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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2년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기초 연

구사업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와 식민지 표상”이라는 과제의 논문 성과물을 모아 동아대학

교 ‘역사인문이미지 연구소’의 개소 기념으로 발행한 연구서이다. 연구 내용은 대한제국

기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사진그림엽서(�����������	
)를 중심으로 일본이 제국주

의를 어떠한 형태로 선전하였으며, 또 식민지 조선의 실상이 어떻게 왜곡되어 표상화되

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6명의 연구자가 각기 역사(��� ·�����), 신사와 천황, 전쟁

과 군대, 민속과 풍속, 사회와 관광, 문학(� ·�� ·�� ·��) 등 6개 분야를 분담하였으며, 

1년에 1편씩 2년간 총 12편의 논문을 결과물로 학술연구재단에 제출하여 공동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이 책에는 인용한 엽서의 저작권이 확인되지 않는 1편을 제외하고 11편

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책에 수록할 때 논문 명칭을 약간 수정하였으며, 또 

각기 논문의 특성상 편집 체제를 통일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연구과제 원래의 논문명

과 게재 학술지는 아래와 같다.

책을 출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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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역사)

1년차: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동북아문화연구� 5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제 1장

2년차: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일본문화연구� 6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제 2장

한현석

(신사·천황)

1년차: 사진그림엽서로 본 국가신도(國家神道)의 선전과 실상-조선신궁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3, 동아시아일본학회, 2017)
제 3장

2년차: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천황가의 이미지와 제국주의 선전 

(�일본문화연구� 6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제 4장

황익구

(전쟁·군대)

1년차: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일본문화연구� 63, 동아시아일본학회, 2017)
제 5장

2년차: 일제침략기 군대만화엽서를 통해 본 군대의 홍보와 병영생활

(�일본문화연구� 6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최인택

(민속·풍속)

1년차: 일제침략기 사진· 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화연구� 5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제 6장

2년차: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기생기억

(�일본문화연구� 6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제 7장

조정민

(사회·관광)

1년차: 식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과 서사 전략

(�일본문화연구� 63, 동아시아일본학회, 2017)
제 8장

2년차: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부산 관광의 표상과 로컬리티-지배와 향유의 바다 

(�일본문화연구� 6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제 9장

황진

(문학)

1년차: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조선정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3, 동아시아일본학회, 2017)
제10장

2년차: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의 민요와 동요-“아리랑엽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7, 동아시아일본학회, 2018)
제11장

이렇게 사진그림엽서를 역사학 연구의 기초 사료로서 활용하게 된 계기는 연구팀의 

일원인 필자가 수십 년간 사진그림엽서를 수집해왔고, 또 이를 역사학 연구의 소재로 

삼아 2014년부터 몇몇 연구자들과 학술적 논의를 거듭한 결과이다. 필자의 전공은 일본 

근세사이지만, 이렇게 근대 자료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부터 

취미로 우표와 크리스마스 씰, 또 이와 관련된 근대시기의 사진그림엽서, 사진첩, 일제강

점기의 인쇄물 등을 수집해왔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씰과 관련하여 최초의 

결핵요양원인 해주구세요양원, 사진그림엽서와 우편사郵便史 등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간 취미로 수집한 자료들이 우연치 않게도 연구의 중요한 자료들이 되고 있다. 

특히, 일제침략기의 사진그림엽서는 5만 매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사진그림엽서만 수천 종 이상이 포함

되어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제사진그림엽서는 상당 부분을 수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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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발행된 판매용의 사제그림엽서는 수적으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부분을 수집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일개인이 수집하여 소장한 자료라도 객관적인 역사 

복원과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여 

비록 수집으로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사진그림엽서 연구를 위한 연구

팀을 꾸려 공동연구원들에게 제공·공유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이들 엽서를 일제침략기 연구의 중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DB구축을 통해 

일반에 모두 공개하고, 나아가 국내의 관련 학술연구에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논의

해온 결과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책이다. 

사진그림엽서가 언제부터 발행되었는지 단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한제국에

서는 1900년 5월 10일에 최초의 관제엽서가 발행되었으며, 1900년을 전후해 발행된 것

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이 강화되는 시기였고, 1905년 

4월 1일에는 일본과 강제적인 한국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취극서取極書 (��� ‘�������

�’��� !"�#$%���&�'()가 조인됨에 따라 대한제국의 통신·우편 행정권이 거의 일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적인 시각에서의 사진그림엽서가 발행될 수밖에 없

었다. 물론, 이른바 ‘알레베크 엽서’라고 불리는 사진그림엽서에서도 확인되듯이 1900년

을 전후한 시기에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인 사진작가나 선교사들에 의한 엽서 제작도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이는 극히 일부였다. 

한편, 사진그림엽서는 당대의 시대상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엽서의 이미지 분석이나 역사적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일제침략기의 사진그림엽서를 공동연구의 소재로 삼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물론, 우편사 측면에서의 연구를 비롯해 낱장 엽서의 

사진에 대한 캡션 위주의 도록 발행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보이고 있지만, 양국 관계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시각, 역사의 기억과 표상을 검토한 연구는 없을 뿐만 아니라, 

엽서에 활용된 수많은 도안 이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사진그림엽서는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판매되었던 것으로 제국주의 일본에 의한 

조선의 왜곡된 선전과 홍보는 일본인과 조선인들에게 굴절된 한국관을 이식시켰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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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일본의 식민지배 합리화를 부추겨 나갔다. 이에 본 연구팀에서는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또 다른 시각에서의 분석이 절실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다음

과 같은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이 책에 수록된 연구들을 추진해왔다.

첫째, 지금까지 대한제국기의 사진그림엽서는 국내에서 공개된 것이 극히 적고, 100

여 년 이상이 경과한 자료라는 희귀성과 1장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수집품으로

서의 가치만이 중요시되어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역사연구의 토대 

자료로서 수집·정리·분석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 사진그림엽서가 단순

히 역사연구의 부수 자료로만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와 분석

을 통해 학술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일제침략기에 셀 수 없을 만큼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당시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다양한 이미지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제1급의 사료로서 

이들 엽서를 통해 어떻게 일본인들이 제국주의를 선전·홍보했고, 또 이러한 프로파간

다가 어떠한 이미지로 왜곡되어 표상화되었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했다.

셋째, 일제침략기의 사진그림엽서의 제작에는 다양한 이미지 도안들이 사용되고 있

는데, 과연 이 도안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또 각기의 도안들이 상호 

결합하여 어떠한 형태로 제국주의를 선전하고 그 모순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제국기의 엽서 500여 장과 식민지기의 ‘시정기념엽서始政紀念葉書’

는 박물관에서조차 소장하지 않은 희귀자료들로 한국병합의 불법적이고 구조적인 모순

은 물론 식민지기의 왜곡된 조선이미지를 보다 입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본 연구팀에서는 제1단계로 위에서 언급한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를 시작하여 본 연구서를 발간하게 되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2017년부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의 토대연구로서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繪葉書]의 수집·분석·해제 및 DB 구축”이라는 연구 과제를 3년간의 계획으

로 수행 중에 있다. 이 연구 사업이 종료되면 6,900여 매 이상의 한국 근대사 연구에 

귀중한 사진그림엽서가 학계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진그림엽서의 



9

이미지 앞뒷면(600DPI), 엽서 봉투, 원문 텍스트, 번역문 텍스트, 발행처, 인쇄처, 키워드, 

해제 등 26개 항목의 메타데이터를 상세히 작성하고 있다. 1900년 전후 무렵부터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이미 100여 년 이상이 경과한 인쇄 자료로서 보존성이 약하며, 또 일본이나 

국내의 박물관에서조차 쉽게 열람하기 어려운 자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망실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역사자료의 보존 

측면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학술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동시에 

연구 과제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진그림엽서와 같은 역사 관련 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역사 인문학

의 발전과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필자는 2019년 5월 1일에 재직하고 있는 동아대학

교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책은 바로 연구소 개소를 기념하여 기획

된 것이며, 아직은 어정대는 출발 단계이지만, 필자가 수집해왔던 동아시아 근대시기의 

사진첩, 고지도, 귀중 책자와 인쇄물, 통감부·조선총독부 발행의 각종 홍보인쇄 자료, 

조선안내, 팸플릿, 관광안내서, 조감도, 철도국 자료, 일본군 자료, 항공 자료, 일본의 

식민지 통계 자료, 각 시도군 관청의 인쇄 자료 등을 포함해 앞으로 역사 이미지와 관련된 

다종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정리·분석하여 새로운 학문의 장을 열어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앞서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의 연구책

임자로서 연구팀을 격려하며 끝까지 이끌어주신 동아대학교의 최인택 선생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숙명여자대학교의 박진우 선생님과 동국대학교의 서민교 선생님, 

엽서 연구의 현황과 방법 등 많은 조언을 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의 권혁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현재는 부경대학교에 계

신 조정민 선생님과 황진 선생님, 동아대학교의 한현석 선생님, 청암대학교의 황익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주신 민속원 홍종화 

사장님, 편집에 힘을 써주신 편집부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9년 7월 31일

공동저자 대표 신동규



10 

차례

책을 출간하면서   5

신동규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  13

신동규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  41

한현석 사진그림엽서로 본 국가신도國家神道의 선전과 실상  ‥‥  77

조선신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현석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천황가天皇家의 이미지와 제국주의 선전  ‥‥  99

황익구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 127

최인택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 159



11

최인택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기생기억  ‥‥ 189

조정민 식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과 서사 전략  ‥‥ 225

조정민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부산 관광의 표상과 로컬리티  ‥‥ 251

지배와 향유의 바다

황 진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  ‥‥ 279

�조선정시朝鮮情詩�를 중심으로

황 진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의 민요와 동요  ‥‥ 307

�아리랑엽서�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329

찾아보기   339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신동규

1. 머리말

2.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의 분류

3. 통감부의 대한제국 지배

4. 영국함대 방문과 황제양위 및 ‘한일신협약’

5. 요시히토친왕의 한국 방문

6. 맺음말



 

 



15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1. 머리말

이 글은 대한제국기(1897.10-1910.08)의 사진그림엽서1⦁를 소재로 그 시기에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의 전조가 어떠한 모습으로 표상화되었으며, 또 일본 제국주의는 이것을 

어떻게 선전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해본 것이다. 그간 대한제국기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연구는 역사 연구의 부수적 사진자료로서의 가치만 부각되어 온 경향이 컸다. 이것은 

대한제국기 당시 정치·외교적인 사진 자료의 부족 현상과 더불어 엽서 자체가 가지고 

1⦁ 일본에서는 에하가키(繪葉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사진엽서와 그림엽서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한자 의미

가 ‘그림엽서’이기 때문에 명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다 명확한 ‘사진그림엽서’라

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진그림엽서’가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는 ‘엽서’로 약칭함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 글에서 

소개하는 대한제국기의 엽서는 필자가 소장한 일제침략기의 사진그림엽서 5만여 점 중에 약 500여 점을대

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제국 관련 엽서는 극히 일부만 도록 등에 공개되고 있을 뿐 국내외에서 거의 공개

되지 않아 전체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100여 년 이상이 경과한 자료라는 희귀성과 고가 수집품으로서의 가치만이 

중요시되고 있어 학술적 정리·분석·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글에서사용하는 엽서들은 한
국과 일본이 발행한 것들이며, 그 크기는 대부분 140㎜[±3]×90[±3]㎜라는 점, 사용하는용어나 명칭에 대해서

는 가능한 한 엽서 원문에 따르며, ‘일한’으로 표기된 것은 ‘한일’로 변경했음을 밝혀둔다.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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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희귀성, 그리고 고가의 수집 자료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지뿐

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포함해 일본의 선전 도구로서도 

엽서가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엽서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필수적인 연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엽서는 관에서 발행한 관제엽서와 민간에서 발행한 사제엽서로 구분되며, 관제

엽서는 다시 ‘통상엽서’()*�+,�-./0�12���)와 ‘관제 사진그림엽서’로 구분되는데, 민간

에서는 우편요금이 인쇄된 통상엽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엽서에는 기본적으로 

‘사제 사진그림엽서’만 존재한다.2⦁ 따라서 이 글의 소재는 사진그림엽서이기 때문에 

‘관제 사진그림엽서’와 ‘사제 사진그림엽서’가 주된 대상이 된다. 우선, 세계 최초의 관제

엽서는 1869년에 오스트리아 육군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경제학자 에마뉘엘 헤르만

Emmanuel Hermann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스트리아 정부가 동년 10월 1일에 발행했으며, 

뒤를 이어 현재 독일의 프로이센 왕국에서 1870년경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때에 베를린

의 사진가 알버트 슈바르츠Arbert Schwarz 부부가 포병부대의 사진을 엽서에 인쇄하여 고향

에 보낸 것이 사진그림엽서의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엽서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

갔고, 일본에서는 1873년 11월 19일 ‘우편엽서종이郵便ハガキ紙’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관제

엽서(�3��)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02년 6월 18일에는 ‘만국우편연합가맹25주년’을 

기념하여 6종 1세트(54)로 최초의 ‘관제 사진그림엽서’가 제작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

다.3⦁ 1903년 10월 1일에는 우편규칙이 새롭게 제정되어 사제엽서의 사용이 허가되었는

데, 이후 엽서의 본질적인 역할인 문자에 의한 정보전달 이외에 명확한 이미지 정보의 

2⦁ 관제엽서와 사제엽서의 구분 및 사진그림엽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비롯해 엽서 탄생에 대한 

것은 이전의 글에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신동규,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제81회 일본사학회 월례발표회� 초록, 일본사학회, 2017), 여기에서는 논지의 전개를 위해 엽서 탄생의 

흐름만 간단히 요약해두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하의 논고를 참조 바람. 樋畑雪湖, �續日本郵便切手史論�, 

日本郵券俱樂部, 1933, 8-30쪽; 樋畑雪湖, �日本繪葉書思潮�, 日本郵券俱樂部, 1936, 2쪽; 世馬宏通, ｢漏らす

メディア｣, �ユリイカ� 36-5, 2004, 13쪽. 한편, 일본의 ‘우편엽서종이(郵便ハガキ紙)’라는 엽서는 통칭 ‘데보

리하가키(手彫はがき)’라고 불린다.

3⦁ �官報� 제5678호, 1902년 6월 15일,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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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적 효과가 컸기 때문에 러일전쟁(1904-1905)을 전후하여 전쟁 

사진과 전승을 기념한 사진그림엽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른바 ‘사진그림엽

서 붐’의 시대가 열렸다.4⦁ 이렇듯 사진그림엽서는 당대의 시대상을 대변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었기에 많은 연구 성과들이 보이고 있으며,5⦁ 최근에는 각종 

이미지 정보나 니시키에錦絵를 이용해 근대사를 분석하거나 조선멸시관의 형성을 규명한 

연구6⦁들도 추진되고 있어 연구방법론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역사학적 분석과 검토에는 조금 더 세밀한 연구 시각과 방법론

이 필요하며, 이에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한제국기의 엽서를 소재로 삼아 여기에 이용되었던 도안 이미지들의 분석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일본이 제국주의를 선전했으며, 또 한국병합에 대한 왜곡된 역사적 

당위성을 어디서 찾으려 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둘째는 한국병합이 1910년 8월 29

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거의 병합과 마찬가

지의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양한 엽서의 이미지 분석을 통해 검토해보고

자 한다. 그리고 대한제국기의 엽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엽서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희귀 엽서를 학계에 소개해본다는 점도 이 글의 작은 목적임

을 밝혀둔다. 

4⦁ 浦川和也, ｢繪葉書で朝鮮總督府を見る－｢朝鮮半島繪葉書｣の史料的價値と內包された｢目差し｣｣, �朱夏�

18, せらび書房, 2003, 40쪽. 다만, ‘사제 사진그림엽서’가 이때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다. 언제가 최초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시이 겐도(石井硏堂)가 저술한 �改訂增補 明治事物起源�(春陽堂, 1944)의 ｢私製繪葉書の

始｣에 의하면, 1900년 10월 5일에 발행된 �今世少年�(1-9)의 부록이었던 ｢두 소년이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그림(二少年シヤボン球を吹く圖)｣이라는 엽서를 그 효시로 보고 있으며, 아키야마 코도(秋山公道)의 �繪はが

き物語�(富士短期大學, 1988, 10-11쪽)에도 1900년에 발행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엽서와 황거 니쥬바

시(二重橋)의 엽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00년대 전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5⦁ 상세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신동규, 앞의 논문(2017) 참조.

6⦁ 박진우, ｢니시키에(錦繪)를 통해서 본 근대천황상과 조선 멸시관의 형성｣, �동북아역사논총� 42, 동북아역사재

단, 2013; 김경리, ｢니시키에를 통한 ‘제국일본’의 시각화｣,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일본어문

학회, 2009; 연민수, ｢錦繪에 투영된 神功皇后傳說과 韓國史像｣, �한국고대사연구� 69, 한국고대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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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의 분류 

이 글에서 필수적으로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작업은 200여 장의 대한제국기 관련 

엽서에 대한 분류이다. 엽서의 도안과 구성 형식, 그리고 당시의 인물과 주요 사건 등에 

따라 시험적으로 분류해보면 다음 7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며, 여기에서는 관제·사제 

사진그림엽서를 모두 포함해 분류하였는데, 그 분류 기준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A형 : 고종·순종황제·메이지천황 등 황실 관련 인물 엽서

고종·순종황제·메이지천황을 비롯한 양국의 황실 관련 인물의 엽서. 

② B형 : 한일 간 외교나 정치에 관한 엽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관계나 협약 및 양국 고위 관료들이 도안된 엽서, 

그리고 통감부 관련 엽서를 포함한다.

③ C형 : 일본 황태자의 한국방문 관련 엽서

1907년 10월 16일 요시히토친왕嘉仁親王[56�7,89:(大正天皇)]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엽서.

④ D형 : 순종황제의 순행 관련 엽서

이토의 계략으로 순종황제는 1909년 1월부터 전국을 순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엽서로 궁정열차의 발착시간표 엽서가 여기에 포함됨. 

⑤ E형 : 영친왕의 일본 순행 관련 엽서

1907년 12월 이토에 의해 유학 명목으로 일본에 건너가 인질 아닌 인질로 생활하면

서 일본 각지를 순행하게 되는데, 이를 기념하여 발행된 엽서 및 일본에서 생활할 

당시에 관련된 엽서.

⑥ F형 : 문화적 행사나 사업 및 건축과 관련된 엽서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각종 박람회나 문화행사 및 사업, 또는 각종 건축 및 시설의 

기념행사 관련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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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 A형: 한국 황제폐하 즉위기념

(순종황제)

[엽서2] B형: ‘한일신협약’ 성립기념

(이토와 ‘한일협약문’)

[엽서3] C형: ‘동궁전하(大正天皇)’ 한국행계기념 [엽서4] D형: 순종황제 순행 궁정열차 발착 시각

[엽서5] E형: 한국황저전하 

산긴도행계기념(이은 황태자)

[엽서7] G형: 이태왕전하(고종황제) 

국장 때의 이왕전하(순종황제)

[엽서6] F형: 경성박람회 기념엽서

(순종황제)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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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G형 : 고종·순종황제 및 황실의 장의 관련 엽서

대한제국기 이후의 시기이지만, 고종·순종황제 및 황실 관련 인물의 장의와 관련된 

엽서.

다만, 7가지 유형의 분류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분량의 엽서는 위에서 제시한 몇 개의 

유형이 상호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이들 7가지 

분류 전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침탈과 일본 제국주의의 선전, 

요시히토친왕嘉仁親王[�;<��=���56�7,89:(大正天皇)]의 한국 방문 등과 관련된 엽서들을 

대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3. 통감부의 대한제국 지배

우선, 대한제국기의 엽서를 검토하기 전에 대한제국 통상엽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한국 최초의 엽서는 1884년 한국 최초 우표인 문위우표가 발행되고 14년 

뒤인 1900년 5월 10일에 ‘대한제국농상공부인쇄국大韓帝

國農商工部印刷局’에서 발행되었다([��8]). 그러나 일제의 한

국우편업무 장악의 일환이었던 1905년 4월 1일 한일통

신합동조약의 체결로 1906년 6월 30일에 발행이 중단되

었는데, 그때까지 발행되었던 엽서는 1909년 9월까지 일

본 엽서와 함께 동시에 사용되었다. 대한제국 당시의 우

편엽서는 국내용의 통상엽서 3종과 왕복엽서 2종, 그리

고 한국우편연합UPU 규약에 따른 외신용 통상엽서 2종, 

왕복엽서 2종 등 총 9종이며, 대한제국농상공부인쇄국大

韓帝國農商工部印刷局, 대한제국전환국大韓帝國典圜局, 프랑스정

부 인쇄국에서 각기 인쇄되었다.7⦁
[엽서8] 大韓帝國農商工部印刷局 

통상엽서(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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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9] 伊藤統監着任紀念 엽서

(한국·일본 최고의 훈장)

[엽서10] 伊藤統監着任紀念 엽서

(이토 히로부미의 그림)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한편, 한국 최초의 사진그림엽서가 언제부터 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

한 논거나 주장이 없지만, 1901년 12월 6일 �황성신문�에 옥천당 사진관 주인 후지다 

쇼자부로藤田庄三郞가 조선의 풍속·풍경을 소재로 한 ‘화엽서畵葉書’의 발매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8⦁ 그 이전부터 사제 사진그림엽서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하

다. 대한제국기 공식적인 관제 사진그림엽서는 �조선체신사업연혁사朝鮮遞信事業沿革史�9⦁

에 의하면, 1906년 3월 28일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착임을 기념하여 피로연의 

내빈들에게 배부한 [엽서9·10]이 최초로 알려지고 있다. 즉,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대한제국과 침탈적인 ‘을사늑약’을 체결하였고, 외교권 박탈과 함께 대한제국의 실질적

인 주권행사의 주체가 통감이라고 규정(�3�)함에 따라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

면서 이토의 취임을 기념한 것이다. [엽서9]는 한국과 일본의 최고 훈장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엽서10]은 이토의 그림을 도안으로 삼고 있는데, 이 엽서는 제작할 당시 중앙의 

여백에 이토 히로부미의 제자題字를 삽입해 인쇄할 예정이었지만, 여의치 못해 엽서 사용

자들을 위한 통신문 전달의 용도로 남겼다고 전해진다.10⦁ 그러나 대한제국 공식적인 

7⦁ 한국우편엽서회, �한국우편엽서도감�, 우취문화사, 2012, 9쪽.

8⦁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7, 86쪽.

9⦁ 朝鮮總督府遞信局編, �朝鮮遞信事業沿革史�, 朝鮮總督府遞信局, 1938, ｢記念郵便繪葉書｣ 항목 참조. 

10⦁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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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1] 한국통감부 개청기념(이토 히로부미) [엽서12] 한국통감부 개청기념(이토 히로부미)

최초의 엽서가 대한제국의 행사가 아니라 통감이라는 식민지배자의 착임을 기념하여 

선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병합의 서막은 이미 엽서에서도 열리고 있었다.

통감의 착임기념 엽서는 사제엽서로도 발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쓰코시 오복

점三越吳服店에서 ‘한국통감부개청기념’으로 발행한 [엽서11]이며, 이를 모사하여 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엽서12]도 있다. 모두 경성 기념인이 날인되어 있지만, 도안과 날인인

의 유형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미쓰코시 오복점은 1905년에 서울 명동本町에 임시출장

소를 개설11⦁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감의 착임과 통감부개청을 기념하여 발행한 것이지

만, 한국 국내에서 일본의 사적인 일개 영업점이 통감의 초상을 사용하였다는 점, 또 

대한제국의 상징인 태극문양을 이토 초상의 하단부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토를 

마치 대한제국의 지배자로 돋보이게 하려는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 

이후 통감착임 및 갱송과 관련된 기념엽서는 2회를 추가하여 공식적으로 통감부에

서 2종 세트로 발행하였는데([��13-16]), 1909년 7월 10일 초대 통감 이토와 제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의 교체, 1910년 7월 30일 제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착임기념으로 발행되었으며, 일부 사제엽서로도 발행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1⦁ 萩森茂, �京城と仁川�, 大陸情報社, 1929, 93-94쪽; 東洋經濟新報社編, �年刊朝鮮 :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

制�, 東洋經濟新報社京城支局, 1942,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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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3] 제2대 통감갱송-1(이토와 소네) [엽서14] 제2대 통감갱송-2(통감기와 통감부)

[엽서15] 제3대 통감착임-1(소네와 테라우치) [엽서16] 제3대 통감착임-2(부통감과 통감부)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이들 엽서의 도안 무늬로 2종 세트 중 한 곳([��14·15])에는 반드시 통감부의 깃발(�>?

6� @AB,� )CD� EF�6� GHI� 12� J)이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엽서14·15·16]에 보이듯이 

일본의 황실이나 최고 권력기관의 상징으로 자주 이용되는 오동나무 문양([KL1·2])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12⦁ 환언하자면, 통감의 착임이나 교체를 기념하여 발행한 엽

서에 오동나무 문양이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대한제국이 이미 일본의 식민지로 

12⦁ 오동나무 문양은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고반(小判) 등의 화폐에 새겨지기도 했으며, 이후 황실과 막부, 도요토

미 히데요시 정권 등 유명 가문이나 정치권력의 대표적 문양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한편, 오동나무 문양은 

국화 문양과 함께 황실의 문양이었지만, 戰國時代에 다이묘(大名) 등의 세력이 사용하게 되자 황실에서는 국화

문양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통감부, 조선총독부의 문양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현재는 일본국 

정부(내각총리대신)를 대표하는 紋章으로 사용되고 있다([그림1·2] 참조). 오동나무 문양에 대해서는 高澤等

著, �家紋の事典�, 東京堂出版,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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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현재 일본국 정부(내각총리대신)를 대표하는 

紋章

[그림1] 조선총독부 徽章

(중앙의 도안이 오동나무 문양)

전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식민지로의 전락, 즉 한국병합의 서막은 통감착임 이전부터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M-�IN�OP6����QR�)의 3조에서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이라고 체결하였기 때문이

다. 즉, 일본에 의한 외교권 장악이 시작되었고, 더군다나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한

국정부에 파견된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우目賀⽥種太郎는 1905년 4월 1일에 韓國通

信機關委託ニ關スル取極書 를 체결하는데, 4월 28일 일본의 관보에 게재된 내용으로 

보면, “제1조, 한국정부는 그 나라 안에서의 우편전신 및 전화사업의 관리를 일본정부

에 위탁해야 한다.”13⦁고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정보전달 매체인 독립국의 통신 업무

를 일본에게 강탈당한 것이다. 5월 18일부터 일본에 의한 통신기관 접수가 시작되어 

7월 1일에 완료되었는데, 접수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인계위원장의 韓國事務引繼顚

末槪要 에 의하면 한국통신원의 통신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직원 1,044명 중에 773명이 

일본의 우정 당국에 의해 다시 채용되었지만, 남은 271명은 사령장을 거부하거나 또는 

일본의 통신 장악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해고되기도 했다.14⦁ 

13⦁ �官報� 제6545호, 1905년 4월 28일,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14⦁ 藪內吉彦, �日本郵便發達史�, 明石書店, 2000, 267쪽.



25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이와 관련하여 [엽서17-1·2]가 있다. ‘한국통신기

념회엽서’라는 제명이 붙어 있고, 1905년 한국의 통신

업무 장악 직후에 발행된 것인데, 엽서 뒷면 소인이 

1908년 6월 15일로 1905년보다 사용 시기는 약간 늦

다. 흥미로운 것은 앞면의 도안을 보면, 한반도 지도를 

배경으로 철도와 우편국을 표시한 후 그 위에 빨간색의 

일본 우정마크〒를 삽입하였는데, ‘〒’ 마크의 끝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삽입하여 양국의 통신 업무가 일본

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제일 상단 좌측에는 일본 권력기관의 상

징(�G�)으로서 오동나무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데, 통감부는 1905년 11월 17일에 ‘제2차 한일협약(S�

T�)’에 의해 1906년 2월 1일에 설치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오동나무 문양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엽서의 사용이 1908년이기 때

문에 엽서 뒷면([��17-2])의 서신에 보이듯이 “며칠 전

에 당국(韓國) 황제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 (엽서) 표

면의 ‘桐章’(U�"V� WX)은 통감부의 ‘章’(WX)입니다.”라

고 하여 통감부의 표식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엽서의 사용시기가 이미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이기 때

문에 서신을 보낸 사람이 잘못 인식한 것이다. 아무튼 

통감부 설치 이전에 통감부의 문양이 사용되고 있었다

는 점은 확실하며, 한국의 정보통신망이 1905년 4월 1일부터 일본에 의해 완전히 장악

되었고, 이후 그 어떤 통제도 없이 일본이 자의적으로 엽서를 마음대로 발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참고로 1905년 7월 1일 일본에 의한 통신업무 장악 5주년을 기념한 

‘한일통신사업5주년기념우편회엽서’도 한국병합 이전인 1910년 7월 1일에 2매 세트로

[엽서17-1] ‘한국통신기념회엽서’ 앞면

[엽서17-2] 엽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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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8] ‘한일통신사업5주년기념’-1

(통감부 통신관리국, 대한제국 前 통신원)

[엽서19] ‘한일통신사업5주년기념’-2

(전화교환원과 통신관리국 업무 모습)

발행되고 있는데([��18 · 19]), 욱일승천기의 배경 하에 일본에 의해 신설된 통신관리국의 

업무 모습을 도안으로 삼고 있어 일본이 한국의 통신 업무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도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병합의 서막은 일본군의 

한국 주차군에서도 확인된다. 주차군 사령관은 천황 직속

으로 예하 각 부대를 통솔하여 한국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창설 당시에는 공·영사관과 거류민 보호 등 

치안임무 이외에 작전군의 배후에서 각종 시설의 장악이라

는 임무도 부여받고 있었다.15⦁ 원래 주차군은 1904년 3월 

9일자 편성 명령에 따라 3월 20일에 도쿄에서 편성된 후, 

4월 3일 현 조선호텔 부근인 대관정大觀亭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1904년 8월 29일에 경성의 ‘야마토마치大和町’로, 또 

1908년 10월 1일에는 용산의 신축청사로 이전하였는데, 

15⦁ 일본군의 한국 주차군에 대해서는 이하를 참조. 국사편찬위원회편, �한민족독립운동사5�, 국사편찬위원회, 1989, 

153-158쪽; 이태진, ｢1905년 條約의 强制時의 韓國駐箚軍의 성격｣, �한국사론� 54, 서울대학교국사학과, 2008, 

341-351쪽.

[엽서20] 주차군사령부 이전식 

기념엽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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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21]이 용산으로의 ‘주차군사령부이

전식기념’ 엽서이다. 한국에서 일본군이 

마음대로 주둔 내지는 군영을 옮기고, 또 

기념식까지 할 정도로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야말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

와 마찬가지였다. 

4. 영국함대 방문과 황제양위 및 ‘한일신협약’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이지만,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06년 9월 12일에 영국사령관 무어 중장이 한국에 내항했을 때 통감부

에서 이를 기념하여 발행한 3매 세트 ‘영국 지나함대 사령장관 무어 중장 환영기념(YZ<�

#�)’ 엽서이다([��22-24]).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엽서22]에 보이듯이 대한제국 고종황제

의 초상은 삽입하지 않은 채 무어 

중장과 통감 이토의 사진만을 넣

어 제작하였고, [엽서23·24]에서

는 영국기·일장기 도안, 태극기·

일장기 도안으로는 엽서를 제작했

지만, 영국기·태극기 도안 구성의 

엽서는 제작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에 외교권이 없음을 은연중에 보

여주고 있다. 

무어 중장의 한국방문은 관제

엽서 이외에 사제엽서로도 발행

[엽서21] 주차군사령부 이전식 기념엽서

(용산의 주차군사령부 신청사)

[엽서22] 무어 중장과 이토 히로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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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23] 영국기·일장기, 통감관저

[엽서25] 영국함대의 입항, 영국해군기와 욱일승천기 [엽서26] 엽서 모양에 영국기와 욱일승천기 도안

[엽서24] 태극기·일장기, 신왕성

[엽서27-1] ‘무어중장환영기념’ 엽서 [엽서27-2] ‘무어중장환영기념’ 엽서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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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인천축하회’에서 발행한 2매 세트가 바로 그것이다([��25 · 26]). 그런데 여기

에는 한국과 관련된 그 어떤 도안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영국과 일본의 상징인 

깃발만이 그려지고 있다. 다만, [엽서27]에서는 영국함대가 인천항에 입항하는 모습과 

함께 영국기·욱일승천기·태극기 배경 안에 각기 무어 중장·이토·고종황제가 도안

되어 있다. 뒷면의 인쇄는 UPU([)*\�)의 형식을 취하여 프랑스어로 인쇄되어 있고, 

당시 무어 중장 방문 관련 엽서에는 보이지 않는 고종의 초상을 삽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색 있고 가치 있는 엽서라 생각된다. 

이후, ‘한국황제양위와 한일신협약성립기념’이라는 엽서가 1907년 7월 24일(?]-�?

^)에 발행되는데([��28 · 29]), 고종에서 순종으로의 황제양위와 ‘제3차 한일협약’(‘���Q

�’ _2� ‘R`a��’)의 체결을 기념한 것이다. 다만, 황제 양위는 친일파에 의한 협박 속에 

이루어진 것이며, ‘한일신협약’은 치욕스런 국권 상실의 조약이었다. 즉, 1907년 7월 

21일 밤에 이완용·송병준 등의 친일파들이 궁내부대신 박영효를 경무청에 가둔 후 궁

궐에 난입하여 고종황제에게 황제 양위를 협박하였고, 이에 고종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병무가 칼을 빼들고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양위가 이루어진 것이다.16⦁ 더욱이 일본에 

의한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황제양위를 기념하고 있다는 점, 또 [엽서28]에 볼 수 있듯이 

태극기와 일장기를 교차·삽입하여 마치 황제양위가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된 

듯한 인상을 부여하여 정당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엽서29]에서는 통감부의 깃발

과 이토의 초상, 엽서 좌측 하단에는 1907년 7월 24일 밤 이완용 내각과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서 체결된 ‘한일신협약’의 체결문을 실어 대한제국의 군대해산 등 마치 합법적인 

협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었음과 동시에 초대통감인 이토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선전하고 있다. 엽서의 기념 소인이 7월 24일로 날인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엽서가 인쇄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7월 24일 저녁에 비밀리에 체결된 ‘한일신협약’에 

맞추어 기념인도 날인되고 있다. 즉, 황제양위와 ‘한일신협약’은 한국병합의 본격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요식행위와도 같았던 것이다. 강조하

16⦁ 정교, �大韓季年史�, 1907년 7월 21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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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28] 한국황제양위기념 엽서(고종황제와 순종황제)

[엽서29] 한일신협약 성립기념 엽서(이토와 ‘한일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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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30] ‘개원 및 한일신협약기념’(고종황제·이토·天照大神)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자면, [엽서28·29]는 기념엽서라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과를 찬양한 일종의 선전

엽서였다.

이러한 점은 같은 해 7월 24일에 발행된 ‘개원 및 한일신협약기념’(‘日韓同盟祝賀會’ bc)

으로 발행한 [엽서30]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순종황제와 이토를 동등한 레벨로 삽입하였

고, 좌측 하단부에 ‘한일협약’, 우측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같은 색으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일본 황실에서 조신祖神으로 숭배하는 아마테라스노 오미카미天照大神가 태극기·

일장기·욱일승천기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대한제국과 일본이 병합이나 된 듯한 

모습을 엽서로 표상화시키고 있다. 물론, 당시 앞서 소개한 [엽서1]에 보이듯이 순수하게 

순종황제 즉위를 기념한 엽서도 있지만, 당시 대한제국 관련된 대부분의 사진그림엽서

는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침탈을 합리화하는 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32 

5. 요시히토친왕의 한국 방문 

1907년 8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귀국하여 메이지천황과 면회했을 때 그는 요시히토

친왕의 한국 방문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당시 한국은 을사늑약에 의해 통감부가 설치되

어 이토가 초대통감이 되었고, 일본에 의한 외교권 박탈과 함께 식민지나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1907년 7월에 고종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

하여 일본의 부당한 한국점령 야욕을 호소했으나 발각되어 퇴위되고 순종황제가 즉위하

고 있었다. 이때 이토는 순종의 즉위를 기회로 황태자였던 이은(def)을 일본에 유학시

키고, 대신에 일본 황태자의 한국방문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메이지천황은 한국 내의 

반일의병운동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취하였으나, 결국 이토의 설득에 따라 승낙을 하였

고, 카츠라 타로桂太郞,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郞 등 육해군 대장들과 함께 군함 ‘카토리香

取’([��31])에 승선하여 히로시마廣島 우지나항宇品港을 출발해 1907년 10월 16일 인천항에 

상륙하면서 요시히토친왕의 한국방문 일정이 시작되었다.17⦁ 그런데, 이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영친왕을 인질로 일본에 데려오기 위한 목적 이외에 일본 제국주의 

선전과 함께 나아가 병합을 눈앞에 

두고 일본에 의한 한국지배의 합리

성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

어 있었다. 당시에 발행된 요시히토

친왕 관련의 많은 사진그림엽서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전도구였다.

우선 [엽서32]를 보면, ‘동궁전하

한국어도항기념’이라는 제명의 엽서

17⦁ 요시히토친왕의 한국방문에 대해서는 原武史, �大正天皇�, 朝日新聞社, 2000, 120-129쪽; 吉川隆久, �大正天

皇�, 吉川弘文館, 2007, 101-105쪽.

[엽서31] ‘황태자전하한국큐수· 시코쿠행계 어소함기념’

(카토리함과 황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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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배나무 

꽃과 일본을 상징하는 국화가 각기 

태극기와 일장기를 감싸고 있는 배

경 위에 순종황제와 일본의 황태자

의 사진을 나란히 삽입하고 있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한 엽서에서 천

황과 황태자 레벨을 동등한 위치에 

넣지 않았으며, 천황의 하단부에 천

황가의 일족을 삽입하고 있었던 엽

서 제작의 일반적 도안 구성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역시 순종황제의 정치적 레벨을 

황태자급으로 격하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천의 청한양행에서 발행한 3매 세트의 엽서([��33-35])를 보면 마치 요시히토

친왕이 자국을 순방한 듯한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병합을 기정사실화해 나갔다. [엽서33]

은 순종황제의 도안을 삽입하기는 했지만, 길거리에 일장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엽서34]는 요시히토친왕이 경성에 입경하는 모습, [엽서35]는 친일단체인 일진

회가 남대문 앞에 세운 환영문을 배경으로 오른쪽 위에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고 

헤이하치로 대장의 사진을 삽입하고 있다. 또 10월 19일에는 비원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엽서로도 만들었는데, 바로 ‘대일본국성상전하의 어존영’이라는 제명이 인쇄된 [엽서36]

이다.18⦁ 제일 오른쪽 위에 메이지천황의 초상을 편집하여 넣은 후, 그 아래에 순종황제, 

요시히토친왕, 영친왕 등의 사진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메이지천황의 위상이 순종황제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이다.

18⦁ 칼럼니스트 송광호에 의하면, 사진을 찍은 장소가 총독관저라는 설도 있으며, 1907년 10월 19일에 촬영한 것이

라고 한다(｢송광호 칼럼: (13) 사라진 조선왕조 마지막 후손들의 초상｣, 

http://book.culppy.org/bbs/board.php?bo_table=23_01&wr_id=85, 검색일 : 2009.03.01). 

[엽서32] ‘황태자전하한국어도항기념’

(대한국황제폐하, 대일본제국황태자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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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33] ‘동궁전하 항국행계기념’

(봉투에 인쇄된 명칭, 순종황제와 황태자가 지나가는 길거리의 봉영문)

[엽서34] ‘동궁전하 항국행계기념’

(東郷平八郎, 남대문)

[엽서35] ‘동궁전하 항국행계기념’

(1907년 10월 동궁이 경성에 입성했을 때의 모습)

[엽서36] 원명은 ‘대일본국성상전하의 어존영’

(순종황제, 요시히토친왕, 영친왕 등)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엽서37]이다. 이 엽서는 경성의 ‘야마토상회大和商會’에서 발행한 

‘황태자전하한국행계기념회엽서’(YZ<�#�) 2매 세트([��37 · 38]) 중의 한 장인데, 바로 전

설 속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설이 도안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요시히토친왕의 한국 

방문이 왜곡된 ‘삼한정벌’설과 오버랩 되어 한국이 단순한 침략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복속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이라는 

왜곡된 전설이 엽서를 통해 재현되면서 한국침탈의 합리화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19⦁ 

[엽서39]도 마찬가지로 요시히토친왕의 한국 도항을 기념해 당시 국내에 있던 한국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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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37] ‘황태자전하한국행계기념회엽서’

(태극기와 왜곡된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설)

[엽서38] ‘황태자전하한국행계기념회엽서’

(요시히토친왕과 카토리함)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국병합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협회(gh6� bci� -.)에서 발행한 것인데, 

1907년 10월 16일의 기념인이 날인되어 

있고 카토리함과 한국궁성(jk=� ljR)의 

사진을 삽입하고 있다. 그런데 도안에는 

일본 황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화 문양

이 엠보싱으로 처리되어 있고, 하단부에

는 통감부를 의미하는 오동나무 문양이 

인쇄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강조해 말하

자면, 일본의 황실과 통감부, 즉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장악되었다는 것을 거

리낌 없이 표현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선

전하고 있는 엽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한제국기에 엽서를 통한 일본 제국주의의 선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엽서40]은 1908년에 4월에 발행된 ‘한국종관철도개통기념’ 엽서로 한국을 의미하

는 닭이 하단부에 도안되어 있고, 양쪽에는 태극기와 일장기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개성

19⦁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설이 왜곡되고 굴절된 한국관의 근원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는 신동규, 앞의 논문 참조.

[엽서39] ‘황태자전하한국어도항기념’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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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신막전경, 용진강 교량의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데, 부산↔신의주 간의 

급행열차인 융희호隆熙號의 운행기념도 

겸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종관철

도’에 대한 일제의 계획은 1880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일

본은 청과의 전쟁을 핑계로 ‘조일잠정

합동朝日暫定合同’을 반강제적으로 체결

하여 경부·경인철도의 부설권을 탈취

하였고, 청일전쟁 중에 한국에서의 병

참수송과 부대이동의 불편함을 몸소 

체험하였던 일본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수상 이토에게 朝鮮政策上奏

(1894)를 제출하여 부산↔서울↔의주 사이의 철도를 동아시아 대륙과 인도로 통하는 

루트로서 일본의 패권을 아시아에 떨칠 것을 촉구20⦁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에 

근거한 건설이었다. 즉, 철도건설이라는 근대화의 미명하에 아시아침략의 교두보로서 

한반도에서의 건설을 계획·실천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당시의 종관철도는 대륙병참간

선의 확보와 러일전쟁을 수행할 목적, 그리고 연락운수체제의 정비, 일본 →한국 →만

주노선에서 화물수송의 극대화21⦁라는 측면이 더더욱 컸었기 때문에 [엽서40]은 이러한 

제국주의 침탈의 성과를 선전한 엽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엽서41]도 있는데, 경성에서 의주까지의 철도 노선을 배경으로 

통감 이토의 사진을 삽입하고, 하단부에는 남대문, 개성, 평양, 의주역에서의 발착 시간

20⦁ 국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1989), 488-510쪽; 정재정, ｢京義鐵道의 敷設과 日本의 韓國縱貫鐵道 支配政策｣, 

�논문집� 3, 한국방송통신대학, 1984 참조. 

21⦁ 이용상·정병현, ｢조선철도의 만철위탁 전후의 변화과정과 관련 관료의 영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19-3, 

한국아시아학회, 2016, 70쪽; 정재정, �일재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17-139쪽 

참조. 

[엽서40] ‘한국종관철도개통기념’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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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쇄하고 있다. 이 엽서는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1909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평양·신의주·의

주·개성 등지를 순행한 서순행(�mnc)을 기념한 엽

서로서 이 순행은 이완용과 이토의 계략으로 시행된 

‘황실이용책’이었다.22⦁ 즉, 1907년 고종의 퇴위와 군

대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의병항쟁이 격화되던 시점에

서 일본은 순종을 앞에 내세워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친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로 순행을 기획했

던 것이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엽서는 그야말로 병

합되어가는 대한제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 이 글에서는 대한제국기의 사진그림엽서를 소재로 삼아 이들 엽서에 그려진 

도안의 분석을 통해 대한제국기에도 이미 1910년 한국병합과 마찬가지의 식민지배가 

이루어졌으며, 또 그러한 과정에서 엽서에 나타난 침탈의 합리화와 제국주의의 선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제국기에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협약’(S�T�)으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한국병합의 추세가 강화되어 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지만, 일본은 1904-1905년 러일전쟁을 전후한 ‘사진그림엽서

22⦁ 月脚達彦, ｢保護國期における｢文明化｣と抗日ナショナリズムの形成－伊藤博文の皇室利用策との關連で｣, 

�朝鮮文化硏究� 7,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硏究科·文學部朝鮮文化硏究室, 2000, 62-65쪽; 김소영, ｢순

종황제의 南·西巡幸과 忠君愛國論｣, �한국사학보� 39, 고려사학회, 2010 참조. 

[엽서41] 순종황제와 이토 히로부미의 

서순행 관련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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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붐’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고 엽서를 이용해 한국에 대한 병합의 노골적 표명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도 선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환언하자면, 사진그림엽서라는 것은 

모리 야스히데⽑利康秀가 언급했듯이 “엽서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매스미

디어의 특성”과 “엽서의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흘러가는 퍼스널 미디어의 특성”, 즉 

전자는 화상정보(-.o��p·KL) 전달의 수단으로서, 후자는 개인정보(�q�*rs) 전달의 수

단으로서 활성화되면서 당시 최고의 정보전달 미디어였기 때문에23⦁ 한국을 점진적으로 

장악·병합해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과를 선전하는 수단으로서 엽서를 이용한 것이었

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한국 통신업무 장악, 초대통감 이토의 

착임기념, 일본군의 한국주차군 등의 기념엽서를 소재로 삼아 검토했으며, 이러한 점들

을 한국병합의 서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둘째, 한국병합의 본격화는 1906년 9월 영국함대 무어 중장의 한국 방문, 1907년 

7월 고종과 순종의 황제양위 및 1907년 7월 24일 ‘제3차 한일협약’(R`a��)을 통해서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당시에 발행된 기념엽서들의 도안 분석을 통해 밝혔다. 1906년 

무어 중장의 한국 방문의 경우, 한국의 영토에 방문했음에도 무어와 초대통감 이토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만이 제작되었다는 점, 태극기와 영국기가 대등한 입장에서 발행되

지 않고, 오히려 영국기와 일장기가 삽입된 엽서가 발행되는 등 일본의 한국 지배를 

엽서로서 표상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이미 외국에 대해서도 이미 일본이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셋째, 1907년 10월에 메이지천황의 황태자 요시히토친왕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를 기념한 엽서들이 다종다양한 형태로 발행되었는데, 이것은 한국병합의 실질화 단

계로서 일본 제국주의 선전과 함께 1910년 병합을 눈앞에 두고 일본에 의한 한국지배

의 합리성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진그림엽서의 

제작에 자의적인 도안을 이용함으로써 제국주의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반면, 대한제

국에 대해서는 위상을 격하시키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

23⦁ 신동규,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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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으로는 허구에 불과한 진구황후의 ‘삼한정벌’설을 엽서 도안에 이용해 한국

이 단순한 침략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에 의한 복속 대상이었다는 것을 선전

하여 한국침탈을 합리화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끝으로 대한제국기 관련 사진그림엽서들 중에는 각종 기념엽서를 비롯해 황실 관련

의 엽서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모두 소개하지 못했다. 또, 이 

글에서는 순종의 서북순행과 남순행, 영친왕의 일본 순행 등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했는

데, 이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못한 엽서들과 함께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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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1910년 8월 22일 침탈적인 ‘한국병합조약’을 강제 체결하게 

되었고, 이 조약이 8월 29일에 공포·발효되면서 일제의 식민지 조선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에 착수하는데, 초대 총독

은 3대 통감을 지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 지배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10년 10월 1일부터 이른바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始政紀念

繪葉書(,E� ‘�R?]��’����)1⦁를 다수 발행하였는데, 10월 1일은 9월 30일에 공포된 ‘조선총

독부관제’가 시행된 날짜로서 조선총독부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가동된 날이기 때문에 

1⦁ 일본에서는 에하가키(繪葉書)라고 통칭하여 1910년부터 사용이 시작되었으나, 그림엽서만이 아닌 사진엽서도 

대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전부터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신동규, ｢근대 일본의 사진

그림엽서(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일본역사연구� 45, 일본사학회, 2017, 149-151쪽). 참고로 

일본의 선행연구는 전술한 논문을 참조바라며, 이 글에서 사용한 엽서·우표는 모두 필자가 소장한 것이다. 

또한, 당시 엽서의 통상적인 크기는 140㎜×90㎜이기 때문에 각기 엽서의 크기는 기입하지 않는다는 점, 논지의 

전개상 엽서를 반복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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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로 삼은 것이다. 

필자가 ‘시정기념엽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의 우표수

집 차원에서 엽서를 수집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들어와 

선행연구로부터 엽서 그 자체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원초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진이

나 그림 이미지를 통해 당대 최고의 미디어로서 정치권력의 프로파간다 역할이라는 기

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2⦁ 더욱이 수년 전에는 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정기념엽서’를 발견함으로써 시리즈 전체를 수집하여 상세히 검토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엽서 시리즈는 대략 2~3매가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910년 시정원년, 1911년

(1tu)~1920년(10tu), 1925년(15tu), 1935년(25tu), 1940년(30tu)의 10월 1일에 발행되어 

14회에 걸쳐 총 38매가 발행되고 있다. 38매뿐이 안되지만, 이 엽서들은 조선총독부 

식민지배의 기본노선에 대한 선전과 왜곡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1급 사료들이다. 시정엽서에 대한 연구는 이가연과 김국화의 학위논문 2편이 

선구적이라 할 수 있는데,3⦁ 전자는 조선의 식민지 이미지, 후자는 1933년까지의 관제엽

서까지 시야에 두고 조선의 이미지를 폭넓게 고찰하고 있어 이 글에 시사해주는 점이 

많았다. 그러나 두 논문이 시정기념엽서 전체상을 언급한 것은 아니며, 1935년의 시정 

25주년과 1940년의 시정 30주년 엽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오윤빈4⦁은 

엽서를 이용해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근대 한국 이미지의 형성을 고찰하고 있는데, 조선 

2⦁ 田邊幹, ｢メディアとしての繪葉書｣, �新潟縣立歷史博物館硏究紀要� 3, 新潟縣立歷史博物館, 2002; 中原雄

太郞, ｢明治の印刷物·新聞と繪はがきの役割｣, �印刷雜誌� 88-6, 印刷學會, 2005;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

진엽서�, 민음사, 2005; 김수현, ｢식민지 조선에서 온 엽서 1 :근대 그림·사진엽서의 탄생－식민통치 정당성 

홍보와 돈벌이를 위한 제국주의 문화상품｣, �민족21� 95, 민족21, 2009a; 毛利康秀, ｢ツーリズムの視点からみ

た｢メディアとしての繪葉書｣の再檢討｣, �政經硏究� 52-2, 日本大學法學部, 2015.

3⦁ 이가연, ｢191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始政기념 사진엽서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김국화, ｢일제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의 정치학－1906년부터 1933년

까지 발행된 관제사진엽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메타디자인학부 석사학위논문, 2015.

4⦁ 오윤빈, ｢근대기에 형성된 한국이미지－사진엽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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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재생산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권혁희 연구5⦁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925년의 시정 15주년까지를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1935년에 발행된 �朝鮮總督府發行の記念郵便繪葉書�(朝鮮遞信協會編, 1935)만을 참조하였

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시정기념엽서의 전체상을 규명할 수 없었다. 

참고로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朝鮮遞信事業沿革史�(1938)에는 시정 25주년

(1935)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외에 김수현6⦁은 시정기념엽서 일부를 사례로 들어 조선총

독부의 치적과 홍보용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행연구사적 의미로서 

여기에 소개해둔다. 

한편, 일본인 아메미야 히로스케雨宮宏輔가 2008년에 충청남도에 기증한 시정기념엽서 

25매를 소재로 삼아 서흥석7⦁은 1910년부터 1920년까지 11년간의 엽서에 대한 해제를 

붙이고 있는데, 1920년까지의 시정기념엽서의 개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1920년도를 끝으로 더 이상 관보에 시정기념엽서 발행에 관한 고시사항이 보이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보아 1921년부터는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서술한 부분, 또 “1929년도 ‘조선박람회 기념 그림엽서’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시정기념 

그림엽서를 대체해 나간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8⦁ 이러한 논점은 

명확한 오류다. 즉, 시정기념엽서는 1925·1935·1940년에도 발행되고 있었고, 박람회

를 기념한 엽서들은 이미 대한제국기인 1907년 경성박람회, 1915년 ‘조선물산 공진회’, 

1926년 조선박람회 때에도 발행되고 있었으며, 1925년에 �관보�에도 시정기념엽서에 

5⦁ 권혁희, ｢일제시대 사진엽서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6-1, 한국문화인류학회, 2003; �조

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권혁희는 서양의 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었는가에 대한 논증을 위해 사진엽서에 주목하여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재현의 정치학’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6⦁ 김수현, ｢식민지 조선에서 온 엽서3 :관제(官制) 기념엽서－조선총독부 치적 홍보용 식민지 조선인 피폐 실상 

은폐｣, �민족21� 97, 민족21, 2009b.

7⦁ 서흥석,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자료 소개－시정기념엽서를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7,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2008.

8⦁ 서흥석,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자료 소개－시정기념엽서를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7,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2008,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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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발행이 고시되고 있었다.9⦁

이에 이 글에서는 그간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1935년의 시정 25주년 엽서(3v�1wx) 

및 처음으로 발견한 1940년의 시정 30주년 엽서(3v�1wx)를 포함해 조선총독부에서 발행

한 시정기념엽서의 모든 시리즈를 소재로 삼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고찰해보고

자 한다. 

첫째는 이들 시정기념엽서의 발행 목적과 분류 및 엽서에 이식된 일본의 역사관과 

사상을 도출해 내는 것이며, 둘째는 엽서상의 이미지와 도안에 내재된 조선 식민지 지배

의 합리화를 비롯해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모습을 어떠한 도식으로 선전·왜곡했었는지

를 검토하여 이들 엽서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시정기념엽서의 분석과 분류

이른바 시정기념엽서라는 것이 조선에서만 발행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05년 6월 

6일의 臺灣總督府告示 제73호에 의하면 ‘타이완총독부 시정10년 기념회엽서’를 동년 

6월 17일부터 3매 1세트(64)의 구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제 최초

의 시정기념엽서로서 이 고시의 내용을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타이완총독부 시정 10년 기념회엽서 제1회 발행의 종류, 발매 가격 및 발매 기일은 

아래와 같음. 

9⦁ �官報� 제3952호, 1925년 10월 26일, ｢朝鮮總督府告示｣ 제245호(일본국회도서관). “조선총독부 시정 15주년 

기념을 위해 기념 회엽서를 발행하고 우편국 및 우편소에서 이것을 판매한다. 그 정가 및 발매 기일은 아래와 

같다. 1925년(大正 14) 9월 24일.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정가 3매 1조에 15전. 발매기일 

19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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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明治 38) 6월 6일 타이완총독 남작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郞).

  종류 3종 1조.

    一, 타이완신사. 

    二, 타이완총독 관저와 타이완총독 고다마 남작.

    三, 타이완 시골.

  판매가격.

    1조(3종) 6전 1조 이하 남은 수량의 발매를 행함.

  발매기일.

    1905년 6월 17일부터10⦁

또한, 타이완총독부 이외에도 1906년 8월 3일에는 ‘가라후토민정서樺太⺠政署 시정 1주

년 기념회엽서’(3v� 1wx)가 발행되었고, 1907년 6월 15일부터는 ‘가라후토청 시정기념엽

서’(樺太廳)가 30주년까지 25회나 발행되었으며,11⦁ 1907년 8월 21일 關東都督府告示

제59호에 의하면, ‘관동도독부 시정1주년 기념회엽서’가 2매 1세트(154)로 9월 1일부터 

판매가 개시되고 있었다.12⦁ 이외에 1925년부터는 ‘내몽골자치정부察南自治政府’, 1938년에

는 ‘몽고연맹자치정부’, 1942년에는 ‘화중지구華中地區’와 ‘홍콩점령지총독부⾹港占領地總督

府’, 1943년에는 ‘필린핀국정부’ 등 일본 침략지에서의 괴뢰정부 수립과 시정을 기념한 

엽서들이 발행되고 있었다.13⦁ 즉, 일본 본토를 제외한 외지나 식민지, 또는 ‘15년 전쟁’ 

중에 점령했던 침략지 등에서 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른바 

시정기념엽서라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는 태생적

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0⦁ �官報� 제6588호, 1905년 6월 17일, ｢臺灣總督府告示｣ 제73호(일본국회도서관).

11⦁ 島田健造, �日本紀念繪葉書總圖鑑�, 日本郵趣出版, 2009, 112-145쪽.

12⦁ �官報� 제7258호, 1907년 9월 6일, ｢關東都督府告示｣ 제59호(일본국회도서관). 

13⦁ 島田健造, �日本紀念繪葉書總圖鑑�, 日本郵趣出版, 2009, 208-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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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연번
발행일

봉투 표제어

(총독부 생략)

세트구성

(가격/錢)
개별 엽서의 표제어(도안 소재)

그림

사진

근대화

관련

분류

유형

(일본)관보 고시

(조선)관보 고시

1
1910.

10.1

시정기념

우편회엽서

2매 1세트

(10)

香椎宮(진구황후[神功皇后] 초상) 그림 × A
明治 �官報� 8188

統監府 �官報� 262
내지와 조선 아동 유희의 그림(아동들/ 

일장기/자두꽃/벚꽃)
그림 × A

3
1911.

10.1

시정1주년기념

우편회엽서

2매 1세트

(10)

양잠·인삼과 백운동 식림 제1차년·제4차

년의 비교(인삼꽃)
복합 ○ C/D

明治 �官報� 8477

朝鮮 �官報� 316
4

竹島 등대/인천의 수도수원지/광양만 염전

(한강철교/붉은 접시꽃)
복합 ○ D

5
1912.

10.1

시정2주년기념

우편회엽서

2매 1세트

(10)

서당과 보통학교 복합 ○ D
大正 �官報� 44

朝鮮 �官報� 406
조선인시장과 경성남대문 밖의 신도로

(붉은 접시꽃)
복합 ○ D

7

1913.

10.1

시정3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부산 제1잔교와 임시창고/부산정차장/

부산우편국
복합 ○ D

大正 �官報� 347

朝鮮 �官報� 338

8
재령의 철산/평양의 무연탄광(붉은 패랭이

꽃과 도라지꽃)
복합 ○ D

9

압록강에서의 벌목 조재(造材)/압록강 상

류에서의 조재 관류(管流)/압록강 상류에

서의 유벌(流筏)(나무 단면 엠보싱 도안)

사진 ○ C/D

10

1914.

10.1

시정4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금강산 기승 만물상/사자봉(단풍/독수리) 그림 × B

大正 �官報� 644

朝鮮 �官報� 636

11
移民의 주택/移民의 쌀농사(농부의 제초 

모습과 물대는 모습)
복합 × C

12
경성의 조선호텔(鐵道局局營)/진남포 축항

의 계선벽(繫船壁)(단청)
복합 ○ D

13

1915.

10.1

시정5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경성우편국 그림 ○ D

大正 �官報� 944

朝鮮 �官報� 937

14
함경남도 신포의 명태어장/부산 어시장

(새우/미역/명태/도미/어선) 
복합 ○ C/D

15
군산항 미곡 집적의 상황/목포항 면화 집적

의 상황(벼이삭/면화)
복합 ○ C/D

16

1916.

10.1

시정6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臨益 수리조합 제방/秦川의 관개사업 천방

강 제방(수차/닭)
복합 ○ D

大正 �官報� 1245

朝鮮 �官報� 1236
17

조선피혁주식회사 공장/동아연초주식회사 

공장(연초/곰방대/매듭)
복합 ○ D

18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격납고/석왕사(단청/

사원 그림)
복합 × B

19
1917.

10.1

시정7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제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용산

의 총독부 관저(오동나무/월계수/국화)
복합 ○ A/D

大正 �官報� 1498

朝鮮 �官報� 153220 개성 인삼재배의 모습 그림 × C

21 용강 쌍용총 벽화(고구려 남녀 복장) 그림 × B

[도표1] 조선총독부 발행 시정기념엽서에 대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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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연번
발행일

봉투 표제어

(총독부 생략)

세트구성

(가격/錢)
개별 엽서의 표제어(도안 소재)

그림

사진

근대화

관련

분류

유형

(일본)관보 고시

(조선)관보 고시

22

1918.

