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 탈맥락(脫服絡)화 再맥락화， 原맥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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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 이론적 함의와 문제의 범위

문화란 끊임없이 사람이 재발명해내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전

통의 재창조가 가능한 것이고， 역으로 문화에 대한 강제적 변조도 가능하다. 박물관( 博物館)이
라는 현상 자체가 문화이며 ， 그 문화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문화과정( cul tural process) 의 역
정을 만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박물관 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인류학(理論A類學)의 흥미로운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문화는 기억의 축적이다. 인간의 기억이 축적되지 않는 한， 문화는 그 자취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심리학적 환원론( 還元論)으로 문화이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단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문화를 논하기가 어려워짐에 분명하다. 그
기억들은 개인의 경험과 개인이 일원으로 속해있는 집단의 역사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

한 적응 등의 과정을 거쳐서 맥락화( 腦용化)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문화이론을 전개하는

학À}들이 맥락론을 지지하고 있다. 축적된 기억으로서의 문화는 맥락화되어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가능하다.

“박물관이란 그것이 만들어진 나라의 접합기억 (collective memory) 과 밀접하게 상호연결되어
있는 제도다"(Zolberg

1996:76).

기억틀 중에는 서로 상치하논 것틀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더욱더 드러내어서 과시하고 싶은 것들도 있다.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기억의 종

류들은 박물관이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충분히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 어떤 기억을 전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국가의 헤게모니와 직결된다는 푸코 (Foucault 1 977) 의 논리가 타
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쟁관계 속에 있는 기억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태할

것언가 하논 문제와 그 선택권이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손에 달여있기 때문이다.
문화과정의 맥락 (context) 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는 한국의 박물관에 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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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적인 접근을 함으로서 한국이라는 사회에 내재되어 있

는 박물관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박물관이라
는 문화현상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이라는 측면을 조명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한국의 박물관에 대한 통시적 분석과 경험을 통해서 박물관이라는 제도가 안고 있는 본질
적인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박물관은 한 사회의 얼굴이자 곧
지표일 수 있고， 박물관이 보여주는 문화적 함의는 한 사회의 특수한 차원 뿐만 아니라 보면
적인 문화의 상황에 대한 거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국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분석을 위한 조작적인 틀로서 문화과정을

삼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단계별로 맥락의 문제를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박물관의
시작이 식민지시대에 식민지배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인한 민족
주의적 전개에 따른 박물관의 역할이 있었으며， 다가오는 세기에 대한 기대는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입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시계열상

(時系列上)의 역사적 사건과 분리할 수 없는 문화현상으로서 박물관이라는 제도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제언을 포함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본고는 첫째 식민주의와 결합된 문화의 탈맥락화와 재맥
락화， 둘째 민족주의와 결합된 문화의 재맥락화， 그리고 셋째 미래를 지향하는 세계화 시대에

연결된 문화의 원맥락화(原R廠정化)라는 틀을 셰웠다. 이 틀에 적합한 자료들을 한국의 박물관

사(博物館史)에서 엮어내려고 한 결과가 본고다. 환언하면. 20세기의 약 1세기간에 한국에서
벌어진 박물관이란 것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문화과정에 대입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박물관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생각해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화와 미래화의 수사학을 구체적으호 박물관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전개시킬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논의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도도 포함하고 있다.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말살하는 힘일 수 있는 것도 바로 박물관이다. 일부의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만큼 박물관은 분명하게 정치적 이다 .. (Kaeppler

1994: 21).

흔히 박물관

은 권력이나 정치와는 관계없는 분야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박물관이라는

현상의 이면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장으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성격의 진단을 회피한다면， 그러한 차원의 논의는 박물관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일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박물관이란 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의 성격이나 차원들 중
에서 주로 정치적인 함의를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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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와 날조의 기억 정치학 : 문화의 탈맥락화

인간의 기억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해온 경우는 허다하다. 역

사를 지우거나 변조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실험대상
을 찾았던 역사의 한 고리가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침략의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그러한 조
작이나 침략의 과정에서도 축적된 기억으로서의 문화는 또 다른 방향의 맥락화를 경험하게 된
다. 이 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문화변동이다. 문화담당지들의 경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집단이

침략과 지배의 목적으로 원주민의 문화를 탈맥락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문화식민주의 또는 문
화제국주의라고 불러왔다. 박물관 특히 식민지나 제삼세계에서 건설되어온 박물관들은 이러한

부분과 멜레야 멜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기억을 변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세뇌를 위한 치밀한 기술

들이 동원될 수도 있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작과 은폐의 방법이 있다. 조작과 은폐는 궁
극적으로 세뇌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집단의 셰뇌로 연결될 수 있다. 정치적 지배의 방법은 세

뇌와 조작 그리고 은폐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억의 지배와 직결된다. 타인의 기억을 지배한다
면， 그것은 완벽한 문화적 지배가 됨과 동시에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팔과 다리를 조종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억의 정치
학 (memory politics) 이라고 이름하고자 한다.

무단정치(鍵廠治 )로 시작했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는 경제적 착취
에 이어서 문화적 지배로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조성하였다. 나는 그 연결고리가 박물관의

출현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무단적인 통치의 한계는 삼일운동에 의해서 인식되
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화적인 차원의 통치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그러나 무단통치의 과정에서도 이미 문화통치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었음을 박물관의 출현이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에로의 기계적인 단절의 전환이 아
니라 삼일운동 이후에 문화정치의 부분이 강화되었다는 방향으로의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이 필

자의 입장이다. 환언하면， 무단정치와 문화정치가 각기 시기별로 따로 구사되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고， 시기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강화되었었는가 하는 점에서 식

민통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의 식민통치 초기단계에서 부터 무단정치와 함께 문화정치는 시작되었던 것으로 해석하

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 이미 학계에서 검증이 끝난 바 있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지배논리의 양대지주는 내선일체론(內蘇-魔옳)과 정체성론( 停帶|혐옮)이었고， 그것을

물증으로 보여주고 그 논리를 심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이 1915년에 등장한 조선총독부 박물
관(朝蘇總督府博物館)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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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박물관은 1915년 경복궁 내에서 개최되었던 총독부 시정(施政) 오주년 기념 물
산 공진회(共進會)의 종료 후， 그 미술관을 〈본관(本館))으로 하여 12월 1 일에 개관하였다. …

양풍(洋風)의 이층건물로서 ... , <본관〉에는 주요 진열품을 전시하고 〈사무실〉은 자경전(慧慶願)
이라는 경복궁 유촌(遺存)의 조선식 거전(朝蘇式居願)을 이용하였다. 경복궁의 정전언 근정전
의 뒤에 있는 사정전(思政願) . 만춘전(萬春願) . 천추전(千秋願)과 회랑은 창고로 전용하였고，

수정전(修政願)은 대곡광서사(大씁光瑞師)의 서역탐험대(西域探險隊) 수집품의 전시장으로 썼
다. 대연회장인 이층의 경회루도 조선각지에서 반입해온 석조의 탑(뺨) . 비(陣) . 등(燈)을 진
열하여 전당적(願堂跳)도 관람구역내에 포함되어서， 박물관의 부지는 상당히 넓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 박물관의 경영， 2) 조선각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3) 고적과
고건축물의 수리보존， 4)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으로 지정하는 등의 엽무를

감당하였다. 직원은 약 10명이었고... 행정기구상 학무국 사회교육과 산하 하나의 계(係)에 해당
되는 것이었다"(有光敎一

1997: 178-179).

조선왕조의 주궁인 경복궁에서 물산공진회를 개최한

다는 발상 그 자체부터가 식민지배자의 인식 그리고 그 인식도 경제적인 착취에서 비롯된 것
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황실의 중심인 궁전들을 수접해온 유물들의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지배와 통치의 논리가 아니면 성립될 수 없는 과정이다. 입장을 바꾸어서. 경도
(京都)나 동경 (東京)의 어소(倒所)를 박람회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가 그 자리를 박물관

의 유물창고로 사용하자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러한 발상이나 주장이 일본 땅 내에서 가능한
일。l 겠는가.

식민지의 각처에서 모인 유물들은 이미 수접당하고 원적지로부터 격리당하였다. 그러한 행

위들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순간에 문화재의 의미는 상당한 변질을 당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해서 의미의 변질을 당한 문화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서 궁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상충

의 상정조작인 셈이다. 조선의 지방에 있던 역사적인 유물들을 귀중한 것으로 간주하여 궁전
을 창고로 사용한다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의 대상물들을 상정과정에서 경쟁시키는 구도를 만

든 셈이다. 조선왕조의 통치시대에는 지방에서 잘 간수되지 못했던 유블들을 일제의 식민정부
가 잘 간수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궁전에 갖다 모신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지배
와 피지배의 양식이 변해버린 식민지의 상황에서 새로운 지배자에 의해서 과거의 지배자가 그
지배자의 지배를 받던 대상물들로 하여금 지배당하도록 하는 맥락의 재구성이 일어난 셈이다.

궁전을 식민통치 일환의 문화사업언 박물관으로 이용한 것이 지배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일본의 본국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왕릉의 발굴을 식민지에서는 과감하게 실시함으로서

조선고문화를 연구한다는 명목하에 고고학의 실험 즉 발굴연습장으로 이용한 점이 있다. 한일
간의 고대문화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하지 못하는 대규모의 왕흥 발굴
을 한반도에서 실시함으로서 학문연구의 대체효과를 노린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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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라는 제도와 건물 자체가 권력과 지배 그리고 헤게모니의 표상이라는 점은 한국에
서 최초로 발생된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그것의 진행과정에서 역력하게 논증된다. 그러한 과정

이 지배권력의 의도였는지， 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왜
냐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실천의 과정이 그러한 결과를 생산했다면， 박물관과 지배권력과의 관

계에서 맺어진 친화성은 더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제도는
존재 그 자체로서 정치적인 측면의 논의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경영방침과 구체적인 진열방식에서 은폐와 날조의 음모가 숨어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은폐와 날조라는 방식은 원래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진행되
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미사여구로 치장되어 있지만， 의도의 본질은 목적을 겨냥

하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은폐와 날조의 과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면. 그것은 공갈과 협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독부박물관의 경영방침은 “반도 고래의 제도， 종교， 미술， 공예 기타 역사의 정증참고(徵
證參考)가 되는 물건들을 수집하여， 반도민족의 곤원을 밝히고 그 민족성을 규명하며， 특히 이

땅에서 발달했던 공예미술의 특질을 조사하여 널리 세계에 소개하고， 우수한 예술품을 진열하
여 새로운 공예미술의 발흥을 도우고자 함이다. …국민의 자각심을 유도함에 노력하고자 한다
(博物館報 (1) :3). 조선문화의 정수를 공예미술이라는 부분에 축소하고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이라 함은 “황국신민”을 말하는 것으로서， 식민지의 조선인들이 일본

“천황”의 신민인 동시에 내지 일본인과 동일시되는 정체성을 갖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진열실의 배치에서도 한반도의 역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제 l실 : 중앙광
간(中央廣間) 불교유물， 제 2실 : 동하(東下) 삼국시대-신라통일시대， 제 3실 : 서하(西下) 고려
시대-이조시대， 제 4실 : 서상(西上) 낙랑 대방시대， 제 5실 : 냥하(厭下) 특수품진열， 제 6실 :
동상(동상) 서화

이 중에서 특히 제 5실의 특수품진열이라고 한 곳의 진열품 내용은 석기， 토

기， 골각기(骨角器) . 석검(石劍)과 동검(鋼劍)과 동모(鋼蘇) . 전한대 동기， 고려시대 청동경，
조선활자틀이다. 修政願에는 구원방지조(久原房之助)의 기증품과 경도서본원사법주(京都西本
願좋法主) 대곡광서사(大용땅범師)가 중앙아세아에서 발굴해온 것들이 진열되어 있었다(館報

1(1) :14). 일본에서와 동등한 시대로 판정될 수 있는 구석기나 신석기의 유물들을 포함하는 션
사시대의 흔적과 일본열도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생각되는 청동기와 철기의 유물
틀， 그리고 세계적으로 최첨단의 역사를 보여준 활자유물들을 모두 한 장소에 섞어서 진열하

는 것은 은폐논리가 숨어있는 과정임에 분명하다.
서역에서 가져온 것틀을 제외하면， 진열실에 나열된 조선의 역사는 삼국시대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강제하고 있다. 조선의 역사적 서술의 시작이 분명하게 선사시대의 유물들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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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민족의 근원을 밝힌다”는 경영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 이전의 유물들에 대한 별도의 진열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반도의 역사를 의도적으

로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식민주의적 박물관의 이러한 의도에 반발
한 민족주의적 박물관(해방후에 등장한 것)의 최대엽적이 선사시대의 유물들을 발굴 벚 연구
하여 진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립 중앙 박물관이 과거의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승계하

면서 가장 획기적으로 개조한 부분이 선사시대의 부분이고， 이 부분의 연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고고학 방면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배양되었다.

총독부 박물관 이외에 규모가 있는 박물관으로서는 1908년에 설립된 이왕가 박물관(李王家博

物館)(황실박물관이라고도 불림)이 있었다. 이왕가박물관에는 “조선고금의 미술， 토속품 등 일
만수천점을 소장하고， 조선고식의 궁전건물(명정(明政) , 경춘( 景春) , 환경(歡慶) , 통영(通明)의
각전)과 1911 년에 축조한 중앙고대(中央高臺)의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博觸짧院

8(4) :10).

나라를 잃게한 주인공들이 골동품이나 차고 앉아 있는 형국이 。l 왕가의 박물관에 나타난다. 총

독부는 폐위된 왕실 위무정책의 일환으로서 창경궁을 원으로 강등시켜서 거기에 동식물원들을

붙여준 것이다. 골동품과 동식물이나 감상하면서 유폐되어 지내라는 뭇이다. 그 결과 이왕가의
왕실은 최대의 골동품 소유주가 된 셈이다. 중앙고대의 건물이 장서각(藏書聞)이다.

“조선의 고미술품을 수집진열한 창경원의 이왕가 미술관은 …진열관의 장소가 분재되어 있

고， 관람상 불편하여서， …신관 건축이 요망... .1933년 먹수궁(德壽宮)이 공개되어 동궁역내(同
宮域內)의 석조전에 곤대 일본미술품을 상설진열 중”덕수궁 석조전 옆에 1936년 8월부터 건축
공사를 착수하여 1938년 3월에 새로운 박물관의 건물 준공이 있었다. …덕수궁 석조전과 창경
원의 이왕가 미술관을 합하여 이왕가 미술관이라고 개칭 ...바야흐로 조선 고미술품의 집대성을
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석조전에는 明治와 大lE 이래 현대일본미술의 정수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문화의 계발향상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였다"(博輪細究

11( 7-8) :1).

