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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미술시장과 유통에 대한 연구는 명품대가 및 그 유파, 향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던 기존 미술사의 연구경향과 달리

미술과 사회, 미술품 유통과 소비 등 새로운 연구방식과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에서는 한국 근대의 주요

수장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수장가의 하나로 꼽히는 박 철(1879~1939)의 생애와 수장활동을 살펴보았다. 박 철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일본군의 고위 장교, 전역 이후에는 강원도 지사, 함경북도 지사 등을 지냈고, 관직

은퇴 이후에는 굴지의 기업인으로 활동하 다. 그는 일제의 침략정책에 호응하고 앞장 선 철저한 친일파로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화애호가이자 수장가로서의 박 철은 가장 정확한『연암집』을 간행하 고, 사후에 수장품을 경성제국대학에 기증

하여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기초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의 서화수장은 한시와 서화 등을 좋아하고 즐겼던 그의

성정에 의한 바 크지만 동양의 비서구적 원천으로서 전통미술에서 고유의 특성을 찾으려 한 일본의 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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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고미술품 수장가는 1920~1930

년대 이후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박 철(朴

榮喆,  1879~1939), 김용진(金容鎭, 1882~1968), 함석태

(咸錫泰, 1889~?), 김성수(金性洙, 1891~1955), 최창학

(崔昌學, 1891~1959), 장택상(張澤相, 1893~1969), 김찬

(金讚泳, 1893~1960), 이병직(李秉直, 1896~1973), 이한복

(李漢福, 1897~1940), 박창훈(朴昌薰, 1898~1951), 손재형

(孫在馨, 1903~1981), 전형필(全鎣弼, 1906~1962) 등이

한국근대의주요미술품수장가로꼽힌다. 그러나근대

미술시장과 수장가에 대한 기존의 언급은 대개 고미술

업계 인사들의 회고담이나 언론의 문화계 기사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심도있는 연구가

많이축적되지는않았다. 

미술시장과 유통에 대한 연구시도는 명품대가(名品

大家) 및 그 유파, 향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던 기존 미

술사의연구경향과달리미술과사회, 미술품유통과소

비 등 새로운 연구방식과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

도이다. 미술시장과 유통및수장에대한연구의시도는

특히 근대미술의 형성과정과 전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근대에

들어 시작된 미술품의 상품으로서의 유통은 작품에의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음은 물론 미술 전반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미

술시장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화랑이나 경매제도의 시

작으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로서

이후 전개되는 미술시장과 유통구조의 기본이 이 시기

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미술시장과 고미

술품 수장가에 대한 연구는 한국 근현대 미술시장의 성

립과구조의파악에도새로운관점을제공할수있을것

으로생각한다.

이 에서는 한국 근대의 주요 수장가 가운데 가장 이

른 시기의 수장가의 하나로 꼽히는 박 철의 생애와 수

장활동을 살피고자 한다. 박 철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를 졸업한 대한제국의 군인으로 일본군의 고위 장교를

지냈고, 전역 이후에는 강원도 지사, 함경북도 지사 등

고위관직을 역임했으며, 관직 은퇴 이후에는 굴지의 기

업인·은행가로활동하 다<사진1>. 그는일제의침략

정책에 호응하고 앞장 선 철저한 친일파로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화애호가이자 수장가로서의 박 철은

가장정확한『연암집(燕巖集)』을간행하 고, 사후에수

장품을 경성제국대학에 기증하여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기초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이다. 이 논

문에서 처음 소개되는 박 철의『故朴榮喆氏寄贈書畵

類展觀目錄』을 중심으로‘제국주의의 협력자’이지만 전

통문화애호가로서 막대한 고미술품을 공공기관에 조건

없이 기증한 모범적 수장가라는 일견 모순된 행적을 보

이는박 철의생애와행적을살펴보고자한다. 

박 철의생애와친일행적

1. 성공한 군인·고위관료·굴지의 기업가

박 철의본관은충주(忠州), 호는다산(多山), 출신지는

전라북도 익산이다. 박 철의 생애는 그의 나이 50세 때

인1929년에회고하며쓴『오십년의회고(五十年の回顧)』01

사진 1 박 철 사진(왼쪽 부터 22세, 30세, 46세, 50세 모습이다.

朴榮喆, 1929, 『五十年の回顧』, 大阪屋號書店)

최근의한국근대의미술시장과수장가에대한연구로는김상엽, 2009. 3, 「한국근대의고미술품수장가 1 : 장택상」『동양고전연구』34(동양고전학회), pp.415~447; 同著,
2009, 11, 「일제시기 京城의 미술시장과 수장가 박창훈」『서울학연구』37(서울학연구소), pp.223~257; 同著, 2010. 9, 「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장가 : 치과의사 함석태」
『향토서울』76, pp.251~291; 同著, 2010. 12, 「근대의 서화가 송은 이병직의 생애와 수장활동」『동양고전연구』41, pp.477~516; 권행가, 「미술과 시장」, 국사편찬위원회
편, 『근대와 만난 미술과 도시』(두산동아, 2008), pp.196~259; 同著, 2008, 「1930년대 고서화전람회와 경성의 미술시장 : 오봉빈의 조선미술관을 중심으로」『한국근현대
미술사학』19, pp.163~188; 이성혜, 2009, 「20세기 초, 한국 서화의 매매와 유통 양상」『한국한문학연구』44(한국한문학회), pp.441~489; 同著, 2009, 「서화가 김규진의
작품활동과 수입」『동방한문학』41(동방한문학회), pp.203~231이 있고 저서로 이광표, 2009, 『명품의 탄생』(산처럼); 정규홍, 2009, 『유랑의 문화재』(학연문화사); 이충렬,
2010. 5, 『간송 전형필』(김 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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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통해그대략을알수있다. 박 철은조선중기의유

학자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인 사암(思菴) 박

순(朴淳)의 후손으로 본래는 양반이었으나 점차 가세가

기울어그의부친박기순(朴基順, 1857~1935)대에이르러

서는 중인 또는 평민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다. 박기순

은 미곡상으로 돈을 번 후 다시 토지에 투자하여 거부가

되었으며, 삼남은행장(三南銀行長), 중추원 참의(參議),

조선농회통상위원등을지냈다<사진2>.

박 철은 7세에서 15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나중에 그가 한시를 짓고 한문으로 저작을 남기는 등의

소양은 이 당시에 이루어졌다. 이후 전주의 삼남학당(三

南學堂)에서 일본어를 배우던 박 철은 그의 나이 19세

(1898)에 일본 유학을 하게 되었다. 구한말 조선의 일본

유학생파견은갑신정변으로인하여중단되기도했지만

김홍집·유길준·박 효·서광범 등으로 구성된 개혁

정부의 주도 하에 유학생 파견 사업이 추진되었다. 개혁

정부의구성원들이개화파인데다, 이들은직·간접으로

유학생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고 일본 측의 강력한 유

학생파견 권고도 역시 주효하여 일본으로의 유학은 재

개되어박 철도일본유학길에오를수있게되었다.