10.1

시정8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황해도 겸이포 미쓰비시제철소 전경/용광

로/해탄로(가을을 대표하는 7가지 화초)
복합 ○ D

大正 �官報� 184223
대정수리조합사업 수원지의 취입구/회군

산 수도·수로(용천군 지도)
복합 ○ D

24
경상북도 안동군 누에고치 공동판매/강원

도 세포 관립 면양목장(누에/나방/뽕잎/양)
복합 ○ C

25

1919.

10.1

시정9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일본 횡단로 사용선 立神丸/청진항에서 유

출되는 나물과 콩/성진항에서 유출되는 소

(일본횡단항로 지도/갈매기/패랭이꽃)

복합 ○ C/D

大正 �官報� 2142

朝鮮 �官報� 2130
26

인천항 독(dock)의 모습/입항선 갑문 통과

의 모습(범선/파도문양)
복합 ○ D

27

경성 제사장/조선총독부 제생원의 맹아

교육현장(누에/뽕잎/점자/국화문양/오동

나무잎)

복합 ○ C/D

28

1920.

10.1

시정10주년기념

우편회엽서

2매 1세트

(10)

우측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좌측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郞) 정무총감(초상

/한강철교)

복합 ○ A/D

大正 �官報� 2491

朝鮮 �官報� 2434

29

평안북도 신의주 조선제지주식회사/평안

남도 승호리 고노다(小野田)시멘트제조주

식회사(상단에 성곽)

복합 ○ D

30

1925.

10.1

시정15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5)

관폐대사 조선신궁(구름/청동경/곡옥 문양

/도리이/소나무)
복합 × A

大正 �官報� 3952

朝鮮 �官報� 3932
31

사이토 마코토 총독/시모오카 츄지(下岡忠

治) 정무총감/조선총독부신청사/경성 시가

(오동나무 문양 엠보싱/15주년 표시의 XV)

복합 ○ A/D

32
이왕가 수견식(收繭式)/경성제사장(누에/

농촌풍경/어망/어류)
복합 ○ C/D

33
1935.

10.1

시정25주년

기념회엽서

3매 1세트

(10)

성장해 가는 조선(1910년과 1933년 비교/

한반도/가마니/우체통/기차/선박)
그림 ○ D

朝鮮 �官報� 2612
34 금강산 만물상 옥녀봉 그림 × B

35 물 긷는 조선 남성과 여성 그림 × C

36

1940.

10.1

시정30주년

기념회엽서

(國威宣揚·

堅引持久)

3매 1세트

(미상)

인구/학교와 생도수(학교/학생들/통계표) 복합 ○ D

고시 없음37
예산총액/1인당 저축/수출입 무역액(무역

선/복주머니/통계표)
복합 ○ D

38 총생산액/철도 길이(공자/통계표) 복합 ○ D

유형 

분류

*아래 유형수는 위의 ‘유형 분류’에서 복합 유형을 포함한 전체 48개 유형수 중의 개수를 의미함.

▣ A형: 6개, B형: 4개, C형: 11개, D형: 27개 ▣ 전체 유형수: 48개

▣ 근대화 관련 엽서 매수: 전체 38매 중 28매(73.7%) ▣ 근대화 관련 유형 매수: 전체 48매 중 27매(56.3%)



50 

한편,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엽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10년 10월 1일을 시작으로 

1940년 시정30주년 기념엽서에 이르기까지 총 14회에 걸쳐 모두 38매가 발행되었는데, 

이들 엽서들의 발행 시기, 세트 구성과 내용, 도안 소재, 근대화 관련과 특징 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한 것이 [도표1]이고, 이를 통해 엽서들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형 : 일본의 역사적 인물과 조선총독부 고위관료의 초상을 이용하거나 가공의 이야기 

또는 신도 관련을 통해 식민지배의 성과를 선전한 것으로 [도표1]의 연번 1번에 

보이는 이른바 ‘삼한정벌’ 설화로 유명한 진구황후의 초상, 2번 조선과 일본 아이

들의 유희, 28번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등의 엽서([KL1]). 

B형 : 조선의 문화유산 및 관광지를 표상화한 것으로 10번의 금강산, 18번의 해인사 

등의 엽서([KL2]).

C형 : 조선의 전통적 생활 모습과 특산품 생산을 소재로 표상화한 것으로 3번의 인삼, 

24번의 누에고치와 면양 등의 엽서([KL3]).

D형 :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모습을 표상화시킨 것으로 전근대와 근대적인 모습의 비

교, 근대적 대규모 공장·산업시설과 도시·건축물의 선전, 농수산 생산물의 증

산 현황과 통계 비교를 통한 근대화 선전 엽서로 15번 군산항의 미곡과 목포항

의 면화 집적 상황 엽서([KL4]), 6번의 전통적인 조선인 시장과 경성 남대문 밖

의 신도로를 비교한 엽서([KL5]) 등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엽서들은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도표1]

의 분류 항목에 보이듯이 상당수의 엽서들이 유형 간에 복합적으로 결합되어(y��r�,3<�

z{���|�o�����16v) 조선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를 표상화시키고 있다. 이들 표상화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과 그림 도안이 복합적인 구성을 이루어 화려하게 인쇄되고 있으며, 엽서

의 재질이 상당히 좋고, 동시대에 발행된 사진 중심의 사제엽서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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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A형, 시정 기념(원년) : 내지와 조선 아동 유희의 그림

[그림2] B형, 시정 4주년:금강산의 만물상과 사자봉

[그림3] C형, 시정 8주년: 안동군 누에고치와 강원도 면양

[그림4] D형, 시정 8주년: 황해도 겸이포 미쓰비시 제철소

[그림5] D형, 시정 2주년: 조선인 시장과 남대문 밖의 신도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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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엽서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술한 

일본 이외의 식민지나 침략지에서 발행된 같은 부류의 기념엽서들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배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관제 사진그림엽서라는 특수성

과 지배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한 최대의 홍보물로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둘째, 시정기념엽서 도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대화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표1]을 보면 전체 38매의 엽서 중에 근

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28매로 73.7%를 

점하고 있으며, [도표2]의 결합 유형의 점유

율을 보더라도 전체 유형수의 합계인 48개 

중에 근대화 관련의 D형이 27개로 56.3%

를 점하고 있어 과반이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의 문화유산 

및 관광지를 표상화한 B형이 8.3%로 제일 낮아 시정기념엽서라는 것이 조선의 전통문

화에 대한 선전과 홍보라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시정기념엽서가 1910년부터 1920년까지는 매년 발행되었다가 이후에는 1925

년, 1935년, 1940년에만 발행되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식민정책의 변화와 침략정책으로의 전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

다. 즉, 1920년대 이후부터는 총독부의 조선지배가 10년 이상 흘러간 시점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된 추세에 접어들어 엽서 발행의 필요성이 약화되었고, 1930년대 이후부터

는 일본의 침략정책이 노골화되면서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과 이후의 총

동원체제 등으로 엽서의 발행보다는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도표2] A~E형 엽서의 분류 유형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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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엽서에 이식된 일본 역사관과 사상

사진그림엽서가 동시대의 세상을 비추어왔던 거울과 같은 역할로서 가장 큰 정보전

달 매체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프로파간다로서 선전 매체의 역할도 

1905년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이른바 ‘엽서의 붐’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강화되

어 갔다. 이후 팽창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선전하기 가장 좋은 매체로서 엽서는 더욱 

활용도가 높아갔고, 이러한 상황은 1910년 한국병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대표적 

사례가 조선총독부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서 시정기념엽서라는 관제 사진그림엽서를 

발행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제는 식민지배의 합리화, 조선 근대화의 선전 및 

자원 수탈의 정당성을 굳혀나갔다.

시정기념엽서를 이용한 식민지배 합리화의 술책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언급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들 엽서에 이식된 일본 역사관과 사상, 그리고 1910년 병합 이후 

조선에 대한 식민지 근대화의 선전과 왜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겠다. 우선 

본장에서는 전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후자의 근대화 관련 부분은 다음 절에서 검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일본의 역사관이 엽서

에 이식되어 간 것일까. 이것을 제일 선명하게 보여주

는 것이 1910년 10월 1일에 최초로 발행된 시정기념엽

서 2매 세트인데, 바로 [그림6·7·8]이다. 우선 [그림

6]의 봉투를 보면 앞면에는 ‘시정기념 우편회엽서’라는 

표제와 함께 발행처(�����)가 인쇄되어 있고, ‘조선총

독부 시정기념’ 도장이 1910년 10월 1일자로 날인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정가가 ‘금10전’으로 인쇄되어 있다. 

다만, 앞면의 오른쪽 상단에 ‘증정’이라고 스탬프가 날

인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첫 번째의 시정기념엽

서는 판매와 함께 총독부나 총독부 산하 통신국에서 [그림6]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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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시정 기념(원년) : 가시이궁과 진구황후 초상 [그림8] 시정 기념(원년) :內地及朝鮮之兒童遊戱之圖

증정용으로도 배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4⦁ 이 봉투에 삽입되어 있던 세트 엽서

가 [그림7·8]인데, [그림7]은 가시이궁香椎宮을 배경으로 진구황후의 초상을 삽입한 도안

이며 1910년 10월 1일 경성의 시정기념 날짜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가시이궁은 후쿠오카시福岡市에 있는 신사로서 �향추궁편년기⾹椎宮編年記�에 의하면 723

년 2월 6일에 진구가 조영을 시작해 724년 12월 20일에 사당으로 창건되었고, 14대 

주아이천황仲哀天皇·진구황후神功皇后·16대 오진천황應神天皇과 스미요시노 오카미住吉大神

를 제신으로 삼고 있다.15⦁ 이들은 ‘삼한정벌’ 설화의 주역과 조연들인데, 엽서에는 그 

주역이었던 진구황후의 초상까지 삽입하고 있다. 4세기 중반 무렵부터 약 200여 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는 전설상의 ‘삼한정벌’ 설이라는 왜곡된 일본사 이야기가 

병합을 기념하기 위한 최고의 소재로서 역사를 왜곡하며 엽서에 이식된 것이다. 이것은 

사제 사진그림엽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는 한 발 더나가 진구황후 ‘삼한정벌’ 

설화의 연장선상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의 조선침략→사이고 다카모리⻄郷隆盛의 

정한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대한제국 침략까지도 도식화시키고 있었다.16⦁

14⦁ 이후 발행된 시정기념엽서의 일부 봉투들에도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스탬프로 날인되어 증정용으로 배부된 

사례가 있고, 또 1930년의 ‘시정25주년 기념엽서’는 판매용 이외에 특별히 증정용이 따로 인쇄되고 있었다.

15⦁ 香椎宮社務所, �香椎宮御由緒�, 香椎宮社務所, 1983, 1쪽.

16⦁ 신동규,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일본역사연구� 45, 일본사학회, 

2017a, 161-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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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구황후가 당시 일본에서 재부상하게 된 것은 “메

이지 초기 정한론에서부터 1910년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 ‘조

선반도’를 자국의 영토로 하려는 근대정책의 흐름”17⦁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08년 진구황후의 우표([KL9]) 발행으로

도 발현되고 있었다. 우편사 연구가인 나이토 요스케內藤陽介가 

진구황후의 초상우표에 대해 ‘진구황후의 부활’이라고 평하면

서 “삼한정벌 전설의 히로인이었던 진구황후의 초상을 우표라

는 국가 미디어로 부활시킨다는 것은 현실로 다가온 한국의 

식민지화를 정당화시키려는 의식의 표현”18⦁이라고 언급한 바

와 같이 대한제국 식민지화를 위한 일본의 술책이었다. 강조

하자면, 1910년 병합 당시 엽서에 가시이궁과 진구황후를 표

현한 것은 영토의 장악과 식민지화가 완성되었다는 선전·홍

보인 동시에 그러한 침략적 행위에 대한 합법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였던 것이다.

한편, [그림8]의 엽서는 ‘내지와 조선 아동 유희의 그림內地及朝鮮之兒童遊戱之圖’이라는 표

제가 왼쪽 하단에 인쇄되어 있다. 활짝 핀 자두나무 꽃李花(����:}<�3~)과 벚꽃을 배경

으로 8명의 조선과 일본의 아동들이 손을 잡고 원을 이루고 있으며, 그 원 안에는 일장기

를 양손에 들고 흔들고 있는 일본인 소녀가 그려져 있다. 한마디로 한국병합을 즐거이 

축하하는 조선과 일본의 아동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가연19⦁은 이 모습을 ‘내선융화’로 

평가하고 있다. 일정 부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선융화’나 ‘내선일체’라

는 용어와 사상은 1920년대 초엽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1930년대 후반에 강화된 사상들

17⦁ 及川智早, ｢神功皇后傳承の近代における受容の諸相－繪葉書·引札というメディアを中心に｣, �國文學硏

究� 148, 早稻田大學國文學會, 2006, 3쪽.

18⦁ 內藤陽介, �皇室切手�, 平凡社, 2005, 76-77쪽.

19⦁ 이가연, ｢191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始政기념 사진엽서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19쪽.

[그림9] 1908년 2월 20일에

발행된 진구황후 우표

일반적으로 ‘기쿠우표(菊切手)’

라고 불리며, 당시에는 5엔과 

10엔의 최고 고액 우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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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간 시기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 어찌되었든 당시 이러한 축하행사가 실제로 있었

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최소한 이와 관련된 사진들은 아직까지 발견되

지 않아 상상의 선전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림7]의 세트 엽서와의 관련성에서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상상화로 치부할 

수 없는 그림이다. 즉,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에서 파생되어 1890년대에 등장하였

고, 1900년대 초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일선동조론’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조선은 원래 진구황후가 정벌하여 200여 년간 지배했던 곳으로 일본과 조

선은 원래 같은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 1,540여년 만에 하나의 일본으로 병합된 

날을 조선과 일본의 아동들이 축하하고 홍보하는 엽서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7·8]에서 허구의 ‘삼한정벌’ 설화와 ‘일선동조론’을 2매의 세트 엽서로 제작해 마치 실

제의 역사인양 이식시킨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적 사실과 일본사상의 이식은 이후 발행된 시정기념엽서에서도 

계속되었다. 시정 15주년 기념엽서에서는 이른바 천황가문에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이른

바 ‘삼종의 신기三種神器’ 중의 2개인 청동경과 곡옥의 형태를 도안으로 사용하여 황국사

관을 이식하거나([KL10]), 다른 엽서에서는 일본의 전통적 꽃이나 문양을 이용하는 형태

로 계속 표출되었다. 꽃문양의 사례를 보면, 시정 2주년의 ‘조선인 시장과 남대문 밖의 

신도로’ 엽서([KL11])에서는 귀여

운 아이들 내지는 여성, 또는 들판

의 가련하고 청초한 꽃의 이미지

를 가지고 있는 패랭이꽃撫子, 그리

고 시정 3주년의 ‘재령 철산(��)과 

평양의 무연탄광’ 엽서([KL12])에서

는 전술한 패랭이꽃과 함께 성실·

청초·순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

는 도라지꽃桔梗20⦁ 도안을 이용하

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마치
[그림10] 시정 15주년: 관폐대사 조선신궁

(화살표 부분이 청동경과 곡옥의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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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시정 2주년: 조선인 시장과 경성남대문 밖의 신도로 [그림12] 시정 3주년: 재령의 철산과 평양의 무연탄광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미숙하고 순진한 전근대의 조선을 일본이 근대화시켰다는 일종의 우월적인 문명론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패랭이꽃撫子과 도라지꽃桔梗은 �만엽집萬葉集�에도 등장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꽃으로 무가 집안의 가문家紋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도안은 국화와 오동나무 문양으로 모두 천황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 

있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이전까지만 해도 천황가에서는 양쪽 모두를 사용했으나, 도요토

미 히데요시가 오동나무 문양을 사용하고, 또 다이묘大名들도 이 오동나무 문양을 사용하

자 황실에서는 점점 국화 문양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국화 문양이 황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로 여기서 상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근대 시기에 국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천황의 프로파간다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시정엽서에 사용했다는 

것은 천황에 의한 식민지 장악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동나무 문양에 대해서는 이가연21⦁

과 필자22⦁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23⦁ 근대에 이후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 

즉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문양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20⦁ 이 글에서 언급된 꽃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 https://lovegreen.net(검색일 : 2018.3.20.)

21⦁ 이가연, ｢191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始政기념 사진엽서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27-28쪽.

22⦁ 신동규,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동북아문화연구� 51, 동북

아시아문화학회, 2017b, 156-157쪽.

23⦁ 오동나무 문양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참조함. 高澤等, �家紋の事典�, 東京堂出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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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시정 10주년:

사이토 마코토(좌) 총독과 미즈노 렌타로(우) 정무총감

[그림15] 시정 15주년:

사이토 마코토(우)와 시모오카 주지(좌), 총독부 신청사와 경성 시가

우선 [그림13]은 시정 7주년 기념엽서(3v�1wx) 중

의 1매로서 제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川好道

의 초상을 도라지꽃 문양이 둘러싸고 있고, 하단에는 

총독부 관저를 국화와 월계수, 상단에는 오동나무 문

양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그림14]의 시정 11주년에

서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과 미즈노 렌타로水

野鍊太郞 정무총감(�)의 초상 사이에 오동나무를 삽입

하였고, [그림15]의 시정 15주년에서도 사이토 마코

토 총독())과 시모오카 주지下岡忠治 정무총감(�)의 초

상 사이에 엠보싱 처리한 오동나무 문양을 넣고 있

다. 이것으로 보아 오동나무 도안은 총독 등의 고위

관료 초상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24⦁

24⦁ 이러한 사례는 이 글에서 제시한 [그림20]에도 보이며, 이외에도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찬 사진그림엽서

의 기념인([그림22])이나 뒷면에 우표를 붙이는 점선의 사각 표시 안에도 오동나무 문양을 삽입한 엽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림13] 시정 7주년:

제2대 총독 하세가와 및 총독부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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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당시에 국화나 오동나무 문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가연25⦁은 “1910년대 

중반을 넘어서고 나서야 자신 있게 엽서에 등장한다. 특히 오동나무와 국화 등 바로 

보기만 해도 총독부와 일본 황실을 떠올릴 정도로 상징성이 강한 것은 병합 초기에는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병합했지만, 그 명분인 동화의 

이미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조선인들을 자극할 만한 상징물은 싣지 않았던 

것이다.”고 하여 국화·오동나무 문양이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191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1910년 이전의 통감부 통치 때부터 통상적

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만 제시

하고 넘어가겠다.

[그림16-21]의 엽서들은 모두 1910년 병합 이전에 발행된 것들인데,26⦁ [그림16]은 

통감부에서 1906년 3월 28일에 이토 통감의 착임을 기념하여 제작·배부한 엽서로 이토 

자신이 그린 국화를 엽서 좌측에 배치하였고, [그림17·18]은 1907년 ‘한국황제양위와 

일한신협약성립’ 기념엽서 세트로 [그림17]에서는 고종·순종황제의 뒤쪽 정중앙에 황실

의 국화문양을, [그림18]에서는 이토 초상과 통감부 깃발 뒤쪽에 국화를 배치시키고 있

다. [그림19·20]은 190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황태자[56�7,89:(大正天皇)]의 

한국 방문을 기념한 엽서들로 [그림19]에서는 방문할 때 승선한 가토리香取호와 한국 궁성

의 사진 뒤에 국화 문양을 배치함과 동시에 하단부에는 오동나무 문양을 배치했고, [그림

20]에서는 이토와 총독관저 뒤에 역시 오동나무 문양을 배치하고 있으며, 황태자가 인천

에서 경성으로 이동할 때 탑승했던 [그림21]의 열차 엽서에서도 오동나무 문양을 이용하

고 있었다. [그림16·21]은 통감부에서 발행한 관제엽서이고, 나머지는 사제엽서인데 

모두 1910년 이전부터 국화나 오동나무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즉, 국화나 오동나무 

문양이 이용된 것은 병합 이후인 1910년대 중반이 아니라,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외교권

25⦁ 이가연, ｢191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始政기념 사진엽서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28쪽.

26⦁ [그림16-21]은 이 책 제1장의 논문에서도 인용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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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이토 통감착임기념엽서

[그림18] 한국황제양위와 일한신협약성립2 [그림19] 황태자전하 한국도항기념

[그림17] 한국황제양위와 일한신협약성립1

[그림20] 황태자전하 한국행계기념 [그림21] 황태자전하 한국도항기념

을 박탈하면서 통감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도 관제나 사제 사진그림엽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1900년 이후 사진그림엽서가 유행하면서 이미 

한국에 대한 침탈이 공공연하게 엽서에 이식되어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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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언제부터 국화와 오동나무 문양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논점은 접어두고 다

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라는 논점이다. 즉, 당시 통감부나 조선

총독부의 관제 사진그림엽서에 오동나무 문양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일본국 

정부나 내각총리대신(k3)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시정기념엽서에 오동나무 문양을 삽입함으로써 일본의 강제 병합과 식민지 지

배를 합법화함과 동시에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수법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식민지 근대화의 선전과 왜곡

이 절에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엽서를 이용해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를 홍보하였으며, 또 이를 통해 식민지 지배를 어떠한 내용으로 합리화시켜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근대화의 홍보와 선전은 팸플릿·사

진첩·관광 선전물·조선안내도를 비롯해 관찬 서적의 발행과 박람회·물산공진회 개

최, 견학단의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시정

기념엽서에 한정해 살펴보고 전술한 내용들은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우선, 근대화의 

선전은 ①전근대와 근대적인 모습의 비교, ②근대적 자원 개발과 대규모 공장 및 산업

시설, 도시·건축물의 홍보, ③농수산물의 증산과 기반시설 등의 통계를 비교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엽서들도 있는데, 이를 순차

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첫째, 전근대와 근대적인 모습의 비교를 보여주는 엽서들이다. 우선, [그림22]는 시정 

1주년(1911) 엽서로 서울 창의문 안에 있던 백운동 식림사업의 1년차와 4년차를 비교하

고 있는데, 하단 오른쪽의 1년차는 1908년 봄 농상공부 산림국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식림사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27⦁ 하단 왼쪽의 4년차는 1911년의 모습으로 그간 

숲이 무성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식림은 바로 1908년 1월 21일에 법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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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포된 삼림법28⦁에 따른 근

대화 사업의 일환이었다. 다만, 

이 삼림법은 산림국의 일본인 

수석기사 미치야 미쓰유키道家

充之가 입안한 것으로 한국의 

상황을 무시하고, 자본력이 우

세한 일본인 부호를 유치하고

자 했던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29⦁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

선의 근대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식민통치와 국유림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결국 

초기의 삼림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1911년에 한국의 임야를 ‘국유임야’로 강제 

편입시켜 경제적 약탈을 목적으로 새롭게 ‘삼림령’30⦁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그림22]의 엽서에 보이는 1년차와 4년차 식림사업의 실체였고, 결과적으로 식림사

업이라는 근대화의 표상은 식민지 자원수탈을 목표로 진행된 것으로 근대화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대화 전후를 더욱 강열하게 비교한 엽서로 [그림23·24]의 시정 2년 기념엽서 

세트도 있다. 2매 엽서 모두 어두운 배경으로 디자인한 것은 당시 다이쇼천황이 메이지

천황의 상중에 있었기 때문인데,31⦁ [그림23]에서는 초가집이 즐비한 조선인 전통시장의 

모습과 남대문 근처의 근대화된 신도로를 대비시키고 있으며, [그림24]에서는 식민지 

27⦁ �해조신문�, 1908년 4월 26일, ｢植林模範計｣.

28⦁ �대한협회회보� 제1호, 1908년 4월 25일, ｢官報抄略(隆熙二年一月爲始)｣.

29⦁ 강정원, ｢한말 일제의 산림조사와 삼림법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7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a, 25-27쪽.

30⦁ 강정원, ｢한말 일제초기 산림정책과 소유권 정리｣, �지역과 역사� 16, 부경역사연구소, 2014b, 298-305쪽.

31⦁ 朝鮮總督府遞信局, 앞의 책(1938), ｢記念郵便繪葉書｣의 ‘朝鮮總督府始政二周年記念’ 항목. 일종의 도록으로 

쪽수 표기가 없음. 

[그림22] 시정 1주년:

양잠·인삼과 백운동 식림 제1차년· 제4차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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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시정 2주년:

조선인시장과 경성 남대문 밖의 신도로(붉은 접시꽃)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이전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서당과 식민지 

이후 근대 교육의 시작으로서 보통학교의 모습

을 대비시켜 마치 일본의 식민지화로 인해 조선

의 근대 교육이 이루어진 듯이 그 성과를 선전하

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그림23]의 조선인 시장, 그리고 [그림24]의 서당과 

보통학교 사진은 이미 1910년 7월 1일 통감부에서 발행한 �한국사진첩韓國寫眞帖�(統監府 

1910)32⦁에 ‘대구시장’([KL25]), ‘내지의 사숙私塾’([KL26]), ‘한성사범학교 교실’([KL27])이라

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사진들은 1910년 8월 28일 

병합이전에 촬영된 것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지배를 시작한 이후의 사진들이 아니다. 즉, 

조선총독부 시정을 기념하기 위한 엽서로는 시기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그만큼 

일제침략이라는 것이 이미 통감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선전 수법이 흥미롭다.

32⦁ 이 사진첩은 1910년 9월 30일에 통감부에서 �日韓倂合紀念 大日本帝國朝鮮寫眞帖�(小川一眞出版部, 일본국

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이라는 명칭으로 약간 수정을 가해 다시 출판되었다. 다만,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이 사진첩은 결락된 부분이 다수 있다.

[그림24] 시정 2주년:

서당과 보통학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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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統監府, �韓國寫眞帖�, ‘대구시장’ [그림26] 統監府, �韓國寫眞帖�, ‘內地의 私塾’

즉, 시정 2주년 엽서에 사진을 설명

한 표제어는 전술한 통감부 사진첩에 

수록된 [그림25·26·27] 사진의 표제

어와 다르다. 즉, ‘대구시장’ → ‘조선인

시장’, ‘내지의 사숙’ → ‘서당’, ‘한성사

범학교 교실’ → ‘보통학교’의 변경에

서 알 수 있듯이 식민지 이전 시대의 

명칭은 극히 비근대적인 토속적 명칭

으로 바꾸고, ‘한성사범학교 교실’은 

1912년 엽서발행 당시 초등교육의 대

표적 명칭인 보통학교로 둔갑시켜 선전

한 것이다. 식민지 이전의 조선에서는 

1894년 9월부터 이미 근대교육기관으로서 관립소학교(����) 5개교를 설립하였고, 점진

적으로 학교 수를 증가시켜 병합 무렵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33⦁ 또한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도 근대적 교육제도의 개혁과 

교육기관의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

33⦁ 전민호·최승현, ｢개화기 관립소학교(보통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2-3, 안암교육학회, 2016, 6-9쪽.

[그림27] 統監府, �日韓倂合紀念 大日本帝國朝鮮寫眞帖�, 

‘한성사범학교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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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이러한 근대 교육의 개화기 상황 속에서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

조칙 반포 후에 소학교의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동년 4월 19일 칙령 79호로 

관제를 반포하면서 설립된 학교였으며, 제1회 입학생을 4월 27일에 모집하여 5월 1일에 

개교한 조선정부의 관립학교였지35⦁ 보통학교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는 조

선정부가 설립한 근대 학교의 이미지를 지우고, 1906년 8월 통감부의 영향 하에서 공포

된 ‘보통학교령’36⦁에 의해 한성사범학교를 보통학교로 왜곡시켜 식민지 근대화의 성과

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듯 왜곡된 정보가 왜 시정기념엽서에 표출되고 있는

지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식민지 지배 2년차인 만큼 시정기념엽

서의 과장된 선전효과를 위해 왜곡시킨 결과가 아닐까 판단된다. 

두 번째로 근대적 자원 개발과 대규모 공장 및 산업시설, 도시·건축물의 발전 상황

을 통한 식민지 근대화의 선전이다. 시정기념엽서 38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관련된 엽서 대부분이 자원 개발·공장·산업시설·도시·건축물 등이 혼합

되어 근대화를 표상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시정기념엽

서에 등장하는 것은 [그림28]의 시정 

1주년으로 한강철도를 배경으로 죽

도竹島 등대와 인천의 수도수원지 및 

광양만의 염전을 삽입하고 있다. 한

강철교는 미국인 모스가 조선으로부

터 경인철도부설권을 획득하여 1897

년에 착공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

34⦁ 김흥수, ｢한국 근대 초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연구 : 1896~1906년의 공립소학교의 개교시기를 중심으로｣, �춘천

교대논문집� 34, 춘천교육대학교, 1994; 이계형, ｢한말 공립소학교의 설립과 운영(1895~1905)｣, �한국근현대사

연구� 11,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전상숙·노상균, ｢병합 이전 한국 정부의 근대적 교육체제 개혁과 관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2-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3.

35⦁ 노인화, ｢大韓帝國 時期의 漢城師範學校에 관한 硏究｣, �이화사학연구� 16, 이화사학연구소, 1985, 12-14쪽.

36⦁ 전민호·최승현, ｢개화기 관립소학교(보통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2-3, 안암교육학회, 2016, 22-25쪽.

[그림28] 시정 1주년:

죽도(竹島) 등대, 인천의 수도수원지, 평안남도 광양만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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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단되자 일본이 부설권을 인수해 1900년 7월에 준공한 다리이며, 1907년에 처음 

점등한37⦁ 죽도 등대는 진도군 조도면 맹골리에 위치한 등대로서 서남해 항로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 인천(����p) 수도수원지를 비롯해 통감부가 1907년부터 개발

한 평안남도 광양만 염전 개발은 그야말로 근대화의 표상이었지만, 이러한 개발과 건설 

사업은 통감부의 자원수탈정책으로서 이미 시작된 기초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정기념엽

서에 이러한 곳을 선전했다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시정이 통감부 수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시정기념엽서에 보이는 근대화의 실상은 조선총독부가 이를 의도했듯 안했든 

자원 수탈을 위한 기초 산업과 이를 위한 가공 산업, 그리고 이러한 물자들의 원활한 

유출을 위한 항만·항구시설, 또는 항구에서의 유출 모습 등으로 식민지 수탈이라는 

노선 안에서 표출되고 있었다. 

그 사례를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시정 1주년(1911)의 ‘양잠·인삼과 백운동 식림 

제1차년·제4차년의 비교([KL22])’, 시정 3주년(1913)에서는 ‘재령의 철산과 평양의 무연

탄광’([KL12]) 및 ‘압록강에서의 벌목과 상류에서의 관류管流 및 유벌流筏’([KL29]), 4주년

(1914)의 ‘이민의 주택과 쌀농사(��<������D���2���)’([KL30]), 5주년(1915)의 ‘함경남도 

신포의 명태어장과 부산 어시장’([K

L31]), 7주년(1917)의 ‘개성 인삼 재

배’([KL32]), 8주년(1918)의 ‘경상북도 

안동군 누에고치 공동판매와 강원

도 세포 관립 면양목장’([KL33]) 등 

식민지 조선의 농수산업과 광업, 산

림 및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산물들을 엽서의 도안 소재로 

삼고 있다. 일견하면, 조선의 산물

37⦁ 水路部, �東洋燈臺表(上卷)－日本·支那·露領沿海州�, 水路部, 1915, 86쪽.

[그림29] 시정 3주년:압록강에서의 벌목과 관류 및 유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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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시정 4주년:

移民의 주택과 쌀농사

[그림32] 시정 7주년:

개성 인삼재배의 모습

[그림33] 시정 8주년:

경상북도 안동군 누에고치 공동판매와 강원도 세포 관립 면양목장

[그림31] 시정 5주년:

함남 신포의 명태어장과 부산 어시장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소개와 더불어 근대적 산업과 건축물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를 선전하고 있는 듯이 보이

지만, 그 실상은 수탈의 대상이었던 자원들을 소재로 삼고 있다. 

첫 번째 단계가 수탈 대상이었던 자원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자원 수탈과 이들에 대한 가공 산업의 선전이었다. 시정 6주년(1916)의 

‘임익 수리조합 제방과 진천의 관개사업 천방강 제방’([KL34]), 8주년(1918)의 ‘대정수리조

합사업 수원지의 취입구와 회군산의 수도·수로’([KL35]) 엽서는 농업 생산량의 증산을 

도모한 사업의 선전이었고, 시정 8주년의 ‘황해도 겸이포 미쓰비시제철소 전경과 용광로 

및 해탄로’([KL36]), 시정 9주년(1919)에 보이는 ‘경성 제사장’([KL37]), 시정 15주년(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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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시정 6주년:

임익 수리조합 제방과 진천의 관개사업 천방강 제방

[그림35] 시정 8주년:

대정수리조합사업 수원지의 취입구와 회군산의 수도·수로

[그림36] 시정 8주년:

황해도 겸이포 미쓰비시제철소 전경과 용광로 및 해탄로

[그림37] 시정 9주년:

경성 제사장과 조선총독부 제생원의 맹아교육현장

[그림38] 시정 15주년:

이왕가 수견식(收繭式)과 경성 제사장

[그림39] 시정 10주년:

신의주 조선제지주식회사와 승호리 고노다 시멘트제조주식회사



69

[그림41] 시정 4주년:

경성의 조선호텔과 진남포 축항 계선벽

[그림42] 시정 5주년:

군산항 미곡 집적과 목포항 면화 집적 모습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의 ‘이왕가 수견식收繭式과 경성 제사장’([KL38]), 시정 10주년(1920)의 ‘평안북도 신의주 

조선제지주식회사와 평안남도 승호리 고노다小野田시멘트제조주식회사’([KL39]) 등은 자

원의 가공 산업에 대한 선전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유출하는 루트로서 항

만·항구시설의 확충이나 항구에서 자원 유출의 모습을 담은 시정기념엽서도 발행하고 

있었다. 바로 시정 2주년(1912)의 ‘부산 제1잔교와 임시창고’([KL40]), 시정 4주년(1914)의 

‘진남포 축항의 계선벽繫船壁’([KL41]), 시정 5주년(1915)의 ‘군산항 미곡 집적 상황과 목포

항 면화 집적 상황’([KL42]), 시정 9주년(1919)의 ‘일본 횡단로 사용선 다테가미마루⽴神丸

와 청진항에서 유출되는 나물과 콩, 성진

항에서 유출되는 소’([KL43]), 그리고 같

은 해의 ‘인천항 독dock의 모습과 입항선 

갑문 통과의 모습’([KL44])인데, 이러한 

엽서들은 그야말로 근대화를 가장한 제

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자축이었고, 그 성

과를 포장한 일종의 기념물이었다.

[그림40] 시정 2주년:

부산 제1잔 교와 임시창고/부산 정차장·우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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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시정 9주년:

일본 횡단로 사용선 다테가미마루(立神丸)와 청진항에서 유출되는 

나물과 콩, 성진항에서 유출되는 소

[그림44] 시정 9주년:

인천항 독(dock)의 상황과 입항선 갑문 통과의 상황

세 번째는 농수산물의 증산과 기

반시설 등의 통계를 비교한 근대화 

관련으로 시정기념엽서 38매 중에 7

매가 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앞에서도 제시한 시정 5주년(1915)의 

‘함경남도 신포의 명태어장과 부산 어

시장’([KL31]), ‘군산항 미곡 집적 상황

과 목포항 면화 집적 상황’([KL42]), 시

정 6주년의 ‘조선피혁주식회사 공장

과 동아연초주식회사 공장’([KL45])의 

엽서로 각기 엽서 주변부에 수산업과 미곡·면화의 증산 통계를 인쇄해 조선의 산업화

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42] 엽서에 인쇄되어 있는 산출량 대비 유출량(k��)을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출량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3] ��).

[그림45] 시정 6주년:

조선피혁주식회사 공장과 동아연초주식회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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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연도 1912년(大正元年) 1913년(大正2年) 1914(大正3年)

경작 면적 9,819,431 丁 10,460,471 丁 10,793,412 丁

수확량 8,982,000 石 10,090,645 石 12,159,167 石

유출량 577,930 石 (6.47%) 874,583 石 (8.67%) 1,321,870 石 (10.87%)

면화

연도 1912년(大正元年) 1913년(大正2年) 1914(大正3年)

재배 면적 517,111 丁 578,790 丁 615,724 丁

생산량 30,283,131 斤 35,544,595 斤 36,167,841 斤

유출량 2,482,500 斤 (8.19%) 3,535,600 斤 (9.94%) 4,408,800 斤 (12.18%)

[도표3] 시정 5주년 엽서에 보이는 쌀과 면화의 수확량 및 유출량 분석 비교표

([그림42]의 엽서에 인쇄된 수치로 수확량 대비 유출량 비율 수치는 필자의 계산에 의한 것임)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즉, 쌀의 경우는 6.47%(1912u) →8.67%(1913u) →10.87%(1914u), 면화의 경우는 8.19% 

(1912u) → 9.94%(1913u) → 12.18%(1914u)로 해가 갈수록 생산량 대비 유출량이 증가하

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수출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

면, 일제의 식민지 산업 근대화라는 허울 좋은 선전의 내면에는 실제 조선에서 보다 

많은 물자의 수탈이 전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총독부의 통계를 이용한 식민지 근대화를 선전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

쳐 조선의 호구·무역·재정·농업·광산·수산·교통·교육·토지의 증가를 대상으

로 발행하고 있었다. 아른바 ‘조선통계엽서’라는 것인데, 현재 확인되는 것만도 70여 

매 이상에 달하여 이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이나 이 글에서는 금후의 과제로 남기고 

1925·1927년 전후에 발해된 엽서([KL46 · 47]) 2매만 소개하고 넘어 가겠다. 

한편, 위와 같이 통계를 이용해 특정 단일 물품의 산출량이나 유출량을 기입하는 

단계에서 시정 25주년(1935)이 되면 다양한 물품과 산업 발전의 통계를 1매의 엽서에 

담아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미 식민지 지배가 2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미 전년도인 1934년부터 시정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책자 

1만 부가 발행되어 배포되기 시작했고,38⦁ 1935년 3월부터는 대규모 기념행사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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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조선총독부 통계엽서 ‘수산’

(1925년 전후)

[그림48] 시정 25주년:

성장해 가는 조선

[그림47] 조선총독부 통계엽서 ‘무역’

(1927년 전후)

위한 의견 타진과 그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있었다.39⦁ 또한 식민 지배에 공이 있거나 

장기근속자, 또는 각종 사회 활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표창과 포상40⦁을 실시함과 동시

에 각 지역 관공서에서는 다양한 기념식을 실시하는 등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를 띄워 

시정 25주년을 기념하였는데, 바로 [그림48]의 엽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의 근

대화를 종합적으로 선전하는 엽서였던 것이다. 제목은 ‘성장해가는 조선’으로 전체가 

한반도 도안의 배경 위에 크게 4개 부류의 산업, 즉 ①농공산업, ②우편산업()* ·4�

·4�), ③철도산업, ④무역의 성장을 선전하고 있는데, 시정 원년인 1910년(明治43)과 

38⦁ �부산일보�, 1934년 12월 7일, ｢總督始政25周年史 500쪽 되는 서적을 1만 부 작성 배포｣.

39⦁ �부산일보�, 1935년 3월 21일, ｢시정 25주년에 全鮮에서 기념일－각종 개최를 행함. 각도의 의견을 듣고 결정｣. 

40⦁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35년 10월 1일, ｢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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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昭和8)까지의 통계를 비교하고 있다. 그만큼 병합 이후 25년간의 성과를 가시적

으로 선전하기 위한 엽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최종적으로 30주년(1940) 시정기념엽서(3v�1wx)를 발행하면서 완

성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 엽서가 서론에서 전술한 지금까지 그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엽서이며, 이 글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이다.

우선, [그림49·50]을 보면 

봉투 앞면 중앙부 왼쪽 모서리 

부분에 ‘始政三十周年記念’이 

세로로 인쇄되어 있고, 중앙부

에는 ‘국위선양 견인지구’, 하

단부에는 발행처인 ‘조선총독

부’가 인쇄되어 있다. 이미 중

일전쟁이 1937년에 시작되었

고, 1938년에는 그에 따른 총

동원체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의앙양의 선정적인 

표어가 인쇄된 것이라 생각되

며, 엽서 세트를 발송할 수 있도록 상단부 오른쪽에는 우표를 첩부하는 사각형의 점선도 

인쇄되어 있다. 물론 봉투 뒷면에 그려진 것은 조선총독부 청사이다. 흥미로운 것은 

3매의 엽서에 그려진 통계들로 앞에서 본 [그림48] 통계엽서의 확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의 엽서의 뒷면 중앙부에는 각기 ‘始政三十周年記念’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데, 앞면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도표4]와 같다.

[그림49] 시정 30주년 기념엽서의 

봉투 앞면

[그림50] 시정 30주년 기념엽서의 

봉투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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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항목

연도

1910년 1919년 1929년 1939년

엽서 

1

인구 13,313,000 名 22,800,000 名

학교수 2,179 校 1,790 校 2,796 校 5,399 校

생도수 121,496 名 184,676 名 644,621 名 1,572,540 名

엽서 

2

예산총액 48,741,000 圓(1911년) 866,641,000 圓(1940년)

무역(수출) 약 1천만 圓 약 2억 3천만 圓 약 3억 4천만 圓 약 10억 圓

무역(수입) 약 3천만 圓 약 2억 7천만 圓 약 4억 2천만 圓 약 11억 圓

저축(1인당) 1.58 圓 66.24 圓

엽서 

3

총생산액 272,478,000 圓 3,073,958,000 圓(1938년)

철도 길이 1,096 km(粁) 5,929 km(粁)

[도표4] 시정 30주년 기념엽서 3매 세트에 보이는 통계 수치

(엽서3의 1938년 액수는 광산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위의 [도표4]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51-53] 3매의 세트 엽서는 인구·학교수·생도

수·예산총액·무역(k��)·저축·총생산액·철도 통계를 대상으로 병합 당시인 1910년

도와 1940년 전후를 비교하여 총독부의 통치에 의한 30년간의 성장과 근대화의 모습을 

선전하고 있다. 1940년이라는 시점에서 이미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통해 

제국주의 팽창을 획책하던 일본에

게 조선의 근대화 성공을 표상화시

킨 엽서는 식민 통치의 모범으로서 

타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당위

성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일익을 담

당할 수 있는 소재였던 것이다. 그

러나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

된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각

지의 점령지와 식민지에서 고전을 [그림51] 시정 30주년: 인구, 학교 및 생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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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치 못하였고, 결국 1940년 시정 

30주년 기념을 마지막으로 시정기

념엽서의 발행은 중단되었다. 시정

기념엽서라는 것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홍보·선전하기 위한 미디

어 매체이기는 했지만, 타국에서의 

‘시정始政’이라는 일방적이고 침탈

적인 용어가 표상하듯이 시정기념

엽서의 발행 중단은 제국주의의 패

망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5. 맺음말

이상, 이 글에서는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시정기념엽서를 소재

로 삼아 몇 가지 점에서 논점을 검토해보았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기념엽서에는 일본의 굴절된 역사관과 사상이 이식되어 있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1910년 시정기념엽서로 전설상의 진구황후와 ‘삼한정벌’설, 그리

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일선동조론’을 실제 역사와 같이 표상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엽서에 일본의 전통적 도안과 국화·오동나무 등의 문양을 표상화시켜 이용함으

로써 일본의 강제 한국병합과 식민지화를 정당화시켜 나갔다.

둘째, 시정기념엽서에는 조선의 식민지 근대화를 강조하는 고도의 프로파간다 수법

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근대화의 홍보를 위해 관련 사진과 통계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의 엽서에 인쇄된 사진들을 보면, 그 실상은 병합 이전 사진의 실제 

명칭과 시기를 왜곡하는 형태로 제국주의의 의도에 따라 이용된 것이었다. 더욱이 쌀과 

면화의 생산 통계를 보더라도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 

[그림52] 시정 30주년:

예산총액/1인당 저축/수출입무역액

[그림53] 시정30주년기념:

총생산액과 철도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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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유출량(k��)은 증가하고 있었다. 

셋째,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엽서에 대한 평가이다. 이 엽서를 발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의 합리화와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거가 

바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라는 가시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근대화를 표상한 엽서들의 

실상은 오히려 식민지 조선의 자원 수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제3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엽서상의 이미지들은 ‘자원 →가공 →유출’이라는 식민지 수탈의 구조

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즉, 이들 엽서는 오히려 일제의 의도와는 반대로 식민지 

자원 수탈의 증거였던 것이다. 이를 볼 때,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라는 것은 자원 수탈이

라는 침탈적 행위를 가장한 일제의 기만이었으며, 이것을 표상화시킨 시정기념엽서는 

조선의 식민 지배와 자원 수탈을 자축한 일본 제국주의의 굴절된 자화상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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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00년을 전후한 시기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사진그림엽서繪葉書
1⦁가 전 세계적으

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사진그림엽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과 함께 제국주의를 재현再

現하는 강력한 매체들 중 하나였다. 특히 사진과 엽서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사진그림엽

서는 사진이 주는 사실감을 바탕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잡화점이나 여행지의 기념품 

가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디어로서의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다.2⦁

일본에서도 1900년대 초반부터 국민의 창출과 통합 그리고 제국주의의 선전을 위한 

매체로서 사진그림엽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다. 특히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엽서가 발매되어, 천황과 장군의 이미지가 대량으로 생산·유통되

1⦁ 회엽서(繪葉書)는 사진엽서 혹은 그림엽서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사진과 그림이 각각 단독으로 

혹은 함께 엽서에 배치되어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사진그림

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31·35쪽.

사진그림엽서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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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엽서는 발행 전날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3⦁

일본에서 엽서의 유행은 철도를 이용한 여행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러일전쟁 

승리로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관통해 만주까지 철도를 이용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의 철도국에서는 조선의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

전하기 위한 관광기념엽서와 팸플릿을 발행했다.4⦁ 관광기념엽서와 팸플릿에는 조선의 

이미지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정보(��<�#�r��pD�,`r, �����D�����)가 담겨 

있었으며, 이를 접한 관광객은 재생산된 조선의 이미지를 학습하게 되었다.5⦁ 

사진그림엽서의 선행연구는 ‘서구의 제국주의 시선을 차용하여 조선을 재현한 일본의 

시선에 대한 분석’,6⦁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제엽서(�R?]��)의 분석’,7⦁ 

‘근대적 관광과 식민지조선’8⦁에 관한 사실들에 주목해왔으며,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이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재현된 다양한 대상9⦁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선행연구에서 주목했던 식민지조선의 관광엽서(� : ‘京城百景’) 혹은 ‘조선총독부 시정

기념엽서’ 등의 사진그림엽서세트에는 조선신궁朝鮮神宮과 같은 신사神社를 도안으로 한 

3⦁ 浦川和也, ｢朝鮮半島絵葉書の中の近代日本の‘眼差し’｣, �KAN� vol.23 Autumn, 2005, 162쪽.

4⦁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부산근대역사관, 2003, 52쪽.

5⦁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68쪽.

6⦁ 권혁희, ｢일제시대 사진엽서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5집 1호, 2003; 최현식, ｢제국의 

취향, 전시되는 “아리랑”－식민지 “아리랑엽서”의 성격과 의미｣, �大東文化硏究� Vol.75, 2011.

7⦁ 김국화, ｢일제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의 정치학｣,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8⦁ 유승훈, ｢근대 자료를 통해 본 금강산 관광과 이미지｣, �실천민속학연구� Vol.14, 2009.

9⦁ 권혁희(�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19-20쪽, 55-62쪽)에 따르면 19세기 말 제국주의는 인쇄 자본

주의와 결합하면서 식민지의 풍경과 인종, 풍습, 심지어 해당지역의 동물까지도 이미지화하여 수집하였다. 

일본 역시 위와 같은 제국주의의 풍조를 답습하여 조선의 남녀노소, 백정, 해녀, 무녀, 기생의 체형, 복장 등

을 촬영하여 사진그림엽서로 제작하여 판매했다.

10⦁ 일본의 연구에서는 사진그림엽서의 분석을 통해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정을 살펴본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田邊幹,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3, 2002; 山田俊幸·安田政彦, ｢絵葉

書にみる明治イマジュリィの形成と国粋主義の時代へ｣, �帝塚山學院大学研究論集文学部� 41, 2006; 毛利

康秀, ｢ツーリズムの視点からみた｢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の再検討ー戦前期のハルビンに関連する絵葉を

事例として｣, �政経研究� 52(2), 日本大學法學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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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식민지조선의 신사는 그것을 접하는 이의 입장(�;-��&�

��-)에 따라 친근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그 반대로 이질적이고 강제적인 공간으로 인식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조선의 신사는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었고, 

또 무엇을 선전하려 했던 것일까. 

이에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식민지조선의 신사를 도안으로 한 사진

그림엽서를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에서 국가신도國家神道11⦁가 선전된 방식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무라카미 시게요시는 국가신도에 대해 “근대천황제국가가 만들어낸 국가종교이며, 

메이지유신부터 태평양전쟁의 패전에 이르는 약 80년간에 걸쳐 일본인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12⦁ 이소마에 준이치는 무라카미의 주장을 계승하면서 

국가신도를 “신사를 매개로 성립되어진 천황제 내셔널리즘을 통해 일본국민을 교화하려

는 전전戰前의 사회체제로 간주”하고 있다.13⦁ 단, 여기서 일본의 근대국가의 형성(���

�<���D�
��pco���q��{�)이 국내를 넘어 해외의 타민족까지도 대상으로 삼으며 강제

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국가신도에 대한 이상의 정의를 참고하며, 식민지조선의 신사 중에서도 

특히 조선신궁을 매개로 진행된 국가신도의 선전방식에 대해 사진그림엽서라는 매체에 

주목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신사는 일본의 지역사회의 신앙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국민적 교화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1910년 한일강제

병합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가 신사를 통한 교화의 대상에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고, 1925년 전 조선을 수호한다는 목적 속에서 완공된 조선신궁은 식민지조

11⦁ 박규태(｢국가신도와 ‘신사비종교론’ :근대일본 국민국가에서 신사의 역할｣,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2006, 55쪽)에 따르면, 국가신도라는 용어는 1945년 12월 연합국 최고사령부(GHQ)가 발표한 ‘신도지령’에서 

‘State Shinto’라는 영문표기가 등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12⦁ 村上重良, �國家神道�, 岩波新書, 1970, 1쪽.

13⦁ 이소마에 준이치, 제점숙 역, �근대 일본의 종교 담론과 계보 :종교·신도·국가�, 논형, 2016, 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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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제국일본의 국가신도의 체제 속에 보다 더 깊게 얽매게 하는 매개가 되었다. 식민

지조선의 신사에 관한 연구 중 조선신궁을 다룬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신궁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14⦁

① 조선신궁의 제신祭神선정에 관한 연구15⦁ 

조선인의 동화를 위해 조선신궁의 제신으로 단군을 모시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

국에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이 선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조선신궁의 입지 선정과 건설과정에 관한 연구16⦁ 

조선신궁의 건설과정에 대해 경성이라는 식민지도시의 경관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③ 조선신궁과 경성의 조선인·일본인사회의 관계를 다룬 연구

경성신사의 창건과 조선신궁의 관계를 살핀 연구17⦁와 일제강점기 조선신궁과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18⦁를 꼽을 수 있다. 

④ 조선신궁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 

조선신궁봉찬회朝鮮神宮奉讚會에서 발행한 조선신궁 사진집의 분석을 통해 일제의 

시각매체를 통한 식민통치 방식을 살펴본 연구19⦁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14⦁ 조선신궁의 선행연구에 관해서는 김백영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다만,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조선신궁의 이미지

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달리 파악해야할 부분이 있는 관계로 5가지로 분류된 내용을 4가지로 수정하

여 정리하였다(김백영·박진한 외, ｢조선신궁과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 도시 형성�, 심산출판사, 2013, 200쪽).

15⦁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 건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6⦁ 靑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 吉川弘文館, 2005.

17⦁ 김대호,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경성신사의 운영과 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

로｣, 이승일 외,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9.

18⦁ 히우라 사토코, 이언숙 역, �신사·학교·식민지－지배를 위한 종교-교육�,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9⦁ 김수진, ｢식민 권력의 자기 기념과 시각적 선전－조선신궁기념사진집 �은뢰(恩賴)�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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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문자자료의 분석에 치중한 결과, 당시 생산·유통된 신사의 

이미지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다양

한 매체(�pKL��, �r, �N,  ¡¢��)에 실린 신사의 이미지는 제국일본의 신사정책 혹은 

관광을 통한 식민통치의 선전 등의 영역에서 독자의 문자독해능력과 무관하게 광범위

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신궁의 이미지를 분석한 ④김수진의 연구는 향후 식민지의 신사

연구가 참고해야할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수진은 1937년 조선신궁봉찬회에서 편

찬한 �은뢰恩賴－조선신궁어진좌십주년기념朝鮮神宮御鎭座⼗周年記念�에 담긴 350여 장의 사

진과 이미지를 분석하여 시각매체를 통한 일본의 식민통치 선전의 실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은뢰－조선신궁어진좌십주년기념�가 비매품으로 봉찬회 회원들에게만 한정적

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에서 조선신궁의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특정 다수

의 대중을 대상으로 생산·판매·유통된 사진그림엽서라는 매체에 주목하고, 엽서 속

에서 재현된 조선신궁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국가신도가 선전된 방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조선신궁과 국가신도 

1945년 패전까지 일본이 한반도에 세운 신사들(神社��神祠20⦁)은 총 995개였다.21⦁ 이 

신사들은 크게 191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세워진 신사들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자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사회에 

제89집, 2011.

20⦁ 神社와 神祠는 둘 다 한국어로는 신사로 읽게 되지만, 일본어 발음으로는 진자(じんじゃ)와 신시(しんし)라고 

읽힌다. 

21⦁ 中島三千男, �海外神社跡地の景観変容 :さまざまな現在�, 御茶の水書房, 2013,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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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것으로, 재조선일본인들의 심신상 안녕을 위해 세워졌다. 대표적인 신사로는 

부산의 용두산신사, 원산신사, 인천신사, 경성신사 등을 꼽을 수 있다.22⦁

후자는 1925년 전 조선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세워진 조선신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조선신궁은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 신사로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세워졌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신궁의 건립을 위해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신

사신조영준비비朝鮮神社新造營準備費를 예산으로 계상하고, 제국의회의 협찬을 얻어 이를 확

정”23⦁하였다. 1913년 이후부터는 “건축전문의 기술관을 內地(�; :-O£)로 파견”하여, 

“관국폐사官國幣社24⦁에 대해 구조, 형식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다.25⦁ 

1914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신궁의 제신으로 메이지천황을 택하였는데, 여기에 조

선인의 동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신을 1주 더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에 단군과 스사노오 미코토素盞鳴尊가 거론되었지만, 결국 조선총독부는 1918년 11월 

28일 내비內秘 424호로 일본천황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추가하기로 결정

하였다.26⦁ 

조선신궁은 그 위치 또한 상징적인 곳이었다. 조선신궁의 건립부지를 결정하는 과정

에서는 모두 8곳 이상의 후보지가 검토되었다.27⦁ 1918년 조선신궁의 설계자이며 신사

건축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토 츄타伊藤忠太는 12가지의 기준28⦁에 맞춰 후보지를 평가한 

22⦁ 윤선자(｢일제의 神社설립과 조선인의 神社인식｣, �역사학연구� 제42집, 2011, 122쪽)에 따르면 이 시기 설립된 

신사의 구체적인 숫자는 1900년 이전 설립이 5개, 1905년 11월 통감부 설립 이전까지 7개, 1910년 8월 이전까지 

24개에 이른다.

23⦁ 조선신궁은 최초 조선신사로 불리다가, 1925년 6월 27일 내각고시 제6호를 통해 ‘조선신궁’으로 사호가 변경되

면서 붙여진 명칭이다.(윤선자, ｢일제의 神社설립과 조선인의 神社인식｣, �역사학연구� 제42집, 2011, 118쪽)

24⦁ 메이지정부는 1871년 사격제도(社格制度)를 제정하여 일본 국내의 신사를 관국폐사(官國幣社)·부현사(府縣

社)·향촌사(鄕村社)라는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신사는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 체계를 

형성하며 국가신도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 

25⦁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7, 1-2쪽.

26⦁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13호, 

2015, 18-19쪽.

27⦁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7, 3쪽.

28⦁ a. 제신과 하등의 관계가 있는 지역이며, 조금도 불상불결(不詳不潔)한 유서가 없을 것, b.광활하여 군중을 

모으기에 충분할 것, c.울창한 숲을 가지며, 특히 배경에 숲이 있을 것, d. 약간의 고지대일 것, e. 가능한 남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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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종적으로 한양공원을 신궁의 부지로 결정하였다.29⦁ 

이토가 위와 같은 기준을 내세운 것은 조신신궁 이전에 메이지신궁明治神宮의 부지선

정과 설계의 경험과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지신궁은 낮은 경사지에 만들

어졌으며, 숲도 부족했다. 또한 도시와 가까워 매연과 소음으로 인해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신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웠다.30⦁ 때문에 이토는 조선신궁 부지의 선정 단계에

서 가급적 단점이 될 요소들은 배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9년 7월 18일 내각 고시 제12호로 일본정부는 조선신궁을 경성부 남산에 창립하

고, 사격社格은 관폐대사로 할 것을 공포한다. 1919년 7월 조선신궁의 창립이 허가된 

것은 같은 해 3.1운동의 발생으로 혼란스러워진 조선인사회를 종교적·이데올로기적으

로 수습하려는 의도와 함께 불안에 떨던 재조선일본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

었다.31⦁ 

조선신궁의 조영 공사는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25년 10월 25일 진좌

제를 거쳐 같은 해 12월 16일 공사를 완료했다.32⦁

조선신궁의 경내는 서북서쪽을 바라보는 장방형으로 구성되었고, 상중하 3단의 공간

과 3개의 광장으로 이루어졌다. 신원神苑(��<�¤¥��&���6�	
o�R¦) 약 20만 평, 도리이

鳥居(��<� �§6� w¨p� ‘∏’ {©<� �{�) 5기, 등롱燈籠(��<� ¤¥6� �ªo� «�)이 30기, 384층으로 

이루어진 대석단大石段이 만들어졌다. 신궁으로 가는 길은 표참도表參道, 동참도東參道, 

서참도⻄參道 세 가지가 있었고 주도로는 표참도였다.33⦁ 이로써 조선신궁은 경성 어디

면할 것, f. 가능한 맑은 물이 흐르는 장소일 것, g.붐비는 시가지(市街地)와 격리되어 있을 것, h. 시가(市街)와 

연결이 좋고, 특히 광활한 참배로(參道)가 있을 것, i. 주위의 시야를 가릴 어떤 것도 없을 것, j. 시가에 대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바람의 방향에 있지 않을 것, k. ‘프로스펙트’가 좋을 것(外觀 :원문), l. ‘아스펙트’가 좋을 

것.(경내에서 사방의 조망이 좋을 것)

29⦁ 靑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 吉川弘文館, 2005, 44-45쪽.

30⦁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13호, 

2015, 22쪽.

31⦁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신궁 건립과 운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2-34쪽.

32⦁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13호, 

2015, 26쪽.



86 

서나 잘 보이는 남산자락에 위치하며 경성을 방문하는 많은 이들의 필수 방문지가 되

었다. 

1915년 8월 16일에 공포된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으로 식민지조선의 모든 신사는 

창립과 존폐에 있어 조선총독부의 허가와 인가를 받게 되었다.34⦁ 여기에 1925년 10월 

조선신궁이 창건됨에 따라 식민지조선은 형식적으로는 피라미드식 구조로 이루어진 

일본의 국가신도의 체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선신궁이 식민지조선 전체를 아우르며, 문명과 교화의 상징으

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신사에 대한 조선인들

의 인식이었다. 일본인이 신앙하는 신사는 조선인에게 낯선 것이었고, 또한 일본인들과 

같은 경외심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구사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30년대 후반 황민화정책으로 불리는 궁성요배, 신사참배강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제

적인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매체를 이용한 신사에 대한 선전이었다. 다음에서는 그 

후자에 해당하는, 사진그림엽서라는 매체 속에서 조선신궁이 선전된 방식에 대해서 구

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사진그림엽서 속 조선신궁

6월 15일 오후 7시 가랑비細雨가 비껴 부는 바람斜風에 섞여 차창을 아롱이는 남행차南⾏

⾞에 올랐다. 익옥수리조합益沃⽔利組合
35⦁의 준공식에 초대를 받아 이리裡⾥에 가기 위함

33⦁ 朝鮮總督府, �朝鮮神宮造營誌�, 1927, 55쪽; 김수진, ｢식민 권력의 자기 기념과 시각적 선전－조선신궁기념사

진집 �은뢰(恩賴)�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9집, 2011, 119쪽 각주2).

34⦁ 윤선자, ｢일제의 神社설립과 조선인의 神社인식｣, �역사학연구� 제42집, 2011, 117쪽.

