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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천황가의

이미지와 제국주의 선전*
1)

한 현석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 속 천황가의 이미지가 제국주의의 선전에 이용된

방식과 그 배경을 분석한 것이다.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통신수단과 시대상을 선전하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사진그림엽서 속 천황가의 이미지의 분석을 통해서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국 열강들 간의 관계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를 이용한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확대는 엽서를 제작 발행한 피지배층 주체의 참여가 더해지

며 가능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키워드：사진그림엽서, 천황제, 황태자, 제국주의, 순방

목 차

서론

제1장 천황가의 초상과 권력

제2장 천황가의 이동수단과 제국주의

제3장 엽서의 발행주체와 제국주의

결론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6S

1A5A2A03925848).

동아대학교 | IP:39.113.137.*** | Accessed 2020/04/25 16:25(KST)



日本文化研究ㆍ第 67輯 (2018)90

서론

본 논문은 일제침략기1) 사진그림엽서(繪葉書)2) 속 천황가의 이미지가 제국주

의의 선전에 이용된 방식과 그 배경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국주의는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 식민지를 확보하고, 그곳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제국주의에

대하여 “식민지와 식민지를 지배하는 군인, 대포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관념과

형식, 이미지들과 상상에 대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란

단순히 부를 얻거나 축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 그

리고 지배와 관련되는 지식의 형태에 의해 추진된 것(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 정

정호 역 1995:52-53, 56)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가 지배와 관련되는

생각이나 지식과 관련이 된다고 볼 때, 제국주의의 선전은 피지배민이 지배를 받

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배자 측이 스스로 “자신의 우월

감과 ‘지배해야만 하는 숙명’을 확신”(박지향 2000:14)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했다.

제국주의가 황금기를 맞이할 무렵인 1900년을 전후한 시기, 사진그림엽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 사진그림엽서는 신문 잡지 등과 함께 제국주의를 재현

(再現)하는 강력한 매체들 중 하나였다. 특히 사진과 엽서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사진그림엽서는 사진이 주는 사실감을 바탕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잡화점이나

여행지의 기념품 가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막강한 미디어로

서의 파급력을 가지게 되었다(권혁희 2005:31, 35).

다나베 모토키(田邊幹)에 따르면 사진그림엽서는 두 가지 점에서 미디어적 성

격을 갖는다. 하나는 사진그림엽서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정보전달매체

로서의 역할을 하며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1) 일제침략기란 메이지유신 이후부터 1945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창출’, ‘근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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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작된 엽서로, 사진엽서나 그림엽서라고도 불린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사진과 그림이 각각 혹은

함께 배치되며 내용을 선전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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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적 성격을 갖는다. 때문에 사진그림엽서의 도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관

심이 반영된다. 다른 하나는 특정한 송신자가 특정한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다는 점이다. 이때 송신자는 수신자에게 사진그림엽서에 담긴 이미지-정보와 함

께 자신이 기록한 정보도 같이 전하게 된다. 이러한 사진그림엽서의 “이중의 미

디어성이야말로 사진그림엽서가 신문이나 니시키에(錦繪) 등 다른 미디어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田邊幹 2002:73). 일본에서 사진그림엽서는 러일전쟁

을 전후한 시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전쟁의 상황을 전달하거

나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엽서로서 발매되며 제국주의의 선전도구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田邊幹 2002:74, 浦川和也 2005:162)

일본은 이상과 같은 사진그림엽서의 미디어적 성격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시기

부터 한반도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표현 선전하였다(신동규 2017b:

166).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식민지 조

선의 이미지를 담은 엽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3) 조선의 인물이나 풍경, 문

화, 역사 등은 사진그림엽서에서 문명(일본)과 야만(조선)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 배치되었다. 이는 문명의 일본이 야만의 조선을 계몽하며 지배하는 것이 당

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지배자와 피지배민 양측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3) 사진그림엽서에 관한 일본 측의 선행연구는 신동규(2017a),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繪葉書)

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 일본역사연구 45에 러일전쟁 이후의 연구부터 체계적으로 정
리되어있는데, 일본 측의 연구는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제국일본의 식민지지배나 제국주의에 관한

비판연구보다는 근대 일본의 도시나 풍경의 모습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들이 다수를 이루

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신동규는 엽서가 아직까지 역사학의 기본 자료로서 이용되지 못하

고 있으며 동시에 연구방법론에서도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사진그림엽서의 분석을 통한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혁희(2007),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이가영(2008), 191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施政
기념 사진엽서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국화(2015), 일제

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의 정치학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신동규(2017b),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 동북아문화연구 51,
조정민(2017) 식민지 시기 사진엽서 경성백경의 공간과 서사 전략 , 일본문화연구 63, 최인
택(2017),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 본 조선의 풍속 기억 , 동북아문화연구 51, 황익
구(2017), 사진그림엽서로 본 러일전쟁과 프로파간다 , 일본문화연구 63, 황진(2017), 일제침
략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조선적 정취’의 생성과 소비-조선정시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63, 한현석(2017),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조선에서의 국가신도 체제 선전과 실상-조선신궁

사례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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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국주의는 일본과 식민지 조선 같은 특정한 지배국과 피지배국(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에릭 홉스봄의 표현과 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세계

는 제국의 시대였다. 이 시기 “유럽과 아메리카 바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세계

는 형식적으로 하나 혹은 몇몇 국가들의 공식적인 통치 아래 혹은 비공식적인

정치적 지배하의 영토들로 분할되었다. 이를 담당했던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본이었다”(에릭 홈스봄, 김동택 역 1998:

