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2회) : 
개항으로부터 청일전쟁 발발 직전까지 

'1 ’~ • , L | 동아일보사 

이 문헌조사는 개항으로부터 청일전쟁 빌알 직전까지의 시기에 조선을 관 

철힌 서앙인들의 기룰률을 설명하고지 한다 그 기록들에 조선이 어떻게 비 

쳤던가를 주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힌다 

주제어 〔모두 인밍(人名)임} 리댐 ， 로스 그러피스， 윌렌도르표 이노우 

에‘프레이저，킬스，로웰，우즈 포크，알렌， 데니 1 길모어 언더우드，새비 

지 란도.혼아 

1. 문제의 제기 

우리가 제 l회의 끝 부운에서 이미 보았듯 갱나라가 1 842년에 아편전쟁에서 영 

국에게 패배해 굴욕척인 남정조약을 체결하고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에꺼l 북경을 점령당함파 동시에 두 나라를 상대로 또 한 차례의 굴욕적인 북경조 

약올 체결함으로써 이 노대국의 위신과 영향력은 급격히 설추했다 이것은 자연히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갱의 종주권 또는 보호능력이 사실상 마지막 단 

계애 도달했다는 인식올 갖게 했다 이제 서양국가틀은 각각 자신이 청올 대신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 또는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계산했으며 

실제호 그러한 계산 아래 영국 프랑스 퍼시아 독일 이국 등 서양국가틀의 군함들 

과 상선들은 조선의 해역에 자주 출블하거나 조선을 침공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올 둘러싼 열깅의 zt축의 초짐이 강하게 나타나던 1 850년대와 1 860년대 이 

후 이 대열에 뛰어든 국가가 일본이었다 일본은 1 868년에 명치유신윤 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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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를 성취하게 되자 빠르게 대외팽창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여， 마갱내 1875 

년에 합포외교로 조선을 겁박하더니 고종 1 3년에 해당되는 1 876년에 조선의 개항 

옹 이뤄냈다 。l 시점으로부터 조선에서 열강의 각축은 본격적으로 전개됐으며， 

그것은 마칭내 1894년에 대내적으로는 동학농민용기로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으 

로폭발했다 

제2회는 개항으로부터 청일전쟁 발알 직전까지의 이 1 8년의 시기에 조선을 판찰 

한 서양인들의 기록들을 살피기로 한다 그 기록들을 통해 조선의 국내외적 상황‘ 

그러고 열강의 조선에 내한 의도들과 정책들을 살피기로 한다 여기서 덧불여야 

할 것은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서방권에서 조선에 관한 책의 출판이 그 이전 시기 

에 비해 훨씬 활발해였다는 사실이다 정수일 교수의 표현으로， ‘조선을 툴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의 전개에 따라 서구열강들의 진출수요에 부용하여 서적은 계속 

중간일로(增fiJ-路)를 치달았다(정수일 2002 . 284)." 

11. 일본과 수교한 직후로부터 미국과 수교하기 직전(1876-
1882)의 기록들 

조선이 일본과 수교한 1876년 2월 직후인 1 878년에 프랑스의 한 신부가 서울에 

서 체포돼 감옥생활올 했으며 그 이듬해인 1 879년에 영국의 한 목사가 조선의 역 

사에 대한 책올 출판했다 그 이후 조선이 1 882년에 일본에 이어 미국과 수교할 때 

까지 서양인에 의한 조선관찰기는 출판되지 않았다 다옴에서 이 성직자들의 초선 

에 대한 기록틀을 살피기로 한다 

리델의 r나의서울감옥생활j 

1 878년 l월 28일에 파리의 외방전교회(外ffI빠敎會)에 소속된 신부 펠릭스 클레 

르 리텔 (Felix Clair Ridel) 01 서울에서 조선조정에 의해 채포됐다 그는 곧 포도청으 

로 넘겨졌으며 그 안의 감육에 갇혔다 중국주재 프랑스공사는 중국정부를 통헤 

조선정부를 상대로 그의 석방올 요청했으며‘ 조선정부는 이 요청올 받아들여 그의 

구속으로부터 4개월 남짓 지난 6월 11 일에 그를 석방했으나 곧바로 중국으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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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는 만주의 한 성당에서 자신의 옥중기를 집펼했는데 1) 이것은 1 878년 상 

반기의 조선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저지의 경력 우선 리델 신부에 대헤 알아보기로 한다 그는 1 830년에 프랑스 낭 

트의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학교에서 공부한 뒤 1 857년에 사제가 됐으며 1859 

년에 파리의 외방전교회에 입회했다 외방전교회는 그의 회망을 받아들여 그를 천 

주교도들을 박해하던 조선으로 파송했으며， 그는 1 861년 3월에 서울 근교의 강가 

에 장입해 은밀하게 포교에 종사했다 5년 뒤인 1 866년에 이른바 병인박해(퍼寅iÊ! 

종)가 일어나자 그는 중국으로 피신했으며 거기서 1 869년 6월에 조선교구의 제6대 

교구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프랑스군의 조선개입을 요청함으로써 우리가 제 l회에 

서 살핀 병인양요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중국에 머문 채 조선에 잠입하기 위해 여 

러 차례 시도했으며， 마침내 1 877년 11월에 잠업에 성공했다 그는 캄캄한 한밤중 

에만 신자들을 심방하면서 세례를 베풍곤 했다 그러나 석 달 남짓 지난 시정에 체 

포된 것이다(Ridel 2008, 13-58) 

책의 내용 리델 신부는 우선 자신이 체포되던 때 조선에는 그사이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들의 신앙심이 깊었음을 증언했다 

그는 당시 포도대장이던 이경하(李景夏)가 ”신지들의 수가 너무 많고 방방곡곡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고 쓴 것이다 그는 또 신자들 가운데 형벌을 이기지 못해 배 

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강욕에 갇혀 옹갖 끔찍스런 고문을 받으면서 

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랑들이 많았다고 회상했다(RideI 2008 ， 107- 132) 

리댈은 이어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조선정부의 정책이 지난 날의 박해로부터 어 

느 갱도 완화되고 있다고 지걱했다 천주교 박해의 상징적 인물이던 대왼군 스스 

로 리델의 일에 관해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 ) 이 일에 대해서는 눈감아주 

고 이 양인(뿜/\)은 초용히 놔두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포도 

1) Mgr Ridel. 190 1. Ma Carivitéφ11$ Ú?S Prisons de Séo"t 없ris: Brouwer 이 잭은 리옐 신부의 

욕충기를 편집하고 거기에 서문올 쓴 아드리앵 로네 (A‘lrien Launay) 신부에 의해 출판됐 

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방역댔다 멜릭스 클레르 리델 저 유소연(fI1廣뻐) 역 ‘ 때8 

r나의 서올 감옥생활 1878, 서울 살립출판사 필자(김학준)는 이 방역온에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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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이정하는 ‘박해를 해서 천주교를 뿌리째 뿜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깃”이라고 

말한 것으로， 그리고 국왕과 왕비도 모두 그를 처형하는 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는 들었던 짓이다(Ridel 2008 , 106- 108) 옥졸들 가운데 적잖은 수가 그를 호의적 

으로 대했다 어떤 옥졸은 "지 사랍은 조선에서는 찾아플 수 없는 정직하고 의로 

운 사랍이며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부처닝일세’‘라고 말했으며. 

포도대장은 그가 독강에 걸려 밤이연 추위로 매우 고동스러워 한다는 보고를 받자 

오! 그가 앓는다니 큰일이구나 ( , ) 너회는 그 사람올 잘 간호해주거라”고 말하 

면서 추위를 악으라고 큰 병풍 하나를 주었을 괜안 아니라 l팡약도 두 그풋올 보내 

주었고 포도부장은 강옥 방에 불을 때라고 나무를 살 수 있는 엽전을 그에게 주었 

다(Ridel 2008 ‘ 67) 

이러한 완화는 무엇올 의미했던가? 개항과 더풀어 서양의 배들이 그 이전에 비 

해 훨씬 자주 동장하는 것을 보고 조선조정은 쇄국의 시대에 채택했던 지난 날의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올 깨달았던 것이며‘ 포도청의 관리들 역시 

시대의 변화를 느꼈던 것 같다 

리텔은 포도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포도갱은 좌포청과 우포청으로 구성됐 

으여 각각의 포청에는 약 52벙의 포교틀이 있다고 그는 썼다 그의 성영은 다음파 

같이 계속했다 ’포교들은 모두 정해진 교육올 통해 양성되며， 포교틀 밑에는 일 

종의 관군들이 있고 다시 그 밑으로는 군사들이 출통할 때 그들올 수행하는 하급 

직원들이 있다 그리고 앤 아지악으로 앙나니들이 있다 이들은 최하층의 사랍들 

로서 흉측한 얼굴에 교활한 눈빛올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도둑이나 죄 

수들이었는데 그런 자뜰을 풀어주고 앙나니로 삼은 것이다(Ri야1 2008 , 70) ," 

다시 리텔에 따르연 포교들의 권한은 커서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 다만 양반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가끔은 냉대할 때도 있다 ” 이 사실과 

관련해 려텔은 중요한 관찰을 제시했다 “양안뜰에게 냉대룹 받으면 그들운 항상 

백성에게 분풀이를 하니‘ 이럴 때 마침 그들의 손아귀에 잡히는 이들만 불쌍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포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곤 했다 그들이 어느 개 

인에게 획수심을 풍거나 혹은 어느 부호의 재팔올 탈취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왼다 그들은 (, ) 고문을 하고 규정이나 도를 넘어서 희생자 

틀올 괴롭힌다(RideI 2008 ‘ 71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포교틀이 자신들의 권한올 냥용해 백성들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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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거나 부호들의 재불을 탈취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먼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 

까? 리텔은 사건의 날조1 그리고 자신들이 날조한 사건의 범인‘으로 억울하게 지 

목된 사람을 상대로 한 혹독한 고문 동을 지적했다 리텔은 자신이 목격한 한 우고 

한 희생자가 고문을 받은 뒤의 모습올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불쌍한 남자는 이 

미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살갖이 벗겨진 시체나 다름없었으니， 갈비뼈가 다 드러나 

고 수염과 속눈씹 겉눈캡은 모두 탔으며 눈가에는 멍이 들었고 말은 다 망가졌으 

며 무릎뼈는 으스러지고 영멍이와 아랫배는 화상을 입었고 둥둥 ( ) 그가 살 

아났는지 어떠하였는지 나는 그 뒷소식을 듣지 못하였다(Ridel 2ω8 ， 72) ’ 

리델의 관찰에 따르면 죄수들은 주로 세 부류로 나뒤었다 도둑과 채무죄수 그 

리고 천주교신자가 그짓이었다 그틀 가운데 “도둑들의 처지는 가장 비참하였다’‘ 

리엘은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밥이고 낮이고 말에 차꼬를 차고 있으니 모두 영에 걸린 상태였다 옹이 온 옴 

에 흘라 상처부위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 

고 ，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으며， 몇 멍은 뼈에 가죽음 입혀놓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낮에 바깥에 나갈 수 있디는 허락이 떨어지도 그들은 간신히 몇 

걸음 융기는 게 고작이었다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광경 가운데 가장 끔 

찍한 망정이다 

그들에게 고흉을 주고 그툴올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틀 

을 모두 한다 그들에게는 장을 자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망중에 옥좋들은 굵 

은 몽등이를 들고 그뜰올 감시하는데， 안일 졸음과 피로에 빠져 누군가 쏠71 라도 

하면 즉시 용둥이로 등과 다리와 이리를 후려쳐서 그를 깨운다 종종 슐에 취해 

있는 。l 광포한 사암뜰이 왈쌍하고 광행한 이 죄수들에게 가하는 몽퉁이질 소리 

를 맘새 몇 차례나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그 야만인틀의 몽퉁이질 아래 오직 

한 오라기 붙어 있던 불행한 죄수들의 숭이 끊어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Ridel 

2008 , 113- 115) 

죄수들을 가혹하게 다룬 옥출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가? 리텔은 ‘이 맹수와 같은 

존재들은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올 보장받고 있었다 고 썼다 

‘도둑 죄수 한 명이 죽으면 그가 벙사하였다고 브고하고， 죽은 죄수를 시체실에 

치위둔다 그러연 다음 날 밤에 쓴레기 담당자틀이 시체를 들어다가 생팍 밖에 있 

는 숲 속에 내다벼린다”고 그는 부연했다(RedeI 2008 ，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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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텔은 도둑으로 수감된 사랍들 가운데 중죄인들도 있지만，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 좀 흥쳤다고 수감된 사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지척한 뒤. 다음과 

같은 해학으로 육졸들의 부패를 꼬집었다 ‘만일 도둑질한 자들을 모두 체포한다 

연 대부분의 옥졸들부터 잡아들여야 할 것이니 포졸들 가운데는 도둑들과 함께 

감육 안에 있어야 제자리인 자들이 많다(Ride1 2008 ， 11 6): 

채무로 투옥된 죄수들이나 도둑질 밖에 다른 동기로 잡혀 들어온 죄수들의 처우 

는 절도범들의 처우에 비해 훨씬 낫다 리텔은 다음과 갇이 회상했다 

그들은 친지나 벗들과 서로 연락도 할 수 있고， 밖에서 융식을 받아억으며 [ .. ) 

심지어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굶주라고 있는 도둑 죄수들이 보는 앞 

에서 대향연을 벌이기도 한다 내가 본 이들 중 대부분이 정부의 관원들이었고， 

그들은마지막채무를다지불할 때까지 갇혀 있게 왼다 신자들옹도둑최수들처 

럽 육에서 음식을 받아먹지만 외부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보통. 적 

어도 〔내가 수강되어 있던} 좌포갱에서만큼은. 발에 차꼬를 차고 있지는 않는다 

(Ridel 2008 , 11• 11 7) 

리렐은 감옥생황올 하연서 목격한 몇 가지 사회적 현상틀에 대해서도 썼다 그 

것들 가운데 두 가지만 선택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그는 사랍들이 혼히 무당이라고 부른 주술사에 대해 길게 설명했다 조 

선 후기에 조선을 관찰한 서양인들이 거의 예외 없이 지적한 사실들 가운데 하나 

가 조선에는 무당이 많으며， 심지어 왕궁에서도 무당을 불러 액을 쫓아내고자 하 

거나 병올 치료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Ridel 2008 , 144- 145) 둘째‘ 그는 조선사 

랍들이 비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썼다 그가 비누거풍을 일으켜 보여주었더니 

모두 신기하게 여겼으며 어떤 사랍은 비누를 먹었다가 배탈올 앓기도 했다고 썼다 

(Ridel 2008 , 81-82) 

리텔은 1 878년 6월 11일에 석방됐다 그러나 그것은 국외추방을 위한 첫 절차였 

다 그는 보교(步양)에 실린 채 서율을 벗어나 경기도의 파주와 개성올 지나 황해 

도를 거쳐 국경도시인 평안도 의주에 당도했다 그는 자신올 호송한 조선의 관리 

들과 함께 압록강올 건녔으며， 마침내 청의 관리들에게 넘겨졌다 서올올 떠난 때 

로부터 14일만의 일이었다 그는 결국 만주의 심양으로 이송된다 

이 파청에서 리델은 조선의 산천경개와 사회현상올 새롭게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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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관찰들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들은 다응과 같다 

1. - [서울의 대로(大~)) 양쪽에는 초가시봉을 얹은 흙집들이 있었는데， 어쩌 

나 작고 어쩌나 낮은지 비에 (beaver 또는 castor 쥐보다는 크고 너구리보다는 

작온 통울 필자 주)들이 사는 굴이 아날까 하는 생각이 틀 정도였다(Ridel 

2008. 185)". 

2 서울 근교의 풍경은 매력적이었다 

3 -엣 고려왕조의 수도였던 [. ) 용도 또는 개성은 지금도 조선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이다 이곳 주민들은 상엽적인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명판이 나 있 

었고. 또한 현재 권력올 쥐고 있는 그듬의 정복자， 조선왕죠룰 경멸하고 있 

었다 만연에 지금 왕조 사합들은 상엽이나 거래에 관한 일들을 모두 천시하 

고 오로지 정부의 영예로운 판리들안 우러른다(Ridel 2008. 190)."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 상업을 멸시한 국가였다는 진술에 다시 접했다 이러한 

진술은 이 "1 제 l회에서도 나타났었고 앞으로도 자주 나타난다 리렐의 판찰은 다 

음으로이어졌다 

| 맹양시민들은 다혈질이고 시끄러우며 니1당하다 ( ) 영양에서의 상업활동 

온 규모가 크고 활발하며 도시는 항상 역통적이다 -

2 우리가 도착한 도시에서마다 조선사랑들은 서양인을 보기 위해 몰려왔다 

3 조선의 소들은 풍종이 우수하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며 1 대체적으로 장 억 

。| 키운다 반면에 말들은 키가 작지안 끈기가 있어 쉽게 지치지 않는다 심 

지어는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아주 작은 말뜰도 있는데‘ 그런 발들은 당나귀 

새끼보다도 크지 않다(Ridel 2008. 201).-

피델은 심양에시 포교를 계속하는 가운데 1 880년에 r한불자연(행빠후:典)J올 출 

간했으며. 1 88 1 년에 최초의 한국어 문법서인 r한어문전j올 출간했다 그동안 프랑 

스 선교사들이 꾸준히 집필해온 원고들에 바탕올 둔 이 두 책의 출판은 일본 요코 

하마의 레비(Levy ) 인쇄소가 맡았다 그는 1884년에 빨세했다 (Ridel 2008. 245 각 

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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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스의 r코레아의 역사/) 

저자의 경력 리델 신부가 1 878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한 기록올 남긴 데 이어 

존 로스(John Ross) 목사는 1 879년의 시점에서 조선의 역사에 대한 책을 출판했다 

우선 저자에 대해 알아본다 3) 로스는 1842년에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농촌마을에 

서 태어났다 이 마올은 고대 아일랜드의 언어인 게일어 (Oaelic language)를 썼기 

때문에 그는 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성장배경 

은 그로 하여금 일찍부터 비영어권의 언어들에 판십올 갖게 만들었다 

로스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 위치한 연합장로교신학교흘 졸업한 뒤 

브라운(0∞rge Brown) 목사의 조사(助師)가 댔다 그러냐 그는 브라운 목사와는 

달리， 국내에서의 활동보다 해외에서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마침내 1872년에 

선교사가 되어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됐다 그는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한편 중 

국의 고전을 깊이 공부해 중국의 문화와 관습을 익힐 수 있었고 거기에 바탕을 두 

고 선교함으로써 많은 신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1874년부터 그는 처냥이자 동 

료인 존 얘킨타이어 (John Maclnlyre) 목사와 함께 만주의 동부에서 선교하기 시작 

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이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조선인들을 집하게 됐 

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선이 개함한 해인 1876년에 평안도 의주 출신의 조선인 한 

약상 이웅찬(李應췄)을 만나 그로부터 조선어틀 배웠다 

2) Rev. John Rosι HislOry ofCorea: Ancient ωll1 Modem wilh Descriptioll 01 MOllners alld CI’‘rtoms 

μ"8t띠'ges and Geograplly(Paislcy: J 뻐d R. Parlane, 1879) 이 책은 1891년에 London: Elliol 

Slock에서 다시 출판됐다 이 Slock딴온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30(서올 경인문 

화사. 2000)으로 영인댔다 이 영인본에는 갱생화 교수의 해제가 실려 었다 

3) 존 로스에 대한 가장 셰계척인 연구로 다옹의 두 저숨올 지척합 수 있다 1) Sungil 

Choi. "John Ross( I842 - 1915) and the Kα""" Prαeslanl α띠~h: 100 FIlSI Korean Bible 뼈 l잉 

RelalÍon 10 the Protcstanl Origins in Korea~ unpub. Ph. D. Thesis, UnivelSilY of Bdinburgh. 1992: 

2) 김갱현(金正玄) . rJ뼈1 Ross ‘ 한국의 셋 선교사J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2) 저 

자 김정현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한국에서 목사가 됐으며 계명대학교훌 "1롯해 한국의 

몇몇 대학교들에서 신학융 강의한 미국의 신학자다 본명은 게임스 그레이슨(J때teS 

Huntley Grnyson)이다 그는 1979년에 존 로스에 대한 연구로 에딘버러대학교에서 종교 

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이후 영국의 혜필드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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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에 대한 로스의 관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조선인들의 도웅을 

받으며 1 877년에 조선어 학습안내서인 r코레안 프리머 (Coreall Primer) J를 출판했 

다 이 책은 서양인이 쓴 최초의 조선어 학숨서다 그의 관심은 곧 조선의 역사로 

융겨져 그때로부터 2년 뒤인 1 879년에 r코헤아의 역사(Hisrory oJ Corea) J를 출판 

했다 그 뒤에도 그는 조선의 언어와 지려 및 역사 둥에 관해 여러 저술틀을 발표 

했다 특히 그는 조선인 기독교도들의 도웅을 받으며 성정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해 1882년에 r예수성교누가복음션서j 퉁 신약의 몇몇 부분틀을 차례로 

출판했다 그는 이것틀을 모두 합쳐 1 887년에 r예수성교션서」를 간행했다 이 책 

들이 최초의 한글 성서로， 그것틀은 모두 만주 심양의 문광서왼(文7t뽑院)에서 출 

판됐다 이러한 엽적을 종합헤 서지학자 벅대헌은 다음파 같이 명가했다 “〔그 

의 〕 성서번역사업과 조선역사에 관한 연구는 조선의 개신교 선교사(宣敎없)에 커 

다란 이정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의 학문적 발전에도 그 공이 크다 하겠 

다(박대헌 1996 , 188- 189) 

그러나 로스는 조선과 만주의 국경지대에 있는 한인촌(행A村)을 두 차례 방문 

했을 뿐(이만열 1991, 49-57).4) 조선의 국내를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는 1 9 1 5년에 

