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열기고〉 

서양인들이 관찰한 초선의 모습들(제1회) : 
개항이전의 시기 * 

14 ·l g 동아일보시 

이 운언조시는 개g 이진의 시기에 조선율 관징한 서잉인들의 기혹을융 

실영하고지 힌다 그 기혹툴에 초신이 어떻게 비정던기톨 쭈로 징치엑쩍 관 

징에서상피고지힌다 

추빼어 1모두 인영 (Aß)잉1 세스매대스 프로이스 로드리게스 허영 

혜지스， 뒤 잉드 프혜"- 딩에 리 패루즈 므료턴 훌 귀§라프 앵처 게 

행 2:;;)로프 료즈 오테르트 

영자는 지난 2008년 가용 따기 (9엠 - 12원 쿼터) 용안 이극 스엔포드대아교 동아시아연 

구소가 개성한 r비교정치의 안생에서 용 냥욱한J O] 라는 영청의 강외용 앙잊다 옐자용 

초갱혜준 스앤포드대학교 아시아태영양연구소 소장 신기욱( 111낀새) 교수와 동아시아 

인구소 소장 Chaofcl1 Sun(f,f:Q)If!f> 교수에게 감사5 표하고자 한다 
잉자의 강의의 초정옹 -냥한옹 흉기 었음에 비해 싹한옹 쇠딱 했다고 일하는데 이 

얀용 사싱로 받아을일 예 그 원인성온 우엇인가?"어1 있었다 이 용용용 견국 조선이 

연앙한 앤인용 우엇인가의 용응으로 거숭러용라갔으며 그리하여 수강생동과 합께 조 

선의 연앙에 한한 당시 서양인용의 판왕응용 잉게 였다 ￥l자는 그 ，~연의 찌을올 읽으 

앤서 건국대학교 정지의요아파 요수 신욕용( $1.\\뼈) 악사률 이융리게 왔다 한국정치 

악회 회원을 가운에 이 주제얘 판에 ，.척격으호 또 가장 깊이 연구한 회인용 신 쿄수이 

기 예운이다 귀극한 뒤 이 논문용 쓰연서 옐자는 궁긍한 정등에 대째 신 교수의 의경 

용 구하기도 었다 신 교수의 도용딴에 대혜 강사읍 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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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한반도의 분항은 일제의 조선영한에 따든 조선의 국권상실로부터 시작됐다 그 

렇다연 조선은 왜 국권을 빼앗겼언 것인가? 그 까닭을 우리는 죠선의 안과 밖 모 

두에서 찾을 수 있다 학계에서 땅하는 내인풍파 외인론이 그것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조선의 후기와 식인시기에 조선용 판창한 서양사 

랑틀의 기혹을을 똥해 그들의 눈에 조선이 어떻게 비쳤던가갚 살피기로 한다 그 

들의 판창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었융 뿐 아니라 때로는 틀린 것이기도 했지안 거 

기에는 부분적으로 조선을 앙국으로 이끌었던 병에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판창올 흥해 조선이 처했던 국제상황올 파악하연서 동시에 조선이 거기에 

열아나 무능하연서도 비효융격으로 대치었던기용 깨달응 수 있기 예운이다 그런 

데 이 망연의 책들은 우리가 혼히 생각했던 것보다 연씬 많다 따라서 이 제 l회는 

조선。I 1 876년에 개항하기 이전의 시기에 한정하기로 한다 

11. 신라와 고려를 언급한 서양인들 

우리나라"를 잭에서 처음 언급한 서양인은 누구였올까? 영국의 화가이연서 여 

행가였던 새비지-란도는 1 895년에 충간왼 자신의 저서에서 이탕리아 사랑 마르코 

g로 (Marco Polo )가 최초의 사랑이었다고 주장했다 새비지←한도는 아르코 플로가 

자신의 유영한 r동앙견문흑」에서 E리아(Cori，)라는 나라에 대해 언급한 것이 조 

선에 대한 서양사람의 첫 언급이었다고 한 문장으로 짧게 썼대Sava얀 L:mdor 1895 

30) 

새삼스런 설영이 필요 없듯 아르코 플로는 몽골제국의 창건자 칭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칸이 옹골제국올 용치하던 때인 1274년에 몽골제국의 여릉 수도 상도(上 

11 여기서 필자는 -우리나라-라는 단어용 썼다 -우리나라-에는 -신라-로부터 시작얘 고 
허-용 거쳐 -죠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용등이 포항원다 그러하기에 그것 대신에 -코 

리。F 또는 -죠션-이라고 륙정하연 이 을옹 얽응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양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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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ll에 도착해 129 1년까지 17년동안 쿠빌라이의 신하로 용직했다 쿠빌라이는 몽골 

재국의 5대 황제이지안 용골제국옹 왼(ji'; )요로 영영했기에 원제국의 초대 항제가 

왼다 이 시기는 고려의 충영왕(，1::，앤王) 재위기에 해당된다 

아르코 흉로는 1291년에 쿠빌라이가 중동으로 파견하는 사신의 자격으로 씬나 

라릎 떠났으여 그동안 퀴국의 기회를 포착하고 싶어었던 그는 。1 계제를 이용해 

원으로 툴아가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올 거져 1 295년에 고향 에니스로 동아올 수 있 

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확실하지 않윤 까닭으로 1 298년에 재노아의 강육에 갇혔 

고 여기서 자신의 옹골에서의 경헝융 방아스스게 함으로에 r세계의 서솔 (η" 

Descriptiol1 oflhe \VO，시â)J이라는 잭올 탄생시컬 수 있었다 ” 
그러연 이 책이 처음 충판왼 때는 언제였나? 여러 형태의 펠사본으로 전숭되어 

오던 마르E 흘로의 구숭이 얀쇄본으로 처응 출판왼 때는 1558 - 59년이었다는 것 

이 정섣이다(집호동 200) .47) 이 시기는 조선왕조의 영종(~껴숨) 채위기에 해낭딩 

다 인쇄온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종류로 나타났는데 그것틀 가운데 하나가 뒷날 

일본에서 r동방견운록」이라는 제옥으로 언역됐고 그 번역본이 우리나라에 틀어 

와 그 재목으로 얄려지게 됐다(깅호동 2000.25-26) 

그런데 새비지-란도의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정에서 정확하지 않다 첫째 r동 

망견문옥」은 코리아(Coria )가 아니라 차올리(Cau1i )라고 썼다(김호동 2000 . 225 ) 

카올리는 고려의 중국식 알응올 옮긴 것이다 아르요 용로가 카훌리에 대해 용골 

재국에 옥속한 나라툴 가운데 하나라고 아주 영게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고려릉 망문한 일은 없었다 

윤째 아르코 용로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한 사랑플은 적지 않았다 제일 

처응 언급한 사항응 패르시아의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드빈 (1bn Khurdad비 ")으로 

그는 885년에 간행한 자신의 저서 r도로들과 왕국들에 관한 책 (Book olR.α‘ds afld 

p"ω"ι'es) J에서 신라에 대해 언급하연서 신라에는 금이 많으며 이 나라를 찾아가 

는 회교도들은 가끔 여러 혜택올 받으며 정작하곤 한다고 썼던 것이다 3) 885년이 

2) 망역본으로 대g객인 것온 다응이다 경호용(金염켜o 역주 2<XXl. '아르코 용로의 동방 

견문측J 셔융 사계절 

J) 깅정위(金호잉l. 1977 ‘중째 중종문헌에 비친 한국상(야없r~): '한국사연구j 재 16집 

29-5(]쪽 정수일 교수는 이븐 쿠르다드민용 이븐 쿠프다지바(lbn Kh뼈azibah )라고 썼 

다 정수영 200' ，운영교유사 연구J 서웅 사제정 290 294확 800k of R，α@α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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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진성여왕(iít뿐女王)이 동극하기 2년 전인 신라 1갚기 헌강왕(!!ll，~主) 재위기에 

해당원다 이 지리학자가 우리가 이 운헌조사의 재3회에서 살훨 비숍 여사의 책에 

서는 P세기의 아랑인 지리학자 코르다드에 (Khocd씨beh )"로 기꽉되어 있다') 800 

년대에 중동사랍들은 신라릅 직선 왕래했으미 그틀 가운데 신라사랑과 결혼해 신 

라에 정착한 사랑틀도 있었다 따라서 중통사합의 책에 신라가 퉁장한 것은 자연 

스러웠다 

이러한 흐릅 속에서 이슬항 지리짝의 거장인 암 이드리시 (Alldris i )는 1154년에 

저숭한 r천애(天iffi ) 횡단 갈망자의 산책」 속에 세계지도룹 그리연서 신라윤 중국 

동냥해에 위치한 성나라로 기입했다 이슬양권과 우리나라 사이의 운화적 교휴를 

깊이 연구한 갱수일(鄭꺼 -) 교수에 따르언 이것이 신라가 따파서 우리나라가 

기입왼 현존 세계지도로서는 가장 오래왼 것이다(정수일 2002 . 296-297) 앙 이드 

리시흔 진후해 중퉁의 지리획자를윤 신라에 판해 영급했는데 그틀은 공동적으도 

신라가 아릅다운 산천경개와 긍융 비롯한 많은 보석들융 지닌 나라라고 성영혔다 

(정 수일 2l1li2. 300-308) 

이븐 쿠르다드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한 사랑은 프량스 리용에 자리 

장은 프란셰스코회 수도사 카르피니 (Giov때 ni da Plano Cψpini 프랑스어로는 j e<m 

de Piano de Car끼"0)였다 그는 옹골재국과의 친선 및 연합융 회양하는 뜻융 당은 

교황 인노젠시아 4세〔또는 이노센트 μ11 ]의 친서릅 옹골재국의 제3대 황재 구유크 

칸(숲순)에게 선당하기 위해 )246년에 옹골제국용 방문했다 이로써 그는 기흑으 

로안 따질 때 용골재국융 공식 l앙문한 최초의 유럽인이 됐다 그러나 구유크가 교 

항의 복종융 요구하면서 교황의 친서블 거부함에 따라 카르피니는 인 손으로 돌아 

p"ω1“e써서 Provinces"용 -지앙(1<方)"으호 번역한 경우도 있다 신복용 2002 . f o] 

망인이 온 조선 다시 읽기」 서융 용빛 26쪽 

4) lsa에a Bird Bishop 써th a prcrace by Sir Walter C. HiIlicr. 1897. Korea a 띠 Her Neighbors: A 

NamαircofTr.…'e/. wilh ωA=… 01써e Reænl Vidssil띠les olld Prewl1l PosÌli，αI oflhe COII’”η 

12.2 Vols. Ncw YOJi;. : Acming H. Re、 c ll Con 야 "Y 저자는 Baron Richofcrl이 충국에 판한 저 

서에서 그렇게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Richofcn으로 추정되는 Fo쩌때이d Freihcorr vQn 

Richth이cno 1 쓴 Togeb“cher /IUS Chù~1 (2 V이ε Bcrliπ Dictrich Rcimer. 1907)에 K""，에 판 

얘서는 219쪽우터 238쪽 사이에 설명이 있으나 Kh，，，.，，，야 h 에 대해서는 성영이 없다 묘 

르다드에블 고르다에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우엉아드 깐수 1992 r신라 서역 교유 

사j 서용 단국대학교중완우 2용 저자의 한국 이픔이 갱수일이다 



서양인능이 완창한 죠선의 모습등(제 l회 ) 263 

융→ 수 팎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 서 그의 여행이 무위로 몰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 

는 1 247년에 리용에 도착한 뒤 자신의 견문융 바탕으로 r몽골인의 역사j흩 저술했 

는데 。1 책에서 그는 자신이 안난(또는 안난 것 같은?) 외국 사신등의 이응을 열 

거하는 가운데 솥랑게스(Solanges)의 왕자들을 포함시켰다 -해가 뜨는 나라 또는 

-해가 뜨는 나라의 사양-이라는 뜻의 이 송랑게스가 용공어로 고려 또는 고려사랑 

옹 지칭했다(오인동 2008 , 32) 

카르피니에 이어 1 3세기 프팡스의 학자 뱅상 드 보에 (Vinccnt dc Beauva잉)도 몽 

갈의 역사를 다룬 책을 썼다 카르피니를 인용한 이 책에서 드 보께 역시 술량기 

(Solangi)에 대해 언급했는데 솔랑기는 안주어로 무지개파는 뜻요로 고려즙 지갱 

한다고 한다 카르피니와 드 보떼에 이어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기용 드 루프록 

(Guillaumc dc Rubruck ) 역시 몽골재국에 대한 책을 쓰연서 고려에 대해 언급했다 

1 253년부터 1 255년까지 용콜제국과 그 주연국가틀올 여행한 율항드르 출신의 이 

수도사는 r용을세국 여행기」아는 책올 쓰연서 중국의 동쪽에 카웅 (Cωle)이 있다 

고 쓴 것이다 카옹은 물폰 고려륜 뜻했다 루므쭉은 카올이 몽골보다 더 언 곳에 

있으띤서 산으로 둘러써인 성이라고 설영한 뒤 카옹은 충고 에쇄된 나라로 용골에 

엉청난 양의 금은궤판 조공으로 바칭으로써 독립성을 지키고 조용함응 깨뜨리지 

%으려고 노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랑스의 한국학 연구학자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인 프레데역 꽁레스택 

스( Fred ‘ riç B<씨l잉 tc ix) 악사에 따르연 쿠료J파운 고혀에 대해 l간꽉해서 1강한 최초 

의 인동-로서 그는 당시의 성직자들과 지식인들에게 고려에 대한 -최초의 이미지 

룡 싱어준 장본인-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싱어준 고려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나? 

윤레스텍스는 그것이 - 미개한 그러연서도 문앵화왼 지리적으로 영고 폐쇄되 

었기에 너육 얻게 느껴진 〔나라〕라는 이미지-였다고 평가했다 " 

유업계 사랍을쁨안 아니라 이슬람계 사핍을 역시 고혀에 대해 언급했다 그 대 

표적인 보기가 131 [년에 연찬왼 파시드 앗 딘 (Rashid-ad-Din )의 r집사(JIlJl! )J였다 

오늘날의 이란과 소아시아 일대에 자리 잡았던 일 칸국의 총리이자 의사였던 그는 

5) 프에떼어 붙레스액스 저 이양 깅정연(金%앤) 역 2001 '착한 이개인 용양의 현지 

서양인이 본 한국인 뼈년j 서융 갱년사 "쪽 억자5용 이 역서의 씬λ.i Q]읍이 무엇 

인지 ~{히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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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몰재국올 건설하고 용치하언 여러 군주들의 연대기잔 쓰연서 원제국의 일우로 

카오리 (Kao- ti )가 있다고 쓴 것이다(오인동 2008, 46-49) 

III 조선왕조 전기6)에 조선& 언급안 서양인들의 기륙들 

r셉사j흩 아지막으로 서양인등의 저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r정써가 연찬왼 시정으로부터 뼈여 년이 지난 시정에서 따라서 우리나라용 조 

선의 연산군(월띠캄)파 이어 중종( I:j : l운)이 동치하언 시갱에서 서양얀등의 져숭 

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안안해졌다 그 갯 사에는 오스안제국의 학자이벼 

여앵가인 아크바르(AIi Akhbar)가 중국올 망운한 뒤 1 5 1 6년에 에르시아어로 쓴 r중 

국서(ψ빼얀)，였다 그는 여기서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하여 국영용 카요리 (K~패) 

라고 요기했다 카오리는 용은 고려걷 지칭하는 것이었다(오인용 2008 , 54-56) 

1 조선에 관심을갖게 된 예수회 선교사들 

조선에 내한 서양인툴의 관싱옹 그등의 저술등만응 놓고 성 때 r중국서j가 카 

오리삼 언급한 예로부터 32년이 지안 1 548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로 포 

르푸갈의 식인지 인도의 고아(000)에서 그리고 욕히 예수회의 천주교 포교용 허 

용한 일본에서 시우하언 에수회의 션교사툴이 꼬래(Con:e) 또는 꼬리。HCoria 또 

는 Corea) 또는 꼬라이(Corny)에 대해 쓴 것이다 에컨대 스애인 충신의 코스에 

토에스(Cosme Torres) 신부와 이얻리아 출신의 니콜로 란정로로(Ni∞10 Lancill이10 ) 

신부는 1549년께 고아에서 쓴 연지에서 -일본사랍풍온 중국보다 더 동쪽에 있는 

꼬레(Coree) 라고 부르는 나라사랑듣과 교역올 한다-고 써서 로ul교황청에 보낸 것 

이다 이 꼬레가 카융레 또는 카융리 또는 카오리 퉁 중국사항동의 방응을 따릉 표 

용이 아닌 료01자효 표기한 최초의 우리나라 이즙이다(오인동 2008 , 76) 이어 스 

페인 충신의 가스빠르 엘에라(Gaspar Vilcla) 신부는 1 57 1 년에 쓴 연지틀에셔 일본 

6) 신용하(flUIIJ:) 쿄수는 조선의 역사융 션기와 후기료 냐눈다연 잉진예란이 용기정이 

핀다고 보았다 2008년 12앤 t8일 영자(김학준)와의 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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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국 사이에 꼬에아 또는 ];l라이라는 왕국이 있다고 썼다 우리나라가 꼬헤아 

라 표기원 최초의 사헤이다 그는 조선의 건장한 냥자툴파 전사틀은 안용 장 쏘고 

창과 장을 잘 쓰는 흉륭한 기아명이라고 덧움였다(오인동 2008. 78) 

그틀의 뒤윤 이어 이달리아 출신의 안토니오 프레네스티노(Antonio Prenestîno) 

신부는 1578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꼬헤아라는 나라가 있다고 썼다 7) 그런데 그 

는 초선옹 일본보다 미개한 타타르사랑틀이 사는 곳 이라고 비하한 뒤 조선에 

대해 매우 좋지 않용 인상융 주는 다음과 같온 기욕을 남겼다 

1 578년 6월 5일에 우리등온 아카오용 충항했다 모두등 근래 일어나지 않덩 태 

용의 해라고 해서 척장이 용안었다 [ ... ) [ 7월 21 일에] 우리는 육지 가까이 있었 

지안 그곳은 우리틀이 기대한 일본 을지가 아니고 꼬레아라는 것올 앙았다 안내 

자는 -거기에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액성이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랑과 봉상올 바 

랴시 않늠다 몇 해 선 포르우강사캉의 정크선이 그훗 해안에 도착했융 때 이 흉 

악한 주민등온 그 애의 소정 ('H!!I옹 빼앗고 그 안에 탄 사립율 죽었다 그래서 

전원이 학상외지 않기 위해 적잖아 고생했다-고 얄했다 그 맡을 듣자 새삼스렁 

게 의아하고 두려워서 상안융 느끼기 시작했다 야 

1578년이연 선죠 C1r떼)가 다스리던 때였다 이 사건은 조선의 기쪽에는 천혀 나 

오지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우이나라왈 다우시안(Tauciun ) 또는 차우시엔(Chaus ien )아랴끄 

부은 사랑도 나타났다 그것을 율론 죠선올 의이했다 스에인 출신의 수도사 라다 

(Martin de Rada)가 바로 그 사랑이다 그는 때시코와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1575 

년에 중국 복건성 하문(I!l lη)윷 방문한 뒤 스애인으로 귀국해 1576년에 r중국에 

란한 보고서」릎 국왕에게 재총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일본 북쪽에 타우시안이 

있다고 썼으여 중국에 죠공을 바지는 나라들의 영단에 차우시엔을 포함시켰다 

기 악갱(까함). 1987. r예수회 신우 셰스i에스 한국땅운 최초 서구인J 서올 서강대학 

교총싼우 218-223쪽 이 잭옹 저자의 1 985년도 스찌인 마드리드국립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에 기초하고 있다 이 논문용 스에인 외우부 문화국에서 스얘인이호 1986년에 

충딴쨌다 

8) 박친용(!f天ml. 2OJ8. r악령이 용융하던 조선의 바다 서양과 조선의 안냥」 서옹 현 

실운화연구 96-97쪽에 인용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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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것은 복건성의 발음이었고 뒤의 것은 조공융 받는 중국의 수도 북경의 땅응 

이었던 것이다 조션을 현대 총국어 알음인 차오시엔 (Chao-hsien)에 가깝게 표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다응과 같은 사실에 주복하게 된다 총전에 우리냐라에 대해 언 

급한 사랑을응 프랑스 또는 이당리아 사랍들이었거나 중동지방 사랑들이었다 그 

들은 또 몽골제국을 포함한 중국을 여행하고 거기서 들은 내용에 기초해 우리나라 

표 언급했다 그러나 1548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 언급한 사랑들은 압도적으로 

포르투갈파 스페인 퉁 이메리야반도의 사랍들이었으여 그들은 대세로 일본용 동 

해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정성화 2005. 39-43)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그 답을 유럽역사의 큰 변화에서 찾올 

수 있다 포르투갈이 1 5 10년에 인도 서해안의 고아룹 정령하고 그것을 자신의 식 

인지로 상용 데 이어 1 511 년에 오늘날의 말레이시아 납부에 위치힌 말라카열 정욕 

한 것을 시딸로 유럽의 역사에는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이다 포르투갈은 곧 극 

동으로까지 진충해 일본과의 교역올 개시했고 일본에 천주교릎 진파하는 데 성공 

했다 포르투갈은 곧 조선에 대한 교역과 선교에 판심을 쏟았으여 포르투갈보다 

반세기 늦게 스에인 역시 -대항해 시대a에 참여하면서 극동에서는 포르투갈이 선 

정했었던 일본융 거정으로 삼아 조선에 진출하고자 했다 욕"ð"1 1 580- 8 1 년에 포르 

투갈올 흉함함에 성공한 스애인은 아시아와 아에리카 신대듀에 걸친 엉세계적 해 

양무역제국올 건설하띤서 죠션에 대해서도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연씬 더 많은 판 

