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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그간 혼동을 초래해왔던 근대 사진그림엽서의 개념 정의와 발행 주체별 엽서 종

류에 대한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요약하면, 첫째로 사진그림엽서의 명확한 개념은 “사진

이나 그림이 있는 우편엽서”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연구 범위는 학술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로 무한적인 자료적 특성이 엽서 자체에 태생적으로 잠재되어 있다. 둘째, 그 종

류와 특성에 관한 문제이다. 엽서의 발행 주체에 따라 “A:국가권력, B:지방권력, C:민간기

업 단체, D:개인”으로 나뉘는데, 국내용의 ‘통상엽서’와 국외용의 ‘UPU엽서’, 또는 그에 준

하는 형식의 엽서를 이용하여 각기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제작 발행하였기 때문에 본고에

서 논증하였듯이 각기 발행 주체를 대표하는 특성들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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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2000년대 전후부터 국내외 인문학계에서는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학술적

연구에 근대 시기에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이하 문맥에 따라 ‘엽서’로 약칭함)를

기초 자료로 이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순히 사진 자료

로서 참고로만 이용되어 소외되어 왔던 사진그림엽서가 연구의 기초자료, 또는

사료로서 재인식되면서 연구자들에게 그 학술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그 이전까지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에서 사제사진그림엽서의 제작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1900년 이후,

정보전달과 시대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행이 증가하였는데,

1904년 러일전쟁을 전후해서는 이른바 ‘사진그림엽서 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浦

川和也 2003:40, 신동규 2017:152). 이러한 분위기를 호소마 히로미치(細馬宏通

1999:33)는 ‘그림엽서의 황금기’, 모리 야스히데(毛利康秀 2019:21)는 ‘그림엽서의

황금시대’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사진그림엽서라는 매체가 이미지와 함께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지만, 러일전쟁을

통한 일본제국주의의 최고 전성기라는 시대적 배경도 존재한다. 한국도 러일전쟁

후부터 일제의 침탈이 가속되었기 때문에 엽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일본

과 마찬가지의 ‘붐’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취 수집의 차원에

서 사진그림엽서의 수집은 크게 유행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엽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 연구는 학술연구라기보다는 시대의 반영, 그리고 단순한

동인 그룹의 취미 활동을 표출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전후에도 이러한 경향

은 유지되면서 점차 학술적인 연구 경향을 띠다가 2000년을 전후해서 다양한 시

각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이렇게 근대에 제작된 사진그림엽서라는 매체가 학술연구 분야에서 기

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진그림엽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사진과 그림,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로서의 특성이 그 시대를 반영한

다는 고유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역사학은 물론이고, 당시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 문학 관광을 비롯해 인쇄와 관련된 기술, 나아가

예술학 분야로까지 다양한 연구 분야로 확장되는 일로에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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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자도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5만여 매의 사진그

림엽서를 소재로 삼아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연구1)와 ‘DB 구축’ 연구2)를 추

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대한제국기, 1910년 ‘한국병합’, 일제강점기라는 시기 구분

속에서 사진그림엽서를 소재로 삼아 일제가 사진그림엽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

전에 이용하였고, 또 제국주의 침탈을 어떻게 왜곡 합리화 해왔는지 검토해왔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의 ‘엽서전시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확산을 도

모했고, 특히 전술한 ‘DB 구축’ 연구에서는 6,943매의 사진그림엽서들에 대한 상

세한 해제와 더불어 600dpi의 엽서 앞뒷면 스캔 이미지를 포함해 발행처, 인쇄처,

제목, 분류, 번역문 등 총 26개 항목에 이르는 메타데이터를 구축 완성했다. 이

DB는 조만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전면 공개할 예정이며, 금후 관련 학술분야

에서 연구 확산과 더불어 유용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아직도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연구는 모리 야스히데(毛利康秀 2019:42)

가 언급했듯이, “일정한 진전이 있지만, 아직 발전 중”에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모리는 엽서 연구의 단계를 ① 엽서를 수집하는 단계, ② 정리 전시 단계,

③ 해석 고찰 단계, ④ 전 내용의 해명 단계 등 4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

의 연구는 2단계와 3단계의 도중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본에서의 현재 연구 상

황을 언급한 것으로 이러한 단계를 보여주듯 사진그림엽서의 사회적 기능과 대중

매체로서의 역할 및 근대성 문제, 식민지의 문화 표상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제

국주의 프로파간다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3) 아직도 근대 시기에 걸친 제국주의 침략과 식

민지 침탈에 관련된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거의 미개척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점은 근대 전시기에 걸쳐 타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화의 주체

1)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제국주의의 프로파

간다와 식민지 표상 (2016.11-2018.10). 본 과제를 통해 12개 논문을 발표했고, 이 논문들은 과제

명과 같은 명칭으로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편(2019)으로 출간하였다.

2) 토대연구지원사업, 일제침략기 한국 관련 사진그림엽서(繪葉書)의 수집 분석 해제 및 DB 구축

(2017.09-2020.08).