155). 제국주의는 당해시기 위와 같은 제국열강들이 상호용인하고 협조하는 과정

에서 유지 강화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진그림엽서를 이용한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은 일본과 식민지 간의 관계와 함께 제국일본과 서구제국열강의 관

계를 함께 고려하며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대 일본의 천황가(메이지 다이쇼 쇼와천황과 그의 가족

들) 사진그림엽서를 대상으로 하여 제국주의가 선전된 방식을 분석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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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다나베 모토키는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2002)에서 9장의 사진그림엽서를 통

해 “천황의 사진그림엽서”가 국내외 지역의 순방과 다양한 의례(즉위식, 장례식

등)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천황중심의 국가관을 갖

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나베는 1910년 무렵 경성일보사에서 발

행된 것으로 추정하는 메이지천황의 초상으로 제작된 사진그림엽서를 예로 들면

서, 해당 엽서가 조선인들로 하여금 메이지천황을 이상적인 군주로 인식하도록

선전하려는 목적, 즉 프로파간다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田邊幹

2002:77-79).

가장 주목할 선행연구는 신동규의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

의 선전과 왜곡 (2017a)와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

본 제국주의 선전 (2017b)라고 할 수 있다. 신동규의 연구에서는 한일강제병합과

그 보다 앞선 대한제국기부터 일본이 한반도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선전하

기 위해 사진그림엽서를 발행했고, 여기에 천황과 황태자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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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사진그림엽서 속 천황가의 이미지가 제국주의의 선전

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천황가의 권력이 엽서를 통해 표출

되고 또 제국주의의 선전과 강화에 기여했던 구체적인 방식과 배경 그리고 원리

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고하되, ‘천황가의 초상과 권력’, ‘천

황가의 이동수단과 제국주의’, ‘엽서의 발행주체와 제국주의’에 관한 사실들을 중

심으로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이루어진 제국주의의 선전 방식과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장 천황가의 초상과 권력

일제침략기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는 황실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사건과 행사

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역대 천황과 그의 가족들의 초

상을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장에는 본격적으로 천황가의 사진그

림엽서를 통한 제국주의의 선전에 관해 분석하기에 앞서 천황가의 초상이 엽서를

통해 재현된 방식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엽서 1] 메이지천황가족 사진그림엽서 [엽서 2] 다이쇼천황 은혼식 기념엽서

[엽서 1]은 메이지천황부부와 다이쇼천황의 가족들의 초상으로 구성된 사진그

림엽서이다. 최상단에 메이지천황부부의 초상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 좌우에

다이쇼천황부부의 초상이, 그리고 그 아래 가운데에는 황태자 3명의 초상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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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3명의 아이 중 가운데 아이가 쇼와천황이 되는 미치노미야히로히토친

왕(迪宮裕仁親王)이다. [엽서 1]에서는 위계에 따라 사진그림 엽서 속에서 그 위

치가 정해지는 방식(위에서부터 아래로)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그림엽서 속에 배치된 천황가의 초상사진은 메이지천황을 시각화하는 과

정에서 그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주은우 2014:147). 엽서 속 메이지천황부부

의 초상은 1888년 대장성 인쇄국의 고용외국인 기오소네가 그린 그림을 마루키

리요(丸木利陽)가 촬영한 것이다(다키 코지 박삼헌 역 2007:152-153). 엽서 속

메이지천황과 하루코황후의 초상은 어진영(御眞影)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되었던

사진과 같은 것으로 흔히 메이지천황과 하루코황후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이

다. 천황과 황후의 초상은 이때부터 고정된 스타일로 제작되었다.

[엽서 2]는 다이쇼천황의 은혼식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엽서로 중앙에는 황

실의 상징인 16엽8중표(十六葉八重表) 국화문장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좌우에

각각 다이쇼천황과 데이메이황후의 초상이 배치되어 있다. 하단에는 황실의 또

다른 상징인 봉황그림이 그려져 있다. [엽서 2]의 다이쇼천황부부의 초상은 1888

년 메이지천황부부의 초상의 스타일, 즉 천황은 군복을 입고 위엄이 있어 보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황후는 양장차림에 온화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방식을 그

대로 답습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엽서 3] 메이지신궁 

창건 10주년 기념엽서
[엽서 4] 쇼와천황 대례식 기념 엽서

[엽서 3]은 메이지천황부부의 초상이 사용된 메이지신궁 창건 10주년 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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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메이지신궁에는 메이지천황부부가 제신(祭神)으로 모셔져 있으므로, 두 사

람의 초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엽서 1]부터 [엽서 3]의 천황부부 초상

은 타원형의 테두리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의 메달리온

(medallion) 모형을 본 딴 것으로 “보통 역사화나 종교화의 주제와는 별도로 고

유한 의미가 있는 상징적 인물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형식이다. 메달리온 형

식이 일본에 유입된 경로 중 하나는 앞서 언급된 1888년 메이지천황부부의 초상

을 제작한 기오소네를 통해서 일 것으로 보고 있다.(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 언어학과 역 2007:44-45). 메달리온 모형 속 천황가의 이미지는

자기 스스로의 절대성과 신성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기념하

려는 사건에도 그와 유사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엽서 4]는 쇼와천황의 대례식 기념엽서로 상단에는 쇼와천황부부 초상이 변형

된 형태의 메달리온 속에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 맨 왼쪽부터 간노미야(閑院宮),