별세했다 

책의 내용 r코레아의 역사」는 서론을 께외하고 모두 14개 장으로 구성됐다 송 

(宋)의 역사기 사마광(司馬允)의 저술을 비롯헤 중국쪽 사료들을 주로 활용하면 

서 동시에 달레 (Claude Charles D여lel )를 비롯한 프랑스 신부들의 저슬들도 부분적 

으로 활용해， 고조선의 기원으로부터 1876년에 조선이 일본과 수교조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조선의 역사를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한무제(않武帝)의 고조선침 

4) 이 교수는 「단재 신채호의 역사학에 관한 연구」로 198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r단재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서울 문학과지성사 1 990)로 

출판댔다 그는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역사를 전공해 이 1앙연에 많은 연구실척올 쌓았 

다 1) r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J(서웅 평인사 1980). 2) r한국기독교와 역사인식」 

(서울 지식산업사 198 1) . 3) r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J (서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둥이 대표적이다 저서와는 별도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 「한국기독교와 인 

족운동， (서울 기독교문사， 1985) 및 r한국기독교의 역사， 1 (서울 기독교문사 1989) 

U (서울 기독교문사， 1990) 동에 논문들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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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부터 시작해 수(ffi)나라와 당(J땀)나라의 고구려침략. 거란의 발헤침공 그 

리고 여진과 몽골의 고려침략 둥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 

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둥 조선이 겪었던 외부로부터의 칭략 등을 자세히 기술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성화 교수는 무엇보다도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 

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문헌에 기초하여 서양에 소개한 최초의 책이라는 정에 있 

다”고 논평했다 5) 이 책은 또 조선인의 성격 그리고 조선의 풍속과 종교 및 정치제 

도 둥올 상세하게 설영했다 

그러연 이 잭운 조선에 대해 어떻게 성명했던가? 중요한 것틀만 선택적으로 지 

적하고자한다 

| 조선은 고대(古代)로부터 주변의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침략올 받아 전쟁올 

많이 겪어 조선사람들의 피에는 여러 민족들의 피가 섞였다 

2 중국 상(商)나라의 귀족 기자가 조선으로 앙영해 조선올 세웠다‘ 신라보다는 

고구려가 한반도 역사의 주역이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 유인으로 

구성왼 발해가 한반도 북부의 역사를 일시적으로 이끌었다 

3. 1 876년에 조선이 일본올 상대로 체결한 강화도조약은 일본이 전쟁으로 위협 

하면서 조선조정에 강요한 조약이었다 

4 교육응 중국에서보다 조선에서 더 일반적이다 교육은 r천자문」의 한습으로 

부터 시작된다 

5 ‘조선은 극도로 가난한 나라다(Corca is an exuemcly뼈r coun띠) ’‘ 

6 조선의 관직들은 각각 시장가격이 정해져 있으며 매관매직된다 높은 벼슬 

아치들은 낮은 벼슬아치들을 ‘쥐어찌낸다(squeeze) ’ ‘큰 을고기들은 작은 

울고기들을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들은 새우들올 잡아벅으며 새우들은 진흙 

올 먹는다(The big fish ealthe lilt1e fish ‘ lhe lilt1e fish eal shrimps ， 뻐d the shrimps eal 

mud.)" (Ross 1879 , 364-365) 

로스의 이러한 지적들 가운데 우선 토론해야 할 용어는 ‘’쥐어짜내다(squeeιe) 

이다 착취와 수탈을 뭇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앞으로 살필 서양인들의 조선에 관 

한 책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조선을 관리들이 백성들올 또는 지배계 

급이 피지배계급올 끊임없이 착취하고 수탈하는 나라로 파악했던 것이다 로스는 

5) Ross‘ HαIOr)' 01 Corea 영인본 30-3 1쪽에 실헌 정성화 교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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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관찰들도 제시했다 

| 조선의 인구는 내새로 1400만파 1.500만 사이다 

2 한글은 대단히 우수한 문자이며 동시에 uR우기가 쉽다 

3 ‘조선의 왕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절대적일 것이다(Thc Corean king is 

pe며aps the moSI a야olure in t야 world. )" (Ross 1879. 365) 

이러한 지적들 가운데 토론돼야 할 항목은 마지막 것이다 조신의 국펑이 절대 

적 권력을 지녔다는 관찰은 우리가 제 l회에서 살었던 하멜이 이미 제시했었으며‘ 

그 이후 서양의 관찰자듣은 예외 없이 이 정을 되풀이했었다 다안 우리가 제 l회 

에서 살였듯 달레는 조선 국왕의 절대적 권력이 내부의 다른 기관들에 의해 견제 

륜 받고 있다고 지적했있다 그런데 로스는 여전히 조선국왕절대권력설을 되풀이 

힌것이다 

III. 미국옳 시발로 서구 열강과 수교하던 시기(l882~ 1886)의 
기록틀 

일본은 1 876년 2월 26일에 조선과 수호 조약올 체결하띤서 조선이 독랩국가임을 

선언했다 이것은 조선이 더 이상 갱의 속방이 아님을 선언한 것과 강았다 당시 

갱의 직예총독(直했總염)이연서 북양대신(北洋大닮)으로 천진(天f-Il)에 본거지를 

마련한 채 조선문제룹 관장하던 이흥장("P뼈후)은 이 선언이 조선에 대한 패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일본의 첫 외교적 수순임을 직시했다 그러하여 그는 조선에 진 

출하는 일본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서양의 열강을 조선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심하 

고 우선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과 수교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미국은 1 882년 5 

월 22일에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그동안 조선과의 수교를 추구하던 유럽의 열강을 자극했으며 그 결과 

영국과 독일은 1 883년 ”월 26일에 ， 러시아는 1884년 7월 7일에， 이탈리아는 7월 

26일에， 그리고 프랑스는 1886년 6월 4일에 초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미 

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의 이 4년의 기간에 조선에는 열강으로부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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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관들을 비롯해 선교사들과 의사틀이 입국하며 그틀은 자신들의 기록들을 남겼 

다 그 기록틀을 살피기로 한다 

그리피스의 r코레아. 은자의 나라」 및 역4과 요뻐|서 온 코러lob 

로스의 r코레아의 역사J는 달레 신부의 저숭 이후 조선의 역사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저술이었다 그러했기에 이 책은 서양인들 사이에 널리 읽혔으며， 이에 따 

라 이 책은 1 891년에 새 판을 인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책보다 조신올 서방 

세계에 널리 알린 책은 미국인 윌리엄 그리며스(William ElIiOll Gri.ffis)의 코레아에 

관한책들이다， 

저자의 경력 이 책들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선 지자에 대해 알아보 

기로 한다 6) 그리피스는 1 843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1869년에 뉴저지주 

의 렷거스대학(R비gα. CoUege)을 졸업한 뒤 일본 흔슈(本州) 서부에 위치한 에치 

젠(웰前) 지방 오늘날의 후쿠이 (짧꺼 )시 의 한 사무라이 집안a로부터 초청 

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1 87 1년에 그는 에치젠의 교육장으로 임명왜 이 지방 

의 학교들올 현대식으로 개편하는 일올 이끌었으며.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 

에서 1872년에 모교로부터 석사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요코하마에서 일본에 관한 

영문잡지들올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1 872년부터 2년에 걸쳐 뒷날 도쿄제국대학 

의 전신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가이셰이갓코(開成행校)에서n 화학과 툴리학올 가 

르쳤으며， 일본학생틀을 위한 영어교파서틀을 출판했고‘ 미국의 신문들과 잡지들 

에 일본에 관한 글들을 기고했다 

1 874년에 미국으로 돌아용 그리피스는 1 877년에 뉴욕의 유니언신학교(Union 

Th∞Jc멍IC외 se찌n때)를 졸업하연서 목사가 돼 목사식을 사임하는 1903년까지 26년 

이 그리피스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존했다 정성화‘ r서양의 한국 이미지의 

탄생과 연화'J (서울 영지대학교출판부 2005) 제5장 

η 이 학교는 에도(0:戶) 시대인 1 857년에 외국의 문헌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교로 신생 

댔다 이 학교는 1 870년에 개성소(때成所)에서 가이세이갓코로 개영했으며 1 874년에 

도쿄가이셰이갓코로 개명했다 이 학교는 1877년에 도쿄의학교와 합병해 도쿄대학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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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칭처 뉴욕과 보스턴 둥지에서 시무했다 그 사이인 1876년에 r천황의 제국 (The 

Mikado ’s Enψire) . (New York and London: Harper and Brothers )을 충판했는데 , 일본을 

호의적으로 설명한 이 책은 1899년에 9쇄를 출간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안에서 일본전문가로서의 영성을 확립한 데 이어 1 884년에 유니언신학 

교로부터 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 899년에 렷거스대학으로부터 명예인문학박사학 

위를받았다 

저술과 강연에 전념하기 위해 목사직올 사임한 1903년부터 별세한 1928년까지 

25년에 걸쳐 그러피스는 자신이 계획했던대로 서술과 강연에 전념했다 그의 저숨 

은 신학에 관한 책틀을 제외하연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 그리고 일본이 자신의 모 

범국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던 네럴란드에 관한 것들로 이 책들을 통해 그는 서방 

세계에 일본을 호의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올 받았다 그 공로로 

그는 1 926년에 일본정부로부터 재2급 욱일훈장(α'der of the Rising Sun )올 받았으며 

전용차량올 제공 받아 여러 도시들올 방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친일척’ 배경의 그리피스는 1882년 10월 2일에 r코레아: 은자의 나라J 

률 출판했다 8)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출판의 시점이다 미국이 1 882년 5월 22일에 

조선파 수호통상올 위한 조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 이 책을 출판한 것이다 이것온 그가 미국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에 

대한 관심이 비록 제한객이나아 일어나기 시작한 시정올 출판에 활용하고자 했음 

을보여준다 

책의 구성과 자료 이 책은 3부모 구성됐다 제 l부가 「고대와 중세의 역사」이여 

제2부가 「코레아의 정치와 사회」이고 제3부가 「근대와 최근의 역사」이다 이 책 

에 담긴 정보는 비교적 풍부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피스가 조선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조선의 자료들올 원고 거기서 얻은 지식올 바당으로 쓴 것이 아 

8) William Elliolt Griffis. Corea , n,e HemliI Nm;ofJ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1882) 이 
책용 곤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3 1로 서윷의 경인문화사에서 200l년에 영인본으로 

윷판댔다 이 책의 첫 방역본은 다음이다 신복용 역주 r은자의 나라 한국J (서울 탐 

구당. 1976) 이 책용 세 l권(탐구신서 93) 꺼112권(당구신서 94) 재3권(당구신서 95)로 

나뉘어 출판됐다 신 교수는 자신의 이 역서용 수정보완해 같은 재목으로 1985년에 영 

민사에서 출판했으며 이 책을같은제목으로 1 999년에 집문당에서 충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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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 |회에서 살핀 달레의 저서와 오페르트의 저서 및 

항해자들의 저서들 그리고 이 회의 앞에서 살핀 로스의 저서룰 비롯한 서양사랑들 

의 자료들에 의존했다 그 저서틀 가운데 어떤 것들은 대체로 중국의 자료들에 의 

존했음을 고려할 때， 그리피스가 이 책을 쓸 때 결과적으로 중국의 자료들에 영향 

올 받았옴을 의미했다 그는 또 r일본서기 (B本전紀)J와 r고사기(古젠記)J 동 일 

본의 자료를에도 적잖게 의존했다 이러한 사실올 종합해， 이 책을 깊이 연구한 학 

자들은 이 책이 독창적인 저술이라기보다는 기존 저술들의 편집이었다고 평가한 

다 

그렁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영어권 독자들 사이에서 널리 얽혔다 l쇄가 출판 

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1 889년에 3쇄를 기록했으며. 1905년에는 런던의 저명한 

출판사(Har야r and Brothers )에서 다시 출판댔다 이처럽 이 책에 대한 판심이 확산 

되자 그리피스는 1906년에 제8쇄를 발행하연서 5개의 장을 추가했다 「코레아의 

경제적 상황」 「국내정치 중국인과 일본인J . r l 894년의 청일전쟁」 . 「일본과 러시 

아 사이의 갈퉁」 그리고 「일본의 보호국으로서의 코레아」 퉁이 그것들이다 。l

책은 1911년에 재간됨으로써 1882년의 재 l쇄부터 따져 9쇄를 기록했다 

자신의 r코레아 은자의 나라j 초판이 큰 반용올 불러일으키자. 여기에 힘입어 

그리피스는 1 885년에 r밖과 안에샤 본 코페아」파는 작은 책올 출판했다 ” 이 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옐의 r표류기」를 재록하고 그것올 헤설하는 데 바쳐졌다 1이 

그는 그 뒤에도 조선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 1 9 1 2년에는 미국이 조선에 파견한 선 

교사 아땐생러 (Henry G. Appenzeller)의 전기를 출판했다‘ 11 ) 

9) Williarn Ellioll Griflis. Co"ι Witholll alld lVilhi,,: Chapters On CoreulI Hiswry, Marlllers and 

Religion ’";111 Hendr;ck Hamel’s Narrat;ve 01 c“'PII\’ily and Trtl vels ;n Korell. AII1JOtated 

(Philadelphia: Presbytcrian Board of Publicalion. 188S) 
10) r하앨 표유71J 전문가인 레드야드는 그리피스의 혜껄은 ’거의 모두 밍융 수 없다-고 논 

영 혔다(μdy뼈 1971. 133) 
I i) William E. Griflis. A Modem Pioneer ;,/ Korea: n .. Ufe S10r)' Of Hellry G. Appellzeller(New 

York: Fleming H. Revcll Compru1y. 1912) 이 책용 다용파 강이 방역댔다 이안엘 r아엔셀 

러 한국에 은 첫 선교사'J (서울 ， 연세대학교융판우 1985) 이 책에는 앞 책의 번역에. 
아앤첼러의 일기와 연지 및 보고서 그리고 역자의 「아펜첼러의 교육 복용션도한동」이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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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 그러연 그리피스는 이 책들올 통해 코레아를 어떻게 설앵했딘가? 그 

는 우선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조선의 역사와 운영에 미친 영향올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피와 기질 그리고 갱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외국틀인 두 개의 

경갱적 국가들 사이에 위치한 조선은 중국이라는 윗 뱃똘과 일본이라는 아렛 뱃돌 

사이에서 찌임을 당하는 풍부한 곡물이었다(Placed belween two riv띠 nations. aliens in 

blood ‘ temper‘ and policy, Coo.sen has bce" the rich grist bctween the upper and nether 

millstones of China and Japan,)(Griffis 1882 , 9) 같은 맥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 

다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 가는. 아시아대륙으로부터 해가 뜨는 나라인 

섭 제 국으로 가는 디 딩 돌이 다(Il is the slepping-slone from Cbina 10 Japan . from 

cominental Asia to Ule island-empire over which lhe sun rises)(GriJfI5 1885, 10)." 12) 여기 

서 주꽉되는 것은 그가 초선에 대해서는 ”고요한 아칩의 나라(lhe land of moming 

calm) ‘ 또는 -신선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moming freshness r 라는 정적(해的)인 

호칭을 쓰연서 (Griffis 1885, 28-3이 일본올 ‘헤가 뜨는 나라‘라는 동적(페이)인 

호칭으로 미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피스는 조선의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얄미암아 조선은 중국과 만주 및 일 

본 모두로부터 침략을 자주 받았으며 조선은 오랜 동안 중국파 일본에 조공을 바 

친 나파라고 썼다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띠 조선의 가야에는 일본이 임나부 

(tf:뼈府)를 세워 통치했다고 쓰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은 언제나 별개의 국기로 

서의 조선으로 남아 있었으미 조선사람들은 [" ) 언어와 정치 및 사회관습에서 

일본사람틀이나 중국사람들과는 다흔 조선사람들로 언재나 남아 있었다”고 지적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아일랜드가 잉글렌드도 스코틀랜드도 아닌 것처럽 

조선은 중국도 일본도 아니다(As lreland is nQl Engl써1d Or ScoUand, neither i‘ Cli>-sen 

αina nor Japan，)’라고 덧붙였다(Gri에s 1882 , 9) 그는 또 조선이 일본에 학문파 문 

화를 전수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의 이러한 지슬들은 그가 조선과 조선사랍의 

개별성을 인정했응을 의미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조선의 역사가 중국의 상(뼈)에서 정치적 이유로 조선에 

12)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설명은 조선을 성명하는 책등에 예외 없이 나온다 그 한 

보기 는 다음이다 Rudolph Schwanz and Harold E, Hammond, Chilla la찌 Kore.“ HislOry. 

Cullllre‘ People(Bmnxvillc, N.Y .: Cambridge Book Compnay. INc.. 1968)‘ p. 124 (‘Korea's 

location has made it a M1ru띠 l찌dge
M 

and ‘ lhcrefore. easily πach떠 by other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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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헤옹 기자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았으나 조선인의 언어는 중국인의 언어와 달 

라서 양자 사이에는 통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조선인이 몽골족에 

속한다고 보연서도 부여인들과 고구려인들이 현재 조선인의 조상이라고 성명했 

다 그는 조선인들이 학문을 좋아하며 가무를 즐낀다고 덧붙였다 

이상에서 보았듯. 그리피스는 조선과 조선인이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일본과 일 

본인으로부터 구별왼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척했다 그는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나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올 때마다 조선인들이 애국싱을 발휘해 용강하게 싹웠 

다는 사실도 갱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서방세계에 조선에 대한 인상을 

호의적으로 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선이 잦은 외칭을 받았던 탓에 ‘고립 

정 책 (the p이icy of isolation) ’‘ 또는 -자기 보존정 책 (the policy of seιpreservation )" 올 썼 

고 이것이 결국 .은둔에 가까운 격리정책 (Ihe p이icy of hermit-l ike seclusion )’으로 이 

어졌다고 썼다(Góff잉 1885 , 11 )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조선을 ”은둔 

의 나라- 또는 .은둔의 왕국 (Hennil Kingdom)"으로 부르게 만들었으며 13) 그리하 

여 그의 책들을 동해， 특히 첫 번째 책의 제목을 통해 조선이 ‘은둔의 나라 라는 

인식이 영어권 국가들에게 심어졌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태진(李素짧) 교수는 그리피스의 책 제목올 비판했다 

흥선대원군이 섭쩡하연서 쇄국정책올 썼던 시대에는 죠선이 ’은자의 나라-였다는 

영명이 맞는다고 하겠으냐 1876년에 개항한 이후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데도 이 

제옥이 심어준 인상 때문에 서방권 사람틀로 하여금 조선은 계속해서 은둔의 나라 

로 남아 있었고 따라서 근대화를 성취하지 뭇했다는 느낌을 강게 만들었다는 것이 

다 이 교수는 바로 이 짐을 간파한 일제가 이 책올 서방세계에 널리 전파했다고 

주장했다(Yi 1998 ‘ 5-35) 

다시 그리피스의 책의 내용올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피스는 일본이 조선과 수교 

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미국이 초선과 수교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 

세히 성명했다 그는 우선 미국이 조선과 교역의 길을 열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 

하던 과정에서 1866년에 셔만호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1 87 1 년에 신미양요가 일어 

(3) 그리피강 위의 책 32쪽 각주 2에서 서울의 한 영국인 여앵자7r 1 884년에 코헤아를 

-용둔의 왕국- 01 라고 볼렀다고 쓴 사실에 미뤄“용둔의 나라-와 .은둔의 왕국-이라는 

두 표현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서양인의 저숭들에 둥장했던 것으효 보인다 



서양인들이 관활한 조선의 모습들(제2회) 263 

난 사실들을 설명했다 신미양요가 일어나기에 앞서 북경주재미국공사 프레데릭 

로우(Frederick F. Low)가 조선사람들올 ‘미지의 나라의 반야만적(半野뺑的)이떠 

적대적인 인민들“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을 정별해야 한다고 세의한 사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강화도를 칩공했던 아시아함대사령관 존 로저스(John Rodgers) 제독 

이 조선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후퇴한 뒤 r뉴욕 헤럴드(NelV York Herald) J가 ”우리 

의 이교도(짧敎徒)와의 작은 전생 (our liltle war wilh lhe Healhen) 이라는 제목 아래 

논명한 사실 동올 정확히 설명했다(Griffis 1882 , 405) 

이처립 조선이 개항하고 특히 미국과 수교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그리피스는 

이제 조선이 문명의 세계 또는 개화의 세계로 들어섰음올 강조했다 그에게 대원 

군은 ‘완고한 배외주의자 에 지나지 않았고 대웬군의 쇄국정책 아래 죠선은 ‘이교 

도 및 완고함 그리고 미신”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으로 비쳤던 것이다 결론적으 

로‘ 그는 조선이 일본 및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문영세계와 교역하고 문명세계의 

기독교와 과학올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으며 그리하여 조선은 이 

새로운 기회를 계기로 따치 일본이 미국과 수교한 뒤 걸었던 길올 걸어야 한다고 

제의했다(Gri뻐s 1882 , 437-450)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 

이 이교도들의 국가인 조선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더11. 이 역 

성이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에 큰 자극올 주었으며 그리하여 그 이후 많은 미국 

의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오게 된다(민경배 199 1, 76-77) 

그리피스는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셜영했다 여기서 

지적돼야 할 것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만 선택하기로 한다 첫째， 조선의 이른바 당 

쟁올 비교적 호의적으로 명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우리가 노론 소론 둥 당파라 

고 불렀던 것을 “정당(political P때y)" 이 라고 불렀으며‘ 조선에서의 그러한 정당들 

사이의 싸웅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그것들과 마찬가지였다고 보았다(Gri ffis 1882 

224-229) 

둘째， 그는 조선의 대다수 대중에게는 굶주립만 연하면 충분했지 그것 이상으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으며 기업올 일으킬 유인(훼引)도 없다( '1'0 lhe greal mass of 

lhe people in Corea lhere is no motive for much indωtry heyond danger of starvation, and bUI 

liUle incentive lo enterprise." )고 보았다(Griffis 1882 , 447) 그는 조선사람들은 진정으 

로 장사를 하고 싶어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인올 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 

