 각 부 및 각 공관을 방문한다(원문: 十一日에 遊覽景
福宮, 大路馳馬後歷訪各部及各公舘이라더라).” (현대어역은 논자)(『황성신문』, 1899. 06. 06.)

 유사한 기록은 1906년에도 발견된다.
 “황제폐하께서 다가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영국 지나 함대 사령부 무아 중장의 알현을 사(賜)하시는 

같은 날에 각 장교 및 수병을 경복궁 원유회에 초대하고, 다음날인 14일 밤에는 만찬회로 초대한다더
라(韓皇陛下셔 來十三日午前十時半에 英國支那艦隊司令官무아즁將의 謁見을 賜하시 同日에 各將
校及水兵을 景福宮園遊會에 招待하고 翌十四日夜에 晩餐會로 招待다더라).” (현대어역은 논자)
(『대한매일신보』, 1906. 09. 09.)

 이외에도 미국 공사와 그 수행원들이 경복궁을 유람한 기록도 확인된다.
 “엊그제 오후 1시에 미국 공사와 수행원 2인이 경복궁에 유람하였더라(원문: 再昨下午一時에 美公使와 

隨員二人이 景福宮에 遊覽하얏더라).” (현대어역은 논자)(『대한매일신보』, 1905. 10. 20.)

46) “각 사회 및 단체 대표자와 기타 각 신문 기자가 어제 오전 12시에 경복궁 내 경회루에서 연회를 
열고, 일본 관광단에 연회를 베풀었다더라(各社會及團軆代表者와 其他 各新聞記者가 昨日上午十二時
에 景福宮內慶會樓에셔 宴會를 設고 日本觀光團을 宴待얏다더라).”(현대어역은 논자)(『황성신
문』, 1909. 06. 09.)

 이 외에도 다음 사례들이 있다: 『황성신문』, 1909. 09. 11.; 『황성신문』, 1909. 09. 18. 등

47) “며칠 전, 박동 명신 여학교에서 연회를 경복궁 내에 개설하고 (중략) 해당 학교 일본 여교사 및 
기타 부인 십여 명을 연회에 초청하였는데, 한일 양국 교목의 뜻을 표시하였더라(日昨博洞明新女學校
에셔 宴會를 景福宮內에 開設고 (중략) 該校日本女敎師及其他婦人十餘名을 請邀宴待얏 韓日
兩國의 敎睦之誼를 表示얏다더라) (현대어역은 논자)(『황성신문』, 1906. 07. 23.)

 이 외에도 다음 사례가 있다: 『황성신문』, 1909. 05. 06. 등

48) “영추문에서 순검이 한국 사람은 발도 디디지 못하게 하되, 외국인은 상민(常民)과 여자와 아이들
까지 작당하여 무난히 궐내(闕內)에 들어가도 금하지 아니할뿐더러, 각별히 대접하는 고로, 일본 사람
들이 궐내에 들어가서 단풍을 꺾어가지고 쌍쌍이 왕래한다더라(원문: 영츄문에셔 슌검이 한국사은 
접죡도 지 못게 되 외국인은 샹민과 녀와 들지 작당야 무난히 궐에 드러가도 금
지 아니더러 각근히 졉고로 일인들이 궐에 드러가셔 단풍을 거가지고 쌍쌍히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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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어 경복궁이 조선인을 비롯한 일반 전체에 공개된다49). 경복궁의 일반 개

방은 조선 왕실의 소유였던 탑골공원(1913년 일반에 시간제 개방)의 개방 및 

창경궁 일반 개방(1909)50) 이전, 한성부 내에서 초기(初期)적 수준의 공원 이용 

경험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같은 기획 및 의사 결정의 주체가 대한제국 정부의 조

선인 관료나 왕족이었는지 일본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1907년 7월

에 한일신협약을 통해, 조선 통감을 비롯한 일본인 관료 집단이 조선의 내정

에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맥락을 볼 때, 경복궁 개방이 일본에 의한 

기획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경복궁의 개방과 인접한 시기

에 창덕궁, 창경궁 등의 일반 개방이 기획되는 과정이나 당시 궁내부의 인원 

편제 등을 참고하면51), 경복궁 개방은 한일 신협약 이후에 진행된 차관정치 

환경 내에서 일본인 관료들의 영향을 받아 시행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즉, 경

복궁 개방은 식민 통치로의 이행 도상(途上)에서 나타난 도시 공간 변동의 한 

한다더라)” (현대어역은 논자) (『대한매일신보』, 1907. 11. 05.)

49) 『대한매일신보』, 1908. 03. 10.
    “景福宮 現 闕票 再昨日붓터 發賣야 人民에 觀覽을 許얏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8. 04. 28.
    “지나간 일요일에 경복궁을 구경 사의 수효가 이천일십팔명이라더라”

50) 『대한매일신보』, 1909. 11. 02.

51) 콘도 시로스케(権藤四郎介)의『이왕궁 비사』(1926)에 따르면, 창경궁은 민중의 오락장이자 계몽의 
장으로(콘도 시로스케, 1926: 23), 창덕궁의 경우, 일본이, 이왕가를 예우하고 있음을 일반 개방을 통
해 증험(證驗)해내는 장으로서 개방이 기획되었고(콘도 시로스케, 1926: 54-55), 당시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또한 이를 순종에게 제안하였다. 또한 1908년 당시 궁내부 차관을 맡고 있던 코미야 사보마
츠(小宮三保松)(기준 자료: 『대한제국 직원록』(1908))가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 등과 함께 
창경궁 개방 문제를 순종에게 제안한 바가 있다(이왕가박물관 편(1912), 『李王家博物館所藏品寫眞
帖』 상권.). 당시 궁내부는 한일신협약에 의해 진행된 차관정치 환경에서 조선인 민병석(閔丙奭)을 
대신(大臣)으로 하고, 코미야 미호마츠를 차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콘도 시로스케에 따르면, 코
미야는 이토 히로부미의 신뢰를 바탕으로 초대(初代) 궁내부 차관에 임명된 인물로, 이토 히로부미는 
코미야를 통해 “(정책의) 대강은 자신이 쥐고, 기밀은 직접 결정하는”(콘도 시로스케, 1926: 3-4), 다
시 말해, 정책의 기조는 물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궁내부 대신 민병석은 대한제국 내각 내에서 통감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창경궁의 개방은 일본인 및 일본의 내정 개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조
선인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궁내부와의 협력을 통해 건의되고, 수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복궁
이 일반에 개방되었던 1908년 당시에도 궁내부는 민병석과 코미야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상세한 
개방 배경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당시 궁내부의 인원과 창경궁 개방 사례를 함께 검토할 때, 경복궁 
개방 또한 대한제국 내 일본인 관료 집단의 영향력이 발휘된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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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비교 도시사적 맥락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일본 본토

에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공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던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시라하타 요자부로(白幡洋三郎)에 따르면, 당시 일본의 공원

은 사찰 및 신사 경내, 명승지, 성곽 공간, 다이묘 정원 등의 공간을 개방·전

용하여 만들어졌다52). 다시 말해, 사찰이나 신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휴식이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외에도, 기존 권력의 표상 공간이 근대적 

시설인 공원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53). 이는 일본만이 아니라, 서구 사회 각지

에서 등장하고 있었던 도시 변화의 일환이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일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영국의 세인트 제임시즈 공원

(St. James's Park)을 비롯한 귀족, 왕족의 정원이 민간에 개방되고 있었다. 특

히 프랑스의 경우, 대혁명을 거치며 공화정이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궁전54) 

등을 시민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획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왕족의 전용 

52) 白幡洋三郎(1999), 「都市庭園: 近世・近代の連続」,　青木保　外　編　『都市構造と都市計劃』,　東
京大学出版会, pp. 49-52.

53) 이외에도 당시 일본에서는 지방 권력의 거점이었던 성곽 부지 내에 군사 시설, 학교, 관공서 등이 
새롭게 들어서, 근대적 시설 또는 국가 권력과 긴밀히 연결된 시설이 단독 혹은 단지(complex)와 같
이 입지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기존 일본의 전통적 도시 공간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프로그
램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도시 구조를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4) 일본의 근대 도시 공간 형성에는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으로 대표되는, 유럽 세계에 대한 탐색 과정 
중 발견한 유럽의 근대 도시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유럽의 
도시사에서도 공공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은 국가 및 그 통치 체제의 상징성과 결부되어 탄생하였다. 
이와 관련해 박윤덕(2015)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유럽 도시 공간에서 공공 공간이자 
통치의 공간으로서 박물관이 등장한 최초의 사례는 루브르 박물관(1793년 개관)이다. 이는 프랑스 혁
명 이후, 제1공화정 수립 1주년 기념 국민 축제의 일환으로 개관한 것이다(박윤덕, 2015: 280). 혁명을 
통해 특권 계층에서 국민의 소유로 전환된 각종 컬렉션들을 보관하면서도 이에 혁명 이후 체제가 지
니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여(박윤덕, 2015: 292-298), "국민의 박물관", "공화국의 박물관", "혁명정
신과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학교" 등을 표방하며 국민 만들기의 장으로 만들고자 기획된 것이다(박윤
덕, 2015: 281-284). 

   당시 일본에도 우에노 공원을 비롯, 각 지방 다이묘의 통치 거점인 성에 관청, 학교, 박물관, 공원 등
의 공공 공간이 도입되었다. 다만 이를 서구 근대 도시의 구조를 정확히 도입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비록 일본의 근대 도시 공간 구조의 창출 또한 혁명에 기초하기는 하나, 메이지 유신은 아래
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사실상 천황제에 입각한 정치 체계의 변혁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은 서
구 근대의 도시 구조를 이식하면서, 다이묘의 지방 통치에서 천황제를 표방한 중앙집권적 정치 시스템
으로의 전환이라는 일본의 환경에 알맞게 이를 번안하여 도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도시 공간이 변용이나 박물관 등의 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
인다. 일본의 박물관 도입 및 정착 역사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로는 가네코 아쓰시(2009)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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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공공공간이자 전시의 장으로 재편되는 선례가 되기도 하였다.

단, 일본의 경우, 김백영(2006: 436)의 지적과 같이, 서구와는 달리, 공원의 

설립 취지나 의미가 서양과의 외교를 위한 도구 내지는 천황에 의한 시혜(施

惠) 결과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서구 근대 도시의 구

성 요소로서 공원(public park)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었다.

1908년 당시 경복궁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그 구체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내정의 각종 현

안들이 조선통감과 일본인 차관들의 개입을 통해 결정되던 조선의 상황을 고

려한다면, 앞서 살펴본 일본 및 서양의 사례들이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토고쇼 등 일본 황실의 궁전을 박람회 등의 차원에

서 개방하거나, 다이묘의 성 내부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전용하고 일반에 개방

하는 등 일본 본토의 근대화 경험이 중요한 선례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08년 개방 이래, 경복궁은 중간에 궁궐 내에 괴질이 창궐하여 임시로 개

방을 제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에 계속 개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55). 1909

년에는 주 2회 개방되던 것이, 월요일을 제외한 일반 개방을 허가하게 된다56).

경복궁의 개방은 한일 병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병합 직후 이왕직이 관리

하고 있던 1910년 11월에도 경복궁은 입장료를 내고 일반이 관람할 수 있었

다57), 1911년에 운영상 재정 문제58)를 이유로 이왕직이 경복궁을 조선총독부

55) “경복궁 내에서 근일 호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주일 간 관람을 금지하였다더라(景福宮內에셔 近
日 虎疫을 預방기 爲야 壹週日間 觀覽을 禁止엿다더라).” (현대어역은 논자) (『대한매일신
보』, 1909. 09. 30.) 

56) 『대한매일신보』, 1909. 10. 28.
     당시 기사에는 창덕궁 후원 개방도 함께 허가한다는 내용이 있다. 1909년에 창경궁에 동물원 및 

식물원을 설치하여 일반에 개방했던 사례(『순종실록』 순종 2년 11월 1일)를 참고할 때, 사실상 한
일신협약 이후가 여러 궁궐이 일반에 개방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수 있다.

57) 『매일신보』, 1910. 11. 16., 2면.

58) 『경남일보』 , 1911. 05. 29.
“景福宮은 從來로 李王家에셔 管理야 一般의게 觀覽케  李王家에셔 維持及其他에 多大

經費를 要으로 今回總督府에 引繼야 去 十九日에 其授受를 終了얏다 總督府에셔 當
分間은 從來와 如히 一般의 縱覽을 許고 又公共的團體等의 會集에 使用 境遇에 貸與 方針
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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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복궁 배치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 편집 = 논자)

자선당(資善堂)과 비현각(丕顯閣) 등 동궁 일대 

건물이 보인다(도면상에 붉은 사각형으로 표시

한 부분). 동궁 일대는 1914년 공매되어 1915년 

무렵 대부분 훼철되었고, 자선당은 1916년 일본 

도쿄에서 재조립되어 조선관으로 개관하였다(문

화재청, 2007: 72-73).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상기 도면은 1915년 훼철 이전의 경복궁 개방 구

역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로 인계59)한 뒤에도 조선총독부는 일반 관

람을 허가하는 조치를 이어갔다60). 

당시 개방 관련 기사들을 검토해보면, 경

복궁은 다양한 목적에서 일종의 공공공간

처럼 활용되었다. 관료들의 행사가 개최되

는가 하면, 각종 서구권으로부터의 방문객, 

일본군, 각종 관광단, 학생 등의 단체 방문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경복궁 안에서 운

동회61)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경복궁은 일본 제국 본토의 사

정이나 일본인 거류민들에 의해 일반에 개

방되기도 하였다. 메이지 천황의 추모 차원

에서의 국화관상대회(菊花觀賞大會)로 근정

전이 활용·개방되거나(<표 4>)62), 경성민단

(京城民團)이 경성신사의 제전(祭典)에 즈음

하여 일부 무료 개방을 추진하기도 하였

다63). 

59) 『순종실록부록』 2권, 순종 4년 5월 17일.
    “景福宮全部面積十九萬八千六百二十四坪五合六勺引渡于總督府”

60) 『경남일보』 , 1911. 05. 29.

61) 『매일신보』, 1911. 04. 19.

62) 『매일신보』, 1913. 10. 16.; 『매일신보』, 1913. 11. 02.
     이 중 1913년 10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경성신사 제전 당시, 재향군인, 적십자사 회원, 애국부인회

원 등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경원 및 경복궁을 무료관람하게 하였다. 창경궁이 같이 
무료로 개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복궁이 경성부 내의 공원 또는 대중적 유희 공간으로서 인식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3) 「경복궁 무료 관람」, 『매일신보』, 1913. 01. 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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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국화관상대회 

(『매일신보』, 1912. 11. 05.)

1913년 당시 메이지 천황 추모 행사를 겸하여 개최

된 국화관상대회  (『매일신보』, 1913. 10. 31.)

<표 4> 1913년 경복궁에서 열린 국화관상대회

이 중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국화관상대회(또는 국화품평

회)이다. 이는 관료들에 의한 행사나 운동회 등의 행사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궁궐 공간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화관상대회는 한일 병합 이후인 1911년 10월부터 개최된 것으로 보인

다64). 해당 행사는 경성일보사의 주최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별도의 입장권이

나 신문에 인쇄된 입장권을 제출하면 입장을 할 수 있게 하였다65). 경성일보

사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를 발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조선 내에서 식민 통치의 각종 성과를 알리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행사는 구독자를 늘려 식민 통치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12년 7월 30일에 메이지 천황이 사망하자, 그 해의 국화관상대회는 

메이지 천황의 탄생일(천장절)인 11월 3일에 맞추어 개최된다66). 이에 따라 행

사의 성격도 달라진다. 그 전 해와 마찬가지로 경성일보사가 주최하기는 하였

으나, 메이지 천황에 대한 사모의 정을 가지게 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기획 의

도가 추가되었다67). 당시 행사에는 1,500여 분(盆)에 이르는 국화 전시품들과 

메이지 천황의 진영(眞影)이 마련되어 있었다68). 별도의 행사가 아닌, 국화관

64) 『매일신보』, 1911. 10. 28.

65) 『매일신보』, 1911. 10. 28.

66) 『매일신보』, 1912. 10. 13.; 『매일신보』, 1912. 10. 15.

67) 『매일신보』, 1912.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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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회를 통해 국가적 추모 의례를 수행하게 된 정확한 맥락은 확인하기 어렵

다. 하지만 일본 황실의 상징물로 국화가 사용되고 있었던 점, 대규모의 대중

들을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이점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제국이 민간 행사의 실질적 개최 주체가 되고, 그 행사 및 개최지의 

속성을 새롭게 전유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언론사 차원에서 주최하

던 행사의 성격이, 식민 국가의, 더 넓게 보면 일본 제국의 추모 행사로 전유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국화관상대회는 천황제에 입각한 국

가적 의례가 전시와 결합함으로써 재조선 일본인은 물론, 식민지 조선인들을 

국민으로 편입시키는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1908~1914년 사이에 국화관상대회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가 

경복궁 일반 개방의 프로그램 요소로 등장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화관상대회는 경복궁이 역사적으로 지녀온 장소성 차원에서 독특

한 의미를 지닌다. 이 행사는, 경복궁이 과거 조선왕조 때부터 지녀온 국가적 

상징 공간이라는 그 장소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중적 공간으로서 그 장소성

을 새롭게 형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1912년의 국화관상대회

를 통해 살펴보았듯, 상징 공간이자 대중적 공간으로서의 경복궁은, 제국 일본 

및 식민지 조선의 상징 공간으로 그 성격이 전유되어가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경복궁 개방과 공간 구조 변화가 지니는 의미는 종합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908년 일반 개방을 시작한 이래, 경복궁은 

일반의 위락이나 휴식 목적과도 관련되어 개방되는, 일종의 공공공간으로 전

용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개방 사례들은 경복궁을 도시 공공공간으로 편입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의 산물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오히려 1908년 당시 

최초로 일반에 경복궁을 개방한 이후, 개방을 지속하면서도 개방의 성격은 특

별히 정해지지 않은 성격이 강했다. 국화관상대회를 비롯한 일부 행사에서 개

방이 지니는 의미를 구체화한 면모가 나타날 따름이다.

68) 『매일신보』, 1912.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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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기의 경복궁 개방 시 공간 이용 양상을 보면, 조선시대에 국가의 

주요 행사와 의례가 펼쳐지는 상징 공간으로서의 경복궁 장소성이 식민지 시

기에도 일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제국 및 조선총독부, 일본

인 거류민 집단의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왕

족과 관료층이 아닌, 일본 제국의 국민 또는 신민(臣民)으로 편입된 대중에의 

개방과 대중 참여를 통해 해당 장소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차이점이라고 할 

것이다.

3.3.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에 나타난 경복궁 개방 공간 재편 구상

앞 절에서는 한일 병합을 전후한 시기, 경복궁의 일반 개방과 그 성격을 간

략히 살펴보았다. 해당 시기에도 경복궁은 전시 공간으로서 개방되는 차원이 

있었다. 하지만 경복궁이 전시 공간으로서 일반에 개방되고, 도시 계획 차원에

서나 실제 기능 수행 차원에서 그 성격이 본격적으로 확립되어가는 시점은 

1912년부터 본격화되는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해

당 시기의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안들을 통해 경복궁 개방과 그 요소로서 전

시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립 부지로서 경복궁의 입지

식민 통치 초기, 조선총독부 청사는 남산 왜성대에 입지해 있었다. 이는 통

감부 시기부터 사용해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왜성대 청사보다 

더 넓은 가용 면적을 갖춘 업무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손정목, 1987: 

60-61). 그러나 당시에 이미 경성은 포화상태에 이른 도시였다. 경성의 중심지

인 사대문 안에서 대규모의 청사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유지(官有地)이자, 아관파천 이래로 공궐(空闕)

이 된 경복궁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김백영, 2009: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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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910년대 초반 경성부 지도

당시 경성부는 한양도성과 성곽 주변 일

부 지역, 마포, 용산 등의 지역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원지도: 「경성부명세신지

도」(1914)(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거대한 관유지라는 점 외에도 경복궁은 

조선시대 이래로 경성 지역에서 관청가가 

집결해 있는 공간이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징공간이기도 했다. 즉, 경성 내에서 경

복궁이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높았

다. 실제로 『조선총독부 청사 신영지』에

서는 “본 청사 부지에 충분한 토지는 시

가(市街)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광대한 면

적을 필요로 하므로 경복궁 내 근정전 앞

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경성의 도시사적 변화상도 경복궁이 신

청사 부지로 선택되는 데 있어 중요한 배

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인 

거류 지역은 남촌과 용산을 중심으로 형성

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점차 종로 이북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또한 일본인 거류민만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 전반을 관할해야 하

는 상황에서 청사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조선총독부 신청사 부지로서 경복궁을 선택한 것은 일종

의 공간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경복궁으로의 청사 이전은, 경성의 전

통적 도심 공간에서 경성부 남쪽으로 치우쳐 있던 왜성대(倭城臺) 구청사를 벗

어나, 옛 법궁으로서 경복궁이 지닌 정치 중심지로서의 장소성을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경성의 전통적 중심지로 이동하여, 조선의 통치 

주체로서의 입지를 시각화하는 동시에, 한양의 전통적 권력 표상 공간을 식민 

정부의 상징 공간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구상한 경복궁 활용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떠

했을까? 조선총독부의 토목국 기사였던 이와이 초자부로(岩井長三郎)의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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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당시에 조선총독부 본 청사를 경복궁 내 흥례문 및 금천(禁川) 권역에 

두고, 광화문 밖 육조거리에는 관청가를 조성하는 구상이 있었다(岩井長三郞, 

1926: 12-13)69). 경복궁 남쪽 권역에 통치 공간이 들어서는 것은 두 가지 의미

가 있다. 첫째, 경성부 내에서 역사적으로 행정 중심지였던 육조거리와의 기능

적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비용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조선 초기 경복

궁 및 육조거리의 조성 이후, 한일병합 직전까지 육조거리 일대는 국가 중앙 

행정의 거점이었다. 관유지인 이 일대에 조선총독부 산하 관청 청사를 새롭게 

세우는 것은 비용 면에서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경성의 기존 도시 구조를 바

꾸지 않으면서 도시의 거점을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둘째,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이 육조거리 관청가의 단경(terminal vista)를 형

성하는 것이었다(五島寧, 1994: 542). 육조거리와 그 단경을 이루는 경복궁은 

조선시대 전반을 걸쳐 국가의 정치적 상징 공간이 되어 왔다. 임진왜란을 거

치며 경복궁이 폐허가 된 시기에도 경복궁은 중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70), 

국가 의례가 거행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71). 이러한 입지에 구정(舊政)의 

주체였던 조선왕조가 아니라, 신정(新政)의 주체로서 조선총독부가 기존의 정

치 중심지의 핵심에 놓이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즉, 이와이 초자부로가 언급

한 계획은 조선 왕조의 통치 거점이었던 경복궁 일대의 공간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를 식민 통치의 중심지로서 전유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10년대 초기에 입안된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들을 살펴보면, 경

복궁은 조선총독부 신청사 부지인 동시에 부분적으로 일반에 개방을 허용하는 

공간을 포함하는 형태로 그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구상들이 나타난다. 특히 

당시 계획안들 다수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전시 공간을 개방의 중요한 

프로그램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69) 전가람·성종상(2021: 43)에서 재인용.

70) 『광해군일기(중초본)』, 1617. 04. 27.;  『숙종실록』, 1680. 08. 29.; 『숙종실록』, 1681. 01. 22.; 
『숙종실록』, 1704. 05. 30.;『헌종개수실록』, 1663. 06. 11.;  『고종실록』, 1865. 04. 02.

71) 『영조실록』, 1767. 01. 24.; 『영조실록』, 1767. 03. 10.; 『영조실록』, 1769. 09. 12.; 『영조실록』, 
1770. 05. 16.; 『순조실록』, 1830. 03. 16.; 『철종실록』, 1861.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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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도시구상도」 전체 

(26.6×17.5cm, 쿠라토미(倉富) 가문 소장 / 서동제(2013: 

1180)에서 재인용.)

「경성도시구상도」 경복궁 영

역 확대 부분 (강조 = 논자 / 붉은 

점선은 개방 공간으로 추정되는 구

역을 나타냄)

<표 5> 「경성도시구상도」

이는 단순히 한양 도시 구조를 전유하는 것 이상의 계획이 있었음을 암시한

다. 또한 이들 계획안을 통해 조선총독부 박물관 등과 같은 전시 공간에 대한 

구상이 사실상 합병 직후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어지는 절에서는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설계자였던 게오르

그 데 라란데(George de Lalande)의 「경성도시구상도」(1912~1913년 추정), 

「경복궁 부지 평면도」(1910년대 초반 추정),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

도」(1916년 추정)에 나타난 경복궁 개방 공간의 계획 양상을 검토한다72).

3.3.1. 게오르그 데 라란데의 「경성도시구상도」(1912~1913 추정) 

72)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면들에 대한 해석은 다음 연구들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본 장의 내용
은 기본적으로 이들 선행 연구의 해석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힌다.

徐東帝·宮﨑涼子·川嵜陽·水野直樹·西垣安比古, 2013, 「「京城都市構想図」に関する研究」, 『日本
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687, 日本建築学会.; 徐東帝·西垣安比古, 2014, 「デ・ラランデの京城都市構
想図と景福宮敷地に関する研究」、『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79(699), 日本建築学会.; 宮崎涼子·
徐東帝·西垣安比古·水野直樹, 2015, 「「京城都市構想図」における景福宮域の再編計画案の立案時期
とその特徴」,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80(707), 日本建築学会.; 국립중앙박물관, 1997, 『구 조
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 보고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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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신청사 및 관청가 일부 경복궁 잔존 전각 및 근정전 좌우의 박물관

서동제(徐東帝) 외(2013)에 따르면, 「경성도시구상도」는 게오르그 데 라란

데가 1912~1913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으로(서동제 외, 2013: 

1181-1182), <표 5>와 같은 구상도와, 그 위에 겹쳐 볼 수 있도록 만든 반투명

지에 주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되어 있다(서동제 외, 2013: 1180). 이 그림은 북

악산으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남쪽을 향해 내려다본 구도로 경성의 도시 계획

을 제시하고 있다73). 

경복궁에는 광화문 인근 위치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위치하고 있고, 근정전 

동서(東西) 양측 회랑에 총독부 박물관 건물이 부설되어 있다. 경복궁 후원 동

서측에 각각 정무총감 관사와 총독 관사가 배치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청사와 

경복궁의 기존 전각들은 금천을 경계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박물관 및 기

존 전각은 경복궁의 동측인 건춘문(建春門)과 연결된 광장을 통해 진입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상기 계획 내용을 보면, 조선총독부 신청사 준공(1926) 이래로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그 뒤에 위치한 기존 전각들이 분리되고, 경복궁 일반 개방 공간의 

주 출입문을 건춘문으로 설정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 계획이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육조거리에는 ‘총독부 소속 관아(總督府所屬官衙)’라는 표

기가 있어, 이와이 초자부로가 언급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74). 

73) 「경성도시구상도」에 나타난 경성 도시 계획의 상세 내용은 서동제 외(2013)를 참고할 것.

74) 서동제 외(2013)의 논의에서는 게오르그 데 라란데가 조선에 오기 전, 일본 요코하마에 있을 무렵, 
도쿄 관청 집중 계획의 핵심에 있던 젤(Richard Seel)의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들어, 일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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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도시구상도」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계획안이 궁궐 개방을 염

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먼저 경복궁의 기존 전각, 특히 근정전, 

사정전, 경회루 일대가 박물관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일대가 개

방 공간으로 구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궁역 내 도로 계획 또한, 교태전 

권역 뒤의 대로로 연결되어 있는 향원정 일대 역시 개방 공간의 일부를 구성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경복궁의 일부 공간이 박물관 관

람을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 요소로 한 개방 공간으로 기획되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75). 

그렇다면 박물관이 신청사 계획에 포함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박물

관을 통해 경복궁 일대의 전각을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보인다. 추후에 

논의하겠으나, 조선총독부 박물관(1915년 설립)은 경복궁의 기존 전각 다수를 

관람 구역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

니라, 인접한 시기 일본 제국의 박물관 역사를 참고할 때, 박물관은 고적을 관

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메이지 시기(1868~1912) 당시 박물관 개념이 서양에서 도입된 이후, 일본의 

박물관은 사회 교육 업무 외에도 각종 유물 및 사적의 보존을 담당하기도 하

였다(가네코 아쓰시, 2009: 22-32). 일본 본토에서는 1897년 제정된 「고사사보

존법(古社寺保存法)」에 의해 사찰이나 신사 내 문화재를 국가의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외에 각종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경우, 1919년 제정된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을 통해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경성도시구상도」가 입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의 관청 집중 계획과 경성 도시 계획의 연관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75) 다소 맥락이 상이한 점은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에도 루브르 궁이 대혁명 이후 공공미술관으로 재편
되었다. 김용규 옮김, 앞의 책, 58~61쪽에 따르면, 이는 왕정 몰락 이후, 왕족의 독점적 공간을 공공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기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주의 권위를 표상하는 공간이었던 궁정 갤러리의 기능
을 공화국의 통치 맥락에 맞게 변용하여, 새롭게 등장한 권력의 이미지를 미화하여 표상하는 공간으
로 활용한 것이었다. 통치 권력이 미술관을 활용하는 의도 면에서는, 향후 논의할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사례를 볼 때, 조선총독부 부지 내에 계획되었던 박물관 역시 1910년대 무렵에 유사한 
맥락에서 설치가 의도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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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913년보다는 이후의 일이나, 일본 본토보다 이른 시기인 1916년에 포고

된 조선총독부령 제52호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발표된다. 조선총독부에서는 해당 고시를 근거로, 도성(都城), 궁전(宮殿)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실제로 일본 고고학자이자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이기도 했던 후지타 료사쿠

(藤田涼策)의 증언에 따르면, 경복궁 내 박물관 설치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설

치에 앞서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 의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

라 게오르그 데 라란데는 경복궁 내 기존 전각 보호를 계획하는 동시에, 궁역 

동편에 대규모 박물관 건축을 설계도를 입안하였다(藤田涼策, 1958: 2)76). 

후지타 료사쿠가 언급한 박물관 입지는 「경성도시구상도」의 박물관 입지

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관람 구역(1915 설치)

을 부분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후지타 료사쿠의 증언은, 「고적 및 

유물 보존 규칙」(1916 제정)에 앞서 이미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전각의 

보존·관리 구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경성도시구상도」에 나타난 

박물관의 존재 역시 이러한 가능성과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경성도시구상도」에 나타난 박물관의 구조는, 경복궁의 전각들이 

박물관에 의해 단순히 보존·관리되는 것 이상의 의미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

여준다. 계획안에서 박물관 구조는 근정전 동·서측 회랑에 붙여 건축하는 형

태로 그려져 있다. 이 같은 구조는 근정전 일원이 단순한 보존·관리의 대상

만이 아니라, 박물관의 일부이자, 관람 코스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추

정하게 한다77). 더 나아가 경복궁 개방의 전체적인 수준을 고려할 때, 경복궁

76) 서동제 외(2014), 1216쪽에서 재인용. 

77) 미야자키 료코(앞의 책, 67~68쪽)의 경우, 경복궁 기존 전각의 보존 이면에는 공원화 및 통치 권력의 
보존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는 메이지 유신기에 폐번치현 및 
존성·폐성 처분을 거치는 동안, 각 지방에서 공원화를 통해 성곽 공간 내의 건축 유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천황이나 관료들을 통해 다이묘들의 성곽 공간 내 건축 유산들이 
보존되었던 사례 등과 연관된다. 식민 통치 이후, 조선은 독립국이 아닌 제국의 한 지방으로 존재하
였으며, 경복궁의 공간 재편 방식 역시 메이지 유신기 다이묘 성곽 공간의 재편 양상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기는 한다. 다만, 「경성도시구상도」에서는, 비록 곡선형 도로나 식재 등 공원을 구성하는 물
적 요소가 발견되기는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박물관이 기존 전각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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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비야공원 안내도 (1907)

(출처: 東京市市史編纂係(1907), 

『東京案内 上巻』, 裳華房, p. 404.)

도쿄 우에노 공원지 실측도 (1878)

(도쿄국립박물관 소장본)

<표 6> 히비야 공원 및 우에노 공원 관련 도면

이 박물관 기능을 겸한 공원으로 기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성도시구상도」에 나타난 경복궁의 성격을 조금 더 뚜렷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시기 일본의 근대 공원과의 비교를 수행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이다. 비록 궁궐을 전용한 사례는 아니나, 인접 시기 일본 도쿄에서 연병장 및 

도쿠가와 가문의 묘가 있던 칸에이지(寛永寺) 터를 전용해 만든 근대 공원인, 

히비야 공원(日比谷公園), 우에노 공원(上野公園)이 있었다(<표 6>), 이들 공원

과 비교해보면, 「경성도시구상도」의 경복궁은, 음악당, 도서관, 운동 시설, 

다양한 유형의 조경 공간 등의 근대적 공원 시설들보다는, 박물관을 주된 프

로그램으로 하여 개방이 계획된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간 계획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먼저 시

가지와 인접한 궁역 남쪽 부지에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입지한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복궁의 나머지 부지와 시가지 사이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놓여 

계획 과정에서 기존 전각의 보존에는 박물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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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빌헬름 뵈크만(Wilhelm Böckmann)의 

관청 집중 계획안 (출처: 藤森照信, 2004, 『明治
の東京計画』, 岩波書店. / 한국어 표기는 논자.)

있는 구조는, 비록 경복궁이 공원의 성격을 지닌다 하더라도, 다른 공원들과 

달리, 전면적으로 공간 전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가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수성은 경복궁 개방의 중요한 프로그램 요소

로 박물관을 도입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09년 일반에 공개된 창경궁(창경원) 

또한 박물관과 궁궐이 결합된 공간 구조

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창경궁에 설

치된 제실박물관(합병 이후 ‘이왕가박물

관’, 1909년 개관)은 조선에서 궁궐 개

방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설치와 

전시 관람을 도입한 것의 효시가 된다. 

한반도의 사례에 집중할 때, 창경궁 및 

제실박물관의 사례는 조선에서 궁궐을 

개방하거나 그 안에 박물관을 프로그램 

요소로 도입하는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

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성

도시구상도」에 나타난 박물관이 창경궁

의 공간 구성을 참고·모방한 결과인지

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박물관 설치와 결합된 궁궐 개방의 선례로 작용하

였을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성도시구상도」에 나타난 경복궁 공간 재편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계획안을 입안한 인물인 게오르그 데 라란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게오르그 데 라란데는 조선에 오기 전 일본에서 도쿄 관청 집중 계획에 

관여했던 건축 사무소에 근무했는데, 이 때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서동제 외, 2013: 1183-1184). 

<그림 6>은 1886년, 일본 정부의 위탁을 받아 관청가 구역 설계를 담당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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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뵈크만의 도쿄 관청 집중 계획안이다. 이 계획안은 비록 부분적인 수

준에서 실현되었으나, 「경성도시구상도」와 그 기본 설계 구조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계획안에는 황거(皇居) 주변에 경시청, 재판소, 도쿄도청, 외무성, 

국회 등 각종 국가의 통치 기관이 위치하는 동시에 황거가 위치한 구 에도성 

일부 부지에는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서동제 외, 2013: 1183). 박물관이 계획

된 지점이 본래 에도성의 내성(內城)의 일부인 니시노마루시타(西の丸下) 구역

임을 감안할 때, 박물관 계획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던 내성 구역을 박물

관을 활용해 개방하는 구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황거 서쪽으로 집중되어 있

는 각종 통치 기관들을 연결하는 것은 새롭게 계획된 대로들이다. 일본대로(박

람회장-박람관 사이), 카스미가세키 거리(박람회장 왼쪽 대로), 국회대로(국회 

인근 대로), 천황대로 및 황후대로(경시청 로터리에서 중앙역을 향해 삼각형으

로 뻗은 두 대로) 등이 각 시설을 연결하는 형태가 보인다. 이렇듯 관청 집중 

계획안은 권력의 표상 공간이 대로와 연결되고 집중되도록 도시 구조를 설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성도시구상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외에도 1882년 당시 칸에이지(寛永寺) 자리에 국립박물관 및 동물원이 개

관한 상황에서, 1886년 당시 관청 집중 계획에서 옛 에도성의 내성(內城) 구역

에 박물관을 설치를 계획했던 점은, 창경원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이 이미 

입지한 상황에서 경복궁 궁역 내에 박물관을 새롭게 계획하던 것과 유사하다. 