싱융기융였다 

2 빼수회 선교사들이 보여준 인식의 오류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조선에 대한 그들의 얀식에 오류들이 적잖다는 

사실이다 첫째 그틀은 일본에서 조선에 가기 위해서는 -바닷길로 약 1 0일이 소 

요왼다-거나 또는 일본에서 "01주 얼리 언어져 있는- 곳에 조선이 있다고 썼다 

프레네스티노 산부의 경우 조선을 성이야고 썼으며 빌옐라 신부의 정우 -일본 

사람등은 조선응 지나연 톡일에 이른다고 말한다-고 썼다 둘째 그들은 조선이 

타르타리아(Tartarîa )가 시작뇌는 부분이라고 썼다 그때 서양사당들은 용골제국융 

타르타리아 또는 타타르(Tartar )의 나라라고 율렀는데 타타르는 성정의 r요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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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록」에 나오는 전쟁도알세혀이연서 동시에 야안적 식인종이라는 매우 부갱척 이 

미지걷 지년 말이었다 대죠적으로 멜헬라 신부는 조성사항틀은 액인들이아고 썼 

다 셋째 그들은 죠선이 타르타리아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틀은 조선 

에는 찌개하고 야안적이며 난폭한 사랑들이 살고 있다@고 썼다 넷째 그들은 조 

선에 사자가 살고 있다고 썼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지만 그때도 조선에는 사자가 

없었다 다섯째 벌웰라 신우의 경우 조선에서 전쟁이 별어지고 있다고 썼다 이 

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연 왜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했올까? 조선에 대한 연구와 당사가 거의 없었 

기 때문에 받생했융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인틀의 의도적인 왜곡이 개업왜 방생했 

융가능성이높다 。1 러한오유들과관렁해 이기쪽등을깊이연구한박철교수는 

다응과 같이 논영쨌다 ‘오든 문헌적 중언을 종합해보건대 일본인들은 포르투갈 

의 상선이나 서구의 선교사등이 한국에 강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의 이미지 

룹 왜곡시컸으며 이러한 이유는 일본인들이 유럽인들과의 옥정 무역과 접촉을 원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박철 1987 , 224) ‘ 

IV 조선애 대안 인식의 변확톨 유도안 임진왜란 

1 '일온 예수회 영려|보고서J에 나타난 조선 

1 592년 4월에 도요토미 히대요시(엎I::l찢농)에 의한 조선칭약에 따라 잉진왜란 

이 시작되연서 조선의 사정이 일본에 원씬 자세히 노총되기에 이르렀고 조선에 

대한 서방사랑틀의 인식은 자연히 과거의 인식에 비해 휩씬 정확해졌다 t l 592년 

일본 예수회 연례보고서 우책연j은 일본 가까이에 꼬라이라는 냐라가 있으며 꼬라 

이는 중국파 연경되어 있다고 쓰연서 꼬라이의 일본 및 중국과의 거리를 대체로 

갱확히 기쪽했다 또 꼬라이의 동북쪽에 타타르족과 오항캐을이 살고 있다고 썼는 

데 이것은 우리가 동북야인(짜北한Al이라고 윌렀던 여진족을 지칭했음이 분영 

하다 

이 책온 또 꼬라이에는 다양한 농산절등과 용을들이 있고 꼬라이가 얘년 중국 

에 초공융 U)친다는 사실도 정확히 기욕했다 그것툴뿐안이 아니었다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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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라이의] 사람들옹 얘우 온순하고 그곳에서 가져온 우수한 융건들에서 블 수 

있듯이 흉룡한 재능올 지니고 있다-고 쓴 데 이어 -꼬라이사항을은 [중국어와는 

다른) 애우 흉흉한 또다른 언어훌 갖고 있다 고 에서 -미개하고 야안객이여 년폭 

한 꼬라이사람틀-이라는 종전의 인식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났응융 보여주었다 그 

러냐 -조선에는 지나가기 애우 어려운 거대한 사막이 있다고 한다-는 부정확한 전 

운(때뼈)올 덧불였다(박첼 1987 , 224-242) 이러한 구정은 올용 조션은 정긍하거 

나 여행하기 어려웅 나라라는 총선의 부정확한 인식을 강화시켰올 것이다 

2 세스빼데스의 조선방문 

앞에서 언급왼 저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륜 방운하지 않았다 그들은 

중국이나일본올 방운하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대해 듣고 그것응 지죄등의 잭애 썼 

융뿐이다 

그들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글을 쓴 서앙사랑들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 땅올 밟은 최초의 서양인으로 죠선의 역사잭에 기록 

왼 사량은 포르투강사람으로 추정되는 마리이( H，lI!伊)였다 그러나 그는 제주도 

에 표류해왔을 뿐이며 어떠한 글도 냥가지 않았다(박천흥 2008 , 98-99) 그러한 까 

닭으로 우리나라갇 방문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글올 쓴 최초의 사립으로 스애인 

선교사 그레고리오 떼 세스i데스(Gregorio dc Céspt영，，)윤 용는다 

한때 우리나라 학계의 일각에서는 그가 포르투갈사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155 1 년에 스에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시장 아들로 태어 

나 예수회 신부가 된 것이다 그는 주로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임진왜란 때인 1593 

년 12월에 열혈한 천주교 신자로 아우구스티누스 〔포르투갈어로는 아고스띠뇨 쑤 

노까이도노]라는 영세명올 가졌던 고니시 유키나가(小엔行J>t)의 비호 아래 대마 

도릉 거쳐 오늘날의 진해(!li;생) 부근에 해당하는 경상도 웅천(m;H I)에 들어와 1년 

동안 포교했다 이때 일본군응 자신을이 -고문가이-라고 부른 용천에 요새릎 형성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고니시 유키나가와 경쟁관계에 있었딘 가토 기요 

마사(!Jnliími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밀고합에 따라 그는 1595년 초에 일본으 

로 되돌아갤 수 밖에 없었다 그 1년 냥짓한 기간에 그는 옹천에 머올여 약 2 α” 

명의 일본인 장병틀을 상대로 세혜도 주고 강혼을 하는 동 신부로서의 활동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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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히 선개하연서 일본 준판구장(~tf똥長)에게 연지블 보냈다 그것들 가운데 네 

개의 스에인어 연지들이 포트투갈어로 번역왼 상태로 전해오고 있다(박철 1987 

19- JO) 

이 편지등올 흉해 세스i데스는 우선 자신의 선교활동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다 

。1 부분은 논외로 하고 그가 조선에 대해 쓴 부분을 보도록 하자 첫째 그는 조 

션을 꼬라이로 표기했다 울째 그는 조선에서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일본과 영 

(明)나라 사이에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사될 것 같지 않다고 보았다 셋 

째 조선의 추위는 얘우 혹옥하여 일본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하루총일 

손땅이 반쯤은 아비되어버리고 아칭에는 미사흘 올리기 위하여 거의 용직일 수도 

없었지안 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용천의 혹한에 대해 거 

듭 강조했다 넷써 -이곳의 카윤릭신자틀은 얘우 풍쌍하며 굶주립과 추위 질병 

퉁 다ξ 곳의 상태와는 다른 애우 어려운 올연함융 겪고 있다-고 썼는데 -이곳의 

카원릭신자툴-은 일본인등을 알하는 것이겠으나 조선인들의 형연 역시 같았을 것 

이다 다섯째 그는 일본인를이 조선에서 -많은 전리풍틀‘응 획득했다고 쓰연서 

분노릅 표시했다 그는 16 lJ 년에 일본의 고쿠라에서 영세혔다(박철 1987.68-84) 

세스에데스의 성영틀은 모두 사실에 부합왼다 그러나 선쟁이 쉽게 끝날 것 같 

지 않다는 전앙 그리고 혹한올 비롯한 생한조건의 역경에 관한 묘사 동은 조선이 

사랑이 살기에 얘우 힘든 곳이라는 인상올 주었을 것임에 플링 없다 

3 프로이스의 임진왜란 설명 

셰스에데스처컵 조성응 직정 땅문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에서 조선에 판해 틀었 

거나 일온으로 끌려용 조선인 포로틀융 식점 안났던 예수회 선교사을 역시 조선에 

대한 기쪽을올 냥겼다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포르투갈 충신으로 예수회에 소속돼 

일본에서 포교했던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 i s)였다 1 532년에 리스본에서 애어난 

그는 1 548년에 예수회 신부가 됐으며 공 포르투갈의 식민지 고아로 가서 예수회 

창시자틀 가운데 한 사랑인 스에인 출신 신부 프란시스쿠 드 샤비에르[영어발응 

프란시스묘 자비에르) ( Franc isζ:0 de Xavier)의 재자가 냈다 그는 고아의 예수회 책 

임자로 숭진한 뒤 마카오에서 포교하다가 일본으로 파송왜 28년에 걸쳐 선교활동 

융 했다 일본어에 능흉했으여 일본정부의 고위충과 가까웠기에 일본의 국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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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맑은 서양인이아는 명가를 받~언 그는 질국 1 597년에 일본에서 벌세했다 

이러한 애경의 프로이스는 1 549년부터 1594년까지의 시기릎 대상으로 연년사 

형식의 r일본사J풍 집휠했는데 이 책의 70장으로부터 79장까지에서 임진왜란 시 

기의 초선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루이스 프로이스 19991 그의 성영들은 그때까 

지 서방샤랍등이 조선에 관해 제시한 셜영틀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므로 여기서 

자세히 소개원 가치가 있다 

프로이스는 우선 조선올 일본사강을은 꼬라이 (Comy)의 땅이라고 부르고 포르 

투갈사랑등은 꼬리아(Coria ) 라고 부른다고 설영했다 그는 이어 조선의 지띠와 습 

속 잊 대외관계에 대해 설영했다 그의 성명틀 가운데 중요한 것툴올 요약하면 다 

읍과같다 

l 조선인틀은 혀쪽꾀 웅석옥으로 다타르 잊 오앙개의 갱계를 。1 후고 있디 조 

선인융은 그등올 해도 없고 당도 없는 사안블로 여긴다 그들은 한때 용앵융 

맺고 조선응 상대로 싸웠으나 조선인등은 잘 이져냈다 

2 조선은 쌀과 l깅융 많이 생산한다 배 호두 우화과 밥 사과 잣 풍의 과일풍옹 

생산하여 풀을 않이 생산한다 약간의 미안 그러l 많은 연화와 아아흉 생산 

한다 긍파 응응 부족하나고 한다 죠션에는 많옹 수의 안파 소 그리고 좋온 

조땅얄과 나귀가 있으며 호랑이가 않고 다등 다양한 동용을이 있나 국토에 

서 수와하는 것용 오두 잉금이 거둬틀이고 그 뒤에 농우툴에게 생계용 위해 

식량을준다 

] 조선사랑등은 하양고 영랑하내 대삭가틀이고 힘이 세다 조선사합등은 안파 

화상에 애우 능란한데 안은 터키 할처렁 작다 얘기에 의하연 조션사랑들 

은 독융 'f은 화상융 사용한다 

여기서 제〕항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덩 비웰라 신부의 기꽉올 연상시킨다 빌행 

라가 죠선사랑틀올 액인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프로이스에서는 조선사랍을은 하 

양다는 표현으로 등장한 것이다 또 빌웰라가 조성사랑을이 한올 장 쓴다고 썼댄 

것이 프로이스에서도 되율이했다 프로이스가 조선사람들을 대식가라고 요사한 

부운이 흥미로훈데 조선사랑를은 기회가 주어진다연 엄청나게 많이 익는다는 묘 

사는 우리가 제2회에서 보게 되듯 뒷날 조선에서 생안했던 서양인툴의 판창에서 

되풍이 왼다 프로이스의 성영은 계속왔다 



서양인등이 안창한조선의 요숭등(제 l회) 2기 

l 조선사랑등의 선악틀은 강하고 크여 위로 뚜껑이 있다 화약송을과 화기등 

윤 사용하며 쇠로 안든 사석포(쩌石1.) 견은 것응 구형안환을 사용하지 않 

고 그 대신에 기의 남자의 넓적다리 굵기의 화살모양의 나우에 원→고기의 꼬 

리처헝 강라진 외얀 l나아서 집어넣는데 부딪치는 것은 모두 절단하기 때문에 

아주 격영하다 그팎의 무기틀온 약하며 욕'1 알응 짧고 얼마 옷가며 약간 

의 소총옹 개어 리판 없이 사용한다고 한다 

Z 조선의 국왕응 가장 흥풍한 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있는 깨우 큰 웅전에 

서 생앙한다 귀족틀과 부자블은 기와효 엎인 좋은 집에 살여 아주 좋고 화 

허한 돗자리콩 사용한다 이 돗자리는 수공으로 장 장식되어 있이서 일본인 

틀과 이곳에 오는 포르투갈인을。1 높이 영가한다 초선인등의 수공용들은 아 

주 뛰어나다 그듣응 수공용을에서 좋은 송씨갚 보여주고 있다 다은 징등온 

짐으로 잉여 있는데 얘우 깨끗하지 않다 

이 제2앙 역시 우리의 관심융 。1끈다 첫째 귀족들과 부자들이 사는 집을응 기 

와로 딩인 좋은 집툴이여 서인을이 사는 집들은 짚으로 덮인 초라한 집듣이라는 

대비는 우리가 이 글의 뒷 부운에서 그리고 제2부에서 보게 되듯 서양인들의 기 

폭들에서 되풍이 왼다 을째 죠선사랑틀이 수공에 능하다는 관창 역시 우리가 앞 

으로 살옐 서양인들의 기쪽등에서 되중이 된다 프로이스의 성영응 계속해서 툴어 

보기로한다 

1 국토의 끝은 얘우 총다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항등은 난효용 사용한 

다 강틀옹 얼어용고 영옹온 대단히 두껑다 

2 죠선인뜸이 중국에 공융올 바지고 있용에도 항구하고 중국인틀옹 초선인등 

올 두허워한다 조선온 중국의 것파 똑 걷온 글자용 사용한다 그러나 조선 

인등의 알용 중국인등의 알보다 양읍하기가 더 쉽다 학자를과 궁중귀족틀이 

쓰는 땅은 영인틀이 쓰는 암보다 교양 있고 세띤패 있다 

3 조선에서 대마도룡 정유해 일본으로 오는 가장 흔한 상용틀 가운데 하나는 

얘우 아듭앙고 큰 호앙이가죽이다 죠선은 상용융 왕기 위해 얘녕 그곳으호 

가는 JOO영의 일본인플융 제외하고는 어떤 갱우에도 외국과의 우역응 허약 

하지 않는다 안일에 일본으로 오던 포르투갈의 배틀이 바람이나 죠류"-'살 

미앙아 망향올 앓고 힘로갚 벗어나연서 죠선의 항구에 도착하연 즉시 않운 

우장선박틀이 나와서 그을과 전투릉 하여 어떤 이유나 연영도 받아등이지 않 

고 어떤 앙영융 써서라도 그틀용 i션의 항구와 땅에서 완전히 내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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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우에 대비해〕 초션은 일온에 연한 해안요새틀을 장 준비시켜놓고 

있다(약정 1987. 35-38) 

이 아지악 험은 조성의 배외정책- 또는 ‘쇄국정책-의 한 단연을 보여준다 조 

선의 이러한 모숨은 그 이후 조성올 앙문한 서양인들의 판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 

왼다 

프로이스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얼어졌던 일본과 조선 사이의 외교교 

섭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그의 기술올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1 589년 응력 6 

월에 대마도 도주(사主) 소요 요시토모(宗쩔~')가 숭려 겐소(玄앙)와 함께 서올에 

도착해 8월 28일에 선조를 알현한 사실 이에 대한 당망으로 1590년 응력 11월에 

조선의 정사 항윤길( V? :fr.솜)과 부사 깅성일(<21.，.- )이 교토에서 도요토이 히데요 

시룡 회견한 사실올 상기한 필요가 있다 프로이스는 조선외 사정등이 -잉븐인들 

의 개녕으로는 빛올 알하지 옷했다’고 쓴 다음에‘ ( 1 59 1 년 응력 6휠에 소요 요시 

토모가 부산에 도착해 ) -일본은 중국올 정복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군이 조선올 

콩과할 수 있도록 조선국왕이 허락해줄 것응 요갱한다-는 도요토이의 뜻올 션당한 

사실 그러나 조선국왕은 자신과 자신의 선조를응 언제나 동앵과 우의로써 중국황 

제와 연함해왔고 그에게 공물을 "1쳐왔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에게 그렇개 부당한 

짓파 애반을 할 수 없고 그러한 풍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실 풍을 기술했 

다(박철 1987 , 38- 39) 

조선국왕의 거부등 구실상아 도요토이는 조선칩꽁응 개시했다 프로이스는 전 

황올 자세히 기술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죠선인 군얀들의 용앵용 다응과 같이 

높이 영가했다 

조선인들은 흩흉한 무사율이고 그들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많아서 거의 전부 

가 죽올 때까지 싸웠으여 그틀 가운데 생포왼 몇 사랑안 남았다 그을 사이에서 

제일 언저 쭉용 사강를 가운데 하나는 그틀의 장수였다(악켈 1987 , 41 ) 

( .) (일본문의 한〕 젊온이가 초선인을의 장수을 가운데 하나인 말융 타고 용 

얘우 중요한 사강융 사료장았다 그리고 그룡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는 그것융 

명예의 문제료 여겼으여 자신의 석방에 전혀 웅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띠고 일 

본인을이 그릅 암아등을 수 없었기 예문에 이 장수는 옥옹 내보이연서 자신의 어 

리S 자르라고 손짓융 하기만 하여서 일용인를응 결국 그렇게 하였다(박철 1987 



서양인틀이 란창한 조선의 오융를(매 l회) 273 

47-48 ) 

그는 조선의 수군이 용앵하게 싹워 일본합대을을 -한전히 격따 시킨 사헤등도 

기꽉했다 그러나 이순신(주j'.f~) 장군의 이룹 그 자체를 기픽에 냥기지는 않았 

다 프로이스는 초선여성의 갱정에 대해서도 다응파 경이 높이 명가했다 

고귀하고 정정한 여인등옹 에쁜 용모용 강추려고 일부는 송과 낭비의 그융응 

올 영균에 갱하었는데 그러연 일본영사들의 손아구1에서 벗어날 수 있올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다릎 여인들온 천하고 영등한 의복으로 가장했다 [ . J 귀하고 용 

모가 단칭한 냥녀아이들은 어어니들이 가르쳐준대로 일부는 정릎양이인 제 하 

여 그런 사랑처힘 보이게 하였다(악청 1987. 41) 

[ ... J 동래(핑헛)에서 몇 달 전에 23상 가량의 잉급의 한 조카딸하고 견혼한 
동래 요새의 장군이 죽었는데 이 여인은 죽은 사링 위에 뛰어틀어 서렵고도 강당 

안 안하게 용곡옹 했다 이 여인용 포료가 외어 〔도요토이]에게 선옹호 보내어졌 

으나 도중에 극도로 싱한 저항융 하고 〔도요토이 〕 앞에서 아주 엉청나게 봉곡융 

하는 바랑에 그녀판 융쌍히 여겨 조선으로 흔려보냈다(박절 1987. 42 ) 

프로이스는 전갱 도중인 1592년 여롱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진행댔던 명화협상 

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것과 판련해 흥미 있는 대옥은 영나라 협상대표 

심유경(!t↑~"')이 일본 협상대표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한 얄이다 싱유경은 중국 

과 일온 사이 에 영화가 。1륙윌 수안 있다연 조선 땅올 일본사랍들이 차지하거나 

원래의 조선인틀이 차지하는 것은 똑강이 중국인툴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올 것

이라고 말했나는 것이다 같은 액락에서 싱유정은 -중국인들은 조선인을응 아주 

당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들올 죠선 밖으로 내쫓기 원하고 있었 

다-고 덧싼이연서 도요토이가 원한다연 도요토미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선국왕올 일본으로 보내겠다고 재의했다 프로이스는 싱유경의 이러한 양언들 

이 끝이 없는 이런 저런 거짓말틀-이었다고 논명했다(박철 1987.70-7 1) 

그러나 조선융 완전히 우시하고 한낱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싱유정의 말언툴 

이 잉본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등로 일판했던 것안은 아니었던 것 강다 프로이스 

에 따르띤 1 593년 읍연 4월 20일에 영나라 씬군의 사령판 이여송(쭈如松)이 서울 

에 입성한 직후 -이번 기회에 중국인틀은 조선앙국융 차지하고 중국에 합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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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른 않은 왕국플에서 관습적으로 하는 것처펌 〔중국의〕 대신툴이 다스리연 

서 초선임금에게는 어떤 지역에다가 척당한 안락한 생활을 주려고 한다고 얘기툴 

용 하고 있다(박철 1987 , 83) ‘ 이 얘기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프로이스는 맑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얘기를의 바탕에는 조선우시의 태도가 쌀려 있음이 사실이다 

싱유정의 거짓알등에도 원구하고 도요토미는 그를 왜 얻었던 것 같다 프로이스 

에 따르연 도요토미는 -조선의 반을 그에게 넘겨주는 영화협상" 0) 아무리되도쪽 

-초초히a 기다렸다 이 명화협상이 성사되연 도요토미는 자신에게 할양훨 i조선 

의 안에 일본인들올아주시키끄- 일본인들의 이주로공액이 발생한지역들에는자 

신의 부하을을 보내 몽치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박철 1987, 79) 그러나 이 협 

상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결국 도요토미의 병사로 일본의 조선침략전쟁은 악올 내 

였다 

4 "선교사들의 이oPI，에 나타난 초선 

。1 러한 기폭들에 셰스예데스의 면지을 세스예데스 이전에 조선에 대한 전문틀 

을 당은 선교사들의 연지를 그리고 인도와 중국 및 일본 퉁지에서 한통한 선교사 

듭의 보고서등응 중심으로 스페인 총신의 예수회 신부 루이스 데 구스안(Lω k 

Guzman)온 1601년에 r선교사등의 이야기」룹 출완했다 이 책 재 12권 셰 1 4장에서 

구스안 신부는 다응과 같이 썼다 -꼬라이사압을은 용순하고 영려하며 흰색의 여 

부를 갖고 있으며 한을 쏘는 데 능숙하다(박철 1987 , 93 ) 