3) 浦川和也(2001:23-72), 浦川和也(2004:35-76), 浦川和也(2005:162-169.), 浦川和也(2006:39-53),

浦川和也(2008:117-163), 浦川和也(2008):162-169, 田邊幹(2002:73 -83), 細馬宏通(2006), 毛利康

秀(2013:29-46), 毛利康秀(2015:545-572), 毛利康秀(2018 :1-10), 武田信也(2015: 21-36), 高山成

一編(2018:1-32), 高山成一編(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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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일본이었다는 그간의 사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엽서에 대한 연구는 뒤늦었지만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연구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4)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보다 연

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사진그림엽서의 이

미지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엽서 자체의 변화와 거기에 포함된 역사 정

치학적인 의미를 비롯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는 시작단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에서 엽서의 앞뒷면도 파악하지 못한 연구가 적지 않으며,5) 실제로 엽

서 연구의 가장 기초 단계인 시대구분 등에 대한 연구(신동규 2019:197-231)도

이제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정의와 자료의 내용과 목적

에 따른 분류, 자료의 특성과 이용에 대한 연구 방법론, 학술자료로서 엽서가 가

지는 가치성과 한계점을 비롯해 학술적인 해석 방법 등 아직도 기초적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 사진그림엽서 그 자체에 대한 기초연구라는 측면에서

아래의 목적을 가지고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한일 양국에서 사진그림엽서와 관

련된 용어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혼탁해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실증적인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제 사진그림엽서6)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관제 사제사진그림엽서의 구분 및 엽서의 제작 용도와 목적을 비롯해 유

형별 사진그림엽서의 근본적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소재로 삼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보

다 효율적인 연구자료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하 검토해보겠다.

4) 최근 사진그림엽서를 이용한 문화사, 식민도시 경성의 근대성과 관광, 사진사 측면에서의 연구

등도 발표되고 있어 소개해 둔다. 윤옥경(2009:67-81), 김경리(2017:285-306), 김선희(2018:569-

583), 최현식(2019:193-268), 박주석(2019:225-258), 김경리(2020:25- 54), 이경률(2020:193-268),

도진순(2020:191-226),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편(2019).

5) 통상적으로 엽서 앞면은 주소와 수신인명을 기재하는 면이고, 뒷면은 통신문을 쓰는 곳으로 백지

상태다. 때문에 사진그림엽서의 경우, 사진이나 그림은 엽서의 뒷면에 위치하는데, 본 논문에서

앞면 뒷면을 언급할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6) 본고에서 사용한 엽서는 필자가 소장한 약 5만 매 중에서 선별한 것으로 소장자 표기는 생략하

며, 소장하지 않은 자료 1매는 그 출처를 해당 각주에 밝혀둔다. 덧붙여서 당시 사진그림엽서는

크기가 90㎜(±3)×140㎜(±3)이기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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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진그림엽서의 개념과 연구 범위

근대 시기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용어 문제부터 검토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선 개념에 앞서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부터 살펴보겠

다. 신동규(2019:199-203)는 이와 관련해 이미 세 가지 점을 밝히고 있었다. 첫

째, 한국에서는 엽서 용어와 관련해 초기에 ‘단서(端書) 회단서(繪端書) 화엽서

(畵葉書) 회엽서(繪葉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일정 부분 사진과 그림의 엽

서를 구분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이것이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후 일제의

조선에 대한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4

월 1일에는 한국 통신기관 위탁에 관한 취극서(取極書) (통칭 ‘한일통신합동조

약’)라는 것을 일제가 강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점차 일본에서 사용되는 ‘에하가

키(繪葉書)’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한국에 정착되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이 인쇄된 엽서, 즉 ‘사진엽서’, ‘그림엽서’라는 용어 대신에 그 실상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짧은 제언이었다.

단순한 이 문제를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학술적 연구에 어떤 큰 의미 부

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실질과 실증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명확히 잘

못되었음에도 ‘사진엽서’와 ‘그림엽서’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아직 사용되고 있다

는 괴리감 때문인데 이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겠다. 일

본에서는 일관되게 ‘에하가키(繪葉書)’라는 용어가 취미이든 학술적이든 통상적인

용어로 정착되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에(繪)’라는

용어에 ‘그림 광경 화면 영상’을 포함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폭넓게 이해

하더라도 ‘사진’이라는 특성을 염두에 두면, 역시 괴리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

한 애매한 상태 속에서 결국 2000년 전후에 들어와 ‘샤신에하가키(寫眞繪葉書)’7)

라는 용어가 일부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진엽서’, ‘그림엽서’라는 용어가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필자는 2017년부터 사진그림엽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기 연구자의 필요

7) 釧路市總務部地域史料室編(2003:1-233), 乾由紀子(2008:1-300), 高麗美術館編(2010:1-54), 朴美

貞(2014:1-230). 물론, 훨씬 이전부터 사용된 용례는 드물게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에

하가키’보다는 적지만, ‘샤신에하가키’라는 용어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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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엽서 파는 집”
(현재 세종호텔 뒤 명동 골목)

에 따라 자신의 영역과 문맥에 맞게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

로 개인 고유의 연구 영역이기도 하지만, 역시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

처럼 거의 일반화되거나, 아니면 ‘에하가키’라는 개념 속에 사진과 그림이 포함된

다는 공통의 관습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사진이 인쇄된 엽

서를 ‘그림엽서’라고 연구에서 일반화 시키는 것, 그림이 그려진 엽서를 ‘사진엽

서’로 통칭하는 것이 “과연 학문적인 용어일까”라는 의문은 계속 남는다. ‘사진엽서’

속에 그림이 포함된 것, 또는 ‘그림엽서’ 속에 사진이 포함된 것을 학계나 사회적

관습이라고 치부하더라도 학문적 실증성에 어긋난 것임에는 변함이 없다. 억측이

되겠지만, ‘수채화’를 ‘사진’이라고 하고, 또는 ‘사진’을 ‘그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학술적 명칭으로 합리적이고 실증적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실제 ‘사진엽서’와 ‘그림엽