35⦁ 1920년 전라북도 군산 지역의 수리 관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임익 남부 수리 조합과 임옥 수리 조합을 합병하

여 설립한 수리 조합이다. ｢익옥수리조합｣,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검색일 :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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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호남의 땅을 처음 밟아보는 나는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연선의 풍광을 살피고, 

군산의 친구들을 찾고자 한다. (중략) 식당차에서 음주당飮酒黨의 주최로 여흥이 있다고 

했지만, 피로를 느껴 가지 못하고, 받아둔 익옥수리사업이라는 소책자와 사진그림엽서

繪葉書[¬�2�-O£]를 찾아 예비지식을 얻고자 뒤적거리다가, 천안이라는 소리만 듣고 

꿈 속夢國으로 들어갔다. (후략)36⦁

1923년 6월 15일 월봉月峰선생37⦁은 익옥수리조합의 준공식에 초대를 받아 군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선생은 차창 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과거의 일들을 회상한 후 

익옥수리사업에 관한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 미리 받아 둔 사진그림엽서를 찾아보았다. 

당시 사진그림엽서가 사업의 홍보용품이자 기념품으로 제작되었으며, 동시에 정보의 

전달과 습득이 가능한 미디어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야마나카 하야토38⦁에 따르면 관광은 떠나기 전에 이미 목적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

되어 있어야만 하고, 여행객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관광지의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떠난다고 했다. 다양한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조신신궁을 미리 접한 사람들은 엽서 속에

서 재현된 조선신궁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것을 확인하고자 경성으로 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신궁은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었을까. 

1945년 이전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서 조선신궁이 재현되는 방식에 주목하여 분류

한 결과, 크게 4가지의 요소들(① N#D�[, ② �!,®2�?¯, ③ �°q�§�, ④ �;q�±¤)을 강조하는 

형태로 조선신궁이 선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통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신궁 이외의 사진그림엽서를 소개하며 

이해를 돕고자 한다.

36⦁ 月峰生, ｢群山紀行 一｣, �東亞日報�, 1923.6.24.

37⦁ 월봉(月峰) 한기악(韓基岳) 선생은 조선일보의 편집장을 맡으며 식민지기 조선의 언론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였

고, 신간회의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祖國독립과 言論에 몸바친 一生｣, �東亞日報�, 1981.6.19.

38⦁ 야마나카 하야토, 황달기 역, ｢미디어와 관광｣, �관광인류학의 이해�, 일신사, 2001, 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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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명과 야만 

첫 번째로 살펴볼 사진그림엽서는 조선신궁과 함

께 식민지조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조합되어있는 사례이다.

[엽서1]에는 조선신궁의 사진의 아래 장승과 여인

의 이미지가 함께 조합되어 있다. 장승과 여인의 이미

지는 당시 일본이 식민지조선을 원시적이고 나약한 

대상으로 선전하기 위해 택했던 대표적인 표상이었

다.39⦁ 조선신궁은 장승과 여인의 이미지 상단에 배치

되어 제국일본과 문명의 상징으로 선전되고 있다.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제국일본과 식민지조선은 

각각 문명과 야만의 표상으로 재현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엽서2]와 같이 주로 

근대적인 도시의 광경과 전통적인 조선(인)의 모습

을 대비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엽서1]에서 조선신궁은 제국일본=문

명을 대표하는 상징이며, 여인·장승 등으로 상징되

는 조선(인)은 조선신궁의 “참배”를 통해 충직한 신

민이자 문명인으로 거듭나야하는 대상으로 재현되

고 있는 것이다. 

[엽서3]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진 아래의 해설이

다. 해설은 왼쪽부터 3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간부분에는 조선신궁의 건축양식, 모셔진 제신 그

39⦁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부산근대역사관, 2003, 136·240·284·332쪽.

[엽서1] 

조선신궁과 장승 ․ 여인 

[엽서2] 

경성 본정거리와 조선의 선비 



89

[엽서3] 조선신궁과 해설 1 [엽서4] 노기신사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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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신사의 사격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으며, 그 우측에는 “森嚴いやまし”, 다시 말해 

“점점 더 한층 삼엄한”이라는 뜻의 일본어가 표기되어 있다. 이는 조신신궁의 입구에 

겹겹이 세워진 도리이를 지나 보이는 신사의 배전에서 보다 더 삼엄한 마음을 가지도록 

선전하는 문구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엽서4]는 경성에 세워졌던 또 다른 신사인 노기신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그림엽서로, 

왼편 상단 여백에는 “森嚴の気深き乃木神社” 즉, “삼엄한 기운이 짙은 노기신사”라는 

설명이 세로로 적혀있다. [엽서3]과 [엽서4]에서는 각각 신사에서 삼엄한 마음가짐을 갖

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의 사례들에서 그 답을 찾아보

도록 하자.

1925년 10월 15일 조선신궁의 진좌제 날 신궁의 신직神職 오가사와라 쇼죠⼩笠原省三는 

신궁을 찾은 조선인과 일본인 참배객들을 보며 양자의 서로 다른 신사의 참배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인內地人도 조선인鮮人도 속속 석단石段을 오른다. 그러나 배전拜殿의 앞까지 가면, 

일본인은 탈모하고 절을 하는데, 조선인은 휙 발길을 돌려 돌아간다.(,E�¬�2�U���®) 

나는 1시간 이상 배전의 앞에서 우두커니 서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은 단 한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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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한 자가 없었다. 우리들(�;- :-O£)의 상식으로 보면 ‘참배’란 배례拜禮를 하고 

기원祈願을 하는 것이다. 조선인은 ‘참배’가 아니라 ‘참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40⦁ 

오가사와라의 기록을 통해 조선인들은 신사를 방문하여, “참배”가 아닌 “참관”을 했던 

무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신사에 대해 무심했던 조선인들의 모습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27년 7월 30일, 광주군 석곡면 화암리에 사는 김창수, 김영수, 

선판길 세 사람은 광주시내에서 참외를 판 후 밤을 보낼 곳을 찾다가 광주 공원 구내에 

있는 신사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신사의 관리인 일본인 모씨가 화를 내며 따지다

가,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나와 세 사람을 가리키며 물게 하여, 김창수는 허벅지와 

정강이를 물렸다.41⦁ 일본인의 개에 물린 조선인이 안쓰러운 사건이지만, 당시 조선인 

중에는 신사를 돈을 들이지 않고 단지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 정도로 여겼던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들이 신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례는 또 있다. 1915년 8월의 어느 신문기

사에서는 신사 앞 도리이 주변에 차부들이 소변을 보는 것을 지적하였다.42⦁ 실제로 

1932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신궁을 시작으로 부산의 용두산신사, 춘천의 강원신사 등

에서 신직으로 근무했던 하야마 시즈오早山靜夫는 “(신사의) 성역이 주민의 분변糞便으로 

더럽혀진 것”을 가장 싫었던 상황으로 회상했다.43⦁ 

신사의 주변을 분변으로 더럽힌 이들이 정확히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는 없

다. 당시 조선인이 일본인과 달리 신사를 신성시 여기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40⦁ 小笠原省三 編述, �海外神社史�, ゆまに書房, 2004, 73쪽. 1929년에 이르러서도 조선인들은 개인적으로 신사

에 참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히우라 사토코, ｢식민지 신사와 학교의 관계｣,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 혜안, 2007, 130쪽).

41⦁ ｢朝鮮人三名을 畜犬식혀 咬傷｣, �東亞日報� 1927.8.4.

42⦁ 박진한·김창수,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일본인｣,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 도시 형성�, 

심산출판사, 2013, 255쪽.

43⦁ 小笠原省三 編述, �海外神社史�, ゆまに書房, 2004, 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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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가능성은 높다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신사를 신성시 

여기도록 교화해야할 대상에 일본인도 빠질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924년 10월 17일 함흥군 서호면 서호리에 있던 신사에서 젊은 일본인 남녀가 자살

한 사건이 벌어졌다.44⦁ 신사의 도리이에 목을 맨 것이다. 남자는 도청 관리였고, 여자는 

일락정⼀樂亭이라는 유곽에서 일하는 창기였다. 둘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남자 쪽 부친의 

극심한 반대를 이기지 못해 신사의 축제일에 자살을 택한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

는 신사에서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에서 두 사람이 품었던 커다란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다음은 [엽서5]의 이미지 아래에 위치한 해설의 전문으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신사

의 신성함을 소개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조선·경성� 조선신궁

조선의 총수호신으로서 아마테라스, 메이지천황의 2주柱의 대신大神을 모시고 있다. 관

폐대사이며, 배전의 뒤에는 목멱산木覓山(�²<�³´ :-O£)이 울창하여, 신역神域은 실로 

청초淸楚하다.

[엽서5]의 해설은 조선신궁의 배전 뒤편에 위치한 남산의 울창한 산세를 소개하며, 

그로 인해 신궁의 전체적인 분위가 청초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짧은 

단어로 신사의 분위기를 전달하려 했던 [엽서3]과 [엽서4]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부산의 용두산신사 사진그림엽서인 [엽서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엽서상단의 해설에는 용두산신사의 역사와 6주의 제신이 안치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있

다. 또한 신사의 경내에는 오랫동안 노송⽼松이 진한 푸른빛을 내고 있고, 그 경치가 

아름다워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 부산의 명승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엽서6]에서는 노송

44⦁ ｢‘大祭日’神社, ‘鳥居’에 日男女 縊首情死｣, �東亞日報�, 19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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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5] 조선신궁과 해설 2 [엽서6] 용두산신사와 해설 

이 강조된 풍경사진과 설명을 통해 신사의 역사와 분위기를 선전하고 있다.

[엽서5]와 [엽서6]은 조선 고유의 풍경 즉, 남산과 용두산의 노송을 신사의 배경으로 

삼은 사진과 함께 신사에 관한 역사와 분위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신사의 신성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선전하고 있다. 이는 조선신궁을 비롯해 식민지조선에 세워진 신사를 

조선 고유의 울창한 삼림 속에 포함시켜 신성하고 엄숙한 곳으로 선전하며, 신사에 대한 

경외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글을 사용한 방식에서는 언어에 

의존해 상황을 설명하려 했던 니시키에錦絵적인 재현방식을 엿볼 수 있다. 사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신사의 역사나 상징성을 첨부된 설명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45⦁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신사를 천황과 국가를 상징하며 

절대적으로 신성시되어야 할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사람들의 생활공간, 특히 도시 내에 만들어진 신사와 그 주변시설들이 다양한 세속적인 

삶의 흔적들로부터 격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때문에 일반대중에게 

45⦁ 이효덕(李孝德; 박성관 역,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37쪽)에 따르면, 사진의 보급과 유통 그리고 

영화의 등장으로 인해 메이지후반 이후 니시키에의 사용은 점차 사라져간다고 한다. 그러나 1920년대, 30년대 

식민지조선의 신사의 사진그림엽서에서는 니시키에적인 선전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에 관한 분석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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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7] 조선신궁 동참도의 도리이 [엽서8] 평양신사 도리이 

사진그림엽서로 본 국가신도國家神道의 선전과 실상

신사를 신성하게 여기도록 알릴 필요가 있었다. 사진그림엽서에서 조선신궁을 비롯한 

여타 식민지조선 내 신사의 이미지는 문명과 신성함의 상징으로 재현되었고, 조선(인)의 

이미지는 신사 그리고 제국일본의 힘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46⦁ 

2) 도리이라는 기호

 

[엽서7]에서는 조선신궁으로 가는 길 중 하나인 동참도에 세워진 도리이가 강조되어 

있다. [엽서8]은 평양신사의 사진그림엽서로 만약 [엽서7]과 [엽서8]에 신사의 명칭이 표

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떤 신사인지 알 수 없고, 커다란 도리이의 모습만 기억에 남기 

쉽다. 

거대한 조형물을 건설하고 그 스펙터클함을 강조하는 것은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강

조하려는 지배권력의 특징이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방문기념품으로 제작된 경성백경과

46⦁ 식민지조선을 비롯하여 대만, 관동주 등 제국일본의 식민지지역의 신사를 대상으로 제작된 사진그림엽서 속 

캡션의 내용과 일본 국내의 신사를 대상으로 제작된 엽서의 캡션 내용을 비교분석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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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진그림엽서 세트에는 반드시 신축한 조선총독부의 청사와 같이 근대적 양식의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신식 건축물의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 웅장한 근대적 건축물

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그림엽서들은 제국일본이 식민지조선을 지배하는 것의 당위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도리이를 강조한 사진그림엽서에서도 

제국일본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그림엽서 속 도리이의 형상은 실제 모습뿐만 

아니라 보다 단순하게 이미지화 되어 생산·유통되기

도 하였다. [엽서9]에서는 조선신궁의 사진그림엽서에 

찍힌 스탬프에서 도리이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스탬프는 관광인觀光印이라고도 하는데, 관광 문화

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지역의 명소나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단순화하여 제작되었다.47⦁ 

도리이 모양의 스탬프는 해당신사의 사진그림엽서의 

앞면 혹은 뒷면의 여백에 찍었으며, 신사를 방문한 기

록으로도 이용되었다.

이처럼 도리이가 강조된 사진그림엽서와 도리이 모

양의 스탬프는 제국일본의 구성원들이 도리이의 형상

을 통해 신사와 제국일본을 자동적으로 함께 연상하도

록 하는 장치-기호로써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3) 시각적 구도

 

[엽서10]과 [엽서11]은 조선신궁의 본전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384개로 구성된 

계단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선을 담아 제작된 사진그림엽서이다. 이 엽서에서 

47⦁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70쪽.

[엽서9] 도리이 모양의 스탬프가 찍힌 

조선신궁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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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0] 조선신궁 계단 1 [엽서11] 조선신궁 계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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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신사를 사진에 담는 시선과 그 방식이다. 사진 속 대상인 피사체를 위에서 

아래로 넓게 조망하며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을 부감俯瞰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식을 앙시仰視라고 한다. 위 두 가지의 엽서는 조선신궁의 계단을 

앙시로 찍은 사진을 도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1940년 일본인 작가 사다 이네코佐多稻子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초대를 받아 조선여

행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부산에서 경성까지 기차로 이동한 후, 먼저 조선신궁을 참배

하였는데, 신궁에 도착하여 계단을 올려다본 후 소감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신록이 물든 산 가운데에 위를 향해 넓고 곧게 뻗쳐있는 돌층계를 올려다보니,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다. 돌층계 위에서는 신사의 지붕조차 보이지 않았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자옥했다.48⦁

사다는 신궁의 본전에 이르기도 전에 하늘을 향해 서 있는 계단을 앙시로 조망하며 

신궁의 신성함을 체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앙시로 찍힌 조선신궁의 

48⦁ 사타 이네코, 이한정·미즈노 다쓰로 편역, ｢조선인상기｣, �일본 작가들이 본 근대 조선�, 소명, 2009, 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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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역시 사다가 체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에 맞닿은 저 

계단의 끝 너머에 범접하기 어려운 신성한 장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을 전달한다. 

사진그림엽서 속 조선신궁의 계단은 앙시라는 구도를 통해 신궁의 신성함을 재현하고 

선전하는 장치로써 이용되고 있었다. 

4) 일본적 풍경

1876년 조일수호조규에 따라 일본인들은 부산을 비롯하여 원산, 인천 등과 같은 개

항장을 중심으로 이주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또한 1884년 갑신정변을 비롯해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9년 3.1운동 등과 같은 사건들은 재조선일본인들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며 정

주를 어렵게 하였다. 

안정적인 식민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던 제국일본의 엘리트들은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와 이국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정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

다. 이때 사용된 방법 중 하나가 조선 안에서 일본적 풍경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엽서12]는 조선신궁의 제1 도리이와 주변 녹지에 아름답게 핀 벚꽃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신사와 벚꽃은 각각 일본적 풍경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조선일본인들은 조선의 개항 이후 일본인전관거류지 내에 신사를 세우거나 그 

주변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풍경으로 조성하여 심신의 안녕을 추구하였다. 청일전쟁 

이후부터 재조선일본인들은 신사 혹은 신사가 들어설 공원에 벚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는

데, 1897년 3월 17일 경성일본인거류민회에서는 훗날 경성신사가 들어설 자리가 되는 

남산공원에 벚나무를 600그루 심었다.49⦁ 러일전쟁 이후에는 한성을 비롯한 여타 재조

선일본인의 거주지에서도 벚나무의 식수가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49⦁ 김대호, ｢20세기 남산 회현 자락의 변형, 시각적 지배와 기억의 전쟁｣,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제13호, 

2015,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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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2] 조선신궁과 벚꽃 [엽서13] 경성신사와 벚꽃

사진그림엽서로 본 국가신도國家神道의 선전과 실상

벚나무의 식수는 일본고유 혹은 지방고유의 경관창출이라는 의미 속에서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다.51⦁ 일본 교토의 경우 1868년 이전부터 산림이나 신

사, 불교사원에 벚나무를 심었고, 메이지(1868u-1912u) 중기에는 비와호수琵琶湖의 제방을 

비롯해 교토시 동물원(1904u)과 같은 도시공간에도 벚나무를 심었다. 1915년에는 가모

가와鴨川운하제방 위로 게이한전철京阪電鐵이 연장됨에 따라 그 연선을 따라서 벚나무를 

심기도 하였다.52⦁ 

[엽서13]은 경성신사의 도리이와 벚꽃을 담고 있는 사진그림엽서이다. 이러한 사례

는 신사와 벚꽃의 이미지가 담긴 사진그림엽서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으로 제작되어 

유통된 사실을 보여주며, 인위적으로 선별된 일본적 풍경이미지를 이용하여 식민지조선

의 풍경과 실상을 왜곡하는 선전도구로도 사진그림엽서가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50⦁ 靑井哲人, ｢朝鮮の居留民奉齋神社と朝鮮総督府の神社政策－‘勝地’としての神社境内の形成およびその変

容と持續－｣, �朝鮮學報� 172, 1999, 83쪽.

51⦁ 靑井哲人, ｢朝鮮の居留民奉齋神社と朝鮮総督府の神社政策－‘勝地’としての神社境内の形成およびその変

容と持續－｣, �朝鮮學報� 172, 1999, 83쪽.

52⦁ 岡本和己·小野芳郞, ｢京都の桜 :その戦前期の景観形成過程｣,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81卷 第722

號, 2016, 10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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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일제강점기 조선신궁을 중심으로 한 사진그림엽서의 분석을 통해 식민지조선에서 

국가신도가 선전된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5년의 신사사원규칙과 1925년 조선신궁의 건립으로 식민지조선은 제도적으로 

국가신도의 체제 속에 편입된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인들은 신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하여 신사를 참배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에도 

신사를 신성시 여기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조선신궁이 완공되고, 관련법규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실질

적으로 식민지조선을 국가신도의 체제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

한 때 사진그림엽서는 대량생산과 유통이 가능하며 선전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국가

신도를 뒷받침할 내용들을 선전하기 적합한 매체였다. 

사진그림엽서 속 조선신궁의 모습은 ①문명과 야만, ②도리이라는 상징, ③시각적 

구도, ④일본적 풍경과 같은 요소와 함께 국가신도를 강조·선전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제국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했으며, 식민지조선이 천황제 내셔널리즘 

체제 하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신궁의 사진그림엽서들에서 확인된 국가신도를 선전하는 요소와 

방식은 식민지조선의 여타 신사의 사진그림엽서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①일제강점기 식민지조선

이 아닌 일본 본국 혹은 여타 식민지의 신사를 소재로 한 사진그림엽서들의 비교·분석

과 ②사진그림엽서 외에 일제강점기에 제작·유통된 관광안내서, 팸플릿, 그림지도와 

같은 다양한 매체들이 국가신도의 선전에 이용되었던 사례와 방식 등에 관해서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에는 이상의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며, 이 글에서 밝히고

자 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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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글은 일제침략기1⦁ 사진그림엽서繪葉書
2⦁ 속 일본 천황가의 이미지가 제국주의의 

선전에 이용된 방식과 그 배경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국주의는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 식민지를 확보하고, 그곳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을 착취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국주의에 대하여 “식민

지와 식민지를 지배하는 군인, 대포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관념과 형식, 이미지들과 

상상에 대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란 단순히 부를 얻거나 축적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 그리고 지배와 관련되는 지식의 

1⦁ 일제침략기란 메이지유신 이후부터 1945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창출’, ‘근린 국가-지역에 

대한 폭력적 진출 및 식민지 지배’, ‘제국으로 확대’, ‘제국열강들 간의 연대’와 같은 사건들이 서로 연동되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자 택한 용어이다.

2⦁ 회엽서(繪葉書)는 특정한 사건이나 장소의 방문 등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과 그림을 배치하여 제작된 엽서로, 

사진엽서나 그림엽서라고도 불린다. 다만, 이 글에서는 사진과 그림이 각각 혹은 함께 배치되며 내용을 선전하

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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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의해 추진된 것3⦁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가 지배와 관련되는 생각

이나 지식과 관련이 된다고 볼 때, 제국주의의 선전은 피지배민이 지배받는 것을 자연스

럽게 받아들이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배자 측이 스스로 “자신의 우월감과 ‘지배해야

만 하는 숙명’을 확신”4⦁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했다.

제국주의가 황금기를 맞이할 무렵인 1900년을 전후한 시기, 사진그림엽서는 전 세계

적으로 유행하여, 신문·잡지 등과 함께 제국주의를 재현再現하는 강력한 매체 중 하나로 

손꼽혔다. 규격화된 종이 한 장에 사실감 있는 사진이나 상징적 이미지(KL), 거기에 

짤막한 언어 정보(�4q�N§)를 첨가한 사진그림엽서는 대량 제작과 배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잡화점이나 여행지의 기념품 가게 등에서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진그림엽서는 미디어로서의 파급력을 갖기에 충분했다.5⦁

다나베 모토키田邊幹에 따르면 사진그림엽서는 두 가지 점에서 미디어적 성격을 갖는다. 

하나는 사진그림엽서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정보전달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적 성격을 말한

다. 때문에 사진그림엽서의 도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반영된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송신자가 특정한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이다. 이때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사진그림엽서에 담긴 이미지-정보와 함께 자신이 기록한 정보도 

같이 전하게 된다. 이러한 사진그림엽서의 “이중의 미디어성이야말로 사진그림엽서가 

신문이나 니시키에錦繪 등 다른 미디어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6⦁ 

일본에서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

으며, 전쟁의 상황을 전달하거나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엽서로서 발매되며 제국주의의 

선전도구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7⦁ 

3⦁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1995, 52-53쪽, 56쪽.

4⦁ 박지향, �제국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4쪽.

5⦁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31·35쪽.

6⦁ 田邊幹,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3, 2002, 73쪽.

7⦁ 田邊幹,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3, 2002, 74쪽; 浦川和也, ｢朝鮮半島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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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상과 같은 사진그림엽서의 미디어적 성격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시기부터 

한반도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표현·선전하였다.8⦁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식민지조선의 이미지를 담은 엽서들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9⦁ 조선의 인물이나 풍경, 문화, 역사 등은 사진그림엽서에서 문명(�;)

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 배치되었다. 이는 문명의 일본이 야만의 조선

을 계몽하며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지배자와 피지배민 양측에게 전달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일본과 식민지조선 같은 특정한 지배국과 피지배국(rµ)만의 문

제가 아니었다. 에릭 홉스봄의 표현과 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제국의 시대였다. 

이 시기 “유럽과 아메리카 바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세계는 형식적으로 하나 혹은 몇몇 

국가들의 공식적인 통치 아래 혹은 비공식적인 정치적 지배하의 영토들로 분할되었다. 

이를 담당했던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본이었

다”.10⦁ 제국주의는 당해시기 위와 같은 제국열강들이 상호용인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葉書の中の近代日本の‘眼差し’｣, �KAN� 23, 2005, 162쪽.

8⦁ 신동규,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동북아문화연구� 51, 2017b, 

166쪽.

9⦁ 사진그림엽서에 관한 일본 측의 선행연구는 신동규,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

과 왜곡｣, �일본역사연구� 45, 2017a에 러일전쟁 이후의 연구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는데, 일본 측의 연구

는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제국일본의 식민지지배나 제국주의에 관한 비판연구보다는 근대 일본의 도시나 풍경의 

모습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신동규는 엽서가 아직까지 

역사학의 기본 자료로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구방법론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사진그림엽서의 분석을 통한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7; 이가영, ｢191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施政기념 사진엽서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국화, ｢일제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

의 정치학｣,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신동규,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동북아문화연구� 51, 2017b; 조정민, ｢식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과 서사 전략｣, 

�일본문화연구� 63, 2017; 최인택,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화연

구� 51, 2017; 한현석,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조선에서의 국가신도 체제 선전과 실상－조선신궁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63, 2017; 황익구,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일본문화연구�

63, 2017; 황진,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조선정시�를 중심으로｣, �일본

문화연구� 63,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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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강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진그림엽서를 이용한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은 일본과 식민지 간의 관계와 함께 제국일본과 서구제국열강의 관계를 함께 고려

하며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관점을 토대로 하여 본 글에서는 근대 일본의 천황가(¶,r明治 ·7,8大正 ·8�昭

和 9:D�K<��·¸)의 사진그림엽서를 대상으로 하여 제국주의가 선전된 방식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천황가는 그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연구대상임에도 불구

하고,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소수 연구에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에 관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다나베 모토키는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2002)에서 9장의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천황의 사진그림엽서”가 국내외 지역의 순방과 다양한 의례(�¹X, >ºX��)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천황중심의 국가관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설명

하고 있다. 또한 다나베는 1910년 무렵 경성일보사에서 발행된 것으로 추정하는 메이지

천황의 초상으로 제작된 사진그림엽서를 예로 들면서, 해당 엽서가 조선인들로 하여금 

메이지천황을 이상적인 군주로 인식하도록 선전하려는 목적, 즉 프로파간다를 위해 만

들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1⦁ 

가장 주목할 선행연구는 신동규의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

과 왜곡 (2017a)과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2017b)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일강제병합 이전인 대한제국기부터 

일본이 한반도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해 사진그림엽서를 발행했고, 

여기에 천황과 황태자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사진그림엽서 속 천황가의 이미지가 제국주의의 선전에 이

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천황가의 권력이 엽서를 통해 표출되고 또 제국

주의의 선전과 강화에 기여했던 구체적인 방식과 배경 그리고 원리들이 충분히 설명되

10⦁ 에릭 홈스봄, 김동택 역, �제국의 시대�, 한길그레이트북스, 1998, 155쪽.

11⦁ 田邊幹,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3, 2002, 77-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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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고하되, ‘천황가의 초상과 권력’, ‘천황가의 

이동수단과 제국주의’, ‘엽서의 발행주체와 제국주의’에 관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천황가

의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이루어진 제국주의의 선전 방식과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겠다.

 

2. 천황가의 초상과 권력

일제침략기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는 황실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사건과 행사를 기

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는데, 그 중 상당수는 역대 천황과 그의 가족들의 초상을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제국

주의의 선전에 관해 분석하기에 앞서 천황가의 초상이 엽서를 통해 재현된 방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엽서1]은 메이지천황부부와 다이쇼천황의 가족들의 초상으로 구성된 사진그림엽서

이다. 최상단에 메이지천황부부의 

초상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 좌우

에 다이쇼천황부부의 초상이, 그리

고 그 아래 가운데에는 황태자 3명

의 초상이 배치되어 있다. 3명의 

아이 중 가운데 아이가 쇼와천황

이 되는 미치노미야히로히토친왕

迪宮裕仁親王이다. [엽서1]에서는 실

제 위계에 따라 사진그림 엽서 속

에서 그 위치가 정해지는 방식(¹6

��»� '¼�)을 확인할 수 있다. [엽서1] 메이지천황가족 사진그림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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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림엽서 속에 배치된 천황가의 초상사진은 메이지천황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12⦁ 엽서 속 메이지천황부부의 초상은 1888년 대장성 인쇄

국의 고용외국인 기오소네가 그린 그림을 마루키 리요丸⽊利陽가 촬영한 것이다.13⦁ 엽서 

속 메이지천황과 쇼켄昭憲황후의 초상은 어진영御眞影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되었던 사진과 

같은 것으로 흔히 메이지천황과 쇼켄황후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이다. 천황과 황후

의 초상은 이때부터 고정된 스타일로 제작되었다.

[엽서2]는 다이쇼천황의 은혼

식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엽서

로 중앙에는 황실의 상징인 16엽

8중표⼗六葉⼋重表 국화문장이 배치

되어 있으며 그 좌우에 각각 다이

쇼천황과 데이메이貞明황후의 초

상이 배치되어 있다. 하단에는 황

실의 또 다른 상징인 봉황그림이 

그려져 있다. [엽서2]의 다이쇼천

황부부의 초상은 1888년 메이지

천황부부의 초상의 스타일, 즉 천황은 군복을 입고 위엄이 있어 보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황후는 양장차림에 온화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만들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엽서3]은 메이지천황부부의 초상이 사용된 메이지신궁 창건 10주년 기념엽서이다. 

메이지신궁에는 메이지천황부부가 제신祭神으로 모셔져 있으므로, 두 사람의 초상을 사

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엽서1]부터 [엽서3]의 천황부부 초상은 타원형의 테두리 안에 

12⦁ 주은우, ｢사진과 천황의 시각화:메이지천황과 전전·전중기 쇼와천황의 사진 재현｣, �사회와 역사� 104, 2014, 

147쪽.

13⦁ 다키 코지, 박삼헌 역, �천황의 초상�, 소명출판, 2007, 152-153쪽.

[엽서2] 다이쇼천황 은혼식 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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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4] 쇼와천황 대례식 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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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의 메달리온medallion 모형을 본 딴 것으로 

“보통 역사화나 종교화의 주제와는 별도로 고유한 의미가 있는 상징적 인물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형식이다. 메달리온 형식이 일본에 유입된 경로 중 하나는 앞서 언급된 

1888년 메이지천황부부의 초상을 제작한 기오소네를 통해서 일 것으로 보고 있다.14⦁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에서 메달리온 모양은 천황과 그의 가족 그리고 기념하려는 사건

까지, 절대적이고 신성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는 의도 속에서 선택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엽서4]는 쇼와천황의 대례식 기념엽서로 상단에는 쇼와천황부부 초상이 변형된 형

태의 메달리온 속에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 맨 왼쪽부터 간노미야閑院宮, 가운데에 쇼와

천황의 첫째 딸인 데루노미야照宮, 오른쪽 다이쇼천황 황태후의 초상이 원형의 메달리온 

속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엽서1]부터 [엽서4]를 통해 역대 천황의 초

상은 모두 서양식 군복을 입고 콧수염이 있는 

모습으로 “대외적으로는 문명선진국과의 호환 

14⦁ 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역,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 2007, 44-45쪽.

[엽서3] 메이지신궁 창건 10주년 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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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창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화” 특히 “남성의 국민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이었다. 그리고 양장을 한 황후의 모습은 천황과 짝을 이루며 근대국가의 이상적인 

부부상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것과 서구열강의 왕비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문명화된 모

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여성의 국민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는 천황과 그 가족의 초상을 메달

리온 안에 배치하고, 상하 위치 배정을 통해 최고 권력의 서열과 신성성·절대성을 알리

고자 하였다. 여기에 황실의 문양(�"�Y:��)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념하고자 하는 사

건이나 대상의 의미를 보다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천황가의 이동수단과 제국주의

1868년 9월 천황은 에도를 향한 20일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동행東幸이라

고 불리는 대규모 순행으로 도쿄로의 천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천황의 동행은 정치적 

사건이었으며 특히 천황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선전의 기회이기도 했다. 

때문에 이때 천황의 행렬은 수많은 니시키에의 주제가 되었고 당시 니시키에 중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었다.16⦁ 이처럼 천황의 이동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안이었고 

이러한 관심 속에서 천황의 이동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도 기념되기 시작했다. 이하

에서는 천황가의 이동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들을 통해 제국일본의 통치

권력이 선전되는 방식과 그 의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5⦁ 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역,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 2007, 60-61쪽, 81쪽.

16⦁ 다키 코지, 박삼헌 역, �천황의 초상�, 소명출판, 2007,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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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황의 장례식

메이지천황을 비롯한 이후 천황들의 이동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실행된 것은 아니

었다. 

1912년 7월 말 메이지천황이 사

망했다. 그의 시신은 아오야마靑山

에서 모모야마桃山까지 영구열차를 

이용하여 15시간 동안 이동되었다. 

1926년 12월 말에 사망한 다이쇼천

황도 영구열차에 실려 신주쿠교엔

新宿御苑에서 히가시아사카와東淺川를 

거쳐 다마고료多摩御陵까지 약 2시간 

45분 정도 이동되었다. [엽서5]는 

다이쇼천황의 장례식을 기념하며 제작된 사진그림엽서 중 시신을 운구하는 데 사용한 

영구열차사진이 담긴 엽서이다.

메이지유신 이후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의 기간 동안 천황의 장례식은 모두 

두 차례(¶,r9: : 1912u, 7,89: : 1926u) 진행되었다. 다카시 후지타니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일본에서 가장 장관이었던 황실의례 중 하나로 황실장례식을 거론한 바 있

다.17⦁ 앞서 [엽서2]에서 살펴본 천황의 은혼식을 포함하여 황실의 관혼상제는 국가적으

로 기념되어야 할 사건이었으므로 천황의 장례식 또한 사진그림엽서로 제작되어 기념되

었다.

다카시는 황실의 장례식이 다른 황실의례들처럼 장관이긴 했지만 “제국정부의 번영

과 안녕을 유지하는 힘”들 즉, 근대성, 군사력, 진보, 문명화된 수준을 과시하기보다는 

고대적 이미지가 다른 것을 압도하는 성격의 의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8⦁ 메이지 

17⦁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역, �화려한 군주�, 이산, 2003, 37쪽.

[엽서5] 다이쇼천황 장례식 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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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 장례식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황실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속에서 고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연출되었다는 점은 고대적 이미지가 다른 것들을 압도한 측면이 있

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에는 당시 근대 문명·기술·힘의 상징인 열차를 이용

하여 시신을 운구하는 획기적 방법을 취했다.19⦁ 메이지천황의 장례식 때 사용된 열차는 

모두 3대로, 시신운구용 영구차 1대(7��§�)와 조문객의 이동을 위한 공봉열차供奉列⾞(8��

§�) 2대였다.20⦁ 도쿄에서 교토 사이의 각 정거장에서 열차는 몇 분씩 정거했고, 각 정거

장과 철로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추모를 하였다.21⦁

여기에 더해 메이지천황의 장송행렬에 1만여 명의 의장대와 2만 4천 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동원하여 메이지정부의 권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에서는 고대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국정부의 번영

과 안녕을 유지하는 힘”들도 그에 못지않게 강조되며 전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에는 대만인들이 직접 도쿄까지 와서 참석하기도 하였다. 대만

총독부가 천황의 장례식에 3명의 대만인을 상경시킨 것이다. 이들 대만인은 총독부 등

이 주관하는 갖가지 추도식에 참여해야만 했으며, 식전式典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만 

했다. 나카지마 미치오에 따르면 대만총독부가 대만인들을 장례식에 참석시킨 이유는 

“국체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다.22⦁ 수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

으로 이루어진 장송행렬과 열차가 동원된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은 나쓰메 소세키나 도쿠

18⦁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역, �화려한 군주�, 이산, 2003, 147-148쪽, 188-189쪽.

19⦁ 황실의 장례식에 영구열차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에이쇼황태후(英照皇太后)의 장례식 때부터이다. 

황태후의 시신을 운구하는 열차가 지나갈 때 철도연선에 있는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는 횃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추모를 했다고 한다(小園優子·中島三千男, ｢近代の皇室儀式における英照皇太后大喪の位置と国民

統合｣, �人文硏究� 157, 2005, 77쪽). 메이지유신 이후 처음 맞게 된 황족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운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 霊柩列車時刻表其他注意書 :長崎省吾関係文書370-9, [明治天皇御大喪ニ関スル次第并行列書等], 일본국립

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1912.

21⦁ 도널드 킨, 김유동 역, �메이지라는 시대2�, 서커스, 2017, 1442쪽.

22⦁ 中島三千男, ｢明治天皇の大喪と台湾 : 代替わり儀式と帝国の形成｣, �歴史と民俗� 21, 2005,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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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 소호와 같은 일본인들에게는 군주를 잃은 슬픔을 보다 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였

겠지만, 대만인들과 같은 피식민지민에게는 “제국정부의 번영과 안녕을 유지하는 힘”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이쇼천황의 장례식의 광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례식의 주요한 절차만 16개, 

세분하면 28개의 제전이 이루어졌고, 문무관 3천여 명, 육군군대와 병사 3천 명, 해군군

악대와 병사 1천 명이 뒤를 따랐으며 약 6km의 장례행렬을 이루었다고 한다.23⦁ 다이쇼

천황의 시신을 운구한 영구열차는 장례식을 마친 후 히가시아사카와역에 48일간 전시되

었는데, 이때 참관자의 수가 63만 9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24⦁

천황의 장례식에 사용된 영구열차라는 특별한 이동수단은 천황의 권력이 그의 죽음

으로 인해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천황으로 이어지는 영속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며 동시에 제국주의 시기 일본 민중과 피식민지민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영향력

을 발휘하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엽서5]와 같은 천황의 장례식을 다룬 사진엽서는 황실의례와 

천황의 시신을 운구한 영구열차라는 특별한 이동수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반영한 것

은 물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국일본의 문명화와 천황

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에는 영국 국왕 대리 코노트 공 아서 왕자 이하 서구 열강 

원수의 대리, 특파사절들도 참석하였으며,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등의 

언론에서는 천황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25⦁ 이처럼 천황

은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서구열강들과 “제국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훗날 천황에 오르게 되는 황태자들의 순방을 기념하며 제작

된 사진그림엽서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3⦁ 무라카미 시게요시, 장진한·오상현 역, �천황과 천황제�, 도서출판 한원, 1989, 212-213쪽.

24⦁ https://ja.wikipedia.org/wiki/%E7%9A%87%E5%AE%A4%E7%94%A8%E5%AE%A2%E8%BB %8A#霊柩車

(검색어 : 皇室用客車, 검색일 : 2018.05.01.).

25⦁ 도널드 킨, 김유동 역, �메이지라는 시대2�, 서커스, 2017, 1424-1428쪽, 1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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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태자의 순방

본 절에서는 훗날 각각 다이쇼·쇼와 천황이 되는 요시히토·히로히토 황태자의 순

방을 기념하는 엽서를 중심으로 천황의 이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황태자의 순방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당시의 천황(¶,r9:D�7,89:)을 대신하는 

신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천황의 이동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요시히토는 러일전쟁 이후 천황의 묘다이名代 즉, 대리인으로서 국내외 지역을 순방

하게 된다. 190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치는 기간 동안 요시히토는 대한제국 방문을 

시작으로 나가사키⻑崎, 가고시마⿅兒島, 미야자키宮崎, 오이타大分, 고치高知를 각각 순방하

였다.26⦁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은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마련된 것이

었다. 1907년 8월 27일 순종이 대한제국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였지만, 이는 고종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이 알려져 퇴위하게 되며 

진행된 일이었다. 이토는 이 틈에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황제

의 동생인 영친왕 이은李垠의 일본 유학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영친왕을 일본

으로 데려와 인질로 삼겠다는 의도였다.27⦁

이토는 영친왕을 데려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황태자의 대한제국행을 계획했고, 

이를 메이지천황에게 보고한다. 천황은 의병활동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치안이 불안하다

는 이유로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순방을 불허했지만, 이토가 절대적으로 황태자를 경호

하겠다고 맹세함에 따라 승낙하게 된다.28⦁ 이로써 요시히토는 천황의 대리자라는 신분

으로 대한제국을 방문하게 된다. 이는 쇼와천황이 처음 유럽을 방문하는 1971년까지 

천황의 외국 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본다면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

은 일본의 최고 권력이 공식적으로 외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다.29⦁

26⦁ 原武史, �大正天皇�, 朝日新聞社, 2000, 108쪽.

27⦁ 신동규,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동북아문화연구� 51, 2017b, 

162쪽; 도널드 킨, 김유동 역, �메이지라는 시대2�, 서커스, 2017, 1323쪽.

28⦁ 도널드 킨, 김유동 역, �메이지라는 시대2�, 서커스, 2017, 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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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0월 13일 요시히토는 히로시마의 우지나항宇品港에서 어소함御召艦(�;:}6��

,OE2�4O��½)인 군함 가토리香取에 승선하여 인천으로 향했다. 10월 16일 인천에 도착한 

요시히토는 경인선 열차를 이용하여 남대문에 도착, 이후 본격적인 일정을 수행하였

다.30⦁ 아래의 사진그림엽서[��6-9]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된 것들 중 일부이다. 

[엽서6]에는 우측 최상단에 다른 이미지들을 압도하는 크기로 황실의 문양인 16엽

8중표 국화문양의 일부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가토리호의 그림이 

타원형 메달리온 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우측 아래에는 “韓國宮城”이라는 이름으로 

덕수궁 돈덕전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엽서6]에서는 황실의 문장인 16엽8중표 국화

문양을 우측 상단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가토리호와 대한제국의 덕수궁 돈덕전을 

순차적으로 배치시켜 일본과 대한제국의 위계를 표현하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와카쿠와 미도리는 2001년 5월 가나가와현립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明治節あ飾り掛

図 에서 나타나는 1910년대 상징적 집단초상화에 대해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천황과 황후가 최상단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메이지의 원훈元勳들이 각각의 위계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그 몸의 크기는 하단으로 갈수록 작다. 하단에는 자동차, 전차, 

기차 등 문명의 이기, 짐승 가죽을 입고 창을 쥐고 있는 야만인, 긴 담뱃대를 든 중

국인, 문신을 한 아이누인 등이 뒤섞여 그려져 있는데 그들의 크기는 상, 중단에 있

는 어떤 일본인들보다도 작다. 국내의 위계제도가 그대로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지와 

소수민족을 보는 시선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그림 자료이다.31⦁

29⦁ 原武史, �大正天皇�, 朝日新聞社, 2000, 121쪽.

30⦁ 原武史, �大正天皇�, 朝日新聞社, 2000, 125쪽.

31⦁ 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역,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 2007, 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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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엽서6]은 대한제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궁전의 

사진을 일본을 상징하는 다른 이미지들의 하단에 위치시킴으로써 일본이 생각하는 대한

제국의 위계를 보여주고, 나아가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엽서7]은 황태자기32⦁의 디자인을 응용하여 제작한 형태로, 붉은 바탕색과 백색 띠의 

형태를 이용하였으며 중앙에는 황태자가 이용한 열차사진을 배치하였다. 황태자의 육상 

장거리 이동수단으로 철도가 사용된 것은 치안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볼 수 

있다. 

[엽서8]은 “韓國御渡航紀念”이라는 이름으로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을 기념하여 

발행된 엽서이다. 엽서의 우측 상단에는 요시히토의 군복차림 초상이 원형 메달리온 

안에 배치되어 있고 뒷배경에는 황태자기가 늘어뜨려져 있다. 왼편 하단에는 요시히토

가 대한제국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한 어소함인 가토리호의 사진이 담겨 있다. 

[엽서9]는 “皇太子殿下韓國九州四國行啓御召艦紀念”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엽서

로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과 그 이후 일본 국내지역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엽서의 상단에는 가토리호의 이름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바로 아래 가토리호의 사진이 크게 배치되어 있다. 요시히토의 초상은 좌우의 

국화문양과 함께 가토리호의 오른편 상단에 배치되어 있다. 

황태자의 순방에 이동수단으로 이용된 가토리호는 원래 일본이 러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의 조선소인 Vickers社에 발주한 군함으로, 1904년부터 1906년까지 2년에 걸쳐 

완성된 제1호 갑철함甲鐵艦이다.33⦁ 가토리호는 이후 요시히토와 히로히토의 어소함으로 

이용되며, 황태자의 이동을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황태자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32⦁ 황태자기(皇太子旗)는 붉은색 바탕에 중앙의 16국8중표 황금색 국화문양 그리고 국화문양을 에워싼 백색의 

띠가 둘러져 있다. 

33⦁ https://ja.wikipedia.org/wiki/%E9%A6%99%E5%8F%96_(%E6%88%A6%E8%89%A6)#福井戦艦物語壱

(검색어 :香取, 검색일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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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7] 요시히토 대한제국 순방기념엽서 2[엽서6] 요시히토 대한제국 순방기념엽서 1

[엽서8] 요시히토 대한제국 순방기념엽서 3 [엽서9] 요시히토 대한제국 순방기념엽서 4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천황가天皇家의 이미지와 제국주의 선전

소재로도 활용되었다. 어소함을 이용한 제국주의의 선전방식에 관해서는 히로히토의 

해외순방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순방을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일본이 생각하는 대한제

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히로히토의 유럽순방기념엽서에서는 일본과 서구제국

열강들 간의 협조와 우호에 관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3월 3일 히로히토는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 등 수행원 34명과 함께 요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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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가토리호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다. 이후 히로히토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

란드, 바티칸,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9월 2일 일본에 도착하였다.34⦁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은 곧 섭정攝政에 오를 것에 대비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해 준비

된 것이었다. 히로히토는 병약한 아버지인 다이쇼천황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와 

황실을 대표하는 현명하고 위대한 천황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12년 

7월 메이지천황의 사망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횡포와 

무능한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그 과정에서 “천황관과 국가관의 유동

화”가 발생했다. 

이러한 일본 국내의 분위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된 세계질서와도 관계가 

있었다.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를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왕조가 몰락했다. 전쟁 이전 약육강식의 국가 간 대립이라는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태도

는 “국제평화·국제협조·데모크라시라는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이름하에 보다 교묘하

게 감추어졌다. 때문에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차기 천황이 될 히로히토를 유럽으로 

보내 일본이 처한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자 했으며, 특히 유럽의 황실과 

국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35⦁

[엽서10]은 앞서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 기념엽서에서도 확인하였던 황태자기의 

디자인을 바탕에 활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황태자기와 유라시아·아프리카 대륙

과 일본열도의 지도를 겹친 디자인을 바탕으로 우측 상단에는 황태자의 거처인 동궁어

소의 사진을, 좌측 하단에는 유럽 순방에도 이용된 가토리호의 사진을 각각 타원형 메

달리온 안에 배치하였다. 황태자의 순방을 전면적으로 알리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

겠다.

[엽서11]은 가토리호의 실루엣 그림을 우측 상단에 배치하고, [엽서10]에서 배경으로 

34⦁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역,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129쪽; 허버트 빅터, 오현숙 역, �히로히토 

평전�, 삼인, 2010, 133-137쪽.

35⦁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역,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11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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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0] 히로히토 유럽 순방기념엽서 1 [엽서11] 히로히토 유럽 순방기념엽서 2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천황가天皇家의 이미지와 제국주의 선전

사용된 황태자기를 좌측 최상단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순차적

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

란드, 이탈리아 국기를 배치하였다. 

히로히토가 방문한 유럽 국가들의 순

서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유럽의 국가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의 모습

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엽서12]는 우측 상단에 황태자의 

초상을 월계수 모양의 메달리온 속에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황태자기의 색상인 붉은색

과 황토색을 사용함으로써 황태자의 유럽순방을 부각시키고 있다. 상단에는 국화문양이 

들어간 붉은색 띠가 둘러져 있으며, 바탕에는 황토색으로 유라시아·아프리카 대륙과 

일본열도의 지도가 인쇄되어 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대만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되

어 있는데, 이는 제국일본의 지배영역을 시각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도쿄에서부터 영국까지 이어진 파란색 선은 황태자가 일본과 영국을 이동한 경로를 보

[엽서12] 히로히토 유럽 순방기념엽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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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으며, 머물렀던 지역의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엽서13]부터 [엽서15]는 히로히토가 순방하며 다녀온 유럽의 국가들을 일정 순으로 

해당국가의 국기와 황태자의 방문 사진을 배치하여 만든 사진그림엽서들이다. 여기서 

영국의 엽서만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1개국 단독으로 디자인되어 발행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일본과 영국, 히로히토와 당시 영국의 황제 조지5세와의 관계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히로히토는 유럽 순방 때 일본에서 건조한 주력함을 택하지 않고 영국에서 건조한 

가토리호를 택하였는데, 이는 영국에 대한 호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36⦁ 히로히

토는 첫 번째 목적지인 영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홍콩과 실론(r+<�¾!¿À), 카이로 몰

타 섬 등의 지역을 경유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영국 식민지들이었다. 이때 히로히토는 

홍콩과 같은 곳에서는 조선인 암살자를 경계하며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상륙했었다고 

한다. 히로히토는 출항 후 약 1달이 지난 4월 15일 대영제국의 생명선으로 불리는 수에

즈 운하에 도착하였고, 5월 7일 영국의 포츠머스에 도착하게 된다.

영국을 방문한 히로히토의 주요 임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전 세계적인 

정치 개혁의 열풍과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군주제의 붕괴 위기를 극복한 조지5세에게 

배움을 얻는 것이었다. 한편 조지5세는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히로히토를 대국의 

군주와 같이 극진하게 대우하였다. 히로히토 일행은 영국에서 24일간 머물며 조지5세로

부터 대규모 행사나 황실의 의례를 이용해 “군주제의 인기를 높이고 국수주의를 고양”하

는 정치적 선전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37⦁

천황의 역할을 대리하며 해외로 순방을 떠난 황태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

된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어소함으로 이용된 군함의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군함은 황태자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었고, 보호국이나 식민지에서는 

36⦁ https://ja.wikipedia.org/wiki/%E9%A6%99%E5%8F%96_(%E6%88%A6%E8%89%A6)#福井戦艦物語壱

(검색어 :香取, 검색일 : 2018.05.01.).

37⦁ 허버트 빅터, 오현숙 역, �히로히토 평전�, 삼인, 2010, 134-135쪽, 144-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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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3] 히로히토 

영국 방문기념엽서

[엽서14] 히로히토 

프랑스·벨기에 방문기념엽서 

[엽서15] 히로히토 

네덜란드·이탈리아 방문기념엽서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천황가天皇家의 이미지와 제국주의 선전

통치자의 권력과 지배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수단이었으며, 유럽제국열강들 사이에서는 

우호와 협조의 상징으로도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는 천황가의 이동과 관련된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그들의 권력과 권위가 선

전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는 그들의 초상, 특별한 이동수단=열

차·군함=문명의 상징 그리고 황실의 문양(Áb, ���)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지배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선전수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협조·연대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이용하며 제작되어, 천황가의 일본국민 지배와 

식민지통치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에서 천황가와 국민, 국가와 국민, 제국과 식민지, 제국과 제국

을 매개하는 사진그림엽서를 실제 제작하고 발행한 주체는 누구였으며, 어떤 목적에서 

엽서를 발행한 것일까. 다음에서는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의 발행을 통해 일본의 제국

주의 선전이 이루어지는 데 실제 관계한 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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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엽서의 발행주체와 제국주의

앞서 3장에서는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을 기념하여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를 살펴

본 바 있다. 190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요시히토는 대한제국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가사키, 가고시마, 미야자키, 오이타 등의 현을 방문하였다. 이 지역들

에서 가고시마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황태자는 물론 메이지천황도 당시 한 번도 방문

하지 않았던 곳이었다.38⦁ 

이때 미야자키 현에서는 요시히토의 방문을 기념하여 [엽서16]의 사진그림엽서를 제

작하였다. �宮崎縣行啓誌�(1912)에는 요시히토 방문기념엽서의 제작경위가 설명되어 있

다. 이를 통해 황태자의 순방을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의 발행 경위와 관계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비 금480엔을 들여 사진그림엽서繪葉書 8천조千組를 발행하여, 행계기념으로 먼저 전

하에게 헌상하였다. 다음으로 공봉원일행, 어소함 및 호위함대 승조원, 행계관계직원, 

군장郡⻑, 의원, 정촌장町村⻑, 배알자拜謁者, 봉배자奉拜者, 신문기자 등에게 배부하였다. 

별도로 개인에게 발매하도록 50조를 구입하라는 분부를 받았다.

사진그림엽서의 의장意匠은 체신성 소속 히바타 셋코樋畑雪湖의 고안으로 하였다. 1장은 

상반부에 황태자기를 그리고, 그 문장 속에 전하의 초상을 배치했다. 하반부에 황태자

의 숙소御旅館인 자명관紫明館과 어소함 가토리香取의 사진을 배치하였다. 아래를 황색으

로 하여 황식皇式과 조정의 전례를 따랐으며, 대나무와 오동나무를 도드라지는 모양으

로 그렸다.(이하 생략)39⦁

위 자료에 따르면 황태자의 방문기념 사진그림엽서는 미야자키 현의 비용으로 제작되

38⦁ 原武史, �大正天皇�, 朝日新聞社, 2000, 109쪽.

39⦁ 宮崎縣廳, �宮崎縣行啓誌�, 1912, 86쪽,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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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알 수 있다. 천황이나 황태자가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미야자키 현의 

지사知事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태자의 방문은 본인의 정치력을 황실과 연결시키며 향상시

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엽서16]의 상부는 황태자기의 형태를 배경에 두

고 내부 국화문양을 메달리온과 같이 이용하여 그 안

에 황태자의 초상을 배치하였다. 황태자기의 색인 붉

은색을 상반부에 넣고 황태자의 정복인 黃丹衣 의 

색인 적황색계열의 색을 하반부의 배경색으로 사용

하였다. 

대한제국 방문 기념엽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황태자가 승선한 어소함 가토리호의 사진을 하단 좌

측에 배치하여, 황태자의 순방 기념엽서의 전형을 취

하고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엽서16]의 도안은 히바

타 셋코樋畑雪湖가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히바타는 

1900년부터 약 20년간 일본 체신성의 사진그림엽서

도안주임繪葉書圖按主任으로 근무한 인물로, 그는 스스로 

황실의 대전大典과 국가의 사건을 사진 혹은 그림畫圖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기 위하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40⦁ 황태자의 이동과 방문을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의 

전형(�Â�¸0�:©£?���NÃS�ÄOEI, 0Å
,"�0ÅÆÇ��È&�É��,�kF<��pS�ÊªE2��)이 완성되

는 배경에는 체신성의 소속의 히바타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 기념엽서 [엽서10-12]를 발행한 단체

인 조양회朝陽會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료 1]은 1921년 8월 25일 조양회가 히로히

토의 유럽방문과 귀국을 기념하여 발행한 사진그림엽서를 광고하기 위해 일본 �官報�에 

게재한 것이다.

40⦁ 武田信也, ｢絵はがきの語る歴史｣, �宮崎県文化講座研究紀要� 42, 2015, 26쪽.

[엽서16] 요시히토 

미야자키현 순방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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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광고내용에 따르면 엽서는 3매 1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30전錢이었다. 

광고 좌측 최상단에 “本日より發賣”라고 기

재된 것으로 보아 엽서는 1921년 8월 25일부

터 발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그림

엽서의 아래에는 엽서도안에 대한 설명이 기

재되어 있다. 하단의 광고에서는 해당엽서들

이 기념사진그림엽서 중에서 “白眉の絶好品”

이라고 소개하며 “官衙, 學校, 兵營, 會社”에

서 다량구매를 희망할 경우 특별히 할인을 해

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자료 2]는 1922년 9월 11일 �官報�에 게

재된 조양회가 발행한 상품들에 대한 광고이

다. 신문의 위에서부터 마지막 단(3ËÌ)의 중

간부터 좌측방향으로는 조양회에서 발행한 

사진그림엽서의 타이틀이 기재되어 있는데, 

히로히토의 유럽방문 기념엽서를 포함한 총 

15종이다. 조양회에서 발행한 기념엽서 중에

는 平和記念東京博覽會記念繪葉書 , 英國

皇太子殿下御來遊記念繪葉書 , 明治神宮鎭

座記念繪葉書 , 國勢調査記念繪葉書 등의 

엽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양회가 

국가적·국제적 행사나 사업을 기념하는 사

진그림엽서를 제작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사

실을 알 수 있다.
[자료 2] 조양회 발행 상품목록

(�官報� 1922.09.11.)

[자료 1] 조양회의 사진그림엽서 광고

(�官報� 19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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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刷局五十年略史�에 따르면 “조양회는 인쇄국41⦁ 국원의 행복을 증진하고 또 불행

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인쇄국 국원의 후원기관”이었다.42⦁ 조양회의 “회원

은 인쇄국 고용직 공무원雇員 이상”의 신분으로, “회장은 국장이 맡으며, 평의원과 이사는 

회장이 이를 추천”하였다.43⦁ 

조양회는 인쇄국 사업의 보조를 목적으로 연 1회 공장종업원의 위안회를 개최하고, 

인쇄국 재직 중 사망자가 발생할시 제전을 집행하였으며, 식당도 운영하였다.44⦁ 또한 

인쇄국원의 복리증진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국원들의 월급의 일부를 저축시켜 만일에 

대비하게 하였다. 조양회는 단체의 기본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증식하

기 위해 인쇄국에서 쌓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기념사진그림엽서와 도서 등의 인쇄

물을 발행하고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다.45⦁ 

조양회에서 발행한 황태자의 유럽 순방 기념사진그림엽서[��10-12]는 일본 제국주의

를 선전하는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조양회원=인쇄국원의 복리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음

을 알 수 있다.46⦁

이상의 내용을 통해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의 발행에 관여한 실제 주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 발행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가 불특정 다

수에게 선전되도록 기여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Rªq� �&� ÍÄ3<� ,Î)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41⦁ 인쇄국은 일본의 지폐, 우표, 여권, 공채 등 정부간행물을 인쇄하는 기관으로 초대 대표는 시부자와 에이이치(渋

沢栄一)였다.

42⦁ 印刷局, �印刷局五十年略史�, 1921, 1쪽(부록부분 :이하 생략),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43⦁ 印刷局, �印刷局五十年略史�, 1921, 5쪽,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44⦁ 印刷局, �印刷局五十年略史�, 1921, 6-7쪽,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45⦁ 印刷局, �印刷局五十年略史�, 1921, 9-10쪽,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46⦁ 조양회는 회원들의 사상에 대한 관리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조양회는 당시 “국민의 

사상이 혼란한 결과 왕왕 위험한 경향을 띤 언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회원들이 건전한 사상을 갖추도

록 하기 위해 이세대신궁참배단(伊勢大神宮參拜團)을 결성하여 “경신애국공동일치(敬神愛國共同一致)의 정신

을 함양”하는 훈련을 1921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도 했다(印刷局, �印刷局五十年略史�, 1921,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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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상을 통해 일제침략기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제국주의의 선전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천황가의 초상을 배치한 사진그림엽서들을 통해 기본적인 선전방

식을 확인하였다. 사진그림엽서 속 천황과 황후, 황태자 등 천황가의 초상은 1888년 

완성된 메이지천황부부의 모델을 토대로 한 것이며, 천황가의 신성성과 절대성을 확보

하기 위해 메달리온이라고 불리는 원형(�&�Ï{o�z���{©) 테두리 속에 그들의 초상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초상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초상의 위치(t��上下)를 통해 위계질서를 재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황태자들의 해외순

방 기념엽서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상대국의 건물사진이나 국기 등의 위치설정을 

통해 제국일본의 입지를 드러내는 데도 이용되었다. 

다음에서는 천황의 이동을 선전하는 사진그림엽서를 분석하였다. 천황과 황태자는 

어소열차와 어소함이라는 특별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향하였고, 선별된 이동

수단은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천황가의 권위와 식민통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주는 역할

을 하였다. 천황가의 이동수단은 방문지의 성격에 따라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다른 의미

를 가졌다. 유럽순방을 기념한 엽서에서 어소함은 황태자의 권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유렵열강에 대한 우호감을 표하며 제국의 시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끝으로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를 발행하고 판매한 주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야자

키 현에서는 요시히토의 방문을 기념하는 엽서를 현비로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이는 

제국일본의 최고 권력에 해당하는 황태자의 첫 방문을 기회로 삼아 현지사와 같은 지역

의 유지자들이 역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도 연동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사진그림엽서의 도안은 체신성의 직원인 히바타 셋코가 맡아 진행하였다. 황태자

의 이동과 방문을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의 전형(�Â�¸0�:©£?���NÃS�ÄOEI, 0Å
,"�

0ÅÆÇ��È&�É��,�kF<��pS�ÊªE2��)이 만들어지는 데 히바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엿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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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인쇄국의 내부 단체인 조양회는 구성원들의 국가사상을 관리하며 히로히토의 유럽

방문기념 엽서를 비롯해 다수의 국가적·국제적 행사를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를 발

행·판매하였다.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를 실제 발행하고 또 그 과정에 관여한 주체들은 일본의 제국

주의가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되도록 기여였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Rªq��&�ÍÄ3<�

,Î)도 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그림엽서를 비롯해 천황가의 이미지를 다루는 매체는 궁내성의 황실관련 법령

에 근거한 검열을 거친 후에 발행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들을 

고려하지는 못했다. 이에 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황익구

1. 머리말－사진그림엽서라는 장치裝置

2. 러일전쟁기의 사진그림엽서 제작과 발행

3. 제국의 프로파간다－전황의 전달과 전쟁이미지

4. 제국의 프로파간다－여성의 ‘국민화’와 ‘총후’의 역할

5. 제국의 프로파간다－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전파

6. 맺음말－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정치학



 

 

 



129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1. 머리말 - 사진그림엽서라는 장치裝置

이 글은 일본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수행한 러일전쟁을 국민적 기억으로서 이미

지화(��)하고 나아가 그 기억을 전승하고 변용해 가는 과정을 사진그림엽서라는 시각매

체를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전쟁프로파간다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전개양상

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사진그림엽서는 1900년(#ª� 33) 사제엽서의 인쇄와 국

내사용을 허가하는 우편법이 제정되면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그 사용이 급증하면서 공전의 붐을 일으켰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에

서 전장으로 보내진 우편물의 대부분은 사진그림엽서였으며,1⦁ 사진그림엽서는 전장에 

1⦁ 히라마 요이치(平間洋一)에 의하면 러일전쟁 때의 군사우편은 청일전쟁(1894-1895) 때에 약 1,240만 통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약 4억 5,800만 통에 이른다고 한다.(平間洋一, ｢絵葉書が語る日露戦争｣, �歴史街道� 2012

年 2月,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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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병사들과 일본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기능하였다. 

