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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석조전은 1897년경 대한제국 총세무사 브라운이 건의하여 하딩의 설계로 덕수궁에 건립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황궁이다. 1900년 기공하여 1910년 준공되었으며, 공사비는 약 100만원 내외 소요되었다. 내부공사는 로벨이 

감독을 맞아 메이플사가 진행하고, 창호 전등은 크리탈사가, 가구 생활소품은 메이플사가 납품하였다. 브라운과 

하딩, 로벨은 영국인, 메이플사와 크리탈사는 영국회사로 석조전은 영국인에 의해 발의, 설계, 공사가 진행

되었다. 

브라운은 1896년 아관파천 이후 1897년 총세무사직에서 해임되고, 1898년 재임되었다. 재임 후 브라운은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위해 황실 내 영국인의 고용을 확대해 주변인을 영국인으로 채웠다. 이러한 상황에

서 브라운은 석조전을 발의하고 건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입지와 영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동의 연장으로 추정된다. 

석조전에 입고된 가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메이플사의 것으로 메이플사는 유럽의 호화주택, 호텔, 대사관, 

궁전 등에 가구를 납품한 곳이다. 메이플사는 당시 일러스트를 삽입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는데, 석조전 실내 

사진에 등장하는 가구와 동일한 예가 다수 등장한다. 이를 통해 석조전 가구는 기성 생산품을 구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석조전은 조선 전통의 관점과 전혀 다른 서양인의 관점에서 계획된 건물로 서양의 왕실 궁전 개념과 

실내의장, 가구가 들여왔다. 석조전의 가구는 대한제국기 유입된 서양가구 및 당시 서양인의 왕실 가구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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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석조전은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 뒤 북서쪽에 위치한 서

양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 3층 전각이다. 대한제국 초 영국

인 총세무사 브라운에 의해 발의되어 당시의 황궁 경운궁(현 

덕수궁)에 세워졌다.01 석조전은 영국인에 의해 발의되어 영

국인의 설계로 시공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에서 가구 소품

까지 모두 서양식으로 계획된 대한제국기 최고의 서양식 전

각이다. 그러나 석조전의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의궤나 

기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일제강점기 건축 관련 학술지 

등에 단편적인 기록만이 남아있어 건립의도와 용도, 준공 시

기 등의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노후화된 석조전을 보수하면서 2008년 

‘덕수궁 석조전 원형복원 계획 및 활용방안 조사’ 사업을 실

시하여 2009년부터 석조전을 준공 당시 원형을 찾아 복원하

는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그동안 변경되었던 내부 

마감을 철거하여 원형의 마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벽체 일

부를 발견하여 내부 조적방식을 설정하였고, 기존 소개된 자

료 외에 사진과 도면 자료를 추가 발굴하여 준공 당시의 모

습에 가깝도록 재현하고 있다.02 석조전의 가구에 대해서는 

2009년도 자료 조사에서 창덕궁과 고궁박물관에 석조전 관

련 가구가 일부 현존함이 밝혀져 2012년 실물조사를 실시하

였다. 석조전 가구는 영국 메이플사의 가구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조사한 가구 역시 메이플사의 가구임이 밝혀

져 석조전의 원형복원 재현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

구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석조전의 건립과 내부구성을 정

리하고, 석조전에 배치된 실내 가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한제국기 황실에 서양식 전각의 건립

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현되었는지, 대한제국기 황실에 유입

된 서양식 가구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석조전 건립배경

1. 건립 목적

석조전은 1897년경 대한제국 총세무사 영국인 브라운

(John McLeavy Brown, 栢卓安)이 건의하여 청국해관의 엔

지니어인 영국인 하딩(John Reginald Harding, 哈爾定)의 설

계로 덕수궁에 건립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석조 전각이다.03 

브라운이 석조전의 건립을 발의한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의

견이 있다.04 총세무사 브라운이 한때 러시아의 힘에 밀려 서

리를 맞다가 복직하여 왕실에 아첨하고자 발의한 공사라는 

설,05 브라운이 세관수입을 정부에서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

01 석조전을 착공 시 경운궁이었으나 완공 시점 그리고 현재 덕수궁으로 불리므로 본고에서는 이하 덕수궁이라 통일함.

02  석조전 복원공사는 국내·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준공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사전에 수집된 자료는 『덕수궁 석조전(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문화재청, 2011)으로 발간되었다.

03  브라운의 석조전 건축 발의시기에 대해 1899년 브라운이 상하이에 다녀온 기록을 근거로 이때 하딩을 만나 설계를 의뢰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하딩이 작도한 입면

도에 ‘1898. 2. 20’ 날짜가 기입되어 있고, 일본 건축잡지 『建築世界』 기사 중 1897년 브라운이 본전을 석조 서양식으로 건축할 것을 제안하여 국왕의 허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1897년경 발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大漢門內慶運宮石造殿竣成」 『建築世界』(1912.1), p.89. 하딩에 관한 자료는 다음을 참조. 김종헌, 2009, 「대한제국기 서

양식 등대 건축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石橋絢彦과 하딩의 역할에 대한 연구」 『공동학술대회』, 한국항해항만학회, pp.463~466.

04 석조전에 대한 연구 성과와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년도순).  

윤일주교수 논문집편찬회 편, 1988, 『한국근대건축사연구』, 技文堂, pp.56~57. 

김정동, 2004,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pp.180~182.

문화재청·삼풍엔지니어링, 2005, 『덕수궁복원정비 기본계획』.

문화재청·민가, 2007, 『덕수궁 석조전(동관) 수리보고서』.

강성원, 김진균, 2008. 4, 「덕수궁 석조전의 원형 추정과 기술사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권 4호(통권234호), p.141.

안창모, 2009, 『덕수궁』, 동녁, pp.174~193.

문화재청·다담, 2009, 『덕수궁 석조전(본관) 원형복원 계획 및 활용방안 조사보고서』.

우동선, 2010. 8, 「慶運宮의 洋館들-돈덕전과 석조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0, pp.92~93. 

문화재청·강희재, 2011, 『덕수궁 본관 복원자료집』. 

05  1937년 간행된 일본 건축잡지의 좌담회 기사 중 소가쓰토무(曾我勉)씨의 발언. 「建築回顧座談會」 『朝鮮と建築』(1937. 11), p.53; 윤일주교수 논문집편찬회 편, 위의 책, 

p.57 재인용. 소가쓰토무는 석조전의 1/10 축소 모형을 제작하였다. 



6·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

하여 이 공사에 세관수입의 일부를 투입하기 위해 석조전 건

축을 발의하였다는 설이 있다.06 

브라운은 1893년 10월 전임 총세무사의 휴가 기간인 1년 

동안 임시 근무하기 위해 청국해관에서 조선 총세무사로 파

견 되었으나, 청일전쟁의 발발로 청국해관과의 공식적인 관

계가 단절되어 임명권이 조선정부에 귀속되자 정부는 그의 

재임을 결정하고, 이때 탁지부 고문직도 겸직하게 하였다.07

브라운은 해관의 수입과 지출을 단독으로 관리하였는데, 당

시 해관수입은 왕실재정의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재원이었

다.08 이에 따라 이를 총괄하는 총세무사의 발언도 점차 강화

되어 국왕도 브라운의 동의 없이는 재정지출을 결정할 수 없

었다고도 한다.09 이러한 브라운의 위세와 총세무사청의 위

치를 고려하여 브라운이 석조전을 총세무사청으로 이용할 목

적으로 신축공사에 착수했다는 설도 있다.10 그 근거로 석조

전 신축공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경운궁 중건공사를 수행한 

영건도감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경운궁 공사 관계 기

록에 석조전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경운궁 전체 배치 계획과

도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점, 왕실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유교

경전에 입각한 건물명이 붙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사바찐이 설계, 시공한 것으로 알려진 황실의 서양식 

건물들 또한 영건도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1898

년 2월 20일 하딩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전 입면도>

에는 ‘Imperial Palace, seoul’이라는 상단 제목이 있고11 (그

림 1), 1900년 미국 건축 잡지에 실린 석조전 모형 사진 아래

에는 ‘The new palace for H. M. THE EMPEROR OF COREA’

【 그림 2 】  <석조전 모형>, 1900년 
출처 : The American Architect and Building news 
no. 1274, may 26, 1900

【 그림 1 】  <석조전 입면도>, 1898년, 2월 20일 하딩 작도, 
48.0×69.5㎝,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소장
출처 : 문화재청·강희재, 2011,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p.11. 