이 책은 또 조선인 포로들을 상대로 선교사들이 강흔하고 영세를 준 사실에 대 

해서도 자세히 썼다 특히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로 대아도 도주의 아내가 원 독실 

한 천주교 신자 도냐 마리아(영세영)가 죠선인 포로틀 가운데 -꼬라이 국왕의 신 

하의 아등 인 어린이를 자신의 자식저럽 길렀고 마침내 신학교로 보내 신부로 안 

든 사헤틀 자세히 소개했다(정성화 2005 , 37-39) 

5 카툴레티의설영 

선교사가 야닌 무역상 역시 일본 나가사키의 노예시장에서 임진혜란 때 일본으 

로 끌려온 조선사람을에 대한 기꽉을 남겼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서 깊은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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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출신의 안토니오 카룹에티 (Antonio Carleni)와 프란제스코 카릅레티 ( Francesco 

Carletti ) 부자가 그틀이다(악차섭 200>. 3장) 그등은 1594년부터 스애인윤 떠나 중 

냥미블 거치연서 주로 노예와 은피살 사고활았다 그들응 거기서 일본으로 을어가 

고자 했는데 이 시정에서 일본은 오직 포르투갈사람틀에게안 교역올 허용했으므 

로 일항선을 타고 1597년 6월에 나가사키에 도학했다 그들은 1 598년에 거기서 조 

선인 소년 포로 다섯 영옹 싼 값에 사서 세에얀 알게 한 뒤 함께 마카오로 갔다 

거기서 아어지가 죽자 아들은 귀국올 결싱하고 포르투갈 배릅 탔으여 포르투갈의 

식민지 고아로 가서 네 영올 종어주었는데 그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남은 기록이 

없다 

프란셰스표는 나머지 한 소년을 데리고 ló06년에 고향 피렌체로 툴아와 그에게 

안토니오 코헤아(Anton io Corea)라는 이즙올 지어중과 아융러 자유인으로 안을어 

주였다 그는 텃날 프항드르 총선의 화가로 17세기 바로크 화풋음 대표했던 루에 

스(Petcr Paul Ru1:x:ns)의 드로영 「한복입은 냥자」의 주인공인 것으로 보도되면서 한 

국에서 큰 관싱올 용라일으켰다 

프란제스코는 자신의 여행기듭 에서 피렌재의 통치자에게 바쳤다 필사본으로 

진숭되어오던 이 여앵기는 95년 뒤인 1701년에야 r나의 세계일주기」로 출판웠다 

여기서 그는 조선올 코레아(Corea) 또는 지오시엔 (Ciosc i en )이라고 올렀다 그런데 

그는 조선올 이 나라의 수도이연서 왕도(王~II)랴고 쌀러 나라의 이릅파 수도의 이 

릅을 혼용하는 요퓨원 보여주었다(꽉차섭 2(()4. 127- 145) 

6 로드리게스의설영 

구스안에 이어 조선에 대해 언급한 또 한 사랑의 예수회 신부는 포르투갈 출신 

의 로드리게스(Tsuzu J0.10 Rαlrigues)였다 일본어 구사가 뛰어나 도요토이 히데요 

시 그펴고 그의 후계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쟁川家成)의 통역올 맡기도 혔던 그 

는 일본에서 안동하다가 마카오에 정착한 때인 1620- 2 1 년과 1633년에 멸생의 역 

작인 r일본에서의 교회의 역사j흘 집뭘했는데 이 책은 그 이전의 책틀에 비해 조 

선에 대해 훨씬 정확히 성영하고자 시도했다(정성화 2005 , 62- 84) 

3부로 구성왼 이 책은 제 l부에서 짧게 그러고 제〕부에서 제법 길게 조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조선의 지리에 대해 앙은 날에는 일본에서도 보이여 순풍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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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일본에서 하루 안에 도달한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주 

연국툴올 야안국들로 보며 그래서 조선올 똥이(찌핏)라고 우른다는 사실도 언급 

했다 그는 또 중국의 문화가 조선에 유입했고 그래서 두 나라의 문화에는 비슷한 

정들이 않다고 지적했으여 일본의 운화는 조선으로우터 전수받아 성장했다고 지 

적했다 그는 대마도가 지급은 일본에 속해 있으나 원래는 조선의 영토였다는 사 

설도 덧융였다 그는 또 일본사랑틀은 서양사랍틀에게 친절하고 서양사람틀로부 

터 배우고자 함에 비해 조선사랍을응 서양사람틀을 경멸하며 외국사랑틀이 조선 

에 툴어오는 것올 두려워한다고 생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에 대한 그의 다른 서술틀은 부정확했다 초선올 -중국의 한 

왕인 기자(꽃子 Kishi )가 세웠다 고 쓴 것이 그 대표적인 보기였다 정성화 교수 

에 따르연‘ ‘로드리게스는 기자조션설올 유럽에 얄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 

다(징성화 2005 , 75 ) 그가 또 일본이 한 얘 초선의 가야(a.椰 )에 입나부(任那짜) 

를 세워 통치했다고 쓴 것 역시 역사적 사실을에 어긋난다 그는 기자조선성에 관 

해서는 중국사람을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임나가야설에 판해서는 일본사람툴의 

얘기릎 블고 그것올 아무런 비판 없이 소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성화 

교수는 -로드리게스는 ( .. , ) 후세 서양인등이 한국사를 보는 시각올 왜곡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결혼용 내렸다(정성화 2005 , 62-79) 

7 영국사람들과네덜란드시링들의 조선 관잘 

그사이 강대국들 사이의 제국주의적 패권경쟁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588년에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힘대를 격파함으로써 스페인의 패권에 걸갱척 타 

격을 입혔으여 이 역사적 사건융 계기로 영국과 네명란드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기에 이르렀다 이미 아시아국가들과의 우역을 추진해온 이 두 해양국가들 

은 더욱더 안발히 아시아로의 진출융 도모했으여 아시아로의 진출올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항호의 발울에 많은 노력올 기웅였다 

이 과정에서 우선 네덜란드 출신의 반 리쇼탠 〔또는 링스호턴?) (Jan Huygen van 

Linschoten )이 개척적인 역할올 수행했다 스스로 새로운 항로의 양사에 나서기도 

했으며‘ r여행기록j과 r항해기」를 각각 1595년과 1596년에 충딴해 유영 항해사에 

커다란 선기를 아련했다(갱성화 2005, 48-50) 그는 이 책들에서 조선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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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다 앞의 책에서는 일본이 교역하는 일본 북쪽의 나라로 표오라이 (Cooray) 

가 있다고 썼으며 뒤의 책에서는 이 나라릉 섬으로 요사하기도 했고 반도로 묘사 

하기도 했다 조선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선이 성이라 

는 인식은 1 705년의 지도등 아지악으로 사라지고 그 이후 반도라는 인식이 고정왼 

다(정성화 2005. 48-49 ) 

영국의 경우 어느 다른 사랑보다도 리처드 해클루트( Richard Hakluyt )가 1 589년 

에 충판한 r중요한 항해들의 기록들j융 흥해 조선을 코레아(Cmea) 라는 이릅으로 

유렁 전역에 알렸다 육스포드대학교에서 지 리학을 전공했으며 일생을 풍해 아시 

아와 。}께려카 신대륙 개칙에 깊은 판싱올 보였던 그는 아시아 시장이 영국의 모 

직응 수충에 크게 이바지항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싱 

융 고취시키기 위해 중국올 비롯한 동아시아에 관한 스떼인과 포르투갈의 책틀융 

번역하거나 떤성해 충판행다 거기에는 울론 우리가 앞에서 상연 프로이스 신부의 

글을도 포함됐다 경흔적으로 이 잭은 영어권에 조선에 대해 널리 얄리는 데 결정 

적인 역할쓸 수행었다(정성화 2005. 55-<iO) 이때로부터 )1 년이 "1 난 1 <iOO년에 영 

국은 아시아지역에 내한 무역의 총괄기판으로 동인도회사를 세우연서 조선융 코 

라이의 나라(Country of Coray)로 표기했다(오인동 2008. 122) 

해을루드에 이어 또 한 사랍의 영국인 새유얼 퍼커스(Samuel puπ띠s) 역시 여챙 

기를 출딴했다 r어커스 순례기 세계의 관계」가 그것이다 그는 1 61 3년과 16 1 7년 

에 층간한 이 책융 1 625년에 개정해 새 안융 증간하면서 거기에 조선에 대해 설영 

했다 그러나 그 셜영을옹 우리가 앞에서 살핀 예수회 선교사들의 연지들올 되풍 

이한 것틀이었올 뿐이었다(오인동 2008. 162) 

v. 임진왜란이 꿀난 이후로부터 조선으로의 양애가 시작되지 
이전까지의 시기에 조선& 언급한 서방사람률 

1 중국사속에서의 조선 

위에서 살었듯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스에인 및 포르투 

갈 선교사등의 책등융 통해 서 l강세계에 알려졌다 그들에 이어 포르투갈 충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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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회 선교사로 중국에서 포교하던 알바로 세에도(AJvaro Ser뼈。)는 1 640년에 포 

르투갈어로 r중국사」를 출딴했는데 거기서 안주족이 명나라를 칭략하기 시작하 

던 때 조선이 어느 연에 서야 할 것인지의 외교적 문제로 고민하던 모습올 당있다 

이 책의 영역본이 1 655년에 출판되연서 조선의 그러한 형연이 영어권에 알려졌다 

비슷한 얘기는 안주족의 챙(써)나라에서 안동하던 예수회 소속 이탈리아의 선 

교사 마르티노 아르티니 (Mart ino Martini )가 1 654년에 라틴어로 출판한 r안주족의 

중국깅략사j에서 되율이 댔다 거기에는 정묘호란(丁찌l찌j亂)과 명자호란(쩍子해 

亂)이 언급됐다(요인용 2008. 162- 163) 그는 1 655년에 r새 중국전도(中탱全멍]). 

를 출판하연서 중국의 이옷나라들에 조선융 포합시키고 조선올 -풍요로운 땅-이 

라고 요사했다 일과 안 및 인상이 풍우하게 산충되며 금과 은이 풍부하게 애장댔 

고 동해안에서는 진주를 채집할 수 있다고 우연했다(박천흥 2008. 103- 104) 

2 하웰의 r표류기j 

이러한 망식으로 조선용 서방세계에 앙려졌으나 초선 하나안에 대해 성명한 서 

양인의 최초의 책은 1 668년에 출판된 네얼란드인 하멜 (Hendrick Hamel)의 r요류기 

(if，í;m뾰)J 01다 이 책이 오로지 조선 하나얀 다룬 책이라는 정에서 정수일 교수는 

。1 책융 서양인에 의해 쓰여진 조선에 판한 최호의 정서(全얀)라고 올렀고 주로 

다흔 얘기툴올 스i는 가운데 조선흘 언긍한 조선에 판한 부분서(部分양)와 구명했 

다(정수일 2002. 283) 이 정윤 우리로 하여금 이 책에 대해 훤씬 자세히 살띠게 안 

든다 

우리가 아래에서 보게 되듯 하엠은 자신의 통료틀과 함께 제주도에 표류해 온 

토로 압송된 뒤 새주도 셰휴가간응 포합혜 모두 만 13년 28일올 조선에서 살다가 

당충했기에 r표류기j라기보다는 r표작기(j~;11記).로 언역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오핸 동안 r표츄기j로 번역되어왔기에 그 판앵융 따르 

기로한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배경에서 쓰역졌던가? 이 %음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책의 판온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시 네얼란드는 세계 제일의 해양무 

역대국이어서 네덜란드선원툴의 미지의 나라에서의 1 3년에 걸친 유수(뼈며)와 한 

출은 큰 화제가 했다 그리하여 당출 그 다음해인 l없년에 네영란드의 두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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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올 다튀 그들의 진귀한 경험을 책으로 여냈다 하앨에 앞서 조선에 표류했던 

서양인으로 포르투갈 상인 조앙 엔데스(1여o Mcndcs)가 있었다 션조 31년에 해당 

되는 1604년 6원에 그는 정상도지방에 표류하다가 붙잡혔던 그는 4개월만에 중국 

으로 호송었는데 。}우런 기륙을 냥기지 않았다 그에 대한 짧은 기옥이 조선의 문 

헌들에 남아 있을 뿐이다(박천흥 2008. 101- 103) 그러했던 만큼 하옐의 r표류가j 

는 죠션에 관한 서양인의 최초의 전서여서 공선의 인기흉 용러오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응 이 책을 하멜이 출완올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가 조선올 탈출해 나가사키에 체류하던 때 부교(양行)라는 직영올 지 

닌 일본조사관들의 십문에 옹하연서 기역에 의존해 쓴 것이다 그는 r스페르에르 

호가 챙따트 성(조선국왕 소유)에서 실종왼 1653년 8월 16일부터 이 애의 숭무원 

8영이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한 1666년 9월 1 4일까지 이 애의 생혼자인 장교을 및 

선원등이 겪었던 일등과 조선왕국에서 겪었던 일틀 그리고 그 나라 민족의 풍습 

과 그 나라에 대한 일지」라는 긴 제옥의 이 기흑올 자신의 소속 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바타비아(Batavia 오늘날의 자카르타) 주재 총옥에 제출했으여 그는 

그것을 나가사키의 앵정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와 더울어 약간의 성영을 툴여 본국 

의 본사에 보고했다 로테트당과 앙스테르당의 출판사등온 바로 이것을융 근거로 

책을 펴냈던 것인데 로테르당판에 뒤따른 암스테르담판은 자의적 연집으로써 왼 

본으로부터 왜 많이 이단됐다는 명을 듭었다 

이 책은 곧ul로 커다란 인기싼 용러일으켰으여 이에 따라 네영란드의 다릎 두 

출판사가 1669년에 새 세옥으로 다시 출판했다 번역이 뒤따랐다 1670년에 프랑 

스어판이 파리에서 총딴댔으며 1671 년에 독일어판。1 뒤헨에르크에서 출판댔고 

1704년에 프랑스어딴융 번역한 영어판이 런던에서 출판됐다"그 이후에도 1700년 

대에 프항스어판 우 종이 출판댔고 톡일어판이 새흩게 충딴됐다 1 800년대에는 영 

어암 세 종이 출판됐으여 1900년대에는 후딘크〔또는 회탱크] (8 . Hoetink ) 판으로 

넬리 얄혀진 새로운 네덩란드어판이 출간됐고(1920년 ) 영어판 세 종이 출판됐으 

9) 영어본으로 대요적인 것응 시""，α1111 ojlhe Shψ"，'eck of“ αIIcll Vessel O/I Ihe ClXISl of the 

Isle ofQII이'patn. Togelher 1\씨 싸 DescripliαI ofthe Ki，생dα11 ofC.α'ea (1668)이다 이 책보다 

훨씬 녕리 읽힌 영역본옹 다응이다 N“’'ral;re oj 1111 UllIllcky Voyage wuJ Ship."..,ed:. in {，시 

COOSI 0/ Corea 이것응 Awnsham Chuπhill (ed.). 1132. A C이'/ecliOlI 01 Voyagel ond Tra l'e/s 

ω‘JOI1: 101m W띠'hoy에 포함쟁다 。1 책융 혼'1 시갱앙이파고 부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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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본어완 한 종。1 출판됐다 이렇게 경갱적으로 여러 언어들로 충판되는 과정 

에서 독자틀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하앵이 &지 않은 얘기등도 등어갔고 파장 

도 포항댔다 어떤 판본은 조선과는 선혀 관계 없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왕의 식사 

에 판한 내용올 포항시겼으여 조선에 사는 동용등효 악어와 코끼리가 포항왼 삽 

화릎 게재했다 싱지어 하엘이 하지도 않은 -어린아이틀을 장아억는 악어-의 얘기 

도 포항시컸다 그래서 이 책을 정밀하게 검토한 학자틀 사이에서는 하엘이 과연 

조선에 갔었느냐는 의운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정성화 2005. 85-93) 

국내에서는 암스테르당판의 프랑스어 번역판에 처청의 영역판을 대조하연서 이 

앵도(，*，í치흉) 교수가처읍으로 방역본을 출판했다 '"이어 박윤희(朴기;양)가 헤드 

야드(Gari K. L..edyard) 교수의 영문만흘 대본으로 앙역딴옹 출판했으여 111 신욕룡 

교수가 영운판올 대본으로 앙역본올 총판했고 12) 강춘식(쭉@뼈) 작가가 후틴크판 

융 토대료 상"1 관련자료듣응 살펴여 해성서룡 충딴했다 13) 이등은 오두 하엠이 

조선에 표칙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전제 아래 역주(셉엽 )했다 대죠적으로‘ 해군장 

교 출신의 최두환01i4뺏) 교수는 하엘은 죠선에 표착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표착 

했다는 해석 아래 기존의 해성툴올 정연으로 뒤죄는 책을 출간했다 "1 정성화 교 

수는 여러 딴본들을 비교한 논문을 알표했다(정성화 2005 85• 93) 필자(김학춘) 

는 우선 영역본을 가용데 헤드야드 교수의 역주본'"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제2회 

1이 이냉도 1954[ 1975]. r한선(뻐Ai'ì ) 재주도 난파기 우(따) 조선국기(liJi)명記)， 서융 

일조각 이 교수는 1934년우터 셰 차에에 걸쳐 r진단악와에 역재했으며 이것。( 1946 

년에 약문서판에서 안앵본으호 총간됐다 이 교수는 지신의 1954년 역온ξ 개역해 1975 

년에 다시 층연했는에 개역의 저온으호 그리여스의 영역본올 사용했다 이 개역본에는 

그리며스의 영역온 전푼이 포함되어 잊다 

11) 악윤희 1975. r하엠표류기 조선앙국견문욕」 서융 상중당 이 책용 상중당운고 125 

권이다 

12) 신옥용 1999. r하'11-"휴7(， 서올 엉운당 이 책은 뒤 양드 지응 신복용 역주 r조성 

전J 및 용 지용 신쩍용 갱성자 역주 r죠선서해당사기j와 합본외이 있다 영자(김학춘) 

는 이 책의 2쇄 (2005년)앙 앙고했다 

13) 강준식 1995. r.우리는 코애아의 광대였다 하행의 조선기앵」 셔올 용신용땅 강중 

삭 1995[20021. r다시 읽는 하옐표유기 350년 전 네영란드와 코혜아의 용영척인 안 

냥J 서융 용진닷갱 

14) 최우양 2003. r신 하엘요휴기j 서용 도서충싼 우석 

15) Gari Ledyard. 1971. The Dut，이 Cα'1Ie 10 K.αrea. Seoo l: Roy외 Asiatic $ocÎety. K이"e3. Branc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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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헬 그리피스 교수의 역주본올 바당으로 상되 위에서 열거한 방역본틀 및 

해성서툴융 창고하연서 이 책에 대해 설영하Jl자 한다 

3 하웰의 조선에서의 생훨 

하옐응 1630년옹 전후한 어느 시성에 또는 1630년에 그때 초선에서는 아란타 

(阿빼야) 또는 하란타(페빼야) 또는 하란(해빼)으로 얄려진 네덜란드의 호르풍 

(Gα'Ccum)에서 태어났다 그는 네영란드가 경영하던 세계적 보석 및 향료 무역회 

사인 동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그때 네덜란드의 주요한 무역거정등 가용데 

하나였던 바타비아와 타이완 (그때는 포르투갈어로 야즙당다-는 뜻의 Fo"""sa아 

는 이릅으로 더 널리 앙려졌다)을 왕래하던 스에르에르(S띠，.."， 또는 스따르쩨 

걷 영어뭉는 {얘래오 호크 Rπmnw Hawk 새얘)라는 이릅의 상선에서 장김급인 

서기로 금무하고 있었다 엄청난 가지의 다양한 화뭉들올 싣고 대포 둥으로 우장 

한 이 애는 바타비아등 떠나 타이싼에 도착했다가 다시 바타비아로 돌아가기 위해 

그때 일본이 서양세계에 개망했던 유일한 항구인 나가사키를 향해 항해하던 때인 

1653년 8원 중순에 동중국해의 어느 지성에서 며칠에 걸쳐 태풍올 안나 표휴하다 

가 경국 난파했다 선원 64영 가운데 28영은 익사했고 하엔을 포함한 36영이 8훨 

15일에 어느 한 섬에 표착했다 

그틀은 곧 나칩안을 용해 자신을이 캘파트.(Qucl야n 또는 Quclpacrt ) 라고 J;{-러옹 

성에 상륙었음융 알았다 이 성은 툴롱 재주도였으며 그들이 난와한 지점은 오늘 

날의 제주도 냥세주군 대정융(大앙웅) 산방산(山꺼山) 앞 바다 쉽게 알해 모슬 

포(양끊예) 앞 바다였다 그툴은 곧 제주도관청에 구금됐으며 조사흘 받았다 말 

이 서로 웅하지 않온 상태에서 그들은 -나가사키 륜 거듭 외치며 나가사키로 보내 

줄 것을 간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관갱이 이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보고하자 중앙정부는 1 627년에 조선에 표착한 이래 죠선조정을 위해 일하던 네멀 

란드인 얀 얀스 앨테프레(Jan Janse Waltevrcc )룡 현지에 보내 동역올 하게 했다 

악연(朴싹 또는 *얘￡ 또는 朴 얘)이라는 조선식 이등올 갖고 조선여성과 경혼해 

c‘’IJUIl이" …thTae…on Publishing Company 이 찌에 따르앤 .)엘의 이음 앤드역응 서앙 
권의 애툴얘서 Hαxlrik 또는 Hendriι 〈 또는 H，"ηg 표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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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까지 우고 살던 옐테프레는 이등이 네영란드사양둡인 것올 알았다 조선에 g 