박 철은당시육군장교를양성하는예비교로명성이

높았던 동경의 사립 세이죠오(成城)학교에 입학하 다.

세이죠오학교에 재학하던 박 철은 관비(官費)장학생

으로1902년12월에일본육사에입교, 이듬해11월졸업

한 제15기생의 8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보병과의 김기

원(金基元), 김응선(金應善), 남기창(南基昌), 이갑(李

甲), 기병과의 유동열(柳東說), 박 철, 포병과의 박두

(朴斗榮), 공병과의 전 헌(全永憲) 등인 제15기생들 가

운데에는 사비생(私費生)도 있었으나 러일전쟁에 함께

종군하여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등 다른 기에 비하여 단

결의식이강하 기때문에흔히‘팔형제배(八兄弟輩)’라

일컬었다. 이들은 한말 육사 유학생 가운데 가장 축복받

은행운아로서한말의무관양성소인 무관(武官)학교, 연

성(硏成)학교, 유년학교에대거진출하 고이후에도출

세의 길을 달렸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뒤

에도 박 철은 군부(軍府)대신과 고종의 시종무관으로

근무하 다. 일본 육사 11기생인 노백린(盧伯麟), 동기

생인 이갑과 유동열 등이 독립운동에 참여하 지만 박

철은 대부분의 일본 육사 출신 장교들의 경우처럼 대

세에 순응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조선보병대의 일본 육

사출신 한국인 장교들은 일본 군인과 동등한 대우는 물

론,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배려와 비호를 받았기 때

문에일본에의순응은어쩌면자연스러운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일본군에서조선인으로서오를수있는최고위직급에

오른 박 철은 1912년 헌병대 사령관에 부탁하여 그해

9월 익산군수로 부임하 다. 그의 관리로의 변신은 군인

으로서는 더 이상 출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는지

모른다. 어쨌든그의변신은대단히성공적이어서1918년

에 함경북도 참여관, 1920년에 전라북도 참여관, 1924년

강원도지사, 1926년함경북도지사등당시조선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그의 출세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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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철의 생애는 구사회·최우길, 2010, 「박 철의 다산시고(多山詩稿)와 친일시」『평화학연구』제11권 제1호(한국평화연구학회), pp.307~326; 정욱재, 2010,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료의 백두산 여행과 간도 인식」『藏書閣』24(한국학중앙연구원), pp.169~192에 정리되어 있으며 박 철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 두 논문에 힘입은 바 크다. 박
철의 연보적 생애에 대해서는 부록) 박 철 연보 참조. 박 철의 일본 유학 관계 등에 대한 연보적 내용은 그의 자서전『五十年の回顧』(京城, 大阪屋號書店, 1929),
pp.739~744과「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Ⅰ』, 2009, pp.477~530을 참고하 다. 두 기록의 연도가 다를 경우, 이 논문에서는 후
대의자료로보완을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Ⅰ』을따랐다. 

박기순은 1931년에 이미“만석군의 이름을 들은 지 벌써 10여년”이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1920년 즈음에 이미 거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朱潤, 1931. 4, 「朝鮮 最大 財
閥 解剖 四 - 2百萬圓의 銀行王 朴榮喆氏 - 朝鮮商業銀行, 米穀倉庫 等에 關係」『三千里』제14호, 한국 근대의 신문, 잡지 관계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를 이용하 다. 

유길준은 신사유람단, 김홍집은 수신사, 박 효는 使行, 서광범은 갑신정변 실패 후 망명 등으로 일본에의 체류경험과 유학생들과의 접촉이 있었다. 송병기, 1988, 「개화기
일본유학생 파견과 실태(1881~1903)」『東洋學』18(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249~272; 伊藤博文의 양녀로 다채로운 일제 정활동으로 유명한 裵貞子가 일본천황의
신임아래 박 철을 일본에 유학시키고 육군대좌까지 승진시킨 것이라 한『民族正氣의 審判 - 反民者解剖版』(革新出版社, 1949), pp.157~158의 기록도 있지만 신빙하기
어렵다. 

이기동, 1982, 『비극의군인들』(일조각), pp.16~22.05

04

03

02

사진 2 박 철의 아버지 박기순(朴基順의 회갑 당시 모습, 오른쪽은 그의 회갑

기념으로 지은 전주의 취향정(醉香亭) - 朴基順 회갑기념 문집인 박 철 편,

『龜荷珍藏』(191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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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의 충성 덕분이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

나자3·1운동을비난하고일제를찬양하는 을총독부

기관지인『매일신보』에 썼다. 1920년에는 서울에서 반

독립, 친일 여론의 조작과 선전 유포를 목적으로 한 친일

단체인 국민협회를 민원식(閔元植)·정병조(鄭丙朝) 등

과설립하고일선동화(日鮮同化)와내지연장주의(內地延

長主義)를주창하 다. 1926년에는일본의요시히토천황

(嘉仁天皇, 1879~1926)이 죽자 장례식 칙임관 자격으로

동경에가서의식에참여하 다. 박 철은1929년에관직

을 사퇴한 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

으며, 그무렵그의부친이전주에서경 하고있던삼남

은행의두취(頭取, 은행장)에취임하 다. 이후조선상업

은행, 미곡창고주식회사, 조선철도주식회사, 조선신탁

주식회사의 취체역 및 상공회의소 특별위원, 산림회 등

여러공기업의주요간부를지냈다. 박 철은1930년대에

이미 민 휘(閔泳徽), 최창학(崔昌學) 등과 함께 거부로

이름이났고, 민대식(閔大植)과함께‘반도의은행왕(銀行

王)’으로불렸다. 1933년에는“한국인이할수있는최고

의직책으로친일유지나‘귀족’들에게는선망의대상”이었

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대를 이어’임명되었으며,

1935년조선총독부에서편찬한『조선공로자명감』에조선

인공로자353명가운데한명으로수록되었다. 1937년에

는일본이대륙침략전쟁의병참기지를마련하기위해서

세운만주국의 경성주재초대명예총 사에 임명되었다.

1939년에 뇌일혈로 죽자 일제는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훈(勳)3등욱일중수장(旭日重綬章)을추서하 다.

@@

2. 친일의 배경과 일화

박 철은 봉건시대의 신분사회에 매우 비판적이었고,

자신이살았고높은지위에올라간일제강점기를신분상

의 귀천이 없는 평등한 시대로 평가하 다. 그는 당대의

민감한 사건을 언급할 경우에도 일제를 두둔하 음은

물론적극적으로일본의문물을찬양하 고조선에대한

관점 역시 일제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자서전

『오십년의회고』를굳이일본어로서술하고자신의경험

보다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비판하는 데에 거의

대부분을 할애한 것으로도 그의 친일적 시각은 증명된

다고할만하다. 