박물

관이나 미술관을 통한 조선왕가와 일본문화의 결함을 시도한 것이다. 이왕가 미술관이라는 명

칭하에 영치와 대정의 현대일본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은 동 미술관의 고유 전시품인 조선 고미
술품과 일본 현대 미술품의 전시상 결합을 시도함으로서 관람자들로 하여금 내선일체의 시각
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점령군에 의해서 형정된 조선의 왕궁인 경복궁의 일부를 헐고 총독부의

청사도 지였고， 일부에는 총독부박물관의 자리를 잡았다. 1910년에 강점되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한제국(구 조선)의 경복궁에는 1915년에 총독부박물관이 들어섰다. 식민지의 인민들에 대
한 일종의 선심정책을 표방함으로서 식민화와 점령을 정당화하는 수단으호 박물관이 이용당하
는 사례이다. 지배자인 왕을 제거하고 그 왕이 거처하던 곳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인민들에

게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제시됨으호서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최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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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가 교체됨으로서 인민들에게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점을 주지시켜주려는 고도의 정치
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식민지와 점령지 박물관의 상관관계인 셈이다.

한국 땅에서 박물관이라는 제도의 시작은 식민지 지배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 살
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환언하면， 한국에서 박물관이란 것은

처음부터 베일에 싸인 채 등장함으로서 그것을 베일에 싸서 등장시킨 장본인들만이 알 수 있
는 존재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베일에 싸서 등장시킨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니고 한국인

들을 지배했던 일본 식민통치자들이었기 때문에， 박물관은 식민지의 통치라는 맥락에서 출발
한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지배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외교군사적 지배는 1905년의 보호조약으로 시작하였다. 1910년의 정치적 지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915년의 총독부박물관은 정치적 지배에 이어서
등장한 문화적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배의 구조의 완결은 문화 즉 정신적인 산물에 있었

던 모양이다. 그만큼 박물관은 식민지적 지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시작되

었다. 박물관은 문화적 지배의 표상을 담고 있다.
은폐와 날조의 또 다른 증거는 식민지인 한반도 내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서는 한반도의 유물을 본국으로 유폐시킨 경우도 있다. 환언하면 ， 식민지에 건설되었던 박물관
이라는 것은 보다 큰 차원의 식민지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
다. 지배를 위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보기 쉽도록 박물관에 진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보여

줄 경우에 지배에 방해가 될만한 것들은 식민지의 피지배민들이 보기 어려운 장소인 일본의
어느 한 구석으로 유폐시켜버리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러일전쟁이후 동경으로 개선한 “삼호후비( 三好後備) 제이 사단장이 북한으로부터 개선하면
서 동경에 가지고 온 한 개의 석비(石陣)가 있다. …豊太合이 정한(狂韓)의 당시에 ... 군민틀이
가등청정(加購淸正) 을 습격하여 격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석비를 건립한 것이다. 이번 일
러전( 日露戰)^l. .. 지전려단장(池田旅團長) 이 출정하여 이 석비를 발견하여 개선시 가지고 왔다.
…금후 일한 양국간 친밀한 관계를 기때}는 바， 과거 가등청정을 격퇴한 기념비가 있어서는

양국간의 감정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석비를 철거하여. 지전소장(池田少將)에게
양여하였으며， 삼호사단장( 三好師團長) 개선시 동경으로 가지고 왔다. 이 비는 정한의 역사상
참고가 되는 좋은 기념물이고， 동 장군으로부터 제실에 헌상되었다"( 置名

1906:31).

“육문성에

서 정극신사 경내 유취관( 靖國채빼t境內遊就館)1) 에 출품된 북한대첨비는 …동관의 축산에 건설
1) .. 유취관은 정국신사 경내에 있는데. …명치 14년에 창립하여 익년 2월에 개관하였다. 고금(古今)의 영웅이 전
장에서 사용했던 무기와 함께 전리품을 진열하고. 관명은 순자에 ·君子居必擺~. 遊必、就士. 所以防뻐偏而近
中正也’에서 근거하고 있다"( 畵報生

1905: 3).

영치 14년은 1881 년이다사사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고야산영

보관(高野山靈寶館). 얼광동조궁보물관( 日光東照宮寶械홈) . 대산지신사보물관(大山빼빼寶觸홈). 북야신사
보물관(北野피빡단寶物館). 영치신궁보물관(明治神宮寶物館). 정국신사부속유취관(靖國피때t附屬遊就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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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이 비는 한국주둔군( 韓國뿔면軍)의 지전소장(池田少;長 )이 함경북도에 있는 감영역( 藍
평購)에서 발견한 것으로서 ， 비면( 陣面 )에 유명조선국 함경도 임진의병 대첩비(有明朝蘇國I或
￡혔흩王辰義兵大據陣)의 액자와 중훈대형수장락원정지제(中힘11大平守掌樂院正知製)의 문자가 있
다. …"( 畵報生

1906:44).

일본내에서 준동해왔던 뿌리갚은 정한론( 狂韓論)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료로 이용

하려논 의도가 있고， 그 내용이 일본군의 패전을 기록을 담고 있다는 과거의 사실에 의하여
조선인들의 감정이 고무될 것을 염려하고， 일본군의 패전기록을 보이고 싶지 않은 역사적 날

조와 은폐의 의도가 이 비를 동경의 정국신사( 靖國神社) 경내에 유폐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식민지적 지배와 침략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역사 사실의 날조와 은폐에 속하는 대표적
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으며 ， 이러한 과정이 전형적인 문화 탈맥락화(脫8腦엄 ~)의 모습이다.
임진왜란( 王辰樓亂) 빛 그 전쟁의 영웅이었던 조선측의 이순신 장군에 관한 유물이 또 다른

경로에서 유폐되었던 사실이 있다. 1946년 5월 14 일자로 기록된 내용은 총독부박물관이 어떤
의도로 한반도의 각지에서 유물들을 수집하였는지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다. “여수이순신비 ( 麗水李釋많陣) 곤정전(動政願)으로부터 반출 원지로 반송"( 館報

1 : 3-4) 했다는 사실은 총독부의 수집의도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장의 일부로 사용한 곤정전(조선왕조 동안 국왕의 국
정 접무실)에 수집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이송당했던 물건들 중에서 이순신비가 있었다는 얘기
다. 이순신비는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일본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었기 때문에， 원적지로
부터 이탈당하는 운명을 맞았던 것 같다. 식민지시대 동안에 곤정전은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

하지 않았던 건물이었다. 은폐와 날조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여 안팎으호 진행되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38년 10월 일본박물관협회(문부성 내)에서 발행한 〈박물관연구(博物館鼎究) > 11권 10호의
6쪽에는 당시에 동 협회에 의해서 개최되었던 ‘ 第六會全日本博物館週間’(동년 11 월 1 일 -7 일)의
포스터가 게재되어 있다. 이 포스터에 표시된 “全 日本”의 영토는 일본열도 뿐만 아니라， 사할

린남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다. 박물관을 통한 제국주의의 실현이 어떻게 가
능하고， 그것이 어떠한 경로의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박물관을 통한 지배표상(支햄랴表象) 즉 당시의 조선에 대해서는 ‘내선일체 ’ 정체성의 실

있다"( 日本博觸腦會
있다

1932: 3),

유취관은 신사에 속한 대표적인 박물관의 형태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東京市鍵메 區九段靖國피빼境內， 영치 12년 정 국신사 제신유물의 진열소로서 건설 주로 무기 및 무구

내지 관련 도서류가 수집되어 있고 아울러서 전 역기념품 등 약 2만점이 진열되어 있음" ( 日本博物館協會

1932: 16-17).

“靖國피때d寶物遺品館， 1945년 11월에 폐지되고‘ 수장품은 정국신사에 이관되었다... .1961 년 4월

보물관으로 다시 개관하였다. 무기.무구류 천여점 . 서화류 60여점 ， 보물류 20여점， 유품.유서류 7때여점 등

천여점을 수장하고 있다‘( 日本博物館ta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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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451) .

4

천을보여주는 것이다.
식민지시대에 있었던 탈맥락화의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보고도 있다. ‘·慶尙南道

山 淸那 山 淸面 ￡購里 廢촉에 임의 도괴되었던 삼층석탑은 왜정시대에 대구 모일인 수중에 들
어갔던 것을 총독부 박물관시대에 본관으로 반이시켰는데 ， 전쟁중이라 이것을 복건치 못하고

사무실전면 광장에 도연히 비바람을 맞히고 방치되어 있었다. 본관에서는 이 재건계획을 수립
하여 결실된 기단을 맨들었던 차 마침 미국인 교화국장 코네즈빗취 대위의 알선으로 미군공병
대 원조를 받아서 완료하였다. 이 석탑은 신라통일기에 속한 우수한 것 으로 박물관 석탑건립

광장에 일층 위용을 가하였다" ( 館報

1:8) .

탈맥락화된 문화들은 전형적인 헤태로토피아 (Kahn

1995:325) 를 구성하는 요인이 되어서 가짜문화로 남아 있다. 아직도 그것들은 마치 진짜인 것
처럼 정돈되어 가짜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박물관의 석탑건립광장이란 것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전국의 불탑들을 모아다가 한 자리
에 진열했던 것인데， 이 광장이 전형적인 헤태로토피아인 셈이다. “전국으로부터 관내로 이송
된 탑비들이 주로 고려시대의 것들로 집중성을 보이는 점"( 博物館報 1 : 15) 에 대해서도 면밀한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집중적으로 고려시대의 탑비들이 원적지로부터 이탈당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적지에서의 의미를 박탈당하고 강제이주당한 탑신들이

한 자리에 유폐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 현장은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지배권력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권부( {劃存)의 핵심인 총독부의 후정( 後度) 역할을 한 식민지시대의 박

물관에 부여된 의미를 지울 수가 없는 배치를 보이기도 한다. 독립이후의 민족주의적인 박물
관에서도 그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폐된 탑들의 탈맥락화가 보여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상황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주의 경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의 연헥에 나타난 것을 보면， “ 1 913년 경주에 고적보존회
가 창립되어 유적보존을 도모하는 동시에 구 객사를 이용하여 유물을 수집하였다"( 館報

1:9),

1915년 총독부박물관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경주에서는 고적보존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다.

경주에서는 이미 식민시대 초기에 개인들에 의한 상당한 문화재 약탈이 진행되었었음을 암시
하는 대목이다. 행정조직은 그 뒤를 수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 같다. 신라의 천년고도 경

주라는 규모에 비하면， 고적보존회의 객사는 ‘코키리에 비스켓’ 정도일 뿐이었을 것이다. 명목
상으로 활동하였었을 고적보존회의 존재는 오히려 문화재 불구화의 진행과정을 표면상 가장하
는데 일조하였을 가능성 이 크다.

1938년 “총독부박물관은 시국 상 내선일체의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로 고대 내선 관계자료
특별전( 古代內蘇關係資料特別展)을 행하여， 고대내선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 백여점을
일실에 전열하여， 내지조선의 각출토지( 各出土地)를 알려주는 설명을 첨부하였다. 또 유물과

사진에서 양쪽의 유사점을 밝히고， 동 기간중에 ‘본년의 박물관 주간에 내선일체의 왕시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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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는 제목으로 동관장 좌뢰직위( 住懶直衛) 씨가 강연을 라디오 방송하였다. 기간중은 관

람료 5전을 2전으로 낮추어서 박물관주간의 의의를 철저하게 했다. 기간중의 관람자수는

4.1 90

인인데， 그중에 조선인은 3.185 인 내지언은 1.005 인이었다"( 博物館鼎究 11(11) :5). 박물관은 내
선일체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식민지의 피지배주민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목적을 행동으후 실

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학박사 관야정( 關野貞 ) 씨는 거년( 去年 ) 0909년) 9월 1 6 일 한국정부의 촉탁을 받아서 한
국의 고건축물 빛 삼한시대 이전의 유물을 조사하기 위해 문학사 곡정경일( 씁井經一 ) . 공학사
사율산준일( 士票 山俊- )의 양씨와 함께 약 백일간…한국고미술의 연원을 연구한다..... 한국은 가

까스로 상백년경의 건축물이

12.3

건 정도 남아 있다. … 일본처럼 천년이상의 유물이 보존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 이유로 하나는 만세일계의 황실을 지키지 못했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종교의 변화가 무상하여 구귀족이 습세하여 고물을 애완보존하는 원인이 되었다"(風倚畵報

406: 20).

전화에 의한 고건축의 소멸이나， 식민화 전초에 이미 일본인들에 의해서 약탈된 점들

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격이다. 일본과 비교해서
조선민족이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일본의 학자들이 조선의 고건축을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명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문화의 축적이 약한 점을 간
접적으로 지적함으로서 조선문화의 정체성론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가 된 조선왕조의 역사적 정통성과 그 기반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넌가.

”체코와 같은 동유럽에서는 민족적 과거의 칭송과 (외부침략에 대한) 저항의 제고를 수단으
로 하는 고고학이 성했고， 서유럽에서는 1880년대 이래로 계급적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고고학
과 역사학은 산업화된 국가내에서 일체성과 협동의 정신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

적 과거를 청송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유럽에 한정에서 언급한다면， 선사
고고학은 역사과학의 하나로서 간주되어온 것이다“ (Trigger

1984: 358) .

서유럽의 학문체계를

거의 그대로 번역해 들어온 일본에서는， 서유럽에 대해서는 동유럽의 지위에 유사한 즉 서유
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의 입장에 서 있는 관점에서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보는 눈이 길
러진 것이고. 일본 자신들의 식민지(대만이나 조선)에 대해서는 서유럽식 송자의 입장에서 고

고학이나 역사학을 보는 눈이 결합되어서 길러진 것으호 이해할 수 있다. 세계사적인 차원에
서는 민족적 과거의 칭송과 외세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고고학이나 역사학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식민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일체성과 협동정신의 제고를 겨냥하는 고고학이나 역
사학이 강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정책은 내선얼체를 강조했고， 그 정책은 식민지내
에 있었던 총독부박물관에서 식민지주민들의 사상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식민통치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과거는 칭송하는 치밀한 이유를 갖고 있는 반면에 ，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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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는 민족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격찬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그들은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들의 미개성과 역사적 성취에 대한 결여를 강조

함에 의해서 그들 자신들의 잘못을 상대적으로 정당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 (Trigger

1984: 36이.

