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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1. 과업개요

덕수궁(德壽宮)은 조선왕조의 정궁(正宮)이었던 경복궁(景福宮)과 창덕궁(昌德宮)에 비해 규모나 

상징성이 작았던 궁궐이다. 덕수궁은 원래 월산대군 사가였다가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의주에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임시 궁궐로‘정릉동 행궁(貞陵洞 行宮)’을 정하여 시어소(時御所)로 

사용하였다. 이후 선조는 1608년 석어당에서 승하하였고, 광해군은 즉조당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은 1611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정릉동 행궁을‘경운궁(慶運宮)’으로 명명(命名)하였다. 

1611년부터 1907년까지 경운궁이라 칭하다가 1907년 고종이 일제에 의해 황위에서 물러난 후 

현재까지 덕수궁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조선왕조 말엽에 지속된 국내외 정세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공사관에서 1년을 머문 뒤 돌아와 정무를 재개한 곳이 덕수궁이었다. 이곳에서 1897년 

고종이 조선(朝鮮)의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한다. 대외적으로는 

자주독립국임을 만방에 선언, 확인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력의 건재함을 온 백성에게 알려 흔들리는 

나라의 기틀을 다잡고자 한 것이다. 당시 덕수궁은 중층 중화전 영건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궁궐조성 사업이 진행되었다. 1904년에는 돌연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중건역사가 진행되어 궁궐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된다. 당시의 덕수궁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된 중심영역뿐만 아니라 선원전영역, 중명전영역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고종황제의 붕어 이후 일제에 의해 전각의 철거와 궁성의 축소가 차츰 진행되어 

중화전을 비롯한 중심영역과 중명전 등만이 남아있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선원전영역과 고종의 길 

복원이 차차 진행 중에 있다. 

황궁(皇宮)인 덕수궁은 조선 전통문화의 끝자락과 서구 근대문화가 시작되는 시기를 장식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황궁으로 사용한 시기는 약 10여년 밖에 되지 않지만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궁궐이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은 국가와 국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궁궐 내에 양관(洋館, 서양식 전각)을 신축하여 서구와 대등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서양식 도서관인 수옥헌(漱玉軒)을 비롯하여 정관헌(靜觀軒), 

구성헌(九成軒) 등 다양한 용도의 양관이 궁궐 내에 들어섰다. 돈덕전(惇德殿)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02년~1903년 사이에 서양식 연회장 용도로 지어지는데, 위치는 본래 해관(海關, 개항 후에 

창설된 관세행정기구로서 오늘날의 세관을 말한다. 한국총해관이 돈덕전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이 있던 자리에 들어섰다. 



Ⅰ. 서언

16

[사진 1-1] 돈덕전 부지 현황

돈덕전 대지는 동·서로는 영국대사관저와 미국대사관저가 인접해 있고 남·북으로는 덕수궁 

중심영역과 선원전영역이 이어지는 부분이다. 완공 초기에는 돈덕전이 궁역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석조전 완공 후 궁장을 변경하여 돈덕전이 궁역으로 포함되었다. 돈덕전은 황제국의 

주요 행사시 각종 연회가 이루어지는 핵심 장소였으며, 고종을 만나기 위한 대기장소 또는 황제가 

신료 및 외국 사신과 접견하는 장소, 국빈급 외국인 방문 시 숙소로 활용되며 대한제국의 

황실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을사늑약 체결과 고종의 폐위 이후 경운궁의 침체와 함께 돈덕전도 그 

위상이 줄어들었으나 고종의 승하 전까지 황실의 중요한 행사장소로 꾸준하게 사용되었다.

대한제국과 서방의 접점이었던 돈덕전은 순종의 창덕궁 이어 후 덕수궁 공원화와 함께 

훼철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부지는 공원으로 이용될 당시 아동유원지로 활용되다 현재는 

덕수궁관리소와 강당이 자리해 있다. 다행히도 돈덕전 부지는 지속적으로 덕수궁 궁역에 속하여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부지 자체의 훼손이 적어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모습을 온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덕수궁 돈덕전을 복원하는데 있어 기본이 될 방대한 사료를 조사 정리하고 돈덕전 

복원과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원계획은 원형고증을 통하여 제도적·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높이며, 지속적인 활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1. 과업목적

일제강점기에 훼철된 덕수궁 돈덕전의 복원을 위한 고증자료 조사연구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덕수궁 돈덕전 복원의 진정성 확보 및 돈덕전 활용계획 수립

1-2. 과업개요

• 용 역 명 :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 용역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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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업내용

• 덕수궁 돈덕전 관련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고증 연구

   - 돈덕전 건축구조 연구 및 복원계획도 작성

• 덕수궁 돈덕전 주변 옛 시설물, 식생 조사

• 덕수궁 돈덕전 복원정비 세부계획 수립

   - 복원정비 소요예산, 사업기간, 정비계획 등 구체적 수립

• 덕수궁 돈덕전 복원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

• 덕수궁 돈덕전 복원정비에 따른 관람 환경변화 분석 

   - 관람 동선, 방재, 주변 수목 및 지형 등의 분석

• 덕수궁 돈덕전 복원 후 사후관리 방안 제시

• 최종 보고서 발간

[도면 1-1] 돈덕전 위치 (경운궁중건배치도 + 덕수궁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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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참여자

2-1. 발주처

구  분 성  명

문화재청

• 청장 나선화

• 차장 박영근

• 문화재활용국장 김대현

• 궁능문화재과장 조운연

• 궁능문화재과 이정연

• 궁능문화재과 장승호

[표 1-1] 문화재청 관계자

2-2. 자문위원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급

자문위원

이태진 전 문화재위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정동 전 문화재위원, 우리근대건축연구소 소장,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안창모 문화재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서영희 문화재전문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최병하 문화재전문위원

[표 1-2] 용역 자문위원

2-3. 복원 조사연구 및 보고서 작성

분  야 성명 및 소속

용역수행기관 건축사사무소 강희재(대표 강성원), 류와 건축사사무소(대표 류종미)

용역책임자 강성원(공학박사, 건축사, 문화재보수기술자 제1207호, 문화재실측·설계술자 제1341호)

학술연구 이민아(서울대 국사학과, 돈덕전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

복원조사연구

류종미(류와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남기정(문화재실측·설계기능자 제4824호), 허겸(공학석사)

양기란(문화재실측·설계기능자 제7242호), 김은아, 김태현, 이윤선, 노희광

[표 1-3] 용역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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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3-1. 1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안 건

• 새로 발굴된 사료 보고 및 검토

   - 돈덕전 건축시기, 용도변화, 외관 및 내부 사진 등

• 덕수궁 내 석재유구 조사 결과 및 시굴계획

• 복원계획 평면, 입면, 모형 검토, 활용방안 검토

일 자 2016년 2월 2일 화요일, 14:00 ~ 15:30

장 소 덕수궁 회의실

참석자

자문위원 이태진, 김정동, 안창모, 서영희, 최병하

관리소 곽수철(덕수궁관리소장), 경복궁관리소장

문화재청 이정연, 장승호

연구수행기관 강성원, 류종미

[표 1-4] 1차 자문회의 개요

(가) 1차 자문회의 결과

• 석조전, 중명전, 돈덕전의 역할분담을 통해 대한제국 전체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 석조전 : 대한제국 근대화 의지, 중명전 : 을사늑약 체결장소

  - 돈덕전 : 대한제국의 개방, 국제화, 외빈 숙소 등

• 돈덕전은 순종황제의 즉위식 장소로 알려져 있으나, 순종의 즉위는 일제에 의해 강제된 역사로 

돈덕전 복원 시 이를 표방해서는 안됨 

  - 칭경(稱慶)예식(고종 즉위 40주년 대규모 행사)장소 등, 국제사회에 대한제국을 알리는 장소

(각국 특사초청) 등으로 사용했던 것을 강조 등

• 돈덕전 복원에 대한 고증자료가 절대 부족한 상태로 복원의 개념을 재건 등으로, 재정립하여 

원형 논란을 불식시키고 활용도를 재고 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대한제국 연구중심 장소(자료관), 서울 회의장소, 외빈숙소 등

(나) 향후계획

• 시굴조사 : 강당주변 및 관리소 동측 등 4개소(4월~5월)

• 1차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복원활용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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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1차 자문회의-1

  

[사진 1-3] 1차 자문회의-2

3-2. 2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안 건
• 시굴조사 결과 보고, 용어정립

• 구조계획, 평면 ․ 입면계획, 재료계획, 활용 ․ 정비계획 보고

일 자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14:00 ~ 16:00

장 소 덕수궁 회의실

참석자

자문위원 이태진, 김정동, 안창모, 서영희, 최병하

관리소 곽수철(덕수궁관리소장)

문화재청 조운연, 이정연, 장승호

연구수행기관 강성원, 류종미, 이민아

[표 1-5] 2차 자문회의 개요

(가) 2차 자문회의 결과

• 조사연구 용역은‘복원’을 전제로 진행하되 추후 실시설계 및 복원공사 시‘복원’,‘재건’ 

등의 적합한 용어 결정

• 돈덕전은 칭경예식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된 국제행사장임을 밝혀야 함

• 돈덕전과 유사 역할을 담당했던 건물(중명전 등)과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비교 필요

• 돈덕전 활용을 고려한 철골보 보강방법을 고려하여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설비(냉난방설비, 

소방설비, 편의시설 등) 등의 설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

• 돈덕전 재료 ․ 평면 ․ 입면계획은 다양한 자료 및 사례 검토를 통하여 타당하게 수립되었음

• 돈덕전 활용계획은 연구자료관 및 관리사무소 모두 계획하되 연구자료관으로 활용을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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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계획

•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연구용역 추진 및 보고서 작성 

•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용역 완료 

[사진 1-4] 2차 자문회의-1

 

[사진 1-5] 2차 자문회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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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덕수궁 돈덕전의 고증자료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의 관련 자료는 실록, 신문 등의 문헌들과 고지도, 사진자료가 있다. 

자료들은 대부분 대한제국과 그 이후 시기의 것들로 돈덕전이 건립되기 전부터 훼철된 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취합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돈덕전 복원계획의 기본을 다지고자 한다.

기록 부분에서는 실록과 신문·기타 문헌들에 담긴 내용 중 돈덕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하여 

종류의 구분을 두지 않고 일자별로 정리하였다. 시간의 순서대로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여 

돈덕전 연혁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신문 부분에서는 조사한 전체 신문기사 중 돈덕전 건립 상황, 사용 용도, 훼철 상황 등과 연계된 

주요 기사를 선별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지도 및 사진 부분에서는 정동 일대를 포함한 돈덕전의 변화를 보여주는 각종 고지도와 문헌이 실린 

원본이미지, 그리고 돈덕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였다.

1. 기록

돈덕전 관련 기록이 담긴 고증자료로는

• 조선왕조 실록 중『고종실록』,『순종실록』,『순종실록부록』

• 신문 중『제국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독립신문』,『매일신보』,『동아일보』,『조선일보』,

『중외일보』,『중앙일보』,『조선중앙일보』

• 기타 문헌으로『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1) 

등이 있다.

[사진 2-1] 『고종실록』

    

[사진 2-2] 『순종실록』

    

1) 『주한일본공사관기록』,『통감부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유일 소장하고 있는 1894년부터 1910년까지의 문서로 근대 한일관계사를 

비롯한 국제 관계사, 정치사, 경제사 등 한국 근대사 연구의 기본적인 자료이다. 주한일본공사관 · 영사관과 일본 외무성, 각국 주재 

일본 공사관·영사관과 일본 외무성 등이 주고받은 비밀 전보 · 공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 경시청 · 헌병대의 비밀문서도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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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기사 수록일)

자료명 제 목 내 용 요 약

1899년 

06월10일
황성신문 親王入城

雜報

⊙(親王入城)

昨日下午四時에 德國親王이 入城 接賓所를 南門外蓮池邊에 設고 各府部

大官과 陸軍將官과 警務官吏들이 威儀를 盛備고 左右에 羅列야 迎接 

內外國士女들도 雲集觀光더니 少頃에 親王及該國將官이 乘馬고 水兵과 

軍樂隊들은 或 乘馬 或 乘車야 公洞大觀亭으로 入來야 禮服을 換着고 

同下午六時에 景運宮에 進야 陛見얏다더라

(06월09일)

하인리히 친왕이 대관정 

이용

1899년 

06월12일
독립신문 대관정 거동

○ 대관정 거동) 황상 폐하께서 그 저께 오전 十一시 반에 공동 대관정 덕국 

친왕 사처에 거동 하옵셨다가 환궁 하신 후에 덕국 친왕을 미국 공관 옆에 새로 

성조한 벽돌 집으로 영접 하여 오후 세 시에 연향 하신다더라

하인리히 친왕의 대관정 

숙소 이용 및 수옥헌

에서 연향 

 1899년 

07월11일

궁내부안 

5책

독일 서리영사 賴思德에 따르면 궁중 고문관 뻴스가 알현을 청한다는데 오늘 

하오 4시 반 九成軒에서 알현하는 것으로 윤허받았다는 照覆 제64호

구성헌에서 독일 고문관 

뻴스 알현

1899년  

10월12일
일성록 召見分秘書丞趙應顯于咸寧殿/召見日本及俄羅斯公使于九成軒

구성헌에서 러시아 및 

일본공사 소견

1899년 

10월18일

궁내부안 

5책

음력9월17일 繼天紀元慶節을 맞아 상오12시 九成軒, 하오1시 大觀亭에서 각국

공사 영사를 만나고자하니 각국 공사영사에게 전해달라는 公文 

대관정, 구성헌에서 

각국 공사 영사 소견

1899년 

10월20일
독립신문 경절 대연

금번 계천기원경절에 궁내부에서 구성헌(九成軒)으로 각국 공영사의 폐현들을 

시키며 본국 각부 부대신들이 함께 참례하여 대관정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다더라

구성헌 폐현, 대관정 

잔치

1901년

03월28일
제국신문 잡보

○ 해관총세무사 백탁안씨를 해고하기로 외부에셔 영국공관으로 죠회하엿

더니 영국공사 고빈사씨가 불가하다하며 그 죠회를 작환하고 외부대신다려 

와셔 사과하라 하엿다는데 그 사실인즉 슈월젼에 황실에셔 해관을쓰시라고 

백탁안씨다려 해관을 백일내로 타쳐로 옴기라신 쳐분이게신지라 양력 

삼월팔일이 백일되는날인고로 궐내 소용물품을 해관으로 옴기더니 

백탁안씨는몰으는일이라 하며 관인을 구타하며 구츅한 연고ㅣ라 

하는대 외무대신도 그 사건으로 인연하야 샹소까지 한 일이더니 도로 무사 

타텹이되고 해관집은 타쳐로 옴기게되엿다더라

○ 졍동관집은 춍셰무 백탁안에게 말하고 궁내관아를 만든다더라

3월에 해관을 타처로 

옮김

1902년

04월24일

고종실록

42

왕위에 오른 40돌을 

경축하는 의식을 

가지도록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짐은 올해 가을 사이에 왕위에 오른 40돌을 경축하는 의식을 가지려고 이미 

명령을 내렸다. 짐은 하늘과 조상이 내려준 복을 받고 임금 자리에 오래 있게 

되었으므로 하늘이 내려준 경사를 축하함으로써 돌보아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올해 음력 9월 17일로 날을 받아 경운궁(慶運宮)에서 왕위에 오른 40돌 경축 

의식을 가지겠다. 각 직사(職司)에서 일을 수행하는 관원들은 시행해야 할 의식 

절차에 크게 마음을 쏟아서 혹시라도 잘못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칭경예식

1902년

05월03일

알렌의 

외교사연표
Buildings

위의 칭경예식과 관련하여 궁궐 내에 대규모 관람시설이 착수되었다. 또한 연회 

시설이 총세무사의 옛 관사 자리에서 지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화재로 파괴 

되었던 황실도서관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수옥헌과 돈덕전 건축 

시작

1902년

05월15일
황성신문 ⊙叅宴預報 

登極四十年稱慶時에各國大使를 請邀하라신 勅敎를 奉承하야 外部에셔 日英美

法德俄淸比意各國에 駐在한本邦公使에게 訓令하되 各該國政府에 此意로 照會하야

慶宴에 來叅할 大使의 姓名을 預先報來하라 하얏더라 

즉위40주년칭경예식 

때 각국공사에게 훈령

하여 참석 대사 성명을 

알리게 함

1902년

06월02일
황성신문 ⊙洋噐注文

朝鮮新報를 據한 則 本年十月 御極四十年稱慶時進宴에用 하기 爲하가 宮內府

에셔 法國에洋食器具洋燈等屬을 注文하얏다더라 

즉위40주년칭경예식 

때 쓸 양식기 주문

[표 2-1] 문헌기록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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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선이 즉위 40

돌을 경축하는 행사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어극(御極) 40년을 칭경

(稱慶)하는 예식을 참작하고 의논해서 마련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신들이 정부(政府)에 일제히 모여 자세히 상의해서 의정(議定)한 내용을 

별단(別單)에 써 들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별단 

1. 올해 10월 18일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의 즉위(卽位) 40년을 칭경할 

때 높고 낮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칭송하는 경축 의식을 설행할 

것입니다. 1. 외부 대신(外部大臣)은 6개월 전에 정부(政府)와 의논한 

다음 수도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各國)의 공사(公使)와 영사(領事)들에게 

칭경하는 예식 날짜를 알려 본국 정부에 통보하게 할 것입니다. 1. 예식원

(禮式院)에서는 6개월 전에 아뢰어 황제의 칙령으로 위원(委員)을 정해

가지고 분장(分掌)하게 하여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1. 경축 의식날에 

원구단(圓丘壇)에 고유제(告由祭)를 친행(親行)하실 것입니다. 1. 원구단에 

고유제(告由祭)를 친행하실 때 황태자 전하(皇太子殿下)가 규례대로 

모시고 참석하며, 종친(宗親)들과 문무의 백관은 예문(禮文)대로 예식을 

진행하고 각국 사신들은 반열을 따라 들어와 참석할 것입니다. 1. 경축 

의식 이튿날 축하를 올릴 때 대황제 폐하는 중화전(中和殿)에 친림(親臨)

하시되 황태자 전하는 규례대로 모시고 참석하며 종친들과 문무의 백관은 

예문대로 예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1. 관병식(觀兵式), 원유회(苑遊會), 

각종 연회는 예식원(禮式院)에 관계되는 각 부(府), 부(部), 원(院), 청(廳)

에서 규례대로 마련하여 설행할 것입니다. 1. 칭경 예식 때 일체 시행

해야 할 여러 일은 위원이 각 해사(該司)에 알려 그로 하여금 기한에 앞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분명하고 질서 있게 거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칭경예식 절차에 관한 

별단

(환구단과 중화전이 

예식 장소)

1902년

07월25일
황성신문 ⊙東闕修理

御極四十年稱慶時에園游會와 各國大使接賓所를 東闕內玉流泉으로 擇定

하얏 日間붓터 修理의 工役을 設始한다더라

원유회 및 접빈소를 동궐 

내 옥류천으로 택정

1902년

08월01일
황성신문 ⊙慶禮分務

御極四十年稱慶時禮式事務委員을 各國語學 官人中으로 百四十名을 選擇얏

 該事務 各國大使到京時接待 節次를 分擔이 如左니 會計、檢査、

接待、交際、文簿、車馬、苑遊會、觀兵式、周旋、料理、茶果、炳草、舖陳等인데

事務所에 需用 次로 爲先五十萬元을 度支에 支撥다더라

칭경예식 관련 어학 

가능 관원 140명 택정 

및 비용 50만원 우선 

지급

1902년

08월15일
황성신문 ⊙戲臺敎習

稱慶禮式時에 需用次로 戲臺를 奉常寺內에 設置하고 漢城內善歌善舞하는女

伶을 選擇하야 演戲諸具를 敎習하는데 叅領張鳳煥氏가 主務한다더라 
봉상시 내 무대 설치

1902년

08월21일
황성신문 ⊙修作兵舍

稱慶禮式時觀兵式設行次로 各鎭衛隊兵丁을 徵上次 元帥府에셔 發訓은 本報에 

已記얏거니와 近聞 則該兵丁上京後居接所를 東闕前各公廨로 擇定고 

方今修理다더라

상경한 병사의 임시 

거처는 동궐 내 관공서로 

정함

1902년

08월23일
황성신문 ⊙御路新築

慶運宮內로셔 西闕內지 御路를 新築 虹橋를新設야 其下로 電氣車가 

來往케고 今日붓터 始役다더라 

경운궁과 경희궁을 연결

하는 홍교 건설

1902년

09월02일
황성신문 ⊙試取騎兵

再昨日東小門外三仙坪에셔 騎兵隊二百名을 試取次操演얏 今番稱慶禮式

時觀兵式에 需用 터이라더라

동소문 밖에서 200명 

관병식 훈련

1902년

09월03일
황성신문 ⊙完隊到京 再昨日에 全州鎭衛隊兵丁一中隊가 今番觀兵式에 需用次로 徵上入京얏더라

관병식 참여 병사 1중대 

입경

1902년

09월05일
황성신문 ⊙武校移接

武官學校는 稱慶禮式時各國大使駐接處所로 預定한故로昨日에 該校는 統內

親衛一大隊營內로 移接하얏더라 

각국대사주접처소로 

무관학교가 예정됨

1902년

09월05일

고종실록

42

윤정구가 중화전 

건축 문제를 아뢰다

영건도감 제조(營建都監提調)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중화전(中和殿)을 지을 시일이 급한데 각 공해(公廨)의 역사와 사역이 많아서 

여러 장색(匠色)들을 모집하여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낼 수 없겠으니 그 일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고 

답답합니다. 경무청(警務廳)에서 일체 엄하게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

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나라의 공사가 한창 벌어진 판에 사역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매우 무엄한 일이다. 

경축 의식을 위한 공사 이외에는 공역(公役)이라 하더라도 모두 중지하도록 

하여 일체 장공인들은 영건도감(營建都監)에 배정하도록 경무청에 분부하라."

하였다

중화전을 비롯하여 칭경

예식과 관련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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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의 질병을 

구제하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장마와 무더위가 방금 지나가고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런 때에는 원래 질병이 

많은 법이다. 게다가 요즘 민간에 몹쓸 병이 퍼져 그 증세가 급하므로 간혹 

미처 치료할 겨를이 없으며 궁벽한 여염(閭閻)의 백성들이 약을 얻지 못하여 

뜻밖의 죽음을 당하니 더욱이 마음 아픈 일이다. 특별히 은화(銀貨) 3,000원을 

내려 보내니 임시 위생원(衛生院)에서는 의사들을 불러 모아서 잘 의논해서 

치료 대책과 예방 방도를 강구하며 좋은 약을 사고 또 각별히 방책을 취해서 

시급히 구제함으로써 혹시라도 늑장 대처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또한 이 방도를 각도(各道)와 각군(各郡)에 널리 알릴 것이다. 성심으로 

돌보지 않아서 병이 만연하는 일이 있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밤낮으로 간절히 

돌보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짐의 지극한 뜻을 체득한 

것이겠는가? 역시 내부(內部)에서 말을 잘 만들어 신칙(申飭)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요즘 몹쓸 병 기운이 크게 퍼지는데, 이런 때에 각국의 사신들이 먼 길을 오는 

것도 심히 불안한 노릇이며, 가령 우리나라의 관리들로 말하더라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수고하는데 대하여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축 의식을 

내년에 가서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이어 임시 혼성 여단(渾成旅團)을 해산하며 수도에 불러 올린 각 

진위대(鎭衛隊)를 도로 내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경축의식을 1903년 

봄으로 연기

1902년

10월22일
황성신문 ⊙請派賀使 

外部에셔 義領事에게照會하되 御極四十年稱慶禮式을明年三月三十日로 退定함은 

曾以聲明하얏거니와 貴政府에 電達한 伊時에 賀使를 特派케하라 하얏더라

칭경예식 내년 3월로 

연기

1902년

11월05일
황성신문 ⊙苑遊移基

稱慶禮式時에 苑遊會基址를 北 闕內農桑所로 定하고 修築하더니 近聞한 則更히 

東 闕內玉流泉으로 議定하고 工役을 設始한다더라 

칭경예식 원유회 기지를 

북궐 내 농상소에서 동궐 

내 옥류천으로 정하고 공역

1902년

11월12일
황성신문 ⊙大使發程

御極四十年稱慶禮式을 虎列刺의 熾盛함으로 因하야 明春으로 退定하고 各國에 

電報하얏다더니 近聞한則稱慶禮式에 來叅한各國大使가 發船하얏단 說이 

有하더라

콜레라로 칭경예식을 

연기

1902년

12월04일
황성신문

雜報

⊙進宴盛儀 

昨日에 外進宴을 設行하는데皇上陛下는 中和殿에 御座를 設하시고皇太子殿下

께옵셔는 宗親文武百官을 率하시고 聖壽萬世를 三呼신後進爵諸宰臣이 

以次進爵고 慶賀禮를 畢 後 勅奏判任官에게 一軆宴需를 下賜셧 
文官은大禮公服을 備고 武官은 禮服服裝을 具이 歡欣蹈舞며 聖福을 

頌祝얏 仙樂을 盛張고 宴床을高排야 內外大小臣僚▣皆 聖恩을 沐浴

얏고 各部院廳에셔도 慶祝기 爲야 事務를 姑停고 宴需를共霑얏고 

各學校에 學徒들도 皆國旗를 高竪고 愛國歌를 誦祝얏스며 皇城內外公廨民社와 

店肆棧房에도 一齊히 太極旗를 竪立고 慶祝忱을 表얏陛下셔 勅命을 

下샤 進宴時進爵大臣과 擧行人員에게만 紀念章을 頒給시고 其外 勅奏判任

官等과 外國紳士에게 明春稱慶禮式時에 紀念章을 頒給시기로 內定
셧더라

중화전에서 외진연

(外進宴), 만세, 태극기, 

애국가 등장

1903년

03월26일

駐韓日本

公使館

記錄

20권

(7) 

[日 菊磨王의 

稱慶祝典 참석 통보에 

대한 致謝 및 

同禮式節目 送呈] 

照覆第31號

大韓 外部大臣 李道宰는 照覆합니다. 살피건대 이달 11일에 도착된 귀 조회 

내용에 ‘대 황제 폐하의 등극 40주년 경축일에 우리 대 황제폐하께서 양국 

황실의 친교를 표하기 위하여, 특별히 山階宮의 菊麽王 전하에게 명하여 대신 

예식에 참석토록 명한 뜻을 방금 본국 정부의 전보 훈령을 받았다. 이에 조회로 

통보하며 본 공사도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또한 菊麽王 전하가 본국의 

군함을 타고 오는데 어느 날 仁川港에 도착해야 하는지와 예식의 절목 중 

전하가 출발하고 머무는 등의 절차를 미리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청컨대 살피고 속히 통보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피건대 귀국의 菊麽王 전하께서 친히 오셔서 경축식에 참여하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영광입니다. 이에 경축 예식의 儀節과 禮式院의 章程 제3조를 

뽑아 보냈습니다. 생각건대 菊麽王 전하의 도착일과 체류 및 출발 등의 절차는 

한결같이 의절을 준수하여 처리될 것이며 본국 정부의 접대예절도 으레 장정에 

비추어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공문을 갖추어 조복하니 귀 공사께서 살피시고 

귀 정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조복대로 해 주십시오.

위를 조복합니다.

外部之印

1903년 3월 26일

大日本特命全權公使 林權助 閣下

일본공사관에서 일본 

황족인 국마왕(菊磨王)이 

칭경예식에 참석할 것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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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04월06일
황성신문 ◎禮式節次

四月二十七日(陰四月初一日)月曜

一 各使迎接

同二十八日 火曜

一 自上午十時至下午一時 各國公使及特使同伴前往外部하고 外部大臣回謝

一 下午二時 惇德殿에셔 國書捧呈하고 陛見時入參人員은 着大禮服佩大綬章

一 下午八時붓터 惇德殿에셔 夕宴을 開고

陛下親臨심 服章上同

同二十九日 水曜

一 上午九時붓터 十二時지 及下午二時붓터 六時지 訪問答禮

同三十日 木曜(稱慶日)

一 上午九時 圜丘壇에셔 行禮심 入參人員의 服章上同正午十二時에 惇德殿에셔 

午宴을 張심

五月一日 金曜(陳賀)

一 濬明殿에셔 夕宴을 張시고 皇太子殿下게 오셔 親臨심 入參人員服章上同

同二日 土曜

一 下午二時에 昌德宮禁苑에셔 苑遊會를 開 參列員은 高帽通常禮服

同三日 日曜(休暇)

同四日 月曜

一 下午二時에 慶煕宮에셔 觀兵式을 行 參列員服章大禮服大綬章

一 下午八時붓터 侍衛親衛의 各隊에셔 公宴을 張 參列員服章上同

同五日 火曜

一 下午八時에 外部에셔 夕宴을 開 參列人員燕尾服을 着 事
同六日 水曜

一 下午八時에 惇德殿에셔 夕宴을 開
同七日 木曜

一 上午十一時에 惇德殿에셔 辭陛各大使辭陛大禮服大綬章

즉위40주년칭경예식 

중 국서(國書)를 바치고 

저녁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돈덕전 언급

(돈덕전이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

1904년

04월14일

고종실록

44

화재 입은 것을 

위안하러 온 원임 

의정과 참정 이하를 

소견하다

"병신년(1896)에 이어하였을 때에는 오로지 즉조당(卽阼堂) 하나뿐이었다. 

지금은 몽땅 불탔지만 가정당(嘉靖堂) 돈덕전(惇德殿) 구성헌(九成軒)이 아직 

온전하게 있는 만큼 그때에 비하면 도리어 낫다. 즉조당으로 말하면 몇 백 년 

동안 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까래 하나 바꾸거나 고치지 않았는데, 몽땅 

타 버렸으니 참으로 아쉽기 그지없다."

1904년 화재 당시 

돈덕전 남아 있음

음력 

1904년 

03월09일

일성록 召見奉審閣臣 丁奎䄵于潄玉軒

(04월24일)

수옥헌에서 건릉(健陵)을 

살펴보고 돌아온 각신

(閣臣) 정규설 소견

1904년

04월03일
일성록 召見回還報聘大使李址鎔于漱玉軒 

(05월17일)

수옥헌에서 보빙대사 

이지용 소견

1904년

08월18일

대한매일

신보
근일풍설

근일  풍설을 득문한 즉 일헌병사령부를 궐내에 설치한다 하더니 재작일에 헌병 

이 명이 평성문으로 드러가서는 돈덕전을 죠사하고 갓다더라

(08월16일)

일헌병사령부를 돈덕전에 

설치하고자 조사함

1904월

08월25일

대한매일

신보
일사진궁

재작일 하오 사시에 일본공사 림권죠씨가 셔귀관 츄원쥬일과 통역관 

국분상태랑씨를 대동하고 궐문에 와서 진궁하기를 청하매 언도하야 

돈덕전으로 들어가서 일사가 말하기를 여긔서 수옥헌이 상거가 쵸원하여 

매양 왕래하여 쥬품하기가 난편하다 하는 고로 이 뜻으로 쥬하고 인하여 

수옥헌으로 옮아가 인하여 좌정한 후에 해공사가 다시 말하기를 폐하의 

신용하시는 대신으로 접응케 하라하시하매 다시 상주달 하여 자샹으로 

참정 심상훈씨와 궁내부대신 민병석씨와 헌병사령관 리지용씨를 명하샤 

접응하고 샹의하야 립품하라하셧는데 례식원장민종묵씨와 외대서리

윤치호씨도 참셕하엿고 하오팔시에 공관으로 퇴거하엿더라

돈덕전에서 수옥헌을 

왕래하며 아뢰기 불편

하다하여 수옥헌으로 

옮겨가 접응(接應)

1904년

11월28일
황성신문 ●日使陛見 

再昨日下午四時에日公使林權助氏가隨員二人을帶同하고潄玉軒에進하야

陛見하얏더라 

(11월26일)

일본공사 하야시가 

수옥헌에서 고종 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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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01월19일
황성신문

雜報

●政會三案

再昨日下午十一時에 參政以下各大官이 敦德殿에 會集야 御前會議를 

開하고 財政顧問 目賀田種氏의 聯奏 財政整理의 事件을 提議하얏다난 

槪意를 得聞 則 一은 日貨 一千萬元을 借欵하야 本年度六月內로 

中央及各地方에 銀行設立事와 一은 中外에 流通하난 白銅私鑄惡貨를 

本年六月內로 措處整理할 事와 一은 各部府院官制를 釐正減縮고 

各官人의 俸金은 紙貨로 支撥할 事라더라 

돈덕전에 모여 어전

(御前) 회의

1905년

01월21일

駐韓日本

公使館

記錄 

25권

(7)

漢城政界週報 (3)  

發第14號

一. 이달 11일 본 공사는 目賀田 顧問을 대동하고 알현하여 화폐제도에 관한 

정리안을 상주하여 한국 황제의 동의를 얻었음. 계속하여 다음날 본안에 관하여 

궁중의 敦德殿에서 내각회의를 개최하고 본 공사와 目賀田 고문이 열석한 

가운데 그의 대체적인 논의를 거쳐 재가 수속을 취하기로 결정하였음. 18일에 

目賀田 고문은 議政府에 가서 위 수속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여 밤에 가서 재가

하기로 진행되어 19일 관보 호외에서 이것을 발표함. 자세한 것은 機密 11호

에서 상세하게 기술함

(01월 12일)

돈덕전에서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화폐제도 

정리안 논의

1905년

02월07일

고종실록

45

교체된 청나라 공사 

허태신과 새 공사 

증광전 등을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청국의 교체된 공사

(公使) 허태신(許台身), 신임공사(新任公使) 증광전(曾廣詮)과 궁내부 고문관

(宮內府顧問官) 가토 마스오〔加藤增雄〕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중국 공사 

및 일본인 고문관 접견

1905년

02월08일

고종실록

45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를 접견

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 접견

1905년

02월15일

고종실록

45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를 접견

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 접견

1905년

02월16일

고종실록

45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를 접견

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 접견

1905월

02월22일

고종실록

45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와 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坐)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와 군사령관(軍司令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

好道〕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및 군사령관 접견

1905월

03월02일

고종실록

45

미국 공사 패덕을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미국 공사 패덕

〔巴德 : Gordon Paddok〕  【패덕】 을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미국 공사 

패덕 접견

1905년

03월02일

고종실록

45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를 접견

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 접견

1905년

03월04일

고종실록

45

일본 시종 무관 

오카사와 구와시 

등을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한 상태에서 일본국 시종 무관장(日本

國侍從武官長) 오카사와 구와시〔岡澤精〕와 동궁 배종 무관장(東宮陪從武官長) 

무라모토 마사미〔村本雅美〕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무관장 

접견

1905년

03월13일

고종실록

45

각국의 공사, 영사와 

일본국 군사령관을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각 국의 공사(公使), 

영사(領事)와 일본국 군사령관(日本國軍司令官)을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 

군사령관, 공사 접견

1905년

03월15일

고종실록

45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를 접견

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와 독일국 공사(獨逸國公使) 크린〔口麟〕【크린】을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및 독일 공사 접견

1905년 

05월10일 

駐韓日本

公使館

記錄 

26권

(122) 

[博恭王 渡韓 시의 

숙소 준비에 대한 

속보]  

東京 小村 大臣

博恭王 전하의 대우에 관하여 본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 나라 궁정의 舊慣을 

고쳐 폐하로 하여금 전하의 여관에 답례하기 위해 往訪하시고 또 정식의 陪食을 

제공하도록 조처할 필요를 느껴 이삼일 내에 宮內大臣과 협의한 결과 2건 모두 

본관의 희망대로 행할 것으로 결정하였음. 전하의 여관은 先電과 같이 현재 

준비 중인 경복궁 우측의 離宮에서는 불편하고 맞지 않아 현재 폐하께서 

주거하시는 곳에서 멀지 않은 敦德殿이라고 칭하는 정식 알현 처인 대형 서양관

(현재 궁중의 건물 중 가장 좋은 建築物)에서 머무시도록 오늘 아침 결정되었고, 

또 정식의 陪食은 달리 적당한 건물이 없어 동 궁전의 큰 객실을 식당으로 

쓰도록 준비 중임. 기타 일반의 준비는 현재 급하게 착수 중으로 한국 궁정은 

전하를 국빈으로서 가장 존중하게 대우하게끔 분주한 중에 있음

후시미노미야의 거처를 

경복궁 우측 이궁에서 

돈덕전으로 옮기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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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05월13일

고종실록

45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와 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미국 대리공사 패덕을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가 시좌(諡座)한 상태에서 일본국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군사령관(軍司令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미국 대리공사(美國代理公使) 패덕〔巴德 : Gordon Paddok〕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및 미국 공사 접견

1905년

05월15일
황성신문 ●親王旅舘 伏見宮親王의 旅舘을 宗正府仁修堂으로 定고 修理더니 更聞 則 該修理를 

停止고 更히 慶運宮內 敦德殿으로 定얏다더라 

돈덕전을 후시미노미야의 

여관으로 이용

1905년

05월22일
황성신문 ●大使迎接式

特派大使迎接節次로 禮式院에셔 警務廳에 通牒얏 博恭王殿下南門外停車場

에셔 下來야 惇德殿으로 入去時에 総巡 二員은 騎馬在四人轎前고 総巡 二員은 

騎馬在轎後야 惇德殿지 護從고 所過道路通衢 五十步에 巡檢 一人式 

羅列야 嚴肅敬禮고 服色을 鮮明히 라 얏더라

후시미노미야가 돈덕전

으로 오는 절차

1905년

05월23일
황성신문 ●博恭王迎接

再昨午後七時二十分에 日本答禮大使 博恭王이 京釜鉄道列車를 搭乘고 南大門

外停車場에 到着 我廷文武大官과 日公使 林權助氏와 長谷川大將以下 

日本紳士 等이 一齊迎接入城 総巡 二人과 日憲兵 等이 騎馬야 左右로 

先驅고 其他 步兵一小隊가 擁衛얏고 博恭王은 黃屋轎를 乘고 直時 慶運宮

內敦德殿으로 入去 南大門內로붓터 大觀亭前과 大安門前지 內外國紳士

男女와 各學校生徒 等이 擺列야 觀光者ㅣ 雲屯더라

후시미노미야가 도착

하여 돈덕전까지 온 

상황

1905년 

05월23일 

駐韓日本

公使館

記錄 

26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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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5월 23일 오후 1시 發

林 公使

東京 小村 大臣

博恭王 전하는 어제 22일 정오 漱玉軒에 參進하여 한국 황제폐하를 회견하시고 

국서를 봉정하셨음. 폐하는 전하에 대하여 아주 간절하게 대우하시며 간담을 

數分 동안하시고 회견을 마치셨음. 오후 0시 반, 전하 및 義陽君과 회식 차 

동석한 일·한 문무관 24명에게 陪食을 내리시고 끝난 뒤에는 大浦 遞相 이하 

우리 문무관의 알현을 허락하셨음. 오늘 오전 11시 폐하는 답례를 위하여 

전하가 머무는 惇德殿에 臨御하시어 장시간의 회화를 마치시고 본 공사 이하 

각국 사신에게 알현을 분부하셨음

후시미노미야가 수옥헌

에서 고종을 회견, 

이튿날 11시 돈덕전

에서 장시간 대화 나눔

1905년

05월25일
황성신문

雜報

●玉駕親臨

再昨日上午十時量에 我大皇帝陛下셔 簡便 儀仗으로 博恭王留住 

敦德殿으로 玉駕를 親臨샤 回謝禮를 行셧 此 我國의 刱有신 

盛禮더라 

돈덕전에 고종이 친림

하여 후시미노미야와 

만남

1905년

05월25일
황성신문 ●仁修堂宴會

再昨日午前十時三十分에 博恭王은 各國公領事를 接見얏고 下午一時 
敦德殿에셔 宗正府仁修堂에 出來야 義陽君 李載覺氏의 晩餐會에 

臨얏 長谷川大將 大浦遞信 相林公使以下各顧問官과 我廷各大官

廿餘人이 參列얏더라

후시미노미야가 돈덕전

에서 나와 수인당으로 

가서 만찬회 참석

1905년

05월29일
황성신문 ●博恭王來發

本月二十六日 農商工部에셔 昌德宮秘苑에 園游會를 盛設고 博恭王

義陽君以下 內外國文武官吏 紳士及新聞記者 等을 請邀야 宏壯히 

宴樂은 已報얏거니와 同日夜 敦德殿에셔 博恭王이 我廷文武大官과 

其他 日本各官吏 等과 會集얏고 再昨二十七日午前十一時四十分에 

各大官이 南門外停車場에 前往야 博恭王을 餞別얏 王이 

京仁列車를 搭坐고 仁港에 下車야 日領事舘에셔 午餐고 滊船 

飛鶴丸을 搭乘고 大連灣으로 向랴 다가 俄艦隊의 消息이 對馬附近에 

來얏다 으로 航路를 戒嚴야 不得發向고 該領舘內에셔 留宿

얏다 京城으로 迎入 次로 禮式院禮式官 高羲敬氏가 下仁

얏다더라 

후시미노미야와 문무

대신 및 일본 관리의 

돈덕전 모임

1905년

06월06일

고종실록

45

미국 공사 패덕을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미국 공사

(美國公使) 패덕〔巴德 : Gordon Paddok〕【패덕】을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미국 공사 

패덕 접견

1905년

06월15일

고종실록

45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를 접견

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

(日本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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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제 목 내 용 요 약

1905년

08월03일
황성신문 ●俸給會議

再昨日下午三時에 宮內大臣 李載克氏와 財政顧問 目賀由氏와 宮內府顧問 

加藤增雄氏와 日公舘書記官 國分氏가 惇德殿에 會同야 宮內府俸給表를 議定

고 今日 官報에 頒布얏더라 

돈덕전에서 궁내부대신 

이재극과 재정고문 

메가타 등 궁내부 

봉급표 회의 개최

1905년

08월22일

대한매일

신보
禮院公函 

禮式院에셔 各國公領事舘에 公函얏 陰七月二十五日은 恭惟我 大皇帝陛下

萬壽聖節이온바 敬奉聖旨와 是日에 敦德殿에셔 召接신다 上午九時半

에 軍司令部오 十時에 各國公領事及舘員이오 十時半에 各顧問及補佐各

學校敎師等인 着大禮服大綬章이라더라 

돈덕전에서 만수성절 

기념 예식

1905년

08월25일

고종실록

46

황제의 탄신일을 

문안하러 온 대신

들을 소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원임 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과 각 부(府)와 부(部)의 

대신(大臣), 협판(協辦), 의장(議長), 판윤(判尹), 승(丞), 사관(史官), 각신(閣臣) 

관리,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과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관리를 인견(引見)

하였다. 황제의 생일이어서 문안을 하였기 때문이다.

돈덕전에서 고종황제 

생일 문안

1905년

08월25일

고종실록

46

각국의 공사와 영사를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각 국의 공사

(公使)와 영사(領事)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각국 공사 

및 영사 접견

1905년

09월17일

대한매일

신보
禮數優渥 

來十九日頃에 到韓 美國大統領令孃氏에 旅舘은 敦德殿으로 定고 

其餘隨伴諸人은 該國公使舘或貞洞孫擇嫌邸로 定다더라 

돈덕전이 앨리스루즈벨트 

숙소로 정해짐

1905년

09월19일

고종실록

46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를 접견

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일본 공사 

접견

1905년

09월20일

고종실록

46

돈덕전에 나아가 

독일 공사를 접견

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독일 공사

〔德國公使〕를 접견하였다.

돈덕전에서 독일 공사 

접견

1906년

11월29일

대한매일

신보
院卿退出 

再昨日主殿院卿李基東氏가 授勅次로 入 闕하 軍人服裝을 着하고 無慮히 

入 闕하더니 日巡査가 挽執하야 曰現任軍人도아니오 門標도 無하고 無難히 

入 闕하야하며 渡변警部가 敦德殿으로 該氏를 招來하야 曰身爲主殿院卿하야 

宮禁令도 不知하야하고 數時間을 困難을 當하고 授勅도못하고 無聊히 退出

하얏다더라

일본순사가 문표 없이  

무단 출입한 주전원경 

이기동씨를 돈덕전으로 

데려가 조사함

1906년

12월04일

대한매일

신보
警官會同 

再昨日 慶運宮內惇德殿에 警廳顧問丸山以下一般官吏가 一齊會同야 ◈事件인지 

數時間을 密議얏다더라

경찰 고문(顧問)의 회동 

밀의(密議) 장소

1907년

01월05일

대한매일

신보
日警無嚴

日昨에 內安堂李貴人이 詣궐야 皇貴妃殿下게 見알 日警部渡邊氏가 

敦德殿에셔 侍從院으로 電話되 리貴人이 門票업시 궐內에 通涉니 

此何經緯乎아 리貴人出宮時에 敦德殿으로 來야 自己를 相面라 

거 侍從院에셔 此事由을 上奏얏더니

自上으로셔 震怒사 貴人은 大君之上이오 皇后之下인 日경部가 

雖云肅淸宮禁이나 貴人을 自意招待니 無嚴莫甚이라 汝侍從官은 

此等無嚴之事에 對야 緘口無言얏랴 신 處分을 下신 故로 

侍從院官吏가 不勝惶恐 얏다더라

귀인 이씨가 엄비 알현 

때 문표 없이 출입한 

것을 문제 삼아 돈덕전

으로 데려가고자 하여 

이 귀인이 분노

1907년

01월26일
황성신문 ●統署晩餐

再昨日下午五時에 特使 田中光顯氏가 大漢門外에셔 冊妣奉迎에 祗迎 

後 敦德殿宴會에 入參얏고 仝七時에 統監代理 長谷川氏가 

自己私邸에 晩餐會를 開設고 各部大臣을 請邀宴待얏다더라 

순정효황후 책비(冊妃) 

의식 후 돈덕전 연회

1907년

02월21일

대한매일

신보

侍從院前雇員에 

文鼎鎭이가 本是

挾雜者로(광고)

侍從院前雇員에 文鼎鎭이가 本是挾雜者로 本院中에셔 文某를 行爲협

雜人으로 以爲院경以下가알고 除汰얏 堂上某某을 付同허고 

今番嘉禮時分主事을 圖得야 暫時擧行허고 事畢後면 卽爲解任
것시온 于今不爲解任은 院內某某을 付同여 庶務課長을 圖得쥴노 

敦德殿의 司務員門票을 暗爲圖得야 無限出入니 敦德殿에셔도 

亦爲挾雜인쥴 可知기 玆에 廣告홈

梨峴리時元 告白

돈덕전에서 문표 발행

1907년

03월17일

대한매일

신보
法規成會 

法規硏究會를 皇城警衛하는 警察官人等이 組織고 會長은 葛城最太郞

씨로 定하고 監督은 呼子警視가되야 日昨午前十時에 敦德殿에셔 

開會하고 趣旨와 法規을 談論하고 下午一時에 閉會하얏다더라

돈덕전에서 경찰이 

주관하는 법규연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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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06월12일
황성신문 ●日本寺內氏陛見說

日本 寺內陸軍大臣이 入城하얏다 은 昨報에 已揭어니와 同大臣이 

今日 園遊會에 參與하고 明日上午十一時에 長谷川大將과 陛見 
터이라  皇帝陛下 奉呈하랴고 速射砲 幾柄을 製來하얏다더라

데라우치가 속사포를 

만들어 고종에게 바침 

1907년

06월14일

대한매일

신보
宮中賜宴 

再昨日雨天에 伊藤統監과 寺內陸軍大臣과 長谷川司令官과 村田少將과 

國分秘書官과 內藤副官과 一般隨員諸시가 從하야 參內謁見하는대 

皇帝陛下께옵셔 重明殿에 御하사 宮內大臣과 侍從武宮等이 參列하얏고 

陛下께옵셔 韓日兩國에 親誼가 益加한대 今回將軍이 來韓相見은 

朕心嘉언이라하옵시고 惇德殿에셔 御宴을 賜시니 寺大臣은 韓日

交歡의 演說로 奉祝하매 리宮大臣이 答辭를 述얏더라

이토통감 및 각부대신이 

돈덕전에서 고종과 식사

1907년

06월29일
황성신문 ●修學開院式

修學院에셔 今日上午十二時에 開院式을 敦德殿에 設行 英親王殿下게셔도 

臨席시고 總理大臣以下 各部大臣과 外國高等官人을 請邀다더라

돈덕전에서 수학원 

개원식 개최

1907년

06월29일

대한매일

신보
修學開院式

本日午後一時에 敦德殿에셔 修학院開院式을 擧行얏 大皇帝陛下 

皇太子殿下 英親王殿下게옵셔 臨席시고 総理大臣以下각部高等官과 

伊藤統監以下 각 文武高等官이 列席야 盛大 儀式을 擧行고 

同학 院講師 八人인 外國人은 日本人佐藤寬과 英國人쥬禮 兩氏

라더라

돈덕전에서 수학원 

개원식 개최

1907년

07월19일

순종실록 

1권

대리로 정사를 보았

으며 이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다

명을 받들어 대리청정(代理聽政)하였다. 선위(禪位)하였다 순종에게 대리청정 명함

1907년

08월02일

순종실록 

1권

연호를 융희로 

고치다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개정할 연호(年號)의 

망단자(望單子)를 융희(隆熙)와 태시(太始)를 의정(議定)하였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받든 주권(硃圈)에 융희 두 글자로 하라고 하였다

연호를 융희로 정함

1907년

08월04일

대한매일

신보
入直處分

敦德殿에 入番하는 日語尉官 英語尉官은 雖無士卒이라도 仍爲入直케 

하라신 處分이 下하섯다더라 

돈덕전에서 영어 및 일어 

관리가 입직

1907년

08월06일

대한매일

신보
電信不通의 理由

三昨日電話不通은 斷線 所以라고 前報에 揭載어니와 通信 못된 理由을 

得聞則 伊日上午五時에 日巡査가 電務課官員及雇員下隷셥一人을 

縛去야 敦德殿에 留置하얏다가 軍隊解放後에 解送 故로 該課에 

無一人야 通신치 못고 斷線은 아니얏다더라

돈덕전에 전무과(電務課) 

관원을 잡아 둠

1907년

08월23일
황성신문

別報

卽位式順序

大皇帝陛下셔 本月二十七日下午五時에 惇德殿에셔 卽位式을 擧行 

터인 其順序가 如左니

一, 日時八月二十七日午後五時

一, 式場 惇德殿

一, 入參 百官은 大禮服을 着고 起立

一, 奏樂 (我國音樂) 大皇帝陛下셔 冕服으로 出御

一, 奏樂止

一, 奏樂

一, 贊儀의 聲을 從야 諸臣이 入參(外國人含包)야 鞠躬四拜 後에 起立

一, 奏樂止

一, 展表官이 表案(祝文)을 榻前에 寘

一, 總理大臣이 表案前에 進야 鞠躬야 恭立

一, 展表官은 表를 展

一, 贊儀의 聲을 從야 入參諸臣이 鞠躬

一, 總理大臣이 賀表를 讀

一, 展表官이 表案를 持고 出

一, 奏樂 (我國音樂)

一, 贊儀의 聲을 從야 入參諸臣이 鞠躬四拜 後에 恭立

一, 奏樂止

一, 奏樂 大皇帝陛下還御

一, 奏樂止

一, 奏樂大皇帝陛下셔 大元帥正裝으로 出御

一, 奏樂止

一, 奏樂

一, 統監의 賀詞朗讀

一, 外國領事官総代賀詞를 朗讀(総代 白耳義領事)

一, 総理大臣이 榻前에 進야 北向恭立

一, 軍樂隊愛國歌樂을 奏

돈덕전에서 거행된 순종 

즉위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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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기사 수록일)

자료명 제 목 내 용 요 약

1907년

08월24일

순종실록 

1

황제 즉위식 장소와 

규례에 관하여 

조서를 내리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예식을 거행할 장소는 돈덕전(惇德殿)으로 

정하고 진행해야 할 의식 절차는 신식과 구식을 참고하여 궁내부(宮內府)의 

장례원(掌禮院)에서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시대의 형편이 달라졌으므로 이제부터 동가(動駕)할 때에는 시위하는 데 

마련하는 군사의 인원수를 취품(取稟)하던 것과 같은 구식 규례를 

모두 폐지하고 모든 의장물들은 안팎의 사례들을 참작하여 신식으로 

별도로 정하여 가지고 들여보내라." 하였다.

돈덕전을 황제 즉위식 

장소로 사용, 즉위식은 

신식으로 거행

1907년

08월27일

순종실록 

1

황제의 즉위식을 

진행하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생략) 왕비 

윤씨(尹氏)를 황후로 올려 책봉하였다. 축하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고 조문(詔文)을 반포하였다.

(생략)

아아! 위로는 종묘 사직의 중대함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심정을 살펴서 올해 음력 7월 19일에 경운궁(慶運宮)의 즉조당(卽阼堂)

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드디어 연호(年號)를 고쳤으며 대황제

(大皇帝)를 태황제(太皇帝)로 높이고 순명비 민씨(純明妃閔氏)를 

황후(皇后)로 추후하여 책봉하였으며 왕비 윤씨(尹氏)를 황후로 

책봉하였다.

 【생략】 

아아! 마치 자식을 낳은 것 같아서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지금의 

첫 정사에 달려 있다. 조상의 덕을 더럽히지 말고 왕업을 튼튼하게 

하여 나의 공적과 성과를 도모하라. 세상에 포고하여 모두 다 듣고 알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돈덕전에서 즉위식 거행

1907년

08월27일
황성신문

官報

○宮廷錄事

詔曰 卽位行禮處所 以惇德殿爲之하고 應行儀節을 參互新舊하야 令宮內府 

掌禮院으로 磨鍊擧行하라

詔曰 時措有異하니 自今으로 動駕時에 侍衛磨鍊과 軍數取稟 等 舊規를 

幷廢止하고 凡鹵簿儀仗을 參酌內外事例하야 另定新式以入하라 

以上八月二十四日

宮內府大臣陸軍副將勳一等臣李允用謹 奏卽接主殿院卿李謙濟報告書則以爲

主殿院警務官金俊植職在 景福宮守護之任暗昧警察每多滯務犯科之人違背命

令自意放釋不可尋常寘之云矣該員身爲警官不遵警規至於罪犯之擅自放釋揆

以事軆不可仍寘主殿院警務官金俊植免本官何如謹上 奏 

隆煕元年八月二十三日奉旨依奏

돈덕전을 즉위식 장소로 

사용

1907년

08월27일
황성신문 ●外國官憲參與定數

今日 進賀公故時에 惇德殿이 挾窄야 一般 官吏가 參班키 極難으로 

外國官吏 奏任三等以上만 參與케 다 說이 有더라  

돈덕전이 작아 외국인 

관리는 주임(奏任) 3등 

이상만 즉위식에 참여

1907년

08월27일
황성신문 ●宮牒各官廳

宮內府에셔 各府部院廳에 通牒되 本月二十七日巽時에 大皇帝陛下卽位禮式을 

惇德殿에셔 行실 時에 親勅奏任官이 進參賀禮 事로 仰佈며 

儀註冊子를 另具送交니 照亮라 얏더라 

즉위식 때 돈덕전에 

참여하는 관리들이 행할 

의주책자(儀註冊子) 발행

1907년

08월27일
황성신문 ●禮院通牒各官廳

掌禮院에셔 各府部로 通牒되 今日巽時 惇德殿에 大皇帝陛下卽位後 

陳賀時와 同日丙時 中和殿에 遣使追封皇后及進封皇后時와 頒詔時에 宗親

文武百官이 以公服으로 入參 意로 奏下矣니 所管官廳에 指揮야 以此

遵行케 라 얏더라

오전 9시 경 돈덕전  

의식 및 오전 11시 경 

중화전 즉위 의식

1907년 

08월28일

統監府

文書

4권

(130)

[한국 황제 즉위식에 

長谷川 大將 이하 

문무고관 참석 件] 

往電

明治四十年八月二十八日 午前2時55分 京城發

明治四十年八月二十八日 午前3時40分 東京着

鶴原 長官

伊藤 統監

한국 황제폐하의 즉위식은 예정대로 惇德殿에서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거행됨. 폐하가 먼저 朝鮮服으로 식상에 참석하시고, 총리대신이 賀表를 

봉독하고 이것이 끝나자 入御하시어 새로이 대원수의 제복으로 갈아입으시고 

出御하심. 長谷川 大將은 통감대리로서, 또 벨기에(白耳義)총영사는 각국의 

총영사 대표로서 각각 賀詞를 낭독한 뒤 만세를 삼창하고 식은 끝이 났음. 

식장이 협소하므로 참석한 각국 관헌은 京城 주재 일본 문무고등관 5등 

이상 및 각국 총영사에 한정시켰음.

황제 즉위식이 돈덕전

에서 오전9시 반부터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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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기사 수록일)

자료명 제 목 내 용 요 약

1907년

08월29일
황성신문 ●度大吟病

再昨日下午九時에 惇德殿賜宴에 百官이 盡爲入參얏 度支部大臣 

高永喜氏 身病이 卒發야 參入치 못얏다더라 

오후 9시 연회에 탁지부

대신 고영희 즉위식 

불참

1907년

08월29일

대한매일

신보
卽位禮式

再昨日 大皇帝게셔 卽位禮式을 惇德殿에셔 行禮시 親勅任官만 入參고 

禮畢後 中和殿에셔 奏判任官지 入參야 權停禮로 陳賀式을 擧行 
新大禮服을 未備 人은 厚祿古套와 舊大禮服을 無碍着用고 同日下午七時에 

賜宴시대 燕尾服이 無 人은 不得入參얏다더라 

돈덕전 예식 때 친칙임관

(親勅任官)만 입참, 예식 

후 중화전에 주판임관

(奏判任官)까지 입참하여 

진하식(進賀式) 거행

1907년

08월31일

대한매일

신보
毫端雲烟

▲日前惇德殿宴饗時에 長谷川司令官이 立食에 同參엿더니 農相宋秉畯氏가 

追後來到야 食場의 順序를 見고 李宮相을 向야 體禮에 無識을 

責고 屛風으로 食場을 遮障고 貴賓坐次를 表示엿다니 宋氏의 日人을 

尊崇은 已無可論이어니와 立食에도 坐次를 보지 

송병준이 일본인을 

존숭하여 돈덕전 입식 

연회에 자리를 표시

1907년

09월02일
황성신문 ●皇帝陛下移御說 

今日 太皇帝陛下萬壽聖節을 惇德殿에셔 擧行 後에 皇帝陛下게셔 該殿으로 

將次 移御신다더라

만수성절 거행 후에 

순종이 돈덕전으로 

이어한다는 설이 있음

(고종은 11월에 중명전

에서 준명당으로 이어)

1907년

09월02일
황성신문 ●內閣電話 

內閣에셔 各府部院廳에 電話되 今日 萬壽聖節에 公故 廢止고 但 

奏任官以上이 當日上午六時로 至十二時지 爲限고 惇德殿에 齊進야 

各其官姓名을 名簿錄에 塡書고 退出라 얏더라

내각에서 각부 전화하여 

주임관 이상 관리를 

돈덕전에 들게 하여 

명부록에 서명하게 함

1907년

09월04일

대한매일

신보
問安廢止 

闕內公故時에 百官問安은 廢止고 御覽冊子一卷을 敦德殿에 繕置고 

公故時면 百官이 敦德殿에 直入야 該冊子에 姓名을 列錄고 捺章退出 

後에 該冊子만 乙覽次로 奉呈다더라

궐내 문안을 폐지하고 

돈덕전에서 서명으로 

대체

 1907년 

09월14일

統監府

文書

4권

(173) 

[한국 황제에게 

일본 황제의 馬車 

증정 件]   

往電

明治四十年九月十四日 午後7時45分 京城發

明治四十年九月十四日 午後10時00分 東京着

長谷川 統監代理

伊藤 統監

우리 천황폐하로부터 한국 황제폐하에게 贈進하신 御料(황실 재산)인 마차 

전달을 위해 本官은 오늘 오후 3시 30분 惇德殿에 참내하여 贈進의 성의를 

상주했는데, 폐하의 감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우리 천황폐하의 厚誼에 

대해 親厚하신 사의를 표한다는 취지의 분부가 있었음. 또 친히 殿階에 

出御하심에 따라 마차의 天蓋를 개폐하시고 또한 苑內를 廻行시켰더니 

폐하는 친히 御覽하시며 만족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태황제폐하께서도 

내전에서 御覽하시고 싶다는 뜻을 말씀하셨으므로 다시 그 열람에 제공하여 

순조롭게 贈進의 절차를 끝마쳤음.

위는 田中 宮內大臣에게도 전보로 보고하였음.