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가족과 지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일본의 소식을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며, 일본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전쟁 뉴스나 전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당시의 사진그림엽서는 전장의 군인들

에 대한 국민들의 위문품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군인들의 사기고양에 크게 기여하였

다는 점에서도 단순한 통신수단 이상의 가치와 역할이 부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사진그림엽서는 전장과 일본국내를 잇는 커뮤니케이션 장치, 전쟁이

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미디어로서의 기능, 전쟁 수행을 위한 프로

파간다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쟁프로파간다는 전시중에 대내적으로 자국군대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자국민에게

는 전쟁을 위한 여론을 조장하는 고도의 전술이며 대중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전쟁의 우위를 선전함으로써 전황을 유리

하게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러일전쟁을 제재로 제작되고 유통된 사진그림엽서는 엽서의 제작자나 판매자가 불

특정 다수의 구매자에게(_2� b�£�� k�£6Ð) 전쟁이라는 국가적 사건을 일정의 목적을 

가지고 전달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작과정에 작위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적지 

않으며, 다분히 전쟁프로파간다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종래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진그림엽서가 수행한 보도 및 정보전달 

미디어로서의 기능과 역할, 자료의 시각성과 미술적 가치, 이문화의 표상성 등이 중점적

으로 다루어지고 논의되었다.2⦁ 그러나 사진그림엽서에 반영된 전쟁프로파간다의 구체

2⦁ 주요 선행연구에는 田邊幹, ｢メデイァとしての絵葉書｣(�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第3号, 2002); 柏木

博, �肖像のなかの権力ー近代日本のグラフィズムを読む�(講談社, 2000); 橋爪紳也, �絵葉書100年ー近代

日本のビジュアル·メディア�(朝日新聞社, 2006); 貴志俊彦, ｢戦争とメディアをめぐる歴史画像デジタル

化の試み｣(�アジア遊学�, 勉誠出版, 2008); 山田俊幸·安田政彦, ｢絵葉書にみる明治イマジュリィの形成

と国粋主義の時代へ｣(�帝塚山學院大学研究論集文学部� 41, 2006); 浦川和也, ｢絵葉書で朝鮮総督府を見る

－｢朝鮮半島絵葉書｣の史料的価値と内包された｢眼差し｣(�朱夏� 21, 2006); 毛利康秀, ｢ツーリズムの視点

からみた｢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の再検討ー戦前期のハルビンに関連する絵葉を事例として｣(�政経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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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과 양상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분적이며 단편적

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이 논문에서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제작되고 유포판

매된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특히 체신성이 발행한 관제기념엽서(‘戦役紀念絵葉書(��5Ñ�bc)’, 

‘観艦式紀念’, ‘満洲軍総司令部凱旋紀念’, ‘陸軍凱旋観兵式紀念’)와 사제기념엽서이지만 준관제기념엽서

에 해당하는 육군휼병부엽서(‘陸軍恤兵部’), 일본적십자사엽서(‘⽇露戦役救護紀念’)를 분석함으로

써 사진그림엽서에 내재된 전쟁프로파간다의 다면적 선전내용과 일본제국주의 이데올

로기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러일전쟁기의 사진그림엽서 제작과 발행

러일전쟁은 1904년 2월 8일에 인천 앞바다에서 시작된 해전(��	Ò4)을 시작으로 

1905년 9월 5일에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만주満

洲지역(��Ó�mrµ)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반도일대와 만주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

을 벌인 전쟁이다. 일본으로서는 당시의 서구 열강의 하나인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근대적 총력전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국운을 건 전쟁이었던 만큼 108만 

명 이상의 병사가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전쟁비용 또한 증세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된 

약 18억 엔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다.3⦁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은 러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고자 신문잡지와 같은 출판

미디어는 물론 사진, 판화, 회화, 니시키에錦絵, 사진그림엽서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각미디

어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활용은 전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협력을 바탕으

로 총력전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장의 병사와 국내의 사람들에게 국가의 일원으로서 

究� 52(2), 2015); 向後恵理子, ｢逓信省発行日露戦役紀念絵葉書ーその実相と意義｣(�早稲田大学美術史学

会� 41, 2003);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민음사, 2007) 등이 있다. 

3⦁ 飯塚一幸, �日清·日露戦争と帝国日本�(吉川弘文館, 2016, 124쪽)에 의하면, 총동원 병사 수는 108만 8,996

명, 전사자는 8만 7,360명, 전상병자는 38만 1,31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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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는 자각을 형성하는데 기능하였다. 특히 러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장의 병사

와 국내의 사람들을 연결해 준 사진그림엽서는 ‘국민’이라는 동질감을 배증시키는 한편 

‘국민일치国⺠⼀致’, ‘거국일치挙国一致’의 슬로건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내에 남아있던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강한 위기감 속에서

도 각처에서 전해오는 승전소식에 열광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배경으로 일본체신성은 전쟁의 개전과 

진행상황을 사진그림엽서로 제작할 계획을 세운다.

이번 전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국가의 영광입니다. 이번 전쟁의 기념으로서 

교전의 실황 및 그에 관한 사진그림을 인쇄한 우편엽서를 발행해서, 첫째는 출정군인

을 위로하기 위해 이것을 증정하고, 둘째는 일반인들에게 이것을 판매함으로써 내외국

인들에게 교전의 실황을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기적절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는바 

다음과 같이 발행하고자 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4⦁

일본체신성은 국운을 건 역사적인 전쟁을 기념하는 동시에 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에 호응하기 위하여 사진그림엽서의 발행을 계획한 것이다. 그리고 발행한 사진그림엽

서는 전장의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문품으로 활용할 것과 판매를 통해서 국내외에 

전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체신성의 

사진그림엽서 발행계획은 1904년 9월 5일에 제1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의 발행을 

시작으로 구체화 되었다.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는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시리즈로 발

행되었으며, 각 회의 엽서종류나 발행매수, 판매금액 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발행매

4⦁ 長崎徳次郎立案, ｢戦役紀念郵便絵葉書発行ノ件｣ 通第二六二五号, 1904.6.21.(向後恵理子, 앞의 책, 109쪽 

재인용)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回外征ノ事タル古来未曾有ノ国栄ニ候所､ 此際右紀念トシテ交戦

ノ実況及之ニ関スル図画ヲ印刷シタル郵便絵葉書ヲ発行シ､ 一ハ出征軍隊慰籍ノ為之ヲ贈与シ､ 一ハ一般

之ヲ売下ケ以テ内外国人ニ交戦ノ実況ヲ知ラシムルハ最モ時機ニ適シタル計画ト思考候ニ付､ 右発行ノ義

仰高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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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50%가량은 전장의 병사들에게 증정되어 당초의 발행취지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매회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는 일본어캡션과 함께 영문캡션도 병기함으로써 ‘내외국인

들에게 교전의 실황’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응하였다.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는 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국내의 국민들에게 전

황과 승전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각미디어로서 큰 인기를 모았으며 사진그림엽서의 유

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후 육해군이 진행한 

개선행사를 시리즈의 마지막 내용으로 다룬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는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관심을 최고조로 달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

하였다. 1906년 5월 6일에 발행된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는 우편국을 통해 발매

되었는데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군중들이 일시에 운집하면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였

다. 이 무렵의 사진그림엽서의 발매양상을 당시의 신문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혼조국 4시경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판매하지 않으면 혼조국을 파괴하겠다고 소리

치며 소란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5시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군중은 다른 창구보다 

더 팔아야 한다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마침내 담장을 부수고 혼조국 위로 올라가 

옆 건물인 육군피복창 담장에 오르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웠는데 경찰관은 한쪽 구석에 

둘러싸여서 움직일 수 없는 형국이 되었다. 피복창의 위병 10명은 (중략) 군중을 향해 

펌프로 살수를 하지만 열광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다.5⦁

사진그림엽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군중들의 행동은 마치 폭력적인 시위나 폭동을 방

불케 할 만큼 격렬하며 심지어 경찰이나 위병도 군중의 혼란상을 진정시키기 어려울 

5⦁ ｢紀念絵葉書売出の大混雑(卒倒又は負傷者多し)｣, �東京日日新聞�, 1906.5.7.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本所局ー四時頃には弥々多数となり売出さずば同局を破壊せんと罵り騒ぐにぞ止むなく五時より売初た

るに群衆は他の口よりも売るべしと怒号し遂に柵を破りて局上に攀ぢ隣家なる陸軍被服廠の塀に上る等

大混乱を極め警察官は片隅に圧せられて身動きも成らぬ始末となり被服廠の衛兵十名は…群衆の中へ喞筒

にて水を注ぎ懸けしも熱狂せる彼等は毫も沈静の模様な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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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군중들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관심이 신문

기사에서 다룰 만큼 열광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 무렵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는 사진그림엽서에 관한 내용을 중점

적으로 다룬 잡지 �사진그림엽서취미絵葉書趣味�에도 소개되어 있다.

제1회부터 상당한 수요가 있었는데 마지막 제5회 때는 대단한 인기로 우편국은 아주 

혼잡한 상태가 되어 부상자마저 나올 정도이다. (중략) 이 무렵의 사진그림엽서의 유행

은 엄청난 것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유행할 정도이다. 아무튼 사진그림엽서 발행

자인 체신성은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6⦁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의 발매는 군중들 사이에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우편국을 혼잡하게 만들었으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행할 

정도로 일대 붐을 일으킨 한편 발행처인 체신성은 상업적인 측면에서 대성공을 거두었

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의 제4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까지는 매회 약 60

만 세트 이상이 발행된 것에 비하면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의 발행 수는 약 

10만 세트에 불과한 점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판매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과 전장의 병사들이 모두 귀환한 만큼 

병사들에게 증정하거나 위문을 목적으로 한 수요가 급감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인기는 충분히 짐작할 만큼 열광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체신성이 발행한 관제기념엽서인 ‘관함식기념’ 엽서와 ‘만주군총사령부개선

기념’ 엽서, ‘육군개선관병식기념’ 엽서도 각각 다량 발행되어 당시의 사진그림엽서의 

6⦁ 龍丘, ｢紀念絵葉書｣, �絵葉書趣味�, 日本葉書会, 1906, 243-244쪽.(向後恵理子, 앞의 책, 재인용)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一回から可なり需要があつたが､ 最終の五回の時などは非常の人気で郵便局は大雑

沓を来して怪我人さへ生じた程である｡ (中略) 此の頃の絵葉書流行熱は凄まじいもので､ 老若男女殆どこ

の熱に犯されないもの無い位である｡ 兎に角絵葉書発行者としての逓信省は大成功をしたといふてよい.”



135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인기에 박차를 가했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7⦁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제작되고 판매된 사진그림엽서 중에는 

사제기념엽서이지만 준관제기념엽서에 해당하는 ‘육군휼병부엽서陸軍恤兵部’와 ‘일본적십

자사엽서⽇露戦役救護紀念’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육군휼병부엽서에 대해 살펴보자. 휼병恤兵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군대나 군인들

에게 헌금 또는 위문품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육군휼병부는 청일전쟁이 발발한 1894

년(7Ô� 14�)에 조직된 육군성내의 부서이다. 주로 전장으로 위문을 가거나, 또는 전장으

로 보내질 위문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육군휼병부는 러일전쟁 때에도 

운영되어 전장의 병사를 위문하는 활동을 담당하였다.8⦁ 러일전쟁 당시에 대표적인 위

문품으로는 사진그림엽서와 병사들에게 추위를 막아

줄 면제품 방한구恤兵真綿였다고 한다. 육군휼병부에서 

발행한 엽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고 있

지 않지만, 아래 엽서는 1904년에 러일전쟁과 관련해

서 육군토야마학교陸軍⼾⼭学校 회화교수인 이시하라 하

쿠도石原白道(1856~1916)가 1904년에 전장을 방문했을 

때에 전장의 풍경이나 병사의 모습, 총후의 국민들의 

위문 등을 그려서 석판으로 여러 차례 인쇄한 엽서를 

육군휼병부가 발행한 것이다. 이것은 엽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이시하라石原画(�&� 石原筆)라는 사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엽서1]과 [엽서2]는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의 풍경 그 자체보다는 병사의 모습

7⦁ 각각의 발행 수는 다음과 같다. ‘관함식기념’ 엽서(약 3만 세트), ‘만주군총사령부개선기념’ 엽서(약 10만 매), 

‘육군개선관병식기념’ 엽서(총 2종 합계 약 122만 매). 向後恵理子, 앞의 책, ‘일러전역기념사진그림엽서리스트’ 

참조.

8⦁ 육군휼병부는 병사들의 위문을 위해 위문금(휼병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는데 러일전쟁 무렵에 모금된 금액은 

229만 엔으로 집계되어 있다.(｢日露戦役以後 銃後の赤誠四千万円突破 陸軍省の集計成る｣, �神戸新聞�, 

1937.3.5.; ｢日露戦役恤兵金二百二十九万円､ 軍事費の献納金二百二十一万円､ 合計四百五十万円｣) 

[엽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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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健在’)이나 총후의 국민들의 역할, 승전을 축하하

는 일본내지의 모습(‘Õ�-祝勝’) 등이 그려져 있다.9⦁

또한 엽서 뒷면의 오른쪽 하단에는 ‘명치 37년 일

러전역에 즈음해서 종군군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것

을 제작한다明治37年⽇露戦役ニ方リ従軍軍人ニ頒ツ為メ之ヲ製ス’

는 제작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긴자카미카타야

인쇄銀座上方屋印刷’라는 표기에서는 인쇄소도 확인이 된

다. ‘긴자카미카타야인쇄’는 오사카에서 주로 니시키

에錦絵를 취급하던 마에다 기헤이前田喜兵衛가 1886년에 

도쿄의 니혼바시日本橋로 상경하여 운영한 상점이다. 

주로 화투花札나 가루타カルタ와 같은 카드를 판매하거

나 가부키歌舞伎를 제재로 한 사진그림엽서를 제작하

고 인쇄하는 작업을 한 곳이지만, 육군휼병부가 제작한 사진그림엽서를 다량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일본적십자사가 러일전쟁기에 전개한 구호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엽

서에 대해 살펴보자. 일본적십자사는 1877년에 설립된 박애사博愛社가 그 전신으로, 1886

년에 쥬네브조약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1887년에 일본적십자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후 일본적십자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기에 의료구호반을 파견하여 구호활동을 실시

하였다. 특히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일본적십자사의 사업과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후세에 전달할 목적으로 부상자와 포로에 대한 구호활동을 기록한 2권의 사진

첩(�⽇露戦争⽇本⾚⼗字社救護写真帖� 第1巻1905年11月3⽇発⾏·第2巻1906年発⾏)을 발행하여 배포·판

매하였다. 그리고 그 사진첩에 수록된 사진을 활용하여 사진그림엽서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러전역구호기념⽇露戦役救護紀念’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5

종 5매 세트의 사진그림엽서이다. 여기에는 일본적십자사병원선, 의료구호반의 의료활

9⦁ ズバリ郵便趣味블로그 참조.(https://blogs.yahoo.co.jp/yassanwinter, 검색일 : 2017.6.17.)

[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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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일본적십자사의 사장과 부사장, 

육군대장이면서 일본적십자사의 총

재인 황족 고토히토総裁閑院宮載仁와 

그의 부인 지에코智恵子([��3] ��), 

전장에서 포로에게 행한 의료활동

에 관한 사진이 활용되었다. 정확한 

발행연대나 발행매수 등은 불확실

하지만 발행연대는 1906년 전후로 

추정되며, 국민들에게 전선의 병사

에 대한 국가의 의료구호활동을 선전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전쟁 상황에서도 인도

주의를 실천하는 일본정부의 이미지를 전파하는 역할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제국의 프로파간다 - 전황의 전달과 전쟁이미지

러일전쟁과 관련해 제작된 당시의 사진그림엽서에는 전장의 상황이나 풍경, 병사들

의 모습 등을 촬영한 다량의 사진이 엽서제작에 사용되었다. 그 배경에는 청일전쟁 때부

터 결성되어 전장으로 종군한 사진반의 존재를 지적할 수 있다. 당초 종군사진반은 전략

이나 작전 설계를 위한 병영지도의 제작, 또는 전황의 기록 등을 목적으로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의 부원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러일전쟁 때부터는 규모도 확대되는 한편 

해군에서도 사진반을 운영할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10⦁ 러일전쟁 때에는 청일전

쟁 때부터 종군사진반으로 활약했던 오구라 겐지小倉検司를 반장으로 대본영사진반이 조

직되어 제1군부터 제4군까지 각각 4,5명 정도가 배속되어 운영되었다. 대본영사진반이 

10⦁ 井上祐子, �日清·日露戦争と写真報道 戦場を駆ける写真師たち�, 吉川弘文館, 2012, 135쪽.

[엽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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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사진은 각 신문잡지사, 출판사 등에 제공되었으며, �일러전쟁실기⽇露戦争実記�, 

�일러전쟁사진화보⽇露戦争写真画報�, �근사화보近事画報, 후에 전시화보戦時画報로 개칭�, �일

러전역사진첩⽇露戦役写真帖� 등과 같은 출판물과 사진그림엽서의 형태로 일본 내의 국민

들에게 소개되었다.11⦁ 그런데 대본영사진반이 촬영한 사진은 지도 작성과 전황의 기록

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건물이나 지형의 구도와 윤곽, 또는 전장의 풍경, 

전리품, 점령지, 승전상황 등이 주로 촬영되었다. 그 반면에 격렬한 전투장면이나 불리

한 전황은 배제되었으며 긴박한 실전의 긴장감이나 전장의 비참함 등은 그다지 노출하

지 않았다. 또한 사진에 등장하는 피사체는 거의 일본군이거나 포로가 된 러시아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러시아군 포로의 사진은 부상병에 대한 의료구호나 전사자

의 매장 등의 장면을 다량 촬영함으로써 일본군의 인도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즉 대본영사진반의 사진은 일본군의 승리나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각정보와 장면만을 취사선택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지극히 부분

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군의 강인함과 근대

적 이미지(N#�), 인도적 활동을 국내외에 유포하고 선전함으로써 대내외적 여론을 유리

하게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과 관련해 제작된 당시의 사진그림엽서에는 대본영

사진반의 사진이 다량 활용되면서 사진첩이나 화보, 신문잡지 등을 통해서 전파되던 

전쟁뉴스와 전황이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도 그대로 전달되게 되었다. 특히 체신성이 

제작한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제1회부터 제4회까지 매회 육해군의 대본영

사진반이 촬영한 사진이 사진그림엽서 제작에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은 1905년 4월에 출판된 �일러전역사진첩� 제3군 제3호에 수록된 

사진이다.12⦁ 일본육군 제3군사령부는 1904년 10월에 2차 뤼순요새공격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갱도굴삭작업을 실시한 후 요새공략을 위한 포병대의 공격을 감행하였다. 

11⦁ 小森陽一·成田龍一編,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紀伊国屋書店, 2004, 29쪽.

12⦁ �日露戦役写真帖 第三軍� 小川一真出版部, 1906(文生書院에서 2005년에 복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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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엽서4] 

[사진2] [엽서5] 

[사진3] [엽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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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에는 ‘갱도의 굴삭작업을 행하는 제3군의 병사坑道の掘削作業を⾏う第三軍の兵士’라는 캡

션처럼 갱도굴삭작업 중인 병사들의 모습이 찍혀있다. [사진2]에는 ‘28센티유탄포포격

二十八サンチ榴弾砲による砲撃’이라는 캡션과 함께 유탄포와 병사들이 찍혀있다. 그런데 이 두 

사진은 체신성이 발행한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 중에 1905년 2월 11일에 발행

한 제3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엽서에는 ‘뤼순커우에서 공병

의 대호작업旅順口ニ於ケル工兵ノ対壕’이라는 캡션([��4])과 ‘공성포의 뤼순커우포격攻城砲ノ旅

順口砲撃’이라는 캡션([��5])이 병기되어 있다. 

또 다른 예는 해군과 관련한 사진그림엽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05년 4월에 

발행된 �일러전역해군사진첩� 제1권에는 해군성 기사였던 이치오카 다지로市岡太次郎가 

촬영한 ‘천장절의 만함식天⻑節ノ満艦飾’사진이 확인

된다.13⦁([�p3] ��) 그런데 이 사진은 체신성에서 

1905년 2월 11일에 발행한 제3회 ‘전역기념’ 사진

그림엽서시리즈 중에 ‘전지의 해군의 천장절戦地ニ

於ケル海軍ノ天⻑節’이라는 캡션이 병기된 엽서에 등장

한다.14⦁([��6] ��) 

다시 말해서 체신성에서 발행한 ‘전역기념 ’사

진그림엽서시리즈는 거의 매 회마다 육해군의 대

본영사진반이 촬영한 사진을 엽서제작에 활용하

였으며 그 결과 전장의 사진이 전파하는 전장의 

뉴스나 전황을 사진그림엽서도 그대로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양상이 되었다. 실제로 ‘전역기념’ 사

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전리품([��7] ��), 점령지

13⦁ 만함식은 군함이 축제일이나 기념일과 같은 때에 축하의 의미로 함수(艦首)에서 함미(艦尾)까지 신호기(信号

旗)를 잇따라 내걸고 장식한 것을 가리킨다.

14⦁ �海軍省認可日露戦役海軍写真帖� 第一巻, 小川写真製版所, 1905.

[엽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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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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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전투상황([��9] ��) 등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확인된다.

반면에 격렬한 전투장면과 전장의 

비참함은 일정 부분 순화하여 사진그

림엽서로 발행한 경우도 있다. 1905년 

10월 15일에 제4회 ‘전역기념’ 사진그

림엽서시리즈로 발행된 것 중에 하나

인 ‘동계관산의 돌격東鶏冠山ニ於ケル砲煙

中ノ突貫’이라는 캡션이 병기된 [엽서10]

에는 먼저, 포연에 휩싸인 채 전투중

인 병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중앙부에 등장하고 그 주변은 회화도안으로 구성되

어 있다.

회화도안은 사진 속의 전장을 마치 클로즈업 한 것 같은 장면을 재현하고 있으며, 

사진 속의 포연과 회화도안의 포연이 절묘하게 오버랩 되면서 전장의 현장감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엽서프레임의 하단에는 포연 속에 

놓여 진 착검상태의 소총과 메이지 37년(1904)을 연상하게 하는 숫자 ‘37’이 새겨진 일본

[엽서9]

[엽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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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군모가 뒤집어진 채 그려져 있다. 러일전쟁사에 있어서 ‘동계관산의 돌격’은 알룽

산⼆龍⼭공격과 함께 뤼순요새공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투로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수

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요새공략에 실패한 전투이다. 즉 사진그림엽서 속의 포연 속에 

놓여 진 소총과 뒤집어진 군모는 이 전투에서 발생한 일본군 사상자를 우회적으로 그려

낸 메타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전쟁의 참혹상은 순화되고 정제된 상태로 전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본영사진반이 촬영한 사진은 군

사적으로 필요한 시각정보와 장면에 국한된 지극히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선택의 결과

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본영사진반의 사진이 그대로 활용되어 

제작된 사진그림엽서 또한 피사체 혹은 전장의 풍경에 대한 취사선택과 배제의 논리

가 작동된 산물이라는 것이다.15⦁ 그리고 그 결과로 사진그림엽서의 소비자이기도 한 

전장의 병사들은 물론 일본 내의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전쟁에 대한 왜곡된 정

보나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고 선전하는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한다는 

것이다.

4. 제국의 프로파간다 - 여성의 '국민화'와 '총후'의 역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은 일본이 20세기이후에 일으킨 최초의 전쟁이며 

동시에 일본 역사상 최초의 총력전이었다. 그런 만큼 전쟁에 지출된 전비나 참전병사의 

수 등에서 그 이전까지의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16⦁ 그 

15⦁ 나카무라 고로(中村梧郎)는 사진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서 전쟁사진이 부분적이고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 생산

되고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中村梧郎, ｢写真としての戦争｣, �現代詩手帖� 第26巻第6号, 思潮

社, 1983, 116-117쪽)

16⦁ 참고로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에 지출된 총 전비는 약 2억 3천 엔 정도인 것에 비해 러일전쟁에 지출된 

총 전비는 약 18억 엔 이상으로 집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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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총력전이라는 양상에 부합하여 전쟁을 지원할 국내체제의 정비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국책’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전쟁수행을 위한 국민의식 또한 새롭게 구축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쟁수행을 위한 국가의 일원이라는 국민의식

을 이식함으로써 ‘국민’의 통합과 재편성이라는 국민국가의 체제정비가 강조되고 실행

되는 양상이 확연히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의 통합과 재편성이라

는 국민국가의 요구에 여성 또한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즉 여성의 ‘국민화’라

는 국가의 기대와 요구가 강조되고 한층 강화되는 상황이 급속히 진행된 것이다.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여성의 ‘국민화’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여성의 

전쟁에 대한 협력과 공헌의 문제일 것이다.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는 여성의 ‘국민화’

를 성별역할분담을 유지하면서 사적영역에서 ‘국민화’를 지향하는 ‘분리형’과 성역할

분담을 해체하면서 공적영역으로 참가하는 ‘참가형’의 두 형태로 구분하고 일본의 경

우는 ‘분리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7⦁ 다시 말해서 러일전쟁기의 일

본여성의 ‘국민화’는 가정 내에서 성역할의 주체로서 현모양처를 실행하는 일이었으

며, 국가의 기대와 요구에 호응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이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국민화’는 단순히 여성을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공적영

역을 필요로 했으며 그 매개체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 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공적영역의 필요성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예로 애국부인회라는 군사원호단체를 

들 수 있다. 

애국부인회는 1901년 2월 24일에 오쿠무라 이오코奥村五百子의 주창으로 설립되었으

며, 동기는 오쿠무라가 1900년에 일어난 의화단사건의 현장을 시찰했을 때 병사들의 

노고와 유족들의 구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작되었다. 애국부인회는 황족과 화

족부인을 총재와 회장으로 하는 상류층 부인들이 군부와 내무성의 지원을 받아 조직되

었다. 초대 회장에는 이와쿠라 히사코岩倉久子(,�Ö®� �7×�(具定)ØÙ�-)가 취임했으며, 

17⦁ 上野千鶴子,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青土社, 1998, 3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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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에는 황족 고토히토載仁의 부인 지에코智恵子를 총재로 맞이하였다. 초기에는 전

사자의 유족이나 상이병사의 구호를 목적으로 부인들이 근검절약해서 회비를 내어 위

로금을 기증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었다. 설립 당시의 정관에는 ‘본회는 전사 및 준전사

자의 유족을 구호하는 일, 그리고 중대한 부상자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구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의 정관에는 ‘본회는 전사 

및 준전사자의 유족 및 생활이 어려운 병사를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되

었다.18⦁ 러일전쟁 중에는 일반 여성에게까지 조직을 확충하여 위문품 만들기와 병사의 

송영 등에 동원하며 군국주의와 전쟁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05년의 회

원 수는 약 64만 명에 달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로 전사자의 유족과 상이병사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가 여성들에게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의 

‘근검절약’이다. 다시 말해서 애국부인회는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에서의 ‘근검절약’과 

현모양처상을 전제로 여성의 ‘국민화’를 지향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여성의 ‘국민화’를 지향하는 과정은 각종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당시의 주요 여성잡지의 하나인 �여학세계⼥学世界�에는 시국과 가정時局と

家庭 이라는 특집을 기획하여 개전상황과 전시체제를 소개하면서 전쟁에 대한 여성의 

자세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강적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일본군의 각오는 그야말로 비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전쟁은 단지 군대와 병사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전쟁이며, 단지 남자 

장정만의 전쟁이 아니라 부인과 어린이 또한 전쟁에 대한 일대각오를 하지 않으면 

18⦁ 飛鋪秀一, �愛国婦人会四十年史�, 愛国婦人会, 1941(千野陽一監修, �愛国·国防婦人運動資料集�, 日本図

書センター, 1996). 1901년의 정관에는 ‘本会は戦死及び準戦死者の遺族を救護する事､ 及び重大なる負傷者

にして､ 廃人に属する者を救護するを以て目的とす’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04년의 정관은 ‘本会は戦死並

びに準戦死者の遺族及び廃兵を救護するを目的とす’라고 일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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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19⦁ 

이 기사는 러일전쟁이 그야말로 ‘국민 전체의 전쟁国⺠全体の戦争’이라는 총력전임을 

전제하면서 여성과 어린이도 전쟁협력을 위한 ‘일대각오’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전쟁협력을 위해 여성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각오’의 내용도 제시하고 있는데 ‘평

소절검’, ‘휼병’, ‘출정군인의 집을 위로방문’, ‘적요함을 위로할 것’ 등이 그것이다.

전쟁에 대한 여성의 각오를 제시한 담론은 러일전쟁이 끝날 무렵에도 종종 확인된

다. ‘이상적인 여성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05년에 창간된 부인잡지 

�부인화보婦人画報� 창간호에는 러일전쟁 때 육군대장이었던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의 부

인 시즈코静子가 전쟁에 대한 여성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군인에게 시집을 간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항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 ‘군인의 집에서는 언제나 전시상

황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20⦁ 비록 육군대장 노기의 부인이라는 

특수한 처지의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인 시즈코의 전쟁에 대한 자세와 ‘각오’

는 그야말로 ‘총후’를 지키는 여성의 모습으로서 당시의 독자들에게 공감과 함께 ‘이상

적인 여성상’의 모델로서 공유되었을 것이다.

한편 ‘총후’를 지키는 여성의 모습은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각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발행한 사진그림엽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제재이다. 체신성이 1905년 2월 

11일에 발행한 제3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도쿠시간호부인회篤志看護婦人

会’의 의료 활동을 다룬 엽서가 등장한다.([��11 · 12] ��) 

 

19⦁ 芳賀祥子, ｢日露戦争イメージの再生産:女性雑誌を中心に｣, �比較日本学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 2015, 

144쪽 재인용.

20⦁ 芳賀祥子, 위의 논문, 14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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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1] [엽서12]

도쿠시간호부인회는 황족, 화족, 상류층 부인을 중심으로 적십자 사업에 봉사하기 

위해 1887년에 창설되었다. 최초의 활동은 부상자의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붕대를 감는 

법이나 구급법 등을 배우는 것이었으며, 적십자활동의 중심이 되는 구호간호부의 역할

을 맡으려고 한 것이었다. 그 후 적십자의 전문적인 구호간호부의 요청이 진행됨에 따라 

직접적인 구호활동에서 붕대나 의약품의 조정, 부상자 또는 재난자용의 의류제작 등으

로 활동이 바뀌었다.21⦁ 즉 도쿠시간호부인회의 의료 활동은 전장의 병사들을 간접적으

로 지원하는 ‘총후’의 여성상의 단적인 표상으로 여성의 ‘국민화’를 자극하는 시각이미

지를 제공하였다. ‘총후’의 여성상을 제재로 삼은 또 다른 예는 앞서 소개한 육군휼병부

가 발행한 사진그림엽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엽서13]과 [엽서14]는 모두 육군

휼병부가 발행한 엽서이다.22⦁

[엽서13]에는 기모노를 입고 있는 일본여성이 소매 자락에 단추가 달린 옷감을 매만

지는 모습이 회화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엽서의 오른쪽 상단에는 ‘적성赤誠’이라

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일본어국어사전 �디지털 다이지센大辞泉�에 따르면 ‘적성赤誠’이

라는 용어는 ‘조금도 거짓이나 허위가 없는 마음. 오로지 진심을 가지고 접하는 마음’이

라는 설명과 함께 ‘국가에 적성을 다한다国に赤誠を尽くす’는 단 하나의 예문을 제시하고 

21⦁ 일본적십자사니이가타지부 홈페이지 참조.(http://niigata.jrc.or.jp/?page_id=106 검색일 : 2017.5.20.)

22⦁ ズバリ郵便趣味블로그 참조.(https://blogs.yahoo.co.jp/yassanwinter, 검색일 : 20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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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3⦁ 즉 ‘적성赤誠’이라는 용어는 일본인들에게 있

어서 그 대상이 ‘국가’라는 이미지와 연결된 용어임을 

추측할 수 있다.

[엽서14]에는 소쿠하츠쿠즈시束髪くずし라는 머리모

양을 하고 온나바카마⼥袴를 입은 젊은 여성이 왼쪽을 

향해 화려한 꽃다발을 얼굴 높이에서 누군가에게 내

밀 듯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 회화양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엽서의 왼쪽 상단에는 ‘위군봉為

君捧’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소쿠하츠쿠즈시와 

온나바카마가 메이지시대에 여학생들을 상징하는 머

리모양과 복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젊은 여성

은 여학생으로 추정되며 ‘위군봉為君捧’이라는 글씨는, 

휼병이라는 엽서의 발행목적에 비추어 ‘전장의 병사

를 위해 바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24⦁

무엇보다 육군휼병부가 발행한 이 두 엽서는 전장

의 병사를 위한 ‘총후’의 여성의 역할을 그리고 있다

는 점에서 프로파간다성이 강하게 노정된 자료이며, 

총력전이라는 국가적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성의 ‘국민화’를 자극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3⦁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少しもうそや偽りのない心｡ ひたすら真心をもって接する心｡ ｢国に赤誠を尽

くす｣.”

24⦁ 소쿠하츠쿠즈시와 온나바카마에 대해서는 일본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第148回常設展示女學生ら

いふ｣의 내용을 참조한다.(https://rnavi.ndl.go.jp/kaleido/entry/jousetsu148.php 검색일 : 2017.6.7.)

[엽서13]

[엽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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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국의 프로파간다 -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전파

러일전쟁을 계기로 제작되고 유포된 사진그림엽서의 프로파간다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의 하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이다. 사진그림엽서에 나타나는 천황제 이데올로

기의 전파 양상은 몇 가지 예를 통해 특징지을 수 있다. 메이지정부는 천황제 이데올로

기의 전파와 국민통합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법제화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메이지유신 직후에 제정한 축제일祝祭日의 제정이다. 근대일본의 축제일제정은 

1868년에 메이지 천황의 탄생일을 ‘천장절天⻑節’로 제정하고 축하행사를 행하면서 시작

되었다. 특히 1873년 태정관大政官은 진무천황즉위일神武天皇即位日(1873u�»�紀元節�� Ú�)과 

천장절을 국가의 축일로 정하는 포고布告를 내렸다.25⦁ 또한 1891년에 발포된 ‘소학교축

일대제일의식규정小学校祝日大祭日儀式規程’에는 ‘기원절, 천장절, 원시제元始祭, 신상제神嘗祭 및 

신상제新嘗祭에는 두 폐하의 어진영에 최대한 예를 갖추어 경례를 하고 또 만세로 봉축한

다. 다음으로 칙어를 봉독하고 교육연설을 한다. 그 다음에는 창가를 합창한다’는 행사

의식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함께 문부성은 소학교에 축제일 축하의식을 행하도

록 지시를 내리고 그 의식을 위한 창가를 선정하여 1893년 8월에 ‘축일대제일창가祝日大祭

日唱歌’를 공포하였다. 이 창가에는 ‘1월 1일의 노래一月一日の歌’, ‘기원절의 노래紀元節の歌’, 

‘천장절의 노래天⻑節の歌’가 포함되었다. 즉 국민들에게 있어서 천장절 행사는 국가의 가

장 중요한 축제일로 각인되었으며 동시에 스스로가 천황의 신민임을 각성하는 행사이기

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천장절 행사를 체신성이 사진그림엽서시리즈로 발행하여 

판매하였다.

1905년 2월 11일에 체신성이 발행한 제3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도쿄

와 전장에서 각각 진행된 천장절 행사가 3매 1세트로 제작되었는데 각각의 엽서에는 

‘전시의 관병식戦時ニ於ケル観兵式’, ‘전지의 육군의 천장절戦地ニ於ケル陸軍ノ天⻑節’, ‘전지의 해

25⦁ 태정관포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般改暦ニ付キ､ 人日·上巳·端午·七夕·重陽ヲ廃シ､ 神武天皇即位

日·天長節の両日ヲ以テ今ヨリ祝日ト定メラレ候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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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6] [엽서17]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군의 천장절戦地ニ於ケル海軍ノ天⻑節’이라는 캡션이 병기되어 있다.

먼저 ‘전시의 관병식’ 엽서는 ‘Army Review held in Tokio, November 1904’라고 

병기된 영문캡션으로 보아 1904년에 도쿄에서 진행된 천장절 행사를 촬영한 두 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15] ��) 천장절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소는 도쿄위수

총독부의 군용지(�&�'UÛ\Ü>)로 추정되며 일군의 기마병과 병사들이 관병식을 거행하

는 장면이다. 천장절 행사로 이루어진 관병식인 만큼 대원수인 천황이 임석해서 군대의 

경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육군의 천장절 행사를 담은 ‘전지의 육군의 천장절’ 엽서에는 만주군총사

령관인 오야마 이와오大山巌 대장의 사진과 함께 군악대의 연주 장면, 행사장에 모인 사람

들의 모습을 찍은 세 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엽서의 전체 바탕에는 천황(가)을 

상징하는 국화문양이 그려져 천황의 존

재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16] ��) 

마지막으로 해군의 천장절 행사를 

담은 ‘전지의 해군의 천장절’ 엽서에는 

연합함대사령장관인 도고 헤이하치로東

郷平⼋郎의 사진이 조타륜의 안쪽 원형에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에 벚꽃이 장식되

 

[엽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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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그리고 중앙부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치오카 다지로가 촬영한 ‘천장절

의 만함식’ 사진이 자리하고 있다.([��17] ��) 

이들 세 장의 사진그림엽서는 모두 일본군의 천장절 행사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일본 내의 국민(�&����ÅÝ£)들은 엽서 속 행사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을 천황의 존재를 

통해 전장의 병사들과 동질감을 공유하며 신민으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천장절 행사를 다룬 사진그림엽서는 전장의 병사들에게는 천황에 대한 절대충

성을 전파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메이지천황은 1882년에 ‘육해군인들에게 내리는 칙

유(�3�Þ-ßz)’를 군인들에게 전달하고 군대의 통솔자로서 ‘대원수大元帥’의 통수권을 발동

하였다. ‘군인칙유’는 ‘우리나라(-O£－�;) 군대는 대대로 천황이 통솔하신다’고 시작하

여 ‘짐은 너희 군인의 대원수’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그와 함께 하급병사가 상관의 

명령을 받는 것은 천황이 직접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하여 절대복종할 것과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5개 덕목(àá, �<, VO, �<, âÅ)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26⦁ 즉 

병사들이 행하는 천장절 축하행사는 ‘군인칙유’에 명시된 천황에 대한 절대충성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실천하는 행위이며 스스로를 황군皇軍으로 자리매김하는 의식이다. 따라

서 이와 같은 행사를 다룬 사진그림엽서는 ‘총후’의 국민과 전장의 병사를 통합하고 

동시에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하였다.

사진그림엽서에 투영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러일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 각지에서는 여러 차례 전승축하회가 개최되었다. 1904년 

2월 9일에 인천 앞바다에서 전개된 해전(��	Ò4)의 승리를 시작으로 그해 5월의 주롄청

九連城점령, 9월의 랴오양遼陽점령, 1905년 1월의 뤼순旅順점령, 같은 해 5월의 쓰시마対馬해

전 승리 등 일본군의 전승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전승축하회가 개최되었

26⦁ 각각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我国の軍隊は世々天皇の統率し給ふ所にそある”, “朕は汝等軍人の大元帥なる

そ”, “下級のものは上官の命を承ること実は直に朕か命を承る義なりと心得よ”, “軍人は忠節を尽すを本分

とすへし”, “軍人は礼儀を正しくすへし”, “軍人は武勇を尚ふへし”, “軍人は信義を重んすへし”, “軍人は質

素を旨とすへ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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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와 함께 전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승리에 대한 기대도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

고 러일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개선군이 속속 도착할 무렵에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개선문을 세우는 등 보다 성대하게 개선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도 대규모로 개최된 개선기념행사는 1905년 10월 23일에 개최된 해군개선관함식과 다

음해 4월 30일에 개최된 육군개선관병식이었다. 

해군개선관함식은 10월 17일에 도고 헤이하치로 연합함대사령장관일행의 이세신궁

伊勢神宮방문을 시작으로 22일에 천황에게 전승보고, 23일에 개선관함식, 24일에 우에노上

野공원에서 해군대환영회로 이어지는 개선기념행사의 하나로 개최되었다. 개선관함식

은 요코하마横浜에서 시나가와品川에 이르는 도쿄앞바다에서 165척의 일본군함이 폭 약 

9킬로미터에 걸쳐 일제히 정렬하여 그 위용을 과시하고 열병하는 행사였다. 무엇보다 

이 행사의 절정은 메이지천황이 승선한 전함 아사마浅間를 향해 모든 군함이 열병식을 

진행하며 천황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었을 것이다. 메이지천황은 도고

제독을 비롯하여 해군대신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権兵衛 등과 함께 군함의 열병식을 관람

하면서 해군의 노고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이날의 해군개선관함식은 1906년 5월 6일에 

발행된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 등장한다.([��18] ��) 

[엽서18]에는 ‘해군개선관함식

海軍凱旋観鑑識’이라는 캡션이 병기되

어 있으며, 중앙부에는 해군성이 

촬영한 개선관함식 장면이 배치되

어 있다. 사진 속 바로 앞에는 욱

일승천기와 천황기를 게양한 군함

이 위치하고 있고 수평선상에는 

만함식의 군함이 여러 척 확인된

다. 또한 그 사진의 주변은 프레임

처럼 디자인된 벚꽃(6£Ö®, 八重

桜)이 감싸고 있다. 크고 흰 꽃잎 [엽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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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선명한 분홍색 윤곽이 그려져 더욱 강렬한 인상을 준다. 천황기가 게양된 사진속의 

군함은 분명 천황이 승선하여 해군의 열병을 지켜본 전함 아사마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일반 행사 참가자가 육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

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도를 의식하는 순간 이 사진그림엽서는 군대와 

일반 국민들의 중심에 천황이 존재하며 동시에 전쟁 승리는 천황의 권능으로부터 비롯

된 것이라는 도식을 생성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교묘

하게 전파하는 프로파간다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육군개선관병식을 다룬 사진그림엽서를 살펴보자.([��19] ��) 육군의 개

선관병식은 모든 육군출정부대의 개선이 1906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4월 30일에 아오

야마⻘⼭연병장에서 개최되었다. 관병식은 만주 등지에서 귀환한 3만여 명의 병사와 환

영인파,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이지천황이 무개 마차를 타고 황거에서 아오야

마연병장으로 입장하여 각 부대의 분열행진을 관람하는 행사였다. 육군의 관병식은 해

군개선관함식과 같이 메이지천황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는 행사로 만주군총사령관 

오야마 이와오, 참모총장 고다마 겐타로児⽟源太郎를 비롯한 각 지휘관들은 물론 행사장

에 참석한 환영인파들이 ‘천황폐하만세’를 삼창하며 진행되었다.

육군개선관병식을 다룬 엽서

는 해군개선관함식을 다룬 사진그

림엽서와 함께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로 발행되었

다. 엽서에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개 마차를 탄 메이지 천황

이 아오야마연병장으로 입장하며 

각 부대를 열병하는 사진이 중앙

에 배치되어 있다. 사진 속에는 메

이지천황의 뒤를 이어 말을 탄 지

휘관들과 마차를 탄 황족의 행렬[엽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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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된다. 그리고 그 사진의 프레임 주변을 국화꽃 여러 송이가 장식된 듯 배치되어 

있다. 이 엽서에도 행사장에 참석한 환영인파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엽서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천황이 임석한 행사장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천황의 권능과 위엄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해군개선관함식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의 천황에 대한 절대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

었을 것이다. 즉 육군개선관병식 사진그림엽서 또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투영하는 프

로파간다장치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선기념행사는 살아서 귀환한 병사들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 육군개선관병식이 

끝난 다음날인 5월 1일에는 전사자들의 장소인 야스쿠니靖国신사에서 대칙제大勅祭가 시작

되어 5일간 진행되었다. 대칙제는 천황의 칙사가 파견되어 진행되는 제사인 만큼 대규모

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러일전쟁 중에 전사한 모든 병사들이 합사되었으며, 신사

의 경내에는 전장으로부터 가져온 각종 전리품이 진열되었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경내에

서는 스모相撲, 노가쿠能楽, 불꽃놀이花火, 가구라神楽, 검무剣舞 등의 여흥공연도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5월 6일에는 제5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의 

하나로 ‘이세대묘(�=)·야스쿠니신사伊勢大廟·靖国神社’가 발매되었다.([��20] ��)

벚꽃의 꽃잎 문양을 연상하게 

하는 두 개의 도안 안에 각각 이세

신궁과 야스쿠니신사의 사진이 배

치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엽서에 

등장하는 두 곳 모두 천황(가)과

의 관계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이다. 자세하게 설명

할 필요도 없이 이세신궁은 황실

의 조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를 제사

지내는 곳으로 황실의 신성성과 [엽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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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을 상징하는 토포스topos이며, 야스쿠니신사는 그야말로 천황의 권능과 위엄을 지키

기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제사지내는 추도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배양하고 전파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진그림엽서 ‘이세대묘(�=)·야스쿠니신

사’ 또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파하는 수단이었다.

6. 맺음말 - 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정치학

러일전쟁은 1905년 9월 5일에 체결된 포츠머스조약과 함께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전쟁종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마냥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은 일본에게 있어서 막대한 전비와 병력을 투입하고 동시에 ‘총후’의 

국민들까지 동원한 총력전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프로파간

다도 범람할 정도로 이용되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고조되

었던 전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강화조약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와는 달리 일견 

실망과 실의를 안겨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10년 전의 청일전쟁 때와는 달리 전승국 

일본이 패전국 러시아에게 직접적으로 배상금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

들은 전비를 충당하기 위한 거액의 증세는 물론 갖가지 희생을 감내하며 국가의 전쟁에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의 신문에는 

포츠머스조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강화조약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다수 확인된다. 9월 

1일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천황폐하께서 화의의 파기를 명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

다天皇陛下に和議の破棄を命じ給はんことを請ひ奉る 라는 사설을 통해 강화조약반대를 표명하였다. 

그 후 대부분의 유력지가 강화조약을 반대하는 논설을 게재하였다. 예를 들면, �오사카

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9월 1일자 사설 시체와 같은 강화에 조기를死体的講和に弔旗を , 

�지지신문時事新聞� 9월 1일자 사설 강화조건은 유감講和の条件は遺憾 , �도쿄니치니치신문

東京日日新聞� 9월 2일자 사설 배상금포기는 불가賠償⾦放棄は不可 등이 있다.27⦁ 결국 9월 

5일에 약 3만 명의 민중들이 히비야日比谷공원에 집결하여 강화조약파기를 요구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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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르고 마침내 민중들의 폭력적인 시위에 대응하여 당국은 도쿄시

내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17명

의 사망자와 약 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검거자 수 또한 2천여 명 이상에 이른

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히비야야키우치日比谷焼打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히비야야키우

치사건은 국가의 전쟁프로파간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그 실상의 불균형이 빚은 사

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러일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은 결코 자랑스

럽기만 하거나 위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러일전쟁 이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러일전쟁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쟁으로 자리잡아가게 된다. 1905

년 10월에 도고제독이 이끄는 해군연합함대의 개선을 시작으로 일본 내의 곳곳은 전승

축하회와 개선기념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국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는 러일

전쟁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분위기의 연출에 사진그림엽서도 기여한다. 1905년 10월 15일에 발행된 제4

회 ‘전역기념’ 사진그림엽서시리즈에는 ‘스이시잉에서 아군과 적군사령관의 회견水師営ニ

於ケル彼我司令官ノ会⾒’이라는 캡션의 엽

서가 등장한다.([��21] ��) 

스이시잉水師営은 러일전쟁 중의 

뤼순군항공방전의 정전조약이 체결

된 장소로 이 조약으로 뤼순군항공방

전은 일본의 승리로 결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의 제3군사령관 노

기 마레스케 대장과 러시아 측의 아나

톨이 스텟셀Anatolii Mikhailovich Stoessel 

27⦁ 그 외에도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천황에게 굴욕강화의 파기를 바란다(天皇に屈辱講和の破棄

を願うと)｣(9.1), �호치신문(報知新聞)� ｢비분의 투서 속속 모여든다(悲憤の投書続々寄せられる)｣(9.2) 등의 

사설이 확인된다.

[엽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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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이 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을 일본에서는 이른바 ‘스이시에이의 회견水師営ノ会⾒’이라

고 부른다. 당초 ‘스이시에이의 회견’은 일본과 러시아 양진영의 지휘관들의 집합사진만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나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사진이 아닌 회화양식의 전쟁화로 제작되었

다. 화가는 역사화나 전쟁화에 능한 화가 오야마 쇼타로⼩⼭正太郎(1857~1916)이다. 엽서를 

살펴보면 오른쪽에는 일본군 지휘관들이, 왼쪽에는 러시아군 지휘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중앙부근에 흰 수염을 기르고 한손에 장갑을 낀 채 패용한 군도에 의지하듯 

서 있는 인물이 노기대장이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약간 허리를 숙여 노기대장을 응대하고 

있는 인물이 러시아군 스텟셀 중장이다. 그림에서 보면 노기대장은 장갑을 벗은 오른쪽 

손을 살짝 앞으로 내민 채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치 노기대장이 스텟셀 중장에게 훈계하는 듯한 장면에 가깝다. 러일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육군 측의 중대한 사건인 만큼 ‘스이시에이의 회견’은 사진이나 니시키

에, 회화 등의 많은 시각미디어 등에서도 다루어졌다. 하지만 사진그림엽서에서 재현된 

‘스이시에이의 회견’은 승전국 일본의 여유와 패전국 러시아의 굴욕(_2�ã4�rä�6����

RÓ��Êå)을 적절히 연출함으로써 이후의 ‘스이시에이의 회견’에 대한 담론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스이시에이의 회견’은 1910년에 발행된 문부성의 제2기국정국어교과서 �심상소학

독본尋常小学読本�의 교재로도 수록되었다.28⦁ 그 뿐만 아니라 1913년에 발행된 �심상소학

창가 제5학년용尋常小学唱歌 第五学年⽤�에도 등장하며 러일전쟁을 일본국민의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도 1906년 4월 29일에 ‘만주군총사령부개선기념’으로 발행된 ‘From a 

photograph taken at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Manchurian Armies in Mukden(Y

96��[tÞ�æ�kç�)’이라는 영문캡션으로 소개된 [엽서22]는 30년 후에 �일러전역30주년기

념사진그림엽서⽇露戦役三⼗周年記念絵葉書�(4v�1wx)로 재발행 되었다. 이때는 ‘봉천에서 이원

수 육대장奉天における⼆元帥六⼤将’이라는 일본어캡션으로 소개되었다.([��23] ��) 이것은 

28⦁ 海後宗臣·仲新, �教科書にみる近代日本の教育�, 東京書籍, 1979,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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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22] [엽서23]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러일전쟁의 ‘영웅’을 다시 소환함으로써 또 다른 전쟁인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프로파간다

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당초 엽서에 부여된 미디어로서의 기능뿐

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재현됨으로써 공적기억을 형성하는 장치로서도 역할

을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전쟁으로 

각인되고 기억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또한 러일전쟁의 대표적인 장면, 예를 들면 육군의 

‘스이시에이의 회견’이나 해군의 ‘쓰시마해전’에서의 승리 등을 사진그림엽서로 재현하

고 몇몇 전쟁지도자들의 영웅적 활약상을 신격화 하면서 이른바 ‘러일전쟁관’의 형성에

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서 러일전쟁을 계기로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

쟁이라는 동시대적 기억을 국민적(è�q) 기억으로 통합시키는 한편 그 이후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재활용되었다는 점을 부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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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사진, 영상, 그림엽서를 주제로 삼아 ‘기억과 표상’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권혁희1⦁, 서지영2⦁, 권행가3⦁, 오윤빈4⦁ 등 근대 일본과 

조선의 ‘기억’을 사진그림엽서, 회화 등을 통하여 환기시키고 그것이 갖는 시간적, 공간

적 의미는 물론 역사적으로 구축되고 축적된 다양한 표상담론의 정치성에 대해서도 주

목을 하고 있다. 주로 조선의 민속이나 풍속을 전근대적인 이미지표상으로 확대 재생산

함으로써 정체된 조선을 그려내고 식민지 지배의 불가피성을 암암리에 알리는 역할을 

사진그림엽서가 감당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는 기억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혹은 무엇

1⦁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2⦁ 서지영, ｢표상, 젠더, 식민주의 :제국 남성이 본 조선 기생｣, �아시아여성연구� 48,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

연구소, 2009. 

3⦁ 권행가, ｢일제 강점기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이미지｣, �美術史論壇� 12, 한국미술연구소, 2001. 

4⦁ 오윤빈, ｢근대기에 형성된 한국이미지 :사진엽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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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왜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억의 기록’과 기록된 기억을 어떻게 읽어내고 기록된 

것들 안에 숨겨진 의도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의 기억’들에 대한 

관한 연구이다.

한편, ‘근대’의 산물들 중 일반대중들에게 ‘자아의 대상화’ ‘이문화 조우’의 계기를 

제공해 준 것은 사진기의 발명, 보급과 획기적인 대량복제 기술에 힘입은 사진일 것이

다. 이러한 근대 산물이 갖는 다양한 의미 중 문화진화론의 잣대로 서구의 문명과 비서

구의 미개, 야만이라는 이항 대립적 언설을 구체화하는 도구로 사용된 점은 보편적으

로 인정되고 있다. 다양한 기억유산 중에서도 사실성을 전제로 한 사진매체는 극히 짧

은 시간에 재현되고 복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보급되는 과정에서 스테레오 타입

의 ‘타자관他者觀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피사체와 촬영자의 상

호인식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우리들과 다름’ ‘우리들과 〇〇이 다름’이라는 단순

한 구별에서 그 기준은 당연히 자문화 중심주의적 잣대이겠지만, 자문화 또한 문명개

화의 프로세스를 통해 채색된 잣대일 것이다. 찍어야만 하는 장면과 찍어 둔 장면은 

이런 의미에서 대상에 대한 ‘기록’에서 타자관의 ‘기억’으로 재현되는 과정을 거쳐 스테

레오 타입의 타자관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룰 ‘일

제침략기’ 일본인들에 의해 취사선택되고 표상된 당대 ‘조선의 민속과 풍속’에 대한 기

존연구들을 검토하고 동아대 신동규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5만여 장의 사진그림엽서5⦁ 

중 ‘조선의 민속과 풍속’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제침략기 조선풍속이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단, 지면상의 한정으로 인해 신동규 

컬렉션 중 비교적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풍속과 관련된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일제 침략기에 제작 유포되었던 사진·그림엽서는 당대 조선사회의 풍속원형을 복

원, 재생하는 기초자료로서의 가치와 미개, 야만의 상징도구로서 이용된 부정적인 평가

5⦁ 신동규교수가 수집해 온 약 5만여 장의 사진그림엽서 중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귀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아 ‘신동규 컬렉션’으로 명명함에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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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에 존재한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1934년 조선총독부가 제정, 공포한 의례준칙

시행 이전의 사진엽서들은 비교적 원형에 가깝다는 평가6⦁를 받고 있다. 예컨대 건물이

나 명소 경관 등 움직이지 않는 정물靜物의 경우 그 기록성은 공간적 구성이나 시대적 

변화를 재현할 수 있는 당대의 원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근대사 연구에 있어 

엽서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되, 그 내용에 표상된 ‘시선’이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증

을 충분히 거친 후 활용해 나갈 가치가 있다는 주장7⦁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대상을 

반영하는 일상생활의 단면이나 결혼, 장례, 환갑 등의 인생의례, 복식, 놀이 등 사진·그

림엽서(,E, ;é6�2���®���7)에 실린 이미지들 살펴봄으로서 풍속의 변화와 변용의 과

정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조선다움을 표상하는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일본

의 시선, 둘째는 문화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취사선택되었을 ‘문명국 일본’과 ‘미개한 조

선’의 대비에 동원된 표상 들이다. 전자의 ‘전통’과 관련된 엽서는 일본인들에게 알려진 

조선의 전통풍속, 혹은 자문화의 시선에서 바라 본 이문화의 전통에 대한 시선이 조선다

움을 어떠한 형태로 표상하였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시대에 뒤쳐진 전근대

적인 것들이지만 ‘고귀함’을 갖추고 있으며, 문명의 잣대에서 보면 ‘미개/야만’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는 ‘고귀한 야만noble savage’8⦁이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전통의 고귀한 야만성(=nk�)과 근대의 문명화된 신풍속의 어색한 공존이 전통=전근

대·미개를 표상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학구도 아래 엽서라는 매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

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6⦁ 김수현, ｢[식민지에서 온 사집엽서5 :풍속엽서] 전통풍속과 복식연구의 보고 :사진관에서 모델 고용해 촬영하기

도｣, �민족21�, 2009, 144쪽.

7⦁ 浦川和也, ｢絵葉書で朝鮮総督府を見るー｢朝鮮半島絵葉書｣の史料的価値と内包された｢眼差し｣｣, �朱夏�

第21号, せらび書房, 2006, 44쪽.

8⦁ 船曳健夫, �｢日本人論｣再考�, NHK人間講座, 2002, 10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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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사진·그림엽서와 문명

일본의 경우1900년 10월 ‘우편법’이 제정되어 사제엽서의 인쇄, 발행이 허가되면서 

대중매체로서의 엽서발행이 본격화 된다. 특히 러·일전쟁기에 전쟁 상황을 담은 엽서

는 일반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는 ‘정보매체’의 

역할까지 주어졌다. 이러한 전쟁특수로 인해 ‘明治38年戰役陸軍凱旋觀兵式記念’ 엽서

의 ‘奉天城內八將軍’ ‘中古に於ける凱旋式’의 인기는 대단하여 도쿄의 에도바시江⼾橋에 

있었던 우편국 앞에는 이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의 진을 이루는 북새통으로 소년 

2명이 질식사할 정도였다9⦁고 한다. 이는 카메라 기술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전쟁에 대비하여 일본은 물론 조선, 대만, 중국에서 측량과 정찰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기술이 사용되어 왔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사이 두고 다수의 

‘외방도外邦圖’가 제작되었다. 

이때 첩보활동에서 얻어진 1차 자료들이 엽서에 이용되면서 엽서의 생산과 유통을 

극적으로 확산시켰으며, 청일, 러일전쟁으로 인해 폭발적인 엽서수요가 창출되었다.10⦁ 

이때 조선이나 중국의 첩보사진 이외에도 각 지역의 풍물이나 풍습 등도 촬영되었는데 

이러한 사진들이 이미지로서 엽서에 전용되었다. 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폭력적 사건이 엽서라는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제국주

의에 대한 정치적 찬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엽서가 광범위하게 제작, 유통되

었다는 점에서 근대기 엽서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명치유신을 통하여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일본 역시 자국의 

전근대적인 풍속으로 상징되는 생활습속이나 관습에 대한 재고와 계몽이 문명개화의 

명분 아래 개선, 철폐되어야 할 악습으로 규정되었다. 문명개화정책에 따라 미개한 습속

9⦁ 浦川和也, ｢朝鮮半島絵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し｣｣, �環� vol.23 Autumn, 2005, 162쪽.

10⦁ 朴美貞, ｢レンズが生み出す朝鮮という他者｣, 朴美貞·長谷川怜, 遍, �日本帝国の表象ー生成·記憶·継承�, 

えにし書房, 2016,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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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계몽운동이 정치,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명치초기인 

1868년부터 1873년 10월까지 동경부에서 실시된 풍속관련 통제 중에는 ‘惡習五條の

禁’11⦁이라는 규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①나체裸體 등으로 외출하는 것,12⦁ ②남녀혼

욕, ③춘화春畫판매, ④음경陰莖모형의 매매, ⑤문신에 대해 악습으로 금지하였다. 이러

한 풍속규제는 많은 서양인들이 왕래하던 동경을 비롯해 하코다테, 고베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일본의 일상적 생활관습이 서양인들로부터 야만적이며 미개

한 것으로 비판 받아 ‘악습’으로 규정됨과 동시에 ‘야만, 미개’로부터의 탈출은 문명개화

로의 첫 걸음이라는 계몽운동이 각종 풍속규제를 통해 시행되었다. 당연히 일본의 전통

미와 근대서구의 ‘문명미文明美’는 대립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몽되어야 할 전통과 

고귀하고 순수하며 ‘일본다움’을 표상하고 기리는 대상 사이에 가치론적 구별 또한 엽서

에 전용되었다. 