여기에서 바로 정체성론이 강조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미개성이라는 개념 대신에 정

체성이란 개념을 찾은 것이다. 동시에 내선일체를 강조했던 총독부와 일제는 궁극적으로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적용했다. 내선일체론과 정체성론. 문화적으로 조션을 지배했
던 핵심적인 두 기퉁이 상호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있다. 내선일체라면， 일본도 정체성론

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배를 위한 문화침탈과 사상교육은 궁극적으로 모순에 빠
질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이 된다.

일선동조론( 日蘇同피밟옮)으로 재맥락화를 시도하려 했던 것이 조선사 연구와 총독부 박물관

의 건설 빚 운영이다. 여기에 물건 중심의 호사가적인 골동품의 의도들이 가미되었던 것이다.
두가지가 다 정치적 행위로서 문화의 탈맥락화를 전제로 한 제국주의적인 문화정책의 일환으

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탈맥락화된 물건들은 원래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침묵할 수 밖
에 없게 된다.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침묵하는 물건틀 .. (reticent objects) 은 진열된 모습으
로 유리창 뒤에서 식민주의를 청송하는 수단으로 도열할 수 밖에 없다.

3.

척지 (햄地) 와 식민의 지배 철학 : 문화의 재맥락화

(1)

일본역사에서 척지와 식민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북해도에 둔전병제(면田兵制)를 설치하
면서 시작했던 척지와 식민의 방식은 이후 유구(짧球)와 대만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조선반도
에 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인다. 물론 일제의 척식주의(招植主義)는 조선반도의 다음에는

만주로 연장되었다. 일제가 셜렵하였던 박물관들은 척식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조선반도에서 이루어졌었는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행해졌던 박물관과 척식주의는 커다렇게 두가지의 골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조선
총독부박물관의 식민주의적 전유와 그 이후의 문화정치학이라는 틀， 그리고 근대화 명분의 맥

락적 파괴와 지배적 재구성의 과정이다. 일단 탈맥락화된 물건들이 박물관 또는 그와 유사한
곳에 전시되면서， 원래의 물건들은 의미변질의 과정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물
건들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다음에 전시하는 사람들이 식민지적 지배라는 개념하에서 문화적

전유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내선일체론과 정체성론을 지지하기 위한 방편
으로 물건들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정체된 사회의 곤대화와 훼손된 문화
재의 보존이라는 명분하에서 재맥락화의 과정을 밟은 것이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유사한 기관들
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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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통치 기간 동안에 조선총독부는 총독부박물관 이외에 몇 개의 중요한 박물관들이 특수

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하였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모두 효율적인 지배를 위
한 척지와 식민의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식민지배지들이 박물관 또는 그와 유사한 소위 문화

시설들을 동원하여 지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려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정치적인

긴박성과 군사적인 이유 그리고 시간적인 촉박으로 인해서 실천은 되지 않았지만， 총독부를
중심으로 계획했던 박물관 계획들의 진행과정들에서 드러나는 척식주의의 모습을 충분하게 읽
을 수 있고， 그러한 의도들이 박물관이라는 시설과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 지
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총독부)박물관은 조선문화의 연구소이며， 공예미술의 조사소임과 동시에， 반도의 고대예술

을 세계에 소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館報 1(1) :16). 반도의 문화와 역사를 공예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박물관 경영의 지배철학이 스며들어 있다. 사실 당시에
총독부에서는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에 조선언 학생들을 위한 공예학교라는 것을 설립했던

반면에 일본인 지배층 자제들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설립했던 경성제국대학에서는 고고학과 미
술사를 강의했던 점은 지극히 대조적 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1930년 10월의 기록을 보면，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는 현재 고미술을 중심으로 다수의 귀중한 발굴물과 그외 역사적 예술품을 수

집 ... (그러나) 진열하기에는 좁아서 박물관의 창고에는 …역사적 참고품이 매장되어 있다"(博物
館昭究

3(0) :7).

총독부 박물관의 중심적 인 관심은 고미술과 역사적 예술품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방침은 지속적으호 진행되어 후일 한국의 해방이후에 설렵되었던 국립박물관에서도
그 궤적을 거의 그대로 계송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0934년) 이상 약진을 보이는 산업조선에 걸맞게 삼대특수박물관 건설의 계획 이 현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 농림(農林) . 광엽(鍵業) • 경찰(警察)의 삼박물관으로서， 농럼박물관은 다목(多
木)씨의 기부(寄附) 35만원으로 광업박(鍵業博)도 15.6만원， 경찰박도 8만원의 예산으로 완성
을 보기 위해서 각방면에서의 기부가 기대되고 있다"(博物館판曉

7(6):13).

“명년(明年 )(1935

년) 총독정치 25주년을 맞이하여 총독부가 기염사엽으로서 농업， 광업， 경찰의 삼대박물관을 건
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농업과 광업을 하나로 묶고 거기에 수산을 첨가하여 산업박물관을

50만원 정도로 건설하려고 한다"(博物館冊究

7(7)).

박물관의 건립계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식민화의 부문이 농림과 광업 그리고 경찰이라는 점이다. 농럼광의 원자재의
착취로 성공을 거둔 식민지 산업에는 민(民)의 착취에 의한 경찰의 “民業”도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식민지에서 가장 성공한 부분에 대한 찬양과 선전을 위해서 해당분야의 특수
박물관을 건립하려 했던 식민정책의 일환이었다.

실제로 박물관의 기능이 사상적인 지배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었던 기록도 존재한다. “사

상범죄(思想犯罪)의 특수도(짧朱道) 함남(成南)은 민풍(民風)의 작흥(f택D. 지방 진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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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시설에 노력하는 일변， 경찰력에 의한 철저한 탄압 시도를 고쳐서 도민의 자각에 기초한
정신작흥안으로서 오픈 에어 뮤지엄 설립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함남에서도 특히 함흥부

곤교는 이조발상지로서 본궁(本宮) . 정화릉(定和陸) • 귀주사(歸|待) . 순릉(純陸) • 의릉(義陸) .
치마대(騙馬臺) 등의 명승구적이 풍부한 사실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야외박물관을 설치하여 사

라지는 도의관념의 부활에 투자하는 안으로서 일찍이 도엽군산(積葉君 山)씨의 시찰도 그러한
계획에 대한 내조사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博物館鼎究

5(8): 7).

1932년의 이 기록은 박물관을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적나라한 사례의 표현이 소개된 것이다. 만선사(滿蘇史)의

전공자(專攻者)였던 도엽군산(휩葉君山) 2) 이 경찰과 박물관의 합작을 위한 야외박물관의 설
립계획을 위해서 현지를 시찰하였다는 점은 식민지배를 위해서 동원되었던 학자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1935년 1 월에 발행된 〈박물관연구(博物館鼎究)>(이 잡지는 문부성 사회교육국내에 있는 일
본박물관협회에서 발행한 것엄)의 ‘박물관 뉴스’에 의하면， “시정 이십오주년 기념사업으로서

명년도부터 삼개년 계획으로 종합박물관 건설이 이미 보고된 바 있지만， 그 후 재무국에서 사
정의 결과 백만원이 결정된 내용으로， 정지비(整地費) 오천원， 건축비 팔십칠만원(건평 이천백
칠섭오명) . 시설비 사만칠천원， 초년도 조정비 사만원， 사무비 사만오천원이다. 그 건축양식은
콘크리트 삼층으로 건설지는 대체로 왜성대의 총독관저 부곤으로 예정하고 있다"(博物館鼎究

80) :14).

그 해 9월에는 원래의 계획이 약간의 수정을 거쳤다. “총독부시정이섭오주년기념사

업으로서 종합박물관의 건설은 당초의 계획보다 증액되어 국비 백만원 기부금 백만원 총액이
백만원으로 예정된 고고미술관 과학박물관 외에 현재의 총독부박물관을 개축하여 조선자원관
으로 명명， 광산물， 수산농림산물 등을 진열한다고 한다"(博物館昭究

8(9) 6).

종합박물관과 산

업박물관의 건립으호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방향은 문화와 산업의 두가
지로 정리된 셈이었다. 식민통치의 양대지주가 민과 지에 있었기 때문에， 척지식민의 방향은
식민지 생산의 기초가 되는 산업정책과 민중을 다스리는 문화정책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식민지에서의 박물관은 산업과 문화정책의 표상이라는 역할이 부여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정기념박물관은 착착 진행되어 일반에게서의 기부신입도 쇄도하여 9월 11 일 현재 누

계 74만원에 달했고， 삼정삼능(三井三裵)의 15만원을 펼두로 대구좌(大口座)의 기부가 있어서
설계는 일반에게서 현상 모집할 것이라고 한다"(博物館‘鼎究

8(0) :6).

1936년에는 박물관 건립

을 위한 설계공모가 있었다. “총독부 시정 이십오주년 기념박물관 설계도 현상모집중 그 발표

2)

도엽암걸(積葉岩吉 : 1876-194이이 본명이며， 군산(君山)은 그의 호(號l. 동경외국어학교(현 동경외국어대
학)에서 중국어를 배웠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노일전쟁 당시에는 육군의 통역으로 종군하였다. 1909-1915년

사이에는 남만주철도의 역사조사부에 곤무하면서 〈만주역사지리〉 편찬에 참가하였다. 1915년 육군대학교 교
관으로 취임하였다. 그후 1없5-37년에는 조선총독부수사관으호서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 전37권의 편찬

사업에 종사하였다. 1937년 만주의 건국대학 교수에 취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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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일등당선자는 동 총독부 회계과 기수 천야요( 天野要) 씨로서 설계도는 환경에 최

적함한 조선취미를 표현하였으며 간편장중한 위엄도 구비하고 있다고. 내 5월부터 착공하는
동시에 관제를 설치하여 관장은 칙임(챙껴王) 3) 으로 하고 그 밑에 주임(奏任 )4) 의 부장 3명을 배
치하며 총원 백명이 념을 것으로 보인다"(博物館昭究 9(2) ’ 6) , 그해 가을에 지진제를 거행하였

던 회장의 전경 사진과 당선작의 사진도 당시의 박물관연구 지에 게재되었다.
1937년 4월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진척을 보였다. “총독부는 박물관건설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藍)을 위원장에
(山田三良) , 속수황(速水훈)，

고문(顧問)에는 금정전청덕(今井田淸德) , 산전삼양

이동충태(伊東忠太) , 무전오일(武田五一) , 내전상삼(內田詳三 ) ,

좌야。17l(住野利器)， 가등경상랑(加購웹k三郞) , 유하광풍(有웠t豊)의 9 인으로 위원에 대죽섭랑

(大竹十郞) , 임번장(林緊藏) , 부영문일(富永文一 ) , 산촌예길(山村鏡吉) , 상야직소(上野直昭) ,
소전성오(小田省홈) , 중촌의일( 重村義-)， 최남선(崔南善)의 8 인， 기타 간사(幹事) 촉탁(爛託)
을 하여 임명하였다. 현상모집된 설계안은 많은 변경이 시행되어 변경설계도 1937년도 중에 완
성할 것이라고 한다"(博物館鼎究

10(4) :8) ,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종합박물관의 위치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신축진행， 시정 25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종합박물관은 경비 이백만원으

로 총독부후정에 건설될 것이라는 기보가 있었는례， 미술관은 15만원으로 육각탑 향원정이 있
는 연못의 북정변에 684평， 그 공사가 본년 9월에 낙성예정. 본관 즉 현재의 총독부박물관(미

술. 역사. 고고)은 115만원으로 연못의 동쪽에 남향으로 2，300평， 과학관은 70만원으로 본관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684형. 근간 가을에 착공하여 1940년에 준성할 것이라고. 과학관은 현재의

왜성대보다 충실을 도모하여 600명 수용의 강당과 도서실 연구실을 부설하며， 미술관은 선전
회장이나 다른 각종의 전람회 기타 동양취미를 보급 개최함에 대여할 것이라고"(博物館鼎究

11( 6) :6) ,

그러나 이 박물관의 건설과 실천은 중도에서 차단 당했다. 민비시해(閔姐抗害) 사건

으로 얼룩진 자리를 먼저 헐어서 미술관의 건물만 우선적으로 완성하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제시됨이 없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대동아콩영권(大東亞共榮團)으로 인한 제국
강역의 팽창은 새롭게 편입된 지역(예를 들면， 만주의 박물관 건설은 1940년대 초반에도 지속

적이었음)과 군사적인 목적에 자금의 사용이 우선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배자의 피지배자에 대한 베풀음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박물관이 동원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조선은사 기념과학관은 대정천황(大표天皇) 성혼(成婚) 25년 기념으로 조선의 사회교

육을 위해서 십칠만원의 은사금을 받아서 생긴 것이다. 당시 총독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
일본의 명치시대부터 있었던 관리의 신분상 등급으로서 천황의 칙명에 의해서 임용되었던 관리다. 고퉁관관

3)

등봉급령에 의해서 규정된 바에 의하면， 고등관(칙임관과 주임관의 총칭)

4) 위의 것에 준하는 시기에 시행되었던 것으로서， 고등관

3-9

1-2

등을 칙임관이라고 했다.

등에 해당되는 관리직이다. 주임관( 奏任官)의 임

연은 내각총리의 주천에 의해서 천황의 재가를 경유해서 임명되었다. 주임관의 아래가 판임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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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박물관을 짓기로 하였고， 기왕의 역사박물관이나 미술박물관과는 다
른 과학박물관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은사기념( 恩眼記念 )의 사문자(四文字)를 머리에 쓴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 岩住彦二

1931 : 4).

식민통치를 위한 문화사업의 명목을 만드는 과

정이 나타난다.

1938년의 기록을 보면， “ ( 恩陽記念科學館 )의 중촌관장( 重村館長 )은 해군소장으로서 일로전
역( 日露戰投) . 청도공위군(좁島攻圍軍)에 참가하여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과학박물관의 건설
이 확정되었을 때 ， 총독제등해군대장의 추천으로 창설사무촉탁이 되었다....종합박물관 건설이

확정되어

11( 6) :7).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공적을

세웠다" (博物館昭究

박물관의 책임자가 군출신의 장군이라는 점은 문화정책에 숨은 지배방식의 일면을

보인다. 박물관 또는 그와 관련있는 학문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라 전쟁영웅으로 하여금 박물관
을 경영하는 책임을 맡긴 정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식민통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군
학복합( 軍-學複合) (military-academic complex) 의 지배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북선과학박물관의 신설， 재단법인 함경북도 과학교육재단 (威鏡北道科學敎育財團 )에서 예정

한 건설계획중에 있었던 동 박물관은 지난 여름 기공 이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제일
기공사준공이

15(0): 7).