06 1937년 간행된 일본 건축잡지의 좌담회 기사 중 기타가와(北川)씨의 발언. 「建築回顧座談會」, p.59; 윤일주교수 논문집편찬회 편, 위의 책, p.60 재인용. 

07  브라운은 더블린대학(Dublin Univ.)에서 1889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영국의 법정변호사 자격이 있었다. 英·中·佛·獨語에 능통하였으며, 주청영국대사관에서 

1861~1872년 동안 서기관으로 재직, 1873~1893년 청국해관 총세무사 하트(Robert Hart, 赫德)에게 발탁되어 청국해관의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재무나 회계에 

밝은 유능한 경영인으로 인정받아 1888년에는 하트의 후임자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김현숙, 「韓末 顧問官 J. McLeavy Brown에 대한 硏究」 『한국사연구』 66(1989), p.106.

08  해관은 탁지부 司稅局 산하기구였지만 브라운은 탁지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관세액과 경비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고종이 관세금을 장악하고자 브라

운에게 탁지부에 보고하지 말 것을 훈령했던 것이고, 이를 간파한 브라운이 탁지부에서 독립된 해관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성공해 해관이 브라운 개인에게 예속되어 운

영되었고, 관세는 미리 책정된 용도로 해관에서 직접지출 되었으며, 보고는 고종에게만 개인적으로 할 뿐이었다. 김현숙, 위의 논문, pp.113~115.

09 藤村德一 編, 1927, 「石造殿の建築經緯」 『居留民之昔物語 第一』, 朝鮮二昔會, pp.82~84.

10  김태중, 「개항이후 총세무사가 주관한 관영공사기구에 관한 연구」(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37~38. 총세무사청은 덕수궁과 미국 공사관 사이 덕수궁 평성문 

밖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다담, 위의 책, p.324 덕수궁 측량도 ‘customs office’ 참조.

11  독일 슈트가르트대학 김은주박사가 발견하여 2011년 공개한 하딩의 사인이 있는 석조전 입면도에는 1898년 2월 20일의 날짜와 “Imperial Palace, seoul”의 상단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 하딩의 설계도는 현재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b.  중앙 상단 제목 세부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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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캡션이 달려 있다(그림 2).12 또한 1902년 미국 신문

에도 ‘EMPEROR’S NEW PALACE’라 소개되었고(그림 3),13 

1904년 화재 당시의 경운궁 배치도에도 석조전 위치에 ‘New 

unfinished palace’라고 기록되어 있어 총세무사청이 아닌 궁

전으로 건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석조전이 고종의 뜻에 따라 황궁의 정전으로 건립 계획되

었다는 견해도 있다.14 근대적 개혁에 적극적이었고 서양문

물 수용에 우호적인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서양식 

건물로 법전을 계획하였다는 주장인데, 석조전 설계 때까지 

황궁에 정전 건립이 없었던 점, 1901년이 돼서야 중화전 건

립을 지시한 점, 석조전 완공 후 고종의 승낙으로 중화전의 

행각이 헐리고 석조전 앞 정원공사가 시행된 점을 근거로 들

었다.15 그러나 석조전 건축 발의할 즈음 브라운은 탁지부 고

문에서 해임되었고, 1897년 11월에는 총세무사직에서 해임

될 위기에 놓였었다.16 1898년 영국 정부의 개입으로 해임이 

무산되었는데,17 이후 브라운은 자신의 권한을 계속해서 늘

려가고 청국해관 출신 영국인 직원의 고용을 늘려 세력을 형

성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입지를 탄탄

히 하려 하였다.18 이러한 행동에 1901년 브라운의 해임에 대

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재기되기도 하였다.19 위태로웠던 브라

운의 위치에서 고종이 황실의 법전을 브라운에게 일임하였

다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1902년 대한제국을 방문

한 외국인의 기록 중에 아관파천 후 러시아 공사관을 그대로 

【 그림 3 】  <MODEL OF EMPEROR’S NEW PALACE>, 1902. 3. 9,  
The St. Louis Republic

【 그림 4 】  <The burning of the palace>, 1904 작도
출처 : The korea review, April. 1904

12  Illustrations Additional, may 26, 1900, The American Architect and Building news no. 1274; 안창모, 앞의 책, pp.176~177 재인용.

13  Frank G., 1902. 3. 9,  ‛KOREA- THE HERMIT NATION’, The St. Louis Republic;  Frank G., 1902. 3. 9, ‛THE BOOM IN COREA’, The Houston Daily Post. 

14  김은주, 2014, 『석조전 - 잊혀진 대한제국의 황궁』, 민속원, pp.22~30.

15  1902년 동양 전통식 정전의 건립은 서양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명분상 정전 건립을 논의하였으며, 1904년 화재로 소실된 후 중층의 중화전을 단층으로 건립한 점은 석

조전의 완공을 염두한 의도라 주장하였다. 김은주, 위의 책, pp.80~85.

16  이 해고 시도는 아관파천 이후 친러파가 총세무사직에 러시아인 알렉세이프를 고빙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주장과 탁지부 관리들과 브라운의 반목으로 인해 해임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영국 정부에서 무력시위를 할 때 브라운은 세관의 모든 자금을 영국계 상해은행과 홍콩은행에 보관시키면서 대항하였고, 또한 러시아가 일

본차관(1895년 도입한 300만엔) 상환을 이유로 대한제국과 차관교섭을 하자 브라운이 서둘러 일본 차관을 상환함으로써 러시아와 접촉할 구실을 없애는 등 정부와 대

치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윤상, 1998, 「대한제국을 좌지우지한 외국인 고문들」 『역사비평』 43, pp.143~145.

17  브라운의 해임건과 관련해 외부대신 민종묵과 영국 총영사가 주고받은 문서는 다음과 같다. 「度支部顧問兼海關總稅司栢卓安의 解任事」 照會第20號(1897. 10. 26), 「栢

卓安의 解任拒否와 同照會還送」(1897. 10. 27)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구한국 외교문서』 제13권, 고려대출판부, pp.667~668(원문보기 KRpia.co.kr).

18  국사편찬위원회, 「대한제국 정부의 황실 측근에 대한 영국의 왕성한 움직임 보고」(1898. 10. 19 발신) 『프랑스외무부문서』 8, pp.227~228.