일본 천황이 순종에게 

주는 마차 전달을 위해 

이토통감이 돈덕전에 

가서 아룀

1907년

09월16일
황성신문 ●移御擇日

皇帝陛下게셔 惇德殿으로 移御신다 事 已爲揭報어니와 移御日字 

陰本月十日로 推擇얏더라 

순종의 돈덕전 이어 

날짜를 정함

1907년

09월17일

순종실록 

1

경운궁의 즉조당으로 

처소를 옮기다
경운궁(慶運宮)의 즉조당(卽阼堂)으로 이어(移御)하였다. 순종의 즉조당 이어

1907년

09월18일

대한매일

신보
李氏被捉 

掌福院稽制課長李哲宇氏가 再昨日闕內에 入얏다가 敦德殿에셔 被捉야 

警視廳으로 押囚얏다더라

계제과 과장이 돈덕전에 

잡혀있다 경시청으로 

압송

1907년

09월19일

대한매일

신보
規則又改 

闕內公故時問安廢止 說은 前報에 揭載얏거니와 親勅奏任官이 敦德殿에 

繕置 名簿冊에 自署捺章더니 該規則을 又爲改正야 昨日붓터 同官人의 

名帖을 領受야 該冊子에 列錄야 乙覽次로 奉呈다더라

궐내 문안을 폐지하고 

돈덕전에서 서명으로 

대체

1907년

09월20일

대한매일

신보
各大問安

總理大臣以下各大臣이 再昨日下午四時에 敦德殿에 進入야 問安公故를 擧行

얏다더라 

돈덕전에서 문안공고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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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0월12일
황성신문 ●迎接節次

日本皇太子殿下게셔 來拾六日 仁川港에 渡泊실 預定인 其迎接節次가 

如左니 

同日上午拾二時에 大皇帝陛下게셔와 皇太子殿下게셔 宮中御用特別列車를 

御乘시고 仁川港阜頭에 停車셔 會見사고

十七日上午拾二時三拾分에 惇德殿에셔 皇上陛下게셔와 日本皇太子殿下와 

相見禮를 行신 後에 午餐을 進御시고

拾八日上午拾二時에 本國各大臣이 日本皇太子殿下게 拜謁禮를 行고

拾九日上午拾二時에 日本高等官五等以上과 各國 總領事及領事가 幷히 

日本皇太子게 拜謁 後에 立食禮를 設行고 次에 昌德宮을 御覽시고 

二拾日에 日本皇太子殿下가 出駕실 터이라더라 

일본 황태자 영접 시 

돈덕전에서 순종과 

상견례 후 오찬

1907년

10월12일

대한매일

신보
御相見禮

本月十七日上午十二時에 惇德殿에셔 大皇帝陛下와 日本皇太子殿下하셔 

相見禮를 行하신 後에 御會食옵시고 十八日에 각部大臣이 日本皇太子

께 拜謁禮를 行한다더라

순종과 일본 황태자가 

돈덕전에서 상견례 및 

회식 진행

1907년

10월17일
황성신문 ●會見節次

今日上午九時三十分에 各府部大臣이 日本國皇太子殿下 拜謁고 上午

十二時에 皇帝陛下 皇后陛下 皇太子殿下셔 惇德殿에 出御사 日本國

皇太子殿下, 伊藤統監及供俸諸員이 陛見고 同十二時三拾分에 會食고 

日本國皇太子殿下 供俸諸員이 幷히 陪參會食後에 大皇帝陛下셔 日本國

皇太子殿下及有栖川宮殿下를 接見하시고 日本國皇太子殿下셔 更詣會見

後에 辭陛하샤 旅館으로 行啓하시고 下午六時에 皇太子殿下셔 日本

皇太子殿下旅館에 行啓하사 晩餐會에 參與하시고

明日下午一時三十分에 日本國高等官吏와 各國 総領事及領事가 日本皇太子

殿下게 拜謁고

二拾日 日本皇太子殿下셔 離京時에 皇太子殿下게셔 南大門停車場에 

出駕餞別시고

大皇帝陛下게셔 勅使侍從武官長 李秉武氏를 派遣사 勞問以來신다더 

일본 황태자가 순종 

내외 및 영친왕 폐현 

후 회식 

1907년

10월18일
황성신문 圖表觀覽

日本皇太子殿下셔 再昨日下午三時三十分에 泥峴御旅館에 入샤 卽時 

大韓國地圖와 戶口調査表를 觀覽셧다더라

(10월16일)

일본 황태자가 이현의 

여관(旅館)에 머무름

1907년

10월18일
황성신문 ●陪參人員

昨日 日本皇太子殿下, 有栖川宮, 桂, 東卿兩大將一行이 敦德殿에셔 陛見後 

別室에셔 陪食얏 其人員이 如左니 皇太子殿下, 日本皇太子殿下, 有栖川宮, 

義陽君 李載覺, 完順君 李載完 永宣君 李竣鎔, 宮內府大臣 李允用, 総理大臣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學部大臣 李載崑, 度支部大臣 高水喜, 法部大臣 

趙重應, 農商工部大臣 宋秉畯, 禮式課長 高羲敬 諸氏오, 伊藤統監, 曾彌副統監, 

長谷川軍司令官岡崎師團長, 鶴原総務長官, 村田, 宮岡, 兩少將, 國分秘書官, 

桂大將, 東鄕大將, 岩倉公爵, 花房次官, 有馬第一艦隊司令官, 佐藤軍醫総監 村

木武官長, 伊藤別當, 大井大佐, 飯田中佐, 長谷川少佐, 阪本, 小錦路兩主事, 

岡田家令, 相礎, 伊勢兩醫, 田圓黑水, 秋澤各武官, 大迫, 有馬, 高辻, 原各侍從 

諸氏러라

돈덕전 별실 회식 참여 

인원은 대략 45명

1907년

10월20일
황성신문

官報

○宮廷錄事

(전략)

宮內府達第三十號

本月十七에 皇太子殿下게셔 日本國 皇太子殿下御旅館에 行啓시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下午五時十分에 惇德殿에셔 出御샤 平成門前路 大漢門前路 圜丘壇前路 長洞 

泥峴으로 從사 日本國 皇太子殿下御旅館에 臨御얏시고 七時四十分에 

動輿사 八時에 還御심이라   隆煕元年十月十六日

宮內府達第三十一號

本月十八日에 皇太子殿下게셔 日本皇太子殿下御旅館에 行啓시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下午一時五十分에 惇德殿에셔 出御사 平成門前路 大漢門前路 圜丘壇前路 

長洞 泥峴으로 從샤 日本國皇太子殿下御旅館에 臨御시고 三時四十分에 

動輿사 四時에 還御심이라   隆煕元年十月十七日

(후략)

영친왕의 일본 황태자 

접견 경로 중 출발점과 

도착점이 돈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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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제 목 내 용 요 약

1907년

10월22일
황성신문

官報

○宮廷錄事

宮內府達第三十二號

本月十九日에 大皇帝陛下게셔 日本國皇太子殿下旅御館에 臨御하시 
旨를 奉承하온 바 出宮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上午十一時三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하사 圜丘壇前路 長洞 泥峴으로 

從하사 日本國皇 太子殿下御旅舘에 臨御하시고 下午二時에 動駕하사 

同二時三十分에 還御하심이라   隆煕元年十月十三日

宮內府達第三十三號

本月十九日에 皇太子殿下게셔 日本國皇太子殿下御旅館에 行啓하실 旨를 

奉承하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十一時三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하사 圜丘壇前路 長洞 泥峴으로 從하사 

日本國皇太子殿下御旅館에 臨御하시고 下午二時三十分에 御旅館에셔 

日本國皇太子殿下와 同伴하사 泥峴 長洞 銅峴四街 觀峴 曜金門을 從하사 

昌德宮을 御觀覽하시고 昌德宮에셔 曜金門 觀峴 齋洞四街 校洞屛門 鉄橋 鍾路 

黃土峴 光化門을 從하사 景福宮을 御觀覽하시고 景福宮에셔 迎秋門 

光化門前路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 用康門을 從하사 平成門前路로 

下午四時에 惇德殿에 入御하심이라    隆煕元年十月十八日

영친왕의 일본 황태자 

접견 경로 중 출발점과 

도착점이 돈덕전

1907년

10월23일
황성신문

官報

○宮廷錄事

宮內府達第三十號

本月二十日에 大皇帝陛下게셔 南大門停車場에 幸行시 旨를 奉承

온 바 出宮時刻과 御路 如左이라

上午九時二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사 暘谷 大平洞 崇禮門 里門洞前路로 

同時四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臨御사 日本國 皇太子殿下를 御餞別

시고 同時五十分에 動駕사 同十時二十分에 還御심이라  隆煕元年

十月十九日

宮內府達第三十五號

本月二十日에 皇太子殿下게셔 仁川港에 行啓시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午九時二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사 暘谷 大平洞 崇禮門 里門洞前路

同時四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到사 同時五十分에 玉車를 乘시고 

同十一時에 仁川港停車場에 到사 香取艦에 上御사 日本國皇太子殿下를 

御餞別시고 同十二時三十分에 動輿사 下午一時四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到사 同二時에 惇德殿에 入御심이라

(후략)

영친왕이 일본 황태자 

배웅 후 돈덕전으로 

돌아옴

1907년

10월27일
황성신문

官報

○宮廷錄事

(전략)

宮內府達第三拾八号
本月二拾六日에 皇太子殿下게셔 訓鍊院各學校大運動場에 行啓시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午九時三十分 惇德殿에셔 出御사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布德門前路 

鍾路 鉄橋 新橋 梨峴 東橋 麻田橋屛門 麻田橋를 從사 訓鍊院에 臨御사 

各學校大運動式을 御觀覽시고 下午三時에 還御심이라 

(후략)

영친왕이 돈덕전에서 

출발하여 훈련원 각 

학교 운동장 어람

(御覽)

1907년

10월31일
황성신문 ●日本官人陛見 

昨日午後一時에 伊藤統監, 桂候爵, 長谷川司令官, 曾彌副統監, 村田, 宮崎兩武官, 

國分書記官이 惇德殿에셔 皇上陛下 陛見고 陪食얏다더라

(10월30일)

돈덕전에서 일본관리 

폐현, 순종과 식사

1907년

10월31일
황성신문 ●御陪食進參

伊藤統監과 桂太郞氏가 昨日 敦德殿에셔 御陪食에 進參얏 各府部大臣도 

進參얏다더라 

이토통감, 각부대신 

돈덕전에서 순종과 식사

1907년

10월31일

대한매일

신보
御前陪食

昨日下午壹時에 伊藤統監과 桂大將이 敦德殿에셔 陛見後에 御陪食하얏는대 

總理以下各部大臣이 一齊參與하얏다더라 

이토통감, 각부대신 

돈덕전에서 폐현 후 

순종과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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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1월07일
황성신문

官報

○宮廷錄事

宮內府布達第五十一號
陰曆十月初一日에 皇太子殿下게셔 太廟와 文廟에 展謁시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下午一時에 惇德殿에셔 出御사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布德門前路 新橋 
黃土峴 鍾路 鑑橋 敦化門前路를 過사 御橋로 太廟前門을 從사 齋室에 
入御사 同二時에 行禮시고 同時三十分에 動輿사 御橋로 梨峴屛門 黃橋 
弘化門前路 磚石峴 館基橋을 從사 文廟齋室에 入御사 同三時三十分에 
行禮얏시고 同四時三十分에 動輿사 館基橋 碍石峴 弘化門前路 黃橋 
梨峴屛門 敦化門前路 鐵橋 鍾踏 黃土峴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 用康門 
平成門前路을 從사 同五時十分에 還御심이라
隆煕元年十一月四日 

영친왕의 종묘 및 문묘 

전알 경로의 출발점이 

돈덕전

1907년

11월07일

대한매일

신보

號外 

隆煕元年十一月四日

◉宮廷錄事
宮內府達五十一號
陰曆十月初一日에 皇太子殿下게옵셔 太廟와 文廟에 展謁하옵시는旨를 奉承
하온바 出御時刻과 御道路는 如左함이라 下午一時에 惇德殿에셔 出御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布德門前路 新橋 黃土峴 鍾路 鐡橋 敦化門前路를 
過 御橋로 太廟前門 從 齋室에 入御 同二時에 行禮옵시고 
同時三十分에 動輿사 御橋로 梨峴屛門 黃橋 弘化門前路 박石峴 館基橋을 
從 文廟齋室에 入御 同三時三十分에 行禮옵시고 同四時三십分에 
動輿 館基橋 박石峴 弘化門前路 黃橋 梨峴 屛門 敦化門前路 鐵橋 鍾路 
黃土峴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 用康門 平成門前路 從 同五時十分에 
還御하심이라
宮內府大臣勳一等李允用
宮內府特進官金春煕辭職疏
批旨省疏具悉往事何必爲引卿其勿辭行公
宮內府特進官張博辭職疏
批旨省疏具悉不必荐辭卿其勿辭行公 

영친왕의 태묘 및 문묘 

전알 경로의 출발점이 

돈덕전

1907년

11월12일
황성신문

官報

○宮廷錄事

宮內府達第五十三號
本月十日에 皇太子殿下게셔 京城博覽會에 臨御실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午九時二十分에 惇德殿에셔 出御사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圖丘壇前路 
長洞洞口 銅峴四街 銅峴으로 從샤 京城博覽會에 臨御시고 同十二時에 
還御심이라
隆煕元年十一月八日 

영친왕의 경성박람회 

방문 경로의 출발점이 

돈덕전

1907년

11월12일

대한매일

신보
農大上奏 

農商工部大臣宋秉畯氏가  太皇帝陛下 重明殿이 狹窄니 他宮闕로 移 御하실 

意로 上奏얏다더라

고종이 중명전에서 다른 

궁궐로 이어(移御)할 

계획이 있음

1907년

11월13일

순종실록

1

임금의 처소를 

창덕궁으로 옮기다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어(移御)하였다. 황후(皇后)와 황태자(皇太子)도 함께 

이어하였다.

순종과 영친왕의 창덕궁 

이어(移御)

1907년

11월15일
황성신문

官報

○宮廷錄事

宮內府布達第五十九號
陰曆十月初十日에 太皇帝陛下게셔 太廟에 展謁하시고 昌德宮에 歷臨
하실 旨를 奉承하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午十時에 惇德殿에셔 出御하사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布德門前路 
黃土峴 鍾路 鐵橋 罷朝橋 敦化門 北墻門으로 從하사 太廟齋室에 入御하사 
十一時에 行禮하시고 同時四十分에 昌德宮에 歷臨하시고 下午三時三十分에 
動駕하사 同四時에 還御하심이라
隆煕元年十一月十二日

고종이 종묘를 찾아뵙고 

창덕궁에 들른  경로의 

출발점이 돈덕전임

1907년

11월15일

대한매일

신보

号外

隆煕元年十一月

十二日(관보)

◉宮廷錄事
宮內府達第五十九號
陰曆十月初十日에 太皇帝陛下게옵셔 太廟에 展謁옵시고 昌德宮에 師臨
실 旨를 奉承온바 出御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上午十時에 惇德殿에셔 出御사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布德문前路 
黃土峴 鍾路 銕橋 罷朝橋 敦化문 北墻문으로 從 太廟齋室에 入 
十一時에 行시고 同時四十分에 昌德宮에 歷臨시고 下午三時三十分에 
動駕사 同四時에 還御심이라
宮內府大臣勳一等李允用
宮內府達第六十號
自今으로 通符와 標信을 幷廢止라신 旨를 奉承이라
宮內府大臣勳一等李允用

고종이 종묘 찾아뵙고  

창덕궁에 들른 경로의 

출발점이 돈덕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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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1월15일

순종실록 

1권

태황제가 종묘를 

전배하고 창덕궁

에도 들리다

태황제(太皇帝)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황태자(皇太子)도 배참(陪參)하였다. 이어 창덕궁(昌德宮)에 역임(歷臨)하였다.

고종이 영친왕과 함께 

종묘 전알

1907년

11월16일
황성신문 ●不日開役

太皇帝陛下셔安洞別宮으로移御신다은已爲頒布되얏거니와修理等節과

新建築工役을不日間開始다더라 

고종의 안동별궁 이어 

계획

1907년
11월18일

순종실록 
1

종묘와 사직에 맹세
하여 고하고 높고 
낮은 백성들에게 
명하다

태묘(太廟)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맹세하여 고하였다. 맹세하여 고한 글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저 소자는 외람되이도 부덕한 몸으로 부황제(父皇帝)의 명령을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므로 한없이 위태롭고 두려워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랫동안 편안하고 폐단이 쌓인 나머지 나라 형편은 위험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므로 크게 개혁하는 조치가 없이는 아래로는 뭇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는 종묘 사직(宗廟社稷)을 받들면서 세계 가운데 스스로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일을 헤아려보고 개혁하는 방도를 물어서 확연
하게 모든 정사를 새롭게 하여 나라의 운명을 연장하는 것을 국시(國是)로 
삼겠습니다. 시행해야 할 조목을 아래에 첨부하여 아뢰는 동시에 해당 관청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자기 직책에 근실하게 하는 바입니다.

저의 이 뜻은 해와 달에도 물어볼 만하고 쇠와 돌처럼 견고하여 결코 흔들릴 
수 없으므로 삼가 맹세하는 말을 하늘에 있는 신령에게 정중히 고하는 바이니, 
신령께서는 굽어보고 묵묵히 도와주소서. 만약 저 소자와 해당 관청의 여러 
신하들이 조금이라도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고 끝을 맺지 못한다면 엄한 벌을 
명백히 내릴 것이니, 어찌 감히 모면하겠습니까? 삼가 고합니다.

1. 위아래가 한마음이 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음으로써 나라를 개방하고 
진취하는 큰 계책을 완전히 정하겠습니다.
1. 농업을 권장하고 상업과 공업을 장려하여 나라의 부(富)를 개발하여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 기강을 엄숙하게 세우고 쌓인 폐단을 바로잡아서 중흥의 위업을 빛내어 
나라를 개방하는 큰 계책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1. 내부 정사를 개선하여 신하와 백성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법 제도를 
확정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인재를 널리 찾아내어 적재 적소(適材適所)에 등용하겠습니다.
1. 교육에서는 겉치레를 버리고 실속을 취함으로써 나라의 긴요한 부문에 쓰는 
길을 열겠습니다." 하였다. 

이어 사직단(社稷壇)에 가서 전알하고 맹세하여 고하였다. 맹세하여 고한 글에 
이르기를,

"삼가 아룁니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은 신령이고 신령이 도와주는 것은 백성
이며, 신령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는 나라의 임금입니다. 
황제의 자리를 외람되게 물려받아서 한 나라의 임금으로 앉아 있는 만큼 
한 명의 백성이 살 길을 잃어도 다 임금의 탓이 됩니다. 문화 정치에서 폐단이 
쌓여졌고 백성들은 우매하고 나라는 약해져서 위험하게도 조석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법을 철저히 고치고 새로운 정사를 펴서 백성들의 
지혜를 열어주고 나라의 근본을 굳건하게 하지 않고서는 강토를 보전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연코 ‘유신(維新)’이라는 
두 글자를 국시로 삼고 시행해야 할 조목들을 아래에 첨부하는 바입니다. 
이 뜻이 한번 정하여지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으며 해와 달에도 진정할만하고 
쇠와 돌처럼 견고합니다. 이에 밝은 신령에게 맹세하여 고하니, 신령께서는 
굽어보고 암암리에 도와주시어 백성들의 마음을 인도하고 나라의 운명을 연장
시킴으로써 우리 임금과 신하들의 성의에 보답해 주소서.
혹시라도 우리 임금과 신하들이 마음을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끝을 잘 맺지 
못한다면 엄한 벌을 명백하게 내리신다 해도 감히 모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합니다."
하였다. 【시행해야 할 조목들은 다음에 첨부하여 열거하였는데 종묘(宗廟)에 
고한 조목들과 같다.】 

환어(還御)할 때에 덕수궁(德壽宮)에 가서 만나 뵈었는데, 황태자도 배알(陪謁)
하였다.

종묘에 순종의 황제 
즉위를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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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1월30일

대한매일

신보
浚明移御

太皇帝陛下옵셔再昨日에浚明殿으로移御셧総理大臣以下各部大臣이此

日에齊進陛見얏다더라

(11월28일)

고종이 준명당 이어

(移御)

1907년

12월05일

순종실록

1

황태자가 일본으로 

떠나가다
황태자(皇太子)가 일본국으로 떠나갔다 영친왕의 일본 유학

1907년

12월06일

대한매일

신보
宮府演說

三昨日에 宮內府勅奏任官을 惇德殿으로 會集하고 該府大臣과 次官이 

恪盡其職할意로 演說하얏다더라 

(12월03일)

궁내부 칙주임관이 

돈덕전에 모여서 연설

1907년

12월31일

대한매일

신보

號外 

隆煕元年十二月

二十八日(관보)

宮廷錄事

●융희二年一月一日에 大皇帝陛옵셔 德壽宮에 親上致詞옵실 旨 奉承

온바 出御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下午二時三十分에 敦化門으로 

出御사 罷朝橋 鐵橋鍾路 黃土峴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을 從 
德壽宮에 入御하 同三時三十分에 惇德殿에셔 行禮옵시고 同五時에 

還御심이라

륭희二年一月一日에 皇后陛下께옵셔 德壽宮에 問安하옵실 旨 奉承온바 

出御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下午二時三十分에 敦化門으로 出御 
罷朝橋 鐵橋 鍾路黃土峴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을 從사 德壽宮에 入御

사 問安옵시고 同五時에 還御하심이라 

(01월01일)

순종이 돈덕전에서 예를 

행한 후 후 창덕궁으로 

환궁

1908년

01월01일
황성신문 ○宮廷錄事

隆熙二年一月一日에

大皇帝陛下게셔

德壽宮에 親上致祠실 旨를 奉承온바 出御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下午二時三十分에 敦化門으로 出御사 罷朝橋 鐵橋 鍾路 黃土峴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을 從사 德壽宮에 入御사 同三時三十分에 惇德殿에셔 

行禮시고 同五時에 還御심이라

隆熙二年一月一日에

皇后陛下게옵셔

德壽宮에 問安실 旨를 奉承온바 出御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下午二時三十分에 敦化門으로 出御사 罷朝橋 鐵橋 鍾路 黃土峴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을 從사 德壽宮에 八御사 問安시고 同五時에 

還御심이라 

순종이 덕수궁에 방문

하여 돈덕전에서 예를 

행함

1908년

01월04일

대한매일

신보
親勅會食

三昨日에 百官이 德壽宮元朝問安時에 親勅任官에게만 洋料理로 賜饌

하셧는대 総理大臣以下각大臣과 각部次官與警視緫감과 其他勅任官이 

敦德殿에셔 祗受會食하얏다더라 

(01월01일)

덕수궁 설날 문안 시 

돈덕전에서 양식 요리를 

관리들에게 베풂

1908년

01월07일
황성신문

雜報

●太皇帝賜宴

太皇帝陛下옵셔 昨日上午十二時에 惇德殿에셔 曾禰副統監과 秘書官及

通譯官과 長谷川大將과 外他副官等을 招致샤 賜宴옵셧더라 

(01월06일)

고종이 소네부통감 및 

하세가와를 불러 돈덕전

에서 연회

1908년

03월06일
황성신문 ●乾元節賜饌

大皇帝陛下乾元節日에 惇德殿에셔 內外國官吏親勅奏任官을 會同야 賜饌

신다더라

순종 생일(건원절)에 

관리들과 회동하여 잔치

1908년

03월06일

대한매일

신보
慶宴服色 

大皇帝陛下께옵셔 乾元節日 下午八時에 各府部院廳奏任官以上를
惇德殿으로 賜宴하시는대 文官은 燕尾服이오 武官은 小禮服으로 進參다더라 

건원절 연회 돈덕전에서 

개최

1908년

03월10일

순종실록 

2

통감부, 군사령부의 

관원 및 각국 

영사들을 접견하다

궁내부(宮內府)의 친임관(親任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과 내각

(內閣)과 부(部)의 친임관, 칙임관, 주임관 이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어서 

통감부(統監府), 군사령부의 관원, 각국 영사(領事) 이하와 초빙 외국인으로서 

주임관의 대우를 받는 관원들을 접견하고 돈덕전(惇德殿)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고등관 이상을 함께 참가시켰다. 건원절(乾元節)

이기 때문이었다.

순종 생일(건원절) 연회를 

돈덕전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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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03월12일
황성신문

官報

○宮廷錄事

內閣各部奏任官陳 賀乾元節에 內閣과 各部奏任官이 自上午九時로 

至十二時지 仁政門外東行閣署名室에셔 署名事 三月十日明十日乾元節節

次左와 如
陛 見

 上午九時에 宮內府親勅奏任官

 上午九時半에 閣部親勅任官

 上午十時에 統監府官員

 上午十時半에 軍司令部官員

 上午十一時에 各國領事同館員及

 雇聘外國人奏任待遇陛見事

賜 宴

 下午八時半에 惇德殿 賜宴時에

內外國高等官以上晋叅事 閣府部에 奏任四等以上 統監府에 高等官八等以上 

軍司令部에 陸軍少尉以上 各國領事同館員及雇聘外 國人奏任待遇 三月九日

순종생신(건원절) 축하 

예식 절차 중 저녁 연회를 

돈덕전에서 베풂

1908년

03월15일
황성신문

雜報

●敦德殿親臨

太皇帝陛下셔와 嚴貴妃殿下셔 本月十三日下午七時에 敦德夜宴에 

親臨셧다가 翌日午前一時에 還御셧다더라

고종과 엄비가 돈덕전 

야간 연회에 참여하고 

새벽 1시에 돌아감

1908년

03월15일

대한매일

신보
宮宴抽籤 

再昨日下午七時에 太皇帝陛下께옵셔 各部大臣과 皇族及宮府高等官과 

承寧府高等官을 惇德殿으로 賜宴하셧는대 永宣君리쥰鎔氏 同夫人고 

皇族代表로 主席이되고 中樞院顧問리址鎔氏도 同夫人하얏고 宮 府次官

小宮三保松氏 身病으로 不參하고 其夫人이 入參하얏고 緫相리完用氏도 

入參치아니 하얏스며 妓樂이 俱備하얏고 抽籤을 施行하엿는데 抽籤物品은 

時計縀屬과 下等埃及卷烟인 抽籤하기는大官以下로 至宮女까지 하얏는대 

侍從리恒九氏 其父親과 慈親代表로 三次를 抽籤얏고 入參 妓生은 

數拾名인대 每名에 綿紬一疋式 下賜하시고 昨日上午一時에 罷宴하얏는데 

太皇帝陛下께옵셔도 該殿에 御覽하셧다더라 

돈덕전 궁중 연회 시 

시계 추첨

1908년

03월18일
황성신문 ●夜宴賜金

本月十三日敦德殿夜宴에 叅與 妓生에게 二百二十四元과 軍藥隊에게 

五十元을 下賜셧다더라 

(03월15일)

돈덕전 야간 연회에 

참가한 기생 및 군악대 

비용

1908년

03월18일

대한매일

신보
下賜妓樂 

去十三日 惇德殿夜會에셔 妓生一行에게 二百二十四圓과 軍樂隊에게 

五十圜을 下賜하옵셧다더라 

(03월15일)

돈덕전 야간 연회 공연 

비용

1908년

04월01일

대한매일

신보
何意越墻 

日本木手松浦眞三郞及玉署貞太郞兩人이 三昨日下午三時에 惇德殿前

洋製殿閣을 玩남次로 越墻入去하다가 南部警署로 捉致하얏다더라 

(03월28일)

일본인 목수가 돈덕전 

앞 담을 넘음

1908년

05월10일

대한매일

신보
活動睿眞 

德壽宮에셔 明日에 皇太子殿下의 御動靜을 搭出한 活動寫眞會를 惇德殿에 

開하실터인대 皇族夫人과 각大臣에 夫人을 命召하샤 觀覽케하신다더라 

(05월11일)

돈덕전에서 영친왕의 

근황을 담은 영화상영회 

개최 예정

1908년

05월14일

대한매일

신보
活動會未開

三昨日에 皇太子殿下 御動靜活動寫眞會를 惇德殿에셔 開하시고 皇族夫人及

각大臣夫人을 命召觀覽케 하옵신다는說은 前報에 已揭어니와 太皇帝陛下

足部가 更히 靡寧하옵셔 伊日에 該活動會를 開設치 못 하얏다더라 

돈덕전 영화상영회 고종 

다리 불편으로 취소

1909년

03월19일
황성신문 ●乾元廉祝請牒

乾元節에 慶祝기 爲야 來二十五日下午八時半에 惇德殿에셔 李総相의 

主催로 慶祝宴을 設行次로 奏任官以上及同待遇의 內外國官吏一千六百餘

人에게 請牒을發얏 叅賀者의 服色은 文官은 燕尾服으로 武官은 

禮服인 叅宴與否 來二十二日內에 內閣으로 豫先通知라 얏다더라 

(03월25일)

건원절 축하를 위해 국

내외관리 1600여명을 

초대, 참석자는 연미복을 

착용할 것을 요구

1909년

03월19일

대한매일

신보
乾元節夜宴 

摠理大臣李完用氏가 來貳十五日 乾元節에 慶祝하기 爲하야 同日下午八時半에 

德壽宮內 惇德殿에 夜宴을 排設하기로 預定하고 各部大臣以下壹般奏任官

까지 請邀한다더라 

(03월25일)

건원절 기념 돈덕전 

야간 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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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03월20일
황성신문

雜報

●在家獻誠

來二十五日 乾元節 惇德殿夜宴時에 叅宴 官人은 大禮服을 着라은 

已報얏거니와 勿論何等宴會고 大禮服이無人은 厚祿高套도 無妨하다고 

官報에 定式頒佈하얏 今番宴會時에 特別히 大禮服을 着하라 理由 

未知하다 本國官人은 此를因하야 叅與 者가稀少하다고덜더라

(03월25일)

대례복을 입어야 참여

가능함으로 건원절  

참가인원이 희소할 것

으로 예상

1909년

03월27일

대한매일

신보
敦德慶宴

內閣에셔 再昨日夜 敦德殿慶祝宴에 進參할人을 奏任官以上으로 內外國

官吏의게 送致한 請帖이 壹千五百餘度에 達하얏는대 연尾服이 無는 者는 

不參하얏다더라

(03월25일)

돈덕전 경축연 초청

인원이 1500여명, 

연미복 없는 자는 불참

1909년

05월27일
황성신문 ●觀光生光

太皇帝陛下셔 向日 敦德殿에셔 觀光團一同을 召見시고 各其 地方에 

下往야 人民에게 觀光 實況을 說明야 効力이 有케 라고 勅敎가 

有신지라 政府에셔 該觀光團員으로 地方官吏를 敍任야 人民에게 

曉諭 것이 實効가 有다 야 地方官吏로 需用다 說이 有다더라 

고종이 돈덕전에서 

관광단 일동 소견

1909년

09월05일

대한매일

신보
聖節賜宴 萬壽聖節에 各府部院廳親勅任官을 惇德殿에 引入하샤 御賜饌하옵신다더라 

만수성절을 맞아 칙임관

에게 잔치

1909년

09월05일
황성신문 ●署名問安

太皇帝陛下萬壽聖節에 各府部院廳奏任官以上이 惇德殿에셔 上午十時로브터 

十二時지 署名問安다더라  

(09월08일)

고종의 만수성절 때 

돈덕전에서 서명문안

1909년

09월05일

대한매일

신보
惇殿問安

來八日은 萬壽聖節인 故로 各府部院廳奏任官들이 惇德殿에 詣하야 署名問安

한다더라

(09월08일)

만수성절 서명 문안

1909년

09월07일
황성신문

宮廷錄事 

官報 

○問安

本月八日萬壽聖節에 惇德殿에셔 自上午十時로 至正午十二時지 各府部院

廳奏任官待遇以上이 問安署名이 有 事(九月四日 宮內府)

고종의 만수성절 때 

돈덕전에서 서명문안

1909년

09월08일

순종실록 

3

돈덕전에서 칙임관, 

주임관 이상의 관리

들에게 사찬하다

돈덕전(惇德殿)에서 황족(皇族), 각(閣), 부(部), 원(院), 청(廳)의 칙임관

(勅任官) 이상과 궁내부(宮內府) 주임관 대우(奏任官待遇) 이상에게 사찬

(賜饌)하였다

돈덕전에서 칙임관 및 

주임관에게 잔치

1910년

01월01일
황성신문 ●新年問安

本已午前拾 時붓터 下午一時지 完親文武白官이 仁政殿玄關에셔 皇后陛下

게 新年署名問安의 禮를 行고 下午一時붓터 同四時지 各府部院廳奏任

官以上諸氏가 惇德殿에셔 太皇帝陛下게와 皇貴妃殿下게 新年署名問安을 

行다더라 

돈덕전에서 순종이 

고종에게 신년 문안

1910년

01월01일

대한매일

신보
兩宮問安

本日上午十時에 宮內府大臣侍從院卿其餘文武侍從官이 昌德宮內興福軒에셔 

陛見하고 同十一時에 各황族及大臣들이 陛見하고 同三十分에 曾彌統監과 

大久保軍司令官과 各국総領事가 陛見하고 同日下午壹時로부터 同四時까지  

各府부院廳奏任以上官이 慶運宮惇德殿에셔 太황帝陛下께와 황貴殿下께 

署名 問安禮를 行한다더라

주임관 이상 관원이 

돈덕전에서 고종과 

엄비에게 서명 문안

1910년

01월25일

대한매일

신보
宮中小火

昨日上午十時 德壽宮內 惇德殿前建築所에셔 失火하엿다가 卽時撲滅

하엿는데 大皇帝陛下께옵셔 火報를 御聞하옵시고 卽時侍從李喬永을 

德壽宮에 命送하옵셧다더라

돈덕전 앞 건축소 작은 

화재가 일어남

1910년

03월16일
황성신문

雜報

●乾元節夜宴節次

來二十五日은 乾元節인 故로 下午八時三十分에 惇德殿에셔 夜宴을 設行

다 文官은 燕尾服大綬章으로 武官은 禮裝으로 叅宴케다더라 

건원절 돈덕전 야간 

연회를 베풂

1910년

03월16일

대한매일

신보
乾元節夜宴 

來二十五日은 乾元節인 故로 同日下午八時半에 惇德殿에셔 夜宴을 開한다

는데文官은 燕尾服으로 武官은 禮裝으로 來參하라고 總理大臣이 內外

國高等官에게 通牒하엿다더라

건원절 야간 연회로 

연미복을 착용할 것 

통보

1910년

03월24일
황성신문 ●夜宴叅與員

明日下午八時惇德殿夜宴에 叅與 人員의 調查數를 據즉 內外國高等官이 

合一千二百餘名이라더라

돈덕전 야간 연회 참여 

인원은 1200여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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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03월24일

대한매일

신보

경연 참례할 관리

수효

건원절 돈덕전 경연에 참례할 내외국관리수는 일천이백여명가량이될터이오 

연회경비는 오백여원으로 정하엿다더라

건원절 야간 연회 참석 

1200여명, 비용 500

여원임

1910년

03월25일
황성신문 ●宴費請求 

宮內府에셔 乾元節德壽宮內惇德殿夜宴費 千圜을 度支部에 請求支撥

얏다더라 

돈덕전 야간 연회비 

천환

1910년

03월27일
황성신문 ●夜宴崇呼

去二十五日

乾元節惇德殿夜宴에 親勅奏任官內外國官吏가 合爲八九百名에 至얏 
內部大臣朴齊純氏가 総理의 代理로 酒杯를 舉야

大皇帝陛下의 萬歲를 首唱 一般官吏가 崇呼萬歲얏다더라 

건원절을 맞아 황제 

폐하 만세를 부름

1910년 

04월01일
황성신문 ●帽子換着 

去月二拾五日乾元節에 德壽宮內 敦德殿夜宴에 往叅얏든 統監府官人某氏의 

帽子가 他人의 帽子와 相換된 故로 各官廳에 通知고 右夜宴에 往叅얏든 

人中에 帽子換着 人이 有거든 換去라얏다더라

건원절에 통감부 관리의 

모자가 뒤바뀜

1910년 

04월08일
황성신문 ●日官拜觀 

德壽宮惇德殿內에 洋製石造宮殿은 建築의 工事가 近日에 竣工되얏 

宮內府次官小宮三保松及統監府石塜長官諸氏가 再昨日上午九時에 右宮殿을 

拜觀하얏다더라 

돈덕전 안쪽에 석조전 

준공함

1910년 

04월09일
황성신문 ●演藝御覽 

大皇帝陛下게셔 再昨日下午六時에 惇德殿內에셔 高等演藝舘活動寫眞을 

招入사 御觀覽셧 各皇族及宮相閔丙奭氏와 小宮次官이 陪觀

얏다더라

고종이 돈덕전에서 

고등연예관의 활동사진 

관람

1910년 

04월09일

대한매일

신보
활동사진어람

태황제폐하께옵셔 재작일오후이시에 덕슈궁 돈덕전에셔 일인고등연예관에셔 

설행하는 활동사진을 어람하옵셧는데의친왕전하께서와 각 황족 제씨와 

궁내부대신 민병석씨와 일인 소궁삼보송 등이 참례하여 구경을 하엿다더라

고종이 일본인 고등

연예관 주관 영화관람

1910년 

04월10일

대한매일

신보
一劇千金 

太皇帝陛下께옵셔 삼작일돈덕전에셔 日人演藝舘의 活動寫眞을 御覽하옵심은 

旣報어니와 該舘主에 對하야 太황帝陛하께옵셔는 賞金一百圓을 下賜

하옵시고 大皇帝陛下께옵셔 銀製花甁一個를 하賜하옵셧다더라

고종이 돈덕전 영화 

관람 이후 100원을 

하사

1910년 

04월10일

대한매일

신보
活動寫眞御覽 

太皇帝陛下께옵셔 日間 惇德殿에셔 愛國婦人會의 活動寫眞을 御覽하옵신

다더라

고종이 돈덕전에서 

애국부인회 영화 관람

1910년 

05월27일

대한매일

신보
活眞劇御覽

太皇帝陛下께옵셔 本日正午에 德壽宮內敦德殿에셔 愛國婦人會活動寫眞을 

御覽하옵신다더라

고종이 돈덕전에서 

애국부인회 영화 관람

1910년  

05월28일
황성신문 ●惇德殿活動寫眞

太皇帝陛下게셔 昨日上午十五時惇德殿에셔 愛國婦人會의 活動寫眞을 

御覽셧 各皇族夫人은 花服으로 入叅얏다더라 

고종이 돈덕전에서 

애국부인회 활동사진 

관람

1910년 

08월09일
황성신문 ●德壽宮午䬸 

旣報와 如히

太皇帝陛下게셔 再昨日正午에 寺內統監以下를 惇德殿에셔 引見신 

後陪食을 賜셧 統監은 石造洋舘及其他를 拜觀 後乘夕出宮

얏다더라

(08월07일)

고종이 돈덕전에서 

데라우치를 만나고 

하고 식사를 베풂

1910년 

09월06일
황성신문

雜報

●誕辰賜餐

本月八日은 前萬壽聖節인 故로 同日正午拾二時惇德殿에 各親任官과 

具他元老를 會同야 午䬸을 下賜신다 叅會 人員의 服裝은 

厚祿古套에 高帽를 掛着다더라 

돈덕전에서 만수성절

(고종 생신) 기념 오찬

1910년 

09월09일
황성신문

雜報

●昌德宮問安行幸

旣報와 如히 昨日 德壽宮誕辰에 昌德宮게셔 午前九時頃에 德壽宮에 

行幸샤 問安祝賀신 後前과 如히 靡寧中에 在신 德壽宮의 

代理로 百官有司의 進賀를 受시고 惇德殿에셔 午䬸으로 進賀諸臣

에게 陪食을 許셧다더라 

(09월08일)

돈덕전에서 만수성절

(고종 생신) 기념 오찬

1912년

01월15일

순종실록

부록 3

태왕 전하가 신년 

연회로 돈덕전에 

왕림하여 오찬회를 

베풀다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돈덕전(惇德殿)에 왕림하여 오찬회(午餐會)를 

베풀었다. 종척(宗戚), 귀족(貴族) 및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이하 

고등관(高等官)들이 배식(陪食)하였다. 이어 기념품으로 은동해(銀東海) 

각 1개(箇)를 하사하였다. 신년 연회였기 때문이다.

고종 주최로 돈덕전

에서 신년 오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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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03월22일

순종실록

부록3 

태왕 전하가 총독 

백작, 정무 총감 

등을 돈덕전에서 

접견하고 이어 이재완, 

민병석 등을 접견

하다

돈덕전(惇德殿)에서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정무 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군사령관(軍司令官) 안도 사다미〔安東貞美〕, 경무총장(警務總長)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郞〕, 외사국장(外事局長) 고마쓰 미도리〔小松綠〕, 비서관

(祕書官)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를 접견하였다. 이어 이희 공(李熹公), 

후작(侯爵) 이재완(李載完) 윤택영(尹澤榮) 박영효(朴泳孝), 백작(伯爵) 

이완용(李完用), 자작(子爵) 박제순(朴齊純) 이재곤(李載崐) 임선준(任善準) 

이용직(李容稙),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 민병석(閔丙奭), 차관(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찬시(贊侍) 자작 윤덕영(尹德榮), 부무관

(附武官) 자작 이병무(李秉武), 찬시 남작(男爵) 김춘희(金春熙) 이필균

(李弼均), 사무관(事務官) 이항구(李恒九) 현백운(玄百運) 우에무라 마사키

〔上村正已〕 최건영(崔鍵濚), 기로소(耆老所) 노인(老人) 이승우(李勝宇), 

남작 민종묵(閔種默) 이정로(李正魯)를 소견(召見)하였다. 오찬(午餐)을 

하사하고 배식(陪食)하였다.

고종의 데라우치 총독 

및 정무 총감 등 접견 

및 돈덕전 오찬회

1912년

05월15일

순종실록

부록 3

태왕 전하가  조종응, 

조동윤을 돈덕전

에서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서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자작(子爵) 조중응(趙重應), 

남작(男爵) 조동윤(趙東潤)을 인견(引見)하였다. 조중응은 동경에서 

돌아와 알현하였기 때문이며, 조동윤(趙東潤)은 단속(緞屬) 3상(箱)을 

진헌(進獻)하기 때문이다.

고종이 돈덕전에서 

조종응, 조동윤을 접견

1912년

10월24일

순종실록

부록3 

태왕 전하가 군사령관, 

부관, 육군 주계관, 

육군 소장을 돈덕전

에서 접견하다

돈덕전(惇德殿)에서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군사령관(軍司令官) 안도 

사다미〔安東貞美〕, 부관(副官) 나카무라 고이치〔中村幸一〕, 육군 

주계관(陸軍主計官) 다나카 마사아키〔田中政明〕, 육군 소장(小將) 

다치바나 고이치로〔立花小一郞〕를 접견하였다.

고종이 일본군을 돈덕전

에서 접견

1912년

11월02일

순종실록

부록3 

태왕 전하가 정무 

총감과 육군 중장, 

통역관 등을 돈덕전

에서 접견하다

【음력 임자년(壬子年) 9월 24일】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정무총감

(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육군 중장(陸軍中將) 

무라타 아쓰시〔村田惇〕, 이하 무관(武官) 2인(人) 및 비서관(祕書官) 

구와바라 하치시〔桑原八司〕, 통역관(通譯官) 후지나미 요시쓰라

〔藤波義貫〕를 돈덕전(惇德殿)에서 접견하였다

고종이 정무 총감 및 

일본군을 돈덕전에서 

접견

1913년

08월27일

순종실록

부록4 

태왕 전하가 돈덕전에 

거둥하여 정악 전습

소의 주악과 연무를 

관람하고 이재완 등 

여러 종척들과 식사를 

하다

태왕  전하(太王殿下)께서 돈덕전(惇德殿)에 왕림하여 정악 전습소

(正樂傳習所)의 주악(奏樂)과 연무(演舞)를 관람하였다. 이어 후작(侯爵)  

이재완(李載完) 이하 여러 종척(宗戚)에게 사찬(賜饌)하였다. 어제가 

음력으로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고종이 돈덕전에서 

주악(奏樂) 및 연무

(演舞)를 관람하고 잔치

1913년

09월09일

순종실록

부록4 

태왕 전하가 돈덕전

에서 종척, 귀족, 

기사노인, 임자년생 

늙은 재상을 인견

하다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종척(宗戚), 귀족(貴族), 

기사노인(耆社老人), 임자년생(壬子年生) 늙은 재상을  소견(召見)하였다. 

오찬(午餐)을 내렸다.

고종이 돈덕전에서 

종친 및 귀족 소견 후 

오찬

1914년

04월08일

순종실록

부록5 

태왕 전하가  돈덕전에 

나가 양악대 가장

무대 및 정악을 관람

하다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양악대 가장무도

(洋樂隊假裝舞蹈) 및 정악(正樂)을 관람하였다.

고종이 돈덕전에서 

양악대 가장무도  및 

정악(正樂) 관람

1914년

07월03일

순종실록 

부록 5

덕수궁의 궁인 이씨가 

왕자를 낳으니 광화당

이라는 당호를 내리다

덕수궁(德壽宮)의 궁인(宮人) 이씨(李氏)가 왕자를 낳으니, 이씨에게 

당호(堂號)를 내려 광화당(光華堂)이라 하였다.

덕수궁 궁인 이씨의 

왕자 출산

1914년

07월24일

순종실록

부록5 

태왕 전하가 돈덕전에 

나가 다과회를 열고 

종척 및 고등관 등이 

배석하여 왕자의 

삼칠일을 축하하다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돈덕전(惇德殿)에서 다과회를 베풀었다. 종척

(宗戚) 및 고등관(高等官) 등이 배참(陪參)하여 새로 태어난 왕자의 

삼칠일을 축하하였다.

고종이 돈덕전에서 

왕자의 삼칠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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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09월08일

순종실록

부록5 

태왕 전하의 탄신일을 

맞아 덕수궁을 알현

하고 석조전에서 

종척, 귀족 등의 

축하를 받다

태왕 전하(太王殿下)의 탄신일을 맞아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알현하니 

왕비(王妃)도 따라갔다. 태왕 전하를 모시고 석조전(石造殿)에 거둥하여 

종척(宗戚), 귀족(貴族), 기사노인(耆社老人) 및 이왕직 고등관(李王職

高等官)의 축하를 받았다. 이어서 돈덕전(惇德殿)에서 사찬(賜饌)하였다.

고종 탄신일을 기념하여 

돈덕전에서 잔치

1914년

10월30일

순종실록  

부록 5

태왕 전하가 돈덕전에 

나가 종척, 귀족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경영마에게 오찬을 

내리다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돈덕전(惇德殿)에 거둥하여 오찬(午餐)을 베풀

었다.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 쓰가루 히데마로〔津輕英麽〕에게 

배식(陪食)을 하사하였다. 종척(宗戚), 귀족(貴族) 및 이왕직 장관(李王職

長官), 차관(次官), 찬시(贊侍), 사무관(事務官) 등이 배참(陪參)하였다.

고종이 종척 및 이왕직 

관리와 돈덕전에서 

오찬

1915년

09월08일

순종실록

부록6 

태왕 전하의 탄신일을 

맞아 왕비와 함께 

덕수궁을 알현하고 

종척, 귀족 등을 

돈덕전에서 인견하다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왕비(王妃)도 따라갔다. 

이어 표리(表裏)를 올렸다. 종척(宗戚), 귀족(貴族), 기사노인(耆社老人) 

및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이하를 돈덕전(惇德殿)에서 소견(召見)하고 

사찬(賜饌)하였다. 태왕 전하(太王殿下)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

고종 탄신일을 기념하여 

돈덕전에서 잔치

1916년

09월08일

순종실록

부록7 

태왕 전하의  탄신일

이므로 덕수궁을 

알현하고 석조전에서 

종척, 귀족 등의 

축하를 받다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태왕 전하를 알현하고 이어 태왕 전하를 

모시고 석조전(石造殿)에 가서 종척(宗戚)과 귀족 원로 및 이왕직 장관

(李王職長官) 이하 고등관(高等官) 등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이어 돈덕전

(惇德殿)에서 오찬을 베풀었다. 이 날은 태왕 전하의 탄신일이기 때문

이다.

고종 탄신일을 기념하여 

돈덕전에서 잔치

1917년

09월08일

순종실록

부록8 

태왕 전하를 모시고 

석조전에 나가 종척과 

귀족 등의 축하를 

받다

태왕 전하를 모시고 석조전(石造殿)에 나가 이강 공(李堈公) 이하 종척

(宗戚)과 귀족(貴族) 및 이왕직 고등관(李王職高等官) 등의 축하를 

받았다. 군사령관(軍司令官) 마쓰가와 다네토시〔松川胤敏〕, 사단장

(師團長) 다치바나 고이치로〔立花小一郞〕, 중좌(中佐) 구리하라 시게히라

〔栗原重平〕 등도 참여하여 축하하였다. 이어 돈덕전(惇德殿)에서 

오찬을 베풀었다.

돈덕전에서 고종 탄신일에 

기념 오찬

1918년

09월14일

순종실록 

부록 9

태왕 전하의 환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왕직의 장관 등에게 

오찬을 내리다

태왕 전하가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이하 봉사하였던 직원(職員) 및 

전의(典醫)와 별입직(別入直) 등 36인에게 오찬을 내렸다. 태왕 전하의 

환후가 평복(平復)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의 환후로 1918년 

9월 8일 오찬은 없음

1920년

01월08일
독립신문 德壽宮址賣却

上海日報

光武皇帝昇遐하신 後 德壽宮 大漢門은 堅鎖되엿는대 其中 咸寧殿에는 

故 陛下의 侍陪들이 靈碑를 侍護하고 잇다 今回 英國公使館直下에 

當하는 永成門內 一萬五千坪을 倭奴에게 賣渡하게 되엿는대 朝鮮銀行에 

七千坪 朝鮮殖産銀行에 五千坪, 京城日報社에 三千坪 總價額은 四十萬圓

이다

그 地內에는 李朝太祖 以來 歷代의 御靈碑를 安置한 叡源殿이 잇고 

外에 閔妃의 靈을 祭하는 景孝殿과 義親王先妃의 殯殿이던 懿孝殿이 

잇다, 此賣買問題는 約三個月前부터 니러나 所謂李王職長官 閔丙奭과 

贊侍司長 尹德榮은 義親王에게 謁見하고 同地垈賣却의 允許와 同地內에 

잇는 靈殿의 移轉을 屢屢 叩請하엿으나 王은 赫怒하사 反面不應하시다

此時에 倭總督은 右兩人의 交迭을 斷行함으로 一時 賣買問題는 中止되다, 

其後 李載克이 長官되야 王끠 謁見하고 允許를 請하엿으나 王은 依然 

拒絶하시다, 乃終에는 次官인 倭奴國分이 再三 奏請하야 알지 못할 

黑幕裏에 允許를 得하엿다고, 同地垈는 將次 前記 買受者의 社員住第가 

되리라 云云 (上海日報)

1919년 10월 경 이후

부터 이왕직 장관 민병석과 

찬시사장 윤덕영이 

선원전 권역의 매각을 

시도함. 

1920년 1월  총독부 

국분의 강압으로 선원전 

매각을 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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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01년19일
매일신보

御一年祭  거행후의 

덕수궁의 처분문제, 

선원전과 의효전은 

창덕궁으로 옮기기

로 지금 준비중, 

일년제만 지내면 

세상의 문제가 되어

 슬프나 세상에 빠른 것은 다만 셰월 밖에 없는 것이야 이태왕 전하

께서 훙거하신지도 벌써 일주년이 가까웠으니 세상천하 공도라는 

것은 능히 억제할 수 없도다 전하께옵서 생존하야 계옵시던 덕수궁은 

여전히 돌아가신 전하를 우러러 사모하는 듯이 외연히 높히 있고 

대한문의 가운데 큰문 여러 놓았는데 파수보는 순사만 우둑하니 

서서 있으며 그리 번화하던 그 문의 출입하는 사람도 적이 자체가 

멀진 것을 때때로 보매 우리 일반이 느끼운 눈물이 다시금 새로우며 

전하에 대해 봉도의 정성이 간단없이 생긴다 궁안에는 

이태왕전하께옵서 무한히 사랑하셔서 잠시도 곁을 옮기지 안이 하

시던 복령당 아기씨 한 분만 남아있어 다수한 시녀의 시의 속에 

처량히 그날그날을 보내실 적마다 고전하의 옥안을 만나 뵈옵고져 

하실 마음이 얼마나 간하실가 이왕세자전하가 좋아하시는 석조전도 

누가 근처에 가지도 않아서 더욱이 쓸쓸하고 처량하게 눈에 뜨이며 

이태왕전하의 영령을 받들어 모시고 제사 받드는 함녕전은 매삭 두 

번식 제사가 있어서 참배하는 사람 외에는 다만 몇몇이 못되는 

숙직하는 자 뿐이다 일만 팔천 평에 수십채 되는 광대한 건물의 

루뎌은 이같이 영구히 지내어 갈는지 

이왕전하와 왕세자 전하의 친림하시는 뜻이 계신지 이것을 문제삼

아 국분 리왕직 차관은 말하기를 덕수궁은 현재대로 영구히 보존

하는 외에 달리 처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일년제가 마치시면 차

차로 세상에 문제가 되겠는데 장래 총독부가 경복궁 안으로 옮기

게 되면 태평통은 경성전시의 중심점이 되어 덕수궁도 물론 요지

가 되겠는데, 어떻든지 경성시중 뛰어난 곳의 토지를 일만 팔천 

평이나 되는대로 놀려두기는 경성번영상에도 심히 유감천만인 듯

하오. 건물 정원 등의 보존비도 연연히 막대한 숫자를 나타내는 

바 결국 장래는 궁 안의 한쪽 필요한 건물 있는 지역을 젖혀놓고 

다른 것은 떼어내서 민가를 세울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궁 안에 

있는 이조역대의 초상을 모신 선원전은 당연히 창덕궁에 옮기려고 

불원에 이전할 차로 창덕궁 안에 그 기지를 선정하는 중이오 또 이

왕 전하의 웃대를 제사지내는 의효전도 창덕궁에 옮기기로 되었는데, 

이 건물을 이왕가에는 필요한 건물로서 기타 이, 삼은 반드시 둘 

건물이 있고 석조전 같은 굉장웅대한 건물은 이것을 움직이기 어

려우므로 그대로 무엇에든지 쓰겠지요. 또 이 같은 필요치 않은 부분

은 떼어내어 장사하는 집이 세워지게 되면 경성의 번영상 진실로 

기꺼운 일인즉 좋기는 좋으나 아직 이런 의논을 전혀 없고 혹 한, 

두 사람의 조선인이 거짓말을 전파한 덕수궁 불하문제가 아주 성가시

게 되었는데 전혀 형적도 없는 일이나 어떻든지 일주년제가 마치

면 무슨 의론이 있겠지요만은 말하더라.

덕수궁 선원전은 

창덕궁으로 이전하고, 

석조전과 같이 웅장한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치 않은 건물을 

떼어내 장사하는 집이 

세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

1920년 

03월03일
매일신보

덕수궁은 보존,

공원이니 총독관저

이니 하는 말은 

멀쩡한 거짓말이요 

덕수궁은 영한 

보존해

고  리태왕전하의 어일년제도 지나고 리왕직으로부터 어혼뎐의 

챵덕궁 어이안 등이 발표된 터로 덕슈궁은 무슨 형식에 의하야 

▣리라고 말 자가  잇쳐데 엇던 자 총독부가 경복궁에 이젼에 

관련야 덕슈궁을 총독부 관뎌로 쓰던지 또 개방야 부쳥에 

인계고 공원을 만든다 말을  류포야 드듸어 젼파되얏대 

리왕직고등관의 책임잇 말을 드른즉 덕슈궁은 왕어궁뎐의 귀즁 

궁뎐으로 야 영구히 보죤고 감리인 또  직원을 두고 감리 
터이며 고리태왕 뎐하의 가거쥬시던 리로 영 죤치기로 결뎡

엿다 더욱이 궁 밧게 불용토디 또 보죤에 필요치 안은  건츅물 

등은 형편에 의야 뎍당 시긔에 쳐분 지도 모르겟데 

그것은 긔뎡의 실 만일로셔 수쳔평의 넓은 구내 리태왕뎐하께서 

세상에  생죤시던 즁은 엇더튼지 간에 현재에 보죤상 너무 넓어서 

쓰지 못 일부 쳐분은 당연의 일인데 덕슈궁을 어듸까지 보죤 

것은 움직이지  못 확뎡실이다 따라셔 공원셜과 총독관뎌셜 

등은 꿈과 갓흔 일쟝허설로 단뎡다 또 덕슈궁 봉의 려관타

백여명의 이뒤 셩행에  대하야비교뎍 안고 되 보증 것으로 

해석 일이더라

덕수궁의 공원화, 

총독관저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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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09월08일
동아일보

秋雨蕭蕭한 中에 

故李太王殿下의 

六十九回誕辰茶禮

 작일정오부터 효덕뎐에서 감개무량한 별다례를 거행, 의화궁께서는 릉졔를 

섭행 작칠일은 음력으로 칠월이십오일이니 즉 덕수궁(德壽宮) 리태왕뎐하

(이태왕전하)의 륙십구회(六十九回)의 탄신일이시라 창덕궁(昌德宮)에서는 

당일 상오십이시부터 효덕뎐(孝德殿)에 별다례(別茶禮)를 거행하얏다 륙일

저녁부터 나리든 비는 인하야 그치지 안코 칠일 아참부터는 흣뿌리는 

비방울이 차차 굴거저서 자못 넷날을 그리는 이의 창연한 눈물을 잇그는 듯 

하얏는대 비를 무릅쓰고 자동차에나 혹은 인력거로 뒤를 이워 모혀드는 

종척과 밋귀족들이며 또는 낙향하얏든 로재상들의 수효는 거의 백여명에 

달하야 "비"와 "슬품"에 싸힌 효덕뎐은 굴건 졔복으로써 부인 틈이 업시 

되얏는대 뎡각이 되야 리왕뎐하(李王殿下)께서 와 리왕비뎐하(李王妃殿下)

께서는 자동차로 락선재를 납시와 효덕뎐에 이르시사 즉시 졔식은 거행되

얏는대 량뎐하의 애곡(哀哭)하압심은 다시 긔록할 여지도 업겟거니와 일즉이 

고태왕뎐하의 은총을 일신에 밧든 로신(老臣)들의 정신을 알코 통곡하는 

소래는 갓득이나 음산하고 침울한 흐린 하늘에 사모치여서 듯는 자로 

하야금 억색한 비회를 금치 못하게 하얏섯는대 다례가 끗난 후에는 일반 

제관들은 동행각(東行閣)에 모히어 리왕뎐하께서 나리시는 제물(祭物)의 

사찬을 밧자왓스며 부왕뎐하의 말년의 총애를 한몸에 차지하고 일시도 

실하를 떠나시지 안으시든 복녕당(福寧堂)아가씨께서는 륙일부터 수두(水痘)

라는 열병으로 누으시게 되얏슴으로 사무관의 말류함을 인하아시여 마참내 

다례에 참배를 못하시엿스며 리강공뎐하(李堈公殿下)께서는 당일 뎡오에 

금곡(金谷)에서 거행하는 릉제(陵祭)에 섭행(攝行)하시기 인하야 효덕뎐에는 

나시지 못하고 다만 비뎐하만 참배하시엿스며 마참 금곡 릉제시에는 비가 

만히 왓스나 리강공 뎐하께서는 비를 무릅쓰시고 릉상에 오르사 참배를 

하시엿더라

 三年前最後의 誕辰 삼년전 오날에 마즈막 탄신을 생각하매 감개함을 금치 

못하겟다고 李王職 某事務官談 효덕뎐(孝德殿)에서 다례를 마친후 다년 

덕수궁에서 근시를 하든 모리왕직사무관(某李王職事務官)은 얼골에 창연한 

빗을 띄우고 말하되 "도모지 세상 일이 꿈갓소 평시에 그러케 근강하압시든 

어른이 도라가시기도 꿈밧기거든 발서 어는 틈에 삼년 마조막 생신 다례

날을 당하니 비창한 마음과 쓰린 가삼은 것잡을 길이 업는 가하오 그 

뿐만 아니라 제상 압에서 슬미우시기를 마지 안으시는 왕뎐하를 뵈올 때는 

새삼스럽게 재작년 이 날에 덕수궁 돈덕뎐(德壽宮 惇德殿)에서 뎐하의 

마조막 탄신 날에 부자분이 깃거이 대면을 하시며 아참수라를 잡수시든 

생각이 문득 이러나서 다시 감구지회가 가삼에 떠도라 깨닷지 못하는 

눈물이 옷깃에 흐름을 금치 못하얏소 뎐하께서는 평시에 항상 "증편"과 

"사과"를 잘 잡수시엿슴으로 그날도 점심수라에 이왕뎐하와 복녕당아가씨를 

압헤 대하시고 사솨를 집어 아가씨에게 주시며 증편을 매우 달게 잡수시든 

생각이 아즉도 모라에 새로우며 그때에도 마참 미녕하시든 터이엿지만은 

평시에 침소에 드실 때 외에는 눕지를 안이하압시는 뎐하께서는 종일 

안색이 화창하시어 환후를 깁히 염려하는 근시자들에게 황공하온 안심을 

주시압든니 어느듯 솔빗 프를 홍릉(洪陵)에 잠잠히 누어게시게 되고 그때에 

희색이 만면하야 탄신을 츅하든 모든 신하들은 이제 다시 뎐하를 추앙하는 

쓰린 눈물을 짓게 되니 엇지 세상 일과 사람의 일이 이다지 허무한지 

도모지가 모도 꿈가튼 일이요“ 하더라                         

1917년 9월 고종 생일에 

돈덕전에서 고종과 

순종이 아침식사

1921년 

04월30일
매일신보 槿域誌 其서북쪽에 구성헌과 돈덕전이 有하니 亦洋式으로 構成하얏으며 돈덕전이 존재함

1921년 

07년25일
동아일보

京城小景-말하는 

샤진 3 

古宮殿에 新作路-

영성문터에서

서대문통에 고색이 창연하게 저 있는 ‘영성문’이 헐리기는 작년여름의 

일이다. 지금은 그 영성문자리로부터 남편으로 정동까지 탄이한 신작로가 

새로히 뚫려 있다. 이 신작로의 왼편 대궐자리에는 지금에 절이 되어 

‘선원전’의 뒤편 자리에는 금친한 부처님이 드려 앉았다. 일시 정치 풍운의 

중심으로 동양의 주목을 모은 ‘수옥헌’은 외국사람의 구락부된지가 이미 

오래지마는 외국사신접견의 정전으로 지었던 돈덕전은 문호가 텁텁히 

다친대로 적적히 길가에서 가지부러진 고목의 나무 같이 음사이로 불볕에 

이우른 갈무봉의 고탑만 행인의 눈에 보인다 이곳은 어찌 하여 이렇게 

몰라보게 변하였는가 경비가 군졸하여 이왕직에서는 대궐을 팔아간 까닭

인데 이왕직에 출입하는 사람이 분참봉을 팔아먹었다고 검사국에서 오너라

가거라하는것도 이러게 팔기를 잘하는데서 전염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관대사 모를하고 양산되에 호종하던 사람으로 금일에 이길을 지나

면서 감개가 기쁠자는 과연 누구가 있을련지

돈덕전을 사용 하지 

않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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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02월10일
조선일보

府廳신축은 덕수궁?. 

남대문소학교에 

실패를 당한 경성

부청은 다시 덕수궁

으로

남대문 소학교 운동장으로 내정되엇다가 일반의 여론으로 인하야 결정

하지 못한 경성부텽 신축디는 수일을 두고 다시 협의하든 결과 디금 

아지도 어디로 뎡하여야 올흔지 알지 못하고 의론이 극히 분분한 중에 

잇는데 남대문소학교는 이러한 문데로 하지를 못하고 경성일보사 뒤에도 

할 수가 업는 형편에 잇슴으로 덕수궁(德壽宮) 안으로 하는 것이 엇더

하냐는 의견이엇다더라

덕수궁 안에 경성부청 

신축을 의논

1926년 

12월24일
중외일보

舊闕德壽宮分割賣買

된다고次第로破壞

되는宮殿-明言은

避하나그럴듯이

말하는末松庶務課

長談 

경복궁(景福宮)이 변하야 눈서투른 한 백악관(白堊館)이 되고 경운궁

(慶運宮)이 변하야 색다른 아이들의 작난터가 되고 이제 다시 덕수궁

(德壽宮)이 변하야 사분오렬(四分五裂)되는 상고만이 되려한다 지난 

긔미년 고종 태황제의 영령을 기려 홍릉(洪陵)에 모신 후 부태묘

(附太廟)가 봉행되시기까지 삼년동안 혼뎐(魂殿)을 밧들든 덕수궁은 

춘풍춘우 사오개성상을 버틴바 되어 옥보(玉步)를 움즉이든 궁로(宮路)에 

푸새들만 우거졋고 옥빈궁녀(玉嬪宮女)의 아릿다운 자태가 그림자 지든 

뎜뎜한 뎐각(殿閣)은 허다한 버레와 집 일흔 새의 보금자리를 이루어 

찬 긔운이 언제든지 가득차고 황량(황량)한 색채가 나날이 지터가서 

보는 자의 아지못할 감개를 무한히 자아닐으키어 왓섯는데 최근 려항에 

뎐하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덕수궁의 일부 디소(地所)를 베여 파라온 

리왕직(李王職)에서 다시 그 남아지 전부나 혹은 반분을 팔기 위하야 

비밀리에 그 매매(賣買) 운동이 계속되는 중이라 하니 전하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즉까지도 그 형해나마 가지고 잇든 덕수궁 마자 경운궁, 

경복궁이 거터간 눈물겨운 자최를 딸하 또한 슬어지고 말 모양인 바 

매매설의 자세한 바를 전하는 대로 보도하면 태평통(太平通) 측으로 

면한 정면의 긔디를 매평 일백칠팔십원의 시세로 모 일본인 토디회사

(土地會社)에 팔아 넘길 모양이며 이 토디회사에서는 일수(一手)로 

이것을 사가지고 그 전부를 여려 개에 난흔 후 산매(散賣)를 하야 이 곳을 

상업디대(商業地帶)를 맨들어가지고 그 이웃에 즐비히 늘어가는 관청, 

은행, 회사 등을 상대로 장사를 버리랴 함이라 한다. - 華麗하든 殿閣도 

모다 撤毁 放賣하고 황량한 대권터에는 石造殿 하나만 남을 듯- 리왕직

에서 덕수궁의 긔디를 일본인 모회사에 팔랴한다는 소문이 려항에 

자자하다함은 별항 보도한 바와 갓거니와 이 덕수궁의 긔디를 판다하는 

것은 즉 궁궐이 업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삼십년의 긴 세월을 

허다 참담한 력사(歷史) 속에서 구슯흔 생애(生涯)를 거듭하야 오며 

한갈가티 고종태황뎨를 밧들든 대한문(大漢門) 함녕뎐(咸寧殿) 등의 

대소궁문과 대소뎐각까지 그 웅대장려한 형태를 업시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뎐각에 대한 존폐(存廢) 문뎨는 리왕직원은 물론 어친척귀족들 

사이에 또 들어나지 안핫스나 리면에 잇서 의론이 다소 분운한 모양인 바 

리왕직의 수뇌부 대개는 그들 뎐각을 그대로 보존(保存)한다 함에 그리 

찬의를 갓지 아니하야 될 수 잇으면 모다 철회 방매(撤毁 放賣)할 

의견인 모양이니 그는 뎐각을 그대로 보존하자면 또한 그만한 터를 

필요케된다며 다시 현재의 위치로부터 다른 곳에 전부 옴겨가야 할 것

임으로 이에 대한 거대한 비용을 판술할 방법도 업슬 뿐아니라 하등의 

용처와 필요를 감하지 안는 이 뎐각을 그대로 남기어 두고 비용을 

들임도 경제뎍 견디에 잇서서 그리 합리한 일이 아니라 하는 의견에 

긔디 방매와 함께 궁문 뎐각 등까지 철회방매하고자 함인 듯하며 그 중 

석조뎐(石造殿) 만은 그대로 보관할 터이라 한 즉 석조뎐과 함께 그 

부근에는 그리 넓지 못한 약간의 긔디가 남아잇슬 모양이더라 - 明言은 

피하나 그럴 듯이 말하는 末松庶務課長 談 - 별항보도의 사실에 대하야 

리왕직 말송서무과장(末松庶務課長)은 이에 대한 가부뎍(可否的) 확실한 

대답을  피하고 극히 모호히 대답하야 가로되 「오래전부터 이는 문뎨가 

된 터로 그 일부의 매도는 실현된 일인데 최근 그것이 구톄화하얏다는 

것은 나로서 이러타 저러타 말할 수 업는 일이외다 하여간 회계과

(會計課)에서 하는 일이며 또한 아즉 그런 말을 듯지 못한 듯하오 살 

사람만 잇스면 벌서 팔렷슬는지도 모르나 하야튼 갑이 비싸니까 살 

사람이 얼른 나서도 안는 모양이올시다 물론 족음씩 뜨떠서 팔지는 

안흘 작뎡인데 궁터 전부 일만오륙천평은 다 - 안 판다 하고 일만평 

가량만을 사오분한다 하드라도 큰 것이니까요 함녕전이나 대한문 등의 

궁문뎐각 존폐 문뎨는 아즉 의론도 업습니다. 물론 석도뎐이야 보관

되겟지요

덕수궁의 매각설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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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10월01일

삼천리 

제3권 

제10호

舊宮哀詞

가을의 德壽宮

(李允宰)

 德壽宮 高宗의 賓天하신 후 주인 일흔 이 대궐은 深深閉鎖되어 어느덧 

春風秋雨 13년을 지나 왓도다.

 돌아보건대 이 대궐은 본대 조선 제 9世 成宗大王의 형 月山大君 李婷

(世祖의 孫, 德宗의 子)의 邸宅인데 月山大君이 王位에 오르지 못한 

대신으로 만흔 재산을 타고 이 宮집을 엇어서 여러 代로 여기에 살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460년 전의 일. 그 때에서 한 100여년을 

지나 壬辰亂 때에 서울 안 궁궐이란 죄다 燒燼되엇으되 오직 이 집만은 

그냥 남아 잇엇다. 서울에 주둔하엿든 日軍이 철퇴하고 宣祖大王이 龍灣

(義州)으로부터 回鑾하여 여기에 臨御하엿으므로 그때 時御所라는 명칭이 

잇게 된 것이다. 이것이 대궐된 것의 비롯으로 곳 238년 전(西紀 

1593년)의 일이엇다.

 그 뒤 제 16世 光海君은 그 父君 宣祖大率의 后 仁穆王后(金悌男의 女)를 

여기에 幽閉하야 西宮이라 일컬엿으며 光海君이 폐위되고 제 16世 

中宗大王이 이 宮의 卽祚堂에서 즉위식을 행하고 明禮宮이라 命名하엿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己未事變(8월 20일에 亂兵이 景福宮에 들어와 

明成皇后를 弑한 事)이 잇으므로 하야 (翌年 建陽 元年) 2월에 高宗이 

太子를 더불어 俄館(露國 公使館)에 播遷하야 1년 남아 거기에 게시다 

그 翌年 2월 20일에 여기에 移御하시니 이는 그 전 대궐 景福宮이란 

대는 往事를 생각하면 너무나 끔직하야 자연 마음이 편할 수가 업섯음

이다. 다시 慶運宮이라 命名하고 그 해 여름에 역사를 시작하야 규모를 

더욱 크게 하고 永住의 計를 삼으니 이로부터 11년간은 一國의 政令이 

다 여기로부터 나왓으며 波瀾重疊한 韓末風雲을 捲起케 하는 大活悲劇의 

무대가 되엇섯다.

 이 대궐 안에는 正殿인 中和殿과 寢殿인 咸寧殿과 觀明殿, 卽祚堂, 

壽仁堂, 靜觀軒 景孝殿이 다 중요한 건물이며 中和殿은 光武 8년에 

소실된 것을 重建하엿으며 咸寧殿 西에 잇는 石造殿은 英國人 데비슨씨의 

설계로 건축된 것인데 이것이 純루네산스式(文藝復興)의 대표적 건축

이다. 西北에 잇는 九成軒, 敦德殿도 다 洋式의 건축이다. 대궐의 정문은 

처음에 敦禮門이라 하더니 뒤에 大安門으로 고치엇다가 安字된 것이 

冠머리 아래 女字를 쓴 것이니 이것은 여자가 남자와 가튼 權利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인 즉 매우 재미업는 것이라 하야 남성의 字인 漢字로 

변경하야 大漢門이라 한 것이다.

 光武 11년 7월 18일에 高宗이 讓位하고 純宗이 踐祚하야 昌德宮으로 

移御하게 되매 慶運은 다시 德壽宮으로 고치엇다. 高宗은 흘노 이 

대궐을 지키어 12년 동안 쓰리고 쓰린 생애를 보내엇다. 우리가 이제 

이 대궐을 볼 때에는 미상불 눈물겨운 추억과 威慨가 그지업다.