통과되어，

지난 0942년 )10월

3일

낙성식(겸

개관식)이

있었다 " ( 뱀物館鼎究

1942년의 기록이다. “북선 과학박물관， 함경북도의 지리적 산엽적 중요성이 감안되

어 청진부에 설립된 것 . 광업가( 鍵業家) 암촌장시( 岩村長市)와 수산가(水塵家) 궁본조웅( 宮本
照雄)의 출자로 설립된 재단이 기초. 제 1본관(물상부， 생물부. 수산과학부， 지질.광물부， 철강부，

화학공엽부， 방공과학부) . 부설(영양과학부， 광산과학부， 공작부， 교변물대여부)로 구성 " ( 博物
館鼎究 16(2) : 4-6) 되었다. 이 박물관의 설립목적은 지리적 산업적 이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야하의 제십일회 전국 박물관 협의회 의사록(제 1 일)의 기록 중에 실려있는 북선 과학박물관
에 관련된 기록이 이 박물관의 중심적 인 기능을 대변하고도 남음이 있다. “ (1943년 )10월 30 일

오후 한시 동경제실박물관 강당에서 개회， 책교의장(細橋議長 )으로부터 본회제안의 제일협의

제로 ‘ 시국하전력증강에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박물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엽여하’에 대하
여， ... 조선， 북선과학박물관의 강기정( 間뼈正)씨의 발언에 의하면， 최근 전문강좌를 개설하여 …

교재는 문부성의 요목을 기초로 하여 전력증강을 위하여 항공기， 자동차， 기타 과학병기 등의
일반에 대해서 강의를 실시함…부속공장에서 공원을 양성하여 전력증강에 노력하고 있다. 기타

영양연구소에서는 戰時下 영양보급을 주안점으로 영양에 관한 도서 도표 통계 등을 전시하

고， ... 장래 광산과학에 관한 시설을 강화하여 제일선의 광업전사양성에 노력함이 목하 계획중이
다 " (博物館꿈f究

170) :2-3).

이것은 1944년 1 월의 기록이다.

조선에서 일제의 박물관들은 산업적 개척과 식민지 주민의 통치에 궁극적인 목적을 둠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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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주민의 사상적 통제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박물관은 전

쟁준비를 위한 동원체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었다. 박물관은 지배
를 위한 철학이 담겨진 제도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술과 공예라는 이름하에 역사를
왜곡하는 방안이 박물관에서 구현되었고，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자원과 산업의 장악이 실천되

었고， 박물관이라는 이름하에 식민통치를 위한 사상적 통제가 겨냥되었던 것이 조선반도에서
실천되었던 일제의 식민주의적 박물관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모두 식

민 통치를 위한 문화의 탈맥락화에 이어진 재맥락화( 再6腦셉 ~)인 셈이다. 일단 탈맥락화된 물
건이나 자료들은 모두 재맥락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총독부의 지배 철학과 식민지 경영 방침은 개인차원에서도 전개되었다. 식민지에서 손쉽게
돈을 번 일본인 거부( 巨富 )가 제국주의의 거보( 巨步 )에 발맞추어서 자금과 재산을 회사하는

방식이 박물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도되기도 했다. “대동아공영권내의 고미술품을 한 곳에
수집하여 고고학과 미술연구에 밑거름이 된 반도의 수산왕 향추원태랑( 香推源太郞)씨(복강현

( 福間縣) 출신)가 건설계획 중인 고고박물관은 예정대로 산하 전부윤(山下 前府尹)의 도움으
로 건설지를 물색중... 옹현창동상을 세우는 부산부본정( 옳 山府本메) 고대향추공원내( 高臺香推
公園 內)에 부지를 결정하고， 옹의 사재 백만원으로 부지 4천명 ， 지상지하 각 일계의 견고한 콩

코리트 건물을 예정하였다. 옹의 과거 35년간 수집품들의 가격을 보면 모두 약 일천만원을 념
는 귀중한 자료가 공개될 예정 이다"( 博物館昭究

15( 2) :7).

식민지에 진출했던 일본인 사업가

들의 골동품 수집과 거래 그리고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하에서 그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
과정에 박물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식민지에서 문화 탈맥락화의 작업이 개인의 차
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던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선실업계의 원로， 부산시의 향추원태랑( 香推源太郞)의 자금으로부터 고려되어， 태고부터
내선관계를 보여주논 문헌과 고미술공예품 등을 전관하게 하는 박물관의 건립계획은 그 일단
이 구영국령사관적 4천명의 부지를 매수송}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 건축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미술구락부( 효美術↑具樂部)에서 그 수집품인 조선출토의 골동명기 매각에
들어갔다" ( 博編홈鼎究

7( 1) :12).

이것은 1934년의 기록이다. 香推源太郞는 대규모 골동품 수

집가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내선일체를 구현하기 위한 박물관의 건렵에 필요한 종자

전( 種子錢 ) (seed-money) 을 기부한 셈이다. 일단 수집되었던 골동품들은 매각과 재매각을 통
해서 고액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선일체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할 수 있는 박물관

의 건렵자금을 위해서 조선의 미술품들이 팔려야하는 상황은 아이러니의 대목이 아닐 수 없
다. 약탈당했던 문화의 일부가 그 모체 문화의 왜콕 선전을 위해서 팔려나가야 동}는 것은 식
민통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화정책의 자체적인 확대재생산으호 추진되고 있음이 읽어진다.
일단 한 번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여 그 자체의 동력이 재생산되고 관성이 붙기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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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의 문화정책은 끊임없이 착취와 약탈의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문화 재맥락화를 통해서 총독부의 지배권력을 상정함과 동시에 식민지의 민중

을 순치하는 기능을 하였다면， 식민지의 지배층을 형성했던 일본인들은 자신의 명예를 치장하
는 방식으로 문화재의 수집과 수집된 골동품의 희사 빚 기증을 시도했다. 이틀이 골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점적인 기업의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수하에서는 조선인
하수인들이 그들의 손발이 되어서 활동을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하여 개인적

인 지배층들의 골동문화는 수입 창출되었고， 그 과정이 문화의 재맥락화를 치장한 셈이다. 골
동품 수칩이라는 방식의 개인적인 문화 탈맥락화가 관주도의 탈맥락화에 못지 않게 한국의 전
통문화를 파괴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관권을 동원한 총독부와 금권을 배경으로 했던 개

인들의 문화 탈맥락화와 재맥락화는 문화지배의 원인에서부터 결과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명
해주는 것이며， 박물관과 골동문화라는 것이 지배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성럽된 문화 재맥락화

의 과정이자 곧 결과인 셈이다.
문화의 “재맥락화( recon textualiza tion) 는 일종의 일반적인 사회적 과정으로서 고려될 수 있
기 "(Thomas

1989:41)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총독부의

박물관 문화와 개인들 중심의 골동문화의 출현이 이러한 재맥락화의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재맥락화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경로를 경유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
기에 지배자의 논리가 개입되거나 축재의 야욕이 간섭할 경우와 그 과정이 문화 담당자 자신

들의 문화 재발명( reinvention) 의 노력으로 이어질 경우 사이에는 엄청난 문화변동 과정의 차
이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식민지 시대의 문화변동 과정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

분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1933년 “조선 보물 고적 명송 천연기념물 보존령(朝蘇寶物古隨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의 제정에 의해서 최초로 지정을 받은 것들은 보물 10건， 고적 이백건， 명송 2 건， 천연기
념물 50건내외로 보인다"(博物館鼎究

7(5):13 ),

식민지에서의

문화재

약탈이

이미 자행된 뒤에 나타난 보존령이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조처가 기왕의

대규모로

약탈블틀을

합법화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러한 유물들의 골동적 금전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도적인 재맥락화의 시도를 위한 행정적 폭력인 셈이다.
이미 탈맥락화가 상당 부분 정치적 중심부에서 추진한 뒤에 그 과정들을 정당화하고 피

지배층에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명치 4 년 5월에 ... 고기구물의 보존방을 포고"(推名仙卓

1989 :5 1)한

일본의 경우 (1871 년)

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경우 0933년)를 비교해볼 펼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1871 년 박물관

설립직전에 보존령이 포고되었다. 일본의

일반인들이 고기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일

찍부터 컸었다는 얘기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찍부터 골동품의 수집에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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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렸던 것도 이러한 역사적 분위기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식민지배층의 개인부호들이 시도했던 골동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호기심에 의존하기도 하였

다. 그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는 발동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권을 동원해서 문

화재를 수집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도굴이라논 현상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었다. “호기심이
라는 것은 중심되는 역사적 전환 즉 비자의식적( unselfconscious) 경험으로서의 문화로부터 조
작된 정체성으로서의 문화로의 전환을 표현할 수 있다 "(Thomas

1989 :43) .

수집과 전시라는 동

일한 행위를 했던 골동품수접가들과 총독부박물관이 궁극적으로는 수집된 문화담당자들인 원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문화를 자신

들이 스스로 파괴하는 일도 발생한다.
한 사람의 골동적 호기심 때문에 ， 어떤 문화의 맥락과 질서가 혼돈되고 파괴되는 과정이 일
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골동적 호기심， 즉 호기심 교육 (curiosity lesson) 이 원주민들에게도
전수되어 ， 그 후에는 원주민들 스스로가 골동적 호기심을 중요한 것으호 생각하게 됨으로서 ，

호기심의 만족을 위한 문화 탈맥락화와 재맥락화가 자행되기도 하였다. 호기심 열풍 (curiosity
culO 으로 무장된 골동문화라는 것의 형성은 스스로의 문화파괴 단계로 들어가는 역사적 경험
이 되는 것이다.

“점패 (點貝 ) 콜렉션 .., 부산의 향추원태랑， 대구의 시전차랑(市田次郞)과 소창무지조(小용武
之助)의 콜렉션들을 접수， …서울 사직동의 골동점 ( 骨童店)에서 삼계조(森뺨助)의 구장품( 舊藏

品 ) ..., 흑전간일(黑田幹一) 콜렉션의 고전( 古錢)들.끼( 有光敎一 1997 : 216-217) 이 그러한 골동문
화의 극치를 설명해준다. 식민통치기간 중에 총독부의 행정력만이 문화재의 위치변경을 시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골동적인 콜렉션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었음을 알 수 있다. 식민

지배자들은 공사를 막론하고 식민지의 문화를 약탈하고 불구화시켰던 것이다. 식민행정 권력
으로부터 개인들이 수법을 배웠고， 그러한 수법은 다시 피지배자들 사이에도 전수됨으로서 식

민지의 피지배자들을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파괴와 자기파멸에 이르는 이득을 얻는데 혈안이
되기도 하였다. 수집벽과 자금력을 기초로 한 소위 “골동문화( 骨童文化) " 라는 것은 이러한 경
로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근성 (colonial

mentality)

중의 하나다.

산전재차량(山田 針:Jí..郞)의 수집품들은 총독부박물관에서 1922년과 1923년 두차례에 걸쳐서
구입하였다. 산전(山田)는 1913년경부터 대동강 면( 大 洞江 面)의 유적을 탐사하면서 수천여점

의 유물들을 수집하였고， 낙랑과 고구려 기와 수백점을 총독부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購
田亮策

1932:l)~

“명양고등법원검사장 관구반(關口 半 )씨는 1921 년경부터 낙랑유물들을 수집하

기 시작하였고， 산전(山田)로 하여금 유물들을 박물관에 기증하도록 설득하기도 하였고， 스스

로 이천원을 평양부에 기증하여 총독부고적조사과로 하여금 낙랑고분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서
최초로 연호가 나온 칠기를 발견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후원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 蘇 田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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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

1933a :7).

“조선고어 연구가일뿐만 아니라 조선고미술의 연구에도 창시자로 인정되는 점패

가 일청전쟁시부터 조선에서 수집 연구한 미술공예품은 하나의 박물관을 만들고도 남음이 있

다. 그의 수집품들은 1926년 삼정물산주식회사( 三井物塵妹式會社)의 손에 념어갔다가 1930년

동사(同社)의 사장으로부터 본부박물관(本府博物館)에 기증되었다. …점패씨수집품(貼貝&魔集
品) 중에서 조선의 역사적 참고품으호는 최대로 귀중한 경주출토의 금동사리함(金點않利효)과
전경상북도출토의 동령 일류가 동경의 삼정가( 三井家)에 남아있음은 연구가로서 유감으로 생

각하는 바다"(顧田亮策

1933b: 18 ),

“ 0935년의 기록으로서) 개성부렵박물관(開城府立뺨物館) 의 진열품은 주로 조선총독부박물
관소장품과 점패방지진씨의 수집품 그리고 삼정물산의 손에 념어갔다가 동사(同社)에서 다시

총독부박물관으로 기증된 것들과， 중전시오랑(中田市五郞)씨의 수집품 중 고려도자기를 개성
부(開城府)에서 수만원에 구입한 것， 일방 민간유지의 기탁품， 개성부근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진열하였다"(博物館鼎究

8(4): 9),

개성에서 활약했던 골동품 수집가인 중전시오랑의

이름이

나온다.
“소창무지조(小용武之助 )씨의 조선출토 고고품의 콜렉션에 대하여， 소창(小용)씨는 조선(朝

蘇) 경상북도 대구에 본사가 있는 남조선 전기회사(南朝蘇電氣會社)의 사장으로서 조선출토의
고고품이 내지 벚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개탄하고 스스로 조선출토품을 구입함으로서 조선
본토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에 노력하였다. …일반에게 알려지기로는 소창씨의 콜렉션이
제일퉁이라고 한다.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학문적자료로서 이용이 되는 점으로 보아서 조선관
계의 고고학의 진보에 기여함이 있다"(博物館鼎究

14 (7) :1-3).