가운데에 쇼와천황의 첫째 딸인 데루노미야(照宮), 오른쪽 다이쇼황태후의 초상

이 원형의 메달리온 속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엽서 1]부터 [엽서 4]를 통해 역대 천황의 초상은 모두 서양식 군복을 입고

콧수염이 있는 모습으로 “대외적으로는 문명선진국과의 호환 가치를 창출하고 대

내적으로는 국민화” 특히 “남성의 국민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양장을 한 황후의 모습은 천황과 짝을 이루며 근대국가의 이상적인 부부상을 대

내외에 선전하는 것과 서구열강의 왕비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문명화된 모습을 표

현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여성의 국민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할 수 있

다(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 언어학과 역 2007:60-61, 8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는 초상을 메달리온 안에

배치하고, 상하 위치 배정을 통해 최고 권력의 서열과 신성성 절대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여기에 황실의 문양(국화나 봉황 등)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념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대상의 의미를 보다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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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천황가의 이동수단과 제국주의

1868년 9월 천황은 에도를 향한 20일 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동행

(東幸)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순행으로 도쿄로의 천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천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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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키 코지 박삼헌 역

2007:26-27). 이처럼 천황의 이동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안이었고 이러한 관심

속에서 천황의 이동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서도 기념되기 시작했다. 이하에서는

천황가의 이동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된 사진그림엽서들을 통해 제국일본의 통치

권력이 선전되는 방식과 그 의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천황의 장례식

메이지천황을 비롯한 이후 천황들의 이동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실행된 것은

아니었다. 1912년 7월 말 메이지천황이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아오야마(靑山)에

서 모모야마(桃山)까지 영구열차를 이용하여 15시간 동안 이동되었다. 1926년 12

월 말에 사망한 다이쇼천황도 영구열차에 실려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히가시

아사카와(東淺川)를 거쳐 다마고료(多摩御陵)까지 약 2시간 45분 정도 이동되었

다. [엽서 5]와 [엽서 6]은 각각 메이지천황과 다이쇼천황의 장례식을 기념하며

제작된 사진그림엽서 중 시신을 운구하는 데 사용한 영구열차사진이 담긴 엽서

이다.

[엽서 5] 메이지천황 장례식 기념엽서 [엽서 6] 다이쇼천황 장례식 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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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유신 이후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의 기간 동안 천황의 장례식은

모두 두 차례(메이지천황:1912년, 다이쇼천황:1926년) 진행되었다. 다카시 후지타

니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일본에서 가장 장관이었던 황실의례 중 하나로

황실장례식을 거론한 바 있다(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역 2003:37). 앞서 [엽서 2]

에서 살펴본 천황의 은혼식을 포함하여 황실의 관혼상제는 국가적으로 기념되어

야 할 사건이었으므로 천황의 장례식 또한 사진그림엽서로 제작되어 기념되었다.

다카시는 황실의 장례식이 다른 황실의례들처럼 장관이긴 했지만 “제국정부의

번영과 안녕을 유지하는 힘”들(즉 근대성, 군사력, 진보, 문명화된 수준)을 과시하

기보다는 고대적 이미지가 다른 것을 압도하는 성격의 의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역 2003:147-148, 188-189). 메이지천황 장례식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황실의 존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속에서 고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연출되었다는 점에서 고대적 이미지가 다른 것들을 압도한 측면이 있다

는 설명이다.

하지만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에는 당시 근대 문명 기술 힘의 상징인 열차를 이

용하여 시신을 운구하는 획기적 방법을 취했다.4) 메이지천황의 장례식 때 사용된

열차는 모두 3대로, 시신운구용 영구차 1대(7량 구성)와 조문객의 이동을 위한

공봉열차(供奉列車, 8량 구성) 2대였다(霊柩列車時刻表其他注意書 1912). 도쿄에

서 교토 사이의 각 정거장에서 열차는 몇 분씩 정거했고, 각 정거장과 철로변에

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추모를 하였다(도널드 킨 김유동 역 2017:1442).

여기에 더해 메이지천황의 장송행렬 속에는 1만여 명의 의장대와 2만 4천 명

에 달하는 병사들이 메이지정부의 권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에서는 고대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

국정부의 번영과 안녕을 유지하는 힘”들이 동시에 전해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에는 대만인들이 직접 도쿄까지 와서 참석하기도 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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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77). 메이지유신

이후 처음 맞게 된 황족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운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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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총독부가 천황의 장례식에 3명의 대만인을 상경시킨 것이다. 이들 대만인은

총독부 등이 주관하는 갖가지 추도식에 참여해야만 했으며, 식전(式典)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만 했다. 나카지마 미치오에 따르면 대만총독부가 대만인들을 장

례식에 참석시킨 이유는 “국체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

다(中島三千男 2005:37). 수만 명의 민간인과 군인으로 이루어진 장송행렬과 열

차가 동원된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은 나쓰메 소세키나 도쿠토미 소호와 같은 일본

인들에게는 군주를 잃은 슬픔을 보다 극적으로 만들었겠지만, 대만인들과 같은

피식민지민에게는 “제국정부의 번영과 안녕을 유지하는 힘”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행사가 되었을 것이다.