작한 때로부터 우려 26년안에 써읍으로 동포릅 만난 것이다 ‘엉테프레로서는 창으 

로 놓파운 일이어서 어떤 식으로라도 강갱을 표시했융 터인데 하엔은 이 점과 판 

띤해 아우헌 기쪽도 냥기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Æ뼈) 시정에 이초완서훌 역잉한 

융앵잉(尹行양)의 글에 따르면 -연(延)온 그 샤땅을옹 안냐 이야기잡 나눠 온 뒤 

에 눈용흘 영어뜨리여 자기 옷깃이 다 짖응 때까지 용었다(강춘식 1995120021 

401: 그러냐 엘대프레는 죠선얘 판해 아무런 기륙도 냥기지 않옹 새 '"선에서 연 
세힌다 그가 언제 엉셰했는지는 일혀지지 않았다 

엠에프레는 그동에 대해 곧바호 종앙정부에 보고했으며， 이톨옹 1654년 5씬 하 

순에 전라도와 충갱도 잊 경기도당 거쳐 한양으로 암송했고 경국 궁정에 들어가 

국왕 효총(양중)융 얄현했다 이융은 Jt종에게 일본 냐가사키로 보내주연 본국으 

호 용아강 수 있다고 셜영히연셔 융국을 간청했으나 효종온 이 나라에 일단 틀어 

용 외국인은 절대로 충국앙 수 없다고 당연혔다 이용옹 곧 훈련대에 편입왜 군인 

으로 욕우하연서 앙옹 호종혔다 다를 한연으로 서양인에 흉이용 가진 고판대작 

의 정읍에 올려다니며 충도 추고 노래도 융러주기도 하는 풍 광대노릇올 하기도 

했다 

이시엉 처량한 생안 속에서 능 죄수 취급융 받으이 상게 되자 몇몇은 당출옹 시 

도했다 1 655년 3월에 청나라 사신이 한양에 도착한 계재감 이용해 그에게 X신판 

의 신원융 맑히고 중국으로 보내종 것윷 호소했던 것이다 갱나라 사신은 그툴의 

호소읍 받아들이는 듯한 자에용 취했다 그러나 초선조정으로우터 뇌울올 얻자 아 

무런 조치릅 취하지 않았다 그것이 빌마가 왜 그틀의 생한초건용 더욕 냐하졌다 

효종의 다움 국왕인 현종(111\宗) 때인 1655년 여읍에 천라도의 여수 순천 냥원 강 

진 둥지로 분산유배원 것이다 하앵옹 강진으로 유배했다 그 사이 20영은 이언저 

런 이유등로 축었으며 건국 1 6영만 냥았다 

그등 가운데 하앵올 포항한 8영옹 탈충용 경심하고 여러 해에 겹쳐 용말이도 하 

고 구걸도 해서 동율 모아 작용 애 한 척올 샀으며 마갱내 감시자를올 속이고 

1666년 9월 4일 야앙에 여수에서 애용 띄워 9월 6일에 나가사키 부근의 한 성애 도 

확앙 수 있었다 한융 찬 몇몇 원주민등은 곧바로 그등용 나가사키의 앵정당국에 

녕겼으며 냐가샤키 앵정당국용 그툴융 싱문한 뒤 냐가사키에 개설왼 네덜란드의 

상판(뼈야)으로 인계혔다 그윤용 애용 수성하는 동 여 01 일융융 하여 나가사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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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 뒤 10월에 바타비아로 툴아갔다 하옐올 제외한 7영은 거기에 어융렀다가 귀 

국 길에 응라 |“8년 7월에 앙스테르당에 도착했으여 초선에 남아았던 8영 가운 

데 귀국을 회앙하지 않은 한 영융 제외한 7명도 1668년 6원에 일본에 인도왼 뒤 7 

월에 암스테르담에 도작했다 히}앵은 1 670년에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692 

년에 고향에서 옐세하는데 그때까지 조선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글도 냥기지 않 

았다 

4 하엘의 조선에 관한 설영들 

그러연 하벨은 이 책에서 조션을 어떻게 묘사했던가?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이 

책이 약 50-60쪽의 작은 분량이라는 사실이다 그것 가운데 절반 정도는 난파와 

표자파 안층의 경위에 관한 성명이어서 조선 그 자에에 대한 성명응 결코 길지 않 

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을이 이미 지적했듯 하엘의 판창은 껴판적이다 특히 그가 

사실상 죄수의 신운으로 13년올 보냈기에 아래로부터의- 판칼이 가놓했다는 정 

에서 또 조선의 여러 곳을을 보았기에 왕싱을 비롯해 지방의 강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상듀충의 생안에서 서민들의 생한까지 살뀔 수 있었기에 결혼과 장에 퉁 

액성을의 판습은 용혼 고판을의 생한양식올 포함해 -광엉위한- 판촬이 가능했다 

는 징에서 그리고 그가 교육수준이 낮은 사랑이었기에 햇옹 아는 셰 하며 따로 덧 

살이거나 논영한 것이 없어 판찰의 원자료척 성격이 살아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융 영두에 두고 하엘의 관항틀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특히 조선의 국 

내정치와 국제관계와 관련해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그는 중국의 황제가 조선의 

국양보다 높다고는 하지안 초선의 국왕이 국내에서는 정대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 

고 단언했다 그는 국가의 형별이 엉하다고 보연서 특히 왕에 만역하는 엄죄에 대 

해서는 싱한 고문과 극행이 뒤따른다고 보끄했다 즐째 그는 초션이 중국의 지애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그때 만주족이 지배하고 있던 중국올 타타 

르인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타타르인들이 1년에 두 세 자헤 조선에 

와시 공올올 받아갔다고 진술하연서 동시에 조선인틀옹 일본에게도 공율을 바친 

다고 진술댔다 그는 조선의 우역은 대부분 일본 그려고 대아도와 이뤄진다고 지 

적했다 그는 자신의 동포인 l씬테프레융 논외로 항 때 타타르인듣고} 중국인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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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올 껴놓고는 어떤 외국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1것은 그때 조선 

이 철저한 쇄국정책올 쓰고 있었응에 비추어 그리고 서방세계의 어떤 나라도 조 

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옴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셋째 

그는 중국과 일본 외에 꼭 한 차례 포르투갈에 대해 언급했다 당배륜 비롯한 몇몇 

포르투갈 뭉풍들。1 일온올 거쳐 조성에 틀어왔고 조선사람틀이 당애칠 충겨 피우 

고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그는 조선에서 인삼아 많이 생산되어 죠션은 이것율 

중국에 공물로 바치고 일본 및 중국과의 무역풍으로 삼고 있다고 진숭했다 다섯 

째 초선은 파학융 안전시키지 옷했으며 회계장부의 대차계정기쪽옹 이해하지 옷 

했다고 진숭했다 여섯째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는 애우 낮다고 진술했다 

그러언 이 책은 서방세계의 독자틀에게 조선에 대해 어떤 인식올 싱어주었올 

까? 이 용응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대당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읍과 같은 추측들은 

가능할것이다 

첫째 조선인들의 자녀교육열이 대단히 높으며 조선인들은 예의엉정이 바르다 

고 설명한 부분은 좋은 인상올 주었올 것이다 조선은 효융적인 행정제도릎 갖추 

고 있다고 설영한 부분 역시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줄째 초선인을은 절도와 

사기 그리고 거짓말에 능해 그들올 믿쓸 수 없으여 죠선인등은 이신을 믿끄 있다 

고 성명한 대옥옹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올 것이다 더구나 초선인을은 유약하 

고 강직항이나 용기가 없으여 겁이 않고 겁이 않응 것융 부끄쉽게 여기지 않는다 

고 명가한 것쓸 그대로 밍은 서양사람들옹 조선인들올 강보기초자 했올 것이다 

-죠선인들은 호전적인 사랑을융 율쌍히 여긴다-고 진술한 대목은 앙의 진술과 관 

련지어 읽는 경우 조선사람틀이 선생용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안틀었융 수 

있다 셋째 하엘은 초선에서 산악은 험준하고 중국으로 가는 경우 육로는 매우 

위헝하다고 진술함과 아융러 져융이연 용고 여륨이연 맹수를이 출플하는 탓에 해 

로판 않아 이용한다고 진술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프레데릭 걸레스텍스 교수는 

다읍과 같은 의견올 제시했다 1조션이] 성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여 

전히 산으로 가로악혀서 용로가 없는 나라 대부분 산으로 뒤엎인 반도 따라서 접 

근이 애우 어려운 나라로 보인다 야생동뭉은 험준한 지형 혹독한 추위에 첨가되 

는 또하나의 요소로 〔초선의 〕 앵수틀 이라는 주제는 19세기 말까지 반복해서 퉁 

장하게 왼다 이렇게 해서 동과하기 어려훈 길 야생동물 그리고 애서운 추위라 

는 세 가지 요소는 산으로 덩인 폐쇄된 나라 [조션의 〕 최초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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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다(결 에스텍스 2001 , 34) ‘ 

넷째 하엔온 자신들이 조선의 왕과 신하들에게 여러 차헤 석앙응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어떤 외국인도 올려보내지 않는다는 대답안 들었올 뿐이며 그틀은 자신 

등의 나라가 다를 나라들에게 얄려지는 짓을 바라지 않는다고 그 이유용 설영했다 

고 진슐했다 이 진술 역시 블레스텍스 교수에 따르연 -고립과 얘쇄라는 주제와 

닿아 있다(융레스텍스 2001 , 36) ," 다섯째 조성융 네딩란드어로 코에레(Ü>eree) 

또는 E에 (Coree)라고 표기하연서 조션옹 조션국(뼈학國)의 발음에 따라 티오샌국 

(끼ocenkouι)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조선의 이릎융 다시 서방세계에 얄리는 데 이바 

지했다 실제로 이 책에 처응 동장한 티오샌 (Tiα，，)은 그 이후 다른 지도학자들에 

의해 채택댔다 그는 이 나라의 수도가 시용 (Sior )이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이 아마 

도 조선의 수도 이픔이 오늘날의 서울에 가깝게 표기왼 갯 사에였을 것이다(오인 

동 2이 8 ， 129) 

하앨이 묘사한 -지리적으로 예쇄적이여 엉난하고 맹수가 우을대는 죠션 의 모 

습용 그의 r표류기」가 치응 총판왼 때로부터 15년이 지난 사정인 1683년에 출판왼 

메르디낭 에르비스트(타rdinaod Verbiest) 신부의 r중국 황제의 타타르 여행」에서 

되풍이 됐다 엘기에 출신인 이 선교사는 1682년에 청나라 형제 강희제(J;~~m)훌 

따과 황제의 고향인 안주릎 여행하다가 싱양(i~잃)에서 조선사랍을올 안나게 됐 

다 조선사람들응 자신들이 포획한 바다표빙융 갖고 황제흉 앙현하고자 했던 것이 

다 이 계제에 그는 초선과의 국경지대에 점은하기에 이르랬는데 그는 자신의 책 

에서 그 일애가 사망으로 산파 콜쩌기로 악혀 있으며 호탕이와 공올 비옷한 앵수 

틀이 득실대고 있는 곳으로 설명했다(용헤스텍스 2001 , 45) 

5 프랑스신부들의관잘들 

레지스 신부의 r코레의 지리와 억사에 관한 관찰j 이 책에 이어 프랑스 예수교 

소속의 프랑스인 신부 장 밥티스트 레지스(Jean-Bapt‘te Régis)는 r코에의 지리와 

역사에 판한 관찰j을 집필했다 그는 조선을 직접 땅운하지는 않은 채 중국에서 

시무하연서 이 글올 썼던 것으로 이 긍은 예수교 소속의 프랑스인 신부 뒤 일드 

(Jcan Ba미 iste Du Halde )가 1 735년에 프랑스어로 충판한 r중국제국 잊 갱제국의 지 

괴와 역사에 판한 서슬」 천 4권'6)가운데 제4권에 r코헤아 왕국」이라는 제목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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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집된 상태로 포함됐다 뒤 얄드 역시 조선을 직접 망문하지 않았으며 레지스 신 

부갚 "1풋한 프탕스 예수교 신부틀。1 프랑스 예수교 본부로 보낸 수 많온 료고서 

들과 연지틀을 자료로 상아 집옐힌 것이다 이 책은 영어로 앤역됐기에 1끼영어권 

독자등에게 중국에 대해서는 물판 E려1아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얄려컸다 

그러연 레지스 신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어영게 셜맹했던가? 그는 우선 초선의 

지리에 대해 셜영했다 조선과 종국 사이에 암꽉강과 두안강이 있으며 이 두 강응 

모두 중국사항틀은 장액산(11白 111)이파고 부프고 안주사강등은 창알랭(Chanalin ) 

이라고 우르는 높은 산에서 말원한다고 설영한 그는 이 산의 그 이릅은 -늘 하얀 

산-이라는 뜻이라고 덧융였다 그는 이어 죠선의 가육에 대해 -조선인들의 집은 

단층이여 상당히 허술하게 지어져 있다 [ .. ) 시골에서는 흙a로 집올 짓고 도시 

에서는 보몽 벽올로 집올 짓는다 고 성영하고나서 조선의 의복에 대해 조선인등 

용 [. ) 중국욕식의 옷을 입고 있다 고 설냉했다 그는 조선의 인어는 중국어냐 

타타르어와 다르다-고 알하연서도 조선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중국문자나-고 지 

척한 데 이어 -조선의 정부형태는 중국의 그것에 애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 

는 조선의 갖가지 산물플옹 소개하연서 인상과 당비를 지적한 뒤 조선의 종이에 

대해 언급하연서 조선의 종이는 중국의 종이보다 비싸게 활린다고 덧싼였다 

(8.∞，，， ’736. 56) 

뒤 알드 신부의 r조선전j 에지스의 성병등은 뒤 일드의 책에서 안꽉핑으로써 

뒤 얄드의 책은 사실상 레지스의 저숭을 연집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릎리지 않는 

다 이 사실용 영두에 두연시 뒤 알드의 설명등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틀올 

소개하기로한다 

뒤 얄드는 단군초선에 내해서는 전혀 땅하지 않은 채 조선이 중국인 기자에 

16) Père Jean-Baplistc du Hald. 1735. DescriplÎOIt géogff1l.시III'quC. hislO ψe. chroι ogiqræ 1'1 phYSÎ，ψ‘e 

tfe I Empire de [0 Chine et 10 T,“’“Tie Chilloise. A La Haye: Chez Henri Scheurlcer 이 책은 나 

읍에 소개되어 있다 James Huntlcy Grayson. 1989. Koroo: A Relig…IS His，ω'ry. 3-4.0에0nI 

Claπ ‘'00_ 이 책 가운데 조선에 란한 우운이 망억댔다 뒤 양드 저 신욕용 역주 

1잊>9. '초선전」 서융 업운당 해지스는 어인 양역본등에서는 헤치 료 표기었다 

17) Tr.mslalcd by Rich잉여 B，∞kes. 1136. ne Gelreral His/Ory 01 Chiml: C.α lIaining (1 Ceo8ι껴t씨 

Hisloric“1. Clmα10108;0σ1. p，이itical U/ul Ph)'sical Descr끼1α"1 씨e Empire of Chino. Chincse 

Tarl(Ir)'. Corea. (U“ Tibet.lm: ‘ling 1m E.u.ι~I m.이 Partiwlar Acromll of1ñeir 0“1α서s. Mmrners 

Cerenι nies. Religion. Arls li…'1 Sciences. London: J.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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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세워졌다는 이륜바 기자죠선설을 재시합과 아윷려 기자가 이은바 안조금엽 

(八~Mi:!;)으로 나라룹 장 다스렸다고 썼다 "01 긍l겁틀과 간풍은 조선인틀 사이 

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죄옥들이어서 사립운을 닫는 경우가 없었다a고 쓴 그는 

그것은 여전히 다른 국가등에게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고 덧불였다 이것은 

몽론 조선에 대한 칭찬으로 조선의 액성들은 대체로 합리적이며 혜안하며 유순 

한 기질융 가지고 있다(신옥룡 역주 1999 . 61 )"는지적과 더융어 죠선의 대외적 이 

이지힐 서앙세계에 좋게 전달했윷 것이다 

뒤 안드는 레지스와 마찬가지로 조선을 중국의 -속앙(빼찌)"으로 파악한 뒤 

조선이 중국과의 관계룹 어떻게 유지했던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예컨대 조 

선 숙종(쩌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항제가 조선의 국왕 서입(상!E)올 허가했다 

고 썼다 갇은 맥락에서 그는 초선이 여러 많은 제도블에서 중국의 것을을 전습받 

았거나 모방했다고 보았다 한 보기로 그논 -중국인등유 〔조선사함등의〕 운송수 

단에 애우 중대한 영향을 이쳤다-고 썼다(신옥홍 역주 1999. 62) 그는 조선사람들 

이 냥앙계와 욱망계의 혼영이라고 파악하면서 북l앙계가 더 건장하고 호전적이며 

강용(샘피)하다고 지적했다 

뒤 알드는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자세히 껄영하연서 조선의 국앙 션조(:.JjR)가 

의주로 피신하연서 영나라 원군이 앙쪽강올 건너 초선에 틀어오끄 일본파의 정전 

및 명화 교섭올 암은 싱유경이 영양에 도착한 직후의 시정에서 드러난 일본군 내 

우의 동향에 대해 흥 "1호운 사싣융 다융과 같이 지식혔다 

득씬한 존경싱으로 히데요시릎 섭기고 있던 고니시 유키나7f는 지배자인 히데 

요시 앞에 우듭응 꿇고 일온군의 진격응 중지하고 더 오래 어우등 것 없이 증시 

일본으로 동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강은 일온군이 정복해야 할 

영토의 경제이 "1 명양의 동쪽 지역 전체는 조선에 양도해야 힐 것이라고 안혔다 

[ 그러나 앵나라 원군의 〕 강황찬인 송웅창(;f앤터)은 -영구적인 지애권융 회복 

하느냐의 여부가 우리들의 용앵에 당려 있는 곳이 야로 처 옷이나-라고 외쳤다 

(신복홍 역주 1999.51-52) 

고니시 유키나가의 재의 그 자세의 내용이 이 잭의 기숨안으로는 확실하지 않 

다 예컨대 -일본군이 정복해야 한 영토의 경계 가 대동강 하나인 것인지 아니연 

대동강의 연장선을 포함하는 어번 일정한 선인지 또 -조선에 양도해야 항 [. )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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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동쪽 지역 전제”는 어디를 알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 고니시 유키나 

가의 재의에 대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반용했는지도 얄 수 없다 이처렁 

여러 측연에서 애매한 내용이지만 이 대옥은 그때 일본이 갖고 있던 조선분할안 

의 한 단연올 보여주고 있다 

뒤 알드는 조선옹 물산이 풍부한 나라잉올 강조했다 초선에는 금과 해산융이 

중우하여 우수한 오피와 종이가 있을 뿐안 아니라 유약이 발당되어 도자기가 아륭 

당다는 사실 인삼이라는 신령스려운 약재가 생산된다는 사실올 적시했다 륙히 

장혜의 경우 많은 부장풍틀올 함께 뭉는다고 걱시했다 신복룡 교수는 。1 러한 기 

록。1 서구의 모험가등에게 우한한 약당싱을 유혹했응에 응림없〔으며 ) (조선 

의 ] 장중용 약탄의 일순위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명가했다(신획룡 2002 

33) 이러한 내용의 레지스의 글과 뒤 앙드의 글은 1747년에 출판원 영국인 토머스 

얘스를i']91 r항해틀파 여행등( Vo)'ηIgesωUJ Tral'els )J 제4원에 포함되연서 서양에 닝 

리 알려지게 왼다'"' 

프레보 신부의 r여앵의 익사」 프앙스 신부을의 조선에 판한 저술은 계속됐다 

아떼 프레보(1" Abbé Prévos)는 1748년에 r여행의 역사」룹 출판했다 이 책은 15세 

기 이후 유엽에서 출판왼 모든 기행운틀올 수록하연서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 

았던 지역을 예컨대 시베리아와 캄차카 및 그런란드 퉁올 포함시켜 커다란 판싱 

융 단러일으켰다 이미 1 73 1년에 r아놓 레스코(Manon μ""“It)J 라는 소성을 용판 

함으로에 운영올 영쳤던 이 숭정왼장( jt!正院JU옹 r여행의 역사」로에 더 큰 인기 

를 모았다(울레스액스 200 1, 57-58) 

프레보는 이 책의 제6권과 제7권에서 조선옹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서 

문에 이어 래지스의 r코례의 지리와 역사에 판한 관창」을 자기나릅대로 정리해 성 

명한 다응 하멜의 r표휴기j용 소개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글 가운데는 레지스 

(그리고 자연히 뒤 알드)의 글과 내용이 같온 우분틀이 상당히 않다 다응과 강은 

부분이 한보기이다 

18) 이 책온 윗냥 다옴으로 욕간댔다 New General Colleclioll 01 Voyages a/씨 r"…d， 

c‘”ψ'reheruling EI‘m얘ing Re1lUlr.‘al시'e;n 1，α Kindil’ Eur，이)(!， Asiι Afri，α1 WUI Amer;c，ι C이k이'" 

by Thomas Astley (4 V이s.: New York Franι αs 히000αnpM， μmited.I968 ) 이 책의 채4권 

의 Book [1. Chapler 1 이 "Goographi때Observations. ar잉 Hiμ%이 Kore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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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틀은 대셰로 용순한 천성이다 이을은 학푼에 대해 한싱이 깊고 충과 

무용도 중긴다 욕확지 ‘용용 〔초선〕에서 가장 강한 냥자흩과 최고의 ，~사툴옹 킬 

펴낸다 '1 셰 (Ki - ISC 기자 씬자 주)는 여기에 너우도 흉g한 1~1용 세워서 。1곳에 

서는 강용이나 도육연이 무엇인시 오등다 여기서는 앙에도 대운용 당지 않는다 

용치초직상의 앤화가 않아 일어나연서 이러한 오앤 순수성이 다소 외색하기는 댔 

지안 이을은 아직도 다흩 나라동의 오엽이 원 만하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앙당힌 

여자를이 않l 젊옹 냥녀동용 지나지재 자유분방하다(싼레스댁스 2001. 59) 

에지스의 셔술이고 동시에 뒤 알드의 서술이기도 하연서 프레보의 서술에서 되 

양이되는 조선에 대한 또 다삼 성영의 보기는 다응이다 

[조션〕에서의 형앵옹 인료 가혹하지 않다 (하앵용 정반대로 〔조션〕의 형언이 

얘우 영격하다고 암혔다 ) 다응 나라에서는 중죄로 여겨지는 최등도 여기서는 가 

까운 성으로 추땅하는 갱도로 언한다 그러냐 자신의 어어니냐 아어지에게 험한 

암을 하는 아틀옹 어리용 얘어어린다 가어운 장옷의 경우 죄인용 얘룹 잊는다 

연융 앙게 원 사양얘게 주어니용 씌워 앙까지 내려오개 하는데 수치싱융 완화시 

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야옹대로 1깅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용레스댁스 

200 1, 58-59) 

프해보의 조선에 대한 묘사는 어떤 의미릎 지니고 있는 것일까? 상레스헥스 교 

수는 다옹파 같이 논명했다 -프해보의 를응 ( ... ) 두 가지 주새가 하나로 융해되 

어 최초의 〔조선l 이미지용 만둥어내고 있다 학힌 야만인(용순한 성척 륙쪽의 

강한 사람즐 오헨 순수성 지나치게 자유분앙한 젊온이융 l앙당한 여자들)과 동 

양의 현자 (학문에 대한 깐싱 다흔 나라에 대한 모l성)의 긍정적인 측연들이 그것 

이다(상레스텍스 2001 . 60)." 