즉, 기존에 설치된, 국가의 상징적인 공원 및 박물관 외에 통치 거점 지역에 

박물관을 새롭게 건립한다는 공통된 구상이 보이는 것이다. 이외에도 관청 집

중 계획에서 제국의 권위와 발전상을 표상하는 공간으로서의 박람회장, 박람

관 등이 박물관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가 계획되었던 점을 참고할 때, 조선총

독부 청사 부지로 편입된 경복궁 내 박물관의 존재 역시 그 정치적 의미가 상

당한, 일종의 통치 공간으로 그 기능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렇듯 「경성도시구상도」에는 식민 국가의 중심으로서 조선총독부 신청사

와 경복궁, 그리고 그 주변 도로에 통치 기관을 집중시킨다는 점, 경복궁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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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정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박물관을 

중심으로 개방하는 구상이 보인다. 이는 계획가인 게오르그 데 라란데가 도쿄 

관청 집중 계획에 참여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계획이 「경성

도시구상도」의 참조점이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성도시구상도」 역시 경복궁 공간의 최종 설계안으로 반영되지

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도시구상도」에 나타난 공간 계획은 

1926년 준공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실제 공간 구조에서의 청사 입지, 박물관 

도입, 일부 공간 개방, 관사 계획 등 기본적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서 그 영향 관계가 확인된다. 

3.3.2. 「경복궁 부지 평면도」(1912~1913 추정) 

「경복궁부지평면도」(<표 7>)는 「경성도시구상도」와 인접한 1912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宮崎涼子·徐東帝·西垣安比古·水野直樹, 2015: 

195-196). 이 도면에서는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조선총독부 신청사 권역 – 
경복궁 잔존 전각 보존 구역 및 – 총독 관저 설치 부지 및 박물관 설치 부지 

등이 각각 계획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복궁의 잔존 전각 및 박물관 설치 부

지는 공원으로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1910년 당시에 이미 경복궁 

공원화 계획이 등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宮崎涼子·徐東帝·西垣安比古·水野

直樹, 2015: 197-198). 

총독 관저의 위치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소개한, 인접 시기 

「경성도시구상도」에서 총독 관저의 위치나 건물 형태 및 남측으로 광장이 

있고 북쪽에 원형의 조경 공간을 두는 등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서쪽 궁장 안쪽 구역을 따라 총독부 청사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총독 관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930년대 말에 총독 관저를 경복궁 

경무대 터로 신축 이전하기 전까지, 조선 총독 관저는 과거의 통감부 청사 인

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셋째로는, 이어지는 절에서 다루게 될 「경복궁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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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부지평면도 

(국가기록원 소장본)

「경복궁부지평면도」 구역 구분도

(좌측 도면을 편집한 것임)

담장 (도면의 굵은 선) 광화문 이전 및 남쪽 궁장 인근의 변화

<표 7> 「경복궁부지평면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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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종 연간에 중건된 경복궁의 본래 

물길 형태 (원자료: 「경복궁배치도」, 『조선고적

도보』 제10권(조선총독부 편, 1930))(편집은 필자 / 

푸른색 실선이 물길임) 

급관저배치도」에 총독 관저가 경복궁 후원 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끝으로, 미야자키 료코 외(2015)의 지적과 같이 정무총감 관저

가 식민지 시기 내내 왜성대 구 일본영사관을 사용하며 신축하지 않은 점78)을 

근거로 들 수 있다.

도면에서 각각의 구역들은 금천을 

경계선으로 하여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7>). 이는 금천의 본래 

흐름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구현 가

능한 것이다. 경복궁 금천의 본래 흐

름은 집옥재와 건청궁 사이에서 시

작되어 경회루를 감아 돌아 영제교

(永濟橋)를 거쳐 남동쪽 궁장으로 빠

져나가는 형태이다. 그런데 「경복궁

부지평면도」에서는 경복궁 부지 중

앙부를 돌아 나가는 금천의 시작과 

끝이 모두 경복궁 동쪽 궁장을 향하

고 있다. 아마도 삼청동에서 내려오

는 청계천 지류를, 변형시킨 금천으

로 끌어들여, 기존 전각 및 박물관 

설치 부지 등의 개방 공간과 조선총

독부 신청사, 총독 관저를 구분하려

는 계획으로 보인다. 특히 총독 관저로 추정되는 지역의 동쪽을 금천이 남북

으로 흐르는 구조가 확인되는 점은 구역 분리를 위해 금천의 계류를 변경하였

을 가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78) 宮崎涼子·徐東帝·西垣安比古·水野直樹(2015), 197~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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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부지평면도」에 나타난 담장 (굵

은 실선 처리)

『조선고적도보』 제10권(1930)에 나타난 

조선 말기 경복궁 도면

『조선고적도보』 제10권(1930)에 나타난 

기단 표현 (윤곽선 처리)

『조선고적도보』 제10권(1930)에 나타난 

담장 표현 (굵은 실선 처리)

<표 8> 「경복궁부지평면도」의 개방 구역 추정 공간 세부

담장 또한 도면 내에서 구역을 나누는 요소로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회루 및 교태전 북쪽, 경회루와 내전 권역 사이, 내전 권역의 동쪽 등에 설

치되어 있다(<표 8>). 이 같은 구조물은 『조선고적도보』 제10권(1930)에 나타

난 조선 말기 경복궁 도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구조물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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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적도보』의 도면에서도 행각 또는 전각 주변의 기단 등은 윤곽선으

로, 담장은 굵은 실선으로 처리하는 등의 표현 방식이 나타난다. 이를 참고할 

때, 담장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담장은 그 위치로 볼 때, 북서쪽의 

총독 관저 구역과 북동쪽의 박물관 설치 예정지를 구분하는 기능을 의도하고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담장은 기존의 행각, 개조된 금천 계류와 함께 

보존 대상 전각들(근정전, 경회루, 사정전 일대, 강녕전 일대, 교태전 일대 등)

을 위요하고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용한 후지타 료사쿠의 증언과 같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 총독 

당시부터 이미 경복궁에는 기존 전각의 보호가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조선총

독부 신청사와 박물관 건물 외에도 하나의 문화재이자 광의의 박물관, 도시 

공원의 일환으로 경복궁 기존 전각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존 전각 보호 구역으로는 아마도 궁장 서쪽의 영추문(迎秋門) 쪽 광장을 

주 출입구로 하여, 조선총독부 신청사 및 총독 관저 구역과 공간을 구분하여 

입장을 유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영추문 쪽 광장에는 주변 도로

에 문, 철책 등 동선을 분리·제한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출입자들의 동선을 통제하고 조선총독부 청사 및 총독 

관사의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상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경복궁 북동쪽에는 박물관 건설 예정 부지로 보이는 공간이 있다. 해

당 공간은 본래 선원전(璿源殿)이 위치해 있던 곳이다. 도면에는 경복궁 남쪽

으로 궁역을 확장하고, 조선총독부 신청사로 향하는 정남향 출입구 외에, 남동

쪽에 계획된 문과 새로운 문을 통해 이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 계획

이 되어 있다. 그러나 ㄷ자 형태의 평면 스케치 외에는 특별히 구체적인 공간 

구상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를 총독 관저와 함께 설치될 정무총감 관저로 상정해볼 가능성이 없

지는 않다. 그러나 서동제 외(2014)의 지적과 같이, 궁역 내 북서쪽 구역을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독 관저 부지로 비정할 때, 건물 부지 평면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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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그려져 있는 선원전 구역은 정무총감 관저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서동제 외(2014: 1216)이 시도한 바와 같이, 앞서 살핀 

후지타 료사쿠의 증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후지타 료사쿠에 따르면, 경복

궁의 박물관은 앞으로 다룰 조선물산공진회(1915)의 미술관이었는데, 이는 당

초 게오르그 데 라란데의 설계 과정에서 거대한 박물관(大きな博物館)으로 계

획되었고, 조선물산공진회의 미술관은 그 정면 현관으로서 구상되었을 따름이

었다(藤田涼策, 1958: 2)79). 그의 증언을 참고할 때, 1915년에 개관한 조선물산

공진회의 미술관, 또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향후 계획 축소로 인해, 당초 계

획과 달리 소규모로 건축된 것일 따름이다(서동제, 2014: 1216).

박물관 구역은 경복궁 남쪽의 확장된 부지 중 남동쪽의 문을 통해 경복궁 

궁역 내에 입장한 뒤, 본 도면에서 이건(移建)된 광화문과 기존 궁장, 금천을 

거쳐 입장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복궁 내 전각 보호 구역과 관

람이 연동된다면, 근정전 행각 동쪽의 융문루와 연결된 보행로를 통해서도 입

장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만약 앞서 언급한 영추문이 실제로 본 계획

안에서 경복궁 개방을 위한 정문으로 계획되었다면, 동서축 도로는 근정전을 

가로질러 경복궁 개방 공간들을 연결하는 도로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해

당 보행로가 건춘문과 연결된 것을 볼 때, 복수의 출입구 또는 관람 구역을 

적용하거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경복궁 부지 평면도」에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건립과 함께 경복궁의 남

쪽 궁역을 확장하고, 그에 따라 광화문을 박물관의 주 출입구로 설정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도면상으로는 광화문 외에도 주변 궁장과 동십자각(東

十字閣)도 함께 이전되어 있다. 이는 보존된 기존 전각과 함께 조선의 건축 또

는 식민 통치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 조선의 민족적 색채를 표상하는 

요소로서 박물관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가 변경된 금천 역시 해당 구역이 박물관으로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보

79) 서동제 외(2014), 121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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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이는 특히 경복궁 북쪽 금천 지류의 존재와 관련된다. 총독 관저를 그 

동쪽 구역의 선원전과 구분하는 동시에 기존 전각 일대를 휘감고 나가는 형태

의 금천은, 크게는 금천을 경계로 서북쪽에 있는 관저 구역과 개방 공간을 구

분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경성도시구상도」에서 조선 총독 관저와 정무

총감 관저를 도로로 연결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사실상 궁장을 따라 돌

아 나가는 형태로 두 관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원전 일대

가 다른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형태의 금천은 구체적으로는 개방 공간 안에서 담장을 

통해 다시 한 번 다시 기존 전각과 선원전 일원을 구분한다. 이는 앞서 언급

한, 재편된 경복궁 내 공간들, 특히 개방 구역과 관저 구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게오르그 데 라란데의 박물관 설계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후지

타 료사쿠의 기록만으로 「경복궁 부지 평면도」의 선원전 구역을 박물관 계

획 대상 부지로 단정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선원전 부지에 그

려진 스케치가, 후지타 료사쿠의 증언 속 ‘대규모 박물관(大きな博物館)’에 

해당한다면, 「경복궁 부지 평면도」에서는 박물관과 함께 기존 전각 보호 구

역이 일반 개방의 주된 프로그램으로 구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복궁 부지 평면도」는 「경성도시구상도」와는 달리, 구체적인 공간의 

명칭이나 용도가 부기되어 있지 않아, 공간 계획의 의도가 다소 명확하지 않

다. 다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1910년대 당시에도 경복궁의 공원화 문제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를 통해 언급된 적이 있고, 본 설계안의 입

안자가 「경성도시구상도」의 설계자 게오르그 데 라란데로 추정되는 점, 두 

계획안의 입안 시점이 매우 인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후지타 료사

쿠의 기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경복궁의 일부가 일반에의 개방이 의도되었

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복궁의 개방 공간의 프로그

램의 핵심은 일부 정원과 전각들을 산책하고 관람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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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선원전 구역이 실제 박물관 계획의 대상지에 해당할 경우, 「경복궁 부지 

평면도」는, 「경성도시구상도」와 함께 박물관이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 단

계에서부터 이미 고려되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경복궁 부지 평면도」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실제로 잔존했던 

경복궁 내 전각의 대부분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으며, 근정전 일대를 경계로 

조선총독부 신청사 일대 통치 공간과 침전(寢殿) 권역을 중심으로 한 개방 공

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 같은 특징은, 「경복궁 부지 평면

도」가 1926년에 준공된 조선총독부 청사 및 그 일대의 공간 계획에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926년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준공되면서 완성된 경복궁의 공간 구성은 「경

복궁 부지 평면도」와 유사한 면이 많다. 먼저 기존 궁장을 대체로 유지한 상

태에서 남쪽에 신청사가 입지하되, 청사 주변부의 금천을 매립하였다. 궁 중심

부의 경우, 기존 전각 일부와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입지한 개방 공간으로 개

방하였으며, 집옥재, 향원정 등 북쪽 지역은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후원으로 활

용하였다. 이 때, 각 구역의 구분에는 담장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총독 관저는 주요 궁문 및 궁장으로 위요된 공간 내에 입지하지는 못하였으

나, 1939년에 인접한 위치인 경무대에 입지하게 된다. 

3.3.3.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1915~1916 추정)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표 9> 좌측 도면)은 정확한 제작 연대

를 알기는 어려우나, 1915~1916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신청

사 기본 설계는 1914년에 완료되었고, 지진제80)를 비롯한 기초 공사 작업은 

1916년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후 상술할 조선물산공진회(1915) 당시 미술관

(폐회 후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그 앞의 정원 요소가 사실상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정황상, 이 도면은 1915~1916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80) 『매일신보』 , 1916.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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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

(국가기록원 소장본)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에 나타

난 구역 분할 (좌측 도면을 논자가 편집한 것임)

<표 9>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 관련 자료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는 최종적으로는 입안되지 않았으나, 

1926년 준공된 조선총독부 청사의 공간 구조와 유사한 면을 보인다. 근정전의 

중심축과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중심축이 어긋나 있는 것이다(미야자키 료코 

외, 2015: 195-196). 실제로 1926년 준공된 조선총독부 신청사는 근정전과 중

심축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었다. 상기한 특징은 이 같은 공간 구조가 단

순한 우연이나 착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 단

계에서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복궁

의 통치 공간과 개방 공간을 계획하고 있을까? 해당 도면 우측 상단에는 공원

부지(公園敷地), 청사 부지(廳舍敷地)의 길이와 면적 등을 기록한 주기(注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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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공원으로 경복궁을 재편하고자 했던 

맥락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경복궁 북쪽 경무대 자리에는 대규모의 국장 및 

부장 관사, 조선총독 및 정무총감 관저로 추정되는 부지 계획이 도면에서 확

인되기도 한다. 이 중 공원 부지는 동서(東西) 길이 5정(町81))(약 545.45m), 남

북(南北) 길이 4.6정(약 501.814m), 청사 부지는 동서 길이 4.15정(약 

452.7235m), 남북 길이 3.25정(약 354.5425m)이다. 이 중 남쪽의 청사 부지에 

비해 북쪽의 공원 부지가 남북 길이 차원에서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긴 것은 주

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근정전 북쪽의 동서축 도로를 통해 사실상 청사 부지

와 공원 부지가 양분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는 경복궁이 식민 통치 행정의 거점으로서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개방 공간으로 양분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그 구체적 구역이 도면

의 주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82).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에 나타난 공간 구성은 앞선 시기의 

「경복궁 부지 평면도」와 거시적으로는 유사해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큰 차

이를 보인다. 먼저 개방 공간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복궁의 기존 전각이 일부

만 남아 있고, 금천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종 시설물(예: 

광장, 동물원, 분수, 음악당, 온실 등)이나 공간 구조가 근대적 공원의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이 같은 형태가 일본 히비야 공원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으나(국립중앙박물관, 1997: 30),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에 나타

난 공원의 형태는 완벽한 서양식이 아닌 기존 전각의 잔존을 통한 경관 구성

이 나타나 히비야 공원과는 차이가 있기도 하다(미야자키 료코, 2020: 138). 

공간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양식 정원 외에도, 집옥재 일원, 녹산

81) 1정은 미터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약 109.09m에 해당한다. 

82) 다만, 전가람·성종상(2021)에서는 정원의 형태나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청사 부
지를 보다 좁게 상정하였다. 이는 지도에 나타난 근정전 북쪽 동서 축 도로로 공원 부지와 청사 부지
를 양분하였을 경우, 박물관이나 근정전 등의 공간이 개방 공간이 아닌, 조선총독부 청사 구역의 일
부로 편입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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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에 나

타난 동양식 정원(東洋式庭) 부분 (편집 = 논자)

(鹿山) 일부, 향원정, 함화당 및 

집경당 일원이 동양식 정원(東

洋式庭)으로 구획되어, 궁궐 건

축물을 공원의 관람 대상이자 

조경의 일부로 구성하는 모습이 

보인다(<그림 8>). 그러나 이를 

단순히 조경이나 관람 대상의 

테마를 나머지 서양식 정원과 

대비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존 전각을 보

존하는 기획은, 경복궁 부지 내

에 계획된 박물관, 동물원, 온실 

등의 박물학적 전시 공간들과 

함께 식민지 조선의 역사나 문

화를 표상하는 기능이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조선식 정원과 

서양식 정원의 배치가 식민 통치의 진보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에서는, 집옥재 동편에 회유식 정

원으로 보이는 연못이 계획되고, 연못 동편에 새로운 정자를 만드는 등 일본

식 정원 요소나, 경복궁의 본래 조경과는 다른 구성 요소가 추가되어 있다. 이

들이 조선식 정원이 아닌, ‘동양식’ 정원으로 계획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양식 정원은 서양식 정원과 대조되는, 공간 구성 양식의 차이에서 나온 표

현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조선의 궁궐 건축과 일본 정원이 결합된 형태라는 

점은 독특한 점이다.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의 구상대로라면, 동

양식 정원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건축 및 조경 양식을 아우르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양식 정원은 ‘서양’이라는, 지리적·문화적으로 대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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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를 상정한 것만이 아니라, 근린 식민지를 바탕으로 한 제국의 환경에

서 볼 수 있는 정원의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동양 개념은 19세기 

초에, 서세동점(西勢東漸)이 본격화되는 환경에서, 단순 지역 개념을 넘어, 서

양에 대항하는 안보 공동체 개념으로 확장되었다(박훈, 2010: 94-96). 이는 일

본이 메이지 유신기를 거치며 제국주의 노선을 택하고, 아시아 또는 동양의 

제국으로서의 전환을 기하던 것과 그 맥락을 공유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

본은 조선 등의 근린 식민지를 확보하고, 제국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이나 개념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동양 정원은 제국의 

통치 하에 융화된 조선과 일본을 표상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에서 나타나는 경복궁 재편 구상은, 경

복궁을 경성부민의 도시 공원으로서, 혹은 조선총독부와 관련된 대외 이미지

를 형성하는 공간으로서 재구성하는 구상이 반영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먼

저 경복궁의 기존 궁문 외에 8개의 입구가 추가로 설치되어 일반에의 개방을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염두에 둔 구상이 확인된다. 또한 개방 공간을 구성하

는 프로그램 역시 매우 다채롭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에는 앞

서 언급한 박물관, 식물원(온실), 동물원, 기존 전각 등 전시 공간이 있다. 이 

같은 구성은 이미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구현된 바 있다

(<그림 9>).



- 87 -

<그림 9> 「창경원안내(昌慶苑案內)」 (부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①~⑨가 동물원 권역, ⑩~⑱이 박물관 권역, ⑲는 사무실, ⑳~㉑이 식물원 권역임.) 

요시미 슌야(吉見俊哉, 2004: 31-34)에 따르면, 식물원과 동물원은 박물학의 

발전과 함께 탄생한 공간이며, 박물학적 시선은 결국 동일성과 상이성에 기초

한다. 이는 대상을 분석하고, 우열과 주객을 구분하는 오리엔탈리즘과도 연결

되는 것이었다. 또한 토니 베네트(1996: 180-186)의 지적과 같이, 전시는 대중

이, 권력 집단에 의해 형성된 규율을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는 방식이며, 그 규

율은 역사학, 미술사학, 고고학, 지질학, 생물학, 인류학 등의 학문 체계들과 

그들의 관계성 속에서 재현되고 학습되었다. 토니 베네트는 박물관이나 박람

회 등을 언급하며 이를 다루었으나, 기실 근대 박물학의 한 성과이자 표상 공

간으로서 식물원이나 동물원도 이 같은 맥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입각하여 계획안을 해석한다면, 광의의 박물관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 경복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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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정 오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장 평면도」에 나타난 미술관 및 정원 부분

(출처: 조선총독부(1916), 『始政五年記念朝鮮
物産共進會報告書』 제1권. / 편집 = 논자)

내에 위치한 박물관들이 거대한 식민지 박물관을 이루는 구상이 있었다면, 그

것은 식민 통치의 명분이 된 문명화 사업의 필요나 성과를 강조하고, 조선의 

환경과 조선인의 열패함을 역설하는 장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동시대 경성 내의 창경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식물원과 동물원은 자국의 영토

를 축소한 결과가 아닌, 제국의 영역이나, 

그보다 넓은 세계의 물리적 거리감을 무

화한 상태로, 다양한 동·식물을 전시하

는 공간이었다. 도시 공원에 요구되는 광

장83)이나 음악당, 화단, 분수 외에 근대 

통치와 권력 표상의 도구로서 전시 공간

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특히 이들 시설의 입지가 조선총

독부 신청사 계획 속에서 기획되었던 점

은, 문명화를 앞세운 체제 내화 및 규율

의 도구이자, 선전의 도구로 전시와 전시 

공간이 기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실제 건립된 위치

와 거의 같은 자리에 계획되어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이 도면의 제작 연도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박물

관 앞의 정원의 형태는, 향후 논할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 당시 

미술관 앞 정원의 형태와 유사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해당 정원은 

조선물산공진회를 통해 재편된 경복궁 공간 구조를 어느 정도 보존·활용하려

는 시도의 일환으로 디자인되었을 기능성이 있다.

83) 이어지는 문단에서 논하겠으나,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 이후 제작된 점을 고려할 때, 
광장은 조선총독부 등이 주관하는 각종 전시 및 행사의 개최지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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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에 2개소로 계획된 광장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이나 온실, 동물원 등과 함께 일본 본토에서의 박람

회가 공원이나 개활지 등을 활용하여 개최된 것을 감안할 때, 2개소로 계획된 

광장 또한 전시 공간으로 구상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3.4. 1908~1914년 경복궁 재편의 역사적 의미

1908~1914년 당시 경복궁의 공간 재편 양상은 경복궁이 어떻게 일반에 개방

되어, 식민 통치의 전개와 함께 어떠한 정치성을 형성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조선총독부 청사의 신

축 이전 및 물산공진회 개최 이전에 경복궁 초기 개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 시기의 경복궁 개방은 그 성격을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 개

방의 경우 단순 개방인 경우가 많았으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개방의 

경우, 각종 유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개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조선시대 이래로 포화되고 그 도시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경성 내

에서, 경복궁의 개방은 경성 거주민 일반에 대해 근대적 유희 공간으로서 제

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조선왕조의 법궁이자 통치의 거점으로

서 일반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공간이, 이 시기에 들어 누구나 신분을 막론하

고 구경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메이지 천황의 

추모 행사를 겸한 국화 관상 대회가 열리는 등 이 시기에는 식민 국가의 행사 

공간으로서 경복궁의 변화 가능성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경복궁의 개방이 통치 문제와 보다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게 되는 양상은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계획안 

중 가장 초기의 것인 「경성도시구상도」와, 1915~1916년에 만들어졌을 것으

로 생각되는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의 경우, 경복궁의 개방 공간



- 90 -

에 박물관을 설치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경복궁의 개방이 식민지 박물관과 긴

밀하게 연관되는 구상을 보였다. 「경복궁 부지 평면도」 역시 경복궁의 기존 

전각 일대 개방은 물론, 관련 사료와의 비교를 통해 박물관 설치가 계획되었

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물론 지금까지 논한 각각의 계획안들이 최종 안으로

서 입안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26년에 준공된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조성 

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을 볼 때, 각 계획안들은 어떤 형태로는 조선총독부 신

청사의 최종 건설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복궁의 궁역을 궁장 및 주요 궁문(광화문·건춘문·영추문·신무문)

으로 구획된 공간으로 한정하여 볼 때, 궁역 남쪽에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입

지하였다. 둘째, 궁역의 중앙에 위치한 근정전·경회루 등의 주요 전각을 보존

하고 이를 개방 공간으로 구성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셋째, 비록 조선물산

공진회의 산물이기는 하나, 박물관이 궁역 내에 설치되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개방 공간은 도시 공원 

및 박물관의 기능에 입각하여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개방 공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선총독부 신청사 일대 및 관사·관저 구역과는 공간적으

로 분리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개방 공간 내에서 보존하는 전각의 수나 종

류, 범위는 각 계획안마다 다르지만, 각 안에서 공통적으로 조선 왕조의 건축

물을 도시 공원 개방 또는 박물학적 관람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 인식했을 가

능성이 있다.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안 내에 박물관이나 식물원, 동물원 등의 박물학적 

전시 공간이 구상된다는 점은, 단순한 도시 공원의 성격만이 아니라, 식민 통

치의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시는 권력이 대중을 자기 규율적 존재

로 기능하게 하는 동시에 국가 이데올로기를 발신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계획안들에 나타난 박물관들을 단순히 일반 개방

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거나, 도시 공원의 요소에 한정하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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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도시 구상도 경복궁 부지 평면도
경복궁 내 부지

급 관저 배치도

조선총독부 신청사

(1926 준공 기준)

총독부 

청사 위치
근정전 남쪽 근정전 남쪽 근정전 남쪽 근정전 남쪽

개방 공간
O

(기존 전각 및 박물관)

O 

(추정 / 기존 전각 

및 박물관)

O

(기존 전각 및 박물관)

O

(기존 전각 및 박물관)

보존된 

기존 전각

(궁문 제외)

∘ 근정전

∘ 경회루

∘ 사정전 일원

∘ 강녕전 일원

∘ 교태전 일원

∘ 향원정

∘ 근정전

∘ 경회루

∘ 사정전 일원

∘ 강녕전 일원

∘ 교태전 일원

∘ 자경전 일원

∘ 선원전 일원

∘ 향원정

∘ 집옥재 일원

∘ 근정전

∘ 경회루

∘ 수정전

∘ 집경당/함화당

∘ 향원정

∘ 집옥재 일원

※ 집경당/함화당, 

향원정, 집옥재 일

원은 일부 추가 조

경 요소와 함께 동

양식 정원을 구성

∘ 근정전

∘ 경회루

∘ 수정전

∘ 자경전 일원

∘ 선원전 일원

∘ 집경당/함화당

∘ 향원정

∘ 집옥재 일원

※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흥복전 일

원은 1917년 창덕궁 

화재에 따라 이건

전시 시설

∘ 박물관 ∘ 박물관 (선원전 

부지 추정)

∘ 박물관

∘ 동물원

∘ 식물원 (온실)

∘ 조선총독부 

  박물관(1915 개관)

전시 시설 

외 개방 

공간 요소

∘ 정원 (화단) ∘ 정원 (화단) ∘ 음악당

∘ 광장

∘ 정원 (분수, 화

단, 테라스 등)

∘ 정원

<표 9>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과 실제 준공 후(1926) 구성 요소 비교

하는 것은 다소 피상적일 수 있다. 오히려 조선총독부 신청사 및 경성 시가지

의 상대적 위치 관계, 전시와 통치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계획안 속 박물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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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립 및 공진회 개최기의 

   경복궁 개방 공간 재편 과정 (1915~1925)84)

1915년부터 1925년에 이르는 시기는 경복궁의 기존 공간 구조가 상당 부분 

해체되었다. 여기에는 한일 병합 직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전각 매각·철

거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조선물산공진회(1915)의 개최와 이를 위

한 준비 과정 또한 상기한 변화를 유발하였다. 

조선물산공진회는 식민지 시기에 경복궁에서 최초로 개최된, 일종의 박람회

였다. 조선물산공진회 개최를 계기로, 경복궁은 공진회, 전람회, 박람회 등이 

개최되는 곳으로서 그 장소성을 새롭게 형성하게 된다. 조선물산공진회 외에 

이 시기에 개최된 대표적 전시 행사로는 조선부업품공진회(1923)85), 통계전람

회(1923)86), 가금공진회(1925)87) 등이 있다.

한편, 조선물산공진회 폐회 직후인 1915년 12월, 경복궁에는 조선총독부 박

물관 및 관람 구역이 설치·개관되었다. 이와 함께 이듬해인 1916년, 조선총독

부 신청사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경복궁은 조선총독부 청사 구역, 

그리고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관람 구역(1915 설치)으로 크게 구분된 형태의 

공간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4.1. 1915~1925년의 사회적·역사적 상황

▮ 3·1 운동과 식민 통치의 변화 

84) 본 장의 내용은 다음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전가람‧성종상(2021), 「박물관 전시를 활용한 통치의 장으로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 개방 공간의 재

편 과정」. 『서울학연구』, 84, 39-91.

85) 『매일신보』, 1923. 06. 24.

86) 『매일신보』, 1923. 08. 23.

87) 『조선일보』, 1925.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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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병합 이후, 각종 근대적 제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영

역에서 도입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일제의 

지배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거의 완전히 정치적 권리를 부정당했고, 일제의 정

책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길도 막혀 있었다(권태억, 2014: 82). 그런가 하

면,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조선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법과 제도들이 끝없

이 입안·시행되는 동안88),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인식과 대응

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군대와 경찰을 활용, 고도의 억압력을 발휘

하는 통치를 수행하였고, 무장 경찰이 일상을 전방위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

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김동노, 2006: 219-222). 이 같은 폭력적 통치는 문명화

의 이름으로 합리화되기까지 하였다89).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식민 통치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은 점차 쌓여가고 있었다(권태억, 2014: 157-166).

이처럼 다방면에서 쌓인 불만은 3·1 운동으로 이어졌다. 3·1 운동에서는 

민족주의에 입각한 독립, 동양의 평화, 식민 통치에 의한 사회적 부조리의 타

파90) 등의 가치가 제창되었다. 3·1운동은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식에도 영향

을 주었다. 3·1 운동을 거치며, 내선융화와 내지연장주의가 통치의 핵심 개념

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과 일본의 법 체계를 통합하려는 시도, 향후 

자치 제도를 도입하는 구상이 발표되었고, 헌병 경찰 제도 및 관리의 복무 시 

도검 착용 폐지 등이 공표되어(신주백, 2004: 259), 제도 표면상으로는 폭력이

나 민족 차별을 타파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91). 이와 함께 육군이 장악해오

88) 阿部薰(1932), 『朝鮮問題論集』, 民衆時論社, 5쪽. (권태억(2014), 102쪽에서 재인용)

89) 小松綠(1916), 「朝鮮施政の眞義」, 『朝鮮彙報』 9, 15쪽. (권태억(2014), 102쪽에서 재인용)

90) 이는 3·1운동에 앞서 일어난, 2·8 독립 선언의 독립선언서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이다. 기미독립선
언문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强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 箝制의 痛
苦를 甞한 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 生存權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ㅣ며 心靈上 發展의 障礙됨이 무
릇 幾何ㅣ며 民族的 尊榮의 毁損됨이 무릇 幾何ㅣ며 新銳와 獨創으로써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補裨
할 機緣을 遺失함이 무릇 幾何ㅣ뇨. (중략) 舊思想 舊勢力에 羈縻된 日本 爲政家의 功名的 犧牲이 된 
不自然 又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야 自然 又 合理한 正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的 要求로서 出치 안이한 兩國倂合의 結果가 畢竟 姑息的 威壓과 差別的 不平과 統計數字上 虛飾
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 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업는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積을 觀하라”

91) 물론 김동노(2006: 235-237)의 지적처럼, 조선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민족 차별은 “내선일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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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조선총독부도 해군 장성 출신의 인사를 총독으로 내세움으로써 통치의 변

화를 추구하였다. 1919년 8월, 조선총독부에는 새로운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

(斎藤実)가 부임하였다. 그는 이전 시기의 식민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로 규정

하고, 취임 이후의 통치를 문화통치로 명명하였다92). 그러나 문화통치는 어디

까지나 조선인의 저항에 대한 탄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유와 협력이라는 가

치 및 개념으로써 조선 사회를 회유하는 전략일 따름이었다(김신재, 2016: 

210). 1919년 이후에도 강압적 통치는 사실상 계속되었고, 수정된 통치 방식은 

192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토드 헨리, 2020: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은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식 변화에 영향을 주

는 사건이었다. 조선총독부의 민족 동화(同化) 정책에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

다. 특히 3·1 운동을 거치며, 사회 교육은 식민지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일원

으로서 동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93). 

이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언급할,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 구성 및 내러

티브 변화와 인접한 시기에 3·1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조

선총독부 박물관은 1920년대를 지나며, 점차 식민 국가 구성원의 집단적 정체

성을 규정하고 규율하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1919년 8월 관제 개정을 거치며, 총독 관

방 총무국에서 종교, 문화, 교육 분야의 업무를 주관하는 총독 직속 부서인 학

무국(學務局)으로 그 소속이 옮겨갔다94)95). 당시의 관제 개정은 대한제국기 중

력한 동화 이데올로기가 정책목표로 설정된 1930년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다. 진정한 의미에서 민
족간의 평등은 존재할 수 없었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인 스스로가 “조선의 모든 고유한 것들
을 버리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화에” 입각하여 구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92) “총독 정치의 기본을 순연(純然)히 문치주의(文治主義)로 하는 방침을 분명히 하여 크게 문화적 개
발에 힘썼는데, 보통은 문화정치라고 부르지만, 반도(半島) 통치의 기본 방침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다. (중략) 다이쇼 8년 8월, 총독부 관제 개정과 함께 신총독이 대명(大命)을 받들어 이 땅에 
임한 것의 시정 강령은, (1) 치안의 유지 (2) 민의의 창달 (3) 행정의 쇄신 (4) 국민생활의 안정 (5) 문
화 및 복리의 증진 등이었다.” (朝鮮總督府(1935), 『施政二十五年史』, 314~315쪽에서 인용, 논자가 
현대어로 옮김.)

93) 水野鍊太郞(1921), 「社會敎化事業に就て」, 『朝鮮』, 6, 朝鮮總督府, 2-3쪽.

94) 『조선총독부 관보』, 1919. 08. 20. (호외(號外)로 간행된 칙령 제386호)

95)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식민 통치 초기에 총독 관방 총무국에 속했던 맥락은 오영찬(2020a)의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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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부서였던 학부가, 한일 병합 직후 내무부 산하의 국(局) 단위로 축소·격하

된 것(강명숙, 2020: 331)과는 대비되는 변화이다.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한, 학

령기 아동·청소년의 동화 외에 사회 일반에 대한 교육이 조선총독부의 주요 

정책적 관심사로서 부상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학무국은 조선총독부 박물관 

외에도 당시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등과 같은 전람회 행사나 각종 공진

회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였다.

▮ 근대 도시로서의 경성 내 각종 시설 확충 

1925년까지의 시기는 식민 통치를 위한 시설들이 중점적으로 건설되는 시기

였다(김영근, 2000: 30). 경성역(1925)96), 그리고 1926년에 준공되는 조선총독부 

경복궁 신청사 및 경성부청 등 경성의 주요 시설들은 모두 이 시기에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문화 시설들도 다수 개관하였다. 

경성역 (1925) 조선총독부 도서관 (1925) 경성공회당 (1920)

<표 10> 1915~1925년에 준공한 경성의 주요 건축물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프로이센 관료제의 모델을 수용하여 만들어진 총독 관방은, 당시 데라우
치 마사타케 조선 총독의 측근 인사로 구성되었다. 데라우치 총독 재임 당시, 총독 관방의 총무과장
으로는 물산공진회를 주도하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설립을 주도한 총무국장 오키타 에츠조(荻田悅
造), 그리고 오키타의 후임이자 데라우치 총독의 문화재 수집에 관여한 인물인 쿠도 쇼헤이(工藤壯平)
가 있었다. 즉, 데라우치 총독의 측근이 조선총독부 박물관 설립 및 문화재 수집 작업에 기여함으로
써 설립 초기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당시 학무국이 아닌 총무국을 담당 부서로 하게 된 것이다. 다만 
박물관의 실무는 총무국 외에서 담당하였는데, 내무1과의 고적조사사업, 학무국 편집과의 사료조사 
사업, 종교과의 고건축 수리·보존 등의 사업 등이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는 구
조를 취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오영찬(2020a: 154-155) 참조.) 