몰락양반의후손으로계층적으로중인또는평민에속

한박 철이근대교육을받고일제치하에서출세할수있

었던기본원인으로는중인들이양반들에비하여근대문

물에대한저항감이적었고근대문물을받아들이는속도

가 훨씬 빨랐던 데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

다. 전통시대국가운 의실무를책임졌던중인들은기존

의왕조체제에대한집착이양반계층에비하여훨씬적었

고, 역학(譯學)·의학(醫學)·산학(算學) 등에 종사하는

그들의직능은근대라는시대에적합하 기때문이다. 민

족지사 해학(海鶴) 이기(李沂, 1848~1909)가 양반의 자제

들이근대식교육을받으려하지않는현실을개탄하면서,

“근대식 학교로 바뀐 향교에는 향리나 장교의 자제만이

수학하고있으므로, 앞으로정부의중요한직임은모두이

들이 독점할 것이라”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 한 지적

이다. 1890년대 관비유학생의 상당수가 친일화된 이유

를이들이 본래 관료지향적 성격이 강했고 유학과정에서

일본에대한거부감이옅어지면서상당부분친일화되었

으며,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은 뒤에 통감부 설

치와 함께 출세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의해 대부분 친일

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박

철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 길을 걸었다. 박 철의 조선

에대한반감은근대화된일본사회와일본군의막강한군

사력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청

일전쟁, 러일전쟁에서연거푸승리한일본군의위용은그

를더욱친일적경향으로경도되게했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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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승, 1993, 「박 철 : 다채로운이력의전천후친일파」, 반민족문제연구소엮음, 『친일파 99인』(돌베개), p.155. 

이 공로로 인하여 도 참여관을 거쳐 도지사까지 승진하는 발판을 마련하 다는 평도 주목할 만하다. 박은경, 1999, 『일제하 조선인관료 연구』, 학민 밭 68(학민사), p.52,
p.110. 일제시기에 도장관(1919년 이후에는 도지사)이 독재 또는 독단적인 운 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각 도에 1명의 참여관과 3명의 참사관을 두었다.
참여관은 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임시령을 받아 도청의 사무를 행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참여관 회의가 개최된 것이 3·1운동 직후 단 한 번 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
실권이없는직책이었음을알수있다. 

「壁新聞」『三千里』제4권 제2호, 1932년 2월; 「秘密探偵局」『三千里』, 제4권 제9호, 1932년 9월

李沂, 1955, 「鄕校得失」『海鶴遺書』(국사편찬위원회); 박은경, 앞의 책, p.90에서 재인용

최덕수, 1991, 「구한말 일본유학과 친일세력의 형성」『역사비평』11(역사비평사), pp.123~129; 정욱재, 앞의 , pp.169~192; 박찬승, 2001, 「1890년대 후반 관비유학생의
도일유학」『근대교류사와상호인식1』(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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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철은조선의독립과문명화는불가능하고오직일

본의 보호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독립이 된다하더

라도그것을유지할수없다고보았다. 박 철이이와같

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대한제국기에는 물론 20세기 전

시기에 걸쳐 우리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던

사회진화론에 경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국의 사회학자 스펜서(H. Spencer,

1820~1903)가 자연선택의 과정 곧 생존경쟁, 적자생존

(適者生存)의 논리로 대표되는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사

회에적용시킨사회이론이다. 사회진화론은개화파의개

화자강론, 1910년대의실력양성론, 1920년대의문화운동

론, 해방 이후에는 자본주의 근대화론 등의 형태로 나타

났다. 특히 한말의 자강운동론자들은 우승열패(優勝劣

敗)와 생존경쟁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사회진화론의

이론을 절대적으로 신봉했고 개량주의적인 부르주아 민

족주의자들 일부와 친일파는 사회진화론의 절대적 신봉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박 철의 친일행각이

이른바‘생계형친일’의단계를넘어선신념의경지에이

르게된것은사회진화론에입각한문명개화론에입각한

데다 대동아공 (大東亞共榮)이라는 일제의 이념에 매

몰되었기때문이다. 일본은근대화를추구하며자신들의

우월성을강조하는한편중국과조선의후진성을멸시하

는데, 이러한 경향은 일본인에게 아시아의 지도자라

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미개한 아시아를 지도하기 위해

지배해야 한다는‘동아맹주론(東亞盟主論)’으로 표현되

었다. 박 철은 1919년 동경에서 쓴「내선융화책 사견」

에서다음과같이주장하 다.

… 물론 조선인의 나쁜 점도 한둘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본래조선인은이렇게무능하기때문에자립할

수 없었고, 선진 이웃 일본인의 지도를 바라서 반만년

의 전통적 문화를 가진 2천만의 민중을 들어 일본제국

의신민으로되기에이르 던것이다. 일본인은조선인

의만족스럽지못한점을책하기전에그지도·개발의

책임을느끼지않으면안된다.

박 철은 조선인의 무능을 강조하고 그 책임은 일본

인이 지도·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생각은 박 철을 위시한 친일파의 의식 속

에 있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 일본 민족의 조선 민족에

대한기대,‘일선융화’를외치나철저한차별을하는일본

에의 원망 등이 읽혀진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이렇

게 규정한 박 철은 그의 시집『다산시고(多山詩稿)』에

실린「세계대세(世界大勢)」를 통해 일본과 동양에 대한

그의생각을극명히드러냈다.

백인종과황인종은동서로각각나뉘어져

白黃人種各西東

문자나말이서로통하지않는다네

文字方言互不通

길이평화롭기를구하려한다면

硏究平和長久策

그보다먼저아시아전체가단결을해야하네

先須全亞結心同

결국박 철은무능한조선과선진적인일본을대비시

키는의식속에일제의식민통치를긍정하 고동양은일

본의 도아래서구에대항해야한다는일본의대동아주

의에매몰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당시의잡지류기사에박 철에관한신변잡기적기사

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 기사류는 잡다하고 경박한 느낌

을 주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세간의 평과 의식구조, 취

미, 외모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철은자신의일생에서“사관학교마친후말타고호령

하던 시절이 가장 득의(得意)의 시절”이라 한 것으로 보

면 철저한 군인정신을 가진 인물로만 볼 수 있을지 모르

지만, 그는 풍류 넘치는 삶을 살다간 인물이기도 하다.

백두산, 아시아, 유럽등당시로서는드물게다양한여행

을 하 고 저술 작업도 활발하여『백두산유람록(白頭山

遊覽錄)』(1921), 『아주기행(亞洲紀行)』(1925), 『구주음초

(歐洲吟草)』(1928), 『오십년의 회고』(1929), 『다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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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1992,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개」『역사와 경계』22(부산경남사학회), pp.99~139; 박찬승, 1996, 봄, 「한말·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향」『역사
비평』32 『역사비평사』, pp.339~354; 박성진, 2003, 『사회진화론과식민지사회사상』(도서출판선인), pp.52~68; 정욱재, 앞의 논문, pp.174~176.