서’라는 용어가 근대에 사용되었

는가 라는 점을 살펴보면, 1945년

이전까지 大韓每日申報 등에

일부 사용된 사례가 보이고 있지

만 통상적인 용어는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그림엽서’라는 용어는

1910년에 “일본인 맥주 상회에서

는 일본으로 건너간 관광단에 그

림 그린 엽서 100장을 보냈다더라.”고 하는 기사(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23
일), 또 <그림 1>에 보이듯이 1913년 연말 경성 이현(泥峴, 현재 세종호텔 뒷길

의 명동으로 현재도 우표와 엽서 판매상이 지하상가에 밀집되어 있음)에서 엽서

를 판매하는 상인을 소개하며 “이것은 그림엽서 파는 집이오.”(每日申報, 1913
년 12월 18일)라는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의 통계를 보면, 역시 당시에는 ‘회엽서(繪葉書)’라는 용어

가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단순하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관련 용어를 검색(2021.4.18.)해 보면,

1945년 8월 15일 이전 근대까지는 “회엽서(173건)>그림엽서(57건)>사진엽서(0건)

>사진그림엽서(0건)”이고, 1945년 8월 1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그림엽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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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진엽서(14건)>사진그림엽서(4건)>회엽서(2건)”으로 ‘그림엽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 검색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한정되어 있고, 또

다른 검색사이트에서 ‘회엽서 그림엽서 사진엽서 사진그림엽서’를 검색할 경우 각

기 검출되는 빈도수가 다르며, 근대 시기에 ‘사진엽서’라는 용어도 일부 검출되지

만, 이점은 제쳐두고라도 ‘그림엽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띠는 것은 당

초에 잘못된 용어 선택 때문이었다. 그것은 근대 시기에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에하가키(繪葉書)’라는 용어를 단순히 ‘그림엽서’로 번역하여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 오역이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 것이다.

한편, 국제우취연맹(FIP)에서는 매년 전 세계적인 ‘우표전시회’를 개최하는데,

2018년부터는 엽서도 출품할 수 있도록 FIP 전시회 ‘Picture Postcard’ 전시작

품 심사를 위한 특별규정 8)이라는 것을 처음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Picture

Postcard’는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하면, ‘사진 그림 영화 영상’이다. 더욱이 규정에 ‘일러

스트레이션(Illustration)’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Picture Postcard’에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즉 ‘삽화 사진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와 일

맥상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Picture Postcard’를 한국에서는 ‘그림엽서’, 일본에서는 ‘에

하가키(繪葉書)’로 공식적으로 번역 사용함으로써 더욱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용

어 자체에 혼동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사례를 보면, 이미 2015년

12월 16일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 표시 사항 이라는 공식적

인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 제2015-67호)에 사진그림엽서의 규격을 언급하면

서 ‘그림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그림엽서’라는

것이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취계와 수집가, 그리고 엽서 전문가들에 의

한 영향도 크다. 즉, FIP가 사진그림엽서(Picture Postcard)라는 용어에 대해서

8) 국제우취연맹(FIP), URL: https://www.f-i-p.ch/regulations(검색일: 2021.2.10). 2018년 이전까

지 ‘FIP’에서 사진그림엽서는 공식적인 우취 경쟁급 부문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미국 오스트레

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공식적인 전시회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2002년 스웨덴을 시작으

로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에서도 공식적인 경쟁급 전시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여기에 2018년에

‘FIP’에서도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사진그림엽서를 국제 전시 부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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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정의를 원문으로 보면, “2. Definition of a Picture Postcard / A Picture

Postcard must have an illustration.”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 ‘한국우취연

합’에서 번역한 규정에는 “제2조 그림엽서의 정의 / 그림엽서에는 반드시 그림

(Illustration)이 있어야 한다.”9)라고 번역하면서 ‘그림엽서’를 공식적인 용어로 채

택하여 각종 우취 전시회나 기타 규정에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2018년 FIP

가 ‘Picture Postcard’에 대한 특별규정을 제정하면서부터이기는 하지만, 해방 이

후부터 그간 ‘회엽서’를 ‘그림엽서’로 부르고, ‘Picture Postcard’ 또한 ‘그림엽서’

로 번역해왔던 우취계의 연장선상에서 본래의 의미를 단순화 시켜버렸고, 또한

‘Illustration’을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여기서 ‘Illustration’의

의미도 사전적 의미는 “시각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끼워 넣은 삽화나 사진, 도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사진’을 포

함하고 있다. 일본의 우취계 역시 마찬가지로 ‘Picture Postcard’를 ‘에하가키(繪

葉書)’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이다.10)

이상과 같은 이유로 ‘그림엽서’, ‘사진엽서’보다는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가 보

다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용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 명칭은 사진그림엽서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되어 왔던 “그림, 또는 사진이 인쇄된 우편엽서”(毛利康秀

2019:21)라는 일반화된 개념 정의와도 일치한다. 물론, 이와 관련해 “학술적으로

‘회엽서’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다.”는 모리(毛利康秀 2019:21)의

견해도 있지만, 한국에서 학술적이든 일반적이든 위에서 살펴본 사진그림엽서라

는 용어의 명칭과 이에 대한 개념 정의 사이에 모순은 없다.

다음으로 사진그림엽서의 연구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모리는 사진그림엽서에

는 “넓은 의미로서 개인이 손수 제작한 ‘에하가키(繪葉書)’도 포함된다.”고 언급

하고는 있지만, “에하가키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毛利康秀

2019:21). 이러한 모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현재 연구상황을 반영한 결

9) 한국우취연합, URL: http://www.woopyo.net(검색일: 2021.2.10).