레지스와 뒤 양드 및 프레보의 조선에 대한 서숭툴옹 1 8세기 프당스의 대표적 

계용주의 청학자툴 가운데 한 사양인 용테르 (V이tairc )에게 직접척인 영향올 미쳤 

다 용태르는 1755년에 충싼한 r중국의 고아(l1JI.兒)，와 1756년에 총판한 r세계풍속 

사흔」에서 초션을 중국의 한 용국으로 취급하연셔 특자률로 하여긍 초션은 -얘우 

오래왼 나라이연서 옹골보다도 더 언 나아-라는 인상융 갖게 안툴었다 다시 율해 

스댁스 교수의 논평융 빙린다언 원태르는 -어등고 원가에 싸여 있는 곳의 이미 

지 그래서 훗날 수않은 갱무와 탑엉융 용러일으킬 곳으로서외- 이미지흘 만툴어 



290 한국정치연구 재 18집 제 1호 (2009) 

낸 것이다(원레스핵스 2001, 70) 

달레 신부의 r꼬레의 교회의 역사」 프랑스 신부윤의 죠선에 관한 부분적인 성 

영5응 그때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난 19세기 후반에 같은 프팡스 신우의 조선에 판 

한 진운적이연서 본격적인 서서 속으로 용함됐다 파리의 외 l상전교회에 소속원 당 

래(Pèrc Cla얘e Charlcs Dallcl ) 신우가 1874년에 총연한 r꼬레의 교회의 역써가 u1 
료 그것이다 씨닿얘 신부는 1 82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 1 852년에 사제가 왔으여 

인도에서 선교용 시작했다 그는 외앙전교회의 역사용 쓰기 위혜 자료른 수집하고 

자 미국파 캐나다퉁 이앵었으나 죠선블 망문하지는 않았다 그는 파리로 툴아와 

주로 중국에서 시무하는 선교사잔이 보낸 자료를윤 근거로 2윈으효 구성된 이 책 

융 펴낸 것이다 그는 그 이후 잉본과 중국을 순방하고 배트냥용 여앵하던 1 878년 

에 거기서 49세릎 일기로 냉사했다 

원레능 이 핵올 옹얘 주호 친주쿄가 조션에 수용되고 또 조선에서 악혜받용 과 

갱융 상새히 설명했다 욕히 조선인 최초의 입교자(入%찌) 이숭훈('1'*，1;> ， 1800 

년에 정조가 숭하한 뒤 둥극한 어린 순조< ... ftl릎 위해 수영청정(풀1i_l의 역 

안용 수앵한 대왕대비 정순앙후<ú .. 王5) 김씨의 주도 아래 전개왼 180 1 년의 이 

은아 신유악해(￥엠i!1~’;.) 그 과정에서 말생한 주문모(떠文싸) 신부의 순교와 황 

사영( Þ1ï닝;i<) 액서사건 ( Iil ， ’!’‘f~1 동윤 구셰적으로 서승했다 

안떼는 이 온롱에 앞션 서용에서 1 5개 장에 걸쳐 죠선에 대해 상세히 설영했다 

지려 역사 정부죠직 사냉제도 사회신운 가족재도 여성의 지위 종교 용 

습 산엉파 국제관계 퉁퉁이 그것이다 이 서론에서 중요한 것동안 션핵적으호 소 

개하기로한다 우선역사와지리에판련해그는다음파질이셨다 

19) Père Claudc Charlcs Oallct. 1814. Hiswirc (Ie /'fglise de Com. Paris: V iκ or Palmé 이 찌용 다 

잠파 강이 재간됐다 Rcprintcdcd. 1975.Scou l: Kyunι In Publishing Comαmy 이 책의 첫 l앙 

역용온 이웅식(후야버) 율지션(jt;t양) 공역의 1947 r죠선교꾀Ab(서올 대성융연사 

〔大iÆlIWitJ:])이다 이 l앙역용용 연래의 씌의 서흔안율 앤역한 것이다 이 냉역용애 이 

어 정기수(T감i*)의 r조선교'1샤서용，， (서올 당구당)이 1966년에 압구신서 10 1로 용 

싼앙다 이 앙역온온 1975년애 '.역g다 아지악으로 안용영(1<!!!씬) 칙석우(lk’‘ 

ttj) 역주 r한국천주교"사" (션 3권 서용 운도층양사) 상권( 1979) 중권(l91lO) 하 

권 (198이이 있다 이 책외 개8온이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1987년에 용딴왔다 뀐자(김 

억훈)는 이 1987년8의 상권에 의존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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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꼬레 (Corée ) 라는 이응은 중국암 까융2.1 (Kao-li)에서 옹 것으로 조선사람등 

은 고허 (Kô-끼，) 일온사랑들은 고악이 (Kô-mi )라고 딴응한다 이것은 지난 왕 

죠 때의 나라이읍이었다 서기 1 392년에 시작왼 지금 앙죠가 이 이즙응 "f꾸 

어 지금 공식국영인 조선이라는 영갱응 새액했나 -아칩의 고요-라는 뜻인 

죠선이라는 단어안 보더라도 이 영갱이 중국사랑등에개서 왔읍을 알 수 있으 

나 과연 중국인틀로서는 조선이 아갱의 나약이다 

2 죠션의 언어는 중국어나 인용어와 다E다 조선어는 인도 납부의 드라비다 

( Dravida)어에 비슷하다 

3 산에는 긍 온 용이 많이 얘장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듯하다 않은 곳에 그중 

에서도 삭쪽지망에서는 땅올 조긍안 따도 금이 나오여 어떤 개옹에는 모래 

속에 사금이 틀어 있나요 한다 

4 어떤 앵은 조선에서 장으로 재앙이 외는데 그 가운데도 천연두가 그영다 

이 빙에 걸려지 않온 사땅이 아아 액영도 안 원 것이다 [ . ) 득히 어은듣이 

정리는 '1 가운데에서 일종의 에스트와 티쭈스공 틀어야 하겠는데 딴을 흥 
리게 하지 옷하연 3-4일안에 블렴없이 죽는 것이다 다응으호는 환자가 숨 

이 악혀 즉사하는 급애와 얘우 혼한 간질 그여고 콜레라 둥이 있다 

5 현재 죠선의 인구융 정확히 알기는 어립나 정무의 공식 g 계는 30년 진에 

170안 이상의 가구에 인구가 약 750'간 영융 애아리고 있었다 그러냐 영단이 

하도 소용히 꾸며졌기 때문에 그것융 믿응 수는 없다 계산에 을어까지 않은 

사랑이 많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한 가구에 영균 거의 여섯명으로 쳐서 

총인구수윤 천안영으로 잡으연 아"f 벤로 융리지 않올 것이다 최근의 몇몇 

지리학자등은 조선의 인구잔 1. 500안명으로 추산하지안 운영히 파장왼 이 추 

측이 어디에 근거읍 두고 있는지는 딴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판싱올 두게 되는 부분응 조선의 인구에 관해서이다 달에가 알 

한 30년 전의 정부의 공식용계 란 무엇플 땅하는 것일까? 그것은 r조선왕조실 

록j 가운데 r헌종실꽉O!l운J'(상)，을 얀한 것일 것이다 이 객의 권720장(1J.D 헌종 

6년 12원 영숭조(떠JJi:fi<)에 따르면 순조와 철종(힘뚱) 사이의 국왕인 헌종 6년에 

해당되는 l없0년 현재 죠선의 호구수는 1 .560. 774호이며 인구수는 냥 3. 308. 01 2영 

어 3 . 309 .985영 계 6 . 6 1 7 . 997명이다(안웅열 최석우 1979_ 35 각주 31 ) 아마도 달 

레는 이것에 근거해 조선의 인구에 대해 썼을 것이다 

당에는 죠선의 정부조직 및 왕실에 관해 다양하게 설영했다 그 파정에서 달레 

는 -동양의 다든 오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정부형태는 정대군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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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왕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냥용할 수 있는 선권윤 가지고 있 

다 그는 사립과 원건과 기구에 대하여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고 썼다 그 

러나 이 진술플은 정확하지 않다 조선의 국앙은 정대군주가 아니었으며 사헌부 

(司않府) 사간원(司생빠) 홍문관(~L文t，O 둥 이른바 삽사(三히)에 의해 상당한 견 

제힐 l감았다 달려l는 조선의 국앙을 절대군주라고 정의하면서도 최근에 와서 그 

의 권한은 많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세도집안의 귀족을이 국앙을 사실상 

우력화시키고 실권쓸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에는 조선의 왕궁을 -파피의 좀 넉넉히 사는 연금생환자아연 살려끄 하지 않 

올 초라한 집을-이라고 영가했다 탕에는 이어 조선조정의 부정부패에 대해 얘우 

신항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위판러들과 귀쪽틀이 위로는 국왕융 피혜하게 안들고 

아래로는 -액성의 피를 딴아억고 있다 고 지적했다 ‘지애계긍。1 백성의 피를 딴 

아역고 있다 는 1L현용 우리가 제2회에서 보게 되듯 조선이 개헝한 이후에 조션 

올판장한서양인들의기측들에자주동장한다 달레는이어 다음파같이었다 

판직운 공공연하게 얘애되고 그것을 사는 사람등은 자연히 새연올 차링 생각도 

하지 않고 을인 비용올 예내려고 한다 관찰사로부터 미관‘갈직에 이르기까지 어 

숱아치는 누구나 조세와 소송과 그밖의 모든 것올 가지고 재주껏 돈융 만든나 앙 

앵어사윤까지도 더항 수 없이 뻔뻔스힘게 그등의 권력융 이용해 억는다 

[ ... ) 멍징세급은 실제에 있어서는 당욕스러훈 오든 계급의 수령과 판리율이 백 

성에게서 에앗아가는 금액의 작용 우운융 나타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 

라 세금징수의 기준이 되는 호구초사대장온 도무지 밍융 만한 것이 옷왼다 ( .. ) 

수영의 우하등이 공식영부갚 꾸미기 위하여 'f을에 요연 거기에 적히고 싶지 않 

은 사양은 누구나 그틀에게 영마만한 동올 치려야 하는지용 밴밴스렵게도 공공연 

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 ) 꽁공장고의 저장은 장부상으로안 존재한다 (. ) 지방의 냉기고에는 쏟안 

한 며복도 탄약도 앵기도 없다 오E 군갱판리을이 팔아억고 그 대신에 누더기 몇 

조각파 쓸데없는 아쇠 나우랑이릎 갖다 놓았다 어쩌다가 정직한 수영이 이언 횡 

령을 바로장으려고 노력하려틀연 모든 판리등이 그에 대항하여 한데 뭉쳐 그의 

행동이 우력하게 되므로 그는 할 수 없이 눈융 갑고 그등이 하는대로 버려두거나 

자기 임지용 떠나야안 한다(안용영 최석우 1979.74-75) 

당레는 지방관청의 아전(찌I前)과 사령(얘令)의 횡포와 부패에 대해서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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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숭했다 첫째 아전에 대해 그는 다읍과 같이 관창했다 

그등은 않온 권력을 가지끄 있으여 명소에 그을올 하인 취급올 하연서도 그등 

이 하는대로 첼질 끌려가는 수영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 

다 [ .. ) 옹갖 농간 용모 계략에 능숙하므로 그등은 액성올 착취하고 수령에 대 

하여 자신틀용 지키는 데에 놀항도욕 정 용해 잉다 [ . ) 그틀의 근본앤칙의 하냐 

는 언제나 수령을 속여야 하여 그에게 항 수 있는대로 그 지방의 사정을 알리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틀에 있어서는 사한의 문제이다 [) 한연으로 

는 액성용 희생시켜가여 수령의 끝없는 양욕용 만족시켜야 하고 또 한연으로는 

자기등과 가족듣의 생안비로 많은 돈융 쓰지 않옹 수 없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이 

익을 위하여 행하는 사기와 주구(양求)안으로 상아가는 것이다(안용영 최석우 

1979. 105- 1!Xi) 

울쩌 사렁에 대해 」는 나음과 같아 판장했다 

가장 약고 가장 거안하고 가장 우서운 자틀은 각 도청의 형사냉정의 사영들이 

다 일갱한 보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횡령으로안 상여 그들 아읍에 드는 것이띤 

무엇이든지 액성틀에게서 강당한다 ( ) 이흔적으쿄는 누구나 자유g이 수영 앞 

에 나아가 하소연을 할 수가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엄정의 임구가 아전틀이나 

사평을에 의하여 안단히 지켜져 있으므로 좋든 싫은 간에 그틀의 송을 거쳐야안 

하며 또 소장(Wi~)을 직정 수영의 손에 전하는 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부하등의 절대적인 세릭올 적으로 안을게 윌 것이니 아우언 이득 

도 없을 것이다(안용영 최석우 1979. 108- 109) 

달러1는 과거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셜영했다 그는 지난날에는 인재등용의 좋 

은 수안이었던 ‘이 제도가 오늘날에는 아주 타팍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썼 

다 과거시험의 합격은 -가장 톤 않은 사링등과 가장 강력한 후원자등이 영어주는 

사랍틀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안웅펠 최석우 1979. 122) 그는 문객(門찔)의 

예해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으연서 오직 대 

판를의 사항방올 출입하며 대관의 심부릅올 해주여 대관에게 아청응 하고 다른 사 

랑융 오해하는 동의 농간을 부려 판직융 영는 사랍틀용 문껴이라고 부름 그는 그 

즐올 당욕스런 거지예-라고 비웃었다(안웅열 최석우 1979. 169) 그는 조선인의 

성격을 자세히 소개하는 가운데 -조선사랑들의 또 하나의 큰 걷정은 폭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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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식(!Il슛)에는 자연히 과읍(엉ftt)이 따르게 왼다 그러므 

로 음주액은 이 나라에서 애우 영예로운 일로 외어 있으여 안약에 누가 정신을 잃 

도쪽 술용 마셔도 그룡 탓하는 사랑은 아우도 없다 고 썼다(안용영 최석우 [979 

235) 그는 조선사랑뜰의 ‘초라한 오악상이 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조선의 산엽과 국제판계에 판한 그의 판창들은 서온의 마지악 장(월)인 제 15장 

에 기술되어 있다 그것을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연 다음과 같다 

l 조션에서의 과학 연구는 -보장 것 없다 - 그러나 r동의보강(찌엉lIIl11)，은 중 

국에서도 존중되고 있나 -다등 어언 '"선 잭도 이언 냉예샅 누린 객이 없었 
다-

2 -조선사앙을은 공엉지식에 있어서도 냉로 나옹 것이 없다 그틀의 나라에서 

는 유익한 기숭은 몇 새기 선부터 전혀 아무언 진a도 하지 않았다 -그러 

나 조선사감즘이 중국사랑li보다 앤씬 뛰어난 공영야 하나 있으니 그것은 

재지공엉이다-

3 조선에서는 국내상엉이 번로 안닿하지 옷했다 -상엉안전에 큰 장애가 되는 

것으l 하냐는 화예세도의 활비이다 ( ) 상거래에 또 하나의 장애가 되는 것 

은 교동로가 한싱스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

이상의 관찰등온 하앨의 판활틀과 흐릅올 같이 한다 앞에서 이이 보았듯 하멜 

응 조선에서 과학과 공업 및 상엽은 얄당되어 있지 않있다고 명가했던 것이다 

탕레는 이어 -조선과 이웃 나라와의 무역관계는 거의 없다 이옷의 두 강국인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자기의 옥립융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 이 나라는 완전한 격 

려 속에 자신을 두었다 고 썼는데 이 진술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 이 시내갚 연 

구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조션은 17세기 중엽 이후 대청무역(히헤<<ι)과 대일 

무역 mBtl易)을 안성화 시키고 있었다(안웅렬 최석우 1979. 268 각주 15) 

당에는 이 제lS장의 마지악 부분에서 대원군이 성정올 하던 때인 1 87 1 년과 1872 

년에 초선이 겪었던 무서운 기근에 대해 설영하연서 다음과 같이 셨다 

하도 곤궁한 나어지 서해안 주민들은 중국 믿수업자등에게 그블의 어린 땅등응 

한사함 앞에 싼 한 말융 받고 한았다 북쪽 국정의 숲융지나서 요동으로 온 몇 

몇 조선사항윤 션교사들에게 처창한 국내상태표 묘사하연서 길아다 승장이 널려 

있나고 앙했다 그러나 서울정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식량을 사틀이는 것올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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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기 보다는 차라리 액성의 반수( t-fì){} 죽게 내비혀툴 것이다(안용연 최석 
우 1979 , 274) 

죠선정부는 왜 이러한 길을 택하고 있는가? 날레에 따르연 죠선정우는 자신의 

안전-융 위해 쇄국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 

다 -어떠한 이해나 인정의 고려도 그로 하여금 쇄국융 포기하게는 하지 옷할 것 

이다-

달레의 이 관찰은 오늘날의 북한상황용 연상시킨다 개혁과 개 l상의 길을 걸으연 

액성을 살원 수 있겠으나 정권의 안전 옹 위협올 l앙는다는 계산에서 패쇄적인 길 

윤 고집하는 륙한지도부윤 연상시킨다는 뜻이다 당레는 i힘얀。r 조선정부의 선 

액의 -연깅 을 강요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것 역시 l뚱한정권의 노선변경을 유도 

하기 휘해서는 경국 우력융 행사해야 할 것이라는 국내외 일각에서의 주장을 연상 

시킨다 

VI 유럽열강의 조선으로의 영애의 개시: 프랑츠앙대와 영국암 
대 및 려시아앙대， 그리고 독일상션의 탐사 및 진훌시도 

1 라페루즈의조선당사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 죠선에 대해 관싱융 갖고 자반적으로 방문했거나 

저숱한 사랑틀은 거의 모두가 예수회 신부틀이었다 그등은 포교의 목적에서 그렇 

게 했던 것이다 그던데 1700년대의 종반에 듭어서언서 조선에 대해 새로운 의도 

윤 갖고 땅운하는 새로운 사랍들이 나타났다 그틀은 당사의 목적에서 또는 원정 

의 옥척에서 합대나 선박을 이끌고 죠션을 찾았던 사랑들이다 이로써 조선에 대 

한 서양인을의 방험은 본격적으로 전개냈다 

그 시작은 프랑스해군의 조성당사였다 1776년에 시작되어 1 782년에 사실상 끝 

난 이국의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선쟁과 판연해 영국파 프랑스는 1783년 9원에 따 

리의 메르사유궁전에서 조약융 맺었다 프앙스의 국앙 루이 16세는 이 조약융 제 

기로 해군에서 20년의 경힘옹 캉은 라 떼주즈(Jcan-Fmnçois de Galaup de la Péro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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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아시아와 아에리카 해안의 남부플 탑험하라는 잉무륜 부여했다 루이 16세의 

표연적인 옥객은 이지의 해역에 대한 학술적 당사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숨은 의 

도가 틀어 있었다 -모피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던 영국을 제앙하기 위 

해 새로운 항로윤 개척항 것 당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올 당사해서 새로 

운 식민지 영토 획득의 가능성융 타진할 것 인도와 캐나다릎 영국에 에앗겼지안 

해양국가로서 세계에 이듭올 떨지고 싶은 야망- 둥이 바로 숨은 의도였다(박천흥 

2008. 155- 156) 

그리하여 당헝대의 대장 파 페루즈는 1 785년 8윈에 부송 (8α"잉le)호와 아스드 

판라브(Astrol abe)호라는 이즙의 엉선등윷 이끌고 우선 아시아 당혐의 길에 올랐 

다 숭우원의 수는 부송호가 총 1 08영 아스트칠라브호가 총 9 11 명으로 모두 1.01 9 

영이었다 탕험대는 1788년 l훨에 호주의 시드니에 도착하는 것으로써 이 당헝융 

끝냈다 그사이 라 에루즈가 션국갱부에 보앤 보고문등이 [797년에 아랴에서 ' i!f 

에루즈의 세계여행」이라는 전4권의 책으로 총판댔다 이 책은 1799년에 영국에서 

r라 페루즈의 행해 (The Voyageofde “ Pérollse)J 라는 이릅으로 역간됐다 '" 