박찬승, 1993년의 , p.157. 

朴榮喆, 1939, 『多山詩稿』(京城, 朱白印刷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ⅩⅢ, p.473 재인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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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등한문과일어로된다섯권의저서를남겼다. 서

울소격동144번지의일식과양식이절충된대저택에살

았던 박 철은“재계에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으

로 꼽히며 한시도 잘하며 산수화 등 그림도 애상(愛賞)”

하 고 연회(宴會) 개최하기를 즐겨하 으며 바둑, 골프

등에도 취미가 있었다. 조선총독부 측에서도“무게 있

고 겸결(謙潔)하다고 본”인물로서“국장급들이 즐겨 함

께 술을 나누는 친구로서, 청촉(請囑, 청을 들어주기를

부탁함)이없고청렴”했다는평을들었다는총독부출입

기자단의 언급으로 미루어 점잖으면서도 공사가 분명한

행동거지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풍채는 비대하

여‘뚱뚱보’의 하나로 꼽혔고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이서

구(李瑞求)가‘코끼리상(相)’이라평할정도 다. 화배

우로 유명한 복혜숙은“스타일이야 굴곡이 별로 없고 두

리둥둥 대들보 같고 이마 벗어지고 묵신하고 거인미(巨

人美)가 있다고 … 아기자기한 미와는 천리상거(千里相

距)지”라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원만

한 성품을 가졌다고 주변에서 평했지만 대단히 꼼꼼한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하 다. 절대 남에게 현금을 주지

않았고월말가계가조금만이라도틀렸을경우에는밤을

새워서라도 맞출 정도로 치 하 다. “주소도 144, 전화

번호도 144, 자동차번호도 144”로 하고 명함에 자신의

6개나되는기다란직함을빠짐없이나열한것으로보면

치 함을넘어일종의결벽증을가졌을것으로여겨지기

도 한다. 1935년 당시 개인소득액으로 따지면 그는 민

대식, 임종상, 민규식, 전형필 등에 이어 11위에 올랐고,

그가총독부학무국장실에서졸도하여돌아갔을당시그

의유산은약백만원내외로추정되었다. 사실박 철

의 이름이 일반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양녀로일본의 정노릇을한‘한

말의 요녀(妖女)’배정자(裵貞子, 1870~1951)와의 동거

스캔들이다. 이스캔들은정계에파문을일으켜박 철은

시종무관 자리를 두 달 만에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철 자신도 나중에“일생 잊을 수 없는 통한사(痛恨

事)”라고할정도로부끄러워한사건이었다<사진3>.

박 철의생애와친일행적

박 철은전통문화애호가, 서화수장가로서도유명하

다. 그가 1937년의 좌담회에서“늘 우리의 고문화를 보존

하고그산일을막는의미에서고문서화를중심으로박물

관같은것을만들생각을가졌으나구체화한것은아니”

라고밝힌것을보면그의서화수장은단순한수장에그치

는 것이 아니었고 박물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짐작

된다. 그는 자신의 취미를“오직 고서화와 시 짓는 것”

이고“고화(古畵)를 완상할 때나 시석(詩席)에 앉아 청풍

명월을 읊을 때는 속세의 모든 괴로움이 저절로 사라져

심히 유쾌하다”고 할 정도로 고서화와 시 등 전통예술을

생활화하 다. 소격동 그의 집에도 병풍‘백세청풍(百世

淸風)’, 추사 김정희의‘계산무진(溪山無盡)’, 오세창의‘다

산시좌(多山詩座)’등의 씨와 고려자기 등이 널려 있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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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行長의하루」『三千里』제6권 제7호(1934년 6월) 

좌담, 「總督府記者座談會」『三千里』제12권 제3호

卜惠淑·覆面客, 1937년 1월, 「長安紳士淑女스타일漫評」『三千里』제9권 제1호

觀相者, 1933년 11월, 「뚱뚱보 哲學, 非모던 人物學(講座其五)」『別乾坤』제67호; 1935년 2월, 「삼천리 싸론」『三千里』제7권 제1호; 좌담, 1936년 1월, 「天下大小人物評論
集」『三千里』제8권 1호; 1935년 1월, 「百人百話」『開闢』

「三千里機密室-서울長安의富豪名簿, 個人所得稅額에나타난」『三千里』제7권 11호(1935년 12월); 機密室, 1939년 6월, 「우리 社會의諸內幕」『三千里』제11권 제7호

風流郞, 1933년 6월, 「朝鮮兩班의 妾타령」『別乾坤』제64호; 江村居士, 1936년 4월, 「銀行頭取 人物評 - 商銀頭取 朴榮喆」『三千里』제8권 제4호, 배정자는 이토히로부미의
후광으로 남편 玄暎運을 출세시켰으나, 현 운이 실각하자 이혼하 다. 배정자를 눈 여겨 보던 박 철은 고향의 본처를 둔 채 배정자에게 접근하여 5년간 동거를 하 다.
박찬승, 1993년의 , pp.154~155. 

좌담, 1937년 5월, 「財界巨頭가‘돈과사업’을말함 - 諸氏 韓相龍, 閔奎植, 金基德, 朴興植, 朴榮喆 5氏」『三千里』20

19
18

17
16
15
14

사진 3 배정자의 스캔들 기사(부분)(『동아일보』, 19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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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외국의저명인사에게보이는조선사람의집으로한상

룡(韓相龍)과자신의집을‘표본격’으로소개했다는것으

로 그의 부와 풍요로운 삶이 짐작된다. 박 철이 그의

나이53세때인1932년 5월에17권 6책으로간행한‘박

철본『연암집(燕巖集)』’은국문학·한문학계에이미잘알

려져있다. 박 철본은시문만이아니라『열하일기(熱河

日記)』, 『과농소초(課農小抄)』까지포함된책으로박지원

의 모든 저작의 실체를 최초로 공간하여 세상에 알렸다

는 역사적 의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확하다는

평을듣는다.

박 철의 미술품 수장내역은 일제시기 당시의 전람회

에 출품된 그의 수장품 기사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고적도보』14 ~ 조선시대회화’의3점, 1940년경성

제국대학에 기증할 당시 작성된『故朴榮喆氏寄贈書畵類

展觀目錄』(이하『목록』)의 115점 등을 통해 그 대략을 알

수있는데대략살펴보아도120여점을훌쩍넘는다. 당시

의 신문기사, 『조선고적도보』, 『목록』및 역시 이 에서

처음소개되는박 철의‘부전(附箋)’을통해그의수장품

의윤곽을살펴보고자한다. 박 철은1930년10월동아

일보사에서 개최한‘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와 1932년

10월역시동아일보사에서개최한‘조선고서화전람회’에

수장품을출품하 다<사진4>.