96) 『시대일보』, 1925.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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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00년대 및 1910년대 초에 경성 지역에 다수 건설된 각종 극장에 이

어, 유락관(1915), 도하좌(1916) 등의 극장이 새롭게 개관하였다(김성태, 2020: 

86). 1920년대 전반기에는 용산 및 남촌 지역에 경성부 도서관(1922)97), 만철경

성도서관(1920)98), 조선총독부 도서관(1925)99) 등의 도서관이 개관하였다. 경성

부민관(1935) 이전 경성의 예술 공연장 역할을 담당하던 경성공회당(1920)100) 

역시 이 시기에 개관하였다(<표 10>).

1912년의 「경성시구개수예정노선도」

(출처: 『관보』, 1912. 11. 06.)

1919년의 「경성시구개수예

정계획선도」 

(출처: 『관보』, 1919. 06. 25.)

<표 11> 1912년 및 1919년 당시의 시구개수 계획 변화

한편, 1915년에서 1925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시구 개수 사업이 이어지는 시

기이기도 했다. 1910년대 전반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경성시구개수의 핵심 목

표는 경성시구개수의 핵심 목표는 경성 도심부를 격자형 가로망으로 정비하는 

것이었다(염복규, 2016: 53). 그런데 1919년 6년, 도심 순환형 도로망 계획을 

97) 『동아일보』, 1922. 07. 07.

98) 『매일신보』, 1920. 09. 01.

99) 『경성일보』, 1925. 04. 01.

100) 『매일신보』, 192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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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시구개수사업안이 입안되고, 1921년에 조선총독부 신청사 낙성 이전에 

사직단-경복궁-창덕궁-조선총독부 의원을 연결하는 신작로101)를 포함한 구체

적 계획이 발표된다(염복규, 2016: 54-55)(<표 11>). 이는 경복궁 부지에 조선총

독부 신청사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남촌과 북촌을 연결하는 직선 도로 및 경

성의 각처(各處)를 연결하는 순환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1919년 당시의 시구개수 계획안에서는, 육조거리의 폭을 확장하고, 광

화문통 사거리의 광장을 제외한 이전 계획에서의 광장 설치 구상을 전면 폐지

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조선총독부 신청사 예정 부지인 경복궁 일

대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도시 내에서의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토드 헨리(2020: 80)의 지적과 같이, 재정난으로 시구 개정 사

업의 실행이 지연되는 사이에 시구 개정은 일본인 집단 거주 지역인 남촌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는 경성에 도시 계획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당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 및 일본 본

토의 도시계획법과 연관이 있다. 1919년 일본 본토에서는 도시계획법이 제정

되었는데, 해당 법의 제정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가 미즈노 렌타로였다(염복

규, 2016: 90-91). 미즈노 렌타로는 조선에서 도시계획이 논의되는 데 영향을 

주었고, 경성부에서는 도시계획 조사를 위해 조사계가 설치되었고, 민간에서는 

같은 해 경성도시계획연구회가 조직되었다(염복규, 2016: 91).

이렇듯 1915년에서 1925년에 이르는 시기는, 경성에서 관을 중심으로 한 각

종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계획되고 진행된 시기였다. 경복궁 또한 이 같은 기

조 속에서 식민 통치 행정의 새로운 거점이자, 경성과 식민 국가를 대표하는 

전시 공간으로 재편되어갔다.

101) 『매일신보』, 1921.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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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선물산공진회(1915): 식민 통치 초기 산업과 생활의 동화 공간

4.2.1. 조선물산공진회의 개최 배경

한일 병합(1910) 이후, 조선총독부는 시정(施政) 5주년을 기념하고, 그간의 

치적을 자찬하는 행사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이하 ‘물산공진회’)

를 기획한다. 물산공진회는 그 내용을 보면 산업박람회의 일종으로 보인다. 그

런데 왜 굳이 공진회(共進會)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일까? 

박람회는 산업의 발전상과 제국주의 국가 이미지를 표상하고, 거대한 자본

과 소비가 작동하며, 그 자체가 하나의 흥행물로 작용하는 복합적 속성을 지

닌다(요시미 슌야, 2004: 42-45). 또한 당시 박람회는 단지 한 국가 내에서 소

비되는 메가 이벤트만이 아닌, 각국이 산업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국제적 행사로, 당시 세계열강 제국(諸國)에서 경쟁적으로 개최되

고 있었다102). 이와 같은 박람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산업적 

기반, 산업 체계가 작동하기 위한 자본적 토대, 그리고 국가라는 명목적 집단

으로 묶이는 영토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 통치 기반이 요구된다. 

그러나 식민 통치가 시작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조선에서 그와 같은 조건

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았다. 재조선 일본인이나 친일파 인사들과 달리 조선총

독부의 고위 관료는 식민지 조선이 유럽이나 미주에서 열리는 규모와 같은 수

준의 박람회를 개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최병택, 2020: 192). 당시 조선 총

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의 관점도 이와 같았다. 그는 식민 통치 초기

에 이루어지는 박람회에서 조선의 발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어렵지만, 

그간에 발전의 가능성이 보였다고 보고, 이를 공유, 식민지 발전에 대한 지향

성을 제시하고 발달을 독려하는 장으로서 공진회를 제안하였다103). 여기에, 조

선의 새로운 통치 주체로서 구정(舊政)의 시대였던 조선시대를 비판적으로 바

102) 당시 근대 열강이 국력을 과시하는 메가 이벤트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체육 행위를 통해 
해당 각국이 인종적‧형질적 우수성을 과시하는 장인 올림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각국이 자국의 산
업 발전 수준을 과시하는 장인 박람회였다.

103) 『매일신보』, 1914.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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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작동하였다104). 즉, 공진회는 식민 통치

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동화 정책을 수행하는 일환으로서 기획된 것이다(송인

호 외, 2014: 113). 

이에 따라, 공진회에서 주안점은 그간의 치적에 대한 홍보보다는, 과거 조선

의 모습과 장래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식민 통치의 미래상을 주목하게 하는 

데 놓이게 되었다105). 이에 따라 물산공진회에서는 제1·2진열관, 심세관, 참

고관, 기계관, 미술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신축되었고, 1915년 9월부터 개장

(개회식은 동년 10월 1일)하였다. 전시의 기조는 대개 식민 주체 일본의 통치

의 치적과 일본 물산(物産)의 우월성,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두루 인식하고 이

끄는 존재로서의 식민 권력의 이미지 등을 홍보하는 데 있었다106). 이 밖에 

조선총독부는 가정박람회, 신문기자대회, 조선철도1천리기념축하식, 조선금융

업자대회 등을 물산공진회와 공동 개최, 식민 통치에 의한 근대화·문명화를 

선전하고자 하였다(권태억, 2014: 107). 

4.2.2. 조선물산공진회의 프로그램 구성과 성격 

그렇다면 물산공진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물산공진회의 주된 전시 내용은 총 13부(농업, 척식, 입업, 광업, 수산, 공업, 

입시은사금사업, 교육, 토목 및 교통, 경제, 위생 및 자혜 구제, 경무 및 감옥, 

미술 및 고고 자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식민 통치 

정책의 기조와도 일치한다. 식민 통치의 정책은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의 구축, 

토지조사사업, 한국 농업의 원료 공급지화를 위한 종자 개량 및 농지 확대, 대

규모의 공공 토목 사업, 군사적·경제적 목적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의 정비, 

치안 제도 등으로 대표된다(권태억, 2014: 86-95). 결국 물산공진회의 주요 전

104) 黒田甲子郎(1920), 『元帥寺内伯爵傳』, 元帥寺内伯爵伝記編纂所, 773쪽. (권태억(2014), 106쪽에서 
재인용.)

105) 『매일신보』, 1915. 01. 12.

106)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최병택(2020) 106~133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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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부문은 식민 통치의 하위 부문들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는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 각지는 물론, 일본 본토의 각 지역으로부

터 전시품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구성된 물산공진회의 프로그램은 크게 총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① 조선의 농·수·임·광산업 및 공업을 소개하고(제1호관, 축산관, 담

수 양식 어류 방양지, 농업 분관, 수선관, 기계관, 영림창 특설관, 참고관), ② 

각종 사회 사업 및 정책, 사회 인프라 등을 다루면서 제국의 서구 근대적 시

스템에 동화되어가는 생활양식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제2호관, 철도관, 교

육실습관, 동양척식주식회사 특설관, 박애관), ③ 식민 통치 권력이 재편한 조

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제시하는(심세관, 미술관, 참고 미술관, 고분모형

관) 것이 그것이다. 

상기한 내러티브는 제1호관, 제2호관과 심세관을 통해 가장 중점적으로 전

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07). 그리고 이를 통해,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

부는 조선의 현실을 일본 본토와 비교하고, 그간의 식민 통치기 조선을 어떻

게 진보시켰는지와 관련된 성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시를 통

해 조선총독부가 제시하는 비전과 향후 과업들을 목격하고, 조선이 어떤 식민

지로서 발전할 것인지를 상상하게 하는 것 또한 행사의 또 다른 기획 의도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시 행사는 이 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 근간에는 

근대 박물학적 사고와 전시 복합체의 근간을 구성하는 분류 체계(부(部)-류

(類)-목(目))가 있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근대적 지식은 대상을 동일성과 상이

성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 사고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 같은 사

고 구조는 나열된 대상들 속에서 상호간의 속성(예: 형태, 수, 배치, 크기 등)

을 비교하고 이들로부터 우열을 가리고 주객을 분리해내는 박물학적 시선으로 

나타났다(요시미 슌야, 2004: 30-33).

107) 『매일신보』, 1915.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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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관 (농업부, 육지 면(綿)과 (일본)재래 면의 비교) 제2호관 (경제부, 충청북도 지방 금융조합 관계 출품 내용)

<표 12> 물산공진회의 전시 모습

(출처: 조선총독부 편(1916),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3권.)

박물학적 시선은 식민 통치를 하나의 통로로 하여 조선에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또한 서양으로부터 박람회를 수용하고 개최한 경험이 있었기에, 

물산공진회의 기획도 박물학적 시선과 유리하여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맥락에

서 각 전시관에 배치된 전시물들의 배치는 식민 통치라는 차원에서 재고할 필

요가 있다. 전시장에 배치된 전시물들은, 조선-일본, 구정(舊政)-신정(新政), 우

(優)-열(劣) 등의 이항대립적 관계를 이루며, 관객으로 하여금 비교108)를 유도

하고, 식민 통치의 합리성에 동의하게 하는 장으로 기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치의 합리성에 동의하게 하는 일은, 단순히 기획 의도를 세우는 

것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해당 의도에 적극적으로 복무하

게 하는 기반으로서 경쟁과 평가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 경쟁에는 각 지역의 

물산을 선보이고자 하는 지역 유지와 행정 담당자들이 참가했고, 조선총독은 

이를 평가하였다. 이렇게 수집되고 전시·평가되는 전시품들의 내러티브는, 조

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진보’, ‘식민 통치의 합리성’ 서사로 재의미화하

되어갔다.

지금까지 소개한 물산공진회의 전시 모습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108) 비교의 구체적 양상은 앞서 소개한 주윤정(2003)의 논문 제3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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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관 (교육부, 조선총독부 출품 교육 도표) 참고관 (죽세공품)

심세관 (경기도) 철도관

제2호관 (경제부, 신구 도량형기(度量衡器) 비교 전시) 제2호관 (경무(警務) 및 사옥(司獄) 관련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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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참고관 (고분발굴품) 미술참고관 (일본 본토 황실 의례)

물산공진회는 1915년 9월 11일에 개최되어, 같은 해 10월 31일에 폐회하였

다. 대부분의 전시관은 폐회와 함께 해체되었으나,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 신청

사 준공 이전까지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다. 바로 미술관, 심세

관, 철도관이다.

이들 중 먼저 미술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물산공진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박람회의 성격에 가까웠다. 당시 서구권은 물론, 서양으로부터 영향

을 받는 동시에 서양을 직접 모방하기도 했던 일본에서 미술관은 박람회의 한 

구성 요소이자, 특히 산업의 일환으로 다루어졌다. 서구의 박람회에서는 미술

품을 전시하는 일이 정례화돼 있었고 일본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도 그 예를 

따라 미술품이나 전통 예술품을 다수 전시했다(최병택, 2020: 116에서 인용). 

이 같은 맥락에서, 서구권 박람회의 미술관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의 머리 부분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을 비롯해 당대를 선도하는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기

도 하였다(최병택, 2020: 117-119), 

일본이 서구권의 영향을 통해, 미술을 하나의 산업으로 받아들였던 사실은 

미술 개념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술(美術)이라는 개념어가 일

본에서는 1873년 빈(Wien) 박람회에서 독일어 ‘Kunstgewerb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사또 도신, 2018: 23), 해당 개념이 식산흥업과 관련하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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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회 및 공부성 미술학교 등을 통해 이식·보급되었다는 점(사또 도신, 2018: 

37)은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과 달리, 미술이 공진회의 전시 부문이 된 맥락을 

설명하기도 한다. 미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양이나 일본 본토에서 미술이 하나의 산업의 영역으로 다루어졌던 

것과는 반대로, 물산공진회 미술관 전시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전시가 나타났다. 조선의 미술품 및 고

고 자료들이 미술관에 전시된 것이다. 당대 조선과 일본의 미술가들의 작품 

일부도 전시되었으나(조선총독부, 1916b: 555-559), 그것을 평가하고 전시하는 

주체는 역시 조선총독부였다109). 물산공진회에서 각 도를 통해 출품된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하는 권리와 권위는 기획 주체인 조선총독부에게 있었다. 당시 

조선인 출품 작가는 조선 서화의 전통을 잇고 있던 안중식, 조석진, 중국 유학

파 김규진, 일본 유학파 고희동, 김관호 등이었다. 이들 중 일본 유학파 서양

화가가 참여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향후 논할 조선미술전람회

에서는 식민 주체가 주도하는 아카데미즘이 본격화되는데, 이미 이 당시에 조

선 미술을 대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작가군으로 일본에서 수학한 화가의 작품

을 전시했던 것이다. 더글라스 클림프(Douglas Climp, 1985)가 지적하였듯, 미

술관과 미술사는 하나의 감금제도이자 그 자체가 규율이 되기도 한다(Douglas 

Climp, 1985: 45)110). 

또한 미술관의 고고 자료들로는 한사군 시대(낙랑), 삼국 시대 및 통일신라 

시대(고구려, 신라, 임나일본부),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유물이 전시되었다. 

이는 앞으로 논의할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 구성과 상당히 유사하다. 조선 

민족 역사의 시작을 중국의 속주(屬州)로 설정하고, 고대 임나일본부의 통치를 

거치며, 중세와 근세를 지나 당대에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이어지는 구성을 취

하는 것이다. 민족-국가는 그 자체의 형성을 그 주민을 ‘민족화’하는 과정

109) 『매일신보』, 1915. 01. 12.

110) 토네 베네트(2002), 15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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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로 보존하고 역사화하였다(토니 베네트, 2002: 181). 식민 국가는 조선 

민족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예속되는 과정의 필연성을 전시의 내러티브로 구성

하고, 이를 통해 식민 통치의 역사적 합리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심세관의 경우 정세나 동향을 살핀다(審勢)는 의미를 지닌 전시관이다. 심세

관에서는 조선 각 도에 대한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 정보가 지도, 도표, 사진, 

모형 등의 형태로 전시되었다. 전시의 핵심에는 각 도의 교통, 행정, 산업, 교

육, 위생 등의 개선상에 대한 선전이 자리하고 있었다(김태웅, 2002: 151). 즉, 

식민 통치 이래로 지난 5년 동안 일본이 파악한 조선에 대한 정보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무화한 전시장 내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는 것이었다. 심세

관의 이 같은 전시는 조선에 대한 식민 주체의 장악력과 그 기저에 있는 통치

력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그

간에 어떻게 진보되었는가, 조선 인민의 삶이 일본의 문명화 사업을 통해, 어

떻게 조선시대의 악정과 대비되게 개선되었는가 등을 밝히는 작업이었다. 

푸코의 논의를 활용하자면, 심세관의 전시는 식민 국가에 의한 안전장치의 

확보, 인구의 관리, 식민지의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통계를 통해 설명하고, 

통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111). 통치는 “주민

을 깊이 있게, 섬세하게, 세세하게 관리”(미셸 푸코, 2014: 153)함으로써 나타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시 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모두 상세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진회의 목표를 고려할 때, 당시 전시 내용은, 조선총독부가 

식민 통치를 수행하며 다각도로 인식한 조선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시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식민 통치의 진보성을 기대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철도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미술관이나 심세관과는 정치적 비중이 동일하

111) 토드 헨리(2020)은 이에 대해 당시 관람객들이 대체로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다. 푸코의 권
력 계보학 논의에서 제시되는 통계의 역사를 참고한다면, 이는 통치의 언어로서의 통계가 피통치자 
집단이었던 조선인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이해 불가능한 언어로 읽혔다고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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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당시에 조선 각지에서 철도 착공·개통이 이어지

던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물론 철도 개발은 한일 병합 이전인 진평선(평

양~진남포, 1895 개통), 경인선(노량진~인천 구간, 1899 개통) 등을 신설하면서 

이어져왔다. 식민지 시기에도 철도 개발은 지속되어 경원선, 호남선, 전라선, 

함경선, 경동선, 충북선, 광려선 등이 식민지 시기 동안 착공·개통되었다. 식

민 통지 주체인 조선총독부는 근대적 시설로서의 철도를 홍보하기 위한 장으

로 철도관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철도 용품, 경원선·경의선·경

부선·호남선 모형, 구아(歐亞) 연락 철도 모형, 교량 모형, 통계 자료, 각종 

명승지를 그린 유화(油畫) 등을 전시하였다. 철도관은 물산공진회 폐회 이후에 

교통관으로 바뀌어 운영되는데, 그 기본적인 운영 방향은 이와 대체로 유사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물산공진회는 조선에 대한 식민 주체의 인식과 가치를 표방하는, 일

종의 스펙터클 정치의 장이었다. 물산공진회의 이 같은 성격은 공간의 구성은 

물론, 식민 통치를 긍정하는 전시(展示) 발화(發話), 그리고 조선 총독 데라우

치 마사타케가 조선의 권력 표상 공간인 근정전 어좌에서 공진회의 시종을 주

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행위를 통해 표상되었다. 이 같은 맥락들은 기 드

보르의 지적을 떠올리게 한다. 그에 따르면, 스펙터클은 현 질서의 자화자찬적 

독백이자, 대상에 대한 무기력한 수용을 요구한다(기 드보르, 2004: 20; 26). 한

일 합병 이전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금역에서 관람의 대상으로 바뀐 

경복궁에서 대중이 목격하는 것은 고궁(古宮)의 이미지만이 아닌, 식민 통치를 

긍정하고 기대하는 주체가 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였다.

4.2.3. 조선물산공진회의 공간 구성과 성격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전시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

가? 그리고 그것은 프로그램 및 의도와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었는가? 우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물산공진회장의 조성은 병합 직후 훼철·매각 등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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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정 오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장 평

면도

(출처: 조선총독부 편, 1916, 『시정 5년 기념 조선물

산공진회 보고서』제1권. / 음영 처리 및 전각 강조, 

전각 명칭 표기 = 필자)

경복궁의 공간 구조가 직접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병합 직후에 훼철이나 매각이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었으며, 1914년 당

시 물산공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궁역 내 기존 건축물들이 추가

로 훼철·매각112)되었다. 

이 때 훼철·매각된 경복궁 내 

건축물로는, 동궁(東宮), 자선당(資

善堂), 비현각(丕顯閣), 시강원(侍講

院) 건물을 비롯해 각종 문과 담장 

등이었다(조선총독부, 1916a: 53).  

이들은 부지 정리의 명목으로 매각

되었다(조선총독부, 1916a: 53). 

그리고 전각들이 훼철·매각된 

뒤 들어선 것은, 기존 전각과 시각

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르네상

스 양식 혹은 르네상스 양식과 제

체션(secession) 양식이 혼합된, 서양식 전시관이었다(강상훈, 2006: 11). 이렇게 

만들어진, 당시 물산공진회 당시의 공간 구조는 「시정 오년 기념 조선물산공

진회장 평면도」(<그림 11>) 및 「조선물산공진회장 안내도」(<그림 12>)를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물산공진회 회장의 경계를 살펴보면, 북쪽은 자경전 주변에서 경회루 이북 

지역, 남쪽의 경우 경복궁 서남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실제로 공진회 폐회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시정 오년 기념 조선물산

112) 『매일신보』 , 1914. 07. 07. / 당시 매각된 건물은 흥례문 외 2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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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회 보고서』를 보면, 당시 자경전에서 교태전 뒤를 관통하는 지대 및 경

회루 주변을 경계로 설정하고 있고, 그 이남 지역이 일반에 개방되었다는 설

명이 있다(조선총독부, 1916a: 53). 다만 이 중 자경전 일대는 공진회 사무실 

및 짐 푸는 곳으로 쓰였기 때문에 공진회장의 개방 공간으로 사용되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 공간의 범위를 추정하면, <그림 10>의 

초록색 음영 처리한 부분과 같다. 다만, 남서쪽 옛 마방 자리에는 경관연습소 

숙사(宿舍)로 사용되는 부지(<그림 10> 좌측 하단의 점선 처리한 부분)가 있어, 

이 부분은 개방 공간에서 제외되었다(조선총독부, 1916a: 53).

<그림 12> 조선물산공진회장 안내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 편집 = 논자)

(주요 전각 기준 / ■: 기존 전각 / ■: 신축 전시관 및 기념물 / ■: 오락시설)

그런데 당시 개방 공간을 살펴보면, 비록 많은 전각들이 멸실되기는 하였으

나, 보존된 전각들 중 다수가 개방 공간 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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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별 권역 용도(해당 전각)

근정전(勤政殿)
식장(근정전), 농·수·임업 관련 전시장(동·서·남측 회랑), 수위 

및 소사 사무실(북측 회랑)

사정전(思政殿)

적십자 애국부인회 진열관 및 본회 사무실(사정전), 심사실(천추전), 

경관 사무실(만춘전), 소방 직원 사무실(서측 행랑), 구호반(동측 행

랑), 각도 사무실(부속 익랑), 신문기자실(부속 익랑)

강녕전(康寧殿) 참고미술관(강녕전·경성전·연생전), 심사실(응지당·연길당, 행랑)

교태전(交泰殿) 귀빈관(교태전)

자경전(慈慶殿)
공진회 사무실(자경전), 짐 푸는 곳(자경전 부속 건물), 세관 출장소

(협경당)

기타 내전(內殿)

구역 내 전각
인쇄 및 사진관(흠경각), 관측소 특설관(함원전)

궐내각사(闕內各司) 음식점(수정전), 우체국(선전관청), 협찬회사무실(궐내각사 부속 건물)

<표 13> 물산공진회장 당시 경복궁 내 잔존 전각과 그 용도

(문화재청(2007) 74쪽 표를 일부 발췌 및 보충·재구성한 것임)

존된 전각들은 <그림 10> 및 <그림 11>에서 검은색으로 채색한 부분과 같으

며, 근정전, 경회루, 사정전 일원, 내전(강녕전, 교태전, 자경전 일원), 수정전, 

궐내각사 일부, 선원전 일원, 집옥재 일원, 흥복전 일원, 태원적 권역 일부 등

이 그에 해당한다. 후원에 남은 전각들은 주변 경치의 완람이 가능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추후 조선총독부 신청사 준공 이후 민간에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총독의 별장 공간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개방 공간에 보존된 전각들은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을

까? 이 당시 남아 있던 전각들은 단순히 경복궁 내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존했다기보다는, 공진회 진행에 필요한 목적대로 활용되었다. 그 

내역은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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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慶會樓) 접대장(경회루)

기타

각도 매점(영추문 내 남쪽 전각 1개소 사용, 3개 동은 신축), 순사파

출소(건춘문·영추문 및 사무실 통용문 3개소는 옛 건물 사용, 광화

문 내 파출소 신축)

<표 12>를 보면, 상당수의 기존 전각들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새로운 건축물을 짓지 않고, 기존 전각을 보존하여, 이

들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였을까?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보고서 – 
제1권』(이하 ‘물산공진회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경복궁을 물산

공진회장으로 채택한 배경 중 하나로 옛 궁전과 정원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회장 준비에 드는 비용의 절감은 물론, 관람자가 고적과 함께 유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113). 즉, 공진회장 건물 신축에 따

르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기존 전각의 보존이 주는 독특한 경관 효과

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단순히 미적 쾌감만이 아니라, 일면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1916년 당시 『조선휘보(朝鮮彙報)』에는 “공진회의 회장인 경복궁의 

역사는 (옛 조선왕조 통치의 역사를) 고쳐 돌이켜 보게 하는 면도 있다.”(조

선총독부, 1916a: 53)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즉, 당시 경복궁의 기존 전

각이 보존된 것은, 행사에 소요되는 경제적 문제에서 고려해야 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식민지 조선 고유의 민족적 색채를 드러내어 새로운 통치 주체

인 일본과 대비시키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각 보존을 단순히 물산공진회의 산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전각 보존은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 단계에서 이미 의도되었고, 실제로 

1926년 준공 당시에 실현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논한, 물산공진회장의 공간 구성은 <표 14>와 같다.

113) 위의 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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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통

방향 입구

신축 

전시관
제1호관 심세관

미술관 (폐회 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개관) 기계관

<표 14> 조선물산공진회장의 주요 공간 구성 

(출처: 조선총독부 편(1916),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3권)



- 112 -

기존 전각
근정전 (개/폐회식장) 근정전 회랑 (농·수산업 등 전시)

사정전 (박애관) 수정전 (음식점으로 활용)

오락 및

상업 시설

음악당 도별 매점 (경기도)

연예관 매점 (경회지 인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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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행사명(연도)

공진회
Ÿ 조선농회 주최 조선부업품공진회(1923)

Ÿ 조선축산협회 주최 조선가금공진회(1925)

박람회

Ÿ 조선신문사 주최 조선박람회(1926, 경복궁은 제2회장)

Ÿ 시정 20주년 기념 조선박람회(1929)

Ÿ 조선신문사 주최 조선산업박람회(1935)

전람회
Ÿ 조선통계전람회(1923)

Ÿ 제9~19회 조선미술전람회(1930~1940)

<표 15> 물산공진회 이후 경복궁에서 개최된 공진회·박람회·전람회의 예

4.2.4. 조선물산공진회의 역사적 의미 

토드 헨리(2020)는 물산공진회를, 식민 주체 일본이 조선을 물질적으로 동화

하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로 해석하였다. 그 동화의 기저에는 사물을 나열하고 

비교하는 박물학적 시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전시가 있었다. 그러면서

도 비교의 또 다른 핵심에는 식민 통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게 하는 시간 중

심의 논리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토드 헨리, 2020: 196). 이처럼 물산공진회

라는 거대한 전시 속에서 조선은 그 자체로 주체가 아닌, 제국의 본진에 해당

하는 내지(內地)와 끊임없이 비교되는 대상이었다. 그와 같은 시선 가운데 식

민 주체가 의도하고 요구했던 것은 물질적 진보 수준을 비교하는 가운데 식민

지인 스스로가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 그리고 식민 통치 질서에로의 자

발적 참여였다.

그런데 물산공진회가 경복궁의 역사에서 지닌 의미는 이뿐만이 아니다. 물

산공진회는, 이어지는 장들을 통해서 언급할 향후 경복궁의 공간 구조, 특히 

개방 공간의 영역과 프로그램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는 각

종 공진회, 박람회, 전람회 등의 전시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 물산공진회 이후 

개최된 대표적 전시 행사들을 나열하면 아래의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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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명화 사업에 대한 선전 외에, 물산공진회 전시를 통해 관람객이 

일정한 학습 효과를 얻기를 기대했던, 조선총독부의 구상은 조선 사회에서 성

공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 각지의 유지들을 조직적

으로 관람시킴으로써, 각지에서 문명화 사업이 순조롭게 전개되기를 기대하였

다(토드 헨리, 2020: 201)114). 이를 위해 각 지역 차원에서는 유지들을 중심으

로 협찬회를 조직하고, 물산공진회장에 단체 관람단을 파견하였다115). 이와 함

께 식민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지식 체계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인구 집단인 

학생들의 단체 관람도 이루어졌다116). 

남대문역에 도착한 관람단의 모습 

(출처: 『매일신보』, 1915. 09. 30.)

단체 관람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

(출처: 朝鮮總督府 編(1916), 『始政五年記念朝鮮
物産共進會報告書』 제3권.)

<표 16> 물산공진회 당시 단체 관람객의 모습

당시 관람객들 중에는, 전시에 흥미를 보이거나, 행사의 의도에 맞게 전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좋다’, ‘굉장하다’ 

등과 같이 극히 단순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전시를 표면적으로 

114) 실제로 1915년 9월 13일자 『매일신보』 기사에는, 당시 관람객들의 대화가 실려 있는데, “이번 
시골 돌아가거던 우리가 先發聲야 이번 求景을 有益게 利用야가지 村中 百姓을 指導야 模範
을 지여보세” 등과 같이, 지역의 유지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조선총
독부 차원에서 일반 관람객에게 요구하는 태도 및 시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115) 『매일신보』, 1915. 09. 13. 

116) 『매일신보』, 1915. 09. 09.; 『경성일보』, 1915. 09. 16.; 『부산일보』, 1915.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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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물산공진회 당시 연예관과 기생들의 모습

(출처: 『매일신보』, 1915. 09. 10.)

이해하거나 전시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117). 이는 식민 국

가에 의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으며118), 이들을 인솔하는 교사 

역시 전시의 이해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119).

뿐만 아니라, 당시 관람객들의 관심은 전시물들을 관람하는 것보다는 유희

에 집중되어 있었다. 관람객들은 각종 공연을 보거나120), 각종 놀이시설에서 

시간을 투자했다. 심지어, 물산공진회 행사 종료 3일 전부터 무료입장이 실시

되었다. 무료입장으로, 평소 전반적으로 1만 명 미만에, 많게는 일(日) 기준 1

만 1천 명 정도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던 조선인 관람객이, 폐막 전 사흘 동안

에는 그 수가 일 평균 약 57,571 명에 달했으며, 일본인 관람객의 수도 평소보

다 크게 늘었다121). 이는 조선인과 재조선 일본인을 막론하고, 입장료 등과 같

은 경제적 요소가 수익을 보전하는 수단인 동시에, 관람객 차원에서는 관람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폐막 직전 무료입장 기간 당

시, 당시 연예관에서는 기생 공

연이 개최되었고, 경성협찬회에

서 폐막일까지 매일 추첨 행사

가 진행되었으며, 경회루에서는 

국화 전시가 열렸다122). 이 당

시의 모습을 담은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전시 내

용을 보러 가는 내용보다는, 유

희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 또는 

117) 『매일신보』, 1915. 09. 16.;『매일신보』, 1915. 09. 18.

118) 『경성일보』, 1915. 09. 17. (토드 헨리, 2020: 206에서 재인용)

119) 『경성일보』, 1915. 09. 16. (토드 헨리, 2020: 206-207에서 재인용)

120) 『경성일보』, 1915. 10. 12.

121) 朝鮮總督府 編(1916),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1권, 271-273.

122) 『매일신보』, 1915. 10. 30. (토드 헨리, 2020: 2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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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무렵에 경복궁의 야경과 활기찬 분위기를 보러 가는 사람 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123). 이는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달리, 물산공진회장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웠던 유희의 장소로 인식되거나, 또 다른 도시 경관을 경

험할 수 있는 장소나 여가 공간124) 등으로 인식되던 양상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이후에도 경복궁을 식민 국가의 전시 공간

으로 계속 재편·이용하고자 하였다. 그 기저에는, 조선인을 제국의 시스템 하

에서 규율화된 의식을 가진 신민으로 만드는 장이자, 식민지를 향한 제국의 

문명화 사업을 선전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4.3.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박물관 관람 구역(1915): 식민 통치 

이념의 표상 공간 

4.3.1.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박물관 관람 구역의 설치 배경 

1915년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이하 ‘물산공진회’)가 종료된 뒤, 

같은 해 12월,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이는 물산공진회 당시 미술관

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안들

에서도 나타났던 박물관 설치 계획이 실현되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이왕가 박물관(1909년 ‘제실박물관’으로 개관, 1912

년 개편)과 함께 식민지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개관하였

다. 관광 코스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면서도 이왕가라는 명목으로 민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왕가 박물관과는 달리, 1915년에 개설된 조선총독부 박물

관은 명실공히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주관하여 설립한 박물관이었다(목수현, 

123) 『매일신보』, 1915. 10. 30.

124) 이는 1915년 9월 16일자 『매일신보』 기사에서도 지적된 문제였다.
“且其外에 各 個人으로 多數 每日 公園 散步와 如히 入場 者가 多 此 各 號館의 陳列品을 

參考 比較 硏究에 在치 안이고 餘興場 及 演藝館 等으로 徘徊야 悅耳目기에만 注力 者
가 無非 근 셔방님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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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7).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개관은 단순히 특정 건물만이 아닌 경복궁의 

궁역 일부를 관람 구역으로 편입, 경복궁이 특별한 행사를 넘어 일반에 사실

상 상시 개방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설치는 식민 통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가 식민 통치의 이데올로기를 표상·전달하는 장이

었기 때문이다. 국성하(2003)의 논의와 같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한일 병합 

전후에 걸쳐 지속되어 온 각종 고적 조사 보존 사업의 토대 위에서 설치·운

영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각종 문화재를 보존·발굴·발

견·구입하며, 조선총독부의 직접적 관리 하에 조선사를 재구성하고 이를 전

시함으로써 조선인의 정체성을 재편하는 주체로서 기능하였다(국성하, 2003). 

그런데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1915년 개관 이래로 해방 직전까지 언제나 그 

전시 구성이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조선총독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전시 공간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이 변화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유

동적 실체였다. 이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조선사 및 조선인의 재구성에 대한 

재편은 물론, 총독부 정책의 표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이 같은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박물관 관람 구역의 성격을 해

석·규명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 방법으로, 박물관의 전시 프로그램과 공간 

구조를 분석하되, 해당 요소들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여, 개관 초기(1915~1920

년)와 1921년 이후(1921~1945)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3.2. 1915~1925년 당시의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의 성격 

개관 초기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박물관 관람 구역은 어떤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공간의 구성은 어떠했을까? 물산공진회 폐회 직후 기

사를 보면, “미술관, 심세관, 참고관 등은 다소의 정리를 가하여 현장대로 존

치125)”가 결정된다. 이후, 해당 전시관 및 경복궁 기존 전각 외 전시회장 건

125) 『매일신보』, 1915.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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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박물관 구역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적색 실선 및 청색 점선 재강조 = 논자)

*적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 안쪽이 박물관 구역.

(상) 경성도 (1914년 측도 / 1918년 

수정 측도) (부분)

(축척= 1:25,000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하) 경성도 (1915년 측도 / 1921년 

수정 측도) (부분)

(축척= 1:10,000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표 17> 「조선총독부 박물관 구역도」와 물산공진회 직후 박물관 관람 구역 

물은 다수가 사라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건되어 재활용(영림창 특별관→용산 

사단 구락부 건물, 기계관→서대문 소학교)되거나, 일부 경복궁에 궁역 내에 

존치는 하되 변용(철도관)되었다126). 

이에 따라, 경복궁에 남게 된 전시 공간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재편되어 

126) 『매일신보』, 19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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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개방된 미술관, 물산공진회 당시 철도국 특설 전시관에서 개편되어 철

도국·체신국·토목국의 전시품을 진열한 교통관127), 물산공진회 당시와 마찬

가지로 조선 각지의 현황을 각종 도표, 모형 등을 통해 전시하는 심세관128), 

물산공진회 당시 조선 외 각종 해외 현황을 다루었던 참고관, 향후 조선부업

품공진회(1923)의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제2호관 정도였다. 이 같은 정황은 물

산공진회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인 「조선총독부 박물관 구역도」(<표 

17> 좌측)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 구역도」는, <표 17> 우측의 「경성도」(1918, 1921)와 

비교해볼 때, 1915~1921년 사이를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는 지도로 보인다. 지

도 내에 강녕전 및 교태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지도가 1918년에 

창덕궁 대화재에 따른 복구를 위해 해체되기 이전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음

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도의 기준 시점은 1915~1918년 무렵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총독부 박물관 구역도」에서는 적색 실선으로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

람 구역 범위를, 청색 실선으로 관람 코스를 표현하고 있다. 이 지도에는, 물산

공진회 관련 건물인 심세관, 교통관, 참고관이 나타나며, 당시 신문 기사로는 

확인하기 어렵던 제2호관 또한 보존되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다만, 참고관과 

제2호관은, 관람 코스로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람 코스로 연결된 건물들

이나 기타 관람 구역 밖 건물들이 주황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그 

부지의 윤곽선만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지도 제작 당시, 남아 있는 전

시관과 전각을 그리되, 박물관 관람 구역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공

간은 별도로 채색하거나 동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선총독부 박물관 개관 당시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구성을 본관, 심세관, 교통관, 그리고 기존 전각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129). 