1 785년 8원 1일에 프랑스의 해군기지 브레스트( 8πst) 항-올 총안한 이 당헝대는 

1 787년 5월 21일에 제주도 금처틀 지냐연서 이 성에 대한 기록올 냥겼다 탑협대 

는 제주도의 집듣이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었고 논압이 질서정연하게 구획되어 있 

었다고 기술하면서 -이토콕 아릅다운 모숭의 성은 찾기 힘들 것이다 라는 구갤로 

써 찬안을 표시했다 그러나 탑험대는 재주도에 상를하지 않았다 대장 라 쩨루즈 

는 하멜의 r표류기」윤 떠용리연서 난파원 불행한 사랑틀을 노예로 상았고 애정올 

가했던- 이 섭에 상륙하고 싶은 마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험대는 곧 5원 23일에 -동해- 또는 ”초선해 로 윤리던 해혐에 틀어섰다 이 

해협올 유럽의 함대가 지냐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함대에서 전문관축사의 역 

할융 수행하던 당시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천문학교수 다즐레(Lepamc Dag<이et )가 

공 서양사랑으로서는 처음으로 융릉도릎 딸견했다 라 에루즈는 그의 이즙올 따서 

혼풍도한 다즐레 성(Is le Dagel이) 라고 영영했다 그는 이 성에 대해서도 -아듬답 

다@는 표현융 었다 그러나 일기가 나빠 상륙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사랑을과 

20) 악천홍 2008 156- 165쪽 박대헌(까大!i). 1996. r，서양인이 온 조선 죠션관계 서양서 

지(i'>fF양양)， (전 2권) 제 1권 서융 효산냉〔형山찌l.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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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측할 기회칭 갖지 옷했으며 자연히 조선사랍등에 대한 기측올 냥기지 못했다 

그는 마찬가지 이유에서 옥도룡 딴견하지도 옷했다(상레스텍스 200 1, 77-84) 그 

러나 그때로우터 62년이 지낭 1 849년에 같은 국척의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 )호 

는 서양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블 말견하고 자신의 이릅올 따서 혀앙쿠르 측스 

(Liancourt Rocks) 라고 영영현다 

당헝대는 북상옹 계속해 6원 11일에는 조선파 안주를 냐누는 어떤 해안지정에 

도착했다 눈이 덮여 있는 거기에는 논받도 가육도 없이 그저 항량했다 거기서 좀 

더 북상한 당헝대는 우리의 공포를 융러일으킨 ( ... J 놀라운 모융의 안개-륜 보았 

고 샤슴을과 공틀올 보았다 당험대의 자료들응 연밀히 살연 율레스택스 교수는 

다응과 같은 논영을 제시했다 -라 에루즈에게는 두 개의 〔초선〕이 있다 장 판리 

왼 논땅이 있는 제주도의 〔조선〕파 융오지와 야안성이 존재하는 북쪽의 [초선〕이 

그것이다 ( ... J 역사상 처음드로 [조선〕유 통양의 엄자와 착하 미개인의 나라안이 

아닌 아즙다운 흥경의 나라 로 묘사된다(왈레스에스 2001. 84) 

2 브로던의조선당사 

아 페루즈에 뒤이어 영국해군대령 브로턴 (Wi lliam R야x:rt Broughton )은 프로비던 

스(Pro，띠lcnce)호를 이끌고 1797년부터 1798년까지 북미의 태영양 연안과 동아시아 

융 당사했나 그는 항해잔 아친 뒤 자신의 항해기 r욱태명양으로의 방견의 항해 (A 

Voyage oJ Discη 'ery 10 끼'e Norlh Pllcific Ocellll ) J를 1804년에 런언에서 충간했다 21 ) 이 

책에 따르연 이 군항은 1 797년 10월 3일우터 1 3일까지 함경도의 챙진으로부터 경 

상도의 부산에 이르는 동해안윤 당사했다 뒷날 이 군함이 당사한 항경도의 영흥 

안(;i<야뼈)은 항장올 기영해 브로턴만 (Broughton Bay)이라고 영영된다(박천흥 

2008. 63) 

대원틀은 1 0쩔 14일부터 2 1일까지 부산항에 정악해 식수와 영나무를 얻고자했 

으여 이 지방의 조선관리들은 그 요구에 웅했다 이것은 그들이 -죠난자의 취급을 

21) 총딴사는 T. Cadel1 and W. Dav ÎeS în 1he SInlrId였다 이 책옹 근쩨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0.2..로 서용의 정인운화사에서 2이)J년에 영인본으로 총팡됐다 조성에 대한 기폭등온 

이 액의 제7장과 제8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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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부로부터 받았던 것 을 의이했다22)이때의 그틀의 모습을 r조선장죠실흑j 

가운데 r갱조실옥j은 정조 2 1년에 해당되는 [ 797년 9원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 

데 이것은 조선사랑이 영국사랑윤 보고 객은 최초의 기쪽이다 

이국(뼈!lI)의 배 한 척이 동혜 용당포(염j뻐j없) 앞바다애 요휴해 이르렀습니다 

애 안의 50인이 모두 어리를 땅아 늘였는데 어떤 사랑은 뒤로 드리우고 어리에 

액선링(白 ft쏠)을 썼으며 [ ) 그 사암등응 모두 코가 높고 능이 파랑융니다 역 

싼응 통해 그틀이 어느 나라에서 왔고 요류하게 띤 경위는 무엇인지 융었더니 한 

어(야업) 청어(엠않) 에어(얹J~D 용고어 (~15않)증 오두 얄지 못하였습니다 섯

융 주었더니 구릅과 산과 겉은 그핍 옹 그려 앙 수 없었융니다(요인용 X‘8 177-

178 ) 

갱조는 곧 대신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 사건을 화재애 용었다 정조가 이 배애 

탄 사랍을이 아란타(때찌iε)사랑 인 것 같은데 아란타는 어느 지방 오당캐-이냐 

고 풍자 한 고위관리는 -아한타는 히}란[ J'i f.ii )으로 대안이 ")로 그곳 이라E 설영 

했다 질문이나 당연。1나 모두 사실에 어긋났다 이 배에 탄 사랍들은 -아란타사 

랑 이 아니고 영국사링틀이었고 아란타는 대얀이 아니라 네헬란드였다 >f션히 

그들의 국제지식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악친흥 2008. 54-55) 

정박한 군함 주연에는 곧 조선의 배틀。1 블혀들었다 그 배등에는 많은 조선사 

랍들이 타고 있었다 대원들은 조선사랑틀의 마리에서 상투표 발견하고 특이하게 

느꼈다 대왼등은 초선사랑들의 용모냐 며부가 중국사람들의 그것틀을 닮았다고 

느꼈다 브로턴을 비롯해 대원 일행이 상유하자 마을사항을이 따라다녔다 다른 

아을로 듬어가혀 하자 마융사람틀이 가로악으연서 더 이상 걸어가지 맡아달라고 

강청했다{Broughton 1795- 1798 , 33 1) 그래서 그들응 애로 툴아왔다 곧 이 지방의 

고판을。| 합장의 애로 찾아왔다 양자 사이에 대화가 시도됐으나 언어의 융통으로 

조선판리틀은 애틀 에났다 안연에 므로딩 일행에게는 동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처랑 외국인올 꺼리연서 출국을 요갱하는 조선사랑들의 앵태는 브로턴의 쌀은 

기콕에 우려 다섯 차에 풍장했다 비록 흥행올 긍지당했지만 브로턴응 죠선사람 

등의 주거환경을 쉽게 판찰할 수 있었다 그는 -그틀의 집틀은 작고 모두 당총이 

22) 한상복 (~깨ðO. 1988. r혜양학에서 본 한국학j 서올 해조사Ii양뼈’lt l. 3 1 8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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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짚으로 지웅용 이었다 고 었다(Brough lon ， 343) 

대원을은 곧 부산의 해도잔 작성했다 여기서 그들은 부산융 제산항 (Tshesan 

Harl:x>r )으로 표기했으며 냥해안의 한 부분율 조상(깨=ng)으로 표가했다 그들 

은 조선의 수군으로부터 조선궁 (Chosan-go)이라는 말올 들고 그것을 죠상으로 표 

기했던 것이다 그을은 영도(影사)용 성이 아니라 육지로 장옷 그렸다(한상복 

1988. 31 9) 

브로턴 일행은 조선반도의 냥해안으로 탑사항해릎 계속해 어느 한 성에 장시 

정박했다 프로턴은 。1 섭의 이음올 기록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성올 

오능날의 전라냥도 여수시에 속하는 섬으로 추정하끄 있다 군함은 거기서 항혜를 

계속해 10윈 26일에 한 섬에 닿았다 브로턴은 이 성이 엘마트일 것이라고 추측했 

다 그는 29일까지 이 성의 서북해안융 조사했다 그려나 그는 이 섭에 상륙하지 

않았다 

3 액스옐과 훌의 서해안 및 낭해안 탐사 

조선에 대한 영국해군의 당사는 계속댔다 정조 다음의 잉급인 순초 1 5년에 해 

당되는 1 8 16년 2월에 영국갱우는 중국파의 잔합피한- 무역체제갈 개선하기 위해 

욕사 얘머스트 경 (Sir Jeκ'rcy William Piu Amhcrst )융 중국에 따견했다 얘어스트 경 

은 액스~ (Murray Maxw<이 1 ) 대덩이 지휘하는 일세스르(Alceste)호와 흉(Basi l Hall ) 

대령이 지휘하는 <1라 (Lπ，)호의 호송을 받으며 8월에 천진(天셔，) 북쪽 연하구(패 

河口)에 도착했다 애이스트 갱이 북경융 양문하는 기간융 이용해 액스앵과 홍은 

우선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초선의 서해안과 냥해안응 탐사하고 이어 류큐 해역을 

당사했다 혼 그리고 그를 통행한 군의판 애를러드 (J어hn McLe<퍼)는 뒷날 각각 자 

신의 당사기을 종판했다 깅) 

23) Basil H베1. 1 818. Aα""… 01 a Vo)"ugl! of DiscQI'(1)' 10 Ihe \Vest Cα'ISI ofCorl!a 01이 씨e Gre,“ Lev 

choo IsI(1’rd. LorKι‘ Jolm Murray 이 잭옹 근씨용아째아서양어자료총서 11로 서 웅의 경 

인운화사에서 Xα년에 영인온으로 용안했다 이 책 가운데 죠선에 판한 부분온 다응 

으로 역간었다 신복용 갱성자 역주 1999 '죠선서해당사기」 서울 집문당 Joh~ 

M<μαJ. 1819. VO) i1ge 01 flis M,“yCSly's Shψ Alcesle to Chùw. Corea α“ 까e “ ”““ifu wchew 

wilhm’ACCQw!I ‘ifHer 51’ipwreck. London: John Mlπ"Y 이 책의 내용옹 다응에 무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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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연 그틀은 조선에서 무엇을 보았던가? 흥의 일기를 따라가본다 9월 | 일 아 

챔 9시에 그들은 서해안에 위치한 3개의 높은 성툴 근땅에 닿았다 -그 성을옹 꼭 

대기까지 냐우가 싱어져 있었고 낮은 지대는 경작되어 있어서 [ .. ) 우리가 지난번 

에 방문했었던 중국과는 다른 모습옹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서 지난 

번에 방문했던 곳저엄 연명한 대지가 있는 것옹 아니었다(HruI1 8 1 8.2) 

이 성을응 어떤 성틀이었올까? 흥은 9월 l일자 일기에서 ‘액스웰 대평은 이 성 

들을 에딘버러 왕립학사원 원장의 이릎올 빌려 제임스 흥 군도(Si r James Hall 

Group) 라고 영영했다 그 성틀은 동경 124" 46' 욱위 37" 50’에 위치하고 있다6고 

썼다 제임스 홍 경은 스E흩랜드 출신의 지리학자 경 화학자로 케임브리지대학교 

의 크싹이스트킬려지 교수였으며 。1 일기릅 쓴 흥의 아버지다 아등은 고향 스코 

를핸드의 영문인 에연어려대학교릉 종업했다 아어지의 이릅으로 명명된 이 군도 

가 우리가 흔히 얄하는 오늘날의 시해 5도이다 

다시 홍의 일기로 툴아가기로 한다 우리는 그 성을의 냥쪽으로 더 나아가 냥 

쪽 성으로부터 2 -3마일 떨어져 있는 멋진 한 얀(빼)에 몇을 내혔다 우리가 잦올 

내린 직후에 5-6명의 원주민블을 태운 보트 하나가 해안으로부터 나와 엉성의 50 

야드 이내풍에서 영웠다 그들은 우리가 그을을 우리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낸 

신호에는 아무런 판싱도 보이지 않은 채 호기심과 용신의 표정을 보이연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 애로 그등에게 다가갔융 때 그틀은 아무런 놀라웅 

도 보이지 않았고 또 우리가 해연융 향해 애용 저어 코올 근땅에서 상륙할 때까지 

우리를 따라왔다(Hall 1818, 2)." 서양인틀의 조선관찰기룩등올 집대성한 서지학자 

박대헌은 이 성올 오늘날 인천광역시 옹진군(쨌껴tf，ß) 액영면( 81ll面)에 속하는 

액령도(8쩨/J;)로 보았다(악대현 1996 세 l권 64) 

맥스앤파 용 일행은 그들올 보려고 옹려옹 원주민들을 안났다 훌의 판창에 따 

르연 1원주인들의] 며우는 짙은 구릿빛이었고 그들의 외오는 험했고 약간 야안 

스러웠다(야 r colour was a dccp cop야 r ， and their appcarance forbidding, and somewh미 

savage.) " 왼주민등은 이 낯선 서양인을에 대해 불안올 나타냈다 이 정과 판련해 

흥은 다옹과 같이 기록했다 

소개되어 있다 악천흥(~뼈)， 1 73-2 1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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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듣의 주왼 강앙은 가놓한 한 앙리 우리갑 용아내는 것이었다 이 러한 뜻을 그 

등은 너우나 분영히 나타내 우리가 오해항 여지가 없었다 우리가 아융로 올아가 

려고 하자 그를은 치읍에는 다른 길로 우리가 가도록 가르쳐주었고 우야가 계속 

가허고 고집하자 활을 잡고 밀쳐내는 풍 우리용 거청게 대했다 그를울 달래고 싶 

은 마응이 아주 간정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대접융 창았다 그러냐 우리 

들의 인내싱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우리 자신올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몇 차 

례 노력했으나 헛왼 엘로 끝났다 우리는 그틀의 태도가 애우 유혜하지 않았기에 

그곳융 떠났다(H띠1 1 8 1 8. 4) 

맥스앵과 흥 일행은 마융옹 바라보았다 ‘그 아올은 진흙융→ 야른 갈대로 거설게 

지은 40채의 집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용의 모양은 모두 갚고 강대와 짚으로 

시원않게 지용올 이어 새끼로 묶어내혔다 이 오두막을은 질가에 세워진 것이 아 

니었다 그것들은 강정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게 우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오두막 

사이의 공간은 쓰레기더미와 진창투성이의 툴구덩이로 새워져 있었다(Hall 1818 

5) 일행은 한 왼주인 여성을 보았다 일행 가운데 한 사량은 이 여성의 말이 중 

국에서처럽 전족되어 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라고 말했다(HoI I 1 8 1 8) 

액스앵과 용 일뺑은 9원 l 일 저녁 8시에 이 성융 떠나 9월 3일 아침에 북위 36。

30 동경 126'。 가까이에 이르렀다 신복룡 교수는 위도상으로 날 때 이 지점은 충 

갱도 안연도(슛ft[H~) 와 킥굉비도(格"1M，，)의 중간지점이라고 단갱했다 일행의 

함해는 계속했다 2시종 다도해(多씨iij)의 어느 성 신욕흥 교수의 고중으호는 

오늘날의 전라남도 신안군(新安IlIIl 지도면(업" bl 00)의 지도(함 &JJ) 에 맞옹 내였 

는데 원주민들윤 -소리릎 지르는 동의 온갖 몽짓을 다왜 우리가 그 성을 빨리 떠 

나는 것이 좋다는 표시를 엄추지 않았다 -

일행은 그 성을 떠나 한 작은 안에서 상륙했다 왼주민들은 -부채로 그을의 옥 

응 가로지르고 때로는 우리의 옥올 가로지르기도 하여 우리가 계속 나아가연 목이 

당아나는 것을 냐타내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일앵은 계속 걸었다 원주인들은 -우 

리 주위룹 툴러싸고 계속 소리륜 지르연서 우리의 의복의 천파 모양에 대한 놀라 

웅을 나타냈다 원주민들은 시계툴 보자마자 다른 모든 것은 무시하고 그것을 

자세히 보게 해 달라고 좋았다 그등은 시계릉 처음 본 것이 분영했다 그틀 가운 

데 몇몇이 초침옹 보자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i 그틀은 자신들 

의 관십을 곧 도장과 열쇠로 융겼다 ”그틀은 그들의 손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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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도장에 익숙해 있응올 보여주었다(Hall 1 8 1 8. 1 J-I2).M 

액스앤과 혼 일행은 9월 4일 오후 3시쯤 어느 안을 땅견하고 거기에 알새스트호 

와 리라호를 정박시컸다 이 안윤 혼은 자신의 이릎을 따 애켈안(Basil' s ßay) 라고 

명명했다 이 안은 오늘날 장항안( fUriil'!)이라고 원라고 있다 이 일대에 대해 설 

영한다연 오늘날 충청남도 서천군(쩨Ii 11lI1I 이인연(1"仁며) 비인안(liE(二iI'!) 아양 

(씨않) 포구 그리고 서천군 장항융 일대이다 

일행이 가까운 동네쪽으로 갔윤 때 그틀은 큰 애 안에서 우산 아래 앉아 있는 

엇 있는 가부장적 인용-을 보았으며 장(-l)t: Ch icf)으로 보이는 그와의 대화융 시 

도했다 그러나 언어가 융 퉁이어서 대화는 전혀 이휘지지 않았다 흉은 -장에게는 

세리 므헨디 몇 영을 주고 그의 부하들에게는 업주릅 나누어중으로써 드디어 그갚 

기분좋게 안들 수 있었다(Ha lJ 1818. 18) 。 이 해후에 관해 r조선왕조실꽉J의 r순조 

성록」은 자세한 기륙을 낭겼다 충청수사(잉샘水1，，) 이재홍(추~~L)외 장거1에 따 

르연 아량진(까mliO 청사 조대북(111*찌) 그리고 비인 현갑 이숭열(쭈升씬)이 

-영길리국(훗홉，11맹) 수사관원(水뼈검)<)"올 만났다(신복용 정성자 역주 1999 

26-27) 흉이 암한 장이 바로 비인 현갑이었다 

양측의 친교는 빠르게 이춰져 현갑은 알새스트호를 방문했다 맥스앤과 흉은 

얄셰스트호에서 그틀 영접했으며 양측 사이에 수화(주않)가 교환댔다 용은 현강 

으로부터 큰 갓과 장축 등 토산흥웅 선윤로 받았다 용은 9원 5일의 일기에서 현강 

이 예의 바은 사랑이었다고 기흑했다 액스앤과 용은 곧 장항안을 떠나 9월 8일에 

고균산열도(古암IlJ列 k1i )의 어느섬에 장시 상착했다 그등은 아율이 왜 황량하다 

(quite desertedf는 느낌융 받았다 일행은 산 정상에서 다도해의 장연올 출겼고 곧 

신안해협(新슛뻐뺑)융 웅과해 9월 10일 아침에 제주도의 해안에 장시 어물렀다 

그러나 상륙하지는 않았다 일기는 여기서 끝났으나 홍은 부측에 「조선의 서해안 

주민등에게서 선해들은 단어을」을 기휴했다 

흥은 1 8 17년 초에 한 볍선의 성장으로 귀국하는 길에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St. Helena ) 성에 들려 이곳에 유배되어 있던 황제 나플레옹올 알현했다 나폴레옹 

은 흥의 아버지가 종영한 따리 브리엔느(Brienne) 유년사판학교의 후l내였다 이 장 

연올 신복용 교수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용에용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선장의 아버지에 대한 안우며 항로증 용었 



서양인률이 판장한 조선의 오슴를(께 l회) 303 

다 혼 선장은 자신이 지긍 죠션이라는 나라용 당사하고 오는 길이라며 장죽파 은 

갓옹 보여주연서 조선의 용용올 소개혔다 기이한 초선의 토산용융 바라보여 나 

용레옹이 조션이아는 나라에 사는 사항등의 인정파 풍속옹 어떻더냐고 뭉자 혼은 

대답하기{}. -이 나라는 영화융 사땅하는 민족이어서 이재까지의 유서 깊은 역사 

에도 항구하고 냥의 나라용 성략해온 적이 없이 선양한 인족-이라고 성영했다 

이 1갈올 릎은 나용헤용옹 빙긋。1 옷으며 -이 세상에 냥의 나라용 쳐들어가보지 

않은 인족도 있다더냐? 내가 다시 천하릎 용일한 다옴에는 반드시 그 조선이라는 

나라잔 찾아보바라-고 알했다(신복용 2002. 39) 

이 대화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폈던 하엘의 r표류71 ， 가운데 한 구정올 떠올리게 

된다 조선사람들은 겁이 많고 용기가 부족하며 그러한 사실융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는 지적 특히 조선사양틀은 전쟁올 좋아하지 않으며 전쟁에 대해 야주 비판적 

이라는 지적 둥이 그것이다 

나용레 옹응 양현한 직후 영국으로 돌아온 흘은 그 이후에는 주로 북미와 냥이에 

서 근우했으며 1825년에는 스떼인의 총독 헌터 (John Hunter )의 딸과 결혼했다 그 

는 183 1년 이후 런던에 정착했으여 왕립천문학회갚 비롯해 유서깊은 몇몇 왕입학 

회틀에서 정회왼으로 안동했다(신걷흉 정성자 역주 1999. 7-8) 딴연에 조대옥 

첨사와 이숭얻 현감은 파띤올 당했다(박천홍 2008. 201 ) 