“일본인의 미술품을 접수하기 위해 일본인회( 日本A會) 소독익차랑(小용益次郞)을 만나 정
식으로 교섭도 했고， 일본인 부호 가등(加轉) 응을 개별방문하여 수집하기도 했다. …작약도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살고있는 영목모( 삼木某) 라는 사람이 고려자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정청문화담당관과 같이 경찰션을 타고 작약도에 갔드니 영목부인(셈鴻시만 남아 있
어 물건은 영종도(永宗島 )에 있는 어느 한국인집으로 소개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90% 이
상이 신품이었다 .... 가등라는 일본인 부호가 값진 진사를 갖고 있다는 정보를 서울 골동상에서

듣고 방문하여 교섭하였드나 서울의 모인에게 몇추럭이나 되는 일체의 미술품을 팔았다는 것
이다. …이석구( 李錫九)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누하동의 집에서 자고 있는 그를 만
났다. 가등에게서 가져온 미술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미 매각했거나 숨겨두어 할 수 없이

새로운 조건으로 고려 이조의 도자기 19점과 현금 20만원을 내놓기로 하였다. 돈은 박물관 후
원회를 만들고 그 소유로 하고 19점의 미술품은 소장품으로 등록하였다 .. " (李慶成

1971: 4),

“해방후 군정청(軍政廳)을 통하여 일인소지의 도서회화， 도자기 등의 미술품을 접수한 것은
…그 수량이 막대하여 참고품으로 큰 수획이 되었으나 수량에 비하여 일품(進品)이 적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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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이다.

1. 1945년 1 2월 27 일， 점패방지진(點貝房之進) 소지 고서적 잡지류 1.068 ，료 2. 1946년

3월 2 1 일， 부평구조병창( 富平舊造兵廠) 대형챙동화로 4개.

- ) 등의 소지품 청동기 화천 등 약간점 .

4.

3.

1946년 4월 1 일. 혹전간일( 黑 田幹

1946년 4월 19 일， 고목정일(高木貞 - ) 도자기 등

1 2점.

5. 1946년 5월 28 일， 대전도청적산관리과( 大 田道廳짧健管理課) 도자기(고려， 이조， 중국)
990점. 6. 1946년 7월 25 일 ， 군산 도곡팔십길( 嗚씁八十吉 ) 수집품 일본서화 195점 도자기급철기
133점. 7. 1946년 11 월 1 4 일 ， 전주중요물자영단( 全州重要物資營團 ) 도자기 107점 . 8. 천천백교
(ì훌川伯敎) 수집품 2.011 점"( 館報 1:7). 총독부의 식민통치 기간동안에 일본인들이 수집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적으로 약탈했던 미술품의 숫자는 양에 있어서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

서 국렵박물관의 진열실을 채울만큼 질적으로 훌륭한 것들이었다.
백제의 고도인 공주에서는 또 다른 일본인 “경부자은( 輕部鉉뽑、)이 대규모의 미술품 수집을
수행하였다. 경부( 輕部)의 최종재직처인 강경여자중학( 江景女子 中學)을 방문하였으나， 그 수집
품은 이미 도일된 모양이라， 일본에 조회 그 회수를 기토록 군정당국에 요청， 그 조사서를 본

관경유 문교부에 이송하였다" ( 館報

1: 10. 중학교의 교사였던 경부자은( 輕部孫恩)도 식민지에

서의 문화약탈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금권으로 골동품을 매수했던 상인들과 다름없이 교사직
에 있었던 사람도 동일한 작엽을 하였음은 식민지에서 총체적으로 수행된 문화 불구화의 양상
을 보여준다. 그러한 작업을 한 일본인들은 구 왕도( 王都)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거점을 확
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유물들을 유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다.

가장 많은 유물들을 수집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남은 것이다. 향추원태랑( 香雅源太郞) . 산전재

차랑(山田 針次郞) . 관구반( 關 口 半 ) • 점패방지진(點貝房之進 ) . 소창무지조(小술武之助) • 삼계조
( 森뿜助) • 흑전간일( 黑田幹- )， 중전시오랑(中田市五郞) . 시전차랑(市田次郞) . 고목정일( 高木貞
一 ) • 도콕팔십길( 嗚삼八十吉 ) . 천천백교( 漢川伯敎 ) . 경부자은( 輕部慧v恩) . 가등(加蘇 : 인천 거

주) • 영목 모( 싫木 某 : 인천 거주) 등이 중요한 골동품 수집가들이었고， 그들이 수접한 물건
들의 일부를 삼정물산주식회사가 사들이기도 했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물건들이 박물관으로
기증되는 과정을 보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물건들은 원적지를 이탈당하면서 “전( 傳 )"이라는

글자가 명칭의 앞에 붙는 운명 즉 원적지가 애매해지거나 상실하는 운명을 맡기도 한 것이다.
많은 유물들과 유적들의 명칭 앞에 “전( 傳 ) " 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은 수집과정의 복잡함

을 일러주는 것이다. 도굴이라는 행위를 위장하기 위해서 붙은 위장용일 수도 있고， 값어치를
올리기 위한 장사꾼들의 장난일 수도 있다.
수집가들은 상당부분을 재매도함으로서 금전적인 이득을 본 것임에 분명하다. 물론 관구(關

口)씨 처럼 연구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약탈과 불구화의 과정은 이상과 같이 진행되었던 점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은 아직도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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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라는 이름하에 진행중이다.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
럼 원적지를 상실한 물건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연구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위하는 원론적인 문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도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아야할 문제가 있다. 하나

는 수집의 과정에서 발생한 탈맥락화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원적지로 환원시킴에 따르는
재맥락화의 문제다. 먼저 탈맥락화는 지배권력의 동원된 행정력 의해서 조직적으로 조사 및
연구의 명목으로 약탈되었다. 많은 문화재들이 ‘·보존령”이라는 합법을 가장하여 원적지로부터
강제이주당하는 운명을 겪은 것이다. 식민지배층을 구성했던 일본인 개인들이 그 수법을 배워
서， 연구나 조사의 합법적 수단이 아니라 매매라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식민지 문화재의

불구화에 일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물론 피지배자들을 금전 등으로 매수했었을 것은 명약
관화한 사실이다.
식민지배 세력의 문화파괴를 지향하는 관민합동 작전에 대한 문화적 저항의 뭇이 조선인들

에 의해서 시도된 바도 있다. 즉 일본인 중심의 수집행위에 대한 경쟁자로서 조선인들이 등장
하였고， 그들의 행위는 민족주의적인 명분으로 뒷받침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후일 간송미
술관(潤松美術館 : 서울 성북동 소재)으로 자리를 잡은 전형펼(全瑩弼) 씨의 경우가 호례다.

문제는 문화적인 차원의 지배세력과 저항세력 간의 경쟁적인 문화재 수집 노력은 궁극적으호
원적지의 문화재들을 대량으호 탈맥락시키고 재맥락하는 과정을 연행한다는 점이다. 한쪽은

의도성이 있는 탈맥락과 재맥락의 연행이고， 다른 한쪽은 그러한 의도성에 대한 저항의 의미
가 담긴 연행일 뿐이지， 결과는 마찬가지의 문화과정을 생산하는 셈이다. 원죄는 문화파괴의

의도성을 지년 식민지배자들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지배자들이 골동수집가로서 자리를 잡는 과정은 피지배층인 조선인들에게도 잘 교육되어서，
피지배층의 앨리트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재를 불구화하는 과정도 발생하였다. 스스로 자신

의 몸을 찢어발기는 행위가 연출되는 것이 식민지배의 헤게모니에 의한 극치이다. 연구와 조
사의 명목으로 문화재를 원적지로부터 이송하는 것은 후일 국립박물관에서 전개한 사업에서도
관찰된다. 전시와 진열을 위해서 원적지로부터 이탈된 문화재의 의미가 어떤 재의미화의 과정

을 거치는 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골동품 수집이라는 현상이 일반에게 보변화되면서 문화재의 재맥락화는 새로운 양상을 맞는

다. 원적지로 반환한다는 것은 제이 단계의 약탈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문화재
의 보존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입론된다. 수집되었던 물건들이 일차적으로 총독부박
물관에 판매 빛 기증되었지만， 후일 다시 군정청이 접수한 과정을 보면， 골동품 수집가들은 문

화재들을 선별적으호 취급했던 것 같다. 일부의 지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귀중한 물건들
은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매매， 기증， 압수， 반출 등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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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으로 피신된 문화재들은 아직도 원적지로 반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관한 정돈된 표상은 도덕적 정치적 질서도 나타낸다. 표상 실천의 비판적 분석의

목적은 독자들을 위해 텍스트를 정교화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텍스트의 구성과 텍스
트가 갖고 있는 이념적 추진력의 조건과 방법을 보여주자는데 있다. 케네스 버케의 표현을 빌
리면， 표상에는 신뢰할 수 있는 (pious) 것과 신뢰할 수 없는 (impious) 것이 있다. 후자는 자기

투영적일 (self-reflective) 뿐만 아니라 전복적 (subversive) 이기도 하다"(Brown

1993:658).

나아

가서 ”문화적 표상은 궁극적으로 이념적 정통성으로 전환“ (Brown 1993:661)되기 때문에， 박물
관을 통한 식민지 지배를 겨냥한 문화적 표상이 식민지배자들의 이념적 정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식민지적 지배양식에서 문화적 표상의 텍스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상당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지배를 겨냥한 왜곡된 문화적 표상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표상의 의도는 피지배문화의 전복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며， 전시와 연구를 통한 표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역으로 문화적 지배의도를 보여줄 수 있다.

4.

민족과 국가의 문화정치학 : 문화의 재맥락화(11)

문화의 재맥락화는 식민주의적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동력을 기초로 하는 민
족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 민족주의와 박물관의 관계에는 역설이 있다.

민족이란 스스로 실재이기를 바라지마눈 사실상 만들어진 것인 반면에， 역사와 과학박물관들
은 표상의 정치속에 내재하는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재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찬양하는 것으

로 정의한다. 박물관은 끓어오르는 민족정체성의 모형을 보여주는 작은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의 경계내에 공존하고 있는 여러 문화들의 분명한 증거들을 표현하는 목적
을 생각하게 되면， 박물관은 모순속에서 전시하게 되고 박물관 종사원들도 모순 속에서 분규

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국가에서 박물관은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릴 각
오가 되어야만 한다 .. (Schildkrout

1995: 65).

식민지적 지배의 청산과 동의어인 ”완전한 해방이란 것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표

상의 새로운 형태를 요구한다“(Brown

1993 :658).

따라서 표상이 기초하고 있는 식민지적 텍스

트가 민족주의를 실천하자는 노력과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표상 속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승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것은 일

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후 추진되어왔던 문화민족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
리는 박물관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그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작업이 본고를 작성하는 기본

적인 입장의 하나다.
문화를 기초로 하는 민족주의적인 운동은 19셰기 전반에 북유럽에서 유행하였다. 서유럽의

180

정치적 경제적 지배와 권력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민속학과 고고학 및 그러한 학문을 기반으
로 한 박물관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던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역

사적

유물의

다 "(Prosler

수집은 민족주의적

1996: 33) .

민속주의 (nationalistic folklorism) 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었

이러한 점을 보면， 식민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한

국에서의 민족주의적 박물관의 출현과 과정은 세계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온 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러한 경향은 민족주의 운동에서 일반화되어가

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적 인 의미에서

(R oyal

최초의

한국의 박물관은 1908년 고종에

Yi Household Museum) “ (Lee

의해서 셰워진 황실박물관

1986 :30)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1915년 조선총독

부박물관보다도 먼저 세워진 그리고 1910년 강점의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가 되기 전에 세워쳤
음을 의식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가 표시된 숫자상으로 보면. 1908년의 황
실박물관은 1910년 강점 이전일 뿐만 아니라 1915년의 조선총독부박물관 보다도 앞선다. 그러

나 1905년에 이미 일제의 한극통감부( 韓國統藍府) 가 설치되어서 조선왕조의 외교권과 군사권
이 모두 일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었고， 이미 경제적인 상황은 거의 모두 일본상인 계급

들에 의해서 지배되어버린 시기였음을 상기해보면. 1908년의 황실박물관이라는 것도 모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추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시에 통감부는
가장 직접적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대한제국 황제

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였음도 기억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근대적인 의미에서 한국에 세워
진 최초의 박물관은 그것이 황실박물관 0908년 설립)이었던지 또는 조선총독부박물관 (1915년
설립)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식민주의적 지배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패전일본의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이 폐쇄된 후 박물관의 연구원으로 있었던 유광(有
光)에게는 “조선의 정치에 간여도 말고 흥미도 갖지 말고， 단지 조선인 연구자에게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방법을 실지에 임해서 지도하도록 하는 두가지의 요구사항이 미군 K대위에 의해

서 지시되었고"( 有光敎-

1997: 206-207).

그로 인하여 유광( 有-]t) 는 패전후에도 당분간 불귀

환명령(不歸還命令)이 떨어졌다. 새로 부임해온 한국인 관장(金載元)은 새로운 박물관의 개관
준비를 위하여 유광의 도움이 필요했다. “해방일전 우리 학자로서 발굴조사의 기회를 얻은 자

는 희소하였다. 우리들은 채굴방법의 습득과 연구자료의 수접목적으로 일인 유광교일(有光敎
- )를 유임시켜 경주읍 로서리에 있는 일고분( 一古慣)을 발굴할 예정 이었다. 검관장 책 임하에
일인 유광씨의 지도를 받어 관원 서갑록은 기록 엄천은 제도 이건중은 사진 현장감독은 서 등

각각 분담하였다"(館챔

1:5).

“평양박물관은 그 지방의 유력자이며 호고가인 황오( 黃뺏 ) 씨가

관장으로 취임하고 종래 일인관장 소천현부( IJ 、없顯夫) 와 직원 소야충명(小野忠明) 양인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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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간 유치하여서 박물관의 모든 사무인계를 무사히 완료하며 개관하였다"(館報

2:9).

소련군

이 진주했던 북과 미군이 진주했던 남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남쪽의 국립박물관에서는

형양의 그러한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후일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다.