127) 『매일신보』, 1915. 12. 01.

128) 『매일신보』, 1915. 12. 01. 해당 기사에는 “各道의 出品을 如前히 陳列고”라는 내용이 있어, 
물산공진회 당시와 동일하게 전시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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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경복궁에 남은 물산공진회 전시장 일부가 조선총독부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도 심세관의 사례처럼 각 지역의 인구, 행정, 산업, 사회, 경제, 교통 등 각종 

현황에 대한 전시나, 교통관과 같이 철도국, 토목국, 체신국 등 조선총독부의 

기반 시설 및 통신과 관련된 부서의 전시가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으로 남게 

된 것은,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역사·고고학적 전시 경향과는 차이를 보

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물산공진회 전시관들이 개관 초기 당시 조선총독부 박

물관의 전시 코스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개관 당시의 기사에 따르면, 심세관의 경우, 비록 개관 당시에는 교통관(물

산공진회 당시 ‘철도관’)과 함께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130), 

물산공진회 폐회 직후에는 “博物館(박물관)의 府屬館(부속관)으로 保存(보존)

하야 永久(영구)히 其(기) 陳列(진열)을 記念(기념)131)”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들 전시관들이 박물관의 전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심세관은 식민 통치의 성과를 전시하는 동시에, 병

합 이후 최초의 박람회로서 물산공진회를 기념하고자 존치된 것이다. 이는 조

선총독부 박물관이, 식민지의 문명화를 선전하는 식민지 박물관으로서의 성격

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식민지 조선의 민족사적 전개를 식민 

통치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 권태억(2014: 38)의 표현과 같이, “아

시아에서 일본이 백인들을 대신해서 ‘백인의 중하(重荷, white burden)’”를 

지고 단기간 내에 조선을 문명화했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는 공간으로서 박물

관 공간이 기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교통관의 경우, 본래 용산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본래 위치

에 존치132)한 것 외에, 경복궁에 이를 존치하게 된 구체적 맥락을 확인하기는 

129) 『매일신보』, 1915. 12. 01.

130) 『매일신보』, 1915. 12. 01.

131) 『매일신보』, 1915. 11. 04.

132) 『매일신보』, 1915.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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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다만, 이와 관련, 1915년 4월 23일자 『매일신보』 기사에 소개된, 박

물관 건립 계획 당시 조선총독부가 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점을 바탕으

로, 교통관이 철도관으로 존치·변용되게 된 배경을 일부 추정할 수 있다.

총독부에서는 이번 가을의 대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경성에 어떠한 영구적 

조형물을 세워, 사회 교육 일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어, 각종 고려 

중인데, 혹은 박물관을 세워 일반 산업 사상 보급 향상을 돕고자 하며 (…)133)

기사에서는 대례, 즉 다이쇼 천황의 즉위를 기념하는 목적에서 박물관 설치

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물관 구상은 이미 

1915년 이전에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을 통해 도출된 바 있다. 오히려 위 기

사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박물관을 역사박물관의 형태

가 아닌, 사회 교육 기관이자, 산업 사상의 보급 및 향상, 식산흥업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는 장으로서 계획하였다는 것이다. 

식산흥업에 기여하는 장으로서 박물관이 지니는, 이 같은 성격은 일본의 초

기 박물관들과 유사한 면을 지닌다. 메이지 시대에는 박람회 당시 수집된 자

료를 폐회 후 활용한 ‘식산흥업형 박물관’이 생겨났고, 이것은 각 지역의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형태로 활용되었다(가네코 아쓰시, 2009: 24-25). 식산흥

업은 일본 본토에서는 “국가주도 산업정책”을 의미했지만, 식민 지배의 맥

락에서는 “낙후된 식민지의 ‘개발’과 이를 위한 총독부 주도의 산업조사 

및 진흥”과 “식민지에서 ‘개발이 필요한 산업’”, 그리고 개발 사업의 성

공을 위한 유도 작업을 포함하는 것이었다(정준영, 2014: 90-92).

교통관의 전시 내용이기도 했던 교통(및 이에 수반되는 토목)·운수·통신

은 데라우치 총독 통치기 당시 "실업의 진흥, 지방의 개발, 인지의 향상 및 국

133) 『매일신보』, 1915. 04. 23. 본문의 내용은 역자가 현대어역한 것임.
원문: 總督府에셔 今秋의 御大禮 記念기 爲야 京城에 何等 永久的 造營物을 建야 社會敎育의 

一助에 資코  議論이 有야 各種을 考慮中인 惑은 博物館을 設야 一般 産業 思想의 普及 
向上을 助자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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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등으로 보아,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조선총독부, 1935: 141)" 주요 사업

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시정이십오년사(施政二十五年史)』 등의 자료에 따르

면, 해당 분야 사업은 식민 통치기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다. 근린 식민지 운영에서 일본 본토와 대륙을 잇는 중간 지점으로서의 조선

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교통·운수·통신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

어져야 했던 식산흥업 과제였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식민지 개발을 위한 총독부의 조사나 각종 사업들

은 식산흥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고, 그 일련의 작업들을 전

시하고 조선의 진보를 다루고자 했던 심세관 역시 식산흥업과 연관된 공간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물산공진회가 일종의 산업박람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

던 점을 감안하면, 심세관의 전시, 뿐만 아니라 교통관의 전시는 식산흥업과 

다소간의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물산공진회에 설치된 심세관이

나 교통관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부분적으로나마 식산흥업형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관에서 조선의 주요 미술품을 보존하

고 조선사를 식민 통치의 관점에서 재편하여 제시하고 있었다면, 이들은 식산

흥업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통관 및 심세관은 당초의 구상과는 달리, 그다지 오래 존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표 17>에 실린 「경성도」를 보면, 이들 공간은 

더 이상 박물관 관람 구역의 상설 전시관으로서 그 기능을 지속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통관의 경우, 1918년 수정 측도본에서부터 발

견되지 않는다. 이후에 제작된 1921년 수정 측도본에서는 교통관과 심세관 모

두 지도상에 발견되지 않는다. 단, 제2호관, 참고관 등의 건물이 1923년 조선

부업품공진회에서 재사용되었던 점으로 미루어볼 때(<표 18>)), 1921년 수정 

측도본 지도에서 전시관이 사라진 것은, 당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누락시킨 

결과로 보인다. 또한 조선총독부 박물관 소장 문서 자료 중 「조선총독부박물

관개요(朝鮮總督府博物館槪要)」(1921)에 따르면, “총독부박물관 전시품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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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참고관 (물산공진회 당시 제2호관 건물) 제2참고관 (물산공진회 당시 참고관 건물)

<표 18> 조선부업품공진회(1923)의 제1·2참고관으로 활용된 물산공진회 전시관

(출처: 足立丈次郎 編(1924), 『朝鮮副業指針: 朝鮮副業品共進会総覧』, 東光社.)

위와 전시의 방법, 그리고 본관, 근정전, 사정전, 수정전, 본관 후정(後庭) 별

로” 소개하고 있는데(오영찬, 2018: 223), 정작 교통관이나 심세관에 대한 항

목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해당 문서가 작성되었을 1921년에는 

이미 물산공진회 전시관 중 일부가 완전히 해체되었거나, 혹은 더 이상 전시 

공간으로서 기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물산공진회 이후 잔존 전시 공간 외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비롯

한 나머지 공간에서는 개관 초기에 어떤 소장품들을 바탕으로 전시를 진행하

였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내러티브를 제시하였을까?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초기 소장품(1915~1916 상반기)의 내역과 그 성격을 밝힌 오영찬(2020a)에 따

르면, 조선총독부 박물관 유물은 조선주차군사령부 및 병기지창 인계품, 조선

총독부 식민지 조사 부산물, 고적 조사 수집품, 기증품 등으로 유형화된다. 조

선주차군사령부 및 병기지창 인계품의 경우, 대한제국 군대의 유물을 전시함

으로써 일본과 조선의 군사력 차이, 더 나아가 식민 주체의 문명적 진보성의 

규명, 저항 의지의 차단 등을 의도하였다(오영찬, 2020a: 7). 조선총독부 식민

지 조사 부산물의 경우, 조선을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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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나 미술품 외에도 각종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오영찬, 2020a: 7-11). 

고적조사 수집품의 경우, 1902년 및 1909~1914년에 걸쳐 진행된, 세키노 타다

시(関野貞)의 고적 및 고건축 조사 및 학무국 편집과의 한반도 선사시대 및 상

고사 관련 발굴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유물, 유리건판 사진 등이 중심이 되었

다(오영찬, 2002a: 11-14).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조선총독부의 산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소장품의 확보·보존·관리·전시는 조선사의 기원을 

해석하고 재편하고자 했던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기증품의 경우, 당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기증한 회회, 공예, 불교 미술 작품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중에는 

참고 유물로서 중앙아시아 유물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오영찬, 

2020a: 14-20).

그러면 이들 전시품은 어떻게 배치되었을까? 개관 초기인 1915년 당시에는 

1층의 중앙 및 제1·2전시실에 각각 대형 불상, 역사참고품, 도자기를, 2층의 

행랑 및 제3·4전시실에는 각각 석기 및 골각기류, 불상·금속제품·목제품 

등, 서화·금석문·벽화 등이 전시되었다(오영찬, 2018: 228). 

유물의 재질에 따라 전시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 원리로 보이는데, 역사참고

품의 경우, 상당수가 근대 조선이라는 시기로 구분된, 동시대의 각종 유물을 

집합시킨 것이었다(오영찬, 2018: 229-230). 오영찬(2018: 230)은 이 같은 역사

참고품 범주를 도쿄제실박물관 사례를 참고한 결과로 보며, 역사참고품이 동

시대 조선사를 대상화하려는 의도의 산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는, 이는 비교라는 행위를 통해 식민 통치의 진보성을 긍정하게 하는 내러

티브 요소로도 볼 수 있다. 

일본 및 식민지 조선의 초기 근대 박물관은 박람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었다. 물산공진회나, 이후에 개최되는 조선박람회(1929) 등의 사례도 동

일하지만, 일본 본토의 내국권업박람회 등에서는 참고관을 설치하여, 타국의 

물산을 전시하였다. 물산공진회의 경우, 일본의 물산을 주된 참고품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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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가 진행되었다. 다만, ‘참고’가 비교 행위를 내포하는 동시에 박람회에

서는 주로 경쟁자 및 서구권 국가(조선의 경우 주로 일본)를 향했던 것과는 달

리,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참고’의 대상은 다름 아닌 식민 통치 이전의 

조선을 향해 있다는 점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관 초기 당시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현황을 보여주는 

『조선서화고기물목록(朝鮮書畵古器物目錄)』을 참고하면, 이 같은 박람회에서

와 같은 참고의 기능은 교통관에서 근대적 교통·토목·통신 인프라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4). 심세관의 경우, 

식민 주체가 해석한, 그간의 발전상을 비교를 통해 표상하는 공간이었다. 그렇

다면 조선총독부 박물관 본관의 역사참고품이 지니는 ‘참고’의 의미는, 박

물관 관람 구역의 초반부에서 식민 통치에 의한 조선의 진보를 경험하는 전시 

내러티브와는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식민 주체의 시

선에서 식민 통치 이전의 조선사를 해석한 바를 전달하고, 이로써 식민 통치

의 진보성을 긍정하게 하는, 비교의 대상으로 역사참고품 전시물이 활용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18년에는 근정전, 사정전, 만춘전(萬春殿), 천추전(千秋殿)을 고적조사 

물품을 진열하고, 본관 진열실을 재편하였다135). 이로써 경복궁의 전각은 그 

전까지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반 관람을 허용하는 대상을 넘어, 조선사를 재

편하고 전달하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전유되었다136). 뿐만 아니라, 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려 및 유사 이전으로 그 시대를 구분하고, 조선 유물만이 

아니라, 당시 식민 주체의 시선에서 조선의 문명과 밀접하다고 판단한 중국 

134) 『조선서화고기물목록』을 살펴보면, 당시 교통관 전시에는 조선과 관련된 전시품이 주류이기는 
했으나, 구아연락선로(欧亜連絡線路)의 모형이나, 뉴매틱 케이슨(Pneumatic caisson, ニューマチック
ケーソン) 공법 모형 등 당대의 새로운 인프라 및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135) 『매일신보』 1919. 02. 04.

136) 『매일신보』 1919. 12. 12.
한편으로는 이는 협소한 규모의 본관이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에 따른 대안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관한 조사(朝鮮総督府博物館ニ關する調査)」(1924)에 따르면, 2층에 연건평 
192평에 해당하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본관 건물이 협소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朝鮮総督府博
物館ニ關する調査」, 『文化施設状況調査關係雑件』,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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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을 구입하여 진열하기도 했다137). 

박물관에서의 배치는 그 자체로가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며(토니 베네트, 

2002), 시간과 공간을 구획하는 박물관의 전시 구성은 통치 주체의 이데올로기

를 드러내고 관람자 대중으로 하여금 이를 경험하게 한다(캐롤 던컨, 2015). 

역사참고품의 개념과 존재, 또한 역사 전시의 방식 등은 당시 조선총독부 박

물관이 식민 통치의 장으로 기획되고 활용되는 한 차원을 보여주었다.

4.3.3. 1926년 이후의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의 성격 

1921년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학무국으로 이관되는 동시에 학무국 산하에 

고적조사과가 신설되면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조사·연구 사업의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같은 해,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 개편이 이루어졌다. 개관 초

기에 역사나 미술 등의 영역 외에 조선 각지의 지리(심세관)나 식민 국가의 인

프라 사업(교통관)을 다루었던 것과 달리, 1921년에는 전시의 범위가 제도, 풍

속, 문예, 종교, 미술, 공예, 기타 역사의 증징 및 참고가 되는 물품 및 선사시

대의 유물 등으로 좁혀진다138). 앞 절의 <표 17>에서 인용한, 1921년 수정측도

본 「경성도」에서 심세관과 교통관이 완전히 사라진 것 역시 이 같은 개편의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본관의 전시실에서도 그 구성상 변화가 나타난다. 제1

전시실에서는 발굴품을 중심으로 낙랑·대방으로 시작하는, 식민사관에 입각

한 고대 통사를 다루고, 제2·3·4전시실에서는 각각 풍속과 문예, 종교, 미술 

등을 다루었다(오영찬, 2018: 234-235). 이 같은 전시 기조는 1926년 이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926년에는 전시가 재차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출간된 『박물관보』

에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 내용과 함께, 박물관 경영 방침이 확인된다. 

당시 『박물관보』에 실린,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경영 방침은 다음과 같다.

137) 『매일신보』 1919. 02. 04. (오영찬(2020b: 161)에서 재인용.)

138) 朝鮮總督府博物館, 1921, 「朝鮮総督博物館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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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박물관 구역도

(1915~1918 추정)

박물관보 제1호 초판본

(1926)

박물관보 제1호 3판본

(1928)

<표 19>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의 변화 (1915~1928)

(구역의 범위는 붉은 실선, 동선은 푸른 점선으로 표현 / 편집 = 논자)

반도 고래(古來)의 제도·종교·미술·공예 기타 역사의 징증(徵證)과 참

고가 될 만한 것을 모아, 반도 민족의 근원을 찾고, 그 민족성을 밝히며, 특히 

이 땅에 발달해온 공예 미술의 특질을 조사하여 널리 세계에 소개하고, 우수

한 예술품을 진열해 새로운 공예 미술의 발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139)

당시 경영 방침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계획 단계 및 개관 초기에 나타난 

식산흥업적 성격이나 식민지 박람회의 파생적 성격보다는, 사실상 고고학·미

술사·역사학적 요소를 주된 전시 내용으로 하는 박물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침은 1928년 당시 『박물관보』 제1호의 3

판본을 통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재편된 박물관 관람구역을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우선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박물관보』 제1호 1926년 3월 초판본에 실린 

139) 朝鮮總督府博物館, 1926, 『博物館報』, 제1권 제1호(초판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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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도를 보면, 물산공진회 때 설치된 전시관들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 수 있

다. 당시 잔존해 있던 전시관들은 제2호관, 참고관, 심세관이었다. 교통관의 경

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8년을 즈음하여 이미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들 공진회 전시회장은 관람 동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박물관 본관 

및 경복궁 기존 전각 관람만이 동선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박물관보 제1호의 초판본에 실린 안내도는 1926년 8월, 광화문이 이건 

공사가 착수140)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당시 관람 코스는 광화문으로 입장 후, 곧장 조선총독부 박물관 본관 전시 관

람 → 사정전 앞마당 → 수정전 전시 관람 → 경회루 및 경회지(慶會池) → 강

녕전 및 교태전 터 → 조사(鳥舍), 불탑(佛塔) 및 비석(碑石)을 거쳐, 건춘문으

로 퇴장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928년도의 안내도에서도 기본적인 코스는 동일하나, 근정전 융문루(隆文樓) 

및 융무루(隆武樓) 인근을 경계로 하여 관람 구역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준공된 뒤 각 부서가 신청사로 이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물산공진회 당시의 전시관이 이 무렵에는 완

전히 철거 또는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27~1928년 무렵, 조선총독부 

청사 주변에 체육 시설이 조성·완성됨에 따른 결과였다141)(<표 20> 참조). 이

에 따라, 선원전 인근으로 이전된 제2호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시관들은 

모두 경복궁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2호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룰 

조선미술전람회 부분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1928년 당시 안내도에서

는 출입구가 건춘문으로 변경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142). 다만, 안내도와 달

140) 『조선일보』, 1926. 08. 09.

141) 『경성일보』, 1927. 07. 30.; 『경성일보』, 1928. 06. 13.

142) 이는 1927년경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종래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관람객 출입구는 본부의 출입구와 동일하였으나, 9월 6일부터 본부 정면

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꺾어 다시 좌측으로 꺾어 동측 약 2정(丁)의 건춘문을 출입구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従来朝鮮総督府博物館の観覧者出入口は本府の出入口と同一であったが九月六日より本府の
正面に向ひ右に折れ、更に左に折れ東側約二丁の建春門を出入口とすることに変更された)” (『경성일
보』 1927.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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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Tourist Bureau, Keijo(Seoul) (표지의 

지도 부분) 

(1926년 추정,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본)

*원 안의 4개 건물들이 당시 경복궁에 잔존해 있던 

물산공진회 당시 전시관 

「경복궁내배치도」(부분) 

(1929~1939년 추정, 국가기록원 소장본) 

*사각형 부분이 물산공진회 경복궁에 잔존해 있던 

물산공진회 전시관의 입지 

<표 20>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립 이후 물산공진회 전시관 건물의 변화

리 본문에서는 광화문으로 출구를 안내하고 있는데143), 이는 단순 착오이거나 

해당 문서의 출간을 준비하는 동안 동선이 변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926년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의 동선 구조는 일면 박물관과 도

시 공원이 결합된 형태로 경복궁 개방 공간을 재편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

나 이는 조선(인)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식민 권력이 재편한 것을 종합적

으로 집약한 것에 가깝다. 전시 코스대로라면 관람객은 조선총독부 박물관 본

관에 제시된 조선사의 전반적 흐름을 경험한 뒤, 식민 통치 질서 내에서 구시

대의 유적이자 전시관으로 재의미화된 기존 전각을 관람하고(<표 19> 참조), 

본래 경복궁과는 무관한 각종 불교 관련 전시물(불탑, 비석) 등을 보게 된다.

143) 朝鮮總督府博物館, 1926, 『博物館報』, 제1권 제1호(3판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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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박물관 본관 경복궁 기존 전각

공간 (위치) 전시 내용 전각명 전시 내용

제1실 

(1층 중앙홀)
불교 유물

근정전 

(개방 제한)

조선 시대 각종 총포류(동

쪽 회랑), 고려 및 조선 시

대 탑비(塔碑), 석관(石棺), 

석불 및 철불(서쪽 회랑)

제2실 

(1층 동편)

삼국 시대 및 통일신라 시

대144)

제3실 

(1층 서편)
고려 시대 및 조선 시대

제4실 

(2층 서편)
낙랑·대방 시대

사정전 

(개방 제한)
와전류(瓦塼類)

<표 21> 조선총독부 박물관 본관 및 경복궁 기존 전각의 전시 프로그램 (1926년 기준)

(조선총독부, 1926, 『박물관보』 제1호(초판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그림 14>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 배치도(1930년대)

(출처: 조선총독부, 1936, 『博物館略案內』. / 미야자키 료코, 

앞의 책, 252쪽에서 재인용.)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은 일면, 궁궐을 공공의 

공간으로서 개방하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유물의 배치나 

공간들에 부여된 기능을 검

토하면, 이는 결국 식민 통치 

및 내선 동화의 역사적 당위

성을 부여하고, 재편된 역사

를 근대적 지식 체계 속에서 

동의하고 내면화하게 하는 

장으로 기획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26년 개편 당시, 식민 주체의 역사 내러티브는 박물관 전시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그 대강의 내용은 <표 21>과 같다.

144) 이 중 가야에 대한 전시 내용은 임나일본부와 관련하여 편성되었다. 특히, 야마토(大和) 정권이 가
야를 백제와 신라로부터 보호하였으며, 일본 본토와 가야 유물 간의 고고학적 유사성을 통해 가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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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실

(2층 복도)

특수품 진열 

(석기, 토기, 골각기(骨角
器), 석검 및 동검, 고려 시

대 청동거울, 조선 활자) 

천추전 

(개방 제한)
석기(石器)

만춘전 

(개방 제한)
불상류(佛像類)

제6실 

(2층 동편)
서화(書畫) 및 서책(書冊) 수정전

중앙아시아 발굴품, 도자

기, 고창국 고분 출토품, 

와전류(瓦塼類), 의복류, 무

기류 등

<그림 15> 1926년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

의 내부 구조

(출처: 朝鮮總督府博物館, 1928, 『博物館報』, 

제1권 제1호(3판본), 4쪽.)

1926년 개편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

의 본관 제2·3·4전시실에서는 시대별 

전시 구성이 확인된다. 이는 앞서 인용

한 경영 방침에서 언급한, “조선 민족

의 근원”이나 “민족성”을 입증해가

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

은 개념들의 실상은 어디까지나 식민 

권력에 의해 재편된 것일 따름이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제시한 조선사

는 한(漢)의 속지(屬地)에서 출발한다. 

고대에는 일본에 의해 한반도 남부가 

지배되었고(임나일본부), 근대 이전까지

도 송(宋), 원(元) 등 중국의 영향을 받

았다. 이 같은 전시 구성 및 그것을 통

해 발현되는 역사 내러티브는 곧 타율

성의 역사를 실증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한반도의 유물들을 

일본이나 중국의 유물과 비교함으로써 나타났다. 한반도의 유물이 주변국의 

화를 야마토 민족의 특색을 보이는 것으로서 인식하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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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관계 하에 있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전시 방식을 통해 한반도가 지닌 예속

성은 더욱 구체화되었다145). 

이러한 관점은 1922년 당시 고적조사위원이자, 이듬해인 1923년부터 1943년

까지 박물관협의원 및 조선사편수회 등 조선총독부의 역사 재편 및 발신 작업

을 지속적으로 역임한 쿠로이타 카츠미(黒板勝美)가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대해 

개진한 견해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는 박물관이 국민 일반에게 문화적 역사

를 주지하게 하고, 국민 자각을 촉구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며, 전시품을 연

대와 계통을 고려해 진열함으로써 조선 문화의 흔적을 정연하게 알게 하고, 

일본 내지와 중국, 구미(歐美)와 비교함으로써 조선 문화가 어떻게 열등하며, 

조장할 바가 있는지 등을 살피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146). 재편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선의 유물을 주변 국가 유물과의 비교함으로써 조선총

독부 박물관은 조선의 반도성과 타율성을 재현해내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이 같은 전시 구조는 결국 식민 통치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로 귀결된다. 재편된 조선사와 그에 대한 전시는, 조선인이 식민 주체가 

주장하는 반도성과 타율성의 역사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자신의 정체성

을 식민지인으로서 재편해가는, 자기 규율화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1926년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관람 구역은 이후 세부 

구성에 있어 일부 변화를 거치기는 하나, 그 기조와 세부 내용은 대체로 유지

되는 경향을 보인다(박형준, 2016: 62-63)147). 이외에도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이외에 석기시대 인골 특별전시(1934)148), 고대조선관계자료 전람회(1938)149), 

낙랑 고분 출토품 및 고구려 벽화 모사 특별전람회(1942)150) 등 기획 전시가 

145) 小泉顯夫, 1933, ｢朝鮮博物館見學旅日記｣, ドルメン 4, 33~34쪽. (김인덕, 앞의 논문, 240~241쪽에
서 재인용.)

146) 『매일신보』 1922. 03. 21.

147)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 변화상에 대해서는 김인덕(2010)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148) 『조선신문』, 1934. 11. 01.

149) 『조선일보』, 1938. 11. 02.

150) 『매일신보』, 194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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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의 모습

(출처: 朝鮮總督府博物館, 1928, 『博
物館報』, 제1권 제1호(3판본), 5쪽.)

낙랑 고분 출토품 및 고구려 벽화 모사 특별 전람회(1942)

(출처: 『매일신보』, 1942. 11. 28.)

<표 22>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시 모습 

개최되어, 조선사 전반은 물론, 식민 통치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조선 

민족의 기원과 고대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4.3.4.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박물관 관람 구역의 역사적 의미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박물관 관람 구역은 경복궁의 개방 공간에 설치되어, 

박물관 전시 및 전통 건축 및 조경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되었

다. 그러나 경복궁의 개방 공간은 박물관 전시를 중심으로 하여, 식민 주체에 

의해 재편된 조선사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인이 조선사

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정체성을 재편하게 하는 일종의 통치 공간으로서 전유

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관람 구역은 언제나 동일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였다. 

개관 초기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물산공진

회의 미술관을 활용한 본관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한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역사박물관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한편, 물산공진회의 전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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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심세관 및 교통관의 경우, 전시 내용을 유지 및 증보하여 식민 통치 초

기 문명화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동시에, 식산흥업의 이념을 설파하는 장으

로 기능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구성하는 각각의 전시 공간들은 그 기능 차원에서 이

질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본관의 전시 분야 중 하나인 ‘역사참고품’에 

쓰인 개념 ‘참고’의 의미를 동시대 박물관 및 이와 연동되어 있던 박람회에

서의 용례를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다. 즉, 현재의 

식민지 조선의 발전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과거 조선의 모습을 전시품 및 궁궐 

전각을 통해 조망함으로써, 구시대와 현재를 대비하게 하고, 이로써 식민 통치

의 진보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1921년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관람 구역이 축소되어 심세관 및 교통관

이 관람 코스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본관 전시 중심으로 전시 코스가 재

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6년부터는 본관-기존 전각 중심의 전시 구조가 

확립되며, 조선 민족의 근원 및 민족성을 밝힌다는 방침 하에 반도성, 타율성 

등 식민 사관의 관점에 입각하여 재편해낸 조선사를 시대별로 전시하는 형태

가 나타났다. 이는 식민 사관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닌, 유물의 배열을 통해 

이를 관람자에게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오영찬, 2020: 168). 이로써 조

선총독부 박물관 및 관람 구역은 조선사와 조선인의 정체성을 식민 통치의 질

서 속에 재편하는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다.

1920년대를 거치며 발생한 이 같은 변화 이면에는, 조선사를 재편하고 이를 

보급하려는, 식민 권력의 기획이 있었다. 또한 이 기획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 내용이나 구성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었다. 조

선사를 재편하는 작업은 비단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았

다. 박물관 밖에서는 식민 권력 차원에서 조선사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대중

적으로 전파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가 기획·착수한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편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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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1920년대 지상강의(紙上講義) 등을 통해 식

민 주체의 관점에 부합하는 역사의 (재)생산과 보급을 주도한 조선사학회의 작

업, 그리고 1930년대 조선사 편수회의 작업 등이 있었다151). 이는 식민지 조선

에서 나타난 민족적 자기정체성을 식민 통치의 차원에서 재편하고, 동화를 수

행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이는 식민 통치가 지닌 문화적 폭력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였다.

4.4. 1915~1925년 경복궁 재편의 역사적 의미

1915~1925년에는 조선물산공진회가 개최되고, 조선총독부 경복궁 신청사 건

설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경복궁의 공간 구조와 기능에 대폭 변화가 발생

하였다. 

먼저, 공간 구조 차원에서 경복궁의 궁역은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설 예정지 

일대와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이는 조선물산공

진회가 폐회하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1915년 12월에 개관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공간 구조는,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에 따라 외

조(外朝, 궐내 각사), 치조(治朝, 왕과 관료들의 집무 공간), 연조(燕朝, 왕실의 

생활 공간)로 구성된(문화재청, 2007: 34), 경복궁의 전통적 공간 구조를 고려

하지 않고, 식민 통치의 맥락에서 궁역을 재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일 

병합 이래로 훼철·방매되었던 전각들이 일부만을 남기고 경복궁에서 제거되

었다. 남은 전각들은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함께 박물관의 부속 전시실이나 사

무실 등으로 활용되었다.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개방 공간의 재편은 1910년대 

초·중반에 조선총독부 신청사 계획안 다수에서 이미 구상된 사항이기도 했

151) 일본의 조선사 편찬 및 이에 참여한 역사학자들과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정준영, 2016, ｢식민사관의 차질: 조선사학회와 1920년대 식민사학의 제도화｣, 한국사학사학보, 34, 

한국사학회.; 정상우, 2019, 「식민지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경향: 이마니시 류
(今西龍)와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8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정상우, 2017, 「일제 하 일본인 학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通史的 이해」, 『역사와 현
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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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변화상은 경복궁의 상당 부분이 이전 시기, 조선왕조의 법궁이라

는 정체성보다는, 식민지 박물관으로 그 기능이나 장소성이 바뀌어가는 과정

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시기에 변화된 공간 구조는, 향후 조선총독부 신청사 

준공 이후 경복궁 공간 구조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기능 차원에서도 경복궁의 성격은 이 시기에 들어 급격히 변화하였다. 조선

시대 당시, 경복궁은 왕조의 법궁이자, 근방의 육조거리를 포함하여 국가 정치

의 중심지였으며, 임진왜란으로 인한 소실 이후에도 국가의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 경복궁에는 단순히 일반에 개방된 공간으

로서의 성격 이상의 기능적 변화가 나타났다. 물산공진회 당시 경복궁은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 지배를 통해 단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문명화 성과를 내

었는지를 홍보하는 장으로 이용되었다. 경복궁에서 개최된 전시 행사의 이 같

은 성격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조선부업품공진회

(1923), 통계전람회(1923), 가금공진회(1925) 등의 각종 공진회나, 이후 시기에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 및 전람회로도 이어졌다. 

또한 식민 통치 초기 문명화 사업의 선전 공간으로서 물산공진회가 지니고 

있던 성격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개관 초기까지도 지속되었다. 조선물산공진

회의 일부 전시관이 존치되거나 개편되고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의 일

부를 이룸으로써, 조선총독부가 펼친 식산흥업 정책과, 이를 통한 식민지 문명

화 사업이 거둔 성과를 공표하는 장으로 활용된 것이다. 여기에 조선총독부 

박물관 본관은 식민 통치의 차원에서 재편된 조선사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되

었다. 특히 후자의 성격은 문화통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시기와도 상통

하는 1926년 이후에 더욱 두드러졌다. 이로써 조선총독부 박물관은 민족으로

서의 조선인들이 가진 정체성(停滯性), 타율성(他律性) 등을 설파하는 장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시를 통한 민족 동화 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였다. 

1915~1925년의 경복궁 재편은, 단순히 경복궁이 그간 지녀온 전통적 공간 

구조를 파괴하거나 박물관을 신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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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과거사와 동시대적 변화를 식민 통치의 차원에서 재맥락화하고, 그 결과

를 식민지 조선은 물론 대외에 공표하는 장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정체되고 타율적인 조선인은 그간의 구정(舊政)으로부터 벗어나, 

일본 제국의 신정(新政)으로써 문명화된 민족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통치 내러

티브를 표상하고자 하였다. 

다만, 조선에 대한 식민 권력의 평가와 선전이 반드시 경복궁의 전시를 통

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언론이나 정례 보고서인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Korea) 등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식민 통치를 거치며 경복궁이 창건 이래로 가져온 전통적 공간 구

조나 장소성이 일부 무시·파괴·전용되고, 경복궁이 전시를 통한 식민 통치

의 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 시기를 

본격적 기점으로 하여, 경복궁은 “새로운 규율로서의 학문(역사학·생물학·

미술사·인류학) 및 관련 담론(과거·진화·미학·인간)이 서로 연계하여 발전

하고 순환하는 장”(토니 베네트, 2002: 159), 그리고 이를 통해 식민 통치가 

작동하는 장으로써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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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 공간 확장 및 박람회 개최기의 경복궁 

개방 공간 재편 과정 (1926~1936)152)

1915~1925년은 식민 통치 이후 경복궁 공간 및 기능 변화의 저변을 형성하

는 시기였다. 한편, 1926년에서 1936년에 이르는 시기는, 앞선 시기에 나타난 

공간 및 기능 변화가 정착되고, 경복궁이 본격적으로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는, 

식민 국가의 전시 공간으로 그 기능을 확립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경복궁의 변화를 대표하는 사건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 먼저 1926

년 1월에 이루어진 조선총독부 신청사 준공153)은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기본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경복궁의 공간 기준은 근정전 

일대를 가로지르는 형태에 가까운 동서 축을 기준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그 

구성요소는 조선총독부 청사 구역과, 각종 전시 행사의 개최지이자 개방 공간

의 성격을 겸하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 그리고 제한된 수준으로 개

방되던 후원 구역이었다. 이는 앞서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의 공간 구

조 변화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식민 통치의 거점이자 전시 공간의 성격을 지닌 개방 

공간으로서 경복궁의 공간 분할이 이루어지는 변수였다면, 조선박람회(1929),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경복궁에서는 1930년부터 개최),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 설치 계획(1935) 등은 경복궁의 기능, 더 나아가 장소성 변화를 보

여주었다. 이들 행사와 공간은, 경복궁이 당시 경성에서 열리는 주요 관변 전

시 행사들의 개최지이자, 경성에 있던 주요 박물관을 통합하는 거점으로 그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 같은 장소성은 앞선 시기인 

152) 본 장의 내용은 다음 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전가람‧성종상(2021), 「박물관 전시를 활용한 통치의 장으로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 개방 공간의 재

편 과정」. 『서울학연구』, 84, 39-91.

153) 『매일신보』, 1926.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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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1925년에도 형성되고 있었던 것다. 하지만 식민 통치가 20년 이상 지속

되면서 점차 일본 제국 본토와 근접한 형태의 규모나 구성을 지닌 전시 행사

가 나타나고, 박물관 또한 변화하는 식산흥업 정책의 방향을 고려하는 차원에

서 종합됨으로써 이전 시기와는 다소 구별되는 성격을 보이기도 했다. 

5.1. 1926~1936년의 역사적·사회적 상황

▮ 문화 통치의 정착과 군국주의로의 이행

1926년에서 1936년에 이르는 시기는 식민 통치의 기조 측면에서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한 편으로는 문화 통치가 정착해가는 시기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만주사변(1931) 및 만주국 수립(1932)을 거치며 일본 제국이 군국주의적 성격

을 점차 강화해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반에는 문화 통치가 이념 및 정책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

기 시작하였다(토드 헨리, 2020: 50). 그러나 법제적 통치 구조를 일본 본토와 

일치시키고, 교육, 문화를 비롯한 각종 영역에서의 권리를 보장해가는 변화를 

골자로 하는 내지연장주의가 이 시기에 온전히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내

지연장주의의 실현은 ‘시세(時勢)’, ‘민도(民度)‘ 등을 명분 삼아 지연되었

고, 여전히 차별의 구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마고메 다케시, 2008). 식민지 조

선 사회에서 내지연장주의는 사실상 평등을 앞세운 차별로 작동하였다(김신재, 

2016: 208). 