19  1901년 해고 시도가 있었는데 브라운의 친일 인사 등용과 대한제국 관리들과의 반목설이 있고, 총세무사 부서가 들어선 부지를 황궁의 부서들에게 인계하는 것을 반

대하여 파면 당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브라운 세관총감독관 퇴출로 인한 대한제국과 영국 관계(1901. 9.10 발신)」 『프랑스외무부문서』 9, 국사편찬위

원회,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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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한 새 궁궐을 짓도록 외국인이 부추겨 석조전 건립이 계

획되었다는 내용이 있다.20 즉 황제의 의도로 건립된 것이 아

님을 언급한 것이다. 

종합해 볼 때 브라운이 석조전의 건립을 발의할 즈음에 

황실과 브라운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고, 석조전이 설계부

터 시공 감독, 내부 의장까지 영국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브라운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확

실한 점은 석조전의 건축비용이 세관의 수입으로 지출되었

다는 점과 세관의 수입은 황실이나 정부의 관리가 아닌 총세

무사가 관장하였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국가 주도 건립보다

는 브라운의 개인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21 

2. 공간구성과 실내의장 

완공 당시 석조전은 황실의 궁전으로 완성되었다. 『매일

신보(每日申報)』 1910년 12월 3일자 「석조전준공기(石造殿

竣工期)」 기사에 따르면 “…석전(石殿) 내에는 접견실(接見

室), 침실(寢室)과 이태왕(李太王 )및 엄비(嚴妃) 양전하의 거

실(居室)과 기타 담화실(談話室), 목욕실(沐浴室) 등이 빠짐

없이 완비된지라…” 하였으며,22 이 외에도 당시 신문기사 및 

기록 자료를 통해서도 고종과 엄비의 공간으로 완공되었음

을 알 수 있다. 

1910년 석조전은 덕수궁의 황제와 황후의 공간, 즉 고종

과 엄비를 위한 궁전으로 완공되었으나, 엄비는 석조전 준공 

이듬해 1911년 훙거(薨去)하시고, 고종은 석조전에 잠시 들

리거나 머물 뿐 석조전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았다. 당시 고

종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日記)』를 보면 고종이 석조전에 

납시어 내빈 및 외빈을 접견하고 오찬 후 함녕전으로 돌아갔

다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23 이를 통해 완공 후 석조

전을 침전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석조전은 

완공 후 접견 및 오찬이나 만찬의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고종과 엄비의 친자이자 순종의 이복동생인 영친왕(英親王) 

이은(李垠)이 일본에서 귀국할 시 국내 거처로 사용되었다.24

1911년 영친왕은 생모인 엄비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7월 

【 사진 1 】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석조전 중앙홀, 1911년, 국
립고궁박물관 소장

20  지그프리드 겐테(Siegfreies Genthe)의 한국 기행문(1901.10~1902.11.30. 기고). 쾰른신문에 연재한 이 글에는 “현재 새로 지은 정동의 대궐 바로 옆에 해상 세관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 러시아 공사관을 그대로 모방한 새 궁궐을 지을 정도였다. …… 대기실과 기둥이 있는 베란다를 구비한 그 건물자체는 멋진 화강암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렇게 되면 정말 위엄있는 건물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 새로 짓는 이 대궐에 황제가 몸소 살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니 이것은 새 건물을 지으라고 부추긴 외국인의 

체면을 고려한 것 같다. 왜냐하면 황제자신의 생활 습관은 아직도 순수 코리아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지그프리드 겐테 지음, 게오르그 베게너 엮음, 최석

희 옮김, 『겐테의 한국기행』, pp.157~158.

21  석조전은 1900년 착공하여 1910년 준공되었다. 준공 년도에 대해 小田省吾는 『德壽宮史』에서 1909년 준공, 1910년 이왕가 인계하였다고 기록하였고, 이후 일제강점

기 출판물에 1909년 준공설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그러나 신문 기사에는 1910년 4월부터 ‘지하층을 제외한 완공’이라던가 ‘제반시설이 완비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하여 

1910년에 완공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황현의 『梅泉野錄』 卷之六, 융희4년(1910년) 庚戌條에도 “德壽宮石造殿  建洋製石屋于 德壽宮, 費十三萬二千二百九十九元”

이라 하여 1910년 건립되었음을 밝혔다. 공사비는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22  『每日申報』 1910년 12월 3일자 「石造殿竣工期」.

23 『日記』大正二年九月十三日(1913. 9. 13) 午前十二時 “太王殿下王殿下出御石造殿 …<중략>… 還御咸寧殿”.

24  영친왕은 1907년 고종이 황제자리에서 강제퇴위 당하던 해에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유학을 명목으로 11살(만9세, 1897년 출생)의 어린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광복 이

후 1963년 영구 귀국하여 1970년 창덕궁 낙선재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운의 왕족이다. 영친왕은 1907년 일본 유학길에 오른 후 1919년 고종의 국장(國葬)에 참석하기 

까지 총 4차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  엄비의 병환이 장티푸스라는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왕세자의 위생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미리 준비해 놓은 같은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으로 들게 하

고, 함녕전에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종이 석조전으로 납시어 왕세자를 만났다고 한다. 곤도 시로스케, 2010, 『대한제국 황실비사』, pp.127~130.

26  이 사진들은 재일교포 하정웅씨가 영친왕비와의 인연으로 2008년 일본에 남겨진 영친왕비의 유품을 인수한 뒤 수 개월간의 정리 끝에 2010년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정웅, 「흘러가는 대로, 비운의 왕비」 『하정웅 기증전 전시도록』(국립고궁박물관, 2011), pp.139~145.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기증받은 

유물로 2011년 “하정웅 기증전 - 순종황제의 서북순행과 영친왕·왕비의 일생(2011.11.22~2012.1.31)” 전시를 개최하였다. 1911년 영친왕이 촬영한 사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가 남아있다. 『每日申報』  1911년 7월 30일 「王世子殿下撮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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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  <석조전 평면도>, 1933년 추정, 청사진,  54.4×78.0
㎝,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소장
출처 : 문화재청·강희재, 2011,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p.17.

23일 입국하였는데, 출국하는 8월 5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25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영친왕이 1911

년 석조전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이 남아있다(사진 1).26 영친

왕은 1920년 일본에서 일본 황실의 나시모토노미야(梨本宮) 

모리마사왕(守正王)의 장녀 마사꼬여왕(方子女王)과 혼인하

고, 이후에는 부부동반으로 석조전에 머물렀다. 1922년 근현

례(覲見禮)를 위해 배우자 영친왕비와 아들 이진(李晋)이 함

께 입국하였는데,27 입국에 앞서 세 가족이 머물 석조전의 내

부공간을 자세히 소개하는 글이 『매일신보(每日申報)』 1922

년 4월 26일자에 실렸다.28 

이후 석조전은 방치되어 좀도둑과 날짐승 등의 피해가 속

출하였다고 하며,29 덕수궁 공원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건

물을 활용하기 위해 1933년 10월 1일 미술관으로 용도를 변

경하여 ‘덕수궁미술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되었다. 이후 석

조전은 미술관, 박물관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30

한편 2011년 <석조전 평면도>가 언론에 공개되었다(그

림 5).31 이 평면도는 검토 결과 1933년 석조전을 미술관으로 

전용하기 전 내부공간을 보여주는 평면도로 확인되었다.32 이

외에 석조전 실내 공간을 추정케 하는 자료로 서울대학교박

물관 소장 《한말궁중관계사진첩》의 1918년 석조전 사진33과 

27  1922년 5월 12일 영친왕과 함께 방문한 이진이 발병 3일 만에 석조전에서 훙거(薨去)하였다. 『매일신보』 1922년 5월 10일자 「왕세손 이진의 발병으로 출발연기」 『매일

신보』 1922년 5월 13일자, 「李晋殿下 遂薨去」 『동아일보』 1922년 5월 13~18일 부음.