예를 들면, 서구화된 건물들, 전차와 전신주, 세련된 서구 복장을 한 ‘문명 일본인들’

이 표상된 장면을 엽서에 담아 대대적으로 소비, 유통시킴으로서 야만, 미개로부터 탈출

한 일본을 표상하는 한편, 전통의 우아한 모습을 한껏 뽐내는 일본식 정원이나 명소가 

일본문화의 고유한 순수성을 담아내는 시선으로 처리되었다. 물론 이러한 표상들 중 

서구인들에 의해 제작, 유통된 각종 사진이나 엽서, 정물화 등에는 야만, 미개의 표상으

로 이미지화 된 ‘미개로부터의 탈출’ 이전의 전경화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일본다움’

을 표상하는 것으로 생활풍속, 전경, 사무라이, 게이샤 등이 서양인들에 의해 발견,13⦁ 

획정되었고 그 중에는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에서 야만/미개로 평가되어 개선 혹은 계몽

의 대상이 되었다.

‘문명’의 시선으로 바라본 ‘야만/미개’의 억압적이며 차별적인 시선의 극치를 이룬 

11⦁ 百瀬馨, �文明開化 失われた風俗�, 吉川弘文館, 2008, 59쪽.

12⦁ �조선의 습속� ｢보철편｣에 “肌を現はすことは朝鮮の人の最も嫌忌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 この點に無頓着

な内地人は､ そのため朝鮮の人から下賎視されるのであります”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들의 

나체습속은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명의 위치에 있었을 일본 스스로에게도 개선되어야 할 습속이었다.

13⦁ 오윤빈, ｢근대기에 형성된 한국이미지－사진엽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3,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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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중 대표적인 것이 ‘인종전시’

였다. 구도화 된 사진이나 그림

이 아닌 살아 있는 인간을 전시

함으로써 식민지화의 대상이 된 

야만과 미개의 적나라한 구분법

이 각종 박람회를 통해 표상되

었다.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시

작된 만국박람회는 서구의 산업

과 제국의 우수함을 전시하고 

열등한 식민지에서 포획한 각종 

재화나 문물들이 ‘문명대중’들

의 욕망을 자극하는 재현의 공

간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14⦁ 서구화로 표현되는 근대산업국가와 제국주의의 욕망을 동

양에서 가장 먼저 채현하여 온 일본은 후발 오리엔탈리즘의 구현자로서 ‘또 다른 주변의 

야만/미개’의 발견과 획정이었다. 그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이웃 조선이었으며, 후발문

명인 일본인들에 의해 개선, 계몽되어야 할 대상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통해 문명개

화의 길을 걷게 해야 된다는 문화진화론적 논리가 엽서이미지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후발 문명국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야만/미개라는 주변부를 획정해 

가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1903년 오사카 텐노지에서 열린 ‘제5회 내국권업박람회内国勧業

博覧会’에서의 ‘인종전시’사건이다. 위 자료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류관에 사람들을 

전시(琉球新聞社 Å>)15⦁하는 부스가 만들어지고 야만 혹은 미개한 인종으로 규정된 일본의 

주변부 사람들이 전시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인종전시’라는 대단히 자극적

인 테마를 중심으로 야만/미개인을 직접 전시, 진열하는 그야말로 ‘야만적인’ 문명인의 

14⦁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130쪽.

15⦁ 浦川和也, ｢近代日本人のアジア·南洋群島へのまなざし｣.

[자료] 인류관에 전시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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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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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었다. 일본인류학회의 창립자이기도 한 츠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의 지도 아래 아이

누, 대만원주민, 유구인, 조선인, 중국인, 인도인, 자바인 등 21명이 진열될 예정이었으나 

각 관계자들의 항의로 중국인은 사전에 진열중지 되었고, 조선인, 유구인은 도중에 진열

중지 되는 사건이었다. 이는 그간 일본이 서양에 의해 비문명에 대한 문명의 시선으로 

비춰지는 ‘객체’였다면, 일본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주변의 야만

/미개를 ‘객체’로 바라보는 위치전환이었다. 이러한 위치전환의 구도를 간접적으로 지적

할 수 있는 사례를 몇 장의 사진과 엽서를 통해 살펴보자. 

아래 왼쪽의 일본사진들은 나가사키대학부속도서관소장⻑崎⼤学附属図書館所蔵의 약 7,700여 

장의 막부 말기幕末·메이지기明治期의 사진을 DB로 구축한 幕末·明治期日本古写真コ

レクション 에서 인용한 것들이다. 오른쪽의 한국사진은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1920년

대 조선풍속 엽서들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사진1-1]은 1904년 일본의 우지宇治에서 흑모우⿊⽑⽜를 이용하여 논일을 하는 모습이

다. 해제에 따르면 영국의 사진가 H·G·폰팅Herbert George Ponting이 찍은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사진1-2]는 쌍겨리로 논을 갈고 있는 모습을 담은 1900년대 후반-1910년대 

후반 한국의 풍경이 담긴 엽서이다.16⦁ 엽서

에는 ‘牛は内地より大なり(Å2� ¥r�7� ê7)’라

는 메모가 적혀 있다.

 

16⦁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민속원, 2009, 194쪽.

[사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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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 

[사진1-3]은 미국의 Underwood & Underwood사가 판매한 1904년경의 입체사진인

데 “소녀들이 마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등에 업힌 어린아이가 얌전하게 업혀 있다”는 설

명이 붙어 있다. 오른쪽 [사진1-4]는 1920년대 어린아

이를 돌보고 있는 한국의 소녀들을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1-5]는 명치 4년

(1872) 笊屋zaruiya 라는 

제목으로 “소나무 다음으

로 중요한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등 잡화를 파는 행

상인. 새해에 잘 팔린다”

는 해설이 붙은 The Far 

East17⦁에 실린 사진이다. 

[사진1-6]은 대나무로 만

든 바구니를 가득 짊어진 

17⦁ 스코틀랜드 출신 저널리스트 존 렛디 블랙이 요코하마에서 간행한 �絵入隔週刊新聞�(英字신문).

[사진1-4] 

[사진1-5] [사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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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7] [사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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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조선의 바구니상인 사진이다. 

[사진1-7]은 위의 언더우드사가 촬영한 1904년의 사진인데, 베틀을 이용하여 베를 

짜고 있는 일본의 가정주부 모습이다. [사진1-8]은 1920년대 물레질과 베틀작업을 하는 

조선농가 주부의 모습이다. 

이상의 사진이미지에서 명치말기와 대정기에 서양인들에 의해 포착된 전근대적인 

일본의 모습과 1920년대 ‘신문명인’ 일본인에 의해 재현된 전근대적인 한국의 모습을 

대비해 놓았다. 일단 사진구도상의 차이를 논외로 한다면 표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양문명 대 야만/미개의 일본, 그리고 또 다시 일본문명 대 야만/미개의 조선이라는 

구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대비이다. 근대와 전근대, 미개와 문명이라는 억압적인 기제가 

식민지 침탈의 동의에 작용되고, 그 결과의 일부로써 사진그림엽서에 선택되고 편집된 

‘기억들의 소환’을 통해 ‘미개한 조선의 민속과 풍속’이 어떻게 기억되고 재현되었는가

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조선의 풍속기억

조선의 풍속엽서는 대개가 8장 1세트 혹은 16장 1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많

다. 당시 조선에서 엽서의 발행, 유통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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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와카야마에 본사를 둔 다이쇼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藝所와 히노데상행⽇之出商⾏이었다. 

대부분의 조선엽서는 양사에 의해 제작 유포되었는데 그 중 히노데상행이 발행한 엽

서가 많이 유통되어 “하루 판매량이 1만 매를 웃돌고 원판 가지 수가 명소 7백 종, 풍

속 6백 종에 달하며”18⦁ 직영인쇄공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엽서에 

이용된 초기의 사진들은 일본군 종군기자단들이 촬영한 것들이었다. 또한 일본 학습원

대학 소장의 만주급조선풍경풍속사진満州及朝鮮風景風俗写真 중에는 청일전쟁 당시 종군

사진사로 활약했던 村上幸次郎가 촬영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다.19⦁ 이러한 사진들이 

엽서에 전용되어 제작 유통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의 사회문화를 알리는 교재에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조선총독부의 의해 제작된 �조선의 습속�은 1935년 개정 11판

을 발간하기까지 10년에 걸쳐 거의 매년 판을 달리하며 유포, 활용되었다. 이 책자에는 

총 47매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엽서에 활용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비문

자 자료의 교재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 책자에는 당대 조선의 사회문화를 일본

인의 시선에서 서술하되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조선을 알고자 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그 참고자료로 편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와 동시에 ‘조선과 일본은 일위대

수一葦帶水의 땅’ ‘풍습이 놀랄 정도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중략) 한일병합도 오

히려 자연스러운 감이 들어’ ‘동종동근同種同根’ ‘공창공영共昌共榮’20⦁ 등의 서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민지지배의 정당성과 원활한 통치의 일환에서 제작 간행되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엽서들 중 조선의 풍속 을 대상으로 한 엽서들이 19세기 말부터 제작, 

유통 되었는데, 개항기의 전근대적인 조선의 풍속들이 낡은 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살펴 볼 몇몇 특정 소재들이 되풀이하여 엽서에 등장한다.21⦁ 

18⦁ 권혁희, ｢사진엽서의 기원과 생산 배경｣,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민속원, 2009, 23쪽.

19⦁ 村上幸次郎는 1895년 경성의 남산에 ｢生影館｣이라는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어 1897년에는 ｢天眞堂｣

을 개점하여 한국풍속사진을 판매하였으며 통감부시절에는 어용사진사로 조선왕가, 귀족, 통감부 주요 인물들

을 촬영도 담당하였다(朴美貞, ｢レンズが生み出す朝鮮という他者｣, 朴美貞·長谷川怜 遍, �日本帝国の表

象ー生成·記憶·継承�, えにし書房, 2016, 36쪽). 

20⦁ 조선총독부 편, 장두식·김영순 옮김, �조선의 습속�, 민속원, 2014,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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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은 1930년 전후 다이쇼사진공예소大正写真

工芸所에서 발행한 ‘傳統古き半島の風習 朝鮮の生活 

十六枚組’라는 조선의 생활엽서에는 사진의 제목과 

함께 짤막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특히 많은 엽서

들 중 우선은 설명문이 곁들어진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진이미지를 보강해 주는 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비록 엽서의 구성상 

짧고 간결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사진이미지에 대해, 간결하

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 혹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가 설명문이든 ‘정

시情詩’의 형태든 그것들을 통해서 ‘조선다움’의 형상

적 이미지를 강화함은 물론 ‘고귀한 야만’ 혹은 ‘순수

한 전근대’를 메르헨으로 표상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

에서 높은 위치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의 오

만함을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당시 조선의 

생활풍속에 대한 설명내용 중 검증가능한 부분에 대

해서는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해제하도록 하겠다. 

[엽서1-1] 신랑, 신부 “남자 15세 여자 14세에 

결혼할 수 있는 조선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조혼풍습

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고, 엽서 

하단부에는 “庚午年(1930u) 8월 29일 결혼기념”이라 

적혀있다. 김두헌에 의하면 당시 조선에서는 남자의 

21⦁ 오윤빈, ｢근대기에 형성된 한국이미지－사진엽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3, 29쪽.

[엽서1] 조선의 생활 엽서 봉투

[엽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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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3]

경우 17세미만 20세 사이에 결혼한 자가 1912년 42.6%, 1925년 37.1%, 1932년 31.4%이

며, 여자의 경우 각각 50.4%, 59.9%, 67.8%22⦁였다고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1899년부

터 시행된 명치민법에 따르면, 남자는 만17세, 여자는 만15세부터 결혼할 수 있었지만, 

191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27세, 여자 23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설명대로 조선인들의 결혼연령이 빨랐음을 알 수 있다.23⦁

[엽서1-2]는 힘센 물건 운반인과 담군擔軍 “차로 운반하기보다는 어깨로 운반한다고 

할 정도로 조선에서는 어깨를 이용한다. 따라서 어깨 힘은 실로 강대하다”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지게꾼을 ‘담군’으로 표현하고 있다. 풍속엽서 중 운반도구와 관련하여 지

게를 이용한 짐꾼들의 사진이 많이 등장한다. 지게꾼이라고 하는 하층 육체노동자들을 

자주 등장시킴으로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조선

인들”이라는 이미지 고착에 사용된 대표적인 사

례로 꼽힌다. [엽서1-3]은 옹기군 “옹기 없는 

조선의 생활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만큼 

22⦁ 김두헌, �朝鮮家族制度硏究�, 을유문화사, 1969, 452쪽.

23⦁ (株)日本ブライダル総合研究所 ｢国における平均初婚年齢の推移｣ http://jbri.jp/data_archive/data_0005.html 

(검색일 2017년 5월 10일)

[엽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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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4] [엽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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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생활에는 중요한 옹기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다용도로 사용되

었던 옹기에 대한 사실적 표현이 당대 생활습속의 특징적인 요소로 소개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옹장甕匠’이라는 옹기기술자들을 관청에 두거나, ‘옹막촌’ ‘옹막리’ 등의 지명에

서도 보듯이24⦁ 조선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옹기들을 피사체로 잡은 것이

다. 다른 엽서정보를 참조해 보면 대동강변으로 추정된다.

[엽서1-4]는 장례행렬 “옛 내지와 마찬가지로 장례행렬은 마을 내를 행렬해 간다. 

거기에는 아직 남아 있는 (과거의)시대가 보인다”는 설명문. 사진에는 인력거를 탄 상주

로 보이는 사람과 영여靈輿의 뒤를 이어 조화弔花를 든 자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다른 

장례행렬엽서에는 조화가 눈에 띠지 않는데 이 엽서에는 유독 많은 조화행렬이 따르고 

있어 인상 깊다. 또한 이 장면은 천연색으로 채색된 엽서나 다른 엽서에 자주 전용된 

대표적 장례행렬 장면이다. 적어도 인력거나 조화행렬이 따른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장례행렬에 근대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엽서1-5]는 강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백의를 상용함으로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24⦁ 강명관, �조선풍속사2－조선 사람들 풍속으로 남다－�, 푸른역사, 2010,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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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6] [엽서1-7]

모든 물가에서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다”는 설명문. 조선인들이 백의를 선호하여 입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엽서이다. 더불어 후술할 다른 엽서에서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중 빨래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한편, 빨래터는 여성들의 공간으로 온갖 수다와 

동네소식을 주고받고 은밀한 험담도 할 수 있는 ‘여성해방구’이기도 하였다.25⦁

[엽서1-6] 얼음 위의 강태공들 “굵은 철봉으로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뚫는 것도 

힘들지만 얼음 위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는 설명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얼음을 깨고 추위를 견뎌가며 낚시를 

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이 잘 재현되어 있다. 뒤의 철교로 보아 한강으로 추정된다. 

[엽서1-7] 천연얼음 채취 “추운나라에서는 그리 귀한 광경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

라도 긴 톱으로 잘라가며 채취해 가는 백의의 무리는 색다른 광경이다” 오늘날은 볼 

수 없는 당시의 얼음채취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한강의 

용산부근으로 추정된다.

[엽서1-8] 낚시하는 사람들 “조용히 흐르는 커다란 강에 작은 배를 띄우고 유유자

적 그물망을 드리우고 있는 사람들의 안락함은 아득바득하지 않는 그 생활을 짐작케 

25⦁ 강명관, �조선풍속사1－조선 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푸른역사, 2010,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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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8] [엽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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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나룻배로 노를 저어가며 그물을 

드리우고 있는 한적한 광경인데 어부로 

보이는 두 명은 머리를 밀어 짧게 하고 

있는데, 노를 젓는 어부는 망건에 탕건을 

쓰고 있다.

[엽서1-9] 베를 짜는 농가 여인 “이

렇게 짠 베는 마을의 큰 장날에 가져가 

그것을 교환하여 일용품을 구해서 돌아

온다” 물레질하는 여성과 베틀로 베를 

짜는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길쌈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과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고된 노동이다. 그만큼 환물성과 환금

성이 좋은 부업이기도 하다. 

[엽서1-10] 느긋한 밭 경작 “지금 조선의 쌀은 내지 쌀의 강적이다. 그 정도로 조선

의 쌀 농사법은 개선되고 진보하여 왔다” 드물게도 조선의 농사법이 일본보다는 앞선다

는 설명이 곁들여 있지만, 소 위에 걸터앉아 유유히 써래질을 하고 있는 목가적인 모습

에서 여전히 전근대적인 경작에 머무르고 있는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 

[엽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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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11] [엽서1-12]

[엽서1-11] 뒷문에서의 휴식 “갓을 쓴 검은 옷의 어른이나 갓을 쓰지 않은 상투, 

짚신을 보면 진정한 조선이 풍속이 뚜렷이 비친다”는 설명문이 실려 있다. 그런데 사진

의 장기 두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판 아래에 영문으로 ‘STANDARD OIL’ 등이 

적힌 궤짝을 엿볼 수 있다. 촬영자의 의도가 어떻든지 장기판에 사용된 이 궤짝은 ‘오

일’이라는 수입물품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시 서민들의 ‘브리콜라주

Bricolage’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브리콜라주란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26⦁에서 언급된 개념인데, 특정한 목적이나 계획에 의해 주어

진 것이 아닌 ‘원래의 용도’ 이외에 ‘아직 사용가치가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전용, 활용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다음 엽서1-12의 ‘노점상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데, 

꼴망태를 어깨에 맨 채로 햇살을 피하기 위해 넓은 갓을 쓴 손님과 달리, 노점상은 검은 

우산을 긴 나무막대에 묶어 햇살 가름막으로 활용하여 마치 파라솔처럼 전용하는 모습

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엽서1-12] 노점상의 모습 “이 노점에 진열된 상품, 그 물건들을 살피고 있는 손님, 

자못 소박한 그들의 생활을 방불케 하지 않나” 진열된 상품들은 짚신, 빗자루, 대나무

26⦁ C,レヴィ＝ストロース, 大橋保夫 訳, �野生の思考�, みすず書房,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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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13] [엽서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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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니, 약재 등으로 보이는 일상생활용품들이 눈에 띈다. 설명문에 “소박한 그들의 생

활”이라는 표현과 자리를 옮겨 다니며 장사를 하는 노점상이 갖는 성격에 비춰 나름대

로 어울리는 설명이지만, 여전히 전근대적이며 뒤떨어진 장사방식의 원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엽서1-13] 가야금 타는 기생 “조선의 음악은 대단히 훌륭하다. 기생의 가야금 연주

는 그저 황홀할 뿐이다” 가야금을 타고 있는 여성의 시선은 카메라시선을 명백하게 의식

한 모습으로 모델을 이용한 연출된 사진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은 아래의 다른 [엽서

2-3]에서도 기생으로 등장한다. 조선의 음악이 대단하다는 칭찬과 함께 “기생의 가야금

연주는 황홀하다”는 설명을 덧붙여 선정적 욕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구

도라 할 수 있다. 

[엽서1-14] 기생에 대해 “조선의 인상으로 언제나 생각나는 흥미로운 하나는 아름

다운 기생 그것이다” ‘기생은 아름답다’ ‘조선을 떠올리면 기생’이라는 선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스테레오 타입의 설명이다. 흑백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눈썹과 입술을 화장

한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경에 놓여 있는 북은 아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특정장소에서 모델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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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15] 기생의 춤추는 모습 “이러한 

고전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 옛날 관기로서 

우아한 무악에 빠진 그윽한 기생이 그리워진다” 

모델이 착용한 복장에 ‘기성권번’의 띠를 두르

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양의 소재 기생조합 기

성권번에 속한 기생일 가능성이 있다. 특정 대

상 기생에 대해 특정한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이

끌어 내는 ‘지시적 상징성’을 “무악에 빠진 그윽

한 기생이 그리워진다”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엽서1-16] 기생의 대화 “조선 하면 기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 올린다. 그 정도로 조선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꽃이

다” 두 여성이 다정히 손을 맞잡고 있는 독특한 

포즈를 연출함으로써 야릇한 호기심을 불러일

으키는 구도로 촬영되었다. “조선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설명

문을 덧붙여 소비자의 성적 욕망을 강화하고 기

생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고착화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두 여인은 다른 엽서에도 

모델로 등장한다.

[엽서2]는 ‘조선풍속집朝鮮風俗集’ 8장 세트로 

대정사진공예소가 발행한 1933년 이전의 엽서

이다.

[엽서2-1] Korean girls with converse 라는 

영문명과 함께 朝鮮娘 라는 제목으로 “아름다

[엽서1-15] 

[엽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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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조선처자가 〇〇〇〇〇(s£ #) 뒷문에서 다

정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다. 그 흰 저고리나 붉

은 치마에서 조선풍속의 가장 걸출한 특색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문이 붙어 있다. 이 사진

의 모델들도 다른 엽서에서 볼 수 있는데, 젊은 

두 여성이 가까이 붙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연

출된 장면이 앞서 살펴 본 엽서에서처럼 조선여

성에 대한 야릇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시각으

로 재현되었다. 또한 치마저고리를 ‘조선풍속의 

걸출한 특색’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조선의 풍속

엽서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일상복이든 외출복

이든 모두 한복을 입고 있다.

[엽서2-2] Villagers’ charm to ill in Chosen

이라는 영문명과 함께 將軍標 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마을 어귀에 때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하는 장군표는 마을 사람들이 惡疫

제거의 주술로서 세운 꽤나 기괴한 풍습의 표현

이다. 그러나 또한 여행하는 사람은 이로 인해 

한층 異鄕의 흥미를 느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엽서의 사진은 취사선택으로 편집되어 

다른 엽서에도 전용되는 사진이다.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는 장승들의 주술적 기능을 나름대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나 “꽤나 기괴한 풍습”으

로 표현함으로써 아직도 조선에는 ‘야만/미개’의 

인습이 남아있음을 암암리에 지적하고 있다.

[엽서2-3] Dancing girls called “Kiisan” in [엽서2-1]

[엽서2] 조선풍속집 엽서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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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2-2] [엽서2-3]

Chosen 이라는 영문명과 함께 劍の

舞 라는 제목으로 “기생은 조선의 대

표적 명물이다. 그 가무음곡에 여행하

는 사람들은 조선의 고전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검무’

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은 봐야

할 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구, 

북, 해금 등을 연주하는 남성악공들과 

전립을 쓰고 검무를 추는 기생들은 보

통 한 팀이 되어 활동하였다.27⦁ 특히 

맨 왼쪽의 여성은 앞서 살펴 본 가야금 타는 기생 에서 본 모델과 같은 여인이다. 

[엽서2-4] Around the Keikairo pavilion, Keijo 라는 영문명과 慶會樓の邊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경성의 경복궁내의 경회루는 조선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는 

아름다운 건물로 원내의 승경과 잘 어우러져 옛 이조의 호화로움을 회상할 수 있는 

27⦁ 강명관, �조선풍속사3－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다－�, 푸른역사, 2010, 193쪽.

[엽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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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2-5] [엽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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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호의 프레임이다”라는 설명문이 붙어 있다. 식민지지배로 조선은 멸망하였고 옛 왕조

의 궁정은 관광명소로 바뀌어 “이조의 호화로움을 회상”할 수 있는 볼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다. 또한 두 여인의 매혹적인 뒤태에서 한국 여성에 대한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구도로 연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엽서2-5] An old potter 라는 영문명과 老陶工 이라는 제목에 “말총으로 만든 고

가의 관을 쓰고 청초한 백의를 입고 일을 하는 이 늙은 도공에게 보는 조선의 옛 풍속은 

기품은 있지만 너무나 정적이지 않나”라는 설명이 곁들여 있다. 그야말로 ‘고귀한 야만’

을 표상하는 장면으로 손색이 없는 엽서이다. 이 엽서에 사용된 사진은 다른 그림엽서에

도 자주 전용되었는데,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조선의 ‘정적靜的’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설명문이 인상적이다. 

[엽서2-6] Washing in Chosen 이라는 영문명과 洗濯 이라는 제목에 “냇가에서 빨

래방망이를 두드려 세탁을 하는 조선 아녀자들은 조선의 풍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백의

를 상용하기에 항상 세탁으로부터 그녀들을 해방하는 여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설명

문이 붙어 있다. 당시 여성들의 가사노동 중에 가장 높은 빈도로 엽서에 등장하는 것이 

빨래하는 모습이다. 개울가나 강가에서 방망이를 두드려가며 손빨래를 하고 있는 전근

대적인 세탁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외부인들에게 이국적인 정취와 미개한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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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2-7] [엽서2-8]

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엽서2-7] Bowing game of Chosen 이라는 영문문과 활쏘기 라는 제목으로 “조선

에서 활 놀이는 부인들도 즐길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그 활이 깊고 시위가 짧기 

때문에 비교적 힘을 쓰지 않고서도 시위를 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선 말기에도 

곳곳에 활을 쏘는 활터 ‘사정射亭’이 있었고, ‘편사便射놀음’이라는 놀이가 있었다. 이 놀이

에는 각각의 놀이팀에 기생을 한두 명씩 두어 과녁을 맞추면 기생들이 노래와 음악이 

연주되었다고 한다.28⦁ 다만, 당시 기생들의 활 쏘는 엽서는 존재하지만, 여성들의 활쏘

기가 일반적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엽서2-8] Seesaw of Chosen 이라는 명문명과 널뛰기跳板遊び 라는 제목에 “조선의 

정월에 하는 남여의 놀이이다. 평소 온돌에만 있기 좋아하여 외출하기를 꺼려하는 부인

들도 이 놀이에는 대단히 활발하고 즐겁게 도약한다”는 설명이다. 여성들의 대표적인 

놀이로 널뛰기와 그네타기가 엽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엽서사진은 다른 엽서에도 

자주 전용되고 있는 장면이다. 특히 “외출을 꺼려하는 부인”들은 아마도 상류층 여성들

을 의미하는 것 같다.

28⦁ 강명관, �조선풍속사1－조선 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푸른역사, 2010, 290-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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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엽서들 중에는 ‘문명’이 갖는 오만한 시선으로 타자화 된 

조선의 풍속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강요된 순수성’의 채현자로서 숙명적

인 위치에 놓인 존재로 표상된 것들이 많다. 결과 ‘가련한’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미개/

야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수동적 존재로서 그려지고, 그 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조선의 풍속은 개화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근대와 전근대, 미개와 문명이라는 억압적인 

기제가 식민지 침탈의 동의에 작용되고, 그 결과의 일부로써 엽서에 선택되고 편집된 

‘기억들의 소환’을 통해 ‘미개한 조선의 민속과 풍속’을 표상하는 도구의 일부로 이용하

였다. 하지만, 본론에서 취급하려는 엽서들은 주로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친 것들이

다. 즉, 미개한 조선을 문명개화의 길로 이끈다는 명분 아래 식민지화했던 일본의 논리

에 비춰보면 이 시기까지 조선은 여전히 야만/미개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의 지배논리는 실패한 것이 되어버린다. 결국은 차별적인 시선, 

제국주의적인 시선으로부터 재현된 조선표상은 엽서를 통해 되풀이 하여 생산, 유통되

었고 미개하고 정체된 조선에 대한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할 수 

있다.

4. 맺음말

앞에서 살펴 본 엽서에 전용된 사진들은 한결같이 ‘조선다움’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전근대적인 조선의 표상으로 내재화 시켜 이미지화 한 것들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지면상 다루지 못한 다른 수많은 엽서에 ‘되풀이’되어 재생산 되어 왔다. 이처럼 사진그

림엽서에 사용된 사진의 경우 피사체에 대해 선별, 성형成形을 하는 과정에서 배제와 

억압이라는 기제가 작용하게 되므로 일종의 ‘기억 편집=기록 편집’이 내재된 형태로 

발행 배포된다. 그림엽서가 단순히 상품 선전이나 통신수단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엽서에 표상된 그림이나 사진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촬

영, 제작될 때 제작자의 의도나 의사가 코드화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코드란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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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류를 따지기에는 몰 가치론적인 엽서들을 찾기 힘들 정도로 조선의 ‘전근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신문명인’ 일본제국의 시선에 투영된 식민지 조선의 

표상과 의미가 텍스트화 되었음을 엽서들이 표징하고 있다.

위에서 당시의 일본인들에 의해 선별되고 성형화된 사진엽서에 표상된 조선의 민속

과 풍속이 근대라는 시선을 통해 어떻게 표상되고 생산, 유통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는 당대 조선의 일상적인 민속 문화가 어떻게 취사선택되어 어떠한 구도 아래 

제작되었는지에 위에서 각 엽서를 통해 일차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대

의 전경화前景化된 조선의 풍속이 각 신분 간의 층위에 따라 발현양상에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차폐되고 은폐되어야 할 여성들의 신체는 상류층 여성에게 요구된 강력

한 도덕률로 작용되었지만, 하층 여성들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거나, 개울가의 빨래터에

서 저고리 아래로 젖가슴을 드러내는 일은 흔하였

다.29⦁ 하지만, 빨래터는 여성들만의 공간이며, 아이

에게 젓을 먹이는 장면은 일상적이 아니다. 즉, 타인

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일상적인 노출이 아니

다. 그럼에도 조선풍속엽서 중 젖가슴을 드러낸 하

층민 여인들이 자주 등장한다. [사진2-1]은 부인의 

물 나르기 30⦁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물동이를 이

고 있는 여성이 두 손을 위로 올리고 짧은 저고리 

아래로 젖가슴을 훤히 드러낸 이 사진은 엽서에 빈

번하게 등장한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튜디오

에서 여성모델을 세워 촬영된 연출된 사진이다. [사

진2-2]는 부인의 옷 갈아입는 모습 31⦁이라는 제목

29⦁ 강명관, �조선풍속사3－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다－�, 푸른역사, 2010, 91-92쪽.

30⦁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민속원, 2009, 303쪽.

31⦁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민속원, 2009, 305쪽.

[사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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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진인데, 역시나 여성모델을 스튜디오에서 촬영

한 사진이다. 이 사진 또한 엽서에 재현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이는 제국=남성의 시선에서 선택되고 

편집된 식민지=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의 ‘기

억’이다. 젖가슴을 아이에게 물리고 있는 모습을 훔

쳐보는 관능의 시선을 엽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조선의 풍속을 빙자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욕

망을 자극하는 시선을 모델고용사진에서 염치불구

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편, [사진2-3]은 앞서 등장했던 [엽서1-2]의 지

게꾼 사진과 함께 하층민들의 전근대적인 육체노동

자들을 표상하는 사진으로 조선풍속엽서에 자주 등

장하는 모습이다. 상 장사膳売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남루한 옷을 걸치고 많은 상을 

지게에 지고 있음에도 웃음 띤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지게꾼이 짊어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을 짊어지고서도 괴로운 기색이 전혀 

없이 웃음을 짓고 있는 오른쪽 지게꾼의 모습에서 ‘힘이 센 야만인 짐꾼’의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상 밑에 두 개의 지게에 의해 받쳐진 

것이 보인다.32⦁ 즉, 지게를 지고 있는 지게꾼을 이미 땅 위에 받쳐진 상 앞에 세워 원근

법을 이용한 사진임을 알 수 있다. 

[사진2-4]는 노동자 지게꾼 이라는 제목이 사진33⦁인데, 어디까지나 지게꾼을 이미

지화한 연출된 사진이다. 이 또한 스튜디오에서 모델을 세워 촬영한 사진이다. 앞서 

지게꾼들과는 달리 말쑥한 옷차림에 어설픈 흰 삼각두건을 두르고, 지게에는 가죽가방

이 실려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지게막대가 아니라 활통과 화살을 잡고 있다. 

32⦁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7, 2009, 269쪽.

33⦁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민속원, 2009, 237쪽.

[사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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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육체노동자의 전근대적 모

습과는 다른 기획, 연출된 사

진으로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의문이다. [사진2-5]는 

야채장사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소년들을 모델로 한 

연출된 사진이다. 조리를 신

고 비교적 깔끔한 옷차림의 

소년 셋이 지게에 야채 비슷

한 것들을 얹고, 나무그림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시선 등 대단히 부자연

스러운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몇몇 사진에서도 보

았듯이 ‘설정된’ 근대적 자아

의 창출과 타자인식이라는 테

두리가 의도된 왜곡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즉, ‘기억 편집=기록 편

집’이라는 형태로 확대재생산 

되어 조선의 풍속이미지가 고

착화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민속 혹은 풍속이라는 용어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에 특정지역의 ‘고유성’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전통’ 등 문화적 특질을 발견하거나 인식하는 일종의 ‘틀’로

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선의 풍속을 대상화 하는 과정에 일정한 ‘왜곡’ 혹은 

[사진2-3]

[사진2-4] [사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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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를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엽서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못

한 당대 조선의 풍속도를 재구성하거나 시대적 정황들을 포착하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유무도 앞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서구식 근대화의 선두주

자였던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시선은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인 구도 안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지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상의 왜곡과 이미지 조작을 통해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엽서가 대중선동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맺

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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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식민지기 기생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일제에 의한 

기생단속령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정책시행으로 조선시대의 관기제도 아래 전통적인 가

악무歌樂舞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기생들을 몸을 파는 창기들과 동일시하여 사회적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식민지배 혹은 문화침략의 산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는 식민

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일본의 권번券番제도1⦁도입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미천한 신분에 

1⦁ 許娟姬(｢韓国券番成立過程の導入期に関する研究ー日本の公娼制度との関係を中心に｣, �人間文化論叢�

第8巻, 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人間文化研究科, 2005, 73-83쪽)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1640년 교토의 시마바

라(島原)에 유곽이 형성되고 당국에 의한 유녀(遊女)들의 관리, 감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마바라유곽에는 

유곽 내에서 생활이 가능하게끔 게이샤(藝者)나 유녀들을 고용하고 있는 오키야(置屋)를 비롯해 챠야(茶屋), 

일반상점이 마련되어 유녀들을 격리, 감시하게 하였다고 한다. 에도의 요시하라(吉原)를 위시하여 전국에 시마

바라유곽을 모델로 한 유곽들이 형성되었고, 1762년경부터는 이들 유곽으로부터 벗어나 바깥에서 영업을 하는 

게이샤나 유녀들이 생겨나 이를 관리, 감시하는 켄반(見番)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유곽 바깥으로 나가 

영업하던 자들에 대해 유곽이 중심이 되어 관리, 감독하고 있었지만, 명치기에 들어 근대적인 정비에 따라 

각 지방의 경찰들이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기생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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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 있던 기생들의 근대적 자아형성에 기여하였고 전통예악의 맥을 잇는 역할에 기여

하였다는 견해이다.2⦁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입장은 비록 기생사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근대사를 관통하는 이론적 양론으로 오늘날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본론에서

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식민지기 사진엽서에 표상된 기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기생이미

지’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한다. 

관기제도의 폐지, 기생단속령, 기생조합, 권번제도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식민지

근대에 새롭게 창출된 ‘기생’의 이미지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라는 시선 안에 표상됨

으로써 이전의 ‘신분제 기생’3⦁과는 다른 사회적 맥락 안에 자리매김 되었다. 식민지권

력에 의해 통제의 대상이 된 ‘대중기생’을 둘러싼 담론과 이미지 표상은 신문, 잡지, 

관광홍보물 등 다양한 층위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본론에서는 기생엽서를 통해 반복

하여 재생된 이미지와 이를 보완, 강조하는 텍스트에 표현된 기생담론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2. ‘대중기생’의 탄생 

조선시대의 기생신분은 관기를 의미하였으며 관비로서 궁중, 지방관청에 소속된 자

들로 궁중에서는 주로 장악원掌樂院에서 기예技藝의 훈련을 쌓아 여악⼥樂을 담당하거나 

내의원內醫院4⦁ 등에서 의녀醫⼥일을 보았던 ‘약방기생藥房妓生’ 혹은 바느질을 담당하는 

2⦁ 기생과 관련된 연구사를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공시적 연구와 통시적 연구로 정리하고 이들 

연구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황미연의 연구를 참조 바란다(�권번과 기생으로 본 식민지 근대

성－일제강점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민속원, 2013).

3⦁ 본론에서는 한정적으로 조선시대 관기제도하의 천민신분의 기생을 ‘신분제 기생’으로 표현한다. 또한 이전의 

한정된 계층에 의한 교섭대상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포착되어 기업(妓業)을 영위하는 근대기의 기생을 

‘대중기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4⦁ 궁중의 왕, 왕비 등의 병 치료나 약 조제를 담당하던 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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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방尙房기생’ 등에 속해 있었다. 특히 약방기생의 경우는 음악, 무용, 문학 등 지식교

양이 가장 뛰어난 자들이었다고 한다.5⦁ 지방의 관아에서는 연회 때에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는 일이나 지방관들의 시중을 들며 처첩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중 

시서화詩書畵에 능하고 용모가 수려하며 기예가 뛰어난 기생들은 중앙의 경기京妓로 뽑

혀가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 천민신분이었던 기생들은 1908년 기생단속령이 시행되기 

이전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중앙과 지방관기의 기안을 혁파하여 약 300명의 관기가 

해고되었고 1905년 여악의 폐지, 1907년 내의원과 상의원의 의녀와 침선비針線婢가 폐

지되면서 관기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6⦁ 

즉, 대한제국기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신분제폐지에 따라 관기제도는 단계적인 폐지

과정에 있었지만, 통감부에 의한 ‘기생단속령’이 실시됨에 따라 식민지근대라는 시선으

로 재탄생한 ‘대중기생’의 창출로 이어졌다.

1910년대 초반의 기생조합과 1915년 이후 권번으로 재조직7⦁된 기생들은 각종 공연

예술을 통하여 전통춤과 여창, 가사, 소리를 중심으로 연주를 선보였다 한다.8⦁ 

즉, 19세기 말엽까지 관기와 기생이 궁중과 풍류방風流房의 음악을 담당하였고, 창기 

혹은 패거리 계집들이 민간에서 유행했던 잡가雜歌, 산타령계⼭打令系음악 등을 불렀으며 

여악이 붕괴되면서 기생들은 장악원掌樂院이 아닌 경시청의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삼패

三牌9⦁류가 조직화되어 급성장하게 되고 관기와 창기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다.10⦁ 

5⦁ 鄭炳設, ｢[座談会]東アジアの遊女·遊郭から西鶴の性愛を考え直すー日本の遊女·中国の妓女·韓国の妓

生ー｣, �西鶴と浮世草子� 4諏訪春雄外, 笠間書院, 2010, 19쪽.

6⦁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근대 기생의 탄생과 표상공간－�,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4, 26쪽.

7⦁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 사회사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9호, 한국국악학회, 2001, 326쪽.

8⦁ 국립민속박물관, �엽서 속의 기생읽기�, 민속원, 2009, 46쪽.

9⦁ 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1927)에서 일본의 유녀(遊女)에 상당하는 여성들을 총칭해서 ‘갈보(蝎甫)’라 하였는

데, 이를 다시 기생(기녀, 一牌), 殷勤者(隱勤者, 二牌), 搭仰謀利(三牌), 花娘遊女, 女社堂牌, 色酒家(酌婦) 

등으로 분류하였다(藤永壮, ｢植民地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確立過程ー1910年代のソウルを中心にー｣, �二

十世紀研究� 第5号, 2004, 15쪽에서 재인용). 그런데 권도희(｢20세기 기생의 음악 사회사적 연구｣, �한국음악

연구� 제29호, 한국국악학회, 2001)에 의하면 이러한 3패 구분은 1924년 �개벽�의 기자가 “경성의 화류계”에서 

기생이 장부에 오르는 순서와 품위에 따른 구분에서 시작된 것으로, 1910년대에는 관기(기생)와 비관기(무명

색·삼패류)로만 나누었고 이러한 양분 계급구도가 무너지고 3등급으로 확장되는 것은 1910년대 말이나 1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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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궁중이나 관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특정인들을 위한 공연을 담당하

였던 관기들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무대공연을 펼치는 ‘대중연예인’으로 자

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기생조합, 권번, 평양기생학교 등에서 훈련을 쌓은 기생들은 근대적인 무대시

설이 갖춰진 극장이나 공연장으로 활동공간이 넓어졌다.11⦁ 1927년 개국한 경성방송 

등 전파매체에서 공연을 하거나, 음반취입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

음악 확산에 기여하는 일부기생들도 생겨나 기생들 간에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생들은 명월관, 국일관 등의 요릿집에서 공연을 하거나 술시중을 

드는 ‘대중기생’으로 활동의 장을 넓혀 갔다. 이들 중에는 신문이나 대중잡지의 연예란

에 등장하여 유명인과 염문을 뿌려 가십을 장식하는 소위 말하는 ‘대중연예인’적인 영역

에서 대중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자들도 있었다.12⦁ 

한편 일본인들의 조선기생에 대한 인기는 기생엽서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관광홍

보책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총독부 철도국이 발행한 조선관광안내

서에는 철도노선도와 함께 주요관광지의 ‘권번’에 대한 소개는 물론 기생의 화대花代가 

소개되어 있을 정도였다. ‘식민지여성=기생’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구’로서 

사진엽서, 관광홍보물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중 일본인들의 

관광코스로도 인기가 높았던 ‘평양기생학교’13⦁는 수업연한 3년의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대 초나 되어서 가능했다고 한다(342쪽). 하지만 1905년에 동경의 박문관(博文館)에서 발행한 �韓國寫眞帖�, 

41쪽에 ‘カルボー(갈보)’에 대한 기술에서 일패, 이패, 삼패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지면상 상술하지 못하지만, 

이미 이능화나 �개벽�의 기자가 쓴 기사 이전에 이미 이러한 구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10⦁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 사회사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제29호, 한국국악학회, 2001, 324쪽.

11⦁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근대 기생의 탄생과 표상공간－�,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4, 89쪽.

12⦁ 서지영, ｢식민지 근대 유흥 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 :기생·카페 여급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문학과 

지성사, 2004, 141-142쪽.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1921년에 평양기생권번 학예부가 설치되었고, 1926년에는 일본 실업소녀학교

의 사례에 따라 기생학교가 탄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시카와 헤스이의 �조선기생관찰기�(2013)에 의하면 

1913년 12월에 ‘기생양성소’가 설립되었다고 한다(57쪽). 또한 이경민(�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근대 기

생의 탄생과 표상공간－�,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4)에 의하면 평양기성권번의 기생양성소 건물[엽서1]을 설명

하면서 “이 곳은 평양기성권번이 운영했던 가칭 기생학교로 1900년대에는 ‘평양관기학교’로 불리다가 19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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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기생기억

도입하여 기생에게 필요한 음악, 무용은 물로 시서화詩書畵, 일본노래, 샤미센三味線 등도 

가르쳤다. 

[엽서1]은 ‘평양기생학교 교사전경’이라는 제목의 사진엽서인데 건물 상단에는 ‘기성

성운루箕城星雲樓’14⦁라는 현판이 보이고, 건물입구 담장에는 ‘기성기생양성소箕城妓生養成所’

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엽서1-1]은 ‘평양기생학교참관기념平壤妓⽣學校參觀記念’이라는 스탬

프가 찍힌 봉투인데 ‘토고사진관판매부東鄕寫眞舘販賣部’

에서 선물로 판매하던 사진세트이다.

 

이와 같이 기생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발행 된 각종홍보물에 ‘조선관광의 꽃’으로 

자리매김 되어 사진엽서, 관광홍보팸플릿, 포스터, 사진첩을 통해 ‘관광아이콘’으로 유

통, 확산되었다.

초반엔 ‘평양기성권번학예부’로 그리고 1930년대 초에는 ‘평양기성기생양성소’로 그 명칭이 바뀌어 왔다”(129

쪽)고 한다. 

14⦁ 국립민속박물관, �엽서 속의 기생일기�, 민속원, 2009, 35쪽의 사진설명에는 

‘기성성로루(箕城聖露樓)’라 되어 있으나, 이슬 로(露)자가 아닌 구름 운( )

의 이체자임을 밝혀둔다. 

[엽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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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대상으로서의 기생과 사회적 맥락 

한편, 1908년 관기제도의 폐지와 기생단속령에 의해 일본의 게이샤 운영, 관리방식

을 수용하면서 성립된 기생조합, 권번제도라는 틀 안에서 조선후기의 전통적 가무음악

이 계승되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기생활동은 전근대시대의 여악으로서의 전

통적 관기이미지를 약화시키면서 기예를 상품적 가치로 전이시키고 기생의 연회 접대부

의 성격을 보다 강화’15⦁시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담당했던 것은 경시청 위생계였으며 1908년 9월25일 동시에 공포된 ‘기생단속

령’과 ‘창기단속령’16⦁은 전통적 가무음악 전승자로서의 기생과 몸을 파는 창기들의 경계

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시선에 새로이 포획된 기생들을 통제와 단속의 대상

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개항 후 일찍부터 기생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통감부의 ‘풍속경찰’ ‘위생경찰’들이었

다. ‘남녀유별’이라는 사회적 질서아래 ‘일부종사一夫從事’를 표면상의 미덕으로 삼던 조선

의 유교사회에서 기생들은 특이한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일부일처제라는 가족제도를 

흔드는 원인이며 매춘문제 등 사회풍기를 흐리게 하는 존재로 철폐되어야 할 대상17⦁이

었지만 일본내지의 사례처럼 국가권력의 통제아래 둠으로써 세금수입, 밀매음 단속, 항

일운동에 대한 정보수집 등18⦁ 식민통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

로 삼았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경찰들이었는데 성매매

15⦁ 서지영, ｢식민지 근대 유흥 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 :기생·카페 여급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문학과 

지성사, 2004, 135쪽.

16⦁ 기생단속령에 따라 경시청에 신고하여 허가증을 얻은 자를 기생으로 인정하였고 그만 둘 때는 허가증을 반납하

여야 했으며, 모두 기생조합에 가입하게 하였다. 동시에 제정된 창기단속령의 경우 기생과 창기는 그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공포된 명령이지만, 기생을 창기로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다.

17⦁ 許娟姬, ｢植民地朝鮮における妓生の舞踊活動とその動向｣, �演劇映像學2010� 第1輯, 演劇博物館グローバ

ルCOE紀要, 2010, 131쪽.

18⦁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근대 기생의 탄생과 표상공간－�,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4,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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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 관련하여 성병검사의 필요성으로부터였다19⦁고 한다.20⦁ 원래 기생과 창기는 다

른 부류였음에도 ‘매음을 통하여 전염’되는 질병의 매개자들로 자리매김 됨으로써 그들

의 몸은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성통제性統制제도는 먼저 해외의 

일본인 사회에 일본내지의 제도를 모델로 한 성性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지배민족에

게까지 일본의 성풍속문화가 침투하게 되면서, 공창제도를 중핵으로 하는 성관리 제도

가 당초의 일본인 매매춘에 대한 관리로부터 식민지사회의 성풍속을 통제하기 위한 시

스템으로 역할을 팽창시켜왔다.21⦁ 

이 점과 관련한 허연희의 연구에 따르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부산이 개항된 2년 

후에 요시와라吉原유곽에서 5명의 창기가 건너 왔고 얼마 되지 않아 309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어 1905년 12월에는 조선의 일본인거류지에는 부산 200명, 인천 258명, 경성 

173명, 원산 103명, 그 외 16개소에 5명에서 50명에 이르는 예창기藝娼妓가 있었고, 예기

견번藝妓⾒番은 인천에 4곳, 진남포에 1곳이 있었다고 한다. 즉, 1905년 시점에 예기, 견번, 

오키야置屋 등 일본 화류계의 시스템이 조선의 일본인거류지에 이미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22⦁ 

다시 말해 일본의 성관리시스템을 식민지 조선에 적용시킴으로써 기생은 몸을 파는 

창기와 동일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일본식의 ‘취체取締(とりしまり)’라는 용어를 쓰

지 않고 일부러 조선식의 ‘단속團束’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선인의 주체적 청

원23⦁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고 기생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선이 은폐되

어 있다.

19⦁ 宋連玉, ｢妓生キーセンをめぐる言説空間と植民地主義｣, 季刊 �前夜� 7号, 影書房, 2006, 213쪽.

20⦁ 특히 통감부 강원도 경찰부장이었던 이마무라 토모에(今村 鞆)가 1909년에 쓴 ｢朝鮮の賣春婦｣가 이러한 관점

에서 작성한 최초의 논고라 지적하고 있다.

21⦁ 藤永壮, ｢植民地朝鮮における公娼制度の確立過程ー1910年代のソウルを中心にー｣, �二十世紀研究� 第5

号, 2004, 13쪽.

22⦁ 許娟姬, ｢韓国券番成立過程の導入期に関する研究ー日本の公娼制度との関係を中心に｣, �人間文化論叢�

第8巻, お茶の水女子大学大学院人間文化研究科, 2005, 75-76쪽.

23⦁ 宋連玉, ｢妓生キーセンをめぐる言説空間と植民地主義｣, 季刊 �前夜� 7号, 影書房, 2006,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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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6세기 말 유녀遊⼥들을 모아 일정한 구역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유곽遊廓이 

성립되면서 에도막부에 의한 법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고, 유녀들은 유곽운영자들에 

의해 관리, 감독을 받는 통제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유녀’와 ‘유곽’이 존재하

지 않았던 조선의 ‘기생’은 서로 다른 존재였다. 이와 관련하여 카와무라는 이조말기에 

일본이 요시와라吉原유곽의 권번제도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에도시대 일본에서 탄생한 

유곽의 유녀遊⼥와 조선의 기생을 동일시하는 일본인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24⦁ 

이처럼 공창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에 공창제도25⦁를 도입하고 그 과정

에서 관기官妓, 기생妓生, 기녀妓⼥, 여악⼥樂, 여기⼥妓 등으로 불리던 여성들은 일본의 유녀

와 같은 의미를 포함한 ‘기생’이라는 일반명사로 표상되고 호칭되었다. 따라서 기생에 

대해 전통음악의 연희演戲주체, 전승주체로서의 기생과 술집, 접대, 몸을 파는 작부라는 

저급 혹은 천대의 대상으로 보는 양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물론 이 사이에는 다양한 층위의 스펙트럼이 존재하여 전자의 긍정적 사회적 위치와 

후자의 부정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 식민지 수탈론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른 다양한 

분석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통예술의 전승자로서의 이미지와 웃음

을 파는 직업여성으로서의 이미지가 일제 침략기를 계기로 기생에 대한 타자화가 이루

어졌고, 말 할 것도 없이 그러한 기생표상의 생산주체는 일제 식민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기생을 표상하고 재현하는 방식 또한 근대의 산물인 사진과 이를 확산시키는 

매체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26⦁ 

예를 들어 이경민27⦁은 1914년 1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예단일백인藝檀一百人’ 특집기사에 소개된 90명의 기생들에 대한 기사에서 기생사진아카

이브의 초기형태를 지적하고 있다. 기생사진과 함께 출신지, 현주소, 소속, 기예, 용모 

24⦁ 川村湊, ｢闇の花､ 朝鮮の妓生文化史｣, �東京人� APRIL2016, 68쪽.

25⦁ 공창제도는 법적으로 1916년 ‘貸座敷娼妓取締規則’ 등 일련의 ‘接客業取締規則’의 제정으로 완성된다.

26⦁ 최인택,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화연구� 51집, 동북아시아문화

학회, 2017.

27⦁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근대 기생의 탄생과 표상공간－�,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4,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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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기삿거리로 제공되었고 기생들이 이미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대중기생’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28⦁ 이러한 기생에 대한 표상작업은 1918년 조선연구회에서 

발행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으로 이어졌다고 이경민은 지적하고 있다. 총 605명의 

기생사진과 함께 각 권번 및 기생조합 기생들의 나이, 원적지, 현주소, 특기 등이 기재되

어 있을 뿐 아니라 각 기생들에 대한 용모평가와 기예평가를 한글과 한문으로 일일이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작업을 누가 왜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진원의 �조선

미인보감� 해제29⦁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을 대상

으로 한 신문, 잡지, 엽서 등에 의해 표상된 기생이미지의 틀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기생이미지의 대중화가 일본인은 물론 당시 조선인들에게도 확산되었

다. 예를 들어 ‘예단일백인’을 연재한 매일신보는 일제의 내선일체를 주창하는 관제일간

지였지만 당시 유일한 한국어 신문으로 조선인독자층에게도 기생의 대중화가 유포되는 

표상공간30⦁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대량으로 유

통된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근대의 산물임을 기억해 볼 때, 조선인에 의한 기생 이미

지와 일본인들의 의한 기생 이미지가 ‘타자성’이라는 시선의 교차를 통해 동질적으로 

소통되고 유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본론의 성격상 다른 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4. 조선의 풍속엽서와 기생표상

 

풍속風俗이라는 용어는 원래 중국고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시정교화施政敎

化가 바람을 이루어 아래의 속俗에 영향을 끼치고 전승되어 가는 것’을 일컫는다.31⦁ 또한 

28⦁ 당시 매일신보는 한국어 일간지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인 식자층들에게도 ‘대중기생’에 대한 이미지수용이 이루

어지고 소비되었을 것이다.

29⦁ 이진원, ｢�조선미인보감� 해제｣, �조선미인보감�, 민속원, 2007, 5-20쪽.

30⦁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근대 기생의 탄생과 표상공간－�,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4,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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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전해내려 오는 생활관습 전반이나, 당대의 유행이나 관습을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나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이데올로기적 용법으로 차용되어 사용될 경우 ‘전통적

인 것=미개未開’ 혹은 ‘개화開化’의 대상으로 타자화되고 이미지왜곡이라는 가치론적 용어

로 포장되기도 한다. 특히 일본에서 사용되는 ‘후조쿠風俗’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풍

속’을 의미하는 일반명사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조선풍속엽서 중에 기생엽

서가 빠짐없이 등장한다는 점, 맥락상 특정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정의도란 조선의 

‘성풍속=기생’이라는 이미지 표상을 강화하는 사회적 맥락을 은연중에 깔고 있다는 뜻

이다.32⦁

또한 식민지기 엽서에 표현된 ‘양반’ ‘사대부’ 등 조선의 특정 신분이나 ‘역부⼒夫’ 

‘지게꾼’ ‘옹기장이’ 등 특정직업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기제로 

활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엽서에 사용된 사진이미지는 대량으로 인쇄, 복제되어 

유통됨으로서 이미지의 고착화는 물론 식민지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일종의 기호역

할을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인들에 의해 유통되고 확산된 조선의 특정신분과 직업에 걸쳐 

대상화된 것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기생’일 것이다. 이는 일제 식민지기부터 1970년대 

후반 즈음 일본남성들에 의한 ‘현지처’ 의미와 섹스관광이 포함된 ‘기생관광’ ‘기생파티’ 

‘기생출장’에 이르기까지 양 세기에 걸쳐 통용되어 온 대단히 이례적인 용어 중의 하나

로 꼽을 수 있다. 기생은 왜 이러한 이미지로 고착되어 왔을까. 기생은 당시 조선의 

전통적인 남녀유별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남녀질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존재로 뭇 

남성들과 자유로운 교섭이 가능했던 특이한 존재였다. 따라서 일본의 예, 창기와 동일시

되어 몸을 파는 직업여성으로 사회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성풍속의 매개

자’라는 기생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기 일본인들에 

31⦁ 福田アジオ 外 編, �日本民俗大辭典�, 吉川弘文館, 2000, 454쪽.

32⦁ 일본에서 발행된 엽서 중 ‘풍속’이라는 제목이 직접적으로 인쇄된 세트엽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대만, 

만주, 조선의 경우 ‘풍속’이라는 제목의 세트엽서가 많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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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통용된 이러한 기생이미지는 엽서라는 매체를 통하여 확산되었고 기생이미지의 

고착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홍보물에 빠짐없

이 등장한 것도 기생사진이었다.

예를 들면 1911년 3월 일본의 국민신문사와 조선의 경성일보사가 공동주최로 조직

한 ‘조선실업시찰단’ 231명이 내한하였을 때 각지를 시찰하며 만들어진 사진첩에 빠짐

없이 등장한 것이 바로 기생사진이었으며 이는 “일본인이 집단으로 행한 기생관광의 

기원”으로 엿볼 수 있다고 지적33⦁한 것처럼 ‘기생’이라는 용어가 조선시대, 식민지기를 

거쳐 근,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통용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한편 엽서가 개인 간 혹은 다양한 관계자들끼리 주고받는 ‘서신’기능을 갖지만, ‘봉

서’가 갖는 ‘내밀성內密性’에 비교하면 제3자에게 ‘누설’될 가능성이 큰 ‘불완전한 서신’이

다.34⦁ 그럼에도 엄청난 양의 조선의 사진엽서가 유통되고 소비된 배경에는 사진엽서가 

갖는 다의성多義性 때문이다. 

즉,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된 조선의 ‘이미지표상’이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대량으

로 확산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매체의 기능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엽서는 

일본인을 주요고객층으로 일본인이 제작하고 발행한 것이기에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인

들을 바라보던 ‘시선’이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자료35⦁이다. 특히 기생엽서는 다량으로 

유통되어 조선관광 기념선물세트로도 인기를 획득하였고 조선을 찾는 일본인들의 식민

지 여성에 대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품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초기의 기생사진은 마치 증명사진을 찍듯 무표정한 모습이었고, 1900년 초반부

터 1910년경까지는 관기복장이나 기예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 성적 이미지보다 풍속적 

이미지가 강조된36⦁ 사진이 엽서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양한 포즈

와 친근한 미소를 띠며 여성성이나 기생에 대한 성적 욕망의 시선에 포획된 이미지가 

33⦁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근대 기생의 탄생과 표상공간－�,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4, 193-194쪽.

34⦁ 浦川和也,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①�, 민속원, 2017, 11쪽.

35⦁ 浦川和也,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①�, 민속원, 2017, 13쪽.

36⦁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2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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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며 1920년대, 30년대로 오면 

조선풍속이나 기생이라는 제목이 점차 사라지고 

[엽서2]처럼 각 기생의 이름이 쓰인 개성이 강조된 

1인 사진이 나오기 시작한다.37⦁ 이는 유곽에서 유

녀들을 유리 창문 앞에 세워놓는 대신 사진을 진

열했던 당시의 사회상38⦁을 감안하면 기생의 이미

지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진엽서에 인쇄되어 불

특정 다수에게 유통되었다. 따라서 기생엽서는 남

성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매체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또한 기생엽서 중에는 ‘조선미

인=기생’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여성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생이미지 표상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텍

스트가 곁들여져 있다. 텍스트는 짧은 ‘감상문’형

태나 ‘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작자를 특정할 수 없다. 다만 엽서발행소에서 디자인, 

편집하는 과정에 관계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텍스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진의 형상적 이미지를 보완, 강화할 뿐만 아

니라 표상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담론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39⦁ 사

진엽서라는 한정된 공간에 표상된 ‘이미지 설명문’은 비록 그 형식이나 내용이 전형적

인 ‘시’나 ‘절구絶句’의 형태를 벗어나거나 다소 격이 떨어지는 것이라 평가되더라도 소

비자들에게는 대단히 인상 깊은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신동규 컬렉

션’40⦁ 중에서 8장 세트엽서로 기생이미지를 강조하거나 보완하며 ‘기생담론’의 중심적

37⦁ 박민일·신현규, ｢전통공연 계승의 관점에서 본 권번 기생 고찰｣, �엽서속의 기생읽기�, 민속원, 2009, 180쪽.

38⦁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233쪽.

39⦁ 최인택,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화연구� 51집, 동북아시아문화

학회, 2017, 137-138쪽.

40⦁
“신동규컬렉션”에 대한 소개는 최인택(｢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

화연구� 5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7, 132쪽)을 참조 바란다. 동아대 신동규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5만여 

[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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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틀을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여덟 사람의 기생” “조선풍속 기생생활” “기생정

서”라는 제목의 엽서세트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41⦁

1) 여덟 사람의 기생艶姿八態

[엽서3]은 경성 히노데상행京城⽇之出商⾏에서 발행한 8장 세트 사진엽서로 1930년대 

중반이후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봉투에 ‘妓生 艶姿八態’라 적혀 있는데, 한글로 ‘여들사

람으기생’이라 인쇄되어 있다.

장의 사진그림엽서는 식민지기 조선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유·무형문화유산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시각자

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군은 한반도를 둘러싼 근대사연구에 새로운 시대적 정황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 학문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신동규컬렉션의 학문적 가치가 인정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 DB구축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3년간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繪葉書]의 수집·

분석·해제 및 DB구축’을 주제로 진행 중임을 밝힌다.

41⦁ 이 외에도 본론 주제와 관련된 몇몇 엽서세트가 있으나 지면상 본론의 논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세 

종류의 엽서세트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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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3-1] 입맞춤

붉은 입술로 조용한 입맞춤. 열정의 입술로 뜨거운 입맞춤. 꽃이여! 그대는 정말로 행복

한 자로구나. 웃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치열을 드러내며 애교가 눈에서 입에서 뺨에서 

지금 당장에라도 뛰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즐거워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건 정말로 즐거운 일인걸요. 그렇다면 그녀여! 이 우울한 인생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아

낸 그녀여! 그녀여!