이 같은 사회적 모순은 교육을 비롯한 사회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민

족주의 계열의 사회 운동 차원에서는 조선총독부가 내세운 분열책으로서의 개

량주의에 맞서, 사회주의가 확산되었고,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6·10 만세 운

동(1926)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였다(이명화, 2007: 167-168). 6·10 만세 

운동은 조선의 사회 부조리 자체에 대한 지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

서 제국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154). 이와 함께 당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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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생총연합회(朝鮮學生總聯合會, 1924), 공학회(共學會, 1925) 등을 결성하

고 동맹 휴학을 함으로써 일본의 식민 통치 및 동화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

을 보였다(이명화, 2007: 168). 이 같은 상황에 위기를 느낀 학무국에서는 학교 

교육만이 아닌, 사회 교육 시스템을 강화,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동화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

으나, 1920년대 말에 결국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이명화, 2007: 168-173). 

그러던 중 1931년, 일본 제국 관동군이 대륙 진출의 전진 기지 건설 및 세

계대공황의 위기를 제국주의적 차원에서 돌파하기 위해, 만주 지역을 침공하

고(만주 사변), 이듬해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이는 일본 제국은 물론, 식민지 

조선 통치에 있어서도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조선총독부의 총독으로는 해군 출신 사이토 마코토의 후임으로, 육

군 출신 우가키 카즈시게(宇垣 一成)가 새롭게 부임하였다. 우가키 카즈시게는  

조선 사회의 사상적 혼탁, 경제적 병폐를 타개할 것, 조선이 혼화융합(渾和融

合)하여 자원 개척을 수행할 것, 문화와 경제 양면에서 생활의 안정을 기할 

것, 기강의 진숙(振肅)과 민심의 작흥(作興), 민의의 창달(暢達)을 통한 내선융

화의 촉진을 기할 것 등을 통치 방침으로 삼았다155). 이와 함께 당시 조선 사

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의 근원에 빈농(貧農)들이 있다는 점

을 지적하며, 조선인들의 자체적 농촌 계몽 운동을 탄압하고, 관변 청년 단체

를 활용한 농촌 개량 및 사회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다(이명화, 2007: 176). 

이와 함께 1930년대에는 사회교육이 제도적으로도 강화되었는데, 이는 조선

총독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다. 1932년에는 내무국에 속해 있던 사회

과가 학무국으로 이동하고, 종교과와 합쳐지면서 사회과가 된 것이다(강명숙, 

2020: 331). 이 당시 사회과의 담당 업무에는 사회 교육은 물론, 박물관에 대

154) 6·10만세 운동의 격문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족(朝鮮民族)아! 우리의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讐)는 자본제국주의(資本帝國主義) 일본이다. 이천만 

동포야! 죽엄을 결단(決斷)코 싸우자. 만세, 만세, 만세! 조선독립만세”

155) 朝鮮總督府(1935), 『施政二十五年史』, 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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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장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박물관이 사회 교육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우가키 총독 재임기에는 농공병진(農工竝進) 정책이 중요한 통치 기조

로 작동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산업 관련 부서의 조직도 변화하였다. 

기존에 식산국에 속해 있던 농무과가 농림국으로 분리·신설된 후, 식산국이 

상공(商工), 광산(鑛山), 수산(水産)의 3과로 재편됨으로써, 농업을 전담하는 농

림국, 공업 및 상공업을 담당하는 식산과 체제로 변화하였다(정준영, 2014: 

99-100). 이러한 산업 정책의 변화는, 이후 살펴볼 시정25년 기념 종합박물관 

설치 계획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6년에는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새로운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미나미 지로는 국체명징(國體明徵), 만선일여(滿鮮一如), 교학진작(敎學振作), 

농공병진(農工倂進), 서정쇄신(庶政刷新)을 식민 통치의 정강(政綱)으로 삼았

다156). 이와 함께 사회 교육을 중시하는 기조도 이 시기에 유지되었다. 1936년 

조선총독부 조직 개편에서는 학무국 사회과를 내무국 사회과와 학무국 사회교

육과로 구분하고, 사회교육과가 사회 교육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이명화, 

2007: 182). 또한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박물관 업무를 사회교육과에서 담당

하게 되었다157). 이로써 1930년대에는 사회 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한, 조선인

에 대한 규율 통치가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경성의 근대적 시설 확충과 박물관 등 전시 공간의 확대 설치

1926년에서 1936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경성의 근대적 시설이 관은 물론, 민

간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확충되었다. 먼저, 도시 계획 방면으로는, 1926년에 

경성의 기존 시가 영역을 동서 및 동남부로 확장하고, 한강 이남 일부까지 확

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성도시계획 구획설정서』(1926)가 입안되었다(염복규, 

156) 朝鮮總督府(1935), 『施政三十年史』, 410쪽.

157)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敎育科(1937), 『朝鮮社會敎化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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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6). 경성부 확장 계획은 1920년대 초기부터 논의되어 왔는데158)159), 

1926년에는 동서 및 동남부 확장, 한강 이남 일부 확장을 골자로 하는 『경성

도시계획 구획설정서』(1926) 등의 계획으로 나타났다(염복규, 2016: 126). 

이와 함께 1927년부터 1년간 총 29개의 시내(25개 노선) 및 교외 노선(청량

리, 왕십리, 신당리 등으로 연결되는 4개 노선)을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었

다160). 그러나 공사를 위한 재원 확보 과정에서 경성부가 수익세 징세를 구상

한 데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교외 노선을 없애고, 예정 노선 수를 23

개로 축소한 수정안이 1927년 입안되고, 1928년 재수정을 거쳐 최종 입안되었

다(염복규, 2016: 108-111).

1930년대에는 이 같은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적용되었다. 1931

년에는 경성부 행정 구역 확장을 전제로 한 각종 도로의 부설이 결정되고, 

1933년에는 1개 읍, 8개 면, 68개 리에 이르는 범위로 경성의 행정구역을 확장

할 것이 결정되었다(염복규, 2016: 126-127). 1936년 1월에는 경성부 제1회 시

가지계획위원회를 통해, 경성의 기존 영역에서 약 6km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

에, 한강 이남에서 영등포 지역을 경성부로 편입하는 형태로 시가지를 확장할 

것이 최종 결정되었다(염복규, 2016: 131-132)161)162). 같은 해 5월에는 경성부 

158) 『매일신보』, 1921. 06. 14. 
     “(…)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한번 시험으로 볼진대 경성부의 중심부로부터 일대 

‘콤파스’를 돌게 하려면 동쪽은 숭인면을 출발점으로 하고 점차 남쪽을 향해 여의도 근처를 끼고 
그 다음 고양군 노고산의 서쪽 지형이나 용강면, 연희면 일대의 땅을 돌아가지고 여기에 한 바퀴 둥
글게 일주를 하게 되어 (중략) 이상의 범위 안이 장래 경성부의 범위가 되겠고 지금 시계는 약 2배나 
넘게 확대될 터이라.”(염복규, 2016: 120에서 재인용 및 현대어역 인용.)

159) 酒井謙治郎(1926), 「大京城の将来と地域の如何」, 『朝鮮と建築』, 5(3), 2-7.
    “도시계획계는 부민의 공복으로서 밤낮으로 대사업의 완성에 노력중인데, 그 항목은 구역, 지역, 교통 

및 운수, 구획정리, 위생, 보안, 건축, 사회시설, 재원, 부영화할 경엉사업, 관계법규 등이다. (중략) 그런데 
경성부의 현재 주거 가능 면적은 전 부역의 4할 정도이기 때문에 밀집, 포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렇다면 어디를 편입할 것인가? 북은 북한산, 남은 한강으로 막혀서 동서를 편입할 수밖에 없다. (중략) 대
경성의 장래의 중심은 경성부 신청사(1926년 신축한 서울시 구청사)의 동편이며, 이 중심에서 60분 내에 
도달하는 지점은 동은 숭인면 휘경리의 북단, 서는 연희면 연희리 철도 교차점, 남은 북면사무소, 북은 북
한산으로 (중략) 이 지역은 평균 8할이 상공업, 기타 직업 종사자로 농촌을 벗어나 도회화가 역연하므로 
장래 경성과 공존공영해야 할 지역이다.” (염복규, 2016: 124에서 재인용 및 현대 한국어역 인용.)

160) 岩城信太郎(1926), 「必要已むを得ざる二十五路線, 千七百五十万圓」, 『朝鮮と建築』, 5(7), 朝鮮建築會, 5-8.

161) 이 계획은 이미 1년 전인 1935년에 경성부 도시계획연구회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한강 이북 
지역은 상당 부분 조사가 완료되었고. 영등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매일신보』, 193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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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경성시가지계획평면도(京城市地街計
劃平面圖)」(1936)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도심부는 현상 유지하고, 새로이 

편입된 외곽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안을 골자로, 청량리(주

거 및 일부 공업 지역), 왕십리(주

거 및 중소 공업 지역), 한강리(고

급 주거 지역), 영등포(공업 지역), 

노량진(공업 지역에 대한 배후 주

택지 예정지), 마포 및 용강면((중

소)공업 지역), 연희면 및 신촌리

(주거 지역 및 일부 공업 지역), 은평면(주거 및 풍치 지구)로 구상하였다163). 

조선총독부 청사 (1926) 경성부청 (1926)

은사기념과학관 (1927) 미츠코시 백화점 (1930)

<표 23> 1926~1935년에 준공한 경성의 주요 건축물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162) 「拡張大京城への拡張四月には出現す」, 『朝鮮と建築』(1935), 15(2), 68.

163) 朝鮮總督府(1937), 『京城市街地計劃決定理由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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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26년에서 1936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경성 각지에서는 새로운 시설

들이 준공·개관하면서 경성에 각종 근대 시설들이 확충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표 23>). 관공서로는 조선총독부 경복궁 신청사164) 및 경성부청165)이 각각 

1926년에 준공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은사기념과학관(1927), 상공장려관

(1929), 덕수궁 미술관(1933) 등의 관립 전시 공간이 개관하였고, 당대 상업 공

간이자 전시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녔던 백화점들이 개관하였다. 

은사기념과학관은 일본 천황으로부터 사회 교육 장려를 위한 내탕금(內帑

金) 17만 엔을 하사받아, 1927년 왜성대 구 조선총독부 청사에 설치·개관한 

박물관이다166). 이 박물관은 조선총독부의 교육 자문기관이자 사회 교육 담당 

기관의 하나였던 조선교육회의 경영 하에167), 물리, 화학, 역학, 광학, 천문, 지

리, 기계, 전기, 공학, 채광(採鑛), 야금(冶金), 농업, 수산, 가정, 위생, 무역, 교

통 등 과학·산업·기술 제반 분야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168). 은사

기념과학관은 상설 전시,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통한 실

험·강화(講話)·영화 상영, 단체 강습회 및 단체 관람 등을 진행하였다(국성

하, 2003: 99-106). 은사기념과학관은, 이 장에서 다룰 시정25년 기념 종합박물

관 건립 계획(1935)에서 경복궁으로의 통합·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전시체제기

의 난항 속에서 미완성되었고, 과학관은 기존 위치에서 전시체제기 과학 및 

기술 교육의 장으로 운영되었다.

상공장려관은 본래 조선총독부 상품진열관으로 개관하였다. 이는 1912년 당

시 영락정에 있던 농상공부 청사를 이용하여 개관한 것으로169), 상공업 진흥

을 위한 시설로 마련되었으나, 직물 진열회170), 조선미술전람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는 전시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후 상품진열관은 1929년에 남대문 인근

164) 『매일신보』, 1926. 01. 10.

165) 『매일신보』, 1926. 10. 31.

166) 『매일신보』, 1927. 05. 06.

167) 『매일신보』, 1926. 09. 09.

168) 『매일신보』, 1927. 05. 06.

169) 『매일신보』, 1912. 07. 28.

170) 『부산일보』, 191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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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고, 그 명칭을 조선총독부 상공장려관으로 바꾸었

다171). 상품장려관은 상품 견본 및 참고품의 수집 및 진열, 상품 시판, 상품 

거래 관련 조사 및 소개, 상공품 관려 도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수집·

공람, 상품 의장 및 도안의 조사 및 연구, 조선 내 중요 물산 관련 기술 연구, 

산업 발달 관련 집회 개최, 기타 상품 개량 및 판로 확장 관련 시설 등을 담

당하였다172).

덕수궁 미술관은 조선 미술 작품을 수집·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

는데, 이는 덕수궁 석조전을 상설미술관을 활용, 1933년 설치·개관하였다173). 

덕수궁의 개방은 1931년, 경성도시건설계획연구회에서 도심에 대공원을 설치

하고자 하는 계획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174), 1932년에 이왕직

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원화 및 개방 계획이 발표된다175). 1933년 10월에 개방

된 덕수궁은 공원은 물론, 이왕직에서 주관하는 미술전람회가 진행되는 장소

로 활용되었다176). 이후 1936년에는 석조전 인근에 오늘날의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왕가 미술관이 기공하여, 1938년에 준공·

개관하였다177).

백화점의 경우,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신설 및 신축·확장되고 있었다. 당

시 경성에는 미츠코시(三越, 1930년 신축·확장), 히라타(平田, 1926년 확장 개

관), 초지야(丁字屋, 1929년 증축·확장) 등 일본인 경영주에 의해 운영되는 백

화점과, 조선인이 운영하는 화신(和信) 백화점(1931년 개관) 등이 있었다. 

식민지 시기의 백화점은 휴게실, 레스토랑, 카페, 강연실, 전시실 등 단순한 

판매시설을 넘어 대중적인 문화시설로 인식되었고, 음악회, 미술 전람회 등을 

통해 근대적 신문화를 도입하는 거점으로도 활용되었다(김성태, 2020: 147). 특

171) 『경성일보』, 1929. 10. 25.

172) 『조선총독부 관보』, 1929. 12. 02.

173) 『조선일보』, 1933. 05. 10.

174) 『조선일보』, 1931. 05. 16.; 『조선일보』, 1931. 05. 17.

175) 『동아일보』, 1932. 08. 01.

176) 『동아일보』, 1933. 09. 27.

177) 『동아일보』, 1936. 04. 15.; 『조선일보』, 193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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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백화점이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경성의 전시 공간이 관립이 아닌 사설 차원에서도 확장되어가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전시 행사는 1930년대를 본격적인 시작으로 하여, 1930년대 말과 1940

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178). 특히 전시 체제기에는 조선총독부의 통치 이

념을 반영한 전시가 개최되기도 하였다(김성태, 2020: 148-149). 

당대 백화점의 이 같은 기능과 확장세는, 각종 박람회 및 전람회 행사가 점

차 경복궁에서 상업 중심지로 옮겨가는 양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을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1926년 이후로 경복궁에서 열리는 박람회나 전람회는, 조선

미술전람회를 제외하면, 조선박람회(1929), 조선산업박람회(19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1915년에서 192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공진회 

외에도 각종 전람회들이 경복궁에서 다수 개최되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 도시 공원과 식민 국가의 통치 표상으로서의 경복궁

1926년부터 1935년에 이르는 시기는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에 준공되

고, 경복궁이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는 시기이기도 했다. 봄철 특정 기간에 한

정하여 향원정을 비롯한 후원 구역을 개방하는 행사가 1925년부터 시작하

여179) 점차 확대된 것이다180). 이는 경복궁이 경성 내 전시 공간이자, 사실상 

도시 공원의 역할을 겸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한일 병합 직후를 제외하고, 

1923년 무렵부터 경복궁을 공원으로 개방하는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데181), 1920년대 중·후반기까지도 이 같은 논의가 이어졌다182). 

178) 『동아일보』, 1927. 05. 31.; 『동아일보』, 1933. 04. 23.; 『동아일보』, 1934. 01. 06.; 『조선일보』, 
1934. 02. 02.;『동아일보』, 1934. 05. 08.; 『조선일보』, 1934. 05. 17.; 『조선일보』, 1936. 10. 16.; 
『조선일보』, 1937. 03. 10.; 『조선일보』, 1937. 04. 21.; 『동아일보』, 1937. 11. 09.; 『조선일보』, 
1938. 02. 13.;『동아일보』, 1938. 05. 07.; 『동아일보』, 1938. 09. 11.; 『조선일보』, 1938. 09. 16.; 
『조선일보』, 1938. 10. 23.; 『조선일보』, 1939. 04. 23.; 『동아일보』, 1939. 12. 12.; 『조선일보』, 
1939. 11. 17.; 『조선일보』, 1939. 11. 21.; 『동아일보』, 1940. 02. 28.; 『조선일보』, 1940. 04. 06.

179) 『조선일보』, 1925. 04. 30.

180) 『조선일보』, 1928. 04. 17.; 『조선신문』, 1931. 05. 10.; 『조선일보』, 1935. 04. 11.; 『동아일
보』, 1936. 04. 29.; 『조선일보』, 1937. 04. 25.

181) 『매일신보』, 1923. 11. 13.

182) 『경성일보』, 1925. 05. 14.; 『매일신보』, 1925. 05. 15.; 『조선일보』, 192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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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복궁은 1920년대 중반을 거치며, 특히 1930년대에는 식민 국가의 통

치 표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경복궁은 천장절 행사의 개최지183)로 활용되거

나, 제30회 육군 기념일 행사 장소(1935)로 활용됨으로써 천황제 및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184).

용산 헌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순직 경관 초혼제

(출처: 『매일신보』, 1916. 04. 18.)

근정전에서 열린 순직 경관 초혼제

(출처: 『경성일보』, 1930. 07. 07.)

<표 24> 순직 경관 및 소방 직원 초혼제의 모습

특히 이 시기에 전시 행사를 제외하고 경복궁에서 개최된 행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1926년부터 경복궁에서 개최된 순직 경관 초혼제였다. 이는 

본래 용산 헌병대 사령부185), 남산공원186), 광화문 인근 경찰관 강습소187) 등

지에서 개최되어 오던 것인데, 1926년부터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고정적으로 

진행되었다188)(<표 24>).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경관들은, 조선 치안 유지를 담

당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비적(匪賊)과 맞서 싸우는 존재였다189). 당시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비적은 독립운동 세력이나 사회주의 무장 세력을 의미

하였다(장신, 2011). 이러한 순직 경관 초혼제는 1935년부터는 조선 소방 협회

183) 『조선일보』, 1928. 04. 29.; 『조선일보』, 1929. 04. 29.

184) 『조선일보』, 1935. 03. 08.

185) 『매일신보』, 1916. 04. 18.

186) 『조선일보』, 1923. 05. 20.

187) 『조선일보』, 1924. 06. 14.; 『조선일보』, 1925. 05. 20.

188) 『조선일보』, 1926. 07. 05.

189) 『매일신보』, 1930.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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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합동 초혼제 형태로 진행되었다190). 

경찰관과 소방관이라는, 치안 및 안전과 관련된 집단을 식민 국가가 추모하

는 것은 경복궁이 국가주의적 의례를 수행하는 한 거점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치안이나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은 조선총독부가 사회 교육 등을 통해 

저지하고자 했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비적이 된 사회주의자를 진압하다 사

망한 경관들에 대한 추모는 곧 식민 국가의 통치 이념의 한 지향성을 보여주

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초혼제는 본격적인 전시 체제에 앞서, 일본이 군국

주의적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던 시기에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식민지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주체들에 대한 추모, 그리고 비적 또는 

사회적 혼란이나 위기라는 존재의 설정은, 제국과 식민 국가가 식민지 사회의 

다양한 행위 양태들을 제한하는 것이다. 비록 당시 신문 기사 등에서도 전면

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경관이나 소방관의 존재 및 임무는 아군과 적, 위

기와 안전 등의 대립적 의미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

5.2. 시정 20년 기념 조선박람회(1929): 문명화의 선전과 문화적·

경제적 지방화의 표상 공간 

5.2.1. 시정 20년 기념 조선박람회의 개최 배경 

시정 20년 기념 조선박람회(1929, 이하 ‘조선박람회’)는 조선부업품공진회

(1923)와 함께, 1920년대에 경복궁에서 개최된 거대 전시 행사였다. 그런데 이 

행사는 물산공진회와는 달리, 조선총독부 단독으로 기획한 행사가 아니었다. 

조선박람회는 경성상업회의소, 조선공업협회를 비롯한 재조 일본인 상공업자 

집단과 유력자, 조선총독부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합하여 기획해낸 

190) 『조선일보』, 1934.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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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였다(최병택, 186-193). 

그 배경에는 조선총독부의 재정난이 있었다. 본래 조선박람회는 시정 15주

년에 개최할 것을 염두에 둔 행사였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1929년으로 미루어

지고, 개최 준비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 본토의 상공업자, 지역 유지, 지방 정

부 등으로부터 개최 및 전시장 건축을 위한 각종 후원을 받게 되었다(토드 헨

리, 2020: 214-217). 이에 따라, 조선박람회는 단순히 식민 국가의 문명화 사업

의 치적을 알리거나, 식민 국가의 통치성을 드러내는 성격만이 아니라, 일본인

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투자 열망을 적극적으로 표상하는 행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일본인 상공업자들이나 유력자들은 박람회로 인

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고, 조선총독부는 ‘시정 20년 기념’이라는 슬로건

이 표현하듯, 조선의 물산과 생산성을 널리 알리고191), 이를 통해 그간의 치적

을 홍보하고자 했다192).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산업 교육의 장으로 박람회

를 활용함으로써 식민지 조선 사회의 의식의 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193). 

5.2.2. 시정 20년 기념 조선박람회 프로그램 구성의 성격 

조선박람회는 단순한 관변 행사가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획된 만큼, 전시관의 구성에서도 물산공진회 당시와 차이가 나는 면이 있었

다. 먼저 조선총독부가 사실상의 기획 주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직영관(산

업남관, 산업북관, 쌀의 관, 사회경제관, 미술공예교육관, 심세관, 교통토목건축

관, 사법경무위생관, 기계전기관, 참고관, 내지관, 수족관, 활동사진관, 육군관, 

해군관, 미터관, 축산관, 산의 관 등), 조선 각도 및 일본 각 부현(府縣)의 물산

을 전시하는 지역 특설관, 조선 외 일본 제국 내 식민지 전시관(홋카이도, 대

만, 만몽, 가라후토), 기업 특설관(미츠비시, 미츠이, 스미토모, 조선농회, 조선

191) 『경성일보』, 1921. 05. 06.
   본래 조선박람회는 시정 15주년에 즈음하여 열릴 예정인 행사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재정난으로 1929

년으로 개최가 미루어지게 되었다(토드 헨리, 2020: 213).

192) 「朝鮮博覽會に就て」, 『朝鮮』, 173(1929. 10.), 

193) 『경성일보』, 1921.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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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회, 조선잠사회, 조선축산회, 신문사 등), 경성협찬회 주관 각종 위락 시설

(만국거리, 연예관, 야외연예관, 어린이 나라, 음식점, 매점 등), 이외에 모범주

택, 제철소관, 철도관 등의 시설들이 있었다.

다만 전시 내러티브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물산공진회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상당수 전시관들이 여전히 조선총독부의 문명화 사업의 성

과를 표상하는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다방면에서 

조선이 진보하고 있음을, 그리고 조선인의 산업은 물론, 일상의 삶에 이르기까

지 통치성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 같은 

전시 내러티브 속에서 조선은 여전히 식민 통치의 질서를 통해 진보하는 존재

로 그려졌다(최병택, 202-209).

전시관 중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판단되는 것

은 역시 박람회 직영관들이다194). 산업관에서는 조선의 각종 농수산업 및 임

업(산업남관)과 각종 공업(산업북관)의 생산품과 해당 산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모형을 비롯한 여러 시각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쌀의 관(米ノ館)

은 당시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각종 개량·개간 사업의 성과를 증명하고자 하

는 의도의 산물이었다(김영희, 2007: 229). 산의 관의 경우, 당시 조선총독부 

산림 관련 사업과 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사회경제관은 물산공

진회 당시와 유사하게, 조선총독부의 사회·경제 정책 현황과 성과를 홍보하

는 동시에, 조선생명보험회사, 조선화재보험회사 등에서 출품한, 유복한 조선 

가정의 모습을 표현한 모형, 조선식산은행에서 출품한, 발전한 조선 산업의 상

을 보여주는 디오라마 등이 함께 전시되었다. 사회경제관과 유사한 직영 전시

관으로 사회경무위생관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식민 통치 전후의 재판 

모습을 재현한 모형, 서대문형무소 모형, 각종 감염병 및 기생충, 결핵 등과 

관련된 위생 문제에 대한 식민 통치 이후 개선 상황을 전시하였다. 심세관 역

194) 전시관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1929)의 『조선박람회 기념 사진첩(朝鮮博覧会記念写
真帖)』의 해설과 전시 현황 사진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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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물산공진회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진, 통계, 도표, 모형, 디오라마 등을 

통해 조선 각도의 물산을 비롯한 각종 자연·인문 지리적 차원에서의 발전 현

황을 보여주었다. 미술공예교육관은 각종 미술품 및 공예품, 서화를 전시하는 

동시에, 조선 및 일본 본토의 교육 현황을 보여주었다. 교통토목건축관은 당시 

사회의 물적 인프라에 해당하는 전화, 체신, 도로, 항만, 철도와 관련된 각종 

홍보 자료, 그리고 각종 건축 자재와 도구, 토목 사업 관련 모형 등을 전시하

였다. 전기 기계관에서는 경성전기주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전기 회사, 각종 기

계 회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전기 및 기계 설비를 전시 및 실연(實演)하였다. 

한편, 같은 직영관이라고 하더라도, 조선 내부의 진보에 초점을 맞추었던 앞

의 전시관들과는 달리, 내지관과 참고관은 보다 뚜렷하게 조선인이 외부와의 

비교의 시선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내지관에서는 일본의 28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출품한 전시물을 전시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는, 물산공진

회 당시에도 그러하였듯 일본 본토는 조선이 도달해야 하는 하나의 미래상이

자, 비교의 대상이었다. 참고관의 경우, 일본 각지의 공공기관 및 각종 회사, 

일본의 미크로네시아 지역 식민지 관할청인 남양청(南洋廳), 프랑스나 벨기에 

등 서구권 국가 등에서 출품한 각종 자료가 전시되었다. 

이 외에 육군관, 해군관에서는 각종 무기와 의복 실물, 각종 모형 등을 활용

하여 제국의 군사력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미터관의 경우, 미터법을 선전하고 

보급하기 위해 기획·활용되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전시관들이 설치되어 식

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발전상과 미래를 다루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박람회의 전시관은 조선총독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식민 주체의 입장에서 판단한 병합 이후 사회 발전상과 전망을 수용

하게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제국과 그 밖의 세계

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조선인이 동화 이념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조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개최 배경에 대해 논

한 바와 같이, 조선박람회는 일본 본토의 자본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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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북관 (광업 부문 전시) 산업남관 (농림수산업 부문 전시)

사법경무위생관 (두창(痘瘡) 관련 전시) 미술공예교육관 (도서관 관련 전시)

심세관 (황해도 부분) 교통토목건축관 (한강 개수 모형)

<표 25> 조선박람회(1929) 당시 전시 모습

(출처: 조선총독부 편(1930),『朝鮮博覧会記念写真帖』.)

일본 제국의 전반적 면모를 보여주는 기획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조선이 제

국 내에서 경제적․문화적으로 지방화되는 양상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한, 조선박람회 전시의 모습은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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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관 전시 만몽관 전시

 

박람회 직영관 외에도, 조선 및 일본 각지에서 준비하여 기획한 지역별 특

설관, 경성 협찬회 주관 위락 시설 등은 당시 식민지 조선은 물론, 일본 본토

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자본주의적 투자와 지역별 경쟁을 수행하는 장, 

다채로운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장으로서 박람회의 성격을 보여준다. 특히, 각 

지역의 참여와 경쟁은, 물산공진회 당시와 유사하게, 통치의 장으로서 박람회

장이 제시하는 거대한 식민 국가 내러티브 속에서 제국의 한 지방으로서의 조

선과 각 지방의 발전․진보 서사를 구성하는 일부로 기능하였다. 

또한 조선박람회는 일본 제국을 경복궁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집약적으로 체

험할 수 있는 장으로도 기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더 살펴볼 

만한 대상은 바로 일본 제국의 각 식민지를 보여주는 전시관들이다. 이들 전시

관은 홋카이도청(홋카이도관), 관동청(關東廳, 만몽관), 대만총독부(대만관), 가라

후토청(樺太廳, 가라후토관) 등 각 식민지의 관할 통치 기관에 의해 경영되었으

며, 전시관 안에 각지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대만관과 

만몽관, 가라후토관 등은 각각 순 대만식, 몽골의 특산, 문화 풍속을 재현하는 

것을 표방하는 동시에 각지의 정서를 그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의도되었다(洪

承耉, 1929: 26-27)195)196). 다만, 홋카이도관은 이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인

195) 다만, 염복규(2018: 149)는 이들 공간을 “지역색이라기보다 이국적 풍경, 관람객을 모으기 위한 이
색적 볼거리의 측면이 강했다”고 논하고 있다. 

196) 당시 대만관에 대한 경험은 아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하세봉(2004), 「식민지권력의 두 가지 얼굴: 조선박람회(1929년)와 대만박람회(1935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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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홋카이도는 이미 에도 막부 말엽에 직할령이 된 뒤,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

신 이후에 개척사(開拓使)를 설치하는 등의 식민지화 작업이 진행되어, 개척의 

성과를 과시하는 도표, 사진, 상품 전시 등이 주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민지 특설관은 인접한 시기 일본 본토의 박람회에서도 관찰되는 것

으이기도 했다. 1922년 개최된 평화기념도쿄박람회에서도 조선관을 비롯한 식

민지 특설관들이 설치되었다(<표 26>). 이는 인접한 시기 일본 본토에서 개최

되던 박람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조선박람회는, 

조선에서 열린 박람회가 제국 본토의 전시회와 유사하게 제국 전체를 압축적

으로 경험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어가는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식민지 참고관(조선관, 만몽관, 가라후토관, 

홋카이도관)의 모습

(도쿄도립도서관 소장본)

조선관의 모습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본)

<표 26> 평화기념도쿄박람회(1922)의 식민지 특설관

지금까지 논의한 조선박람회의 구성 요소들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나 민족

으로서의 조선(인) 개념이 아닌, 제국의 한 지방으로서 조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요소는, 조선박람회가 조선 자체

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세계를 식민주의의 시선 속에서 재편·재현하고, 그 

속에서 식민지 조선 사회의 끊임없는 비교와 동조를 요청하는 스펙터클 행사

『역사와경계』 51, 부산경남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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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끝으로, 조선박람회 당시 기업 특설관에는 조선인을 주축으로 한 민간 기업

의 참여는 없고, 조선수산회, 조선농회, 조선축산회, 조선잠사회 등 관제 조직

이 조선을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일본 기업의 경우, 미츠이(三井), 미츠비시(三

菱), 스미토모(住友) 등의 기업의 특설관이 개설되어 있었다. 이밖에 신문사들

의 특설관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물산공진회 당시와 달리, 각종 기업 특설관들이 다수 설치된 정황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물론, 일본 본토에서도 참여가 이루어진 박람회였던 특성상,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산업을 홍보하는 의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앞서 언급했듯 조선인 참여 주체와 일본인 참여 주체의 성격의 차이를 고

려할 때,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상공업계의 개입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조

선박람회장은 사실상 조선총독부와 일본 본토의 대형 자본의 이해관계가 결합

한 상태에서, 일본 거대 자본이 조선 사회로 유입되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작

동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5.2.3. 시정 20년 기념 조선박람회 공간 구성의 성격 

조선박람회 당시 전시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그것은 조선박람회

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가? 조선박람회는 물산공진회와 비교하면 그 규모나 

공간 구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선박람회는 조선총독부 신청사 뒤쪽부

터 경무대에 이르는 넓은 공간을 사용하였다(<표 27>). 평소에 일반 출입이 제

한되던 후원 권역은 물론이고, 경무대까지 확장된 것이다. 경무대와의 연결은 

당시에 궁장 너머로 가교(架橋)를 설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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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박람회장 배치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 굵은 실선 및 점선 강조 = 필자)

*점선은 당시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 굵은 실선은 

박물관 구역과 조선박람회장을 포함한 전체 개방구역임.

조선박람회 조감도 (부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본)

<표 27> 조선박람회(1929) 당시의 개방 공간

조선박람회의 동선은, 동십자각을 지나 동편 궁장에 이건된 광화문으로 입

장하여 경회루를 마주보고 관람을 시작한 뒤, 후원 지역을 지나 신무문으로 

퇴장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물산공진회 당시와 비교되는, 이 같은 동선

은 기본적으로 당시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의 남쪽에 입지하고 있던 상

황에서, 보안 차원에서, 조선총독부 청사를 경유하여 입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

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과거와 미래를 대조적으로 조망하도록 고안한 박람회 

직영 전시관들은 동선상, 각종 기업의 특설관이나 위락시설에 앞서 배치되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조선에서 제국의 영역으로 시선과 체험의 범위를 

옮겨가며, 물질적·이념적 동화를 요청하는 구도로 보인다. 

그런데 조선박람회에서 동선이나 공간 구조 못지않게 특징적인 것은 건축물

들이었다. 건축물들은 각각이 박람회의 경험 요소이자, 동선 구조와 합쳐져 독

특한 내러티브를 형성하기도 했다. 박람회 직영 전시관들 중 전시 초입의, 광

화문-경회루 간 축선을 따라 지어진 전시관들은 모두 조선 양식으로 건축되었

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각종 전시관은 상당수가 모더니즘 양식이나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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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직영 전시관

(조선 양식)

산업남관 교육미술공예관

심세관 사회경제관

<표 28> 조선박람회장의 공간 구성

(출처: 조선총독부 편(1930),『朝鮮博覧会記念写真帖』.)

식 건축 양식과의 혼합을 시도한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이는 조선 각지의 도

별 특설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모더니즘적인 분

위기의 외관을 갖춘 전시관을 선택하였다. 물산공진회 당시, 구정(舊政)과 신

정(新政)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서양의 건물을 모방한 전시관들과 경복궁의 기

존 전각들을 병치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밖에, 지역 특설관 일부, 만몽관, 대만관 등에서는 각 지역이나 식민지의 

대표적 경관 요소를 재현·활용한 전시관이 등장197)하기도 했으며, 유희 공간

으로 외국인의 각종 공연을 볼 수 있는 만국가(萬國街)가 설치되면서 조선박람

회는 제국 안의 조선을 넘어, 조선 밖의 세계, 제국 일본과 그 주변 세계를 압

축적으로 표상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은 <표 28>과 같다.

197) 일본 제국의 식민지를 다루는 특설관 중에는 오늘날의 사할린 남부 일본령 지역을 다루는 가라후
토(樺太)관도 있었으나,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모더니즘 형태로 지어져 있다. 대신 내부에 해
당 지역 원주민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전시물들을 배치하였다. 아마도 수혈 주거(竪穴住居) 방식에 나
무껍질 등을 활용해 집을 짓는 방식을 전시관의 형태로 재현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거나, 사할린 원주
민의 가옥 형태가 제국 내 내지와 식민지들을 비교하고 통치 성과를 과시하는 박람회의 성격에 부합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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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직영 전시관

(조선 양식 외)

사법위생경무관 교통토목건축관

참고관 내지관

조선 지역

특설 전시관

경기도관 

(모더니즘)

경상북도관 

(모더니즘)

평안남도관 

(조선 건축 재현)

평안북도관 

(모더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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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

특설 전시관

나가사키관 

(모더니즘)

도쿄관 

(모더니즘)

나라관

(지역 경관 요소 재현)

시가관 

(지역 경관 요소 재현)

제국 내 

타 식민지

특설 전시관 및

만국가

만몽관 

(지역 전통 건축 양식 재현)

대만관 

(지역 전통 건축 양식 재현)

가라후토관 

(모더니즘)

홋카이도관 (모더니즘) 만국가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먼저, 관람 동선 초입에 배치된 

조선총독부 직영 전시관이 조선 양식으로 디자인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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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이나 식민지의 대표적 경관 요소를 재현한 디자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이는 단순히 디자인 양식 문제만이 아닌, 박람회장으로서 변용된 경복궁

의 개방 공간의 성격과 정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질문이 될 것이다.

우선 조선 양식으로 디자인된 직영 전시관 일부는, 궁장 동측에 이건된 광

화문으로 진입했을 때 정면에 마주하게 되는 경회루 등 경복궁의 기존 경관과

의 조화를 의도한 것198)인 동시에, “조선 문화의 축도(縮圖)199)”로서 기획되

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이 같은 의도는 다소 표면적인 인상을 준다. 물산

공진회 당시에는 조선 양식의 전시관은 기존의 전각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신

축하지 않고 양식 전시관만을 짓던 사례와 상충하는 까닭이다. 기존 전각과의 

조화 이상으로, 식민 주체가 조선 양식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 있지는 않을까? 