30년 동안 총독부박물관에서는 조선인 전문가를 단 한명도 길러놓지 않았다. 단지 열쇠를
보관하는 사무직에만 조선인을 고용하였을 뿐이었다. 조선문화에 관한 연구와 전시를 담당한
박물관의 경영과 전문적인 업무 과정에 조선인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연구자와 연구대상물의 상호소외에 의한 지식창조 과정과 그 결과의 독점에 의한 지배를
의도했던 것이다. 총독부 시대에 식민지 출신의 학자를 전혀 양성하지 않았던 점이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에서는 일본인 전문가를 억류하여 사무인계 및 발굴연구의 지

식을 습득할 수 밖에 없었다. 식민주의적 박물관이 토착학자를 양성하지 않은 것은 토착문화
의 연구에서 토착인을 배제하려는 의도엄에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토착문화는 일종의 판옵티
콘의 모습으로 만틀어지면서 해석상의 식민주의적 왜옥(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은 외
부에서 감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총독부 박물관의 관보는 “博物館報”의 명칭을 갖고 있고， 해방후 국립박물관의 관보는 “館
報펙 명칭을 갖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발행자는 최초에는 조선총독부였고 제 1호와
제 2호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하였고， 제 3호와 제 4호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발행한 차이가 있으

나 관보의 명칭은 최초의 것을 지속시켰음) , 후자의 발행자는 국렵박물관이었다. 총독부에서는

“博物館報”라는 명칭 속에서 관할 부서명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독립기관인 국립박물
관에서는 ‘·館報”라는 명칭으로 발행자 빛 발행의 최종책임이 국립박물관에 있음을 보여주는

차이가 있다. 총독부는 박물관을 직속 경영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례， 이것은 총독부의 문화
정책을 박물관이라는 하부조직의 연구와 조사라는 기능을 통하여 직접전달하려는 의도의 표현
이라고 생각된다.

미군정에서도 박물관을 경영하는 방식이 지배자의 자세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맥아더
사령부 문화부 연구원 체뻔 (Miss

Helen

Chapin) 이 조선미술 연구차 내선하여 문교부의 지시

로 당분간 본관에서 연구키로 하였고， ... (1946년) 8월 28 일 하등의 지시없이 정오부터 건춘문

(建春門)에 순사를 배치하고 일반관람자의 입장을 금지하였(음으로) , 문교부와 수도경찰청에
건춘문 경비와 관람자 입장금지에 대하여 조회하였던 바 군 당국명령으로 경복궁내 미군 숙사

건축 시작함으로 경비한다는 것인데， 경비기간은 예측할 수 없다 한다 ... (따라서) 당분간 임시
휴관키로 결정"(館報

1:4).

“경복궁후원에 미군숙사공사로 경비상 임시폐관하게된지 이미 구개

월이 경과... 0947년) 6월 6 일을 기하여 개관하기로"(館報

2:6)

하였다. “러-취 군정장관 서거

0947년 9월 11 일)에 대하여 9월 12 일에 (박물관에서는) 조사(렴辦) (를) 제출“(館報 3:3) 하였
다. 총독부의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하였던 박물관은 해방정국에서는 미군정의 사소한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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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입에 의해서 직접적인 통솔을 받았다.
‘·수정전서역수집품납고(修政願西域免集品納庫

맥아더사령부에서

러-취장관에게

통첩이

있었고 그 명령에 따라서 당분간 진열보다도 보관을 주로 하는 견지에서 진열본관창고에 격납
하기로 하였다...서역수집품을 거든 뒤에 여기에 석기시대급금석병용시대의 유물을 전문으로
진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館報

3:6).

“당분간”이 5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서역수집품

은 지금도 창고에 격납되어 있다. 군정의 계획은 아직도 충실하게 실천중인 것이다. 그 자리에

는 일제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무산되었던 선사시대의 유물들을 진열함으로서 한반도의 역사를
선사시대에 까지 진열함으로서 민족사의 갚이를 보여주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미군정의 의도
와 민족주의 사관이 잘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진 작품이 국립박물관에서 재현 빛 표상되었다라

고말할수있다.
미군정 당시의 국립박물관은 그 명칭에서 “국렵(國立)"이라는 표현을 달고 있는데， 그때 국
립의 “국(國)"은 어느나라를 가르키는가

?

아직 대한민국은 개국하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의

군부에서 운영하는 군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하에서 “국렵”이란 사실상 지극히 모호한 표현일
수 밖에 없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미군정하에서 아직 하나의 국가로 독립하

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국럽의 의미는 무엇인가

?

명청은 국렵을 달고 있지만， 표현상 모

호한 것이 당시의 국립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중요한 결정과 사건에 대한 입장정리는 모두 군
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박물관으로서도 객관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과도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명칭이라는 정도로 논
의를 종결지을 수 밖에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용상으로 표현한다면， 총독부박물관이 종식되
면서， 그 박물관은 미군정박물관이 되었고. 1948년의 정부수립 이후 국립박물관이 된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따라서 1945년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사이의 ·‘국립박물관”에 대한 성격규정에 대해

서는 미군정측의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에 후고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나라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국립”이라는 명청이 사용된 것은 이미 독립국을 예정하고 있었음에 대해
셔는 추호의 의심도 없으며， 박물관의 역할과 행동이 중대한 정치적 향방을 적극적인 표현으

로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대한 평가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건국을 향한 박물관과
그 주역(검재원 초대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건국공로에 관련된 훈장을 수

여함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물관은 정치적인 장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
는것이다.
“본 박물관은 왜정 시정 오주년 기념물산 공진회(像政施政五周年記念物盧共進會)의 미술관
으로 구경복궁춘방지에 신축한 연와조이층 일동과 구경복궁의 궁전 일부를 이용하여 동년 섭
이월에 개설하고~ ... 그후 삼십여년간 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일본인이 그 본국서 감히 손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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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규모의 고분발굴을 남선 서션등 기타 조선고문화의 중심지에서 수행하고... , 군국주의적
식민정책에 있어서 문화사업의 하나언 박물관 시설과 운영에는 무리한 점이 많고… 왜색을 일
소하고 면목을 일신한 준비하에 진열관재개 ..... ( 館報

1:1).

당시 박물관을 중심으로 일제의 청

산작업은 상당한 정도로 시도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개성분

관에서는 “ 1 945년 8월 17 일 관내의 일제잔재정리제거"( 館報 1 : 1 2 ) 에 관한 일련의 행동이 있었
고， 그 행동은 하나의 분명한 언술로 “개성분관 최희순( 崔熙淳 : 후일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

임했던 최순우( 崔淳雨) 임 . 필자주)에 의해서 ‘잔재문헌숙청( 殘怪文敵需淸)의 緊急|生’이라는
제목으로 관보에 투고가 있었으나， 관보의 성질상 할애한 것이다“( 館報

1:17).

박물관과 학문

그리고 정치성이 결함되는 부분에서 박물관이라는 조직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물론 이
것은 당시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 보여주는 한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이라는 것 은 정치성을 피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기도 하다.
“(국렵박물관의) 시설은 박물관 본관(연와조이층건물. 158평) . 신창고 (25!영) • 곤정전과 동회

랑 및 근정문 (963형) . 경회루(?평) . 사정전 및 동회랑 ( 279평) . 만춘전 ( 33명) . 천추전 ( 32명) . 사
무실(구자경전) 및 동회랑 ( 208팽)"( 館報 1: 2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설 구성은 1915년 총독
부박물관이 출범할 때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당시보다도 신창고라는 것이 하
나 추가되어 있다. 대한제 국 왕조의 궁전을 총독부가 점령했던 건물구도를 미군정하의 국렵박
물관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국렵박물관으로부터 왕조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군정의 정

치적 의지의 발로를 표현한 것이다. 최소한도 미군정은 식민지배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박물관의 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식민주의의 일본지배가 제국주
의의 미국지배로 이어지는 모습이 국립박물관의 건물승계에서 나타난 셈이다. 박물관의 소속

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그만큼 박물관은 정치적인 상정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왜색을 일소한다”고 했지만， 국립박물관은 구성원(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과 행정 지위상(계( 係)에서 독립기관으후)의 변화를 주로 하고 있고， 전시의 내용과 건물과
위치에 있어서는 총독부박물관을 거의 그대로 송계하고 있다.
총독부박물관이 조선문화 중에서도 미술， 그 중에서도 공예미술에 중점을 두고 박물관을 경

영한다고 했음을 상기할 때， 국립박물관이 “ 역사미술”에 강조점을 둠으호서 미술이라는 부분
을 박물관 경영의 중심에서 승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총독부박물관이 중점을 두
었던 “미술” 이외에 “ 역사”를 첨부한 것은 신생독립국의 정치적인 화급성에서 민족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박물관이 그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그 결과에 생성된 국립박물관의 정체성이
“역사미술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립박물관의 “미술”은 총독부박물관에서 강조하려
고 했던 “ 미술”이라는 면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그대
로 승계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두가지 입장의 구분에 관해서는 질적인 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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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총독부박물관을 완전하게 청산한 뒤에 국립박물관이 출벙하지 않고，
후자가 전자를 “접수”하면서 필연적으후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국립박물관은 총
독부박물관을 눈에 보이는 변에서 승계한 것은 분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면에서 얼마
나 승계하고 있는가(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1949년 5월 7 일 국립박물관에서는 제 1 회 미술강좌를 개최하였다. 박물관이 미술분야를 강조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학도에 대하여 관계지식을 보급함으
로써 계몽에 주력함이 중대한 과제였다. 교육적 관점에 착안하여 그 최초의 기획으로서 대중
적 이며 보편적 인 미술강좌를 매주토요일 오후에 개최하였다. 5월과 6월에 걸쳐서 6회의 강좌
내용은 ‘조선의 탑파’ (황수영) . ‘미국기행’(검원용) . ‘불상이야기’(민천식) .. 동양화의 상식’(김용
준) . ‘ 이조목공예에 대하여’(신응식) . ‘고려도자기에 관하여’(최희순)( 館報 7:5-6) 였다. 문화적인

차원의 민족주의적 운동이 박물관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쇄( 玉짧) 급 조약문， 본관소장귀중품 특별전람회 : 한일합병으호 더불어 강탈되었던 구
한국시대의 옥쇄 급 대외각국과의 조약문서 곱 합방조약문 등은 재일본 맥아더사령부에서 민

국정부에 반환되어 총무에 보관되었던 바 이를 널리 국민에게 전시하자는 당국의 방침을 계승
하여 그 의뢰를 받고 그의 관한 일체물품이 본관에 교부된 것은 1 월 19 일이었다. 이에 호응하
여 본관에서도 종래에 진열을 주저하든 귀금속 급 벽화 등을 특별전시하여 민족정신앙양에 일

조가 되기로 하였다. 그 외 국립국사관에서도 왜관도 등 한일관계사료를 다수출품하여 전후미
문의 호화로운 전람회였으며 이승만대통령을 위시로" ( 館報

7:1 1)

참가하였다. 특별전의 성격은

독립국임을 재천명하고 민족정기를 앙양하자는 민족주의 극치의 의도였다. 민족정체성의 확립

이라는 과제가 식민지로부터의 신생독렵국에서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
러한 작업을 박물관이 전담하는 역할을 한 사실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는 현재 고미숭을 중심으로 다수의 귀중한 발굴물과 그외 역사적 예술
품을 수집 ... (그러나) 진열하기에는 좁아서 박물관의 창고에 .... 역사적 참고품이 매장되어 있다”
(博物館鼎究

3(0) :7).

이상은 1930년 10월의 기록인데， 총독부박물관의 중심적 인 관심은 고미

술과 역사적 예술품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방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후일 국립박물관에
서도 그 궈l 적을 거의 그대로 계송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후 중앙아세아 발굴품들은 창고속으로 보관되고， 고고부와 미술부를 양대 축으로 박물관

을 운영해온 것이 민족주의적 박물관의 경영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총독부박물관에서 그렇
게도 중요시했던 공예미술품 분야는 그대로 잘 계송하고 있으면서， 중앙아세아 발굴품들을 창
고로 보관하는 전시의 논리는 독럽에 이어진 새로운 국가의 형성에 즈음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박물관으로부터 정통성과 전통정을 확보하려는 민족주의에서 발로된 것이다. 정치권력

185

들이 교체되면서， 박물관을 통해서 표상하고자 하는 컷의 기본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읽을
수있다.

1948년 4월에 발행된 관보 제 4호 편집후기에 실련 민천식 (博物藍)의 글에 의하면， ‘·박물관
은 확실히 그 사명이 두 개로 난울 수가 있다. 하나는 확실한 사료의 전시이고 하나는 그의

대한 연구이다 .. 이 양자는 후자에서 전자로 발전해가는 것이 당연하…다"(館報

4: 16).

당시 국

립박물관은 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역설하고 있다. 즉 역사박물관

이라는 점을 증언하는 대목이다. 국렵박물관 깨관 반세기를 돌아보며’의 특집은 ‘미술사분야’

와 ‘고고학분야’로 집약되었다(박물관신문 1995년 9월 1 일자. 289호). 1915년 총독부박물관으로
개관한 후. 80년이 지난 현재에도 국립박물관의 중점적인 관심은 미술사와 고고학(역사학적인)
으로 압축되었다. 그 틀은 총독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며，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
할수있다.
“용산의 총독관저를 박물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총독부에서 대두되었고， 그 실현을 볼 모양
이다. 1910년에 65만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어전으로서 세간에서는 이 건물을 아방궁이라고 불
러왔었는데， 육군이 가지고 있다가 총독부에 이관하였던 것이다"(博物館昭究

념과학관은 왜성대에 있는 구청사를 이용"(博物館鼎究

8(4) : 13) 했다는

4(9) :7).

“은사기

기록은 1935년의 것이

다. “국럽민족박물관 : 해방후 왜정시대 그너l 들의 시정기념관(왜성대구총독관저)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아직 없었던 민속박물관을 창립， 관장에는 사계의 권위 송석하(宋錫夏) 씨가 취임，

1945년 10월 이후 관내설비 진열 등 다대한 준비에 노력을 다하여 1946년 5월 성대한 개관식
을 거행하였다. 동관은 주로 민속품， 우리 민족의 생활사의 재료를 중심으로 진열하고 주변민

족의 민속품도 비교연구상 진열"(館報 1:14) 하였다. 총독관저를 민족박물관으로 만드는 상정전

환의 시화 일종의 표상이다. 민족이 총독을 대체동}는 고도의 정치적 효과가 있다. 민족주의
가 박물관을 중심으로 팽배했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을 기록한 곳이 역사를 중심으로

전시를 시도한 국렵박물관의 관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틀 하에서
국립박물관과 국렵민족박물관은 분명한 역할분담이 있었다. 전자는 역사와 미술， 후자는 민속
과 인류학이었다.