くちづけ  紅き唇もて、ひそかなるくちづけー パッションの唇もて、あつさくちづけーな

れ、花よ！そちやホンマに仕合せもンぢやぞい。彼女は白い齒並を見せて笑ひました。愛

嬌が、目から、口から、頬ペタから、今にも躍り出してきさうです。あたし、とても朗ら

かなのーでも、生きてるつてこととても樂しいこつてすものーさては彼女よ！この憂鬱な

人生に、生きることの樂しさを見出し得た彼女よ！さては彼女よ！.

엽서사진의 주인공은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소문난 오산

월吳山月이다. 어깨에 숄을 두

르고 무심히 꽃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와 “열정

의 입술로 뜨거운 입맞춤”이

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설명문

이다. 

[엽서3-2] 추상

어둠에서 어둠을 헤집어가며, 오래된 기억에 잠긴 여자. 고향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 

산을, 저 강을, 어릴 적 친구를, 아아, 그리고 첫 사랑의 추억을. 이어지는 추억은 추억을 

불러 마음의 고동이 슬픈 음악을 연주한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그 사람. 그래도 역시 

그리운 사랑의 상흔. 어둠에서 어둠을 헤집어가며 오래된 기억에 잠겨든 여자.

[엽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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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想  闇から闇をまさぐつて、古き憶ひ出に浸り

ゆく彼女ー故郷のこと父のこと、母のこと、あの

山、あの川、幼なかりし頃の友のこと、あゝそし

て初戀の憶ひ出ー次から次へ、憶ひ出は憶ひ出を

誘つて、こゝろの顫動が哀音を奏でろ 思ふまい、

彼のひとのことーでもやつぱりなつかしい戀の傷

痕ー闇から闇をまさぐつて古き憶ひ出に浸りゆく

彼女ー.

기성권번箕城券番 기생 장연홍張蓮紅(1911uÍ)은 

뛰어난 미모와 지조를 겸비한 명기로 21세 때 상

해로 유학길에 올랐다42⦁고 하나 그 후는 불명이

다. 책을 펼쳐놓고 그윽한 눈매로 위쪽으로 시선

을 던지고 있는 모습에서 매혹적인 연출이 가미된 촬영기법이다. 손에 쥔 부채가 눈에 

띈다. 엽서 윗부분에는 조선총독부건물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엽서3-3] 눈길을 담아

힐끗하고 곁눈질로 당신을 보며 웃었다면서요. 그래서 곤약처럼 된 건가요. 당신…안 

되겠네요…뭘, 그리고는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녀가? 아,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게 뭔가

요. 자, 자네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게나. 그리고 있자나, 그녀가 나를 살그머니 사람이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말이야, 우물쭈물… 뭡니까, 그 우물쭈물 이라는 게? 그래서 말야, 

그녀가 말야, 당신, 바지 단추가 열려있어요 라고 그러더라고.

眼差しこめ  チラと横目で貴郞を見て笑つたんですつて、そいで蒟蒻のやうになつちやつ

たンですか、あんたは…いかんですなア…なに、それから話があるつて、彼女が？ ホ

42⦁ 국립민속박물관, �엽서 속의 기생읽기�, 민속원, 2009, 29쪽.

[엽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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ウ、でその話は？…まア君、さう急さ給ふナ。それか

らね、彼女が僕をソッと人の居ない所へ伴れだして

ね、ウニャウニャ…何ですかァ、そのウニャウニャて

のは？そのォね、彼女がね、あんた、ヅボンのボタン

外れてるつて云つたよ。

전통적인 치마저고리가 아닌 양장을 하고 하이힐

을 신고 있다. 드물게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포즈

를 취하며 신여성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밑바탕 

배경 사진은 압록강 개폐교로 보인다. 사진이미지와

는 어울리지 않는 민망한 수준의 음담을 담고 있어 

다소 격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엽서3-4] 이심전심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싫어. 그럼, 남편 싫어. 서로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슬플 때, 기쁠 때, 어느 때나 마음

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 껴안아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우정으로 묶인 두 사람의 모습은 부러

움을 넘어 황홀하게 합니다. 아아, 환희여, 애수여, 사

랑이여, 눈물이여!

心と心と  あたし、ママになつたげる。ヤさ。ぢやア、

ハズヤよ。お互いの心から心へー悲しいとき、嬉しいと

き、毎時心をわけ合つて、一緖に泣き、一緖に笑ひ、相

抱いて慰め合ふ、美しい友情に結ばれた二人の姿は、羨

ましさを超越してうつとりとさせられて了ひます。

あゝ、歓喜よ、哀愁よ、愛よ、涙よ！

[엽서3-3]

[엽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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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생이 나란히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앉아 서로 손을 잡고 있는 포즈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있다. 오른쪽 기생은 앞의 “추상”에 등장한 기생인 것 같다. 남대

문으로 보이는 건물그림과 전차의 일러스트가 배경에 그려져 있다. 두 기생의 애환과 

우정을 두드러지게 하는 내용이지만, 동성 간의 애정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다.

[엽서3-5] 달콤한 전율

뛰는 가슴을 너는 알고 있니? 그윽한 꽃향기로 두

근거리는 가슴의 전율을 살며시 안아줍니다. 상쾌

한 햇살이 찬란하게 청초한 그녀에게로 내리쬐어 

지금 여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오오, 아련함이여, 꽃과 그녀와의 속삭임이여! 젊

은 두 사람에게 축복 있으라.

甘き戰き  胸のときめき、君知るや？ 馥郁たる花

の香りで、ときめく胸の戰さをそッと抱いてやる

のです。清々しい陽の光が、さんさんと淸楚な彼

女の容姿に降りそゝいで、今女性の美はしさをは

つきり見せてくれました。おゝ、かそけき、花と

彼女とのさゝやきよ！ 若き二人に祝福あれかし.

당대 신여성의 자태를 물신 풍기며 미소를 짓고 있는 김은홍⾦銀紅. “두근거리는 가슴

의 전율”을 안겨주는 꽃향기로 표현하고 있다. 가운데 가르마를 타지 않고 왼 가르마를 

타고 손가락에는 두 개의 반지를 끼고 있다. 손목에는 팔찌시계로 보이는 장식을 차고 

있는 모습. 배경일러스트는 경회루로 보이는 건물이다. 

[엽서3-6] 불가사의한 미소

그녀의 다정한 눈동자에서 미소가 흘러넘치는데 저는 슬며시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드

[엽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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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소녀의 마음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섬세한 가

슴의 실이 팽팽해집니다. 서쪽 하늘에서 땅거미가 

조용히 내려와 거리의 붉은 등이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 그녀의 미소 저편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수가 살며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난 

듯이 쌓아둔 책 위로 시선을 던집니다. 청춘입니

다. 어린 소녀입니다.

謎の微笑  彼女の、やさしい瞳から、ほゝえみが

こぼれて、でもあたしーつてそッと横を向いたン

です。やはらかい乙女心が波打つてます。纖細い

胸の糸が張り切つてます。西の空から、夕闇が靜

かに下りて、町々に赤い灯がゆれ初める頃になる

と、彼女のほゝえみの底から云ひ知れない哀愁が

しのびよつてくるのです。そして彼女は、思ひだしたやうに、展いた本の上へ瞳を投げま

す。青春です。…若い乙女です

평양출신 기생 노은홍盧銀紅으로 보이는데, 오른손 중지와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있다. “다정한 눈동자” “미소” “애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린 소녀의 이미지를 강조한 

내용이다.

[엽서3-7] 무엇을 보는지

봄입니다. 꽃이 피어납니다. 맑은 하늘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봄입니다. 

풋풋한 가슴 한 가득 진홍빛 꽃이 피었습니다. 젊음이라는 건, 자신만의 것이야. 그렇고 

말고요, 이 포근한 양 뺨을 보세요 마음이 흐트러질 정도로 젊음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새까만 눈동자도 그렇습니다. 눈동자! 오오, 눈동자라고 한다면 지긋이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세상의 복 받은 것이죠.

[엽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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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をみつめて  春です。花が咲いてます。大空が朗

らかに笑つています。彼女の心の春なンです。初々

しい胸一杯に眞紅な花が咲いてます。若さつて、

自分のものよ。さうですとも、このふくよかな双頬

をごらんなさいな、惱ましい程若さが生々と躍つて

ます。眞黒な瞳だつてさうですね。瞳！おゝ瞳と云

へば、ぢッと彼女の瞳に射られてゐる（？）こそ、

何と世界の果報もンであることですぞォ.

커튼을 손에 잡고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띠고 있

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치마는 주름치마이며, 머

리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지 않고 핀을 꽂고 있다. 

배경의 일러스트는 광화문으로 보인다. “지긋한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성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엽서3-8] 마음을 품어

고민이란 어떤 걸까? 그래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정말 기쁘면서 슬프다는 건 사실이었어. 촉촉한 눈

빛으로 하늘을 응시하며 그녀는 혼자 이야기합니

다. 젖가슴 아래에는 자그마한 심장이 끊임없이 격

렬하게 고동치고 있어요. 왜냐고? 아름다운 비밀이 

소용돌이치면서 감미로운 하트 속을 달리고 있으

니까요.

思ひを秘め 惱みつてもの、どんなものだか？えゝ 、

あたしだけが知つているのーだつて、嬉しい哀し [엽서3-8]

[엽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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みつてほんとだわ。滴るやうな眼差しで、空を凝視めてひとり彼女はかたるのです。乳房

のしたでは、小さな心臓が、絶えず激しい鼓動を續けてゐますなぜかつて？、美しい秘め

ごとが、巴になつて甘美なハートを駈け廻るンですものー.

기생엽서에 자주 등장하는 오산월. 어깨에 숄을 걸치고 무심히 먼 곳을 바라보며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연출이 텍스트의 내용에 걸맞게 이루어졌다. 명암의 대비를 

이용하여 기생의 실루엣을 잘 살린 사진이다. “아름다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촉촉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매혹적인 기생의 자태를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조선풍속 기생생활

[엽서4]는 다이쇼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

藝所에서 발행한 1930년대로 추정되는 ‘조

선풍속’ 엽서 중 기생생활이라는 제목의 

8장 세트 엽서이나 반드시 기생들의 생활 

그것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봉투에

는 “LIFE OF KISAN IN CHOSEN”이라는 

영문제목과 각 엽서 오른쪽 귀퉁이에는 

‘Custom in Chosen’이라는 영문이 인쇄

되어 있다.

[엽서4-1] 나무 그늘의 두 사람

가을의 바깥은 기생에게도 기쁠 것이 틀

림없다, 사이좋은 두 사람이 나무 그늘

에 기대어, 그녀들 또한 사람이니 고향

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싶으리라. [엽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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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陰の二人  秋の野外は妓生

に取ってもうれしいにちがひ

ない、仲のいゝ二人は大木の

陰に寄り添って、かの女達も

また人の子、郷里の事共互

に語りたいであろう.

나무그늘, 혹은 정원, 명승

지, 난간, 연못 등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기생을 사이좋게 연출하여 욕망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엽서사진.

[엽서4-2] 무료함에

한 마디로 기생이라 하지만 내지의 예기와 조금 취

지가 다르며 가정에 있어서는 양가의 규수처럼 보

이기도 하고, 서화와 관현의 연습을 하는 한편 독

서도 즐긴다.

つれづれに 一口に妓生といふが内地の藝妓と

やゝ趣きを異にし家庭にあっては一個良家の令嬢

の如き觀があり、書畵管絃の稽古の傍はら讀書に

も親しむ.

앞의 ‘기생의 농염한 여덟 자태’에 등장한 기성

권번 기생 장연홍의 사진을 트리밍trimming하여 사

용하였다. 드물게도 일본의 예기와는 달리, 음악

은 물론 시서화를 연마하여 양가집 규수처럼 보인

다는 차별화된 기생을 강조하고 있어 대단히 인상적이다.

[엽서4-2]

[엽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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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4-3] 벌어진 향기 나는 입술

옛 궁정에 피어나던 아름다운 기생, 지금 현란한 반도의 꽃과 향기. 서면 작약! 앉으면 

모란? 향기 나는 입술 미소 지으며 그윽한 왕조의 꿈이 깃든다.

綻びる薰唇  昔宮庭に咲きそめた美妓、今に絢爛たる半島の花と匂いふ。たてば芍藥！す

われば牡丹？薰唇ほころびん

として馥郁たる王朝の夢を

宿す. 

기성권번의 임춘홍으로 보

이는 기생이 옅은 미소를 지으

며 탁장에 손을 얹고 포즈를 취

하고 있다. 옛 궁중의 기생이 지

금은 식민지 조선의 꽃과 향기

가 되어 “서면 작약 앉으면 모

란”으로 은유된 기생의 미소에서 소멸된 왕조의 

꿈을 노래한 것처럼 보인다.

[엽서4-4] 젊고 향기로운 꽃

무너진 담벽 무취미한 항아리 좁고 수수한 뒤뜰도 

젊고 향기로운 기생들이 어쩌다 나와서 머물면, 휘

둘러 정취가 주변에 퍼져 생각지 않던 보조개는 천

금 같다.

若く匂ふ花  落ちた壁穴無趣味の甕壺、狭くくす

んだ裏庭も、若く匂ふた妓生達、はしなく出て来

て停めば、ぱっと風情は邊りをこめて、設つけぬ

笑凹が値千金. [엽서4-4]

[엽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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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독대와 금이 간 담벼락을 배경으로 사이좋게 포즈를 취하는 두 기생. 이 사진은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엽서에 자주 등장한다. 기장이 긴 모시저고리와 치마를 두르고 

눈빛을 맞추며 속삭이듯 마주 선 두 기생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동성 간의 그윽함을 

표현하고 있다.

[엽서4-5] 무언가 생각함

조선에 있어 향기로운 꽃향기는 그야말로 기생의 

인상일 것이다. 종일 춤추며 사는 명랑한 기생 오

늘은 또 무엇을 생각하며 누구를 기다리는가.

何をか想ふ 朝鮮に於ける芳醇な花のかんばせ

は、何と云っても妓生の印象であろう。終日舞ひ

暮す明朗な妓生、今日はまた何をか想ふ、誰をか

待つ. 

사진 속 주인공은 기생 최선옥으로 당대미인

기생으로 알려졌지만 다소 가난한 인상을 가졌다

는 지적도 있었다 한다.43⦁ 조선의 기생을 “향기로

운 꽃향기”로 “종일 춤추며 사는 명랑한 기생”으로 

규정짓고 있다.

[엽서4-6] 가야금 선율

달밤에 바람이 보내주는 묘한 소리를 따라가면 그것은 창문 안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현악기의 선율이다. 가야금이라고 해서 12현을 가진 조선 음악 정서의 하나이다.

琴の調べ  月の夜に風の送る妙な音をたどれば、それは深窓から漏れる琴の調べである。

43⦁ 국립민속박물관, �엽서 속의 기생읽기�, 민속원, 2009, 26쪽.

[엽서4-5]



214 

伽倻琴といって十二本の絃

を有つ朝鮮音樂情緖の一で

ある. 

기생 김운월이 가야금을 연

주하고 있는 모습.

[엽서4-7] 고전의 변무

아름다운 비단 아래서 움직이

는 사지의 선율이 복잡하게 새겨지니 맑고 아름다

운 눈동자는 요사하게 빛나며 고악에 뒤섞여 표표

히 변무를 춘다면, 왕조의 밤 연회가 아니더라도 

황연자실 할 것이다.

古典の抃舞  綺羅の下に動く四肢の施(旋<� U?)律

が複雑に刻まれるにつれて明眸あやしく輝き、古

樂に入亂れて瓢 (々飄々<� U?)抃舞すれば、王朝の

夜宴ならずとも恍然自失する. 

국립민속박물관44⦁에 의하면, 궁궐을 배경으로 

한 기생 사진으로 허리띠에 성수만세聖壽萬歲가 새

겨져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궁중연회에서도 사용

하였다고 한다.

44⦁ 국립민속박물관, �엽서 속의 기생읽기�, 민속원, 2009, 19쪽.

[엽서4-6]

[엽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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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4-8] 검무

기생의 검무, 황황히 빛나는 검을 번뜩이며 음악

의 리듬에 맞춰 나부끼며 격렬히 춤춘다. 온화한 

얼굴에 솟구치는 늠름함과, 가는 손에 담긴 힘이 

아름답다.

劍の舞ひ  妓生の劍の舞、明煌々たる劍をひらめ

かし音樂のリズムに合わせて翩々と舞ひ狂ふ。や

さしい顔にみなぎる凜々しさと、纎手にこもる力

が美しい. 

김운월과 또 한 명의 기생이 검무를 추고 있다. 

뒤에는 남성악사와 북 등 악기가 보인다.

3) 기생정서

이 엽서 세트의 뒷면 우표 붙이는 란에는 영문으

로 “YAMADASHI KAIGAKENKYUKAI”라는 단체

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데, 일본 미에三重현 우지야

마다시宇治山田市의 ‘회화연구회繪畵硏究會’라는 회사에

서 인쇄, 발행한 것이다. 8장 세트 엽서로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에 걸쳐 발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내용에는 ‘기생정서妓生情緖’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엽서5-1] 

긴 검은 머리 헝클어졌다 풀렸다 당신을 기다리

는 애달픔이여. 그녀의 반달눈썹이 조금 흐려졌

[엽서4-8]

[엽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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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다시 평정함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이란 피인걸, 눈물인걸, 귀여운 기생에게도 이

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長い黒髪もつれてとけて、君をまつ身の、切なさよ。彼女の、三日月眉が、ちょっとく

もって、また、もとの、平靜さにかへります。戀は、血ぢゃもの、涙ぢゃもの、可愛いゝ

妓生にも、こんな苦労が、ありました.

[엽서5-2] 

새잎 같은 발랄함. 사과 같은 신선함. 흰 백합 같은 

청초함. 붉은 장미 같은 요염함. 나는 지금 여자의 

모든 것을 이 기생으로부터 받아와 새하얀 비단 천

에 한 판 한 판씩 물들이고 있다.

若葉のやうな、溌溂さー 林檎のやうな、新鮮さー 

白百合のやうな、清楚さー 紅薔薇のやうな、艶麗

さー 私は今女のあらゆるものを、この妓生からひ

ろって、まっ白な絹の布に、一刷けさつと、染め

上げてゐる. 

한옥을 배경으로 두 명의 기생이 사이좋게 포

즈를 취하고 있다.

[엽서5-3] 

나이는? 살짝 웃고는 대답하지 않는다. 어디 출신이야? 고개를 기울이며 생각하고 있다. 

애인은 있어? 그녀는 비둘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생생한 

어린잎처럼 늙는다는 것을 모르는 여신과 같은 그녀였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빌고 또 빈다.

年はいくつ？にっと笑って、答えない。生れはどこ？項をかしげて、考へてる。リーベあ

[엽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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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彼女は、鳩のやうに、目を瞠って愕いたやう

な、顔をした。生々と、若葉のやうに、老いるこ

とを知らぬらしい、女神のやうな、彼女だった。

私は、彼女の幸せを、心の底から祈ってやまない. 

한옥 담벼락 옆에서 사이좋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명의 기생.

[엽서5-4] 

그리운 전통의 미. 풍요로운 지방적 정서. 아름다

운 인정. 기생은, 조선이 낳은 아름다운 문화이

다. 조선에서 기생을 뺀다면 그야말로 쓸쓸해질 

것이다.

なつかしい、傳統の美ー ゆたかな、地方的情緖ー 

美しい、人情ー 妓生は、朝鮮の生んだ麗しい文化

である。朝鮮から、妓生をなくしたなら、それ

は、實にさびしいものになるであらう. 

남대문입구에서 경성역 쪽을 배경으로 두 명

의 기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엽서5-5] 

나뭇잎의 살랑거림. 작은 풀들의 속삭임. 언제나 

명랑하던 그녀의 얼굴에 일말의 애수가 꽃에 깃든 

이슬처럼 감돌고 있다. 그녀의 표정이 짙고 옅은 

색채를 교착시킨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로부터 살그머니 비밀을 추상한다.

[엽서5-3]

[엽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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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の葉の、そよぎー 小草のさゝやきー いつも

朗らかだった、彼女の顔に、一抹の哀愁が、花

に宿る露のやうに、たゞよってゐる。彼女の表

情が、濃淡の色彩を、交錯させる。彼は、彼女

の陰影から、そッと、秘密を抽象する. 

큰 나무 밑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명의 기생. 아랫부분에는 광화문이 배경으로 사용

되었다.

[엽서5-6] 

청춘의 신비한 움직임이 있다. 소녀의 복잡한 감

정이 있다. 기생의 모든 것에서 느끼는 섬세한 그 

선, 울림이 무엇인가 부드러운 것에 감싸인 듯한 

느낌으로 나는 기생을 그대로 그림으로 하여 가지

고 싶다.

青春の、神秘な、動きがある。乙女の、複雑な、

感情がある。妓生の、すべてからうける、デリ

ケートな、その線ー ひゞきー なにか、やはらかい

ものに、つゝまれてゐるやうな感じで、私は、妓

生を、そのまゝ繪にして、もってゐたい.

[엽서5-7] 

여기저기 솔잎이 흐트러져 애틋한 바람 소리. 창문

에 거무스름한 장막이 내려 다시 추억의 밤이 온

다. 기생의 얼굴에 나는 오늘 밤의 꿈을 마음에 그리며 홀로 아름다운 상상을 내 멋대로 

[엽서5-5]

[엽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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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본다.

ちらりほらりと、松葉がこぼれ、やるせないよ

な、風の音 窓に、うすずみのとばりが下りて、ま

た、想ひ出の、夜がくる。妓生の顔に、私は、今

宵の夢を、心に描いて、ひとり美しい想像を、恣

にはしらせる.

[엽서5-8] 

동양적인 고요함이 촉촉이 그녀를 진정시켜 흘러

넘칠 듯한 인정미를 기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젊

은 기생 하나하나에 지금도 여자의 생명이 맥을 친

다. 그 누구도 퍼낼 수 없는 생명의 샘!

東洋的な、しづけさが、しっとりと、彼女をおち

つけて、こぼれるやうな、情味をたゝへる、その

艶姿。若い、妓生のひとつひとつに、今も、女の

生命が、脈うってる。誰も、汲みとることのでき

ない、命の、泉だ！.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엽서의 텍스트내용

이 이미지사진과 반드시 정합하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꽃, 향기, 뜨거운 입맞춤, 달콤한 전율, 동

양적 정서, 전통의 미, 조선이 낳은 아름다운 문화, 

아름다운 인정미, 섬세함, 애수, 새잎 같은 발랄함, 

사과 같은 신선함, 흰 백합 같은 청초함, 붉은 장미 

같은 요염함, 청춘의 신비, 생명의 샘 등으로 은유

된 텍스트들은 기생이미지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제국남성의 시선과 성적 욕망을 환기시

[엽서5-8]

[엽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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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엽서사진에 선택되고 재현된 기생에 대한 이미지표상

과 짤막하게 기술된 직관적, 은유적 표현기법을 통해 “조선에서 기생을 뺀다면 그야말로 

쓸쓸해 질”정도로 ‘조선미인=기생’이라는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5. 맺음말

권행가45⦁는 “기생 이미지는 일제가 식민 이데올로기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

근대성의 항목을 떠맡은 조선풍속의 타자화라는 맥락에서 만들어져 왔다. 이때 기생은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식민지의 은유”가 되었고 소비주체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조선인 

남성들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생’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제에 

의해 더 이상 특정한 계급에 속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포착된 식민지 근대의 

‘대중기생’으로 재탄생되었고 사진엽서 등을 통하여 반복, 재생됨으로써 스테레오타입

화 되어갔다. 기생이라는 용어로 상징되는 매춘종사자(ë?, �ã, ,ã, ìã��)는 사회적, 정치

적, 법적, 윤리, 도덕적 통제의 대상이다. 때로는 ‘필요악’이라는 비논리적이며 폭력적인 

정치적 언설 아래 기생에게 쏟아진 사회적 관심은 통감부의 경찰 권력에 의해 통제와 

감독의 대상이 된 이후 식민지 근대의 사회적 변화상과 함께 1920, 30년대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당시 조선의 기생에 대해 약 15년간 경성에서 생활을 한 요시카와 헤스이吉川萍水가 

남긴 �근대문화사 읽기로서 조선기생 관찰기妓生物語�46⦁에서조차 “조선풍속이 최근에 몹

45⦁ 권행가,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미술사 논단� 12, 한국미술연구소, 2001, 93쪽.

46⦁ 요시카와 헤스이 저, 김일권·이에나가 유코 역, �근대문화사 일기로서 조선기생 관찰기�, 민속원, 2013. 이 

책의 해제에 따르면 저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에서 촉탁으로 �朝鮮の宗教�(경성 :조선인쇄주식회

사, 1921)를 출판한 요시카와 분타로(吉川文太郞)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인용한 권행가(권행가, 

｢일제 강점기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이미지｣, �美術史論壇� 12, 한국미술연구소, 2001, 91쪽)는 “1932년 요시

카와 효헤이(吉川萍永)의 �妓生物語�”로 권혁희(�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237쪽)는 “요시카와

(吉川萍永)의 �기생이야기(妓生物語)�”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요시카와 헤스이(吉川萍水)’와 ‘요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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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바뀌었다는 감회가 저절로 솟구치는 것을 금할 길이 없다”47⦁며 급격한 조선의 변화

상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생과 관련하여서는 “시대에 순응하여 점차 내용을 쇄신하여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눈부신 조선 에로계의 첨단을 걸으며 선천적인 매력으로 무

장하여 남성 뇌쇄의 비술을 총동원하여 다른 웃음을 파는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술을 

따르기 위해 지금은 낡은 가죽가방을 수선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 

방면도 점차 과거의 흔적은 옅어지고 근대라는 컬러의 베일에 싸여 가고 있다”48⦁고 

기술하고 있다. 

이 관찰기가 출판된 것이 1932년 12월 30일49⦁인 것을 감안하면 요시카와 헤스이는 

적어도 1917년경부터 경성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근대에 머물고 있던 기생조차 

근대라는 변화에 물결에 순응하며 “상품가치”를 높이려는 여성으로 관찰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기생을 “조선 에로계의 첨단” “선천적인 매력”을 무기로 남성들에게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파는 ‘작부’로 바라보는 제국남성의 욕망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식민지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식민지지배의 정당성 확보에 있다. 그 정당성의 주요 

내용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진화론에 근거한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발전단계

를 현재화顯在化하여 식민지 지배대상을 전근대적 틀에 밀어 넣어 식민지지배의 불가피

함을 알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식민지는 제국의 시선에서 타자화되고 그것에 의해 

창출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그 정당성은 강고한 것이 되어간다. 

이런 점에서 사진엽서는 대단히 용이한 상징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 단지 사진엽

서가 갖는 ‘당대의 기억’이 갖는 ‘기록성’을 한정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있다. 또한 히노데상행이나 대정사진공예소 등 민간사진엽서 제작사들이 상업적인 목적

으로 원판만 있으면 무한복제가 가능하여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었고 구매자들 또한 

와(吉川萍水)’의 오기인 것 같다.

47⦁ 요시카와 헤스이, 앞의 책, 2013, 32쪽.

48⦁ 요시카와 헤스이, 앞의 책, 2013, 35쪽.

49⦁ 요시카와 헤스이, 앞의 책, 2013, 김일권의 해제에 따르면 저자서문에 1933년 봄으로 되어 있어 발행일자보다 

늦게 완성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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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6-1] 조선풍속집

(조선무스메1920-30년)

[엽서6-4] 조선기생생활

(1939)

[엽서6-3] 조선무스메 

(1933-1945)

[엽서6-2] 평양백경(1935) [엽서6-5] 아리랑엽서(1930년대)

값싼 기념품으로 혹은 서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동일한 사진이 수년 혹은 10수년에 걸쳐 반복, 재생되어 다양한 형태로 재활

용됨으로써 표상이미지의 고착화는 능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위의 [엽서6-1]은 대정사진공예소서 1920년-1930년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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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발행 유통한 “조선풍속집” 8장 세트 중 ‘조선의 처자朝鮮の娘’라는 제목의 사진엽

서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이좋게 담소를 나누는 두 명의 기생이미지는 이후 다른 사진

엽서 [엽서6-2]의 ‘평양백경’에 [엽서6-3]의 또 다른 형태의 ‘조선의 처자’, [엽서6-4]의 

‘조선기생생활’ 8장 세트의 ‘젊고 향기로운 꽃’, [엽서6-5]의 ‘아리랑엽서’에 반복하여 재

생된다. 이 사례는 기생엽서 사진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상당한 

빈도로 원형이미지의 전용 혹은 변용을 통하여 기생이미지가 확산되었다. 

특히 기생엽서의 경우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의 새로운 영토가 된 조선으로의 기행, 

조선총독부철도국의 관광업무의 판촉, 조선실업시찰, 물산공진회, 박람회 뿐만 아니라 

한일합방기념엽서 등 제국남성의 시선을 이끄는 ‘식민지 조선의 꽃’을 표상하는 이미지 

확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점 명백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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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이 ‘경성京城’은 그저 서울의 옛 이름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다. 경성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한성부(�Ã)’를 ‘경성부’로 개칭한 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R$EÐ�íE£h�îE�ï��ð�J��) 일본은 이곳을 ‘게이조けいじょう’라 불

렀다. 조선의 한양이 아닌 일본의 게이조(¤�)로의 이행은 500여 년간 이어졌던 조선시

대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 명명 전략이 기도企圖한 바에 따라 경성은 제국 

일본의 외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위치 지워지고 말았다. 

경성은 일본 제국 권역 내에서는 주변도시에 불과했지만 식민지 통치 이후 집중적으

로 조성된 사회 경제적 여건이나 행정, 교육, 문화 기반 시설은 그곳이 식민지 조선의 

중앙이자 중심 도시임을 증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경성이 가지고 

있던 공간적 지리적 중심성을 일본이 그대로 이어받아 식민지 수도를 재조직한 이른바 

장소 전용appropriation의 예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근대화된 경성의 풍경은 일본 내지의 

도쿄東京나 오사카大阪와 같은 대도시와 종종 비견되기도 했으며, 때때로 경성의 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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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은 내지 도시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1⦁ 특히 식민지 관광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성은 일종의 조선의 대리 표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거둔 

식민지 통치의 결과와 근대화의 산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경성은 그 대표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었다. 당시 경성은 “조선 8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본인이 

남긴 많은 조선 여행기에서 보듯이 그곳은 식민지 조선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장소”2⦁임

에는 틀림없었다.

경성 여행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경성의 경험은 상투적인 방식으로 루틴화되어 결

과적으로 표상의 정치학에 가두어지고 말았다. 이는 관광의 대중화와 함께 널리 유통되

었던 여행안내서, 지도, 사진그림엽서3⦁ 등에서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성

의 요소요소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각종 이미지들은 시각 매체가 보통 그러하듯이 간명

한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인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그런 만큼 시각 이미지 주변에 머물

러 있던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잉여 부분을 일거에 소거하여 메시지의 왜곡을 한층 더 

용이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 

그림이나 사진, 도안과 같은 시각 자료, 즉 비문자非文子 자료에서 보이는 표상과 재현

의 정치를 통해 식민지 시기를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식민지 관광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생산, 소비되기 시작한 여행안내서나 기념

엽서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들은 이들 비문자 자료가 문자 언어보다 더욱 강력한 방식

1⦁ 예컨대 일본에서 태어나 경성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 가운데는 내지를 방문하고서 “도쿄, 오사카, 교토에서

는 경성의 거리와 비교하여 그다지 더 대도시라고 말할만한 선망도 동경도 느끼지 못했다. 시내 전차만 하더라

도 경성의 보기(Bogie)전차가 훨씬 모양도 좋고 훌륭하였다.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기차였다. 조선의 광궤(廣

軌)와 일본의 협궤(挾軌)를 비교해 보면 일본 쪽이 옹색하여 숨이 막힐 정도였다.”(尾崎新二, �もう僕は京城っ

子には戻れない�, 山口県コロニー協会, 1994, 16-27쪽)는 감상을 남기기도 했다.

2⦁ 김경리, ｢그림엽서 봉투도안으로 보는 관광의 상품성과 경성｣, �日本學報� 110, 2017, 295쪽.

3⦁ 일본에서는 사진이나 그림 도안이 있는 엽서를 에하가키(絵はがき·絵葉書)라고 통칭하고 있으나 용어의 한자 

표기에서도 보듯이 사진보다는 그림의 의미에 방점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엽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전달하

기 위해서는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글에서 다루는 �경성백경�은 그림이 

아닌 사진을 활용한 엽서이므로 이하에서는 편의 상 사진엽서라고 칭하기로 하겠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는 

엽서 �경성백경�(1930년대 후반 다이쇼사진공예소 발행) 및 �조선정시(朝鮮情詩)�(1930년대 다이쇼사진공예

소 발행)는 동아대학교 신동규 교수의 소장 자료로서 논문 집필을 위해 제공받았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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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국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혁명적인 수단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지를 

매개한 표상 정치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선전에 지대하게 기여했음은 물론이고 식민지

에 대한 왜곡된 심상 지리를 유포하는 데에도 크게 봉사하였음을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

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4⦁ 식민지 시대라는 정치적 혹은 시대적 상황을 대전제로 두고 

있는 탓에 각 연구들에서 보이는 논지의 흐름이나 주장은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글이 놓이는 자리 역시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성에 대한 시각적 재현과 관련 상품의 생산, 소비, 유통은 식민지 

관광이라는 이벤트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수 발표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를 계승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경성백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1930년대 경성 관광의 주요 코스와 �경성백경�에서 재현되는 공간의 괴리

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진엽서 �경성백경�이 제작되고 널리 유포되던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 조선신궁, 경성역, 용산역, 식물원, 남산공원, 남

대문 등이 주요 명소로 꼽히며 이들이 소위 경성 8경으로 불리고 있었다. 철도 여행이 

주를 이루던 탓에 경성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경성역에 인접한 남대문은 필수적인 관광

지였고 그 외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기구(�����, ¤��ñ)이거나 종교 시설(³´Ø¦/¤���,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광 코스와 기념엽서는 응당 호응하는 것이

라 여기기 마련이지만, �경성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엽서가 방점을 두고 있었던 

4⦁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田邊幹,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新潟県立歴史博

物館研究紀要� 第3号, 2002; 浦川和也, ｢朝鮮半島絵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し｣｣, �環� 23, 2005; 浦

川和也, ｢絵葉書で朝鮮総督府を見る－｢朝鮮半島絵葉書｣の史料的価値と内包された｢眼差し｣｣, �朱夏� 21, 

2006; 浦川和也,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朝鮮半島絵葉書と近代日本人の｢まなざし｣, �Intriguing Asia�

111, 2008;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전수연, ｢관광의 형성과정을 통해 본 근대 시각성 

연구－1900년대 이후 일본의 조선관광과 여행안내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김수

현·정창현,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사진과 엽서로 본 근대 풍경)�, 민속원, 2011; 최현식, ｢제국의 취향, 

전시되는 ‘아리랑’－식민지 ‘아리랑엽서’의 성격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75집, 2011; 최현식, ｢제국의 ‘조선적

인 것’에 대한 전유와 소비－사진엽서 �조선정시(朝鮮情詩)�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46, 2012; 楠井清, 

｢植民地朝鮮に対する｢観光のまなざし｣の形成－立命館大学国際平和ミュージアム所蔵絵葉書と文化人の

紀行文を中心に｣, �Art research� 12, 2012; 朴美貞, ｢植民地朝鮮の表象－植民地の学習と教育の｢テキスト｣

としての非文字資料｣,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4집, 20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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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모든 근대적 제도의 시각화에 있었던 것으로, 말하자면 관광의 공간과 엽서의 공간

은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양자의 괴리와 그 배경

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또 다른 관점은 �경성백경�이 경성을 묘사하면서 구사한 이원화 전략이다. �경성백

경�은 조선의 공간을 다룰 때에는 경복궁, 창경원, 비원과 같은 고적지를 중심으로 다루

었고 인물을 다룰 때에는 지게꾼이나 빨래하는 여인, 애보기, 기생 등과 같이 철저하게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착화된 조선인 표상을 따르고 있었다. 말하자면 �경성백경�은 경성

을 공간과 인물로 이원화시키고 있는 셈인데, 고적지와 하층민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로 

접근한 이원적 방식의 수사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경성백경� 내부에 존재하는 서사와 기억의 왜곡이다. 이 엽서 가운데 

등장하는 장충단공원은 을미사변 때 일본군과 싸워 목숨을 잃은 장령들을 기리기 위해 

고종이 1900년 11월에 건립한 사당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장소이다. 이후 장충단공원 일대에는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도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사찰 박문사博文寺가 건립된다. 이 두 건축물 및 공간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기억과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강력하게 긴박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독립될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경성백경� 안에서 이 두 

공간은 마치 별도의 시공간을 가지는 듯이 표상되어 있어 자연히 양자 사이에 길항하며 

존재하는 기억과 서사의 연결고리도 해체되고 말았다. 이는 전체의 일부를 절취하여 

전경화시키는 사진엽서의 표상 문법이 낳은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에 무게를 두고 �경성백경�을 차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진엽서라는 시각 매체에 의해 경성의 풍경이 어떤 방식으로 절취되고 편집되

었으며 그 가운데서 경성 서사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 소비되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일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표상 정치를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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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의 공간과 엽서의 공간

�경성백경�은 총 3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엽서 

뒷면에 ‘MADE IN WAKAYAMA’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세트 사진엽서는 당시 일본 와카야마

和歌山에 본사를 두고 사제 엽서를 다수 발행하던 다이

쇼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藝蔬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5⦁ 사진엽서에는 가운데는 1932년에 완공된 박

문사博文寺와 1937년에 완공된 총독부 체신국 사진엽

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1930년대 말에 제작

된 것으로 보인다. 엽서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 사진엽

서는 경성의 모습을 100컷으로 담은 것으로 하나의 

풍경이 엽서 전면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경우

에 따라서는 3~5컷이 한 장의 엽서에 적절하게 배치

5⦁ 다이쇼사진공예소는 히노데 상행(日出商行)과 함께 식민지 시기

의 사진엽서 발행처로 꼽힌다. 1913-1914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다이쇼사진공예소는 일본 와카야마 현에 본사를 두고 조

선과 만주에서도 지점과 영업소를 운영한 당대 최대의 사진엽서 

및 사진첩 제작 업체였다. 이 업체가 다룬 사진이나 그림의 범주

는 인종과 풍물, 풍습 등 광범위하며 대상 지역도 일본과 조선, 

만주 등 동북아시아 전방위에 걸쳐 있었다. 이 회사는 “남의 납분 

것은 한사코 내여” 거는 식민지 관광엽서 제작에 그치지 않고 군

대 사진첩과 군사지도 등 군사사업에 뛰어난 인쇄·제작 기술을 

제공하면서 나날이 성장했다. 다이쇼사진공예소는 경성과 평양에 

영업소 두 곳을 두었는데 경성의 경우 京城府本町一丁目二八(지

금의 충무로 1가)에 위치한 오사카야고 서점(大阪屋号書店)이 발

행과 판매를 담당했다.(太田宏一, ｢大正写真工芸所について｣, 

和歌山市立博物館編, �和歌山市立博物館紀要� 24号, 2010, 

13-27쪽; 최현식, ｢제국의 ‘조선적인 것’에 대한 전유와 소비－사

진엽서 �조선정시(朝鮮情詩)�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46, 2012, 274쪽에서 재인용) 

[엽서1] 경성백경 엽서 봉투

(107㎜×153㎜)

[엽서2] 엽서 뒷면 중앙에 

MADE IN WAKATAMA라고 쓰여 있다. 

(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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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소(캡션)

전경 경성부 전경, 남산에서 본 경성 시가 

고적지

경복궁, 경복궁 박물관, 경복궁 경회루, 경복궁 향원정, 경복궁 근정전, 창경원, 창경원 박물관, 창경원 식물원, 

동물원, 대온실, 덕수궁 내원, 덕수궁 석조전, 비원(3컷), 비원 현관, 인정전, 광희문, 남대문, 남대문과 주변, 

남대문 안에서 내부를 조망, 동대문, 조계사(2컷), 동대문, 독립문, 북한산 성벽

인물 및 풍속

인물 애보기, 정장차림의 소녀, 기생(2컷), 짐꾼, 빨래, 농부, 옹기장수

풍속 한강 풍경, 長閑(한가로움), 길 가에서의 짧은 휴식, 시골길 거리 일부(초가집), 천하대장군

풍경 및 기타 교외 청량리, YMCA, 프랑스교회당(명동성당)

일본의 

통치 기구 및 

근대 시설

통치기구 총독 관저, 총독부 첨탑, 관저 정문, 경성부청, 조선총독부

종교 조선신궁 이치노도리이, 니노 도리이, 배전, 경성신사, 박문사

철도 경성역, 경성역 안에서 남대문 거리 조망, 용산역, 총독부 철도국, 철도학교

우편 총독부 체신국, 우체국과 미쓰코시, 경성우편국

언론 경성일보사, 경성 방송국

금융
상공장려관, 상공회의소,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경성지점, 

경성주식현물거래소

학교
경성중학교, 용산중학교, 제2공립고등여학교, 제1공립고등여학교, 공립상업학교, 

경성제국대학 전경, 경성제국대학 예과

군대 용산병영 전경, 보병 제78연대, 보병 제79연대

공원 및 운동장 장충단 공원, 파고다 공원, 남산, 남산 공원, 경성그라운드

발전소 및 다리 한강(당인리) 발전소, 한강 인도교, 한강 철교

광장 및 거리
조선은행 앞 대광장, 태평로, 남대문 거리, 황금정 거리, 본정 거리, 남대문 거리(3컷), 종로 

거리 

호텔 조선호텔, 조선호텔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다. 100개의 장면을 구분해 보면 대략 아래의 표와 같다.

위의 분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성백경�이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통치 

기구는 물론이고 모든 식민지 근대의 산물(��, ò�, &c, �ó, Þ�, Ø¦, ô!��)을 시각화시키

는 데 있었다.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이룬 모든 치적을 전시하려는 듯이 100개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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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그것은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의하고 싶은 지점은 �경성백경�이 무게를 두고 있던 일본의 근대 기구와 시설은 

경성의 주요 관광지와 중복되면서도 묘하게 어긋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당시 경성을 대표하는 8대 명소는 경성역, 용산역, 남대문, 조선총독부, 경

성부청, 조선신궁, 남산공원, 식물원 등이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이나 경성부 경성관광

협회가 제작한 각종 여행 안내서를 참고해 보면 반나절의 구경이든 하루 일정의 구경이

든, 전차를 이용하든 지동차를 이용하든 대부분의 일정은 위의 경성 8경을 경유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6⦁ 철도가 경성 여행의 주요 교통수단이던 당시, 

경성역이나 용산역 그리고 경성역에 인접한 남대문은 필수적인 관광지였고 이와 더불

어 식민지 통치기구(�����, ¤��ñ)와 종교시설(³´Ø¦/¤���, ���=)은 대표적인 관광코

스로 꼽혔다.

주지하다시피 메이지유신 이후 신도가 국가화되기 이전부터 신사는 일본인들의 삶

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으로 기능하였지만, 일본이 식민지에서 신사를 건설했던 가

장 큰 목적은 천황 숭배를 바탕으로 한 제국 일본의 권위를 가시화시키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훈육하여 철저하게 천황 숭배를 신체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는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물론이고 조선인들까지 제국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기 위함이었

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1925년 남산에 완공된 조선신궁은 거의 같은 

시기의 경복궁에 건립된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짝을 이루며 일본의 식민 통치를 상징하

6⦁ 정재정, ｢일제하 동북아시아의 철도교통과 경성｣, �서울학 연구� 52, 2013, 204-205쪽.

* 반나절 경성 여행 코스

 －전  차:경성역 ‒남대문 ‒ 조선신궁 ‒남대문 ‒창경원 ‒ 조선총독부 ‒ 경복궁 ‒덕수궁 ‒ 경성역

 －자동차:경성역 ‒남대문 ‒ 조선신궁 ‒남산공원 ‒박문사 ‒ 동대문 ‒ 경학원 ‒창경원 ‒ 조선총독부 ‒ 경복궁 ‒

덕수궁 ‒ 경성역

* 하루 일정 경성 여행 코스

 －전  차:경성역 ‒남대문 ‒ 상공장려관 ‒ 조선신궁 ‒남산공원 ‒ 경성신사 ‒ 은사과학관(恩賜科學館) ‒영락

정 ‒ 장충단공원, 박문사 ‒ 동대문 ‒ 종로정 4정목 ‒ 경학원 ‒창경원, 동식물원, 비원 ‒ 조선총독

부 ‒ 경복궁, 박물관 ‒덕수궁 ‒ 미쓰코시 ‒ 본정 ‒ 여관

 －자동차:위의 전차 일정 외에 파고다 공원, 종로거리, 청량리, 한강 등을 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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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대 기념 건축물로 자리 잡았다. 이들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성 여행 코스는 

내지에서 온 일본인들에게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얼마나 완벽하게 장악했는지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신궁 사무소에서는 내지 관광객들을 위해 엽서

를 발행하거나 관광 도장을 만들어 찍어주는 등, 경성 내에서 조선신궁이 가지는 특별한 

권위와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적극 동참하였다.7⦁ 물론 여행 코스에는 남대문, 경복궁, 

덕수궁과 같은 조선의 고적지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이미 패망하고만 

조선왕조의 과거를 상징하는 이국적인 오브제에 불과한 것이었다.8⦁ 조선신궁과 인접한 

경성신사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박문사도 종종 경성 여행 코스에 편입

되는 사정에서 보듯이 경성 여행의 무게 중심은 일본의 식민지 조선 장악력을 직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장소에 있었고, 이는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식민지 조선 

및 조선인이 일본 제국권 내부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음을 심상적으로 공유하는 행위이

기도 했다. 즉, 경성 관광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장악력을 확인하며 제국 일본의 정치

력을 자신의 성과로 치환하고 일본인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때문에 경성 관광이 다루는 장소는 대부분 식민지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와 불가

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엽서 �경성백경�은 식민지 근대의 모든 산물을 폭넓게 다루고 있었다. 

정치 기구는 물론이고 경제 금융, 철도, 군대, 학교, 언론 등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탱하는 많은 근대적 제도와 시설들을 시각적으로 두루 나열하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 

근대적 시각체험의 대상, 즉 볼거리와 풍경의 대상이 되는 일종의 문화 경관도 곳곳에 

배치하고 있었다. 

7⦁ 김병민, ｢1930년대 觀光名所로서의 京城 이미지｣,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1, 34쪽.

8⦁ 예컨대 권혁희는 사진엽서나 관광 코스에 자주 등장했던 남대문에 대해 “과거 경성이 한양이었던 시대에 남대문

은 왕의 도시와 그 밖의 공간을 구분 짓던, 거대한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지만, “한양이 경성으로 

바뀐 후 성벽이 무너진 남대문은 신성한 권력을 보호하는 경계로서의 상징성을 상실한 채 이국적인 건축물로 

변모”해 “통제와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관광이라는 근대 소비문화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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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서3] 위에서부터 태평로, 총독부 첨탑, 총독 관저, 관저 정문(90.5㎜×141㎜)

� [엽서4] 위에서부터 경성부청, 총독부 철도국, 철도학교, 총독부 체신국(91㎜×142㎜)

� [엽서5]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경성현물거래소, 경성우편국. 

중앙은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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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백화점이나 역, 광장, 도심 거리, 다리와 같이 도시 문명을 주도한 새로운 

인공물들은 물론이고 공원,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과 같은 ‘자연의 인공적 변이’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자연을 근대적 감상의 대상으로 취급해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조선은행 앞의 대광장, 우체국과 미쓰코시 백화점을 담은 엽서나 한강 철교와 인도교를 

함께 구성한 엽서, 경복궁과 경복궁 박물관, 창경원과 창경원 박물관을 한 장에 편집하

여 보여주고 있는 엽서, 또 창경원의 식물원과 동물원, 그리고 대온실 사진을 절적하게 

구성하여 하나의 엽서로 보여주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엽서

는 가공된 자연의 전시와 감상을 유도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자연관과 도시 경관을 

구체화시키고 있었고, 철교나 인도교와 같은 근대 시설물이 변화시킨 한강 풍경도 제시

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권위와 명예가 실추된 조선의 왕권과 왕실이 근대 

식민지 도시 경성 내부에서 준-자연적인(^--Øq-) 문화 장소 및 여가 장소로 변모했음을 

시사하고도 있었다. 

생각해 보면 경성 관광을 통해 백가지의 경성 풍경을 감상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

에 가까운 일이다. 내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조선총독부나 조선신궁과 같은 상징적인 

몇 몇 장소를 통해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는 일본의 힘을 확인하며 그 감상을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키고자 했지만, 나머지 광경은 모두 엽서로 학습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일본인 관광객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숙소에서 묵고 일본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으며 쇼

핑도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내

지에서 온 일본인의 경성 여행이란 이국 체험이 아니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이

다.9⦁ 이처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성을 경험한 내지의 일본인들은 경성에 대한 기억

을 상기시키는 도구로서 �경성백경�을 활용하기도 했겠지만, 실제 경성 관광과 다소 

층위를 달리하는 �경성백경�의 사진들을 통해 경성 관광에서 누락된 식민지 기획을 간

접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했다. 다시 말하면 �경성백경�은 경성 여행을 보완하면서 동시

에 경성에 대한 또 다른 상상력을 추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엽서

9⦁ 정재정, ｢일제하 동북아시아의 철도교통과 경성｣, �서울학 연구� 52, 2013, 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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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서6] 위에서부터 경복궁 박물관, 창경원, 경복궁, 창경원 박물관(91.5㎜×142㎜)

� [엽서7] 위에서부터 한강 발전소, 한강 인도교, 한강 철교(91㎜×141㎜)

� [엽서8] 상단 오른쪽은 조선은행 앞의 대광장, 하단 왼쪽은 우체국과 미쓰코시 백화점(14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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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학습되거나 간접 경험된 경성의 모습은 어느새 여행이라는 행위와 합일을 이루

며 하나의 공고한 경성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그림엽서의 유통

과 유포는 경성에 대한 예비지식이나 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도 물리적 거리를 훌쩍 

뛰어 넘어 경성 이미지를 공유하게 만든다. 어쩌면 경성 관광객들 사이에는 경성에 도착

하기 이전부터 주변에서 입수한 여행안내서나 사진엽서, 그림엽서를 통해 경성 학습이 

선행되었을지 모를 일이며,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진 경성 이미지는 실제의 풍경을 추체

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상기되며 리얼리티를 확보해 나갔다. 같은 듯 다른 관광의 

공간과 엽서의 공간은 그렇게 서로를 강력하게 긴박하며 식민지 도시 경성의 이미지를 

보완, 보강해 나갔고 경성 담론의 저변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 되기도 했다. 

3. �경성백경�의 전략 - 이원화된 경성

앞의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경성백경�이 의도한 바는 한양에서 경성으로 이행한 

뒤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그 결과물을 두루 전시하는 데 있었고, 그것은 

곧 제국 일본의 근대 기술과 문명의 우월성을 피력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조선의 

유적지는 일본이 만든 육중하고 화려한 건축물과 즉각적으로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

다. 각각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사진엽서를 조선과 일본을 비교하듯 나란히 놓고 

보면 고색창연한 조선 고적지의 풍치는 제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근대 건축과는 달리 이미 오래된 과거로 박제되어 전시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10⦁ 역사적 

시간의 흐름이 중지된 먼 옛날 왕조의 풍경은 경성의 역사와 전통을 적막하게 증언하며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중심을 끝내 장악하고 말았다는 안도감과 정복감을 선사한다. 

10⦁ 당시 �경성백경�이나 �경성신대관�, �경성명소�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었던 관광 기념엽서에서 전통 건축물의 

대표 격인 궁궐과 남대문 등은 이국적인 관광 기호로 탈바꿈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백화점과 은행, 병원, 관공서, 

공원 등은 근대화된 대도시 경성의 면모를 드러내는 기호로 표상되었다.(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

사, 2005, 145-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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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과 서사 전략

 

� [엽서 9] 왼쪽에서부터 기생, 장한(長閑), 길가의 

짧은 휴식(142㎜×91㎜)

� [엽서10] 위에서부터 애보기, 정장차림의 소녀, 

기생, 짐꾼, 한강 풍경(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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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복에 대한 성취감과 더불어 제국의 우월적 지위를 확신하는 순간은 사진엽서

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목도할 때이다. 식민지를 바라보는 서구 열강의 시선의 정치를 

경성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 �경성백경�에 등장하는 조선인은 철저하게 관찰 대상이라

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으로 마주한 일본과 경성은 식민지 표상의 

원칙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탓에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도 지극히 단선

적이고 분명했다. 

�경성백경�에는 애보기, 정장차림의 소녀, 기생(2õ), 짐꾼, 한강 풍경, 장한⻑閑(���ö), 

길 가에서의 짧은 휴식, 시골길, 빨래, 농부, 지게에 옹기를 진 남성, 천하대장군 등, 

13컷의 인물과 풍경이 소개되어 있다. 일본이 경성에 이식한 각종 근대적 제도를 건물로 

가시화시킨 사진(�����, ������, ¤��)*, ��&c, ¤������)을 대거 배치하고, 이와 

대비시키듯 권위와 위엄을 상실한 조선의 궁궐을 전시한 �경성백경�은 이들 건물들에 

엽서 매수를 할애한 것에 비해 인물들은 간략하고 상징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당시 일본

이 포착한 인물 사진은 구대관舊大官, 문관, 귀부인, 기생, 우편부, 석탄 장수 등 계층과 

신분, 직업 등 매우 다양했지만,11⦁ �경성백경�은 그 가운데서도 일부 인물들을 집중적으

로 다루는 전략을 구사했다. 애보기, 정장차림의 소녀, 기생, 짐꾼, 지게에 옹기를 진 

남성 등, 특정 계급의 소수 인물로 경성을 대변한 이 엽서는 경성 혹은 조선을 미개하다거

나 열등하다는 방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지를 더욱 강력하게 추동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경성백경�은 미개와 열등, 기묘함이라는 프레임으로 경성의 인물과 풍

경을 조명하고 있는 셈인데, 잘 생각해보면 �경성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경성’의 

풍정風情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조선 관련 사진엽서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부터 그리고 

가장 많이 발행된 소위 ‘조선 풍속’ 엽서 가운데서 차출된 사람들에 불과하다.12⦁ 다시 

11⦁ 浦川和也, ｢近代日本人の東アジア·南洋諸島への｢まなざし｣－絵葉書の史料的価値と｢異文化｣表象｣, �国

立歴史民俗博物館硏究報告� 第140集, 2008, 137쪽.

12⦁ 1920년대 이후 근대 관광 문화의 영향으로 �경성백경�, �평양오십경� 등의 도시 관광 기념엽서가 유행하기 

전까지 줄곧 �조선풍속� 사집엽서는 인기 상품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도시 관광 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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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경성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란 실제 경성을 대리 표상하고 있다기보다 일본

이 욕망했던 타자화된 조선인 표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시기에 발행된 사진엽

서의 표상 정치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했던 권혁희는 ‘조선 풍속’에 등장하는 조선인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1910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인 발행업자가 대량으로 생산했던 ‘조선 풍속’ 사진엽서

는 대개 10(12)장이나 20(32)장의 풍속 엽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것으로 여기에

는 조선인의 인종적 특성이나 복장, 성별 혹은 계층별 특징, 생활 습속, 의식주, 신앙

과 의례 등 조선 관련 이미지가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특정한 인물이나 이미

지가 집중적이고 무수하게 재생산되었는데, 예컨대 지게를 진 남성과 빨래하는 여

성, 장승과 무당들은 지배자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스테레오 타입의 타자화된 이

미지로서 이들 엽서의 이미지들은 서로 유사하게 또는 같은 원판을 사용해 똑같이 

복제되었다.13⦁

이 같은 지적은 �경성백경�의 인물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지게를 진 옹기

장수와 빨래하는 여성, 기생, 장승 등은 기존에 유포되었던 조선의 이미지와 중첩되는 

것이며 실제로 일부 사진은 �조선정시朝鮮情詩�(µ��1930u��7,8�pØ�Å��bc���pKL��)와 

같은 다른 엽서 세트와 중복 사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성의 인물, 혹은 

경성의 풍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오히려 타자화된 조선, 대상화된 조선을 반복

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이들 인물들은 미개하고 열등한 조선의 이미지를 전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미지 장치였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비루하고 초라하며 

기괴하고 낯선 행색으로 등장하는 조선의 여인들과 남성들에게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이전에 이미 �조선풍속� 사집엽서는 대량 생산, 유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이들 사진엽서가 포착한 조선의 

이미지는 그 이전에 조선을 거쳐 간 많은 서구인들의 시선을 뒤따르는 것이었다.(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

서�, 민음사, 2005, 161-162쪽 참조)

13⦁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159·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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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서11] �조선정시� B편 귀갓길(88.5㎜×138㎜)

� [엽서12] �조선정시� A편 청명한 가을(89㎜×138㎜)

� [엽서13] �조선정시� B편 천하대장군(89㎜×138㎜)

� [엽서14] �조선정시�에서 사용된 사진을 편집하여 배치한 �경성백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시골길, 농부, 천하대장군, 옹기장수, 빨래(141㎜×92㎜)

사진 설명은 귀갓길/시골길, 청명한 가을/농부 등으로 상이하지만 같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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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지 않는다. 또 이 ‘왜곡된 인류학적 시선’14⦁으로 발견되고 진열된 인물들은 �경성

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복궁이나 덕수궁, 창경원과 같은 경성의 고적지 공간과

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처럼 �경성백경�은 공간과 인물의 분리를 통해 이원화된 

경성을 표상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수탈했다는 메시지를 물리적 공간으로 전달

하고, 또 이들 고적지 공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을 선별적으로 전시하여 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유포시킴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이중적이고 기형적인 공간과 인물의 접합은 조선, 혹은 경성에 대한 일본의 통치와 지배 

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함과 동시에 식민지 관광과 더불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유통된 

사진, 그림 매체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나갔다.

4. 분절되는 풍경, 상실되는 기억

사진엽서를 판매했던 곳은 사진관이나 인쇄소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사진관

에서는 일반 풍속 사진과 함께 엽서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생산량과 소비

량은 알기 어렵지만 대도시의 외국인 거류지나 토산품 가게에서 상당량이 유통되었

을 것이다. 특히 철도가 전국을 연결하게 되는 1930년대 이후에는 기차역 근처의 토

산품 가게와 온천, 명승지 부근의 외국인 선물 가게 등지에서 사진엽서를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조선 풍속 사진엽서와 함께 토속 상품으로 조선인 인형을 

판매하기도 했다.15⦁ 엽서 발행 사진관이나 인쇄소는 물론이고 관광 명소와 인근 선

물 가게에서 다량으로 취급되며 광범위하게 소비되었던 사진엽서는 그 판매량과 유

통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것이 비교적 염가인데다가 여행지의 

14⦁ 浦川和也, ｢絵葉書で朝鮮総督府を見るー｢朝鮮半島絵葉書｣の史料的価値と内包された｢眼差し｣｣, �朱夏�

第21号, 2006, 42쪽.

15⦁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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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었던 만큼 많은 양이 생산되고 소비되

었음은 분명하다.16⦁

그런데 사진엽서는 조선 관광을 기억, 추억하기 위한 기념상품이기도 했지만 지정된 

수신자와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즉, 엽서라는 매체는 먼저 발행자(÷v£)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만, 이와 더불어 구매자(�¥2�,)와 특정 수신인(ø2�,) 사이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17⦁ 사진엽서로 수발신하는 경우, 경성에 대한 예비지식이나 여행 

경험이 없는 이에게도 이 엽서는 공유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묶음으로 보았을 때와

는 다른 층위의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18⦁ 앞에서 살펴 본 여행 

공간과 엽서 공간의 차이, 그리고 공간과 인물을 통한 이원적 접근 및 전략은 경성 여행 

경험이 없거나 세트로 소장하지 않으면 거의 발견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묶음이 아니라 

낱장으로 사용하거나(�¥ô") 소장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생성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체 정경 가운데 일부분만 제한적으

로 포착하는 사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경치가 분절되는 경우

가 때때로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속의 내러티브가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장충단과 박문사를 들 수 있다.

남산의 동북쪽 기슭에 자리한 장충단은 을미사변 때 일본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장령將領을 기리기 위해 고종이 1900년 11월에 건립한 사당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장충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으나 1909년 10월 15일 장충지제奬忠致祭를 마지막으로 제향은 더 이상 거행될 수 

없었다. 이는 아마도 1909년 10월 이후 통감부 정치를 거의 마무리하고 대한제국을 병

16⦁ 毛利康秀, ｢近代観光の発達におけるコンテンツツーリズムの萌芽に関する研究｣, �コンテンツツーリズム

学会論文集� 3, 2016, 19쪽.

17⦁ 田邊幹,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第3号, 2002, 7쪽; 浦川和也, ｢朝鮮半

島絵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し｣｣, �KAN� vol.23, 2005, 164쪽.