토드 헨리(2020: 219)는 이와 관련, 한반도와 그곳 주민들이 제국에 종속된 

동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목적이 표상된 것으로 보았

다. 한편, 김제정(2013)은, 조선박람회에 나타난 조선 양식이 당시 조선 사회에 

토착화된 조선총독부 관료들이 조선의 발전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

타난 시도라고 보았다. 즉, 제국 내에서 조선을 완전히 내지화되고 평면화된 

식민지가 아닌, 하나의 색채를 가진 식민지로 이해하는 시각이 박람회를 담당

하는 관료들의 시각 속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지영(2013)·염복규

(2018)의 논의와 같이, 조선박람회에 나타난 조선 양식의 건물들은 조선이 독

립된 민족의 개념이 아닌, 제국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 존재하는 차원에서 조

선의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표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제국의 한 지방이자 

식민지를 경영하는 조선총독부의 직영 전시관은 전람회 동선의 최전선에 배치

되어 조선 양식을 표방하면서 조선이라는 민족의 의미를, 열패함에서 제국의 

한 지방으로 격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선박람회

는 조선인이나 조선총독부 관료만의 행사가 아닌, 일본 본토나 그 밖의 세계

198) 朝鮮博覽會事務局, 1929, 數字ニ現ハレタル朝鮮.
199) 「博覧会彙報」, 『朝鮮』, 1929, 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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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염두에 둔 행사였다. 따라서 조선박람회는 관광의 한 대상이 되기도 하였

다. 따라서 조선 양식의 건축물이 조선이라는 이국 취향을 드러내는,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적 요소로서 고안되거나 독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박람회 당시 조선과 일본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설관들은 그 디자인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은, 각자의 독특한 

지역색을 드러낸 것, 지역색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모던풍’, 딱히 해당 지

역의 지역색이라기보다 다소 막연한 ‘이국풍’의 세 가지이다(염복규, 2018: 

145)200). 이 중 지역색, 즉 지역의 대표적 경관 요소에 주목한 디자인의 경우, 

각지의 관광 홍보 전략으로서 디자인된 성격이 강하다(염복규, 2018: 149-154). 

조선의 지역색을 드러낸 전시관들을 포함하여, 각지를 대표하는 지역 특설

관들은 경복궁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제국의 축소판을 걷는 듯한 효과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일본 제국 내 조선 외 식민지들을 전시한 

공간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더욱 뚜렷하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람회의 

설계자들은 물질적 동화에 내포된 다민족적인 본성을 형상화하기 위해 미학적

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외관의 전시관들을 마련하여 제국의 일원인 다

른 지역들을 재현했다(토드 헨리, 2020: 221).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공간 구성은, 인접한 시기 일본 본토에서 나타난 

박람회장 건축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다. 먼저 제국 내 식민지 특설관의 경우, 

그 지역의 향토색이 모방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배치되었다. 앞서 언급한, 평화

기념도쿄박람회(1922)의 사례나, 그보다 앞서 개최된 도쿄 다이쇼 박람회

(1914), 대례 기념 국산 진흥 도쿄 박람회(1928) 등의 사례에서 조선관, 만몽관 

등의 전시관이 각 지역의 향토색을 모방한 형태로 나타났다(<표 29>).

200) 전시관 중에서 모더니즘 양식으로 디자인된 특설관은 다음과 같다.
     ∘조선: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조선농회, 조선수산회, 조선축산회
     ∘내지: 나고야, 도쿄, 홋카이도, 오사카, 사할린
     ∘기업: 미츠비시, 미츠이, 쓰미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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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어대전 봉축 나고야 박람회 조감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본)

우측의 ‘田’ 자 형태 전시관의 우측 및 전면부를 감

아 도는 형태의 노선이 아동 열차

<그림 18> 대례 기념 국산 진흥 도쿄 박람회장의 

어린이 나라 (도쿄도립박물관 소장본)

도쿄 다이쇼 박람회의 식민지 특설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본)

대례 기념 국산 진흥 도쿄 박람회의 조선관

(도쿄도립도서관 소장본)

<표 29> 도쿄 다이쇼 박람회(1914) 및 대례 기념 국산 진흥 도쿄 박람회(1928)의 

식민지 특설관 모습

  어린이 놀이 공간 또한 제국 본

토 박람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였다. 쇼와 천황의 즉위를 기

념하며 개최된, 대례 기념 국산 진

흥 도쿄 박람회(1928)나 어대전 봉

축 나고야 박람회(1928)의 경우, 어

린이 나라가 설치되거나 아동 열차

가 설치되었다(<그림 17>, <그림 

18>). 이는 조선박람회가 일본 본

토의 박람회와 유사한 형태로 기

획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조선이 일본 본토에 준하는 

형태의 박람회를 개최할 정도의 

문명화, 진보를 이루었다는, 행사 

기획자들의 의식과도 일정 부분 

연관될 것이다.

박람회 직영관 일부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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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고건축의 재현 외에도, 조선 건축 그 자체였던 근정전, 경회루, 함화당 

및 집경당, 향원정 등의 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조선적 취향을 느낄 수 있

는 공간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정전의 경우, 이 당시 조선총독부 박

물관의 관람 구역이 아닌201), 조선박람회장의 영역으로 편입, 개회 및 폐회 식

장으로 활용되었다. 경회루는 경회지 서편에 접대소가 신설되고, 경회루 자체

는 휴식소로 활용되었다. 함화당과 집경당의 경우, 귀빈관으로 활용되었다. 향

원정은 귀빈관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일반 관람객들이 집옥재 

인근에서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이 들어서 있었다. 

5.2.4. 시정 20년 기념 조선박람회의 역사적 의미 

조선박람회는 식민 주체가 조선 통치의 성과를 드러내고, 과거와 현재, 그리

고 일본 본토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조선의 현 위치를 비교하게 한다는 점에

서 물산공진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체험과 비교의 범위가 물산공

진회의 그것보다 더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물산공진회 당시 전시 대상이 조선-일본으로 주로 설정되었던 것과 달리, 

조선박람회에서는 홋카이도, 대만, 만몽, 가라후토, 더 나아가 남양에 이르기까

지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다. 문명화 사업에 따른 조선의 변화상과, 일본 본

토와의 대비, 제국 내 각 식민지와의 비교 등은 조선을 일본 제국의 한 지방

으로 표상하고 인식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렇듯 조선박람회는 제국의 가치관과 시선을 내면화하는 또 하나의 스펙터

클이었다. 그와 같은 속성의 이면에는 육영수(2020: 142)의 지적과 같이, “전

통과 근대, 야만과 문명, 미신과 과학, 전염병과 위생 등”의 이분법적 사고방

식 속에서 세계를 인식하게 하고, 조선인이 “제국적 시민”으로 재맥락화하

는 과정이 작동하고 있었다.

조선박람회 당시에 제국의 일원으로서, 동화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

201) 『조선총독부 관보』, 192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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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실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조선 지역 특설관을 건립·운영함에 있

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역이 있기도 하였는가 하면202), 전시에 대

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관람객도 있었다203).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선박람회는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관람이

나, 그것을 통한 학습, 동화, 제국의 문명화 사업에 대한 긍정 등을 성공적으

로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먼저, 조선박람회는 조선 각지의 주민들이 동원되

는 행사였다. 조선인들은 1929년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한 박람회 행사의 재

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자 거액204)의 여비와 입장료를 마련해야 했고, 경제

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거나 저당을 잡혀가며205) 경제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발적 관람을 통한 학습보다는, 오히려 

지역 유지들206)207)이 주민을 강권하는 모습이 각지에서 나타났다. 이 같은 문

제에 대해 당시 신문과 잡지에서는 식민지 조선이 제국 본토에 의해 착취당하

는, 제국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자본주의적 모순을 지적하고, 조선박람회가 사

202) 洪承耉(1929), 朝鮮博覽會便覽, 31. (염복규, 2018: 147 재인용)

203) 金基坤(1929), 「朝鮮博覽會評-何等 印象도 못엇덧다」, 『新民』, 53, 新民社, 36-37. (토드 헨리, 
2020: 233 재인용)

204) 『조선일보』, 1929. 10. 11.
“지난 10월 5일 밤 함흥역을 출발한 박람회 관광단은 5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는 장진군청에서 발기한 

490명 무리도 섞여 있었다. 1인당 여비가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니, 최저가 50원 이상이라고. (중략) 10원
만 가지면 밭도 사고 집도 사는 것인데, 50원이란 중류층 이상의 총 자산이다. 아마 소도 팔고, 새로 거
둔 곡식도 팔고, 또 저당을 하고 □□내어온 것이 대부분일 것이니, 무슨 수나 날 줄 알고 그렇게 야단
이 나서 법석을 하는지. 이왕 이 지경인 바에 구경이나 하여 보자는 심산인가?” (이상은 논자가 현대어
역한 것임)

(원문: 去十月五日夜咸興驛을出發한博覽會觀光團은五百名이넘엇는데그中에는長津郡廳發起의四十九名一團도
석기웟다 每人分旅費는?하고물어보나最低가五十圓以上이라고! (중략) 十圓만가지면 밧도사고집도사고하는
곳인데五十圓이란中流以上의總資產이다 아마소(牛)도팔고新穀도팔고또抵當을하고□□내어온것이大部分일
것이니 무슨수나날줄알고 그터케야단이나서법석을하는지?이왕이지경인바에구경이나하여보자는세음인가?)

205) 『동아일보』, 1929. 09. 17.; 『동아일보』, 1929. 09. 21.; 『동아일보』, 1929. 12. 21.

206) 『동아일보』, 1929. 12. 21.

207) 지역의 관공서는 물론, 학교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박람회 관람을 다음 기사 내용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박람회에 대하야 조선총독부에서 여러 가지로 선전에 노력함은 물론이오, 디방 각 관공서와 각 학
교에서까지라도 관람객 권유에 비상히 힘을 쓰는 중인데 근일 호남선 송정공립보통학교학교(湖南線松汀公
普)에서는 각 학부형에게 박람회 관람 권고장을 배부하엿는데 그 권유장 중에는 (조선박람을 안 보면 사
람에게 수치(羞恥)다 금전이 업스면 뎐당(典當)이라도 하야서 가볼 가치가 잇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엇슴으
로 일반 학부형들은 학교 당국의 몰상식함에 비소함을 마지 안는다더라”(『조선일보』, 192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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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은 시계 방향으로 아래 문단의 ①~④에 해당하는 내용의 만평임.

(출처: 『동아일보』, 1929. 10. 25, 26, 31. 및 1929. 11. 0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제공)) 

<표 30> 『동아일보』에 연재된 만평 「말괄량이 박람회 구경」(일부)

실상 재조선 일본인을 위한 박람회가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208)209).

관람객들이 전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는 일반 농

민들210)은 물론, 식자층에게까지 나타나는 문제였다211). 당시 관람객들의 반응

208) 柳光烈(1929), 「朝鮮博覽會評-무슨 評을 하리까」,  『新民』, 53, 新民社, 42-45. (토드 헨리, 2020: 
233-235 재인용)

209) 윤치호는 『윤치호일기』에서, 조선박람회 당시 사실상 일본인을 위한 행사의 운영 비용을 조선인
이 치르는 모순을 지적하는 동시에, 박람회 이후 경제적 위기에 놓일 조선인과, 그 위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될 일본인 자본가들을 비판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편(1968), 『윤치호일기』 9권, 239쪽. 
(토드 헨리, 2020: 22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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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선박람회장의 어린이 나라(小供の國)

(출처: 조선총독부 편(1930),『朝鮮博覧会記念写真帖』.)

은 『동아일보』에 1929년 9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연재된 만평 「말괄량

이 박람회 구경」에서 다양하게 담고 있다. 해당 만평을 보면, 경성 외 지역에

서 방문한 관람객들이 ① 배치된 전시물들에 대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

나, 시골 장터의 모습 같다는 인상을 받는 모습212), ② 전시 모형과 사람을 구

분하지 못하는 모습213), ③ 어린이들의 유희 공간인 ‘어린이 나라’에서 성

인 관람객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모습214), ④ 관람을 하고도 경성까지 온 

보람이 없이 빚 갚을 생각을 하며 퇴장하는 모습215) 등이 실려 있다(<표 30>).

210) 金基坤(1929), 「朝鮮博覽會評-何等 印象도 못엇덧다」, 『新民』, 53, 新民社, 36-37. (토드 헨리, 
2020: 233 재인용)

211) K記者(1929), 「朝鮮博覽會見物記」, 『新民』, 53, 新民社, 21-33. (토드 헨리, 2020: 235-238 재인용)

212) 『동아일보』, 1929. 09. 25.

213) 『동아일보』, 1929. 09. 26.

214) 『동아일보』, 1929. 10. 31.

215) 『동아일보』, 1929.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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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각 행의 좌→우 방향으로 어린이 나라 정문, 비행기, 어린이 기차, 승마장의 모습임.

 사실적 허구로서의 창작물이 아닌, 실제 관람객들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

지 않았다. 관람객들은 단순하고 즉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전시물을 보고 조

선인들은 그와 같이 할 수 없다는 실망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216). 또한 

『동아일보』 만평에서와 같이, 실제로 어린이보다 많은 수의 성인 관람객들

이 어린이 나라의 놀이기구를 탑승하고 있는 모습이 『조선박람회 기념 사진

첩』(1930)에 실리기도 하였다(<표 31>).

이외에도 ‘키스 걸’ 등과 같이 박람회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성을 상품화하고 일부 남성 관람객들이 그것을 소비하는 현상도 나타났으

며217)(<그림 19>), 조선박람회장이 호색가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

도 하였다218). 이 같은 반응들은 문명화의 성과는 물론, 제국의 통치 하에서의 

진보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박람회의 개최 의도와는 상충되는 반응이었다. 이

와 함께, 식자층 관람객들은 박람회로 인해 개조된 경복궁 기존 건물들과 순

조선식 박람회장 건물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전시 내용 및 구성의 부실함을 

비판하기도 하였다219). 

216) 『조선일보』, 1929. 09. 26.

217) 『조선일보』, 1929. 09. 22.

218) 『동아일보』, 1929. 09. 24.

219) K記者(1929), 「朝鮮博覽會見物記」, 『新民』, 53, 新民社, 21-33. (토드 헨리, 2020: 235-238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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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조선박람회 당시 키스 걸 관련 기사 (출처: 『조선일보』, 1929. 09. 22.)

조선박람회는 식민지 통치 20년사의 전개와 치적을 기념·홍보하는 장인 한

편, 제국 본토와 유사한 형태의 박람회를 구성하여, 문명화되고 진보되어가는 

제국의 한 지방으로서의 조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경복궁은 이 같은 조선 

및 제국의 위상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기획·재편·활용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설적으로 조선박람회는 제국주의 시스템의 착취 구조를 

노출하는 행사로 작동하였으며, 그 자체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 계기이자 

대상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원되거나 전시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

들은 전혀 의도되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5.3. 조선미술전람회(1930~1944): 미술을 통한 동화 및 지방화의 

표상 및 수행 공간220)

인용)

220) 조선미술전람회는 1922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나, 경복궁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의 일이
다. 전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 공간의 재편 과정을 다루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조선미술전람회에 대
한 본격적 논의 시점을 1930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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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조선미술전람회의 개최 배경

조선미술전람회는 1922년부터 1944년까지 매년 개최된, 조선총독부 주관의 

미술 행사로, 경복궁에서는 1930년부터 개최되었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이 

시기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

하였고, 예술을 통한 사회 교화를 시도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일본의 관전(官展)인 제국미술원 미술전람회를 모방한 것

인 동시에, 조선 서화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주최한 미술 행사에 대한 일종의 

제도적 반작용, 조선 화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정호진, 

1995: 22-24). 다만, 최열(1998: 149)의 지적과 같이, 조선총독부는 단순히 조선 

서화협회를 억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의 미술학교 설립 

계획을 환영하고, 서화협회의 회보 발간 작업에 조선 총독, 정무총감, 도쿄 미

술 학교 교장 등이 휘호를 제공하는 등 오히려 제도권 내부로 서화협회를 포

섭하고 체제 내화를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미술계 인사

와 조선 서화협회 인사를 함께 초청하여 조선미술박람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

였다221). 이는 문화통치에 입각한 동화주의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서화 협회

를 제도 내로 편입시키고 그 위상을 공인함으로써 조선 화단이 광의의 동화주

의적 통치 주체로 기능하게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미술전람회의 개최 취지는 ‘조선에 있어 미술의 발달을 비보(朝鮮ニ於

ケル美術ノ発達ヲ裨補スル爲222))’ 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그 성격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조선미술전람회도록(朝鮮美術展覽會圖錄)』 서문을 살펴

보면, 행사의 목적이 단순히 시작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도 정치

성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조선미술전람회도록』 제3권(1924)에 따르

면, 행사의 기본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미술의 발달을 비보하

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심의 향상 융화를 꾀하여, 건실한 사상을 

221) 『동아일보』, 1921. 12. 27. 

222) 『조선총독부 관보』, 1922.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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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해 국민 정신의 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데 있기도 하였다(조선총독

부 조선미술전람회, 1924: 1). 이 같은 목표 의식에서 중시된 것은, 작가 개인

이나 식민지 조선 화단의 예술적 성취나 발전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 정

신’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충과 식민지 통치의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미술전람회도록』을 보면, 당시 학무국장은 “개성의 발

휘는 국가에 있어 국민성의 발로”라는 인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예술적 개성

을 개인으로부터 탈거하고, 오히려 국가 공동체와 직결시킴으로써 예술을 식

민지 사회의 규율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학무부

장은 조선미술전람회 주무 부서인 학무국의 대표이자, 조선미술전람회 운영위

원장이기도 했기에, 그의 의사 표명은 곧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긴밀히 연관되

는 것이었다. 

즉, 조선미술전람회는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닌, 조선총독부의 통치 이데올

로기를 표상하는 장이었다.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의 아카데미즘을 확립·부각

하고, 조선 화단으로 하여금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 미술가 역시 미술을 

통한 동화 정책의 수행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행사였다. 

5.3.2. 조선미술전람회의 프로그램 구성의 성격 

조선미술전람회는 단순한 출품과 전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심사와 시상

을 전제로 하는 행사였다. 제임스 잉글리시(James English)의 지적과 같이, 예

술계에서 상은, 그 제공 주체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행사하게 하는 제도적 

수단이다(James English, 2005: 51). 관전으로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심사와 시

상이 이 같은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술에 대한, 식민 주체의 통치로서의 아카데미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평가는 규율 통치를 수행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규율의 시스템 속에 각 개인이 위치한 지점, 속성을 밝히고, 장려하거나 처벌

하는 기준이 되었다. 조선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들은 주로 일본 본토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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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 미술 행사를 심사한 인물들이나 제국미술원, 동경미술학교 등과 유관한 

일본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조선 미술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

었다(김정선, 2014: 241-245). 

조선미술전람회의 출품 분야는 동양화, 서양화, 조각/조소, 공예, 서(書, 서

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회 초기(1922~1923) 당시에는 동양화, 서양화, 

서가 각각 제1·2·3부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1924년(제3회)부터는 서 및 묵화

(墨畫)가 합쳐져 제3부로 구성되다가, 1932년(제11회)에 이르면 서 분야가 폐지

되고, 동양화·서양화·공예 편성을 이어가게 된다(안현정, 2012: 119-123).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중시된 미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김정선

(2014)의 지적과 같이, 동경(東京) 화단의 아카데미즘,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지

향에 순응하는 ‘온건한’ 화풍이 중시되었다(김선정, 2014: 246-251). 여기에 

‘조선색’이라는 미적 요소가 함께 중시되었다. 조선색을 구성하는 요체는 

전근대의 미적 요소인 동시에 한복 차림의 여성, 농촌의 아동, 전통적 조형 요

소 모티브 등 이국적 취향의 대상로서 타자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었다(목수

현, 2011: 98-100). 조선색은 1920년대 후반을 거쳐, 1930년대에 이르면 조선미

술전람회에서 품평(品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다(양지영, 2014: 114-116).

이와 같은 기조 속에서 조선미술전람회는 식민 통치 이전의 작풍에서 점차 

벗어나 일본 화단과 동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1930년대 후반의 전

시체제에 이르면, 더욱 더 식민 통치 주체의 관점을 반영하면서도, 식민지의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벗어나는 작품들을 창작할 것을 더욱 강하게 

요청하는 형태로 행사의 기조가 바뀌어간다(안현정, 2012: 316-317). 뿐만 아니

라, 조선미술전람회는 1940년대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담당하는 사회 교육

의 한 영역으로서 관리·운영된다. 즉, 식민지 조선인을 황국신민화하는 도구

의 하나로 작동했던 것이다223).

전시체제기에는 일본인 미술가들은 물론, 조선인 미술가들까지도 전쟁 하의 

223) 朝鮮總督府學務局社會敎育科(1941), 『朝鮮社會敎育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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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주요 작품 및 작품명(작가명)

11회

(1932)

「겨울날(冬日)」(이옥순(李玉順)) 

(조선인 작품)

「초가을 시골(初秋の田舎)」 (권중록

(權重祿)) (조선인 작품)

18회

(1939)

「장고봉 사건224) 총후지 전사(張鼓峰事件
銃後之戰士)」(오카다 히데오(岡田秀雄))

「세배(歲拜)」 (김화경(金華
慶)) (조선인 작품)

<표 32>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의 변화

(출처: 조선총독부 미술전람회 편,『朝鮮美術展覽會圖錄』, 제11권(1932), 제18회(1939), 제19회(1940).)

보국, 총후 등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통치의 어휘를 예술에서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이 같은 모습은, 당시 작품들에서 군인, 전쟁 하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남은 가족, 남자 아이, 총, 전투기, 일장기, 대포 등을 주된 모티프로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당대 미술가들이 통치의 수행 주체로서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회화 출품작을 중심으로 볼 때, 전시

체제기(1937~1945)에 나타난 변화의 내용은 <표 32>와 같다.

224) 장고봉 사건(1938. 07. 29. ~ 08. 11.)은 만주국-소련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군사적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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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1940)

「흥아를 지키다(興亜を守る)」(심

형구(沈亨求)) (조선인 작품)

「아이들(子供達)」(김중현(金重鉉)) 

(조선인 작품)

조선미술전람회 당시 전시 작품들은 그 자체가 당대의 제도, 즉 관전(官展)

을 통해 예술의 범주 내에 수용된 것들이었다. 통치의 맥락이나, 식민지 조선 

및 일본 제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창작에서의 주제 의식 및 소재의 변화

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변화,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작품들의 평가와 시상의 

이면에는 조선총독부의 존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미술전람회를 단순

히 예술 전시라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해석에 그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이 행사는 조선총독부가 평가와 시상을 통하여 조선 미술계의 창작 

행위와 그 대상을 규율하며, 이로써 조선 미술계의 예술가들 스스로를, 광의의 

식민 통치 실천자로 편입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입상 제도와 전시

를 통해 당대의 예술가는 각자의 작품을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으나, 식민 통치 이데올로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입장에 놓이기도 하였

다. 또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작가들에게 다소 제약된 미감과 소재가 요구되

었던 것은,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 행사가 가지고 있던 의미를 고려할 때, 

조선 대중에 대한 규율의 수단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술전람회는 

표면적으로는 식민지 대중에게 미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다

소 정적(靜的)이고 제한된 소재와 미감은 오히려 조선 대중이 일상에서 지닌 

다양한 면모나 사상을 드러내는 데 제약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대중의 삶

이나 사상을 나타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사를 통해 제약되었고, 이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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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제약된 이미지들을 전시를 통해 전달하는 결과를 유발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의 이 같은 성격은 전시체제기에는 총후(銃後)의 식민지 대

중들을 군국주의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에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안현정(2012: 

101)의 지적처럼, 박물관이 과거의 기억을 ‘재해석-규율화’하도록 재편하는 

장소라면, 미술전람회는 현재를 포함한 미래의 기억까지 지배할 수 있는 시각 

장치였다.

5.3.3. 조선미술전람회 공간 구성의 성격 

1922년에 시작된 조선미술전람회는, 1929년(제8회)까지는 남촌 지역에서 개

최되었다. 1922~1925년(제1~4회)에는 영락정(永楽町)의 조선총독부 상품진열관

에서225), 1926년(제5회)에는 구 조선총독부 왜성대 청사에 들어선 당시 은사과

학관에서226), 1927~1928년(제6~7회)에는 남대문정의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 개

최되었으며227), 1929년(제8회)에는 왜성대에 있는 조선총독부 상품진열관에서 

개최되었다228). 경복궁에서 개최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제9회)부터였다229). 

그런데 1930년 당시, 조선미술전람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사용하여 

개최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기념관230)’, ‘구 공진회장 건

물231)’, ‘미술관232)’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기사에 따라서는 단순히 경

복궁 내(內)로만 회장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225) 『매일신보』, 1922. 05. 24.; 『매일신보』, 1923. 05. 11.; 『매일신보』, 1924. 06. 01.; 『매일신
보』, 1925. 06. 02.

   다만, 제3회(1924)의 경우, 경복궁 내에 남아 있던 물산공진회 당시 참고관 건물에서 개최하려던 계획
이 있었으나, 정동의 화재로 법무국, 철도부, 토목부 등과 기타 분실(分室)들이 경복궁에 이전하여, 제
2후보지였던 상품진열관에서 개최된다. (관련 기사: 『매일신보』, 1924. 05. 05.)

226) 『조선신문』, 1926. 05. 19.

227) 『조선일보』, 1927.05.21.; 『조선일보』, 1928. 03. 28.

228) 『조선일보』, 1929. 05. 28.

229) 『경성일보』, 1930. 03. 25.; 『조선일보』, 1931. 04. 02.; 『중앙일보』, 1932. 04. 13.; 『조선일
보』, 1932. 05. 29.;  『조선일보』, 1933. 06. 03.; 『조선일보』, 1934. 05. 22.; 『조선일보』, 1935. 
05. 10.; 『매일신보』, 1936. 03. 26.; 『조선일보』, 1937. 02. 17.;  『동아일보』, 1938. 03. 08..

230) 『매일신보』, 1930. 03. 25.

231) 『조선총독부 관보』, 1930. 03. 27.; 『조선총독부 관보』, 1931. 04. 06.

232)  『조선일보』, 1935.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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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경복궁) 부지 평면도」(국가

기록원 소장, 편집 = 필자)

*실선 사각형 부분이 우측 위의 확대 지점에 해당함.

**점선 사각형 부분이 조선총독부 박물관(물산공진회 

당시 미술관)임.

(위) 「조선총독부(경복궁) 부지 평면도」

의 선원전 인근 창고 (편집 = 필자)

(중간) 물산공진회장 평면도에 나타난 미술

관 주변 전시관들 (출처: 조선총독부(1916),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2권, 

편집 = 필자)

(아래) 제2호관의 구조 (출처: 조선총독부

(1916), 『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報告書』 

제2권, 편집 = 필자)

<표 33> 조선미술전람회장 전시장으로 활용된 물산공진회 당시 제2호관

1930년대 경복궁 내에서 개최된 조선미술전람회의 전시장 위치는 미야자키 

료코(2020: 225-228)가 상세히 검토·비정한 바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본 「조

선총독부(경복궁) 부지 평면도」(1930년대 추정)에는, 선원전 앞에 창고가 묘사

되어 있는데, 이 건물에는 ‘朝鮮美術展覽會場(大正六年ノ共進会伎移築)’라는 

연필 메모가 있어, 해당 건물이 본래 공진회 건물로서 이축되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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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31>). 다만, 다이쇼 6년(1917)에는 경복궁 내에 공진회가 열린 바가 없

으므로, 물산공진회가 열린 다이쇼 4년(1915)에 대한 착오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朝鮮と建築(조선과 건축)』  제19집 제6호에 실린, 이토 키이

치(伊藤喜一)의 「朝展雜感(조전잡감)」이라는 글에 소개되어 있다. 해당 글에

서는 “この『バラック建』の会場(이 ‘바락크 건물’ 회장)”, “其の建物た

るや文字通り前世紀の遺物(이 건물로 말할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앞 세기의 

유산)”,  “仮設建築を移転して長年倉庫に使われていたもの(가설 건축을 이전

하여 오랫동안 창고로 사용해왔던 것)”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233). 

다만 미야자키 료코는 구체적으로 이 건물이 어느 건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체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물산공진회 이후 남아 있었던 건축

물들의 사진이나 도면을 보면, 미술관보다 크면서 전면에 출입구를 포함한 돌

출부가 세 개 있으며, 후면에 비상구가 설치된 건물은 제2호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33>). 제2호관이 조선미술전람회의 개최지가 되었다는 것은, 

1923년 조선부업품공진회 이후, 물산공진회 때 만들어진 전시관들이 어떻게 

사라지거나 이동하였는지를 살펴보게 한다. 이는 경복궁의 공간 변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조선미술전람회는 왜 경복궁으로 이전하여 개최되었는가? 조선총독

부의 입지로서의 경복궁이 지닌 장소적 의미나 상징성은 물론이겠으나, 조선

색을 중시하던 조선미술전람회의 기조와 부합하는 장소로서 경복궁이 채택되

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만하다. 이 점에서 이어서 다룰, 1935년에 선원전 인근 

부지에 계획된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해당 박

물관 계획은, 제관양식을 통해 조선 전통 건축물을 부분적으로나마 재현하고

자 하였다. 그런데 해당 계획은 경성의 기존 주요 관립 박물관들을 통합·확

장하고자 하는 계획이기도 하였다. 그 계획 수립에 앞서 조선미술전람회가 경

233) 伊藤喜一(1940), 「朝展雑感」, 『朝鮮と建築』 19(6), 朝鮮建築會. (미야자키 료코(2020), 22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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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궁으로 그 개최지를 옮긴 것이다. 이는 경성의 도시사에서 경복궁이 점차 

대표적 관제 전시의 거점으로 그 성격을 강화하고 있던 맥락을 보여준다. 

끝으로,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총독부 미술관 준공(1939) 이후부터는 1939년

(제18회)부터 1944년(제23회)까지 조선총독부 미술관 공간을 활용하여 개최된

다234). 조선총독부 미술관과 그곳에서 개최된 여타 전시에 대한 논의는 조선

총독부 미술관에 대해 다루는 제6장 2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5.3.4. 조선미술전람회의 역사적 의미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 박람회 외에, 경복궁

의 개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전시 행사이다. 미술 전시 행사는 박물관 

전시나 박람회와 견주어 보면, 그 정치적 성격이 일면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안현정(2012)의 지적처럼, 조선미술전람회는 미술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국의 

가치와 취향을 요구했고, 그것은 식민 통치 이전까지 형성해온 미술 문화가 

아닌, 제국 일본의 미술 사조와 필요에 부합하는 미술로서 조선 미술을 이끌

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더 나아가, 목수현의 지적과 같이, 조선미술전람회는 

“미술을 통한 내선융화”(목수현, 2011: 92)의 수단이기도 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에서는 심사와 시상을 통해 조선의 풍광이나 조선인의 생활

상에 대한 시선 전환, 미화 등을 추구하는 기조가 유지되었고, 전시체제기에는 

군국주의적 가치를 예술로 표방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미

술전람회의 이 같은 성격은, 조선과 제국 일본이 예술을 통해 어떻게 표상되

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당대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관전(官展)과 그에 의해 규율되는 예술의 속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더 나아

가, 조선미술전람회는 제국의 한 지방이자,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으로서 조선에 

요구된 민족적(ethnic) 미감을 표상하고, 동시에 제국의 한 아류(亞流)로 인식

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동시에 그 저변에는 조선을 일본에 동화하고

234) 『조선일보』, 1939. 05. 12.; 『조선일보』, 1940. 06. 03.; 『매일신보』, 1941. 05. 19.; 안현정
(2020), 12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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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의도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인 예술가들이 민족성 또는 향

토성의 문제를 미학적 차원에서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고민

은 매년 조선미술전람회 개최 시기를 즈음하여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되던 각

종 미술 비평을 통해 나타났다. 미술 작가 외에도 문예가 및 문예비평가들 또

한 이 같은 논의에 참여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 미술 저널리즘의 한 

출발점을 이루는 행사이자, 조선 예술에 대한 일종의 담론장 기능을 수행하기

도 하였다(박광현, 2013: 92-96).

김복진(金復鎭)의 경우, 과거의 유물을 답습하며235) 수수께끼 같은 개념에 

얽매여 미술의 본질을 오히려 상실하고 마는 기조236), 기묘함이나 조선 외 지

역에 수출하는 상품(御土産物) 수준에 머무르는 미술 창작의 수준에서 벗어

나237), 소재와 종족, 사회 철학 등의 차이에 입각한 조선미를 펼칠 것을 주장

하였다. 문예가인 임화(林和)는 조선의 경관과 조선인의 삶의 이야기, 생활, 정

서 등을 새 시대에 맞게 활용238)하고, 조선인이 조선어로 사유하고 조선인과 

함께 사는 환경에서 독창성을 발휘(김미영, 2008: 198)하여, 조선 나름의 색채

와 포치를 지닌 조형미를 창안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9).

한편, 조선미술전람회는 식민지 조선 화단이 식민 통치 질서로 체제 내화되

는 장만이 아닌, 그 자체가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의

는 사회주의 계열의 예술가 집단 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화가이자 문예

비평가였던 권구현(權九玄)은 미술을 연구할 교육기관이 조선에 없고, 동경미

술학교 출신을 제외하고는 조선 미술계의 작가들이 조직적·전통적 교육을 받

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조건에서 일본인 작가들과 경쟁하는 환경, 조선미술전

람회의 아카데미즘적 구조를 비판하기도 하였다240)241). 이와 함께 그는 지배-

235) 『조선일보』, 1927. 01. 05.; 『조선일보』, 1935. 05. 21.

236) 김복진(1937), 「丁丑朝鮮美術界大觀」, 『朝光』, 1937. 12., 조선일보사 출판부, 51.

237) 김복진(1937), 「丁丑朝鮮美術界大觀」, 『朝光』, 1937. 12., 조선일보사 출판부, 51.

238) 『조선일보』, 1927. 10. 01. (김미영, 2008: 184에서 재인용)

239) 『조선일보』, 1927. 10. 01. (김미영, 2008: 1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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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배 관계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계급성, 프롤레타리아 예술 운동 등의 문제

를 언급하기도 하였다242). 

이상의 논의들은 예술 및 미감의 차원에서 조선다움의 문제를 조선인 스스

로 고민하는 한편, 식민 국가에 의한 제도에 조선인 예술가 집단 스스로가 저

항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 화단이 식민 통치의 질서 속에 체제 내화하도록 의도된 행사였으나, 그 

자체가 새로운 저항과 비판이 배태되는 담론장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한편, 조선미술전람회가 1930년에 경복궁으로 그 개최지를 이전한 것은 경

복궁의 장소성 변화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30년대 이전에 이미 조

선총독부 박물관이 입지해 있고, 각종 공진회와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던 경복

궁은 그 자체가 관변 전시의 거점이자, 전시를 활용한 식민 통치의 장이었다. 

조선미술전람회 역시 관변 전시의 일환으로서, 1930년대 경복궁의 장소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미술전람회는 물산공진회 

및 부업품공진회의 전시장을 재활용하는 한편, 1939년에 준공되는 조선총독부 

미술관을 이용하기도 하여, 경복궁의 개방 공간 재편 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이기도 하다. 

240) 『중외일보』, 1927. 05. 08.

241) 이 같은 논지는 다음의 잡지 기고문에도 실려 있다.
「第三回 朝鮮美術展覽會의 第一部 東洋畵를 보고서」, 『개벽』, 49. (1924. 07.) 
“점수와 성적이 全朝鮮 多數의 吾人으로 少數 寄居하는 日本人을 對敵지 못한다 함은 엇지 愧赧하고 

분개치 아느리오. 此는 何故냐 하면 日本은 배양하는 기관이 東京美術學校를 비롯하야 전국에 산재하
야 장려와 연구가 합치한 所以라. 所謂 朝鮮美術展覽會는 당국이 문화정치 표방 하에 朝鮮人을 본위
로 미술을 장려 발전케 한다면서 敎導의 방법과 배양의 기관은 夢想도 아니하고 한갓 年年히 展覽會
만 개최하면 敎함도 업고 學함도 업는 吾人이 엇지 충분히 연습한 日人을 당하리오. 然則 日人의 성
적은 年年히 진취되고 吾人의 작품은 每每히 退敗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朝鮮人을 위하야 미술을 
장려한다는 本旨가 何에 在하뇨. 予는 당국의 行事를 論責할 권리나 자격도 업지만 滿腔의 감회를 不
禁하야 一言으로써 끗는다.”