총독관저에서 은사기념과학관으로， 다음에는 그 건물이 국렵민족박물관이 된 것이다. 총독에
서 천황으로 다음에는 민족으로의 상정전환이 이루어진 과정이 박물관에서 연출되었다. 왜성
대의 박물관화 계획은 이미 총독부시대에 있었던 것으로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미루어져

왔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원래 왜성대의 자리에 총독부박물관을 이전할 생각도 있었던 모양이
다. 해방이라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송석하는 그러한 총독부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서

그 자리에 국렵민족박물관을 건렵한 것이다.
국렵박물관의 성격과 정체성 확럽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남선미군정하에 있어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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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술박물관을 종합 강화한 것이다"(館報

1:2).

국립박물관의 성격을 역사미술 중심으로 만든

다는 의지의 써앗이 처음에 심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 국렵박물관과 동일한 시
기에 준비 빛 개관되었던 송석하 중심의 국립민족박물관이 있었기 때문에， 역할분담이라는 연
즉 국립박물관에서는 역사와 미술분야를 중점적으로， 국립민족박물관에서는 인류학을 중점적
으로 경영한다는 면에서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었다는 판단이 된다. 그러나 1950년의 한국전쟁
의 전시상황을 이유로 하여 국립민족박물관이 국립박물관에 흡수된 이래 국립박물관은 극럽민

족박물관으로부터 유래된 인류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립민족박
물관의 내용을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만름 국립박물관은 역사미술중심의 박물관
으로 출발하여 그 방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였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국립박물관에서의 고고학적 연구와 전시 그리고 연구자의 훈련과정은 사실상 역사적
인 연구를 위한 방편의 일환이었다는 명가가 가능하고， 한국에서 고고학의 연구경향을 조종하

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후일 등장하는 한국고고학의 주류 경향도 역사학이 요구
하는 방향의 엽적 생산에 주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오리엔테이션의 생산물은 정치
적인 요구에서 정당화된 민족주의적인 경향과도 일치하였다. 결국 한국의 국렵박물관은 민족
주의적 사학과 민족주의적 정책의 결합이 만들어낸 산물인 셈이고， 신생독립국인 한국에서의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박물관들은 대체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성격을 갖출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경향은 지금도 강하게 진행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5 )

환언하면， 신생독립국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상황에서 문화상대
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인류학적인 사고의 정립은 사치품으로 간주되었었을 것임에 당연하였
다. 해방과 전쟁 사이에 잠시 존재했던 인류학박물관도 사실상 그 명칭이 국립민족박물관이었

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박물관의 영문명칭이

Museum of

Anthropology 이었음은 당시

정치적 지배권력이 미군정이었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그 명청은 미군정의 보호를 받았던

5) (5)

한국 박물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문화체육부

1995

참조). 박물관을 통록박물관， 국립박물관， 대학박물

관으호 구분하였다. 등록박물관이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설렵한 공.사렵박물관을 말한다. 박물관 빛
미술관 진흥법(1991년 11월 30일 법률제 4410호)에 의하면.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의 구분이 있
다. 국렵박물관에는 국렵국악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렵공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
민속박물관，국렵부여박물관.국렵서울과학관.국렵전주박물관，국럽중앙과학관，국립중앙박물관，국렵진주박
물관.국립청주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궁중유물전시관，산렴박물관，외교박물관，우정박물관. 이충무공유물
전시관， 진주산림박물관， 철도박물관. 체신기념관， 해양유물전시관이 있다. 대학박물관은

817>> .

그중에서 대부

분은 고고， 미술， 민속품들이고， 대학의 특성화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 이 있다. 예를 틀면， 사관학교의 군사관
계， 여자대학의 여속관계， 기독교대학의 기독교관계 자료. 수산대학의 수산관계 등의 특성들이 약간은 있다.

등록박물관은 74개， 상당수가 전문분야의 특수성을 살리고 있다. 규모가 작은 사설박물관인 경우들은 어느

한 특정 종목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주로 개인들이 수집한 소장자료를 기초로 한 박물관틀이
기 때문에， 특정종목에 한정할 수 밖에 없다. 출판， 농업， 석탄. 무속， 의상， 김치， 가구. 디자인， 도자기‘ 배，
교육 등의 종목들로 분류될 수 있다. 등록박물관 중에서도 종합박물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 성렵한 공립박물관들이고， 사립박물관들은 대체로 특수성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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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군정이 종식되고 독립국 선언 후 그리고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인류학박물관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역사와 미술의 개념으호 무장한 한국의 국립박
물관 체계는 아직도 인류학을 풀어줄 생각을 않는다. 한국의 국립박물관 체제에서는 아직도

1950년의 전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일본인 수집가들의 수집품들은 미군정 당시에 “敵塵美術品接受”라는 이름하에 경주박물관에
이관되었다(館報

1:9).

개인들의 약탈에 의해서 개인 자산을 구성했던 문화재와 미술품들에게

는 “적산( 짧鐘 )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의 것’이었
던 문화가 적에 의해서 일단 약탈당한 다음에는 ‘적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과정에 대
해셔 문화약탈과 문화불구화 과정에 개업되는 인식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나’를 ‘적’으로 간주

하는 혼동상태를 초래함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생산하게 된다는 점이다. 탈
맥락에 의한 문화 불구화 (cultural mutilization) 의 끝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생산하는 과
정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적인 문화 재맥락화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민족주의적 운동은 19세기 후반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대중운동으로 전환

이었다. 대중을 위한 학교의 출현과 대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축제의 과정 속에서 박
물관과 전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Prosler

1996: 34).

박물관은 더 이상 소수의 귀족

계급이나 식민지정부나 돈 많은 상인계급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대중주의적 박물관이 출
현한 것인다. 이렇게 본다면 ， 한국에서의 경힘t은 이제 대중주의적 박물관의 출현이 예고되고
있고， 사실상 그러한 조짐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검치박물관이나 회사의 박물관

그리고 자치단체의 박물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또 목하 생겨날 준비를 하고 있
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주의적 박물관이 선행의 민족주의적 박물관에 대한 반성의 기회없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중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극단의 자민족중심주

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에서는 대중주의적 박물관의 모형으로서 채택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에
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현상 속에서 정통성의 경쟁이라는 문제가 생존의 차원에서
주어져 있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제 삼의 문제로서 아직도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또는 균형잡히지 못한 과거의 식민지배 관계의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대중화된 자민족중심주의는 문화의 정체성 구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민족분단

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과거의 식민지 피지배 관계에서 형성된 컴플렉스의 극
복이 è}는 차원의 역작용이 미래로의 움직임에 걸렴돌로 작동하고 있다.
세계의 박물관들은 일반적으로 세계주의적 박물관의 모습으후 움직이는 세계적 질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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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은 세계주의적 박물관의 문전에서 해결해야할 또
다른 정치적 아포리즘 속에 갇혀 있는 셈이다. 대중화된 자민족중심주의의 확산이라는 틀도

하나의 정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지배와 헤게모니의 틀 속에서 작동한다. 세계정
치의 흐름 속에서 특수한 예외적 이단으로 홀로 남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그것
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지는 의문이지만) 대중화된 자민족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한반
도에서 세계화의 흐름과 그러한 실천장으로서의 세계주의적 박물관의 등장은 상당한 시련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세계화와 미래화의 박물관 문화학 : 문화의 원맥락화

19세기 까지가 식민주의적인 박물관이 유행하였다고 한다면. 20세기에는 민족주의적인 박물
관이 과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였다. 문화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 두가지다 문화

의 재맥락화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들이 지배와 권력 그리고
헤게모니의

문제를

(genuine. Edward

둘러싸고

박물관에

투영되었던

시대였다.

그

과정에서

문화의

진짜

Sapir의 용어) 모습은 가리워지기도 했다. 재맥락화의 과정을 통해 문화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장되고 유리창 속에 갇혀버렸다. 갇혀있는 문화들은 침묵하는
대가로 엄청난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21세기의 박물관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돌입하고 있는 21세기의 삶은 세계화와
미래화라는 키 -워드(이러한 키-워드들은 상당부분 희망적인 바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도 사

실이다)에 의해서 조타되고 있는 것 같다. “세계적인 상호의존과 세계적 인식의 방향으로 움
직이는 실질적인 형태로서의 세계화"(Rober않on 1990 : 22) 를 말하며. 서구화나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문화변동의 형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지향적인 움직임으로서의 미래화를 말한다.
박물관은 이러한 키 워드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21세기의 삶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와 실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콧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침묵핸 물건들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건들이 제대로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
기 위해서는 원래의 고향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나
는 이 과정을 문화의 원맥락화라고 정의한다. 문화과정의 흐름에서 본다면， 원맥락화는 일종의

재맥락화라고 말할 수도 있다. 원맥락화는 특수한 형태의 재맥락화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
가 화석화되지 않은 한， 문화과정은 끊임없는 재맥락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바람직한 현상들이 박물관과 그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지성인들에 의해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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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른바 문화재 빛 골동품들을 원적지로 반환<repatriation) 한다는 문제다. “ 1989년 미
국 의회는

The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lndian Act. Public Law

101-85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연사박물관의 인디언 유골들과 관련된 매장유물들을 원주민
들에 게

돌려 주게

되 었고， 또 다른 법 안은

Repatriation Act. Public Law

The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101-601 이 1990년에 통과되어서 문화전송물들과 성물들을 원주

민들에게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 (Talbot

1995 :5-6).

문화재로 간주되어 박물관에 갇혀있었던 물

건들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반환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찬반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물건들이 원래 있었던 상황에 대한 회고와 박물관이나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한 추적은 도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없게 한다. 거의 탈취하였던 물건들이 지금은 포장이

되어서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또는 박물관과 유사한 장소의 창고에 갇혀있는 상황도 도덕적언
가치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
반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적인 행위다. 탈취에 대한 반대급부의 행위일 것이다. 그러한

행위들의 연속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반환이라는 행위
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문화과정을 구성할 수 있고， 그러한 문화과정이 궁극적으
로는 문화와 전통의 재창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사실
박물관에 모여있는 물건들은 공간성과 시간성을 모두 상실한 채 포로의 신세가 되어있다고 평

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그 물건들에 대해서 공간성과 시간성을 부여하려는 노력 즉 그
물건이 포함되어 있었던 맥락속에 그 물건을 접어넣어 주려는 노력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마치 원래의 장소와 시간에서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이 인간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역의 과정이 가능한 것이다.
반환이라는 행위가 박물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인식때문
에，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유사기관에서는 반환이라는 행위를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경향이 강

하다
그러한 생각은 반환이라는 것을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반환이
라는 행위는 문화과정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박물관에 의해서

수접되고 전시되었던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물건과 박물관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문화과정은 진행되고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보관하였

던 박물관도 정도에 따라서 물건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물건이 어느
장소에 있는 지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어떤 어린이가 생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양부모에 의해서
오랜동안 육아되었다고 생각하면， 생부모가 그 어린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친자권 못지 않게

양부모도 그 어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다.
반환이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반환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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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고유성 (authenticity) 또는 본래의 의미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물들이 박물관으로부터 원적지로) 다시 되돌려졌을 때는 박물관이 간섭할 권리의

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적지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해야핸 것이

기도 하다 ....반환이라는 것은 지식의 교환을 발전시키고 상호 존경심을 양성함으로서 박물관과
문화센터， 그리고 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반환과 교환은 집단과 박물관과
같은 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성립하게 하고 강화핸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 관계들을 단절하
는 것이 아니다"(Bonshek

1995: 272-274).

문화재의 고유성은 최초에 그 물건이 탈맥락될 그 시

점에서 이미 변질되어 버렸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의 의미는 박물관에서 재맥락

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반환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고유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다만， 이 시
점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있다면. 반환이라는 행위와 그 행위에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이 문화의 원맥락화라는 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고유성
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문화의 재창조라는 차원에서 반환이라는 행위가 겸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갇혀있었던 문화재들이 원적지인 고향으로 되돌려지는 사건들은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것 같다. 개인 수집가들은 비교적 열심히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박물관이라는 기관들
은 원맥락화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_._--_.-

개인 수장가들의 문화재 기증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해석은 대단허 정치적인 차원에
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박병래(朴秉來)박사의 이조자기에 대한 차원 높은 안목과 갚은
사랑은 이미 1930년대로부터 세상에 알려졌었다. 그 무렵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조자기의
아름다움을 올바로 알고 또 그것을 아껴 가꾸는 감상가나 수장가의 수는 매우 드물었다. 오히

려 한걸음 앞서셔 야조자기의 아름다움에 눈을 픈 불청객 일본인들이 이조자기수집에 판을 치

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나라 안보다도 오히려 일본에 허다한 이조자기의 명품들이 몰려있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말하자연 박병래박사는 그들 일본인 애도가들이 설치는 속에서 정신을
차라고 이조자기의 가작들을 추려내고 또 그것을 스스로 걷우어 간직함으로서 또다른 차원에
서 실질있는 문화적 항일에 기여한 분이었다"(최순우

1974: 1).

골동품. 수집이 문화적 항일로

해석되는 식민지적인 상황과 민족주의적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 1980년 12월에 수집문화재 헌납서를 제증한 고 이홍근 선생은 일찍부터 한국고미술에 대한
안목을 높임으로서 i영생동안 한국고미술품의 감상과 수집에 비할데 없는 정열을 쏟아왔으며，

장년기 이래로는 문화재의 국외반출 등 산일되어 가는 민족문화유산의 수접보존이 긴급하다는
판단 아래 그 수집에 막대한 재력을 투입하였다" ( 198 1. 1. 1. 박물관뉴우스) . “이원순( 李元淳)
옹은 해방직후인 1949년 미국에 있으면서 일본을 거쳐 미극으로 유출되었던 문화재가 미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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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념어갈 것을 우려하여 이들 문화재를 구입하였는데， 이후 30여년 동안 …은행에 보관
해두었다가， 79년부터 81 년까지 있었던 ‘한국미술 오천년전’의 미국순회전시를 계기로 이들 문
화재를 미국현지에서 기증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국내에서 수접한 21점의 문화재도 아울러 기

증하였다"( 1982.

3. 1.