다이쇼천황의 장례식의 광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례식의 주요한 절차만 16

개, 세분하면 28개의 제전이 이루어졌고, 문무관 3천여 명, 육군군대와 병사 3천

명, 해군군악대와 병사 1천 명이 뒤를 따랐으며 약 6km 장례행렬을 이루었다고

한다(무라카미 시게요시 장진한 오상현 역 1989:212-213). 다이쇼천황의 시신을

운구한 영구열차는 장례식을 마친 후 히가시아사카와역에 48일 간 전시되었는데,

이때 참관자의 수가 63만 9천명에 달했다고 한다.5)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엽서 5]과 [엽서 6]은 천황의 장례식이라는 황

실의례와 천황의 시신을 운구한 영구열차라는 특별한 이동수단에 대한 세간의 관

심이 반영되어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황의 장례식에 사용된 영구열차라는

특별한 이동수단은 천황의 권력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음 천황으로 이어지는 영속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했으며 동시에 제국주의 시

기 일본 민중과 피식민지민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메이지천황의 장례식에는 영국 국왕 대리 코노트 공 아서 왕자 이하 서

구 열강 원수의 대리, 특파사절들도 참석하였으며,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등의 언론에서는 천황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도널드 킨 김유동 역 2017:1424-1428, 1435). 이처럼 천황은 일본을 대표하

는 상징으로서 서구열강들과 “제국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를 맺고 있었

5) https://ja.wikipedia.org/wiki/%E7%9A%87%E5%AE%A4%E7%94%A8%E5%AE%A2%E8%B

B%8A#霊柩車 (검색어:皇室用客車, 검색일: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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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관해서는 훗날 천황에 오르게 되는 황태자들의 순방을 기념하며 제작된

사진그림엽서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황태자의 순방

본 절에서는 훗날 다이쇼천황과 쇼와천황이 되는 요시히토 황태자와 히로히토

황태자의 순방을 기념하는 엽서를 중심으로 천황의 이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황태자의 순방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당시의 천황(메이지

천황과 다이쇼천황)의 대신하는 신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천황의 이동과 같

은 의미를 갖는다.

요시히토는 러일전쟁 이후 천황의 묘다이(名代) 즉, 대리인으로서 국내외 지역

을 순방하게 된다. 190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치는 기간 동안 요시히토는 대한제

국의 방문을 시작으로 나가사키(長崎), 가고시마(鹿兒島), 미야자키(宮崎), 오이타

(大分), 고치(高知)를 각각 순방하였다(原武史 2000:108).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은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다. 1907년 8월 27일

순종이 대한제국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였지만, 이는 고종이 네덜란드의 헤이그

에서 열린 만국평화화의에 밀사를 파견한 것이 발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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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친

왕을 일본으로 데려와 인질로 삼겠다는 의도였다(신동규 2017b:162, 도널드 킨

김유동 역 2017:1323).

이토는 영친왕을 데려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황태자의 대한제국행을 계획했

고, 이를 메이지천황에게 보고했다. 천황은 의병활동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황태자의 대한제국 순방을 불허했지만, 이토가 절대적으로 황

태자를 경호하겠다고 맹세함에 따라 승낙하게 된다(도널드 킨 김유동 역 2017:

1323). 이로써 요시히토는 천황의 대리자라는 신분으로 대한제국을 방문하게 된

다. 이는 쇼와천황이 처음 유럽을 방문하는 1971년까지 천황의 외국 순방이 이루

어지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본다면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은 일본의 최고의

권력이 공식적으로 외국을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다(原武史 2000:121).

1907년 10월 13일 요시히토는 히로시마의 우지나항(宇品港)에서 어소함(御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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艦:일본황실에서 이용하는 전용 선박)인 군함 가토리(香取)에 승선하여 인천으로

향했다. 10월 16일 인천에 도착한 요시히토는 경인선 열차를 이용하여 남대문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일정을 수행하였다(原武史 2000:125). 아래의 사진그림엽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된 것들 중 일부이다.

[엽서 7]은 “韓國御渡航紀念”이라는 이름으로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을 기

념하여 발행된 엽서이다. 옆서의 우측 상단에는 요시히토의 군복차림 초상이 원

형 메달리온 안에 배치되어 있고 그 왼편 뒷 배경에는 황태자기가 늘어뜨려져

있다. 황태자기의 특징은 붉은색 바탕에 중앙의 16국8중표 황금색 국화문양 그리

고 국화문양을 에워싼 백색의 띠가 있는 것이다.

[엽서 7]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순방기념 

엽서 [황태자, 황태자기(旗), 가토리호]

[엽서 8]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순방기념엽서 [황태자, 가토리호]

[엽서 8]은 “皇太子殿下韓國九州四國行啓御召艦紀念”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엽서로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과 그 이후 일본 국내

지역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 된 것이다. 엽서는 군함 가토리의 이름이

영문으로 맨 위에 배치되어 있으며 바로 아래 가토리호의 사진이 크게 배치되

어 있다. 요시히토의 초상은 좌우의 국화문양과 함께 가토리호의 오른편 상단

에 배치되어 있다. [엽서 7]와 [엽서 8]에서 보이는 특징은 이후 1921년 히로히

토의 유럽순방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는 사진그림엽서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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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9]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순방기

념엽서 [가토리호, 16엽8중표 국화문

양, 한국궁성(韓國宮城)]

[엽서 10]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순방기

념엽서 [황태자기 바탕, 어소열차(御召

列車)]

[엽서 9]에는 우측 최상단에 다른 이미지들을 압도하는 크기로 황실의 문양인

16엽8중표 국화문양의 일부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가토리호

의 그림이 타원형 메달리온 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우측 아래에는 “韓國宮城”

이라는 이름으로 덕수궁 돈덕전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엽서 9]에서는 메이지

천황을 대리하여 방한하는 요시히토를 황실의 문장인 16엽8중표 국화문양으로

대치시키고, 그 아래에 가토리호와 대한제국의 덕수궁 돈덕전을 순차적으로 배치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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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이 언급한 바 있다.