고 상인이 장사를 통해 돈올 벌게 됨으로써 낮은 계급으로부터 상숭훨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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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는 관리계급의 질투 등이 언제나 상업의 발달올 가로악았다(끼bough the 

αoop1e of Corea real1y dcsire Irnde, thc jea10usy of Ihe officia1 c1ass, who ‘lrc.1d any possibi lily 

of thc c1evaùon of the 10IVcr c1as없， has 띠ways opcrnlα110 ham야r commcrce: ) 고 보았다 

(Griffis 1885 , 227)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우리가 제 l회에서 보았던 귀출라프의 

판찰올 인용했다(Griffis 1885 , 245 갱6) 

셋째， 그는 서올이 단순히 조선의 수도라는 수준을 벗어나 조선의 모든 것이라 

는 사실올 강조했다 그의 표현으로 파리가 프랑스인 것처럽 서울이 코레아라는 

것이 다(If， as the Frcnch say, ‘Paris is F대fκc‘ thcn Scou1 is Corea) (Griffis 1882 ‘ 233) 이 

표현은 그 뒤 여러 책들에서 출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자주 퉁장한다 그는 이 책 

의 초판이 출판왼 시점에서 조선정부의 인구조사를 믿올 수 없다는 진제 아래 서 

울의 가구수를 45 ,350 , 인구수를 219 ， 815로 보았다 

넷째， 그는 조선의 지배계급인 양반계급을 매도했다 스스로 일하지도 않고 -애 

국적 희생”을 할 줄도 모르면서 오로지 개인과 자기파벌의 이익만을 위해 간교한 

음모나 꾸미는 데 능숙할 뿐인 양반들로 궁중과 정부가 채워져 있었으며 이것이 

앙국올 가져왔다고 평가했다(GriffJs 1882 , 407-408) 

다섯째， 이러한 평가로부터 그는 일본이 조선올 보호국-으로 만든 것올 당연한 

것처협 보았다 마지 영국이 이집트를 위해. 미국이 쿠바를 위해‘ 그리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위해 일한 것처럽 일본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지에게급으로부터 죠선의 

존속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조선을 ‘보호국 으로 만들었다고 그는 설명했다(Griffis 

1882 , 498) 이 설명은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자 할 때 또 -보호국-으 

로 만든 이후 서양 각국에게 홍보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설명 

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듯， 그 이후 출판되는 서양인들의 저술틀 속에서 되풀이 

원다 

마지막으로. 다옴 주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올 위해 덧뿔이고자 하는 것은 임 

진왜란 때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진행됐던 영화협상의 내용올 그리피스가 소개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따르연， 명나라 협상대표 심유경과 일본측 협상대표 고 

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 조선과 일본 및 영 둥 세 
나라 사이에 종전과 더블어 평화를 이룩한다; 2) 일본은 조선의 남쪽 세 도(따)툴 

소유한다 3) 조선은 일본에 조공올 바친다; 4) 도요토미 허데요시를 조선의 왕으 

로 인정한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연 일본은 자신이 억류하고 있는 2영의 조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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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뜰을 석망하고 조선으로부터 철수한다 심유경은 영 황세의 재가가 없었는데도 

마치 재가촬 받은 듯 고니시 유키나가를 속였으며 고니시 유키나가는 뒷날 자신 

이 속았음올 깨달았다 미구나 고니시 유키나가와 경쟁관계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 

가 이 합의에 반대했다 그 결과 이 합의는 깨졌다고 그리피스는 설명했다(Griffis 

1882 . 11 8) 

2. 월렌도르프 부부의 조선관찰 

이흥장의 윌렌도르프 천거 그러피67t r코레아 은자의 나라」를 출판한 때로부 

터 l주일 지난 1 882년 10월 9일에 2개월 진에 서울에서 일어난 임오군란을 피해 

충청도 충주로 피신했던 민비가 환궁했으며. 동시에 챙군과 일군이 임오군란의 사 

후수습을 영분으로 내세워 서울에 진주했다 그사이 챙군은 엄오군란올 계기로 권 

좌에 복귀한 대원군을 납치해 이홍장의 본거지인 천친의 보정부(保定府)에 유폐 

시킴과 동시에 대원군파 적대관계에 있던 민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로써 조 

선조정에는 친청(웠센l)의 민씨척족정권이 다시 들이섰다 자연히 갱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고종은 이홍장에게 자신의 외교고문올 추천해줄 것을 의뢰했으며 

이홍장은 독일인 필렌도르프(P.“ul Georg von Möllendorff)를 천거했다 

그러면 월렌도르프는 어떤 사랍이었나? 그에 대해서는 아내 로잘리 (Rosalie von 

Möllendorff)가 남편의 일기 그러고 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들을 대본으로 삼아 

회상의 형식으로 쓴 전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4) 이 회고에 의존하연. 뭘렌도 

르프는 독일의 한 귀족가문의 후손으로 1 847년 2월 17일에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 

14) Ros.lie von Moellcndorff. P. G …I MoelletuJorJJ: Ein μbensbild( Lc’pzig: Ouo Ha때.sSOWJ{Z‘ 

1930) 이 책의 망역본으로 우선 고냉익 (암쩌양J) 교수의 「목린덕(생양댔)의 수기J (r진 

단학보」 세24집 1963년 8월 149- 1 96쪽)융 지적할 수 있다 역자 스스로 밤혔듯. 이것 

은 완역이 아니다 역자는 조선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들용 제외한 채 번역했다 이 방 

역 다음으로 신복용 김운경(金좋뼈) 역주 r휠렌도르프 자전，(서울 명인사‘ 1987 잊 

서용 죄문당 1 999)올 지적할 수 있다 펄렌도르프에 대해 영어로 &여진 잭으로 대표 

적인 것용 다옹이다 Yur-Bok Lee. lVesr Goes &lSf: p~““I Georg VOfl Möllendorf and Crtllt 

Pm",'er ImperiafülII ;11 I..tlflι Yi Koreo(Honolu1u: Univcn;ily of Hawai i Press. 1988) 옐렌도르프의 

질자(셉추)는 분인에 따르연 Möllcndorff이다 그러나 영이권에서는 데세로 MocllcndorF 

로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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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생 때부터 히브리어와 동양어에 관심올 보였고 할레 (HalIe)의 마르틴루터대 

학교에서 볍학을 전공할 때도 <>1 브리어와 동양어에 익숙해지고자 노력해 히브라 

어의 경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을 마친 뒤 그는 상해의 청국 해관(海 

뼈)에 취직함으로써 동양에서의 생활에 첫 발을 디었다 해판은 우리의 표현으로 

는 세관(뺏뼈)이다 그는 이때부터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큰 진전융 보였 

다 그는 곧 중국에 주재하는 독일의 몇몇 영사관들에서 근무했는데， 그 과정에서 

좌절올 겪기도 했고 그 스스로의 표현으로 ‘굴욕‘ 올 겪기도 했다 싱리적으로 않 

은 갈둥올 겪던 그는 천진에서 대리영사로 근무하댄 때 이홍장올 만나 그의 인정 

올 받고 조선국왕의 고문으로 천거되기에 이르렀다 

월렌도르프의 제물포 및 한앙 관찰 조선조정은 이홍장의 천거를 받아들였다.그 

결과. 휠렌도르프는 고종의 측근실세로 조선초정의 고관인 초영하(빼~n:)의 안 

내를 받으며 1 882년 12월 9일에 제풀포에 상륙했다 웰렌도르프는 자신의 일기에 

서 -냐는 조선인틀올 처음 만났다 그들은 팩 밍옴직해 보였고 인상은 지극히 좋 

았다i 고 썼다 그는 13일 아침에 가마를 탄 채 서울을 향해 떠났다 그는 주변의 

광경올 다용과 강이 묘사했다 i산과 언덕이 연이어 있는 지역를올 우리는 지나갔 

다 산파 꿀이 번갈아 나오고 어디에나 작은 숲 작옹 작은 마올과 논밥이 있었다 

산천온 이를 데 없이 아릅답고 비옥하며 산이 않았고 기후는 영랑하고 거의 구라 

따 기후와 같았다” 그의 관찰은 다음으로 이어졌다 ”큼직한 소들이 있었는데 짐 

을 싣는데 사용되고 소젖은 역을 줄 모르며 다만 송아지나 억는 것이라고 조선인 

들은 생각한다(휠렌도르프 1%3 , 157- 158)." "조선사랍들은 우유를 먹올 줄 모른 

다…는 그의 지적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듯 뒷날 영국의 외교관에 의해 되풀이 

된다 확실히 조선은 낙농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다 

서울에 도착한 휠렌도르프는 서울로부터 좋온 인상올 받았다 그는 아내에게 보 

낸 편지에서 "풍광운 전체적으로 말하연 명미하다.고 썼다 그는 자신이 시내를 

산책할 때 “우수히 많은 조선사람들。r 자신을 흥미 있게 바라보며 따라다녔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선사람들의 집틀이 초라한 데 대해서도 주목했다 짐들이 대부 

분 흙으로 빚어진 초가들이고 지용이 낮다고 설명했다 

윌렌도르프의 조선조정 관찰 윌렌도르프는 1 2월 26일 아침에 조영하의 안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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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고종을 알현했다 그가 “동양식으로 안경을 벗고” 고종에게 세 차례 인사를 

올리자 고종은 그에게 ”안경올 쓰도록 허락했다.‘ 그는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왕 

은 외양도 좋았으며 또 먹이나 좋은 인상을 주는 분이었다 고 썼다 그가 계속해 

서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 하자 고종은 그에게 일어서도 좋다고 말했다(헬렌도르 

프 1963 , 159)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고중이 좋은 인상을 주었다는 진술이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듯， 고종을 알현한 서양인들은 고종에 대해 예외 없이 똑같 

이진숭한다 

고종은 곧바로 조영하를 판리통리아문사위애魔統理힘門事~)- 오늘날의 외 

교통상부 장관 로 그리고 윌렌도르프를 참의통리아문사무(參짧統理衝門핑務) 

- 오늘날의 외교통상부 차판 - 로 임명했다‘ 조선죠정의 고관들은 그를 옥런덕 

(댔앓應)으로 콸렀고 그의 관직올 옛 제도의 차관에 해당되는 참판(짧判)으로 불 

렀다 그가 만 35세 때의 일이었다 그는 만족해 했다 자신의 1 883년 l월 l일자 

일기에서 그는 “이 나라〔의 관직]에서 내가 유일한 서양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 

가 어떤 사람인지를 (, ) 알고 있다 조선어로 나는 목(행)이라고 불리며 〔관병(官 

名)까지 합쳐 〕 내 호청은 목 참판“이라고 썼다 

옐헨도르프가 이홍장의 신임과 고종의 신임을 동시에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 

면서 1 그의 아내의 표현으로 “모든 부서의 관리들이 방문해왔다 ” 그는 기분이 고 

조돼 열심히 일했다 그가 아내에게 보낸 면지에 따르연 그는 -휴가의 여유를 갖 

지 못한 채 전력올 쏟아 일했다 ‘ 특히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일， 상해와 

제불포 사이에 그리고 천진과 제불포 사이에 정기항로를 여는 일 양잠을 개량하 

는 일， 의학교를 설립하는 일 둥에 정력을 쏟았다 그를 더욱 신임하게 된 고종은 

1 883년 4월에 그를 조선의 모든 해관들을 지휘하고 강독하는 최고위직인 조선해관 

총세무사(훼향海빼總뼈洞)에 임명했다 고종은 또 그에게 집올 하사했다 그 집 

은 엽오군란 때 피살된 선혜청(효핀廳) 당상(호上) 민겸호(f해짧鎬)가 살던 집이었 

다 고종은 피살자의 망령을 두려워하는 조선사람들의 풍습을 고려해 이 집을 그 

에게 주기를 주저했으나 그는 고종을 안심시키연서 이 집을 받았다 그에 따르연. 

이 집은 완전히 조선식의 건물로서 아주 크고 매우 쾌적했다 

펼렌도르프는 곧 조선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일에도 관심을 쏟았다 그는 독일 

키일(KieJ)대학의 지질학 교수로 도쿄대학에 파견돼 근무하던 카를 고트쉐(Karl 

Go(sche) 박사를 조선으로 초청해‘ 고트쉐 교수는 부인과 함께 1 883년 8월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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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착했다. 고트쉐 교수는 곧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의 많은 곳들올 탑사했다(뭘 

렌도르프 1963 ‘ 165) 이것은 독일이 다른 열강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지하자원에 

주목해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비슷한 시점에 웰렌도르프는 고종을 설득해 기존의 악법들 가운데 일부를 폐지 

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 성공에 큰 자부심을 느껴 1 883년 여름에 아내에게 다 

음과같이 썼다 

나는 요즘 정일(혐iít)한 그러나 커다한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 해의 〔아마도 엄 

오군란에 연관왼? ‘ 필자 주〕 정치범들 가운데 8명의 고관들이 사형이 선고되어 

세상에서 없어졌다 이로써 정치반란은 종식되고 말았다 옛 법률에 의하연 전가 

족이 단죄되고 아이틀은 노비가 되며 부녀자들은 창녀로 만든다! 그런데 냐는 가 

족이 단죄에 포항되지 않도쪽 특히 우녀자틀이 공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왕옹 나의 청올 들어주었고 그 볍륜을 빼지하였던 것이다! 인중들은 

거려에서 나에게 감사했으며 최근에는 도처에서 환호성으로 맞이했다 도시(빼 

:Ii\:) 민중틀은 냐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 거의 매주 투서가 들어오는 

데‘ 조선관리들의 악행을 알려주연서 되도록이연 나의 영향력으로 고쳐주도록 챙 

하는 것이다 나는 냐의 지위에 대헤서 지극히 만족하고 있다(휠렌도르프 1963 ‘ 

166) 

윌렌도르프의 국제정세 관찰 이 무럽 띨넨도르프는 조선의 국제관계와 관련해 

중요한 관찰올 제시했다 그는 청이 조선을 일본의 욕심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고 따라서 조선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거기에 의지해야 한다고 결론 

을 내린 것이다 

그러연 그의 논거는 무엇이었나? 그는 러시아가 청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 

하는 반연에 일본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선이 러시아와 일본 사 

이에서 하나의 완충국.으로 냥기를 바라고 있다고 진단하연서‘ 조선에서 일본올 

견제하연서 조선을 열강 사이의 -완충국’‘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기 유일 

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조선으로부터 너무 멸리 떨어져 있고 군사력도 충분하지 

못한 정 때문에. 프랑스는 인도차이나를 두고 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 

때문에 영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적대적인 반연에 일본에 우호적인 정 때문 

에‘ 독일은 아직도 국제정치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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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일본을 견제하연서 조선을 열강 사이의 -완충국’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그는 본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그는 만일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하지 않으면 조선은 러시아의 경쟁국인 영국의 보호나 러시아의 조선정령을 

두려워하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공동보호를 추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윌렌도르 

프 1963 166- 167 홍웅호 2아19 ， 269-271이 

월렌도르프가 서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조선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축적한 

시정인 1883년 5월 1 2일에 조선주재미국공사 루시어스 푸트(Luci따 H . F，∞te)가 부 

엄했다 그는 정동(펴패)에 공사관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윌렌도르프의 집 

에 유숙했다 그는 5월 19일에 조선조정 외아문(外힘門)의 신엽 독판(완辦) 오 

늘날의 직제로는 외교통상부 장관 - 민영목(f써泳쩔)을 상대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의 비준서를 교환했으며， 20일에 고종을 알현했다 뭘렌도르프는 문서번역의 일을 

맏는 등 이 행사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윌렌도르프와 푸트 사이의 관계는 곧바로 나빠졌다 웰렌도르프 부인의 회상으 

로는 “남펀이 잠시 몸이 불편했올 통안에 〔푸트〕는 왕에게 얘기해서 조선의 사신 

을 미국에 보내기로 하는데 성공〔했으며J. 냥면은 이에 대해 쩍 윤쾌히 생각했다 

( ) 납편은〔푸트가〕 “내 병올 이렇게 이용한 깃은 비열하다‘고 기록하고 있다(윌 

렌도르프 1963 , 168)." 실제로 조선정부는 1883년 가을애 조선보빙사(朝k햄뼈뱀핏) 

라는 이름의 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했다 민비의 조카로서 띤씨척족세력의 거두 

이던 외아문의 협판 민영익(1체泳翊)을 전권대신 (全柳大昆)으로 하고 같은 외아문 

협딴 홍영식(#성환따)을 전권부대신(全짜낌Ij大I효)으로 하는 사절단은 9월 2일에 워 

싱턴에 착임했으며 9웰 1 8일에 당시 뉴욕에 체류하던 체스터 아더 (Chester A 

Arthur) 대통령에 국서(國땀)를 제정했다 홍영식은 1883년 12월에 귀국헤 고종에 

게 복영하며， 민영익은 1 884년 5휠에 귀국해 고종에게 복영한다 

윌렌도르프 아내의 관찰 조선정부의 사질단이 미국으로 떠난 직후인 가을의 어 

느날 웰렌도르프의 부인 로잘리가 두 자녀와 함께 유모와 요려사를 비롯한 6병의 

청나라 하인들을 네리고 제울포에 도착했다 그들은 다섯 대의 가마에 분승해 육 

로로서울올향했다 그여정을그녀는다음파같이 회상했디 

우리의 육로여행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 밤에만 하게 되었다 많은 조선사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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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 주변에 서 있었다 뺏불과 달빛 아래서 낯선 복색올 하고 있는 그들의 모 

습이 우리에게는 기괴하게 보였으며 또 강도 같아도 보였다 물론 우리가 그들올 

신기하게 본 것처럽 그들 편에서도 우리 역시가 기묘하게 보였던지 아주 큰 소려 

로 서로 얘기하고 소리를 지르연서 호기싱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리를 안심시커기 위해서 냥자 2명이 우리흘 호송했는데 그들은 여행올 

마칠 때까지 내내 우리에게 매우 극진히 대해 주었다 [ ) 

모든 곳이 달빛 아래서도 매우 신선하고 푸르게 보였다， 우괴는 숲이 우거진 언 

덕과 상혜한 틀판이 있는 아릅다운 지대를 똥해 갔다 그것온 먹이나 자극적인 인 

상을 주었다 [ .. ) 

드디어 널따란 모래사장을 지나자 곧 도시가 시야에 들이왔다 강가에는 군인 

들이 나와 있었으며‘ 우리의 가마는 배로 옮겨 강올 건너갔다 그러나 강 건너편 

에서는 우선 배가 뭉에 댈 수 있도록 강변에 떼지어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게 해야 

만 했었다 수천 명의 사랍들이 호기심이 가득하여 우리를 바라보았다(훨렌도르 

프 1987. 89• 90) 

부인이 도착한 직후， 고종과 민비는 윌렌도르프 내외에게 많은 식풍을 하사했 

다 내외는 곧 입궐해 고종과 민비 그리고 왕세자를 알현했다 고종과 민비는 그들 

에게 위급하고 곤경에 처하게 될 때연 언제든지 국왕 부처에게 보호를 구할 수 있 

는 서권(뽑卷) 한 장을 주었다- 로잘리는 ’‘왕비는 극히 좋은 인상을 주며 사람올 

끌면서도 부드러운 외관(外뼈)에다가 좋은 마음씨에다가 지성도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고 회고했다(펼렌도르프 1%3 , 169)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돼야 할 것은. 이 회상을 그대로 얻는다연， 민비가 뭘렌도 

르프의 부인뿐만 아니라 월랜도르프도 만나주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앞으로 보 

게 꾀듯， 민비는 서양의 여성들에게는 알현올 허락했다 그러나 민비가 서양의 남 

성들에게도 알현을 허락했다는 기록올 고종의 어의(細훌)인 호레이스 알렌 

(Horace Newton Allen)에게 알현을 허락했다는 알렌의 회고(Allen 1908, 192 )를 제외 

하고는， 필자〔김학준}는 찾지 못했다 또 하나 기억왜야 할 것은， 민비가 남긴 인 

상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듯 그 이후 민비를 알현한 서양인들의 기록틀에서 되 

풀이된다는사실이다， 

윌렌도르표의 ‘친러’ 정책과 실각 1 884년파 1885년 사이에 조선의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것들은 옐렌도르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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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영향올 주었다 앞에서 지적했듯， 헬렌도르프는 러시아를 조선의 보호자 

로 또는 후원자로 영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여 ， 그러한 발상으로부터 조선과 러 

시아 사이에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천진과 북경 

에서 근무하던 직업외교관 베베르(Karllvanovich Waeber)를 조선주재러시아대리공 

사 겸 총영사로 임명해 그는 1 884년 6월 깅일에 내조했으며 7월 7일에 조선정부의 

외아문독판으로 전권대사로 지명된 김병시(金炳始)와 함께 조러우호통상조약에 

조인했다 15) 

이때로부터 5개월 뒤인 1 884년 1 2월 4일에 김옥균(金玉均) 둥 개화듭진파가 조 

선주재일본공사관 빛 그 휘하의 조선주둔일본군에 의지한 채 민씨척족을 중심으 

로 하는 사대당일파(행大훌-派)를 제거하고 집권했언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l이조 

선은 청의 속국이라는 믿음올 지였던 월렌도르프는 사대당일파를 비호했으며 개 

화당정부를 용괴시키기 위해 청군의 개업을 유도하는 일에 참여했다 챙군의 개입 

과 일군의 후퇴로써 개화급진파의 집권이 3일안에 무너지고 개화급진파의 지도자 

틀이 일본으로 망명하자， 월렌도르프는 1 885년 2월에 전권대신 서상우(徐相雨)와 

함께 부사(떼俠)의 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망명자틀의 송환교섭에 참여했다 

동시에 훨렌도르프의 친러시아직” 외교활동은 계속됐다 1885년 봄에 서울의 

외교가에는 조선조정이 조선의 동북부에 위치한 왼산항 일대를 블라디보스토크항 

15) 배메르는 여러 저술등에서 해배르로 표기되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 원전에 익숙하며 