박물관뉴우스) . “이양선박사 기증문화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특별전시되

었다"(박물관신문 1986년 9월 30 일자) . “김용두옹 수집 문화재 귀호t특별전， 재 일교포 김용두
선생이 일본에서 수접한 한극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음"(박물관신문 1994년 6월 1 일자) .
“일본인 의사 고와(古표) 연구가인 이우찌 이사오(井內功)씨가 ‘한일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한국의 것은 한국에 돌려주아여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해 11 월 5 일 기증한 우리나라의 옛 기

와와 벽돌류를 한자리에 모은 상절전시설이 마련 .... 해방후 한국을 60여차례나 드나들면서 각고
의 노력으로 이들 유물들을 수집"(박물관신문 1988년 3월 l 일자) . “하치우마 다타스(八馬理)씨

가 유물 383점을 기증， 이 유물들은 1920-30년대에 소장가의 선친 하치우마카네스(八馬薦介)씨
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소장가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보관해오다가 한일 양국의 친선을 위

해 아무런 조건없이 기증한 것이다"(박물관신문 1995년 10월 1 일자) .
“일본인 청산경시(춤山慶示) 선생이 가장해오던 8건의 돈황 유물을 중국 돈황연구원 원장에

게 건네 주었다. …그것들은 막고굴 장경동(藏經洞)에서 일세기 전에 유실되었던 것들이다. 외
국인으로서 이번에 제일 먼저 돈황문물을 중국으로 복귀시킨 사례다"(李江

1997).

돈황 문물은

그 자료의 귀중성과 희귀성에 의해서 후일 많은 복제품이 발생하였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고향으로 되돌려지는 것들 중에는 복제품일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의 원맥락화를
추진함에 따르는 엄밀한 검증의 과정이 펼수적이다.

“동물병원원장인 김연호씨가 .. .360점을 국립청주박물관에 기증하였다"(박물관신문 1991 년

3

월 1 일자) .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행위에 의해서 원적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영뚱한 곳

의 전시설에 갇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증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원적지에 대한 파악과 원
적지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흩어졌던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

이면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본래의 문화 재복원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 7t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이나 …아테네의 국립고고학 박물관에서도 비슷하게 ‘정작 좋은 유
물들은 다 없어지고 찌거기만 남았구나’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이 두나라의 국보급 문화

재들은 영뚱하게도 영국의 대영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에 대부분 소장돼 있다. …모두
약탈당했거나 팔려나간 문화재들이다. …최근 익명의 일본기업인 한 사람이 학술적 예술적 가
치가 높은 한국문화재 377점을 우리 정부에 기증해왔다는 소식 이 전해졌다"(高光植

1994:3).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문화재는 6만 4천여점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에 있는 것만도
그 반에 가까운 2만 9천여점이나 된다"(高光植

1995 :3).

이러한 현상은 가히 세계적인 추세다.

강제이주와 약탈에 의한 문화적 불균형의 모습은 현재 세계의 박물관들이 처한 가장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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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끌어안은 채로 세계화나 미래화를 논한다는 것
은 함께 잘 살À}는 것。l 아니라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만 계속해서 잘 살면 된다는 얘 71 일

뿐이다.
“전남장홍 보렴사( 寶林츄) 석탑내에서 발견된 물품일괄을 1934년 이래 보관중이든 바 동사
주지의 요구로 탑내에 원상대로 복구를 지시하고. 1946년 8월 26 일 전부반환"( 館報 1 : 7) 하였던
사실은 원적지로부터 이탈된 문화재의 재맥락화를 시도한 사례다. 최곤에는 “광주 춘궁리 철

조석가여래좌상을 원적지로 이전， 이 철불은 1911 년 국렵박물관에 수장된 이후 1959년에 보물
제 332호로 지정되었으며 . 1985년에는 현재의 옛 조선총독부 건물 2층 불교조각실에 옮겨져 전
시되어 왔다. 높이가 281 센티， 무게는 6.2톤의 거대한 철불상으로서 10세기의 대표적인 작품이

다"(박물관신문 1996년 7월 1 일자). 희귀하게 이루어진 원적지로의 반환과 원상복구 과정은 면
밀한 검토에 의해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불구화된 문화의 원
적지 복귀에 의한 원맥락화라는 과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법

적인 절차와 보장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
토와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박물관이란 문화 탈맥락화의 주역이자 창고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중심의 유물집중은 궁극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
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지방의 유물을 서울로 집중시킴으로 발생하는 지방 문화재의 박탈 빛

불구화 현상이 발생한다.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서 귀결되는 문화민족주의는 지방문화 파괴의
불균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는 가능한 한 원적지로 돌려줌으로서， 그 문화
의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맥락을 조성하고， 해당 지방문화의 맥락속에서 재해
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의 원천적 인 모순은 전시품들을 통해서 표상하려는 것과 실

제로 전시품에 의해서 표상되는 것 사이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립박물관 특히 중앙집권
화된 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중앙” 이라는 권력을 행사하여 “ 지방”의 유물과 심지어는 유적

틀을 원적지로부터 강제 이주시킴에 의해서 박물관을 통한 중앙의 헤게모니가 표상되된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문화는 탈맥락을 통한 불구화의 운명에 처하고， 동시에 중앙의 한자리에
모인 지방의 문화들은 서로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로수용소”의 생활을 하게 마련이

다. 지방의 문화는 중앙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박물관은 중앙과 지방이라는 사회적 위계성
을 통한 문화의 계급화와 중앙의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으면서 자체적인 에너지의 확보를 바탕으로 하여 일종의 헤게모니 체
계의 확대재생산에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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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들은 전지구적인 정치적 문화적 과정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지역적이고 특수한 민족주
의적인

정치의

1995: 29).

경험들로부터

분출하는

상상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 들이다"(Hamlish

햄리쉬의 견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한 지방의 독특한 문화적 정치적으로 축적된 경험들은 그 지방에서 현현될 수 있는 상
상공동체로서의 박물관에 자양분을 제공해야하고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립박물관은 지역박물관들을 조정하는 (coordinating) 역할을 해야 한다"(Adedze

1995: 63>'

간섭하고 통제하고 군렴하는 역할이 아니라 개별 지방박물관들의 특성 발휘를 도우고 지방간
의 연계를 중재하고 전체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다. 신라의 문화를 배우고 보기 위해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방문하도록 해
서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과 박물관이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를 통한 역사적
배움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백여년 전에 강화도 외규장각의 문서틀을 탈취해갔던 불란서인들이 이제 와서 그 문서틀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강변의 이유중에는 한국측의 보존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 당지에서 잘 보존되고 있었던 것을 강탈해갔던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
구의 말도 없이 ， 책임사서가 사직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짱을 놓으면서 원맥락화를 거부하는 것
은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다. 만약에 당지로 문서들을 돌려준 이후에 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생
각되면， 그 문서들이 원맥락화된 이후에 당지에서 보존이 완벽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
해야할 책임은 어디에 있겠는가.
큰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문화의 원맥락화는 추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를 수 있는 문제들은

후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션조와 선배들이 저지른 문화 탈맥락화의 강탈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속죄 방식은 문화의 원맥락화일 수 밖에 없다. 21세기에 박물관과 관
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감당해야할 책임이 여기에 있다. 물론 그에 수반되는 한계의 문제도 있

다. 원적지로 반환하려고 해도 원적지가 불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원적지의 환경이 열악하
여 정말로 보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금의 문제가 수반되어 시간이 지연될 경

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보아야할 일이다. 분야별 전문가라는

집단들은 이렬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분명한 것은， 문화의 원맥락화라는 원
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화와 세계화의 박물관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전국에서 출토되는 매장문화재가 국고귀속절차를 거쳐 국립박물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문화재보호기관으로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李康承

1995: 6>'

문화재

보호의 방식에 있어서 탈맥락화된 상황에서의 보호와 재맥락화시킨 상태에서의 보호라는 구분
을 전제할 때 위의 진술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가능한대로 탈맥락화를 시키지 않고， 재맥락화
의 노력이 진전된 이후의 보호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의미를 더더욱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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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원맥락화를 위한 제반 환경조성은 분야별(법적， 기술적， 금전적 등)의 전문가집단들에 의해

서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 이미 부분적으로는 원적지에서 강제이탈 당한 유물을 원적지로 되

돌려줌으로서 불구화된 문화재의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식민주의
적

박물관에

의해서

탈맥락화되었던 문화재를 민족주의적

(de-decontextualization) 함으로서

박물관에서

“탈(脫)“ 탈맥락화

문화의 원 맥 락화 (proto-contextualization) 를 행 동으로 실천하

는 과정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데오로기
각축장이 되어버린 박물관은 문화 재맥락화의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있다. 그러한
과정의 중첩적인 역사 속에서 이데올로기 각축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문화의 7}짜화가 가장 우

려되는 부분이다. 문화의 원맥락화를 시도해야하는 이유가 가짜문화를 벗겨냄으로서 개별 문
화의 자율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문화적 자율성 (cultural autonomy) 이란 문화적 특유성 (specificity) 에 대한 권리와 문화내부
로부터 중개된 것이
다"(Todd

아니라 내부로부터 증언된 자신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

1990:4 & Ames 1994

참조) . 박물관의 전시위원회에 원주민의 관점을 도입함으로서

새로운 전시를 도모하는 것은 결코 “내부로부터 증언된 자신의 역사”의 수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중개된” 수준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문화적 자율성의 가능성을 실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미래의 박물관이 세계화 (globalization) 와 인본화 (humanization) 의 기치

를 걸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일 것이다.

6.

결어 : 새로운 박물관을 위하여

기술의 발전은 박물관의 고민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중을

위한 기술이 박물관과 결합하는 경우에， 박물관에서는 정보와 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대중과의
접촉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해
서 형성되는 넷트월은 다른 부문에서 진행되어오고 있는 세계화 추진에도 박물관의 역할이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이 담긴 두가지의 제안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언제까지 박물관은 물건에만 집착해야 핸가

?

박물관은 물건틀을 계속해서 침

묵의 상태로 가두어 두어야 하는가 ? 이 두가지 질문을 하나로 연결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박

물관의 존재의미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부딪칠 것으로 예견된다.
존재의 의미를 손상당하지

않고 문화적 자율성의 회복에 앞장 설 수 있는 새로운 박물관

(new museum) 은 어떤 방향에서 가능할 것인가 ? 약탈한 물건들， 그 물건을 박물관에 간수함
으로서 원적지의 문화가 불구화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물건들을 원적지로 돌려주어야 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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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에서는 지나치게 물(物)에 집착할 펼요가 없다. 물건의 고유성을 회복하는 것이 원맥락화
의 목적이 아니라 문화의 자율성 회복이 원맥락화의 목적이어야 한다.

물건에 집착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박물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물신주의에 맹신하는
콧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와 순서 그리고 방법을 찾아
서 물건에 집착하는 박물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간직하여 연구자들에게 공급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물(物)에서 정보호 비중을 옮겨야 하는 것이 새로운 박물관의 미래상일 수 있다. 하이텍
크와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박물관의 중심적인 역할은 정보에 관한 것으로 옮겨가야 할 운

명이다. 원맥락화의 진행과 함께 박물관은 물(物)이 빠진 자리를 정보로 메꾸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에서 博‘|‘靜a館(梅掉忠夫

1992:255 & 1993:409,

441)으로라는 제안은 미래의 박물관들이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할 과제이다. 전자화된 정보기술은 이 부분을 상당부분 메꾸어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박물관과 정보기술 그리고
뉴미디어 분야들의 적극적인 제휴가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세계화( globalization) 는 전인류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공통적인 문제
의 탱어리에 직면한다는 자각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지구공동체의 힘과 문화적 특
수성， 종족적 문화적 파편성과 동질성의 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통하여 그 스스로를 표현

하고 있다 "Wuibernau

1996 :130.

세계화에 내재되어 있는 자각과 긴장은 미래를 향한 벡터를

구성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세계화와 문화가 만나는 곳에서는 자각의 인식과 긴장의 행동이
함께 작용핸 힘의 균형이 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선택은 궁극적으로 사람
이 한다.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한다. 세계화 시대의 전지구적인 조직들은 과거의 조직들이 저
질렀던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ICOM 이 그러한 조직들중의 하나이
고， 유네스코가 그러한 조직들 중의 하나다. 그들이 민족적 경계와 지구적 경계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예를

들면，

민족적

정체성 (national

identity) 에

대해서

세계적

정체성 (global

identity) 을 실천함으로서 미래를 위해 자각한 세계화의 과제를 실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원적지 환원으로 문화를 표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필요하다. 19세기와 20세 기의 제
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셰기를 맞는 홀가분한 입장을 인류의 사업으로 전개하
는 것이 박물관에서 전개되어야할 임무다. 새로운 언류문화의 표상을 위해서.
사람만이 포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도 포로가 된다. 박물관 속에서 포로가 된 문화가
영원히 포로의 신분으후 남는 것은 소위 이성을 가진 문명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이 아니다.

포로가 되어 침묵하는 물건들을 고향으로 되돌려줌으로서 생명력을 찾게하고 문화적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문화의 재발명을 위한 초석이 된다. 곤미래에 박물관에 주어진 책
임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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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고는 1998년 발행된 〈韓國 A類學의 成果와 展望)(松l뱀힘t奎敎授停年紀念論觀l府委
員會 編， 集文堂 발행)이라는 책의

661-716

페이지에 수록되었던 것을 편집자의 요청으로 본

논문집에 재수록한 것이다. 원래 출판되었던 글에서 오자와 탈자들만을 보완하여 원문을 그대
로 재수록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본고의 일부는 1997년 10월 25 일
서 주최 한

Japan Foundation 이 東京에
‘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presenting Cultures in Museum’ 이 란 국제 심 포지 웅

에서 발표된 바가 있고， 1999년에는 日本의 國立民族學뺑物館에서 발행하는 〈國立民族學博物館

冊究報告) 24卷 2號 (PP. 247-299) 에 “韓國博物館史에 나타난 表象의 政治 A類學페란 제목으로
본고와 비슷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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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esenting Colonialism and Nationalism in the
Korean Museum

Chun , Kyung-soo'

The idea of a museum cannot be divorced from the context of Western imperialism and
colonial expansionism.

The Government-General Museum of Korea{ Chosen Sotokufu

Hakubutsukan) was established in 1915 on the site of the Korean Palace with the even the
name of the museum carrying overtly the meaning of domination over the people in the
colony. This was the colonialist museum, as 1 like to call it.
The nationalist museum by contrast eventually replaced the former in terms of the building
as well as organization with independ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museum incorporated the Museum of

Anthrop이ogy

in Seoul just before the Korean war

of 1950. In this sense, between the colonialist era and the war the museum was carrying the
content of anthropological ideas regarding other cultures.
Thus the museum has at least as often served colonialist as well as nationalist interests.
providing evidence for the antiquity, cultural merit, and political legitmacy for ruling the
people during colonial days as well as of a people and their government since independence.
In the 21th century , the key-word "globalism" could be the main issue in formulating our
museums in the world.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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