흘이 냥긴 씹은 기 쪽은 전적요로 풍용지일 뿐 조성의 국내정치적 및 국제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칭뭇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꽉 측에서도 우리는 그때의 조성 국 

내외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융 찾융 수 있다 첫째 영국해 

군이 조선 서해의 5도륜 당사했다는 사실이다 신복용 교수가 이이 지적했듯 오 

늘날에도 남북한 사이에 날카로운 갈동의 대상들 가운데 하나인 서해 5도는 이미 

아 시정에서 영국의 깊은 판심올 받았던 것이다 그안큼 이 곳에 대한 판싱이 것기 

에 액스앤과 흥 일행이 그린 해도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정 

확했다(신복룡 2002, 39-40. 47-48) 

둘째‘ 조선조정은 외국인 애척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했기 

에 액스웰과 흩 일행이 안난 왼주민틀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한 빨리- 그들올 

옹아내려고 했으여 그러나 인정에 끌려 결국 그등을 접대하게 원 관리을은 그틀 

올 접대하연서도 그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연 처냉을 받게 청 것을 두려워했다 예 

컨대 비인 현감은 여러 차례 자신의 손올 옥에 가로지트연서 “지진의 옥이 장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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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빠진다는 것-옹 표시했다 비슷한 일은 신안해협의 어느 섬에서도 되풍이 

냈다 왼주인들은 그들이 어무르는 것쓸 애우 룰안해하여 참지 못했다 -

셋째 다른 한연으로 원주민툴은 그틀의 상륙이 확정왼 뒤에는 그틀을 우호적 

으로 대정했다 이 사실과 판련해 신꽉 룡 교수는 -우리는 서세동정기(j!Ij'J)핑에% 

뼈)의 한국인들이 서구인툴융 기피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나르다 당시 서구인과의 갈풍은 지배계급의 오판이 빚은 실수일 뿐 한국인의 보 

연적 정서는 아니었나-고 논명했다(신옥룡 2002 , 47) 

4 린셰이와 귀흘리프의 조선 서해안 탐사 

。1상에서 나타난 특정틀은 액스웰과 흥 일행이 조선의 서해안을 당사한 때로부 

터 꽉 16년이 지난 18 32년(순초 31 년) 7월에 영묵상선 오드 얘 어 스트(Lo찌 

Amherst )호가 조선의 서해안을 당사했을 때 다시 나타났다 중국올 거쳐 조선해역 

에 나타난 이 배에는 영국동인도회사의 중국광동주재수석화g관리인 린셰이 (H'gh 

Hamilton υ''"‘ay) 와 옥일인 개신교 선교사 '1층라프 (Karl Fricdrich August Güι 1aff) 

동 67명이 타고 있었다 린세이는 영국 모직물의 판매시장올 개척한다는 옥적을 

지니고 있었고 귀응라프는 개신교한 전파한다는 복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용 때 구1층라프는 죠션을 찾아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여행기흉냥겼다'" 

련셰이와 해층라프는 용과 애를러드의 여행기를 창고하연서 양력으로 1 832년 7 

원 17일에 죠선 서해 5도에 접곤했으며 오후 5시께 항해도 장연현(1'<써양) 용금포 

(았金뼈) 장산꽂(u山tp. i 녹도 UIH!)에 정악했다 그러나 상륙한 그들올 안난 원 

24) H, H. Li이say. 1834 , Re，κm 01 Proceedings 011 a Vo}'age /0 the NQrlhern PorlS ofC“'trait’ t/ie Ship 

Lord An이lerst: Extracred from P.끼pers. Primed b)' Order O/ Ihe H，αιr “I/ Co/’11/1011$, Relming (0 rhe 

Tr，ι/， “'ÍlIr Chi，시t.I . 2찌 '" μ찌on: R. Clay‘ Pri nlcr‘ Bre잉 Street-HilI 이 액온 근에용아세아서 

양어자료총서 11에 Hall. Accou，끼 qμ Voyage 01 Disco\'ery 10 the West C.α1St ofCorea와 함께 

영인의어 있다 KarI FriedriιhGüι1퍼 1834 . JQllrt띠l of1ñree Vo)'agt s aloll8 시"α1llS1 0/ China 

;,, 1831.1832.01“ 1833 서rh Mα1α ofSiam . Corerl, and l/re ÚJO.Choo Islolld$. London: R. Clay 

Printer. Brea‘J-Slreet-Hi1I 이 책은 근새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4로 서웅의 경인문화사 

에 의해 200(년에 영인용으로 충완댔다 원전에는 귀출라프가 GützlalT7t 아니라 Gutl.lafT 

로요기외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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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등온 강한 적대강융 표시했다 한운융 중 수 있었언 린셰이는 한운융 아는 한 

갱년과 간단한 핀당옹 냐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떤새이는 이곳 

융 떠나기로 걸싱했다 다안 그는 조선궁왕에게 영국파의 용상융 허락해줄 것윤 

갱원하는 서신을 써서 조선의 판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냉지안 뜻옹 이흘 수 

없었다 

녹도의 주민틀로부터 !’려 떠나라는 신호흉 받은 이 애는 7월 22일에 장산꽂올 

떠나 냥쪽으로 향했다 이 l에는 곧 충갱도 강경(iI짱)얘 닿잊으여 거기서 마침내 

조선의 한 판리에게 갱앤서8 진당했다 애는 공 충청도 흥주w단H)의 고대도(;'; 

f~!l)에 당도했으며 거기서는 흥주 옥사륜 비롯해 이 지역의 안리툴용 안날 수 있 

있다 띤셰이 일행과 조선의 판리등용 비교적 우호적인 안위기 속에서 대화릎 나 

녔다 이 계제에 린셰이는 다시 조선과의 교역올 회앙한다는 뜻융 표시하연서 수 

도로부터 륭라 회답옵 영}고 싶다뉴 뜻도 아울러 전당했지얀 얘우 소극적이거나 우 

정적인 대당안 을었다 이 파정에서 '11 층라프는 조성의 판리툴이 거짓말올 예사로 

한다는 사실올 확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애결해서는 아무 것도 허용 받지 옷 

항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때 모든 것이 얻어질 것이다(Whcn we beg, nothîng Îs 

grnntcd: whcn we demand. cvery thil밍 "' 0벼이뼈r 약는 경흔에 도당했다(Gützlaff 1834 

336) 

조선의 판리틀은 일앵이 vf용용 융아보는 일을 여전히 금지했다 이 사실과 판 

련해 런셰이는 조성사압을용 어언 아주 강역힌 이유 때문얘 그리고 우서운 앵언 

때문에 -아주 강력하고 보띤적인- 외국인공포중올 갖고 있는 것 강다고 쓴 대 。，

어 -조선사람은 천성적으로 의성이 많은 인종인 것 갇다(The Coreans appear 

’laturally 10 be a suspici아sraccf고 진용용 내혔다(Lindsay 1834.234) 

며갱이 지나서야 금지가 용려 일행은 갱박지 일대용 융아산 수 있었다 대체로 

"f융옹 황에해 있었고 주인갑의 생안환경은 열악했다 '11 층파프의 표현으로 ”초 

선사항등은 울결과 1긴곤으로 자신의 생애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거쳐 속에서 살고 

있었q. (Such are thc drcary abodcs wherc the Coreans pass Iheir lìfe amidSI filth and 

povcny) .- 그의 관찰은 계속댔다 -우리가 안난 않은 사강둥의 피부는 어김없이 

예로 뒤덮여 있었다 않온 사랑용이 몇 당 동안 씻지 않아서 이 따위의 해충틀이 

욕싱댔다 우려가 보는 앞에서 뼈충융 잡아 죽이는 갯융 주저하지 않았다 [ .. ) 살 

갱도구는 서흉게 안틀어져 있었다 진흙으로 빚어졌는데 상상힐 수 있는 가장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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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종휴였다(니쩌say 1834 , 345)." 만연에 관리를은 잘 살고 있었다 옷올 우아하 

게 입고 있었고 생환에 연리한 뭉건을은 이 나라가 공급할 수 있는 명위 안에서 충 

분히 소유하고 있었다 "1출라프의 이러한 판창 곧 관리들은 잘 살지만 액성을은 

가난하게 산다는 관철은 그 이후 조선응 방문한 서양인들의 기록틀에서 반복왼다 

성을 툴러보연서 귀출라프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토지가 

비육해서 나우나 꽃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는 주 

인들이 열싱 01 일하연 ‘이 황야릅 에덴동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 

다 주민등의 수치스런 게으릅‘이 그등의 삶올 열악한 상태로 융아넣었다고 온 

것이다 그러연 주민등은 왜 게을렀던 것인가? 귀출라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 

리는 주민들이 게으르다고 비난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틀이 힘올 쓰는 데 펼요 

한 자극이 부족하다는 사실올 두려워하지 않융 수 없었다 정부는 주민들이 노홍 

의 열애릅 즐기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겨우 하생은 생옐웅 이외에는 

어떠한 융건도 소유하는 데 무관싱했다(We cannot chargι thcm 써th laziness. bUI WC 

fear they want the necessary stimulus 10 cxcrtion. Govcmment does n이 pem1il them 10 enjoy 

the fruit‘ 。f their labours: they are thcrefore indiffcrenl 10 the possession of any thing beyond 

the bare necessities of life.) (GützJaff 1834. 346)" 바꿔 알해 구1출라프는 초선사랑들의 

개으륨과 가난의 책입을 노용의 대가를 허용하지 않는 조선조정에 올린 것이다 

귀출라따의 이 지객은 그 이후 조선융 앙문한 서양인등의 기록을에서 반복된다 

귀출라프는 조선사랍들이 장 살 수 있으려연 외국들과의 거래를 터야 한다고 생 

각했다 조선올 외국들로부터 배제 (exclusion)" 시키는 현재의 국가정책으로는 이 

나라가 잘 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죠션조정이 기독교의 션따틀 허용 

해 조선사람들로 하여긍 복음올 배우게 하연 조선사랑들이 게으롱에서 벗어날 수 

있올 것이라는 기대도 표시했다(Gützlaff 1834) 조선사랍들에게 연민융 느낀 그는 

린세이와 함께 갑자를 싱어주고 갑자 재배엉올 가르쳐주었다 

일행은 영국이 조선과 교역하고 싶으며 조선죠징이 이것융 혀악해주기 야한다 

는 뜻올 반복적으로 표시했다 아침내 일행과 조선조정의 단려 사이에 이 주제블 

놓고 대화가 열렸다 그 관리는 조선은 -대청제국(大혜째國r에 -예속되어 있으며 

(subserviem)" 중국황제의 영령에 -복-총 (obeyr해야 하기 때문에 ‘우피의 상판 

(our su perior) 중국항제의 명령과 재가가 내리기 전에는 어떤 다른 나라와도 

교역할 수 없다는 당연으로 일판했다 린셰이는 시암 (Siam 오을날의 태국 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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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과 코진 {Cochin 오늘날의 에트납의 일부 옐자 주)도 중국과 비슷한 관계룹 

맺고 있으나 영국과 교역하고 있다고 설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Lindsay 

1834 .245-253) 

련세이 일행은 결국 소기의 옥적을 전혀 당성하지 옷한 채 냥쪽으로 떠났다 다 

도해를 지나 9월 17일에 제주도를 보았지안 상릅하지는 않았으여 거기서 류큐로 

갔다(니찌say 1834 , 292 ) 다른 한연으로 조선조정은 조갱의 허가 없이 린셰이 일 

행과 정족한 판리들은 엉얻했다 

5 옐처의 제주도 및 거문도 탐사 

영국이 이른바 아연전쟁에서 청나라률 굴복시키고 갱나라로 하여긍 궁욕적인 

남경조약올 앙아뜰。1 개 안E 그리하여 청나라의 국내외적 에심이 크게 영어진 

1 842년을 계기로 이양선(j'HUll이라고 올린 유럽열강의 군함듣 또는 선박등이 

청나라의 속망으로 양려진 조선의 해역에 앤씬 않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이 

갖는 합의(양j)')는 컸다 유렵영강은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이른바 종주권은 약화 

됐으여 따약서 자신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올 확보한 기회를 얻게 냈다고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 냥경조약 체결로부터 34년이 지난 1 876년에 일본은 조선에 개항용 

강요하고 일본파 조선 사이에 체결왼 강화도조약올 통해 초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 

주권융부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선의 해역에 출현한 유쉽열강의 군함을 가운데 대표직 보기 

가 1845년 6원과 7원 사이의 37일에 걸쳐 조선의 냥해안 일대블 탑사한 영국군함 

사아랑(Samarang)호였다 합장은 1799년에 캐나다에서 출생했으나 1 8 1 2년에 영국 

해균에 업대했으여 그 뒤 세계의 많은 해역틀융 당사한 엘처(Edward Belchcr) 대위 

였다 그는 아연전쟁에 참전한 용사이기도 해서 그릎 명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호전적 인 군인으로 비치기도 했다 윗날 북극으로 항해하려다가 군함블을 잃어 

군영회의에 의해 외역올 영령암기도 했으나 깊국 제독으로 숭진하는 그는 해군성 

을 풍해 자신의 여챙기을 납겼다 25) 

25) &!\\，잉깅 Belcher. 1848 . Narrati l'e of끼e Vo)'age ofH. M. S. Samllral!g αIring lhe Years l843-46. 2 

Vols 냐찌011: H. M. Admir.띠 ly. 01 책온 근새동아새아서양어자R종서 15와 16으호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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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 앨처는 1 845년 6원 25일에 대원을융 기느리끄 제주도 동쪽의 작은 성 우도 

(牛 hl)에 상를해 이곳을 기지로 상아 7원 1 4일까지 제주도윤 당사하고 해도륜 작 

성했다 그는 지신의 중국인 통역윤 사이에 두고 이 지역의 조선관리들 잊 주민들 

과 멸당을 나누는 가운데 친교를 맺었다 그러나 쌍방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 의싱 

옹 가진 상태에서 울상사가 일어났다 양측 사이에 포화(뻐火)가 교환왼 것이다 

다행히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았으여 양측은 이 1건에는 선풍을올 교환했다 

앨처는 성 당사가 끝나자 북쪽으로 항해했다 곧 세 개의 성릎윷 양견하고 7월 

16일에 바강 안에 맞응 내렀다 그는 이곳을 영국 해군성 장판을 기리기 위해 해일 

턴항(Port Hamilt이，)이라고 영영했다(Belcher 1848 , 352) 바로 오블날 전라남도 여 

수시에 속하는 거운도(E文μ)였다 그는 대씬들과 함께 상꽉해 주인들을 안났다 

그의 눈에 주민틀은 -아주 빈약한 자료들-을 한용한 정긴 친의 옷틀을 입고 있었 

다(Belcher 1848) 그는 4일 동안 이 성 응 측량하고 해도을 삭성한 뒤 우로도 올아 

가면서 이 성올 문영의 아주 작은 혼적도 지나지 않은(without the slightcst trnccs of 

civilization)" 곳이라고 기쪽했다(Bclcllcr 1848 , 355) 거운도에 대한 영국해군의 전 

약적 판싱은 그 이후에도 계속댔다 예컨대 1 855년에는 측량선 사라센(Sarnccn )호 

가 이 성올 측량하여 마갱내 1 885년우터 1887년까지 영국해군이 이 성올 정영한 

다 이때 영국해군이 사용한 해도가 바로 엠처의 해도였다( Belcher 1848).26) 

6 세실， 라피에트1 게랭 그리고 로즈의 조선원정 

비슷한 시기에 프팡스군항이 두 차례에 걸쳐 죠선의 서해안에 나타났다 세실 

(Tomas Cecill ) 해군제옥이 이끄는 클레오파트르호(La CI∞patre )가 1 846년 읍력 6원 

에 오늘날의 충청남도 보령시 1 f용g 市) 일대의 몇몇 성을에 정박했다가 떠난 데 이 

어 라며에르(Lapierre) 해군대령이 이끄는 라 글루아르(La Gloire )호가 양역 1847 

년 8월에 오늘날의 전라냥도 소흥산도1'1、생 llJμ) 북상의 성 앞에 충현힌 것이다 

이 배는 공 난파했으며 선원툴은 연락올 받은 영국의 구조선들의 도융융 받아 중 

서용의 경인문화사얘서 2IXXl년에 영인본으호 융딴됐다 조션에 대한 기륙용 제 l권의 제 

10장에 있다 

26) 제 1권 1 5-2용에 게계원 갱성화 교수의 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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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갔다(Belcher 1848. 359-432) 

프양스군항의 내죠OMM는 그 이전의 유럽 선악을의 내초와 그 성격이 본질척 

으로 달왔다 프랑스는 조선이 천주교 신자틀올 박해하는 것융 용징하겠다는 자왼 

에서 군함용 보냈던 것으로 따라서 그것은 원정의 성격올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 

는 이 복적올 달성할 수 없었다 왜냐하연 프랑스에서 1848년 2월에 일어난 혁영 

과 6월에 일어난 폭동요로 조선문제에 정력을 기울이는 것이 융가능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1 851년에 나흉레용 3세가 군사쿠데타갚 통해 프랑스제국의 항제로 퉁 

극하연서 대외앵창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초선문제는 새로운 판심을 방기에 

이르렀다 

아침내 나용에용 3세는 1 855년 1 0월 1 9일에 인도차이냐합대사령관 게랭 (0 

Guen π ) 제옥에게 -죠션을 식인지화하기 위한 조건과 기회윤 조사해서 보고하라

는 이영시링을 내었나 이 비빌시딩에 따악 세앵응 성종 7닌에 해당되늠 1 856닌 7 

휠 16일에 용해얀의 영흥안에서 출발해 냥해안응 거쳐 서해안의 덕적군도(따!ì'm 

μ)에 이르기까지 2개월 동안 조선을 탐사하면서 주민등과 대화륜 나누기도 했다 

(8e1cher 1848. 448-455) 

이 당사툴 마친 뒤 그는 따라의 식민성 장관에게 보고서륜 제출혔다 여기서 그 

는 조선의 국내외상황을 날카룹게 지적했다 첫째 초선의 판리을이 액성을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액성등올 공포에 띨게 함으로써 정부와 액성 사이가 분 

열되어 있다고 보았다 툴째 조선은 무력한 나파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관리 

릎이 군함 한 척 앞에서 떨거나 달아날 중밖에 모프는 이런 냐라는 처음으로 이 나 

라툴 정령하려고 생각하는 유엄영캉의 야싱에 회생이 원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보 

았다 셋재 이제까지 중국이 조선의 보호자 역할융 수행했으나 중국은 더 이상 그 

러한 능력옹 갖지 옷할 것이띠 이 정풍 간파한 러시아가 조선에 야심올 풍고 조선 

정복용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넷째 러시아의 조선정복올 악으려연 그것에 

앞서 프랑스가 군사역올 동원해 조성올 갱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조선의 

군사적 정복이 크게 어려울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정부는 게랭의 

건의블 묵살했다 중국문제에 골올하고 있었기 때운이다(Bc1cher [848 , 455-458) 

그러나 개랭 제목이 조선의 서해안과 냥해안옹 당사하고 돋아간 때로부터 꼭 \0 

년이 지난 ’ 866년에 프랑스의 중국주운항대사령관 로즈(PicπGustave Rore) 재독 

은 조선이 천주교 교도을파 선교사등율 대양으로 -학살 한 데 대한 보복a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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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을 시도했다 이 해 10월에 로즈가 이끈 프랑스함대는 강화도에 상륙했으며 

곧바로 이 섭의 외규장각(外￥î\!1잉)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션양죠의 고문서들 

융 약당했다 10월 26일에 양측 사이에 교션이 이뤄졌다 조선측의 저항은 예상 밖 

으로 한강해 로즈는 대원들을 。1끌고 중국으로 후퇴했다 이것이 조선에서는 병 

인양요(內';;i'l'II)로 기꽉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 명인양요료부터 5년이 지난 187 1 

년에 미군의 강화도원정에 따른 신미양요(￥未#않)가 발생었는데 이 사건에 대 

해서는 제2회에서 다푸기로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상기돼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로즈 제옥이 죠선에 대한 청나 

라의 이른바 총주권이 사실상 소연왔다고 판단하고(용레스텍스 2001 , 92) 작전을 

휠쳤다는 사실이다 조선에 대한 군사적 정욕올 건의했던 게랭 제독。1 이미 1 0년 

전에 판단했듯 로즈 제독 역시 청나라는 조선의 -보호-증 위해 어떤 형태의 군사 

적 개입도 하지 옷힐 것이라고 딴안했던 것이다 

귀국한 대원들 가운데 몇몇은 1 867년부터 조선에 관한 글등융 충딴했다 이 블 

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은 -폐쇄적-이며 조선민쪽은 "，간야안적( 'l'lfl!! 