＜34＞

덕수궁의 서양식 건축

으로 덕수궁 서북쪽의 

구성헌과 돈덕전을 

소개

1932년  

04월28일
중앙일보

德壽宮拂下는 虛說 

一部撤毀修理 

末松李王職庶務課

長談

고종(高宗)께서 승하(昇遐)하신 이래 춘풍추우 十三년의 장구한 성상을 

주인업시 텅 비어내려오든 덕수궁(德壽宮)은 력사적으로 영원희 긔념

할 가치와 필요가 잇는 석조전(石造殿)과 함녕전(咸寧殿)과 밋 대한문

(大漢門) 등 세 가지만 남기어두고 그 남어지 건물들은 전부 철회하기로 

되어 벌서 그것을 헐기에 착수하얏는데 그에 따러 석조전과 함녕전은 

리왕직아악부(李王職雅樂部)의 분실로 사용할 터이요 대한문은 뒤흐로 

약 三十간을 드려 세울 예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야 말송리용직

서무과장(末松李王職庶務課長)은 말하되 「작금 덕수궁이 팔리는 것처럼 

항간(巷間)에 선전되나 지금 가태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업다 다만 

궁 안에 잇는 모든 건축물을 함부로 부휴(腐朽)에 돌리고 말 까닭이 

업슴에 따라 차차 달은 곳에 옴기고 그것을 유용하게 써서 궁안의 정리를 

하려는 것 뿐으로 궁 안의 모든 유서(由緖) 잇는 함녕전과 석조전 가튼 

중요 건축물은 충분히 수리한 후 보호하야 리왕가에서 영구 보존할 

방도를 강구하는 중이다 그리고 먼저 말한 바와 가티 그러케 수리라도 

되면 어떠케든지 유용하게 쓸 도리에 대하야 다시 강구하지 안으면 안될 

것이요 따라서 박물관 문제도 생길 것이나 목전에 닥친 문제는 아니다 

그 다음 태평통(太平通) 불하 문제는 이전부터 세평에 올른 일이 잇스나 

모든 것은 유야무야에 도라가고 말엇슬 뿐 아니라 시긔도 아님으로 

아직 리왕직의 내의(內議)에도 올르지 안헛다」

궁 안의 중요 건축물은 

수리 보호 하며 나머

지는 훼철을 진행하기 

시작



Ⅱ. 덕수궁 돈덕전의 고증자료

50

날 짜
(기사 수록일)

자료명 제 목 내 용 요 약

1932년 

10월14일
매일신보

德壽宮開放도 不遠 

方今設計를 進行 

역사상 중요한 

건물을 보존코

一般에게 有料公開

경성에 잇서서 역사깊흔 건축물의 하나로서 일흠놉흔 태평통

(太平通) 광장에 잇는 덕수궁(德壽宮)은 현재 리왕직(李王職)에서 

보관하고 잇스나 비인대로 두어잇는 관게로 혹은 건축물이 퇴락되는 

점도 적지 아니하고 혹은 날짐생들이 드나드러 못처럼 정결하게 

해논 것을 더렵히는 일이 만이 잇서 결국 이를 공개하야 일반부민

에게 참관케 하기로 되엿다 한다 그러나 이를 공개한다해도 그 

가운데 잇는 건축물을 파괴하거나 업시하는 것은 아니요 석조전

(石造殿) 준명전(晙明殿) 중화전(中和殿) 한령전(漢寧殿) 석어당

(昔御堂) 덕홍전(德弘殿)과 갓흔 중요한 건축물은 손을 대여 중수한 

채로 보관하고 그 외의 중간에 건축하엿든 사무실(事務室) 혹은 

아조 퇴락된 것만은 헐 터이라 한다 목하 리왕직회게과에서 예의 

설게를 진행 중이며 설게가 완성되면 곳 중수에 착수할 터이요 

공개하기까지는 명년 七八월 경에나 실시될 모양이며 공개한다해도 

장내의 정결을 위하야 료금은 밧게될 터이라 한다 이것을 부당국에 

인게해달라고 리왕직에 교섭하엿으나 총평수 二만평 싯가로 

수十만원 되는 것을 그대로 줄수는 업고 또는 건축물을 리왕가에서 

보관하는 의미에서 리왕직에서 직접 보관해가며 유료로 공개할 

예정이라 한다

덕수궁의 공원정비 

때 사무실 및 아주 

퇴락한 건물은 훼철

할 예정

1932년 

11월06일
매일신보

府民의 保健爲하야 

德壽宮을 開放

李王職에서 整理

工事着手中 工事

完成은 來年末 

十七년 동안 리조(李朝)의 궁지(宮趾)로 유서(由緖) 잇는 덕수궁

(德壽宮)은 리왕가의 어진념이 게시와 민중보건과 오락 기타 의견지

로부터 창경원과 가티 一반에게 개방케되엿다 목하 리왕직에서는 

백여명의 인부를 대여 수리 착수하엿는데 함녕전(咸寧殿) 중화전

(中和殿) 등의 유서 깁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제한 외에 약 二만평 

되는 정원(庭園)을 정리하야 대공원(大公園)을 만들터인 바 이 

공사의 완료는 명년 말이나 끗날 듯하다고하며 석조전 기타의 

건물은 박물관(博物館)으로 사용케되리라 한다

(사진은 덕수궁(德壽宮)의 전경)

함녕전과 중화전 및 

그 부속건물을 제외하고 

정리하여 대공원을 만들 

예정, 석조전은 박물관

으로 사용할 예정

1933년 

02월12일
동아일보

사라진 過去의 

回想터로 今秋에 

公開할 德壽宮

사라진 過去의 回想터로 今秋에 公開할 德壽宮 아동공원과 어른의 

산책지를 만들고 석조전에는 회화관도 설치할 터이다 解氷期부터 

修理 着手 일반부민에게 개방하기로 된 덕수궁(德壽宮)은 이봄 

해빙긔부터 꼿과 나무심는 것과 퇴락한 전각의 개수에 착수하고저 

리왕직에서는 방금 예산을 편성 중이다. 개방게획의 내용은 궁터 

二만평에 전부 손을 대이기로 되엇다 일부에는 아동 공원을 만들고 

일부는 어른들의 산책지에 적당한 시설을 한다 그리고 전각 중의 

중요한 곳도 개방하야 임의로 배관할 수 잇게 하고 또 석조전(石造殿)

에는 회화관(繪畵舘)을 만들어 지금 창경원(昌慶園)에 리왕직

박물관에 진렬한 고대서화와 또 왕가에 비장한 회화를 진렬하기로 

하리라고 한다 처음에는 무료 개방설도 잇섯스나 궁내의 시설을 

보존하기 위하야 입장료 五전 또는 十전을 바더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기로 한다 공사는 금년 가을까지 걸릴 터임으로 가을

에야 개방하게 될 터이라고 한다 이로써 고종(高宗) 승하 이래 기피 

잠겻든 구중궁궐은 四十만 경성부민의 사라진 과거를 회상하는 

동산이 될 터이다

덕수궁의 공원화 개방을 

위해 정비를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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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제 목 내 용 요 약

1933년 

09월15일

조선중앙

일보

感懷기픈 德壽宮 

十月一日부터 開放 

建宮後, 春風秋雨

四百五十年 인제는 

美術舘, 兒童遊圓

地되여 一般에 公開 

昔日面影而今安在

리왕전하(李王殿下)분부에 의하야 덕수궁(德壽宮)은 一반의 찬관을 

허락하기로 되여 리왕직(李王職)에서는 작년 四월 이래 동궁 내의 

각 궁전의 수리 정원(庭園)의 수축 긔타 시설을 하야오든 중 대체 

공사도 진섭되엿슴으로 드듸어 十월 一일부터 이를 공개(公開)하기로 

되엿다 머지 아니하야 一반에 공개될 덕수궁은 지금으로부터 四백五十년 

전 리조(李朝) 제九세 덕종대왕(德宗大王)의 제一남 되시는 월산대군

(月山大君)의 궁저로서 조영(造營)하야 월산대군영이라 일컷다가 

그 후 제十三세 선조대왕(宣祖大王)끠서 이곳에 천궁하압신 후 

경운궁(慶運宮)이라 일커럿섯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리태왕(李太王)끠압서 경복궁(景福宮)으로부터 

본궁에 이어(移御)하옵시고 정미년(丁未年) 八월에 양위(讓位)하압시매 

신왕(리왕李王)끠압서는 창덕궁(昌德宮)에서 어직위하압시고 그 후 

경운궁은 리태왕끠압서 계시옵시게 되여 덕수궁(德壽宮)이라 개층한 

것이다. 

이와가티 가장 유서 기푼 궁전(宮殿)으로서 리왕직에서는 이를 영구히 

헐니지 안토록 보존키 위하야 여러가지 방도를 연구하든 중 작년 

리왕전하끠옵서 어분부 하신 뜻을 밧자와 一반에 공개하기로 하야 

각궁전 중 중화전(中和殿) 함녕전(咸寧殿)과 가튼 왕실의 정전

(正殿) 혹은 본전(本殿)을 고전(古殿) 그대로 변경치 안코 수리하야 

유지 보존케 되엿다. 그리고 덕수궁 안에 잇는 가장 굉장한 궁전으로서 

석조전 최초의 양식궁전인 석조전(石造殿)은 영국인 HW떼비손의 

설계 감독으로 무술년(戊戌年) 五월에 긔공하야 十四년 만인 신해년

(辛亥年) 六월에 준공한 것으로 『루네싼스』식 순 석조전으로 

양옥이 발전한 금일의 경성에서도 그 류를 볼 수 업슬만큼 장려한 

것이다 이 궁전 영조(營造)중 파란을 얼마이엿슬고? 이제는 一반에 

공개케되여 유서기푼 내부를 수리하야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을 

진렬하게 되엿다 진렬하려는 미술공예품 등은 본보 화예란에 따로 

소개하려니와 이번에 진렬할 것은 현대화로서 일본화(日本畵) 四十四점 

서양화 四十점 조각(彫刻) 十六점 미술공예품 四十七점이다. 

존엄(尊嚴)한 정전인 중화전(中和殿) 내부도 일반의 배관(拜觀)을 

허락케 될 터이요 리태왕전하께옵서 거처하시든 함녕전(咸寧殿) 밋 

배알실(拜謁室)이든 덕홍전(德弘殿)은 외부에서 엿볼수 만 잇게 할 

터이다 궁전 내에는 휴계소 매점(賣店)도 설치하고 석조전 후편에는 

아동유원지를 맨들 것이며 그 외 정원에는 작약, 화단, 철족 등 화초도 

심고 중앙에는 분수기(噴水器)도 맨들 터이다 

그런데 궁내를 정리하기 위하여 창경원과 가티 대인(大人) 十전, 

소인 五전의 배관료를 밧기로 하얏다 한다

석조전 뒤에 아동

유원지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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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록일)

자료명 제 목 내 용 요 약

1933년 

10월08일
동아일보 公開된 德壽宮(六)

公開된 德壽宮 高宗의 壽福을 祝賀 德壽宮으로 改稱 무오년 겨을에 

이궁에서 승하 昨今은 一般에게 開放[六] 인조대왕께서는 이 덕수궁에서 

보위에 오르시기는 하엿으나 그 이튼날로 곧 창덕궁으로 이어하시고 

인목대비께서도 계해년 三월 二十一일에 창덕궁으로 옮아오셧섯다. 

그 후의 덕수궁은 명례궁(明禮宮)이라 하야 이조의 대대로 왕비의 사궁

(私宮)이 되엇다. 곳 바꾸어 말하면 왕비의 내탕고(內탕庫) 같이 되어 

二백여년을 나려왓다. 이것은 다른이야기의 하나여니와 지금은 터도 

찾기 어렵지마는 청진동(淸進洞)에 수진궁(壽進宮)이 잇엇는바 이궁은 

이조 대대로의 세자빈(世子嬪)의 사궁이엇다한다. 곳 세자빈의 내탕고

이엇다는 것이다. 그리하야 서에 명례궁과 동에 수진궁이라면 죄다 

왕비와 세자빈의 사궁이엇든 것을 알엇섯다 한다. 이리하야 二백여년을 

이조의 대대의 왕비의 사궁으로 내려오든 덕수궁은 지금으로부터 三十九년 

전에 고종(高宗)께서 그곳으로 이어(移御)하시게 되엇다. 고종께서 

이곳으로 이어하시게 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三十九년전인 을미

(乙未) 八월에 명성황후(明成皇后)께서 경복궁에서 승하(昇遐)하시니 

자연히 이곳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셔서 로서아공사관(露西亞公使館)에 

가서 얼마동안 게시어 이 궁을 다시 중수하도록 명령하시엇다. 그리하여 

이 궁이 중수되어 본궁(本宮)으로 드시기는 지금으로부터 三十七년 전인 

정유(丁酉)년에 옮아오셧다. 그와 동시에 옛 칭호의 명례궁을 다시 

고치어 경운궁이라 하시고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 고치

시엇다. 그리하야 이래 十여년 동안을 그곳에서 가지각색의 풍파를 

겪으시고 지금으로부터 二十七년 전인 정未(丁未) 五월에 순종(純宗)께 

양위하신 후에 그대로 이 궁안에 게시엇섯다. 순종께서는 이곳에 게시지 

않으시고 창덕궁에 게시게 되엇고 은거(隱居)하시는 고종(高宗)의 장수

(長壽)와 명덕(明德)을 비는 뜻으로 경운궁을 고치어 덕수궁이라고 

하엿으니 실상 덕수궁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것은 얼마 아니된 二十六七년 

전의 일인 것이다. 이 덕수궁은 다른 창덕궁이나 경복궁보다 그 규모에 

잇어서 또는 주위(周圍)에 잇어서 퍽 적은 감을 느끼나 아담하고 깨끗

하기는 이만한 궁이 없는 것이다. 이 덕수궁에는 얼마전까지도 준명전

(濬明殿), 중화전(中和殿), 홍덕전(弘德殿), 함녕전(咸寧殿), 돈덕전

(敦德殿) 등이 잇는 외에 근대적 건물로 석조전(石造殿)이 잇엇든 바 

최근에는 준명전과 돈덕전은 헐려버리어 없어졋다. 이 덕수궁을 들어

서면 동쪽으로 광명문(光明門)이 잇고 광명문을 지나서 얼마 쯤 들어

가면 함녕전(咸寧殿)에 다달으게 된다. 그런데 이 함녕전은 일즉이 

고종께서 침전(寢殿)으로 쓰신 곳이며 또한 지금으로부터 十五년 전인 

기미(己未) 二월에 이곳에서 승하(昇遐)하시엇든 것이다. 그러고 중화전

(中和殿)은 덕수궁의 정전(正殿)으로서 고종께서 친히 쓰시든 용상

(龍床)이 아직까지도 의구히 잇으며 담기둥에는 규장각 직제학(奎章閣 

直提學) 서긍순(徐肯淳)이하 박제순(朴齊純) 심상훈(沈相薰) 제 대신의 

글 지은 것이 붙어잇다. 그 다음 석조전은 구한국총세무사(舊韓國總稅務士) 

영국인(英國人) 백탁안(白卓安 영국명 브라운)의 지휘로 영국인 기사

(技師) "하딩"이 외부(外部)를 설게하고 공사감독(工事監督)은 또한 

영국인 "다봐이트손"과 일본인 조수(助手) 三명이 지금으로부터 삼십

사년 전에 기공하야 륭희 三년(隆熙三年) 기유(己酉)에 준공(竣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역사적 휴척(休戚)을 안고잇는 이 신비스러운 

덕수궁은 일반 민중을 위하야 지난 十월 二일부터 공개되고 잇는 것이다.

(끝)

1933년 10월 8일 

기사에서 "최근"에 

돈덕전 훼철되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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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명 내 용

[사진 2-3] 『덕수궁사(德壽宮史)』

(1938년, 小田省吾)

이왕가 미술관의 개관 시기에 발행한 책.

책머리에 이왕직장관 조전치책(篠田治策)의 서문과 대한문·중화전·석어전 등의 궁전을 찍은 7매의 

도판이 수록되었다. 내용은 저술의 목적, 본궁과 이왕가의 관계 등 총설을 쓰고, 덕수궁에 관한 

역사를 쓰되, 월산대군 사저시대(私邸時代), 시어소시대(時御所時代), 경운궁 시대의 전기, 후기, 

대화(大火)와 복구, 중화문 · 대한문 · 석조전(石造殿), 덕수궁시대 등 7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돈덕전 관련하여 

"이층의 순서양식 건물로 알현소 또는 연회장으로 사용되어, 황제는 누누이

 외국사신을 본전에서 접견하였다.“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표 2-2]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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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

[사진 2-4] 『제국신문』(1901년3월28일)

    ◉ 해관총세무 탁안씨를 고 기로 외부에셔 영국공관으로 죠회엿더니 영국공 고빈씨가 불가다며 그 죠회를 

작환고 외부대신다려 와셔 과라 엿다 그 실인즉 슈월젼에 황실에셔 해관을 쓰시라고 탁안씨다려 해관을 일로 

타쳐로 옴기라신 쳐분이게신지라 양력 삼월팔일이  일되 날인고로 궐 소용물품을 해관으로 옴기더니 탁안씨 몰으 일이라며 

관인을 구타며 구츅 연고ㅣ라 대 외무대신도 그건으로 인연야 샹소지 일이더니 도로 무타텹이되고 해관집은 타쳐로 

옴기게되엿다더라

    ○ 졍동관집은 춍셰무 안에게 말고 궁관아를 만든다더라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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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황성신문』(1903년4월6일)

◎ 禮式節次

四月二十七日(陰四月初一日)月曜

一 各使迎接

同二十八日 火曜

一 自上午十時至下午一時 各國公使及特使同伴前往外部하고 外部大臣回謝

一 下午二時 惇德殿에셔 國書捧呈하고 陛見時入參人員은 着大禮服佩大綬章

一 下午八時붓터 惇德殿에셔 夕宴을 開고

陛下親臨심 服章上同

同二十九日 水曜

一 上午九時붓터 十二時지 及下午二時붓터 六時지 訪問答禮

同三十日 木曜(稱慶日)

一 上午九時 圜丘壇에셔 行禮심 入參人員의 服章上同正午十二時에 惇德殿에셔 午宴을 張심

五月一日 金曜(陳賀)

一 濬明殿에셔 夕宴을 張시고 皇太子殿下게 오셔 親臨심 入參人員服章上同

同二日 土曜

一 下午二時에 昌德宮禁苑에셔 苑遊會를 開 參列員은 高帽通常禮服

同三日 日曜(休暇)

同四日 月曜

一 下午二時에 慶煕宮에셔 觀兵式을 行 參列員服章大禮服大綬章

一 下午八時붓터 侍衛親衛의 各隊에셔 公宴을 張 參列員服章上同

同五日 火曜

一 下午八時에 外部에셔 夕宴을 開 參列人員燕尾服을 着 事
同六日 水曜

一 下午八時에 惇德殿에셔 夕宴을 開
同七日 木曜

一 上午十一時에 惇德殿에셔 辭陛各大使辭陛大禮服大綬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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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대한매일신보』(1905년9월17일)

● 禮數優渥     

來十九日頃에 到韓 美國大統領令孃氏에 旅舘은 敦德殿으로 定고 其餘隨伴諸人은 該國公使舘或貞洞孫擇嫌邸로 定다더라 

[사진 2-7] 『대한매일신보』(1907년6월29일)

● 修學開院式     

本日午後一時에 敦德殿에셔 修학院開院式을 擧行얏 大皇帝陛下 皇太子殿下 英親王殿下게옵셔 臨席시고 総理大臣以下 

각 部高等官과 伊藤統監以下 각 文武高等官이 列席야 盛大 儀式을 擧行고 同학 院講師 八人인 外國人은 日本人佐藤寬과 

英國人쥬禮兩氏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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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황성신문』(1907년8월23일)

別報  卽位式順序

大皇帝陛下셔 本月二十七日下午五時에 惇德殿에셔 卽位式을 擧行 터인 其順序가 如左니
一, 日時八月二十七日午後五時
一, 式場 惇德殿
一, 入參 百官은 大禮服을 着고 起立
一, 奏樂 (我國音樂) 大皇帝陛下셔 冕服으로 出御
一, 奏樂止
一, 奏樂
一, 贊儀의 聲을 從야 諸臣이 入參(外國人含包)야 鞠躬四拜 後에 起立
一, 奏樂止
一, 展表官이 表案(祝文)을 榻前에 寘
一, 總理大臣이 表案前에 進야 鞠躬야 恭立
一, 展表官은 表를 展
一, 贊儀의 聲을 從야 入參諸臣이 鞠躬
一, 總理大臣이 賀表를 讀
一, 展表官이 表案를 持고 出
一, 奏樂 (我國音樂)
一, 贊儀의 聲을 從야 入參諸臣이 鞠躬四拜 後에 恭立
一, 奏樂止
一, 奏樂 大皇帝陛下還御
一, 奏樂止
一, 奏樂 大皇帝陛下셔 大元帥正裝으로 出御
一, 奏樂止
一, 奏樂
一, 統監의 賀詞朗讀
一, 外國領事官総代賀詞를 朗讀(総代 白耳義領事)
一, 総理大臣이 榻前에 進야 北向恭立
一, 軍樂隊愛國歌樂을 奏
一, 愛國歌止
一, 贊儀唱
一, 奏樂止
一, 贊儀의 唱으로 入參諸臣이 鞠躬四拜고 恭立
一, 奏樂止 (我國音樂)
一, 奏樂 大皇帝陛下셔 還御
一, 奏樂止
一, 入參諸臣이 休揭所에 退
一, 紀念章頒賜
一, 入參諸臣이 食後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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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황성신문』(1908년3월12일)

官報

○ 宮廷錄事

內閣各部奏任官陳 賀乾元節에 內閣과 各部奏任官이 自上午九時로 至十二時지 仁政門外東行閣署名室에셔 署名事 

三月十日明十日乾元節節次左와 如

陛 見

 上午九時에 宮內府親勅奏任官

 上午九時半에 閣部親勅任官

 上午十時에 統監府官員

 上午十時半에 軍司令部官員

 上午十一時에 各國領事同館員及

 雇聘外國人奏任待遇陛見事

賜 宴

 下午八時半에 惇德殿 賜宴時에 內外國高等官以上晋叅事 閣府部에 奏任四等以上 統監府에 高等官八等以上 軍司令部에 陸軍少尉以上 

 各國領事同館員及雇聘外 國人奏任待遇 三月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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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0] 『황성신문』(1910년4월8일)

● 日官拜觀     

德壽宮惇德殿內에 洋製石造宮殿은 建築의 工事가 近日에 竣工되얏 宮內府次官小宮三保松及統監府石塜長官諸氏가 再昨日上午九時

에 右宮殿을 拜觀하얏다더라 

[사진 2-11] 『황성신문』(1910년5월28일)

● 惇德殿活動寫眞    

太皇帝陛下게셔 昨日上午十五時惇德殿에셔 愛國婦人會의 活動寫眞을 御覽셧 各皇族夫人은 花服으로 入叅얏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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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2] 『동아일보』(1921년7월25일)

옛 궁전에 신작로(古宮殿에 新作路)

<영성문터에서>

서대문통에 고색이 창연하게 저 있는 ‘영성문’이 헐리기는 작년여름의 일이다. 지금은 그 영성문자리로부터 남편으로 정동까지 탄이한 

신작로가 새로히 뚫려 있다. 이 신작로의 왼편 대궐자리에는 지금에 절이 되어 ‘선원전’의 뒤편 자리에는 금친한 부처님이 드려 앉았다. 

일시 정치 풍운의 중심으로 동양의 주목을 모은 ‘수옥헌’은 외국사람의 구락부된지가 이미 오래지마는 외국사신접견의 정전으로 지었던 

돈덕전은 문호가 텁텁히 다친대로 적적히 길가에서 가지부러진 고목의 나무 같이 음사이로 불볕에 이우른 갈무봉의 고탑만 행인의 눈에 

보인다.

이곳은 어찌 하여 이렇게 몰라보게 변하였는가 경비가 군졸하여 이왕직에서는 대궐을 팔아간 까닭인데 이왕직에 출입하는 사람이 분참봉을 

팔아먹었다고 검사국에서 오너라가거라하는것도 이러게 팔기를 잘하는데서 전염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관대사 모를하고 

양산되에 호종하던 사람으로 금일에 이길을 지나면서 감개가 기쁠자는 과연 누구가 있을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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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3] 『매일신보』(1932년10월14일)

德壽宮開放도 不遠 

方今設計를 進行 

역사상 중요한 건물을 보존코 一般에게 有料公開

경성에 잇서서 역사깊흔 건축물의 하나로서 일흠놉흔 태평통(太平通) 광장에 잇는 덕수궁(德壽宮)은 현재 리왕직(李王職)에서 보관하고 

잇스나 비인대로 두어잇는 관게로 혹은 건축물이 퇴락되는 점도 적지 아니하고 혹은 날짐생들이 드나드러 못처럼 정결하게 해논 것을 

더렵히는 일이 만이 잇서 결국 이를 공개하야 일반부민에게 참관케 하기로 되엿다 한다 그러나 이를 공개한다해도 그 가운데 잇는 

건축물을 파괴하거나 업시하는 것은 아니요 석조전(石造殿) 준명전(晙明殿) 중화전(中和殿) 한령전(漢寧殿) 석어당(昔御堂) 덕홍전(德弘殿)과 

갓흔 중요한 건축물은 손을 대여 중수한 채로 보관하고 그 외의 중간에 건축하엿든 사무실(事務室) 혹은 아조 퇴락된 것만은 헐 터이라 

한다 목하 리왕직회게과에서 예의 설게를 진행 중이며 설게가 완성되면 곳 중수에 착수할 터이요 공개하기까지는 명년 七八월 경에나 

실시될 모양이며 공개한다해도 장내의 정결을 위하야 료금은 밧게될 터이라 한다 이것을 부당국에 인게해달라고 리왕직에 교섭하엿으나 

총평수 二만평 싯가로 수十만원 되는 것을 그대로 줄수는 업고 또는 건축물을 리왕가에서 보관하는 의미에서 리왕직에서 직접 보관해

가며 유료로 공개할 예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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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4] 『조선중앙일보』(1933년9월

15일)

感懷기픈 德壽宮 十月一日부터 開放 

建宮後, 春風秋雨四百五十年 인제는 美術舘, 兒童遊圓地되여 一般에 公開 昔日面影而今安在

리왕전하(李王殿下)분부에 의하야 덕수궁(德壽宮)은 一반의 찬관을 허락하기로 되여 리왕직(李王職)에서는 작년 四월 이래 동궁 내의 각 

궁전의 수리 정원(庭園)의 수축 긔타 시설을 하야오든 중 대체 공사도 진섭되엿슴으로 드듸어 十월 一일부터 이를 공개(公開)하기로 되엿다 

머지 아니하야 一반에 공개될 덕수궁은 지금으로부터 四백五十년 전 리조(李朝) 제九세 덕종대왕(德宗大王)의 제一남 되시는 월산대군

(月山大君)의 궁저로서 조영(造營)하야 월산대군영이라 일컷다가 그 후 제十三세 선조대왕(宣祖大王)끠서 이곳에 천궁하압신 후 경운궁(慶運宮)

이라 일커럿섯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리태왕(李太王)끠압서 경복궁(景福宮)으로부터 본궁에 이어(移御)하옵시고 정미년(丁未年) 八월에 양위

(讓位)하압시매 신왕(리왕李王)끠압서는 창덕궁(昌德宮)에서 어직위하압시고 그 후 경운궁은 리태왕끠압서 계시옵시게 되여 덕수궁(德壽宮)이라 

개층한 것이다. 이와가티 가장 유서 기푼 궁전(宮殿)으로서 리왕직에서는 이를 영구히 헐니지 안토록 보존키 위하야 여러가지 방도를 연구

하든 중 작년 리왕전하끠옵서 어분부 하신 뜻을 밧자와 一반에 공개하기로 하야 각궁전 중 중화전(中和殿) 함녕전(咸寧殿)과 가튼 왕실의 

정전(正殿) 혹은 본전(本殿)을 고전(古殿) 그대로 변경치 안코 수리하야 유지 보존케 되엿다. 그리고 덕수궁 안에 잇는 가장 굉장한 궁전으로서 

석조전 최초의 양식궁전인 석조전(石造殿)은 영국인 HW떼비손의 설계 감독으로 무술년(戊戌年) 五월에 긔공하야 十四년 만인 신해년(辛亥年) 

六월에 준공한 것으로 『루네싼스』식 순 석조전으로 양옥이 발전한 금일의 경성에서도 그 류를 볼 수 업슬만큼 장려한 것이다 이 궁전 영조

(營造)중 파란을 얼마이엿슬고? 이제는 一반에 공개케되여 유서기푼 내부를 수리하야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을 진렬하게 되엿다 진렬하려는 

미술공예품 등은 본보 화예란에 따로 소개하려니와 이번에 진렬할 것은 현대화로서 일본화(日本畵) 四十四점 서양화 四十점 조각(彫刻) 十六점 

미술공예품 四十七점이다. 존엄(尊嚴)한 정전인 중화전(中和殿) 내부도 일반의 배관(拜觀)을 허락케 될 터이요 리태왕전하께옵서 거처하시든 

함녕전(咸寧殿) 밋 배알실(拜謁室)이든 덕홍전(德弘殿)은 외부에서 엿볼수 만 잇게 할 터이다 궁전 내에는 휴계소 매점(賣店)도 설치하고 

석조전 후편에는 아동유원지를 맨들 것이며 그 외 정원에는 작약, 화단, 철족 등 화초도 심고 중앙에는 분수기(噴水器)도 맨들 터이다 그런데 

궁내를 정리하기 위하여 창경원과 가티 대인(大人) 十전, 소인 五전의 배관료를 밧기로 하얏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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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5] 『동아일보』(1933년10월8일)

公開된 德壽宮

高宗의 壽福을 祝賀 德壽宮으로 改稱 무오년 겨을에 이궁에서 승하 昨今은 一般에게 開放[六] 

인조대왕께서는 이 덕수궁에서 보위에 오르시기는 하엿으나 그 이튼날로 곧 창덕궁으로 이어하시고 인목대비께서도 계해년 三월 二十一일에 창덕궁

으로 옮아오셧섯다. 그 후의 덕수궁은 명례궁(明禮宮)이라 하야 이조의 대대로 왕비의 사궁(私宮)이 되엇다. 곳 바꾸어 말하면 왕비의 내탕고(內탕庫) 같이 

되어 二백여년을 나려왓다. 이것은 다른이야기의 하나여니와 지금은 터도 찾기 어렵지마는 청진동(淸進洞)에 수진궁(壽進宮)이 잇엇는바 이궁은 이조 

대대로의 세자빈(世子嬪)의 사궁이엇다한다. 곳 세자빈의 내탕고이엇다는 것이다. 그리하야 서에 명례궁과 동에 수진궁이라면 죄다 왕비와 세자빈의 

사궁이엇든 것을 알엇섯다 한다. 이리하야 二백여년을 이조의 대대의 왕비의 사궁으로 내려오든 덕수궁은 지금으로부터 三十九년 전에 고종(高宗)께서 

그곳으로 이어(移御)하시게 되엇다. 고종께서 이곳으로 이어하시게 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三十九년전인 을미(乙未) 八월에 명성황후(明成皇后)께서 

경복궁에서 승하(昇遐)하시니 자연히 이곳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셔서 로서아공사관(露西亞公使館)에 가서 얼마동안 게시어 이 궁을 다시 중수하도록 명령

하시엇다. 그리하여 이 궁이 중수되어 본궁(本宮)으로 드시기는 지금으로부터 三十七년 전인 정유(丁酉)년에 옮아오셧다. 그와 동시에 옛 칭호의 명례궁을 

다시 고치어 경운궁이라 하시고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 고치시엇다. 그리하야 이래 十여년 동안을 그곳에서 가지각색의 풍파를 겪으시고 

지금으로부터 二十七년 전인 정未(丁未) 五월에 순종(純宗)께 양위하신 후에 그대로 이 궁안에 게시엇섯다. 순종께서는 이곳에 게시지 않으시고 창덕궁에 

게시게 되엇고 은거(隱居)하시는 고종(高宗)의 장수(長壽)와 명덕(明德)을 비는 뜻으로 경운궁을 고치어 덕수궁이라고 하엿으니 실상 덕수궁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것은 얼마 아니된 二十六七년 전의 일인 것이다. 이 덕수궁은 다른 창덕궁이나 경복궁보다 그 규모에 잇어서 또는 주위(周圍)에 잇어서 퍽 

적은 감을 느끼나 아담하고 깨끗하기는 이만한 궁이 없는 것이다. 이 덕수궁에는 얼마전까지도 준명전(濬明殿), 중화전(中和殿), 홍덕전(弘德殿), 함녕전

(咸寧殿), 돈덕전(敦德殿) 등이 잇는 외에 근대적 건물로 석조전(石造殿)이 잇엇든 바 최근에는 준명전과 돈덕전은 헐려버리어 없어졋다. 이 덕수궁을 

들어서면 동쪽으로 광명문(光明門)이 잇고 광명문을 지나서 얼마 쯤 들어가면 함녕전(咸寧殿)에 다달으게 된다. 그런데 이 함녕전은 일즉이 고종께서 

침전(寢殿)으로 쓰신 곳이며 또한 지금으로부터 十五년 전인 기미(己未) 二월에 이곳에서 승하(昇遐)하시엇든 것이다. 그러고 중화전(中和殿)은 덕수궁의 

정전(正殿)으로서 고종께서 친히 쓰시든 용상(龍床)이 아직까지도 의구히 잇으며 담기둥에는 규장각 직제학(奎章閣 直提學) 서긍순(徐肯淳)이하 박제순

(朴齊純) 심상훈(沈相薰) 제 대신의 글 지은 것이 붙어잇다. 그 다음 석조전은 구한국총세무사(舊韓國總稅務士) 영국인(英國人) 백탁안(白卓安 영국명 

브라운)의 지휘로 영국인 기사(技師) "하딩"이 외부(外部)를 설게하고 공사감독(工事監督)은 또한 영국인 "다봐이트손"과 일본인 조수(助手) 三명이 지금

으로부터 삼십사년 전에 기공하야 륭희 三년(隆熙三年) 기유(己酉)에 준공(竣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역사적 휴척(休戚)을 안고잇는 이 신비스러운 

덕수궁은 일반 민중을 위하야 지난 十월 二일부터 공개되고 잇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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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사진

[도면 2-1] 「알렌의 정동 스케치」(1897년)

[도면 2-2] 「경운궁중건배치도(慶運宮重建配置圖)」(1907~1910년 추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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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덕수궁평면도(德壽宮平面圖)」(1910년,『덕수궁사』)

[도면 2-4] 「한국황궁경위배치도(韓國皇宮警衛配置圖)」(일본궁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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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덕수궁내지약도(德壽宮內之略圖)」(1910~1930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 2-6] 「경성도(KEIJO)」(1910년대 후반,『서울지도』)



67

[도면 2-7] 「1915년측도 경성(1915年測圖 京城)」(1915년,『一万分一朝鮮地形集成』)

[도면 2-8] 「1921년수정측도 경성 (1921年修正測圖 京城)」(1921년,『一万分一朝鮮地形集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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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9]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1927년,『定都 600年 서울地圖』) 

[도면 2-10] 「경성지도(京城地圖)」(1920년대 말,『서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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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1] 「돈덕전급창고배치도(惇德殿及倉庫配置圖)」(1910~1920년 추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도면 2-12] 「덕수궁미술관설계」(1936년 4월,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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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3] 「덕수궁배치도(德壽宮配置圖)」(국가기록원)

[도면 2-14] 「덕수궁지도(德壽宮地圖)」(1938년 추정,『王宮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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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알렌의 정동 스케치」, 1897년 

알렌(Horace Newton Allen) 공사가 1897년 9월 30일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정동 조계지 안내도이다.2)  

미국공사관 주변을 그린 스케치로 당시의 정동 일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미국공사관 

우측에‘Korean Customs Compound’라고 명기된 부분이 이후 돈덕전이 들어서게 되는 자리인데  

본래 세관이 위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2-2] 「경운궁중건배치도(慶運宮重建配置圖)」, 1907~1910년 추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가로 102㎝, 세로 71㎝ 크기의 청사진으로 덕수궁 중심영역과 중명전영역을 나란히 그려 넣고 

위로는 선원전영역 일부와 홍원영역인 수학원(修學院)이 그려져 있다. 덕수궁 선원전영역은 수평으로 

도면이 끊어져 있어 전체를 도면화한 것이 부분적으로 잘렸다고 추정된다.3) 덕수궁 중심영역과 선원전

영역 중간 위치에 돈덕전의 형태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별도의 궁장이 둘러져 있다.

[도면 2-3] 「덕수궁평면도(德壽宮平面圖)」, 1910년,『덕수궁사(德壽宮史)』(1938년, 이왕직)

1938년 이왕직에서 발간한 『덕수궁사(德壽宮史)』에 실린 도판이다. 지도의 발행연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1910년(隆熙四年) 2월이다. 지도는 덕수궁 전체를 보여주고 있으며, 덕수궁과 경희궁을 

연결하는 다리도 그려졌다. 또한 방위와 범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 지도는「경운궁중건배치도」와 

같이 건물의 평면은 알 수는 없지만, 건물들의 배치 및 구성, 명칭을 확인 할 수 있다.4) 앞 지도와 

동일한 위치에 돈덕전이 그려져 있다. 석조전이 표현되기 전이며, 아직 덕수궁 중심영역과 분리되어 

있는 시기다.

[도면 2-4] 「한국황궁경위배치도(韓國皇宮警衛配置圖)」, 일본궁내청

대한제국 황궁 경비 배치도란 의미이다. 고종은 1897년 경운궁을 황궁이라 선포했다. 약도면 왼쪽은 

중명전이 포함된 수옥헌 구역이다. 그 위쪽에 환벽정이 있다. 한가운데 미국공사관, 그 오른쪽이 

돈덕전이 포함된 현재의 덕수궁이다. 그 오른쪽 위로 영국공사관이 있다. 선원전영역은 위쪽에 

울타리만 보인다.5)

[도면 2-5] 「덕수궁내지약도(德壽宮內之略圖)」, 1910~1930년 추정, 국가기록원

덕수궁 영역 내에 속해 있던 돈덕전 주변 도로 부지와 평성문에서 용강문 외부의 관유지를 교환

하여 덕수궁의 서측 필지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이다. 이 계획에 의해 덕수궁은 현재의 서쪽과 

북쪽 필지 형태가 정해졌다.6) 

2) 김정동,『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2013년, p.103

3) 문화재청,『덕수궁 복원 · 정비 기본계획』, 2005년, pp.133~134 요약

4) 문화재청,『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4년, p.57

5) 문화재청,『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p.92

6) 이규철,『대한제국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재편』, 2010년,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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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경성도(KEIJO)」,1910년대 후반, 서울역사박물관

1910년대에 조선철도호텔에서 만든 영어판 관광안내 팜플렛의 뒷면에 있는 지도이다. 제작자, 축척과 

제작연도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제작연대는 1919년대 후반에 조선철도호텔이 건축된 이후 호텔 

홍보용으로 제작된 팜플렛의 지도로 추정된다.7) 덕수궁 중심영역에 돈덕전과 석조전이 주요 건물로 

그려져 있다. 황색으로 표현된 길을 보면 돈덕전이 덕수궁 중심영역으로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덕수궁 내부에서도 돈덕전 접근로가 표현되어 있다.

[도면 2-7] 「1915년측도 경성(1915年測圖 京城)」, 1915년,

          『一万分一朝鮮地形集成』(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1915년에 측정한 일만분일(1:10,000) 지형도이다. 덕수궁 중심영역에는 대한문을 지나 함녕전, 

중화전, 석조전, 돈덕전이 표기되어 있다. 1915년의 현황을 나타내는 사료로 건물과 수목이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덕수궁 돈덕전 주변 수목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돈덕전의 북쪽 수목은 

惇德殿 글씨와 겹쳐져 파악이 어려우나 돈덕전 동쪽에는 많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돈덕전 정면 즉, 남쪽에는 진입로계획과 함께 고려된 조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2-8] 「1921년수정측도 경성 (1921年修正測圖 京城)」, 1921년,

          『一万分一朝鮮地形集成』(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1921년에 수정측정된 일만분일(1:10,000) 지형도이다. 1921년은 선원전영역의 주요건물이 훼철되는 

연대이다. 덕수궁 중심영역은 대한문을 지나 함원전, 중화전, 석조전, 돈덕전이 표기되어 있다. 

돈덕전이라고 표기된 좌측으로부터 영성문까지 길이 표현되어 있다.8) 지형 등고선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료와「경성지도」를 비교분석하여 돈덕전 주변 지형에 관한 분석이 가능하다.

「경성시가도(京城市街圖)」, 1927년, 서울역사박물관

1927년에 발행한 1:7,500 지도로서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을 그린 지도이다. 1923년 

12월에 발행된 것을 1927년 4월에 3회 수정하여 인쇄한 것이다.9) 덕수궁 안에는 전각들이 그려져 

있고, 중요건물인 중화전, 함녕전, 석조전, 돈덕전의 명칭이 쓰여 있다. 돈덕전 서쪽으로 영성문과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가 생겨난 후에도 돈덕전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성지도(京城地圖)」, 1920년대 말, 서울역사박물관

경성부에서 1:3,000으로 제작한 청사진 도면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지도 중 가장 축척이 크다. 

도면에는 5m 간격의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어 옛 서울의 도시조직 연구는 물론 서울의 옛 지형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10) 덕수궁 중심영역에 돈덕전 명칭과 형태가 그려져 있다. 

「1921년 수정측도 경성」과 비교하여 돈덕전의 옛 지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료이다.

7) 서울역사박물관,『서울지도』, 2006년, p.224

8) 문화재청,『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p.59

9) 문화재청,『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p.59

10) 서울역사박물관,『서울지도』,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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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1] 「돈덕전급창고배치도(惇德殿及倉庫配置圖)」, 1910~1920년 추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돈덕전 뒤편의 창고 도면과 함께 실린 배치도이다. 축척이나 방위표시를 하지 않은 채, 담으로 

둘러싸인 영역안쪽에 돈덕전과 석조전의 윤곽선을 그리고 있는데, 석조전은 점선, 돈덕전은 실선으로 

그렸다. 하지만 건물 이름 앞에‘取毁’라고 쓴 것으로 보아 헐릴 예정임을 알 수 있다. 돈덕전 앞 

궁장 너머의 신작로가 영성문(永成門)에서 토목국분실(土木局分室)로 연결되는 도로라고 쓰고 있다.11) 

[도면 2-12] 「덕수궁미술관설계」, 1936년 4월,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덕수궁 미술관 설계를 위해 작성된 도면 중에 일부로 미술관이 들어선 부지의 배치도를 그린 

도면이다. 1936년에 덕수궁에 남아있던 건물들이 그려져 있다. 석조전 남서쪽이 미술관이 들어서게 

될 부지로 건물이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술관계획 전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돈덕전이 있던 자리는 운동장(運動場)이라고 쓰여 있고 관련 시설물들이 그려져 있다. 돈덕전 훼철 

후에 돈덕전 부지가 어떻게 전용되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이다.

[도면 2-13] 「덕수궁배치도(德壽宮配置圖)」, 국가기록원

도면이 작성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으나, 덕수궁 미술관이 들어선 이후의 덕수궁 모습이므로 

앞의 지도보다 후대에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돈덕전이 자리했던 곳의 명칭이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앞의 지도와 비교하면 동일한 용도인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덕수궁 개방과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과 도면에 표현된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유원지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도면 2-14] 「덕수궁지도(德壽宮地圖)」, 1938년 추정,『王宮史』(1954년, 이철원)

이 지도는『왕궁사(王宮史)』(이철원, 1954년)에 실린 도면으로 덕수궁 전체를 보여주며, 건물윤곽과 

명칭이 함께 기록되었다. 점선으로 표현한 궁장이나 건물들은 이 시기에 훼철되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현존 건물을 표기한 것이다.12) 돈덕전은 점선으로 표현되고 

건물명이 기록되어 있다.

1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근대건축도면집 해설편』, 2009년, p.89

12) 문화재청,『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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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大皇帝陛下卽位禮式儀註)』, 190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순종황제 즉위식을 위해 발행되었던 책자로 여러 부수가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책자 안에는 즉위식 

순서, 참석자의 자리배치, 돈덕전의 도식이 실려 있다. 즉위식 시간이 기록된 부분인‘下牛五點鍾’

에서‘下’자와‘五’자 위에 붉은색으로 사선을 그은 후‘上’자와‘九’자를 적어서‘上牛九點鍾’, 즉 오전 

9시로 교정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16] 돈덕전 간가도,『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190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사진 2-17] 돈덕전 간가도 및 위치 표시,『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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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유편 (法規類編)』,190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대한제국기에 새로 제정된 법규를 모은 책으로 총 7권이다. 순종 즉위식이 기록된 제 2권 제2문 

규제편에서 발견된 돈덕전 평면도는『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에 실린 돈덕전 간가도와 비교하여 

거의 동일하다. 법규유편에서는 순종황제 즉위식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낱장으로 접힌 

상태로 책의 중간에 꽂혀있다. 즉위식을 위해 설치된 시설과 황제·신하의 자리 배치 등이 적혀 있다. 

평면도 남쪽 끝에 외문과 정문이 있고 영국공사관 쪽으로 길이 나 있다.

[사진 2-18] 돈덕전 간가도,『법규유편』(190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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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9] 돈덕전과 석조전 전경1,『애뉴얼리포트』(1911년, 조선총독부) 

[사진 2-20] 돈덕전과 석조전 전경2,『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2006년, 문화재청)

[사진 2-21] 돈덕전 전경,『한국사진첩』(1910년, 조선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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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2] 1906~1907년 경 황제 알현 장소로 가는 길,『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2006년, 국립민속박물관)

[사진 2-23] 경운궁 전경,『선철 연선 명소, 사적, 미술 대관』(1919년, 만선출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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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4] 돈덕전 정면,『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2006년, 문화재청)

[사진 2-25] 돈덕전 지붕, 한국황제폐하 즉위 기념 엽서 (19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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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6] 1910년대 순종 즉위시 도판 인쇄,『서울의 近代史』(2011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한국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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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7] 1907년 돈덕전에서 고종과 순종·영친왕,『서울의 近代史』(2011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한국문화센터)

   

[사진 2-28] 돈덕전의 고종과 순종, 영친왕 (1907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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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9] 1907년 일본 육군대신이 기관포 헌납하는 장면의 사진에서 보이는 돈덕전 정면. 하단에 1906년이 적혀 있으나 

관련 기사가 담긴 신문에서 1907년으로 확인,『日本之朝鮮』(1911년)

[사진 2-30] 경성 돈덕전(즉위식장),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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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1] 돈덕전 정면 일부 (하정웅 소장)

[사진 2-32] 돈덕전 굴뚝,『선철 연선 명소, 사적, 미술 대관』(1919년, 만선출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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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3] 정면 출입부,『대한제국기 정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와 도시건축에 대한 학술연구』(2011년, 서울역사박물관)

[사진 2-34] 서울 정동의 미국영사관 앞을 지나는 3·1운동 시위군중 뒤편의 돈덕전 정면,『한국독립운동사』(2010년,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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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5] 고종 퇴위 후 통감 이토히로부미의 퇴궐 행령 뒤편의 돈덕전 정면,『대한제국황실의 초상  : 

1880-1989』(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 한미사진미술관)

[사진 2-36] 돈덕전 좌측 일부 (코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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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관련사료 ① -『조선병합사(朝鮮併合史)』,『The Illustrated London News』

순종 즉위식 이전인 1904년 고종 알현 장면을 그린『The Illustrated London News』일러스트에서 

두개의 원주와 창이 확인된다. 이는 돈덕전 1층 알현실의 좌측 두번째 원주 근처에서 어탑을 바라본 

방향이다. 순종 즉위식(1907년)의 광경을 기록한『朝鮮併合史』에 따르면 돈덕전 내부에는 6본의 

대원주가 선 100평의 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료 명 내 용

[사진 2-37] 『조선병합사(朝鮮併合史)』

(1926년, 釋尾東邦 著)

돈덕전 내부에는 6본의 대원주가 선 100평의 홀이 있다.

6본의 대원주에는 금색의 용의 조각이 있고, 서벽과 창은 홍색과 황색의 금수로 치장되고, 

일단 높은 왕좌와 탁자, 교자 등은 금색찬란하였다.

[표 2-3] 내부관련 문헌

[사진 2-38] 『The Illustrated London News』(1904년 8월 27일)

 

[도면 2-15] 1층 폐현실 복원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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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관련사료 ② -『日本之朝鮮』

『日本之朝鮮』에 실린 사진에서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를 살펴보면 둔각을 가진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돈덕전 내부에 둔각을 가진 공간은 동남쪽에 위치한 실이 유일하다. 1층은 알현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어침실은 2층에 자리한 것이다. 석조전이 1층은 공적공간, 2층은 사적공간으로 

나뉜 것과 유사하게 돈덕전도 층별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39] 돈덕전 내 어침실,『日本之朝鮮』(1911년)

 

[도면 2-16] 2층 어침실 복원 평면도

∙ 해관(海關)13) 관련사료 

돈덕전이 세워진 부지는 본래 총해관이 있었던 곳으로, 총해관 관련 사료도 본 보고서에 함께 수록하여 

돈덕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진 2-40] 구 러시아공사관 쪽에서 바라본 1900년대 초 전경. 돈덕전이 

들어서기 전이다.『한국풍속인물사적명승사진첩』(국립중앙도서관)

 [도면 2-17] 총해관서원지 분양귀경운궁급유위관택기

공소 지지도」,『한국세관130년추록』

(2009년, 관세청)

13) 세관(稅關)의 옛 명칭. 1883년 창설되어 1907년에 세관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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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1] 1899년 3월경 촬영된 총해관주변 모습,『한국세관130년추록』(2009년, 관세청)

 [도면 2-18] 총해관공소 지도를 재구성,「총해관서원지 분양귀

경운궁급유위관택기공소 지지도」

  [도면 2-19] 총해관공소지도(1900년) + 경운궁중건배치도 

(1907~1910년경 추정), 총해관 개략평면도와 

돈덕전 평면도를 중첩 시킨 결과 남쪽 진입부의 

총해관공소를 포함한 3채의 건물이 돈덕전 

완공 후에도 남아있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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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덕전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

4-1. 돈덕전의 건립 시기와 규모

(가) 건립 시기 (1901년 03월 ~ 1903년 04월)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1년 만인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그리고 그 해 10월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조선 정부는 왕조에서 황제국으로 전환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사대교린이라는 

전통적 외교방식을 벗어나 서구 중심의‘만국공법’적 국제질서에 편입하고자 했다.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에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자주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종의 황제 즉위를 추진했던 것

이다. 황제국 선포 이후 고종은 국가와 국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궁궐 내 

화려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역시, 국가의 중심 공간인 궁궐에 위엄을 더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양관의 신축을 통해 고종은 서구와 대등한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경운궁 내에 황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신성한 공간, 곧 제사 공간으로 빈전(殯殿) 

및 혼전(魂殿)과 선원전(璿源殿) 건물이 완성되자, 이어서 근대문물 수용의 상징인 양관의 신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1899년 제실 도서관인 수옥헌(漱玉軒)과 외국 사신 접견을 위한 구성헌(九成軒)의 

신축이 그것이다. 그리고 1899년 말에서 1900년 초에 휴식공간인 정관헌(靜觀軒)도 신축되었다. 

이와 같이 서양식 도서관(수옥헌)과 휴게소(정관헌), 접견장(구성헌) 등 다양한 용도의 양관이 경운궁 내에 

들어섰다. 돈덕전의 건축 시기도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돈덕전 건축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1938년 저술한『덕수궁사』에서 오다쇼고는“본전의 건축연차에 관해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견자(實見者)의 말에 따르면 확실히 명치 34년(1901년)”이라고 서술하였다.14) 

돈덕전 준공 시기는 후지무라 토쿠이치(藤村德一)의『거류민지석물어(居留民之昔物語)』에 실린「석조전 

건축 경위」라는 글에도 실려 있다. 여기에“돈덕전은 명치 34년(1901년)에 낙성된 것으로 공사비는 16만원이

었으나, 그 실비는 5만원 내외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재정의 문란한 일반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구절이 

등장한다.15) 이를 근거로 1901년에 완공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된 지 20년도 넘게 

지닌 시점에 일본인이 정리한 문건보다는 1901년의 건축 상황을 알려주는 신문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1901년 돈덕전 건축 상황에 대한 제국신문의 기사를 살펴보자.

○ 해관총세무 탁안씨를 고 기로 외부에셔 영국공관으로 죠회엿더니 영국공 고빈씨가 

불가다며 그 죠회를 작환고 외부대신다려 와셔 과라 엿다 그 실인즉 슈월젼에 

황실에셔 해관을 쓰시라고 탁안씨다려 해관을 일로 타쳐로 옴기라신 쳐분이게신지라 양력 

삼월팔일이  일되 날인고로 궐 소용물품을 해관으로 옴기더니 탁안씨 몰으 일이라며 

관인을 구타며 구츅 연고ㅣ라 대 외무대신도 그건으로 인연야 샹소지 일이더니 

도로 무타텹이되고 해관집은 타쳐로 옴기게되엿다더라. 

○ 졍동관집은 춍셰무 안에게 말고 궁관아를 만든다더라.16)

14) 小田省吾,『德壽宮史』, 李王職, 1938년, p.53

15) 藤村德一,『居留民之昔物語』, 1927년,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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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1901년 3월 말, 대한제국 정부는 정동에 소재한 해관(海關)을 이전하고 궁궐 건물을 

신축할 부지를 마련하였다. 새로 마련한 부지에 신축하고자 했던 건물의 용도는 1902년으로 예정되었던 

칭경예식과 관련이 있다. 곧 1902년, 즉위 4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행사를 계획하였던 고종은 

보다 큰 규모의 연회장을 신축하고자 했다. 신축 궁궐 건물은 알렌의 연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주한미국공사 알렌은 1902년 5월 3일 연표에서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 경축행사가 

10월 18일로 정해졌으며, 7월 11일에 조약을 맺은 열강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콜레라로 인해 

1903년 4월 30일로 행사를 연기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칭경예식과 관련하여 궁궐 내에 대규모 

관람시설이 착수되었으며, 연회 시설이 총세무사의 옛 관사 자리에서 지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화재로 파괴 되었던 황실도서관의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17) 또 알렌은 1902년 5월 

당시 대규모 관람시설, 연회 시설, 황실 도서관이 건축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중 대규모 관람시설은 

봉상시(奉常寺) 내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8) 

외교사 연표의 연회시설 바로 돈덕전이다. 기존 한옥 건물로 지어진 해관 건물[사진 2-41]을 1901년 

3월 이후 이전시킨 다음 건물을 철거하고, 1902년 5월경에는 양관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1901년 11월 화재로 소실된 수옥헌의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것이 화재 후 재건한 수옥헌과 새로 

건축한 돈덕전의 벽돌 형태가 유사한 이유이다. 

그런데 1901년 6월 경 서울을 다녀간 지그프리트 겐테의 기록은 알렌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 

알렌은 해관부지에 양관이 지어지기 시작한 시기를 1902년 5월이라고 서술하였으나, 겐테는 이보다 

1년가량 앞선 1901년에 해관부지에 새로 궁전을 짓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다음은 겐테가 묘사한 

돈덕전 공사 상황이다.

모방은 궁중 살림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웅장하고 위엄 있는 러시아 공사관저도 깊은 인상을 주어, 

정동의 새 궁궐 바로 옆 해양 관세청이 들어설 부지에 러시아 관저를 모델로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 

궁전을 새로 짓고 있다. 다만 좀 더 화려하고 위엄 있게 짓는다고 한다. 계속되는 지출로 비어가는 

국고가 만약 지탱해줄 수 있다면, 대기실과 기둥을 갖춘 베란다가 딸린 전체 건물은 튼튼한 화강암으로 

세워 정말 장엄해 보일 것이다. 하여튼 국왕이 몸소 새 궁전에 거주할지는 의문이다. 황제의 생활

습관도 아직 순수한 조선식이기 때문이다. 신축을 부추긴 외국인들에 대한 체면에 왕은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유럽인들의 궁궐 방문이 아시아 여행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험이 된다면 바로 왕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19) 

16)『제국신문』1901년 3월 28일 

17) Allen, Horace Newton,「Korea: Fact and Fancy, 1904」,『近世 東亞細亞 西洋語 資料叢書』138, 경인문화사, 2001년, "1902년 

5월 3일, The Treaty Powers were informed of the proposed celebration on On October 18th, of fortieth anniversary of the 

Emperor's accession to the throne. On July 11, the Treaty Powers were invited to send special envoys to this celebration.  

On September 30. the announcement was made that, owing to cholera epidemic, this celebration would be postponed till 

"next summer." On October 14, it was announced that the deferred celebration would take place on April 30, 1903. In 

connection with above celebration, a large audience hall was begun in the palace enclosure. Also an residence of Chief 

Commissioner of Customs, as well as the rebuilding of the Imperial Library, destroyed by fire."

18)『황성신문』1902년 8월 15일,「戲臺敎習」“稱慶禮式時에 需用次로 戲臺를 奉常寺內에 設置고 漢城內善歌善舞 女伶을 

選擇야 演戲諸具를 敎習 叅領張鳳煥氏가 主務다더라”; 봉상시(奉常寺)는 국가제사와 시호를 관장했던 관청으로 경복궁 

서쪽에 위치했다. 봉상시에 설치한 희대(戱臺), 곧 관람시설의 구체적 형태를 알려주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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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해관 부지를 이전했다면 겐테의 말처럼 6월쯤에는 공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겐테가 

서울에 머문 시기는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록이 가장 정확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1901년 11월 화재로 불탄 수옥헌과 유사한 형태의 벽돌 쌓기를 한 것을 통해 1902년 봄에 수옥헌 

공사와 돈덕전 공사는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1901년 하반기에 돈덕전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공사의 진척이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돈덕전은 즉위 40주년 칭경예식 때 사용할 연회장 용도로 신축되었다. 

1901년 3월 부지가 마련되었고, 6월 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다가 1901년 11월 

화재로 수옥헌이 소실되자 1902년 5월경에 수옥헌과 돈덕전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며 1902년 10월로 예정되었던 칭경예식 전까지는 돈덕전이 완공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02년 당시 칭경예식과 관련한 행사 장소로 거론된 건물 중 돈덕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연회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돈덕전은 이듬해 4월로 연기된 칭경예식 절차를 소개한 신문 기사에서 처음 그 기록이 

등장한다.20) 이를 통해 1903년 4월 이전 내부공사까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돈덕전의 규모와 형태 - 로쿠메이칸과 비교를 통해

돈덕전은 처음부터 서양식 연회를 목적으로 하여 화려하게 지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엠마 크뢰벨이 

1905년에서 1906년 사이 한국을 방문하여 기록한 회고록에서 돈덕전의 화려한 내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밖에 덕수궁에는 유럽 열강이 일종의 특권으로 간주할 만한 또 다른 궁궐 건물이 있었다. 황제에게 

영향력 있는 고문이었던 손탁 양의 요청으로 지어진 새 궁궐이었다. 이 자랑스러운 건물은 완전히 

유럽식으로 지어졌다. 실내 장식은 놀랄 만한 품위와 우아함을 뽐내는데, 파리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접견실은 황제의 색인 황금색으로 장식되었다. 황금색 비단 커튼과 황금색 벽지, 이에 어울리는 

가구와 예술품들, 이 모든 가구는 황제의 문장인 오얏꽃으로 장식되었다. 붉은 색으로 장식한 두 번째 

방 또한 화려함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다. 이 세련되고 사치스러운 궁궐은 조선의 군주가 특별한 

접견이 있을 경우 1년에 단 두어 차례만 찾았을 뿐인데도, 옛 황제의 거처로 간주했다. 이 궁의 

주된 목적은 외국의 고위 인사가 잠시 머무는 숙소로, 이런 시설을 통해 특별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려 했다. 전문가가 보아도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이 궁궐 건물에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흠이 하나 있었다. 건물 측면에 마련한 정원 한가운데 설치된 분수는 물 없는 물놀이 장치로, 

일본은 사람을 잘 믿는 옛 황제에게 이 분수를 1등급 예술 작품이라고 설득해서 값비싸게 팔았다. 

분수는 도쿄 박람회에 있던 것으로 비싼 가격으로 들여왔다. 이제 이 인공분수는 옛 군주의 순진함과 

절대 배우고 싶지 않은 일본의 상술을 비아냥대는 듯 서 있다. 분수가 물을 뿜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인데, 만일 물을 뿜었다면 궁궐 건물은 물론 주변까지도 이미 물로 다 적셔놓았을 것이다.21)

19) 지그프리트 겐테,『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책과 함께, 2007년, p.221

20)『황성신문』1903년 4월 6일,「禮式節次」 

21) 엠마크뢰벨,『엠마 크뢰벨이 본 대한제국 황실이야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년,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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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 크뢰벨이 묘사한 돈덕전은 유럽풍으로 지어진 외관에 황금색으로 치장된 화려한 접견실이 

갖추어진 매우 화려하고 세련된 건물이었다. 돈덕전 앞쪽에는 분수대도 설치되었으나 작동하지는 

않았다. 돈덕전은 석조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경운궁에서 가장 화려한 서양식 건물로 고종의 처소와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경운궁 구역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선호도가 높은 건물이었다. 

돈덕전의 화려한 외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인 목수 2명이 담을 넘어 

들어와 돈덕전 구경을 하려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가는 일까지 있었다.22) 

돈덕전의 규모는 길이 127척 가량, 폭 95척 가량으로서 건평 약 350평, 연 700평의 거대한 것이었다. 

구조는 석재(石材) 섞인 벽돌 조(造) 2층, 함석지붕으로 앞뒤 3개소(個所)에 각기 다른 크기의 튜렛

(turret)을 세워 르네상스와 고딕 양식을 절충하였으며, 남측 부분은 상하층 모두 아케이드(arcade)로 

뚫린 발코니로 장식되었다고 추측된다. 이 건물 전면(前面)의 수법은 그 창의 배치, 모양 및 지붕 

구성 등이 손탁호텔(1902년 건립)과 매우 흡사하다. 그 내부 구조와 의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26년 발간한 『조선병합사(朝鮮倂合史)』에 순종 즉위 당시 내부 광경 묘사를 통해 내부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6본(本)의 대원주(大圓柱)에는 금색의 용 조각이 있고, 서쪽 벽과 창은 붉은색과 

노란색의 금수(錦繡)로 치장되었으며, 1단 높은 왕좌(王座)와 탁자, 교자 등은 모두 금색으로 찬란

하였다고 한다.23)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지어진 로쿠메이칸(鹿鳴館)과 돈덕전은 연회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토히로부미 내각이 구성되어 있던 1879년 9월 외무경(外務卿)으로 임명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일본이 문명국이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근대화의 주축으로서 서구화정책을 

한층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상징이자, 외국 귀빈을 맞이하는 영빈관으로 새로운 대규모 서양식 

건물의 신축을 기획했다. 이에 조사이어 콘더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1881년에 기공하여, 1883년 7월에 

준공된 것이 로쿠메이칸(鹿鳴館)이다. 로쿠메이칸은 건평 약 410평의 2층 벽돌 건물로 객실, 식당, 

음악 연주실, 독서실, 흡연실, 당구장, 내빈 중요 물품 보관소 등이 있었다. 특히 여성 화장실은 

화려함의 극치였으며 2층에 무도회장이 있고 양쪽에 베란다와 휴게실이 있어 당시로서는 가장 

호화스러운 서양식 건축물이었다. 또한 욕조가 구비된 넓은 욕실이 딸린 방을 내빈용으로 마련해 두고 

있어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영국식 건축물이었다. 로쿠메이칸은 일본 정부가 계획한 목적대로 

외국사절을 접대하는 영빈관 역할을 하였다. 로쿠메이칸 이전에 엔료칸이 존재했지만, 작고 부족한 

시설에 부족함을 느낀 메이지 정부는 로쿠메이칸 신축에 적극 지원하여 외국 사절이나 공사가 

숙박할 수 있는 호텔 겸 무도회장의 면모를 갖춘 로쿠메이칸이 완공되었다. 로쿠메이칸은 금세 

큰 명성을 얻었고, 상류층 사교계 모임, 축제, 무도회, 일본과 서구 출신 엘리트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또한 대외적으로 일본의 선진 문명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역할도 

하였다. 당시 메이지 정부는 1880년에서 1890년까지 정부 요직을 맡았던 정치인들, 주로 이와쿠라 

사절단의 옛 단원이나 그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서구처럼 산업화를 이룩해야만 

22)『대한매일신보』1908년 4월 1일,「何意越墻」“日本木手松浦眞三郞及玉署貞太郞兩人이 三昨日下午三時에 惇德殿前洋製殿閣을 玩남

次로 越墻入去하다가 南部警署로 捉致하얏다더라” 

23) 尹一柱,『韓國近代建築史硏究-故 尹一柱敎授 追慕論文集-』, 1987년,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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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서구 국가에 맞서서 자주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 문화적 교류를 

평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 기획에 걸맞게 로쿠메이칸은 

양장을 한 사람들이 서양머리스타일을 하고 서양음식을 먹으며, 서양댄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일본 엘리트들에게 계층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결합을 선사했다. 이노우에 주최의 천장절 파티는 이노우에 부처(夫妻) 공동이름으로 

초대장을 발송하였고, 이것을 받은 손님들도 부인을 동반하여 호응을 얻게 되었다. 천황부처를 

본보기로 귀족 남녀가 동등하게 출입하고 춤 출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화족 간의 사교는 물론이고, 

외국 공사와 자연스러운 사교 뿐 아니라 정치관련 사업까지 부드럽게 이어지게 하려는 본심이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80년대 후반부터 민족주의(국수주의)를 바탕으로 한 반구미, 

반로쿠메이칸, 반이노우에 풍조 속에서 로쿠메이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런 

시국 속에 국제 친선의 마당인 로쿠메이칸은 해가 갈수록 조약개정과 무관하게 서양문화의 수용이라는 

미명 아래 사치의 절정을 달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연일 열리는 무도회와 연회는 고위관리들의 

은밀한 밀애의 장소로까지 이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음풍 또는 춤추는 내각이라는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1888년 4월 20일 밤 이토 히로부미 내각총리 부부가 주최한 가장무도회는 세간의 비난에 

더욱 거센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토히로부미 부부는 이 날 밤 6세기 베니스 귀족으로 

가장하고 손님들을 맞았으며 정부 각료와 귀족들 또한 고대 서양 군복, 귀족 옷, 기병대 의장차림을 

하고 참석했다. 이토히로부미는 무도회 의상을 모두 국비로 독일에서 사들였다. 로쿠메이칸에 든 

총 공사비 18만엔에 대비하여 메이지 왕후의 옷값만 14만엔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호화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원인이 되어 로쿠메이칸은 영빈관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잃고 

1889년 제15은행에 매각된 뒤에 1890년 11월부터 1933년까지 화족회관으로 사용되다가 1941년 

건물의 노후를 이유로 훼철되었다.24)

건물명칭 기공시기 준공시기 건평 훼철시기 용도

돈덕전 1901년 1903년 350평 1920년대 영빈관

로쿠메이칸 1881년 1883년 410평 1941년 영빈관

[표 2-4] 돈덕전과 로쿠메이칸 비교

돈덕전은 로쿠메이칸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 식당과 침실,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연회가 가능했고, 국빈 방문 시 숙소로도 활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서구 문화를 경험하고 구미인들과 

친교를 다지며 서구열강과 같은 대열에 서고자 했던 목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로쿠메이칸은 사치와 향략의 장소로 전락하여 그 운명을 다하였고, 

대한제국의 돈덕전은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이 퇴색되고 말았다.