28  『매일신보』 1922년 4월 26일자 「質素하고 莊嚴한 石造殿 - 三殿下의 御旅館」 본문 중 ‘고종이 쓰던 의자가 남았다’던가 ‘방치되어 수선하는 중이라’는 등의 내용을 통해 

석조전 준공 이후 12년이 지났으나 준공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문기사는 문화재청의 자료조사 시 발굴되었으며, 원문은 석조전 복

원공사 자료집(2011)에 실려 있다.

29  『시대일보』 1925년 6월 17일자 「石造殿에 盜難頻煩」 “…문면자를 떼어가 버리고, 책상보자기 벗겨 가져가…”, 『매일신보』 1932년 10월 14일자 「德壽宮開放도 不遠」 

“…퇴락하여 좀도둑과 날짐승이 드는 덕수궁을 보존하고자 일반에게 유료로 공개할 예정….”

30  1938년 석조전 서관을 건립하여 석조전과 서관을 ‘이왕가미술관’으로 개관하여 석조전에 근대일본미술품을 진열하고, 서관에는 조선고미술품을 진열하였다. 해방 이후 

미술관으로 사용하다, 1945년 UN한국임시위원회 사무실, 1946년 미소공동위 회의실 등으로 사용, 1954년 국립박물관, 196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1990년대 궁중유물

전시관으로 사용되다 현재 복원공사를 통해 준공기 황실 공간으로의 재현을 앞두고 있다.

31  도면발견과 공개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은주, 앞의 책, p.63~74. 

32  <석조전 평면도>는 청사진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1933년 미술관으로 개수할 때 공사 전 바닥재료 조사 도면으로 청사진 위에 빨간색과 흑색으로 표시한 것은 1936년 

난방설비 도면을 그리기 위해 도면과 현황의 차이를 적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강성원, 2011, 「복원자료를 통해 본 석조전의 변화과정」 『자료집』, p.191. <석조전 평

면도> 최초 발견자는 1898년의 하딩 도면을 다시 일본어로 쓴 도면일 수도 있고, 1933년의 공사를 위해 1898년의 최초 평면도를 다시 모사했거나 실측한 것일 수도 있

다고 하였다. 김은주, 앞의 책, p.74.

33  1911년 사진과 1918년 사진을 비교하면 가구의 구성이나 배치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a.  1층

b.  2층

【 그림 6 】  석조전 준공 당시 추정 실별 구성

a

b



10·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

일제강점기 일본 건축잡지에 실린 사진 등이 있다. 또 국립

고궁박물관과 창덕궁에 석조전 사진에 등장하는 가구가 현

존함이 확인되었는데, 가구들을 조사하는 중 일부 가구에 배

치장소를 적은 명문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진, 신문자

료, 학술자료, 가구의 명문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표1>과 

같이 각 방의 명칭이 확인되었고, <그림6>와 같이 평면도가 

완성되었다.34 

석조전의 내부공사는 브라운의 촉탁으로 영국인 로벨

(Lovell)이 내부 장식을 담당하고, 내부장치 및 생활용품은 

런던의 메이플(Maple&Co.), 조명과 난방 기구는 영국의 크

리탈(Critall&Co.)에 주문하였다.35 실내공사는 1908년에 시

작하여 1910년 완료되었으며, 로벨의 감독 하에 메이플사의 

직공이 작업하였다.36 공사를 감독한 로벨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나, 공사를 진행한 메이플사에 관한 

자료는 다수 남아있다. 메이플사는 1800년대 중반 작은 가구

점으로 개점하여 20세기 초에는 런던에 본사를 두고, 파리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세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했던 대기업

으로 성장하였다. 메이플사는 가구에서 소품, 인테리어 용품

까지 취급하였으며, 일러스트를 넣은 카탈로그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그림 7). 이들이 작업한 석조전의 실내 의장 모

34  평면도는 석조전 복원공사의 시공사에서 작도한 것으로 1933년 <석조전 평면도>와 2011년 석조전 해체 공사를 통해 확인된 공간 구획, 매일신보 1922년 4월 26일자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배치와 실명을 종합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다. 석조전은 정면 중앙계단 아래를 지층, 계단 위를 1층, 2층으로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35  “… 영국기사 Lovell에게 내부 공사의 설계명령이 내려진 것은 1907년이며, 연관부설, 난로, 전등장치는 런던의 Critall & Co.에서 내부장치 및 조도품은 런던의 Messrs 

Maple & Co.에서 청부하였다.…” 『德壽宮史』(1938.5).

36  「大漢門內慶運宮石造殿竣工」  『建築世界』(1912.1),

1908년 여름, 메이플사 기사 출장, 내부장식조사.

1909년 6월, 런던 메이플사로부터 기사, 직공이 건너와 로벨의 감독으로 장식공사 시작.

1910년 봄, 장식공사 잠정완료, 로벨 귀영(歸英).

1912년 지하실과 외굴(外戈)공사, 정원공사 완료.

【 그림 7 】  Maple & Co. 카탈로그 표지, 1905년 추정

층별 실명

출처

1층 2층

중앙홀 귀빈대기실 접견실 소식당 대식당 황제 침실 황제 서재 황후 거실 황후 침실 욕실/화장실 시종실

『每日申報』 1910. 12. 3. 

「石造殿 竣工期」
접견실 침실 거실 거실 침실 목욕실

『每日申報』 1918. 11. 29.

「兩殿下를 迎接코자」
알현실 식당 식당 주무시는 방

책 보시는 

방

주무시는 

방

목욕하시

는 방

관원 거

처할 방

『每日申報』 1922. 4. 26.

「質素하고 莊嚴한 石造殿」
대청 응접실 접견실 식당 침실 침실 욕실, 변소

시종실, 

응접실

『建築雜誌』 第288号
1910. 12.

「朝鮮德壽宮の石造殿」

大廣間 接見室 寢室 居室 居室 寢室 浴湯 談話室

『朝鮮と建築』 1933. 11.

「徳寿宮石造殿その他」
大廣間 謁見室 小食堂 貴賓食堂 御寢室 御居間 御居間 御寢室

석조전 가구 명문
RECEPTION 

ROOM

PRIVATE 

DINING 

ROOM

DINING 

ROOM

EMPEROR’S 

BEDROOM

EMPEROR’

S LIBRARY

EMPRESS’

S BOUDOIR

EMPRESS’S 

BEDROOM

【 표 1 】 석조전 층별 실명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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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아담스타일은 18세기 후반 영국 스코틀랜드 건축가 로버트 아담(Robert Adam)과 그 형제들의 작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칭적인 균형과 차분하고 장식적이며 우아한 분

위기가 특징이다. 아담은 로마에서 건축공부를 하고, 폼페이 발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고전적 도안을 건축, 실내장식, 가구 등에 반영하여 파트레(paterae), 옥수수껍질

(husks), 항아리, 꽃줄(festoon), 수금과 같은 장식문양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연숙, 2008, 『실내디자인 양식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pp.109~111.