천황과 황후가 최상단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메이지의 원훈(元勳)들이

각각의 위계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그 몸의 크기는 하단으로 갈수록 작

다. 하단에는 자동차, 전차, 기차 등 문명의 이기, 짐승 가죽을 입고 창을

쥐고 있는 야만인, 긴 담뱃대를 든 중국인, 문신을 한 아이누인 등이 뒤섞

여 그려져 있는데 그들의 크기는 상, 중단에 있는 어떤 일본인들보다도 작

다. 국내의 위계제도가 그대로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지와 소수민족을 보는

시선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그림 자료이다(와카쿠와 미도

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 언어학과 역 2007:46-47).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엽서 9]는 대한제국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궁

전의 사진을 일본을 상징하는 다른 이미지들의 하단에 위치시킴으로써 일본이 생

각하는 대한제국의 위계를 보여주고, 나아가 대한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동아대학교 | IP:39.113.137.*** | Accessed 2020/04/25 16:25(KST)



日本文化研究ㆍ第 67輯 (2018)102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태자의 순방에 이동수

단으로 이용된 가토리호는 원래 일본이 러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의 조선소

인 Vickers社에 발주한 군함으로, 1904년부터 1906년까지 2년에 걸쳐 완성된 제

1호 갑철함(甲鐵艦)이다.6) 가토리호는 이후 요시히토와 히로히토의 어소함으로

이용되며, 황태자의 이동을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황태자의 권위를 뒷받

침하는 소재로도 활용되었다. 어소함을 이용한 제국주의의 선전방식에 관해서는

히로히토의 해외순방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엽서 10]은 황태자기의 디자인을 응용하여 제작한 형태로, 붉은 바탕색과 백

색의 띠의 형태를 이용하였으며 중앙에는 황태자가 이용한 “御召列車” 사진을

배치하였다. 어소열차란 천황이나 황태자가 이용하는 전용열차를 말하며, 인천에

도착한 황태자가 남대문까지 이동하는 데 이용되었다. 황태자의 육상장거리 이동

수단으로 철도가 사용된 것은 치안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의 권위

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메이지와 다이쇼천황의 장례식에 사용된 영구열차 또한 그들

의 권위가 사후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순방을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일본과 대한제국의

관계 그리고 일본이 생각하는 대한제국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히로히토

의 유럽순방 기념엽서에서는 일본과 서구제국열강들 간의 협조와 우호에 관한 사

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3월 3일 히로히토는 하라 다카시(原敬) 수상 등 수행원 34명과 함께

요코하마 항에서 가토리호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다. 이후 히로히토는 영국, 프랑

스, 벨기에, 네덜란드, 바티칸,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9월 2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역 1998:129, 허버트 빅터 오현숙 역 2010:133-137).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은 곧 섭정(攝政)에 오를 것에 대비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히로히토는 병약한 아버지인 다이쇼천황을 대신하여 실질

적으로 국가와 황실을 대표하는 현명하고 위대한 천황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

에 놓여 있었다. 1912년 7월 메이지천황의 사망 이후 일본사회는 다이쇼 데모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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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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시를 겪으며 “천황관과 국가관의 유동화”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횡포와 무능한 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국내의 분위기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된 세계질서와도 관계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를 비

롯해 독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왕조가 몰락했다. 전쟁 이전

약육강식의 국가 간 대립이라는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태도는 “국제평화 국제협

조 데모크라시라는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이름하에 보다 교묘하게 감추어졌다.

때문에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차기 천황이 될 히로히토를 유럽으로 보내 일본이

처한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며, 특히 유럽의 황실과

국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역 1998:119-

129).

[엽서 11]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기념엽서

[황태자기 바탕, 가토리호, 동궁어소(東

宮御所)]

[엽서 12]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기념엽서

[황태자기 외 유럽순방국 국기, 가토리호]

[엽서 13]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기념엽서

[히로히토 황태자 초상, 순방경로]

[엽서 14] 히로히토의 유럽 순방기념엽서

[가토리호, 순방경로]

[엽서 11]은 앞서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 기념엽서에서도 확인하였던 황태

자기의 디자인을 바탕에 활용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황태자기와 아시아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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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을 포함한 지도를 겹친 디자인을 바탕으로 우측 상단에는 황태자의 거처인 동

궁어소의 사진을, 좌측 하단에는 유럽 순방에도 이용된 가토리호의 사진을 각각

타원형 메달리온 안에 배치하였다. 황태자의 순방을 전면적으로 알리는 디자인이

라고 할 수 있겠다.