24) 전수진 · 권혁권,「‘녹명관(鹿鳴館)’이 일본 근대문화 수용에 미친 영향 고찰」,『일본근대학연구』23, 2009년, pp.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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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교의 공간, 돈덕전

 (가) 고종 친정(親政)과 외교의 변화 - 돈덕(惇德)의 의미

조선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이라는 전통적 의례 안에서 인접국가와 교역하였는데, 

19세기 후반 서구열강의 등장으로 기존 방식의 외교질서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서구열강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18세기에 몇몇 지식인이 천주교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면서 전통적 지배 이데올로기인 유교가 위협받고, 강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서구 열강에 

의해 혼란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까지 겪으면서 조선 정부에게 

서구 열강은 방어와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전국적으로 세워진‘척화비

(斥和碑)’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종의 친정(親政)이 이루어지는 1873년 이후 조선정부의 

태도는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다.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접견 대관(接見大官)이 이달 17일에 일본국(日本國)의 특명 전권 변리 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부대신(副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군영(軍營) 안의 연무당(鍊武堂)

에서 회견하고 주고받은 말을 개록(開錄)하여 치계(馳啓)하였다.

(중략)

일본 전권 대신(日本全權大臣)이 말하기를,‘우리 배 운양함(雲楊艦)이 작년에 우장(牛莊)으로 가는 

길에 귀국(貴國)의 영해를 지나가는데, 귀국 사람들이 포격을 하였으니 이웃 나라를 사귀는 정의

(情誼)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남의 나라 경내에 들어갈 때 금지 사항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예기(禮記)》에도 씌어 있는데, 작년 가을에 왔던 배는 애초에 어느 나라 

배가 무슨 일로 간다는 것을 먼저 통지도 하지 않고 곧바로 방어 구역으로 들어왔으니,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포를 쏜 것도 부득이 한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운양함에 있는 세 개의 돛에는 다 국기를 달아서 우리나라의 배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어째서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그때 배에 달았던 

깃발은 바로 누런색 깃발이었으므로 다른 나라의 배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귀국의 깃발

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어하는 군사는 혹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우리나라의 깃발의 표시는 무슨 색이라는 것을 벌써 알렸는데 무엇 

때문에 연해의 각지에 관문(關文)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여러 

가지 문제를 아직 토의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미처 알려주지 못하였습니다. 그 때 영종진

(永宗鎭)의 군사 주둔지를 몽땅 태워버리고 군물(軍物)까지 약탈해간 것은 아마 이웃 나라를 사귀는 

의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득실에 대해서는 아마 양쪽이 양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동래(東萊)로부터 사신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예의로 접대하는 것이니 

또한 양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류해 온 배에 대해서까지 먼 지방 사람을 잘 대우해주는 뜻으로 

정성껏 대우하여 주는데 어찌 귀국의 군함을 마구 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이번에 우리들의 사명에 대하여 두 나라의 대신이 직접 만나서 토의 

결정하려 하는데 일의 가부(可否)를 귀 대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귀 대신은 봉명(奉命)하고 먼 지역에 나왔으므로 보고하고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권

(全權)이라는 직책을 가진 것이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내에서 전권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데, 

하물며 수도 부근의 연해인 데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접견하러 왔으니 제기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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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지난번에 히로쓰 히로노부가 우리나라에서 전권 대신을 파견한다는 

일을 보고한 것이 있고, 귀 대신이 이제 접견하러 왔는데, 어째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우리나라에는 본래 전권이라는 직책이 없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리 품정(稟定)하여 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사신도 만나주지 않고 서계(書契)도 받아주지 않고 6, 7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이는 무슨 까닭입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지난 정묘년(1867)에 중국에서 보내온 신문지(新聞紙)를 보니 귀국 사람 야도 마사요시〔八戶順叔〕가 

보낸 신문지상에, 조선 국왕이 5년마다 반드시 에도〔江戶〕에 가서 대군(大君)을 배알하고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이 옛 규례였는데, 조선 국왕이 오랫동안 이 규례를 폐하였기 때문에 군사를 동원하여 

그 죄를 추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조정과 민간에서는 모두 귀국에서 우리나라를 몹시 

무고(誣告)하고 있다고 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또《만국공보(萬國公報)》가운데는 공물(貢物)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귀국이 우리나라를 정벌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공물이 들어오지 않는

다는 것은 바로 제 환공(齊恒公)이 주(周) 나라 왕실을 위하여 초(楚) 나라의 왕을 꾸짖던 말이므로 

비유하여 인용한 뜻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서계를 막아버린 첫째가는 근본 이유입니다. 

이번에 관계를 좋게 하자는 이 마당에서 지나간 일을 들추어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귀국에서 이러한 곡절이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것도 떠도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이웃 간의 두터운 의리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설사 이런 황당한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귀국 

정부에 통보한 일이 없는 이상 어떻게 믿고 이렇게 의절(義絶)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귀국을 

위해서 개탄할 일입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신문은 귀국 사람이 간행하여 각국(各國)에 

돌린 것인데 어떻게 황당한 것으로 돌려버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이른바 신문이라는 것은 비록 자기 나라 안의 고을에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간혹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신문만을 믿는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니 그저 한 번 웃고 넘어가면 그만일 뿐입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우리 

조정과 민간에서는 실상 의심을 품어온 지 오래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웃 나라를 사귀는 도리는 

성신예경(誠信禮敬) 이 네 글자를 중요하게 삼고 있으니 피차간에 서로 예전의 좋은 관계를 회복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두 나라에 모두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그 당시 사실 여부를 우리나라에 물어왔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회답하였습니다. 무슨 지금까지 의혹을 품을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이제

부터는 설령 의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서로 오가면서 의혹을 풀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전날에 서로 대치하였던 일과 연전에 새 서계를 받아주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다 뉘우칩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한 마디로 말해서 전날의 사건은 얼음이 녹듯 

완전히 풀렸는데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득실(得失)을 따지지 말고 덮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실로 

부당한 말입니다. 설령 친구간의 약속이라도 저버릴 수 없는데 하물며 두 나라 사이에 좋게 지내는 

우의(友誼)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7, 8년 동안 관계를 끊어버린 

이유는 이미 남김없이 다 드러났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이제 운양함이 우리 배라는 것을 알았으니 옳고 그른 것이 어느 쪽에 

있으며, 그 때에 포격을 한 변경 군사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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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포를 사격한 것과는 다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두 나라 

간에 조약을 체결해서 영구히 변치 않게 된 다음에야 좋은 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두 대신이 면담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수원(隨員)들을 시켜 서로 통지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책임진 관리가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수원들을 시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나의 수원들은 각기 봉명(奉命)한 직무가 있으며, 모두 공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귀 수원들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써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나의 수원들은 봉명한 것이 아니라 사신인 내가 임의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그렇다면 나의 수원이 귀국의 부관(副官)과 서로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대관이 말하기를,‘서로 만나기에는 서로의 지위가 맞지 않지만, 만약 오갈 

일이 있으면 내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관이 말하기를,‘간단하게 다과(茶果)를 준비하였으니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니,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호의는 감사하나 그만두는 것이 대단히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관이 말하기를,‘이미 준비해 놓은 것이니 되도록 드십시오.’라고 하니, 일본 전권 대신이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권하니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25)

운요오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의 전권대표는 서양의 예에 따라 13개 조항으로 된 

조약 초안을 조선 측 대표인 신헌에게 제시하였다. 조선 정부는 설관호시(設館互市)라는 전통적 

관념의 연장선상에서 일본과 통상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성신예경(誠信禮敬)이라는 전통적 관념을 

토대로 하여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근대적 통상을 시작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척화에서 통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전격 전환했던 것이다. 

1881년과 1882년은 기미(羈縻), 예(禮), 신의(信義), 합종(合從), 회맹(會盟) 등 전통적인 관념에 입각하고 

있었지만 외결(外結)을 주장하는 상소가 다수 등장했다. 통상이라는 근대적인 경제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禮) 관념을 국제관계까지 확장하여, 통상 강화라는 정책 전환이 가능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절박한 상황과 결부되어 가속화 된 측면이 있다. 서양열강이 우월한 군사력을 앞세워 밀려오는 

상황에서 자강(自强)을 통해 생존을 보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인호(隣好), 즉 외결

(外結)을 통해 안위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외정(外政)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 과정에서 미국과의 조약 체결 후 고종은 효유문(曉諭文)을 통해 국제질서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명하였다.26) 

25)『고종실록』13, 고종 13년(1876) 1월 19일 1번째기사 

26) 김수암,「세계관 충돌과 1880년대 조선의 근대외교제도 수용-외무부서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32, 2008년,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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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전교하기를,

"‘우리 동방(東方)은 바다의 한 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외국과 교섭한 적이 없으므로 

견문이 넓지 못한 채 삼가고 스스로 단속하여 지키면서 500년을 내려왔다.

근년 이래로 천하의 대세는 옛날과 판이하게 되었다. 영국·프랑스·미국·러시아 같은 구미(歐美) 

여러 나라에서는 정교하고 이로운 기계를 새로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배나 수레를 타고 지구를 두루 돌아다니며 만국(萬國)과 조약을 체결하여, 병력(兵力)으로 

서로 견제하고 공법(公法)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이 마치 춘추 열국(春秋列國)의 시대를 방불케 한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홀로 존귀하다는 중화(中華)도 오히려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고, 척양(斥洋)에 

엄격하던 일본(日本)도 결국 수호(修好)를 맺고 통상을 하고 있으니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겠는가? 참으로 형편상 부득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병자년(1876) 봄에 거듭 일본과 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을 맺고 세 곳의 항구를 열었으며, 

이번에 또 미국·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와 새로 화약(和約)을 맺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니 

너희 사민(士民)들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교제의 예(禮)는 똑같이 

평등함을 원칙으로 하니 의리로 헤아려 볼 때 장애될 것이 없고, 군사를 주둔시키는 의도는 본래 

상업 활동을 보호하는 데 있으니, 사세(事勢)를 놓고 참작하더라도 또한 걱정할 것이 없다.

교린(交隣)에 방도가 있다는 것은 경전(經典)에 나타나 있는데, 우활하고 깨치지 못한 유자(儒者)들은 

송(宋) 나라 조정에서 화의(和議)를 하였다가 나라를 망친 것만 보고 망령되이 끌어다 비유하면서 

번번이 척화(斥和)의 논의에 붙이고 있다. 상대 쪽에서 화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쪽에서 싸움으로 

대한다면 천하가 장차 우리를 어떤 나라라고 할지를 어찌하여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도움 받을 곳 

없이 고립되어 있으면서 만국과 틈이 생겨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면 패망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헤아리면서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 의리에 있어서도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이겠는가? 의론하는 

자들은 또 서양 나라들과 수호를 맺는 것을 가지고 점점 사교(邪敎)에 물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진실로 사문(斯文)을 위해서나 세교(世敎)를 위해서나 깊이 우려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수호를 

맺는 것은 수호를 맺는 것이고 사교를 금하는 것은 사교를 금하는 것이다. 조약을 맺고 통상하는 

것은 다만 공법에 의거할 뿐이고, 애초에 내지(內地)에 전교(傳敎)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들은 

평소 공맹(孔孟)의 가르침을 익혀왔고 오랫동안 예의(禮義)의 풍속에 젖어 왔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정도(正道)를 버리고 사도(邪道)를 따를 수 있겠는가? 설사 어리석은 백성들이 몰래 서로 전습(傳習)

한다 하더라도 나라에 떳떳한 법이 있는 이상 처단하고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숭상하고 

물리치는 데에 그 방도가 없다고 근심하겠는가?

그리고 기계를 제조하는 데 조금이라도 서양 것을 본받는 것을 보기만 하면 대뜸 사교에 물든 

것으로 지목하는데, 이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그들의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美色)처럼 여겨서 멀리하여야겠지만, 그들의 기계는 이로워서 진실로 이용 후생(利用
厚生)할 수 있으니 농기구·의약·병기·배·수레 같은 것을 제조하는데 무엇을 꺼려하며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종교는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은 진실로 병행하여도 사리에 어그러지지 

않는다. 더구나 강약(强弱)의 형세가 이미 현저한데 만일 저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의 침략을 막고 저들이 넘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안으로 정교(政敎)를 닦고 밖으로 

이웃과 수호를 맺어 우리나라의 예의를 지키면서 부강한 각 나라들과 대등하게 하여 너희 사민들과 

함께 태평 성세를 누릴 수 있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중략)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일처리가 대강 이루어져서 옛날의 우호관계를 다시 펴게 되었고,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또 뒤이어 와서 조약을 맺고 통상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만국의 통례(通例)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니, 결코 경악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각기 두려움 없이 

편안히 지내면서 선비들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백성들은 편안히 농사를 지으며, 다시는 ‘양(洋)’이니 

‘왜(倭)’니 하면서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 인심을 소란하게 하지 말라. 각 항구와 가까운 곳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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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외국인이 한가로이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도 마땅히 일상적인 일로 보아 넘기고 먼저 시비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저들이 능멸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있다면 응당 조약에 따라 처벌하여 결단코 

우리 백성들을 억누르고 외국인을 보호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아! 어리석으면서 제멋대로 하는 것은 성인(聖人)이 경계한 바이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비방하면 

왕법(王法)에 주벌하는 데 해당한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처형하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이 나열하여 명백히 유시한다. 그리고 이미 서양과 수호를 맺은 이상 서울과 지방에 

세워놓은 척양에 관한 비문들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모두 뽑아버리도록 하라. 너희 사민들은 각기 이 

뜻을 잘 알라.’는 내용으로 의정부로 하여금 게시하고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게 

하라.”

하였다.27)

고종은 세계의 각국이 서로 조약을 체결하여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군사력이라는 

힘에 의하여, 한편으로는 명분으로의 만국공법에 의하여 질서가 유지된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국제관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종은 백성들로 하여금 서양을 이적시하는 태도를 버리기 

위해 이(夷)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에 세워진 척화비를 뽑아내고 근대적 관념에 

입각하여 대외관계를 수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것이다.28)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통해 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고종은 경운궁 내에서 외빈(外賓)과 교류하기 

위한 격식 있는 서양식 건물이 필요했다. 1900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외교를 

담당하는 공간으로 지어진 건물이 바로 돈덕전이다. 이는‘돈덕(惇德)’이라는 건물 명칭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돈덕(惇德)이라는 용어는 서경(書經)의 우서(虞書) 순전(舜典) 제16장(第十六章) 중에“멀리 

있는 자를 회유하고 가까이 있는 자를 길들이며 덕이 있는 자를 후대하고 어진 자를 믿으며 간사한 

자를 막으면, 만이(蠻夷)도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다.(柔遠能邇 惇德允元 而難任人 蠻夷率服)”라는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덕이 있는 자’는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할 세계의 여러 국가를 

가리키며 이들을 후대하는 장소가 바로 돈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2-42] 돈덕전 현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880년대 이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국제관계, 곧 성신외교(誠信外交)를 추구했던 고종은 

서구 열강과 대등한 교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로 돈덕전을 신축했다. 1900년 이후 중립화를 

통해 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고종은 1902년 즉위 40주년 기념 칭경예식 가운데 서구 열강을 초대하여 

돈덕전에서 연회를 베풀고 중립국 선포를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외교의 공간으로 

지어진 돈덕전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했다.

27)『고종실록』19, 고종 19년(1882) 8월 5일 5번째기사 

28) 김수암,「세계관 충돌과 1880년대 조선의 근대외교제도 수용-외무부서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32, 2008년,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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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즉위 40주년 칭경예식과 돈덕전

즉위 40주년 칭경예식은 외국의 귀빈을 다수 초청한 대규모 행사로 기획되었다. 고종은 대내적으로는 

존호를 올리고, 어진을 그려서 봉안하고, 기로소에 들어가고, 노인들의 품계를 올려주고, 진연을 

베푸는 등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황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각국의 특사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각국 원수와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은 

황제국 선포 이후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근대적인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국왕의 위상제고사업을 추진하였다. 즉위 40년 기념식은 위상제고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였다.29)

1902년 4월 24일 고종은 조령을 내렸다. 음력 9월 17일 경운궁에서 즉위 40주년을 경축하는 의식을 

갖고자 하니, 모든 해당 관청에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원들은 의식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히 명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고종은 칭경예식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30) 기념식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축하 사절에 대한 것이었다. 고종은 즉위 40년 기념식에 각국의 

축하 사절을 초청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는 5월 초부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공사들에게 각기 주재국 정부에 조회하여 

기념식에 축하 사절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고 참석할 대사의 성명을 미리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그리고 청나라는 아직 공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므로 주한청공사에 조회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대사를 파견하는 대신 주한 프랑스 공사로 대리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영국은 주일공사 맥도날드를 대사로 삼아 특파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탈리아에서도 대사를 파견하여 

참석하게 한 후 주한공사로 임명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월 13일에는 각국에서 파견되는 외국 사신 

등의 폐현과 영송 절차가 마련되었다. 다른 부분의 준비도 일찍부터 시작되었는데, 5월에 표훈원에서 

고종의 지시에 따라 기념식 때 나눠주기 위하여 금장(金章) 1천 개, 은장(銀章) 1천 개 등 고종 즉위 

40년 기념장(記念章)을 만들기 시작했고, 6월에는 궁내부에서 기념식의 연회 때 사용하기 위해서 

프랑스제 양식기(洋食器)와 양등(洋燈) 등을 주문했으며, 7월에도 전군수(前郡守) 이근영(李根永) 

일행이 기념식 때 사용할 각종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북경에 다녀왔다.31) 

이와 같이 서구 열강을 초빙한 국제행사로 칭경예식을 기획한 이유는 대한제국의 중립화 추진 

정책과 관련지어 추측할 수 있다. 1900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의화단 운동의 

확산은 8개국 연합군대의 2만 명 파병과 러시아 군의 만주 점령의 빌미가 되었다.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자 고종은 이것이 러․일간의 분쟁으로 확산되어 한국 침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 신문에서 러시아의 동양함대가 압록강 해구(海口)에 취집(聚集)하고 여순항에 주둔한 

러시아군은 한국으로 파병되며, 일본 히로시마현(廣島縣) 진대(鎭臺)의 육군도 한국으로 향한다는 

유언비어 기사가 실리는 등 러일군의 한반도 침입 가능성에 대해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의 만주 점령 시 일본의 외교방침을 문의하자 하야시(林權助) 공사는 

전쟁불사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여 고종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고종은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29) 이윤상,「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한국학보』111, 2003년, p.117

30)『고종실록』42, 고종 39년(1902) 4월 24일

31) 이윤상,「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한국학보』111, 2003년,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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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하였다. 그 대책이 바로 중립화안이다. 중립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유길준, 김가진을 

비롯하여 묄렌도르프, 부들러 등 국내외인사들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개인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었던 중립화론은 1899년 봄 알렌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 주도의 한국 중립화안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광무정권의 외교 목표가 되었다. 특히 1900년 의화단사건을 계기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위기의식이 심화되자 정부는 1900년 5월에 고빙한 크레마지(R. Cremazy) 법무고문에게 의화단운동 

기간 중 한국 중립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프랑스의 중립화정책에 

대한 보고를 명하는 등 중립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본격적인 중립화

정책은 샌즈, 민영환(閔泳煥), 강석호(姜錫鎬) 등을 중심으로 한 친미계열에 의해 추진되었다. 

중립화 방안은 스위스나 벨기에와 같은 열강공동보증 하의 영세중립화 방안이었다.32)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고종은 칭경예식을 통해 서구 열강에 대한제국의 위상을 알리고 중립화를 

선언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중립화 선언의 장소로 서구식 연회장인 돈덕전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1902년 7월 20일에 의정부 의정 윤용선은 어극(御極) 40주년 칭경예식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단을 올렸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어극(御極) 40년을 칭경(稱慶)하는 예식을 참작하고 

의논해서 마련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신들이 정부(政府)에 일제히 모여 자세히 상의해서 의정

(議定)한 내용을 별단(別單)에 써 들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 【별단 1. 올해 10월 

18일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의 즉위(卽位) 40년을 칭경할 때 높고 낮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 

칭송하는 경축 의식을 설행할 것입니다. 1. 외부 대신(外部大臣)은 6개월 전에 정부(政府)와 의논한 

다음 수도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各國)의 공사(公使)와 영사(領事)들에게 칭경하는 예식 날짜를 알려 

본국 정부에 통보하게 할 것입니다. 1. 예식원(禮式院)에서는 6개월 전에 아뢰어 황제의 칙령으로 

위원(委員)을 정해가지고 분장(分掌)하게 하여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1. 경축 의식날에 원구단

(圓丘壇)에 고유제(告由祭)를 친행(親行)하실 것입니다. 1. 원구단에 고유제(告由祭)를 친행하실 때 

황태자 전하(皇太子殿下)가 규례대로 모시고 참석하며, 종친(宗親)들과 문무의 백관은 예문(禮文)대로 

예식을 진행하고 각국 사신들은 반열을 따라 들어와 참석할 것입니다. 1. 경축 의식 이튿날 축하를 

올릴 때 대황제 폐하는 중화전(中和殿)에 친림(親臨)하시되 황태자 전하는 규례대로 모시고 참석하며 

종친들과 문무의 백관은 예문대로 예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1. 관병식(觀兵式), 원유회(苑遊會), 각종 

연회는 예식원(禮式院)에 관계되는 각 부(府), 부(部), 원(院), 청(廳)에서 규례대로 마련하여 설행할 

것입니다. 1. 칭경 예식 때 일체 시행해야 할 여러 일은 위원이 각 해사(該司)에 알려 그로 하여금 

기한에 앞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분명하고 질서 있게 거행하도록 할 것입니다.】33)

칭경예식과 관련하여 작성한 별단에서 예식 관련 장소로 환구단, 중화전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관병식과 원유회 및 각종 연회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다. 각종 의식을 진행한 장소는 칭경예식과 관련된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 김현숙,「대한제국기 궁내부 고문관 샌즈(W.F.Sands)의 개혁론과 중립화안의 성격」,『역사와 담론』51, 2008년, pp.83~85

33)『고종실록』42, 고종 39년(1902)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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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極四十年稱慶時에 園游會와 各國大使接賓所를 東闕內玉流泉으로 擇定얏 日間붓터 修理의 

工役을 設始다더라34) 

 

稱慶禮式時에 需用次로 戲臺를 奉常寺內에 設置고 漢城內善歌善舞 女伶을 選擇야 演戲諸具를 

敎習 叅領張鳳煥氏가 主務다더라35) 

 

칭경예식과 관련한 원유회 장소와 각국 대사 접빈소는 창덕궁 내 옥류천으로 정해졌으며 봉상시 

내에 무대를 설치했다. 초청된 각국 대사의 숙소는 무관학교로 예정되었다.36) 관병식을 위해 상경

(上京)한 병사의 거접(居接) 장소는 창덕궁 앞 각 공해(公廨)로 정해졌다.37) 관병식 예행연습은 동소문 

밖 삼선평(三仙坪)에서 이루어졌다.38) 이때의 관병식 규모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은 서양 강대국들이 외빈을 초청하여 자기 군사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행한 관병식에 

주목했다. 대한제국은 서양열강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인정받는 형식적 독립과 개화자강을 통한 

내용적 독립을 추진하였다. 관병식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만국공법적 국제질서 아래에서 

대한제국이 ‘제국’으로서 서양 각국에게 독립국이라는 존재를 인정받는 행사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관병식에는 넓은 공터가 필요하였다. 경희궁이 적격이었다. 고종 재위 초기 

경복궁이 중건되었고, 고종이 경복궁과 창덕궁을 주요 거처로 삼으면서 고종 재위 기간 중 경희궁은 

궁궐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 게다가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경희궁은 몇몇 전각만을 남기고 

훼철되었다. 이후 경희궁의 빈터는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1880년대 개화정책 추진을 위해 양잠소가 

설치되어 뽕나무가 이식되기도 했고,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는 ‘제국’의 면모를 드러내는 관병식 

장소로 주목받았다. 그 구체적인 예가 1899년 6월 11일에 독일 하인리히 친왕(親王)의 방한 때 시행

되었던 경희궁 관병식이다. 고종은 군복을 입고 여(輿)를 타고 경희궁으로 갔다.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희궁에서 고종과 황태자 및 독일 친왕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장병과 무관학도의 조련을 

담은 관병식이 거행되었다.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중앙군의 편제와 무관학도의 

인원을 볼 때 수천 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관병식 이전에 4궁에 분배된 후 개간을 

거쳐 밭으로 운영되었는데, 대체로 얕은 구릉지로 되어있었다. 정부는 1,000여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래질로 평탄작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서궐 내 교련장 수축비로만 5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다.39) 

8월 18일 칭경예식 행사 가운데 비중이 큰 관병식을 위하여 임시혼성여단을 편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8월 25일 보병 2개 연대와 기병 1개 중대, 포병 1개 중대로 임시혼성여단을 

구성한다는‘임시혼성여단편제’가 반포되었다. 기념식 참석차 각국 대사가 인천에 도착할 때 

34)『황성신문』1902년 7월 25일,「東闕修理」

35)『황성신문』1902년 8월 15일,「戲臺敎習」

36)『황성신문』1902년 8월 23일,「武校移接」“武官學校 稱慶禮式時 各國大使駐接處所로 預定 故로昨日에 該校 統內親衛一大

隊營內로 移接얏더라”

37)『황성신문』1902년 8월 21일,「修作兵舍」“稱慶禮式時觀兵式設行次로 各鎭衛隊兵丁을 徵上次 元帥府에셔 發訓은 本報에 已記

얏거니와 近聞 則該兵丁上京後居接所를 東闕前各公廨로 擇定고 方今修理다더라”

38)『황성신문』1902년 9월 2일,「試取騎兵」“再昨日 東小門外 三仙坪에셔 騎兵隊二百名을 試取次操演얏 今番稱慶禮式時 觀兵式에 

需用터이라더라”

39) 은정태,「고종시대의 경희궁-훼철과 활용을 중심으로」,『서울학연구』36, 2009년, pp.10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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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포(禮砲)를 쏘기 위하여 월미도에 포대를 구축했다.40) 또 전주 지역에서만 병정 1중대가 한꺼번에 

서울로 운집했다.41) 이때 계획된 관병식 장소가 어디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경희궁 주변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경희궁이 관병식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고종이 거주하는 경운궁과 경희궁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운궁에서 경희궁까지 

이어지는 어로(御路)를 신축하였고, 홍교(虹橋)를 신설하였으며, 홍교 아래로 전차(電車) 길 공사도 

시작되었다.42) 

이처럼 관병식은 경희궁, 원유회는 창덕궁 후원의 옥류천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돈덕전 연회에 관한 

언급은 없다. 실제로 칭경예식의 준비과정은『황성신문』에 보다 자세하게 실려 있으나 1902년 10월로 

예정된 칭경예식에서 돈덕전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0월 칭경예식까지 공사를 끝낼 수 

없었기 때문에 칭경예식 준비 과정에서 돈덕전을 연회 공간으로 계획하지 않았던 것인지, 돈덕전 

연회를 계획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900년대 

초 가장 화려한 서양식 건물로, 특히 외국인들에게 주목받았던 돈덕전에 대한 언급이 외빈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칭경예식 절차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돈덕전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지 못했다고 추정할 뿐이다.

1902년 10월 18일 칭경예식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은 첫째 날의 환구단 고유제와 둘째 날의 

중화전 예식이었다. 그러나 10월 18일로 예정된 칭경예식이 얼마 남지 않은 9월 초에도 칭경예식의 

핵심 공간인 중화전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였다. 9월 5일 영건도감제조 윤정구는 중화전 공사를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여타의 공사를 중단하고 중화전 공사에 힘을 쏟을 것을 

요청하였다.

영건도감제조(營建都監提調)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중화전(中和殿)을 지을 시일이 급한데 각 공해(公廨)의 역사와 사역이 많아서 여러 장색(匠色)들을 

모집하여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낼 수 없겠으니 그 일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고 답답합니다. 경무청(警務廳)에서 일체 엄하게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나라의 공사가 한창 벌어진 판에 사역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매우 무엄한 일이다. 경축의식을 

위한 공사 이외에는 공역(公役)이라하더라도 모두 중지하도록 하여 일체 장공인들은 영건도감

(營建都監)에 배정하도록 경무청에 분부하라.”하였다.43)

그런데, 기념식 준비가 한창이던 7월 하순에 의주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콜레라가 8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평안도는 물론이고 함경도, 경상도까지 퍼져나가자 고종은 9월 20일, 기념식을 이듬해로 

연기한다는 조령을 내렸다.

40) 이윤상,「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한국학보』111, 2003년, p.118

41)『황성신문』1902년 9월 3일,「完隊到京」“再昨日에 全州鎭衛隊兵丁一中隊가 今番觀兵式에 需用次로 徵上入京얏더라”

42)『황성신문』1902년 8월 23일,「御路新築」“慶運宮內로셔 西闕內지 御路를 新築 虹橋를 新設야 其下로 電氣車가 來往

케고 今日붓터 始役다더라”

43)『고종실록』42, 고종 39년(1902)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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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장마와 무더위가 방금 지나가고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런 때에는 원래 질병이 많은 법이다. 

게다가 요즘 민간에 몹쓸 병이 퍼져 그 증세가 급하므로 간혹 미처 치료할 겨를이 없으며 궁벽한 

여염(閭閻)의 백성들이 약을 얻지 못하여 뜻밖의 죽음을 당하니 더욱이 마음 아픈 일이다. 특별히 

은화(銀貨) 3,000원을 내려 보내니 임시 위생원(衛生院)에서는 의사들을 불러 모아서 잘 의논해서 치료 

대책과 예방 방도를 강구하며 좋은 약을 사고 또 각별히 방책을 취해서 시급히 구제함으로써 혹시라도 

늑장 대처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또한 이 방도를 각도(各道)와 각군(各郡)에 

널리 알릴 것이다. 성심으로 돌보지 않아서 병이 만연하는 일이 있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밤낮으로 

간절히 돌보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짐의 지극한 뜻을 체득한 것이겠는가? 

역시 내부(內部)에서 말을 잘 만들어 신칙(申飭)하게 하라.”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요즘 몹쓸 병 기운이 크게 퍼지는데, 이런 때에 각국의 사신들이 먼 길을 오는 것도 심히 불안한 

노릇이며, 가령 우리나라의 관리들로 말하더라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수고하는데 대하여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축 의식을 내년에 가서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분부하라.”하였다. 

이어 임시 혼성 여단(渾成旅團)을 해산하며 수도에 불러 올린 각 진위대(鎭衛隊)를 도로 내려 

보내라고 명하였다.44)

전염병이 만연하는 때에 각국의 축하 사절들을 오게 하는 것은 불안한 일이므로 다음해로 연기한다는 

고종의 지시였다. 이렇게 행사가 다음해로 연기되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이 기념식은 고종의 특별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어서 그렇지 않았다. 얼마 후인 10월 4일, 

장례원은 1903년 4월 30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국 공사관에 기념식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照覆第31號
大韓 外部大臣 李道宰는 照覆합니다. 살피건대 이달 11일에 도착된 귀 조회 내용에‘대 황제 폐하의 

등극 40주년 경축일에 우리 대 황제폐하께서 양국 황실의 친교를 표하기 위하여, 특별히 山階宮의 

菊麽王 전하에게 명하여 대신 예식에 참석토록 명한 뜻을 방금 본국 정부의 전보 훈령을 받았다. 

이에 조회로 통보하며 본 공사도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또한 菊麽王 전하가 본국의 군함을 타고 

오는데 어느 날 仁川港에 도착해야 하는지와 예식의 절목 중 전하가 출발하고 머무는 등의 절차를 

미리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청컨대 살피고 속히 통보해 주기 바란다.’

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피건대 귀국의 菊麽王 전하께서 친히 오셔서 경축식에 참여하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영광입니다. 이에 경축 예식의 儀節과 禮式院의 章程 제3조를 뽑아 보냈습니다. 생각건대 

菊麽王 전하의 도착일과 체류 및 출발 등의 절차는 한결같이 의절을 준수하여 처리될 것이며 본국 

정부의 접대예절도 으레 장정에 비추어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공문을 갖추어 조복하니 귀 공사께서 

살피시고 귀 정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조복대로 해 주십시오.

위를 조복합니다.

外部之印
1903년 3월 26일

大日本特命全權公使 林權助 閣下45)

44)『고종실록』42, 고종 39년(1902)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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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황족 중 한 사람이 경축식에 참석할 것을 알리면서 그 일정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청나라 역시 황족 가운데 한 사람을 특사로 파견한다는 소문이 있다가 결국은 주한 청공사가 대사를 

대리하기로 결정되었고, 미국과 프랑스도 대사를 특파하겠다는 전문을 보내왔다.46) 1903년 봄으로 

미뤄진 칭경예식 절차를 소개한 황성신문에서 돈덕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禮式節次
四月二十七日(陰四月初一日)月曜
一 各使迎接
同二十八日 火曜
一 自上午十時至下午一時 各國公使及特使同伴前往外部하고 外部大臣回謝
一 下午二時 惇德殿에셔 國書捧呈하고 陛見時入參人員은 着大禮服佩大綬章
一 下午八時붓터 惇德殿에셔 夕宴을 開고

陛下親臨심 服章上同
同二十九日 水曜
一 上午九時붓터 十二時지 及下午二時붓터 六時지 訪問答禮
同三十日 木曜(稱慶日)

一 上午九時 圜丘壇에셔 行禮심 入參人員의 服章上同正午十二時에 惇德殿에셔 午宴을 張심

五月一日 金曜(陳賀)

一 濬明殿에셔 夕宴을 張시고 皇太子殿下게 오셔 親臨심 入參人員服章上同
同二日 土曜
一 下午二時에 昌德宮禁苑에셔 苑遊會를 開 參列員은 高帽通常禮服
同三日 日曜(休暇)

同四日 月曜
一 下午二時에 慶煕宮에셔 觀兵式을 行 參列員服章大禮服大綬章
一 下午八時붓터 侍衛親衛의 各隊에셔 公宴을 張 參列員服章上同
同五日 火曜
一 下午八時에 外部에셔 夕宴을 開 參列人員燕尾服을 着 事
同六日 水曜
一 下午八時에 惇德殿에셔 夕宴을 開
同七日 木曜
一 上午十一時에 惇德殿에셔 辭陛各大使辭陛大禮服大綬章47) 

 

황성신문에 따르면 1903년 4월로 예정된 칭경예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우선 

4월 27일에 각국 대사 영접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4월 28일 오후 2시에 돈덕전에서 국서를 봉정(奉呈)하고 

저녁 8시에 저녁 연회를 베푼다. 그리고 4월 30일 오전 9시 환구단에서 칭경예식을 행한 후에 

45)『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권, 1903년 3월 26일「(7)日 菊磨王의 稱慶祝典 참석 통보에 대한 致謝 및 同禮式節目 送呈」

46) 이윤상,「고종 즉위 40주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대한제국기 국왕 위상제고사업의 한 사례-」,『한국학보』111, 2003년, p.120

47)『황성신문』1903년 4월 6일,「禮式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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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덕전에서 점심 연회를 베푼다. 5월 1일에는 전통 방식의 진하(陳賀)를 준명전(濬明殿)에서 행하고, 

5월 2일 토요일은 창덕궁 후원에서 원유회를 개최한다. 5월 4일은 경희궁에서 관병식, 5월 5일은 

외부에서 석연(夕宴), 5월 6일은 저녁 8시에 돈덕전에서 또 한 번 저녁 연회를 열고, 5월 7일 오전 

11시에 돈덕전에서 전체 행사가 마무리되는 일정이었다. 이를  통해 1903년 4월 이전에 돈덕전이 

완공되고 내부시설도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념행사의 준비가 한창이던 4월 10일 영친왕이 천연두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종은 바로 궁중에서 천연두를 앓을 때 각국의 사신을 접견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딱한 노릇이니 

기념행사를 가을에 가서 날을 받아 거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각국에 주재하는 

공사와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공사들에게 연락하여 각국 정부에 통지하게 하는 한편, 궁내부에서는 

전궁(殿宮)의 수리, 각종 토목공사, 원유회, 거행식장 수축공사, 희대(戱臺) 설치 등도 모두 중지시켰다. 

관병식에 대비하여 다시 편제되었던 임시혼성여단도 역시 해체되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진위대 

병사들이 4월 말부터 5월 하순에 걸쳐 본래 주둔하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1903년 7월 용암포 사건 등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1904년 2월에 

러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종이 가장 큰 관심을 쏟았던 기념식은 결국 거행되지 못하였다.48)

(다) 돈덕전의 주요 기능 - 알현관 및 영빈관

돈덕전은 1904년 4월 14일 경운궁 대화재 이후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궁궐 건물이었기 때문에 화재 

이후 더욱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1904년 8월 16일에는 일본헌병사령부를 돈덕전에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대한매일신보의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일 풍셜을 득문 즉 일헌병령부를 궐내에 설치다 더니 재작일에 헌병 이 명이 평성문으로 

드러가서는 돈덕전을 죠사하고 갓다더라49)

그러나 돈덕전이 일본헌병사령부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각국공사의 접견장소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공사의 접견 장소로 활용된 첫 번째 사례는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돈덕전에서 

수옥헌으로 가서 고종을 폐현했던 것이다.

재작일 하오 사시에 일본공사 림권죠씨가 셔귀관 츄원쥬일과 통역관 국분상태랑씨를 대동하고 

궐문에 와서 진궁하기를 청하매 언도하야 돈덕전으로 들어가서 일사가 말하기를 여긔서 수옥헌이 

상거가 쵸원하여 매양 왕래하여 쥬품하기가 난편하다 하는 고로 이 뜻으로 쥬하고 인하여 수옥헌으로 

옮아가 인하여 좌정한 후에 해공사가 다시 말하기를 폐하의 신용하시는 대신으로 접응케 하라하시

하매 다시 상주달 하여 자샹으로 참정 심상훈씨와 궁내부대신 민병석씨와 헌병사령관 리지용씨를 

명하샤 접응하고 샹의하야 립품하라하셧는데 례식원장 민종묵씨와 외대서리 윤치호씨도 참셕하엿고 

하오팔시에 공관으로 퇴거하엿더라50)

48) 이윤상,「고종 즉위 40주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대한제국기 국왕 위상제고사업의 한 사례-」,『한국학보』111, 2003년, p.120

49)『대한매일신보』1904년 8월 18일,「근일풍셜」 

50)『대한매일신보』1904년 8월 25일,「일사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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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4월 14일 대화재 이후 화마의 피해를 면한 수옥헌으로 거처를 옮긴 고종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궐문에서 궁궐 출입을 허가받고 우선 돈덕전에서 대기한 후 수옥헌으로 옮겨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사절과 각국 공사 등 외국인들이 고종을 폐현하기 위해 돈덕전에서 수옥헌으로 옮겨가는 

경우보다 고종이 황태자를 대동하고 돈덕전에 나아가서 폐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51)

돈덕전은 고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發第14號
一. 이달 11일 본 공사는 目賀田 顧問을 대동하고 알현하여 화폐제도에 관한 정리안을 상주하여 

한국 황제의 동의를 얻었음. 계속하여 다음날 본안에 관하여 궁중의 敦德殿에서 내각회의를 개최하고 

본 공사와 目賀田 고문이 열석한 가운데 그의 대체적인 논의를 거쳐 재가 수속을 취하기로 결정

하였음. 18일에 目賀田 고문은 議政府에 가서 위 수속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여 밤에 가서 재가하기로 

진행되어 19일 관보 호외에서 이것을 발표함. 자세한 것은 機密 11호에서 상세하게 기술함.52) 

1905년 1월 12일 돈덕전에서 열렸던 내각회의에 일본 공사와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가 참석하여 

화폐제도 정리안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18일 의정부와 고종에 정리안 이행을 강요하여 재가를 

받았다.‘고종의 거처’로써의 성격이 없었던 돈덕전은 1905년 일본 공사, 메가타 고문을 동석하여 

개최된 내각회의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때 고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 공사는 내각회의 

이후 수속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여 아마도 당시 고종이 머물고 있던 수옥헌에“밤에 가서 재가하기로”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수옥헌과 돈덕전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곧 알현 

기능을 가진 두 건물의 차이는 수옥헌 알현이 고종의 거처로 나아가 알현하는 것이라면, 돈덕전 

알현은 고종, 또는 순종이 나아가 알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덕전은 황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다. 

경운궁에 대화재가 났던 1904년 4월 14일 이후 황제 폐현 및 회의를 담당했던 양관으로 수옥헌과 

돈덕전이 있었다. 이들 건물에서 1904년에서 1907년 사이 고종을 폐현하거나 회의가 이루어졌던 상황은 

다음과 같다.53)

51)『고종실록』42, 고종 42년(1905) 2월 7일 양력 1번째기사 외 다수확인 가능

52)『駐韓日本公使館記錄』 25권, 1905년 1월 21일「(7) 漢城政界週報 (3)」

53)『일성록』,『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주한일본공사관기록』등을 근거로 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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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수옥헌 돈덕전

1904 31회

29회(폐현)

* 한국 관리
-

2회(폐현)

* 일본공사 

1905 22회

17회(폐현)

* 한국 관리 

19회

2회(회의)

* 메가다 고문 주최 회의(고종 부재)

16회(폐현)

* 각국 공영사 및 외국인고문관5회(폐현)

* 일본군사령관/후시미노미야

/앨리스루즈벨트/일본공사/이토히로부미 

1회(인견)

* 만수성절 한국 관리

1906 32회

32회(폐현)

* 한국 관리 

  (수옥헌: 18, 중명전: 14)54)

1회

1회(회의)

* 일본경찰고문관 밀의(密議)

  (고종 부재)

1907 26회
26회(폐현)

* 한국 관리
-

[표 2-5] 수옥헌과 돈덕전의 알현 기능 비교

위의 표와 같이 돈덕전과 수옥헌의 활용 빈도를 살펴보면 돈덕전보다 수옥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옥헌은 국빈 방문이나 일본의 위협과 압박이 고조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고종을 폐현하는 경우가 이례적으로 발생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국인 관리의 일상적 

업무 보고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55) 곧 수옥헌은 고종의 침전이자 일상적 공간이었다. 수옥

헌에 비하여 돈덕전의 활용빈도는 낮은 편이다. 그리고 돈덕전에서 고종을 폐현했던 인물은 고

종의 탄일인 만수성절에 한국 관리들을 인견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일본, 미국, 독일을 비롯하여 

각국 공영사 및 고문관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종이 돈덕전을 외국인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

였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돈덕전에서 고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주

관하는 회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돈덕전이 외국인 관리들에게 익숙한 장소였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국제교류의 현장이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에 돈덕전은 국빈급 외국인의 숙소이기도 했다. 1905년 

외국의 고위 인사가 방한했을 때 잠시 머무른 것이 그 예이다. 궁궐 내에 위치했던 외국인 숙소 

가운데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은 관문각(觀文閣)이다. 1891년 경복궁 건청궁 내에 지어진 관문각은 

궁궐에 지은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기도 했다. 관문각에 외국인을 책임자로 한 경복궁 시위대의 

대장인 다이(W.M.Dye : 미 육군 퇴역 소장)와 사바틴이 머물렀다. 그러나 이들은 손님 자격으로 잠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궁궐 내에 근무하면서 상주했기 때문에 관문각의 기능은 돈덕전의 영빈관 

기능과 차이가 있다.56) 

54) 1906년 9월 경에 수옥헌은 중명전으로 건물명이 달라진다. 이후 두 명칭이 각종 자료에서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중명전이었다.

55) 특수한 상황의 정점에 을사늑약이 있다.  

56) 유홍준 ․ 김영철,『건청궁, 찬란했던 왕조의 마지막 기억』, 2007년,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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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정(大觀亭)이 돈덕전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양관이었다. 1899년 6월 6일 독일의 하인리히 

친왕이 대한제국을 방문했을 때 이용한 숙소가 바로 대관정이다.57) 1898년 3월 완공된 대관정은 

헐버트의 집으로 지어졌으나 같은 해 9월 대한제국 정부에 매각되었다. 북경주재 영국공사관의 

브라운대령이 1901년 9월에 스케치한‘서울서부지도(Western Quater of Seoul)’의 대관정 위치에  

‘임페리얼 게스트 하우스(Imperial Guest House)’라고 표시되어 있다. 당시 궁내부 찬의관 샌즈의 

숙소이기도 했던 대관정은 궁내부에서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던 시설이었다. 샌즈 역시“이 집은 

내 집으로서보다도 궁궐과 관계된 사람들의 공식 연회장으로 더 자주 쓰였으므로…”라고 언급하였다. 

대관정은 국내외 귀빈을 접대하거나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활용되다가 러일전쟁 무렵 역할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강제되고 일본주차대사령부

(日本駐箚隊司令部)가 폐지되는 동시에 한국주차군사령부(韓國駐箚軍司令部)가 편성되면서 대관정의 

용도가 일본주차군사령부 자리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58)  

대관정의 역할을 이어받았던 것이 돈덕전이다. 화려한 유럽풍의 외관을 자랑하던 돈덕전은 유럽풍 

가구와 침구, 커튼 등으로 장식된 침실이 존재하여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고, 국외 귀빈을 접대하고 연회를 

베푸는 시설로 사용되었다. 1905년 5월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 왕(伏見宮博恭王, 이하 후시미노미야)이 

내한하여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돈덕전을“여관(旅館)”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후시미노미야의 숙소는 

처음에 종정부(宗正府) 인수당(仁修堂)으로 정해져 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고종의 

숙소와 인접해 있으며 가장 화려한 서양식 건물인 돈덕전으로 숙소를 변경하였다. 일본 측에서 궁중에서 

가장 좋은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博恭王 전하의 대우에 관하여 본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 나라 궁정의 舊慣을 고쳐 폐하로 

하여금 전하의 여관에 답례하기 위해 往訪하시고 또 정식의 陪食을 제공하도록 조처할 필요를 느껴 

이삼일 내에 宮內大臣과 협의한 결과 2건 모두 본관의 희망대로 행할 것으로 결정하였음. 전하의 

여관은 先電과 같이 현재 준비 중인 경복궁 우측의 離宮에서는 불편하고 맞지 않아 현재 폐하께서 

주거하시는 곳에서 멀지 않은 敦德殿이라고 칭하는 정식 알현 처인 대형 서양관(현재 궁중의 건물 중 

가장 좋은 建築物)에서 머무시도록 오늘 아침 결정되었고, 또 정식의 陪食은 달리 적당한 건물이 

없어 동 궁전의 큰 객실을 식당으로 쓰도록 준비 중임. 기타 일반의 준비는 현재 급하게 착수 중으로 

한국 궁정은 전하를 국빈으로서 가장 존중하게 대우하게끔 분주한 중에 있음.59)

후시미노미야는 돈덕전에서 머물면서 돈덕전 내에 가장 큰 객실을 식당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여기서는 돈덕전이 궁궐에 있는 가장 좋은 건축물이며 대형 서양관이라고 표현한 것과 그 안에 

식당으로 쓰일 만한 큰 객실이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후시미노미야의 방문 과정과 돈덕전의 활용은 

황성신문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57)『황성신문』1899년 6월 10일

58) 이순우,『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2010년, pp.121~139

59)『駐韓日本公使館記錄』26권, 1905년 5월 10일,「(122)博恭王 渡韓 시의 숙소 준비에 대한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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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見宮親王의 旅舘을 宗正府仁修堂으로 定고 修理더니 更聞 則 該修理를 停止고 更히 

慶運宮內 敦德殿으로 定얏다더라60) 

이와 같이 돈덕전은 연회장 용도로 신축되어 화려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고종의 숙소와 인접하면서도 

분리된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황제 알현 전 대기 장소 및 폐현 장소로 쓰이거나 국빈급 외국인의 

방한 시 숙소로 이용되기도 한 것이다. 다음은 후시미노미야의 구체적 일정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特派大使迎接節次로 禮式院에셔 警務廳에 通牒얏 博恭王殿下南門外停車場에셔 下來야 

惇德殿으로 入去時에 総巡 二員은 騎馬在四人轎前고 総巡 二員은 騎馬在轎後야 惇德殿지 

護從고 所過道路通衢 五十步에 巡檢 一人式 羅列야 嚴肅敬禮고 服色을 鮮明히 라 얏더라61)

再昨午後七時二十分에 日本答禮大使 博恭王이 京釜鉄道列車를 搭乘고 南大門外停車場에 到着 

我廷文武大官과 日公使 林權助氏와 長谷川大將以下 日本紳士 等이 一齊迎接入城 総巡 二人과 

日憲兵 等이 騎馬야 左右로 先驅고 其他 步兵一小隊가 擁衛얏고 博恭王은 黃屋轎를 乘고 

直時 慶運宮內敦德殿으로 入去 南大門內로붓터 大觀亭前과 大安門前지 內外國紳士男女와 

各學校生徒 等이 擺列야 觀光者ㅣ 雲屯더라62)

두 개의 신문기사를 종합해보면 후시미노미야는 5월 21일에 부산으로 들어와서 경부철도 열차를 

타고 남대문 밖 정거장에서 내렸다. 한국 관리들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및 하세가와 대장 이하 

일본 신사 등이 일제히 입성(入城)하여 영접하였다. 후시미노미야는 황옥교(黃屋轎)를 타고 곧바로 

경운궁 내 돈덕전으로  향했다. 말을 탄 총순(總巡) 4명이 가마 전후를 호종하고 말을 탄 일본 헌병이 

좌우로 앞서고 기타 보병 1소대가 옹위하였다. 돈덕전까지 호종하며 지나는 길에 순검(巡檢)이 50보에 

1명 씩 나열하여 엄숙하게 경례하였다. 남대문부터 대관정(大觀亭), 대안문(大安門) 앞까지 국내외 

신사남녀(紳士男女)와 각 학교 생도 등이 이를 보기 위해 운집하였다. 후시미노미야의 환영식은 국

가적인 차원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138) [博恭王의 한국 황제 알현 상황 보고 건]

第193號
1905년 5월 23일 오후 1시 發
林 公使
東京 小村 大臣
博恭王 전하는 어제 22일 정오 漱玉軒에 參進하여 한국 황제폐하를 회견하시고 국서를 봉정하셨음. 

폐하는 전하에 대하여 아주 간절하게 대우하시며 간담을 數分 동안하시고 회견을 마치셨음. 오후 0시 반, 

전하 및 義陽君과 회식 차 동석한 일·한 문무관 24명에게 陪食을 내리시고 끝난 뒤에는 大浦 遞相 
이하 우리 문무관의 알현을 허락하셨음. 오늘 오전 11시 폐하는 답례를 위하여 전하가 머무는 惇德殿에 

臨御하시어 장시간의 회화를 마치시고 본 공사 이하 각국 사신에게 알현을 분부하셨음.63)

60)『황성신문』1905년 5월 15일,「親王旅舘」
61)『황성신문』1905년 5월 22일,「大使迎接式」
62)『황성신문』1905년 5월 23일,「博恭王迎接」
63)『駐韓日本公使館記錄』26권, 1905년 5월 23일,「(138) 博恭王의 한국 황제 알현 상황 보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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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오에 후시미노미야는 수옥헌에 들어 고종을 접견하고 국서를 봉정했다. 고종은 후시미노미야와 

몇 분 동안 짧은 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오후 12시 30분에 의양군 및 일본, 한국 관리 24명에게 

식사가 내려졌고, 관리들의 알현이 이어졌다. 23일 11시에 고종은 후시미노미야가 머무는 돈덕전에 

들어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고 각국 사신에게 알현을 분부하였다. 

再昨日上午十時量에 我大皇帝陛下셔 簡便 儀仗으로 博恭王留住 敦德殿으로 玉駕를 

親臨샤 回謝禮를 行셧 此 我國의 刱有신 盛禮더라64)

本月二十六日 農商工部에셔 昌德宮秘苑에 園游會를 盛設고 博恭王義陽君以下 內外國文武官吏 
紳士及新聞記者 等을 請邀야 宏壯히 宴樂은 已報얏거니와 同日夜 敦德殿에셔 博恭王이 

我廷文武大官과 其他 日本各官吏 等과 會集얏고 再昨二十七日午前十一時四十分에 各大官이 南門外
停車場에 前往야 博恭王을 餞別얏 王이 京仁列車를 搭坐고 仁港에 下車야 日領事舘에셔 

午餐고 滊船 飛鶴丸을 搭乘고 大連灣으로 向랴 다가 俄艦隊의 消息이 對馬附近에 來얏다 

으로 航路를 戒嚴야 不得發向고 該領舘內에셔 留宿얏다 京城으로 迎入 次로 禮式院
禮式官 高羲敬氏가 下仁얏다더라65)

5월 23일 고종은 간편한 차림으로 가마를 타고 후시미노미야가 머무는 돈덕전으로 가서 회사례

(回謝禮)를 행하였으며, 26일 창덕궁 후원에서 후시미노미야, 의양군(義陽君) 이하 국내외 관리, 

신사(紳士) 및 신문기자 등을 초청하여 원유회를 베풀었다. 같은 날 밤 돈덕전에서 문무 관리 및 

기타 일본인 관리들이 회집(會集)하였다. 그리고 27일 오전 남대문 정거장 앞에서 전별(餞別)하였다. 

후시미노미야는 경인열차를 타고 인천에 도착해 일본영사관에서 오찬(午餐)을 갖은 후 증기선을 타고 

중국 대련만(大連灣)으로 향하려 했으나 러시아 함대가 대마도 부근에 와서 항로를 계엄(戒嚴)하였기 

때문에 출항하지 못하고 영사관 내에 머물렀다. 후시미노미야는 다시 경성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예식원 관리 고희경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1905년 9월에 방한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엘리스 루즈벨트의 숙소 역시 돈덕전이었다. 루즈벨트의 

수행원들은 정동 권역에 있는 손탁호텔에 묵었다.66) 당시 손탁호텔 역시 외빈들의 숙소로 자주 

활용되었으나, 손탁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웠던 돈덕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 

활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돈덕전은 이례적인 국빈급 외국인 방한 때 국빈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1905년 11월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이전까지 주로 외국 공사가 고종을 폐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67) 

64)『황성신문』1905년 5월 25일,「玉駕親臨」
65)『황성신문』1905년 5월 29일,「博恭王來發」
66)『대한매일신보』1905년 9월 17일,「禮數優渥」“來十九日頃에 到韓 美國大統領令孃氏에 旅舘은 敦德殿으로 定고 其餘隨伴

諸人은 該國公使舘或貞洞孫擇嫌邸로 定다더라”  

67)『고종실록』46, 고종 42년(1905) 9월 20일 양력 1번째기사,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태자(皇太子)가 시좌(侍座)한 상태에서 

독일 공사〔德國公使〕를 접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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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을사늑약 이후 돈덕전의 기능 변화

 (가) 일본의 궁궐 통제 및 영향력 확대 거점

을사늑약 이후 돈덕전은 일본 경관(警官)이 상주하며 궁궐 내외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았다. 1906년 11월 29일에 주전원경(主殿院卿) 이기동(李基東)이 군인 복장을 하고 문표 없이 

입궐하자, 일본 순사가 이기동을 돈덕전으로 데려가 조사하고 쫓아내는 일이 발생했다. 

再昨日主殿院卿李基東氏가 授勅次로 入 闕하 軍人服裝을 着하고 無慮히 入闕하더니 日巡査가 

挽執하야 曰現任軍人도아니오 門標도 無하고 無難히 入闕하야하며 渡변警部가 敦德殿으로 該氏를 

招來하야 曰身爲主殿院卿하야 宮禁令도 不知하야하고 數時間을 困難을 當하고 授勅도 못하고 

無聊히 退出하얏다더라68)

이기동은 보부상을 황국협회에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시키고 황국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했던 고종의 

측근이다. 이기동이 고종의 명을 받들고자 궁궐에 출입했던 것을 돈덕전에 있던 일본 경부(警部)에서 

저지했다. 이 사건은 고종이 자신의 의지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던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궁궐 

출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본 경부(警部)가 장악하면서 고종은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 이는 

고종의 측근뿐만 아니라 고종의 후궁이 경운궁을 출입하는 상황에서도 재현되었다. 

日昨에 內安堂李貴人이 詣궐야 皇貴妃殿下게 見알 日警部渡邊氏가 敦德殿에셔 侍從院으로 

電話되 리貴人이 門票업시 궐內에 通涉니 此何經緯乎아 리貴人出宮時에 敦德殿으로 來야 

自己를 相面라 거 侍從院에셔 此事由을 上奏얏더니

自上으로셔 震怒사 貴人은 大君之上이오 皇后之下인 日경部가 雖云肅淸宮禁이나 貴人을 自意
招待니 無嚴莫甚이라 汝侍從官은 此等無嚴之事에 對야 緘口無言얏랴 신 處分을 下신 

故로 侍從院官吏가 不勝惶恐 얏다더라69)

귀인 이씨가 문표 없이 황귀비(皇貴妃)를 만나 뵈러 입궐하자, 일본 경부 와타나베는 돈덕전에서 

시종원으로 전화하여 귀인 이씨가 입궐한 경위를 추궁하면서 출궁 시에 돈덕전에 와서 자신을 

만나고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귀인 이씨는 분노하였고, 무엄함이 심하다고 꾸짖었다. 이것은 통감부가 

궁궐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이후 이른바 협잡꾼이 돈덕전에서 관리 및 보관

하는 문표를 몰래 취득하여 궁궐 출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70) 군대강제해산이 이루어졌던 1907년 

8월 3일, 돈덕전을 장악한 일본 경부는 전화 연락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본 순사를 시켜 전무과

(電務課) 직원을 포박하여 돈덕전에 감금하였다가 군대해산 후 돌려보내기도 했다.

68)『대한매일신보』1906년 11월 29일,「院卿退出」(敦德殿은 惇德殿의 誤記로 보인다. 신문기사에서 두 글자가 간혹 혼용되어 쓰였다.)

69)『대한매일신보』1907년 1월 5일,「日警無嚴」

70)『대한매일신보』1907년 2월 21일,「侍從院前雇員에 文鼎鎭이가 本是挾雜者로(광고)」, “侍從院前雇員에 文鼎鎭이가 本是挾雜者로 

本院中에셔 文某를 行爲협雜人으로 以爲院경以下가알고 除汰얏 堂上某某을 付同허고 今番嘉禮時分主事을 圖得야 暫時擧行

허고 事畢後면 卽爲解任것시온 于今不爲解任은 院內某某을 付同여 庶務課長을 圖得쥴노 敦德殿의 司務員門票을 暗爲圖

得야 無限出入니 敦德殿에셔도 亦爲挾雜인쥴 可知기 玆에 廣告홈, 梨峴리時元 告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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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昨日電話不通은 斷線 所以라고 前報에 揭載어니와 通信 못된 理由을 得聞則 伊日上午五時에 

日巡査가 電務課官員及雇員下隷셥一人을 縛去야 敦德殿에 留置하얏다가 軍隊解放後에 解送 故로 

該課에 無一人야 通신치 못고 斷線은 아니얏다더라71)

위와 같이 돈덕전은 일본 경찰에 의한 궁궐 출입 관리 및 조선 관원 감금장소로 사용되었다. 외

교를 통해 서구열강과 동등한 위상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되었던 돈덕전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적 장소로 변화했던 것이다. 침략의 도구로 전락한 돈덕전은 그러나 이후에도 연회의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순명효황후와 순종의 가례 시 연회 장소, 수학원 개원식 등 연회 

및 예식 공간으로 활용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특히 고종의 강제 퇴위 전까지 돈덕전은 외국 관리의 

방문 때 황제를 알현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연회를 베푸는 장소였다.

再昨日下午五時에 特使 田中光顯氏가 大漢門外에셔 冊妣奉迎에 祗迎 後 敦德殿宴會에 入參얏고 

仝七時에 統監代理 長谷川氏가 自己私邸에 晩餐會를 開設고 各部大臣을 請邀宴待얏다더라72)

1907년 1월 거행된 순종과 순정효황후의 가례(嘉禮) 때 일본인 특사 다나까 미쓰야키가 대한문 

밖에서 지영(祗迎)한 후에 돈덕전 연회에 참석했다. 또 1907년 3월 가쓰라기 타로가 회장, 요부코 경시가 

감독이 되어 경찰관이 조직한 법규연구회가 돈덕전에서 열려 그 취지와 법규에 대해 대담하기도 

하였다. 

法規硏究會를 皇城警衛하는 警察官人等이 組織고 會長은 葛城最太郞씨로 定하고 監督은 呼子警視가 

되야 日昨午前十時에 敦德殿에셔 開會하고 趣旨와 法規을 談論하고 下午一時에 閉會하얏다더라73)

6월 29일에는 수학원 개원식이 열렸는데, 고종과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 영친왕을 비롯하여 이토 통감 

이하 일본 고등 관원이 대거 참석하였다. 수학원 강사는 일본인과 영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本日午後一時에 敦德殿에셔 修학院開院式을 擧行얏 大皇帝陛下 皇太子殿下 英親王殿下게옵셔 

臨席시고 総理大臣以下각部高等官과 伊藤統監以下각文武高等官이 列席야 盛大 儀式을 擧行고 

同학院講師 八人인 外國人은 日本人佐藤寬과 英國人쥬禮 兩氏라더라74)

1905년에서 1907년 사이 돈덕전은 신축 당시 건축 목적과 같이 외국 사신을 위한 연회장 및 예식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고종이 황실의 권위를 높이고 서구 열강과 동등한 제국으로써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신축했던 초기 의도와는 달리 일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71)『대한매일신보』1907년 8월 6일,「電信不通의 理由」

72)『황성신문』1907년 1월 26일,「統署晩餐」
73)『대한매일신보』1907년 3월 17일,「法規成會」

74)『대한매일신보』1907년 6월 29일,「修學開院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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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위 4개월 쯤 전인 1907년 6월, 데라우치 육군대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역시 돈덕전은 

폐현 및 연회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데라우치 육군대신이 만주지역 시찰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기를 헌납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있다.([사진 2-27]과 [사진 2-29]) 이 사진은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공사관에 진입하여 고종을 위협하는 장면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돈덕전에서 찍은 사진임이 

밝혀졌다. 데라우치의 일기 중 해당 일자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자. 

[1907년 6월 10일 (일) 흐림, 서늘함] 오전 10시 평양을 출발하여 경성(京城)에 다다르다. 의주(義州)

에서 별기차(別汽車)를 내어 승차하였는데, 편의가 심했다. 7시 40분 경성에 도착하다. 하세가와 대장

(長谷川 大將) 이하 출영, 황제와 황태자로부터 시종무관을 보내사 출영하게 하다. 일행과 더불어 

파성관(巴城館, 하죠칸)에서 묵다. 히데오(兒玉遂雄을 말함) 부처(夫妻) 용산에서 출영하다. 도중에 

비가 내림.(*10일 아침 평양 출발 오후 7시 30분 경성에 도착하다. 폐하 시종무관을 보내시사 멀리서 

오는 노고를 위로하시다. 기타 한국 대신 등 일본측 제관 지인 내영자 다수였다.)

[1907년 6월 11일 (화) 비 ] 10시에 하세가와 대장(長谷川 大將)과 함께 통감(統監)을 방문하다. 

잠시 대담(對談) 11시 반에 모두 더불어 궁중(宮中)에 이르러 황제께 배알하다. 대포, 기관총, 기타 

증품(贈品)을 정진(呈進)하다. 종종(種種)의 칙어(勅語)가 있으시다. 황태자 영친왕을 알현하다. 12시 

궁중대신이 개최한 식사를 하다. 통감 및 나의 연설이 있었다. 오후 2시 황제 영친왕과 더불어 

돈덕전에 출어(出御)하사 대포(大砲)를 친람(親覽)하시다. 저녁에 대장의 만찬에 참석하다.(*11일 아침 

10시에 숙소를 나서 하세가와 대장을 동반, 이토 통감을 방문하고 11시 지나서까지 대담을 한 다음 

다함께 궁중에서 폐하께 배알, 여러 담화가 있었다. 휴대한 대포와 더불어 기관포 2문(門)을 증진

(贈進)할 뜻을 말해 올리다. 가납(嘉納)하시다. 파하고 돈덕전에서 궁내대신이 주인(主人)되는 식사가 

있었다. 식후 증진한 대포를 폐하 돈덕전에 출어하사 어람하시다. 통감 및 사령관을 방문, 오후 8시 

하세가와 대장의 저녁식사에 초대되다. 통감과 더불어 민간인 약간.75) 

이것은 다음의 황성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日本 寺內陸軍大臣이 入城하얏다 은 昨報에 已揭어니와 同大臣이 今日 園遊會에 參與하고 明日
上午十一時에 長谷川大將과 陛見 터이라  皇帝陛下 奉呈하랴고 速射砲 幾柄을 製來하얏다

더라76)

이와 같이 흔히 아관파천 사진으로 오인되었던 문제의 사진자료([사진 2-27]과 [사진 2-29])는 

1907년 6월 11일 일본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돈덕전에서 기관포를 헌납할 당시의 장면을 

담아낸 것으로, 때마침 40여일 뒤에 고종 퇴위 사건이 발생하자 이와 관련된 참고도판으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고종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이 해외로 발송되어 마치 황제퇴위 당시의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였다. 이후 사진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고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1978년 동아일보사에서 

펴낸『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1』이라는 자료 중‘을미사변과 아관파천’항목(100~101쪽)에서 위의 

75) 아마모토 시로(山本四郞) 편,『데라우치 마사다케의 일기(寺內正毅日記):1900~1918』, 京都女子大學硏究叢刊 5, 1980년,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1&cp_code=cp0710&inde

x_id=cp07100206&content_id=cp071002060001&search_left_menu=3, 2016년 1월 24일 검색 재인용 및 내용 참조

76)『황성신문』1907년 6월 12일,「日本寺內氏陛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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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진을 수록하고 “러시아공사관으로 찾아온 일군(日軍)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고 있는 고종”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전까지 한국에서 소개된 적 없었던 이 사진들은 이 책에서 아관파천 광경이라는 

해설 이후 잘못된 설명은 계속 재생산 되었다.77) 

再昨日雨天에 伊藤統監과 寺內陸軍大臣과 長谷川司令官과 村田少將과 國分秘書官과 內藤副官과 

一般隨員諸시가 從하야 參內謁見하는대 皇帝陛下께옵셔 重明殿에 御하사 宮內大臣과 侍從武宮等이 

參列하얏고 陛下께옵셔 韓日兩國에 親誼가 益加한대 今回將軍이 來韓相見은 朕心嘉언이라하옵시고 

惇德殿에셔 御宴을 賜시니 寺大臣은 韓日交歡의 演說로 奉祝하매 리宮大臣이 答辭를 述얏더라78)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1907년 6월 12일, 데라우치가 오전 11시 30분경 중명전에서 고종을 

폐현하고 무기를 헌납할 뜻을 밝히자 고종이 이를 받아들였다. 데라우치는 돈덕전에서 고종이 베푸는 

점심연회에 참석하여 한일교환(韓日交歡) 연설을 하였다. 점심식사 후 2시 경 고종은 영친왕과 함께 

돈덕전 2층으로 와서 데라우치가 봉정하는 무기를 어람하였다. 이 장면이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날, 데라우치의 돈덕전 일정은 일본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는 1905년에서 1907년 사이 돈덕전의 

연회장 및 알현관 기능을 잘 보여준다. 

(나) 순종의 즉위식

돈덕전은 일본 경부의 궁궐 출입 관리 장소이자, 일본의 의도에 부합하는 돈덕전 연회 및 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고종의 강제퇴위와 함께 거행된 순종의 즉위식이 있었다. 