10) 일본우취진흥협회, URL: http://kitte.com/archives/1756(검색일: 2021.2.10). 일본의 ‘일본우취연

합’이나 ‘일본우취협회’에는 위에서 언급한 2018년 제정의 FIP 전시회 ‘Picture Postcard’ 전시

작품 심사를 위한 특별규정 자체를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에하가키(繪葉書)’

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사례로 든 것은 ‘우취진흥협회’에서 국제우표전시회인 ‘IBRA2021’

의 우취 자료 출품 규정(IREX)을 번역하여 ‘Picture Postcard’를 ‘繪葉書’로 번역한 것을 소개한

것이다. 참고로 ‘IBRA2021’는 ‘코로나19’로 인해 2013년으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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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통상엽서 앞면

(1920.2.23. 田中良→ 
岸田稻子)

<그림 2-2> 왼쪽의 엽서 

뒷면(마스크 쓴 가족의 외출: 

田中良 作)

과이겠지만, 필자의 견해

와 크게 상반되는 견해이

다. 사진그림엽서는 관제

이든 사제이든, 설혹 개인

이 제작한 엽서라도 모든

엽서 자료는 그 가치의 대

소를 떠나 학술적 자료로

서의 태생적인 가치를 지

니고 있다. 즉, 엽서에 사

진이나 그림이 인쇄되지 않

고, 개인이 직접 수작업을

통해 그림을 그려 넣은 엽

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사실을 대변해주는 이미지(사진

그림), 또는 엽서 통신문의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학술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그 사례 하나만 여기서 들어보면 <그림 2-1 2>11)의 엽서인데, 이 엽서는 일

본의 무대미술가 겸 화가로 유명한 다나카 료(田中良)가 일본 관제우편엽서(통상

엽서)에 그림을 그려 키시다 이나코(岸田稻子)라는 지인에게 보낸 것이다. <그림

2-1>의 소인과 <그림 2-2>로부터 1920년 1월 23일에 그림을 그려서 24일에 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사제사진그림엽서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평범한

엽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엽서 1매로부터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전

염병인 ‘스페인 독감’이 일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그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필자가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2021년 2월이라는 현재 시점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에 빠져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다. 스

페인 독감은 1918~1921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인플루엔자로 미국질병

예방관리센터(CDC)의 인플루엔자 ‘팬데믹 지수(PSI)’로서 제일 높은 ‘카테고리 5’

(CDC 2007:33-34) 수준의 매우 강한 전염병이었다. 일본에서는 총 2,380만 4,673

11) 일본 ‘야후 옥션’ 자료임. URL: https://page.auctions.yahoo.co.jp/jp/auction/w461605745(검색일:

2021.3.29.). 당시 다나카 료가 그린 엽서 수매가 경매로 나왔으나, 이 엽서는 구매에 실패하였고,

후술하는 <그림 12>는 낙찰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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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감염되어 그중 38만 8,727명이 사망하였고(內務省衛生局編 2008:104),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도 추정 인구 1,705만 7,032명 중

755만 6,69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 중에서 14만 527명이 사망했을 정도로(김택

중 2017:163-164) 그야말로 팬데믹 그 자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나카는 <그

림 2-2>에 보이듯이 자신의 일가족 5명이 방역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직접

그린 후에 그림 주위의 여백에 지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썼는데, 그 내용을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는 [1920년 1월] 28일 저녁 무렵 [지인의 집] 가까운 곳까지 갈 용무

가 있기에 그 전에 잠깐 방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약속

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어떠하신지 안부를 여쭙습니다.

이번 겨울은 또 다시 나쁜 감창(感昌, 감기)이 유행하고 있어서 정말로 걱

정입니다. 아무쪼록 몸조심하시기를 한결같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른[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부리가 튀어나온] 날

짐승 괴물(鳥天狗)’과 같은 차림새로 외출하고 있습니다. 모두 매우 장건

하게 지내고 있습니다.12)

위의 통신문을 통해 <그림 2-2>의 마스크를 쓴 5명은 다나카 료와 그의 부인,

그리고 자녀 3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나쁜 감창(感昌, 감

기)”이라는 문구는 ‘스페인 독감’을 말하는데, 이때는 1920년 1월로 일본에서 3차

례의 유행기 중에 제2기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다. 더욱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가족의 모습까지 그렸는데, 마스크를 쓴 모습이 어른이나 자녀들

모두 “[부리가 뛰어나온] 날짐승 괴물” 같다고 한 표현도 대단히 흥미롭지만, 그

만큼 1920년 1월 당시 일본에서 ‘스페인 독감’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었으며, 또

한 방역 차원에서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러한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단체로 외출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즉, 이 엽서 1매가 역사 사회사 의학사를 포

함한 전염병 관련 연구를 비롯해 다나카 료라는 화가에 대한 미술사에 이르기까

지 폭넓게 연구 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19’와 당시 ‘스

12) 통신면의 편지글만 번역한 것으로 문중의 ‘[ ]’ 표시는 필자가 해석상 덧붙인 것이고 ‘( )’는 원문

표기임. 이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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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독감’의 사회적 배경으로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비교해볼 수도 있고, 우편사

입장에서도 각 지역의 소인(일부인)은 중요한 자료이다. 굳이 제시한 <그림 2-1

2>의 엽서가 아니라도, 이른바 ‘사진그림엽서 붐’의 시대에는 개인이 제작한 사

제사진그림엽서를 중심으로 이른바 ‘하가키 문학’(金暻和 2011:169-188)이라는 용

어와 잡지가 탄생할 정도였기 때문에 문학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렇

게 개인이 그림을 그려 넣어 제작한 엽서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제1차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더불어서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사진그림엽서에 대한 개념으로서 “그림, 또는 사진이 인쇄

된 우편엽서”라는 것보다는 더욱 정확한 표현으로서 관제이든 사제이든, 또 인쇄

가 되었든 직접 그려 넣었든 모든 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

는 우편엽서”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라는 점을 첨언해 두겠다.