[엽서 12]는 가토리호의 실루엣 그림을 우측 상단에 배치하고, [엽서 11]에서

배경으로 사용된 황태자기를 좌측 최상단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순차

적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국기를 배치하였다. 일본

은 각국 국기의 위치배치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해 가진 인상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엽서 13]과 [엽서 14]는 히로히토의 여행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바탕에 배치하

고, 상단에 띠를 두르고 있어 큰 형식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엽서 13]은 우측 상

단에 히로히토의 초상을 월계수모양의 메달리온 속에 배치하였으며, 상단 지도를

붉은색 바탕의 국화문양띠가 가로지르고 있다. 반면 [엽서 14]는 우측 상단에 가

토리호의 사진을 배치하였으며, 상단에는 푸른색 무늬의 띠가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엽서 13]은 전체적으로 황태자기의 색상인 붉은색과 황

토색을 사용함으로써 황태자의 유럽순방임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이 두 엽서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그리고 대만 지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하

여, 제국일본의 식민지 지배영역을 시각적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엽서 15] 영국 방문기념

엽서

[엽서 16] 프랑스･벨기에 

방문기념엽서

[엽서 17] 네덜란드･이탈

리아 방문기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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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15]부터 [엽서 17]은 히로히토가 순방하며 다녀온 유럽의 국가들을 일정

순으로 해당국가의 국기와 황태자의 방문지 사진을 배치하여 만든 사진그림엽서

들이다. 여기서 영국의 엽서만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1개국 단독으로 디자인되어

발행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일본과 영국, 히로히토와 당시 영국의 황제

조지5세와의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히로히토는 유럽 순방 때 일본에서 건조한 주력함을 택하지 않고 영국 빅터사

에서 건조한 가토리호를 택하였는데, 이는 영국에 대한 호의를 표하기 위해서였

다고 한다.7) 히로히토는 첫 번째 목적지인 영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홍콩과 실

론(지금의 스리랑카), 카이로 몰타 섬 등의 지역을 경유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아

시아와 유럽 내의 영국 식민지였다. 히로히토는 홍콩과 같은 곳에서는 조선인 암

살자를 경계하며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상륙했었다고 한다. 히로히토는 출항 후

약 1달이 지난 4월 15일 대영제국의 생명선으로 불리는 수에즈 운하에 도착하였

고, 5월 7일 영국의 포츠머스에 도착하게 된다.

영국을 방문한 히로히토의 주요 임무는 제1차 세계 대전이후 발생한 전 세계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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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를 하였다. 히로히토 일행은 영국

에서 24일간 머물며 조지 5세로부터 대규모 행사나 황실의 의례를 이용해 “군주

제의 인기를 높이고 국수주의를 고양”하는 정치적 선전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다

(허버트 빅터 오현숙 역 2010:134-135, 144-146).

[엽서 18] 히로히토 타이완 방문기념엽

서 [황태자기, 히로히토초상, 곤고호]

[엽서 19] 히로히토 타이완 방문기념엽

서 [전통 목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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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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21년 11월 25일 히로히토는 섭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섭정이 된 히

로히토는 1923년 4월 12일 군함 곤고(金剛)호를 이용하여 타이완을 순방하게 된

다. 히로히토의 타이완 순방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일본민중들에게

히로히토가 황실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임을 알리는 것이며, 둘째는 메이지천황의

유산인 식민지 타이완을 방문함으로써 제국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리

기 위함이었다(허버트 빅터 오현숙 역 2010:168). 이러한 의도는 아래의 사진그림

엽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엽서 18]은 우측 상단에 황태자기8)가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황실국화문장

메달리온 속 군복을 입은 히로히토의 초상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는 군함 곤고호의 사진이 타원형 메달리온 속에 배치되어 있다. ‘황태자기’, ‘황태

자의 초상’, ‘어소함=군함 사진’의 배치는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기념엽서의

형식과 동일하다.

[엽서 19]는 타이완의 전통 목선으로 보이는 배들이 목가적인 느낌으로 표현되

어 있다. 만약 상단에 “皇太子殿下臺灣行啓紀念”이라는 수식어가 없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엽서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이다. [엽서 19]는 [엽서 18]과 비

교될 때 그 의미가 나타난다. 다소 식상한 방법이지만, [엽서 18]은 ‘일본=제국=

문명’을 상징하고 있으며, [엽서 19]는 ‘타이완=식민지=야만’을 상징하고 있는 것

이다.

천황의 역할을 대리하며 해외로 순방을 떠난 황태자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

해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어소함으로 이용된 군함의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군함은 황태자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었는데, 보호

국이나 식민지에서는 통치자의 권력과 지배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수단이었으며,

유럽제국열강들 사이에서는 우호와 협조의 상징으로도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는 천황가의 이동과 관련된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그들의 권력과 권위

가 선전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는 그들의 초상, 특별한

이동수단=열차 군함=문명의 상징, 황실의 문양(깃발, 국화 등), 등의 이미지를 통

8) [엽서 18]에서 황태자기가 배치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히로히토가 섭정에 올라 추진된 해외

순방이었던 만큼 섭정기(백색 테두리가 붉은 바탕 외곽에 둘러진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

확한 도안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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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배와 피지배의 사상을 형성 고착시키고,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과의 협조와

연대를 기도하려는 선전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민, 제국과 식민지, 제국과 제국을 매개하는 사진그림엽서

를 실제 제작하고 발행한 주체는 누구였으며, 어떤 목적에서 엽서를 발행한 것일

까.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관한 분석

은 단순히 엽서 속 도안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엽서라는 매체를 실제 발행하고

유통시킨 주체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장 엽서의 발행주체와 제국주의

앞서 제2장에서는 요시히토의 대한제국 방문을 기념하여 발행된 사진그림엽서

를 살펴본 바 있다. 1907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요시히토는 대한제국을 방문하

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가사키, 가고시마, 미야자키, 오이타 등의 현을 방

문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가고시마를 제외하면 황태자는 물론 메이지천황도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곳이었다(原武史 2000:109).