!'J l" 01 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함대의 장모장이던 앙리 주앙(Henri Jouan)은 187 1 

년에 총판한 r 1 866년의 초선원정기j에서 -함해에도 영청난 어려웅이 있는 데다가 

최근의 유영한 난따사건틀로 딸이암아 조선은 선왼등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바 

다의 위험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사량을용 기다리고 있는 것도 끔찍한 중음뿐이었 

기 때문이다‘라고 스스고 R조선의 주민들은 외국인용 고럽시키려 하는 융관 올 갖 

고 있다고 덧흩였다(원레스댁스 2001 , 113- 114)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젊은 필자는 죠션올 긍정적으로 멍가했다 해군소위후보 

생이던 앙려 주에르(Hcnri Zuber)는 1 873년에 충판한 r죠선원정」에서 조선사람들 

이 놀라용 정도로 민첩하며 산올 장 단다고 지적한 데 이어 독서률 좋아한다고 덧 

왈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글을 읽옹 줄 모르는 사량은 매우 드풍고 다른 

이들의 멸시를 받기 쉽다 문맹인에 대해 그토록 엉격한 태도를 취한다연 프항스 

에는 열시망옹 사람이 상당히 않올 것이다 ( .. , )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종이와 

책은 갖추고 있다(블레스텍스 2001 , 11 5- 116) ," 이 구절은 하엘이 자신의 r표류기j 

에서 이미 지적했던 것과 액올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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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쭈차친의 독도발견 및 거운도 상륙 

게랭 제독이 이미 경고했듯 러시아의 군함들은 1850년대에 조선해역을 념나들 

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혜가 철총 5년에 해당하는 1854년에 러시아의 푸차친 

(Efin Yasilievich Putimin ) 해군중장이 이끈 함대의 동해 및 냥해 항해였다 기함 판 

라다(P，띠 1，이，)호와 그리고 보스토크(Vostok )호 및 올리우자(Olivutsa )호 퉁을 이끈 

그는 당시 일본파의 외교 및 흉상 관계철 공식적으로 개성하기 위해 러시아대표단 

을 이끌고 일본으로 항해한 것이다 그는 그 우렵 러시아에서 운영옹 열치던 작가 

곰차로프(Ivan Aleksandrovich Goncharof)릎 비서로 대통하고 있었는데 곤차로프는 

항해릅 끝내고 구l국한 뒤인 1 858년에 r천함 싼라다호， (전 2권)플 충딴해 휠라다호 

의 항해과정응 자세히 암렸다(한상복 19RR. 176) 

팔라다호의 조선당사와 관련해 특기해야 항 것응 우선 。1 군항이 1854년 3월에 

서양의 선박으로서는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 이어 두번째로 독도룹 -망 

견 했다는 사싣이다 푸자친은 옹도와 서도에 각각 에넬라이 (Menelaî )와 올라부차 

라는 이릎올 용여주고 그 전세에 에넬라이 앤드 올리부차 콕스(Menelaî and OlivUlSa 

Rocks) 라는 이즙올 불여주었다 에넬라이는 용리부자호의 옛 이롱이었다 푸자친 

은 또 4월에 원산올 라자레프항(Pon L=ref)으로 영영했는데 자신이 한때 상관으 

로 오셨던 라자헤프 (M. P. Lazare f) 제독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한상복 1988 

375) 

1 854년 4월에 팔랴다호는 거운도에 도착했으며 선원들은 하선해 닷새 동안 어 

윤여 주인들용 만났다 공차로프는 툴당용 보고 -조장하며 우능했다 조선인은 정 

말 노역올 싫어하는 것이 툴힘없다-고 썼다 아올은 -모든 것이 영성하고 가난하 

고 비장했다(박천흥 2008.5 17-5 18) 이것윤 우리가 앞에서 살띤 귀층라프의 관왕 

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공차로프의 관창은 한 걸옴 더 나아갔다 그는 초선 

사람들을 -어린애틀- 곧 -정치성(6:15性r을 기르지 옷혜 정치적으로 우지한 미 

개인들로 단정하고 조선올 -유럽에 신속하게 접근함으로써 자신을 재교육해야 항 

나라-로 파악했다(박천흥 2008, 5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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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페르트의 f금단의 니라 조선기앵J 

하앵 이후 초선용 직걷i 앙운하고 조선에 대해 상새한 기꽉융 냥긴 서망사랍으 

로 우리는 목일의 유대계 상인 에르네스트 오때르트(Em잉 Jakoò op야n )률 지적할 

수 있다 그는 프앙스의 강화도갱공이 시도됐던 째인 18(;6년의 2윈 및 6웰 그리고 

1 868년 4원 이영게 세 차혀1에 갤쳐 조성옹 앙문하연서 주로 서해안 지역틀옹 

당사하고 해국한 뒤 1 879년에 독일어로 r금단의 나라 조선기앵」옹 집펼해 1 880년 

에 출판했던 것이다 이 책용 검은 해에 영어로도 용간했으여 그리하여 서 l상권에 

초션융 널리 얄리게 됐다 27) 1 880년이라연 조선이 개함한 1 876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서이다 따라서 출완년도용 기준으로 상는다연 이 책옹 제2회에서 다훼져야 

항 것이다 그렇지얀 판왈년드용 기준으g 상아 이 부운에서 다우기로 한다 

이 책에 대해 성영하기에 앞서 우리는 저자 오에르트에 대해 살필 핑요를 느낀 

다 우피등에게 대원군의 아어지 냥연군<r엄延컴)의 요융 도굴하려한 엉인으로 단 

순하게 각안되어 있융 쁜인 그의 배경용 제대로 알아야 이 책의 까지릎 제대로 앵 

가항수있기 때문이다 

오애르트는 1832년에 똑일의 함부르크에서 애어나 여행가이자 인총학자로 컸 

다 그에 대해 신복용 교수는 다응파 같이 설영었다 -동양의 인종에 대하여 누구 

보다도 얘악한 인휴학적 지식융 가지고 있었고 쇄국으로 인하여 세계대새흩 외연 

하는 한국의 지얘자에 대해 정운 연민융 가지고 있었으여 한국에 대혜 서앙애 알 

려진 바가 없던 1 860년대에 이이 한국의 역사 언어 쯤슐 쩨도에 대해 깊은 이 

27) ErnSI Jakob Oppen. 1880. Ein Vers<이losstnes uuuJ: Reis,‘” ’“’이 Korea. LeiJYlig: Emesl Jacob 

()ppet1 . 1880.A Forbùlden “’rd: Vo)'νges to Il!e Corea. W씨r '111 ACCOl flll 0111$ Geogral써Iy. Hislory 

p"α'luCI;，α1$， wuJ Co’m/lercial Cσlιbilities. New York: G. P. Putnarn‘， $0띠 "00 μndon: S 

Low‘ MarsIOrl, $ear’ι ω잉 Rivington 이 책은 경인문화사(:litl=文(011)가 항간한 근세흉아 

세아서영어자료용서 %권 (2001년)에 WilJiam Richa띠 c.m의 Ufe in Corea와 함깨 영인되 

어 잉다 μife in Corea에 대에서는 셰2회에서 토흔힐 것이다 오에프트 혜의 망역혼으료 

다용의 두 가지가 잉다 ” 얻우è . 1956. r금안의 나라 죠션기엠 지i'l 역사 산용 

상엉상태 언어와 풍용 굳엉파 정'1， 서웅 운교우 역자는 다용과 강이 깨역용용 총 

8였다 얻우곤 1974. r초선기앵j 서용 일조각 2) 신욕용 장우영(~又*) 용역 

1fIOO. '급단의 나라 죠선J 서융 씹운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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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가지고 있었〔다J(신복룡 2002. 53) ‘ 신 교수는 요메르트의 책에 .실린 그의 

해악한 식견 특히 인총학적 소견은 전운가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r 고 명가하연 

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도굴l섭이라는 오영올 쓰고 끝나야 하는가 하는 의 

문이 든다 싹는 알로 그에 대한 변호블 아끼지 않았다 신 교수의 연호는 계속했 

다 대원군의 천주교도 악해즙 용서도 묵과도 할 수 없는 그로서 아마도 대원군을 

자극하기 위해 왕룡의 도굴이라는 극단적 ‘상법에 의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렇다고 해서 신 교수가 오에르트륨 일냉적으로 연호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에 

르트의 과오들에 대해서는 적정히 비판했다(신복용 2002. 54-55) 

그러연 오쩨르트는 이 책에서 조선용 어영게 요λ}했던가? 이 책은 9개의 장 및 

350쪽의 분향으로 구성됐으며 조선의 역사와 지리 및 문화는 물흔 정치제도와 대 

외판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당았다 그러나 그의 설영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 

분응 하멜의 책을 비롯해 레지? 신부의 글등과 뒤 암'"의 긍응긍부터 빌려왔다 

앞에서 지적했뭇 이 프량스 산부즐의 글틀은 중국의 영향을 받운 것틀이었기에 

이 책에는 중국의 인식이 적장게 반영되어 있다 그는 또 일본의 역사 책을에 의존 

하기도 해서 일본의 인식이 그대로 전당된 경우들이 때때로 엿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새 차혜에 철쳐 행했던 조선당사 때의 정헝을융 서술한 부분들은 새 

로운 내용을이다 특히 죠선조정의 천주교 박해 그리고 그것에 따른 프랑스의 항 

의와 그것이 빚어낸 명인양요 풍에 대한 서술은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틀 

이 창고힐 만 하다 이러한 전세 아래 이 책의 내용에 대해 부분적이냐아 살피기로 

하자 

첫째 초선의 역사 및 지리에 판해서이다 오에르트는 조선사량을이 코케이시언 

과 옹골리언의 혼종이라고 보았다 그는 조선의 역사가 기자(Ki않 또는 Kitsu )의 

건국으로 시작냈다는 이른바 기자초선설을 되흉이 했으여 그래서 조선의 역사는 

이 객의 충판의 시정에서 약 2.400년 댔다고 보았다 그러냐 그는 조선사암등은 중 

국사랑들의 한 운파가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죠선사람들은 흰 옷올 좋아한다고 덧 

용였다 자신이 처음 초선땅에 상룹했을 때 -아주 않응 흰옷의 사랑들 융 보았음 

을 회상했다(Oppen 1880.5- 11 . 51. 125- 126. 181) 

오에르트는 당시 조선의 인구릉 약 1500얀 영에서 1600안 영 사이로 보았다 

그러나 지망의 관청틀은 중앙정부에 바쳐야 할 세긍올 줄이기 위해 자신을이 판항 

하는 지역의 인구를 증여서 보고하기 때운에 이 숫자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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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였다(Oppert 1880 , 22-23 ) 현재 일본의 영토가 된 대마도는 원래 조선의 영토였 

다고 기술했다(Oppert 1880 , 75) 

툴째 조선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중국의 황제가 조선에 대해 -총주권 

{suzerain JX.lwersf올 행사하고 있다는 동성을 낡았고 등련 얘기라고 반박했다 

지난날에도 중국의 -종주권 은 애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어떤 특정하게 규정된 권 

리틀에 한정 <1어 있었올 뿐이라고 주장한 오에르트는 "01 온건한 헝태의 용신제 
(염댄쩌) 역시 오래 션에 종식냈다(Thîs mîld foml of vassalage has also Jong since 

ceased 10 exisl ) M 고 단언했다(Oppert 1880 , 33-34) 그는 조선의 정부는 정대적이여 

최고의 동치블 행하는 독립적 국왕의 존재 위에 서 있다(l꺼e govemment 이Core. 

has dcv이 ved upon an independent king, whosc rule is absolute and supreme)"고 강조했다 

(Oppert 1880 , 33) 

셋째 죠선의 정부아 정치제도에 대해서이다 요에르드는 의정부와 6조에 대해 

서는 율픈 사헌우와 샤간왼 및 앙행어사에 대해 자세히 썼으며 지망의 수령'lI액 

및 육군과 수군의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다 판료사회의 부패에 대해서도 자 

세히 썼는데 모든 판직들이 가장 높은 값을 제공한 사랑에게 주어지고 판식을 자 

지한 사랍들은 아래 사람등올 상대로 강도와 수탈(rob aJ찌 plunder)" 약한과 착취 

(pillage and ex tortion )" 륜 저지른다고 영가했다 대원군 시대에 관해 말하연서 앙행 

어사제도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덧등였다(Oppert 1880 , 43-44) 강은 액락에서‘ 그 

는 조선의 왕의 지애는 절대적이며 그의 뜻 하냐가 엽이다(TIεruJe of the king of 

Corea is abs이ute. ar띠 h‘ will alone is law ) M 악고 썼다(Oppert 1880 , 33 , 36) 

넷째 초선의 산업에 대해서이다 오때르트는 우선 조선의 날씨가 좋고 땅은 비 

욕하다고 썼다 이어 조선에는 광물자원이 용부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광물자원 

의 부유함에 있어서 전체 아시아대륙의 어느 나라도 코헤아에 접근할 수 없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여기에 얄해두고자 한다 고 썼다 그는 특히 금과 은이 그것 

들 가운데 금이 조선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말견된다고 덧왈였다(Oppert 1880 

147 17 1- 172 ) 종이의 질은 중국의 그것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우수하다고 명가했 

다 그던데 그는 공엽적 기숭과 근로정신에서 조선사람들은 어떤 다른 아시아국 

가에 연씬 뒤쳐진다(ln industrial art and workrnanship thc Corean‘ rJ.nk far bclow any 

other Asialic nation )‘고 파악하연서 그 원인올 -결정적으로 억암적인 정부의 셰제 

(11""띠뼈"πpressive systcm of the govemment) M 에서 찾았다 정우는 산업의 안전 



서양인등이 안딴한 죠션의 요슐융(쩌 1 :111) 315 

그 자체윤 바아지 않으여 그것옹 억채시키여 땅해하고 있다는 것이다(Oppcrt 1880 

174) 같은 액팍에서 그는 -산엉객 기엽의 갱신이 이 나라에서는 거의 완전히 운 

쇄되어 았다-고 판활하연서 그 왼인용 -억압적 정치쩨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 

웃나라틀과의 교퓨로우터도 완전히 소외왼 현실에서 잦았다 (The spiril of induslrial 

cnlerprise is nca끼y crushcd in a country . which fOf ages pasl has bcen suffcring un‘Jcr an 

opprcsslYC p이.，κ띠 system. aJ‘d has becn eslranged from almost 이1 i nleπαJfSC with ilS ncarcsl 

ncighbors. ) 조션에셔는 국내교역옹 용온 대외무역 역시 얘우 제한되어 있다고 그 

는 덧용였다(Oppcrt 1880. 175) 

다섯째 조선사회의 풍습에 대해서이다 오매르트는 -조성사랑플응 징직하고 

천성이 선하여 큰 밍죄와 살인 및 견도용 잘 저지르지 않는다 고 보았다 이것은 

하‘생의 판촬과 대죠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엄죄용 저지르는 경우 얘우 엉 

격혀 처영원다E 보았다(Op"，，" 1880. 145) 조선사람를의 풍융과 판련해 씨f퓨사 

회에서는 중혼(j((에)이 보연척이고 여성온 고협왼 새 생안한다고 보았다 징과 판 

련해 일반액성당옹 예외없이 진흙으로 짓고 그 위에 짚용 얹은 l충에서 산다고 

기륙한 뒤 조선사람들의 징은 -초라하다 (poo，j"고 엇싼였다(Oppcn 1880. 131 

136) 

여섯셰 그는 정영의 시점에서 측 조선이 개항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시정 

에서 조선용 동러싼 영강의 각혹이 시작되고 있으여 러시아가 죠션의 동륙쪽으로 

진흥하고 있음용 깅고었다 그던대 주쩍되는 것온 그가 -코레아가 러시아의 소유 

가 외는 것올 선호할 인 하다(It mighl bc preferable 10 ha\'c the Corea takcn posscssion of 

by R야sia)" 고 쩨의한 사질이다(Oppcrt 1880. ,) 그는 이 채의윤 서운에서 쩔게 셨 

융 분 그러한 찌기의 배경옹 자세히 쓰지 않았다 

VII. 맺음말 

이제껴지 우리는 죠션이 [876년에 개항하기 이전의 시기에 서양인을이 초선융 

어떻게 보았언가잔 그등의 저숭픔훌 용해 살며보았다 이것등을 요약하연 대쩨로 

다읍파갈다 

첫째 신라의 판항자등은 신라야 교역하던 중용사람흘이었다 이어 고려의 판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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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유렁의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들이었다 그을응 용콜올 

흥해 고려의 이륨을 정했다 

조선시대에 을어오연서 판창자들의 성격은 바써었다 새로운 관왈자듣응 ‘대함 

해 시대-흘 이끈 포르투갈과 스에인의 예수회 선교사를이었으여 그들은 자신들의 

동아시아 교역의 중요한 거정인 일본용 동해 조선에 정했다 그들이 일본올 풍해 

초선에 정했기에 초선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왜곡되어 있었거나 우갱확했다 초선 

은 맹수가 즐끓고 추위가 극심하며 사악이 가로질러 존재하고 산악으로 막힌 땅 

하자연 울가촉(不미빼)의 땅과 같이 묘사혔다 거기에는 포르투갈과 스에인이 조 

션과 교역의 문올 여는 것을 방해하려는 일본사람플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었다 

잉진왜란은 유쉽사랑을로 하여금 조선에 대해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자세하고 정 

확하게 이해하도꽉 안을었다 일본의 군인을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또 포로가 왜 

끌려간 죠선인등이 잉본에서 조선에 대해 여러 형태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일션 

에서 활동하던 포르투갈과 스폐인의 예수회 선교사들은 그틀의 진술들로부터 조 

선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잉진왜란이 끝난 이후 조선에 표착한 네덜란드사항 하엘의 r표류기」는 조선에 

서 생환한 서양인의 최조의 견문기였다 이 잭은 초성이 학문올 숭상하는 나라라 

는 인상과 동시에 조선은 과학기술과 상공엽융 발전시키지 못한 나라라는 인상옹 

서앙세계에심어주었다 

그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해양당험과 신대륙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연서 이 

두 나라의 조선해안 당사가 한발해졌다 프랑스의 경우 천주교 포교의 사영이 가 

이댔다 곧 러시아와 독일도 이 대열에 창여했다 그리하여 1 700년대 총안에 틀어 

서서는 죠선에 대한 유럽 열강의 관심은 이지의 세계에 대한 당사의 수준올 넘어 

서서 정지적 잊 군사적 성격올 갖추기에 이르렀다 1850년대가 되연 조선올 둘러 

싼 유럽열강의 각축이 그 전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록히 영국파 프랑스 

및 독일응 러시아의 조선진출 시도에 질윤 경계심융 나타냈다 

툴쩌 서양인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를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초선은 중국인 기 

자가 세웠으며 중국의 연망에 위치한 야안적 속국이라는 인식이었다 조선의 이미 

지는 대세로 옹을과 티에트 및 타타르 풍에 연결웠으며 따라서 죠선은 대체로 난 

쪽한 야안인틀이 사는 연땅의 나라로 비쳤다 

청나라가 아연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한 1842년 이후 유럽열강은 비로소 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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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의 이른바 종주권으로부터 풍리기 시작한 나라로 인식했다 이 인식은 유렁열강 

으쿄 하여긍 갱을 대신해 자신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옹 확보항 기회를 갖게 됐다 

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 딴단은 1 860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연함군이 북경융 짐 

령하고 청나약로 하여긍 굴욕적인 북경조약융 받아들이게 한 이후 그리하여 청의 

위신이 더욱더 추락한 이후 더욱 굳어졌다 

셋째 18ω년대 이후 조선에 대한 서양인을의 판왈은 그 이전에 비해 연씬 구셰 

성윤 띠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우운적으로 나타난 조성의 영에툴은 우선 대외적 

얘쇄와 외부세계에 대한 우지였다 그러나 그것을에 못지 않게 싱각한 벙때로 지 

적왼 것은 지배계긍의 액성을 상대로 한 탕학과 착취였다 이것은 지애계급과 며 

지애계급 사이의 간격융 넓혀 국가 전체의 분영을 낳았고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의욕을 잃게 안을어 궁극적으로 조선윷 궁명한 나라로 안을었다고 그들은 보 

았다 

넷째 이러한 관찰로부터 서양인툴은 조선의 국가적 장래를 비판적으로 보게 만 

틀었다 유혐의 선진국들이 조선올 ‘재교육 시켜야 한다는 논리 죠선은 결국 -멸 

앙-하게 원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어느 다른 유럽국가가 조선올 정령하기에 앞서 

자신의 국가가 조선ξ 정영해야 한다는 재의 풍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 

다 

이상에서 요약한 서양인틀의 판창은 우리가 제2회에서 보게 되듯 개항 이후에 

충판왼 서양인들의 저술틀에서 반옥왼다 그라고 조선은 결국 러시아가 정영하기 

에 앞서 일본이 정렁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일본에 강제로 병합원 채 영앙한다 그 

라고 -재교육-돈은 뒷날 코리아에 대한 -신탁풍치-론으로 나타남다 

루고일 2αJ8년 12월 21일 

심사일 2009'년 1월 5일 

게재의정월 2α8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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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RfTRørr 1. 

Chosun a s Seen by Westemers (Series No. 1) 

써hj삐삐m I Docg-A뼈 

This article reviews books or artic1es wrinen by ‘Nestemers, who studied Chosun or visited 

Chosun 야:fore its opening in 1876 꺼에n>bseπations may tεsummed up as fo l1ows 

1. Most of them wrote that the 。πgìn of Chosun could be traced 10 Kija , a Chinese 

aristocrat. 10 other ‘밍여's ， Ihcy tcnded 10 assert tha‘ Kija fou 띠ed lhe kingdom of old Korea 

2. Most of Ihcm regarded Chosun as OIlC of tributary stales in a rcmotc region of China 

'They tended 10 include Chosun in the same category of Mong이 T,."‘ and Tibel. which were 

rctardcd and uncivilizcd 

3. Sincc the late 18th century , the British, the French, and the Russian Oeets came 10 Ch야"" 

for some military p뼈。ses. They nOled that Chosun was a weak , cOrrupled, and div띠，d 

CQuntry. Thcy also noted that Chosun did 1101 deve\op sciem:ζ tedmology , industry and 

oommcrce. From Slκh observations, some predi이ed thal αQSun would become a sacrifice by 

""이ain Weslem JXI야T. Others s앵g"‘:ed that Chosun should be "reeducaled ’ by Europe;rn 

counuies 10 become a ci씨lized counlη 

Keyworos: Gregorio de Céspedes ‘ Lufs Fróis, Hendrick Hame1. Jean-Bapti잉e Régis, Jcan 

ß，끼is\c Du Halde, I‘Abbé Prévos ‘ Pèrc Claude Charles Dallet, Jean-François de Galaup de la 

Pérouse. William Robert Brou야'00 ‘ Basil Hall . D. Guerin. Ivan Aleksa때rovich Goncharof 

Pierre Gustave Roze. Emst Jakob Opper1 