제2장 사진그림엽서의 분류: 종류와 특성

엽서의 분류에 대해서는 이전에 극히 단순하게 사제와 관제로만 분류하고(신동

규 2019:227), 그 종류를 비롯해 엽서 제작의 용도와 목적, 엽서 형식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이들을 고찰해보겠다.

<도표 1> 엽서의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 <도표 2> 엽서의 형식과 발행 주체 혼합형 분류

우선, 엽서는 엽서 자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크게 발행 주체와 형식에 따

라 분류할 수 있는데, <도표 1>은 발행 주체만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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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1단계에서는 엽서 형식, 2단계에서는 발행 주체를 혼합하여 분류한 것

이다. 여기서 우편엽서라는 것은 “엽서 표면에 사진이나 그림이 없는 통신문 전

달용의 엽서”를 말하는 것이며,13) 관제우편엽서와 사제우편엽서로 구분한다. 관

제우편엽서는 “국가권력이 우편요금을 표기하는 증표를 인쇄해서 발행한 엽서”

(통상엽서 만국우편연합엽서)로 <그림 3 4>이고, 사제우편엽서는 “우편요금을

표기하는 증표 없이 국가권력이 정한 규정 양식에 따라 사적으로 제작 발행한

엽서”14)(사례 엽서 후술)로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가 없기 때문에 우표를

붙여서 사용해야 하는 엽서라고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단, 증표나 우표는

국내용 외신용의 배달지역에 적절한 요금을 인쇄하거나 첩부해야 하며, 시대에

따라 요금이 변하기 때문에 요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우표로 첩부해

서 사용해야 한다.

<그림 4-1> ‘UPU엽서’ 앞면

<그림 3-2> 통상엽서 

뒷면(백지)

<그림 3-1> 통상엽서 앞면 <그림 4-2> 일본 ‘UPU엽서’ 
뒷면(백지)

우편요금 증표

3전(외신용)

※이엽서는외신용 ‘UPU

엽서’로 1879년에 발

행한 3전 엽서.

※이 엽서는 국내용 통

상엽서로 1876년에 발

행한 1전 엽서.

우편요금 증표

1전(국내용)

13) 전후에도 이 기준은 통용되었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우편엽서에도 사진이나 그림을 인쇄

하여 발행한 ‘광고엽서’, ‘연하엽서’, ‘우체국전자우편그림엽서’ 등이 상당히 많다. 이것도 분류가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근대 시기만을 대상으로 함을 밝혀 둔다.

14) 현재도 한국의 우편법시행규칙 20조의 ‘사제엽서의 제조요건’에는 “우편엽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엽서의

종류 규격 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형식을 갖춘 후에 우편 발

송에 적절한 우표만 첩부하여 발송한다면 사제우편엽서도 사용이 가능하다(신동규 20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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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일합방’ 기념엽서 

앞면(浪華屋 발행)

<그림 5-2> 왼쪽 엽서 뒷면

(순종황제와 메이지천황)

한편, 관제사진그림

엽서는 1902년 발행

초기부터 우편 요금

의 증표를 인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요금의 우표를 첩부

해서 사용해야 했다

(한국 일본 동일). 예

외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3건으로 1936

년 11월 7일에 발행

된 ‘제국의회의사당 준

공기념’(1.5리 증표) 1매, 1937년 6월 1일 ‘애국모금’(5전 증표) 1매, 1943년 12월

8일 ‘대동아전쟁 2주년기념’(2 3전 증표) 3매 세트는 우표와 같은 증표가 인쇄되

어 판매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진그림엽서는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 이 분류가 중요한 것은 엽서

의 발행 목적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간 잘못된 분류 사례가

너무 많아 그 자체에 대한 기초 개념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장황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대한제국

관련의 인물, 예를 들면 고종 순종 황제, 이은 황태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이완용 등 정치 관련 인물들이 등장하는 엽서들은

대부분 관제사진그림엽서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엽서들의 봉투나

뒷면에 인쇄된 발행처 인쇄처를 보면 민간기업 출판사 인쇄소 엽서 판매상, 또는

특정 단체가 대부분 기념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명확한 사제사진그림엽서

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근대역사관에서 발행한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2009:35-36)에서 <그림 5-1 2>와 <그림 6-1 2 3>을 ‘관제’ 속에 포함하고 있

는데, 이것은 ‘사제’이다. <그림 5-1>을 보면, 화살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도

안인쇄소출판부 나니와야(浪華屋)’라는 기업에서 발행한 것이다. 또 <그림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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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은 원래 2매 세트의 엽서인데, 봉투 없이 1장만 수집 확인하고 도록에 수록

하다 보니 봉투의 ‘일한회엽서협회’ 발행(화살표 부분)이라는 취미 단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순종황제와 메이지천황의 사진이 인쇄된 ‘한일합방’ 기념엽서라는 측면에

서만 이해하여 이것을 ‘관제’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림 6-1> ‘한일합방’ 
기념엽서 봉투

(‘일한회엽서협회’ 발행)

<그림 6-2> ‘한일합방’ 
기념엽서 앞면

(1910.8.29. 소인), 2매 중 1매

<그림 6-3> ‘한일합방’ 
기념엽서 뒷면

(순종황제와 메이지천황)

<도표 3> 사진그림엽서의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와 종류

이러한 사례는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소재로 부산박물관이 편찬한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8)-조선인 관제엽서(2009:239-300)도 예외는 아닌데, 위에서 본