【 그림 8 】  <A Drawing room in the “ADAM” style> Maple & Co. 
카탈로그 p. 218, 1905년 추정

습은 앞서 소개한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1911년 촬영

분)과 《한말궁중관계사진첩》(1918년 촬영분) 및 일본 건축

잡지 등에 등장하는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을 통해 볼 때 석조전 실내의장은 백색(혹은 파스텔

톤)의 벽과 천정에 대칭적으로 구획을 나누고, 고전적인 장

식 기둥과 벽감, 항아리 장식 등을 배치하였다. 구획은 금박

의 아칸서스(acanthus) 문양의 몰딩으로 나누고, 벽난로 위

나 아치형 몰딩 위에 리본이나 과일, 꽃을 엮은 늘어진 화환 

모양을 모티프로 한 스웨그(swag)를 장식하였다. 이러한 고

전적인 대칭과 구획 장식성은 신고전주의 특징으로 석조전

의 실내 인테리어는 영국의 신고전주의 중 아담스타일과 흡

사하다.37 메이플사의 1905년 발행한 카탈로그 중에는 ‘A 

Drawing room in the “ADAM” style’이라고 하는 아담스타일

의 거실 풍경 일러스트가 있는데, 이것과 귀빈대기실을 비교

해보면 그리스식 항아리와 꽃줄의 사용, 대칭적 균형 등이 

유사하다(그림 8). <사진 2>이외에 알현실과 중앙홀의 원주

와 벽기둥, 돌림띠, 타원형 곡선의 활용, 꽃과 고전적 잎사귀

와 소용돌이 등이 신고전주의의 특징이다.

실내 의장은 알현실과 중앙홀이 가장 화려했는데, 1933년 

덕수궁미술관으로 개축 공사할 때 알현실과 중앙홀은 장식 

원형을 그대로 남긴 채 전시실로 변경하였으며, 영국에서 조

립해 들여온 오크벽으로 장식한 소식당은 의장을 그대로 두

【 사진 2 】  《한말궁중관계사진첩》 석조전 귀빈대기실, 1918년,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b.  석조전 귀빈대기실 세부 - 거울부분 확대

【 사진 3 】  소식당 실내 의장, 1933년 
출처 : 「德壽宮石造殿 - 小食堂」 『朝鮮と建築』, 1933. 11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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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사용하는 가구, 식기류의 소품까지 서양식으로 개편하

였다. 이는 서구화의 도입으로 선진화를 꾀하고자 했던 왕실 

주도의 근대화 표방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고종을 알현한 서

양인들은 고종에 대해 서양 사람과 문화, 종교에 대해 호의

적이었고 개방적인 군주라 평하였으며, 알현 당시 각종 외제

품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운궁의 접견실 가구와 장식을 보고 놀

라워했다.39 개항이후 대한제국기 외국인 체류자들의 수기

에 의하면 궁중과 수도에 거주하는 부잣집에는 서양식 가구

와 주방설비 등이 완비되었고, 중국과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

점에 각종 수입품이 판매되었다.40 또 1902년 신문기사에 궁

내부에서 황제 등극 40년을 경축하기 위하여 프랑스제 양식

기와 양등(洋燈) 등을 주문하였다고 하며,41 인천 중국 조계

지에서는 서양가구와 악기, 그릇 등을 판매하거나 경매한다

는 신문광고가 여럿 확인된다.42 그리고 점차 서양가구에 대

한 수요가 늘면서 서울에 서양가구상(西洋家具商)이 등장하

게 되었다. 이 상점은 본래의 1894년 잡화상으로 개업했다가 

1900년부터 서양가구도 취급하게 되었는데, 초기의 고객은 

주로 일본 공사관, 영사관을 비롯해서 소수의 외국인이었으

나 후에는 고객의 수가 많이 늘어 내외 각종의 장식품을 비롯

하여 매우 화려한 여러 종류의 서양가구류가 같은 상점의 제

작공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43 또 다른 외국인의 기록에 

의하면 1890년대 일본과 중국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모든 종류의 외국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고, 중국인

이나 일본인들이 만든 모조품들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조품의 경우 상품의 질이 좋지 않았으며, 상해나 요

코하마에서 판매하는 서양 제품들은 값이 두 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명한 외국인 사람들은 샌프란시스코나 런던에 

고 귀빈실로 보존할 정도로 품격을 인정받았다(사진 3).38 이 

가운데 알현실에는 대한제국기 황실에서 사용하고, 일제강

점기 왕가로 강등된 이후 이왕가에서도 상징 문장으로 사용

한 이화문을 장식하였다(사진 4). 이화문은 알현실의 커튼장

식, 아치형 몰딩 내부 장식에 사용하였는데, 다음 장에서 소

개할 석조전 가구 중에서도 알현실에 배치되는 일부 가구에

만 이화문이 장식된 특징이 있다.

1. 개항기 이후 서양가구의 유입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왕실에서는 서구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었으며, 전기, 전차 등을 비롯해 실생

【 사진 4 】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석조전 알현실, 1911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대한제국기 서양식 
실내 가구의 유입

38  『李王家美術館要覽』(李王職, 1938), p.18; 「德壽宮石造殿その他)」 『朝鮮と建築』(1933. 11), p.16; 「德壽宮石造殿」 『朝鮮と建築』(1933. 11) 권두 도판설명 중 小食堂.

39  고종은 외교관 뿐 아니라 서양인 거주자들 그리고 서울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도 알현을 허락할 만큼 서양인에게 개방적이었다. 외국인들에게 고종은 서양 사람, 제도, 

관습, 종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특이한 지도자로 판단되었다. 정연태, 2001, 「光武年間 西洋人의 高宗觀」 『한국사연구』 115, p.148.

40  G. W. 길모어 지음, 1999, 『서울 풍물지』, 집문당, p.205; 끌라르보티에·이뽀리트 프랑뎅 지음, 2002,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조선』, 태학사, pp.77~78 접견실의 풍경 

41  『皇城新聞』 1902년(광무6) 6월 2일자, 2면 4단 「雜報」 “洋噐注文 朝鮮新報를 據 則本 年十月 御極四十年稱慶時進宴에 用기 爲가 宮內府에셔 法國에 洋食器具

洋燈等屬을 注文얏다더라”. 

42  『皇城新聞』 1901년 11월 16일 3면기사 「廣告 仁川拍賣」 『皇城新聞』 1898년 3월 8일 3면기사 「競賣廣告」, The Independant 1898년 11월 15일 ‛오리엔탈호텔의 비품 

경매광고’.

43  더욱이 이 상점은 고종의 황제 즉위식 때 이화문장이 들어있는 의자를 헌상하였다고 한다. 岡 良助, 『京城繁昌記』, 1915, 京城, 博文社, pp.398~99; 한경희, 「구한말 궁

궐건출 내부 의장에 관한 연구 - 서양식 요소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7, pp.73~7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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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886년 육영공원 교사로 조선에 입국하여 1894년 미국 귀국 후 집필한 것으로 당시 외국인들의 서양 제품 구입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G. W. 길모어 지

음, 앞의 책, p.205.

45  김태영, 1992. 6, 「구한말 외인 건축술의 전래과정 연구」 『건축역사연구』 1, p.122. 프랑스 공사관은 콜랭 드 플랑시 공사 재임기에 건축가 르페브르의 감독 하에 1896년 

완공되었고, 내부 가구는 슈농소성(프랑스 중서부 상트르 지방의 절대왕정기의 전형적인 성)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에밀 부르다레, 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

리, p.117.

46 F. H. Harrington 저, 1983, 『개화기의 한미관계』, 일조각, p.58; 김태영, 위의 논문, p.122 재인용.

47 궁중에 들어온 서양식 가구의 상호가 언급된 예는 현재로서는 석조전의 메이플사가 유일하다.