이 시대의 초러관계룹 깊이 연구한 흥웅호 교수는 이1베르료 표기했다 떼에르가 죠선주 

재러시아대리공사 경 총영사로 임명댔다는 사실도 홍 교수의 논문에서 확인왼다(흥웅 

호 2009. 257) 옐렌도르프의 활동이 과연 -친러-였느냐에 대한 토론은 다옴에 소개되 

어 있 다 T. M. Simbineseva. "P. G. Fon Moellendorffs 'Pro-Russian’ Activities in Korea 

(1 882 - 1885) : Opinions of Russian HiSloriogrnphcrs: Trallsaclio따(Roya1 Asialic Sociely‘ Korca 

Bnuκh)， Vol. 76(2001), pp. 31-43 필자는 모스크바국링대학교 한국학국제연구소 연구 

원이다 

16) 갑신정변에 대한 미국인의 연구로 대표적인 것들은 다옹이다 Hcrold F. Cook. "Ki l11 Ok

kyun and lhc BackgroUl띠 of lhc 1884 Érr때le: unpub. Ph. D. di있 , Cambridge, MA ’ Harvπrvar뼈 I띠 d 

UI셔"， V 

5cαlell’r때cesan찌dHI“ω…‘ut띠111…110“M‘a…'om…11…씨삐11/1.“씨I“IU!S，ι’， No.3 1 (December 1969).pp. Il-24: __ ‘ Korea's I앓4 '"cidem: Ils 

8aC.새YOlUld alld Kim Ok-kyllll ' ,f Elttsive Dream (5<잉ul: Royal As iatic SocielY, Korca 8ranch in 

@매unction with Tae“ on Publishing Company‘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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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빙되어 빼쇄될 때 러시아에 빌려주기로 일약했으며 그 배후에는 멸렌도르프 

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소문에 대해 가장 민첩하연서도 강력하게 반옹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올 경계하던 영국은 1885년 4월 15일 

에 조선의 서남부에 위치한 거문도(巨文옮)를 점거한 것이다(문일영 1975. 162-

163). ' 7) 우리가 이미 제 l회에서 지적했듯. 영국의 군합은 1 845년에 거문도를 방문 

한 이후 이 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 휠렌도르프는 특사 염세영(嚴世 

水)과 함께 거운도를 방문하고 영국군의 “불법정령’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러시아를 조선의 보호자 또는 후왼자로 끌어들이려는 윌렌도르프의 외교적 노 

력은 계속됐다 그는 러시아가 ”조선의 중립 및 불가칭에 대해 청과 일본이 공동 

으로 보장하는 안올 추진해줄 것을 조선정부가 러시아정부에 위입하는 것이 바랍 

직하다는 판단 아래 우선 조선의 수도를 수비할 4개 대대의 약 500명 병력올 훈련 

시킬 교관들올 러시아에서 초챙할 것을 고종에 제의했다(휠렌도르프 1987. 107-

108). 고종은 이 제의에 동의하고 러시아와의 교섭융 숭인했다 러시아정부는 일 

본주재러시아공사관의 서기관 슈페이예르(Aleksis de Speyer)블18) 1885년 6월 중순 

에 서울로 보내 훨렌도르프와 이 문제를 협의하게 했다‘ 이것은 러시아세력의 초 

선개입플 경계해온 청파 일본 모두의 반발올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후원자이던 이 

홍장조차 그의 인책소환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선갱부는 그를 6월 하순에 외아 

문협판에서， 이어 7월 초순에 해관총세무사에서 헤임했다 그는 1 2월애 천진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그에 대해 앞으로 다시 보게 훨 것이다 

17) 저자 호앙(째岩) 운일영옹 r조선일보j에 1934년 7월 16일부터 「대미관계 50년사 교섭 

의 기원과 번천J이라는 제옥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했다 저자가 1 939년에 벌써하자 조 

선일보사의 자회사인 죠광사(Wl:lti!:)는 갈용 혜에 f호암션집j 선 3권융 출팡하면서 재 

l권얘 이것융 포함시켰다 1948년 3월에 일성당서껑(-成호암店)이 이 전집 3권융 재 

간했는떼 이것안옹 따로 예어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이팡린 교수는 이것윷 교주혜 다 

시 출판했다 문일명이 1934년에 한운으로 쓴 일기가 다옹과 같이 출판댔다 문일평 

저 이한수(李j!4;洙) 용검 r문일명 1934년， 식민지시대 한 지식인의 일기J(서울 상링 

출판사， 뼈8) 이 일기에 자신이 「대 01판계 %년사」융 쓰고 있옹융 기룩했다 

1&) 이 러시아 외교판의 이릅응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표기했다 그러냐 러시아이륨 해독 

하고 이 외교관에 대해 연구가 깊은 홍용호 쿄순는 슈메이얘르가 맞는다고 썼다(홍웅 

호 2009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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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노우에 가쿠고로의 r효썽내죠떻J 

저자의 경력 뭘렌도르프기 조선에 머물렀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 마울 

며 조션을 관찰한 뛰 기록을 남긴 외국인이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E 

Jlß)이다 그는 1 882년 1 2월에 조선으로 건너와 1 883년에 조선정부의 외아푼 박문 

국(1핑文I텀)에 근무하연서 r한성순보(짧城예행)J의 창간에 참여했다 1 884년 12월 

에 일어난 겁신정변은 그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주어 그는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 

가지 않으연 안 했다 그는 사태가 가라앉은 직후인 1 885년 l월에 다시 서울로 돌 

아왔으며 1 886년 l월에 r한성순보」를 r한성주보」로 개편하는 일에 참여했다 이 

해 1 2월에 귀국한 그는 1 895년에 r한성내잔몽(따城팽殘땅)J을 출판했는데‘ 이 책 

은 1 882년 1 2월부터 1 886년 1 2월까지의 조선상황올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 책 

은 당시 조선주재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逃-JlI’)가 조선조정을 다푼 방 

식과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했기에 일본정부쿄부터 판금됐다 19) 

책의 내용 이 책은 입오군란과 갑신정변올 상세히 셜명했으며， 그 과정에서 니l 

웬군과 고종 및 민비 3자 사。l 의 관계， 민씨척족정권의 현황‘ 조선의 계급제도 김 

옥균을 종심으로 한 게화파의 노선， 조선의 청 및 일본과의 관계 등을 역시 상세히 

설영했다 우리가 이미 다른 책들을 동해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의 관찰들 가운데 유의할 만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적시하연 

다음과같디 

첫째 저자는 1 884년 10월께 일본의 r시사신보(빠휩”웹)J기 조선을 각국이 나 

누어 침령한 지도를 싣고 또 앞으로 당연히 이형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중언 

했다 이떤 사람이 이 기사플 일본에서 가져와 고종에게 바치자 고종의 -경악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으며 ‘ 그 이후에도 고종이 ‘자주 이 일을 걱정하신다‘는 말을 

전해 틀었다고 그는 부연했다(이노우에 2008 , 36) 이것은 이 "1 이 시정에 적어도 

19) 이노우에 가쿠고로 저， 신영길(￥水콤) 역 저 r조선조 앙국 선야기(前夜;IG)J (서윷 

지신당〔知設쿄〕‘ 2(08) 이 기록울 발굴한 신영길 박사는 이 기록올 앤역하고 거기에 

지신의 다른 논분틀을 칭가해 워의 책올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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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조선분할론이 소개되거나 논의되고 있었응올 의미한다. 

둘째， 저자는 갑신정변 직후 일본정부가 죠선에 파견한 전권대사 이노우에 가요 

루(井上행)가 조선을 “영구중립국”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썼다 ”조선이 만약 독립 

과 자주의 기력이 없올 때는 마지막에 러시아에게 또는 영국에게 정차 그 땅을 장 

식 당하고 그 재앙은 뻗어서 일본에 미칠 것 을 걱정해， 그 대안으로 조선의 -영 

구중립화 흘 구상했다는 것이다(이노우에 2008 , 55-56), 

셋째‘ 저자는 1 884년파 1 885년의 조선 상황올 다음파 같이 묘사했다 

서올의 번화한 거리에서도 백주 대낮에 도적이 횡행하고 지방 곳곳에서는 민딴 

이 봉기했다 도굴꾼이 생기고 양민올 협박하여 재물을 뼈앗는 자가 횡행하는가 

하연 재울올 얻지 못할 때에는 조상의 운묘를 파헤쳐 앙갚음을 했다 이러한 때 

를 당하니 양인은 살 길이 막악하여 민심이 흉흉했다(이노우에 2008 , 65) 

그는 상황이 이러했는데도 ( , ) 만조(뼈햄)의 관리들은 서로 권세를 다투었다 

고 개탄한 데 이어， 지배층의 부패와 강대국의존심리룹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동-화(때~ )는 하락하고 뇌용은 횡행하고. 상민이지안 부유해 돈 l천낭 내지 

2천냥올 상냥하연 정부에서 감역(앓.1ll:)이란 관명(흠名)을 주어 감역은 날로 늘어 

나고 그 뼈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나라의 

독럽에 뜻올 두기보다는 쟁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나라 사랍에게 아부하여 자 

기의 지위를 굳히려는 자조차 생겨나게 마련이다 조선의 전도는 정올 쳐서 알 수 

있올 뿐이었다(이노우에 2008, 67) 

저자는 1 886년에 조선의 경기도와 냥부 3도， 곧 충청도와 전라도 및 경상도를 

순회하고， 자신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l ‘일반 사민(士民)은 빈곤했다 - 그들의 “재산은 거의 없고 소득도 극히 적었 

다-

2 -일반 사인이 태안했다 ” 시내에서 당뱃대릅 입에 물고 배회하는 사압이 많 

이 능에 떡고 시골에서는 관모(冠빼)흘 쪼고 버선융 신온 채 논밭에서 일하 

는 사랑이 적지 않응을 불 수 있었다 (, ) 양반은 상민을 학대하여 의식 (衣

1!<)올 얻고 상민은 의식이 냥요연 양반이 탐구(짜求)하므로 일올 해도 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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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니 태만하게 왼다 -

3 운수(않행)가 괄변하고 자연의 부리(댐찌n릅 내버려두고 있었다 운수의 

쌀연이 특히 심해 〔지역과 지역 사이에〕 서로 올자룹 교환하기가 어려워 한 

곳은 남아돌아가고 한곳은 모자파는 지경이었다 [. ) 이런 상태라띤， 쇠가 

죽 목재 콩 팡붙 둥천연의 부가없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버리지 않올수없 

게 된다(이노우에 2008. 68) “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제 l회에서 또는 이 회의 앞 부분에서 보았던 서양인틀의 

관찰기록들에서 이미 지적된 것들이었다 저자의 관찰은 다음으로 이어졌다 

l “인구가 정정 줄고 용속은 날로 문란해졌다. 전국의 인구는 판부(흠府)의 조 

사로는 1 .500만이다 그러나 내가 조사한 바로는 2 650안이었다 내륙올 여 

행하여 [ . ) 인구는 점차 쓸고 가욕도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가연서 일반풍속은 에퇴해지고 간음 절도 사기의 횡행은 실로 동양에서 

그 유례를 갖아찰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고， 종교도 쇠퇴해기는 양상이었 

다” 

2 ， .지금의 세융은 액성이 내는 것으로는 너무 과중하였다 [. ) 조선의 조세는 

그 재산에 상용해서 부담이 너무 가혹하게 무겁다 -

3 "지방관리의 장오(없펌)의 소앵이 많았다 [ ‘ ] 병근(혜씨，1이 국제(國없)에 

갚숙이 파고들어 있어 일대 혁영으로써 양반의 진횡을 막지 않으연 결코 〔개 

혁을} 이훌 수 없을 것이다(이노우에 2008 . 69) 

4 프레이저의강연 

강연자의 경력 윌렌도르프와 이노우에에 이어 1 883년 11 월의 시정에서 조선의 

국내외상황을 설명한 서양인이 미국인 프레이저 (Everen Fmzer)이다 우선 프레이 

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는 1 835년에 태어나 1901년에 별세한 미국의 상인 

이었다 조선과 미국 사이에 수교가 성립된 때로부터 l년 뒤인 1 883년 가을에 조 

선이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보빙사를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채류하던 뉴욕으로 보 

냈을 때 보빙사와 접촉한 결과 1 884년 l월 1 7일에 뉴욕주재조선명예총영사로 임 

명됐다 그는 이 지위를 이용해 조선에 갖가지 기계들을 왈아 이익을 얻었다 그는 

특히 미국의 발영가 토미스 에디슨(Thomas Edison )으로부터 조선에 전기를 가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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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를 얻어 1887년 말에 경복궁 안의 건챙궁(*l;해흠)에 전등을 쳐게 한 

사람으로 유영해졌다(문일평 1975. 157) 

강연의 내용 프레이저는 1883년 11월 15일에 뉴저지주 요핸지 (Orange. New 

Jersey)의 뉴잉글랜드협회에서 조선의 현황에 관해 발표했으며， 이 발표문올 다음 

해에 r코리아 그리고 코리아의 중국과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라는 제목 아래 소 

책자의 형태로 출판했다(Fraz<η 1884)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로 요묘하마로 갔 

다가 기기서 상해와 홍콩올 거쳐 귀국하는 과정에서 배에 통숭한 서울주재미국공 

사관의 초대 공사 푸트를 만나 조선에 대한 설명들올 들었으며 또 우리가 제 l회 

에서 살핀 뒤 알드의 글과 오페르트의 글을 통해 초선에 대해 알게 됐다‘ 

프레이저는 ‘·은둔의 나라(Hennil 때d) 라고 알려진 코리아7t 1882년에 미국과 

수교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미국인들에게 이 껴지의 땅-융 소개해야 할 펼요성 

을 느껴 이 소책자를 출판하게 됐다 그는 당시 조선의 인구릎 자신이 뉴욕에서 만 

난 민영익의 설명올 받아들여 약 1 ，200만과 l ‘ 300만 사이로 보았으며 서울의 인구 

흘약 30만으로보았다 

프레이저는 러시아의 영토적 탐욕을 길게 설명한 뒤 러시아는 조선에 예해서도 

영토적 탑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조선의 북부와 동부 또는 바다를 

낀 도(없)틀올 탑낸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적 탐욕을 

견제하기 위해 죠선에 일정한 ‘완충-지대를 성정항 필요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Frazar 1884 , 7-8)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토척 탕욕에 

대해서는 칭욱한 채 러시아의 영토적 탑욕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프레이저가 러시아의 영토척 탐욕올 경고한 대옥은 펼렌도르프가 러시아를 조 

선의 후원자로 간주한 대목과 크게 대조된다 이것은 해양국가 미국의 러시아판과 

대륙국가 독일의 러시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재 l회에 

샤 보았듯. 1 879년에 독일인 오페르트는 러시아가 조선을 소유하는 것이 바랍직하 

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필렌도르프 역시 독일인으로서 러시아를 우호적 시각에 

서 접근했던 것이다 이에 만해， 미국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듯， 영국 및 일본 

퉁과 함깨 려시아될 적대척 시각에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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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컬스의 r코러lot에서의 생훨」 

프레이저가 조선에 대해 설명하던 시점에 영국의 외교판 윌리엉 칼스(William 

Richard Carles)가 조선에 도착했다 자신이 제류했던 기간인 1883년 11월부터 1885 

년 6월까지의 경험을 바당으로 1 887년 7월에 r코헤아에서의 생활j이라는 책의 집 

필올 끝냈다 그는 이 책을 1 894년에 출판한다 201 

저자의 경략 칼스는 1848년 6월에 영국의 워찍 (Warwick )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 

어났다 그는 말보로대학 (Maiborough College )를 졸업한 뒤 1 867년에 중국으로 건 

너가 종국주재영국공사판에서 번역을 담당하여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이 기간에 

중국어 능력올 크게 성장시킨 그는 1 882년에 종국주재영국공사관의 서기관대리로 

외교관생활을 시작했으띠 1 883년 1 1 월에 조선파 수호통상조약을 제결하기 위한 

영국사절단의 수행원으로 서울을 방문했고 1884년 3훨에 제불포에 부영사로 부임 

하연서 거기에 사무실올 열었다 

그는 동산 1 8개월에 걸쳐 조선에 재직한 뒤 1 885년 5월에 상해주재총영사관의 

부영사로 떠났다 그 뒤 그는 중경주재영사와 천진주재영사를 거쳐 북경주제총영 

사로 숭진했다 1 90 1 년에 외무부에서 은퇴한 그는 왕립지리학회 동 저명한 학회에 

서 회원으로 활약하다가 1929년 4월에 별세했다 

책의 내용 이 책올 씀에 있어서 켈스는 부분적으로 하엘의 r표류기」 ‘ 달레 신부 

의 r꼬레의 교회의 역사」 ‘ 그리고 그리피스의 r.i[페아 은자의 나라」 동으로부터 

20) Wil1iam Richard Carles μife ÎlI Corea(New York and LOJ녕on: Macmillan and Comp;my. 1894) 

이 책은 다옹에 포함되이 있다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86. LiJe i /l Corea by 

WilLiam Richard Carles and A Forbidde/l La/ld by EmSl Jakob Oppcn (서웅 정인문화사 

2001 ) 촬스 책의 방역본은 다음이다 신복흉 역주 r서울풍울지J(서울 집운당‘ 1999) 

이 방역본의 3-4쪽에 칼스의 정력이 자세히 소개되이 있다 

김원모(쇼댐候) 면서 「근대한국외교사연표J(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 1984). 111쪽은 

캘스가 1 884년 3월에 인천에 착밍했다고 썼다 그러나 찰스 스스로 μife in Corelι p. 12에 

서 자신은 1883년 1 1 월 8일에 재불포에 도착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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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선에서의 견문에 많이 의존했으며. 자신이 

조선에서 근무하던 때 조선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다른 나라들의 외교관들， 예 

컨대 서울주재미국공사관의 무관 조지 포크(George C. Fo비k )의 의견에도 의존했 

다 

이 책은 모두 2M 장으로 구성될 정도로 조선에 대한 풍부한 관찰들을 포함하 
고 있다 거기에 조선남자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올 담은 그림 그리고 조선 

여자들이 달갈올 왈러 다니는 모습을 당은 그링 둥올 포항해 30여 개의 삽화들을 

게재해， 당시의 풍물에 대한 실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연 이 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있는가? 

칼스는 지Jt장에서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조선이 중국에 

조공올 바치고 중국의 달력올 받아가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선의 중국과의 무역에 판해 언급하면서 조선의 종이와 목재 및 인상 

이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수출품들인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출풍은 종 

이라고지적했다 조선의 종이는붓으로글올쓰기에도아주좋올뿐안 아니라워 

낙 강하고 비에도 손상되지 않아서 유리 대신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인상에 대해서도 격잔하연서‘ 질이 뛰어난 인삼의 값은 금 값과 마찬가지라고 

썼다 

그는 조선이 1 876년에 일본올 상대로 개항하고 곧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 

강과 수교하는 과갱을 설명했다 :J.7t 전반적으로 중럽적인 입장올 유지하고자 노 
력한 것은 확실하지만， 조선이 일본을 상대로 개항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은 객관 

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는 일본이 강화도 해역에서 초선올 상대로 함포외교를 

전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조선이 강화도에 상륙한 일본인들올 공 

격했기에 일본은 조신과의 평화협정 체결올 교성하기 위해 원정대를 조선에 보냈 

다고 쓴 것이다(Carles 1894. 8) 

칼스는 제2장과 제3장 및 제5장에서 자신이 상해를 출발해 제물포에 도착하고 

거기서 한양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는 우선 조선이 열어 

준 항구들에서 조선인들의 거주지와 일본인들의 거주지 사이에 푸렷한 차이가 나 

타났음에 주옥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제울포의 경우 일본사랍들이 사는 징들은 매력적임에 비해‘ 조선사랑틀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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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은 너무 초라하다 [ .. ) 이러한 대비는 부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이 

도시는 순천;;1 일본인의 도시가 됐고 거기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없었다 [. ) 원 

산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해 1 약 300영으로 구성왼 원산의 외국인거주지는 거의 

선척으로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Carles 1894. 15- 17‘ 81 -82.275) 

칼스의 이러한 관찰은 그 이후 부산과 제물포 및 씬산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관 

찰에서 되풀이 된다 그의 관찰은 다음으로 이어졌다 

l 조선의 인구는 약 l뼈만으로 추산되고 서울의 인구는 데제로 1 5만과 20만 

사이다 서울의 집들은 단충이다(Carles 1894 , 31, 116) 

2 조선인들의 농기구들은 단순하다(Carles 1894 , 95-96) 

3 비누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더구나 남자는 째끗한 흰 외출복을 입어야 

하는 나라에서 1 셋울로만 빨래를 해야 하는 여자의 고역은 이루 말할 수 없 

이 크다(Carles 1894 , 42) 

조선은 비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띠 리델 신부에 의해 지적됐었다 

이 관찰은 그리고 조선의 부녀자들은 빨래하는 일에 시달리며 산다는 관찰은， 그 

이후 여러 서양인들에 의해 제시된다 칼스의 관찰은 다음으로 이어졌다 

서울에서 여름의 장마철에 말라리아열병파 황달 및 결핵이 놀èt운 속도쿄 퍼져 

가고 있었다 [ ) 어린이들이 천연두에 걸리연 부모틀은 그틀을 집 밖으로 내보 

내 거기서 살도록 하면서 음식올 억였는데. 그러한 아이를이 길거러에서 줄올 잇 

고 있었다 1 886년에 서울과 그 주변에서 발생한 콜레라로 2개월 사이에 약 10만 

영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디rles 1894 , 101- 102) 

전염병들에 대한， 특히 콜레라에 대한 칼스의 관찰은. 그 이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관찰에서 되풀이 된다 

제4장 그리고 제6장으로부터 제 1 7장까지는 캉스가 평안도와 함경도 및 강앤도 

둥 조선의 내륙지방올 답사한 기록들이다 여기서 우선 주옥되는 것은 컬스가 영 

국정부를 대리하여 조선의 부존자원 탐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것 

은 당시 서구열강이 조선에서 이권올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부존자윈 탐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실에 비춰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겠다 실제로‘ 이 책의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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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데에 보이듯‘ 그리고 뭘렌도르프 부분에서 이미 보았듯‘ 독일인 고트쉐 교수는 