순종의 즉위는 일방적인 일제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제는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

시키고자 하였으나 고종의 저항에 부딪쳐 1907년 7월 20일 대리청정이라는 형식으로 우선 고종의 

권한을 빼앗고자 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2일 융희(隆熙)라는 연호를 확정하였다.79) 그리고 즉위식은 

8월 27일에 거행되었다. 이후 11월 15일 종묘 알현과 18일 종묘에서 즉위식이 거행됨으로써 순종 

즉위와 관련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80) 이와 같이 일제는 고종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즉위와 

관련된 절차를 시간차를 두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8월 27일로 예정된 즉위식은 우선 오전 9시 경에 돈덕전에서 진하(陳賀)예식을 거행한 후 2시간 

뒤인 11시에 중화전에서 조서를 반포하는 예식으로 진행되었다.  

掌禮院에셔 各府部로 通牒되 今日巽時 惇德殿에 大皇帝陛下卽位後 陳賀時와 同日丙時 中和殿에 

遣使追封皇后及進封皇后時와 頒詔時에 宗親文武百官이 以公服으로 入參 意로 奏下矣니 所管官廳에 

指揮야 以此遵行케 라 얏더라81)

77)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1&cp_code=cp0710&index_id

    =cp07100206&content_id=cp071002060001&search_left_menu=3, 2016년 1월 24일 검색 및 내용 참조

78)『대한매일신보』1907년 6월 14일,「宮中賜宴」

79)『순종실록』1, 순종즉위년(1907) 7월 20일 / 8월 2일

80)『순종실록』1, 순종즉위년(1907) 11월 15일 / 11월 18일

81)『황성신문』1907년 8월 27일「禮院通牒各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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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덕전 행례 후에 중화전에서 약식으로 진하식(陳賀式)을 거행하였는데 참석자는 신식 대례복을 

입었으며, 신식 대례복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프록코트와 구식 대례복도 무방했다. 다만 돈덕전에서 

저녁 7시에 열렸던 연회에는 연미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再昨日 大皇帝게셔 卽位禮式을 惇德殿에셔 行禮시 親勅任官만 入參고 禮畢後 中和殿에셔 

奏判任官지 入參야 權停禮로 陳賀式을 擧行 新大禮服을 未備 人은 厚祿古套와 舊大禮服을 

無碍着用고 同日下午七時에 賜宴시대 燕尾服이 無 人은 不得入參얏다더라 82)

8월 23일에 공고된 즉위식 시간은 오후 5시였는데 일정이 오전으로 앞당겨진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돈덕전에서 거행될 순종 즉위식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大皇帝陛下셔 本月二十七日下午五時에 惇德殿에셔 卽位式을 擧行 터인 其順序가 如左니

一, 日時八月二十七日午後五時
一, 式場 惇德殿
一, 入參 百官은 大禮服을 着고 起立
一, 奏樂 (我國音樂) 大皇帝陛下셔 冕服으로 出御
一, 奏樂止
一, 奏樂
一, 贊儀의 聲을 從야 諸臣이 入參(外國人含包)야 鞠躬四拜 後에 起立
一, 奏樂止
一, 展表官이 表案(祝文)을 榻前에 寘
一, 總理大臣이 表案前에 進야 鞠躬야 恭立
一, 展表官은 表를 展
一, 贊儀의 聲을 從야 入參諸臣이 鞠躬
一, 總理大臣이 賀表를 讀
一, 展表官이 表案를 持고 出
一, 奏樂 (我國音樂)

一, 贊儀의 聲을 從야 入參諸臣이 鞠躬四拜 後에 恭立
一, 奏樂止
一, 奏樂 大皇帝陛下還御
一, 奏樂止
一, 奏樂大皇帝陛下셔 大元帥正裝으로 出御
一, 奏樂止
一, 奏樂
一, 統監의 賀詞朗讀
一, 外國領事官総代賀詞를 朗讀(総代 白耳義領事)

一, 総理大臣이 榻前에 進야 北向恭立
一, 軍樂隊愛國歌樂을 奏83)

82)『황성신문』1907년 8월 29일,「卽位禮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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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덕전 즉위식은 한국 음악이 의식의 연결고리가 되어 축문을 바치고 축사를 낭독하며, 군악대의 

애국가로 마무리되는 일정이었다. 궁내부에서 각각의 관청 부서에 황제즉위식에 대한 의주책자

(儀註冊子)를 따로 만들어 교부하였다.[사진 2-16]

宮內府에셔 各府部院廳에 通牒되 本月二十七日巽時에 大皇帝陛下卽位禮式을 惇德殿에셔 行실 

時에 親勅奏任官이 進參賀禮 事로 仰佈며 儀註冊子를 另具送交니 照亮라 얏더라84)

돈덕전 즉위식 때 반포한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정사(正使)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 

부사(副使) 정2품 정한조(鄭漢朝)를 보내어 순명비 민씨(純明妃閔氏)를 황후(皇后)로 추후하여 책봉

하고, 정사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 부사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학진(金鶴鎭)을 보내어 

왕비 윤씨(尹氏)를 황후로 올려 책봉하였다. 축하를 받고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고 조문(詔文)을 

반포하였다.

"봉천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다음과 같이 조령(詔令)을 내린다. 아! 짐은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외람되게 황태자로 있으면서 부모의 잠자리와 수랏상을 살피는 일상적인 일도 언제나 미처 하지 

못하였는데, 나라의 큰 정사를 대리하라는 명령이 천만 뜻밖에 갑자기 내렸으므로 더없이 송구하여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었다. 오직 진정으로 간청하여 내린 명령을 취소하실 것을 바라면서 한 번 

호소하고 두 번 호소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처분까지 있었으므로 더욱더 놀랍고 두려워서 당장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늘의 의사를 돌려세울 수 없고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해졌으므로 하는 수 없이 힘써 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임무가 너무도 중대한 만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아! 생각건대 우리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는 하늘의 의사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맞게 왕업을 

이룩하고 계통을 이어줌으로써 억만년토록 무궁할 우리나라의 터전을 열어 주셨다. 창업에 부지런히 

힘쓰는 것에 고달프시어 왕위를 정종 대왕(定宗大王)에게 물려주었고, 정종 대왕은 이어받아 또 태종 

대왕(太宗大王)에게 물려주었으며, 태종 대왕은 또한 세종 대왕(世宗大王)에게 물려주었다. 세종 

대왕은 세 임금의 뒤를 이어 성왕(聖王) 중의 성왕이었으니, 거룩한 공적과 훌륭한 교화로 당요

(唐堯)·우순(禹舜) 때와 같은 세상을 이룩하고 예악(禮樂) 문물(文物)이 찬연하게 구비되었다. 

윗사람은 어진이를 어질게 여기고 친척을 가깝게 하였으며 아랫사람은 그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이익을 이롭게 여기면서 오늘의 경사를 보게 되었으니, 우리나라의 예법이 원래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성인이 하는 일에는 다 은미한 뜻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원래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짐과 같이 무능한 사람이 하는 일이야 일반 사람들도 어찌 모르겠는가? 그리고 세상일은 잘 되는 

때와 못 되는 때가 있고 운수는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는 법이다. 근래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

에는 난관이 많아서 비록 태황제(太皇帝)와 같은 훌륭한 덕과 지극한 인자함으로 밤낮 근심걱정 

했어도 오히려 장차 그렇게 되는 때를 돌이켜 바로잡지 못하였는데, 변변치 못한 나로서 어떻게 이미 

83)『황성신문』1907년 8월 23일,「別報 卽位式順序」
84)『황성신문』1907년 8월 27일,「宮牒各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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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 뒤에 와서 수습할 수 있겠는가?

아! 짐이 깊이 생각해보건대 임금 노릇하는 것만 어려울 뿐 아니라 신하 노릇하기도 어렵다.

《상서(尙書)》에 이르기를, ‘신하가 바르면 그 임금도 바르게 되고 신하가 아첨하면 그 임금은 

스스로 성군인 줄 아니, 임금이 덕 있는 것도 신하에게 달렸고 덕이 없는 것도 신하에게 달렸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대 이완용(李完用)은 총리(總理)이니, 너의 부하들을 통솔하고 경계하여 그대의 

임금을 인도하되,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게 인도하지 말라. 그대 임선준(任善準)은 지방을 관리하니, 

수령(守令)을 신중히 선택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라. 그대 고영희(高永喜)는 재정을 맡아보고 

있으니, 나라 형편을 넉넉하게 하라. 그대 이병무(李秉武)는 군사에 관한 정사를 정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대 조중응(趙重應)은 신중히 하고 돌봐주는 도리를 다하여 백성들에게 중도(中道)를 

적용하라. 그대 이재곤(李載崑)은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내세우도록 하라. 그대 송병준

(宋秉畯)은 농사를 가르쳐 재물을 늘리며 장공인(匠工人)들이 소통하게 하고 상인(商人)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라. 그대들 일곱 사람들아, 오늘이 어떤 날이며 이때가 어느 때인가? 그대들의 마음을 

통제하여 그대들의 직무에 힘쓰도록 하라. 그대들의 마음이란 무슨 마음인가? 그것은 일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세상의 무슨 일이든 공정한 데에서 이루어지고 사사로운 데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나라만 생각하고 가정을 잊으며 공정한 것만 알고 사사로운 것을 잊어버린다면, 무슨 

일인들 되지 않으며 무슨 성과인들 나타나지 않겠는가?

아! 짐은 다른 생각이 없으니, 오직 옳은 길을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힘쓰겠다. 그대들에게 좋은 

계책과 방법이 있으면 짐에게 들어와서 말하라. 그대들의 말만 따르겠다. 그대들은 나 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지나간 시대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라.

아아! 위로는 종묘 사직의 중대함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심정을 살펴서 올해 음력 

7월 19일에 경운궁(慶運宮)의 즉조당(卽阼堂)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드디어 연호(年號)를 고쳤으며 

대황제(大皇帝)를 태황제(太皇帝)로 높이고 순명비 민씨(純明妃閔氏)를 황후(皇后)로 추후하여 책봉

하였으며 왕비 윤씨(尹氏)를 황후로 책봉하였다.

아아! 황제가 되는 것이 즐거움은 없고 단지 두려운 생각만 들게 된다. 믿는 것은 신하들뿐이니 

무거운 부담을 돕도록 하라. 열 줄의 포고문을 내리어 대사령(大赦令)의 은전을 베푸는 바이다. 모든 

시행할 사항은 뒤에 열거한다. 【생략】 

아아! 마치 자식을 낳은 것 같아서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지금의 첫 정사에 달려 있다. 조상의 

덕을 더럽히지 말고 왕업을 튼튼하게 하여 나의 공적과 성과를 도모하라. 세상에 포고하여 모두 다 

듣고 알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85)

순종의 즉위식에 고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고종이 황제 양위를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순종의 즉위식에 반발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백관(百官)이 참석하는 돈덕전 

저녁 연회에 순종의 황제 즉위에 반발했던 탁지부대신 고영희는 신병(身病)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85)『순종실록』1, 순종 즉위년(1907) 8월 27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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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昨日下午九時에 惇德殿賜宴에 百官이 盡爲入參얏 度支部大臣 高永喜氏 身病이 卒發야 

參入치 못얏다더라86) 

반면 노골적으로 친일행각을 벌이던 송병준은 입식(立食)으로 진행된 돈덕전 저녁 연회에 귀빈의 

좌차(座次)를 표시하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日前惇德殿宴饗時에 長谷川司令官이 立食에 同參엿더니 農相宋秉畯氏가 追後來到야 食場의 

順序를 見고 李宮相을 向야 體禮에 無識을 責고 屛風으로 食場을 遮障고 貴賓坐次를 

表示엿다니 宋氏의 日人을 尊崇은 已無可論이어니와 立食에도 坐次를 보지87) 

일본의 강압에 의한 순종의 황제 즉위 이후에도 돈덕전은 고종과 순종의 생신 축하연 등의 연회장 

및 회의장, 접견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행사는 온전히 일본의 영향력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86)『황성신문』1907년 8월 29일,「度大吟病」(그러나 고영희는 한일병합을 전후한 시기 친일파로 돌아서서 일본의 작위를 받았다.)

87)『황성신문』1907년 8월 31일,「毫端雲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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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907년 순종 즉위 이후 돈덕전의 활용

 (가) 서명문안 및 회식과 접견

순종 즉위 직후 첫 번째 만수성절을 기념하는 의식을 9월 2일 돈덕전에서 거행하고 예식 후인 

9월 17일(음력 8월 10일)에 순종은 돈덕전으로 이어할 것을 계획하였다.88) 그러나 돈덕전 이어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대신 즉조당으로 이어하였다.89) 그리고 순종 즉위 직후 예정되었던 

만수성절 예식은 돈덕전에서“서명문안”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內閣에셔 各府部院廳에 電話되 今日 萬壽聖節에 公故 廢止고 但 奏任官以上이 當日上午六時로 

至十二時지 爲限고 惇德殿에 齊進야 各其官姓名을 名簿錄에 塡書고 退出라 얏더라.90)

통감부는 내각에서 각 관청에 전화를 하여 만수성절 예식에서 관리들의 문안을 폐지하고 주임관 

이상의 관리들에 한하여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돈덕전에 마련된 명부록에 서명하는 것으로 문안을 

대체하게 하였다.

闕內公故時에 百官問安은 廢止고 御覽冊子一卷을 敦德殿에 繕置고 公故時면 百官이 敦德殿에 

直入야 該冊子에 姓名을 列錄고 捺章退出 後에 該冊子만 乙覽次로 奉呈다더라.91)

그리고 이틀 뒤인 9월 4일 궁궐 내의 전통방식의 백관 문안을 폐지하였다. 대신 어람용 책자 1권을 

돈덕전에 두고 궁중행사가 있을 때 관리들이 돈덕전에 직접 들어와서 해당 책자에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에 황제가 해당 책자를 확인하게 하였다. 9월 18일 총리대신 이하 각 대신이 오후 4시에 

돈덕전에서 시행한 문안공고(問安公故)는 서명으로 대체된 문안이었다.92) 이처럼 돈덕전은 황실의 

접견례 및 외국 사신 접대뿐만 아니라 관리들이 자필 서명을 통해 황제에게 문안을 드리는 장소로써의 

역할을 했다.

순종의 황제 즉위 이후에도 돈덕전은 황제와 일본 관리의 접견 및 회식, 각종 집회 장소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 중 1907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 황태자는 돈덕전에 초청된 외빈 중 가장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1907년 10월 16일에 일본 황태자의 입국이 계획되자 일본 황태자를 접견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는데, 그때 돈덕전은 순종과 일본 황태자의 상견례와 오찬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88)『황성신문』1907년 9월 2일,「皇帝陛下移御說」 “今日 太皇帝陛下萬壽聖節을 惇德殿에셔 擧行 後에 皇帝陛下게셔 該殿으로 將次 

移御신다더라.”

   『황성신문』1907년 9월 16일,「移御擇日」“皇帝陛下게셔 惇德殿으로 移御신다 事 已爲揭報어니와 移御日字 陰本月十日로 

推擇얏더라.”

89)『순종실록』1, 순종즉위년(1907) 9월 17일

90)『황성신문』1907년 9월 2일,「內閣電話」

91)『대한매일신보』1907년 9월 4일,「問安廢止」

92)『황성신문』1907년 9월 20일,「各大問安」, “總理大臣以下各大臣이 再昨日下午四時에 敦德殿에 進入야 問安公故를 擧行얏다

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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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皇太子殿下게셔 來拾六日 仁川港에 渡泊실 預定인 其迎接節次가 如左니

同日上午拾二時에 大皇帝陛下게셔와 皇太子殿下게셔 宮中御用特別列車를 御乘시고 仁川港阜頭에 

停車셔 會見사고

十七日上午拾二時三拾分에 惇德殿에셔 皇上陛下게셔와 日本皇太子殿下와 相見禮를 行신 後에 

午餐을 進御시고

拾八日上午拾二時에 本國各大臣이 日本皇太子殿下게 拜謁禮를 行고

拾九日上午拾二時에 日本高等官五等以上과 各國 總領事及領事가 幷히 日本皇太子게 拜謁 後에 

立食禮를 設行고 次에 昌德宮을 御覽시고 二拾日에 日本皇太子殿下가 出駕실 터이라더라 93)

일본 황태자의 입국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16일 인천항으로 입국하면 12시에 순종과 영친왕이 

궁중 특별 열차를 타고 인천항 부두에 정차한 후 회견하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12시 30분에 돈덕전에서 

순종과 일본 황태자가 상견례 후 오찬을 갖기로 예정되었다. 그리고 18일 오전 12시에 대한제국의 

각 대신들이 일본 황태자에게 배알례(拜謁禮)를 행하고, 19일 오전 12시에 일본 고등관 이상의 관리와 

각국 총영사 및 영사가 함께 일본 황태자에게 배알한 다음 입식례(立食禮)를 행하고 창덕궁을 둘러본 

후 20일 돌아가는 일정이었다. 

돈덕전은 일본 황태자와 회식 장소로 활용되었다. 회식 때의 구체적인 상황은『황성신문』의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今日 上午九時三十分에 各府部大臣이 日本國 皇太子殿下 拜謁고 上午十二時에 皇帝陛下 皇后陛下 

皇太子殿下셔 惇德殿에 出御사 日本國皇太子殿下, 伊藤統監及供俸諸員이 陛見고 同十二時
三拾分에 會食고 日本國皇太子殿下 供俸諸員이 幷히 陪參會食後에 大皇帝陛下셔 日本國皇太子
殿下及有栖川宮殿下를 接見하시고 日本國皇太子殿下셔 更詣會見後에 辭陛하샤 旅館으로 行啓하시고 

下午六時에 皇太子殿下셔 日本皇太子殿下旅館에 行啓하사 晩餐會에 參與하시고 明日 下午一時
三十分에 日本國高等官吏와 各國 総領事及領事가 日本皇太子殿下게 拜謁고 二拾日 日本皇太子
殿下셔 離京時에 皇太子殿下게셔 南大門停車場에 出駕餞別시고 大皇帝陛下게셔 勅使侍從武官長 

李秉武氏를 派遣사 勞問以來신다더94)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각 부 대신들이 일본 황태자를 배알하고 오전 12시에 순종, 순종비, 영친왕이 

돈덕전에 나아가 이토 통감과 회견 후에 12시 30분 함께 점심식사를 진행했다. 이때 돈덕전은 공식

행사의 중심에 있었다. 돈덕전에서 시행되었던 상견례에서 일본 황태자, 아리스가와 노미아, 가츠라 

․ 도오고 양대장(兩大將) 일행이 황제 내외 및 황태자를 접견한 후에 돈덕전의 별실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 점심식사에 참여한 인원은 영친왕, 일본황태자, 아리스가와 노미아, 의양군 이재각, 

완순군 이재완, 영선군 이준용, 궁내부대신 이윤용, 총리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임선준, 학부대신 

이재곤, 탁지부 대신 고수희, 법부대신 조중응,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예식과장 고희경이다. 또 이토 통감, 

소네 부통감, 하세가와 군사령관, 오키자키 사단장, 츠루하라 총무장관, 무라타, 미야오카 소장, 

코쿠분 비서관, 가츠라 대장, 도오고 대장, 이와쿠라 공작, 하나부사 차관, 아리마 제1함대 사령관, 

93)『황성신문』1907년 10월 12일,「迎接節次」

94)『황성신문』1907년 10월 17일,「會見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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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군의총감, 무라키 무관장, 이토 별당, 오오이 대좌, 이이다 중좌, 하세가와 소좌, 사카모토, 

고니시키 양주사, 오카다 가령 등 한국인 고위관리와 일본인 고위 관리를 비롯한 다수의 일본인이 

참석하였다. 이때 별실 회식에 참여한 인원은 대략 45명 정도였다.95) 회식 후 순종이 일본 황태자와 

아리스가와 노미아를 다시 접견한 후 일본 황태자는 자신의 여관으로 돌아갔다. 영친왕은 저녁 6시에 

일본 황태자와 저녁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 일본 황태자의 여관을 방문했다. 

17일 영친왕의 일본황태자 방문 경로는 다음과 같다. 오후 5시 10분에 영친왕은 돈덕전에서 평성문 

앞길, 대한문 앞길, 원구단 앞길, 장동, 이현을 지나 일본 황태자 숙소에 임어하였다가 7시 40분에 

나와 8시에 환어(還御)하였다. 다음 날인 18일 영친왕은 오후 1시 50분에 돈덕전에서 나와 평성문 

앞길, 대한문 앞길, 환구단 앞길, 장동, 이현을 따라 일본 황태자 숙소에 임어하였다가 3시 40분에 

출발하여 4시에 궁궐에 도착하였다.96) 또 19일 순종은 오전 11시 30분에 대한문을 나와 환구단 앞길, 

장동, 이현을 지나 일본 황태자 숙소에서 임어하다가 오후 2시에 출발하여 2시 30분에 궁궐로 돌아

왔다. 이때 영친왕도 순종과 함께 일본황태자를 방문하였다가 2시 30분 일본 황태자와 동반하여 이현, 

장동, 동현 4거리, 관현, 호금문(금호문의 오타로 추정)을 지나 창덕궁을 관람하고 창덕궁 호금문, 

관현, 재동 4거리, 교동 병문, 철교, 종로, 황토현,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을 관람하고 경복궁 영추문을 

지나 광화문 앞길, 신교, 포덕문 앞길, 대한문, 용강문을 지나 평성문 앞길로 와서 오후 4시에 돈덕전

으로 돌아왔다.97) 20일 오전 9시 20분 순종은 대한문으로 나와 양곡, 대평동, 숭례문, 이문동 앞길을 

지나 9시 40분에 남대문정거장에 임어하여 일본 황태자를 배웅한 후, 9시 50분 환어하였다. 영친왕은 

95)『황성신문』1907년 10월 18일,「陪參人員」“昨日 日本皇太子殿下, 有栖川宮, 桂, 東卿兩大將一行이 敦德殿에셔 陛見後 別室에셔 

陪食얏 其人員이 如左니 皇太子殿下, 日本皇太子殿下, 有栖川宮, 義陽君 李載覺, 完順君 李載完 永宣君 李竣鎔, 宮內府大臣 

李允用, 総理大臣 李完用, 內部大臣 任善準, 學部大臣 李載崑, 度支部大臣 高水喜, 法部大臣 趙重應, 農商工部大臣 宋秉畯, 禮式課長 

高羲敬 諸氏오, 伊藤統監, 曾彌副統監, 長谷川軍司令官, 岡崎師團長, 鶴原総務長官, 村田, 宮岡, 兩少將, 國分秘書官, 桂大將, 東鄕

大將, 岩倉公爵, 花房次官, 有馬第一艦隊司令官, 佐藤軍醫総監 村木武官長, 伊藤別當, 大井大佐, 飯田中佐, 長谷川少佐, 阪本, 小錦

路兩主事, 岡田家令, 相礎, 伊勢兩醫, 田圓黑水, 秋澤各武官, 大迫, 有馬, 高辻, 原各侍從 諸氏러라.”

96)『황성신문』1907년 10월 20일,「官報, 宮廷錄事」,

   “宮內府達第三十號 

   本月十七에 皇太子殿下게셔 日本國皇太子殿下 御旅館에 行啓시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下午五時十分에 惇德殿에셔 出御샤 平成門前路 大漢門前路 圜丘壇前路 長洞 泥峴으로 從사 日本國皇太子殿下御旅館에 

臨御얏시고 七時四十分에 動輿사 八時에 還御심이라 隆煕元年十月十六日

宮內府達第三十一號

本月十八日에 皇太子殿下게셔 日本皇太子殿下御旅館에 行啓시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下午一時五十分에 惇德殿에셔 出御사 平成門前路 大漢門前路 圜丘壇前路 長洞 泥峴으로 從샤 日本國皇太子殿下御旅館에 

臨御시고 三時四十分에 動輿사 四時에 還御심이라 隆煕元年十月十七日”

97)『황성신문』1907년 10월 22일,「官報, 宮廷錄事」

  “宮內府達第三十二號 

   本月十九日에 大皇帝陛下게셔 日本國皇太子殿下旅御館에 臨御하시 旨를 奉承하온 바 出宮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上午十一時三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하사 圜丘壇前路 長洞 泥峴으로 從하사 日本國皇太子殿下御旅舘에 臨御하시고 下午二時에 

動駕하사 同二時三十分에 還御하심이라

隆煕元年十月十三日

宮內府達第三十三號

本月十九日에 皇太子殿下게셔 日本國皇太子殿下御旅館에 行啓하실 旨를 奉承하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十一時三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하사 圜丘壇前路 長洞 泥峴으로 從하사 日本國皇太子殿下御旅館에 臨御하시고

下午二時三十分에 御旅館에셔 日本國皇太子殿下와 同伴하사 泥峴 長洞 銅峴四街 觀峴 曜金門을 從하사 昌德宮을 御觀覽하시고 

昌德宮에셔 曜金門 觀峴 齋洞四街 校洞屛門 鉄橋 鍾路 黃土峴 光化門을 從하사 景福宮을 御觀覽하시고 景福宮에셔 迎秋門 

光化門前路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 用康門을 從하사 平成門前路로 下午四時에 惇德殿에 入御하심이라 隆煕元年十月十八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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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대한문을 지나 남대문 정거장에 도착한 후 인천항 정거장까지 일본 황태자와 함께 가서 

향취함(香取艦)에서 일본 황태자를 배웅하고 12시 30분에 출발하여 1시 40분에 남대문 정거장에 

도착한 다음 2시에 돈덕전으로 돌아왔다.98)

위와 같이 돈덕전은 일본 황태자와 상견례를 갖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영친왕의 궁궐 밖 행차에서 

출발과 도착지점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돈덕전을 영친왕의 숙소로 잠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본 황태자는 후시미노미야나 앨리스 루즈벨트와 같은 국빈(國賓)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05

년에 국빈 숙소로 돈덕전이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이때에는 이현에 소재한 여관에 머물렀다. 일본 

황태자의 숙소는 이현어여관(泥峴御旅館)이었는데 이현(泥峴)은 현재의 충무로 1~2가에 있었던 일본인의 

거주 거점이었다.99) 당시 돈덕전이 영친왕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황태자의 숙소로 

이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친왕의 출발과 도착 지점이 돈덕전이었던 경우는 10월 말, 11월 

초의 행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0월 26일에 대운동장에서 이루어진 훈련원 각 학교의 행사가 

있었는데, 영친왕은 이때에도 오전 9시 30분 돈덕전에서 나와 평성문 앞길, 용강문, 대한문, 포덕문 

앞길을 지나 종로, 철교 신교, 이현을 지나 동교, 마전교 어귀에서 마전교를 지나 훈련원에 임어하여 

각 학교 대운동식을 관람한 후에 오후 3시에 돈덕전으로 돌아왔다.100) 

陰曆十月初一日에 皇太子殿下게옵셔 太廟와 文廟에 展謁하옵시는旨를 奉承하온바 出御時刻과 

御道路는 如左함이라 下午一時에 惇德殿에셔 出御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布德門前路 
新橋 黃土峴 鍾路 鐡橋 敦化門前路를 過 御橋로 太廟前門 從 齋室에 入御 同二時에 

行禮옵시고 同時三十分에 動輿사 御橋로 梨峴屛門 黃橋 弘化門前路 박石峴 館基橋을 從 
文廟齋室에 入御 同三時三十分에 行禮옵시고 同四時三십分에 動輿 館基橋 박石峴 弘化門
前路 黃橋 梨峴 屛門 敦化門前路 鐵橋 鍾路 黃土峴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 用康門 平成門前路 
從 同五時十分에 還御하심이라101)

98)『황성신문』1907년 10월 23일,「官報, 宮廷錄事」

  “宮內府達第三十號

本月二十日에 大皇帝陛下게셔 南大門停車場에 幸行시 旨를 奉承온 바 出宮時刻과 御路 如左이라

上午九時二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사 暘谷 大平洞 崇禮門 里門洞前路로 同時四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臨御사 

日本國皇太子殿下를 御餞別시고 同時五十分에 動駕사 同十時二十分에 還御심이라

隆煕元年十月十九日

宮內府達第三十五號

本月二十日에 皇太子殿下게셔 仁川港에 行啓시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午九時二十分에 大漢門으로 出御사 暘谷 大平洞 崇禮門 里門洞前路同時四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到사 同時五十分에 玉車를 

乘시고 同十一時에 仁川港停車場에 到사 香取艦에 上御사 日本國皇太子殿下를 御餞別시고 同十二時三十分에 動輿사 

下午一時四十分에 南大門停車場에 到사 同二時에 惇德殿에 入御심이라”

99)『황성신문』1907년 10월 18일,「圖表觀覽」

100)『황성신문』1907년 10월 27일,「官報, 宮廷錄事」“宮內府達第三拾八号 本月二拾六日에 皇太子殿下게셔 訓鍊院各學校大運動場에 

行啓시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午九時三十分 惇德殿에셔 出御사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布德門前路 鍾路 鉄橋 新橋 梨峴 東橋 麻田橋屛門 麻田橋를 從사 訓鍊院에 臨御사 各學校大運動式을 御觀覽시고 下午三時에 

還御심이라” 

101)『대한매일신보』1907년 11월 7일,「號外 隆煕元年十一月四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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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1월 6일 영친왕은 종묘와 문묘를 참배하였다. 이때에도 오후 1시 돈덕전을 출발하여 

평성문 앞길, 용강문, 대한문, 포덕문 앞길, 신교, 황토현, 종로, 철교, 돈화문 앞길을 지나고 종묘 

제실에 들어가 오후 2시 예식을 행하고 2시 30분에 출발하여 이현 입구, 황교, 홍화문 앞길, 박석현, 

관기교를 따라 문묘 제실에 들어가 3시 30분에 예식을 행한 후 4시 30분에 출발하여 관기교, 박석현, 

홍화문 앞길, 황교, 이현 입구, 돈화문 앞길, 철교, 종로, 황토현, 신교, 포덕문 앞길, 대한문, 용강문, 

평성문 앞길을 따라 오후 5시 10분에 환어하였다. 이때 영친왕의 출발지 역시 돈덕전이었다.

宮內府達第五十三號
本月十日에 皇太子殿下게셔 京城博覽會에 臨御실 旨를 奉承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午九時二十分에 惇德殿에셔 出御사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圖丘壇前路 長洞洞口 銅峴四街 
銅峴으로 從샤 京城博覽會에 臨御시고 同十二時에 還御심이라

隆煕元年十一月八日102)

1907년 11월 10일 영친왕의 경성박람회 관람을 위해 출발했던 지점도 돈덕전이었다. 오전 9시 20분 

돈덕전에서 나와 평성문, 용강문, 대한문, 환구단 앞길, 장동 입구, 동현 4거리를 따라 경성박람회를 

보고 12시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박람회 관람 3일 뒤인 11월 13일에 영친왕은 창덕궁으로 이어했다.103) 

따라서 10월에서 11월 중순 사이 돈덕전이 영친왕의 숙소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고종이 11월 15일 종묘를 전알할 때 돈덕전에서 출발하였다.104) 『대한매일신보』에 따르면 고종은 

11월 12일 중명전이 좁아서 안동 별궁으로 이어하고자 했으나105) 안동 별궁 이어 계획은 무산되었고 

28일 경운궁 내 준명당(浚明堂)으로 이어했다.106) 그렇다면 고종이 11월 12일에서 28일 사이 돈덕전에 

잠시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

宮內府布達第五十九號
陰曆十月初十日에 太皇帝陛下게셔 太廟에 展謁하시고 昌德宮에 歷臨하실 旨를 奉承하온 바 

出御時刻과 道路 如左이라

上午十時에 惇德殿에셔 出御하사 平成門前路 用康門 大漢門 布德門前路 黃土峴 鍾路 鐵橋 罷朝橋 
敦化門 北墻門으로 從하사 太廟齋室에 入御하사 十一時에 行禮하시고 同時四十分에 昌德宮에 

歷臨하시고 下午三時三十分에 動駕하사 同四時에 還御하심이라

隆煕元年十一月十二日107)

102)『황성신문』1907년 11월 12일,「官報, 宮廷錄事」

103)『순종실록』1, 순종 즉위년(1907) 11월 13일

104)『순종실록』1, 순종 즉위년(1907) 11월 15일 

105)『대한매일신보』1907년 11월 12일

106)『대한매일신보』1907년 11월 30일

107)『황성신문』1907년 11월 15일,「官報, 宮廷錄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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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11월 15일 종묘 전알 경로는 다음과 같다. 오전 10시 돈덕전에서 나와 평성문 앞길, 용강문, 

대한문, 포덕문 앞길, 황토현, 종로, 철교, 파조교, 돈화문, 북장문을 따라 종묘 제실에 들어 11시에 

예를 행하고 11시 40분에 창덕궁으로 갔다가 오후 3시 30분에 창덕궁을 출발하여 4시에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순종 즉위 후에도 돈덕전은 주로 외국 관리를 접견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1907년 10월 30일 오후 

1시에 이토 통감, 가츠라 후작, 하세가와 사령관, 소네 부통감, 무라타, 미야자키 양무관, 고쿠분 

서기관이 돈덕전에서 순종을 폐현하고 함께 식사하였다.108) 

(나) 순종의 창덕궁 이어(移御)와 고종의 돈덕전 이용

1907년 11월 13일 순종과 순종비, 영친왕이 함께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영친왕과 순종의 돈덕전 

이용은 고종을 만나러 경운궁에 왔을 때에 주로 이루어졌다.109) 창덕궁에 머물러있던 순종 부부는 1908년 

1월 1일을 맞이하여 고종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기 위해 경운궁으로 행차하였고, 오후 3시 30분에 

돈덕전에서 행례(行禮) 후 5시에 창덕궁으로 환어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동경로는 창덕궁 돈화문을 

나와 파조교, 철교, 종로 황토현, 신교, 포덕문 앞길, 대한문을 지나 덕수궁까지 이어졌다.110) 총리

대신 이하 각 대신과 각부 차관, 경시총감 및 기타 칙임관이 돈덕전 회식에 함께 참여하였다.111)  

또 돈덕전은 1909년 1월 1일 신년 하례의 서명 문안 장소로 활용되었다.

本已午前拾 時붓터 下午一時지 完親文武白官이 仁政殿玄關에셔 皇后陛下게 新年署名問安의 禮를 

行고 下午一時붓터 同四時지 各府部院廳奏任官以上諸氏가 惇德殿에셔

太皇帝陛下게와 皇貴妃殿下게 新年署名問安을 行다더라112) 

本日上午十時에 宮內府大臣侍從院卿其餘文武侍從官이 昌德宮內興福軒에셔 陛見하고 同十一時에 
各황族及大臣들이 陛見하고 同三十分에 曾彌統監과 大久保軍司令官과 各국総領事가 陛見하고 

同日下午壹時로부터 同四時까지  各府부院廳奏任以上官이 慶運宮惇德殿에셔 太황帝陛下께와 

황貴殿下께 署名 問安禮를 行한다더라113)

108)『황성신문』1907년 10월 31일,「日本官人陛見」“昨日午後一時에 伊藤統監, 桂候爵, 長谷川司令官, 曾彌副統監, 村田, 宮崎兩武官, 

國分書記官이 惇德殿에셔 皇上陛下 陛見고 陪食얏다더라”

109)『순종실록』1, 순종 즉위년(1907) 11월 13일(小田省悟의『德壽宮史』에 따르면 순종은 세자 시절 수옥헌 권역에 속해있던 환벽

정에 기거하였다. 즉위 후 처소를 돈덕전으로 옮기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즉조당으로 옮겨갔으며, 11월 이후 창덕궁으로 이어하였다.)

110)『대한매일신보』1907년 12월 31일,「號外 隆煕元年十二月二十八日」“宮廷錄事

●융희二年一月一日에 大皇帝陛옵셔 德壽宮에 親上致詞옵실 旨 奉承온바 出御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下午二時三十分에 敦化門으로 出 御사 罷朝橋 鐵橋鍾路 黃土峴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을 從 德壽宮에 入御하 
同三時三十分에 惇德殿에셔 行禮옵시고 同五時에 還御심이라

륭희二年一月一日에 皇后陛下께옵셔 德壽宮에 問安하옵실 旨 奉承온바 出御時刻과 御道路 如左이라 

下午二時三十分에 敦化門으로 出御 罷朝橋 鐵橋 鍾路黃土峴 新橋 布德門前路 大漢門을 從사 德壽宮에 入御사 

問安옵시고 同五時에 還御하심이라”

111)『대한매일신보』1908년 1월 4일,「親勅會食」“三昨日에 百官이 德壽宮元朝問安時에 親勅任官에게만 洋料理로 賜饌하셧는대 

総理大臣以下각大臣과 각部次官與警視緫감과 其他勅任官이 敦德殿에셔 祗受會食하얏다더라”

112)『황성신문』1910년 1월 1일,「新年問安」 

113)『대한매일신보』1910년 1월 1일,「兩宮問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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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의 신년 예식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창덕궁 내 인정전 현관에서 신년 서명문안을 

받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또 궁내부대신, 시종원경, 기타 문무 시종관은 창덕궁 내 흥복헌에서 순종을 

폐현하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각 부서 주임관 이상이 경운궁 돈덕전에서 고종과 엄비에게 서명

문안을 실시하였다. 1912년 1월 15일에 신년 연회 역시 돈덕전에서 이루어졌다.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돈덕전(惇德殿)에 왕림하여 오찬회(午餐會)를 베풀었다. 종척(宗戚), 귀족

(貴族) 및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이하 고등관(高等官)들이 배식(陪食)하였다. 이어 기념품으로 

은동해(銀東海) 각 1개(箇)를 하사하였다. 신년 연회였기 때문이다.114)

이때 고종은 돈덕전에 가서 종척, 귀족, 이왕직 장관 및 고등관들과 오찬회를 갖고 기념품을 하사

하는 행사를 가졌다. 

돈덕전은 고종의 생일인 만수성절과 순종의 생일인 건원절에 서구식 연회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순종 즉위 후 맞이하는 첫 번째 건원절(乾元節) 저녁 연회 역시 돈덕전에서 있었다. 건원절 예식은 

1908년 3월 10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창덕궁 인정문 밖 동행각 서명실(署名室)에서 서명과 

대신들의 순종 폐현이 진행되었고, 저녁때 돈덕전에서 고등 관료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115) 

돈덕전 연회는 오후 8시에 문관은 연미복, 무관은 소례복(小禮服)을 입고 참여하였다.116) 연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고위 관리 및 초빙 외국인이 참석하였다.

궁내부(宮內府)의 친임관(親任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과 내각(內閣)과 부(部)의 친임관, 

칙임관, 주임관 이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어서 통감부(統監府), 군사령부의 관원, 각국 영사(領事) 

이하와 초빙 외국인으로서 주임관의 대우를 받는 관원들을 접견하고 돈덕전(惇德殿)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고등관 이상을 함께 참가시켰다. 건원절(乾元節)이기 때문이었다.117)

고종은 궁내부와 내각의 관리들과 통감부, 군사령부, 각국 영사 및 초빙 외국인들을 접견한 후 

돈덕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건원절 예식 중 돈덕전 연회에는 고종과 엄비도 참석하여 저녁 7시부터 

114)『순종실록부록』3, 순종 5년(1912) 1월 15일 양력 1번째기사

115)『황성신문』1908년 3월 12일,「宮廷錄事」“ 內閣各部奏任官陳 賀乾元節에 內閣과 各部奏任官이 自上午九時로 至十二時지 

仁政門外東行閣署名室에셔 署名事 三月十日明十日乾元節節次左와 如
陛 見

 上午九時에 宮內府親勅奏任官

 上午九時半에 閣部親勅任官

 上午十時에 統監府官員

 上午十時半에 軍司令部官員

 上午十一時에 各國領事同館員及

 雇聘外國人奏任待遇陛見事

賜 宴

 下午八時半에 惇德殿 賜宴時에

內外國高等官以上晋叅事 閣府部에 奏任四等以上 統監府에 高等官八等以上 軍司令部에 陸軍少尉以上 各國領事同館員及雇聘外 

國人奏任待遇 三月九日”

116)『대한매일신보』1908년 3월 6일,「慶宴服色」“大皇帝陛下께옵셔 乾元節日 下午八時에 各府部院廳奏任官以上를惇德殿으로 

賜宴하시는대 文官은 燕尾服이오 武官은 小禮服으로 進參다더라” 

117)『순종실록』2, 순종 1년(1908)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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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까지 친림하였다.118) 각부 대신과 황족 및 궁내부 고등관, 승녕부 고등관이 돈덕전 연회에 

초대되었다. 영선군 이준용은 부인과 함께 황족대표로 참석하였고, 중추원 고문 이지용 역시 부인과 

함께 참석하였다. 궁내부 차관 고미아 사보마츠와 이완용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회는 매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시계, 신발, 담배 등을 추첨하는 행사도 있었는데, 추첨은 대관부터 궁녀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때 참석한 기생이 수십 명이었는데, 고종은 모든 기생에게 명주 1필을 하사하였다.119) 

또 연회가 끝난 후에는 동원된 기생에게 2백24원, 군악대에 50원을 하사하였다.120) 이듬해인 1909년 

건원절 경축의식 역시 돈덕전에서 치러졌다. 

乾元節에 慶祝기 爲야 來二十五日 下午八時半에 惇德殿에셔 李総相의 主催로 慶祝宴을 設行 

次로 奏任官以上及同待遇의 內外國官吏 一千六百餘人에게 請牒을 發얏 叅賀 者의 服色은 

文官은 燕尾服으로 武官은 禮服인 叅宴與否 來二十二日內에 內閣으로 豫先通知라 얏다더라121)

건원절을 경축하기 위해 총리대신 이완용이 주최한 연회가 3월 25일 오후 8시 30분에 돈덕전에서 

열렸다. 이때 주임관 이상의 내외국인 관리 16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연회에 참여할 사람들의 

복장은 연미복, 곧 대례복으로 한정하였다.

 

來二十五日 乾元節 惇德殿 夜宴時에 叅宴 官人은 大禮服을 着라은 已報얏거니와 勿論何
等宴會고 大禮服이 無 人은 厚祿高套도 無妨하다고 官報에 定式頒佈하얏 今番 宴會 時에 
特別히 大禮服을 着하라 理由 未知하다 本國官人은 此를 因하야 叅與 者가 稀少하다고덜 

더라122)

돈덕전 야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례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참여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25일 돈덕전 야연에 초청된 사람 중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복장 규정으로 인해 참석률이 조금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123)

1910년 3월 25일, 건원절 야연 역시 돈덕전에서 베풀었다. 1910년의 건원절 야연은 그 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118)『황성신문』1908년 3월 15일,「敦德殿親臨」“太皇帝陛下셔와 嚴貴妃殿下셔 本月十三日下午七時에 敦德夜宴에 親臨셧다가 

翌日午前一時에 還御셧다더라”

119)『대한매일신보』1908년 3월 15일,「宮宴抽籤」“再昨日下午七時에 太皇帝陛下께옵셔 各部大臣과 皇族及宮府高等官과 承寧府

高等官을 惇德殿으로 賜宴하셧는대 永宣君리쥰鎔氏 同夫人고 皇族代表로 主席이되고 中樞院顧問리址鎔氏도 同夫人하얏고 宮
府次官小宮三保松氏 身病으로 不參하고 其夫人이 入參하얏고 緫相리完用氏도 入參치아니 하얏스며 妓樂이 俱備하얏고 抽籤을 

施行하엿는데抽籤物品은 時計縀屬과 下等埃及卷烟인 抽籤하기는大官以下로 至宮女까지 하얏는대 侍從리恒九氏 其父親과 

慈親代表로 三次를 抽籤얏고 入參 妓生은 數拾名인대 每名에 綿紬一疋式 下賜하시고 昨日上午一時에 罷宴하얏는데 太皇帝陛下

께옵셔도 該殿에 御覽하셧다더라” 

120)『황성신문』1908년 3월 18일,「夜宴賜金」“本月十三日敦德殿夜宴에 叅與 妓生에게 二百二十四元과 軍藥隊에게 五十元을 下賜

셧다더라”

121)『황성신문』1909년 3월 19일,「乾元廉祝請牒」

122)『황성신문』1909년 3월 20일,「在家獻誠」

123)『대한매일신보』1909년 3월 27일,「敦德慶宴」“內閣에셔 再昨日夜 敦德殿慶祝宴에 進參할人을 奏任官以上으로 內外國官吏의게 

送致한 請帖이 壹千五百餘度에 達하얏는대 연尾服이 無는 者는 不參하얏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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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二十五日은 乾元節인 故로 同日下午八時半에 惇德殿에셔 夜宴을 開한다는데 文官은 燕尾服으로 

武官은 禮裝으로 來參하라고 總理大臣이 內外國高等官에게 通牒하엿다더라124)

이때의 건원절 연회 역시 시각은 저녁 8시 30분, 장소는 돈덕전이며, 복장은 문관은 연미복, 무관은 

예장(禮裝)으로 한정되었다.

來 乾元節 惇德殿夜宴에 參與한 內外國官吏數는 一千二百餘名假量이 될 터이오 宴費는 五百餘圓으로 

定하엿다더라125)

돈덕전 연회에 참석한 인원은 1200여 명 가량으로 추산되었으며, 경비는 500여 환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큰 규모로 인하여 경비는 1000환으로 2배가 늘어났으며,126) 참석 인원은 800~900여 명 정도

였다고 한다.

去二十五日 乾元節惇德殿夜宴에 親勅奏任官內外國官吏가 合爲八九百名에 至얏 內部大臣 

朴齊純氏가 総理의 代理로 酒杯를 舉야 大皇帝陛下의 萬歲를 首唱 一般官吏가 崇呼萬歲 얏

다더라127)

去月二拾五日乾元節에 德壽宮內 敦德殿夜宴에 往叅얏든 統監府官人某氏의 帽子가 他人의 帽子와 

相換된 故로 各官廳에 通知고 右夜宴에 往叅얏든 人中에 帽子換着 人이 有거든 換去라

얏다더라128)

많은 인파가 몰린 건원절 연회에서 내부대신 박제순은 총리를 대신하여 와인 잔을 들고 순종은 

만세를 외치고, 일반 관리들이 따라서 만세를 외쳤다. 이때 많은 인파 사이에서 통감부 관리의 

모자가 바뀌어 이를 찾기 위한 통지를 각 관청에 보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旣報와 如히 昨日 德壽宮誕辰에 昌德宮게셔 午前九時頃에 德壽宮에 行幸샤 問安祝賀신 

後前과 如히 靡寧中에 在신 德壽宮의 代理로 百官有司의 進賀를 受시고 惇德殿에셔 午䬸으로 

進賀諸臣에게 陪食을 許셧다더라129)

1909년 고종의 생일인 만수성절을 경축하기 위한 서명 문안 및 사찬(賜饌)도 돈덕전에서 이루어졌다.

太皇帝陛下萬壽聖節에 各府部院廳奏任官以上이 惇德殿에셔 上午十時로브터 十二時지 署名問安
다더라130)

124)『대한매일신보』1910년 3월 16일,「乾元節夜宴」

125)『대한매일신보』1910년 3월 24일,「慶宴의 人員과 宴費」

126)『황성신문』1910년 3월 25일,「宴費請求」“宮內府에셔 乾元節德壽宮內惇德殿夜宴費 千圜을 度支部에 請求支撥얏다더라”

127)『황성신문』1910년 3월 27일,「夜宴崇呼」

128)『황성신문』1910년 4월 1일,「帽子換着」

129)『황성신문』1910년 9월 9일,「昌德宮 問安行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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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壽聖節에 各府部院廳親勅任官을 惇德殿에 引入하샤 御賜饌하옵신다더라131)

만수성절에는 각 부서의 주임관 이상이 돈덕전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명문안을 하고, 

황제가 식사를 내렸다. 또 1910년 9월 8일 만수성절에 순종은 오전 9시 경 창덕궁을 출발하여 

덕수궁으로 축하 문안을 드리러 갔다. 고종의 몸이 편치 않아 순종이 대신하여 백관의 진하를 받고 

돈덕전에서 여러 대신들에게 오찬을 베풀었다. 또 1913년 8월 27일에 고종의 음력 생일을 기념하는 

연회가 돈덕전에서 열렸다. 고종은 돈덕전에 가서 정악 전습소(正樂傳習所)의 주악(奏樂)과 연무

(演舞)를 관람하였다. 이어 후작(侯爵) 이재완(李載完) 이하 여러 종척(宗戚)에게 사찬(賜饌)하였다.132) 

이후 매년 9월 8일, 돈덕전은 고종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순종과 순종비가 덕수궁에 나아가 

오찬을 함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태왕 전하(太王殿下)의 탄신일을 맞아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알현하니 왕비(王妃)도 따라갔다. 

태왕 전하를 모시고 석조전(石造殿)에 거둥하여 종척(宗戚), 귀족(貴族), 기사노인(耆社老人) 및 이왕직 

고등관(李王職高等官)의 축하를 받았다. 이어서 돈덕전(惇德殿)에서 사찬(賜饌)하였다.133)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근알(覲謁)하였다. 왕비(王妃)도 따라갔다. 이어 표리(表裏)를 올렸다. 

종척(宗戚), 귀족(貴族), 기사노인(耆社老人) 및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이하를 돈덕전(惇德殿)에서 

소견(召見)하고 사찬(賜饌)하였다. 태왕 전하(太王殿下)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이다.134)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태왕 전하를 알현하고 이어 태왕 전하를 모시고 석조전(石造殿)에 가서 

종척(宗戚)과 귀족 원로 및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이하 고등관(高等官) 등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이어 돈덕전(惇德殿)에서 오찬을 베풀었다. 이 날은 태왕 전하의 탄신일이기 때문이다.135)

이 시기 생신 연회는 석조전에서 종친 및 귀족, 고위 관료 등의 공식적 축하를 받고, 돈덕전에서 

음식을 베푸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1917년 9월 8일 역시 순종은 고종의 생일인 

만수성절을 맞이하여 경운궁에 방문하였으며, 돈덕전에서 오찬을 베풀었다.

 

태왕 전하를 모시고 석조전(石造殿)에 나가 이강 공(李堈公) 이하 종척(宗戚)과 귀족(貴族) 및 

이왕직 고등관(李王職高等官) 등의 축하를 받았다. 군사령관(軍司令官) 마쓰가와 다네토시〔松川胤敏〕, 

사단장(師團長) 다치바나 고이치로〔立花小一郞〕, 중좌(中佐) 구리하라 시게히라〔栗原重平〕 등도 

참여하여 축하하였다. 이어 돈덕전(惇德殿)에서 오찬을 베풀었다.136)

130)『대한매일신보』1909년 9월 5일,「惇殿問安」

131)『대한매일신보』1909년 9월 5일,「聖節賜宴」

132)『순종실록부록』3, 순종 6년(1913) 8월 27일 양력 2번째기사

133)『순종실록부록』5, 순종 7년(1914) 9월 8일 양력 1번째기사

134)『순종실록부록』6, 순종 8년(1915) 9월 8일 양력 1번째기사

135)『순종실록부록』7, 순종 9년(1916) 9월 8일 양력 1번째기사

136)『순종실록부록』8, 순종 10년(1917) 9월 8일 양력 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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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은 고종을 모시고 석조전에 나가서 의친왕 이강을 비롯한 종척과 귀족, 이왕직 관리의 축하를 

받았다. 일본군사령관 마쓰가와를 비롯한 일본 군인도 참여하였다. 이때 베풀었던 돈덕전 오찬이 

돈덕전을 연회 장소로 활용했다는 마지막 기록이다.

그리고 돈덕전은 이전과 같이 회의 장소 및 접견 장소로 계속 활용되었다. 1907년 12월 6일, 궁내부 

칙주임관을 비롯한 해당 부서 대신들과 차관의 모임이 있었다.137) 1908년 1월 6일에 고종은 소네 부

통감과 비서관 및 통역관과 하세가와 대장과 기타 부관 등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다.138) 1909년 

5월 27일 고종은 돈덕전에서 일본에 다녀온 관광단 일동을 소견하기도 하였다. 고종은 이때 일본의 

문물을 접하고 온 관광단원을 지방 관리로 파견하여 백성들을 효유할 것을 하교하였다.  

太皇帝陛下셔 向日 敦德殿에셔 觀光團一同을 召見시고 各其 地方에 下往야 人民에게 

觀光 實況을 說明야 効力이 有케 라고 勅敎가 有신지라 政府에셔 該觀光團員으로 地方官吏를 

敍任야 人民에게 曉諭 것이 實効가 有다 야 地方官吏로 需用다 說이 有다더라139)

한일병합 얼마 전인 1910년 8월 7일에 고종이 데라우치 통감을 접견한 장소도 돈덕전이다.

旣報와 如히 太皇帝陛下게셔 再昨日正午에 寺內統監以下를 惇德殿에셔 引見신 後 陪食을 

賜셧 統監은 石造洋舘及其他를 拜觀 後 乘夕出宮얏다더라140)

고종은 데라우치 통감 일행을 돈덕전에서 인견한 후에 함께 식사하였고, 데라우치 통감은 

당시 10년이라는 건축기간을 끝내고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석조전 등을 관람한 후 저녁에야 

출궁하였다.

1912년 3월 22일에도 고종은 돈덕전에서 데라우치 총독을 비롯하여 정무총감, 군사령관을 비롯한 

일본인 관리와 일본의 작위를 받은 한국인 귀족들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하였다.

돈덕전(惇德殿)에서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총독(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정무 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군사령관(軍司令官) 안도 사다미〔安東貞美〕, 

경무총장(警務總長)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郞〕, 외사국장(外事局長) 고마쓰 미도리〔小松綠〕, 

비서관(祕書官)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를 접견하였다. 이어 이희 공(李熹公), 후작(侯爵) 이재완

(李載完) 윤택영(尹澤榮) 박영효(朴泳孝), 백작(伯爵) 이완용(李完用), 자작(子爵) 박제순(朴齊純) 이재곤

(李載崐) 임선준(任善準) 이용직(李容稙),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자작 민병석(閔丙奭), 차관(次官) 

고미야 미호마쓰〔小宮三保松〕, 찬시(贊侍) 자작 윤덕영(尹德榮), 부무관(附武官) 자작 이병무(李秉武), 

찬시 남작(男爵) 김춘희(金春熙) 이필균(李弼均), 사무관(事務官) 이항구(李恒九) 현백운(玄百運) 

137)『대한매일신보』1907년 12월 6일,「宮府演說」“三昨日에 宮內府勅奏任官을 惇德殿으로 會集하고 該府大臣과 次官이 恪盡其職

할意로 演說하얏다더라”

138)『황성신문』1908년 1월 7일,「太皇帝賜宴」“太皇帝陛下옵셔 昨日上午十二時에 惇德殿에셔 曾禰副統監과 秘書官及通譯官과 

長谷川大將과 外他副官等을 招致샤 賜宴옵셧더라”

139)『황성신문』1909년 5월 27일,「觀光生光」

140)『황성신문』1910년 8월 9일,「德壽宮午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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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무라 마사키〔上村正已〕 최건영(崔鍵濚), 기로소(耆老所) 노인(老人) 이승우(李勝宇), 남작 민종묵

(閔種默) 이정로(李正魯)를 소견(召見)하였다. 오찬(午餐)을 하사하고 배식(陪食)하였다.141)

 1912년 5월 15일에 고종은 돈덕전에서 동경에서 돌아온 조중응과 비단을 진상한 조동윤을 인견

하였으며,142) 1912년 11월 1일에 고종은 일본인 관리들을 돈덕전에서 접견하였다. 고종이 이때 만났던 

관리들은 정무총감인 야마가타 이사부로, 육군 중장 무라타 아쓰시, 비서관과 통역관 등이었다.143) 

1913년 9월 9일에는 고종은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종척(宗戚), 귀족(貴族), 기사노인(耆社老人), 

임자년생(壬子年生) 늙은 재상을 소견(召見)하고, 오찬(午餐)을 내렸다.144) 1914년 7월 24일은 새로 

태어난 왕자의 삼칠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종척(宗戚) 및 고등관(高等官) 등이 배참(陪參)하여 돈덕전

(惇德殿)에서 다과회를 베풀었다.145) 같은 해 10월 30일에 고종은 돈덕전(惇德殿)에 거둥하여 오찬

(午餐)을 베풀었는데,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 쓰가루 히데마로〔津輕英麽〕를 비롯하여 종척

(宗戚), 귀족(貴族) 및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차관(次官), 찬시(贊侍), 사무관(事務官) 등이 참석

하였다.146) 

돈덕전은 영화 상영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영친왕이 일본 유학을 간 이후 영친왕의 

일본 근황을 담은 영화 상영을 계획했던 것으로 시작했다.147) 그러나 영친왕의 일본 동정을 담은 

영화 상영회는 고종의 다리가 불편하여 취소되었다.148) 영화 상영회는 2년 뒤인 1910년 4월에 실시

되었다.

太皇帝陛下께옵셔 再昨日下午二時에 德壽宮內 惇德殿에셔 日人高等演藝舘에셔 設行하는 活動寫眞을 

御覽하옵셧는데 義親王以下皇族諸氏와 宮相閔丙奭氏와 日人小宮三保松等이 參內陪觀하엿다더라149)

고종은 1910년 4월 7일 오후 2시에 돈덕전에서 일인고등연예관(日人高等演藝館)에서 주관하는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이때 의친왕 이하 황족들과 궁내부 대신 민병석 및 일본인 관료 등이 함께 

관람하였다. 돈덕전 영화 관람 이후 고종은 일인고등연예관에 상금 100원을 하사하였고 순종은 은제 

화병 1개를 하사하였다.150) 이어서 5월 27일 오후 5시에 고종은 애국부인회의 활동사진을 관람하였다. 

141)『순종실록부록』3, 순종 5년(1912) 3월 22일 양력 2번째기사

142)『순종실록부록』3, 순종 5년(1912) 5월 15일 양력 1번째기사, “돈덕전(惇德殿)에서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자작(子爵) 조중응

(趙重應), 남작(男爵) 조동윤(趙東潤)을 인견(引見)하였다. 조중응은 동경에서 돌아와 알현하였기 때문이며, 조동윤(趙東潤)은 단속

(緞屬) 3상(箱)을 진헌(進獻)하기 때문이다.”

143)『순종실록부록』3, 순종 5년(1912) 11월 2일 양력 1번째기사, “【음력 임자년(壬子年) 9월 24일】 태왕 전하(太王殿下)가 정무

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육군 중장(陸軍中將) 무라타 아쓰시〔村田惇〕, 이하 무관(武官) 2인(人) 및 

비서관(祕書官) 구와바라 하치시〔桑原八司〕, 통역관(通譯官) 후지나미 요시쓰라〔藤波義貫〕를 돈덕전(惇德殿)에서 접견하였다.”

144)『순종실록부록』4, 순종 6년(1913) 9월 9일 양력 1번째기사

145)『순종실록부록』5, 순종 7년(1914) 7월 24일 양력 2번째기사(고종의 후궁인 광화당 귀인 이씨의 소생으로 요절했다)

146)『순종실록부록』5,, 순종 7년(1914) 10월 30일 양력 1번째기사

147)『황성신문』1908년 5월 10일,「活動睿眞」“德壽宮에셔 明日에 皇太子殿下의 御動靜을 搭出한 活動寫眞會를 惇德殿에 開하실터

인대 皇族夫人과 각大臣에 夫人을 命召하샤 觀覽케하신다더라” 

148)『황성신문』1908년 5월 14일,「活動會未開」“三昨日에 皇太子殿下 御動靜活動寫眞會를 惇德殿에셔 開하시고 皇族夫人及 각大臣

夫人을 命召觀覽케 하옵신다는說은 前報에 已揭어니와 太皇帝陛下足部가 更히 靡寧하옵셔 伊日에 該活動會를 開設치 못 하얏

다더라”

149)『대한매일신보』1910년 4월 9일,「活畵劇御覽」

150)『대한매일신보』1910년 4월 10일,「一劇千金」“太皇帝陛下께옵셔 三昨日惇德殿에셔 日人演藝舘의 活動寫眞을 御覽하옵심은 旣報



Ⅱ. 덕수궁 돈덕전의 고증자료

130

황족의 부인들도 이를 함께 관람하였는데 복장은 화복(花服)이었다.151)

고종이 돈덕전에 나아가 양악대 가장무도(洋樂隊假裝舞蹈) 및 정악(正樂)을 관람한 것을 통해 

돈덕전은 활동사진이 아닌 공연을 관람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152)

4-5. 돈덕전의 훼철 과정

(가) 고종 서거 후 돈덕전 방치

1919년 고종의 사망으로 인하여 돈덕전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건물이 되었다. 1920년 돈덕전을 

회상하는 기사를 살펴보자.

작일정오부터 효덕뎐에서 감개무량한 별다례를 거행, 의화궁께서는 릉졔를 섭행 작칠일은 음력으로 

칠월이십오일이니 즉 덕수궁(德壽宮) 리태왕뎐하(李太王殿下)의 륙십구회(六十九回)의 탄신일이시라 

창덕궁(昌德宮)에서는 당일 상오십이시부터 효덕뎐(孝德殿)에 별다례(別茶禮)를 거행하얏다 륙일저녁부터 

나리든 비는 인하야 그치지 안코 칠일 아참부터는 흣뿌리는 비방울이 차차 굴거저서 자못 넷날을 

그리는 이의 창연한 눈물을 잇그는 듯 하얏는대 비를 무릅쓰고 자동차에나 혹은 인력거로 뒤를 이워 

모혀드는 종척과 밋귀족들이며 또는 낙향하얏든 로재상들의 수효는 거의 백여명에 달하야“비”와

“슬품”에 싸힌 효덕뎐은 굴건 졔복으로써 부인 틈이 업시 되얏는대 뎡각이 되야 리왕뎐하(李王殿下)

께서 와 리왕비뎐하(李王妃殿下)께서는 자동차로 락선재를 납시와 효덕뎐에 이르시사 즉시 졔식은 

거행되얏는대 량뎐하의 애곡(哀哭)하압심은 다시 긔록할 여지도 업겟거니와 일즉이 고태왕뎐하의 

은총을 일신에 밧든 로신(老臣)들의 정신을 알코 통곡하는 소래는 갓득이나 음산하고 침울한 흐린 

하늘에 사모치여서 듯는 자로 하야금 억색한 비회를 금치 못하게 하얏섯는대 다례가 끗난 후에는 

일반 제관들은 동행각(東行閣)에 모히어 리왕뎐하께서 나리시는 제물(祭物)의 사찬을 밧자왓스며 

부왕뎐하의 말년의 총애를 한몸에 차지하고 일시도 실하를 떠나시지 안으시든 복녕당(福寧堂)

아가씨께서는 륙일부터 수두(水痘)라는 열병으로 누으시게 되얏슴으로 사무관의 말류함을 인하아시여 

마참내 다례에 참배를 못하시엿스며 리강공뎐하(李堈公殿下)께서는 당일 뎡오에 금곡(金谷)에서 

거행하는 릉제(陵祭)에 섭행(攝行)하시기 인하야 효덕뎐에는 나시지 못하고 다만 비뎐하만 참배

하시엿스며 마참 금곡 릉제시에는 비가 만히 왓스나 리강공 뎐하께서는 비를 무릅쓰시고 릉상에 

오르사 참배를 하시엿더라 三年前最後의 誕辰 삼년전 오날에 마즈막 탄신을 생각하매 감개함을 금치 

못하겟다고 李王職 某事務官談 효덕뎐(孝德殿)에서 다례를 마친후 다년 덕수궁에서 근시를 하든 

모리왕직사무관(某李王職事務官)은 얼골에 창연한 빗을 띄우고 말하되“도모지 세상 일이 꿈갓소 

평시에 그러케 근강하압시든 어른이 도라가시기도 꿈밧기거든 발서 어는 틈에 삼년 마조막 생신 

다례날을 당하니 비창한 마음과 쓰린 가삼은 것잡을 길이 업는 가하오 그 뿐만 아니라 제상 압에서 

슬미우시기를 마지 안으시는 왕뎐하를 뵈올 때는 새삼스럽게 재작년 이 날에 덕수궁 돈덕뎐(德壽宮 
惇德殿)에서 뎐하의 마조막 탄신 날에 부자분이 깃거이 대면을 하시며 아참수라를 잡수시든 생각이 

어니와 該舘主에 對하야 太황帝陛하께옵셔는 賞金一百圓을 下賜하옵시고 大皇帝陛下께옵셔 銀製花甁一個를 하賜하옵셧다더라”

151)『황성신문』1910년 5월 28일,「惇德殿活動寫眞」“太皇帝陛下게셔 昨日上午十五時惇德殿에셔 愛國婦人會의 活動寫眞을 御覽

셧 各皇族夫人은 花服으로 入叅얏다더라”

152)『순종실록부록』5, 순종 7년(1914) 4월 8일 양력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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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이러나서 다시 감구지회가 가삼에 떠도라 깨닷지 못하는 눈물이 옷깃에 흐름을 금치 못하얏소 

뎐하께서는 평시에 항상“증편”과“사과”를 잘 잡수시엿슴으로 그날도 점심수라에 이왕뎐하와 복녕당

아가씨를 압헤 대하시고 사솨를 집어 아가씨에게 주시며 증편을 매우 달게 잡수시든 생각이 아즉도 

모라에 새로우며 그때에도 마참 미녕하시든 터이엿지만은 평시에 침소에 드실 때 외에는 눕지를 

안이하압시는 뎐하께서는 종일 안색이 화창하시어 환후를 깁히 염려하는 근시자들에게 황공하온 

안심을 주시압든니 어느듯 솔빗 프를 홍릉(洪陵)에 잠잠히 누어게시게 되고 그때에 희색이 만면하야 

탄신을 츅하든 모든 신하들은 이제 다시 뎐하를 추앙하는 쓰린 눈물을 짓게 되니 엇지 세상 일과 

사람의 일이 이다지 허무한지 도모지가 모도 꿈가튼 일이요”하더라153) 

1920년 9월 7일 의친왕은 고종의 탄신 69회를 맞이하여 고종의 신주가 모셔져 있던 효덕전에 

나아가 다례를 거행하였다. 위의 기사에서 이왕직사무관은 1918년 9월 8일이 마지막 탄신 연회였다고 

회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덕전 탄신연회는 1917년 9월 8일이 마지막이었다. 왜냐하면 1918년 

9월에는 고종의 환후로 인해 연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4) 돈덕전 연회 대신 건강이 회복

되었다는 이유로 만수성절 6일 뒤인 9월 14일에 고종 환후로 인해 봉사한 관리들에게 오찬이 내려졌다.