48  별장 주인 제임스 존스턴은 스코틀랜드 태생으로 상해에서 생해닥트(船渠)를 설립하여 재물을 축적한 인물로 여름 피서를 위한 별장으로 건축하였다. 이 글은 1945년 9

월 인천에 상륙한 미군의 요청으로 1945년 10월 26일 파울 슈르바움이 작성한 것이다. 인천시립도서관, 1959, 『개항과 洋館歷程 - 인천향토사료3』, pp.151~156.

【 사진 5 】  <프랑스 Chenonceaux성에서 서울주재 프랑스 공관으로  
운반된 가구들>  
출처 :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고려대학교 박물관,  
『한불수교 120주년 - 서울의 추억』, 2006, p.151

주문하여 비품들을 구입했다고 한다.44

개항기 초반 한성부에 거주한 외국인들은 기존의 한옥

을 사택, 공관, 학교, 교회, 병원 등으로 개조하면서 각종 휘

장, 카펫, 벽지 등의 치장재와 더불어 침대, 소파, 의자 등의 

가구와 같은 실내 장식용품을 들여왔으며(사진 5), 자국 스

타일의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들 실내용품 이외에 유

리 창호, 회벽천정장식, 징두리 판벽, 벽난로, 주방기기 및 각

종 금속재료를 들여왔다.45 이러한 물품들은 독일의 세창양

행(E.Meyer&Co., 世昌洋行), 영국의 홈링거(Holme Ringer 

Company), 미국의 타운센트(Townsend Company) 등과 같

은 외국상사와 미국무역상사(American Trading Company)

의 제물포지점, 샌프란시스코의 스미스캐쉬스토어(Smith's 

Cash Store), 그리고 몽고메리워어드(Montgomery Word) 상

점을 통해 이 땅에 들어 왔다.46

서양 가구는 서양인이 조선에 상주하게 되면서 외국인들

의 수요와 이를 접한 왕실과 지도층, 부유층을 중심으로 수

요층이 확대되었다. 유입된 서양 가구에 대한 자료 중에서 

상표명 등을 언급한 구체적인 자료는 드문 편인데, 석조전

에 입고된 메이플사 가구를 언급한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47 

1900년대 인천에 머물렀던 독일상사 세창양행의 대표사원

이었던 파울 슈르바움의 수기에 따르면 1905년 인천에 건립

된 존스턴의 별장은 건축설계와 디자인은 독일인 로즈케젤

(Rothkegel)이 하고, 지붕의 기와는 중국 청도에서 가져왔으

며, 전기장치와 램프는 독일에서, 그리고 가구는 일체 영국 

런던 메이플상사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한다.48 이 외에도 인

천 영국영사관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근대박물

【 사진 6 】  <장식장>, 19세기 말, 높이 260㎝, 인천근대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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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소장 가구 한 점도 영국 메이플사의 것으로 확인됐다(사

진 6).49  이처럼 메이플 가구가 국내에 유입된 예가 확인되는

데, 수기나 구전이 아닌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된 예는 

석조전이 유일하다. 

2. 석조전 입고 가구

석조전에 입고된 가구는 앞서 언급한 여러 기록을 통해 

영국 메이플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메이플사는 1800년대 

중반에 런던의 토트넘에 존 메이플이 작은 가구점을 개점하

면서 시작되었다. 존 메이플에 이어 그의 아들 존 브룬델 메

이플(John Blundell Maple, 1845~1903)이 가구점을 이어받

으면서 고급가구 제작, 인테리어 소품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세계적인 가구회사로 성장하였다.50 메이플사는 20세기 초

에는 영국의 ‘Site of London’ 즉 런던의 관광명소로 소개되어 

전세계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번창하였으며, 메이플사의 

가구는 유럽의 호화주택, 호텔, 대사관, 궁전 등에 납품되었

다.51 1905년에는 일러스트로 구성한 가구 카탈로그를 출판

하고,52 이후 가구에 이어 잡화, 인테리어에 까지 사업을 확

장하였다. 이러한 메이플사는 질 좋은 가구를 1980년대까지 

제작하였으나, 1997년 9월 파산하여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이때 가구 부문은 영국 판매유통 기업 Allders(영국 老舖百貨

店)에 인계되었다고 한다.53 

석조전에 배치된 메이플사 가구는 1910년대 석조전 실

내사진을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05년과 

1910년 메이플사에서 간행한 카탈로그에 석조전 가구와 유

사한 형태의 가구들이 등장한다. 

“… 가구는 특히 신중히 고려한 것이기에 지금도 훌륭합니다. 

또한 지금 신축한 도쿄저택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4

석조전에 입고된 메이플사의 가구는 건물보다 뛰어나다

는 평가를 받았는데, 영친왕이 석조전에 머문 인연으로 일본

의 영친왕 저택으로 일부 옮겨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친왕 

49  이 가구는 인천근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로 1890년대 영국에서 들여와 인천의 영국영사관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모

씨의 아들에게 개인이 구매한 것을 재구입한 것으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19세기 말 영국에서 제작한 고급가구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50 존 B. 메이플은 국회의원이 되어 1892년 기사 작위를 받고, 1897년 준남작 작위까지 받았으며, 1903년 질병으로 사망했다. wikidpia site ‘John Blundell Maple’ 기사 참조.

51  제정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의 겨울 궁전, 비엔나 호프부르크 황궁을 비롯하여 유명 호텔, 전세계의 가정 및 궁전에 가구를 판매하였고, 유명한 영국 대사관은 모두 메이

플가구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Hugh Barty-King, 1992, Maples Fine Furnishers -A Household Word for 150 Years, Quiller Press.

52  문화재청의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에는 Maple & Co., 1905, Illustrations of Furniture; Maple & Co., 1905년 추정, Illustrations De Meubles; Maple & Co., 1910년경, 

Interesting Interiors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53  The Independent, Wednesday 03 september, 1997 www.independent.co.uk/news site 기사 참조.

54 「德壽宮石造殿その他」 『朝鮮と建築』(1933. 11);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p.124 재인용.

【 사진 7 】  <<한말궁중관계사진첩>> 석조전 중앙홀, 1918년, 서울
대학교박물관 소장

【 사진 8 】  영친왕저택 실내, <<宮內廳管理部藏 李王職東京邸アル 
バム>>
출처 : 鈴木博之 監修, 2005, 『皇室建築』, 建築畵報社,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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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택은 1930년 건립되었는데, 실제로 영친왕 저택의 1930년

대 실내사진에 석조전 중앙홀에 놓였던 화병과 좌대가 등장

한다(사진 7, 8). 영친왕 저택은 아카사카 프린스호텔에 인수

되어 호텔로 사용되다가 건물의 노후화로 연회장을 겸한 호

텔 구관(舊館)으로 사용되었는데, 최근까지 화병과 좌대가 

남아 있었다(사진 9).55 일본의 영친왕 저택의 옛사진에서 화

병과 좌대 외 다른 석조전 가구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석조

전 가구는 창덕궁에서 소장하고 있었는데, 2006년 국립고궁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대부분 유물 보호를 위해 박물관의 수

장고로 이관하였다. 