서울주재독일총영사관의 초청을 받이 1 883년 8월에 조선에 들어와 이 시기에 조선 

의 곳곳을 답사하연서 지질올 조사하고 있었다 칼스 스스로 조산의 북방에 위치 

한 장진(長헬)의 은광과 강산(甲山) 및 강계(江界)의 동광에 대해 언급했다(Carles 

L894 , 128- 130 , 1 58- 1αJ) 

내륙지방을 여행하띤서 칼스는 조선의 산친경개가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특히 

‘날씨가 언제나 밝고 상쾌하고 9월의 기후는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arJes 1894 , 11 7) 그는 또 자신을 대히는 조선인들은 모두 예의가 바르다는 사설 

올 확인했다 그러나 여관은 빈대가 들꿇고 있어서 잠을 성치는 경우가 잦았다 

(Carl야 1894, 147) 평양을 방문했을 띠| 그는 기자묘(箕子훌)를 보았으며 ， 평양사 

랍들이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는 믿음을 간직한 채 기자를 신성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평안북도 강계의 군수를 연담했는데 이 군수는 많은 ”미녀들-에 

툴러싸여 있었다고 썼는데， “미녀들“이란 관기들이었을 것이다 

그는 조선인들의 식생활에 대헤서도 언급했다 우선 그는 조선인들이 소금에 절 

인 갱어와 고통어를 즐겨 익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선인들이 소의 젖을 

쩌는 기술(the 3rt of milking )"을 더득하지 못해 소릎 닥놓의 옥척에 사용하지 못하 

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αrles 1894, 55, 109)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 이 사실 

은 이미 웰렌도르프가지적했었다 

칼스는 자신의 서문에서 미리 말했듯， 조선의 국내사정과 대외관계에 대해 언급 

하기를 자제했다 자신이 외교관 신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국내사정과 관련해 꼭 한 가지 그리고 대외관계와 관련해 역시 꼭 한 

가지만 언급했다 우선 국내사정과 관련해‘ 그는 관리의 부때에 대해 언급했다 자 

신의 중국어통역으로 일하던 한 기혼남자가 조정에서 외아문의 관리로 엄명되자 

그는 즉시 게으릉뱅이(idler) ’ 로 바뀌었으며 자기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랍들 

을 ‘억압하고( oppressing)" 그들로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a돈을 수탈하는(extorting 

money)"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다(Carles 1894 , 111 ) ‘ 

대외관계와 관련해‘ 러시아가 조선의 동해안에서 항구를 갖고 싶어한다는 -보도 

들‘이 자주 유통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조선의 서해안은 겨웅에 때때 

로 결빙을 하는데 비해 통해안은 겨울 내내 얼지 않는 사실에 주목해， 러시아의 해 

군이 통해안에서 “항구를 가운데 하나’를 확보하고 그 항구를 -태명양의 해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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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사용하고 싶어한다는 ‘보도들이 자주 유용되고 있다 고 쓴 것이다(Carles 

1894 , 11 4-115) 그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심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앞에서 지적했듯，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일본과 협력해온 영국의 외 

교관답게 러시아의 조선진출의도에 대해서안 말한 것이다 

칼스는 제 1 8장과 제 1 9장에서 자신이 충국올 장시 방문하기 위해 조선올 비웠던 

때 일어난 1 884년 1 2훨의 갑신정변올 전문(f명뻐)들올 근거로 자세히 썼다 그는 

정변을 일으킨 사랑틀은 민비의 영향력올 약화시키고 조전조갱으로 하여금 더 진 

보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하혀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 친일적 인 

갱변주도세력에 대해 호강올 나타낸 것이다 

6 로웰의 r조선， 고요한 아칭의 나라」 

저자의 경력 휠렌도르프와 이노우에 및 촬스와 거의 짙은 시기에 조씬올 방문 

하고 조선에 대한 책올 쓴 또 하나의 외국인이 미국인 퍼시별 로웰 (PeπIV외 lρwcU) 

이었다 그는 1 855년 3월에 보스톤의 영문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연가공회 

사(없1m工슐함)의 소유주였으며 숙부는 저명한 저술가이연서 시인이었고 남동생 

로런스 로웰(Lawrence LowcJl)은 하버드대학교 총장이었으며 여동생 에이미 로웰 

(Amy 1ρweJl)은 여류시인이었다 그는 1 876년에 하버드대학교 훌리화과릎 최우둥 

으로 좋업한 뒤. 조부의 강요에 따라 조부의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했다 그러나 동 

양의 신비에 매혹되연서 그는 극동의 언어와 풍속을 배우고자 일본에 10년 동안 

체류하는 가운데 미국의 주일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천문학에 갚은 

열정을 지녀 자신의 학운적 관심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대형 굴절망원경을 만들 

고자 노력했고 뒷날 화성 관측에 성공한다 

로웰의 외교경력올 인정한 조선정부는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이 세결된 때로부 

터 l년 냥짓 지난 1 883년 가을에 미국으로 보멍사를 파견할 때 그를 외국인참찬관 

(外國A參양官)으로 영업했다 그는 조선의 보벙사를 일본에서 영접해 미국까지 

안내했으며 임무를 v}친 뒤 보벙사 일행올 미국으로부터 일본까지 안내했고‘ 고종 

의 초청을 받아 보맹사의 부대신 홍영식과 함께 1883년 1 2월에 서울에 도착해 

1 884년 3월까지 겨울을 조선에서 보냈다 이때 서울과 지방올 여행하면서 자료들 

을 모았으며 스스로 많은 사진들올 찍었다 그는 19 1 6년에 향년 6 1세로 별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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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 로웰은 자신의 관찰을 토대로 1885년에 r조선 ， 고요한 아침의 나라j 

를 출판했다 21) 이 로써 그는 조선을 “은둔의 나라- 또는 ‘은둔의 왕국” 보다는 좋은 

인상을 주는 ‘고요한 아칩의 나라’ 라는 명칭을 책의 제옥에 처음으로 기룩한 사랑 

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곧바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초판 출판 직후인 

1886년에 2쇄를 기록했으며 ，깅) 1 888년에 3쇄를 기록했다 이로써 코리아는 서방세 

계에서 ‘은둔의 나라”라는 이릉과 함께 ”고요한 아칭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댔다 영국인 여성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shop)도 1 898년에 출 

판한 r코리아와 그 이웃들」에서 코리아를 성명할 때 “은자의 나라”와 ι고요한 아 

칭의 나라“를 병용했으며 영국인 저솔가 안구스 하밀톤(An밍s HamillOn )은 1904년 

에 출판한 r코러lob에서 ’장빗빛 아칩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H빼IOn 1904)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Kim 198이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이 책은 377>> 의 장으로 구성된 400쪽 남짓 

한 책이다 이 책은 우선 조선의 지리와 기후 및 해안 둥을 생명했다 이 책은 이 

어 첫 기착지인 부산에 대해. 부산에서 36시간의 항해 뒤에 도착한 제물포에 대해 

그리고 가마를 타고 꼭 하루가 걸린 제물포에서 서울로 가는 여정을 성명했다 그 

의 설명은 곧 1 ) 서울의 성곽들， 2) 남산의 용화 3) 정부구조， 4) 조선사회를 특 

정짓는 비개성적 특성(Ihe quality of impersonality )"과 ”가부장척 제도- 및 "(낮은〕 

여성의 지위’의 조화 ， 5) 궁중에서의 알현 6) 서울의 밥과 낮. 7) 건축과 정원 및 

궁진 8) 의상과 관습 9) 종교 퉁에 대한 셜명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저자 스스 

로 촬영한 왜 많은 양의 사진들파 삽화들올 포함시켰다 

로웰은 홍영식의 안내로 고종을 알현하연서 호감을 가졌다 보는 순간부터 좋아 

21) Percival LoweU, Clwsön , 71" l.tmd of IIIe Moming Colm: A Skelcll of Korea (Cambridge, MA 

벼rvard Univer.; ity Press, 1885) 

22) Perciv띠 Loweli, Cllosön. Tlle l.tmd of IIIe Moming Colm: A Skelcll of Korf:f1 (Boston: Ticlmor and 

Company, 1886) 이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41로 경인문화사에서 2000년에 

출판했다. 이 책의 방역본은 다옹이다 조정철(핸慶함) 역 r고요한 아침의 나라'J (서 

울 대광문화사〔大t文化i!:J ‘ 1986) 로챙의 경력은 。l 방역본의 13-27쪽에 소개됐다 

로웰은 Tlle Solll oflhe For εISI (New Yαk Houghton Miffiin 때dCom따ny ， 1 888)률 충판했 

다 이 우럽 서양인틀은 서올을 Soul로 표기했다 그려나 이 책은 서울에 대한 책이 아 

니라 일본에 대한 책이다. 이 책은 1911 년에 New York의 Macmillan and Company에서 증 

보판이 나왔으며 그가 별세한 뒤인 1920년에 같온 출판사에서 그 증보판이 재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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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그리고 접점 더 사랑하게 되는 얼굴을 가졌다고 그는 썼다 특히 고종 

의 웃는 모습은 사람을 끄는 매력을 지녔다고 썼다(LoweU 1885 , 159) 그는 고종 

의 사진을 찍어 이 책에 게재했는데 이로써 그는 고종의 사진을 책을 통해 외부세 

계에 알린 최초의 서양인이 됐다(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2008 ‘ 28) 고종의 얄헌을 

마친 직후 그는 왕세자를 알현했다 그러나 그는 민비를 알현하지는 못했다 

이처럼 로웰은 고종으로부터는 좋은 인상을 받았으나， 조선으로부터는 가난 그 

자치l라는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눈에 죠선에서는 집이라고 해야， 벼슬아 

치의 집이 야닌 경우 울퉁불퉁한 흙덩어리에 벗짚을 덮은 오막살이에 지나지 않 

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정은 그가 조선의 액성들이 사는 집들과 

조선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이 사는 집들올 대비시켰다는 사실이다 후자는 유럽식 

건물의 경우도 있었으며 전자에 비해 훨씬 좋게 보였는데， 이러한 대비는 특히 부 

산에서 두드러졌다고 그는 썼다 그에게 부산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나 다름 없 

었다(LoweU 1885. 35-36) 조선의 집에 대한，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그 이후 조선을 관찰한 서양인들의 거의 모든 기록들에서 되풀이왼다 

조선의 여러 곳들을여행하면서 로웰은조선사회의 여러 모습들을보았다 우선 

그는 조선에서 도로는 아주 빈약하다고 보았다 그의 눈에 조선에서의 도로라는 

것은 이름뿐이지 실제로는 그지 “통로 (track )‘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비쳤다 이어 

그는 조선에서는 여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또는 여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보았다 그렇다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조선에서는 약 l안으로 구성왼 

상류계급과 나머지 약 l천만으로 구성된 하류계급의 두 계급으로 구성웠으며 상류 

계급의 핵심은 관리들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관리들은 여행을 하는 경우 지방관청 

의 관사에 유숙하면 되기 때문에 . 그러고 하류계급의 사랍들은 자신들은 특권계급 

에서 제외된 같은 형제들이라는 의식에서 친절을 베풀어 자신들의 집에 유숙하게 

하기 때문에 여관이 발달되지 옷했다는 것이었다(1ρwell 1885 , 62) 

로웰은 조선사랑들이 해양민족(a maritime people) 이 결코 아님을 확인했다 조 

선사람들은 육로뿐만 아니라 해로를 통해 이웃나라들과 교류하는 것을 피해왔다 

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웃나라들의 해적활동이 조선의 해안무역을 파괴시켰으며 

조선사랍들로 하여금 마치 달팽이처럼 껍질 속으로 움추려들게 만들었다는 것이 

다 높은 파도와 같은 자연조건도 해안에서 떨어져 살게 만들었다고 그는 덧붙였 

다(Lowell 1885 ,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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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웰은 서울이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곳 (the most important place in Korea)‘ 이라 

고 보았다 ’서울은 관심에 있어서나 위치에 있어서 {조선의〕 중심 (Central in 

interest, it i s 외50 central in position ) ’ 이라는 것이었다(lρwelll 885 ‘ 20) 그는 또 조선 

사람들은 “개화된 사람들(ci vili zed p<∞pl야)‘이라고 보았다 대부분의 정들에서는 

미국의 수준보다 높지 않지만 어떤 접들에서는 미국의 수준보다 높다고 덧활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조선사람들을 개화되지 않은 사랍들로 심지어 야만인들로 보 

았던 서양인들의 견해에 대조된다 그는 이어 조선사람들은 언어로는 우랄알타이 

어촉에 속하며 총족으로는 타타르족에 속한다고 전제한 뒤‘ 조선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의 인류학적 문화적 개별성을 인정한 것이다 

(Lowe1l 1885 , 109- 110) 조선과 서울의 인구에 대해 언급하연서， 그는 일본의 한 

신문이 최근에 보도한 자료가 아마도 가장 믿을 만하다고 말한 뒤 그것에 근거해 

조신의 인구는 약 1 ，200만이고 서울의 인구는 약 250만이라고 썼다 

로웰은 조선에는 사실상 종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조선사랍들 

이 신생하게 받드는 나무들이 있고 또 신사(神펴) 형태의 집들을 갖고 있으나 그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또 종교의 형태로 발달하지도 뭇했다고 본 것이다 이 

러한 관찰용 우리가 제 l회에서 보았던 하엘과 귀출라프 및 달레 동의 관찰과 일치 

한다 그들은 표현의 차이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조선사람들이 조상숭배의 성향융 

보면적으로지나고 있지만사실상 미신이나샤머니즘에 헛어 있다고 평가했었다 

로웰의 관찰들 기운데 반드시 지적돼야 할 것은 그 역시 미국인답게 러시아의 

“남진에 대한 경계심올 표시했다는 사실이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바로 조선을 향 

한 남진”의 거정이라고 파악하연샤 ， 그는 조선이 개항올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 

랜 장 속에 빠져 있었더라면 러시아는 조선올 향해 냥진했올 것이라고 썼다 

(Lowell 1885 , 24) 

7 우즈의일기 

저지의 경력 1 884년의 조선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미국인이 상세한관 

찰기록들을 남겼다. 우선 우리는 미국해군의 군의관 조지 우즈(George W, Wo<잉s) 

의 일기를 지적할 수 있다 23) 그는 1 838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 의사가 됐 

으며 그 뒤인 1 862년에 미국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정식으로 해군장교가 됐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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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뉴욕해군병원과 포츠이스헤군병원 둥에서 군의로 근무했다 남북진쟁 때 북군 

에 가답해 참션한 그는 그 공로로 1866년에 훈장을 받았다 외국여행을 좋아했던 

그는 여러 해군함정에서 군의로 근무했으며 1 882년 딸에 미국해군합 주니아타 

(Juniata)호에 숭선해 뉴욕 항을 떠난 뒤 1 885년 말에 귀항했다 그는 1 895년에 해 

군군의관으로서는 최고의 직위인 해군의무강으로 숭진하며 . 1902년에 향년 64세 

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별세한다 

우즈는 주니아타호로 세계일주흘 하던 가운데 1884년 2월부터 5웰까지 제울포 

와 서울을 풍심으로 조선에 머물렀다 서울에서는 미국의 초선주재공사관에 채류 

했다 이렇게 조선에 이팔던 기간에도 그는 일기를 썼으며 이 일기는 1880년대 초 

선사회의 여러 욕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기의 내용 첫째， 우즈는 처음에는 조선이 -황량한 곳이라는 알올 들었으나 

막상 도착한 뒤 조선의 풍팡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늘이 맑고 푸르며 날씨 

가 쾌청하다는 표현을 자주 썼다 불론 눈이 오면서 차가운 날씨에 대해서도 기쪽 

했다 둡째 그는 조선사랑들의 언이가 우랄얄타이어 또는 옹골이에 비슷하지만 

중국어와는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산스크리트어에 앞선 인도의 드라비다 

사랍들의 언어 (the Drnvidian tongue of Indian. which pre<뼈ed the Sanscrit)’ 와 비 슷하다 

고 지적했다 드라비아사랑들은 인도의 납부에 사는 비(非)아리안계 종족이다 우 

리가 제 l회에서 보았듯， 조선어가 드라바다어에 비슷하다는 판찰은 이이 1 874년에 

프랑스신부달레가제시했었다 우즈가이 관찰을되풀이한것인지는알수없다 

우즈는 조선사람들이 한자릎 쓰고 있으며‘ 동시에 별개의 째우 완벽한‘ 글자를 

갖고 있는데 이 글자는 백성들의 달자라고 보았다 이 글자는 불흔 한글이다 그러 

나 그는 한글이라는 이룹을 올랐으여， 이 글자가 14세기에 불교도들에 의해 선래 

됐다고 부정확하게 기록했다(Bohm 1984 . 69 )‘ 

셋째 우즈는 조선에는 불교와 유교가 들이와 있으나 주된 종교는 샤이니즘이라 

23) Nllvel S"rgeo1J in Yi Kore“ Tlte JOllmal 01 George lV. mαxι， ω110‘J with 이1 introduclion by FnxI 

C. 80hm and Roben R. Swanout‘ Jr. (8crkclcy: InstilUtc of East Asian SlUdies. Unive"ity of 

Cali fom ia. 1984) 우즈의 일기 는 Washington State Univc rsÎly‘ PuUman. WlIshingmnEl 
Manuscripls‘ An:hivcs‘ and Special Co llectiosn division에 -마orgc W. Woods Joumals‘’ 라는 이 
틈아래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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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썼다 기독교가 조상숭배를 만내했기 때문에 큰 적의를 샀다고 덧붙였다 넷째， 

그는 재물포나 서울에서 민간인들이 사는 여러 곳들을 걸어 다니며 돌아보았다 

가난한 조션사람들이 흙으로 지은 집 위에 짚더미를 없어 지은 초가들을 묘사하연 

서 또 그들이 사는 i더럽고 좁은 길들“을 묘사하면서‘ 조선의 상류층이나 일본인 

들이 사는 기와집들과 깨끗한 거리들을 대비시켰다 그는 조선에 저녁이 꾀연 야 

간통금령이 실시된다는 사실도 덧툴였다 그는 서울에서 관청거리와 상접거리를 

두루살폈는데. 톡히 상접거리에서 조선인들이 여러 분야의 공예와손재주에 능하 

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 서울주재일본공사관에 소속된 일본인 의사로부터 조 

선에는 질병이 많으나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랍이 많다는 얘기 

를 들었고 스스로 결이가다가 2명의 l명 팔로 마마자국 같은 것을 가진 사랍들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 조선의 과학과 의학에 대해 연밀히 관찰하고 장문의 

보고서를 썼다(Bohm 1984 , 109- 120) 

다섯쩨， 그는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에 틀어가 근정진과 경회루를 보았으며 고종 

과 민비에 대한 얘기등을 들었다 그때 미국의 조선공사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변 

호사이면서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던 루시어스 푸트로， 그는 1 883년 5월부터 1885 

년 l월까지 서옹에서 생환했다(μe 1970, 52-85) 푸트 공사는 우즈에게 고총이 

‘애우 똑똑하며 계용된 사람”이라는 자신의 관찰을 말해주었다 그는 조선 사랑 

들이 현대적 방식에 빠르게 적웅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Bohm 1984, 97) 여섯째 

그는 푸트 공사의 통역이던 윤치호(尹았昊)를 자주 만났으며 윤치호를 좋게 평가 

했다 갱) 일곱째 그는 조선초정의 고위지도자들이 특히 고종이 조선의 독립과 관 

련해 미국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썼다 여댐째， 그는 독일인 별렌도르프를 만났 

다 월렌도르프는 푸트 공사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 우즈의 표현으로는 “미국인 

들에 대한 그의 질투는 극단적이었다 그래서 우즈는 웰렌도르프의 초청에 옹하 

지않았다 

푸트 공사의 부인은 로즈(Rose)로， "1 인이연서 우람한 체격을 지닌 여걸이었다 

그녀는 민비가 미국공사의 부인 통반올 꺼려한다는 소식에 접하고도 주저함이 없 

24) 윤치호와 관련해 이 책의 연저자틀은 다음의 연구서를 소개했다 αmald N, CI짜， ’‘Yun 

Ch’i-ho (1864 - 1945) ‘ Portrait of a Korean Intellcclual in an Era of TraJlsitioD ，~ OccasÎona( 

Pap<rs on Korea, No, 4 (Seal~e: Universily ofWashinglon,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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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편을 따라서울에 도착했다 그녀는 결국 민비를 알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로써 그녀는 민비가 처음 만난 서양여성으토 기록했다 그녀는 민비를 강력하연 

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성격올 지녔으며 뛰어나연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졌 

고 [ 1 동양 전체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여성 이라고 명가했다 겐 

8 포크의일기 

저지의 경력 우즈가 1884년의 앞 시기를 보면서 기록을 냥겼음에 비해， 미국해 

군 소위 조지 포크 (George Clayton Foulk )는 뒷 시기를 보면서 기록을 남겼다 26) 그 

러연 포크는 이떤 사람이었나? 

포크는 1 856년에 펜실l’ 11 이니아주에서 태어나 1 876년에 해군사판학괴를 졸엽해 

소위로 임관됐다 그는 곧 해군의 아시아합대에 배속돼 6년 동안 봉직했다 이 과 

정에서 그는 일본의 여려 항구틀을 자주 방문하연서 일본어를 배웠으며， 조선과 

"1국 사이에 수교가 성립된 때로부터 l개월 뒤인 1882년 6월에 장시 부산과 원산 

을 방문했다 워싱턴의 해군본부 도서관으로 "11속된 그는 사서로 일하는 가운데 

조선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이러한 매경에서 1 882년의 조미수교에 따라 1883년 

25) 로즈 여 사의 역 할올 칭 찬한 책은 다응이 다 Mary Y. Ti’.gley 냐wπnce ， A DiplQmar 's 

f1ell끼Ilue: HIαv Rose F. f oote, Wife oJthe First U.s. Minisler (J)띠 EIl \lo)' ErlrtlOrdinary t() Korea. 