이때 미야자키 현에서는 황태자의 방문을 기념하여 [엽서 20]과 같은 사진그림

엽서를 제작하였다. 宮崎縣行啓誌(1912)에는 엽서의 제작경위가 설명되어 있

다. 이를 통해 황태자의 순방을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의 발행 경위와 관련자들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비 금480엔을 들여 사진그림엽서(繪葉書) 8천조(千組)를 발행하여, 행

계기념으로 먼저 전하에게 헌상였다. 다음으로 공봉원일행, 어소함 및 호

위함대 승조원, 행계관계직원, 군장(郡長), 의원, 정촌장(町村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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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으로 하였다. 1장은 상반부에 황태자기를 그리고, 그 문장 속에 전하의

초상을 배치했다. 하반부에 황태자의 숙소(御旅館)인 자명관(紫明館)과 어

소함 가토리(香取)의 사진을 배치하였다. 아래를 황색으로 하여 황식(皇

式)과 조정의 전례를 따랐으며, 대나무와 오동나무를 도드라지는 모양으로

그렸다(이하 생략, 宮崎縣廳 19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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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 20] 요시히토 미야

자키현 순방 기념엽서

황태자의 방문기념 사진그림엽서는 미야자키현의 비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야스마루 요시오에 따르면 지역 촌락의 관리나 명망가, 교사 혹은 신직

이나 승려와 같이 “권력과 일반 민중의 매개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간적

지도층에게는 권위 있는 중심을 추구하여 천황제에 도달하고, 또한 천황제를 통

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근거지우려는 경향이 현저했다”(야스마루 요시오 박진우

2008:234).

천황이나 황태자가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미야자키현의 지사(知事)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태자의 방문은 본인의 정치력을 황실과 연결시키며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이를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는 황태자의 방문

과 함께 자신의 정치력을 선전하기 좋은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엽서 20]의 상부는 황태자기의 형태를 배경에 두고

내부 국화문양을 메달리온과 같이 이용하여 그 안에 황

태자의 초상을 배치하였다. 황태자기의 색인 붉은색을

상반부에 넣고 황태자의 정복인 黃丹衣 의 색인 적황색

계열의 색을 하반부의 배경색으로 사용하였다. 대한제국

방문 기념엽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황태자가 승선한

어소함 가토리호의 사진을 하단 좌측에 배치하여, 황태

자의 순방 기념엽서의 전형을 취하고 있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엽서 20]의 도안은 체신성 소속의 히바타 셋코

(樋畑雪湖)가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히바타는 1900년

부터 약 20년간 체신성의 繪葉書圖按主任 으로 근무한 인물로, 그는 스스로 황

실의 대전(大典)과 국가의 사건을 사진 혹은 그림(畫圖)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기

위하는 마음으로 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武田信也 2015:26).

황태자의 사진그림엽서를 발행한 또 다른 주체로는 조양회(朝陽會)가 있다. 조

양회는 앞서 히로히토의 유럽방문 기념엽서 중 [엽서 11], [엽서 12], [엽서 13]을

발행한 곳이다. <자료 1>은 1921년 8월 25일 조양회가 히로히토의 유럽방문과

귀국을 기념하여 발행한 사진그림엽서를 광고하기 위해 官報에 게재한 것이다.
상단의 광고내용에 따르면 엽서는 3매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30전

(錢)이었다. 광고 좌측 최상단에 “本日より發賣”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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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8월 25일부터 발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그림엽서의 아래에는

엽서도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단의 광고에서는 해당엽서들이 기념사

진그림엽서 중에서 “白眉の絶好品”이라고 소개하며 “官衙, 學校, 兵營, 會社”에

서 다량구매를 희망할 경우 특별히 할인을 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자료 1> 사진그림엽서 광고

(官報 1921.08.25.)

<자료 2> 조양회 발행 상품목록

(官報 1922.09.11.)

<자료 2>는 1922년 9월 11일 官報에 게재된 조양회가 발행한 상품들에 대
한 광고이다. 신문의 마지막 단(3번째)의 중반부터 좌측방향으로는 조양회에서

발행한 사진그림엽서의 타이틀이 기재되어 있는데, 히로히토의 유럽방문 기념엽

서를 포함한 총 15종이다. 조양회에서 발행한 기념엽서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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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적 국제적 행사나 사업을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를 제작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印刷局五十年略史에 따르면 “조양회는 인쇄국9) 국원의 행복을 증진하고 또
불행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인쇄국 국원의 후원기관”이다(印刷局

1921:1[부록부분: 이하 생략]). 조양회의 “회원은 인쇄국 고용직 공무원(雇員) 이

9) 인쇄국은 지폐, 우표, 여권, 공채 등 정부간행물을 인쇄하는 기관으로 초대 대표는 시부자와 에이

이치(渋沢栄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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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신분으로, “회장은 국장이 맡으며, 평의원과 이사는 회장이 이를 추천”하였

다(印刷局 1921:5).

조양회는 인쇄국 사업의 보조를 목적으로 연 1회 공장종업원의 위안회를 개최

하고, 인쇄국 재직 중 사망자가 발생할시 제전을 집행하였으며, 식당도 운영하였

다(印刷局 1921:6-7). 또한 인쇄국원의 복리증진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국원들의

월급의 일부를 저축시켜 만일에 대비하게 하였다.

조양회는 회원들의 사상에 대한 관리도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자료에 따

르면 조양회는 당시 “국민의 사상이 혼란한 결과 왕왕 위험한 경향을 띤 언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회원들이 건전한 사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세대

신궁참배단(伊勢大神宮參拜團)을 결성하여 “경신애국공동일치(敬神愛國共同一致)

의 정신을 함양”하는 훈련을 1921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실시하기도

했다(印刷局 1921:7-8).