이들작품은사진등구체적정보가없어어떤작품인지

정확히알수없다. 다만1932년의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

에출품된김홍도의<사민도>에대하여일제시기의대표

적 화랑인 朝鮮美術館 주인인 오봉빈(吳鳳彬)이“朴榮喆

氏 出品의 士, 農, 工, 商의 古風을 各各 寫生한 檀園四民

圖는 名作으로 風俗畵 參考로 愛重할 逸品”이라고 특별

히평한것으로미루어높은수준의작품이었음을짐작할

23

22

21

滄浪客, 1935년 9월, 「百萬長者의 百萬圓觀」『三千里』제7권 제8호; 좌담, 1936년 1월, 「天下大小人物評論集」『三千里』제8권 1호; 江村居士, 앞의 . 한상룡은 친일 경제
인으로유명하다. 

“박 철의 한문 실력이 조악한 데다 박 철본이 이본대조를 하지 않아 많은 착오와 탈락이 있다”는 국어학자 洪起文의 지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박 철본이 가장 광범
히 수집되고 정확히 기사되었다”고 홍기문도 인정할 정도로 박 철본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혈조, 1994, 「연암집 이본에 대한 연구」『한국한문학연구』17(한국한
문학회), pp.157~175. 

박 철의『故朴榮喆氏寄贈書畵類展觀目錄』과‘多山珍藏附箋’을알려주신고재식, 황정수 선생님께감사드린다.23

22

21

사진 4‘고서화진장품전람회’박 철 기사(부분)
(『동아일보』, 1930. 10. 18)

柳成龍 行書 ○ 丁若鏞 細楷 ○

書 金正喜 隷書屛(8폭) 金正喜 艾虎

金玉均 行書

姜希顔 외 49인 古畵五十人百納屛(12폭) 秦再奚 山水 ○

柳德章 蘭竹 卞相璧 猫

沈師正 龍虎圖 ○ 金弘道 四民圖(4폭)

金弘道 神仙圖 ○ 李寅文 水墨山水

畵
金正喜 蘭蕙 @

@ 蘭

大院君 蘭

張承業 人物魚蟹屛(4폭) @ @

金玉均 行書 @@

閔泳翊 芸楣蘭

계 60인 13(병풍 3좌 포함) 6인 6(사민도 4폭 포함)

표 1 1930년, 1932년 전람회 출품 박 철 수장품 분류표(‘○’표시는『목록』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구분 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1930) 조선고서화전람회(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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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여러 수장가가 출품했지만“特히 古經堂

金大鉉氏, 多山朴榮喆氏, ,孫在馨氏, 朴昌薰博士其

他 諸氏의 直接間接으로 指導하시고 애써주신 結果로

생각하며깊이敬意를드리는바”라고한것으로보면이

시기에이미박 철은주요수장가의반열에올랐음을알

수있다. 조선총독부에서1935년에출간한『조선고적도

보』14 ~ 조선시대회화편에3점의수장품이수록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으로는 김용진(金容鎭) 12점, 이병직(李秉直)

8점, 이한복(李漢福) 7점, 박재표(朴在杓) 5점다음으로서

오봉빈과 수효가 같다. 박 철 수장품은『조선고적도보』

수록번호 5726, 5727, 5736으로 실린 진재해(秦再奚)의

<월하취적도(月下吹笛圖)>, 정선(鄭敾)의 <만폭동(萬瀑

洞)>과<혈망봉(穴望峰)>은세점모두『목록』에38, 39번

으로들어있으며현재서울대학교박물관에소장품이다. 

박 철의주요수장품의내용을알수있게해주는자료

가 이 논문을 통하여 처음 소개되는『목록』이다. 박 철

은타계전에자신의수장품과진열관건립비를경성제국

대학에기증할것을유언으로남겼고, 『목록』은박 철

사후 1년 뒤 경성제국대학에 기증전시를 할 당시에 만들

어진것이다. 박 철의기증으로인하여경성제국대학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미술품을 수장할 수 있게 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의 조선민속참고실(1929년) 소장 유물과

1940년에이루어진박 철의기증유물과보존비를기초로

경성제국대학진열관이건립되었고, 경성제국대학의소장

유물및건물을인수하여1946년에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해서울대학교부속박물관으로개관하 다<사진 5>.

@『목록』은 1940년 5월 10일에 발간된 것으로 등사기로

써져있다. 낡아부스러지기직전의13쪽에불과한얇은

책자이지만 자 식별이 어렵지 않으며 크기는 22.6×

15.6㎝이다. 표지에‘故朴榮喆氏寄贈書畵類展觀目錄’이라

가운데에 크고 진한 씨로 써 있고 오른쪽 위에‘昭和十

五年五月十日於法文學部第一會議室’왼쪽아래에‘京城

帝國大學’이라써있다(『목록』의전체내용은부록1 참조)

<사진6, 7>. 

일제시기의 전람회, 경매회 목록과 신문기사 등에서

종종작가의이름뒤에‘先生’이라기록하는경우가있는

데, 『목록』에서도같은경향을볼수있다. 『목록』은크게

‘서화’와‘기타’로구분되며서화는조선, 지나(支那), 일

본의3부분으로되어있으며전체수효는115점이다. 지나

라는 명칭은 범어(梵語)에서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송대

에 이미 사용된 기록이 있으나 흔한 명칭은 아니며

20~30년대 일본이 중국을 지칭할 때에 많이 사용하

다. 앞쪽에는 씨, 뒤쪽에는 회화가 연대순으로 배치

되어있으며‘기타’에는책, 도자기, 문방구등이기록되어

있다. 명칭만이 열거되어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1930년

2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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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봉빈, 「朝鮮古書畵珍藏品展覽會를열면서」『東亞日報』, 1932년 10월 3일 4면

진준현, 2002, 「근역서휘와근역화휘에대하여」『근역서휘근역화휘명품선』(서울대학교박물관), pp,137~142. 

서울대학교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snu.ac.kr).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의 경성제국대학 박물관 진열관 건물사진을 제공해 주신 서울대학교 박물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등사기란“파라핀·바셀린·송진 등을섞어만든기름을먹인얇은종이를줄판위에놓고철필로 어서구멍을내어이를틀에끼운다음잉크를묻힌롤러를굴리면잉
크가배어나와종이에 씨나그림이나타나게”하는방식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 

박재연, 1993, 「완산이씨≪중국소설회모본≫해제」『중국소설회모본』(강원대출판부), pp.155~156. 28

27

26
25
24

사진 5 박 철의 유물 기증과 기부에 의해 건립된 경성제국대학
진열실 건물

사진 6『고박 철씨기증서화류전관
목록(故朴榮喆氏寄贈書畵類
展觀目錄)』표지
(경성제국대학, 1940. 22.6×15.6㎝, 개인)

사진 7『고박 철씨기증서화류
전관목록』,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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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의 김옥균의 행서(30번), 심사

정의 용호도(43번), 김홍도의 신선도(44번)와 1932년‘조

선고서화전람회’의진재해의산수(38번), 이인문의수묵

산수(46번)와일치하는것으로보인다. 전체수효를분류

하여보면<표2>와같다.