Sen1ed Her COUnlfy ÎII the Far East (San Francisco: H5. Crcκ ker Company. 19 18) 이 책은 

Oaniel L. Gifford . Everv α1)' μife ÍI’ Kor，α1 ，' A Colleclioll 01 Sflldies ll"d Stories (Chκago‘ New 

York. Torolllo: Aeming H. Revell Company. 1898) 및 Sidney L. Gulick‘ ηe Wùm’'Ilg of Ihe Far 

&1.5(: A SlIulyof,he Christian Movell’etlt j" Chiflll. Korea lmd Japml (Ncw York: Georgc H. Doran 

Com띠ny ， I 923)과 합깨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 85 (서울 경인운화사. 2(04)에 함 

븐되어있다 

2이 "ωde ,he Hemlir Kingdom: 17lt /884 Korca Travel Diaη 01 George C/a)'lo" Foulk, cdi!때 and 

'""얘uced by Srunuel Hawlcy (New York μxington ßooks, A Division of Rowman and Linlelicld 

PUblishm, INC ‘ 2008) 이 기콕온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밴크로프도 

서관(ßancrol\ Library )에 보관되어 있다 이 기꽉에 근거해 포크룹 운석한 논문틀은 다 

음과 같다 ! ) Kim Hyung-chall , "The Korean Kalcidoscope: American Vicws of Korea , 

1882 - 1979." K，αea Jallmal. Yol. 24, No. 6 June 1984), pp. 18-26: 2) Kim Hyung-이1ao ， ~Georgc 

C. Foulk in Korea: A Sai lor On Horsebκk ，~ Korea JO/lmal‘ YO.26‘ No. 12 (Dccembcr 1986). pp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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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초선의 사정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미국정부의 공무원들 가운데 이 

사절단을 위해 통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왼으로 지옥됐다 그는 이 일을 

기끼이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하여 사절단 단장이떤사 그때 조선 인씨혀 

족의 거붙이었던 민영익은 그가 조선주재미국공사관에 배치를 받아 서울에서 일 

하기를 요청했다 미국 국무부와 해군부는 이 요챙을 받아들여 그를 -해군무관 

(nav띠 altaché) 으로 알령했다 그는 민영익과 함께 미국해군함정올 타고 1 884년 5 

월에 제울포에 도착했으며 곧 서울에서 푸트 공사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를 시작했 

다 

조선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포크는 조선의 상황올 공사판의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조선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 

고자 국내여행계획을 세웠다 경기도흘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중앙. 충청도와 전 

라도 및 경상도를 포항하는 조신의 납부 그러고 조선의 북부 - 이렇게 세 지역을 

개별적으로 차례차례 여행하고자 했다 그는 우선 1 884년 9월 하순부터 1 0월 초순 

까지 개성과 수원 및 강화도를 포함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 대한 여행 

을 끝냈다‘ 당대의 세도가 민영익의 후왼을 받은 그의 여행은 조선조정의 고관이 

여행하는 관행을 그대로 따라 네 명의 직업적인 보교꾼틀이 이끄는 보교를 타고 

짐을 마차에 실은 채 시종들을 거느린 호기 있는 여행이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대인(大Al‘으로 올리띤서 극진한 대집올 받았다 그가 부모에게 자랑스럽게 쓴 

편지에 따르면， 그가 객관에 들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심지이 잘 때도 여러 벼슬 

아치들이 수발융 틀거나 다른 ‘잡인 들의 접근올 막아 자신운 아주 불편했으며 자 

신에게 접근하다가 발길로 채이는 사람올 보연 미안하기도 했다 

일기의 내용 이 여행을 마친 뒤 포크는 1884년 1 1 월 l일부터 1 2월 1 4일까지 납 

부여행 길에 들어섰으며 ， 거의 매일 일기를 썼다 여행의 방식은 앞의 경우와 똑같 

았다 그는 경기도 과천과 안성에서 번화한 장터를 구경했으며‘ 충청도 공주 감영 

올 거쳐 전파도 전주 강영에 머물렀다， 공주 강영에서도 그러했지만 전주 감영에 

서의 접대는 참으로 극진했다 감사가 직접 배푼 연회장에 기생들파 소리꾼들이 

나와 그를 위해 풍악을 올리는 가운데 권주가를 붙렀다 음식이며 술을 너무 않이 

대집받아 이튿날 배앓이를 겪기도 했다 그는 전라남도 나주를 거쳐 경상도로 틀 

어서서. 부산과 진주 및 진헤률 구경하고 1 2월 8일 오진에 상주 부근에 틀어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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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갑신정벤의 소식을 들었다 1 2월 4일 저녁에 개화파가 우정국 낙성식장에서 인 

씨척족의 거물급 벼슬아치들올 비롯해 집권세력의 지도충 인사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대구 감영의 감사에게 통보하기 위해 달려가던 사령이 포크의 보교꾼에게 

말해준 것이다 민영익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의 입장은 어려워였 

다 서툴러 업정하려는 그를 갑자기 팔시하거나 심지어 박해하려는 지망의 수령들 

도 나타났다 12월 1 3일에 경기도 이친을 출발해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에 고종의 

사신이 도착해 그를 보호함으로써 그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그는 남한산성 

에서 묵은 뒤 14일에 입정해 공사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 43일간의 9백마일 여정에서 포크는 참으로 많은 것틀을 보았다 1 ) 넓고 잘 

다듬어진 길도 있었지만， 대체로 흉고 디러운 길이 많았다는 것. 2) 자신이 묵은 

끽관에 빈대와 이가 플끌어 숙연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것 3) 자신이 서양사람인 

것을 알고 보기 위해 사랑들이 몰려들어 매우 힘들었다는 것 4) 액성들이 사는 짐 

들은 너무 초라하고 주변환경이 끔찍했다는 것 5) 화장실이 사실상 없고 비록 있 

다고 해도 아주 불떤했다는 것. 6) 길에서 본 어린아이들은 거의 모두가 사실상 벌 

거벗고 있었으며 앤발이었다는 것. 7) 여자들은 모든 것을 감추꺼나 가린 채 살고 

있었다는 것 8) 경상도에 오고 나서 전라도는 평야지대이고 땅이 비옥한 데 비해 

경상도는 토지가 척박해 농엽소출이 적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퉁퉁을 그는 일기에 

썼다 

이러한 판찰들보다 정치학척으로 훨씬 중요한 관찰은 조선왕조의 구제불능의 

부패였다 그는 n월 5일의 일기에서 정부가 인민을 힘으로써 정복하고 있고 그 

러한 형태로 정부가 유지되고 있다”고 썼으며 1 1 월 1 3일의 일기에서는 관리들은 

백성들을 쥐어짜낸다(squccze) 고 썼고 - 그는 찌내고 있다‘는 표현을 여러 곳 

에서 썼다 - 1 1 월 1 4일의 일기에서는 …정부는 하나의 거대한 강도기 됐다(The 

govemmenl h야 become a giganlic robber) 고 썼다 그는 특히 공물제도를 통해 정부가 

백성을 어떻게 수탈하며 또 관리는 자신의 사복올 채우기 위해 공괄과 관련해 정 

부를 어떻게 속이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그는 이 제도야말로 자신이 이제 

까지 들어왔던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악”이라고 단정했으며 ， 특히 지방관갱의 아 

진들이 백성을 짜내는 가장 냐쁜 벼슬아치듬이라고 비난했다(Hawlcy 2008. 114-

11 5) . 

포크는 곧 세번째 여행 곧 복부조선으로의 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1 885년 l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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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푸트 공사가 이임하자 그는 대리공사에 임영댔으며 1 887년 6훨에 본국으로 귀 

임함에 따라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는 1 893년에 36세로 일분에서 별세했 

다(또는얄해됐다) 

9. r코리아쩌| 관한 노트J 

우즈와 포크가 조선올 판활하던 시정인 1 884년에 상해에서 조선에 관한 아주 작 

은 책이 쏠판댔다 r코리아에 관한 노트」가 바로 그것이다찌이 소왜자의 저자는 

A.\V.D.라는 이니셜로안 표기되어 있어 배경은 불론이고 실명조차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소책자가 상헤에서 출판왼 사실에 미루1 상혜의 이느 냐라 영사관 또는 

무역회사가 출판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된다 

이 소책자 역시 코리아흘 ‘은둔의 나라‘ 또는 ”고요한 새벽 (calm of dawn )의 나 

라‘라고 소개했다 이 소책자는 부산과 원산 빛 인친융 비롯한 조선의 주요 항구 

들과 서울올 비롯한 도시틀올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목적올 두었다 이 

소책자는 당시 조선이 1.715.653 가구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l가구 당 가족의 수 

훌 7 -8명으로 장는다연 이매 조선의 인구는 약 1 ，362만 영에서 약 1 .534만 영 사 

이가된다 

IV. 열강 각축의 격화(했化)와 청일전쟁(1886-1895) 

1 알엔의 r일기j 

앞에서 이미 보았듯 조선을 둘러싼 옐강의 각축이 깊어가던 사정인 1 884년에 

미국의 한 의료선교사가 내조했다 청국에 따견됐던 미국장로교의 의료선교사 호 

레이스 알렌이 조선주재 01국공사관의 공의(公뽑)로 이 해 9월 1 4일에 부산에 도착 

한 데 이어 제불포를 거쳐 22일에 입경한 것이다 그는 1905년 6월 9일에 조선융 

27) A.w.D. , Notcs on Korea: Reprinted from the “ Star in the East" (Shanghai: Shanghai Mcπury 

Office, 1앓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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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때까지 21년에 걸쳐 조선에 며불벼 고종의 어의를 비롯해 미군주재조선공사 

관의 참찬판 및 조선주재미국공사관의 공사 겸 총영사 둥 여러 직책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많은 영향을 마쳤다 28) 

이러한 배경을 지었기에 알렌의 조선관찰은 다각적이었고 심충적이었다 그의 

관찰기록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그의 일기다 。l 망대한 기록을 뉴욕공립도서판 

에서 발굴해 역간한 김왼모 교수에 따르띤(김원모 199 1), 그것은 모두 4부로 구성 

됐다 제 l부는 조선에 의료선교사로 파진되는 결정의 시점인 1 883년 8월부터 조선 

에 도팍한 이후 미국주재조선공사관의 서리공사로 임명된 1 886년 9월까지의 일기 

다 제2부는 "1국주재조선공사관의 초대 공사 박정양(朴定뼈)이 이끈 사질단의 참 

잔관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1 887년 9월부터 워싱턴에 조선공사관의 개설올 l까지고 

서리공사로 활동을 개시하던 1 888년 11월까지의 일기다 제3부는 조선주재 0]국공 

사 겸 총영사로 일본 및 영국과의 협초릎 통해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팽창정책을 

견제하고자 했던 시기 ( 1 897년 9월 14일 - 1 898년 7월 27일)를 다줬다 제4부는 조 

선에서 러일전쟁 발발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보며 조선의 독립을 유지시 

쳐주기 위해서는 "1 국이 현재의 딴러친일정책을 버리고 반일친러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믿음올 갖고 조선주재미국공사의 신분임에도 미국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시기 (1 903년 6월 | 일 - 11 월 20일)를 다뤘다 이 부분에서는 그의 일기 가 

운데 제 |부와제2부에 나타난 조신의 모습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알렌의 칫 기삭지는 부산이었다 1 884년 9월 1 4일의 일기에서 그는 “부산은 완 

선히 왜색도시이다 도시 연두리로 가지 않고는 조선사랍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일본인은 아주 우아한 벡색건뜰을 영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 

썼다(김원모 1991 . 22) 로웹의 인상기에서 이미 제시냈던 부산에 대한 이러한 인 

28) 알렌에 대한 호기의 연구로 대표적인 깃은 fn:d Harvey Harringlon, Gα/. 씨"II1mlOI/ . (md rhe 

Japtlllese: Dr. Horace N. Allel1 “”‘J Koreall.Amer;ctlf/ Relatio /Js. 1884 ....... 1905(Madison. WI 

Univcrsity of Wisconsin Prcs.1i. 1944) 이 책은 근세똥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84(서울 경인 

운화사 100 1 ) 로‘ WiUiam Fr:mklin Sands, Ul1dψlαIlllIic Memories: n,e Far Easl 1896 - 1904 

(Ncw Yoric Whiltlesey Hoα‘ Mcα，w-Hill Book Company, lNC., 1 930)와 합분되이 있다 헤 

굉튼의 책은 다음과 같이 방역댔다 이광린 역 r개화기의 한미관계 알렌박사의 활동 

울 중성으로J (서옹 일조Z[. 1973) 알렌에 대한 국내의 연구서로 다융융 지적할 수 있 
다 민경배 r알렌의 선교와 근대한01외교J (서윤 연세대학교총양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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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그 뒤 부산올 방문한 서양인들에 의해 거듭 확인된다 

얄헨은 9월 20일에 제울포에 도착했다 이 날의 일기에서 그는 -이곳은 슬래브 

판자집， 진흙 오두악집 헛간 토당 술집 둥으로 구성된 장다한 도시이다 이곳에 

서도 일본인이 우세했고 가장 좋은 요지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썼다 이러한 관찰 

역시 로앨의 인상기에서 이미 제시됐던 것으로， 그 뒤 제룹포릎 방문한 서양인들 

에 의해 되풀이왼다 그는 곧 ’조선인의 느린 행동에 쩌중‘용 내기 시작했다(김원 

모 1991 . 24) 

서울에 도착한 때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정인 1 884년 12웰 4일에 갑신 

정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정연은 알렌의 앞날에 큰 영향올 띠쳤다 정연의 현장 

에서 칼을 맞은 민씨척족의 거물 민영익이 월렌도르프의 판사로 이송된 채 서양의 

사의 치료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 2월 5일의 그의 일기는 자신이 민영익을 

어떻게 치료했는가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민영익을 치 

료했다 

알렌은 곧 조선의 역사에 대해 관심올 갖고 책들을 읽었으며 사회현상을 관찰 

했다. 12월 26일의 일기에서 그는 다음과 강이 썼다 

이 나라에는 전국척으로 ( .. ) 산성(山城)이 않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숭려틀이 산성을 지키고 있다 징부가 이들 숭려의 생활부양의 책임융 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기 싫은 게으름뱅이가 종교를 빙자해 산성으로 뜰어와 눌러 있으연 

서 그뜰올 억여 살리고 있는 국왕에게 간칩역할율 하고 있다‘ 일반백성을온 중국 

에서와 마찬가지로 숭혀들을 존정하지 아니한다(김원모 1991. 얘) 

알렌은 이어 민비가 ‘미신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다a고 지적했다 그는 다응과 

같이 부연했다그녀가 임신하자 48일간 황소마리와 기타 동울올 회생물로 제단 

에 바쳐져 제사 지냈고(며十八願)‘ 왕비는 결혼 초에 남연융 사로잡기 위하여 여 

우의 질(뼈)올 색실로 쩨여 앞가슴에 때물로 차고 다녔다(김원모 1991J." 

헤가 바써어 1 885년이 시작되연서 알렌은 조선어릅 공부하기 시작했다 l월 m 

일에 그는 미1우 충격적인 광경올 옥격했다 갑신갱변에 가답했다가 l월 28일파 29 

일 이틀에 걸치 처형왼 뒤 길거리에 전시된 -반역자의 시체i 들을 게가 를어억는 

장띤을 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형넘 이라고 부르는 민영익에게 “그것은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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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육씨(짧肉행)이띠 척의 시세를 툴이먹는 팡란의 카니말‘이라고 비난했다 

알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알을 한 후부터 그는 항상 개고기틀 익고 있다 이 

제 그는 그 자신의 동포의 시체를 먹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김원모 1991, 53) 

알렌은 청국의 힘을 업고 개혁을 거부하는 -음흉한 패거리들 그리고 그들과 연 

결되어 있는 윌렌도르프둡 미워했다 다행히 조선조정이 알렌의 시슐에 감복해 2 

월 25일에 팡혜원 OP(앤院)이라는 이릅의 서양식 병원올 창성하고 그로 하여금 이 

빙왼을 주관하게 한 것이 위로가 됐다 이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렴병원인데 

4월 26일에 고종은 이것을 세충원 (i앤*院)으로 개칭했다‘ 알렌은 곧 고종의 어의 

로 임명됐으며. 뒷날 참판의 칭호를 받았다 

앞에서 지적했듯 알렌은 조선정부가 띠국으로 파견하는 사젤단의 일원으로 부 

산올 떠나 요코하마를 경유하는 도미의 길에 올랐다 1 885년 12월 10일에 매로 요 

코하마를 출발한 사절단원들은 모두 뱃얼ul로 고생했다 알렌은 12월 26일의 일기 

에서 사절단원들애 대해 “어쩌나 더러운지 그들이 풍기는 악취를 참올 수가 없었 

다-고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그들의 옴에서 계속 고려타운한 똥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들은 선실에서 끊 

임 없이 줄답"H릎 피우고 있어서. 이 담배냉새에다‘ 목욕하지 않은 고린 채취 똥 

냉새. 오종 지린 내. 고약한 냉셰가 냐는 조선 음식 둥이 뒤섞이 선실 안은 온통 

악취포 가득했다 (, ) 냐는 이재 더 이상 악취 때문에 선실에 그듣과 같이 이풍 

려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냐는 그들 옷에서 기어다니는 이용 가리키언서 이를 

장으라고 하는 등 주위관 주었지만 아무리해도 악취는 별차이 없이 계속 용기고 

있었다(김원모 1991, 147). 

알렌은 특히 수행원 강진회 (훌進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언제나 여객선의 내함실 큰 흉에 나가 있겠다고 주장하연서 그것도 정장 

차립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옷을 반도 입지 않고 동아다니는데 그 용에서는 고약 

한 악취가 풍꺼나와 보기가 민망스러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냐는 보다 못해 〔사 

정단 대표인〕 박정양 공사에게 제발 나흘아다닐려연 옷옴 세대로 입고 움을 깨끗 

이 하라고 당부했다(김원모 199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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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출신의 한국학 전공자로 한국에 귀화한 오슬로대학교 교수 박노자는 알 

렌의 이 지적올 -그 시대의 통상적인 인종주의n 사고방식의 산율이라고 비판했다 

‘명생 처음으로 여객선올 타 보는 조선사절단이 서구적인 위생규칙올 지키는 데에 

익숙지 않았올 가능성-올 알렌은 고려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박노자 뼈4) 

이재까지 살핀 얄렌의 일기는， 외국인들의 조선관찰기들과는 달리 조선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영익에 대한 그의 여러 

설명들은 조선정부의 실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던가룹 보여줌으 

로써 간접적으로 조선고관들의 부정부패를 증인하고 있다 

첫째 알렌의 1885년 l 월 27일자 일기에 따르연 민영익은 알렌에게 자신을 치 

료해준 데 대한 ‘우의의 표정-으로 실제의 치료비와는 별개로 ‘현금 10만 냥”을 

주었다(김원모 1991, 51) 그 무렵 서울에서 부호로 꼽히는 사랍의 유통자산이 3 

천냥이었음올(신복용 2002 , 136) 생각할 때 그것의 33~H 에 해당하는 10만 냥이 얼 

마나 큰 돈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둘째 알렌의 1 885년 3월 11일자 일기에 따르 

연 민영익은 -세계 도처에 자신을 파견케 함요로써 악예한 정부자금올 소비했 

다‘ 알렌은그의 이러한행태에 대해 분노를표시하면서그는나라릅-위하여 죽 

는 것이 낫다-고 썼다(김원모 199 1, 70) 셋째 민영익은 신병으로부터 회복된 뒤 

다시 국내정치에 김이 개입하다가 1887년 8월 말에 홍콩으로 망명했는데， 거기서 

처첩들과 비복들을 지느렌 채 고급 호텔의 여러 방들을 얻어 호화롭게 생활했다 

알렌은 그를 -아주 겁이 많은 사랑.으로 묘사하면서 ‘내탕금을 은행에 예치해두고 

있었으며 아주 부유하다-고 덧불였다(김웬모 1991 , 138-140) 민영익은 1905년에 

러일전쟁이 일본의 숭리로 끝난 직후 자신의 안위룹 걱정해 상해로 망명하며 거기 

서 1914년에 별세한다 

2, 알렌의 r코리아의 민담1民Ø)들」 

알렌은 미국주재조선공사관의 창찬관 - 그는 Poreign Secretary of Legation for 

Korea라는 직함을 썼다 - 으로 재직하던 매인 1889년에 r코리아의 민당등」올 출 

판했다 잉)이 책을 몽해 그의 조선관찰올 살피기로 한다 

29) H, N, Allen, Korea1l Tales: Bei1lg A ColI•ωα， 01 SlOr;es rr(IJ띠'lI1ed fr011l ,IIe Koretlll Folk 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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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떨주부산 고양이와 개가 서로 웬수가 된 데 대한 애기， 낀우와 직녀， 

흥부와 놀부. 춘향선‘ 싱갱전 ， 흉길동진 둥에 당긴 초선 전이1의 인당들아 소게되이 

있다 그러나 이것뜰보다 중요하게 토론왜야 할 니l쪽은 이 잭에 소개된 조선의 모 

융이다 이 책은 자신이 1 887년 11월에 조선정부가 ，，]국으로 파견한 사첼단의 일 

엔으쿄 수도 워싱던을 앙문했을 때， 미국인들이 자신에게 코러아는 지중해에 있는 

심이냐고 문기도 했고 코리아를 유럽으로부터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냐고 

묻기도 했으며 E리아는 옷올 빗고 살아도 되는 남양의 어느 나라냐고 품기도 했 

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제len 1889 , 3-4) 그 정도로 조선은 미지의 나라였던 것 

이다 

알렌은 미국인들의 이러한 무지를 풀어주기 위해 이 책올 썼다 그t!:j 나 알렌은 

자신의 관찰들올 기록하기보다는 이，，] 다른 사압들이 출판한 책들에 담긴 얘기틀 

을 요약했기에 특기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비콕 그렇다고 해도 그의 관찰들 가 