1922년 영친왕이 석조전에 머문 이후 석조전은 방치되어 

도둑이 들끓었고, 1926년부터 덕수궁을 분할 판매한다거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는 등 논의가 진행되었으므로 

1922년 이후 석조전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926년 순종을 병문안하기 위해 영친왕 부부와 덕혜옹주가 귀

국했을 때 석조전이 아닌 낙선재에 머물었다는 점이 이를 뒷

받침한다. 이때 석조전 가구가 낙선재로 이동하였는지는 확인

할 수 없었으나,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석조전 가구 중 일

부는 낙선재에서 이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석조전 가구가 

이동을 거쳐 낙선재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조전 가구의 특징

1.실별 가구배치 

현재 석조전 가구로 판단된 유물은 약 40여 점이다. 대한

제국기 황실에서 사용한 서양가구 조사 중 석조전 가구가 국

립고궁박물관과 창덕궁에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유물조

55  이왕가 저택은 1930년 영친왕의 일본 저택으로 건축되었다. 영친왕은 만9세때 일본 유학길에 올라 1920년 일본 황족과 결혼하여 당초 옛 麻布區 6本木町의 鳥居坂御

用邸宅에서 머물렀는데, 이 양관을 새로 건축하고 옮겨왔다. 건물은 宮內省 內匠寮에서 설계,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평이 약 500평의 대저택이었다. 중간 정원을 둘

러 ‘ㅁ'자형 평면으로 응접실이나 식당 등의 주요 방을 남쪽에 배치하고 있다. 鈴木博之 監修, 『東京の歷史的邸宅散步』(JTBパブリッシング, 2010), pp.26~27. 이 저택은 

일본 그랜드 프린스호텔의 아카사카큐우간(赤坂旧館)으로 사용되다 2011년 그랜드 프린스호텔의 아카사카점 폐관 결정으로 문화재건물로서 보존중이다.

【 사진 9 】   <舊이왕가 저택 대객실>, 일본 도쿄 아카사카 소재
출처 :  鈴木博之 監修, 『東京の歷史的邸宅散步』(JTB
パブリッシング, 2010), p. 26.

【 사진 10 】  <책상> 석조전 황후침실 배치, 20세기 초, 
79.3×138×68.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b.  Maple & Co. 상표

a

c.  서랍 내부 명문 EMPRESS’S BEDROOM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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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창덕궁 희정당에 응접탁자와 책장 

2점, 국립고궁박물관에 원탁, 책상, 의자, 옷장, 침대 등 28건 

40여점의 유물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56 이 중 메이플사 

상표가 부착된 예는 3점이다(사진 10). 석조전 가구 유물의 

판단은 1910년대 석조전 실내사진과 1905년, 1910년 간행 메

이플사의 카탈로그를 교차대조하고, 메이플사의 상표가 있

는 가구와 유사한 양식과 구조, 수종, 경첩과 잠금장치, 손잡

이 등 부속품이 동일한 제품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 중 일부 가구에서 배치장소를 기록한 명문이 발견

되었다. 각 명문은 동일한 형식으로 스템프로 찍거나 수기하

였는데, 이를 통해 석조전 가구임을 판단하고 각 실에 배치하

는데 근거가 되었다. 조사한 가구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실명 품명 유물사진 고증사진
메이플사

카탈로그
가구명문

1

중

앙

홀

응접탁자  

2

알

현

실

원목의자      

3 이화문 가리개  

4 원탁    

5
대리석

협탁
  

6

귀

빈

대

기

실

안락의자

(2인용)
 

RECEPTION ROOM

【 표 2 】 현존하는 석조전 가구 목록

56  현재 석조전에는 조사 유물 중 28건 41점이 입고되어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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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품명 유물사진 고증사진
메이플사

카탈로그
가구명문

7

귀

빈

대

기

실

장식장  없음  

RECEPTION ROOM

8

소

식

당

원목의자      

PRIVATE DINING ROOM 

9

소

식

당

식탁 없음  

 
PRIVATE DINING ROOM 

10
식당용

협탁
없음  

 
PRIVATE DINING ROOM 

11

대

식

당

원목의자    

DINING ROOM

12
식당용

협탁
  

13

황

제

서

재

2층 책장    

  

EMPEROR’S LIBRARY 

14 게임탁자 없음

EMPEROR’S LIBRARY 

15 원탁(대)   

EMPEROR’S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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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품명 유물사진 고증사진
메이플사

카탈로그
가구명문

16

황

제

서

재

회전책장    

17

황

후

거

실

책상 없음

EMPRESS’S BOUDOIR 

18

황

후

거

실

원탁(타원)   

EMPRESS’S BOUDOIR

19 수납장   

20 책장 없음

21

황

제

침

실

수납대 없음  

…OR’S BEDROOM

22 침대 없음

 

23 옷장(대) 없음

 
BEDROOM 4

24 옷장(소)  없음  

 
EMPEROR’S BE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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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품명 유물사진 고증사진
메이플사

카탈로그
가구명문

25

황

제

침

실

세면대1 없음  

 
BEDROOM 3

26 세면대2 없음  

27

황

후

침

실

세면대3 없음

 
EMPRESS’S BEDROOM

28 화장대  없음  

29 옷장(소)  없음

EMPRESS’S BEDROOM

30 책상 없음

 
EMPRESS’S BEDROOM 

이 외에 일본 도쿄에 소재한 영친왕 저택에 석조전 중앙

홀에 놓였던 2개의 화병이 남아있다. 조사한 석조전 가구의 

실별 배치는 1910년대 석조전 실내사진과 가구의 명문으로 

배치 장소를 확인하였다. 침실용 가구의 경우 명문은 있으나 

침실 사진이 없어 침실 내 배치를 알 수 없어 메이플사 인테

리어 카탈로그의 침실 삽도를 참조하여 책상과 화장대는 창

가로, 세면대는 문 앞으로 배치하고, 침대는 방 중앙 벽난로 

앞에 배치하였다. 

2. 입고 가구의 특징

현존하는 석조전 가구들은 간결한 형태에 문양은 자제한 

듯 무늬목을 사용해 덧대거나 선으로 구획하는 등 장식성이 

강하지 않다. 중소형 가구에는 대부분 바퀴가 달렸으며, 손

잡이 등의 주물 금속재에는 일부 금박을 입혔다. 앞서 정리

한 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석조전 가구는 메이플

사 카탈로그에 등장하므로 주문생산품이라기보다 기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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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모델을 선택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9). 단 

접견실 가구 중 원형탁자와 좌우 측면 출입문 앞에 놓였던 

가리개에만 접견실 인테리어에 사용된 동일한 도안의 이화

문이 장식되어 있어 두 건의 가구는 특별주문한 것으로 판단

된다(사진11).

서양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석조전 건립 이전시기 접견실

의 모습은 원형탁자와 융단을 깔았다고 하는데, 상품의 질이 

저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양식으로 꾸며진 전각의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1920년 재건한 창덕궁의 

대조전과 희정당, 인정전 등이 있다(사진 12).57 창덕궁에는 

프랑스 로코코식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가구를 배치하였는

데, 반면 석조전 가구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리바이벌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장식적인 면이 강하지 않다. 20세기 초 메이플

사에는 고전 양식의 가구를 제작하여 ‘Reproductions  of Old 

Furniture ’라는 카탈로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석조전에는 

이러한 당시로서는 고전적인 앤틱 가구를 재현한 가구를 배

치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치팬테일(Chippendale) 양식의 접

견실 의자(표2-2), 헤플화이트(Hepplewhite) 양식의 소식당 

의자(표2-8), 퀸앤(Queen Anne) 양식의 대식당 의자(표2-11)

가 있다. 이는 신고전주의 건물에 맞게 고전적인 앤틱 스타

일의 가구를 선택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제와 황후의 공간에는 가구 재질을 달리하여 특색 있게 

가구를 배치하였다. 황제의 공간에는 색이 짙고 단단한 마호

가니 가구를 배치하고, 황후의 공간에는 사틴우드에 화사한 

문양을 장식한 가구를 배치하여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대비

를 재질의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 

석조전 가구는 서양인의 관점에서 뚜렷한 계획 하에 배치

한 것으로 대한제국기 도입된 서양 가구 및 당시 서양의 왕실 

가구에 대한 인식을 엿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 사진 12 】  《창덕궁사진첩》 인정전 행각, 1920년대
출처 : 창덕궁, 2006,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문화재청

57  창덕궁은 1917년 화재로 1920년 1월 준공하였다. 건물은 조선식이고 실내의장은 불식(佛式), 최신 온수난방, 서재, 화장실, 유화실, 귀빈실 등 탑재하였다. 총경비 73만

원을 들여 3년 공사로 완공되었다. 왕(순종)과 왕비를 알현하는 곳은 희정당으로 중앙은 조선식, 좌우는 양식으로 조성하였다. 『每日申報』, 1920년 1월 16일자 「昌德宮의 

新造殿(一)」, 1월 17일자 「昌德宮의 新造殿(二)」, 1월 20일자 「昌德宮의 新造殿(三)」, 1921년 1월 21일자 「李王殿下께옵서 不遠에 移御하실 新御殿」참조.