이 에서는‘조선지부’의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지부’는 번호 1에서 61까지로 되어 있는데,

1~34는 씨이고 35~61은 그림이다. 씨 가운데 탁본

1점, 서첩 18개인데 2번『근역서휘』37책, 3번『조 흑

화책』2책인 것을 감안하면 점수로 대략 55점이 된다.

그림은『근역화휘』가 3책이니 대략 30점이 되는데 화첩

6, 10폭병풍2, 6폭병풍1, 곡병1점으로되어있다. 씨

가운데에는김정희의작품이9점으로가장많고신위가3,

이황이2점등의순이며, 그림에서는장승업3, 정선2, 심

사정2, 김홍도2점의순이다. 그림은대개화원이나직업

화가의 그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면 박 철이 이

계통의 그림을 주로 모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시대

와 작가가 고루 분포된 것은 일종의 안배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대와작가를안배한것이박 철의의도인지

아니면 유물을 기증한 후손들의 의도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박 철의기증품은현서울대학교박물관의주요회

화소장품으로서높은평가를받고있음을보면박 철의

심미안과감식안이상당하 음을알수있다.

『목록』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조선지부’

2번『근역서휘』37책과 35번『근역화휘』3책이다. 『근역

서휘』와『근역화휘』는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이우리

나라 역대 인물들의 필적과 그림을 모아놓은 서첩과 화

첩으로서, 『근역서휘』에 수록된 인물의 총수는 1,107명

이고『근역화휘』에는 도합 67인 67점의 그림이 실려 있

다. 『근역서휘』와『근역화휘』는서울대학교박물관소장

서화 유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서화를 대

표하는귀중한자료의하나이다<사진8, 9>. 이와비슷한

성격의 자료로서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볼 수 있

는유물로성균관대학교박물관소장의『근묵(槿墨)』, 간

송미술관의동명의『근역화휘』를꼽을수있을정도라는

평을통해두자료의중요성과가치를확인할수있다.

『근역서휘』, 『근역화휘』는물론여타의박 철의기증품들

역시 높은 작품성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목록』의 39번 정선의 <만폭동>, <혈망봉>과 51번

소치(小癡) 허련(許鍊, 1808~1893)의<선면산수> 등은해

당 작가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

라는 점에서 박 철 기증품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된다

<사진10, 11>.

1930년대는 고미술품 거래가 대단히 활성화된 시기로

서 박 철과 같은 이름 있는 수장가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고미술품을 수장할 수 있었다. 박 철의 수

장품은 경성제대에 기증한 115점 외에도 훨씬 다양한 종

류에많은수효의고미술품을수장하 을것임은물론이

다. 그증거가치 한그의성품대로수장작품에붙여놓

았던‘多山珍藏附箋’이다<사진 12>. 부전은“서류(書類)

나문건(文件)에간단한의견을써서덧붙이는쪽지”로서

전체 소장품의 내역과 수효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기 위

하여 제작한 것이다. 박 철의 부전지는‘품명’,‘번호’,

‘구입’,‘전소지자’,‘비고’의네항목으로되어있는데, 이

부전은품명에‘一濠蝶屛’이라되어있어조선후기의화가

로 나비를 잘 그린 것으로 유명한 일호(一濠) 남계우(南

31

30

29

서울대학교박물관소장박 철기증품을직접조사할수없었고, 중국과 일본작품들이도록으로소개되지않아연구와분석에한계가있기때문에이 에서는‘조선지부’의
내용을주로살피고자하 다. 

진준현, 앞의 , pp.137~142. 

박 철의 경성제국대학에기증품가운데우리나라서화류를제외한중국과일본의작품은아직본격적으로소개되지않았다. 31
30

29

사진 8『근역서휘』천지인(天地人)
3첩, 서울대학교 박물관

사진9『근역화휘』전37첩(부분)
서울대학교 박물관

표 2『故朴榮喆氏寄贈書畵類展觀目錄』의 국적에 따른 분류표

구분 번호 작품 수효

朝鮮之部 1~61 61

書畵 支那之部 62~88 27

日本之部 89~105 17

其他 106~1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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啓宇, 1811~1890)의나비그림병풍에붙어있던것임을알

수 있다. 임신년은 1932년으로 그의 나이 53세 때이며

비고에는 백문방인(白文方印) ‘박 철인(朴榮喆印)’과

주문방인(朱文方印)‘다산(多山)’이 찍혀있다. 번호가

155번으로 된 것으로 미루어 1932년 당시에 이미 최소

155점 이상의 미술품을 수장했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다. 이부전을통해박 철의방대한수장품의면모를짐

작할 수 있으며 경성제국대학 기증품이 시대와 작가를

안배한것이었다는심증을짙게해준다.

맺음말

필자는 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장가를 수장품 방식

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① 수장하면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유형(전형필), ② 수장품이

조금씩 유출되다가 모두 흩어진 유형(장택상, 손재형),

③ 다량 수집했다가 한꺼번에 모두 처분해 버리는 유형

(박창훈, 이병직), ④ 수집한 고미술품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전량몰수또는강탈당한경우(함석태)로구분

한바있다. 다만③에서박창훈의경우가경제적이득의

극대화가목적이었는데비해, 이병직의경우는교육에의

투자라는 공익적 기여가 더욱 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수장품 처리방식 만으로 본다면 박

철은 세 번째 유형 가운데 이병직의 경우와 유사한 측

면이 있다. 자신의 수장품을 조건 없이 기증하고 심지어

전시실건립비마저쾌척한사실은문화애호가로서그리

고 수장가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기증이 밑거름이 되어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설치된 점

은더욱뜻깊은일이다.

수장가로서의 모범을 보인 박 철이지만 그는‘전천

후 친일파’라는 평을 들을 정도의 철저한 친일행각으로

더욱 유명하다. 그의 친일행각은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기회주의적인 친일과 구별된다.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문명개화론을 신봉하 고 대동아공 이라는 일

제의 이념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제국주의와

친일파 연구에 의하면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협력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득권 유지와 개인적 달

을 위해 제국주의 세력에 협력하는 자와 중간계급이나

지식인 같은‘주저하는 협력자’혹은‘반항하는 협력자’,

그리고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그것이다. 1910년대 친일

지식인들이내세우던산업진흥론은일본인과같은수준

이되기위한‘동화주의적실력양성론’인반면,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은 신지식인층의 실력양성론은 비록 먼 훗

날의 것이나마‘독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전자를‘적

극적 협력자’, 후자를‘주저하는 협력자’라는 구별을 하

고 있다. 박 철은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은 신지식인

층이지만‘주저하는 협력자’가 아닌‘적극적 협력자’의

범주에분류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박 철의 서화수장은 일차적으로 한시와 서화 등을

좋아하고즐겼던그의성정에의한바크지만, 과거조선의

33

32

김상엽, 2010. 12의 , pp.501~502.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p.372; 박지향, 2003, 『제국주의 - 신화와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pp.133~144. 33
32