고종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1920년 시점부터 주인이 없는 궁궐인 덕수궁의 처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매일신보』1920년 1월 19일 자에는 ‘덕수궁의 처분문제’에 대해 고쿠분 쇼타로

(國分象太郞) 이왕직차관이 그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슬프나 세상에 빠른 것은 다만 셰월 밖에 없는 것이야 이태왕 전하께서 훙거하신지도 벌써 일주년이 

가까웠으니 세상천하 공도라는 것은 능히 억제할 수 없도다 전하께옵서 생존하야 계옵시던 덕수궁은 

여전히 돌아가신 전하를 우러러 사모하는 듯이 외연히 높히 있고 대한문의 가운데 큰문 여러 

놓았는데 파수보는 순사만 우둑하니 서서 있으며 그리 번화하던 그 문의 출입하는 사람도 적이 자체가 

멀진 것을 때때로 보매 우리 일반이 느끼운 눈물이 다시금 새로우며 전하에 대해 봉도의 정성이 

간단없이 생긴다 궁안에는 이태왕전하께옵서 무한히 사랑하셔서 잠시도 곁을 옮기지 안이 하시던 

복령당 아기씨 한 분만 남아있어 다수한 시녀의 시의 속에 처량히 그날그날을 보내실 적마다 고전하의 

옥안을 만나 뵈옵고져 하실 마음이 얼마나 간하실가 이왕세자전하가 좋아하시는 석조전도 누가 

근처에 가지도 않아서 더욱이 쓸쓸하고 처량하게 눈에 뜨이며 이태왕전하의 영령을 받들어 모시고 

제사 받드는 함녕전은 매삭 두 번식 제사가 있어서 참배하는 사람 외에는 다만 몇몇이 못되는 숙직

하는 자 뿐이다 일만 팔천 평에 수십채 되는 광대한 건물의 누대는 이같이 영구히 지내어 갈런지 

이왕전하와 왕세자 전하의 친림하시는 뜻이 계신지 이것을 문제 삼아 국분 이왕직 차관은 말하기를 

덕수궁은 현재대로 영구히 보존하는 외에 달리 처분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일년제가 마치시면 차차로 

세상에 문제가 되겠는데 장래 총독부가 경복궁 안으로 옮기게 되면 태평통은 경성전시의 중심점이 

되어 덕수궁도 물론 요지가 되겠는데, 어떻든지 경성시중 뛰어난 곳의 토지를 일만 팔천 평이나 

되는대로 놀려두기는 경성번영상에도 심히 유감천만인 듯하오. 건물 정원 등의 보존비도 연연히 

막대한 숫자를 나타내는 바 결국 장래는 궁 안의 한쪽 필요한 건물 있는 지역을 젖혀놓고 다른 것은 

떼어내서 민가를 세울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궁 안에 있는 이조역대의 초상을 모신 선원전은 당연히 

창덕궁에 옮기려고 불원에 이전할 차로 창덕궁 안에 그 기지를 선정하는 중이오 또 이왕 전하의 

153)『동아일보』1920년 9월 8일,「秋雨蕭蕭한 中에 故李太王殿下의 六十九回誕辰茶禮」

154)『순종실록부록』9, 순종 11년(1918) 9월 14일 양력 2번째기사, “태왕 전하가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 이하 봉사하였던 직원

(職員) 및 전의(典醫)와 별입직(別入直) 등 36인에게 오찬을 내렸다. 태왕 전하의 환후가 평복(平復)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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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를 제사지내는 의효전도 창덕궁에 옮기기로 되었는데, 이 건물을 이왕가에는 필요한 건물로서 

기타 이, 삼은 반드시 둘 건물이 있고 석조전 같은 굉장웅대한 건물은 이것을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무엇에든지 쓰겠지요. 또 이 같은 필요치 않은 부분은 떼어내어 장사하는 집이 세워지게 되면 

경성의 번영상 진실로 기꺼운 일인즉 좋기는 좋으나 아직 이런 의논을 전혀 없고 혹 한, 두 사람의 

조선인이 거짓말을 전파한 덕수궁 불하문제가 아주 성가시게 되었는데 전혀 형적도 없는 일이나 

어떻든지 일주년제가 마치면 무슨 의론이 있겠지요만은 말하더라.155)

당시 궁궐 관리를 담당하였던 이왕직은 고종 사후 1년 뒤인 1920년까지 덕수궁의 제사공간을 

순종이 기거하는 창덕궁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외하면 덕수궁 내 건물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총독부의 경복궁 이전을 앞두고 덕수궁의 입지가 더욱 중요한 상업지구로 

변화할 것을 예상하여 차후 필요치 않은 건물을 상가 건물로 매각할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어떤 건물을 매각하고, 또 어떤 건물을 보존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다. 

이후 돈덕전을 비롯한 경운궁 대부분의 영역이 사실상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실의 ‘제사기능’을 

담당하는 선원전 권역의 상징인 영성문이 고종이 서거한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부터 헐리고, 

덕수궁의 선원전에 모셔진 역대국왕의 어진들은 1920년 2월 16일에 창덕궁 선원전으로 모두 옮겨

졌다. 그 직후 영성문 안쪽의 선원전 일대를 두루 헐어내는 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른바 ‘영성문 

대궐’이라고 부르던 선원전 권역은 그 무렵부터 사실상 파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해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에 실려 있다. 

上海日報
光武皇帝昇遐하신 後 德壽宮 大漢門은 堅鎖되엿는대 其中 咸寧殿에는 故 陛下의 侍陪들이 靈碑를 

侍護하고 잇다 今回 英國公使館直下에 當하는 永成門內 一萬五千坪을 倭奴에게 賣渡하게 되엿는대 

朝鮮銀行에 七千坪 朝鮮殖産銀行에 五千坪, 京城日報社에 三千坪 總價額은 四十萬圓이다

그 地內에는 李朝太祖 以來 歷代의 御靈碑를 安置한 叡源殿이 잇고 外에 閔妃의 靈을 祭하는 

景孝殿과 義親王先妃의 殯殿이던 懿孝殿이 잇다, 此賣買問題는 約三個月前부터 니러나 所謂李王職長官 

閔丙奭과 贊侍司長 尹德榮은 義親王에게 謁見하고 同地垈賣却의 允許와 同地內에 잇는 靈殿의 移轉을 

屢屢 叩請하엿으나 王은 赫怒하사 反面不應하시다

此時에 倭總督은 右兩人의 交迭을 斷行함으로 一時 賣買問題는 中止되다, 其後 李載克이 長官되야 

王끠 謁見하고 允許를 請하엿으나 王은 依然 拒絶하시다, 乃終에는 次官인 倭奴國分이 再三 奏請하야 

알지 못할 黑幕裏에 允許를 得하엿다고, 同地垈는 將次 前記 社員住第가 되리라 云云 (上海日報)156)

『독립신문』은 영성문 내 선원전 권역 15000여 평의 땅이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경성일보사에 

각각 팔렸으며, 팔린 금액은 40만원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선원전 매각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19년 10월 무렵부터 이왕직 장관 민병석과 찬시사장 윤덕영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순종의 

반발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결국 고쿠분 차관의 압력으로 매각이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155)『매일신보』1920년 1월 19일,「御一年祭 거행후의 덕수궁의 처분문제, 선원전과 의효전은 창덕궁으로 옮기기로 지금 준비중, 

일년제만 지내면 세상의 문제가 되어」

156)『독립신문』1920년 1월 8일,「德壽宮址賣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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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선원전 권역에는 은행이 아닌 학교와 포교당이 들어섰다. 1922년 선원전 권역의 

흥덕전(興德殿)과 흥복전(興福殿)이 있던 지역에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가 들어섰고, 신작로 

건너편의 의효전(懿孝殿)이 있던 곳에‘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가 자리를 잡았다. 원래 남산동 2가 

2번지 즉 지금의 남산초등학교 자리에 있던‘경성공립고등여학교’가‘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라는 이름으로 고쳐 정동으로 이전해 온 것이 1922년 5월 13일이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선』1922년 11월호에 간략한 기록이 하나 남아있다. 여기에는“1921년 9월에 기공하여 이듬해 

3월에 전부 준성(竣成)하였다.”고 적고 있다.“부지는 1921년에 매수 면적 2,418평 7합 이외에 총독부가 

양여한 것으로 15평이 있었고, 1922년에는 다시 인접지 1,063평 2합을 매수하여 합계 3,496평 9합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다. 1921년과 1922년에 매수한 부지는‘정동 1-8, 1-13, 

1-14, 1-15번지’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인된다.‘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자리에 해방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섰다. 그리고 서대문 밖 충정로 1가 34번지에 있던‘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가

‘정동 1-6번지’로 옮겨온 것이 1922년 4월 12일이었다. 그러니까‘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와 거의 

같은 시기 정동 지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는 1935년 봄부터 남녀공학으로 변경되는 

동시에‘덕수공립보통학교’가 되었다. 선원전과 사성당이 있던‘정동 1-24번지’는‘해인사 중앙

포교소’가 들어섰다가 1934년 조선저축은행이 중역 사택을 조성했다.157)

중명전 권역은 이미 1912년에 외국인 구락부가 되었고, 고종 사후인 1920년부터 선원전 권역이 해체

되면서 경운궁의 영역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축소된 경운궁은 폐허처럼 방치되었다.

서대문통에 고색이 창연하게 저 있는 ‘영성문’이 헐리기는 작년여름의 일이다. 지금은 그 영성문

자리로부터 남편으로 정동까지 탄이한 신작로가 새로히 뚫려 있다. 이 신작로의 왼편 대궐자리에는 

지금에 절이 되어 ‘선원전’의 뒤편 자리에는 금칠한 부처님이 드려 앉았다. 일시 정치 풍운의 

중심으로 동양의 주목을 모은 ‘수옥헌’은 외국 사람의 구락부 된 지가 이미 오래지마는 외국사신

접견의 정전으로 지었던 돈덕전은 문호가 텁텁히 다친대로 적적히 길가에서 가지부러진 고목의 나무 

같이 음사이로 불볕에 이우른 갈무봉의 고탑만 행인의 눈에 보인다 이곳은 어찌 하여 이렇게 몰라보게 

변하였는가 경비가 군졸하여 이왕직에서는 대궐을 팔아간 까닭인데 이왕직에 출입하는 사람이 분참봉을 

팔아먹었다고 검사국에서 오너라 가거라 하는 것도 이러게 팔기를 잘하는데서 전염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관대사 모를하고 양산되에 호종하던 사람으로 금일에 이 길을 지나면서 감개가 

기쁠 자는 과연 누구가 있을련지158)

1921년 7월 25일『동아일보』기사는 문이 굳게 닫힌 채 폐허로 방치된 돈덕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순종 내외가 창덕궁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 덕수궁은 주인이 없는 채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돈덕전은 급속히 퇴락해 갔다. 

사실상 국망과 함께 여타의 궁궐은 급속히 공원화 되었다. 그 대표적 공간이“창경원(昌慶苑)”이다. 

순종이 즉위한 직후 창덕궁으로 이어한 후‘순종을 위한 위락시설’로 창경궁에“동물원”과“식물원”, 

“박물관”이 조성되었고 1909년 11월 1일자로 창경궁은 일반인의 관람이 허락되었다. 국왕이 거처

157) 이순우,『데라우치 총독, 조선의 꽃이 되다』, 하늘재, 2004년, pp.176~184

158)『동아일보』1921년 7월 25일,「京城小景-말하는 샤진 3 古宮殿에 新作路-영성문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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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궁궐에 생소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궁궐개방에 대한 반대에 대해 일본은‘사회민인’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방을 강

행하였다. 이후 창경궁은“창경원”이 되어 경성에서 손꼽히는 행락 장소로 변하였다.159) 경복궁 역시 

1908년 3월 8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복궁을 배관(拜觀)하려는 사람은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비용을 내면 광화문주전원파출소(光化門主殿院派出所)에서 궁원

배관표(宮苑拜觀票)를 발급받아 경복궁을 구경할 수 있었다.160) 이후 경복궁은 대규모 박람회장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경운궁의 개방 및 공원화는 고종의 죽음 이후 14년 만인 1933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경운궁의 공원화가 1933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던 배경은 1919년 고종의 죽음과 1926년 순종의 죽음,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 건물 신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원은 도시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창경궁과 경복궁은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일찌감치 공원으로 

변모하였다. 경성부의 공원 신설 작업은 1920년대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1926년 

남산기슭에 있던 총독부 청사가 경복궁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에 맞춰 서울의 북부지역에 길을 

새로 고치고 또 전에 없던 시설들을 만드는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경성부에서 경성에 공원을 더 설치기로 계획 중이던 바 이에 대한 신청이 본년일월이십일에 

총독부에서 허가의 지령이 리였는  더 설치되는 공원은 이개소에 두게 되었는데 첫째는 장충단공원

『獎忠壇公園』이요, 또 아 훈련원공원『訓練院公園』인 바 된자 경성부동사헌정서사헌정

『京城府東四軒町西四軒町』에 잇 이현 장충단인데 공원으로 쓸 영평수는 십삼만구쳔칠백사십평

삼합오작『十三萬九千七百十四坪三合五勺』이오 후자는 경성부황금뎡『京城府黃金町』에 잇는 전훈련원의 

땅인데 공원으로 쓸 영은 사만오천삼십일평『四萬五千三十一坪』이라더라161)

실제로 남산공원이나 장충단공원이 포진한 남부지역(주로 일본인 거주지역)에 비해 파고다공원 

정도가 있던 북부지역(주로 조선인 거주지역)에 1920년대 사직단공원이나 훈련원공원, 삼청공원이 

잇달아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162) 

1919년 이후 비어있었던 덕수궁은 1923년 경성부청사 신축지로 거론되기도 하였다.163) 한창 

새 총독부를 경복궁 자리로 정하여 건축 중에 있었던 1922년은 종전 남대문역 자리에 경성역사

(京城驛舍)를 기공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남대문-경성역, 황토현(현재 광화문 네거리)-

남대문, 대한문 앞 광장, 광희문 밖의 각 도로가 이미 1910년을 전후하여 모두 12~19간(間) 

21.81~34.54m 폭으로 확장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포장까지 됨으로써 태평통은 바로 서울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새 부(府) 청사 위치는 당초부터 태평통으로 지목되었다. 그 때문에 그들이 

거론한 청사 후보지, 즉 대관정(大觀亭) 자리, 남대문소학교, 경성일보 사옥, 또는 그 뒷자리 등이 

모두 태평통에 바로 이웃하여 위치하였다. 경성부청 건물은 결국 덕수궁 안쪽이 아닌 대한문 바깥

159) 서태정,「대한제국기 일제의 동물원 설립과 그 성격」,『한국근현대사연구』68, 2014년, p.8

160) 김대호,「일제 강점 이후 경복궁의 훼철과 ‘활용’」,『서울학연구』, 2007년, p.8

161)『매일신보』1920년 2월 4일,「공원 증설의 허가, 경성에 두 공원이 생겨」

162) 이순우,『그들은 정말 조선을 사랑했을까』, 하늘재, 2005년, pp.174~182

163)『조선일보』1923년 2월 10일,「府廳신축은 덕수궁?. 남대문소학교에 실패를 당한 경성부청은 다시 덕수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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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결정되었다. 1926년에 조선총독부 청사와 경성부청 건물이 완공되면서 태평통을 중심으로 한 

일제 식민도시의 중요한 축이 완성되었고, 덕수궁 내부에 관청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덕수궁도 

중심축의 일부를 형성하였다. 총독부는 메이지 유신 초기 일본정부가 도쿄의 관청 및 주요 건물 배치 

계획에서 시도하였던 「일본교(日本橋) 중심 10리(里) 사방의 양식화(洋式化)」를 태평통에 재현하고자 

했다.164) 그리고 경복궁 전면에 총독부 청사를 세워 경복궁이 지니는 조선 사람들의 패망한 왕조에 

대한 의식을 무력화시키고자 했으며, 아관파천 이후 1919년 사망할 때까지 고종의 거처로 사용된 

경운궁과 고종의 장례와 3.1운동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대한문 앞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지워

내는 새로운 상징적 공간으로 경성부청을 신축한 것이다. 대한문 앞은 고종에 대한 숭앙,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촉발된 저항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또 20년대 중반 태평통의 변화와 함께 종묘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바로 종묘를 관통하는 

도로가 계획되고 종묘 이전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총독부 토목부는 1922년 7월 종묘 경내의 

도로 예정선을 측량하고 그를 표시하는 침목을 설치했다. 그런데 설치한 침목이 종묘 영녕전과 약 

20여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 순종이“원래부터 효성이 지극하신 터에 

크게 놀래시며”,“차라리 창덕궁 땅을 더 범하도록 하고 영녕전에는 가깝지 아니하도록 주선하시라는 

처분”을 내리는 등 당시 종묘 경내를 통과하는 제6호선 개통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종묘를 통과하는 도로는 경성시구개수의 목표인 도심부 격자형 공간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

으로는 경복궁에 신축ㆍ이전한 총독부 신청사와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 훗날 京城帝大부속병원)  

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기능적 목적에서 부설되었다.165)

이왕직 차관과 조선총독부 토목부장은 종묘를 통과하는 도로가“백성의 편리”에 부합하고“경성 

시구 발전상 부득이한 사실”이라며, 종묘 관통 노선의 필요성에 대해‘도시 발전과 공중의 편의를 

위한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조선총독부 당국자가 구(舊) 대한제국 황실을 

무시하며 도시계획 상의 편의를 위해 멋대로 노선을 변경한 것에 대해‘공공성’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한 것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순종은 궁궐을 훼손해도 좋으니 종묘의 뒷산만은 통과하지 

말아달라는 굴욕적인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종묘 관통 노선 논의는 조선총독부 토목과 측의 

편의주의와 구대한제국 황실에 대한 무시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1926년 종묘 훼손을 막아주던 

순종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이왕직에게 종묘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순종이 사망한 직후인 1926년 5월, 조선총독부 토목부는 종묘 경내에 말뚝을 다시 박기 시작했다. 5월 

30일 수백여 명의 전주 이씨 종약소에서 임시 종회를 열어 총독부와 이왕직에 반대의 태도를 명시

하고 극력으로 이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왕직은 관통의 방향이 종묘를 좀 더 훼손하더

라도 궁궐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이는 창경원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

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66) 

1920년대 창경원에는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 여러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 특히 1912년에 

164) 손정목,「朝鮮總督府 廳舍 및 京城府 廳舍 建立에 對한 硏究」,『향토서울』48, 1989년, pp.116~117

165) 염복규,「식민지권력의 도시 개발과 전통적 상징공간의 훼손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 및 의미-‘경성시구개수 제6호선’의 사례 분석」,

『동방학지』152, 2010년, pp.308~309

166) 김대호,「일제하 종묘를 둘러싼 세력 갈등과 공간 변형」,『서울학연구』43, 2011년,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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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가 들어온 동물원은 창경원의 대표적인 볼거리였다. 1923년 남행각 남쪽 광장 서편에 맹수사도 

설립하고 1924년에 낙선재를 등지고 낙타, 타조사를 설치하는 등 1920년대 초중반 시설을 정비하였다. 

또한 1920년대에는 창경원의 봄을 대표하는 벚꽃도 어지간히 자라 1920년 4월 하루만에도 당시 서울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명이 꽃구경에 나오기도 했다. 1924년 4월부터는 여론에 

못 이겨 밤 벚꽃 놀이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창경원을 노리는 무리도 존재했다. 1920년대 중반 조선 

귀족들이 생활고를 내세우며 창경원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순종 사후인 1926년 8월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비화되어 민영휘가 이왕직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1920년대 중반 창경원은 상당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왕직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다.167) 

종묘는 이왕가의 조상을 모시는 동시에 전주 이씨의 조상을 모시는 중의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므로 

단지 이왕직의 입장만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종묘와 창덕궁 ․ 창경궁을 가로지르는 

제6호선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우세를 점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28년 8월 경 종묘 일부를 헐어내고, 

창덕궁 일부와 창경원 동물원 일부를 헐어내어 곡선형으로 길을 뚫고 창덕궁과 종묘 사이에는 

구름다리를 놓는 것, 즉 조금씩 양보하는 선으로 절충되었다. 여전히 일부에서 도로 노선 변경을 

주장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지만 새롭게 이왕이 된 영친왕에 의해 논란이 종결되었다. 영친왕은 전주 

이씨가 산의 맥이 잘린다고 소란을 떠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며 바로 공사를 시작해도 좋다고 

하여 총독도 기뻐하며 준공했다고 한다.“일부의 반대가 있다 하나 이왕 전하께서 승낙하신 것이라 

하여 예정선을 변경치 않으리라더라.”라는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더라도 이왕(영친왕)이 동의를 

표명한 것이 노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영친왕은 1931년 경성부의 재정 곤란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약 9천원을 경성부에 하사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168) 순종 서거와 동시에 

종묘 공원화 논의도 불거진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에서 순종이 서거한 지 

4일 만에 종묘 공원화를 주장한 것이다. 공원화의 이유는 바로“중인(衆人)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배관을 자주 할수록 숭경하는 심도가 더할 터”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쉽게 종묘를 배관하도록 

하는 것은 불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종묘 이전 및 공원화에 대한 논의는 조선총독부 당국자 및 

이왕직 관료만의 것이 아니었다. 조선인 언론 측에서도 종묘 공원화를 언급하며 종묘를 공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동아일보』는 1929년 「종묘지대(宗廟地帶)를 개방(開放)함이 

여하(如何)」라는 기사를 실었다. 그 내용은 도회의 미를 살리고 시민의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공원이 

부족한 경성 북부에 종묘를 개방하여 공원으로 만들자는 논의였다. 종묘의 존엄만을 주장하며 시민의 

괴로움을 못 본채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며 종묘를 민중이 자유로이 배관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종묘의 숭엄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마을마다 신사를 두고 일반 민중이 

공원처럼 이용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더불어 사직단, 장충단이 공원이 되고 창경원으로 민중의 

위안이 큰 것을 생각하면 종묘가 공원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하였다. 이는 

정부 당국자의 종묘관과 대동소이한 주장이다. 그러나 종묘를 공적으로 이용하자는 조선인의 여론은 

정부 당국자들과 비슷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 주장의 배경에는 차이점이 있다. 바로 경성에 살던 

167) 우동선,「창경원과 우에노 공원, 그리고 메이지의 공간 지배」,『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 - 제국의 소멸 100년, 우리 궁궐은 

어디로 갔을까?』효형출판, 2009년, pp202~233

168) 김대호,「일제하 종묘를 둘러싼 세력 갈등과 공간 변형」,『서울학연구』43, 2011년,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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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들의 열악한 도시주거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묘의 공원화는 다방면에서 나오던 

조선인들의 공원 설치 요구의 일환인 것이다. 당시 경성에서 조선인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때 경성에는 탑골공원, 장충단공원, 남산공원, 사직단 공원, 효창공원 등이 

존재했으나 조선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탑골공원은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사직단 공원 역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반면에 일본인들이 이용하던 남산공원, 장충단공원, 효창

공원에는 상당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예산상의 문제를 내세우며 경성부에서는 사직공원, 탑골

공원 등 조선인이 이용하는 공원의 설비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또한 경성부 전체를 아우르는 공원 

계획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도시계획만으로 경성의 공원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실 일본인으로서는 공원이 부족하고 공원 예산이 미비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 풍광이 좋은 곳에 신사를 건립하

고 있었다. 조선신궁은 남산 한양공원에 1925년에 완공되었고 1932년부터는 조선신궁 봉찬회를 구

성하여 신사 경내를 정비하였다. 역시 남산 왜성대공원에 있던 남산대신궁은 1914년 경성신사로 명

칭을 변경하며 확장을 거듭하여 1929년에는 경내 대확장 공사를 하였다. 또한 용산 지역에서는 문

배산에 가토신사(加藤神社)가 있었다. 1920년에 설립된 장충단 공원에는 신사는 아니지만 1932년 

이토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博文寺)가 들어섰다. 이렇듯 일본인들은 정부 예산뿐 만아니라 각종 

후원금을 통해 자신들의 위락공간을 가꾸어 갔다. 조선인들은 현실적인 도시 생활에서 일본인에 비해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소외되고 있었다. 경성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공원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표방은 도시계획의 불평등함에 대한 변명이며 자신들의 행정 처리의 필요성에서만 표출되는 수사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의 공원이란 그 자체로 일제 통치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지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인이 주장하는 종묘 공원화 논의는 배제된 도시 공공시설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여론이었다. 따라서 종묘에 대한 조선인의 심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실상의 필요로 종묘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쇠락한 종묘에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투영하는 것이었다.169)

궁궐의 공원화에는 옛 왕조에 대한 일제의 조롱과 멸시 의도가 숨어 있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원화 된 궁궐은 도시민들의 여가공간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요긴한 공원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고종의 죽음 이후에 덕수궁의 처분 문제도 간간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고종의 죽음 1년 후 

덕수궁 역시 공원화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1920년대 종묘 공원화가 논의되었던 상황에서 

덕수궁을 공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덕수궁을 공원화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다. 다음은 고종의 죽음 딱 1년 뒤인 1920년 3월『매일신보』의 기사이다. 

고 리태왕전하의 어일년제도 지나고 리왕직으로부터 어혼뎐의 챵덕궁 어이안 등이 발표된 터로 

덕슈궁은 무슨 형식에 의하야 ▣리라고 말 자가 잇쳐데 엇던 자 총독부가 경복궁에 이젼에 

관련야 덕슈궁을 총독부 관뎌로 쓰던지 또 개방야 부쳥에 인계고 공원을 만든다 말을 

류포야 드듸어 젼파되얏대 리왕직고등관의 책임잇 말을 드른즉 덕슈궁은 왕어궁뎐의 귀즁 
궁뎐으로 야 영구히 보죤고 감리인 또 직원을 두고 감리 터이며 고리태왕 뎐하의 가거쥬시던 

169) 김대호,「일제하 종묘를 둘러싼 세력 갈등과 공간 변형」,『서울학연구』43, 2011년,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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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영 죤치기로 결뎡엿다 더욱이 궁 밧게 불용토디 또 보죤에 필요치 안은 건츅물 등은 

형편에 의야 뎍당 시긔에 쳐분 지도 모르겟데 그것은 긔뎡의 실 만일로셔 수쳔평의 넓은 

구내 리태왕뎐하께서 세상에 생죤시던 즁은 엇더튼지 간에 현재에 보죤상 너무 넓어서 쓰지 

못 일부 쳐분은 당연의 일인데 덕슈궁을 어듸까지 보죤 것은 움직이지 못 확뎡실이다 

따라셔 공원셜과 총독관뎌셜 등은 꿈과 갓흔 일쟝허설로 단뎡다 또 덕슈궁 봉의 려관타백여명의 

이뒤 셩행에 대하야비교뎍 안고 되 보증 것으로 해석 일이더라170)

위의 기사에 따르면 고종의 기일을 전후 하여 고종의 혼전을 창덕궁으로 옮기고 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이전함과 함께 덕수궁을 총독부 관저로 사용하던지 개방하여 공원화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이왕직 관계자는 덕수궁은 고종의 거처였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 관리할 것이며 너무 넓어 

보존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부분적으로 매각할 것이며 보존이 필요치 않은 몇몇 건물은 

훼철할 것이지만, 공원이나 총독부 관저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경운궁의 공원화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경운궁이 고종을 상징하는 궁궐이며, 이를 유희의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에 일반 민인들의 저항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1920년대에“보존이 

필요치 않은 건물”로 관리가 어려운 양관인 돈덕전을 훼철했을 가능성이 있다.

1920년대 창덕궁ㆍ창경궁과 종묘, 경복궁의 변화 속에서 경운궁은 선원전 권역과 중명전 권역 등 

일부가 매각되었지만 고종이 죽음 직전에 주로 거처하던 함녕전 주변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1926년 말 경운궁 대한문 안 공간이 토지회사에 매각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경복궁(景福宮)이 변하야 눈서투른 한 백악관(白堊館)이 되고 경운궁(慶運宮)이 변하야 색다른 

아이들의 작난터가 되고 이제 다시 덕수궁(德壽宮)이 변하야 사분오렬(四分五裂)되는 상고만이 되려

한다 지난 긔미년 고종 태황제의 영령을 기려 홍릉(洪陵)에 모신 후 부태묘(附太廟)가 봉행되시기까지 

삼년동안 혼뎐(魂殿)을 밧들든 덕수궁은 춘풍춘우 사오개성상을 버틴바 되어 옥보(玉步)를 움즉이든 

궁로(宮路)에 푸새들만 우거졋고 옥빈궁녀(玉嬪宮女)의 아릿다운 자태가 그림자 지든 뎜뎜한 뎐각

(殿閣)은 허다한 버레와 집 일흔 새의 보금자리를 이루어 찬 긔운이 언제든지 가득차고 황량(荒凉)한 

색채가 나날이 지터가서 보는 자의 아지못할 감개를 무한히 자아닐으키어 왓섯는데 최근 려항에 

뎐하는 소식은 오래전부터 덕수궁의 일부 디소(地所)를 베여 파라온 리왕직(李王職)에서 다시 그 

남아지 전부나 혹은 반분을 팔기 위하야 비밀리에 그 매매(賣買) 운동이 계속되는 중이라 하니 

전하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즉까지도 그 형해나마 가지고 잇든 덕수궁 마자 경운궁, 경복궁이 

거터간 눈물겨운 자최를 딸하 또한 슬어지고 말 모양인 바 매매설의 자세한 바를 전하는 대로 보도

하면 태평통(太平通) 측으로 면한 정면의 긔디를 매평 일백칠팔십원의 시세로 모 일본인 토디회사

(土地會社)에 팔아 넘길 모양이며 이 토디회사에서는 일수(一手)로 이것을 사가지고 그 전부를 여려 

개에 난흔 후 산매(散賣)를 하야 이 곳을 상업디대(商業地帶)를 맨들어가지고 그 이웃에 즐비히 

늘어가는 관청, 은행, 회사 등을 상대로 장사를 버리랴 함이라 한다. - 華麗하든 殿閣도 모다 撤毁 
放賣하고 황량한 대권터에는 石造殿 하나만 남을 듯- 리왕직에서 덕수궁의 긔디를 일본인 모회사에 

팔랴한다는 소문이 려항에 자자하다함은 별항 보도한 바와 갓거니와 이 덕수궁의 긔디를 판다하는 

것은 즉 궁궐이 업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삼십년의 긴 세월을 허다 참담한 력사(歷史) 속에서 

구슯흔 생애(生涯)를 거듭하야 오며 한갈가티 고종태황뎨를 밧들든 대한문(大漢門) 함녕뎐(咸寧殿) 

170)『매일신보』1920년 3월 3일,「덕수궁은 보존, 공원이니 총독관저이니 하는 말은 멀쩡한 거짓말이요 덕수궁은 영한 보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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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대소궁문과 대소뎐각까지 그 웅대장려한 형태를 업시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뎐각에 대한 

존폐(存廢) 문뎨는 리왕직원은 물론 어친척귀족들 사이에 또 들어나지 안핫스나 리면에 잇서 의론이 

다소 분운한 모양인 바 리왕직의 수뇌부 대개는 그들 뎐각을 그대로 보존(保存)한다 함에 그리 

찬의를 갓지 아니하야 될 수 잇으면 모다 철회 방매(撤毁 放賣)할 의견인 모양이니 그는 뎐각을 

그대로 보존하자면 또한 그만한 터를 필요케된다며 다시 현재의 위치로부터 다른 곳에 전부 옴겨가야 

할 것임으로 이에 대한 거대한 비용을 판술할 방법도 업슬 뿐아니라 하등의 용처와 필요를 감하지 

안는 이 뎐각을 그대로 남기어 두고 비용을 들임도 경제뎍 견디에 잇서서 그리 합리한 일이 아니라 

하는 의견에 긔디 방매와 함께 궁문 뎐각 등까지 철회방매하고자 함인 듯하며 그 중 석조뎐(石造殿) 

만은 그대로 보관할 터이라 한 즉 석조뎐과 함께 그 부근에는 그리 넓지 못한 약간의 긔디가 남아

잇슬 모양이더라 - 明言은 피하나 그럴 듯이 말하는 末松庶務課長 談 - 별항보도의 사실에 대하야 

리왕직 말송서무과장(末松庶務課長)은 이에 대한 가부뎍(可否的) 확실한 대답을  피하고 극히 모호히 

대답하야 가로되 「오래전부터 이는 문뎨가 된 터로 그 일부의 매도는 실현된 일인데 최근 그것이 

구톄화하얏다는 것은 나로서 이러타 저러타 말할 수 업는 일이외다 하여간 회계과(會計課)에서 하는 

일이며 또한 아즉 그런 말을 듯지 못한 듯하오 살 사람만 잇스면 벌서 팔렷슬는지도 모르나 하야튼 

갑이 비싸니까 살 사람이 얼른 나서도 안는 모양이올시다 물론 족음씩 뜨떠서 팔지는 안흘 작뎡인데 

궁터 전부 일만오륙천평은 다 - 안 판다 하고 일만평 가량만을 사오분한다 하드라도 큰 것이니까요 

함녕전이나 대한문 등의 궁문뎐각 존폐 문뎨는 아즉 의론도 업습니다. 물론 석도뎐이야 보관되겟지요171)

이왕직 서무과장은 덕수궁을 일본인 토지회사에 매각하며 석조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을 훼철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덕수궁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건물의 유지, 보존 혹은 매각 결정은 비용 문제 때문에 미루어졌고, 이왕직은 덕수궁 

활용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였으며 덕수궁은 계속 방치되었다. 그러는 사이 1932년에 

창덕궁 ․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제6호선’이 개통되었으며, 종묘의 공원화 계획은 

무산되었다. 1926년 신축된 조선총독부와 경성부청을 통해 태평통은 서울의 상징이 되었으며, 총독부

병원과 총독부를 잇는 도로의 완공으로 1920년대 도시계획이 마무리되었다. 

171)『중외일보』1926년 12월 24일,「舊闕德壽宮 分割賣買된 다고 次第로 破壞되는 宮殿 - 明言은 避하나 그럴듯이 말하는 末松庶

務課長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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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덕수궁의 공원화

덕수궁의 공원화는 1923년 경성부청 신청사를 태평로에 건설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설계를 총괄했던 이와이죠사부로(岩井長三郞)는 경성부청 신청사 부지 선정에 있어 시빅센터(Civic Center)를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개념의 하나로 제시했다. 경성부청의 입지는 전체 도시구조 측면에서 최고의 

입지였다.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문 앞거리와 육조거리가 새로 연결되면서 경성일보가 위치한 곳은 

도성의 주요 도로인 태평통(현 태평로), 황금정통(현 을지로), 장곡천정(현 소공로) 등 도성 내 남북과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중심이 되었다. 한편, 총독부 신청사가 경복궁 내에 건설되면 

태평로는 총독부-경성부청-남대문-경성역을 연결하는 중심가로의 위상을 확보할 뿐 아니라 경성부 

중심이 갖는 입지적 상징을 가질 수 있었다. 경성부청의 설계자인 사사 게이이치(笹慶一)는 경성부청 

왼쪽으로 태평로를 따라 터미널 비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의 화강암 백색 총독부와는 

대조적으로 경성부청사는 부드러운 모습을 갖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여기서 경성부청의 입지와 

관련해서 이와이죠사부로가 사용한‘시빅센터’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빅센터계획은 

일반적으로 도심의 관공서 주변을 정비하는 계획으로 고전주의 풍의 관공서를 짓고 신고전주의 

원칙에 따라 그 주변에 광장, 대로, 공원, 여가시설 등을 조성하는 근대적 도시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본다면, 경성부청의 입지는 시빅센터 개념을 구현하기에 최적의 입지임을 알 수 

있다. 경성부청은 입지 상 경성부의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경성 제일 대로인 태평로에 면해 있고, 

전면에 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한편, 1919년 고종 황제의 서거 후 주인을 잃어버린 덕수궁을 이왕직

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빅센터 구현을 위한 공원 용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었다. 따라서 

1930년대 덕수궁의 중앙 공원화계획은 시빅센터를 염두에 둔 경성부청 신청사 건설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성부청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도시 구조 개편은 대한제국의 출

범과 함께 덕수궁을 대한제국의 황궁으로 삼음으로써 서울의 도시 구조에 촉발시킨 고종의 근대 

도시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계획의 주체가 바뀌면서 

덕수궁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성부윤은 덕수궁 공원이“주변에 있는 경성부청 재판소, 

각국 영사관 조선호텔과 어울려 태평통에 면하는 아주 이상적 공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172)

고종의 죽음은 10년도 더 된 기억이 되었다. 일제는 고종의 죽음과 이에 대한 거족적 저항에 대한 

기억도 어느 정도 희미해졌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종묘의 공원화를 추진하였다가 전주 이씨 종중의 격렬한 반발 등으로 좌절되면서 

그 대안으로 기억에서 희미해진 저항의 장소인 덕수궁의 공원화를 선택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덕수궁은 경성부청을 중심으로 한 시빅센터 개념 구현의 최적의 입지이기도 했다. 다음은 

덕수궁 공원화의 목적을 알리는 신문 기사이다.

十七년 동안 리조(李朝)의 궁지(宮趾)로 유서(由緖) 잇는 덕수궁(德壽宮)은 리왕가의 어진념이 게시와 

민중보건과 오락 기타 의견지로부터 창경원과 가티 一반에게 개방케되엿다 목하 리왕직에서는 백여명의 

인부를 대여 수리 착수하엿는데 함녕전(咸寧殿) 중화전(中和殿) 등의 유서 깁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제한 외에 약 二만평 되는 정원(庭園)을 정리하야 대공원(大公園)을 만들터인 바 이 공사의 완료는 

172) 안창모,『덕수궁-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동녘, 2009년, pp.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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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년 말이나 끗날 듯하다고하며 석조전 기타의 건물은 박물관(博物館)으로 사용케되리라 한다

(사진은 덕수궁(德壽宮)의 전경)173)

이왕직은 민중의 보건과 오락을 목적으로 덕수궁을 일반에 개방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때 함녕전, 

중화전 등의 건물은 보존하되 그 이외의 건물을 정리하고, 석조전은 박물관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더 구체적인 공원의 구성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라진 過去의 回想터로 今秋에 公開할 德壽宮 아동공원과 어른의 산책지를 만들고 석조전에는 회화관도 

설치할 터이다 解氷期부터 修理 着手 일반부민에게 개방하기로 된 덕수궁(德壽宮)은 이봄 해빙긔부터 

꼿과 나무심는 것과 퇴락한 전각의 개수에 착수하고저 리왕직에서는 방금 예산을 편성 중이다. 개방

게획의 내용은 궁터 二만평에 전부 손을 대이기로 되엇다 일부에는 아동 공원을 만들고 일부는 어른들의 

산책지에 적당한 시설을 한다 그리고 전각 중의 중요한 곳도 개방하야 임의로 배관할 수 잇게 하고 또 

석조전(石造殿)에는 회화관(繪畵舘)을 만들어 지금 창경원(昌慶園)에 리왕직박물관에 진렬한 고대서화와 

또 왕가에 비장한 회화를 진렬하기로 하리라고 한다 처음에는 무료 개방설도 잇섯스나 궁내의 시설을 

보존하기 위하야 입장료 五전 또는 十전을 바더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기로 한다 공사는 금년 

가을까지 걸릴 터임으로 가을에야 개방하게 될 터이라고 한다 이로써 고종(高宗) 승하 이래 기피 잠겻든 

구중궁궐은 四十만 경성부민의 사라진 과거를 회상하는 동산이 될 터이다174)

덕수궁 내에 아동공원과 어른들의 산책지를 만들고 주요 전각은 보존하여 개방하고 석조전은 

미술관으로 만들어 창경원의 이왕직박물관이 소장한 회화를 전시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이다. 돈덕전은 

1920년 대 초에 이미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퇴락하였다. 총독부는 돈덕전을 고종의 거처 및 주요 

의례와는 관련이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원화 이전에 훼철하였거나 공원화 과정에서 

훼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3년의 공원화에 따라 덕수궁의 연혁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公開된 德壽宮 高宗의 壽福을 祝賀 德壽宮으로 改稱 무오년 겨을에 이궁에서 승하 昨今은 一般에게 

開放[六] 인조대왕께서는 이 덕수궁에서 보위에 오르시기는 하엿으나 그 이튼날로 곧 창덕궁으로 

이어하시고 인목대비께서도 계해년 三월 二十一일에 창덕궁으로 옮아오셧섯다. 그 후의 덕수궁은 

명례궁(明禮宮)이라 하야 이조의 대대로 왕비의 사궁(私宮)이 되엇다. 곳 바꾸어 말하면 왕비의 내탕고

(內탕庫) 같이 되어 二백여년을 나려왓다. 이것은 다른이야기의 하나여니와 지금은 터도 찾기 

어렵지마는 청진동(淸進洞)에 수진궁(壽進宮)이 잇엇는바 이궁은 이조 대대로의 세자빈(世子嬪)의 

사궁이엇다한다. 곳 세자빈의 내탕고이엇다는 것이다. 그리하야 서에 명례궁과 동에 수진궁이라면 

죄다 왕비와 세자빈의 사궁이엇든 것을 알엇섯다 한다. 이리하야 二백여년을 이조의 대대의 왕비의 

사궁으로 내려오든 덕수궁은 지금으로부터 三十九년 전에 고종(高宗)께서 그곳으로 이어(移御)하시게 

되엇다. 고종께서 이곳으로 이어하시게 된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三十九년전인 을미(乙未) 八월에 

명성황후(明成皇后)께서 경복궁에서 승하(昇遐)하시니 자연히 이곳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셔서 로서아

공사관(露西亞公使館)에 가서 얼마동안 게시어 이 궁을 다시 중수하도록 명령하시엇다. 그리하여 

173)『매일신보』1932년 11월 06일,「府民의 保健爲하야 德壽宮을 開放 李王職에서 整理工事着手中 工事完成은 來年末」

174)『동아일보』1933년 2월 12일,「사라진 過去의 回想터로 今秋에 公開할 德壽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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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궁이 중수되어 본궁(本宮)으로 드시기는 지금으로부터 三十七년 전인 정유(丁酉)년에 옮아오셧다. 

그와 동시에 옛 칭호의 명례궁을 다시 고치어 경운궁이라 하시고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

이라 고치시엇다. 그리하야 이래 十여년 동안을 그곳에서 가지각색의 풍파를 겪으시고 지금으로부터 

二十七년 전인 정未(丁未) 五월에 순종(純宗)께 양위하신 후에 그대로 이 궁안에 게시엇섯다. 순종께

서는 이곳에 게시지 않으시고 창덕궁에 게시게 되엇고 은거(隱居)하시는 고종(高宗)의 장수(長壽)와 

명덕(明德)을 비는 뜻으로 경운궁을 고치어 덕수궁이라고 하엿으니 실상 덕수궁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것은 얼마 아니된 二十六七년 전의 일인 것이다. 이 덕수궁은 다른 창덕궁이나 경복궁보다 그 규모에 

잇어서 또는 주위(周圍)에 잇어서 퍽 적은 감을 느끼나 아담하고 깨끗하기는 이만한 궁이 없는 것

이다. 이 덕수궁에는 얼마전까지도 준명전(濬明殿), 중화전(中和殿), 홍덕전(弘德殿), 함녕전(咸寧殿), 

돈덕전(敦德殿) 등이 잇는 외에 근대적 건물로 석조전(石造殿)이 잇엇든 바 최근에는 준명전과 돈덕전은 

헐려버리어 없어졋다. 이 덕수궁을 들어서면 동쪽으로 광명문(光明門)이 잇고 광명문을 지나서 얼마 쯤 

들어가면 함녕전(咸寧殿)에 다달으게 된다. 그런데 이 함녕전은 일즉이 고종께서 침전(寢殿)으로 쓰신 

곳이며 또한 지금으로부터 十五년 전인 기미(己未) 二월에 이곳에서 승하(昇遐)하시엇든 것이다. 

그러고 중화전(中和殿)은 덕수궁의 정전(正殿)으로서 고종께서 친히 쓰시든 용상(龍床)이 아직까지도 

의구히 잇으며 담기둥에는 규장각 직제학(奎章閣 直提學) 서긍순(徐肯淳)이하 박제순(朴齊純) 심상훈

(沈相薰) 제 대신의 글 지은 것이 붙어잇다. 그 다음 석조전은 구한국총세무사(舊韓國總稅務士) 영국인

(英國人) 백탁안(白卓安 영국명 브라운)의 지휘로 영국인 기사(技師) "하딩"이 외부(外部)를 설게하고 

공사감독(工事監督)은 또한 영국인 "다봐이트손"과 일본인 조수(助手) 三명이 지금으로부터 삼십사년 

전에 기공하야 륭희 三년(隆熙三年) 기유(己酉)에 준공(竣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역사적 휴척(休戚)을 

안고잇는 이 신비스러운 덕수궁은 일반 민중을 위하야 지난 十월 二일부터 공개되고 잇는 것이다.(끝)175) 

1933년 10월 1일자로 덕수궁이 개방되는 것을 기념하여 덕수궁을 소개한 신문기사는 돈덕전이 

덕수궁의 공원화 정비 과정에서 훼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얼마 전까지” 존재했던 돈덕전이 

“최근에” 훼철된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그 시기를 밝히지 않아 훼철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1926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이미 돈덕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1926년 

이전에 훼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176) 따라서 문헌기록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1921년 7월 이후부터 

1926년 사이에 훼철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당시는 경성부청과 조선총독부 건물 신축 등 다양한 

관공서가 지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돈덕전을 훼철하여 생긴 건축자재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훼철된 돈덕전 자리는 어떻게 쓰였을까? 다음 기사를 통해 돈덕전 자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리왕전하(李王殿下)분부에 의하야 덕수궁(德壽宮)은 一반의 찬관을 허락하기로 되여 리왕직(李王職)

에서는 작년 四월 이래 동궁 내의 각 궁전의 수리 정원(庭園)의 수축 긔타 시설을 하야오든 중 대체 

공사도 진섭되엿슴으로 드듸어 十월 一일부터 이를 공개(公開)하기로 되엿다 머지 아니하야 一반에 

공개될 덕수궁은 지금으로부터 四백五十년 전 리조(李朝) 제九세 덕종대왕(德宗大王)의 제一남 되시는 

월산대군(月山大君)의 궁저로서 조영(造營)하야 월산대군영이라 일컷다가 그 후 제十三세 선조대왕

(宣祖大王)끠서 이곳에 천궁하압신 후 경운궁(慶運宮)이라 일커럿섯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리태왕

175)『동아일보』1933년 10월 8일「公開된 德壽宮(六)」

176)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1926년 항공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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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太王)끠압서 경복궁(景福宮)으로부터 본궁에 이어(移御)하옵시고 정미년(丁未年) 八월에 양위(讓位)

하압시매 신왕(리왕李王)끠압서는 창덕궁(昌德宮)에서 어직위하압시고 그 후 경운궁은 리태왕끠압서 

계시옵시게 되여 덕수궁(德壽宮)이라 개층한 것이다. 이와가티 가장 유서 기푼 궁전(宮殿)으로서 

리왕직에서는 이를 영구히 헐니지 안토록 보존키 위하야 여러가지 방도를 연구하든 중 작년 리왕전

하끠옵서 어분부 하신 뜻을 밧자와 一반에 공개하기로 하야 각 궁전 중 중화전(中和殿) 함녕전(咸寧殿)과 

가튼 왕실의 정전(正殿) 혹은 본전(本殿)을 고전(古殿) 그대로 변경치 안코 수리하야 유지 보존케 

되엿다. 그리고 덕수궁 안에 잇는 가장 굉장한 궁전으로서 석조전 최초의 양식궁전인 석조전(石造殿)은 

영국인 HW떼비손의 설계 감독으로 무술년(戊戌年) 五월에 긔공하야 十四년 만인 신해년(辛亥年) 

六월에 준공한 것으로 『루네싼스』식 순 석조전으로 양옥이 발전한 금일의 경성에서도 그 류를 볼 수 

업슬만큼 장려한 것이다 이 궁전 영조(營造)중 파란을 얼마이엿슬고? 이제는 一반에 공개케되여 

유서기푼 내부를 수리하야 미술공예품(美術工藝品)을 진렬하게 되엿다 진렬하려는 미술공예품 등은 

본보 화예란에 따로 소개하려니와 이번에 진렬할 것은 현대화로서 일본화(日本畵) 四十四점 서양화 

四十점 조각(彫刻) 十六점 미술공예품 四十七점이다. 존엄(尊嚴)한 정전인 중화전(中和殿) 내부도 

일반의 배관(拜觀)을 허락케 될 터이요 리태왕전하께옵서 거처하시든 함녕전(咸寧殿) 밋 배알실

(拜謁室)이든 덕홍전(德弘殿)은 외부에서 엿볼수 만 잇게 할 터이다 궁전 내에는 휴계소 매점(賣店)도 

설치하고 석조전 후편에는 아동유원지를 맨들 것이며 그 외 정원에는 작약, 화단, 철족 등 화초도 

심고 중앙에는 분수기(噴水器)도 맨들 터이다 그런데 궁내를 정리하기 위하여 창경원과 가티 대인

(大人) 十전, 소인 五전의 배관료를 밧기로 하얏다 한다177)

위 기사에 따르면 덕수궁 내부의 가장 유서 깊은 전각이라고 할 수 있는 석어당(昔御堂)과 즉조당

(卽祚堂) 및 고종 말년의 삶과 죽음과 관계한 함녕전(咸寧殿), 고종이 국망 이후 외빈을 맞이하던 

덕홍전(德弘殿), 전통 방식의 법전인 중화전(中和殿)은 보존하여 외부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서양식 정전(正殿)인 석조전(石造殿)은 미술관으로 개조하였다. 석조전 앞에 분수대도 설치하였다. 

이외의 다른 건물은 훼철하여 산책길을 만들고 꽃을 심어 화단을 꾸몄으며 석조전 뒤편, 곧 돈덕전이 

훼철된 자리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 아동유원지를 조성하였다.

경성부는 1920년대 초 오락 및 청소년 교육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시의 보조시설로 아동공원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다. 1930년 2월, 동아일보 기사에서 위생설비와 아동공원 설치를 제목으로 하여 

상수도 설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시사했고, 1932년 기사에서 아이들을 위한 유희공간으로 옥외 및 

자연공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돈덕전 권역의 어린이유원지화는 당시 아동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뿐만 아니라 영성문 대궐 터에 들어선 ‘덕수유치원’과 지리적 연계성에 

따른 결정이기도 하였다. 어린이유원지의 공간구성은 1936년 이왕가미술관 건립을 위한 현황조사 도면의 

평면구성과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사진으로 당시 놀이시설물의 형태가 파악된다. 휴게공간인 

파고라는 그늘 조성을 위해서 기둥부분에 등나무를 식재하였고, 수경시설로 파고라 전면에 소형분수가 

도입되었다. 이밖에 놀이시설로 시소, 미끄럼틀, 그네, 회전놀이가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의 

이용률이 높아지자 어린이 교육을 위한 소형동물원이 조성되어 다양한 동물을 도입하는 기사가 

1935년에 등장하기도 했다. 돈덕전터의 어린이 놀이터 이용 모습은 1940년대 신문까지 등장하나 해방 

이후 그 자취를 감췄다.178)

177)『조선중앙일보』1933년 9월 15일,「感懷기픈 德壽宮 十月一日부터 開放 建宮後, 春風秋雨四百五十年 인제는 美術舘, 兒童遊圓地

되여 一般에 公開 昔日面影而今安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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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소결

돈덕전은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으로 기획된 건물이었다. 고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교류, 

곧 성신외교(誠信外交)를 실현하기 위해 돈덕전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고종의 즉위40주년 칭경예식에 

맞추어 국외 주요 인사를 돈덕전에 초빙하였다. 칭경예식 때 각국 공영사를 초청하여  외교를 통한 

고종의 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양관(洋館)으로 신축된 건물이 바로 돈덕전이다. 그러므로 즉위 

40주년 칭경예식은 돈덕전에서 이루어질 최초의 행사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다. 그러나 

칭경예식은 성사되지 못했다.

돈덕전 부지는 1901년 3월 해관자리에 마련되었으며, 6월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는 1902년 

5월에 수옥헌 재건과 더불어 진행되었으나 1902년 10월 예정된 칭경예식 때까지 완공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으로 인해 1903년 4월로 칭경예식이 미뤄지면서 돈덕전은 각국 공영사관들과 

함께하는 연회의 장소로 사용될 준비를 끝냈다. 그러나 돈덕전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였다. 

건물 신축 후 첫 번째 행사로 기획되었던 칭경예식은 콜레라 등의 전염병과 영친왕의 천연두 등 

돌발적인 사건으로 2차례 미루어지다가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덕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4년 4월 14일 경운궁 대화재 이후이다. 화재 후 

고종이 수옥헌으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수옥헌과 가까운 돈덕전은 고종을 만나기 위한 대기장소 

또는 고종이 주로 외국 사신과 접견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수옥헌과 돈덕전 모두 알현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옥헌에서 주로 한국 관리 접견이 이루어졌다면 돈덕전은 외교의 공간답게 주로 

외국인을 접견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또‘고종의 거처’로써의 성격이 없었던 돈덕전은 1905년 1월 

내각회의를 개최하는 등, 고종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또 수옥헌 

알현이‘고종의 거처’로 나아가 알현하는 것이라면, 돈덕전 알현은 고종, 또는 순종이 나아가 

알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돈덕전은 당시 가장 화려한 양관이었기 때문에 1905년에 

후시미노미야와 엘리스 루스벨트 등 국빈급 외국인 방문 때 숙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에 돈덕전은 일본 경관(警官)이 상주하며 궁궐 내외 출입을 통제하는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물론 여전히 황제가 관리를 폐현하거나 외국인과 함께 하는 연회장 및 예식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고종이 황실의 권위를 높이고 서구 열강과 동등한 제국으로써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자 외교를 통한 주권 수호의 장으로 신축되었던 돈덕전 초기 건립 의도와는 

달리 일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그 정점에 

1907년 순종의 황제즉위식이 있다.

순종 즉위 이후에 궁궐 내 전통방식의 백관 문안을 폐지하는 대신 어람용 책자 1권을 돈덕전에 

두고 궁중행사가 있을 때 관리들이 들어와서 해당 책자에 성명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에 황제가 해당 

책자를 확인하는 서명문안이 시행되면서, 돈덕전은 서명문안 장소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았다. 

순종은 즉위 직후 돈덕전으로 이어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즉조당으로 이어하였으며 대신 

돈덕전은 영친왕의 숙소로 잠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침실은 순종이 이어를 준비하면서 

178) 김해경 ․ 오규성,「덕수궁 석조전 정원의 조성과 변천」,『한국전통조경학회지』33-3, 2015년,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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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어침실 사진은 영친왕의 숙소를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돈덕전은 

순종의 황제 즉위 이후에도 일본 관리의 접견 및 회식, 각종 집회 장소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고종의 생일인 만수성절과 순종의 생일인 건원절에 서구식 연회장으로 쓰였으며, 영화 상영회가 

2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했다.

고종 서거 전까지 돈덕전은 특별한 궁중행사 및 연회를 위한 공간으로 쓰였다. 그러나 1919년 

고종의 서거 이후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급속히 퇴락하기 시작했다. 돈덕전의 정확한 훼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덕수궁이 공원화되기 이전인 1921년에서 1926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1920

년대 경성부청과 조선총독부 신축으로 인해 시빅센터(Civic Center)로 부각된 덕수궁 부지는 고종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자 3.1운동의 장소라는 상징적 특징 때문에 빠르게 공원화되지 못하다가 

기억이 희미해진 1933년 10월에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그리고 돈덕전이 있던 자리는 아동유원지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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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덕수궁 돈덕전의 현황 및 복원 여건분석

1. 주변 현황조사

1-1. 토지이용연혁

돈덕전이 위치한 곳은 원래 총해관이 위치했던 자리이다. 총해관 부지가 덕수궁에 편입되는 시기인 

1902~1903년 사이에 돈덕전이 들어섰다. 1920년대 미국 공사관과 돈덕전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 이후 덕수궁이 공원화 되면서 훼철되었다. 1930년대 덕수궁 공원화계획에 의해 돈덕전 터는 

아동유원지로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돈덕전 위치에는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이 들어서있다.

총 해 관 → 돈 덕 전 → 아동유원지 →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

[도면 3-1] 총해관 시기

  

[도면 3-2] 돈덕전 시기

[도면 3-3] 아동유원지 시기

  

[도면 3-4]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이 있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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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물

덕수궁 내 건물 현황은 1904년 대화재를 기점으로 중건된 건물과 근대 이후 복원된 건물, 그리고 

신축한 건물로 구분된다. 원형이 남아있는 건물로는 중명전, 정관헌, 석어당, 준명당, 즉조당, 광명문, 

중화문, 함녕전, 대한문, 양이재, 중화전, 덕홍전, 석조전이 있다. 미술관은 덕수궁의 개방화와 함께 

세워진 건물로 그 자체는 원형이지만 궁궐 건물은 아니다. 중화전 행각과 함녕전 행각은 2009년에 

복원되었고, 2011년에는 융안문 및 행각과 평성문이 복원되었다. 그밖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휴게시설은 매점, 화장실 등으로 구분된다. 덕수궁 선원전영역 

복원계획에 따라 덕수궁 내의 전각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덕전 부지는 궁궐 전각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 있으며, 현재 덕수궁 관리를 위한 

시설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

[도면 3-5] 덕수궁 건물 현황(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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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

• 돈덕전 부지 내에는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덕수궁관리소와 강당이 위치한다. 

• 덕수궁관리소는 덕수궁의 관리시설로 관리소장을 비롯한 소속직원들이 상주하며 덕수궁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세부 업무는 덕수궁 내 문화재의 보호, 건축문화재·

조경·시설물 관리, 안내 및 관람객 서비스의 제공, 덕수궁관리소의 운영 등으로 구분된다.  

관리소 내부는 사무실 및 소장실로 구분되어 있다.

• 강당은 별동으로 별도의 출입구를 갖는다. 회의를 위한 각종 기기와 가구들이 비치되어 있다. 

소장실에 소규모의 회의실이 있지만, 덕수궁과 관련한 각종 회의가 열리는 주된 장소이다.

[사진 3-1] 돈덕전 부지 내 덕수궁관리소

  

[사진 3-2] 돈덕전 부지 내 강당

(나) 화장실

• 덕수궁관리소 남쪽으로 한옥형태의 화장실 1동이 있다.

• 덕수궁관리소 내 별도의 화장실이 없어 덕수궁관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다.

[사진 3-3] 돈덕전 부지 내 화장실 정면

  

[사진 3-4] 돈덕전 부지 내 화장실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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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식생

(가) 현황 식생 분석

• 덕수궁관리소와 강당 주변은 덕수궁 중심영역 내에서 가장 많은 수목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여기서는 돈덕전 복원 시 정비될 부분을 중심으로 현황 식생을 분석하였다. 

• 정비영역 내에 식재되어 있는 교목은 총 7종으로 소나무 35주, 단풍나무 25주, 느티나무 10주, 

은행나무 9주, 살구나무 8주, 주목 5주, 회화나무 1주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덕수궁관리소 동편에는 소나무가 밀집해 있어 돈덕전 복원 시 이를 일부 이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교목 중 덕수궁관리소 출입구 정면의 회화나무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거목으로 관리되는 중요한 

수목이다.

• 관목은 주로 덕수궁관리소와 강당의 진입로를 따라 식재되어 있다. 그 종류는 철쭉, 진달래, 꼬리

조팝나무, 국수나무, 덜꿩나무, 개나리로 다양하다. 덕수궁관리소와 강당이 들어서면서 관상용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도면 3-6] 돈덕전 부지 식생 현황(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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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목 지정 현황

• 덕수궁 중심영역 수목 중 총 9주가 거목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는 1976년 7월에 일괄 

지정된 것으로 덕수궁 내 거목의 지정번호는 93호부터 101호까지이다. 

• 현재 덕수궁관리소 앞에 식재되어 있는 거목 제96호 회화나무는 1670년경 식재된 것으로 추정

되며, 돈덕전 사진에서도 확인되는 중요한 수목이다. 따라서 돈덕전 복원 시 회화나무를 유지하여 

정면 외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수종 지정번호 지정년도 수령 수고(m) 흉고직경(cm) 수관 위치 비고

가시칠엽수 93호 1976년7월 81 24 120 20 포덕문 앞 

가시칠엽수 94호 1976년7월 81 20 83 16 포덕문 앞 

회화나무 95호 1976년7월 326 20 145 22 후원광장 

회화나무 96호 1976년7월 326 19 145 8 영국대사관 옆 돈덕전 사료 속 수목

회화나무 97호 1976년7월 326 17 170 22 정관헌 옆 

주목 98호 1976년7월 626 8 75 4.5 광명문 앞 

주목 99호 1976년7월 626 9 80 5.5 광명문 앞 

등나무 100호 1976년7월 226 4 44 - 분수대 앞 

등나무 101호 1976년7월 81 24 120 - 연못 옆 

[표 3-1] 덕수궁 중심영역 내 거목 지정 현황(2016년)

  

 [사진 3-5] 덕수궁관리소 앞 회화나무   [사진 3-6] 덕수궁관리소 앞 회화나무 안내판. 거목 제9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1670년경 식재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진 3-7] 사료에서 확인되는 정면의 회화나무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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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석재유구

돈덕전 부지 주변에서 석재유구를 총 20점 발견하였다.

형태에 따라 A유형, B유형, 기타로 구분하였다. A유형은 석조전 서측 뒤편 주차장에서 돈덕전 

부지로 올라가는 계단에 6점이 있는데, 이와 동일한 형태의 석재유구가 석어당 뒤편 화장실 인근에도 

2점이 위치해 있어 돈덕전 부지와는 거리가 있으나 A유형 수량에 함께 포함시켰다. B유형은 석조전 

뒤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에 2점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과거 구성헌이 있었던 장소와 인접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10점의 석재유구는 영국공사관과 맞닿은 궁장을 따라 언덕 위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모양이 각각 상이하다. 

이번에 조사된 석재유구는 돈덕전과는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덕수궁의 

유구로써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속적인 덕수궁 연구를 통해 각 유구들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도면 3-7] 석재유구 배치현황

유 형
유구 크기 (㎜)

개 수 비 고
가 로 세 로 높 이

A 820 820 1,080 8 상판만 남은 것 1개

B 430 430 720 2

기타 각각 상이함 10

합 계 20

[표 3-2] 석재유구 유형별 크기 및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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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 유형

• 총 8점이 있으며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 상판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A-6)

• A유형은 현재 석조전 계단 난간석과 비교하여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형태가 동일하며, 석조전 

관련 사진자료에서 다수 확인되는 유형이다.

[도면 3-8] 석재유구 A유형 배치도

[사진 3-8] A-1

 
[사진 3-9] A-2

 
[사진 3-10] A-3

 
[사진 3-11] A-4

[사진 3-12] A-5

 
[사진 3-13] A-6

 
[사진 3-14] A-7

 
[사진 3-15] A-8

 

[도면 3-9] 석재유구 A유형 평면 및 입면

 

[사진 3-16] 석조전 정면 계단에 놓여있는 석재유구 A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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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 유형

• B유형은 2점 존재하며 세 면의 문양은 같으나 한 면은 다른 문양을 가지고 있다. 문양이 다른 

한 면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위치한다. 

• A유형에 비하여 크기는 다소 작고, 상부에 원형의 홈이 파여 있다.

[도면 3-10] 석재유구 B유형 배치도

[사진 3-17] B-1

 

[사진 3-18] B-2

[도면 3-11] 석재유구 B유형 평면 및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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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 기타 10점의 석재유구는 영국공사관과 맞닿은 담장을 따라 놓여있는데, 이는 돈덕전 부지의 

동편으로 높아지는 지형을 따라 형성된 계단 근처에 밀집해 있다. 

• A, B 유형에 비하여 크기도 작으며 모양도 모두 상이하다.

[도면 3-12] 기타 석재유구 배치도

[사진 3-19] 기타-1

 
[사진 3-20] 기타-2

 
[사진 3-21] 기타-3

 
[사진 3-22] 기타-4 

[사진 3-23] 기타-5 

 
[사진 3-24] 기타-6

 
[사진 3-25] 기타-7

 
[사진 3-26] 기타-8

 

[사진 3-27] 기타-9

 
[사진 3-28] 기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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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9] 현재의 지형 모형

2. 복원 여건분석

2-1. 지형

(가) 지형 현황

• 돈덕전 부지는 덕수궁 중심영역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이다. 

• 석조전 방향인 부지의 남쪽으로는 지형이 내려가는 흐름을 보인다. 

현재도 석조전에서 주차장 사이와 주차장에서 돈덕전 부지 사이에는 

각각 경사로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 남쪽 이외의 방향으로는 돈덕전 부지보다 지형이 높아진다. 즉, 

동·서·북쪽을 둘러싸고 있는 궁장 바깥의 도로보다 돈덕전 부지가 

낮게 자리해 있는 것이다. 특히 서쪽에 비하여 동쪽과 북쪽은 

지형의 높이 차이가 크다. 

(나) 지형 분석

•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1921년 지형도「1921년수정측도 경성」(축척1:10,000)과 1920년대 말로 

추정되는「경성지도」(축적 1:3,000)에서 돈덕전 주변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 「1921년수정측도 경성」과 「경성지도」의 등고는 동일한 2.5m 간격으로 그려져 있어 유사하며, 

전반적인 대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후 진행될 돈덕전 발굴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돈덕전 부지의 높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도면 3-13] 1921년 돈덕전 주변 등고선           

(「1921년 수정측도 경성」, 1921년 )

  

[도면 3-14] 1920년대 말의 돈덕전 주변 등고선    

(「경성지도」, 1920년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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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필지 및 위치

돈덕전이 석조전 뒤편에 위치하였다는 것은 지도와 사진 등의 각종 사료를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돈덕전 연구를 위하여 사료 상에서 표현된 돈덕전의 위치를 현재의 덕수궁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비중 있게 다루어진 사료는「덕수궁내지약도」로, 돈덕전의 외곽선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측량을 통해 작도된 사료라는 점을 통해 그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료에서 나타난 측량선과 오늘날의 덕수궁 필지를 비교분석하여 돈덕전의 위치를 추정

하였다. 이 과정의 결과로 돈덕전 추정위치의 정확도를 높여 시굴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앞으로의 복원과정을 위해 최대한의 결과를 얻고자 했다.

(가) 필지 현황

• 돈덕전 부지 서쪽 궁장 밖의 도로는 5-2도, 5-9도, 5-12대, 5-13대, 6-1도, 6-2대, 10-3도 필지로 

분할되어 있으며 5-9도 필지는 돈덕전 부지의 북쪽과 동쪽을 돌아 영국대사관 내부까지 연결된다. 

• 선원전영역으로 이어지는 1-7도 필지와는 달리 돈덕전 부지 주변의 도로는 작은 필지들로 분할

되어 있다.

[도면 3-15] 돈덕전 위치 주변 지적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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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지 분석

• 현재의 지적선은 대한제국기 덕수궁 필지 교환 시의 지적선과 동일하다.「덕수궁내지약도」는 

1910년 전후 덕수궁에 속해 있던 돈덕전 주변 도로 부지와 평성문에서 용강문 외부의 관유지를 

교환하기 위해 작성된 도면이다.

• 따라서 현재 지적선과 대한제국기의 측량선을 비교하여 돈덕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도면 3-16] 대한제국기 측량선,「덕수궁내지약도」(1910~1930년 추정)

[도면 3-17] 덕수궁의 필지 교환 영역 표기,「경성부 지적원도」(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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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개설 후에도 돈덕전은 궁장과 가까운 위치에 남아있었다.「돈덕전급창고배치도」에서는 

돈덕전 옆으로‘도로’가 났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돈덕전 명칭 옆‘췌훼’라고 기술하고 있어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철거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21년 7월『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에서 

도로 개설 후에도 존속하고 있는 돈덕전의 모습이 확인 가능하다.