【 사진 11 】  <이화문 가리개> 석조전 알현실 배치 가구, 20세기 초,  
79.3×138×68.5㎝,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그림 9 】  <마호가니 침실가구>  옷장·세면대·화장대,   Maple & Co.  
카탈로그, 1905년 발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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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덕수궁 석조전은 1897년경 건축을 계획하여 1910년 완공

된 서양식 석조 궁전이다. 영국인 총세무사 브라운이 발의하

여, 영국인 하딩이 설계하고, 영국인 로벨이 실내 의장을 감

독하여 영국식 인테리어와 가구로 꾸며졌다. 건물은 엄격한 

좌우대칭이 돋보이는 신고전주의 양식이며, 인테리어도 영

국 신고전주의 중 아담스타일로 채워졌다. 실내 가구 역시 

영국 메이플사에서 제작한 가구를 그대로 들여왔다. 석조전

은 건물을 사용할 사람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건물을 그대로 대한제국 황궁에 이식하여 제

작한 건물이다. 이는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당

시 시대상이 그대로 투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석조전 건물의 노후 보수 공사를 진행하

면서, 미술관으로 전용된 모습이 아닌 준공 당시의 원형을 

찾아가는 복원 공사를 실시하였다. 복원의 일환으로 실내 의

장과 가구도 준공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현

존하는 석조전 자료와 유물을 조사하여 복원과 재현에 활용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석조전에 배치되었던 가구가 발굴되고, 

대한제국기 서양가구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

다. 본 논문은 덕수궁 석조전에 유입된 현존하는 가구와 그 

가구의 유입과 당시 시대 상황에 집중한 것으로 추후 현존 

가구의 양식과 의의에 대한 논문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22·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

 ● 강성원·김진균, 2008. 4, 「덕수궁 석조전의 원형 추정과 기술사적 의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권 4호(통권 234호)

 ●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구한국 외교문서』 제13권, 고려대출판부 

 ● 곤도 시로스케, 2010, 『대한제국 황실비사』, 이마고

 ● 국사편찬위원회, 2003, 『프랑스외무부문서』 8~9권

 ● 김은주, 2014, 『석조전 - 잊혀진 대한제국의 황궁』, 민속원

 ● 김정동, 2004,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  김종헌, 2009, 「대한제국기 서양식 등대 건축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이시바시 아야히코(石橋絢彦)와 하딩(J. R. Harding)의 역할에 

대한 연구」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사)한국항해항만학회

 ● 김태영, 1992. 6, 「구한말 외인 건축술의 전래과정 연구」 『건축역사연구』 1

 ● 김태중, 1994, 「개항이후 총세무사가 주관한 관영공사기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숙, 1989, 「韓末 顧問官 J. McLeavy Brown에 대한 硏究」 『한국사연구』 66

 ● 문화재청·강희재, 2011,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

 ● 문화재청·다담, 2009, 『덕수궁 석조전(본관) 원형복원 계획 및 활용방안 조사보고서』

 ● 문화재청·삼풍엔지니어링, 2005, 『덕수궁복원정비 기본계획』

 ● 안창모, 2009, 『덕수궁』, 동녁 

 ● 우동선, 2010. 8, 「慶運宮의 洋館들-돈덕전과 석조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0

 ● 윤일주교수 논문집편찬회 편, 1988, 『한국근대건축사연구』, 지문당(技文堂)

 ● 이연숙, 2008, 『실내디자인 양식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윤상, 1998, 「대한제국을 좌지우지한 외국인 고문들」 『역사비평』 43

 ● 인천시립도서관, 1959, 『인천향토사료 3 - 개항과 洋館歷程』

 ● 정연태, 2001, 「光武年間 西洋人의 高宗觀」 『한국사연구』 115

 ● 한경희, 1977, 「구한말 궁궐건출 내부 의장에 관한 연구 -서양식 요소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岡 良助, 1915, 『京城繁昌記』, 京城, 博文社

 ● 建築世界社, 1912. 1, 「大漢門內慶運宮石造殿竣成」 『建築世界』

 ● 藤村德一 編, 1927, 「石造殿の建築經緯」 『居留民之昔物語 第一』, 朝鮮二昔會 

 ● 鈴木博之 監修, 2010, 『東京の歷史的邸宅散步』, JTBパブリッシング

 ● 保元平三郞, 1933. 11, 「德壽宮石造殿その他」 『朝鮮と建築』 

 ● 小田省吾, 1934. 11, 「德壽宮略史」 『朝鮮』 第234, 朝鮮總督府

 ● 小田省吾, 1938. 5, 『德壽宮史』, 李王職  

 ● 李王職, 1938. 6, 『李王家美術館要覽』

 ● Frank G., 1902. 3. 9, ‘ KOREA - THE HERMIT NATION’, The St. Louis Republic 

 ● Frank G., 1902. 3. 9, ‘ THE BOOM IN COREA’, The Houston Daily Post. 

 ● Hugh Barty-King, 1992, Maples Fine Furnishers - A Household Word for 150 Years, Quiller Press

 ●  Illustrations Additional, may 26, 1900, ‘ S. E. Foront of Palace for the Emperor of Korea’, The American Architect and 

Building news no. 1274

 ● Maple & Co., 1905, Illustrations of Furniture 

 ● Maple&Co., c. 1905, Illustrations De Meubles  

 ● Maple&Co., c. 1910, Interesting Interiors 

참 고 문 헌  



23·Kim Yun-hee 대한제국기 덕수궁 석조전 건립과 서양가구 유입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3, September 2014, pp.4~23.
Copyright©201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Seokjojeon Hall of 
Deoksugung Palace and the influx of 
Western Furniture, on the Daehan Empire

Abstract

Kim Yun-he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Seokjojeon Hall is the Neoclassic style building situated in Deoksugung Palace, which was proposed by John 

McLeavy Brown who was a chief commissioner of the Daehan Empire and designed by John Reginald Hardings in 

1897. Construction of the Seokjojeon Hall began in 1900 and completed in 1910 at the total cost of one million won. 

Decorating and furnishing of the interior was designed by Lovell and all the furniture of Seokjojeon Hall had been 

purchased from Maple&Co. The Maple&Co was the supplier of luxury furnitures and decorating items for luxurious 

residentials, hotels, embassies and the palaces and its headquarter was located in London. Ready-made furnitures 

were purchased as shown in the Maple’s catalog. 

The designs and styles of the west were applied to Seokjojeon Hall. That is one of the aspects showing Daehan 

Imperial underwent a period of West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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