18⦁ 원본 자료를 보면 소인이 찍힌 실제 사용된 엽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경성백경�은 경성 여행의 기념물로 

취급되는 면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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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절차만 남겨 둔 시점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순국한 이들을 위한 제사를 일본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19⦁ 1909년 10월 마지막 제사 직후인 같은 

해 11월, 장충단에서는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의 사망을 추모

하는 추도식이 성대하게 열린다. 이후 일본은 이곳에 광장과 연못, 산책로 등을 조성하

고 벚꽃나무를 심어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공원으로 조성해 갔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가 사망한 지 20년이 되는 1929년에는 그를 추모하는 사찰 건립이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1932년 10월 장충단에는 그의 이름을 딴 박문사博文寺가 자리하게 된다. 또 사찰이 

자리한 언덕은 그의 아호 춘무春畝를 빌려 춘무산이라 불렀다.20⦁ 원래 박문사는 출소자

나 고학생을 돕고 불교학교를 설립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종교 시설로 인식되기보

다는 남대문, 조선신궁, 경성신사 등과 함께 유명 관광지로 소개되며 관광 코스에 편입

되어 갔다.21⦁ 말하자면 남산 일대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동화주의의 성지聖地로 전환되어 

갔던 것이다.22⦁

여기에서 박문사가 장충단공원에 건립된 배경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산에 거류구역을 만들고 거주하고 있던 일본은 이미 1897년 남산 일대에 임진왜란 

때 왜병의 주둔지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왜성대공원倭城大公園을 만들었고 이 왜성대공

원은 이듬해에 남산대신궁南山大神宮(1916u�»�¤���)에 편입된다. 이어서 일본은 1910년 

왜성대공원 서쪽에 한양공원漢陽公園을 조성하였고 이후 1925년 조선신궁朝鮮神宮을 건설

하면서 한양공원을 폐쇄하였다. 이렇게 남산 일대에서는 공원에서 출발하여 종교시설로 

이행하는 과정이 두 차례나 이루어졌는데 이는 장충단공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을 조성해 놓고 이를 매개로 종교 시설을 건립해 피식민자의 

정신과 신체를 지배하고 감시하려 한 것은 경성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식민지 

19⦁ 윤기엽, ｢장충단·박문사의 사적(史的) 변천과 그 의미－일제강점기 장충단의 공원화와 박문사 건립을 중심으

로｣, �韓國思想과 文化� 85집, 2016, 256쪽.

20⦁ 미즈노 나오키 저, 조원준 역,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387쪽.

21⦁ 미즈노 나오키 저, 조원준 역,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 2009, 393쪽.

22⦁ 김백영,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조선신궁의 건설과 활용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Vol.11, 2009,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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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서15]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충단공원, 파고다공원, 남산, 남산공원(141.5㎜×91㎜)

� [엽서16] 춘무산 박문사(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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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 하나였던 것이다.23⦁ 결과적으로 장충단공원 동편에 자리한 박문사는 경성신사, 

조선신궁과 더불어 조선인의 정신적 지배와 감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수행적 장소로 

자리 잡았고, 내지의 일본인에게는 경성 관광의 대표 명소로 소개되면서 관광 코스에 

편입되어 갔다. 특히 박문사는 중일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의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기도 

했는데, 위령제가 있을 때면 경성부 내의 각 학교대표 및 제 단체의 대표들이 반드시 

참석하였다. 또한 일본 고위 관료나 저명인사가 경성을 방문할 때에는 빠지지 않고 이곳

을 들리기도 했다.24⦁ 

위에서 확인했듯이 장충단공원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비극적인 사건에서 이토 히로

부미의 추모로 연속되어 이어져 갔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졸將卒들의 

넋을 기리던 곳은 어느새 조선을 침략하고 수탈한 일본인 초대 통감을 추모하는 공간으

로 변모하고 말았고 그런 가운데 전자에 대한 기억과 서사는 후자에게 잠식되어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근대 공원으로 탈바꿈한 장충단공원은 파고다공원, 남산공원과 

함께 �경성백경�에 등장했고 춘무산 박문사는 장충단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듯이 별

개의 사진엽서로 제작되어 유통되었다. 이렇게 한 공간을 분리, 절취시켜 만든 두 사진

엽서는 양자 사이에 길항하며 존재하는 서사와 기억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있으며, 예비지식이 있다하더라도 두 엽서를 가지고 양자 사이의 연관을 떠올리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25⦁ 각각의 사진엽서가 단독으로 유통, 소비된다면 이 같은 경향

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공간의 특정 부분을 취사선택하는 행위가 결국은 기억과 서사의 

분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장충단공원과 박문사 사진엽서는 대변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사진’, ‘엽서’라는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서사의 조작과 왜곡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26⦁

23⦁ 윤기엽, ｢장충단·박문사의 사적(史的) 변천과 그 의미－일제강점기 장충단의 공원화와 박문사 건립을 중심으

로｣, �韓國思想과 文化� 85집, 2016, 265-266쪽.

24⦁ 김병민, ｢1930년대 觀光名所로서의 京城 이미지｣,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1, 38쪽.

25⦁ 맥락의 파괴와 왜곡은 박문사의 건축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박문사는 경희궁의 흥화문을 가지고 와서 정문으로 

사용하고 역대 국왕의 초상화를 모신 경복궁 선원전을 옮겨 와 음식을 만드는 공양간으로 사용했으며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원구단의 석고전을 종루로 활용하는 등, 조선의 주요 문화재를 훼손시켜 절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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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일본에서 사진그림엽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0년 10월이다. 우편법 제정에 

의해 사제엽서의 인쇄,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그림엽서 발행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커다란 인기를 모은 것은 1904년부터 시작된 러일전쟁 때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러일전쟁은 미증유의 규모로 치러진 전쟁으로 인식되었으며, 그것이 점차 장기

간에 이르는 소모전의 양성을 보임에 따라 국력은 총동원되고 병사들의 희생도 크게 

따르게 되었다. 시시각각 전황을 전하며 국민적 관심사를 한데 모은 것에는 신문과 잡지

의 영향이 지대하게 작용했지만, 역사성이 비교적 짧은 사진그림엽서라는 매체는 그것

이 가지는 시각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전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체신성逓信省이 발행한 사진그림엽서를 앞을 다투어 구입하고자 

했고 일각에서는 혼란 속에서 소년 두 명이 질식사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당시의 

엽서 구매 욕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27⦁ 

당연한 지적이지만 전쟁이라는 국가적 사건을 옮기는 사진그림엽서에 어느 정도의 

사실성, 혹은 진실성이 담보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것은 전장에서 일어난 사건

과 사실을 보다 명징하게 전달하는 데에도 일정의 목적을 두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선행되는 가운데 거기에 맞는 정보를 수합하는 형태로 엽서 

제작이 왕왕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가 

26⦁ �경성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경성관광협회의 �경성안내도� 및 �경성유람안내

도�를 들 수 있다. 이 안내도에는 홍릉, 장충단과 같이 일제에 항거한 유적지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홍릉과 장충단은 자신들의 과오를 되새기게 하는 곳이므로 가급적 언급을 피해야 할 장소이지

만 지도상에는 그 명칭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원종혜는 대한제국의 역사성을 일본이 계승, 관리하고 

있다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한 일본의 의도된 전략이라 해석하였다.(원종혜, ｢일제시대 觀光地圖에 조명

된 京城 관광의 이미지｣, �역사와 경계� Vol.100, 2016, 154쪽) 이에 비해 사진엽서 �경성백경�은 사진과 엽서

라는 매체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연속적인 혹은 전체적인 맥락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분절적인 공간

의 기억과 서사를 전경화하게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27⦁ 向後恵里子, ｢逓信省発行日露戦役紀念絵葉書－その実相と意義｣, �美術史研究� 41, 早稲田大学美術史学

会, 2003, 104쪽; 浦川和也, ｢朝鮮半島絵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し｣｣, �KAN� vol.23, 2005,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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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방점을 둔 이른바 ‘시

선의 정치’, ‘재현의 정치’는 이후 일본이 식민지 조선 각지에서 포착한 사진과 그림에도 

반복되었으며 그것은 사진엽서 및 그림엽서에 그대로 등사되었다. 

1930년대 후반, 즉 식민지 말기에 발행된 사진엽서 �경성백경�은 그동안 축적되었던 

경성의 이미지 혹은 조선의 이미지가 얼마나 단선적인 문법에 따라 조형되고 정착되었

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28⦁ 실제보다 선행되어 전형화된 조선인의 이미지는 퇴영적

이고 미개하며 또 열등했으며, 왕권을 상실한 조선의 궁궐은 식민지의 낯선 풍경을 대변

하는 일종의 장식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과 대비적으로 전시된 식민지 근대는 웅장

하고 육중한 무게감을 과시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다루는 범위도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등 광범위했다. 이러한 경성의 풍경은 그곳이 더 이상 조선의 한양이 아닌 일본의 

경성임을 증명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진엽서로 경성을 체험하다는 것과 실상의 

경성을 체험한다는 것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이며, 심지어 사진엽서는 실재보다 더욱 

실재와 같은 경성을 대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재현(�p��)과 실재 사이의 역전 관계를 

얼마든지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경성 여행에서 누락된 부분 

혹은 여백의 부분을 사진엽서가 보완하고 그러한 가운데 사진은 어느새 실정성을 가진 

하나의 살아있는 풍경으로 되살아나 하나의 현실을 구성하게 된다. 이처럼 객관적 혹은 

과학적 눈으로 검증하기 보다는 경성이라는 표의에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수렴해 놓고 

그것을 유통 구조 속에 놓고 소비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지Image와 이데올로기Ideologie

를 합쳐서 만든 말인 이마골로기Imagologie 정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28⦁ 물론 여기에서 엄격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은 �경성백경� 이전에 발행된 사진그림엽서 가운데 어떠한 사진들을 

�경성백경�이 선별적으로 다루며 전유, 유용하였는가 하는 부분일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 ‘일한합병

기념’ 엽서를 시작으로 1주년에서 10주년까지 관제엽서를 간행한 바 있는데 하나같이 조선총독부 설치 이후 

‘발전’된 조선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특히 시정 기념엽서는 근대화된 거리, 신식 교육현장, 새로 들어선 공장 

등을 전근대적인 옛 모습과 대비적으로 배치했다.(김수현·정창현,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사진과 엽서

로 본 근대 풍경)�, 민속원, 2011, 126쪽) �경성백경�이 치중한 일본식 근대의 선전은 관제엽서의 프레임으로부

터 다분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엽서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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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백경�은 타자의 현실을 표상 양식으로 전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된 

표상 양식에 현실을 따르게 만드는 역설의 시공간 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비약과 괴리, 그리고 역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표상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그것을 교란하는 서사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자에 대한 비교 고찰이 시도될 

때 사진엽서에 담긴 의미도 보다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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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타자의 역사와 문화, 일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비교하며 평가하는 ‘관광’과 ‘그림

엽서’는 타자를 응시하는 시선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타자를 응시하는 시선이란 독자적이거나 능동적인 주체적 시각이 아니라 이미 ‘예

정된’ 혹은 ‘예견된’ 프레임을 통과한 시선이라는 사실이다. 푸코의 권력 이론에 기반을 

두고 관광의 시선을 설명하는 존 어리John Urry는 저서 �관광객의 시선The Tourist Gaze�

(Sage, 2002)에서 관광 주체의 시선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권력이나 매체(�p,"�	¾», KL�

�, ùcú¥�, d�, ?cN, TV �)에 대해 언급하며 관광객이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란 보아야 

할 것과 체험되어야 할 것을 선별해 놓은 아이템을 추적해 가는 과정에 불과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관광과 매체는 타자를 둘러싼 시선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존립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학계에

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관광 담론 연구나 이미지 연구가 서로 긴밀하게 

논의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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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제침략기에 일본이 발간한 각종 여행안내서나 사진그림엽서1⦁는 단순히 문

화적, 심미적 차원에서 발간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차별적인 이미지 구성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된 장치이자 실천이었음은 이미 선행연구가 분명하게 

짚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2⦁ 이 글에서 살펴 볼 부산 관련 사진그림엽서도 같은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항 이후 부산에 조성된 일본인 거류지 및 원도심의 식민 

공간은 일본인들의 일상 공간이자 동시에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다수의 사진그림

엽서로 제작되어 일본이 만든 근대적 공간으로 선전, 전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은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동하는 경로에서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

었기에 일본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의 행정

적 중심지였던 경성과는 달리 부산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되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부산 관광 담론을 대변하는 매체 가운데 하나인 사진그림엽서를 

중심으로 일제침략기의 부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 전시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부분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1⦁ 일본에서는 사진이나 그림 도안이 있는 엽서를 에하가키(絵はがき·絵葉書)라고 통칭하고 있다. 용어의 한자 

표기에서도 보듯이 사진보다는 그림의 의미에 방점이 놓여 있는데, 실제 엽서의 성격에 따라 사진엽서 혹은 

그림엽서라 칭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있고, 디자인에 따라 사진과 그림이 같이 사용된 경우는 사진그림엽서라 

칭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엽서도 사진엽서, 그림엽서, 사진그림엽서 등 다양한데, 엽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기로 하겠다. 아울러 이 글에서 다루는 모든 사진그림엽서는 동아대학교 중국·일본

학부 신동규 교수의 소장 자료로서 논문 집필을 위해 제공받았음을 밝혀둔다. 

2⦁ 최근의 연구로 한정지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문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현식, ｢이미지와 시가(詩歌)의 

문화정치학(Ⅰ)－일제시대 사진엽서의 경우｣, �동방학지� 제175집, 2016; 최현식, ｢이미지와 시가(詩歌)의 문

화정치학(Ⅱ)－일제시대 사진엽서의 경우｣, �한국학연구� 제42집, 2016; 최현식, ｢백두산절·오족협화·대동

아공영론:그림엽서 <백두산절>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61권, 2016; 신동규,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

(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일본역사연구� 제45집, 2017; 김경리, ｢그림엽서 봉투도안으로 보는 

관광의 상품성과 경성－1920~1930년대 경성관광 그림엽서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110권, 2017; 최인택,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동북아문화연구� 제51집, 2017; 황진, ｢일제침략

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 �일본문화연구� 제63집, 2017; 황익구,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일본문화연구� 제63집, 2017; 조정민, ｢식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

과 서사 전략｣, �일본문화연구� 제63집, 2017; 한현석,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조선에서의 국가신도 체제 

선전과 실상｣, �일본문화연구� 제63집, 2017; 김선정, ｢관광 안내도로 본 근대 도시 경성－1920~30년대 도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3권,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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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된 부산의 로컬리티로, 부산의 지역성과 사진그림엽서 표상 사이의 상관에 대해서

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부산의 로컬리티가 해방 이후에 어떻

게 연속, 단절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를 줄 것이다.

2. 식민지 관광의 시작과 부산 

�시선의 탄생 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û�M, �-, 2011),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

시찰�(��û, ¤-N��, 2011) 등의 저서를 통해 식민지 지역에서 일어난 근대 투어리즘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상관에 대해 다각적으로 천착해 온 조성운은 일본에 의해 발굴된 

조선의 근대 관광은 이미 그 시작부터 식민지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선언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3⦁ 그는 식민지 대만의 근대 관광을 연구한 소야마 다케시曽山毅의 �식민지 대만

과 근대 투어리즘植⺠地台湾と近代ツーリズム�(⻘⼸社, 2003) 등의 연구를 원용하면서, 근대 관광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도의 건설과 관광객 유치체제의 정비, 시공간에 대한 사람들

의 인식 변화, 이동에 관한 필요의 증가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조선과 같은 비서구지

역의 근대 관광의 출발은 식민지 통치에 의해 이식된 ‘근대’로부터 이루어지기에 제국주

의 침략 정책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물론 경인선이나 경부

선, 경의선과 같은 초기의 철도는 관광에 방점이 있었다기보다 조선의 식량과 자원의 

수탈, 일본 상품의 조선 수출 등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 및 대륙 침략이라는 정치적 목적

이 우선시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만과는 달리 초기부터 관광 목적

의 여객 운송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인원을 보다 빨리 편안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철도의 발달이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을 견인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4⦁ 

3⦁ 조성운, �시선의 탄생－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 선인, 2011a, 186-187쪽.

4⦁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b, 7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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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당시의 철도 사정을 확인해 두자. 최초의 철도선으로 알려진 

경인선은 1899년 제물포-노량진 구간으로 완성되었고 이듬해인 1900년 남대문역까지 

연장 개통되었다. 1905년 1월에는 경부선이 완공되었고 1906년 4월에는 경의선이 완공

되어 운행되었다. 또 1914년에는 용산-원산간의 경원선이 개통되었다. 특히 1911년 11

월 1일에는 신의주와 만주의 안둥安東을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가 완공되어 조선과 만주

를 직통하는 철도 개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1905년 9월 시모노세키下関와 부산을 연결하

는 관부연락선이 개통된 이후 6년 만에 일본과 대륙을 잇는 교통망이 완성된 것이다. 

이것은 곧 시모노세키－부산－만주를 잇는 철도망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며, 일제의 

만주 진출 혹은 침략을 위한 교통로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이는 

유럽횡단철도와 연결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 총독부 철도국은 화물과 여객의 운송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1913년 부산-장춘 간의 급행열차를 주 3회 운항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의선에 야간 철도도 창설하여 경부선 및 안봉선安奉線의 주간급행열차와 연결하여 유

럽과의 연결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5⦁

철도의 부설과 함께 191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1910년 시베리아경유국제연락운수회의經由國際連絡運輸會議 기반 하에서 

조선, 중국, 러시아를 돌아보는 관광 루트와 일지주유日支周遊 루트, 일만주유日満周遊 루트

를 선정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전승 지역 견학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재고하

려 했던 것이다.6⦁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싶은 대목은 ‘루트’의 설정이다. ‘관광觀光’이 

가지는 의미에서도 추찰할 수 있듯이 관광은 타자에게서 가장 뛰어난 부분, 즉 빛光을 

보는觀 행위이다. 뛰어나고 우수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만든 관광의 루트에는 당연히 

선택과 배제, 과장과 은폐라는 기제가 작동하고, 이로 인해 관광객은 그들의 시선을 

규제하고 감시하며 지도하는 시선의 정치에 따라 보아야 할 것만 학습하고 돌아오게 

된다. 1910년대 일본에서 초기 단체 관광의 형태로 기획된 일지주유 루트, 일만주유 

5⦁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b, 79쪽.

6⦁ 조성운, �시선의 탄생－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 선인, 2011a,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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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등은 이와 같은 관광의 정치성을 그대로 담지한 것이었다. 이들 루트는 타자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혹은 자신들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배제함으로써 관광을 국가 이데올로기의 선전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광 루트의 발견 혹은 관광 코스의 발견은 교통의 발달과 여행 기구 정비가 본격

화되면서 더욱 긴밀하게 선동 정치와 접속하게 된다.

일본의 여행 기구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고 근대화되는 것은 1912년 3월 12일 일

본여행협회Japan Tourist Bureau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일본여행협회는 도쿄東京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는 지부를, 그리고 지부 관하에 안내소 또는 출장소 및 촉탁안내소를, 해

외에는 대리점을 두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관리하는 기구였다. 본부는 업무를 계획

하고 지부 및 안내소 이하의 사무를 통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부는 유람지

의 개발 및 개선 촉진, 유람지의 소개, 안내소와 출장소 및 촉탁 안내소의 관리, 단체 

사무의 통할, 지방 사무소의 통제, 일본여행구락부 및 일본온천협회 사무 등을 맡았다. 

무엇보다 일본여행협회는 관광객에 대한 알선과 안내를 주요 업무로 삼았기에 요코하

마横浜와 고베神⼾, 나가사키⻑崎에는 독립 안내소를 설치하고 조선과 만주, 대만 등의 중

요 철도역 및 일본여행협회의 회원단체인 기선회사 본사와 지사, 그리고 철도원·남만

주철도주식회사가 경영하는 호텔 등에 여행 안내소를 설치해 나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13년 본부 직속의 전속 안내소가 시모노세키와 고베에 설치되었고 1914년에는 

도쿄역에 도쿄 안내소가 설치되었다. 조선의 경우, 1912년 12월 1일 경성 안내소와 부

산 안내소가 남대문정거장 여객 대합소와 부산정거장 여객 대합소 내에 각각 설치되

었고, 다롄大連 지부의 뤼순旅順·펑톈奉天·창춘⻑春 안내소도 각 지역의 야마토大和 호텔 

내부에 안내소가 설치되었다.7⦁ 

철도의 부설과 본격적인 여행안내소의 설치 등은 부산의 지리적 특징을 더욱 명확하

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식민지 시기의 조선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가운데 대

부분은 일본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대륙으로의 이동을 위한 최초의 교통

7⦁ 조성운, �시선의 탄생－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 선인, 2011a, 188-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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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은 관부연락선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남만주철

도주식회사는 1916년 관부연락선과 일본철도, 조선철

도, 만주철도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기

도 했다. 이 상품은 모지門司 혹은 고베의 산노미야三ノ宮

에서 오사카大阪상선회사의 기선에 승선하여 다롄－펑톈

－안둥－경성－부산(��\ü�� ��)－시모노세키로 이동하

는 코스와 시모노세키에서 관부연락선에 승선하여 부산

－경성－안둥－펑톈－다롄(U�À� 3�Ñ�� ?�� ��)－모지 또

는 고베(´�`)로 이동하는 두 코스를 가지고 있었다.8⦁ 

이렇듯 부산은 식민지 조선 혹은 대륙 관광의 출발

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열도와 대륙 

사이를 이어주는 관부연락선 역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때문에 관부연락선의 시대적 의미와 사진그림

엽서와의 상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경부선의 개통과 관부연락선의 취항으로 인해 

부산이 식민지 관광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

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관부연락선과 경부선의 기

점인 부산은 일본과 만주, 일본과 만주 및 러시아, 일본

과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철도 교통의 시발과 귀착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요 지점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시기에 따라 여행안내서 내에서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

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02년 조선총독

8⦁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b, 84-85쪽.

[엽서1] <부산의 승경> 엽서봉투

총 15매 구성. 상단에 ‘조선의 문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엽서2] <오늘의 부산> 엽서봉투 

총 8매 구성. 좌측에 세로로 ‘동아의 관

문’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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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철도국이 펴낸 �조선철도노선안내朝鮮鐵道線路案內�에는 ‘동아대륙東亞⼤陸으로 통하는 문

호門戶’라 규정되었고 1913년 잡지 �조선공론朝鮮公論�에는 ‘세계의 통로’로, 1918년 남만

주철도주식회사 경성관리국이 발행한 �조선철도여행안내朝鮮鐵道旅⾏案內�에는 ‘구아대륙

歐亞⼤陸으로 통하는 문호門戶’라 적시되었다.9⦁ 다시 말해 ‘동아대륙東亞⼤陸’에서 ‘세계’, 즉 

‘구아대륙歐亞⼤陸’으로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와 중요도는 점차 확장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는 1904년 러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영토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산의 지정학적 성격과 특징은 사진그림엽서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위에 

제시한 엽서 봉투에는 각각 ‘조선의 관문’, ‘동아의 관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륙의 문호이자 관문인 부산은 사진그림엽서에서 어떠

한 방식으로 표상되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부산의 장소성과 사진그림엽서와의 상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식민지의 시공간을 여는 관부연락선

뱃길 관부연락선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한 인물의 글을 중심으로 식민지 시대를 

조명한 이병주의 소설 �관부연락선�(�ÔýÓþ�, 1968.04-1970.03)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을 

읽을 수 있다.

“처음으로 부산을 보는 감상은 어때?”

“글쎄.”(중략)

혼잡을 이룬 사람들이 빚어내는 소란 위로 “봉천행 열차를 타실 손님은……” 하고, 라우

드스피커가 울려 퍼졌다.

9⦁ 조성운, �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 경인문화사, 2011b,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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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행 열차라!”

E는 처음으로 이국정서 같은 것을 느낀 모양이었다.(중략)

“그렇지, 여기가 바로 대일본제국의 대륙에 이르는 관문 아닌가.” 했더니, 

“봉천행 열차, 나쁘지 않은데.”

하는 E의 말투엔 대륙으로 뻗은 일본의 실력을 처음으로 실감했다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어디 봉천뿐인가, 여기서 시작해서 하얼빈으로도 가고 치타로도 가고 페테르부르크에

도 가고 바르샤바에도 가고 그리곤 베를린으로 해서 파리까지라도 갈 수 있지.”10⦁ 

이병주의 작품 �관부연락선�은 식민지 시기의 부산의 사정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

사하고 있기에 소설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논문도 발표된 바 있는데,11⦁ 위의 

인용문은 1940년대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작중 인물들의 말마따

나 부산은 ‘대일본제국의 대륙으로 이르는 관문’으로, 봉천은 물론이고 하얼빈, 페테르

부르크, 바르샤바, 베를린, 파리 등으로까지 이를 수 있는 시발점이었다. 그리고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이 ‘대일본제국의 대륙으로 이르는 관문’으로 인도하는 수단은 다름 

아닌 관부연락선으로, 이 연락선은 대륙으로의 이동을 안내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자 

수단이었다. 경부선 철도의 부산 잔교역과 일본의 산요山陽 본선 시모노세키역을 연결하

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연락선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관부연락선이 선박이라

기보다 오히려 철도 시설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1905

년 1월 1일 부산 초량과 영등포를 잇는 경부선의 전 구간이 개통되고 같은 해 9월 11일

에 관부연락선이 취항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12⦁ 때문에 관부연락선의 시간표와 경부선 

10⦁ 이병주, �관부연락선�, 동아출판사, 1995, 343-344쪽.

11⦁ 권선영, ｢이병주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시모노세키와 도쿄｣, �비평문학� 제63호, 2017.

12⦁ 러일전쟁이 종결된 후 경부선 철도가 부산과 서울까지 잇게 되자 이를 계기로 일본의 산요기선주식회사(山陽氣

船株式會社)는 일본의 산요선 철도와 한국의 경부선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선박 수송을 계획하는데,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은 바로 관부연락선이다. 1905년 9월에 처음으로 취항한 관부연락선은 1,680톤급의 정기 여객선 이키

마루(壹岐丸)였고, 이어서 11월 1일에 역시 1,680톤급의 정기 여객선 쓰시마마루(対馬丸)가 취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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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시간표는 긴밀하게 맞춰져 있

을 수밖에 없었다. [엽서3]은 부산부

釜山府가 발행한 엽서 <부산그림엽서

釜⼭絵葉書>13⦁의 봉투이다. 뒷면에는 

‘동아의 관문이자 국제교통로의 요

충지’, ‘부산을 기점으로 하면……’

이라는 문구와 함께 시모노세키, 하

카다博多, 나가사키⻑崎, 오사카, 하코

다테函館, 원산, 청진, 인천, 다롄, 텐

진天津,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안둥, 

펑톈, 창춘⻑春, 모스코바, 베를린, 파

리 등, 부산에서 세계 각지로 이동

할 때에 필요한 정보인 교통 관계 일람표(ô!��Å���ý��)를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산이 일본 열도로의 이동 방향과 중국, 유렵으로의 이동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관부연락선은 단순한 해상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거침없는 대륙 

진출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그림엽서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특히 봉투 디자인

에는 연기를 내뿜으며 파도를 가르는 웅장한 선박 이미지가 자주 차용되었는데, 이는 

관부연락선이 부산에 관한 표상 및 내러티브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이

미지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일제침략기에 발행

된 부산관련 엽서의 봉투 디자인이 모두 관부연락선을 도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 터

이다. 앞에서 본 [엽서1]이나 [엽서2]처럼 부산대교(d���)를 비롯해 신사나 기생 등의 

13⦁ 이 엽서가 발행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엽서 뒷면의 양식(뒷면 상단 수신인 면에 ‘郵便はかき’라 

기재되어 있고 통신란이 2분의 1 이내)으로 미루어 보아 1918년 3월부터 1933년 2월 사이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엽서3] 총 5매로 구성된 <부산그림엽서>의 봉투

좌측이 앞면, 우측이 뒷면이다. 뒷면에는 교통관계 일람표가 기재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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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한 예가 있다. 그러나 부산대교가 준공된 것은 1934년 11월 23

일이기에 부산대교를 엽서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1934년 11월 23

일 이후부터라 볼 수 있다. 일제침략기에 발행된 부산 관련 사진그림엽서의 봉투 디자

인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전체 가운데 관부연락선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봉투 도안에 사용된 상징물, 건조물의 준

공 년도 등을 참고로 할 때 관부연락선의 경우는 비교적 일찍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엽서 봉투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도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엽서4] <부산의 명소> 엽서봉

투. 총 8매 구성. 하단에 관부연

락선 이미지 사용 

� [엽서5] <부산명소 그림엽서> 

봉투. 총 6매 구성

� [엽서6] <부산명소> 엽서봉투. 

총 12매 구성

� [엽서7] <부산의 색채> 엽서봉

투. 총 8매 구성. 우측 하단에 관

부연락선 이미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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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엽서들의 발행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만, 엽서 뒷면의 양식(gh�3F� k�-�h6� ‘郵便はかき’®�?²/0�

1I� ��A,� 2�<� 1 ,¥)으로 미루어 보아 1918년 3월부터 

1933년 2월 사이, 혹은 그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

다. 약 15년간에 걸쳐 배 모양 디자인이 꾸준하게 사용

된 것은 관부연락선의 지속적인 신규 취항과도 무관하

지 않을 것이다. 1905년 9월 11일과 같은 해 11월 1일 

11시 30분,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잇는 연락선 이키마루

壹岐丸와 쓰시마마루対馬丸가 최초로 운항을 시작한 이후, 

3,000톤급 선박인 고마마루⾼麗丸와 시라기마루新羅丸가 

1913년 1월 31일과 1913년 4월 5일에 각각 취항한다. 

1922년 5월 8일과 11월 12일, 이듬해 3월 12일에는 게

이후쿠마루景福丸와 도쿠주마루德壽丸, 쇼케이마루昌德丸가 

차례로 취항한다. 이들 선박은 3,500톤 급으로 운항 시

간도 8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세 선박 모두 하루 두 번 

왕복하기에 이른다. 1932년 만주국이 설립된 이후로는 

7,000톤급 선박인 곤고마루⾦剛丸가 1936년 11월 16일에 

취항했으며 이듬해 1월 31일에는 역시 7,000톤급의 고

안마루興安丸가 취항한다. 1942년 9월 27일과 1943년 4

월 12일에는 덴잔마루天山丸와 곤론마루崑崙丸가 각각 취

항했는데 이들 선박은 8,000톤의 대형 연락선이었다.14⦁ 

선박의 대형화와 승객의 증가,15⦁ 운항 시간의 단축 등, 

14⦁ 류교열, ｢부관연락선곽 도항증명서제도｣,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2007, 88-108쪽.

15⦁ 관부연락선의 총 톤수는 1900년대에 1,600톤이던 것이 1910년대에 3,000톤으로 늘어나고, 1920년대에는 3,600

톤 규모로 늘어났다. 나아가 1930년대에는 7,000톤으로 대폭 증강되고, 1940년대에는 8,000톤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다. 이는 승선 정원의 증가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1900년대에 330명 내외에 불과하던 것이 1910년대에 

[엽서8] <부산그림엽서> 봉투

총 5매 구성

[엽서9] <부산명소> 엽서봉투 

총 13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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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1] 총 4매로 구성된 <부산 그림엽서> 가운데 한 장

부채꼴 모양의 도안 안에 시모노세키와 부산이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 측면에서 일본과 조선 및 대륙을 연결하는 뱃길은 점차 확대, 강화되어갔고, 관부

연락선의 명칭의 추이에서도 보듯 연락선의 이름은 일본(,�, ��Û)에서 한반도(I§å, �®, 

¤�, jk, ëj, +¬)로, 그리고 중국(�ú, �´, ��)으로까지 그 영토를 확장시키며 일본은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엽서 봉투 도안

에 관부연락선이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도 몰랐다. 왜냐하

면 일본에서 대륙으로의 이동을 위한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관부연락

선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은 물론 대륙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부산의 로컬리티는 관부연락선으로 대변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이 

지도 위에 관부연락선의 뱃길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안을 삽입하거나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점선으로 연결하여 양자의 긴밀한 관계성을 

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600명 규모로 늘어나고, 1920년대에는 905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후 증가 폭이 더욱 늘어나 1930년대에는 1,700

명을, 1940년대에는 2,000명을 넘기게 되었다.(홍연진, ｢부관연락선과 부산부 일본인｣,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2007, 37쪽)

[엽서10] <그림엽서 부산>의 봉투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점선으로 연결시키

고 있다. 참고로 이 엽서는 부산항 전경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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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관부연락선의 사진그림엽서를 들여다보자. 

[엽서12]는 1922년에 취항한 도쿠주마루의 운항 모습을 포착한 사진엽서로 캡션에는 

명확하게 “관부연락선 도쿠주마루 출항”이라 기재하고 있다. 이어서 남대문과 금강산으

로 보이는 풍경을 배경 디자인으로 하고 관부연락선의 사진을 싣고 있는 [엽서13]과 

[엽서14]는 동일하게 “관부연락기선 게이후쿠마루·도쿠주마루·쇼케이마루 총 톤수 

3620톤, 속력 20 정도”라는 캡션을 사용하고 있다. 두 엽서는 사진그림엽서에 게재한 

관부연락선이 게이후쿠마루, 도쿠주마루, 쇼케이마루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지정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선박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 [엽서12] 도쿠주마루 사진엽서

� [엽서13] 관부연락선 사진그림엽서

� [엽서14] 관부연락선 사진그림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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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6] 관부연락선 곤고마루 [엽서17] 관부연락선 곤고마루

뒷면에 시모노세키 발착 시간, 부산 발착 시간을 기재하

여 탑승 정보를 제공하는 실용성도 구비하고 있었다.16⦁ 

관부연락선에 부산의 장소성, 다시 말해 ‘동아의 관

문’이자 ‘세계의 통로’라는 인식이 기입되는 것은 7,000

톤급의 선박이 취항하는 1936년과 1937년에 이르러서

인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소개하는 엽서는 모두 1936

년에 취항한 곤고마루와 이듬해에 취항한 고안마루를 

다룬 것으로 캡션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선박의 특징

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그 거대한 위용을 선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같은 사진을 활용한 엽

서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미하여 재생산되고도 

있었다.

 

16⦁ 뒷면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것이 하행선으로,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것이 상행선으로 되어 있으며 시모노세키와 부산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에 1회씩 운항되고 있었다.

[엽서15] [엽서13·14]의 뒷면

가운데 부분에 관부연락선 발착 시간표

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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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18] 관부연락선 고안마루 [엽서19] 관부연락선 고안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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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한 엽서의 캡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는데,17⦁ 하나는 

7,000톤급에 달하는 곤고마루와 고안마루를 ‘현해탄을 누비는 화려한 꽃’ 혹은 ‘현해탄

의 여왕’이라 수식하며 그 위엄찬 모습과 화려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

을 ‘천혜의 양항良港’이자 ‘동아의 관문으로 여객 왕래와 화물 집산의 초점’, ‘반도 제일의 

무역항이자 내선교통의 요충지’로 규정하며 부산의 장소적 특징이나 로컬리티를 명시하

고 있는 점이다. 관부연락선은 관광엽서에 등장하는 다른 명소처럼 고정되어 있는 장소

가 아니라 일본과 대륙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교통수단이기에 방문지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현해탄을 누비는’ 거대한 집단적인 이동성이야말로 일본이 강조하고자 했던 

대륙의 지배와 정복을 상징하고 있었기에 그 ‘씩씩하고’ ‘시원하게’ 나아가는 위용은 

17⦁ 엽서 캡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엽서16] 배는 환희와 대망을 싣고 부산으로 …… 시원하게 흰 파도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현해탄의 여왕, 보라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엽서17] 조선의 남단에 위치하며 조선해협의 서수도(西水道)에 위치한 천혜의 양항(良港) 부산은 동아의 관문

으로 여객 왕래와 화물 집산의 초점이다. 사진은 곤고마루.

[엽서18] 부산항은 반도 제일의 무역항이자 내선교통의 요충지로 주요한 항구이다. 근자에 무역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 거듭 크게 팽창하고 있다. 사진은 고안마루.

[엽서19] 하얀 파도를 일으키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것은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락하는 호화선 고안마루의 

당당한 모습이다. 곤고마루와 자매선으로 두 배 모두 현해탄을 누비는 화려한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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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일본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관부연락선은 부산항의 이동성과 개방성, 해양성 등을 대변하는 기능도 수행하

고 있었다. 동아의 관문인 부산에 여객과 화물이 왕래, 집산하는 양상을 언급한 것이나, 

천혜의 양항, 제일의 무역항, 내선교통의 요충지 등으로 부산을 서술하는 것은 부산이 

식민지 조선과 일본을 접합시키는 중요한 지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내선을 잇는 중추적 컨텍트 존contact zone으로 전경화된 부산은 사람은 물론 물자와 정보

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며 여러 경로로 왕래하는 장소로 대변되며 자연스럽게 이동성과 

개방성이라는 로컬리티를 획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관부연락선이 일본과 조선을 오가는 운동성을 

가진 장소였던 만큼, 일본에서 한반도로 건너가는 일본인이나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

가는 조선인, 그리고 그 외의 승객들은 자신의 신체에 직접 관부연락선의 이동성과 상징

성을 기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자, 이주

농민, 상공인, 여행자, 수학여행 학생 등 다양한 층위의 일본인이 조선을 방문했고 조선

에서는 신학문을 배우려는 유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징용이나 징병에 의한 강제 도항자

가 줄지어 부산에서 일본으로 이동했다. 바꾸어 말하면 관부연락선을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은 자의든 타의든 관부연락선이 ‘영광과 굴욕의 통로’18⦁임을 체현해야 했던 것이

다. 더불어 이들은 부산항에서 모이고 흩어지는 소위 왕래와 집산이라는 부산의 이동성

과 개방성의 동적 로컬리티도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동하는 장소 관부연락선이 

갖는 이 같은 복잡한 의미망이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음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진그림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산이란, 혹은 

부산의 바다란 ‘영광과 굴욕의 통로’ ‘내선교통의 요충지’로만 기억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이 송도(	�z¦r, 	�Ø¦)는 관부연락선이 함의하는 지배와 이동의 바다

18⦁ 이병주의 소설 �관부연락선�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관부연락선은 영광의 상징일 수 있으나 굴욕의 

상징일 수도 있다. …(중략)… 영광이라고 하고 굴욕이라고 해도 일본인에겐 영광이고 한반도인에겐 굴욕이라

고 구분할 생각은 없다. 그저 어떤 사람들에겐 영광이었고 어떤 사람에겐 굴욕의 통로였다는 뜻이다.”(이병주, 

�관부연락선�, 동아출판사, 1995,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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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또 다른 층위의 바다를 제시하고 있었다.

4. 백사청송의 자연과 휴양지, 송도

1913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 유지들에 의해 만들어진 송도 해수욕장은 부산은 

물론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송도에서 가까운 남포동, 광복동 지역에

는 개항 이후에 일본인 전관거류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인근의 남빈南濱 해수욕장은 

이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대중적으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매축되기 전(1990u�»�£
ª�ÒúS�vÕE?��Ù) 자갈치 해안인 남빈 해수욕

장이 유일하였는데, 이곳의 항만 기능이 확충되면서 해변이 점차 오염되자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서 송도를 유원지로 개발하게 된 것이었다. 1912년 송도유원주식회사松島遊園

株式會社가 설립되면서 송도에는 요정과 여관, 해수탕 등이 설치되어 개발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용두산을 중심으로 시가를 이루고 있던 당시로서는 송도로 가는 길이 지금의 

천마로인 송도 윗길이 유일하였고 따로 대중교통이 없던 시절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쉽

지 않았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고 송도의 절경이 유명세를 타게 되자 부산부는 휴게소, 

탈의시설, 귀중품 보관소, 구급시설 등을 운영하였고 여름철에는 매일 남포동 도선장에

서 송도까지 1시간마다 발동선을 운항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1930년대에 이르면 

다이빙장을 비롯해 여러 채의 별장들이 들어서고 각 학교의 수영대회 및 운동회 등이 

개최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여름철에는 하루 이용객이 

무려 20만을 헤아리기도 했다. 당시 부산부의 인구가 15만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

난 수의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19⦁ 

다음의 사진엽서는 차례로 1910년대와 1920년대, 1930년대의 송도의 모습을 담은 

19⦁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100년�, 2013, 8쪽; 부산박물관,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 부산박물관, 

2007, 11쪽;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의 장소를 걷다�, 소명, 2016,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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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20] 1910년대의 송도 [엽서21] 1920년대의 송도

것이다. [엽서20]은 1910년대 후반의 모습으로 바다에 사다리꼴 간이 다이빙대가 마련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위로 도선이 지나는 모습도 보인다.20⦁ ‘부산 송도유원

지’라는 제목으로 1920년대의 송도를 소개하는 [엽서21]은 송도를 해수욕장으로 포착하

기보다 유원지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엽서22]는 1930년대의 모습으로 이전의 사진

과 비교했을 때 다이빙대의 규모가 훨씬 커져 있음을 알 수 있다.21⦁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송도 엽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백사청송白砂靑松’이라는 

수사로 송도를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 감상의 대상으로 전경화시키고 있는 점이며, 

또한 송도는 송도해수욕장이라는 명칭 이외에 송도유원지, 송도공원 등으로 불리며 근

대적으로 가꿔진 자연과 신체와의 조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엽서22]의 하단 캡션은 송도를 “부산 남쪽의 교외 암남반도 일부에 만입灣入한 

곳에 있는 백사청송의 장소이다.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원근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

적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연 풍경에 관한 이 같은 감상적 수사는 18세기 후반의 

서구사회에서 시작된 낭만주의 운동과 취향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면 자연 관광은 이미 

20⦁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100년�, 2013, 19쪽.

21⦁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100년�, 2013,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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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에 대한 선호가 전제된 여행으로, 

자연을 차갑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기

보다는 그것을 낭만적이거나 미학적인 

견지에서 대한다. 특히 자연을 좋은 그

림에 비유하는 감상, 즉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는 평가는 이상화된 자연의 

출현에 대한 찬사의 말로, 예술과 자연

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은 풍경을 찾아다

니는 관광객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환희 

중의 하나였다.22⦁ 

이 같은 낭만적인 수사는 송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푸른 소나무와 흰 백사장이

라는 조합은 낭만적이고 미학적인 자연 풍경을 창출하여 감상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적 

장치로, 그것은 자연을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불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

다. 더욱이 이러한 낭만적 수사는 그저 캡션과 같은 담론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엽서에도 그대로 실천되었다. [엽서23]은 흑백 사진 엽서 원본 위에 컬러를 입힌 것인데 

푸른 소나무 밭이 멀리 보이고 흰 백사장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엽서24] 역시 

흑백 사진 엽서 원본 위에 컬러를 입힌 것으로 짙은 녹색의 소나무 언덕과 푸른 바다를 

강조하고 있는 그림엽서이다. 

이처럼 근대적인 의미의 관광이 시작되면서 자연은 근대적 시각체험의 대상으로 변

모하여 일종의 ‘문화 경관’이 되었다. 즉, 도시 문명을 주도한 새로운 인공물들(���, 

À, 7�, µ, ��� ô!��) 못지않게 공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해수욕장 등의 ‘자연의 인공적 

변이’들이 근대적 개인들의 삶을 세련되게 분할하고 변화시켰던 것이다. 자연은 인간과

의 전일적 관계에서 벗어나 ‘완상’ 혹은 ‘감상’의 대상이 되었고 자연을 향유하는 행위는 

‘문화’와 ‘오락’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는데,23⦁ 이와 같은 ‘자연의 인공적 변이’가 감상

22⦁ 닝 왕(Ning Wang) 저, 이진형 외 역,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137-138쪽.

[엽서22] 1930년대의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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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23] 컬러로 재구성한 송도 그림엽서 [엽서24] 컬러로 재구성한 송도 그림엽서

의 대상이 되는 과정은 송도에서도 실천되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백사청송으로 대변되는 자연 풍광은 비단 송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중후반에 비교적 뒤늦게 개발된 해운대 온천,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역시 백사청송의 ‘비범한 경승지’이자 ‘이상향’으로서 낭만적으로 서사되었다.24⦁ 예컨대 

“부산 골프링크에서 수영만에 걸쳐 소나무 가로수가 이어진 미관과 명징한 해수의 색조, 

멀리 부산항 부두에 바둑알처럼 놓인 오륙도, 정면 저 멀리 어렴풋이 모호한 초승달처럼 

뜬 쓰시마의 그림자 등, 이는 정돈된 그림과 같은 풍경이다”,25⦁ “온천장은 흰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에 가깝고, 수영만, 고운갑孤雲岬 등에 의해 S자 형태의 해변의 아름다움을 

형성하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일견삼탄⼀⾒三嘆하게 하는 절경이다.”26⦁ 등의 기술을 읽어

보면, 송도와 해운대의 구체적인 사정은 각기 다르게 서술될지라도 이들의 자연을 ‘정돈

된 그림과 같은 풍경’, ‘흰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 ‘일견삼탄의 절경’과 같은 미적 감상의 

23⦁ 권채린, ｢근대적 자연 체험과 교양 담론｣, �우리어문연구� 39집, 2011, 517쪽.

24⦁ 식민지 시기의 해운대 개발 과정과 관광 담론, 표상의 상관에 대해서는 조정민·이수열, ｢해운대 관광의 탄생－

식민지시기 해운대온천의 개발과 표상｣(�인문연구� 72호, 2014.12)을 참조.

25⦁ 海雲臺溫泉合資會社 編, �海雲臺溫泉案內�, 海雲臺溫泉合資會社, 1936, 3쪽.

26⦁ 海雲臺溫泉合資會社 編, �海雲臺溫泉案內�, 海雲臺溫泉合資會社, 1936,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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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전경화시키고 있었던 것은 공

통된다 할 것이다. 이 같은 해운대의 자

연이 더욱 직접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엽

서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인 매체를 경유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해운대

의 ‘정돈된 그림과 같은 풍경’은 실재 ‘그

림’으로 유통되면서 그 실정성을 점차 확

보해 나갔던 것이다. 해운대의 절경을 옮

겨 놓은 복제품이 시각적으로 전시되고 

유통될 때 해운대의 자연과 낭만은 한층 

증폭되며, 이와 같은 ‘정돈된 그림’이 재생산을 반복함에 따라 해운대 경승지 담론은 

더욱 강화된다.27⦁ 

이렇게 송도와 해운대가 공통적으로 백사청송의 풍경을 공유하게 된 것은 그곳에 

백사청송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균일화된 관념적 가상 풍경이 감상의 대상으로 

창출되는 것이 이미 전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백사청송이라는 수사는 

그러한 풍경이 실재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풍경을 발견 혹은 

출연시키기 위한 틀에 의해 거꾸로 포착되었다는 것이다.28⦁ 이는 자연에 낭만적인 환상

을 투영하여 완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유사한 수사 범주 속에 놓여있을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하자면, 송도에서 발견된 풍광의 수려함은 그곳이 조선의 

송도에서 일본의 마쓰시마松島로 치환되는 과정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1916년 부산

갑인회釜山甲寅會에서 발행한 �일선통교사日鮮通交史�에는 그 지명의 유래가 “바다 밑의 모래

가 희고 물이 특히 맑아서 언덕 위의 청송이 바다 속의 흰모래와 서로 비침으로 송도라는 

27⦁ 조정민·이수열, ｢해운대 관광의 탄생－식민지시기 해운대온천의 개발과 표상｣, �인문연구� 72호, 2014, 651쪽.

28⦁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저,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42-46쪽.

[엽서25] 해운대의 백사청송 이미지를 부각시킨 사진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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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생겨나게 된 까닭이다.”29⦁라고 되어 있고, 또한 1929년 조선총독부철도국이 발행

한 여행안내서 �조선朝鮮�에도 송도의 지명은 “노송 수만 그루가 울창하여 그 바람 소리

가 끊이지 않는데 송도라는 명칭도 이 때문이라 한다.”30⦁로 설명되어있다. 그러나 1940

년 부산관광협회가 발간한 여행안내서 �부산안내釜山案内�에서 그것은 “만 입구에 작은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노송이 번성하여 일본 3경 중 하나인 마쓰시마松島와 닮아있어 

이곳을 마쓰시마라 부른다 한다.”31⦁로 소개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송 

수만 그루가 울창’할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집적된 송도가 어느새 일본의 지명을 덧입고 

마쓰시마로 불리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일제침략기 이전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 

뉘앙스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조선 침략 이후에 일본이 부산에서 발견한 절경으로 그 

지명마저 일본 3경의 마쓰시마에 겹쳐놓고 있었다. 이는 송도의 이름과 유래를 일본의 

방식으로 탈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이렇게 일본이 식민지에서 발견한 절경은 

낭만적 수사 및 사진그림엽서에 투영되어 근대적 자연 관광의 실천을 이끌고 있었다. 

한편, 송도는 근대적 ‘풍경의 발견’에 그치지 않고 근대적 도시 공원 창출과 근대적 

신체의 조합을 예견하고 있었다. 19세기의 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도시 공간에 공원이라는 

자연을 도입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과학 기술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고 그 가운데 도시 속의 공원이라는 녹지 공간이 발명되었는

데, 이 공간은 도시의 위생과 건강, 보건의 기능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당대의 철학과 

취미가 반영된 문화적 예술적 활동의 소산이기도 했다.32⦁ 앞에서 언급했듯이 송도는 

부산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자주 이용하던 남빈 해수욕장이 오염됨에 따라 그 대안으

로 조성된 해수욕장으로서, 일반 대중들은 이곳에서 휴양과 오락을 즐기며 심리적 정신

29⦁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 100년�, 2013, 9쪽 재인용.

30⦁ 朝鮮総督府鉄道局, �朝鮮�, 朝鮮総督府鉄道局, 1929, 9쪽.

31⦁ 釜山観光協会, �釜山案内�, 釜山観光協会, 1940, 37-38쪽.

32⦁ 황주영,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14,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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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체력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했다. 즉 송도해수욕장은 송도공원으로 혹은 송도유원지

로 불리며 여러 층위의 공공적 건강, 보건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었고 사진그림엽서의 

소재로도 쓰이며 부산의 근대적 도시 성격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다.33⦁ 또한 송도는 각 학교의 수영대회 및 운동회 등이 개최되던 장소이기도 했다. 운동

회란 국가가 상정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생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실천의 장이면

서 동시에 제한된 일탈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이다. 운동회의 이 두 가지 성격은 

모두 몸과 마음의 규격화를 위한 도구로서 운동회 자체가 일종의 내셔널리즘의 실천적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는데, 송도는 바로 그러한 근대적 신체를 조형해내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일제침략기의 부산 관광 담론을 대변하는 매체 가운데 하나인 사진그림

엽서를 중심으로 당시의 부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 전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식민지 지배라는 강력한 통치 체제 아래에서 부산이 표상되는 방식은 몇 가지로 범주화

되고 있었는데, 본문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침략기의 근대 관광은 식민지 통치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바, 처음부터 

식민지성을 배태한 행위였다. 특히 철도와 같은 교통 시설의 정비와 체계적인 여행 기구 

등은 근대 관광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이러한 근대 관광의 시발은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산은 관부연락선과 

경부선의 기점으로서 일본과 만주, 일본과 만주 및 러시아, 일본과 중국을 잇는 동아시

33⦁ 해운대 온천과 해수욕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온천과 해수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해운대는 휴양과 보양의 

메카로 선전되었고 특히 골프장이나 당구장과 같은 최신식 근린 시설의 홍보를 통해 종합적인 레저시설을 갖춘 

근대적 공간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조정민·이수열, ｢해운대 관광의 탄생－식민지시기 해운대온천의 개발

과 표상｣, �인문연구� 72호, 2014.12, 6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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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철도 교통의 시발과 귀착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요 지점이었기에 부산에는 ‘관문’이나 

‘문호’와 같은 수식어가 붙기 마련이었다. 물론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왜관도 교역과 

통상을 위한 관문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왜관이 일본의 상인이나 공직자가 머물던 폐쇄

적인 공간인 데 반해, 일제침략기의 부산은 대륙으로 확장되거나 일본 열도로 이동하는 

개방적인 경유지로 규정되었고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이후 부산의 로컬리티를 대변하

는 하나의 전형이 되어갔다.

둘째, 관부연락선은 일제침략기에 일본과 대륙을 잇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는 고정된 장소, 즉 관광명소는 아니었지만 관광엽서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관부연락

선이 가지는 거대한 집단적인 이동성이야말로 일본이 강조하고자 했던 대륙의 지배와 

정복을 상징하고 있었기에 기선의 위용은 곧 일본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부연락선은 부산항의 이동성과 개방성, 해양성 등을 대변하는 기능도 수행

하고 있었다. ‘동아의 관문’이자 ‘세계의 통로’인 부산에서 여객과 화물이 왕래하고 집산

하는 양상은 부산이 식민지 조선 및 대륙과 일본을 접합시키는 중추적 컨텍트 존contact 

zone임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부산은 사람은 물론 물자와 정보 등을 대상으로 

여러 경로의 이동을 창출하는 장소로서 자연스럽게 이동성과 개방성이라는 로컬리티를 

획득하게 되었다. 

셋째,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경로로서 관부연락선의 바다가 존재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낭만적인 자연 경관에 대한 신화가 바다를 매개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예컨

대 송도 및 해운대의 자연은 근대적 시각체험의 대상, 즉 일종의 문화 경관으로 변모하

여 감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때 등장한 ‘백사청송’이란 상투어는 근대 자연 관광의 

실천을 유인하는 선전문구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속의 자연 공간은 일종의 

신체 규율 장치이기도 했다. 자연의 인공적 변이라 할 수 있는 유원지, 공원, 해수욕장은 

보건, 보양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신체를 단련하는 장소로서 근대적 공공성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에 나타나는 부산의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짚어

보았데, 이 글에서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부산의 지정학적 의미가 해방 이후의 부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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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티 담론에 어떻게 접속하는지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사실 이동성이

나 개방성, 해양성 등으로 부산을 설명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부산의 지리적인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바다는 유형 혹은 무형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

는데 동원되고 있다. 일제침략기에 형성된 부산의 로컬리티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연속, 단절되었는지 추적하는 논의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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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엽서葉書는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고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우편통신의 한 형태

로 관제엽서官製葉書와 사제엽서私製葉書로 구분된다.1⦁ 일본에 관제엽서가 정식으로 도입

된 것은 1873년이고 최초의 관제 사진그림엽서絵葉書
2⦁는 1902년 6월 18일 체신성逓信省

이 발행한 만국우편연합 가맹25주년 축전기념万国郵便連合加盟⼆⼗五年祝典記念 엽서 6장이

다. 또한 1900년 10월 1일 새로운 우편법이 실시되면서 사제엽서의 발행이 허가되었고 

이를 계기로 엽서시장은 일본 내지는 물론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1904년 러

일전쟁이 시작되면서 급박한 전시상황을 사진에 담아 인쇄한 사진그림엽서의 수요는 

1⦁ 일본에서는 엽서를 ‘하가키(葉書)’라고 한다. 관제엽서는 국가 혹은 공사나 공사에 준하는 사업체가 발행하는 

엽서로 앞면에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증표가 인쇄되어 있어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보낼 수 있다. 반면 

사제엽서는 민간의 인쇄업자가 발행한 엽서로 반드시 우표를 구입해서 엽서 표면에 붙여야만 보낼 수 있다. 

2⦁ 일본에서 통용되는 에하가키(絵葉書)라는 용어를 이 글에서는 ‘사진그림엽서’로 번역하였다. ‘에하가키’의 한자 

뜻은 ‘그림엽서’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사진엽서와 그림엽서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사진엽서와 그림엽서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진그림엽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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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체신성이 8회에 걸쳐 발행한 47종의 러일전쟁 시리즈 엽서는 가

히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발매일이면 구매자들이 몰려들어 밤을 새워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일본의 승리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영웅들의 사진과 전쟁을 

기념하는 각종 기념엽서 등이 대량으로 발매되고 소비되어 엽서 붐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이 무렵 조선에서도 인쇄기술의 발달과 조선총독부의 관광유치정책, 일본 상인들의 

시장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진그림엽서가 발행되고 판매되었다. 

하지만 사진그림엽서의 대부분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소비를 주도했던 주체는 조선총독

부와 일본의 상인들, 일본인들이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이 새롭게 개척한 식민지였고 

조선인은 제국의 식민지에 주거하는 선주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따라서 조선

은 내지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개척지였으며 근대적 관광문화가 형성된 1920

년대 이후에는 최적의 관광지로 각광받았다. 

당시 발행된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일본인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던 것은 조선의 민속

과 풍속, 조선인들의 생활상을 담은 엽서였다. 일제침략기⽇帝侵略期라는 시대상을 감안하

였을 때 당시에 발행된 조선관련 엽서의 대부분은 제국과 식민지, 근대와 전근대, 문명

과 야만이라는 선명한 도식에 기반을 두고 기획되었으며 조선을 타자화하여 식민지 지

배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개입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3⦁

3⦁ 일본제국주의 시대에는 조선 이외에도 아이누민족이나 오키나와인, 타이완 선주민 등을 피사체로 한 사진그림

엽서가 다수 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우라가와 카즈야(浦川和也, ｢朝鮮半島絵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

し｣｣, �歴史·環境·文明�, 2005, 168쪽)는 “이들은 에도시대후기부터 메이지기에 걸쳐 일본에 동화, 식민지화

하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로 ‘우리들보다도 뒤떨어진다’ ‘미개하다’라는 근대일본인의 민족인식과 멸시, 굴절된 

인류학적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현식(｢제국의 ‘조선적인 것’에 대한 전유와 소비－사진

엽서 �조선정시(朝鮮情詩)�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2012, 281쪽)은 이 글의 주 텍스트인 �조선정시�에 

대해 “낙후된 노동에 종사하는 하류층 남성과 여성, 옹기점과 박물상 등의 초라한 장사꾼, 불결한 환경에 노출된 

초라한 아이들, 님에 대한 정한으로 가득 찬 기생, 장승으로 대표되는 기이한 볼거리 등을 포착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의 대량 복제와 소비는 식민지인의 저열함과 무지몽매함을 널리 알려 지배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합리화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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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제침략기에 조선을 배경으로 제작된 여러 종의 사진그림엽서들 중에

서 1930년대에 발행된 �조선정시朝鮮情詩� 엽서를 고찰의 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정

시�는 그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조선의 토속성과 향토성을 테마로 한 시리즈 엽서

이다. 엽서 앞면에 조선인의 삶의 현장을 찍은 사진과 구현삽화가 들어가고 각 사진에

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리고 엽서 하단에 두 편의 짧은 시가 인쇄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사진의 제목과 두 편의 시가 일본어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엽서의 주를 이루는 사진은 조선의 풍경과 조선인을 담고 있지만 

그 사진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제목도 일본어이고 사진 해석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두 편의 시 역시 일본의 시라는 것이다. 이는 곧 �조선정시�의 주 소비층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나아가 일제침략기라는 시대상황을 염두에 

둘 때 엽서의 제작도 유통도 소비도 모두 일본이 주도했다는 특정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당시 일본이 발행한 관제엽서에는 제국의 정치적 지침이 상당부분 투영되어 

있었고 �조선정시�와 같은 일반 인쇄업자가 발행한 사제엽서도 정치적인 논리에서 완

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또한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엽서 발행처인 

다이쇼 사진 공예소는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인 제국시민(¥r-)의 욕구

와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정과 장치를 �조선정시� 속에 부여하였을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자면 �조선정시�는 어떤 형태로든 제작과 유통과 소비의 

과정에서 이미지의 왜곡과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본 연구의 

출발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엽서 앞면에 인쇄된 사진과 그림은 물론 사진제목과 두 편의 

일본시가 가지는 문학 텍스트로서 가능성에 주목하여 �조선정시� 내에 설정된 기묘한 

장치에 의해 ‘조선적 정취’가 어떻게 변형되고 왜곡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

한 그동안 한국학의 관점에서 �조선정시�를 고찰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1930년

대 일본어 문장의 적확한 번역과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본학의 관

점에서의 연구는 상당히 미진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엽서 자료를 학계에 

정확히 소개하는 것도 이 글의 중요한 목적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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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시� A편 �조선정시� B편

엽서① 얼음낚시를 하다(氷上に釣る)

엽서② 청명한 가을(秋晴れ)

엽서③ 지게꾼(擔荷軍)

엽서④ 항아리 파는 가게(壷売る店)

엽서⑤ 나룻배(渡し船)

엽서⑥ 수심(愁思)

엽서⑦ 요염(あでやか)

엽서⑧ 땔감운반선

엽서⑨ 천하대장군

엽서⑩ 시골 소녀(田舎の少女) 

엽서⑪ 귀로(帰り路) 

엽서⑫ 손님을 기다리다(客を待つ)

엽서⑬ 성문에서 노래하다(城門に歌ふ)

엽서⑭ 샤미센연주(つまびき)

엽서⑮ 강에서 빨래하다(河に濯ぐ)

엽서⑯ 큰 강을 내려오다(大江を下る) 

[표1] �조선정시� 엽서목록

2. �조선정시�의 구성

�조선정시�4⦁는 1930년대에 제작된 시리즈물로 A편과 B편 각각 8장씩 16종의 엽서

로 구성되는데 A편 봉투 뒷면에 새겨진 비둘기 마크와 알파벳 표기를 통해 이 엽서의 

발행처는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본사를 둔 다이쇼 사진 공예소大正写真工芸所로 확인된

다. 그리고 �조선정시�의 발행연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30년대 초의 우편

소인이 찍힌 엽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대략적으로 1930년대 초반 이전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정시�의 디자인은 엽서 정중앙 위쪽에 조선관련 사진이 

배치되고 그 밑으로 조선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구현한 삽화가 들어가고 그림을 배경으

로 짧은 일본어 시 두 편이 세로로 인쇄되어 있다. 