사진 11 허련, <선면산수>(종이에 담채, 21×60.8㎝, 서울대학교 박물관) 사진 12 박 철, <부전(附箋)>
(종이, 8×6㎝, 개인)

사진 10 김홍도, <만폭동(萬瀑洞)>
(비단에수묵, 33.2×22㎝,

서울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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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적유산과전통에서고유의특성을찾고이를통

해‘동양의 세계사적 의무’인‘동양적 근대’를 창출하고

구현하기위해담론화된동양성=조선성을추구한일본의

대동아주의와같은궤를걸은것으로보인다. 일제시기의

조선적인특성곧‘반도색’은동양의비서구적원천으로

서전통미술에서고유의특성을찾으려한식민지본국인

일본의 시책에 의해 추구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

철의서화수장등민족문화애호는그가의도하 든의

도하지 않았든 일본의 대동아주의 시책과 연결되었다는

점에서이방면연구에시사하는바크다. 

34

<書畵>

朝鮮之部

1. 朝鮮 眞興王定界碑拓本

2. 槿域書彙三十七冊

3. 朝英黑華帖二冊@ 上 蘇齋盧守愼先生外二十人

@下 退溪李滉先生外二十人

4. 群賢遺墨帖

5. 五賢手札帖

6. 退溪先生遺墨帖李滉

7. 退溪先生淸凉山山錄跋

8. 西崖先生手札柳成龍

9. 筆苑諸家眞蹟帖玄洲尹新之先生外十餘人

10. 四賢遺墨帖退漁金鎭商外三人

11. 燕巖先生簡帖朴趾源

12. 松下先生書帖曺允亨

13. 茶山先生行書丁若鏞

14. 紫霞先生墨緣帖申緯

15. 紫霞先生行書

16. 紫霞先生扇面書額

17. 阮堂先生行書蘇齋題畵絶句帖金正喜

18. 阮堂先生行書蓮花博士帖

19. 阮堂先生眞墨帖

20. 阮堂先生眞墨帖筆訣

21. 阮堂先生行書橫披老樹低頭廳詩書云云

22. 阮堂先生手札

23. 阮堂先生詩書

24. 阮堂先生隷書對聯五幅四利□千 万悅□

25. 阮堂先生隷額嘉言乘福□

26. 又峯先生畵鷗庵春日漫錄帖趙熙龍

27. 小舫月虹帖

28. 大院王書帖李昰應

29. 古藍 田琦篆額碧玉堂田琦

30. 古筠先生行書金玉均

31. 雲漢附翼帖

32. 美術院詩軸

33. 雲養先生行書金允植

34. 海士先生行書額其言春金聲根

35. 槿域畵彙三冊

36. 片羽零紈帖

37. 四家遺墨帖駱坡先生山水灘隱先生竹

影谷先生葡萄雪谷先生梅

38. 僻隱先生山水秦再奚

39. 謙齋先生合壁帖鄭敾 / 玄齋先生沈師正@@ 

40. 玄齋先生合壁帖沈師正 / 圓嶠先生李匡師

41. 和齋先生猫雀卞相璧

42. 峀雲先生墨竹雙幅柳德章

43. 玄齋先生龍虎圖

44. 檀園先生神仙圖金弘道

45. 七七先生扇面雪景山水崔北

46. 古松流水館道人先生山水李寅文

47. 檀園先生山水雙幅

48. 之又齋先生墨妙帖鄭遂榮

부록 1 『故朴榮喆氏寄贈書畵類展觀目錄』, 京城帝國大學, 1940. 5. 10.

홍선표, 2009, 『한국근대미술사』(시공아트), pp.215~21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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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琳田先生魚蟹屛十幅趙廷奎

50. 希園先生瀟湘釣魚圖李漢喆

51. 小癡先生扇面山水許鍊

52. 靄春先生墨畵繡毬申命衍

53. 大院王 墨蘭屛六幅

54. 夢人先生石丁學敎

55. 吾園先生翎毛折枝屛十幅張承業

56. 吾園先生曲屛一雙

57. 吾園先生楓林山水橫額

58. 小琳先生魚蟹趙錫晉

59. 芸楣先生墨蘭橫披閔泳翊

60. 心田先生神仙圖安中植

61. 貫齋先生陶侃運 圖李道榮

支那之部

62. 唐 智永禪師千字文拓本

63. 覃溪先生行書帖翁方綱

64. 冶亭先生小楷鐵保

65. 見山先生隷書對聯楊峴

66. 少白先生行書周棠

67. 華人帖 周銘盤王錫□ / 張學周□心坦

68. 蘇堂珍賞

69. 季鄕先生四友佳賞帖韓韻海

70. □權先生書畵紈扇合裝趙之謙

71. 松禪先生隷書對聯翁同和

72. 容齋先生篆書對聯吳大澄

73. 涑文先生行書對聯許其光

74. 敬輿先生行書對聯陸□庠

75. 芝生先生行書對聯瑞常

76. 西太后 書

77. 任公先生行書梁啓超

78. 田叔先生山水藍瑛

79. 野雲先生太白像朱鶴年

80. 少白先生墨畵牧丹葡萄對聯周棠

81. 鐵船先生彩菊鄧啓昌

82. 缶廬先生薔薇匏花大幅吳昌碩

83. 淸末名家書屛十幅商言志倪田葉振家趙起何雜樸黃俊等

84. 客東先生水墨山水范松

85. 伯英先生前後赤壁賦圖對幅張俊

86. 半丁先生花卉陳年

87. 一亭先生雪景山水王震

88. 白石先生蝦齊璜

日本之部

89. 慈雲禪師書

90. 井手正水先生書橫披

91. 伊藤春畝公行書絶句

92. 土方久元伯行書

93. 森春濤先生七律

94. 森槐南先生詩扇

95. 中根半嶺先生隷書

96. 白隱和尙觀音像竝讚

97. 落合朗風先生菊

98. 小室翠雲先生雪景山水

99. 橋本關雪先生雪景山水

100. 田中 哉州先生花鳥

101. 池上秀畝先生合作花蝶

@彩溪六橋先生

102. 彩溪六橋先生墨菊

103. 小野竹喬先生山水

104. 山本紅雲先生 飼

105. 水上□生先生美人圖

기타

106. 幾何學原本寫本四冊

107. 嚴經 寫本四冊

108. 搢紳攷寫本一帖

109. 紅絲硯明帝下賜遼東伯金應河將軍家世傳品

110. 三島扁壺

111. 鷄龍山 俵□形扁壺

112. 鷄龍山 酒甁

113. 行燈

114. 大瓢

115. 鄭三峯先生遺愛古桐筆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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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나이 주요 경력 기@ 타