<그림 5 6>을 포함해 관제로 분류한 54매 엽서 중에 36매가 사제이다. 약

66.7%의 엽서를 잘못 분류한 것인데, 반대로 관제를 사제로 잘못 이해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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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아무튼 사진그림엽서는 발행 주체에 따라 관제사진그림엽서와 사제사진그

림엽서(이하, 용어가 길어 편의상 관제 사제 로 약칭)로 분류되는데, 현재 한

국이나 일본의 연구 상황을 보면, 이 기본적인 분류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여

기에서 명확하게 그 분류 기준을 <도표 3>으로 작성하여 제시해둔다. 지면상의

제약이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중요 사례만을 필요에 따라 이하

검토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 관제 A B는 정책의 홍보 선전 기념 및 판매용이 있는데,

A는 국가권력(중앙정부), B는 지방권력이 발행한 것으로 구분된다. 국가권력이라

는 것은 중앙정부로 직속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지방권력이라는 것은 지방행정청

및 부속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근대 한국의 경우에 국가권력(중앙정부)은 대한

제국(통감부) 조선총독부이고, 직속기관인 조선총독부 우편국 철도국 등을 포함

하며, 지방권력의 범주에는 도 부 군 및 부속기관 등이 포함된다. 한편 근대 일

본에서 국가권력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체신성 육군성 해군성 철도성(철도원) 등

의 각성 및 직속기관이며, 지방권력에는 부 도 현 및 그 부속기관이 여기에 해당

한다.

◯1 ◯2 ◯3 ◯4
 ◯1  <그림 7-1> 순종황제 건원절 ‘원유회기념’ 엽서 앞면

 ◯2  <그림 7-2> 왼쪽 엽서 뒷면(夢金尺과 獻仙桃)

 ◯3  <그림 8-1> ‘만국우편연합가맹25년축전기념’ 엽서 앞면

 ◯4  <그림 8-2> 왼쪽 엽서 뒷면(도쿄우편전신국와 우편 발착)

A의 국가권력이 발행한 관제 의 종류는 앞면이 ⓐ ‘통상엽서 형식’15)의 국내

용과 ⓑ ‘만국우편연합엽서 형식’(이하 ‘UPU엽서 형식’으로 약칭)16)의 외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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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국내용이라고 해도 해외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적정요금의 우표만 첩

부하면 외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 ‘통상엽서 형식’의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는 1908년 3월 28일에 순종황제 탄신일인 건원절의 ‘원유회기념’(정부인

쇄국제조, 2매 중 1매, <그림 7-1 2>), 일본의 경우에는 1902년 공식적인 최초

관제 로서 ‘만국우편연합가맹25년축전기념’(일본체신성, 6매 중 1매, <그림 8-1

2>)을 들 수 있다.

<그림 9-1> 

평안북도 발행 엽서 

6매 봉투

<그림 9-2> 6매 중 

1매(레일･기차의 벌목 

운반)

<그림 9-3> 6매 중 1매(신의주 영림서와 도청사, 

조선총독부의 상징인 오동나무 잎 문양 안에 사진을 삽입)

<그림 10-1> 조선총독부

영림창 엽서 6매 봉투

<그림 10-2> 왼쪽 엽서 1매(‘영림창 소관 임야도’: 소관 임야 면적이 

214만 1천 정보이며, 건축･제지･교량･침목･전주 등의 용도라고 설명)

15) 사진 그림이 없는 일반 관제우편엽서의 앞면 형식으로 <그림 7 8>의 앞면 유형.

16) ‘만국우편연합’이 표시된 엽서(UPU엽서)의 형식으로 <그림 4 16 17 18>의 앞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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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지방권력이 발행한 경우를 한국 사례만 보면, <그림 9-1 2 3>은 평안북

도에서 발행한 것으로 압록강 주변에서의 임업을 홍보한 6매 세트 중의 2매,

<그림 10-1 2>는 조선총독부 영림창에서 5매 세트 중 1매로 한반도 북부지역의

‘영림창 소관 임야도’이다. 다만, 봉투의 화살표에 보이듯이 각기 ‘평안북도 조선

총독부영림창’에서 발행한 것으로 명확한 관제 임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나 일본의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류를 관제 로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잘못된 관행이다.

한편, 관제 A B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 ‘통상엽서 형식’의 관제 는 전술

한 A에 속하는 예외의 3종을 빼고는 모두 증표가 없으므로 우표를 첩부해서 사

용해야 한다. 그리고 ⓑ ‘UPU엽서 형식’의 경우에는 인쇄 발행할 때부터 사진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발행한 공식적인 사진그림엽서로서 ‘UPU엽서’

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재에도 대량으로 남아있는 ‘UPU엽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이 외신용으로 발행했던 것으로 우편요금의 증표는 인쇄되어 있지만, 사

진이나 그림이 없기 때문에 <도표 3>의 C D에 속하는 그룹에서 구매하여 사

진 그림 등을 삽입해 사용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UPU엽서’에 사진 그림 등이

있는 것은 제작 당시에는 사진 그림이 없는 국가권력이 제작한 것이었지만, 사용

자의 발송 단계에서 C D에 의해 사진 그림이 추가됨으로써 사진그림엽서의 분

류 측면에서는 사제 로 그 성격이 변했다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사제 에 대한 검토인데, 사제 는 1900년 3월 13일에 제정된 우

편법에 따라 동년 10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 즉, 개정된 우편법 제18조에

의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통상엽서[관제우편엽서]와 동일한 치수와 재질로 만들

고, 이것과 동일한 위치에 ‘우편엽서’의 문자를 인쇄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금액

의 우표를 첨부한 ‘사제엽서’는 통상엽서로 간주한다. ‘사제엽서’로서 전항의 규정

을 위반한 것은 제1종 우편물[서장]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博文館編輯局編 1900:

22-23)는 규정 속에서 정부가 발행한 통상엽서의 규격에 맞게 제작하면 사용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사제 는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종류가 있을까. 사제 C D

는 전술한 <도표 3>에 제시했듯이 크게 C의 민간기업 단체, D의 개인 발행(제

작)으로 나눌 수 있다.