조양회는 단체의 기본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증식하기 위해 인

쇄국에서 쌓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도서, 기념사진그림엽서 등의 인쇄물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다(印刷局 1921:9-10).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일본의 제국주의 선전에 이용된 사진그림엽서의 발행에

관여한 실제 주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야자키현에서는 황태자의 외유와 순방

을 기념하는 엽서를 발행하여 지방관청(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

를 엿볼 수 있었다. 황태자를 상징하고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엽서의 도안은 히

바타 셋코와 같은 체신성 소속 도안기술자에 의해 제작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

하였다.

또한 제국일본의 국가적 행사를 기념하고 선전하는 용도로 제작된 사진그림엽

서 중 일부가 조양회라는 인쇄국 산하 단체를 통해 발행 판매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양회는 191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 등에 따른 사상의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이세대신궁참배단”을 조직하여 회원들의 “경신애국”의 사상을 견지

하려 했다. 이러한 사상배경 속에서 조양회는 사진그림엽서 등을 발행하여 단체

의 기본금을 증식시켰으며, 이는 회원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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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을 통해 일제침략기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제국주의의 선전에 대

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천황가의 초상을 배치한 사진그림엽서들을 통해 기본적인

선전방식을 확인하였다. 천황과 황후, 황태자 등 천황가의 초상은 1888년 완성된

메이지천황부부의 모델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메달리온이라고 불리는 원형(혹

은 변형된 유사한 형태) 테두리 속에 초상을 배치하는 형태로 신성성과 절대성을

표현하며 엽서에 재현되었다.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초상으

로 구성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초상의 위치(주로 上下)를 통해 위계질서를 재

현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황태자들의 해외순방 기념엽서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

이 상대국의 건물사진이나 국기 등의 위치설정을 통해 제국일본의 입지를 드러내

는 데도 이용되었다.

다음에서는 천황의 이동을 선전하는 사진그림엽서를 분석하였다. 천황과 황태

자는 어소열차와 어소함이라는 특별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향하였고,

선별된 이동수단은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천황가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천황가의 이동수단은 방문지의 성격에 따라 사진그림엽서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졌다. 유럽순방을 기념한 엽서에서 어소함은 황태자의 권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유렵열강에 대한 우호감을 표하며 제국의 시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

히로히토의 타이완 방문을 기념하여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서 어소함은 함께 발

행된 다른 엽서 속 타이완의 전통목선과 비교되며, 문명과 야만이라는 구도 속에

지배와 피지배 구도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수단이 되었다.

끝으로 천황가의 사진그림엽서를 발행하고 판매한 일부 주체에 대해 살펴보았

다. 미야자키현에서는 요시히토의 방문을 기념하는 엽서를 현비로 제작하여 배부

하였다. 이는 제국일본의 최고 권력에 해당하는 황태자의 첫 방문을 기회로 삼아

현지사와 같은 지역의 유지자들이 역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도 연동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사진그림엽서의 도안은 체신성의 직원인 히바타

셋코가 맡아 진행하였다. 그는 평소에도 국가와 황실에 대한 사건과 행사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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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림으로 기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인쇄국의 내부 단체인 조양회에서는 히로히토의 유럽방문기념 엽서를 비롯해

다수의 국가적 국제적 행사를 기념하는 사진그림엽서를 발행 판매하였다. 조양회

에서는 이세신궁참배단을 결성하는 등 단체원들의 국가사상을 관리하였으며, 이

들이 발행 판매하여 마련한 사진그림엽서의 수익금은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그림엽서는 이러한 주체들에 의해 제국주의의 선전도구로 이용되며

‘황실과 신민’, ‘제국과 식민지’, ‘제국과 제국’을 매개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그림엽서를 비롯해 천황가의 이미지를 다루는 매체는 궁내성의 황실관련

법령에 근거한 검열을 거친 후에 발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들을 함께 고려며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관한 부분은 금

후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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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Images of Japanese Royal Family in Photo Postcard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in Korea

and the Propaganda of Imperialism

Han, Hyeon Seok

This study analyzes cases in which images of Japanese Royal family in photo

postcard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were used for propagandizing

imperialism. Photo postcards began to become popular in Japan around the time of

the Russo-Japanese War, and serv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at the

same time, a media to express the social atmosphere. The images of Japanese

Royal family in photo postcards enable to identify not only the relationship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imperial powers. In

this sense, they can be materials used for analyzing the way of propagating

Japanese imperialism. Besides, the producers and publishers of the photo postcards

of Japanese Royal family can be seen as those who were involved, as subordinates,

in producing and expanding the Japanese emperor ideology as subordinates.

Key words：Photo postcard, Japanese emperor system, Crown prince, Imperialism, 
Tour

■ 日本語抄録

日帝侵略期における絵はがきからみる天皇家のイメージと帝国主義の宣伝

韓賢石

本論文は日帝侵略期、絵はがきを通じて天皇家のイメージが帝国主義の宣伝に利用された方

法とその背景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絵はがきは、日露戦争を前後した時期から日本で大きな人

気を集めており、通信手段をはじめ、時代相を宣伝するメディア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た。

絵はがきに描かれた天皇家のイメージ分析を通じて、支配と被支配の関係のみならず帝国列

強間の関係まで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また、絵はがきを利用した天皇制イデオロギーの生産と

拡大は、ハガキを製作・発行した被支配層の参加で可能だったことも明らかにした。

キーワード：絵葉書、天皇制、皇太子、帝国主義、巡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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