운데 우리가 앞으로 인용할 만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적시하기로 한다 그는 우선 

조신의 인문지리와 자연환경에 대해 다응과 같이 썼다 

| 이 나라는 산악국가이며 동시에 왈이 않다 동북지땅에는 목재가 용부하다 

계곡들은 깨우 "1옥하미 인민의 대다수가 농엽에 종사함에 따라 잘 경작되 

어 있다 

2 죠신의 용광은 아릅답다 조선에 대한 앵가에서 야우리 인색한 사랍이라도 

조성의 풍팡이 지닌 아용다움올인정하는 데 인색할수는없다 

3 쏘선의 인구는 약 1 ， 600만이다 

4 조선사암들은 중국사람틀 잊 일본사합들과 않온 공{5-정틀올 갖고 있으나 

조선사랍들의 조상은 그틀의 조상과 다르다 조선사람틀은 미국의 원주민등 

과 닮은 데가 많다 조선사람들의 인이는 중국사람들의 언이나 일본사링들의 

인어와 다르다 조선사핍들은 자신틀의 알파엣과 문t~l올 갖고 있으"1. 그틀 

(Togcthcr with I nl1αJuctory Chapters αscripli vc ofKore..'l)(New York and London: G. P. Putnam's 

SOIl', 1889), 01 책은 근세동아세아서양이자료송서 1 38 (서울 ‘ 겸인문화사 200 1 ) 에 

Korea: Ft，ι， ond FUllcy(Soou l: McthodiSI Publishing Hωsι 1 9(4)파는 제옥 아래 포함되어 있 

다 Korca: Facl and Fancy는 Korea1l Tllles 잊 A ChrtJ1/o!og;cal lndex의 함본이 다 A 

C"rol/이ogical It이'ex'는 알렌이 조선주재미국공사판 식원등의 도웅융 받아 작생해 1 90 1 년 

과 1903년 사이에 서옹에서 개언적으로 배포한 연표이다 이 연표는 다옹과 같이 l상역 

댔다 김원모 앤저 r근대한국외교사연표J (서용 단국대학쿄출판부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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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는 다음절(多홈節)이어서 중국어보다는 영어흘 닿았다 조선사랍들 

은 일반적으로 건장하며 높은 지능을 가졌다 

그는 이어 조선의 정치현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l 조선의 국왕은 절대군주다 그의 말이 법이다 

2 고종은 〔현상올} 빠르게 인식하며 배우 진보적 (VCI)' progressive)’이다 그에 

게는 외국의 신문들이 번역해 바쳐지며 그래서 그는 시대의 현황올 총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는 지나치다고 할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며， 자신의 

백성들의 복지에 대해 않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비나 그는 아주 격려된 채 

많용 의식 (fñ式)에 시간올 보내며 살기 때문에 때때로 주변의 총신롤과 환판 

틀에게 좌우왼다(Allen 1889 , 27) 

3 마치 파러가 프땅스인 것처럽， 서울이 코리아라고 말할 수 있다 서윷은 이 

나라의 거의 모든 것이 시작되거나 분산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As .Paris is 

Frnnce: so seαd may be said to 야 Korea, for it is tbe centre from which ncarly evel)' 

thing for me country either originates or is disseminated.) 서 울의 인 구는 약 30안으 

로 절반응 성(城) 안에 살고 절반은 성 밖에 산다(Allen 1889‘ 15) 

앞에서 이띠 지적했듯 서울이 조선의 중심이미 모든 것임을 파러가 프랑스의 

중심이며 모든 짓에 비유해 설명하는 방식은 이미 그리피스가 제시했었다 이 방 

식이 알렌에 의해 되풀이됐으며， 뒷날 대한민국주재미국대사관에서 활동한 미국 

의 외교관이었으여 한국학 전공자였던 그레고리 헨더슨(Gregol)' Henderson )에 의 

해 되풀이된다 헨더슨은 파리가 프랑스에 대해 지닌 위상파 마찬가지로 서쓸은 

단순히 코리아의 가장 큰 도시가 아니 라 코리아 그 자체였다(As Paris was for 

France, 5coul was not simply Korea ’s largest town; it was Korea)" 고 썼다(Henderson 

1%8 , 30) 

3 데니의 r청한론J과 윌렌도르프의 반박 

우리는 앞에서 챙의 이홍장이 고종의 고문으로 윌렌도르프를 친가해 고종이 받 

아들였고 이에 따라 휠렌도르프가 조선조정을 위해 봉직했으나 이홍장의 뜻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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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퍼시아와 제휴함을 보고 인책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이홍장은 곧 웰렌도르프 

의 후임으로 미국인 오웬 니콜슨 데니 (Owen Nickerson Denny ) 를 천거했으며 고종 

은 이 제의릎 받아들였다 30) 

데니의 경력 우선 데니의 경력올 살피기로 한다 데니는 1 838년 9월에 오하이 

오주에서 태어났다 그때 중서부의 않은 사람들이 그러했듯 데니 일가는 서부에 

서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는 옥식에서 마차룹 타고 서부로 이통해 마침내 1 852년가 

을에 오페곤주에 정착했다 불행히도 아바지가 쩡착 직후에 별세하자 그는 학비를 

벌연서 오레곤주 세일럽 (S띠em)에 위치한 윌러미트대학(Willamcne College) 을 졸업 

했으며 곧바로 힌지의 변호사들 밑에서 연수륜 받아 1 862년에 오레곤주 변호사시 

험에 합격했다 그는 곧 오레곤주에서 짐사와 판사로 일했으며. 공화당을 지지한 

걸과 1 874년에 공화당행정부에 의해 오레곤주 빛 앨라스카를 관장하는 극세청장 

으로 임영했다 1877년 5월에 그는 새로운 분야애 접하게 됐다‘ 천진주재영사로 

임영된 것이다 4개월 뒤 그는 천진에 부임했는데 여기서 이홍장올 만나게 됐다 

3년 뒤 그는 상해주재총영사로 숭진했다 그간|나 본국정부와 갈둥을 빚깨 되면시 

총영사직쓸 사입하고 1 884년 3월에 고향으로 동아갔으며 거기서 변호사로 활동했 

다(Swanollt 1980. 1- 16) 

데니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은 격화되고 있 

었다 청과 일본 사이의 길둥과 대립은 깊어가고 있었으며 ιl시아와 영국 사이의 

상호 경계와 견제 역시 뜨거워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진출에 내한 

청과 일본 및 영국의 경계는 러시아흘 끌이들이려는 조선정부를 암벅하고 있었다 

이러한 긴장왼 상황에서‘ 고종은 미국만이 조선의 독립유지플 위해 유익한 나라라 

는 믿음을 갖고3 1 )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서 자신을 도와줄 고문으로 미국인을 찾았 

30) 데니의 문서들은 다음에 취함되이 있다 a’얘'l!n내N. Dell…my 

연찬위앤회’ 198윈7) 한국사료총서 l대8 데니의 죠선에시의 활동에 내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이다 Rob야ert R, S wartouαω삐u미11 ‘ Jr ‘ M씨t“…an“'lIl{'빼t 

DelU삐u씨l“11)'’')'(.ω(Uf，ωtιd I/i끼'he "“’”…Item(l“M…t““…1Il0，…oα"'0씨씨a씨I Ri\'，띠”‘W.…↑'11씨l시lriιι낀’ ÎIl KOf(~a (Honolulu. HJ.: The Univcrsi ty Prcss of Hawaii , 

198이 이 왜의 땅역본으로 다옴이 있다 신복룡 강석찬(폈없얹) 역 r한말외교고문의 

연구 O.N 데니의 환동을 중심으로J (서울 i영인사. 1987) 

31) 고종에게 이러한 믿음쓸 싱이준 대표적 띠국인등이 우리가 앞에서 살앤 포크와 알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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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홍장은 자신이 믿을 만한 서양인을 고종의 고문으로 위촉해야 청이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부터 자신이 상 알고 있던 데니에게 이 

직책올재의했다 

같은 취지에서 이홍장은 1 885년 10월에 원세개룹 주차조선총리교성흉상사의 

(양휘朝닮總웰交涉遍뼈핑宜 약칭 주차조선총리)로 임영했는데， 웬세개는 서울주 

재챙국군사령관으로 임오군란과 갑신갱연 때 철저히 갱의 입장에 서서 사태릎 잘 

진압했다는 명가를 받았다 26세의 청년이번 왼세개는 조선총리라는 이릅 아래 조 

선올 감국(없댐)’‘ 하는 지위에 올라서자 오만하고 즉흥적이며 공격적인‘ 행태로 

써 조선의 국정올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이홍장온 여기에 더해 데니를 자신의 

심복”으로 여겨 조선에 파견하고자 한 것이다(Swanout 1980 , 42) ‘ 

r칭한론」의 논지 . 이홍장과 고종의 제의를 수락한 데니는 부인과 함께 1 886년 5 

웰 28일에 서울에 도학했다 데니는 앤세개가 자신융 고종에 안내할 것으로 기대 

했으나 왼세개는 애당초부터 데니를 시기하고 있었다 데니의 영향력이 자신의 영 

향력올 놓가하게 되지 않올까 경계한 것이다 따라서 데니는 조선주재미국대리공 

사 포크의 안내릎 받아 고종을 알현했다 고종파 종신들용 데니의 용모와 예절에 

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 민비 역시 그러한 소식올 진해 듣고 호강융 표시했 

다 그는 곧 내무부의 협판 겸 외아운의 당상으로 잉영댔다(Swanout 1980 , 56-57) 

조선조정 내부의 이러한 분위기는 원세개틀 더욱 자극했으여 그리하여 원세개 

의 견제가 빠르게 시작했다 그러나 데니는 곧바로 고종쓸 개화지향적인 군주로 

청찬하연서‘ 고종이 원세개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더구 

나 원세개가 1 886년 8월과 1 887년 7월 사이에 고종의 퇴위륜 옴모한 사실을 파악 

하고는 그룹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데니의 r청한흔j이 싹이 자 

라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논문을 1 888년 2월 3일에 거의 끝냈으여 마침내 8월에 

소책자로 출딴했다(Swanout 1980 , 108-110) 

‘데니가 조선에서 봉직한 동안에 집필한 가장 중요한 운시-로 간주되는 이 소책 

자에서 그는 우선 웬세개의 외교적 무례 외교관의 특권올 악용한 죠선인삼의 중 

국으로의 대량빌수출‘ 그러고 심지어 조선의 국왕옹 폐위시키려는 응모릎 추진한 

었다(Bass 1937 , 366-407: Noblc 1931: SwanoUl l980, 35)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판(제2회) 299 

일띤의 불법행위들을 공격했다 그의 비판은 이홍장에게까지 미쳤다 이이 그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조공을 바친 나라였을 뿐(a tributary rather than a 

vassal s~1te)“엄올 역설하떤서 조선이 국제법상 운영히 독립국임을 논증하고자 노 

력했다 

윌렌도르프의 반박 데니의 r갱한룬j은 즉각적인 반론을 툴러일으켰다 그 대표 

적 사에는 휠렌도르프의 만론이었다 조선의 공직에서 해임된 이후 윌렌도르프는 

천진으로 돌아가 이홍장의 개인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홍장의 영령에 따 

라 1 888년 3월에 조선으로 되졸아갔다.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그리하여 갑신정변 때 친청사대당(짧淸필大'J;l을 지지했던 윌렌도르프는 데니의 

r칭한론」에 크게 격앙댔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만륜올 통해， 우선 전흉적으로 조선은 중국의 속국 또는 

봉신국(앨g!國)이라는 자신의 지론올 반복했다. 그는 이어 데니의 원세개 비난을 

통박하띤서 왼세개를 “청렴한 관리‘라고 용호했다 그는 심지어 조선올 “이제 겨 

우 갤어 다니기 시작한 어린아이-라고 비유하면서. 그러한 조선이 자립할 때까지 

갱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성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에게 ”독 

립 올 허용한다연 그것은 현재의 국제상황에 미루어 볼 때， 강대국에 의한 조선의 

병함을 가져올 뿐이며 초선은 국왕이 없는 한 지방으로 전락할 것이고 죠선민족이 

라는 이륨자체가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2) 

이치렴 청의 입장에 서서 조선에서의 활동쏠 재개했으나‘ 휠렌도르프는 조선조 

정에서는 불흔 서울의 외교계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 천진으로 돌아갔다 그는 

1 889년에 상해에서 통계국장으로 일하다가 영파(흉波)로 좌천댔고 거기서 190 1 년 

에 별세했다 다른 한펀으로， 대니는 결국 청의 강릭한 반발에 조선에 대한 중럽과 

왈간섭의 갱책올 견지하던 미국정부의 진제가 겹쳐 1 890년에 조선정부의 관직들 

을 사임하고 1 891년에 귀향했다 그는 1 892년부터 1 8%년까지 오헤곤주의 상원의 

웬으호 봉직하다가 1900년에 별세했다 

32) 옐렌도르프의 반론은 그가 1걸세한 예로부터 29년이 지난 시짐에 용판댔다 Paul G. von 

Moellcndorff, A Reply 10 Mr. O. N. ÐellllY ’!i Pamphlcl elllÌlle(l: Chilla (md Kvrea( Leipzig: ü uo 

1'lam\SOwitz.1930) 이 만은은 다음에 포함되어 있다 신복룡 김운갱 역주 r원렌도르 

프 자천J . 151 - 1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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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더우드 부인의 r코리이에서의 15년 생활」 

그사이 조선에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헤서 찾아들고 있었 

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기독교선교사들이 줄을 이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대표적 

인 선교사가 장로교의 목사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Hornce Grnnt Underwood) 로. 

그는 조선에서 개신교의 선교활동올 정식으로 개시한 사람이었다 33) 

저자의 양력 호레이스 언더우드는 영국에 뿌리를 둔 런던의 기독교집안에서 

1859년 7월 1 9일에 태어났다 가족이 뉴욕으로 이주함에 따라 그는 뉴욕에서 성장 

했으며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데 이어 뉴져지주의 뉴브런스위크 (New Brunswick )에 

위치한 네덜란드개혁신학교(Dutch Refomled 꺼leologic외 Seminary )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수업올 받았으며 1 884년 1 1 월에 옥사가 됐다 1885년 4월 2일에 부산에 도작 

한 그는 5일에 제풍포에 도착했으며 그날 저녁에 상경해 알렌의 광혜원에서 일했 

다 그는 1 886년 5월에 서울에서 l명의 고아로 고아원을 열었는네 ， 이것이 뒷날 경 

신학교(歐웹헬校)로 발전한다 

고아원은 곧 냐쁜 유언비어에 시달려야 했다 그의 1 886년 7월 9일자 편지에 따 

르연， “소년플올 미국에 노예로 보낼 것이다‘라거나 “살찌게 먹여서 장아먹을 것 

이다” 동풍의 알들이 나돈 것이다 조선사람틀은 이타적 m1t!l(fJ) 동기에서 자기 

돈을 쓰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는 개탄했다 

언더우드가 연견을 이겨내여 선교에 왈두하던 때인 1 888년 3월에 헐리어스 호든 

(Lillins Horton )이라는 여의사가 서울에 도착했다 1 85 1 년에 뉴욕주애서 태어난 그 

녀는 시카고여자의과대학을 졸엽한 뒤 장로교 의료선교단의 일원으로 조선에 온 

것이다 서울에서 처음 만난 미혼의 이 남녀는 이듬해인 1 889년 3월에 절혼했다 

그들은 1 9이년에 조선을 떠나 귀국했다가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을 위해 활통했는 

데， 남편은 1 9 1 6년에 미국에서 별세하고 부인은 1 92 1년에 서울에서 별세한다 잉) 

33) 언더우드에 대한 자료집으로 다옹이 대표척이다 이안열 옥성득(玉및쩌) 연역‘ r언더 
우드 자료징J I (서융 연세대학교출판부 2(05) U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6) 

m (서융 연세대학교출판부 . 2(07) 이 자료집에는 영어 원문동이 포항되이 었다 

34) 언더우드의 생애에 대한 해설과 영가는 다음에서 잡 수 있다 서정인(1!ìl.iEfiX) 언더우 

드 한국인의 ‘교회 와 ’운영 올 주장한 선교사 " r한국사 시민강좌J. 34(2004) ‘ l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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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뒷날 세 종류의 회상록을 남겼다 r상투를 튼 사랍들과 조선에서 생활한 

15년」 r토미동킨스와 함께 한 조선J . r조선의 언더우드j가 그것들이다 35) 이 책들 

에는 각각 서로 겹치는 얘기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주로 첫번 

째 책을 중심으로 그녀의 조선관찰을 살피기로 한다 

책의 내용 여기서 우선 지적해야 할 정은 이 책은 진적으로 체험 또는 판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예컨대 갑신정변이나 개화파나 동학이나 

독립협회 동에 대해， 인쇄올들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덧붙였기에‘ 이러한 주제 

들에 대한 그녀의 셜명들올 l차 자료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유의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책에 담긴 그때 조선의 모습들은 대체로 다음 

과같다 

l ‘ 초선의 인구는 1 . 400반 영을 웃도는 규모다 

2 조선은 오랜 동안 봉수제도(핸짧制않)륨 유지하고 있다 

3 일반백성들은 매우 가난하고 그들의 집은 비참할 정도로 초싹하다 

4 초선의 여성들은 슬픔 정앙 고역 질병 우지 애정결핍 둥으로 시달라고 있이 

서 그들의 눈은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다 

5 서양사랍들이 자신들의 공사판 또는 영사관에서 조선의 어린이들올 잡아먹 

172쪽 

35) 1) L비l잉 fI어10n U때erwood. Fφeell 얘rs Al’”’‘8 Ihe 1'op-1úωlsor μife i" K，α'ell (8oslon. New 

Yoπ ， Chi띠go: Arneriιan Tmcl Sociel)' . 1904) 이 책은 서웅의 Roy띠 Asiatic 앓l떠y. Korea 

ßrnnch에서 1977년에 재간됐다 。l 책의 완역본으로 다음이 있다 신복용 최수근01싸〈 

{JU 역주 r상루의 나라，(서율 집분당. 1999) 이 책에서 1 2장 14장 18장 19장을 제외 

한 나머지를 빈역한 것이 다음이다 김철(金헨). r언 GI우드 부인의 조선생활 상투껍이 

와 함께 보낸 십오년세원J (서울- 뿌리깊은냐무 1984). 2) L. fI . U쩌erwood， U"，/em'，α>d 

ofKorell (New York: Aeming H. Revcll Company. 1918) 이 책은 1983년에 연세대학교출판 

부에서 재간댔으며 .2αm년에 근세동아세아서양이자료힘 49로 경인문화사에서 재간 

했다 이 책은 다응으로 방역됐다 이안얼 역 r언더우드 한국에 온 껏 선교사J (서울 

기 독교문사 1990) . 3) L. H. Undcrwood, Wirh 1'01111’ly TOflψIki1L~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5) 이 책 용 HorJ<."C Gram Underw.뼈1， TIle ReJigiolls oJ Easlcm Asia 

(London and New Yon.: MacMillan a찌Company‘ 1 9 1이와 함께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 

서 60(서울 경인문화사 2(0 1 )에 합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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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서양의사들은 조선의 어딘이를올 죽이는 일올 알고 있다는 소문이 1888 

년 6월에 나돌았는데 이 소문융 무시한 액성들옹 믿고 있다 

6 조선의 객관들은 더러움과 냉새와 흉연함에 있어서 종국의 잭판틀에 결묘 

열어지지 않는다 

7 일본사랑들이나 중국사랍들은 주로 차룹 마시는 데 이해 조선사합롤은 주로 

술용 아시기 때문에 -취항이 아주 혼하다 -

8 쌀 몇 자루에 조선의 많은 가난한 어린이들은 노예로 팔려가여 여자아이들 

의 경우 무회(륙姬)로 팔려가거나 생전 보지 옷한 남자에게 신부로 활려간 

다 

9. 가난한 조선인등옹 잔치가 있응옹 알게 되면 잔칫상에 차려질 융식틀을 머 

리에 그리연서 미리 단식올 하는데 그틀은 실세로 잔치에 와서 믿어지지 않 

을갱도의 양율억는다 

10 어떤 학식 있는 조선인익 성영에 따르연. 조선인옹 하루에 lα)씬올 별연 

1.000원어치콸 익는데 비해 일본인은 하루에 1.000원을 벌연 1 00원어치를 

익기 때문에 일본용 홍성하고 있다 

11 과거시험은 돈으로 좌우되고 있다 

그녀의 조선에 대한 인상들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고종 및 민비와의 회견이었 

다 그녀는 고종에 대해서는 ‘좋은 용모의 옹화한 신사-라고 짧게 명했다 그러나 

1 888년에 민비의 시의 (f~뽑)로 임영됨에 따라 민비룹 자주 만났던 그녀는 인비에 

대해서는 여러 차혜에 걸쳐 길게 희상했다 우선 민비의 용모에 대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민비가 -약간 창액하연서도 왜 가는 용모-와 -왜 선명한 자태와 

뛰어나면서도 뚫어보는 듯한 둔.을 가졌다고 그녀는 썼다 민비의 능력에 대해서 

도 매우 좋게 논명했다 지적이연서도 힘이 있는 성격올 지녔고， 대화에 입하게 되 

면 활기와 기지가 념친다고 그녀는 칭찬했다. 종합적으로， 그녀는 민비가 육체적 

아름다옹에서의 매력보다 지적 능력에 있어서 더 뛰어난 매력올 보여주었다고 회 

상했다 그녀는 민비가 여러 나라들의 현황에 대해 묻고‘ 미국에 대해 자세한 셜명 

들올 들온 뒤에는 ‘조선이 미국과 같이 행복하고 자유룹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희상하연서 (U때erwood 1904 ‘ 11 4-