C의 민간기업 단체는 국가권력이 배제된 기업 사업체 단체(법인 비법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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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연히 여기에는 엽서 인쇄소 판매상 및 관련 업체가 포함되는데 기업의 홍

보 선전 기념 및 판매를 위해서 제작 발행하였다. D의 개인이 제작한 사제 는

연하장 서신, 또는 취미와 수집, 그리고 가족사진을 지인에게 보내는 등의 개인

목적을 위해서 제작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C D의 사제 는 ⓐ ‘통상엽

서 형식’과 ⓑ ‘UPU엽서 형식’이 존재하는데, 먼저 ⓐ ‘통상엽서 형식’을 보면,

여기서 또 우편 요금의 증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증표가 있는 것은 정

부에서 발행한 통상엽서(사진 그림이 없는 일반 관제우편엽서)의 뒷면에 사진 그

림을 인쇄 또는 삽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림 11 12>(화살표: 증표)가 여기에

해당되고, 증표가 없기 때문에 우표를 첩부해 사용한 것은 <그림 13 14 15>(화

살표: 우표)가 된다.

<그림 11-1> 

통상엽서 앞면

(1전 증표)

<그림 11-2> 

통상엽서 뒷면

(1899년 약력)

<그림 12-1> 

통상엽서 앞면

(1.5전 증표)

<그림 12-1> 

통상엽서 뒷면

(1915년 을밀대 그림)

<그림 13-1> 

통상엽서 형식 앞면 

(1.5전 우표 첩부)

<그림 13-2> 왼쪽 엽서 뒷면(1915년 

공진회장 일부였던 남대문과 모습과 

조선을 상징하는 닭)

<그림 14-1> 

통상엽서 형식 앞면 

(2전 우표 첩부)

<그림 14-2> 

왼쪽 엽서 

뒷면(19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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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통상엽서 형식 앞면(4전 우표 첩부, 

1902년 5월 27일. 横浜→프랑스 오드) 

<그림 15-2> 왼쪽 엽서의 뒷면으로 

후지산을 직접 손으로 채색하여 그림

<그림 16-1> UPU엽서 앞면(1898.11.19. 

부산→横浜→독일[도착인 불명])

<그림 16-2> 왼쪽 엽서의 뒷면으로 사원(불명)

의 대웅전, 수행 승려 2명(아르노스 친필)

<그림 17-1> UPU엽서 앞면(1899.11.12. 

神戸→横浜→1899.12.10. 미국 크로퍼즈빌)

<그림 17-2> 왼쪽 엽서의 뒷면으로 후지산 

배경의 풍경화를 직접 손으로 채색한 그림

다음으로 ② ‘UPU엽서 형식’인데, 마찬가지로 증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존

재한다. 증표가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발행한 ‘UPU엽서’의 뒷면

에 사진 그림(판화) 등을 인쇄 또는 삽입한 것이고(<그림 16 17>),17) 증표가 없

17) <그림 18>은 오른쪽 위에 “H. G. Arnous.”라는 인명이 새겨진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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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UPU엽서 형식’을 갖춘 엽서에 마찬가지로 사진 그림(판화) 등을 삽입

하여 우표를 첩부한 후에 사용했다(<그림 18>). 그 용도와 목적은 다양한데, 외

신용의 ‘UPU엽서 형식’이기 때문에 해외로의 기업홍보나 통신용, 해외 또는 외국

인 대상의 판매, 국내 일본인의 외국 발송용 엽서로서의 판매 등을 위한 것이었다.

<그림 18-1> ‘UPU엽서’ 앞면

(1903.11.8. 横浜→영국)

<그림 18-2> 왼쪽 엽서의 뒷면

(鈴川 카와이[河合]다리) 

<그림 19-1> ‘UPU엽서’ 앞면(1901.1.20. 

長崎→독일, 선편 소인으로 우표 없음)

<그림 19-2> 왼쪽 엽서의 뒷면(판화에 채색)

 

한편, C D의 사제 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C의 민간기업 단체에서

제작한 것은 주로 사진을 삽입한 것이 많고, D의 개인이 제작한 것은 그림이 많

다는 점이다. 물론, C에서 판화로 대량 생산하여 일부 채색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으며(<그림 19>), 물론 D의 개인이 판화로 제작하여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

아래에는 이 사람의 친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춘향전 홍길동전 등을 조선의 설화와 전설(Korea Marchen und Legenden)
(1893)라는 제목의 독일어로 출판한 그 유명한 아르노스로서 이 엽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고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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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UPU엽서’(증표○)와 ‘UPU엽서 형식’(증표×)으로서 뒷면에 사진이 인

쇄된 것은 대부분 판매용이 많았으며, 일반 개인들도 이를 구매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다만, 정부발행 ‘UPU엽서’(증표○)의 경우, 구매자가 사진 그림(판화)

을 후에 삽입한 것이라 애매함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진 그림 자체를 정

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제작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제 라는

점이다.