242) 『중외일보』, 1927.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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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 설치 계획(1935): 1930년대 

식산흥업 정책의 표상 공간 

식민지 시기 경복궁에 설치된 박물관은, 각종 공진회·전람회·박람회의 전

시관 및 야나기 무네요시가 1924년 경복궁 집경당에 개관한 조선민족미술관을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 박물관(1915년 개관)과 조선총독부 미술관(1939년 개

관)이 전부이다. 조선총독부 미술관 개관 이전인 1935년, 대규모의 종합박물관 

계획이 수립되었다. 바로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 계획(1935, 이하 ‘종합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조선총독부의 통치 25년차를 기념하여 기획된 것

으로, 당시 ‘기념박물관243)’ 또는 ‘종합박물관244)’, 또는 ‘시정 25주년 

기념 종합박물관245)’ 등으로 불렸다. 본 연구에서는 기념 및 종합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취하여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으로 부르고자 한다.

5.4.1.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의 설치 배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박물관은 식민 통치 25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해당 박물관 설립은 1934년부터 기획된 것이었다. 본래는 조선문

화연구소 설치를 계획했으나, 이후에 경복궁에 종합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246). 

종합박물관 기획의 구체적 배경은 1935년 당시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간된 

『시정이십오년사』의 서술 및 당시 정무총감 이마이다 키요노리(今井田清徳)

가 발표한 박물관 건설 취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해당 기록물에서는 조선

243) 『조선신문』, 1935. 08. 29.; 『조선중앙일보』, 1935. 09. 27.; 『매일신보』, 1936. 01. 21.

244) 『조선중앙일보』, 1934. 08. 28.; 『매일신보』, 1934. 09. 08.; 『매일신보』, 1935. 08. 29.

245) 『조선신문』, 1936. 03. 17.

246) 『조선신문』, 1934. 08. 28.; 『매일신보』, 1934. 09. 04. 
    다만, 1934년 9월에 왜성대가 새로운 부지로 제시되면서 약 1년간 사업 진행이 연기되었다(『조선중

앙일보』, 1934. 09. 21.). 김현정(2016: 87-88)은 왜성대가 새로운 후보지로 부상한 배경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지니는 입지의 상징성 및 접근성을 드는 한편, 박물관 확장 및 추가 신축 부지 확보와 미술
전시관 신축 계획이 경복궁에 건립하는 안이 확정된 배경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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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박물관의 협소함과 구조적 불완전성, 그리고 구 조선총독부 청사에서 

운영 중이던 은사과학관의 협애(狹隘)함을 문제로 제시하며, 경복궁 후원에 2

개의 신관(新館)을 건축하여 두 박물관의 공간을 충당하고, 조선총독부 박물관

의 기존 본관 건물은 자원관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247). 

『시정이십오년사』에 기술된 종합박물관 계획 취지가 기존 박물관의 공간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이마이다 키요노리의 박물관 건설 취지는 통치의 

차원에 주목한다. 그는 1935년 8월 29일자 『매일신보』에 발표한 건설 취지

에서, 종합박물관이 과거의 유물과 기물만이 아닌 자연과학의 각종 자료를 모

아 사람들의 지혜에 비익(裨益)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사조선’과 ‘자원조

선’의 모습을 드러내며, ‘문화의 향상과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공간으

로 기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248). 이 같은 관점은 동년 10월, 그가 발표한 시

정 25주년 기념사에서도 계승되었다. 시정 25주년 기념사에서 이마이다 키요

노리는, 종합박물관이 역사조선·자원조선·과학조선의 여러 자료를 망라하여 

전시함으로써, 반도 문화의 원천을 북돋우고 산업 개발의 한 지침이 되게 하

는 기획이라고 평가하며, 종합박물관 설치의 의미를 밝혔다249). 

한편 시정25년 기념 기사에서는 당시 총독 우가키 카즈시게의 통치 기조인 

자원 개발, 산업 진흥, 인심 순화가 강조되었다250). 이 중 자원 개발과 산업 

개발은 자원조선·과학조선이라는 구호와도 상통한다. 과학조선은 앞서 살펴

본 8월의 취지문과는 달리, 10월 시정25년 기념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

다. 또한 8월 취지문에는 자원조선을 언급하며 자연과학과 관련, 한반도 내에

서 기여할 만한 것을 상설 전시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어, 자연과학을 하

247) 朝鮮總督府(1935), 『施政二十五年史』, 913~914쪽.

248) 『매일신보』, 1935. 08. 29.

249) 『매일신보』, 1935. 10. 01.

250) 『施政二十五年史』에서는 우가키 카츠시게의 이 같은 견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요점은 이상과 신념으로써 실생활에 입각하여 현실을 응시하고, 장래의 문화와 경제의 조화를 도

모하여, 물심양면에 있어 생활 안정을 기하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要は理想と信念とを以
て実生活に即し現実を凝視しつ、将来の文化と経済の調和を図り物心両界に於ける生活安定を図るを以
て第一義とすること。).” (朝鮮總督府, 1935: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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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학문 분과로서만이 아니라 산업의 도구로서 이해하는 관점을 보였다. 

이렇듯 종합박물관 계획은 조선의 문화는 물론 산업에 대한 당시 조선총독

부의 관심 및 정책적 지향성이 반영된 계획이었다. 이는 경복궁 내에 입지한 

식민지 박물관이 조선총독부 개관 당시에 유물 전시와 함께 국가 기반 인프라 

산업이나 각지의 현황을 다루었던 것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식민 

통치 초기에 조선총독부가 전시를 통해 문명화 사업의 타당성을 대중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듯, 종합박물관 계획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 및 문

화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다. 

특히 앞서 소개한, 이마이다 키요노리가 발표한 두 편의 담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원조선’은 당시 식산흥업 정책의 방향성과도 연관되는 바가 있

다. 1931년 우가키 카즈시게의 조선 총독 부임 이후, 이듬해인 1932년 7월 이루

어진 조선총독부 조직 개편에서 식산흥업 행정 일반을 담당하던 식산국의 편제

가 재편된다. 1920년대까지 식산국은 농무과, 상공과, 광무과, 산림과, 수산과 등

으로 구성되어 식산흥업 정책 전반을 다루는 형태의 편제를 갖추었으나, 실제로

는 농업·임업 부문의 개발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실제로 1932년 개편에

서 식산국에서 농림국이 분리됨으로써 상공과, 광산과, 수산과로 재편되었다(정

준영, 2014: 97-100). 이는 자원의 문제가 당시 식민지 조선의 식산흥업 정책에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자원과 관련된 광업 부문은 전시체제기

를 거치며 더욱 전문화·세분화되고, 1943년도에는 식산과가 폐지되고 광업 부

문이 광공국으로 재편되기에 이른다(정준영, 2014: 103-104). 한편, 과학의 또 다

른 적용 영역이었던 기계 역시 전시체제기를 거치며 주목을 받는데, 1943년 및 

1945년에는 기계에 대한 업무를 식산국 철강과, 광공국 기계과가 각각 담당하는 

형태로 조선총독부 내 행정 조직이 개편되기도 하였다(정준영, 2014: 104-105). 

이렇듯 종합박물관의 슬로건이자 구성의 범주이기도 했던 자원과 과학은 당

시 조선총독부가 추구한 식산흥업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자원 조선, 과학 조선이라는 당시 슬로건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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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물관 계획은 역사 조선이라는 또 하나의 슬로건과 결부되었다. 그것은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조선총독부의 역사 재편 및 보급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동시대 또는 향후의 통치와 개발 문제에 있어 조선인의 인식의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박물관 계획은, 경복

궁의 개방 공간이, 식민 통치기에 지속적으로 통치의 맥락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편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5.4.2.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 프로그램 구성의 성격 

종합박물관은, 제6장에서 다룰 조선총독부 미술관을 제외하면, 실제로 개관

하지 못한 채 계획으로만 남은 박물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여타 

박물관·미술관과 비교할 때, 그 전시 내용은 상세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종

합박물관 기획과 관련된 당시 기사, 현상설계, 공사 진행, 계획 변경 등을 다

룬 기사를 통해 당시에 기획된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나

마 추정해볼 수 있다.

종합박물관은 과학박물관, 미술박물관, 사무소를 신축하고, 과학박물관 건물

에는 은사과학관과 철도박물관이 들어가는 형태로 기획되었다251). 미술박물관 

건물에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이전시키며, 기존 조선총독부 박물관 본관에는 

자원관을 설치하는 것이 계획되었다252). 여기에서 미술박물관은 조선총독부 

미술관과는 다른, 은사과학관 외에 철도박물관이 과학박물관의 프로그램으로 

도입되는 것은 독특한 점이다. 단, 철도박물관은 1935년 10월 1일 용산 철도종

사원 양성소 내에 개관하여253), 과학박물관 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36년에는 당시 조선미술전람회장 부지로 종합박

물관 건립 부지를 확정함으로써 조선미술전람회장으로 사용할 미술전시관도 

함께 건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254). 이후 1937년에는 철재 가격의 

251) 『매일신보』, 1935. 07. 06.

252) 『매일신보』, 1935. 08. 29.

253) 『조선중앙일보』, 1935.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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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으로 인해, 기존 설계안을 변경하였다255). 그러나 1936년까지 마련된, 미

술박물관, 과학관, 별관(사무동), 미술전시관을 신축하는 구상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 자원 수급난으로 인하여, 박물관 구상은 점차 축소되어 

갔다. 1937년의 설계 변경에 이어, 1938년에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고256),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조선총독부 미술관뿐이었다257). 이후 과학관 공사가 

1939년에 재개되었고258), 1940년에는 전시 상황 악화로 종합박물관 건립 공사 

전체에서 과학관 공사만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259). 

그런데 과학박물관이 전시체제기의 난항 속에서도 추진되었던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전시체제기의 산업 수요와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1939년 당시 『매일신보』 기사에는 “과학 일본의 세계 제패가 과학 반도로

부터” 시작한다거나 전시 내용으로 기초 과학 분야 외에도 농업, 수산업, 광

업, 전기, 군수 공업에 이르는 요소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은 전시체제기에 

주목받은 산업 분야이자, 조선총독부가 식산국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한 

대상들이기도 했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기에 필요한 인력을 효과적으

로 양성·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 교육 정책을 개편(김현정, 2014: 113)

하는 한편, 과학동원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정인경, 2005: 114-118)260). 과학

관은 1940년까지 공사 기록이 있으나261), 결국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미완의 

사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당시 종합박물관 기획은, 기존에 있던 조선총

독부 박물관 외에 조선총독부 미술관 정도가 설치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시 내용 구성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종합박물관 

계획은 기존의 식민지 박물관인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과학, 자원 주제가 결합

254) 『매일신보』, 1936. 11. 22.

255) 『매일신보』, 1937. 04. 27.

256) 『동아일보』, 1938. 01. 19.; 『동아일보』, 1938. 07. 08. 

257) 『조선일보』, 1937. 10. 31.

258) 『매일신보』, 1939. 07. 30.; 『매일신보』, 1940. 06. 17.

259) 朝鮮總督府,(1940), 『施政三十年史』, 838쪽.

260) 김현정(2004) 113쪽에서 재인용.

261) 『매일신보』, 1940. 06. 17.; 조선총독부, 위의 책, 838쪽. (김현정, 2004: 1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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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경복궁) 부지평면도」(1930년대 초반 

추정)(부분)에 나타난 선원전 일대

* 창고(倉庫)로 표기된 부분이 조선미술전람회가 

개최되던, 옛 물산공진회 제2호관 건물

「CAPITAL GROUNDS / SEOUL KOREA / 중앙

청 배치도」(1947. 07. 18.)(부분)에 나타난 종

합박물관 건립 부지 (국가기록원 소장, 김현정,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여 논자가 재편집함)

<표 34>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의 건립 위치 및 관련 도면

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합박물관은 확장된 식민지 박물관 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15년 이래로 존재했던, 식산흥업과 박물

관의 연관 관계가 1930년대 당대 식산흥업 정책의 관심사와 결부되어 나타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종합박물관은 식민 국가가 전시를 통해, 그 당시에 당

면하고 있던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향을 표상하고, 이로

써 식민지인의 의식 및 행동에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획되었다. 

5.4.3. 시정 25년 기념 종합 박물관 공간 구성의 성격 

종합박물관의 건립 예정지는 어디였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 

종합박물관의 위치는, 1939년 이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의 개최지였던 선원전 

인근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는 이미 1910년대에 대부분의 전각이 철거·방매

되어, 사실상의 공터로 남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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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배치도」(1939) (국가기록원 소장본,  김

현정,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여 논자가 재편집함)

*가는 선 부분은 원 도면에서 점선 처리된 부분.

「과학관 단면도」 (1939. 08. 25.) (국가기록원 소장본)

당시 종합박물관 부지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공터만이 아니라, 주변의 기존 

건물을 새롭게 철거함으로써 부지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에

서 소장 중인 미군정기 중앙청 배치도 및 종합박물관 건립 관련 도면을 살펴보

면, 과학관 부지에 조선미술전람회장으로 쓰이던 옛 물산공진회 제2호관 건물이 

있었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건물은 1930년대 초반 무렵 제작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총독부(경복궁) 부지 평면도」에는 나타나나, 미군

정기 당시에 제작된 「CAPITAL GROUNDS / SEOUL KOREA / 중앙청 배치도」

에는 나타나지 않고, 과학관 공사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과학관 공사가 1939년

에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은 과학관 공사가 시작되던 1939년을 전후

하여 철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34>). 이처럼 경복궁 북동쪽 부지에 있던 

임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박물관 건물을 계획·신축한 것은, 경복궁에 사회 교

육 기능을 종합시키고, 그 기능을 장기 지속하고자 하는 기획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박물관의 구체적 공간 계획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

다262). 현상설계안을 통해 당시 계획된 종합박물관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0>). 현상 설계 공모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시정 25년 정책 기조의 표상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조선미술전람회에서도 중시되었던 조선색이 강조되

262) 『부산일보』, 1935.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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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종합박물관 현상설계 당선안

(출처: 『朝鮮と建築』, 제15집 2호(1936))

<표 35> 종합박물관 현상 설계 당선안 세부

(출처: 『朝鮮と建築』, 제15집 2호(1936))

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종합박물관 설계에 “조선 특유

의 고전미를 가미한263)”, “조선

식에 일본 취미를 가미한264)”, 

“주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동양 

취미를 가미265)”한 건축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263) 『매일신보』, 1934. 09. 08.

264) 『동아일보』, 1935. 01. 28.

265) 「始政二十五周年記念博物館建築設計懸賞募集圖案に關する座談會」, 『朝鮮と建築』 15(2), 1936. 
朝鮮建築會, 1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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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물관 현상 설계 당선안

(상) 미술박물관 정면

(중) 미술박물관 도면

(하) 과학관 정면

종합박물관 현상 설계 당선안 (미술박물관 세부)

(좌) 창살을 도입한 현관문

(우측 상단) 창살을 도입한 창문 및 공포를 재현한 

현관의 지붕

(우측 하단) 3층 난간의 사자상

현상 설계 당선작을 보면, 창살이나 기와를 얹은 지붕, 지붕을 받치는 공포

(拱抱), 사자상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재현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5>). 그러나 당시 심사평에서도 나타나듯, 당선안을 포함한 당시 출

품작들에서 구현한 조선색은, 일본 본토나 중국과 구별되지 않는, 다소 불완전

한 형태의 것이었다266). 이는 당시 건축가들이 구상하고 표현한 조선색이, 조

선의 미감을 온전히 재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상적이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 속에서 이해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에 가까웠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현

정(2014: 98-99)의 지적처럼 ‘조선색’은 당시 식민 통치의 용어이자 조선을 

오리엔탈리즘적으로 대상화하는 언어였다. 

그런데 종합박물관 설계에 나타난 건축 형태는, 일본 본토에서 1920~1930년

대를 거치며 등장한 화양절충(和洋折衷)식, 혹은 제관양식(帝冠樣式)의 한 형태

를 보여주기도 한다. 제관양식은 기본적으로는 서양식 건축물에 부분적으로 

일본의 전통 건축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축 양식은 화양절

충 건축 양식은 일본 본토만이 아니라, 식민지인 만주국이나 대만 등지에서도 

각지의 전통 건축적 요소를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한 형태로 발견되었다(김종균, 

2020: 133-135). 

식민지에서 제관양식은 제국의 건축 양식 속에 각지의 전통적 색채를 활용

한 변주를 시도하는 것으로, 제국 본토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주변부에 해당하

는 식민지에 각자의 문화적 색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건축 양식이었다. 

266) 「始政二十五周年記念博物館建築設計懸賞募集圖案に關する座談會」, 『朝鮮と建築』, 15(2), 1936. 
朝鮮建築會, 1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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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에 소개된 입상작들은 모두 제관양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합박물관 또한 제국 본토의 공공 건축물 양

식의 식민지적 확장형으로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

이, 실제로 당시 심사위원들의 좌담회에서는 당시 현상 설계 출품작들이 조선

미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당시 출품된 작품들

을 통해 조선의 전통 건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기보다는, 중

국이나 일본의 전통 건축 요소를 조합한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이다267). 

종합박물관은 계획 단계에서는 조선 전통 미감의 표현이나 경복궁 주변 경

관과의 조화를 의도하였다. 그러나 실제 설계에서 도출된 조선미는 어디까지

나 일본 제국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오리엔탈리즘적 변용에 지나지 않았으며, 

건축 양식의 차원에서도 당대 유행하던 제관 양식이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제

국주의 건축의 아카데미즘을 경복궁 공간에 도입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현상 

설계의 의도는 경복궁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꾀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오리엔탈리즘적 기획에 의해 경복궁 기존 경관이 파괴되고 말았다.

5.4.4.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 계획의 역사적 의미

종합박물관 계획은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안팎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적 산

물이다. 식민지 조선 안에서는, 당시 식민 통치에서 핵심이 되었던 농공병진(農

工竝進)과 사회 교육, 식산흥업 정책에서 공업과 광업이 주목받던 상황, 그리고 

1935년 당시 발표된 역사조선·과학조선·자원조선 등의 구호 등이 종합박물관

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밖에서는 일본 제국이 

1930년대 이래로 점차 통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었으며, 전시체제기에는 

과학 기술 및 공업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전쟁의 난항 속에서도 과학관 

건축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쟁의 후방 기지인 조선에서 전쟁을 지원

267) 「始政二十五周年記念博物館建築設計懸賞募集圖案に關する座談會」, 『朝鮮と建築』, 15(2), 1936. 
朝鮮建築會, 15~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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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과학 및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대 식민지 조선 안팎의 사정을 고려하면, 시정 25년 종합박물관 건립 계

획은 단순히 시정 25년 기념 사업 이상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사

업 이면에는 조선총독부가 종합박물관 시스템을 통해 당대에 직면하고 있던 

산업, 사회 교육 등 각종 통치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조선총독부는, 종합박물관이 “조선 문화의 향상, 산업

의 지도·개발 및 일반 사회 교육의 보급·발달에 공헌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였다268).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합박물관의 프로그램들은, 조선

인의 집단적 자기 정체성을 규율하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기능을 이어받는 

한편, 조선 사회의 각종 산업 및 과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5. 1926~1936년 경복궁 재편의 역사적 의미

1926년에서 1936년에 이르는 시기는 각종 관변 전시의 개최 거점으로서 경

복궁이 그 장소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조선총

독부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조선총독부 청사와 그 뒤의 박물관 관람 구역

의 공간 분할이 사실상 완성되었고, 그 기능 분할 또한 사실상 완성되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이전 시기부터 개최되어 온 조선총독부 박물관 전시와 공진회 

행사 외에도, 조선박람회(1929),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 1930년부터 경복궁

으로 개최지 이전)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조선박람회는 물산공진회와 마찬가지로 문명화 사업의 성과와 식민 통치의 

합리성, 동화의 가능성과 미래를 선전하는 장이었다. 조선박람회의 이 같은 성

격은 식민 국가의 통치성이 전시를 통해 발휘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식민 국

가의 통치성은 식민지 대중의 생활 각 방면과 관련된 각종 사업이나, 사회

268) 朝鮮總督府,(1940), 『施政三十年史』, 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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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제적 변화상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나타났다. 

한편 조선박람회는 제국 자체와 그 일원으로서 조선의 위상을 표상함으로써 

제국의 축소판을 표상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복궁 부지를 대형 

전시 이벤트에 활용함으로써 식민지 안팎에 각각 동화와 진보, 문명화라는 정

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상은 물산공진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사회 교화 기능과 함께, 조선 미술계를 아카데미즘으로써 

규율하는 연례 행사가 개최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경복궁 장소성 변화를 유

발했다. 심사와 시상 제도 속에서 예술가들은 식민 국가의 통치 방향 하에 체

제 내화될 가능성, 그리고 통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주체로 전유될 가능성

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식민지 현실 문제를 폭넓게 다루

지 못하게 하는 화제의 규율을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1930년대에 조선미술전

람회가 군국주의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이용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종합박물관 설치 계획은, 과학조선·자원조선·역사조선의 구호를 내세웠던 

1935년 당시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전시로써 구현하는 한편, 기존의 

관립 전시 시설들을 종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종

합박물관은, 공업 및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식산흥업 정책 및 동화 정책의 수

행 차원에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도구로 기획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종합박물관 건설 사업은 미완의 사업으로 종결되었으나, 전시체제기의 재

정 및 자원난 중에도 과학관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는 

전시체제기 당시 공업과 과학 기술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렇듯 1926~1935년은 조선총독부의 통치 이념과 부합하는 각종 전시 행사 

및 전시 공간이 경복궁에 대규모로 출현하는 시기였다. 동시에 이어지는 

1937~1945년에 비하면, 이 시기는 식민지 시기 전반에 걸쳐, 식민 국가의 전시 

공간으로서 경복궁의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발현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전시에는 조선총독부의 문명화 사업과 동화 정책, 제국의 한 지방으로

서의 정체성과 그에 따라 부여된 역할 등이 표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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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쟁 중 전시 공간 건설 및 전시 운영기의 

   경복궁 개방 공간 재편 과정(1937~1945)269)

6.1. 1937~1945년의 역사적·사회적 상황

▮ 전시체제기와 총동원, 그리고 군국주의

1937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는 ‘전시체제기’라고도 불리는 시기이

다. 이 시기에 중일 전쟁(1937. 07. ~ 1945. 09.)과 태평양 전쟁(1941. 02. ~ 

1945. 08.)이 발발·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일본 제국 본토는 물론, 

식민지 조선에서의 통치에서 군국주의적 성향이 강력하게 드러났다. 

중일전쟁 개전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1938년 4월, 일본 제국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공표하였다. 이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인 조선, 

대만, 가라후토, 남양군도 등에 발동하는 것이었는데, 식민지의 경우 법의 일

부를 시행하는 형태로 적용되었다270). 이에 따라, 각종 물자, 재정, 노동력 등

의 사용이 철저히 통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1938년 9월에는 조선총독부에는 

물자 동원 행정을 담당하는 임시물자조정과(臨時物資調整課)가 식산국 하에 신

설되었다(정준영, 2014: 101). 

전쟁으로 인한 총동원 체제는 조선총독부가 계획하던 각종 건설 사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우선 각종 재정 및 물자의 사용이 제한되었고, 건축 자재의 물

가가 폭등하면서 각종 건설 사업이 연기되거나 변경, 취소되었다. 이는 앞서 

살핀 종합박물관의 건설 계획 변경 및 지연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각종 건설 업무를 담당해오던 토목과(1943. 12. ~ 1944. 11.)가 건설

269) 본 장의 내용은 다음 논문의 관련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전가람‧성종상(2021), 「박물관 전시를 활용한 통치의 장으로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 개방 공간의 재편 과

정」. 『서울학연구』, 84, 39-91.

270) 『매일신보』, 1938.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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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1944. 11. ~ 1945. 04.)를 거쳐, 패전 직전인 1945년 4월에는 행정기구 축소 

조정으로 기획과, 연료과와 함께, 동원과로 통폐합되었다(정준영, 2014: 

104-105). 이는 식민지 개발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총동원이 당시의 관심사이자 

우선 과제로 부상해 있던 맥락을 보여준다(정준영, 2014: 122). 

한편,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총독부는 황국신민화를 정책을 펼침으로써, 

제국 전체를 천황제에 복종하는 주체로 균질화하기 시작하였다(토드 헨리, 

2020: 298-299). 이에 따라 궁성요배,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등의 행위

가 식민지 조선인의 생활에 의무로 부여되고, 애국반, 근로보국대 등 군국주의

적 조직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일련의 변화들은 식민지 도시 경성은 물론, 경복궁의 공간 

이용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 대경성의 완성과 전시 체제기의 도시 구조 변화

전시체제기는 분명 각종 건설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

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이른바 앞선 시기에 주창되던 

‘대경성(大京城)’으로 불리는, 확장된 도시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와 함께 1938년에는 경성 도시 계획에서 공원 및 풍치 지구 계획이 등장

하였다. 이는 중일 전쟁의 발발에 따라, 도시 방공(防空) 문제가 중요한 사안

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271). 이에 따라 경성부 공영부에서는 소공원 및 광장 

건설, 수원지, 배수지의 증설, 수도전 설비, 지하철도 부설, 방호방독실 설치 

등을 새로운 도시 계획 과제로 설정하였고, 공원 및 피난 도로 설치를 우선 

과제로 처리하고자 하였다272)(<그림 21> 참고).

271) 梶山浅次郎　「非常時と都市計劃」　『朝鮮行政』

272) 『조선일보』, 1938.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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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경성부의 풍치지구 예정 계획도 (출처: 『매일신보』, 1939. 06. 09.) 

(■: 풍치지구로 지정할 구역 / ▦: 현재 보존림이나 향후 풍치지구로 지정할 지역 / □: 

현재 보안림 경계 / ▤: 보안림으로 존치할 구역)

▮ 전시체제기 군국주의의 표상 공간으로서 경성의 변화

전시체제기의 군국주의는 경성의 공간 및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먼저 

1940년에는 조선대박람회가 개최되었다(<표 36>). 조선대박람회는 앞서 소개한 

물산공진회나 조선박람회와 유사하게 지역별 전시관을 갖춘 박람회이기도 하

였으나, 전쟁 중 일본 제국의 건국 26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군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조선대박람회에서는 무훈관(武勳館)과 같이 

전시 체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특설관이 설치되었고, 천황제와 결합된 일본 

군국주의 이념의 핵심 슬로건인 ‘팔굉일우(八紘一宇)’를 표현한 탑이 설치되

기도 하였다. 이 탑은 과거 진무천황(神武天皇)이 영토 확장을 위해 동쪽으로 

진군한 기점인 미야자키에 건립된 팔굉일우 탑과 그 형태가 유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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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박람회장 전경 팔굉일우탑 

니시즈미 코지로의 전차 전시 무훈관(武勳館) 전경

<표 36> 조선대박람회(1940)의 모습

(출처:  高橋猛 編(1940), 『朝鮮大博覽會の槪觀』,  京城日報社)

이는 군국주의가 팽배한 당시 일본 제국의 이념을 보여주는 한편, 토드 헨

리(2020: 303-304)의 지적과 같이, 한반도 역사와 조선인들을 일본 제국에 예

속시키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조선대박람회에서는 황국

(皇國) 역사관 및 시정(施政) 기념관 등의 전시 공간이 설치되기도 하고, 당시 

중일전쟁의 영웅이자 군신으로 회자되던 니시즈미 코지로(西住小次郎)가 생전

에 타던 전차와 그의 사진을 전시하는 기획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대박람회는 당시 군국주의 이념을 표상하는 공간으로서 나타났

다. 아울러, 이 행사는 1930년대 후반에 확장된 경성부의 영역 중 하나인 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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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場町)에서 개최되었다273). 이는 박람회 개최지가 경성 외곽의 넓은 공간으

로 이동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앞서 1926~1936년의 도시사적 변화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부터 점차 경성의 각종 전시 행사가 

도시 내 백화점에서 개최되었고, 심지어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입장을 대표하

는 전시들 또한 백화점에서 다수 개최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점차 경복궁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설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의 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시기에는 남산 일대가 군국주의의 거점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

났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신궁을 중심으로 조선 각지의 신사들을 재조직하고, 

신토 제도를 통일함으로써, 식민 국가에 의한 신앙 및 문화의 균질화가 나타

났다(토드 헨리, 2020: 318-319). 뿐만 아니라 경성신사 제전에서 군국주의적 

요소들이 투입되거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국민 국가 일본의 고대사, 신토 의

례 등을 표상한 제전 행사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토드 헨리, 2020: 319-321).

조선신궁 및 경성신사 외에도, 남산에는 전시체제기에 새로운 신사가 설립

되었는데, 이는 경성 호국 신사(1941)였다. 호국 신사는 국가에 희생한 영령을 

봉안한다는 목적 하에, 식민 통치 초기부터 일본군의 주둔 거점이었던 용산과 

나남(羅南)에 설치되었다274). 경성 호국 신사는 평시(平時)의 추모 및 제향 기

능 외에도, 1944년 육군 기념제 등의 행사의 개최지가 되기도 하였다275).

끝으로 전시 체제기의 경복궁은, 전시 외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점차 식민 

국가의 통치와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변화해갔다. 앞서 

언급한 순직 경관 및 소방 직원 초혼제가 개최되는 한편, 1940년에는 해당 초

혼제와 함께 만주 사변 전몰자 초혼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276). 이와 함께 

1939년에는 전시 총동원의 일환으로 편성된 흥아근로보국대(興亞勤勞報國隊)의 

273) 『매일신보』, 1940. 08. 23.

274) 『매일신보』, 1941. 07. 02.

275) 『매일신보』, 1944. 03. 08.

276) 『동아일보』, 1940.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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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행사가 경회루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277), 이들의 귀환을 맞이하는 관민 

합동 연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278). 

식민지 말기의 전시체제기, 그리고 이에 따른 군국주의화는 경복궁의 개방 

공간과 그곳에서 개최된 전시에서도 나타났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와 관련, 

1939년에 개관한 조선총독부 미술관과 그 전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6.2. 조선총독부 미술관(1939): 전시체제기 황국신민화 이념의 

표상 및 수행 공간 

6.2.1.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설치 배경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앞서 살펴본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 건립 계획의 

일부였다. 1936년, 조선총독부는 조선미술전람회장 부지를 종합박물관으로 결

정하고, 해당 부지에 미술관을 신축할 것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전시체제 하에

서 재정난을 겪으면서, 조선총독 관저 신축공사를 비롯한, 조선총독부 주관 여

러 건설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종합박물관 건립 계획 역시 중단 위기

에 놓였다279).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8년 당시, 미술관 건물만큼은 공사가 상

당히 진척된 상태였고, 동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280). 이 같은 상황에

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39년 당시 이곳에서 조선미술전람회를 개최할 것을 

목표로 삼고, 행사를 준비하였다281). 그리고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1939년 6월 

4일,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를 계기로 개관하였다282).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기

본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조선미술전람회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

치되었다. 이와 함께 일반에 개방하여 개인 전람회나 서도(書道) 전람회 등의 

277) 『동아일보』, 1939. 07. 16.

278) 『동아일보』, 1939. 12. 28.

279) 『매일신보』, 1938. 07. 15.

280) 『매일신보』, 1938. 04. 16.

281) 『매일신보』, 1939. 03. 07.

282) 『조선일보』, 1939.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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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운영 방침을 정하였다283). 그러나 조선총

독부 미술관이 식민지 조선 사회를 향해 자유롭게 열려 있는 미술관이라고 단

언할 수는 없었다.

6.2.2. 조선총독부 미술관 프로그램의 성격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미술 창작과 미술 제도에 대한 통치의 장

이었던 조선미술전람회의 개최지로서 활용되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출품과 

심사라는 제도를 통하여 식민 권력이 주도하는 미술의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준공된 이후인 1940년

대에는 군국주의적 취향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기도 했는데, 조선인 작가들

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284). 

참여로서의 창작과 출품, 제도를 통한 인정의 방식으로서의 심사, 그리고 대

중의 관람은 예술을 통한 체제 내화를 구성하는 방식이 되었다. 작품을 창작

하고 조선미술전람회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심사와 시상을 통한 제도적 인정

을 받기 위해 조선 미술계는 전시체제기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고 작

품으로 표상할 수밖에 없었다. 관람객은 예술을 향유하려는 의도 속에서 결과

적으로 식민 국가, 군국주의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미술관에서 개최된, 다른 전시회 역시 사실상 동일한 맥락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전시체제기(1937~1945)에 신

설되고 운영되었던 만큼, 해당 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들 또한 황국신민화 및 

병참기지화의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특징을 보였다. 1939년에 개최된 일

본정신 작흥 전선 보고 단심화 전람회(日本精神作興戰線報吿丹心畵展覽會)285), 

1940년 및 1942년에 개최된 성전미술전람회(聖戰美術展覽會)286), 1943년에 개

283) 위의 기사.

284) 안현정, 2012,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전람회』, 이학사, 264~292쪽.

285) 『조선일보』, 1939. 07. 16.

286) 『매일신보』, 1940. 07. 03.; 『황민일보』, 194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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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조선미술전람회(1940)

오카시마 마사모토(岡島正元), 「호포와 어린이(號砲と子供)」 

(출처: 『朝鮮美術展覽會圖錄』제19권(1941), 53쪽.)

(중), (우) 1939년 개최된 조선미술전람회(1939)의 모습을 다룬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출처: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제18집 7호(1939))

하나오카 만슈(花岡萬舟) 개인전(1939)

(출처: 『매일신보』, 1939. 07. 14.)

<표 37>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전시 사례

최된 대동아서도전람회(大東亞書道展覽會)287), 1944년에 개최된 결전미술전(決

戰美術展)288)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 미술관에서는 개인전이 개최되기도 하였

287) 『매일신보』, 1943. 08. 31.

288) 『매일신보』, 1944.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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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실제 개최된 전시는 실상 식민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것에 한

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하나오카 만슈(花岡萬舟) 등 

전쟁 화가의 개인전(1939)의 장소로 사용된 기록 정도가 있을 뿐이다289). 당시 

하나오카 만슈의 개인전 취지서를 보면 ‘황군 장사’, ‘비상시 국민정신총

동원에 내선일치로 결속’ 등의 표현이 등장하였다290). 결국 조선총독부의 통

치 의도에 부합하는 개인전 정도가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표 37>). 

이렇듯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단순한 문화 공간이 아닌, 예술 전시를 통한 

조선총독부의 통치 공간으로서 미술관이 갖는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비

록 종합박물관은 완공되지 못하였지만,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종합박물관 계획

의 특성인, 식민 국가의 정책을 표방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식민

지 사회의 공공 공간, 관립 문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의 향유에서조차 

식민 권력은 군국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체제 내화를 꾀하였다. 그것은 관람자

로서의 일반 대중만이 아닌, 창작자로서의 조선 미술계에도 적용되는 것이었

다. 결국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경복궁을 식

민 통치의 맥락에서 재편한 결과물로서 작동하였다.

6.2.3. 조선총독부 미술관 공간 구성의 성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박물관 계획에는 난항이 지속되었으나, 조선총

독부 미술관의 건축만은 마무리되었다291)(<표 38>). 그러나 조선총독부 미술관 

역시 종합박물관 현상 설계안의 미술박물관 설계안대로 건축되지는 못하고, 

현상 설계 당선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형되고 단순화된 모습으로 건축되었

다. 외형은 2층으로 보이나, 실제 공간은 단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현상

설계안에 나타난 각종 장식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제거된 형태로 지어졌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건축물에 전통 건축의 기와를 얹거나, 목조 건축의 

289) 『매일신보』, 1939. 07. 14.

290) 『조선일보』, 1939. 08. 25.

291) 『조선일보』, 1939.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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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미술관의 위치 (붉은 점선 처리)

(출처: 경성 1:10,000 조선지형도(京城 : 一万
分一朝鮮地形圖) (1942) (부분))

(육지측량부 제작 / 스탠포드 대학교 도서관 소장)

(상) 조선총독부 미술관 현상 설계 당선안

(출처: 朝鮮と建築 15(2), 1936. 朝鮮建築會.)