[도면 3-18] 돈덕전 배치도,「돈덕전급창고배치도」(1910~1920년 추정)

[사진 3-30] 도로 개설 후의 돈덕전,『동아일보』(1921년 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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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치 분석 

① 현재 / 과거 지적선 중첩을 통한 위치 파악

• 기준 : 지적의 꺾이는 두 지점을 기준으로 각 사료를 중첩시킴

• 결과 : 석조전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돈덕전 및 전반적인 주변 상황이 일치. 돈덕전은 서쪽

도로와 매우 근접하게 위치했을 것으로 파악됨

[도면 3-19] 「덕수궁내지약도」 +「돈덕전급창고배치도」 + 현재 지적도를 중첩하여 분석

[도면 3-20] 도면 3-19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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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재 / 과거 우물 중첩을 통한 위치 파악

• 기준 :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물을 기준으로 사료를 중첩시킴

• 결과 :「경운궁중건배치도」와 현재 덕수궁배치도간 우물의 위치가 동일하여, 현재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과 같은 위치에 돈덕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음

[도면 3-21] 「경운궁중건배치도」 + 덕수궁배치도(2016년)를 중첩하여 분석

[사진 3-31] 덕수궁 주차장 담장에 위치한 기준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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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굴조사

사료 분석을 통하여 돈덕전의 위치를 추정한 후, 현재 부지 내에 위치해 있는 시설물들을 고려하여 

시굴을 실시하였다. 덕수궁관리소 주변은 사람의 이동이 많고 수목이 우거져 있어 시굴 위치는 강당 

주변으로 계획하였다. 

(가) 조사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일원(덕수궁 내)

• 조사유형 : 시굴조사

• 조사기간 : 2016년 3월 22일 ~ 5월

• 조사면적 : 돈덕전 일원 150m2

• 조사의뢰처 : 문화재청

• 조사기관 : (재)혜안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의 구성  

 - 조사단장 : 김도훈(혜안문화재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김도훈(혜안문화재연구원장)

 - 조사원 : 오운형(혜안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 준조사원 : 이민우(혜안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조원 : 김희정(혜안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조사목적 : 돈덕전의 유구 배치형태,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원형을 규명하는 등 

향후 사업시행 방향 및 기초자료를 확보

• 조사방법 : 시굴조사는 그리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돈덕전 추정지가 덕수궁 전체 그리드와 

중심축이 상이하게 다르므로 덕수궁의 전체 그리드는 유지하되 돈덕전 추정지에 대한 그리드 

조사는 트렌치 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트렌치는 강당의 북쪽을 중심으로 2개소, 

강당의 동쪽을 중심으로 1개소, 모두 3개소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면 3-22] 돈덕전 추정지 시굴 트렌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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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내용

• 모두 3개소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

• 트렌치 1 : 돈덕전의 부속시설의 유구로 추정되는 건물지 확인. 일부 거대 콘크리트 구조체가 

교란된 모습을 보임

[사진 3-32] 돈덕전 추정지 Tr.1 시굴 트렌치 서벽토층 모습(남동→북서)

[사진 3-33] 돈덕전 추정지 Tr.1 시굴 트렌치 1-2호 건물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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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치 2 : 돈덕전 배면 벽체 줄기초 및 계단 유구로 추정되는 건물지 확인

[사진 3-34] 돈덕전 추정지 Tr.2 시굴 트렌치 전경 및 유구 노출모습 - 1

[사진 3-35] 돈덕전 추정지 Tr.2 시굴 트렌치 전경 및 유구 노출모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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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치 3 : 돈덕전 우측면의 원형 튜렛 벽체의 줄기초가 명확하게 확인됨

[사진 3-36] 돈덕전 추정지 Tr.3 시굴 트렌치 전경 및 유구 노출모습 - 1

[사진 3-37] 돈덕전 추정지 Tr.3 시굴 트렌치 전경 및 유구 노출모습 - 2



Ⅲ. 덕수궁 돈덕전의 현황 및 복원 여건분석

168

(나) 출토유물 

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의 종류는 적벽돌, 전벽돌, 타일, 몰딩이다. 

① 벽돌 

온장으로 총 16점이 출토되었다. 적벽돌 8점, 전벽돌 8점이다. 전벽돌 중 이형벽돌 한 점이 발견

되었다. 당시대에 수작업으로 제작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는 등의 이유로 벽돌크기는 

일부 편차를 가지지만 출토된 벽돌을 측정한 결과 적벽돌과 전벽돌 모두 평균 230×110×55(mm) 

규격을 가진다. 

[사진 3-38] 출토유물 벽돌박스-1 (Tr.3 시굴트렌치)

   

[사진 3-39] 출토유물 벽돌박스-2 (Tr.3 시굴트렌치)

[사진 3-40] 출토유물 벽돌박스-3 (Tr.3 시굴트렌치)

   

[사진 3-41] 출토 적벽돌 (230×110×55) 

[사진 3-42] 출토 전벽돌 (230×110×55) 

   

[사진 3-43] 출토 이형(전)벽돌 (230×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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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번호
벽돌 크기 (㎜)

개 수 비 고
가로 세로 높이

적벽돌

박스1 - A 220 100 55

8

박스1 - B 220 105 55

박스2 - A 225 105 55

박스2 - B 230 110 55

박스2 - C 220 110 55

박스3 - A 230 110 55

박스3 - B 230 110 55

박스3 - C 230 110 55

전벽돌

박스1 - 1 230 110 55

8

박스1 - 2 230 110 55

박스1 - 3 225 105 55

박스1 - 4 230 110 55

박스2 - 1 230 110 55

박스2 - 2 230 110 55

박스3 - 1 230 110 55

박스3 - 2 230 110 55 이형벽돌

합 계 16

[표 3-3] 출토벽돌 크기 및 개수

② 타일

타일은 파편으로 나뉜 것을 한 점으로 하여 총 14점이 출토되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200×200(mm), 두께25(mm) 크기의 바닥타일과 70×70(mm), 두께 5(mm) 크기의 청색타일

이다. 이 중 바닥타일은 유사 시기의 건축물에서 발견된 타일과 동일하여 돈덕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3-44] 돈덕전 추정지 출토 타일과 몰딩

   

[사진 3-45] 내부 장식 타일 (70×70, T5), 후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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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6] 타일-1 (200×200, T25)

   

[사진 3-47] 타일-2 (200×200, T25) 

[도면 3-23] 돈덕전 출토 바닥타일 문양 상세도면

돈덕전 시굴 현장에서 발굴된 타일-1은 정관헌·중명전 바닥에 쓰인 타일 중 별문양과 형태가 

동일하다. 정관헌에는 정면, 우측면, 좌측면 계단과 연결된 입구의 바닥에 쓰였는데, 별문양 타일은 

외곽으로 둘러져있다. 중명전에서는 1층 주출입구 현관 외부와 1층 화장실 전면 바닥에서 별문양 

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돈덕전 시굴현장에서 출토된 바닥타일은 유사시기의 덕수궁 

양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마감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3-48] 정관헌 입구 바닥의 별문양 타일

 

[사진 3-49] 정관헌 바닥타일 각종 문양. 하단의 타일이 별문양

으로 돈덕전 출토유물과 문양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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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0] 중명전 주출입구 바닥의 별문양 타일

 
[사진 3-51] 중명전 바닥타일 각종 문양. 하단의 좌측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타일이 별문양이다.

③ 몰딩

몰딩은 총 3점이 출토되었다. 단면상으로 5회 굴곡진 타입(A)과 3회 굴곡진 타입(B)으로 나뉜다. 

출토된 A타입은 곡선부분과 직선부분으로 이는 나란히 연속되었던 형태다. A타입은 폭이 약 80(mm)이며 

단면상 높이는 45(mm)이다. B타입은 폭이 약 65(mm)에 단면상 높이는 30(mm)이다. 장기간 지하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색이 있으나 몰딩 모두 본래의 색상은 백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3-52] 몰딩 A타입 (W80)

   

[사진 3-53] 몰딩 A타입 중 직선형의 단면 (W80, T45) 

[사진 3-54] 몰딩 B타입 (W65)

   

[사진 3-55] 몰딩 B타입의 단면 (W65, T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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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덕수궁 돈덕전 복원 기본계획

1. 돈덕전 복원 기본방향

1-1. 기본구상

돈덕전의 사료가 외관을 기록한 사진이 주를 이루는 반면 내부 복원을 위한 시각적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이러한 부분은 추후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따라서 돈덕전 복원 수준은 외부와 

내부를 나누어 설정한다. 외형은 발굴된 사료를 통한 고증에 의한 복원이며, 내부는 활용을 위한 

재현이다.

1-2. 용어정리

복원 및 활용계획 관련 용어 : 복원, 정비 등의 용어에 있어서는 2009년 제정된‘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 ․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기본으로 관련자료179)를 참조하여 사용한다.

• 보존(保存) :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 

• 수리(修理)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고치는 행위 

• 복원(復原) :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

• 이건(移建) :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며 다른 장소에 옮기는 행위 

• 정비(整備) : 사적을 잘 정리하여 그 사적의 가치나 형상 등을 알기 쉽게 나타내거나, 옛 기능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 복원계획 수립은 고증에 의하여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역사 ․ 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유적의 복원은 지상 또는 지하에 남아 있는 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활용계획 수립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은 지양한다.

179) 문화재청,「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2009년 9월 제정

   문화재청,「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009년 9월 제정 (2014년 3월 개정)  

   이코모스한국위원회,『이코모스 헌장 선언문집』, 2010년

   문화재청 ․ 국립문화재연구소,『사적정비편람』,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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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덕전 활용계획

2-1. 사례조사

돈덕전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근대건축물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였다. 건축물의 

복원 방법 보다는 활용되고 있는 용도나 방식, 활용을 위해 새롭게 계획한 부분들을 참고하기 위한 

사례들이다. 건축물 자체가 역사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현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주로 

조사하였는데 일부는 건축물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돈덕전 활용에 접목이 가능한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건물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각 건물에 대한 설명을 적어 건물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이나 돈덕전 활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였다.

(가) 일본 

① 구 이와사키 저택 

• 건축물 사항

  - 돈덕전과 건립시기, 형태적으로 유사한 건물

  - 개인 저택에서 국유화 후 1970년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 등으로 사용되다 현재는 내부를 

일반에게 개방하여 관람이 가능하도록 함

  - 건물 자체가 당시대를 보여주는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건물 내부에는 복원 공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영상물, 마감재 샘플, 부분별 안내판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물들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시 건물 복원의 의미를 심도 있게 느낄 수 있음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전시계획 수립 시 복원과정을 보여주는 전시 콘텐츠 방식의 다양성

[사진 4-1] 구 이와사키 저택 전경-1 

 

[사진 4-2] 구 이와사키 저택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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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 신바시 정거장

• 건축물 사항

  - 일본 최초의 기차역. 지하유구의 발굴과 사진 사료만을 토대로 복원한 건물

  - 지하유구 및 철도역사전시장과 강연장으로 활용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건물 내부 바닥의 일부를 활용하여 발굴된 지하유구를 전시하는 방식 적용 가능

[사진 4-3] 구 신바시 정거장 정면

 

[사진 4-4] 구 신바시 정거장 내부활용

③ 미츠비시1호관 미술관

• 건축물 사항

  - 1894년 영국 건축가에 의해 사무용으로 설계. 돈덕전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건물

  - 해체 시 작성된 실측도면과 사료를 바탕으로 이축 복원하여 2010년 20개의 작은 전시실을 갖는 

미술관으로 개관. 현대적 화이트 큐브형 미술관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적 특성이 있으며 건축물과 동일한 시기의 19세기 근대미술 중점적으로 기획하여 전시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용도가 전용되었으나 기존실의 규모를 유지하며 활용하여 기존 공간감을 유지시키는 활용

  - 건물 성격을 고려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전시 콘텐츠를 구축하는 방식

[사진 4-5] 복원 후 미술관 전경

 

[사진 4-6] 복원된 미술관 내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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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해

① 우정박물관

• 건축물 사항

  - 돈덕전과 유사한 시기의 건물로 현재도 국내외 우편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2층에 

상해 우편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정박물관을 함께 운영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건물 성격이 유지되고 있음과 동시에 건물 성격을 반영한 활용 용도를 추가하여 활용

[사진 4-7] 상해 우정박물관 전경

 

[사진 4-8] 상해 우정박물관 도면

② 와이탄 역사진열실

• 건축물 사항

  - 1907년 신호탑 설치. 선박들에게 기상 정보 안내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1927년 부속건물 증축

  - 1993년부터 1층은 와이탄 역사진열실로 활용 중이며 2층은 레스토랑, 3층은 전망대로 사용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과거의 장소성과 현재의 장소성을 동시에 반영한 복합 용도로 계획한 점

[사진 4-9] 와이탄 역사진열실 전경

 

[사진 4-10] 와이탄 역사진열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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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계획전시관

• 건축물 사항

  - 개항기 상해부터 현재까지 상해 도시발전의 변화를 설명해 놓은 전시관

  -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통로를 옛 골목길로 재현하여 과거 상하이를 경험하며 전시관으로 입장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건물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까지 연계시키는 계획기법 참고 가능

[사진 4-11] 상해도시계획 모형전시

 

[사진 4-12] 개항기의 상해

④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건축물 사항

  -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 여러 청사들 중 상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 건물의 1·2층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생활했던 공간이 재현되어 있고 3층에는 임시정부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는 전시실로 활용함. 전시실을 중심으로 전시활용 콘텐츠 요소를 추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최근 2015년에 옆 건물까지 확장하여 재개관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건물의 본래 의미를 부활시키는 재현 전시라는 점에서 돈덕전 실 재현에 참고

[사진 4-13]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진입부

 

[사진 4-14] 내부 전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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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933 라오창팡

• 건축물 사항

  - 영국건축가가 설계한 도축장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건물

  - 1950년대까지 도축장으로 사용하다 제약기계 공장으로 활용되었으나, 이후에는 흉물로 방치됨. 

옛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의 리모델링을 통해 도축장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웨딩홀, 

갤러리, 극장, 상가,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복합 문화 건물로 바뀜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확연히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활용하면서도 본래의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을 참고

 

[사진 4-15] 1933 라오창팡 정면

 

[사진 4-16] 1933 라오창팡 내부중정

⑥ 기타 상해의 근대건축

• 중명전·돈덕전과 시기 및 구법이 유사한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음

• 와이탄 거리에는 근대건축물을 레스토랑, 상점 등으로 전용하여 활발하게 사용 중인 건물들과 

본래의 건물을 유지하면서 용도 역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근대건축물이 밀접하게 모여 있어 

돈덕전 활용에 참고가 되는 요소가 다양함

 

[사진 4-17] 와이탄 세관건물

 

[사진 4-18] 상해의 근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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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① 말레이 헤리티지센터

• 건축물 사항

  - 싱가포르 초대 술탄 후세인이 살던 왕궁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곳

  - 전시를 위한 창호·엘리베이터 등 현대화 시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실내를 계획

  - 특히 창호부분은 기존 목재창호 안쪽에 알루미늄창호를 덧대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원형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밀성 등의 기능성을 확보함. 외부에서부터 창문-커튼-슬라이딩유리 전시 

패널을 순차적으로 덧대어 실내로 빛은 유입되면서 창문이 있는 벽면까지 전시공간으로 사용함

  - 천장형 영상전시, 벽면전시, 가구전시, 3D영상물 전시 등에 음향을 더하여 다채롭고 실감나는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세밀한 계획을 통해 근대 건축물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활용 용도로 사용되기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돈덕전의 활용 설계 시 디테일을 참고하기에 좋은 사례임

 

[사진 4-19] 말레이 헤리티지센터 전경

 

[사진 4-20] 이중 창호를 설치한 모습

 
[사진 4-21] 창호를 활용한 전시. 커튼을 설치하여 

빛을 줄이고 유리 슬라이딩 전시패널 설치

 
[사진 4-22] 천장형 빔프로젝터를 통한 전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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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이나타운 헤리티지센터

• 건축물 사항

  - 1950년대 상점가옥 내부를 재현하고 당시 거주했던 중국인들의 실제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 구성

  - 안내방식은 음성 가이드 투어 및 캐릭터 가이드 투어로 나뉨. 음성안내는 각 공간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대화로 꾸며져 이해와 몰입을 높임. 캐릭터 가이드는 차이나타운의 역사를 대변하는 

인물들로 분장한 가이드들이 연기를 섞어가며 안내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생생한 전시 경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돈덕전 전시 안내 방법 수립 시 적용 가능

  

[사진 4-23] 차이나타운 헤리티지센터 전경

 

[사진 4-24] 내부재현전시 모습

③ 시티갤러리

• 건축물 사항

  - 싱가포르 50년 변화상을 보여주는 갤러리로 도시계획 공공기관건물 내부에 1999년 개관

  - 싱가포르 도시계획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음. 도시의 모습을 한번에 보여주는 거대한 모형과 

270도 파노라마 쇼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사무공간과 자료공간이 함께 운영될 경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사진 4-25] 시티갤러리 출입구

 

[사진 4-26] 대형공간에 전시된 싱가포르 전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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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립박물관

• 건축물 사항

  - 1887년에 박물관 및 도서관으로 개관한 박물관. 전시공간 확보 및 도서관 확장을 위해 증축

  - 활용의 편리함을 위하여 본래 건축물과 증축된 건축물 사이에 유리지붕을 덮어 거대한 하나의 

박물관으로 재구성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근대 건축물과 차별화된 건축 재료와 방식을 적용하여 긍정적으로 공간을 확장한 사례

 

[사진 4-27]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전경

 

[사진 4-28] 내부 전시 중 건축 관련 전시방법

⑤ 차임스

• 건축물 사항

  - 19세기 후반에 고딕양식의 수도원으로 세워져 1983년까지 아이들을 돕는 장소로 이용

  - 리노베이션 시 차임스 홀 주변에 선큰을 계획하고 지하를 개발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레스토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해소. 차임스 홀은 차임스 역사전시가 이루어지며 때에따라 이벤트 장소로 활용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현대공간을 삽입한 사례

 

[사진 4-29] 차임스 홀과 주변 선큰

 

[사진 4-30] 차임스 홀 내부의 영상 및 패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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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 소방서

• 건축물 사항

  - 1909년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

  - 건물 일부에 전시관(시빌디펜스 헤리티지갤러리)을 조성하고 싱가포르 소방의 역사를 전시하여 

일반에게 무료로 공개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건물 성격이 유지되고 있음과 동시에 건물 성격을 반영한 활용 용도를 추가하여 활용

[사진 4-31] 중앙소방서 전경. 현재도 소방서는 운영 

중에 있다.

[사진 4-32] 시빌디펜스 헤리티지갤러리 전시

⑦ 페리나칸 박물관

• 건축물 사항

  - 학교로 사용되던 건물을 박물관으로 전용. 용도 변경 시 박물관에 필요한 편의 시설들을 추가하기 

위하여 건물 뒤쪽으로 기존 건물과 동일한 층수로 일부 증축. 엘리베이터·화장실 및 세미나실 

등이 증축부에 계획됨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축을 계획한 사례로 참고

[사진 4-33] 페리나칸 박물관 전경. 배면에 증축된 

부분도 외장이 같다.

 
[사진 4-34] 내부 전시실 입구. 전시구성에 따라 층별로 

개폐된 위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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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말레이시아 조호르, 바라이 자하라(Balai Zahrah)

• 돈덕전과 유사한 시기의 건물로, 구조법(벽돌조적+목조바닥)이 유사한 건물

• 조호르 왕가가 공개하고 있는 왕궁 내에 위치. 여기에는 정원이나 동물원 외에도 박물관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궁전 이스타나·브서르가 존재해, 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조호르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 유산 

[사진 4-35] 바라이 자하라 전경

  

[도면 4-1] 바라이 자하라 배치도 및 아이소메트릭

 

[사진 4-36] 내부현황-1 

  

[사진 4-37] 내부현황-2

 

[사진 4-38] 내부현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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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①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건축물 사항

  - 1907년 일본인이 설계하여 건립한 근대적 감옥. 역사의 현장으로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 

1988년 사적으로 지정되고 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

  - 여옥사터 및 취사장 등 지하유구를 발굴·복원하고 활용함. 활용 시 지하유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

  -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복원 및 활용계획 추진. 1단계 사업은 2011년까지 문화재를 

복원하고, 2단계 사업은 2015년까지 주차장 지하화를 통해 지상에 공장터와 병감터를 복원, 

3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옛 구치감 터까지 공간을 확대하여 전시 및 교육과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시설과 추모공간으로 활용할 예정

• 시사점 및 적용방안

  - 건물 내부 바닥의 일부를 활용하여 발굴된 지하유구를 전시하는 방식 적용 가능

  - 건물의 본래 의미를 부활시키는 재현 전시라는 점에서 돈덕전 실 재현에 참고

[사진 4-39] 1930년대 서대문형무소(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진 4-40] 여옥사터 창고부지 내 유물발굴(문화재청) 

 

[사진 4-41]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경(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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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활용계획

• 돈덕전의 역사적 의미 

  - 돈덕전은 석조전 이전에 덕수궁 내에 들어선 서양식 건축물로 대한제국 당시 황실의 접견 및 

연회의 장소로 주로 사용되면서 국제사회에 근대적 국가로서의 대한제국을 알리는 열린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활용을 통한 새로운 역할 부여

  - 돈덕전이 가지는 본래 기능과 의미를 지키는 동시에 현 시대에서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면 복원된 돈덕전은 박제된 문화재가 아닌 근대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교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 돈덕전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는 열린 공공적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람들이 지속적

으로 돈덕전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돈덕전의 역사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이미 복원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석조전 및 중명전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동에서 

대한제국 전체의 역사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복원규모

  - 복원될 돈덕전의 규모는 시굴 및 원형 고증을 통하여 지하1층 ~ 지상2층으로 연면적 

3,578.28m2(1,082.43평)이며 각 층별로는 각각 1,192.76m2(360.81평)로 동일하다. 

• 활용방안

  - 복원 후 돈덕전에 새롭게 부여될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계획하였다. 

  - 1안 : 돈덕전을 문화재 연구자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문화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사료가 

집결되는 장소로 계획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연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제국 시기에 특화된 연구센터로 활용 가능하며, 대한제국 연구 발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2안 : 현재 돈덕전 위치에 있는 덕수궁관리소를 돈덕전 복원 후 내부에 재배치하고, 소규모 

상설전시관과 자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덕수궁 관리운영의 현황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다. 돈덕전 관련 전시 및 자료제공을 통해 관람객에게 돈덕전의 존재를 알림과 동시에 

안정적인 덕수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지하층은 두 대안 모두 발굴 된 유구를 전시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전시범위는 주요부분만 

선정하여 전시토록 한다.

1안 2안

공간계획

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지하1층 ~ 지상2층

용도
문화재 연구자료관

상설전시관

사무공간(덕수궁관리소)

소규모 상설전시 및 자료실

지하유구  상부 전시실 연계 전시 상부 전시실 연계 전시

[표 4-1] 돈덕전 활용 기본계획안



Ⅳ. 덕수궁 돈덕전 복원 기본계획

188

• 내·외부 공간연계

  - 돈덕전은 4면에 각각 1층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존재한다. 돈덕전 활용 시 건물의 주진입은 

남쪽으로 설정하고, 보조적인 입구는 북쪽을 사용한다. 내부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동쪽과 서쪽의 진입부는 출입을 제한한다. 동·서쪽 진입구는 복도를 통하지 않고 베란다 진입 후 

내부실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 돈덕전의 출입구와 면하는 외부공간에도 성격을 부여하여 건축물과 복합적으로 활용되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 남쪽 주진입부 전면에는 각종 사료에서 확인되는 회화나무를 유지하고 주변정비를 통해 진입마당을 

형성한다. 북쪽의 외부공간에는 돈덕전의 부속시설인 창고 지하유구 발굴 후 정비하여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 전시마당을 조성한다. 

  - 남·북쪽으로 형성된 외부공간은 돈덕전 내부의 중복도와 연계되고, 중복도는 다시 돈덕전의 

관리 공간, 덕수궁 사무 공간, 돈덕전 관련 전시·자료 공간 등을 연결시킨다. 

[사진 4-42] 내 · 외부 공간 연계도

 

[사진 4-43] 돈덕전 남 · 북쪽 외부공간. 회화나무와 

창고가 확인된다. (1921년수정측도 경성)

• 관람연계

  - 덕수궁은 안내도우미가 정해진 시간에 무료 해설을 진행 중이다. 돈덕전이 복원되면 현재 해설 

기본동선에 돈덕전을 포함시켜 관람안내를 진행하도록 한다. 세부동선은 아래와 같다.

   
대한문

일원
→

중화전 일

원
→

석조전

일원
→

돈덕전

일원
→

즉조당 일

원
→ 정관헌 →

함녕전과 

덕홍전

  - 근대건축물인 석조전 일원과 돈덕전을 연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제국 시대의 

덕수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개인 관광객들은‘내 손안의 덕수궁’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복원 후의 돈덕전 안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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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용계획 1안

• 문화재 연구자료관

• 건물 자체가 궁궐 건물로 의미를 가지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재 자료가 집결된 연구를 위한 

장소가 되어 그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동 내 중명전, 석조전과 함께 

대한제국 전체를 보여 줄 수 있는 장소로 대한제국 시기에 특화된 연구센터로 활용 할 수 있다.

• 현재 돈덕전 위치에 있는 덕수궁관리소의 영구적인 이전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 발굴된 기초 구조물을 보존처리 및 보수보강 한 후 상부에 돈덕전을 복원한다. 지하유구는 

내부에 전시실과 연계하여 전시한다.

• 본래 규모(지하1층 ~ 지상2층)로 복원하여 활용한다. 

1안 

공간계획

•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1층은 돈덕전 관련 전시와 연구자료관 관리 공간을 

배치하여 직원 및 일반에게도 열린 영역으로 구성. 이와 반대로 지하층과 

2층은 문화재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관·열람할 수 있는 제한된 영역으로 

구분

• 주출입구와 인접한 부분에 전시공간을 두어, 돈덕전에 관한 이해를 

돕고 대한제국 연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고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함

• 지하1층은 보존할 자료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자료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2층은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공간을 마련

• 내부 용도에 따라 추가적인 벽체 구성 가능

• 이용자와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화장실)을 내부에 설치. 실의 면적을 

고려하여 남·여화장실을 1, 2층으로 구분하여 계획

[사진 4-44] 활용계획1안 : 영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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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동선계획

• 외부동선계획 : 석조전과 연계되는 남쪽 정면을 주출입구로 하고, 북쪽 

배면을 부출입구로 함. 이는 중복도를 통해 일직선으로 연결. 동·서 

출입구는 복원 후 출입을 제한하며 비상시에만 사용

• 내부동선계획

- 관리자와 자료관 이용자는 층간 이동이 가능하나 전시실 방문객은 수직 

이동에 제한을 둠

- 관리자 동선

출입구

(1F)
→

사무실

(1F)
→ 계단 →

보존서고

(B1F)
→ 계단 →

자료실

(2F)
→ 계단 →

출입구

(1F)

- 연구자 동선

출입구

(1F)
→ 계단 →

자료실

(2F)
→

연구실

(2F)
→ 계단 →

다목적강당

(1F)
→

출입구

(1F)

- 방문객 동선① (자료실 이용자)

출입구

(1F)
→

안내실

(1F)
→ 계단 →

자료실

(2F)
→ 계단 →

출입구

(1F)

- 방문객 동선② (자료실 비이용자)

출입구

(1F)
→

전시실 1

(1F)
→

전시실 2

(1F)
→

출입구

(1F)

[사진 4-45] 활용계획1안 : 내부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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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층별 세부계획

_ 지하1층

_ 보존서고 및 설비공간

• 지하1층에는 귀중도서·희귀본을 모아두는 보존서고, 보존환경을 구축할 

설비실, 상부 전시와 연계된 유구 보존부분을 계획

• 보존서고는 기존 벽체를 유지하며 총 3개실을 사용. 자료열람 요청이 

있을 때만 관리자가 출입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 지상층 화장실이 계획되는 곳의 하부에는 보존서고를 계획하지 않음. 

화장실 하부에 위치할 경우 자료의 훼손 가능성이 높음

• 오래된 자료들이 많은 곳이므로 장서보존을 위하여 온도·습도·채광 

등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실을 보존서고와 인접하게 배치 

• 지하유구를 보존처리하고, 조명 등 유구전시를 위한 설비를 설치 

[도면 4-2] 활용계획1안 : 지하1층 세부계획

구 분 실 명 면 적

자료공간

보존서고 - 1 175.36m2 

보존서고 - 2 107.40m2 

보존서고 - 3 156.84m2

설비공간

기계실 77.28m2

전기실 60.22m2 

발전기실 35.40m2

보존공간 지하유구 195.93m2 

[표 4-2] 활용계획1안 : 지하1층 실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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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층별 세부계획

_ 1층

_ 안내·사무공간 및

  상설 전시관

• 1층에는 자료관 안내실, 사무실, 전시실, 회의 및 교육을 위한 다목적강당, 

화장실을 계획

• 전시실-1은 돈덕전의 연혁과 관련된 자료와 원기둥 부분을 포함하여 

발굴된 지하유적을 전시. 또한 전시실-1과 관련된 고증자료를 통해 실의 

일부분 재현전시. 전시실-2는 돈덕전 복원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을 전시. 

전시방법은 벽면 패널, 영상 상영 등의 기법을 활용

• 안내실을 두어 자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객에게 이용정보 및 소지품 

보관서비스 등을 제공. 다목적 강당과 사무실을 인접 배치하여 강당 활용 시 

효율적인 진행을 돕도록 함

• 화장실은 남자전용 화장실로 계획

[도면 4-3] 활용계획1안 : 1층 세부계획

구 분 실 명 면 적

전시공간
전시실 - 1 195.93m2 

전시실 - 2 175.36m2 

사무공간

안내실 60.22m2 

소지품보관실 35.40m2 

사무실 107.40m2 

다목적 강당 156.84m2 

편의시설 남자화장실 77.28m2 

[표 4-3] 활용계획1안 : 1층 실별 면적



193

1안 

층별 세부계획

_ 2층

_ 자료실 및 연구실

• 2층에는 자료실, 복사실, 소속 연구자에게 배정되는 연구실, 화장실을 계획 

• 자료실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일반자료실·미디어자료실 등으로 분류하여 

총 3개소로 운영. 자료실의 내부는 바닥재·벽지 등을 소음방지 시설로 

하고, 자연광 유입을 최소화하며 자료 보관에 적합한 실내조명을 계획. 

서고 내 열람석을 배치하고 PC사용 환경을 구비하여 자료 이용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 복사실은 별도로 두어 소음을 방지

• 연구실은 유사한 면적으로 구획하여 총 3개로 계획. 연구자료관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공간으로 활용되며 자료실과 동일 층에 배치하여 동선을 최소화 함

• 화장실은 여자전용 화장실로 계획

[도면 4-4] 활용계획1안 : 2층 세부계획

구 분 실 명 면 적

자료공간

자료실 - 1 195.93m2 

자료실 - 2 175.36m2 

자료실 - 3 190.45m2 

복사실 35.40m2 

연구공간

연구실 - 1 48.95m2

연구실 - 2 58.45m2 

연구실 - 3 60.22m2 

편의시설 여자화장실 77.28m2 

[표 4-4] 활용계획1안 : 2층 실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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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활용계획 2안

• 사무공간(덕수궁관리소) 및 전시·자료실

• 발굴조사 시 발견된 기초 구조물을 보존처리 및 보수보강 후 상부에 돈덕전을 복원한다.

• 지하1층~지상2층의 본래 규모로 외형을 복원한다.

• 내부는 활용용도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계획한다.

2안 

공간계획

• 주출입구 부분인 전면에 공공영역을 배치하고 후면으로 관리영역을 

두어 일반인들에게 돈덕전의 인지성을 높임

• 관리영역과 공공영역을 층으로 나누어 배치하지 않고 동일 층에 배치. 

출입구와 연계하여 관리자의 업무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대중에게도 

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돈덕전 전체 규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전시관람 후 복도를 통해 배면의 전시마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유지하여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돈덕전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층별로는 1층은 출입이 잦은 사무공간과 전시실을 배치하고, 2층은 

상대적으로 정적이며 비상시적인 회의공간과 자료실을 배치. 지하층은 

관리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을 제한함

• 내부 용도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벽체 철거 및 기존 

개구부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함

• 관람객과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화장실)을 내부에 설치. 실의 면적을 

고려하여 남·여화장실을 1, 2층으로 구분하여 계획

[사진 4-46] 활용계획2안 : 영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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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동선계획

• 외부동선계획

  - 석조전과 연계되어 덕수궁 중심영역과 근접한 남쪽 정면을 주출입구로 

하고, 북쪽 배면을 부출입구로 함. 이는 중복도를 통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외부공간과 연결

  - 동·서 출입구는 복원 후 출입을 제한하며 비상시에만 사용

• 내부동선계획

  - 관리동선(지하1층 ~ 2층)과 방문동선(1층 ~ 2층)을 분리

  - 계단은 총 2개소로 사무공간과 인접한 계단2만 지하까지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함

  - 주출입구와 가까운 계단은 방문객이 지하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하층 

연결 폐쇄

  - 방문객 동선

 
출입구

(1F)
→

전시실 1

(1F)
→

전시실 2

(1F)
→ 계단1 →

자료실

(2F)
→ 계단1 →

출입구

(1F)

  - 관리자 동선

 
출입구

(1F)
→

사무실

(1F)
→계단2 →

강당,휴게실

(2F)
→ 계단2 →

설비실

(B1F)
→ 계단2 →

출입구

(1F)

[사진 4-47] 활용계획2안 : 내부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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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층별 세부계획

_ 지하1층

_ 설비공간 및 예비실

• 지하1층에는 돈덕전 사용 환경을 구축할 설비실, 상부 전시와 연계된 

유구 보존부분, 추후 사용을 위한 예비공간을 계획

• 지상층의 화장실이 계획되는 곳의 하부에는 전기설비를 피하고 기계실을 

배치하여 안전성을 확보. 사용자가 장시간 머무는 사무용도의 건물이므로 

쾌적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설비시설을 갖추도록 함

• 지하유구를 보존처리하고, 조명 등 유구전시를 위한 설비를 설치 

[도면 4-5] 활용계획2안 : 지하1층 세부계획

구 분 실 명 면 적

설비공간

기계실 77.28m2

전기실 60.22m2 

발전기실 35.40m2 

예비공간

예비실 - 1 175.36m2 

예비실 - 2 107.40m2 

예비실 - 3 156.84m2 

보존공간 지하유구 195.93m2 

[표 4-5] 활용계획2안 : 지하1층 실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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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층별 세부계획

_ 1층

_ 사무공간 및 

  상설전시실

• 1층에는 사무공간(덕수궁관리소), 상설 전시공간, 화장실을 계획

• 사무공간은 회의실을 갖는 소장실과 사무실로 나누어 계획. 복도에서 

회의실 진입을 위한 개구부를 신설. 사무실은 내벽을 제거하여 한 공간으로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 상설 전시실-1은 지하 유구를 노출시키고 돈덕전의 연혁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 전시방법은 벽면 패널, 영상 상영 등의 기법을 활용. 상설 전시실-2는 

돈덕전 복원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시 구성. 좌석을 배치하여 

영상전시를 관람하는 방식

• 화장실은 남자전용 화장실로 계획

[도면 4-6] 활용계획2안 : 1층 세부계획

구 분 실 명 면 적

사무공간

소장실 60.22m2

회의실 35.40m2

사무실 264.24m2

전시공간
전시실 - 1 195.93m2

전시실 - 2 175.36m2

편의시설 남자화장실 77.28m2

[표 4-6] 활용계획2안 : 1층 실별 면적

* 계획된 사무공간의 면적은 기존 덕수궁관리소 면적과 유사하므로, 선원전 영역 복원 후 관리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지하층의 예비실을 사무공간으로 확장하여 사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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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층별 세부계획

_ 2층

_ 회의공간 및 

  덕수궁 자료실

• 2층에는 강당, 세미나실/미팅룸, 자료실 및 열람실, 휴게실, 화장실을 계획

• 강당은 상시에는 학술대회나 각종 회의에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다양하게 활용 

• 세미나실(미팅룸)은 소규모 회의에 사용

• 자료실은 돈덕전을 포함한 덕수궁에 관련된 자료들을 비치하여 열람하는 

공간. 덕수궁관리소의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일반에게도 제공하는 장소로 계획

• 직원 및 외부방문객들을 위한 휴게실을 조성. 벽체를 제거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여 이용자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화장실은 여자전용 화장실로 계획

[도면 4-7] 활용계획2안 : 2층 세부계획

구 분 실 명 면 적

자료공간
자료실 195.93m2 

열람실 95.62m2 

회의공간
강당 190.45m2 

세미나실/미팅룸 107.40m2 

편의시설
휴게실 175.36m2 

여자화장실 77.28m2 

[표 4-7] 활용계획2안 : 2층 실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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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의 일부 변형인 2-(2)안

• 내부 실 구성은 2안과 동일하나 층별로 사용자를 분리하는 안

2-(2)안 

공간계획

• 주출입층인 1층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영역을 배치하고, 2층에 

덕수궁관리소를 포함한 관리영역을 계획하여 명확하게 사용자 영역을 

구분함

• 층간 분리로 각 영역을 이루는 공간들이 인접배치 됨에 따라 효율성 

증대

• 1층 전체가 공공영역으로 계획되어 2-(1)안에 비하여 전시관람 후 

중복도를 통해 배면의 전시마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의 이용성이  

증대되며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돈덕전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층별로는 1층은 주출입구 전면에 전시실을 배치하여 돈덕전의 역사성 

및 인지성을 높이고 후면으로 자료실 및 열람실을 두어 비교적 정적인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함

• 2층은 기존 실 구성의 면적을 반영하여 소장실과 사무실을 계획하고 

두 시설을 내부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유지하도록 함. 

외부 손님과 회의할 수 있는 미팅룸이 사무실과 동일 층에 있어 

활발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관람객과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화장실)을 내부에 설치. 실의 면적을 

고려하여 남·여화장실을 1, 2층으로 구분하여 계획

[사진 4-48] 활용계획2-(2)안 : 영역의 구분



Ⅳ. 덕수궁 돈덕전 복원 기본계획

200

2-(2)안 

동선계획

• 외부동선계획

  - 석조전과 연계되어 덕수궁 중심영역과 근접한 남쪽 정면을 주출입구로 

하고, 북쪽 배면을 부출입구로 함. 이는 중복도를 통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외부공간과 연결

  - 동·서 출입구는 복원 후 출입을 제한하며 비상시에만 사용

• 내부동선계획

  - 관리동선(지하1층 ~ 2층)과 방문동선(1층)을 분리

  - 계단은 총 2개소로 주출입구와 가까운 계단은 방문객이 지하로 유입

되지 않도록 지하층 연결 폐쇄

  - 사용자별 영역이 층간으로 구분되므로 방문객은 층간 이동이 없음

  - 방문객 동선

 
출입구

(1F)
→

전시실 1

(1F)
→

전시실 2

(1F)
→

자료실

(1F)
→

열람실

(1F)
→

휴게실

(1F)
→

출입구

(1F)

  - 관리자 동선

 
출입구

(1F)
→ 계단1 →

사무실

(2F)
→

강당,미팅룸

(2F)
→ 계단2 →

설비실

(B1F)
→ 계단2 →

출입구

(1F)

[사진 4-49] 활용계획2-(2)안 : 내부동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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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덕전 기본계획

3-1. 사례조사

(가) 복원방식 참고사례

• 돈덕전은 활용을 전제로 하여 복원계획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돈덕전의 구조는 여러 사진 사료를 통하여 벽돌조적으로 확인되고, 유사한 시기의 건축물을 

통해 돈덕전의 내부 구조는 목조마루바닥과 목조트러스 지붕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부 구조를 

고증할 수 있는 사료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벽돌조적조인 건축문화재의 수리·복원방식을 

조사하여 돈덕전 복원에 가장 적합한 구조방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사례는 크게 구조까지 진정성 있게 복원된 사례(미츠비시1호관 미술관), 구조보강사례(중명전,  

승동교회, 대불호텔, 심슨기념관, 구 벨기에 영사관) 및 구조변경사례(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 

목원대학교 구 신학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건물명칭 건립시기 원형 구조 용도변화 복원방식

미츠비시

1호관

미술관

1894년
벽돌조적

+목조트러스

건립: 업무시설

현재: 문화시설(미술관)

• 1968년 해체

• 2007년 원형 구조로 복원. 단, 미술관 용도로의 활용을 고려하여 

기초는 면진 구조를 채용

중명전 1901년
벽돌조적

+목조트러스

건립: 궁궐

현재: 궁궐(전시관)

• 2009년 복원 완료

• 외부 회랑을 복원하면서 독립된 콘크리트 보로 내벽과 외벽을 연결

하면서 보강. 내부 1층 중앙통로의 바닥은 철골보로 보강

승동교회 1899년
벽돌조적

+목조트러스

건립: 종교시설

현재: 종교시설

• 1957년 증개축 시 전면 파사드 및 평면 변경

• 2008년 구조보강 보수공사. 조적 내력벽 및 지붕 목조 트러스 

보강을 위해 철골 기둥 설치. 바닥 보수보강을 위해 철골보 설치

대불호텔 1888년
벽돌조적

+목조트러스

건립: 숙박시설

현재: 문화시설(전시관)

• 2016년 복원 중. 지하유구 발굴 후 복원하는 사례

• 전시관에 적합한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내부 조적 내력벽을 

제거하고 철골 기둥 및 철골보 설치

심슨

기념관
1915년

벽돌조적

+목조트러스

건립: 교육시설

현재: 문화시설(박물관)

• 1961년 철근콘크리트조 증축

• 2011년 증축부를 철거하고 목조바닥 원형 복원 시 장선 하부를 

철골보로 보강

구 

벨기에

영사관

1905년
벽돌조적

+목조트러스

건립: 공관시설

현재: 문화시설(미술관)

• 1979년 해체

• 1981년 이축복원 시 외관은 유지하고 활용가치의 향상을 위해 

2층 평면 변경(작은 실 통폐합)

• 1981년 이축복원 시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고 위에 

목재 마루널 설치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

회관

1908년
벽돌조적

+목조트러스

건립: 교육시설

현재: 문화시설(박물관)

• 1977년 철거·해체. 1985년 이축복원 시 원래의 구법을 상실

• 조적 및 목조트러스를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고 벽돌은 외장요소 

역할로 축소

목원대학교

구

신학관

1956년
벽돌조적

+목조트러스

건립: 교육시설

현재: 교육연구시설

• 2000년 철거·해체. 2013년 이축복원 시 원래의 구법을 상실

• 조적 및 목조트러스를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고 벽돌은 외장요소 

역할로 축소

[표 4-8] 근대건축물 복원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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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츠비시1호관 미술관

• 준공 직후의 수리도면과 해체 시 작성한 도면, 각종 사진 사료 등 풍부한 자료를 통해 충실한 

복원이 가능. 복원의 범위는 사료에 의해 근거를 얻을 수 있는 범위인 외부벽 전체와 내부는 

공용부와 일부 객실로 함

• 원형 구조대로 복원하되, 현행 법규에 부합되도록 기초는 면진 구조를 적용하고 지붕의 내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목조트러스 하부에 내화 기능을 가진 재료로 천장을 계획함

• 벽돌재료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의 방식대로 중국에서 제작 후 반입하여 사용

[사진 4-50] 1894년 미츠비시1호관 전경

 

[도면 4-8] 1905년 수리 시의 2층 평면도

[도면 4-9] 복원 단면도. 내화를 고려한 목조트러스와 기초 하부에 면진장치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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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0] 복원 2층 평면도. 복원된 내부 공간과 새롭게 추가된 공간이 표현되어 있다.

 

[사진 4-51] 조적벽체 복원공사 모습

 

[사진 4-52] 목조트러스 복원공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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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명전

• 중명전은 벽돌조로 건립된 이후 1925년 화재 후 외관이 일부 변형되며 재건됨. 2006년 문화재청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편입됨. 건물이 노후화되어 보수의 필요성이 생겼고 이와 함께 원형복원을 

진행하기로 결정

• 원형 구조를 최대한 복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1·2층 회랑이 복원되면서 회랑 내벽과 외벽이 서로 

연결되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보를 벽돌벽 속에 일체화시켜 보강함. 또한 1층 중앙통로는 기존 

콘크리트 슬라브를 존치하고자 하였으나 처질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부 철골보 보강이 이루어짐

 

[사진 4-53] 중명전 복원 후 모습

 

[도면 4-11] 복원 전 1층 평면도

 

[도면 4-12] 복원 2층 바닥 구조보강보 설치 평면도. 회랑과 내부 복도가 보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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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3] 복원 후 1층 평면도. 회랑이 복원되었다.

 

[사진 4-54] 콘크리트 보강보 설치 완료 후 

 

[사진 4-55] 철골 보강보 설치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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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동교회

• 19세기 말에 지어진 초기 개신교 교회당 건물로 1957년 증개축 당시 전면과 평면이 변경되었으나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나 구조는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옴

• 구조 부재들의 균열로 안전 확보를 위해 2008년 구조보강 보수공사 진행. 교회 내부에 철골 기둥과 

보로 새로운 구조를 조립 후 철골 트러스를 목조 트러스에 덧대어 보강. 철골 트러스는 목조 

트러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목재로 한번 덧댄 후 보강판 설치 후 관통볼트를 체결하여 보강

[사진 4-56] 승동교회 현재 전경

 

[사진 4-57] 철골기둥 신설 평면도

[도면 4-14] 수리 전 종단면도

 

[도면 4-15] 수리 후 종단면도

  

[사진 4-58] 철골기둥 설치

 

[사진 4-59] 철골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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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불호텔

• 개항기 우리나라 초기 호텔로서 의미를 갖음. 복원계획 대상은 벽돌조 건물로 1888년에 지어진 

건물

• 발굴조사결과(2011년) 지하 기초구조가 양호하게 남아있음을 확인

• 터에서 발굴 된 유구를 보존하고 이를 전시하기 위하여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외벽을 재현하고 

내부 공간은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180)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

• 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형구조인 벽돌조적조에서 철골구조로 변경하여 설계 진행. 외부 

치장벽돌은 중간에 보강철물을 삽입하여 보강하고 새로운 구조와 긴결시킴. 단, 정면의 발코니 

부분은 원형 구조방식을 사용하여 복원할 계획임. 지붕 또한 철골구조로 변경하였으므로 목조

트러스는 내부 의장 요소로 설치

• 벽돌이 외부 마감재 역할로 바뀌면서, 내부에 단열재·방습재 등을 설치하여 건물의 내구성 및 

활용성을 높임

• 지하유구는 1층 전시실 바닥 일부를 강화유리로 설치하여 전시하도록 함. 내부 벽체는 모두 

구조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경량벽체로 변경하고, 원형 내부 실대로 복원하는 대신 활용 용도인 

전시용도에 맞춰 구획을 최소화함

• 활용 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신설. 창호는 외부에는 목재 창호를 

복원하고 내부에는 기능성 유리를 설치 

[사진 4-60] 대불호텔 모습     (『명

치이십칠팔년전역사진첩』, 

1897년) 

 [사진 4-61] 발굴 건물지 전경  

180) 인천광역시 중구,『대불호텔 터 활용 기본계획』,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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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2] 복원 조감도 

 

[도면 4-16] 원형추정 1층 평면도

[도면 4-17] 활용계획 1층 평면도. 전시관 활용을 위해 구조가 변경되고 엘리베이터가 신설되었다.

[도면 4-18] 활용계획 유구전시실 단면도. 파일 삽입 후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하고 바닥 일부에 강화유리를 설치한 

대불호텔 지하유구 전시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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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슨기념관

• 과거 몇 차례의 개축과정에서 동측 강의동이 원형과는 많이 다르게 변형되어 최대한 1922년의 

원형으로 보수·복원함 

• 기본 설계 시 목재로 보를 설치하고 가새를 설치하여 보강하도록 계획되었으나, 보의 높이가 

높아지고 목재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유지관리 문제가 제기되어 철골보 위에 장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됨. 장선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철골보 위에 장선을 고정시키는 앵글을 설치함. 

벽체와 철골보의 접합을 위해 콘크리트 테두리보 설치

[사진 4-63] 1920년대 심슨기념관 원형

 

[사진 4-64] 심슨기념관 원형복원 후 전경 

[도면 4-19] 2층 마루 구조도. 콘크리트 테두리보 및 철골보로 보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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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0] 종단면도. 복도를 제외하고 내부 실들의 바닥하부에 철골이 보강되었다. 

[사진 4-65] 1층 콘크리트 테두리보 타설 완료 후 

 

[사진 4-66] 3층 바닥 철골설치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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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 벨기에영사관

• 1979년 해체 시 실측된 설계도면에 따라 1981년 복원됨. 원 모습대로의 이축 복원이 원칙이나, 

활용도를 고려하여 2층 일부실이 통폐합 됨

• 해체 당시 목재바닥(2층)과 철제보 바닥(1층) 부분을 건물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하였고, 그 위에 원형대로 목재 마루널로 바닥을 마감함

[사진 4-67] 구 벨기에영사관 이축 후 정면

 

[사진 4-68] 1979년 해체 시 1층 바닥 I형강

[도면 4-21] 이축 전 2층 평면도
 

[도면 4-22] 이축 후 2층 평면도. 활용에 따라 통합된 

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도면 4-23] 이축 후 주단면도. 철근콘크리트로 보강된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사진 4-69] 주단면도 확대. 철근콘크리트 보강 부분에 

대한 범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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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

• 건립 당시 벽돌조적조로 지어졌으나, 복원될 때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구성 있는 구조방식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외벽은 붉은벽돌 

치장쌓기로 처리됨. 모서리 부분은 코너스톤을 구성하기 위해 두 개의 기둥으로 계획

• 복원 시 지붕구조도 원형의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기존 목조 트러스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변경

[사진 4-70] 낙원동 교사 시기의 모습

 

[사진 4-71] 현재 전경

[도면 4-24] 복원도면의 주심도. 새로운 구조로 변경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4-25] 복원도면 중 지붕단면상세. 원형구조인 트러스 

구조가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면 4-26] 현재 1층 평면도 

 

[도면 4-27] 현재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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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목원대학교 구 신학관 

• 캠퍼스 이전에 따라 이축 복원된 사례로 건립 당시 벽돌조적조로 지어졌으나, 복원될 때는 지붕을 

포함하여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 건축외형 및 마감(벽돌)은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내부공간은 

역사박물관의 용도에 맞게 공간을 조성하여 복원 후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지하층을 

증축하여 활용 면적을 늘림

• 주요마감재인 벽돌을 해체 후 보존하여 복원 시 최대한 사용하였으며, 창호의 마감재는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하되 형태는 원형 건물에 창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

 

[사진 4-72] 1956년 준공 당시 전경

 

[사진 4-73] 2013년 이축복원 후 전경

 
[도면 4-28] 2000년 해체 시 실측 1층 평면도. 복원 

도면과 실구성이 다르다.

 
[도면 4-29] 2013년 복원 1층 평면도. 활용에 따라 내부

공간을 계획하였다.

 

[도면 4-30] 2000년 해체 시 실측 종단면도

 

[도면 4-31] 2013년 복원 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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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양식 참고 사례

① 대련 구 동청철도기선회사 (현 대련예술전람관)

• 러시아 거리 초입의 건축물. 제정 러시아의 동청철도의 계열사인 동청철도기선회사의 사옥으로 

1900년에 건립. 북유럽식 목재구조로 지어졌으며 벽체는 적벽돌과 석재, 지붕은 기와가 사용됨. 

건립 당시의 목조바닥이 유지되고 있어 전시실에서 상부층 목조바닥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 돈덕전과 유사하게 정면과 측면 등으로 내부 실들이 다양하게 돌출된 튜렛 양식을 가지는데 

이러한 평면이 반영된 지붕의 결합방식을 참고하기에 적합함

 

[사진 4-74] 대련 구 동청철도기선회사 전경

  

[사진 4-75] 대련 구 동청철도기선회사 지붕형상

② 대련 구 대련민정총서 (현 씨티은행)

• 중산광장은 1899년 러시아 식민지 시대에 계획된 광장으로, 원형 광장을 중심으로 10개의 방사선 

길이 퍼지는 대련 도시계획의 핵심 광장임. 광장 주변으로 근대건축군이 밀집해 있음

• 돈덕전과 동일한 적벽돌을 사용하여 원형 튜렛을 형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붕의 도머창 등에서도 돈덕전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므로 참고

 

[사진 4-76] 대련 구 대련민정총서 전경

  

[사진 4-77] 대련 구 대련민정총서 원형튜렛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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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련 뤼순 근대감옥

• 1902년 러시아가 건축, 1907년 러일전쟁 후 일본이 사용. 전벽돌 부분이 러시아 건축부분이며, 

적벽돌 부분이 일본이 증축한 부분

• 돈덕전과 동일한 지붕재료인 함석판이 확인됨. 재료의 노후화로 방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필요부위에는 함석판 위에 방수처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립 당시의 함석판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있어 재료가 주는 건물의 분위기와 지붕재료의 이음처리, 도머창 부위의 마감처리 

방식들을 참고하기에 중요한 건축물임

• 또한 사무소 건물 뒤편으로는 감옥의 옥사로 사용된 건축물들이 있는데 일본 증축부위에는 

돈덕전의 기본 재료인 적벽돌이 사용됨. 건물을 구축하기 위한 벽돌 쌓기 방식이 돈덕전과 

동일하여 벽돌, 목조트러스, 함석지붕이라는 돈덕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골격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익한 사례임

 
[사진 4-78] 대련 뤼순 근대감옥 전경

  
[사진 4-79] 대련 뤼순 근대감옥 지붕 함석마감과 

도머창 부분

 
[사진 4-80] 대련 뤼순 근대감옥 지붕마감인 함석판 

지붕골 처리부분

  
[사진 4-81] 대련 뤼순 근대감옥 지붕 목조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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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2] 지하환기구를 통해 지하층이 

존재함을 확인

3-2. 평면계획

(가) 기본방향

• 지하1층 ~ 지상2층 규모

• 시굴조사 시 확인된 부분의 기초 구조물의 규모 및 

벽돌 쌓기 방식을 바탕으로 2개의 돈덕전 간가도(지상

1층 추정)를 바탕으로 비교 대조하여 복원계획

• 간가도와 입면사진을 비교 대조하여 복원계획

• 돈덕전과 유사한 시기에 준공되고 동일한 기둥 벽돌 

문양을 가진 중명전을 참고하여 복원계획

• 기본계획 단계에서 작성된 복원 도면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될 발굴용역 결과를 반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① 시굴평면도 결과 반영

• 우측면의 원형 튜렛 부분의 벽체, 배면 계단 근처의 벽체가 시굴됨

• 베란다 폭과 외부벽체간 거리에 대한 수치를 확인

• 배면의 일부이지만, 베란다 폭은 돈덕전 사면에 나타나는 요소로 동일하게 적용 가능

• 외부 벽체간의 거리는 두 부분을 확인

• 배면 진입계단의 위치 확인

[도면 4-32] 시굴평면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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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가도 비교 반영

• 순종 즉위식 당시 작성된 간가도(간가도 1)와 이를 토대로 1년 뒤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법규유편 

간가도(간가도 2)는 전체적으로 매우 흡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어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여 평면 

계획에 반영

• 창호 표현은 창(막힌 사다리꼴 표현)과 문(사선 표현)으로 구분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반영

• 간가도 비교내용

  - 번호 1 : 두 간가도에 모두 배면 외부계단이 표현되어 있지만 위치가 다름. 시굴조사 결과 간가도 1의 

위치에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형태가 간가도 상에 표현된 2단이 아닌 배치도류에 

나타난 양방향 진입형 외부계단으로 확인됨

  - 번호 2 : 중복도에서 식당과 계단실로 나가는 문이 간가도 2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음. 실제 사용상 

이동을 위해 문이 필요하므로 평면계획에 반영

  - 번호 3 : 방 사이의 문이 간가도 2에서 표현되지 않음. 실 간 내부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영

  - 번호 4 : 간가도 2에는 우측면 베란다 외측에 문 1개소가 표현되었는데, 베란다라는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음

  - 번호 5 : 좌측면 베란다와 원형 튜렛부분의 창의 관계가 두 간가도에서 차이가 남. 간가도 1은 베란다 

안에 창이 있는 형태이고, 간가도 2는 베란다 바깥으로 창이 난 형태임. 우측면 원형 튜렛 창이 

사진 사료에서 베란다에 겹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좌측도 이와 같다고 판단하여 계획

  - 번호 6 : 어탑을 바라봤을 때 양쪽 벽의 창이 간가도 2에서 표현되지 않았으나, 사진 사료에서 2층 

동일 위치에 창이 확인되어 평면계획에 반영

[도면 4-33] 돈덕전 간가도 비교 (좌측 :『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 우측 :『법규유편』)



Ⅳ. 덕수궁 돈덕전 복원 기본계획

218

(나) 평면계획

① 지상1층 평면도

[도면 4-34] 덕수궁 돈덕전 1층 복원평면도                          

 (실명은 간가도에 명기된 명칭을 반영)

[사진 4-83] 폐현실 내부 일러스트   

 (화살표 참조)

• 시굴조사 결과와 2개의 돈덕전 간가도를 바탕으로 벽돌 쌓기 방식과 입면사진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돈덕전 1층 평면도 작성

• 1층 규모는 정면 약 32m, 측면 약 41m로 총 면적은 1,192.76m2임

• 외부와 면한 베란다의 폭은 2,160mm로 사측면 모두 동일하게 함

• 내부의 중복도 폭은 3,360mm이며, 중복도를 중심으로 양 옆 실의 폭은 각각 9,840mm로 동일하게 함

• 정면 베란다에는 사진사료를 통해 확인된 창문을 설치하였고, 주출입구 부분에는 구조상 상부 

기둥과 동일한 위치에 기둥을 설치함

• 내부 계단은 간가도에서 확인된 2개소 설치

• 간가도를 바탕으로 각 실의 창호를 설치하였고, 외부계단의 단수는 사진 사료를 통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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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상2층 평면도

[도면 4-35] 덕수궁 돈덕전 2층 복원평면도  

[사진 4-84] 어침실의 내부사진      

 (화살표 참조)

• 시굴조사 결과와 2개의 돈덕전 간가도를 바탕으로 벽돌 쌓기 방식과 입면사진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돈덕전 2층 평면도 작성

• 간가도는 1층을 표현한 것이나 벽돌조적구조의 특수성으로 2층 구성은 1층과 거의 동일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반영. 북서측 실은 베란다를 실내화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 2층 규모는 정면 약 32m, 측면 약 41m로 총 면적은 1,192.76m2임

• 외부와 면한 베란다의 폭은 2,160mm로 사측면 모두 동일하게 함

• 내부의 중복도 폭은 3,360mm이며, 중복도를 중심으로 양 옆 실의 폭은 각각 9,840mm로 동일하게 함

• 정면 베란다에는 사진사료를 통해 확인된 창문을 설치

• 간가도를 바탕으로 각 실의 창호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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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면계획

(가) 기본방향

• 지하1층 ~ 지상2층 규모

• 시굴조사 시 확인된 부분의 기초 구조물의 규모 및 벽돌 쌓기 방식을 바탕으로 벽돌 조적구조의 

복원계획

• 간가도와 입면사진을 비교 대조하여 복원계획

• 근경, 원경으로 촬영되어 남아있는 다양한 사진사료를 통해 복원계획

• 사진 사료의 벽돌 개수를 확인하여 건물 높이를 계획

(나) 입면계획

① 정면 분석

• 입면 중심선 잡기

 - 가장 왜곡이 적은 정면 사진을 기본으로 하여 벽돌 마구리 쌓기 개수로 기둥간격을 추정

 - 그 외 부분들은 입면비례 및 벽돌쌓기 방식으로 추정

• 입면 중심선을 토대로 간가도와 비교하여 복원 평면도를 그리되, 정면 서측 부분은 사진을 따라 

대칭을 이루도록 반영

• 지상 1층이 지면보다 일정높이 올라가서 형성되고, 사진에서 지하 환기구가 확인이 되므로 지하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사진 4-85] 돈덕전 정면과 평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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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6] 돈덕전 높이 분석

② 높이 분석

• 돈덕전의 층별 높이는 사진 사료에서 벽돌 단수를 확인

하여 계획

• 1층은 벽돌 총 63단. 부분별로는 기둥 50단, 상부 13단

• 2층은 벽돌 총 59단. 부분별로는 기둥 46단, 상부 13단

• 벽돌 단수 산정 시 기둥의 주두 중 두꺼운 부분은 벽돌 

2단으로 계산하였고, 기둥과 상부벽이 만나는 부분은 

아치가 겹쳐 벽돌이 보이지 않으므로 비례상 벽돌 2단이 

가려진 높이로 추정하여 층별 벽돌 단수를 산정함

③ 입면계획

• 계획 전반에 반영한 벽돌의 규격은 출토된 적벽돌과 전벽돌의 평균크기인 230×110×55(mm)이므로 

돈덕전 높이 산정 시 벽돌 높이는 55mm 하고 줄눈은 10mm를 적용

• 1층은 벽돌 63단으로 총 높이 4,095mm에 상부 돌출부를 250mm정도로 추정하여 총 4,340mm로 

설정함. 1층 바닥 높이는 지하층 기단석 4단을 1,240mm로 적용. 사진 사료를 통해 1층 진입부 

계단은 총 7단으로 확인되므로 외부계단은 한단에 약 175mm의 높이를 가짐

• 2층은 벽돌 59단으로 총 높이 3,835mm이나, 상부 돌출된 부분 500mm정도 추정치를 적용하여 

총 높이 4,340mm로 설정함 

• 벽돌 쌓기는 전체적으로 마구리면과 길이면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마름모 

문양을 사진 상의 위치에 맞춰 표현함

• 지붕은 트러스형태를 추정하여 계획. 상부에 낮은 펜스를 설치하였고, 사진에서 확인되는 부분만 

도머창을 설치. 지붕재료는 함석판으로 하고, 굴뚝은 사진에서 확인된 부분에 1개소 설치

• 배면은 현재까지는 사료가 발굴되지 않아 추정으로 작성하였으며, 고증을 위한 자료의 발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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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정면도

[도면 4-37] 덕수궁 돈덕전 복원 우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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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8] 덕수궁 돈덕전 복원 배면도

[도면 4-39] 덕수궁 돈덕전 복원 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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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조계획

돈덕전은 복원 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재로 덕수궁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원계획의 초기부터 활용을 고려한 구조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굴조사 

자료와 사료 고증을 통한 평면계획과 병행하여 각종 사료를 통해 돈덕전의 원형구조를 파악한다. 

원형구조 추정 후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원구조계획을 수립하였다. 복원구조는 원형 유지 

및 구조보강과 구조변경으로 분류하여 총 4개의 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 원형구조 추정

① 벽돌조적 분석

• 벽돌쌓기 방식을 분석하여 돈덕전의 원형구조를 파악

• 벽돌크기는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벽돌의 평균크기인 230×110×55(mm)로 함. 이는 당시 생산된 

벽돌의 일반적 규격임. 줄눈은 10mm로 함

• 정면 사진들을 비교분석하고 입면문양을 함께 고찰하여 돈덕전 벽돌쌓기 방식을 파악

• 기본적으로 1단 길이 + 1단 마구리 쌓기. 벽면이 꺾이는 코너부에는 칠오토막을 사용하여 구조 

보강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정면 기둥을 토대로 기둥 개수를 파악하여 건물의 정면 길이를 도출 후, 평면인 간가도와 비교 반영

[사진 4-87] 돈덕전 정면기둥의 위치별 벽돌쌓기 분석



225

• 20세기 초 벽돌쌓기 방식

  - 돈덕전 건립 시기에 통용되던 일반적인 벽돌쌓기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벽돌쌓기 방식에 따라 입면상의 모양에 차이가 생기며, 건물의 하중전달 방법에도 영향을 미침

  -『大建築學』에는 영국식 쌓기(英吉利積, English Bond), 프랑스식 쌓기(フレミッシ積, Flemish Bond), 

네덜란드식 쌓기(和蘭陀積, Dutch Bond)를 대표적인 쌓기법으로 함. 영국식 쌓기는 입면상 

길이면과 마구리면이 번갈아 나타나며 모서리에 반절, 반반절 등을 쓰는 방식. 프랑스식 쌓기는 

1켜에서 길이면과 마구리면이 같이 나오는 형식인데 모서리는 영국식 쌓기와 같으며, 안과 밖 

양면을 프랑스식으로 하는 경우와 한 면만을 하는 경우가 있음. 네덜란드식 쌓기는 기본적으로 

영국식과 같으나 모서리에서 칠오토막을 쓰는 것이 다름181)

  - 한국 근대초기 건물을 담당했던 탁지부건축소의 건물은 대부분 영국식과 네덜란드식 쌓기법으로 함

영국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프랑스식 양면쌓기 프랑스식 단면쌓기

[표 4-9] 20세기 초 벽돌쌓기법(『大建築學』, 1904년)

181) 문화재청,『덕수궁 중명전 보수 · 복원 보고서』, 2009년,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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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벽돌조적  :　중명전 비교

• 중명전은 시기적, 형태적으로 돈덕전과 유사하여 돈덕전 복원계획 시 주요하게 참고해야 하는 

건물임. 특히 기둥에 나타나는 문양과 사용된 벽돌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비교할 필요성이 높음

• 정면 비교

  - 길이면과 마구리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동일한 벽돌쌓기 방식임

  - 기본기둥(A, a)의 폭은 두 건물이 590(mm)정도로 유사함. 포치와 건물정면이 교차하는 부분을 

두꺼운 폭의 기둥(B’, b)으로 구축한 것이 동일함

  - 차이점은 돈덕전은 코너기둥(B)폭이 기본기둥(A)보다 넓은 반면 중명전은 기본기둥이 쓰임

  - 한 층을 구성하는 기둥은 정면에서 돈덕전이 12개, 중명전이 8개. 이로써 돈덕전은 중명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고, 코너기둥이 받아야 하는 하중이 중명전과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커 코너에 두꺼운 폭의 기둥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됨

   
[사진 4-88] 돈덕전 정면

  
[사진 4-89] 중명전 정면(2009년 복원 후)

• 기둥 비교

  - 두 건물 모두 기본기둥은 마구리 5장으로 동일하고, 돈덕전 출토벽돌과 중명전 벽돌은 그 크기가 

평균 230×110×55(mm)로 유사하므로 기둥크기도 동일한 것으로 분석됨

  - 문양의 형태도 두 건물이 마름모 문양으로 동일. 돈덕전은 층별로 기둥에 새겨진 문양의 

개수가 다른데 1층이 4개, 2층이 3개임

   
[사진 4-90] 돈덕전 기둥

  
[사진 4-91] 중명전 기둥(1907년)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명전과 돈덕전은 일부 차이를 보이나 큰 틀에서 두 건물은 동일한 

구축방식을 가지고 건립된 것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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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조트러스

• 서양식 지붕트러스182)

  -『고등건축학(高等建築學)』의 목조 지붕트러스를 보면, 당시의 서양식 지붕트러스(洋風小屋)를 

네 가지로 분류. 왕대공지붕트러스, 쌍대공지붕트러스, 만사드지붕트러스, 목철합성지붕트러스

  - 대공의 위치에 따라 분류된 왕대공지붕트러스는 스팬 10m전후에 쓰이는 가장 합리적인 지붕

트러스며, 쌍대공지붕트러스는 스팬이 좀 더 긴 경우에 유리함. 만사드지붕트러스는 프랑스  

문예부흥기의 건축에 자주 사용된 방식으로 트러스 양끝단에서 삼각형형태로 대공과 ㅅ자보로 

구성한 위에 왕대공트러스를 연결하는 방법. 목철합성지붕트러스는 기존의 트러스 기법에서 

인장력을 받는 부재를 철로 바꾸어 결구하는 방법임

• 돈덕전 목조트러스

  - 돈덕전은 중복도를 중심으로 양 옆으로 실과 베란다를 대칭으로 하는 평면 구성을 가짐

  - 돈덕전 전체는 약 27m 장스팬이므로 이를 한번에 가로지르는 트러스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복도벽과 베란다 외부 벽간의 12m 거리 양 끝단 내력벽 위에 왕대공트러스를 걸고 복도를 

중심으로하여 같은 형태의 왕대공트러스를 대칭으로 형성한 후, 이 두 왕대공트러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목조트러스가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 운현궁 양관의 지붕에서 중앙돔 하단 경사지붕을 형성하는 트러스를 살펴보면, Y4열과 Y5열을 

내력벽으로 하여 대칭으로 지붕트러스가 형성되는 유사한 모습이 나타남

[도면 4-40] 운현궁 양관 목조트러스

[도면 4-41] 돈덕전 목조트러스 개념도

182) 강성원,『20세기전반기 양식건축구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2008년,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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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등분포 

활하중

사무실

일반 사무실 2.5

특수용도사무실 5.0

문서보관실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집회 및 

유흥장

집회장 (이동 좌석) 5.0

연회장 5.0

도서관

열람실 3.0

서고 7.5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0

[표 4-10] 기본등분포활하중(단위：kN/m2)

(나) 복원구조계획

① 복원구조계획의 기본방향 

• 원형구조대로 복원하는 방안 외에 지속적인 

돈덕전의 활용을 고려한 구조 대안을 제시. 