1879 02.02 生, 7~15세까지서당에서한문수학후, 전주 三南學堂에서일본어배움 12월, 지석 , 종두 실시

1898 19 09.01 官費 유학생으로東京成城學校입학 2월, 흥선대원군사망

1901 22 11.25 사관후보생으로동경近衛騎兵聯隊배속 5월, 제주 이재수의난

1902 23 12월. 일본 육군사관학교입교 7월, 경인철도개통

1903 24 11.30 일본 육군사관학교졸업 서울에수도시설착공

02.16~8.30 러일전쟁에일본군으로종군

03.12 육군기병參尉

1904 25 07.07 육군무관학교교관 2월, 러일전쟁발발

10.09~12.03 일본군사시찰원으로동경에다녀옴

12.24 일본정부로부터勳6等 瑞寶章받음

03.02 正6品 敍勳

1905 26 06.14 육군 유년학교副官 11월, 을사보호조약체결

10.10 육군 기병正尉

1906 27 07.20 육군 기병參領, 京城 衛戍司令部參謀官 2월, 통감부 개청

10.02 侍從武官임명 / 10.18 일본정부로부터勳5等 雙光旭日章받음

1907 28 11.06 대한제국정부로부터勳5等 太極章받음

12월. 裵貞子와의스캔들로시종무관자리에서물러남

1908 29
02.20 일본정부로부터 1904~1905년 從軍記念章및戰役의功으로 500圓을 받음

06.12 韓國駐箚憲兵隊, 軍府附임명
12월, 동양척식주식회사설립

1909 30
05.22 일본정부로부터황태자전하渡韓記念章받음

10.28 대한제국정부로부터勳4等 八卦章받음
7월, 군부 폐지

1910 31
02.20 대한제국정부로부터韓國皇帝陛下西南巡幸記念章받음

08.27 從2品 서훈
8월, 한일합방

1912 33
08.01 韓國倂合記念章받음 / 08.31~1916 전라북도익산군수(고등관 5등)

10.30 正6位 敍勳
2월, 청조멸망

1915 36 11.10 일본정부로부터大正大禮記念章받음 9월, 조선총독부박물관준공

1917 38 전라북도논산군수 11월, 관부연락선정기운행

1918 39
09.27~1921 함경북도參與官(고등관 4등)

부친 朴基順회갑기념문집『龜荷珍藏』간행하고전주에醉香亭세움
11월, 토지조사사업완료

04.30 『매일신보』에 3·1운동을중지하라는담화발표
1월, 고종 승하

1919 40 08.30~09.07 『매일신보』에「백두산」연재

12.25 일본정부로부터勳4等 瑞寶章받음
3·1운동 시작

1921 42
02.12~1924 전라북도참여관(고등관 3등)

03.22 從5位 서훈. 저서, 『白頭山遊覽錄』간행
6월, 자유시 참변

1924 45
03.07 조선총독부로부터봉천, 천진, 북경, 남경, 상해, 대만, 여순, 안동등출장을명받음 5월, 경성제국대학개교

12.01~1926 강원도지사(고등관 2등) 7월, 암태도 소작쟁의

부록 2 박 철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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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나이 주요 경력 기@ 타

1925 46 일본정부로부터勳3等 瑞寶章받음 / 여행기『亞洲紀行』3권1책(京城, 奬學社) 간행 10월, 조선신궁서울에기공

1926 47 08.13~1927.09.19 함경북도지사 6·10 만세운동일어남

01.25 大正天皇御大喪儀참여차동경에감

1927 48
05.17 고등관 1등 / 05.21 동양척식주식회사감사 1월, 신간회 발기

07.19 三南銀行(주) 頭取 6월, 조선산업박람회개관식거행

10.15 從4位 서훈(귀족의예우에준함)

06.16 조선은행부국장 / 06.28 올림픽 참관을위해 3개월에걸쳐중국, 유럽, 인도 등시찰

1928 49 11.16 일본정부로부터昭和大禮記念章받음 3월, 한국독립당조직

11월 세계일주시작품 30편을 수록한『歐洲吟草』출간(京城, 近澤印刷社)

05.28 조선박람회이사

1929 50 08.08 조선사회사업협회(재) 이사 11월, 광주학생운동일어남

09.20 자서전『五十年の回顧』발행(京城, 大阪屋號書店)

05.31 조선방송협회이사

1930 51 11.15 조선미곡창고회사이사
1월, 미쓰코시백화점

30년대초반에九日會결성을주도. 1930년대 후반까지활동
서울분점준공

1931 52 01.26~1939 조선상업은행장 9월. 만주사변

1932 53 朴趾源의『燕巖集』(17권 6책) 출간 / 자신의시집『多山詩稿』(2권1책) 출간 4월, 윤봉길 의사의거

1933 54 06.03~1939.03.10 조선총독부中樞院參議(칙임관대우) 7월, 경성-동경간직통전화개설

1934 55 5월『三千里』제6권 제5호에「歷代總督의人物」기고 11월, 『진단학보』창간

09.24 총독부박물관에 5천원기부
5월, KAPF 해체1935 56

10.01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 기념표창받음

1937 58
04.20 만주국경성주재명예총 사

10월 1만원 애국헌금 / 10월『三千里』에「海蔘威에다녀와서」기고
2월, 일본어 사용강제

01월 金鑛王崔昌學재혼에主禮

1938 59 06.22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발기인 4월, 국가총동원법공포

07.24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총무

2월 경성부육군병지원자후원회이사

03.10 총독부 학무국장부속실에서뇌졸중으로사망

1939 60 03.10 사망 후만주국으로부터훈3위 경훈장받음 9월, 제2차 세계대전시작

03.15 사망 후일본궁중으로부터幣帛과祭奠을받음

조선총독부로부터旭日中綬章받음 / 자신의시집『多山詩稿』(2권1책) 재출간

1940 05.10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제1 회의실에서‘故朴榮喆氏寄贈書畵類전시회’개최 2월, 창씨개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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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the modern art market and distribution differs in its research focus from that of traditional art history,
which traces and analyzes the works of master artists, their schools and influence, in that it attempts to approach such
issues as art and society, and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works of art, based on new research methods and
persp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and art collection activities of Park Yeong-cheol, considered to be one of the
earliest major modern Korean art collectors. He graduated from the Japanese military academy and served as both a
solider of the Greater Korean Empire and a high level officer of the Japanese army. After being discharged, he served as
Governor of Gangwon-do and then Hamgyeongbuk-do, and after his retirement from public office, he became a
leading businessman. He is well-known as a Japanese sympathizer who approved of and advocated for the aggressive
colonial policies of the Japanese empire. As a cultural enthusiast and art collector, however, Park Yeong-cheol
published the most accurate edition of Yeonamjip, and donated his collection to Geyongseong University at the end of
his life, thus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All of these activities are highly
commendable. His interest in growing his collection of paintings and calligraphies was largely motivated by his love of
paintings and Chinese poems,but it also appears to have been the result of his 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of trying to discover the distinct, non-wester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Eastern 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