이상, 사진그림엽서의 종류와 특성을 검토해 그 분류를 시도해보았는데, 근대

사진그림엽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이 발행되었고, 또 현존하고 있어

본고에서 주목하지 못한 자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지 못한 엽서

들은 금후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결론

지금까지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소재로 그 개념 정의와 종류에 대한 특성들을

고찰해보았는데, 중요 논점은 아래의 두 가지 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진그림엽서의 개념과 연구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엽서와 관련된

용어의 문제인데 관습적으로 사용해왔던 ‘그림엽서’는 ‘에하가키(繪葉書)’와 ‘Picture

Postcard’의 잘못된 번역에서 시작되었고, 단순히 사진이 많다고 하여 불러왔던

‘사진엽서’도 잘못된 용어이다. 따라서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가 보다 그 실질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이며, 학술적 용어로서도 적합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사진그림엽서의 개념과 연구범위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사진이나 그림이 있는 우

편엽서”라고 개념 정의를 내렸고, 그 연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무한적인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즉, 사진그림엽서에는 당대의 사진과 그림, 그리고 엽서

본연의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특성, 각기 시대마다 그 특징과 변화가 있고, 당해

시대의 사회상과 변화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인류 민속 의학 미술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는 가치성 또한 높다. 설혹 개인이 제

작한 일개 엽서라도 개인의 기록이나 일기와 마찬가지로 제1급 사료로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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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진그림엽서에 학술범위에 제한을 받

지 않는 무한적인 자료적 특성이 태생적으로 엽서 자체에 잠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둘째, 사진그림엽서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점은 향후 사진그림엽

서의 학술적 연구를 위해 기초가 되는 분류 개념과 엽서의 종류 및 그 특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선, 관제우편엽서는 “국가권력이 우편요금을 표기하는

증표를 인쇄해서 발행한 엽서”, 사제우편엽서는 “우편요금을 표기하는 증표 없이

국가권력이 정한 규정과 양식에 따라 사적으로 제작 발행한 엽서”라는 개념 정의

를 내렸고, 이러한 정의 속에서 발행 주체에 따라 “A:국가권력, B:지방권력, C:민

간기업 단체, D:개인”이라는 분류 속에서 각기 제작한 엽서의 용도와 목적, 엽서

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을 밝혔다.

용도에 따른 엽서 분류로는 국내용의 통상엽서와 국외용(외신용)의 ‘UPU엽서’

로 나뉘는데, 이들 엽서가 각기 A B C D에서 각기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

었다. A B는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이 제작 발행한 관제사진그림엽서로 정책홍보

선전 기념 판매를 위해 ‘통상엽서’ 형식으로 증표가 인쇄되지 않은 엽서를 제작

했기 때문에 우표를 첩부하는 형식으로 사용해야 했다. 또한 C D는 기업 단체

상인들이 제작 발행한 사제사진그림엽서로 C는 기업홍보 선전 기념 판매를 위해

서, D는 개인이 제작한 것으로 연하 서신 취미 수집 가족 홍보 등을 위해 정부

가 정한 ‘통상엽서’ 형식에 준하여 제작한 후에 사용했다. 다만, C D는 사진그림

엽서를 자체 제작(‘통상엽서 형식’과 ‘UPU엽서 형식[사제 UPU엽서]’)하거나, 또

는 원래부터 사진 그림이 없는 정부 발행의 ‘통상엽서’와 ‘UPU엽서’에 사진 그림

을 삽입하는 식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도 했다. 이 ‘UPU엽서’의 경우, C D가

자체 제작한 경우는 국가권력이 아니므로 증표를 인쇄할 수 없었기에 우표를 첩

부해서 사용해야 했으며, 정부 발행의 ‘UPU엽서’의 경우에는 증표가 원래부터 인

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표를 첩부하지 않고, 사진 그림 등만 삽입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각기 엽서들이 특색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관제와 사제라는 차이

점에 기인한 엽서의 근본적인 특색으로서 각기 종류의 엽서가 용도와 목적을 달

리하면서 근대인들에게 정보의 전달을 시작으로 홍보 선전 기념, 그리고 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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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이익 창출의 목적에서 제작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사진그림엽서에 내재된

영리와 비영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성격의 규정, 사진그림엽서

의 판매 루트, 발행 규정에 따른 엽서의 변화 등을 아울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금후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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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oncept Definition and

Types of Modern Picture Postcards

Shin, DongKyu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clear concept of the picture

postcard can be defined as “the postcard containing photocopy or picture” and its

research scope is not limited in its academic scope that infinite data characteristics

are inherently contained in the postcard itself. Second issue i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stcards. Postcards are divided to “A: State power, B: Local

power, C: Private Company & Group, D: Individuals” according to the subject

issuing the postcard. Since the postcard was designed and issued according to its

purpose and necessity using the postcards such as ‘Government-issued postcards’

for domestic use, ‘UPU postcards’ for overseas use or similar form, as this paper

argued, the characteristics presenting each issuing subject are inherent in the postcard.

Key words：photo-picture postcard, government postcard, commercially printed 

postcard, picture postcard, moder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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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代写真絵葉書の概念定義と種類についての特性考察

申 東珪

本稿は、近代写真絵葉書の概念定義と種類について、その特性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要

約すると、第一に、その概念は 写真や絵がある絵葉書 であり、研究の範囲は学術の範囲に制

限をされないほど無限な資料的な特性が葉書その自体に潜在している。第二に、その種類と特

性に関する問題である。葉書の発行主体によって A：国家権力、B：地方権力、C：民間企

業 団体、D：個人 に分けられるが、国内向けの 通常葉書 と国外向けの UPUはがき 、また

はそれに準じる形式の葉書を使用して、それぞれの目的と必要性に応じて製作 発行したため、

本稿で論証したような発行主体を代表する特性が各自に内在されている。

キーワード：写真絵葉書、官製葉書、私製葉書、絵葉書、近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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