�조선정시� A편과 B편의 합 16종의 엽서목록은 다음과 같다. 

�조선정시�는 초판 이후 수회에 걸쳐 재판 인쇄되었으며 A편과 B편 각각 8장씩 봉

4⦁ 이 글에서 사용하는 �조선정시� 16종의 엽서는 현재 동아대학교에 재직 중인 신동규의 ‘신동규 컬렉션’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신동규 컬렉션’은 일제침략기 관련 엽서 5만여 점으로 구성되며 이 글에서는 그 중 �조선정

시� 엽서를 비롯하여 �아리랑엽서�와 �조선풍속엽서�를 제공받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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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엽서 차용의 예 ①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絵葉書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

투에 넣어 판매되었다. 하지만 A편과 B편의 8장 엽서목록이 항상 일정했던 것은 아니었

다. 현재 확인된 봉투의 디자인은 A편 2종과 B편 2종인데 4종의 봉투에 담긴 엽서목록

을 살펴본 결과 엽서의 구도와 내용에는 변화 없지만 각 봉투에 담긴 엽서목록은 A편과 

B편을 구별하지 않고 혼재해 있었다. 또한 엽서 중앙에 위치한 사진의 형태도 모서리가 

직사각형인 것과 타원형인 것 2종류가 확인되었다. 이는 �조선정시�가 수회 복제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엽서 목록이 서로 교차하였거나 디자인의 변경이 시도된 것으로 추

측되며, 처음부터 A편과 B편이 동시에 발매되어 각각의 구성은 판매처에서 임의로 조정

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엽서 제작 관련해서 특이할만한 점은 �조선정시�에 등장하는 사진 중 일부가 다이쇼 

사진 공예소에서 기획한 다른 시리즈 엽서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

선정시� 시리즈만을 위해 특별히 촬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엽서③ 지게꾼 의 사진은 �조선풍속엽서� 시리즈의 항아리를 운반하는 

짐꾼 이라는 엽서에 차용되었으며, 또 다른 엽서에서는 옹기 짊어진 노인 이라는 제목

의 삽화로 옮겨지기도 했다.([K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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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엽서 차용의 예 ②

�조선정시� 엽서 내 사진과 삽화가 모두 차용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엽서② 

청명한 가을 에서 상단의 사진은 �아리랑엽서�의 풍작을 앞두고 란 엽서의 사진을 차

용해 왔으며, 엽서 하단의 두 여인이 널뛰기를 하는 삽화는 �조선풍속엽서�의 널뛰기

라는 엽서의 사진을 그대로 삽화로 옮긴 그림인 것임을 확인했다.([KL2] ��) 

이 외에 다른 유형의 차용으로 엽서⑨ 천하대장군 의 경우, 이 엽서의 사진만을 

보았을 때는 천하대장군과 천하여장군 등 장승이 여럿 서있는 마을 어귀에 나귀를 탄 

한 남자가 찍혀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실제 원판으로 추정되는 �조선풍속집�의 장군

표 라는 엽서를 보면 장승들 뒤로 큰 장이 서있고 많은 상인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엽서⑨ 천하대장군 은 원판의 사진 일부를 편집해서 차용한 것이

다.([KL3] ��) 

이상 �조선정시�의 16종의 엽서를 현재 남아있는 A편 2종과 B편 2종의 내용을 토대

로 �조선정시�의 구성과 디자인, 발행처와 발행연대, 제작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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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엽서 차용의 예 ③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絵葉書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

된 사진이 다이쇼 사진 공예소의 기획에 따라 여러 엽서 시리즈들 사이에서 서로 차용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은 �조선정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3. �조선정시� A편과 B편의 번역 및 해제

�조선정시�는 A편과 B편으로 나뉘어 각각 8장씩 합 16종의 엽서로 구성된다. �조선

정시� A편과 �조선정시� B편은 각각의 봉투에 8장식 담겨서 판매되었는데 현재 확인된 

엽서봉투의 디자인은 A편 2종과 B편 2종이다. 이들 봉투를 디자인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면 “A편과 B편”과 “A와 B”로 나눌 수 있다. 

먼저 “A편과 B편”의 A편 봉투는 평화로운 시골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초가집과 논밭

을 지나 기다란 신작로가 뚫려 있는 마을 어귀에 천하대장군과 천하여장군이 서있고 

머리에 물동이를 인 여인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B편 봉투는 뭉게구름이 피어오

른 하늘 밑으로 나룻배 한 척이 평화로이 강을 건너고 있고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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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비가 한가로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KL4 · 5] ��) 

이들 두 종류의 디자인을 

통해 이 엽서 시리즈가 조선

의 향토성과 토속성을 부각시

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A편과 B편”과 “A와 B” 중 어

느 것이 앞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A편과 B편”의 

디자인이 훨씬 공들인 흔적이 

보이며 그에 반해 “A와 B”의 디자인은 조금은 조잡스러워 보인다.

그럼 각 엽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엽서①] 얼음낚시를 하다氷上に釣る

사진 _계절은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강 위에 

하얀 눈이 잔뜩 쌓여있다. 그리고 그 얼음판 위에 

구멍을 뚫고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다. 노인은 좌

판위에 앉아 긴 곰방대 담배를 태우며 낚시에 여

념이 없고 그 옆에는 얼은 손에 입김을 불어 넣으

며 할아버지가 낚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소년이 

있다.

삽화 _정숙한 여인이 초가집 부엌에서 밖을 내

어다보고 있다.

かあーちやん云ふてる /早う鯉(イゲ)釣つて /

待つてる私は寒いから

[그림4] �조선정시� A편 봉투 [그림5] �조선정시� B편 봉투 

엽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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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말해요 / 빨리 잉어 낚으라고 / 기다리는 제가 추우니까요5⦁

雪(ヌン)の大公望(テゴンマ) /机にのつて /鯉(イゲ)を待つやら /眠るや☐☐

눈 속의 강태공 / 상 위에 앉아/잉어를 기다리는지 / 졸리운지

[엽서②] 청명한 가을秋晴れ

사진 _ 맑게 게인 가을 하늘 아래서 한 여인이 

수확한 옥수수에 도리깨질을 하고 있다. 그 뒤로

는 가을 들판이 펼쳐져 있고 옆으로는 볏짚으로 

만든 움막이 두 채 보이는데 움막 안에는 추수한 

곡식들이 들어있는 것 같다.

삽화 _두 여인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秋の収穫れ(どりい)嬉してならぬ /今年も此れ

で暮れるもの /息子も二十歳になりまする

가을 수확 기쁘기 그지없구나 / 올해도 이렇게 

저물고 / 아들도 이제 스무 살이구나

唐黍(チジョン)うつ日は /おさげ髪(ピコヨ)の頃の /母と兄とを /思い出す

옥수수 터는 날은 / 내림머리 했던 그 시절의 / 엄마와 오빠를 생각한다

[엽서③] 지게꾼擔荷軍

사진 _어느 골목 안 초가집 앞을 장년의 남자가 자기 몸집보다 큰 항아리를 지게

5⦁ 이 글에 실린 모든 일본어 원문 시는 �조선정시�의 표기를 그대로 인용하여 옮긴 것으로, 시의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다.(이하 같음)

엽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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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고 지나고 있다.

삽화 _집 앞에서 한 여인과 아이가 손을 흔들

고 있다. 그림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멀리 출타

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듯하다.

殿御どこへ行つた街へ行つた /重い荷物で

汗かいた/サア一休み一休み

그대 어딜 가는가 거리에 나가는가 / 무거운 짐

에 땀 흘리면서 / 이제 좀 쉬게나 잠시 쉬게나

おれは大力 /この壷可愛いさ /酒を入れーれば

/なほ一可愛いさ

나는 힘이 장사 / 이 항아리는 좋아요 / 술은 넣으면/더욱 좋아요

[엽서④] 항아리 파는 가게壷売る店

사진 _항아리를 파는 가게 앞마당에 여러 종류

의 옹기가 잔뜩 나와 있고 그 속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세 여인이 각자 마음에 드는 그릇을 고르

고 있다. 그리고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뒷

짐을 진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삽화 _선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길가에 앉아 

기다란 곰방대로 담배를 태우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다.

今日は買うとて家族連れて来たが /サアどれに

しようとて気が迷ふ /アレがきずありこれや高い

엽서③

엽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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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려고 가족과 왔는데 / 글쎄 어느 것으로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 저것은 흠이 

있고 이것은 비싸고

愛人(チング)だちつれて /壷買いにきたが /思ふつぼには /はまらない

애인(친구)들 데리고 / 항아리 사려왔지만/맘에 드는 항아리는 / 좀처럼 없구나

[엽서⑤] 나룻배渡し船

사진 _강가 선착장에 나룻배가 서있고 그 위에 

자동차 한 대와 일행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보인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한복을 입은 여인

은 일행으로 보인다. 건너편으로 육지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부터 강 건너 저편으로 가려

는지 혹은 건너편 뭍에서 이쪽으로 이제 막 건너

온 것으로 보인다. 

삽화 _강가에 선 한 여인의 시선이 밑을 향하

고 여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예쁜 풀꽃이 피어 

있다. 

春の川波 /ゆらゆら揺れりや /わたしや殿御へ

気があせる

봄날의 강물결 / 하늘하늘 흔들리네 / 내 맘도 당신 생각에 애간장이 타네

かの渡船(とせん)に /自動車(チヤドンチヤ)のせて /のせた自動車(チヤドンチヤ)に /

美人(カルホ)をのせて

저 나룻배에 / 자동차 싣고 / 실은 자동차에 / 미인(갈보)을 싣고

엽서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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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⑥] 수심愁思

사진 _젊은 여인이 난간에 비스듬히 앉아 근심

스럽게 강을 내려다보고 있고 뒤편으로는 기다란 

강이 펼쳐져 있다.

삽화 _짐을 싣고 강을 건너는 나룻배 위 선두

에는 배를 젓는 사공이 두 사람, 후미에는 배의 키

를 쥔 사공 한 사람이 보인다.

昨日会ふた様な若衆通る /わたしが居るのが見

えぬのか /他所(よそ)を見ながら川下る

어제 만난 듯 한 젊은이 지나가네/ 내가 있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걸까/ 딴 곳을 바라보며 강을 내

려가네

川は白々夜明けよ /霧よ /娘ぼろぼろ /との思

ひよ

강은 하얗게 밝아오는 새벽녘 / 안개 / 눈물 떨구

는 아가씨 / 무슨 근심인가

[엽서⑦] 요염あでやか

사진 _고급장이 진열된 방 안에서 고운 한복을 

입고 얼굴에 진한 분으로 단장을 한 여인이 장롱

에 붙은 거울 앞에 서서 앞을 보고 있다.

삽화 _패랭이를 쓴 남성이 피리를 불고 있다.

歌も憶へた舞習ろた /箪笥も揃ふた妓生の家 /

엽서⑥

엽서⑦



293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絵葉書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

何時から殿御が参ります

노래도 배웠다 춤도 익혔다 / 장롱도 갖춘 기생 집 / 언제부터 님은 오시나요

赤い箪笥(ジャンノ)に秘めた思ひ /君が来る夜の /灯(とも)るまで

붉은 장롱에 숨겨둔 마음 / 당신이 오시는 밤 / 불 밝힐 때까지

[엽서⑧] 땔감운반선

사진 _ 멀리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아침 강변에

서 남자 두 명이 배에 나무땔감을 싣고 있는 풍경

이다.

삽화 _어느 한적한 시골의 아담한 초가집 풍경

이다.

冬が来たなら /温突たいて /主と私は春のよに

겨울이 오면 / 온돌 데워서 / 서방님과 나는 봄

처럼

冬が近づく /夜明けの河よ /薪木(ナム)をつむ

船 /二つ三つ

겨울이 다가온 / 새벽녘 강/나무를 쌓는 배 / 한 척 두 척

[엽서⑨] 천하대장군

사진 _천하대장군과 천하여장군 등 장승이 여럿 서있는 마을 어귀, 장승 옆으로 중절

모를 쓴 한 남성이 나귀를 타고 이쪽을 보고 있다.

삽화 _평화로운 시골 풍경이다. 정숙한 여인이 아이를 등에 업고 미소 지으며 자장

가를 부르고 있고 그 뒤로 초가집 한 채가 보인다.

엽서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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悪魔(ヤク)払ふた此の私が /何で此様に苦労す

る /前を通るも憎らしい

액땜까지 한 내가 / 왜 이리 고생을 하나 / 앞을 

지나기도 밉살맞구나

ねんねーなく /眠らぬやつは /村のはづれの /

悪魔(ヤク)にやる

자장자장 울고 / 자지 않는 아이는 / 마을 어귀 /

귀신에게 줘버릴 테야

[엽서⑩] 시골 소녀田舎の少女

사진 _시골 집 문 앞에 세 아이가 카메라를 응

시하고 있는데 한 소녀는 등에 아이를 업고 있다.

삽화 _중년남성이 황소를 타고 여유롭게 들판

을 지나고 있다.

お父さんも街お母さんも街 /土産が何んやらう

日が暮れる /もうお帰りが待遠し

아버지도 읍내 어머니도 읍내 / 선물은 무엇일지 

날이 저문다 / 이제 돌아오시기만 기다려지네

日暮れ竹薮に /鵲(カンチ)が鳴くよ /野原の

父っちゃ(アブヂ)んも /もう帰るよ

해질녘 대나무 숲에 / 까치가 우네 / 들에 나간 

아부지도 / 이제 돌아오시겠지

엽서⑨

엽서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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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⑪] 귀로帰り路

사진 _신작로를 걸어가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인다. 여인은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왼손에는 

신발을 들고 걷고 있다.

삽화 _두 장년 남성이 장기를 두고 있다.

右に持たうか左にしようか /いつそ頭に乗せま

せう /あいた両手を何としよう

오른손에 들까나 왼손에 들까나 / 차라리 머리

에 올려버리자 / 빈 두 손은 무엇을 할까나

包み(ポティン)頭に /靴(シン)右手に /可愛い亭

主(ナンペン)は /行き先によ

보따리는 머리에 / 신은 왼손에 / 사랑하는 남편

/ 있는 곳으로

[엽서⑫] 손님을 기다리다客を待つ

사진 _시장 내에 있는 골목의 상가로 보이는데 

초가집에 비스듬히 한자 간판이 붙어있고 그 앞 

길가에 여려 종류의 물건이 진열되어 있다. 시전 

내 난전으로 보인다. 여러 종류의 물건들 사이에 

한 사내아이가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뒤 초가집 마루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서 이쪽

을 바라보고 있다.

삽화 _대나무 위를 까치 떼들이 날고 있다.

엽서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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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ア買ひなさい買ひなさい /何でも揃ふ雑貨店 /明日は雨で御座います

자 사세요 사세요 / 뭐든지 다 있는 잡화점 / 내일은 비가 내린답니다

内服(ノアボ)も上着(チョグリ)も /いろいろ御座る /薮の夕ぐれの /鵲(カンチ)ほどに

속옷도 윗도리(저고리)도 / 여러 가지 있어요 / 해질녘 숲 속의 / 까치만큼이나

[엽서⑬] 성문에서 노래하다城門に歌ふ

사진 _돌로 만들어진 성문 밑에서 한 여인이 

치마를 단정히 접은 자세로 이쪽을 응시하고 있고 

여인의 뒤편으로 강이 보인다.

삽화 _한 여인이 무릎위에 오른쪽 어깨를 얹고 

그 위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고 여인의 주위에

는 나뭇잎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邑(むら)で別れた殿御を思ひ /一人淋しく川側

に /此宵も殿御の夢を見よか

읍내에서 헤어진 그대를 생각하며 / 나 홀로 쓸

쓸히 강가에 / 오늘 밤도 그대 꿈을 꾸려나

泣いてしづんだ娘の裳(チメ)に /桃の花(ポクスンコ)散る /河明り

울다 스러진 처녀의 치마에 / 복숭아꽃 떨어진다 / 강물이 빛난다

[엽서⑭] 샤미센연주つまびき

사진 _한 여인이 한옥 집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샤미센을 연주하는 포즈를 취하

고 있다.

삽화 _궁중무 복색을 하고 머리에는 쪽두리를 쓴 여인이 색한삼을 뿌리며 춤을 추고 

엽서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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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洗濯棒(バンマイ)持つ手で三味線憶へ /舞も上

手な此の妓生 / 尚もお歌も上手とは

방망이를 쥐던 손으로 샤미센을 배우고 / 춤도 

잘 추는 이 기생 / 거기다 노래도 잘하다니

鳴らず三味線(カモゴ)は /内地生まれ /私は京

成の /街育ち

타는 샤미센(거문고)은 / 내지 출생 / 나는 경성

의 / 거리 출신

[엽서⑮] 강에서 빨래하다河に濯ぐ

사진 _강가에는 여인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고 강 한가운데에는 작은 배가 한 척 떠있다.

삽화 _두 선비가 한가롭게 강을 바라보고 있

다. 한 선비는 서서 뒷짐을 지고 있고 한 선비는 

앉아있다.

洗濯棒(バンマイ)折れよか衣(キヌ)やぶれよか /

娘たたけば白くなる /娘たたけば水笑ふ

방망이가 부러질까 옷이 찢어질까 / 처녀가 두드

리면 새하얘진다 / 처녀가 두드리면 물이 웃는다

揉(も)まれ濡(ぬ)れられ /たたかれてみたい /十

八娘の / 洗濯棒(バンマイ)に

엽서⑭

엽서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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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러지고 젖고 / 두드려지고 싶다 /열여덟 처녀의 / 방망이에

[엽서⑯] 큰 강을 내려오다大江を下る

사진 _물건을 가득 실은 배가 큰 강을 건너고 

있다. 선두에는 뱃사공 네 사람이 양쪽 두 사람씩 

걸터앉아 큰 노를 역동적으로 젓고 있고, 후미에

는 선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서 키를 쥐고 있다.

삽화 _부부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행복한 담

소를 나누고 있다. 멀리 출타한 남편이 오랜만에 

돌아온 듯 부인은 남편의 짐을 받아 들고 있고 

남편은 그런 부인이 사랑스러워 어깨에 팔을 감

고 있다.

明日は平壤でお金と替わりや /何を買はふ

と気がおどる/水の流れも気がせける

내일은 평양에서 돈으로 바꾸는데 / 무엇을 살지 맘이 설렌다 / 강물결도 내 맘처럼 급

하기만 하구나

船は二丁櫓 / 流れは大同江 / 舳の船頭の /かぢのよし

배는 노가 두 개 /흐르는 대동강 /뱃머리 사공의 /키 잡는 솜씨 좋구나

4. ‘고려시사’의 정체

�조선정시� 엽서의 앞면에는 조선관련 사진과 삽화가 들어있고 이를 배경으로 인쇄

체 3행시와 흘림체 4행시가 세로로 적혀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고려시사선⾼麗詩社選’

엽서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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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표기가 있어 이들 시를 제작하고 편집한 단체가 ‘고려시사’임을 알 수 있다. 

최현식6⦁은 �조선정시�에 수록된 시에 주목하여 “표면은 단카 형식이되 내면은 센류

의 정서와 어법이 지배하는 괴이쩍은 형국”이라고 지적하였다. 시가의 형식은 조선의 

정서를 풍경시의 형태로 반영한 단카短歌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저속한 유머

와 빈정거림을 핵심으로 하는 센류川柳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고려시사’의 정체에 대해서는 재조선일본인 문학결사나 일본 내지의 문학결사

가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며 “흥취와 여수를 시적 동기화·내면화할 줄 아는 상당한 

수준의 애호가이자 식자층”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엽서에 인쇄된 시를 분석해 

보면 과연 이 시들을 일본의 전통시가인 와카和歌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와카는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을 만들어내는 짧은 정형시로 31글자를 기본 음수

율로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와카의 종류는 단카短歌와 하이쿠俳句, 센류川柳 등이다. 단카

는 5·7·5·7·7 의 31음으로 구성되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자유롭고 직접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쿠는 5·7·5 의 17음으로 구성되고 기어季語라는 특수한 

계절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주제는 계절이나 자연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센류는 하이쿠와 같은 5·7·5 의 음수율이지만 계절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의 주제가 자유롭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조선정시�의 시는 일본의 전통시가 중 어느 장르에 속하는가. 일본의 와

카가 음수율의 정형시라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정시�에 실린 3행시와 4행시를 분석해

보면 엽서의 시들이 와카의 형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전통시가

의 음수율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1930년대에 유행했던 

일본의 민요나 창가의 7·5조 혹은 5·7조 리듬을 대입해도 부합하지 않는다.(���7·5�

<�!�,��,?��Er[�4òq��2��%���,7) 또한 메이지 이후 서양으로부터 도입되어 1910

6⦁ 최현식, ｢제국의 ‘조선적인 것’에 대한 전유와 소비－사진엽서 �조선정시(朝鮮情詩)�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2012,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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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에 자리 잡은 일본 구어자유시의 장르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시에 있어 형태 못지않게 중요한 시 내부의 시어적인 특성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조선정시�에 사용된 단어들은 시적언어詩的言語라고 하기에는 시어가 갖는 함축성과 상

징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시어가 구축하는 이미지를 통해 문장을 지탱하기보다는 

단어가 가지는 단순함과 노골성이 의미전달의 주통로이다.

그러므로 �조선정시�의 시를 일본의 전통시가인 단카나 센류에 결부시키는 것은 오

류이다. 또한 문학 관련자,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학 애호가나 지식인이 관여한 작품

이라고 추측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적어도 시적 교양을 갖춘 지식인이라면 일본어가 

가지는 언어적 특성상 7·5조 혹은 5·7조의 리듬에 맞춰 문장을 완성했을 것이기 때문

이다. 

�조선정시�가 발매되던 당시, 조선에는 단카와 하이쿠, 센류와 같은 일본 전통시가

와 관련된 모임이 여럿 존재하였고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을 염두에 둔다면 조선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결사가 �조선정시�의 제작

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현

재까지 ‘고려시사’의 존재를 추측할 만한 단

서는 물론 특정 문학결사가 다이쇼 사진 공예

소와 접촉했다는 근거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일본관련 

문학 동인지나 결사를 ‘고려시사’의 배경으로 

추측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려시사’의 존재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실제 다이쇼 사진 공예소는 �조선정시�와 

거의 형식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만주정시滿

洲情詩�라는 시리즈 엽서도 발행하였다.([KL4] 

��) 

�만주정시�는 만주와 관련된 사진과 삽화[그림4] �만주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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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배경으로 두 편의 일본어 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엽서 오른쪽 하단에는 ‘고량시사선高

粱詩社選’이라 표기하고 있다. ‘고량시사’는 만주지역의 특산물인 고량을 모티브로 한 이름

으로 추측되며 이 단체 역시 ‘고려시사’와 마찬가지로 그 어디에서도 연고를 찾을 수 

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사’와 ‘고량시사’는 다이쇼 사진 공예소 

출판부에서 엽서 기획 단계에서 급조된 가상의 단체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 

�조선정시�에 실린 일본어 시는 문학결사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양

을 갖춘 지식인의 작품도 아니다. 엽서의 발행처 다이쇼 사진 공예소에서 편집된 사진과 

삽화에 맞춰서 적당히 제작한 비즈니스의 산물일 뿐이다. 문학적 향취와 시가의 품격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작용한 것이 통속성이다. 엽서의 소비과정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도 수려한 문장보다는 단순하고 노골적인 언어가 어필하였으며 지식인의 언어보다는 

상인의 언어가 더 효과적이었다. 단순하고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이들 문장들은 내지의 

일본인들이 �조선정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개입하였다.

5. �조선정시� 속에 부재하는 사람들

�조선정시�에 실린 사진은 조선의 풍경과 조선인의 생활을 담고 있으면서도 엽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모두 일본어로 설명되어 있다. 표기는 곧 의도이다. 일본의 기업이 

내지의 일본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기획한 엽서였기 때문에 일면 당연한 것처럼 엽서

의 제작부터 유통, 소비까지 일본인이 주도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사체인 조선과 조선

인은 타자화 될 수밖에 없었고 사진에 담긴 본질이 훼손되고 변형되고 왜곡되는 구조를 

생성하게 되었다. 

엽서 내부로 들어가 사진의 풍경과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추운 겨울 얼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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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낚시하는 노인과 자기 몸집보다 큰 항아리를 짊어진 장년의 지게꾼, 홀로 농사일을 

하는 촌부, 시장에 난전을 펼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

는 가난한 시골의 아이들까지 부유한 사람들의 여유로운 일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

히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반면 이들과 달리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유로운 인물들도 등장하는데 그들은 어김없

이 화장을 한 젊고 예쁜 여성들이다. 그리고 이 젊은 여성들은 모두 ‘기생’으로 불리고 

있다. 사진 속의 여성들이 실제 기생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사진에 부여된 제목과 

엽서 하단에 실린 시를 읽으면서 독자는 은연중에 기생이라고 믿어버린다. 바로 이 지점

이 �조선정시� 엽서에 내재된 기묘한 장치가 작동되는 순간이다.

예를 들어 엽서⑦ 요염 의 사진 속에는 고급 장이 진열된 방 안에 고운 한복을 

입고 예쁘게 단장한 여인이 등장한다. 그리고 엽서 하단에 <노래도 배웠다 춤도 익혔다

/장롱도 갖춘 기생 집 /언제부터 님은 오시나요>라는 시가 적혀있다. 사진 속의 여인

은 이 순간 기생이 되어버린다. 

또 다른 엽서 엽서⑭ 샤미센연주 에는 한 여인이 한옥 집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샤미센을 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엽서 하단에 <방망이를 쥐던 손으로 샤미센을 배우고

/ 춤도 잘 추는 이 기생 /거기다 노래도 잘하다니> <타는 샤미센(ôNI)은 /내지 출생

/나는 경성의 /거리 출신>이라는 시가 적혀있다. 이 여인 역시 어느새 기생이 되어버

린다. 

이와 같이 사진에 붙여진 제목과 엽서 하단에 기록된 두 편의 일본어 시는 독자에게 

사진 해석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정시�의 기획자의 의도는 자료를 제공

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제국시민(¥r-)의 욕구와 허영심을 충족시켜 

소비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에만 충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문장에는 

기획자의 불순한 의도가 가미되면서 엽서 내에서 기묘한 장치로 작용하여 독자가 사진

을 해석하려는 순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정시�의 소비층은 내지의 일본인 혹인 조선을 여행하는 일본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엽서 속 조선의 시골풍경과 그 속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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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난한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대 이전의 일본을 향수하였을 것이다. 일본이 

이제는 지나온 것에 대한 향수이지만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것에 대한 향수는 절대 

아니다. 이제는 벗어서 던져버린 지나온 것들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또 한편으로는 예쁘게 단장한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보면서 식민지 조선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권혁희7⦁는 일제침략기에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 대해 “사진엽서의 이미지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치적 시선’은 근대의 시선으로 본 전근대, 지배자의 시선으로 본 

피지배자의 모습으로 투영된다. 특정 인종의 풍속을 보여주는 이미지 속에는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철저히 대상화시키는 시선의 권력이 존재한다. 

1900년 직후부터 1930년대까지 생산된 조선 풍속 사진엽서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타

자적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정시� 엽서의 기획자의 

의도 속에 이와 같은 “정치적 시선”과 “시선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도 

없다. 그리고 이런 일본인의 향수와 허영심을 자극하려는 기획자의 의도는 다음의 ‘폭력

적 시선’과 ‘언어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정시�의 일본어 시에는 가타가나로 덧말을 붙인 단어들이 산재해 있다. 대부분 

조선의 말을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해서 덧말을 붙인 것인데 이는 조선의 말로 조선을 

조롱하는 일본식 언어유희이다.

예를 들어 엽서④ 항아리 파는 가게 의 하단에 실린 시 <愛人(チング)だちつれて

/壷買いにきたが /思ふつぼには /はまらない[�-(e§)¸��!I /�'!� �å�r[ /�6��2� �'!

2 /�i���§"]>에서 일본어 ‘아이징愛人’이라는 단어 위에 ‘チング(e§)’라는 덧말이 붙어있

다. ‘아이징’을 한자 본 뜻대로 해석하면 사랑하는 사람, 즉 애인을 의미하지만 일본어에

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어에서 애인을 뜻하는 말은 ‘코이비토恋人’이다. ‘아

이징’은 기혼자가 외도를 했거나 미혼이라면 애인 몰래 바람을 피었을 경우, 외도와 

바람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다. 

7⦁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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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엽서⑤ 나룻배 의 하단에 실린 <かの渡船(とせん)に /自動車(チヤドンチヤ)の

せて /のせた自動車(チヤドンチヤ)に /美人(カルホ)をのせて[�� "�Ê6 /£�Ç��I /}&�£�Ç

6 /`-(
�)S��I]>라는 시에서 ‘비징美人’이라고 적고 그 위에는 ‘カルホ(
�)’라 덧말을 붙

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갈보는 피를 빨아먹는 빈대라는 뜻의 고려 말로 피를 빨아먹는 

여성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즉, 남성에게 몸을 파는 여자를 갈보라고 불렀는데 이 엽서 

속에서는 조선의 ‘미인’을 ‘갈보’로 일반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여성을 향한 외설적인 폭언은 엽서⑮ 강에서 빨래하다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가에 모여 빨래하는 여인네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경으로 <방망이가 부

러질까 옷이 찢어질까 /처녀가 두드리면 새하얘진다 /처녀가 두드리면 물이 웃는다> 

<주물러지고 젖고 /두드려지고 싶다 /열여덟 처녀의 /방망이에>라는 시가 실려 있다. 

조선의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언어의 폭력이 잘 들어나는 장면이다.

이와 같이 �조선정시�는 폭력적 시선과 언어의 폭력이 자행되던 현장이기도 했다. 

�조선정시�의 기획자는 의도적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에게 기생이라는 레텔을 씌워 

독자에게 주입시키고 있으며 그 여성들을 향해 ‘아이징’과 ‘갈보’라는 언어유희적인 조

롱을 서슴지 않는다. 

또 하나 이 지점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다. �조선정시� 사진 속 조선

의 풍경을 채우는 많은 인물들 속에는 부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속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일본인의 

시선에서는 존재해서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조선의 젊은 남성들이다. 조선의 

젊은 남성의 부재는 노인과 아이들, 젊은 여성들을 지켜줄 사람들이 부재하다는 의미, 

곧 그럴만한 힘이 이미 조선에게는 부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제국시

민(¥r-)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고 욕망과 환상을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며 그 속에서 

‘조선적 정취’는 변형되고 왜곡되고 있다. �조선정시�는 조선의 풍속과 민속을 사진으로 

배열하고 있지만 실제 조선과 조선인을 담지는 않았다. �조선정시� 속에 담겨진 것은 

조선과 조선인을 향한 일본인 스스로의 정제되지 못한 욕망과 환상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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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조선정시�는 엽서 앞면 정중앙 위쪽에 조선의 민속과 풍속을 찍은 사진이 배치되고 

그 밑으로 조선의 이미지를 담은 삽화와 함께 짧은 일본어 시 두 편이 첨부되어 있다. 

흔히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고 믿어버리기 쉽지만 배치된 

사진은 기획자의 목적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는 여지를 숨기고 있다. 특히 사진과 삽화

의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두 편의 시, 인쇄체 3행시와 흘림체 4행시는 기획자의 의도를 

전하는 텍스트로 기능하여 독자의 해석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사진 속의 조선과 조선

인을 타자화 하여 조선의 본질과 조선적 정취를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기묘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정시�는 ‘조선적 정취’를 담은 엽서이다. ‘정취’란 정서를 자아내는 흥취를 말하

는데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미약하지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의

미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조선정시�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소비한 주체는 일

본인이었고 따라서 조선은 표상되는 피사체일 수밖에 없었다. 사진은 피사체를 표현하

지만 인화된 사진은 동시에 찍은 관찰자를 드러낸다. �조선정시�를 기획한 일본인의 

의도와 목적은 엽서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조선정시�에 표출된 조선은 주관화한 조선도 아니고 객관화된 조선도 

아니다. 선택의 여지없이 일본의 시선에 노출되어 일본이 의도한대로 피동적으로 타자

화 되고 표상화 된 조선일 뿐이다. �조선정시�에 가미된 의도된 사진 편집과 기획된 

일본어 문장은 엽서를 해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왜곡되고 변형된 ‘조선적 

정취’를 표상화 하는 폭력적 텍스트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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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편법郵便法(1900.10.1.)의 제정으로 사제 사진그림엽서絵葉書
1⦁의 발행이 허가되고 러

일전쟁露⽇戦争(1904.2.8.-1905.9.5.)의 발발로 전시상황을 담은 사진그림엽서의 수요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의 엽서시장은 내지內地에서 제국帝國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

고 이 무렵 조선에서도 선진 인쇄기술의 유입과 조선총독부의 관광유치정책 등의 영향

으로 다양한 사진그림엽서가 발매되었다.

본래 엽서는 간편한 통신을 위하여 만들어진 편지의 한 형태로 봉투에 넣지 않고 

그대로 부칠 수 있는 우편을 말하는데 다양한 사진그림엽서가 등장하면서 소식을 전하

는 용도뿐 아니라 광고용이나 기념품 등으로도 각광받게 되었다. 따라서 근대적 관광문

1⦁ 일본에서 통용되는 “에하가키(絵葉書)”라는 용어를 이 글에서는 ‘사진그림엽서’로 번역하였다. ‘에하가키’의 한

자 뜻은 ‘그림엽서’를 의미하지만 일본에서는 사진엽서와 그림엽서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로 통용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사진엽서와 그림엽서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진그림엽서’를 사용한다.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의 민요와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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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형성되고 식민지 조선이 매력적인 관광지로 급부

상하면서 조선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내지의 일본인에

게 판매할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진그림엽서가 발매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일제침략기⽇帝侵略期 조선과 일본에서 

유통된 조선풍속엽서 중 조선의 민요를 주제로 하여 발

행된 “아리랑엽서”에 초점을 맞추어 엽서 앞면에 게재

된 사진과 삽화,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수록된 일본어 

문장의 문학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2⦁ 

“아리랑엽서”는 아리랑을 수록한 사진그림엽서를 말

하는데 일제침략기에 몇 종류의 “아리랑엽서”가 발행되

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본 발표에서는 경성히노데상

행京城⽇之出商⾏에서 발행된 �哀婉切々ありらん情緒�와 

대정사진공예소大正写真工芸所에서 발행된 �ありらん打令�

홍판과 청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KL1 · 2] ��) 

당시 일본이 발행하던 관제엽서에는 식민지정책을 

포함한 고도의 정치적 프레임이 상당부분 투영되어 있

었는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관제엽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본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형성된 조선 내 

인쇄업계와 유통망도 제국의 정치적인 논리에서 완전

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또한 이익을 우선하는 비즈

니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시 조선에 진출해 있던 

2⦁ 이 글에서 사용하는 “아리랑엽서”는 엽서수집가인 신동규의 ‘신동규 컬렉션’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신동규 컬렉

션’은 일제침략기 관련 엽서 5만여 점으로 구성되며 이 글에서는 그 중 �哀婉切々ありらん情緒�와 �ありらん

打令� 청판과 홍판을 제공받았음을 밝혀둔다.

[그림1] �아리랑타령� 홍판 봉투

[그림2] �아리랑타령� 청판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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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데상행과 대정사진공예소는 일본을 대표하는 엽서발행사였고, 이들 기업이 자사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주 타깃인 일본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를 엽

서 속에 부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때 조선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내지의 일본인을 주 

소비층으로 설정하여 기획된 조선발 사진그림엽서는 어떤 형태로든 제작과 유통, 소비

의 과정에서 본래적인 조선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습의 조선으로 이미지

의 변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이 지점이 이 글에서 주목하

는 부분이다. 특히 일본어로 텍스트화 된 조선의 민요가 엽서 사용자에게 어떤 기제로 

작용하는지, 나아가 사진의 본질을 훼손하여 조선의 본래적 정서를 어떻게 굴절시키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일제침략기에 발행된 조선풍속엽서는 당대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

는 한국 근대사의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사료적 고찰과 분석은 아직 피상적인 

언급에 그치는 연구가 많다. 일제침략기 엽서자료의 대부분이 일본에 산재되어 있어 

구입이 곤란하다는 점도 있지만 엽서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어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이유가 크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엽서를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는 것도 이 글의 중요한 목적임을 밝혀둔다. 

2. �아리랑정서�와 일본어 아리랑

�애절하고 아름다운 아리랑정서哀婉切々ありらん情緒(��� ‘'!¿R�’)�는 8매로 구성된 세트

엽서이다. 엽서 봉투와 엽서 뒷면에 새겨진 마크, 알파벳 표기를 통해 경성히노데상행에

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발행 시기는 엽서 뒷면 상단에 있는 표기와 통신란의 크기

를 통해 1932년 2월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KL3] ��) 

�아리랑정서�의 엽서 앞면에는 당시 대량으로 복제되어 유행하던 조선풍속사진 원판

을 참고하여 재현한 듯한 삽화가 그려져 있고 그림 왼편 혹은 오른편에는 <糸顕>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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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이 찍혀 있다. ‘요리아키’라는 낙관을 사용하는 일본

인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되지만 일본 쪽 자료에도 이 같

은 이름을 쓰는 화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당대에 활

동했던 무명의 화가이거나 아마추어 화가였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아리랑정서� 각 엽서에는 (一)부터 (八)

까지 번호가 붙여진 아리랑 가사가 적혀있는데 히라가나

와 가타카나를 섞은 일본어만으로 표기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아리랑정서� 엽서(1)번에서 엽서(8)번까지의 앞면 

이미지, 그리고 엽서에 수록된 일본어 텍스트와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3⦁

[엽서(1)] 꽃을 든 소녀

한복을 입은 조선 소녀가 꽃을 들고 서 있다. 

소녀 뒤편으로 또 다른 삽화가 겹쳐지는데, 아리

랑 고개로 추정되는 언덕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고 그 너머 먼 하늘에는 붉

은 노을과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있다. 

アリラン アリラン アラリヨ

アリラン峠を 越えて行く

私を棄てて 行くぬしは

一里も行かぬうちに 足をいためるよ

3⦁ 이 글에 실린 모든 일본어 텍스트 원문은 엽서의 표기를 그대로 인용하여 옮긴 것으로 원문의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다.(이하 같음)

[그림3] �아리랑정서� 봉투 뒷면

[그림4] �아리랑정서� 엽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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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엽서(2)] 노을을 보는 소녀

바닷가 모래사장에 작은 나

무배가 서 있고, 그 배 한켠에 

걸터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조

선 여인의 옆모습이 보인다. 

멀리 수평선 위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하늘과 바다는 붉은 

노을에 물들여져 간다.

アリラン アリラン アラリヨ

アリラン峠を 越えて行く

思ふ方と 別れた夜さは

月の明さが 眼にまぶ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그리운 님과 이별한 밤은

밝은 달이 눈부시다

[엽서(3)] 고개에 서 있는 소녀

해질녘 고개 위에 연분홍빛 치마를 입은 조선 여인의 뒷모습이 보인다. 고개 너머로 

[그림5] �아리랑정서� 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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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떠나가는지 여인은 오른손을 흔들어 배웅

을 하고 고개 저편 하늘은 온통 붉은 노을에 물들

어 있다.

アリラン アリラン アラリヨ

アリラン峠を 越えて行く

夕日にあかい アリラン峠

風がさむざむ 裾みだす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붉은 저녁놀 아리랑 고개

바람이 서늘히 옷깃을 여민다

[엽서(4)] 다듬이질 하는 여인

야심한 밤, 한 여인이 방안에 

등불을 켜고 다듬이질을 하고 있

다. 방구석 좌탁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이의 사진이 있고 탁상시

계는 11시 5분을 지나고 있다.

アリラン アリラン アラリヨ

アリラン峠を 越えて行く

砧打つ夜の わたしのこころ

ぬしにひびけば 嬉しいものを 

[그림6] �아리랑정서� 엽서(3)

[그림7] �아리랑정서� 엽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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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다듬이 두드리는 밤 나의 마음

님에게 전해지면 좋을 것을

[엽서(5)] 널뛰기하는 여인들

한복을 입은 두 여인이 조선의 전통놀이인 널

뛰기를 하고 있다. 왼편의 여인은 비녀를 꽂은 결

혼한 여인이고 그 맞은편의 여인은 머리를 길게 

땋은 소녀이다. 널뛰기하는 뒤편으로 냇물이 흐르

는 숲이 보인다.

アリラン アリラン アラリヨ

アリラン峠を 越えて行く

飛んだ板とび 聲ほがらかに

娘笑へば 小鳥も來啼く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뛰는 널에 소리 청명히

처녀가 웃으면 작은 새도 와서 운다

[엽서(6)] 산길의 남자

산길에 한복을 입고 짚신을 신은 남자가 서 있다. 뒤편으로 푸른 숲과 노을 진 자줏

빛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거대한 남자의 모습과 주위 풍경이 부자연스러워 균형을 이루

지 못하고 있다.

[그림8] �아리랑정서� 엽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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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リラン アリラン アラリヨ

アリラン峠を 越えて行く

アリランと峠で 結んだ草鞋

男一匹 度胸だ 腕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아리랑 고개서 짠 짚신

사나이 배짱이고 재주다

[엽서(7)]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벚꽃 핀 따뜻한 봄 날 두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

를 하고 있다. 일본어 <水がぬるめば>는 직역을 

하면 “물이 미지근해지면”이지만 속뜻은 “물이 미

지근해질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즉 “따뜻한 

봄이 오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アリラン アリラン アラリヨ

アリラン峠を 越えて行く

水がぬるめば 川辺にはずむ

好いた殿御の 品さだめ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봄이 오면 냇가로 달려가

좋은 님을 품평한다

[그림9] �아리랑정서� 엽서(6)

[그림10] �아리랑정서� 엽서(7)



317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의 민요와 동요

[엽서(8)] 압록강에서 뗏목을 젖는 여인

한 젊은 여성이 원목을 묶은 뗏목을 젖고 있다. 뒤편 강위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평안

북도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鴨綠江鐵橋인 것으로 보아 그림 속의 장소는 

압록강이다. 남자도 힘든 고된 벌류작업을 하면서도 화사한 웃음을 잃지 않는 젊은 여성

의 건강함이 물씬 풍기는 그림이다.

アリラン アリラン アラリヨ

アリラン峠を 越えて行く

焦がれて夢見て 逢いたいときは

わたしや鴨綠江 笩乗り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애가 타서 꿈에 그리어 보고 싶을 때에는

나는야 압록강에서 뗏목을 젖는다

조선의 민요 아리랑은 언제부터인지 그 시작은 알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민중의 

삶과 애환을 담아 구비 전승되어 온 조선의 정서가 깃든 노래이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그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전통민요 아리

랑과 통속민요 아리랑, 신민요 아리랑 등으로 구분된다. 전통민요 아리랑은 강원도지역

의 “정선아리랑”, 호남지역의 “진도아리랑”, 경남지역의 “밀양아리랑” 등이 있고 이를 

제외한 아리랑은 20세기 초반 민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통속민요 아리랑, 혹은 신민요 

아리랑으로 불린다.

�아리랑정서�에 수록된 아리랑 중 우리에게 낯익은 가사는 엽서(1)번의 아리랑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전해오는 정통민요 아리랑은 아니고 1920년대 후반에 유행한 신민요 

아리랑의 한 종류이다. 나운규羅雲奎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 주연까지 맡은 영화 

[그림11] �아리랑정서� 엽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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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은 1926년 10월 1일, 서울 단성사團成社에서 개봉되었는데, 항일을 주제로 한 

예술성 높은 이 영화는 당대 민중에게 큰 충격과 영향을 주었다. 엽서(1)번 가사는 영화 

“아리랑”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포승에 묶여 고개를 넘어가면서 부른 노래로 유명

하다. 나운규의 회고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철도노동자의 아리랑 곡조를 떠올리

며 작사를 하고 단성사 음악대가 편곡을 한 것이라 한다. 

영화 “아리랑”이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면서 주제가로 쓰인 <아리랑>4⦁ 역시 당대 

최고의 인기가요로 부상하였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는 

후렴구는 이후 “모든 아리랑의 기본적인 후렴구로 나타나고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 

아리랑을 <본조아리랑>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5⦁ 

또한 영화 “아리랑”이 크게 흥행하고 <아리랑> 노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토월

회의 연극 “아리랑”과 배구자의 무용 “아리랑” 등 다른 형태의 아리랑 공연도 이어진다. 

특히 최승희 이전 조선 최고의 무용가라고 평가받는 배구자裵龜⼦(Ê�£, 1905-2003)의 창작

무용 “아리랑”은 조선뿐 아니라 일본 규슈九州와 교토京都에서도 공연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6⦁ 내지의 일본인들이 <아리랑>을 어떤 형태로 수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아리랑>의 위상이 조선을 넘어 제국 일본의 내지에까지 미쳤고 일본인들

에게 향유될 정도로 유행했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나운규의 <아리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선의 전통적인 음계가 

아닌 서양의 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전통민요 아리랑은 8분의 6, 8분

의 12처럼 3분박인 반면 주제가 <아리랑>은 4분의 3박자 2분박의 곡이었다.7⦁ 그리고 

4⦁ 조선의 전통민요인 아리랑과 영화 “아리랑”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사용된 나운규가 작사

한 아리랑 노래를 <아리랑>으로 표기하였다. 

5⦁ 김기현, ｢｢아리랑｣ 노래의 형성과 전개｣, �퇴계학과 유교문화�, 2004, 165-166쪽.

6⦁ 최은숙(｢일제강점기 <아리랑> 관련 민족담론의 구성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2014, 209-211쪽)에 의하면 

“배구자의 무용으로 형상화된 ‘조선 낭자’의 <아리랑>이 민족의 ‘애수’로 연결되고 있다. 민족의 정서가 여성적

인 것으로 이미지화되었다.(209쪽)” “이별에 수동적인 여성의 슬픔이 나라를 잃은 민족의 정서로 치환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민족의 정체성을 약한 것, 슬픈 것으로 규정하여 민족의 이미지를 스스로 타자화 하고 

심미화 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자칫 또 다른 식민담론에 포섭될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고 하였다.

7⦁ 당대 조선의 인기곡 <아리랑>이 일본인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아리랑>의 리듬이 조선의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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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리랑>은 1930년대 이후 각 지방의 향토성을 흡수하면서 차츰 민요화의 길을 걸어 

지금은 민족의 노래로 정착한지 오래지만 당시로서는 당대 최고의 유행곡이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아리랑엽서”에 수록된 이들 <아리랑>은 전통민요 아리랑이 

아니라 영화 “아리랑”에 삽입되어 유명해진 나운규의 <아리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리랑정서�에 수록된 <아리랑> 중 엽서(2)번에서 엽서(8)번까지의 7개의 

<아리랑>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노래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나운규의 <아리랑>이 

조선 팔도에 유행하면서 각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개사되었고 그 <아리랑>

이 일본어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지는 어떤 아리랑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리랑> 가사는 찾을 수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전혀 새로운 버전의 <아리

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엽서(2)번에서 엽서(8)번까지의 가사는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아리랑>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일본어로 개사

된 <아리랑>이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이유는 당시 일본 

내지에까지 “아리랑” 공연이 성행했던 것으로 보아 일본어로 개사된 <아리랑>이 존재했

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들 <아리랑>의 운율이 1930년대 내지에 유행했던 민요나 창가

의 7·5조 리듬을 따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전통적인 정서에 충실한 

시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男は度胸、女は愛敬 라는 속담이 있다. 조선식으로 번역하면 

“남자는 배짱, 여자는 애교”라는 말인데 남자는 어떤 일에도 침착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무엇에든 겁내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어떤 사람에게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애교’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일본

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하는 전통적인 미덕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아리랑정서�

중 엽서(6)번과 엽서(8)번에 이와 같은 일본적 정서가 근저에 깔려있다. 

적인 리듬이 아니라 서양의 음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은 조선보다 

훨씬 이전에 서양의 음계를 도입하였고 따라서 서양음계로 제작된 <아리랑>은 일본인에게 쉬이 수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리랑>이 왜색의 음계를 차용했다는 일부의 비판은 근거없는 오해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음계는 서양음계 4분이 3박자보다는 4분의 4박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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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6)번의 삽화에는 아리랑 고개로 추정되는 고개 위에 짚신을 신은 한 남성이 

서 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뒤편에 펼쳐진 노을 진 푸른 숲과 구도적으로 매우 부자연스

럽다. 다른 엽서 속 인물들은 모두 풍경 속에 동화하는데 유일하게 이 남성만은 동화하

지 못한다. 오히려 풍경을 압도하려는 듯한 거대한 남성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고지라

처럼 괴기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조선의 풍경 속에 동화하지 못하는 이 인물을 조선인

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위화감이 든다. 이 삽화를 배경으로 “アリラン峠で 結んだ草鞋

/男一匹 度胸だ 腕だ('!¿�IÚ������ /�",�Ê ,I�²t7)”라는 <아리랑> 가사가 적혀있

다. ‘度胸’라는 일본어를 ‘배짱’으로 번역하였는데 앞서 일본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다분히 일본 남성의 미덕을 상징하는 일본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엽서(8)번의 삽화에는 한 여성이 압록강에서 산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뗏목을 

이용해 운반하고 있다. 남자도 힘든 고된 벌류작업을 하면서도 얼굴에 화사한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다른 �아리랑정서� 엽서에 등장

하는 조선 여성의 모습, 예를 들어 다소곳이 먼 곳을 바라보거나 옆모습 혹은 뒷모습만

으로 클로즈업 되던 조선 여성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정면을 바로 응시하며 

활짝 웃는 이 여성은 일본 화가가 그린 일본 여성의 얼굴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아리랑정서�의 엽서(2)번에서 엽서(8)번까지의 7개의 <아리랑>은 일본

어에 기반을 둔 일본풍 <아리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풍 <아리랑>의 존재가 

곧 제국의 <아리랑> 수용은 아니었다. 당대의 히트곡 <아리랑>의 인기에 편승해 비즈니

스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조선 내 일본 자본과 식민지 조선을 향한 욕망을 소비하려는 

내지인의 민낯이 만나는 통로 중 하나가 “아리랑엽서”였던 것이다.

3. �아리랑타령� 엽서의 여인들

“아리랑엽서”의 또 다른 종류인 �아리랑타령ありらん打令�은 홍판과 청판으로 나뉘어 

각각 봉투에 8장식 담겨서 판매되었는데 봉투와 엽서 뒷면에 새겨진 비둘기 마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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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표기를 통해 발행처는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본

사를 둔 다이쇼 사진 공예소로 확인된다. 발행 시기는 엽서 

뒷면의 통신란의 배치와 상단의 표기를 통해 홍판은 1933

년 2월 이전, 청판은1933년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

다.([KL12 · 13] ��) 

홍판의 봉투는 붉은색 바탕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

인이 성벽에 기대어 밑을 지긋이 내려다보고 있으며, 청판

의 봉투는 파란 바탕위에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서 기타를 

치며 춤을 추고 있는 삽화가 그려져 있다.([KL1 · 2] ��) 이 

두 버전의 다른 점은 홍판은 조선 관련 삽화를 배경으로 

아리랑이 수록되었고 청판은 조선풍속 관련 사진을 배경으

로 아리랑이 수록되었다는 차이이다. 

�아리랑타령�에 수록된 아리랑은 �아리랑정서�의 <아

리랑>과 마찬가지로 예로부터 전해오는 조선의 정통민요 

아리랑은 아니고 1920년대 후반에 유행한 나운규의 <아리

랑>과 나운규의 <아리랑>에서 개사된 <아리랑>이다. 

�아리랑타령� 각 엽서에 수록된 <아리랑>의 표기 형식

을 보면 세로로 표기된 한글 <아리랑>의 오른 편에 가타카

나로 한국어 발음을 표시해 놓고, 한글 <아리랑> 왼편에는 

히라가나와 한자를 섞은 일본어로 번역된 가사를 적어 놓아

서, 일본인도 본래의 <아리랑> 가사로 발음하고 가사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즉, 누가 보아도 이 엽서는 일본인에게 조선의 <아리랑>을 알리기 위한 장치, 일본인이라

면 누구라도 조선어 발음대로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그 뜻도 알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임

을 알 수 있다. �아리랑타령� 홍판과 청판의 앞면 이미지와 한글 가사는 다음과 같다.8⦁

8⦁ �아리랑타령� 홍판은 8매 세트로 구성되는데 마지막 홍판⑧ 엽서 1매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림12] �아리랑타령� 홍판 봉투

뒷면 

[그림13] �아리랑타령� 청판 봉투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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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아리랑타령� 홍판

삽화: 장미꽃을 든 여인

[그림14] �아리랑타령� 홍판

삽화: 장미꽃을 든 여인

[그림15] �아리랑타령� 청판

사진:김치 담구는 여인들(漬物をつける女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그림17] �아리랑타령� 청판

사진: 생각에 잠기다(想ひに耽る)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아리랑 고개는 왜생겻나 /졍든님 날버리고 흔자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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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아리랑타령� 홍판

삽화: 장승 밑에 앉아있는 여인

[그림20] �아리랑타령� 홍판

삽화: 기타 치는 여인

[그림19] �아리랑타령� 청판

사진: 길옆의 기괴한 광경(路傍の奇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 / 님가신 고개는 어는고개

[그림21] �아리랑타령� 청판

사진:즐거운 대화(樂しき語ひ)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쳥쳔하날에 별도 만고 / 이내가슴에 수심도 만타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의 민요와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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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아리랑타령� 홍판

삽화: 서서 이야기하는 여인

[그림24] �아리랑타령� 홍판

삽화:벌목하는 남자들

[그림23] �아리랑타령� 청판

사진: 고개를 넘어서(峠を越えて)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산쳔에 초목은 젋머가고 / 인간의 쳥츈은 늙어간다

[그림25] �아리랑타령� 청판

사진:널뛰기(跳ね板遊戯)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문경 세제 박달나무 / 다다미 방망이로 다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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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아리랑타령� 홍판

삽화:다듬이 두드리는 여인들

[그림28] �아리랑타령� 청판

사진: 풍작을 앞두고(豊作をまへに)

[그림27] �아리랑타령� 청판

사진: 다듬이 두드리기(きぬたを打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다다미 방망이 팔자가 조하 /큰애기 손목에 다쥐었네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의 민요와 동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온다네

이강산 삼쳘리 풍년이 온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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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타령� 홍판과 청판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 간다>는 

후렴구와 함께 각각 8종의 <아리랑>이 인쇄되어 있다. 홍판은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청판은 사진을 배경으로 한다는 차이 외에 수록된 가사는 모두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다.9⦁ 

“아리랑엽서”는 조선의 풍경과 조선인의 생활을 배경으로 여러 형태의 개사된 <아리

랑> 가사를 수록하고 있는데, 사진과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 �아리랑타령� 홍판의 엽서⑥번과 �아리랑타령� 청판의 엽서⑤번, 그리고 �아리랑

정서� 엽서(6)번을 제외하고 등장인물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다. 

영화 흥행 이후 조선 팔도를 휩쓸었던 <아리랑> 노래가 개사에 개사를 거듭하면서 

조선 민중의 삶과 애환을 수렴하고 결국은 민요로 정착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아리랑>

은 여성의 노래도 아니거니와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만을 담은 노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조선인의 삶과 애환을 담은 <아리랑>의 정서는 “아리랑엽서”에 실려 

내지의 소비시장으로 옮겨지면서 엽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변형되고, 결국은 조선 

정서의 훼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아리랑엽서”의 제목에서도 감지되는

데 �애절하고 아름다운 아리랑정서哀婉切々ありらん情緒�라는 제목은 엽서의 삽화와 어우러

져 <아리랑>을 남녀 간의 사랑타령에 한정시킬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 가면 엽서 

속의 여성들처럼 착하고 아름다운 지고지순한 젊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왜곡된 판타지를 심어주고 있다. 

권혁희10⦁는 한일합방이후부터 1930년대까지 생산된 조선풍속엽서에는 “근대의 시

선으로 본 전근대, 지배자의 시선으로 본 피지배자”의 모습이 투영되어 “타자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철저히 대상화시키는 시선의 권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하

였다. “아리랑엽서” 내에 이와 같은 정치적 시선과 시선의 권력이 의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엽서 기획자는 의도적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전면에 

9⦁ �아리랑타령� 홍판과 청판의 <아리랑> 가사 중 공통적으로 엽서1번과 엽서5번은 나운규의 <아리랑> 원곡이고, 

그 외의 엽서에 수록된 가사는 나운규의 <아리랑>에서 개사된 <아리랑>이다.

10⦁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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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우고 조선의 노래 <아리랑>을 일본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리랑엽서” 속 조선의 풍경을 채우는 많은 인물들 속에는 부재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현식11⦁은 “‘아리랑엽서’ 속 남녀 성비의 불균형은 ‘아리랑’이 어떻게 수용되고 

또 어떤 성격을 부여받고 있는가에 대한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지적하였다. 엽서를 

기획하고 소비하는 제국의 시선에서는 존재해서 안 되는 인물들은 바로 조선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조선의 젊은 남성의 부재는 “아리랑엽서” 속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지켜줄 존재가 이미 식민지 조선에는 부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삽화 속의 여인은 

님을 기다리지만 님은 이미 고개 너머로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젊은 남성의 부재는 

일본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욕망을 확장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한편 <아리랑>에 내재

된 조선적 정서를 훼손시키고 굴절시키는 기제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아리랑엽서”는 조선의 민속과 풍속을 찍은 사진과 삽화를 배경으로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아리랑>을 수록한 엽서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아리랑엽서” 각 엽서에 게

재된 사진과 삽화를 살펴보면 등장하는 인물들 중 조선의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 이는 식민지 조선으로 내지의 일본인을 불러들이기 위한 선전이고 홍보의 역할을 

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아리랑엽서”에 등장하는 여성들처럼 고운 한복을 입고 장미꽃

과 손수건을 들고 애수에 젖어있는 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 당시 조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던 평범한 조선의 여성이었을 리는 만무하다. 제국의 자본이 주도

하여 기획된 조선발 사진그림엽서는 일본의 시점에서 조선과 조선인, 조선인의 노래를 

타자화 하고,12⦁ 일본인의 소비욕구를 자극하여 상업적인 성공을 얻기 위한 목적에만 

11⦁ 최현식, ｢제국의 취향, 전시되는 ‘아리랑’－식민지 ‘아리랑엽서’의 성격과 의미｣, �대동문화연구�, 2011, 239쪽.

12⦁ 일제침략기 조선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아이누민족이나 오키나와인, 타이완 선주민 등을 피사체로 한 사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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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였다.

“아리랑엽서”에 배치된 사진과 삽화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주

는 듯 하지만 실은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선택되고 편집되는 과정은 숨기고 있다. 하지

만 인화된 사진은 피사체와 더불어 관찰자의 의도 역시 드러내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아리랑엽서”에는 엽서를 기획하고 유통한 제국 자본의 의도와 목적 역시 고스란히 드러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발 사진그림엽서 “아리랑엽서”에는 조선의 풍경과 조선인의 생활과 당대의 인기

곡 <아리랑>이 수록되었지만, 정작 조선과 조선인, 조선의 노래는 담겨지지 않았다. 

일본의 자본이 제작과 유통을 주도하면서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굴절의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었고, “아리랑엽서”의 속에 선택되고 편집되어진 조선풍속사진과 삽화, 그리고 

일본어로 표기된 <아리랑> 가사는 엽서 소비자의 해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선의 

본래적 정서를 훼손하는 굴절된 문학 텍스트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리랑엽

서”에 담겨진 것은 <아리랑>에 편승하여 비즈니스적인 이익만을 추구한 일본 자본의 

야망과 식민지 조선을 향한 욕망을 소비하려는 제국의 뒤틀린 시선의 유린蹂躪, 그리고 

그 시대의 기억記憶이었다.

 

림엽서가 발행되었다. 우라가와 카즈야(浦川和也, ｢朝鮮半島絵葉書の中の近代日本人の｢眼差し｣｣, �歴史·

環境·文明�, 2005, 168쪽)는 이에 대해 “이들은 에도시대후기부터 메이지기에 걸쳐 일본에 동화, 식민지화하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로 ‘우리들보다도 뒤떨어진다’ ‘미개하다’라는 근대일본인의 민족인식과 멸시, 굴절된 인류학

적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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