(하)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모습

(출처: 朝鮮と建築 18(7), 1939. 朝鮮建築會.)

<표 38>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위치 및 모습

구조를 부분적으로나마 재현하는 등 독특한 형태를 구성한 한 점은 최종 설계

에서도 유지되었다. 이는 현상 설계 공모 당시 건축 양식에서 요구하던 조선

식, 혹은 동양 취미를 가미한다는 방향성이 유지된 결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입지는 향원정 부근 숲, 즉 옛 건청궁(乾淸宮) 터였

다292). 건청궁은 1909년 당시에 이미 철거되었는데293), 한일 병합 이후에는 평

소 잘 개방하지 않던 후원 영역이었다294).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입지를 통해, 

292) 『매일신보』, 1939. 03. 07.

293) 『대한민보』, 1909. 06. 25. (문화재청, 2007: 68 재인용)
“향일(向日) 태황제폐하(太皇帝陛下) 처분(處分)으로 북궐내(北闕內) 건청궁(乾淸宮)을 훼철(毁撤)할 시

(時)에 고문 모씨(顧問 某氏)가 해궁(該宮) 목주련(木柱聯)을 몰수 확취 (沒收攫取)하야 자가(自家)에 적
치(積置)하였다가 협잡(狹雜)이 정로(綎露)하야 창피(昌皮)한 사상(事狀)을 당(當)하고 관서 등지(關西 
等地)로 피신(避身)까지 하였다가 사과후(事過後)에야 환가(還家)하였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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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에 덧붙여 개방 공간의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입장 경로는, 1939년 제18회 조선미술전람회 관련 기사를 볼 

때, 인근의 전차 노선과 연계하여 신무문에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95). 

이렇듯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개관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일반 대중이 경복

궁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개방 공간의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식민지 

사회에 대한 공공성이 증진되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는 앞서 논한, 조선

총독부 미술관이 지닌 전시 특성 때문이다.

6.2.4.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역사적 의미 

1939년에 옛 건청궁 부지에 개관한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조선미술전람회의 

개최지로서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총독부 미술관 터는 본래 종합박물관으로 

계획되어 미술박물관과 과학박물관 및 자원관이 함께 입지할 예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미술관만이 준공·개관하였다.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조선미술전람회의 개최지로서, 조선의 미

술 문화를 표상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 권력에 의해 구상되고 요구된 조선미는 오리엔탈리즘적 시선

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미술관이 개관한 

1939년 당시는 전시체제기였다. 이 같은 환경에서 조선 미술계와 전시 관람자

들에게 제시된 것은, 군국주의적 통치 이데올로기 하에서 체제 내화될 것을 

요청하는 창작의 방향성,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전시물들이었다.

조선총독부 미술관의 설립은 사실상 식민지 시기에 이루어진, 전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 공간 재편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경복궁은 

294) 후원 영역은 일반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었으나, 조선총독부는 해당 영역을 봄철에 꽃놀
이 등의 목적으로 일반에 임시 개방하였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1925. 04. 30.; 『경성일보』, 
1928. 04. 17.; 『조선일보』, 1929. 04. 19.; 『매일신보』, 1935. 03. 13.)

295) 『조선일보』, 1939.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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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 통치의 한 도구로서 전시가 기획되고 작동하는 장으로서 이용되었다.

6.3. 1937~1945년 경복궁 재편의 역사적 의미

1937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는 중일 전쟁 및 태평양 전쟁 발발에 따른 

총동원 체제에 따라 당초 계획된 각종 건설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었다. 

이는 경복궁의 개방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1939년에 이루어진 조선

총독부 미술관 개관, 미완으로 끝난 종합박물관 과학관 건설 공사 정도가 당

시에 이루어진, 전시를 통한 개방 공간 재편 사업의 대표적 사례였다. 

또한 앞선 시기까지 경복궁에서 개최되던 각종 박람회는, 이 시기에 들어 

주된 개최지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도 하였다. 식민지 시기에 경복궁을 주 개

최지로 하여 개최된 박람회는 1935년의 조선산업박람회가 마지막이었다. 1940

년의 조선대박람회의 경우, 청량리를 주 개최지로 하여 개최되었다. 이는 경성

부의 영역이 1930년대 후반에 들어 확장되던 정황과 관련된다. 이로써 전시체

제기에는 경복궁 개방 공간에서의 전시가 사실상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와 조

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게 된다. 

조선총독부 미술관은 종합박물관 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조선미

술전람회의 개최 장소로서 계획·운영되었고, 민간의 전시도 허용하는 운영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개최된 전시는 당시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

에 동조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예술 창작자 집단으로

서 조선 미술계와 그 향유자 집단으로서 식민지 조선 사회를 체제 내화하는 

구조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방 직전까지 이루어진 경복궁 개방 공간의 재편 작업은 

해방 이후, 특히 오늘날까지도 경복궁의 공간 구조 및 이용 방식에 영향을 주

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제7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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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 공간 재편의 공간 

정치적 의미

지금까지 1908년 최초의 경복궁 일반 개방에서 1945년 해방 직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복궁이 전시를 통해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궁역 재편 과정이 공간 정치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살피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궁궐 파괴나 훼철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이 아닌, 

당대의 궁역 재편 행위가 지니는 의미의 또 다른 차원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 경복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7.1. 식민지 도시 경성의 근대적 공공 공간 창출

식민지 시기 당시 경복궁의 개방은, 조선 왕실 및 대한제국 황실이 점유하

고 있던 공간에 일반의 출입과 관람, 공간 향유 등을 허용하는 형태로 나타났

다. 앞서 제3장에서 조선총독부 청사 계획을 검토하며 논한 바와 같이, 왕실의 

전용 공간을 일반에 개방하는 것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서 모델이 되었던 유럽의 도시들에서도 발견되는 공간 변화의 형태였다. 

경성에서 각종 근대적 시설들이나 공공 공간들은 북촌보다는 진고개 일대, 

즉 남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같은 도시 구조는 당대 조선 대중들에게 

경성 도시 공간의 이중성을 경험하게 하는 한편, 식민지성, 근대성을 함께 표

상하던 일본인들의 문화가 조선인의 삶에 확산되는 도시 경험을 만들어내었고, 

조선인 스스로가 남촌의 문화를 선망하기도 하였다(김영근, 2000: 15-25). 이 같

은 상황에서 경복궁은, 비록 조선총독부 청사가 입지해 있는 곳이었으나, 북촌 

지역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근대적 공공 공간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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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 일대의 모습 경복궁 광화문의 벚꽃

<표 39> 식민지 시기 유희 공간으로서 경복궁의 모습을 담은 사진엽서

(출처: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본 연구에서 다룬 경복궁은 주로 식민 국가가 주도하는 전시의 개최 공간으

로 논의되었으나, 경복궁의 개방 공간은, 공공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성에서 

하나의 공원이자, 유희 공간이기도 하였다. 당시 대중들은 경복궁의 통상적 개

방 공간이자, 봄철 후원 개방의 진입 경로 중 하나였던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전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궁을 산책하는 상춘객(賞春客)이 되기도 하였다

(<표 39>). 심지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진회나 박람회 등 전시 행사를 

구경하러 온 대중들 중에는 전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과 학습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296), 전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각종 유희에 심

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비록 식민 국가의 전시 기획자들이 유희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하며, 지식의 습득을 중시하였으나297), 대중들에게 경복궁

이 하나의 유희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296) 金基坤(1929), 「朝鮮博覽會評-何等 印象도 못엇덧다」, 『新民』, 53, 新民社, 36~37쪽.

297) 『매일신보』, 1915. 04. 17.
“원래 인생은 활동을 쉬지 않는 반면에, 오락으로써 자기 위로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고된 심신(心神)

을 위안하는 오락이 없으면 신체의 노고(勞苦)한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중략) 연예관으로 향하는 
자도 심신의 위안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을지니, 오락은 인생에 빠지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동
일한 오락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몸에 해(害)가 생기게 하는 오락은 이를 피하고, 
유익한 오락을 구하는 것이 가(可)하니, 공진회는 실로 인생에서 가장 빠지지 못할, 유익한 오락과 도
움 되는 연구를 겸한 계획을 가진 것이니, 유희장과 연예관 등 유희와 함께 할 것도 하고, 정교한 기
계와 미려(美麗)한 공예가 빈틈 없이 구비하고, 의복,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없는 물건이 없어 각색의 
물품은 종류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관람도 더불어 하는 자가 즉 공진회의 기본이다.”(현대어
역은 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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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경복궁은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사업에서 중시되었던 문명화 

사업이나 동화 정책을 홍보하는 장이자, 비록 식민 국가에 의해 재편된 역사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문화유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공진회, 박람회 등을 통해 각종 산업의 성

과들이 집결하고, 조선미술전람회에서와 같이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공론

장이자 논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차원에서, 비록 조선총독부의 당

초 의도가 조선 사회에 정확히 실현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경복궁은 

일면 식민지 도시 경성에서의 근대적 공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고도 볼 수 있다. 고궁을 단순히 개방하는 것을 넘어, 각종 공진회나 박람회가 

개최되는 공간을 넘어, 박물관들이 대거 종합된 공간으로서 경복궁이 재편되

어가던 과정은, 경복궁이 경성에서 오락 외에도 지식,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근

대적 공공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같은 기능이, 통치 

시설인 조선총독부 청사의 부지 내에 청사 건립 계획 당시부터 기획되고 있었

다는 점, 그리고 많은 문화 시설들이 남촌에 입지해 있던 상황에서 식민지 시

기 전반에 걸쳐 경복궁에 각종 관립 전시 공간이 확장되어가던 양상은 공공 

공간, 근대적 문화 경험의 보급 및 확대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7.2. 체제 내화를 유도하는 통치 공간 창출

경복궁에서 개최된 공진회·박람회·전람회,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

는 그 자체가 조선총독부의 통치 기획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이었다. 먼

저, 조선총독부가 전시 공간의 관리 주체와 행사의 기획 주체였다는 점에서 

전시의 내용은 조선총독부의 통치 맥락에서 허용될 만한 것이어야 했으며, 실

제로도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향성과 상당 부분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복궁에서 개최되는 전시 행사들은 조선총독부가 당대에 직면한 정

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합 및 유화 전략의 하나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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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작동하였다(신주백, 2004: 374-378). 제3장에서 제7장까지 살펴본 각종 전

시 행사 및 공간을 유형화하여, 식민 국가가 체제 내화를 유도하는 통치 공간

으로 경복궁을 이용하던 구체적 방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비교의 시선을 통한 통치 합리성 설파 공간: 공진회와 박람회

공진회와 박람회는 식민지 사회와 일본 제국 외부 양측을 향해 전달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지니고 개최된 행사였다. 그것은 구정의 수행 주체인 

조선왕조를 대신하여, 신정의 수행 주체인 조선총독부가 식민 통치를 통해 조

선을 문명화한 성과를 식민지 안팎에서 알게 하고, 그 성과를 긍정하기를 요

청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메시지는, 국제적 차원에서는 아시아의 제국으로서 

일본의 식민지 경영이 성공하였으며,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는 것과 관

련되어 있었다. 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의 통치 합리성을 피식민 주체인 조선

인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음은 물론, 통치에 대한 자발적 수용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진회와 박람회는 보건, 식량, 주거, 경제, 상품 생

산 등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주제를 전시로 다룸으로써 

식민 국가의 정책은 물론, 그 이면에 작동하는 통치성을 보여주는 행사이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에서의 문명화 사업을 다루었던 물산공진회 당시 심세관이

나, 조선박람회 당시 직영 전시관은 이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 전시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진회와 박람회에서 통치성은 문명화 사업의 표상 문제와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식민지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진보는 식민 통치의 성

공을 방증하는 것인 동시에, 식민지인들의 참여를 통해 도달해야 할 하나의 

목표이기도 했다. 

비교 연구라는 표현으로 대표되기도 했던, 공진회 및 박람회 당시 전시를 

보는 방식은, 식민 통치의 진보성과 제국 일본 및 제국 외 지역의 발전상과 

조선을 끊임없이 대조하게 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보는 사람의 시선 문제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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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전시품의 배열, 내지(內地)와 외지(外地) 또는 식민지의 안과 밖을 대비

하는 전시장의 구성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진회와 박람회에서는, 

식민지 안팎에 우열(優劣)의 질서를 형성하고, 관람객이 그 질서를 발견함으로

써, 일본 본토 및 외부 세계에 이미 나타난 진보를 앞으로의 식민 통치 하에

서 기대하는 동시에 통치에 협력하기를 요청하였다. 그것은 전시장과 전시품

들로 구성된 의미 및 행위 관계망 속에서 식민지의 관람객이 스스로를 규율하

는 것에 대한 기대와 연결된다.

이렇듯 공진회와 박람회는, 적어도 기획 차원에서는, 전시 대상들 간에 설정

된 의미 관계들 속에서 식민지인들의 현실 인식을 규율하고, 이들이 체제 내

로 자발적으로 편입되기를 요청하는 행사였다. 하지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그 기획이 온전히 성공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 집단적 자기 인식의 재편과 식산흥업 정책의 실천: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시

정 25년 기념 종합 박물관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의 경우, 관립 박물관으로

서, 식민지인의 역사 인식과 망탈리테(mentalités)를 식민 통치의 맥락에서 재

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식산흥업 박물관의 성격을 보이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경우, 초창기에는 물산공진회 전시관 일부가 남아 식

산흥업 박물관 및 고고미술품 박물관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는 역사학 및 고고학 전시를 통해 조선의 전통적 미감과 역사를 보여주는 한

편, 조선인의 문화적·역사적 종속성, 열패함 등을 입증함으로써 동화주의를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단독의 변화가 아니라, 당시 조

선총독부 차원에서의 조선사 연구·재편 사업과 함께 나타난 변화였다. 박물

관 전시는 미적 체험이나 교육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박물관 전시는 식민 국가가 주도하여 재편·공인한 역사 내러티브를 통해 역

사 인식은 물론,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재편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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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것이기도 하였다. 동화의 필연성과 합리성을 역사적 장기 변동 차원에서 

입증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박물관 전시는, 궁극적으로는 민족 집단 수준

에서 조선인의 자기 인식을 규율하여 체제 내화를 유도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은, ‘역사 조선’, ‘과학 조선’, ‘자원 조

선’이라는 1935년 당시의 정책 슬로건과 연관되어, 조선총독부 박물관, 자원

관, 은사과학관이 결합된 형태로 기획되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구성요소의 

일부라는 점은 앞서 언급한, 조선사의 재편과 식민지인 망탈리테의 재구성이

라는 기능이 당시 채택되었고, 향후에도 유지되었을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와 함께 과학관 및 자원관은 일본 제국의 팽창과 그에 따른 전쟁 상황에서 군

사적 필요와 관련하여 중시되었던 과학 및 공업 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

고 있었다. 이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일부이자 식산흥업 박물관의 성격을 보

여주던 물산공진회 잔존 전시장 일부가 1920년대에 철거된 이후, 식산흥업 박

물관의 성격이 경복궁에서 부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국의 병참기

지였던 조선에 부여되었던, 병참기지로서의 기능과 그것을 수행하는 식민지인

들의 역량을 사회 교육을 통해 높이고자 하는 도구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은 식민 국가가 식

민지인의 역사와 집단 수준의 자기 인식을 재편하는 한편, 각 시기에 중시된 

식산흥업의 문제를 다루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변화 과정에서 식산흥업의 문제는 1920년대에 전시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1915년 개관한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으

로 통합되고 변화해가는 과정은, 박물관 전시를 통해 표상되는 식민 국가의 

통치성이 망탈리테와 당대의 산업 문제 전반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

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 과정은 경복궁의 장소성에도 영향을 주었

다. 박물관의 변화에 따라, 경복궁의 장소성 역시, 단순히 조선왕조의 고적이

나 도시 공원이 아닌, 식민 국가의 정책적 지향이 표상되는 종합 관립 박물관

으로서 변화해갔던 것이다. 이 같은 기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의 관람은 



- 210 -

곧 당대 식민 국가, 더 나아가 제국의 통치 이념과 서사를 전달받고 이에 반

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술 표현의 규율을 통한 시선 규율의 수행 공간: 조선미술전람회와 조선총

독부 미술관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 미술을 제도 내에 편입시켜 조선의 예술을 관리 대

상으로 삼고, 예술을 통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 동화를 수행하는, 사

회 교육 장치의 일환으로 기능하였다. 

물론 조선미술전람회는 작가들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창작의 가치를 평가

받는 장이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 또한 대중이 예술을 감상하고, 작가가 능력

을 발휘하는 장으로서 조선미술전람회의 성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298).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서 파편화되고 단순화된 조선미, 총후의 식민

지 가정과 및 전쟁기의 군인 등의 한정된 요소들이 강조됨으로써, 작가가 담

아낼 수 있는 현실은 제한되었고, 그것은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접하는 세계

나 의식이 제한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체제에 부합하는 작품이나 유미주의

적 취향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고 입상한 반면, 빈곤, 착취 등과 같은 사회적 

부조리 등을 다루는 시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화재(畫材)는 당대의 정

서와 관심사의 표상이라는 모리스 그로서(Maurice Grosser, 1983: 159299))의 지

적과는 다소 상반되면서도, 관전이라는 시스템에서 화재를 선정하고 시선을 

규율하는 권력이 사실상 식민 국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선의 규율

은 인심의 향상 융화나 온건한 사상, 국민성의 문제 등을 명분하에 정당화되

었고, 심사와 수상이라는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미감의 유도(誘導)와 검열을 

통해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를 통한 수상과 공인을 기대하는 작가는 이 같은 

구조 내에서 스스로가 체제 내화되는 주체인 동시에, 창작을 통해 대중의 체

298) 『동아일보』, 1921. 12. 28.

299) 안현정(2012), 16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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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내화를 유도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성격은 1939년에 조선미술전람회장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선총독부 미술관, 그리고 이곳에서 열린 각종 미술 전람회들에도 공통적으

로 나타났다. 이들 미술 행사와 미술관은 1차적으로는 식민지 내에서 공공의 

예술 경험, 공공 공간 등의 창출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작품 창작에서 시선을 

제약하고, 특정 미감을 요구하는 것은 규율의 한 방식이자, 관람자인 대중에 

대한 통치의 한 방식이기도 하였다. 

식민지 시기의 경복궁, 특히 1926년 조선총독부 신청사 준공 이후의 경복궁

은 일견 조선총독부 청사 구역과 개방 공간으로 구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두 구역이 온전히 별개의 공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조선총독부 청

사 일대가 식민 통치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조선총독부 박물관 관람 구역 및 

각종 행사의 개최지로서 일반에 개방된 구역은 그 자체로도 또 다른 통치의 

공간이었다. 여기에는 행정이 아닌, 유희와 문화생활, 감상 등의 행위를 통해 

투입되는 식민 통치가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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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의 결론

8.1.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경복궁이 전시를 중심으로 개방 공간이 형성되고 재

편되었던 과정과 그것이 공간 정치 차원에서 지니는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식민 국가의 경복궁 재편 계획과 관련된 사료를 분석하고, 전시와 

식민 통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병행하는 한편, 그 기획이 실제 작동 차원에

서 지녔던 의미와 한계를 사회사의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식민지 시기의 경복궁은 그 일부가 일반에 개방됨으로써, 식민지 도시 경성 

내에서의 공공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일반 개방의 주

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던 전시는 식민 국가가 각 시기의 정치적·사회

적·문화적 환경 내에서 통치를 수행하는 한 방식이기도 하였다. 식민 국가는 

전시를 통해, 식민 통치를 통해 식민지 사회 전반에서 진보를 이끌어낸다는 

통치 합리성 논리를 강조하고, 이를 실증해내고자 하였다. 그것은 곧 식민 통

치 명분에 대한 언명과 입증의 수행 방식이었다. 이로써 식민 국가는 식민지

인들의 자발적 체제 내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제국으로서 일본이 수행하는 문명화 사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

였다. 이 같은 특징은 공진회와 박람회에서 두드러지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경복궁에서 개최된 전시는 식민 국가에 의해 기획된 스펙터

클로서, 전시물들의 배치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내러티브를 통해 현실에 대한 

시선을 제약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통치에 유리하게 탈맥락화·재맥락화하기

도 하였다. 이 같은 특징은 조선미술전람회와 조선총독부 미술관 전시에서 두

드러졌다. 이와 함께 경복궁에서 개최된 전시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역사의 장

기 변동 차원에서 동화의 필연성을 징증하고자 하는 한편, 당대 식민지 경영

에서 요구되는 식산흥업의 과제들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식민 국가는 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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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과거와 미래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통치성이 발휘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시정 25년 기념 종합박물관 

계획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경복궁은 이렇듯 식민지 시기 당시 전시를 통해 식민 국가가 통치를 수행하

는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전시의 개최지로서 경복궁의 장소성은, 봄철의 꽃

놀이 등을 제외하면 당대 식민지 대중들이 개방된 경복궁을 접하는 가장 일반

적인 방식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변화는 조선왕조 법궁의 공간 구조를 해체하였다는 

점에서 식민 통치 권력의 폭력성을 대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궁궐을 일반에 개방되는 공원 및 전시 공간으로 재편함

으로써 근대적 공공 공간을 창출하고, 전시를 비롯한 각종 근대적 경험들을 

식민지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식민지 시기의 경복궁은 식민 통치가 지

닌 폭력성과 근대성의 양면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는 각종 언론, 사진, 영상, 박람회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동원하여 통치 권력을 재현해 내고자 하였으며, 이는 식민지 근대성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조형근·박명규, 2011: 176-178). 경복궁 또한 그 수

행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근대적 경험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식민 통치를 통한 진보와 문명화의 주체로서 식민 국가를 식민지 내외에 드러

내는 방식이었다. 각종 공진회와 박람회, 전시 행사,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는 

식민 국가와 일본 제국의 선진성과 미래 전망을 표현하며, 식민지인들이 그 

전망의 구현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성격을 지니기도 하였다. 이는 이민족 군

부 독재 권력으로서의 조선총독부(박명규, 2005: 51-55)가 지닌 폭력성보다는, 

식민지에 새로운 전망을 부여하는 신정(新政)의 주체로서 조선총독부의 통치 

권력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경복궁은 식민 국가가 그 권력을 공간 

차원에서 표상하는, 자기재현의 정치를 수행하는 공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기획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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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분적으로나마 당대의 사회사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논한 바와 같이, 당대 

관람객들의 반응은 언제나 통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았

다. 때때로는 통치 의도와는 다른, 의도치 않은 효과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

타났다. 가브리엘 스피겔(Gabrielle Spigel, 2005: 17)의 지적처럼 역사 속 행위

자들이 사건을 이해 또는 대응할 때, 그들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화를 해

석·전유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300). 

식민 국가의 입장에서 전시는 식민지를 가독성 있게 판단할 뿐 아니라, 그 

결과물을 식민지인에게 공유하고 향후 통치의 전망을 보여줌으로써 진보와 문

명화의 가능성을 믿게 하며, 자발적 동화를 유도하는 통치 수단이었다. 제임스 

스콧(James Scott, 2010: 23-24)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시는 자연과 사회를 행정

적으로 질서화하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인 ‘하이

모더니즘’을 표상하고 실천하는 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이모더니즘을 

실천하는 또 다른 조건으로서, 강압적 권력을 한껏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

력을 갖춘 권위주의적 국가(제임스 스콧, 2010: 25)로서 식민 국가의 성격과 더

불어 전시는 식민 국가가 식민지적 하이모더니즘을 실천하는 통치 수단이었다. 

그러나 토드 헨리(2020: 2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작 식민지의 행위자들은 

각자의 사고방식, 관습, 필요에 따라 경성의 공공 공간을 이용했고, 이는 통치 

의도 및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것이었다. 경복궁의 전시 공간과 경복궁에서 개

최된 전시 행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당대 식민지 사회 속 다양

한 개인 및 집단 행위자들의 인식과 이해관계, 행동양식, 문화 속에서 통치의 

도구로서 기획된 전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유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통치의 도구로서 기획된 전시와 전시 공간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당대 경

복궁에서 관찰된, 이러한 행위 양태는 식민 국가의 통치 수행 공간으로서 경

복궁이 지닌 장소성이 중층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동시대로서의 식민지 시기를 넘어, 당대의 경복궁은 조선총독부에서 

300) 토드 헨리(2020: 4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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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로 이어지는 경복궁 이용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면(前面)에 중

앙 행정 수행 기관의 청사를 두고, 후면에는 개방 공간을 두어, 식민 국가 또

는 국민 국가에 의해 기획된 전시 공간을 설치하고, 전시 행사를 여는 방식은 

식민지 시기 이후로 형성된 경복궁 이용 방식이다. 물론 정부 청사의 입지로

서 경복궁의 기능은 정부서울청사(1970년 준공)와 정부과천청사(1982년 1차 준

공, 1985년 2차 준공, 1993년 완공)의 설치를 통해 점차 경복궁에서 이전되었

으나, 여전히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의 박물관이 경복궁 내에서 

국민 국가의 일국사(一國史) 내러티브, 민족주의적 역사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해방 후에도 전시를 통한 통치 공간으로서 경복궁의 

장소성이 연속되는 것이다301).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 시기 이후에 조선왕조 법궁의 공간 구조가 훼손됨으로써 이루어진 것

이었다. 20세기 이래의 경복궁의 이용 및 경험 방식은 그 이전의 전통적 공간 

구조와 이용 방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공간과 이용 방식을 발명·도입해낸 결

과였다. 1990년대 이래 진행 중인 경복궁 복원 사업은 이렇듯 단절되고 파괴

된 전통을 재현해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경복궁 복원 

사업은 그 자체가 민족주의와 일국사 내러티브 속에서 광의의 박물관으로서 

경복궁을 전유하는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렇듯 20세기 이후의 경복궁은 전

통의 파괴와 보존, 훼손과 발명이라는 복합적 행위성이 경합하는 장이다.

식민지 시기 경복궁의 변화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의 모습은 역사 속 장소

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이끌어낸다. 장소는 당대 사회에서 내에서 집단 내의 

여러 주체들이 주어진 환경에 대응했던 역동적 행위 관계망이자, 그 공간적 

배경이며, 동시에 표상이 되는 공간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논한 바를 정리하면 <그림 22>와 같다.

301) 한 예로, 1984년 당시 문화재위원들은 국가의 통치 수행 공간으로서 경복궁의 기능을 인지하고, 이
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경복궁을 역사적 장소로 인식하면서도, 박물관을 통한 사회 교육의 기
능을 지니고 있음을 동시에 인식하였고, 사적 관리와 사회 교육의 병행을 향후의 관리 방향으로 제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5차 회의록」(1984. 05. 0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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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식민지 시기 전시를 통한 경복궁 개방 공간 재편 과정



- 217 -

8.2.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식민지 시기 경복궁 궁역 재편이 공간 정치의 차원에서 지니는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간 구조 분석과 사회 이

론에 입각한 해석을 방법론으로 도입하고,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사적 접근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접근은 식민지 도시 경성과 정치적 중심 공간, 권

력의 표상 공간으로서 경복궁이 지닌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방법

이 되었다.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에 조선왕조의 상징공간이 전시를 통해 20

세기 식민 통치하에서 어떻게 통치의 방식으로 전유되었는지를 살핀 것이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식민지 경복궁의 모든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가 

아닌, 그 일부로서 전시를 통한 궁역 재편에 한정하는 논의를 수행했다는 점

에서 한계를 지닌다. 전시는 식민지 대중 다수가 개방된 경복궁을 일상 가운

데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로가 되었으나, 그것이 당대 경복궁 변

화 과정과 의미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접

근이 부분적으로나마 식민지 시기 경복궁 변화의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나마 식민 통치사와 경성의 도시사, 경복궁의 변

천사를 아울러 살피는 구성을 취하고는 있으나, 사회사적 차원에서의 논의에

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사례에서 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각종 전시 행사 및 박물관에 따라 당대 대중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여주는 사료의 양적 편차가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룬 모든 사

례에 대한 사회사적 해석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했다.

끝으로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중·장기 변동 속에서, 경

복궁이 지니는 성격의 연속성과 차이점을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까지 논의하

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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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연구에서는 상기한 한계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다음의 세 가지 추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복궁 이외의 전통 공간들

이 식민지 시기에 근대적 공간으로 재편되고, 이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방식

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시기 경복궁은 궁역을 재

편한 결과물이기는 하나, 조선총독부 청사가 입지함으로써, 궁역을 재편한 또 

다른 결과물인 창경궁이나 덕수궁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경성부 내에서의 각종 전통 공간의 전유 방식이나, 각 지역에서의 주요 전통 

공간들이 식민지 시기에 재편되고, 여기에 새로운 이용 방식이 도입되는 양상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교사적 맥락에서 국가 또는 식민 국가가 통치 권력을 공간화하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일본 본토에서 메이지 유신 

이래로 각 지역의 통치 권력들의 거점이었던 성(城)과 그 일대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은 물론, 일본 제국이 총독부를 두고 경영한 식민지였던 대만의 

사례를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히 국가 상징 거리의 조성이나 2022년의 청와대 개방 

등 해방 이후 경복궁 일대의 공간 변화를 살피기 위한 일종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 이래 공간 구조 및 이용 방식의 연속과 단절의 차

원에서 광화문 일대의 도시 공간 변화를 기술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향후 과

제라 하겠다. 이는 앞서 한계 부분의 말미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경복궁 일대의 변화상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하겠다. 상기한 연구 과제들은 보다 밀도 있는 자료 검토와 논의를 바탕

으로 향후 수행하기를 기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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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the Public Space 

of the Gyeongbokgung Palace as Making 

a Performative Ground of Governing through Exhibition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1908-1945)

Ka-Ram Je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in which the 

Gyeongbokgung Palace was made to open to public including colonists and 

ways in which the palace was reorgan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1908-1945). It also examines their meanings of such change at the 

time in the context of spatial-politics.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public zone within the Gyeongbokgung 

Palace, which depended on the exhibitions hosted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Each period was classified in consideration not 

only of the changes made upon the Gyeongbokgung Palace at the time, but also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cultural, and military situation inside and outside the 

colonized Joseon and the urban history of Gyeongseong(a.k.a. Keijo City).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is as follows: the period of establishing the public 

zone in the palace and its reorganization (1908~1914); the period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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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new building fo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holding 

Gongjinhoe(共進會), a series of industrial expo events (1915~1925); the period of 

expansion of exhibition space and holding Bakramhoe(博覽會), a series of expo 

exhibitions(1926~1936); and the period of constructing new exhibition facilities 

and operation of exhibition programmes(1937~1945). 

From 1908 to 1914, the Gyeongbokgung palace, which had been a private space 

for the royal family, was first opened to the public (1908) heralding the change in 

how it was utilized. After the Korea-Japan merger(1910), plans for the constructing 

the new building fo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ithin the Gyeongbokgung 

palace were drafted, and planning for designating public zone, spatial reorganization, 

and the way of utilizing the zone in the Gyeongbokgung palace started.

From 1915 to 1925, as spatial reorganization of the Gyeongbokgung Palace 

progressed in full scale as the construc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ilding began. This is followed by use of the palace for expositions starting from 

the Joseon Industrial Expo 1915. When the Museum of Government-General of 

Korea opened, there were times in which the palace was open full-time for the 

general public to accommodate its exhibition schedule. Such changes became the 

basic reference to be implemented from the completion of the office of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26 and on.

From 1926 to 1936, it was the period in which the Gyeongbokgung Palace was 

being established as a representative exhibition space expressing official 

propaganda in Gyeongseong. It was also the period that showed a division of the 

Gyeongbokgung Palace into two areas due to the completion of building fo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ne is an office area fo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other is an area for the museum. Since then, major exhibitions 

began in the palace such as the Joseon Expo in 1929, the Joseon Art Exhibition(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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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美術展覽會, 1922-1944; from 1930 to 1944), and the plan was launched to build 

the General Museum for the 25th Reign Anniversary Commemoration in 1935.

From 1937 to 1945, the Museum of Art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pened (1939), and it was used as an exhibition hall to carry out the propaganda of 

militarism during the war time.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for building a science 

museum under the plan of the General Museum for the 25th Reign Anniversary 

Commemoration continued. However, it had to stop due to the lack of material 

supply and financial difficulties.

Urban history of Seoul since the 20th century describes Gyeongbokgung Pala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as the entity that constantly changed as the colonial 

state responded to the political, militar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inside and outside the colonies and empires. In the constantly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t the time, the colonial state has 

modified the direction of exhibition programming and the operation of the 

exhibition space at the Gyeongbokgung Palace as the representative space of 

governing ideology and policy As such, the Gyeongbokgung Palace was used as a 

venue for the modern colonial state to incorporate colonists into the members of 

the empire and to carry out internalization of the empire’s system. Meanwhile, 

there showed some reactions that were contrary to the colonial state’s plan 

toward its colonial subjects in various exhibitions held at Gyeongbokgung Palace 

at the time. This also showed the potency in Gyeongbokgung Palace as a venue 

on which the colonized subjects to form modernity by themselves. 

Keywords: The Gyeongbokgung Palace, Japanese Colonial Rule Period, 

Governing, Exhibition, Public Space, Spatial Organization

Student Number: 2019-2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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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조경학이라는 낯선 학문의 길에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도록 응

원해주시고, 석사논문 연구 과정해서도 신뢰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학기에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살펴봐주시고 그 타당

성을 함께 고민해주신 성종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성종상 선생님께서 교신저

자를 맡아주신 2021년 8월 『서울학연구』 논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한국의 풍

경문화 연구’ 강의를 통해 도면과 지도를 상세하게 읽어나가고, 공간 구성과 그 의도를 해석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학과 김백영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서울대학교에 부임해 오신 지 얼

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연구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도시공간사 연구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자 

찾아뵈었을 때, 낯선 학생을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던 모습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고 늘 감사합니다. 사회 이론에 근거한 공간사회학적 논의, 도시사 및 정치사와 공간의 

변천사를 연결시키는 과정은 김백영 선생님의 지도와 격려 속에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연구 작업을 개선해갈 방향에 대해, 조선시대 경복궁과의 연속과 단절, 사회사 

등 다방면에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의 이강근 선생님께

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궁궐을 연구해오신 선학의 지도 속에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의식과 행태의 반영이자 역사의 산물로서 건축의 속성에 대해 고민할 기

회를 주셨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서현 선생님,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석사 첫 학기에 자신

만의 조경학을 만들어가라고 격려해주신 환경조경학과 Wybe Kuitert 선생님, 역사학 및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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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관점에서 공간 연구를 다채롭게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도·격려해주신 국사학과의 허

수 선생님, 정요근 선생님, 규장학한국학연구원의 정준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 연구는 여러 지인들의 격려와 도움에도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구상 

단계부터 주요 진행 과정들을 함께 살피고, 소중한 의견을 건네주었던, 오랜 벗 박광은 동학

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도시공간사 연구에서는, 이 공간에 단순히 무엇이 있었다 하는 

것을 넘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었던 것이 늘 고

맙습니다. 아울러 여러 어려운 고비 가운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순간들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에게 예술사회학을 알려주신 분이시자, 늘 논문 버디가 되어주시는 신현진 선생님께도 깊

이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구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연구 진행 중 있었던 여러 어려움에서 중요

한 질문들을 해주신 덕분에 이 논문의 여러 논점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미술사와도 

연결되는 이 연구의 성격은 선생님과의 교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족한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국사학과의 박정민 동학, 졸고를 

검토해주신 김기범 동학, 늘 공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공간잇기의 서준원, 정다애, 유청오, 박

윤주 선생님, 대구대학교의 서종수 선생님, 그리고 논문 동기로서 늘 응원해주신 이현숙 선생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지면의 한계로 미처 적지 못한 수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연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는 못해도 두 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글을 쓰는 순간조차도 그 마

음을 미처 다 헤아리지도, 제대로 보답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저 죄송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형편에 연구자가 되려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주저하는 순간마다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가슴 무너지는 통곡을 저는 감히 위로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늘 사랑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연구자의 길을 지지해주시는 동시에, 제가 궁

궐을 좋아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늘 바쁘셔서 함께 외출하는 일이 잘 없으셨던 아버

지는 제가 중학교에 가기 전, 경복궁을 구경시켜주셨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경복궁을 처음으

로 직접 보았던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의 기억은 삶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자, 이 연구의 출

발점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존재는 이 연구의 가장 든든한 토대이자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연구의 말미이자 또 다른 시작점에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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