11 5) 끼밀하연서도 유능한 외교가(a subtle and able d iplomati s l )" 이며 국가의 최신 

의 이익에 충실한 진보적이연서 애국적인 왕비였다고 칭찬했다 

그녀는 1 895년 8월에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지신과 자신의 남면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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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인 선교사틀과 의사들이 조선인 환자들올 치료하기 위해 활동했던 실화틀 

을 감동적으로 희상했다 미국인 의사들이 조선의 어린이틀올 쭉이고 있다는 그릇 

왼 인식에 젖은 우지한 조선인들이 미국인 의사들에게 치료받기휠 거부하다가 그 

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강동돼 치료도 받고 기독교흘 수용하는 얘기， 돈이 없고 벅 

융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전영멍에 걸린 아이틀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다 죽은 어미 

니의 얘기 둥둥은 지급 읽어도 가숭융 아프게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조선의 

어떤 관리틀은 정부가 나눠준 구흉금올 횡령하고 있었다 - 그녀는 ‘탑욕스런 관 

리들이 구흉금을 ’억다’ (G r없ly offic i잉s "eat" πliefωnds) 라는 표현올 썼다 - 는 

얘기를 덧불이며 ”많은 관리들의 개탄스러운 부패 (the deplorable comrption of many 

offici외s)" 릎 비판했다(Underw뼈 19()4 . 136-137) 이렇게 부정적인 측연을올 솔직 

히 지척하연서도 그녀는 조선이 앞으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나라로 성장하기를 기 

원하는 기도로써 이 책올 마쳤다 

5 길모어의 r서율에서 본 코리아j 

저자의 경력 언더우드 옥사보다 l년 냥짓 늦게 조선에 부임한 미국인 목사가 

죠지 윌리엉 길모어 (George Willianl Gilmore )이다 길모어는 1 857년에 렌던에서 태 

어났다 그는 1 883년에 프린스턴대학교의 전신인 뉴저지대학(C이 lege of New 

Jerscy)옹 쏠업하고 뉴욕의 유니언신학교에 진학했다 아침 고종은 영어교육에 치 

중하되 정치학올 비롯한 서양학문들도 가르치는 신교육기관으로 육영공웬m英公 

院 The Royal English Sch∞1 )올 개셜하기로 결정하고 조선주재미국공사 푸트에게 

미국인 교사 3영쓸 보내쓸 것올 요청했다 이 요청에 용해 미국 정부는 유니언신 

학교에 재학하고 있딘 세 사랍을 추천했으며 그들은 1 886년 7월 4일에 죠선에 도 

착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랍이 바로 길모어로‘ 그는 부인과 함께 왔다 그들의 도 

작을 계기로 이 학교는 1886년 9월에 개교했다 뒷날 올사오적(ιE五뼈)의 수괴 

로 꽁히게 되는 이완용(종중며)0] 이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러나 길모어는 이 학교에 대해 실망하게 댔다 우선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젖 

은 학생들온 미국인교사들의 엉격한 교육에 썩용하지 못했다 그들은 ‘궁정에서 

힐 일이 있다‘는 구실올 내세워 결석하곤 했다 게다가 봉급은 아들의 의료비릎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다 이에 그는 1889년에 꺼국했으며 자신의 3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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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생활을 바탕으로 1 892년에 r서융에서 본 코리아」를 출판했다 36) 그 뒤 1906년 

까지 그는 뉴욕의 브루클린공과대학에서 시작해 몇몇 신학교들에서 신학과 성서 

학 퉁을 강의했다 언제 이디서 별세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책의 내용 길모어는 그동안 서양인틀이 제시했던 조선에 대한 관찰들로부터 크 

게 다르지 않은 관찰들을 되풀이했다 예컨대， 그는 서울의 인구가 도시와 외곽을 

합쳐 25만과 40만 사이과고 보았고， 서울의 길들은 너무 홉다고 지적했으며 서울 

의 하수시절이 울완전하며 생활은 -비위생적”이어서 여 러 질병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고 코리언들은 미신에 빠져 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선사람틀은 

-아주 활결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에서는 가장 깨끗하다는 사람이 자신이 본 

가장 더러운 사랑이었다-는 한 영국인의 말올 인용했다(Gilmore 1892‘ 92) 그는 

또 우리가 앞에서 살핀 칼스가 이미 지적했듯 ‘조선에서 주부의 가장 피곤하고 

도 그칭 새 없는 노동은 빨래‘라고 썼다 그는 조선에서는 축칩이 법적으로 용인 

된 관행이어서 여성의 삶올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코리언들은 미국사람틀의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낮은 

기준에서 보아도 지독히 가난하다-고 쓰연서 그 원언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첫 

째가 ’통치자와 판리들의 탑욕과 무능-이고 둘째가 백성틀의 게으륭이다 이 두 

가지가 시로 연걸되어 있다고 파악한 그는 누가 돈을 갖고 있다는 소문올 들으연 

벼슬아치틀은 죄를 만들어서 그 사랍을 투옥하고 -쥐어짜내며，’‘ 따라서 사람틀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은 채 게올러였다고 설명했다 토지가 비옥한데도 경작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숲은 황폐해진 채 버려진 것이 바로 그러한 원인이 빚어낸 결과 

의 보기들이라고 보았다 셋째 파학과 기술의 미발달이다 그는 ‘조선에는 광물 

이 매우 풍부하게 있지딴 (. ) 개발되어 있지 않다. 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과 

학적 채팡”에 대한 무지와 기계들의 부재 및 정부의 무놓에 있다고 보았다 

(Gilmore 1892. 애--4 1 ) 

36) Gcorge Wi1I iam Gilmore, Korea Ir011l I(s Capjwl: With II Chapter 01l Missions(Philadelphi ‘’ 
Presbyteri때 뼈떠 of Publication and Sabbalh-Sch∞1 Works. 1892) 육영공웬에 대한 깅모어 

의 회싱온 이 책 228~잉3쪽에 있다 이 책의 방역본으호 다음이 있다 신꽉용 역주 

r서울풍용지，(서융 집문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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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내정치에 관해 중요한 관찰을 제시했다 조선은 분명히 절내적 군주가 

동치하고 벼슴아치들의 힘이 큰 나라이며 백생들은 단순한 피치자틀에 지나지 않 

았으나 최근에 와서 백성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어떤 

국가적 쟁점이 부각되면 대중적 집회들이 열리고 대중적 항의가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연서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항의를 선달하기 위해 앙궁으로 

깔려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Gilmore 1892. 23) 

그는 조선의 국제상황에 대헤서도 날카로운 판촬틀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청국 

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숭리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견했으며， 조 

선올 두고 청국과 일본 및 러시아가 청예한 대랩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나 

라 모두 상대방이 조선올 단독점령하는 것올 질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초선이 똑럽을 유지하려연 그들 사이에서 -완충지 대 (buffer)" 를 형성해야 할 것이 

라고 제의했다(Gilmore 1892. 261) 그렌데 여기시 주목할 대목은 그가 일본의 국 

민파 정부는 코리아의 반영올 열망하고 있다-고 (Gilmore 1892. 263) 쓴 사실이다 

그는 그때의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그러했듯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심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6 새비지-란도의 r조선 고요한 아칭의 나라」 

비슷한 시기에 외교관 또는 선교사가 아닌 한 전문척 여행가가 조선올 땅문했 

다 화가이띤서 인류학자로 평가되는 영국인 새비지-란도(Amold Henry Savage

나OOor)가 바로 그였다 그는 1 890년 딸부터 1 89 1년 초까지 몇 개월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고 1 895년에 r코레아 또는 조선‘ 고요한 아칭의 나라」를 출판했다 37) 

저자의 경력 우선 지자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그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1 865년에 태어나 어린 시철을 이 도시에서 보냈다 그 뒤 그는 따라에서 미술을 공 

37) Amold Hcnry Savage.umdor, Corea or Clio-se1l: nle ωnd 0/ ,he Momù잉 Calm (New York: 

Macmillan and Company, 1895) 이 책온 근새동아세아시양어자료총서 33(서융 경인운화 

사 2α)())에 Louise Jordan Miln ‘ Qllaint Korea (London: Osgood. Mcll vaine and Company. 

1895)와 함본되어 있다 Savage'UlJloor의 쩍은 다옹과 같이 망역했다 신복룡 장우영 

역주 r고요한 아칩의 나라 조선， (서올 징문당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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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했으며 곧 훌핸드와 스때인을 여행한 데 이어 모로코와 이칩트를 여앵하연서 수 

많은 그렴틀올 그렸다 그의 여행은 계속됐다 그는 고국올 방문한 데 이어 미국올 

앙문했는데 ， 이때 해리슨(Benjamin Harrison) 대몽령의 초상화를 그폈다 1 889년에 

일본으로 떠난 그는 1890년 1 2월 26일에 선편으로 나가사키로부터 부산에 도착했 

고. 다시 선연으로 거문도률 거쳐 제물포에 도착했다‘ 그는 거기서 육로로 189 1 년 

| 월 2일에 서올에 도착했다 그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배에서 미국의 요코하마총영 

사룹 역임한 뒤 조선조정의 내부 협판-저자의 영어 표현으로는 Vice.Minister of 

HomeAκaus- 경 왕의 국제당당법률고문저자의 영어 표현으로는 Leg이 advisor to 

the King in intemational affair.;-으로 초빙을 받아 조선으로 가는 클레런스 그레이트하 

우스(Clarence R. Greathouse)를 만났으며 ， 이 인연으로 그는 서울에서 그의 집에 머 

물며 -몇 달 동안” 서울의 여 러 곳들을 당방했다(Savage.Landor 1895. 1-8) 

그는 조선올 떠난 뒤 중국과 호주를 거쳐 영국으로 돌아갔으며， 곧 티 uil트와 네 

왈을 여행했다 직후 r금지된 땅에서 (lIIIIIe Forbiddell Lolld) J흘 출판했는데 이 책 

은 그의 어느 다른 책들보다도 저술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높였다 그의 여행은 계 

속됐다 때르시아를 거쳐 러시아를 여행한 뒤 인도를 여행했으며 곧이어 펼리핀올 

거쳐 미국을 여행했고 거기서 아프리카로 가서 특히 에티오피아를 여행했다 과도 

한 여행의 여독으로 플로렌스의 집에서 휴양을 취하던 그는 19"'.A년에 별세했다 

책의 내용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는 서울의 많은 곳들올 화폭에 옮겼다 그가 

뛰어난 영국의 화가라는 소문이 궁중에까지 전혜져 민영환(閒泳뺏)파 민영준(閒 

泳앓‘ 다른 이름온 민영휘(1해泳짧) ) 빛 김가진(金흙짧)올 비롯한 대신틀의 초상화 

는 불론 고종의 초상화도 그릴 수 있었다 이로써 그는 고종의 어진(뼈l따)올 그린 

최초의 서양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또 궁중올 하루 동안 몰아다니며 궁중의 

여러 곳들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민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고종과 

민비에 대해서는 소문올 들올 수 있었다 이 ‘나쁜 소문.에 따르연 -왕은 어느 누 

구보다도 왕비를 더 무서워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왕비가 실제로 왕을 지배하고 

따라서 왕비는 왕을 통해 나라릎 다스린다(Savage.Landor 1895, 1911." 

그는 조선사랍들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놓인 채 양쪽으로부터 잦은 칭 

략을 받으며 살아온 결과로 혼혈이 계속돼 다인종， 다민족에 속하게 됐다고 보았 

다 그는 이어 서울의 풍물올 소개했다 다른 서양인들처럼 그 역시 ‘좁고 꼬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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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한 길들기 더러웅-‘， ‘역한 냄새갇혀 사는 여성‘ ‘노예나 다름 없는 여인

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현장도 직정 보연서 초선의 형별제 

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마부( ‘따夫)에 대해 주옥했다 마부는 숭객과 

끊임없이 대화하띤서 세간의 여론을 전달하기도 하고 형성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Savage-Landor 1895.35-38) 

그러나 정치학적으로 중요한 지적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판리들의 부패다 

그는 관리들을 ‘정말로 무자비한 강도들‘이파고 짤렀으며 조선은 "(백성들을〕 쥐 

어쩌내는 무서운 제도(the lemble sys않ffiof ’씩ueezillg"r릅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하 

면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돈올 밸려고 하지도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일하고 돈올 벌어야 무엇에 쓰나요? 일올 하고 돈올 벌었지만 그 

돈을 관리들에게 빼앗겨버려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서 당신은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한 조선인은 그에게 말했다(Savage-Landor 1895, 

162- 163) 

둘째 -외국의 침략자들‘이다 그는 열강이 조선을 침탈하고 있으나 조선은 우 

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음올 개탄하연서가없은 E레아! (Poor Corea! )‘라는 알올 

두 차해 썼다 그는 슬픈 날이 네 앞에 닥쳐왔구나! ( ... ) 않은 악마들이 지금 네 

앞에 있구나(A sad days has COffie for you! ( ... ) Many evils are 1l0W before you‘) 라고 쓰 

연서 그 악마들 가운데 조선을 ‘문영화된 나라”로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깃보다 

더 큰 악마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Savage-Landor 1895‘ 300) 이 책을 끝 

냈다 이 구철은 일제를 져냥했던 것으로 보인다 

7 혼마의 r조선잡기」 

저자의 경략 청과 일본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던 1893년의 어느 시점에 도쿄 

fo j 륙신보(二六新행)J의 기자 혼마 규스케(本!’lJ1L介)가 조선에 장입했다. 조선전 

문가로 불리던 그는 부산에 머물연서 서울올 정탕하고 곧 행상을 하며 황해도와 

경기도 및 충청도 둥올 정당했다 그는 귀국한 뒤 1894년 4월 1 7일부터 6월 1 6일까 

지 foj륙신보」에 자신의 정탑기를 연재했고 청일전갱이 일어난 직후인 1 894년 7월 

l일에 이 책올 출판했다 그는 뒷날 조선에 설치된 일세의 흉갑부와 총독부에서 

관리로 일한다(혼마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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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 저자는 조선과 조선사람들을 철저히 경멸했다 그는 초선이 상하가 

어두워져 기개가 이미 죽었다 (J (조선에는〕 진취적 기성 (氣性)이 없다 (. ) 

죠선샤랍은 대개 스스로 비굴하고 구걸근성이 있다 갱치적인 운으로 시찰하띤 

조선사람은 어둡고 낮잠 속에 있다 창으로 걱정할 만하다“고 조롱했다 같은 액 

락에서， 그는 “불쌍한 이 흔돈국 조선은 썩은 달갈과 같아 이띠 부화력(짧化力) 

이 없다 어찌 스스로 껑질을 깨고 -꼬끼오 하고 외치는 새벽을 얻을 것인가“라고 

썼다(혼마 2008. 28-42)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은 이 "1 독럼국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연서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 . ) 상고부터 금일에 이르기까 

지. 다른 나라의 속박에 관계되지 않은 시대가 거의 드콸다 즉 조선은 진정으로 

독립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혼마 2008. 24) 

그는 이어 조선올 매관매직-의 나라라고 매도했으며 ‘판인(홉λ)은 모두 도 

적-이라고 단정했다 군대에 대해서도 무뢰한들이 백성들올 수탈하기 위한 수단 

을 얻기 위해 벙갱이 됐기 예문에 벙정들은 쉽게 도적틀이 된다고 비웃었다 정부 

에서 용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틀은 공공연히 강도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군기 

는 완전히 해이해졌으며 무예 가운데 오직 활쏘기 하나가 남아 있올 뿐이라고 비 

웃었다(혼마 2008. 50-54) 그는 또 조선에서는 애춘과 남색이 유행하고 있고 역명 

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직했으며 . 조선인들은 개고기를 즐겨 익으연서 개에게는 인 

분이나 먹인다고 조룡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본은 조선올 근대화시키려는 순 

수한 마옴으로 〔조선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그러한데도 조선은 일본의 

선의를 의심으로써 대하연서 “적대시” 한다고 비난했다(혼마 2008. 192-193) 

v. 맺음말 

。께까지 우리는 조선이 개항한 1 876년부터 청일전쟁이 일어난 1894년 직전까 

지의 약 1 8년 동안 조선을 경험한 서양인들의 기록들올 살폈다 여기서 우선 지적 

돼야 할 것은 이 시기에 조선을 관찰하고 기록을 냥긴 사랍들은 제 l회의 시기와는 

달리. 대부분 외교관들이었고 그 다음이 선교사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록들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들은 우리가 제 l회에서 보았던 조선의 모습들 

과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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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양인들은 조선사람들이 아리안인종융 포함한 여 러 인종틀과 여러 민족 

틀의 혼혈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서양인등은 조선사람들이 종국사암틀과도 다르 

고 일본사람틀과도 다르띠. 중국사랍들의 언어와도 다르고 일본사람관의 언어와 

도 다른 고유의 언어릎 사용하는 개별적 민쪽입올 인정했다 

둘째 서양인들은 때때로 중국사람들의 역사책틀과 일본사랍틀의 역사책들에 

근거륜 두고 조선사랍틀의 역사륜 설명했다 따라서 기자조선설과 잉나부경영설 

갇은 왜곡원 설영듣올 반복하기도 했다 서양인틀은 또 조선의 문화가 중국의 문 

화르부터 많은 영향용 받았다고 생영했다 그러나 조선사람들이 일본사람틀에게 

지식올 전수했으띠 일본의 문화에 큰 영향옴 미친 사실율 인정했다 

셋써 서양인틀은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쥔 강조했다 조선이 대륙세력과 해양세 

력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모두로부터 침략올 받거나 개업을 

당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조선은 자신을 해양국가로 발전 

시키지 않았으며 국방력올 키우-지도 않았다고 서양인들은 보았다 

서양인들은 초선에 대한 열강의 각축이 격화되고 있으며 결국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 동 3개국의 zt축의 결과에 따라 조선의 운영이 좌우휠 것이파고 전앙했다 

여기서 주옥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혀l양국가들은 러시아룹 경계하는 시 

각쓸 전파한 반연에 독일쓸 "1롯한 대륙국기들은 일본올 경계하는 시각올 전파했 

다는사실이다 

넷째. 시양인들은 조선을 극소수의 벼슬아치들이 대다수의 백성들올 -쥐어짜내 

는“ 체제휠· 유지하는 나파로 인식했다 끽l어찌내는” 채재 아래서 데다수의 액성 

틀은 수달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돈올 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닮주립을 연항 정도의 

생한에 안속했다고 보았다 .쥐어찌내는 재제가 백성틀의 개으룹으로 연결댔고 

이것이 상업천시의 사회풍조와 맞원허 조선의 띤곤올 가져왔다고 서양인듣은 걸 

흔올 내렀다 

다섯째. 서양인들은 조선이 생산물은 농업에 국한되어 있고 농업에서도 몇몇 용 

옥에 한정되어 있올 뿐인 나라라고 보았다 전국적으로 도로와 수로는 알달되어 있 

지 않고 따라서 수송수단이 미비하다고 보았으여 생활환경은 불결하고 비위생적 

이띠 그 질과 선염병들이 안연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지배계급올 시l외한 대부분 

의 1씨성들은 조라한 집에서 살며 남루힌 옷올 입끄 빈약한 식생한올 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식생환에 대해， 조선은 어쩌다 개고기관 억는 것융 매놓고는 육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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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하지 않으며 우유를 마실 출 모르고 그 대신에 몇몇 생선들올 먹는다고 보았 

다 이것은 결국 조선사람들의 제력이 약하다는 간접적인 지적이나 다름없었다 

여섯째， 서양인들은 조선이 지도층의 부패와 무능 그러고 피지배층의 게으륨이 

겹쳐진 상태에 함올왜 자활자립할 능력올 상실했으미 따라서 조선을 자활자립의 

킬로 인도할 ”문명국-의 계몽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체로 서양인들 

은 그러한 역할융 수행활 수 있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올 꽁았다 

지도충의 통치능력과 관련해， 서양인들에게 대체로 고종은 호강융 주는 군주이 

나 추진력과 결단력이 미홉한 통치자로 비쳤다 그러나 민비는 고종보다 훨씬 좋 

게 바쳤다 대체로 민"1는 통찰력과 걸단력올 지녔으며 정치적 술수에도 능한 통 

치자로기록됐다 

일곱째， 서양인들은 초선이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지 않은 대신에 미신과 주술 

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나과라고 보았다 그들은 또 조선이 인권올 전혀 고려하 

지 않는 전근대적 형사제도를 유지하고 여성올 철저히 억압하는 나라라고 인식했 

다 종합해， 그들은 조선올 미개한 또는 반야만적인 나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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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rTfllltT 1. 
Chosun as Seen by Westemers (Series No. 2): From the Openinl 

of Korea 10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삐삐 삐m l 어망AI~ 

까lis anicle reviews books Or articles written by Westemers, who sludicd Chosun or visite 

Chosun, from ils opening in 1876 10 U,e oUlbre.'1k of Ihe Sino-Japanese War in 1894. The 

observations rnay be summed up as follows 

1. Most of thcm believed th ‘It Koreans wcrc Ihc mixturcs of many olher κes 

including Ihe Aryan. However. thcy admilt~'Ci Ihru. Koreans were differcnt from 

thcir ncighbor.; China and Ja떠1， and thal they 뼈rea race ofl야ir own using their 

own distincti\'c languagc dirfcrent from Otinesc and J여J3ncsc 

2. Mosl of thcm tcnded 10 cxplain lhc hislory of Korea based 00 the Chìnesc: and 

Japancsc history books. Thcy also explai뼈J that the Korean culture was gIπatly 

intluenccd by Ihe Chinese culture. Howevcr. Ihey also admÎltcd thnt Koreans 

handed down a 101 of knowledgc 10 the Japanesc which had a hugc impacl in thcir 

culluπ 

3. Many belicved lhal Korea was an uncivilizcd αunuy ar애 perceived Korea 10 bc a 

povcrty, slrUck coonuy. Thc gcnc때 infrastructurcs in Korca \'0'이 re \'C:f)'’ poorand 

lacking ‘ and lhcir living conditions wcre vcry impurc and insanilary. Wilh lhe 

exccption of the ruling class‘ most of the Koreans lived in shabby houscs, wore 

diny clOlhing and aι α")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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