단, 외부 벽돌쌓기 의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 건물을 이루는 요소 중 바닥은 활용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하중이 오른쪽 표183)와 같이 

용도별로 차이가 있어 복원의 기본계획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고자 함 

② 복원구조 계획안의 비교

• 계획안은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A안과 벽돌조적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구조 보강을 하는 

B·C안, 벽돌을 외부 마감재로 사용하고 구조 전체를 변경하는 D안으로 총 4가지로 구분

• 안 별로 복원구조로 채택 시 갖게 될 장단점을 비교분석 하여 최종 복원구조를 결정하고자 함

• 보강하는 계획안인 B·C는 보강하는 부위에 따라 2가지 안으로 제시

원형복원 구조보강 구조변경

A안 B안 C안 D안

변경

범위 
없음

벽돌조적 유지 

슬래브 보강

벽돌조적 유지 

벽 · 슬래브 보강
구조방식 전체

구조

방식

벽돌조적

+ 목조바닥

+ 목조트러스

벽돌조적 

+ 철골(또는 철근

콘크리트)보 보강

+ 목조트러스

벽돌조적 

+ 철골 기둥 · 보 보강

+ 목조트러스

철근콘크리트조 

+ 목조트러스

(회랑 기둥은 벽돌조적.

기타 치장벽돌 방식)

참고

사례
-

구 벨기에영사관, 심

슨기념관, 중명전 미

츠비시1호관 미술관, 

석조전

 승동교회, 대불호텔 구 서북학회회관

[표 4-11] 돈덕전 복원구조 계획안

183) 국토교통부,「건축구조기준」. 돈덕전 활용계획에 관련한 용도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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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재료 

  -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을 우선적으로 고려. 두 재료는 아래 표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각 방식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

철근콘크리트조(RC조) 철골구조(S조)

공법
• 습식공법
• 물을 사용해 콘크리트 작업

• 건식공법
• 용접, 볼트, 리벳으로 작업

구조적

특성

• 일체식 구조(부재전체 완성)
• 구조물 일체화가 가능하여 강성 증대
• 4~10층의 저층에 유리
• 경간 8m이내 합리적 

• 가구식 구조(부분적 조립)
• 건물의 경량화 가능
• 초고층 및 장스팬 구조에 유리
• 경간 15m이내 합리적

건축계획
• 여러 치수 · 형태의 구조물 설계가 용이함
• 벽 · 기둥의 단면적 증대
• 개조 혹은 보강의 어려움

• 내부 구조의 가변성 풍부
• 실내 유효면적의 증가

구조적 안

정성

• 내구성 · 내화성 · 내풍성 우수
• 내진성도 우수하나 철골조에 비해 취약
• 장기적으로 중성화에 의한 철근 부식 우려
• 내진에 대한 기초, 말뚝의 부담이 큼

• 내진성 · 내충격성 · 내구성 우수
• 내화성이 낮아 내화피복 필요
• 좌굴 발생 우려
• 노출된 강재의 주기적 방청도장 필요
• 내진에 대한 기초, 말뚝의 부담이 적음

사용성
• 단열성 · 차음성 우수
• 층간 진동 미미

• 층간 차음성 · 진동 취약
• 단열성능 미흡

품질관리
• 품질 변동의 우려 존재
• 시험업무가 많고, 품질관리가 어려움
• 크랙이 발생하기 쉬움

• 공장 가공에 의한 품질 안정
• 현장 품질관리 용이
• 접합 및 용접부위 결함 우려

시공성

/공기

• 현장가공이 많아 공기가 길고, 인력이 많음
• 강도발현까지 양생기간 필요

• 현장 가공이 적어 공기 단축 가능
• 제작도의 작성과 부재의 공장 가공 등 준비기간 

필요

경제성
•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
• 철골조에 비해 공기 증가

• 골조 공사비 높음
• 현장관리비 및 금융비용 감소

현장관리
• 소음 등 환경공해 존재
• 고급의 기능인력(철근공, 형틀공) 필요
• 레미콘타설에 따른 교통 체증 유발

• 건식 생산에 의한 공해 요인 감소
• 기후 영향 없이 시공 가능
• 폐기물 감소 가능

[표 4-12]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의 특성 비교

  - 철근콘크리트는 습식공법으로 현장 시공하는 재료로 철골에 비해 공기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내화·내식·내구성이 뛰어나 유지관리에 유리. 벽돌조적 층간에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를 

두르거나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선례가 많아 시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철골은 공장생산 제품으로 품질이 보장되며 철근콘크리트에 비하여 부재의 단면적이 작아 필요에 

따라 내부 기둥을 세워 보강하여도 공간사용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음. 단, 화재에 취약하므로 

방화·방청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하게 관리 할 필요성이 있음

  -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료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겠으나, 철골조로 계획할 경우 

치장벽돌쌓기 마감을 하는 방식은 일반적 공법이 아니므로 시공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만 검토. 이 경우에도 외부로 드러나는 회랑 부분의 기둥은 벽돌조적으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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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내  용

구조체 자체를 보강

• 활용을 위한 벽돌조 자체보강에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구조적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실제로 장기적인 구조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구조체와 가능한 조화롭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덧칠을 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 벽돌조의 줄눈 몰탈은 석회 몰탈, 혹은 시멘트와 석회의 혼용 몰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시멘트 몰탈이 이용되지 않고 있으면 구조벽체 

자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또 벽돌재는, 경년 열화에 의해 풍화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상정된다. 

벽돌의 풍화에는 수분이 관여한 염류 풍화나 건습의 반복으로 동결 

융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침투성흡수방지재의 도포를 검토한다. 

합성수지를 함침시키는 방법은, 강도의 증가보다는 열화를 방지하는 

이유가 강하다. 줄눈의 열화가 심한 경우는, 에폭시 수지 주입을 세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크랙에는, 수지의 시멘트 슬러리(slurry) 주입방법이 

있다.

• 이러한 보강만으로 구조상의 안정이 얻을 수 없는 경우, PC강봉을 

구조체에 관통하는 형태로 삽입하고,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 강화하는 

예도 있다. 내진적으로 약한 지붕구조와 만나는 부분의 벽체 최상부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외주부에 RC조 등에 의한 보를 마련하는 것도 있다.

[표 4-13] 벽돌조적조의 구조보강 방법

• 구조 보강

  - 건물 자체의 취약성 때문에 구조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축물 활용 시 방문자나 용도에 

맞는 시설물 하중 등의 요인 때문에 구조를 보강하는 경우도 생김. 본 연구는 복원 기본계획부터 

활용을 위한 구조 안전을 위하여 보강하는 안을 고려하고자 함

  -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임. 

이를 위해 건물은 구조체로서 성능 확보가 가장 중요함. 벽돌조적구조도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체로 구조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이를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목조바닥구조 및 

목조트러스 등 건물 전체를 구성하는 부위별 구조 시스템과 함께 이루어진 종합적인 구조체로 

보고 그 성능에 대한 판단이 필요

  - 구조 보강도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실시하여야 하며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강재는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함. 다만 추후 건물의 원형과 추가된 

보강재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근대건축유산 중 벽돌조적조의 기본적인 구조보강 방법184)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크게 벽돌조적 구조체 자체를 보강하는 방법과 재료별로 철골에 의한 보강,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보강으로 나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184) 문화재청,『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2006년, pp.42~43



231

철골에 의한 보강

• 구조체 자체의 보강에 한계가 있는 경우, 철골에 의해 보강하는 방법이 

있다. 방법으로서 내부 보강과 외부 보강으로 대별되어 외부 보강의 

경우는 외관을 그대로 남기는 것이 어렵다. 내부 보강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보강에 비해 내부 의장 공간에의 영향은 적다.

• 철골과 벽돌벽체와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조해석을 하여 보강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철골과 벽돌벽체와의 연결 방법도 

가능한 한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 이외, 벽체를 철판이나 탄소섬유 등으로 면적인 보강방법도 강구되지만, 

가급적 재 수리를 하는 배려가 바람직하다.

•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활용을 위한 기능상의 저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철골자체의 방청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보강

• 벽돌 구조체에 와양(臥梁)185)을 신설하는 방법이나, 기초 부분 · 개구부 

등 부분적인 보강 방법, 벽돌 구조체의 안쪽에 콘크리트를 증설 보강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에서는, 보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구조체를 구축하기 위해, 본래의 벽돌 구조체로서의 보존가치 및 내부의 

의장 공간 가치에 영향이 크고, 보존 수법으로서 선택하기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 또, 보강에 의한 하중 증가에 대해서 장소에 따라 기초 지반의 내력 

부족이 우려되므로, 지반 개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와 같은 벽돌조적조의 구조보강 방법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할 때를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돈덕전 복원구조계획 시에 이를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보다는, 위 사항을 토대로 

돈덕전의 구조적 진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활용에 적합한 보강방법을 수립하는데 참고

하도록 함

185) 테두리보(Wall Girder, 臥梁). 조적조의 벽체 중간, 마루 바닥부분, 또는 상부에 철근콘크리트 보를 일체식으로 연결되게 하는 보.  

    건축물이 지진력을 받으면 벽위가 흔들려 벽이 갈라지게 된다. 벽 위를 일체적으로 연결시켜 갈라짐을 방지하고 수직 하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벽체의 맨 위에 설치한 철근 콘크리트조의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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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구조 계획안 검토

A안 

원형복원

_ 벽돌조적 

_ 목조바닥

_ 목조트러스

장점 • 원형구조를 그대로 복원하여 구조의 진정성을 확보

단점 • 지속적인 건물 활용에 필요한 구조적 안전성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재료의 변질이 우려됨

• 유지관리의 어려움

[도면 4-42] 복원구조 계획안 A : 원형구조 복원

구조 원형인 벽돌조적은 돈덕전 축조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구조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저층 

건물 시공 시 사용되는 구조방식이다. 따라서 벽돌조적으로 복원을 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함께 결합되는 목조바닥구조를 원형대로 복원 할 경우에는 장기간 활용 및 

건물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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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안 

구조보강

_ 벽돌조적 유지

_ 슬래브 보강

장점 • 외벽구조의 진정성 유지

• 목구조 바닥의 구축술 유지

• 내부 의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음

• 활용에 적합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 다양한 형태와 치수로 계획 가능

단점 • 개조나 철거에 불리

[도면 4-43] 복원구조 계획안 B : 슬래브만 보강할 경우

중명전, 심슨기념관, 구 벨기에영사관 등에서 근대 건축물 수리 및 복원 시 슬래브 부위를 

보강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보강 재료로는 철골과 철근콘크리트가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슬래브 보강방식은 벽돌조적과 목조바닥 등 문화재 본래의 재료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활용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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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안 

구조보강

_ 벽돌조적 유지

_ 슬래브·벽 보강

장점 • 부분 변경으로 외벽구조의 진정성 유지

• 활용에 적합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 독립된 구조로 내부 구획이 자유로움

단점 • 장스팬을 고려한 철골 라멘조로 계획하여 화재, 부식에 취약

• 기둥 축열 설정 시 외부 창호와 간섭

• 내부 의장에 영향을 미침

[도면 4-44] 복원구조 계획안 C : 슬래브 및 벽을 보강할 경우

문화재 외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독립된 구조체를 내부에 세워 이를 기존 구조체와 결합시켜 

보강하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문화재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승동교회와 같이 내벽이 

적고 건물 내부가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문화재에 적용할 경우 원형 구조의 진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구조를 보강한다는 점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 대불호텔 복원에도 적용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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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안 

구조변경

_ 철근콘크리트구조

_ 외부 치장벽돌 마감

장점 • 활용 및 건물 유지에 효율적

단점 • 구조의 진정성 훼손

• 기둥 축열 설정 시 외부 창호와 간섭

[도면 4-45] 복원구조 계획안 D : 구조를 변경할 경우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 이축복원 시 적용한 방식이다. 수직동선과 신설 축열에 맞춰 구조체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형 규모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구조로 건물을 구축하게 되므로, 원형 

구조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시공 전에 고려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외형은 본래의 모습을 갖게 되나 원재료의 진정성 측면에서의 평가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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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강 접합 방식

• B·C안은 외부조적을 유지하면서 타 재료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질 재료가 접합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석조전과 미츠비시1호관 미술관은 원형구조 자체가 벽돌조적에 철골보를 결합하는 구조로 하부에 

받침석재를 둠. 심슨기념관은 기존 목조바닥을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와 철골보로 보강한 사례로 

테두리보 위에 앙카 설치 후 철골보 결구. 구 벨기에영사관은 기존 목조바닥을 철근콘크리트 

바닥으로 변경한 사례로 슬라브와 일체화 된 테두리보 시공. 승동교회는 외부 벽돌조적을 유지하고 

내부에 철골을 사용하여 기둥·보를 추가한 사례로 벽체에 철판 부착 후 보와 용접하여 접합함

벽돌조적 + 목조바닥(복층형) 벽돌조적 + 철골보 벽돌조적 + 철골보

1910년 창경궁 제실박물관

벽돌사이에 목부재를 끼워 넣음

1909년 석조전

철골빔(I) 밑에 받침 석재를 둠

1905년 미츠비시1호관 미술관

철골빔(I) 밑에 받침 석재를 둠

벽돌조적 + 철근콘크리트/철골보 벽돌조적 + 철근콘크리트 바닥 벽돌조적 + 철골기둥 + 철골보

2008년 심슨기념관

벽돌조적벽 위에 철근콘크리트 테두

리보를 설치하고 철골보를 

얹은 후 목재장선을 시공

1981년 구 벨기에영사관

벽돌조적벽 위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일체화된 

철근콘크리트 보를 설치

2008년 승동교회 

철골기둥 하부에 기초를 타설하여 

고정하고, 철골보는 벽체에 앙카를 

이용하여 철판을 덧댄 후 부재 용접 

[표 4-14] 재료별 접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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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돈덕전 복원구조의 결정 : 슬래브 보강(B안)

• 궁궐 내의 전각은 대중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건물을 둘러보는 형태의 관람이 일반적

이나, 최근에는 일부 전각들을 개방하여 내부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목조 

건축물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관람객 안전 및 문화재 유지를 위하여 제한적 내부 

관람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조 전각과 비교하여 석조전·중명전 등 궁궐에 속한 근대 

건축물들은 구조적 내구성이 강해 복원·보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시 내부 관람이 가능한 

용도를 부여해 활용 중에 있다.

• 돈덕전은 각종 연회, 외국 사신 접견, 외빈 숙소 등의 역할을 가지며 대한제국과 함께해온 황실의 

근대 건축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돈덕전 복원 후 적극적으로 내부를 개방하여 본래 

돈덕전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문화재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활용을 고려한 구조를 기본계획 단계부터 고려하고자 했다.

• 석조전과 중명전은 돈덕전과 유사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로 복원 보수 공사를 거쳐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복원 전에 원형이 일부 훼손된 상태였지만 건물이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이 

돈덕전 복원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원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궁궐 건물을 복원하는 

사례는 목조 전각을 제외하고는 돈덕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돈덕전의 복원 

구조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복원·보수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여 

단순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했다.

• 이를 위해 원형구조(A안), 슬래브 보강(B안), 슬래브 및 벽 보강(C안), 구조변경(D안) 4가지 안을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원형구조(A안)는 복원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안이나 

돈덕전이 다양한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

변경(D안)은 구조적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돈덕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배제시켰다.

• 구조보강은 원형구조 및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활용에 적합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어 돈덕전 

복원구조 방향에 적합하다. 보강 부위를 슬래브와 벽까지 할 수도 있겠으나 신축과도 유사한 

돈덕전 복원에는 다소 과한 보강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돈덕전 복원구조는 벽돌·목재라는 재료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구축방식을 기존 그대로 

가져가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보강하는 B안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재료 및 구조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돈덕전 복원의 의미를 더욱 견고하게 한다. 구조는 긴 시간동안 우리에게서 잊혀져 

있던 돈덕전을 그 자리에 다시 세워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돈덕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히 복원하여 모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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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재료계획

(가) 외벽

① 자재 : 벽돌

• 사진 사료를 통해 돈덕전에 두 가지 색상의 벽돌이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시굴조사 시 적벽돌과 전벽돌이 출토됨

• 색상이 표현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나 두 가지 색상의 벽돌이 출토되었고, 돈덕전과 유사한 

시기인 1900년대 정동일대에 들어선 중명전·구 영국공사관 등이 회색을 띠는 전벽돌과 붉은색의 

적벽돌이 사용되었으므로 이와 동일한 색상의 벽돌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전벽돌

  - 평균크기 230×110×55(mm)

  - 시굴조사 시 출토. 돈덕전 사진 사료(흑백사진)에서 밝은색 부분

• 적벽돌

  - 평균크기 230×110×55(mm)

  - 시굴조사 시 출토. 돈덕전 사진 사료(흑백사진)에서 어두운 부분

 [사진 4-92] 돈덕전에 쓰인 두가지 색상의 벽돌. 

어두운 부분이 붉은 적벽돌이고, 밝은 

부분이 회색 전벽돌이다.

 [사진 4-93] 돈덕전 시굴조사 시 확인된 전벽돌  

 

[사진 4-94] 적벽돌과 전벽돌이 쓰인 중명전

 

[사진 4-95] 적벽돌과 전벽돌이 쓰인 구 영국공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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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벽돌 수급 : 파벽돌 수입

• 돈덕전 복원에 필요한 벽돌은 고벽돌로 크기 및 질감 등이 지금의 벽돌과는 차이가 큼

• 재질과 색상이 동일한 고벽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첫째, 국내에서 

주문생산을 하는 것과 둘째, 과거 사용한 파벽돌을 구입하는 것. 현재 벽돌 생산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자동생산 되기 때문에 고벽돌을 생산하기 위한 가마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작업 

제작 주문이 필요하고 재료 배합도 당시의 방식으로 조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 두 번째 

방식인 파벽돌 구입은 국내보다는 대량의 물량을 확보하기 용이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최근 근대건축물 수리공사에 사용된 벽돌의 수급은 국내 제작방식에서 해외 수입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상기한 바와 같이 당시대의 벽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필요하고 소량생산으로 

수입 방식과 비교하여 오히려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돈덕전 복원에 사용할 벽돌 수급은 돈덕전과 유사한 시기의 건물을 철거할 때 생긴 

파벽돌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함. 이 때 시공 및 추후 보수를 위한 예비 물량까지 

고려하여 수량 산출을 해야 함

건물명칭 건립시기 수리시기 수급방법 수급 내용

약현성당 1892년 2000년 제작

• 재료배합 및 수제작을 통해 당시와 유사한 질감의 벽돌을 생산
• 신 · 구벽돌의 줄눈이 맞지 않아 ㅡ자형 적벽돌 제작 시 2~3mm의 

규격차이가 있는 4종류의 벽돌을 제작하여 사용
• 이형벽돌은 기존 규격 및 형태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사용된 

벽돌의 크기 및 모양별로는 13종류의 벽돌이 사용됨

명동성당 1898년
2005~
2008년

제작
• 현재 제작되고 있는 벽돌을 사용하되 원래 벽돌과 색상을 맞춤
• 기존 표준형 벽돌보다 큰 것과 작은 것 등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제작
• 2차 공사에서는 237×115×58mm 벽돌 등을 별도 제작

구 서대문
형무소

1907년 2006년 수입
• 벽돌 규격 230×110×57mm 
• 적벽돌은 이미 사용된 벽돌을 중국에서 수입
• 색상은 기존 주벽의 벽돌과 흡사한 것을 선정

구 러시아
공사관

1890년 2009년 수입
• 벽돌 규격 250×120×55mm 
• 적벽돌은 러시아공사관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건물에서 해체 시 

나오는 파벽돌을 러시아에서 수입

중명전 1901년 2009년
수입

+ 제작

• 적벽돌은 중명전에 사용된 벽돌과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중국 
연해주의 러시아 건축물을 해체하여 나온 벽돌 수입

• 필요 벽돌 규격 220~230×110×55mm. 이를 맞추기 위해 
240×115×55mm 고벽돌 수입 후 재가공하여 사용

• 전벽돌은 중국 대련에서 수작업으로 주문 생산

심슨기념관 1915년 2011년 수입
• 벽돌 규격 230×110×60mm
• 적벽돌은 중국 대련의 고파벽돌을 수입하여 사용

구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부속창고

1920년대
초

2016년 수입 • 중국의 파벽돌을 수입하여 사용

[표 4-15] 근대건축물 수리공사 시 벽돌 수급방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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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붕

① 자재 : 함석

• 당시에 지붕공사 시 사용된 자재로는 판기와·동판·함석·슬레이트 등이 있는데, 돈덕전 지붕에 

사용된 자재는 금속판재 중 함석판으로 추정186). 유사한 시기의 배재학당과 정동제일교회에서도 

동일한 마감형태를 볼 수 있음

• 지붕부분을 확대해 보면 세로가 긴 직사각형 평판이 이어져 지붕을 덮고 있음

• 기본적으로 이음부는 돌출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원형으로 돌출된 튜렛(turret)187)의 

원뿔 지붕에서는 자재간 수직 이음부가 돌출되어 시공되었음

[사진 4-96] 돈덕전 지붕 확대-1. 경사지붕과 원뿔지붕의 

재료 이음 방식이 다르다.

  

[사진 4-97] 돈덕전 지붕 확대-2

[사진 4-98] 1885~1900년 배재학당. 지붕마감이 동일하다.
  

[사진 4-99] 1909년 정동제일교회

• 함석 : 표면에 아연을 도금한 얇은 철판. 일부 벗겨지거나 흠집이 생겨도 반응성이 큰 아연이 

먼저 산화되기 때문에 철은 산화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됨. 지붕은 외부에 노출되어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긁히거나 벗겨지기 쉬우므로 지붕재로 함석을 많이 이용해 왔음

186) 고 윤일주추모논문집편찬 위원회,『한국근대건축사연구』, 1987년, p.58

187) 작은 탑 형태의 부속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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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원재료 : 아연판(징크)

• 사진을 통해 돈덕전 지붕은 기와나 슬레이트가 아닌 금속 마감재 중 함석판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금속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래 추정되는 재료로 복원 할 것인지, 대체 재료로 복원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함

• 함석판은 심재가 철판인 금속으로 철판에 도금이 된 금속 중에서는 부식에 대한 우려가 낮은 편이나, 

도금이 벗겨지게 되면 결국 부식이 일어나는 자재로써 복원 후 세심한 유지 관리를 요함

• 금속판재는 도금된 철판(함석판 포함) 이외에도 도금 없이 그 자체로 사용 가능한 동판, 아연판

(징크), 알루미늄판, 스테인레스스틸판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중 동판은 근대건축물 원형 지붕

재료 및 보수공사 시 대체 재료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재료. 아연판은 당시대에 사용되지 않았으나 

색상 및 재료의 내구성이 뛰어나 근래 지붕 보수공사 시 대체 재료로 선정하여 사용함

• 돈덕전 복원 시에는 본질적으로 부식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함석판을 대신하여 내구성이 높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대체 재료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중명전 및 심슨기념관에서 

지붕공사 시 사용한 자재인 아연판(징크)를 사용하는 것이 정동 일대 근대건축물의 일관성과 

조화로움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재료라고 판단됨

• 아연판(징크)의 특징 : 전기분해아연에 소량의 티타늄과 구리를 첨가한 합금제품. 원칙에 따라 

바르게 시공된 징크는 내구연한이 우수(40~100년)하며, 색상 변화가 적고 무광마감으로 자연환경 

및 주위의 건축물과 조화로움. 인체 무해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적 재료임

건물명칭 건립시기 수리시기 수리방법 기존재료 대체재료 비고

마산성요셉성당 1928년 2005년 대체 함석 동판

배재학당동관 1916년 2006년 대체 피복금속판 동판
원형이 동판잇기로 
추정되어 원형을 복원

중명전 1901년 2009년 대체 석면슬레이트 아연판(징크) 원형은 함석판 추정

심슨기념관 1915년 2011년 대체 석면슬레이트 아연판(징크)

구 서울역사 1925년 2011년 교체 동판 동판
현장에서 녹청산화작업
진행

횡성성당 1953년 2015년 대체 함석 동판

[표 4-16] 근대건축물 수리공사 시 지붕재료 조사

 

[사진 4-100] 수옥헌의 지붕마감. 돈덕전과 동일하다.

  

[사진 4-101] 복원된 중명전 지붕. 징크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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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02] 돈덕전의 창호

(다) 창호

① 자재 : 목재 유리창

• 돈덕전 창호 원형은 목재틀에 단판유리로 구성된 단창이었을 것으로 추정

• 창호는 건물 미관 및 단열 등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내의 수리사례와 

해외 사례를 종합하여 활용에 부합하는 창호계획을 수립해야 함

② 복원재료 : 목재틀 + 기능성 유리, 부분적 이중창

• 목재 선정 : 창호로 사용할 목재는 가볍고 결이 좋고 옹이가 없는 

양질의 것으로 함수율 8~12%의 완전한 건조목을 사용해야함

• 유리 선정 : 유리의 종류에 따라 단판유리, 복층유리(페어유리) 선택. 

근대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창호는 대부분 단판유리를 사용했을 것이나, 

공기층으로 인해 보다 높은 단열성을 가지는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건물 사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미츠비시1호관 미술관 복원 사례의 경우 실의 용도에 따라 온·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이중창 설치. 돈덕전도 각 실의 성격을 구분하여 필요에 따라 부분적 이중창을 계획하도록 함 

건물명칭 건립시기 수리시기 창호형식 창호재료 비고

서울 용산신학교 1892년 2009년 이중창
외부 : 목재틀 + 12mm페어유리
내부 : 목재틀 미서기창(일부)

내부에 미서기창을 덧댐(일부)

중명전 1901년 2009년 단창 목재틀 + 4mm단판유리
복층유리 고려하였으나, 
원형유지 차원에서 단창 결정

구 서울역사 1925년 2011년 단창 목재틀 + 12mm복층유리 유리에 안전필름 부착

석조전 1910년 2014년 단창 철재틀 + 16mm페어유리 단열성능 향상 목적 유리변경

[표 4-17] 근대건축물 수리공사 시 창호재료 조사

[사진 4-103] 인천 대불호텔 창호 복원계획. 외부 비늘창은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내부창은 목재틀은 유지하되 기능성 유리를 사용하여 복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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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04] 싱가포르 말레이헤리티지센터 창호 복원. 외부는 목재 창을 복원하고 

내부에는 현대적 유리 창호를 설치했다.

[사진 4-105] 서울 용산신학교 창호 복원. 외부는 목재틀의 원형창을 복원하되 유리는 

페어유리를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내부는 외부창과 동일한 목재틀을 

사용한 미서기창을 새로 설치했다.

[사진 4-106]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창호 복원. 외부는 원형창을 복원하고 내부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부분에는 유리자동문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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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닥

① 자재 : 목재마루(추정), 타일

• 내부실 : 본래 바닥 마감재료는 확인이 어려움. 따라서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한 목재마루로 추정

• 복도 : 200×200(mm), T25 타일마감. 시굴조사 시 바닥타일이 출토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중명전 

바닥타일과 문양 및 크기가 동일한 것을 확인함

• 중명전은 같은 덕수궁 내 건물이면서 준공시기와 구조방식 등이 돈덕전과 가장 유사하여 돈덕전 

복원에 주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추후 발굴을 통해 추가적인 마감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굴 후 반영하도록 함

 

[사진 4-107] 돈덕전 시굴조사 시 출토된 타일-1

  

[사진 4-108] 돈덕전 시굴조사 시 출토된 타일-2

② 복원재료 : 목재마루, 타일

• 목재마루 : 건물의 지속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목재의 자연미를 살리면서도 외부 충격에 유지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목재마루를 선정하여 사용토록 함. 바닥마감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목재마루의 

종류 및 특징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장 점 단 점

원목마루
(Solid wood floor)

천연목을 그대로 가공 소재의 우수성, 미관적 특성 수축에 의한 변형, 고가

목질재료 

마루
(Wood based 

materials 

floor)

합판마루 합판에 원목단판을 접착 자연미 가짐 외부충격에 취약

강화마루 압축목재에 원목무늬 필름을 입힘
흠집과 외부충격에 강함,

다양한 무늬와 색상 구현

습기에 취약

표면 질감성이 다소 약함

강마루 합판에 원목무늬 필름을 입힘 흠집과 외부충격에 강함 표면 질감성이 다소 약함

[표 4-18] 목재마루 종류 및 특성

• 타일 : 출토된 바닥타일을 주문제작하여 사용토록 함. 중명전도 동일한 타일을 주문 생산하여 

교체 보수하였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명전 보수·복원 공사 시에는 두께 10mm 화강석을 

바탕으로 하여 상부에 12mm 문양석(오석·대리석)을 에폭시 두께 약 3mm로 접착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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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칭 건립시기 수리시기 기존재료 복원 · 보수재료 비고

약현성당 1892년 2000년 • 국산 소나무 원목마루 • 부빙가 원목마루 수입

적절 재료 수급 불가능, 

기존재료에 비해 물리적 

특성이 높은 재료 선택

미츠비시

1호관 미술

관

1894년 2007년

• 지하 : 몰탈

• 지상 : 석재타일, 

        소나무플로어링

• 지하 : 몰탈

• 지상 : 석재타일, 

        소나무플로어링

기존재료 사용

중명전 1901년 2009년 • 문양타일 외 확인불가

• 실 : 격자형 목재타일

• 회랑 : 목재 마루무늬 타일

• 복도 : 문양타일

석조전 · 희정당 참조 마감재 

선정, 회랑은 외부공간임을 

감안하여 선정

석조전 1910년 2014년

• 지하 : 시멘트, 전돌

• 지상 : 쪽매마루와 널마루

       (욕실,화장실 제외)

• 지하 : 디럭스타일

• 지상 : 오크목 쪽매마루

        문양 제작

Maples&Co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표면 목재마감 선정, 

지하는 사무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선정

[표 4-19] 근대건축물 수리공사 시 바닥재료 조사

 
[사진 4-109] 미츠비시1호관미술관의 복원된 바닥

- 목재마루

  
[사진 4-110] 미츠비시1호관미술관의 복원된 바닥

- 석재타일

 
[사진 4-111] 중명전 복원된 바닥 – 목재타일

  
[사진 4-112] 중명전 복원된 바닥 – 문양타일

           (타일 보호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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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정비계획

4-1. 내부시설계획

활용계획에서 언급된 내부 시설들에 대한 상세계획이다. 활용계획 1안과 2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실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 실로는 자료실, 전시실, 사무실, 강당이 해당된다.

(가) 자료실

돈덕전 활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용도이다. 활용계획 1안일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망을 형성하여 문화재 자료이용을 극대화시켜 문화재 연구의 중추가 되도록 한다. 2안일 경우에는 

소규모지만 목적에 적합한 선별된 자료를 비치하여 활성화 된 자료실로 운영되어야 한다.

① 자료내용

• 활용계획 1안 : 문화재의 연구를 위한 각종 자료의 집약. 원본을 비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체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경우에 따라 대한제국 시기에 특화된 연구자료 집성

• 활용계획 2안 : 덕수궁 관련 자료 집성. 덕수궁 관리소와 함께 계획하여 덕수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빠르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② 참고사례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위원회(The URA Centre188)) : 싱가포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부자료를 1층 

열람대에 비치하여 정보가 필요한 이용객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궁역 변화가 컸던 역사 속에서의 덕수궁 궁역 변화과정과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정비계획 추진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참고 가능

 
[사진 4-113] 1층 로비에 비치된 싱가포르 도시계획 

자료들. 개발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다.

  
[사진 4-114] 싱가포르 마스터플랜 도면.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88)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공간과 일반인들에게 계획 

과정을 보여주는 시티갤러리가 하나의 건물에서 복합적으로 운영된다. 도시 주요 지점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직접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관리하는데, 이 곳의 로비는 전시장이자 자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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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물대장 현재

문화재관리국

유물대장

가구17-2

(창덕궁-053)
卓子 (탁자)

유물번호 154

高 74.5 cm, 径 150.8 cm

  창덕궁 희정당 서측방에 위치해 있는 원형탁자.

  탁자의 아랫면에 ‘돈덕전’ 씌여있는 유물표가 부착되어 있다.

[표 4-20] 돈덕전 추정 가구

(나) 전시실

돈덕전 1층 전면 좌측·우측 실을 이용하여 전시실을 계획한다. 특히, 우측 실은 사료에서 알현실로 

실명이 기록되어 있고 내부를 묘사한 글과 일러스트 이미지가 남아있어 전시실로 활용하기에 

그 가치가 높다.

황실의 모습을 재현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유물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본계획 수립단계의 조사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돈덕전 복원이 추진되면서 전시 관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① 전시내용

• 사료를 활용한 당시 황실의 모습 재현 (1층 알현실 일러스트 [사진2-38], 2층 침실 사진 [사진2-39])

• 돈덕전 연혁 및 복원과정, 지하유구

② 관련 유물 조사

•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및 창덕궁 조사를 통해 돈덕전 관련 유물 총 4점 발견

• 유물의 종류는 탁자 2점과 동일한 화분대 2점. 이는 가구 하단에 부착된 유물표에 돈덕전이 

명기되어 있거나, 돈덕전 사진 사료에서 확인되는 가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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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물대장 현재

문화재관리국

유물대장

가구류 7
卓子 (탁자)

유물번호 634

높이 76.5 cm, 가로 113 cm, 세로 73.5 cm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수장 중인 사각탁자.

  탁자의 아랫면에 ‘돈덕전’ 씌여있는 유물표가 부착되어 있다.

문화재관리국

유물대장

가구류 7

 

花盆台 (화분대)

유물번호 638(좌), 645(우)

높이 87 cm, 지름 45×36.5 cm

     관련사료 :『日本之朝鮮』(1911년)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수장 중인 화분대 2점. 

  하단 받침대의 유무 차이를 보이나 거의 동일한 가구이다. 

  돈덕전 관련 유물표는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지조선 사진에서 침대 좌우에 놓여있는 

가구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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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실

사무실은 활용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건물이 사용됨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계획되어져야 하는 관리

영역이다. 단지 활용방안에 따라 그 규모의 차이가 생긴다. 활용계획 1안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문화재 

연구자료관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자료실과 비교하여 관리에 필요한 최소 규모로 계획한다. 2안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덕수궁 전체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성격을 가지며 추후 복원될 덕수궁 선원전영역

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증가를 고려한 규모189)로 계획되어야 한다.

① 주안점

• 재현을 위한 실과는 차이를 가지는 계획

• 직원이 상주하는 실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계획

• 연중 적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

  - 온·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기 및 부분적으로 이중창 설치 가능

  - 주요 업무에 맞는 조도를 유지하는 조명계획190)

• 자유로운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화 된 조명, 공조, 통신시설계획

② 참고사례

• 서대문형무소 취사장 : 취사장은 복원 후 내부를 3개의 실로 구분하고 양끝 실을 각각 사무실과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실은 내부에 창호를 덧댄 이중창으로 시공하여 실의 이용을 

원활하게 함. 복원설계의 초반부터 각 실들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질수록 본 모습으로의 

복원과 지속적 활용을 아우르는 완성도 높은 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사진 4-115] 서대문형무소 취사장의 사무실 부분을 

외부에서 본 모습. 외관은 목재창호로  

원형으로 복원된 모습이다.

  [사진 4-116] 서대문형무소 취사장의 사무실 내부 

창호. 내부에는 목재필름이 부착된 PVC 

창호를 설치하여 실의 사용성을 높였다.

189) 문화재청,『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4년, p.344

   위 보고서에서 선원전영역 복원에 따른 적합한 덕수궁 관리소 관리인원과 실별 면적표를 제시하고 있다. 덕수궁 관리소 상주인원은 

약 18명으로 하고 직원 1명당 사무를 보기에 적정한 필요면적을 8m2로 산정하여, 사무영역에 필요한 면적은 총 156m2로 보고 있다.

(소장실은 성격상 실면적을 20m2으로 함)

190)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이 많은 사무실은 300~600룩스 정도의 조도가 적절하며, 정밀한 작업이 많을수록 조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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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당

강당은 돈덕전 내에서 다수가 모일 수 있는 대공간의 역할을 갖는다. 상시적으로 연구발표를 위한 

학술대회나 각종 회의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육·강연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활용계획 1안과 2안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50~6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191)

① 주안점

• 실내마감과 일체화된 기본적인 음향·영상설비계획

• 대공간의 원활한 사용 및 피난을 고려한 출입구계획(2개소 이상)

• 강당 외의 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음차단계획

② 참고사례

• 중명전 강당 : 중명전 2층 강당은 중명전 복원 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 여기서는 학술대회와 

강연 등이 자주 열리며, 정기적으로 역사 교육·체험 관련 프로그램 진행 장소로 활용되고 필요에 

따라 특별전시가 열리기도 함. 행사 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빔프로젝터와 프로젝터 스크린과 같은 

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행사마다 배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사진 4-117] 중명전 강당활용–1 : 학술대회

  

[사진 4-118] 중명전 강당활용-2 : 교육

  

[사진 4-119] 중명전 강당활용-3 : 문화생활

  

[사진 4-120] 중명전 강당활용-4 : 특별전시

191) 1인당 3m2 기준면적으로 산정. 중명전 강당은 약 160m2로 돈덕전 1안(1층에 위치할 경우)과 규모가 유사하다. 2안(2층에 위치

할 경우)의 규모는 이보다 약간 큰 약 19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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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변정비계획

(가) 외부동선 정비계획

• 덕수궁 중심영역 내에 포함된 건물이나, 영역의 북서측에 고립되어 위치하고 있는 문제점

• 석조전에서 자연스럽게 돈덕전으로 동선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판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음

• 석조전 본관 서측(연결통로 하부)에서 돈덕전 정면으로 외부 동선 연계

• 돈덕전과 석조전 사이에 대지의 높이 차이가 있음. 돈덕전 사용자와 노약자 및 장애인을 고려해 

계단과 경사로를 두어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함

[사진 4-121] 외부동선계획

  

[사진 4-122] 돈덕전 주진입로가 될 석조전 좌측

부분 현황. 현재 안내판 위치는 

인지가 쉽지 않아 돈덕전 복원 후에는 

안내판의 이동이 필요하다.

  

[사진 4-123] 석조전에서 돈덕전 부지로 가는 동선 

현황. 대지 높이차이로 경사로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추후 장애인 법규에 

적합한 경사로로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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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유구 정비계획

① 돈덕전 지하유구

• 본 보고서 진행과 함께 돈덕전의 시굴조사가 실시됨.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돈덕전의 지하유구는 

그 상태가 양호하여 덕수궁사무소 및 강당 이전 후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계획

• 발굴된 지하유구는 돈덕전 복원 후 1층 전시실 바닥을 활용해 전시하도록 함

• 돈덕전 활용계획과 동일하게 전시실 하부에 지하유구를 전시하는 사례로는 일본 구 신바시 정거장과 

국내 대불호텔(복원 진행 중) 등이 있음. 최근에 완공된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의 포시즌스 

호텔은 레스토랑의 하부에 지하유구를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공간을 벗어난 영역에 적극적으로 

유구를 전시하여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임

[사진 4-124]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세종대로 사거리에 세워진 호텔로 공사 당시 발굴된 지하유구를 

실내 레스토랑에서 전시하고 있다. 

 

[사진 4-125] 일본 구 신바시 정거장. 발굴된 정거장 유구를 상부에 복원된 건물 지하층 철도역사전시장 

일부분을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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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46] 인천 대불호텔. 위는 발굴유적 평면도이고 아래는 복원 평면도이다. 발굴된 

유구 위에 건물 외피를 복원하고 1층 전시장 일부에 지하유구를 볼 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바닥마감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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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돈덕전 부속시설 지하유구

• 사료에 나타난 부속시설

  -「창고평면도」: 돈덕전 뒤편의 창고를 그린 도면.「돈덕전급창고배치도」에 함께 수록되어 있고 

위쪽에 배치도, 아래쪽에 평면도를 배열함. 창고평면도의 축척은 1/100이며 평면도로 가로와 

세로의 치수를 적고 면적이 17평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음

  - 돈덕전이 표현된 다수의 배치도에서 돈덕전 뒤편에 부속시설이 함께 그려져 있음

[도면 4-47] 「돈덕전급창고배치도」와 함께 그려져 있는 

「창고평면도」

[도면 4-48] 「창고평면도」(1910~1920년 추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창고의 수치와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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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49] 사료에 나타난 부속건물(좌측부터「경운궁중건배치도」,「덕수궁사」,「돈덕전내지약도」)

  

• 야외 전시마당 조성

  - 창고는 돈덕전 내부의 식당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돈덕전 부속시설로서 

의미를 지님

  - 부속시설의 지하유구를 돈덕전 발굴과 함께 진행하고, 발굴된 유구를 활용하여 야외 전시마당을 

조성하도록 함. 부속시설은 건물 형태로 복원하지 않고 유구 관람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계획하여 설치

  - 서대문형무소, 해외 등에서 유구에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유구를 노출시켜 관람공간을 조성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사진 4-126] 서대문형무소 취사장의 유구 전시. 유리를 사용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였다. 강화유리 다리를 

건너면서 유구를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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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27] 노르웨이 하마르 비스피가르드 박물관(Hamar Bispegaard Museum).      

헤드마르크 박물관 내에 위치하는 박물관으로 훼손된 유적지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발굴현장을 박물관의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적지를 목재와 유리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사진 4-128] 독일 바덴바일러 고대 로마욕조유적지(Badenweiler Roman Bath Ruins).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는 고대 로마 건물의 흔적을 보존하기 위해 유리 지붕을 

설치하였다. 유리 지붕에는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채광량을 조절한다. 유적의 

상부로 다리를 두어 유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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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시설 정비계획

• 돈덕전의 옛 경관 복원을 위해 기존 시설 정비

  - 가설건물 2동(덕수궁 관리소, 강당) 및 화장실 철거

  - 덕수궁 관리소 및 강당은 덕수궁 관리소 이전 완료 후 철거

[사진 4-129] 돈덕전 부지 내 시설 현황. 우측은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이고 좌측이 화장실이다.

• 덕수궁 관리소 이전

  - 돈덕전 발굴 전 덕수궁 관리소 이전에 따라 대상지 선정이 필요

  - 덕수궁 관리소를 석조전으로 임시 이전. 석조전은 현재 지층의 동측 일부 실들을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임. 돈덕전 복원 완료 후 덕수궁 관리소는 돈덕전으로 이전하여 활용하는 것을 본 보고서 

활용계획 2안으로 수립하였음

[도면 4-50] 덕수궁관리소 이전계획

 

[도면 4-51] 현재 석조전 공간구성

• 기존 화장실 철거

  - 현재 덕수궁 관리소 및 강당 내 화장실 미설치로 주로 관리소 직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음. 덕수궁 관리소 및 강당이 철거와 함께 화장실도 철거하고 관람객은 석조전 지층에 마련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안내함

  - 돈덕전 복원 시 내부에 화장실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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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궁장 정비계획

① 현황

• 덕수궁 중심영역의 궁장은 약 3~4m의 사괴석 담장으로 상부에는 기와지붕을 설치하였고, 지붕의 

하부에는 평연을 밖으로 돌출하여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형태

• 그 중 돈덕전이 복원될 위치의 궁장은 덕수궁길을 따라 설치되어 있음

• 돈덕전 위치의 궁장은 복원될 돈덕전의 위치에 따라 재정비가 필요

[사진 4-130] 외부 1 - 평성문 주변 궁장

 

[사진 4-131] 외부 2 - 사괴석 담장

 

[사진 4-132] 외부 3 - 궁장 세부

[사진 4-133] 내부 1 - 북쪽 궁장  [사진 4-134] 내부 2 - 북서쪽 궁장 [사진 4-135] 내부 3 - 영국대사관저 

주변 궁장

② 사료에 나타난 궁장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돈덕전과 석조전, 궁장을 확인 가능. 궁장은 돈덕전 좌측을 

지나고 있으며, 지형에 따라 설치되어 있음

•「돈덕전급창고배치도」: 돈덕전과 석조전이 확인. 돈덕전 좌측에“영성문(永成門)에서 토목국분실

(土木局分室)에 이르는 도로(道路)”라는 기록으로 보아 돈덕전 좌측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궁장이 돈덕전에 근접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여짐

•『동아일보』(1921년) : 돈덕전과 도로 확인

•「덕수궁내북측연와병급사면복구(德壽宮內北側煉瓦塀及斜面復舊)」: 덕수궁 내 북쪽 지역의 궁궐 담과 

그 앞 경사면이 무너진 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린 도면. 오른쪽 위의 담의 형태로 보아 돈덕전 

영역으로 보이며 담 안쪽 언덕과 담이 무너진 부분을 검게 칠하여 표시함.192) 돈덕전이 헐린 후 

소운동장으로 변한 후의 상황이며, 형태가 현재 담장의 모습과 다름

• 사료 분석을 통해 돈덕전 좌측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인해 궁장이 돈덕전에 

근접하여 설치된 것으로 추정

19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 2009년,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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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36] 사료에 나타난 궁장. 도로개설 후 돈덕전과 궁장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좌측부터『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동아일보』,「돈덕전급창고배치도」)

[도면 4-52] 「덕수궁내북측연와병급사면복구」(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돈덕전 훼철 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담장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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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돈덕전 복원을 위한 궁장 정비

• 돈덕전 복원 시 궁장과 돈덕전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해당 구간의 덕수궁길 정비를 통하여 

돈덕전 좌측 공간을 확보

• 평성문 북쪽(돈덕전 서쪽) 궁장 약 100m 해체 및 설치

• 현 담장을 해체하고 도로 쪽으로 약4~5m 이동하여 돈덕전과 이격 설치

• 고증을 통한 궁장의 쌓기 기법과 규모계획

  - 기존 덕수궁 궁장 조사와 사료 분석을 통해 궁장 쌓기 기법과 규모 등을 고증하여 궁장을 정비

• 궁장 정비를 할 경우, 정비 구간의 기존 외부 도로 폭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차량 동선계획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현재 궁장 정비계획 구간의 도로는 2차선 왕복도로이지만 구세군회관부터는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

• 궁장 정비 후에는 평성문부터 덕수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구간은 일방통행로로 운영

[도면 4-53] 궁장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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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형 및 식생 정비계획

① 사료에 나타난 지형과 식생

• 지형

  -「경운궁중건배치도」: 돈덕전이 덕수궁 중심영역에 편입되기 전 모습. 돈덕전 서측과 동측에 

각각 계단이 표현되어 있어 돈덕전 부지의 높이가 주변에 비해 낮았음을 알 수 있음

  -「돈덕전급창고배치도」: 돈덕전 서측으로 도로가 개설된 후의 모습. 궁장 안쪽 돈덕전 주변으로 

‘ㄱ’형태의 석단(石壇)이 설치되어 있음. 석단은「경운궁중건배치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동측계단은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

  - 돈덕전 건립 초반 시기와 훼철이 가까워지는 시기의 사료를 통해 돈덕전 부지는 주변에 비해 

낮았으며, 돈덕전에서 일정거리까지는 평지이나 그 이후는 석단을 설치하여 높은 대지차이에 

의한 경사면이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음

  [도면 4-54] 1907~1910년으로 추정되는「경운궁중건

배치도」에서는 두 개의 계단과 석단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4-55] 1910~1920년 추정「돈덕전급창고배치도」

에서는 한 개의 계단과 석단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 식생 및 진입로

  -「경성도(KEIJO)」: 도로를 노란색으로 표기하였는데, 덕수궁 내부 길도 함께 표현되어 있음. 

특히 돈덕전으로 향하는 진입로의 형태가 잘 나타나있는데, 이는 숫자‘8’과 비슷함. 돈덕전은 

곧바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어있지 않고 반원을 따라 동서로 돌아 진입할 수 있음

  -「1915년측도 경성」: 돈덕전 진입로는 흐리게 표현되어 파악이 어려우나, 반원부분에 검은 

점으로 식재가 표현되어 있어 돈덕전 정면에는 반원형태의 조경이 꾸며져 있었음을 파악. 

또한 돈덕전 동측에도 많은 수목이 심겨져 있음을 알 수 있음. 배면은 돈덕전이라는 건물명이 

기입되어 수목에 대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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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년수정측도 경성」: 돈덕전 정면 반원에 둥근 원이 그려져 있음. 이는 이 곳에 심겨진 

식재 중에서 돋보이는 수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회화나무일 것으로 추측

  -「경성시가도」: 식재는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경성도(KEIJO)」와 동일한 형상의 돈덕전 

진입로가 나타나 있음

  - 사료 분석을 통해 돈덕전 정면에는 회화나무를 포함한 반원형태의 조경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석조전에서부터 두 개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길을 통하여 돈덕전으로 진입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도면 4-56] 1910년대 후반「경성도」. 

돈덕전 진입로가 보인다.

  

[도면 4-57] 「1915년측도 경성」. 돈덕전의 

정면 · 우측면에 수목이 있다.

   
[도면 4-58] 「1921년수정측도 경성」. 

돈덕전 정면 반원형태 조경과 

회화나무가 나타나 있다.

  
[도면 4-59] 1927년「경성시가도」. 돈덕전 

진입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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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60] 지형정비계획

[도면 4-61] 식생정비계획

② 돈덕전 복원을 위한 지형과 식생 정비

• 경사지를 고려한 원활한 배수계획

  - 복원된 돈덕전에서 일정거리까지는 평지로 

조성하여 부속시설까지 연계되는 동선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 동측 계단은 유지

  - 돈덕전 동·북측의 경사를 받아주는 석단을 

설치. 높이차가 크므로 토목 전문가와의 

협업이 이루어져야함. 석단의 형태는 덕수궁 

기존 석단과 일관성 있게 계획하여 관람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 집중 호우와 같은 기후 환경에 대비하여 

경사지에서 흘러내려오는 우수가 복원된 

돈덕전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함. 석단을 따라 트렌치를 

설치하고, 돈덕전 부지의 사면에는 적정한 

집수정을 계획하여 우수에 대비하도록 함

• 야외 진입마당 조성

  - 덕수궁관리소 앞 회화나무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 돈덕전 정면에는 회화나무를 포함하여 

사료에서 확인된 반원형태의 조경을 계획하여 

돈덕전 진입마당을 조성

  - 기타 기존에 있던 수목은 돈덕전 복원 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할 것. 

특히 덕수궁사무소 동측 소나무는 필요부분으로 

이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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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관리운영계획

최근에 복원·수리되어 대한제국역사관으로 사용 중인 석조전의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돈덕전 복원에 반영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 설비 관리운영계획

① 석조전 현황

• 온도

  - 현황 : 지상층은 천장 매입형 공조기이며 라인디퓨져로 배출. 실별 유선리모컨 벽 매입

  - 문제점 : 공조기 소음. 실별 제어로 인해 비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짐

 

[사진 4-137] 석조전 천장에 설치된 라인디퓨져 

  

[사진 4-138] 석조전 벽면 매입형 유선리모컨

• 습도

  - 현황 : 습도에 민감한 가구유물이 전시되는 재현실에만 별도의 제가습기를 렌탈하여 가동

         : 확인을 위한 온습도계도 추후 구입

         : 겨울철 건축마감(실리콘 탈락, 마루바닥 들뜸 등)에서도 일부 문제 발생

  - 재현실 온습도 기준 : 20℃, 50% 유지

  - 문제점 : 공사 후 추가적 비용 발생. 재현실과 기기의 부조화. 건축마감 훼손

 

[사진 4-139] 석조전 재현실에 놓여있는 제가습기

  

[사진 4-140] 석조전 온습도 확인을 위한 온습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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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 현황 : 전기설계 시에는 전시물까지 중앙제어 방식이었으나 구조상(조적구조, 내력벽이므로 

           관통 불가)의 문제로 시공반영 불가

  - 문제점 : 분전함에서 전체 제어가 되지 않아 비효율적 관리

② 돈덕전 설비 관리운영계획

• 실용도에 따른 적합한 기계설비 시스템계획

  - 온·습도 조절 필요

  - 냉난방기 외에도 항온항습기193) 설치 고려. 전시실, 서고 등은 유물과 중요사료가 위치하는 

실이므로 특히 이러한 실들에 항온항습기 설치를 고려해야 함

  - 실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기조화설비의 소음을 방지해야 함. 따라서 흡음체임버194) 

등 설비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재를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함

• 구조계획과 맞물린 설비공간 확보

  - 석조전과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건축 이외의 분야별 설계가 별도로 진행될 경우 각각의 

설계는 적합하게 이루어졌지만 실제 공사 현장이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설비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본 용역에서 

제시한 슬래브 철골보강방식은 내벽 일부를 비내력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계획으로 이러한 

구조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수직수평 설비공간(PS195), EPS196), AD197) 등)을 확보하도록 함

  - 구조계획을 통하여 비내력벽으로 확정된 내부벽체는 벽돌 공간쌓기198)를 통하여 벽돌 사이 

공간을 설비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벽돌조적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건축설계자는 각종 계획을 수시로 교차 확인하여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설계를 진행해 나가야 함

• 관리를 고려한 제어 시스템계획

  - 기계·전기설비를 중앙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 전시 관련 시스템도 일괄 제어로 계획

• 기타

  - 공조기의 실외기 등 건물 외부에 불가피하게 배치되어야 하는 기기 등을 파악하여 외부 공간 

계획 시 관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폐가능한 위치를 고려할 것. 돈덕전 배면의 부속시설 

유구 전시시설에 포함시켜 계획 가능

193) 항온항습기란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기계이다. 냉·난방기에 가습기가 추가된 장비라고 보면 된다. 항

온항습기와 냉·난방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기의 온·습도 변화에 관계없이 실내를 항상 일정한 상태의 온·습도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전산실, 박물관, 통신실, 병원 수술실 및 의료장비실, 실험실, 문서고 등 온습도 변화에 민감한 곳에 많이 설치한다. 

194) 덕트 내를 전하는 공기 조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덕트 도중에 두어지며, 흡음재를 안에 붙인 큰 상자

195) 파이프샤프트(Pipe Shaft). 전기, 설비 등 배관일체의 수직선의 공동구

196) 전기파이프샤프트(Electric Pipe Shaft). 전기배관을 위한 수직공동구 또는 함, 실

197) 공기덕트(Air Duct). 공기순환기 덕트로 수평이 주를 이룸 

198) 벽돌벽, 블록벽, 석조벽 등 이중으로 하고 중간을 떼어 쌓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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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자재 관리운영계획

① 석조전 현황

• 몰딩

  - 시공 : 시공사 도면화 작업, 형틀 제작 후 석고로 만듬

  - 문제점 : 건물 관리를 위한 각종 점검 시 석고 훼손 발생

          : 덴틸형 장식물과 같이 접착방식으로 시공한 일부 부위 탈락

  - 보수 : 시공사가 초기에는 형틀을 보관했으나 일정 기간 이후 폐기하여 몰딩 재제작이 불가

         : 훼손부위는 본드와 타커(Tacker) 등으로 고정하고 있음

 
[사진 4-141] 시공 시 작성한 석조전 몰딩 도면. 

종류별로 도면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사진 4-142] 석조전 몰딩 현황. 본드로 보수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는 아니다.

• 금박

  - 시공 : 일반 도금방식이 아닌 불상 개금방식으로 시공

  - 문제점 : 초기 일부 가루가 묻어나왔으나, 금박이 탈락하는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음

 
[사진 4-143]  석조전 내부 기둥의 금박

  
[사진 4-144] 석조전 계단난간의 금박.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지만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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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마루

  - 시공 : 영국을 답사하여 당시대 마루에 대한 조사 후 시공

  - 문제점 : 대한제국역사관 개관 후 냉난방을 가동하면서 바닥마루 들뜸 현상이 있음

           : 원목의 두께 등이 얇아 온도변화에 쉽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측됨

  - 보수 : 들뜸 부위를 타커(Tacker)로 고정

 
[사진 4-145] 복원 후 석조전 중앙홀. 바닥 전반이 

마루 마감이다.

  
[사진 4-146] 보수된 석조전 쪽매마루. 타커 흔적이 

보인다.

② 돈덕전 보수자재 관리운영계획

• 보수자재 물량 확보

  - 벽돌과 같이 수입을 통해 자재를 수급할 경우에는 건물의 일관성을 위하여 추후 보수를 위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수급하도록 함

  - 몰딩 등과 같이 제작 시공한 부분들은 자재를 미리 제작해 보관하는 것보다는 자재를 재생산 

할 수 있는 몰딩 형틀과 같은 부자재들을 확보하도록 함

• 보수자재를 위한 보관장소계획

  - 석조전은 시공 직후 관련 자재들이 있었음에도 관리소 및 시공사가 보관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몰딩 형틀 등이 폐기됨

  - 보수의 시기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시공 시 확보한 자재와 관련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돈덕전 복원계획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돈덕전의 

경우 배면 부속시설 유구 전시시설과 함께 보관장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자재 관련 정보의 데이터화

  - 구매처, 제작처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소에 비치

  - 제작을 위한 도면과 같은 각종 파일 등을 관리소에서 보유하여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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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모품 관리운영계획

① 석조전 현황

• 커튼

  - 시공 : 시공사 도안 도면화 작업, 국내 발주 제작

  - 문제점 : 커튼의 재질·색상·설치 위치에 따라 오염되는 정도는 다르나 문제 발생하지 않음

 

[사진 4-147] 석조전 커튼 현황. 관리를 위해 정기적

으로 먼지를 털어낸다.
  

[사진 4-148] 석조전 주출입구 백색 커튼. 이용 빈도가 

높고 백색이라 오염 정도가 비교적 높으나, 

현재까지는 관리상 문제가 없다. 상황에 

따라 여분 수량을 달리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카페트

  - 시공 : 시공사 도안 도면화 작업, 국내 발주 제작

  - 문제점 : 일부 색바램 현상과 계단 부분은 보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임

 [사진 4-149] 석조전 재현실의 카페트. 관람객 동선 

부분은 강화유리로 보강하였다.

  [사진 4-150] 석조전 계단 카페트. 고증 부분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 설치하였고, 사용에 따라 

자연스러운 보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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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

  - 시공 : 당시대 사용한 백열등을 영국에서 수입하여 설치 (사무공간 제외)

  - 문제점 : 낮은 조도

           : 짧은 전구 수명(하루 2~3개 교체 필요했음)

           : 건물 전체에 설치된 전구가 많아 수입시 확보한 여분의 전구가 금세 소진됨

  - 보수 : 여분의 백열등 소진 후, 국내 유통되는 LED전구(주백색)로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백열등과 색온도 차이가 커 균등한 색온도 유지를 위해 일괄 LED전구로 교체함

           (단, 외부등은 점등횟수가 적어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고 백열등 사용)

 
[사진 4-151] 석조전 전등. 조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실내 전구를 LED로 교체하였다.

  
[사진 4-152] 석조전 외부전등. 점등 횟수가 적어 

교체 없이 백열등으로 사용 중이다.

• 기타

  - 벽지 : 완공 후에도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양의 한계가 있음

  - 철물 : 문손잡이도 영국에서 수입하여 일부 물량 확보 중

② 돈덕전 소모품 관리운영계획

• 자재 관련 정보의 데이터화

  - 구매처, 제작처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소에 비치

  - 본래 제작처 운영 여부가 소모품 구입 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도안·도면과 같은 각종 파일 

등을 관리소에서 보유하여 관리하도록 함

  - 품질이 동일한 소모품을 구입·제작하기 위해 소모품의 상세사양 등의 정리가 필요함

• 소모품 보관장소계획

  - 구입해 둔 각종 소모품의 보관장소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용이한 관리를 위해 부속자재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장소의 한계가 있으므로, 소모품은 그 종류에 따라 여분 수량의 차이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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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방재계획

① 덕수궁 소방방재 인프라 구축 현황199)

• 소방방재시스템

  - 종합상황센터 : 소방요원(2명), 소방관리요원(CCTV 6명), 모니터(42인치) 4대, 모니터(20인치) 5대

  - CCTV카메라 55대

  - 침입감지센서 47대

  - 불꽃감지기 120대

• 소방시설

  - 옥외소화전 : 22개(덕수궁18, 중명전4), 함녕전, 중화전 2개동 내부 자동 소화 설비 설치 

  - 소방장비 : 소방살수차 1대(1.4톤/ 소방용수 탱크 1,000리터), 소화장비탑재전동차 1대, 소화기 260개

  - 펌프실 : 2개소(덕수궁 108톤, 중명전 18톤)

 

[사진 4-153] 돈덕전 부지 주변 소화전(외부)

  

[사진 4-154] 돈덕전 부지 주변 CCTV와 조명(외부)

 [사진 4-155] 석조전 소화전(내부). 실내 마감재료와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도장처리를 했다.

  [사진 4-156] 석조전 소화기(내부). 관람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화기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고, 디자인 된 가림판을 설치했다.

199)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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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돈덕전 소방방재계획

• 설치 위치의 합리성

  - 최우선적으로 인지 및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배치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어야 함

• 목적에 부합하는 사양

  - 설치될 위치와 목적에 맞는 사양으로 설치

  - 소방법에 준하는 규모 및 사양으로 설치

• 디자인 통일성 고려

  - 덕수궁 중심영역 내에 설치된 기존의 시설물 디자인과 통일감을 가지도록 함

  - 내부설치 시 실내마감과 조화를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디자인적 관점으로 접근

• 설치 시설물

  - 소화전(내·외부), 소화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동작감지기, CCTV 등 기본적인 방재시설물을 

설치하여 각종 재해에 만전을 기함

[도면 4-62] 소방방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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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1-1. 기본방향

•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는 대한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의지가 담긴 돈덕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덕수궁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덕수궁의 대한제국기의 궁역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 본 계획에서는 돈덕전 복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고증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돈덕전의 복원규모와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추후 지속적인 돈덕전 복원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세부 사업 시행시에는 관련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 돈덕전의 단순한 복원 보다는 대한제국 초기의 국내외 정세 속에서 돈덕전이 가지는 건립목적을 

확실히 하여 덕수궁의 현황을 반영하면서도 미래세대에게 교육의 공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재를 후손에게 이어가게 하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 복원된 역사문화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복원의 의미와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1-2. 관련사업

• 돈덕전 복원정비는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의 1단계200)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돈덕전은 차후 

선원전 연결 방안 모색의 구심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돈덕전 복원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 총 사업기간이 2015~2039년으로 총 25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복원정비계획

  - 복원의 범위는 현재 덕수궁 부분인 중심영역과 문화재청으로 소유권 이전 후 사업 진행 중인 

선원전영역으로 구분함. 돈덕전은 덕수궁 중심영역에 속함

  - 1단계(2015~2021년) : 돈덕전, 광명문, 고종의 길 관련 사업 

  - 2단계(2022~2029년) : 조원문, 선원전 영역 전반 사업

  - 3단계(2030~2039년) : 선원전 영역 내 선원전 권역과 상림원 복원사업

200) 문화재청,『2015년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분석 및 조정보고서』, 2015년,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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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계획

2-1. 사업내용

• 돈덕전 복원계획은 전체적 관점에서 목표연도에 따라 사업추진을 모색하도록 한다. 

• 사업은 현황정비 → 발굴조사 → 복원설계 → 복원공사 → 시설정비 순으로 추진한다.

• 사업연도는 내년인 2017년부터 연도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복원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한 해로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2019년부터 그 이후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2-2. 연차별 세부계획

• 2017년
  - 본 용역과 함께 진행되었던 시굴조사를 통하여 돈덕전 지하유구가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돈덕전 부지의 전면발굴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돈덕전 

부속시설 지하유구도 함께 발굴하여야 한다.

  - 돈덕전 부지 전면 발굴조사를 위해 현재 돈덕전 부지 내의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의 이전과 

동시에 시설물들의 철거를 진행한다.

• 2018년
  -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한 돈덕전 복원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본 용역에서 검토하였던 돈덕전의 활용을 고려한 구조·재료·설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실행 가능한 복원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 2019년 이후

  - 돈덕전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복원공사를 실시한다. 

  - 돈덕전 건물 외에도 주변 시설물의 정비사업이 함께 수반된다. 외부로는 궁장과 지형, 조경정비 

등이 있겠으며, 내부 활용을 위한 전시콘텐츠 제작과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

  - 복원된 돈덕전을 덕수궁 전반에 포함하는 시스템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 업 연 도 사 업 내 용 주 요 대 상 사 업

2017년 돈덕전 부지 전면 발굴조사
• 덕수궁관리소 이전에 따른 폐기물 및 철거

• 돈덕전 발굴조사(부속시설 포함)

2018년 복원 및 활용을 위한 실시설계 • 돈덕전 복원설계

2019년

이후
돈덕전 복원공사

• 돈덕전 복원정비공사

• 돈덕전 기반시설 및 전시시설 설치

• 돈덕전 주변 궁장 정비

[표 5-1] 덕수궁 돈덕전의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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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원정비 소요예산

• 연차별로 구분하여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순차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소요예산은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서 산출한 돈덕전 복원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201)을 토대로 

산정하였다.

•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 등 초반 사업에 비해 복원공사가 진행되는 2019년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불필요한 비용이 집중되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원공사 시작 

이전에 현실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업비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 돈덕전 복원정비 사업은 발굴에서 완공까지 5년 정도의 길지 않은 기간을 예상하는 사업으로, 

돈덕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데 예산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 업 연 도 대 상 금 액(원) 비 고

2017년

• 폐기물 및 철거 180,000,000
덕수궁관리소 · 강당 이전, 

화장실 철거

• 돈덕전 발굴조사 340,000,000

소 계 520,000,000

2018년 • 돈덕전 복원설계 300,000,000

2019년

이후

• 돈덕전 복원정비공사

• 돈덕전 기반시설 및 전시시설 설치

• 돈덕전 주변 궁장 정비

6,000,000,000

합 계 6,820,000,000

[표 5-2] 연차별 소요예산

201) 문화재청,『2015년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분석 및 조정보고서』, 2015년,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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